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토론·논술교육(석사)
영역

전공
필수

교과목
코 드

한

과

목

명

개설시기

이수
학점

연도-학기

Studies In Reading Education

3

1-①,2-①

글

영

어

비고

222-101

독서 교육론(3급)

222-102

토론 교육론

Studies In Debate Education

3

1-①,2-①

222-103

논술교육론

Studies In Essay Writing Education

3

1-②,2-②

222-104

문해력 교육 연구
방법(2급)

Research Methods In Literacy Education

3

1-②,2-②

222-201

문학 독서 연구(2급)

Research Of Literature Reading

3

1-①

222-202

문학 독서 토론의 이해와
실제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Literature
Reading Discussion

3

1-②

222-203

도서관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2급)

Literacy Education Using Library

3

2-①

222-204

문해력 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탐색과 활용

Exploring And Using EduTech For Literacy
Education

3

1-①

Language Development And Vocabulary

3

2-①

222-205

전공
선택

교

언어발달과 어휘력

222-206

독서 자료 연구

Studies In Reading Classical Materials

3

2-①

222-207

독서 교재 개발의 원리와
방법

Principles And Methods Of Developing Reading
Textbooks

3

2-①

222-208

문학 텍스트의 해석과
비평

Interpretation And Criticism Of Literary Texts

3

2-①

222-209

아동문학교육의 동향과
쟁점

Trends And Issues In Children's Literature
Education

3

2-②

222-210

토의 토론 논제 개발과
적용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Discussion
Topics

3

1-①

222-211

토론 평가의 원리와 실제

The Principle And Practice Of Debate Evaluation

3

1-①

222-212

온라인 토론 수업 설계

Online Debate Class Design

3

1-①

222-213

문해력 평가

Literacy Assessment

3

1-②

222-214

쓰기 워크숍의 이론과
실제

Theory And Practice Of Writing Workshop

3

2-②

222-215

자료 통합적 글쓰기 지도
연구

Researches On Teaching Writing Through
Activities Of Discourse Synthesis

3

2-②

222-216

학습을 위한 독서(2급)

Reading To Support Learning

3

1-②

222-217

서·논술형 평가와 글쓰기

Restricted And Extended Response Essay
Assessment And Writing

3

2-②

222-218

기초학력과 문해력 교육

Basic Learning Ability And Literacy Education

3

1-②

222-219

한글 교육 연구

Studies In Korean Alphabet Education

3

2-①

222-220

교실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언어․비언어 전략

Verbal․non-verbal Strategies To Promote
Classroom Communication

3

2-②

222-221

국어 문법과 문해력 교육

Korean Grammar And Literacy Education

3

1-②

3

2-②

아이트래커를 활용한 독서
222-222
연구와 독서행동 상담(1급)

Counseling On Reading Behavior Using Eye
trac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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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홀수해
2:짝수해
①:1학기
②:2학기

【석사과정】
▐ 전공필수
1. 독서 교육론(3급)(222-101)
문자 해득에서 기초 독서 및 고등 사고력 신장에 이르는 단계별 독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독서 교육 전반에 대한 연구 및 현장 적용 방안을 다룬다.
2. 토론 교육론(222-102)
토론의 개념, 토론 유형과 절차, 토론자와 청중의 관계 등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바탕
으로 토론 교육의 목적, 원리를 이해하고 토론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3. 논술교육론(222-103)
학생들의 논증적, 설득적 글쓰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논술 교육의 이론을 다룬다.
논술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논술 교육의 목표,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등을 탐
구하여, 이를 교실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4. 문해력 교육 연구 방법(2급)(222-104)
문해력 교육 현상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연구 방법을 이해하
고, 이를 연구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능력을 계발하여 연구자로서 기초적인 연구 역
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전공선택
1. 문학 독서 연구(2급)(222-201)
문학의 개념과 문학 텍스트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학 독서의 과정과 문
학 독자의 특성을 이해한다.
2. 문학 독서 토론의 이해와 실제(222-202)
독서 자료로서 문학 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독서 및 토론 수업 운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학 독서 토론의 원리를 이해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학
독서 토론의 효과적인 설계와 운영 방법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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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서관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2급)(222-203)
교육과정을 위한 도서관 활용 독서 및 토론 활동, 정보 문해력, 디지털 문해력, 미디
어 문해력 등 확장된 문해력 활동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 관련 이론적 개념 및 최신
연구 결과를 통해 이해하고 국내외 창의적인 도서관 활용 문해력 교육의 실천 및 정
책 사례를 조사하며,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 밖의 실제적 문해력을 연계하는 도서관의
역할과 활용 방법에 대해 탐구한다.
4. 문해력 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탐색과 활용(222-204)
디지털 도서, 디지털 기기, 스마트 학습 콘텐츠,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앱, 게이미피케
이션, 디지털 도서관, 디지털 학습 플랫폼, 디지털 교과서, 블렌디드 학습 및 원격 학
습의 설계와 운영에 활용되는 다양한 에듀테크에 대해 탐색하고, 이를 문해력 교육에
효과적이고 의미 있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주요 이론적 개념과 최신 연구 결
과 및 에듀테크 기술의 발전 양상을 통해 연구한다.
5. 언어발달과 어휘력(222-205)
영유아의 어휘 습득과 어휘 발달에 대해 개괄하고,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기본 어휘 평정과 선정 방법 및 결과물, 어휘력 평가에 대해 살펴본다.
6. 독서 자료 연구(222-206)
다양한 유형의 독서 자료를 중심으로 학습 자료 개발과 학습 목표에 적절한 자료 선
정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각각에 맞는 읽기 방법을 학습한다.
7. 독서 교재 개발의 원리와 방법(222-207)
독서의 목표별, 단계별, 학교급별 독서 교재 개발의 원리를 탐구하고 실제 적용 가능
한 교재 개발을 연습한다.
8. 문학 텍스트의 해석과 비평(222-208)
문학 비평 이론을 학습하고, 문학 텍스트 읽기를 통해 문학작품에 대한 해석과 비평
능력을 기른다.
9. 아동문학교육의 동향과 쟁점(222-209)
아동문학교육과 관련된 담론을 학습하고, 아동문학교육의 최근 동향과 쟁점을 토의
한다. 아동문학의 콘텐츠 선택과 지도 방법에 대한 안목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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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토의 토론 논제 개발과 적용(222-210)
교육 토론을 위한 논제의 성립 조건을 이해하고 다양한 논제들을 분석함으로써 학습
목표를 고려한 토론 논제를 개발하고 개별 수업에 적용할 수 있다.
11. 토론 평가의 원리와 실제(222-211)
토론 평가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토론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
여 토론을 평가하는 원리를 탐구하여 실제 토론 평가에 적용할 수 있다.
12. 온라인 토론 수업 설계(222-212)
대면 토론이 아닌 실시간, 비실시간 온라인 토론 상황의 특성을 파악하고 온라인 토
론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토론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
13. 문해력 평가(222-213)
학습자 중심 교육, 개별화 교육을 기획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학생의 문해력 수준과
특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목은 문해력 평가를 이론적
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해력 평가 방안 및 결과 활용 방법을 모색하
고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4. 쓰기 워크숍의 이론과 실제(222-214)
학생들의 쓰기 능력을 신장시키고 긍정적인 쓰기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으로써 쓰기 워크숍 이론을 탐구하고 이를 교실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15. 자료 통합적 글쓰기 지도 연구(222-215)
자료 통합적 글쓰기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글쓰기 지도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탐색한다. 학생들이 다양한 자료를 읽고 이를 통합하여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쓸 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자료를 마련하고 교수· 학
습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6. 학습을 위한 독서(2급)(222-216)
기초적인 문해력 단계를 넘어 범교과적 학습을 하는데 필수적인 독서 능력에 대해
알아보고 내용 이해와 해석, 종합과 비판 능력에 필요한 읽기 전략과 학습 과제에 맞
는 정보 확인과 요약, 분석과 판단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방법을 연구한다.
17. 서·논술형 평가와 글쓰기(2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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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논술형 평가의 시행 목적, 개념과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학교 현장에서 유효한 평
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 문항과 평가 지침을 개발하고 그 적용 가능성을 탐
색한다. 이와 함께 서·논술형 평가와 쓰기 기능의 관련성을 탐색하고 서·논술형 평가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대응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18. 기초학력과 문해력 교육(222-218)
기초학력의 개념과 중요성 및 문해력 교육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생 진단,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과 지도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 한글 교육 연구(222-219)
한글 창제에서부터 현대 한글 교육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유초등에서 성인까지, 모
어 사용자부터 외국어로서 한국어 학습자를 포괄하는 한글 교육 방법을 연구한다.
20. 교실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언어․비언어 전략(222-220)
교실 수업에서 교사-학생, 학생- 학생의 의사소통의 특징을 이해하고 학습자 중심 수
업에서 학생의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언어•비언어적 전략을 탐구한다.
21. 국어 문법과 문해력 교육(222-221)
읽기와 쓰기 교육과 문법 교육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정확하고 꼼꼼한 읽기
와 효과적인 표현과 전달을 위해 문법의 구성 요소와 개념을 바탕으로 수업을 구성하
는 방법을 연구한다.
22. 아이트래커를 활용한 독서 연구와 독서행동 상담(1급)(222-222)
읽기 행동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아이트래커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독자들의 읽기
행동의 세부적 특징을 살펴보고 교정적 독서 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트래커의
자료 활용 방안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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