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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 독서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환경 기반에서 효과적인 독서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독서지도 민간자격의 교육과정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된 
독서 패러다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독서지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주요 교육과정 사례에 
대한 심층적 검토와 분석을 통해 특장점을 모색한 후, 독서지도 분야 전문가들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의견수렴과 
검증 작업을 거쳐 독서지도 민간자격의 디지털 환경 기반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교육과정
은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된 독서지도의 주요 기능 및 목적을 달성하고 이를 독서지도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6가지의 교육영역, 21가지의 교과목, 82가지의 교과내용으로 각각 구성되어 설정되었다.

키워드: 독서지도, 독서교육, 독서지도 전문가, 교육과정, 디지털 환경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curriculum for the private certificates of reading instruction 
newly which can perform a reading instruction effectively in digital environment as the digital technology 
has changed the overall paradigm of reading. The curriculum for the private certificates of reading 
instruction was designed and proposed finally through deriving the implications over an study of the 
changes about reading paradigm in digital environment, searching the features and benefits over an 
in-depth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urriculum practices for training reading specialist,  
collecting the opinions and verification work over a Delphi survey of experts in the field of reading 
instruction. The finally developed curriculum consists of 6 kinds of training  area, 21 kinds of subject 
and 82 kinds of training course content respectively to achieve the main function and purpose of the 
changed reading instruction in digital environment and in order to train reading specialist capable of 
applying properly them in reading instruction field.

Keywords: Reading instruction, Reading education, Reading specialist, Curriculum, Digital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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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기주도적학습이중시되는지식정보사회에서는학습자가스스로정보를선택하여문제해결

을 추구하는 문제해결능력과 독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단순한읽기나독해위주로서의독서의관점이아니라정보를해석, 분석, 종합하는일련의정보

능력과정으로서독서를통하여교과의학습능력을제고시킨다는점에서모든학습영역에서독서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공교육현장에서독서교육을담당하고있는지도자는사서와교사집단으로,

방과후학교프로그램등각종민간영역에서독서교육또는독서지도를담당하는지도자는독서지

도 민간자격을 소지한 전문가집단으로 각각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독서교육

및독서지도전문가양성은국가기관이나공인된공교육기관이아니라각종민간기관에서다양

한독서지도관련자격과정을운영을통해서이루어지고있다. 민간기관에서독서지도관련전문

가를 양성하기 위한 시도는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라는 곳에서 시작하였고, 현재는 각 대학의

평생교육원, 한국독서학회 등 다양한 민간기관들에서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이러한민간기관의독서지도전문가양성프로그램은공적으로입증할만한교육과정의신

뢰성에는일부한계가있고, 교육프로그램의운영과정에서본래의취지에서벗어나영리적인방

향으로흐리기쉽다는우려도있어자칫독서지도및교육의질적저하를초래할수도있다. 이에

민간기관이배출하고있는독서지도전문가가제대로된교육과정과프로그램으로바람직한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디지털기술에의한환경변화는독서를하는사람들에게읽기와쓰기양식, 독서태도등

많은부분에있어서변화를가져다주고있다. 그동안전통적으로문자가중심을이루던독서환경

에서한번의클릭만으로도엄청난양의정보를검색을통해서읽어내는디지털독서형태로변모

함에따라, 이제인터넷상의웹사이트나파일형태의전자출판물을포함하여 ‘수많은정보와지식

을담고있는독서자료를분석, 종합, 추론, 판단하는능동적이며주체적인사고과정’으로서의독

서가자리잡고있다(고수진 2007, 14). 이런독서의제반환경및개념이전반적으로바뀌는독서

패러다임변화에따라독서지도에서도디지털환경에기반한패러다임의변화를필요로하고있

다. 새로운디지털환경에제대로적용시킬수있는새로운독서지도교육과정을마련하기위해서

는디지털환경으로변화되고있는독서매체, 독서개념및독서방식을면밀하게검토하고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련된 연구와 검토는 아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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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상황이다. 뿐만아니라다양한독서지도및교육현장에서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는독

서지도민간자격의교육과정들은이러한점들에대한충분한논의나성찰이없이디지털독서환

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독서지도민간자격의교육과정에대한분석과고찰을통해디지털환경에

제대로대처하고적용하기위한교육과정을새롭게설계하여제시하고자한다. 특히현재운영되

고 있는 다양한 독서지도 민간자격 중에서 한국전문대학문헌정보과교육협의회에서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거의유일하게 문헌정보학적기반 중심으로 운영되고있는 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에개설된 ‘어린이독서지도사’의 교육과정을중심으로개선함으로서, 디지털환경의도서관현장

에서 필요로 하는 바람직한 독서지도 전문가의 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연구는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해다음과같은연구내용을설정하여진행하였다. 첫째, 현재

의독서지도전문가양성을위한교육과정의문제점및개선사항을도출하기위해,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있는독서지도관련민간자격의종류및운영현황을조사․분석한다. 둘째, 디지털환경

에서의 독서 패러다임 변화를 정의하고 분석하여,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독서지도 전략을

구성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독서지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의

주요교육과정사례를비교․분석하여새로운독서지도민간자격교육과정을개발하기위한시사

점을도출하고설계과정에반영한다. 넷째, 이론적토대와도출된시사점, 우수사례분석등을통

해 디지털 환경 기반에서 적용할 수 있는 독서지도 민간자격 교육과정 설계 최초안을 제시한다.

다섯째, 독서지도분야관련전문가들의의견수렴및검토과정을거쳐, 최초로고안된독서지도

민간자격의 디지털 환경 기반 교육과정 설계안을 검증하고 수정한다.

본고는 위에서 열거한 본 연구의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서 문헌조사, 사례조사, 델파이 조사 등

아래와같은연구방법을통하여심층적으로진행하였다. 첫째, 독서지도의개념및필요성을제대로

정의하고국내․외독서지도및독서교육관련이론과선행연구를파악하고자각종문헌조사를실

시하였다. 둘째, 현재우리나라에서독서지도관련자격을수여하는단체는어떤것이있고, 그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는 지 등을 고찰하기 위하여 독서지도 민간자격의 종류, 현황에 대한 관련 문헌

및인터넷사이트등을검토하여분석하였다. 셋째, 디지털환경에서의독서매체및개념의변화, 독

서방식의변화, 디지털기반독서전략에대한정의및분석을위하여다양한선행연구및문헌을조

사하고검토하였다. 넷째, 현행독서지도전문가양성을위한교육과정에대한분석및시사점도출

을위해국내․외교육과정의주요사례를문헌및인터넷사이트를통해조사․분석하였다. 다섯째,

제시된독서지도민간자격교육과정설계안의적절성및타당성평가를통해객관적인검증및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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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도록 독서지도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델파이조사는교육목표나방향의설정, 교육과정의수립등과같이여러전문가들이중지

를모으고, 여러상이한견해들을조율․수렴하여합의된의견을도출할필요가있을때자주사

용한다(최병모, 김정호, 이준혁 2005, 56). 본 연구에서는 ‘독서지도민간자격’과관련된교육과정

및방법에대한선행연구가부족한상황에서독서지도민간자격부여를위한교육과정의기본방

향과주요내용을탐색하는데에는무리가따른다고판단되어연구의목적을가장효율적으로달

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델파이 조사 방법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델파이 조사는 전 단계

연구과정에서수행된문헌연구분석결과에따라개발된교육영역, 교과목및교과내용을기초로

하여 그적절성을 평가하고, 내용적 타당성과함께 제시된교육영역, 교과목, 교과내용들이 계층

적으로 적절한 그룹에 구분되거나 그룹핑되었는지에 대한 적절성을 주로 검증하도록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지금까지독서지도와관련된연구는주로독서지도의효과, 독서지도실태, 독서지도방안등에집

중되어수행되어왔었고, 독서지도전문가와관련된연구는독서지도분야전문가양성및자질, 교육

프로그램분석등관련된점을중심으로아주제한적으로이루어져왔다. 아래에서는본연구와밀접

하게 관련된 독서지도 전문가 양성 및 교육과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이삼형, 박희찬, 정옥년(2001)은 ‘독서교육전문가역할과양성’이라는연구를통하여독

서교육 전문가의 역할, 자질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독서교육 전문가의 역할을

세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독서교육 전문가에 필요한 아홉 가지 자질을 제시하였다.

이정희(2003)는 독서지도사 양성기관의 프로그램을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민간단체의 두

범주로나누어양성과정의전반적인현황을살펴보고, 각양성기관과수강자및독서교육전문가

를대상으로교육실태및요구를조사하고그결과를분석하여독서지도사양성프로그램운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명희(2007)는 미국 19개 문헌정보학대학원의독서교육관련 교과목의내용구성과우리나

라 32개대학문헌정보학과의독서교육관련교과목의운용상태를조사․분석하여대학문헌정보

학과의사서교사양성과정과관련한독서교육관련교과목의운용체계와문제점을분석하고개

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변우열(2008)은독서교육지도자가갖추어야할자질을살펴보고,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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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특징 및 교과과정을 각 각 비교하여 독서교육 지도자

양성을위한프로그램안을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미국의독서교육지도자양성프로그램은교육

학과국어교과를중심으로구성되어있고, 문해교육을중시하고있으며, 일본은독서교육의학문

적체계를중시하고여러가지독서활동을강조하며, 독서교육과관련된인접학문을강조하고있

고, 우리나라의경우는국어교과중심의프로그램으로읽기와독해중심으로구성되어있음을분

석하였다. 그래서독서교육지도자양성을위한교육프로그램은독서의 3요소인독자, 독서자료,

지도자를중심으로하고, 여기에이론과철학을포함시키고, 교육경험과실습을강조하며, 독서교

육과 관련이 있는 인접학문을 포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만수(2009)는독서교육에관련하여자격을수여하고있는민간단체를조사하고그교육과정

에대한논의를통해, 독서교육관련민간자격의교육과정들에대한분석을수행하였다. 그 결과

독서교육과관련하여자격을수여하는민간단체가지나치게많고, 수여되는자격증도주로민간

자격으로서독서지도사, 논술지도사, 독서치료사, 독서코치등으로나눌수있음을밝히고, 독서교

육과 관련된 자격증 수여는 민간자격이라도 통합 관리하는 주체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백혜림(2013)은특정독서분야의교육과정을수료하고자격증까지취득하는독서관련자격증

교육과사서직의독서전문가로서의전문성신장과의상관성을조사하여, 독서관련자격증교육을

활용한 독서전문가로서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선행연구에서주로살펴본독서지도전문가양성과관련된연구의연장선에서본연구는독서

지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의 주요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디지털 기술로 변화되고 있는

독서환경을고찰하여현재의디지털독서환경기반에서새롭게요구되는독서지도민간자격의교

육과정을 설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2. 독서지도의 개념 및 필요성

가. 독서지도의 개념

독서지도는독서교육과흔히혼용하여사용되는데, 때에따라서는독서지도와독서교육을구

분하여사용하기도한다. 독서지도는광의적인개념으로는독서에의한인간형성이라는의미로

독서교육과같은뜻으로사용되며, 협의적인개념으로는독서교육의방법론과그실천적접근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형성을 위한 독서하는 태도, 지식, 기술, 능력, 흥미, 습관의 형성 및 개발의

지도를말한다(양재한, 김수경, 김석임 2013, 73). 즉개개아동이당면하고있는생활현실과관

련하여그들의모든인식능력의발달에비추어가면서독서활동을통하여사물을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방법을 기르고 배우게 하는 독서교육의 실천적 활동을 의미한다.

광의적인개념의독서지도는 ‘초보단계의문자지도및독해지도에서부터도서의선택과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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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독서 기술 지도에 이르기까지 글과 책을 다루는 모든 행위’를 그 범주에 포함시킨 개념이며,

협의적인개념에서의독서지도란독서에의한인간 교육의방법론과 그실천적접근을중심으로

하여 상기한 범주 중 문자의 해독과 독해를 중심으로 한 ‘읽기 지도’ 또는 ‘독해 지도’를 제외한

범주의개념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학자에따라서는상기한두개념중전자를 ‘독서교육’, 후자

를 ‘독서지도’로구분하여정의를내리는이도있지만, 독서지도가가지고있는기능을보면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자료를어떠한발달단계에있는사람이어떠한목적의필요에따라서독서하

는것이좋은것인가의방법․기술에관한지도만이아니라그러한지도가효율적으로이루어지려

면읽어서이해하고비판하는기능을포함한독서활동의지도, 즉독해기능에관한지도까지를대

상으로하기때문에 ‘독서지도’는 ‘독서교육’의하위개념이아니라동등개념으로보는것이타당할

것이다(손정표 2010, 89-90). 독서지도의의의는한마디로개인이당면하고있는현실생활과관

련하여그들의모든인식능력의발달에비추어가면서독서활동을통하여사물을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방법을 기르고 배우게 하는 독서를 통한 인간교육의 실천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독서지도의 필요성

고도로발달된인쇄문화속에서생활하고있는현대인들은싫든좋든간에독서와동떨어진생

활을 해나가기 어렵다. 향상된 생활을 기대하고 자신의 충실한 생활을 추구하려한다면 무엇보다

생활경험을 풍부하게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독서를 통한 경험 확장이 필요한 것이다. 비록

학교교육에서국어교육을받았다고해서누구나제대로된독서를지속적으로추구한다고볼수

없다. 또한 독서를 지속적으로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올바른 독서를 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특히현대사회에서는다양한멀티미디어매체들의등장으로전통적인독서의저해요인도다양해

져가고있는추세이다. 이런시점에서올바른독서태도와습관, 독서방법과기술의습득으로부터

건전한독서를실행하기위해서는계획적이고의도적인독서지도의필요성이절실히요청된다. 구

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독서지도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손정표 2010, 91).

① 올바른 독서 습관을 기르고 스스로 독서하는 태도를 기른다.

②정보의홍수속에서독서자료선택의능력을기르고독서흥미의편향을막고균형잡힌독

서를 할 수 있다.

③ 성장 과정에 필요한 이해력과 감상력을 증진시켜 독서 효과를 높인다.

④ 독서를 통한 사고력 증진과 실질적인 응용능력을 기른다.

⑤ 독서문제아를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하여 인성 교육과 생활 지도의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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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서지도 민간자격 종류 및 현황

현재우리나라에서발행되고있는독서지도민간자격1)은그종류와발급기관이상당히다양한

실정이다. 먼저자격증의종류로는독서지도사, 어린이독서지도사, 미국교과영어독서지도사, 미술

독서지도사, 북라이크 독서지도사, 브레인창의독서지도사, 서양고전독서지도사, 성품독서지도사,

쑥쑥영어독서지도사, 아동독서지도사, 어린이영어독서지도사, 영어독서지도사, 영어동화독서지도

사, 유아독서지도사, 융합몰입독서지도사, 융합몰입영어독서지도사, 재능독서지도사, 진로독서지

도사, 창의독서지도사, 통합독서지도사, 학습만화독서지도사등을들수있다. 학계에서논란은있

으나유사자격증인논술지도, 독서코칭등의관련자격까지포함하면그종류는훨씬더늘어나

는데, 논술지도 관련 자격증의 종류로는 논술지도사, 역사논술지도사, 토론논술지도사, 방과후독

서논술지도사, 독서논술지도사, 몬테쏘리독서논술지도사, 중등논술지도사, 논리논술지도사, 중등

통합논술지도사, 독서코칭관련자격증의종류로는독서코칭지도사, 독서코칭상담사, 독서코칭전

문가, 독서코치, 책놀이독서코치지도사등을들수있다. 본연구의주대상인독서지도민간자격

증의 종류와 그 자격관리단체를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독서지도사는어린이와청소년을대상으로독서교육프로그램을개발, 적용, 평가하는업무를수행

한다. 또한학생들에게체계적인독서지도를통해책의내용을올바르게이해하고분석할수있는능

력을심어주는교사의역할을하며, 독서교육에대한학습상담및교육적자문을수행하기도한다. 현

재독서지도의대상및주제에따라영어독서지도사, 진로독서지도사, 유아독서지도사등으로세분화

가이루어지고있기도하다. 독서지도사로활동하기위해서는국가자격시험등을통해서가아니라민

간자격취득을통해서가능하다. 현재다수의민간기관에서별도의응시자격과검정기준을가지고독

서지도사자격시험을시행하고있다. 2014년 7월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민간자격관리운영센터

에등록된독서지도사민간자격증발급기관은 114개소에이르고있다. 발급기관마다독서지도사의

성격과활용도가다르고자격증취득을위한교육내용구성도제각각의특성에맞게이루어지고있다.

유사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논술지도사는 아동과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글쓰기 지도, 토론

및 표현 기법, 문학과 신문사설 분석, 논술교육 등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논술지도의 주제 및 대상에 따라 역사논술지도사, 과학논술지도사, 중등논술지도사 등으로 세분

화가이루어지고있기도하다. 독서지도사와마찬가지로논술지도사로활동하기위해서는국가자

격시험등을통해서가아니라민간자격취득을통해서가능하다. 현재다수의민간기관에서별도

의응시자격과검정기준을가지고논술지도사자격시험을시행하고있다. 논술지도사가진출하는

분야로는관련사설학원을운영하거나논술강사또는초등학교특기적성교사등으로활동할수

1) 우리나라의 민간자격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국가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관리운영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격증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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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격증 자격관리기관

1 독서지도사

(사)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 (사)
한국독서문화재단, 한국리딩아트협회, (사)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평생교육능력
개발원, (사)한국전문자격협회, (사)평생교육진흥연구회, (사)국제민간자격전문협회, ㈜장
원교육, 월드작은도서관협회, (사)한국청소년문화교류연맹, (사)한국문화교육협회, (사)기
독교문화선교총회, 청소년코칭협회, (사)한국평생교육평가원, 케이애듀코칭, 한국언어능력
평가원, (사)한국독서문화재단, 청소년코칭협회, 한국독서논술교육평가연구회, 풀잎문화연
합회, 세계독서치료학회, (사)가온누리, (사)한국청소년육성협회, 한국민간자격개발원(주), 
(주)장원교육, (주)엘투이엔아이이, (사)한국독서능력개발원, 한국교육평가인증원, 한울평
생교육협회, (주)로직아이리딩교육원, 미래창의영재교육연구원, 글로벌평생교육원, 대교씨
에스에이, (사)한국심리상담전문학회, 한국상담협회, (사)대한독서문화예술협회, 한국평생
학습개발원, 전국통합심리상담협회, 한국평생교육연구회, (사)전국독서새물결모임, 대한심
리상담협회, (사)국제문화예능포럼, 하람교육개발원, 한국비전교육협회, 한국예술공예문화
원, 평생교육진흥회, (사)한국독서교육실천연합, 한국지식자원개발원, 국제강사협회

2 어린이독서지도사 (사)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3 미국교과영어독서지도사 (주)리딩세상
4 미술독서지도사 월드작은도서관협회
5 북라이크독서지도사 국제아이엠리더클럽
6 브레인창의독서지도사 한국상담교육협회
7 서양고전독서지도사 (사)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8 성품독서지도사 (사)국제문화예능포럼사단법인, 한국심리상담전문학회, (사)해피엘, 한국상담협회
9 쑥쑥영어독서지도사 (주)드림미즈
10  아동독서지도사 (사)평생교육진흥연구회, (주)한국원격평생교육원, (사)아리울역사문화
11 어린이영어독서지도사 한국기초학력평가원, 서울디지털대학교

12 영어독서지도사

한국독서논술교육평가연구회, 월드작은도서관협회, 미래창의영재교육연구원, 주식회사에
듀온, 부산광역시사립작은도서관협회, 한국문화교육개발원주식회사, 고려사이버대학교, 국
제자격원, 청소년코칭협회, 사단법인국제민간자격전문협회, (사)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
원협의회, 타임스퀘어어학원, 이플문화센터, 에듀메트로평생교육원, (주)와이비엠시사닷컴

13 영어동화독서지도사 (사)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14 유아독서지도사 (사)경기미래,(사)한국독서능력개발원,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15 융합몰입독서지도사 주식회사한국상담협회, (주)글로벌코칭교육원
16 융합몰입영어독서지도사 주식회사한국상담협회
17 재능독서지도사 (주)재능교육
18 진로독서지도사 한겨레교육주식회사, 아빠맘연구소
19 창의독서지도사 (주)드림미즈, 사회적협동조합경기창의영재교육원
20 통합독서지도사 (주)교원
21 학습만화독서지도사 (사)쉐어더워드

<표 1> 독서지도 민간자격의 종류 및 자격관리기관 현황

도있다. 2014년 7월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민간자격관리운영센터에등록된논술지도사민

간자격증 발급 기관은 130개소에 이르고 있다.

독서코칭지도사는독자가효율적으로책을읽고그내용을효과적으로이해한후에삶에적용

할수있도록독서를매개로코칭을받는사람의잠재력을최대로끌어올리기위한코칭스킬과

프로세스를제공하는전문가이다. 독서코칭은독자가당면한많은문제들속에서책을통해서스

스로판단하고헤쳐나갈수있는방법을찾도록돕는것으로, 책을읽고과거와현재, 미래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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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들에대하여능동적으로대처함으로써더나은삶을살수있는역량을기르도록돕기위한독

서법콘텐츠다. 독서지도사와마찬가지로독서코칭지도사로활동하기위해서는국가자격시험등

을통해서가아니라민간자격취득을통해서가능하다. 현재다수의민간기관에서별도의응시자

격과 검정기준을 가지고 독서코칭지도사, 독서코칭전문가, 독서코치 등의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2014년 7월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관리운영센터에 등록된 독서코칭지도사

민간자격증발급기관은 12개소에이르고있다. 독서코칭전문가는독서의과정을통해당면문제

등을 해결해나가도록 돕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독서교육전문가로 꼽히고 있다.

Ⅲ. 디지털 환경에서의 독서

1. 독서매체 및 개념의 변화

가. 독서매체의 변화

현대사회미디어환경의핵심은디지털기술이라고할수있고, 이런디지털기술에기반한현

재의독서환경은무엇보다도디지털미디어환경의조성으로큰변화를맞이하고있다. 디지털기

술의발달로미디어환경이급속히변화하면서말과문장에기반하던정보의내용과정보전달방식

이이전과는큰차이를보인다. 말과문장에기반하던정보전달이점차디지털방식에기대면서

문자보다는영상과소리가많이사용되고있다. 정보자체가문자에서시청각적인것으로변화함

에 따라 우리가 정보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되고 디지털 정보처리 방식에 의해 정보에 접근해

가는방법또한달라지고있다(최병우 2000, 31). 문자, 영상, 동영상, 음성(음향) 등이다매체환경

에서디지털통신기술과결합하여자유롭게교환되고, 또한대중미디어를통해이용됨으로써문

자보다는시청각적인코드가중심을이루는형태의정보가증가하게되었다. 이는전통적으로문

자가 중심을 이루던 독서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게되었다. 즉, 디지털 다매체 환경에서

독자들은읽기보다보기를지향하게된다. 디지털미디어환경속에서다양한형태로제공되는정

보는 전통적인 독서 매체였던 인쇄물의선형적, 순차적 구성 형태를 벗어나, 정보의홍수속에서

필요한정보를보다쉽고빠르게접근할수있는방법적대안을강구하게된다(김미량 2000, 66).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결과론적으로 독서 매체의 확장을 가져왔다. 즉 책으로

대표되던인쇄매체는물론, 소리, 음성, 그래픽, 애니메이션, 비디오, 동영상등여러유형의매체

가통합되는환경이구현되고있는것이다. 디지털환경에서의새로운개념의독서환경은하이퍼

텍스트, 하이퍼미디어, 멀티미디어등의세가지개념으로대표되며이개념들이통합적으로적용

된새로운독서공간을웹이라고할수있다(김미량 2000, 70). 하이퍼텍스트, 멀티미디어, 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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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는 매체와 매체 사이의 다양한 상호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작용적 특성과 여러 가지

코드가통합적으로구현되는복합적특성과밀접하게관련되며웹은디지털정보가유무선통신

망을통해상호연결되는정보네트워크적특성과관련된다. 이러한현상과특성들은독서매체가

인쇄매체에국한되지않고다양한디지털미디어로확장되는계기를가져왔으며비선형적인읽기

라는 새로운 독서방식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나. 독서 개념의 변화

독서는전통적으로문자화된글을 읽는것을가리켜왔다. 그러나오늘날의 다매체환경에서의

독서는글을해독하는단순한차원을넘어서는정보이해능력이요구되고있으며, 정보를받아들이

는통로또한글이나책에만한정되지않는다. 그래서독서를단순히문자의해독수준에서이해하

기보다는정보처리과정과내용처리과정을함께고려하여그사회가요구하는지적정보습득의

과정을포함하는것으로새롭게정의해야할필요성이대두된다. 현대의독서개념은이제인터넷상

의 웹사이트나 파일 형태의 전자출판물을 포함하여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담고 있는 독서자료를

분석, 종합, 추론, 판단하는능동적이며주체적인사고과정’으로정리할수있다(고수진 2007, 14).

오늘날변화하고있는독서의개념을크게세가지관점으로정리하자면,첫째, ‘문자중심의독서에

서시청각중심의독서로변화’한다는점을들수있다. 이는디지털시대에여러가지코드가동시적

으로나타나는현상, 즉디지털미디어가지닌멀티미디어적속성과직결된다. 하나의화면속에문자

와영상, 소리, 음악, 음향, 동영상등이함께공존하는미디어환경속에서는독서는문자를중심으로

이루어지던것에서벗어나시각과청각모두를활용하는새로운형식의독서로변화할수밖에없다.

둘째, ‘심화형독서에서확산형독서로의변화’를말할수있다. 이는디지털미디어가지닌하이퍼텍스

트적인속성에기인한다. 독자는글을읽으면서마음가는대로얼마든지하이퍼링크함으로써텍스트를

순차적으로읽지않고하이퍼텍스트상의여기저기를옮겨다니면서비순차적으로여러자료들을함께

읽는확산형독서를할수있게된다.셋째, ‘일방형독서에서양방형독서로의변화’이다. 이는디지털

미디어가지닌상호작용적인속성에기인한것이다. 기존에는작자의글을주어진대로받아들이기만

하는일방향적인독서가일반적이었지만, 쌍방향커뮤니케이션이가능해진디지털미디어가보편화되

면서작자와자유롭게소통하면서작자의글쓰기에직접적으로관여하기도하고작자의도움을받으

면서 글을 읽을 수도 있는 양방향적인 독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최병우 2006, 63).

2. 독서방식의 변화

독서방식 즉, 읽기의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역사적으로 읽기는 ‘음독’에서

‘묵독’을 거쳐 ‘시청각으로 읽기(영상미디어 감상)’와 ‘반응적 읽기(인터넷 읽기)’의 단계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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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교육과정 설계시 반영할 디지털 환경변화 요인

해왔다(최병우, 2006). 과학기술의발달로사진이등장하고영화나비디오등이새로운미디어로

등장하자 전통적인독서 방식에덧붙여 등장한것이 ‘시청각으로읽기’이다. 이는 영상 미디어를

보고시청각을동원하여그내용을파악하는것을말한다. 영상미디어는책에비해읽기의과정이

매우수동적이며인간의상상력이나사고력을약화시킨다는비판도있는한편, 인간의지각을긴

장시켜비판적인사고력을촉진시켜준다는주장을하기도한다(Benjamin 1983, 58). 어느것이

건 기술 상상력을 동원하여 내용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읽기 방식과는 구별된다. 그리고

‘반응적으로 읽기’는 문자, 영상, 음향, 음악, 음성, 동영상 등이 디지털 기술에 의해 복합적으로

구현된디지털미디어를통하면서이루어지는독서방식이다. 즉디지털미디어이용자는다양한형

태의정보를중첩시킴으로써새로운의미를찾아가게되는데, 이때는기존의읽기방식과는달리

미디어에 반응하며 사유하는 방식으로 읽기의 과정이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들을 감안하여 디지털 환경의 영향으로 바뀐 독서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읽기보다 보기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속적인 사색이 필요한 읽기보다는

시청각적인감각에의존하는보기위주의독서경향과직결된다. 둘째는선형적인읽기에서비선

형적인읽기방식으로변화하는점을들수있다. 하나의정보에대해수많은관련된자료를연결

시켜하이퍼링크를통해자유자재로필요한정보를검색해가면서텍스트를읽어나가는것이디

지털미디어 환경에서 가능해진 것이다. 셋째는 진지한 글 읽기에서 빠르고 가벼운 글 읽기로의

변모를들수있다. 이는앞의두가지독서방식, 즉보기를지향하고비선형적인읽기방식으로

변화하는양상의자연스러운결과라고볼수가있겠다. 따라서지적긴장을수반해야하는진지한

글 읽기는 인쇄매체인 책에 의존하게 되고,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의

빠르고 가벼운 독서가 주류를 이루는 경향을 띠게 되는 것이다(최병우 2000, 33).

본연구에서제시하고자하는독서지도민간자격에대한교육과정은디지털기술로변화된이러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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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의독서패러다임을제대로분석․검토하여,궁극적으로디지털기반환경에서효과적인독서지도를

수행할수있도록설계하고자하는차원에서그시사점을 <그림 1>에서와같이설정하고자한다.

3. 디지털 기반 독서전략

디지털 기반 독서는 시․공간적 제한을 극복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독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하이퍼텍스트와하이퍼링크를통해서필요한자료의검색을자유자재로할수있도록한

다. 특히독서의필수적인요소인배경지식을전통적인독서에서보다디지털기반독서에서훨씬많

이축적할수있는장점이있다. 따라서디지털기반독서는필요한배경지식과간접체험을극대화

하도록독서의계기나동기를부여하기때문에이용자가주체적이며능동적으로독서행위를할수

있도록유도한다. 이러한디지털기반의독서또한문자해독이전제되어야한다는관점에서본다면

전통적인독서전략을디지털기반에서그대로활용할수도있겠지만, 새로운디지털환경에적합한

독서전략을 제대로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독서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최영임(2014)은 ‘웹기반독서전략모형연구’에서다수의이용자가함께활용할수있는웹기반

독서전략모형을제시하고있는데, 이는디지털기반독서전략모형구축에대한이론적기초의마

련과함께독서교육현장에서의응용을활성화하려는목적을가진다고밝히고있다. 이연구에서는

웹기반의접근독서패러다임에서기존의독서전략보다더효과적이거나강조되어야할전략들을

소개하고있는데, 이는이용자가원하는자료를검색하여분석한뒤적절한자료를읽고자신의느

낌이나감상을글쓰기를통하여정리하며, 다른사람들과의평가를통하여내면화되는과정에서각

단계별로필요한전략들을말한다. 결과적으로, 웹이나디지털기반에서효과적인독서를위해독서

의궁극적인목적을주요키워드로삼고그목적을달성하기위한 6가지요소를추출하여최종적인

웹 기반 독서전략모형을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그 상세한 구성 요인은 아래 <표 2>와 같다.

독서전략 하위전략 독서전략 하위전략

정보검색 전략

자료 탐색

쓰기 전략

재구성하여 쓰기 전략

자료 선정 서평 쓰기 전략

자료 조직 독서 일기 전략

개인화 전략

개인 프로파일 실시간 채팅 전략

RSS 전략 참여 전략

스팟백 전략
평가 전략

자료 평가 전략

읽기 전략

밑줄 긋기 전략 자료 재평가 전략

메모 읽기 전략

초인지 전략
자기 조정 전략

재조합하여 읽기 전략
자기 통제 전략자료 비교 읽기 전략

<표 2> 웹 기반 독서전략 구성 요인(최영임 2014,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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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독서지도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사례 분석

1. IRA의 독서지도 전문가 기준

IRA(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국제독서협회)는이미 1960년대에독서지도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기본자질, 양성 프로그램, 교육과정 및 지도법 등을 포괄하는 「독서지도 전문가에

대한 기준(Standards for Reading Professionals)」을 제시하고 있고, 그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었는데가장최근의개정판이 2010년에개정된기준이다. IRA에서는독서지도전문가에

대하여학교나지역의독서능력을향상시키는목적을가진전문가로서, 독서지도교육, 독서코칭

및학교독서프로그램을선도하는임무를가진다고적시하고있다. 특히독서지도전문가는독서

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사의 역할, 학교나 지역 단위 독서 및 문해 프로그램의

독서/문해코치또는코디네이터의역할, 이러한점들이조합된복합역할등을수행한다. 이러한

역할을좀더상세하게살펴보자면, 첫째학교는물론지역사회에서독서부진아를위해집중적

인보충교육을수행하는교사의역할을수행한다. 둘째, 교사들에게학생들의학습을향상시키고

다양한지도프로그램을개선시키기위한다양한교수프로그램을제공하고, 이것의실천을지원

하여교사들의전문성을개발하는데기여하는독서코치혹은문해코치역할을수행한다. 셋째,

지역이나학교의독서및문해프로그램을개발하고, 지도하고, 평가하는역할을담당하는독서지

도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IRA는 독서지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독서지도 전문가에 대한 기준

(Standards for Reading Professionals) 의 ‘기준 2. 교육과정과지도법’에서다루고있는데, 그것

을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구분 교육과정

요소 2.1 리터리시에 대한 기초지식

요소 2.1 독서지도계획

요소 2.1 독서지도방법

요소 2.2 독서자료선택

요소 2.2 균형잡히고 동기부여적인 읽기 및 쓰기 지도

요소 2.3 전통적인 인쇄자료 및 디지털, 온라인 자료에 대한 포괄적 읽기 전략

요소 2.3 다양한 장르, 관점, 미디어 및 통신기술을 통합하는 읽기 및 쓰기 경험

<표 3> IRA(국제독서협회)의 ‘교육과정 및 지도법’ 기준(IR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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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LSC의 독서지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미국도서관협회의어린이도서관분과에서는교육과정중의하나로서 ‘독서지도및아동도서

(Reading Instruction and Children's Books)’를 운영하고있는데, 이 과정에서는주로어린이도서

관사서들에게독서지도를위한다양한방법론에대한이해와학생들의학년별수준에맞는독서

자료를선정하는방법을제시하고한다. 이러한관점에서어린이들이읽을필요가있는책, 연속

간행물, 웹사이트, 기타자료들을 평가하는법을 교육한다. 사서들은이 과정을통하여 부모들에

게학년별수준에맞는독서자료선정에대한설명을제대로할수있고, 교사및어린이들과보다

효과적으로의사소통할수있는전략을기를수있는것이다. ALSC(미국도서관협회어린이도서

관분과 The Association for Library Service to Children)에서개설하고있는 ‘독서지도및아동

도서(Reading Instruction and Children's Books)’의 교육과정은아래와같이 5가지큰범주의교

육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다(ALSC 2014, Home Page).

∙어린이 독서자료 선택

∙어린이 독서지도 방법

∙수준별 독서자료

∙도서관이용자의 읽기 지도

∙독서지도 주체별 지도방법

3. 버지니아대학의 독서지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미국에서는 IRA(국제독서협회)의 ‘독서지도 전문가를 위한 기준(Standards for Reading

Professionals(2010))’에 근거하여 각 주 및 대학별로 각기 차별된 독서지도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먼저 버지니아대학교 교육대학(University of Virginia, Curry School of

Education)에서운영하고있는독서지도전문가양성프로그램을살펴본다. 버지니아대학의독서

지도전문가양성프로그램은독서전문가(Reading Specialist) 자격의교육을위해주정부에의해

인가된 과정이다. 이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모두 지도할 수

있는과정으로서전체 30학점으로운영되는데, 독서 분야의 24학점과유사분야의 6학점으로구

성되어 있다. 상세한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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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핵심(Reading Core) 과정 유사(Cognates) 과정

독서지도 기초 아동문학

교과 독서(내용 교과에서의 독서) 청소년문학

단어 연구; 언구구조와 발음 어린이 성장과 발달

독서진단 및 교정 어린이 학습 및 개발

독서진단 실습 인간의 성장과 발달

독서교정 실습

리터러시, 리더십 및 코칭

효과적인 독서프로그램

<표 4> 버지니아대학 독서지도 전문가 과정의 ‘교육과정’(University of Virginia 2014)

4. 피츠버그대학의 독서지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교육대학(University of Pittsburgh School of Education)에서 운영하고

있는독서지도전문가양성프로그램은대학원석사과정과자격과정으로운영되고있다. 이프로

그램은 IRA(국제독서협회)의 ‘독서지도전문가를위한기준(Standards for Reading Professionals

(2010))에 제시된 사항들을 따르고 있으며, 유치원생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 전체를

지도할수있는독서지도전문가양성과정이다. 본과정에입학하기위해서는교사자격이필수적

으로요구되고, 선수과목으로이수되어야할 21학점과본과정의 24학점으로전체교육과정이구

성되어 있다. 상세한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선수 과목 본 과정

읽기지도 또는 언어 교육 언어와 언어시스템

인력개발 또는 교육심리학 독해 및 어휘

어린이 또는 청소년 문학 리터리시 평가 및 중재 모델

영어학습자를 위한 지도 초등학생 리터리시 실습

특수교육의 기초 학문적 독해

(초등 또는 중등)교실에서의 장애학생 지도 청소년 리터리시 실습

통합환경에서의 장애 어린이를 위한 리터리시 지도 및 평가 글쓰기 지도의 이론과 실제

학교 리터리시 프로그램의 리더십

<표 5> 피츠버그대학 독서지도 전문가 과정의 ‘교육과정’(University of Pittsburgh 2014) 

5. 한국독서학회 독서지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한국독서학회는독서지도전문가양성을위하여 2000년후반부터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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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가’ 양성을위한자격규정과교육과정을개발하기위한기초연구를실시하였고, 이연구

의 결과를 기초로 2003년 6월에 독서교육 전문가의 유형과 자격규정 그리고 표준 교육과정 및

운영지침을제시하였다. 한국독서학회에서규정하고있는독서교육전문가양성프로그램의표준

교육과정은 1, 2, 3급지도자과정모두 120시간을기준으로하고있으며, 교과목은단계별로 7개

과목으로구성되어있다. 교육과정은 3급, 2급, 1급의단계별심화과정형식으로편성되어있는데,

각 단계별 상세한 교육과정은 아래 <표 6>과 같다.

3급 교과목 (총 120시간) 2급 교과목 (총 120시간) 1급 교과목 (총 120시간)

독서교육 개론 독서 문제의 진단 읽기 및 학습 장애

발달적 독서지도 교정적 독서 지도 독서 연구 세미나

독서 자료론 교과 학습 독서 독서 교육 연구

독서지도 방법론 초등 독서 지도 독서 프로그램 조직과 운영

독서력 평가 중등 독서 지도 독서와 인성 지도

독서 및 인지 심리학 문학 활용 독서 지도 독서 지도 리더십

독서와 가치관 교육 매체 환경과 독서 독서 교육과정 개발

<표 6> 한국독서학회의 독서교육 전문가 과정 ‘표준 교육과정’(한국독서학회 2014) 

6.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의 독서지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는 1992년우리나라최초로독서지도전문가양성과정을개설한후, 민

간영역에서우리나라의독서지도전문가양성에큰기여를해온기관으로평가할수있다. 한우

리독서문화운동본부에서는 현재 독서·토론·논술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

는데, 특히독서지도전문가과정은어린이와청소년의독서지도를담당하는 ‘독서지도사’와유아

기아동의독서지도를담당하는 ‘유아독서지도사’로 구분하여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상세한

교육과정은 아래 <표 7>과 같다.

교육영역 교육과목

독서교육론

독서와 독서지도의 이해
아동발달과 독서교육 

학습 지도와 상담의 실제 
교육의 기본적 이해 
교육학 일반 이론 

독서자료론

아동문학의 이해 
도서 선정 원리 

도서 종류별 독서 지도 
읽기 방법 지도 

<표 7>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의 ‘독서지도사’ 교육과정(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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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논술지도론
글쓰기 지도 

독서 논술 지도 
서평식 독서 감상문 쓰기 

독서지도방법론

독서 전 지도 
토의․토론 지도
독서 후 지도 

독서 지도 준비와 지도 계획안 작성 

7. 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독서지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에서는전국대학의평생교육원을통하여학부모, 교사, 학부생이나대학

원생등독서지도에관심이있는사람이면누구나참여할수있는독서지도전문가양성프로그램을

개설하여운영하고있다. 특히 2002년에개설된 ‘어린이독서지도사’ 과정은도서관에서의전문적인독

서지도를위한사서-어린이-부모-전문가를연결해줄수있는독서지도전문가양성프로그램의필요

성이제기되어, ‘한국전문대학문헌정보과교육협의회’ 차원에서주도하여개설된자격과정이다. 그결

과현재전국의모든전문대학문헌정보과와문헌정보학전공이있는4년제대학몇개교에서 ‘어린이

독서지도사’ 양성프로그램을운영중이다. 현재우리나라에개설되어있는대다수의독서지도민간자

격들이어문학, 교육학등의학문적기반위에서설계되고운영중인데반해서거의유일하게 ‘문헌정

보학’의학문적기반으로설계되고운영되는독서지도전문가양성프로그램으로꼽을수있다. 현재,

14개 교과목 총 120시간의 과정으로 구성되어진 상세한 교육과정은 아래 <표 8>과 같다.

순위 구 분 교과명 시수

1 필수 어린이와 어린이 독서환경 4

2 필수 어린이의 발달단계와 독서교육 6

3 필수 어린이독서지도 6

3 필수 어린이 독서자료에 대한 이해 10

5 필수 어린이 독서자료의 활용 20

6 필수 이야기를 통한 어린이 독서지도 8

6 필수 예술활동을 통한 어린이 독서지도 6

7 필수 쓰기를 통한 어린이 독서지도 20

9 필수 교과 독서교육 8

10 필수 어린이 독서치료 14

12 필수 어린이 독서클리닉 6

12 필수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6

13 필수 어린이 독서문화 행사 만들기 3

13 필수 어린이 독서환경 개선을 위한 독서문화운동 3

<표 8> 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의 ‘어린이독서지도사’ 교육과정(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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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디지털 환경 기반 교육과정 설계

1. 최초안 설계

먼저, 본 연구는 현재의 독서지도 민간자격의 종류, 현황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기존의

민간자격 교육과정에서 개선해야할 점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개발되도록 시도하였다. 둘째, 디

지털환경에서의독서매체및개념의변화, 독서방식의변화, 디지털기반독서전략등디지털환

경에서의독서패러다임변화를정의하고분석하여, 변화되고있는독서패러다임및환경에맞는

새로운 독서지도 전략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 환경 기반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셋째, 독서지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양성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특히 IRA 기준 및 ALSC의 독서지도

전문가양성을위한교육과정을적극적으로벤치마킹하여국제적으로제시되고있는표준교육영

역과교과목이교육과정에반영되도록하였다. 이런점을종합하여독서지도민간자격의디지털

환경기반교육과정개발을위해 1차로제시된교육과정체계는크게교육순서, 교육영역, 교과목,

교과내용의 네 가지 요소로 설정하였다.

네가지구성요소에따라구체적인독서지도민간자격의디지털환경기반교육과정을설계하

였는데, 첫째, 교육순서와교육영역은문헌연구및사례분석등에기반하여 ‘정보리터러시, 발달단

계와 독서교육, 독서자료, 독서 지도방법, 독서진단 및 치료, 독서평가, 독서환경 및 독서운동’의

순서대로일곱가지순서와영역을설정하였다. 둘째, 각 교육영역에서는영역별성격을고려하여

교과목을 설정하였는데, ‘정보리터러시’ 영역에서는 ‘리터러시 개념, 리터러시 능력, 리터러시 교

육’을, ‘발달단계와독서교육’ 영역에서는 ‘어린이발달단계와독서교육, 어린이독서지도’를, ‘독서

자료’ 영역에서는 ‘독서자료에대한이해, 독서자료의활용, 디지털자료에대한이해’를, ‘독서지

도방법’ 영역에서는 ‘읽기를 통한 독서지도, 독서토론을 통한 독서지도, 예술활동을 통한 독서지

도, 쓰기를통한독서지도, 교과독서교육, 독서문화행사만들기’를, ‘독서진단및치료’ 영역에서

는 ‘독서문제의진단, 독서치료, 어린이독서클리닉, 책읽기를통한정신치료’를, ‘독서평가’ 영역에

서는 ‘독서자료 평가, 독서력 평가’를, ‘독서환경 및 독서문화운동’ 영역에서는 ‘어린이 독서환경,

독서환경개선을위한독서문화운동, 독서와윤리’를 각교과목으로설정하였다. 셋째, 각 교육영

역에따라설계된교과목별로 2～6개의항목으로구성된교과내용을구성하였는데, 총 23개의교

과목별 상세한 교과내용을 아래 <표 9>와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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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교육영역 교과명 교과내용
선행연구 및 

시사점 반영2)

1 정보
리터러시

IIRA,
버지니아대학,
피츠버그대학

리터러시 개념

IIRA,
- 문자 리터러시 
- 컴퓨터 리터러시
- 미디어 리터러시
- 정보 리터러시

디지털 독서환경
(독서 개념)

리터러시 능력

IIRA, 
피츠버그대학

- 정보자료 탐색 
- 정보자료 분석
- 정보자료 평가 
- 커뮤니케이션

피츠버그대학,
최영임(2014)

리터러시 교육

IIRA,
피츠버그대학

-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이해
- 독서교육과 미디어 교육
- 독서능력과 정보리터러시 

디지털 독서환경
(독서 매체)

2 발달단계와
독서교육

한국독서학회

어린이의 발달단계와 
독서교육

한우리독서문화본부,
*

- 어린이의 정서, 심리, 인지발달단계
- 언어의 발달
- 독서능력의 발달 

한우리독서문화본부,
*

어린이독서지도

*
- 연령별 발달의 특성과 독서지도 방법
- 독해이론
- 독서수준과 과정

한우리독서문화본부,
*

3 독서자료

IRA, ALSC, 한국독서
학회, 한우리독서문화본부

독서자료에 대한 
이해

ALSC, *
- 독서자료의 종류 및 특성
- 어린이 책 출판에 대한 이해
- 장르별 독서자료에 대한 이해와 선정기준

ALSC, *

독서자료의 활용

버지니아대학, 
피츠버그대학, *

- 동요, 동시
- 그림책
- 옛이야기와 신화
- 우리나라 창작 동화
- 외국의 창작동화
- 역사/ 인물 자료
- 과학/ 환경 자료
- 신문/ 잡지 자료

버지니아대학,
피츠버그대학, 

한우리독서문화본부,
*

디지털 자료에 
대한 이해

디지털 독서환경
- 디지털 시대의 독서 매체
- 디지털 시대 독서개념의 변화
- 디지털 시대 독서방식의 변화
- 디지털 자료의 특성  
- 개인화 및 저작, 멀티미디어, 상호작용, 연계 기능

디지털 독서환경

<표 9> 독서지도 민간자격의 디지털 환경 기반 교육과정 설계 최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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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서지도 방법

IRA, ALSC, 한국독서
학회, 한우리독서문화본부

읽기를 통한 
독서지도

IRA, ALSC, 피츠버그
대학, *, 한우리독서문화

본부
- 읽기의 이해
- 비문학 읽기 지도
- 디지털, 온라인 자료에 대한 포괄적 읽기 전략
- 다양한 장르, 관점, 미디어 및 통신기술을 통합하

는 읽기 경험
- 읽기 방법의 실제(스토리텔링, 동화구연, 북토크 등)

디지털 독서환경
(독서개념, 독서방식),

IRA, ALSC, *, 피츠버
그대학, 한우리독서문화

본부

독서토론을 통한 
독서지도

한우리독서문화본부, *
- 독서토론의 개념과 방향
- 독서토론을 위한 발문 작성
- 독서토론의 실제

한우리독서문화본부, *

예술활동을 통한 
독서지도

*
- 드라마를 통한 독서지도(인형극, 동극, 무언극 등)
- 창조적 미술활동을 통한 독서지도 *

쓰기를 통한 독서지도

IRA, ALSC, *, 피츠버
그대학, 한우리독서문화

본부
- 글쓰기 실제(독서록 작성, 독서감상문, 독서신문 

만들기, 독서퀴즈 만들기 등)
- 어린이 글쓰기 교육(일기, 생활문, 주장하는 글, 

시, 관찰･조사 기록, 첨삭지도, 맞춤법 지도, 실시
간 채팅 전략)

- 다양한 장르, 관점, 미디어 및 통신기술을 통합하
는 쓰기 경험

IRA, 피츠버그대학, 한
우리독서문화본부,

*

교과 독서교육

IRA, *, 버지니아대학
- 학습방법으로서의 독서교육
- 교과 관련 독서자료에 대한 이해 
- 독서지도계획 작성

IRA, *, 버지니아대학, 
한우리독서문화본부

독서문화 행사 만들기

버지니아대학, *
- 독서캠프 및 자연체험 프로그램 만들기
-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 만들기
- 어린이 독서클럽, 독서토론회 운영의 실제

*

5 독서진단 및 
치료

버지니아,
한국독서학회

독서문제의 진단

버지니아대학,
한국독서학회

- 독서지도시 문제점과 독서문제아 진단
- 인지, 정서, 태도 등 독서 문제 원인 진단
- 어린이 독서 문제 및 독서문제아 지도

버지니아,
*

독서치료

버지니아대학,
한국독서학회, *

- 발달적 독서치료
- 문제 상황별 독서치료
- 독서치료를 위한 자료 활용

*

어린이 독서클리닉

버지니아,
*

- 독서기술을 익히는 과정
- 독서문제어린이의 유형
- 사례별 어린이 독서클리닉
-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독서클리닝 실제

디지털 독서환경
(독서 개념),

*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
- 마음의 상처의 진원지
- 책읽기를 통한 마음의 상처치유
- 정신장애의 유형
- 사례별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



독서지도 민간자격의 디지털 환경 기반 교육과정 설계에 관한 연구  21

6 독서
평가

한국독서학회, 
최영임(2014)

독서자료 평가

최영임(2014)

- 독서자료의 분석
- 독서자료 선정의 평가
- 독서자료 평가 실제

최영임(2014)

독서력 평가

피츠버그대학, 
한국독서학회

- 읽기･쓰기 평가
- 독서토론 평가
- 배경지식, 어휘, 발성 평가 
- 독해력 평가

한국독서학회

7
독서환경 및 

독서문화
운동

디지털 독서환경,
한국독서학회

어린이 독서환경

*

- 어린이 독서환경의 변천
- 매체 변화에 따른 독서환경의 변천
- 뉴미디어 시대의 책과 독서

디지털 독서환경
(독서매체),

*

독서환경 개선을 위한 
독서문화운동

*

- 도서관에서의 독서교육
- 학교에서의 독서교육
- 각종 기관과 독서교육
- 시민단체의 독서문화운동

ALSC,
*

독서와 윤리

한국독서학회

- 독서 윤리
- 글쓰기와 저작권
- 독서와 가치관 교육

한국독서학회

계 7개 영역 23개 교과 83개 교과내용

2. 델파이 조사

가. 델파이 조사의 방향 및 진행

개발된 교육과정 설계 최초안의 타당성 및 신뢰성 제고 등 수정을 위해 독서지도 관련 전문가

집단 10명을대상으로델파이조사를부가적으로실시하여설계최초안을보완하였다. 델파이조사

절차는일반적인여론조사와협의회방법의장점을결합시킨연구방법으로델파이패널들은절차가

반복되는동안피드백된전회차의통계적집단반응과소수의견보고서를참고하여다음회에자신

의판단을수정할수있는기회를갖게되는특징이있다(이종성2001, 37). 본연구에서는독서지도

전문가양성을위한교육과정설계와관련한선행연구가충분하지않다는점을감안할때, 보다객

관적이고 타당한 독서지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을 통한

의견수렴연구방법인델파이조사는매우필요하다고본다. 선행연구및사례분석등을통해설계가

완료된교육과정설계최초안에관해독서지도전문가들의의견을유도하고종합하여집단적견해

로 정리해가는 일련의 절차를 통해 교육과정의 완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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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문 분야 직위
관련분야 
경력기간

구분 전문 분야 직위
관련분야 
경력기간

패널1 문헌정보학 교수 15년 패널6 독서교육 전문강사 6년

패널2 문헌정보학 교수 5년 패널7 독서교육 전문강사 20년

패널3 문헌정보학 교수 15년 패널8
도서관 현장 

독서지도
관장 18년

패널4 독서교육 전문강사 17년 패널9
도서관 현장 

독서지도
사서 17년

패널5 독서교육 전문강사 12년 패널10
도서관 현장 

독서지도
사서 10년

<표 10> 델파이 조사 패널의 구성

델파이조사는개발된교육과정설계최초안의구성요인및항목비교표를기초로델파이패널들

이각각의교육순서, 교육영역, 교과목, 교과내용의적절성을평가하도록하였으며, 내용적타당성을

검증하는데주안점을두었다. 2차에걸친델파이조사를통해델파이패널이제시한합의결과에따

라, 최종적으로 본 연구를 위한 독서지도 민간자격의 디지털 환경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1차델파이조사설문지는문헌연구및선행교육과정사례분석등을통해도출되었으며,크게2가지

부분으로구성하였다.첫째, 선행연구및교육과정분석으로부터제시된영역, 과목, 내용이디지털환경

기반위에서독서지도전문가양성을위한교육과정의교육영역, 교과목과교과내용으로서적절한지를

리커트식5점척도에따라서평가하도록하였다.둘째, 교육순서대로구성된교육영역, 교과목, 교과내용

들이계층적으로적절한그룹에할당되었는지를평가하도록하였다. 또한기존의교육영역, 교과목, 교과

내용에대해새롭게추가시키거나삭제또는변경할부분이있으면자유롭게기술하도록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분석한 후 교육영역의 변경및 삭제, 교과목 및 교과내용의삭제․변

경․추가등설문지를수정․보완하여 2차델파이조사설문지를작성하였다. 2차델파이조사에

서는별도로교육영역및교과목의중요도를평가하기위하여 ‘교육영역및교과목별중요도평가

항목’을 추가하였다.

나. 델파이 조사 패널 구성 및 조사 분석방법

본델파이조사를위한패널은독서지도및교육관련연구를수행한경험이있는대학교교수

집단을비롯하여일선독서교육현장의전문가그룹, 일선도서관에서독서지도를직접담당하고

있는도서관사서그룹등크게 3개그룹 10명의전문가로구성하였다. 연구오차를최소화하면서

최대한의신뢰성을높이기위한델파이패널의수를제시한 Dalkey(1981)의연구에따르면최소

한 10명이상의패널이필요하다고하였고, Delbeoq와Van 그리고 Gustafson(1995)의연구또한

델파이패널은 10명에서 15명이면충분하다고언급한바있다. 델파이조사패널구성의상세내용

은 <표 10>과같으며, 본연구에서는델파이조사착수에앞서전화와 E-mail로연구개요와필요

성 및 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 동의를 구하였다. 2014년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진행된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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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와 2014년 8월 4일부터 8월 9일까지진행된 2차 조사에서 똑같이 100%의회수율을보였다.

델파이 조사 분석 방법은 첫째, 교육영역, 교과목및 교과내용의 적절성 평가, 둘째, 교육영역,

교과목및교과내용들이계층적으로적절한그룹에할당되었는지에대한서술식의견분석, 셋째,

교육영역, 교과목및교과내용에 대해추가, 삭제또는변경할 부분에대한서술식 의견분석등

크게 3가지로 나누었다. 델파이 조사 설문지의 각 문항에 대한 적절성 평가는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기술통계량을분석하였으며, 서술식의견에대해서는제시한의견을정리하고의견의사유

및 동일의견 제시 인원수도 함께 분석하였다.

1차, 2차델파이조사전부 5점척도를사용하였으며매회평균이 4.0 이상이며표준편차가 1.0

이하인항목은유지하기로하였으며이때서술식의견도함께고려하여삭제, 추가, 변경할항목

을 최종 결정하였다.

다. 델파이 조사 분석결과

1) 1차 델파이 조사 분석결과

1차델파이조사분석결과를종합해보면전반적으로교과목을수정및삭제하거나, 교과내용

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교육과정 설계 최초안의

교육영역이나 교과목의 구성, 할당 등 전체적인 틀은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고 각각의

교과내용은수정․보완이필요하다고판단한것으로보여진다. 1차델파이조사의종합분석결과

는 <표 11>과 같으며 이는 2차 델파이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2) 2차 델파이 조사 분석결과

2차델파이조사분석결과는아래 <표 12>와같은데이를종합해보면, 교육과정설계안을검증

하기 위한 6개 교육영역의 기술통계량은 모두가 1차 분석결과와 같이 4.0 이상의 평균값과 1.0

미만의표준편차를보였고, 교육영역 1개의명칭을수정변경하고, 교과목 2개를삭제하여통합한

것이외에는별다른큰변동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1개의교육영역을수정하고, 2개의교과목

을삭제한것은적절성평가결과와서술식의견이거의일치했기때문이다. 그리고일부교과목의

경우구체적인교과내용을수정하거나추가하였다. 이상의내용을종합해볼때 2차델파이조사

후도출된분석결과에의해독서지도민간자격의디지털환경기반교육과정의구성에대한델파

이 패널간의 의견 합치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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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차 델파이 조사 후 삭제, 수정, 추가한 내용

1. 정보리터러시

리터러시 개념 ∙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 교과목의 교과내용으로‘디지털 리터러시’를 추가
2. 발달단계와 독서교육

전체 항목 변동사항 없음
3. 독서자료

독서자료의 활용
∙ 교과내용 중 ‘- 우리나라 창작 동화, - 외국의 창작동화’를 우리나라, 외국에 대한 구분 

없이 ‘창작 동화’로 통합
 - 다른 장르의 독서자료도 국내와 국외가 다 같이 통합되어 있어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음

디지털 자료의 활용 (신설)
∙ ‘디지털 자료의 활용’ 교과목을 신설하고 아래의 교과내용을 추가:
 ‘- 멀티미디어 자료, - 전자책, 전자잡지, 전자신문, - 오디오북, - 모바일 기반 자료, 
- SNS 기반 자료’

4. 독서지도 방법

읽기를 통한 독서지도 ∙ ‘읽기를 통한 독서지도’ 교과목에서 ‘문학 영역 읽기 지도’ 교과내용 추가

예술활동을 통한 독서지도

∙ 교과명을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독서지도’로 변경
∙ 교과내용인 ‘- 드라마를 통한 독서지도(인형극, 동극, 무언극 등), - 창조적 미술활동을 

통한 독서지도’ 삭제 (적절성 평가에서 평균 3.80, 표준편차 0.63)
  - 드라마라는 형식을 통한 독서지도가 아니라 드라마라는 형식으로 나타내어야 하는 독

후활동은 독서활동에 관심이 있는 아동들이나 지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
∙ 교과내용으로 ‘ - 영상물 감상을 통한 독서지도, - 미술 활동을 통한 독서지도, - 음악 

활동을 통한 독서 지도, - 연극 활동을 통한 독서지도’를 신규로 개발하여 추가

독서문화 행사 만들기

∙ 교과명을 ‘독서문화 행사를 통한 독서지도’로 변경
∙ 교과내용을 ‘- 독서문화 프로그램 기획과 개발의 이해, -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 만들기, 

- 독서 캠프, 독서동아리, 독서 토론회 운영의 실제’로 변경
  - 독서문화 행사를 통한 독서지도라는 관점을 반영

5. 독서진단 및 치료

독서문제의
진단

∙ 교과내용을 ‘- 독서지도시 문제점과 독서문제아 진단, - 인지, 정서, 태도 등 독서 부진 
유형 이해, - 독서부진아 진단, -어린이 독서 문제 및 독서부진아 지도’로 수정․보완하여 
변경

독서치료

∙ 교과목을 ‘정서문제와 독서치료’로 수정하여 변경 (적절성 평가에서 평균 3.90, 표준편차 
0.87)

∙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의 교과내용과 통합하여 교과내용을 ‘- 정서 발달적 독서치료,  
- 문제 상황별 독서치료, - 독서치료를 위한 자료 활용, - 사례별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
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독서치료’로 수정․보완하여 변경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삭제)

∙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교과를 삭제하고 ‘어린이 독서치료’ 교과에 통합’ (적절성 평가에
서 평균 3.50, 표준편차 0.52)

 -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교과는 어린이 독서치료 사례로 제시되어, 따로 독립적으로 
제시될 필요 없음

6. 독서평가(삭제)

교육영역

∙ ‘독서 평가’ 교육영역을 삭제함
 - ‘독서평가’를 교육영역을 독립영역으로 분류할 경우, ‘3. 독서자료’ 교육영역의 평가 관련 

교과목과 내용이 중복될 우려가 있음. 내용 연관성을 고려하여 독서평가는 ‘3.독서자료’
와 ‘5. 독서진단 및 치료’ 교육영역의 과목으로 분산 편입하는 것이 효율적

독서자료 평가 ∙ ‘독서자료 평가’ 교과목을 ‘3. 독서자료’ 교육영역의 하위로 이동
독서력 평가 ∙ ‘독서력 평가’ 교과목을 ‘5. 독서진단 및 치료’ 교육영역의 하위로 이동

7. 독서환경 및 독서문화운동

전체 항목 변동사항 없음

<표 11> 1차 델파이 조사 종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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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차 델파이 조사 후 삭제, 수정, 추가한 내용

1. 정보리터러시

리터러시 개념
∙ 교과명을 ‘리터러시의 이해’로 변경
∙ 교과내용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추가

리터러시 능력
(삭제)

∙ ‘리터러시 능력’ 교과를 삭제 (적절성 평가에서 평균 3.90, 표준편차 1.19)
 - ‘리터러시 능력’ 교과는 ‘리터러시 개념’ 교과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통합한 후, 삭제해도 무방

리터러시 교육 ∙ 교과내용으로 ‘정보자료의 탐색, 분석, 평가’를 추가

2. 발달단계와 독서교육

어린이의 발달단계와
독서교육

∙ 교과명을 ‘어린이 독서능력 발달단계’로 변경
∙ 교과내용 중 ‘언어의 발달’을 ‘언어의 발달단계’로 변경

어린이 독서지도 ∙ 교과목을 ‘발달단계별 독서지도’로 변경

3. 독서자료

독서자료의 활용
∙ 교과내용 중 ‘- 그림책, 만화, - 역사/ 인물/ 전기 자료, - 과학/ 환경/ 예술 자료’를 추가하여 변경
 - 독서자료로서의 필요성 증가

4. 독서지도 방법

전체 항목 변동사항 없음

5. 독서진단 및 치료

교육영역
∙ 교육영역을 ‘독서진단 및 교정’으로 변경
 - 독서진단에 따른 해결책 제시는 치료 관점 보다는 독서문제 진단에 따른 교정 지도 차원의 독

서지도 관점이 적합

독서문제의 진단 ∙ 교과내용 중 ‘독서부진아의 유형 및 진단’을 보완하여 변경

정서문제와 독서치료
(삭제)

∙ ‘정서문제와 독서치료’ 교과를 삭제 (적절성 평가에서 평균 3.80, 표준편차 1.14)
 - 독서지도는 독서치료 관점 보다는 독서문제 진단에 따른 교정 지도 관점 중심으로 접근 필요

어린이 독서클리닉
∙ 교과목을 ‘교정적 독서지도’로 수정하여 변경
∙ 교과내용을 ‘- 독서기술을 익히는 과정, - 독서교정을 위한 자료 활용, - 독서문제 상황별 교정 

지도, - 디지털 기기 및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독서교정 실제’로 수정․보완하여 변경

6. 독서환경 및 독서문화운동

어린이 독서환경
∙ 교과목을 ‘독서문화 환경’으로 변경
∙ 교과내용을 ‘- 어린이 독서환경의 변천, - 매체 변화에 따른 독서환경의 변천, - 독서문화정책

의 연혁과 발전, - 외국의 독서환경 및 독서문화정책’로 수정․보완하여 변경

독서와 윤리 ∙ 교과내용 중 ‘독서와 가치관 교육’을 ‘독서자료의 공정한 활용’으로 수정하여 변경

<표 12> 2차 델파이 조사 종합 결과

3) 교육영역 및 교과목별 중요도 평가 결과

2차델파이조사에서는특별히교육과정을구성하는각 ‘교육영역’ 및 ‘교과목’에 대한중요도를

10점척도에따라평가하도록하였는데, 델파이패널이제시한중요도평가를분석한결과는아래

<표 13>과 같다.

분석결과교육영역에서는 ‘독서자료’(9.1점)를가장중요하게생각하고있었으며, ‘독서지도방

법’(8.9점), ‘발달단계와독서교육’(8.6점), ‘정보리터러시’(8.0점), ‘독서환경및독서문화운동’(7.3

점), ‘독서진단 및 치료’(7.2점)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목에서는 ‘읽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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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독서지도’(9.7점), 독서토론을 통한 독서지도(9.4점), 독서자료의 활용(9.2점), 독서자료에

대한이해(9.1점), 쓰기를통한독서지도(9.0점)등의순으로나타나, 주로 ‘독서자료’ 및 ‘독서지도

방법’ 교육영역에속한교과목들이높은중요도를보이는것으로분석되었다. 델파이패널의교육

영역 및 교과목별 중요도 평가 결과는 본 연구를 통해 설계된 독서지도 민간자격의 교육과정을

향후일선독서지도현장에서교육순서결정, 교과시수설정등의교육체계구성에실제로적용

시키고자 할 때 적절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영역 평균 표준편차 순위 교과목 평균 표준편차 순위

정보리터러시 8.00 1.63 4
리터러시 개념 7.90 2.02 15
리터러시 능력 7.70 1.77 16
리터러시 교육 8.30 1.77 11

발달단계와
독서교육

8.60 2.27 3
어린이의 발달단계와 독서교육 8.70 2.06 7

어린이독서지도 8.50 1.84 9

독서자료 9.10 1.60 1

독서자료에 대한 이해 9.10 1.29 4
독서자료 평가 8.80 1.75 6

독서자료의 활용 9.20 1.93 3
디지털 자료에 대한 이해 8.50 1.90 9

디지털 자료의 활용 8.60 1.84 8

독서지도 방법 8.90 1.29 2

읽기를 통한 독서지도 9.70 0.95 1
독서토론을 통한 독서지도 9.40 1.07 2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독서지도 8.20 1.40 13
쓰기를 통한 독서지도 9.00 0.94 5

교과 독서교육 8.30 1.42 11
독서문화행사를 통한 독서지도 8.10 2.02 14

독서진단 및 
치료

7.20 2.04 6

독서력 평가 7.30 1.64 18
독서문제의 진단 7.20 1.87 19

정서문제와 독서치료 6.00 2.21 23
어린이 독서클리닉 6.20 2.30 22

독서환경 및 
독서문화운동

7.30 2.21 5

어린이 독서환경 6.70 2.06 21

독서환경 개선을 위한 
독서문화운동

6.90 2.18 20

독서와 윤리 7.40 2.59 17

<표 13> 델파이 패널의 교육영역 및 교과목별 중요도 평가 결과(종합)

4) 교육과정의 교육영역, 교과목, 교과내용의 변화

독서지도민간자격의디지털환경기반교육과정설계는교육영역, 교과목및교과내용은선행

문헌연구및교육과정의분석결과로부터 1차델파이조사, 2차델파이조사에이르기까지적지않

은변화가있었다. 수정․보완된내용은전술한델파이조사분석결과에서상세히기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교육영역 6가지, 교과목 21가지, 교과내용 82가지가 도출되었다. 연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교육영역, 교과목, 평가항목의 변화 결과는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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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행연구 분석결과 1차 델파이조사 결과 2차 델파이조사 결과

교육영역 7 6 6

교과목 23 23 21

교과내용 83 87 82

<표 14> 교육과정 설계과정에서의 교육영역, 교과목, 교과내용의 변화

3. 최종안 제시

가. 최종 교육과정의 설정

앞서 제시한 문헌연구 분석결과와 이것을 바탕으로 수행한 1차, 2차 델파이 조사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된 독서지도 민간자격의 디지털 환경 기반 교육과정 설계 최종안의 교육영역, 교과목

및 교과내용은 아래 <표 15>와 같다.

순서 교육영역 교과명 교과내용

1
정보

리터러시

리터러시의 이해

- 문자 리터러시 
- 컴퓨터 리터러시
- 미디어 리터러시
- 정보 리터러시
- 디지털 리터러시
- 커뮤니케이션

리터러시 교육

-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이해
- 독서교육과 미디어 교육
- 독서능력과 정보리터러시
- 정보자료의 탐색, 분석, 평가

2
발달단계와
독서교육

어린이 독서능력 
발달단계

- 어린이의 정서, 심리, 인지 발달단계
- 언어의 발달단계
- 독서능력의 발달 

발달단계별 독서지도
- 연령별 발달의 특성과 독서지도 방법
- 독해이론
- 독서수준과 과정별 지도

3 독서자료

독서자료에 대한 이해
- 독서자료의 종류 및 특성
- 어린이 책 출판에 대한 이해
- 장르별 독서자료에 대한 이해와 선정기준

독서자료 평가
- 독서자료의 분석
- 독서자료 선정의 평가
- 독서자료 평가 실제

독서자료의 활용

- 동요, 동시
- 그림책, 만화
- 옛이야기와 신화
- 창작 동화
- 역사/ 인물/ 전기 자료
- 과학/ 환경/ 예술 자료
- 신문/ 잡지 자료

<표 15> 델파이 조사 결과 도출된 교육영역, 교과명, 교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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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료에 대한 
이해

- 디지털 시대의 독서 매체
- 디지털 시대 독서개념의 확장
- 디지털 시대 독서방식의 변화
- 디지털자료의 특성(개인화 및 저작, 멀티미디어, 상호작용, 연계 기능)

디지털 자료의 활용

- 멀티미디어 자료
- 전자책, 전자잡지, 전자신문
- 오디오북
- 모바일 기반 자료
- SNS 기반 자료

4 독서지도 방법

읽기를 통한 
독서지도

- 읽기의 이해
- 문학 영역 읽기 지도 / 비문학 영역 읽기 지도
- 디지털, 온라인 자료에 대한 포괄적 읽기 전략
- 다양한 장르, 관점, 미디어 및 통신기술을 통합하는 읽기 경험
- 읽기 방법의 실제(스토리텔링, 동화구연, 북토크 등)

독서토론을 통한 
독서지도

- 독서토론의 개념과 방향
- 독서토론을 위한 발문 작성
- 독서토론의 실제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독서지도

- 영상물 감상을 통한 독서지도
- 미술 활동을 통한 독서지도
- 음악 활동을 통한 독서 지도
- 연극 활동을 통한 독서지도

쓰기를 통한 
독서지도

- 글쓰기 실제(독서록 작성, 독서감상문, 독서신문 만들기, 독서퀴즈 만들기 등)
- 어린이 글쓰기 교육(일기, 생활문, 주장하는 글, 시, 관찰･조사 기록, 첨삭

지도, 맞춤법 지도, 실시간 채팅 전략)
- 다양한 장르, 관점, 미디어 및 통신기술을 통합하는 쓰기 경험

교과 독서교육
- 학습방법으로서의 독서교육
- 교과 관련 독서자료에 대한 이해 
- 독서지도계획 작성

독서문화 행사를 통한 
독서지도

- 독서문화 프로그램 기획과 개발의 이해
-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 만들기
- 독서 캠프, 독서동아리, 독서 토론회 운영의 실제

5
독서진단 및 

교정

독서력 평가

- 읽기･쓰기 평가
- 독서토론 평가
- 배경지식, 어휘, 발성 평가 
- 독해력 평가

독서문제의 진단

- 독서지도시 문제점과 독서문제아 진단
- 인지, 정서, 태도 등 독서 부진 유형 이해
- 독서부진아의 유형 및 진단
- 어린이 독서 문제 및 독서부진아 지도

교정적 독서지도

- 독서기술을 익히는 과정
- 독서교정을 위한 자료 활용
- 독서문제 상황별 교정 지도
- 디지털 기기 및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독서교정 실제

6
독서환경 및 
독서문화운동

독서문화 환경

- 어린이 독서환경의 변천
- 매체 변화에 따른 독서환경의 변천
- 독서문화정책의 연혁과 발전
- 외국의 독서환경 및 독서문화정책

독서환경 개선을 
위한 독서문화운동

- 도서관에서의 독서교육
- 학교에서의 독서교육
- 각종 기관과 독서교육
- 시민단체의 독서문화운동

독서와 윤리
- 독서 윤리
- 글쓰기와 저작권
- 독서자료의 공정한 활용

계 6개 영역 21개 교과 82개 교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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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지도민간자격의교육과정으로설계된최종안은첫째, 변화된디지털독서환경에효과적으

로 대응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크게 6가지의 디지털 환경 기반 독서지도 교육과정의 기본

영역을설정하고, 둘째, 각 교육영역하위요소로 21가지의교과목을구성하였다. 셋째, 21개 교과

목은전체 82가지의하위교과내용으로이루어졌으며이는실질적으로각교과목에따른구체적

인 독서지도 내용 및 전략들로 짜여졌다.

<그림 2> 디지털 환경 기반 독서지도 교육과정의 영역

나. 교육과정의 주요 설계 방향

디지털 환경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문자가 중심을 이루던 독서환경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

데, 이런 독서매체, 독서개념및독서방식이전반적으로바뀌는독서패러다임변화에따라독서

지도에서도변화를필요로하고있다. 이제독서는정보활용능력에기반한효과적인읽기전략을

통해필요한정보를보다쉽고빠르게접근할수있는제대로된정보검색목적을달성할수있는

능력을기르며, 디지털기반의협력형독서를통하여정보를교환하고비판․분석하는능력을길

러주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 문자중심의독서에서시청각중심의독서, 심화형독서에서확산

형독서로, 일방형독서에서양방형독서로빠르게변화하는독서개념의변화를제대로수용하고,

책으로대표되던인쇄매체는물론컴퓨터에그래픽, 애니메이션, 소리, 말, 비디오, 동영상등여러

유형의매체가통합되는독서환경구성을제대로담아낼수있는디지털기반의독서지도를위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 디지털환경기반독서지도교육과정의주요설계방향을열거하자면(아래 <그림 3> 참조),

첫째, 디지털 환경 기반의 독서활동 속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독서지도 관련 문제들을 적절하게

해결할수있는방향으로설계되었다. 둘째, 정보리터러시교육과정을도입하여기존의문학읽기

등에국한된독서지도전략이아니라디지털환경기반의모든자료들을탐색, 수집, 분석, 평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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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는전략이포함되도록설정하였다. 셋째, 멀티미디어, 하이퍼텍스트, 하이퍼미디어, 웹등다

양한 독서자료를 독서의 대상으로 확대하여 독서지도의 지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그동안독서지도분야에서이루어졌던텍스트위주의읽기및쓰기지도와함께다양한장

르, 관점, 미디어및통신기술을통합하는읽기및쓰기지도가독서지도과정에서동시에이루어

지도록 반영하였다. 다섯째, 디지털 자료의 특성인 ‘개인화 및 저작, 멀티미디어, 상호작용, 연계

기능’이 독서 행위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독서지도 과정에 포함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3> 디지털 환경 기반 독서지도 교육과정의 주요 설계방향

Ⅵ. 결론 및 제언

본연구는디지털기술로인해독서의전반적인패러다임이변화함에따라디지털환경에제대

로 적용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독서지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특히 현재의 독서지도 및 교육 현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독서지도 관련 민간자격의

교육과정사례를개선하고자시도되었다. 이러한점들을감안하여디지털환경으로변화된독서

패러다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독서지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주요

교육과정사례에대한심층적검토와분석을통해특장점을모색한후, 독서지도분야전문가들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의견수렴과 검증 작업을 거쳐 독서지도 민간자격의 디지털 환경 기반

교육과정을 새롭게 설계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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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환경기반독서지도교육과정의설계는주로정보활용능력에기반한효과적인읽기전

략을통해필요한정보를보다쉽고빠르게접근할수있는능력을기르며, 디지털기반의협력형

독서를통하여정보를교환하고비판․분석하는능력을길러주는방향으로의변화를우선적으로

반영하고자하였다. 또한문자중심의독서에서시청각중심의독서등으로빠르게변화하는독서

개념의변화를제대로수용하고, 책으로대표되던인쇄매체는물론컴퓨터에그래픽, 애니메이션,

소리, 말, 비디오, 동영상등여러유형의매체가통합되는독서환경구성을제대로담아낼수있

는 디지털 기반의 독서지도를 위한 교육과정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설정하였다.

독서지도전문가양성을위한국내․외주요교육과정사례에대한특장점모색을위해서는, 특히

IRA(국제독서협회) 기준및ALSC(미국도서관협회어린이도서관분과)의교육과정을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국제적으로제시되고있는표준교육영역과교과목이교육과정에반영되도록하였다.

또한국내․외의다양한교육프로그램중독서지도전문가양성을위한우수사례로인정받고있는

버지니아대학, 피츠버그대학, 한국독서학회,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의

교육과정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우수한 교육과정 사례가 반영되도록 시도하였다.

개발된교육과정설계최초안의타당성및신뢰성제고등검증을위해독서지도관련전문가

집단을대상으로델파이조사를부가적으로실시하여설계최초안을보완하였는데, 델파이조사

는 개발된 교육과정 설계 최초안의 구성요인 및 항목 비교표를 기초로 델파이 패널들이 각각의

교육순서, 교육영역, 교과목, 교과내용의적절성을평가하도록하였으며, 내용적타당성을검증하

는데주안점을두었다. 2차에걸친델파이조사를통해, ‘독서지도는독서치료관점보다는독서문

제진단에따른교정지도관점중심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는델파이패널이제시한합의결과에

따라 ‘책읽기를통한정신치료’, ‘어린이정서문제와독서치료’ 교과목등독서치료와관련된교과

목 2개를삭제하는등각교육영역, 교과목, 교과내용에대한수정, 삭제, 추가작업을거쳐교육과

정 설계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개발된독서지도교육과정은변화된디지털독서패러다임에적극적으로대비하고

자하는차원에서디지털환경기반에서효과적인독서지도를수행할수있는교육과정으로고안

되었다. 독서지도의주요기능및목적을핵심요인으로삼고디지털환경에서변화된독서패러

다임의특성을적절히반영하여, 독서지도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교육영역 6가지, 교과목 21가

지, 교과내용 82가지를 구성하여 최종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또한독서지도민간자격에대한디지털환경기반교육과정을새롭게설계하여제시한본연구

의연구결과를종합해볼때, 몇가지한계점과개선점에대한제언을다음과같이할수있겠다.

첫째, 본 연구에서제시된독서지도민간자격의교육과정은교육영역, 교과목및교과내용만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교육이 치밀하게 이루어지기위해서는 교육의목적,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수학습 활동, 교수학습 방법, 교육자료, 교육 평가 등으로구성된 교육체계가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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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2007, 36). 그러므로단순히교과목과교육내용만이포함된것이아니라향후후속연구를

통해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이나운영방식, 평가도구, 과제등을포괄하는넓은개념의교

육과정이제시된다면, 실제독서지도교과목수업에직접활용할수있는보다완전한형태의교

육과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둘째, 독서지도의교육과정은어떤특정학문의하위영역이아니고특정활동의일부분으로취

급해서도안된다. 독서는모든학문영역을포괄하고, 모든학습활동을위한총괄적인영역으로

보아야한다(변우열 2008, 188). 그러므로독서교육을어문학이나교육학같은특정학문에포함

시키는관점이아니라독서지도의기초위에각학문이존재한다는관점에서접근하여야한다. 지

금현재의대다수독서지도민간자격의교육과정은어문학중심의프로그램으로읽기와쓰기중

심으로구성되어있고, 독서자료도다양한주제분야의자료를포괄하지못하고문학중심으로구

성되어있으며, 주로어문학의심화영역인글쓰기, 읽기, 논술등이강조되고있다. 이를개선하여

이제독서지도는읽기나쓰기위주의어문학관점의지도에서벗어나새로운영역으로확장해나

가야한다. 그확장된전문성을문학, 언어학, 문헌정보학, 교육학, 아동학, 심리학, 생리학, 상담학,

사회학등이통합된영역에서모색해나가야할것이다. 결론적으로독서지도는언어적인측면은

문학이나 언어학에서, 주제적인 측면은 각 주제학문에서, 정보적인 측면은 문헌정보학의 영역이

서로 합쳐지는 통합된 영역으로 설정해야 한다.

셋째, 그동안우리나라대다수독서지도전문가양성을위한독서지도민간자격들의교육과정은

너무 문자를 읽고, 쓰는 지도, 즉 문자 리터러시에만 치우진 감이 있다. 오늘날 자라나는 세대는

책이라는 단편적인매체에머무르지 않고 태블릿 PC, 스마트폰, 스마트TV 등여러가지디지털

매체를활용한다양한방식의독서를즐기고있고, 현재의디지털기반환경에서이런독서형태의

변화는점점가속화되고있는실정이다. 디지털환경에기반하여새롭게제안된본연구의교육과

정에서도반영하고있는바와같이이제는독서의범위를 ‘수많은정보와지식을담고있는독서자

료를분석, 종합, 추론, 판단하는능동적이며주체적인사고과정’으로인지하여, 독서지도의개념

또한 ‘문자리터러시와영상리터러시를포괄할뿐만아니라디지털언어를기반으로하는컴퓨터

및 미디어 리터러시의 수행능력,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서 네트워크화 된 사회의 생활기술로서의

네트워크 리터러시 등 디지털 리터러시를 모두 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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