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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책  읽 기 
 

그림책 읽기는 아이에게 취학 전   
여러가지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 
 

우리가 어떻게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자주 읽어 주느냐 하는  것 만큼 

중요하다. 
 

아이들은 책의 내용과 관련을 맺고 직접 해 보면서 
더 많은 것을  책에서 배운다. 

 
대화체식 독서법이 바로 아이로 하여금 내용과 
관련을 맺으며 직접 참여하게도 하는 방법이다. 

 
오늘의 프로그램의 목적은 당신이 아이에게 
어떻게 그림책을 같이 보며 깊게 관련되고 
파트너가 되는 것인지 가르쳐 주는것이다. 

 
 
 
 



                                                                                                                                        Overhead # 2 
 
 

대화체식 독서법: 
“무엇” 이라는 질문들 

 
“무엇” 이라고 질문한다. 

 
질문의 답을 반드시 확인해 준다. 

 
아이가 대답한 내용을 반복해서 말해본다.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할땐 돕는다. 

 
칭찬하고 격려한다. 

 
아이의 관심의 대상을 주의해서 관찰하고 반드시 

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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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체식 독서법: 
자유 해답식의 질문들과 

확장 
 

(1) 그림들에 관한 자유 해답식의 질문들 
 

아이가 그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면, 말로 설명하고 따라하게 한다. 

 
아이가 자유 해답식의 질문들에 익숙해 지면 조금 

더 많이 말을 해보게 한다. 
 

(2) 아이가 말한 내용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부모는 설명을 장황하게 하지 말고 짧고 간단하게 

해야 한다. 
 

부모가 확장한 긴 문장을 아이에게 따라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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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체식 독서법: 
“무엇”이라는  질문들 

아이와 그림책을 같이 읽는것은 아이로 하여금 좀더 많은 단어를 그림과 맞추어 
가며 보면서 기억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책을 처음으로 읽어주기 전에 
당신이 먼저 책을 읽어 보아야 한다.   처음으로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때는 당신 
혼자 다 읽되 아이가 모르는 것들의 이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한다.  두번째로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경우에는 당신이 지적한 이름이나 그림들에게 다음과 같이 
해야한다. 
 
●  “무엇 이지?” 라고 질문한다. 
책에 나와있는 물건을 가르키며, “무엇이지?” 혹은 “무엇이라고 부르지?” 한다.  
아이가 “네” 혹은   “아니오”  또는 손가락으로 가르키면서  대답할수 있는 질문은 
피한다. 
 
●  답을 줄때 또한 질문형식으로 답을 준다. 
아이가 물건의 이름을 알아 맞추면 그 물건에 관해서 또 물어본다.  예를 들면, “이 
트럭  색깔이 무엇이지?” , “트럭의 이 부분은 무엇이라고 하지?”, “지금 이 강아지는 
무엇을 하는거니?”, 혹은 “이 대접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지?” 
 
●  아이가 말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한다. 
당신이 답을 반복해 줌으로써 아이로 하여금 아이의 답이 맞은 것을 확인시켜 준다:  
“그래, 맞아. 그것은 소야.” 
 
●  필요할때마다 아이를 도와준다. 
아이가   만일 올바른 답을 모른다면, 바른답을 가르쳐 주고 아이에게 그 답을 
따라해보게 한다. 
 
●  칭찬해 주고 격려해준다. 
아이가 잘  할때는 이런말들을 해 준다. “맞아!”  혹은  “맞았어. 잘했어!” 
 
●  아이의 관심을 잘 살피고 그것을 잘 가르쳐준다. 
아이가 만일 한 그림에 관심을 가지고 말로 하거나 혹은 손가락으로 표시를 하면 
곧바로 아이에게 그것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아이로 말해보게 한다. 
 
●  좋은 시간을 가져라. 
독서하는 시간이 재밌는 게임시간같게 되게 만들어라.  이 방법중의 하나는 책을 
그냥  읽다가 또 질문식으로 바꾸는  시도를 해본다. 예를 들면,  부모가 한 장을 읽고 
그  다음 장은  아이로 하여금 이야기 해 보게 한다. 아이의 집중력이 짧음을 잊지말고 
잘 고려한다.    재미있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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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체식 독서법: 
자유해답식 질문들과 확장 

 
이제 무엇이라는 질문을 아이에게 해 보았을것이다. 이제는 좀더 다른 질문들로 
해서 아이가 여러가지 답을 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이에게 긴 문장으로 
자신의 얘기를 설명하게하기위해서 먼저 아이의 대답을 가지고 그것에 살을 
붙여서 설명을 하여 아이가 자기가 보는 그 그림이 긴 문장으로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는지 배우게 한다.  
 
●  자유 해답식의 질문들을 묻는다: 
아이와 같이 그림책을 볼때는 계속하여 질문들을 하여 아이가 말을 하여야 함에 
익숙해 지게 한다.    이제는 단순히 “무엇이지”하는 질문을 하지 말고  자유 해답식의 
질문들을 하여 한 마디의  답으로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해본다.   예를 들면, 
“여기  이 페이지에는 무엇이 있지?” 혹은, “여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  필요할땐 도와준다. 
아이가  어떤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를 땐 무언가  아이에게 말해준다.  아이에게  
부모가 한 말을 따라해보게 한다.  예를 들면,  “오리가 수영을 한다. 자 이제 니가 말할 
차례야. ‘오리가 수영을 한다.” 
 
●  아이에게 좀더 자세히 말하게 해본다. 
아이가 이제 자유 해답식 질문들에 익숙해 지면 , 아이에게 좀더 자세히 말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질문을 해본다. 예를 들면, “또 무엇이 보이지?” 
 
● 아이가 설명한것을 좀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준다. 
아이가 그림에 대해서 무언가 말하면, 칭찬해주고 조금더 자세히 설명을 덧 붙인다.  
예를 들면, 만약 아이가 “ 강아지가  짖어.” 라고 말하면, 부모는 이렇게 말할수 있다. 
“맞아. 강아지가 고양이를 보고 짖네.”   이런식으로 아이가  생략한 그림의 얘기들을 
조금씩  끼어 맞추어 끝낸다.  다 끝낸 뒤에 가르쳐준 새 정보를 다시 아이에게 
물어본다. “강아지가 누구 때문에 짖지?” 
 
●  당신의 확장을 짧고 간단하게 한다. 
반드시  아이가  한  대답 위에 부모의 설명을 조금 추가함으로써 아이가  부모의 
대답을 모방할 수 있게 해야한다. 
 
●  아이로 하여금 반복하게 한다. 
아이로 하여금 부모의 긴 말을 따라 하도록 계속적으로 격려하면, 아이는 빠른 시일 
내에 그 말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