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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독서태도에 관한 암묵적 지식을 확인하고 독서태도를 측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정보와 시사점
을 획득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개의 초등학교에서 사서교사와 초등교사 및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5
면담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과 교사들은 독서태도를 평가하는 기준과 특성을 학생의 능력. . ,
성격 및 행동적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학생들은 독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독서를 즐거운 감정으로 받아들. 
였다 그러나 독서능력이 하인 그룹의 학생들은 다른 그룹의 학생들보다 독서가 학업적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 
고 있었으며 독서를 보다 부정적인 정서로 표현하였다 학생들은 또래집단과 교사 가족구성원을 독서행동에 영향을. , 
미치는 인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책의 주제 및 내용과 더불어 책 자체의 특성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교사들은 독서. 
태도를 책에 대한 태도와 그 책을 읽는 태도를 포괄한 개념으로 인식하였고 독서환경과 관심 습관 책 경험 등을, , , , 
독서태도의 영향요인으로 언급하였다. 

키워드 독서태도 암묵적 지식 독서가 책 사서교사: , ,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tain basic information and suggestions needed to measure reading attitude

by obtaining the tacit knowledge. For this, a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arried out with teacher

librarians and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elementary students in five elementary school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Students and Teachers divided standard and attribute for assessing reading attitudes as

student’s ability, personality and behavioral aspects towards reading. Students were aware of the necessity

of reading and accepted a pleasant feeling of reading. However, group of students with low reading skill

recognized reading as an academic purpose as compared to other student groups and expressed a negative

feeling on reading. Peers, teachers and family members were recognized as figures who make an impact

on reading by students and further considered the subject, content and physical attribute of book as important

factors. Teachers recognized reading attitude as a concept on attitude about book and book reading. Further

they mentioned reading environment, interests, habits, books, and experience as factors affect reading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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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1. 

측정 이란 어떤 양을 기준으로 재고자 하는 개념의 속성에 수를 부여하는 (measurement)

것을 의미한다 이때 재고자 하는 개념이 다의적으로 해석된다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학교나 도서관현장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 지도 상담활동을 수행하고 . ･ ･

있는 교사나 사서들에게 특정한 개념에 대한 정의는 교육목표의 설계와 교육목적 달성을 위

한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발판이 된다 그리고 특정한 개념에 대한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 

개념에 대한 정의에 비추어 교육활동의 대상자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가늠해볼 수 있기 때

문이다 또한 이들 대상자에게 독자상담서비스를 투입하고 난 이후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 , 

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특정한 개념에 대한 정의는 

중요하다. 

그러나 특정한 개념에 대한 대상자의 상태와 변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서는 개념을 이루는 중요한 속성을 구분하여 속성이 의미하는 바를 준거로 측정해야 한다. 

이는 특정한 개념을 이루거나 개념에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로 상태와 변화

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요인을 측정 준거로 설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학생의 독서태도의 . 

현 상태와 변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독서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내리고 그 정의

를 구성하는 요인을 설정해야 한다. 

독서태도는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독서태도를 개념화하

고 그 속성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1) 그래서 많은 연구자나 실천가 또 부모에게  , 

있어서 ‘독서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독. 

서태도는 책을 바르게 읽는 자세나 중요한 단어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는 방법 또는 책읽기

를 좋아하는 감정이나 독서활동이 자신에게 이롭다는 인식 등의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인식하고 있는 독서태도가 다르다면 독서태도라는 개념의 정의와 요. 

인을 통해 서로 다른 교육 방법을 계획할 것이다 또한 검사도구를 통해 독서태도를 측정하였. 

다면 검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과 실제로 측정한 피검사자의 특성이 서로 다른 것일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검사 결과를 통해 사서교사가 아동에게 독자상담서비스를 제공한. 

다면 이는 잘못된 처치 교육방법 와 처방 독서자료 제공 이 될 것이다( ) ( ) .

1) 이 연구에서는  ‘독서( )讀書 ’를 물리적인 ‘책’이라는 매체에 담긴 텍스트를 읽는 행위로 한정하여 해석한다 따라. 

서 독서태도의 대상이 되는 물리적인 매체도 ‘책’에 한정하여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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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독서태도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지 즉 그 평가 도구, 

문항 가 어떤 특성을 측정하고자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따라서 아동의 독서태도를 측( ) . 

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세계에서 이해되고 있는 독서태도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확인할 필요

가 있다 특히 독서태도는 인간의 잠재적 특성으로 독서태도를 측정하는 검사자와 측정받는 . , 

피검사자의 암묵적 지식을 확인하는 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독서태도의 특성을 검사도구에 ,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사도구 개발에 앞서 선행될 과정이 된다 따라서 독서태, . 

도를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교육에 활용한다고 하였을 때 학교현장에서 이해되고 사용되는 , 

독서태도의 개념과 특성을 확인하고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내리는 데에 필요한 제반 

요인을 추출하여 독서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준거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암묵적 지식 연구방법을 통해 독서태도의 개념과 관련 요인을 확인하

여 독서태도를 설명하고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지식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독서태도 

측정에 필요한 기초정보와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연구 문제2. 

본 연구에서는 독서태도를 측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정보와 시사점을 얻고자 독서태도를 

측정하는 검사자인 사서교사와 초등교사 그리고 피검사자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 

식하고 있는 암묵적 지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표 과 . < 1>

같다. 

번호 연구 문제 연구 대상

1
학생과 교사들은 책을 즐겨 읽는 학생과 책을 즐겨 읽지 않는 학생을 구분하는 특성을 무엇

이라고 인식하고 있는가?

학생 교사, 

사서 초등( , )

2 학생들은 독서의 필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학생
3 학생들은 독서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4 학생들이 읽을 책을 선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5 학생들의 독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은 누구인가?

6 교사들은 독서태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교사

사서 초등( , )
7 교사들은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8 교사들은 바람직한 독서태도를 가진 학생들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표 면담을 통해 얻고자 하는 연구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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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Ⅱ

독서태도의 개념1. 

태도는 ‘몸의 동작이나 몸을 가누는 모양새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 

그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 등으로 정의되어 있다 국립국어원 이와 같은 태도의 정의 ( 2015). 

를 차용하여 독서태도를 몸짓이나 자세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새에 초점을 맞춰 정의할 

경우 이때의 독서태도는 책을 읽을 때 앉거나 누운 몸의 자세 책을 쥐는 방법 책과 눈 사이의 , , , 

거리와 각도 같은 ‘읽는 자세’를 뜻하는 말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성영 ( 2009, 288). 

독서태도를 몸짓이나 자세와 같이 몸을 가누는 모양새에 초점을 맞춘 정의는 독서태도를 

몸짓의 관점에 한해서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은 바람직한 독서태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신체. 

적 장애로 인해 독서하지 못한다면 책을 즐겨 읽는 독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한다 결론. 

적으로 독서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서태도에도 신체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안구 운동과 같은 신체적인 활동이 독서에 영향을 . 

미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독해력으로 대표되는 독서능력과 신체적 발

달을 향상시키는 독서발달과정에서 바람직한 자세 형성을 추구하는 활동을 중요시한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독서는 인격 수양과 정서 함양을 위한 교육적 방법으로 해석되어 왔기 

때문에 책을 읽는 태도 역시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다 누워서 책을 보거나 책을 눈에 너무 . 

가깝게 보는 것은 신체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관점에서도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이. 

러한 관점은 책과 독서에 대하는 자세로 선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를 유지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문화에 기인한 관점이다 이와 같이 독서하는 바른 자세는 아동독자에. 

게 매우 중요한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영역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처럼 독서태도를 독서자. 

세로만 한정하는 관점은 책을 읽고 느끼는 쾌감이나 책을 읽고 새롭게 구성된 스키마 읽은 , 

책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욕구와 같이 독자 내에 일어나는 많은 중요한 변화를 간과하

게 된다. 

한편 독서태도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사회심리학의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 

와 는 독서태도를 Alexander Filler(1976) “독자로 하여금 독서상황에 접근하게 하거나 피하

게 하는 독서와 관련된 감정체제(a system of feeling)”라고 정의하였다. McKenna(1994, 

는 독서태도를 18-19) “특성상 대체로 정의적이며 신념은 그것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여 느낌 등 정의적 요소를 중심으로 독서태도를 해석하였다. Mathewson 

은 독서태도를 (1994, 1131-1134) “내용과 목적에 대한 평가 특정한 읽기에 몰입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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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한 느낌 독서행동을 지속시키기 위한 읽기 준비도, ”라고 정의하여 인지적 정의적 영역

뿐만 아니라 행동적 영역을 포함하여 독서태도를 해석하였다 이러한 정의들은 독서태도를 . 

사회심리학적 태도의 정의에 기반을 두고 태도의 대상을 독서로 한정하여 정의한 것이다.

그러나 가 태도를 정의할 때 대상 수준 범주 수준 명제 수준Greenwald(1988) , (object) , , 

과 스키마 수준에 이르는 가지 수준을 모두 포함시켜 태도 개념을 한정된 수준에서 보다 명4

확하게 정의해야한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나은영 ( 1994, 6), McKenna, Mathewson, 

와 의 독서태도 정의에는 다양한 상황적 맥락에서의 태도 대상과 태도 대상Alexander Filler

의 수준을 구분하지 않고 개별적 수준에 대해 추상적으로 기술한 정의가 된다 예를 들어 교. , 

실에서의 교과서 읽기는 싫어하지만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골라 읽는 책읽기는 좋아할 수 있

다 이는 같은 독서행위라도 이것이 어느 장소에서 어떤 목적으로 독서하는 가에 따라 개인의 . 

독서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상황적 맥락 명제수준 을 고려한 독서태도의 수준이다 또 만( ) . 

화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아동이라도 동화책을 읽는 것을 싫어할 수 있고 전래동화를 좋아, 

하는 아동이라도 위인전은 읽기 싫어할 수 있다 이것은 독서태도의 대상이 되는 책의 유형이. 

나 주제 등 범주 수준 에 따라 아동의 독서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수준을 반영한 것이다 가( ) . 

령 어떤 아동이 자신과 같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장하고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전개된 동화

책을 좋아한다고 하자 또 이 아동이 고정욱 작가를 좋아한다고 하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 . 

아동은 ‘가방 들어주는 아이’
2)는 좋아할 수 있지만 ‘민우야 넌 할 수 있어, ’

3)는 싫어할 수 

있다 이것은 같은 장르이고 유사한 상황으로 전개된 작품이며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이. 

라 하더라도 개별 작품 개별 대상 에 따라 아동의 독서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 (

서영 2009, 289-290). 

아동들은 특정한 책이 그림책이거나 만화책 또는 동화책일 때 서로 다른 인지 정서 행동, , 

의지와 행동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반응을 주목하는 관점은 물리적인 책의 종류에 보다 관심. 

을 가지는 관점이다 반면에 태도에 대한 대상을 . ‘독서’에 두고 독서행동에 관심을 두는 관점

은 아동독자의 독서빈도나 독서방법 및 내용 이해 등에 관심을 가지는 관점이다 그러나 대상. 

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대한 태도가 서로 인지적으로 상호작용을 일으켜 행동 결정에 복합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정세구 책과 책읽기의 태도를 충분히 ( 1995, 24), 

고려하여 독서태도의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2) 고정욱 작가의 가방 들어 주는 아이 경기 사계절 는 목발을 짚고 다니는 같은 학급 친구의 가방을  ( : , 2002)� �

들어 주는 아이가 겪는 이야기이다. 

3) 고정욱 작가의 민우야 넌 할 수 있어 경기 사계절 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아 민우가 학급에서 겪는  ( : , 2005)� �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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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 지식2. 

암묵적 지식에 대한 연구는 인간이 어떻게 환경과 작용하여 특정한 정보를 지각하고 학습, 

하고 기억하고 사고하는지를 연구하는 인지심리학의 분야에서 시작되었다 암묵적 지식, , . 

은 학습과 경험을 통해 습득되어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지만 겉으로 확실(tacit knowledge)

하게 드러나지는 않으며 문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식으로 한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행

동과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Polanyi 1966, 5-6; Runco, Johnson and 

Bear 1993, 91-95). 

따라서 암묵적 지식은 말로 표현되는 것이 어려우며 그것을 전달하거나 공유하기가 쉽지 

않은 지식을 말한다 이런 암묵적 지식의 획득은 주로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암묵적 지식. . 

은 언어나 문자로 표현되고 코드화 할 수 있는 명시적 지식 과 대비되는 (explicit knowledge)

지식의 한 종류로 이는 선언적 지식 과 방법적 지식이나 절(Gagne 1985, Anderson 1981)

차적 지식 과 그 성질이 유사하다(Ryle 1949; Sternberg 1994) . 

김민희 는 암묵적 지식을 측정하는 방법을 크게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연구(2010) . 

주제가 되는 심리적 구인을 가진 사람의 특성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조사하는 방법이며 두 , 

번째는 심리적 구인을 가진 사람을 지명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심리적 구인을 가진 . 

사람의 특성들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일반인들이 평정하도록 하는 방법이고 마지막으로는 녹, 

화된 사람들이나 혹은 시나리오에 나타난 인물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독서태도가 긍정적인 아동을 지명하거나 독서태도가 긍정적인 아. 

동의 특성을 면담을 통해 조사하는 방법은 암묵적 지식을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선행연구3. 

선행연구들은 독서태도를 측정하는 준거를 확인하기 위해 암묵적 지식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옥정인 은 독서태도 및 영향 요인 검사 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사서 . (1999, 29-32)

등이 추천한 명의 긍정적인 독서태도를 가진 다독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고 정혜21 , 

승 은 독서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초등(2007, 272-291)

학생과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Heathington and Alexander(1978, 

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761-771) “네 또래의 어린이가 독서하는 것을 싫어할 때 그들은 무엇, 

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와 “그들이 독서를 좋아할 때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가?”라는 두 가지 질문으로 면담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는 중등학생들이 독서를 어떻. Rhody

게 느끼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알고 있는 독서를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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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명의 행동과 의견을 설명하도록 하고 또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 명의 행동과 의견3 3

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독서태도(Rhody and Alexander 1980, 612). 

를 측정하는 검사자와 측정받는 피검사자에 대한 암묵적 지식을 명시적으로 지식화하는 과정

을 통해 독서태도를 형성하는 과정을 추정하거나 독서태도의 요인을 설정하는 과정을 설명하

고자 하였다 또 명시적으로 지식화하는 과정에 대한 타당성을 높여 수용할 수 있는 독서태도. 

의 측정 준거를 이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독서태도에 대한 암묵적 지식 연구를 통해 독서태도를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지식

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독서태도의 요인에 대한 수용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연구 방법. Ⅲ

본 연구에서는 암묵적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중 하나인 근거 이론(Grounded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경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theory) . 

저 면담을 통해 연구주제의 심리적 구성요인을 가진 사람의 특성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조사

하였고 성은현 비슷한 개념을 묶어 개념과 관련 변인( 2007; Choe 2006; Sternberg 1985), 

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독서태도 관련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초( 2006). 戈木 滋子 クレイグヒル

등학교 학년 학생의 독서태도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초등 사서교사와 초등 담임교4-6

사 그리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도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전에 초등학교 학년 . 3

학생과 초등 사서교사 및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예비 면담 을 수행하였고 수(pilot interview)

행 결과를 최종 면담 질문지에 반영하였다. 

질문지 개발1. 

암묵적 지식을 파악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을 선정하고 교사 명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3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이 질문지로 년 월에 초등학교에서 초등 담임교사 이. 2015 4 S (

하 초등교사 명과 초등 사서교사 이하 사서교사 명 초등학교 학년 개 학급 명의 초) 1 ( ) 1 , 3 1 6

등학생 이하 학생 을 대상으로 예비 면담을 진행하였다 학생 예비 면담자는 독서 독해 능력( ) . ( )

을 기준으로 독서능력이 상 중 하인 남 여학생 각각 명씩 총 명을 선정하였다1 6 .･ ･ ･

예비 면담 결과 대상자 모두가 구체적인 독서행동에 근거하여 질문에 답변한다는 사실을 , 

확인하였다 그러나 판단기준은 서로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질문이 추상적. . 

일수록 그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거나 대답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였다 이에 추상적인 . 

질문을 좀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수정하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질문을 학생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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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맞추어 보다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수정하였다 학생들은 독서의 목적을 독서의 필요. 

성과 연계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학생들의 독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 

책을 꼭 읽어야 하는지와 그에 따른 이유를 묻는 내용으로 문항을 수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사서교사 초등교사 학생을 면담하기 위해 작성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는 표 , , <

표 표 와 같다2>, < 3>, < 4> .

질문 내용

학교에서 책을 가장 즐겨 읽는 학생의 이름 세 명을 말해 주세요1-1. .4) 

그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1-2. ? 

학교에서 책을 가장 즐겨 읽지 않는 학생의 이름 세 명을 말해 주세요2-1. .

그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2-2. ? 

독서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3. ?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무엇이 있을까요4. ?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독서태도를 가진 학생들의 특징을 묘사해 주세요5. .

표 사서교사용 면담 질문지< 2>

질문 내용

학급에서 책을 가장 즐겨 읽는 학생의 이름 세 명을 말해 주세요1-1. .

그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1-2. ? 

학급에서 책을 가장 즐겨 읽지 않는 학생의 이름 세 명을 말해 주세요2-1. .

그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2-2. ? 

독서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3. ?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무엇이 있을까요4. ?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독서태도를 가진 학생들의 특징을 묘사해 주세요5. .

표 초등교사용 면담 질문지< 3>

질문 내용

우리 반에서 책을 가장 즐겨 읽는 친구의 이름 세 명을 말해 주세요1-1. .

그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1-2. ? 

우리 반에서 책을 가장 즐겨 읽지 않는 친구의 이름 세 명을 말해 주세요2-1. .

그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2-2. ? 

책은 꼭 읽어야 할까요3. ?

학생이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때의 기분은 어떨까요4. . ?

학생은 읽을 책을 어떻게 결정하나요5. ?

누군가 학생에게 책을 추천해 준다면 그게 누구였으면 좋겠습니까6. , ? 

학생은 그 책을 읽을 건가요   ?

표 초등학교 학년 학생용 면담 질문지< 4> 4-6

4) 세 명의 학생이나 친구의 이름을 말하도록 한 이유는 공통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는 정혜승 . (2007)

의 연구에서도 명의 이름을 호명하는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이 연구의 예비 면담 결과에서도 공통적인 특성을 3 ,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다만 면담 결과 책을 가장 즐겨 읽는 학생 친구 에 독서 문제아가 포함되거나 책을 . , ( )

가장 즐겨 읽지 않는 친구들 간의 공통점이 부족한 경우 명의 공통점을 추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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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과 면담 과정2. 

독서태도에 대한 인식 양상을 탐구하기 위하여 사서교사 명 초등교사 명과 학년 5 , 16 4-6

학생 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고 그들의 답변을 기록하였다 독서태도의 암묵적 이95 . 

론을 위한 면담 과정은 표 와 같고 면담 인원은 표 과 같다< 5> < 6> .

과정 내용 및 방법

전문가

검토

대상 초등교사 명3

내용 초등학생과 사서교사 및 초등교사에 대한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지 

면담 

예비 

조사

대상

학생

사서교사가 근무하는 초등학교 개교 임의 표집1

학년 개 학급을 임의 표집3 1

독서 점수가 상 중 하인 남녀학생 각 명씩을 면담 총 명1 ( 6 )･ ･

초등교사 인터뷰 대상 학생의 담임교사 명1

사서교사 인터뷰 대상 학교의 사서교사 명1

조사방법
반구조화된 면담

면담자가 질문하면 연구 대상자가 말로 설명하고 진행과정을 녹음

면담

본

조사

표집

대상 학년 초등학생4-6 초등 담임교사 초등 사서교사

절차

사서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개교를 무선 표집5

학년 각 개 학급 무선 4,5,6 1

표집
인터뷰 대상 학생의 담임 인터뷰 대상 학교의 사서교사

독서 점수가 상 중 하인 남 여･ ･ ･

학생 각 명 표집1

조사 방법
반구조화된 면담

면담자가 질문하면 연구 대상자가 말로 설명하고 진행과정을 녹음

수집된 개인정보 학년 성별 이름, , 담임 학급 성별 경력 이름, , , 

표 면담 과정< 5>

초등학교 광주a 광주b 광주c 광주d 광주e 계 명( )

사서교사 1 1 1 1 1 5

초등교사 3 3 3 4 3 16

초등학생 18 18 18 23 18 95

표 면담 인원< 6>

학생 면담 대상 선정을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사서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개의 학교를 임의 5

표집하였다 이후 표집된 학교에서 학년별 개 학급을 무선 표집하여 모두 개 학급을 . 4,5,6 1 15

선정하였다 다시 한 학급마다 독서능력을 기준으로 독서능력이 상 중 하인 남녀학생 각각. 3･ ･

명씩을 면담 대상자로 선정하였다.5) 이렇게 하여 총 명의 학생을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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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러나 광주 초등학교의 학생 명이 면담을 거부였고 특정 학급 개반을 추가로 표집하. d 1 1

여 총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년 월에 해당 학교에서 면담을 실시하였다95 2015 5 .  

면담은 작성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연구자가 읽어주면 대상자가 말로 답변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고 답변을 녹음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사서교사와 초등교사에게는 학생들의 질문. 

에 더하여 독서태도의 개념과 이상적인 독서태도를 가진 학생들의 특징 독서태도 영향 요인, 

을 묻는 질문을 추가하였다. 

분석 방법3. 

독서태도의 개념에 관한 문헌고찰을 통해 독서태도의 개념을 이루고 요인으로 구성될 수 

있는 변인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면담 질문지를 작성하고 면담 결과를 해석하는 . 

데에 필요한 부수적인 자료로 활용하였다. 

면담 결과에 대한 자료 분석 방법은 근거이론 코딩방법을 적용하였다 즉 개방코딩. (open 

을 통해 필사된 자료를 의미단위로 나누었고 그에 따라 속성과 차원을 추출하였으며 coding)

한 단위의 의미 내용에 개념을 붙여 이를 범주화 하였다 그리고 축코딩(categorizing) . (axial 

을 통해 하나의 범주에 하위 범주들을 연관 지어 새로운 개념을 생성하였다coding) .6) 

분석 결과와 논의. Ⅳ

분석 결과1. 

가 독서태도를 평가하는 기준과 특성. 

기준 1) 

사서교사는 독서태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대출 빈도 학교도서관 방문 빈도 독서 빈도와 , , 

같은 특정한 행위의 빈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독서자료의 종류와 더불어 능력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초등교사는 아침시간 쉬는시간 수업시간 등 독서하는 상황과 . , , 

학교도서관 방문 빈도 대출 빈도 독서 빈도 등의 행위를 평가 기준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 , . 

초등교사는 독서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정서적인 측면과 더불어 얼마나 깊이 빠져 책을 읽는

지에 대한 강도도 평가 기준으로 고려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독서빈도 독서방법 독서상황. , , , 

5) 독서능력은 담임교사가 국어시험에서의 읽기 독서 점수나 수업시간에서의 독서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함 ( ) .

6) 근거이론의 부호화 과정에서 이론을 생성하는 선택코딩 과정은 실시하지 않았다 (selective co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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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에 대한 정서 텍스트 등을 독서태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고려하였다, . 

교사와 학생들이 독서태도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근거는 관찰된 행동과 표현행위인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어떤 학생이 학교도서관에 자주 방문하거나 . “책읽기를 좋아해”라고 말했다면 

이를 근거로 이 학생이 독서를 자주하거나 독서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이 학생의 

독서태도가 긍정적일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성 2) 

교사들과 학생들은 책을 즐겨 읽는 학생들의 특성을 행동과 성격 능력의 측면으로 구분하, 

였고 책을 즐겨 읽는 학생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다만 사서교사들은 책과 도서관에 대. 

한 행위에 관한 특성을 보다 빈번히 언급하였고 초등교사들은 학업성취도와 같은 능력과 대

화에서의 표현행위를 보다 빈번히 언급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친구나 선생님과의 관계를 . 

보다 빈번히 언급하였다 학생들이 인식한 책을 즐겨 읽는 학생들의 특성은 표 과 같다. < 7> . 

구분 학생들의 특성 빈도 구분 학생들의 특성 빈도

능력

공부 열심히 잘해 시험( , , ) 21

성격

활발해 1

창의력 1 재미있다 1

똑똑해 3 꼼꼼해 1

운동 실력 부족 1 자신감 있어 1

운동을 잘해 1 성실 1

집중 2 생각이 많아 1

발표 잘해 자주( , ) 9 친구하고 사이 좋아 친구많아( ) 8

논리적 1 선생님말 잘 들어 1

글 잘 읽어 1 선생님 잘 도와 1

글쓰기 1

행동

도서관 방문( ) 4

말을 잘해 1 모범생 3

성격

조용해 차분해( ) 5 잘 놀아 3

성격 좋아 3 장난 안쳐 1

배려심 3 열심히 다른 분야( ) 1

말수가 적다 1 친구하고 못 어울려* 2

말이 많다 1 쉬는시간 안 놀고 책 읽어* 4

소심해 1 부정적 행동*:

표 학생들이 인식한 책을 즐겨 읽는 학생들의 특성< 7> 

몇몇 학생들은 책을 즐겨 읽는 학생들의 특성을 친구하고 못 어울리고 쉬는 시간에 안 놀고 

책만 읽는 행위와 같이 부정적인 행동으로 언급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서교사나 초등교사. 

와의 면담 결과와도 일치한다 사서교사는 만화책을 읽으러 매시간 학교도서관에 방문하는 . 

아동을 부정적인 행동으로 언급하였고 초등교사들은 부정적 행동을 한 아동의 특성을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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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책을 읽고 친구들과 잘 못 어울리며 도서관에 너무 자주가고 만화책과 같은 편협한 분야의 

책만을 읽으며 의사소통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실은 책을 즐겨 읽. 

는다고 해서 반드시 긍정적인 독서태도를 지녔다고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교사들과 학생들은 책을 즐겨 읽지 않는 학생들의 행동과 성격 능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 

고 있었다 초등교사가 인식한 책을 즐겨 읽지 않는 학생들의 특성은 표 과 같다. < 8> . 

범주 하위영역 학생들의 특성 빈도

행동

독서 부재 책을 잘 안 읽어 자유시간에도 안읽음, 4

모범 행동 모범적이지 않음 정리정돈 안됨, 2

수업 수업시간에 딴 짓 1

능력

의사소통능력 부족
언어능력 부족 이해력 부족 대화 표현력 부족, ( ), , 

발음 좋지 못해 모둠활동 잘 못해 어휘력 부족, , 
8

학업성취도 부족
맞춤법 틀려 학습 능력 부족 문장이해력 부족 읽기능력 부족 글쓰기 , , , , 

부족 지구력 부족 집중력이 부족, , 
10

성격 성격 및 행동행태7)
주의산만 타율적 학업 의욕 없음 언행이 경솔함 장난을 좋아함 활발, , , , , 

한 편 겉으로만 약간 과격 듣는 것을 좋아해 책에 대한 흥미 없음( , ), , 
13

표 초등교사가 인식한 책을 즐겨 읽지 않는 학생들의 특성 < 8> 

초등교사들은 언급한 책을 즐겨 읽지 않는 학생들의 특성을 책을 즐겨 읽는 학생들의 특성

보다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이는 책을 즐겨 읽지 않는 학생들의 특성이 보다 부정적인 . 

항목으로 범주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책을 즐겨 읽는 학생들의 특성에 비해서 책을 즐겨 . 

읽지 않는 학생들의 특성이 능력적인 측면에서 보다 빈번히 언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초등교사의 면담 결과는 학생들이 인식한 책을 즐겨 읽거나 그렇지 않은 학

생들의 특성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학생들은 책을 즐겨 읽는 학생들의 특성을 보다 능력적. 

인 측면에서 언급하였고 책을 즐겨 읽지 않는 학생들의 특성을 성격과 행동적인 측면으로 , 

언급하였다. 

나 독서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정서적 표현. 

독서에 대한 필요성 인식 1)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독서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독서능력에 따라 인식

의 강도는 달랐다 독서능력이 상인 그룹의 의 학생들이 독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 84.38%

으나 하인 그룹의 학생들은 만이 독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64.57% .  

7) 환경에 대하여 특정한 행동 형태로 반응하는 것을 성격이라고 하였을 때 성격을 행동과 완전히 분리시킬 수는  

없지만 보다 외면화 된 행동과 구분하여 표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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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로 독서가 지식이나 공부 직장을 얻는 데에 도움이 되기 , 

때문이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다 특히 독서능력이 하인 그룹의 학생들은 다른 그룹의 . 

학생들에 비해서 보다 학업적인 목적으로 책을 읽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학생들의 독서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정서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독서능력이 상인 . , 

그룹의 학생들은 독서를 해야 하는 이유를 재미있어서 마음의 평화 공감 성격 절제 좋은 , , , , , 

사람 정신 등과 같이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독서능력이 중인 그룹의 학생들은 책이 없으면 , . 

심심 재미있어 참을성 문화 예의와 같이 답변하였다 반면에 독서능력이 하인 그룹의 학생, , , , . 

들은 ‘책을 읽으면 좋아’와 같이 보다 단순하게 답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독서능력 그룹 간 . 

정서적인 측면의 표현 빈도와 표현의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독서에 대한 정서적 표현 2) 

학생들은 독서할 때의 기분을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응답하였다 응답의 . 

강도는 독서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의 기분에 대한 학생. 

들의 응답은 표 와 같다< 9> . 

구분 상 중 하

긍정적 

정서

기대된다 좋다 편하다 괜찮아, (7), , , 

마음이 안정 안읽은 책은 궁금(2), , 

읽은 책은 재미있으니까 또 읽어

즐겁다 좋다 재미있다 더 , (5), (7),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편하다 읽을 , , 

때 약간 어려운 것도 있지만 재미있

어 새로운 책은 읽게 되면 신기하고 , 

재미있는 느낌이 든다 신기하다, .

좋아요 재미있다(5), (2), 

읽고 싶어

부정적 

정서

별로 안 좋다 복잡하다 글이 너무 , , 

많다

짜증난다 억지로 읽는 것은 기분 , 

안 좋아 읽기 싫어, 

읽기 싫다 우울하다 재미없다 지, , , 

루하다 억지스럽다 짜증나 재(2), , , 

미가 없고 다른 것 하고 싶다 왜 읽, 

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놀고 싶은데 , 

읽으라고 하면 읽기 싫다 놀랍다. , 

긴장된다.

보통 그냥 그렇다 나쁠 건 없다, 
그냥 그저 그렇다 게임하지 말, (2), 

라고 해서 그냥 읽는다.

몰입
독서중일 때는 재미 독서중일 때는 , 

기대감
독서 중에 몰입

상호작용 주인공의 느낌 생각

책의 

특정성
책의 종류에 따라 기분이 달라져 만화책이라면 더 좋아

책에 따라 다를 것 좋기도 하고 나(

쁘기도 해)

조건

지루한 책을 읽으면 지루 재미있는 , 

책을 읽으면 즐거워 어려운 책은 기, 

분 나빠 쉽고 재미있는 책 빨리 읽, , 

을 수 있는 책 자주 보는 책 재미, , 

있을 것 같은 책은 좋아

어려운 책은 읽기 싫지만 짜증 그( ) 

렇지 않은 책이라면 궁금 재미있는 , 

책은 기분 좋고 재미없는 책은 기분 

나빠 재미있는 책은 기분이 좋다, 

심심할 때 읽겠다,

표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의 기분 학생< 9> -



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권 제 호  ( 47 1 )․

- 318 -

표 을 보면 독서능력이 상인 그룹의 학생들은 독서능력이 중 하인 그룹의 학생들보다 < 9> , ･

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독서능력이 하인 그룹의 학생들은 다른 집단의 . 

학생들보다 보다 부정적인 정서적 표현으로 응답하였다. 

학생들은 책에 따라 기분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책의 특정성을 언급하였으며 

재미있는 책과 재미없는 책 등으로 책을 구분하여 특정한 책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정서를 나

타냈다 또한 몇몇 학생들은 처음에는 책을 읽고 싶지 않지만 막상 책을 읽으면 재미있을 것. 

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의 독서태도 상태에 따른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 

함을 의미한다 또한 책을 읽다보면 독서가 재미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학생들이 책을 재미있. 

는 것으로 느끼고 있으나 어떤 이유 등으로 책장을 넘기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는 개별 아동독자에게 적합한 독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독서태도뿐

만 아니라 실제 독서행동을 관찰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 책선택 기준과 인물의 영향력. 

책 선택 기준 1) 

학생들은 읽을 책을 선택할 때 책의 내용과 주제도 고려하였지만 무엇보다도 물리적인 책 , 

자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책의 제목 표지 책의 두께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읽을 책을 , , .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은 표 과 같다< 10> .

표 을 보면 독서능력이 상인 그룹의 학생들의 경우는 다른 그룹의 학생들에 비하여 < 10> , 

책의 내용을 살펴보는데 반하여 독서능력이 하인 그룹의 학생들은 책의 물리적인 형태나 표현 

방법 독서자료의 종류 등과 같은 것을 보다 중요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독서능력, . 

과 상관없이 학생들이 책의 두께나 책의 쪽수 책 속 글자의 수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 

독서태도가 책을 읽기 전에 책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물리적인 책에 대한 태도를 독서태도의 개념의 범주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읽다보면 

좋아

처음에는 읽기 싫지만 읽다보면 책

에 빠져들어 재미있을 것 귀찮지만 , 

읽다보면 재미있을 것 재미있으면 , 

또 읽어

귀찮을 것 같지만 적응하면 좋을 것 

같다

처음에는 재미없지만 읽다보면 재미

있다 저도 책을 안 좋아하는데 읽, 

다보면 좋아해 처음에는 놀고 싶지, 

만 읽다보면 재미있어 계속 읽어

자율성
놀고 싶을 것 같지만 내가 고른 책

이라면 읽겠다

내 의지로 읽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 

원하는 책은 괜찮다 억지로 읽으면 , 

안 좋아.

관심, 

흥미

궁금하다 내용이 궁금하고 기대 내, , 

용이 궁금 

궁금 흥미 생겨 재미있을지 (2), , , 

궁금 내용이 궁금 호기심, (2), 
내용이 궁금(4)

적극성 빨리 읽고 싶다 읽어야겠다, 빨리 읽고 싶다

판단 내가 읽고 싶은지 생각

빈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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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 중 하

제목 제목(12) 제목(11) 제목(11)

표지 표지 표지 그림( )(9) 표지(5) 표지(8)

요약글 표지 줄거리 요약글( )(4)

저자 저자(2) 저자

추천 여부 추천 도서(5) 추천해준 책(2) 

친구가 

읽은 책
친구가 본 책(2) 친구들이 읽은 책

내용
내용 스토리 을 훑어봐( ) (7), 

줄거리(3)
내용을 훑어봐(4)

내용을 훑어봐(2)8), 

내용 줄거리, 

주제
주제 좋아하는 분야 과학 (6), (

등 상황별 도서), 
주제 주제 내용 검색(2), ( ) 

만화책은 안보고 역사과학 요리 , 

같은 거 학습만화 위인전 음악, , , , 

역사책 등을 고려 좋아하는 분야, 

훑어보기 책을 훑어봐 책을 훑어봐

책 종류 독서자료 만화책, - 안 읽었던 책 독서자료 만화책-

목적 목적 학습 숙제 에 도움( ) (3)

그림 책 속 그림 그림이 조금 있는 것, 

책 속 그림 많은 것 그림만 많은 , 

책 싫어 책 속 그림 책 속 그림도 , , 

재미있는 것

쪽수 두께, 쪽수 책의 두께, (2)

글자 수 글이 많은 책(2)
되도록 글이 없는 것, 

글씨가 많은지 적은지
글자 수 글이 짧은 책, 

수준 어른들 책 읽기 어려운 책

글자 크기 책 속 글씨 큰 것

문제행동 아무거나 집어서 그냥 넘겨 그냥 골라 손이 가는대로, , 

느낌
책에 대한 느낌, 

재미있겠다 싶으면

기타 차례(2) 계획을 세워 읽는다
책장을 훑어봐, 

내가 원하는 책은 아무거나

표 읽을 책을 선택하는 기준 학생< 10> -

영향을 미치는 인물 2) 

또래친구와 담임교사 사서교사 및 보호자 등이 학생들의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물은 표 과 같다. < 11> . 

8) 독서능력이 하인 그룹에서  ‘내용을 훑어본다는 것’이 글자 수나 그림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등장

인물이나 이야기 형식 등의 스토리를 살펴본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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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학년4 학년5 학년6 합계 명( )

친구 27 20 24 71

담임교사 9 5 6 20

사서교사 9 5 6 20

선생님 4 7 7 18

학부모 8 14 6 28

엄마 6 7 4 17

아빠 2 2

가족 5 1 2 8

형제자매 8 1 9

조부모 1 2 3

사촌 및 친척 1 3 4

아는 누나나 동생 2 2

작가 1 1

누구나 1 1

학원 선생님 1 1

교수 1 1

합계 명( ) 83 67 56 206

표 학생들이 책을 추천해 주었으면 하는 인물< 11> 

초등학교 학년부터 학년 학생들은 친구들의 책 추천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다 그리고 대4 6 . 

부분의 학생들이 추천받은 책을 읽겠다고 답하였음으로 초등학교 학년부터 학년 학생들에4 6

게 있어 친구들 또래집단 은 학생들의 독서행동을 이끌 수 있는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이라( )

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옥정인 이 초등학교 학년 학생들의 독서태도와 문식성 . (1999, 42) 6

환경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독서태도와 교우관계가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는 , 

것과도 일치한 결과이다.

이와 같이 또래집단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이유는 학생들의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

다 면담 결과 학생들은 부모가 학업과 관련된 두껍거나 재미없는 책을 추천하는 것을 곤란. , 

하게 생각하였다 이는 부모를 포함한 성인이 추천한 책을 읽는 활동이 학생들에게 즐겁지 . 

않았었던 경험이 축적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수준과 비슷하고 또는 자신의 . 

취향을 잘 알고 있고 사회적으로 또래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친구가 추천한 책을 보다 쉽게 , 

받아들이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 누군가에게 추천 받은 책을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 

책의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을 때 학생들은 또래가 추천한 책이 독서하기 쉽고 독서할 

만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친구 뒤를 이어 부모와 교사로부터 책을 추천받고 싶어 하였다 특이한 점은 사서. 

교사의 영향력이 담임교사의 영향력과 비슷하게 측정되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에서 담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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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초등학교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으로 학생들에게 학

업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와 동등하게 사서교사가 . 

담임교사만큼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초등교사의 사서교사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 

지로 학생들이 자신의 발달단계에 맞으며 자신이 원하는 책을 사서교사가 추천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믿거나 경험한 결과로 학생들도 사서교사를 책의 내용에 대한 전문가라고 인식하고 ,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읽을 책을 추천해 주기를 희망하는 추천이가 추천한 책을 읽을 것인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와 같다< 12> . 

응답내용 학년4 학년5 학년6 총합계(%)

읽는다 77 60 39 176(86.27%)

조건에 따라 읽는다  4  6 15 25(12.25%)

읽지 않는다  1  1  1 3(1.47%)

총합계 명( ) 82 67 55 204(100%)

표 추천한 책의 독서 의지 여부< 12> 

자신이 희망하는 사람이 추천한 책을 읽겠다는 응답은 인데 반해 읽기 않겠다고 86.27%

응답한 학생은 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조건에 따라 책을 읽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1.47% . 

였다 조건에 따라 추천한 책을 읽겠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답변을 살펴보면 그 책이 12.25% . , 

어른 책인지 너무 두껍지는 않은지 혹은 어려운 교과목과 관련된 책인지 등으로 이러한 조건, 

에 해당하는 책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책을 읽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 

책 추천이가 학생들의 실질적인 독서행동을 이끄는 자극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독서태

도와 독서행동에 있어 인물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독서태도의 구조와 모형에 이러한 . 

인물에 대한 영역을 포함시키고 그에 따른 검사 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라 독서태도의 개념과 요인. 

사서교사는 표 과 같이 책에 대한 자세나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독서방법과 독서하는 < 13>

태도도 독서태도의 개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또한 관심 습관 의지 자율성 책선정 . , , , , 

등을 독서태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활용하였다. 

표 을 정리하면 사서교사가 인식하는 독서태도를 < 13> “다양한 책을 대하는 자세와 관심, 

의지 등의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여 자율적으로 책을 선정하고 선정한 책을 읽는 방법과 몰입

을 통해 긍정적인 독서경험이 습관화 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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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독서태도의 개념 주요 용어

교사1 책에 대한 관심과 책을 읽는 방법 책관심 독서방법, 

교사2
습관 책을 대하는 자세 다양한 책을 읽는 것 도서관이나 서점에 방문하려는 , , , 

의지 자율적인 도서 선정 긍정적인 독서경험, , 

습관 책태도 독서자료 방문의, , , 

지 자율성 책선정, , , 

교사3 책을 대하는 자세 마음가짐, 책태도

교사4 책을 대하는 태도 책을 읽는 태도, 책태도 독서하는태도, 

교사5 바른 자세로 집중해서 읽기 독서자세 집중, 

표 독서태도의 개념에 대한 사서교사의 암묵적 지식< 13> 

초등교사는 표 와 같이 관심 즐거움 몰입 집중 자율성 습관 책선정 독해를 독서< 14> , , , , , , , 

태도의 개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대상 독서태도의 개념 주요 용어

교사1 스스로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하는 능력 자율성 책선정, 

교사2
관심 있는 책을 읽으려는 것으로 책을 즐기려는 자세.

바른 자세는 독서태도 아냐*
관심 독서의지 즐거움, , 

교사3 책에 관심을 갖고 내용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읽어나가는 집중력 관심 전략 집중력, , 

교사4
책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

바른 자세가 아니라*
독해

교사5
책에 관심을 가지고 책 속 내용에 공감하고 재미를 느낌

바른 자세는 독서태도가 아니다 책은 단순히 눈으로 읽는 것이 아냐* . 
책관심 공감 즐거움, , 

교사6 주위의 소음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책속에 빠져들어서 읽을 수 있는 것 집중 몰입, 

교사7 몰입하는 즐거움 몰입 즐거움, 

교사8 독서가 생활화되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레 책을 읽는 것 습관

교사9 집중력 이해력 바른 자세가 중요하지만 다양한 분야를 정해서 읽어, , 집중 독해 다양한 주제, , 

교사10
스스로 찾아서 좋아하는 책을 즐겨 읽는 것

반듯한 자세는 아님*
자율성 즐거움, 

교사11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선정해서 집중해서 읽는 것 관심 책선택 집중, , 

교사12 집중 즐거움, 집중 즐거움, 

교사13 습관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아님* 습관

교사14 친구들이 주변에서 뭘 하든지 간에 독해를 할 수 있는 능력 몰입( ) 집중 몰입, 

교사15 책에 빠져들어 즐거움을 느끼고 스스로 느낀 생각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노력, 몰입 즐거움 실천, , 

교사16 좋아하는 책을 즐겨 읽는 것 즐거움

표 독서태도의 개념에 대한 초등교사의 암묵적 지식< 14> 

그러나 초등교사들은 대부분 몸짓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독서태도의 개념에 포함시키기 않

았다 그리고 몇몇 초등교사들은 책을 읽는 바른 자세와 같이 책을 읽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 

몸짓은 독서태도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즉 이들의 주장은 학생들이 독서를 하는 과정 즉 글. 

자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감상하는 그러한 독서중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가 생각하고 느끼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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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내적 활동만을 독서태도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고 독서중의 과정에서 독자가 겉으로 드

러내는 행동 예를 들어 비스듬히 앉아서 읽거나 턱을 괴고 읽거나 심지어 누워서 읽는 자세들, 

은 독서태도의 영역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독서태도 개념에 대한 교사들의 암묵. 

적 지식의 결과는 사서교사가 초등교사보다 책 자체를 보다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초등교사들이 독서태도의 정의로 언급한 특성들을 종합하여 독서태도를 정의하면 독서태, 

도를 “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읽을 책을 선택하고 그 책을 몰입해서 이해하고 감상

하며 읽고 즐기며 실천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 독서태도의 영향 요인. 

사서교사는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표 와 같이 독자의 주변 인물 프로그램 < 15> , 

등의 환경과 아동독자의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순번 영향 요인

교사1 담임 사서 부모 주제별 적합 독서자료 프로그램 사서교사 추천도서 도서목록 제공, , , , , , 

교사2 가정환경 담임교사 학교의 독서행사, , 

교사3 흥미 관심 담임 사서, , , 

교사4 또래집단이 책을 대하는 태도와 독서빈도 부모나 교사의 독서 관심도 독서교육경험, , 

교사5 친구 학교도서관 환경, 

표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사서교사의 암묵적 지식< 15>

초등교사들은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표 과 같이 가정이나 교실에서의 활< 16>

동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관심 독서 습관과 독서능력 성격 독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책, , , , , , 

독서경험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구분 영향 요인 빈도( )

습관 습관 생활습관, (2)

학교 교육과정 환경 교육과정 아침독서활동시간 교육과정- - , 

학급 경영 학급문고 분실에 대한 책임에 따른 독서활동 운영

인물
주변 인물 주변인 친구 등 의 성향( )

교사 교사의 참여도

환경 가정환경

학부모의 관심 가정에서의 독서 분위기 학부모의 책읽기 학부모의 권장시간 학부모의 태, , , , 

도 가정의 책 읽는 분위기 가정에서의 읽을 책 선정 가정의 환경 를 안보고 같이 책을 , , , (TV

읽는지 가정환경), (3)

표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담임교사의 암묵적 지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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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과는 교사들이 다양한 요인이 아동의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 바람직한 독서태도를 가진 학생의 특징. 

사서교사는 바람직한 독서태도를 가진 학생들의 특징을 표 과 같이 책 독서 주변 환< 17> , , 

경과의 상호작용을 주요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순번 이상적인 학생의 특징

교사1 다양한 종류의 책을 자주 읽고 끝까지 읽는다.

교사2 도서관에 지속적으로 오고 자기 생각을 논리적이며 분명하게 표현하며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높다.

교사3 교사와 의사소통이 되고 책을 읽은 욕구가 있으며 책을 읽은 후에 책의 내용을 이야기 하고 표현한다.

교사4 독서에 관심을 가지고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책을 읽거나 재미를 위해서 책을 집중해서 읽는다.

교사5 읽을 책을 스스로 고르고 집중해서 책을 읽는다.

표 바람직한 독서태도를 가진 학생의 특징에 대한 사서교사의 암묵적 지식< 17> 

표 을 통해 사서교사가 인식하는 독서태도가 바른 학생 즉 이상적인 아동 독서가는 < 17>

“책을 읽을 의욕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나 재미를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책을 

스스로 선택하여 몰입해서 끝까지 읽고 읽은 후에는 책의 내용을 다른 이에게 표현하는 아동”

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초등교사들은 바람직한 독서태도를 가진 학생들의 특징을 표 과 같이 자율적인 책선< 18>

정 몰입 습관 즐거움 집중 표현 의사소통 등으로 표현하였다, , , , , , . 

사회환경 문화적 환경

물리적 환경 환경 소음 자리( , )

기타 주변환경 책 읽는 분위기 책 접근성, , 

능력 학생의 집중력 참을성 인내심 타고난 집중력 유전 단어이해력 문맥 파악 능력(2), ( ), ( ), , 

성격 욕구와 적극성 아이의 성격 개인의 성향, , 

관심과 흥미 독서에 대한 관심 개인적인 독서 흥미 호기심, (2), 

독서교육 방법 독서교육 방법

책 자료자체의 흥미도 책의 두께 도서 종류 책을 귀하게 여기는 것, , , 

독서의 필요성 독서의 필요성 인식

독서 경험 즐거운 독서 경험(2)

독서 활동 독서 프로그램 친구들과 함께 하는 활동 프로그램 행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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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바람직한 독서태도를 가진 학생들의 특징 주요 특징

교사1 짧은 시간에도 몰입할 수 있고 스스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골라서 읽기, 몰입 자율적 책 선택, 

교사2

수업시간 집중도 좋고 적당히 활발함 상황에 따라 집중하는 에너지가 다름 수업시, . 

간에 하는 말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학업성적이나 수업시간의 태도를 보면 독서태도와 비슷해 보고 듣는 것을 잘함* .

집중 활발, 

의사소통능력

교사3 의욕이 있으며 바른 태도로 책을 읽고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능력
의욕 바른 태도, 

이해력

교사4 자기 의사 표현을 잘하고 참고 인내 있고 잘못을 인정하며 대인관계도 좋다, ( ) 의사표현 인내 대인관계, , 

교사5
그 책에서 자신이 흥미가 있고 좋아하는 부분을 기억하고 관련하여 다른 책을 찾아

보고 확정하고 장르 자식을 넓혀 읽는 것, , 
기억 독서확장, 

교사6 몰입해서 읽는다 학교생활에서 칭찬을 받는다. . 몰입

교사7 책을 즐겁게 읽고 함께 책의 내용을 이야기한다 창의력도 풍부하다. 즐거움 표현 창의력, , 

교사8
항상 책을 가까이에 두고 자투리 시간의 활용을 잘함 집중력이 우수하며 사고가 , , 

풍성함

책가까이 습관 집중력 사, , , 

고력

교사9
책 읽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고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감정을 이해하고  의견 전달을 , , 

잘함

습관 의사소통 감정이해, , , 

의견전달력

교사10
편중된 책을 읽지 않고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읽고 추천하는 책을 몰입해서 읽음, . 

스스로 책을 찾아서 읽음

다양한주제독서 몰입 자, , 

율적 책선택

교사11 스스로 주어진 시간에 책을 찾아서 차분하게 잘 읽고 독후표현활동을 잘해
자율적 책선택 독후표현, 

능력

교사12 집중 즐거움, 집중 즐거움, 

교사13 배려심이 있으며 의사소통을 잘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려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교사14 집중력이 있고 몰입하며 하는 말에 논리성이 있음, 집중력 몰입 논리적 표현, , 

교사15
책을 몰입해서 읽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독서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

각을 독서로 확산하고 실천함
몰입 습관 실천, , 

교사16 호기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탐구하고 찾아보는 것 호기심 탐구, 

표 바람직한 독서태도를 가진 학생의 특징에 대한 초등교사의 암묵적 지식< 18> 

표 을 통해 초등교사가 인식하는 독서태도가 바른 학생 즉 이상적인 아동 독서가는 < 18> , 

“호기심이나 의욕을 가지고 평소 책을 가까이 하며 스스로 책을 선택하고 몰입해서 읽으며 

읽은 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타인과 의사소통하고 독서를 즐기고 확장하며 실천하며 

독서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아동독자”로 정의될 수 있다. 

연구문제 검증2. 

면담을 통해 얻고자 하는 연구문제에 대한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의 결과로 학생과 교사들은 본인들이 관찰한 언어적 신체적 표현과 행동 학생1 , , 

들과의 대화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기준으로 책을 즐겨 읽는 학생과 책을 즐겨 읽지 않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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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을 구분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독서태도를 측정하는 데에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과 행동. 

에 대한 관찰이 중요한 방법임을 시사한다. 

학생과 교사들은 독서태도에 대한 특성을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능력

과 성격 인간관계 등 다양한 특성들과 연계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학생과 교사들이 독, . 

서태도를 단지 책을 빈번하게 읽는 독서활동을 넘어 독서태도가 능력과 인격의 차원과도 연

계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교사가 독서태도. 

를 능력과 인격적인 차원과 연관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학생의 독서태도를 진

단함에 있어 다른 측면으로부터 편견이 교사에게 개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문제 의 결과로 전체적으로 학생들은 독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독서 2 , . 

자체를 즐기는 것보다는 학업을 위한 목적에 따른 필요성 때문에 독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

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독서능력이 하인 그룹의 학생들에게서 보다 뚜렷이 나타났다. . 

따라서 학생들이 독서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독서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지 아니면 학업을 위한 목적으로 독서를 하는지에 측정할 필요가 있다. 

연구문제 의 결과로 학생들은 본인들이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3 , 

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서능력이 하인 그룹의 학생들은 다른 그룹. 

의 학생들에 비해서 부정적인 정서를 가진 학생들이 많았다 특히 몇몇 학생들은 책을 읽기 . 

전에는 그 책을 읽고 싶지 않지만 읽다보면 재미있게 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는 독서에 . 

대한 즐거운 경험이 학생들에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책을 읽다보면 책이 재미있을 것이라

고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독서가 습관화되. . 

지 않았거나 독서보다 선호하는 활동이 있거나 아니면 독해능력과 같이 독서를 방해하는 어

떤 방해물 때문에 독서 전에 독서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는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몇몇 학생들은 즐겁게 책을 읽기 위한 . 

조건으로 책의 종류나 내용 등의 책의 특정성과 자율적 책 선택 등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독. 

서태도를 보다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태도의 대상이 되는 책을 단순히 책으로 기술하기 

보다는 책의 종류나 내용 책 선택 등의 책의 구체적인 특성과 상황이 설정된 문항으로 개발, 

할 필요가 있다. 

연구문제 의 결과로 학생들은 책을 선택할 때 책 제목과 주제 내용과 같은 책의 이야기를 4 , , 

가장 중요시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책 선택 시에 내용과 상관없이 겉으로 보이는 책의 표지. , 

책에 글씨가 많은지 그림이 많은지와 같은 구성 형식 책의 두께와 같은 물리적인 형태를 고, 

려하였으며 책을 추천하는 이가 누구인지와 책을 읽는 목적 등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책을 선택하는 데에 고려되는 주요 사항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책의 내용을 . 

중요시 하고 있는 독서능력이 상인 그룹의 학생들에 비해 독서능력이 하인 그룹의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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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그룹의 학생들보다 책의 물리적인 형태나 독서자료의 종류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책 선택 시 고려사항과 더불어 학생들의 독서효능감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연구문제 의 결과로 학생들의 독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은 친구 선생님 가족과 친5 , , , 

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특히 친구가 책을 선택하고 그 책을 읽는 실질적인 행위에 .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부모 등의 성인이 추천한 책과 친구들이 추천한 책을 . 

읽었던 경험이 내재된 결과로 부모가 추천한 책보다는 친구들이 추천하는 책이 자신들의 관

심이 잘 반영되어 있고 또 자신이 읽을 수 있을 만한 책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친구 외에도 학부모와 교사들이 학생들의 독서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 

었다 따라서 독서태도의 구조와 독서태도 모형을 개발함에 있어 인물을 독서태도의 요인으. 

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연구문제 의 결과로 교사들의 암묵적 지식에 기반한 독서태도의 정의에는 책에 대한 태6 , 

도와 그 책을 읽는 태도가 모두 독서태도에 포괄되어 있다 그리고 교사들은 책에 대한 관. 

심 읽을 책을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 책을 즐기는 자세 내용 이해력과 집중력 감상력 독, , , , , 

서생활화 습관 자율적 독서 다양한 책 읽기 도서관 방문 긍정적인 독서경험 등을 독서( ), , , , 

태도의 개념으로 언급하였다 이러한 독서태도의 개념을 차원으로 구분해 보면 독서태도를 . , 

독서전 독서중 독서후의 활동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저와 겉으로 , , 

드러나는 행동으로 구분할 수도 있으며 태도의 요소인 인지 정서 행동적 요인으로 구분, 3 , , 

할 수도 있다. 

연구문제 의 결과로 교사들은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부모의 관심과 독서7 , 

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가정의 독서환경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그 밖에도 학교와 또래집단. , 

책이나 인물과의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서환경과 독서에 대한 관심과 흥미 독서 습관, , 

책 독서경험 독서활동 등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교사들이 환경요인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 , . 

있다는 사실은 아동의 개인적인 능력보다는 다양한 환경에 따라 아동의 독서태도와 독서행위

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독서태도와 독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 

환경 변인을 독서태도 검사 구조에 설정하고 그에 따른 영향력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연구문제 의 결과로 교사들은 바람직한 독서태도를 가진 학생들을 성격과 능력 행동과 8 , , 

연관하여 언급하였다 교사들은 바람직한 독서태도를 가진 학생들이 읽을 책을 스스로 선택. 

하며 몰입해서 읽고 독서하는 습관이 되어 있으며 표현하고 의사소통 하는 능력이 있고 원만, 

한 대인관계 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와 같이 바람직한 독서태도를 가진 학생. 

들의 특징으로 파악된 도달점 변인을 활용하여 개별 학생의 도달점 변인에 따른 준거를 제시

하고 그에 따른 진단 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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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3. 

가 면담결과의 시사점. 

학생들은 책을 즐겨 읽는 학생들의 특성을 학업성취도와 가장 많이 연계하여 응답하였고 

뒤를 이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다는 등의 인간관계와 연계하였다 반면 교사들은 책을 즐. , 

겨 읽는 학생들의 특성을 의사소통을 포함한 능력이나 표현활동과 가장 많이 연계하여 응답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책을 즐겨 읽지 않는 학생들의 특성을 부정적인 행동과 가장 많이 . 

연계하여 생각하고 있었으며 능력과 성격과도 연계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교사들은 책. , 

을 즐겨 읽지 않는 학생들의 특성을 행동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부정적인 능력이나 성격에 기

반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에 비해서 교사들이 능력 등에 기반하여 . 

편견을 가지고 학생들의 독서태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러한 결과는 객관적인 독서, 

태도 검사도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서교사는 독서를 즐겨하지 않는 학생보다 독서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는 학생들

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학생과 초등교사와의 면담 내용은 물론 사. , 

서교사가 책을 즐겨 읽지 않는 아동들에 비해서 책을 즐겨 읽는 아동들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알고 있었다는 면담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따라서 사서교사는 책을 즐겨 읽고 있는 학생이 . 

지속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독자상담서비스 외에도 책읽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

고 독서태도가 좋지 못한 아동들이 독서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

한 독자상담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특정한 아동에게 적합한 독자상. 

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가 개별 아동독자의 기저에 위치한 독서태도와 겉으

로 드러나는 독서행동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독서태도 검사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면담 결과 교사와 학생들은 책을 즐겨 읽는 아동 몇몇의 특성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표현하

였다 이처럼 책을 즐겨 읽는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 언급된 아동. 

들은 일반적인 독서행동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로 독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독서 문제

아9)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독서 문제아들은 대체로 독서시간이 아닌 수업 시간 중에 . 

책을 읽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히 책을 즐겨 읽는 현상, . 

만으로 그 아동의 독서태도가 바르다고 말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바른 독서태도에는 . 

책을 읽을 수 있는 상황에 맞는 독서활동과 더불어 독서를 통한 원만한 의사소통 대인관계( ) 

행위도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책을 즐겨 읽는 항목 외에 특정 상황에서. 

9) 이 연구에서는  ‘독서 문제아’를 손정표 가 구분한 (2003) ‘독서 문제아’ 기준에 따라  ‘독서 무관심아’와 ‘독서태도 

이상아’를 포함하고 있는 아동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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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책읽기와 관련된 문항과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항을 독서태도 검사도구에 포함할 필요가 있

다 이에 책읽기가 필요하지 않는 수업 중에 책을 읽은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와 친구들과 의사. 

소통 대인관계 을 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측정하여 독서 문제아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 . 

앞선 사례에서처럼 독서 문제아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서 어떤 문

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행동을 감소시키고 이상적인 독서행. 

동을 형성시켜주기 위해서는 몸짓으로 드러나는 독서행동 외에도 아동독자의 기저에 있는 독

서태도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기 때문에 책만 읽는 회피의 현상. , 

을 보이거나 쉬는 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번 학교도서관에 가는 학생이 나는 독서를 좋아, 7-8

하고 책을 읽는 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자기를 합리화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 

독자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독서태도와 독서행동을 모두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면담 결과 독서의 중요성 차원을 넘어 책을 많이 그리고 자주 읽어야 한다는 중압감을 느끼

는 아동이 있었다 이러한 중압감은 책읽기를 지속적으로 좋아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다. .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가진 아동에게는 설득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중압감. 

을 느끼는 학생을 찾을 수 있는 문항을 검사도구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독서의 목적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하는 아동들도 있었다. “책은 꼭 읽어야 하지만 공부를 

잘하면 안 읽어도 된다.”고 답한 경우가 하나의 사례이다 이는 독서를 학습을 위한 수단으로. 

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아동에게 독서를 통한 즐거운 감상의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러한 아동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 

사서교사나 담임교사는 독서태도를 정의할 때 스스로 책에 관심을 갖는 것 책을 선정하는 , , 

것 책의 내용 책을 대하는 자세나 마음가짐 등과 같이 물리적인 매체인 책 자체의 특성을 , ,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책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상은 학생들에게 보다 빈번하게 언급.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아동들에게는 책 자체의 특성이 독서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 

되고 이를 통해 책자체가 독서태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 

아동의 독서태도는 책에 대한 태도가 선행된 후에 읽기에 대한 태도가 후행하여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읽기에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이 책 자체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보다 . 

읽기 쉬운 책을 선정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읽기 쉬운 책의 기준은 스토리를 

기준으로 한 것보다는 책의 물리적인 형태와 책 내용의 표현 형식이었다 이들은 읽을 책을 . 

선택할 때에 책의 크기나 책 내용의 표현 형식 등을 고려하며 책 속에 그림은 많은지 글씨의 

크기는 적당한지 글자 수가 많은지 등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책의 물리적 형태와 , . 

책 내용의 표현 형식이 책을 선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책의 선정이라는 . 

독서전 단계가 없다면 독서중 후 단계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책의 선정과 관련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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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문항에 추가되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이 독서자료의 종류로 만화책을 가장 많이 언급. 

하고 있고 독서 문제아들이 주로 만화책만을 편협하게 읽었기 때문에 만화책과 같이 특정한 

도서를 독서태도 검사 문항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면담 결과 자기 스스로 읽을 책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강제로 읽을 책을 부여받는지가 독서

태도의 정서적인 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책이 재미있. 

는지의 여부를 가장 크게 고려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책의 주제였다 그러나 학생들이 말하. 

는 재미있는 책은 개인의 취향으로 만화책과 같은 책의 표현 방법일 수도 있고 등장인물이나 

스토리와 같은 책의 내용일수도 있으며 추리나 모험과 같은 책의 주제 장르 가 될 수도 있다( ) . 

이와 같이 재미있는 책이라는 인식은 전적으로 개인적 판단에 따른 결과이다 그러나 재미있. 

는 책에 대한 판단이 개인의 취향이라고 하더라도 재미있는 책이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특

정한 조건이라면 문항에 직접적으로 ‘재미있는 책’이란 단어를 포함하여 그에 따른 독서태도

와 독서행동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동들이 “슬픈 책을 읽으면 슬프고 기쁜 책을 읽으면 기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책

의 내용에 따라 드러나는 감정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책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히 책을 읽을 때의 감정만을 묻는 것은 아동이 잘못 표현한 감정을 측정할 수 있다 이에 특정. 

한 상황과 내용을 문항에 반영하여 그에 따라 반응하는 정서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면담 결과 부모가 독서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그리고 아동은 학부모. 

에게 책을 읽으라고 말해주거나 아동들이 읽을 수 있도록 부모가 어떤 행동 설득적 몸짓 책 ( , 

추천 보상 등 을 보여주거나 책을 읽는 모범 학부모의 책읽기 을 보여주거나 아동과 함께 , ) ( )

책과 관련된 활동하기 책 읽어주기 함께 책 읽기 도서관 같이 가기 를 희망하였다 이를 통( , , ) . 

해 학부모의 독서에 대한 관심과 행동이 아동들의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부모의 독서에 대한 관심은 물론 학부모의 설득과 행동에 대한 인식과 경. 

험이 독서태도 검사문항에 추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학부모 외에도 담임교사와 사서교사 또래집단이 아동들의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 따라서 학부모 담임교사 사서교사 또래집단이 구체적인 상황으로 등장하는 문항을 독서. , , , 

태도 검사도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담임과 사서들은 스스로 찾아서 읽는 것을 이상적인 독서태도의 특성으로 인식하고 있었으

나 몇몇 학생들은 스스로 읽을 책을 찾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사서교사가 아. 

동에게 읽을 책을 찾는 방법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책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느

끼는 아동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누가 책을 추천해줬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아동들은 ‘아빠’를 잘 대답하지 않았다 이는 . 

아빠가 책을 추천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다른 가족구성원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아빠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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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활동을 한 경험이 적은 것이 그 이유이다 그리고 독서능력이 상인 그룹의 학생들은 다른 . 

그룹의 학생들보다 사서교사나 초등교사가 책을 읽어주기를 더 많이 희망하였다 이는 독서. 

능력이 상인 그룹의 학생들이 다른 그룹의 학생들보다 보다 책읽어주기를 많이 경험하였고 

그에 따라 책읽어주기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례. 

는 독서태도에 있어 독서경험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학생과 교사의 면담에 대한 응답을 독서과정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독서전 독서후 독서중, , 

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공부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책을 읽는지 아니면 책. 

을 즐기고 감상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지와 같이 책을 읽는 목적으로도 구분할 수도 있었다. 

또 희망 책 추천인인 친구 부모님 선생님으로도 구분할 수 있었고 읽을 책을 선택하는 기준, , 

인 책의 스토리나 글자 수 만화 여부 등으로도 구분할 수 있었다 이는 독서태도가 다양한 , . 

상황과 내용으로 구분될 수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으로 독서태도를 측정

할 때에도 다양한 차원에서 측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바람직한 독서태도를 가진 학생의 특징을 통해 독자상담서비스의 도달점행동을 고찰할 수 

있다고 할 때 도달점행동의 특징들을 독서태도 구조와 모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나 독서태도의 재개념화 . 

박주현 이명규 는 독자의 기저에 위치하는 독서에 대한 인지 정서 의지를 독, (2015, 278) , , 

서태도의 구성요인으로 설정하여 독서태도를 “책과 책읽기에 대하여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

고자 하는 비교적 일관된 학습된 경향성”으로 정의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정의에 기반하여 . 

선행연구에서 기술하고 있는 독서태도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와 더불어 학생. 

과 교사들의 독서태도에 대한 암묵적 지식을 비교하여 독서태도를 재개념화 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사서교사와 초등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독서태도의 개념 간에는 차이

점이 있었다 독서태도에 대한 개념간의 차이점은 표 와 같다. < 19> . 

태도의 사전적 정의에 마음가짐이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나 국립국어원 선행연구( 2015), 

에서 마음가짐을 인지 정서 행동의지라는 구성요인으로 설명하고 있음으로 독서태도의 정, , 

의에서 마음가짐이란 직접적인 표현은 제외하기로 한다 마찬가지로 자세의 사전적 정의에 . 

마음가짐과 모양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독서태도의 정의에 표현하지 않기로 한다 국립국어원 (

태도가 정의적 영역을 대표한다고 하였을 때 태도자체만으로도 관심 흥미 을 포함한 2015). ( )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렇지만 사서교사와 초등교사들이 독서태도에 있어 관심. 

흥미 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 흥미 을 독서태도의 정의에 포함시켜 ( ) ( )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전통적인 사회심리학에서 태도의 삼자 모형은 인지 정서 행동을 구인으로 한다 그러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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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Martin 이 독서태도의 행동적 요소를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Briggs(1986)

일정한 의지로 개념화한 것과 같이 현대의 많은 이론가들은 행동적 요소를 겉으로 드러나는 

몸짓이라는 어떤 외현적 행위로서보다는 어떠한 식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성향이나 경향 혹은 

의도로 간주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몸짓인 외현적 행위(Phil 2001, 13). 

인 행동과 행동하고자 하는 행동의지가 구분된 표현으로 독서태도를 정의한다 그리고 이해. , 

몰입 읽는 방법은 교사들의 독서태도에 대한 정의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선행연구를 통해 정, 

의내린 독서태도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해는 인지적인 측면의 영역으로 생각이라는 . 

인지를 대표하는 범주에 포함시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독서태도의 개념에는 구체적으로 

이해를 표현하지 않는다 다만 인지의. 하위 영역에 이해를 반영하였다 몰입 은 현재  . (flow)

하고 있는 일에 심취한 상태로 정신적인 집중을 필요로 하는 행위로 한국심리학회 ( 2014), 

독서태도를 확인하는 데에 있어 유용한 심리적 상태에 대한 표현임으로 독서태도의 정의에 

포함시켰다 읽는 방법은 말 그대로 읽는 행위와 면밀히 연결되어 있지만 읽는 중에 일어나는 . 

인지적인 전략으로서의 성격에 포함될 수 있다 이성영 또한 읽는 목적으로도 ( 2009, 303). 

설명될 수 있고 독서태도의 구인인 정서와 면밀히 연결되어 설명될 수도 있다 정혜승 , (

정혜승 즉 읽는 방법은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의 차원과 양상이 2006a, 484; 2006b, 385).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에 읽는 방법을 독서태도의 정의에서 . 

구분 선행연구 사서교사 초등교사

정의

다양한 텍스트와 형태로 드러나는 

책과 그 책을 읽는 것에 대하여 생

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자 비교적 

일관되게 반응하는 학습된 성향

다양한 책을 대하는 자세와 관심, 

의지 등의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여 

자율적으로 책을 선정하고 선정한 

책을 읽는 방법과 몰입을 통해 긍

정적인 독서경험이 습관화 되어 

있는 것

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읽을 책을 선택하고 그 책을 몰입

해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읽고 즐

기며 실천하려는 것

대상 책 읽기, 책 읽기, 책 읽기, 

책에 대한 

표현
다양한 텍스트와 형태 다양한 책 ･

책에 대한 

행위
읽는 것

자세와 관심 의지 등의 마음가짐, , 

자율적 선정
관심 자율적 선정, 

읽기에 대한 

표현
･ 몰입 읽는 방법, 몰입 이해, 

인지적 생각 ･ ･

정서적 느낌 마음가짐 감상 즐김, 

행동의지적 행동하고자 의지 ･

행동적 일관되게 반응 독서경험 습관, 읽기

교육적 학습된 성향 독서경험 실천

표 독서태도의 개념에 대한 비교 분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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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였다 독서태도의 영역에서 몸짓은 제외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독서행동과 독서행동이 . 

몸에 체득된 습관도 독서태도의 정의에서 제외한다 다만 행동으로부터 유발된 경험과 습관. 

이 독서태도의 기저에 체득되어 있는 상태라는 의미인 “일관화된 학습된 성향”이라는 표현은 

사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 ‘학습된’이라는 의미가 독자상담서비스를 통한 독서태도의 개선이 

가능하다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을 독서태도의 정의에 포함

시켰다 초등교사들은 . ‘실천’을 독서태도의 개념으로 언급하였다 여기서 초등교사들이 언급. 

한 실천의 의미는 책을 읽고 깨닫고 느낀 바를 실질적 행동으로 드러낸다는 의미로 인간으로

서 행해야할 윤리적인 실천 행동을 의미한다 국립국어원 조기형 이상억 이는 ( 2015; , 2011). 

사자소학 에서 태도를 실천에 옮겨 생활화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교육적인 행동� �

에 대한 규범적인 의미로서 실천이라는 개념이 사용된 것이다 김종운 그러나 이러한 ( 2001). 

실천의 의미는 지금까지의 독서태도에 대한 논의와는 다른 차원의 개념임으로 이에 실천은 

독서태도의 정의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독서태도를 “다양한 텍스트와 형태로 구성되는 책과 그 

책을 읽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몰입하여 독서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자 , 

하는 비교적 일관된 학습된 성향”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독서태도의 정의는 독서태. 

도의 대상을 책과 책읽기로 구분하고 주요 영역을 인지 정서 행동의지의 세 가지 영역으로 , ,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 

결 론. Ⅴ

사서교사가 아동의 독서태도를 향상시키는 교육적 활동을 하거나 독서태도에 대한 특정한 

변화를 이끄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독서태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 특성을 측정해야

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서교사와 초등교사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태도. 

에 관한 암묵적 지식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독서태도의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측정에 

필요한 기초정보와 시사점을 얻었다. 

교사와 학생들은 책을 즐겨 읽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아동의 능력 행동 성격적 측, , 

면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아동의 독서태도를 측정하는 데에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과 . 

행동에 대한 관찰이 중요한 방법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들은 책을 즐겨 읽는 학생. 

과 그렇지 않은 아동을 구분하는 특성으로 표현행위나 행동뿐만 아니라 능력과 성격 인간관, 

계 등과 연계하여 인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독서태도가 능력과 인격적인 차원과도 연관된 .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으로 독서태도를 평가함에 있어 교사의 편견이 개입될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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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음을 의미하고 따라서 독서태도를 측정하는 준거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독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독서를 즐거운 감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러한 독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정서에 대한 표현은 독서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났다 독서능력이 하인 그룹의 학생들은 독서능력이 상인 그룹의 학생들보다 독서자체를 . 

즐기는 것보다 학업을 위한 목적으로 독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부정적인 정서를 가진 

학생들이 많았다 이러한 사실은 독서능력이 독서태도의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부분과 상관관. 

계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독서태도를 교육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학생의 인지

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읽을 책을 선택할 때 책 제목과 주제 내용과 더불어 책의 물리적인 형태와 표현방, 

법 그리고 독서자료의 종류를 중요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 

‘책’자체도 아동의 독서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들의 독서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물은 또래집단과 선생님 그리고 가족 구성원인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사서교사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초등교사의 사서교사에 대한 . 

인식과 더불어 초등학생들도 사서교사를 독서 내용의 전문가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사들의 암묵적 지식을 토대로 독서태도를 “다양한 텍스트와 형태로 구성되는 책과 그 책

을 읽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몰입하여 독서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자 , 

하는 비교적 일관된 학습된 성향”으로 정의하였고 교사들은 독서환경 관심과 흥미 독서습관 , , 

책 독서경험 등을 아동의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교사들은 , . 

바람직한 독서태도를 가진 학생들이 ‘읽을 책을 스스로 선택하며 몰입해서 읽고 독서하는 습, 

관이 되어 있으며 표현하고 의사소통 하는 능력이 있고 원만한 대인관계 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암묵적 지식을 통해 확인한 바람직한 독서태도를 가진 학. 

생들의 특성을 도달점 행동과 연계하여 교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독서태도를 측정함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독서태도의 개념에 대한 정의와 

요인을 확인하였으며 측정에 필요한 기초정보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독자의 . 

독서태도 모형을 도식화하고 아동의 독서태도를 측정하고 진단할 수 있는 독서태도 검사도구

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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