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22-228호

“더불어 배움으로 미래를 여는 행복한 가산교육”
교무실 544-1818

행정실 544-4983가산교육통신가산교육통신
2022학년도 겨울방학 독서캠프 운영안내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우리학교 학생들의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형성과 더
불어 기본소양 및 창의력, 사고력, 판단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겨울방학 독서캠프를 운영하고자 합
니다. 신청서는 형식에 따라 작성하셔서 12월 21일(수) 까지 서면 또는 학교알리미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겨울 방학 독서 캠프 운영안내(자세한 운영시간표는 뒷면을 참고)

구분 시간 1.2(월) 1.3(화) 1.4(수) 시간 1.5(목) 1.6(금)

독서
캠프

9:00~10:20 5-6학년 5-6학년 5-6학년 9:00~
11:00 1-2학년 1-2학년

10:40~12:00 3-4학년 3-4학년 3-4학년

  1. 기간 : 1-2학년 2023년 01월 05일(목)~ 01월 06일(금), (2일간) 

           3-4학년 2023년 01월 02일(월)~ 01월 04일(수), (3일간) 

           5-6학년 2023년 01월 02일(월)~ 01월 04일(수), (3일간) 
  2. 장소 : 본교 도서관
  3. 대상 : 본교 전교생 중 희망자(학년군별로 최대 14명)
  4. 교육 시간 : 1-2학년 09:00 ~ 11:00 (1~3교시 운영)
                3-4학년 10:40 ~ 12:00 (3~4교시 운영)
                5-6학년 09:00 ~ 10:20 (1~2교시 운영)
  5. 준비물 : 필기도구
   * 독서캠프 수업일정에 모두 참가 가능한 학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년별 7명 우선 선발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한 학년의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같은 학년 군 혹은 다른 학년 군에서 보충할 예정입니다.
   * 선정된 학생의 학부모님에게 독서캠프 전 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2022. 12. 12.

가 산 초 등 학 교 장<관인생략>

-------------절 ---------------취 ------------선 ----------------

<2022학년도 겨울방학 독서캠프 신청서>

개인정보동의(○,×) 학년 학생명 부모님 연락처 학생 연락처



※ 겨울 방학 중 독서 캠프 운영 시간표 (1,2학년)

※ 겨울 방학 중 독서 캠프 운영 시간표 (3~6학년)

 ※ 상기 프로그램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날짜

시간
1월 5일(목) 1월 6일(금)

9:00-
11:00

(1-2학년)

• 조 편성 및 친목의 시간

• 그림책 독서 활동 

 - 책의 역사 이해하기
 <나는 이야기입니다.>
*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가 언제 어떤 방
식으로 전달되는지를 배워보고 지금과 같
은 책의 형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
점토, 나뭇잎, 양피지, 제본 등 여러 가지 
재료로 직접 만들어 보면서 다양한 형태
의 책의 장단점을 알고 시대에 따른 책의 
역사를 배우고 대나무 책을 만들어본다. 

• 독서 책 놀이 

 - 편식하지 않아요!

 * <보들보들 쫀득쫀득 밀가루를 조심해!>

를 함께 읽고 우리에게 음식이 왜 중요

한지, 어떤 맛과 재료들이 있는지 왜 편

식을 하면 안되는지에 대해 책을 통해서 

깨닫게 한다. 맛과 재료들을 연결해서 

생각해보면서 주어진 요리과정과 재료를 

가지고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요리를 완

성한다. (요리: 밥피자 만들기)

         날짜 

시간  
1월 2일(월) 1월 3일(화) 1월 4일(수) 

09:00-
10:20

(5-6학년)
• 조 편성 및 친목의 시간

• KDC(한국십진분류)는 무엇

일까요?

 * KDC(한국십진분류표)가 

어떤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

는지 살펴보고, 젠가에 KDC 

주제 카드를 부착하여 모둠

별로 젠가를 쌓는다. KDC카

드를 돌아가면서 하나씩 뽑

고 카드와 일치하는 주제의 

블록을 뽑아 젠가를 진행한

다. 뽑은 주제의 도서를 도서

관 서가에서 뽑아 훑어읽기

를 하고, 친구들에게 책을 고

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한다.  

• 책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라질까?

 * <책은 어떻게 만들까요?>

를 읽고 출판사, 인쇄소를 거

쳐서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

이 책을 만드는 과정을 배우

고, 책표지와 내지에 있는 책

에 대한 정보에 대해 배워보

기.

* 펩아트를 통해 버려지는 

책을 활용한 미술 방법을 직

접 체험하고 책이 만들어지

는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책의 소중함을 깨닫

는다.

 

• 도서관 책놀이 

 <가족이 함께하는 어린이 

요리책>

<꼬마 요리사의 요리쿡 조리

쿡>

 <보들보들 쫀득쫀득 밀가루

를 조심해!>

 

 * 우리에게 음식이 왜 중요

한지, 3대 영양소가 무엇인지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재료

를 가지고 배워보고 책을 함

께 읽으며 편식을 하면 안되

는 이유에 대해 책을 통해서 

깨닫게 한다. 활동 후에 주어

진 요리과정과 재료들을 가

지고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요리를 완성한다. (요리: 밥피

자 만들기)

10:40-
12:00

(3-4학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