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찬 독서클럽 활동을 위한 모임 가이드
학술정보관에서 알려주는

• 독서클럽이란?
• 활동 개요 및 일정
• 주차별 보고서 작성
• 활동 방법(참고)
• 참여 혜택



학생 3~5명과 지도교수 1명으로 구성된
독서활동을 위한 모임

독서클럽이란?

+

클럽원과 지도교수님은 직접 섭외해야합니다!
클럽원 모집이 어렵다면 E-CLASS 커뮤니티 [ 독서클럽 ▶ 팀원모집 게시판 ]을 참고하세요!



활동 개요

1 2 3 4

<────  전체 활동기간 중 주 1회, 총 4회의 모임 수행 ────>

• 4회의 모임은 학생 자율로 운영됩니다.

• 최소 2회는 지도교수님이 참석하셔야 합니다.

(온/오프라인 상관없이 2회!)

• 모임 1회 진행 시 주차별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모집 안내 공지의 첨부파일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보고서 제출 : 활동이 종료되는 마지막 날까지 자유롭게 이메일(lib@hansung.ac.kr) 제출



프로그램 일정

활동
시작

1차
모임

2차
모임

3차
모임

4차
모임

활동
종료

① 클럽원, 멘토교수님과 독서모임 진행하기

② 1회의 모임이 끝나면 회차별 보고서 작성하기

③ 활동기간 마지막 날까지 회차별 보고서 제출, 최종보고서 등록, 리뷰 등록하기

① 멘토교수님의 학생 참여태도 평가

② 보고서, 리뷰에 대한 사서 평가

③ A / B / C등급 판정 후 혜택 지급

보고서
제출

멘토 및 사서의
활동 평가

보고서
제출

3/21(월) ~ ~ 6/7(화) 6/8(수) ~ 6/14(화) 6월 셋째주

※ 최종보고서 등록 : 팀장이 대표로 작성
작성 경로 :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 로그인 – 상상독서 홈페이지 – 커뮤니티 – 독서토론

※ 리뷰 등록 : 클럽원 전원 개별 작성
작성 경로 :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 로그인 – 상상독서 홈페이지 – 글쓰기 – 도서검색: 클럽 테마도서 – 작성



작성된 보고서는 그 회차 모임 종료 후 제출

또는 활동이 완전히 종료되었을 때 4부를 한꺼

번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 제출 기한 : 2022년 6월 7일 (화)

• 제출 방법 : lib@hansung.ac.kr 이메일 제출

주차별 보고서 작성

1 2 3 4

1주차 보고서 작성 2주차 보고서 작성 3주차 보고서 작성 4주차 보고서 작성

활동내용 작성

활동사진 필수

mailto:lib@hansung.ac.kr


• 최종 결과보고서 팀장이 대표로 작성

- 작성 내용: 4회분 활동 전체에 대한 내용 + 개인별 간략한 소감

- 작성 경로: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 로그인 – 상상독서 홈페이지 – 커뮤니티 – 독서토론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4

4주차 보고서 작성

멘토 및 사서의
활동 평가

보고서
제출

~ 6/7(화)

• 리뷰 등록 클럽원 전원 개별 작성
- 작성 내용: 클럽 테마도서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
- 작성 경로: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 로그인 – 상상독서 홈페이지 – 글쓰기

– 도서검색: 클럽 테마도서 – 작성

• 제출 기한 : 2022년 6월 7일 (화)



방법 1.

4회의 모임을 시작하면서 함께 책 읽어나가기

책의 일부 범위를 정해 읽고 만나서 토론하기

- 모임 전 읽어올 책의 범위를 정한다

- 모임에서 그 범위의 내용에 대해 토론한다

활동 방법(참고)

모임 활동은 클럽원들과 상의하여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할 지 모르겠다면 아래 내용이 약간의 도움이 될 거예요.

방법 2.

4회의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클럽원 모두가 책을

미리 읽어보기

- 모임 전 책을 완독한다

- 모임 전 다양한 토론 주제를 미리 정한다

- 모임에서 주제별 토론을 진행한다



활동 방법(참고)

토론 주제 (*예시입니다)

모임 활동은 클럽원들과 상의하여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모르겠다면 아래 내용이 약간의 도움이 될 거예요.

문학인 경우

- 인물A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 내가 인물B였다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면 공유하기

- 작품 속 상징 찾기

비문학인 경우

- 내용과 관련된 사례 조사 및 소개

- 주제와 관련된 시사/뉴스 찾아서 공유하기

- 주제에 대한 찬반 토론

- 주제에서 연결될 수 있는 다른 주제 공유하기

- 저자에 대해 조사해보고 작품 이해하기



ZOOM

우리에게는 화상회의를 위한 줌이 있어요.

클럽장이 회의를 생성해 클럽원들을 초대합니다.

활동 방법(참고)

한성북니버스 비밀방 개설

단조로운 화상회의에 질렸다면, 메타버스

플랫폼 네이버 제페토 기반의 가상 도서관

‘한성북니버스＇를 이용해보세요.

클럽원과 지도교수님, 클럽 테마도서까지 모두 준비되었는데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면?

WebEx

지도교수님이 참석하시는 화상회의라면,

교수님께서 회의를 생성해 함께할 수도 있어요.

창의열람실 코워킹룸

단체이용공간인 코워킹룸을 이용해보세요.



활동 평가

[ 출석 + 참여태도 + 활동보고서 및 감상문 ]

3가지를 평가하여 등급을 산정합니다.

평가기준

100점 만점
1) 출석 (20%)

- 4회 모임 참여 여부

2) 참여태도 (30%)
- 멘토의 클럽원 평가

3) 활동보고서 및 감상문 (50%)
- 사서의 보고서 및 리뷰 평가

등 급

등급 A B C

점수 90 이상 80 이상 80 미만

비교과
포인트 40pt 30pt 20pt



- 활동 종료 시 장학금 및 상상독서 마일리지 전원 지급

- 멘토 및 사서 평가를 통해 비교과포인트 차등지급

참여 혜택

평가 진행 일정으로 활동 종료 후 비교과포인트 즉시 지급은 어렵습니다.

활동
장학금
2만원

비교과
포인트

20-40pt

상상독서
마일리지

20m.



신나는 1학기!

독서클럽과

함께해요!

문의 02-760-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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