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가정을 위한 지침 및 제안
❏ 아이들의 처음 사용하는 (모국) 언어
● 각 가정의 아이들의 첫번째 (모국) 언어는 그 가족의 배경이나 문화 그리고
정체성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 계속해서 자녀와 함께 모국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모국어가 익숙해 지면 새로운 언어를 보다 쉽고 새울 수 있을 것 입니다.
● 당신의 아이들은 가정, 학교 또는 지역 사회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쉽게
적응하게 됩니다.
● 하나 이상의 언어를 알면 생각을 유연하게 하고 적절한 언어선택을
하게됩니다.
● 언어를 혼용할 수 있으며 이는 언어의 유연성이 향상되고 자연스레히 익숙해 질
것 입니다.
●

❏ 강력한 언어 모델은 중요합니다.
● 아이들은 그들이 듣는 그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가정과 학교 모두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해당됩니다.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고,
놀이에 대해 의견을 말하며, 질문을 할 수 있게 하십시오.
● 아이들의 언어 부적절한 언어 사용 또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 들이 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완전한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완전한 문장과 단어를
사용하여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 단어와 문장을 반복 할 수있는 하여 주십시요. 아이들이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들은 세상에 대해 알기 위하여 질문합니다. 생각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질문에 호기심을 키워 주시게 자주 이야기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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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읽기 능력은 아이가 가족과 놀고, 웃고, 노래하고, 움직이고,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있을 때 더욱 빠르게 발전합니다. 이 중요한 대화는 모국어로 발전
하게 됩니다.
● 아이들이 그 날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을 가지고 낙심하시지는
마세요. 지속적으로 학교생활에서 관심 있고 재미 있었던 일에 대해 대화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 첫 번째 (모국) 언어 사용시기
● 자녀와 자주 대화하십시오. 질문하시고,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십시오.
● 온라인으로 책, 잡지 또는 모국어 자료를 읽습니다.
● 지역 공공 도서관에서 흥미롭고 연령에 맞는 다국어 도서를 찾으십시오. 여러
언어로 된 도서는 주 정부 모든 도서관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 요리, 산책, 옷 입고, 정리 정돈과 같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자녀와 짧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 가능한 한 노래 부르기, 시 낭송, 또는 운율 부르기, 단어게임 등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한 추억, 가족 역사 또는 문화 행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 가족 사진, 소도구, 그림책 또는 문화 유물을 사용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
●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이벤트나 축하 행사에 참석할 때 자녀가 하나 이상의
언어를 아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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