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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주 역시 C 학 도서 에서 운 하는 독서토론클럽 참여자의 인식을 조사하고 평가하기 한 

것이다. 이를 해 참여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참여기간과 태도에 따른 참여효과 차이, 독서토론클럽의 

문제 에 해 조사하 다. 자료의 수집은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석 결과 참여기간이 

1년 미만인 참여자보다는 3년 이상인 참여자가, 참여태도가 나쁜 참여자보다는 좋거나 매우 좋은 참여자의 

참여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향후 학도서  독서진흥 로그램의 운 에 일조하기 해 독서토

론클럽 문제 을 분석한 결과를 토 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investigation and evaluation of participants’ awareness in 

the Book debate club which is managed by library of C University in Gwangju. For this purpose, 

the difference of the impact of participation in accordance to the participation duration and 

attitude, the demographic property of participants, and the problem of Book debate club are 

investigated. The collection of data is achieved by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In the analyzed 

result, the period and manner of the participation are very important factors. Also, the activation 

plan is proposed on the basis of the analyzed result of problems in reading debate club to contribute 

to the management of future University library’s reading promo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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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 과 필요성

학도서 은 학의 교육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고, 학의 구성원

으로 하여  자료의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뿐

만 아니라 교육  연구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한상완 1995, 64). 원칙

으로 학도서 의 목 은 학구성원들의 

교육과 연구 과정을 풍요롭게 함으로써 학이 

그 본연의 목 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

다. 학교육이 궁극 으로 지향하는 바는 건

강한 비 의식을 가진 시민을 양성해내는 것이

며, 이는 지식과 문화에 한 인식에서 비롯된

다. 이는 자연스럽게 독서와 토론의 필요성을 

증진시키고, 학도서 은 이러한 독서와 토론

의 장으로 학교육의 목 을 성취하기 한 

주요 도구가 된다(장덕  2003, 9-10).

학도서 에서 독서진흥 로그램의 운 은 

궁극 으로 자료 이용의 확 를 한 이용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며, 도서  문화행사에 한 

심과 학생들의 자발  참여를 유도하기도 한

다. 한 학내 구성원 간 다양한 커뮤니 이션 

채 을 확보하여 도서  운 에 정 인 효과

를 기 할 수 있다. 그래서 도서 에 한 심

과 이용을 지속 으로 높이기 해서는 독서진

흥 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로그램을 꾸 히 

개발하여 도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한국도서 회 2009, 90).

하지만 이러한 독서와 토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학도서 에서 독서토론에 한 실

제  활동과 이에 한 평가에 한 연구는 아

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특정 

학도서 에서 운 하는 독서토론클럽 참여자

들의 독서토론클럽에 한 인식과 참여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학도서 에서 독서진흥 로

그램의 운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학구성원을 한 독서진흥  독서교육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1.2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주시 C 학 도서 에서 시행하

고 있는 독서진흥 로그램  독서토론클럽활

동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교수, 학생, 교

직원)에게 참여효과와 로그램에 한 인식을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고, 독서토론

클럽 운 의 실제와 개선방안을 알아보는 것으

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양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인식을 조사하 다. 설문조사는 2014년 9

월 2일부터 10일까지 비조사를 실시한 후 수

정  삭제를 거친 설문지로, 해당 도서  직원 

 독서토론클럽 참여자의 조를 얻어 2014년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총 17일에 걸쳐 본 조

사를 실시하 으며, 2014년 2학기 신입회원을 

제외한 참여자와 졸업생을 상으로 190부를 

배포하여 회수된 168부의 설문  유효한 163

부(85.8%)를 분석에 사용하 다.

둘째, 질  연구방법으로 독서토론클럽 담당 

사서와 2013년에 독서토론클럽 활동 련 최우

수상을 수상한 의 지도교수를 상으로 인터

뷰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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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행연구

재 학에서 교양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는 

‘독서’ 련 과목에 한 선행연구는 여러 차례 

실시된 바 있다. 그러나 많은 학도서 에서 

독서진흥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여 히 독

서진흥 로그램, 특히 독서토론활동을 상으

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선행연구의 상을 독서와 독서교육, 

독서진흥 등 독서에 한 반 인 문헌을 국

내외로 나 어 고찰하 다.

강원 , 덕성여 , 한양 , 조선  등 국내 여

러 학에서 학생들의 독서력 증진과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 강화와 토론능력 향상 등의 취

지로 독서진흥 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

고 이러한 독서진흥 로그램 운 의 효과나 활

성화 방안에 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 인문교양교육에 해서 모색한 김 주

(2011)는 독서교육이란 학생들이 자신과 세계

를 이해하고 독서에 한 심을 높이도록 하며, 

개인  집단의 문제에 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한 것으로, 텍스트를 비 으로 이해하고 폭

넓게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목표에 두어야 한

다고 하 다. 한 독서교육을 통한 지  사유 

체계의 확장을 해서는 독서행 에 이어 토론

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주장하 다.

신희선(2012)은 학교양과정으로 개설된 <인

문학독서토론> 수업의 사례를 연구하여 독서토

론은 개별 인 독서행 를 넘어서 공통의 심

사와 의문을 토론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교

육의 효과를 내면화하게 하는 활동으로, 학생

들은 독서토론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

고 주체 인 학습 활동에서 배우는 즐거움과 

의미를 깨닫게 되는 등 실천인문학의 측면에서

도 요한 의미가 있음을 언 하 다.

한철우와 박 민(2003)은 독서 클럽 활동이 

학생들의 인성, 도덕성 발달에 정 인 향

을 미치며 독서 클럽 활동은 학생들을 능동

이고 극 인 독자로 발달시켜 평생교육의 발

을 마련한다는 에서 요한 의의가 있음을 

시사하 다.

그리고 서기자(2013)와 김종회, 강정구(2010)

는 연구를 통해 독서교육이 학생의 문제해결능

력과 자아정체감 확립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사실을 입증하 고, Carol Tenopir와 Donald W. 

King(2010)은 학도서 의 로그램  서비스

에 주의 깊게 집 하는 것이 학도서 의 가치

를 높이는 일이라 주장하 다. Karen Bordonaro 

(2011) 역시 학도서 에서의 여가  책읽기

가 국제교류학생의 언어  학습 능력을 향상시

키는 주요인임을 증명하며 학도서 의 요

성을 피력하 다.

2. 독서토론클럽의 개념과 운

2.1 독서토론과 독서토론클럽

독서토론이란 특정 도서를 선정해서 논제를 

추출한 다음에 서로의 의견을 나눔으로써, 책

에 한 자신의 이해를 높이고 정리하는 집단 

사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독서토론은 

방법과 과정을 심으로 자의식과 자아 형성을 

자극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생

각과 의견을 공유하다 보면 문제해결능력, 창

의력, 응능력 등 고차원 인 사고력이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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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학습능력 한 키울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독서토론을 하면 해당 도서의 이해 여부를 자

연스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여러가지 

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 책에 한 

다양한 해석을 함으로써 개인 인 독서에서 

흔히 빚어질 수 있는 피상 이고 독단 인 이

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독서토

론을 꾸 히 하다 보면 책을 바르게 읽는 능력

과 태도를 키울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

이고 합리 으로 표 할 수 있는 능력과 상

의 의견을 존 하며 듣는 태도도 키울 수 있다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교재집필연구회 2006, 

317-318).

이 연구에서는 독서토론클럽의 조작  정의

를 내리기 해 ‘독서토론’과 ‘독서클럽’에 한 

정의를 종합하 다. 문헌정보학용어사 에 독

서클럽이란 “도서  사서의 지도 아래 특정한 

시간에 모여 독서한 내용을 토의하거나 서평 

등을 하는 모임”(한국도서 회 2010, 106)이

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독서클럽의 참여는 집

단으로 독서를 하거나 감상을 서로 이야기함으

로써 개개의 독서 편향을 시정해 과 더불어 

독서 역을 확 시키고 사고의 폭과 깊이를 확

시켜 다. 뿐만 아니라 집단 구성원 간의 독

후 감상에 한 상호 토론을 통하여 타인을 이

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며, 다른 사람들 

속에서 자기를 찰하고 확충하여 자신의 인격 

형성을 이룩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는 진 

작용을 한다(손정표 2010, 193).

따라서 의 두 가지 개념을 종합한 결과, 이 

연구에서는 독서토론클럽을 “특정한 시간에 특

정의 집단이 모여 특정 도서를 선정하고 논제

를 추출한 다음, 여러 사람이 각각 독서한 내용

과 논제에 해 토의하거나 서평 등을 함으로

써 책에 한 이해를 높이기 한 모임”이라고 

정의하 다.

2.2 C 학 도서 의 독서토론클럽

2.2.1 소개

주 역시에 소재한 C 학 도서 은 2008

년 강원 학교와 함께 학도서   최 로 

독서진흥사업을 실시하 으며, 재 국 학 

 가장 큰 규모의 독서진흥사업을 운 하고 있

다. 그 에서도 특히 독서토론클럽은 2008년 

4개 에서 시작하여 2014년 9월 기  총 24개

의 으로 증가할 만큼 활성화되었고, 독서진

흥사업의 성과가 나타나자 많은 학들로 번져

나가 재는 국내 40여 개가 넘는 학도서 에

서 독서진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종호, 정

혜승 2012, 24).

독서토론클럽의 운  목 은 학생과 교수, 

그리고 기타 학 구성원들로 하여  다양한 

분야의 독서와 토론 활동을 통해 21세기 로

벌 리더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기 함이며, 

도서  이용의 활성화와 독서의 생활화를 유도

하는 데 있다. 그밖에도 독서를 통한 지식 정보

의 획득, 창의  사고력 향상, 책을 통한 철학  

소통과 사유의 기회 제공, 기  교양의 확   

토론 문화의 창출, 기본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

을 토 로 한 학경쟁력 제고 등을 목 으로 

한다.

2.2.2 운

독서토론클럽의 각 은 한 명의 지도교수와 

10명 내외의 학생들로 구성되며, 토론 도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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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지도교수 토론 시간 토론 장소 모임주기

꿈꾸는 자 조 석 화요일 18:00 앙도서  3층 세미나실 매주

도완득 박선희 요일 17:00 앙도서  2층 독서토론클럽실 매주

산책로 이석기 토요일 13:00 학교 근처 카페 격주

이론과 사상 공진성 수요일 18:00 앙도서  2층 독서토론클럽실 매주

천리향 정채 월요일 18:00 앙도서  2층 독서토론클럽실 격주

<표 1> 독서토론클럽 운  시

선정하여 읽고 에 따라 매주 혹은 격주로 자

율 으로 모여 토론을 진행한다. C 학 도서

에서는 독서토론클럽 회원을 해 도서  내 독

서토론클럽실, 그룹스터디실, 회의실을 토론 장

소로 제공하며, 에 따라 교수연구실이나 카페 

등 자율 으로 토론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한, C 학 도서 은 독서토론클럽의 활성화를 

해 재 독서토론클럽 회원 용서가  총 

221종 3,597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 한 

참여자들에게 학생증 외에 별도의 독서토론클

럽 특별 회원증을 발 하여 기본 출 권수 이

외에 5권, 15일의 추가 출을 지원한다.

독서토론클럽 참여자 황은 2014년 9월을 

기 으로 총 24개  232명으로, 22명의 지도교

수가 각 을 이끌고 있으며, 이들은 한 해 동안 

약 20권의 책을 읽고 토론을 실시한다. 독서토

론클럽은 학기 단 로 운 되며, 참여를 희망

하는 학생은 학기  도서  홈페이지 는 담

당 사서에게 심 주제 분야, 희망 요일  시

간, 학번, 이름, 연락처 등을 신청서에 기재한 

후 제출한다. 의 배정은 담당 사서가 신청서

의 기재 내용과 기존 들의 주된 독서 분야, 

토론 형식  운  방법 등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C 학 도서 에서는 매학기 

 독서토론클럽 개강식을 개최하여 각 의 지

도교수와 운  황을 소개하고 토론에 한 특

강을 진행하며, 독서토론클럽 활동 가이드 등 

참여자로 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독서토론클럽 일부 의 

운  시는 <표 1>과 같다.

3. 독서토론클럽 활동이 참여자에게 
미치는 향

3.1 연구설계  진행

이 연구에서는 C 학 도서  독서토론클럽 

참여자의 특성을 조사하고, 독서토론클럽 참여

기간과 참여태도에 따른 참여효과를 측정하기 

하여 권경만(2013), 김지원(2010), 2013 국민 

독서실태 조사 자료(문화체육 부 2013) 등

을 참고하여 설문 문항을 작성하 다. 개발된 설

문지는 비조사를 거쳐 수정, 삭제한 후 완성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 추가 으

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가 어느 정도 

신뢰성있게 측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Cronbach’s Alpha 값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그 수치가 0.713으로 내 일 성이 높다고 

단하 다. 설문 문항의 구성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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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측정항목 측정내용

독서토론클럽

참여자의

인식

참여자의 특성 1. 성별 2. 학년(직업) 3. 공 4. 월 평균 독서량 5. 참여기간 6. 참여태도

참여효과

1. 귀하가 독서토론클럽의 참여를 통해 얻게 된 효과는 무엇입니까?

  1) 사회에 한 심이 많아지고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

  2) 스스로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자신감이 증가하 다.

  3) 독서량이 증가하 다.

  4) 올바른 독서습 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5) 토론 능력(말하기 기술)이 향상되었다.

  6) 공  기 지식이 향상되었다.

  7) 다양한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되었다.

  8) 인 계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9) 행복한 학생활에 보탬이 되었다.

<표 2> 설문 문항 구성 내용

3.2 참여자의 특성

이 장에서는 C 학 도서  독서토론클럽 참

여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성별, 학년(직업), 공, 월 평균 독서량을 조사

하 으며, 가설 검증을 해 필요한 요소인 참

여기간, 참여태도를 조사하 다. 분석 결과, 성

별은 남자가 47.9%, 여자가 52.1%로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직업)

은 학교 3학년이 29.4%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했고, 참여자의 공은 사회계열(38.6%)

이 가장 많았으며, 인문계열(25.2%), 공학계열

(17.8%), 교육계열(6.1%), 자연계열(4.9%), 의

약계열(4.9%), 체능계열(2.5%) 순으로 나타

났다. 참여자의 월 평균 독서량을 묻는 문항에

서는 ‘2권 이상에서 3권 미만’의 책(29.5%)을 

읽는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1

권 이상에서 2권 미만’의 책(22.7%)을 읽는다

는 응답자가 많았으며, ‘3권 이상에서 4권 미만’

의 책과 ‘4권 이상에서 5권 미만’의 책을 읽는다

는 응답자의 비율은 각각 13.5%로 나타났다. 

월 평균 ‘1권 미만’의 책을 읽는다고 응답한 사

람은 9.3%로 가장 은 비 을 차지했으며, 결

측값은 0.5%로 나타났다. C 학 도서  독서

토론클럽 참여자의 월 평균 독서량과 국민 독

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월 평균 독서량을 비

교해 보았을 때,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서 나타

난 성인의 월 평균 독서량 0.76권보다 독서토론

클럽 참여자의 월 평균 독서량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서토론클럽 참여실태  참여기간을 분석

한 결과 활동한 기간이 6개월 미만(30.1%)이

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6개월 이상～1년 미만과 1년 이상～2년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20.8%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2년 이상～3년 미만(16%), 3년 

이상～4년 미만(9.2%), 4년 이상(3.1%)이 뒤

를 이었다. 독서토론클럽에 참여하는 본인의 태

도가 보통(44.2%)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좋음(38%), 매우 좋음(12.9%), 나

쁨(4.9%), 매우 나쁨(0%)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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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퍼센트(%) 체

성별
남자 78 47.9 163

(100)여자 85 52.1

학년(직업)

학교 1학년 14 8.6

163

(100)

학교 2학년 39 23.9

학교 3학년 48 29.4

학교 4학년 35 21.5

기타 (졸업생, 교직원, 교수 등) 27 16.6

공

인문계열 41 25.2

163

(100)

사회계열 63 38.6

교육계열 10 6.1

공학계열 29 17.8

자연계열 8 4.9

의약계열 8 4.9

체능계열 4 2.5

월 평균 독서량

1권 미만 15 9.3

163

(100)

1권 이상～2권 미만 37 22.7

2권 이상～3권 미만 48 29.5

3권 이상～4권 미만 22 13.5

4권 이상～5권 미만 22 13.5

5권 이상 18 11.0

기타 1 0.5

참여기간

6개월 미만 49 30.1

163

(100)

6개월 이상～1년 미만 34 20.8

1년 이상～2년 미만 34 20.8

2년 이상～3년 미만 26 16.0

3년 이상～4년 미만 15 9.2

4년 이상 5 3.1

참여태도

매우 나쁨 0 0.0

163

(100)

나쁨 8 4.9

보통 72 44.2

좋음 62 38.0

매우 좋음 21 12.9

<표 3> 독서토론클럽 참여자 특성 분석 결과

3.3 독서토론클럽 참여효과 분석

여기서는 참여기간과 참여태도에 따른 독서

토론클럽의 참여효과를 분석하 다. 참여효과에 

한 9개의 문항 모두 리커트 5  척도로 이루

어졌으며, 따라서 각 항목은 5  만 이다. 참여

효과 문항의 내용은 <표 4>를 통해 기술하 다.

3.3.1 클럽활동의 참여효과

참여자의 인식을 토 로 참여효과의 각 항목

을 기술통계분석한 결과, 독서토론클럽 참여효

과 9가지 문항의 체 평균은 3.7로 나타났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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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항목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항인 ‘사회에 한 심이 많아지고 정보

를 얻을 수 있었다.’의 참여효과 평균은 3.79, 두 

번째 문항인 ‘스스로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

었고 자신감이 증가하 다.’의 참여효과 평균은 

3.71, 세 번째 문항인 ‘독서량이 증가하 다.’의 

참여효과 평균은 3.7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올

바른 독서습 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의 

참여효과 평균은 3.52, ‘토론 능력(말하기 기술)

이 향상되었다.’의 참여효과 평균은 3.65로 나타

났다. ‘ 공  기  지식이 향상되었다.’ 문항은 

참여효과 평균이 3.37로, 리커트 5  척도로 구

성된 다른 문항과 비교했을 때 평균값이 유일하

게 3.5를 넘지 못했으며, 참여실태에 따른 참여

효과를 일원배치분산분석한 결과 유일하게 유

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5>와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경험

을 쌓는 데 도움이 되었다.’의 참여효과 평균은 

3.95로 참여효과를 묻는 9가지 문항  평균값

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 인 계 개

선에 도움이 되었다.’의 참여효과 평균은 3.77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학생활에 보탬

이 되었다.’라는 문항의 평균은 3.85로 참여효과 

평균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통해 독서토론클럽 활동이 참여자들로 하

여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독서토론클럽 참여효과 분석 값을 

표로 정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3.3.2 참여기간에 따른 참여효과 

참여기간에 따른 참여효과를 조사하기 한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참여자들은 ‘ 공  

기 지식 향상’을 제외한 ‘사회에 한 심  

정보량 증가’, ‘자기이해력  자신감 증가’, ‘독

서량 증가’, ‘올바른 독서습  형성’, ‘토론 능력 

향상’, ‘다양한 경험 축 ’, ‘ 인 계 개선에 도

움’, ‘행복한 학생활의 도움’의 8가지 문항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기간이 1년 미만인 참여자보다는 1년 이상～3

년 미만인 참여자가, 1년 이상～3년 미만인 참

여자보다는 3년 이상인 참여자가 ‘ 공  기

지식 향상’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더 높은 참

여효과를 보 다. 참여기간에 따른 참여효과의 

분석 결과는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분 응답인원 평균 표 편차 분산 참여효과 평균

사회에 한 심이 많아지고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163 3.79 0.749 0.561

3.70

스스로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자신감이 

증가하 다.
163 3.71 0.736 0.542

독서량이 증가하 다. 163 3.75 0.81 0.655

올바른 독서습 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63 3.52 0.804 0.646

토론 능력(말하기 기술)이 향상되었다. 163 3.65 0.805 0.649

공  기  지식이 향상되었다. 163 3.37 0.839 0.703

다양한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되었다. 163 3.95 0.792 0.627

인 계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163 3.77 0.74 0.547

행복한 학생활에 보탬이 되었다. 163 3.85 0.818 0.67

<표 4> 클럽활동 참여효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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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인원 평균 표 편차 F P

사회에 한 심  

정보량 증가

1년 미만 83 3.61 0.713

7.838 0.001**
1년 이상～3년 미만 60 3.87 0.724

3년 이상 20 4.3 0.733

합계 163 3.79 0.749

자기이해력  

자신감 증가

1년 미만 83 3.52 0.651

10.517 0.000**
1년 이상～3년 미만 60 3.77 0.767

3년 이상 20 4.3 0.657

합계 163 3.71 0.736

독서량 증가

1년 미만 83 3.64 0.805

3.372 0.037*
1년 이상～3년 미만 60 3.78 0.761

3년 이상 20 4.15 0.875

합계 163 3.75 0.81

올바른 독서습  형성

1년 미만 83 3.45 0.769

3.444 0.034*
1년 이상～3년 미만 60 3.47 0.833

3년 이상 20 3.95 0.759

합계 163 3.52 0.804

토론 능력 향상

1년 미만 83 3.51 0.771

3.265 0.041*
1년 이상～3년 미만 60 3.75 0.816

3년 이상 20 3.95 0.826

합계 163 3.65 0.805

공  

기 지식 향상

1년 미만 83 3.41 0.797

1.655 0.194
1년 이상～3년 미만 60 3.23 0.851

3년 이상 20 3.6 0.94

합계 163 3.37 0.839

다양한 경험 축

1년 미만 83 3.77 0.704

7.75 0.001**
1년 이상～3년 미만 60 4.02 0.873

3년 이상 20 4.5 0.607

합계 163 3.95 0.792

인 계 개선

1년 미만 83 3.6 0.697

7.206 0.001**
1년 이상～3년 미만 60 3.85 0.709

3년 이상 20 4.25 0.786

합계 163 3.77 0.74

행복한 

학생활에 도움

1년 미만 83 3.57 0.752

15.022 0.000**
1년 이상～3년 미만 60 4.03 0.758

3년 이상 20 4.5 0.761

합계 163 3.85 0.818

*p<0.05, **p<0.01

<표 5> 참여기간에 따른 참여효과 비교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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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에 따른 참여효과를 사후검증한 결

과, 참여기간이 1년 미만인 참여자와 3년 이상

인 참여자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가장 큰 것으

로 나타났으며, 독서토론클럽 활동을 오래 한 

참여자일수록 참여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해석

된다. 이러한 결과는 독서  토론 활동은 교육

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으로 유

추해볼 수 있으며, 이는 곧 독서토론 활동을 통

한 진 인 변화와 발달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

으로 귀결된다. 사후검증 결과는 <표 6>과 같다.

3.3.3 참여태도에 따른 참여효과

참여태도에 따른 참여효과를 조사하기 

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참여기

간에 따른 참여효과를 분석한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독

서토론클럽에 참여하는 태도에 따라 ‘ 공  

기 지식 향상’을 제외한 ‘사회에 한 심  

정보량 증가’, ‘자기이해력  자신감 증가’, ‘독

서량 증가’, ‘올바른 독서습  형성’, ‘토론 능력 

향상’, ‘다양한 경험 축 ’, ‘ 인 계 개선에 도

움’, ‘행복한 학생활의 도움’의 8가지 문항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

로 참여태도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참여자보다

는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참여자가, 참여태도가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참여자보다는 참여태도

가 좋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참여태도가 좋다

고 응답한 참여자보다는 참여태도가 매우 좋

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독서토론클럽 활동으로 

인해 더욱 정 인 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

났다. 참여태도에 따른 참여효과에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낸 8가지의 문항은 유의확률이 모두 

0.001 미만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참여태도에 따른 참여효과의 사후검증 결과, 

참여태도가 매우 좋은 참여자와 참여태도가 나

쁜 참여자, 참여태도가 매우 좋은 참여자와 참

여태도가 보통인 참여자 사이에 차이가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독서

토론클럽 활동은 참여자 본인의 참여태도에 따

라 참여효과가 매우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다. 사후검증 결과는 <표 8>과 같다.

종속변인 참여기간(I) 참여기간(J) 평균차(I-J) 표 오차 유의확률

사회에 한 심  정보량 증가 3년 이상 1년 미만 0.686 0.17919 0.001**

자기이해력  자신감 증가 3년 이상
1년 미만 0.782 0.17354 0.000**

1년 이상～ 3년 미만 0.533 0.17988 0.014*

독서량 증가 3년 이상 1년 미만 0.511 0.19878 0.039*

올바른 독서습  형성 3년 이상 1년 미만 0.504 0.19731 0.041*

다양한 경험 축 3년 이상 1년 미만 0.729 0.18954 0.001**

인 계 개선에 도움 3년 이상 1년 미만 0.648 0.17754 0.002**

행복한 학생활에 도움
1년 이상～3년 미만

1년 미만
0.467 0.12802 0.002**

3년 이상 0.934 0.18818 0.000**

*p<0.05, **p<0.01

<표 6> 참여기간에 따른 참여효과 사후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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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인원 평균 표 편차 F P

사회에 한 심  정보량 증가

나쁨 8 3.75 1.035

10.762 0.000**

보통 72 3.56 0.71

좋음 62 3.82 0.641

매우 좋음 21 4.52 0.602

합계 163 3.79 0.749

자기이해력  자신감 증가

나쁨 8 3.38 0.744

14.584 0.000**

보통 72 3.42 0.687

좋음 62 3.84 0.632

매우 좋음 21 4.43 0.598

합계 163 3.71 0.736

독서량 증가

나쁨 8 2.88 1.126

9.855 0.000**

보통 72 3.56 0.729

좋음 62 3.92 0.731

매우 좋음 21 4.29 0.717

합계 163 3.75 0.81

올바른 독서습  형성

나쁨 8 2.88 0.991

6.497 0.000**

보통 72 3.31 0.705

좋음 62 3.77 0.734

매우 좋음 21 3.71 0.956

합계 163 3.52 0.804

토론 능력 향상

나쁨 8 3.13 0.835

6.647 0.000**

보통 72 3.46 0.804

좋음 62 3.76 0.717

매우 좋음 21 4.19 0.75

합계 163 3.65 0.805

공  기  지식 향상

나쁨 8 3.13 0.991

2.410 0.069

보통 72 3.22 0.716

좋음 62 3.45 0.862

매우 좋음 21 3.71 1.007

합계 163 3.37 0.839

다양한 경험 축

나쁨 8 3.25 0.707

6.868 0.000**

보통 72 3.81 0.744

좋음 62 4.03 0.746

매우 좋음 21 4.48 0.814

합계 163 3.95 0.792

인 계 개선에 도움

나쁨 8 3.25 0.707

6.085 0.001**

보통 72 3.6 0.685

좋음 62 3.9 0.67

매우 좋음 21 4.19 0.873

합계 163 3.77 0.74

행복한 학생활에 도움

나쁨 8 3.13 0.641

6.123 0.001**

보통 72 3.74 0.787

좋음 62 3.9 0.844

매우 좋음 21 4.38 0.59

합계 163 3.85 0.818

*p<0.05, **p<0.01

<표 7> 참여태도에 따른 참여효과 비교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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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참여태도(I) 참여태도(J) 평균차(I-J) 표 오차 유의확률

사회에 한 심  정보량 증가 매우 좋음
보통 0.968 0.17097 0.000**

좋음 0.701 0.17406 0.001**

자기이해력  자신감 증가

좋음
보통 0.422 0.11406 0.004**

매우 좋음 -0.590 0.16621 0.007**

매우 좋음

나쁨 1.054 0.27351 0.003**

보통 1.012 0.16326 0.000**

좋음 0.590 0.16621 0.007**

독서량 증가

좋음 나쁨 1.044 0.28191 0.004**

매우 좋음
나쁨 1.411 0.31178 0.000**

보통 0.730 0.18611 0.002**

올바른 독서습  형성 좋음
나쁨 0.899 0.28774 0.023*

보통 0.469 0.13270 0.007**

토론 능력 향상 매우 좋음
나쁨 1.065 0.31836 0.013*

보통 0.732 0.19004 0.003**

다양한 경험 축 매우 좋음
나쁨 1.226 0.31250 0.002**

보통 0.671 0.18654 0.006**

인 계 개선에 도움 매우 좋음
나쁨 0.940 0.29374 0.019*

보통 0.593 0.17534 0.011*

행복한 학생활에 도움 매우 좋음
나쁨 1.256 0.32490 0.002**

보통 0.645 0.19394 0.013*

*p<0.05, **p<0.01

<표 8> 참여태도에 따른 참여효과 사후검증 결과

  4. 독서토론클럽 운 의 실제와 
활성화(안)

4.1 독서토론클럽 운 의 실제

4.1.1 장

클럽활동의 참여효과와 더불어 설문지와 인

터뷰에서 참여자들이 독서토론클럽의 장 에 

해 언 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다수의 참여자는 타 공 교수님,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고,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 며 스스로의 발 에 기여할 수 있

다는 사실이 독서토론클럽의 가장 큰 장 이라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독서토론

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철학  사유

를 필요로 하는 주제를 계속 으로 제공하는 것 

역시 장 으로 언 되었다.

지도교수의 에서 볼 때 독서토론클럽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참여자의 역량이 강화된다

고 보기는 어렵지만, 클럽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섭렵할 수 있고, 사유 능력이 배양

되며, 화  토론 능력의 증 , 능동 인 성격

으로의 변화, 유용한 시간 리  독서 습  

형성 등 많은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언 하

다.

담당 사서의 에서는 도서 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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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정 인 편이라 이용자에게 보여지지 않

는 업무가 부분인데, 클럽활동을 통해 이용

자와의 이 많아지고 이용자들로 하여  도

서 의 친근감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장 이라

고 하 다. 더불어 도서  이용의 활성화, 사서

와 도서 에 한 인식 변화 등도 장 으로 언

되었다.

4.1.2 문제

이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독서토

론클럽 운 할 때 개선해야 할 사항에 한 빈

도분석  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  ‘ 로그램 련 교육  활동비 지원’을 

가장 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체의 34.3%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 다. 

이와 련된 인터뷰 내용으로는 참여자들이 독

서토론클럽에 참여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많

은 부분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재 

도서 에서의 독서토론클럽 회원들만을 한 

교육이나 지원이 부족하며, 각 의 지도교수

를 한 교육의 부재한  등이 있었다. 활동비 

지원에 해서는 의 단합  문화생활을 

한 지원 의 부족과, 활동비를 일 성 있게 지

원하지 못했던 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 하

다. 독서토론클럽 담당 사서 한 독서토론클

럽에 한 학교 측의 지원  산 편성이 매우 

부족하며, 독서토론클럽의 효율 인 운 을 

해서는 지속 인 산의 지원과 확 가 필수

이라고 언 하 다.

‘  구성원들의 소극 인 태도’를 가장 먼  

개선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9%로 나타

났다. 응답자들은 인터뷰  주 식 문항에서 

역시 모임시간에 한 약속이나 토론 도서에 

한 완독 등 매우 기본 인 규칙조차 지키지 않는 

학생이 많으며, 참여 학생들의 이러한 태도는 곧 

의 분 기로 연결되어 체 구성원에게 향

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지 하 다.

‘ 로그램 내용  운  방법’을 가장 먼  개

선해야 한다고 선택한 응답자는 9.2%로 나타났

다. 이들은 재 운 되고 있는 들의 활동 시

간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시간 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은 을 문제 으로 언 하 으

며, 졸업생만을 한 독서토론클럽 의 부재를 

언 한 참여자도 있었다. 한 지도교수는 인터뷰

에서 독서토론클럽을 학기 단 로 운 하는 것

은 매 학기 의 황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며, 

장기계획의 부재는  다른 문제 을 야기할 것

이라 지 하 다. 

‘홍보활동’을 가장 먼  개선해야 할 사항으

로 지 한 참여자 역시 체의 9.2%로 나타났

다. 일부 참여자들은 설문조사에서 많은 학생

들이 독서토론클럽의 존재에 해 모르고 있음

을 언 하며, 홍보 활동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

이 있다고 응답하 다.

‘  표의 리더십  회원 리 체계 능력’을 

가장 먼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선택한 응답

자는 8.6%로 나타났다. 이와 련하여 일부 참

여자들은 독서토론클럽 활동 시 신입회원이 과

반수를 넘어갈 경우, 독서토론을 진행  새롭게 

바  의 특색에 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고 언 하 다. 한, 일부 지도교수는 독서토론

클럽 활동 기에 학생들 사이의 유 계가 형

성되지 않으면 도에 활동을 그만두거나 을 

변경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을 문제 으로 

지 하 다.

‘독서토론클럽 련 도서 출 기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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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권수’와 ‘발제  토론에 한 부담감’을 가

장 먼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4.3%로 나타났다. 부분의 참여자들은 

의 두 가지 사항을 문제 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참여자들은 출 기간 

 출 권수의 증가를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주 식 문항을 통해 논제 선정 방법, 발제

문 작성 요령, 독서토론을 잘 하기 한 말하기 

기술 등 련 교육의 부재를 부담감의 원인으로 

언 하 다.

‘독서토론클럽 련 도서 선정  도서 리 

방식’과 ‘학습시설  장소’는 각각 참여자 3.7%

의 선택을 받았다. 이 두 가지 문항 역시 부분

의 참여자는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

나, 일부 참여자들은 독서토론클럽용 도서에 

한 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답

변하며, 련 도서에 한 체계 인 리의 필

요성을 주장하 다. 학습 시설  장소를 가장 

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들의 의견

으로는, 책의 내용이나 감상평  발제 내용 발

표, 화감상 등을 한 컴퓨터와 로젝터가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과, 도서  내부에 독서

토론을 한 장소가 부족하다는 의견 등이 있

었다.

그 외에 독서토론클럽에서 가장 먼  개선해

야 할 사항에 ‘기타’라고 답한 응답자는 1.8%로 

나타났다. <표 9>는 독서토론클럽 문제 을 빈

도분석한 결과다.

4.2 독서토론클럽 운 의 활성화(안)

<표 9>에서 독서토론클럽 운 의 문제 을 

악한 결과를 심으로 설문 답변  인터뷰 

내용을 참고한 독서토론클럽 활성화 방안을 제

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토론클럽 참여자들을 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 으로 실시해야 한다. 여기서 

교육은 크게 토론 방식과 련된 토론교육과 

참여 학생들을 한 교육, 그리고 지도교수를 

한 교육 세 가지를 제안한다. 먼  토론 교육

에 해서는 지 까지 C 학 도서 은 특강을 

통한 토론 교육을 실시하 으나, 설문조사 결

과 참여자들은 토론 교육의 횟수와 내용에 

해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분 빈도(명) 퍼센트(%) 체

가장 먼  개선해야 할 사항

(문제 )

로그램 내용  운  방법 15 9.2

163

(100)

로그램 련 교육  활동비 지원 56 34.3

련 도서 출 기한  출 가능 권수 7 4.3

련 도서 선정  도서 리 방식 6 3.7

 표의 리더십  회원 리 체계 능력 14 8.6

 구성원들의 소극 인 태도 34 20.9

발제  토론에 한 부담감 7 4.3

학습시설  장소 6 3.7

다양한 홍보 활동 15 9.2

기타 3 1.8

<표 9> 독서토론클럽의 문제  빈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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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기에 어도 1회 이상 토론 방식에 해 

교육하는 등 지속 인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

의 내용으로는 효율 인 독서법, 독서토론의 

종류  형식, 논제 선정 방법, 발제문 작성법 

등이 있다. 한 활발하게 운 되는 이 있다

면 동 상으로 해당 의 활동 모습을 촬 하

여 다른 원들도 시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참여자들이 본인이 속한  

이외의 다른 들의 활동 황에 해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각 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된다. 마지막으로 독서토론클럽은 각 

마다 자율 으로 운 되고 있는 만큼 지도교수

의 역할이 요하므로, 지도교수의 입장에서 

개입의 정선  학생들을 하여 토론방식을 

안내할 수 있도록 지도교수를 한 교육을 실

시해야 한다.

둘째, 독서토론클럽의 운  산을 확 하고, 

각 별 활동비를 지원해야 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자들이 각 별 활동비가 일 성있게 

지원되지 않으며, 활동비가 지 되더라도 액수

에 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

었다. 활동비에 한 참여자들의 구체 인 의

견으로는 별로 문화생활을 하기 해서 는 

의 단합을 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학생들을 한 ‘ 산 지원’에 해서는 지

속성과 일 성이 요하므로, 산의 편성에 

있어 특정한 사업에 의존하여 일시 으로 지원

을 받는 것 보다는, 교비를 통해 계속 으로 일

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언 되었다.

셋째, 독서토론클럽 참여자들은 본인의 참여

태도를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3장의 연구

결과에서 “참여태도에 따라 만족도와 참여효과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이다. 참여자들은 독서토론클럽에 자율 으로 

가입한 만큼 모임시간을 어기지 않고 주어진 

과제를 성실히 완수하는 등 본인의 참여태도를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의 

학습분 기를 해하는 요인을 자연스  제거

할 수 있으며, 결과 으로 원들 간의 단결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로그램 운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

다. 참여자들은 설문조사에서 다양한 시간 를 

선택할 수 있도록 로그램 운  시간의 확

를 요구하 으며, 졸업생을 한 독서토론클럽 

의 개설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각 

별 토론시간표를 고정하고, 학기 단 의 운

보다는 장기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성에 해

서도 언 하 다. 장기계획을 세워 토론시간표

가 고정되고, 이에 맞춰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면 매 학기 시간표를 새로 짜야 하는 번거로

움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의 연속성

을 확보할 수 있고, 새로운 지원자 역시 본인에

게 더욱 합한 을 택할 수 있다. 이는 곧 

의 특색 강화  지속 인 활동 가능 등의 장

과 연결된다.

다섯째, 홍보활동  방법의 보완이 필요하

다. 설문조사에서 홍보활동의 강화를 문제 으

로 선택한 응답자는 9.2%로 나타났으나, 일부 

참여자들은 주 식 문항을 통해 홍보활동의 보

완이 필요성을 주장했다. 독서토론클럽의 효율

인 홍보를 한 방법으로는 신입생들을 상

으로 실시되는 도서  이용교육과 같은 지속

인 홍보, 도서  홍보 사의 역할 증 를 통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는 방법 등이 있다.

여섯째, 독서토론클럽용 도서에 한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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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키고, 체계 인 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C 학 도서  독서토론클럽 참여

자들은 2014 국민 독서실태 보고서에 의한 성인

의 연평균 독서량보다 훨씬 많은 독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참

여자는 재의 도서 출 혜택에 만족하고 있으

나, 일부 참여자들은 재보다 도서 출 혜택

을 증가시키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 C 학 도서 의 일반 장서와 독서토론클럽

용 도서의 명확한 구분, 특별서가에 청구기호 

안내문을 붙여 참여자들이 독서토론클럽용 

용 서가를 모두 돌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을 

이는 방법 등을 제안하 다. 한, 독서토론클

럽 도서 선정 시 기존의 선정도서보다 조  더 

최근의 주요 정신사  흐름을 주도하는 도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서들이 추천되었으

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곱째, 학습시설  장소의 보완이 필요하

다. 학습시설  장소를 가장 먼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선택한 참여자는 3.7%로 비교  

었으나, 주 식 문항에서 많은 참여자들이 학

습시설  장소의 보완에 해 언 하 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는 발표 

 동 상 시청을 한 장비의 설치, 도서  내

부에 독서토론클럽 회원들이 편히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확충 등이 있다.

의 7가지 개선방안 이외의 독서토론클럽

의 효율  운 을 한 기타 의견으로는 독서

토론클럽의 다른   독서토론클럽 회원들 

간에 교류할 수 있는 로그램이나 행사 마련, 

별 특색 강화, 독서토론클럽 활동 련 마일

리지 수 증가, 외국인 유학생  지역 시민의 

참여, 공과목 는 기 교양과목과 연계하여 

운 하는 방법, 체계 이고 지속 인 회원 명

단 리 등이 있다.

5. 결 론

우리는 지식과 정보가 폭발 으로 증가하는 

정보과잉의 시 를 살아가고 있다. 인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 해서 

끊임없이 독서활동을 해야 하지만, 정보통신기

술의 속한 발달과 이로 인한 매체의 발달은 

인들이 책과 더욱 멀어지도록 하고 있다. 

정보의 바다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

하고 정확하게 찾기 해서는 문해력과 비  

사고 능력을 길러야 하며, 이는 독서  토론 활

동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독서 후 토론 

활동은 자신의 생각을 체계 으로 정리하는 기

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주장을 논리 으로 펼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므로 매우 요하다. 

하지만 독서와 토론의 요성과 필요성이 시간

이 흐를수록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 

학생들은 학업과 취업 비에 해 독서와 

토론을 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학생의 독서토론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한 

로그램 운 의 필요성이 증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학도서  독서진흥 로그

램의 한 사례인 주시 C 학 도서  독서토론

클럽 참여자의 인식을 심으로 참여자들의 특

성을 분석하고, ‘참여기간과 태도에 따른 참여 

효과 차이’의 가설을 설정하여 분석하 다. 

한 독서토론클럽 운 상의 문제 을 악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 이 연구에

서 조사된 독서토론클럽의 효과성과 문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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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한 독서진흥 로그램의 운 에 한 

활성화 방안은 향후 학도서 에서 운 하는 

독서진흥 로그램의 효율 인 운 에 일조하

기 한 것이며, 나아가 학구성원을 한 독

서진흥  독서교육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이 연구는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 언

하고 있는 독서토론클럽 이외에도 각 학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독서진흥 로

그램이 운 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이 국의 모든 독서진흥 로그램 참

여자들의 의견을 표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

를 제안하고자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 연구

에서 제시한 한계 을 감안하여 보다 넓은 지역 

 독서진흥 로그램 참여자들을 상으로 하

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의 독서  

독서토론 활동의 활성화라는 결과를 얻기 하

여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독서진흥

로그램의 개발과 확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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