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두 가지 언어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기
미국에 처음 온 많은 가정에서 중요한 결정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자녀가 영어를 배우는
데만 집중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모국어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결정입니다.
하나 이상의 언어를 아는 아동은 학교에서와 이후의 삶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이가 모국어를 유지할 경우 부모나 조부모가 아이가 성장하면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같이 이야기하기가
더 쉽습니다. 여기에 어린 자녀가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면서도 모국어를 유지하도록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언어에서든 중요한 기능과 마음의 습관이 있음을 명심하세요.


유아가 어떤 언어든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말할 때 훌륭한 말하기와
듣기 기능 및 습관이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학교에 가면 아이는 영어를 잘
아는 교사들과 또래들로부터 배울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모국어의 전문가
입니다!



매일 자녀와 함께 모국어로 이야기함으로써 여러분이 단어와 몸짓을 쉽게 활용하는 것을
자녀가 보게 해 주세요. 감정과 복잡한 아이디어를 표현하세요. 농담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읽고, 목록을 만들고, 메모하는 것을 자녀가 지켜보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문자를 통해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배우게 하세요.



유아기 자녀가 모국어로 셈하고, 어림하고, 비교하고, 측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와주어서 어떤 언어에서든 수학적 개념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자녀가 주변 세계에 대해 호기심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아이가 질문을 하고, 자신이 관찰한
것을 묘사하고, 예측하는 것을 도와주는 데 모국어를 쓰세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학교에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국어를 읽기∙쓰기의 기반으로 삼으세요.


유아기 자녀가 모국어의 자음모음을 배우고 기호를 읽게 도와주세요. 이를 통해 유아는
글자와 상징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국어로 이야기를 말해주거나 소리 내어 읽어 주세요. 여러분이 소리 내어 읽은 것을
녹음해주면 자녀가 혼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모국어로 된 노래와 음악 게임을 가르쳐 주세요.



자녀와 함께 책을 만드세요. 아이가 이야기를 만들어 부모님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환상적인 이야기나 현실적인 가족이야기에 대한 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 언어로 된
사전을 함께 만들어 보고, 그림이나 잡지에서 오려낸 것들로 책에 넣어보세요.

유아교육기관 선생님과 자주 연락하세요.


자녀를 담당하고 있는 유아교사들에게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언어로 자녀와 읽고, 쓰고,
말함으로써 가정에서 아이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세요.



여러분이 시간이 있다면 자녀의 교실에서 자원봉사를 하세요. 여러분은 다른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모국어 단어나 어구를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이중언어를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음을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지역에서 이중언어 가정에 대한 지원집단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모국어를 쓰는
다른 가족과 협력하여 같이 나들이를 가거나 아이들이 놀이친구가 되도록 해주세요.



자녀에게 지금은 영어만을 말하라는 또래의 압력을 느낄지라도 두 언어를 잘 아는 것이
자신에게 유용하다는 것을 이해시켜 주세요.



언어 학습을 가족이 함께 풀어가는 퍼즐이라고 생각하세요.

http://illinoisearlylearning.org/tips.htm 에 접속하시면 “자녀가 두 가지 언어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기”페이지에서 관련 웹사이트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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