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실에서의 협동: 학급 토론

학급 토론을 통해 아이는 타인에 대한 존중, 대화의 기술, 또래나 성인과 

상호작용하는 법 그리고 투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과 

기술을 배우는 것은 일리노이 조기 교육 및 발달 기준에서 정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언어 [Language Arts], 사회 [Social Studies], 사회성/정서 발달 

[Social/Emotional Development] 기준을 참고하세요).

학급 토론이란? 
학급 토론은 일상적인 이야기 시간과는 다릅니다. 즉, 함께 아이디어에 대해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일과를 조직하고, 활동을 계획하거나 좋은 일에 대해 축하할 수 있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학급 토론을 통해 유아가 배우는 것은?
 • 아이가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며, 이에 대해 반응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Dan은 

Tia의 의견에 동의하는 군요. 또 다른 의견 있나요?”
 • 질문을 하고 정보를 나누는 방법을 배웁니다. “Jamal은 눈(snow)에 대해 알게 된 

점을 발표하려고 해요. 발표 후 궁금한 점이 있으면 Jamal에게 물어보세요.”

 • 규칙을 함께 정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모두 ’두 손을 항상 자기 자신에게 

두기 (‘다른 사람 만지지 않기‘의 간접 표현)를 우리 반 규칙으로 정하기로 투표 

했어요”

 • 시간에 대해 생각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야기 나누기 시간 후에 우리는 주로 

바깥에 나가요.”

 •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Jada, 간식 시간이 더 일찍 

시작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러면 Jada는 “네, 다 같이 투표로 정해요.”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배운 것을 함께 나눌 지에 대해 계획하도록 돕습니다. “

여러분이 달걀에 대해 배운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했고, 좋은 계획을 세웠어요!”

학급 토론을 촉진할 수 있는 성인의 역할은?
 • 하루 일과에 학급 토론 시간을 추가합니다.

 • 학급 토론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지금은 부모님을 초대하는 날 불러드릴 노래를 

고를 거에요." (주의: 이러한 모임이 문제가 있을 때만 이루어진다면, 아이들은 이 

시간을 싫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 아이가 타인이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발표하고, 차례를 기다려 말하고, 

주제에 집중하고, 타인의 의견에 대해 경청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돕습니다.

 • 아이들이 서로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 화이트보드 등에 아이의 생각이나 질문에 대해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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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토론에 적합한 시간은?
 • 아이들이 모두 함께 모이는 첫날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토론 

시간을 갖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 다른 토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처음에는 5분의 학급 토론도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짧게 여러 번의 토론 시간이 

한 번에 너무 길어서 아이들이 힘든 것보다 좋습니다. 아이들이 짧은 토론 시간에 

익숙해지고 이 시간의 좋은 점을 경험하게 되면 학급 토론은 15분 혹은 그 이상도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Developmental Studies Center(1996)에서 발간한 「 우리가 원하는 학급: 친절을 

배우고 학습을 돕는 학급 모임 」 과 Emily Vance및 Patricia Jimenez Weaver(2002)의 

「 학급 모임: 유아들이 함께 문제 해결하기 」 라는 두 책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