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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독서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서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독서태도, 독서 롤모델(부모, 교사, 친구), 도서관 영향(도서관이용, 도서관방문, 도서관
심리)을 제시하였고, 독서유효성과 독서교육영향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제시한 영향 변인들의 
모든 차원에서 영향의 정도에 따라 독서유효성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독서태도와 공공도서관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독서유효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독서유효성, 독서태도, 독서 롤모델, 도서관 영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factors that affect adolescents' reading effectiveness. 

This study suggested three things as factors that influence reading effectiveness and they are an 
attitude towards reading, reading role models(parents, teachers, peers), a library influence(library 
use, library visit, library psychology).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correlation of reading 
effectiveness and the influence of reading education. As results,  most suggested factors mad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dolescents' reading attitude and a positive attitude towards public libraries 
also influenced greatly in students' reading effectiveness.

Keywords: Reading effectiveness, Attitude towards reading, Reading role models,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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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의 사회  성격은 지식기반사회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아무리 많은 자원과 노동력, 정

보를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이러한 요소를 지식과 결부시켜 창의 으로 발 시키지 않는다면 개인 

 국가의 발 으로 이끌어 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은 국가  지식과 정보역량을 체계

화하고, 국민 구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함으로써 개인  국가의 부와 창의

력을 증 해 나갈 수 있도록 총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

독서는 이러한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  수 있음은 물론 사회  

유 를 형성하고 국가차원의 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에도 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고도의 지

활동이다. 다시 말해 독서는 단순하게 보면 ‘책을 읽는’ 재  행동이지만, 그 내면은 고도의 지  

능력을 필요로 하는 단히 복잡한 정신 작용이며, 다양한 지  기능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작용하는 

지  활동이다. 이러한 지  활동은 지식이 기반이 되는  사회에서 많은 자원과 노동력, 정보를 지

식과 결부시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배양하고 개인  국가의 발 에 기여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로부터 재까지 독서의 요성과 독서교육의 필요성은 지속 으로 제기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히 우리의 독서 실은 매우 빈약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국민독서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10명  3-4명은 1년 동안 단 1권의 책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년 과 비교했을 때 약 20% 이상 독서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독서율 역시 2010년 92.3%에서 2011년에는 83.3%로 1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

다.2) 독서의 요성은 지속 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서율은 매년 감소하는 상을 볼 

때 우리의 독서 실에 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 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읽기능력은 핀란드와 함께 

OECD 국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읽기에 한 즐거움을 평가한 항목에서는 읽기 

능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즐거움이 뒷받침 되지 못하는 독서는 읽기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하더라도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 밝 진 바와 같이 성인이 된 후 독서에서  멀어지

1) 한윤옥, 독서교육과 자료의 활용(서울 : 한국도서 회, 2008), p.18.

2) 문화체육 부, 2011년 국민독서실태조사 보고서(서울 : 문화체육 부, 2012), pp.31-40. 청소년의 경우 2010년

과 2011년에는 조사기간의 차이가 있었다. 2010년에는 1학기를 기 으로 조사하 으나, 2011년에는 1년을 기 으로 

조사하 다. 한 2011년 조사부터는 가 치를 용하여 작성하 으므로 직 인 변화추이를 비교하기 어려운 

이 있다. 하지만 10% 이상의 차이는 조사기 과 가 치를 고려해도 상당한 차이임에 틀림없다.

3) 권은경, “독서 태도와 읽기 성취도 분석이 시사하는 학교도서  독서 교육의 방향,”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제43권, 

제4호(2012), pp.2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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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직시한 독서 련 연구자들은 과거의 인지  역에 한 연구

에서 벗어나 정의  역인 독서 태도, 독서 흥미 등에 을 맞추어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의  역을 심으로 한 독서교육의 효과에 한 측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독서의 정의  역에 한 효과 측정을 해 독서유효성의 개념을 도입하 으

며, 이를 통해 가정과 학교, 사회 반을 통해 이루어진 독서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 다. 

한 이러한 독서유효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독서태도, 독서 롤모델, 도서  향 등을 선정하

으며, 이들 요인이 독서유효성에 미치는 향력을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의 독서교육에 주는 시사

을 악하고자 하 다

2. 선행연구

독서에 한 연구는 독서교육, 독서태도, 독서환경, 독서성향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

루어졌으며 재도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독서에 한 단편 인 면만을 연구의 주목

으로 삼고 있으며, 조직  차원의 통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유효성의 측면에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독서에 한 연구는 주로 독서태도  독서실태에 한 연구를 심으로 수행되었는데 창기 

독서 실태에 한 연구로 김병주4)는 독서에 한 태도, 독서방법, 독서환경, 독서량, 독서경향 등을 

지역별, 성별, 학년별로 분석하 다. 이후에도 석사학 논문을 심으로 독서태도  독서실태에 

한 연구가 꾸 히 진행되어왔다. 연구의 결과를 보면 독서환경과 독서태도에 있어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며, 독서환경 수가 높을수록 학생의 독서태도도 높게 나타났다.5) 독서에 있어 

지역  차이는 농 이나 도서·벽지의 아동보다 도시 아동의 독서 환경이 더 나은 것으로 밝 졌

으며,6) 아동들이 선호하는 주제는 공포물과 단순하고 자극 이며 오락과 흥미 주의 만화책과 같

은 종류의 책을 많이 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독서태도 련 연구에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

생의 독서태도가 더 정 이었으며, 6학년의 독서태도가 가장 부정 이었고, 학업성취도에 주력한 

학교보다 독서의 즐거움에 주력한 학교의 학생들이 독서태도가 더 나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8) 부

모의 읽기태도와 학생의 읽기태도간의 계는 부모의 읽기태도가 학생들의 읽기 태도 형성에 많은 

4) 김병주, 아동의 독서실태에 한 분석  연구(석사학 논문, 이화여자 학교 교육 학원 사서교육 공, 1975).

5) 변미경, 등학생들의 독서 실태와 독서 지도에 한 등학생들의 인식(석사학 논문, 경남 학교 교육 학원 평

생교육 공, 2013). 

6) 개논문.

7) 이경미, 등 학생의 독서 성향 분석을 통한 바람직한 독서 지도의 방향(석사학 논문, 구교육 학교 교육 학원 

등국어교육 공, 2006). 

8) 이연옥, “ 등학교 학생들이 독서태도에 한연구,”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제42권, 제3호(2011), pp.293-309.

- 237 -



4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44권 제3호)

향을 미친다고 하 다.9) Mathewson은 자신의 연구모형을 통해 독서태도가 독서행 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 으며, 독서태도가 독서행 에 향을 미치기 해서는 독서의도의 매개

요인이 필요하다고 하 다.10) 한 Mckenna & Kear은 독서태도는 독서몰입과 실천에 향을 미침

으로 독서능력에 향을 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독서태도와 독서능력간의 계를 증명하 다.11)

도서  향 변인 측면에서의 독서에 한 연구는 부분 학교도서 이나 공공도서 을 심으

로 도서  활성화 방안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공공도서 의 문화 로그램  독서활동 실태에 

한 연구로 서울시 24개 공공도서 의 문화 로그램과 독서활동의 실태를 조사하 으며, 공공도

서 의 문화 로그램 활성화 방안  독서 활동 활성화 방안으로 독서회의 연령층 다변화  주제

의 다양화 독서활동에 한 홍보  교육, 주민요구를 수렴한 독서회 구성지도의 필요성 등을 제안

하 다.12) 독서진흥을 한 공공도서 의 행사에 한 연구에서는 재 공공도서 에서 운 되는 

독서 련 행사를 분석하 으며 독서진흥을 한 독서 련 행사 활성화 방안으로 담부서 조직, 

기에 따른 다양한 행사, 독서진흥 홍보활동 등을 제안하 다.13) 효과 인 독서교육 방향 정립을 

한 학생 독서실태조사 연구에서 구지역 · ·고 학생을 상으로 독서실태를 조사하 으며, 

학생들의 독서행태가 확립되지 못한 요인으로 학교도서 의 열악한 환경과 사서교사의 조한 배

치율을 지 하 다.14) 학교도서 의 독서지도 활성화 방안으로 학교도서  담 인력 확보, 담인

력의 문성 향상을 한 연수와 지침, 독서지도를 지원할 수 있는 장서개발, 교과 연계 로그램 

개발  공공도서 과의 상호 력체계의 확립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15)

Ⅱ. 이론적 배경

1. 독서태도

독서교육의 궁극 인 목 은 학생 모두를 좋은 독자로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좋은 독자란 읽은 

 9) 김 희, 엄해 , “부모의 읽기 태도에 한 학생의 인식과 학생의 읽기 태도와의 상 성 연구,” 한국 등교육, 제23

권, 제4호(2012), pp.39-51.

10) Grover C. Mathewson, “Model of attitude influence upon reading and learning to read," R. B. Ruddell et al., Theoretical 

Models and Process of Reading, 4th ed.(Newark, DE :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1994), pp.1131-1161.

11) Michael Mckenna, Kear J. Dennis and Randolph A. Ellsworth, “Children attitude toward reading : A national 

survey," Reading Research Quarterly, Vol.30, No.4(1995), pp.934-956.

12) 이경민, “공공도서 의 문화 로그램  독서활동 실태에 한 연구,”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제34권, 제4호

(2003), pp.127-145.

13) 이만수, “독서진흥을 한 공공도서 의 행사에 한 연구,”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제39권, 제1호(2008), pp.409-429.

14) 김종성, “효과 인 독서교육 방향 정립을 한 학생 독서실태조사 연구,” 경성 학교 인문학 논총, 제11권, 제2호

(2006), pp.235-263.

15) 장윤 , “학교도서  독서지도 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7권, 제1호(2006), pp.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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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잘 이해하는 사람 뿐 아니라, 읽는 것을 좋아하며, 가 시키지 않아도 읽을 거리를 찾아 읽는 

독자를 말한다. 스스로 읽을 거리를 찾아가며 평생동안 읽기를 즐기는 독자가 되려면 읽기 능력도 

훌륭해야 하지만, 읽기를 싫어해서도 안 된다. 즉 독서에 한 정 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

다.16) 책을 아무리 잘 읽을 수 있는 독자라 하더라도 독서태도가 좋지 않을 경우 여가선용  정보

의 획득에 있어 독서 이외의 다른 선택이 가능하게 되면 언제라도 독서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독서 장애요인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은 ‘책 

읽는 것이 싫고 습 이 들지 않아서’가 24.9%를 차지하 으며, 다음으로 학원이나 학교, 컴퓨터, 

인터넷, 텔 비  등의 이유로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17) 이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낮은 

독서율의 원인이 독서 이외의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 요인보다는 본인 스스로 결정한 부정

인 독서태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서태도란 독서를 향한 태도(attitude towards reading)를 말한다. 독서란 책을 읽거나 을 

읽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악하는 것이라면 태도는 심리학  에서 보면 

“어떤 사람에게 행동을 비하는 주 인 혹은 심리  상태를 제공하는 것”18) 즉 정신 으로 

비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태도에 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기본 인 개념과 해설이 다르고, 태도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달리 정의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19) 

Eagly & Chaiken는 자신의 논문에서 태도에 한 정의를 ‘좋고 싫음의 정도를 가지고 특정 

상을 평가함으로써 표 되는 심리  경향성’이라고 표 하 으며, 태도의 개념으로 사람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이 되는 상, 상에 한 좋고 싫음의 감정이나 단을 의미하는 평가, 

사람의 내  상태 혹은 성향을 의미하는 심리  경향성을 포함하고 있다.20)고 표 하 다. 이러한 

태도의 개념을 차용하여 정혜승은 읽기태도21)를 ‘읽기를 상으로 좋고 싫음의 평가를 내리고 그

러한 평가에 따라 읽기 상황에 근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반응을 일 되게 산출하는 심리  경향

성’22)으로 정의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서태도란 ‘개인이 독서 자료나 독서에 하여 정  

는 부정  반응으로 독서를 실시하거나 회피함에 있어 일 되게 실행하는 심리  경향성’이라고 

16) 옥정인, 읽기 태도 형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석사학 논문, 한국교원 학교 교육 학원 국어교육 공, 

1999), p.1.

17) 문화체육 부, 게서, p.46.

18) Phil Erwin, 태도와 설득, 고은경 역(서울 : 시그마 스, 2006), p.3.

19) 변우열, “독서태도 모형 분석을 통한 독서태도 조사 설문 내용 개발,”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제43권, 제4호

(2012), p.141.

20) Alice H. Eagly and Shelly Chaiken, The Psychology of Attitudes(CA : Thomson Wadsworth, 1993), pp.1-5.

21) 어 원문의 ‘Attitude towards Reading'에서 ‘Reading’은 명사로 ‘독서’와 ‘읽기’ 모두 해석이 가능하다. 때문에 국

어교육의 측면에서는 보편 으로 ‘읽기’로 번역하고 있으며 독서교육의 측면에서는 ‘독서’로 번역하여 본 연구에서

는 두 개념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았다.

22) 정혜승, “읽기 태도의 개념과 성격," 독서연구, 제16권(2006), p.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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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 다. 

독서 상황에서 독서태도의 요성은 기존에 제시된 다양한 연구에서 많은 부분 증명되었다. 선행

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Mattewson은 자신의 연구모형을 통해 독서의 태도가 독서의 행동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부분을 발견하 으며, Michael Mckenna 등은 독서태도는 독서몰입과 실천

에 향을 미침으로 독서능력에 향을 다고 강조하 다. Wixson과 Lipson은 독서에 한 학생

들의 태도는 독서를 수행하는 데 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라고 주장하 는데, 이러한 주장들은 

독서태도가 독서력을 비롯한 독서성취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23)

2. 독서 롤모델

사람은 사회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성장한다. 따라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주 의 생활 방

식이나 사회 환경  요소  구조에 많은 향을 받는다. 

어린 시  책을 가까이 한 사람일수록 성인이 되어서도 독서에 호의 인 태도를 갖는다고 한다. 

이는 어린 시 의 독서방법과 습 이 책을 싫어하거나 읽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평생 

동안 책을 사랑하고 많이 읽는 독서가로 성장시킬 수도 있다. 이는 올바른 독서 태도를 형성하기 

해서는 한 독서 환경의 조성이 무엇보다 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일반 으로 독서태

도의 경우 아동기에 립된다는 학설이 주를 이루지만 청소년기에도 충분히 변화가 가능하다고 이

야기한다. 

독서환경의 측정요소는 가정  환경, 학교의 독서환경, 국가와 사회의 독서환경 등이 있다. 가정

의 독서 환경은 독서 교육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소 의 하나이다. 그 에서도 가정의 사회․

경제  수 의 향이 크고, 부모의 심리 인 심과 향 한 요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학교의 

독서환경 요소들은 교사의 인성, 교사와 학생의 친 계, 학교 행정, 도서   독서자료, 독서분

기 등 다양하다. 국가와 사회의 독서환경 요소는 공립 도서 , 사립 도서  등의 유무와 집과의 거

리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된다. 

독서환경은 독서 능력이 발달하여 독서에 한 즐거움과 흥미를 깨닫게 되는 등학교까지의 시

기, 문제 해결을 심으로 독서에 한 즐거움과 흥미를 깨닫게 되는 ․고등학교 시기까지 요

한 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독서경험을 풍부히 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독서환경의 정비가 

선결 과제이기 때문에 가정, 학교, 사회 등 어느 곳이나 좋은 독서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24)

23) K. K. Wixson and M. Y. Lipson, Reading Diagnosis and Remediation(Grenview, IL: Scott, Foresman, 1991), 

Michael C. Mckenna and Dennis J. Kear, “Measuring attitude toward reading: A new tool for teather," The 

Reading Teather, 43.9(1990), p.62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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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환경은 독서태도형성에 매우 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독서태도의 형성은 환경 인 자

극에 크게 향을 받지만 앞에서도 언 했듯이 독서환경은 가정의 독서환경, 학교의 독서환경, 국가

와 사회의 독서환경 등으로 복합 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단 으로 표 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서환경의 다양한 요소  정서 으로 불안정한 청소년기에 하게 되는 

독서환경의 요소  사람에 을 두었으며 부모, 교사, 친구를 향 요인으로 설정하 다. 부모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도에 따라 구분하여 측정하 는데, 이는 아버지의 역할이 자녀의 삶을 

창조하는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25) 부모와 더불어 청소년의 교육에 가장 많은 향을 끼치는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교사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향과 선행연구들을 통해 청소년기에 가장 

많은 향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친구의 향력에 해서도 살펴보았다. 

3. 도서관 영향

도서 법에 따르면 도서 은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 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조사·연구·학습·교양 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들은 도

서 을 ‘책 보 소’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실이다. 독서교육에서도 도서 을 단순히 읽고 싶은 책을 

빌리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에게서도 그 이상의 의미를 찾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독서생활과 도서  이용률 사이의 연 성을 찾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 의 이용을 크게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 는데, 첫째는 도서 에서 직  책

을 출하거나, 도서 의 로그램에 참여하고 도서 을 즐겨 찾는 ‘도서  이용’ 차원과 둘째로 

친구들과의 만남, 시험공부 등을 한 장소, 단순히 주어진 과제에 한 답을 찾기 한 차원의 ‘도

서  방문’ 차원으로 구분하 고, 마지막으로 도서 이 많은 도움을 다거나 도서  이라는 장소

가 주는 편안함의 정도를 느끼고 있는 ‘도서  심리’ 차원으로 구분하 다. 그리고 각 차원에 따른 

독서유효성의 차이와 도서 의 이용과 인식이 독서유효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4. 독서유효성

최근 독서에 한 요성의 인식과 심의 증가로 가정과 학교뿐만 아니라 국가 인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의 독서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2006년 

24) 박경빈, 권 민, “ 재아와 일반아의 독서성향과 진로태도성숙  자기주도 학습 특성의 계," 재교육연구, 

제21권, 제1호(2011), p.4.

25) T. Parsons and R.F. Bales,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New York : The Free Press, 2002), 권미

경, 도서 여를 통한 아버지 교육 로그램 구성  효과(박사학 논문, 성신여자 학교 학원 교육학과, 2012), 

p.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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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된 독서문화진흥법으로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독서 련 로그램을 시행

하고 있다. 그러나 독서문화진흥차원에서 시행된 독서 로그램들을 통해 얻어진 효과에 한 평가

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 로그램 참여 만족도로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 학교, 국가 등에서 시행하는 독서와 련한 노력들의 효과를 경 학  차원의 

활동유효성과 교육심리학  차원의 교수효과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독서교육에 한 효과를 독서유

효성이라 명명하고 이를 평가하고자 한다. 

경 학  차원의 활동유효성(Activity effectiveness)이란 자신 혹은 조직이 세운 활동 목표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용어로 보고 있으며, 한 개인이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과 양, 개인이 생

산하는 능률성, 돌발 인 상황에서의 처 능력, 문제해결 능력과 변화하는 환경  요구에 능동

으로 처하는 응력, 지식과 인식을 의미하는 정체감, 환경에 한 실검증능력, 그리고 조직의 

목표와 개인욕구와의 통합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1980년 이후 활동유효성에 

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공간 으로 다수의 범 한 역에 용될 뿐만 아니라, 시간  

차원과 활동의 성격과 목 에 따라 달라지는 다차원 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26)

개인에 한 활동유효성을 평가하기 해 사용된 경 학 차원의 선행연구들의 부분은 재무

인 측면에서의 효과성을 다루고 있었다. 즉, 조직의 매출액이나 연평균 성장률과 같은 객  지표

를 사용, 투입량과 산출량에 의한 목표 달성 정도를 산출하 다. 하지만 이러한 근방법은 양 인 

측면에 한정하고 있어 한 개인의 체 인 국면을 종합 으로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 되었다.27) 최근 개인의 활동유효성 평가에 한 연구 성과가 축 되면서 활동유효성을 효과

으로 고려하는 변수들이 좀 더 구체화·체계화 되고 있으며, 통합  근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즉 한 개인이 활동을 통해 느끼는 문화와 심리 내 인 평가, 몰입도나 만족도와 같은 

조직 구성원들의 태도변수와 같은 주  인식을 활동 유효성으로 간주하여 실증  분석을 시도하

고 있는 것이다.28)

교육심리학 차원의 교수 효과성(teaching effectiveness)은 가르치는 일의 효과를 의미한다. 교

수효과성이란 교사가 이룩한 결과 즉 학생이 어떤 특정한 교육목표를 향해 나아간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교사의 지식, 신념, 헌신, 추상  사고력을 바탕으로 교수·학습에 필요한 자원(교수내용, 

학습자료)을 투입하여 교사의 다양한 교수·학습 지도방법에 의하여 학생의 특정한 목표(학업성취)

를 향해 나아가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29) 교수효과성에 향을 주는 변인은 교사특성 변인(교수

26) 구혜 , 자원 사 조직특성  업무특성의 자원 사자 활동유효성에 한 향(박사학 논문, 가톨릭 학교 학

원 사회복지학과, 2005), p.18.

27) R. E. Quinn and Rohrbaugh J., “Spatial Model of Effectiveness Criteria: Toward a Competing Values Approach 

to Organizational Analysis,” Management Science, Vol.29, No.3(1983), pp.363-365.

28) 구혜 , 게논문, p.19.

29) 정하보, 이정열, “교사의 셀 리더십, 웍, 교수효과성, 업무효과성의 구조  계,”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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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정의  특성), 상황변인(학생특성, 수업특성), 과정변인(교사의 수업행동, 학생의 학습행동)

이고, 이 세 가지 변인의 상호작용 결과로 나타나는 산출변인(수업결과로 나타나는 학습자의 변화)

이 있다.30) 

이를 정리하면 독서유효성은 개인이 독서활동을 통해 얻는 내  평가로 독서활동에 한 몰입, 

만족, 지속의지와 같은 정의  개념을 개인의 주  표 을 통해 나타내는 효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 학교, 사회라는 조직에서 실시하고 있는 독서교육에 한 성과를 독서유효

성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 다. 독서유효성의 하 요소로는 경 학  차원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

되고 개념을 차용하여 독서만족, 독서몰입, 독서지속의지 등을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 다. 즉, 가

정, 학교, 사회가 실시한 직·간  독서에 한 만족을 나타내는 독서만족과 자가 창조해 낸 세

계에 빠져들 수 있는 독서몰입,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독서활동을 지속하기를 희망하는 개념의 

독서지속의지 등을 독서유효성의 하  측정요소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독서유효성을 측

정하 다.

Ⅲ. 연구설계

1.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내용은 <표 1>과 같이 이용자 특성 항목과 향변인 항목으로 나 었

다. 향변인 항목  도서  향은 도서  이용(도서 출  로그램 참여 등), 도서  방문(시험

공부, 과제, 친구만남 등), 도서  심리(도서  이용에 있어 심리 인 편안함 등)로 세분하 다.

독서태도에 한 설문문항은 McKenna & Kear에 의해 개발된 등학생을 한 독서태도 설문

문항 20문항,31) Alan & Lynn에 의해 개발된 Denver 독서 태도 검사 17문항,32) Gambrell 등에 

의해 개발된 독서동기 설문 20문항,33) 옥정인에 의해 수정·보완 된 읽기태도 설문 40문항34) 등의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수정·보완하여 연구자가 총 10개 문항으로 개발하 다. 개발된 설문문항

의 요인분석결과 하나의 차원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신뢰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독서태도 문항

제2호(2012), pp.251-276.

30)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학 용어사 (서울 : 학지사, 2000), p.49.

31) Michael C. Mckenna and Dennis J. Kear, “Measuring attitude toward reading: A new tool for teacher,” The 

Reading Teacher, Vol.43, No.9(1990), pp.631-634.

32) Lynn Knebel Rhodes, Literacy Assessment: a Handbook of Instruments(Portsmouth : Heinemann, 1993), 

pp.16-18.

33) L. B. Gambrell et al., “Assessing motivation to read,” The Reading Teacher, Vol.49, No.7(1996), pp.520-522.

34) 옥정인, 게논문, pp.11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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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타당성을 확보하 다. 

독서 롤모델 설문문항의 경우 독서환경에 한 설문문항을 검토하여 연구자가 직  개발하 다. 

독서 롤모델은 부모, 교사, 친구의 차원으로 구분하 으며, 부모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를 

확인하기 하여 별도로 설문을 실시하 다. 

독서유효성 설문문항은 앞의 이론  연구에서 논한 경 학  근을 기본으로 Mowday, Steers 

& Porter,35) 이성록,36) 구혜 37)이 제시한 설문문항을 바탕으로 독서활동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연구자가 직  개발하 으며, 최종 개발된 설문문항은 비조사(고등학생 30명)를 통해 설문문항 

 용어 등을 최종 수정하여 사용하 다.

측정영역 측정지표 설문문항

이용자 특성
성별, 학년 1문항

부모 직업 및 학력 2문항

영향변인

도서관 영향

도서관 이용 4문항
도서관 목적 3문항
도서관 심리 2문항
도서관 일반 4문항

독서 태도 1개 차원 10문항

독서 롤모델
부모 9문항
교사 6문항
친구 3문항

독서유효성
독서몰입 6문항
독서만족 4문항

독서지속의지 7문항
독서교육영향 가정, 학교, 사회, 통합 4문항

<표 1> 측정도구 설문항목

2. 연구 가설 및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독서유효성의 향요인을 조사하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 가설 1. 이용자 특성에 따라 독서 련 변인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 가설 2. 독서태도, 독서 롤모델, 도서  향에 따라 독서유효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독서

35) R. T. Mowday, R. M. Steers  and L. W. Porter, “The Measuremen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14(1979), p.228.

36) 이성록, 자원 사 행동에 한 다차원  동인의 향력(박사학 논문, 서울여자 학교 학원 사회사업학과, 

2001), p.58.

37) 구혜 , 게논문, pp.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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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Cronbach의 알파 항목수

독서태도 0.932 10

독서 롤모델 0.926 25

도서관 영향 0.875 22

독서교육영향 0.897  4

독서유효성 0.953 17

<표 2> 설문항목 신뢰도계수  

태도는 독서유효성에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 3. 독서태도, 독서 롤모델, 도서  향은 독서유효성에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 4. 독서교육 향과 독서유효성 사이에는 정 인 상 계가 존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독서유효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해 고등학생을 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 다. 설문은 G시에 소재하고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상으로 하 으며, 해당 

고등학교는 조리, 식품, 식물, 애완 등 총 4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녀합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당 학교의 고등학교 입학성 은 상  20%에서 80%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설문조사는 

총 21개 학   7개 학 을 상으로 해당 학교의 국어 담당교사의 도움을 받아 2013년 7월 22

일~23일 실시하 다. 설문지는 배부된 204부 모두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응답이 부

한 22부를 제외한 182부를 분석데이터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설문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21.0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통계분석은 다음과 같은 차와 방법을 따랐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정하 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각 설문문항의 타당성을 확보하 다. 둘째, 인구통계학  분석을 한 

빈도분석을 실시하 고, 인구통계학  요소에 한 외생변수를 측정하기 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

시하 다. 한 독서태도  독서 롤모델, 도서  향 등에 한 차이를 분석하기 해 일원배치분산

분석(ANOVA)과 사후검정을 실시하 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향 계를 검증하 다. 

Ⅳ. 독서유효성 영향 요인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문항의 신뢰도를 검사한 결과 신뢰도계수가 0.953~0.875로 높은 신뢰도

를 보 다.

학생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표 3>과 같다. 조리과, 식품과, 식물과, 애완과 등을 갖춘 특성화

고의 특성상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비율이 높아 설문 응답자의 경우도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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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으며, 설문에 응답한 학년은 1학년 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구 분 인원(명) 유효빈도(%)

성별

남학생  62  34.1

여학생 120  65.9

합계 182 100.0

학년

1학년 124  68.1

2학년  31  17.0

3학년  27  14.8

합계 182 100.0

<표 3> 설문응답 학생의 성별 및 학년별 응답인원수 

학부모 직업으로 아버지의 경우 생산 장에서 기능직 종사원인 기능숙련직과 자 업이 높은 비

율을 차지하 으며, 어머니는 업주부가 가장 많았다. 부모님의 학력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고등

학교 졸업자의 비 이 가장 높았다.

구분
인원(명) 유효빈도(%)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직업

경영관리직 2 4 1.2 2.4
전문직 5 10 3.1 6.0
사무직 15 19 9.3 11.4

서비스직 14 11 8.6 6.6
판매직 17 4 10.5 2.4

기능숙련직 8 34 4.9 20.4
기계 조립직 5 19 3.1 11.4
단순노무직 10 14 6.2 8.4

자영업 16 32 9.9 19.2
농림업,어업,축산업 2 7 1.2 4.2

군인 0 2 0.0 1.2
학생 1 0 0.6 0.0

전업주부 53 0 32.7 0.0
은퇴,무직 2 4 1.2 2.4

기타 12 7 7.4 4.2
합계 162 167 100.0 100.0

학력

무학력 1 0 0.6 0
초등 5 8 3.1 4.8
중등 9 8 5.7 4.8
고등 83 92 52.2 54.8

대학(교) 55 54 34.6 32.1
대학원 6 6 3.8 3.6
합계 159 168 100.0 100.0

<표 4> 설문응답 학생 부모의 직업 및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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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하위차원 평균

독서태도 - 2.47

독서 롤모델

부모 2.00

교사 2.34

친구 2.46

도서관 영향 공공도서관 2.11

독서교육영향

가정 2.62

학교 2.45

사회 2.45

독서유효성

독서몰입 2.48

독서만족 2.55

독서지속의지 2.93

<표 5> 독서변인별 기술통계 

독서 련 변인에 한 학생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독서태도는 리커드 5  척도를 기 으로 보통

(3 )에 미치지 못하는 2.47로 나타나 자신의 독서태도에 해 부정 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독서 

롤모델에 한 평가는 부모, 교사, 친구  부모 롤모델에 해 2.00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 는데,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를 비교했을 때 아버지의 평균 수가 1.90으로 더 낮게 평가하 다. 교사와 

친구의 평균 역시 2.34, 2.46으로 보통에 미치지 못했다. 독서교육에 한 향은 학교나 사회보다

는 가정으로부터 더 많은 향을 받았다고 평가하 으며, 학생들의 도서  향 평가는 2.11로 상

당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자신의 독서유효성에 한 평가 역시 보통(3 )이하의 수를 

주고 있어 다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독서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몰입 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서지속의지는 다른 변인보다 상 으로 높은 수를 주었음을 보아 

지속 으로 독서를 하고 싶은 마음만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이용자 특성에 따라 차이 검증

본 연구는 학생의 성별과 학년 그리고 학부모의 직업과 학력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 다. <표 6>

은 성별에 따른 독서 련 변인에 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독서태도, 도서  향 

변인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나 교사의 롤모델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친구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은 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독서교육 향에서는 학교의 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가정과 사회에 있어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은 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유효성 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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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독서태도
남 62 2.38 1.03

.335
여 120 2.52 0.85

독서유효성
남 62 2.48 0.95

.043(*)
여 120 2.74 0.78

독서 롤모델

아버지
남 60 1.91 0.95

.819
여 115 1.88 0.70

어머니
남 57 2.05 0.98

.604
여 115 2.13 0.86

교사
남 62 2.25 0.90

.283
여 119 2.39 0.81

친구
남 61 2.21 1.09

.014(*)
여 120 2.59 0.94

도서관 영향

도서관이용
남 59 1.95 1.00

.903
여 117 1.94 0.85

도서관방문
남 59 2.07 1.08

.577
여 117 2.16 1.00

도서관심리
남 57 2.21 1.14

.135
여 119 2.48 1.10

독서교육영향

가정
남 61 2.36 1.11

.020(*)
여 120 2.75 1.02

학교
남 61 2.30 1.05

.145
여 120 2.53 0.97

사회
남 60 2.22 1.08

.034(*)
여 120 2.57 1.02

* P<0.05

<표 6> 성별에 따른 독서 관련 변인 검증 결과 

이용자 특성  학년에 따른 차이와 부모의 직업과 학력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기 해 실

시한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에서 학년의 경우 독서 롤모델 변인에서 친구의 향만이 유일

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학년(2.31)보다는 3학년(3.09)이 독서에 서 친구들의 향

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과 부모의 학력에 있어서는 모든 변인에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의 독서와 부모의 직업이나 학력은 련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2. 영향요인별 독서유효성 차이 검증

본 연구는 독서유효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독서태도, 독서 롤모델, 도서  향을 선정하

으며, 각 요인의 등 에 따른 독서유효성에 차이를 살펴보았다.

학생들의 독서태도는 리커드 5 척도에 의해 산출된 수를 100분 로 환산하 으며, 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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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N
부집단

1 2 3 4

Waller-
Duncan

하위 20% 37 1.71 　 　 　
21~40% 35 　 2.36 　 　
41~60% 32 　 2.64 2.64 　
61~80% 40 　 　 2.84 　
상위 20% 38 　 　 　 3.66

<표 8> 독서태도에 따른 독서유효성의 차이 사후분석결과 

에서 상  20%까지 5등 으로 구분하 다. 

독서태도 하  20%의 독서유효성의 평균은 1.71이었으며, 상  20%는 3.66으로 나타나 학생들

의 독서태도가 좋을수록 독서에 더 몰입하고 만족하고 있으며, 독서지속의지도 높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독서태도

하위 20% 37 1.71 0.56 0.09 .000

21~40% 35 2.36 0.42 0.07 .000

41~60% 32 2.64 0.53 0.09 .000

61~80% 40 2.84 0.42 0.07 .000

상위 20% 38 3.66 0.77 0.12 .000

계 182 2.65 0.85 0.06 .000

<표 7> 독서태도에 따른 독서유효성의 차이 분석결과

독서태도에 따른 독서유효성의 차이를 좀 더 구체 으로 확인하기 해 실시한 사후분석결과 독

서태도에 따른 독서유효성은 <표 8>과 같이 나타났으며, 독서태도에 따라 독서유효성의 차이 한 

여러 집단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독서태도가 좋지 않은 학생일수록 독서에 몰입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며 독서를 지속할 

의지가 히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부모나 교사, 친구들의 역할 모델에 따라 독서유효성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독서 롤모델의 향력을 3단계로 구분하 는데, 독서 롤모델에 한 체 평균이 2  

반임을 감안하여 평균 2  미만을 ‘하’로 3  미만을 ‘ ’으로 3  이상은 ‘상’으로 구분하여 차이

를 검증하 다. 부모, 교사, 친구에 한 독서유효성의 차이는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통

해 확인하 으며, 부모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차이를 검증하 다. 

분석결과 부모, 교사, 친구 모든 차원에서 각 그룹 간 독서유효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부모나 교사, 친구에게 독서에 한 정 인 향을 많이 받을수록 독서에 한 만족과 

몰입, 지속의지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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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아버지* 어머니* 교사* 친구*

독서 롤모델

1~2 (하) 2.42 2.30 2.44 2.04

2~3 (중) 2.81 2.77 2.59 2.69

3~5 (상) 3.43 3.30 2.90 3.07

계 2.89 2.79 2.64 2.60
* P<0.05

<표 9> 독서 롤모델에 따른 독서유효성의 차이 분석결과

부모의 독서 향력에 따른 차이는 각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에게 독서

에 한 좋은 향력을 많이 받은 집단일수록 독서유효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한 부모 롤모

델에 있어 어머니(3.30)보다 아버지(3.43)에게 심을 많이 받은 학생일수록 독서효율성의 수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독서에서 아버지의 심이 자녀들의 독서만족이나 몰입, 지속의지를 높이

는데 매우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분
어머니 아버지

N
부집단

N
부집단

1 2 3 1 2

Waller
-

Duncan

1~2 (하) 79 2.30 　 　 96 2.42 　

2~3 (중) 62 　 2.77 　 62 2.81 　

3~5 (상) 31 　 　 3.30 17 　 3.43

<표 10> 독서 롤모델(부모)에 대한 사후분석결과

독서 롤모델  교사와 친구의 향에 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11>과 같다. 교사의 향에 

한 평가에서는 향을 가장 높게 평가한 집단과 가장 낮게 평가한 두 집단 간에만 차이가 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2.44와 2.90으로 부모나 친구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구

의 향은 각 집단 체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가장 낮은 집단의 경우 2.04, 가장 높은 집단

은 3.07로 독서효율성에 있어서 친구가 상당히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분
교사 친구

N
부집단

N
부집단

1 2 1 2 3

Waller-
Duncan

1~2 (하) 56 2.44 　 51 2.04 　 　

2~3 (중) 64 2.59 2.59 60 　 2.69 　

3~5 (상) 61 　 2.90 70 　 　 3.07

<표 11> 독서 롤모델(교사, 친구)에 대한 사후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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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향에 있어 독서유효성의 차이는 <표 12>와 같다. 먼  공공도서  이용도에 한 단계

를 구분하 는데, 이 한 체 평균을 감안하여 2  미만은 ‘하’ 집단으로 3  미만은 ‘ ’ 집단으

로 3이상은 ‘상’ 집단으로 구분하 다. 각 집단 간 독서유효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해 일원배치분

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도서 을 이용하는 3가지 차원 모든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도서  이용 차원에서는 3집단 모두에서 차이를 보 는데, 도서 에서 출을 하고 도서 에서 

실시하는 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도서 을 자주 찾을수록 높은 독서유효성을 보 다. 도서 의 

직 인 이용뿐 아니라 도서 에서의 친구를 만난다든지 시험공부, 과제 해결을 해 방문하는 

학생들 역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도서 을 찾지 않는 집단보다 도서 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끔이라도 찾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 ’ 집단과 ‘상’ 집단간에는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도서 의 단순 방문에 있어서 향 계는 별도로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도서 이 도움을 주는가?’ ‘도서 에서 편안함을 느끼는가?’에 한 도서  심리 차원의 설문에

서는 3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도서 이 나에게 많은 도

움을 다고 생각하는 학생과 도서 에 해 편안함을 더 느끼는 학생일수록 독서유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어떤 목 과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든지 도서 을 더 많이 방문하는 

학생일수록 독서유효성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독서활동에 있어 도서 이 매우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기에, 도서 은 더 많은 학생들이 도서 을 찾을 수 있는 극 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구분
도서관 이용* 도서관 방문* 도서관 심리*

N
부집단

N
부집단

N
부집단

1 2 3 1 2 1 2 3

Waller-
Duncan

1~2 (하) 85 1.98 　 　 80 2.28 　 55 1.94 　 　

2~3 (중) 61 　 2.75 　 50 　 2.83 48 　 2.70 　

3~5 (상) 30 　 　 3.32 46 　 3.08 73 　 　 3.19
* P<0.05

<표 12> 도서관 영향 사후분석결과

3. 영향요인에 따른 독서유효성 영향관계 검증

독서태도, 독서 롤모델, 도서  향에 따른 독서유효성 간의 향 계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서태도에 따른 독서유효성에 한 사후분석결과 독서태도가 좋은 학생일수록 독서유효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는 독서태도가 독서유효성에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독서태도가 독서유효성에 얼마만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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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을 미치고 있는지에 해 검증하 다. 분석결과 독서태도에 한 독서유효성의 설명력은 54.9%

로 독서태도가 1만큼 좋아졌을 때 독서유효성 역시 0.5이상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

유효성의 3가지 차원 에서 독서태도는 독서만족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R R² 수정된 R² 추정값의 표준오차 유의확률

독서태도*독서지속의지 .665 .442 .439 .74700 .000

독서태도*독서만족 .706 .499 .496 .67195 .000

독서태도*독서몰입 .647 .419 .415 .65630 .000

독서태도*독서유효성 .741 .549 .547 .57158 .000

<표 13> 독서태도와 독서유효성간 회귀분석결과 

다음으로 독서유효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독서 롤모델에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는데, 

체 으로 독서 롤모델과 독서유효성 사이에는 높은 향 계는 아니지만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특이 은 교사(4.9%)의 경우 학생의 독서유효성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독서 롤모델  독서유효성은 친구(23.4%)의 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우 계가 독서에 있어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독서교

육에 있어 학생들 간의 상호활동을 높일 경우 더 높은 독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모형 R R² 수정된 R² 추정값의 표준오차 유의확률

아버지*독서유효성 .364 .133 .128 .78977 .000

어머니*독서유효성 .437 .191 .186 .76426 .000

부모*독서유효성 .402 .162 .157 .77505 .000

교사*독서유효성 .221 .049 .043 .82642 .003

친구*독서유효성 .484 .234 .230 .74703 .000

<표 14> 독서 롤모델과 독서유효성간 회귀분석결과

도서  향이 독서유효성에 얼마나 많은 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도

서 의 이용과 독서유효성간의 향 계를 보면 설명력이 53.9%로 독서태도와 같이 높은 설명력

을 보 다. 이는 독서태도 만큼이나 도서 의 이용 한 학생들의 독서만족이나 몰입, 독서지속의

지에 많은 향을 보이고 있음을 단편 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도서  향의 하 차

원을 살펴보면 공공도서 의 직 인 이용 목 인 도서 출이나 도서  로그램 참여 등을 잘하

는 학생과 도서 에 하여 심리 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학생의 경우 42.5%, 47.6%의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나, 도서 에서 친구를 만나거나 시험공부, 과제해결을 목 으로 방문하는 학

생의 경우 설명력이 18.9%로 타 목 에 비해 히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도서 을 이용

함에 있어 친구와의 만남이나 시험 공부 등의 간 인 목 보다 출이나 로그램 참여 등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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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R R² 수정된 R² 추정값의 표준오차 유의확률

도서관이용*독서유효성 .652 .425 .412 .65637 .000

도서관방문*독서유효성 .435 .189 .175 .77951 .000

도서관심리*독서유효성 .690 .476 .469 .62276 .000

도서관*독서유효성 .734 .539 .513 .60208 .000

<표 15> 도서관 이용과 독서유효성 간 회귀분석결과

인 이용 목 을 가지고 이용할 때 더 높은 독서 만족이나 몰입, 지속의지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도서 을 방문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약 18.9%의 독서유효성의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볼 때 독서교육에 있어 도서 의 역할이 상당히 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4. 독서교육영향과 독서유효성 간 상관관계 검증

본 항목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독서교육이 학생의 독서생활에 얼마만큼의 향을 미쳤는가에 

하여 평가하 다. 가정, 학교, 사회 모두 보통 이하의 향이 미쳤다고 응답하 음을 볼 때 여

히 독서교육에 있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가정영향 181 2.62 1.06640

학교영향 181 2.45 1.00208

사회영향 180 2.45 1.04788

전체영향 180 2.44 1.01477

<표 16> 독서교육영향평가 평균

독서교육 향과 독서유효성 간 상 계를 검증한 결과 학생들의 독서유효성에 가장 높은 상

계가 있는 요소는 학교독서교육으로 나타났으나 가정이나 사회의 독서교육과 커다란 차이가 나

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악되었다. 체 으로 독서유효성과 독서교육 향은 양의 상 계를 보

으나 .50 이하로 높은 상 계라고는 볼 수 없었다.

　구 분 독서지속의지 독서만족 독서몰입 독서유효성

가정영향 .454** .440** .348** .459**

학교영향 .492** .475** .353** .489**

사회영향 .465** .374** .373** .448**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표 17> 독서교육영향과 독서유효성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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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독서유효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이다. 독서유효성이란 다양한 

독서교육  독서지도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물은 21세기 지식기

반사회에서 요시되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길러주는데 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본 연구는 G시 특성화고 학생을 상으로 독서태도, 독서 롤모델, 도서  향에 따른 독서유효

성간의 차이  향 계를 조사하 으며, 독서교육 향과 독서유효성 사이의 상 계를 살펴보

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특성화고 학생들이 평가한 자신들의 독서태도는 2.47이었으며, 독서유효성

은 2.65로 평가하 다. 독서유효성  가장 높은 수는 독서지속의지로 2.93이었고 체 으로 모

든 변인에 있어서 보통(3 ) 이하의 평가하 다. 이용자 특성에 따른 차이는 성별에서 독서유효성, 

독서 롤모델  친구, 독서교육 향은 가정과 사회의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부모의 직업이

나 학력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태도와 독서유효성간의 향 계는 독서태도에 따라 독서유효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독서태도는 독서유효성에 54.9%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서 롤모델에 따

른 독서유효성의 향은 친구가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사는 4.9%로 거의 향을 주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  향과 독서유효성간의 계를 살펴보면 도서 을 많이 이용하는 학

생일수록 독서유효성이 높게 나타났다. 도서 에서 친구를 만나거나 시험공부를 하고 과제를 해결

하기 해 이용하는 학생(18.9%)은 도서 에서 출을 하거나 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42.5%)

이나 심리 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학생(47.5%)에 비해 독서유효성에 낮은 향을 미쳤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도서 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서는 독서유효성에 미치는 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독서교육 향은 가정, 학교, 사회  가정의 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응답하

으며, 더 많은 향을 받은 응답자일수록 독서유효성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독서유효성을 평가하고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 을 도출하 다.

첫째, 독서유효성을 비롯하여 향요인 모두에서 평 이 보통(3 ) 이하로 평가되었다. 이는 

재 청소년의 독서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국가, 사회 으로 다양한 독서진흥 노력에도 불

구하고 청소년의 독서 실에 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부모(2.00)의 역할이 

가장 낮은 평 을 받은것은 독서교육에 있어 가장 요한 시작 인 가정에서 제 로 된 독서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가정의 독서교육  독서환경에 한 극 인 책이 필요

함을 시사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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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존의 연구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도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독서유효

성  독서태도가 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독서는 정 인 활동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독서교육 한 읽기 심의 정 인 교육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때문에 동 인 활동을 

주로 하는 남학생의 경우 더 독서에서 멀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시

에서 남학생을 한 동 인 활동 심의 독서교육 로그램 개발이 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독서 롤모델의 향을 측정한 결과 독서유효성을 높이는데 있어 교사가 독서유효성에 미치

는 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가 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까지 

독서교육을 담당함을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국가와 사회 으로 많은 독서진흥활동에도 불구

하고 여 히 학교 독서교육의 실은 이에 뒤따라주지 못함을 볼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해서는 

교사를 상으로 독서의 요성에 한 일차 인 교육이 매우 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넷째, 청소년의 독서유효성에 있어 도서 의 역할의 요성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도서

에서 출을 하거나 도서  로그램 참여가 높을수록 독서만족과 몰입, 독서지속의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커뮤니티 공간으로 도서 을 방문하는 자체만으로도 독서유효성을 높일 수 있

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도서 은 독서태도가 좋은 학생의 경우 출이나 도서  로그램에 참여

시켜 더 높은 독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독서태도가 좋지 않은 학생의 경우는 도서 에

서 시험공부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극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독서유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 결과를 통해 다양한 시사 을 발견하 으나, G지역 특성화고만을 상으로 조사

를 실시하여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때문에 특성화고 뿐만 아니라 인문계고까지의 확장과 더 나아

가 국을 상으로 더 많은 표본 집단 확보를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 독서유효성에 향

을 미치는 요인들의 단순 향 계 뿐만 아니라 각 변인들 간의 인과 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을 

통해 독서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향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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