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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연구의목적은교육청이주도하는독서진흥사업의사례를분석하고향후발전방안에대해고민해보는것에있다 이를위해
~ .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실시하고있는‘울산학생책읽는데이 ’사업을중심으로조사분석하였다 조사내용은사업의내용을중심으로

. 하는실태조사와교사와학생을대상으로한사업의평가및효과성에대한분석으로이루어져있다 문헌조사를통해진행한사업의
. 내용분석은사업의도입단계부터정착단계에이르기까지어떤변화가있어왔는지에대해중점적으로분석하였다 두번째로교사

. , , 및학생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진행하였다 조사내용은학교현장의사업수행실태 사업에대한평가및성과 사업에대한
. , ~ , 요구사항등으로구성하였다 조사결과 ‘울산학생책읽는데이 ’사업은현장의긍정적인변화를이끌어내고있는것으로밝혀졌으며

, , .  향후 담당 인력의 확보와 독서환경의 정비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 , , , 키워드 독서정책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독서진흥사업

ABSTRACT

The study aims to explore reading promotion projects led by the Korean Education Office and to ponder meaning of ’ ’
the projects, and then to propose the future directions for the projects. To achieve the purpose, the study selected to 
analyze a reading promotion project called as "Ulsan Students Reading Day~" by Ulsan MetropolitanCity Office of Education ’
as a case and sample for the study. The study was designed to use two research methods and phases to explore the 
project in detail: documentary research and survey method. First, the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the literatures and 
contents related to the projects but focused on examining progresses of the project such as situations from the introduction 
stage to the settlement stage. Second, the study conducted survey to collect data from teachers and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the project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The detailed contents of questionnaires contain current 
states of the project in each school, assessment of the project, and requirements for the project. The study found that  
the project resulted in positive influence to students reading skills and education. In spite of these positive results, it ’
is necessary to develop altenatives to solve some limts in the current states of the project. Reading promotion projects, 
in long run, need to have profeissional staffs with responsbility for managing the projects, to improve environments for 
reading promotion, and to encourage students voluntary participation to the projects.’

Keywords: Reading policy, Reading education, School library, Ulsan students reading day, Reading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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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미래사회에서는 성찰적 사유가 가능하고 지식을 탐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인간을

. 필요로 한다 이로 인해 미래사회의 학교교육은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지식을 스스로 탐구하

, 고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에 그 목표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법

. , , 중 하나로 독서가 중시되고 있다 새로운 것을 알기위해 사색하기 위해 혹은 즐거움을 느끼

기 위해 해 왔던 독서는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도 인식되어 주목받고

. 있는 것이다

2011교육부는 년 ｢초․중등학교 독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실 있는 독서교육을 위한

. ,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기존의 독서활동이 특정 교과의 주도하에 한정된 장소에

, 서이루어졌다고한다면 앞으로의독서활동은 학교생활전반에서자연스럽게이루어질 수있

. 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자료를 제공을 기반으로 균형 잡힌 독서가 가능하

, 도록지원하며 학생스스로독서를할수있는역량을기르도록지원해나가야한다고명시하

. , 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수업과 수업 이외 활동을 모두 포괄한 학교생활 전반에서 실천

, , 가능한 독서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둘째 교원과 학부모가 아이들의 독서활동을 지도할

, , 수 있도록 독서교육 역량을강화하며 셋째 독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인적․물적 노력을 기울

, , , 이며 넷째 학교와지역중심의 독서문화운동을통해 특색 있는지역독서문화를 생산하고 다

, 섯째 도서관과 같은 관련 지원시스템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여 독서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

, ( 2011). 록 구성하고 있으며 해마다 이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울산시교육청도 교육부의 기본 취지를 반영하여 독서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관련 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 특색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역량 뿐 아니라 교사와

. 학부모의 독서에 대한 교육역량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2017 ~ , 중 하나로 년부터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라는 명칭아래 울산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새

, 로운 독서진흥 정책을 마련하고 독서문화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  있다

2017 2018 2본 연구에서는 년에서 년까지 년간 진행되어오고 있는 ‘울산학생 책읽는데

~ . 이 ’사업의 진행과정 및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울산지역의 각 학교

, 독서교육담당교사 과제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사업에 대한 현

, . 장의 평가와 사업 수행 후의 성과 수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사업의 실태와 효과성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 교육청

주도의 독서교육 사업의 실태와 과제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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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학생 책읽는데이 사업의 추이. “ ~”Ⅱ

사업의 추진체계 1. 

~ ,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까지 울산시교육청의 독서관련 업무는 교육

. 2015 ~2016청의 각과에서 분화하여 담당하고 있었다 년 년의 독서관련업무 자료를 살펴보

3 . 면 크게 개의 부서로 나뉘어져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부서는 교육과정운

영과로 ｢‘읽기․쓰기․토론 통합 교육’을 위한 책을 품는 행복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학생들

. 의 독서생활의 전반적인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 관련부서

는 창의인성교육과로 ｢초․중등학교 인문소양교육 활성화 사업 계획｣의 일부에서 독서교육에

.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시행하고 있었다 세 번째 관련부서는 평생교육체육과로 독서환경구축

. 및 개선을 위해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 계획｣을 세우고 학교도서관 운영을 주도하고 있었다

3이처럼 개과로 독서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있었던 관계로 독서교육 사업의 체계성이 떨어질

. 2017 ~수밖에 없었다 이에 년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사업을 시작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 업무분장을 개정하여 “교육과정운영과”의 주도로 독서교육진흥정책을 통합하여 추진하게 되

(< 1>, < 1> ). 었다 그림 표 참조

그림 울산시교육청의 독서업무통합 모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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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부서 변경 전 변경 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

평생체육교육과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5 7 2.제 조 항의 학교도서관운영
 2. ' ' 학교도서관 운영 삭제

교육과정운영과
5 3 2.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 조 항 의

.마독서교육
.'마 독서교육및학교도서관 '운영으로변경

부서별 업

무 분장 변

경 및 추가

평생체육교육과

학교도서관업무

1)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

2) 학교도서관 발전위원회 운영
3)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4) 울산학생책읽는데이

5) T/F학생독서생활화지원 팀 운영
6) 학교 공공도서관 관리 및 지원

7) 학교도서관지원센터및협력망운영관리

기존의 1)-7)학교 도서관 업무 중 항 중

6) ,항만 평생체육교육과업무로 유지하고

교육과정운영과업무로 이관함

교육과정

운영과
자유학기제 운영 및 지도 등

기존업무에서 다음의 업무로 변경 및

추가하여 추진함
1) 자유학기제 운영 총괄

2) 교육과정 운영

3) 학교 및 교원컨설팅
4) , , 교원 학생 학부모 연수

5) , , 교원 학생 학부모 워크숍

6) 연구학교 및 교사연구회
7) 실천사례 연구대회 운영 및 지원

8) 자유학기제 수업공개 운영

9) 자유학기제 운영점검
10) 기타 자유학기제 공모사업 등

*2017 ( )년 울산시교육청 독서교육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변경 안 참조

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 및 부서별 업무 분장 변경 및 추가< 1> 

이후 교육과정운영과에서는 평생체육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던 학교도서관운영관련 업무

, , 중 ⓛ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 계획 수립 ② 학교도서관 발전위원회 운영 ③ 학교도서관 운영

, ~ , T/F , 활성화 지원 ④“울산학생책읽는데이 ”사업 운영 ⑤ 학생독서생활화지원 팀운영 ⑥ 학교

, 6 , 도서관지원센터 및 협력망 운영관리 라는 가지 영역의 업무를 이관하여 담당하게 되었으며

창의인성교육과에서 진행해왔던 인문소양교육의 세부활동 중 하나인 ‘학교생활 속의 독서활

(< 2> ). 성화 사업’을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주도하도록 변경하였다 표 참조

사업의 주요과제 2. 

~ < 2> 3‘울산학생 책읽는데이 ’ 사업은 그림 와 같이 총 단계의 과정을 거쳐 자리매김해 가

. 2017 , 고 있는 과정에 있다 년도 사업의 도입가능성과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 진행 결과를 바

2018 2019 . 탕으로 년도 및 년도 정착과 확산을 위해 끊임없이 개선을 거듭하고 있다 본고에

2017 2018 .  서는 년과 년도 즉 도입과 정착단계의 사업과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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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사업의 단계 수행과정 및 내용< 2> 3

가 년도 사업의 주요 내용 및 특징. 2017

통합된 운영체계로의 정비 후 체계적인 독서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3 . 이전까지 진행한 독서교육관련 사업을 분석하였는데 크게 가지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 첫째 기존 독서 정책이 주로 습관적 독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학생별

. , 맞춤형 독서교육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독후감 쓰기 및 경쟁 위주의 독

( )서교육에 치중되어 학생의 자발성 및 학교 교원 의 자율성과 지역사회 연계에 기반한 독서교

. , 육 지원이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학생과 교원의 학습ㆍ교수활동의 중심인 학교도서관

, . 3의 공간 협소 장서 및 운영 인력 부족 등 독서교육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

~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향후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사업을 진행

. 하였다

창의인성교육과의 학교생활 속 독서활성화 내용 교육과정운영과 연계한 세부 활동

- : , , 교과연계 교과연계독서활동 창의적체험활동 방과

, 후활동 학교도서관등을활용한독서를통해독서습관

및 인문소양 함양

∙ 10 ( , , ) 일과중 분책읽기 전유․초 중 고 �울산학생책읽는
~데이 �연계

∙전교과연계독서활동수행평가반영권장 �울산학생책읽

~는데이 �연계

- : 독서활동관리 학교급간연계성있는독서교육을실
시함으로써 독서 및 인문학 역량 강화

∙교과연계도서 일부 낭독 및 북토크 �울산학생책읽는데
~이 �연계

- 체계적‧지속적인 독서이력 관리를 위한 독서교육종합
시스템 활용

∙ ~독서교육종합시스템 �울산학생책읽는데이 �연계

- 고전읽기등을통해폭넓은독서와심층적책읽기능력

향상
∙ 1 1 ~‘ 학기 권 책읽기’ �울산학생책읽는데이 �연계

- : , 독서체험확대 사제동행 독서‧책쓰기동아리학생독

, 서토론동아리 가족독서캠프등학교단위독서체험프

로그램 활성화

∙ , , 교사와 학생 가족과 이웃 직장동료 등 다함께 책읽는

~분위기 조성 �울산학생책읽는데이 �연계

* 2017 ( ) . 년도 울산시교육청의 인문학 진흥 시행계획 안 을 참조하여 작성함

표 창의인성교육과와 교육과정운영과의 독서교육연계영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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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사업의 첫해인 년도에는 ‘책 읽는 학생 책 읽는 울산’을 비전

, 4 17으로 독서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하였고 총 가지 중점과제와 가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 17 14 , 20 34있다 가지 추진과제는 전체 필수이행과제 개 권장 개로 총 개의 활동으로 나누어

. 학교 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점과제별로 세부추진과제와 주요내용을 정리해보

< 3> . 면 표 과 같다

중점과제 세부추진과제 주요 내용 구분

1. 

학교교육 과정

연계 독서교육

교과 연계 독서활동 활성화

학교별 및 교과별 특성을 반영한 독서 활동 계획 수립 필수

( , , , )교과연계 독서활동 참여 낭독 북토크 주제탐구 토론 등 필수

학년말 취약시기 독서 활동 프로그램 운영 권장

1 1학기 권 읽기 교과별 실시 권장

교과별 독서활동 수행평가 반영 필수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 후

학교 연계 독서활동 확대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다양한 독서활동 추진 권장

방과 후 학교 연계 독서 프로그램 개설 및 추진 권장

자유학기제연계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내 자유학기제 연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필수

외부기관 연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권장

인문소양교육 및 동아리 운영

인문소양교육 동아리 및 캠프 운영 권장

인문소양교육 관련 활동 프로그램 운영 권장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 권장

2. 

교원·학부모

및 지역사회

역량강화

교원 인문·독서교육

역량 강화

교원 독서교육 원격연수 및 집합연수 참여 권장

교원 인문소양교육 연수 과정 참여 권장

교사 독서교육 연구회 참여 권장

학부모 독서교육 역량 강화 학부모 독서교육 원격연수 및 집합연수 연수 참여 권장

‘사람책 도서관’ 운영 ‘사람책 도서관’ 대출 활용 권장

3. 

독서환경 개선

및 지원확대

학교도서관 활용 확대 학교도서관 활용 독서 활동 프로그램 운영 필수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필수

학교도서관

인프라 확충

( 3% ) 단위학교 도서구입비 학교표준교육비의 이상 편성 필수

학교도서관 자료선정의 기준에 맞게 도서 구입 필수

학교도서관 학부모명예사서 운영 권장

학교도서관 지원 확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필수

공공도서관학생독서활동지원 인근 공공도서관 연계 독서활동 프로그램 참여 권장

4. 

행복 독서

문화 확산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

정보 나눔터 운영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학생 독서 활동에 활용 권장

읽기를 통한 독서생활화
“소리내어 ~책읽는데이 ” 학교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필수

( ) ~筆寫“필사 적으로책읽는데이 ” 학교특색에맞는프로그램운영 필수

토론을 통한 독서생활화 학교별 토론 수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필수

쓰기를 통한 독서생활화
~“울산학생 책쓴데이 ” 초등 학교문집 발간 필수

~“울산학생 책쓴데이 ” 중등 동아리별 책출간 필수

함께하는 독서생활화

~ ( ) “다함께 책읽는데이 ” 사제동행 동아리 응모 권장

~ ( )“다함께 책읽는데이 ” 교직원동행 동아리 응모 권장

“다함께 ~ ( / )책읽는데이 ” 가족이웃동행 동아리 응모 권장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축제 참여 권장

표 년도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사업의 주요내용< 3>  2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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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중점과제 은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학교 자유학기제 등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4 . 독서교육 강화를 목표로 하고 가지의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세부추진과제

5 . 는 ‘교과 연계 독서활동 활성화’로 개 주요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학교별 및 교과별

, , 특성을 반영한 독서 활동 계획 수립’ ‘교과연계 독서활동 참여’ ‘교과별 독서활동 수행평가

. , 반영’을 필수 활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세 번째 세부추진과제인 ‘자유학기제연계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중 ‘교내 자유학기제 연계 독서프로그램 운영’도 필수로 되어 있다

2 , , , 중점과제 는 교원 대상 연구 독서교육지원단 운영 지도교사 워크숍 학부모 대상 동아리

3지원 및 연수를 통해 독서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교원과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목표로 가

. , 지의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교원의 교육평가와 연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역

량강화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모든 프로그램은 필수가 아닌 권

.장 사항이다

3 . 중점과제 은 독서 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도서관

,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책 읽는 습관을 형성하고 학력향상 도모 학교 독서교육의 교수 학습

. 5거점공간으로서 학교도서관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추진과제는 가지이며 주요

7 . 활동 내용은 개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도서관 활용 확대를 위해 ‘학교도서관 활용 독서 활동

, , 프로그램 운영’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이 필수로 되어 있으며 인프라 확충에도 집중하여 ‘단

, 위학교 도서구입비편성’ ‘학교도서관 자료선정의 기준에 맞게 도서 구입’등을 필수로 하고 있

. .다 이외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필수로 하고 있다

4 5중점과제 는 ‘행복 문화 확산’을 주제로 울산의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가

. 지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독서활동을 망라하고 있다 독서활동 중 읽기․

5 . 토론․쓰기로 구성된 개 주요활동을 필수로 지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읽기영역에서는 소

, 리내어 읽기와 직접적으로 쓰면서 읽는 활동을 토론영역에서는 토론 수업 활성화 프로그램

, , . 을 쓰기영역에서는 초등에서는 학교문집 중등에서는 동아리별 책 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 또한 울산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나눔터를 만들어 학교현장과 지역사회 나아가

.타시도의 교육현장에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년도 사업의 주요 내용 및 특징. 2018

2018 ~ 2017년도 ‘울산학생책읽는데이 ’ 사업은 년 현장실무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

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맞추어 계획을 수립

. , 하고 수행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어 현장의 요구가 가장 많았던 독서관련 인프라

, 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학교도서관의 정비’ ‘공공도서관의 협력구축’

, 뿐 아니라 ‘정보나눔터의 활용’을 통해 학교현장과 교육청 그리고 학교현장 간의 유기적인

. , , 연결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둘째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교육청의 역할을 ‘현장 지시

. 2017형’이 아닌 ‘현장 지원형’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년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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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활동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각 활동은 일선 학교에서 상황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 , .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있다 즉 ‘일괄적인 활동’이 아닌 ‘선택형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학

교현장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단위사업에 대하여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이고 맞춤형으로 지원

. , 2017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셋째 년도 사업에 비해 보다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지원하

. ,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육청이 주도하는 체험형 독서 활동은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이루어져 ‘울산학생책읽는데이 ’를 지역사회에 알리는 홍보적 역할도 수행하고

. , 있다 예를 들면 ‘영화로 책읽기’ ‘국내외로 떠나는 문학기행’등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한

. 체험중심의독서활동을 추진하여 학생들의흥미도 뿐아니라지역사회의 호응을높이고있다

1□ 차년도 성과 및 요구를 반영한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 , □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연계시스템등 독서인프라 구축을 강화

□ 교육청의 역할이 현장 지시형에서 현장 지원형’으로 변화

□ 일괄적인 활동 수행에서 선택형 활동 강화

□ 선택형 독서활동의 경우 현장 맞춤형지원강화

□ 교실에서의 독서활동 뿐 아니라 체험형 독서활동 강화

□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연계성의 강화

표 년도 < 4> 2018 ‘울산학생책읽는데이~’의 변화내용

2 2018 4 22 , 4 , 27차년도인 년은 가지 중점과제와 가지의 세부추진과제 아래 필수 개 권장

35 (< 5> ). 개로 구성된 개의 주요활동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표 참조

중점
과제

세부추진과제 주요 활동 내용 구분

1. 

학교교육

과정연계

독서교육

독서교육 기본 계획 수립 학교별 및 교과별 특성을 반영한 독서 활동 기본 계획 수립 권장

교과연계독서활동 확대

( , , , ) 교과연계 독서활동 참여 낭독 북토크 주제탐구 토론 등 권장

자기개발시기 독서 활동 프로그램 운영 권장

한 학기 한 권 읽기 국어과 및 타교과 실시 권장

( 2 )교과별 독서 활동 수행평가 반영 학년별 과목 이상 권장

창의적체험활동및 자유학기제
연계 독서활동 확대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독서관련 동아리 운영 권장

자유학기제 연계 독서 프로그램 개설 권장

표현과이해활동을통한독서생활화
“소리내어 ~책읽는데이 ” 선택

(1)/ ( ) ~筆寫“손글씨로 쓰며필사 하며 책읽는데이 ”

창작 활동을 통한 독서생활화
( ) ~ / ./초등 “울산학생 책쓴데이 ” 학교학년 학급 문집 발간 필수

( ) ~중등 “울산학생 책쓴데이 ” 동아리별 책출간 필수

토론을 통한 독서생활화 학교별 토론 수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권장

표 년도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사업의 주요내용< 5> 2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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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중점과제 은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방과 후 학교 등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6 , 2 ( 1독서교육 강화를 목표로 하고 가지의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수 개 선택 도

) . , ~ , 필수에 포함 로 구성되어 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세부추진과제인 ‘소리내어 책읽는데이 ’

/( ) ~ , ( ) / / , ( )‘손글씨로 쓰며 필사 하며 책읽는데이 ’ ‘ 초등 학교학년학급 문집발간’ ‘ 중등 동아리별

. 2017책 출간’이 필수 활동으로 배치하였다 특히 년에는 ‘소리내어 읽기’와 ‘필사’가 모두 필

2018수였으나 년에는 두 가지 활동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현장의 부담을 줄

.   였음을 알 수 있다

2 , , , 중점과제 는 교원 대상 연구 독서교육지원단 운영 지도교사 워크숍 학부모 대상 동아리

, 4지원 및 연수를 통해 독서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교원과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목표로 가

, 7 . 2017지의 세부추진과제 개의 주요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년과 비교하여 인문소양을 위

, 한 동아리 활동과 독서교육지원단운영이 추가되었으며 모든 활동이 필수가 아닌 권장사항으

.   로 구성되었다

3중점과제 은 학교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책 읽는 습관 및 학력향상을 도모하고 학

- 5교 독서교육의 교수 학습 거점공간으로서 학교도서관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

, 7 . 지의 세부추진과제 개의 주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단

( 3% ) , 2017위학교 도서구입비 학교표준교육비의 이상 편성’을 필수항목으로 하고 있으며 년

2. 

교원·학부

모 및 지역
사회 역량

강화

교원 인문·독서교육
역량 강화

교원 독서교육 원격연수 및 집합연수 참여 권장

교원 인문소양교육 연수 과정 참여 권장

교사 독서교육 연구회 참여 권장

학부모 독서교육 역량 강화 학부모 독서교육 원격연수 및 집합연수 연수 참여 권장

독서인문소양교육 및 동아리 운영
인문소양교육 동아리 운영 권장

인문소양교육 관련 활동 프로그램 운영 권장

독서교육지원단 운영 , 교사 학부모 독서교육지원단 활동 권장

3. 

독서환경

개선 및 지
원확대

학교도서관 운영 계획 수립 학교도서관 운영 계획 수립 및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권장

학교도서관 활용 확대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및 독서활동 실시 권장

학교도서관 인프라 확충

( 3% ) 단위학교 도서구입비 학교표준교육비의 이상 편성 필수

학교도서관 자료선정의 기준에 맞게 도서 구입 권장

학교도서관 학부모명예사서 운영 권장

공공도서관 학생 독서활동 지원 공공도서관 연계 독서활동 프로그램 참여 권장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

정보 나눔터 운영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학생 독서 활동에 활용 권장

4. 

울산독서

문화확산

‘사람책 도서관’ 운영 ‘사람책 도서관’ 대출 활용 권장

함께하는 독서생활화

~ ( ) “다함께 책읽는데이 ” 사제동행 동아리 활동

1선택~ ( )“다함께 책읽는데이 ” 교직원동행 동아리 활동

“다함께 ~ ( / )책읽는데이 ” 가족이웃동행 동아리 활동

책바람타고여행한데이∼ , , 울산문학기행 전국문학기행 세계문학기행 추진 활동 권장

~“울산학생책읽는데이 ”축제 ~“울산학생책읽는데이 ”축제 전시 및 체험 부스 참여 권장

책마루 열린 문학 콘서트 운영 책마루 열린 문학 강좌 참여 활동 권장

시·산문 창작교실 거점학교 운영 학생참여 시·산문 창작교실 거점학교 활동 권장

울산대 연계 학생인문학교실 운영 방학기간 활용 울산대 연계 학생 인문학교실 운영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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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독서문화확산 영역에 있었던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활용’이 환경개선의 영역으로 변

.   경되었다

4 , , 중점과제 는 다양한 책읽기 토론 책쓰기 연계 프로그램 활동을 통한 울산 독서 문화 확

, 7 , 9 . 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지의 세부추진과제 개의 주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함께하는

( ) , ( ) , ( /독서생활화의 주요활동내용인 ‘ 사제동행 동아리 활동’ ‘ 교직원동행 동아리 활동’ ‘ 가족

) .이웃동행 동아리 활동’중 하나를 선택하여 필수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017 2018 < 6> . 년도와 년도의 사업 내용의 변화를 정리하면 표 과 같다

2017년도 사업 2018년도 사업

중점과제 4가지 4가지

세부추진과제 16 (17 )가지 가지 22가지

주요활동내용 34개 35개

활동구분
20권장 개

14필수 개

27권장 개

4 ( 3 , 5 )필수 개 필수 개 선택형 개

표 년도와 년도 사업내용 비교< 6> 2017 2018

. Ⅲ ‘울산학생 책읽는데이~’의 적용현황 및 만족도 조사

조사방법1. 

가 조사내용 및 구성 . 

~ ,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가 울산시의 일선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그들은

, 사업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독서생활에 정말 유용한 내용으로 구

, 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장적용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개선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 다각적으로 조사를진행하였다 조사도구개발을위해본 사업을담당했었던교사들을대상으

1 . 로각 시간씩심층면담을실시하였다 면담을통해사업의실천과정에서직접체험한긍정적․

, 부정적 경험을 공유하였고 독서담당 교사 입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생각을 자유

. 롭게 구술하도록하여 실천현장의실태를반영한조사도구를개발하고자하였다 면담에는초

2 , 2 , 2 , 6 6 . 등학교 곳 중학교 곳 고등학교 곳 총 곳 학교의 사업 담당교사 명이 참여하였다

< 7> . , 설문의 구성은 표 과 같다 먼저 교사용 조사도구는 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 향후의 방향에 대한 요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울산학생 책읽는데

~ 4 3~4 , 이 ’사업이 제시하고 있는 가지 중점과제와 각 중점과제별로 제안된 가지의 세부과제

. 각 세부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 활동내용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였다 특

, 히 주요 활동내용에 대한 인식과 요구는 각 활동이 독서활성화를 위해 얼마나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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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각하는지에 대한 필요정도 각 활동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천정도 각 활

4동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성과정도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도록 점

. 리커트 척도형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은 사

, , 업의 긍정적인 측면 사업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현장에서 사업을 실천하면서

. 체험하고 있는 어려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학생용 조사도구는 학생입장에서 경험한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사업에 대한 인식과 요구

. 를 알아보기 위해 개발되었다 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학교에서 접한 책읽기 프로그램의

, , , 재미정도 힘듦정도 도움정도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긍정적인 변화

. 와 전반적인 만족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교사용과 학생용 설문지의 마지막 문항은 사업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자유

, 로운 생각을 기입하도록 하여 연구자가 설문문항에서 미처 질의하지 못한 내용을 자유롭게

.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형 설문내용 문항 형태 문항수

교사용

중점과제에 대한
인식과 요구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중점과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

�선택형 5문항

주요 활동에 대한

인식과 요구

�주요 활동에 대한 필요정도

�주요 활동에 대한 실천정도

�주요 활동에 대한 성과정도

�리커트 척도형 96문항

사업에 대한 평가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

�학생들에게 미칠 것이라 기대하는 점
�현장의 어려움과 불만

�선택형
�리커트 척도형

25문항

사업의 발전방안 �사업에 대한 개인적 의견 �자유응답형 1문항

학생용

책 관련 인식
�책을 읽는 이유
�책읽기 프로그램의 필요성

�선택형 2문항

책읽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세부활동 및 책 내용의 재미정도

�세부활동 및 책 내용의 힘듦정도

�세부활동 및 책 내용의 도움정도
�프로그램 참여 후의 긍정적인 변화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만족도

�리커트 척도형

�선택형
61문항

프로그램의 발전방안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적 의견 �자유응답형 1문항

표 각 대상별 분야별 설문문항< 7> 

나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 

2017 2018 2사업의 평가를 위해 년부터 년까지 년간 사업에 참여한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

2 . 2로 총 회에 걸쳐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차례의 조사 모두 ‘울산학생 책읽

~ 1는데이 ’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기인 학기 이후에 실시하였다1). 

2017 1 7 10 28 e-mail 년도에 진행한 차 조사는 월 일부터 일까지 및 설문지 배포를 통해 이

1) ~ .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의 주요사업은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 마무리되어 평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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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 10 1 10 19루어졌으며 년도에 실시한 차 조사는 월 일부터 월 일 까지 인터넷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다2). 

1 , 242차 조사에서는 교사의 경우 개 학교의 담당교사와 부장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322 , 1,433 . 2018실시하여 명으로부터 응답을 얻었으며 학생의 경우 명이 설문에 응하였다

148 , 2,696 . 년도의 설문조사에서는 교사집단 명 학생 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설문에 응한

< 8>, < 9> . 조사대상자를 정리하면 표 표 와 같다

. 설문내용의 분석은 문항의 특징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졌다 개별 문항 중 선택형 문항은

, 빈도와 백분율 산출을 통해 리커트 척도형 문항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일반적인 경

. , 향을 먼저 살펴보았다 그 후 초․중․고등학교 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여 학교급 간의 인식과 요

구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였다3). 각 설문지의 마지막 문항을 통해 도출된 사업에 대한 교사

, 및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은 의미 있는 단어와 어구를 중심으로 개별 응답을 개념화하고

. 유사한 개념끼리 범주화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인구학적 특성
2017년도 2018년도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학교급

초등학교 166 52.0 74 50.0

중학교 82 25.7 41 27.7

고등학교 71 22.3 33 22.3

교직경력

5년 미만 26 8.1 27 18.2

5~10년 미만 39 12.1 27 18.2

10~15년 미만 60 18.6 36 24.3

15~20년 미만 66 20.5 24 16.2

20~25년 미만 50 15.5 13 8.8

25~30년 미만 45 14.0 12 8.1

30년 이상 33 10.2 9 6.1

독서업무 경력

처음 담당 23 9.0 24 16.4

1년 96 37.6 38 26.0

2년 58 22.7 42 28.8

3년 48 18.8 14 9.6

4년 12 4.7 10 6.8

5년 이상 18 7.1 18 12.3

전 체 322 100.0 148 100.0

표 조사 대상자 중 교사 집단의 특징< 8> 

2) .  울산교육청담당장학관의협조를얻어각학교의학년별로한학급씩표집하여조사할수있도록하였다 초등

4, 5, 6 , 학교는 설문에 대한 이해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년만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각 학교

.교사의 도움을 얻어 학급시간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내용에 대한 문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3) . 차이분석은문항의형태에따라다른방법으로이루어졌다 선택형문항은 
 , 검정을통해 리커트척도형문항

F .은 검정과 사후분석을 실시하여 학교급 간의 인식과 요구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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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학적 특성
2017년도 2018년도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성별
남 629 44.1 1,348 50.0

여 798 55.9 1,348 50.0

학교급

초등학교

4학년 156 37.2 350 36.7

5학년 132 31.5 352 36.9

6학년 131 31.3 251 26.3

소  계 419 29.3 953 35.3

중학교

1학년 186 38.6 312 31.4

2학년 157 32.6 371 37.4

3학년 139 28.8 310 31.2

소  계 482 33.7 993 36.8

고등학교

1학년 137 26.0 282 37.6

2학년 196 37.3 264 35.2

3학년 193 36.7 204 27.2

소  계 528 36.9 750 27.8

전 체 1,433 100.0 2,696 100.0

표 조사 대상자 중 학생 집단의 특징< 9> 

조사결과 2. 

가 중점과제와 실천활동에 대한 우선순위. 

~ 4교사를 대상으로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 사업이 제시하고 있는 대 중점과제 중 어떤 과

(< 10> ).   제를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표 참조

4대 중점과제
2017년도 2018년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 중점과제 학교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73 23.9 52 35.1

2: 중점과제 교원·학부모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   8  2.6  3  2.0

3: 중점과제 독서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 141 46.2 68 45.9

4: 중점과제 울산 독서 문화 확산  83 27.2 25 16.9

*학교급별 
=6.70(2017 ), 년도 

=2.78(2018 )년도

표 중점과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10> 

, 2017 2018그결과 독서교육담당교사들은 년도와 년도모두 ‘독서환경개선및지원확대’

(46.2%, 45.9%) . 2017를 가장 중요한 중점과제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년도에는 ‘독

27.2%, 2018 35.1%서 문화 확산’이 년도에는 ‘학교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이 로 두 번째로

. .  중요한과제라고판단하고있었다 중점과제에대한학교급별인식의차이는나타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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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교사들이 ‘독서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의 중점과제 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며

.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부과제는 무엇일까

2017년도 2018년도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1순위 학교도서관 인프라 확충 119 37.9 학교도서관 인프라 확충 65 43.9

2순위 학교도서관 지원 확대  99 31.5 공공도서관학생도서활동지원 32 21.6

3순위
학교도서관 활용 확대  48 15.3

학교도서관 활용 확대 26 17.6
공공도서관학생도서활동지원  48 15.3

표 독서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 11>‘ ’의 세부과제에 대한 인식 조사

2017 37.9%조사 결과 년도에는 ‘학교도서관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가 로 가장 높았으

, 31.5% . , 며 ‘학교도서관 지원 확대’가 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도서관 활용 확대’와 ‘공공

15.3% . 2018도서관 학생 도서 활동 지원’은 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년도에는 ‘학교도서관 인

47.3% , 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가 로 여전히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공도서관 학생 도서

21.6%, 17.6% .  활동 지원’이 ‘학교도서관 활용 확대’가 로 나타났다

2018다음으로 년도부터 그 중요성이 증가된 ‘학교교육과정 연계 독서 교육’에 대한 세부

.  중점과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2017년도 2018년도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1순위 교과 연계 독서활동 활성화 155 49.7 교과 연계 독서활동 확대 65 43.9

2순위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후학

교 연계
 69 22.1

창의적 체험활동 및 자유학

기제 연계 독서활동 확대
35 23.6

3순위
자유학기제 연계 독서교육 프
로그램 운영

 51 16.3 독서교육 기본 계획수립 20 13.5

표 < 12> ‘학교교육과정 연계 독서 교육’의 세부과제에 대한 인식 조사

, 2017 49.7%그 결과 년도에는 ‘교과 연계 독서활동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로 가장 높게

, 22.1%, 나타났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 후 학교 연계’가 ‘자유학기제 연계 독서교육

16.3%, 11.9% . 2018프로그램 운영’이 ‘인문소양교육 및 동아리 운영’이 로 나타났다 년도에

49.7% . 도 여전히 ‘교과 연계 독서활동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창의

22.1%, 적 체험활동 및 방과 후 학교 연계’가 ‘자유학기제 연계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16.3%, 11.9% . ‘인문소양교육 및 동아리 운영’이 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각 세부과제의 실천과 성과정도의 결과와 일치하고

. 2018 , , , 있었다 년도 세부과제별 필요정도 실천정도 만족정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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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점과제별 중요도 결과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예를 들면 중점과제 중 중요도가

( , , , )가장 높았던 ‘교과연계 독서활동 참여 낭독 북토크 주제탐구 토론 등 ’는 실천정도와 만족

. < 3> 3 1정도 또한 높았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과 같이 중점과제 과 중점과제 은 중점과

2, 4 . , 제 와 비교하여 활동 실천도와 만족도가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중점과제에 대

한 중요도 평가는 교사들의 주관적이고 직관적인 의견이 아닌 현장의 프로그램 수행결과에

.   따른 경험에 기반을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중점과제별 필요 실천 만족정도에 대한 점 척도 결과< 3> , , 4

 

, 이처럼 독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학교도서관의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책 읽는

, , -습관을 형성하고 학력향상을 도모하며 학교 독서교육의 교수 학습 거점공간으로서 학교도

서관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 ‘독서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 할 중점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과과정을 연계한 독서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

. 에 대해 공감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교사가 인식하는 주요활동의 성과와 필요성  .  

~교사 집단은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가 학생들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 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질문을 하였다 첫 번째는 사업 시행 후 학생들

, 의 독서 태도 변화 두 번째는 사업의 주요활동내용을 수행하고 난 뒤 현장의 성과정도에 대

. < 4>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그림 와 같이 독서태도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

. 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주요활동내용 수행 후의 만족도 또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의지

(< 13> ). 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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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교사가 생각하는 사업의 긍정적 영향력< 4> 

주요 활동내용 지속성 만족도 차이

1중점

( ) ~ / / **초 “울산학생 책쓴데이 ” 학교학년학급 문집 발간 2.05 2.76 0.71

/ ( ) ~ *筆寫“손글씨로 쓰며필사 하며 책읽는데이 ” 2.34 2.85 0.51

( ) ~ **중고 “울산학생 책쓴데이 ” 동아리별 책출간 2.39 3.40 1.01

2중점

, 교사 학부모 독서교육지원단 활동 2.59 2.84 0.25

인문소양교육 동아리 운영 2.69 2.91 0.22

학부모 독서교육 원격연수 및 집합연수 참여 2.70 2.86 0.16

3중점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학생 독서 활동에 활용 2.69 2.99 0.3

학교도서관 운영 계획 수립 및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3.16 3.39 0.23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및 독서활동 실시 3.25 3.39 0.14

4중점

~ ( / ) *“다함께책읽는데이 ” 가족이웃동행 동아리 활동 2.43 2.89 0.46

학생참여 시·산문 창작교실 거점학교 활동 2.58 2.82 0.24

~“울산학생책읽는데이 ”축제 전시 및 체험 부스 참여 2.61 2.96 0.32

* 3 .중점과제별로 지속성에 낮은 것을 개씩 정리함

표 중점과제별 지속성이 낮은 주요활동 년도< 13> (2018 )

< 13> , 1 / / , , 표 을 살펴보면 중점과제 의 “학교 학년 학급문집 발간” “필사활동” “동아리별 책

출간”의 수행 후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 고 느끼는 필요정도가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

, 이러한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하겠으나 교사집단과의 인터뷰 및

, , 주관식 문항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간부족 인력부족 협조부족’ 등이 그 하나의 원인임을 유

. .   추할 수 있었다 다음은 설문의 주관식 답변 중 일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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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가학생의인성함양및학업능력향상에도그리고모든면에서도움을준다는사실은익히다

. -알고있는사실입니다 그러나갑작스레 ‘울산학생책읽는데이 ’라는사업을시행하면서학교업무담

. 당자와담당부서는거의마비상태입니다 특히고등학생의경우이미학교생활기록부독서활동상황란

을채우기위해학교자체적으로많은독서활동을강조하고있는마당에여러프로그램을시행하라고

. ( ) ( )하니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이하 생략 ” 교사의 주관식 답변 중

, 즉 활동내용 자체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많은 과

제를 수행해야 하는 것에 따른 ‘시간부족’과 혼자서 모든 일을 담당해야 한다는 ‘협조부족’에

. , 서 비롯되는 물리적・심적 부담감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각 활동내용

을 수행해야한다는 지속성에 대한 의지는 사업 수행 후 얻게 되는 만족감과 성과보다는 이를

. 수행해야하는 부담감에 의해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주요활동이 학생들에게 미

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리고 활동을 유도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으나 그에 앞서 그들의

업무를 경감해주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실천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보다 중요

.   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다 학생들이 체감하는 주요활동의 즐거움과 필요성. 

2017학생들 또한 학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년도

2018 . ~와 년도 모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었다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의 필요성에 대한 질

50.6%, 25.0%문에서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로 조사에 참여한

75.6% . 학생 중 의 학생이 책 읽기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책 읽기 프로그램의 필요성
2017년도 2018년도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87 20.2 674 25.0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06 56.8 1365 50.6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253 17.8 408 15.1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73 5.2 249 9.2

계 1,419 100.0 2,696 100.0

표 책 읽기 프로그램의 필요성< 14> 

~ , , 다음으로 학생들이 경험하는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 주요활동의 즐거움 힘듦 도움정도

, 2017 ( )에 대해 조사한 결과 년도와 비교하여 모든 영역에서 즐거움과 도움정도 만족 에 대해

, ( )서 긍정적인 평가가 높아지고 있었으며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의 어려움 힘듦 도 줄어들고

(< 15> ).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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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즐거움 도움 힘듦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필사활동 2.49 3.01 2.72 2.92 2.52 2.22

낭독활동 2.68 3.0 2.82 2.96 2.12 1.99

토론활동 2.71 3.1 2.92 3.01 2.20 2.04

교과연계활동 2.69 3.17 2.91 3.02 2.21 2.03

독서동아리 2.82 3.16 2.91 3.03 2.08 1.94

학교도서관독서수업 2.9 3.26 2.93 3.07 2.00 1.91

사용된 책의 내용 2.68 3.09 2.86 2.98 2.21 2.06

표 < 15> ‘울산학생 책읽는데이~’의 즐거움 도움 힘듦정도 점 척도, , (4 )

, , , , 이때 즐거움 힘듦 도움정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즐거움과 도움 및 선호도는 정비례관계를

. , 힘듦과 도움 및 선호도는 반비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즐거움과 도움 및

1선호도 정도의 순위는 “학교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독서수업”이었으며 “공공도서관 독서활동”

2,3 , 과 “친구들과의 독서동아리 활동”이 순위로 도움과 선호도정도 즐거움 정도가 높은 것으

, 3 (< 5> ). 로 나타났는데 가지 활동 모두 힘듦 정도가 가장 낮았다 그림 참조 학생들은 즐겁

게 활동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지만 힘들게 했던 활동에 대해

. , 서는 그 필요성과 만족도를 낮게 평가함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모든 독서 활동을 학생들의

, , 즐거움에 맞추어 구성할 수는 없겠으나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즐거움을 고취시킬

.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학생이 생각하는 만족 즐거움 힘듦 < 5> vs.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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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사와 학생이 느끼는 사업의 어려움과 개선점. 

~교사들은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사업에 대해 기존의 독서 진흥 사업들과 비교할 때 기본

( , ) (31.2%), 환경 도서구입비 학교도서관 등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존 교과목과 독서

(18.2%), ( )프로그램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학교와 가정 학부모 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

(16.2%) (< 16> ). 하고 있다는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표 참조

사업의 긍정적인 면 ( )빈도 명 (%)백분율 (%)사례백분율 4)

( ) .사업 주체 교육청 의 관심과 투자가 월등하게 크다 32 12.6 21.9

.기존 교과목과 독서 프로그램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46 18.2 31.5

, , .필사 낭독 토론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25 9.9 17.1

( ) .학교와 가정 학부모 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42 16.6 28.8

( ) .지역사회 공공도서관 등 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8 11.1 19.2

( , ) .기본 환경 도서구입비 학교도서관 등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79 31.2 54.1

( ) ( ) .실무자 선생님 와 수혜자 학생 의 요구가 적절히 반영되어 있다 0 0 0

기타 1 0.4 0.7

전 체 253 100.0 173.3

표 사업의 긍정적인 면 가지 선택 년도< 16> (2 , 2018 )

 

, ~또한 자유 의견을 살펴보면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사업에 대한 성과에 만족하고 향후 더

.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 기대하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다음은 교사들의 긍정적인 의견

.  들이다

, “수업에 교과와 연계한 도서관 활용수업 다양한 독서관련 프로그램들 덕분에 학생들이 책을 접할

, .기회가 많아졌고 이 사업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교육청의 이러한 지원에 대해 대단히 긍정적이며 학생 및 학부모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이 크다”

. 그러나 교사들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 17>이 중 연도별로 가장 많은 의견을 가지로 정리하면 표 과 같다5).  

2017 , 필수항목이 많았던 년도의 경우 자율적인 운영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면 필수항

2018 3 . 목이 줄어들었던 년의 경우 자율성의 확대가 순위로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다만 사업내용이 과다하여 담당교사의 업무가 과중하며 독서교육사업을 주도할 전문가 사서

4) (Percent of Cases) 146 (2 ) 100%사례백분율 은사례기준백분율로유효응답자수 명 명결측 을 로보았을때

.각 응답자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5) ~ 2017 232 ( 72.04%)‘울산학생 책읽는데이 ’사업이 시작된 년도에는 개의자유의견 전체응답자의 을통해학교

. , 2018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었다 반면 년도 설문에서는

76 ( 51.3%) .사업에 대한 불만사항이 건 전체 응답자의 으로 줄고 내용 또한 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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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의 배치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상위권에 있었다

2017년도 2018년도

1순위
학교의 상황을 고려한 자율적 운영

(54 )필요 건

사업내용의 과다로 인한 담당교사의

(17 )업무과중 건

2순위
사업내용의 과다로 인한 담당교사의

(43 )업무과중 건

( )독서와 관련된 전문가 사서교사 확보

(14 )필수 건

3순위
장기적 차원의 계획 수립 및 철저한

(27 )사전 준비 필요 건
→

학교의 상황을 고려한 자율적

(12 )운영확대 건

4순위
학교현장의요구를반영한프로그램의

(25 )기획 및 조정 필요 건
(4 )실적 위주의 사업운영 지양 건

5순위
( )독서와 관련된 전문가 사서교사 의

(22 )확보 필요 건
(4 )의무 사항의 폐지 건

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자유 의견< 17> 

~학생들의 경우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 <책읽기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만족도는 표

18> 2017 80.8%, 2018 79.2%에서처럼 긍정적인 평가가 년도 년도 로 꾸준히 높다는 것을

. 알 수 있었다

책 읽기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만족도
2017년도 2018년도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매우 만족한다 325 23.3  900 33.4

.만족한다 803 57.5 1235 45.8

.만족하지 않는다 195 14.0  349 12.9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73  5.2  212  7.9

표 학생들의 < 18> ‘울산학생 책읽는데이~’에 대한 만족도

, 그렇다면 학생들은 책읽기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부분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느끼고

. , , 있는 것일까 설문 결과 특히 스스로 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책읽기가 즐겁고 중요성에

, (< 19> ).  대해 알게 되었으며 책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표 참조

. 그러나 부정적인 의견도 다수 있었다 자유의견을 통해 정해진 책이나 프로그램을 강요하기

, (43 /20.1%), , , 보다 ‘자발적 자율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 명 필사 프로그램 낭독 프로그램

(17 /7.9%) . 조별 활동이 너무 힘들어 ‘프로그램의 축소가 필요 명 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업자

24 (11.2%) . 체가도움이되지않으니사업을하지않았으면좋겠다는의견도 명 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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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참여 후 긍정적인 변화 2017년 2018년

책이 친근하게 느껴지게 되었다. 2.86 2.99

책읽기에 대한 즐거움이 생겼다. 2.91 3.02

책 읽기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2.91 3.00

읽고 싶은 책을 스스로 선택하고 읽을 수 있게 되었다. 3.03 3.07

.학교생활과 친구들과의 협동 생활이 더욱 즐거워졌다 2.85 2.95

, , .친구 선생님 부모님에게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편안하고 즐거워졌다 2.79 2.92

.글쓰기를 통해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편안해졌다 2.81 2.90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다 2.83 2.94

.학교 수업을 준비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된 것 같다 2.85 2.96

.진학 및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 등의 활동이 가능해졌다 2.87 2.98

.사회문제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2.83 2.96

계 2.87 2.97

표 프로그램 참여 후 긍정적인 변화< 19>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사업의 의의와 발전방안 .‘ ~’Ⅳ

2017 2018 2 ~년과 년 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는 다소간의 어려움은

있으나 그 성과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울산의 대표적인 독서진흥

. 2017사업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년 급작스럽게 사업이 진행되어 학교현

2018장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없었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년부터 교육청이

1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차년도의 문제점과 현장의 요구사항을 정리・분석하여 체

.  계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 사업이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사업의 추이와 현황조사를 통해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의 사업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

.  리할 수 있겠다

, ~첫째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 울산시민의 독창성을 확립하고

.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독서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타 지역의 경우

, , “행복” “인문” “읽기․쓰기․토론”등의 명칭으로 기존의 교육부의 용어를 차용하여 독서교육정

책을 수립하고 수행하고 있는 반면 울산의 경우 처음으로 그 명칭에 지역적 색깔을 가미하여

. 브랜드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타 지역 의 교육청이 지역적 특징을 반영한 교육정책을 만들

어내는 것에 다소 무관심해 왔던 것과 달리 울산은 지역적 색깔을 가미한 브랜드화를 추구함

으로써 고유의 색깔을 가진 독서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천명하고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 둘째 이렇게 독서교육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한 것과 더불어 관련 환경을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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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울산시교육청은 교육과정운영과 창의인성교육

, 과 평생체육과로 나뉘어 독서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이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 ~연결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를 통해 관련 업무를 하나의 부

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과 인력의 확보 등의 노력

, . 도 이루어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독서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 마지막으로사업에대해서끊임없이평가하고개선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는점이다 업무

담당자의적극적인현장지원활동은물론이고교사를대상으로한연수와세미나를개최하고

. , 소모임 등을 운영하여 내부적인 역량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외부 컨설팅을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실제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과제와 주요활동내용을 조절하고 현장

. 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사업의 긍정적인 면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책과 친근해지고 책을 스스로

,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독서를 통한 사회성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 , 2018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 년도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와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사업 만족도 또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 

.그러나향후보다효과적인사업을진행하기위해서고려해야할사항들도여전히존재한다

, . 우선 독서 관련 인프라의 정비와 담당인력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사업 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 10> ). , ‘독서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로 나타났다 표 참조 즉 교사들은 사업의 효과적인 추

, 진을 위해서는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등의 인프라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 있었다 학생들 또한 독서 관련 인프라를 활용한 활동에 즐거움과 만족함을 느끼며 참여의지

(< 15> ).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이에 독서관련 환경 정비와 전문인력의 확보는

.  울산교육청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된다

, 둘째 학교현장의 시간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해결 전략

. 2017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년과 비교하여 현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업내용이 축소

되고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인력부족 문제는 사업의 시작부터 지속적

. 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족’의 문제는 학교 규모의 차이와 독서교육 담당인력의 유무와는 관계

. 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단순히 현장 인력의 부족만을 문제의 요인으로 판단할 수 없다

2017, 2018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독서관련 담당자에게만 치중된

, . 업무환경 즉 업무의 분업화와 협조 문제가 ‘부족’의 근본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다시

, 말해 독서진흥사업이 단위학교가 함께 진행해야 하는 범교과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독서

담당 교사 혹은 관련교과 교사들만의 업무로 치부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업을 진행할 시간

. 도 인력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다음 년도에는 교과영역별 중점 독서활동을

6) 1488 , 94.7%, 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요구는

93.7% . 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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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도록 유도하고 독서담당업무를 팀제로 구성하는 등 학교의 전체 교직원이 함께 독서진

. 흥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셋째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즐거움’이 독서 및 관련활동을 하는 가장 큰 원동

. 력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즐거움이 따를 때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독서를

. 하겠다는 실천 의지 또한 고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독서진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독서생활을 즐기게 되면 장기적으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이것이

, 보상으로 이어질 것이지만 당장에는 과제에 대한 부담감과 힘들다는 감정이 먼저 느껴지는

.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학생들이 독서활동을 함에 있어 단기적인 흥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 다양한 방법들 또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독서활동의 양적 조사가 아닌

. 학생들의 독서태도에 대한 치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독서활동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 즉 학생들은 독서를 시작하는 시점과 과정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 어떠한 내외적 심리적

작용을 겪게 되며 어떤 성취감을 얻기를 원하는 지 등 면밀한 조사 연구를 통해 독서활동의

. 즐거움을 단계별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 Ⅴ

2002 OECD Reading for Change년도 보고서인 “ ”에서는 독서습관이 미래의 성공을 가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측인자이고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 중 하나가 학생들에게 책을 읽게 하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긍정적인

.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책을 읽힐 수 있을까

, 독자가독서를결정하는요인에대해분석한여러연구들을살펴보면 독서는개인의의지와도

, 깊은관련이있지만 독서를할수있는사회적구조와환경이직․간접적으로영향을주고있음을

(Mckenna 1994: 2015: 2012: 2009). , 알수있다 박주현외 서수현 이성영 즉 책을가까이할

. 수 있는 환경의 정비와 정책 수립은 아이들이 독서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 한국은 체계적인 독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서 계획 및 실천을 전개하고 있다

2009 9그 중 교육부는 년 월 독서교육 종합 추진 방향에 따라 ‘책 읽는 학교문화’를 위한 ｢학

, , 교독서교육 및 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발표 교사ㆍ학생 및 학부모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책

, , 읽기를 통한 학습부진학생 지도 독서치료 프로그램 및 도서관 활성화 지원 독서교육 및 학

, 교도서관 활성화 포럼 지원하고 있으며 각 시도별 교육청은 교육부의 정책계획을 토대로 매

. 년 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또한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사업을 통해 울산 지역의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 노력하고 있었다 면담을 통해 만난 대부분의 독서교육담당 교사들은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어려움이없지는않으나학생들에게책을읽히는것의중요성에공감하고교육청의지원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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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의미래에도움이될것이라기대하고있었다 그러나이같은교육청주도의독서진흥사

업은 어른들의 생각을 모아 아이들이 긍정적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라 할 수

. 있다 그렇기에자칫어른들의입장에서생각하고일방적으로강요하는사업으로흘러갈수있

. 다 사업을진행함에있어무엇보다도아이들의독서상황에대해세심하게살펴보고아이들자

. , 기주도적으로독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발을맞추어주는시간이필요하다 즉 독서정책의

. 궁극적인목표가무엇인지에대해끊임없이고민하는과정이필요한것이다 본연구를통해바

라본 울산시교육청은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교육적 목표아래 현장의 입장에서

. , 독서활성화 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개선해나가고 있었다 향후 이러한

. 노력이울산학생들의독서생활과울산의독서문화정착에긍정적인영향을주리라확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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