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존감 쑥쑥!”독서 행사 운영 계획

Ⅰ. 목적 

1. 자존감 쑥쑥 독서 행사를 통해 자존감 관련 주제의 독서 기회를 제공한다. 

2. 독서 관련 활동 및 공연 관람을 통해 독서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부여한다.

Ⅱ. 운영 방침

1. 자존감 쑥쑥 독서 기간을 전학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자존감 관련 도서 부스를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도서를 선택하여 독서한다. 

  3. 독서주간에 독서쿠폰 응모자 2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4. “실수해도 괜찮아!” 공연을 유치원, 전학년 함께 관람한다. 

Ⅲ. 세부 추진 계획

1. 일시 : 2018. 9. 17.(월) ~ 2018. 9. 21.(금)

2. 장소 : 도서실 및 다목적실

3. 대상 : 전학년(유치원) 

4. 자존감 관련 추천 도서

서 명 저 자

1 거짓말처럼 거짓말을 끝냈어 장 반 리우벤

2 고작해야 364일 황선미

3 괴물이 어때서 왕수펀

4 그 녀석 길들이기 임정순

5 나는 나의 주인 채인선

6 나는 누구지? 홍종의

7 나는 북만길이다 홍종의

8 나를 싫어하나 봐 조명자

9 나의 보물 1호는 바로 나야! 김하늬

10 난 남달라! 김준영

11 난 자신 있어요! 백수빈

12 난 이제부터 남자다 이규희

13 낫도깨비 낯도깨비 나도깨비 홍종의

14 너는 특별하단다 맥스 루카도

15 내 마음을 누가 알까요? 줄리 크라우리스

16 내 외모가 어때서 박부금

17 노랗고 동그란 비밀 무리엘 비야누에바

18 뚱 셰프가 돌아왔다! 최은영

19 먹구름 청소부 최은영

20 발표하기 무서워요! 미나 뤼스타



21 부끄럼쟁이 바이올렛 캐리 베스트

22 뽑기의 달인 윤해연

23 소리그물 백정애

24 스티커별 오카다 준

25 실수 왕 도시오 이와이 도시오

26 실수하면 어떡하지? 엘런 클래너건 번스

27 얼굴 도둑을 찾아라 페드로 리에라

28 엄마, 내 편 맞아? 노경실

29 열등감 극복 캠프 박현숙

30 웃지 않는 병 정연철

31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아이 마크 펫 외

32 지나치게 깔끔한 아이 마릴리나 카발리에르

33 짧은 귀 토끼 다윈시

34 참 괜찮은 나 고수산나

35 처음 만나는 이솝우화 김수아

36 책벌레 권재희

37 콧방귀침을 쏴라, 흥흥! 정연철

38 키가 작아지는 집 가브리엘라 루비오

39 화내기 않고 상처받지 않는 어린이 감정 사전 박선희 외

40 화장실 귀 선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