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라는 선물:
대화와 일상
어떤 유아는 다른 유아들보다 두 배가 많은 어휘를 가지고 유치원에 옵니다. 많은 단어들을 알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사고기술을 발달시키고 읽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단어라는 선물을
가지고 바쁜 부모가 자녀의 학교준비도를 향상시켜줄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자녀와 함께할 시간을 찾으세요. TV 나 컴퓨터 또는 자동차 라디오를 끄는 습관을 들이고 그
순간을 대화를 하는 데에 활용하세요. 성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를 새로운 단어와
아이디어에 노출시키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다른 성인들과 이야기할 때 자녀를 참여시키세요.



자녀와 이야기할 시간을 정해두세요. 잠자리에 들 때나 식사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녀의 말을 반복해서 말해주고
확장해주세요. “덥다고? 오늘은 햇볕이 따뜻하구나, 그렇지? 시원한 음료수 마실래?”



자녀에게 말한 다음에는 잠시 멈추어서 대답할 시간을 주세요.

일상
일상 속에서 어휘력을 길러주세요.



쇼핑할 때 여러분이 무엇을 살지,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크기와 무게에
대해 토론하세요. 물건이 큰지 작은지, 무거운지 가벼운지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저녁 요리를 할 때에는 여러분이 어떤 요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들은 날
것으로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하세요. 음식은 어디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세요.



자녀와 함께 TV 를 시청하세요. 함께 시청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특히
여러분이 자녀가 어떤 단어의 의미를 놓쳤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하세요. “Between the
Lions”나 “Sesame Street”와 같이 재미있는 방식으로 교육하는 아동용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는지, 무엇을 보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저 나무에 새 둥지가 있을
것 같니?” “저 건물은 은행일까, 병원일까?” “어떻게 알지?” “누가 저기서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여러분의 단어로 사물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저 꽃은 장미란다. 애벌레를 봐.” 자녀와
함께 배우세요. “저 벌레가 무엇인지 나도 모르겠다. 사서 선생님에게 곤충에 대한 책을
찾는 것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자.”

http://illinoisearlylearning.org/tips.htm 에 접속하시면 “단어라는 선물: 대화와
일상”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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