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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조성해주십시오
Create Opportunities for Your Child to Communicate
아이들은 의사소통할 이유가 있을 때 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소통을 유도하여 기회를 조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말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부모에게 보여주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 다음 부모가 응답하면 자녀는 의사소통이 효과적이었음을 배우게 됩니다!
기회를 조성하는 방법은?
비눗방울 병을 열어 비눗방울을 불고
멈추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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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더 원한다고 의사소통하도록
기다리십시오.
•

간식을 조금씩 주십시오. 한 개를 아이에게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계십시오.
아이가 더 원한다고 의사소통하도록
기다리십시오.

•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손이 닿지 않는
카운터에 두거나 열지 못하는 투명한 용기
안에 두십시오.

•

아이가 장난감을 달라고 의사소통하도록
기다리십시오.

장난감 ‘부품 보관자’가 되십시오(예:
기차 트랙 또는 퍼즐 조각). 아이에게 한
개를 건네고 나머지를 가지고 계십시오.
아이가 한 개를 달라고 의사소통하도록
기다리십시오.

•

예상치 못하는 행동을 하십시오. 아이의
신발 한 쪽을 신기고 다른 한 쪽은
잊어버리십시오. 아이의 바지를 머리에
씌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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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반응하도록 기다리십시오.
•

신체 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멈추십시오.
예를 들어, 아이를 간지럽히다가 갑자기
멈추십시오. 그네 탄 아이를 밀어주다가
갑자기 멈추십시오.
아이가 계속 해달라고 의사소통하도록
기다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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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조성해주십시오 – 계속
Create Opportunities for Your Child to Communicate - continued

•

아직 말을 못하는 아이는 몸짓(가리킴, 손
뻗기)이나 소리(툴툴거림, “아”)로
의사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

아이가 말하기 원하는 단어 발음을
모방하도록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음 아이가 그 단어의 발음을
시도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

말하기 시작하는 아이는 간단한 단어(“사과”,
“기차”)와 어구(“신발 신어”, “간지럼 더”)로
의사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단어를 몇 번 반복하셔도 좋습니다.
아이는 그 단어를 시도하기 전에 여러 번
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

부모는 아이를 독려하고 싶어도 아이를
좌절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고르십시오.
아이들은 재미 있을 때 의사소통할
가능성이 큽니다. 흥미를 보이지 않으면,
다른 활동을 해보세요!

•

매일 이런 기회를 많이 조성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이는 반복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억해야 할 사항
•

아이가 최선을 다하여 의사소통하면
긍정적으로 반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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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의사소통 수준을 유념하십시오.

자세한 정보:
언어 치료사 또는 거주지 보건소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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