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서관 초등학생
EBS 여름 독서캠프 운영내용
프로그램 개요
캠프 교육 대상 : 부산도서관
캠프 진행 일자 : 2022년 8월 20일(토), 21일(일) - 2일간 진행
캠프 참여 대상 : 초등학생 3-4학년
캠프 진행 장소 : 부산도서관 꿈뜨락 어린이실 내 창작나라
캠프 진행 시간 : 12교시 (1일 6교시 2일간 진행)_1교시 기준(40분)
수업 진행 : 블록 수업으로 80분 수업 20분 휴식 (변동가능)
관련 도서 : 행복한 청소부 (모니카 페트 지음 / 풀빛)
※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참여자는 관련 도서를 읽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운영 목적
말로 하는 토론과 글로 쓰는 논술 능력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다.
도서를 활용한 토론의 기초를 학습하고 실습을 통한 행동을 숙달할
수 있다.
다양한 독서 토론 유형과 방법을 익히고 유형별 충분한 실습 적용
으로 상황에 맞는 토론을 활용하게 한다.
책을 통한 토론의 핵심 근거를 파악하여 도출할 수 있으며 활용
능력을 향상 시킨다.

차수별 내용 (1~2일 차)
- 수업 진행 : 블록 수업으로 2차시 단위로 80분 진행 됩니다.
※ 점심시간 11:20~12:30 (70분) / 쉬는 시간 20분
-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관련도서 행복한 청소부(모니카 페트 지음/풀빛)를 읽고 참석 해 주세요.
- 수업료는 무료이며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개별 도시락 지참 또는 외부 식당을 이용해 주세요.)

진행

차시

주제

키워드

토론을 위한
1~2차시

커뮤니케이션의 시작

소통

(10:00~11:20)
독서 토론의 방법 알기
1일차

l 참여 학생들의 도서에 대한 소통

l 배경지식, 텍스트 관련, 인간과 사회
관련 발문 실습

점심시간 11:20~12:30 (개별 식사)

(8/20)
토

방법

세부내용

3~4차시
(12:30~13:50)
쉬는 시간(20분)
5~6차시

l 도서활용 토론 준비 : 행복한 청소부
이야기식 독서 토론 대상 도서의
이해와 적용 및 실습

토론
가치

l 대상 도서에 대한 이야기식 토론 준비
l 배경지식 관련 발문 만들기
l 팀별 대상 도서에 대한 이야기식 토론
실습

(14:10~15:30)

1~2차시

교차질의식 독서 토론

토론

(10:00~11:20)

- 토론 준비 및 실습-1

유형

l 도서활용 토론 준비 : 행복한 청소부
l 교차질의식 독서토론의 방법과 역할
l 교차질의식 독서토론지 작성 실습

점심시간 11:20~12:30 (개별 식사)
2일차
(8/21)

3~4차시

교차질의식 독서 토론

토론

일

(12:30~13:50)

- 토론 준비 및 실습-2

유형

l 도서활용 토론 준비 : 행복한 청소부
l 교차질의식 독서토론의 방법과 역할
l 교차질의식 독서토론지 작성 실습

쉬는 시간 20분
5~6차시
(14:10~15:30)

행복한 독서토론 축제

토론
축제

l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