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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2015교육과정에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도입되면서 동일한 도서를 학 단 로 읽는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서(교사)는 학 단 로 이루어지는 교사의 도서추천과 도서선정 과정을 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학 에서 교사가 추천한 한 권의 책을 읽을 때 등학생의 독서흥미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악하여, 이를 

토 로 효과 인 학교도서  서비스를 마련하는데 목 이 있다. 이를 하여 A 등학교 체 학생을 상으로 학 별 

투표를 통해 교사추천도서  한 책을 정해 읽는 도서선택 수업을 진행하고, 독서를 후로 학생들의 독서흥미도를 조사하

다. 그 결과, 자신이 선택한 도서를 읽은 학생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도서를 읽은 학생보다 높은 ‘독서 후 흥미’를 보 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도서를 읽었어도 ‘독서  흥미’가 높았던 학생은 ‘독서 후 흥미’가 높게 나타났다. 독서 

 흥미는 도서정보를 골고루 제공받고 학교도서  이용 빈도가 높았던 학생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서(교사)는 

자기 선택  독서에 정 인 향을 미치는 독서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도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학교도서  

이용 빈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자기 선택  독서, 독서흥미, 도서선택 수업, 학교도서 , 북 토크

ABSTRACT : With the introduction of ‘Reading One Book a Semester’ in the 2015 curriculum, more and more 

activities are being done to read the same books on a classroom basis. Accordingly, librarians need to properly 

support the teacher’s book recommendation and book selection process, which consists of classes.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effective school library services based on this by identifying difference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ading interests when reading a book recommended by a teacher in the class. To this 

end, all students of A Elementary School were given a book selection class by class to select one of the 

teacher’s recommended books, and students were interested in reading before and after reading. As a result, 

students who read the books they chose showed higher ‘interest after reading’ than those who read the 

books they did not choose. However, students who had high ‘interest before reading’ even though they read 

books they did not choose showed high ‘interest after reading’. ‘Interest before reading’ were higher for 

students who were provided with book information evenly and used the school library more frequently. 

Therefore, librarians need to provide a variety of book information and services to increase the frequency 

of school library use to increase ‘interest before reading’, which positively affects self-selective reading.

KEYWORDS : Self-selective Reading, Interest in Reading, Book-selective Class, School Library, Book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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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능동 인 독자를 길러내기 한 독서 교육은 도서를 선택하는 행 부터 시작된다. 학생은 책을 

스스로 선택하면서 독서를 자율 인 활동으로 인식하고 독서흥미를 느끼게 된다. ․ 등교육 

2015교육과정에 도입된 ‘한 학기 한권 읽기’는 한 권의 책을 끝까지 읽고 서로 생각을 나 고 

표 하는 로그램이다. 독서 비 단계로 학생의 주체 인 도서선택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한 책 선택 략과 자기 선택  독서 활동을 명시하고 있다. 

등학생은 독서능력이  발달해가는 단계에 있으므로, 완 한 자기 선택  독서보다는 책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기 으로 자신에게 맞는 책을 선정할 것인지에 한 략 지도가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등학생은 재미와 흥미를 요한 책 선택 기 으로 여기고 있으며(정진

수, 2011, 425), 자신들의 즐거운 독서를 해 어른이 유용한 책 정보를 알려주기를 바란다. 따라서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책에 한 정보를 다양하게 하고 선택 략을 활용할  아는 학생일수록 

자신에게 합한 책을 찾아 읽고 높은 독서만족감을 경험한다. 이 듯 한 자료 탐색 능력과 

자율  도서선택 경험은 등학생에게 높은 독서효능감과 정 인 독서태도를 불러일으키므로 

평생 독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등학생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도서선택은 학교, 학년, 학 별로 교사가 정해  공통의 

책을 추천받는 것이 부분이다. 이는 교사가 추천 도서목록 에서 임의 로 선정하거나 학 단

에서 투표를 통해 공통 도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김동욱, 정지은, 2018, 27; 염나리, 2018, 

158). 이때 교사와 학생간의 도서선택 기 과 도서에 한 선호도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한 

교사가 등학생들의 의견을 반 하여 특정 책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지정된 공통도서를 추천하

지 않은 학생은 있을 수밖에 없다. 자기 선택  독서가 독서 인식과 독서동기에 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개별 학생의 수 과 기호를 배제한 일  독서 경험은 학생들의 독서에 한 흥미를 떨어

트리고 책에서 더욱 멀어지게 할 개연성이 있다(김나연, 2020, 42; 이인희, 한수정, 2016, 43-56). 

한, 교사 혼자서 학 의 체 학생이 재미와 흥미를 잃지 않도록 책을 추천하고 선정하는 

방법과 략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다(이경화, 2019, 96). 함께 읽을 책을 선정하는 방법으로는 

교사 의회나 사서(교사)와 같은 문  공동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책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는 사서(교사)와 필수 으로 의논해야 하고 학교도서 을 통해 독서흥미를 높일 수 있는 학

단  도서선정과정 지원이 문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권이은, 박신애, 2019, 266; 주은아, 

2020, 73).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 도서일지라도 공통으로 한 권을 읽는 독서는 학 의 

모든 구성원을 만족시키기는 힘들다. 군가는 원하지 않는 책을 읽게 될 경우가 있다. 

그 다면 교사들은 학 단  학생들이 자신이 추천해서 선정된 책을 읽는 경우(이하 ‘자기 선택

 독서’라 함)와 자신이 추천하지 않은 책을 읽는 경우에 이 학생들의 독서경험에 어떤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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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는지 악할 필요가 있다.

최근까지도 등학생이 경험하는 자기 선택  독서 여부에 따라 독서흥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 으로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학생 상의 선행연구(윤경훈, 김혜연, 

2021)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학생 상으로는 독서 동기부여나 향상을 한 목 으로 자기 

선택  독서 로그램을 운 하고 그 결과를 악한 연구라든지, 자기 선택  독서 개념과 도서선

택 략을 도입하여 자율 인 도서선택의 요성을 강조한 연구 등은 다소 수행되고 있다. 양수

(2008)은 단일 등학교 4학년 4개 학 을 상으로 자기 선택  독서 로그램을 운 하여 자율

인 도서선택과 독서동기의 련성을 연구하 고, 이다솜(2008)은 6학년 19명을 상으로 자기 

선택  독서 로그램을 통해 독서동기와 독서태도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연구하 다. 

따라서 이 연구는 등학교 학 에서 한 책을 선택해서 함께 읽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 

선택  독서 여부가 독서흥미와 어떤 련이 있는지를 악하여, 학교도서  서비스에 반 할 

수 있는 학 별 도서선정 과정에 한 시사 을 알아보려 한다. 이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등학생의 자기 선택  독서 여부는 독서흥미와 어떤 련이 있을까?

연구 문제 2. 책을 소개하는 방법에 따라 등학생의 독서흥미가 차이가 있을까?

연구 문제 3. 학교도서  이용과 등학생의 독서흥미는 어떤 련이 있을까?

연구문제 해결을 해 등 단 학교  학년을 상으로 사서교사의 도서선택 수업과 설문조

사 등을 실시하고자 한다. 다만 특정 기간에 특정 학교 사례이므로 이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Ⅱ. 이론  배경
 

1. 도서선택

도서선택은 자율  상황과 학습  상황에 따라 선택기 이 다르지만, 특정 도서나 특정 주제에 

한 선호도와 독서력, 과제상황 등 독서환경  독서경험이 어우러져 나타나는 종합 인 행 이

다(왕효성, 2014, 4). 

등학생의 도서선택은 주로 교사와 부모의 주도로 이루어지나 일상에서 스스로 책을 고르는 

등학생은 본인의 재미와 흥미에 따라 도서를 선택하며 이는 정 인 독서경험의 기반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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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인 독서의 계기가 된다(이지 , 박소희, 2011, 270). 선택경험이 쌓이면서 어린이는 차 자신

만의 기 을 가지고 책을 선택하게 된다. 독서교육의 목표  하나도 학생들이 일정한 기 에 

따라 체계 으로 자료를 선정할 수 있는 능동 인 독자를 만드는 것이다(이다솜, 2008, 18, 81). 

따라서 능동 인 독자를 길러내기 한 독서지도 방안의 시작 은 도서선택에 한 교육이다.

등학생들은 도서를 선택할 때 텍스트의 내용과 형식 등 내부요인보다 교사나 친구의 추천여

부, 목록 등 외부요인의 향을 더 받는다(이순 , 2021, 8). 자신이 직  도서를 보고 선택하기보

다는 가족, 친구, 선생님 등 주변 인물의 추천을 받아 책을 읽는 등학생이 약 60%로 등학생의 

도서선택에서 추천인이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문화체육 부, 2020, 108-111). 따라서 교

사는 학생이 자율 인 도서선택을 통해 독서흥미와 독서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도서선택 략을 

교육하고 다양한 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해야 하는데, 이  북 토크(book talk)는 교사가 

학생을 독서의 과정에 끌어들여 새로운 장르로 범 를 확 하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독서가 요

하다는 정 인 메시지를 직  할 수 있는 책 소개 방법이다(Batchelor & Cassidy, 2019, 233). 

북 토크는 1985년, 아동작가이자 등교사인 Aidan Chambers에 의해 명명되었는데 학생이나 

도서  이용자를 상으로 교사나 사서(교사)가 특정 주제에 한 도서들을 선정하여 2~7분가량 

일정 순서에 따라 비평이나 해설 등이 포함된 책 정보를 한다(김정순, 2017, 4). 도서 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도서 으로 오게 하고 도서  이용자들이 읽고 싶은 것을 찾도록 일종의 계기를 

만들어 근 을 높여주는 쉬운 안내 방법이다(Hudson, 2016, 224). 특히 북 토크는 독서동기, 

독서행태, 독서기회, 독서흥미, 독서능력. 언어능력, 독서태도, 도서선택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도

서  이용률과 독서량 증가에 정  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학교도서 과 연계하여 진행해야 

효과가 크다(송지은, 2006, 67; 川照代, 2005, 148-149). 따라서 교사는 학생에게 책이 더 매력

으로 느껴지도록 북 토크를 자주 하여 도서선택을 돕고, 학생이 바로 소개받은 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도서  장서를 활용한 도서  활용수업을 병행해야 한다.

2. 자기 선택  독서

가. 등학교 학  단  독서 

독서는 읽는다는 활동만 본다면 개인 으로 이루어지는 행 이지만 그 한 권을 읽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련된다는 에서 본질 으로 사회  행 로 본다(정옥년, 2011, 98). 독서의 사회  

의미는 교육의 목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독서교육은 기능  문식성을 바탕으로 한 개인 

독서뿐 아니라 사회  비 의식을 갖춘 비  문식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  독서를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천경록, 2014, 31). 독서를 사회  행 로 보는 인식은 ‘한 책 한 도시 읽기’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책을 매개로 개별 독자의 경험을 나 며 함께 토론하고 



 초등학생의 자기 선택적 독서가 독서흥미에 미치는 영향

- 257 -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공동체 독서운동(이국환, 2018, 86)인 ‘한 책 한 도시 읽기’는 ‘한 학기 

한 권 읽기’에 향을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김라연, 2018, 1250). 

도시라는 공간 신 교실을 심으로 두고 보면, 한 권의 책을 학 단 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읽는 

행 의 배경은 공동체 독서운동과 사회  상호작용이론이라 할 수 있다. 학 단 의 교육 장에서 

‘한 책’을 읽는 문제 역시 교육 장에서 교사의 지원과 학 구성원과의 교류를 통해 개인의 독서를 

공동체 심의 소통 활동이 포함된 사회  독서로 확장시켜가는 의미가 있다. 특히 도서선정은 공동체 

구성원간의 설득과정이 요하므로 그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 목 을 논의하고 추천도서 기 과 선정

도서 기 , 도서선정 방법 등을 서로 납득해 가는 것이 요하다(권이은, 박신애, 2019, 273). 

나. 학 단  독서의 도서선정 

등학교 학 단  독서는 어떤 책을 함께 읽을 것인가가 수업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요한 

조건  하나이다. 등학교 교실에서 도서선정 주체는 주로 교사이며 교육  측면이 한지를 

우선 기 으로 삼는다(염나리, 2018, 156). 독서가 교실에서 이루어지므로 공동체 독서의 역이

면서 교사의 찰과 교육  지원이 가능한 독서교육의 측면이 강조되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의 

발달단계나 성별․지능․학년과 같은 상 정보를 고려하고 교사 자신의 내 요인 즉 배경지식, 

심․흥미, 독서경험, 독서태도, 독서동기, 독서성향, 교사 효능감, 정체성 같은 요인에 의해 도서

를 선정하게 된다(김동욱, 정지은, 2018, 7). 교사가 도서를 선정함으로써 일 된 수업목표 성취와 

이에 걸맞은 텍스트 선정, 깊이 있고 계획 인 독서지도가 가능해진다. 교사의 도서선정은 교육  

상황을 우선하므로 추천과정보다는 독후활동 같은 독서교육을 더 우선시 하고(정옥년, 2011, 

114-117) 학습자 개인 능력과 기호를 무시한 교사 주 이 개입되기 때문에 학생의 독서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도 있다(이지 , 2019, 97). 따라서 한 도서선정을 해 교사들끼리 논의하

는 단 가 있고 학교도서 과 연계한 문 인 도서목록 탐색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 단  독서는 개별 독자의 자유로운 독서시간이 아니다. 교사가 극 으로 독서교육을 기

획하여 학생이 하게 도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책 정보를 주고 선정과정에 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강은 , 2020, 38; 김 란, 2019, 262). 이를 해 자료검색과 독서교육의 

연계 차원에서 사서(교사)가 폭넓은 독서 자료를 제공해서  교과활용수업에 학교도서 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극 인 역할을 해야 한다(주은아, 2020, 75). 

물론 어떤 책을 골라도 다양한 기호와 수 이 섞인 학생을 모두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등학교의 학 단  독서는 교육 인 측면과 공동체 독서 측면에서 장 이 

크다. 따라서 교사가 주도 으로 학생 개인의 수 과 기호를 감안한 맞춤형 도서목록을 제공하며 

교실이라는 공동체 인 수 에서 구성원 간에 선정된 책의 독서 목 을 합의하고, 그 목 에 맞는 

도서를 구성원 모두의 참여로 선정하고, 선정한 도서를 끝까지 함께 읽는 것이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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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서추천기 을 교사와 학생이 공유하고 여기에 합한 도서를 추천받아 논의하고 합의하여 

이  한 권을 선택하는 방식이라면 도서선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추천하지 

않은 선정 도서를 읽게 된 학생일지라도 논의와 설득과정을 거쳤기에 수용하기 수월할 것이다. 도서

선정 과정에 자율 으로 참여하는 경험은 독서흥미에 부정 인 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향후 

다른 독서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책’을 함께 읽자는 것은 모두가 이 책 한 권만을 읽자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권부터 시작해서 각자의 독서를 확장해 가야 한다는 의미이다(이국환, 2018, 94).

3. 독서흥미

가. 독서흥미요인 

흥미란 어떤 활동이나 상에 한 인지  평가의 결과로서 거기에 이끌리는 정서  상태이다

(이 진, 2017, 11). 흥미는 경험이 쌓이면서 그 범 가 넓어지고 사람은 흥미를 느끼는 상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경험을 재구성한다. 경험을 심리학  측면에서 설명한 것이 흥미라고 할 

수 있다(이진 , 2020, 30). 흥미는 인간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무엇을 우선순 로 여길지 

등 선택과 련하여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심리학은 개인  흥미와 상황  흥미를 구분하

고, 상황  흥미가 유지되거나 개인  흥미로 발달하기 해서는 상황  흥미가 정서와 동반되어 

반복되는 것이 요하다고 본다(우연경, 2012, 1188).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흥미의 교육 가능성

이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에게 지속 으로 가치있는 흥미를 길러  수 있어야 한다.

독서흥미는 독서활동 반에 걸쳐 직 인 향을 미치는데 독서에 한 심과 독서를 통해 

만족감을 느끼려는 독자의 욕구로 볼 수 있다(이 진, 2017, 17). 독서 후로 생성되는 독서흥미

는 상황  흥미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반복되면 개인  흥미로 내면화되므로 더더욱 독서흥미는 

독서의 지속성에 요한 역할을 한다. 

독서흥미는 ‘읽기 일반 흥미’, ‘상황 기반 흥미’, ‘과제 기반 흥미’, ‘텍스트 기반 흥미’로 나 어 

볼 수 있다(이 진, 2017, 2). ‘읽기 일반 흥미’는 정 인 독서경험을 기반으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개인  흥미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 ‘텍스트 기반 흥미’는 책을 읽는 과정에서 독자에게 

생기는 흥미이다. 매우 다양한 흥미가 생기고 사라지는데 텍스트로 인한 흥미이므로 어떤 책을 

하느냐에 따라 흥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 인 독서를 경험한 학생은 ‘읽기 일반 

흥미’로 내면화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독서흥미요인은 도서선택 기 과 한 련이 있다. 독서흥미는 독자의 책 선택에 향

을 미치는 요인  ‘독자 내 요인’에 해당하는데 자아효능감, 독서성향, 배경지식과 함께 책 선택에 

여하는 독자의 기본성향이다(이지 , 박소희, 2011, 287). 등학생에게 독서흥미는 도서선택 

기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소이자 원동력이다. 즉 등학생이 책을 선택할 때 보이는 흥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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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련한 흥미가 가장 많고, 읽은 후에 보이는 흥미는 재미있었는지, 자신이 공감할 수 있었는

지,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 는지, 배울 이 있는지 등에 한 흥미가 많다(이 진, 2017, 18, 194).

독서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서흥미 요인을 보면 개인의 특성이나 텍스트가 가진 요인보다는 책을 

고르고 읽는 과정에서 독자와 텍스트가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이 진, 

2017, 195). 이는 독서흥미를 유지시키기 해서는 개별독자의 특수성이나 한 책의 선정여부 

못지않게 도서선택 과정과 독서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요하다는 것을 말해 다. 

즉 흥미의 교육 가능성과 마찬가지로 독서에 한 흥미도 교육할 수 있다. 학습자가 특정 내용

에 흥미를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육을 통해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고 부여된 과제나 활동이 

흥미롭다면 결국 학습자의 동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이진 , 2020, 52). 따라서 독서흥미를 발생

시키기 해서는 독서흥미 요인과 학습발달을 모두 고려한 의도 인 물 ․인  독서환경을 만드

는 독서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변우열, 2015, 211-216). 

나. 독서흥미 발달 단계 

독서흥미 발달 단계는 독서 발달 단계와 맞추어 구분한다. 발달심리학은 인간의  생애를 단계

별로 구분 짓고 있는데 독서능력이나 흥미도 마찬가지이다. 독자의 발달 단계에 맞는 책을 해야 

독서흥미를 느끼고 자기 독서능력에 따라 성공 으로 독서활동을 마칠 수 있다는 원리이다(강향

옥, 2001, 8). 독서 발달 단계는 연령 발달에 따라 자연 으로 변화하는 어린이의 인지 ․정서  

성장 과정에 맞춰 단계별 특성을 나 고 있다. 독서흥미 발달 단계는 이러한 독서 발달 단계와 

단계별 특성을 도서 장르와 종류에 따라 진 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단계로 구성하고 있다. 즉 

등학생은 재미있는 짧은 이야기, 환상 인 이야기, 동물에 한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다가 고학

년으로 성장하며 모험이나 불가사의한 이야기, 로맨틱한 소설 등에 독서흥미를 나타낸다(함보경, 

2004, 27-29). 한 그림책에 한 독서흥미는 등 학년 시기는 단편  사건에 한 흥미나 

등장인물과 동일시에서 오는 이입에 한 흥미를 주로 보이다가 고학년이 될수록 과 그림, 거

리를 바탕으로 한 체 인 맥락에서 등장인물을 객 으로 악하고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는 

과정을 흥미로워 하고 있다(유승아, 김해인, 2015, 112). 주제에 한 흥미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

를 하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독서력이 낮은 학년 남학생은 심 없는 분야를 다양하게 하는 

것보다 심 있는 주제를 집 으로 하는 것이 더 정 인 독서를 유지해 다(김정 , 2017, 

108-109). 이러한 독서흥미 발달 단계는 도서 에서 학년별․연령별 도서를 추천하는 기 이 되

기도 하고 연령 별로 보이는 특징 인 독서행동에 한 단기 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등학교 시기의 독서경향이나 독서흥미는 연령 별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

다(남미, 권동택, 2019, 216; 하근희, 2011, 453, 464). 따라서 등학교 체 학년에서 독서흥미 

발달 단계를 일 으로 용하기는 힘들다. 즉 등학교처럼 독서흥미 발달이 단계별로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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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기는 개별 학생이 해당 시기의 발달 단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앞서 있는지를 악하는 것도 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학생이 어떤 이유로 그러한 독서흥미 

특징을 보이는지 악하고 지원하는 것이 교육  측면에서 더 요하다. 

종합해보면, 독서는 기본 으로 인지능력을 바탕으로 개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나 이를 넘어서 

개인 간의 의사소통, 독서할 수 있는 환경, 래나 교사의 지원 등이 어우러져 사회  상호작용을 

통해 발 한다. 이는 다시 개인 내면의 활동으로 이어져 한 인간의 독서발달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서에 한 인식이나 감정 등이 형성되어 독서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요인

이 독서흥미다. 독서흥미 역시 개인  독서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 단 로 한 권의 책을 함께 읽는 등학생의 독서는 수업이라는 ‘상황흥미’와 한 

권의 책을 함께 읽는다는 ‘과제흥미’, 평소 학생이 지닌 ‘일반흥미’와 공통으로 읽을 도서에 한 

‘텍스트 기반 흥미’의 모든 흥미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  상호작용을 더한다면 독서 

흥미와 공동체 독서로서 장 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이 추천하지는 않았지만 선정된 책을 읽는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정 인 독서경험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상, 방법  내용

가. 일반 황

이 연구는 교사가 학생 특성에 기 하여 도서를 선정하고 독서활동을 진행해야 하므로특정 

학교를 선정하고 해당 학교 체 학생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이에 G 역시 소재 A 등

학교에 소속된 학생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고 2019년 11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연구를 

수행하 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 황은 <표 1>과 같다. 

구분 표본수 체 구분 표본수 체

학년

1학년 67

395

책 소개

교사 북 토크 142

3952학년 59 친구 의견 128
3학년 73

안내 없음 125
4학년 63

성별
남학생 198

3955학년 67
여학생 1976학년 66

<표 1> 연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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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상은 1~6학년 학생 395명이며 교사의 북 토크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142명(35.95%), 

친구의 의견을 청취한 학생은 128명(32.4%), 교사의 북 토크나 친구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학생은 125명(31.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독서행태 조사, 책 소개, 독서  흥미 조사, 읽고 싶은 책 

선정, 독서, 독서 후 흥미 조사 등을 실시하 다. 연구 과정  내용은 <표 2>와 같다. 

단계 주제 내용 소요시간(분)

1 ‘독서행태’ 조사 학생의 독서행동, 독서태도, 독서환경 조사
20

2 그림책 선택 방법 안내 교사의 그림책 선택 략 시범과 안내

3
추천도서

실물탐색
책 소개

6종의 추천도서탐색 + 교사 북토크

306종의 추천도서탐색 + 친구 의견 듣기

6종의 추천도서탐색

4 ‘독서  흥미’ 조사 6종의 그림책에 한 독서흥미 조사
10

5 읽고 싶은 책 선정 6종의 그림책  가장 읽고 싶은 1권 선정

6 독서 선정 도서를 교사가 읽어주기
20

7 ‘독서 후 흥미’ 조사 읽은 그림책에 한 독서흥미 조사

<표 2> 연구과정  내용

A 등학교의 체 학생을 상으로 사서교사가 추천한 그림책 6종의 실물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학생을 3개의 집단으로 구성하 다. 첫 번째 집단은 교사의 북 토크를 듣는 집단이며, 

두 번째 집단은 친구의 의견을 듣는 집단이고, 세 번째 집단은 교사의 북 토크나 친구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없는 집단이다. 이후 그림책에 한 독서흥미를 악하는 ‘독서  흥미’를 조사하

으며 학생들을 상으로 읽고 싶은 책을 한 권 고르는 투표를 진행하 다. 이 게 해서 학 별로 

가장 득표수가 많은 책을 한 권을 선정하 으며 학생들에게 선정된 책을 사서교사가 읽어주었다. 

읽어  책으로 선정된 도서는 한 권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책을 읽은 

학생과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책을 읽은 학생으로 구분되게 된다. 이러한 차이가 독서흥미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독서 후 흥미’를 조사하 다. 

나. 설문조사

도서선택 수업을 각 학 별 1회 80분 블록수업으로 실시하 고 수업 도  설문조사를 진행하 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사서교사가 한 문항씩 천천히 읽어  뒤 기입하도록 진행하 고 4-6학년 

학생은 자기 조사 방법을 용하 다. 학생들의 독서행태, 독서  흥미, 독서 후 흥미를 조사하

기 한 설문조사는 총 39문항 5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측정에 사용된 변인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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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조작  정의 선행연구

독립

변인

독서

행태

독서

태도

독서 효용성 독서결과에 한 가치 인식으로 독서가 유용할 것이라는 믿음

박주

(2016)

독서 효능감 자신이 독서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평가 신념

독서 몰입 독서  책읽기에 집 하여 독해에 집 하 을 때의 정서

독서 여가 독서자체를 즐기기 한 목 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양상 는 태도

독서

행동

독서 능력
독서를 수행․유지․발 시키기 한 행 에 한 노력이나 그러한 노력이 

쌓인 상태

선택 략 텍스트를 , 그림, 장르, 매체에 따라 비교하여 선택하는 활동 

독서

환경

학교도서
학교도서 에 한 친 도와 장서에 한 만족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학교도서 을 이용하는지 빈도수 

담임 교사

담임교사에 한 독서교육 련하여 기 하는 행동과 담임교사와 학생의 

친 도

담임교사가 일주일에 몇 권정도 책읽어주기를 하는지 빈도수

사서 교사 사서교사의 독서교육 련 행동과 사서교사와 학생의 친 도

학부모 학부모의 독서교육 련 행동과 학부모와 학생의 친 도

책 소개 

교사 북토크 교사의 북 토크를 들은 후, 선택 략에 따라 도서 탐색 양수

(2008)

이다솜

(2008)

친구 의견 선택 략에 따라 도서 탐색 후, 친구들과 의견 나 기 

소개 없음 선택 략에 따라 도서 탐색

자기 선택  독서여부 소개받은 도서  학생이 읽고 싶다고 고른 도서의 읽기여부 

종속

변인

독서  흥미 도서를 소개받고 읽고 싶은 기 감과 흥미가 생기는 정도 이 진

(2017)
독서

후 

흥미

독서 만족도

읽은 도서에 한 만족도

읽은 도서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거나 연극, 이야기 등 독후활동을 나 고 

싶어 하는 표  의지의 발생여부

박주
(2016)
한수연
(2011)향후 독서 의지 정 이고 능동 으로 독서하려는 희망이나 극  의지의 발생 여부

<표 3> 설문의 변인과 조작  정의

등학생의 독서태도가 독서흥미와 어떤 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 박주 (2016)의 ‘독서

태도 검사지’를 수정하여 사용하 다. 체 학 별 학생들의 독서행태에 포함된 ‘독서태도’, ‘독서행

동’, ‘독서환경’에 한 조사 결과, 학 간의 평균 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783). 

즉 ‘책 소개 방법’에 따라 구분된 학 은 독서행태와 독서행태의 하  요인 모두에서 동질성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분석 방법  도구

연구의 분석을 하여 SPSS 25 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T-test, 분산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조사를 해 개발한 독서행태 변인에 한 신뢰도 Cronbach의 알 는 

0.846이었으며 ‘독서  흥미’와 ‘독서 후 흥미’에 한 신뢰도 Cronbach의 알 는 각각 0.598과 

0.87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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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방법’에 따라 ‘독서흥미’, ‘도서선택’의 차이를 비교하기 해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사후

검증은 등분산을 가정하 을 때는 Scheffe 검증방법을 사용하고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았을 때는 

Dunnett의 T3 검증방법을 사용하 다. 도서선택 시 발생하는 ‘독서  흥미’가 독서 후 발생하는 

‘독서 후 흥미’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해 요인분석과 신뢰도검사  회귀분석을 하 다. 

Ⅳ. 독서흥미 비교 분석

1. 자기 선택  독서여부에 따른 독서흥미

자기 선택  독서여부가 독서  흥미와 상호작용하여 독서 후 흥미에 미치는 향이 있는지 

검증하기 하여 이원변량분석(2-way ANOVA)를 실시하 다. 두 개의 독립변수 간에는 상호

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475). 이에 두 개의 독립변수가 독서 후 흥미에 미치는 

향을 각각 분석하 다. ‘자기 선택  독서’ 변수와 ‘독서  흥미’ 변수가 ‘독서 후 흥미’에 미치는 

향은 <표 4>와 같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본수 평균 표  편차 t F p

독서 

후 

흥미

독서
선택하지 않은 책 237 3.448 .904

2.633** ･ .009
선택한 책 158 3.688 .856

독서 

흥미

부정 109 3.089a 1.056

･ 31.866** .001보통 182 3.559b .714

정 104 3.996
c .741

*p<.05, **p<.01, ***p<.001 Post-hoc analysis: a<b<c

<표 4> 자기 선택  독서와 독서  흥미에 한 독서 후 흥미 평균 비교

자기가 선택한 도서를 읽은 경우와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도서를 읽은 경우에서 독서 후 흥미에 

한 평균 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두 집단 간 평균 수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09). 즉 자기가 선택한 도서를 읽은 

학생(M=3.688, SD=0.856)이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도서를 읽은 학생(M=3.448, SD=0.904)

보다 독서 후 흥미가 높게 나타났다. 

독서  흥미와 독서 후 흥미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독서  흥미의 수 에 따라 독서 후 흥미에 한 평균 수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01). 독서  흥미가 부정 인 학생의 독서 후 흥미(M=3.089, SD=1.056)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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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독서  흥미가 정 인 학생의 독서 후 흥미(M=3.996, SD=0.741)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면 독서  흥미와 자기 선택  독서가 독서 후 흥미에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해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이 책을 읽기 에 느낀 독서  흥미는 자신이 선택한 도서를 읽었는지에 

따라, 독서 후 느끼는 흥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독서 

 흥미가 정 인 학생의 독서 후 흥미(M=3.996)는 자기 선택  독서를 한 학생의 독서 후 

흥미(M=3.688)보다 높은 것을 보면, 자기 선택  독서는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독서 후 흥미

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반면에, 책을 읽기 에 학생이 느낀 독서  흥미가 

낮은 수 이었다면, 자신이 선택한 도서를 읽었더라도 독서 후 흥미는 여 히 낮은 수 이었다는 

것을 보여 다. 따라서 자기 선택  독서여부 못지않게 독서  흥미가 독서 후 흥미에 큰 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책 소개 방법에 따른 독서흥미

책 소개 방법에 따라 독서  흥미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해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책 소개 방법은 독서  흥미에 한 평균 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9). 교사의 

북 토크로 책을 소개받은 학생의 독서  흥미(M=3.448, SD=0.811)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친구

의 의견듣기로 책을 소개받은 학생의 독서  흥미(M=2.920, SD=0.826)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책 소개 방법과 독서  흥미가 독서 후 흥미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하여 다원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책 소개 방법’과 ‘독서  흥미’ 변수 간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41). 이에 본페로니 분석을 통해 사후 검증을 실시하 으며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종속변인 책 소개 방법 독서  흥미 표본수 평균 표 오차

독서 

후

흥미

교사 북토크

부정 27 2.736
a .158

보통 69 3.480b .099

정 46 4.106c .121

친구 의견듣기

부정 43 3.363a .125

보통 55 3.595ab .111

정 30 4.046c .150

책 소개

하지 않음

부정 39 3.032a .131

보통 58 3.619b .108

정 28 3.763b .155

Bonferroni: a<b<c

<표 5> 책 소개 방법과 독서  흥미 수 에 따른 독서 후 흥미 평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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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북 토크로 책을 소개받은 경우, 독서  흥미 수 이 부정 인 학생의 독서 후 흥미(M=2.736, 

SE=0.158)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독서  흥미가 보통인 학생의 독서 후 흥미(M=3.480, 

SD=0.099)가 간으로 나타났고, 독서  흥미가 정 인 학생의 독서 후 흥미(M=4.106, 

SE=.158)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친구의견 듣기로 책을 소개받은 경우, 독서  흥미가 부정 인 학생의 독서 후 흥미(M=3.363, 

SE=0.125)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독서  흥미가 정 인 경우의 독서 후 흥미(M=4.046, 

SE=0.150) 다. 책 소개를 받지 않고 도서탐색만 계속 한 경우, 독서  흥미의 수 이 부정 인 

학생의 독서 후 흥미(M=3.032, SE=0.131)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독서  흥미가 보통인 학생

의 독서 후 흥미(M=3.619, SE=0.108)와 독서  흥미가 정 인 학생의 독서 후 흥미

(M=3.763, SE=0.155)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종합하면 책 소개 방법은 교사의 북 토크, 책 소개 하지 않음, 친구 의견 듣기의 순서로 독서 

 흥미가 높게 나타났다. 독서 후 흥미는 책 소개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책 

소개 방법과 독서  흥미와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북 토크가 독서흥미를 높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교사의 

역할이 등학생의 독서에 요하다는 것을 보여 다. 한, 책 소개 없이 도서선택 략에 따라 

충분히 도서를 살펴본 학생의 독서  흥미가 친구 의견을 들은 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는 

학생 스스로 도서선택을 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도하는 일이 요함을 말해 다.

3. 독서 행태에 따른 독서흥미

독서행태가 독서  흥미와 독서 후 흥미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해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본수 평균 표 편차 F p

독서 

 흥미
독서행태

부정 120 2.790
a .840

13.663** .001보통 160 3.061
b .722

정 115 3.334
c .898

독서

 후 흥미
독서행태

부정 120 2.994
a .860

48.069** .001보통 160 3.625
b .724

정 115 4.005
c .838

*p<.05, **p<.01, ***p<.001 Post-hoc analysis: a<b<c

<표 6> 독서행태에 한 독서  흥미와 독서 후 흥미의 평균 차이

독서행태의 수 에 한 독서  흥미(p=.001)와 독서 후 흥미(p=.001)는 유의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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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즉 독서행태의 수 은 학생들의 독서  흥미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 독서행

태의 수 은 학생들의 독서 후 흥미에도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었다. 독서  흥미를 사후 

검정한 결과, 독서행태가 부정 인 학생의 평균 수(M=2.790 SD=.840)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

며 독서행태가 정 인 학생의 평균 수(M=3.334 SD=.89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독서 후 

흥미를 사후 분석한 결과, 독서행태가 부정 인 학생의 평균 수(M=2.994 SD=.860)가 가장 

낮았고 독서행태가 정 인 학생의 평균 수(M=4.005 SD=.83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독서행태는 <표 3>에서 보듯이 독서태도, 독서행동, 독서환경을 포함한 변인인데 이  독서흥

미와 유의한 평균차이가 나타난 변인은 독서행동에서 선택 략인 ‘그림책 인식’과 독서환경에서 

‘학교도서  이용 빈도’ 다. 이들 변수에 한 독서  흥미와 독서 후 흥미의 평균 차이는 <표 

7>과 같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집단 표본수 평균 표 편차 F p

독서 

 흥미

학교도서

이용 빈도

일주일에 0~1번 70 2.754
a .930

8.294** .001일주일에 2~5번 165 3.029b .673

일주일에 6번 이상 160 3.229
b .910

그림책 인식

부정 67 2.773
a .801

7.347** .001보통 78  2.940a,b .825

정 250 3.176
b .832

독서

후 흥미

학교도서

이용 빈도

일주일에 0~1번 70 2.853
a .972

43.510** .001일주일에 2~5번 165 3.472b .737

일주일에 6번 이상 160 3.921
c .801

*p<.05, **p<.01, ***p<.001 Post-hoc analysis: a<b<c

<표 7> ‘독서흥미’에 한 주요 변인의 평균 차이 비교

학교도서  이용 빈도에 따른 독서  흥미의 평균 수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p=0.001), 학교도서  이용 빈도에 따른 독서 후 흥미의 평균 수의 차이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독서  흥미를 사후 분석한 결과, 일주일에 0~1번 이용하는 학생이 독서 

 흥미가 가장 낮았다(M=2.754 SD=.930). 독서 후 흥미를 사후 검정한 결과, 일주일에 0~1번 

이용하는 학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M=2.853 SD=.972) 일주일에 6번 이용하는 학생(M=3.921 

SD=.80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책 인식에 따른 독서  흥미의 평균 수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01). 사후 

분석 결과, ‘나이가 어려야 그림책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 학생의 독서  흥미가 가장 낮았고

(M=2.773 SD=.801) 나이에 상 없이 그림책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 학생의 독서  흥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독서행태가 높을수록 독서  흥미와 독서 후 흥미가 높게 나타났고, 특히 학교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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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빈도가 잦을수록 독서  흥미와 독서 후 흥미가 높게 나타났다. 한 그림책은 연령 가 

어려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독서  흥미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등학생의 독서는 평소 정 으로 독서를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꾸 히 

지도하는 것이 요하다는 것을 보여 다. 특히 학교도서 이 독서  흥미와 독서 후 흥미 모두에 

미치는 향력이 가장 크다는 것은 학교도서 이 학교 독서교육에서 요한 환경임을 보여 다.

끝으로 독서행태, 독서  흥미, 자기 선택  독서, 책 소개 방법이 독서 후 흥미에 미치는 향을 

표 화계수 크기로 비교하기 해 명목척도인 ‘자기 선택  독서’와 ‘책 소개 방법’을 더미 변환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1단계(F=2.945, p<0.03)와 2단계(F=43.393, p<0.000)

에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화 계수의 크기를 비교하면 ‘독서 후 흥미’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인은 ‘독서행태(β=.418)’이며 그 다음으로 향을 미치는 변인은 ‘독서  

흥미(β=.292)’이고 ‘자기 선택  독서’(β=.103)는 향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이 선택한 도서를 읽은 학생보다 평소 독서 환경과 독서 태도가 정 이고 

독서 에 흥미를 높게 느끼는 학생이 독서 후 흥미도 높게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 에서 

한 권의 책으로 수업을 할 때 비록 자기 선택  독서를 하지 못한 학생이더라도 교사가 독서에 

해 거부감 없는 인식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독서 

 흥미를 높여 다면 독서 후 흥미도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 다.

4. 분석 결과

2015교과과정에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도입되면서 학 에서 공통의 책을 읽는 일이 늘어가고 

있다. 교사는 자신이 읽고 싶지 않은 책을 읽는 일이 학생에게 구체 으로 어떤 향을 미치는 

지 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등학생의 자기 선택  독서가 독서흥미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를 토 로 효과 인 학교도서 서비스를 마련하려 하 다. 특정 학교의 체학 을 

상으로 도서선택수업을 시행하고 수업단계마다 연구 참여자의 독서흥미를 설문조사하 다. 연

구 질문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선택  독서는 등학생의 독서흥미에 정 인 향을 미쳤다. 자기가 선택한 도서

를 읽은 학생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도서를 읽은 학생보다 ‘독서 후 흥미’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한 도서를 읽었어도 ‘독서  흥미’와 ‘독서 행태’가 부정 인 학생은 ‘독서 

후 흥미’가 정 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평소 독서태도가 정 인 학생은 ‘자기 선택  독서’와 

상 없이 높은 독서흥미를 유지하 다. 

둘째, 책을 소개하는 방법에 따라 등학생의 독서흥미는 차이를 보 다. 독서  흥미는 사서

교사가 북 토크로 책을 소개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가 미리 소개할 도서를 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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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토크로 책에 한 정보를 골고루 달했기 때문에 읽고 싶은 기 감과 호기심이 높아졌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독서  흥미가 높게 나타난 경우는 교사의 북 토크나 친구 의견을 듣지 

않고 도서탐색만 한 경우 다. 독서  흥미가 가장 낮은 경우는 친구 의견을 들은 경우 다. 

친구 의견을 듣는 시간은 교사의 북 토크처럼 책에 한 다양한 정보를 얻는 시간이 아니라 구성

원끼리 그 책을 왜 읽고 싶은지 선호와 기 감을 들어보는 시간이라 볼 수 있다. 이를 보면 책을 

선택하기 에 도서 선택 략에 따라 도서를 충분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학생이 책을 읽고 

싶은 욕구를 충분히 높여  수 있다. 

셋째, 학교도서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등학생의 독서흥미에 정 인 향을 미쳤다. 학교

도서 을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학생은 자기 선택  독서와 상 없이 독서 후 흥미가 높았다. 

한 독서 후 흥미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교도서  이용 빈도를 포함한 독서행태 다. 

Ⅴ. 결 론

분석결과를 보면 학 단 로 공통으로 한 권의 책을 읽고 등학생이 느끼는 최종 인 독서흥

미는 자신이 선택한 도서를 읽느냐 선택하지 않은 도서를 읽느냐보다는 평소 자신이 독서를 어떻

게 경험해왔는지, 소개받은 책에 해 어떤 흥미를 느끼는지가 더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선택 과정에서 다양한 책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독서흥미를 높일 수 있다. 개인의 

기호나 선호를 넘어서는 주제와 사고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하고 질 좋은 도서를 알게 

되는 일은 등학생에게 독서흥미를 불러일으킨다. 

둘째, 여러 권의 책  읽고 싶은 한 권을 골라 보는 도서선택 과정이 독서교육에서 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도서선택 과정에서 발생한 독서  흥미는 독서 후 흥미로 그 로 이어진 

것을 보면 구성원이 함께 읽을 책을 고르고 결과에 납득하는 과정은 독서흥미를 유지하는데 효과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등학생이 책을 읽고 나서 느끼는 만족감과 향후 독서 의지는 독서행태와 가장 한 

련이 있다. 특히 평소 학교도서 을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가 독서흥미와 가장 련이 깊었다. 

이는 독서교육에서 학교도서 과 사서 는 사서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알려 다. 

이러한 시사 을 바탕으로 도서선정과정에서 등학생의 독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효과 인 

학교도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북 토크와 실물 도서 탐색을 활용한 도서선택 수업을 제공해야 한다. 사서 는 사서교사

가 골고루 책에 한 정보를 알려주며 도서를 추천하는 방식과 실물 도서 탐색이 학생의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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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 의견 듣기는 독서 후 흥미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으므로 도서선택 수업에 이를 반 한다. 즉 학 에서 읽을 책을 선정할 때 책에 한 흥미 있는 

정보를 알려주고 학생이 직  책을 충분히 살펴보게 한 후 학  구성원끼리 서로 책에 한 의견

을 주고받는 과정을 포함하도록 한다. 

둘째, 평상시 학생의 독서흥미를 높일 수 있는 책 소개 서비스를 정기 으로 펼친다. 학교도서

 이용 빈도와 독서흥미는 한 연 을 나타냈다. 학교도서 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의 

독서흥미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로그램이 필요하다. 학 단 로 학교도서 을 자연스럽게 찾

고 사서 는 사서교사에게 책 정보를 구할 수 있도록 정기 으로 도서  장서를 소개하고 읽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한다. 

즉 학교도서 에서 등학생에게 책 정보를 골고루 제공하고, 읽고 싶은 도서를 선택하는 과정

에 극 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가져보게 한다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책을 학 에서 함께 읽더라

도 독서 흥미가 지속되어 정 인 독서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등학교 사서교사와 작은도서  사서가 참여하 고 교육 장에 한 찰과 조사를 

토 로 장에서 요하게 인식되고 용 가능한 도서 선택 수업과 도서 추천 서비스를 모색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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