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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지속적 독서태도를 강화하기 위한 독서교육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속적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통해 

지속적 독서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서울 소재 중학생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교의 환경요인, 학생 개인 특성 및 흥미, 그리고 독서교육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의 환경개선과 

긍정적인 독서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흥미 중심 독서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성별과 학년에 따른 독서교

육방법의 차별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지속적 독서태도 강화를 위한 학교도서관 독서교육의 방향을 제시하

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학교도서관, 지속적 독서태도, 독서교육, 독서의 목적, 환경 요인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factors to the sustainable reading attitude for making suggestion 

of the measures in reading education to strengthen the sustainable reading attitude. First of all, a set of 

in-depth interviews as a pilot was conducted with middle school students to search the factors, then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based on the pilot and existing research reports to survey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metropolitan area. 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of the survey data showed that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schools,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grade and gender, interests, and 

perceptions of reading education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sustainable reading attitude, statistically. This 

study has implications to suggest the practical direction of desirable reading education to strengthen the 

sustainable reading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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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미래사회는 정보의 생산 및 소멸이 급격하게 이뤄지며,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속적 학습은 지속적인 독서가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독서교육에서 지속적 

독서태도를 형성하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서 지속적 독서태도란 독서에 대한 긍정적 태도

를 가지고 독서 행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며, 변화하는 미래사회에서 시민들이 가져야 할 필

수 행동양식이다. 특정 행위의 지속은 동기에 기반하므로 지속적 독서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독서 동기유발이 필요하다. 미래 사회에서 시민들이 가져야 할 지속적 학습 능력을 배양하기 위

해 학생들은 지속적 독서태도를 형성하고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지속적 독서태도를 강화하기 위해 2000년대 초부터 독서 동기유발을 위한 독서

교육의 거점으로 학교도서관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이윤진 2014). 지속적 독서태도는 지속적 

학습을 위한 긍정적 독서태도 형성의 기본이 되며, 바람직한 독서 태도와 습관을 길러주어 평생 

독서를 가능하게 하고, 특정 영역에 대한 교육적 발전 가능성을 갖게 하며(전아영 2003), 나아가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협업능력, 소통능력 향상에 기반이 된다.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을 통해 지속적 독서태도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독서태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독서교육의 

경험과 인식이 꼽혀왔으며(김주환, 2019), 독서태도는 환경 요인, 개인적 흥미, 독서목적, 그리고 

내재적 독서 동기와 외재적 독서 동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김은미, 2014). 그러나 지속적 독

서태도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이를 기반으로 한 독서교육 방식을 제시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지속적 독서태도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 독서의 목적, 독서교육 요인과의 관계를 파악하

여 미래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독서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특성 및 환경 요인은 물론 독서의 목적, 독서교육 특성등의 

다양한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적 독서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

으로 한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중학생 대상의 지속적 독서태도 형성 및 강화를 위한 학교도서관

의 독서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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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 정의

독서는 글로부터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지식 및 정보를 생산하는 창조적 사고 활동이다. 

또한 독서는 교과 학습의 도구이고, 언어를 위한 사회생활의 도구 및 가장 정교한 감성의 이해 

수단이다(김진걸 2000).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 환경을 고려하여 교과서, 참고서, 만화를 대상

으로 한 독서는 제외하고 시사·교육용 잡지에 대한 독서는 포함하였다. 독서교육은 인격형성을 

위한 모든 독서활동(문헌정보학용어사전 2010, 105)이라는 전통적 정의와 교과 내용을 보충하는 

배경지식을 얻고 교과내용을 심화·발전시키는(변우열 2014, 42) 교육적 의미를 포함한다. 

독서태도는 독서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개인이 어떤 사건이나 사람, 문제, 

사물 등에 어떤 인식과 감정 및 평가를 통해 그 대상에 가지고 있는 반응의 준비 상태(변우열 

2014)로 정의되며, 책이나 독서에 일관적으로 반응하는 학습된 성향으로(박주현 2016) 이해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독서태도를 독서에 대한 감정 및 평가를 바탕으로 독서에 일

관적으로 반응하는 학습된 성향으로 정의한다. 지속은 어떤 상태가 오래도록 계속되는 것(표준국

어대사전 2019)으로 독서의 지속성은 기대이론에 기반하여 긍정적 독서태도를 가지고 독서 행위

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Porter and Lawler 1968)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지속적 독서태도를 

독서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기반하여 일관적으로 반응하는 학습된 성향의 지속으로 정의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중학교 독서교육 현황

중학교은 언어습득이 어느 정도 이뤄진 청소년 단계로 독서 자료를 활용한 학습과정을 통해 

이들의 잠재적 창의력을 유도해 내는 독서교육이 바람직하며, 급변하는 21세기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도록 지속적 독서 습관의 기초를 다져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김진걸 2000). 따라서 중학교

에서의 독서교육은 언어적인 인격을 가진 인간 형성과 언어나 글을 매개로 하는 생활 수단의 방

편을 배울 수 있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현재 중학교의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2015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9월 교육부에서는 

2015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2016년에 이를 전면 시행하였으며, 자기 관리역량, 지식정보처리 

능력,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함양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2015개정 교육과정

에서 중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를 운영해야 하는 자유학기제 편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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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지침이 새롭게 제시되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또한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

문학적 소양과 창의력, 소통능력 및 꾸준한 독서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학교에서의 독서교육, 즉 국어과의 책 읽기 교육을 의미

한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019년 6월에 있던 서울시 교육감 제2기 취임 1주년 정책포커스에

서 교육감은 학교가 우선인 교육, 교육의 공공성 강화, 존중 및 소통 그리고 나눔의 문화를 토대

로 한 3가지 정책을 향후 3년의 비전으로 발표하였다(서울시교육청 2019). 그 중 학교가 우선인 

교육정책에서 협력적 미래역량을 기르는 데 든든한 자양분이 되는 독서교육을 위해 협력적 독서﹡
인문교육과정 프로젝트를 150개교에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놀이 중심 독서교육과 함께

하는 책 쓰기 교육, 삶과 만나는 인문학교육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연계하여 이어지도

록 하고, 서울의 모든 학생이 졸업하기 전까지 저자가 되어서 책 한권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현재 서울 전체 중학교 387교 중 50여 곳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앞으로 2022년을 기점으로 전체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서울시 교육청 2019). 

2. 지속적 독서태도

독서동기가 지속적이고 독립적인 독서태도를 확립하고, 이러한 독서태도가 지속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때 지속적 독서태도가 형성된다(<그림 1> 참조). 여기서 독서태도는 독서상황에 접근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학습자의 감정 체계이며, 인지적인 요소와 행동적인 요소보다 감정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보지만 인지적, 행동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Alexander and Filer 1976). 또한 독서

태도를 특정 독서의 몰입에 대한 느낌, 내용 및 목적에 대한 평가, 독서 행동 지속을 위한 독서 

준비라는 3가지 요소의 결합으로(Mathewson 1994) 볼 수 있다. 또한 독서태도는 독서행동을 결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독서에 대한 감정이나 평가에 해당하는 정의적 요소, 독서에 대한 

신념이나 의견인 인지적 요소와 독서하려는 행동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행동적 요소로 구성된다. 

이러한 독서태도는 경험이나 학습 또는 가치판단에 의해 형성되며 독서의 경험, 독서결과에 대한 

신념, 타인의 기대에 대한 신념, 학교·가정·사회나 국가의 독서환경이 독서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변우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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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동기
지속적·독립성

독서 태도 확립
지속적 독서행동

지속적 독서태도

(독서행동 지속을 위한 과정(이윤진 2014) p.23 재구성)

<그림 1> 지속적 독서태도 형성 과정

학교에서의 효과적인 읽기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독서태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행동으로 이

어질 때 이것이 지속적 독서태도 형성 및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독서태도를 

갖게 하는 독서태도의 형성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독서태도 형성요인은 Mathewson

과 McKenna의 독서태도 모형(이보라 2016)이 있으며, 그 중 McKenna의 독서태도 모형을 기반

으로 한 지속적 독서태도 모형은 다양한 독서 동기가 지속적이고 독립적인 독서태도를 형성하고, 

이러한 독서태도가 긍정적일 때 지속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며, 이것이 지속적 독서태도 형성 및 

강화로 이어진다(이보라 2016, 64)(<그림 2> 참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서태도 형성요인을 

바탕으로 지속적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학교와 입시 그리고 개인의 신념이라는 환경 

요인, 독서동기를 유발하는 독서의 필요성과 동기가 되는 독서의 목적, 독서교육의 경험과 인식

으로 보았다. 

사회적 구조와 환경

신념: 기대에 부응하려는 신념: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독서의 목적

독서의 지속여부 결정

독서태도주관적 기준

<그림 2> 지속적 독서태도 모형

3. 독서 요인

독서 환경은 가정, 학교, 사회와 국가의 독서 환경을 모두 포함한다(변우열 2014). 본 연구에서

는 이 중 통제가 가능하고, 독서태도와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학교, 신념, 입시를(김미화 2017) 

환경 요인으로 구성하고, 성별 및 학년에 따른 독서태도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독서능력 

발달 단계에 따르면 중학교 1, 2학년의 경우 고급독해기 단계에 속하지만 개인차에 따라 기초 

독해기 단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또한 중학교 3학년의 경우 독서전략기의 단계에 해당하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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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학년별 발달 정도에 따른 독서교육의 접근 방식은 차이가 있어야 한다(<표 1> 참조).

독서의 목적은 교양 및 수양, 지식, 그리고 오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동기는 행동을 일으

키는 근원적 힘으로 행동의 방향 및 강도, 그리고 이를 지속하는 힘의 합이기도 하다(김은미 

2014). 동기란 인간의 행동을 이끄는 힘으로 행동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 행동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다면적인 독서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의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동인지 

외적 목적을 만족시키는 행동인지에 따라 내재적·외재적 동기로 구분한다. 이는 학습과제와 진

로·진학을 위한 외재적 독서동기와 여가활동을 위한 내재적 독서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 또 다

른 관점으로 독서의 목적은 생산적 활동, 사회적 활동, 오락적 활동의 3가지로 구분해 볼 수도 

있다(변우열 2014). 

이러한 독서의 목적은 동기를 일으키고, 동기는 행동을 유발하고, 독서태도는 의도를 매개로 

한 행동의 지속적인 유발로 형성된다(Mattewson 1994). 따라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독서의 목적 

요인을 독서의 필요성에 따라 생산적 활동(실용), 사회적 활동(교양), 오락적 활동(여가)과 독서

의 동기인 내재적(흥미) 동기로 구분하였다. 

독서교육은 인격형성을 위한 고전적인 독서교육과 교과학습을 위한 교육적인 독서교육으로 나

뉠 수 있으며, 독서교육의 네 가지 요소는 독자, 독서자료, 지도자, 교육이다(변우열 2014). 하지

만 독서교육의 중심지여야 할 학교도서관의 사회적 지원과 관심의 부족으로 내실있는 독서교육

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김진걸 2000). 이로 인해 교육 당국의 계속된 독서교육과 관련된 시책 

발달 단계 시기 특징

1 독서 맹아기 ∼ 유치원 시기
읽기 이전 시기, 
음성, 언어 하향식 모형

2 독서 입문기 초등하학교 저학년(1,2학년)
독서학습의 시기, 문자지각, 음독, 해독, 
자소-음소 관계모형, 상향식 모형

3 기초 기능기 초등학교 중학년(3,4학년)
학습독서의 시작, 기초기능발달, 낭독, 음독과 
묵독의 과도기, 주로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 보조

4 기초 독해기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
학습독서의 시기, 기초기능숙달, 묵독, 
기초독해기능, 의미 중심의 글 읽기, 하향식 
모형과 상향식 모형

5 고급 독해기 중학교  1-2학년(7,8학년)
추론 및 글의 구조파악이 가능한 시기, 
작가의 관점 파악 및 비판, 상호작용 모형

6 독서 전략기 중학교 3학년 ~ 고등학교 1학년(9-10학년)
초인지, 독서전략구사, 상호작용 모형, , 
독자와 작가와 상호작용 관계에 대한 이해.

7 독립 독서기 고등학교 2학년 이후 교양, 학문, 상호작용 모형

출처 : 천경록 1999, 15

<표 1> 독서능력 발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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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에도 불구하고(이연옥 2006), 독서교육의 중심지인 학교도서관은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독서

교육에 머물러 있다(이병기 2008). 최근에는 지속적인 학습과 이를 위한 지속적인 독서태도가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서교육 

방법 및 정보활용교육에 대한 경험, 독서교육의 교육 및 자료에 대한 인식이라는 4가지 하위요소

로 독서교육 요인을 구성하였다. 

4. 독서교육과 지속적 독서태도

독서교육은 학교도서관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학교도서관이 독서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필

요가 있다(김진걸 2000), 기존의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그 시행에 있어 어려움

을 겪고 있느나(이연옥 2006), 이는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2015개정 교육과정 기반의 독서교

육 프로그램의 강화를 통해 (이경화, 송기호 2019) 극복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기대이론은 인간 행동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흥미, 동기 및 욕구 충족에 대한 신념,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 등의 3가지를 제시하였다(김미경 2010). 독서교육에 있어 

이러한 3가지 요인이 충족된다면 학생들은 긍정적인 독서태도를 기를 수 있고(이윤진 2014), 이것

이 지속될 경우 지속적 독서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즉, 학생의 독서교육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

고 동기 및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독서교육을 운영하고 독서교육이 잘 수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면 학생들은 긍정적인 독서태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독서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긍정적인 독서태도는 평생 독서를 지향하기 때문에 지속적 독서태도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크

다(김미화 2017). 따라서 지속적 독서태도를 위한 독서교육에서 긍정적인 독서태도 형성이 1차적

인 목표가 될 것이다. 태도는 경험에 의해 획득되며,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신념을 의미하는 

인지적 요소와 대상에 대한 느낌이나 평가를 포함한 감정적인 정의적 요소, 어떤 행동에 대한 의

지를 의미하는 행동적 요소로 구성된다(이윤진 2014).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 독서태도를 긍정적 

독서태도의 지속으로 보고, 지속적 독서태도를 강화시킬 바람직한 독서교육을 제시하기 위해 독

서태도의 인지적(독서에 대한 신념이나 의견), 정의적(독서에 대한 감정이나 평가), 행동적(독서하

려는 행동이나 의도), 그리고 독서를 통한 변화 요소를 통해 지속적 독서태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예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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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의 지속적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연구 설계에 참고하고자, 예비연구로서 서울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반구조

화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피면담자는 독서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의 1, 3학년 남·녀 학

생 1명씩을 표집하였다. 심층면담은 사전 약속을 통해 피면담자가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인 소속 

학교 도서관에서 1:1로 진행하였고, 면담 시간은 최소 40분에서 최대 8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한정

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피면담자 동의를 얻어 녹음되었으며, 이를 녹취록으로 전사하였다. 이후,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활용하여 개념화 및 범주화 작업을 거쳐 내용을 분석하였다. 진행된 심층면

담 현황 및 피면담자 특성은 <표 2>와 같다.

면담 대상 성별 학년 면담 장소 면담 일시 면담 시간

피면담자 A1 여 중 1

서울시 강서구 
사립 중학교
교내 도서관

2019. 05. 20. 15:38 46분

피면담자 A2 여 중 3 2019. 05. 21. 15:23 52분

피면담자 A3 남 중 1 2019. 05. 24. 15:36 50분

피면담자 A4 남 중 3 2019. 05. 24. 16:30 65분

<표 2> 심층면담 현황 및 피면담자 특성

 

심층면담시 질문은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관련 용어의 개념과 독서요인을 파악하여 <표 3>과 

같이 구성하였으며, 면담은 준비된 질문을 시작으로 독서 동기 및 경험, 독서태도에 대한 인식, 

독서교육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인터뷰 주제 반구조화 된 질문 구성 출처

독서 동기 ° 학생의 독서 동기 및 목적은 무엇입니까? 권은경(2012)

김성준(2014)

김은미(2014)

변우열(2012)

독서 태도 ° 학생의 독서태도는 어떻습니까? (ex) 습관적, 일상적, 자율적)

독서 교육 ° 학생의 독서교육에 대한 경험은 어떠했습니까?

<표 3> 심층면담 인터뷰 질문 구성

면담 후 녹취록을 작성한 후 반복적으로 분석하여 면담 내용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도출하고 

범주화 하였다. 이 때 독서 환경 요인, 독서 동기, 독서교육에 대한 인식, 독서 태도 4개의 범주들

을 참고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 요인이 중학생의 지속적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면담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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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 여)의 경우, 자유학기제가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고, 결국 독서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발생하였다. 피면담자 A2(중3, 여)는 친구나 또래 집단의 독서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신념과 

학교도서관의 희망도서로 구성된 학교의 장서구성 환경에 영향을 받아 긍정적 독서태도를 보여

주었다.

“지금 빨리 빼놓지 않으면 2학년 때 가서 힘드니까 오히려 2학년 때는 시험공부만 하면 되는데, 

1학년 때는 여러 체험도 해봐야 하고, 그러면서 진도도 빨리 나가야 하니까 이게 더 힘든 것 같아요.” 

(피면담자 A1)

“아무튼 남보다 더 먼저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그런 걸 책을 통해서 받지 않았을까.” 

(피면담자 A2) 

“학생들이 보는 책을 신청 받아서 학생들이 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피면담자 A2)

둘째, 독서의 목적 요인이 지속적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피면담자 A3(중1, 남)은 

생활기록부를 목적으로 한 보상적 독서 동기가 일시적인 독서 행위를 보여주었지만, 지속적 독서

태도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피면담자 A1(중1, 여)은 자기 성장을 위한 독서를 하고 

있었으며, 피면담자 A4(중3, 남)는 재밌게 읽었던 책이 동기가 되어 또 다른 독서 행위를 유발하

였으며, 이것이 결국 지속적 독서 행위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내 인생의 책 한권? 이 책을 선생님한테 주면 생기부, 과목 독서란에 들어가요. 이 책을 읽으면 

우수 학생들은 생기부 과목 세부 특별 사항, 특기 사항에 들어갑니다. 동기 부여가 되는 것들이 

전부 다 생기부 성적에 관한 거니까그 부분이 약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피면담자 A3)

“그냥 읽다보면 약간 성장하는 기분이 들어요.” (피면담자 A1)

“재밌게 읽은 책이 소설인데 제가 기억전달자인가 그 책이랑 죽은 시인의 사회 그런 책을 읽었는데 

그런 책들 읽고 나서 너무 재밌어서 다른 책들도 찾아보는데 집에서 막 이렇게 뽑아서 보거든요.” 

(피면담자 A4)

셋째, 독서교육 요인이 지속적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면담자 A1(중1, 

여)은 정보활용교육을 통한 독서교육 경험이 독서교육에 긍정적 인식을 가지게 한 것으로 보인

다. 피면담자 A2(중3, 여)는 독서교육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독서교육의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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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통한 교육적 효과에 대해 언급하였다. 피면담자 A3(중1, 남)은 이벤트 형태의 독서교육 경

험이 관련된 내용의 자료에 대한 독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도서관에서 독서교육 하고 있기는 하죠. 예를 들어 모니터 사용해서 정보 찾고 선생님이 그냥 교실

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도서관에서 하면 약간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피면담자 A1)

“3년 내내 선생님이 다 달라도 계속 똑같은 내용만 해서 형식적이라 느꼈어요. 그냥 책만 읽고 끝나

지 않고 책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를 글로 쓰려고 하면서 뭔가 발전이 되지 않았을 까요?” 

(피면담자 A2)

“저번에 셰익스피어 책 중의 인상 깊은 구절을 쓰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를 하면서 자세히 

읽지 않았지만 그래도 흝어 보면서 내용을 알 수 있었고, 자신이 인상 깊었던 구절을 생각하면서 

왜 그게 인상 깊었을까?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벤트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독서교육을...” (피면담자 A3)

예비연구 결과 지속적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환경 요인, 독서목적 요인, 독서

교육 요인이라는 3가지 범주로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예비연구와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여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2. 연구 모형 및 가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환경 요인, 독서 목적 요인, 독서교육 요인이 지속적 독서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며, 이론적 배경 및 예비연구를 바탕으로 <그림 3>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

계하였다. 환경 요인, 독서 목적 요인, 독서교육 요인을 독립변수로 지속적 독서태도를 종속변수

로 사용하였다. 환경 요인은 학교, 신념, 입시, 개인특성을 하위 요인으로, 독서 목적 요인은 독서

의 여가, 교양, 실용과 흥미를 하위 요인으로, 독서교육 요인은 독서교육 형태에 따른 독서교육 

경험, 정보활용경험, 독서교육의 방법 및 독서교육 자료에 대한 인식을 하위 요인으로 하여 변수

를 구성하였다. 지속적 독서태도는 행동요소, 정의요소, 인지요소, 독서를 통한 변화요소를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환경 요인은 중학생의 지속적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독서목적 요인은 중학생의 지속적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청소년의 지속적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중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 169 -

 [가설 3] 독서교육 요인은 중학생의 지속적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환경요인

학교 신념 입시
가설 1

지속적 독서태도

행동 정의 인지 변화

독서목적 요인

여가 교양 실용 흥미
가설 2

독서교육 요인

독서
교육
경험

정보
활용
경험

교육 자료
가설 3

<그림 3> 연구 모형

3. 측정도구 설계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서울 소재 4곳의 남녀공학 중학교를 선정하였다. 대상 학교는 모두 학

교도서관과 사서가 있으며, 독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각 학교별 특징 및 설문지 회수현황은 

<표 4>와 같다.

학교명 지역 구분 설립연도 학생수
학교도서관 

장서수
배부된 
설문지

회수된 
설문지

응답율
(%)

A 중학교 강서구 단설사립 1970년대 700여명 14,000여권 90 84 93.3

B 중학교 강서구 단설공립 2000년대 600여명 16,000여권 90 75 83.3

C 중학교 양천구 단설공립 1980년대 1,100여명 19,000여권 90 79 87.8

D 중학교 구로구 단설공립 1970년대 800여명 18,000여권 90 89 98.9

(2019년 한국정보공시, 학교도서관 담당자 면담 내용 참고)

<표 4> 연구 대상 학교 특징

설문 문항은 문헌조사와 예비연구를 바탕으로 크게 4개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독립변인은 

환경 요인, 독서의 목적 요인, 독서교육 요인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종속변인은 지속적 

독서태도로 <표 5>와 같이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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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주요 요인 하위 요인 문항 척도 출처

독립 
변인

환경 요인

① 학교의 환경 요소

11

Likert 
5점 척도

김성준(2014)

변우열(2012)

권은경(2012)

김은미(2014)

이윤진(2014)

정지현(2006)

김문희(2004)

김선미, 박찬호(2018)

한미애(2012)

예비연구

② 신념의 환경 요소

③ 입시의 환경 요소

독서의 
목적 요인

① 독서의 여가 목적

16
② 독서의 교양 목적

③ 독서의 실용 목적

④ 독서의 동기-흥미

독서교육 
요인

① 독서교육 형태에 따른 경험-독서교육방법

19
② 독서교육 형태에 따른 경험-정보활용교육

③ 독서교육-교육 요소

④ 독서교육-자료 요소

종속 
변인

독서태도 
요인

① 행동적 요소

22
② 정의적 요소

③ 인지적 요소

④ 독서를 통한 변화

응답자 특성(개인적 특성, 독서 특성) 9 명목척도

<표 5> 설문 문항 구성

4.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토

환경요인을 측정한 문항들에 대한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이 탐색적 요

인분석 결과 KMO(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도(measure of sampling adequacy)는 .799로 나

타났으며, 구형성 검정(Bartlett's test)은 χ² = 1724.421(p <.001)로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강현철 2013). KMO의 표본적합성측도는 상관계수의 값을 비교하는 지수로 

KMO의 값이 클수록 측정변수들 간에 공통적인 잠재요인이 존재함을 나타낸다(Kaiser, 1974). 신

뢰도(Cronabach’s alpha)는 기준치 0.6을 상회하여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독서목적 요인을 측정한 문항에 대한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KMO 

표본 적합도는 .887으로 나타났으며, 구형성 검정은 χ² = 2526.187(p <.001)로 나타나 요인분석

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의 목적 요인을 측정한 16개의 문항은 총 분산 설명

력 67.175%에서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요인 적재량 미달이나 교차 적재 등으로 제외된 

문항은 없었다. 분류된 문항들에 대한 분석 결과 신뢰도 값이 기준치 0.6을 상회하여 신뢰도가 

양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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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성분

공통성 신뢰도
학교 신념 입시

환경요인_학교_1학교_희망도서 구입 여부 .708 .096 .117 .525

.828

환경요인_학교_2학교_쾌적한 공간 제공 여부 .648 -.023 .167 .448

환경요인_학교_3학교_도서목록 제공 여부 .705 .114 .026 .511

환경요인_학교_4학교_좋은 책 소개 여부 .755 .161 .076 .601

환경요인_학교_5학교_독서활동 운영 여부 .782 .104 .220 .671

환경요인_학교_6학교_학습적 독서교육 여부 .722 .033 .187 .557

환경요인_신념_1부모의 기대에 부응 .108 .875 .177 .809

.892환경요인_신념_2교사의 기대에 부응 .096 .928 .113 .882

환경요인_신념_3또래집단의 기대에 부응 .101 .874 .080 .780

환경요인_입시_1중고등학교 입시 환경 .242 .190 .893 .892
.885

환경요인_입시_2대학의 입시 환경 .213 .151 .907 .890

고유값 3.257 2.510 1.801 -　
-

분산 설명력(%) 29.608 22.819 16.368 68.796

° KMO = .799 
° Bartlett's test χ²(55) = 1724.421*** (p<.001),

<표 6> 환경 요인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토

항 목
성분

공통성 신뢰도
여가 교양 흥미 실용

독서의목적_독서의 필요성_여가_1 
여가활동을 위해

.725 .292 .273 .037 .687

.855

독서의목적_독서의 필요성_여가_2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 

.766 .293 -.056 .150 .699

독서의목적_독서의 필요성_여가_3
행복하기 위해

.782 .277 .241 .168 .775

독서의목적_독서의 필요성_여가_4
스트레스 해소 위해

.737 .129 .288 .230 .695

독서의목적_독서의 필요성_교양_1
교양과 상식을 위해

.104 .732 .086 .063 .558

.833

독서의목적_독서의 필요성_교양_2
자신을 잘 알기 위해

.345 .715 .163 .223 .706

독서의목적_독서의 필요성_교양_3
성장하기 위해

.138 .799 .112 .249 .732

독서의목적_독서의 필요성_교양_4
인생의 간접경험을 위해

.322 .590 .176 .234 .537

독서의목적_독서의 필요성_교양_5
풍부한 경험을 위해

.277 .631 .123 .189 .526

독서의목적_독서의 동기_흥미_1
재미

.388 .097 .726 .052 .690

.834
독서의목적_독서의 동기_흥미_2
내용의 장면을 상상

.040 .129 .861 .075 .764

<표 7> 독서의 목적 요인 타당도 및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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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의목적_독서의 동기_흥미_3
책을 읽으며 생각

.026 .142 .873 .107 .794

독서의목적_독서의 동기_흥미_4
사람들과 이야기

.314 .142 .648 .116 .552

독서의목적_독서의 필요성_실용_1
새로운 지식, 정보를 위해

.142 .188 .178 .758 .662

.734
독서의목적_독서의 필요성_실용_2
학습과제 해결을 위해

.308 .147 -.018 .769 .708

독서의목적_독서의 필요성_실용_3
진학 및 진로를 위해

.011 .318 .132 .738 .663

고유값 2.963 2.920 2.810 2.054 -　
-　

분산설명력(%) 18.522 18.252 17.562 12.839 67.175

° KMO = .887
° Bartlett's test χ² (120) = 2526.187*** (p<.001)

독서교육 요인은 독서교육 경험과 독서교육 인식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우선 학생들의 독서

교육 경험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KMO 표본 적합도는 .889으로 

나타났으며, 구형성 검정 결과 χ² = 1206.759(p<.001)로 요인분석을 실시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교육 경험을 측정한 9개의 문항은 총 분산설명력 61.987%에서 2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분류된 문항들에 대한 분석 결과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항 목
성분

공통성 신뢰도
독서교육방법 정보활용교육

독서교육경험_방법_1책 내용에 대한 교육 .690 .383 .545

.831

독서교육경험_방법_2좋은책 선정기준 교육 .796 .518 .659

독서교육경험_방법_3효율적 독서방법 교육 .826 .426 .705

독서교육경험_방법_4독서토론 교육 .771 .457 .594

독서교육경험_방법_5독서 후 기록 교육 .717 .159 .515

독서교육경험_정보활용_1‘도서관과 정보생활’ 경험 .409 .780 .556

.808
독서교육경험_정보활용_2이용자교육 경험 .257 .703 .570

독서교육경험_정보활용_3책 일근 방법 교육 경험 .510 .799 .698

독서교육경험_정보활용_4정보활용교육 경험 .477 .831 .737

고유값 2.942 2.637 -
-

분산설명력(%) 32.689 29.298 61.987

° KMO = .887
° Bartlett's test χ² (36) = 1206.759*** (p<.001)

<표 8> 독서교육 경험 요인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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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교육 인식을 측정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KMO 

표본 적합도는 .918로 나타났으며, 구형성 검정은 χ² = 1636.106(p<.001)로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교육 인식을 측정한 10개의 문항은 총 분산설명력 64.780%에서 

2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분류된 문항들에 대한 분석 결과 신뢰도 값이 기준치 0.6을 상회

하여 신뢰도가 양호했다.

항 목
성분

공통성 신뢰도
교육 자료

독서교육인식_교육_1독서교육 참여의 재미 .696 .315 .584

.894

독서교육인식_교육_2자발적 독서의 연장 .835 .142 .717

독서교육인식_교육_3책에 대한 호기심 .831 .232 .744

독서교육인식_교육_4좋은 독서 습관 형성에 도움 .710 .366 .638

독서교육인식_교육_5다양한 경험 가능 .691 .316 .577

독서교육인식_교육_6지속적 독서에 도움 .801 .244 .701

독서교육인식_자료_1필독(추천) 도서 도움 여부 .283 .780 .688

.792
독서교육인식_자료_2필독도서는 자기수양에 도움 .389 .706 .650

독서교육인식_자료_3필독도서는 책 선정에 도움 .375 .665 .583

독서교육인식_자료_4독서 과제를 수업시간에 활용 .083 .767 .596

고유값 3.875 2.603 -　
-

분산설명력(%) 38.746 26.034 64.780

° KMO = .918
° Bartlett's test χ² (45) = 1636.106*** (p<.001)

<표 9> 독서교육 인식 요인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토

독서 태도 요인을 측정한 문항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KMO 표본 

적합도는 .939로 나타났으며, 구형성 검정 결과 χ² = 4809.924(p<.001)로 나와 요인분석을 실시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 태도 요인을 측정한 22개의 문항은 총 분산 설명력 

65.933%에서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요인 적재량 미달이나 교차 적재 등으로 제외된 문

항은 없었다. 분류된 문항들은 행동요소, 정의요소, 독서를 통한 변화, 인지요소 등으로 명명하였

다. 분류된 문항들에 대한 분석 결과 신뢰도 값이 기준치 0.6을 상회하여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

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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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성분

공통성 신뢰도
정의 행동 변화 인지

독서태도_행동요소_1많은 양의 독서 .490 .653 .243 .165 .752

.926

독서태도_행동요소_2시간이 날때마다 독서 .484 .668 .188 .172 .745

독서태도_행동요소_3학교에서 종종 독서 .225 .752 .169 .288 .727

독서태도_행동요소_4자주 책을 대출 .193 .858 .083 .154 .804

독서태도_행동요소_5친구보다 많은 독서 .454 .687 .255 .086 .750

독서태도_행동요소_6독서는 취미 .398 .663 .216 .207 .688

독서태도_행동요소_7규칙적인 대출 .156 .735 .023 .232 .619

독서태도_정의요소_1밤늦도록 독서 .758 .236 .180 .010 .662

.890

독서태도_정의요소_2독서에 집중 .669 .257 -.074 .184 .553

독서태도_정의요소_3즐거움과 재미를 위해 .686 .183 .242 .194 .600

독서태도_정의요소_4끝까지 완독 .683 .235 .190 .199 .597

독서태도_정의요소_5독서 후, 기분이 좋음 .611 .247 .212 .407 .645

독서태도_정의요소_6독서는 지루하지 않음 .691 .241 .314 .162 .661

독서태도_정의요소_7책을 읽는 것에 빠짐
독서태도_정의요소_8

.584

.549
.230
.337

.084

.268
.366
.191

.534

.524

독서태도_변화_1글 이해력이 빠름 .352 .169 .710 .158 .681

.860
독서태도_변화_2작문 솜씨의 향상 .087 .153 .815 .220 .744

독서태도_변화_3어휘 풍부 .160 .162 .807 .237 .759

독서태도_변화_4교양이나 전문지식의 풍부 .193 .089 .731 .240 .637

독서태도_인지요소_1소개받은 책에 대한 인지 .277 .163 .231 .712 .664

.800
독서태도_인지요소_2독서 후, 의미있는 대화 .231 .207 .188 .714 .641

독서태도_인지요소_3독서의 장점 .206 .154 .257 .671 .582

독서태도_인지요소_4관점 및 태도의 긍정성 .089 .306 .242 .661 .596

고유값 4.777 4.393 3.163 2.831 -　
　-

분산설명력(%) 20.770 19.101 13.753 12.308 65.933

° KMO = .939
° Bartlett's test χ² (253) = 4809.924*** (p<.001)

<표 10> 독서 태도 요인의 타당도 및 신뢰도

Ⅳ. 연구결과 및 분석

1. 연구 대상의 특성 및 요인별 기술 통계량

수집된 데이터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결과, 응답자의 소속 학교 및 개인 특성 

분포는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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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빈도(n) 백분율(%)

학교

A 중학교 84 25.7 

B 중학교 75 22.9 

C 중학교 79 24.2 

D 중학교 89 27.2 

성별
남 170 52.0 

여 157 48.0 

학년

1학년 113 34.6 

2학년 108 33.0 

3학년 106 32.4 

전체 327 100.0 

<표 1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한편, 데이터에서 나타난 각 요인별 분포는 <표 12>와 같다. 여기에서 각 요인의 왜도와 첨도

가 모두 +1 과 –1 사이에 있어 자료의 정규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환경요인

학교 327 1.67 5.00 4.16 .65 -.828 .965

신념 327 1.00 5.00 3.14 .95 -.304 .046

입시 327 1.00 5.00 4.07 .85 -.877 .913

독서의
목적

여가 327 1.00 5.00 3.22 1.00 -.190 -.557

교양 327 1.60 5.00 4.07 .71 -.568 .102

흥미 327 1.00 5.00 3.75 .89 -.743 .540

실용 327 1.00 5.00 4.25 .67 -.985 1.549

독서교육
경험

독서교육-방법 327 1.00 5.00 3.31 .92 -.333 -.008

정보활용-교육 327 1.00 5.00 2.96 1.00 -.143 -.400

독서교육
인식

독서교육-교육 327 1.00 5.00 3.65 .86 -.514 .052

독서교육-자료 327 1.00 5.00 3.78 .80 -.405 .182

독서
태도

행동요소 327 1.00 5.00 2.78 .99 .236 -.450

정의요소 327 1.00 5.00 3.52 .88 -.411 -.325

독서를 통한 변화 327 1.00 5.00 3.85 .82 -.570 .235

인지요소 327 1.00 5.00 3.52 .84 -.622 .463

<표 12> 각 요인별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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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포에서 나타난 표본에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학교와 입시 환경이 독서에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교양이나 흥미, 실용성을 독서의 목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독서교육 경험(독서교육방법, 정보활용 교육)을 보통 수준 정도로 느끼며, 

독서교육 자체에 대한 인식은 보통 수준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독서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행동적 독서태도는 낮게 측정되었다.

2. 중학생의 성별 및 학년에 따른 독서태도 차이

중학생의 성별 및 학년에 따른 독서태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과 일원분산

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일원분산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에만 집단 간 비

교를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우선 학년별 차이에 따른 독서태도 행동요소는 F(324,2) = 4.488 (p<.05)로, 학년별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1학년이 평균 2.89, 2학년이 평균 2.55, 3학년이 평균 2.90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증 결과 2학년이 그 외의 학년에 비해 독서태도의 행동요소가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낮

은 차이를 보여주었다. 학년별 차이에 따른 독서태도 정의요소는 F(324,2) = 4.512 (p<.05)로 유

의하였으며, 1학년이 3.64, 2학년이 3.31, 3학년이 3.60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행동요소와 

마찬가지로 2학년이 그 외의 학년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며, 1학년이 3학년보다 독서태도의 정

의요소가 유의하게 높았다. (<표 13> 참조)

　 N 평균(M) 표준편차(SD) F 사후검증

독서태도
(행동요소)

1학년 113 2.89 1.1

4.488* 2 < 1, 32학년 108 2.55 .87

3학년 106 2.9 .94

독서태도
(정의요소)

1학년 113 3.64 .94

4.512* 2 < 3 < 12학년 108 3.31 .88

3학년 106 3.6 .77

* p<.05

<표 13> 학년별 차이에 따른 독서태도

두 번째로 성별 차이에 따른 독서태도에서 정의요소는 t(326) = -2.231, p<.05로 0.05 유의수준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남학생이 평균 3.42, 여학생이 평균 3.63으로 여학생이 평균 

.21만큼 높았다. 독서를 통한 변화요소에서도 t(326) = -2.215, p<.05로 유의하였으며, 남학생이 

3.75, 여학생이 3.96으로 여학생이 평균 .21만큼 높았다. 인지요소는 t(326) = -2.764, p<.0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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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남학생이 3.40 여학생이 3.65로 여학생이 평균 

.25만큼 높았다. (<표 14> 참조)

　 N 평균(M) 표준편차(SD) t

독서태도
(정의요소)

남 170 3.42 .85
-2.231*

여 157 3.63 .9

독서태도
(독서를 통한 변화)

남 170 3.75 .82
-2.215*

여 157 3.96 .82

독서태도(인지요소)
남 170 3.4 .86

-2.764**
여 157 3.65 .8

* p<.05, ** p<.01

<표 14> 성별 차이에 따른 독서태도

3. 각 요인 간의 상관관계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전, 각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표 15>와 같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각 요인 간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

으며, 독서의 목적 요인과 독서교육 인식 요인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독서태도와 상대적으로 강

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중에서 독서의 목적 학위요소 중 하나인  흥미 부분이 특히 독서태도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독서교육에 대한 인식 중에서는 교육이 특히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

다. 또한 .8 이상의 상관계수가 관찰되지 않아 이론적으로 다르게 설명되는 요인들이 각각 구분

되었다. 

4. 가설 검증

가. 환경 요인이 중학생의 독서태도에 미치는 영향

환경 요인이 독서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각 종속 요인별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 <표 16>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 요인이 독서에 긍정적일수록 독서태도의 

행동, 정의, 인지 요소에 긍정적이었으며, 그 중 학교 및 입시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태도의 행동요소는 학교 환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환경요인이 독서에 

긍정적일수록 독서태도의 정의요소와 인지요소에 긍정적이었다. 즉 두 요소 모두 학교의 환경 

요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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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변수

종속변수

행동요소 정의요소 독서를 통한 변화 인지요소

B β t B β t B β t B β t

상수 .524 　 1.460 1.581 　 4.910 1.023 　 3.696 .602 　 2.144

학교 .244 .161 2.774** .222 .164 2.813** .391 .308 5.752*** .351 .27 5.091***

신념 .139 .134 2.403* .131 .141 2.528* .129 .148 2.877** .123 .138 2.721**

입시 .198 .17 2.860** .148 .143 2.388* .197 .203 3.687*** .263 .265 4.864***

F     14.910***   13.583***     36.386***     38.928***

R2 .122 .112 .253 .266

* p<.05, ** p<.01, *** p<.001

<표 16> 환경 요인이 독서태도에 미치는 영향

나. 독서의 목적 요인이 중학생의 독서태도에 미치는 영향

독서의 목적 요인이 독서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17>과 같다. 여가와 흥미 목적의 

독서를 할수록 행동적, 정의적, 인지적 독서태도가 좋아졌다. 특히 행동적, 정의적 요소는 흥미를 

목적으로 한 독서일 경우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났으며 그 중 인지적 독서태도는 교양과 흥미 목적

의 독서에서 영향을 크게 받았다. 또한 교양, 흥미, 실용 목적의 독서를 할수록 독서를 통한 변화

를 잘 느꼈으며, 특히 흥미 목적의 독서에 영향을 크게 받았다.

독립
변수

종속변수
행동요소 정의요소 독서를 통한 변화 인지요소

B β t B β t B β t B β t

상
수

-.284 　 -.994 .11 　 .478 .328 　 1.279 -.437 　 -1.882

여
가

.339 .344*** 6.445*** .165 .187*** 3.876*** -.028 -.034 -.601 .093 .11 2.178*

교
양

-.025 -.018 -.334 .036 .029 .597 .256 .221*** 3.774*** .35 .295*** 5.709***

흥
미

.536 .481*** 10.559*** .608 .611*** 14.845*** .4 .43*** 8.772*** .37 .388*** 8.970***

실
용

.015 .01 .210 .107 .081 1.891 .253 .205*** 3.996*** .199 .157** 3.476**

F     81.276***      117.833***     59.548***     99.053***

R2 .502 .594 .425 .552

** p<.01, *** p<.001

<표 17> 독서의 목적이 독서태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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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서교육 요인이 중학생의 독서태도에 미치는 영향

독서교육 요인이 독서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18>과 같다. 정리하면 독서교육의 

교육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행동적 독서태도가 좋아지고, 독서교육의 자료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행

동적 독서태도가 나빠지며, 자료인식의 영향보다는 교육인식의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또한 

독서교육의 교육인식과 자료인식이 긍정적일수록 독서를 통한 변화를 잘 느끼며, 정의적 독서태

도가 좋아졌다. 특히 교육의 인식에 영향을 크게 받았다. 마지막으로 정보활용교육에 대한 경험

과 독서교육의 인식(교육, 자료)이 긍정적일수록 인지적 독서태도가 좋아졌다. 그 중, 독서교육의 

교육에 대한 인식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행동요소 정의요소 독서를 통한 변화 인지요소

B β t B β t B β t B β t

상수 .46 　 1.998 1.442 　 7.022 1.634 　 8.368 .637 　 3.695

독서교육
경험_방법

.089 .083 1.370 .042 .044 .727 -.09 -0.1 -1.631 -.041 -.044 -.836

독서교육
경험_정보

활용
-.005 -.005 -.091 -.056 -.064 -1.132 .039 .047 .825 0.083 .099 1.999*

독서교육
인식_교육

.73 .639 10.784*** .655 .641 10.835*** .435 .454 7.566*** 0.517 .528 10.191***

독서교육
인식_자료

-.165 -.134 -2.157* -.075 -.068 -1.101 .215 .208 3.312** 0.234 .221 4.084***

F  44.673***  44.783***  41.204***  83.177***

R2 0.357 0.357 0.339 0.508

** p<.01, *** p<.001

<표 18> 독서교육 요인이 독서태도에 미치는 영향

5. 분석결과 

본 연구 대상은 독서교육을 운영하는 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로 유의 표집 되었다. 하지만 

연구결과에서 독서태도의 행동 요소는 2.78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독

서교육이 독서 행동을 유발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이 결국 지속적 독서태도로 연결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지속적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

를 통해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특성이 지속적 독서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2학년이 1, 3학년에 비해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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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의적 독서태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1학년의 경우는 자유학기제를 실시로 인하여, 

3학년의 경우는 입시를 위한 독서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독서태도를 보이며, 이에 대해 

이러한 동기가 될만한 환경이 없는 2학년의 행동적 독서태도가 낮게 나왔다고 추론해 볼 수 있

다. 또한 독서능력 발달단계를 통해 독서 전략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3학년과 고급 독해기에 해당

하는 중학교 1,2학년 중 고급 독해기에서 독서전략기로 이행되는 과정의 중학교 2학년이 행동적, 

정의적 독서태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론해 볼 수도 있다. 즉, 지속적 독서태도는 독서능력 

발달단계와 교육과정을 보여주는 학년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둘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독서 태도의 정의적, 인지적, 독서를 통한 변화 요소에서 남학생

과 여학생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여학생이 독서에 대한 감정이나 평가, 신념 등의 

독서태도가 남학생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환경요인인 학교, 신념, 입시 요인에서 긍정적일수록 독서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학교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독서태도의 행동요소와 인지요소에서는 입시

의 영향도 크게 받고 있었다.  

넷째, 독서 목적 중 여가와 흥미 목적의 독서는 독서태도의 행동적, 정의적, 인지적 요소에 영

향을 미치며, 그 중 흥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지적 독서태도의 경우 

독서의 목적이 교양일 경우 영향을 크게 받았다. 독서태도의 독서를 통한 변화는 독서의 목적이 

교양, 흥미, 실용일 때 영향을 받으며, 역시 흥미가 독서의 목적일 때 가장 영향을 크게 받았다. 

즉, 독서의 목적 중 흥미 요소가 지속적 독서태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뤄지

는 독서교육의 방향은 흥미를 유발하여 행동적인 독서태도로 이어지는 형태의 독서교육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독서 목적, 독서교육의 인식 요소가 독서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파악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독서의 목적이 분명하고, 독서교육에 대한 인식이 좋을수록 긍정적인 독서태

도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으며, 결국 독서 목적과 독서교육에 대한 인식이 지속

적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독서의 목적과 독서교육 인식은 중학생

의 지속적 독서태도 형성에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독서교육의 교육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독서태도의 행동적, 정의적, 독서를 통

한 변화 요소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서교육의 자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인지

적 및 독서를 통한 변화 요소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서태도의 인지적 요소는 독서교육

의 정보활용교육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학생의 지속적 독서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환경 요인(학년별, 성별, 학

교), 독서의 목적(흥미), 독서교육 인식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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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독서교육은 학교도서관법, 중등학교법, 및 IFLA 학교도서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그 중심에 있지만, 현재까지는 표준화, 체계화되지 못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필두로 독서와 독서교육에 대한 관심과 평생학습으로서의 지속

적 독서태도가 중요시 되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 요인, 독서 목적 요인, 독서교육 요인이 중학생

의 지속적 독서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영향 요인을 추출하여 중학생의 바람직한 독서교

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지속적 독서태도는 학년 및 성, 그리고 학교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독서 목적 요인 중 흥미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또한 독서교육에 대한 인식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개인 역량을 형성하기 위한 지속적 독서태도 강화을 위해 중학교의 학교도서관

에서는 다음에 제안하는 사항을 고려한 독서교육의 개발이 요구된다.

첫째, 청소년의 독서능력 발달단계 및 교육과정에 따른 학년별 차이가 적용된 독서교육이 필요

하다. 중학교 2학년은 중학교 1학년과 함께 고급 독해기에 속하지만, 개인별 성장의 차에 따라 

고급독해기와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독서전략기에 혼재하여 분포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학년은 전형적인 고급독해기, 2학년은 고급독해기에서 독서전략기로 이행되는 이행기, 그리고 

3학년은 전현적은 독서전략기로 구분하여, 학년별 독서교육의 차별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성에 따른 독서교육의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여학생과 남학생의 성향에 따른 흥미 

유발 요소를 개발하고 이를 통한 독서동기를 강화함으로써 긍정적 독서태도를 형성시켜야 할 것

이다.

셋째,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이 행동적 독서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의 환경요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독서교육을 통해 형성된 독서 동기를 행동으로 구현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학교

의 환경요인들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학교도서관만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우

므로 교과 교사 및 관리 행정직과의 소통을 통한 개선 의지의 공유와 협업을 통한 지속적 개선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독서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게 하는 독서교육이 필요하다. 분석결과, 독서교육이 

다양한 경험을 가지게 한다는 인식을 가질수록 긍정적 독서태도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지속적 독

서태도의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독서교육에서 독서 대상 자료의 다양화 및 

개인별 맞춤화, 그리고 다양한 독서 및 독서 전후 활동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독서자료를 통한 

간접경험의 다양화 뿐 아니라 독서교육과정에서의 다양한 활동 경험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독서에 대한 연구를 포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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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독서태도에 대한 영향 요인을 검토한 연구로서, 미래사회에 개인에게 요구되는 지속적 

학습의 필수역량인 지속적 독서태도를 형성하고 강화할 수 있는 독서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지역적 범위의 제한으로 일반화에 주의가 요구된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연구범위를 확장하여 일반화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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