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2021. 10. Vol. 15, No. 5, PP. 57-70
https://doi.org/10.46392/kjge.2021.15.5.57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고전강독’ 강좌에 대한 수업 인식유형 연구
－K대학교 ‘아레테고전강독’을 중심으로
김지영1, 김종민2
제1저자, 경남대학교 교수, jykim7035@kyungnam.ac.kr
교신저자, 경남대학교 교수, bluelenz@kyungnam.ac.kr

1
2

초록
본 연구는 K대학교의 교양강좌로 개설된 ‘아레테고전강독’에 대해 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를 파악하기 위해 Q방법론을 활용하여 인식을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고전강독
강좌관련 문헌자료, 심층면담, 설문자료 결과를 토대로 Q모집단 구성을 하였고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거쳐 33개의 Q표본을 선정하였다. ‘아레테고전강독’ 수강생 31명을 P표본으로 선정한 후 PQmethod
2.35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강하게 긍정한 문항이나 부정한 문항, 식별 문항을 근거로 해석하
여 고전강독 수업에 대한 3가지 인식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제1유형은 ‘고전의 가치 발견형’으로 고전강
독 수업을 통해 고전의 가치를 발견하고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게 된 유형이다. 제2유형은 ‘토론의
즐거움 발견형’으로 고전강독 수업의 토론 과정에서 토론의 즐거움을 알게 된 유형이다. 제3유형은
‘협업의 가치 발견형’으로 토론을 위한 질문을 팀별 활동을 통해 만들고 해결하면서 공동활동으로
함께 해결하는 재미와 가치를 발견한 유형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고전강독 수업 개선을 위한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대학생, 고전강독, 교양교육, 인식, Q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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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객관적인 수치로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음을 밝혔다.
K대학교도 앞서 언급한 교양교육이 당면한 새로운 과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는 2016년에 교육 지대의 변
화1)가

제의 해법으로 지난 2020년 2학기 ‘아레테고전강독’을 개

교양기초교육의 위기를 가져올 것을 지적하면서

설하였다. K대학교는 교양기초교육원이 제시한 6개의 목

6개의 교양기초교육목표2)를 제시하였다. 교양은 ‘경작된

표를 바탕으로 교양교육을 위한 7개의 핵심역량3) 향상을

정신의 수확물’을 이야기한다. 즉, 고등 교육을 받은 시민

위한 교육과정을 설정하였고 7대 핵심역량 중 인간⋅사

들이 지녀야 할 지적, 정서적 덕성을 의미한다. 한국교양

회⋅자연 종합적 이해능력 및 종합적 의사소통능력 제고

기초교육원에서는 이러한 교양의 의미에 기초하여 대학

를 위해 ‘아레테고전강독’ 강좌를 개설하였다. 교육이론

교양교육이 ‘인간다운 인간’ 형성과 ‘보편적 지식 및 품성

에서 아레테(Arete)는 ‘덕’으로 번역되어 통용되기도 하

을 기초로 특정 직업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모범적이고

며 어떤 것에 대한 ‘탁월함’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교육

선한 사람됨의 구현’의 지향 및 ‘삶의 가치를 성찰 할

영역에서 아레테를 전달하는 것은 추상적인 의미의 덕목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대학 교양

과 특수한 아레테, 다시 말해 어떤 일에 종사하는 데 필요

기초교육의 표준 모델, 2016: 2). 시대적 혁신에 부응하면

한 기술과 탁월성을 올바른 태도와 방식으로 구현하는

서 ‘인문학의 종말’, ‘교양교육의 위기’ 등을 이야기하는

일이라고 정의한다(홍윤경, 2009: 173). 아레테고전강독

지금, ‘보편적 교육’과 ‘인간다움’을 교육하는 것은 현시

수강생은 수업을 통해 자기주도학습 역량 제고와 함께

대의 대학이 직면한 새로운 과제이다.

고전의 가치를 재발견하며 독서 습관, 좋은 말하기와 듣기

많은 대학이 당면한 시대적 과제의 해법으로 고전 읽기

에 필요한 습관, 사유의 습관 등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를 통한 교양교육을 선택하였다. 독서를 기반으로 한 교양

K대학교의 아레테고전강독 강좌는 고전 읽기와 관련

강좌는 고전 강독, 고전 읽기, 독서 토론 등의 강좌명으로

한 선행 연구 결과와 시카고대학의 허친스와 아들러가

많은 대학에서 교양 필수 혹은 교양 선택 강좌로 개설되어

제안한 ‘위대한 저서 읽기 프로그램4)’을 기반으로 능동적

운영되고 있으며 그 성과도 보고되고 있다.

책읽기의 확산이라는 기치 아래 2020년 2학기부터 개설,

이황직(2011), 신희선(2012), 손승남(2013), 함정현, 민

운영되었다. 아레테고전강독 강좌는 아레테고전강독(신

현정(2014), 김성연(2016)은 교양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곡), 아레테고전강독(데미안), 아레테고전강독(논어) 등

고전 읽기에서 탐색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는 고전

과 같이 고전 작품별 명칭을 붙여 한 교과목으로 인정하였

읽기가 교양교육 안에서 제도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

으며, 한 권의 고전 작품 전체를 통독하고 해석하는 방식

한 내용과 타 교양 교과목 및 전공 교과목과의 연계 방안

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평가 방식은 P/NP 방식을 채택

등을 제안하였다. 이병승(2009), 김복자, 전은영(2016),

하여 수강생들의 수업 참여 자율성을 고려하려 노력하였

박현희(2019)는 인문학적 소양과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고, 패스 조건은 모든 아레테고전강독 강좌에 균일하게

한 고전 읽기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보고하였다. 강옥희

적용하였다. 수업 운영은 공동탐구토론과 독서노트를 활

(2016)는 고전 읽기 수업을 통한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능

용한 글쓰기 독려에 중점을 두었다. 2020학년도 2학기

력 함양 방안을 제시하였다. 윤승준(2021)은 교양필수 교

2학점 교과목으로 시범 개설 후 수업 개선 요구사항을

과목으로서 고전 읽기 강좌의 운영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

반영하여 2021학년도 1학기부터 3학점 과목으로 변경

유하였는데 독자적인 교육성과 척도(윤승준, 2021: 62-67)

개설하였다.

를 개발하여 수강생의 학업성취도를 조사한 결과 독해역

아레테고전강독 강좌를 위한 아레테아카데미 고전 100

량 및 문제해결 효능감, 창의역량, 의사소통역량 등에서

선을 선정하였는데 K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선정 50선5)

1)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는 대학 교양기초교육 표준 모델에서 교양교육이 강조되는 현대적 상황을 세계화된 정보사회, 지적 수요의 변화, 지적 지형의 변화,
새로운 문제, 사회의 유목화, 새로운 도전 6개로 나누어 제시하며 교양교육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2)

가. 학문탐구를 위한 보편적 문해능력 함양, 나. 비판적 사고능력, 합리적 의사소통능력 함양, 다. 인간과 세계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 라. 융합적 사고
및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함양, 마. 공동체의식, 시민정신 함양, 바. 심미적 공감 능력 함양(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 2016: 2)

3)

비판적⋅창의적⋅종합적 사고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반성적⋅통합적 학습역량, 협동능력, 의사소통능력, 인간⋅사회⋅자연 종합적 이해능력, 문제해결력

4)

위대한 저서 프로그램은 시카고대학의 아들러와 허친스를 중심으로 기획된 고전 읽기 프로그램이다. 항존철학을 기본으로 한 평생학습 프로젝트로 볼 수 있는데
고전 읽기를 통해 비판적 독서, 정확한 발언, 진지한 청취, 반성적 사고 등의 기본적인 기술 터득을 목적으로 한다(손승남, 2013: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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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국외 및 국내 인문고전 독서 목록, 국내 대학 권장도서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탐구토론을 통해 작품의 텍

목록, 학내 교수진의 고전 추천 목록 중 선별한 50선6)을

스트가 의미하는 내용과 작가가 의도한 내용에 관한 공동

더해 문학 42편, 역사⋅사상 48편, 과학기술 10편의 아레

탐구활동을 진행한다. 공동탐구활동 중 수강생은 다양한

테아카데미 도서 목록 100선을 완성하였다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심도 있게

아레테고전강독은 전공과 무관하게 모든 교수가 과목

청취하며 이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역량을 키운다. 토론

개설이 가능하다. 다수의 교수가 동일한 작품을 개설하기

참여자로서 수강생은 사유하는 역량을 키워 어떤 문제에

원할 때 하나의 작품을 여러 강좌로 개설할 수 있도록

관한 사고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으며 공동탐구토론 방식

하였으며 한 명의 교수가 다수의 작품을 개설하는 것도

을 통해 협업의 가치를 발견할 수도 있다. 나아가 확장된

가능하다. 매 학기 교수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이 진행되었

사고와 협업 능력을 바탕으로 궁극에는 창의적 문제해결

으며 ‘강의하지 않는 과목, 가르치지 않는 강좌’를 강의

능력까지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운영 지침으로 설정하여 교수자가 수강생의 자율적이며

K대학교는 아레테고전강독 강좌의 개설부터 강좌 개

능동적 자기주도 학습을 이끌어내는 ‘가이드’ 역할을 할

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1학년도에

수 있도록 하였다. 아레테고전강독은 2020학년 2학기 11

아레테고전강독 강좌의 확산과 개선을 위해 교양융합대

개 과목이 개설되었으며 2021학년 1학기에는 11개 과목

학 산하 아레테교육부를 신설하여 아레테고전강독과 관

14개 강좌가 개설되었다.

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그 예로

아레테고전강독의 수업 운영 방식 중 주목할만한 부분

정기적으로 교수자 워크숍 및 아레테리더스 간담회를 개

은 ‘공동탐구토론’이다. 공동탐구토론 방식은 일반적으

최하여 수업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수업 개선 방안을 모색

로 찬, 반을 목적으로 하는 토론이나, 현실적인 문제를

하고 있다. 아레테교육부는 아레테고전강독 강좌의 수업

주제로 진행되는 토론이 아니라 작품 안에 있는 텍스트를

개선을 위해 총 11개의 사전 설문 문항과 총 12개의 사후

중심으로 저자의 의도 및 내용을 해석하기 위한 공동탐구

설문 문항을 개발하여 수업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에 귀

활동으로 정의한다(정은주, 2016: 146). 위대한 저서 재단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적극 반영하여 수업 개선 자료로

에서도 공동탐구에 대한 정의를 ‘공동탐구는 작품을 읽은

활용하고 있다. 향후, 수준에 맞는 작품의 단계화 추진

토론 참가자들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탐구하는 데

및 연차별 정리, 고전강독 융합전공 과정 설치 등을 계획

함께 도움을 주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신득렬, 2016b,

하고 있다.

재인용, 정은주, 2016: 146). 또한 독서 노트를 모든 수강

선행연구에서 고전강좌 운영 사례와 더불어 고전교육

생에게 배포하여 고전 작품에서의 인상 깊은 구절이나

의 성과 및 발전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황직, 2011;

해석적 질문거리를 필기하고 작품에 대한 개인적 해석이

허남영, 정인영 2014; 박현희, 2019; 윤승준, 2021). 그러

나 성찰적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독서 노트

나 대부분의 연구가 수업 운영 중심이었고 학습자 대상의

활용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결과에 그쳤다. 고전 강좌 전체

앞서 기술했듯이 아레테고전강독은 가르치는 강좌가

강좌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정례화된 설문 조사 결과의

아니다. 수강생이 고전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방법

종합적인 반영은 수업 개선 사항을 모색하는 데 유의미한

은 강의가 아닌 학습공동체인 수강생 모두가 함께 탐구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 개개인이 고전강독

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공동탐구 과정

수업을 어떻게 하였고 수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자체가 곧 학습이다. 수강생 개개인은 고전 읽기를 통해

관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깊이 있게 탐색하고

문해력 함양과 동시에 공동탐구토론을 통한 의사소통역

그러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량을 함양한다. 아레테고전강독 수강생은 개별 독서 활동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아레테고전강독을 수강한 수

을 통해 읽고 이해하는 역량을 키운다. 수강생은 읽고

강생의 수업 인식유형과 특성을 Q방법론을 활용하여 탐

5)

K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산하 고전 목록 선정 연구팀이 구성되어 고전작품 50선을 선정하였다.

6)

세인트존스대학 고전목록, 시카고대학 인문고전 독서목록, 브리태니커 서양의 위대한 저서 목록(국외), 파이데이아아카데미 위대한 저서 독서목록, ‘이지성’의
인문고전 독서목록, 국내 대학의 권장도서 목록(국내)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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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고 이렇게 유형화된 인식구조를 바탕으로 강좌 운영

문항 총 53개를 Q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교양 교육

Q모집단에서 Q표본을 선정하기 위해 의미가 중복되거

의 근본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우수 교양 강좌 사례로

나 반복되는 문항은 삭제하고, Q방법론 연구 경험이 있는

아레테고전강독 강좌의 사례가 공유되길 기대한다.

교육학 박사 2명과 고전강독 수업 운영 교수 2명의 내용타
당도 검토를 거쳤다. Q방법론 연구에서 타당도 검증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각 진술문의 적합 여부를 확인

2. 연구방법

하는 내용타당도에 일반적으로 의존하다(백용덕, 김성수,
1998: 55). 4명의 전문가로부터 진술문에 대한 의견을 받

2.1 연구방법

은 후 여러 차례 논의와 조정을 거쳐 대학생의 고전강독
수업 인식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최종 합의된 Q표

본 연구에서는 K대학교에서 교양과목으로 운영한 아

본은 총 33개였다. 선정된 Q표본은 <표 1>과 같다.

레테고전강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고전강독에 대한 인
식 유형과 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Q방법론을 사용하였
다. Q방법론은 사회과학 영역에서 주로 많이 활용되는

2.3 P표본 선정

연구방법으로 개인의 자아참조적 주관성(길병옥, 이소희,

본 연구에서는 고전강독 수업에 대한 인식 유형을 살펴

이송이, 정희정, 2020: 17) 및 개인의 내적구조를 분석하

보기 위한 목적적 표집으로 2021년 1학기 K대학교 아레

는 데 유용한 연구방법이다(김애림, 2020: 41). Q방법론은

테고전강독 강좌를 수강한 학생 31명을 P표본으로 선정

가설을 검증하여 일반화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가설을 발

하였다. K대학교의 아레테고전강독은 강좌마다 고전작

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1단계 Q모집단

품은 다르게 선택할 수 있지만 수업 균질화를 위해서 교수

구성, 2단계 Q표본 선정, 3단계 P표본 선정, 4단계 Q표본

학습활동은 ‘공동탐구토론 활동’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분류, 5단계 자료 분석의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있다. 균질적인 교과목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수업 방법은
능동적 책읽기, 공동탐구토론, 독서노트 쓰기 중심으로

2.2 Q모집단 구성 및 Q표본 선정

구성되어 있다. 능동적 책읽기는 매주 읽기 분량을 정해서
학생들이 수업 전에 정해진 분량의 내용을 자발적으로

Q모집단이란 Q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것으

읽고 얻은 반응을 여백에 기록하는 것이다. 주 2회 수업

로 수집된 진술문항 집합체를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는

중 첫 시간에는 집에서 읽은 내용을 다시 한 번 강독(정독,

Q모집단을 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시하였

낭독 등)하고 읽은 내용을 토대로 사실적, 해석적 질문

다. 첫째, 대학에서의 고전강독 및 고전읽기, 고전강의와

만들기를 한다. 두 번째 시간에는 책읽기 점검을 위한

관련된 문헌 및 선행연구, 설문자료 등을 분석하여 진술문

사실적 질문으로 퀴즈활동을 하고 해석적 질문을 토대로

을 정리하였다. 둘째, K대학교 교양강좌 아레테고전강독

공동탐구토론을 실시한다. 공동탐구토론은 공동탐구 지

을 수강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면담을 실

도자 2~3명을 미리 선정한 후 지도자들이 토론 주제를

시하여 진술문을 수집하였다.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고

정하고 토론을 진행하며 기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고전강독을 수강한 이

이 때 교수자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 공동탐구토론은 소그

유는 무엇인가?’, ‘고전읽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다

룹 토론과 전체 토론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소그룹 토론은

고 생각하는가?’, ‘평소에 책읽기는 자주 하는 편인가?’,

4~5명의 그룹이 질문에 대한 토론과 결론을 내는 방식이

‘고전읽기를 통한 공동탐구토론 수업의 장단점은 무엇이

고, 전체 토론은 소그룹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가

라고 생각하는가?’ 등 고전읽기 수업과 관련된 질문으로

토론하거나 전체 학생들이 한꺼번에 토론을 진행하는 방

구성하였다. 문헌자료 및 선행연구, 심층면담에서 추출한

식이다. 공동탐구토론 과정에서는 작품을 읽은 사람만

진술문 중 중복 문항은 제외하고, 고전강독 수업에 대한

토론에 참가하기, 토론은 모든 참가자가 읽은 작품으로

대학생의 인식 유형 및 특성을 잘 반영하였다고 생각되는

제한하기, 모든 의견이 작품의 내용에 의해 뒷받침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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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Q표본(진술문)
진술문
3. 고전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8. 세상(인간과 세상)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고전 인식

10. 고전은 특별한 사람만 읽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21. 교양인으로서 고전은 꼭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29. 고전의 내용은 현대사회의 삶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졌다.
1.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2. 다른 고전 작품도 읽어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11. 고전의 문장을 하나하나 곱씹는 읽기를 하게 되었다.

책 읽기

20. 책을 읽는 다양한 방법에 관한 관심이 생겼다.
22. 고전을 꾸준히 읽는 것이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27. 고전 읽기를 통해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31. 책 읽기의 습관을 기르게 되었다.
4. 토론의 재미를 느꼈다.
9. 진행자와 사회자 역할을 해 보면서 리더십이 길러진 것 같다.
12 독서 노트 작성이 고전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토론 및 쓰기

14. 나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15. 매 시간마다 독서노트 작성을 하는 것이 번거로웠다.
23. 토론을 하기에는 수업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다.
24. 공동탐구토론을 위한 발표와 준비 과정이 스트레스로 여겨졌다.
26. 토론식 수업이 배움이 적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5.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게 되었다.
6. 나를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7.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덜 보게 되었다.

상호작용

13.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능력이 수업 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16. 질문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17.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19. 다른 학과학생들과 수업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25.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활동보다 조별로 수행하는 활동이 더 흥미로웠다.
18.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수업을 알게 되었다.
28. 수업을 통해 고전을 읽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수업만족도

30. 주위 친구나 선⋅후배에게 이 강의를 꼭 추천하고 싶다.
32. 고전강독 수업은 교양 과목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33. 매번 미리 책을 읽고, 수업시간에 이야기를 해야 해서 공부량이 많다고 느껴졌다.

수 있기, 지도자는 질문만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

모두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다.

지 않기 등 네 가지 규칙을 적용한다. 독서노트는 고전

Q방법론을 이용한 연구에서 연구 대상의 연령이나 직

작품을 읽은 후 인상 깊은 구절과 토론해 보고 싶은 구절

업 분야는 다양하게 선정할 수 있으나 연구 대상의 수는

을 노트에 써서 그 내용을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형식으로

다른 연구방법에 비해 적은 편이고 많아도 일반적으로

활용한다. 아레테고전강독 강좌는 이 모든 과정을 동일하

100여명을 거의 넘지 않는다(백용덕, 김성수, 1998: 50).

게 성적 평가에 반영한다. 따라서 K대학교의 아레테고전

전통적 R방법론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다수의 무작위 표

강독 수업은 동일한 교수학습활동과 평가 방식으로 운영

본을 대상으로 연구 대상들의 배경적 특성을 유형화하는

되기 때문에 아레테고전강독 수업 인식 유형을 살펴보는

포괄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Q방법론 적용 연구에서

데 작품의 차이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자

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들이 운영한 단테의 ‘신곡’과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강

사람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제영,

좌를 수강한 학생들을 P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은

2016: 48-49). Q방법론에서 연구 대상은 30명에서 50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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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P표본
P표본번호

성명

성별

학년

전공

P1

김 O 진

여

3

심리학과

P2

주 O 훈

남

3

중국학과

P3

심 O 실

여

4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P4

양 O 진

여

4

경영학부

P5

이 O 찬

남

4

법학과

P6

류 O 성

남

4

경영학부

P7

하

O

남

3

국어국문학과

P8

현 O 훈

남

4

기계공학부

P9

이 O 경

여

4

중국학과

P10

최 O 민

여

1

자유전공학부

P11

심 O 환

남

2

기계공학부

P12

우 O 서

남

3

음악교육과

P13

김 O 은

여

4

음악교육과

P14

배 O 준

남

1

기계공학부

P15

홍 O 지

여

4

역사학과

P16

김 O 은

여

4

음악교육과

P17

조 O 진

여

4

음악교육과

P18

노 O 인

여

4

음악교육과

P19

김 O 진

여

4

음악교육과

P20

한 O 희

여

1

자유전공학부

P21

이 O 령

남

1

기계공학부

P22

강 O 령

여

4

음악교육과

P23

신 O 윤

여

1

자유전공학부

P24

김 O 주

여

1

자유전공학부

P25

구 O 민

남

3

역사학과

P26

마 O 전

남

4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P27

김 O 정

여

4

음악교육과

P28

윤 O 진

남

3

경제금융학과

P29

윤 O 민

여

4

경영학부

P30

나 O 태

남

4

기계공학부

P31

박 O 빈

여

4

국어교육과

적절한 것으로 본다(길병옥, 이소희, 이송이, 정희정, 2020:

2.4 Q분류 및 자료 분석

71-72). 본 연구에서는 Q방법론 연구자들이 제시한 적절
한 수를 고려하여 31명을 P표본으로 선정하였고 그 구성

본 연구에서 Q분류는 응답자들에게 Q표본의 진술문

은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남학생

카드를 제시하고 카드를 읽은 후 긍정(+), 중립(0), 부정(-)

13명(41.9%), 여학생 18명(58.1%)으로 구성되었고, 12개

등 3집단으로 분류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정상분포에 가

학과 중 음악교육과(25.8%)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였

깝게 배열된 Q표본 분류표에 긍정 진술문 중 가장 가깝다

으며, 학년별 분포는 4학년 18명(58.1%), 3학년 6명

고 생각되는 문항부터 차례로 골라 바깥에서(+4) 중립쪽

(19.4%), 1학년 6명(19.4%), 2학년 1명(3.2%)이다. 사전

으로 차례로 분류하게 하였다. 부정 진술문도 가장 멀게

인터뷰결과 본 연구에 선정된 P표본 중 고전 작품을 읽은

느껴지는 문항(-4)부터 차례로 중립쪽으로 분류하게 하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고 고전강독 수업 역시

다. 분류를 모두 마친 후 +4와 -4 양극단에 분류한 진술문

모두 처음 경험하는 학생들이었다.

에 대해서는 양극단에 배치한 이유를 자유롭게 서술하도
록 하였다. 사용된 Q표본 분류표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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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③

②

④

-4

-3

-2

전혀
가깝지
않다

-1

중립

+1

보통
이다

←

+2

+3

+4
매우
가깝다

→

[그림 1] Q표본 분류표

3.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31명의 자료를 PQmethod 2.35
를 사용하여 코딩하고 Q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P표본

3.1 고전강독 수업 인식 유형 분류

31명의 응답값을 Centroid factor analysis로 분석한 후
Varimax로 요인 회전하여 총 3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산출된 결과 중 Eigen value(인

본 연구에서는 총 31명이 응답하였고 아레테고전강독

자가중치) 1.0이상을 기준으로(길병옥, 이소희, 이송이,

수업에 대한 인식 유형은 3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정희정, 2020: 85) 현저한 낙차가 발생되는 지점을 고려하

응답인원 중 5명은 인자가중치의 유의미성이 없어서 3가

여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유형 3개를 최

지 유형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종 선택하였다. 그 후 각 유형 간의 상관관계 및 유형별

그 결과 제1유형은 11명, 제2유형은 10명, 제3유형은 5명

Q진술문의 표준점수(Z-score)를 산출하고 유형별 특성에

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 설명력을 살펴보면 제1유형은

가장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였다.

30%, 제2유형은 10%, 제3유형은 6%로 나타났고 전체 누
적변량은 47%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적인 인자가중치와 변량은 <표 3>과 같다. 또한 각 유형별

<표 3> 유형별 인자가중치와 변량

P표본의 분포 및 요인별 인자가중치(factor loading)는

구분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인자가중치

9.2037

3.2337

1.9973

변량(%)

30

10

6

Q방법론에서는 상관관계의 높낮이가 크게 의미를 가

<표 4>와 같다.

누적 변량(%)

30

40

47

지지는 않지만 각 유형별 유사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상관

P표본의 수(명)

11

10

5

누적 P표본의 수(명)

11

21

26

계수의 높낮이가 유형 간 독립성 정도를 파악하는데 도움
을 준다. 유형간 상관계수는 <표 5>에서 제시된 것처럼

<표 4> 유형별 P표본의 분포 및 요인별 인자가중치(factor loading)
유형

1요인

P표본
번호

인자
가중치

P표본
번호

인자
가중치

P표본
번호

인자
가중치

1
3

.7835

4

.6373

5

.6527

7

.5336

.4540

11

.5696

10

.6232

12

.7972

6

.5580

13

.5847

8

.5073

16

.7693

14

.7173

20

.6221

19

.5656

18

.6083

25

.7466

21

.7812

26

.5606

22

.7812

29

.4602

23

.6895

30

.4845

24

.5331

31

.5298

27

.5686

유형

2요인

유형

3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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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유형 간 상관계수
구분

요인1

요인1

1.000

요인2

요인2

.4010

1.000

요인3

.3908

.5100

요인3

1.000

.3908에서 .5100으로 대체로 낮은 상관관계에 있으므로

을 하나하나 곱씹는 읽기를 하게 되었다.’(z=1.399), ‘다른

각 유형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다.

고전 작품도 읽어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z=1.260),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z=1.206)에 강한 동의를

3.2 고전강독 수업 인식 유형별 특성

나타내었다. 반면에 ‘고전강독 수업은 교양 과목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z=-1.814), ‘고전은 특별한

본 연구에서는 K대학교 대학생이 고전강독 수업에 대

사람만 읽는다는 느낌이 들었다.’(z=-1.718), ‘수업을 통

해 유형별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해 고전을 읽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각 유형에서 강하게 긍정한 문항(Z score > +1)과 강하게

다.’(z=-1692)에는 강하게 부정하였다. 제1유형의 인자가

부정한 문항(Z score < -1)을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유형

중치가 가장 높은 P1(.7835)은 “고전의 재미를 알게 되었

별 표의 내용은 각 유형의 강한 동의나 강한 부정을 나타

고 다른 고전은 어떤 내용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내는 문항이고 다른 유형에 비해서 특별히 긍정하거나

데미안의 ‘베아트리체’ 부분을 읽으면서 단테의 신곡도

부정하는 문항은 별표(*)로 표시하였다.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2.1 제1유형 : 고전의 가치 발견형

3.2.2 제2유형 : 토론의 즐거움 발견형

제1유형은 P표본 총 11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유형은

제2유형은 P표본 총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유형은

고전강독 수업을 통해 고전 문장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고전강독 수업을 통해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서 질문을

읽고 고전 작품 읽기를 통해 책 읽기의 즐거움까지 알게

만들고 공동탐구토론을 통해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되었다고 말하는 유형이므로 ‘고전의 가치 발견형’으로

많은 배움을 얻고 토론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는 유형이므

명명하였다. <표 6>은 제1유형이 강하게 동의하거나 강하

로 ‘토론의 즐거움 발견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은 고전

게 부정한 문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 유형은 ‘고전의 문장

강독이 직접적으로 학습 능력에 향상에 도움은 준다고

<표 6> 제1유형이 강하게 긍정한 문항이거나 강하게 부정한 문항
구분

긍정
문항

부정
문항

(*p<.01)

문항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11

고전의 문장을 하나하나 곱씹는 읽기를 하게 되었다.

1.399

2*

다른 고전 작품도 읽어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1.260

1*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1.206

18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수업을 알게 되었다.

1.108

21*

교양인으로서 고전은 꼭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1.101

27

고전 읽기를 통해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073

3*

고전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183

26

토론식 수업이 배움이 적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1.330

24

공동탐구토론을 위한 발표와 준비 과정이 스트레스로 여겨졌다.

-1.420

29*

고전의 내용은 현대사회의 삶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졌다.

-1.603

28*

수업을 통해 고전을 읽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692

10

고전은 특별한 사람만 읽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1.718

32

고전강독 수업은 교양 과목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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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지는 않지만 토론을 통해서 많은 배움을 얻었다고

진술하였다.

인식하여 다른 친구에게 수업을 추천하고 싶어 한다고

3.2.3 제3유형 : 협업의 가치 발견형

볼 수 있다. <표 7>은 제2유형이 강하게 동의하거나 강하
게 부정한 문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 유형은 ‘토론의 재미
를 느꼈다.’(z=1.887), ‘주위 친구나 선⋅후배에게 이 강의
를 꼭 추천하고 싶다.’(z=1.360),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수업을 알게 되었다.’(z=1.311)에 강한 긍정을 나타내었
다. 그에 반해 ‘고전강독 수업은 교양과목으로서 적합하
지 않다고 생각한다.’(z=-1.877), ‘토론식 수업이 배움이
적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z=-1.823), ‘고전은 특별한 사
람만 읽는다는 느낌이 들었다.’(z=-1.617)에 강한 부정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제2유형의 인자가중치가 높은
P4(.6527)는 “토론식 수업이 처음이었는데 주입식 교육이
아닌 토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면서 배워서 좋았다.”고

제3유형은 P표본 총 5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유형은
고전 작품이 어렵게 느껴졌지만 팀별 활동을 통해 어려운
내용을 토론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름의 재미를 느끼
고 다른 친구와 함께하는 수업의 긍정성을 확인한 유형이
므로 ‘협업의 가치 발견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은 교양
과목으로서 고전강독의 가치는 느꼈으나 고전 작품의 이
해가 어려워서 작품 자체의 가치는 크게 느끼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신 수업에서 다른 친구들과 더불어 어려
운 질문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즐겼다고 볼 수 있다. <표
8>은 제3유형이 강하게 동의하거나 강하게 부정한 문항
을 제시하고 있다. 이 유형은 ‘고전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z=1.933),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활동보다 조별

<표 7> 제2유형이 강하게 긍정한 문항이거나 강하게 부정한 문항
구분

긍정
문항

부정
문항

문항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4*

토론의 재미를 느꼈다

1.887

30

주위 친구나 선⋅후배에게 이 강의를 꼭 추천하고 싶다.

1.360

18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수업을 알게 되었다.

1.311

16*

질문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1.237

23*

토론을 하기에는 수업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다.

1.139

19

다른 학과학생들과 수업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1.120

21*

고전을 꾸준히 읽는 것이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1.319

10

고전은 특별한 사람만 읽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1.617

26

토론식 수업이 배움이 적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1.823

32

고전강독 수업은 교양 과목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1.877

(*p<.01)

<표 8> 제3유형이 강하게 긍정한 문항이거나 강하게 부정한 문항
구분

긍정
문항

부정
문항

(*p<.01)

문항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3*

고전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33

25*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활동보다 조별로 수행하는 활동이 더 흥미로웠다.

1.813

19

다른 학과학생들과 수업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1.624

30

주위 친구나 선⋅후배에게 이 강의를 꼭 추천하고 싶다.

1.369

27

고전 읽기를 통해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267

11

고전의 문장을 하나하나 곱씹는 읽기를 하게 되었다.

1.219

17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1.162

23

토론을 하기에는 수업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다.

-1.047

8*

세상(인간과 세상)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1.168

2*

다른 고전 작품도 읽어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1.312

10

고전은 특별한 사람만 읽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1.487

32

고전강독 수업은 교양 과목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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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행하는 활동이 더 흥미로웠다.’(z=1.813), ‘다른 학과

해 고전의 가치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과 수업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

윤승준(2020: 57-61)이 단국대학교의 <명저읽기> 강좌

다.’(z=1.624)에 강한 동의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 연구에서 소개한 ｢북극성 그리고 왕국｣이라는 학생

또한 이 유형은 ‘고전강독 수업은 교양 과목으로서 적합

의 글에서 <명저읽기> 수업을 통해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

하지 않다고 생각한다.’(z=-1.491), ‘고전은 특별한 사람

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서울대학

만 읽는다는 느낌이 들었다.’(z=-1.487), ‘다른 고전 작품

교 고전읽기 강좌를 수강한 학생 20%가 ‘고전도서의 정독

도 읽어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z=-1.312)에 강한 비동

을 통한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고(박현희, 2019: 26),

의를 나타내었다. 제3유형의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한 강좌로 제한된 ‘독서세미나 여러 강좌 수강 허용’을

P16(.7693)은 “책은 혼자 읽어야 하긴 하지만 이해되지

바란다는 것이 건의 사항 1순위(30.6%)였다는 연구 결과

않는 부분에 대해 조원들과 다양하게 생각해볼 수 있었고

(박현희, 2019: 30)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토론 준비도 역할 분담을 한 후 하였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제1유형에 속한 학생들은 어려운 고전 작품을 읽으면

않게 잘 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서 친구들과 공동으로 질문을 만들고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으면서 고전의 문장들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고전 작품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실감하였다

4. 논의 및 제언

고 볼 수 있다. 이원봉(2017: 122-123)은 대학의 고전독서
교육의 문제는 학생들의 자발적 책읽기 유도가 어려워서

본 연구는 K대학교 아레테고전강독을 수강한 수강생

고전 내용 정리 과제나 고전 내용에 대한 강의식 수업이

의 고전강독 수업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반영하여 수업

진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제1유형의 학생

인식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은 고전 작품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곱씹으며 읽고 학습자

수행되었다. Q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수업 인식

중심의 공동탐구토론을 통해 사고의 깊이를 넓히는 과정

유형은 ‘고전의 가치 발견형’, ‘토론의 즐거움 발견형’,

에서 고전 작품의 가치를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유형

‘협업의 가치 발견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의 학생들이 고전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은 다른 대학의

3가지 유형은 전체 변량의 47%를 설명하였고 각 유형

고전독서교육과 달리 한 학기에 한 권의 책을 통독하는

간에 상관계수가 대체로 낮은 편이어서 유형들은 서로

것을 목표로 깊이 읽고 깊이 탐구하고 깊이 토론하게 하였

독립적이라고 판단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아레테고전강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부산대학교의 <고전읽기와 토

독 수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은 서로 다르고 그에

론> 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이 한 학기 고전 작품 수가

따라 수업 설계도 차별성 있게 해야 함을 시사한다. 논의

부담스럽다고 한 것처럼(허남영, 정인모, 2014: 533) 고전

에서는 각 유형별 특징에 따라 교양교육으로서의 고전강

독서교육은 한 학기에 여러 권의 고전을 읽게 하여 학생의

독의 효과적인 수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자발적 책읽기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한 권의 고전이라도

하고자 한다.

제대로 읽고 그 과정에서 깊이 사고하고 삶에 대한 깊은

첫째, 제1유형은 고전강독 수업을 통해 고전 작품을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

둘째, 제2유형은 공동탐구토론이라는 새로운 토론 방

고 다른 고전 작품까지 관심을 느끼며 고전강독을 통해

법을 통해 토론에 흥미를 느낀 유형이다. 학습자가 중심이

고전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이 유형의 학생들은

되는 토론 활동 과정에서 많은 배움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어려운 고전 문장을 곱씹으며 읽는 과정에서 고전의 가치

고전강독 수업에서의 토론활동을 즐겁게 인식하고 있다.

를 발견하였고 수업에서 배운 작품 외에 다른 고전 작품까

또한 이들은 더 나아가 고전강독 수업을 다른 친구에게

지 읽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전강독 수업

추천하고 싶어 하였다. 이 유형의 학생들은 학습자가 중심

을 통해 책 읽는 즐거움과 고전 읽기의 중요성도 알게

이 되어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공동토론을 통해 질문에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고전 작품은 특별한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질문 만들기에 대한 어려움도 해결

사람만 접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였으며 교양강좌를 통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토론식 수업을 통해서도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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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배울 수 있음을 느꼈고 그 과정에서 토론에 대한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과 팀을 이루어 함께 하는 수업이

재미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독서토론

즐거웠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유형의 학생들은 고전을

은 개별적 독서행위를 넘어서 공통적인 관심사 및 의문사

통해 세상을 좀 더 잘 이해했다는 점과 다른 고전 작품을

항을 토론을 통해 상호작용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내면화

읽어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는 점에 비동의 한 것으로

하게 한다.”는 의견(신희선, 2012: 42)을 지지한다.

보아 고전텍스트를 혼자 읽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제2유형에 속한 학생들은 토론식 수업, 학생 중심의

고전 작품을 접해보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업, 질문 수업을 선호하고 그 과정에서 배움을 얻고

그 예로 참여자 P16은 조원들과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토론에서 즐거움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 고전읽기와 토론

생각해보고 역할분담으로 잘 할 수 있어서 수업이 재미있

이 연계되면 지식 습득 및 지적 기술이 발달하고 궁극에는

었으나 “고전의 문장이 그냥 글자만 읽어서 바로 이해가

기본적 아이디어와 문제를 이해하는 폭을 심화할 수 있는

되는 문장이 아니라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것처럼(독고 앤 역, 2012: 346), 이 유형의 학생들도 토론

책을 여러 번 읽었다.”고 하였다. 또한 P18은 “책을 한

식 수업에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며 고전 작품을 이해

권만 읽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더 읽으면 부담이 될 거

하는 폭을 넓혔고 그 과정에서 배움을 얻은 것 같다. 이

같아서 더 읽고 싶은 것은 아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

같은 결과는 고전강독 수업은 교수자 중심의 강의식 수업

는 부산대학교 <고전읽기와 토론> 수강생 과반수가 수업

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토론식 수업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난이도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는 연구 결과(허남영, 정

시사한다. 또한 선문대학교 <읽기와 토론> 수업에서 학생

인모, 2014: 533-534)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하지

이 느낀 수업 효능감의 1순위로 ‘발표 토론 참여로 인한

만 숙명여자대학교의 <인문학독서토론> 수업에서 학생

참여도와 흥미 증대(39%)’를 꼽은 점과 수업 개선 사항의

들이 혼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1순위로 ‘토론 확대(25%)’를 원하였다는 연구 결과(김경

과정에서 생각하는 힘이 길러졌다고 응답한 것처럼(신희

미, 홍인숙, 2016: 387)처럼 이 유형의 학생들도 토론을

선, 2012: 33) 이 유형의 학생들도 어렵게 느껴지는 고전

통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흥미를 느꼈으며 토론

강독 수업에 대해 조원들과 함께 질문을 만들고 함께 토론

수업을 재미있게 생각하였다. 따라서 고전강독 수업은

하며 협업하는 과정은 흥미롭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작품 내용을 어렵게 여기더라도 작품의 내용을

따라서 이 유형의 학생들에게는 수준에 맞는 고전 작품이

교수자가 중심이 되어 해석하고 강의하는 방식이 아닌

나 전공과 관련성 있는 고전 작품을 선택하도록 도움을

다른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스스로 이해하고 해석

주고 수업에서는 팀별 상호작용을 확대하고 상호작용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 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도도 심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 차원에서 토론 수업 활성화를 위한 교수자 워크숍이

한편 제3유형에 속한 학생 대부분은 단테의 ‘신곡’ 수업

나 교수법을 제공하여 토론 수업을 효과성 있게 운영할

에 참여한 학생인 점으로 보아서 고전 작품에 따라서 학생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제2유형에 속한 학생들

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K대

은 모두 고학년들이었는데 이들은 다른 수업에서 토론과

학교의 아레테고전강독은 교양선택 과목이었기 때문에

발표 수업을 많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아레테고전강독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고전 작품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지

서의 토론식 수업이 더 즐거웠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고전

만 작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강좌를 선택

강독 수업에서 원활하고 활발한 토론을 이끌고 학생들이

했을 가능성도 있다. 고전독서 수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

토론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 위해서는 도서 선택도 중요하다(김경미, 홍인숙, 2016:

학교차원에서 토론 및 발표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을 다양

388-389; 안현효, 2019: 111-115). 따라서 고전강독 수업

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개설 전 강좌소개 가이드북을 통해 고전 작품에 대한 정보

셋째, 제3유형은 고전은 어렵다고 인식하지만 혼자서

를 충분히 제공하여 학생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을

가 아닌 팀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질문 만들기와 공동토론

선택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학년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팀원들과 함께 하는 수업이

별로 작품의 분량, 어휘의 수준 등을 바탕으로 단계화하여

즐겁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학과 학생들과 수업

제시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단국대학교 <명저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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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례 연구에서 고전 교육의 효과성 및 파급성의 긍정

셋째, 본 연구는 고전강독 수업에 대한 인식 유형 및 특성

성을 확인한 것처럼(윤승준, 2021: 68) 고전읽기 교육은

을 확인하는 것이 주된 결과라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

학생들의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길러

에서는 인식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수업 전략 및 유형 특성

줄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이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고전

별 토론 전략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 연구를 통해 고전

작품으로 고전에 흥미를 유발할 필요도 있다.

강독 교육의 실질적 효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유형의 학생들이 고전강독 수업에서 조원들과
의 활동에 흥미를 느끼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하는 수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고전강독 수업에 대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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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types of perceptions held by students regarding the ‘Reading Arete Classics’
course, which was offered as a liberal arts program at K University. For this purpose, Q methodological analysis was used
to study subjectivity among the students, such as individual perception and belief. The Q population was composed based
on literature analysis, in-depth interviews, survey materials on Reading Classics, and after expert reviewing the Q sample
was composed of 33 statements. 31 students of ‘Reading Arete Classics’ were selected as P samples,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PQ method 2.35 program. The data analysis based on the most positive statements, negative statements
and identification items, along with the types of perceptions concerning ‘Reading Arete Classics’, were classified into the
three types. Type 1, which was called “discovering the value of classics”, revealed the value of classics and the pleasure
of reading books through ‘Reading Arete Classics’. Type 2, called “discovering the pleasure of discussion”, taught the joy
of discussion during the discussion process of ‘Reading Arete Classics’. Type 3 called “discovering the value of collaboration”
showed the students the fun and the value of engaging in joint activities while making and solving the problems posed
by the questions for discussion through team activ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to improve
reading classics classes as liberal arts courses.
Key Words: University Student, Reading Classic, Lieberal Arts Courses, Perceptions, Q Methodolo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