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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토론 심의 독서교육은 인문계 고등학생의 인성과 사회성 발달에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effects of discussion-centered reading education on high school 

students' personality & sociality using omnidirectional reading-discussion programs. To this 

end, we adopt an experimental research design with pre/post-test on personality and sociality 

using the program with the first and second grades high school students located in Chungju 

City as participants. The results show that the discussion-centered reading education has 

significant effects on the personality and sociality of high-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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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최근 우리나라는 경쟁이 과열된 사회  분

기가 팽배해져 있다. 이에 한 부작용으로 교

육계에서는 성 지상주의가 만연하고 학교서열

화 상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은 공부에 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기계 으로 암기하는 

교육에만 몰두한 나머지, 청소년들은 개성을 개

발하고 표 하며 주 와의 상호작용을 등한시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인격 으로 미성숙한 개인

을 키워 자살이나 따돌림과 같은 사회의 문

제 들이 노출되고 말았다(수호믈린스키 2010). 

이에 따라 성 을 비 하고 가출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왕따 상

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들은 

 청소년들이 정서 으로 불안한 결과에 기

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객 인 세계를 인식하고 상

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인성과 사회성 회복의 수

단으로써 ‘독서교육’에 주목하고자 한다. 독서

교육은 책을 통하여 우리가 실에서 체험한 

것과 같은 인간 사이의 갈등이나 상황에 처

하는 모습 등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할 수 있

는 장 이 있다. 독서를 통하여 자신이 몰랐던 

부분에 있어 객 인 지식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재구성하는 사고력을 제공해 주기도 한

다. 이런 과정에서 통찰력이 생겨 유사한 사건

에 처했을 때 자신의 행동을 억제하기도 하고 

웃음으로 승화시키기도 하는 등 유연한 처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타인의 입장이 

되어 자신의 사고의 폭을 확장시키고 타인을 

이해하는 배려심이 생긴다. 즉, 결과 으로 독

서는 다양한 인간의 모습에 비추어 자신을 객

화하여 자신의 인성을 재구성하여 원만한 인

간 계가 되도록 돕는다. 

인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타 인 삶을 살도록 

하는 극  개념인 사회성 한 독서에 등장

하는 여러 등장인물의 행동양상을 연구함으로

써 가능할 것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연구함

으로써 극 이고 능동 인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 학생에게 계개선

과 회복에 알맞은 자료를 활용한 독서토론 

로그램을 운 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면 학

생들이 겪고 있는 여러 발달상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을 

상으로 방향 독서법을 용한 토론 심의 독

서교육을 실시하고, 이러한 독서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성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

증하는데 그 목 이 있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질  연구와 양  연구를 포함한 

혼합 연구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질  연구 방법으로는 방향  독서

법을 용한 토론 심의 독서교육을 용하면

서 학생들의 반응을 기술하 으며 차시별 독서

토론 로그램에 한 학생들의 반응변화를 

찰하 다. 본 연구의 객 성을 하여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담임교사의 조를 얻어 담임교

사가 찰한 독서교육 로그램 실행 ․후 

학생의 변화에 한 진술을 포함하 다. 

둘째, 양  연구 방법으로는 토론 심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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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육이 고등학생의 인성과 사회성 발달에 미

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으로 나 어 인성검사와 사회성 검사의 

사 ․사후검사를 수행하여 비교하 다. 이 

연구는 학입시 공부에 집 하는 인문계 고

등학교의 특성상 많은 학생을 상으로 독서

토론을 용하고 실험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2. 이론  배경 

2.1 인성 

인성은 개념 자체가 매우 포 이고 추상

인 개념을 함축하고 있으므로 한 마디로 단

정하기는 어렵다. ‘인성’과 유사한 의미로 쓰

이는 단어를 살펴보면 인품, 인격, 성품, 기질, 

성격, 인간성, 사람 됨됨이, 인간의 본성, 생태

으로 타고난 심성 등이 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교육학 분야에서는 인성으로, 정신분석

학에서는 인격으로, 심리학 분야에서는 성격으

로 통용되고 있으며 인성을 보는 에 따라 

인성교육에 한 이론 한 다르게 개된다

( 주 외 2009). 인성에 한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를 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이윤희 

2013).

본 연구에서 인성은 이윤옥(1998)의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 사람의 체 인 인상으로 

성품, 기질, 개성, 인격 등 가치개념의 의미를 

내포하며, 황응연(1992)의 어떠한 경험을 하느

냐에 따라 크게 변화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본다. 

그러므로 인성을 구체 으로 외향성, 친근성, 

성실성, 감정  안정성, 개방성/지성으로 악

한다.

학자 인성의 개념 정의

황응연

(1992)

환경에 응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행동  태도, 동기, 경향성, 인생 과정들의 총합, 사람들에게 

있어 시간과 상황에 걸쳐 지속되는 독특한 구조이며, 인성은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크게 변화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

이근철

(1996)

좁게는 도덕성, 사회성  정서(감정) 등을 의미, 넓게는 지․덕․체 는 지․정․의를 모두 골고루 

갖춘 인성

이윤옥

(1998)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 사람의 체 인 인상으로 성품, 기질, 개성, 인격 등 가치개념의 의미를 내포

한국교육학회

(1998)

사람의 마음의 바탕이 어떠하며, 사람된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말하는 개념으로 사람의 마음과 사람됨이

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

조난심

(2004)

인성은 태어나면서 지니고 있는 성격이나 특질의 개념의 아니라, 의도  교육이나 학습에 의해 습득하거나 

변화가 가능한 인간의 성품을 지칭하는 것

미교육부

(2007, 2008)

존 , 공정성, 보살핌 등의 도덕 , 윤리와 가치와 책임감, 신뢰, 시민성 등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개인 

는 집단의 정서 , 지 , 도덕  자질은 물론 이러한 자질들이 친사회  행동으로 발 되는 것을 

포함

조연순

(2008)

자신의 내면  요구와 사회 환경  필요를 지혜롭게 잘 조화시킴으로써 세상에 유익함을 미치는 인간의 

특성

<표 1> 인성에 한 학자들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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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회성

인간은 태어나서 사회의 구성원이 될 때까지 

가정, 친구, 학교 등을 통하여 그 사회에 동화하

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인간성이 사회성으로 발

된다. 그러므로 사회성은 사람이 살아가는 사

회 속에서 혼자가 아닌 공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사회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

성은 사회 상태를 기피하고 수 어하는 고독을 

일삼는 비사교성과는 조  개념으로, 개인이 

사회의 규범, 가치 , 지식 등을 내재화하여 어

떤 집단이나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 효율

인 인간 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최

승희, 김수옥 1995)을 말한다.

사회성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

경과 계를 맺어 나가면서 발달하는 능력이며, 

사람은 타인과의 친 한 계를 통해서 심리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서  안정을 얻는다고 

했다. 청소년의 사회화의 과정에 가장 기

이며 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가정에서 시작

된 사회성은  자라나면서 형제자매와 친구, 

이웃, 동료와의 계  매체의 향으로

부터도 발달하게 된다. 청소년기에 한 사회

 기  수 과 정의는 사회 ․ 문화  시각

에 따라 다르다. 청소년들은 사회에서 성인의 

우를 받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 독립

성 등이 생기는데 이는 청소년들의 자율성이나 

독립성, 등의 발달에 향을 미치게 된다. 가정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며, 어떤 기 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가치와 태도를 결정한

다(오윤선 2006).

본 연구에서는 사회성을 한 개인이 다른 사

람이나 주변 환경과 계를 맺어 나가면서 발

달하는 능력인 근면성, 동성, 책임감, 법성, 

자주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악한다.

2.3 독서토론과 인성  사회성의 계

문답형 토론이든, 토의형 토론이든, 논쟁형 

토론이든 이들 모두에는 묻고 답하는 것이 기

본 인 사항이다. 묻기 해서는 먼  의문을 

가져야 하고, 이러한 의문이 구체화되면 질문

으로 환된다. 의문의 구체화를 통해 질문을 

생성하는 순간 사람들은 이미 지 인 자극이 

시작된 것이다. 질문은 답을 얻을 수 있고, 생각

을 자극하며,자기 통제가 되며 마음을 열게 하

고, 질문을 받는 사람의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

(도로시 리즈 2002). 

지식의 통합성 측면에서 통  수업이 개별

성을 지향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반면에 독

서토론 심 수업은 독서토론 행  자체가 “읽

기-쓰기-토론하기”를 연계시키는 활동이 심

이 되기 때문에 지식의 통합성을 강조할 수밖

에 없는 상황이 변별 이라고 할 수 있다. 인성

의 형성도 결국 언어의 문제와 매우 한 

련을 맺는다고 말할 수 있으며, 언어의 문제는 

바로 독서와 토론의 문제가 그 심에 자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인성 교육의 바탕은 바로 언

어 교육이고, 독서교육이고, 토론교육이기 때문

에 독서토론 심 수업과 인성은 한 련을 

맺지 않을 수 없다(김재  2014).

독서클럽은 의미를 구성하고자 하는 하나의 

사회이며 독서토론이라고 하는 담화 유형을 공

유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바로 독서클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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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공하는 소집단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사회  맥락을 공유하고 그 가운데서 언어의 

의미를 구성하는 실제  수행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은 독서클럽이라고 하는 사회  

맥락에 참여함으로써 의미의 사회  구성에 다

가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독서토론은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을 지원하여 사회성 발달

을 직  혹은 간 으로 가능하게 하는 활동

이라고 볼 수 있다(이지연 2005).

2.4 선행연구

고등학생을 상으로 독서토론의 효과에 

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노민 (2009)은 서울 

동 문구 소재 J고등학교 독서토론부 1학년 30

명을 상으로 독서 후 토론 활동이 고등학생

들의 논술 능력과 쓰기 태도에 미치는 향

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총 5회에 걸쳐 독

서토론을 실시하 는데 독서토론 후에 학생들

의 논술 능력 향상과 쓰기 태도에 효과가 있

었다. 이지연(2005)은 독서토론을 통한 고등학

생의 사회성 발달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주시 A고등학교 여학생 6명을 상으로 한

국단편소설 독서자료 주로 선정하여 이야기

식 독서토론 로그램을 실시하 는데 연구결

과, 독서토론 후에 사회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

타났다. 

안인자와 윤석윤(2013)은 인천지역아동센터

의 등, 등학생을 상으로 시행된 독서토

론 로그램을 통하여 독서토론이 효과 으로 

시행되기 한 교육요소와 효과성요인을 조사 

분석하 다. 독서토론 교육 요소는 읽기훈련, 

쓰기훈련, 발표훈련, 듣기훈련, 생각정리훈련의 

5가지이다. 분석결과 학생의 정서지능, 참여자

들의 완독수 , 참여횟수, 수업참여자와의 공감

도, 독서에 한 사  선호도가 효과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고등학생을 심으

로 독서토론을 통한 고등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한 연구는 수행되었으나 한국단편소설 독서

자료 주로 운 된 로그램이었으며, 방향

독서법을 용한 토론 심의 독서교육을 용

하여 인성과 사회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는 아직까지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독서토론 로그램 운  

3.1 교육 상  수업 자료 선정

충주시에 치한 C고등학교 도서반 학생 1, 

2학년 16명  실험집단 8명과 통제집단 8명을 

상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실험집단에는 토

론 심의 독서교육을 용하고, 통제집단에는 

자유독서를 실시하 다. 

독서교육을 한 도서목록은 박연식(2007)

의 방향 독서법을 참조하여 문제의 근원에 

근하는 방식인 목 별 도서목록으로서 구성하

다. 방향 독서법은 목 이 이끄는 독서, 목

심의 읽기라고 할 수 있다. 방향독서법은 

삶의 기본 인 것을 진지하게 질문하며 그것을 

해결하기 한 과정을 이끌고 있다. 방향 독

서법은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상징이 있다. 첫째, 

거울과 같은 독서 즉, 내면으로 향하는 독서로 

나를 돌아보기 한 독서를 의미한다. 둘째, 나

침반과 같은 독서로서 방향을 알려주는 책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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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역
거울 나침반 시계 소

메시지 삶 꿈 앎 쉼

핵심가치 계 가치 개발 회복

역 구분 내면세계 가치세계 지식세계 여가세계

독서의 역 치료의 독서 의미의 독서 비하는 독서 쉼과 회복의 독서

역의 도구 용서와 사랑 성찰과 깨달음 선택과 집 회복과 창조

<표 2> 한 에 보는 방향 독서법 테이블

한다.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주는 책이다. 

셋째, 시계와 같은 독서로 앞으로 달려가기 한 

읽기며 목 과 방향이 정해진 독서를 의미한다. 

넷째, 소 와 같은 독서로 쉼과 스트 스 해소를 

한 독서를 말한다. 주어진 목록이 있다면 방

향 독서법으로 볼 때(거울, 나침반, 시계, 소 ) 

어느 방향으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

을 것이다(박연식 2007)(<표 2> 참조). 

이 연구에서는 방향 독서법  거울, 나침

반, 시계, 소   지식세계를 다루는 시계를 제

외한 거울, 나침반, 소 를 심으로 자료를 선정

하 다. 첫째, 계 개선을 목 으로 하는 독서인 

‘거울’에 해당하는 도서로 나는 선생님이 좋아

요 , 완득이 , 고마워 를 보내 게 , 언터

처블, 1%의 우정 을 선정하 다. 둘째, 가치를 

목 으로 하는 독서인 ‘나침반’에 해당하는 도

서로 행복한 진로 학교 , 정의란 무엇인가 , 

친구가 되어주실래요 를 선정하 다. 셋째, 회

복을 목 으로 하는 독서인 ‘소 ’에 해당하는 

도서로 슬림 유럽 데이 를 선정하 다. 

3.2 독서교육 모형

토론 심의 독서교육 모형은 교사안내 심

의 독서교육 모형인 Guided Reading(Fountas 

and Pinnell 1996)을 용하 다. Guided Read- 

ing은 학생들로 하여  교사와 동료 학생의 도

움을 받으면서 독해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의 

신장을 도모하는 모형이다. 그리고 독서지도의 

차는 독서 자료의 선정  비, 독서 자료의 

소개, 교사의 도움 하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독서, 독서의 과정  결과에 한 화와 토의, 

교사의 평가  보충 심화 지도 등으로 이루어

져 있다(박 목 2000).

3.3 독서교육 활동지 제작  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서토론 활동지는 선정

된 도서를 읽고 나서 감명깊었던 부분에 해서 

왜 감명을 받았는지에 해 써 보는 것을 기본

으로 하여 제작하 다. 먼  활동지에 들어가기 

에 해당 도서의 자  기본 거리를 PPT

자료로 보여주고 질문지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내용을 되새겨 볼 수 있도록 하 다.

3.4 독서교육 수업계획안

토론 심의 독서교육을 한 수업계획은 <표 

3>과 같으며, 고등학생 1, 2학년 8명을 상으

로 매주 1회 50분씩 수업을 진행하 다.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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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날짜) 테 마 수 업 내 용 활용자료

1 (6.15) 소개
∙자기소개  자기고민에 해 발표한다.

∙사 검사 실시

∙교사의 리젠테이션

∙가벼운 토론 활동 

2 (7.6) 장애인
∙‘장애인 인권’ 

일상생활에서의 장애인에 한 편견을 토론하고 발표한다.

∙도서 자료

하이타니 겐지로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3 (7.13) 다문화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의 이해와 문제  해결방안을 토론을 통해 알아본다.

∙시청각 자료

화 완득이  일부

4 (7.19) 동물

∙‘반려동물’

토론을 통하여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정서  유 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도서 자료

존 카츠

고마워 를 보내 게

5 (7.27) 진로
∙‘진로, 직업’

나는 무엇이 될까? 자기의 희망과 진로를 생각하고 토론한다.

∙도서 자료

박원순 외

행복한 진로 학교

6 (8.3) 가치

∙‘가치 ’

여러 가지 도덕  정의를 살펴보고 가치 에 해 토론함으로써 

자신의 가치 을 재 검해 본다.

∙도서 자료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7 (8.10) 가치

∙‘가치있는 삶, 삶의 자세’

<울지마 톤즈>의 주인공 故이태석 신부의 일생을 통해 가치있는 

삶에 해 토론한다.

∙도서 자료

이태석

친구가 되어주실래요

8 (8.24) 여행

∙‘여행을 통한 주  둘러보기’

세계 곳곳의 자연환경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직 력

을 키워보는 시간을 갖는다.

∙도서 자료

카트린 마이어

슬림 유럽 데이  

9 (8.31) 우정

∙‘단 한명의 친구도 인생은 아름다울 수 있다’

상처 입은 두 혼을 통해 군가의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밝은 세상의 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진정한 

우정에 해 토론한다.

∙도서 자료

필립 포조 디 보르고

언터처블 1%의 우정

10 (9.3) 평가
∙서로의 느낌 나 기

∙사후검사 실시

<표 3> 회기별 독서 로그램

에는 사 검사를 수행하 으며 학생들에게 독

서 로그램을 실시하는 필요성을 인식시켰다. 

2차시부터 9차시까지 독서토론 상 자료를 활

용하여 토론 심의 독서교육을 실시하 다. 시

험시간을 고려해서 매주 실시할 수 없을 때는 

기간을 연기해서 실시하 다. 사후검사는 10차

시에 실시하 다.

3.5 차시별 토론 심의 독서교육 로그램 

운  방법 

토론 심의 독서교육 로그램을 설계하여 

1, 2학년 8명을 상으로 매주 한 번씩 50분간

에 걸쳐 토론 심의 독서교육 수업을 진행하

다.

1차시에는 사 검사를 실시하고, 학생들에

게 독서토론 수업을 왜 하는 지에 해서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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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자살률에 해서 를 들면서 PPT로 

보여주었다. 첫째 시간인 만큼 어색함을 없애

기 하여 다과를 나 면서 서로 간의 이야기

를 나 는 시간이었다.

2차시에는 학생들이 미리 읽고 온 나는 선

생님이 좋아요 에 해서 자  거리를 간

단하게 소개하고 토론하게 될 질문에 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처음으로 토론

하는 시간이어서 극 이지 못한 모습이 보

고 다음부터는 극 으로 임해달라고 당부를 

했다. 마지막 10분간은 활동지에 해서 서술

식으로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3차시에는 완득이 에 해서 자  거

리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화로 간단한 동 상

을 보여주었다. 학생들이 책뿐만 아니라 화로

도 했기 때문에 호응이 높았다. 다문화 가정

에 한 인식을 높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4차시에는 고마워 를 보내 게 에 해

서 자  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했는데, 다

소 생소한 동물 안락사에 해서 학생들이 흥

미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안락사에 한 열띤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5차시에는 행복한 진로 학교 에 해서 

자  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토론하게 

될 질문에 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

는데, 10년 후 자기의 모습에 해서 많이 궁

해 하며 심을 가지고 자기의 포부를 말하는 

시간이었다. 

6차시에는 정의란 무엇인가 에 해서 자 

 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토론의 진행방

향을 잡기 해 하버드 학에서 강의하는 상

을 보여 주며 최고 학에서의 강의 방식에 학

생들이 심 있어 하는 것 같았다. 다소 무거운 

주제라 걱정을 하 지만 학생들이 질문지나 활

동지에 있는 질문과는 계없이 스스로 주제를 

찾아서 토론을 하는 모습이 인상 이었다. 

7차시에는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에 해

서 자  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3학년 

선배  캄보디아 해외 사를 하고 온 친구를 

하여 자원 사에 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제 경험 사례까지 들려주니 학생들

의 호응이 컸다.

8차시에는 슬림 유럽 데이 에 해서 자 

 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토론하게 될 질

문에 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 되었지만, 

시험기간과 겹쳐있어 학생들의 심이 분산되

어 집 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9차시에는 진정한 우정에 한 언터처블 

1%의 우정 에 해서 자와 거리를 간단하

게 소개하 다. 활동지에 장․단 에 해서 

얘기하는 시간이었고, 학생들 가슴 속에 가지

고 있던 선․후배간의 모든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9차시까지 수업  가장 호응이 좋았던 

시간이었고 ‘ 계의 시작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10차시에는 학생들에게 독서교육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하여 서로의 느낌을 나 었으며 인

성특성검사와 사회성 사후검사를 실시하 다. 

독서토론에 한 수업지도안과 수업일지  9

차시에서 운 한 내용을 <표 4>와 <표 5>에 제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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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8.31 상 1,2학년 장소 도서

제목 언터처블 1%의 우정 차시 총10차시  9차시

학습

목표
∙진정한 우정에 해 말할 수 있다.

단계
교 수 − 학 습 활 동 시간

(분)

유의   

자료교수활동 학습활동

도입

(읽기  

활동)

∙수업 비상태를 확인하고 학생들과 인사한다.

∙책에 해 설명을 해 다.

∙학습 목표 제시

∙활동지를 나 어 다.

∙수업 비를 한다.

∙각자 발표하도록 한다.

∙학습 목표를 크게 읽는다.

∙자료를 받는다.

10 ∙활동지

개

활동

∙주 에 압델과 같은 친구가 있는가?

∙처음 만난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서로 다른 환경의 사람들이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보자

∙나는 앞으로 어떤 친구를 사귀고 싶은지, 어떤 

친구가 되어  것인지 발표한다.

∙압델과 같은 친구를 사회부 응자라

고 생각하는가?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지 토론한다.

∙자기 생각을 발표하고 토론한다.

∙자기생각을 발표한다.

40 ∙활동지

정리
∙본시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차시 학습을 고한다.

∙독후 활동지를 완성한다.

∙책제목 등을 알려 다.
10 ∙활동지

<표 4> 독서교육 9차시 수업지도안 사례

수업일시 2012년 8월 31일

학습과목 독서토론 로그램

학습주제 우정

사용한 자료 언터처블 1%의 우정

지도내용

- 장애인 분류  등  기 에 해 이야기를 해주었다.

- 압델이 어떤 장애인지 구분하기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 Guided Reading을 용하여

∙읽기 전 활동: 주 에 친척이나 친구 에 장애인이 있는지 알아본다. 어떤 생각이 하며 살고 있는지 

확인한다.

∙읽기 중 활동: 

 - 장애인에 한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지 발표한다.

 - 장애인들은 어떤 고충을 가지고 있는지 각자의 생각을 말해본다.

 - 서로 다른 환경의 사람들이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서로의 의견을 말해본다.

 - 자신의 단 과 장 은 무엇이고, 어떤 친구가 되어  것인지 발표한다.

∙읽기 후 활동: 

 - 활동지를 나 어 주고 서술식으로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수업의 내용을 확인한다. 사람은 어떤식으로 

만날지 기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공유했다.

느 낌

독서토론 수업도 8차시가 넘어가서 어느 정도 학생들도 토론수업에 재미를 붙이고 마지막 수업이라 

더 열심히 토론에 참여하는 모습이다. 상 방의 장․단 을 얘기할 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웃고 

떠드는 모습이 인상 이다. 이 게 서로 간의 소통을 하는 수업에 더욱 집 하고 재미있어 한다. 우정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자연 으로 생겨나는 것이라는 것을 토론을 통해 서로가 배우는 것 같다.

<표 5> 독서교육 수업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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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독서교육 로그램 찰 분석

본 연구에서는 집단 독서토론 로그램을 

용하면서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차시

별 학생들의 반응과 변화를 기술하 다. <표 

7>에서는 학교도서  사서가 찰한 독서교육 

로그램에 한 학생들의 인성변화를 기술하

다. 

차시 독서자료-주제 학생들 반응

1
독서토론

수업을 하는 이유
사 검사를 실시하고, 학생들에게 독서토론 수업을 왜 하는 지 설명

2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 장애인에 한 

편견 깨기

장애인에 한 편견이 사라지고 조 씩 장애인을 수용하는 마음이 생겼음이 토론을 

통해 나타났다.

“이 책을 읽고 장애인에 해 좀 더 이해하고 심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장애인에 불쾌함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후 주변의 

장애인 친구들이나 불편한 사람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꼭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에 한 인식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장애 분류가 많은 것을 몰랐습니다. 장애인에 

한 마음이 좀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3
완득이

: 다문화 가정 이해하기

다문화가정의 아이들과 재 학생들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동주와 같이 내면이 따뜻한 친구,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선생님을 원하고 있었다.

“완득이에게 무심한 듯 보이지만 따뜻하게 동주를 생각해주시는 선생님이다. 완득이와 

동주의 화에서 동주가 완득이를 생각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주는 완득이를 포기하지 않았다. 완득이의 행동을 이해해 주었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

4

고마워 를 보내 게

: 반려동물을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정서  

유 감 나 기

반려동물의 안락사에 한 찬반 토론을 통해 반려동물에 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생명의 소 함과 이별의 아픔이라는 간  체험을 통해 정서  유 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책에는 반려동물에 한 에피소드가 잘 담겨져 있다. 이 책을 통해 나는 내가 

동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 다”

“반려동물의 죽음에 한 부분에서 감명이 깊었다. 왜냐하면 나는 반려동물의 죽음을 

본 이 없는데 반려동물의 죽음에 해 주인이 정신  충격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반려동물의 죽음에 해서도 경건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5

나는 무엇이 될까?

: 자기의 희망과 

진로 생각하기

학생들은 미래의 모습을 발표할 때 신나고 즐거운 모습을 보 다.

“네가 고등학교 간에 꿈이 변해서 지  다른 것을 공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 지만 

네가 무엇을 하던 남의 아픔을 감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문제의 답은 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해”

“월 은 비록 더라도 자신이 정말 즐거워하는 일을 찾으면 그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6

정의란 무엇인가

: 여러 가지 도덕  

정의 살펴보기

주입식 사고에 젖어있는 학생들이 철학 인 주제를 발표하기를 어려워했고 흥미를 

가지지 못하 다. 그러나 신비롭게 느껴졌던 철학이라는 주제가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간 계기가 되었다.

“이 책은 도덕에 련된 책이며 그 사례를 어 놓은 것이다. ( 략) 나는 이 책을 

읽고 하나의 사례에 해 계속 정답을 찾기 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나는 

세상에는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는 것을 깨달았다.”

<표 6> 차시별 독서토론 로그램에 한 학생들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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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사서가 찰한 내용

A

독서교육 로그램에 참가하기 에는 모든 것에 불만이 가득하여 빛이 날카로웠으나 독서교육을 거듭하면서 

빛이 부드러워지고 웃음이 많아졌으며 성격이 활달해져 선배와 동기간에 우애도 깊어지고 특히 도서부 일에 

책임감이 생겼다.

B
항상 성실한 태도로 맡은바 임무를 철 히 하는 성격으로 독서토론 후 연구자의 마음을 미리 악하여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선배와 동기들을 독려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C
이기 인 성격으로 도서부임에도 불구하고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서 몇 차례 주의를 주었다. 

독서교육 후 자기 임무에 한 책임감이 생기고 학생들 간의 인간 계가 원만해졌다.

D

배려심이 많고 세심하고 발표력이 좋으며 노력하는 스타일의 학생인데 손재주가 있어 기계를 고치는 일에는 

심을 보이고 공부에는 열정을 보이지 않았으나 독서교육 로그램에 참가하면서 공부에 더 집 하여 성 이 

향상되었고 리더십을 더 발휘하는 모습을 보 다.

E

평소 교육과 사회문제에 심이 많아 연구자와 토론하는 것을 즐겼으며 말이 많고 비 인 성격이었으나 독서교육 

후 비 인 성향이 많이 어들었고 사회문제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 다. 독서교육 로그램이 끝난 후 반기문 

학사에 입 하여 공부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 다.

F
낙천 이고 정 인 성격에 공부도 잘하지만 도서  임무에 별 심이 없어 도서 에도 잘 나타나지 않았으나 

독서교육 후 맡은바 임무에 충실히 하고 선배와 동기간에 장난도 잘 치며 인간 계가 향상되었다.

G
조용하고 내성 인 성격에 책읽기를 좋아 했지만 공부에 한 슬럼 로 우울하고 어두운 모습이었는데 독서교육이 

거듭되면서 표정이 밝아지고 발표력이 매우 향상되었다. 

H

사람을 잘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인간 계가 서툴고 수동 이어서 독서교육 에도 발표하기 보다는 지켜보는 

정도 지만 회가 거듭할수록 능동 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보이고 인간 계에 차츰 마음을 열어가는 모습을 

보 다.

<표 7> 사서가 찰한 독서교육 로그램에 한 학생들의 인성변화

본 연구 결과에 객 성을 더하고자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담임교사에게 독서 로그램

에 참여한 학생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찰하도

록 요청하 다. 독서토론 로그램을 실행한 후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변화를 기록한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차시 독서자료-주제 학생들 반응

7

친구가 되어주실래요

: 가치있는 삶에 해 

살펴보기

해외 사를 다녀온 3학년 학생을 청하여 해외 사에 한 느낌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았고, 사에 해 개념이 없었던 학생들의 의식을 고양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태석 신부를 존경하게 되었다. 내 노후의 꿈은 기부이다. 하지만 이태석 신부님은 

단지 기부뿐만 아니라 사도 하셨다. 나라면 그 게까지는 못했을 것이다. 1년도 아닌 

10년 동안 했다는 사실에 더욱 더 놀랐다.”

8

슬림유럽데이

: 여행을 통한 

주 둘러보기

학생들이 지 껏 체험했던 여행이 체험학습 내지는 국내 가족여행에 한정되었기에 

해외여행에 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호응도가 높지 않았다. 

9

언터처블 1%의 우정

: 진정한 우정에 해서 

얘기 나 기

친구나 선배들의 장단 을 얘기하면서 극 으로 토론에 임했으며 토론의 분 기도 

매우 뜨거웠다. 

“서로의 장단 을 말하며 우리는 스스로의 문제 을 진단할 수 있게 되었다.” 

“모두 모여서 서로의 단 과 장 을 이야기 하면서 그 동안 서로에 해서 몰랐던 

것들을 다시 알게 되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 가장 뜻 깊었고 인상 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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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담임교사가 찰한 내용

A

다양한 분야에 호기심이 많아 신문이나 많은 책들을 읽으려고 노력하 으나, 혼자서 어떤 식으로 호기심을 해결하기 

해 책을 찾아 근을 하고 이해를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잘 잡지 못하는 것 같았으나 독서토론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읽은 책들에 해 도서부원들과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한 주제에 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깨닫고, 더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친구들의 주장도 

잘 인정하면서 다른 친구들의 말을 먼  잘 들어주게 되었으며,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 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독서교육에 참여한 후 A학생의 생각의 폭이 아주 넓고 깊어졌습니다. 

B

1학년 1학기 B학생은 학업에 한 열의는 높으나 성 은 부진한 편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 학교 때만큼 

나오지 않는 성 에 큰 열패감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학습에 쏟았지만 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아 

학교 생활에 한 흥미를 약간 잃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여름 방학 때 꾸 히 독서교육을 받으며 학교생활과 

학업에 흥미를 다시 찾기 시작하 습니다. 이는 2학기 성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국어 교과의 경우 1학기 

기말 고사에 비해 18  가량 향상되는 성취를 보여주었습니다. 독서 활동을 통해 을 읽고 쓰는 활동에 흥미를 

느끼는 정의  요소에의 정  효과와 집 력이 향상되는 태도에의 개선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C

학년 에 C학생을 보았을 때는 말수가 고 자세가 구부정하여 약간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착실하고 심성 착한 학생입니다. 그 게 지내다가, 1학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의 오후 보충수업 시간에 1번, 그리고 

여름방학  자율학습 시간에 1번 pc방에 게임을 하러 무단으로 외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 히 

다녀왔다고만 하고 사실 로 말하지 않아서 야단을 치고 벌을 세웠습니다. 부모님과 통화를 해 봤더니, 지나친 

학업 스트 스로 인해 가끔 게임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서 교육은 그 사이에 진행되고 있었고, 2학기 

개학 이후에 소감을 간단하게 물어봤더니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는 말을 하 습니다. 독서교육이 진행되는 

사이와 그 이후의 C의 상태의 변화는, 표정이 좀 더 밝아지고, 무엇인가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자신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럼 숨기거나 속이려는 행동은 거의 없어지고, 사실 로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으로 변화 

되었습니다. 학 에서 친구들과도 좀 더 활발하게 어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학  학업을 한 수업이 

아닌, 인성과 련된 독서교육이 C에게 좀 더 여유있는 마음을 가지게 해  것 같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D

학교에서도 평소에 묵묵히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성 도 괜찮은 학생인데, 무슨 일을 

시켜도 뒷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서 동료학생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학생입니다. 홀로 뒷바라지 하시는 어머니께 

걱정 끼쳐드리지 않을려는 마음에서 형성된 습 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공부에 스트 스를 많이 받아서인지 

짜증스런 얼굴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근래 독서교육 로그램에 참여한다고 책을 읽는 모습을 보았을땐 방학기간 

에도 독서토론을 꾸 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개학을 하고나서 D학생의 얼굴이 많이 밝아진걸 느 습니다. 독서교육

은 잘 받았냐고 물어보니 자신안에 뭔가가 달라진 것을 느낀다면서 특히 사고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고 자신감이 

향상 다면서 교생들이 독서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교사가 지켜보기에도 에 비해 학생들과 

잘 어울리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E

상기 학생의 담임으로서 학기 의 성향은 상당히 보수 이고 자기 주장이 남다른 학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거의 공통 으로 실시하고 있는 어듣기 훈련도 본인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참가하지 

않는다던가, 혹은 담임교사가 학교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안에 하여 아침 조회나 종례시간에 달하는 과정 

 본인의 의견과 다르면 거의 반 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소  ‘독재’, ‘독재자’ 란 용어를 서슴없이 표 하는 방식에 

당황하게 되고 그 이유에 하여 설명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며 편 해 보이는 자기 주장을 철하고자 

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뭔가 가정 인 요소에서 오는 타인에 한 배타 인 경향으로 해석되기도 하구요. 

친구에 한 부분도 오로지 한 친구하고만 친하게 지내는 경향도 있고, 종종 학 에서 자리 바꾸기를 하여도 본인은 

오로지 그 친구하고만 앉으려 해서 체 인 학 운 에 공통성이라든가 체계를 잡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변의 학생들도 본 학생에 한 편견내지는 의견들이 아~ E는 그런 학생이에요! 혹은 E때문에 곤란한 이 

많으시지요? 하고 지시 말을 건네는 학생들도 있을 정도 죠. 간혹 울면서까지 의견을 철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뭔가 과거에 빼앗긴? 것들에 한 강한 애착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지 은 학년 를 

지나 2학기도 후반부로 어들고 있는데 돌이켜 보면 독서를 통하여 많은 것을 느끼고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인지 

애 의 타 되지 않는 고집에서 많이 벗어나 일단은 더 생각하고 표  방식도 상 를 존경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 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장래에 한 희망도 별 없어 보 는데 지 은 무슨 무슨 학문과 공을 학에서 

하고 싶다는 등 개선된 이 많아 보입니다. 특히 약간은 부정 인 사고 방식에서 많이 벗어나 정 인 표  

방식에 해당하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표 8> 담임교사가 찰한 독서교육 로그램 실행 후 학생들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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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 8명의 학생에게 공통 으로 느낀 

은 차분해지고 의젓해진 모습이다. 독서토론 

하기 에는 지시를 내리면 짜증을 내고 몇 번

에 걸쳐 얘기해야 했지만 독서교육에 참여한 

후에는 지시에 따라 주는 빈도가 높았다. 이는 

독서토론 과정에서 연구자와 학생들 사이의 긴

한 화와 토론이 역동 인 계를 형성함으

로써 치료의 효과가 증 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독서교육 후 학생들 간에 화가 원활히 이루

어지는 모습을 찰할 수 있었다. 이는 상 의 

의견을 수용하여 자신의 경험의 폭을 확장하고 

타인의 입장이 되어 독서 결과를 자신의 삶과 

비교, 조함으로써 인간 계에 정 인 향

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운 한 수업 방식은 독서 후 토

론을 통해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고 자신의 생각

을 수정하거나 명확히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

다. 학생들은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통해 감정

이입이나 동일시하여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출함으로써 평소에 억 려 있던 자기의 고민

이나 욕구 불만을 해소시키는 카타르시스를 느

낀 것으로 보인다. 독서교육 과정을 통하여 자신

학생 담임교사가 찰한 내용

F

평소에 말이 별로 없고 공부도 잘하는 모범 인 학생입니다. 방학도  독서교육 수업을 받았다고 얼굴이 밝아지고 

학생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 습니다. 많은 책을 빌려보는것 같았고 좀 더 학습에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좀 더 공부를 극 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에 띕니다.

G

G학생은 처음 입학할 때부터 학업에 한 열의가 있고 성실한 학생이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비해 학업 성 이 나오지 않았다. 자신보다 노력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성 이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심하게 자책하는 듯한 형상이었다. 그로 인해 1학기 후반부부터 표정이 어두워지고 침울한 듯한 

인상이 계속 되었다. 2학기 들어와서도 그런 상은 계속되었고 마침 G학생은 독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G학생 자체가 독서를 좋아하는 학생으로서 책을 좋아하는 학생에게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듯하다. 문학, 자기계발서, 

여러 가지 비 을 제시하는  등을 읽는 것을 틈틈이 읽는 것을 보았다. 책들은 정 이고 비 을 제시하는 

내용, 성공담, 노력에 한 정과 련된 내용이 많아 보 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은 “노력하는 사람은 성공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 보 다. 

한 생활태도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학교 생활 반 으로 약간의 여유가 생긴 것이다. 에는 성 에 한 

강박 념이 강했는 듯(무엇에 쫓기는 듯한) 여유가 없어 보 다. 하지만 요즘에는 성 뿐만 아니라 인 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훨씬 여유가 있어진 듯하다. 정 인 효과이다. 그리고 화를 해보면 생각의 깊이가 좀 

더 깊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듯 독서교육은 내가 생각하기에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G 학생에게는 합해 보 다. 다만 치료효과를 

극 화하기 해 양서를 추천해서 읽게 하고, 그에 한 생각을 스스로 정리해 보게 하며, 상담자가 그 내용에 

한 피드백 한 문답법을 통한 화를 통해 자신감을 고취시킨다면 더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다. 이 독서교육에 

한 기법을 일반 교사에게도 교육시키고 홍보시킨다면 근래 학생에게서 나타는 이기주의와, 쾌락주의, 인내심 

부족 등의 단 을 보완하는 좋은 교육 방법이 될 듯하다.

H

처음 상담에서는 남다른 가정환경과 왜소한 체구로 친구들과 극 으로 어울리지 못하고 독서를 좋아하는 소심한 

성격을 가진 학생으로 단하 음. 실례로 여름방학 에는 어머니와의 마찰로 보충수업 시간에 무단으로 바람을 

쐬고 오는 행동을 보이기까지 하 는데, 이 때 학생은 담임교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 으나, 

어머니와 통화한 결과 어머니와의 마찰로 인한 일탈행 음. 그러나 여름방학 에 사서 선생님과의 독서교육 

활동을 통하여 보다 극 이고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로 변한 모습을 찰하 음.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보다 

밝은 표정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음. 요구사항이 있을 때 담임교사에게 와서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하고, 친구들의 

놀림에도 자신의 생각을 개진하거나 의연하게 처하 으며, 좋은 성 을 거두지는 못하 지만 2학기에 거주지 

지역에서 개최된 학생 검도 회에도 참가함. 기본 인 조용한 성격을 완 히 바꾸지는 않았지만, 여름방학 이후에 

자신의 말을 하지 못하고 사회  약자의 모습보다는 조용한 리더의 모습을 조  갖추어가고 있다고 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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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객 화하고 억제, 이타주의, 승화, 유머와 같

은 네 가지 정  방어기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격을 재구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독서교육이 고등학생의 인성과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향 분석

4.1 가설 

본 연구에서는 소그룹 심의 독서토론 로

그램이 청소년의 인성  사회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 다.

1. 토론 심의 독서교육은 일반계 고등학생

의 인성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1.1 토론 심의 독서교육은 외향성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1.2 토론 심의 독서교육은 친근성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1.3 토론 심의 독서교육은 성실성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1.4 토론 심의 독서교육은 감정  안정성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1.5 토론 심의 독서교육은 개방성/지성 향

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2. 토론 심의 독서교육은 일반계 고등학생

의 사회성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2.1 토론 심의 독서교육은 근면성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2.2 토론 심의 독서교육은 동성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2.3 토론 심의 독서교육은 책임감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2.4 토론 심의 독서교육은 법성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2.5 토론 심의 독서교육은 자주성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4.2 연구 설계  진행

충주시 C고등학교의 일반계 고등학교 1, 2학

년 남학생들  독서토론 로그램에 참가하기

를 희망하는 학생 16명  실험집단 8명은 방

향독서법에 의해 선정된 책을 읽고 독서토론 

로그램에 참여하 고, 통제집단 8명은 학교도서

에 있는 책을 골라 자유롭게 읽도록 하 으며 

독서토론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 구체

인 독서토론 로그램은 고등학교 1, 2학년 16

명  실험집단 8명과 통제집단 8명을 상으로 

2012년 6월부터 9월 사이 2주 1회씩 재량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회당 1시간씩 실시하 다. 본 

연구에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기 해서 인성특

성검사와 사회성 검사를 실시하 다. 사 검사

는 2012년 6월 15일, 사후검사는 2012년 9월 3

일에 각각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질 통

제집단 사 -사후검사 설계를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데이터 코딩을 거쳐 

SPSS ver 12.0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으

며, 유의수 은 p<0.05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

하 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사후 차이 검

증에서는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 고, 사 과 

사후 차이 검증에서는 표본 t검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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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측정 도구

4.3.1 인성특성 검사

인성특성은 김미선(2011)의 인성특성검사

의 각 문항을 채택하 다. 인성검사의 다섯 가

지 하 요인인 외향성, 친근성, 성실성, 감정  

안정성, 개방성/지성 등으로 측정하 다. 인성

특성의 Cronbach's α계수는 0.79로 나타났다

(<표 9> 참조).

4.3.2 사회성 검사

사회성은 한장환(1996)의 사회성 검사지를 

활용하 다. 사회성의 하 요인인 근면성, 동

성, 책임감, 법성, 자주성의 5개 변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사회성의 Cronbach's α계수는 0.79

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4.4 인성  사회성 분석

4.4.1 실험집단의 사 ․사후의 인성 차이 검증

실험집단의 독서교육이 인성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성 체에 한 실험집단의 평균은 사

검사에서는 3.27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사에서는 

3.57로 나타났다. 즉 토론 심의 독서교육을 실

시한 후 실험집단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으

며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의 하 요인에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향성, 친근성, 성실성, 개방성/지성에 

한 실험 집단 간의 사 , 사후검사에 한 평

균치의 비교는 사 검사보다 사후검사에서 평

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  안정

인성특성 요인 내용 Cronbach's α 

외향성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열정 인지를 측정 .70

친근성 조 이고 사람을 잘 믿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지를 측정 .85

성실성 체계 이며 자발 인지를 측정 .74

감정  안정성 잘 믿고 감정이입을 잘 하는지를 측정 .77

개방성/지성 창조 이고 독창 인지를 측정 .78

체 .79

<표 9> 인성 특성요인의 신뢰도

사회성요인 내용 Cronbach's α 

근면성 부지런한 품성 .81

동성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하는 성질 .83

책임감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히 여기는 마음 .81

법성 법률이나 규칙을 잘 지키는 성질 .83

자주성 남에게 의지함이 없이 제 힘으로 처리해 나가는 성질 .73

체 .79

<표 10> 사회성 측정요인의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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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경우, 실험 집단 간의 사 , 사후검사에 

한 평균치의 비교는 사 검사에서 2.81이었는

데 사후검사에서 2.70으로 사후의 평균이 더 낮

게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4.4.2 통제집단의 사 ․사후의 인성 차이 

검증

통제집단의 독서교육이 인성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성 체에 한 통제집단의 평균은 사 검

사에서는 3.00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사에서는 

3.06으로 나타났다. 즉 토론 심의 독서교육을 

실시한 후 통제집단의 평균이 0.06  높게 나타

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의 하 요인에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친근성, 감정  안정성은 소폭 상승하 으

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외향성, 성실, 개방성/지성에 

한 실험 집단 간의 사 , 사후검사에 한 평균

치의 비교는 사 검사보다 사후검사에서 평균이 

소폭 하락하 으며 통계 으로도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4.4.3 실험집단의 사 ․사후의 사회성 차이 

검증

실험집단의 독서교육이 사회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성 체에 한 실험집단의 평균은 사

검사에서는 3.39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사에서는 

3.71로 나타났다. 즉 토론 심의 독서교육을 실

시한 후 실험집단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으

며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성의 하 요인에 한 분석결과는 다음

과 같다. 근면성, 동성, 책임성, 법성, 자주

성에 한 실험 집단 간의 사 , 사후검사에 

한 평균치의 비교는 사 검사보다 사후검사에

서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성의 하 요

구 분 N 평균 표 편차 t p

인성 체
사 8 3.27 .61

-2.798* .027
사후 8 3.57 .46

외향성
사 8 3.10 1.05

-2.900* .023
사후 8 3.54 .80

친근성
사 8 3.54 1.10

-3.307* .013
사후 8 3.95 .83

성실성
사 8 3.14 .59

-2.391* .048
사후 8 3.41 .70

감정  안정성
사 8 2.81 .50

.560 .593
사후 8 2.70 .27

개방성/지성
사 8 3.79 .68

-2.839* .025
사후 8 4.22 .29

*: p<.05

<표 11> 실험집단의 사 ․사후의 인성 차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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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N 평균 표 편차 t p

인성
사 8 3.00 .25

 -1.670 .139
사후 8 3.06 .27

외향성
사 8 2.91 .58

.683 .516
사후 8 2.87 .46

친근성
사 8 3.41 .59

-1.256 .250
사후 8 3.52 .64

성실성
사 8 2.77 .43

.261 .802
사후 8 2.75 .54

감정  안정성
사 8 2.72 .33

-.893 .402
사후 8 2.79 .46

개방성/지성
사 8 3.20 .51

-1.350 .219
사후 8 3.39 .59

*: p<.05

<표 12> 통제집단의 사 ․사후의 인성 차이 검증

구 분 N 평균 표 편차 t p

사회성 체
사 8 3.39 .36

-12.559*** .000
사후 8 3.71 .31

근면성
사 8 3.34 .52

-6.148*** .000
사후 8 3.90 .46

동성
사 8 3.07 .36

-2.256 .059
사후 8 3.32 .34

책임성
사 8 3.42 .42

-3.000* .020
사후 8 3.60 .33

법성
사 8 3.35 .55

-3.366* .012
사후 8 3.65 .40

자주성
사 8 3.75 .60

-2.826* .026
사후 8 4.03 .59

 *: p<.05, ***: p<.001

<표 13> 실험집단의 사 ․사후의 사회성 차이 검증

인  동성을 제외하고 근면성, 책임감, 법

성, 자주성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4.4.4 통제집단의 사 ․사후의 사회성 차이 

검증

통제집단의 독서교육이 사회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성 체에 한 통제집단의 평균은 사

검사에서는 3.41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사에서는 

3.49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 심

의 독서교육을 실시한 후 통제집단의 평균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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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N 평균 표 편차 t p

사회성 체
사 8 3.41 .23

-1.431 .195
사후 8 3.49 .30

근면성
사 8 3.54 .55

-.921 .388
사후 8 3.67 .58

동성
사 8 3.37 .26

.-552 .598
사후 8 3.42 .35

책임성
사 8 3.62 .46

-1.342 .222
사후 8 3.71 .44

법성
사 8 3.48 .54

.000 1.000
사후 8 3.48 .46

자주성
사 8 3.04 .59

-1.018 .342
사후 8 3.17 .77

*: p<.05

<표 14> 통제집단의 사 ․사후의 사회성 차이 검증

사회성의 하 요인에 한 분석결과는 다음

과 같다. 근면성, 동성, 책임성, 자주성에 

한 통제 집단의 사 , 사후검사에 한 평균은 

사 검사보다 사후검사에서 소폭 향상된 것으

로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성의 경우 사

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이 동일했으며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5. 결 론

본 연구는 토론 심의 독서교육이 일반계 고

등학생의 인성  사회성 개발에 미치는 효과

를 검증하기 해 수행되었다. 이를 하여 충

주시에 거주하는 C고등학교 1, 2학년 남학생을 

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 다. 

실험집단은 방향독서법에 의해 선정된 책을 

읽고 독서토론 로그램에 참여하 고, 통제집

단은 학교도서 에 있는 책을 자유롭게 골라 읽

도록 하고 독서토론 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

았다. 독서토론 심의 독서교육이 고등학생의 

인성과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그룹 심의 독서토론 독서교육 

로그램을 실시한 후 실험집단의 인성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의 하 요인  외향성, 친근성, 성실성, 개

방성/지성에 한 실험 집단 간의 사 , 사후검

사에 한 평균치의 비교는 사 검사보다 사후

검사에서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 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  안정성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토론 심의 독서교육 로그램을 실시

한 실험집단의 독서교육이 사회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독서교육 로그램을 실시한 

후 체 사회성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성의 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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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을 제외하고 근면성, 책임감, 법성, 자

주성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사회가 요구하는 시스템에 맞는 인재를 어

내듯 양산하는 재 학교교육 시스템에서는 인

성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제

한 일 수밖에 없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무

미건조한 교육 장에 염증을 느끼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학교생활에 응하지 못하는 

실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한 수단으로서 실행

된 독서교육 로그램은 모두가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것

을 확인하 다. 

독서교육 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이 느낀 

공통된 생각은 독서교육 과정에서 활발한 토론

을 통하여 자아를 찾아가게 되고 래 친구들의 

생각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우정을 느끼며 가슴

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

이 독서교육 로그램은 과도한 학업 스트 스

로 정신 , 육체 으로 지친 학생들에게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며 이를 통하

여 풍부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독서토론 로그램 상의 확 이다. 

 학년을 상으로 실시한다면 독서교육의 시

지 효과로 학교의 문화가 바 고 그것이 피드

백이 되어 학생들의 인성이 바뀔 것이다. 한 두 

명의 치료 효과는 자기만족에서 끝나지만 여러 

명이 감화하면 공명 효과로 인해 그것이 체로 

확 될 것이며, 결과 으로는 학교 문화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독서교육 로그램 장소로서의 도서

의 활용이다. 김 은(2010)에 따르면 학교도서

을 이용한 맞춤식 독서지도의 결과로 도서

이용 빈도가 늘어나고 이용하는 책의 종류 

한 다양해진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도 소그룹 

심의 독서교육 로그램 수행 결과 학생들의 

도서  이용빈도가 증가하 음을 확인하 다.

셋째, 독서교육 로그램에 시청각 자료의 활

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감수성이 민

하고 각자 반응하는 정도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효과를 

극 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서교육 로그램

에 참여한 학생들도 책을 통해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상자료를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사서교사의 질의 향상이다. 독서교육 

로그램의 효과는 사서교사의 독서교육 로

그램에 한 이해가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므로 

교육청에서는 학교도서  사서(교사)에게 교

육연수의 기회를 자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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