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ding tips for parents

Korean: Babies

요령
부모를 위한

아기

아기에게 읽어주는 일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배우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기를 위해서 대화해 주고, 놀아주고 돌봐주므로서, 아기로
독서가가 되는데 필요한 언어능력을 도와 줄 수 있습니다. 아기와 함께 읽어주므로서,
아기가 책을 사랑하게 해주고 바로 그 시작부터 읽기를 권장해 주게 됩니다.
아래의 요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자신있는 독서가가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일부 재미있는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매주마다 새로운 요령은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잘 적합한지 살펴보십시오.
n 책을 꼭 껴안으십시오
아기를 꼬옥 껴안고 함께 책을 볼 때, 여러분의
아기는 이야기 내용 뿐만아니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껴안는 것을 즐기게 됩니다. 함께 책을 보고
있는 동안에 아기가 갖는 안전과 안정감은 아기의
자신감과 독서에 대한 사랑을 확립시켜 주게됩니다.
n 아기에게 친근감이 있는 책을 선택하십시오
밝고, 대담하며, 높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림
책들은 어린 아기들이 보거나 주의 집중에 훨씬
쉽습니다. 천이나 부드러운 플라스틱으로 된 책
(욕조에서 사용가능한) 또는 두꺼운 판지로 되어
있는“보드북 (board books)”은 아기가 다루는데
훨씬 쉽습니다.
n 아기의 손이 미치는 곳에 책들을 놓아 두십시오
책들이 장난감처럼 쉽게 닿거나 집어들거나 볼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아기는 책과 더불어 무엇을
하든지 가리지 않고 무조건 입으로 집어 넣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점이 또
엄밀히 아기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여러분은
아기가 닿는 곳에 씹어도 가능한 책들만 놓아
두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n 하루종일 아기와 함께 이야기 하십시오
날씨에 대해서 또는 식료품가게에서 구입하는
사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책에 나와있는
그림이나 걸으면서 보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질문을 하십시오. 듣는 것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는 단어나, 개념 및 어떻게 언어가
쓰이는지 배우게 됩니다.

n 아기가 만들어 내는 모든 소리를

격려해 주십시오
아기가 만들어 내는 모든 소리는 아기의 의사소통의
방법이며, 말하는데 중요한 첫번째 단계가 됩니다.
여러분을 흉내내려고 하는 것을 격려해 주십시오.
아기가 소리내는 것을 많이 하면 할 수록, 그 소리는
훨씬 분명해 집니다. 음매애, 멍멍 짖는 소리, 빵빵
소리를 계속하십시오!

n 아기에게 잘했다는 박수를 많이 쳐주십시오!
아기가 크랙커나 콩을 집거나, 코나 발을 만지거나,
그림을 가리키거나, 장난감을 집는 것에 대해 격려해
주십시오. 이러한 아기의 작은 손의 근육은 강해지고,
민첩해지고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n 매일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개발하십시오

(그 할일 중의 하나가 독서가 되게 하십시오)
매일 규칙적인 일은 아기를 안정되게 해주고, 아기로
하여금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는 일을 배우게
해줍니다. 이 예상능력은 자녀가 좀더 자라서
독립적으로 읽게 될 때 중요합니다.

n 노래해주고, 읽고, 반복하십시오
좋아하는 이야기를 읽어주고 좋아하는 노래를 계속
반복해 주십시오. 책과 함께 반복하는 재미는
독서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과 언어개발을
강화시켜 주게 됩니다.
n 아기를“살펴”보십시오
아기가 읽고 있는 책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기가 책 내용을
좋아하지 않으면 읽는 것을 중지하고, 다른 책이나
다른시간에 시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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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tips for parents

Korean: Toddlers

요령
부모를 위한

걸음마 시기의
유아

걸음마 시기 자체는 움직이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활발하게
참여하여 언어를 개발해주고 책에 관심을 갖고 읽기를 권장하십시오.하루 하루의
경험은 대화나 언어능력 개발에 참여하게 되는 완전한 기회가 됩니다. 아래의
요령은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고 자신있는 독서가가 되도록 도와 줄 수 있는 일부
재미있는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매주마다 새로운 요령을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잘 적합한지 점검해 보십시오.
n 책을 읽는 동안에 이시기 유아가 가만히 앉아

n 걸음마 시기 유아 일때는 언제나 모험의

있으리라는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시기입니다

걸음마 시기의 유아는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므로,
읽어주는 시간에 이들이, 이야기 내용을 행동으로
나타내거나, 껑충껑충 뛰거나, 떠들거나 뒹그는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아이들이
움직여도, 이들은 듣고 있습니다.

매일 경험하고 느끼는 것에 대한 책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그들이 옷을 입고, 먹고, 방문하고,
낮잠자고 놀 때의 그들이 좋아하는 인물성격과
동일시하려고 합니다.

n 운율을 암송하고, 노래부르며 실수를 해 보십시오!
걸음마 유아로 구절이나 후렴구를 끝마칠 수 있게
일부러 구절을 잠시 중지하십시오. 일단 걸음마
시기 유아가 운율이나 패턴에 익숙해진 경우에는,
일부러 실수를 만들어서 유아가 틀린부분을 찾아낼
수 있게 하십시오.
n 아기에게 친근감이 있는 책을 선택하십시오
동물이나 기계모양의 특징이 있는 책을 통해 그
움직임이나 소리를 만들어 보게 합니다. 책속의
입체그림 펼치기나 다른 질감으로 된 책을 통해 유아의
손이 끊임없이 바쁘게 만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림이
상세하게 나와있는 책이나 그림속에 숨겨진 물건을
반복할 수 있게 하는 책은 탐구나 토의에 좋습니다.
n 자주 짧고, 간단하게 읽기를 계속하십시오
걸음마시기의 유아는 흔히 아기들보다 더 짧은
주의집중시간을 갖습니다. 내용이 짧고 간단한지
점검하십시오. 하루에 조금씩, 여러번 읽으십시오.
n 이름붙여주기나, 설명 및 대화에 연루되는

놀이를 권장하십시오

n 질문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걸음마 시기 유아가 대답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시기 유아는 세상에
대한 관심있는 아이디어나 강한 의견을 가집니다.
여러분의 걸음마 시기 유아로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에게 말하도록 권장하십시오.
여러분은 언어능력을 수립하게 하고 동시에 무엇이
걸음마 시기 유아로 행동을 하게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n 이들이 좋아하는 것과 놀아주십시오
반복해서 좋아하는 이야기를 읽어 주십시오.
걸음마 시기의 유아가 특별히 좋아하는 기차나,
동물, 달과 같은 것들에 관한 책을 구해 주십시오.
이러한 책들은 이 시기 자녀의 집중시간 및 읽는데
대한 열의를 확대시켜 줄 수 있습니다.
n 재미를 가지지 못한다구요?
하루동안에 다른 이야기나 다른 시간에 시도해
보십시오. 아주 어린아이와 함께 읽는 것은 주로
책에 있는 긍적적인 경험을 갖게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읽기 시작하는 모든 책을 끝마치려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동물인형을 가지고 동물원을 만들어 보십시오.
장난감 차로 경주하기를 시도해 보십시오. 걸음마
시기 유아로 많은 질문에 대답하게 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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