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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책 읽어주기를 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책 읽어주기에 한 가치 인식이 책 읽어주기 만족도와 독서태도 

형성에 미치는 향을 악하여 이를 토 로 도서  책 읽어주기 서비스의 시사 을 얻는데 목 이 있다. 이를 하여 다양한 

연령 의 439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 별로 책 읽어주기에 한 가치 

인식과 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났고, 독서태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책 읽어주기 가치가 효능감, 사랑받는 느낌에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만족도가 정 으로 나타났고, 편안함에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만족도는 이에 비해 낮았다. 셋째, 

만족도가 정 인 응답자일수록 독서태도가 정 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가 어린이 책을 읽는 독서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는 신뢰 계형성에 한 가치 인식이 높고, 책 읽어주기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책 읽어주기 경험이 

많을수록 독서태도의 행동  측면에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서(교사)는 연령 별로 가치 인식 유형과 만족도를 

고려한 로그램을 기획하는 한편, 학부모 상 독서모임을 극 으로 운 하여 독서태도 향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가치 인식, 독서태도, 도서 서비스, 연령 , 어린이도서연구회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ffect of people who have heard of ‘reading 

aloud’ on the formation of reading satisfaction and reading attitude, and to obtain implications for the 

library book reading service.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439 people of various age group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difference in valu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with reading 

books by age group, 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reading attitude. Second, the satisfaction of the respondents 

who answered that the value of reading books was efficacy and feeling loved was positive, and the satisfaction 

of the respondents who answered that they were comfortable was lower than this. Third, the more positive 

the satisfaction level was, the more positive the reading attitude was. Fourth, respondents who participate 

in reading groups for children were found to have a high value perception of trust relationships and more 

experience in reading books, and the more experience they have in reading, the more they are affected 

by the behavioral aspect of reading attitude. Therefore, librarians (teachers) need to support the improvement 

of reading attitudes by actively operating reading groups for parents while planning programs that take 

into account value recognition types and satisfaction by age group.

KEYWORDS : Value Recognition, Reading Attitude, Library Service, Age Group, Korean Children’s Book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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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책 읽어주기는 상의 연령이나 장소와 계없이 다양한 종류의 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읽어주는 

활동으로(박주 , 박경희, 이명규, 2015, 4), 도서 에서 당연히 제공해야 할 독서서비스이다(박주 , 

2020, 24). 1902년 보스턴 공공도서 이 최 로 책 읽어주기 로그램을 어린이에게 서비스하기 

시작하 고(유종필, 2010, 241) 이후 도서 은 지역사회와 력하여 다양한 연령층과 정보취약계층

에게 책 읽어주기를 제공하고 있다(공정자, 2014, 27; 이은숙, 2016, 107; Venturella, 1998, 98-107). 

책 읽어주기가 상의 인지와 정서 인 면에 정 으로 작용하여 독서태도를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문화체육 부, 2020, 132; 한명숙, 2020; Nambi, 2019, 224; Smith, 2000, 19).

국내에서 책 읽어주기가 사회  공공서비스로 제공되기 시작한 것은 1982년 어린이독서문화운동

단체인 어린이도서연구회 회원들이 마을도서 에서 책을 읽어주면서부터 다(김은옥, 2019, 222; 

어린이도서연구회, 2020, 157).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은 2012년부터 책 읽어주기를 가정, 학교, 

사회를 잇는 독서의 기본으로 제시하고, 매년 ‘책 읽어주세요’ 공익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김수경, 

2013, 12). 사회  공익시설인 도서 의 서비스는 생애주기별로 제공되어야 하므로(도서 정보정책

원회, 2019, 42) 도서 은 아시기부터 노년기를 상으로 한 다양한 독서지도 로그램을 개발

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 에서 책 읽어주기 서비스를 제공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유아 상의 

기 이며 등학생이나 청소년을 한 가이드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체 연령 에 걸쳐 용할 

수 있는 책 읽어주기 서비스의 기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 연령 별로 책 읽어주기에 한 가치 인식 차이를 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왜냐하면 

도서  서비스로서 책 읽어주기를 들으며 자란 어린이가 어른으로 성장하고, 그들이 후세 에게 

다시 책 읽어주기를 이어가면서 책 읽어주기는 다양한 연령 가 경험한 독서문화가 되었으며, 독서

문화를 이루는 사람들의 행동에 가장 한 향을 미치는 것은 독서의 가치와 목 에 한 인식

이기 때문이다(김해인, 2020, 99). 이러한 인식은 다시 독서태도로 이어진다(교육부, 2015, 6-10). 

연령 별로 인식 차이를 악해야 하는 이유는 특정 상이나 사물에 한 가치 인식은 한 사회의 

집단  가치 을 포함하여 세  간에 달되는 특성을 지니지만 세  간의 가치 인식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강미선, 2015, 178). 즉 독서의 한 방식으로서 책 읽어주기에 한 가치 인식 

차이가 책 읽어주기와 련한 행동과 태도에 향을 미치고 이러한 경험이 독서태도에 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책 읽어주기 가치 인식과 독서태도를 다룬 연구는 주로 인식의 주체를 읽어주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 책 읽어주기는 텍스트의 선정부터 활용까지 읽어주는 사람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인식

이 책 읽어주기의 효과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칠 것이라 보는 것이다(박상희, 2008, 135; 이문정, 

2011, 295; 정은진, 2018, 108; 조해연, 2007, 62). ‘읽어주기’라는 의미 자체가 읽어주는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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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듣는 사람은 책 읽어주기를 통해 다양한 역에서 정 인 변화를 입증하는 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책 읽어주기는 청각을 통한 독서경험이 핵심이므로 듣는 사람이 책 읽어주기에 

해 어떤 인식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러한 인식이 책 읽어주기를 포함한 독서태도에 어떤 향을 

주었는지를 악하는 것이 요하다. 한 가치 인식을 세분하여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책 

읽어주기 가치  특정 가치가 독서태도의 어떤 역에 향을 미치는지 악할 수 없다. 가치란 

즉각 인 선호나 흥미가 아닌 경험에 한 성찰과 평가를 거쳐 형성되므로 태도에 한 체계 인 

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정혜승, 2006, 398), 상황과 상에 따라 특정한 유형이 더 향력을 

미칠 수 있다(이강석, 2021, 497). 따라서 책 읽어주기를 듣는 사람이 실제 인식하는 가치를 세부

으로 구분하고, 특정한 가치가 독서태도의 특정 역에 차이를 가져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본 연구는 책 읽어주기를 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상으로 연령 에 

따라 책 읽어주기 가치 인식과 독서태도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악하고 이를 토 로 도서  

책 읽어주기 서비스 기 의 시사 을 탐색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해 연구문제는 첫째, 

연령 에 따라 책 읽어주기 가치 인식은 달라질까? 둘째, 책 읽어주기 가치 인식은 독서태도에 

어떤 향을 미칠까?로 설정하 다.

연구문제 해결을 하여 선행연구와 문헌을 바탕으로 한 련 변인을 탐색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책 읽어주기 가치 인식이 연령 에 따라 독서태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려 한다. 

이러한 연구는 도서  책 읽어주기 서비스의 연령 별 기 자료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Ⅱ. 이론  배경

1. 책 읽어주기 가치 인식

책 읽어주기는 텍스트의 문자를 소리 내어 읽고 듣는 활동으로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함께 

텍스트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사회  독서이다. 청각을 이용한 2인 이상의 독서로서 텍스트, 텍스

트를 소리 내어 읽고 듣는 행 , 행 의 주체인 2인 이상의 독자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가치는 

사회심리학  측면에서 개인이나 집단에게 가장 소 한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최상 개념으로 의견, 흥미, 태도보다 포 인 개념이다. 심리학에서는 개인 이나 문화  기 과 

련 있는 동기의 측면으로 보며, 행동과학에서는 순간  충동이 아닌 개인이나 집단이 제시하는 

추상 이고 속 인 기 으로 본다(강미선, 2015, 9). 가치이론은 ‘이용과 충족이론’과 ‘기 가치 

이론’이 표 이라 할 수 있다. ‘이용과 충족 이론’은 행동의 원인으로 욕구충족을 선형 으로 

설명하는 이론이고, ‘기 가치 이론’은 이용과 충족이론에서 행동의 능동성과 과정 지향  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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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여 개념을 확장하고 개인의 신념과 가치에 한 평가를 태도의 이유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 경미, 2008, 30). 본 연구는 두 이론을 모두 수용하여 책 읽어주기에 한 욕구가 충족이 되면 

다시 책 읽어주기로 이어질 것이고 이 게 반복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책 읽어주기에 한 가치와 

신념이 독서태도에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책 읽어주기 가치는 책 읽어주기의 필요성, 목 , 요성, 효과성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

고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 유형 구분이 다양하다. 원미정(2008, 7)은 공공도서 의 어린이서비스의 

심인 책 읽어주기에 참여하는 유아 부모의 인식 변화 연구를 통해 도서 서비스가 사서인식과 

도서 서비스 인식을 높이는데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는데 책 읽어주기의 가치를 교육  가치, 

언어  가치, 도서  가치로 나 어보았다. 서비스 당사자의 인식이 아닌 부모의 인식에 한하

지만 책 읽어주기 서비스에 있어서 도서 을 심으로 한 지역사회 력의 요성을 제기하 다

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김수경(2013, 12)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의 책 읽어주기 사업 사례를 

통해 책 읽어주기의 필요성을 사회문화  요인과 교육  요인으로 나 어보았다. 그러나 도서  

시스템을 활용한 공 인 서비스로서 책 읽어주기보다는 정보 가이드와 계도성 캠페인을 에 

두고 가정과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 다는 한계가 있다. 지윤정(2012, 7)은 책 읽어주기 활동 련 

실험연구들을 메타 분석하여 효과성의 크기를 확인하 는데 언어능력이 가장 평균효과크기가 높

았고, 인지  능력, 사회․정서성, 정의  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이나 처치 특성과 계

없이 효과성이 유의하게 나타나 책 읽어주기의 정  향이 일반 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효과성 역과 연령 별로 사례수가 무 은 경우가 있다는 한계가 있다. 종합하면 책 읽어주기 

가치인식은 교육  요인, 사회문화  요인, 독서환경기반 시설로서 도서  요인, 언어 능력과 

인지 능력, 사회․정서성, 정의  능력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책 읽어주기 가치 인식을 측정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경제학  측면에서 소비자 

가치 인식유형을 범주화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거나(이강석, 2021, 498), 교육학  측면에서 

Q방법론을 용하여 교사의 인식 유형을 탐색(장성민, 2021, 93)한 경우가 있다. 

가치를 분류하고 인식하는 틀은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니며 다양한 에 따라 범주화하는 

것이 가능하다(송경진, 2014, 37). 가치는 일상에서 겪는 여러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단의 

거기 이자(이상태, 2007, 31), 일상생활에서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모든 것을 의미한

다(임택, 2009, 14). 즉 선택과 단의 기 이라는 면에서는 인지  역에 속하고 느낌과 욕구의 

충족이라는 면에서는 정의  역에 속한다(강미선, 2015, 13-14). 본 연구도 이를 따라 책 읽어주

기의 가치를 인지  역과 정의  역으로 범주화하 다. 인지  단은 ‘필요성’으로, 정의  

느낌은 ‘감정’으로 구분하 다. 필요성은 왜 책 읽어주기를 해야 하는지에 한 단기 이라 할 

수 있고 감정은 책 읽어주기를 통해 얻은 느낌이라 할 수 있다. 감정은 인류학, 사회학, 역사학, 

여성학 등에서 개인 이고 내면  상보다는 집단  사회문화 과정의 산물로 이해되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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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고 해석된 느낌(이명호, 2015, 117, 125)이므로 책읽어주기를 통해 느낀 감정들이 결국 

책읽어주기에 한 인식과 행동의 바탕이 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선행연구에서 

기술한 책 읽어주기 가치 인식을 살펴보고 필요성과 감정으로 나 어 <표 1>과 같이 구분하 다. 

세부 내용
가치인식구분

필요성 감정

독서흥미, 독서 정인식, 동일시․공감, 문학  감성

(Trealease, 1982; 김소 , 2015; 김정원, 남규, 2010)

감동․ 로, 밝고 정 , 욕구불만 해소, 기쁨․즐거움

(김수경, 2013; 박상희, 2008; 정은진, 2018; 조 , 2014) 

독서흥미고취

독서수월

즐거움

편안함

상상력․창의력, 사고력․이해력․집 력, 언어발달체험, 어휘력, 읽기와 쓰기, 심미안, 

문자언어와 음성언어 인식, 듣기․말하기

(곽길여, 2011; 김효나, 2010; 박소 , 2014; 심정미, 2016; 조정연, 2008; 지윤정, 2012) 

독서력

향상
효능감

읽는 책 종류 다양, 문제해결력, 도서  방문, 도서 근 자료이용법 습득, 탐구심, 지식정보습득 

(원미정, 2008; 이윤숙, 2007; 정희, 서정숙, 2009)
정보확장 탐구심

읽어주시는 선생님이 좋다, 어른과 사회에 한 신뢰, 자녀와 애착․부모와 유 감, 

친 감․사랑받고 싶은 욕구, 문화  통․도서  역할강조

(김경숙, 2008; 김 미, 2004; 장해숙, 2014; 차미연, 2016)

신뢰 계형성
친 감

사랑받음

사회  상호작용․사회  태도  기술 습득, 가정 내 갈등해소, 화모델․의사소통, 

동성 사회  계형성, 친구들과 함께 보는 것이 좋다, 질문증가

(유훼리, 2017; 육근해, 2007; 조해연, 2007)

상호소통원활 거부감

<표 1> 선행연구에 따른 책 읽어주기 가치 인식 구분

2. 독서태도

독서태도는 “다양한 텍스트와 형태로 드러나는 책과 그 책을 읽는 것에 하여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자 하는 비교  일 된 학습된 성향”(박주 , 이명규, 2016, 27)으로 정 인 독서태도는 

독서행동에 향을 주어 한 사회의 바람직한 독서문화를 만들어가는 기 가 된다(정혜승, 2006, 

388). 가치와 태도는 련성이 높은 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가치가 내면화되어 태도를 이루고 

태도가 독서행동으로 나타나 한 사회의 독서문화를 구성하기 때문에 책 읽어주기 가치와 독서태도

에 한 이해는 도서  책 읽어주기 서비스가 갖추어야 할 바탕이라 할 수 있다. 

책 읽어주기 가치 인식이 독서태도에 구체 으로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책 읽어주기는 독서의 한 방면이므로 독서의 가치와 독서태도의 요성을 다룬 연구를 통해 이를 

짐작해볼 수 있다. 2015개정 교육과정은 독서태도와 가치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독서태도는 독서

목 이 분명할수록 정 (김지숙, 김기 , 2020, 181)이지만 독서태도와 가치 인식은 체험상태를 

단 화하거나 개별화된 성취 기 을 구 하기 힘들다. 게다가 개념이 불명확하며 개념을 조 씩 

확장하면 취미(흥미), 동기, 가치 , 습  등 여타의 인  개념들을 포 할 수 있는 층 성이 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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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 2008, 288), 형성과 변용과정에 한 체계  이론이 부족하다(정혜승, 2006, 383).

독서태도와 가치 인식의 연결성은 교육학에서 교육의 가능성 여부를 으로 다루고 있다. 

이성 (2008)은 독서태도를 독서가치  의도와 연결 짓고 찰일지와 독서포트폴리오를 통해 

탐색하 는데, 상에 한 가치 단이 내면화되어 결국 태도를 이루기 때문에 독서 가치와 독서

경험을 심으로 충분히 태도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았다(이성 , 2008, 312). 하근희(2013)는 

문학교육에서 태도를 지속 인 문학체험을 통해 형성된 자아나 사회에 한 신념과 정서로 구성

되어 있다고 보고 화 심, 맥락기반, 성찰  사유를 심으로 한 문학교육을 제안하 다(하근희, 

2013, 233). 이원 (2020)은 태도를 정의  교육으로 보고 이를 실천하기 해 언어  삶․문학  

삶 속에서 수많은 유의미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실제  교육으로 실천을 강조하 다(이원 , 

2020, 324). 이 연구 결과들의 공통 은 정 인 독서태도가 정립되기 해서는 가치 인식이 

요하며, 가치를 경험하기 해서는 교육 으로 의미 있는 즐거움을 구체 으로 경험하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이다. 

한편, 독서태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정 으로 변화한다(이연옥, 2011, 15; 윤 채, 김 란, 

2008, 174). 등학교 고학년의 독서량 하락 원인을 연구한 장해숙(2014)은 독서의 필요성을 인식

하고 여가활동을 해 독서를 활용하는 학생들은 정 인 독서생활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해숙, 2014, 92). 고등학생의 문학 가치 인식을 악하여 태도교육에 한 시사 을 찾고자 

한 김서윤(2021)은 가치 인식이 태도와 한 련이 있다며 실제 독서 과정에서 독자로서 주체

 태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하다고 보았다(김서윤, 2021, 126). 김지숙, 

김기 (2020)은 학년에 따라 독서태도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학년에 따른 독서교육방법 차별화를 

제안하고 있는데, 특히 독서목 이 분명하고 독서교육에 한 인식이 좋을수록 정 인 독서태도

를 가져온다고 주장하 다(김지숙, 김기 , 2020, 181). 따라서 연령 에 따른 독서태도의 부정  

변화와 책 읽어주기 가치 인식 변화의 연 성에 해서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책 읽어주기라는 실제 독서를 통해 만들어진 가치 인식이 독서태도의 특정 부분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 악하기 해서는 독서태도의 구성요소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독서태도는 독서활동에 한 

느낌, 평가, 반응이 포함되므로 독서태도 구성요소는 느낌과 같은 정서요소, 평가와 같은 인지요소, 

반응과 같은 행동요소, 독서환경과 같은 사회  요소 등 다차원  요소로 보는 견해가 많다. 

정 정(2010)은 책 읽어주기 활동이 등학생의 독서력과 독서태도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면서 

독서태도를 독서환경, 독서흥미, 독서가치 , 독서방법의 4가지 범주로 나 어 보았다. 이연옥(2011)

은 등학생들에게 독서와 독서경험에 한 느낌과 생각을 물어 독서에 한 정서를 악하고 

이를 토 로 독서태도의 범주를 독서가치, 정  독서경험, 부정  독서경험, 독서 련 경험과 

상의 연상 이 게 4가지로 구성하 다. 독서에 한 감정 상태의 요성을 강조하고 독서태도의 

교육  요성을 제기하 다는 의의가 있다. 박주 , 이명규(2016)는 독서태도 구성요인을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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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행동의지를 포함한 독서태도, 독서목 , 독서환경, 독서행동의 4차원 구조 형태로 독서태도의 

구조를 제시하 다. 김선미, 박찬호(2018)는 ․ ․고등학생 1,207명을 상으로 요인분석을 

하여 독서태도 요인을 습 , 필요성, 지속의지, 즐거움의 4개로 추출하 다. 체 학령군을 상으로 

독서 련 포  역과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방법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는 의미가 

있다.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독서태도 구성요소를 정서  요인, 인지  요인, 행동(의지)요인, 사회 

요인 4가지로 <표 2>와 같이 구분하 다.

선행연구 내용 구성요인

즐거움, 느낌, 정의, 선호․감정

(김서 , 2018; 김선미, 박찬호, 2018; 김성미, 2014; 김지숙, 김기 , 2020; 정혜승, 2006)
자아

정서
읽기 자존감, 책 거부감 어․ 정 ․ 심, 자극․몰입, 여가, 흥미

(김성미, 2014; 박주 , 이명규, 2016; 윤 채, 김 란, 2008; 임미성, 2011; 장소 , 2011)
상

필요성, 독서효용성, 의견․신념, 타인의 기 에 한 신념, 발달․실용, 가치, 학습, 타인의 기 에 한 주 인 

신념 (박주 , 이명규, 2016; 장성민, 2021; 정 정, 2010)
효용

인지
평가, 독서효능감, 능력․타인의 읽기에 한 인식․읽기에 한 평가  신념, 읽기 결과에 한 신념

(박주 , 이명규, 2016; 윤 채, 김 란, 2008; 장소 , 2011; 정혜승, 2006)
효능

지속의지, 반응, 행동의지(표 , 학습, 극성), 의도․가까운 미래 실제 읽기 가능성․읽기 행동 비도 

(김서 , 2018, 김선미, 박찬호, 2018; 임미성, 2011)
의지

행동
습 , 독서량 증가, 행동변화, 학교도서  이용․독서경험․독서능력․표   참여․이상행동․책 행동․ 출권수, 

행 , 읽기 경험에 의한 직 인 향, 독서방법 (김지숙, 김기 , 2020; 박주 , 이명규, 2016)
변화

가정보유 책 수, 책이 풍성한 교실환경․다양한 책을 하게 하는 것, 환경

(박주 , 이명규, 2016; 정 정, 2010; 한지효, 2006)
물

사회교사의 격려 혹은 보상체계, 교사가 독자로서 뚜렷한 모델, 학부모․학교․담임교사

(박주 , 이명규, 2016; 한지효, 2006)
인

책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 (한지효, 2006) 소통

<표 2> 선행연구에 따른 독서태도 구성 요인

구성요인은 첫째, 독서에 한 감정이나 평가에 해당하는 정의  요소, 둘째, 독서에 한 신념

이나 의견인 인지  요소, 셋째, 독서하려는 행동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행동  요소(김지숙, 김기 , 

2020, 162), 넷째, 독서주체를 둘러싼 독서상황으로 가정, 학교, 도서 , 사회와 국가를 뜻하는 사회  

요소이다(박주 , 이명규, 2016, 44). 한 책 읽어주기 가치 인식에 따른 독서태도의 차이를 측정하

므로 책 읽어주기 만족도를 <표 3>과 같이 정리하고 이를 매개변인으로 추가하 다. 

선행연구 내용 만족도

읽어주기 수업이 좋다(김경숙, 2008) 

읽어주기 로그램에 한 흥미와 참여도가 독서태도 향상으로 이어진다(김성미, 2014) 
읽어주기 참여

가족과 선생님에게 읽어주고 싶다(김연경, 2007) 읽어주기 의지

읽어주시는 선생님이 좋다(김경숙, 2008; 조해연, 2007; 차미연, 2016; 정희, 서정숙, 2009)

어른과 사회에 한 신뢰(김 미, 2004)
읽어주기 역할모델

<표 3> 선행연구에 따른 책 읽어주기 만족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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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상  내용

이 연구는 2020년 ‘어린이도서연구회40주년기념심포지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책 읽어주기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의 일부를 연구자가 재분석한 것이다. 어린이도서연구회는 책 읽어

주기를 공공의 독서서비스로 인식하고 학교, 도서  등 지역사회와 가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책 

읽어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어린이독서문화운동단체이다. 연구자는 조사의 책임을 맡아 설문개발

부터 자료 수집  분석, 보고서 제출까지  과정을 진행하 으며 ‘책 읽어주기 설문조사’는 책 

읽어주기 활동가, 활동기 처의 담당자, 활동가의 책 읽어주기를 들은 사람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책 읽어주기가 사회에 미친 향을 알아보기 하여 진행하 다. 설문조사는 

2020년 5월 13일부터 22일까지 지역과 연령 를 나 어 진행하 으나 자발  표본 추출이라는 

한계가 있다. 등학교 3학년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가 설문을 읽어주어 진행하도록 안내하 다.

가. 연구 상

이 연구는 책 읽어주기 가치 인식에 따라 책 읽어주기 만족도와 독서태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하여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수집한 자료  책 읽어주기를 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상으로 한 자료를 재분석하 다. 연구 상의 일반  특성은 <표 4>와 같다. 

구분 표본수 % 체 구분 표본수 % 체

거주

지역

강원 18 4.1

439

연령

등학교 입학 27 6.2

439

경기남부 38 8.7 등 1~2학년 61 13.9
경기북부 58 13.2 등 3~4학년 80 18.3
경남 20 4.6 등 5~6학년 87 19.9
주 43 9.8

14세부터 19세 100 22.8
구경북 66 15.0

20세부터 30세 56 12.8
충북 30 6.8

30세 이상 28 6.2
서울 36 8.2

성별
여자 270 61.5

439인천 30 6.8
남자 169 38.5남 40 9.1

부모
독서모임 활동한다 385 87.9

439
북 32 7.3

활동하지 않는다 54 12.1제주 28 6.4

<표 4> 연구 상의 일반  특성

연구 상은 439명으로 등학생이 228명(52.1%)이고, 14세부터 19세 응답자는 100명(22.8%), 

20세 이상은 84명(19.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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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문조사

‘책 읽어주기 설문조사’에서 본 연구의 연구 질문에 해당하는 문항은 총 8문항으로 책 읽어주기 

경험과 책 읽어주기 만족도에 한 5문항은 5  리커트로 측정하 고, 필요성은 단일선택형으로 

측정하 고, 감정은 ‘책 읽어주기를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드나?’ 독서태도는 ‘책 읽어주기는 나의 

독서에 어떤 향을 미쳤나?’에 한 응답을 자유기술로 수집하 다. 감정에 한 응답은 ‘사랑받음, 

소 하게 해주는 느낌, 편안한 엄마 품에 안겨있는 느낌, 따뜻함’ 등이 많았고, 독서태도에 한 

응답은 ‘어휘력, 토론능력, 듣는 귀가 발달해 타인의 말을 경청하게 되었다. 책을 이해하기 더 

쉬워졌다. 책에 한 심이 늘었다. 책에 한 거부감을 없애주었다. 책을 읽는 것이 좋아졌다.’ 

등이 많았다. 각 응답은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요인을 기 으로 단일선택형의 범주를 만들고, 연구자 

본인과 책 읽어주기 활동 경력이 10년 이상인 어린이도서연구회 활동가 2인의 삼각검증을 통해 

해당 범주로 변환하여 분석하 다. 측정에 사용한 변인은 <표 5>와 같다.

측정변인 조작  정의

독립

변인

책 

읽어주기 

가치 

인식 

필

요

성

독서흥미 고취 공감과 문학  감성을 느껴 독서를 정 으로 인식하고 흥미를 가지게 한다

독서수월 내가 으로 읽거나 책을 들고 읽지 않아도 책을 읽을 수 있다

독서력 향상 상상력․창의력․사고력․이해력․집 력․어휘력이 늘고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에 도움이 된다

정보확장 읽는 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도서 근 자료이용법과 지식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신뢰 계 형성 읽어주시는 선생님이 좋고 부모와 애착, 어른과 사회에 한 신뢰가 생긴다

소통 원활 사회  상호작용․사회  태도  기술을 습득하고 화의 모델이 되고 의사소통이 좋아진다

감

정

즐거움 책 읽어주기를 떠올리면 마음에 거슬림이 없이 기쁘다

편안함 책 읽어주기를 떠올리면 편하고 걱정 없이 좋다

효능감 책 읽어주기를 떠올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탐구심 책 읽어주기를 떠올리면 필요한 것을 찾아내거나 얻어낼 수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친 감 책 읽어주기를 떠올리면 함께 했던 사람과 매우 친하고 가까운 느낌을 받는다

사랑받음 책 읽어주기를 떠올리면 몹시 소 하게 여겨지고 아낌을 받는 느낌이 든다

거부감 책 읽어주기를 떠올리면 아무 느낌도 나지 않거나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느낌을 받는다

경험 책 읽어주기 경험 책을 읽어주는 것을 들은 경험의 정도

매개

변인

읽어주기

만족도

읽어주기  참여 책 읽어주기에 한 흥미와 무조건 인 참여욕구

읽어주기 비교 참여 다른 독서 로그램과 비교하여 책 읽어주기 로그램에 흥미를 느끼고 참여하고 싶은 정도

읽어주기 의지 다른 사람에게 책읽어주기를 하고 싶은 의지와 욕구

읽어주기 역할모델 읽어주는 사람에 한 신뢰, 기 , 만족으로 인한 자신의 미래에서 추구하는 역할 모델 기

종속

변인
독서태도

정서 독서를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정도, 독서에 한 몰입과 흥미, 선호

인지 독서의 요성과 효과에 한 인식, 독서행 결과에 한 평가  신념

행동 독서하려는 의지와 독서방법, 독서습  등 독서 행동의 변화

사회 다양한 도서 근가능성, 독서를 심으로 한 교류, 독자모델 존재, 보상  격려

<표 5> 설문의 변인과 조작  정의

2. 분석 방법  도구

연구의 분석을 하여 SPSS 28 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T-test, 분산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조사를 해 개발한 책 읽어주기 만족도 변인에 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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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알 계수 .685로 나타났다. ‘연령 ’와 ‘책 읽어주기 가치 인식(이하 가치인식)’에 따라 

‘독서태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해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통계  유의성 여부를 검증하기 하여 

카이제곱검정을 하 다. 연령 와 ‘책 읽어주기 경험(이하 읽어주기 경험)’에 따른 ‘책 읽어주기 

만족도(이하 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사후검증은 등분산을 

가정하 을 때는 Scheffe 검증방법을 사용하고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았을 때는 Dunnett의 T3 

검증방법을 사용하 다. 가치인식, 연령 , 읽어주기 경험이 만족도와 독서태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사  회귀분석을 하 다. 

Ⅳ. 연구 결과

1. 일반  특성

연구참여자의 일반  특성은 연령 , 부모의 독서모임 참여여부, 성별, 거주지를 포함하는 변인

이다. 각 일반  특성에 따라 가치인식과 만족도, 독서태도가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가. 연령 와 책 읽어주기 가치 인식

연령 가 가치인식에 미치는 향이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 다. 가치인식은 

필요성과 감정을 포함하는 변인으로 필요성(p=0.025)과 감정(p=0.000)은 연령 와 비율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등

입학

등

1~2학년

등

3~4학년

등

5~6학년

14세~

19세

20세~

30세

30세 

이상

체

단 :빈도(%)
χ 2 p

가치인식

(필요성)

독서흥미고취 12(44.4) 25(41.0) 35(43.8) 23(26.4) 31(31.0) 14(25.0) 7(25.9) 148(33.5)

61.824* 0.025

독서수월 1(3.7) 9(14.8) 10(12.5) 19(21.8) 27(27.0) 9(16.1) 4(14.8) 79(17.9)

독서력 향상 3(11.1) 9(14.8) 14(17.5) 14(16.1) 11(11.0) 8(14.3) 8(29.6) 67(15.2)

정보확장 8(29.6) 6(9.8) 7(8.8) 6(6.9) 13(13.0) 5(8.9) 2(7.4) 48(10.9)

신뢰 계형성 3(11.1) 4(6.6) 5(6.3) 8(9.2) 4(4.0) 5(8.9) 0(0.0) 29(6.6)

소통원활 0(0.0) 6(9.8) 9(11.3) 13(14.9) 9(9.0) 11(19.6) 5(18.5) 55(12.4)

가치인식

(감정)

즐거움 15(55.6) 25(41.0) 21(26.3) 25(28.7) 24(24.0) 10(17.9) 3(11.1) 124(28.1)

97.762*** 0.000

편안함 2(7.4) 4(6.6) 12(15.0) 15(17.2) 28(28.0) 9(16.1) 10(37.0) 80(18.1)

효능감 2(7.4) 14(23.0) 23(28.8) 28(32.2) 8(8.0) 11(19.6) 7(25.9) 95(21.5)

탐구심 0(0.0) 1(1.6) 0(0.0) 2(2.3) 0(0.0) 2(3.6) 0(0.0) 5(1.1)

사랑받음 3(11.1) 6(9.8) 10(12.5) 4(4.6) 10(10.0) 7(12.5) 6(22.2) 46(10.4)

친 감 2(7.4) 5(8.2) 4(5.0) 3(3.4) 7(7.0) 6(10.7) 1(3.7) 28(6.3)

거부감 1(3.7) 3(4.9) 3(3.8) 9(10.3) 9(9.0) 2(3.6) 0(0.0) 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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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연령 와 책 읽어주기 가치 인식의 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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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령 별로 인식하는 필요성의 비율 차이는 다음과 같다. 독서흥미고취는 등 입학 (44.4%), 

등3~4학년(43.8%), 등1~2학년(41.0%), 14세~19세(31.0%), 등5~6학년(26.3%), 20세~ 

30세(25.0%)의 순서로 30세 이하 연령 에서 가장 많이 인식하는 가치로 나타났다. 독서수월은 

14세~19세(27.0%), 등 5~6학년(21.8%)에서 높게 인식하는 가치로 나타났다. 정보확장에 한 

인식이 높은 연령 는 등 입학 (29.6%), 14세~19세(19.6%)이고, 독서력 향상에 한 각 연령

별 인식은 30세 이상(29.6%), 등 3~4학년(17.5%), 등 5~6학년(16.1%), 등1~2학년

(14.8%)으로 나타났다. 신뢰 계형성은 등 입학 (11.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세 이상에서

는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통원활은 30세 이상(19.5%), 20세~30세(19.6%)에서 

높게 나타났고, 등 입학 의 연령 에서는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에 따라 비율

차이가 나타난 감정은 다음과 같다. 즐거움을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는 연령 는 등 입학 

(55.6%), 등 1~2학년(41.0%)이 고, 편안함은 14세~19세(28.0%), 30세 이상(37.0%)에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능감은 등 5~6학년(32.2%), 등 3~4학년(28.8%), 

30세 이상(25.9%)에서 비율이 높았고, 거부감은 등 5~6학년(10.3%), 14세~19세(9%)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연령 에서 높게 인식하는 가치인식은 독서흥미고취와 독서력 향상, 즐거움, 효능감이고, 

등 입학 은 정보확장, 신뢰 계형성, 등 3~4학년과 등 5~6학년은 독서력 향상과 효능감에 

한 인식이 높았다. 독서수월은 등 5~6학년부터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4세~19세는 

편안함을 가장 많이 인식하 다. 20세~30세, 30세 이상은 다른 연령 에 비해 인식하고 있는 가치의 

비율이 골고루 나타났고 특히 소통원활에 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 별로 

에 두고 있는 책 읽어주기의 가치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읽어주기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 다. 

나. 연령 와 책 읽어주기 만족도

연령 가 만족도에 미치는 향이 있는지 확인하기 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만족도는 

연령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5.780, p=0.000). 30세 이상(M=4.407, SD=0.439)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 등1~2학년((M=4.395, SD=0.477), 20세~30세(M=4.207, SD=0.579), 

등 입학 (M=4.25, SD=0.485), 등 3~4학년(M=4.182, SD=0.528), 등 5~6학년(M=4.031, 

SD=0.484), 14세~19세(M=3.961, SD=0.541)의 순서로 평균값의 차이가 나타났다. 만족도는 

‘읽어주기  참여(이하 참여)’, ‘읽어주기 비교 참여(이하 비교참여)’, ‘읽어주기 의지(이하 

의지)’, ‘읽어주기 역할모델(이하 역할모델)’을 포함한 변인인데 연령 와 각 변인의 평균값을 분

산분석 하 다. 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인은 참여, 비교참여, 의지로 평균 차이는 

<표 7>과 같다.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53권 제1호)

- 12 -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본수 평균 표 편차 f p

책 

읽어주기 

만족도

읽어주기 

 참여

등 입학 27 4.44
bc

0.641

6.617*** 0.000

등1~2학년 61 4.66c 0.513

등3~4학년 79 4.27
ab

0.729

등5~6학년 87 4.31
ab

0.720

14세~19세 97 3.96a 0.749

20세~30세 54 4.09
ab

0.759

30세 이상 27 4.48
bc

0.580

읽어주기

비교 참여

등 입학 27 4.22ab 0.698

5.280*** 0.000

등1~2학년 61 4.39
b

0.714

등3~4학년 79 4.19
ab

0.752

등5~6학년 86 3.80a 0.733

14세~19세 98 3.94
a

0.715

20세~30세 54 4.24
ab

0.751

30세 이상 27 4.33b 0.555

읽어주기 

의지

등 입학 27 4.33
ab

0.784

2.887** 0.006

등1~2학년 60 4.42
ab

0.720

등3~4학년 79 4.20ab 0.758

등5~6학년 86 4.19
a

0.711

14세~19세 100 4.11
a

0.777

20세~30세 55 4.38ab 0.680

30세 이상 27 4.70
b

0.465

*p<.05, **p<.01, ***p<.001 Post-hoc analysis: a<b<c

<표 7> 연령 와 책 읽어주기 만족도의 평균 비교 

연령 에 따라 참여의 평균 수 차이(p=0.000)와 비교참여의 평균 수 차이(p=0.000)

의지의 평균 수 차이(p=0.006)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참여를 사후 분석한 결과, 등 1~2

학년이 가장 높았고(M=4.66, SD=0.513), 14세~19세가 가장 낮았다(M=3.96, SD=0.749). 비교

참여를 사후 검증한 결과, 등1~2학년이 가장 높았고(M=4.39, SD=0.714), 등 5~6학년

(M=3.80, SD=0.733), 14세~19세(M=3.94, SD=0.715)의 순서로 낮게 나타났다. 의지를 사후 

분석한 결과, 30세 이상이 가장 높았고(M=4.70, SD=0.465), 14세~19세(M=4.11, SD=0.777), 

등 5~6학년(M=4.19, SD=0.711)의 순서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책 읽어주기 참여 

의지는 등 1~2학년이 가장 높고 등 5학년부터 청소년 시기까지는 낮아지고, 그 외 연령 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즉 모든 연령 가 함께 할 수 있는 로그램이지만 등 고학년

부터 청소년 시기를 상으로 하는 책 읽어주기 서비스는 조심스럽게 근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 다. 

다. 부모의 특성과 책 읽어주기 가치 인식, 책 읽어주기 경험

부모의 어린이독서모임 활동여부와 가치 인식과의 차이를 살펴보기 하여 교차분석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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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가치 인식  필요성 변인의 비율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p=0.023). 신뢰 계형성이 

책 읽어주기의 가치라고 생각한 응답자는 부모가 어린이독서모임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28명, 

7.3%)와 그 지 않은 경우(1명, 1.9%)의 응답 비율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어린이

독서모임 활동여부가 책 읽어주기를 통한 사람간의 신뢰 계형성 즉 읽어주는 사람에 한 선호와 

애착, 신뢰를 가장 큰 가치로 인식하게 해 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부모의 어린이독서모임 활동여부와 읽어주기 경험 빈도와의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하 다. 그 결과, 책 읽어주기 경험 빈도의 평균 차이가 나타났다(t=3.282, 

p=0.001). 부모가 어린이독서모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M=4.34, SD=0.693)는 그

지 않은 응답자(M=4.00, SD=0.760)보다 책 읽어주기 경험이 많았다. 이는 독서에 극 인 

부모가 자녀가 책 읽어주기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다.

라. 성별과 거주지에 따른 변인 차이

성별이 각 변인에 미치는 향이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의지의 평균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t=2.291, p=0.022). 의지는 여자가 269명

(M=4.33, SD=0.712)으로 남자 166명(M=4.17, SD=0.768)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한 

거주지가 각 변인에 미치는 향이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거주지와 

감정(p=0.000), 독서태도(p=0.025)의 비율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독서환경의 지역성이 

독자의 가치인식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다. 

종합하면, 부모의 어린이독서모임 활동여부에 따라 책을 읽어주는 사람에 한 신뢰와 읽어주기 

경험빈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향후 활동의지가 차이가 나타났고 거주지에 따라 가치인식

과 독서태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 에 따라 가치인식이 다르고 만족도가 다르다는 것은 연령 별

로 한 책 읽어주기의 목 이 설정되어야 하고 이에 맞는 경험을 제공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 다. 즉 연령 에 따라 책 읽어주기에 한 선호와 참여 의지가 다르고, 성별에 따라 다른 사람에

게 읽어주고 싶은 욕구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독서태도는 거주지에 따른 차이 외에는 연령 , 성별, 

부모특성과 련이 없었고, 읽어주는 사람을 따라 하고 싶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인 

역할모델은 변인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일정했다. 특히 읽어주는 사람을 자신의 역할모델로 

삼는 마음이 연령 와 상 없이 일 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은 읽어주는 사람의 자세와 역할이야

말로 책 읽어주기 서비스에서 가장 에 두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 책 읽어주기 가치 인식

가치인식은 필요성과 감정으로 구분하는 변인이다. 필요성에 포함된 변인을 순서 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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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흥미고취(33.5%), 독서수월(17.9%), 독서력향상(15.2%), 소통원활(12.4%), 정보확장(10.9%), 

신뢰 계형성(6.6%)이고, 감정에 포함된 변인을 순서 로 살펴보면 즐거움(28.1%), 효능감(21.5%), 

편안함(18.1%), 사랑받음(10.4%), 친 감(6.3%), 거부감(6.1%), 탐구심(1.1%)으로 나타났다. 

가치인식  필요성이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하여 독립표본 T검정하 다. 감정이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각 변수에 한 만족도의 

평균 차이는 <표 8>과 같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본수 평균 표 편차 t f p

책 

읽어주기

만족도

필요성

독서흥미

고취

아니다 293 4.0930 0.54116
-3.360** 0.001

그 다 148 4.2722 0.50394

독서수월 
아니다 362 4.1811 0.52131

2.356* 0.019
그 다 79 4.0253 0.58094

감정

즐거움 123 4.198b 0.524

3.502** 0.001

편안함 80 4.064
ab

0.530

효능감 95 4.221
b

0.505

탐구심 5 4.200b 0.647

친 감 28 4.232
b

0.517

사랑받음 46 4.320
b

0.524

거부감 27 3.827a 0.516

*p<.05, **p<.01, ***p<.001 Post-hoc analysis: a<b<c

<표 8> 가치인식유형과 책 읽어주기 만족도 평균 비교 

독서흥미고취(p=0.001)와 독서수월(p=0.019)에 한 만족도의 평균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

났다. 독서흥미고취를 책 읽어주기의 가치로 인식한 유형의 사람(M=4.272, SD=0.503)은 그 지 

않은 사람(M=4.093, SD=0.541)보다 만족도의 평균이 높았다. 반면 독서수월을 가치로 인식한 

유형의 사람(M=4.025, SD=0.580)은 그 지 않은 사람(M=4.181, SD=0.521)보다 만족도의 

평균이 낮았다. 독서수월은 자신이 으로 읽지 않아서 듣기만 해도 편하다는 의미이므로 다소 

수동 인 이유이다. 이러한 수동성이 읽어주기에 한 참여나 행동 의지, 읽어주는 사람과 소통․

계 등을 의미하는 만족도에 정 이지 않은 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감정에 따라 만족도의 평균 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p=0.001). 사랑받음, 친 감, 

효능감, 탐구심은 다른 감정에 비해 만족도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부감을 제외하면 

정 인 감정에 속하는 편안함을 느끼는 응답자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편안함은 책 읽어주

기를 떠올리면 편하고 걱정 없이 좋다는 의미로 다른 감정에 비해 독서에 한 부담감이 덜하다. 

그런데도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은 책 읽어주기 가치를 편안함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 좀 더 원인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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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책 읽어주기 경험

읽어주기를 들은 경험이 만족도와 독서태도에 미치는 향이 있는지 확인하기 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먼 , 읽어주기 경험이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41.712, p=0.001),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읽어주기 경험은 책 읽어주기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97, 

p=0.000). 즉 읽어주기 경험이 많을수록 만족도의 평균 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읽어주기 경험 빈도가 독서태도에 미치는 향이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독서태도는 정서, 인지, 행동, 사회를 포함하는 변인으로 각 변인과 책 읽어주기 경험 

빈도의 평균 차이는 <표 9>와 같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종속변인 독립변인 표본수 평균 표 편차 f p

책 

읽어주기 

경험

정서 76 4.29
a 0.689

9.991*** 0.000
인지 75 4.53b 0.664

행동 55 4.60b 0.596

사회 91 4.32a 0.681

*p<.05, **p<.01, ***p<.001 Post-hoc analysis: a<b<c

<표 9> 책 읽어주기 경험 빈도와 독서태도의 평균 차이 

사후 분석한 결과, 읽어주기 경험빈도의 평균값은 독서태도 변인  행동(M=4.60, SD=0.596)

과 인지(M=4.53, SD=0.664), 정서(M=4.29, SD=0.689)와 사회(M=4.32, SD=0.681)의 순서

로 나타났다. 행동 변인은 독서행 에 한 의지와 독서습 , 독서 행동 실천 등 변화를 의미하고, 

인지 변인은 독서에 한 평가, 신념 등을 포함한다. 정서 변인은 독서에 한 정 인 느낌과 

선호, 흥미를 의미하고, 사회 변인은 독서하기 좋은 인 ․물  배경과 책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결과는 읽어주기를 들은 경험이 많을수록 실제 독서 습 이나 행동 등 

독서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고, 독서에 한 가치와 필요성에 한 인식이 정 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읽어주기 경험 빈도가 낮을수록 독서나 독서 환경에 한 정 인 인식에 머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책 읽어주기에 한 노출 지속성이 요하므로 

장기 인 책 읽어주기 서비스가 필요함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4. 책 읽어주기 만족도

만족도와 독서태도의 연 성을 확인하기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 다. 독서태도는 정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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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사회를 포함하는 변인으로 만족도와 비율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p=0.007). 결과는 <표 10>

과 같다. 

집단
독서태도

체 χ 2 p
정서 인지 행동 사회 무응답

책 

읽어주기

만족도

보통 4(5.6) 14(19.7) 5(7.0) 15(21.1) 33(46.5) 71(16.1)

21.028** 0.007정 53(19.8) 40(14.9) 35(13.1) 65(24.3) 75(28.0) 268(60.6)

매우 정 20(19.4) 22(21.4) 15(14.6) 14(13.6) 32(31.1) 103(23.3)

체 77(17.4) 76(17.2) 55(12.4) 94(21.3) 140(31.7) 4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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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책 읽어주기 만족도와 독서태도의 비율 비교 

책 읽어주기가 자신의 독서태도에 향을 주었다고 답한 내용을 범주별로 살펴보면 사회(21.3%), 

정서(17.4%), 인지(17.2%), 행동(12.4%)의 순서로 나타났다. 만족도 평균값을 세 집단으로 나 어 

독서태도와 연 성을 살펴보면 만족도가 가장 정 인 집단은 인지(21.4%)에 가장 향을 많이 

받았다고 답했고 정서(19.4%), 행동(14.6%), 사회(13.6%)의 순서로 나타났다. 만족도가 정 인 

집단은 사회(24.3%)에 가장 큰 향을 받았다고 답했고 정서(19.8%), 인지(14.9%), 행동(13.1%)

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만족도가 보통인 집단은 사회(21.1%)에 가장 큰 향을 받았고 인지(19.7%), 

행동(7.0%), 정서(5.6%)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만족도가 매우 높은 집단은 책 읽어주기로 인해 

독서에 한 높은 평가  신념을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만족도가 높은 집단과 보통인 

집단은 책 읽어주기로 인해 독서를 심으로 한 교류를 갖게 되었고 독서모델을 찾게 되었고 

자신의 독서에 한 주변의 지지와 격려 등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책 읽어

주기가 기본 으로 사회  계형성과 교류에 향을 미치고 있으며 책 읽어주기에 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독서의 요성에 한 신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연령 , 가치인식, 읽어주기 경험이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표 화계수 크기로 비교하기 

해 명목척도인 연령 와 가치인식을 더미 변환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1단계(F=3.645, p<0.001)와 2단계(F=4.857, p<0.001)에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화 계수의 크기를 비교하면 만족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인은 읽어주기 경험(β=.232)

이며 그 다음으로 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치인식으로 효능감(β=.210), 사랑받음(β=.210), 독서

흥미고취(β=.196)의 순서 다. 반면 연령 는 14세부터 19세(β=-.338), 등 5~6학년(β=-.279), 

등 3~4학년(β=-.205)과 같이 만족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종합하면 책 읽어주기를 많이 경험하고, 책 읽어주기를 떠올리면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읽어주는 책의 내용에 공감하며 문학  

감성을 느낀 사람일수록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등 학년 이후부터 청소년시기까지 



 책 읽어주기 가치 인식이 독서태도에 미치는 영향

- 17 -

만족도는 부 인 향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등 1~2학년까지 책 읽어주기를 

최 한 경험하게 하고, 이후 시기의 책 읽어주기 서비스는 참여자가 독서에 한 자신감과 사랑받는 

느낌을 받고 공감과 문학  감성을 느낄 수 있는데 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분석과 시사

사회  독서문화의 하나로 도서  책 읽어주기 서비스의 연령 별 기 을 찾기 해 책 읽어주기

에 한 가치 인식이 책 읽어주기 만족도와 독서태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른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 에 따라 책 읽어주기에서 경험한 만족도와 얻고자 하는 가치가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책을 읽어  때 연령 별로 시해야 할 부분과 체 연령 에서 기본 으로 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을 악할 수 있었다. 체 연령 에서 기본 으로 인식이 높은 가치는 독서흥미고취

와 즐거움이었다. 만족도는 30세 이상과 등 1~2학년이 가장 높았고, 등 5~6학년과 14세~19세가 

가장 낮았다.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치는 사랑받음과 친 감이었다. 연령 에 따라 달라지는 

가치인식의 우선순 는 <표 11>과 같다. 

연령
가치인식

필요성 감정

등 입학 독서흥미고취, 정보 확장, 신뢰 계형성 즐거움, 편안함, 사랑받음, 친 감

등 1~2학년 독서흥미고취, 독서력향상, 독서수월 즐거움, 효능감, 사랑받음

등 3~4학년 독서흥미고취, 독서력향상, 독서수월 효능감, 즐거움, 편안함

등 5~6학년 독서흥미고취, 독서수월, 독서력향상 효능감, 즐거움, 편안함

14세~19세 독서흥미고취, 독서수월, 정보확장 편안함, 즐거움, 사랑받음

20세~30세 독서흥미고취, 소통원활, 독서수월 효능감, 즐거움, 편안함

30세 이상 독서력향상, 독서흥미고취, 소통원활 편안함, 효능감, 사랑받음

<표 11> 연령 에 따른 책 읽어주기 가치인식 우선순

체 연령 가 공통 으로 독서흥미고취를 가치로 가장 많이 인식하 고, 각 연령 별로 우선에 

두는 가치는 그 연령 에 요구되는 사회  학습 가치나 학습 환경과 연계된 응답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 연령 에서 높은 순 로 나타난 가치는 독서흥미고취와 즐거움이었다. 책 읽어주기를 

독서에 한 흥미와 심을 불러일으키는 즐거운 독서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세 이상

은 다른 연령 와 달리 독서력 향상을 더 큰 가치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많았는데 읽어주기를 경험한 

시기가 가장 오래 이고 사회  경험이 많은 연령 라는 것을 감안하고 본다면 어른이 되어 돌아

보니 결국 읽어주기는 독서력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는 인식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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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령 별로 시하는 가치를 살펴보면, 등 입학 은 정보 확장과 신뢰 계형성, 등학교 

시기는 독서력향상과 독서수월, 14세~19세는 독서수월과 정보 확장, 20세 이상은 소통원활이라

는 을 여겨 볼 필요가 있다. 등 입학 은 새로운 것을 알게 되거나 읽어주는 사람과의 계 

때문에 책 읽어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책 읽어주기를 생각하면 사랑받는다는 느낌과 친

한 감정을 떠올리는 응답자가 많았다. 반면 학습과 수업을 시작하는 등학교 시기는 책 읽어주기

가 자신의 독서력향상에 필요하거나 독서를 쉽게 경험하게 해주기 때문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고, 책 읽어주기를 생각하면 자신이 처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효능감을 

떠올리는 응답자가 많았다. 학습 부담이 커지는 14세~19세 시기는 편하게 독서를 경험할 수 있거나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책 읽어주기의 필요성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많았고, 책 읽어주기

를 생각하면 편안함을 떠올리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20세 이상부터는 다른 연령 에 비해 가치

인식이 골고루 나타났고 특히 소통원활에 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 별로 책 읽어주기의 

경험 차이나 방식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사회  독서로서 읽어주기의 본질이 무엇

인지에 한 실마리를 안겨 다. 반면 등 입학  시기는 다른 연령 와 달리 소통원활에 한 

인식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유아의 특성상 읽어주는 사람과 책과 련된 이야기를 나 거

나 소통하는 것을 상호교류의 의미보다는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확인받고 지지받는 보호의 의미

로 느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가치인식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독서흥미고취를 책 읽어주기의 필요성으로 

인식하고, 사랑받음, 친 감, 효능감, 탐구심을 책 읽어주기 경험을 통해 느낀다는 응답자의 만족도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고, 독서수월을 책 읽어주기의 필요성으로 여기고, 거부감, 편안함을 책 읽어

주기에서 떠올리는 응답자의 만족도 평균값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읽어주기를 통해 책과 읽기 

자체에 한 흥미를 느끼는 사람일수록 만족도가 높고, 단순히 내가 힘들여 책장을 넘기거나 으로 

읽지 않으니 편하기 때문에 읽어주기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읽어주기에 한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말해 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가치들의 공통 은 모두 사람간의 계에서 비롯되는 가치들로 개인  

독서가 아닌 사회  독서로서 책 읽어주기의 특성이 드러나고 있음을 말해 다. 즉 혼자 읽을 

때와 달리 읽어주는 사람과 함께 독서활동을 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독서에 한 자신감을 

얻고, 다음에 이어질  다른 독서에 한 기 를 갖게 된다. 한 읽어주는 사람에게서 달되는 

사랑이나 친 감을 통해 책 읽어주기 시간에 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다. 

셋째, 책 읽어주기 경험에 따라 만족도와 독서태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자신의 책 읽어주기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만족도가 높았고, 책 읽어주기가 자신의 독서에 미친 향을 

독서태도의 행동  측면과 인지  측면이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즉 독서하려는 의지와 

독서방법, 독서습  등 독서행동의 변화를 가져왔거나 독서의 요성과 효과, 독서행 결과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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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신념에 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책 읽어주기가 개인  독서와 달리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텍스트의 내용을 소리로 따라가며 읽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책을 어떻게 읽는지 체득하고, 끝까지 

함께 읽어가는 과정을 거듭 경험하면서, 자발  독서습 으로 이어져 독서에 한 자신감과 정  

인식을 가지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책 읽어주기 만족도에 따라 독서태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만족도가 매우 높은 집단은 

인지  측면 즉 독서에 한 높은 평가  신념에 향을 많이 받았고, 만족도가 높은 집단과 보통인 

집단은 사회  측면 즉 독서를 심으로 주변과 계를 형성하고 소통하는데 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 한 은 각 집단에서 나타난 정서  측면이다. 정서  측면은 

만족도가 보통인 집단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독서를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정도가 히 낮고 독서

에 한 흥미나 선호가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족도가 낮을수록 정서  측면의 독서태도에 

부정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부모가 어린이책 독서모임 활동을 하는 응답자의 읽어주기 경험이 많았고 신뢰 계형성

과 련한 가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독서환경의 요성을 말해 다. 읽어주기 경험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을수록 독서태도의 정서 인 부분에 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읽어주기 경험을 요하게 여기고 지지해 다면 부모가 직 으로 읽어주지 않더라도 이를 

둘러싼 반 인 자신의 책 읽어주기 경험에 한 만족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 로 도서  책 읽어주기 서비스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시사 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도서  책 읽어주기 서비스에서 연령별로 주안 을 두어야 할 부분이다. 등 

입학  어린이는 신뢰 계형성과 친 감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낄수록 만족도가 크게 

나타나므로 1 1이나 개인 인 계맺음이 가능한 형태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주는 데 주력

하는 것이 좋다. 등 1~2학년은 참여의지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들을 으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마련할 필요가 크다. 등 3~4학년은 독서력 향상에 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시기이므로 

이러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 5~6학년과 14세~19세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시기이면서 독서를 편하게 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기를 바라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이를 토 로 

서비스의 목표를 조정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단순하면서도 은유와 상징이 잘 어우러진 생각할 

부분이 많은 그림책 같은 장르를 활용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20세 이상은 활동의지가 가장 높고 

소통원활에 한 욕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상호소통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의 책 읽어주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 할 필요가 있다. 한 읽어주기 경험빈도가 

많다고 생각할수록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책 읽어주기는 생애주기별로 지속 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즉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각 연령  특징을 감안한 책 읽어주기 서비스 로그램이 연계되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만족도를 높여  수 있는 경험과 가치를 책 읽어주기 서비스의 기본 방향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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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인은 읽어주기 경험, 가치인식의 순서이고 가치인식 에서는 

효능감과 사랑받음이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독서흥미고취, 탐구심도 만족도

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편안함이나 독서수월의 가치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읽어주기 경험이 어떠한 특성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시사 이라 할 수 있다. 

소리로 달되는 텍스트를 통해 공감과 문학  감성, 질문거리를 던져  수 있도록 해서 수동 인 

편안함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읽어주는 사람에 한 교육이 정기 으로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사랑받음, 친 감은 읽어주는 사람의 태도에서 비롯되고 독서흥미고취, 효능감, 

탐구심은 읽어주는 사람의 텍스트 선정과 읽어주고 이야기 나 는 방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셋째, 읽어주기 경험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았고, 읽어주기 경험은 어린이독서모임 활동을 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도서  책 읽어주기에 참여하는 어린이의 부모를 

상으로 한 어린이독서모임 운 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Ⅴ. 결 론

이 연구에서 다룬 책 읽어주기 가치 인식은 책 읽어주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인식하는 책 읽어주기 

자체에 한 가치이자 책 읽어주기를 들으며 생성된, 독자로서 인식한 자신만의 단 기 이다. 

이러한 가치인식이 독서태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하여 다양한 연령 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 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책 읽어주기 가치는 연령 별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고, 만족스러운 

경험이 반복되면서 특정 가치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책 읽어주기 경험이 풍부할

수록 실제 독서행동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치인식과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사랑받음, 친 감, 효능감, 탐구심, 즐거움을 인식하는 순서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오히려 책 

읽어주기가 편안함을 느끼게 해 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책 읽어주기에서 

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한 고민을 남겼다. 

이 연구는 다양한 연령 를 상으로 책 읽어주기가 지닌 사회  독서로서 특성과 가치인식 

차이를 확인하 고, 읽어주기를 들은 경험이 많을수록 독서행동에 정  향을 많이 받고, 책 

읽어주기에서 사람과 사람간의 계에서 기인한 사랑받음과 친 함이 만족도에 정 으로 작용

하고 이러한 만족도가 독서태도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실증 으로 확인하 다. 이를 바탕으로 

장에서 용가능한 도서  책 읽어주기 서비스의 연령 별 가이드 기 을 모색하 다는데 의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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