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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어린이와 독서하기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자녀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부모,

보호자, 조부모, 숙모, 삼촌, 심지어 형제자매도 영아기 어린이가 책 읽기를 좋아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요령은 많은 가족과 보호자에게 도움을 준 책 읽기 요령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매일 간단한 가사를 말하고, 노래하고, 읊어주세요.

• 아기가 사진을 인지하기 시작하면 책을 보여주세요. 대부분의 경우, 생후 4~ 6개월

사이입니다.

• 아기가 책을 잘 볼 수 있도록 편안한 장소에 앉히세요. 아기는 귀하의 무릎에 앉는

것을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차 안에서는 카시트에 앉히고 소리내어 읽어 줍니다.

• 책 속의 그림을 가리키세요. 아기가 만질 수도 있게 해주세요.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간단한 단어를 읽어 주세요. 아기들은 주로 같은 책이나 페이지를

반복해서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 영아기 어린이는 책을 장난감처럼 여기므로 아기를 위해 만들어진 책을 찾으세요.

좋은 아기 책은 두꺼운 판지, 천,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닦기 쉽고 잘

찢어지지 않습니다!
• 아기가 흥미를 가질 사람, 동물 또는 익숙한 물건의 그림 또는 간단한 단어와 운율이

있는 책을 찾으세요.

언제 책을 읽어야 할까요?
• 책 읽기를 일상적인 일로 습관화하세요. 낮잠이 끝난 후 또는 잠들기 전이 책 읽기

좋은 시간입니다.

• 외출 시 기저귀 가방에 책을 챙겨가서 버스를 기다리거나 계산대에 서 있을 때 책을

읽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여기게 해주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읽어주어야 할까요?
• 몇 초 또는 몇 분 동안이라도 아기가 흥미를 갖는 시간에 책을 읽어주세요.

• 글을 노래처럼 부르거나, 목소리를 바꾸거나, 인형을 사용하여 아기가 흥미를

유지할수 있게 해주세요. 책 읽는 시간이 짧더라도 즐겁다면, 아기는 다른 때에 또

책을 읽으려고 할 것입니다.

아기가 책에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계속 노력하되 강요는 하지 마세요. 어떤 아기들은 다른 것을 배우느라 바쁩니다.

•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아기에게 보여주세요.

• 아기가 물건을 들 수 있다면, 아기 책을 가지고 놀게 하세요. 무엇을 할까 찾을 때,

책을 권해 보세요. 이러한 경험은 많은 아기로 하여금 독서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