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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독서역할모델인 부모 교사 친구가 고등학생의 독서몰입 독서만족 독서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 , , 

였으며 개인적 특성인 성별 고등학교 계열 학년에 따라 달라지는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고등학생의, , , . 

독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역할모델은 친구로 나타났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인문계열보다는 전문계열의, , 

학생들이 친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부모요인은 남학생 고등학교 학년 및 인문계열 학생에게 상대적으로 더. , 3

많은 영향을 주었다 반면 교사의 경우 인문계열 학생보다 전문계열 학생들에게 영향을 더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대부분의 요인에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

키워드 독서역할모델 독서몰입 독서만족 독서지속의지 고등학생 독서 교사 부모 친구: , , , , , , ,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s on the reading flow, reading satisfaction, and continuous

willingness to read books for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as a reading role model to influence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differences in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gender, disciplines, and grade. The

result shows that the most important contributor for high school students’ reading is friends and male

students are more influenced by their friends than female students. In addition, students in vocational

high school are more influenced by their friends than students in academic high school. Parents factor

relatively affects the reading for male students, 3rd grade students in high school, and students in

academic high school. On the other hand, teachers barely affect the reading factors for students.

Keywords: Reading role mode, Reading effectiveness, Reading flow, Reading satisfaction, Reading 

continuous willingness, Teacher, Parents,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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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1. 

인간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생활 방식이나 사회 환경 및 구조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타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모델이 되는 대상을 닮으려고 시도하며 그 모델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또한 특정 사회적 역할은 중요한 가치나 태도 행동들을 하는. , 

데 기준이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 고영복 는 발달의 ( 2000, 267). Bandura

주요한 기제는 학습이라고 말하면서 특히 관찰학습은 중요한 발달 과정의 하나라고 주장하였

다 즉 인간은 타인을 관찰하면서 타인에게 배워야 할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모방하려고 . 

한다 그러므로 모방할 가치가 있는 타인들은 개인의 인지적 성격적 행동적 발달에 광범위. , , 

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을 는 . Bandura ‘역할모델’이라고 명명하였다

(Bandura 1977).

역할모델은 특히 청소년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이 시기에 인간은 생물학적 변화. 

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변화를 함께 겪으면서 추상적 개념을 더 잘 이해하고 가설적 상황에 

대한 이해력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역할모델의 모습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 

는 개념과 관련시키며 이상적인 자기의 모습을 반영하려고 한다 에 의하면 고등학생. Piaget , 

들은 구체적 조작기 시절과 달리 이상적인 특성 즉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적이었으면 , 

하는 특성들에 대해 사고하기 시작하면서 상적인 부모상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과 자신의 부

모를 비교하기도 한다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기준에 맞추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 

비교하기도 한다 정옥분 재인용( , 2005, ).

고등학생의 역할모델은 특히 독서에서도 실효적으로 작용하는데 기존의 연구결과 김대희, ( , 

엄혜영 이순영 2012; 2006b; McGee and Richgels 1995; Gambrell 1996; Newman 

1982; Downing, Ollila and Oliver 1977; Gambrell 1981; Manning and Manning 1984)

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독서활동에 있어 부모나 교사 친구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 

보고되었으며 이들이 독서에 대한 문식성 능력 성취 행동 등 독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 , ,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이를 토대로 고등학생의 독서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모델 요인으로 부모 교사 친구, , 

요인을 독서역할모델요인으로 설정하고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 독서역할모델은 고, 

등학생의 독서몰입 독서만족 독서지속의지로 구성된 독서유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 ,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대근 그러나 독서역할모델의 하위요인으로 설정한 부( 2014, 137). 

모 교사 친구의 영향요인에 대한 개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존 연구결과와 구분되는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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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발견되었다 특히 교사의 경우 선행연구들과 상반된 결과로 독서역할모델로서의 영향력.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심층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서역할모델의 하위요인인 부모 교사 친구의 영향요인이 독서유효, , 

성의 하위요인인 독서몰입 독서만족 독서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을 통하여 고, , 

등학생의 독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독서역할모델의 영향력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또한 고등. 

학생의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요인인 성별 계열별 학년별 영향력의 차이의 분석을 , , 

통해 고등학생의 개인적인 특성에 독서역할모델의 영향력의 차이의 분석을 통해 개인별 맞춤

형 독서역할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과 방법2.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독서유효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대근 의 추가 연구로 독( 2014)

서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독서역할모델의 심층적 분석을 위해 진행하였으며 본 연, 

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생의 독서역할모델로서 부모 교사 친구요인을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하였으며 이, , , 

들이 영향을 미치는 종속변수로 독서몰입 독서만족 독서지속의지를 포함하는 독서유효성을 , , 

설정하였다 그리고 독서역할모델에 관한 개인 특성을 반영한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남성. 

과 여성으로 구분한 성별 인문계열과 실업계열로 구분한 계열별 고등학교 학년으로 구, , 123․ ․

분한 학년별 영향력의 차이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독서역할

모델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정대근 의 연구에서 사용된 부의 설문을 기초자료로 하여 독서역할(2014) 1,358

모델 분석에 적합한 부를 사용하였다 선택된 데이터는 통계프로그램을 사1,224 . SPSS 21.0 

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독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서역할모, 

델의 개별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적 고찰. Ⅱ

독서유효성1. 

경영학에서의 조직유효성 은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는 개념으(organization effectiveness)

로 잘 알려져 있다 조직유효성은 조직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가에 대한 성과평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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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며 귀중한 자원을 얻기 위해 환경을 변화 시키는 조직의 능력으로 정의된다, .

개인에 대한 조직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경영학 측면의 선행연구들 상당수는 재무

적인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다루고 있었다 즉 조직의 매출액이나 성장률과 같은 객관적 지표. , 

를 사용하여 투입량과 산출량을 통해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투입량에 . 

따른 산출량의 측정은 양적인 측면에 한정되고 있어 구성원 개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

루어지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Quinn and Rohrbaugh 1983, 

363-365).

활동유효성 이란 조직이 세운 활동 목표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activity effectiveness)

용어로써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과 양 개인이 생산하는 능률성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 , , 

문제해결 능력과 변화하는 환경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적응력 지식과 인식을 의미, 

하는 정체감 환경에 대한 현실검증능력 그리고 조직의 목표와 개인욕구와의 통합성 등을 포, , 

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최근 개인의 활동유효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축적되면서 활. 

동유효성을 고려하는 변수들이 더 구체화되고 있으며 통합적 접근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 

고 있다 즉 개인의 활동을 통해 느끼는 내적인 평가 몰입도나 만족도 등 조직 구성원들의 . , 

태도 등과 같은 주관적 인식을 활동유효성으로 간주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년 이후 활동유효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공간적으로 다수의 광범위한 1980

영역에 적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념은 시간적 차원과 활동적 성격 그리고 목적, , 

에 따라 달라지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구혜영 또한 조직유( 2005, 18-19). 

효성과 활동유효성의 개념을 통해 독서유효성에 대한 개념을 도출하였으며 독서유효성은 , 

‘개인이 독서활동을 통해 얻는 내적 평가로 독서활동에 대한 정의적 개념을 개인의 주관적 

표현을 통해 나타나는 효과’라고 정의하였다 정대근 ( 2014, 40).

독서유효성 구성요인2. 

가 독서몰입. 

지금까지 독서 연구는 인지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최근 독서 . 

연구자들은 내용의 이해의 부분에 관심을 보였으며 이와같은 학문적 분위기 가운데 독서의 , 

정의적 영역에 포함되는 몰입 독서나 몰입형 독자에 관한 연구는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과 

견제 보완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 (Guthrie and Wigfield 2000, 403-404). 20

세기 후반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인지 중심 학습 모형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독서 연구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독서의 인지적 영역이 정의적 영역 사회적 영역과 연계되어 있다는 . ,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독서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조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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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과정에서 독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자발적인 독서 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몰입독. 

서나 몰입형 독자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학문 분야로 확립되었다 이순영 ( 2006a, 202-203). 

몰입에 관한 용어는 engagement, flow, immersion, involvement, commitment 등 다양하 

게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모든 개념을 , ‘몰입’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다 몰입에 대. 

한 연구는 인간의 심리적 현상과 추상적 개념이라는 특성이 반영되어 심리학을 기반으로 연

구되었고 교육학 경영학 독서 연구 분야로 확장되었다, , , .

독서교육 분야의 몰입에 관한 연구는 몰입형 독자나 독서동기가 높은 독자가 그렇지 않은 

독자들에 비해 책을 더 자주 읽는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Baker, Dreher and Guthrie(2000, 

등은 독서동기가 높은 학생은 책을 더 자주 읽고 많이 읽으며 더 몰입하여 읽는 202-203) 

것을 나타났다 또한 몰입독서의 경험은 다시 학습자의 독서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독서에 몰입하는 것은 독서능력의 향상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 

다 등이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단. Massimini, Csikszentmihalyi and Fave(1988) 

이나 문화권에 관계없이 독서활동에 있어 몰입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젊은. 

이나 늙은이나 건강하거나 장애인이거나 전통적인 사람이거나 현대적인 사람이거나 관계없, , 

이 모두 독서를 통해 몰입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연구의 경우 독서자료 독서목적 . , 

및 의도성 자율성과 타율성 독서방법 독서빈도 환경 등의 영역에 걸쳐 초 중등학생을 대, , , , ·

상으로 독서몰입에 관한 연구를 통해 초 중등학생들은 남녀 지역 학급에 관계없이 독서를 · , , 

통해서 몰입을 경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병기 ( 2010, 70-71).

나 독서만족. 

독서분야에서 만족이라는 개념은 일상생활에서와 달리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 

독서에 있어 개인의 심리적인 측정지표인 만족이라는 개념보다는 실질적인 수치화가 가능한 

독서능력 등의 결과를 우선 시 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족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마음에 흡족함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함 이라고 정, ｢ ｣ ｢ ｣

의하고 있다 즉 만족이란 특정 활동을 함으로써 성취 인정 보상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 ·

는 기대에 대한 개인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감성 및 가치체계에 따라 상이, 

한 형태로 나타난다 만족에 대한 연구는 년 의 연구 이후 년 에 . 1935 Hoppock 1976 Locke

이르기까지 무려 여건 이상 발표되었다 이처럼 만족이 학자들 사이에서 주요한 관심의 3,000 . 

대상이 되어온 이유는 구성원들의 호의적인 태도가 활동의 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주리라는 

생각과 함께 자신이 믿고 있는 활동에 대해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만족을 느끼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선영 만족에 관한 개념은 학문분야와 학자( 2012, 34-35). 

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만족에 대한 완전한 개념 정의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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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는 생활과학 측면과 경영학 측면에서의 정의를 통해 독서만족의 정의를 규정해볼 

수 있다.

먼저 생활과학 측면에서는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

의 활동에 대해 부여하는 긍정적인 심리상태라 할 수 있는 생활만족(Graney and  Marshall 

최인근 을 규정한다 또한 경영학 측면에서 각 1975; Kalish 1975; Medley 1980; 2007) . 

개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나 업무에 대한 경험에서 만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 얼마나 흡족

하게 그리고 우호적으로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감정적 상태인 직무만족, (Locke 1976; 

전선영 을 정의한다 이를 통해 독서만족이란 Smith, Scott and Hulin 1977; 2012) . ‘자신의 

독서활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긍정적 태도와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과거의 독서

활동을 토대로 미래의 자신의 독서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개인의 심리상태’라고 할 수 

있다.

다 독서지속의지.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을 지속하기를 희망하는 개념인 활동지속의지는 활동유효성의 개념

을 지지하는 하위 요소로 정의된다 직업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조직구성원들에게 활동지속의. 

지는 반대로 이직 의도의 개념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구혜영 지속은 어떤 상태가 ( 2005, 23). 

오래 계속되거나 어떤 상태를 오래 계속하는 것을 의미하고 의지는 심리학적 개념으로는 선, 

택이나 행위의 결정에 대한 내적이고 개인적인 역량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철학적 개념으, 

로는 어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의식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내적 욕구이다. 

즉 지속의지는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오랫동안 계속하는 것이다 이를 토, . 

대로 독서지속의지를 정의해 보면 독서지속의지란 독서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

로 독서상태를 오래도록 계속할 수 있는 내적 욕구라고 할 수 있다.

독서역할모델3. 

가 고등학생의 독서와 부모. 

인간이 출생하면서 접하게 되는 최초의 환경은 가정이며 부모는 최초의 교사가 된다 부모와 . 

자녀 사이의 애정어린 사랑의 관계는 자녀를 사회에서 요구하는 긍정적인 자아를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하지만 부모와의 부정적인 관계는 자녀의 부정적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시킨다· .

는 사회학습이론을 통해서 아동은 부모의 삶의 양식을 모방하면서 인간의 기본적Bandura

인 삶의 양식을 학습한다고 말한다 부모는 자녀가 처음으로 모델로 삼는 생활의 중심인물이. 

다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초자아 를 키우며 사회화를 하게 된다 따라서 . (super-e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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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행동과 생활 태도는 자아의 성격 및 인성의 형성은 물론 자아개념(self-concept), 

가치관 및 행동수행 능력의 형성에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권옥경 ( 2008, 7). 

는 자녀들의 독서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읽기와 쓰기 자McGee and Richgels(1990)

료가 풍부한 환경 읽기와 쓰기가 기능적으로 사용되는 환경 일상적으로 읽기와 쓰기가 이루, , 

어지는 환경 문어체에 의해 대화가 이루어지는 환경 부모가 자녀의 문식성 발달에 책임의식, , 

을 가진 환경 부모가 자녀의 지식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환경을 말하였다 따라서 부모가 필, . 

자와 독자로서의 모델링을 보여주는 것과 부모가 자녀와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 자녀의 , 

독서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자녀의 독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성적 사회적 변화가 급격히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고, , , , 

등학생들이 이 시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여러 가지 변화 상황들을 예의주시하면

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연한 부모의 역할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인간. 

이 독서를 통해 삶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지적능력을 계발하게 되며 바람직한 정서와 올바, , 

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법을 익히게 된다고 볼 

때 독서역할모델로서의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나 고등학생의 독서와 교사. 

학교는 가정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사회화 기관이다 우리는 흔히 학교를 공부하는 곳으로. 

만 생각하기 쉽지만 학교는 고등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회 활동의 장이다 오늘날 학교의 , . 

영향은 과거에 비해 더욱 강화되었다 이는 현대사회에 들어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됨에 . 

따라 학교는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의 대부분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됨에 따라 학교는 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이 되었다 정옥분 이와 같이 고등학생이 대부분의 ( 2005, 255). 

시간을 보내게 되는 곳은 학교인데 학교는 독특한 체계와 구조를 지닌 또 다른 하나의 사회, 

이다 학교는 제도화된 조직 속에서 그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사회체계이기 때문. 

에 그들 안에서 형성되는 사회 심리적인 분위기가 있게 마련이다 학교는 단지 일정한 지식· . 

만을 주고받는 장소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상황을 주고받으며 구성원들이 상호관계를 통해 서, 

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서 사회학습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훌륭한 교사는 학생이 열등감을 가지지 않고 근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고등학생, 

의 특별한 재능을 발굴하여 격려해준다 또한 학생 스스로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상황. 

을 설정해 준다 학생들과 교사의 관계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느(Ericson 1968, 124-125). 

끼는 교사의 관심이나 인식에 의해 학습 동기는 물론 자아효능감 학습에 대한 몰입 수준 가, , 

치 기대치 소속감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은 교사가 자신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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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느낄 때 교사가 제시하는 기준이나 가치를 강하게 내면화하는 경향이 , 

있다 이순영 ( 2006b, 366).

즉 사회 학습적 관점에서 대부분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은 의미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관·

찰함으로써 학습되고 관찰을 통한 학습은 친사회적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독서분야, . 

에서도 교사의 역할모델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는데 특히 교사가 독자로서 확실한 역할모, 

델이 되어주는 것 책이 많은 교실 환경을 만드는 것 학생 스스로가 책을 선택할 수 있는 기, , 

회를 부여하는 것 책을 통해 다른 학생과 소통 하는 것 다양한 책을 접하는 것 읽기와 관련, , , 

된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 등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또한 읽기검사(Gambrell 1996). (MRT)

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읽기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읽기에 관한 좋은 모델을 찾았고 읽기 환경이 잘 조성되었으, 

며 부모나 교사의 관심이나 격려가 많았으며 부모나 교사가 학생의 성취도에 대해 긍정적인 , , 

반을을 지속적으로 보여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Newman 1982). 

독서를 하는 동안 교사와 함께 책을 읽은 학생들의 읽기 행동은 통제 집단의 학생들의 읽기 

행동에 비해 증가했다 이처럼 많은 연구들은 학생에32% (Wheldall and Entwhistle 1988). 

게 학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학생과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교사의 역할, 

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다 고등학생의 독서와 친구. 

청소년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함에 따라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보·

다 넓은 사회로 나아간다 그 가운데에서도 비슷한 연령으로 구성된 친구집단은 청소년기의 . 

행동에 있어 기준이 되어 고등학생의 사회화와 성격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개자의 역

할을 하게 된다 신체적 정서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시에 일어나는 청소년기에 친구의 존재. ·

는 다른 시기보다 정서적으로 특히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와 같은 일부 이론가들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부모나 교사와 같은 성인만큼이나 또Piaget

래들도 청소년 발달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아동기에는 두 개의 사회적 세계가 .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는 성인 아동 교류를 포함하고 다른 하나는 또래들 사회를 포함하는 - , 

것이라고 하였다 는 제 차 세계 대전에(Shaffer and Katherine 2012, 777). Freud(1966) 2

서 부모를 잃은 후 함께 지내던 여섯 명의 아이들에 대한 연구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강한 애

착을 갖고 있었고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냉담했으며 그들은 부모의 보살, , 

핌 없이도 비행 고등학생이 되지 않았고 정신병에 걸리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들의 정서발달. 

에 부모가 없어도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화가 가능함을 알려주며 좋은 친구관계는 사회, 

적 적응과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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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역할모델로서의 친구의 영향에 대해 학생들의 독서성취와 태도에 대한 역할모델의 개

발을 위해 통제집단과 지속적 묵독 집단과 동료상호작용집단 교(sustained silent reading) , 

사 학생 협의집단 등 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동료상호작용집단4 . 

과 교사 학생협의집단이 다른 두 집단 보다 독서태도가 더 좋았으며 동료상호작용집단은 다- , 

른 집단 보다 독서성취가 가장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Manning and Manning 1984, 378). 

이는 학생들 상호간에 자신이 재미있게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 책에 관한 정보를 , 

주고받으며 좋은 책을 추천하는 등의 상호작용이 친밀감과 의사소통을 중요시 여기는 고등, 

학생들을 서로를 더욱 끈끈하게 연결시켜 줌으로써 보다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하는데 조력

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고등학생의 독서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 

한 활동이다.

연구설계 및 실증분석. Ⅲ

연구가설 설정1. 

청소년기는 생물학적 인지적인 변화를 겪으며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고 가설적 상황에 대, 

한 이해력도 높아지며 일반적으로 역할모델을 모습을 통해 이상적인 자기의 모습을 찾는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독서에 있어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부모 교사 친구를 영향, , 

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독서역할모델은 고등학생의 독서몰입 독서만족 독서지속의지에 직, , , 

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고등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독서역할모델이 . 

독서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 

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독서역할모델 친구 부모 교사 은 독서유효성 독서몰입 독서만족 독서지< 1> ( , , ) ( , , 

속의지 에 영향을 미친다) .

연구가설 독서역할모델 친구 부모 교사 은 독서유효성 독서몰입 독서만족 독서지< 2> ( , , ) ( , , 

속의지 에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

연구가설 독서역할모델 친구 부모 교사 은 독서유효성 독서몰입 독서만족 독서지< 3> ( , , ) ( , , 

속의지 에 계열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

연구가설 독서역할모델 친구 부모 교사 은 독서유효성 독서몰입 독서만족 독서지< 4> ( , , ) ( , , 

속의지 에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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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 분석2. 

이 연구는 고등학생의 독서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독서역할모델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다 서울특별시를 포함 대 광역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통해 수집된 . 6

명의 응답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응답자의 성별 학년 계열 특성은 다음 표 1,224 , , , < 1>

과 같다.

구분 빈도 명( ) 백분율(%) 합계(%)

성별
남학생 707 57.8

1,224(100)
여학생 517 42.2

학년

학년1 635 51.9

1,224(100)학년2 453 37.0

학년3 136 11.1

계열
인문계열 687 56.1

1,224(100)
전문계열 537 43.9

표 응답자 특성별 빈도 및 비율< 1>

성별에 따른 응답자 특성은 남학생이 전체의 명 으로 여학생 명707 (57.8%) 517 (42.8%)

보다 높게 응답하였다 학년별로는 학년 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학년. 1 (51.9%) , 2

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 비중이 낮은 이유는 인문계열의 경우 수학능(37%), 3 (11.1%) . 3

력시험 준비로 시간확보가 어려웠으며 실업계열의 경우 취업 등으로 공백이 있었기 때문이, 

다 계열별 응답자는 인문계열 의 학생이 전문계열 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 (56.1%) (43.9%)

하였다. 

구분 응답인원 평균 표준편차 전체평균

독서

역할

모델

부모 1.224 2.30 .807

2.50교사 1.224 2.64 .842

친구 1.224 2.55 1.039

독서

유효성

독서몰입 1.224 2.58 .841

2.83독서만족 1.224 2.78 .990

독서지속의지 1.224 3.10 .990

표 영향요인 평균 및 표준편차< 2>

고등학생의 독서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표 와 같으며 리커트 점척도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독서역할모델 요인의 평균은 < 2>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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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 고등학생들에게 올바른 독서역할모델이 되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2.50

되었다 특히 부모의 경우 으로 교사 친구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아 가정에서 부모가 . 2.30 , 

자녀의 독서역할모델로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유효성에 대. 

한 평가는 로 나타났는데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수는 높았으나 여전히 보통2.83 (3

점 을 넘지 못하였다 특히 고등학생 스스로 독서활동에 집중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독서몰입) . 

의 경우 로 나타났으며 독서만족 또한 로 나타나 자신의 독서생활에 만족하지 못할 2.58 , 2.78

뿐만 아니라 집중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독서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독서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내적인 욕구의 , 

정도를 측정하는 독서지속의지는 으로 독서유효성 변인 중 유일하게 보통 이상으로 응답3.10

하였다 수치를 통해 나타난 고등학생의 독서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스스로 만족하지도. , 

몰입하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다만 향후 독서의 가치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 

때 고등학생의 독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적절한 자극을 준다면 향후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증분석 및 연구가설 검증3. 

가 독서역할모델과 독서유효성간의 관계. 

이 연구는 독서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고등학생의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파악된 부모 교사 친구로 구성된 독서역할모델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또한 독서역할모. , . 

델의 각 요인이 독서유효성의 하위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다중회귀분석을 통, 

하여 각 요인간 설명력 의 변화량을 파악하여 독서역할모델의 각 요인이 독서유효성의 (R2)

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명확화하고 구체화하였다. 

구 분

독서몰입 독서만족 독서지속의지 독서유효성

R2 R2 

변화량

p

변화량
R2 R2 

변화량

p

변화량
R2 R2

변화량

p

변화량
R2 R2 

변화량

p

변화량

독서

역할

모델

친구

영향
.248 .248 .000 .212 .212 .000 .315 .315 .000 .322 .322 .000

부모

영향
.319 .070 .000 .255 .043 .000 .376 .061 .000 .394 .073 .000

교사

영향
.327 .008 .000 -　 -　 -　 -　 -　 -　 .396 .002 .048

p <0.05(t>1.96)

표 독서역할모델이 독서유효성 및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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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과 같이 고등학생의 독서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독서역할모델의 영향력을 < 3>

분석한 결과 설명력은 로 나타났으며 이 중 친구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39.6% , 

다 친구요인에 부모요인을 추가함으로 얻을 수 있는 설명력은 였으며 교사 요인 추가. 39.4% , 

로 얻을 수 있는 추가설명력은 단 에 불과했다 독서역할모델이 독서유효성 하위요인에 0.2% .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독서역할모델은 독서몰입에 의 설명력을 가지32.7%

며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요인은 친구였으며 부모 교사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의 경우 , 

매우 낮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만족의 설명력은 로 독서유효. 25.5%

성 하위요인 중 가장 낮은 설명력을 보였다 반면 독서지속의지는 독서유효성의 하위요소 중 . 

가장 높은 설명력인 로 나타났다 독서몰입의 차이점은 독서만족과 독서지속의지의 경37.6% . 

우 교사의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는 고등학생의 독서만족 및 독서지속의지. ,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성별에 따른 독서역할모델과 독서유효성 간의 관계. 

개인적 특성인 성별에 따라 독서역할모델이 독서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

와 같다4> . 

구분
남학생 여학생

R2 R2 변화량 변화량p R2 R2 변화량 변화량p 

독서

역할

모델

친구

영향
.285 .285 .000 .352 .352 .000

부모

영향
.377 .092 .000 .404 .052 .000

교사

영향
.381 .004 .043 -　 -　 -　

p <0.05(t>1.96)

표 독서역할모델이 독서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성별< 4> ( )

성별에 따른 독서역할모델은 남학생 보다 여학생 의 독서유효성에 더 많은 (38.1%) (40.4%)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친구의 영향. 

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친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요인의 투입에 따른 변화량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 

인 반면 여학생은 로 부모 요인에 따른 변화는 상대적으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9.2% 5.2%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는 남학생의 경우에 미미하지만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경우 통계적으로 신뢰수준에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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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남학생 여학생

R2 R2 변화량 변화량p R2 R2 변화량 변화량p 

독서

역할

모델

친구

영향
.232 .232 .000 .253 .253 .000

부모

영향
.321 .089 .000 .303 .050 .000

교사

영향
.332 .011 .001 .309 .006 .039

p <0.05(t>1.96)

표 독서역할모델이 독서몰입에 미치는 영향 성별< 5> ( )

표 는 성별에 따라 독서역할모델이 독서유효성의 하위요인인 독서몰입에 미치는 영향< 5>

을 분석하였다 독서몰입의 경우 독서역할모델이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 에 . (30.9%) (33.2%)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역할모델 하위요인의 경우는 독서유효성과 비. 

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친구의 경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독서몰입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

으며 부모의 경우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독서몰입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 교사의 경우 , . 

미미한 영향력이지만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남학생 여학생

R2 R2 변화량 변화량p R2 R2 변화량 변화량p 

독서

역할

모델

친구

영향
.204 .204 .000 .219 .219 .000

부모

영향
.280 .076 .000 .232 .013 .003

교사

영향
-　 -　 -　 -　 -　 -　

p <0.05(t>1.96)

표 독서역할모델이 독서만족에 미치는 영향 성별< 6> ( )

표 은 독서역할모델이 고등학생의 독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독서만< 6> . 

족의 경우 독서역할모델이 독서유효성의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만족의 경우도 독서몰입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여학생보다. , 

는 남학생이 독서역할모델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친구의 경우 여학생이 부모의 경우 , 

남학생이 더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서몰입 요인과의 차이점은 독서. 

만족의 경우 교사의 경우 영향력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 

교사는 학생들의 독서만족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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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남학생 여학생

R2 R2 변화량 변화량p R2 R2 변화량 변화량p 

독서

역할

모델

친구

영향
.267 .267 .000 .352 .352 .000

부모

영향
.337 .070 .000 .405 .053 .000

교사

영향
-　 -　 -　 -　 -　 -　

p <0.05(t>1.96)

표 독서역할모델이 독서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 성별< 7> ( )

표 은 성별에 따라 독서역할모델이 독서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7> . 

독서지속의지 요인의 경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

다 특히 친구요인의 경우 여학생에게 의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의 경우 . 35.2% . 

독서지속의지 역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게 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교사의 경우는 독서. 

만족과 동일하게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계열에 따른 독서역할모델과 독서유효성 간의 관계. 

고등학교의 경우 인문계열 고등학교와 특성화되어 있는 전문계열의 고등학교로 구분되며 계

열에 따른 독서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 연구가 진행되었다 개인별 특성이 고등. 

학교의 계열별 독서역할모델이 독서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과 같다< 8> .

구분
인문계열 전문계열

R2 R2 변화량 변화량p R2 R2 변화량 변화량p 

독서

역할

모델

친구

영향
.277 .277 .000 .291 .291 .000

부모

영향
.381 .105 .000 .324 .033 .000

교사

영향
-　 -　 -　 .332 .008 .014

p <0.05(t>1.96)

표 독서역할모델이 독서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계열별< 8> ( )

독서역할모델이 독서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은 계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계열 에 비해 인문계열 의 독서유효성에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33.2%) (38.1%)

나타났다 독서역할모델의 하위요인에 따른 영향력은 인문계열과 전문계열 모두 친구의 영향.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영향요인별 변화량을 살펴보면 인문계열에 비해 전문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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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친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영향은 전문계열에 비해 인문계열

의 학생들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 인문계열은 영향을 받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문계열은 미미하나마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인문계열

구분　
전문계열

R2 R2 변화량 변화량p R2 R2 변화량 변화량p 

독서

역할

모델

부모

영향
.208 .208 .000

친구

영향
.261 .261 .000

친구

영향
.302 .094 .000

부모

영향
.296 .035 .000

교사

영향
-　 -　 -　

교사

영향
.309 .013 .002

p <0.05(t>1.96)

표 독서역할모델이 독서몰입에 미치는 영향 계열별< 9> ( )

계열에 따라 독서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독서역할모델을 분석한 결과는 표 와 같다 분< 9> . 

석결과 독서몰입의 경우 독서유효성의 다른 하위요인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독서유효성의 경우 독서역할모델의 자연계열보다 인문계열에 더 높은 영향력을 보여주. 

고 있었으나 독서몰입의 경우 작은 수치이지만 인문계열 보다 전문계열 에 , (30.2%) (30.9%)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특이점은 인문계열 고등학생의 독서몰입의 . 

경우 친구보다 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친구의 영향인 ,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계열의 경우는 친구. . , 

부모 교사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분
인문계열 전문계열

R2 R2 변화량 변화량p R2 R2 변화량 변화량p 

독서

역할

모델

친구

영향
.189 .189 .000 .188 .188 .000

부모

영향
.249 .060 .000 .212 .024 .000

교사

영향
-　 -　 -　 -　 -　 -　

p <0.05(t>1.96)

표 독서역할모델이 독서만족에 미치는 영향 계열별< 10> ( )

표 은 계열에 따른 독서역할모델이 독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10> . 

결과 전문계열 에 비해 인문계열 의 고등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21.2%)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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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계열 모두 친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인문계열 과 전문계열 모두 친구에게 비슷한 영향력을 받고 있었다, (18.9%) (18.8%) . 

반면 독서만족에 있어 부모의 영향은 전문계열에 비해 인문계열이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독서만족의 경우 교사는 인문계열과 전문계열 모두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인문계열 전문계열

R2 R2 변화량 변화량p R2 R2 변화량 변화량p 

독서

역할

모델

친구

영향
.263 .263 .000 .274 .274 .000

부모

영향
.341 .078 .000 .299 .025 .000

교사

영향
-　 -　 -　 .304 .005 .043

p <0.05(t>1.96)

표 독서역할모델이 독서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 계열별< 11> ( )

고등학생의 독서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독서역할모델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과 같< 11>

다 이는 독서유효성의 전반적인 결과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데 인문계열의 경우 친구와 부모. 

에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전문계열의 경우 친구와 부모 그리고 미미하지만 교사에게도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계열보다는 인문계열이 상대적으로 독서역할모델에게 더 높은 .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의 영향은 인문계열보다는 전문계열이 부모의 영향. , 

은 전문계열보다 인문계열 고등학생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라 학년에 따른 독서역할모델과 독서유효성 간의 관계. 

독서에 있어서 연령은 독서태도 등 독서 변인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

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연령을 대변할 수 있는 학년 역시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 

로 보고 독서역할모델이 고등학생의 학년에 따라 독서유효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으

며 이에 대한 결과는 표 와 같다< 12> . 

독서역할모델이 학년에 따라서 독서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년이 낮을수록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학년은 학년은 . 1 42.5%, 2 36.6%, 3

의 설명력을 보였다 독서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서역할모델의 하위요인을 살펴본 36.3% . 

결과 전학년 모두에서 친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 다음으로 높은 .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학년과 학년은 부모인 반면 학년은 교사로 나타났다1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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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고등학교 학년과 학년은 친구 부모 순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교사는 이들에게 독 1 2 , , 

서역할모델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학년의 경우 친구 영향 다3

음으로 교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년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고등학교 1, 2 . 

학년은 독서역할모델 중 부모의 영향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 .

구분

학년1 학년2

구분

학년3

R2 R2 

변화량

p

변화량
R2 R2 

변화량

p

변화량
R2 R2 

변화량

p

변화량

독서

역할

모델

친구

영향
.270 .270 .000 .228 .228 .000 부모영향 .224 .224 .000

부모

영향
.343 .073 .000 .290 .061 .000 친구영향 .302 .078 .000

교사

영향
.348 .005 .032 .299 .009 .016 교사영향 .328 .026 .025

p <0.05(t>1.96)

표 독서역할모델이 독서몰입에 미치는 영향 학년별< 13> ( )

독서역할모델이 독서몰입에 미치는 역할을 분석한 결과는 표 과 같다 독서몰입에 있< 13> . 

어 독서역할모델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학년은 학년이었으며 다음으로 학년 학년 순1 3 , 2

으로 나타났다 학년과 학년의 경우 독서유효성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는데 학년 학생. 1 2 1, 2

은 친구 부모 순으로 독서역할모델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경우도 , , 

미미하지만 영향을 고등학생의 독서몰입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년의 . 3

경우 독서몰입에 있어서는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 

로 친구와 교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투입했을 경우 각각 의 설명력이 추가. 7.8%, 2.6%

되었다.

구분

학년1 학년2

구분

학년3

R2 R2 

변화량

p

변화량
R2 R2 

변화량

p

변화량
R2 R2 

변화량

p

변화량

독서

역할

모델

친구

영향
.351 .351 .000 .293 .293 .000 친구영향 .282 .282 .000

부모

영향
.425 .074 .000 .366 .073 .000 교사영향 .338 .056 .001

교사

영향
- - - - - - 부모영향 .363 .025 .024

p <0.05(t>1.96)

표 독서역할모델이 독서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학년별<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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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년1 학년2

구분

학년3

R2 R2 

변화량

p

변화량
R2 R2 

변화량

p

변화량
R2 R2 

변화량

p

변화량

독서

역할

모델

친구

영향
.219 .219 .000 .194 .194 .000 친구영향 .252 .252 .000

부모

영향
.272 .053 .000 .238 .044 .000 교사영향 .281 .029 .021

교사

영향
-　 -　 -　 -　 -　 -　 부모영향 -　 -　 -　

p <0.05(t>1.96)

표 독서역할모델이 독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학년별< 14> ( )

표 는 독서역할모델이 학년에 따라 독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14> . 

독서역할모델이 독서만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학년은 학년으로 였으며 다음으3 28.1% , 

로 학년 학년 순이었다 학년과 학년은 독서만족에 있어 친구가 가장 1 (27.2%), 2 (23.8%) . 1 2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다음으로 부모였고 교사는 학년의 독서만족에 영향을 주고 있지 , 1,2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학년과 차이가 있었는데 학년 역시 친구의 영향을 . 3 1, 2 , 3

가장 많이 받지만 다음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독서역할모델은 학년과 달리 부모가 1, 2

아닌 교사였다 또한 부모의 경우 고등학교 학년의 독서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3

로 분석되었다. 

구분

학년1 학년2

구분

학년3

R2 R2 

변화량

p

변화량
R2 R2 

변화량

p

변화량
R2 R2 

변화량

p

변화량

독서

역할

모델

친구

영향
.362 .362 .000 .268 .268 .000 친구영향 .273 .273 .000

부모

영향
.422 .060 .000 .333 .065 .000 교사영향 .317 .043 .004

교사

영향
-　 -　 -　 -　 -　 -　 부모영향 .337 .020 .048

p <0.05(t>1.96)

표 독서역할모델이 독서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 학년별< 15> ( )

독서역할모델이 학년별로 독서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와 같다 독< 15> . 

서역할모델이 독서지속의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학년은 학년 이었으며 다음으1 (42.2%) , 

로 학년 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친구의 영향 다음으로 부모3 (33.7%), 2 (33.3%) . 1, 2 , 

의 영향을 받는 반면 이들에게 교사는 독서역할모델로써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학년의 경우 독서지속의지에 있어 친구보다는 작지만 교사의 영향이 존재하는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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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영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분석결과4. 

고등학생의 독서유효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독서몰입 독서만족 독서지속의, , 

지 모두에서 친구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모 교사 순으로 나타났, 

다 독서만족과 독서지속의지에 있어 교사는 고등학생의 독서역할모델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인적 특성에 따른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성별에 따른 독서역할모델이 독서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정리하면 남학생의 

경우 독서몰입 및 독서만족에서 여학생보다 독서역할모델에게 더 높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서지속의지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월등히 높은 영향을 받고 있어 . 

전체적인 독서유효성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독서역할모델에게 더 높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하위요인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친구인 것으로 .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모가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교사의 경우 독서몰, . 

입에서만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미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서만족 및 독, 

서지속의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영향에서 친구의 경우는 .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부모의 경우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으로 성별에 따라 영향력을 미치는 독서역할모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에 따른 독서역할모델이 독서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정리하면 인문계열의 

학생의 경우 독서만족과 독서지속의지에 있어서는 친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나 독

서몰입에 있어서는 부모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사의 경우는 독서몰. 

입 독서만족 독서지속의지 모두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계열이 학생의 , , . 

경우는 독서몰입 독서만족 독서지속의지 모두에서 친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 , 

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는 독서몰입과 독서지속의지에서 . 

미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열과 전문계열의 두드러지는 차이는 전문계열 고. 

등학생은 인문계열 고등학생에 비해 친구의 영향력이 더 높았으며 인문계열 고등학생은 전문, 

계열 고등학생에 비해 부모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었다 교사의 경우 인문계열 고등. 

학생에게는 독서역할모델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였으며 전문계열 고등학생의 경우 독서, 

몰입 및 독서지속의지에서 미미하지만 교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년에 따른 독서역할모델이 독서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정리하면 학년이 낮

을수록 독서역할모델에게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학년별 차이를 구체적으로 . 

살펴보면 학년과 학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학년의 경우 독서몰1, 2 3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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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독서만족 독서지속의지 모두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친구에게 가장 많은 , , , 

영향을 받고 있으며 다음으로 부모에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는 독서몰. 

입 독서만족 독서지속의지 몇몇 요인을 제외하고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 . 

면 고등학교 학년의 경우 독서역할모델의 영향에 있어 매우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독서몰3 . 

입의 경우 학년과 반대로 친구보다 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서1, 2 , 

만족의 경우는 친구와 교사의 영향은 받으나 부모의 영향은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서지속의지의 경우는 친구 교사 부모 순으로 모두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 

다 고등학교 학년의 경우 독서역할모델에 있어 학년에 비해 교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 3 1, 2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역할모델 활성화 방안. Ⅳ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독서몰입 독서만족 및 독서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 

부모 교사 친구 요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얻어질 결과를 토대로 고등, , . 

학생의 독서역할모델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독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독서역할모델은 친구로 나타났다 즉 고, . , 

등학생의 독서생활은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 

차원에서 친구나 동료를 활용한 독서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고등학생의 독서

몰입 및 만족 지속의지를 향상 시킬 수 있다 특히 친구의 영향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 . 

많이 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친구독서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인문계열의 학생보다 전문계열 학생이 친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 

음을 고려할 때 인문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서유효성이 낮은 전문계열 학생의 독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나 교사보다 친구를 활용한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둘째 독서역할모델로써 부모는 친구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 , 

요인에서 부모가 고등학생의 독서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는 여. , 

학생보다는 남학생에게 전문계열 학생보다는 인문계열 학생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학년 학생의 독서몰입에 있어서는 친구보다 더 많은 영향. 3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부모의 영향과는 별개로 고등학생들이 부모의 독서역. 

할모델로써의 중요성을 평가한 점수는 친구 나 교사 에 비해 낮은 이었다(2.55) (2.64) 2.30 . 

이를 볼 때 고등학생들에게 부모는 중요한 영향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

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에게 독서역할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독서의 모범을 보여. 

야 하며 가정 내에서 독서토론 등 다양한 독서활동 등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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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교사의 경우 대부분의 요인에서 고등학생의 독서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영향을 미치더라고 매우 낮은 수치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 

독서역할모델에서 교사 중요도에 대한 평가는 로 부모나 친구에 비해 높게 평가하였다2.64 . 

평가점수는 높으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통해 학생들은 교사에게 높은 기대치를 가, 

지고 있으나 실제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독서역할모델로 작용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작금의 교육여건을 보면 독서에 대한 미래투자보다는 대학입시라는 당장의 현실. 

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학입시의 중요성과 관련 학과과목만을 강조하기 때문일 , 

것이다 이는 단순히 교사의 문제를 넘어 현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럼. . 

에도 불구하고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독서의 중요성이 강조된 지금의 시점에서 교사의 역할

을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직무연수 . 

및 교사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독서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사들이 적극적, 

으로 독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결 론V. 

독서는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독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독서현실은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입시위주의 풍토가 그대로 

영향을 미쳐 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등학생 독서의 문제점을 . 

해결하기 위해 독서역할모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부모 교사 친구가 개인의 특성에 따라 , , , 

고등학생의 독서몰입 독서만족 독서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고등학생의 독서유효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독서역할모, 

델은 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인문계열 학생보다는 전문계열의 . 

학생이 친구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등학생에게는 친구 다음으로 . ,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경우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영향을 미. 

쳤으며 실업계열 학생보다는 인문계열 학생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특히 고등학생의 독서몰입에 있어 인문계열 학생과 학년 학생은 친구보다 부모의 영향을 더 3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사의 경우 고등학생의 독서유효성에 요인에 있어 대부분. , 

의 항목에서 영향이 없었으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역시 그 수준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차원의 친구독서프로그램 개발 및 . 

활성화 여학생을 위한 차별적 독서프로그램 개발 전문계열 학생들을 위한 친구독서프로그, , 

램 특성화 부모의 독서모범 및 가정 내 독서 활동 활성화 교사 대상 독서관련 직무연수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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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학생과 상호작용 가능한 독서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 

이 연구는 고등학생을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독서역할모델에 관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독서역할모델에 영향을 많이 받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이 배제되어 생애주

기에 따르는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하였다 따라서 후속적으로 이들을 모두 포함한 연구. 

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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