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6 pp. 414-426, 2018

https://doi.org/10.5762/KAIS.2018.19.6.414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414

진로  측면에  본 독 자본  개념화 및 구 요소 탐색 : 

 데  분  활용

최미미
경기대학  대학원 직업학과

The conceptualization of reading capital and the search for its 

components from the career perspective: Using Big Data Analysis

CHOI MI MI

The Graduate School of Vocational Studies, Kyonggi University

  약  본 연구는 진로 측면으로서 독서자본을 개념화하고 구성요소를 탐색하여 추후 연구를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를 해 선행연구 논문과 문헌을 고찰하 다. 한 독서 련 다양한 활동을 통해 효과성이 검증된 논문

209편을 상으로 빅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 독서자본의 구성요소를 탐색하 다. 본 연구를 통해 독서자본(讀書資本, 

Reading Capital)은 독서를 통해 체화된 소양, 경험, 태도 등 유·무형 능력이 표출되어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을 정 으로

바라보며, 이를 실행해 나감으로써 개인 ·사회 ·경제 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 독서역량이란 독서에

해 개인이 갖고 있는 흥미, 경험, 태도, 능력이 축 이 되어 독서를 지속 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힘으로 정의하 으며, 

인문학 소양을 인간의 참된 본성과 인성의 토 해 인간을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해 나 갈수 있고 세상을

정 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통해 변화에 유연하게 처하며,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

다. 독서자본의 구성요소는 독서흥미, 독서활동, 독서태도, 독서능력을 독서역량으로, 정서지능, 계성, 자아정체성, 창의성, 

응성, 주도성, 가치 등을 인문학 소양으로 개념화하 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독서자본의 정의, 구성요소의 탐색

정의는 련 후속연구들 간의 연구 확장에 기 자료로써 그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ceptualize reading capital in the career context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further study by exploring the components of reading capital. For this purpose, previous studies and literature 

were reviewed. In addition, we conducted big data analysis regarding 209 papers concerning various activities related 

to reading, and explored the components of reading capital. Through this study, reading capital can express personal, 

intangible ability such as literacy, experience, and attitude embodied through reading, and enable understanding 

persons, looking at the world positively, and creating personal, social and economic values. The components of 

reading capital are reading competency and humanistic knowledge; the former was conceptualized to be reading 

literacy, reading activity, reading attitude, reading ability, and the latter was conceptualized to be emotional 

intelligence, relationship, self-identity, creativity, adaptability, self-directedness and values. The definitions and 

components researched of the reading capital derived through this study are thought to be highly useful as basic data 

for the expansion of research between relate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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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기술빅뱅으로 불거진 4차 산업 명은 ‘ 연결성’과

‘ 지능화’의 특성을 기반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 한다. 미래학자 클라우스 슈밥

(2016)도 이 시 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에 인류가 지나

쳐왔던 그 어떤 산업 명에 비해 매우 범 한 분야에

서 더욱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이며, 인공지능(AI)으로

표되는 4차 산업 명은 인간의 모든 부분을 잠식하며

‘우리의 정체성까지 흔들 것’이라고 말한다[1]. 4차 산업

명이라는 거 한 패러다임은 기술·산업·고용구조 뿐

아니라 사회구조 까지도 변화시킬 것으로 측하고 있

다. 이는 새로운 생산방식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직무역

량 뿐 아니라 윤리·법제도, 교육 사회제도 등 사회

반에 향을 미칠 것으로 망된다[2]. 특히, 4차 산업

명의 도래는 청년층이 직면할 직업 사회 환경에 가장

극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망되기에, 변 의 시 를

살아갈 청년층의 진로와 련해 다양한 근이 매우

요한 시 이다. 

한 구도 겪어보지 않은 미래변화에 국가가 모든

개인의 안 망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정 이고 건강

한 삶을 하고 끊임없는 미래변화에 비하기 해서

는 구성원 개개인의 노력도 매우 요하다. 즉, 미래에는

환의 시간이 여유 있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늘 미래

를 내다보고 다음 단계를 비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

이다[3]. 더불어 변화무 한 환경 속에서는 유연하게

처해 나가고, 자신의 삶을 능동 으로 경 해 나가며, 

명하게 진로를 설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편, 기업들도 변하는 환경에 살아남기 해서는

Fast Follower(재빠른 추격자)에서 First Mover(개척자,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에 기업은 변화에 빠르

게 처하는 응성과 신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창의

성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한 방안을 독서에서 찾고자 하 다. 독

서를 통해 형성된 독서자본의 기반이 되는 인문학은 기

술이 고도화되는 시 에서도 인들에게 가장 인간으

로서 빛날 수 있는 인간 고유의 사고와 기능을 일깨우는

학문으로 인문학 상상력과 감성을 함양하도록 함으로

써 진정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고[4], 이

를 통해 인간을 이해하며 통찰력을 갖고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을 갖추도록 한다. 한 변하는 사회에서는 유

연하고 탄력 으로 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인

문학 소양은 상상력과 통찰력을 통해 문제 상황을 창

의 이고 유연하게 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거기에

더하여, 어떻게 살 것인지에 한 질문을 던지며 세상 사

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주도 으로 실천하도록 한다

[5]. 사회의 끊임없는 발 과 변 에도 불구하고 여 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함께 살아가는 문제’이며, 변

화의 심에 사람이 먼 이고 기술과 사람을 잇는 그 핵

심에 인문학 소양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 인문학 소양은 짧은 시일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독서를 지속 으로 해 나갈 수 있는 힘인 독서역량이 기

반이 되어야 한다. 독서역량은 독서에 한 개인이 갖고

있는 흥미, 경험, 태도, 능력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요소

들은 상호작용함으로써 서로 정 인 향을 미쳐 독서

역량을 더욱 공고히 하고 궁극 으로 인문학 소양을

형성하도록 하는 요한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재 독서자본에 한 연구는 무하다. 다만, 독서자

본의 하 요인인 독서역량과 인문학 소양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과 연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독

서역량과 인문학 소양을 하나의 독서자본으로 보고 연

구한 논문은 없는 실정이다. 한 지 까지 독서역량과

련하여 연구된 논문 부분이 · ·고 학생들을 상

으로 편 되어 있으며 교육학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문학 소양에 한 연구는 간호학을 심으로

한 연구와 학생과 학생 상 연구로만 이루어져 있

다. 따라서 변 의 시 를 살아갈 청년층의 주요 자산이

될 독서자본에 한 연구가 실히 요구되는 시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4차 산업 명, 독서자본, 

진로가 하나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

라서 독서 자체가 아니라 독서를 수단으로 하여 형성된

독서역량과 인문학 소양을 진로 측면에서의 독서자

본(讀書資本, Reading Capital)으로 보고, 독서자본을 개

념화하고자 하며 독서자본의 구성요소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독서자본을 개념화 하고 독서자본의 구성요소를

분석한 첫 시도라는 에 의의를 갖는다. 이를 통해 청년

층에게 진로자본의 한 측면으로서 독서자본의 요성과

효과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를 체화하게

함으로서 변 의 시 에 주체 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며

사회의 요한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뿐 아니라, 건강

하고 행복한 삶을 해 나가는데 실질 인 도움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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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 기 한다. 나아가, 이에 한 후속 연구의 기 자료

로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다.

2. 본론

2.1 본개념  확

자본주의(資本主義, capitalism)는 산업 명을 거쳐서

성립된 근 산업사회의 경제구조[6]로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자본(capital)의 사 의미는 재화

와 용역의 생산에 사용되는 자산(asset)으로, 경제자본이

가장 표 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자본은 경제성

장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하면서 그 요성이 인식되었다. 

그러나 3차 산업 명 시 이 의 자본은 거 기업의

유물처럼 여겨졌었다. PC기반에 인터넷이 출 한 정보

화 사회가 시작되며 개인에게 보 된 데스크톱 컴퓨터

(Desktop Computer)는 개인이 기업을 이길 수 있는 시

, 즉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 기술이 자본이자 자산이

될 수 있는 시 의 포문을 열었다. 이에 자본은 경제에만

있지 않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개인의 자질도

자본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두되며 인 자본을 필

두로 자본의 개념이 확장되기 시작하 다[7]. 이러한 맥

락에서 자본을 정의하자면 생산요소와 결합하여 재의

지출을 통해 미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없을 때는

할 수 없었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며 원하는 목표를 성

취할 수 있는 것이다[8]. 같은 의미로, 사용하여도 가치

가 어들거나 소멸하지 않는 생산요소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인 자본 외에 문화자본, 사회자본, 상징자

본, 진로자본, 지 자본 등 그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자

본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심리학 시각으로

본 자본은 용 가능 역이 매우 넓다. 이러한 자본들로

는 여가자본(Leisure Capital), 래자본(Peer Capital), 

자본(Spiritual Capital), 제도자본(Institutional Capital),

기술자본(Technology Capital), 생활자본(Living Capital)[9],

매력자본(Erotic Capital)[10], 감정자본(Emotional Capital)

등이 그것이다. 사회 의미로서 자본은 교환 수단인 재

화(commodity)로 보지 않고 사회 내에서 개인의 삶에

내재된 형태로 생활 요인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사회

상을 체계 으로 설명해 주는 도구이며, 사회 상을 분

석 이고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1]. 이러한 자본은 체화된 형태로 축 되기까지 상당

한 시간을 필요로 하며, 가치를 창출하고 동일하거나 확

장된 형태로 스스로를 재생산 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지니고 있다[12]. 한 개인이나 조직이 이를 어떻게 활

용하는가에 따라 유·무형의 득과 실을 경험하게 되므로

사회 안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하고 진화하며 지속되

는 특성을 갖고 있다13]. 사람들은 이러한 자본을 동시

에 여러 개 지니고 있다[7][14].

2.2 독 론  연 동향

독서자본이라는 용어는 인공지능(AI)의 시 를 넘어

설 유일한 자본이 독서라 말하며, ‘3,000권 독서자본

로젝트’를 통해 책 읽기를 제안하려는 의도로 이상민

[15]에 의해 처음 사용되어졌으나 아직까지 개념이 명확

히 정의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독서자본의 개념에

근하기 해서는 우선 독서이론에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 까지의 독서이론은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등

에서 세 가지 에 을 두고 연구되어 왔다. 첫 번

째는 독서 발달에 한 이론으로 생애 발달 시기에 따라

독서를 다르게 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에서 요한 시사 을 제공하 다[16]. 두 번째는 독서

지도와 교육에 한 이론으로 이는 독서 자체보다는 교

육의 방법론으로서 독서를 논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아

가 독서의 심리학 근이 시도되며 독서치료, 독서요

법이 생겨났으나 독서를 의료의 에서 수단화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며, 독서 자체로서 정의되어야 한다는 주

장이 야기되기도 하 다[17]. 세 번째는 독서의 과정에

한 이론으로 독자와 책( 자)의 상호작용에 해 거론

하며 독자가 갖추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요성을 강조

한 것이다[18].

한편, 한명환(2015)은 독서이론의 내용을 인지주의, 

형식주의, 독자반응이론과 해체주의, 텍스트 구조 이론, 

사회문화 구성주의 등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

리하 는데, 각각의 독서이론들은 마다 장 과 결함을

갖고 있어 완벽하지 못함을 언 하 다. 다만, 과거의 이

론이 자 심의 이론이라면 재는 독자 심의 독서

이론이 더 시의 이라고 하 다. 이를 반 하듯 최근에

는 독자반응이론이 주로 활용되어지고 있으며 독자, 텍

스트, 상황요인 에서 어떤 측면을 더 강조하는지에 따

라 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그는 독서를 본질

에서 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독서이론은 교육이나

치유의 목 에서 우선될 수 없고, 오히려 인문학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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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독서에 한 아우라, 철학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하

다. 따라서 문학, 철학, 역사, 문화 등 인문학 학문의

연구방법과 맥해야 하며, 미래의 생산 독서이론으로

서 생산 가능성을 비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정리하자면, 앞의 연구들은 독서에 있어 독자의 지식

과 경험, 생각에 바탕을 두어 독자의 요성을 부각하고, 

독서를 본질 에서 근하려함에 있어 상당한 의미

를 갖는다. 그러나 독서는 개인의 삶에 내재된 형태로 생

활 요인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독서가 체화된 형태

로 축 되어 가치 창출이 일어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을 간과하고 있다. 즉, 독서가 지속 으

로 행해질 수 있도록 독서역량이 갖춰줘야 하며, 이를 통

해 인문학 소양이 유발되고 궁극 으로 유용한 가치창

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다. 결

론 으로 독서가 가치창출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자발

성, 주도성, 지속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개인이 갖추고 있는 독서역량이 요하며, 여기에 인문

학 소양이 맥될 때 생산수단으로써 미래의 생산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 한 확장된 자본 개념의 조건과도 일치

하기에 독서를 자본으로 볼 수 있겠다. 

2.3 독 본  개념

기업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많은 CEO들은 독서를

생활화하며 독서자본을 획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독서

를 통해 지식 창출 뿐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와 상상력

을 얻기 함이며, 이를 활용해 자신과 기업의 경 에 활

용하기 함이다[19]. 일본인 노벨상 수상자들의 환경에

한 연구에서도 독서를 통해 교양을 쌓아왔다는 보고가

있다(쭈주키 쭈구오, 2013). 그런데 이러한 는 기업의

CEO들이나 유명인들에게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동일한 패턴을 찾을 수 있다. 독서를 많

이 하는 사람은 독서가 삶에 정 인 향을 끼친다고

평가하고 있다. 

문화체육 부의 2015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

면 성인·학생 10명 7명은 ‘책 읽기가 사회생활·학교생

활에 도움’된다고 응답하 으며, 독서량이 많을수록 독

서의 유용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 성인의

66.3%는 인문학 독서가 인문학 소양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정 인 의견을 나타냈다.

독서를 하는 목 으로 성인의 경우 '새로운 지식, 정

보를 얻기 해서'(23.1%) 책을 읽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양을 쌓고 인격을 형성하기

해서'(18.5%), '마음의 로와 평안을 얻기 해서

'(1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 성인과 같

이 '새로운 지식, 정보를 얻기 해서'(31.3%) 책을 읽는

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독서가 즐겁

고 생활화 됨'(15.7%), '교양·상식 쌓기 해서'(15.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20].

이러한 결과는 린다 그랜튼(2012)이 4차 산업 명 시

의 인재 역량으로 제시한 지 자본(새로운 지식, 정보

를 얻기 해서), 감성자본(마음의 로와 평안을 얻기

해서), 사회자본(교양을 쌓고 인격을 형성하기 해서)

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독서가 세 가지 자본에

해 가치창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 은 지식이 고도화 되고 기술 발 이 가속화

되며 산업 구조가 지속 으로 변화하는 시 이다. 이에

지식경제시 를 살아가는 인들에게 정보습득 능력

은 이제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독서를 통한 간 경험과 지식습득은

이제 생존을 한 략인 것이다[21]. 어제는 최고의 기

술로 여겨졌던 것이 오늘은 기계로 체되어 필요 없는

기술이 될 수도 있으며, 이 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더 이상 유용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성실히 노

력해서 유망한 기술을 습득하고 문직 종사자가 되는

것으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시 이기에 재의 삶

에 고착되지 않고 흐름에 맞춰 자유롭게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 해서는 독서자본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

다[15]. 

독서는 인쇄된 을 읽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 속의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 이나 목표를 성취하고 자신

의 지식을 계발하며,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고

다양한 간 경험을 통해 조화로운 인간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다[22]. 한 책 속의 지식을 단순히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 것을 단하고 수용하며, 이를 활용

할 수 있는 비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16]. 독

서를 통해 축 된 독서자본은 받아들인 정보를 새롭게

변형하고 융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재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23]. 나아가 직장에서 만족도를 높이고 몰

입하게[24]하여 성과를 창출하게 하고 조직 구성원의 커

뮤니 이션을 강화 시킨다[25]. 더불어 사회 안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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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하며 지속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를

유지·발 시키는 기제[22]로 작용한다. 

이와 연장선상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의 ‘독서의 경제

향' 보고서에 의하면, 국가별 연평균 독서율은 여러 경

제 지표·지수 에서도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압축 으로

보여주는 로벌 경쟁력 지수, 경제 신성 지수, 로

벌 기업가정신 지수 등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26].

한 문화체육 부에 의하면 국제성인역량조사

(PIAAC)에서 독서는 언어능력 향상에 효과 이라고 하

다[27]. 우리나라 비독자의 언어능력 평균은 246 인

데 비해, 몇 달에 한 번이라도 책을 읽는 독자는 278

으로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며, 언어능력 한 개인 ·

직업 ·시민 활동을 해 요함을 강조하 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지 능력을 향상하고 건 한 정서를 함

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

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 으로 2006년 12월

28일 ‘독서문화진흥법’을 제정하 다. 한 독서문화진

흥 기본계획(2014년~2018년)에서는 독서의 요성을

거듭 강조하며[28], 책 읽는 문화·독서사회를 일종의 ‘사

회자본(Social Capital)’으로 보고 국민 행복지수 제고

국가 지식경쟁력 강화를 비 으로 제시하며 독서의

생활화를 정책목표로 내세우고 있다[29]. 이에 한 추

진 략으로 ① 사회 독서 진흥기반 조성 ②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 ③ 책 읽는 즐거움의 확산 ④ 함께하는

독서복지 구 등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독서가 자본으로써 가

치를 창출하고 동일하거나 확장된 형태로 스스로를 재생

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언 한 자본의 개

념과도 일치한다. 한 독서자본은 시 상황과도 맞

물려 직업학 에서 보자면 개인의 진로에 지 자

본, 감성자본, 사회자본을 창출하는 기 로 작용하기에

진로 측면에서 4차 산업 명 시 의 유용한 자산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독서자본(讀書資本, Reading Capital)

은 독서를 통해 체화된 소양, 경험, 태도 등 유·무형 능력

이 표출되어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을 정 으로 바라보

며, 이를 실행해 나감으로써 개인 ·사회 ·경제 가치

를 창출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독서자본은 지속 가능한 발 , 변화에 처할 수 있는

유연성과 창의성, 새로운 패러다임에 응할 수 있는 지

능력[15], 시 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안목 등이 핵심

이다. 따라서 독서자본은 개인이 독서 과정을 통해 축

된 독서역량과 이를 바탕으로 개인에게 내재된 인문학

소양이 주요 요인으로, 두 요인에 의해 악되고 설명되

어진다. 

독서역량을 구성하는 독서흥미는 독서활동에 향을

주고[30], 독서활동은 경험으로 작용하고 경험들이 쌓여

서 태도가 형성되며[31], 독서경험은 독서능력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32]. 한 폭넓은 독서경험은 삶에

해 깊은 깨달음을 갖게 해서 올바르고 지혜롭게 살아가

도록 하는 순기능을 담당한다고 하 다[33]. 그 기에

의 독서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체 으로 선형

이기 보다는 상호 인 계를 보여주며, 이는 지속 가능

한 발 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OECD(2002)에 따르면 학생의 독서역량 개선은 후년

의 경제 기회에 지 한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독서

습 의 고양은 사회 변화 유동성을 개선시킬 수 있

는 가장 효과 방법 하나라고 하 다[34].

올바른 독서태도에 의해 형성되는 합리 사고력, 정

서안정, 심리 치유, 교양 함양, 타인에 한 배려심은 품

격 높은 선진사회 발 의 기 라 할 수 있다. 한 지식

경제를 뛰어넘어 소 창조경제를 발돋움하기 해서는

국민의 독서역량이 지 한 향을 미칠 수 있다[35].

결과 으로 독서란 흥미에 의하여 유발되고 동기가

발생되어 흥미를 다시 발달시키며, 그 흥미에 의하여 독

서와 여타 다른 행동을 유발하는 일종의 나선상의 순환

을 하면서 발달 한다.[36]. 이러한 행동은 다시 자기 행

동에 향을 주는 과정에 경험으로 작용하고 경험들이

쌓여서 정 인 태도가 형성되며[32], 정 인 태도는

독서 의도에 향을 주게 되고[37], 이를 통해 궁극 으

로 독서능력이 향상되며[33], 다시 독서행동이 유발되는

선순환의 계가 이루어진다. 즉, ‘독서흥미 → 독서행동

→ 독서경험 → 독서 태도 → 독서능력 → 독서흥미’의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는 마태효과(Matthew 

effect)를 일으켜 독서역량을 더욱 향상시키며 독서자본

을 형성하는 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독서역량이란 개인이 갖고 있

는 독서에 한 흥미, 경험, 태도, 능력이 축 이 되어 독

서를 지속 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지·정·의 발

으로 이끄는 힘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지’는 극 사

고의 과정이고[38], ‘정’은 정서 고양이며[39], ‘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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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구성 과정으로 책을 읽을 때 능동 이고 극 인 태

도[40] 책을 읽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한다. 

이처럼 변 의 시 를 살아가고 있는 인들에게

이롭게 작용하는 독서자본이 형성되기 해서는 독서역

량이 기반이 되어야 인문학 소양의 함양이 발된다. 

그런데 인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기능하며 역량이 있

으나 발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41]. 그러므로 역량이

발 되기 해서는반드시 ‘자각’, 즉자기인식이필요하다.  

자기인식은 자기를 이해하고 아울러 타인도 이해할

수 있으며 타인과 공고한 력 계를 맺을 수 있는 것

이다[42]. 그런데 자기인식을 높이기 해서는 사색과

통찰로 이어지는 독서가 필요하다[43]. 한경희(2014)는

자기를 객 화하여 찰하고 성찰할 수 있는 힘, 즉 자신

이 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자기인식은 독서를 통

해 기를 수 있다고 하 다[44]. 독서를 통한 독서역량의

신장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극 이고 주체 인 사고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사고의 폭과 깊이를 증가 시

켜[45](한철우 외, 2001) 사색과 통찰로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사색은 생각을 정 하게 하여 자신만의 생각을 만들

어 내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능력이야말로 독서자본의

힘이다[46]. 이러한 독서와 사색의 결합이 지혜의 힘을

만들어 내며, 지혜를 사용하기 해서는 통찰이 필요하

다[47].

통찰이란 자신이나 자기 문제에 하여 객 으로

살피고 이제까지 경험을 통합하여 자신을 재정립하는 것

을 의미한다[48]. 통찰의 원리는 새로운 계를 깨닫고

축 된 경험을 통합하는 것이며, 통찰 과정은 상황이 어

떠한 계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알아차리는 계의 지각

으로, 이는 곧 ‘자기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49]. 

더 나아가 자기인식 사색과 통찰은 인문학이 추구

하는 기본 가치로 자신과 세상 그리고 삶에 질문을 던지

고 답을 찾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인문학을 ‘질문의 학

문’이라고도 한다[50]. 즉, 사색과 통찰을 통한 인문학

소양은 ‘나는 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고민하게

하고[51], 자기성찰을 행하게 함으로써 그 축 이 내면

의 완성으로 나아가게 한다[52]. 결과 으로 독서역량과

인문학 소양 한 선형 이 아니라 상호 순환 작용

을 하며 독서자본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이다.

독서자본은 그 효과가 당장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

지만 장기 으로 개인의 발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래를

향한 시야를 넓 다. 특히 불확실한 실에서는 홀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내는 능력도 요하지만, 불확실성

을 해석하고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요하다. 

그 능력은 얼마안가 무의미해질 수 있는 기술에 한

문 지식으로부터가 아니라, 기술의 발 사와 기술이 인

간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왔는지에 한 고찰을 통해 인

류가 살아온 삶의 궤 과 사고의 형태를 종합 으로 이

해하는 인문학 소양에서 비롯된다[53].

최근 교육부는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인문학 소

양의 함양을 표방하며 ‘세상을 보는 안목과 인간을 이해

하는 능력’으로 인문학 소양을 정의하 다. 이는 자신

과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을 둘러싼 사회와 문화를 이해

하며, 비 사고와 단능력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문

제를 해결하고 사회의 발 에 책임감을 갖고 극 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54]. 이러한 측면에서 ‘인문학 소양’은 ‘독서’와 연계

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그 이유는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타인과 나 며 표 하는 것을 통해 경청·소통·사

고·성찰이 일어나며, 이처럼 삶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학습경험이 ‘인문학 소양’을 키우는 첫 단계가 되기

때문이다[55].

독서를 통한 인문학 소양은 인간 세계에 한 경험

을 넓 주고 성취동기를 유발시켜 원만한 인격 형성을

이루도록 하며[56],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함으로

써 자기를 이해하고 성장하게 하며 삶의 가치와 규범을

추구하도록 한다[57].

좀 더 근원 인 근을 하자면 인문학(人文學, 

humanities)은 인간의 사상 문화를 상으로 하는 학

문이다[58]. 인간의 존재, 인간의 마음, 생각과 행동의

근원을 탐구하는 학문[59]으로 인간성에서부터 출발한

다. 인간성의 어원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뜻을 가진 라

틴어 후마니타스(humanitas)에서 유래되었다. ‘인간다움

(humananitas)’이란 말을 맨 처음 사용한 키 로(Marcus 

Tullius Cicero)에 의하면 인간 교양(humanitas)은 문

학 교양(literae)과 동일한 것이라고 하 다. 이는 곧

문학을 통한 지식의 궁극은 인간성(humanity)이라는 것

이다[60].

같은 맥락으로 박정 (2004)은 사고하는 방법을 독서

를 통해 배우게 될 때 사물에 한 이해와 단이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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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은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고, 나아가 새로운 것을 창

조해 낼 수 있는 창의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에, 

독서는 창의 사고능력과 불가분의 계가 있다고 하

다[61].

한편, 인문학 소양은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의 향

상에도 정 인 역할을 한다고 하 다. 더불어 인문학

소양 함양을 한 방안으로 독서활동을 언 하며, 이

를 통해 문화, 술, 역사, 철학에 한 지식과 심을 증

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비 사고력과 창의 사고력

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제언하고 있다[62]. 

앞서 언 한 내용을 토 로 본 연구에서는 인문학

소양을 인간의 참된 본성과 인성을 기반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해 나 갈수 있으며

세상을 정 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통해 변화에 유연하

게 처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최첨단의 기술과 문명의 성취를 보여주는 4차 산업

명 시 에 인간은 사물화 되어가고 기능화 되어 가며 인

간으로서의 고유성을 상실한 채[63] 인간만의 역으로

여겨졌던 창작, 술의 역 등 인간의 자리를 서서히 인

공지능(AI)에게 내어 주고 있다. 이에 성균 이종

교수는 『포스트휴먼이 온다』라는 책에서 기술 변화야

말로 인간의 운명과 미래 역사를 포 으로 사유하는

철학의 역할이 요하다 말하며 인간의 고유성에 주목한

다. 알 고 이후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인공지능과

련하여 인간에 한 담론이 뇌 과학에 집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인간의 활동과 가치, 자율성 등을 종합 으로 성

찰할 필요가 있음을 언 하고 있다[64].

인공지능(AI)의 핵심은 ‘딥 러닝(Deep learning)’이

다. 이는 인간의 뇌가 정보를 수집하여 학습을 하고 통합

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모방해서 만든 기

술이다. 그런데 독서는 인간의 뇌를 ‘딥 러닝(Deep 

learning)’하여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매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서를 통해 축 된 창의력, 지혜, 내공은

돈이나 땅보다 훨씬 안정 으로 미래를 보장해 자산

이며, 이에 인공지능(AI) 시 에 인간의 유일한 자본이

바로 독서자본인 것이다[65].

2.5 연

본 연구는 독서자본의 구성요소를 탐색하기 해 독

서를 통하여 효과성이 검증된 연구논문의 반 인 연구

동향을 활용하 다. 이는 독서와 련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형성되어진 요소들로 효과성이 검증되어 독서의

향력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독서자본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독서를 통해 형성된 독서역량 인문학 소양

을 독서자본으로 보고, 이에 한 독서자본의 반 인

구성요소를 탐색하기 해 빅 데이터 분석 기반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활용하 다. 질 연구는

부분이 소수의 포커스 상을 선정하여 인터뷰가 진행

된다. 인터뷰 시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념을

연구에서 완 히 분리하기가 어렵기에 연구자의 주

가치 개입의 우려가 있어 신뢰성과 객 성 확보가 어렵

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한 질 연구에서는 특

히 연구자의 윤리가 요한데, 질 연구의 특성상 연구

상에 한 직 인 면담과 찰 등으로 인해 라이

버시 침해 등의 직 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

측면도 있다[66].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일

반 으로 수행하는 질 연구 신 선행연구논문을 바탕

으로 빅 데이터 분석 기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수행하

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은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

를 추출한 후 각 키워드별 빈도를 산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한 문서를 클러스터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객 이고 실효성이 높은 기법이다[66].

이를 하여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에 등

록된 석사·박사 학 연구물을 상으로 독서·인문학·책

을 키워드로 검색한 다음 독서 련 효과성을 연구한 논

문 209편(2010년~2017년)을 2018년 1월 17일부터 1월

27일까지 수집하 다. 수집한 연구물 209편(2010

년~2017년)의 내용 체를 빅 데이터 분석도구 R 로

그램을 활용하여 Word Frequency를 실시하고 Word 

Cloud, Word Tree Map 등으로 시각화 하 다. 데이터

의 분석과정은 Fig. 1.과 같다.

Data

extraction

Data

Collection

Data

Variable

assignment 

Package

loading 

Result 

value

storage

Data

filtering

Word

cloud 

generating

Data

conversion

Fig. 1. Data analysi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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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연 결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Tree Map Word Cloud

에서는 독서치료, 로그램, 학생, 자아존 감 등의 빈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독서에 한 내용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를 Word Cloud, Word Tree Map, 

등으로 Fig. 2., Fig. 3.와 같이 시각화 하 다.

웹의 등장과 진화, 자 문서 활용이 일반화되면서 텍

스트 데이터 는 빅 데이터 시 의 가장 요한 데이터

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데이터 시각화는 범 하

게 분산된 방 한 양의 자료를 분석해 한 에 볼 수 있

도록 시각화한 것으로 가장 표 인 텍스트 시각화 사

례로 Word cloud, Word tree 등을 꼽을 수 있다[68].

Fig. 2. Reading related Word Cloud

Fig. 3. Reading related Word Map

209편의 논문을 Text 4, Text 5로 형태소 분석

Word Frequency 실시한 결과 논문들의 하 요인으로

구성된 Word를 포함하여 연구내용에 가장 많이 거론되

고 있는 Word 각각 1,001개씩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Word ‘유의미 하게’, ‘구성하 다’, 등과 같이 연구목

과 연 성이 없는 Word를 2차로 추출하는 작업을 실

시하여 Table 1.과 같이 70개의 키워드를 도출하 다.

Table 1. Keyword Analysis Result

Rank Keyword Freq. Rank Keyword Freq.

1 Values 186 36
Decision 

Making
184

2 Empathy 198 37 Communication 330

3
Empathy 

ability
882 38 Voluntary 214

4
Communty 

consciousness
116 39 Confidence 850

5 Positive 810 40
Self-

understanding
240

6 Logical 110 41 Self-regulation 176

7 Activity 390 42 Self-esteem 175

8
Reading 

Education
1762 43 Ego-esteem 6579

9
Reading 

notes
191 44 Self-expression 147

10
Reading 

ability
357 45 Self-efficacy 1415

11
Reading 

club
248 46 Self-concept 903

12 Reading volume 450 47 Self-identity 937

13 Reading meeting 203 48 Self-acceptance 92

14
Reading 

habits
196 49 Self-directed 170

15 Reading therapy 1717 50 Ego-resilience 370

16 Reading attitude 1670 51 affirmative 1340

17
Reading 

discussion
788 52

Emotional 

regulation
451

18
Reading 

environment
286 53

Emotional 

intelligence
1621

19
Reading 

activity
2084 54

Emotional 

expression
155

20
Interesting 

reading
144 55 Using emotion 154

21
Interpersonal 

competency
157 56 Constantly 496

22 Interpersonal 1629 57 Job satisfaction 163

23 Goal Orientation 147 58 Career values 191

24
Problem-Solving 

competency
283 59

Career 

development
165

25
Future 

convictions
94 60 Career maturity 559

26 Thinking ability 177 61 Creativity 565

27 Sociability 186 62 Creative 316

28 Social 346 63 Intimacy 178

29 Imagination 138 64 Prosocial 366

30
Achievement 

motive
147 65 Catharsis 385

31 Life satisfaction 131 66 Insight 196

32 Life adaptation 489 67
Learning 

motivation
172

33 Idea 2017 68
Academic 

achievement
151

34
Reading 

motivation
223 69 Resilience 62

35 Relationships 222 70 Systematic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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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된 키워드를 유사성이 있는 요소별로 범주화 작

업하 다. 분류 범주화 과정은 신뢰성 확보를 해 직

업학 박사 2명의 자문을 통해 진행하 다. 

1차 구성요소 확정 후 주제어들이 알맞게 범주화되었

는지 재분류 검토하는 2차 과정을 거쳐, 최종 범주화

작업을 하고 구성요소를 확정하 으며, 결과는 Fig. 4.와

같다.

Fig. 4. Work flow chart

분류된 주제어 ‘독서환경’은 독서를 통해 형성되는

것 보다 부모님, 지역 특성 등과 같이 주변 상황에 의

해 자연 으로 향을 받는 부분이 작용하기에 구성요

소에서 제외하 다.

독서자본의 구성요소는 독서흥미, 독서활동, 독서태

도를 독서역량으로, 정서지능, 계성, 자아정체성, 창의

성, 응성, 주도성, 가치 등을 인문학 소양으로 정

립하 다. 

확정된 구성요소는 Fig. 5∼Fig. 15.과 같이 Word 

Tree로 시각화 하 다. Word Tree는 문장 내에서 단어

들 사이의 계나 연결 구조를 시각화한 것으로 단어가

선·후의 순서로 출 되는 빈도수를 확인할 수 있다. 

Word Tree의 경우 체 문서의 분석결과는 아니며, 최

문서수와 단어수를 제한하여 간단히 확인할 수 있도

록 구성된 시각화 자료이다. 즉, 복잡하고 거 한 데이터

집합을 시각 으로 표 함으로써 문서를 모두 읽지 않고

도 데이터 내부의 정보를 명확하고 효과 으로 달하기

한 목 으로 사용된다. 결과 으로 수집된 문서에

한 간략한 리뷰를 제공하기 한 것이다.

Fig. 5. Interesting Reading Word Tree

Fig. 6. Reading activity Word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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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ading attitude Word Tree

Fig. 8. Reading ability Word Tree

Fig. 9. Emotional intelligence Word Tree

Fig. 10. Relationship Word Tree

Fig. 11. Self-identity Word Tree

Fig. 12. Creativity Word Tree

Fig. 13. Self-directed Word Tree

Fig. 14. Adaptability Word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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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Values Word Tree

3. 결론  제언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자본(讀書資本, Reading Capital)은 독서를

통해 체화된 소양, 경험, 태도 등 유·무형 능력이 표출되

어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을 정 으로 바라보며, 이를

실행해 나감으로써 개인 ·사회 ·경제 가치를 창출하

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둘째, 독서자본의 구성요소인 독서역량이란 독서에

해 개인이 갖고 있는 흥미, 경험, 태도, 능력이 축 이

되어 독서를 지속 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지·정·

의 발 으로 이끄는 힘으로 정의하 으며, 인문학 소

양을 인간의 참된 본성과 인성의 토 해 인간을 이

해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해 나 갈수 있고 세상

을 정 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통해 변화에 유연하게

처하며,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

력으로 정의하 다.

셋째, 독서자본의 구성요소는 독서흥미, 독서활동, 독

서태도, 독서능력을 독서역량으로, 정서지능, 계성, 자

아정체성, 창의성, 응성, 주도성, 가치 등을 인문학

소양으로 확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독서자본의 구성요소를 탐색하기 하

여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 다. 학술연구정보서비

스(www.riss.kr)에 등록된 연구물을 상으로 독서·인문

학·책을 키워드로 검색한 다음 독서 련 효과성을 연구

한 논문 209편을 수집하여 내용 체를 빅 데이터 분석

도구 R 로그램을 활용하여 Word Frequency를 실시하

고 Word Frequency 실시한 결과 논문들의 하 요인으

로 구성된 Word를 포함하여 연구내용에 가장 많이 거론

되고 있는 Word 각각 1,001개씩을 추출하 다. 추출된

Word ‘유의미 하게’, ‘구성하 다’, 등과 같이 연구목

과 연 성이 없는 Word를 2차로 추출하는 작업을 실

시하여 최종 70개의 키워드를 도출하 다. 다음으로 신

뢰성 확보를 해 직업학 박사 2명의 자문을 통해 추출

된 키워드를 유사성 있는 요소별로 분류 범주화 과정

을 1차, 2차로 진행하여 최종 구성요소를 확정하 다. 

본 연구를 통한 독서자본의 정의, 구성요소의 탐색, 

정의는 련 후속연구들 간의 연구 확장에 기 자료로써

그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는 독서자본의 개념

정립과 구성요소에 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한

확정된 구성요소는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 상에 맞게

설문 문항을 재구성하고, 이에 한 타당도, 신뢰도 검증

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독서자본에 한 심과 논의

를 이끌어 내는데 발 이 되고, 더불어 독서자본 함양에

매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독서 로그램의 활

성화에 기여하길 기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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