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성인문아카데미

인문글쓰기(독서감상문) 대회 계획서
Ⅰ. 목적
1. 독서 후, 자신의 생각과 감상을 글로 표현함으로써 상상력, 창의력, 표현
력 등을 신장시킬 수 있다.
2. 지정도서를 읽으며 알지 못했던 책의 흥미를 발견하고 교과연계 독서활동
을 통해 지적탐구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3. 독서의 생활화를 꾀할 수 있으며 감상문 쓰기를 통해 글을 통한 표현능력
을 발전시킬 수 있다.

Ⅱ. 세부계획
1. 대 회 명 : 2020학년도 학성인문아카데미 – 인문글쓰기(독서감상문) 대회
2. 참가대상 : 전교생
3. 대회기간 : 2020. 07. 07(화) ~ 2020. 07. 20(월)
3. 참가방법
가. 지정도서 중 1권을 선택하여 읽기
나. 정해진 분량과 규격에 맞게 독서감상문을 작성하여 대회기간 내 제출
(교육연구부 – 사서 선생님)
다.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양식 다운받아서 작성(출력물로 제출)
4. 작품규격
가. A4 2페이지 이상 4페이지 이하
나. 글자모양 굴림, 글자크기 13포인트
다. 줄 간격 160%
라. 좌우 여백 20, 위아래 여백 15
6. 결과발표 : 8월 중
7. 심

사 : 교내 교사 중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할 예정

8. 시

상

가. 각 학년별 시상

- 1 -

나. 참여 인원의 20% 내에서 시상함.
구분

인원(총 인원)

시상내역

최우수(1위)

학년별 1명(총 3명)

상장 및 시상품

우수(2위)

학년별 3명(총 9명)

상장 및 시상품

장려(3위)

학년별 6명(총 18명)

상장 및 시상품

계

10명 (총 30명)

*수상인원은 참가자의 20% 범위 내에서 참가인원과 내용 등을 고려해 변경될 수 있음.

9. 심사기준
심사영역

심사기준

배점

- 책 전체를 관통하는 저자의 주제 의식을 파악하고 제시하
였는가?

주제 이해 - 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제시하고

40점

자신의 삶, 주변의 삶과 관련지어 확장시킨 생각을 서술하
였는가?

논리성
문장
표현력

- 저자의 생각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근거나 사례(경험)를
통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는가?
-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하고 명료하게 표현되었는가?
- 제시된 규격에 맞게 형식을 갖추었는가?
총 점

Ⅲ. 지정도서
1. 학년별 자기주도학습 권장도서목록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지정도서 목록 탑재
대회 공지글 - 첨부파일
2. 해당 학년 목록 중 1권을 선택하여 참여
3. 목록 중 단편, 시, 영어원서는 제외

- 2 -

30점

30점
100점

Ⅳ. 참가자 주의사항
1.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1인당 1편의 독서감상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2. 제출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3. 이미 발표된 작품이나 모방성이 인정되는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시
상 후에라도 입상 취소 및 환수한다.
4. 지정도서 외의 독서감상문 작품은 인정하지 않는다.

Ⅴ. 기대효과
1. 독서 후, 추상적인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표현하여 명확하게 하고
내용을 유의미화 해볼 수 있다.
2. 문장부호, 맞춤법, 요약하기, 설명하기 등등 글쓰기 실력을 신장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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