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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에서 교사의 책읽어주기가 

아동의 자아존 감과 독서태도에 미치는 향

곽 길 여(장천지역아동센터 센터장)․공 인 숙(순천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사의 책읽어주기 활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독서태

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봄으로써, 빈곤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독서태도

를 함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상은 순천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 2 학년 재학생 20명으로, 각 10명 

씩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배정되었다. 책읽어주기 활동은 10주간 지속되었으며, 총 30권의 책

을 읽기 전 마음열기, 책읽어주기, 읽은 후 이야기 나누기 및 표현하기의 3단계로 진행하였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아동의 역량지각척도(이주리, 1994)와 초등학생용 읽기태도검사(이성

애, 2003)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아동의 역량지각척도는 인지적 역량, 사회적 역량, 신체적 역

량의 3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6문항,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진다. 아동의 독서태도 검사

는 여가 관련 독서태도 10문항과 학업 관련 독서 태도를 측정하는 6문항, 총 16문항으로 이루어

졌다. 상 아동의 언어적 능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그림 자료를 병행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방

법은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평균, 표준편차, t검증, 그리고 일변량 공분산분

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사의 책읽어주기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

로 인지적 역량과 신체적 역량에서 교사의 책읽어주기의 효과가 나타났으나, 사회적 역량 영역

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책의 내용이 아동의 일상생활을 반영하는 주

제라는 점에서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겠다. 즉, 아동은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리 

경험하고 교사와 또래 아동과의 토론을 통해 자신의 부정적 경험을 승화하는 경험을 할 수 있

었다. 

둘째,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사의 책읽어주기는 아동의 여가적 독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

었다. 그러나 아동의 학업적 독서태도에는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이는 빈곤 아동은 부모와 함

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고, 혼자 지내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지 못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속적 책읽어주기 활동을 통해 아동의 여가적 독서 태도를 높이는 것은 추후 빈곤 

아동의 생활습관 형성에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사의 책읽어주기가 아동의 인지적, 신체적 자아존중감과 

여가적 독서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사가 아동의 발달 수준

과 상황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나누기 활동을 하는 것은 빈곤 아동의 자

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독서태도를 함양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

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