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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1년도 경기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에서 양육자의 독서 육아의 효과를 분석함에 그 목 이 있다. 이를 해 지표를 개발하고 효과성을 분석한 

뒤 향후 경기도 독서문화 진흥 정책 수립 시 활용하고자 하 다. 이 사업은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상의 독서 복지를 해, 기 과 가정이 연계하여, 가정에 
책꾸러미를 정기 배송하고, 유아와 양육자를 상으로 맞춤형으로 개별 인 교육을 실시하 다. 양육자의 독서 육아 효과 분석을 한 측정지표는 가정 문식성, 

부모 효능감 이론에 한 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설정되었고, 이후 17개 설문 문항을 개발하여 문가를 통해 델 이로 타당도를 검증하 다. 이후 경기도 7개 
시군(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양주시)의 양육자 105명을 상으로 효과성 검증을 하여 사 /사후조사를 실시하 다. 결과 으로 
사 / 사후 효과성을 조사한 결과,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의 양육자는 독서 상호작용과 독서 육아 효능감 면에서 향상을 가져왔다. 이러한 사업 효과를 
고려할 때, 이 정책은 특정 지역을 넘어서 보편 인 조기 유아 독서 복지 정책으로 가정과 기 이 연계한 형태로 지속 인 사업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indicatives for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Gyeonggi-do Book Sharing Project on pre-schoolers 

of supporter’ reading care and thereby, suggest some data useful to the establishment of a reading culture promotion policy in Gyeonggi-do. 
Preceding studies and cases were reviewed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book-sharing project on pre-schoolers of supporter’ reading care 
and thereby, develop some measurement indicatives, and thus, the indicatives were verified by professionals using the Delphi technique. 
Then, supporter of 3~5 year-old pre-schoolers were sampled from 7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gi-do (Pocheon-si, Yangpyeong-gun, 
Yeoju-si, Dongducheon-si, Gapyeong-gun, Yeoncheon-gun and Yangju-si) to be divided into control and test groups and thereby, their 
reading care effect indicatives were compared before and after the test. The theoretical background is theory of family literacy, emergent 
literacy and parenting efficacy. As a result of developing the indicatives for analysis of pre-schoolers of supporter’s reading care effects 
and comparing them for the sample pre-schoolers of supporter, before and after the test, the book-sharing project was found effective 
in improving reading care. The most difficult problem in pre-schoolers’ earlier reading education involves acquisition of reading habit. 
So, it is deemed necessary to operate a regular book sharing project involving public organization and homes. As a result of developing 
the indicatives and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book-sharing project,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ject would serve to improve pre-schoolers 
of support’s reading care and therefore, this study seems to provide some ground for the operation of a sustainable book-sharing project 
to narrow the education divide and promote a book reading culture in Gyeongg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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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아기는 독자가 평생 독자로 성장해 나감에 

있어 매우 요한 시기이다. 즐거운 책 읽기가 

어릴 때부터 생활화되면 정 인 독서습 의 

형성 뿐만 아니라 수  높은 독서력을 갖게 된

다. 그 결과 평생학습의 의지를 향상시켜 능동

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에서 많은 학자들은 책 읽기의 시작 시기를 

․유아기, 심지어 태아기부터 꼽고 있다.

유아는 아직 스스로 자립 인 독서를 할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성인과 가정의 역할이 

매우 요하다. 가정에서 양육자가 유아에게 

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읽어 주고, 풍부한 문식 

환경을 제공한다면, 해당 유아는 책을 즐기며 

평생 독자로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다(정혜

승, 2014). 문식력(literacy)에 한 사회․문

화  의 이론들은, 유아의 독서력 발달에

서 그들을 둘러싼 사회 문화  환경  요인의 

요성을 강조해 왔다. 학교에 입학하여 공식

인 수업을 받기 에 부모를 비롯한 성인, 형

제 자매, 지역 사회 등에서 구와 어떤 상호작

용을 통해 문식  실천을 경험했느냐, 문식력 

환경이 풍부한 지역에서 거주하며 간 인 경

험을 했느냐 등은 학교와 직장에서 요구되는 

문해력 발달과 응에 크게 향을 다(Gee, 

2015). 문식력은 선천 으로 습득 가능한 능력

이 아니라 후천 인 학습을 통해서만이 발달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유아기의 독서 발

달의 질은 독자 개개인의 능력 뿐 아니라 그의 

가족, 그가 소속된 지역 사회 반의 환경과 직

간 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에서 향후, 유아기 독자에 한 정책

 지원은 가족, 지역사회가 연계된 ‘독서 생태

계’ 반과 련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취

약 계층, 소외된 지역에 한 포용  독서 정책

은 더욱 양육자, 가족, 지역 사회라는 ‘문식성 환

경’(literacy environment) 반의 생태계 구축

과 활성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최인자, 2020). 

이로써 취약 계층 아동은 가정 내 문식 환경의 

부정  향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

한 실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

이다. 기존 유아 상 독서 복지 정책에서도 유

아의 책 읽기와 양육자의 책 읽어주기에 한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가령, “북 

스타트 운동”의 경우, 유아의 정 인 독서 경

험 개발과 양육자의 독서 육아 자신감을 한 

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그 효과 면 

에서도 유아의 책에 한 심과읽기 활동이 

증가하 고 양육자의 자신감도 항상시켰다. 그

러나 양육자 상의 지원이 다소 일회 이고 

행사  성격이 강한 은 아쉬움이 크다. 지속

이고 정기 인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다. 향

후, 독서 육아 지원 정책에서는 독서 육아를 담

당하는 양육자의 특성을 진단하고, 그 교육 내

용과 방법을 개발하는 이론 , 정책  연구 지

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2021년도에 시행된 ‘경기도 유아 책꾸러미 정

기 배송 사업’은 경기도 동북부 7개시군, 만 3

세~5세 유아를 독서습 을 기르기 해 기

과 가정을 연계하여, 유아 뿐 아니라 양육자 

상의 교육과 정기 인 도서 배송을 지원하 다. 

본 논문은 이 사업의 실행한 결과 양육자의 독

서 육아 효과를 분석하기 한 분석 지표와 문

항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측정하여 독서문

화 진흥 정책에 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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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는 양육자가 문식  지원을 심으로 한 

육아 활동을 ‘독서 육아’라는 개념으로 조작

으로 사용하 다. 독서의 본질이 ‘삶의 총체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최인자, 2001)이

라고 한다면, 부모가 육아의 포  활동 맥락

에서 자신이 혹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독서의 

활동을 “독서 육아”라고 개념화할 수 있겠다.

2. 이론  배경 

2.1 가정 문식성과 유아 독서능력의 발달

가정은 유아가 문식 활동을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문식력이 풍부한 가

정환경은 훌륭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보다 아

동들의 성공 인 기 문식력 발달에 더 의미있

게 작용한다. 부모가 독서에 한 어떤 신념과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아동과 어떠한 방

식으로 읽으며 상호작용하 는지는 아동의 문

식력과 사고, 언어 능력 발달에 직 인 향

을 미친다. 가족들이 독서와 학습을 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아는 아이들은 좀 더 유능한 독

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McLane et al., 1990). 

특히 가정이라는 편안한 환경에서 부모와 책을 

읽으며 지속 으로 스킨십을 하고, 을 맞추고, 

화를 나 는 활동은 유아에게 독서에 한 좋

은 감정을 갖게 함으로써 이상 인 독서태도에

도 향을 미칠 수 있다(소리, 2021). 

가정 문식성은 부모(양육자), 자녀, 다른 가

족 구성원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문식성을 

사용하는 모든 방식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수

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Morrow, 2012). 기존 

연구들은 가정 문식성이 풍부한 아동들은 좀 

더 이른 시기에 보다 능숙한 문식성 기능을 습

득한다고 한다(Morrow, 2015). 문식성이 풍부

한 가정환경은 집에 아동과 성인이 읽을 수 있

는 책들이 많아야 하고, 부모가 아동에게 자주 

책을 읽어주거나 아동 스스로 책을 찾아 읽어

야 하며, 부모가 책, 신문, 잡지를 포함한 다양

한 자료들을 읽어야 하고, 가족 구성원이 읽는 

것을 즐거워해야 한다. 한 부모가 아동을 도

서 이나 서 에 자주 데려가야 하고, 아동이 

읽기 자료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정의 사회 , 감정 , 지 인 분 기가 아동

의 문식성 성장의 진에 정 이어야 한다

(Morrow, 2015).

, 가정이 치한 지역 역시 유아, 아동의 문

식력 발달에 요한 매개 변수이다. 빈곤층 거주 

지역과 부유층 거주 지역은 서 , 도서 , 사서 

등 제공되는 환경이 달라 구입 가능한 도서나 서

비스 등이 한 차이를 보여 다. 빈곤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궁핍한 환경은 유아  아동의 

잠재력과 무 하게 학교 학업에서의 성취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하다(Sulzby, 1985). 결국, 

독서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  많은 부분이 가정 

문식성과 련이 되어 있는 것이다(Gee, 2015). 

이러한 은 독서 복지 정책 시행에 있어, 취약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해 우선 인 

재의 필요성과 가정과의 연계의 요성을 시사

하고 있다.

2.2 발생  문식력(Emergent literacy)과 

책에 한 개념의 발달

발생  문식성이란 어린 시 에 발생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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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식 활동을 말한다(Whitehurst et al., 1998). 

아동은 정규 교육이 없더라도 어린 시 부터 사

회문화  맥락 안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읽기와 쓰

기와 같은 문식성을 배우며, 이는 이후 형식 인 

문식력 발달에 큰 향력을 행사한다. 

유아는 책에 한 개념  지식을 혼자서는 쉽

게 얻지 못하는데, 이는 책에 한 다수의 경험을 

통해서만 책에 한 지식과 개념을 내면화하기 

때문이다. 이와 련하여 Clay(2000)는 취학  

아동은 활자를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활자와 

련된 활동에 참여하면서, 텍스트가 작동하는 

방식에 한 개념을 발달시킨다고 하 다. 이러

한 개념에는 책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것과 책 다

루기, 활자 방향( 어인 경우, 왼쪽에서 오른쪽

으로, 에서 아래로), 철자, 단어, 구두 의 개념, 

로 된 단어가 특정한 의미를 달한다는 생각 

등과 같은 ‘활자 개념’ (Concepts about print: 

CAP)이 포함되어 있다(Lara, 2016) 따라서 가

 가정에서는 유아가 책에 한 개념을 획득

할 수 있도록 책을 읽어  때마다 주목하도록 해

야 한다(Morrow, 2015). 

2.3 독서 육아에서 양육자의 역할

가정 문식 환경 내에서도 양육자의 역할이 가

장 요하다. 문자와 언어가 낯선 ․유아에게 

양육자는 의도 인 지원과 극 인 상호작용

을 통해 문식력 발달에 강력한 향력을 행사하

기 때문이다. 부모가 ․유아의 성장 발달에 

합한 책을 선정해 주고, 지속 으로 책을 

할 수 있게 하여 책을 매개로 활발한 상호작용

을 가질 때, 유아는 독서 흥미를 가지고 책 읽기

를 습 화할 수 있다(정 , 신원애, 2011). 정

혜승(2014)에 따르면, 부모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① 환경 지원(책 마련하기, 로그램 참

여 기회 제공하기, 읽기 쓰기 모범 보이기, 사교

육 제공하기, 매체 사용 제한하기), ② 언어  

지원(책 소개하기, 읽기 쓰기 권유하기, 읽기 쓰

기 장  말하기), ③ 상호작용  지원(함께 책 

읽기, 도서  함께 가기)이 가능하다. 

특히, 부모가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유

아의 독서 태도  습  형성에 강력한 향을 

미친다. 특히 ‘책 읽어주기 활동’은 유아의 독서 

태도와 읽기 동기 향상에 기여한다는 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밝 졌다(권옥경, 2002; 김선

, 2007; 김재순, 김희진, 2003). 그 표  연

구를 살펴보면, 양육자의 소리 내어 읽어주기 활

동은 아동이 스스로 읽으려는 동기를 갖게 하고, 

책 읽기가 재미있고 즐거우며 가치 있는 활동이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효과가 있다(Anderson, 

1984). 특히, 문학 작품을 소리내어 읽어 주기는 

이해와 해석을 즐겁게 경험하도록 하여 유아와 

아동이 성공 인 독자로 성장하는데 확신을 

다고 하 다. 

한 양육자의 지원 방식에 따라 유아 독자

의 문식력 발달이 달랐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가령, 부모가 유아를 상으로 직 으로 언

어 기능 교육을 하는 경우보다는 즐거움을 

시한 경우가 아동의 문식력 발달에 더 결정

인 향을 미쳤다고 한다.  읽기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방법과 경험 방식도 큰 변수이다. 부

모가 자녀와 함께 읽는 과정에서 개방 인 질

문을 하고, 하게 멈추는 등의 상호작용의 

속도와 정서  질은 크게 아동의 독서 동기와 

정  경험 형성에 극 인 역할을 하 다

(Schwanenfluget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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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연구 결과는, 부모 상 독서 육아 교육

에 한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에 거주하는 양육자들은 

‘가난’이 독서 육아에 많은 향을 미친다. 우선 

생계를 한 직업 생활에 바쁘다보니 문식력 

지원자로서의 역할까지는 담당할 여유가 없다

(Schwanenfluget et al., 2016). 한 상 으

로 공  교육 경험이 취약하여 학교의 공식 인 

문식력에 한 이해와 역량이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 지역의 유아들은 학교에 입학하더

라도 가정 문식환경과 학교 문식 환경의 갭과 

차이로 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평생 독

자로서의 성장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정

황이다(Gee, 2015). 따라서 이들 소외된 지역의 

부모에 한 국가  차원의 교육을 통해 독서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3. 양육자의 독서육아 효과 측정을 
한 도구 개발 

 

3.1 독서육아 효과 측정지표 설정

본 논문은 경기도 책꾸러미 배송 사업양육자

의 독서육아 효과 측정을 해 우선 측정 지표

를 개발하 다. 그 이론  기반은 가정 문식성

과 부모 효능감 이론이다. 2021년도 책꾸러미 

배송 사업이 도서 지원과 양육자 상 교육을 

동시에 실시하 다는 에서, 이 두 이론의 핵

심 내용과 잘 연 된다. 

가정 문식성은 양육자, 아동들, 그 외 다른 

구성원들의 문식성 사용과 련된다(Morrow, 

2015). 한철우(2011)의 연구에 의하면 그 하  

요소는 략 세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첫째, 

물질  문식 환경이다. 자녀가 문식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책, 독서 공간 등의 물질  지원이 이

에 속한다. 둘째, 인 계 내 상호작용이다. 양

육자(부모), 형제, 자매와 같은 가족 구성원 사

이의 상호작용을 통한 문식  지원을 말한다. 셋

째, 정서 이고 동기 인 분 기이다. 이는 양육

자의 문식 경험에 한 기억, 태도가 주로 포함

된다. 이  셋째 요인인 아동의 독서에 한 효

능감은 양육자의 독서 육아 효능감과 깊은 련

을 맺기 때문에 양육자의 독서육아 효능감과 연

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바탕을 두고, 본 연구

에서는 가정 문식성 련 지표는 1) 가정  지

역 사회의 문식 환경, 2) 독서 상호작용, 3) 독서 

육아 효능감으로 설정된다(<표 1> 참조).

독서 육아 효능감에 해서는 별도의 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 양육자(부

모) 효능감 개념에서 용하고자 하 다. 유아 

양육자의 효능감은 양육자로서 유아기 자녀 양

하  요소 내용 지표 설정

물질  문식환경
자녀의 문식 경험을 할 수 있는 책, 독서 공간 등의 물질  

지원 방식
▶

가정 문식 환경

지역사회 문식환경

인 계 내 

상호작용

양육자, 형제, 자매와 같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한 문식 경험
▶ 독서 상호작용

정서  분 기 양육자의 문식 경험에 한 기억, 태도 ▶ 독서육아효능감 

<표 1> 가정 문식성 요소(한철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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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잘하며, 자녀와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능력에 한 지각이다(신숙재, 1997: 

Johnston, 1982). 유아기 자녀와의 계나 양

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해 양

육자 스스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정

인 기 감과 자신감을 가짐으로써, 양육자는 

건강한 부모- 자녀 계를 형성할 수 있다. , 

양육자의 자원과 능력을 인정하여 일 되고도 

유통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여 한 도움을 

 수 있다(정계숙, 견주연, 2015). 이 개념을 

활용하여 독서 육아 효능감을 규정한다면 다음

과 같다. 즉, 양육자가 문식성 지원자로서 유아

의 독서 양육을 잘하며, 독서 양육과 련된 다

양한 어려움이 생겨도 스스로 잘 해결 낼 수 있

다는 지각이다. 

한편, 유아 양육자 효능감의 구성 요소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유아 양육자의 자아 효능

감, 둘째, 유아 양육자의 양육행동 효능감, 셋째, 

유아 양육자의 사회  역할 수행 효능감이다. 

첫째는 양육자 자신의 자기 조 과 자기 존 감

이며 둘째는 양육자의 사회  역할 수행의 성공

을 해 다양한 진 인 양육 략을 활용하는 

것이다. 셋째는 유아 양육자가 자녀의 양육 과

정에서 겪게 되는 좌 과 스트 스를 유연하게 

처하는 스스로의 지각이다. 이를 독서 육아에 

용하여 1) 양육자 자신의 독자 효능감, 2) 독

서 육아 행  효능감, 3) 독서 육아 사회  효능

감의 범주를 설정하 다(<표 2> 참조).

3.2 독서육아 효과 측정지표에 따른 양육자 

상 문항 개발

앞에서 설정한 구성요인과 지표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양육자용 독서육아 효과진단 문항

을 개발하 다. 성인임을 감안하여 5  리커트 

척도에 따른다(<표 3> 참조).

범주 구성 요인 하  구성 요인  지표 내용

문식

환경

가정 

문식 환경

- 읽기 습 , 빈도, 책 근성

- 독서 시간, 독서 공간

독서에 필요한 책과 독서 시간과 공간 구비 유무, 가족 

구성원의 독서 활동 유무

지역 사회 

문식 환경

- 도서 /사  경험

- 독서교육 참여
지역 사회 도서 , 서 , 지역 공공 도서  참여 유무

독서

상호

작용

독서 

상호 작용 

- 읽기  상호작용

- 읽기 후 상호작용

- 칭찬

유아와 양육자의 독서 상호작용 

독서

육아

효능감

독자 효능감 
- 독자 효능감

- 독서 효능감

양육자 자신이 독자로서 독서 습 , 가치 형성에 한 

자각

독서 육아 

행  

효능감

- 독서 지도 효능감

- 도서선정 효능감

- 독서지도 효능감

- 독서지도 자신감

양육자로서 독서 육아와 련된 행 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각과 자신감

독서 육아 

사회  

효능감

- 독서 육아 문제해결력
양육자로서 독서 육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표 2> 양육자용 독서육아 효과 진단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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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구성 요인 하  요인 문항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1 2 3 4 5

문식환경

가정
환경

읽기 습
1. 나는 아이에게 책을 매일 읽어 다. 

(읽기습 )

빈도
2. 가족들이 집에서 책 읽는 모습을 아이가 자주 

한다. 

책 근성
3. 집에는 아이가 볼만한 책들이 아이의 손에 

닿는 곳에 많다. 

독서 공간
4. 아이가 책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있다 없다

독서시간 5.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 있다 없다

지역 사회 
환경

도서 /
서 경험

6. 아이와 함께 도서 이나 서  나들이를 자주 
한다.

독서교육참여
7. 나는 지역 공공기 에서 운 하는 독서 로
그램에 참여한다.

독서
상호작용 

상호
작용 

읽기  
상호작용 

8.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동안 책에 해 아이
와 이야기를 나 다.

읽기 후
상호작용

9. 아이와 책을 읽은 후 함께 독후 놀이를 한다.

정서 칭찬
10. 아이가 책을 읽거나 보면 칭찬과 격려를 

자주 한다. 

독서
육아
효능감

독자 
효능감 

독자 효능감
11. 나는 책 보는 것을 좋아하고, 집에서 자주 

책을 읽는 편이다.

독서 효능성
12. 나는 아이의 성장에서 책 읽기가 요하다

고 생각한다.

독서 
육아
행  
효능감

독서
지도 효능감

13. 나는 아이와 책을 읽고 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도서 
선정 효능감

14. 나는 아이에게 유익한 책들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독서
지도 효능감

15. 나는 아이가 책과 독서에 호기심을 갖도록 
지도해  수 있다.

독서 
지도 자신감

16. 나는 아이가 책을 선택하고 자발 으로 읽
도록 존 한다.

독서 
육아 
사회  
효능감

독서
육아 
문제
해결력

17. 나는 독서 육아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
기 해 부모교육에 참여하거나 주변 사람
들과 상의한다.

<표 3> 양육자용 독서육아 코칭 효과측정 진단 문항

3.3 독서육아 효과 측정지표 타당도  신뢰도 

검증

독서육아 효과 측정지표에 한 내용타당도 

검증를 하여 델 이 문가 패  조사를 실

시하 으며 문항에 한 신뢰도 검증을 해 

양육자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하 다. 

먼 , 독서육아 효과 측정지표에 한 내용



14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6권 제2호 2022

타당도 검증를 하여 델 이 문가 패 를 

구성하 으며, 6.14. ~ 6.1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쳤다. 패 은 문헌정보학, 유아교육학, 실제 

유아교육 기 을 운 하고 있는 련 분야의 

경력 21~31년 문가로 구성하 다(<표 4>). 

효과성 측정지표의 구성요인에 한 내용 타

당도 검증은 각 문항에 해 리커트 5  척도

로 실시하 으며([부록 1] 참조) 모든 문항

에서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다음, 최종 진단문항에 한 신뢰도 검증을 

해 2021.6.18. ~ 21일까지 안양지역 소재(아

이네오) 어린이집에서 담당교사가 양육자 10

명에게 비조사를 실시하 으며, 그 결과 유

아 담당 선생님과 학부모로부터 문항에 한 

이견이 없어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름 분야 소속 경력(년)

조** 문헌정보학(박사) 경기 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21

권** 평생교육학(박사) 유아독서교육연구소 소장 25

정** 유아교육학(박사수료) 아이네오 어린이집 원장 31

<표 4> 델 이 문가 패  구성

문항 조** 권** 정** 평균

독서

환경

가정

환경

나는 아이에게 책을 매일 읽어 다. 5 5 5 5

가족들이 집에서 책 읽는 모습을 아이가 자주 한다. 5 5 5 5

우리 집에는 아이가 볼만한 책들이 아이의 손에 닿는 곳에 많다. 5 5 5 5

가정에서 아이가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5 5 5 5

나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 5 5 5 5

지역 

사회 환경

나는 아이와 함께 도서 이나 서  나들이를 자주 한다. 5 5 5 5

나는 지역자치 단체의 독서 로그램에 참여한다. 5 5 5 5

독서

상호

작용

 인지
나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동안 책에 해 아이와 이야기를 나 다. 5 5 5 5

나는 아이와 책을 읽은 후 함께 독후 놀이를 한다. 5 5 5 5

정서 나는 아이가 책을 읽거나 보면 칭찬과 격려를 자주 한다. 5 5 5 5

독서

육아

효능감

독자 

효능감 

나는 집에서 자주 책을 읽는 편이다. 5 5 5 5

나는 아이의 성장에서 책 읽기가 요하다고 생각한다. 5 5 5 5

독서 

육아 

효능감

나는 아이와 책을 읽고 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5 5 5 5

나는 아이에게 유익한 책들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5 5 5 5

나는 아이가 책과 독서에 호기심을 갖도록 지도해  수 있다. 5 5 5 5

나는 아이가 책을 선택하고 자발 으로 읽도록 존 한다. 5 5 5 5

나는 독서 육아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해 부모교육에 참여하거

나 주변 사람들과 상의한다. 
5 5 5 5

<표 5> 델 이 조사 결과에 따른 내용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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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아 책꾸러미 사업을 통한 
양육자의 독서육아 효과 분석

4.1 조사 상

경기도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을 통한 

독서육아 효과 분석을 해 본 사업이 시행되

고 있는 경기도 동북부 7개 시군(포천시, 양평

군, 여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양주시) 

양육자를 조사 상으로 하 다. 다음 <표 6>은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  본 연구를 

한 비교집단 표본 수이다. 집단 구성은 각 지

역별 독서코칭 지도사를 통해 모집하 다.1) 독

서 코칭 지도사는 양육자의 독서교육을 수행하

으며, 각 지역별로 1-2명씩 선정하여 책임 지

도 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지역별로 가평군 6명(5.8%), 동두천시 

11명(10.6%), 양주시 13명(12.5%), 양평군 20

명(19.2%), 여주시 34명(32.7%), 연천군 8명

(7.7%), 포천시 12명(11.5%) 이었다. 양육자

녀 연령별로 만 3세 33명(31.7%), 만 4세 37명

(35.6%), 만 5세 34명(32.7%)이었다(<표 7> 

참조).

4.2 조사 차

독서육아 효과 분석을 해 개발된 양육자 지

표를 심으로 사 /사후조사를 실시하 다. 사

조사는 각 지역별 책꾸러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독서코칭 지도자를 통해 6.23. ~ 7.7일까

지 양육자용 모바일 진단을 통해 조사하 다. 사

후조사도 각 지역별 책꾸러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독서코칭 지도자를 통해 11.23. ~ 11.30일

까지 양육자용 모바일 진단을 통해 조사하 다

(<표 8> 참조).

지역
사업

참여자

유아 양육자 독서

코칭
독서코칭사

사 사후 사 사후

포천시 501 49 48 43 26 2 류**, 이**

양평군 785 48 34 46 34 1 서**

여주시 579 43 39 44 40 2 **, 김**

동두천시 366 36 43 27 32 1 박**

가평군 198 20 17 16 16 1 신**

연천군 161 20 20 14 11 1 조**

양주시 911 83 30 81 17 2 팽**, 황**

계 3,501 299 232 271 176 10

<표 6>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 참여자 수 

 1) 이  포천시와 양주시의 사  사후 검사에 참여한 양육자의 숫자가 크다. 그 이유는 이 지역에는 직장인 양육자가 

많았고, 상 으로 연구기간이 하여 사후 검사가 충분히 진행하지 못한  때문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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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빈도(명) 비율(%)

지역

가평군 6 5.8

동두천시 11 10.6

양주시 13 12.5

양평군 20 19.2

여주시 34 32.7

연천군 8 7.7

포천시 12 11.5

연령

만3세 33 31.7

만4세 37 35.6

만5세 34 32.7

총계 104 100.0

<표 7> 연구 상자의 구성(양육자)

구분 조사 링크 주소 조사기간

사 양육자 https://forms.gle/UCaJtHdyAiD6rcK29 2021. 6.23. ~ 7.7

사후 양육자 https://forms.gle/pxcF8okjHLKTbJdE7 2021. 11.23. ~ 11.30

<표 8> 독서육아 효과 분석 진단 상자별 링크주소

4.3 양육자 독서육아 효과 분석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의 효과를 분석

하기 하여 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 다. 

4.3.1 독서효과 체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의 독서육아 효

과 체 향상 효과를 살펴보기 하여 사 -사

후검사 결과에 한 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

는데, 다음 <표 9>와 같다. 독서육아 효과는 

사 검사 평균 3.76 에서 사후검사 평균 3.92

으로 0.16 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

하 다(t=-3.703, p<.001) 따라서 유아 책꾸러

미 정기배송 사업은 양육자에 한 독서육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3.2 하 요인별 독서육아 효과

(1) 독서환경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의 독서환경 향

상 효과를 살펴보기 하여 사 -사후검사 결

요인 M SD
응 차이

t p
M SD

사 검사(n=104) 3.76 .53
-.16 .44 -3.703 .000***

사후검사(n=104) 3.92 .48

*** p<.001

<표 9> 독서효과 체에 한 응표본 t-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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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한 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 는데, 다

음 <표 10>과 같다. 독서환경은 사 검사 평균 

3.31 에서 사후검사 평균 3.41 으로 0.10 이 

증가하 으나, 통계 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

다(t=-1.394, p<.05). 따라서 유아 책꾸러미 정

기배송 사업은 독서환경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독서상호작용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의 독서상호작

용 향상 효과를 살펴보기 하여 사 -사후검

사 결과에 한 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 는

데, 다음 <표 11>과 같다. 독서상호작용은 사

검사 평균 3.71 에서 사후검사 평균 3.91 으

로 0.19 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

다(t=-3.011, p<.01). 따라서 유아 책꾸러미 정

기배송 사업은 독서상호작용 향상에 효과가 있

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독서육아효능감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의 독서육아효

능감 향상 효과를 살펴보기 하여 사 -사후

검사 결과에 한 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

는데, 다음 <표 12>와 같다. 독서육아효능감은 

사 검사 평균 3.74 에서 사후검사 평균 4.02

으로 0.28 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

하 다(t=-5.040, p<.001). 따라서 유아 책꾸

러미 정기배송 사업은 독서육아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인 M SD
응 차이

t p
M SD

사 검사(n=104) 3.31 .74
-.10 .73 -1.394 .166

사후검사(n=104) 3.41 .73

<표 10> 독서환경에 한 응표본 t-검정 결과

요인 M SD
응 차이

t p
M SD

사 검사(n=104) 3.71 .72
-.19 .65 -3.011 .003**

사후검사(n=104) 3.91 .65

** p<.01

<표 11> 독서상호작용에 한 응표본 t-검정 결과

요인 M SD
응 차이

t p
M SD

사 검사(n=104) 3.74 .63
-.28 .56 -5.040 .000***

사후검사(n=104) 4.02 .54

*** p<.001

<표 12> 독서육아효능감에 한 응표본 t-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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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지역별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효과 

분석

 지역별로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하여 비모수 검정의 콕슨 

부호순  검정(Wilcoxen signed rank Test)을 

실시하 다. 이는 지역별로 표본수가 30명 이하

로 표본의 정규성을 가정할 수 없어 비모수 검

정을 실시하 다. 단 여주시는 표본의 정규성이 

검증되어 사 -사후검사에 한 응표본 t-검

증을 실시하 다.

(1) 가평군

가평군의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의 효과

를 분석하기 하여 사 -사후검사결과에 한 

비모수 검정의 콕슨 부호순  검정(Wilcoxen 

signed rank Test)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13>

과 같다. 

독서육아 효과 체에 있어서, 사 검사 평

균 3.40 에서 사후검사 평균 3.48 으로 평균 

0.08 이 높아졌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z=-.524 p>.05). 하 요인별

로 독서환경은 사 검사 평균 2.93 에서 사후

검사 평균 3.10 으로 평균 0.17 이 높아졌으

나,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z=-.742 p<.05). 독서상호작용은 사 검사 

평균 3.28 에서 사후검사 평균 3.67 으로 평

균 0.39 이 높아졌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하

게 증가하지 않았다(z=-1.841 p<.05). 독서육

아효능감은 사 검사 평균 3.45 에서 사후검

사 평균 3.19 으로 평균 0.26 이 오히려 낮아

구분
사 사후 음의 순 양의 순 동률

z p
M SD M SD N 평균순 순 합 N 평균순 순 합 N

독서환경 2.93 .67 3.10 .80 2 3.50 7.00 4 3.50 14.00 0 -.742 .458

독서상호작용 3.28 .65 3.67 .52 0 0.00 0.00 4 2.50 10.00 2 -1.841 .066

독서육아효능감 3.45 .37 3.19 .43 4 4.13 16.50 2 2.25 4.50 0 -1.265 .206

독서효과 3.40 .45 3.48 .48 2 4.00 8.00 4 3.25 13.00 0 -.524 .600

<표 13> 가평군의 양육자 상 독서육아 효과 분석결과

<그림 1> 가평군의 독서육아 효과 사 -사후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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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지는 않

았다(z=-1.265 p<.05). 

이러한 결과는 독서코칭사에 의하면 처음에

는 부모님들이 아이들과의 책읽기 활동에 한 

극 인 시도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

들해졌고,  한 달에 4권의 유아 책꾸러미가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이 이러한 결과를 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다. 

(2) 동두천시

동두천시는 독서육아 효과 체에 있어서, 

사 검사 평균 3.86 에서 사후검사 평균 4.03

으로 평균 0.17 이 높아졌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z=-1.600 p<.05). 

하 요인별로 독서환경은 사 검사 평균 3.45

에서 사후검사 평균 3.49 으로 평균 0.04

이 높아졌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

지 않았다(z=-.179 p<.05). 독서상호작용은 사

검사 평균 3.91 에서 사후검사 평균 4.18

으로 평균 0.27 이 높아졌으나, 통계 으로 유

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z=-1.201 p<.05). 독

서육아효능감은 사 검사 평균 3.78 에서 사후

검사 평균 4.03 으로 평균 0.25 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 다(z=-1.997, p<.05). 그

리고 사 검사 비 사후검사에서 5명이 증가

하 고, 5명은 변화가 없었으며, 1명만이 감소

하 다. 따라서 동두천시의 유아 책꾸러미 정

기배송 사업은 독서육아 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표 14> 참조).

구분
사 사후 음의 순 양의 순 동률

z p
M SD M SD N 평균순 순 합 N 평균순 순 합 N

독서환경 3.45 .63 3.49 .85 6 5.17 31.00 5 7.00 35.00 0 -.179 .858

독서상호작용 3.91 .56 4.18 .82 2 6.25 12.50 7 4.64 32.50 2 -1.201 .230

독서육아효능감 3.78 .76 4.03 .60 1 1.00 1.00 5 4.00 20.00 5 -1.997 .046*

독서효과 3.86 .48 4.03 .60 3 5.00 15.00 8 6.38 51.00 0 -1.600 .110

* p<.05

<표 14> 동두천시의 독서육아 효과 분석결과

<그림 2> 동두천시의 독서육아 효과 사 -사후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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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주시

양주시는 독서육아 효과 체에 있어서, 사

검사 평균 3.66 에서 사후검사 평균 3.83

으로 평균 0.17 이 높아졌으나, 통계 으로 유

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z=-1.642 p<.05).

하 요인별로 독서환경은 사 검사 평균 3.12

에서 사후검사 평균 3.37 으로 평균 0.25

이 높아졌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

지 않았다(z=-1.026 p<.05). 독서상호작용은 

사 검사 평균 3.64 에서 사후검사 평균 3.64

으로 변화가 없었다(z=-.273 p<.05). 독서육

아효능감은 사 검사 평균 3.64 에서 사후검

사 평균 3.87 으로 평균 0.23 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 다(z=-1.756, p<.05)(<표 

15> 참조).

(4) 양평군

양평군은 독서육아 효과 체에 있어서, 사

검사 평균 3.99 에서 사후검사 평균 4.12

으로 평균 0.13 이 높아졌으나, 통계 으로 유

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z=-1.307 p<.05). 

하 요인별로 독서환경은 사 검사 평균 3.64

에서 사후검사 평균 3.87 으로 평균 0.23

이 높아졌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

지 않았다(z=-1.693 p<.05). 독서상호작용은 

사 검사 평균 3.78 에서 사후검사 평균 3.90

으로 평균 0.12 이 높아졌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z=-.289 p<.05). 

독서육아효능감은 사 검사 평균 4.14 에서 

사후검사 평균 4.19 으로 평균 0.05 이 오히

려 낮아졌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

구분
사 사후 음의 순 양의 순 동률

z p
M SD M SD N 평균순 순 합 N 평균순 순 합 N

독서환경 3.12 .69 3.37 1.08 5 4.30 21.50 6 7.42 44.50 2 -1.026 .305

독서상호작용 3.64 .75 3.64 .60 6 6.00 36.00 5 6.00 30.00 2 -.273 .785

독서육아효능감 3.64 .55 3.87 .55 4 5.13 20.50 9 7.83 70.50 0 -1.756 .079

독서효과 3.66 .50 3.83 .58 5 4.40 22.00 8 8.63 69.00 0 -1.642 .101

* p<.05

<표 15> 양주시의 독서육아 효과 분석결과

<그림 3> 양주시의 독서육아 효과 사 -사후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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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 사후 음의 순 양의 순 동률

z p
M SD M SD N 평균순 순 합 N 평균순 순 합 N

독서환경 3.64 .60 3.87 .68 5 8.20 41.00 12 9.33 112.00 3 -1.693 .090

독서상호작용 3.78 .56 3.90 .69 8 7.81 62.50 8 9.19 73.50 4 -.289 .773

독서육아효능감 4.14 .41 4.19 .43 7 6.86 48.00 7 8.14 57.00 6 -.285 .775

독서효과 3.99 .30 4.12 .41 7 10.00 70.00 13 10.77 140.00 0 -1.307 .191

<표 16> 양평군의 독서육아 효과 분석결과

<그림 4> 양평군의 독서육아 효과 사 -사후검사 결과

지는 않았다(z=-.285 p<.05). 따라서 양평군의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은 독서육아 효능

감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표 16> 

참조).

(5) 여주시

여주시는 독서육아 효과 체에 있어서, 사

검사 평균 3.76 에서 사후검사 평균 3.96 으로 

0.20 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 다

(t=-2.118, p<.05). 따라서 유아 책꾸러미 정기

배송 사업은 독서육아 효과 향상에 효과가 있다

고 볼 수 있다. 하 요인별로 독서환경은 사 검

사 평균 3.32 에서 사후검사 평균 3.27 으로 

오히려 0.05 이 감소하 으나, 통계 으로 유

의미하지 않았다(t=.330, p<.05). 따라서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은 독서환경 향상에 효

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독서상호작용은 사 검

사 평균 3.84 에서 사후검사 평균 4.07 으로 

0.23 이 증가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1.976, p<.05). 따라서 유아 책꾸러

미 정기배송 사업은 독서상호작용 향상에 효과

가 있다고 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독서육아효능

감은 사 검사 평균 3.61 에서 사후검사 평균 

4.18 으로 0.57 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

가하 다(t=-5.480, p<.001). 따라서 유아 책꾸

러미 정기배송 사업은 독서육아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표 17> 참조).

(6) 연천군

연천군은 독서육아 효과 체에 있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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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사 검사 사후검사 응 차이

t p
M SD M SD M SD

독서환경 3.32 .83 3.27 .26 .05 .83 .330 .743

독서상호작용 3.84 .67 4.07 .41 -.23 .67 -1.976 .057

독서육아효능감 3.61 .61 4.18 .28 -.57 .60 -5.480 .000***

독서효과 3.76 .55 3.96 .29 -.20 .54 -2.118 .042*

* p<.05, *** p<.001

<표 17> 여주시의 독서육아 효과 분석결과

<그림 5> 여주시의 독서육아 효과 사 -사후검사 결과

구분
사 사후 음의 순 양의 순 동률

z p
M SD M SD N 평균순 순 합 N 평균순 순 합 N

독서환경 2.93 .43 3.58 .78 1 3.00 3.00 6 4.17 25.00 1 -1.859 .063

독서상호작용 3.38 .92 3.67 .71 2 2.75 5.50 4 3.88 15.50 2 -1.063 .288

독서육아효능감 3.63 .77 3.84 .49 2 5.25 10.50 5 3.50 17.50 1 -.597 .551

독서효과 3.55 .58 3.86 .53 2 2.50 5.00 6 5.17 31.00 0 -1.820 .069

<표 18> 연천군의 독서육아 효과 분석결과

<그림 6> 연천군의 독서육아 효과 사 -사후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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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평균 3.55 에서 사후검사 평균 3.86 으

로 평균 0.31 이 높아졌으나, 통계 으로 유의

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z=-1.820 p<.05). 

하 요인별로 독서환경은 사 검사 평균 2.93

에서 사후검사 평균 3.58 으로 평균 0.61 이 

높아졌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

았다(z=-1.859 p<.05). 독서상호작용은 사 검

사 평균 3.38 에서 사후검사 평균 3.67 으로 

평균 0.29 이 높아졌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

하게 증가하지 않았다(z=-1.063 p<.05). 독서

육아효능감은 사 검사 평균 3.63 에서 사후검

사 평균 3.84 으로 평균 0.21 이 높아졌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z=-.597 

p<.05). 그리고 사 검사 비 사후검사에서 5명

이 증가하 으나, 2명은 오히려 감소하 고, 1명

은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연천군의 유아 책꾸러

미 정기배송 사업은 독서육아 효능감 향상에 효

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표 18> 참조).

(7) 포천시

포천시는 독서육아 효과 체에 있어서, 사

검사 평균 3.74 에서 사후검사 평균 3.77

으로 평균 0.03 이 높아졌으나, 통계 으로 유

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z=-.157 p<.05). 하

요인별로 독서환경은 사 검사 평균 3.28

에서 사후검사 평균 3.08 으로 평균 0.20 이 

오히려 낮아졌으나, 통계 으로는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았다(z=-1.448 p<.05). 따라서 포

천시의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은 독서환

경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독서상호

구분
사 사후 음의 순 양의 순 동률

z p
M SD M SD N 평균순 순 합 N 평균순 순 합 N

독서환경 3.28 .90 3.08 .85 6 6.92 41.50 4 3.38 13.50 2 -1.448 .148

독서상호작용 3.58 1.05 3.78 .94 3 2.83 8.50 4 4.88 19.50 5 -.940 .347

독서육아효능감 3.71 .81 3.95 .84 3 6.00 18.00 8 6.00 48.00 1 -1.338 .181

독서효과 3.74 .74 3.77 .67 6 6.17 37.00 6 6.83 41.00 0 -.157 .875

<표 19> 포천시의 독서육아 효과 분석결과

<그림 7> 포천시의 독서육아 효과 사 -사후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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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은 사 검사 평균 3.58 에서 사후검사 평

균 3.78 으로 평균 0.20 이 높아졌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z=-.940 

p<.05). 독서육아효능감은 사 검사 평균 3.71

에서 사후검사 평균 3.95 으로 평균 0.24

이 높아졌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

지 않았다(z=-1.338 p<.05). 그리고 사 검사 

비 사후검사에서 8명이 증가하 으나, 3명은 

오히려 감소하 고, 1명은 변화가 없었다. 따라

서 포천시의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은 

독서육아 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표 19> 참조).

포천시의 경우, 양육자의 독서육아 효과에서 

유아의 독서능력이 사 보다 사후가 낮은 이유

는 이 지역의 양육자들이 직장생활로 인해 유

아의 독서교육에 다소 소홀했던 부분이 작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서환경이 사

보다 사후가 낮은 이유는 지역 독서환경에서 

이 지역 공공도서 과 다소 지리 으로 거리가 

있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독서는 한 사람의 인지 , 정서 , 사회  성

장을 도모하며, 사회 문화  존재로 응 발

해 나감에 있어 매우 요하다. 이 논문은 2021

년도에 시행된 경기도의 ‘유아 책꾸러미 정기 

배송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하여 양육

자의 독서육아 효과 지표를 개발하고 그 효과

성을 검토하 다. 이 사업은 정보 취약 지역주

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독서복지 격차 완화를 

한 지원 사업으로 동북부 7개시군(가평군, 

동두천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포

천시)의 만 3세~5세 유아 상 책꾸러미 정기

배송과 양육자에 한 정기 인 독서교육을 추

진한 바 있다. 

본 논문은 효과 지표 개발을 해 이론  배

경으로 가정 문식성, 발생  문식성, 양육자의 

양육 효능감을 검토하 고, 이를 용하여 독

서 환경, 독서 상호작용, 독서 육아 효능감의 하

 범주를 바탕으로 총 17 문항을 개발하 다. 

그리고 문가 패  조사를 통해 문항의 신뢰

도를 검증하 다.

연구 결과,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은 

양육자의 독서 육아 향상에 효과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체 인 독서 육아 효과는 통계 으

로 유의미하게 증가하 다. 하  요인별로 보면, 

독서환경 향상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독서상호

작용, 독서 육아 효능감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

한 상승하 다. 지역별로는 통계 으로 유의미

한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독서 

육아 효능감은 부분 으로 증가하 다. 지역별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이유는 정책 실행 기

간이 5월- 12월로 상 으로 짧았기 때문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 사업의 효과를 기반으로 유아 상 독서복

지 정책에 해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

아 상의 정기 인 도서 배송 사업은 조기 보

편  독서 복지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지속 으

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의 소

외된 7개 지역에 국한하여 실시하 지만, 코로

나19 상황과 상  디지털 문화의 확 로 유

아의 가정 내 독서 환경의 질은 격히 하되

고 있는 을 고려한다면, 방  차원에서라도 

보편 복지  지원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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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유아 상 독서복지는 부모 교육과 유

아교육의 병행, 가정과 유아를 연계하는 지원

이 효과가 있다. 특히 부모 상 독서교육 지원

은 유아와의 상호작용 방식이나 독서 육아 효

능감 면에서 의미가 있었음을 볼 때 부모 상 

독서교육 지원은 요하다. 다만, 사업의 고도

화를 해서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로그램 개

발  매뉴얼과 기  마련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와 유아 상으로 기 문해력을 

재하는 독서 코칭사의 역할이 요하며, 이들

을 한 교육과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들

은 부모와 유아를 연계하고, 지역과 가정, 사회

를 연결하여 독서 격차가 발생하는 환경  요인

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을 

한 지식과 실무(유아의 발달단계, 그림책의 이

해, 유아 독서활동, 부모 독서코칭 등)의 공신력 

있는 교육과 재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결론 으로 이 사업은 유아 독자 지원이 가

정 문식 환경 반에 한 지원으로 확장할 필

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향후 지속 인 실행

을 통해 장에 뿌리를 내리며 고도화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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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정보취약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독서복지 격차 완화를 한 지원 사업으로 동북부 7개 시군 만 3세~5세 
유아 상으로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을 통한 독서육아 효과(유아의 독서흥미, 태도, 양육자의 독서인식 변화 등)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에 독서육아 효과성 측정을 해 아이용/양육자용 측정 지표가 잘 반 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 시 유의 사항: 본 진단지는 부모님(양육자님)께서 바라보는 아이의 독서생활과 독서환경 반을 진단하는 것으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그  그 다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

1 2 3 4 5

 [부록 1] 독서육아 효과 측정지표에 한 델 이 조사 효과성 측정 지표의 
내용타당도 검토 의뢰서

책꾸러미 활동 효과 진단지(양육자용)

문항 1 2 3 4 5

독서
능력
 

흥미
우리 아이는 책에 한 흥미가 높다.

우리 아이는 특별하게 좋아하는 그림책이 있다.

우리 아이는 책을 읽어주면 이야기에 심을 보인다.

인지
우리 아이는 책과 장난감의 차이를 알고 있다.

우리 아이는 책 속 사물의 이름을 알고 싶어 한다. 

수행 우리 아이는 책을 읽고 말하거나 표 하기를 좋아한다.

독서
환경

가정
환경

나는 아이에게 책을 매일 읽어 다.

가족들이 집에서 책 읽는 모습을 아이가 자주 한다.

우리 집에는 아이가 볼만한 책들이 아이의 손에 닿는 곳에 많다.

가정에서 아이가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나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

지역 사회 
환경

나는 아이와 함께 도서 이나 서  나들이를 자주 한다.

나는 지역자치 단체의 독서 로그램에 참여한다. 

독서
상호
작용

 인지
나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동안 책에 해 아이와 이야기를 나 다.

나는 아이와 책을 읽은 후 함께 독후 놀이를 한다.

정서 나는 아이가 책을 읽거나 보면 칭찬과 격려를 자주 한다.

독서
육아
효능감

독자 
효능감 

나는 집에서 자주 책을 읽는 편이다. 

나는 아이의 성장에서 책 읽기가 요하다고 생각한다.

독서 
육아 
효능감

나는 아이와 책을 읽고 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나는 아이에게 유익한 책들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나는 아이가 책과 독서에 호기심을 갖도록 지도해  수 있다.

나는 아이가 책을 선택하고 자발 으로 읽도록 존 한다.

나는 독서 육아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해 부모교육에 참여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상의한다. 

[ 반 인 소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