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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책 읽어주기 활동이 초등학교 학년 학생의 독서태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3~5
있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의 시 도 개의 초등학교에서 개의 모둠을 실험집단으로 구성하고 참여 학교의 특정. 7 , 10 10 , ･

학년의 학급을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집단의 학생에게 주 회 분씩 총 회에 걸쳐 모둠별로 선정한 권의 책을. 1 , 60 , 13 5
읽어주었고 그 효과를 독서태도와 자아존중감 검사 도구로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책 읽어주기 활동은 초등학생들의 독서태도. , 
와 독서태도의 하위 영역인 인지 행동 정서 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책 읽어주기 활동은 초등학생들의, , .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으나 사회적 자아존중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
다. 결론적으로 책 읽어주기 활동은 초등학생의 독서태도와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에 
게 책 읽어주기와 같은 즐거운 독서 경험을 제공하는 독서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독자 책 읽어주기 독서태도 독서태도 검사도구 자아존중감: , ,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e reading aloud has good influence on students from 3
rd
 to

5
th
 grade to improve their reading attitude and self-esteem. For performing the study, the experiment

group consists of children of 10 groups in 10 elementary schools from 7 regions, while the control

group is made up the class of certain grade in participation school. Students in experimental groups

are respectively read 5 books assigned from each group on total 13 times-for 60 minutes once a week.

For measuring the reading attitude and self-esteem of students, we use modified questionnaires. The

result in here statistically presents reading aloud activity have a meaningful effect to improve the overall

reading attitude which includes subordinate areas such as awareness, behavior, emotional area of

elementary students. Also, this activity gives elementary students the positive effect to develop their

self-esteem, but it does not mean statistically except self-esteem of social-peers. As a result, the

reading aloud activity provides the schoolchild with enjoyable reading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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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연구 필요성 및 목적1. 

독서가 문자 언어를 통한 이해의 과정으로써 저자와의 의사소통의 한 수단이라면 독서교, 

육은 독자가 저자의 문자 언어를 이해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의사소통은 독자와 책 속 등장인물과의 정서적 교감에서뿐만 . 

아니라 독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아동이 독서를 통해 긍정적으. 

로 의사소통하였을 경우 아동은 독서를 즐거운 경험으로 인식하며 아동의 자아개념 또한 긍

정적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독서교육 방법인 . ‘책 읽어주기

(Reading Aloud)’는 즐거운 독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독서활동중 하나이다. 

미국 소아과학회는 정책성명서를 통해 책 읽어주기가 아이들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물론 

성인과 아동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사회 정서 및 사회적 상호작용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하면

서 책 읽어주기를 권고하였다 또 미국의 어린이책 출판사인 이 (AAP 2014, 1-3). Scholastic

년에 수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책 읽어주기가 어린이들을 빈번한 독자로 만드는 데 강력한 2014

예측 인자라고 하면서 아동들에게 적극적으로 책을 읽어줄 것을 권유하고 있다(Scholastic 2014 

우리나라 아동들의 독서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아동들의 독서량이 줄어들고 30-35).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책 읽어주기는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독서서비스인 것이다. 

연구자들은 그간 학교도서관에서 진행한 책 읽어주기 활동을 통해 책 읽어주기의 효과를 

몸소 체험하였다 학교도서관에서 진행된 학년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의 . 3~4

독서태도와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아동들은 이전보. 

다 의사소통을 빈번히 하였으며 얼굴 표정 또한 밝아졌다 또 학교도서관을 자주 방문하였으. 

며 심지어 학교도서관이 마치 자신의 교실인 것처럼 편하게 행동하였다 예를 들어 그전에는 . 

학급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학교도서관에 오더라도 조용히 한쪽 구석에 앉아만 있었던 

아동이 학교도서관에서 진행된 책 읽어주기 활동 후에는 동료 학생이나 저학년이 왔을 때, 

책을 찾아주거나 먼저 인사하였다.

이와 같은 보고서와 실제 경험을 통하여 연구자들은 책 읽어주기가 아동의 변화와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중에서도 아동의 변화를 이끄는 가장 두드러진 특성을 

독서태도와 자아존중감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경험으로 관찰한 책 읽어주기가 아동의 독서. 

태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그 효과를 통계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독서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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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과 내용2. 

이 연구는 문헌 연구와 검사법 독서태도 자아존중감 을 통해 책 읽어주기에 관련한 내용( , )

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헌 연구는 이론적 고찰로서 독서태도 자아존중감에 대한 내용을 살펴. , 

보고 이러한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독서태도와 자아존중감의 향상에 대한 실제적 실험 연구, 

에 검사법 도구를 활용하여 연구한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활

동을 하였을 경우 책 읽어주기가 초등학생의 독서태도와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독서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

는 것이다 또한 독서태도의 검사 문항 분석을 통해 책 읽어주기 활동과 학교도서관에 대한 . 

태도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선행연구3. 

국내의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책 읽어주기 활동이 학생들의 독서태도를 향상시킨다고 할 

수 있다 지윤정 김동숙 한지효 김선영 김연경 김경숙 ( 2012; 2003; 2006; 2007; 2007; 

이금정 그러나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연구들은 담임교사가 자2008; 2010). 

신의 학급 학생들에게 독서서비스를 제공한 연구였으며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 학생들만을 

실험집단으로 하고 동질성이 확보된 다른 학급 학생들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여 진행한 연구

들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담임교사의 영향력이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있으며 특정한 환경에서만 측정되어 책 읽어주기의 효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선행 연구들은 독서태도의 구인을 요인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정혜승. 1~2 . , 

서수현 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태도를 인지 정서 행동의 요인으로 구성하여 (2011) , , 3

측정하였지만 검사 도구에 사용된 문항 전체를 제시하지 않았다.

책 읽어주기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행태를 측정할 필요가 

있으며 독서태도 검사를 통한 교육적 처치나 독서상담서비스의 제공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학, , 

생들의 독서태도를 보다 다양한 요인에 기반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 배경. Ⅱ

이 장에서는 책 읽어주기가 독서태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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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간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이 연구에서 사용된 적합도서의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책 읽어주기1. 

책 읽어주기는 대상의 연령이나 장소와 관계없이 다양한 종류의 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읽어

줄 수 있는 독서서비스로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 그리고 행동적 차원에서의 효과뿐만 아, , 

니라 즐거운 독서경험을 통해 빈번한 독서 행동을 유발시키는 효과적인 독서 교육 방법이 된다. 

미국교육위원회는 책 읽어주기가 아동이 독서에서의 궁극적인 성공을 위한 지식 구성에 있

어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설명하고 다른 연구결과들을 그 증거로 제시하였다(U.S. National 

미국 소아과학회는 정책 성명서 를 Institute of Education 1984, 33). (Policy Statement)

통해 언어 구사 능력에 관계없이 출생 직후부터 아동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게 좋다고 공식으

로 권고하였다 이 학회는 책 읽어주기가 뇌 개발의 최적 패턴과 부모 자녀와의 관계 강화를 . -

자극한다고 하였다 특히 어린 자녀에 대한 책 읽어주기가 학교 준비도 를 . (school readiness)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특별한 초기 리터러시 기술을 촉진하고 언어를 풍부하게 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였으며 책 읽어주기가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과 성인, 

과 아동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사회 정서 및 사회적 상호작용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

다 그리고 도서 공유 는 돌보는 사람 과 아이들 사이의 사회적 상. (Book Sharing) (caregiver)

호작용과 리터러시를 개발시킨다고 하였다 보건복지부도 안내 책자를 통(AAP 2014, 1-3). 

해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책을 읽어주면 정서 언어 지적 능력이 . , , 

발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책 읽어주기는 아이에게 책 읽는 즐거움과 책 읽는 습관을 선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보건복지부 이 년에 수행한 어린이와 가정 독( , 2014). Sholastic 2014

서 보고서 에 따르면 책 읽어주기가 만 살까지의 어린(Kids & Family Reading Report) , 11

이들을 빈번한 독자로 만드는 데 강력한 예측 인자라고 하면서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어

린이와 청소년에게도 부모가 책을 읽어주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는 . 

만 살 어린이 가운데 는 여전히 부모가 소리 내 책을 읽어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6 11 40%∼

조사됐으며 아울러 살 어린이 청소년의 는 책을 읽어주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6 17 · 83%∼

다 이와 함께 부모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도록 권유하는 것보다는 책을 소리 내어 읽어주는 . 

것이 독서량이나 책 보유권수에서 큰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Scholastic 2014). 

는 부모나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었을 때 아동들은 책의 내용에 흥Trelease(1982, 23-29)

미를 갖게 되고 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고 하였고 한지효 는 책 읽어, (2006, 13)

주기가 아동의 정서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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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어주기는 아동과 관계된 어떤 성인이나 집단이 책을 읽어주느냐에 따라 그 효과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 근접발달영역Vygotsky(1978) (zone of proximal development)의 

차원에서 일반적인 성인이 책을 읽어주는 것으로도 성공적인 독서 경험을 아동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책 읽어주기는 공공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 뉴욕주 공공도. 

서관 협회 에서는 초등학교 학년에서 학년 학생의 발달(New York Library Association) 3 5

단계에 따른 서비스로 스토리텔링의 제공을 장려하고 있으며(Cerny, Markey and Williams 

국내의 많은 도서관에서는 자관의 정책과 기준에 따라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2006, 8), 

운영하고 있다 또 한국방송공사 는 . E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책 읽는 소리, ’를 표어

로 다양한 대상에게 다양한 책을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공공. 

기관이 이용자들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책을 읽어주는 것은 책 읽어주기의 효과가 증명되

었기 때문에 공적인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동과 청

소년은 물론 시민들도 책 읽어주기를 즐거운 독서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독서태도2. 

독서태도 는 개인이 책이나 독서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비(Reading attitude)

교적 일관되게 반응하는 학습된 성향이며 개인의 정의적 특성으로, , ‘사고 감정 행동, , ’의 복합

적 기제이다 독서 교육 사전 이와 같은 정의는 전통적인 사회심리학의 태도에 대한 ( 2006). 

정의에 기반하여 독서태도를 정의한 것이다 는 태도를 . Allport(1954) ‘사람이나 대상에 대해 

특정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학습된 성향(learned predisposition)’이라고 정의

하였는데 이는 태도가 느낌 정서 뿐만 아니라 생각 인지 과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의미, ( ) ( )

한다 의 독서 습득에 대한 태도의 영향 모형에서도 독서태도는 느낌 정. Mathewson(1994) (

서 행동 준비 행동 평가적 신념 인지 의 요소로 구성된 개념으로 서술되고 있다), ( ), ( ) 3 . 

독서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독서태도와 습관을 길러 주어 평생 스스

로 독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변우열 책을 가까이하고 즐겨 읽( 2012, 140) 

으며 그들의 삶의 질적 향상에 독서가 기여하도록 하는 데 있다 한철우 그러나 , ( 2011, 6). 

학생들의 독서태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낮아지고 있으며 윤준채 정혜승 서( 2007; , 

수현 학생들의 독서량은 학년과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2011), (

출판연구소 독서태도가 아동이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임에2013, 58). 

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독서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며 독서량 또한 줄어들고 있는 것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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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다 이는 가정 학교 도서관 등에서 독서지도와 독서서비스 방법을 재고해야 함을 의미한. , , 

다 그리고 독해력 등의 독서의 인지적 능력과는 상대적으로 국가 교육청수준의 교육과정에서 . ･

독서태도가 간과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독서태도가 독서능력은 물론 독서에 대한 다른 . 

심리학적 특성과도 매우 깊은 상관이 있고 아동이 평생을 걸쳐 즐거운 여가활동을 하는 데 가, 

장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독서라 할 때 독서에 대한 교육은 태도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아동들을 책을 즐겨 읽는 독자로 기르기 위해서는 읽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시켜

주어야 하며 이성영 학생들이 실제 책 읽기를 하면서 그 즐거움과 유용성( 2009, 302-303), 

을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 임미성 또 아동들이 독서에 실패할 것이라는 염려 때문( 2012, 31). 

에 독서하기를 꺼려하고 독서행위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때 신헌재 등 ( 1993, 25), 

학교나 도서관은 독서에 대한 실패를 염려하지 않고 독서가 즐겁다는 경험을 아동들에게 제

공하여 아동들이 긍정적인 독서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책 읽어주기는 아동들이 독서에 대한 실패를 염려하지 않고서도 실질적인 독서 활동에 참

여하여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효과적인 독서지도 방법으로 한철우 ( 1993),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김연경 사서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 2007), 

는 것도 학생들의 독서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자 ( 2014). 

자아존중감3. 

자아존중감 이란 자아개념의 평가적 측면으로 자신이 가치롭다고 평가한 (self-esteem)

부분이다 이것은 목표를 성취하거나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형성된다 자아개념이 . . 

개인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가치 신념이라면 자아존중감은 개인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 

평가를 전제한 정의적 반응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두 용어는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교육심리(

학회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독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독서와 관련된 연구에서2000). , 

도 매우 높은 고빈도 키워드로 사용되고 있다 장령령 홍현진 ( , 2014).

인간이 독서활동을 하는 이유는 욕구충족이다 는 욕구단계설. Maslow(1943) (hierarchy 

에서 개의 욕구 생리적 욕구 안전과 보장의 욕구 소속 of needs) 5 ( (physiological), (safety), 

및 사랑의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 를 (love), (esteem), (self-actualization))

위계로 설명하였다 의 욕구단계설과 독서 행위를 비교해 보면 독서 행위가 욕구단계. Maslow

설의 욕구들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책 읽어주기도 독서 행위로 이들 ･

욕구들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책 읽어주기 활동은 . ‘소속 

및 사랑의 욕구’와 ‘자기 존중의 욕구’와 보다 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소속 및 사랑의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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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급 단위이건 소모둠 단위이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로, 

아동은 책 읽어주기 활동의 참여와 참가자들간의 대화를 통해 이 단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또 . ‘자기 존중의 욕구’는 타인으로부터 수용되고자 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구로 아동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아동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아동은 이 , 

단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즉 욕구단계설을 매개로 하였을 때 책 읽어주기는 자아존중. , 

감과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이유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이 있고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 

고 열등감을 갖게 되는 데에 있다 자신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Rosenberg 1979). 

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인식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책 읽어주, 

기는 자아존중감 형성에도 유용한 교육적 방법이 된다 그것은 책 읽어주기가 의사소통을 통. 

한 사회화의 과정이며 사회적 정서 발달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Bloome 1985), (AAP 

국내의 여러 연구에서도 책 읽어주기가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2014). 

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미라 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초등학교 학년 학생에. (2014) 3

게 책을 읽어주었더니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고 하였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책 읽어, 

주기의 효과를 연구한 곽길여 는 책 읽어주기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2011)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김영애 는 초등학교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책 읽어주기 활. (2009) 2

동이 아동에게 책 속의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게 하고 특정한 감정을 다루는 방식들에 대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 지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적합 도서4. 

책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 독자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 그만큼 책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 

영미의 많은 도서관들이 자관의 독자 상담 서비스(Reader’ 나 장서개발 정책의 s Advisory)

슬로건으로 적시 에 적자 에게 적서 를 제공한다고 명(right time) (right person) (right book)

시하고 있는 데에서도 적합 도서 선정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Iowa Library Service 

책 읽어주기에 활용할 도서는 아동의 발달단계Districts 2010; Cork City Council 2006). 

에 적합해야 한다 또 아동의 흥미를 끌고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해야 한다 아동. . 

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아동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성인이나 또래집단 등의 

도서 추천이 있을 수 있다 또 아동에게 도서 선택권을 주는 방법이 있다 학생들에게 도서 . . 

선택권을 주는 것은 학생들의 독서 활동에 대한 동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옥년 ( 2007, 

그러나 성인이 아동을 위한 도서를 선택하거나 아동에게 도서 선택권을 준다고 하더라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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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적합 도서를 선정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연령이나 학년 성별 개인의 환경에 따라. , , 

서 해당 아동들에게 읽어줘야 할 적합 도서를 선정하거나 아동이 스스로 자신이 읽을 책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적합도서의 경우 사서의 추천을 받는 경우. 

가 일반적이나 사서도 자신의 축척된 경험을 넘어서는 경우는 다른 사서들의 경험을 이용하

거나 권위 있는 기관의 목록 서평 매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 

년에만 천여 종의 신간 아동 도서가 발행 대한출판문화협회 되는 현실에서 책 2013 7 ( 2014)

읽어주기에 활용할 적합 도서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도서 선정을 위한 선정 도. 

구로 적합한 서평 매체가 필요한 것이다 장지숙 그러나 적합 도서라는 것은 개인의 ( 2004). 

성향 차이와 수용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하다는 기준은 가변적일 수밖에 없

다 그래서 연구에 활용하는 도서는 권위 있는 기관의 추천도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권위 . . 

있는 기관의 추천도서를 활용할 때는 그 기관에서 선정한 추천도서가 도서 선정을 위한 별도

의 위원회를 가지고 절차와 기준에 따라 도서를 선정하였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기관. 

의 추천도서를 중심으로 아동이 도서 선택권을 가지고 책 읽기에 활용할 도서를 선정한다면 

이는 아동의 발단단계는 물론 아동의 흥미와 관심이 반영된 적합도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Ⅲ

연구 대상1. 

본 연구는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한 개 시도의 개의 초등학교에서 재학하7 10

고 있는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는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3,4,5 . 

하는 학교를 신청 받았고 학교 측 담당자는 희망학생을 선정하여 학년이나 학년군으, 3-4 5-6

로 구성된 책 읽어주기 모둠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학년의 경우 참여자가 적어 연구대상에서 . 6

제외하였다 이렇게 하여 개의 모둠을 실험집단으로 구성하였고 개의 학급을 통제집단으. 10 11

로 구성하였다 참여 학교는 모두 사회경제 문화적으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이 없이 평범하. ･

였다 참여 학교별 연구대상은 표 과 같고 학년별 연구 대상은 표 와 같다. < 1> < 2> .

지역

집단
인천m 광주s 전남s 제주a 경기h 강원m 광주d 충북c 경기i 광주g 합 명( )

통제 23 30 22 15 26 19 21 22 21 23 222

실험 8 9 5 15 9 5 8 8 0 5 72

합계 명( ) 31 39 27 30 35 24 29 30 21 28 294

표 참여 학교에 따른 연구 대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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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학년3 학년4 학년5 학생 명( )

통제 121 75 26 222

실험 33 30 9 72

학생 명( ) 154 105 35 294

표 학년에 따른 연구 대상< 2>

연구 기간 및 방법2. 

책 읽어주기 활동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기간과 횟수가 다르나 일반적으로 주 회1 , 60

분 총 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참여를 희망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학부모에게 프로, 13 . 

그램 참여 및 정보동의신청서를 제출 받았고 책 읽어주기 진행자에게는 책 읽어주기 실제 , 

교육 후보도서의 작품 특성과 감상 안내 검사도구의 주의사항 및 진행사항 안내 등의 내용, , 

으로 시간의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절차는 표 과 같다4 . < 3> . 

실험단계 내용 대상집단

추천도서 선정 책 읽어주기 추천도서 선정 실험집단

활동 과정안 개발 활동 과정안 개발 차시-13 학교 측 담당 진행자/

검사도구 검증 독서태도 내용타당도 검증 초등교사 명 사서교사 명32 / 8

운영자 모집 및 연수 운영자 모집 연수 시간, 4 책읽어주기 담당

기관모집 및 안내 참여할 학교 모집 학교 측 담당 실무자/

소그룹 모집 책읽어주기 참여 학생 모집 학교 측 담당 실무자/

책 읽어주기 도서 선정 책전시 및 책 읽어주기 도서 선정 실험집단

표집단계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 선정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전검사 자아존중감 검사 독서태도 검사, 실험집단 통제집단/

실험처치 차시 권의 책 읽어주기13 , 5 실험집단

사후검사 자아존중감 검사 독서태도 검사, 실험집단 통제집단/

독서상담 프로그램 및 검사 결과 상담 실험집단 학교 측 담당 실무자/ /

표 구체적 연구절차< 3>

책 읽어주기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활동과정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나 초등학생을 대

상으로 획일적인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서로 처음 대면하는 경우 긴장감이 유발되고 . ,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 결국 독서흥미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자와 아동간에 

서로 친밀하고 소속감을 높일 수 있도록 대화하였다 그리고 진행자는 학생들의 반응에 최대. 

한 수용적으로 응답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책 읽어주기 활동 과정안은 표 와 같다.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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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과정 활동 내용 시간 유의점

1

인사하기

설문하기

자기소개하기

책읽어주기

인사하며 자리에 앉는다.◦

학생은 설문지를 작성한다.◦

학년 반 이름 참여한 동기 등을 말한다, , , .◦

책읽어주기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학생은 약속한다( ).◦

읽어주는 책을 선택한다.◦

학생은 읽어주는 책 소리를 듣는다. ◦

10′
인사는 반갑게 하되 ▫

책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선생님부터 ▫

소개한다.

30′

7′

3′

5′

5′

2-12

인사하기

책소개하기

책읽어주기

대화하기

책읽어주기

이야기하기

인사하며 자리에 앉는다.◦

운영자는 읽어줄 책을 간략히 소개한다.◦

학생은 읽어주는 책 소리를 듣는다.◦

운영자와 학생간 서로 이야기한다.◦

학생은 읽어주는 책 소리를 듣는다.◦

학생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한다.◦

3′

운영자의 생각이 ▫

학생들에게 

주입되지 않도록 

발언한다.

7′

20′

5′

20′

5′

13

인사하기

설문하기

참여경험나누기

헤어지기

인사하며 자리에 앉는다.◦

학생은 설문지를 작성한다.◦

참여하면서 느낀 생각을 말로 표현한다.◦

서로 격려하며 좋은 말로 인사한다.◦

3′

설문 이후 ▫

대화한다.

30′

17′

10′

표 책읽어주기 활동 과정안< 4>

책 읽어주기 도서3. 

이 연구에서는 어린이도서연구회가 계획된 절차와 엄격한 기준에 의해 선정한 학년군3-4

과 학년군용 책 읽어주기 도서를 연구에 활용하였다5-6 . 

어린이도서연구회는 선정위원 추천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조직하

였으며 회원과 외부자문위원들의 의견수렴과 이사회 심의 등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권장도서

목록을 선정하고 있다 어린이도서연구회는 권장목록 생산기관 중에서 선행연구와 기관간 상. 

호인용 빈도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이어 가장 많이 인용되는 기관으로 안인자 ( 2009), 

많은 독서 관련 연구에서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추천도서를 활용하고 있다 어린이도서연구회. 

가 절차1)와 기준2)에 따라 학년군별로 선정한 책 읽어주기 도서는 표 와 같다< 5> . 

1) 어린이도서연구회 동화동무씨동무 운영지원팀에서 후보도서를 추천하였고 어린이도서연구회 목록위원회 분과 , 

중 하나인 동화선정팀과의 협의를 거쳐 책 읽어주기 도서를 선정하였다 이후 선정된 도서를 다시 동화동무씨동. 

무에서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서 선정을 위해 수차례의 토론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도서를 선정하였다. . 

2) 책 읽어주기 도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작품성이 우수한 동화 어린이가 독서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 1. , 2. 

동화 어린이가 재미있게 읽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동화 인물이 살아있고 사건이 짜임새 있게 잘 그려진 , 3. , 4. 

동화 어린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어린이의 마음에 위로와 힘을 주려는 진정성이 있는 동화 상상으로 , 5. , 6. 

그려볼 수 있는 갖가지 세상과 사람을 만나고 아름다운 것과 정의로운 것 힘차고 진정으로 용기 있는 것을 깊이 ,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동화 그리고 이러한 개별적인 작품 선정 기준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두 가지를 고려하여 . 

책읽어주기 도서 목록을 선정한다 즉 어린이 독자의 개인적인 독서력 차이를 고려해 독해하기 쉬운 책과 어려. 

운 책을 고루 포함하도록 하고 국내 저자의 장편동화로 한정하며 비교적 근간 도서를 선정한다 이는 책 읽어, , . 

주기 후속 활동 프로그램으로 작가와 어린이가 직접 만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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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학년군 책 제목 글 그림 출판사

1 3-4 건방진 도도군 강정연 소윤경 비룡소

2 3-4 김 구천구백이 송언 최정인 파랑새

3 3-4 나의 블루보리 왕자, 오채 오승민 문학과지성사

4 3-4 도레미의 신기한 모험 이반디 이중석 창비

5 3-4 땅따먹기 최진영 김홍모 청년사

6 3-4 백설공주와 마법사 모린 임태희 김령언 사계절

7 3-4 밴드마녀와 빵공주 김녹두 이지선 한겨레아이들

8 3-4 뻥쟁이 왕털이 김나무 윤봉선 사계절

9 3-4 산골 집에 도깨비가 와글와글 채인선 이혜리 보림

10 3-4 욕 시험 박선미 장경혜 보리

11 3-4 용이 되기 싫은 이무기 꽝철이 임정진 이민혜 주니어RHK

12 3-4 최기봉을 찾아라! 김선정 이영림 푸른책들

13 5-6 걱정쟁이 열세 살 최나미 정문주 사계절

14 5-6 기호 번 안석뽕3 진형민 한지선 창비

15 5-6 꿈꾸는 행성 고재현 노준구 문학동네

16 5-6 댕기머리 탐정 김영서 정은숙 이영림 뜨인돌어린이

17 5-6 받은 편지함 남찬숙 황보순희 우리교육

18 5-6 소년소녀 무중력 비행 중 장주식 김다정 문학동네

19 5-6 안녕 사바나, 명창순 ･ 푸른책들

20 5-6 왕자 융과 사라진 성 박효미 조승연 푸른숲주니어

21 5-6 우리 동네 전설은 한윤섭 홍정선 창비

22 5-6 우리들의 에그타르트 김혜정 최혜원 웅진주니어

23 5-6 환상 정원 류화선 노준구 문학동네

24 5-6 흰산 도로랑 임정자 홍선주 우리교육

표 책 읽어주기 도서 목록< 5>

참여 아동은 책 읽어주기 활동 전에 계획된 책 전시에 참여하여 책의 표지나 내용 작품에 , 

대한 서평과 작가가 아동들에게 전하는 작가인사와 책 이야기 글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아동. 

들은 학년군별로 선정된 도서중에서 자신이 읽고 싶거나 듣고 싶은 책 권을 선정하였다 이5 . 

렇게 하여 모둠별로 최종 권의 책 읽어주기 도서를 선정하였다 책 읽어주기 진행자는 학생5 . 

들의 환경과 흥미 독해의 난이도에 따라 읽기 쉬운 도서부터 책을 읽어주었다, . 

검사 도구4. 

독서태도 검사도구와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검사에 활용하였다 아동의 독서태도 검사를 . 

위해 정혜승 의 읽기 태도 검사 예비 도구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교사와 초등학교 사(2006b)

서교사를 통해 문항을 검토하고 수정한 독서태도 검사 도구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자아존중. 

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보가와 전귀연 이 연구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그대로 (1993)

활용하였다 아동들의 허위반응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무기명으로 검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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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독서태도 검사 도구. 

책 읽어주기가 아동의 독서태도를 향상시킨다고 하였을 때 책 읽어주기가 아동의 어떠한 , 

특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특성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지능이나 동기와 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은 직접 측정하. 

거나 관찰하기 불가능한데 이러한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구인 이라 한다 독서태, (construct) . 

도도 이런 구인에 해당됨으로 독서태도 검사 도구는 독서태도 구인과 구인에 영향을 미치는 , 

모형을 기반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독서태도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는 가설을 지지하고 변우열 3 ( 2012, 

정혜승 독서태도 검사 도구가 갖추어야 할 요건 정혜승 2006a, Mathewson 1994), ( 2006b)

을 점검 도구로 사용하여 정혜승 이 의 모델 등을 토대로 개발한 (2006b) Mathewson(1994)

읽기 태도 검사 예비 도구를 수정하여 검사에 활용하였다. 

읽기 태도 검사 예비 도구는 독서태도 이론과 도구 요건에 근거하여 일차적으로 구성된 것

이기 때문에 도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타당성과 신뢰도 제고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 

아동 수준에 맞도록 수정한 문항을 초등교사와 초등사서교사의 합치 정도로 평가하였고 예, 

비 검사를 통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는 독서태도 척도를 개발할 때 예비 문항 개를 구Tullock-Rhody, Alexander(1980) , 33

성한 다음 학생과 교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선정하게 함으로써 타당도와 신뢰도

를 높인 개의 문항을 최종적으로 개발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도 초등학생들이 보다 읽기 25 .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문항을 수정한 검사 문항을 초등교사 명 와 초등사서교사(32 ) (8

명 를 대상으로 각 구인의 요인에 가장 적합한 문항 개씩을 선출하도록 하여 검사 도구의 ) 5

타당성을 높였다 이렇게 하여 읽기 태도 검사 예비 도구의 개 문항 중에서 개의 문항을 . 45 26

선정하였고 연구자가 책 읽어주기 관련 문항 번 번 과 학교도서관 관련 문항2 (10 , 19 ) 1 (20

번 도서 매체의 다양성 관련 문항 번 을 추가하여 표 과 같이 총 문항으로 독서태), 1 (29 ) < 6> 30

도 예비 검사 문항을 제작하였다. 

아동들은 읽어주는 책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독서태도에 매우 중요하게 , 

작용하기 때문에 번과 번을 독서태도의 정서 요인 검사 문항으로 추가하였다 이연옥10 19 . 

은 독서태도의 정서 요인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독서태도를 조사하였는데 (2011)

‘도서관에 가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라는 문항을 추가하면서 좋아하는 기준을 척도로 제시하

였다 번 문항도 좋아하느냐의 긍정과 부정의 강도를 묻는 문항으로 독서태도의 정서 요인 . 20

측정 도구로 추가하였다 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읽을 자료가 집에 있는지는 물론 . PISA 2009

다양한 종류의 독서 자료를 얼마나 자주 읽는지도 질문하고 있다 이에 번 (OECD PISA). 29

문항을 독서태도의 행동 요인 측정 문항으로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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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질문 문항 구인

A1 책을 많이 읽으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한다.

인지

A2 책을 읽으면 아는 것이 많아진다고 생각한다.

A3 책을 많이 읽으면 생각하는 힘이 길러진다고 믿는다.

A4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이 넓어진다고 생각한다.

A5 나는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A6 나는 책을 읽으면 내용을 잘 이해하는 편이다.

A7 나의 부모님은 책 읽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A8 학교 선생님들은 책을 잘 읽는 학생을 좋아한다.

A9 나는 현재 책읽기를 좋아한다.

정서

A10 책읽어주기 모임이 있다면 참여 하고 싶다.

A11 나는 책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다.

A12 나는 책을 읽을 때 누가 방해하는 것이 싫다.

A13 나는 조용히 눈으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A14 나는 책을 읽고 나면 마음이 뿌듯하다.

A15 나는 집에 책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A16 나는 집에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A17 나는 서점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A18 나는 친구와 책 이야기를 하는 것이 즐겁다.

A19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동화책을 읽어주면 좋겠다.

A20 나는 도서관 학교도서관 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 .

A21 나는 한번 읽기 시작한 책은 끝까지 읽는다.

행동

A22 나는 집에 어떤 책들이 있는지 알고 있다.

A23 나는 내가 읽은 책에 대해 다른 사람 친구 부모님 선생님 에게 자주 이야기한다( , , ) .

A24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읽는다.

A25 나는 읽을 책을 가지고 다니는 편이다.

A26 나는 책을 읽을 때 옆에서 누가 불러도 모를 때가 있다.

A27 나는 다른 사람 친구 부모님 선생님 이 좋다고 하는 책은 챙겨 읽는다( , , ) .

A28 나는 책을 읽다가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사전을 찾거나 다른 사람에게 물어본다.

A29 나는 책을 한 종류만 읽지 않고 골고루 읽는 편이다.

A30 나는 도서관 학교도서관 에서 자주 책을 빌려 온다( ) .

표 독서태도 예비 검사 문항< 6>

독서태도 예비 검사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공. 

통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 를 사용하였으며 요(principle component analysis) , 

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 를 적용하였고 공통성(varimax) (communality) 

값이 적은 변수를 제거 하였다(h2 초기 고유값 이 이상인 요인은 개<0.3). (eigen value) 1.0 4

였으나 선행연구로부터 설정한 구인을 기준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개의 요인을 추출하였3

다.3) 독서태도의 요인들은 모두 높은 고유값과 상당히 높은 공통성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  , 

요인은 전체변량의 를 설명하고 있다 검증결과 최종적으로 개의 문항을 독서태도 55.29% . 25

검사도구로 이용하였다 회전된 요인 행렬표와 신뢰도 계수는 표 과 같다. < 7> .

3) 요인은 관계요인으로 나타났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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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개념 요인 고유값 분산 설명력 변수명 요인 적재량 공통성 문항 제거시 α Cronbach α

독서

태도

인지 3.621 14.482

A1 .778 .658 .830

.860

.940

A2 .850 .757 .814

A3 .765 .615 .844

A4 .707 .636 .828

A5 .629 .671 .838

정서 6.212 24.847

A9 .686 .641 .910

.920

A10 .592 .549 .913

A11 .762 .658 .910

A12 .629 .439 .917

A13 .592 .489 .916

A14 .670 .626 .911

A15 .708 .675 .909

A16 .769 .702 .908

A17 .610 .408 .920

A18 .560 .524 .913

A19 .520 .454 .916

A20 .626 .460 .916

행동 3.989 15.945

A22 .523 .426 .817

.835

A23 .688 .508 .819

A24 .512 .555 .809

A25 .704 .612 .800

A26 .616 .449 .818

A27 .674 .595 .802

A28 .521 .361 .832

A30 .463 .355 .827

표 요인 행렬표 및 신뢰도 계수< 7>

최종적으로 선정된 독서태도 검사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독서태도 검사 도구의 신뢰

도 계수는 로 나타났다 요인별 신뢰도는 인지 정서 Cronbach 0.940 . =.860, =.920, α α α

행동 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표 에 나타난 문항과 항목들은 독서태도를 측정=.835 . < 7>α

하는 데 상당히 신뢰할만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자아존중감 검사 도구 . 

의 자아존중감척도 를 바탕으로 최보Coopersmith(1967) (Self Esteem Inventory, SEI)

가와 전귀연 이 재구성한 자아존중감 측정 도구를 검사 도구로 사용하였다 최보가와 (1993) . 

전귀연이 재구성한 자아존중감 척도는 개의 하위척도 총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 , 32

문항반응은 점 척도로 제시되어 있다 이 자아존중감 척도는 요인분석 결과 전체변Likert 5 . 

량의 를 설명하는 주요인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문항양호도 값들이 대체로 양호하41.8%

고 하위 척도별 내적합치도 가 만족할만한 수준이다 공인타당도를 (Cronbach =.69~.84) . α



책 읽어주기가 초등학생들의 독서태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15

- 15 -

의 및 의 와 자아존중감 척도간의 상관계수를 산출Rosenberg SES Coopersmith SEI(1967)

하였는데 각 하위요인별 상관계수가 까지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산출 값들이 측정 .47~.78 . 

도구로 사용가능한 범주에 있어 자아존중감 척도를 자아존중감 검사 도구로 사용하였다 자. 

아존중감 검사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자아존중감 검사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로 나타났다 요인별 신뢰도는 총체적 사회적 가정 0.895 . =.752, =.892, α α α

학교 이었다=.888, =.655 .α

검사 결과 분석. Ⅳ

책 읽어주기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독서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활동 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하였고 권의 책을 회에 걸쳐 읽어 준 이후, 5 13

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독서태도와 자아존중감의 모든 하위. 

요인에 대해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독서태도와 자아존중감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평균점수의 , 

차가 유의미하지 않아 두 집단은 독서태도와 자아존중감은 물론 모든 하위 영역에서도 동일

한 모집단에서 추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p>0.05).4) 분석자료의 레코드별 결측치가 을  1/5

넘거나 이상적인 값 그리고 출석률이 미만인 실험집단의 레코드도 분석에서 제외하였50% 

다 이외의 결측치는 선형보건법으로 대체하였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평균점. , -

수를 비교하였으며 집단간 평균값의 차이를 검정하였다t . 

기술 통계1. 

학년별 독서태도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과 같다 독서태도의 평균 점수 < 8> . 

및 독서태도의 모든 하위영역의 평균점수는 학년에서 학년으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감3 5

소하고 있다.5) 이는 독서태도를 인지 정서 행동의 요인으로 측정한 정혜승 서수현 , , 3 , (2011, 

의 결과와 일치하며 한국판 초등학생용 읽기 태도 검사 도구365) , (Korean Elementary 

를 이용하여 여가를 위한 읽기 태도Reading Attitude Survey) (reading attitude toward 

4) 통계적으로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이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출되었다고 검증되었으나 독서태도는 물론 자아존 

중감의 모든 영역에서 실험집단의 사전 검사 평균값이 통제집단의 사전 검사 평균값보다 높게 형성되었다 이는 . 

참여 동기가 자아존중감의 긍정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도 알 수 있듯이 김순영 곽재원 희망( , 2014), 

자를 실험집단으로 구성한 경우 실험집단의 평균값이 통제집단의 평균값 보다 높게 나타날 수도 있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사전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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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학습을 위한 읽기 태도 로 읽기태도를 측recreation) (reading attitude toward learning)

정한 윤준채 의 결과와도 일치한다(2007) . 

자아존중감의 평균 점수는 모든 영역에서 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년은 별다른 3 4-5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학년의 경우에도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에 따른 평균 점수에는 . 4-5

차이가 있었다. 

학년

영역

학년3 (n=121) 학년4 (n=75) 학년5 (n=26)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독서태도 3.65 .79 3.63 .87 3.56 .78

인지 4.10 .96 4.08 .90 3.97 .84

정서 3.65 .95 3.63 1.05 3.56 .88

행동 3.21 .90 3.19 1.02 3.16 1.00

자아존중감 3.62 .53 3.43 .50 3.43 .61

총체적 3.88 .67 3.83 .68 3.68 .83

사회적 3.35 .75 3.11 .77 3.32 .88

가정 4.18 .82 3.83 .88 3.97 .75

학교 3.08 .72 2.95 .70 2.77 .61

표 학년별 독서태도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기술통계< 8> 

독서태도에 대한 집단간 검사2. 

책 읽어주기 활동이 아동의 독서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책 읽어주기 활동 전

후의 집단간 독서태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와 같이 비교하였다< 9> .

영역

통제 실험

사전(n=223) 사후(n=195) 사전(n=72) 사후(n=61)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독서태도 3.64 .81 3.74 .83 3.87 .76 4.16 .62

인지 4.08 .92 4.17 .96 4.32 .87 4.50 .57

정서 3.64 .97 3.73 .94 3.91 .82 4.21 .69

행동 3.20 .95 3.32 .94 3.38 .90 3.78 .83

표 집단간 사전 사후 독서태도 평균과 표준편차< 9> -

전체적으로 아동들은 독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지에 비해 독서를 재미있

고 좋아하는 정서는 부족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더욱 어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실험집단의 경우 인지 정서 행동간의 평균 차이가 전보다 감소하였다 이는 책 . , , . 

읽어주기가 독서에 대한 인지를 정서로 받아들이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태도를 강화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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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 평균점수의 차이가 사전 평균점수의 차이보다 커졌다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의 사전 독서태도 평균점수의 차는 점이었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점으로 0.23 0.42

사전검사의 평균 점수의 차이보다 점의 차이가 추가로 발생하였다 인지 요인에서는 0.19 . 0.08

점 정서요인에서는 점 행동요인에서는 점의 평균점수의 차이가 추가로 발생하였다, 0.20 , 0.28 . 

표 과 같이 집단간 사후 독서태도의 평균점수에 대해 검증하였다 실험집단은 독서태< 10> t . 

도의 모든 영역에서 통제집단에 비해 사후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집단간 사후 독서태. 

도에 대한 검증 결과 독서태도는 물론 독서태도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집단간 평균점수의 차이t ,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를 통해 책 읽어주기 활동이 아동들의 독서태도 및 독서태도 . , 

하위요인을 향상시키는 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영역
통제(n=195) 실험(n=61)

값t 값p
평균 SD 평균 SD

독서태도 3.74 .83 4.16 .62 -3.776 .000

인지 4.17 .96 4.50 .57 -2.993 .003

정서 3.73 .94 4.21 .69 -3.839 .000

행동 3.32 .94 3.78 .83 -2.965 .003

표 집단간 사후 독서태도에 대한 검증 결과< 10> t

자아존중감에 대한 집단간 검사3. 

책 읽어주기 활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책 읽어주기 활동

전후의 집단간 자아존중감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과 같이 비교하였다< 11> . 

영역

통제 실험

사전(n=223) 사후(n=195) 사전(n=72) 사후(n=61)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자아존중감 3.54 .54 3.59 .55 3.65 .53 3.74 .42

총체적 3.85 .69 3.90 .68 4.04 .64 4.02 .57

사회적 3.27 .78 3.32 .83 3.37 .94 3.66 .68

가정 4.03 .84 4.11 .79 4.16 .75 4.24 .61

학교 3.00 .71 3.02 .71 3.05 .79 3.05 .66

표 집단간 사전 사후 자아존중감 평균과 표준편차 < 11> -

집단간 사후 자아존중감의 평균점수의 차이는 사전에서 보다 크게 나타났다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의 사전 자아존중감 평균점수의 차는 점이었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점으로 사0.11 0.16

전검사의 평균 점수의 차이보다 점의 차이가 추가로 발생하였다 사회적 요인에서는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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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가정 요인에서는 점의 평균점수의 차이가 추가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총체적 요0.23 , 0.01 . 

인과 학교 요인에서는 각각 점과 점의 차이가 나타나 평균점수의 차이가 줄었다0.07 0.01 .– –

6)

표 와 같이 집단간 사후 자아존중감의 평균점수에 대해 검증하였다 실험집단은 자아< 12> t . 

존중감의 모든 영역에서 통제집단에 비해 사후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간 . 

사후 자아존중감에 대한 검증 결과 자아존중감의 사회적 요인에서만 집단간 평균점수의 차t ,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를 통해 책 읽어주기 활동이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예상할 수 있고 특히 책 읽어주기 활동이 자아존중감의 사회적 , 

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영역
통제(n=195) 실험(n=61)

값t 값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아존중감 3.59 .55 3.74 .42 -1.776 .077

총체적 3.90 .68 4.02 .57 -1.125 .262

사회적 3.32 .83 3.66 .68 -2.487 .014

가정 4.11 .79 4.24 .61 -1.051 .294

학교 3.02 .71 3.05 .66 -.294 .769

표 집단간 사후 자아존중감 평균에 대한 검증 결과< 12> t

상관 분석4. 

사전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독서태도와 자아존중감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자아존중감. 

과 독서태도의 하위 요인간의 상관계수는 표 과 같다< 13> . 

구분 인지 정서 행동 자아존중감 총체적 사회적 가정적 학교

독서태도 .789** .898** .880** .562** .608** .485** .472** .020

인지 1 .541** .499** .470** .494** .388** .356** .096

정서 .541** 1 .753** .512** .558** .418** .471** -.008

행동 .499** .753** 1 .461** .507** .440** .383** -.034

자아존중감 .470** .512** .461** 1 .821** .813** .812** .378**

총체적 .494** .558** .507** .821** 1 .639** .638** .061

사회적 .388** .418** .440** .813** .639** 1 .581** .058

가정적 .356** .471** .383** .812** .638** .581** 1 .018
**. p<0.01.

표 독서태도와 자아존중감 요인간의 상관분석< 13> 

분석 결과 독서태도와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계수는 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562

나타났다 즉 독서태도와 자아존중감 간에는 밀접한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p<0.01). 

6) 실험집단이 아닌 통제집단에서도 사전검사 점수보다 사후검사 점수가 높게 측정되는 것은 학생들의 발달에 따 

른 현상으로 추측할 수 있고 이는 다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박경묵 서순영 하수진 정영옥 ( , 2007; , 

김영애 20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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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자아존중감과 독서태도 요인간의 상관 분석 결과 총체적 자아존중감과 가정에서의 자. 

아존중감은 독서태도의 정서 요인과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독서태도의 행동요인과 상관계수, 

가 높았으나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은 독서태도의 요인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들과도 상관관계가 없었다. 

독서태도 점수와 독서태도를 구성하는 인지 정서 행동 세 가지 영역별 점수의 상관관계는 , ,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서 영역이 다른 독서태도의 구성 요인들과. 

의 상관관계는 물론 전체 독서태도 점수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책 읽어주기 활동 및 학교도서관에 대한 태도 분석5. 

독서태도 검사 도구의 번 문항과 번 문항을 통해 책 읽어주기 활동에 대한 태도를 분10 19

석하였으며 번 문항과 번 문항을 통해 학교도서관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였다 학년별 , 20 30 . 

집단간 사전 사후 평균점수는 표 와 같다- < 14> .7)

문항

학년3 학년4

통제 실험 통제 실험

사전평균 사후평균 사전평균 사후평균 사전평균 사후평균 사전평균 사후평균

A10 3.17 3.26 3.91 4.35 3.25 3.01 3.80 4.33

A19 3.38 3.65 3.64 3.98 2.89 2.89 3.33 4.17

A20 3.66 4.02 3.80 4.10 3.66 3.48 4.02 4.39

A30 3.14 3.30 2.98 3.60 3.15 3.12 3.10 3.64

표 책 읽어주기 활동 및 학교도서관에 대한 태도 분석< 14> 

가 책 읽어주기 활동에 대한 태도 분석. 

실험집단의 사전 평균점수가 통제집단의 사전 평균점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참. 

여를 희망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책읽어주기 활동을 진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책읽

어주기 모임이 있다면 참여 하고 싶다.’는 문항에 대해 통제집단 학년 학생들은 점 학3 0.09 , 4

년 학생들은 점이 증가하였으나 실험집단 학년 학생들은 점 학년 학생들은 0.24 3 0.44 , 4–

점이 상승하였다 이러한 평균점수의 차이는 책읽어주기 모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0.53 .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책 읽어주기 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아동은 책 읽어주기 활. 

동을 보다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동화책을 읽어주면 좋겠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학년 학생보3

다 학년 학생들의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집단간 평균점수 변화의 차이는 실험집4

7) 학년은 사례수가 부족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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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서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책 읽어주기에 참여한 학년 학생들은 긍정적인 독서경. 3-4

험으로 부모나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면 좋겠다는 마음의 상태가 보다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년 실험집단보다 학년 실험집단에서 이러한 강도가 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책3 4 . 

읽어주기가 저학년에서뿐만 아니라 고학년에게도 즐거운 독서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음을 예측해주는 결과이다.

나 학교도서관에 대한 태도 분석. 

통제집단의 사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년 학생들은 학교도서관에 가는 것, 3-4

을 좋아하는 것에 비하여 대출을 자주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나는 학교도서관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는 문항에 대해 통제집단 학년 학생들은 점3 0.36 , 

학년 학생들은 점이 증가하였으나 실험집단 학년 학생들은 점 학년 학생들은 4 0.18 3 0.30 , 4–

점이 상승하였다 이는 책읽어주기 활동이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책읽어주기 0.37 . 

활동에 대한 긍정적 정서가 학교도서관에 전이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는 학교도서관에서 자주 책을 빌려 온다.’는 문항에 대해 통제집단 학년 학생들은 3 0.16

점 학년 학생들은 점이 증가하였으나 실험집단 학년 학생들은 점 학년 학생, 4 0.03 3 0.62 , 4–

들은 점이 상승하였다 이러한 평균점수 차이의 변화는 학교도서관에서 진행된 책읽어주0.54 . 

기 활동이 학생들의 실질적인 독서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학교도서관에서 즐거운 독서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학교도서. 

관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와 행동에 대한 태도는 물론 실질적인 책읽기 행동에 대한 변화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Ⅴ

이 연구는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경험과 관찰을 통해 확인한 책 읽어주기의 긍정적인 효과

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연구자들은 책 읽어주기의 효과 중. 

에서 독서태도와 자아존중감에 주목하여 책 읽어주기 활동이 아동의 독서태도와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개 지역 개. 7 , 10

의 초등학교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책 읽어주기 활동 참여자를 실험집단으로 선정3~6

하였고 비참여자를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집단을 대상으로만 주 회 총 주에 걸쳐 . 1 13

권의 책을 학교도서관에서 읽어주었다 독서태도 검사 도구는 정혜승 의 읽기 태도 5 . (2006)

검사 예비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자아존중감 검사 도구는 최보가와 전귀연 이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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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책 읽어주기 활동은 아동의 독서태도는 물론 독서태도의 모든 하위 영역에도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책 읽어주기 활동은 아동의 자아. 

존중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사회적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전체 자아존중감 

및 자아존중감의 다른 하위 영역에서는 그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독서태도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562). 

책 읽어주기 활동은 아동의 독서태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 효과는 독

서태도와 독서태도의 모든 하위 영역인 인지 정서 행동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 

타났다 이중에서도 특히 행동 요인의 긍정적인 변화가 컸는데 이는 책 읽어주기의 (p<0.01). 

특성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책 읽어주기는 다른 활동과는 달리 학생이 참여하여 .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이 직접 책을 읽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독서 활동에 대한 행동을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정서 요인의 긍정적인 . 

변화도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들이 책 읽어주기 활동을 즐거운 독서 경험으로 받아들이

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행동과 정서요인에 비해 인지요인의 평균점수의 증가는 크지 않았. 

는데 이는 인지요인의 사전 평균점수가 다른 요인에 비해 높은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책 읽어주기 활동에 참여한 아동의 자아존중감 사후 평균점수가 사전 평균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실험집단의 자아존중감 사후와 사전 평균점수의 차이는 통제집단의 사후와 . 

사전 평균점수의 차보다 더 커졌다 즉 책 읽어주기가 참여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집단간 사후 평균점수의 차이는 사회적 자아존. 

중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책 읽어주기 활동이 차시에 걸쳐 권(p<0.05). 13 5

의 책을 읽는 단기간의 활동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활동시간에도 진행자는 분 내외의 책. 40

을 읽어주어야 함으로 진행자가 학생의 발언과 태도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시간은 부족할 수

밖에 없으며 서로 간에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시간은 짧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담임교. 

사나 사서교사와 같이 학생과 기존에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진행자가 책을 읽어주었

기에 그 효과는 보다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사회적 자아존중감의 집단간 사후 평. 

균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는 것은 모둠활동으로 진행된 책 읽어주기가 아동

의 의사소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고 사회적 정서 발달에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책 읽어주기의 긍정적 효과가 증명된 이상 어떠한 부분이 보다 강력한 예측인자가 

되는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책 읽어주는 참여자간의 관계는 물론 책의 내용. 

과 종류 교실이나 도서관과 같은 활동 장소 소모둠 구성원 의사소통의 내용 사서 교사 의 , , , , ( )

지원 정도 등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임의 추출한 표본으로 연구결과를 모든 아동에게 일반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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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대상자가 탈락하여 평균점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 , 

다 셋째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 타당도와 신뢰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 .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교실이 아닌 학교도서관에서 진행된 책 읽

어주기 활동을 독서태도의 인지 정서 행동요인으로 측정하였고 독서태도와 자아존중감의 , ,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독서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동들이 평생 독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라

고 할 때 사서와 교사는 책 읽어주기와 같은 다양한 독서서비스를 강화하고 개발하여 아동에, 

게 즐겁고 다양한 독서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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