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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활자와 인쇄매체보다 상과 음향매체 그리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에 익숙한 다매체세 인 청소년을 

상으로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로그램을 실행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 이 있다. 효과를 검증하기 

해 학교 1학년 6학 을 실험집단 3학 (104명)과 비교집단 3학 (100명)으로 설정하여 창의성과 독서태도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사 ․사후검사를 실시하 다. 공분산분석(ANCOVA)을 통하여 발달정도를 측정하 으며, 

선정도서의 독서퀴즈 문제를 활용하여 집단 간 선정도서에 한 이해도 차이를 분석하 다. 연구 결과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로그램을 용한 실험집단의 창의성과 독서태도, 선정도서에 한 이해도가 비교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research aims at executing a after reading activity using book trailers for the teenagers, 

and verifying its effects. For the investigation into its effectiveness, 6 classes on the first grade 

in a middle school were divided into 3 classes of an experimental group (104 students) and the other 

3 classes of a comparative group (100 students), and a preliminary and a post test were conducted 

using the measurement tool on creativity and reading attitudes. As the result, the creativity, reading 

attitudes and understanding of the selected books of the experimental group were found to be better 

than those of the comparativ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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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

활자와 인쇄매체가 지식과 정보의 유일한 

달  장 매체 던 과거에 비해 정보통신기술

의 발달로 재는 다양한 경로와 매체를 통해 

지식과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고, 제작  가공, 

공유가 용이해졌다. 한 통신기술과 멀티미디

어 기기의 신 인 발 으로 언제 어디서나 원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으며, 형태도 

인쇄매체뿐만 아니라 상매체와 음향매체 등 

다양화되었고, 선호도와 활용도 면에서도 활자

와 인쇄매체보다 더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실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 온 재 , , 고등

학교 학생들을 상세  혹은 다매체세 라고 

한다. 흥미와 재미를 추구하는 이 세 들은 학

습뿐만 아니라 여가시간에도 인터넷과 멀티미

디어 기기를 극 으로 활용하고 있다. TV시

청뿐만 아니라 게임과 인터넷을 통해 보고 듣

는 것을 즐기는 반면 인쇄매체를 하고 독서

를 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비 은 그에 비

해 어들고 있다.

특히 다매체 시 로의 환 속에서 상매체

의 란함과 재미로 인하여 청소년기에 있어서 

정신  성장과 풍요로운 감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독서의 상은  약화되어 가고 있다. 

각종 매체의 발달로 학생들의 독서에 한 흥

미가 차 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매체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독서에 한 심을 증가

시키기 한 방법으로 북트 일러는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

독서교육에서 요한 것은 양  독서보다 깊

이 있게 읽고 창의 으로 수용하는 질  독서

이다. 청소년의 독서에 한 흥미를 유발시키

고, 질 ․양  측면에서의 독서 활성화를 

해서는 다양한 매체와 멀티미디어기기를 활용

하여 동 상을 제작하는 북트 일러와 같은 새

로운 독후활동 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학생을 상으로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

고,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이 기존의 

독후활동과 비교하여 창의성과 독서태도에 미

치는 효과와 도서에 한 이해도 차이를 규명

하는데 목 이 있다.

1.2 연구의 내용  방법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

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로그램이 학생의 창의성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로그램이 학생의 독서태도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로그램을 용한 집단과 기존의 독후활

동을 실시한 집단 간 선정도서에 한 이

해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제기된 문제에 한 해결책을 찾기 한 연

구방법으로 학생을 상으로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로그램을 개발하여 6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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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시 수업을 실행하 다. 북트 일러를 활용

한 독후활동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하

여 우선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 어 창의

성과 독서태도의 변화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활용하여 사 ․사후검사의 평균 변화 

 사 검사를 공변인으로 하는 공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다음으로 선정도서에 한 이해도

를 측정하기 해 로그램 종료 후 선정도서

의 독서퀴즈를 측정도구로 활용하여 실험집단

과 비교집단의 수 차이를 비교․분석하 다. 

2. 이론  배경

2.1 청소년기의 독서활동과 독후활동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인격형성, 개성발달 

등과 같은 인간 발달과업이 이루어지는 시기이

다.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가장 요한 시기는 

자아정체기라고 일컫는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

다. 청소년기는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신체  

변화, 정신  성숙, 사회  계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독서가 인간에게 미치는 향력은 개인의 운명

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킬 만큼 매우 크다. 특히 

청소년기의 독서는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고력을 발달시키고, 풍부한 상상력을 

키워주어 창의 인 능력을 발 시킨다. 이와 같

이 청소년기의 독서는 바람직한 행동과 건강한 

성격, 올바른 가치 을 형성하는데 많은 향을 

미치고, 인격형성 단계에 있어서 매우 요하다.

독후활동이란 책을 읽은 후에 하는 일련의 활

동을 말하며, 학생들로 하여  독서 후 책속의 

내용에 한 깊이 있는 사고와 반응을 공유하기 

한 활동으로, 책 속의 아이디어, 주제 그리고 

주요 쟁  등에 해 생각하도록 하고, 아이디어

를 면 히 분석하고 종합하기 해서 필요하다. 

이러한 독후활동은 표 방식에 따라 이해 심

의 독후활동, 감상 심의 독후활동 그리고 통합

인 독후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임 규(2005)는 독후활동을 무엇을 알고 깨

달았는지를 알아보는 이해 심의 독후활동, 

을 읽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에 감동했는지를 표

하는 감상 심의 독후활동 그리고 이 두 가

지를 통합 으로 포 할 수 있는 통합 인 독후

활동으로 제시하 다.

기존의 독후활동은 표 방식에 따라 세분되

는 다양한 활동  하나를 선택하여, 독서 후 감

상과 느낀 을 단편 으로 표 하는데 심을 

두고 있다. 반면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

동은 제작하는 학생의 유형설정과 의도에 따라 

기존의 다양한 독후활동을 융합하여 표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와 멀티미디어 기기를 활

용하여 제작함으로써 제작 과정에서 흥미와 재

미를 느낄 수 있다. 한 결과물로 완성된 북트

일러는 유튜 에 업로드 후 QR코드로 제작

하여 홍보에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매체에 

익숙한 다매체세 에게 강력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2.2 독서활동의 효과

2.2.1 창의성

창의성(Creativity)은 개념을 정의하는 학자

와 인식의 , 이론  연구 결과에 따라 다양

하게 규정하고 있다. Guilford의 미국심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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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취임연설을 계기로 창의성에 한 연구가 

본격 으로 시작되었다. Guilford(1950)는 창의

력을 “측정 가능한 정신능력이며, 유연성과 다

산성, 독창성으로 표되는 확산  사고를 특성

으로 한다.”고 정의하 다.

창의성은 잠재되어 있는 인지  특성, 정의

 특성 그리고 환경의 세 변인 모두로부터 

향을 받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창의력에 

한 이론은 인지  근, 정의  근  통합

 근으로 나  수 있다.

인지  근은 창의  활동의 기본으로써 사

고 능력과 지식에 을 두고 창의성을 설명

한다. 창의성을 지능의 측면에서 악하여 지

 능력 의 한 특성으로 간주함으로써 인지

 사고를 강조한다. 반면, 정의  근은 창의

성의 근원을 개인이 지니고 있는 정의  특성

으로 악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정신

분석학과 자아심리학, 개인  특성으로 세 가

지 이론으로 나 어진다.

 다른 창의성에 한 근은 창의성에 련

된 요인들을 체계 으로 련지어 체로 이해

하는 거시 인 측면과 미시 인 측면에서 근

할 수 있다. 거시 으로 창의성을 통합한 모습

은 Rhodes(1961)의 4P, 즉, 인간(person), 과정

(process), 산물(product), 환경(press)간의 상

호 계성을 창의성 이해의 틀로 삼고 있다. 창의

 인간, 창의  환경, 창의  과정, 창의  산물

인 4P는 서로 향을 주고받으면서 지속 인 변

형의 과정을 거치는 역동 인 상호작용을 한다. 

그 다음으로 미시  에서의 통합 창의성은 

한 인간의 창의성을 여러 측면에서 악하여 통

합하는 것이다. 창의성은 인간의 동기와 태도, 

능력, 기법 등 다양한 면으로 정의된다.

박병기(1998)는 MAPS 4A모형으로 설명

하 다. MAPS는 창의  동기(Motive), 창의

 태도(Attitude), 창의  능력(Potency), 창

의  기법(Skill)을 의미한다. MAPS 4A모형

에서 창의  인간의 모습은 창의  동기가 활

성화되고, 창의  태도를 수용하며, 창의  능

력을 발 할 뿐만 아니라, 창의  기법을 습득

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 연구에서는 박병기의 MAPS 4A모형을 

심으로 창의성을 창의  동기, 창의  태도, 창의

 능력의 3개 요인으로 나 고, 각 요인별 하

요소를 호기심, 집요성, 유창성으로 세분하 다. 

2.2.2 독서태도

독서태도란 태도의 상을 ‘독서’로 하고 있으

며, 즉 독서에 한 태도를 말한다. Smith(1989)

는 독서태도를 ‘독서를 더 하거나 덜하도록 만

드는 감정과 정서를 동반한 마음의 상태’라고 

정의하 다. 옥정인(1999)은 독서태도를 ‘독자

가 독서 상황을 했을 때 그 상황에 근하느

냐, 회피하느냐에 한 일 된 감정으로 경험에 

의해 학습된 것’이라고 하 으며, 김연경은 독

서태도를 ‘독서와 독서 상황에 하여 일 성 

있는 반응을 나타내는 정의 ․행동  감정 상

태’라고 정의하 다.

독서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요인들 

간의 상호 작용 과정에 한 본격 인 연구는 

Mathewson에 의해 시작되었다. Mathewson 

(1994)은 독서태도에 향을 미치는 핵심요인

으로 ‘근본 개념’과 ‘설득  의사소통’을 제시하

고, 부차  요인으로 개인의 독서 경험에서 

비롯되는 인지 , 정서  만족감을 들고 있다.

Mckenna(1994)는 Mathewson의 연구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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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요인

독서행동
독서 행동에서 감정  만족이나 인지  만족을 느끼게 되면 독서에 한 정 인 태도가 
강화된다.

독서목 독서를 통해 어떤 목 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독서에 한 정 인 태도는 강화된다.

독서의 결과
독서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믿음은 독서에 한 자신감과 독서에 한 부정 인 인식을 감소시켜 
정 인 태도를 강화한다.

환경
요인

가정의 독서환경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읽기, 쓰기, 화하기, 읽은 것에 해 이야기하기, 부모의 독서행 , 
읽을거리 등을 포함한다.

학교의 독서환경 교사의 독서에 한 태도, 독서 지도 방식, 독서행사와 같은 학교의 정책 등을 포함한다.

사회  독서환경 교육환경, 지역환경, 사회환경, 입시를 포함한 각종 교육 정책 등을 포함한다.

타인의 기 에 한 신념
독자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 독서에 해 가지고 있는 기 나 생각에 한 독자의 신념을 
말한다.

<표 1> 독서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정․보완하여 독서태도가 어떻게 습득․형성

되는가에 을 두고 연구하 다. 그는 독서태

도는 타인의 기 에 한 신념, 결과에 한 신

념, 개인의 독서 경험의 세 가지 요소의 결과로

써 발달된다고 가정하 다. 타인의 기 에 한 

신념은 Mathewson의 주  규범과 연 된 개

념으로 독자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 독서에 해 

가지고 있는 기 나 생각에 한 독자의 신념을 

의미한다.

독서태도는 개인마다 향을 미치는 요인과 

독서상황  성장 과정에서 독서태도에 미치는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연구자들의 이

론을 바탕으로 독서태도에 향을 주는 요인을 

개인  요인, 환경요인, 타인의 기 에 한 신

념으로 구분지어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상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독서

태도의 3가지 요소(정의  요소, 인지  요소, 

행동  요소)와 독서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을 련지어 독서태도의 하 역을 동기․

흥미 역, 기 역으로 선정하 다. 동기․흥

미 역은 독서의 필요성을 느껴 자발 으로 독

서에 몰입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기 역은 독

서를 통해 얻어지는 가치를 기 하는 태도이다.

 3.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로그램 개발

3.1 북트 일러의 개념

3.1.1 북트 일러의 정의와 기능

북트 일러는 화의 고편인 필름트 일

러(film-trailer)에서 유래하 으며, 출간을 앞

둔 서 이나 이미 출간된 서 에 한 독자들

의 심을 끌어내어 책을 구매하도록 설득시키

기 한 목 을 가진 모든 동 상을 지칭한다.

최 의 북트 일러는 C. Feehan의 서 어

둠 속의 심포니(Dark Symphony) 를 한 북

트 일러로 2003년 미국 로스앤젤 스에서 개

최된 서 컨벤션에서 소개되었다. 북트 일러

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2년 반이었지만 북트

일러라는 용어는 2005년 유튜 , 마이스페이

스, 아이필름 등과 같은 사용자가 직  제작한 

비디오를 온라인에서 공유하기 한 사이트에 

업로드 되면서 화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7월 소설가 김 하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의 북트 일러가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언에 의해 제작된 이후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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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일러에 한 심을 갖게 되었다. 이이언이 

자발 으로 제작한 북트 일러는 비디오 술의 

실험성이 강한 상물이었다. 이후 보  수

의 컴퓨터 그래픽이나 사진 자료, 자 인터뷰 

등을 활용하던 단계에서 실사 화나 뮤직비디

오 같은 수 으로 진화하고 있다. 

소설가 정유정의 ‘7년의 밤’은 북트 일러 활

용의 표 인 성공 사례이다. ‘7년의 밤’ 북트

일러는 발행과 동시에 공개되어 출간 한 달 

만에 7만부가 매되는데 큰 역할을 하 다. 이

듯 북트 일러는 아날로그인 책으로의 근

통로를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 열어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도서출 에도 콘텐츠 제작자

와 멀티미디어 로듀싱을 한 출 디 터가 

필요한 시 가 되었다.

북트 일러의 주요 기능은 사람들로 하여  

출간을 앞둔 서 이나 이미 출간된 서 에 한 

심을 형성하고 책을 구매하도록 독려하는 것

이다. 문자보다 상물을 선호하고 트 터나 페

이스북 등과 같은 SNS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디

지털 세 들을 상으로 하는 바이럴마 에

는 매우 효과 인 홍보도구가 된다. 

3.1.2 북트 일러의 유형

북트 일러는 표  략에 따라 <표 2>와 같

이 정지사진형, 인터뷰형, 문자설명형, 스토리

개형, 애니메이션형, 조합형 등의 6가지 유형

으로 나  수 있으며, 이를 요약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3.1.3 북트 일러의 제작과정

북트 일러의 제작과정은 연구자마다 조

씩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Mascia(2012)는 동

상제작 로그램 비하기, 사진자료 수집하

기, 음향자료 수집하기, 수집한 자료 배열하기, 

완성  업로드하기 5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반

유형 설명 장․단

정지사진형
여러 장의 정지사진을 활용하

여 메시지를 달하는 형식

- 메시지의 단순화로 독자들이 메시지에 집 하도록 유도한다.
- 단순한 화면구성으로 독자들의 흥미를 느끼기 어렵게 하거나 답답함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인터뷰형
자, 편집자, 독자 혹은 유명인

을 등장시켜 인터뷰하는 형식
- 출 도서와 련된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서 신뢰성을 높인다.
- 출간도서에 심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으로 심을 끌기 어렵다.

문자설명형
화면에 문자가 나 이션 내용
에 따라 출 하는 형식

- 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문자로 확인시킴으로써 메시지에 집 하도록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문자에 한 집 도가 낮은 상세 의 심을 끌기 어렵다.

스토리 개형
책의 극 인 장면을 화처럼 
촬 하여 제작하는 형식

- 실제 장면으로 독자들의 심을 끌어내는데 용이하다.

- 독자 고유의 역인 등장인물들에 한 자신만의 상상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형
컴퓨터그래픽과 스톱모션 기
법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애니
메이션 형식

- 창의력을 기반으로 차별화가 실 가능하다.
- 독자들의 상상에 한 권리를 어느 정도 유지시킬 수 있다.
- 상물에 익숙한 독자들의 기 를 충족시킬 수 있다.

조합형
의 유형들  2개 혹은 그 이

상을 조합하여 제작하는 형식

- 제작자의 의도와 목 에 따라 다양한 유형을 조합하여 창의 인 유형을 
만들 수 있다.

- 과도한 유형과 기법 조합으로 상이 조잡해 질 수 있다. 

<표 2> 북트 일러의 핵심 유형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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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Render(2011)는 7단계로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책의 핵심  내용과 성격을 악

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는 제작의도와 목 , 주된 상자를 

정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는 북트 일러의 개략  계획안이라

고 할 수 있는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네 번째는 북트 일러는 3분 이하로 만들도

록 하고 정 을 어디에 둘지, 상도서의 내용

을 어떻게 달할지 등을 보여  수 있는 본

을 작성하는 단계이다. 

다섯 번째는 북트 일러에 들어갈 목소리와 

음악을 정하는 단계이다. 

여섯 번째는 이미지를 비디오와 정지사진, 

텍스트로 혼합하여 북트 일러를 제작하는 단

계이다. 

일곱 번째는 오디오와 상이 잘 매치 되도록 

주의한다.

지 까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외에서는 

도서 매를 한 수단으로 북트 일러를 활발

하게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

서도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의 경우 북트 일러에 한 연구는 아직 시

작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3.2 독후활동으로써의 북트 일러

3.2.1 독후활동으로써 북트 일러의 특성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은 제작하는 

학생의 의도와 유형설정에 따라 기존의 다양한 

독후활동을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즉 제작

하는 학생의 창의성과 상상력에 따라 표 형식

에 제한이 없고, 다양한 교과에 용이 가능하

다. 북트 일러를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등장

인물의 성격  심리, 작가의 의도를 악할 수 

있다. 북트 일러는 제작활동을 통하여 학생들

의 거리 이해능력, 요 부분을 발췌할 수 있

는 능력과 이야기 재구성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창의성 신장  다양한 멀티미디어기

기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  독서활동 

도구가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독서활동의 결과

물로 나온 북트 일러는 홍보에 활용할 수 있

<그림 1> 기존의 독후활동과 북트 일러 활용 독후활동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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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에서 기존의 독후활동과도 차별성을 지

닌다.

3.2.2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과정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과정은 Render

가 제시한 북트 일러 제작 7단계를 기반으로 

연구자가 비연구로 진행한 수업을 토 로 다

음과 같이 9단계로 나 었다.

1단계는 도서 선정 과정이다. 학생들이 공감

할 수 있는 내용, 메시지와 주제가 뚜렷한 도서

를 탐색하고 선정해야 북트 일러 제작 시 북트

일러의 주제와 방향을 설정하는데 용이하다. 

2단계는 책 읽기, 독서의 과정이다. 독서의 방

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독하는 습 을 갖는 

것이 요하다.

3단계는 체 인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요

약 과정이다. 북트 일러 제작은 선정도서의 

체 인 거리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

어야하며, 주인공의 심리와 자의 의도를 악

하고 북트 일러 제작 의도  유형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4단계는 제작 구상 과정이다. 선정도서에 

한 심층 인 분석과 거리를 바탕으로 북트

일러의 유형과 분 기, 제작 방식을 설정해야 

한다. 

5단계는 스토리보드 작성 과정이다. 북트

일러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선정도

서를 자신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해야 한

다. 이 과정은 학생의 의도에 따라 기존의 독후

활동을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 

6단계는 자료 비 과정이다. 작성된 스토리

보드를 바탕으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이다. 제작하려는 북트 일러의 분 기에 맞는 

사진, 상자료, 효과음, 배경음악을 수집하여

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직  그리거나 촬

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7단계는 북트 일러 제작 과정이다. 스마트

폰과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와 친숙한 다매체

세 가 가장 흥미 있어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8단계는 편집  완성 과정이다. 제작한 북

트 일러를 보다 간결하고, 완성도 있게 편집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선정도서의 주

제나 작가가 독자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9단계는 업로드  QR코드 제작 과정이다. 

이 과정은 완성된 북트 일러를 공유하고 홍보

하는 과정이다. 기존의 다양한 독후활동과 멀티

미디어기기를 융합하여 활용해 제작한 북트

일러는 다매체세 에게 효과 인 홍보도구가 

될 수 있다.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은 9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기존의 

독서활동 역으로 표 할 수 있다. 4단계에서 

7단계까지는 융합  독서활동 역으로, 기존

의 다양한 독서활동을 창의 으로 융합하여 활

용하는 과정이며, 선정도서 거리와 내용, 작

가의 , 등장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심층

으로 이해하는 과정이다. 한, 요한 부분의 

발췌능력과 이야기 재구성능력을 필요로 하

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를 활용하는 과정

이기도 하다. 8단계 편집  완성 과정을 거쳐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의 최종 결과물

이 탄생하고, 9단계를 통해 공유와 홍보에 활

용할 수 있다. 이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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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북트 일러를 활용한 (책․갈․피)독서활동 모형

3.3 로그램 개발과 제작도구

3.3.1 로그램 개발의 목표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로그램의 궁

극 인 목표는 기존의 단편 인 독서활동이 아닌, 

정보통신매체와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 그리고 

기존의 독후활동을 융합 으로 활용하여 북트

일러를 제작하는 새로운 형식의 독후활동 로

그램을 개발하는데 있다. 한, 무조건 으로 많

이 읽는 양 인 독서가 아니라 한 권을 읽더라도 

얼마나 깊이 있게 읽고 창의 으로 수용하는가 

하는 질 인 독서활동에 을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 수행하는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로그램의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질 인 독서에 을 두어 깊이 있게 

읽고, 다양한 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주

고 창의 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둘째, 기존의 다양한 독후활동을 융합하여 활

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다매체 시 의 청소년에게 다양한 멀티

미디어 기기를 활용하여 독후활동과정에서도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한다. 

넷째, 독후활동의 결과물로 나온 북트 일러

를 홍보에 활용하여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

고 독서에 심을 갖도록 한다.

3.3.2 로그램 설계  실행

로그램은 북트 일러 제작 과정에 도움을 

 수 있는 교과목인 국어, 미술, 정보교과의 교

육과정  로그램 진행 계획에 따라 5과정의 

총 12차시로 설계하 다(<표 3> 참조). 

3.3.3 북트 일러 제작 도구

(1) 동 상 제작 로그램

이 연구에서는 이근수(2013)가 제시한 멀티

미디어 도구 선정의 기 을 토 로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선정기 을 설정하 다.

첫째, 북트 일러 제작에 합한 다양한 기

능과 상효과를 포함해야 한다.

둘째, 사용 방법이 학생의 컴퓨터 활용 수

에 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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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수업주제 수업목표 활동내용 활동유형

1

과정

1

차시
북트 일러? 북트 일러의 개념과 유형을 이해한다.

- 북트 일러 정의, 기능, 유형
- 선정도서 소개 
- 모둠정하기

체

2
과정

2
차시

독서활동! 이제 
상으로 만들자!

북트 일러의 개념과 제작과정, 제작 시 주
의할 을 이해한다. 

- 독서활동으로 북트 일러
- 북트 일러 제작과정  제작 시 

주의할 

체

3

과정

3

차시

다양한 

상촬 기법

스마트폰 어 을 활용한 다양한 촬 기법을 

배우고, 익힌다.

- 기본 인 상촬  기법 소개

(스마트폰 어 )
체

4
차시

동 상제작

로그램
워디 터 

워디 터의 기능구성과 장방법, 사진, 

상, 문자, 음악 삽입방법, 효과주기, 편집방
법을 이해한다.

- 동 상 제작 로그램 워디
터 소개

체

5

차시

워디 터 

실습1

장방법, 사진, 상, 문자, 음악 삽입방법을 

익힌다.

- 워디 터 기능구성 살피기
- 장방법
- 사진, 상, 문작, 음악 삽입

모둠

6
차시

워디 터 
실습2

효과주기, 화면분활  편집방법을 익힌다.
- 효과주기
- 화면분할

- 편집방법

모둠

4
과정

7
차시

선정도서
헤치기!

도서의 체 거리 악, 작가의 의도  
을 작성하고 이해한다.

- 거리 이해하기

- 작가의 의도  , 등장인물
(캐릭터)의 작성  발표(토론)

모둠

8
차시

상제작의 설계도
스토리보드

북트 일러의 제작유형을 설정하고, 스토리
보드를 작성한다.

- 북트 일러 제작유형 설정
- 스토리보드 작성

모둠

9

차시

쓰고, 그리고,

자!

작성한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제작에 필요

한 그림, 상, 내용, 음향을 수집, 제작

- 그림 그리기
- 내용 작성하기
- 자료 수집  촬 하기

모둠

5
과정

10
차시

북트 일러 
제작1

작성한 스토리보드와 상제작을 해 수집
한 자료를 조합하여 북트 일러를 제작한다.

- 북트 일러 제작 모둠

11
차시

북트 일러 
제작2

작성한 스토리보드와 상제작을 해 수집
한 자료를 조합하여 북트 일러를 제작한다.

- 북트 일러 제작 모둠

12
차시

우리 모둠은
이 게 

만들었어요!

완성도를 높이고, 유튜 에 업로드하는 방법
과 QR코드 제작하는 방법을 숙지한다.

- 편집 마무리
- 업로드  QR코드 제작

- 제작한 북트 일러 감상

모둠/
체

<표 3> 수업설계안

셋째, 로그램 설치가 간편하며, 학생들이 쉽

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작 방법이 간편해야 한다.

넷째, 상, 사진, 음향, 효과음, 문자 등을 모

두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와 같은 선정기 에 따라 학생들이 쉽게 사

용할 수 있고, 흥미를 유발 할 수 있으며 로그램

에 합한 동 상 제작 로그램 도구로 Cyber 

Link에서 개발한 ‘ 워디 터’를 선정하 다. 

(2) 북트 일러 제작노트

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기존의 다양한 독

후활동을 융합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북트 일

러 제작노트를 구안하여 모둠별로 배부하 다

(<그림 3> 참조). 

북트 일러 제작노트는 총 9장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로그램 12차시 수업 순서에 맞게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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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북트 일러 제작노트 구성

4. 연구의 설계  차

4.1 연구 상  상도서 선정

4.1.1 연구 상

이 연구의 상은 연구자가 근무하는 경기도 

U시 B 학교 1학년 6학 에 소속된 학생들이

다. 2015년 2월 반 배정을 한 배치고사 결과

를 기 으로 학 을 배정하 기 때문에 성 이 

어느 한 학 에 편 되어 있지 않고 고르게 분

포되어 있다.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해 3개 학 은 

로그램에 참여하는 실헙집단으로 구성하

으며, 나머지 3개 학 은 기존의 독후활동을 

용한 비교집단으로 구성하 다. 연구 상의 구

성 비율은 <표 4>와 같다. 

4.1.2 상도서 선정

청소년에게 올바른 독서교육을 하려면 

한 독서 자료를 선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요하

다. 독서교육의 목 과 의의를 만족시킬 수 있

는 독서 자료를 제시해 주어야 하며, 다양한 독

서 활동으로 정확한 단능력, 다양한 , 창

의  사고능력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내

용을 바탕으로 청소년 독서 자료의 선정 기 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흥미를 고려해

야 한다.

둘째, 올바른 가치 과 바람직한 인격 형성에 

도움을  수 있어야 한다.

실험집단 비교집단

학 4반 5반 6반 1반 2반 3반

성별
남 16 16 16 16 17 16

녀 18 19 19 18 17 16

합계 34 35 35 34 34 32

총계 104 100

<표 4> 연구 상의 구성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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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교과 학습이나 특별 활동을 지원해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독서 능력의 향상을 해 개 독서가 

가능해야 한다.

다섯째, 새로운 지식과 정보로 변화하는 시

에 부흥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자  출  황  번역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일곱째, 실에 한 정확한 묘사와 직․간

인 경험과 감동이 가능해야 한다.

상도서 선정을 해 연구자가 재직 인 

학교 국어교사 5명과 신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수석교사와 연구자를 포함하여 총 7명으

로 교보재선정 원회를 구성하 다. 교보재 선

정 과정은 우선 교보재선정 원회를 구성하고, 

상도서 선정기 을 의하고 목록을 구축하

기 한 1차 의회와 내용  분석을 통하여 

교보재를 선정하는 2차 의회를 거쳤다.

4.2 연구 설계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로그램이 

학교 1학년 학생의 창의성과 독서태도에 미

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실험연구의 실험설

계에 근거하여 연구 상을 로그램을 실행한 

실험집단과 기존의 독후활동을 용한 비교집

단으로 나 어 사 ․사후검사를 설계하 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상으로 창의성과 

독서태도 사 검사를 실시하고, 실험집단에게

는 6주간 12차시에 걸쳐 실험처치를 진행하

으며, 비교집단에게는 비교처치를 용하 다. 

실험집단의 실험처치가 종료되는 시 을 기

으로 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상으로 창

의성과 독서태도 사후검사를 실시하 으며, 선

정도서에 한 이해도를 측정하기 해 독서퀴

즈 사후검사를 실시하 다(<그림 4> 참조). 

4.3 분석도구

4.3.1 창의성

연구를 한 창의성 척도는 박병기, 강 숙

(2006)이 창의성의 통합  근에 기 하여 

MAPS 4A모형을 바탕으로 개발하고 타당화

한 척도 91문항과 이정은(1999)이 창의성의 정

의  특성 측정을 해 개발한 학생용 검사지 

30문항, 그리고 김재한(2014)이 개발한 창의성 

검사지 20문항을 토 로 하 다. 연구목 에 맞

게 하 척도를 호기심, 집요성, 유창성 3가지로 

구분하여 각 문항별 5  척도로 반응하도록 작

성하 으며, 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보완

<그림 4>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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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표 5> 참조).

하 척도 문항번호 문항 수 신뢰도

호기심
1, 2, 3, 4, 5, 

6, 7, 8, 9, 10
10 .774

집요성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0 .874

유창성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 .746

합계 1-30 30

 <표 5> 창의성 검사도구의 문항구성  

신뢰도(사 검사)

4.3.2 독서태도

연구를 한 독서태도 검사도구는 주진홍

(2002)이 개발한 검사지 45문항(하 역: 동기

역 15문항, 태도 역 15문항, 습 역 15문항)

과 배경구(2003)가 개발한 검사지 48문항(하

역: 가치 역 16문항, 동기․흥미 역 16문항, 

습 역 16문항), 그리고 Gambrell(1996)이 만

든 검사지 25문항( 정  진술 13문항, 부정  

진술 12문항)을 토 로 연구목 에 맞게 동기․

흥미 역, 기 역으로 2가지 하 역으로 구

분하여 각 문항별 5  척도로 반응하도록 작성

하 으며, 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보완하

다(<표 6> 참조).

하 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신뢰도

동기․흥미

역

1, 2, 3, 4, 5, 

6, 7, 8, 9, 10
10 .767

기 역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0 .843

합계 1-20 20

 <표 6> 독서태도 검사도구의 문항구성  

신뢰도(사 검사)

4.3.3 선정도서 독서퀴즈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선정도서에 한 이

해도를 측정하기 해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

후활동 로그램 종료 후 선정도서의 독서퀴즈

를 측정도구로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하 다. 

선정도서의 독서퀴즈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운

하는 도서 리 로그램 DLS와 같은 사이

트에 있는 독서교육종합시스템에서 문제를 발

췌하여 로그램을 함께 진행한 국어과 교사들

과 의하여 복되는 내용의 문항을 제외하고, 

문제의 난이도를 조 하여 20문제로 축약하

다. 각 문항 당 배 은 5 이며, 총 이 높을수

록 선정도서의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본다.

 5.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로그램 효과 분석

5.1 데이터 수집

5.1.1 수집방법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게 창의성과 독서태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사 검사를 실시하여 1차 

자료를 수집하 다. 그 후 실험집단에게는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로그램을 6주간 12

차시에 걸쳐 실험처지 하 다. 비교집단은 실험

집단과 동일한 선정도서를 읽고 기존의 독후활

동으로 독서감상문을 작성하도록 하 다. 로

그램이 종료되는 시기에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상으로 창의성과 독서태도 측정도구를 사용하

여 사후검사를 실시하 다. 한 선정도서에 

한 이해도를 측정하기 해 ‘독서교육종합시스

템’에 탑재된 독서퀴즈 30문제  20문제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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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용하 다. 

5.1.2 수집 데이터의 처리  분석방법

창의성 검사도구는 창의  동기, 창의  태도, 

창의  능력에 한 3가지 하 역을 호기심, 

집요성, 유창성으로 구성하 으며, 각 하  역

별로 10문항 씩 총 30문항으로 구성하 다.

독서태도 검사도구는 2가지 하 역으로 동

기․흥미 역, 기 역으로 구성하여 각 하  

역별로 10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하 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해 Cronbach's 

alpha 검증을 실시하 다. 한 실험집단과 비교

집단의 창의성과 독서태도 사 검사 결과의 동질

성을 알아보기 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으며,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로그램이 

창의성과 독서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내의 유의미한 차이 검

증은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다. 두 집단 간

의 사 ․사후검사의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기 

해 사 검사를 공변인으로 하는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여 가설을 검증하 다. 이 연구의 실증분

석은 유의수  p<.05에서 SPSS Statistics 19.0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여 산통계 처리하 다.

5.2 데이터 분석

5.2.1 사 검사의 동질성 검사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로그램을 실

시하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창의성 하  

9개 요소별 동질성 검사 결과 모두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동

질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7> 참조).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로그램을 

실시하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독서태도 

하  2개 역별 동질성 검사 결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의 동질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8> 

참조).

　 집단 N 평균 표 편차 t p

호기심
실험집단 104 10.98 1.90

-.493 .623　
비교집단 100 10.85 1.89

집요성
실험집단 104 10.38 2.20

-.893　 .373　
비교집단 100 10.11 2.03

유창성
실험집단 104  9.95 1.95

-.412 .680
비교집단 100  9.84 1.92

<표 7> 창의성 사 검사의 동질성 검증

　 집단 N 평균 표 편차 t p

동기흥미

역

비교집단 100 16.38 3.88
.295 .769

실험집단 104 16.23 3.35

기 역
비교집단 100 18.10 3.51

.845 .399
실험집단 104 17.69 3.38

<표 8> 독서태도 사 검사의 동질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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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가설검증

(1) 독후활동으로써의 북트 일러의 활용과 

청소년의 창의성 발달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로그램이 

청소년의 창의성 발달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를 악하기 하여 창의성 측정도구를 활용

하 다. 이 연구에서는 창의성의 하 요소는 호

기심, 집요성, 그리고 유창성으로 구분하 으며, 

이에 하여 두 집단 간의 사 ․사후 검사의 

차이를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 다.

(가설 1-1)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로그램은 학생의 호기심에 유의미

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내의 사 ․사후 평균 

차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9>와 같이, 유의

수  p<.05에서 실험집단은 사 검사 평균 10.98

에서 사후검사 평균 11.23으로 0.25 향상된 것

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t=-2.102, p=.037)

를 보 다. 비교집단은 사 검사와 사후검사 평

균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0.07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t=-.493, p=.623)를 보이지 않았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비교를 해 사 검

사  ‘호기심’ 수를 공변인으로 하는 공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0>과 같이 유의하게 

나타나(F=7.053, p=.009), 북트 일러를 활용

한 독후활동 로그램은 학생의 호기심에 유

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검증되었

다. 즉,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로그램

은 학생들의 독서에 한 호기심 증가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2)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로그램은 학생의 집요성에 유의미

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내의 사 ․사후 평균 

차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보기 해 

집단
사 검사 사후검사 집단내 변화

N 평균 표 편차 N 평균 표 편차 t p

실험집단 104 10.98 1.90 104 11.23 1.46 -2.102 .037

비교집단 100 10.85 1.89 100 10.78 1.61 -.493 .623

<표 9> 창의성의 하 역  ‘호기심’의 집단별 평균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호기심(공변인) 274.675 1 274.675 277.510 .000

집단 6.981 1 6.981 7.053 .009

오차 198.947 201 .990 　 　

합계 25212.000 204 　 　 　

수정 합계 483.980 203 　 　 　

<표 10>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호기심’ 공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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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11>과 같이, 유의수  

p<.05에서 실험집단은 사 검사 평균 10.38에

서 사후검사 평균 11.12로 0.74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t=-3.385, p=.001)를 보

다. 비교집단은 사 검사와 사후검사 평균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0.16 향상되었지만, 실험집

단의 변화값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

이(t=-.893, p=.373)를 보이지 않았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비교를 해 사 검

사  ‘집요성’ 수를 공변인으로 하는 공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2>와 같이 유의하게 

나타나(F=19.179, p=.000), 북트 일러를 활

용한 독후활동 로그램은 학생의 집요성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검증되

었다. 즉,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로

그램은 학생들의 집요성에 정 인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3)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로그램은 학생의 유창성에 유의미

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내의 사 ․사후 평균 

차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보기 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13>과 같이, 유의수  

p<.05에서 실험집단은 사 검사 평균 9.95에서 

사후검사 평균 10.64로 0.69 향상된 것으로 나

타나 유의한 차이(t=-3.160, p=.002)를 보

다. 비교집단은 사 검사와 사후검사 평균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0.05로 나타나 유의한 차

이(t=-.412, p=.680)를 보이지 않았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비교를 해 사 검

사  ‘유창성’ 수를 공변인으로 하는 공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4>와 같이 유의하게 

나타나(F=16.405, p=.000), 북트 일러를 활

용한 독후활동 로그램은 학생의 유창성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검증되

었다. 즉,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로

그램은 학생들의 유창성에 정 인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사 검사 사후검사 집단내 변화

N 평균 표 편차 N 평균 표 편차 t p

실험집단 104 10.38 2.20 104 11.12 1.86 -3.385 .001

비교집단 100 10.11 2.03 100 10.27 1.70 -.893 .373

<표 11> 창의성의 하 역  ‘집요성’의 집단별 평균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집요성(공변인) 404.636 1 404.636 342.176 .000

집단 22.680 1 22.680 19.179 .000

오차 237.690 201 1.183 　 　

합계 24039.000 204 　 　 　

수정 합계 678.760 203 　 　 　

<표 12>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집요성’ 공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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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 검사 사후검사 집단내 변화

N 평균 표 편차 N 평균 표 편차 t p

실험집단 104 9.95 1.95 104 10.64 2.05 -3.160 .002

비교집단 100 9.84 1.92 100 9.79 1.80 -.412 .680

<표 13> 창의성의 하 역  ‘유창성’의 집단별 평균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유창성(공변인) 377.310 1 377.310 202.176 .000

집단 30.616 1 30.616 16.405 .000

오차 375.116 201 1.866 　 　

합계 22120.000 204 　 　 　

수정 합계 789.627 203 　 　 　

<표 14>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유창성’ 공분산분석

(2) 독후활동으로써의 북트 일러의 활용과 

청소년의 독서태도 변화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로그램이 청

소년의 독서태도 변화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를 악하기 하여 독서태도 측정도구를 활

용하 다. 이 연구에서의 독서태도는 하 역은 

동기․흥미 역과 기 역으로 구분하 으며, 

이에 하여 두 집단 간의 사 ․사후 검사의 차

이를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 다.

(가설 2-1)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로그램은 학생의 독서태도  동

기․흥미 역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내의 사 ․사후 평균 

차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보기 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15>와 같이, 유의수  

p<.05에서 실험집단은 사 검사 평균 16.23에서 

사후검사 평균 17.34로 1.11 향상된 것으로 나

타났으며, 비교집단은 사 검사와 사후검사 평

균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0.42향상되었지만, 실

험집단의 변화값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

한 차이(t=.295, p=.769)를 보이지 않았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비교를 해 사 검

사  ‘동기․흥미 역’ 수를 공변인으로 하

는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6>과 같이 

유의하게 나타나(F=4.862, p=.029),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로그램은 학생의 

독서태도  동기․흥미 역에 유의미한 효과

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검증되었다. 즉,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로그램은 학생들

의 동기․흥미 역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2)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로그램은 학생의 독서태도  기

역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

이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내의 사 ․사후 평균 

차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보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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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 검사 사후검사 집단내 변화

N 평균 표 편차 N 평균 표 편차 t p

실험집단 104 16.23 3.35 104 17.34 3.09 -1.149 .252

비교집단 100 16.38 3.88 100 16.80 3.58 .295 .769

<표 15> 독서태도  동기․흥미 역의 집단별 평균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동기․흥미 역(공변인) 1373.294 1 1373.294 315.852 .000

집단 21.140 1 21.140 4.862 .029

오차 873.927 201 4.348 　 　

합계 61729.000 204 　 　 　

수정 합계 2261.897 203 　 　 　

<표 16>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동기․흥미 역’ 공분산분석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17>과 같이, 유의수  

p<.05에서 실험집단은 사 검사 평균 17.69에서 

사후검사 평균 18.96으로 1.27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교집단은 사 검사와 사후검사 

평균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0.04향상되었지만, 

실험집단의 변화값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유

의한 차이(t=.845, p=.399)를 보이지 않았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비교를 해 사 검

사  ‘기 역’ 수를 공변인으로 하는 공분

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8>과 같이 유의하

게 나타나(F=17.944, p=.000),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로그램은 학생의 독서태

도  기 역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이

라는 가설이 검증되었다. 즉, 북트 일러를 활

용한 독후활동 로그램은 학생들의 기 역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독후활동으로써의 북트 일러의 활용과 

선정도서에 한 이해도

독후활동으로써의 북트 일러의 활용이 선

정도서의 내용 이해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를 악하기 하여 북트 일러를 제작한 집

단과 제작하지 않은 집단을 비교하 다. 선정

도서에 한 이해도를 측정하기 해 ‘독서교

육종합시스템’에 탑재된 선정도서의 독서퀴즈 

30문제  연구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국어과 

교사들과 의를 거쳐 복되는 질문내용을 제

외하고, 난이도를 조 하여 20문제를 편집․수

정하여 사용하 다. 문항 당 배 은 5 으로 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선정도서에 한 이

해도가 높은 것으로 본다.

6주간(12차시)에 걸쳐 진행한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로그램 종료 후 창의성과 독

서태도의 사후검사와 함께 독서퀴즈 문제를 활

용하여 선정도서에 한 이해도를 측정하 다

(<표 19> 참조). 

선정도서에 한 이해도를 측정하기 해 독

서퀴즈문제를 활용하여 측정한 결과 비교집단

인 1반은 평균 53.2 , 2반 57.5 , 3반 56.8 이

며, 비교집단 3학 의 체 평균은 55.85 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인 4반은 평균 69.2 , 5반 

68.2 , 6반 70.7 이며, 실험집단 3학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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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 검사 사후검사 집단내 변화

N 평균 표 편차 N 평균 표 편차 t p

실험집단 104 17.69 3.38 104 18.96 3.10 -1.841 .067

비교집단 100 18.10 3.51 100 18.14 3.27 .845 .399

<표 17> 독서태도  기 역의 집단별 평균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기 역(공변인) 1329.340 1 1329.340 370.826 .000

집단 64.325 1 64.325 17.944 .000

오차 720.546 201 3.585 　 　

합계 72348.000 204 　 　 　

수정 합계 2084.294 203 　 　 　

<표 18>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기 역’ 공분산분석

비교집단 실험집단

학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총원 34 34 32 34 35 35

학 별 평균 53.2 57.5 56.8 69.2 68.2 70.7

집단별 평균 55.85 69.42

<표 19> 집단별 독서퀴즈 평균 수

평균은 69.42 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과 비

교집단의 집단별 평균에서 실험집단이 비교집

단보다 13.57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북트 일

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로그램을 용한 실험

집단의 선정도서에 한 이해도가 비교집단보

다 높을 것이라는 가설이 검증되었다. 즉,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로그램은 학생들

의 선정도서에 한 이해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

동 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수업에 용하

여 학생의 창의성과 독서태도에 미치는 효과

를 검증하고자 하 다.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로그램은 

도서선정과정, 독서 과정, 거리 요약 과정, 제

작 구상 과정, 스토리보드 작성 과정, 자료 비

과정, 북트 일러 제작 과정, 편집  완성 과정, 

업로드  QR코드 제작 과정으로 총 9과정으로 

구성하 다. 한 기존의 다양한 독후활동을 융

합 으로 활용할 수 있고, 북트 일러 제작의 설

계도 역할을 하는 ‘북트 일러 제작노트’를 구안

하여 학생들에게 모둠별로 배부하 다.

경기도 U시 소재 학교의 1학년 6개 학

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각 3학 으로 창의성

과 독서태도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사 검사를 

실시하 다.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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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험집단의 학생들을 상

으로 도서 활용수업 형식으로 6주간 총 12차

시의 실험처지를 진행하 다. 비교집단은 실험

집단과 동일한 도서를 읽고 기존의 독후활동으

로 독서감상문을 작성하도록 하 다. 12차시의 

로그램이 종료되는 시기에 실험집단과 비교

집단을 상으로 창의성과 독서태도 측정도구

를 사용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 다. 한 선

정도서에 한 이해도를 측정하기 해 ‘독서

교육종합시스템’에 탑재된 독서퀴즈 30문제  

20문제를 발췌하여 사용하 다. 

연구문제에 한 효과 검증을 하여 실험연

구방법으로 실험설계, 집단 사 ․사후검사

로 설계하여 수행하 다. 한 실험집단과 비

교집단의 사 ․사후 평균의 변화  사 검사

를 공변인으로 하는 공분산분석 방법을 실행하

다.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한 양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로그

램이 청소년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

기 해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실험집단과 비교

집단의 사 ․사후 평균의 변화  사 검사를 

공변인으로 하는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

험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창의성의 하 요소

인 호기심, 집요성, 유창성이 향상되었다.

둘째,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로그

램이 청소년의 독서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

하기 해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실험집단과 비

교집단의 사 ․사후 평균의 변화  사 검사

를 공변인으로 하는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독서태도의 하

역  동기․흥미 역, 기 역 모두 향상

되었다. 

셋째,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동 로그

램을 용한 실험집단의 선정도서에 한 이해

도 비교를 해 ‘독서교육종합시스템’에 탑재된 

선정도서의 독서퀴즈 20문제를 편집․수정하

여 평가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실험집단 3학

의 체 평균은 69.42 으로 나타났으며, 비교

집단 3학 의 체 평균은 55.85 으로 나타났

다. 집단별 평균에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13.57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북트 일러를 활

용한 독후활동 로그램을 용한 실험집단의 

선정도서에 한 이해도가 비교집단보다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북트 일러를 활용한 독후활

동 로그램이 특정 독후활동과 비교하여 학생

들의 창의성과 독서태도 측면에서 독서효과가 

우수함을 입증하 다. 그러나 이 연구는 특정 

지역의 은 규모의 학생들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를 가진

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을 상으로 

범 를 확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로그램

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태도나 참

여정도를 찰하는 등의 질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다른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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