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에게 이야기 책을 읽어
준다! 책을 자녀들에게 자주
읽어 주자. 이야기 듣기는
자녀들이 언어를 배우는데
도움을 주고 읽기를 배우도록
준비시켜 준다.

자녀들의 언어 학습
돕기

이야기를 말해 준다. 귀하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이야기들을 들려주라.
이야기는 자녀들 자신의 문화
유산을 배우는 방법의
하나이다. 또한 자녀들이
이야기를 하게 장려하자.

텔레비젼 시청을 제한한다.
텔레비젼 시청은 자녀들의
언어 학습의 한 방법이다.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함으로써 언어를
연습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자녀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에게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할 기회가 많을 때 언어를
배웁니다. 부모, 형제 자매들, 다른 가족
구성원, 친구 그리고 보육사들이 이에
속힙니다. 연구가들은 자녀들이 그들의
첫 언어를 잘 알 때 다른 언어도 쉽게
배운다고 말합니다. 여기 안내서에서는
자녀들이 그들의 첫 언어와 함께 다른
언어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제시 합니다.

이 안내서는 아래 언어의 번역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 영어, 페르시아어, 불어, 한국어,
펀자비어, 스페인어, 월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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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할 수 있는
자녀들의 언어 학습 돕기
듣기! 자녀들 말을 듣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들은
말하기 연습이 필요하다.
귀하가 들을 때 그들은 자기
말이 다른 사람에게 흥미가
있다는 것을 배운다.

간단한 용어 사용. 어린
자녀들은 물건의 이름과
행동어를 먼저 배운다. 그들의
집안과 동네 주변의 사물에
관해 얘기하라.

조금씩 가르치자. 언어 습득은
천천이 된다. 새로운 단어들을
여러번 반복하도록 한다.
자녀들은 한 단어를 50 번 가량
들어야 그 단어를 사용 할 수
있다.

말을 적게 하는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 자녀들은
가끔 귀하가 같이 단 몇
분일지라도 조용한 시간을
같이 보낼 때 더 많은 이야기를
한다.

말할 필요성을 제공한다.
자녀들은 손가락질 만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가진다면 말할 필요가 없다.
자녀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낱말로 말하도록 하라.

당신의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
하라. 일상 생활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어라.
예를 들면, “난 국이 타지 않게
젓고 있는 거란다.” 또는 “넌
공을 던지는 거야.” 자녀들은
이런 방법으로 새로운 용어와
그 뜻을 이해하게 된다.

자녀들의 말에 첨언하라.
자녀들이 말한 뜻을 귀하가
이해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예를 들면, 자녀가 “아빠 간다.”
했을 때, 귀하는 “그래, 아빠가
상점에 가시는 거야.” 라고
대답한다. 이는 자녀들에게 더
많은 정보와 새 용어를
제공한다. 만약 좀 큰 자녀가
“나는 상점에 갔어” 하면
귀하는 “그래, 넌 상점에
갔었어.” 라고 말한다.
노래를 부른다. 노래는 언어
사용, 이야기 하기, 그리고
세상을 배우는 또 다른
방법이다.
질문한다.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도와 준다.
그들의 기분과 생각에 대해
질문하라. 예를 들면,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 날까?” 또는
“왜 그렇게 생각 하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