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언어 

AKS = 학업 지식 및 기술: 자녀가 올해 학교에서 배우게 될 교과과정.   

AKS: 유도와 도움을 통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와 같은 글의 주요 세부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합니다. 

이에 따라... 

아이는 이야기 속에 누가 나오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이야기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동 1: 아이는 이야기를 듣고, 그림을 보고,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에 누가 나오지? 

행동 2: 아이는 이야기를 듣고, 그림을 보고,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활동 제목: 읽고, 보고, 말하기 

필요 물품:  

1. 부모님이 좋아하는 그림책을 아이에게 소리 내어 읽어주기 

2.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부모님에게 소리 내어 읽어주기 

3.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들을 수 있는 소리 내어 읽어주는 온라인 책: 

https://www.getepic.com/sign-in or https://www.gwinnettpl.org/ 
 

질문과 함께 즐겨찾기(Bookmark)에 추가하세요. 누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지도:  

읽기 전에:  

1. 아이에게 책 표지를 보여주세요. 페이지를 넘기며 그림을 볼 수 있게 하세요.  

2. 예측하게 하세요. 이 책은 무슨 내용일 것 같니? 왜 그렇게 생각해? 

읽는 동안:  

1. 아이에게 2-3 페이지를 소리 내어 읽어 주세요. 

2. 사진을 보고 "뭐가 보이는지 얘기해봐"라고 말하세요. (예: 말, 풀, 헛간) 

3. 이야기에 대해 말하세요. 즐겨찾기를 이용해 부모님과 아이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게 상기시키세요. 이야기에 누가 나오지? 그들은 뭘 하고 있지? 

(예: 말이 이야기 속에 나오네. 말은 풀을 먹고 있어.) 



언어 유치원  

 

4. 아이에서 질문하고 대답할 기회를 주세요. 

5. 몇 페이지를 읽은 다음 잠시 멈추고 "읽고, 보고 말하기" 과정을 반복하세요. 

 

읽은 후:  

아이에게 물어 보세요. 책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뭐야?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야기에서 뭘 배웠어? 네 

생각대로 이야기가 전개되었어? 

이 방법이 너무 힘들다면, 이렇게 해 보세요.  

1. 그림에 나오는 것에 이름을 지어 주세요. 

2. 그림을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하세요. 적절한 대답은 받아 들이세요. 

3. 자신의 생각을 펼쳐 나가게 하세요. 몇 페이지를 읽어 주세요. 잠시 멈춘 후 나와 있는 그림들을 보세요. 

아이에게 그림들을 보여주고 이름을 지어 주세요. (봐봐. 말이 있어) 그런 다음 이야기에 대해 말하세요. (말이 

풀을 먹고 있어. 말은 풀이 맛있다고 생각할까 궁금하네.) 

이 방법이 너무 쉽다면, 이렇게 해 보세요.  

1. 다음과 같은 질문을 추가하세요. 어디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야? (밖, 들판, 헛간 근처) 

2.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말은 배가 고파서 풀을 먹었어.) 

3. 어떻게 먹었을까? (말은 몸을 구부리고 이로 먹었지) 

4. 등장인물이 “어떻게” 했는지 연기해 주세요. 

이 방법이 괜찮다면, 이렇게 하세요.  

1. 다른 책을 선택하고 그런 식으로 반복하세요. 

2. 질문 및 전구 막대 사용하기  

○ 읽다가 질문이 생각나면 질문 막대를 

들고 질문하세요. 

3. 질문에 대답을 하거나, 생각한 게 있으면 전구 

막대를 사용하세요. (이 방법은 아이가 

질문하기와 대답하기를 구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