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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오늘날은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정보를 하게 취사선택하여 읽고 이것을 자기 것으로만들 수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지식정보화 사회이다. 정보에 능동 으로 처할 수 있는 능력은 창의 ․비 사고와 자기주도

학습을 바탕으로 한 독서지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연구의 목 은 청소년기 학생들의 독서태도를 정 으로

변화시키고자아개념의 정 인형성에기여할수있는주제 심독서지도방법을제시하는데있다.이를 해

독서 과 독서 후 검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주제 심 독서지도는 학생들의 독서태도를 정 으로 변화

하 으며, 자아개념 형성과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력 향상에 기여하 다.

ABSTRACT

Today's society demands that Individuals need to acquire skills to select information they need,

read critically that have been gathered and use them for their advantage. The ability to actively

respond to information can be cultivated through reading which facilitates creative, critical thinking,
and self-initiated learning. This research presents results from a study in which subject-centered

approach to reading guidance was applied to elicit positive changes in reading attitudes and to

contribute to the elevation of self-concept among adolescents. Using survey questionnaire, we compared

the changes in reading attitude before and after treatment. The results indicate that subject-centered

reading instruction brought positive changes in reading attitude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contributed positively to the formation of self-concept and the improved student initiat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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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로벌 시 에 수많은 지식정보가 시공간을

월하여 세계 도처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자신에게 필요한지식정보를

히 취사선택하여 읽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요하다. 즉 로벌 경쟁시 에 삶의 필

수 인 요소는 얼마나 많은지식정보를 소유하

고 있느냐보다는 그 지식정보를 얼마나 잘 활

용할 수 있느냐하는 데 있다. 이것은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창의 사고력이다. 이러한 능

력은 독서지도를 통해 길러진다. 독서지도는

독서를통해경험의 폭을 넓 주고, 높은이상

을 갖게 하며, 창의 ․비 인 사고 능력과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따

라서 학생들이 독서를 즐기며, 올바른 독서태

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독서지도가 강조

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자기주도 학습능력

과 창의 사고력을기르기 하여 독서교육의

강화를명시하고있으며, 련교육과정의독서

지도에서독서의과정이 강조되고 있다.1) 여기

에서 독서의 심리 과정(동기, 흥미, 습 , 가

치 등)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 인 독서의 과정

이구 되고있다. 독서 자료에 한 비 이

해와창의 인 재구성, 읽기교육에서읽기태도

의 정 내면화의 요성을 잘 보여 다.

2008년 2월 문화 부가 발표한 국민 독서

실태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독서하는데에 장

애가 되는 주요 요인은 ‘학교․학원 공부 등으

로 시간이 없음’(21.8%), ‘독서가 싫고 습 화

가 안 됨’(18.0%)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컴

퓨터/게임으로 시간이 없음’(15.2%), ‘도서 선

택의 어려움’(12.2%), ‘TV시청으로 시간이 없

음’(11.9%) 등을 장애요인으로 들었다. 학교

별에서도 큰 차이 없이 ‘학교․학원 공부로

인한 시간 부족’, ‘독서습 형성미흡’, ‘도서 선

택의 어려움’, ‘컴퓨터․게임’ 등이 주된 독서

장애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2)

여기에서 독서 장애요인 시간부족 외에

주요장애 요인으로 ‘독서습 미형성’과 ‘도서

선택의 어려움’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은 독

서지도의 방향 설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서지도 방법으

로주제 심독서지도를들수있다. 주제 심

독서활동은 바람직한 가치 형성이나 태도의

함양을 목 으로 한독서지도에 효과 인 방법

이라 할 수 있다.

독서는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수단임과 동

시에 삶을 이해하고 자기가 속한 사회와 가정,

자신에 한 올바른가치 을 정립하는데 도움

이 되는 가장 훌륭한 정보원이다. 이러한 정보

원을 히 활용하는독서지도를 하여야 독서

태도를 정 으로 형성할 수 있으며, 독서 자

료를 선정할 때에 가장 요한 것은 독서행

의 주체인 청소년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청소년기는 지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

는 시기이므로 책을 통해 습득한 간 인 경

험을 바탕으로 동일시하거나 바람직한 행동을

표 하기를 통해 학생들의 자아개념을 높이는

1)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읽기의 내용을 ‘본질, 원리, 실제’ 세 가지로 구분.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본질, 원리,

태도’ 그리고 이 세 역에 모두 걸치는 ‘실제’의 네 가지로 구분.

2) 문화 부, 국민독서실태조사보고서(서울: 문화 부, 2008),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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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독서태도는 독서자료에 쉽게 근할 것인가,

회피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내 상태를 말한다.

내 으로 동기화된 독서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무엇을 읽든지 흥미를 갖고 스스로 의미를

악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이것은 읽기를 한

가장 기본 인 요소이면서 읽기성취를 좌우하

는 결정요소라할 수있다. 한자아개념은 자

신에 한 견해이면서 동시에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하며 개인의정신과 행동

에 요한 역할을 하는모든것이다. 이와같은

자아개념은 학교에서 학업성취나 응상태에

하게 련되어 있기 때문에교육에서 요

하게 다룬다(서울사 교육연구소 1993, 446).

따라서 이 연구의 목 은 주제 심 독서지

도 방법이 학생들의 독서태도를 정 으로 변

화 할 수 있다는 제하에 주제 심 독서지도

방법을 제안하기 한 것이다. 이를 해 학

교 1학년을 상으로한연구문제를설정한후

구체 실천과정을 살펴보고, 독서태도와 자아

개념에 한 검사지를 통해 독서 과 독서 후

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연구문제 가설에

한 검증과 연구결과를 분석한다.

2. 이론 배경

2.1 독서와 독서지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지식정보자원을 벗하

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라는물음에 가소롭다

는듯이 ‘피시’ 웃거나냉소 인반응을보일것

이다. 그만큼 ‘흔하고 상식 이다’라는 것이다.

평상시에 공기와 물의 소 함을 잊고 살듯이

말이다. 이처럼 삶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 것이 지식정보자원이다. 이것을

만들어내고 유통하고 이용 하는 것은 독서라

는 지 행 가 있기 때문이다.

독서는 가장 형 인지식활동, 정보활동이

다. 독서의 상이 되는 은 자가수집, 정리

하여 놓은 지식과 정보의 당이며, 독서는 바

로 이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지 과정이기 때

문이다. 독자는 과의 능동 상호과정을 통

해서 주어진 지식이나 정보를 수집하고, 비교

하고, 분석하고, 조직하고, 통합한다. 그리고 주

어진 지식이나 정보를 통해 새로운 지식, 새로

운 정보를 연상, 상상, 추리해 내기도 한다(

주교육 학교 등국어연구소 2001, 6 ; 장우

권 2003, 180).

따라서독서는 독자가 의미를구성해가는 과

정으로서 읽기이다. 모든 은 하나의 미완성

작품이다. 독자는 을읽어가는과정에서계속

해서 이 미완성 작품을 채워 나가고 나름 로

그의미를확장해나간다. 즉 독서란 자와 독

서가 만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텍스트를 통

해서 이루어진다. 자는 을 쓰면서 계속 독

자를 고려하면서 을 쓰게 된다. 텍스트는

자의 독창 인작품이기에앞서 독자와의 공동

작품이라 할 수 있다(황정 , 이상진 외 2008).

다음 <그림 1>은 자와 텍스트 그리고 독자

와의 상호작용 독서 계를독자의 역할 측면

에서 나타낸 것이다.

독서지도는 ‘독서행동에 한 지도’와 ‘독해

기능향상을 한지도’로구분 된다. ‘독서행동

에 한 지도’는독서할 상이어떠한때, 어떠

한 장소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도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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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월의 ‘진달래’)

텍스트
‘진달래’

자(김소월) 독자

① ②

① 자기가 생각하고 경험한 것을 로 표
② 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스스로 시의 의미를 구성
∙ 실세계 속에서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
∙그 단어가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미지, 느낌, 태도, 어조, 주제 등이 주는 것은 무엇인가 등

<그림 1> 상호작용 독서 계와 독자역할

료를, 어떠한 발달 단계에 따라, 어떠한 목 으

로 독서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한 방법과

기술에 한 지도가 포함된다. ‘독해 기능 향상

을 한 지도’는 읽고 이해하고 비 하는 기능

을 포함한 독서 활동을 지도하는 것이다.

한 독서지도의 유형은 상자의수에따라

개별지도와 집단지도로 나 어지고, 독서 자료

의 지정방법에 따라서 자유 독서와 과제 독서

로 구분한다. 이처럼 독서지도의 역은 독서

의 방법과 기술을 지도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

고 폭넓은 의미로서의 독서 활동에 한 지도

를 포함한다(한윤옥 2008, 339).

2.2 독서지도 과정

독서기능은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필수 인

학습기능이며 독서를 통하여 지 이고 정서

인 욕구와 탐구심을 개발한다. 독서를 통하여

삶의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한 답을 발

견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독서지도는 문

제해결력을 기르는 과정이다. 따라서 독서행

는 인간형성을 한 교육의 도구요, 문화 창달

을 한 주요 수단이다.

그 수단인 책을 할 수 있는여건은 오히려

지난날에 비해 훨씬좋아졌으나 부분의 학생

들은 책읽기를싫어하고 책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것은 아직도 학교 장에서 독서의

요성은 강조하고 있지만 여 히 독해 주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학생 자신들의 의견

이나 생각과는 달리 정해진 정답에 따라 맞춤

식의독서교육에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김복

희 2003, 33-34). 즉, 독서의 정의 측면에서

의독서의 소 함을깨닫고, 늘책을 읽고 싶은

마음을 갖고, 을 극 으로 읽도록 하기

한 독서지도 방법으로개선하려는 노력이 소홀

하다는 이다.

따라서 독서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강조하는

독서지도인 ‘무엇을알았는가’라는 결과 심의

독서지도보다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시하는

과정 심으로 바 어야 한다. 과정 심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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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에서 ‘과정’은독자의 사고과정, 문제 해결

과정, 의미구성 과정을 말한다. 이것은 학습자

의 능동 인 역할과 문제 해결 과정을 시하

는 것이다.

과정 심 독서지도는 ‘ 을 읽기 에, 을

읽는 동안에, 을읽은후에’ 교사의역동 개

입이 필요하다. 단순히 책읽기를 지시하거나

책을읽고난후에몇몇질문을 하거나독서감

상문을 쓰게 하는 것이 독서 교육의 부가 아

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책을 읽기 에, 책을

읽는 동안, 책을읽은후에’ 각각 한 도움을

필요가 있다.

독서 에는 책을 읽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 책을 읽는 목 을 분명하게 하며 독서

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3) 책

을 읽는 동안에는 계속 으로 자신의 독서 과

정을 검하고 심을 유지하게 하는 일이 필

요하다.4) 그리고읽은후에읽은것을좀더깊

이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요하다.5)

이와 같은 과정 심 독서지도를 동기유발,

인지, 반응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제시할수 있

다(형지 2001, 93-94).

(1) 동기유발단계

학생들이 독서 동기를 유발하고 독서습 을

형성하기 해서는 지속 인흥미와 심을 가

지고 독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 기를 조

성해주어야한다. 그 로독서분 기조성, 개

인 일 갖추기, 독서명언, 인 소개하기 등을

들 수 있다.

(2) 인지단계

을 이해하는 기본 과정으로 과 독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 독자는 의 이

해를 해 독서과정에서끊임없이 다양한 략

을 구사하고 계속해서 에 반응해 가며 읽어

야 하는 단계이다. 여기에는 종합 인지단계

와 인지의 확산단계가 있다. 종합 인지단계

는 을 제 로 이해하기 해 활용될 수 있는

여러 독서 략이 제시된 것이다. 이해의 핵

심이라할수있는내용이해6)를독서 략과 인

물이해7)를 한 독서 략으로 나뉜다. 인지의

확산단계는 앞에서 종합 으로 인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덧붙여 쓰거나 바꿔서 다시 고

쳐 쓰는 활동을 통해 수동 인 의 이해에서

더 나아가 작가의 치에서 의미를 역동 으로

재창조해 가는 과정이다.8)

3) 독서 분 기를 조성하는 일, 읽은 이 내용과 련하여 학생들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켜 주는 일, 읽는 목 을

구체 으로 정하게 하는 일, 의 내용을 측해 보게 하거나 질문을 만들어 보게 하는 일 등.

4) 한 질문을 제기하여 지속 으로 에 심을 가지게 하는 일, 의 어떤 부분에 해 함께 이야기를 나 는

일, 의 내용과 련된 것을 떠올리게 하는 일, 의 사건의 후 맥락을 추리하는 일, 자기가 측한 것을 확인

하게 하는 일 등.

5) 다양한 형태의 독서 기록표를 만들어 자신이 읽은 것을 정리해 두게 하는 일, 마인드맵의 개념을 활용하여 읽은

의 내용을 의미 지도 형태로 시각화해 보기, 의 짜임을 악하여 구조도를 만들어 보기, 결말을 다르게 맺어

보게 하기, 서사 인 일 경우에는 이야기의 주인공에게 편지를 쓰게 하거나, 시 는 희곡 등으로 다른 장르로

바꾸어 보게 하기 등.

6) 도표나 그래 이용하기, 그림 이용하기, 자료탐색하기, 읽으면서 감상따라 하기, 독서퀴즈, 독서퍼즐, 독서게임 등

7) 인물 자세히 보기, 인물들 간의 계 찾기, 등장인물과의 교류, 인물 비교 실화, 인물 되살리기 등.

8) 이야기 덧붙여 쓰기는 이야기 덧붙이기, 이어질 내용 상상해 쓰기 등을 들 수 있으며 고쳐 쓰기는 이야기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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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응단계

독서과정에서 독자가 단순히 수동 인 입장

에서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벗어나 능동 이고

극 인 자세로 감상활동에 참여하는것은 반

응의 형성에 매우 요하다. 여기에서 더 나아

가독서감상을다른 술매체와통합하거나다

양한 형태로 바꾸어통합 이고종합 인 활동

으로볼수있다. 이는감상의심화, 발 을꾀할

뿐 아니라 의미 있는 언어활동을 통해 아동의

실제생활과감상을유기 으로 련시킨다. 여

기에서는 독자의 다양한반응 체험을 표 하는

단계보다 극 으로 다른상황에 용하고

이시켜 구체화시키는 종합 반응단계와9) 일

련의 독서활동을 바탕으로 독서체험과 독서반

응을 심화시켜 창작의단계로까지나아가며 이

러한반응을다른사람에게도확산시킬수있도

록 하는 반응의 확산단계로 이루어진다.10)

따라서 독자는 작품을 읽고 해석하는 데 주

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독서

체험이다.

2.3 독서태도 형성

(1) 독서태도 개념

독서에 한정의 특성을가리키는 용어로

태도와 흥미, 동기를 들 수 있다. 흥미는 단지

의식 인 수 에서 갖게 되는 선호의 정도로,

보통 행동의 승인유무를 나타낸다. 태도는 유

쾌함이나 불쾌, 동의나 반 에 한 지시 용

어로 반응을 나타낸다. 한 태도는 흥미를 필

수 으로 수반하지 않으며흥미에 앞서 발달한

다. 독서 동기는 문자 상징에서 의미를 찾으려

는 의도와 느낌을 가지고 독서에 계속 몰입하

는 정도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독서태도와

련성이 있다.

Alexander Filler는읽기태도를읽기상황에

근하느냐 피하느냐 하는것과 련된 학습자

의 감정 체계라고 정의하 다. Vacca는 읽기

태도는읽기에 한신념이나의견의인지 요

소, 읽기에 한 느낌이나 평가의 정의 요소,

실질 으로 읽으려는 행동이나 의도를 포함하

는행동 요소등의 세가지요소를가지고있

다고한다. 따라서읽기태도란독자가 읽기 상

황을 회피하느냐 는 근하느냐 하는 감정이

라고 정의될 수 있다(신헌재 외 1993, 274).

(2) 독서태도 형성

독서태도 이론의 확립에 많은 기여를 한 최

의 모형은 매튜슨(Mathewson)모형이다. 이

모형의 특징은 독서하는동안에 정의 요인이

인지 요인과 상호 작용하는 것이다. 즉 독서

하는 동안에 는 독서학습을 하는 동안에 태

도가 어떤 인과 역할을 하느냐를 밝 보려

하고 있다. 이 모형에서 요한 특징은 태도에

한세 가지요소인데, 독서에 한감정, 실제

로독서를 하려는 행동 비태세, 독서에 한

평가 믿음 등이다(김 2007, 14).

태도란 내 상태이므로 ‘태도’에 향을 미

쓰기, 결말 바꾸기 등.

9) 극본 만들기, 극화하기, 만화, 삽화 그리기, 미니북 만들기, 책 표지 만들기, 작품의 주제가 만들기, 설문 조사하기,

토론하기, 논술하기, 자유발언 등.

10) 북 토크 활동, 자와의 만남, 독서 토론회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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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요인을 명확히 확인하고구체 으로 측정

하기 어렵다. Mckenna는 그동안 논의된 여러

가지 독서태도 모형들을 통합하여구체 인 독

서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독서태도 습득 모형

을 만들어 내었다. 그는개인의독서에 한 태

도는주로 주 규범에 한신념, 독서결과

에 한신념, 특정한독서경험의세가지요소

의 결과로서 지속 으로 발달된다고 가정하

다(옥정인 1999, 28-29).

독서태도 형성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독서

행동, 독서의 결과에 한 신념, 타인의 기 에

한 신념, 환경 요인을 설정하 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의 독서 경험 즉 ‘독서 행동’이 독

서태도에 향을 미친다. 독자가 독서 행동에

서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인지 만족을 느

거나 즐거움이나 감동과 같은 감정 만족을

맛보게 되면 독서에 한 정 인 태도가 강

화된다. 둘째, ‘독서의 결과에 한 신념’이 독

서태도에 직 인 향을 미친다. 독서를 잘

할 수있고, 독서결과가좋을 것이라는믿음은

독서에 한 자신감을 갖게 하고, 독서에 한

부정 인 인식을 감소시켜 독서에 한 태도는

정 으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셋째, ‘타인의

기 에 한 신념’도 독서태도에 매우 요하

게 작용한다. 타인이란 독자에게 향력을

수 있는 의미있는 개인이나집단을 말한다. 부

모, 형제, 친구, 교사, 친척, 사회 인물, 래

공동체, 지역 공동체 등 다양한 상이 타인의

범주에 포한된다. 의미 있는 타인이 독서에

해서 어떤 생각과 기 를 품고 있는지는 독자

에게 그들과 같게 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 일

으켜 독자들의 독서태도에 요한 향을 미친

다. 넷째, 환경 요인도 독서태도에 직 인

향을 미친다. 환경은 독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

회 구조나독서환경이다. 를들면, 어릴때

가족들이 그림책이나 동화책을 읽어 경험,

교사의 칭찬, 독서가 요하다는 충고, 이용하

기편리한시설, 책을많이읽는친구등이환경

요인에 포함된다(옥정인 1999, 28-30).

독서태도를 평가하는 주요 방법에는 찰법

과 태도 평가 척도법이 있다. 찰법은 독서태

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리 사용되고 있으며

일화 등의 기록이나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찰

은 학생들의 자아개념, 흥미 등을 조사․기록

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드러난 행동의 찰

만을 통해 악하기어려운 사항들을 구체 으

로 악하기 해, 학생과의 개별 면담을 병행

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신헌재 외 2000). 찰

법이 유용하긴 하지만, 무엇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찰법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

고자할 때, 독서태도평가 척도법이 한 방

법이다. 평가 척도 방법을 사용하여 개발된 검

사 도구로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독서태도

검사 도구에는 Elementary Reading Attitude

Survey(ERAS)와 Denver Attitude Survey

가 있다.

2.4 자아개념 형성과 독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능력은 어느 정도

인가, 나는 지 어떤처지에 있는가 등의 질문

에 하여 스스로 자신에게 답을 제시하는 것

이 자아개념이므로 자아개념속에 포함되는 요

소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한 견해만이 아니



168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3권 제1호 2009

라, 성격, 태도, 느낌 등을 포 하는 개념이다.

이와 같은 자아개념은 학교에서학업성취나

응 상태에 하게 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

육에서 요하게다루는개념이다. 학교에서

응을 제 로 못하거나 학업 성 이 개인의 잠

재 능력 수 에 미치지 못한 학생들은 개

부정 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있으며, 비교

성공 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학생들은 개

정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있다(서울사 교

육연구소 1993, 446).

자아개념은 자신에 한 견해이면서 동시에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발달하며 개인

의 정신과 행동에 요한 역할을 하는 모든 것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아개념이 개인과 환

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한다는특성에 유의

하여 주제 심 독서활동이자아개념을 정

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 다.

사춘기의 청소년들에게 정 인 자아개념

을 형성시키기 해 자아 존 감, 소속감, 가치

감을 발달시켜야 하고, 이러한 정의 측면의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기 한 방법으로 독서지

도가필요하다. 독서지도를 통해자아개념을 향

상시킨 연구를 살펴보면 반 은 고등학교 1

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집단 ․발달 독서

요법을 동화와 짧은 수필을 자료로 활용하여

도덕 자아개념 수와 자아 수용 수가 통

계 으로 의미 있게 상승한 결과를 얻었다(반

2001).

안민희는 반 이 구성한 독서 로그램을

학생에게 실시하여 학생의 자아 존 감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고 자아존 감에 정

인 향을 미쳤다(안민희 2003). 이숙진은

시를 이용한 공감 로그램을사용하여 청소년

의 자아개념 향상에통계 으로 유의미한 효과

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이숙진 2003). 이

주는 그림책을 활용한반응 심 독서 로그램

이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독서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었다. 실험 상은

고등학교 1학년 4명으로이들에게 그림책을활

용한 반응 심 독서 로그램을 통한 교수․

학습을 실시하 는데 인터뷰 내용 서술

설문조사, 수업 내용의 녹취록, 자아개념 독

서태도 사 사후 검사, 반응쓰기를 심으로

자료를 양 , 질 으로 분석하여 그림책이 청

소년들에게 활용가치가 있는독서 자료임을 밝

혔다(이 주 2005).

2.5 주제 심 독서지도

(1) 주제 심 독서지도의 개념의 형성

독서와 련하여 언 하는 ‘주제’의 개념은

‘ 술 작품에서 작가가 그리려고 하는 심 제

재나 사상’을 의미한다. ‘주제 심 독서활동’은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그와 련된 작품으로

구조화된 로그램을 조직하고 독서활동을 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학습자의 발달 측면에

서나 사회 으로 학습할 가치가 있는 주제를

먼 선정한 다음 그 주제 학습과 련된 내용

을 담은 자료들을 모아 활동하게 하는 것으로,

이미 알고 있는 텍스트를 먼 정하던 기존의

독서활동과는 다른 근 방법이다. 즉, 이

의 독서활동이 텍스트 심이라면, 이는 독

서활동이 주제 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최

용선 2000, 112).

텍스트 심의 독서가 텍스트에 한분석

근을통해작품의 구성요소, 인물, 사건,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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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 운율, 롯등과같은문학 개념들을범

주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과학 이며 체

계 으로 분석함으로써 작품 자체에 한 이해

를 높이는 독서활동 방법이라면, 주제 심의

독서활동은 독자로 하여 작품의의미에 집

하게한다. 즉, ‘말해지는방법보다 말해진 내용

(what is being said rather than how)’에 교

육의 을 두는 내용 심 교육이다.

따라서모든학습활동은 심 주제를 축으로

하여 이루어지며, 학습에서 주제 근은 구

조 이고 연속 이며 잘 조직된 략, 활동, 그

리고 특정 개념을 확장시키는데사용되는 자료

들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주제단원은 다학문

이고 다차원 이므로 경계가 없으며, 주제

근은 학습자들이 많은 상호작용과개념을 사

용하여 학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제

인 학습활동의장을 제공한다고할 수있다. 이

러한내용을바탕으로볼 때, 주제 심독서지

도는 학습 내용을 공통으로 포 할 수 있는 주

제를설정하고, 그 주제아래 다양한 자료나 문

학작품들을 상호 연 으로 경험하게하는 방

법인 것이다. 이에 학습 내용은 학습자의 흥

미․요구․능력에 따라 구성되며, 구조 이고

조직 으로 결합하여 특정 주제에 해 여러

각도에서생각해볼수있게하고, 그활동내용

이나 감상의 내용, 가치 요소를 학습자의 인

격에 내면 으로 용해되도록 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최 섭 외 1996, 362).

한 주제 심 독서활동을 통한 주제의 내

면화에 기여하는 하나의 요인은 다양한 독

후 활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학습자 주의

읽기․쓰기․말하기․듣기의 통합 언어활

동은 물론 역할놀이, 토론, 그리기 등의 학생들

의 직 인 표 활동이 주제를 심화시키는

정서 환기가 될 수도 있는것이다.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닌 주제 심 독서활동 방법은

의 학습자 심 자기주도 활동 심의 교

육 경향에 부합하는 근방식이라 할 수 있다.

(2) 주제 심 독서지도의 필요성

주제 심 독서지도는 통합교육의 필요를 반

한 제7차 교육과정의 ‘재량 활동’시간에 합

한 활동이 될 수 있다. 학교의 경우, 재량 활

동은 크게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 재량 활동

으로구분된다. 교과 재량 활동은 선택과목 학

습과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

을 한 것이며, 창의 재량 활동은 학교의 독

특한교육 필요, 학생의 요구등에 따른 범교

과 학습과 자기주도 학습을 한 것이다.

특히 창의 재량활동은 범교과학습으로 10

개의 주제 역을 다룬다. 민주 시민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교육, 에 지, 보건, 안 ,

성, 소비자, 진로, 통일, 한국문화정체성, 국제

이해, 해양, 정보화 정보윤리, 기타 로그램

등의 주제 역이 있는데 이러한 역들이 독

서를 통한 주제 심 통합교육의 용을 용이

하게 한다.

주제 심 독서지도는 문학 작품들을 상호

연 지어 체험하게 하여 주제에 해 여러 각

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 심층 으로 이

해하게 하여 정의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돕는

과정이 될 수 있다. 한 자료들을 인 으로

특정 교과시간에 주입식으로가르치는 것이 아

니라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 내용과 시간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확장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흥미를 조 하며 교사가 수업을 이끌어 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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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학습자는 자신의 요구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는 활

동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을 바탕으로 이 에서는

창의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용할 수

있는 주제 심의 독서지도 방법을 만들어 보

고자 한다.

(3) 주제 심 독서지도의 차

주제 심 독서활동은 주제 심으로 범주화

된 제재를 활용하여 학습자 주의 통합 언

어활동과 주제 심의 상호 연 인 독서 활

동을 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독서 이해 능력

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주제의 내면화가 효

과 으로 이루어지는 통합 교육활동이다.

그러나 주제 심 독서가 잘 계획되지 못하

거나 활동이 무분별할 때는 그 활동의 깊이가

얕아지고 심 화제를 다루는 정도에 그치게

되며, 주제나 언어 기능의 통합을 이루지 못하

고 막연한 상 계 맺기에 그치게 될 수도 있

다(신 재 외 2000, 157). 이런 문제를 피하기

해서는 하나의 주제 범주 안에 포 하여 해

석하거나 화하기에 무리가 있는작품이 선

정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

이다.

Tchudi & Mitchell(1999, 94-96)은 주제

심 독서활동을 통해 거둘 수 있는 효과를 다

음과 같이 제시하 다.

첫째, 폭넓은문학 어학 자료를 수용할수

있다. 주제 심 독서에서는 주제 활동에 연

지을 수 있는 시나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은 물

론 신문기사나 미디어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 다양한 매체 읽기의 경험을 통해 과

삶을 폭넓은 방식으로 이해하는 독서 경험을

하도록 돕는다.

둘째, 주제 심 독서는 간학문 성격11)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좁게는 주제 면에서 연

성을 지닌 문학작품들을상호 연 으로 이

해하는 면에서 찾아볼 수 있고 좀 더 나아간다

면, 문학과 타학문과의 련된 독서가 필요할

경우도 있다. 문학작품을 심도 깊게 이해하기

해서는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등 타 학문과

의연계가 필요하고, 독서 후 다양한 활동 과정

에서도 학생들은 심층 인활동을 해 다양한

분야의 학문 지식을 동원하게 된다.

셋째, 주제 심 독서활동에서는 읽기․쓰

기․듣기․말하기의 자연스런 통합이 가능하

다는 이다. 주제 심 독서활동 과정에서는

어떤 기능이나 략을독립 으로 다루지 않고

하나의 활동 과정 속에서 통합 으로 익히게

된다.

이와 같은 효과를 거두기 하여 주제 심

독서활동을 지도하기 해다음과 같은 차를

밟아나갈 수 있다(신 재 외 2000, 19-20).

첫째, 주제 선정의 단계이다. 주제 심 독서

활동에서 말하는 주제는 독서 활동 체를 통

합하는 주제를 의미한다. 독서 활동 체 주제

는 물론 각각의 작품이나 의 심 내용과

련되어 있지만, 각각의 자체의 주제가 아닌

독서활동 체의 주제에 을 둔다. 주제 선

정의 주체는 학습자 자신이 될 수도 있고 경우

11) 간학문 통합(Interdisciplinary Integration)은 어도 두 개 이상의 학문분야를 결합하거나 상호 련시키는 것.

어떤 두 개 이상의 학문을 같은 방식에서나 같은 수 에서 새롭고 의미 있는 종합이 이루어지도록 합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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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는 교사가 학습자의 발달 특성에

맞거나 사회 으로 가치 있는 주제를 미리 선

정하여 제시할 수도 있다. 구체 으로 그 기

이될수있는것은여러가지인데, 개별작품이

지닌 주제 는 작품을 구성하는 여타 요소에

따라 정할 수도 있고 작가를 기 으로 구분할

수도 있으며, 인물의 유형이나 장르가 기 이

될 수도 있다.

둘째, 주제 조직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주제와 련된 기능이나 목표, 활동 등을 결정

하는 단계이다.

셋째, 자료 수집의단계이다. 주제 학습을

해 필요한 자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

선시해야 될 것은 설정된 주제와의 상호 연

성 여부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활동과 로젝트 설계의 단계로서, 주

제 학습을 구체화하기 한활동과 로젝트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주제 심 독서활동은 주

제의 내면화를 목 으로 한것이므로 내면화를

돕는 다양한 독서 활동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

다. 읽기와 쓰기, 그리고 말하기와 듣기가 통합

된 다양한 형태의 독후 활동은 작품을 통하여

발견한 가치가 무엇이고 그것이자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기 생활과 어떤 련이 있으

며, 자신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를 확인하고 내면화하는 것을 돕게 될 것이다.

다섯째, 학습자와 함께 직 실행하는 단계

이다. 텍스트의 분석이나 읽기 기능의 습득을

목 으로 하는 텍스트 심의독서활동의 지도

는 교사가 주도하는 활동이 되기 쉬우나, 주제

심 독서활동의 지도는 학습자가내용 가치

를수용하는데그의미가있으므로, 학습자가활

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연구 설계와 분석

3.1 연구모형과 연구문제

이 연구는 주제 심 독서지도 방법이 학생

들의 독서태도를 정 으로변화시킬 수 있다

는 제하에 학교 1학년 학생의 청소년기 자

아개념의 형성을 독서의주제로 선정하여 주제

심 독서지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

구의 목 을 효율 으로 달성하기 하여 이

연구에서 탐색하고 규명하려는연구 문제는 다

음과 같다.

(1) 주제 심 독서활동이 독서태도를 정

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2) 주제 심 독서활동이 자아개념을 형성

하도록 도울 것이다.

(3) 재량활동시간에 용할수있는주제

심독서지도 로그램을만들게될것이다.

따라서이론 논의와연구의문제의식을 심

으로 구성한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독서태도변화 주제 심 독서지도
로그램

자아개념 형성 투입횟수

①

②

④

③

⑤

<그림 2> 연구모형

① 독서 흥미, 독서 인지, 독서후 반응

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

② 가정자아개념, 사회자아개념, 성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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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자아개념 척도를 나타내는 것

③ 주제 심독서지도 로그램투입횟수(9회)

④, ⑤ 처치과정 반응

3.2 연구방법

3.2.1 연구 상

이 연구는 남장흥군에 있는 ㅎ 학교 1학

년 2개학 34명을 상으로하 다. 연구기간

은 2008년 8월 25일부터 9월 23일까지 4주간

총 9차시에 걸쳐 진행되었다. 남녀학생의 구성

은 남자 12명, 여자 22명으로 체 34명으로구

성되어 있다. 바닷가에 치한 어 에 해당하

며 가정결손이 있는 경우가 24%에 달하고, 학

부모의 자녀 학업에 한 심도가 낮고 지역

에 보습학원의 도움도 받을 수 없어 학업성취

도가 인근 읍면지역에 비해 비교 낮다. 독서

환경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역 으로서 이 한

곳도 없으며, 공공도서 이 있는 읍에서 버스

로 40분이 걸리는 면지역에 치하여 열악한

독서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3.2.2 연구도구와 구성내용

(1) 독서태도변화

이연구에서독서태도변화를측정하기 해읽

기 태도 검사지(옥정인 1999), Denver Attitude

Survey(이순희 2001), 독서태도 검사지(오용

분 2004)를 참고하여 이 연구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 다. 검사지는 5단계로 태도 변

화를 살펴보기 해 검사지의 해당 부분에 표

하도록 하고, 매우 그 다는 5 , 체로 그

다는 4 , 보통이다는 3 , 별로 안 그 다는 2

, 안 그 다는 1 으로 하여 수의 합

계를 내어 채 하고 그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 에서의 독서태도 검사지 문항과 그 구

성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부록 1 참조).

(2) 자아개념 형성

자아개념 형성 측정을 해 자아개념 척도

(김용래 1995)를 이용하 다. 김용래는 자아개

념 이론과 구조에 한 여러 사람들의 견해를

분석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자아개념 구조모

형’을 설정하 다. 그리고 등학교, 학교, 고

등학교 학의 1,2년 학습자들에게 용할

수있는 ‘자아개념척도’를개발․제작하여그동

안 이를 수정 보완하여 왔다. 이러한 자아개념

의 구조는 일반자아개념의 하 구조로 학업자

아개념과 비학업자아개념을설정하 다. 이연

구에서는 비학업 자아개념의 하 요인인 가정

자아개념(12문항), 사회자아개념(10문항), 성격

역
문항번호

문항 수
Likert 5단계 척도법 빈도 측정법

독서 흥미 1, 2, 3, 4 ․ 4

독서 인지 5, 6, 7 ․ 3

독서 후 반응 8, 9, 10, 11 ․ 5

계 12 12

<표 1> 독서태도 검사지 문항 구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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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자아개념(20문항)을 활용하 다. 비학

업 자아개념의 신뢰도는 Cronbach ∂로 산출

하여 .879-.961로 신뢰할 수 있는 수 이다.

이 연구에서의자아개념 검사지의문항구성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부록 2 참조).

3.2.3 연구 차

이 연구는 사 검사와, 사후검사 서술

설문지를 사용하 다. 처치에는 주제 심 독

서지도 로그램을 투입한다. 독서 , 독서 ,

독서 후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자아개념

독서태도의 변화와 주제 심독서활동의 효과

를 알아보고자한다. 이연구의설계 차를

도식화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3.3 주제 심 독서지도 실제

(1) 주제의 선정

주제 심 독서지도의 첫 번째 단계인 주제

선정의 단계이다. 독서 주제를 선정할 때 가장

요한 입장은 독서행 의 주체인 청소년의

심사를 반 한 그들의 고민에 해 알 필요가

있다. 학교 1학년 과정은 학교생활 등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주변의 인식변화와 더불

어 동료 계에서도 등학교 때와는 다른 이해

계를 갖게 되고 개인의 신체 인 변화 등으

로 인해 정서 불안정과 혼란을 많이 경험하

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

해 자의식이 강해지는 기 청소년기 동안 개

인의 자아존 감은 손상받기 쉬우며, 친구, 교

사, 부모 등 요한 타인으로부터 갖는 피드백

은 자아개념을 높이거나 낮출 수도 있다(조희

숙 2003, 5).

이러한자아개념의형성과변화는 인생의

과정에 걸쳐 진행되지만다른 발달 단계보다도

특히 청소년기가 자아개념형성에 요한 시

으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지 활

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시기이므로 책을 통해

습득한 간 인 경험을 바탕으로 동일시하거

나 바람직한 행동을표 하기를 통해 학생들의

자아개념을 높이는 데 요한 역할을 할 수 있

다. 따라서 이 에서의 독서주제로 ‘자아개념'

을 선정하고자 한다.

(2) 주제의 조직

주제가 결정되면 주제 망 만들기를 통해서

주제를 조직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 에서

는 학생들 각자가 읽은 책 에서 어떠한 상황

에서어떤책을읽었을때가장즐겁고보람있

는 독서활동이 이루어졌는지의 경험을 나 게

역
문항번호

문항 수
Likert 5단계 척도법 빈도 측정법

가정자아개념 1, 2, 3, 4, 5, 6, 7, 8, 9, 10, 11, 12 ․ 12

사회자아개념 13,14, 15, 16, 17, 18, 19, 20, 21, 22 ․ 10

성격 도덕자아개념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41, 42
․ 20

계 42 42

<표 2> 자아개념 검사지 문항 구성 내용



174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3권 제1호 2009

구분 차 내 용 기간

사 검사 독서태도 자아개념
- 독서태도 검사지 12문항

- 자아개념 검사지 42문항
2008. 8. 25

처치 주제 심 독서지도

동기유발

단계

1차시

- 독서 목 , 독서 해 요인

- 주제 심 독서지도 과정 안내

- 카드12) 만들기

2008. 8. 25 ～ 9. 22

(9회)

2차시

- 주제별 카드 구분하기

- 카드 탐색 도서 선정하기

- 내가 선정한 책의 첫 느낌 쓰기

인지단계

3차시
- 자유롭게 책 읽기

- ‘한 독서록'13) 쓰기

4차시

- 질문하며 읽기

- 인터뷰 해보기

- 자유 감상문 쓰기

반응

확산

단계

5차시

- 북 토크 방법 익히기

- 북 토크 계획 세우기

- 북 토크 자료 선정 조직하기

6차시
- 북 토크 자료 탐색하기

- 보조 자료 제작하기

7-8차시
- 발표수업, 발표자 소감 쓰기

- 듣기 발표활동 평가하기

9차시

- 독후 엽서 제작하기

- 독서 릴 이표 붙이기

- 주제 심 독서과정 회고하기

사후검사 독서태도 자아개념
- 사 검사지와 동일

- 사 검사지와 동일
2008. 9. 23.

자료분석 분석 수집한 자료 분석 2008. 9. 23 ～ 9. 30

<표 3> 주제 심 독서지도 설계 차

할 것이다. 그 에서 가장 많이나타나는상황

들을 같은 주제 아래 묶고 그 상황에서 읽었던

독서경험을메모하여 ‘ 카드’를 만들어 시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여기에 교사가

비한 다양한 자료도 덧붙여제시함으로써 학생

들과 교사가 함께 만드는 상황별 독서목록이

꾸려진다.

이러한 활동 과정을 통해서 모아질 하 주

제 망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3) 독서자료의 선정

다음은 자료와 자원을 수집하는 단계이다.

주제 심 통합교육은학습자들의 학습에 실질

, 자발 인 근을 경험할 수있는 풍부한 기

회를 가질 것이라고 상되는 많은 자료와 자

원들이 있다. ‘책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교

12) 카드: 래가 래에게 권하는 책 추천카드를 연구자가 임의로 지어 부르고자 함.

13) 한 독서록: 읽고 있는 책의 독서 상황을 메모하는 독서읽기의 한 방법으로 하루 동안에 읽은 쪽수를 쓰고

한 로 그 책의 내용이나 거리, 느낌, 기 와 추측 등을 자유롭게 한 로 메모하는 형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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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소주제 상 되는 하 주제

자아개념

나의 성장

1. 가족이 주는 상처와 안

2.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3. 래끼리 원만한 소통으로 신뢰를 배우고

나와 이웃
1. 어려운 삶, 따뜻한 삶

2. 장애를 넘어, 인간으로 맞잡자

나와 미래
1. 공부는 왜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2. 꿈★은 이루어진다

<표 4> 자아개념의 주제 망

사들’이라는 모임이 선정한 ‘상황별 독서목록'

과 ‘책따세 공식 추천도서 목록’ 에서 학교

1학년 수 에 맞는 독서목록14)을 선정하 고,

ꡔ독서치료를 한 상황별 독서목록ꡕ(김정근

외 2007)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학교도서 에

미리 구입하여 비치하 다. 거기에 학생들이

읽고 래에게 추천한 도서를추가하여 선정하

려고 한다.

실제 수업진행 추천되었던 도서들 자

아개념과 련된 상황들만을 선별하고 그것을

다시 ‘자아개념'과 련된 하 항목으로 묶어

상황별 독서목록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부

록 3>과 같다.

(4) 독서지도 로그램의 설계

주제 심 독서지도를 구체화하기 하여 활

동과 로그램을 설계하는 단계이다. 이 에

서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의 두 가지

고민 에서 ‘어떻게’라는 을 시하는 과

정 심 독서지도를 채택하 다. 독서 지도,

독서 지도, 독서후 지도의단계를 9차시에 걸

쳐 한 권의 책읽기 과정을 단계별로 근하고,

독서발표라는 통합 독서활동이 다음 <표 5>

와 같은 차로 진행되는 주제 심 독서지도

로그램을 만들어 보았다.

3.4 분석결과

이 연구는 주제 심독서지도 방법이학생들

의 독서태도를 정 으로변화시킬 수 있다는

제하에 학교 1학년 학생의 청소년기의 자

아개념 형성을 독서의 주제로 선정하여 주제

심 독서지도 방안을 제시하 다.

다음은 주제 심 독서지도가 독서태도의

정 변화와 청소년의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해 실시한 사 사후 검

사의 분석 결과이다.

3.4.1 독서태도 변화

￮ 가설 1. 주제 심 독서활동  독서태도  

긍정적 로 변화시킬 것 다.

가설 1을 검증하기 해 학교 1학년 학생

34명을 상으로 주제 심 독서지도 로그램

을 처치하기 의 사 검사와 처치한 후의 사

14) 책따세 모임, 책따세 공동 추천도서 목록, [인용 2008.11.10].

<http://www.readread.or.kr/board_base/index.asp?code=recommend&Mcod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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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차 시 주제 심 독서활동 차

독서

동기유발

1

- 독서의 목 , 독서 해 요인 악하기

- 주제 심 독서지도 과정 안내하기

- 내가 읽은 책들 에서 ‘ 카드’ 제작하기

2

- 친구들의 주제별 ‘ 카드’를 보며 읽고 싶은 책의 탐색

- 읽을 책 선정하고 그 책과의 첫 느낌 기

- 자유롭게 그리고 즐겁게 책을 읽기

독서

인지단계

3
- 자유롭게 그리고 즐겁게 책을 읽기

- 한 독서록에 일일독서 진행 상황 인상 문구 메모하기

4
- 책을 읽으면서 질문을 만들기도 하고 답해 보기도 하기

- 책을 읽고 나서 내 맘 로 쓰는 자유 감상문 쓰기

독서후

반응단계

5
- 북 토크 방법 익히기

- 북 토크 발표 자료 선정하기 개요 표 작성하기

6

- 북 토크 비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를 탐색하기

- 북 토크에 이용할 보조자료 제작방법 익히기

- 북 토크에 이용할 보조자료를 실제로 제작하기

7-8

- 학 친구들을 상으로 북 토크 하기

- 북 토크를 들으면서 평가 지도 조언을 메모하기

- 북 토크를 마치고 소감록을 작성하기

9

- 책의 안쪽 표지에 독서릴 이를 한 “이 책을 읽어줘”를 붙이기

- 삽화를 곁들인 쁜 독후 엽서 제작 하기

- 책에 내가 만든 가을 엽서를 끼워 친구에게 직 달하기

- 주제 심 통합 독서지도 과정 회고하기

<표 5> 주제 심 독서지도의 차

후 검사를 실시하기 하여 독서 흥미 검사

문항 4, 독서 인지단계검사문항 3, 독서후

반응 단계 검사 문항을 5문항을 가지고 실시하

다. 신뢰성 분석은 사 사후 검사를 기 으

로진행되었으며반분법의확장인각구성개념

내 일 성을 통한 Cronbach의 ∂계수를 활

용하여 신뢰성을 검토하 다. Nunnally(1978)

에 의하면 0.6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단되고탐색 연구의경우에는 0.5이상을기

치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신

뢰성검증을실시한결과는다음<표 6>과같다.

분석 결과 독서 독서 흥미는 0.536, 독서

인지단계는 0.690, 독서후 반응단계는 0.690

으로서 0.6내외로 다소 낮지만 탐색 연구의

경우 0.5 이상을 권하고 있어서 신뢰성에 별다

른 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따라

서 이 연구에서 사용된 독서태도의 하부 문항

들은 내 일 성을유지하고 있으며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독서태도의 변화에 한 사 -사후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사 -사후 응표본 t-검증분

석을통해독서태도의사후 수가사 수에

비해 유의하게 변화하 는가를 <표 7>과 같이

분석하 다.

처치하기 과후의독서태도를살펴보면, 총

독서태도 수가상당한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이 독서 인지단계 문항에서는 p>0.05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않은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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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문항 수 신뢰도

독서 독서흥미 4 .536

독서 인지단계 3 .690

독서후 반응단계 5 .693

총 독서태도 12 .843

<표 6> 독서태도 척도 문항의 신뢰도

구 분
처치 처치 후

M SD M SD

독서 독서 흥미 수 11.4118 2.46328 14.0000 2.42462

독서 인지 단계 수 10.7059 2.44366 11.1471 2.29799

독서 후 반응 단계 수 15.4118 3.64415 17.5588 3.60295

총 독서태도 수 37.5294 7.49236 42.7059 7.21333

<표 7> 독서태도 처치 사 -사후 차이 분석(N=34)

구 분
처치 - 처치 후

t p
M SD

독서 독서 흥미 수 -2.58824 2.52404 -5.979 .000

독서 인지 단계 수 - .44118 2.09170 -1.230 .227

독서 후 반응 단계 수 -2.14706 3.47399 -3.604 .001

총 독서태도 수 -5.17647 6.51093 -4.636 .000

났다. 이를 제외한 모든 문항들이 처치하기

보다 처치한 후 독서태도가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으며 통계 으로도 유의한 차이(p< 0.01)를

보 다.

독서 인지단계의 수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지못한것은북토크활동이 독서 동기유

발과 독서 후 반응단계에 보다 의미를 두어 수

업을 진행하 고(9차시 7차시 진행) 독서

인지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하여 의미 있는 독서지도 활동을 아

주 게 투입하 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추후 이독서지도 방법을 진행할 때 독

서 인지 단계에서 보다 효과 인 독서지도

방법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독서태도 검사내용에 한 사 -사후 구

체 응답 결과를 분석하기 해 사 -사후 응

답 빈도 분석을 바탕으로 각각의 응답을 5, 4,

3, 2, 1의 간을 둔 후의 수 차를 보면 다

음 <표 8>과 같다.

독서태도의 빈도 분석을 살펴보면 독서

흥미유발단계에서 ‘나는책을읽을때행복

하다고 느낀다’, ‘나는 여가시간을 주로 독서를

하며 보낸다’의 문항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

다. 이는 주제 심 독서지도 로그램의 처치

가 학생들의 독서에 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행복한 독서경험의 기회를 제공하 다는 에

서 매우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독서 후반응단계에서 ‘나는 독서후 다

른책들 더읽고 싶어 한다’라는질문에 하여

도 상 으로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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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응답 ① ② ③ ④ ⑤ 수

결과배 1 2 3 4 5

독서 흥미

나는 책을 읽을 때 행복하다고 느낀다.
처치 1 3 14 14 2 115

처치 후 0 1 8 13 12 138

나는 여가시간을 주로 독서를 하며 보낸다.
처치 5 17 11 1 0 76

처치 후 1 11 8 14 0 103

나는내삶을이해하고달라지는경험을주로책을통해

한다.

처치 3 12 10 7 2 95

처치 후 0 4 16 12 2 114

나는 책을 읽고 싶을 때 주변사람의 조언을 듣고 싶어

한다.

처치 3 8 12 8 3 102

처치 후 1 4 9 15 5 121

독서 인지단계

나는 책을 읽기 시작하면 다 읽을 때까지 놓지 않는다.
처치 3 10 6 13 2 103

처치 후 2 6 12 10 4 110

나는 책을 읽을 때 책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애쓴다.
처치 0 3 7 11 13 136

처치 후 0 1 9 10 14 139

나는 책을 읽은 후 주요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다.
처치 0 5 8 14 7 125

처치 후 0 3 10 11 10 136

독서 후 반응단계

나는책에 하여다른사람과이야기하는것을좋아한다.
처치 2 9 11 6 9 107

처치 후 0 6 10 11 6 116

나는 책을 읽은 후 독후감 쓰기를 즐긴다.
처치 7 16 7 2 2 78

처치 후 5 11 10 5 2 87

나는 독서 후 다른 책을 더 읽고 싶어 한다.
처치 2 8 9 9 6 111

처치 후 0 2 12 6 14 134

나는독서를통해사람들이왜그런방식으로느끼고행동

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처치 1 7 13 11 2 108

처치 후 0 1 12 13 8 130

나는 더이상학교를 다니지 않을 때도 독서가 내 삶을

나아가는 데 도움을 수 있다고 믿는다.

처치 1 4 12 10 7 121

처치 후 0 3 11 9 11 130

* ① 안 그 다 ② 별로 안 그 다 ③ 보통이다 ④ 체로 그 다 ⑤ 매우 그 다.

<표 8> 독서태도 사 -사후 응답 빈도 분석

주제 심 통합 독서지도 로그램의 주요

활동인 북 토크 활동이 학생들의 독서 욕구를

자극하 고, 청소년 시기의 주요 심사인 자

아개념의 형성과 련한 다른 책들에 한

심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다.

한 ‘나는 독서를 통해사람들이왜그런방

식으로 느끼고 행동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라

는 질문에도 높은 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청소년기에 부딪히는 문제 상황들을 책

속의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문제를이해하고 해

결하는지를 간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삶의 문제에도

심을 갖고 능동 으로 의사소통하려는 태도

를 책을 통해서 배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치 과 처치 후의 변화가가장 었던 것

은 ‘나는 책을읽을때 이해하려고애쓴다.’라는

문항이다. 이 문항은 사 검사에서도 가장 높

은 수인 136 이며 사후검사에도 139 으로

가장높다. 이는책을읽을 때 로그램을 처치

하기 부터 독서 인지태도가 비교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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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독서태도와 습 은장기간의 독서경험에 의

해 형성되는데 이 실험은 한 달간의 기간으로

매우 짧은 실험기간이었음에도 학생들의 사

사후 결과가 이러한 변화를 입증하게 된 것이

다. 1회의 경험이지만 이 아이들의 독서태도에

한 정 변화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이는 Mckenna가 가정한 개인의 독서에

한 태도의 발달 요소와 연 지어 살펴 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그가 가정한 독서에 한 태

도의발달 요소로 주 규범에 한신념, 독

서 결과에 한 신념, 특정한 독서 경험의 세

가지 요소의 결과로써 독서태도가 지속 으로

발달된다고 하 는데, 이 세 요소와 이 연구의

결과를 련지어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해석

을 덧붙일 수 있다(옥정인 1999).

주 규범에 한 신념이란 의미 있는 타

인의 독서에 한신념, 혹은인식으로문화,

래집단, 가정, 그밖의 다른환경 인요소들의

향을 받는다고 하 는데, 이 연구는 래가

래에게 권하는 독서활동을 심으로 한 북

토크 으며 이는 한 학생에게 의미 있는 타인

인 래집단의 향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었다는 에서 독서태도 변화에 기여한

실험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독서 결과에 한 신념은 개인이 실제

독서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독서에 한 만

족스러운 경험이 계속되면 독서에 한 정

인 태도를 갖게 된다. 이 연구는 북 토크라는

독서발표 활동을 통해 읽기와쓰기뿐만 아니라

말하기와 듣기 활동을 통합 으로수행하는 과

정에서 이루어진 학생들의 소감에서 나타났듯

이 그 독서 로그램의 처치 후 만족도가 매우

높은 독서 경험이었으며 이는 장차 학생이 독

서에 해 보다 정 인 태도를 갖게 될 것임

을 시사한다.

마찬가지로 정 인 독서태도를 가지게 하

려면 기독자들에게 성공 인독서 경험을 갖

게해야 한다고 볼때, 자아개념이 형성되는 청

소년기 기에 해당하는 학교 1학년을 상

으로 한 이 실험의 성공 인 독서 경험은 직

이고 즉각 으로 태도변화에 향을 주었다

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주제 심 독서지도 로그램은

독서태도 후 응답의 분석 결과를 통해 로

그램 처치 보다 처치 후의 독서태도가 보다

정 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4.2 자아개념 형성

￮ 가설 2. 주제 심 독서활동  아개념  

형성하도록 도울 것 다.

가설 2를 검증하기 하여 독서지도 로그

램을 처치하기 후의 자아개념의 검사 결과

를 한 이 연구는 자아개념 에서도 비학업

자아개념의하 요인인 가정자아개념(12문항),

사회자아개념(10문항), 성격 도덕자아개념

(20문항)을 활용하 다.

다음 <표 9>는 김용래(1995, 58)가 실시한

자아개념 척도의 신뢰성을 산출한 결과 비

학업 자아개념을 인용한 자료이다. 체 비학

업 자아개념의 신뢰도는 Cronbach ∂로 산출

하여 .879-.961로 신뢰할 수 있는 수 으로 이

연구에서 련 있는 해당 부분을 인용하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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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표 9>와 같다.

자아개념의 형성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해 사 -사후 응표본 t-검증 분

석을 통해 자아개념의 사후 수가 사 수

에 비해 유의하게 변화하 는가를 <표 10>을

참고로 살펴보았다.

처치하기 과후의자아개념을살펴보면 모

든 문항들이 처치하기 보다 처치한 후 자아

개념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으며 통계 으로

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 다(p < 0.05).

총 자아개념의 수는 처치 129.85에서

사후 수 140.62로 10.77로 향상되었으며 이러

한 변화는 통계 으로 유의한것으로 악되었

다. 따라서 실험 집단은 독서지도 로그램에

의해 자아개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이 연구는 주제 심 독서지도 로그램이

청소년기 학생들의 독서태도를 정 으로 변

화시키고 자아개념의 형성에이바지할 수 있음

을 알아보기 해 라남도 장흥군 소재 ㅎ

학교 학생 1학년 남학생 12명, 여학생 22명,

체 34명을 상으로 2008년 8월 25일부터 9월

23일까지 4주간 총 9차시에 걸쳐 주제 심 독

서지도 로그램을 진행하 다.

독서태도의 정 변화를 악하기 해 독

변 수 문항 수 신뢰도

가정 자아개념 12 .961

사회 자아개념 10 .893

성격 자아개념 10 .884

도덕 자아개념 10 .879

비학 자아개념 42 .904

<표 9> 자아개념 척도 문항의 신뢰도

구 분
처치 처치 후

M SD M SD

가정 자아개념 수 41.9412 10.6171 45.2647 10.60105

사회 자아개념 수 24.6765 6.64111 27.7647 6.86254

성격 도덕 자아개념 수 63.2353 13.4661 67.5882 15.76171

비학 자아개념 수 129.8529 25.9815 140.6176 27.72048

<표 10> 자아개념 처치 후 비교(N=34)

구 분
처치 - 처치 후

t p
M SD

가정 자아개념 수 -3.32353 5.40886 -3.583 .001

사회 자아개념 수 -3.08824 4.69924 -3.832 .001

성격 도덕 자아개념 수 -4.45294 11.49145 -2.209 .034

비학 자아개념 수 -10.76471 15.75005 -3.985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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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도 검사지를 바탕으로 만든 12문항의 검사

지를 만들어 사 -사후 검사를 실시하 다.

한 자아개념의 형성에 얼마나 이바지하 는가

를 악하기 해 비학업 자아개념 가정, 사

회, 성격 도덕자아개념을 상으로 사 -사

후검사를 실시하 다.

주제 심 독서지도 로그램의 주요활동은

독서 발표의 일환인 북 토크를 심으로 하여

과정 심 독서지도 자기주도 활동으로 이

루어졌다. 독서 활동 2시간, 독서 활동 2

시간, 독서 후 활동 5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활동 때마다 독서활동 소감 쓰기를 통해

해당 활동의 의의 성과를 확인하 다.

이 연구에서 수행된 독서지도 로그램을 통

하여얻어진결과는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첫째, 주제 심독서지도는청소년기 기에

해당하는 학교 1학년학생들의독서태도를

정 으로변화시킬수있음을입증하 다. 독서

흥미유발, 독서 인지단계, 독서후반응단

계에서 모두 독서태도가 정 으로 변화하

다. 자아개념이형성되는청소년기의 기에해

당하는 학교 1학년을 상으로 한 이 연구의

성공 인 독서 경험은 직 이고 즉각 으로

태도변화에 향을주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둘째, 주제 심 독서지도는 청소년기 기

에 해당하는 학교 1학년의 자아개념 형성에

기여하 음을 입증하 다. 비학업 자아개념

에서도 가정자아개념, 사회 자아개념, 성격

도덕 자아개념의 형성에 있어 변화가 있었다.

이는 청소년기에 부딪히는 문제 상황들을 책

속의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하는

지를 간 체험함으로써 자신의문제를 이해하

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삶의 문제에도 심을

갖고, 능동 으로 의사소통하는 자아개념의 형

성에 독서지도가 정 인 향을 끼쳤음을 알

수있었다. 이연구에서청소년시기의주요

심사 그들의 고민을 반 한 자아개념을 주

제 심 독서지도의 주제로 선정한 것은 매우

하 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주제 심 독서지도 로그램의 북 토

크 활동은 학생들의자기주도 학습력을 향상

시켰음을 확인하 다. 독서지도에 있어서 읽기

략 지도 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장 교

사들에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통합 으

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측면에

서의의가 있다. 한이 연구는창의 재량활

동시간을활용하여 9차시동안 용할수있는

로그램으로 제작되었으며 학교 장에서 직

활용할수있도록 수업 제작된학습자료

와 학생들의 독서활동결과물은 다양하게 생산

되었으나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한 의연구의결과를기반으로연구의한

계와 후속 연구를 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제 심 독서지도는 과정 심 독서

지도이며 이는 독서 , 독서 , 독서 후 활동

이 유기 으로 통합될 때 그 효과가 극 화될

수있다. 그러나이연구는독서 의흥미유발

과 독서 후의 반응 반응의 확산에 치 하여

독서 활동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는 독서 활동에서도 다양한 학습 활동을

한독서 활동을보완하여보다균형있는독

서활동 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주제 심 독서지도는 하나의 주제와

연 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 을 때 그 효과

가극 화된다고볼수있다. 그러나이연구에

서는 독서 후 활동으로서 표 활동의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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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치 하고 독서 독서 활동 시 자

료는 텍스트 자료로만 한정하 다. 따라서 후

속연구에서는 독서 독서 활동시주제

에 합한 다양한 자료 - 상, 만화, 그림, 음

악, 도서자료, 사진, 신문기사 등 - 다양한

매체를 통한 근 방법을 모색하여, 독서 ․

․후의 모든과정에서통합 독서지도가 조

화를 이루는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주제 심 독서지도의 주제를 선정할

때 보다 하 개념을 독서지도의 주제로 선정

할 필요가 있다. 를 들면, 자아개념 에서도

가정생활에 한 주제를더욱 구체화하여 부모

와 자녀의 계에 한 자아개념 부분으로 선

정해볼 수있다. 련된 다양한자료를탐색하

여 해당 주제의 내면화를 한 독서지도 로

그램을 만드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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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자아개념 척도

이 척도는 학생이 자신의 가정․사회․성격․도덕에 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가를 알아보려는 여러 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 주셔요. 이 척도에 있는 각 문항의 답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학생의 학교 성 에도 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믿고 있는 그 로를 솔직하고 성의 있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항 내 용
매우
그 다

상당히
그 다

체로
그 다

조
그 다 그 지 않다

1 나는 행복한 가정의 한 사람이다.

2 나는 가족들과의 계가 원만하다.

3 나는 우리집에서 필요한 존재이다.

4 가족들은 모두 나를 믿고 있다.

5 나는 가족들에게 많은 심을 갖고 있다.

6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

7 가족들은 나의 고민을 잘 도와 다.

8 나는 집에서 주어진 일을 기꺼이 한다.

9 나는 집안 식구들과 다투는 일이 없다.

10 가족들은 나에게 심과 기 를 걸고 있다.

11 나는 집에만 돌아오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12 나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13 친구들은 나의 생각과 의견을 좋아한다.

14 나는 남자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

15 나의 생김새는 남에게 호감을 다.

16 나는 계획한 일을 반드시 실천한다.

17 나는 여자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

18 나는 사람들을 잘 사귀는 편이다.

19 나는 언제 어디서나 응을 잘하는 편이다.

20 나의 용모는 매력 인 편이다.

21 나는 친구들에게 요한 존재이다.

22 나는 나의 의견을 솔직히 밝히는 사람이다.

23 나는 공 질서를 잘 지킨다.

24 나의 성격은 매우 원만한 편이다.

25 나는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킨다.

26 나는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27 나는 다른 사람의 일에 조 이다.

28 나의 성격은 명랑하고 쾌활하다.

29 나는 근면․성실․정직하다.

30 나는 단체(집단)생활을 잘 한다.

31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

32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

33 나는 도덕 인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다.

34 나는 어떤 일이든 마무리를 잘 한다.

35 나는 의바르게 행동하고 있다.

36 나는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다.

37 나는 남의 입장을 해치지 않는다.

38 나는 어떤 일이든 바르게 생각한다.

39 나는 양심 으로 생활하고 있다.

40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동정심이 많고 친 하다.

41 나는 어른들을 공경하는 편이다.

42 나는 남에게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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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독서태도 검사지

학교 학년( )반 이름( )

본 검사지는 여러분의 능력을 재는 것도 아니며, 성 과 계있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그러므로 솔직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의 있는 응답은 독서지도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것입니다.

설문지

번호
내 용

매우

그 다

체로

그 다

보통

이다

별로

안그 다 안그 다

1 나는 책을 읽을 때 행복하다고 느낀다.

2 나는 여가시간을 주로 독서를 하며 보낸다.

3 나는 내 삶을 이해하고 달라지는 경험을 주로 책을 통해 한다

4 나는 책을 읽고 싶을 때 주변 사람의 조언을 듣고 싶어 한다.

5 나는 책을 읽기 시작하면 다 읽을 때까지 책을 놓지 않는다.

6 나는 책을 읽을 때 책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애쓴다.

7 나는 책을 읽은 후 주요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다.

8 나는 책에 하여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한다.

9 나는 책을 읽은 후 독후감 쓰기를 즐긴다.

10 나는 독서 후 다른 책을 더 읽고 싶어 한다.

11
나는독서를통해사람들이왜그런방식으로느끼고행동하는지이해하게

되었다.

12
나는더이상학교를다니지않을때도독서가내삶을나아가는데도움을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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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자아개념 주제와 련된 독서자료

1. 나의 성장 - ① 가족이 주는 상처와 안

도서명/ 자

(내친구에게생긴일/미라로베),( 도 하늘말나리야/이 이),(편지 쓰는아이/비벌리 클리어리),(까망머리 주디/손연

자),(당나귀귀/쎄르쥬뻬 즈),(돼지가한마리도 죽지않던날/로버트뉴턴펙),(내 혼이따뜻했던날들/포리스터

카터),(딸들이자라서엄마가된다/모르겐스턴모녀),(여름이 선물/유모토가즈미),(나의라임오 지나무/J.M.바스

콘잘로스)

2. 나의 성장 - ②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문제아/박기범),(창가의 토토/구로야나기테츠코),(조커-학교가기싫을 때쓰는카드/수지모건스턴),(지독한장난/

이경화),(못난것도힘이된다 /이상석),(빵굽는선생님/양한재),(학 받는아이들/이호철),(나는선생님이좋아요/하

이타니 겐지로)

3. 나의 성장 - ③ 신뢰와 친 감으로 성숙한 계 맺기

(뚱보내인생/미카엘올리비에),(멋진내남자친구/이미애),(첫사랑/김선희),(비 의화원/ 랜시스호즈손버넷),(인

간 계를열어주는 108가지따뜻한이야기/이상각),(친구가많아지는 50가지방법/니키야마요코),(니잘못이아니야/

구성애),(오늘, 청소년의 性을읽다/손승 ),( 한 나아름다운섹스/미하엘라 뵘),(발로차주고 싶은 등짝/와타야

리사),(왜 나를 미워해/요시모토 슌사코),(모르는 척/우메다 사코)

4. 나와 이웃 - ① 어려운 삶, 따뜻한 삶

(괭이부리말아이들/김 미),(상계동아이들/노경실),(열평아이들/원유순),(가만있어도웃는 /이미옥 ),(땅에그리

는무지개/손춘익),(싸우는아이/손창섭),(자 거도둑/박완서),(마당을나온암탉/황선미),(난두렵지않아요/ 란체

스코 다다모)

5. 나와 이웃 - ② 장애를 넘어, 인간으로 맞잡자

(아주특별한우리형/고정욱),(안내견탄실이/고정욱),(세상에서가장소 한약속/고정욱),(햇볕따뜻한집/조은),(나

와 조 다를 뿐이야/이 이),(오체불만족/오토다 히로타다)

6. 나와 미래 - ① 공부는 왜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공하는 10 의비 노트/토마스 비 ),(세상에서가장 쉬운것이공부 다/장승수),(정답은내 안에있다/이창환),

(스펀지 2.0/KBS 스펀지 2.0제작 ),(사랑으로 매긴 성 표/이상석),(하늘을 나는 교실/에리히 캐스트 )

7. 나와 미래 - ② 꿈★은 이루어진다

(TV동화 행복한 세상-‘꿈을 꾸는 소녀 가장’ 마당을 나온 알탉/황선미),(꽃들에게 희망을/트리나 폴러스),(나무를

심은 사람/알제아르 부피에),(꿈을 도둑맞은 사람들에게/잭 캔필드),(나에게 꼭 맞는 직업을 찾는 책/폴 D. 티거

외),(갈매기의꿈/리처드바크),(네꿈과행복은 10 에결정된다/이민규),( 의꿈은무슨색깔이니/하 목),(마시멜로

이야기/호아킴 데 포사다),(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무 짧다/강헌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