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와 함께 하는 이웃 지리 탐색
“내가 새로 갈 유치원은 어디 있나요?” “’대초원은 무슨 뜻이에요?” 장소에 관한
유아의 자연스러운 호기심은 지리 학습의 기초가 됩니다. 일리노이 조기교육 및
발달 기준에 따르면 유아는 기초적인 지리적 사고를 하기 시작해야 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사물이나
장소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유아가 이 기준 (17.A.ECa 및 17.A.ECb)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음의 조언들을 참고하세요.

이웃 탐색하기
유아와 영아들은 세상을 봄으로써 배우며 특히 교사가 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러합니다. “저것은 정말 시끄러운 빨간 트럭이네!”“음, 빵 굽는 냄새가 나지
않니?”등과 같은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말입니다.

유아들이 산책 중에 마주칠 것들에 대해 예측하도록 도와주기
목록을 만들고, 이를 가지고 나가서, 산책하면서 계속 덧붙이세요. 어떤 동물, 식물,
기계 또는 건물들이 보이나요? 만약 시간이 허락된다면 유아들에게 자신들이 본 것을
스케치하거나 사진을 찍게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림책을 만들거나 모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이웃에 대한 벽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유아들이 본 것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격려하기
교사가 장소에 대해 정확하게 묘사하면, 유아들도 자세한 부분에 주목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리다면 방향과 위치를 설명하는 단어(“위에”, “왼쪽” 등)의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는 “언덕”이나 “해변”과 같은
자연적인 특징, 그리고 색깔, 온도, 크기와 형태와 관련된 어휘를 필요로 합니다. 이
어휘는 산책 시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큰 나무에서 왼쪽으로 도세요!”등과 같이.

유아들에게 산책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물건들을 수집하게 하기
명함, 전단지, 나뭇잎, 씨앗, 돌 등과 같은 것을 수집하게 하세요. 수집한 것을 담는 데
지퍼 백이나 “전대”가 편리합니다. 그리고 유아들은 자신들이 수집한 것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

교통수단을 조사하도록 하기
어떻게 사람, 물건 그리고 생각을 이웃의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옮길까--도로, 길,
철도, 수로? 어떤 종류의 교통수단이 사용되는가? 어디로 가는가? 블록, 작은 장난감
차, 모래 또는 물과 같은 재료를 활용해 유아들이 지리적인 내용으로 놀이할 수
있습니다.

유아들에게 지리 도구를 경험하게 하기
지도, 튼튼한 나침반, 측정 도구와 같은 지리 도구를 경험하게 하세요. 유아는 아직까지
이러한 도구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사는 테이블 위에 지도를 코팅해서 올려둡니다. 교사가 유아들에게
지도에서 강, 산, 마을 그리고 고속도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이가
지도를 따라 그리거나 복사하거나 또는 보고 싶어할 것입니다.

지리에 관한 그림책 읽어주기
이러한 그림책은 다른 장소가 이웃과 얼마나 같은지, 다른지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줄 것입니다.

연간 산책 계획하기
유아는 계절을 통해 이웃의 변화 방식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유아들이 어떤 공원 혹은
가게에 대해 깊이 있게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를 주우러 나가는 것도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각 유아에게 고무 장갑 한 벌씩이 필요하며,
유리나 날카로운 금속을 집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http://illinoisearlylearning.org/tips.htm에 접속하시면 “유아와의 이웃
지리 탐색”페이지에서 관련 웹사이트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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