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12.01백남학술정보관

백남학술정보관
하브루타도서관

백남학술정보관 연구정보팀

서 승 환



하브루타도서관

목차

1. 배경

2. 하브루타???!!!

3. 하브루타존

4. 하브루타 교육

5. 독서하브루타

6. 진행상황



배경



4차 산업 혁명…

• 증기기관1차 산업혁명

• 전기2차 산업혁명

• 컴퓨터, 인터넷3차 산업혁명

• 기계학습, 인공지능4차 산업혁명



기계학습(동영상)

media/Google DeepMind's Deep Q-learning playing Atari Breakout.mp4


EBS 다큐프라임 :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

https://www.youtube.com/



우리 대학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브루타???!!!



하브루타(havruta)란?

• 유대어 ‘하베르(친구)’에서 파생된 단어로, 친구나 파트너 그 자체를

의미함

정의

• 나이, 계급, 성별에 관계없이 두 명이 짝을 지어 서로 논쟁을 통해 진

리를 찾는 것을 의미.

즉, 학습자의 ‘말하기’를 중심으로 하는 유태인들의 교육방법

• 유대교 경전인 탈무드를 공부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이스라엘

의 모든 교육과정에 적용.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교육법으로 공부법

이라기 보다 토론놀이라고 봐도 무방

교육방법으로서 의미



예시바대학 도서관(동영상)

media/2017-09-13_Untitled_02.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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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브루타존



하브루타존 구성…

• 백남학술정보관 지하1층 그룹스터

디룸 및 휴게실 공간을 재구성 하

여 하브루타존 만듦

• 2017. 5월 부터 공사 시작

• 2017. 7월 중순 공사 완료

하브루타존 구성



하브루타존 위치(백남학술정보관 지하1층)



하브루타 Zone 의 탄생…

공사전

공사후



하브루타 교육



교육프로그램 개발…

백남학술정보관

직원 1명

관련교육 수강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서…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서…



교육 프로그램 신청…



교육 과정…

• 사회교육원 교육과정 수강

(2017년 3월 ~ 7월, 

매주 화요일, 09:30 ~ 14:00)

• 총 18회차 교육

• 수강생 : 16명

교육 이수



교육프로그램 개발…

• 2017년 6월 7일 ~ 7월 6일 까지 총 10회의 파일럿

테스트 교육 진행

• 교육 접수 및 근로학생 대상으로 파일럿 교육 진행

• 1회 교육시 2~4명 참여(총 33명 참여)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실습)



교육 프로그램(실습)



수료…



독서하브루타



독서하브루타???

• 책으로 하브루타를 하는 것
• 책을 읽고 짝을 지어 서로 질문
하고 대화와 토론으로 만든 생
각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
하는 것



독서하브루타 진행 과정

내용

파악

질문

만들기

생각

나누기

(짝,모둠)

생각

표현하기
발표

<황순희(2015). 독서하브루타. 시그마프레스.>



교육 프로그램(책 선정)



교육 프로그램

질문

등장

인물
사건

배경

대치

결합

적용

수정,확

대,축소

다른

용도

삭제

재배치

거꾸로

내용파악질문

생각 나누기
질문



생각 나누기 질문 만들어 보기(5개, 2분)

• 느낌(기분이 어땠을까?)

• 유추(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 비교(나와 비교해 보면?)

• 가정(내가 주인공이었다면?)

• 상대 의견(너의 생각은?)

• 적용(우리 생활에 비슷한 일은?)

• 논쟁

• 분석

• 대안(이렇게 해봤으면 어땠을까?)

• 종합(배울 점은?)

생각 나누기 질문



나의 대표 질문은?



나의 대표 질문에 대해 짝과 함께 이야기 해보기

내가 이 질문을 대표질문으로 선택한 이유?

짝의 이야기를 말해 보기



짝(모둠)과 생각 나누기 할 대표 질문 정하기

대표 질문

통합

수정

보완

선택



대표질문으로 짝(모둠)과 생각 나누기

질문자, 생각자 결정

꼬리 물기 질문하기

짝(모둠)의 생각 발표하기



생각 나누기 방법(꼬리 물기 질문)

질문자 1

생각자

대표 질문에 대한 생각(1)

생각(1)에 대한 질문

생각(2)

생각(2)에 대한 질문

생각(3)

생각(3)에 대한 질문

질문자 2

질문자 3

질문자 1
생각(4)

생각(4)에 대한 질문



생각 정리하기

짝(모둠) 생각 나누기 내용 발표하기(생각자)

생각 나누기 후 느낀 점?



진행 상황…



홍보 상황

•백남학술정보관 지하1층 하브루타존 앞에 하브루타정의, 이용방법, 교육

내용을 안내판을 설치하여 오프라인 안내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LibGuides 를 통하여 온라인 안내

•백남학술정보관 학술정보활용육 신청 페이지를 통한 교육 접수

•백남학술정보관 뉴스레터 : 2017.04.28, 2017.09.01 홍보

•단체메일 : 2017.11.01 학부 재학생(14,718명) 대상 단체 홍보메일 발송

온,오프라인 안내

•연합뉴스 : 2017.07.23 오픈스페이스 홍보 내용에 포함

•중앙일보 : 2017.08.19 도서관 홍보 내용에 포함

•한양뉴스 : 2017.08.07 이종훈라운지 개관 기사에 내용 포함

•한대신문 : 2017.09.02 백남학술정보관 변화 기사에 내용 포함

각종 언론 홍보



교육 진행

• 2017년 09월 : 20일, 27일 (2회 교육)

• 2017년 10월 : 20일, 27일 (2회 교육)

• 2017년 11월 : 16일, 30일 (2회 교육)

교육 진행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학생 참여율 저조

• 교육 신청 후 참석하지 않는 경우 다수 발생

문제점

• 홍보 강화 : 2018년 도서관 신입생 교육과 연계하여

신입생 위주로 적극적인 홍보 진행

• 수업연계방안 모색

• 하브루타 토론대회 준비

개선방안



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