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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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S/목표: 유도와 지원을 통해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모험과 경험을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이에 따라... 

아이는 두 교재의 주인공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는 다음 질문에 답하기 위해 생각을 소리 내어 

말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등장인물의 경험과 

비슷한 이 등장인물의 경험에 대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뭘까? 다른 점은 뭘까? 

 

활동 제목: 코듀로이 수준: 능숙 

필요 물품: 

• 비슷한 경험을 하는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친숙한 소설 교재 두 개  

(예를 들면, - Don Freeman의 Corduroy 및 Alison Inches의 Corduroy Writes a Letter) 

• 앵커 차트 - 미리 준비해둘 것  

(*비슷한=동일한) 

 

 

스티커 메모 - 포스트잇(2가지 색) 

등장인물들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 알아보기 

등장인물들의 

경험에서 서로 

비슷한 점은 뭘까? 

등장인물들의 

경험에서 서로 

다른 점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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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 말하기: “오늘은 책 속의 등장인물들이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얘기해 보자. 

책을 읽으면서 해보자." 

2. 같은 경험을 하는 등장인물이 나오는 책 두 권을 보여주세요. 

3. 말하기: “Don Freeman의 Corduroy와 Alison Inches의 Corduroy Writes a Letter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생각해보자.” 

4. 하고 말하기: “먼저, 이 책들을 서로 옆에 나란히 놓자! 앵커 차트에 나온 것처럼!" 

 

5. 말하기: “그런 다음, Corduroy Writes a Letter를 펼쳐봐. 처음부터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둬.” 

6. 아이에게 몇 페이지를 넘기게 하세요(6페이지에서 멈추게 하세요). 

7. 물어보기: “Corduroy 등장인물처럼 (Corduroy Writes a Letter)의 등장인물도 비슷한 경험을 

하잖아. 우리가 그걸 통해 뭘 알게 되었지? 등장인물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Corduroy Writes a Letter에서 코듀로이가 겪는 일과 Corduroy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경험이 어떻게 비슷하지?” 

8. 아이가 한 색의 스티커 메모에 비슷한 점을 받아쓰게 하세요. 아래의 예를 참조하세요. 

 

9. 물어보기: "다른 책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의 경험과는 다른 이 등장인물의 경험에 대해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뭘까?" 또는 "이 두 책에서 코듀로이가 경험하는 것들이 어떻게 

달라?" 

코듀로이는 두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이야. 

 

나는 벌써 코듀로이가 

아직도 리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알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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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아이가 다른 색의 스티커 메모에 다른 점을 쓰게 하세요.  

아래의 예를 참조하세요. 

 

11. 말하기: “ Corduroy Writes a Letter의 시작 부분에서 등장인물들의 경험이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지 알았어? 그래서 잠시 읽기를 멈추고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었어? 

이 방법이 너무 힘들다면, 이렇게 해 보세요.  

• 친숙한 책 두 권을 고르세요. 

• 책을 서로 옆에 나란히 놓으세요. 

• 다음과 같은 유도 질문을 하세요. 

❖ 두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의 같은 점은 뭐야? 뭐가 달라?  

❖ 두 이야기에서 등장인물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어? 

❖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어? 

❖ 주인공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 아이에게 등장인물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에 대해 말해보게 하세요. 

  

Corduroy Writes a 

Letter 이야기에서는 

코듀로이가 편지를 

보내는 리사를 

도와주기 때문에 달라. 

Corduroy 

이야기에서는 리사가 

코듀로이를 도와줘. 

그녀는 코듀로이가 

사는 것을 도와주고 

집으로 데리고 가서 

친구가 되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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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이 너무 쉽다면, 이렇게 해 보세요.  

• 아이가 혼자서 읽을 만한, 똑같은 경험을 하는 등장인물이 나오는 책 두 권을 고르세요. 

• 위의 앵커 차트를 옆에 두세요. 

• 다음과 같은 유도 질문을 하세요.  

❖ 두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의 같은 점은 뭐야? 뭐가 달라?  

❖ 두 이야기에서 등장인물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어? 

❖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어? 

❖ 주인공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 아이에게 스티커 메모를 사용해 비슷한 점 2개와 다른 점 2개를 적게 하세요(한 가지 

색에 비슷한 점, 또 다른 색에는 다른 점을 쓰게 합니다). 

• 말하기: "기억해. 책을 읽다가 잠시 멈추고 등장인물들의 경험이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생각해볼 수 있어." 

이 방법이 괜찮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 책 두 권을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