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모국어 발달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Why Is Developing Your First Language Important?
온타리오의 모든 학생들은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 영어 구사 능력을
익힙니다. 마찬가지로 영어 학습생들은 다년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들여
자신의 모국어를 계속해서 ‘학습’하고 발달시켜야 합니다.

가정의 혜택

Benefits for the Fa mily

학교의 혜택
삶의 혜 택

Benefits fo r L i fe

Benefits for the Sch ool

모국어 구사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는 다음과 같습 니다

- 자녀가 친척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줍니다.
- 자녀가 십대가 되었을 때, 부모와 모국어로 관계, 종교, 정치 등의
어려운 주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자녀가 자신의 문화 유산에 대해 알고 자랑스러워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 모국어를 구사하는
- 언어 능력(말하기,
- 학생들이 영어로는
사고 방식을 얻을 수

아이들이 대개 영어도 잘합니다.
읽기 또는 쓰기)은 상호 호환이 용이합니다.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개념에 대한 지식과 다른
있습니다.

- 세계 인력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캐나다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 지식을 보존합니다.
- 한 가지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은 발달시키고 유지할 가치가 있는
지적 성과입니다.
- 모국어 구사 능력은 자부심을 가질 만 합니다.

모국어 구사능력은 부모/가족 구성 원들이 자녀 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 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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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학습생들을 어떤 식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How Can We Support English Language Learners?
부모, 친척 그리고 학교 직원은 아이의 모국어 발달 및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와 친척들은 아래의 사항들을 실천할 수 있습 니다 . . .
Parents and extended family can . . .
- 모국어로 고급 어휘력, 추상적 개념 그리고 고등 사고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학교에서 배운
단원에 대해 대화를 나눕니다.
- 모국어로 말하고, 읽고, 기도하고, 노래하며 놉니다.
- 자녀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책을 보며 그림이나 줄거리에 대해 모국어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영어로 된 책일 경우라도)
- 가까운 지역 도서관에서 이중어 또는 번역된 책들을 찾아보거나 신청합니다.
- 자녀들이 주말에 언어 교실을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교 직원들은 아래의 사항들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 . .
School staff can . . .
- 영어 학습생들이 읽거나 쓰거나 말할 때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모국어 구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어린이들의 능력을
내세웁니다.
- 영어 학습 시작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영어 능력을 발달시키면서 자기들의 지능과
유머 감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모국어 사용을 권장합니다.
- 개인 이중어 사전을 만들어 영단어 및 학습 개념들을 집으로 가져가서 아이들이 모국어를
사용해 주요 단어들을 학습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부모가 지도할 수 있는기회를 제공합니다.
- 학생이 학교에서 모국어를 시각적으로 접하게 함으로써 포괄적 환경 및 인식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 같은 모국어를 사용하는 학생들끼리 짝을 지어 줍니다. (예: 책읽기 짝꿍, 체육시간, 조례,
미사 등)
- 학교 도서관에 이중어 장서들을 보유하도록 신청합니다.

“I will speak words of wisdom.” Psalms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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