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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독서태도 모델을 개발하는 데에 있다 이에 독서태도의 개념과 구성요인을 살펴보고 선행 독서태도. 
모델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새로운 독서태도 모델을 제시하였다 개발된 독서태도 모델은 크게 독서환경 변인 독자. , 
변인 및 독서행동 변인으로 구성되었다 독서태도 모델 개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태도의 구성요인을 인지. . , ,
정서 행동의지로 구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독서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다 둘째 독서태도의, . , 
행동적 요인을 행동의지와 몸짓으로 드러나는 독서행동으로 구분하여 독서태도의 구성요인에 관한 논리성을 강화시켰
다 셋째 독서태도의 대상으로 물리적인 책 텍스트 과 책읽기를 모델에 명시하여 책의 중요성을 독서태도 모델에. , ( )
반영하였다 넷째 독서경험을 통한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스키마를 제공하여 독서태도와 독서행동의 변화가능성을. , 
이론적으로 제시하였다 다섯째 개발된 독서태도 모델은 독서환경과 독서환경으로부터 유발된 자극이 독자와 독자의. , 
독서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피드백 되는지에 관한 영향 관계가 제시되어 있어 독서태도의 형성과 작동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키워드 독서태도 태도 독서 독서태도 모델 책: , ,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model of attitude toward reading. For that the concept
and factors of reading attitude were examined and the preceding reading attitude models were critically
studied to propose the new reading attitude model. The reading attitude model is consisted of three
component named reading environment domain, reader domain and reading domain. The results of the
development of a model of attitude toward reading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proposed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can check and measure the reading attitude in various aspects by dividing reading
attitudes into cognition, affect and intention factors. Second, It reinforced the logicality on the construct
of reading attitude by dividing behavioral factor of reading attitude into the intention and the behavior.
Third, This Model reflected the importance of book with text by specifying  physical books and reading
a book in the model. Fourth, this model theoretically proposes the potential for change of reading attitude
and behavior by suggesting cognitive and affective schema from reading experience. Fifth, the developed
reading attitude model helps to understand the form and process of reading attitude by presenting impact
of reading environment and stimulation derived from reading environment on reader and reader’s
reading behavior and affective relation on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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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사서에게 있어 독자의 독서행동은 주요한 관찰 대상이다 그것은 독서행동을 통해 독자가 . 

책읽기를 좋아하는지 또는 특정한 책을 만족스럽게 읽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앞으로도 책을 

지속적으로 읽을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서교사와 . 

같이 아동청소년 독자가 바람직한 독서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서들에․

게는 아동청소년의 독서행동이 독서교육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됨과 동시에 독서교육과․

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어떤 독자가 단지 책을 읽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듯이 바람직한 독서행동

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이상적인 독자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도 없다 이상적인 독자에게는 . 

겉으로 보이는 독서행동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이지 않는 독서태도에 대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독서행동에 대한 조건은 물리적인 책과 읽기에 대한 조건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어떤 고등학생이 폭력적인 만화책만을 자주 읽는다고 하자 이 학생의 독서행. , . 

동의 빈도는 높게 측정되지만 이러한 독서행동이 바람직한 독자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또 . 

모든 독서 자료를 비판적으로 읽는 경우나 분절적으로만 읽는 경우 또한 올바른 독서행동은 

아닐 것이다 독자 내에 기저로 자리하고 있는 독서태도에 대한 조건은 독서를 좋아하는 것과 . 

같은 감정 독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인지 독서하고자 하는 행동의지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 , . 

서 이상적인 독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바람직한 독서행동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바람직한 독서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상적인 독자에 대한 조건은 사서가 . 

독자의 독서행동뿐만 아니라 독서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사회심리학자들은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태도를 사용하였다 이후 독서분야의 연구자. 

들은 사회심리학적 태도를 차용하여 독서에 대한 태도와 독서태도 형성 과정을 독서태도 모

델을 통해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선행 독서태도 모델에서는 독서태도의 구성요인이. 

나 하위요인들 간의 관계가 한정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독서태도 모델을 통해 독자의 독서태

도를 다양한 측면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독서태도 모델에 관한 선행 연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독서태도의 

구성요인과 영향 요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한 독서태도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독서태도의 이론적 배경.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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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사회심리학에서 사용하는 태도의 개념을 독서에 차용하여 독서태도 모델을 

개발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으로 이 장에서는 사회심리학에서 논의된 태도의 개념과 구성요인 

및 태도 모델을 살펴보고 이러한 사회심리학적 태도가 반영된 독서태도의 개념과 구성요인 

및 독서태도 모델을 고찰하고자 한다.

태도와 독서태도의 개념1. 

가 태도의 개념. 

태도 라는 용어는 라틴어 에서 온 것으로 준비됨 혹은 적응의 상태를 의미(attitude) aptus , 

한다 세기에는 이런 태도라는 용어가 거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으로만 사용되었다. 18 (Erwin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를 일반적으로 태도로 번역하는데 이때 사용2006, 3-4). attitude , 

되는 태도 의 사전적 의미에는 ( )態度 ‘몸짓’이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

일본에서는 자세 로 번역되기도 하는 데 이 역시 책을 읽는 자세와 같이 2015). ( ) , 姿勢 ‘몸짓’

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는 태도나 ( 2015). attitude和英中 典 プログレッシブ 辞

자세와 같이 주로 ‘몸짓’을 의미하는 표현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 ‘몸의 동작이나 몸을 가

누는 모양새’란 의미 외에도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가짐이 . 

드러난 자세’,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에 대해 취하는 입장’이라는 보다 폭넓은 의미로 태도가 

사용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이러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태도는 ( 2015). ‘어떤 일’이라

는 대상에 대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포괄하

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와 은 태도를 Thomas Znaniecki “어떤 대상에 대한 개인의 마음의 상태(state of mind)”라

고 정의하였다 이들의 태도에 대한 정의를 보면 태도는 대상과 마음의 (Erwin 2001, 4-5).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 . 

은 태도를 Thurstone(1931, 261) “어떤 심리적 대상에 대한 호의적 또는 적대적인(against) 

감정”라고 정의하여 마음의 상태를 좋거나 싫은 정서로 보다 분명히 나타냈다 와 . Petty

는 태도가 Cacioppo(1981, 7) ‘어떤 사람 대상 혹은 문제에 대해 지니고 있는 일반적이면서, , 

도 지속적인 긍정적 혹은 부정적 느낌’이라는 몇몇 사회심리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태도

를 정서로 설명하였다. 

반면 과 은 태도를 Ajzen Fishbein(1980, 13) “어떤 심리적 대상에 대한 어느 사람의 평가”

라고 하였고 은 태도를 Beck(1983, 302) “어떤 사람 대상 혹은 사물들에 대한 긍정적인 혹, , 

은 부정적인 평가”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태도의 정의는 정서적 영역에 더하여 태도를 인지적 . 

영역으로 설명한 것이다 는 태도를 . Katz(1960, 168) “어떤 대상에 대해서 호의적 또는 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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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으로 평가하는 개인의 경향성”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정서적 영역과 정서적인 평가라는 .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경향성이라는 행동적 영역을 포괄한 정의가 된다 그러나 경향성이란 .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반응을 하기 위한 인간의 준비성 혹은 반응의 심리적 경향성(readiness) 

으로 행동 자체와 구분되는 행동 경향을 지칭하기 때문에 몸짓으로 드(tendency) (behavior) 

러나는 행동과는 차이점이 있다 차배근 는 태도를 ( 1985). Allport(1954) “사람이나 대상에 

대해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학습된 경향(learned predisposition)”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러한 정의는 태도가 대상에 대한 생각이라는 인지적 측면 느낌이라는 정서, , 

적 측면과 행동이라는 행동적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 ‘학습된’은 태도가 

경험의 결과로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성향은 대상에 대한 반응을 편파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리고 정서에 대한 평가와 학습된 이라는 부분은 인지적인 영역과도 관계된. 

다 인지적 평가이론에서 정서는 자극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 때문에 유발되고 자극 . → 

인지적 평가 정서 유발의 전형적인 절차를 거친다고 하였다 또 학습된(Frijda 1988). ‘ ’ → 

이라는 의미는 그것이 경험을 통한 결과로 지각되었다는 것으로 행태심리학이나 스키마 이론 

등의 인지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중요한 인지적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용래 김( , 

태은 이는 태도를 정신적 대상과 연합된 감정 이라고 정의한 2005). (affect) Greenwald 

나 정서와 느낌과 평가를 동의어로 사용한 과 의 사례에서(1989) Fishbein Ajzen(1975, 11)

도 알 수 있듯이 태도의 정서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모두가 정서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인지 또한 인정한다, (Erwin 2001, 7). 

와 은 태도를 Eagly Chaiken(1993, 1) “특정 대상을 좋아한다거나 싫어한다는 정도로 평가

함으로써 드러나는 심리적 경향”으로 정의하여 태도를 정서뿐만 아니라 평가와 심리적 경향

성이 포함된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이때 대상 은 유발되는 자극으로 사람 사물 행동 . (object) , , 

등이 될 수 있고 평가는 대상에 대한 좋고 싫음의 감정이나 판단을 의미한다 그리고 심리적 . 

경향성 은 사람의 내적 혹은 성향 을 의미한다(psychological tendency) (disposition) . Mager 

는 말하(1968) 거나 행한 것 같은 행동을 태도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태도 연구가 겉으로 드러

나는 행동에 관심을 갖고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로 발전하면서 태도에 행동을 포괄하는 

정의가 부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와 의 태도의 정의에는 행동이 태도와 직접적. Mager Allport

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와 은 태도와 행동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 Fishbein Ajzen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태도와 행동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 

은 태도를 Ajzen(1989, 241) “어떤 대상 사람 사건이나 어떤 다른 식별 가능한 개인 세계, , 

(individual’ 의 양상에 선호적으로 혹은 비선호적으로 반응하는 개인적인 성향s world) ”으로 

정의하여 실제 행동이 아닌 반응하는 개인적인 성향으로 태도를 설명하였다 지금까지 태도에 . 

대한 여러 정의들을 살펴본 결과 각각의 정의들은 태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 달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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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에 따라 태도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해석도 다름을 알 수 있다. 

사회 심리학 문헌들에 나타난 태도에 대한 정의들은 태도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고 있느냐

에 따라 크게 인지 정서 행동 의 세 (cognition), (affect), (behavior, conation or intention)

가지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에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 중 어떤 요인이 태도의 . 

주요 요인이며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인지를 명확히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또한 연구에 제시된 행동을 몸짓과 같이 드러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인지 행동하고자 하는 성

향이나 경향 혹은 의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두 개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과 은 그의 책 . Fishbein Ajzen(1975, 11)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

에서 정서 인지 의도 행동 을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느낌, , (intention), (behavior) (feelings)

과 평가 를 동의어로 사용하였다 이는 평가를 신념으로 간주할 수도 있고 신념(evaluations) . 

이 인지적인 부분이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해석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준다. 

이에 선행 연구자가 기술한 내용을 토대로 선행 연구자의 관점을 추정하여 태도의 구성요인, 

을 연구자별로 정리한 결과는 표 과 같다< 1> .1)

구성요인

연구자
인지 정서 행동

Thurstone(1931) ○

와 Alexander Filler(1976) ○

과 Fishbein Ajzen(1975) △ ○

과 Ajzen Fishbein(1980) ○

Mager(1968) ○

Katz(1960) ○ △ △

Beck(1983) ○ △

Rosenberg(1960) ○ ○

와 Petty Cacioppo(1981) △ ○ △

Ajzen(1989) ○ ○ ○

Allport(1954) ○ ○ ○

와 Eagly Chaiken(1993) ○ ○ ○

와 Rosenberg Hovland(1960) ○ ○ ○

주요 구성요인 주요 구성요인보다 비율이나 강도가 낮은 구성요인: , : ○ △

표 태도 구성요인 이론< 1>

1) 신념 태도 행동으로 이어지는 개념적 위계구조 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전통적 (vertical structure)→ →

인 태도 구성 요인을 달리 바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과 이 제시한 신념 태도 의도. , Fishbein Ajzen(1975) → → →

행동으로 이어지는 인과적 연쇄 모델을 하나의 통합적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독서태도의 구성요(causal chain) 

인이 다요인으로 구성되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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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와 는 태도의 영역에서 느낌Thurstone(1931, 261-263) Petty Cacioppo(1981, 7)

이나 감정 을 강조하였고 과 은 특정 (feeling) (emotion) Beck(1983, 302) Katz(1960, 168)

대상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지적 평가 의 측면을 강조하였(cognitive evaluation)

다 반면에 는 행동을 강조하였다 는 태도의 정서적 요인. Mager(1968) . Rosenberg(1960)

이 변화할 때 관련된 인지에 있어서도 상응하는 변화가 발생함을 발견하였고 이후 태도의 인

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이 상호 일치한다고 하여 정서와 인지를 함께 (mutually consistent) 

강조하였다 와 는 태도를 신념 이나 행동 과 구별하였지만 . Petty Cacioppo (belief) (behavior)

누군가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된 원리가 신념이나 행동에게서도 동일하다고 주장하

였다 이러한 주장은 태도와 인지와 행동이 밀접한 상호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 . 

는 인지 정서 행동의지를 강조하였으며 와 와 은 인지 정서 행Ajzen , , Allport Eagly Chaiken , , 

동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태도의 영역을 구성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는 연구자마다 다르다. . 

그러나 연구자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태도가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된다는 단일요인설과 여러 

요인으로 구성된다는 다요인설로 구분할 수 있다 와 는 태도가 기본. Alexander Filler(1976)

적으로 정의적인 요인과 관련되어 있고 인지적 및 행동적 요인은 정의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정서 중심의 단일 요인 모델 을 제안하였다 반면에 (one component model) . 

와 와 은 태도를 세 가지 하위 구성요인으로 구분하는 사Allport Eagly Chaiken(1993, 1-5)

회 심리학 전통에 따라 요인 모델 을 제안하였고 요인들이 서3 (three component model) , 3

로 공유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독립적인 영역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와 역시 태도가 인지적 요인 정의적 또는 감정적 요인Rosenberg Hovland(1960, 1-14) , , 

행동적 요인으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태도의 요인 모델을 지지하였다 와 3 . Rosenberg

가 제시하고 있는 태도의 요인 모델은 그림 과 같다Hovland 3 < 1> . 

자극 

개인 상황 사회적 쟁점 시회( , , , 

집단 그리고 다른 태도 대상들, )

태도

정서

인지

행동

자율신경 반응

정서의 언어진술

지각적 반응

신념관련 언어진술

외현적 행동

행동관련 언어진술

측정 가능한 

독립변인들
중재 변인들

측정 가능한 

종속변인들

관찰 불가능 요인 관찰 가능 요인

그림 와 의 태도의 요인 모델 < 1> Rosenberg Hovland(196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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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태도를 구성하는 요인이 달라졌다 그러나 인지 정서 행. , , 

동적 요인이 태도를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요인이 아니더라도 이들 요인들이 모두 긴밀히 영

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설정은 모든 학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태도의 구성요인. 

은 설정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태도의 구성요인을 다요인으로 설정하여 아동의 독서태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태도의 사전적 정의에서 태도를 마음가짐과 몸짓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는 태도의 행동. 

적 요인의 범주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행동적 요인은 단순히 태도에 따라 행위하. 

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태도의 구성요인로서의 행동적 요인과 행동을 이끄는 중개 과정으로

서의 태도는 다르다 전자는 태도를 구성하는 세 가지의 요인에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고 후자는 태도를 구성하는 요인이 한 개나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태도와 행동이 순차적으, 

로 일어나는 과정을 기술한 것이다 마음가짐으로 표현되는 태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 

설명하고 있는 가상적인 개념이며 이러한 가상적 개념이 드러난 것이 몸짓이나 자세이다 이. 

에 마음가짐으로 표현되는 태도의 행동적 영역과 몸짓으로 표현되는 독서행동을 구분할 필요

가 있다 그림 에서도 태도는 관찰 불가능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태도를 . < 1> . “개인

의 행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획득된 내부의 상태”로 정의한 Gagné와 Driscoll(1988, 

과 같이 태도의 행동적 요인이 독자의 내부의 기저에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58) . 

따라서 태도의 행동적 요인을 독자의 내부의 기저에 자리하고 있는 영역과 겉으로 드러나는 

영역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구분은 태도의 척도화 에 도움. (attitude scaling)

이 되며 태도로부터의 행동의 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Fishbein, Ajzen 1975, 

13-18; Ajzen 1985, 1991). 

이에 이 연구에서는 독자의 독서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 획득 측면에서 최대한 다양한 

태도의 구성요인들을 포괄하여 독서태도를 정의하고 독서와의 관련성 측면을 통해 독서태도

의 개념의 범주를 설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태도가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도록 다음과 같. 

이 세 가지의 측면을 포함하여 태도를 정의한다 첫째 태도는 인지 정서 행동적 영역으로 . , , , 

구성된다 둘째 태도의 행동적 영역을 행동의지로 한정하여 몸짓으로 드러나는 독서행동과. , 

는 구분한다 셋째 태도는 학습된 것으로 후천적으로 변화 가능한 개념이다 이러한 조건을 . , . 

토대로 태도를 포괄적으로 정의해 보면 태도를 , “특정 대상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자 하는 비교적 일관된 학습된 경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나 독서태도의 개념. 

다양한 개념과 구성요인으로 표현되는 사회심리학적인 태도를 차용하여 독서에 대한 태도

를 해석하고 있는 연구자들도 독서태도의 개념과 구성요인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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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연구자들의 관점을 구분하면 크게 독서태도가 정서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견해, 

와 독서태도가 인지 정서 행동적 요인으로 이(Alexander, Filler 1976; McKenna 1994) , , 

루어졌다고 보는 견해 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독서태도 모델을 개발(Mathewson 1994) . 

하는 목적이 독자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고 독자가 독서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할 때 독서태도의 구성요인은 독자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요인을 포함하고 있어야 , 

하며 그에 따른 개념도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여 정의되어야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앞서 . 

제시한 태도의 정의를 토대로 독서태도 역시 인지 정서 행동의지로 구성되었다는 관점을 지, , 

지한다. 

은 독서태도를 Mathewson(1994) “내용과 목적에 대한 평가 특정한 읽기에 몰입하려는 , 

것에 대한 느낌 독서행동을 지속시키기 위한 읽기 준비도, ”라고 정의하여 인지적 정의적 영, 

역뿐만 아니라 행동적 영역을 포함하여 독서태도를 해석하였다 의 정의. Mathewson(1994)

가 중요한 이유는 독서태도의 변화가능성과 그에 따른 독서행동의 강화를 이론적으로 뒷받침

하기 때문이다 즉 사서가 제공하는 독서서비스를 통해 독자의 독서태도가 변화할 수 있으며 . 

독자의 독서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독서서비. 

스의 방법적 측면으로 독서태도를 구성하는 인지 정서 행동적 요인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 . 

앞서 태도를 정의함에 있어 태도의 행동적 영역을 행동의지로 한정하여 몸짓으로 드러나는 

행동과는 구분하였다 마찬가지로 독서태도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이끌지만 독서태도는 . 

중재변인으로 관찰 불가능한 요인이기 때문에 독서태도의 구성요인도 관찰 불가능한 중재변

인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독서태도의 구성요인인 행동적 요인을 겉으로 드러나는 독. 

서행동과 구분하여 독서하고자 하는 의지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독서태도의 행. 

동적 요인에서 몸짓으로 드러나는 독서행동을 제외하고 독자의 기저에 위치하는 독서의지만

을 독서태도의 구성요인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독서태도의 대상이 책뿐만 아니라 . 

책에 대한 사태 책읽기 행위 라고 하였을 때 텍스트를 포함한 책과 독서 사태 를 모두 독서( ) ( )

태도의 정의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종합하면 독서태도를 . “책과 책읽기에 대하여 생각하

고 느끼고 행동하고자 하는 비교적 일관된 학습된 경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독서태도의 영향 요인2. 

실제 세계에서 독자의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사서가 독자의 

독서태도를 이해하고 변화시키며 독자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요인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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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책읽기. 

독서에는 행동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때 인간의 읽기 행동의 대상은 . ‘책’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독서태도라고 하였을 때 인간이 책을 읽는 행위의 대상이 책에 대한 태도인지 , 

아니면 책을 읽는 행동에 대한 태도인지와 같이 독서태도 대상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어떨 때 이 두 개념은 서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초점이 서로 다르, 

다는 것이다 앞서 태도는 대상을 가지고 있고 대상에 대한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라고 하였. 

다 이를 독서에 적용시켜 보면 대상은 . , ‘책을 읽는 행위’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 태도의 요인. 3

을 적용시켜 보면 행동을 포함한 대상 즉 사태에 행동요인을 덧붙인 것이 된다 이는 읽는 , , . 

행위의 행동으로 읽는 행위의 행동과 행동 변화에 초점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행위. 

의 행동 유발은 행위를 포함한 대상 이전에 그 대상 자체에 대한 태도와 관계된다 어떤 친구. 

가 영화를 본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친구가 어떤 영화를 보는지가 궁금할 것이다 영화를 , . 

보는 행위인 영화 관람을 하기 전에 우리는 그 영화 자체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이다 이는 .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영화관람 이전에 그 대상 자체에 대해 궁금한 것으로 우리는 영화 관람

의 대상이 되는 영화의 스토리 주인공 장르 감독 혹은 축구관람과 같은 다른 활동이나 또, , , , 

는 관람에 따른 경제적 비용에 따라 그 영화를 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독서태도는 책을 읽는 행위에 대한 태도 이전에 책에 대한 태도가 유. 

발된다 이는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독서를 좋아하냐고 물었을 때 어떤 아동은 만. . 

화책은 좋아하지만 어른들이 읽는 소설책은 싫어한다고 대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 

책에 따라 독자의 독서태도와 독서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결국 독서가 책과 읽기가 

결합된 양상으로 드러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독서의 대상이 되는 책은 가지의 행태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물리적인 책으로 독서하3 . , 

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읽을거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책과 . 

아동의 상호작용이다 책의 내용이 어떻게 이해되고 스키마로 구조화 되는지는 독자에게 달. 

려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책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가치에 대한 부여는 . . 

타인의 설득이나 기대에 대한 신념 또는 독서경험 등을 통해서 형성된다. 

물리적인 책은 전집 학급문고 도서관 같이 점진적으로 사회적 환경으로 범주화 될 수 있, , 

고 책 한권 단어 한 개와 같이 특정화 될 수도 있다 아동이 책을 인식하거나 책이 아동에게 , . 

영향을 미칠 때 책과 아동은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따라서 어휘 책 한권 학교도서관 등도 . , , 

아동의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책이 포함된 대상들이 모두 독서태도의 측정 .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심경로를 거쳐서 변화된 태도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 

행동에 대한 예측력이 크다고 할 때 무엇보다도 책 내용의 매력도가 높아야 한다 책과 아동. 

이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아동은 텍스트를 해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이 적절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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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 수 있는 책의 난이도는 독자의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친다(Good and Brophy 1987). 

또한 독자가 읽을 책을 선택할 때 책의 주제가 무엇인지 책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사실은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책의 물리적인 형태나 책의 구성 형식도 독서태도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책의 물리적인 형태는 책을 보았을 때 알 수 있는 . 

책의 크기 책의 두께 등으로 구분될 수 있고 표현 형식은 책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 활용되는 , , 

문자의 표현 형식으로 글 만화 그림 사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이 실질적으, , , . 

로 독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책을 선택하는 행위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책의 선택 행위에 대

한 기준은 독서태도의 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독서행동. 

책을 대상으로 하는 태도 및 행동과 읽기를 대상으로 하는 태도 및 행동 그리고 이 두 대상, 

이 조합된 독서를 대상으로 하는 태도 및 행동에는 서로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 연구에. 

서 다루는 독서태도는 책이라는 대상과 독서라는 사태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독서태. 

도가 독서행동으로 발현되고 독서행동이 경험으로 다시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이들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따라서 독서행동은 독서 대상으로서의 책은 물. 

론 책에 대한 행위와 행동뿐만 아니라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이에 . 

독서태도와 독서행동은 협력하여 작동되어야 하고 각각의 영역을 진단함에 있어서도 서로의 

영역이 필요하게 된다. 

독서태도가 독서행동에 인과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설정은 태도나 독서태도의 개념적 정의

들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행동이 태도의 구성요인이라 할 경우 행동적 요인은 외적 행동에 . , 

대한 중개변인이 된다 그리고 독서의도가 태도와 행동(Ajzen and Fishbein 1980, 13-27). 

의 중재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독서태도와 독서행동이 영향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도 독서의도를 독서태도와 독서행동의 중재변인으로 설정하였다Mathewson(1994, 1149) . 

반면 는 태도와 행동을 직접적인 영향 관계로 설정하였다 즉 이와 같Liska(1984, 61-74) . 

은 연구들을 종합하면 ‘독서태도 행동의지 독서행동( ) → ’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독서태도와 독서행동의 관계는 행동주의 심리학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극의 연합. 

을 통해 정서적 반응이 조건화된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 때 조건화된 행동은 학습된 . 

것이며 학습된 반응은 경험을 통해 그 범위가 확장되거나 일반화 될 수 있다 또한 반복을 . 

통해 독서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다 마태효과 는 독서행동이 독서기능을 향. (Matthew effect)

상시키고 독서기능이 향상된 경험이 긍정적인 독서태도를 형성시켜 다시 독서행동을 유발시, 

키는 순환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독서태도와 독(Stanovich 1986, 380-382). 

서행동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독서태도와 독서행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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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독서경험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조건화된 행동과 마태효과를 . 

종합하면 ‘독서태도 독서행동 독서경험→ → ’으로 이어지는 순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다 독서경험. 

과 은 행동을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요인으로 보Fishbein Ajzen(1975, 13-18)

았고 는 행동을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았, Liska(1984, 61-74)

다 이러한 설정은 독서행동이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이들 관계를 . ‘독서행동 → 

독서태도’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계에 독서경험을 추가하여 이들 관계를 재. 

설정할 수 있다 와 는 직접 경험을 통해 획득된 태도가 행동과 강한 연관. Fazio Zanna(1981)

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고 독서태도의 정의에서 기술되어 있는 , ‘학습된’은 태도가 사회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경험의 결과임을 의미하였다 이는 독서행동으로부터 유발(Erwin 2001, 5). 

된 독서경험이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독서에 대해 좋지 못한 경험을 가진 독자는 독서태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긍정적인 경험을 가진 독자는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변우열 ( 2012, 153; 

한철우 또한 태도와 행동 간의 인지적 부조화는 행동에 의해 태도가 변화할 수 2011, 63).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내용은 경험이 행동과 (Festinger 1957, 32-47). 

태도에 작용한 결과로 ‘독서행동 독서경험 독서태도→ → ’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정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가 수행한 개의 침 반응의 연구나 과 가 수행한 Pavlov(1927, 33) Watson Rayner(1920)

아이의 두려움 형성 연구는 중성자극에 대한 조건반응을 설명해 준다 이때 무조건 반응에서 . 

조건 반응으로의 변화에는 실제적인 빈번한 행동이 포함되어 있고 지속적인 경험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행동이 궁극적으로 다시 자기 행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 경험. 

이 작용하다고 정리할 수 있다 즉 독서태도가 오랜 기간에 걸친 독서 관련 경험들이 쌓여서 . 

형성되기 때문에 ‘독서행동 독서경험 독서태도 독서행동→ → → ’의 순환관계가 성립한다. 

이에 따라 실제 몸짓으로 표현되는 독서행동에 대한 결과를 독서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

러한 독서경험이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독서태도를 모델화 할 수 있다. 

고전적 조건화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대표적인 이론이지만 태도와 경험과의 관계는 관찰학

습과 같은 사회학습이론이나 행태심리학과 같은 인지학습이론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는 아동들이 어떻게 관찰을 통해 학습하는지를 연구했고 인간 학습의 많Bandura(1971, 5)

은 부분이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모방하는 과정 모델링 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추정하였다( ) . 

그리고 그는 모방한 특정 행동이 강화를 받음으로써 모방하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행태심리학을 포함한 인지주의 학습이론에서 경험은 학습을 결정하는 중심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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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주된다 한국교육심리학회 따라서 경험을 통해 독서태도의 인지적 영역을 변( 2000). 

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독서경험이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독서태도의 어떤 . , 

구성요인에 보다 구체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과정 설정도 가능하다 이중 독서태도의 인. 

지적 정서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스키마 이론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schema) . ･

스키마는 독자가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지식의 구조로 스키마 이론은 글을 통하여 전달하고

자 하는 필자의 메시지를 독자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을 동원하여 해석하는 과정이다 이삼형 (

독자는 자신만의 스키마를 가지고 있고 독서행위를 통해 자신의 스키마를 1999, 360-363). 

축척하거나 변화시켜 나간다 이는 의 독서과정 단계에서 . Gray(1948) (reading process) 4

생각이나 개념을 자신의 경험 배경에 흡수하는 ‘신구 독서의 융합 단계’(Zintz, Maggart 

와 의 독서를 통한 인지적 만족감 단계에서도 스키마 1989, 16) Mathewson(1994, 1149)

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 즉 개별 독자마다 형성된 배경지식이 쌓여 있는 스키마의 인지적 구. 

조변화가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독서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나 지식을 얻. 

어 지적 만족을 얻은 경험은 독서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변우열 ( 2012, 153; 

옥정인 이때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정보와 지식을 수용했다는 것으로 독자의 스1999, 28). 

키마가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서태도의 정서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만족감. 

으로 설명될 수 있고 이 역시 스키마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독서행동을 통한 독서경험이 . 

인지적 구조와 정서적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한다면 이를 저장시키고 변화시키는 독자의 스키

마도 인지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을 독립시켜 다루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 

한 가정은 의 신구 융합단계 나 Gray (Zintz and Maggart 1989, 16) Mathewson(1994, 

의 독서를 통한 정서적 만족감 단계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독서를 통해 즐거운 만1149) . 

족감을 얻었거나 독서를 통해 가슴깊이 새기고 싶은 깊은 감명을 받은 경험도 정서적 스키마

를 변화시켜 독서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변우열 옥정인 ( 2012, 153; 

이성영 1999, 28; 2009, 310).

라 독서환경. 

다양한 읽을거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아동의 독서태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때

서수현 정혜승 물리적인 책을 기반으로 하는 독서활동은 환경 속에서 이루어( , 2012, 276),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서 제시된 구성요인이나 영향요인 모두 특정한 상황 속에서 형성되. 

고 축적되거나 드러내지는 행위로 환경적 요인은 독자의 독서태도에 직접적 영향요인이나 간

접적 배경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환경요인들은 독립적으로 작용되기도 하지만 다른 요인. 

들과 동시에 작용되기도 한다.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많이 있고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도서관과 그렇지 못한 학교도서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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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학생들의 독서생활은 다를 것이며 학생들 앞에서 책을 읽는 모습을 매일 같이 보여주는 

담임교사와 그렇지 않은 담임교사가 학급 학생들에게 책을 권했을 때 학생들은 다른 반응을 

나타낼 것이다 또한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에 독서기록부를 반영하는 교육정책이 추진. 

되거나 기업 면접에서 특정 책의 내용을 묻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회와는 분명 책과 독서를 접하는 태도가 다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독자를 둘러싸고 있는 . 

환경적인 요인이 독자의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정리하면 가정에서의 독서환경 학교에서의 독서환, 

경 사회에서의 독서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변우열 옥정인 한철, ( 2012, 15; 1999, 28-30; 

우 2011, 64-69).

독서태도 모델3. 

가 태도 모델. 

행동의지나 행동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이론을 중심으로 태도 모델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태도라는 범주에서 인지 정서 행동의지와 행동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고찰, , 

하고자 한다. 

과 은 그림 와 같이 행동적 요인을 태도로부터 분리시Fishbein Ajzen(1975, 13-18) < 2>

키고 의도 라는 개념을 만들어 신념이 태도에 영향을 주고 태도가 의도에 영향을 (intentions) , 

주며 의도가 행동에 영향을 주는 순차적 과정을 제시하였다, . 

대상 에 관한 신념X

(Beliefs)

1.

2.

3.

.

.

.

N.

대상 에 대한 의도X

(Intentions) 

1.

2.

3.

.

.

.

N.

대상 에 대한 행동X

(Behaviors)

1.

2.

3.

.

.

.

N.

대상 에 대한 태도X

(Attitude)

영향–——————

피드백------ 

그림 의 대상에 대한 신념 태도 의도 행동 모델< 2> Fishbein-Ajzen(1975, 15) , , , 

그림 를 보면 대상 에 대한 의도가 대상 에 대한 행동과 일대일로 대응되어 있음을 < 2>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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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이는 의도가 그에 따른 상응하는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행동은 피드백 . . 

되어 대상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대상에 대한 태도도 신념에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이러한 신념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태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류과정으로 . ‘특정 

대상에 대한 신념 태도 의도 행동→ → → ’으로 모델이 도식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과 은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 모델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의도와 Fishbein Ajzen(1975, 16)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구안하였다 이는 이들이 행동의 대상에 대한 신념보다는 행동 . 

그 자체와 관련된 신념이 의도에 보다 기능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과 이 구. Fishbein Ajzen

체적인 의도와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도식화한 의도와 행동 모델은 그림 과 같다< 3> . 

행동 의 결과에 대한 X

신념

행동 에 대한 규범적 X

신념

행동 에 대한 태도X

행동 에 관련된 X

주관적 규범

행동 를 행하고자 하는 X

의도
행동 X

영향–——————

피드백------ 

그림 의 구체적인 의도와 행동 모형< 3> Fishbein-Ajzen(1975, 16)

그림 은 행동 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행동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 3> X X

설정되어 있어 행동의 주요한 결정요인 이 의도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의(determinant) . 

도에 기능하는 주요한 가지 요인은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이2 (subjective norm)

다 그리고 이 가지 요인은 각각 특정 행동의 결과에 대한 신념과 특정 행동에 대한 규범적 . 2

신념 에 의해 형성된다 행동이 가지의 방향으로 신념에 피드백되는 데 (normative beliefs) . 2

이중 하나는 행동 의 결과와 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한 신념으로 이러한 신념은 행동에 대한 X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또 하나의 신념은 행동에 대한 규범적 신념 으로 . (normative beliefs)

문제의 행동을 수행할 것인지 수행하지 않을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지시대상(referents)

이다 사람이 주어진 지시대상에 반드시 따르도록 동기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규범적인 . 

신념이나 따르고자 하는 동기는 규범적인 압력으로 연결되고 이러한 규범적인 압력 전체는 

주관적 규범이 된다 그리고 특정 행동에 대한 태도와 특정 행동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 규. 

범이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주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 

과 은 태도와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의도라는 변인을 태도와 행동의 매Fishbein Ajzen

개변인으로 사용하여 행동을 보다 잘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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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현된 행동이 지속화되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태도로부터 행동이 유발되어야 한다고 

하였을 때 태도를 행동에 대한 태도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중요성을 , 

간과하게 된다 나은영 이러한 비판을 독서에 적용해 보면 독서에 대한 태도만으( 1994, 19). , 

로는 아동의 지속적인 독서행동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독서태도의 대상이 되는 책에 대

한 태도를 독서에 대한 태도에 반영해야 함을 의미한다. 

는 Liska(1984, 61-74) ‘신념 태도 의도 행동→ → → ’으로 진행되는 Fishbein-Ajzen 

모델이 지나치게 단순하여 기존의 태도에 대한 연구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모형을 수정하여 그림 와 같이 수정 모델을 제시하였다Fishbein-Ajzen < 4> .

우연성에 의해 

증가된 태도
개인의 평가에 의해 증가된 

행동의 특정한 결과에 대한 신념 

행하고자 하는 동기에 의해 

증가된 특정한 타인의 사회적 

기대에 대한 신념 

우연성에 의해 

증가된 행동 의도

(intention)

우연성에 의해 

증가된 주관적 규범

사회구조

환경( )
행동

그림 의 수정 모델< 4> Liska(1984, 72)

의 수정 모델이 모델과의 다른 특징은 사회구조가 직접적으로 도식Liska Fishbein-Ajzen 

화되어 있다는 점과 모델의 영향요인간의 관계가 모델 보다 잘 드러나 있다Fishbein-Ajzen 

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의 수정 모델에는 모델과는 달리 사회구조가 . Liska Fishbein-Ajzen 

배경변수가 아닌 신념은 물론 행동의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설정되

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태도가 의도에 의해서 중재되어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도식화 되어 . 

있는 모델과는 달리 모델에서는 태도가 직접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Fishbein-Ajzen Liska 

주고받는 관계로 설정되어 있으며 태도가 신념과 의도를 중재하는 것으로 설정되지 않고 신

념과 행동을 중재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모델과는 달리 행동이 . Fishbein-Ajzen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요인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의 태도 모델을 통해 독서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Liska

가지 요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옥정인 첫째 요인은 독서행동의 결과에 대3 ( 1999, 19-20). 

한 독자의 신념이고 둘째 요인은 독서행동 그 자체이며 셋째 요인은 타인의 사회적 기대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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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달하려고 하는 독자의 신념이다. 

나 독서태도 모델. 

의 독서태도 모델에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인으로 구성된 독서태Mathewson(1994) , , 

도가 어떤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더불어 어떤 요인이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도

식화되어 있다 의 독서태도 모델은 그림 와 같다. Mathewson < 5> .

설득적 의사소통 :

중심 경로와 주변 경로

근본 개념

기본 개념의 수정

독서에 대한 태도

우세한 느낌

행동 준비

평가적 신념

독서를 통한 

정서적 만족감

내적 감정 상태

계속 읽거나 

읽으려는 의지

외적 동기

보상 목적( , , 

규범 배경, )

독서를 통한 

인지적 만족감

독서 혹은 독서 과정에서 

축적된 구체적인 느낌

독서행동

텍스트 선택 주의집( , 

중 전략사용 이해, , )

재구성된 생각

영향

피드백

그림 의 독서와 읽기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 모델< 5> Mathewson(1994, 1149)

이 모델에서는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지 주요 요인과 가지 부가 요인이 2 2

설정되어 있다 가지 주요 요인은 근본개념 과 설득적 의사소통. 2 (cornerstone concepts)

이고 가지 부가 요인은 정서적 만족감과 인지적 만족감이다(persuasive communicatin) 2 . 

이 모형은 독서태도가 독서의도에만 영향을 미치고 독서의도가 독서행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고 독서의도가 독서태도뿐만 아니라 내적 정서 상태와 외적 동기요인들로

부터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도식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 모델의 또 다른 특징은 독자의 환경. 

에서 중요한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갖게 되는 신념과 기대와 같은 주관적 규범

의 역할을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모델은 독서태도나 내적 정서 상태(subjective norm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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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 동기요인들이 모두 간접적으로만 독서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요인들과의 관계가 너

무 한정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주관적 규범과 같은 신념이 독서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한 것이다(Mckenna 1995, 19-21; McKenna, Kear and 

또한 이러한 설정은 독서태도만을 가지고 독서행동을 설명하Ellsworth 1995, 934-956). 

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독서 습관을 간과한 것으로 긍정적인 독서 습관을 가지고 있는 학. 

생은 의도라는 과정 없이도 그 책을 실제로 읽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서 의도에 추가하여 적. , 

절한 독서 기능과 사회적 상호작용 또한 독서행동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 

모형은 이것을 간과하였다 윤준채 ( 2007, 235-236).

는 과 와 McKenna(1994, 18-40) Ajzen Fishbein(1980), Fishbein Ajzen(1975), Liska 

과 가 제시한 모델을 종합하여 (1984), Mathewson(1985, 1994), Ruddell Speaker(1985)

그림 과 같은 독서태도 습득 모델을 제시하였다< 6> . 

사회적 구조와 환경

타인의 기대에 대한 신념

타인의 생각 행동 과 일치시키( ( )

려는 개인적 동기의 관점에서)

주관적 규범
의미 있는 타인에 ∙

대한 인식 

여러 기대 간의 상충∙

구체적인 기대의 특성∙

외부로부터 부과된 ∙

독서에 대한 목적 

독서의도
도움의 가능성∙

자료의 활용 가능성∙

주제에 대한 흥미∙

시간적 제약∙

물리적 환경∙

경쟁하는 선택의 존재∙

생리적인 상태∙

구체적 텍스트의 특성∙

독서에 대한 태도
태도의 강점∙

독서에 대한 개인적 ∙

목적 

특정 독서 활동이 ∙

고려되는 중요성 

독서 결정

또는 독서 유지( )

초인지적 상태

해독 하위과정 인지 상태 텍스트 표상

독서의 결과에 대한 신념

의도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

판단의 관점에서)

그림 의 독서태도 습득 모델< 6> McKenna(199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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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에서는 태도가 정서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지적 요인은 태도로부터 분리되

어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구조와 환경이 타인. 

의 기대에 대한 신념과 독서 결과에 대한 신념 및 독서 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타인의 기대에 

대한 신념과 독서 결과에 대한 신념이 주관적 규범과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도식

화 되어 있다 모형에서는 독서경험이 가지 방식으로 독서태도. McKenna(1994, 31-36) 2

에 영향을 미친다 즉 독서경험은 직접적으로 독자의 독서태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독서결. , 

과에 대한 신념에 변화를 주어 간접적으로 독서태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독서 의도. 

는 사회구조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독서 결정 혹은 독서를 지속하는 것 에 영향을 미( )

친다 독서 결정은 독서의도 외에 주관적 규범 독서태도 초인지적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 , , 

다 이 모형에서 독서의도와 독서태도는 매개요인들을 통해서만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도록 . 

설계되어 있다 더 나아가 시간에 따른 태도의 습득 및 발달에 관련하여 의 모형은 . , McKenna

독자의 독서태도 발달은 진술한 세 가지 요인 즉 타인의 기대에 대한 신념 독서 결과에 대한 , , 

신념 그리고 독자가 상호작용한 독서경험 텍스트 표상 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시하였, ( )

다 그러나 독서태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정서를 강조한 의 모형은 . McKenna

실제적으로 정서로부터 인지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점과 독서태도가 독자의 독서행동을 적절

하게 예언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및 행동적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의 한

계를 가지고 있다(Eagly and Chaiken 1993, 1-5). 

독서태도 모델 개발. Ⅲ

연구자는 와 의 태도에 대한 정의와 스키마 Allport(1954), Rosenberg Hovland(1960)

이론 과 과 의 태도와 행동 모델 그리고 , Fishbein Ajzen(1975), Ajzen Fishbein(1980)

과 의 독서태도 모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서환경 Mathewson(1994) McKenna(1994)

변인과 독자 변인 그리고 독서행동 변인으로 구성된 독서태도 모델을 그림 과 같이 개발, < 7>

하였다. 

독서환경 변인1. 

독서환경 변인은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각각의 환경영역은 , , . 

다시 장소 인물 독서활동 등의 하위영역으로 구체화된다 가정환경에서는 먼저 가정이라는 , , . 

장소의 환경 부모나 형제 등의 인물 독자가 장소나 인물들과 행하는 독서활동으로 구분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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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환경은 교실환경과 학교도서관 환경으로 구분되고 학교도서관의 시설이나 도서자료. 

와 같은 물리적인 환경 담임교사나 사서교사 또는 또래집단과 같은 인물 그리고 인물간의 , ,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다양한 독서활동으로 구체화된다 그리고 사회환경은 공공도서관과 같. 

은 장소의 환경 유명한 연예인과 같은 인물 그리고 지역 독서모임과 같은 활동 등으로 구체, , 

화될 수 있다. 

이러한 독서환경 변인은 독자의 독서태도와 독서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재미있. ․

는 책은 설득적 의사소통의 중심 경로이며 사서교사는 설득적 의사소통의 주변 경로로 독서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정한 책과 그 책을 읽도록 권하는 설득적 활동 등은 독자에게 

자극제가 되어 독자의 인지 정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독서가 , (Mathewson 1994). 

습관화 되어 있는 독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자극이 없어도 독자의 독서태도와 독서행동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들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방문 앞에 . , 

있는 책을 어떠한 의식 없이도 그 책을 살펴 볼 수 있으며 독서할 수 있다 따라서 독서가 . 

습관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서 과정에 필요한 몇몇 단계가 생략되거나 독자가 그러한 단계

를 인식할 수 없을 만큼 빨리 처리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독자의 인지구조의 변화와 만족감 또한 독서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독서를 통해 새로운 사. 

실을 알게 되었거나 만족감을 얻은 독자는 부모와 함께 서점에서 책을 사거나 사서교사가 추

그림 독서태도 모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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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 책을 대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장소 인물 책 추천 활동 등에 대한 독서환경을 . , , 

조정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조정되고 변화된 독서환경이 다시 독자의 독서태도에 .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독자 변인2. 

독자변인에는 독서태도 및 독서경험과 자극을 수용하는 처리 시스템이 있고 책의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과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다. 

독서태도는 기본적으로 책과 읽기 또는 책과 읽기의 연합에 대한 인지와 정서로 구성되어 , 

있고 인지구조나 만족감을 얻은 경험과 자극이 인지와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독서에 . 

대한 축적된 인지와 정서가 행동의지를 축적시키고 변형시킨다 그러나 독자는 인지와 정서. , 

행동의지에 대한 형성된 틀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서에 대한 경험은 인지 정서 행동, , 

의지에 대한 각각의 영역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킨다. 

인지구조와 만족감은 책과 읽기에 대한 스키마로 작용한다 즉 특정한 책으로부터 얻은 정. 

보를 통해 인지구조가 바뀌었거나 특정한 책을 읽은 경험이 매우 즐거워 독서활동에 대해 만

족감을 얻었다면 독자의 스키마가 변화하게 되고 이는 곧 독서태도가 변화함을 의미한다 이. 

때 독서태도의 대상이 책과 읽기임으로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스키마도 책과 읽기 그리고 책

읽기에 대한 각각의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스키마의 변화는 독서하고자 . 

하는 행동의지를 높이는 등의 동기부여로 작용하여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정보의 내용을 정교화 할 수 있는 능력 이 있으면 중심 경로를 통해 설득이 되기 (ability)

때문에 정신적인 인지적 능력은 태도변화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된다(Petty, Cacioppo 

또한 글을 읽을 수 있는 시력 읽어 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청력 음독과 관련1981; 1986). , , 

된 발성 및 발음기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독자의 건강은 독서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변우열 그러나 이 연구가 사회심리학적 태도를 차용한 독서태도의 모델을 ( 2009, 48-49). 

개발하는 데에 초점이 있음으로 개발한 모델에서는 독자의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능력을 구체

적인 요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 영향요인으로 간주하여 해석

하였다. 

독서행동 변인3. 

독서는 독서행위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몸짓을 의미한다 이때 행위는 구체적인 책 텍스. (

트 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좋아하는 만화책을 접했을 때 그 ) . , 



독서태도 모델 개발 연구  21

- 291 -

책을 읽는 행위와 어른들이 읽는 작은 글씨로 쓰인 두꺼운 책을 접했을 때 그 책을 읽는 행위

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물리적인 책에 따른 독서 양상이 독자의 독서선택과 독. 

서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서행동에 물리적인 책이 포함되었다.  

독서행위에 대한 결과는 독자의 인지구조를 변화시키고 독자에게 만족감을 제공하게 된다. 

예를 들어 특정 만화책을 읽고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된 독자는 물리적인 만화책과 책 속의 ,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인식과 정서 행동의지를 축적시킨다, , . 

만화책은 쉽게 읽을 수 있다는 인식 만화책은 재미있다는 정서 재미있는 만화책을 읽고 싶, , 

다는 행동의지가 독자에게 쌓이게 된다 이때 만화책과 같은 물리적인 책에 대한 독서태도는 . 

물론 독서상황과 독서목적 내용 이해 과정에 대한 독서태도도 함께 축적되고 변화된다 즉 , .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거나 감상을 통한 즐거움은 독자의 스키마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이. 

러한 스키마의 변화가 자극제가 되어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에 . 

대한 스키마의 변화는 독서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독서서비스 적용에 대한 함의4. 

개발된 독서태도 모델은 독자에게 독서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방법적인 측면을 제고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개발된 독서태도 모델을 보면 독서태도는 인지 정서 행동의지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 , . 

독서태도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접근 방법도 가지가 된다 즉 사서는 독자가 가지고 있는 3 . 

독서에 대한 평가적인 신념과 같은 인지적 영역을 변화시키거나 독서가 즐겁거나 재미있다는 

느낌과 같은 정서적인 영역을 변화시키거나 독서에 대한 의지를 강화시켜 독자의 독서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은 사서가 독서에 대한 신념 등의 인지적 영역을 변화. 

시키기 위한 설득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독서에 대한 즐거운 느낌 등의 정서적 영역을 변화

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독서경험을 제공하거나 독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변화시키기 위한 시상 

등의 강화제를 제공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한국독서학회 변( 2003, 117-118; 

우열 2012, 151).

환경변인을 조작하여 아동에게 관찰에 대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서 아동들의 독서태도 형성

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상적이거나 바람직한 독서태도를 가진 인물의 독서행동을 빈번히 . 

노출시키고 아동에게 바람직한 독서태도를 가진 인물을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아

동이 인물을 모방할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독서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서교사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독서행동을 노출시킬 수 있는 독서서비스의 제

공을 통해 아동의 경험을 유발시키고 독서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빈번한 행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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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긍정적인 경험을 지속화 시킬 수 있는 독서서비스를 제공하여 스키마의 변화를 이끌고 

독서를 강화시킬 수 있다. 

독서행동 변인은 책과 읽기 그리고 책과 읽기의 연합인 책읽기를 통해 몸짓으로 드러나는 

양상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사서가 독자의 책과 읽기에 대한 독서태도와 겉으로 드러나는 구. 

체적인 독서행동 양상에 따라 독서서비스의 제공 내용과 방법을 달리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 

한 사서가 독자의 독서행위뿐만 아니라 독자가 읽는 독서 자료의 종류와 책의 내용에도 관심

을 가져야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인지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독서태도와 몸짓으로 드러난 독서행동의 관계를 설

정한 독서태도 모델은 독자에게 책의 중요성이나 독서 결과에 대한 이점을 설명하고 설득하

여 독자의 독서행동을 이끌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제시된 독서태도 . 

모델은 독자의 신념이나 가치관의 수정 등과 같은 독자의 인지적인 영역으로의 접근을 통해 

독서태도를 향상시키고 강화제를 투여하는 등의 행동적인 영역으로의 접근 방법을 통해 독자

가 독서를 경험하고 학습하여 독자의 긍정적인 독서태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

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론 및 제언. Ⅳ

이 연구에서는 독서환경과 독자 독서행동 변인으로 구성된 독서태도 모델을 제안하였다, . 

이러한 독서태도 모델은 사서가 독자의 독서태도를 이해하고 독서행동을 예측하는 데에 도움

을 줄 뿐만 아니라 사서의 독서서비스를 통해 독자의 독서태도가 변화될 수 있다는 이론적 기

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독서태도의 구성요인을 인지 정서 행동의지로 구분하였다 이는 독서태도의 다양한 , , , . 

영역을 통해 독서태도의 변화를 이끌고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즉 . 

독자의 인지적 영역을 통해 독서태도를 향상시키거나 정서적 영역을 통해 독서태도를 향상시

킬 수 있다는 의미는 사서가 인지적이거나 정서적인 독서방법과 독서활동을 통해 독자의 독

서태도를 변화시키고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독서태도의 행동적 요인을 행동의지로만 한정하여 독서행동과 명확히 구분하였다, . 

이는 독서태도를 독자 내의 기저로 한정하고 독서행동을 몸짓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구분하여 

독서태도의 구성요인에 관한 논리성을 강화시킨다. 

셋째 독서태도의 대상으로 물리적인 책과 책읽기를 명시화하였다 이는 독서태도가 형성, . 

되는 과정과 독서태도가 작동하는 과정에 있어 책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독서태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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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보다 명확히 한다. 

넷째 독서경험을 통한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스키마를 제공하여 독서태도와 독서행동의 변, 

화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제시하였다. 

다섯째 개발된 독서태도 모델은 독서환경과 독서환경으로부터 유발된 자극이 독자와 독자, 

의 독서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피드백 되는지에 관한 영향 관계가 제시되어 있어 독서

태도의 형성과 작동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이 연구에서는 독자의 독서능력을 일반적인 수준으로 독서태도 모델에 도식화하였으나 독

서능력이 독서태도와 독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서 자료별 독서행동이 인지구조나 만족감을 통해 독서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아가 독자에게 맞춤형 독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된 . 

독서태도 모델을 기초로 하여 독자의 독서태도를 측정하고 진단할 수 있는 독서태도 검사 도

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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