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석현초등학교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결과 보고
1. 추진 목적
가.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학교 스스로 취약점 발견과 반성 계기
나. 학교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교육공동체 구성원 협력을 통해 대안책 마련
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 소통과 공감의 장을 통해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2. 추진 방향
가. 대토론회 대논제 선정 시 교사, 학부모, 학생이 모두 참여한다.
나. 대논제를 토론·토의한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공유한다.

3. 세부 추진 내용
분류

주요 추진 내용

주제

독서가 문화가 되는 학교 만들기

1.
2.
교육공동체
3.
대토론회 세부
4.
추진 절차
5.

대토론 주제 공모하기
대토론 주제선정 투표
대토론 주제 최종 선정
대토론회 실시(코로나19 확산으로 1주일 연장 운영)
대토론회 결과 공유

☞10.26.
☞10.26.~11.3.
☞11.4.
☞11.9.~11.12. (1~6학년)
☞11.15. 홈페이지 탑재

1. 교육공동체가 독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효과적인 독서 문화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과정 계획에 참고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대토론회 성과 기회가 되었다.
2. 교육공동체가 노력할 일로써 아침시간 독서활동으로 독서문화 조성하기, 책과 관
련된 행사를 많이 실시하여 독서활동을 늘리고 매 달 추천도서 전시 등을 통해 다양
한 책 홍보하기, 항상 읽을 책 갖고 다니기 등 책 읽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여
‘독서가 문화가 되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 개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학교와 가정
이 서로 협력하여야 함을 알게 되었다.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사진자료

향후추진계획

1. 대토론회 시 더 많은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관심을 유도한다.
2. 토론에 참여하는 학부모와 학생들, 교사들의 의견을 교육과정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여 토론회의 결과 활용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

4. 대토론회 결과

<생각 나누기>
1~6학년

대논제 : 독서가 문화가 되는 학교 만들기
1.아침활동시간 독서하기
매달 학급에서 함께 읽을 책 선정하고, 아침활동시간에 책 읽기
학급 모두, 날마다, 좋아하고 읽고 싶은 책을 아침 시간에 자유롭게 읽기
수업, 창체시간에 독서시간 더 많이 확보하기

2. 책 읽는 학교 분위기 만들기
매 달 각 학년 추천도서 잘 보이는 곳에 알리고 전시하기
독서록 꾸준히 쓰게하기
도서관에 희망도서 수시로 신청하기
도서관 이용 시간 늘리기
재미있게 읽은 책 가져와서 친구들과 돌려 읽기
도서관 활용 수업 늘리기
고학년(5~6학년) 학생들이 봉사활동 시간에 1,2학년 동생들 교실 찾아가서 아침시간에 동화책 읽어주기
매달 학급에서 함께 읽을 책 선정하고 읽은 후 이야기 나눠보기
도서관 책을 읽고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책 맨 뒤장에 붙임쪽지로 추천 글 써서 붙여놓기
독서 문예 행사 확대하기
독서후 다양한 활동하기(독서화, 독서감상문, 제목 다시 정하기, 책표지 그리기 등)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공간 많이 만들기
학급별 이달의 도서 선정하여 읽을 책 알리기
가방 속에 자투리 시간 활용할 읽을 책 갖고 다니기
각자 추천하는 책 가져와서 학급문고 만들기
도서관에 내가 읽는 재미있는 책 소개하는 코너 만들어 책 읽기 권장하기

3. 독서 행사 진행하기
매달 학급에서 함께 읽은 책에 대한 독서 퀴즈 만들어 행사하기
간단한 독후감을 작성하며 책 읽는 기쁨 알기
함께 책을 읽은 후, 책의 내용을 바꾸어서 창작하기
주 1회 내가 읽은 책 소개하는 시간 만들기
독서릴레이 대회를 통해 학급별 다독 어린이 뽑기
학생들이 직접 고른 책으로 ‘독서퀴즈대회’ 실시하기
학기당 2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 추진하기(독서 골든벨, 독서감상문 등 대회 실시)
다양한 독서 행사로 책 읽는 분위기 조성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