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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에서 운영되는 방학독서교실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방학 중 독서교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 위치한 100개의 학교도서관 사서(교사)로부터 방학독서교
실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은 1) 방학 중 독서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의 여부, 
2) 독서교실 운영의 목적, 3) 독서교실 참여 대상, 4) 독서교실 운영을 위해 참여하는 사람, 5) 독서교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다. 분석 결과, 방학 중 독서교실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하였고, 운영 목적은 학생들의 
독서흥미를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근거하여 학교도서관의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학교도서관의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다. 

키워드: 학교도서관, 독서교실, 방학독서교실, 독서프로그램, 학교도서관의 행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and determine a systematic operating method for analyzing 
vacation reading guidance programs in school library systems and, thereby, suggesting ways of 
operating a reading guidance program both effectively and efficiently. Analyses of questionnaires going 
out to hundred of school libraries in Gyeonggi Province will be performed for this purpose.  Specifically, 
the study will analyze the following 1) the current operation status of each program, 2) their initial 
purposes and focus, 3) targeted children groups, 4) program instructors, and 5) the actual content 
design of the programs. As a result, the vast majority of the school libraries operation of vacation 
reading guidance program and purpose of inspire of reading interest.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e 
5 directions to support operation of vacation reading guidance program in School Librar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likely suggest the need to re-align or shift current vacation reading guidance programs 
to be more inclusive for all participants.

Keywords: School library, Reading guidance program, Vacation reading guidance program, Reading 
program, Event of school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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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독서에 대한 정의는 ‘문자를 읽거나 문장이나 문단, 글을 읽는다.’라는 가벼운 개념에서부터 

‘필자의 기호화된 의미가 독자의 뇌에 재생되어 다시 형성되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독

서자료, 독자의 지식, 경험, 그리고 독자의 생리적, 지적 활동이 상호작용하는 능동적이고 전

략적인 사고과정’이라는 복잡한 개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인간은 독서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고도의 지적 능력과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독서를 함으로서 

사람들은 바람직한 정서와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으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생

활을 효과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 이처럼 독서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보다 

인간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한국독서

학회 2003, 14).

전통적으로 교육을 중시 여긴 우리나라에서는 보다 많은 국민들을 독서인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2006년도에 제정 및 공포된 ‘독서문화진흥법’은 독서를 개인이나 

학교 교육의 차원을 넘어 국가나 사회가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서의 책임을 제

시하였다. 이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 속에서 독서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시기라

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12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독서의 해’를 지정한 

것도 독서 분위기 확산을 통한 독서 문화 조성에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생활 속 길 위의 

인문학’, ‘전국 책 다모아’ 등과 같은 행사를 정례화 하여 진행하였으며 전국의 도서관이나 독

서 단체 등과 연계하여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다. 정부 주최의 

전국 규모 독서문화행사인 ‘2014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경우에도 국내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책의 도시’인 군포시가 주관한 점 역시, 특정 도시에 국한된 

한계는 있으나 시민들과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독서문화 진흥 정책임을 표명해준 행사였다. 

이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독서진흥을 위해 노력한 덕분에 ‘2013년 국민독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연평균 독서율은 96.0%로 2011년의 83.8%로 12.2%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의 연평균 독서량은 32.3권으로 2011년 대비 8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10). 결과적으로 학생의 독서율과 독서량은 2011년

에 비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도출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으나, 문화체

육관광부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의 독서율은 96%로 1996년 96.7% 이후 

최고 수치를 나타냈는데, 여기에는 주 5일 수업제와 사제동행 독서활동 및 독서 동아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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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서 학생들의 독서량이 증가한 것은 주 5일제 수업

의 시행(2011년 2학기부터), 학교 독서환경 조성 지원정책(사제동행 독서동아리 지원), 전문 

인력 배치에 따른 학교도서관의 상대적 활성화(계약직 사서교사 배치 등), 독서동아리 지원 

강화, 독서·논술 교육·입시 확산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지난 1년 동안(’12년 11

월~’13년 10월) 독서 프로그램 참여율이 학생들은 54%(초 71.3%, 중 47.9%, 고 42.8%)로 

지난 2011년보다 8.8% 높아졌다고 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하지만 그 비율이 절반을 

겨우 넘어선 정도이기 때문에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설치율이 증가하고, 다양한 독서문화정책에 따른 행사

가 활발히 실시되는 등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는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바탕으로 각 개인의 독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

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독서흥미 고취와 독서능력 증진을 위해 한 해 

동안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다. 특히 여름과 겨울방학 동안 실시되는 독서교실 

프로그램은 비록 그 기간이 짧고 참여 대상 또한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지만, 학생들이 가장 

친숙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나아가 향후 확장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도서관에서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

고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에서 여름과 겨울방

학 동안 실시되고 있는 독서교실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조사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고, 참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에서 실시된 방학 중 독서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독서교실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학 중 독서교실 운영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

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 중 100곳의 학교도서관 사서(교사)로부터 방학 

독서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 자료를 수집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10개 문항에 대해서는 학교 급간 차이

를 두지 않고 분석을 실시했으며,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 운영 관련’ 항목에 포함된 ‘참여 대

상’ 문항만 초·중·고등학교로 학교 급별 차이를 두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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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각 급 학교에서 교

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도

서관법 2012, 제1장 2조 6항). 

현재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는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다. 학교도서관의 이용대상자는 의무교

육대상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초·중·고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은 대부분의 국민이 성

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비교적 어린 시기에 가장 확실하게 

제공할 수 있다. 초·중·고 12년 동안 도서관 이용의 직접경험은 향후 도서관에 대한 국민

의 긍정적 인식을 확보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자란 

학생들은 이후 우리 사회의 도서관 이용자이자 권리자로 성장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여러 형태로 표현하는 시민이 된다(김성준 2013, 85). 따라서 학교도서관의 운

영 주체(학교장 등의 관리자, 사서(교사) 등의 운영자, 학부모 도우미 등의 조력자)들은 학생

들이 학교도서관에서의 긍정적이고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향후 독서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학교도서관 자체가 독서교육의 동기유발 장치이며 중

심이고, 독서교육은 학교도서관의 핵심과제(최영주 2010, 2)이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1년에 발간한 ‘학교도서관 길라잡이’를 통해 학교도서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자료센터(materials center), 학습센터(study center), 독서센터(reading 

center), 정보센터(information center), 레크리에이션 센터(recreation center)라는 5개

의 영역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가운데 독서센터로서의 기능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학교도서관이 독서교육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이 관심 있

는 분야의 책들을 자유롭게 골라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주제의 책들을 

난이도와 관점을 고려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도서관이라고 해도, 취학 전 

어린이 수준의 그림책부터 중학생 수준의 교양서까지 두루 갖추어 놓아야 하고, 기독교 학교

라고 해도 불교서적을 갖추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독서교육을 고취하여 그 효과

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독서관련 행사나 활동들을 개발, 실행하여 학교도서관이 독서지도의 

실제적인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1, 9-10).  

학교도서관은 다양한 기능을 바탕으로 운영되지만 특히 문화적인 기능의 측면에서 학습과 

연계된 연구와 실행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IFLA/UNESCO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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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Guidelines(2002)에서는 학교도서관 사서교사들이 학생들의 문학 감상 활동을 촉

진하기 위해서 독서 동기 유발이나 독서권장 활동을 운영 할 수 있고, 독서 촉진 활동은 문화

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학습과 연계지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학교도

서관의 문화적 기능과 독서센터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학교도

서관들은 기본 업무인 대출·반납을 제외하면 독서와 관련된 활동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

다. 따라서 독서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인식과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2013년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실)의 숫자는 11,390

개였다. 그 중 초등학교는 6,018개, 중학교는 3,062개, 고등학교는 2,310개였으며, 연간 이

용자는 73,072,926명, 연간 이용 책수는 128,473,650권에 달했다(교육부 2014, 1183). 

그러나 도서관을 관리 및 운영하는 직원 수는 도서관수의 1/3에 머물러 있어, 학교도서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2013년 교육통계연보의 내용 중 

학교도서관 관련 내용만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구분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서관수 11,390 6,018 3,062 2,310

직원수 4,323 2,464 1,189 760

좌석수 627,244 284,480 175,927 167,855

장서수 150,029,187 84,065,061 35,704,608 30,259,518

연간이용자 73,072,926 55,342,644 9,886,310 7,843,972

연간이용책 128,473,650 100,217,959 15,898,766 12,356,925

예산액 130,497,021 66,785,102 32,909,617 30,802,302

<표 1> 2013 학교도서관(실) 현황

범위를 경기도로 좁혀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표한 2013년 경기도 학교도서관 통계를 살펴

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13년 4월 1일 기준 경기도 내 학교도서관은 총 2,243개였

다. 장서수는 32,045,121권이었고, 이용자수는 72,785,308명에 달했다. 그러나 전담 인력

이 배치된 학교는 1,647개교이며, 총 1,670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경

기도교육청 2014). 이는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여러 대상들에게 전문 인력인 사서(교사)가  

적정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앞

서 살펴본 2013 교육통계연보의 결과 분석 내용과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

할 수 있다. 이는 곧 본 연구 주제인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에도 어

려움이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게 해준다. <표 2>는 2013년 경기도 학교도서관 통계자료

를 도서관 수, 장서 수 등 11개의 요소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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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3년

도서관수 2,243개

장서수 32,045,121권

학생 1인당 장서수 19.2권

이용자수 72,785,308명

대출자수 18,465,392명

대출책수 32,207,750권

학생 1인당 대출책수 19.2권

연중 개관일수 240일

전담인력 총인원 1,670명

전담인력 배치교수 1,647명

민간 개방학교 1,563개

<표 2> 2013년 경기도 학교도서관 통계자료(2013. 4. 1 기준)

2. 독서교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미국은 보통 6월 중순에 시작하여 8월 말까지 긴 여름방학 

기간을 갖는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에서는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학독서프

로그램을 계획하는데, 약 3달의 긴 여름방학동안 이루어지는 방학독서프로그램을 흔히 여름

독서프로그램(summer reading programs)이라고 칭한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기본적으로 긴 방학기간에 집중적으로 독서를 유도하는 방향으

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상황은 비슷하여 방학은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부담을 덜고 독서 등의 활동

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일

주일 이내의 독서교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정은(2012)은 독서지도를 실시하는 시간에 따라 교과시간을 이용한 독서교육과 비교과

시간을 이용한 독서교육으로 구분을 했다. 그 중 교과시간에 이루어지는 독서교육은 국어교

과와 그 외의 교과시간 및 특별, 재량시간을 이용한 독서교육, 비교과시간을 활용한 독서교육

은 아침독서, 도서관 활용수업, 방학 중 독서교실이나 독서캠프, 독서관련 대회 등이 있으며, 

매우 다양한 형태로 각 학교의 특성에 맞게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 그 중 

독서교실은 비교과 활동으로서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독서교육의 한 형태로 학교 뿐 아니

라 공공도서관과 독서연구회 등에서도 실시되고 있으며 가장 오래된 독서교육 전문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바른 독서태도와 스스로 독서하는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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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르고 도서관에서의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1971년 

1월부터 독서교실을 운영하였다(국립중앙도서관 2006, 354). 독서교실은 과거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도 독서교육이 부실했던 시절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민독서운동 전개차원에서 방

학기간을 이용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서교육 전문프로그램(김수경 2007, 133)으

로, 어려서부터 독서의 즐거움과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독서태도를 길러 스스로 즐겨 

독서하는 습관을 갖게 하며, 도서관에서의 폭넓은 학습경험으로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다(황금숙 2001, 76). 2013년 ‘전국 공공도서관(겨울․여름) 독서교실’에서는 총 

931개관에서 24,961명의 초․중학생이 참여하여 책과 함께 신나는 독후활동 놀이, 독서교육 등

의 도서관 이용법과 1박 2일 독서캠프, 책과 함께 떠나는 역사여행, 자연과 함께 책 읽기를 즐

길 수 있는 독서활동 등 책 읽기와 생각나누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전국

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독서흥미 고취에 기여하였다(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14, 51). 

다음의 <표 3>는 2013년도 전국 공공도서관 독서교실 운영 현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구분 제86회 겨울독서교실 제87회 여름독서교실 계

운영도서관수 436개관 495개관 931개관

수료인원 12,174명 12,787명 24,961명

참가학교수 3,604개교 4,090개교 7,694개교

총 독서량 60,789책 57,625책 118,414책

1인 독서량 5책 5책 5책

<표 3> 2013 전국 공공도서관 독서교실 운영 현황(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14, 51)

<표 3>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2013년 공공도서관의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은 전국의 

931개관에서 운영이 됐고, 여름과 겨울방학 동안 24, 961명이 수료를 했다. 또한 참가학교 

수도 7,694개교에 달하고, 총 독서량도 118,414책에 달해 독서 진흥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

음이 확인된다. 

다음의 <표 4>은 2013년도 지역별 공공도서관 독서교실 수료인원 가운데 경기도의 내용

만 정리한 것이다. 2013년 한 해 동안 경기도 내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공공도서관에서 시행

되는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에 총 5,440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생은 참

여가 배제가 된 상황이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에도 참여 인원의 제한으로 인해 지역 

내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는 공공도서관의 방학독서교실 참여 

및 수료 인원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 국한된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습

의 부담을 덜고 독서에 매진할 수 있는 방학 기간에 참여할 수 있는 독서교실 프로그램이 학

교도서관에서도 실행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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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2013년 겨울독서교실 참여 학생 2013년 여름독서교실 참여 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경기 2,693 42 2,630 75

<표 4> 2013년도 지역별 공공도서관 독서교실 수료인원(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13)

최근 학교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학입시를 위한 경쟁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워주는데 한계가 있다. 학교라고 하는 사회적 맥락

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보편적인 학습 양식은 독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서 활동에서 교사는 정형화된 지식의 전달자로서, 학생은 굳어진 지식의 

단순한 수용자로서의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으로 각 국가별로 경쟁적으로 학교도서관에서의 독서지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한 

방안으로 각 학교마다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독서교실을 개최하여 독서지도를 실시해 오고 있

다(곽선희 2010, 28).

3. 선행연구

우리나라에서 독서교실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다. 특히 학교도서관에서 실시된 독서교

실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미약한 편이다. 따라서 선행연구는 학교도서관에서 운영된 독서

관련 프로그램과 독서교실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윤은혜(2009)는 독서실태 분석을 통한 학교도서관에서의 독서지도 방안 연구를 통해 학

생들의 독서흥미를 고취하고 독서습관을 형성시키는 방안으로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

보하는 전략과 함께 독서의 과정별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방안과 도서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제시했다. 또한 교과담당교사들과 협력하여 도서관 내에서 수업을 함께 진

행하는 도서관 협력수업(LAI : Library-Assisted Instruction)의 지도방안에 대해서 연구

를 수행하였다. 

최영주(2010)는 교과과정과 연계한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통해 

2003년에서 2007년 사이 교육부 지정 학교도서관 정책연구학교 중 ‘교과연계 독서교육’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한 학교의 운영보고서를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중심의 교과연계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학교도서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염보영(2013)은 학교도서관

을 활용한 프로젝트 기반 통합 독서프로그램의 효과 연구를 통해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독서태도 향상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향상에도 효과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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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독서태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여 독서

의 가치와 유용성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도유미(2005)는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학교도서관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활발할수록 학교도서관 역시 활성화되어 있고,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에 더욱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 결과는 

학교도서관과 독서프로그램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의 활

성화를 위해 독서프로그램을 적극 기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또한 증명해 주고 있다. 

임성관(2003)은 방학 중 독서교실 운영에 대한 계획 및 효과 분석 연구를 통해 학교도서

관 사서(교사)들이 직업적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독

서교실이라고 하였다. 또한 독서지도의 측면에서 효과가 가장 높은 것 또한 독서교실이기 때

문에 사서(교사)는 학생들에게 유용하면서도 흡입력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여름방학 독서교실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

석해 제시하였다.

박윤정(2010)은 학교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학 중 독서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독

서교실 운영 실태 및 저해요인을 조사․분석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독서교실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안양시 및 과천시 지역 44개 초등학교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교사/

사서를 대상으로 전화통화와 이메일을 통해 조사와 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독서교실이 

체계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첫째, 운영의 핵심을 담당하는 사서교사/사서의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둘째, 그들에 대한 

연수 및 교육 기회도 확대가 되어야 하며, 셋째,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해 나누며, 넷째 보조 인력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다

섯째로는 독서교실 운영을 위한 별도의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정은(2012)은 독서교실의 학생의 읽기 동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를 통해 독서교

실에 참여한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의 읽기 동기 및 읽기 동기의 하위요인을 분석하고, 읽

기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추출함으로써 독서교실이 학생들의 읽기 동기에 미치는 영

향을 밝혔다. 연구 결과 읽기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고 재미있으며 적당히 어려

운 책, 다양하고 재미있고 상호작용 및 경쟁을 포함하는 활동,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책 선정, 보상, 독서방법 지도, 독서 중요성 및 성적과의 관련성에 대한 학생의 인식, 교사의 

도움 등이었다. 

정진수(2014)는 애독 장려를 위한 공공도서관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에서 

서울 소재 4개 공공도서관으로부터 2013년 겨울과 여름방학에 실시한 독서교실 자료를 수집

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여 분석하여 독서교실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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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교실의 목적, 독서교실의 기간 및 대상, 모집 방법 및 수료 인원, 담당 강사, 프로그램 

내용구성, 선정 도서, 수료증과 보상에 대한 사항 등 독서교실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시하는

데 필요한 항목들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독서실태와 교과과정 분석을 통한 운영 방안을 제안하거

나, 학교도서관을 기반으로 실시한 독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다. 다만 박

윤정(2010)은 독서교실 운영 실태 및 저해요인을 조사․분석하였으나 프로그램에 초점을 둔 

것은 아니며, 정진수(2014)는 공공도서관에서의 독서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는 차이점이 있다. 이를 통해 학교도서관에서 운영되는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는 아직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Ⅲ. 학교도서관 방학 독서교실 프로그램 조사 및 분석

1. 결과 분석

학교도서관에서의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 운영 여부와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 소재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총 11

개의 문항이며,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구성

하였다. 11개의 문항은 조사 대상 학교 현황 1문항, 조사 대상자의 경력 사항 관련 1문항,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 운영 관련 8문항,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 내용 관련 1문항이 포함되

어 있다. <표 5>는 설문 문항의 요소 및 측정 내용, 설문문항 수를 정리한 것이다.

요소 측정 내용 설문문항 수

학교 현황 근무하고 있는 학교 여부 1

경력 사항 학교도서관 근무 경력 1

프로그램 운영 관련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 운영 여부 8

프로그램 내용 관련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 내용 1

<표 5> 설문 문항의 요소 및 측정 내용, 설문문항 수

설문지의 배부 및 회수는 2014년 8월과 9월에 걸쳐 각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를 만나 

부탁을 한 뒤 바로 수거를 하는 방법과, 전화로 취지를 알리고 이메일로 회신을 받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결과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100곳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할 

수 있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100부를 모두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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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사 대상 학교 현황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설문에 참여한 학교는 초등학교가 66개교, 중학교가 24개

교, 고등학교가 10개교이다. 

구분 빈도수 백분율(%)

초등학교 66 66

중학교 24 24

고등학교 10 10

합계 100 100

<표 6> 설문 참여 학교 현황

나. 조사 대상자의 경력 사항

<표 7>과 같이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사서(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5년 이상이 72명

(7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년 이상~5년 미만이 16명(16%), 1년 미만이 

8명(8%), 1년 이상~3년 미만이 4명(4%)이었다. 5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사서(교사)

들이 72%가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학교도서관 운영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학

독서교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구분 빈도수 백분율(%)

1년 미만 8 8

1년 이상-3년 미만 4 4

3년 이상-5년 미만 16 16

5년 이상 72 72

100 100

<표 7> 조사 대상자의 경력 사항

다.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 운영 관련

1)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 운영 여부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 운영 여부 질문에 대해 90% 학교는 

‘운영 하고 있다’, 10%는 ‘운영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했다. 이 결과를 통해 경기도 대다수의 

학교도서관에서는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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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수 백분율(%)

운영하고 있다 90 90

운영하지 않는다 10 10

합계 100 100

<표 8>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 운영 여부

2) 학교별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 미 운영 여부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곳은 초

등학교가 2개교, 중학교도 2개교, 고등학교는 6개교였다. 고등학교는 설문에 응답한 10개교

중 6개교로 나타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비해서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않는 곳

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2개교를 제외한 66개교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수 백분율(%)

초등학교 2 20

중학교 2 20

고등학교 6 60

합계 10 100

<표 9> 학교별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 미 운영 여부

3)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10>와 같다. 

방학 중 독서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로는 ‘방학 중에는 도서관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집되지 않아서’, 그리고 ‘기타’ 응답이 있었다. 기타 응답에는 ‘학교 공사

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도서관을 단축 운영하기 때문’,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학생

들의 참여가 많은 학기 중에 운영을 하기 때문’, ‘학생들이 보충수업을 하기 때문’ 의 응답이 

나타났다. ‘학생들이 모집되지 않아서’의 경우 학교에 따라 상황은 다르겠으나 원인 분석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간 및 시간, 주제 및 프로그램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겠

다. 기타 답변 중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학생들의 참여가 많은 학기 중에 운영을 하기 때문’
은 학교 및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한 측면이라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보충수

업을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방학 중에도 입시를 위한 학습 활동에 참여하느라 독서교실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이나 학기 중 프로그램

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학사일정을 미리 파악하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점을 고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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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구분 빈도수 백분율(%)

 근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0 0

 방학 중에는 도서관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2 20

 학교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아서
   (예산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도 포함)

0 0

 학생들이 모집되지 않아서 2 20

 프로그램 계획과 진행 능력이 부족해서 0 0

 기타 6 60

합계 10 100

<표 10>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 미 운영 이유

4)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 향후 운영 계획

방학 중 독서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응답을 한 학교의 경우 향후 운영할 계획

이 있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미 운영 학교 10곳 중 향후 운영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곳은 4곳(40%)이고, ‘없다’고 답한 곳은 6곳(60%)이다. 

구분 빈도수 백분율(%)

있다 4 40

없다 6 60

합 계 10 100

<표 11>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 향후 운영 계획

5)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제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서(교사)들에게 향후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이 전제될 필요가 있는지 질문한 결과는 <표 12>과 같

다. 답변 결과를 보면 ‘학교 측의 지원’이 40%로 가장 많고, 이어서 ‘무응답’이 40%, ‘적정 홍보

를 통한 학생 모집’이 20%로 뒤를 이었다. 학교 측의 지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프로

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것에서부터, 외부 강사를 초빙하거나 도서 등 

필요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적정 예산의 지원이 포함되었다. 이어서 ‘적정 홍보를 통한 학생 

모집’은 학교도서관의 행사에 있어서도 적정 홍보를 통한 모집이 중요함을 일깨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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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수 백분율(%)

학교 측의 지원
   (독서교실 운영에 대한 허락, 강사료 지원 등) 

4 40

사서(교사)의 프로그램 계획과 운영 능력 0 0

적정 홍보를 통한 학생 모집 2 20

기타 0 0

무응답 4 40

합계 10 100

<표 12>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제

6)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 운영 목적 

<표 13>의 내용부터는 <표 8>에서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

서(교사)들의 답변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사서(교사)들이 응답한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 운

영 목적은 ‘학생들의 독서흥미 고취’가 42명으로(36.8%)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학교도서관

과 사서(교사)의 역할 알림’이 32명(28.1%), ‘학교도서관 이용률 증진’이 26명(22.8%), ‘학
생들의 독서능력 신장’이 14명(12.3%) 순이었다. 이 결과를 통해 사서(교사)들이 방학독서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은 학생들의 독서흥미 고취와 독서능력 신장, 더불어 이용률 

증진을 통해 학교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을 알리는데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분 빈도수 백분율(%)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역할 알림  32 28.1

 학교도서관 이용률 증진 26 22.8

 학생들의 독서흥미 고취 42 36.8

 학생들의 독서능력 신장 14 12.3

합계 114 100

<표 13>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 운영 목적

7) 현 학교에서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 운영 횟수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을 몇 회나 운영했는가를 물은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내용은 <표 14>에 담겨 있다. 응답 결과를 보면 ‘10회 이상’ 운영을 했다는 

답변이 60명(66.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5회 이상~10회 미만’이 14명(15.6%), ‘3회 

이상~5회 미만’이 10명(11.1%), 마지막으로 ‘3회 미만’이 6명(6.6%)이었다.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은 1년에 두 차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10회 이상 운영을 했다는 응답이 60%라는 

점은, ‘<표 6> 조사 대상자의 경력 사항’에서 도출한 내용 중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사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5년 이상이 72명(72%)이라는 결과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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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 수 백분율(%)

 3회 미만   6 6.6%

 3회 이상-5회 미만 10 11.1%

 5회 이상-10회 미만 14 15.6%

 10회 이상 60 66.7%

합계 90 100

<표 14> 현 학교에서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 운영 횟수

8)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 계획과 운영에 참여한 사람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한 사람은 ‘사서(교

사)(42.7%)’였다. <표 15>의 결과를 보면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사서(교사)(42.7%)’였으며 ‘학부모도우미’(23.3%)와 ‘외
부 강사(23.3%)’가 같은 비율로 번째를 차지했다. 또한 ‘학교 교사’는 10.7%가 참여하고 있

다고 답변을 했다. 이 결과를 통해 1인의 사서(교사)가 근무하는 형태가 많은 학교도서관에

서는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에도 사서(교사)의 역할이 지대함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학부모도우미’나 ‘외부 강사’, ‘학교 교사’는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학생들

의 참여 규모에 따라 사서(교사)가 요청을 하면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보인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외부 강사’에게는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중 일부

를 강사료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사서(교사)들은 참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시켜 주고 싶어도, 예산의 범위 내

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구분 응답 수 백분율(%)

 사서(교사) 88 42.7

 학부모도우미 48 23.3

 학교 교사 22 10.7

 외부 강사 48 23.3

합계 206 100

<표 15>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 계획과 운영에 참여한 사람

9)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 참여 대상 학생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의 수혜자인 참여 대상 학생들에 대해 분석한 내용은 <표 16>, <표 

17>, <표 18>과 같으며, 이 결과는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답변한 학교(초등 

64개교, 중등 22개교, 고등 4개교)로만 한정해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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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응답 수 백분율(%)

 1학년 2 2.2

 2학년 2 2.2

 3학년 10 10.9

 4학년 12 13.2

 5학년 8 8.8

 6학년 6 6.6

 매년 다름 18 19.8

 전 학년 33 36.3

합계 91 100

<표 16>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초등, 복수 응답)

초등학교의 경우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전 학년’이 33명(3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매년 다름’이 18명(19.8%)으로 두 번째, ‘4학년’이 12명(13.2%)으로 

세 번째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전 학년’의 경우는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을 처

음부터 저학년(1~3)을 위한 것과 고학년(4~6)을 위한 것으로 나누어 계획하고 운영을 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실제로 전 학년이 참여했다고 해도 특정 학년은 숫자가 적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매년 다름’은 매 해마다 어떤 기준에 의해 대상 

학년을 선정하는지 파악하지 못했으나, 각 학교도서관의 상황에 따라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4학년’은 공

공도서관에서 실시하는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의 주 대상이 되는 학년이기 때문에, 공공도서

관과 학교도서관에서 운영되는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장 많이 

얻고 있는 학년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항목 응답 수 백분율(%)

 1학년 2 8

 2학년 1 4

 3학년 0 0

 매년 다름 0 0

 전 학년 22 88

합계 25 100

<표 17>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중등, 복수 응답)

중학교의 경우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전 학년’이 22명(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1학년’이 2명(8%)으로 두 번째, ‘2학년’이 1명(4%)으로 세 번째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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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전 학년’이 가장 높은 비율이지만, 진학을 위한 학습의 비중에 차

이가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학년의 참여는 적을 것이다. 

항목 응답 수 백분율(%)

 1학년 1 25

 2학년 1 25

 3학년 0 0

 매년 다름 0 0

 전 학년 2 50

합계 4 100

<표 18>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고등, 복수 응답)

고등학교의 경우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전 학년’이 2명(5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1학년’이 1명(25%)으로 두 번째, ‘2학년’이 1명(25%)으로 세 번째를 차지

했다.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역시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전 학년’이 가장 높은 비

율이지만, 3학년의 참여는 거의 없을 것이다.

라.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 내용 관련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질문에서는 ‘만들기(20.8)%’가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서 ‘글쓰기(13.9%)’, ‘그리기(11.9%)’, ‘독서퀴즈(10.4%)’, ‘빛 그림 혹은 영화 

상영(8.9%)’의 순이었다.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상위 5개의 답변을 정리해 보면 ‘만들기’
나 ‘그리기’와 같은 ‘미술 활동’이 3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글쓰

기’는 독서교육의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로 ‘독서퀴즈’는 

참여 학생들이 가장 흥미로워 하는 내용 중 한 가지이다. 사서(교사)의 입장에서는 읽은 책의 

내용에 대해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골든벨의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어서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의 다섯 번째 비중을 차지한 활동은 ‘빛 그림 혹은 영화 상영’이
었고, 기타 답변으로는 ‘주제별 교과별 수업’, ‘마인드맵’, ‘한국사 수업 후 미니 유물 캐기’, 
‘영어스토리텔링’, ‘독서캠프’, ‘전통놀이와 레크리에이션’, ‘정보 활용 교육’, ‘신문 활용 교육

(NIE)’, ‘미술관 견학 및 문학기행’, ‘요리’ 등이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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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응답 수 백분율(%)

 글쓰기(독서감상문, 동시 등) 56 13.9

 토론 및 토의 30 7.4

 북 토크 26 6.4

 그리기(독서감상화 등) 48 11.9

 만들기(책 만들기, 북 아트 등 포함) 84 20.8

 독서퀴즈 42 10.4

 연극(역할놀이 및 인형극 포함) 20 4.95

 도서관 이용지도 20 4.95

 작가와의 만남 20 4.95

 빛 그림 혹은 영화 상영 36 8.9

 기타 22 5.45

합계 404 100

<표 19>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 내용(복수 응답)

2. 운영 방안 제안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 100곳의 학교도서관에서는 방학 중 독서교실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적정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설문 분석을 실시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설문에 참여한 학교 중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90%였고,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은 10%였다.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방학 중에는 도서관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

에’, ‘학생들이 모집되지 않아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학생들의 참여가 많은 학기 중에 운

영을 하기 때문’, ‘학생들이 보충수업을 하기 때문’이었다.

둘째,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 운영 목적은 ‘학생들의 독서흥미 고취’가 42명으로(36.8%)

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역할 알림’이 32명(28.1%), ‘학교도서

관 이용률 증진’이 26명(22.8%), ‘학생들의 독서능력 신장’이 14명(12.3%)이었다. 

셋째,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을 몇 회나 운영했는가를 물은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10회 이상’ 운영을 했다는 답변이 60명(66.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5회 이상~10회 미만’이 14명(15.6%), ‘3회 이상~5회 미만’이 10명(11.1%), 마지

막으로 ‘3회 미만’이 6명(6.6%)이었다.

넷째,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사
서(교사)(42.7%)’였다. 이어서 ‘학부모도우미’(23.3%)와 ‘외부 강사(23.3%)’의 비율이 같

고, 마지막으로 ‘학교 교사(10.7%)’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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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초․중․고등학교 모두 ‘전 학년’이 가장 많았다. 

여섯째,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만들기(20.8)%’를 선택해 실시하는 학교가 가

장 많았다. 이어서 ‘글쓰기(13.9%)’, ‘그리기(11.9%)’, ‘독서퀴즈(10.4%)’, ‘빛 그림 혹은 영

화 상영(8.9%)’의 순이었다.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상위 5개의 답변을 정리해 보면 ‘만들

기’나 ‘그리기’의 ‘미술 활동’이 32.7%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독서교실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참여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학사일정을 미리 파악하

여 학생들이 다른 행사나 시험과 겹치는 등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시점을 운영 기간으

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서교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서들은 학교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측면에서 권한이 거의 없다. 따

라서 학교장으로부터 독서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야 하고, 행정실로부

터는 적정 예산을 지원받아야 한다. 우선적으로 두 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독서교실 또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정 지원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독서교실 프로그램의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의미는 퇴

색된다. 따라서 적정 홍보를 통해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도서관 홈

페이지, SNS, 학교도서관 내 게시판, 학교 방송이나 신문 등의 매체, 도서부 학생, 학부모 도

우미를 두루 활용한 홍보와 모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독서는 행위의 주체가 다양한 영역의 정보를 얻고 대리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결국 긍정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돕는 최상의 방법이다. 따라서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

기까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고려가 되고 있다.

학생들의 독서흥미를 유발하고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방법 가운데 독서교실은 학교도서관

을 중심으로 여름과 겨울 방학 중에 실시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학기 중에는 학과 수업과 

학원 일정 등으로 바쁜 학생들을 배려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학 기간에 집중 독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방학독

서교실은 전국 대부분의 초등학교와 몇몇 중고등학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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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 주최의 독서 행사이다. 

학교도서관에서 운영되는 모든 활동 및 프로그램은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역할을 알

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하지만 독서교실 자체는 이런 목적에 앞서 독서습관 형성을 통한 독

서능력 및 독서흥미 신장, 나아가 독서활동을 통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서 학교도서관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을 위해 설

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는 바이다.

첫째,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방학독서교실 운영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는 독서활동보

다는 학습에 비중을 더 두는 현실의 반영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독서능력은 각 단계에 따른 

적정 지도와 경험을 통해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의 운영이 어렵다

면 다른 형태의 행사로 기획 및 운영되어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독서경험의 장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김윤주(2011)는 학교 도서관 활용을 통한 독서지도 방안 연구에서 전문계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지도 향상을 위해 도서관을 활용한 독서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 

뒤, 독서 체험 활동 성취도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는 학교 현실이 독서능력이 떨어지거나 독

서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없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없기 때문에, 도서관이 활성화 되고 독

서능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도서관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계획으로는 

만화책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독서 만화를 그려 전시하게 하고, 그리기에 소질이 있는 학생

들에게는 독서 포스터를 그리게 하였다. 책을 읽고 작가나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독서 신문을 만들게 하였다. 또한 1학년을 대상으로 책을 읽는 습관과 자기 

주도적 학습력 향상을 위해 매달 독후감 쓰기 대회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10월에는 3-4권의 

도서를 선정하여 모든 학생들이 독서 골든벨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다양한 기호를 가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아 도서관과 친해지고 마음의 양식도 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내용은 본 연구자의 제언을 뒷받침 하고 있다. 

둘째,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운

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학교도서관은 1인의 사서(교사)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여러 행사를 기획해서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을 기

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사나 학부모도우미, 도서위원 등의 도움을 받

아 필요한 인적 자원을 보강하고, 지속적인 성과 보고를 통해 필요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이 매 방학마다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

이다. 하지만 집중적으로 독서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1~2학년, 

3~4학년, 5~6학년과 같이 인접하고 있는 학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는 있다. 참여 대상 학년을 두 개씩 묶은 이유는 프로그램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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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적절한 구성이기 때문이다. 참여 학생들에 대한 구성이 끝나면 사서(교사)는 적정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 운영 목적이 ‘학생들의 독서흥미 고취’ 및 ‘독서능력 증진’에 

있다면 프로그램 내용과 활동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도서관 방학독서교실 프로

그램은 주제가 무엇이든 미술(그리기 및 만들기)과 작문 활동(쓰기)이 주가 된다. 따라서 두 

분야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쉽게 흥미를 잃기 때문에 독서흥미 고취와 독서능력 증진에 한

계가 있다. 그러므로 미술과 작문은 물론이고 연극, 음악 등의 여러 예술, 놀이와 게임, 퀴즈, 

견학 등의 체험 활동으로 다양성을 기한다면 참여 학생들의 독서흥미 또한 증진될 것이다. 

다섯째,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역할’을 알리고 ‘학교도서관 이용률 증진’을 위해서는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 운영 이외에도 여러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학교도서관의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

도 내 100곳의 학교도서관 사서(교사)들로부터 취합한 설문 분석 내용을 토대로 결론과 함

께 제안 사항을 도출해 보았다.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에게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사회의 

독서문화 공간이다. 특히 방학 때는 잠시 쉬고 있는 학교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곳이다. 따라

서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한다면, 참여 학생들이 독서는 물론 

여러 측면에서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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