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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대학생의 핵심역량 양성을 위한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으로서 

독서토론활동의 가능성: D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윤유라*·이은주**

논문요약

최근의 대학교육은 기본적이고 보편적 역량을 길러줌으로써, 학생들이 졸업 후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능력을 길러
주는 역량기반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기반교육의 체계 구축을 위해서 
자신의 진로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계발시킬 수 있는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대학의 사례
를 통해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다양한 대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독서토론활
동을 중심으로 그 효과성을 점검해보고 그 활용 가능성을 가늠해보고자 하였다. 구체
적인 연구방법으로는 우선, D대학의 6가지 핵심역량 중 하나인 ‘글로컬역량’과 관련
된 도서를 선정하고, 하브루타 토론방식을 차용하여, D대학 학생들이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서토론활동을 설계하였다. 약 2달간의 독서토론활동
에 참여한 3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토론 전후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그 
효과성과 문제점 등을 정리하여 향후 독서토론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서토론 후 상당 부분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실재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입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D대학이 추구하고 있는 핵심역
량 6개 중 하나의 역량에 집중하여 도서를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주제 
뿐 아니라 다양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함으로써 비교과 교육으로서 
독서토론활동의 긍정적 효과를 짐작할 수 있었다. 향후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한 독서
토론활동을 위한 방안으로는 도서의 성격에 맞춘 다양한 독서토론활동 방법이 설계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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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대학은 교육을 통해 기본적이고 보편적 역량을 길러줌으로써, 학생들이 

졸업 후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능력을 길러주는 역량기반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미래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한 논의는 2005년 OECD가 핵심역량 정의 및 선정 프로젝트(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es)를 통해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창의

성(Creativity), 의사소통(Communication), 협력능력(Collaboration)을 미래인

재 핵심역량으로 선정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OECD는 이에 그치지 

않고 대학생이 핵심역량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진단할 수 있는 도구인 AHELO 

(Assessment of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s)를 개발하였으며(최정

윤 외, 2013), 한국에서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주도로 대학생의 핵심역량을 평가

할 수 있는 도구인 K-CESA(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를 

개발하는 등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역량기반교육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규 교과과정의 체계적인 

설계도 중요하겠지만, 교과영역에서 다루지 못한 지식 습득 외에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졸업 후 자신의 진로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계발시킬 수 

있는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편적인 

예로 최근 교육부의 대학의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한 역량기

반교육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비교과 교육의 체계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역량강화사업이나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등의 

재정지원사업 뿐 아니라 2021년에 예정되어 있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도 

대학이 핵심역량을 설정하여 역량기반교육을 수행하고 있는지 유무 뿐 아니라 교

과 교육과 비교과 교육의 균형 있는 구성과 운영이 중요 평가지표에 포함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교육부 2015; 교육부 2020). 

실제로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는 다수의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되고 있다. 

국외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수 및 동료 학우들과의 교류, 세미나, 인턴십 등과 같은 

교육활동, 동아리 또는 학생회 활동, 자원봉사활동, 해외연수 등과 같은 비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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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대학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학생들의 인지적, 

사회적 및 대인관계 발달과 더불어 학생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Pascarella et al. 2005). 국내에서도 다양한 비교과 교육 

활동이 대학생활만족도(김명용 2012; 조성희 2007), 학업성취도(최진영 외 

2011),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재은ž박혜진 2019), 융합적사고력(김지일 외 

2015)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되었다(백상현 

2020).

이처럼 핵심역량 양성을 위한 비교과 교육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각 대학에서 수행되고 있는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들의 효과성과 더불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개선점을 찾아내는 등의 검증연구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다양한 대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독서토론활동을 중심으로 그 

효과성을 점검해보고 그 활용 가능성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를 통해 대학의 핵심역량 및 비교과 교육활동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

고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독서토론 활동의 개념과 유형 및 유용성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D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핵심역량 양성에 중점을 둔 독서토론활동을 

설계하고, 실제로 약 2달간의 독서토론활동을 진행 한 후 그 효과성을 설문과 인터

뷰 등을 통해 정리하여 그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독서토론활동이 비교과 교육으로써 대학의 지향하는 핵심역량을 양

성하는데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개선점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핵심역량

대학생의 핵심역량은 대학교육을 통해 누구나가 길러야 할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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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학생들이 졸업 후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을 말한다(김현우 외 20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직업능력의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역량으로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직종에서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핵심역량이라 정의하고 있다. OECD는 DeSeCo(Defini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프로젝트에서 핵심역량을 직무와 관계없이, 삶에 있어서 반

드시 필요역량이라 정의하였다(OECD 2002). 

각 나라에서는 그들의 특징을 반영하여 대학생들이 삶, 학업, 직무 상황에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이 대학교육에서 제대로 양성되었는지를 자가 진단할 수 있

는 평가 도구 또한 개발하고 있다. OECD의 AHELO(Assessment of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s), 미국 CLA(Collegiate Learning 

Assessment)와 MAPP(Measure of Academic Proficiency and Progress), 

호주 GSA(Graduate Skills Assessment)가 대표적인 지표이다(정윤숙 외 2019). 

한국에서도 6개의 핵심역량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평가도구인 

K-CESA를 구축하고 있다. 

구분 핵심역량

AHELO
(OECD)

전공능력, 사고력, 추론력, 문제해결력

CLA
(미국)

비판적 사고, 분석적 추론, 문제해결능력, 전공능력, 
글쓰기능력

GSA
(호주)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글쓰기 능력, 대인관계능력 

K-CESA
(한국)

자기관리, 대인관계, 자원정보기술활용, 글로벌, 의사소통, 
종합적 사고력

<표 1> 주요국의 핵심역량 구성내용

K-CESA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가지 핵심역량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관리역량은 자가 평가를 바탕으로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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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링하며 스스로를 조절하는 것으로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이다. 대인관계역량은 

조직 내에서 타인과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원정보

기술활용역량은 시간, 자본, 재료 및 시설, 인적자원 등의 필요량을 예측하고 이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수집하여 할당하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글로벌

역량이란 국제적 소양, 상식, 이문화 대처 능력, 국제 매너 및 에티켓 등 국제적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역량이다. 의사소통역량은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의사소통 행동 지식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종합적사고력은 모호하거나 다면적인 문제 상황을 명료화하여 문제를 

인식하는 일련의 정신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핵심역량은 각 대학의 상황과 교육목표에 맞추어 다시 재정립하여 교육

과정에 반영되고 있다.

2.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으

로서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학생들의 자발적ㆍ선택적 프로그램을 의미한다(한안나 

2017).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은 내용과 운영방식 등에 따라 그 유형을 구분하기도 한다. 

우선 내용적 측면에서 구분하면 인성 및 소양, 사회봉사, 취업 및 진로지도, 학업지

원 등과 관련된 비교과 교육과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김지일 외 2014). 2021년 

예정되어 있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는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을 학생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로ㆍ심리 상담 프로그램, 취ㆍ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분하고 

있다.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언어능력과 

수리능력 등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이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이야기 한다. 진로ㆍ심리 상담 프로그램은 학생의 심리적 건강과 

진로 탐색, 준비,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학생상담, 진로지도 및 상담, 

교육 프로그램이다. 취ㆍ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학생의 취업과 창업 등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재정적 지원, 다양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의미한다(한

국교육개발원 2020).



｜ 70 ｜ 연구방법논총 ｜ 2021년 봄 제6권 제1호

또한 운영방법에 따른 구분으로 교과 연계 비교과 활동과 일반 비교과 활동으로 

구분하기도 한다(이정미 외 2019). 교과 연계 비교과 활동은 정규 교과목과 연계하

여 심화된 형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팀 프로젝트, 공모전 혹은 자격증 준비 

과정, 현장견학 및 답사 등을 위한 정규 수업시간 외의 활동들이다. 일반 비교과 

활동은 정규 교과목과 별개로 운영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각종 특강, 동아리, 

모둠활동, 멘토링, 봉사활동 등 교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일컫는다(한안

나 2017).

핵심역량의 영역에 맞추어 비교과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구분하기도 한다. 김혜

영 등은 K-CESA진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이를 양성하기 위

한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학습관련, 관계영역, 글로벌영역, 기타 영역으

로 그 내용을 구분하기도 하였다(김혜영 외 2013). 

3. 독서토론

독서토론(book discussion)은 독자가 책을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상호작용 

활동을 의미한다(한국어문교육연구소 외 편 2006, 179). 독서토론은 토론 구성원

들이 특정한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논의할 문제를 도출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비판능력 뿐 아니라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에도 

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비교과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독서토론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김승환은 독서토론의 장점을 6가지로 정리하였는데, ① 책을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고, ② 책을 아주 정확하게 읽는 습관을 기를 수 

있으며, ③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이며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고, ④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로 민주적인 소양을 기를 수 있으며, ⑤ 발표능력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미덕을 기를 수 있으며, ⑥ 독서 치료적인 차원에

서 정신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김승환 2004, 5).

또한, 구자황은 대학생에게 독서토론은, 자기 전공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좀 더 수월하게 하고, 사회진출 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능력의 배양을 위해서 독서 토론 



대학생의 핵심역량 양성을 위한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으로서 독서토론활동의 가능성 ｜ 71 ｜

교육은 단순히 화법이나 말을 잘하는 법을 가르치는 기술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입장의 가능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나와 주변 삶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도모하는, 다른 이의 체험과 성찰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나아가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수사적 맥락을 고려해가며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문제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구자황, 2007). 

이러한 독서토론은 활용되는 도서의 내용에 따라 지식의 습득에 의한 학습적인 

면 뿐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다수의 학교에서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독서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중

에서도 독서토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Ⅲ. 독서토론활동의 설계 및 수행 

1. 독서토론을 위한 도서선정

본 연구에서는 D대학을 사례로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독서토론활동을 

통해 대학의 핵심역량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D대학의 핵심역량을 정리하고 그 중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독서

토론을 위한 권장도서목록을 선정하였다.

D대학에서는 대학의 교육철학을 반영하여 6개의 핵심역량을 도출하여 이를 양

성하기 위해 전공, 교양, 비교과 교육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6가지 핵심역량을 간략히 살펴보면, 자신의 강점, 약점을 스스로 판단라고 자신

이 속한 사회나 직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파악하며 이를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계발하는 자기경영역량,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 가치관을 배양하고 이를 지역과 

세계 발전을 위해 적절히 활용하는 글로컬역량, 타인에 대한 관용, 배려, 사랑을 

바탕으로 타인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나눔역량, 합리적 이성

과 공감적 감성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소통역량,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다원적으로 사고하고 융합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을 창안하

는 융합역량,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자신의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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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을 능동적으로 계발하고 실천하는 도전성취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글로컬역량”을 중심으로 도서를 선정하고 독서토론활동을 

설계하였다. 이처럼 “글로컬역량”을 선택적으로 독서토론활동을 설계한 이유는 

글로컬(Glocal)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에서 유래하는 조어(造語)로 지

역성과 세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개념을 일컫는 말이다. 

핵심
역량

최종
목표

수행
주체

구체적인 수행목표 수행의
성격학습단계 내용

글로
컬

사회(지
역과 

세계)에 
관여 

학습자 
개인

이해
현대사회의 이해(*경제, 

사회, 문화, 산업, 
테크놀로지, 직업세계 등) 도구적 

지식 
습득전략

(도구)

전공지식의 심화, 어학 및 
소프트웨어 기술 등과 

관련된 자격증

<표 2> 글로컬역량의 의미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글로컬 개념을 상정하고 지역과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키워드로 지역과 국제적 ‘환경문제’,‘관계’,‘정치’,‘경제’,‘문화’ 등으로 추출하고, 

생성된 중심 키워드를 확장시켜 세부주제들을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경제키워드

에서는 국민경제, 경제거래, 상품, 서비스, 자본 , 노동, 교환 등의 세부주제를 

환경문제에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인류세 등으로 세부주제를 확장하

였다.

이러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①국가단위 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 출판물협회 등의 

추천목록과, ②각 대학에서 배포하고 있는 추천도서목록, ③키워드와 관련한 전문

적인 도서 및 학술잡지 등을 참조하여 총 32권의 권장도서를 선정하였다.

2. 독서토론 방법 선정 

독서 토론이 지니는 교육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실제교육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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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하면 독서토론은 교사에 의해 텍스트 중심의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게 되기 

때문이다(이영호 2017). 이에 독서토론을 통한 독서활동의 고취를 위해선 상황에 

맞는 맞춤형 독서토론 방법을 신중히 고려해야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학에서의 토론교육이 커뮤니케이션 기법 향상이라든가 비판

적 사고능력 함양과 같은 기초적인 의사소통능력의 배양에 효과적이라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필요가 있는지 그 효과는 어떠

한지에 대한 연구 및 사례 관련 정보가 폭넓게 교환되지는 못해왔다(박상준 2009). 

물론 사례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최상민(2016)은 조선대학교 

도서관의 다양한 독서증진프로그램 중 ‘독서토론클럽’에 대한 사례를 상세히 기술

하고 있다. 또한, 임성관(2019)은 문헌정보학과 대학생을 위한 독서회 조직과 운영

에 관한 연구를 통해 독서회 조직과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총 24회로 구성된 

독서회 운영 계획하고 있었는데 크게 3개의 축으로 구성하고 있다. 세 축은 ‘독서토

론’, ‘현장 전문가 특강’, ‘현장 탐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사례 모두 독서토론의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기술하고 있지만 체계화되고 구조화된 

독서토론을 설계하고 있지는 않다. 즉, 독서토론 모형을 설계하고 있지는 않다. 

현실이 이러하다보니, 대학생을 위한 독서토론을 구조화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사례연구들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서토론에 국한하지 않고 이미 다양한 주제의 토론교육에

서 그 효과가 입증되어 적용되고 있는 하브루타식 토론기법을 참조하여 독서토론

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하브루타는 유대교 경전인 탈무드를 공부할 때 사용하던 유대인의 일반적인 

토론 교육 방법으로 두 명씩 짝을 지어 하나의 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교체하여 논쟁하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방식이다(Kent and Allison, 2012). 하브

루타 활동은 찬반으로 나누어진 주제에 대해 토론을 이어감으로써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함과 동시에, 단순히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토론 

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새로운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중등학교

를 중심으로 독서토론교육에 적용된 사례들도 다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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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츠키 등(2014)은 하브루타를 활용한 토론을 진행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토론

과정을 도식화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그림 1>과 같이 토론 전 주제에 대해 이해하

는 과정을 거쳐 상호 이해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화된 토론방법을 적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주제 이해 주제 선정 → 주제읽기 → 주제 상호 이해


하브루타 

실시
조 구성&찬성, 

반대 결정
→

하브루타1
A(찬성):B(반대)

→
하브루타2

A(반대):B(찬성)


상호 

피드백 
과정

하브루타 
결과정리

→
창의적 해결 

합의
→ 합의내용발표

<그림 1> 하브루타 교육법의 운영 과정(헤츠키 외 2014, 112) 

 

본 연구에서는 헤츠키 등의 도식을 참고하여 주제이해과정을 개인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토론준비단계’로 집단 간의 독서토론과 상호 피드백 과정을 ‘소통과 정

리단계’로 정리하여 <그림 2>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토론준비단계
(개인활동)

텍스트 읽기 →
텍스트의 
주제정리

→ 토론주제 정리


소통단계
(집단활동)

텍스트에 대한 
이해

→
독서토론1

토론주제의 선정
→

독서토론2
찬반토론


정리단계
(집단활동)

 토론 결과정리 →
포용적 문제해결 

합의
→ 합의내용정리 

<그림 2> 하브루타를 적용한 독서토론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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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단계인 토론준비단계에서는 개인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유도하였

다. 이 단계에서는 주어진 자료를 읽고 그 자료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정리함과 

동시에 토론주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활동을 진행한다. 두 번째 소통단계에서는 

집단 활동을 통해 텍스트에 대해 각자 이해한 것을 의논하고 독서토론 주제를 

선정한다. 그리고 이 토론주제를 찬반의 형식으로 나누어 실제적인 토론을 진행한

다. 세 번째 단계인 정리단계에서는 앞선 토론과정의 결과를 정리하고 찬반의 의견

을 종합하여 포용적 문제해결의 방법에 대해 합의하고 토론일지를 작성하여 합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정리하였다. 

Ⅳ. 독서토론활동의 효과와 개선점

1. 독서토론활동의 개요 

독서토론을 위해서 총 9개의 독서토론 활동 팀을 구성하였다. 각 팀별로 3~4명

으로 구성되어 총 35명이 참여하였다. 토론은 2020년 10월부터 12월 초까지 약 

2달간 진행되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팀 결성을 하고 주어진 32권의 권장도서목록을 보고 토론할 책 2권을 선정한

다. 팀의 토론 목표와 도서를 선정한 이유 및 향후 팀 활동 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각 팀의 팀원들을 대상으로 독서 활동 전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향후 보다 유용한 권장도서목록의 개발과 효과적인 독서토론활동을 설계하

기 위하여 실시된다. 

③ 팀원들의 각각은 동아리에서 선정한 도서를 읽고 책의 주제와 생각해볼 문제

를 정리한다. 이때 제공된 개인활동지를 꼼꼼히 작성하여 다른 팀원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정리해둔다.

④ 개인활동지를 바탕으로 집단 토론을 할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각각의 개인별 

관점의 현상, 사실, 추측, 설명을 정리하고 도록 한다. 서로 찬반의 방식으로 

질문을 하고 사고를 확장해간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문제해결방법을 도출한

다. 합의된 의견과 합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팀별 활동지에 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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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한다. 

⑤ 동아리별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성과발표회를 통해 다른 동아리의 성과를 

공유한다. 

⑥ 독서 활동 후 선정도서에 대한 난이도 설문과 더불어 독서토론 활동의 효용성

과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다. 

2. 독서토론의 효과 검증 

독서토론 수행 후, 역량개발 및 강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독서토론 활동 전후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역량에 대한 그들의 평소 생각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3개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

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D대학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 ② 핵심역량 

중 집중적으로 수행했던 독서토론 영역인 글로컬역량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 ③ 

인적사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세부문항은 다음 <표 3>과 같다. 

구분 세부 문항 문항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 

D대학교 핵심역량에 대한 이해정도 6

D대학교 핵심역량의 교육정도 6

D대학교 핵심역량에 대한 본인의 역량정도 6

글로컬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 

국제사회(국제환경, 국제관계, 국제사회 문제 
등)에 관한 문항

3

지역사회(지역환경, 지역사회 문제 등)에 관한 
문항

3

글로컬 용어에 대한 이해정도 1

개인에 관한 
문항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문항 2

총 문항 27

<표 3> 독서토론 효과검증을 위한 설문지 문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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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토론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설문지를 활용하여 설문을 2차례 수행

하였다. 설문은 독서토론 이전인 2020년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총 10일간에 

걸쳐 온라인으로 1차례 실시하였으며, 약 2달 간 토론활동 후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총 5일간 다시 온라인으로 1차례 더 진행하였다. 설문참여자는 독서토론 

활동 대상자인 총 35명의 D대학 학생을 대상이었으며, 구체적인 설문응답자는 

<표 4>와 같이 남자 14명, 여자 2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학교 3학년 26명, 4학

년 9명이었다.

남자 여자 3학년 4학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응답자 14 40.0 21 60.0 26 74.3 9 25.7

<표 4> 설문응답자의 인구학적 통계 

데이터 분석은 SPSS 25.0을 이용하였는데, 빈도분석을 통해 설문 응답자들의 

평소 인식과 독서토론의 효과 검증에 관한 기초통계량을 확보하였으며, 교차분석

(Chi-square 검증)을 통해 독서토론 활동과 역량에 대한 이해도를 판단할 수 있는 

문항들 사이의 통계적 유의관계를 파악하였다. 

먼저, 핵심역량에 대한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한 첫 번째 지표인 “6개의 핵심역량

에 대한 이해정도”를 독서토론 수행 전후로 나누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총 6개 역량 중 5개의 역량에서 p≦0.05에서 독서토론 

전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교차분석의 결과는 독서토론에 따른 

핵심역량의 이해도의 차이가 상당 부분 실재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입증하는 결

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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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 자유도
점근유의확률 
(양측검정)

핵심역량의 
이해정도

자기경영역량 7.878 3 0.049

글로컬역량 10.226 3 0.017

나눔역량 7.843 3 0.049

융합역량 4.529 3 0.210

도전성취역량 10.585 3 0.014

소통역량 12.103 3 0.007

<표 5> 독서토론과 핵심역량의 이해정도 관계에 대한 Chi-square 검증 결과

독서토론 참여에 따른 핵심역량 이해정도의 차이는 기술통계량을 참조해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가령,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역량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이해정도”는 독서토론 수행 전후에 따라 차이가 뚜렷하였다. 특히 

6개 모든 역량에서 독서토론 전에는 보통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반면, 독서토론 후에는 ‘매우 잘 이해한다’ 혹은 ‘잘 이해한다’는 응답이 

매우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각 역량별 이해정도는 독서토론 이후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매우 잘 
이해

잘 이해 보통
잘 이해 

하지 못함
전혀 이해 
하지 못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독서
토론 
수행 
전 

자기경영역량 3 8.6 11 31.4 16 45.7 5 14.3 0 0.0

글로컬역량 1 2.9 12 34.3 17 48.6 5 14.3 0 0.0

나눔역량 5 14.3 12 34.3 14 40.0 4 11.4 0 0.0

융합역량 4 11.4 8 22.9 17 48.6 6 17.1 0 0.0

도전성취역량 5 14.3 8 22.9 16 45.7 6 17.1 0 0.0

소통역량 7 20.0 11 31.4 13 37.1 4 11.4 0 0.0

<표 6> 핵심역량에 대한 이해정도 -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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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제 교육수요자인 대학생들이 핵심역량에 대한 교육이 잘 운영되고 있다

고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핵심역량에 대한 교육정도”에 대해 교차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p≦0.05에서 총 6개 역량 중 2개의 역량에서 독서토론 

활동 전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역량은 실제 독서토론을 집중적으로 수행한 역량인 자기경영역량과 글로컬역량을 

교차분석한 결과, 독서토론에 따른 핵심역량의 교육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상당 부분 실재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χ2 자유도
점근유의확률 
(양측검정)

핵심역량의 
교육정도

자기경영역량 10.638 3 0.014

글로컬역량 7.673 3 0.043

나눔역량 0.890 3 0.828

융합역량 3.467 3 0.325

도전성취역량 7.585 3 0.055

소통역량 7.655 3 0.054

<표 7> 독서토론과 핵심역량의 교육정도 관계에 대한 Chi-square 검증 결과

 

그러나 핵심역량에 대한 교육정도와 관련하여 기술통계량을 확인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2개 역량 외에도 일부 역량에서 눈에 띄는 차이를 보였다. 가령, 

독서
토론 
수행 
후 

자기경영역량 9 25.7 16 45.7 8 22.9 2 5.7 0 0.0

글로컬역량 7 20.0 18 51.4 8 22.9 2 5.7 0 0.0

나눔역량 13 37.1 14 40.0 7 20.0 1 2.9 0 0.0

융합역량 11 31.4 8 22.9 12 34.3 4 11.4 0 0.0

도전성취역량 14 40.0 12 34.3 7 20.0 2 5.7 0 0.0

소통역량 19 54.3 11 31.4 4 11.4 1 2.9 0 0.0



｜ 80 ｜ 연구방법논총 ｜ 2021년 봄 제6권 제1호

<표 8>에 정리해 놓은 기술통계는 앞서 밝혀낸 자기경영역량과 글로컬역량에 대한 

눈에 띄는 차이는 물론 도전성취역량이나 소통역량 또한 독서토론 전후의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독서토론에서 테마로 선정한 역량이 아니더라

도 D대학에서 배양하고자 하는 역량이 독서토론을 통해 긍정적으로 강화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보여 진다. 

매우 잘 
교육됨

잘 교육됨 보통
잘 교육 

되지 않음
전혀 교육 
되지 않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독서
토론 
수행 
전 

자기경영역량 4 11.4 12 34.3 17 48.6 2 5.7 0 0.0

글로컬역량 1 2.9 14 40.0 18 51.4 2 5.7 0 0.0

나눔역량 3 8.6 16 45.7 14 40.0 2 5.7 0 0.0

융합역량 3 8.6 16 45.7 14 40.0 2 5.7 0 0.0

도전성취역량 3 8.6 13 37.1 17 48.6 2 5.7 0 0.0

소통역량 5 14.3 11 31.4 15 42.9 4 11.4 0 0.0

독서
토론 
수행 
후 

자기경영역량 7 20.0 22 62.9 5 14.3 1 2.9 0 0.0

글로컬역량 9 25.7 13 36.1 13 36.1 0 0.0 0 0.0

나눔역량 5 14.3 17 48.6 11 31.4 2 5.7 0 0.0

융합역량 7 20.0 17 48.6 8 22.9 3 8.6 0 0.0

도전성취역량 7 20.0 20 57.1 7 20.0 1 2.9 0 0.0

소통역량 7 20.0 20 57.1 7 20.0 1 2.9 0 0.0

<표 8> 핵심역량에 대한 교육정도 - 기술통계량

또한 “핵심역량에 대한 본인의 함양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도전성취역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역량에서는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

지 않았다. 이러한 교차분석 결과는 대학생들이 핵심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다는 

인식은 독서토론 수행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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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 자유도
점근유의확률
(양측검정)

핵심역
량에 
대한 

본인의 
함양정

도

자기경영역량 3.686 4 0.450

글로컬역량 4.070 4 0.397

나눔역량 2.285 4 0.684

융합역량 8.867 4 0.065

도전성취역량 15.002 4 0.005

소통역량 4.667 4 0.323

<표 9> 독서토론과 핵심역량에 대한 본인의 함양정도에 대한 Chi-square 검증 결과 

위에서 살펴본 교차분석 결과는 독서토론과 핵심역량에 대한 본인의 함양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미미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표 10>의 각 역량별 함양정도의 

기술통계량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독서토론 수행유무와 무관하게 토론에 참여한 

35명의 대학생들은 본인이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여기

서 눈여겨 볼 특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독서토론 수행 후 오히려 

본인이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지 못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이 더욱 높다는 것으로, 

2개월간의 독서토론 만으로 핵심역량을 갖추었음을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은 부족

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우 충분 충분 보통 부족 매우 부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독서
토론 
수행 
전 

자기경영역량 2 5.7 6 17.1 14 40.0 12 34.3 1 2.9

글로컬역량 2 5.7 3 8.6 14 40.0 14 40.0 2 5.7

나눔역량 3 8.6 11 31.4 14 40.0 6 17.1 1 2.9

융합역량 3 8.6 7 20.0 15 42.9 7 20.0 3 8.6

도전성취역량 1 2.9 3 8.6 25 71.4 4 11.4 2 5.7

소통역량 3 8.6 10 28.6 15 42.9 7 20.0 0 0.0

<표 10> 핵심역량에 대한 본인의 함양정도 -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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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보다 실제적인 독서토론의 효과를 파악해보기 위해, 독서토론을 집중

적으로 수행한 영역 중 보다 인지도가 낮고 교육이 덜 수행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글로컬역량을 사례로 설문을 수행하였다. 과연 독서토론이 해당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글로컬이라는 용어의 근간이 되는 두 용어, ‘로컬(local)’과 

‘글로벌(global)’을 근간으로 하여 “국제사회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정도”와 “자

료탐색정도”, “지인과의 관련 대화빈도”와 독서토론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였

다. 조사 결과, 국제사회와 지역사회의 구분과는 상관없이 독서토론 후 사회에 

대한 관심정도는 분명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 반면 관련 자료의 탐색

정도나 대화빈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χ2 자유도 점근유의확률(양측검정)

국제사회 관심정도 27.618 4 0.000

지역사회 관심정도 19.568 4 0.001

국제사회 자료탐색정도 7.198 4 0.126

지역사회 자료탐색정도 4.795 4 0.309

국제사회 관련 대화빈도 6.776 4 0.148

지역사회 관련 대화빈도 5.562 4 0.234

<표 11> 독서토론과 국제/지역사회 관련 행동 변화에 대한 Chi-square 검증 결과 

독서
토론 
수행 
후 

자기경영역량 0 0.0 8 22.9 11 31.4 13 37.1 3 8.6

글로컬역량 1 2.9 0 0 18 51.4 13 37.1 3 8.6

나눔역량 2 5.7 10 28.6 13 37.1 10 28.6 0 0.0

융합역량 2 5.7 7 20.0 9 25.7 17 48.6 0 0.0

도전성취역량 3 8.6 8 22.9 9 25.7 12 34.3 3 8.6

소통역량 1 2.9 15 42.9 12 34.3 5 14.3 2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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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제/지역사회 관련 행동 변화(관심정도, 자료탐색정도, 대화빈도)와 관

련한 기술통계량을 확인한 결과, <표 12>와 같이 독서토론 수행 전후를 비교하여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차이는 앞서 살펴본 교차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문항에서 

긍정의 응답이 많아진 반면 부정의 응답이 줄어드는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매우 관심 
많음

관심 많음 보통 관심 없음
전혀 관심 

없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국제사회 
관심정도

독서토론 수행 전 1 2.9 13 37.1 18 51.4 3 8.6 0 0.0

독서토론 수행 후 11 31.4 20 57.1 2 5.7 0 0.0 2 5.7

지역사회 
관심정도 

독서토론 수행 전 2 5.7 9 25.7 20 57.1 4 11.4 0 0.0

독서토론 수행 후 12 34.3 14 40.0 6 17.1 1 2.9 2 5.7

매우 자주 
탐색

자주 탐색 보통
거의 

탐색안함
전혀 탐색 

안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국제사회 
자료탐색정도

독서토론 수행 전 0 0.0 18 51.4 10 28.6 6 17.1 1 2.9

독서토론 수행 후 5 14.3 13 37.1 13 37.1 3 8.6 1 2.9

지역사회 
자료탐색정도

독서토론 수행 전 1 2.9 13 37.1 14 40 7 20.0 0 0.0

독서토론 수행 후 3 8.6 16 45.7 10 28.6 4 11.4 2 5.7

매우 자주 
대화함

자주 
대화함

보통
거의 대화 

안함
전혀 대화 

안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국제사회 
관련 대화빈도

독서토론 수행 전 2 5.7 12 34.3 15 42.9 5 14.3 1 2.9

독서토론 수행 후 10 28.6 8 22.9 13 37.1 3 8.6 1 2.9

지역사회 
관련 대화빈도

독서토론 수행 전 4 11.4 6 17.1 17 48.6 7 20 1 2.9

독서토론 수행 후 5 14.3 13 37.1 9 25.7 6 17.1 2 5.7

<표 12> 국제/지역사회 관련 행동 변화 - 기술통계량



｜ 84 ｜ 연구방법논총 ｜ 2021년 봄 제6권 제1호

추가적으로, 독서토론 활동에 참가한 학생들이 글로컬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

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글로컬이라는 용어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도출된 단어를 빈도수에 따라 

나열하면 다음 <표 13>과 같다. 구체적으로 독서토론을 수행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기본적인 용어는 거의 유사하지만 독서토론 전 키워드가 16개

인 반면 독서토론 후 키워드는 21개로 나타나 키워드들이 보다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독서토론 후에는 ‘글로벌’, ‘세계화’, ‘로컬’ 등과 같이 

단순한 주제키워드와 더불어 ‘소통’, ‘융합’, ‘나눔’, ‘공감’, ‘협동’과 같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역량과 관련한 키워드가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독서토론 전 독서토론 후
순위 용어 빈도 순위 용어 빈도

1 글로벌 9 1 글로벌 9
2 국제사회 5 2 세계화 7
3 세계화 4

3

지역사회와 세계 3

4
지역사회 3 로컬 3

로컬 3 지역사회 3
외국어 3 지역특색 3

7 세계사회 2 소통 3

8

세계사회연결 1 융합 3
전체적 1

9
국제사회 2

지역성 1 세계경제 2
미래사회 1 나눔 2
지구촌 1

12

공동체 1
다문화 1 글로벌 컬쳐 1

의사소통 1 지역가치 1
회화 1 지역중심 1

창의력 1 다문화 1
연결 1

다양함 1
복합적 1
공감 1
협동 1

<표 13> 글로컬 관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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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대학에서 강화시키고자 하는 역량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역량에 

대한 교육이 잘 수행되고 있다고 여기는 인식은 독서토론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 반면, 본인이 해당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독서토론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며, 실제 그다지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독서토론 후 토론테마와 관련된 관심의 정도는 증가하였

으나 관련한 자료를 탐색하거나 지인과 관련 대화를 나누는 등의 행동에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3. 향후 독서토론활동을 위한 고려사항 

그렇다면 독서토론을 보다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염두 해야 하는 점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2개월에 걸쳐 진행된 독서토론에서 어떠한 문제가 존재하였는지를 하나

하나 검토해 봄으로써 역량강화를 위한 독서토론이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독서토론은 토론의 전체적인 과정을 설계하는 교수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실제 

토론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수요자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2개월간의 독서토론을 수행해 온 35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토론활동을 

진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조사한 결과를 근간으로 독서토론 과

정상에 나타난 논의거리를 하나씩 짚어 보았다. 필요한 데이터는 독서토론 완료 

후 온라인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획득하였으며, 객관식 문항보다는 서술식 

문항을 더 많이 구성함으로써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토론활동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2개월간의 

독서토론을 수행한 이후 설문조사한 결과, ‘전혀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는 

응답이 54.3%,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는 응답이 34.3%로 나타나 약 90% 

대학생들이 큰 어려움이 독서토론을 수행하였다는 긍정적 응답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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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문제없이 
진행

문제없이 
진행

보통
어려움을 

느낌
매우 어려움을 

느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응답자 19 54.3 12 34.3 3 8.6 1 2.9 0 0.0

<표 14> 토론활동 시 겪은 어려움

이처럼 응답자들은 독서토론 활동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응답하였지만 독서토론 

과정에서 실제 겪었던 어려움을 파악한다면 효과적인 독서토론 지원이 가능할 것

이라 판단되어, 그들의 경험에 준해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사항과 관련한 문제로 압축되었다. 

먼저, 독서토론 참여자들은 연구자가 사전에 제시한 도서목록과 관련한 고민을 

언급하였다. 토론참여자의 대부분은 “책의 수준이 적절하고”, “책에서 다루고 있는 

테마가 현실 문제와 밀접한 시의성이 있으며”, “토론할 수 있는 논의거리 추출이 

용이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도서목록이 좀 더 다양하여 

책 선택지가 좀 더 늘어나길 희망하며”, “책이 당장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아니라 

괴리감이 느껴졌고”, “토론거리를 쉽게 찾을 수 없는 도서들이 많았다”고 응답하였

다. 이처럼 긍정과 부정의 이유 모두 도서가 본인이 처한 현실과 밀접한 혹은 괴리

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였으며, 특히 적극적인 토론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토론 주제의 도출이 용이한가의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2개

월간의 독서토론을 위해 연구자들은 총 32권의 책을 추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제시한 책 목록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점 또한 눈여겨 볼만하다.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상에 나타난 문제 중 하나가 토론테마 추출의 어려움이다. 

“독서토론은 주제토론보다 하나의 논제에 집중하기 어렵고, 책의 내용에 대한 산만

한 질의응답으로 채워질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 이승윤(2015)의 연구처럼, 독서토

론에서의 테마선정은 매우 중요하지만 큰 어려움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독서토론을 위해 하브루타 방법을 선택하였는데,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식의 토론이 모든 도서에 적용되기 어렵고”, “토론은 찬반으로 나뉘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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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관념으로 인해 억지로 다양한 의견을 조성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는 

의견과 같이, 토론테마의 발견에 대한 어려움을 많은 학생들이 토로하였다. 가령,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토론테마의 경우 억지로 찬반을 나눠야 한다든지 반대 

논리를 새로 개발해야한다든지 하는 토론방식은 독서토론 활동 시 어려움으로 작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는 독서토론의 운영상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데, 실제 대부분의 응답자

들은 독서토론 방법에 대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어려움을 강하게 토로하였다. 먼저, 설문조사 결과부터 살펴보면 “독서토론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대학생이 17명(48.6%),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대학생이 

15명(42.9%)인 반면, “잘 모른다”고 응답한 대학생은 1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독서토론을 시작할 때 처음에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해야 할지 몰라서 어려웠으며”, “토론을 책으로만 배우고, 실제 해보았다고 

해도 일회성으로 진행해 본 것뿐이어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는데 

미숙하였던 것 같다”는 고백과 같이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견충돌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행미숙의 문제가 많이 언급되었다.

나아가 일부 학생들의 저조한 참여로 인해 적극적인 토론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어려움 또한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다. 교수자가 중간에 개입을 하더라

도 본인의 자발적인 참여의지가 없이는 결코 독서토론이 원활히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특히 독서토론은 팀별로 토론이 진행되다보니 “팀원 간의 

소통이 부재하고 일부 학생들의 저조한 참여로 힘들었으며”, “상호간의 이야기 

나누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 어려움을 느꼈다”는 응답과 같이, 토론을 

이끌어 가는 친구가 자연스럽게 발언기회를 컨트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토론이 힘들었다는 응답 또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결국 독서토론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인 도서목록, 토론동료(패널), 토론운영자

(사회자)의 모든 측면과 관련하여 아쉬움이 언급되었으며, 독서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들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렇다면 독서토론에 참

여한 학생들은 독서토론 활동 시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 다음 <표 15>를 살펴보면, 설문에서 제시한 4가지 요소 모두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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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이 나타났지만, 특히 적절한 도서목록과 적당한 토론시간 확보가 매우 필요하

다는 응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매우 필요 조금 필요 보통
필요하지 

않음
전혀 필요 
하지 않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토론방법 
가이드

16 45.7 17 48.6 1 2.9 1 2.9 0 0.0

적절한 
도서목록

23 65.7 7 20.0 5 14.3 0 0.0 0 0.0

체계적 
활동지

16 45.7 11 31.4 8 22.9 0 0.0 0 0.0

적당한 
토론시간 

18 51.4 11 31.4 6 17.1 0 0.0 0 0.0

<표 15> 독서토론 시 필요한 요소

 

 

Ⅴ. 결론

지금까지 D대학의 사례연구를 통해 역량기반교육을 위한 비교과 교육의 한 방법

으로, 독서토론활동이 활용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방법과 그 결과

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D대학의 핵심역량 중 “글로컬역량”에 대한 주제로 독서 자료를 선정하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적절한 독서토론의 방법 또한 설계하였다. 이후, 총 3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 도서 및 독서토론방법을 안내하고 약 2달간 독서토론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독서토론활동의 효과에 대해 측정할 수 있도록 독서토

론활동 수행자를 대상으로 독서토론활동을 수행 전ㆍ후 인터뷰와 설문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독서토론 후 상당 부분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실재하고 있음을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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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인터뷰를 통해서도 나타났는데 학생들은 “글로컬의 용

어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책을 읽고 새로운 사회적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친구들이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진진했다” 

등의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D대학이 추구하고 있는 핵심역량 6개 중 “글로컬”이라는 

하나의 역량에 집중하여 도서를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주제 뿐 아니

라 다양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함으로써 비교과 교육으로서 독서

토론활동의 긍정적 효과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서목록 및 토론활동을 위해 사전에 구체적인 방법과 지도가 이루어졌

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서목록에 대한 불만과 토론의 운영방법, 토론동료와의 

원활하지 못한 소통으로 인해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특히 하브루타 학습

법을 적용하여 진행된 독서토론방식에 대한 문제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학생들이 각자 토론논제를 선정하고 서로의 의견을 순차적이고 체계적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이미 여러 연구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어 있는 하브루타 형식의 

독서토론모델을 제안하고 관련 활동지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하브루타 방식이 찬

반토론을 주요 과정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된 의견이 교환될 수 있는 

논제를 찾아내는 것에서 부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즉, 일정한 

형식을 정하게 되면 독서토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겠

지만, 반대로 이로 인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논제 찾기의 어려움은 도서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향후 도서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독서토론의 방법이 계발되고 이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독서토론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증명해 내었지만 독서토

론의 단계별 문제와 개선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에 향후 학생들이 독서토

론을 위해 도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실제로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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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ility of reading and discussion activities as one of 

the extracurricular programs: The case of D University

Youra Youn*·Eunju Lee**

ABSTRACT

Recently, university education has been aiming for competency-based 
education so that students can successfully perform their duties in their 
career fields after graduation. In order to establish such a 
competency-based education system, the importance of extracurricular 
programs that can develop various competencies is increasing.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reading and 
debate activities as one of the extracurricular programs through the case 
of D University, and to assess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To this end, 
a book related to “glocal competency”, one of the six core competencies 
of D University, was selected, and the Habruta discussion method was 
adopted to design a reading discussion activity that D University students 
could perform as extracurricular programs. A questionnaire and interview 
were conducted before and after the reading discussion for 35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reading discussion for about two months, and 
the effectiveness and problems were summarized and the applicability 
of the reading discussion was reviewed. As a result of the survey, it was 
statistically proven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perception and 
behavior after reading discussion. In particular, this study found the 
possibility of cultivating various competencies despite the selection of 
books by focusing on one of the six core competencies of D University.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guess the positive effect of the reading 
and discussion activities as extracurricular programs. In the future, for 
more effective and smooth reading debate activities, not only various 
reading debate method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book 
should be designed, but also appropriate guides will be needed.

Keywords : competency-based education, extracurricular programs, 
reading discussion activity, Reading, Habruta discuss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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