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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 tablet PC-based read-
ing program on vocabulary, reading attitude and self-efficacy in children with reading diffi-
culties. To increase positive attitudes toward reading and vocabulary skills, various media 
was used to help improve reading achievement.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5 third 
and fourth graders with reading difficulties, who were randomly divided into three groups: 
a tablet PC-based storybook reading group, a traditional paper-based storybook reading 
group, and a control group not utilizing any storybook reading program. The tablet PC-
based and paper-based reading program were conducted three times per week for 5 weeks 
for a total of 15 sessions. Pre- and post-tests on vocabulary, reading attitude and self-effi-
cacy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reading programs. The test 
scores were analyzed using non-parametric statistical methods. Results: The results indi-
cated that the composite scores of reading attitude and self-efficacy increased in both ex-
perimental groups. There were also significant increases in vocabulary scores for the paper-
based reading group. Conclusion: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regardless of the media 
used, the storybook reading program itself had positive effects on the vocabulary, reading 
attitudes and self-efficacy of children with reading difficulties. While the storybook reading 
program using various media contributed to positive reading attitudes and self-efficacy, 
the paper-based storybook program had positive effects on vocabulary. 

Keywords: Tablet PC, Storybook, Reading program, Reading attitudes, Self-efficacy on read-
ing, Vocabulary

오늘날 우리는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과거

에는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매체들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

운 매체들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교육 및 치료 현장의 모습도 변화

시키고 있는데, 그러한 매체 중의 하나가 태블릿 PC와 같은 모바일 

기기일 것이다. 태블릿 PC는 스마트폰보다 화면의 크기가 더 커서 

학습자들이 시각적으로 보기에 용이하고,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의 기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교과서나 의

사소통 기기로서 활용되기 쉬운 가능성을 더 많이 지니고 있다

(Ryu, 2008). 이와 같은 모바일 기기는 첫째, 시공간적 제약이 없이 

어디에서나 학습자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

는 편재성이 있고, 둘째,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능력에 맞는 내용을 

선정하여 진행속도와 양을 조절함으로써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

능하며, 셋째, 학습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얻고 이로써 

학습능력의 긍정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Traxler, 

2007). 그러나 태블릿 PC 및 전자책과 전통적인 종이책이 학습의 

다양한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까지 일관된 결

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Son (2012)은 일반아동을 대상

으로 태블릿 PC-전자그림책 동화와 종이그림책을 비교하였을 때 

어휘, 단어재인, 읽기이해와 같은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으며, 오히려 종이그림책이 이야기 이해를 촉진하였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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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전자책과 같은 기기에 단어사전기능을 포함시

킴으로써 실험집단으로부터 향상된 어휘점수를 이끌어 내거나

(Korat, 2009), 일반아동 및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그림책과 동

화 읽어주기 어플리케이션 등의 매체를 사용한 결과 어휘를 사용

하는 능력이나, 독해력, 읽기태도와 같은 영역에서 향상되는 효과

가 나타났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은(Cho & Kim, 2013; Park & 

Joo, 2006) 모바일 매체가 지닌 긍정적인 가능성을 여전히 지지하

고 있다. Grimshaw, Dungworth, McKnight과 Morris (2005)도 전

자책에 다양한 일러스트와 성우의 목소리를 삽입하였을 때 아동

들은 종이책에 비해 더 향상된 읽기 흥미도와 더 길어진 독서시간

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태블릿 PC와 같은 

전자책 자체가 가진 효과에 더하여 그것이 포함하는 다양한 기능

의 요소가 어떠한 가에 따라 아동의 어휘나 읽기뿐 아니라 읽기태

도 및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읽기태도란 읽기를 대상으로 좋고 싫음의 평가를 내리고 그러한 

평가에 따라 읽기상황에 접근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반응을 일관되

게 보이는 심리적 경향(Chung, 2006)으로 읽기에 대한 신념이나 의

견, 감정이나 평가, 그리고 실질적인 읽기행동(Lewis & Teale, 1980)

을 모두 지칭한다. 따라서 읽기태도가 좋다는 것은 읽기라는 행위

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면서 읽기행동을 지속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읽기효능감이란 자기 효능감의 정의를 읽기

에 적용한 것으로서 읽기와 관련된 아동의 자기 판단이자 읽기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믿음, 혹은 기대를 일컫는다

(Wigfield & Guthrie, 1997). 국내외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결과들

도 읽기태도 및 읽기효능감과 읽기능력 간의 정적인 상관을 보여주

고 있어(Nam, 2010; Schunk & Rice, 1993), 읽기능력이 높고 읽기에 

대한 성공적인 경험이 누적될수록 아동들이 높은 읽기효능감과 좋

은 읽기태도를 갖게 됨을 알 수 있다(Choi, 2009). Schunk와 Rice 

(1993) 또한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32주 동안 독해 및 읽

기전략 훈련을 시행하고 난 후 독해능력과 읽기효능감을 조사하였

는데 읽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을 배운 아동들이 읽기효

능감에도 향상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꾸어 보

면 읽기기술이 낮고 부정적인 읽기경험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아

동의 경우 낮은 수준의 읽기태도 및 읽기효능감을 보일 것이며, 읽

기에 관한 이러한 누적된 태도와 효능감이 읽기에 대한 관심과 동

기를 결과적으로 저하시킬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임상현장에

서 일하는 전문가들은 누적된 실패의 경험과 좌절로 인해 읽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 사례뿐 아니라, 이로 인해 고

착된 읽기에 대한 낮은 신념과 저조한 태도 즉 낮은 효능감이 읽기

과제에 대한 동기를 저하시켜 이후의 읽기학습이나 읽기전략의 개

발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다양한 사례를 접하곤 한다. 효능감은 

행동의 주된 원인이며 학습이나 과제에 대한 반응 역시 이러한 효

능감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Hampton과 Mason 

(2003)도 278명의 학습장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 효

능감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해당 학생들은 비장애 학생들

에 비해 높은 학업적 불안수준과 낮은 자기 효능감 수준을 보였고, 

분석결과 이러한 수준들은 학업성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까지 지속되는 학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효능감뿐 아니라 읽기를 포함한 학업기술에 미치는 

누적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어 해당 영역에 대한 실험적 연구와 

조기 중재의 필요성을 함의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읽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들은 대부분 정상범

주의 지능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이거나 선천적인 다양한 원

인에 의해 적절한 읽기 경험의 기회를 갖지 못하곤 한다. 또한 이로 

인해 누적된 학습 상의 결손과 읽기전략의 부족으로 읽기수준이 

학년에서 요구하는 최저성취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읽기부진이나 읽기장애를 지닌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

행연구들은 이러한 아동들이 부족한 어휘력(Chung, 2011), 낮은 

음운해독력 및 읽기이해력(Kim & Pae, 2012) 및 읽기이해 점검능

력(Kim & Kim, 2006), 그리고 저조한 구문판단능력(Hwang, 2008) 

등의 특성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이들이 반복적으로 경험하

는 읽기 상의 실패가 읽기태도 및 읽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 지에 관해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읽기에 어려움을 보이고, 낮은 읽기태도 및 읽기효능

감을 지닌 아동을 대상으로 태블릿 PC의 장점이 포함된 읽기프로

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어휘력과 읽기태도에 모바일 매체의 긍정적

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Oh (2008)

는 초등학교 1학년 읽기부진아동 4명을 대상으로 멀티동화학습을 

실시하여 어휘력의 증진과 긍정적인 읽기태도 상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Srivastava와 Gray (2012)의 연구에

서는 언어학습장애 청소년에게 진행한 컴퓨터 기반 학습이 종이기

반 학습에 비해 읽기이해나 응답시간에서 일반아동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이 제시한 컴퓨터 기반 

읽기학습은 다양한 사전 및 음향, 애니메이션과 같이 컴퓨터가 포

함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연구에 포

함된 언어장애아동들이 읽기학습이 제시하는 텍스트보다는 그림

에서 더 많은 맥락적 단서를 얻었다고 설명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적 

단서가 포함된 멀티미디어의 사용가능성에 대해 추후 폭넓은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할 여지를 남겼다. 최근 국내에서 진행된 읽기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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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실태와 요구분석에 관한 Lee, Kim과 Park 

(2016)의 연구 또한 읽기중재를 위한 다양한 스마트기기 개발 및 활

용에 대한 성인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여 해당 분야에 관하

여 여러 측면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친숙하게 

느끼는 문학장르로서 교수매체로 활용하기에 용이한 읽기자료인 

동화책을 기반으로(Goldstein et al., 2016; Justice, Skibbe, McGinty, 

Piasta, & Petrill, 2011; Kim, 2006) 태블릿 PC 프로그램을 개발하였

으며, 태블릿 PC를 이용한 동화읽기 활동과 전통적인 동화읽기 활

동에 참여한 읽기에 어려움을 지닌 아동들이 읽기태도 및 읽기효능

감과 어휘력에 유의한 변화를 보이는 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조선대학교 기관생명 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얻어 

진행되었다.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읽

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3, 4학년 아동 15명으로 선정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선정기준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된 불일치모형을 적용하였다(Kim & Go, 2014). 먼저, 해당학교 담

임교사나 부모, 언어재활사로부터 정서, 행동, 감각 및 신체적 영역

에서 결함을 보이지 않으며, 해당영역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적이 

없으나 또래보다 낮은 읽기수준을 보이는 아동을 추천 받았다. 다음

으로 추천된 아동에게 지능검사(K-WISC-III; Kwak, Park, & Kim, 

2001)를 실시하여 동작성 지능이 80 이상인 아동을 대상자로 선별

하였다. 이 기준은 지능지수 80-89를 보통 하로 명시한 임상해석 기

준(Weiss, Saklofske, Prifitera, & Holdnack, 2006)을 참고로 하였

다. 마지막으로, 해당 아동 중 시도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에서 국

어과목의 학업성취도가 60% 미만으로 각 학교에서 읽기부진으로 

판별되었거나(Son, Kang, Kim, & Yang, 2016), 혹은 KISE-BAAT 

(Park, Kim, Song, Jung, & Jung, 2005) 읽기검사 결과 읽기학력지

수가 90 (25%ile) 이하를 보인 아동으로 대상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상 아동을 태블릿 PC를 이용한 동화읽기 프로그램 집단(이하 

TB집단), 전통적인 종이책 동화읽기 프로그램 집단(이하 PB집단), 

그리고 동화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 통제집단(이하 NB집

단)의 세 집단으로 각각 5명씩 무선할당 하였다. 대상 아동의 평균

연령(표준편차)은 TB 9세(.64), PB 9세(.18), NB 9세(.26)이었으며, 

모든 대상 아동의 평균 읽기학력지수(표준편차)는 TB 89.80 (5.54), 

PB 90.60 (10.74), 그리고 NB 86.80 (8.44)이었다. 

연구 및 중재 도구 

읽기태도 및 읽기효능감 검사지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읽기태도 및 읽기효능

감 검사문항을 작성하였다. 

먼저, 읽기태도 및 읽기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Choi, 2009; Lee, 

1999)를 참고하여 검사문항을 구성한 후, 초등학교 3, 4학년 일반

아동 10명과 읽기부진아동 2명을 대상으로 1차 예비검사를 실시하

였다. 이를 통해 아동들이 검사문항을 모두 이해하는지, 검사 시 5

점 척도에 맞게 표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하여 문항을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언어병리학 박사과정 3인에게 의뢰하여 검

사문항의 적절성을 확인한 후 수정 및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언

어병리학과 박사 및 교수 5인, 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언어재활사 3

인, 특수교육학과 교수 2인 총 10인에게 제작한 검사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의뢰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증문항은 5점 척도

로 제시하였으며, 응답한 척도 당 .25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 

결과, .91의 높은 내용 타당도를 얻을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제작된 

읽기태도 및 읽기효능감 검사지는 11개의 읽기태도 검사문항과 17

개의 읽기효능감 검사문항으로 총 28개 문항(5점 척도)으로 구성

되었으며, 읽기태도와 읽기효능감에 관한 검사문항의 순서는 구분

하지 않고 무선적으로 배치하였다. 해당 검사지는 Appendix 1에 제

시하였다. 

태블릿 PC 전자책과 종이책을 이용한 동화읽기 프로그램

태블릿 PC를 이용한 동화읽기 프로그램(TB)과 전통적인 종이

책을 이용한 동화읽기 프로그램(PB)을 진행하기 위해 연구자가 아

동의 읽기수준에 적합한 전자책을 개발하였다. 태블릿 PC는 애플

사에서 출시한(국내출시 2011년 4월) 아이패드2 (iPad2)를 사용하

였으며, 전자책은 종이책을 스캔한 후 책 목록, 책갈피, 전체 페이지 

상에서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는 기능, 글자 확대 및 사전 찾기의 

다양한 시각적 기능을 종이책과 차별화된 기능으로서 포함시켰다. 

또한, 전자책에는 화면에 사전 찾기 아이콘을 만들어 네이버 국어

사전으로 연결하여 찾도록 하였으며, 종이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전을 찾아보는 활동을 진행하도록 구성하였다. 

동화읽기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상 아동

들의 읽기수준을 고려하여 2013년 개정된 2학년과 3학년 초등 국

어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었으나 아동이 아직 접해보지 못한 동화책

들을 1차로 다수 선정하였다. 이후 초등학교 3학년 읽기부진아동 2

명을 대상으로 4회기에 걸쳐 해당 동화책들의 적절성과 이해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너무 쉽거나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 동화를 제

외하였고 최종적으로 총 5권을 선택하여 해당 동화를 바탕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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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책을 제작하여 동화읽기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동화읽기 프로

그램은 Kim (2006)이 사용한 동화읽기활동 과제를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진행하였으며, 한 주에 하나의 동화책에 대해 프로그램

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동화책의 

목록과 한 주 동안 진행하는 3회기의 동화읽기 프로그램의 목표 및 

내용은 Appendix 2에 제시하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동화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실험집단은 TB와 

PB집단(각 5명)이며, 통제집단은 동화읽기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

는 NB집단(5명)이었다. 동화읽기 프로그램은 총 5주 동안(주 3회, 

회 당 30분) 총 15회기로, 방과 후 활동시간에 교실이나 치료실의 조

용한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다. 동화읽기 프로그램 진행자

는 연구자와 연구보조자 4인으로, 모든 연구참여자가 IRB교육을 

이수하였다. 모든 연구보조자들은 12회에 걸쳐 검사 및 프로그램

의 진행, 결과분석에 관하여 훈련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연구에 미

칠 수 있는 중재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자와 연구보조

자 4명이 모든 대상아동들을 한 주씩 교대로 만날 수 있도록 스케

줄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아동마다 프로그램의 첫 

회기에는 태블릿 PC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약 5분간 연습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선별검사 시와 프로그램의 마지막 회기에 읽기

태도 및 읽기효능감 검사와 수용 ·표현어휘력검사(REVT; Kim, Hong, 

Kim, Jang, & Lee, 2009)를 사용한 어휘력 평가를 진행하였다. 

자료처리

먼저,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별로 집단 간 읽기태도 및 읽기효능감

과 어휘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Wilcoxon 부

호순위검정(Wilcoxon signed-rank test)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실

험집단(TB+PB)과 통제집단 간에 읽기태도 및 읽기효능감과 어휘

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후 검사 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한 후 비모수적 검정인 Mann-Whitney U-test를 실시

하였고 Bonferroni 방법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교정을 하였다. 통계

분석에는 IBM SPSS ver. 18.0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

램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TB, PB, NB 집단이 보인 사전 및 사후 읽기태도 및 읽기효능감, 

그리고 어휘력검사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어휘력에서 나타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

기 위해 실시한 Mann-Whitney U-검정 결과 사전검사(Z= -.674, 

p= .513)와 사후검사(Z= -.737, p= .513)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2).

또한 사전 및 사후검사 시 각각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읽기태도 

및 읽기효능감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Mann-Whit-

ney U-검정을 실시하였다(Table 3). 분석결과, PB와 TB집단을 하나

Table 1. Pretest and posttest scores on vocabulary, reading attitude and self-efficacy

PB TB NB

Reading attitude and self-efficacy Pre-test 61.20 (20.44) 61.80 (19.98) 88.40 (14.38)
Post-test 67.00 (21.22) 76.00 (21.52) 88.40 (12.86)

Vocabulary: REVT Pre-test 84.20 (9.11) 86.80 (16.82) 88.60 (7.49)
Post-test 91.20 (12.13) 90.70 (12.93) 91.80 (5.4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PB= traditional paper book reading program; TB= tablet PC-based book reading program; NB= no book reading program; REVT= Receptive-Expressive Vocabulary Test (Kim, 
Hong, Kim, Jang, & Lee, 2009).

Table 2. Comparisons of scores on vocabulary in pre-test and post-test

Group Mean 
rank

Sum of 
ranks IQR Mann-

Whitney U

Pre-test PB+TB vs. 7.45 74.50 175.00 (163.00-183.00) 19.5
NB 9.10 45.50

Post-test PB+TB vs. 7.40 74.00 178.00 (170.00-199.00) 19
NB 9.20 46.00

PB= traditional paper book reading program; TB= tablet PC-based book reading 
program; NB= no book reading program; IQR= interquartile range.

Table 3. Comparisons of scores on reading attitude and self-efficacy in pre-
test and post-test

Group Mean 
rank

Sum of 
ranks IQR Mann-

Whitney U

Pre-test PB+TB vs. 6.05 60.50 70.00 (46.00-88.00) 5.50*
NB 11.90 59.50

Post-test PB+TB vs. 6.75 67.50 81.00 (64.00-95.00) 12.50
NB 10.50 52.50

PB= traditional paper book reading program; TB= tablet PC-based book reading 
program; NB= no book reading program; IQR= interquartile range.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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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험집단으로 묶어 통제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사전검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Z= -2.393, p< .05), 사후검

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Z= -1.534, p= .129). 즉, 

사전검사에서 보였던 유의한 차이가 사후검사에 나타나지 않아 사

용한 매체에 관계없이 동화읽기 프로그램이 읽기태도 및 읽기효능

감의 증진에 영향을 미쳤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동화읽기 프로그램이 집단에 따라 어휘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집단별 사전 및 사후검사 점수로 

Wilcoxon 부호순위검정을 실시하였다(Table 4). 그 결과 PB집단의 

어휘력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Z= -2.023, p< .05). 반면, TB집단이 보인 어휘

검사 점수에서는 사전 및 사후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으며(Z= -1.214, p= .225), 동화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은 NB 

집단의 어휘력 점수에서도 사전과 사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Z= -1.625, p= .104). 이는 

지면으로 제시되는 책읽기 경험이 어휘력의 증진에 더 긍정적인 효

과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후 동화읽기 프로그램이 집단에 따라 읽기태도 및 읽기효능감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 탐색하기 위해 집단별 사전 및 사후검

사 점수로 Wilcoxon 부호순위검정을 실시하였다(Table 5). 그 결과 

PB집단의 읽기태도 및 읽기효능감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점수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 -2.023, p< .05). 

TB 집단이 보인 읽기태도 및 읽기효능감 총 점수에서도 사전 및 사

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 -2.023, p< .05). 

반면, 동화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은 NB집단의 읽기태도 및 

읽기효능감 점수는 사전과 사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Z= .000, p=1.000).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사전 및 사후검사별 분석에서 추측할 수 있었던 동화읽기 프

로그램의 효과를 확증하는 결과로서, PB와 TB집단 모두에서 프로

그램이 아동의 읽기태도와 읽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Table 4. Comparisons of pre- and post-test scores on vocabulary in each group

N Mean rank Sum of rank
IQR

Z
Pre-test Post-test

PB 1 0.00 0.00 175 (151.50-182.00) 178.00 (161.50-204.00) -2.023*
4 3.00 15.00
0 - -

TB 1 0.00 3.00 163.00 (147.50-205.00) 174.00 (159.50-207.00) -1.214
4 3.00 12.00
0 - -

NB 1 1.50 1.50 177.00 (164.50-190.00) 181.00 (178.00-195.50) -1.625
4 3.38 13.50
1 - -

PB= traditional paper book reading program; TB= tablet PC-based book reading program; NB= no book reading program; IQR= interquartile range.
*p < .05.

Table 5. Comparisons of pre- and post-test scores on reading attitude and self-efficacy in each group

N Mean rank Sum of rank
IQR

Z
Pre-test Post-test

PB 0 0.00 0.00 61.00 (41.50-81.00) 73.00 (46.00-85.00) -2.023*
5 3.00 15.00
0 - -

TB 0 0.00 0.00 67.00 (42.00-79.00) 81.00 (54.50-95.00) -2.023*
5 3.00 15.00
0 - -

NB 2 2.50 5.00 92.00 (74.00-101.00) 90.00 (76.00-100.00) .000
2 2.50 5.00
1 - -

PB= traditional paper book reading program; TB= tablet PC-based book reading program; NB= no book reading program; IQR= interquartile range.
*p < .05.



https://doi.org/10.12963/csd.17401 http://www.e-csd.org    505

읽기태도 및 읽기효능감에 미치는 동화읽기 프로그램의 영향  •  나수화 외

을 나타내주고 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 4학년에 재학 중이며 읽기에 어려움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아동을 대상으로 태블릿 PC를 이용한 동

화읽기프로그램과 전통적인 종이책 동화읽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아동들의 어휘력, 읽기태도 및 읽기효능감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

나는 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저조한 읽기태도 및 읽기효능감은 

읽기문제의 결과로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읽기에 대한 동기와 태도가 부정적으로 고착됨으로써 이후의 읽기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Hamp-

ton & Mason, 2003). 

연구결과 사전검사에서 PB와 TB집단을 하나로 묶어 NB집단과 

비교한 결과 사전검사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던 읽기태도 및 효능감

의 차이가 사후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전검사에서 나타난 

차이는 연구자가 무선할당을 통해 집단을 배치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사전검사에서 측정한 실험집단 아동의 읽기에 대한 태도와 자

신감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차이

는 적은 대상자 수로 인한 것일 수 있으며, 연구초기 무선할당 시 읽

기태도 및 읽기효능감 검사점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

다. 그러나 흥미롭게 살펴보아야 할 점은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

로 나타난 PB와 TB집단 각각의 사전 및 사후 읽기태도 및 읽기효

능감 점수변화였다. 즉, 사전검사에서 실험집단이 보였던 읽기에 대

한 낮은 태도와 자신감이 어떤 매체를 사용하던 동화읽기 프로그

램을 진행하면서 향상되었으며, 읽기태도와 읽기효능감 검사점수

에 반영이 될 정도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를 사후검사에서 상

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분석결과 동화읽기 프

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은 NB집단에서는 읽기태도 및 읽기효능감 

검사점수에서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읽기태

도 및 효능감에 미치는 읽기 활동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

(Nam, 2010) 및 디지털매체가 읽기태도 및 읽기효능감에 미치는 긍

정적인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Cho & Kim, 2013; Grimshaw 

et al., 2007; Matthew, 1996; Park & Joo, 2006)와 유사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읽기수준에 맞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구성된 

동화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매체가 지면이거나 태블릿 PC인 것과 

관계없이 읽기에 대한 아동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읽기

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설명을 가능케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읽기태도 및 읽기효능감 검사의 문항은 ‘나는 

책을 읽을 때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물어

본다’, ‘책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반복해서 읽는다’ 등

의 적극적인 읽기행동을 함의하며, ‘나는 책을 읽으면 기분이 좋다’, 

‘나는 내가 책을 잘 읽는다고 생각한다’ 등과 같이 내적 판단과 자

신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태블릿 

PC와 같은 매체를 사용한 경우에도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읽기태

도나 효능감과 같은 읽기에 대한 자기판단, 읽기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적 믿음 등에서 변화가 용이함을 보여준다. 실제로 동

화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대상 아동들은 점차 모르는 단어

를 연구자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보거나, 사전을 찾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 ‘이젠 잘 읽을 수 있어요’와 같은 말로 자신감을 드러내는 경

우도 많았다.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TB집단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

았던 어휘력의 증가가 PB집단에서는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면으로 제시된 책읽기 경험이 어휘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최근 관심의 

주제가 되고 있는 읽기매체 개발의 요구를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

가 크다. 즉, 태블릿 PC의 다양한 기능은 책읽기에 대한 흥미와 같

은 정서적인 감정과 태도를 촉진할 수는 있으나, 오히려 새로운 어

휘를 배우고 기억하며 이를 사용하는 데에까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듯 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마도 태블릿 PC가 갖는 멀

티미디어의 다양한 기능이 새로운 어휘를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

을 방해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읽기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을 대상으로 태블릿 PC를 

이용한 동화읽기 프로그램과 종이책을 이용한 전통적인 동화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아동의 읽기태도와 읽기효능감, 그리고 어휘

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읽기태도 및 효능감의 경우 매체와 상관없이 읽기프로그램을 실시

한 경우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어휘력의 증진을 위해서는 태블

릿 PC와 같은 매체보다는 전통적인 종이책이 더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읽기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이 지니는 문제의 원

인이 부정적인 읽기태도나 읽기효능감과 같은 정서적이고 심리적

인 장벽은 결코 아니며 이러한 행동적 특성은 오히려 읽기문제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읽기에 관한 연구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읽기문제가 해독, 읽기유창성, 읽기이해, 어휘력과 같은 읽기

와 관련된 직접적인 요인뿐 아니라 음운인식, 형태인식, 철자인식, 

그리고 추론능력과 집중력과 같은 메타언어적 요소와 실행기능까

지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인지하더라도, 우리

는 읽기문제를 지닌 아동이 긍정적인 읽기태도와 읽기에 대한 높

은 자신감을 지님으로서 읽기과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직면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에도 초점을 맞추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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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매체를 사용할 것인지는 읽기학습의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읽기중재 

어플리케이션이나 매체에 대한 아동과 성인의 높은 선호도는 관련 

조사연구(Lee et al., 2016)에서도 밝혀진 바 있으나, 이러한 매체에 

관한 관심이 실제적인 읽기학습이나 읽기능력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에 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본 연구에서는 대상 아동이 멀티미디어에 노출된 경험

을 통제하거나, 학년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지표

를 이용한 무선할당으로 사전검사 시 읽기태도 및 효능감의 집단 

간 차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이후 이러한 제한점을 수

정하고 좀 더 많은 대상자수를 포함하며 읽기장애나 지적장애와 

같은 특정 장애집단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연구가 진행될 뿐 아니

라 교육적 요소를 풍부하게 적용한 다양한 매체와 애플리케이션

을 적용한 연구가 진행되어 해당 영역에 더 많은 기초자료를 제공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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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초등학생을 위한 읽기태도 및 읽기효능감 검사지

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조금 그렇다; 5=매우 그렇다

    문항 1 2 3 4 5

  1. 나는 책을 읽으면 기분이 좋다

  2. 책을 읽을 때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물어본다.

  3. 나는 국어교과서를 읽는 것을 좋아한다.

  4. 책을 읽을 때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사전을 찾아본다.

  5. 나는 책을 읽을 때 노력할 필요가 없다.

  6. 책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게 되면 기분이 좋다.

  7. 나는 친구들만큼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8. 책을 읽을 때 어려운 점이 있으면 스스로 해결하며 읽을 수 있다.

  9. 나는 책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많다.

10. 나는 이전보다 더 빨리 책을 읽을 수 있다.

11. 나는 책을 읽고 줄거리를 잘 요약할 수 있다.

12. 책에서 배운 내용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13. 나는 친구들보다 책을 더 많이 읽는다.

14. 책을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반복해서 읽는다.

15. 나는 책을 읽을 때 중심 생각을 잘 파악하며 읽을 수 있다.

16. 선생님께서는 나의 독서가 훌륭하다고 생각하신다.

17.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내가 읽은 책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기분이 좋다.

18. 나는 내가 책을 잘 읽는다고 생각한다.

19. 나는 책 읽기가 즐겁다.

20. 앞으로 더 많은 책을 읽고 싶다.

21. 친구들은 내가 책을 아주 잘 읽는다고 생각한다.

22. 가족들은 내가 책을 잘 읽는다고 생각한다.

23. 여러 가지 종류의 책을 읽는 게 더 좋다.

24. 나는 책을 읽을 때 단어를 이전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25. 나는 서점이나 도서관 가는 것을 좋아한다.

26. 나는 책에 나온 등장인물의 성격을 잘 파악하며 읽을 수 있다.

27. 나는 이전보다 책을 더 잘 읽을 수 있게 되었다.

28. 나는 책을 읽을 때 이전보다 도움이 덜 필요하다.

Lee (1999), Choi (2009)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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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동화목록과 동화읽기 프로그램 예시

동화책목록 저자 발행처 및 발행년도

1 이모의 결혼식 선현경 비룡소(2012)

2 도대체 그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호백 재미마주(2011)

3 벼가 자란다. 도토리 보리(2003)

4 재미네 골 홍성찬 재미마주(2003)

5 별이 된 일곱 쌍둥이 신순재 대교출판(2000)

Kim (2006)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음.

영역 목표 내용

1회기: 읽기 글을 소리 내어 읽는다. 1. 손으로 짚어가며 글을 소리 내어 읽는다.

2. 글을 적절하게 띄어 읽는다.

3. 발음에 주의하며 읽는다.

4. 더듬거리지 않고 글을 읽는다.

5. 등장인물이 되어 실감나게 소리 내어 읽는다. 

2회기: 단어 찾아보기 1. 동화책에 나오는 단어들을 알아본다

2. 단어들의 관계를 이해한다.

3. 단어의 의미를 파악한다.

4. 사전에서 새로운 단어의 뜻을 찾아본다.

1. 어휘를 설명하고 알아맞힌다.

2. 예사말과 높임말을 안다.

3. 뜻이 비슷하거나 반대되는 단어를 찾는다(유의어, 반의어).

4. 문맥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유추한다(문맥유추).

5. 글자는 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를 찾는다(다의어 및 동음이의어). 

6. 문장의 빈칸에 맞게 적절한 단어를 넣는다.

7. 가리키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파악한다.

8. 새로운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기본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다(사전 찾기).

3회기: 내용 이해하기 1. 글의 짜임을 안다.

2. 글의 세부내용을 파악한다.

3. 글의 중심내용을 파악한다.

1.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말에 대해 안다.

2. 이야기의 순서에 따라 줄거리를 요약한다.

3. 중요한 문단, 문장, 단어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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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태블릿 PC를 이용한 동화읽기 프로그램이 초등 3-4학년 읽기부진아동의 어휘력, 읽기태도 및 읽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나수화1·정부자2

1말사랑 언어심리상담센터, 2조선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언어치료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태블릿 PC를 이용하거나 전통적인 종이책을 이용한 동화읽기 프로그램이 읽기에 어려움을 지닌 초등

학교 3학년과 4학년 아동의 어휘력, 읽기태도 및 읽기효능감에 유의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읽기태도 및 

읽기효능감은 읽기행동의 주된 요인이며, 읽기학습이나 읽기과제에 대한 반응 역시 이러한 태도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다. 방법: 읽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15명의 초등학교 3-4학년 아동을 5명씩 두 실험집단인 태블릿 PC를 이용한 동화읽기 집단, 전통적인 

종이책을 이용한 동화읽기 집단과 통제집단인 동화읽기를 진행하지 않는 집단으로 무선할당한 후, 5주 동안 총 15회기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전과 후에 대상아동의 어휘력, 읽기태도 및 읽기효능감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점수에 나타난 변화의 추

이를 비모수검정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검사결과 읽기태도 및 효능감의 경우 사전검사 시 나타났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사후검사에서 나타났고, 태블릿 PC와 종이책 프로그램 모두에서 사전사후 점수의 차이가 보여 해당 영역에 유의한 변화가 있

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종이책을 이용한 동화읽기 집단에서 어휘력의 사전 및 사후검사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아동의 읽기수준에 맞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구성된 동화를 활용한 프로그램은 어휘력뿐 아니라 읽기에 관한 아동의 태도에 긍

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태블릿 PC, 종이책, 동화읽기 프로그램, 읽기태도 및 읽기효능감, 어휘력

이 연구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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