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ndergarten Language Arts- Unit 3 - Korean 

유치원 

언어 

 

AKS/목표: 유도와 지원을 통해 그림이나 사진이 정보 글을 어떻게 뒷받침해주는 지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아이는 글에 나오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 그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은 그림을 보고 그림에 뭐가 있는지 말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그림에 대해 생각하고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활동 제목: 정보(논픽션)를 이해하기 위해 그림 이용하기  수준: 능숙 

필요 물품: 

❖ Tessa Kenan 의 It’s a Chameleon 

(https://www.getepic.com/book/45600997/its-a-chameleon) 

❖ 책 리소스 링크  

https://www.wilbooks.com/free-online-books-guided-reading-level 

https://www.youtube.com/channel/UCYlvkbg53ryhuxWuEwL1LPQ 

https://www.getepic.com/students 

❖ 아래와 같이 스티커 메모를 이용해 앵커 차트를 만드세요 

 

  

 

지도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미지를 

사용하기 

그림을 확인하기. 생각하면서 

궁금증을 가져 

보기. 

단어를 읽기. 

https://www.getepic.com/book/45600997/its-a-chameleon
https://www.wilbooks.com/free-online-books-guided-reading-level
https://www.youtube.com/channel/UCYlvkbg53ryhuxWuEwL1LPQ
https://www.getepic.com/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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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하기 - “오늘은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글 속의 그림을 살펴볼거야. 글 속의 그림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 

2. 페이지를 넘기면서 거기 나오는 그림을 주의 깊게 보세요. 

3. 그림을 사용하는 단계를 모델링하세요. 

4. 16-17 페이지를 보면서 소리 내어 생각하세요.  

말하기 - 먼저 나는 그림을 보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생각해 볼 거야.  

나는 막대기나 가지에 카멜레온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있어.  또, 카멜레온이 여러 색으로 바뀐 

것을 알아챘어.  나는 왜 카멜레온의 색이 바뀌는지 궁금해.  이 카멜레온은 소녀일까, 아니면 

소년일까? 

이제 그 다음으로, 나는 그림에서 알게 된 것을 가지고 단어(글)를 읽으면서 알아볼 거야. (16 

페이지를 큰 소리로 읽으세요.) 

나는 어미 카멜레온이 색깔을 바꾸고 100 개의 알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  이미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생각하고 궁금증을 가지면, 카멜레온에 대한 지식을 키울 수 있어.  그림은 내가 글에서 

읽은 내용을 뒷받침해주지. 

5. 아이에게 18-19 페이지를 스스로 해보게 하세요.  작성한 앵커 차트를 참조하세요. 

6. 말하기 - “방금 내가 It’s a Chameleon 페이지를 해본 것처럼 이제 네가 똑같이 해보는 거야”. 

먼저 그림을 살펴봐. (대화를 돕기 위해 가능한 사고적 유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___________________을(를) 보고 있어. 

그런 다음, 그림에 대해 생각하고 궁금해 하세요. 

나는 ___________________을(를) 알아챘어. 

나는__________________이(가) 궁금해. 

마지막으로 글을 읽으면서 그림이 어떻게 읽는 내용을 뒷받침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아이에게 19 페이지를 큰소리로 읽어 주세요.) 

7. 그림이 글의 단어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 물어 보세요. 

        이 방법이 너무 힘들다면, 이렇게 해 보세요.  

❖ 단어 수가 적은 다른 논픽션 책 한 권을 고르세요. 

❖ 그림을 봐봐. 

❖ 글을 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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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 "단어가 별로 없으면, 그림을 보고 더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어." 

❖ "그림의 내용과 글의 내용이 같아? 새로운 건 뭐야?" 

❖ 아이에게 새로 알게 된 사실을 큰 소리로 말하게 하세요. 

 

다음은 자녀를 유도하는 몇 가지 메시지입니다. 

❖ 이 단어는 뭘 말해줘? 

❖ 그림을 봐봐. 더 말해봐. 

❖ 손가락으로 가리켜봐. 네가 가리키는 내용을 가지고 사실을 말해봐. 

❖ 단어가 없는 그림을 보고 뭘 알 수 있어? 

❖ 단어에서 배운 거야. 그림에서 뭘 배웠어? 

이 방법이 너무 쉽다면, 이렇게 해 보세요.  

❖ 아이의 연령에 맞는 논픽션 책을 선택하고 스티커 메모를 이용하세요. 

❖ 말하기 - “오늘은 글을 읽어볼 거야. 그림을 봐봐. 생각해봐. "이 그림에 대해 한 가지만 말해야 

한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 주의 깊게 그림, 사진, 삽화를 살펴봐. 

❖ 글을 읽어봐. 

❖ 자신만의 문장을 써봐. (아래의 예를 참조하세요.) 

❖ 다음은 문장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힌트입니다. 

❖ 글에서 읽은 사실이 아닌, 자신이 생각하는 단어로 문장을 작성해봐. 

❖ 좋은 정보. 말한 것을 적어봐. 

❖ 글의 어떤 정보가 도움이 되니? 

❖ 읽은 내용을 다시 말해봐. 

❖ 이제 그림과 관련된 사실을 말해봐. 

 

이 방법이 괜찮다면, 이렇게 하세요.  

❖ 다른 책을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세요. 

1. 사진이나 

삽화를 잘 

살펴봐. 

2. 글을 

읽어봐 

3. 자신만의 

설명을 적어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