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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생각과 경험이 역동 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읽기 체험 활동을 통해 읽기부진아들의 자아존 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험형 독서 로그램을 설계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설계한 체험형 독서 로그램을 용했을 때 
연구 상자들의 자아존 감 향상에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읽기부진아를 한 체험형 독서 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하 다. 교수설계의 ADDIE모형에 따라 
그림책을 활용하여 체험형 독서 로그램을 설계하 으며, Kolb의 나선형 체험학습 단계를 체험형 독서 로그램의 장면에 
용하 다. 체험의 과정을 통하여 정서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습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증  ￫ 구체화 

￫ 명료화의 흐름을 제공하 다. 둘째, 읽기부진아를 한 체험형 독서 로그램이 자아존 감을 향상시키는데 미치는 효과에 
하여 연구 상자의 사 사후 검증 결과, 체 자아존 감 수가 향상되었고, 하 요인별로 학업  자아존 감, 사회  

자아존 감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읽기부진아를 한 사회  환경과 독서 환경 
즉, 한 독서 로그램이 도서 에서 제공되고 이를 제도화시켜 지속 으로 지원한다면, 읽기부진아의 독서태도를 신장시
켜 독서습 을 형성하고, 독서를 통한 자아존 감 향상에 정 인 향을 미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esign and apply an experienced-based reading program using picture 

books for the struggling readers to improve their reading ability; and to analyze and verify how this program 
influences their self-esteem. The final objects of this study are 53 struggling readers who are 1-4th graders 
in 8 elementary schools. For this, the specific goals are set up as follows: First, an experience-based 
reading program using ADDIE teaching design model and Kolb’s experience learning cycle are planned 
and developed to improve reading abilities and self-esteem of the struggling readers. Second, it also aimed 
to clarify how the experience-based reading program using picture books influence the struggling readers’ 
self-esteem in affective ones. As a result, this experience-based reading program using picture books is 
effective on improving the struggling readers' self-esteem, generally. Although the degree of improvement 
is different from each of the subordinate factors, the overall scores of self-esteem are raised. This study 
suggests that an experience-based reading program using picture books is appropriate for improving the 
affective characteristics of the struggling readers. And it is also needed to produce a research manual 
to get the same test condition that prescribes the methods of pre-test and pos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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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목

독서는 책을 매개로 사회 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인격을 양성하기 해서 계획성 있게 지

도하는 교육 인 행 이다. 독서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 나아가 개인의 자아 형성  인격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인간의 감정이

나 심리를 잘 묘사해 놓은 문학 작품을 읽음으

로 자기의 심리 상태나 감정을 객 으로 성찰

해 볼 수 있는 자기 리 능력과 태도, 자기 통제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독서는 인간의 인지

인 면을 육성할 뿐만 아니라 정의 인 역에 

속하는 정서 인 문제나 사회성의 부 응으로 

인한 부 응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으며, 자아존

감이나 태도, 가치  등을 올바로 지닐 수 있

다고 입증하고 있다(최선희 1997; 이정이 2004; 

이연숙 2005; 서나라 2006; 송성순 2007). 

그러나 독서의 기본 기능이며 도구인 읽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을 제 로 읽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정서  측면에서 건강하고 정  

자아 형성을 방해하여 자아존 감이 낮은 결과

를 래하게 된다. 자아존 감이 낮아진 아동은 

자신감의 부족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어 정상

인 인지발달  정서발달을 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한, 읽기 능력 부족으로 인한 심리

 축감이 결과 으로 사회 부 응을 가져와 

사회생활에도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읽기 부진으로 인해 주의력 산만, 애

정 결핍, 자신감 결여, 낮은 자아존 감 등 부정

 자아개념이 형성된 어린이들이 내면 깊이 감

추어진 다양한 감정을 표 하고 상상하게 되면

서 자기 치유  과정의 경험을 통해 문제를 해

결함으로써 자아존 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

법의 하나로 독서 로그램이 제안되고 있다(신

경 2001). 

이러한 제안의 배경에는 교육과정(敎育課程, 

educational process)의 핵심에 ‘경험을 통한 자

기발견(self-discovery through experience)'을 

둠으로써 무기력한 념을 배격하려는 교육철

학의 흐름이 제되어 있다(최동선 2008). 이 

에서는 가장 효과 인 학습은 지식의 정

이며 수동 인 수용이 아니라 생각과 경험의 역

동 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이다. 이러한 시각은 체험 활동이 단순한 정보

의 제공 이외에 다양한 교육  기능과 목표를 

해 수행되는 활동임을 시사하고 있다. 

즉 읽기를 단순히 정 이고 수동 으로 생각

하기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언어사용 

능력 향상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이외에 

정서  불안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서 인 면

을 고려한 체험 활동을 바탕으로 한 독서 로

그램은 자아존 감 형성에 도움을 주며 올바른 

가치 의 형성, 즐거움과 여유가 있는 인간을 형

성할 수 있다. 특히 집 력이 떨어지고 자신감

이 결여되어 낮은 자아존 감 등 부정  자아 

개념이 형성된 읽기부진아들은 경험 심의 체

험 활동이 심이 된 독서 로그램의 지원과 보

살핌이 정  독서 태도  자아존 감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읽기를 통해 생각과 경험이 역동

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체험 활동을 통해 읽기

부진아들의 자아존 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

험형 독서 로그램을 설계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설계한 체험형 독서 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연구 상자들의 자아존 감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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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 검증하는 것

을 목 으로 한다. 즉 이 연구는 읽기부진아를 

한 체험형 독서 로그램이 등 읽기부진아

들의 자아존 감 향상과 계가 있는지를 탐구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 을 분석하기 한 연

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읽기부진아를 한 체험형 독서 로그

램을 설계하고 개발한다.

둘째, 체험형 독서 로그램이 읽기부진아의 

자아존 감 향상에 향을 미치는가? 즉 체험

형 독서 로그램 실행 이 과 이후 읽기부진아

의 자아존 감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2. 이론  배경

2.1 읽기부진의 개념 

읽기부진의 정의는 읽기 부진을 단하는 기

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읽기 부진 단 기

은 개인 내와 개인 간에 용 가능하다. 개인 

내의 경우, 개인 내 능력과 성취의 차이에 두어, 

지능이나 구어발달 등의 다른 능력과 비교해 읽

기 능력이 히 낮은 경우를 읽기 부진이라 

할 수 있다. 한 부진의 단 기 을 개인 간 

능력의 비교에 두어 개인의 지  능력에 한 고

려 없이 해당 집단에서 성취 수 이 낮거나 해

당 연령에 기 되는 성취 수 보다 낮은 것을 뜻

하기도 한다(김동일, 이 식, 신종호 2003). 

읽기 부진의 범주는 학자에 따라 다르게 사용

되고 있다. 그 하나는 읽기 부진(reading under- 

achieving)이 읽기 장애(reading disability)의 

한 역으로, 읽기 지체(reading slow learning), 

난독증(dyslexia)과 함께 읽기 장애를 구성하는 

한 상으로 정의되는 경우가 있다. 읽기 부진의 

 다른 하나의 범주는 신체 ․정신  결함인 

장애의 경우를 제외하고, 읽기 장애의 경우와 분

리하여 읽기 역에서 정상 인 학교 학습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후천 인 

요인에 의해, 그리고 신체 ․정신  결함보다

는 환경이나 학습 결손의  등 교육  요인 

등으로 인해 해당 학년의 평균 독서 능력에 못 

미치는 학생(김유미 2003; 김 순, 최명환 2005; 

천경록 2005; 이경화 2007)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범주는 읽기 장애의 여러 유형  교육  처

치에 의해 향상될 가능성이 가장 크고, 따로 특

별 학 을 운 하지 않고 일반 학 에서 지도할 

수 있는 상태(김유미 2003; 이경화 2007)를 정

의한다.

따라서 읽기부진의 개념을 다시 정리하면, 첫

째, 정상 인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읽기 

성취에서는 정상 인 발달 수 에 미치지 못하

는 것을 뜻한다. 둘째, 읽기 부진은 그 원인이 선

천 이지 않고 교육  처치에 의해 개선이 가능

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읽기 문제를 래하는 원인은 분명한 뇌 손

상, 사회경제  문제, 교육문제, 정서문제 그리

고 선천 인 장애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임성  2004). 이러한 맥락에서 읽기 부진의 

원인은 연구자에 따라서 단순 요인을 제시하기

도 하고, 신체 , 심리 , 정서 , 사회 , 그리

고 교육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한다. 최

근에는 거시 인 에서 통합 인 원인을 제

시하기도 하는데, 내  원인보다는 외  원인, 

인지  원인보다는 정서  원인, 그리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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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김인경 2005). 

교육  요인의 측면에서 교사가 학생들 각자

의 읽기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하지 못한 

독서지도를 할 경우에 읽기 부진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체계 인 학습에서 읽기 능력이 

증가되거나 일  일 래 집단의 지도 등으로 

흥미가 증가될 수 있는 반면, ‘남아서 하기’, ‘보

충 학습지하기’, ‘친구에게 배우기’ 등을 부정

으로 이해할 경우 로그램의 학습이 학습자에

게 부정 인 정서를 유발하게 되어, 읽기 능력은 

향상된다 할지라도 자기 효능감이 하될 수도 

있다(김 순, 최명환 2005). 

읽기부진아는 읽기 능력 하로 인해 여러 가

지 형태의 사회 정서  요인 측면에서의 장애, 

즉 낮은 성취동기, 주의 집 력 부족, 부정  자

아 개념, 사회  부 응 등의 특성을 나타낸다. 

읽기부진아들은 호기심이나 의욕이 없고 즉각

인 효과를 기 하며 그것이 마음 로 되지 않

을 때는 쉽게 좌 해버리는 낮은 성취동기를 나

타낸다(박성익 1986; 우혜경 2007). 읽기 능력 

하는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낮은 학

업성취수 으로 연결되며, 그로 인해 자신에 

한 부정 인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 즉 읽기부

진아는 학습 동기나 집 력과 련한 읽기 습 , 

읽기에 한 태도, 읽기에 한 가치  등에서 

문제 을 갖고 있다. 읽기 부진으로 인한 학업

에서의 낮은 성취와 실패는 학습자에게 불쾌한 

학습 경험을 시킨다(임정화 1997). 주의집

력 약화로 인해 주의가 산만해지며 새로운 상

황에 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집 해서 

책을 읽는 시간이 지극히 짧고, 책을 읽지만 잠

시 뿐이거나 곧 다른 것들에 심을 갖는다(고

종숙 2006). 한 된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 

지  호기심은 물론 사회에 한 심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교에서도 언어 능력이

나 그 밖의 기 학습 능력의 열세로 인한 실패

의 경험으로 얻어지는 좌 감 때문에 열등감을 

갖게 되고 일반 학생에 비해 과잉행동의 특성을 

많이 나타내는 사회  부 응을 보인다. 이때 

보이는 과잉 행동의 가장 특징 인 것은 ‘집 력 

부족’, ‘인내력 부족’, ‘쉽게 포기하는 행동’, ‘가

만히 앉아 있지 못하는 것’, ‘학습의욕 부족’ 등

(박성익 1986; 우혜경 2007)으로, 이로 인해 친

구들과 원만한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읽기 부진아는 일반 어린이에 비해 지  호기

심, 흥미, 읽기 동기에 있어서의 결함을 보이며, 

계속되는 난해와 악습  때문에 원만한 독서가 

되지 않아 독서 흥미마  약화시키는 결과를 나

타낸다(이선옥 2002; 우혜경 2007). 즉 읽기 부

진아들은 읽기에 한 흥미와 동기가 부족하여 

목표 달성을 한 노력이나 학업 성취의 태도가 

부족하며, 앞에 보이는 문제만을 당히 해결

하고 지나가려는 경향이 강하다(고종숙 2006). 

학습자는 이러한 실패의 악순환을 거치면서 자

신감을 상실하고 자기 비하감을 갖게 되는 등 부

정 인 인성을 형성하게 된다. 즉 읽기 부진은 

정상 인 인지발달  정서발달을 해하는 요

인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읽기 능력의 하가 건

강하고 정  자아형성을 방해하여 자아존

감이 낮은 결과를 래하게 되는 것이다. 

2.2 읽기부진아를 한 그림책 활용 체험형 

독서 로그램의 필요성과 구성 방법 

읽기는 과 독자가 만나는 과정에서 독자가 

자신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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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재구성하는 행 이며, 사고 인 면, 사

회 인 면, 언어 인 면 등이 통합 으로 작용

하는 고도의 역동 인 인지  행 (서울 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9)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러한 읽기 과정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

는 인지  활동이기 때문에(김유미 2006), 읽기

를 지식으로만 수용  하려는 경향이 있기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지  활동 심의 독서 로그

램은 이를 직 으로 찰하기 어려운데다 독

서에 한 동기와 신념이 미흡한 읽기부진의 

등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읽기부진을 해결하기 해서는 간

인 방법들을 통해 읽기부진아의 사고 과정을 

추측할 수 있고, 개인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교

육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즉 읽기부진아에게 성

취동기와 자아존 감을 높여  수 에 맞는 

정 자료를 제시하고, 가정, 학교 즉, 학부모와 

문가의 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하은경 

2010). 

Dinkmeyer(1977)는 학령기 아동을 이해하

고 아동행동 변화를 도모하기 한 자연스럽고 

쉬운 방법으로 책의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이 자

신이 지닌 것과 같은 문제행동을 하는 것을 책 

속에서 발견하는 동일화, 그리고 책의 주인공이

나 등장인물이 그 문제 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

을 인식함으로써 얻은 통찰이 자기 마음속에 얽

힌 답답함을 어느 사이 소멸시키는 카타르시스 

과정을 통해 자아존 감이 향상된다고 하 다. 

좋은 그림책은 어린이들에게 문학작품 속의 주

인공에 동화되게 하고 그 느낌이나 단에 공감

을 느끼면서 삶을 배우고 경험을 확 해 나가게 

한다. 즉 경험 학습의 에서는 생각과 경험

의 역동 인 상호작용을 통해 가장 효과 인 학

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상력, 

사고력, 창의력, 언어능력  심미  감상력 등

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어(이상 , 장 희 2001), 

바람직한 역할 모델이 되어 으로써 성장 과정

에서 정 인 가치 을 확립시키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 로

그램을 통하여 읽기부진아들은 지식을 얻고 꿈

을 꾸고, 상상하고, 슬퍼하고 웃으면서 책 읽기

의 즐거움과 함께 감동 인 다양한 이야기에 자

극된 자신의 내면을 만나게 되며, 자신들의 마

음과 생각을 주  어른들과 하게 나  수 

있게 된다. 한 문학과 술에 한 다양한 경

험을 바탕으로 정서  경험을 많이 하게 됨으로

써 이야기에 한 정서  반응을 높게 해 다

(하 선 2008). 그 과정에서 읽기부진아들은 내

면 깊이 감추어진 다양한 감정을 표 하고 상상

하게 되면서 자기 치유  과정을 경험할 수 있

기 때문에 읽기부진아의 정의  측면에서의 독

서태도와 자아존 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의 한 가지로써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 로그램

이 제안되고 있다(신 경 2001; 정윤혜 외 10

인 2010). 

그 다면 우리는 체험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이해해야 하는가? 국어사 에서 체험이 ‘몸소 

경험한다’ 는 ‘몸소 직  느껴 안다’라는 의미

로 사용되는 것처럼, 체험형 독서 로그램은 몸

소 경험하는 활동을 통해 읽기를 이해하는 과정

을 의미한다고 직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체

험형 독서 로그램의 심은 ‘체험’, 즉 ‘활동’에 

있다. 특정한 내용에 하여 추상 으로 사고하

기보다는 직  행하고 느끼면서 학습하는 것을 

강조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오감(五感)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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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실제 내용을 직 이고 구체 으로 하

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험활동에 하여 Dewey를 심으

로 하는 경험 심의 근에서는 단순한 경험활

동을 체험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즉 경험은 

인간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지식을 획

득하고 활용하는 과정인데, 모든 경험이 다 의

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체계 으로 조직되었을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Dewey(1938)

는 모든 경험은 선행되는 경험들로부터 무엇인

가를 받아들이며, 동시에 후속하는 경험들의 특

질을 어떠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보고, 분리

된 단편 인 경험들이 아니라 계 으로 잘 조

직된 경험이라야 의미 있는 경험으로 규정하

는데, 단순히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를 배우는 

것보다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해 새로운 지

식을 만들어가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요하기 때문에 경험  학습은 문제의 인식

(impulse) ￫ 주어진 조건의 찰(observation) 

￫ 아이디어의 획득(knowledge) ￫ 반응의 단

(judgement)이라는 하나의 순환 과정을 거친

다고 설명하 다(최동선 2008 재인용). 이러한 

순환 인 과정을 발 시킨 Kolb(1984)는 단지 

구체 인 경험이나 학습활동 그 자체만으로는 

크게 유용하지 않고 반성  성찰, 추상  구체

화, 능동  실험이라는 지 인 순환과정을 강조

하 다. 를 들어, 학습자들은 새로운 경험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부분 다른 학습자들과 상

호작용(  구성, 학습자료 해결하기, 서로 의견

나 기 등)을 하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경험이 

끝난 뒤에 후기나 성찰일지, 포트폴리오 등을 

작성(반성  성찰)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찰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지

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결과로부터 새로운 의미

를 도출하게 된다. 이후에 학습자들은 결론을 

도출하기 에 추가 인 의미들을 발견하기 

해서 토론 과정을 거치게 되고(추상  개념화)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은 새롭게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해 다른 상황으로 연결하게 되며 실

제 인 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능

동  실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체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Kelly(1997)는 이러한 Kolb의 경험학습 순

환모형을 용하여 나선형 체험학습 4단계 모형

을 제안하기도 하 다. 그의 모형에서는 ① 느

끼면서 배우는 구체  체험의 단계[learning by 

feeling], ② 찰하면서 배우는 반성  찰 단

계[learning by observation], ③ 생각하면서 배

우는 추상  개념화 단계[learning by thinking], 

④ 실제 행하면서 배우는 능동  실험의 단계

[learning by doing]로 구성한다. 즉 우선 으

로 체험활동을 개하고 난 뒤에 자료의 수집과 

찰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자료는 분석되

어지고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행동의 수정이나 

새로운 체험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피드백된다

는 것이다. 즉 학습 과정에서 체험은 새로운 학

습을 한 기 를 형성해 다는 측면을 강조하

고 있는 것이다(최동선 2008 재인용).

이러한 Kolb의 경험학습 순환도를 체험형 독

서 로그램의 장면에 용하면, 체험의 과정을 

통하여 단순한 찰 정도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

의 인지  정서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습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험 ￫ 반성  성찰 

￫ 추상  개념화 ￫ 새로운 상황에의 실험이라는 

과정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읽기에 

한 심이 증 되고, 특정한 내용에 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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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탐색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선호도를 구체

화하며, 그 결과를 토 로 안의 범 를 설정

하거나 자신의 사고를 명료화하는 것이다. 즉 

심의 증  ￫ 구체화  반성  성찰 ￫ 명료화

의 흐름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그림책을 활용한 체험형 독서 로그램을 

설계하기 해서, 읽기부진아의 인지  정서 

반 인 발달을 해 근하기 수월한 그림책

을 도구로 활용하여, 선정된 독서 자료에 내재

된 생각이 그림책과 읽기부진아 사이의 상호작

용을 돕도록 하고( 심의 증 ), 독서활동으로 

책 속 등장인물의 성격과 문제를 실제상황에서 

자신에게 입시켜 경험해 으로써(구체화  

반성  성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명료화)에서 정서  만족과 타인을 이해

할 수 있는 정 인 인 계 형성과 자신감

을 지니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2.3 읽기 부진과 자아존 감의 계

인지 발달 단계를 거치는 동안 읽기 능력에 

결손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을 보충하지 않는 

한 읽기 발달은 으로 지체되고, 그 격차

는 차 심화된다(엄훈 2006). 

읽기 부진은 일반 으로 읽기 역에서 정

상 인 학교 학습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선행학습의 결손  부모의 읽기 

활동에의 미개입(Wade & Moore 2000; Gest, 

Freeman, Domitrovich, and Welsh 2004) 등

의 요인으로 인해 래의 읽기 발달 수 에 비

하여 수락할 수 있을 만큼의 최  학업 성취 기

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습자로 정의된다(김유

미 2006). 

실제로 읽기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학습 자

료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식 획득에 비효율 인 양상을 보인다. 한 

읽기 부진은 간 으로 인지 능력 발달이나 문

제해결력의 발달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친다. 

읽기 부진 학생들은 요한 교육  국면에서 실

패를 경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습 부진으

로 연결된다(이 아, 최숙기 2011). 즉 읽기에

서 성공은 다른 학문 역에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문(Jordan, Snow, & Porshe 2000)으로 

보고되고 있다. 학습자가 느끼는 학업 실패의 

경험 은 학습 의욕과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고 일반 아동에 비해 지  호기심, 흥미, 읽기 

동기에 있어 결함을 보이며(임정화 1997; 이선

옥 2002), 계속되는 난해와 악습  때문에 독서 

흥미마  약화시키는 결과를 나타낸다(이선옥 

2002). 따라서 읽기 부진아들은 읽기 실패의 경

험으로 얻어지는 좌 감 때문에 열등감을 갖게 

되고 자기 비하감을 갖게 되는 등 부정 인 인

성을 형성하게 되어 향후 학교생활  사회생활 

부 응의 부정  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Coopersmith(1967)는 자아존 감(self-esteem)

은 각 개인이 내면에 지니게 되는 강력한 힘으

로 자신을 유능하고 요하며 성공 이고 가치 

있다고 믿는가를 나타낸다고 하 다. 이는 인간

의 기본 욕구이며, 성숙한 인격과 심리  건강

을 한 필수 조건이므로, 특히 아동에게 있어

서는 요한 발달 과업 의 하나로 생존을 

한 필수 조건이며 결정 인 가치이다. 따라서 

자아존 감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격 발달 연구

에서 요한 연구주제가 되어 왔으며, 아동의 행

동이나 성취동기, 응 등 발달과 유익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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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배옥선 2007). 

독서와 자아존 감과의 계에 한 연구들

은 독서가 다양한 연령 의 등학생  소득

층, 읽기 부진아 학생의 자아존 감 향상에 효

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이지혜 2002; 

이 아, 최숙기 2011). 결국 읽기 능력의 하는 

건강하고 정  자아형성을 방해하여 자아존

감이 낮은 결과를 래하게 된다. 자아존 감

이 낮아진 아동은 자신감의 부족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어 결과 으로 학습에 한 의욕을 상

실하게 되는 악순환을 거치게 되며, 이는 정상

인 인지발달  정서발달을 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인간의 행동과 응의 가장 요한 열쇠는 

정 인 자아개념이다. 우리는 등학교 시기의 

아동들에게 성장, 발달  차원에서 자아존 감

을 효과 이고 자연스럽게 키워주기 한 방법

으로써 독서 로그램의 활용에 주목할 필요성

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에서의 학업 성취

수 에 얽매이지 않고 읽기부진아들에게 

한 읽기 경험을 제공하는 일은 매우 요하다. 

학교에서는 이미 매우 낮은 자아존 감으로 실

패의 정서 상태에 있는 아동들에게 읽기 경험을 

제공하는 일은 그 효과가 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학교에서의 자신의 성취수 과는 무

하게 자신을 자유롭게 표 할 수 있고, 자연

스럽게 책과 가깝게 만들어  수 있는 공간으

로써 도서 은 읽기부진아들의 로그램을 지

원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특히 자아존 감에 

한 측정을 통해 하 요인별 자아존 감을 향상

시키기 한 실행 로그램을 설계하여 용하

는 방법은 매우 효과 일 수 있다. 

3. 연구 상  연구방법

3.1 독서 로그램 용 연구 기   연구 상 

독서 로그램을 용하기 한 연구 기 과 

연구 상자를 표본 추출하기 한 차는 총 5

단계로 시행되었다. 1단계, 기  표본 추출 단계

로써, 강원도를 제외한 각 권역별로 체험형 독서

로그램의 용에 동의한 어린이도서 을 표

집 하 다. 2단계, 등학교 표집 단계로써, 연

구 상자를 표본 추출하기 한 등학교 표집 

기 은 각 권역별 로그램 시행기 인 어린이

도서 까지 상자들이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주변 등학교를 선정하 다. 3단계는 연구 상

자 표본 추출 단계로써, 우선 상 등학교에 

상자 선정을 한 조 공문 발송을 통하여 

연구 상자 선정기 안을 제시하고, 둘째, 학

교장  담당교사 면담과 로그램 설명회를 가

졌다. 셋째, 학교에서 교사가 선정기 안에 근

거하여 연구 상자를 선정하면, 넷째, 도서 에

서 교사가 선정한 상자 명단을 수령 후, 상

자 부모에게 동의를 득했다. 다섯째, 부모들에

게 독서 로그램 안내문을 발송하 다. 4단계에

는 상자  그들의 부모에 한 로그램 오

리엔테이션을 시행하 다. 5단계에는 국 9곳

의 어린이도서  운 자  용할 독서 로그

램 강사를 상으로 ‘ 상자 교육’을 시행하 다. 

구체 인 연구 상자 표본 추출 차는 <표 1>

과 같다.

연구 상자 표본 추출 단계에서 제시한 연구

상자의 구체 인 선정기 은 다음 세 가지 이

다. 첫째, 책읽기에 조 만 흥미를 느끼면 읽기

부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린이, 둘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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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내 용

1단계 기  표본추출 

2단계 등학교 표본 추출

3단계

연구 상자 표본 추출

① 표집 등학교에 연구 상자 선정 기 안 제시(선정 조 공문 발송)

② 학교장  담당교사 면담과 로그램 설명회

③ 교사가 선정 기 안에 따라 연구 상자 선정

④ 연구 상자 부모에게 동의 구함

⑤ 연구 상자 부모에게 로그램 안내(안내문 발송)

4단계 연구 상자의 부모  상자에 한 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시행

5단계 로그램 시행 정 어린이도서  운 자  강사 상 ‘ 상자 교육’ 시행

<표 1> 연구 상자 표본 추출 차

학  치료가 필요한 신체  결함에 의한 선천  

부진학생들을 제외하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

면서도 학습 결손 등의 으로 읽기 최  학

업성취 기 에 도달하지 못하는 어린이, 셋째, 

환경이나 교육  요인 등으로 인해 해당 학년의 

평균 독서 능력에 2-3년 지체된 학생으로 교육

 처치를 통해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

히 가지고 있는 어린이 다. 

읽기부진아의 단 방법은 담임교사의 찰 

방법을 용하 다. 담임교사는 선정 기 에 따

라 해당 집단에서 성취 수 이 낮거나 해당 연

령에 기 되는 성취 수 보다 래 집단 내에서 

상 으로 읽기가 부진한 상태를 단하여 연

구 상자를 추천하 다. 

표집 지역별 용 기 , 연구 상 인원, 연구

상의 학년별 인원은 <표 2>와 같다. 연구 기

과 연구 상자는 서울 1개, 충청 5개, 라 2

개, 경상 1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등학교의 

1~4학년 읽기부진아 113명이다. 

체험형 독서 로그램은 24회 차로 설계하여 

표집기 별로 용하 다. 로그램을 운 하

는 강사는 도서  문화 술 로그램의 책놀이 

활동을 오랜 시간 연구하고 경험한 열의 있는 

지역사회 어머니들로 구성하 다. 체험형 독서

로그램의 설계 방법  과정은 4장에서 자세

하게 소개한다. 

독서 로그램의 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

기 하여 연구 상자에게 자아존 감 검사를 

실시하 다. 검사는 로그램 3회 차에 사 검

사를, 마지막 24회 차에 사후검사를 시행하 다. 

라 G어린이도서 의 경우, 검사지가 수거되

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 다. 로그램에 참여

한 상자  자아존 감 사 검사 시행 어린이 

76명, 사후검사 시행 어린이 76명이었다. 이 가

운데 사 ․사후검사를 모두 실시한 상자의 

검사지만 선별하 으나, 동일 번호 응답자, 연속

번호 패턴 응답자, 50%이상 응답이 없는 경우

의 사례를 제외하 다. 최종 으로 분석에 사용

된 사례 수는 8개 어린이도서 의 53명이다. 

자아존 감의 일반  사항을 살펴보면, 연구

상자 53명  C어린이도서 이 11명(20.8%)

으로 가장 많았고, D어린이도서 과 F어린이도

서 이 각 9명(17.0%) 순서로 나타났다. 학년

을 살펴보면, 2학년이 34명(64.2%)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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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고, 1학년이 11명(20.8%), 3학년 5명(9.4%), 

4학년 3명(5.7%)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

생이 30명(56.6%), 남학생이 23명(43.4%)로 나

타났다(<표 3> 참조). 

지역 도서 명 상인원 학년 학년별 인원

수도권 A어린이도서 14 2 14

충청도

B어린이도서 12 2 12

C어린이도서 15
2 12

3 3

D어린이도서 15

1 9

2 4

3 2

E어린이도서 12
2 8

3 4

F어린이도서 13 2 13

라도
G어린이도서 12 2 12

H어린이도서 7 2 7

경상도 I어린이도서 13

1 6

2 3

4 4

계 9 113 113

<표 2> 선정 지역(운 기 )별 연구 상자 인원  학년별 인원

　 구분　 빈도 %

지역

충청도 C어린이도서 11 20.8

충청도 D어린이도서 9 17.0

충청도 F어린이도서 9 17.0

수도권 A어린이도서 8 11.3

경상도 I어린이도서 6 5.7

충청도 B어린이도서 4 7.5

라도 H어린이도서 3 15.1

충청도 E어린이도서 3 5.7

학년

1 11 20.8

2 34 64.2

3 5 9.4

4 3 5.7

성별
남 23 43.4

여 30 56.6

합계 53 100.0

<표 3> 분석 연구 상자의 지역, 학년, 성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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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읽기부진아를 한 체험형 독

서 로그램을 설계하고, 이를 읽기부진아에게 

용한 후 효과를 분석하 다. 효과를 분석하기 

한 측정도구는 김연 (2009)의 청소년기 자

아존 감의 하 요인 측정을 한 검사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 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학 

공 박사 1명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거쳐 이 도구

의 5개 하 변인  연구의 목 에 하게 

계된 3개 하 변인, 즉 학업  자아존 감, 사

회  자아존 감, 성격  자아존 감 역에서 

각 8개 문항을 선정하여, 총 24개 문항을 사용

하 다.

자아존 감의 하 변인 가운데, 학업  자아

존 감은 학업 성 을 포함하여 학교생활에서 

학습에서 느끼는 자신에 한 가치감과 유능감

으로써 자신의 학업 수행 능력과 성 에 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즉 학생으로서 그 

자신에게 내리는 정 인 평가의 수 을 의미

한다. 

사회  자아존 감은 가정이나 학교 등 자신

이 속한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부모, 교

사, 친구들과 같은 주요 타인과의 좋은 계를 

형성하고 감정을 하게 다룸으로써 갖게 되

는 능력감과 가치감으로, 래와의 계에서 얼

마나 자신이 신뢰받고 요하게 여겨지는지, 그

리고 자신의 친구 사귀는 능력을 포함한다. 

성격  자아존 감은 인 계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돌보기 해 필요한 마음의 바탕으로 

정 인 성격이나 부정 인 성격이나 정서와 

련하여 자신이 어떠한지에 한 자기 평가를 

의미한다.

자아존 감 검사의 하 변인별 문항 수  신

뢰도 Cronbach's α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다.

자아존 감에 한 하 요인과 체 신뢰도

를 확인해 본 결과, 사회과학에서 일반 으로 

리 사용하는 기 인 0.6보다 하 요인들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존 감 체의 경우에는 

0.836으로 Cronbach's α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

서 자아존 감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확보하

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인 읽기부진아를 한 체

험형 독서 로그램이 자아존 감에 미치는 효과

를 검증하기 하여 로그램 실시 사 과 사후

에 자아존 감 검사를 실시하 으며, 차이를 검

정하기 해 Paired t-test 통계분석 방법을 활

용하 다.

　하  변인
해당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학업  자아존 감 1~8 8 .653

사회  자아존 감 9~16 8 .670

성격  자아존 감 17~24 8 .706

체 24 .836

 <표 4> 자아존 감의 하 변인별 문항  

신뢰도(Cronbach's α)

 4. 읽기부진아를 한 체험형 독서
로그램 설계  효과 분석

4.1 읽기부진아를 한 체험형 독서 로그램의 

설계

체험형 로그램을 효과 으로 설계, 실행하기 

하여 교수설계의 기본모형으로 불리는 AD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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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선택하여 용하 다. ADDIE모형은 교

수체제 개발의 주요 차인 분석(Analysis), 설

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실행(Imple- 

mentation)  평가(Evaluation)를 표하는 

말로 A, D, D, I, E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들은 

모든 교수설계 모형의 핵심 인 기본 활동으로 

간주된다(이칭찬, 이의길 2007). 교수설계의 각 

단계의 기능, 세부 인 활동과 산출 결과의 계

는 <표 5>와 같다.

4.1.1 요구분석(Analysis)

설계의 첫 번째 과정으로써 연구 상자의 특

성을 분석하 다. 연구 상자는 국 4개 지역 

등학교의 1~4학년 읽기부진아 113명이다. 

정의  측면에서 본 연구 상자들의 특성은 말

이 없고 조용하며 사회성이 부족하다. 치를 

많이 보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등 자신감이 

없고, 행동이 앞서며 폭력 이다. 산만하며, 질

투가 심하고, 자기 것에 한 집착이 강하며, 감

정기복이 심하다. 즉 상자들은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읽기 부진아들이 나타내는 정의  측면

의 특성을 부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찰되

었다. 

4.1.2 로그램 설계(Design)

(1) 상자 특성을 반 한 역 설정

읽기 부진아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 정서

 장애를 갖고 있다. 읽기 부진아가 나타내는 

여러 가지 특성을 크게 인지  특성과 정의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상

자의 특성을 반 하기 한 역 설정 시, 정의

 특성에서의 사회 정서  요인 즉, 주의력 결

핍, 부정  자아개념, 과잉행동, 충동성, 공격성, 

낮은 학습동기, 낮은 지  호기심, 사회  부

응성에 의한 낮은 자아존 감과 읽기 능력의 상

계에 심을 가지고 이를 해소하기 한 

역에 을 맞추었다.

(2) 로그램 구조  내용

이 로그램은 읽기부진아를 한 그림책을 

활용한 체험형 독서 로그램을 지원하여 연구 

상자들에게 창조 인 문학․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읽기’라는 기본 학습을 지원함으로써 

배움과 혜택의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

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 상자들이 학교와

는  다른 편안한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

역사회 어린이도서 을 로그램 용 장소로 

교수설계 과정 역할(기능) 세부 단계(활동) 산출 결과

분석 로그램 내용을 정의하는 과정 요구, 학습자 특성  환경 분석
요구, 로그램 운  목 , 제

한 , 과제 도출

설계 교수방법을 구체화하는 과정
성취 행동 목표 진술, 평가도구 개

발, 교수 매체 선정
로그램 운  기  수립

개발 교수자료를 제작하는 과정
교수 자료 제작, 형성 평가 실시  

교수 자료 수정
로그램 계획안 개발

실행 교수자료를 실제 상황에 용하는 과정 교수 자료의 사용  리 로그램 실행

평가
교수 자료의 효과, 효율성을 검증하는 

과정
총 평가

로그램의 효과 검증  평가

보고서 

<표 5> 로그램 설계의 과정과 산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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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 다.

로그램 략은 1) 사회  지원으로서의 도

서 에서 운 하는, 2) 자아존 감과 읽기 능력

의 상 계에 을 가진 자아존 감 향상을 

한, 3) 치유의 매개로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 

로그램을 개발, 4) 강사와 상자간의 친 감

과 정서  교류를 해 상자와 교사의 2:1 멘

토링 방법 는 주 강사 외에 보조강사를 포함

하여 자원활동가가 함께 운 하는 티칭 방식

으로 진행, 5) 강사  상자 면담, 로그램 

진행일지, 심층 찰일지 등의 방법을 통해 로

그램을 실천, 분석하 다.

로그램 구조는 <표 6>과 같이 Kolb 나선형 

체험학습 4단계에 맞춰 체험형 독서 로그램 단

계를 설계하여 연계했다. 1단계 구체  체험단

계는 읽기에 한 심을 증 하기 한 생각열

기, 2단계 반성  찰  3단계 추상  개념화

단계는 학습자의 선호도를 구체화하기 한 그

림책 읽기, 내용 이해  용과 련 체험 독서 

활동, 4단계 능동  실험단계는 생각과 느낌나

기를 통한 사고의 명료화단계로 구조화하 다.

로그램의 내용은 1) 소외 어린이들이 가지

는 배움과 혜택의 양극화 극복에 도움을 주며, 

2) 어려서부터 책과 친해질 수 있게 해 으로써 

배움의 동기와 호기심을 심어주고 ‘스스로 읽기’

의 습 을 길러주어, 3) 독서문화 함양에 기여하

며 평생학습의 능력을 기르게 하며, 4) 상자들

에게 정 인 자아존 감을 심어주어 읽기능력 

 자기표 과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

록 구성되었다.

(3) 그림책 선정

읽기 부진아가 나타내는 여러 가지 특징  

정서  요인에 을 맞춘 그림책 선정  검

토 차에서는 첫째, 구조가 간단하고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주제나 소재를 선택한 책, 둘

째, 쉽게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책 읽는 습  형

성에 쉽게 동기부여 할 수 있는 책, 셋째, 화 

등 진행자와의 상호작용이 풍부하게 오갈 수 있

는 책, 넷째, 정 인 자아상을 제시해주는 책, 

다섯째,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책을 선정하 다. 특히 듣고, 읽고, 느끼는 

공감각 인 방법으로 책을 즐기면서, 자연스럽

고 편안하게 교육 주제와 내용을 체득할 수 있

는 그림책을 <표 7>과 같이 선정하 다.

4.1.3 로그램 개발(Development)

국 9곳 도서  운 자  강사들의 인

단계
Kolb 나선형 

체험학습 4단계 

체험형 독서 로그램

체험 단계 수업 내용

① 느끼면서 배우는 구체  체험 단계 읽기에 한 심 증
생각 열기

긴장 완화  활동 안내

② 찰하면서 배우는 반성  찰 단계
자신의 선호도 구체화

그림책 읽기, 내용 이해, 용

련 체험 독서 활동③ 생각하면서 배우는 추상  개념화 단계

④ 실제 행하면서 배우는 능동  실험 단계
새로운 상황에의 실험

안의 범  설정, 사고의 명료화
생각과 느낌 나 기

<표 6> Kolb 나선형 체험학습 4단계와 체험형 독서 로그램 구조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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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교육 주제 교육 목표 선정 그림책 교육 내용

1

오리엔

테이션

정 인 

심 갖기

도서 과

만나기

- 로그램 소개  사  상담

- 강사  학생 자기소개하기

- 읽어주는 책 듣기 

2

자신의 장  

발견하고 

자신감 갖기

- 책 읽어주기

- 도서  이용법,  알아보기

- 게임을 통한 로그램 참여 규칙 정하기

3
친 감 

나 기와

흥미유발

나와 다른 

친구의 모습을 

인정하고 

존 하기

나를 소개하기

(사  설문)

- 읽어주는 책 듣기

- 홀로그램 활용 뻥튀기 토끼 액자 만들기 

- 개인별 검사지 작성 - 자아존 감

4

감정을 조 하

여 정 으로 

표 하기

- 읽어주는 책 듣기

- ‘공통  찾기’ 놀이

- 친구들과 둘씩 짝이 되어 달라진 곳 찾기 

5

감정과 

정서 

친구와 

갈등상황 지혜

롭게 해결하기

분노

- 모두 한목소리로 책읽기

- 사고, 감정, 행동 카드 만들기

- 몸놀이 하기

6

친구들과 

갈등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자신의 소 함 

인식하기

- 모두 한목소리로 책읽기

- 말풍선 채우기

- 감정의 공감  형성하기

- 종이비행기 날리기

7

바람직한 

친구 계 

이해하기

- 모두 한목소리로 책읽기

- 주인공 이해하기

- 두려움 지도 그리기

- 두려움 극복 방법 찾기

8
바람직한 

계 익히기

- 모두 한목소리로 책읽기

- 자연으로 소풍가기  흙, 돌, 식물을 활용한 자연놀이

- 자연에 한 느낌을 나 고 동시 쓰기

9
욕구 불만 

해결 방법

- 모두 한목소리로 책읽기

- 하트 쿠션 만들기

10

친사회성 

기술

배우기

가족과 

바람직한 

계 익히기

나 기

- 서로 돌아가면서 같이 책읽기

- 함께 모여 만두 만들기

- 사람들을 하여 함께 나 어 먹기

11 목표 정하기
- 서로 돌아가면서 같이 책읽기

- 그림자극 놀이

12

목표 달성을 

한 노력,

태도 기르기

- 소리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책읽기

- 이야기 나 기

- 력화 그리기

13

건강

생활

삶의 목표 

정하기

신체

(양치질)

- 서로 한목소리로 같이 책읽기

- 우리 몸의 구조, 역할 그리고 방의학 상식 알아보기

14 편식

- 서로 한목소리로 같이 책읽기

- 토마토의 양 알아보기

- 토마토를 활용한 여러 가지 간식 만들어 먹기 

<표 7> 개발 로그램 교육과정별 교육 주제, 교육목표, 선정그림책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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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 을 통해 로그램 실행을 한 역 구분, 

역에 맞는 주제 추출, 확장 가능한 교육과정

을 개발하 다. 한 최종 으로 확정된 교육과

정에서 실제 으로 실행할 교육활동 내용을 선

정하 으며, 반복  수정과 의과정을 거쳐 최

종 으로 수업계획안을 확정하 다. 

4.1.4 로그램 실행(Implementation)

로그램의 실행 계획을 기 로, 로그램은 

2010년 4월 9일에서 10월 2일까지 매주 1회, 

국 각 지역 9곳의 어린이도서 에서 24주에 걸

쳐 실시되었다. 로그램 실행은 주로 방과 후 

3시-5시 사이, 매 회기 당 약 90분에서 100분간 

총 2,400시간 이루어졌다. 

각 회기마다 진행 순서는 도입, 개, 정리 단

계로 구성하 다. 도입 단계에서는 심 증  

단계로써 생각열기를 통한 긴장완화  활동안

내, 개 단계는 구체화  반성  성찰 단계로

차시 교육 주제 교육 목표 선정 그림책 교육 내용

15
건강

생활

삶의 목표 

정하기
운동

- 소리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책읽기

- 함께 뛰어놀기( 래놀이)

- 책 속 놀이 직  해보기

16

친사회성 

기술

배우기

력하기

- 서로 한목소리로 같이 책읽기

- 주인공의 마음을 색깔이나 그림으로 표 하기

- ‘친구를 구하라’ 게임하기

17 공감하기
- 서로 한목소리로 같이 책읽기

- 릴 이 상황극

18 요청하기

- 서로 한목소리로 같이 책읽기

- 이야기 나 기

- 소원 어 나무에 매달기

19

함께

활동하기

통놀이

- 서로 돌아가면서 같이 책읽기

- 여러 가지 악기 만들기

- 여러 가지 악기 소리 듣고 연주하기

20 미술

- 서로 한목소리로 같이 책읽기

- 감자 인형 만들기

- 삶은 감자 먹기

21 건축

- 서로 한목소리로 같이 책읽기

- 다양한 우리나라 집에 해 알아보기

- 함께 집 만들기

22
독서

(연극)

- 소리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책읽기

- 연극놀이: 본 쓰기  배경 꾸미기

23

연극 발표

(사후 설문)

- 로그램 마무리하기

- 개인별 독서생활 습  알아보기

- 검사지 활용

24
- 로그램 발표회

- 친구, 부모님 청 만찬 



17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6권 제3호 2012

써 그림책 읽기, 내용 이해  용과 련 체험 

독서활동, 정리 단계에서는 명료화 단계로써 생

각과 느낌 나 기로 진행하 다. 이 때 련 체험 

독서활동은 그림책을 듣고, 읽고, 느끼는 공․

감각 인 방법으로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만들

기와 그리기,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요리, 자연 

속에서 마음껏 웃고 즐기기, 온 몸으로 표 하

는 몸놀이와 연극 등 다양한 경험들을 활용하여 

책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교육 주제

와 내용을 체득하는 과정으로 구성하 다.

강사들은 상자 개개인의 특성을 사 에 진

단하고, 특성에 따라 하게 응하고자 하

다. 한 국 9곳의 도서  운 자  강사진과

의 기획회의를 통해 로그램의 활동목표와 수

업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있었는지, 각 기 에

서 수업이 어떻게 차이가 있었는지, 교수방법이 

했는지 등을 심으로 각 기 별 로그램 

진행 일지를 기술함으로써 활동을 분석하고, 평

가하여 피드백 하 다(<표 8> 참조). 

4.1.5 로그램 평가(Evaluation)

평가는 상자 성취도 평가(총 평가)  

단원명 물바다
 차시 6차시(90분)

주제 감정

활동목표
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표 할 수 있다.
② 정의 힘을 믿을 수 있다.
③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

비물 A4크기 색상지, 사인펜

활동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유의 /자료

생각열기
( 심 증 )

∙인사나 기
∙책 제목을 가린 후 표지만 보고 제목을 정해본다.

10분

본 활동
(구체화  
반성  성찰)

활동1. 그림책 읽기
-읽기  표지를 살펴보기 
-교사와 학생이 함께 큰 소리로 읽는다.

활동2. 인상 깊은 장면 이야기 해보기
-인상 깊은 한 장면을 각자 정한다.
-자신의 감정을 그림 속 말풍선에 채워 본다.

활동3. 다양한 물의 상황을 그림으로 보면서 자연스럽게 공감 를 형성한다.
-기쁨의 물
-슬픔의 물
-감동의 물
-이별의 물 
-고통의 물

활동4. 감정 해소
-나의 경험을 짧은 로 써본다.
-종이비행기를 어서 하늘을 향해 멀리 날려본다.

10분

20분

20분

20분

활동2.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표 할 수 있도록 편안
한 분 기를 만든 후 기
다려 다.

활동3. 공감할 수 있도록PPT
로 다양한 상황을 보여 
다.

활동4. 종이비행기에 감정을 
실어 날려 보낼 수 있도
록 도움을 다.

마무리
(명료화)

∙수업 느낌을 이야기 나 고 자신의 생각을 명료화한다.
∙ 출한 책을 읽어 오도록 한다.
∙다음 차시 고- 출한 책, 출카드 가져오기

10분

련활동
∙ 물을 주제로 동시 써 보기
∙상상화 그려보기

평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표 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정의 힘에 해 이야기 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지 평가한다.

<표 8> 로그램 운 의 실제( 시: 6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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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내용 방법 기 평가자 피평가자

상자 

성취도 평가

내용  

운  평가
심층 찰 일지 찰

강사

연구자
로그램 상자

출석 출석 결과 결석회수 강사 로그램 상자

로그램 

효과 평가

자가 평가 검사지
자아존 감 검사

: 5  척도

학생

본인
로그램 상자

상자  

강의평가
로그램 일지/ 찰 자유기술식

강사 

연구자
로그램 상자

<표 9> 평가도구의 내용, 방법, 기   평가자

로그램 효과의 평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평가

의 내용, 방법, 기 은 <표 9>와 같다. 상자 성

취도 평가를 해 강사  연구자에 의해 심층

찰일지  출석결과를 통해 내용  운  평

가를 기술하 다. 로그램 효과의 평가를 해 

자가 평가로 정의  역에서의 자아존 감 검

사를 연구 상자들에게 시행하 다. 한 로

그램 진행일지  심층 찰일지를 통해 상자 

 강의 평가를 기술하 다. 

4.2 읽기부진아를 한 체험형 독서 로그램의 

효과 분석

읽기부진아를 한 체험형 독서 로그램이 

읽기부진아의 자아존 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하기 하여 자아존 감의 사 -사후검사 결과

를 분석하 다. 자아존 감 하 요인과 체에 

한 사 -사후에 한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학

업  자아존 감과 사회  자아존 감, 자존감 

체에 한 평균에서 유의수  0.05를 기 으

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업  

자아존 감은 사  평균 3.43으로 사후 평균 3.65

에 비해서 평균이 0.22 증가하여 유의수  0.05

를 기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자아존 감은 사  평

균 3.39로 사후 평균 3.69에 비해서 평균이 0.30 

증가하여 유의수  0.01 기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

존 감 체는 사  평균 3.32로 사후 평균 3.56

에 비해서 평균이 0.24 증가하여 유의수  0.01

을 기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자아존 감  학업  자아존 감의 문항별 

사 -사후에 한 평균을 비교한 결과, 유의수

 0.05를 기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나는 내 성 에 만족한다.’ 문항

으로써, 사  평균 3.42에서 사후 평균 4.02로 

0.6 증가하여 유의수  0.05를 기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사회  자아존 감의 문항별 사 -사후에 

한 평균을 비교한 결과, 유의수  0.05를 기 으

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나는 여

러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2문항이다. ‘나는 다

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에 해 사  평균 

2.32에서 사후 평균 2.96으로 0.64 증가하여, 유

의수  0.05를 기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나는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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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평균 표 편차 t 유의확률

학업

자존감

사 53 3.43 .71
-2.670 .010*

사후 53 3.65 .68

사회  

자존감

사 53 3.39 .75
-2.782 .008**

사후 53 3.69 .71

성격  

자존감

사 53 3.13 .77
-1.913 .061

사후 53 3.36 .73

자존감 체
사 53 3.32 .63

-3.474 .001**
사후 53 3.56 .58

*p<.05, **p<.01, ***p<.001

<표 10> 자아존 감 하 요인  체에 한 사 -사후 평균 비교

학업  자존감 N 평균 표 편차 t 유의확률

나는 내 성 에 만족한다.
사 53 3.42 1.322

-2.654* .011
사후 53 4.02 1.118

우리 부모님은 내 성 에 만족하신다.
사 53 3.21 1.498

-1.823 .074
사후 53 3.62 1.244

우리 선생님은 학습 인 면에서 내 실력

을 인정하신다.

사 53 3.28 1.166
-.622 .537

사후 53 3.40 1.198

내 친구들은 학습 인 면에서 내 실력을 

인정한다.

사 53 2.43 1.394
-1.684 .098

사후 53 2.87 1.481

나는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말 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사 53 3.66 1.372
-.980 .332

사후 53 3.92 1.269

나는 학교 숙제가 힘들지 않다.
사 53 3.51 1.613

.912 .366
사후 53 3.34 1.454

나는 특별히 좋아하는 과목이 있다.
사 53 4.15 1.199

-1.703 .095
사후 53 4.51 .953

나는 학업에서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다.
사 53 3.32 1.298

.200 .842
사후 53 3.28 1.246

*p<.05, **p<.01, ***p<.001

<표 11> 학업  자아존 감 요인에 따른 문항별 사 -사후 평균비교

사  평균 2.83에서 사후 평균 3.45로 0.62 증가

하여, 유의수  0.01 기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표 12> 참조).

<표 13>과 같이 성격  자아존 감의 문항별 

사 -사후에 한 평균을 비교한 결과, 유의수

 0.05를 기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한 문항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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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존감 N 평균 표 편차  t 유의확률

나는 부모님과 계가 좋다.
사 53 4.11 1.296

-.837 .406
사후 53 4.28 1.045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싫다.
사 53 3.53 1.539

-1.421 .161
사후 53 3.91 1.418

나는 친구들과 계가 좋다.
사 53 3.94 1.200

-.504 .616
사후 53 4.04 1.224

나는 따돌림을 당해봤다.
사 53 3.49 1.514

.617 .540
사후 53 3.34 1.605

나는 함께 어울리는 사람은 즐거워한다.
사 53 3.75 1.299

-1.264 .212
사후 53 4.00 1.092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사 53 2.32 1.397

-2.392* .020
사후 53 2.96 1.330

나는 친구 사귀는 것이 어렵다.
사 53 3.00 1.629

-1.079 .286
사후 53 3.32 1.451

나는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사 53 2.83 1.397

-2.739** .008
사후 53 3.45 1.309

p<.05, **p<.01, ***p<.001

<표 12> 사회  자아존 감 요인에 따른 문항별 사 -사후 평균비교

성격  자존감 N 평균 표 편차 t 유의확률

나는 내 성격에 만족한다.
사 53 3.51 1.368

-1.601 .810
사후 53 3.87 1.225

나는 까다롭지 않은 사람이다.
사 53 3.23 1.281

-.673 .504
사후 53 3.40 1.349

나는 이해심이 많은 편이다.
사 53 3.32 1.370

-.078 .938
사후 53 3.34 1.413

나는 화를 잘 내는 편이다.
사 53 2.77 1.515

-.299 .766
사후 53 2.85 1.406

내 친구들은 내 성격이 좋다고 한다.
사 53 2.87 1.468

.558 .579
사후 53 2.75 1.314

어른들은 내 성격이 좋다고 하신다.
사 53 2.96 1.531

-1.539 .130
사후 53 3.36 1.482

나는 밝고 명랑한 편이다.
사 53 3.21 1.405

-.797 .429
사후 53 3.42 1.365

나는 따뜻하고 온화한 편이다.
사 53 2.92 1.412

-1.365 .178
사후 53 3.28 1.246

*p<.05, **p<.01, ***p<.001

<표 13> 성격  자존감 요인에 따른 문항별 사 -사후 평균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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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논의

5.1 결론  논의

이 연구는 읽기부진아를 한 체험형 독서

로그램을 설계․개발하고, 설계된 독서 로그

램을 용했을 때 연구 상자인 읽기부진아들

의 자아존 감의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

고자 하는데 목 이 있다. 연구를 통해서 밝

진 결과를 종합 으로 요약하고 선행연구와 

련하여 의미를 해석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읽기부진아를 한 그림책 

활용 체험형 독서 로그램을 설계, 개발한다. 그

림책은 아이들이 읽는 문학 분야  가장 좋아

하는 분야이다. 다른 분야의 책보다는 그림책이 

아이들의 심과 흥미를 끌기에 합하다. 따라

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책을 이용해 아

이들의 읽기 흥미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요하다. 그림책을 활용하여 체험형 

독서 로그램을 설계하기 해 Kolb의 경험학

습 순환도를 체험형 독서 로그램의 장면에 

용하 으며, 체험의 과정을 통하여 단순한 찰 

정도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의 인지  정서 개

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습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증  ￫ 구체화 ￫ 명료화의 흐

름을 제공하 다. 

둘째, 읽기부진아를 한 체험형 독서 로그

램이 읽기 부진아의 자아존 감을 향상시키는데 

미치는 효과에 하여 검증한 연구 결과, 체 

자아존 감 수가 향상되었고, 하 요인별로 

학업  자아존 감, 사회  자아존 감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읽기부진아를 한 그림책을 활용한 체험형 독

서 로그램은 읽기 부진아의 자아존 감 향상

에 정 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 체험형 독서 로그램이 읽기 부

진 학생의 자아존 감 향상에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독서교육과 독서지도, 독서치

료 등을 연구도구로 사용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도 일치한다. 

5.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후속 연구의 방향과 

방법에 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존 감 향상을 한 능동 인 독서

를 해서는 정 인 독서 경험을 쌓을 수 있

는 환경 구축이 요구된다. 따라서 상자를 둘

러싼 사회  환경과 독서 환경 즉, 한 독서

로그램이 한 장소에서 제공되고, 이를 제

도화시켜 지속 으로 지원한다면 읽기부진아의 

독서태도를 신장시켜 독서습 을 형성하고, 독

서를 통한 자아존 감 향상에 정 인 향을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둘째, 연구 설계 시 사 -사후 검사의 환경조

건을 최 한 동일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이 연

구는 국 6개 도시 8개 도서 에서 등학교 

1~4학년 읽기부진아 113명을 상으로 하 으

나, 실제 분석 상자는 53명이다. 따라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제시하는 데 한 제한

이 있다. 사례수를 확 하고, 사 -사후 검사의 

검사요령  지침 등을 매뉴얼로 제작하는 등 

검사의 환경조건을 동일하게 제시하여 검사에 

한 신뢰도를 높인다면, 효과에 한 좀 더 신

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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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는 실험연구의 체제를 갖추고 

있으나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에 한 사 -사후 

로그램 효과가 아닌 실험집단 내 사 -사후 

로그램 효과에 한 연구로 제한 이 있다. 

앞으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에 한 사 -사후 

설계  특성별 로그램 효과에 한 맞춤형 

로그램 설계를 통해 깊이 있는 실험연구를 한

다면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어린이도서 은 읽기부진아와 같은 소

외된 어린이들의 발달 수   환경에 합한 

체험형 로그램을 운 하기 한 산 확보를 

해 노력하고, 체험형 로그램 개발  운  

문 사서 양성을 통해 도서  서비스의 질  

향상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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