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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이란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며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도 아님

토론이란 비판적 사고와 사실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여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훈련을 하는 과정

효과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사고 방식과 논리적으로 사실을
표현하는 기술이 요구됨

토론이란무엇인가?

비판적이고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견해와 아이디어를 들으면서
지식과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특정 주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왜토론을하는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듣는 태도와 기술을 기를 수
있다

토론을 통해 특정 주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왜토론을하는가?



주의 깊게 다른 사람의 주장을 관찰한다
다른 사람이 논리를 전개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 보는 것은
자신의 토론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토론기술을향상시키는방법

다른 사람의 발표를 관찰하면서 자신에게 해 볼
수 있는 질문
다른 사람들의 비판적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발표의 어떤 부분에 주목하여 토론하고 있는가?
그들은 어떻게 질문을 하는가?
그들이 발표자의 주장에 동의하는 방법은?
발표자의 주장과 반대하는 경우 어떻게 표현하는가?

토론기술을향상시키는방법

연습하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친구들에게 논리적으로
표현하도록 노력한다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질문해 본다

친구들에게 특정 주제에 대해 질문해 본다

자신의 주장에 대해 친구들의 의견을 물어본다

토론기술을향상시키는방법

직접 참여하기
토론에 참여할 때 긴장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여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사전에 발표할 내용을 입수하여 읽어보고 간단한
질문을 준비한다

발표자와 동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에
참여해본다

토론기술을향상시키는방법



직접 참여하기
발표자의 주장을 보다 확대시킬 수 있는 질문을
해본다 (발표자의 주장이 다른 조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다른 예가 있는가?)
발표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이고 왜
동의할 수 없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질문한다

토론기술을향상시키는방법

대학 강의실에서의 토론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말다툼과는 다르다

토론은 상호간에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권장된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토론시지켜야할사항들(Etiquette)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있음을
이해한다

다른 사람의 견해를 경청하며 존중한다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임한다

항상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된다

토론시에지켜야할것들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면
동의하는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한다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말꼬리를
흐려서는 안된다

질문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혹은 확실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확실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한다

토론시에지켜야할것들



다른 사람이 이야기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중도에 끼어들어서는 안되며 다른 사람이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다른 사람의 주장을 경청하는 것을 효과적인
토론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다

자신의 견해와 다른 태도나 주장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표시하거나 공격적으로 언성을 높여서는
안된다

토론시에해서는안되는것들

다른 사람의 견해가 의미 없거나 틀리다고
생각되더라도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토론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삼간다

여러 사람들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혼자
오랜 시간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토론시에해서는안되는것들

사회를 보는 자신의 이름과 학과 등을 간단히
소개한다

토론의 목적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소개한다

토론을 활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주제와
관련된 흥미 있는 질문을 하여 청중들의 주의를
끌도록 한다

토론 시간을 고려하여 몇 몇 학생에 토론이
주도되지 않도록 발표 시간을 조절한다

토론사회보기 (사회자고려사항)

많은 학생들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필요한 경우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여 토론에 소극적인 학생들을
참여시키도록 한다

사회자가 자신의 주장을 많이 하면 안된다

가급적 개관적으로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토론사회보기 (사회자고려사항)



여러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경우 한
번에 한 명씩 발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발표자가 주제와 동떨어진 내용에 대해 계속
언급할 경우에는 주의를 환기시켜 토론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언한다

발표자의 주장을 간략히 요약하여 정리해준다

최종적으로 토론 전개 과정을 요약하여
정리하며 마친다

토론사회보기 (사회자고려사항)

Homework: 
토론주제: 닌텐도 DS 
찬성: 
닌텐도 DS 매일매일두뇌트레이닝
http://www.betanews.net/bbs/read.html?tkind=&lkind=&m
kind=&page=&num=360642
http://ruliweb.empas.com/data/rulinews/read.htm?num=15
929

반대: 
닌텐도 DS가두뇌를향상시킨다고?
http://www.donga.com/fbin/output?f=k__&n=200804300413
이게정말우리애들이즐겨하는게임입니까?
http://www.migame.tv/section/video/view.asp?bd=187&ms
g=81109

Announc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