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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study the ways to improve reading skills of middle school students through suitable 
reading education. Modern society is information age, in which knowledge and information are 
overflowing. It is a society that requires the ability to select proper information and utilize it. Although 
various information is obtained through various media through the spread of computers and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through industrialization, reading ability is the fundamental ability for 
selecting and utilizing this information. As a result, this study focuses on reading educ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reading skills of middle school students. Reading ability refers to the ability to read and 
understand various passages and reading education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reading 
ability. This paper presents a plan for making reading everyday habit through the method of reading 
education tailored to the interests and right level of middle school students. It also suggests a plan for 
proper reading education for improving reading ability of them. This research figures out that reading 
education is essential for middle school students to improve their reading skills. Various methods of 
reading education contributes developing creative and critical problem-solving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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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는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정보화 시대로 

어떤 정보를 선택하고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

는가에 대한 정보화 능력이 요구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산업화를 거치면서 컴퓨터의 보급과 인

터넷의 발달로 각종 매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선택하고 활

용하기 위한 기본은 읽기 능력일 것이다. 이러한 

읽기 능력은 학교현장에서 국어시간에 배우는 문

학작품 등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읽기 지

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읽기 교과서에 

실린 작품과 연관된 활동을 통한 교육도 이루어

지고 있지만 읽기 교과서에 실린 문학작품은 한

정적이며 전문이 실리지 않은 작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존한 읽기 지도는 효과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읽기 능력은 흔히 말하는 글

자를 읽는 것만이 아니라 글을 이해하는 것이 포

※ 개인정보 표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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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 능력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릴 적 책을 읽는 것에서부

터 시작된 독서교육이 필요하며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독서를 통해 읽기 능력이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 독서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상상력을 기

를 수 있고 주인공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따라서 독

서는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

습 능력 향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독서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정보화 시

대를 살아가는 요즘 청소년들은 독서에 대한 흥

미나 관심이 적어서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맛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무엇보

다 많은 책을 읽어야 하고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하

다. 그것은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독서를 통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고 그러

한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권

의 책을 끝까지 읽지 못하고 대충대충 읽는다면 

문맥을 이해하기 어렵고 책 내용에 대한 질문에

도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

에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독서교육을 통한 읽기 

교육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읽기 능력의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의 기존 연

구들을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독서 실태 분석을 

통한 독서지도 방안 제시(Lee, 1999), 읽기 교재

의 단원 구성 체계를 분석하고 읽기 교육의 바람

직한 방향의 제시(Choi, 2001), 중학교 1학년생들

을 대상으로 한 읽기 전략 지도 프로그램을 통해 

읽기 전략 지도의 효과 제시(Kim, 2002), 읽기 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독서 토의 활동을 통한 

효과 검증(Ahn, 2010), 중학생들의 읽기 발달 양

상의 분석을 통해 읽기 발달 단계를 제시하는 읽

기 교육의 방법(Choi, 2010), 읽기 부진아를 위한 

독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적용한 후 분석(Kim, 
2013), 읽기 효능감과 읽기 능력의 관계를 통해 

읽기 효능감 향상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의 적용

과 분석(Shin, 2016) 등이었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읽기 교육의 방법과 

읽기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한 독서 프로그램이나 독서 토의 활동

을 통해서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의 읽기 영역과 교육 과정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

라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독서교육의 

방향을 통한 독서교육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제시하

는 ‘한 학기에 한 권 읽기’ 프로젝트를 통한 독

서교육을 바탕으로 독서태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방안,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올바른 지도 방법과 방안 및 독서태도가 가

정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기 위한 지도방안을 제시

하는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에 주목하

고자 한다. 읽기 능력은 다양한 지문을 읽은 후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독서교육이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큰 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읽기 능

력이 발달하는 5단계를 통해 중학생 시기의 읽기 

발달의 특징을 바탕으로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읽기 능력 향상과 독서능력의 신장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둔

다.
이에 본 연구자는 먼저 중등 국어교과 과정 중 

읽기 영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읽기와 독서의 연관된 부분을 통해 읽기 교과와 

관련된 독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살펴

본 후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먼저 국어교과의 읽기 영역 

중 중등 읽기 교육과정을 알아본 후 읽기와 독서

영역을 나누어 살펴본다. 다음으로 국어교과에서 

다루는 독서교육의 목표와 교과 학습과 관련한 

독서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읽기 능력 향상

을 위한 독서교육의 방향을 다양하게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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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먼저 읽기 능력이란 무엇이며, 읽기 

영역에서의 독서지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통해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을 제

시하고자 한다.

Ⅱ. 국어 교과의 읽기 영역  

1. 읽기 교육 과정

‘국어’의 교수･학습 내용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Ministry of Education, 2018a). 그 중에서 2015 개

정 읽기 영역의 내용 체계 구성은 읽기 과정의 

일반화된 지식과 교육 내용 요소, 기능이 유기적

으로 관련되어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8a). 
따라서 읽기 과정은 실제로 다양한 글을 접하는 

등 읽기의 생활화 즉 독서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담화, 글, 
작품을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이

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소통하는 데 필요한 기

능을 익혀 국어의 가치와 국어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국어생활을 하는 태도를 기

른다(Ministry of Education, 2018a).’는 국어과 교

육과정의 목표를 보면 알 수 있다. 다양한 글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기능을 익히기 위해서는 독서

교육이 그 바탕이 될 것이다. 
국어 교과의 1차⋅2차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읽기 영역은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독

서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차 교육과정도 1차⋅2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읽기의 개념을 독서까지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4차 교육과정에서는 읽기를 텍스트 읽기로 한정

해 1차~3차 교육과정보다 그 개념이 축소되어 있

다. 그 후 5차와 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읽기 영

역의 개념은 독서를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15 개정 읽기 영역의 내용 체계를 보면 

읽기의 생활화하기를 다양한 유형의 독서활동으

로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어 교과과정의 

읽기 영역은 독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Lee, et al., 2015).
이에 2015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중학교 읽기 

영역의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한 편의 완결된 글

을 읽어 내는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읽기의 

가치와 즐거움을 아는 능동적인 독자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inistry of Education, 2018a). 한마디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읽기 영역은 실생활에서 다양하

게 접하는 읽기 자료를 통해 읽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읽기 능력을 기른다

는 것은 읽기의 가치와 즐거움을 알 수 있도록 

학습자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한 과제의 제시를 

통해 독서활동을 유도하는 것에 있을 것이다.

2 읽기와 독서

읽기는 한마디로 글자의 해독이며 독서는 ‘읽
을 독(讀)’, ‘책 서(書)’가 합쳐 책을 읽는다는 뜻

이다. ‘읽기’와 ‘독서’는 글을 읽는 행위를 나타내

는 말로 표현되는데 흔히 우리는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을 ‘읽기’라고 하기 보다는 ‘독서’라고 사

용하고 있다. 
읽기의 개념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지도하는 

글자 바르게 읽기 즉 문자 읽기와 해독으로 이해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글자를 바르게 읽기, 분

명한 목소리로 소리 내어 읽기, 적절하게 띄어 

가며 읽기 등을 말한다. 읽기의 초기 개념은 글

을 깨치는 것에서 시작된다. 단순히 글을 깨치는 

것에서 시작되어 글을 바르게 분명한 목소리로 

소리 내어 읽는 것까지의 의미 즉 음성화로 그 

개념이 이해된 것이다. 
독서의 개념은 주로 교양, 인격 수양의 차원에

서 책을 읽는 것이라 이해되고 있다. 과거 선조

들이 인격 수양을 위해 글을 읽는 행위를 한 것

에서 독서의 전통을 찾아볼 수 있는데 독서는 인

격 수양과 정서 함양의 차원에서 책을 읽는 것으

로 그 개념이 이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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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읽기와 독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글

을 읽는 행위를 의미한다. 하지만 읽기는 글을 

읽는 것에 있어서 가장 초보적 단계인 문자 읽기

와 해독을 말한다면 독서는 단순히 글을 읽는 것

이라기보다는 교양과 인격의 수양을 위한 읽기까

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Ⅲ. 독서교육

1. 독서교육의 목표

독서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면 제5차 교육과정을 

전후로 하여 독서교육의 목표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Lee, et al., 2015). 제5차 교육과정 이

전 독서교육의 목표는 가치관 교육 중심인 인격

완성이었다면 그 이후로는 읽기 능력 향상으로 

목표가 전환되면서 읽기 기능을 중심으로 한 학

습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살펴본 2015개정 독서 교육과정

의 목표는 ‘다양한 분야의 독서 경험을 통하여 

일상생활과 학습 상황에서 필요한 비판적이고 창

의적인 독서 능력을 기르고 독서 태도를 함양하

며 독서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18b).’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독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고 다양한 독서를 통해 비

판적 사고를 길러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

제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기르는 것에 있다. 결국 교육과정에서 설

정하고 있는 독서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다양한 

유형의 글을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Lee, et al., 
2015). 이러한 독서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를 바탕으로 한 독서지도가 이루어진다면 교육

의 성과 또한 당연히 드러날 것이다.

2. 독서교육 목표 달성과 교육의 성과

독서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양한 유형의 글

을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

르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서지도

의 목표를 설정해 본다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

고 이해하는 독서,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

는 독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독서, 사

회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독서의 측면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정보의 수집과 이해를 위한 것으로 이는 

독서활동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독서이다. 
이러한 독서지도는 학생들이 자료를 수집하면서 

개념을 이해하고 그 개념을 일반화할 수 있으며 

획득한 지식이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첫째, 교과서나 각종 서적 등에 제시

된 정보를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둘

째, 서로 다른 자료를 비교하고 종합할 수 있어

야 한다. 셋째, 수집한 자료에 제시된 정보를 자

신의 기존 지식과 연결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

다. 
다음으로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위한 것

으로 이는 문학 작품을 통해 주인공의 삶을 이해

하고 자신의 생활과 연관 짓는 것은 물론 작품에

서 드러난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

한 독서이다. 이러한 독서지도는 문학 작품을 통

해 작품의 내용과 자신의 실제 생활을 연결 지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첫째, 다양한 주제의 작품

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문학의 특성을 이

해하고 문학 작품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셋

째, 문학작품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평가가 이루

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비판적 분석과 평가를 위한 것으로 

이는 독서 활동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경험이나 

정보, 문제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관

점에서 평가하고 제시할 수 있기 위한 독서이다. 
이러한 독서지도는 독서 활동을 통해 제시된 독

서 자료의 주요 문제, 정보 등을 분석할 수 있어

야 하며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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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이를 위해 첫째, 교과서나 각종 문서 등

에 나타난 정보나 아이디어 등을 분석⋅해석⋅평

가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 범주를 사용하여 독서 자료의 질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개인의 관심이나 흥미에 

따라 관점이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상호 작용을 위한 것으로 

이는 독서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

고 그들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을 기르

기 위한 독서이다. 이러한 독서지도는 독서 활동

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방식을 습

득할 수 있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이를 위해 첫째, 부모나 친

지, 친구 등에게 받은 편지 등의 우편물을  효율

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글쓴이의 

생각과 흥미 등이 나타난 글과 표 등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읽고 토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독서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는 이에 따른 독서지도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독서지도의 목표를 정보의 수집과 이해

를 위한 독서,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위한 

독서, 비판적 분석과 평가를 위한 독서, 사회적 

상호 작용을 위한 독서로 설정하고 교육한다면 

그 성과는 다양한 유형의 글을 정확하고 비판적

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독서교육의 목

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독서교육의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독서지도의 목표 또한 다양한 주제

와 분야의 글을 읽고 비판적인 사고를 길러 삶을 

풍부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3. 교과 학습과 관련한 독서지도

독서교육은 오로지 국어교과만의 영역이라 할 

수 없다. 모든 교과가 고유의 교육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다양한 학습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독서교육도 중요한 학습지도 방법의 하나라는 인

식을 할 필요가 있다(Chun, 2002).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학습방법을 적용한 교과 학습과 관련한 

독서지도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다.
독서는 우선 책을 읽는 것이 목적이며 읽기를 

통한 활동이다. 그렇게 본다면 교과 학습 또한 

다양한 자료의 읽기를 통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독서와 교과 학습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독서와 교과 학습이 읽기를 목적으

로 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관련성이 있다는 것

을 말한다.   
독서교육은 국어교과뿐만 아니라 전 교과의 분

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다. 
물론 국어교과에서의 읽기 지도가 독서교육과 가

장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지만 국어과에서의 읽

기를 통한 지도만으로 독서지도가 충분하게 이뤄

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

과 학습과 관련한 독서지도는 그 중요성이 크다

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독서교육이 교과와 관련

된 학습으로 연계된다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독

서습관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교과를 통한 독서는 수학, 과학, 사회, 가정, 예

술 수업에서 교과 내용과 연관된 다양한 텍스트

를 읽고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심화 확장하도

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Lee, 2012b).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독서교육 

정책 중 중점 추진 목표는 중등학교에서의 교과 

독서교육의 강조이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9). 이는 공적으로 교

과 독서교육이 강조되면서 교육의 목표로 승인되

는 계기가 되었다. 이전의 독서교육은 수업시간

에 학교도서관을 활용하거나 아침 독서, 방과후 

수업을 통한 독서 등을 통해 이를 수행 및 서술

형 평가로 연계하는 활동으로 이어져왔다. 하지

만 수업시간의 독서교육이 수행 및 서술형  평가

까지 반영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의 독서 흥미도

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와 과연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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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청소년기는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

문에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세

상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반을 쌓기 위

한 독서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

의 학교 교육을 통한 독서교육은 당연히 이뤄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독서교육의 목표를 달

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독서교육의 목표는 고등 수준의 독서 능

력을 갖추고 아울러 독서를 즐기는 자율적 독자

를 육성하는 데 있다(Lee, et al., 2015). 청소년 시

기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적 

문식성을 넘어서는 독해 능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창의적이고 합리적 사고를 하는 것은 물론 

독해가 가능한 독서교육은 청소년 독자인 중학교

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교과를 통한 독서교

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2017년도 초⋅중등 독서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을 통해 기존 독서교육 정책의 문제점

을 독후감 쓰기, 경쟁 위주의 독서교육에 치중되

어 학생의 자발성 및 교원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 

독서교육 지원 미흡, 기존 독서 정책이 주로 습

관적 독자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해 학생 맞춤형 

독서교육 지원 미흡,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

활동의 중심인 학교도서관 시설⋅장서의 노후화 

및 운영 인력 부족으로 독서교육  인프라 약화의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18c).

기존 독서교육 정책의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향

도 제시했는데 그것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 강화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독서능력

을 배양하고, 학생과 교사의 자율독서 동아리⋅
연구회의 활성화 추진, 학생의 수요와 수준을 고

려한 독서교육 프로그램 및 도서 관련정보 제공 

활성화와 전혀 읽지 않는 비독자가 독자로, 1달

에 몇 번 읽거나 2~3달에 한 번 읽는 간헐적 독

자가 거의 매일 읽거나 며칠에 한 번 읽는 습관

적 독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노력, 
학교도서관의 환경 개선 및 전담인력 확보로 독

서 친화적 환경 및 지원체제 강화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18c).

이와 같이 교육부에서 발표한 독서교육의 활성

화 계획은 독서교육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비

독자와 간헐적 독자를 변화시켜 습관적 독자로, 
학교도서관의 환경 개선과 인력을 보충하는 지원

을 강화하는 것인데 이는 결국 교과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이라 할 수 있다. 이 계획

에서 밝혔듯이 중등학교의 독서교육 방향이 독서

의 생활화를 통해 평생 독자를 마련하는 것에 기

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교과수업 시간에 독

서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 초⋅중등 독서교육 활

성화 기본 계획’에서도 교과와 연계한 독서활동

의 활성화를 다른 추진과제보다 먼저 제시했다고 

본다. 
이처럼 교과 독서교육이 강조되면서 실제로 학

교 현장에서 교과를 통한 독서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가능해야 할 것이

다. 정책적인 뒷받침이라 함은 학생들이 정규 수

업시간을 통해 교과와 관련된 독서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정책

적인 뒷받침을 통해 정규 수업시간의 교과를 통

한 독서교육이 실행된다면 교과 내용에 대한 이

해와 흥미가 높아지면서 결국 평생 독자로서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에서 교과를 통한 독서교육을 핵심적으

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를 실제 교과과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

요할 것이다. 이에 교과학습 과정에서의 교과 독

서교육의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Park, 2000).
첫째, 단원 학습을 할 때 어휘지도를 위해 교

사와 학생들에게 주요 내용 어휘의 관계를 제시

하는 모형인 Graphic Organizer이다. 
둘째, 교과 학습을 할 때 학생들에게 독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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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안내하고 자료에 제시된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는 모형인 Study Guides이다.
셋째, 텍스트의 구조를 인식하고 활용하기 위

해 텍스트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중점을 

두는 모형인 Text Structure Strategy이다.
넷째는 단원 학습을 할 때 학생들에게 단원의 

내용을 개관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모형인 

Survey Technique이다. 
이와 같이 교과학습 과정에서의 교과 독서교육

의 모형은 내용 어휘 학습, 독서 과제를 통한 주

제에 대한 사고 활성화, 글의 구조에 대한 분석

력 증진,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 증진으

로 교과 관련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핵심이 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Kim, et al., 2011). 이는 

교과 독서교육의 모형인 동시에 텍스트를 독해하

기 위한 기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

에 이를 실제 교과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교과 독

서교육 과정이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과 학습과 관련한 독서지도는 교과와 연계한 

독서활동을 통해 활성화시킬 수 있다. 교육부에

서 추진한 교과 독서교육의 활성화는 교과 연계 

도서를 수업에 도입 및 활용, 학습 주제와 연관

된 도서를 통한 토론 활용, 자기개발 시기를 활

용한 활동 등을 통한 주제 탐구 학습이다

(Ministry of Education, 2018c). 이를 자세히 살펴

보면, 교과 연계 도서를 수업에 도입해 활용하는 

방법은 교과와 관련된 책을 읽고 학생들이 주인

공이나 사건 등에 대해 소개하거나 낭독을 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책에 대한 흥미와 독서 동

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주제 토론의 

활용은 교과와 관련된 책을 읽고 조별 토론이나 

발표를 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교과학습에 대

한 이해는 물론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토론

이나 발표를 통해 표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개발 시기의 활용은 진로나 진학에 관련된 

교과 연계 도서를 읽고 활동을 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진로나 진학에 대한 생각을 정

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과 학습과 관련한 독서지도는 학

생들이 수업과 연계한 도서를 읽고 활용하면서 

단편적 지식이 아니라 배경지식까지 연결해 교과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수업과 연계한 다양한 도서의 활용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가 높아지면서 결국 평생 독

자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Ⅳ. 읽기 능력과 독서교육

1. 읽기 능력

읽기 능력은 한 인간의 정신적인 수행능력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개념을 정의해보면 읽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글을 읽으면서 그 글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읽기 주체인 자신이 성취해야 할 일정 수준의 목

표에 달성하는 능력이다. 
하지만 읽기 능력은 단지 읽기를 수행하는 능

력만이 아니라 여러 일반적 능력이 연합된 양상

이다. 그것은 먼저 글자를 인식하고 책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신체적⋅운동적 능력과 읽기에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인지

적 능력, 읽기와 관련한 지식뿐만 아니라 암묵적 

지식과 관련한 지적 능력과 읽기 기능과 관련한 

능력, 읽기에 대한 동기, 태도, 신념 등의 정의적 

능력으로 구성된 복합적 개념을 말한다(Choi,  
2010).

그러나 이와 같이 읽기 능력을 읽기 수행을 위

한 복합적 능력을 포함한 개념으로 다루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이는 실제로 독자들의 읽기 능

력을 여러 복합적 능력을 통해 파악하기는 어렵

기 때문이다. 읽기 능력은 읽기의 행위가 가능하

도록 이끄는 능력이지만 이를 위해 신체적⋅운동

적 능력이나 인지적 능력, 지적 능력, 정의적 능

력 등이 서로 비슷하게 기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

문에 읽기 능력의 개념을 설명하고 설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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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읽기 능력은 발달단계에 따라 특징을 

보이는데 읽기 능력의 발달을 크게 5단계로 설정

해서 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Choi,  
2010).

먼저 1단계는 기본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이전의 상태로 읽기를 준비하는 단계이며 출생부

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 이전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읽기가 가능해야 해독까지 가능

하기 때문에 이 시기는 글을 읽기 위한 기본적인 

것을 갖추는 시기이다. 이때 글을 읽는 것에 대

한 흥미와 주변 환경의 요인 등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읽기가 가능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읽

기 능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시

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 단계

를 지나야 읽기는 물론 해독까지 가능해지는데 

이때 요구되는 것은 신체⋅인지⋅심리적 성숙이

다. 
먼저 신체적 성숙은 글을 읽기 위해 요구되는 

시각 및 청각 등 기관의 충분한 발달과 책을 들

거나 책장을 넘기는 등 읽기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신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인

지적 성숙은 문자의 변별이나 조합, 인식을 통해 

단어와 의미를 추출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갖

추어져야 하는 것이며 심리적 성숙은 말 그대로 

심리적으로 글을 읽고자 하는 욕구와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갖추어져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신체⋅인지⋅심리적인 성숙은 읽기가 본격

적으로 가능하기 위한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

다. 
다음으로 2단계는 문자 습득은 물론 글을 스스

로 해독할 수 있는 시기이다. 이때는 읽기 능력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 문자의 습득이 거의 

완성되는 것은 물론 해독이 성숙해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읽기가 가능하다. 
보통 초등학교 1학년으로 설정하는데 이 시기에

는 학교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학교나 가정의 

환경 요인 또한 중요하게 작용한다. 읽기는 물론 

해독까지 가능해서 읽기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학습을 위한 읽기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

이다. 
3단계는 읽기가 유창한 시기로 많은 읽기 자료

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때 읽기 자료를 제공하고 

반복적으로 읽게 함으로써 문자 해독은 물론 독

해력 등의 읽기 능력이 유창하게 발달할 수 있

다. 이를 위해 소리 내어 읽기보다는 마음속으로 

읽는 묵독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성숙한 독자가 

되기 위한 방법일 것이다. 소리 내어 읽는 음독

은 입을 통해 글자를 음성화해 이해하는 과정이

라 책을 읽는 속도면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반면 

묵독은 눈을 통해 시각적인 정보를 두뇌로 전달

하기 때문에 빨리 읽게 된다. 이 시기에는 주로 

음독과 묵독이 혼용되는데 묵독이 활발해지면 좀 

더 사고가 깊어진 독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4단계는 묵독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지는 시기로 

읽기가 심화되어 수준 높은 독해 또한 가능하다. 
이 단계는 다양한 텍스트를 읽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 학습을 위한 읽기가 심화되는 시기이

다. 보통 초등학교 중학년 단계를 말하는데, 이때

는 다양한 읽기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두며 묵독을 통해 광범위한 독서가 

가능해진다. 
5단계는 다양한 수준과 관점에서의 독해가 가

능한 시기이다. 이때는 텍스트를 독자가 새로운 

의미로 재구성함으로써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읽

기 능력이 발달하는 단계로 중학교 이상의 시기

를 말한다. 또한 묵독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읽

기가 능숙해지고 수준 높은 독해를 수행할 수 있

게 된다. 
이러한 읽기 발달단계를 거치면 읽기 능력은 

향상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본 연구의 대상인 

중학교 시기의 5단계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중학생 독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읽

기가 가능해 글을 쓴 필자의 의도와 목적을 명확

하게 인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된 내

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적인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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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타당성을 판단함으

로써 읽기의 목적이 분명해진다. 읽기의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것은 읽기의 목적에 따라 중요하거

나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탐색하고 추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읽기 방식은 읽기 목적에 따라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방법을 적용한 수준 높은 

독해의 수준까지 이르게 한다. 중학생 시기에는 

교과와 관련한 독서의 요구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를 접할 수 있는데 

이때 읽기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높은 

수준의 독해가 가능한 단계로 나아갈 것이다. 중

학생 시기에 이러한 발달단계를 바탕으로 읽기 

기능이 단련된다면 읽기 능력은 향상될 것이다.
이와 같이 중학생 독자들의 읽기 발달단계의 

특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읽기 능력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읽기 능력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읽기 능

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원리를 알 수 있다는 점에

서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읽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지

적⋅정의적⋅환경적 요인으로 나누면 먼저 인지

적 요인은 읽기와 읽기의 기본인 독해가 가능하

도록 수행을 돕는 것으로 해독과 독해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읽기의 속도나 질 등을 결정짓

는 발달에 영향을 준다. 이는 음운이나 통사, 구

어와 관련된 언어적인 인지 요인으로 읽기에 영

향을 미친다. 이러한 요인들의 인식을 통해 독자

들은 별 어려움 없이 책을 읽을 수 있고 듣기와 

함께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때 읽기를 수행하는 자신을 스스로 인식하거나 

이해를 조절하는 요인도 필요한데 이는 음운, 통

사, 구어 등의 언어적 인지와 함께 읽기를 성공

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정의적 요인은 왜 책을 읽는지를 알 수 있는 

읽기 동기와 읽기의 행동을 다루는 읽기 태도를 

말한다. 먼저 책을 읽는 것에 있어서 스스로 책

을 선정하고 읽기를 선택하는 것은 읽기 동기가 

수반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읽기 동기

는 왜 책을 읽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는 것은 

물론 꾸준한 독자로 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억지로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 아

니라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기 위한 바탕인 읽

기 동기의 인식은 읽기 발달단계에 중요한 영향

을 끼친다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읽기 태도는 읽기에 대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 읽기 자체를 선택하거나 선택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요인이 먼저 드러난다. 예를 

들어 읽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읽기 자체를 선택하지 않거나 선택했다고 하더라

도 집중해서 읽으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읽기 태도는 책 읽기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읽는 동안을 포

함한 전체 책 읽기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렇

기 때문에 읽기 태도는 읽기 의지와 연관되며 올

바른 읽기 태도는 읽기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다. 그것은 책을 읽는 것에 대해 어떠한 태

도를 지니느냐에 따라 책 읽는 행동의 양상이 달

라진다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읽기 태도는 매우 

중요하며 읽기 발달단계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인은 가정과 학교에서의 

환경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먼저 가정에서의 환

경 요인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경

제적 수준, 부모의 역할, 물리적인 문식성 환경 

등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경제적 수준에 따른 

학업에 있어서 학생들 개인차, 읽기가 중요하다

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부모의 역할, 얼마나 

많은 책을 집에 보유할 수 있는가와 같은 물리적

인 문식성 환경 등이며 이러한 가정적인 환경 요

인은 읽기 능력의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교에서의 환경 요인은 읽기를 지도

하는 교사, 학교에서의 문식성 환경, 읽기를 수행

하는 학급 동료 등을 들 수 있다. 교사는 읽기를 

지도하면서 학생들이 읽기 습관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읽기 발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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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학교에서의 문식성 환경

은 물리적인 교실 환경으로 다양한 책의 보유라 

할 수 있다. 다양한 도서의 보유는 학생들의 흥

미와 관심을 채워줄 수 있다. 학급 동료는 자신

의 읽기 발달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요인이다. 읽기 과제나 성취에 집중

하도록 돕거나 협동적 도전을 하는 선의의 경쟁

이 될 수도 있고, 읽기가 과열되어 성적과 연관 

지어질 때 부정적 경쟁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인지적⋅정의적⋅환경적 요인

은 읽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으로 

존재하는데 이러한 요인들을 인식함으로써 중학

생들의 읽기 능력은 보다 향상될 수 있을 것이

다. 

2. 읽기 영역에서의 독서지도

읽기 영역에서의 독서지도는 교과서 읽기자료

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먼저 2015 개정 고등 국어 교과서(haenaem-edyu)
에서 제시된 구성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Choi, 2017).
먼저 교과서의 소단원 도입의 생각 열기에서는 

소단원 학습을 위해 알아야 할 주요 개념과 지식

을 정리하고 있다. 본문의 읽기 자료는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고 학습 활동은 ‘이
해-목표-적용’의 단계를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때 

목표는 학습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이고 적용은 

이해-목표 단계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 심화 활동

으로 심화된 읽기 자료를 수록하였다. 대단원 마

무리는 ‘한 학기 한 권 책 읽기’를 구성하여 학

생들이 직접 책을 고르고, 고른 책을 읽은 후 활

동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2015 개정 국어 교

과서는 책을 고르는 방법, 독서 일지 작성법, 질

문 생성 등의 활동을 통해 읽기 태도를 점검하고 

성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한편 2015 개정 중학 국어 교과서는 총 9종이 

선정되었다. 그 중에서 천재교육(Park, Young 
-Mok) 교과서에서 제시된 구성과 특징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단원의 길잡이에서는 단원에서 학습할 주

요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고 

소단원 열기를 통해 소단원 학습을 준비하도록 

한다. 본문의 읽기 자료는 본문의 이해-목표도달-
활동-정리-점검의 단계로 이루어져있다. 또한 고

등 국어와 마찬가지로 ‘요약하며 읽기’ 단원에서 

소단원 학습 활동이 끝난 후 ‘한 학기에 한 권 

읽기’를 제시하고 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모둠에서 한 권의 책

을 선정해서 책을 읽고, 전체 내용을 요약한 후 

모둠원들과 감상을 나누게 한다. 이를 바탕으로 

발표 자료를 활용하여 모둠별로 읽은 책을 소개

하고, 친구들의 소개를 바탕으로 자신이 읽고 싶

은 책에 대해 말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개정 국어 교과서의 읽기 영역은 단

원 목표에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최소한의 

작품 내용만 수록되어 있어서 독서활동의 확장을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렇듯 교과서에 부분

적인 작품 내용만 수록된 상황에서 그 작품에 대

한 시대적 배경의 이해나 작품 분석, 주제 등의 

찾아보기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그렇기 때문

에 이러한 상황에서 독서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본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

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

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18c). 이

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통합적 독서 활동

이 필요하다는 계획 아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서는 교육과정 내에 ‘한 학기 한 권 읽기’ 프로

젝트를 제시하면서 독서교육의 강화에 중점을 두

고 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교과서의 짧은 

글 대신 책 한 권을 온전히 국어 수업 시간에 읽

고, 생각을 나누고, 표현하는 방식의 독서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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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수업에 중점을 둔 수업 혁신 프로젝트이다

(Ministry of Education, 2018c). 
기존의 교육과정은 성취기준의 목표에 달성하

기 위한 읽기를 선정하고 있을 뿐 작품의 전체 

글이 아닌 단편적 부분만 제시되어서 겉핥기만 

가능한 독서라 할 수 있으며 독자에게 작품을 감

상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주지 못했다. 오로지 학습목표에 달성하기 위한 

문제해결이라 할 수 있어서 충분한 독서교육이 

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 편의 특정 

부분만 제시된 글을 읽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

라 완결된 한 편의 글을 읽고 여러 차시에 걸쳐 

한 학기 동안 독후 활동이 이루어지는 활동을 제

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학습자

가 스스로 책 한 권을 선정하여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흥미에 맞는 책을 

선정한다는 것은 한 권의 책이나 글을 끝까지 읽

어낼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다양

한 독서 경험을 쌓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결

국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독서교육의 

방향은 한 권의 책이나 한 편의 완결된 글을 끝

까지 읽고 여러 독후 활동을 통해 읽기에 대한 

자신감은 물론 긍정적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읽기 영역에서 독서지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교육과정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혁신 프로젝트인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실제 수업시간에 어떻게 적용하며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은 먼저 독자 

스스로 한 권의 책이나 한 편의 완결된 글을 선

정한다는 면에서 선택권이 보장된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생은 자신의 

관심 분야를 고려하고 읽기 수준에 맞춰 한 학기 

동안 읽을 책을 선정한 후 끝까지 다 읽고 다양

한 독후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교

사는 평소 국어 수업과는 다른 적절한 수업계획

을 세워 여러 차시에 걸쳐 진행되어야 할 수업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책을 선택하고 여러 활동

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교사가 지도

해야 할 몫이다. 
하지만 실제 수업에서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진행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다양한 영역의 성취기준과 통

합한 단원을 구성해서 지도를 하는 것이 효율적

이라 할 수 있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서 제시하는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문법, 문

학의 다섯 영역 성취기준을 ‘한 학기 한 권 읽

기’ 수업으로 끌어와 통합적 성취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학생들이 교과

서가 아닌 스스로 선정한 책이나 글을 읽고 여러 

영역을 활동으로 끌어올 수 있는 통합적인 성취

라는 면에서 성공적인 운영방식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읽기 영역에서의 독서지도는 개정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한 창

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제시된 과정, 특

히 ‘한 학기에 한 권 읽기’ 프로젝트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한 권의 책이

나 한 편의 글을 읽으면서 글 속 주인공과 자신

의 삶을 연결 지어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

은 물론 책이 주는 긍정적 영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독서지도는 새 교육과정이 요구

하는 독서교육의 강화 및 독서 중심의 통합교육

으로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

이번 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 한 결과를 바탕

으로 중학생의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독서교육에 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요즘 중학생들은 밥 먹는 일을 잊을 정도로 인

터넷이나 휴대폰의 활용도가 높다 할 수 있다. 
특히 휴대폰이 필수가 된 현실에서 휴대폰으로 

문자를 주고받거나 게임 등을 하느라 인쇄매체인 



강 다 연

- 816 -

책 읽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대화보다는 휴대폰으로 문자를 주고받고 책을 읽

기보다는 인터넷상의 웹툰이나 동영상을 보는 것

이 일상화되어 인쇄된 책을 읽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학생들에게 알맞은 독서교육은 시급

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독서태도를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독서의 중요성은 당연히 알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야 시작해야할지 잘 모

르는 경우도 있다. 어릴 때는 글보다 그림이나 

만화로 된 책 읽기를 선호하는데 이 시기에 만화

로 이루어진 책만 읽는다면 글의 의미를 파악하

기 어려워지고 인쇄된 책 읽기를 멀리하는 현상

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독서태

도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독서

태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다. 철학

자이며 문학자인 에머슨은 ‘독서는 자신의 미래

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Lee(2005)에 의

하면 인간은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새로운 정

보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길이 바로 독서이며, 
청소년기의 독서는 성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서 성공적인 미래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독서는 특히 청소년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독서태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방안은 ‘책은 

왜 읽어야 하는지’, ‘어떠한 책을 읽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읽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읽

어야 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독서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한다면 공감으로 이어

지게 되고 독서 태도 형성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

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복적 교육에 이어 교과와 

관련된 독서 단원 수업을 할 때 독서 전과 독서 

후에 대한 과제를 통한 수업의 진행이 이루어진

다면 교과 내용을 이해하기에 더욱 효과적일 것

이다. 이를 통해 독서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독서가 생활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책 읽는 환경의 조성이다. 규칙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아침 시간을 활용한 독서법이다. Song(2016)에 의

하면 아침 10분독서는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 시킬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

며, 10분은 부정적이고 불안했던 마음들을 날려 

보내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이처럼 수업 시작 전 

아침 자습시간을 활용한 독서는 집중력이 가장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어서 효과적일 것이다. ‘10
분독서’를 시작으로 점차 늘려 ‘20분독서’로 아침 

자습시간을 활용하게 되면 책 읽는 습관이 정착

될 것이다. 이때 읽은 책을 ‘아침 독서 기록장’에 

기록하게 하면 자신이 책을 읽었다는 것에 대한 

성취감을 맞보게 될 것이다. 또한 책을 읽고자 

하는 동기가 유발되는 것은 물론 선의의 경쟁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책 읽는 환경이 올

바르게 조성된다면 독서가 생활화될 수 있을 것

이다.  
셋째는 책을 읽는 학생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

이다. Yong(2011)에 의하면 칭찬은 사람의 마음

에서 희망이라는 싹을 틔워주고 우리에게 소망과 

자신감을 심어주며 때로는 기적 같은 힘을 발휘

하게 한다. 이에 매일 아침 10분~20분 동안 책을 

읽는다는 것은 독서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

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칭찬

과 격려야말로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칭찬

과 격려는 책을 읽고 싶은 욕구와 동기 유발은 

물론 자신감과 성취감까지 맞볼 수 있는 효과적

인 방법이다. 학교에서의 ‘아침독서’가 자리 잡게 

되면서 독서량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가정에서도 

책을 읽는 것이 정착될 것이다. 책을 읽는 학생

들에게 개별적이거나 공개적으로 칭찬과 격려를 

함으로써 처음에는 칭찬을 받기 위한 독서로 시

작하게 되겠지만 점차 칭찬과 격려에 힘입어 독

서가 생활화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는 학교 도서관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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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2014)에 의하면 도서관의 이용은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향상시킴으로써 청소년의 

독서유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물론 학급문고

의 책이나 가정에서 갖고 온 책이 있지만 학생들

의 독서량이 증가하게 되면 학급문고나 가정에 

구비된 책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

에 학교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면 학생들이 더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

게 되면서 독서가 생활화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방안으로 독서태도가 정착되어 독서

가 생활화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읽기 능력도 향

상되어야 할 것이다.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올바른 지도방법이 필요한데 그 읽기 능

력 향상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책 읽는 방법을 지도하는 것이다. Lee 

(1999)에 의하면 학생들이 책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책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바른 책 읽기 지도의 부족으로 인하여 체계적이

고 능률적인 책 읽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

기 때문에 책 읽는 방법을 지도하는 것은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책을 읽는 방법에는 묵독, 정독, 속독 등이 있

는데 먼저 묵독은 말 그대로 소리 내지 않고 눈

으로 책을 읽는 법을 말한다. 중학생이라면 소리 

내지 않고 읽는 것에 익숙해진 시기라 할 수 있

지만 혹시 묵독을 지도하기에 어려운 학생이 있

다면 묵독의 방법을 알려주고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정독은 학생들이 읽어야 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읽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책의 전체적인 내용과 부분적 내용까

지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

이다. 
속독은 빠른 속도로 글을 읽으면서 글의 내용

까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때 주어진 시

간 안에 정해진 글을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같이 묵독, 정독 

속독 등의 책을 읽는 방법을 지도함으로써 학생

들은 제대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읽기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둘째는 읽기 교과서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Lee 
(1999)에 의하면 좋은 책이 있고, 좋은 환경이 있

어도 그 주체인 학생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전

혀 소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읽기에 대한 부

담을 줄여 학생들이 책을 읽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흔히 읽기 자체에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읽기가 싫어지거나 시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읽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읽기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동화책처럼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교과서가 동화책처럼 읽기 쉬울 

것이다. 아무리 재미있는 내용이라도 교과서라는 

자체가 부담을 주게 되며 문제를 풀기 위한 읽기

가 되기 쉽기 때문에 동화책처럼 편하게 읽는 습

관을 들인다면 교과서도 쉽게 읽어지고 내용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읽기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셋째는 읽기 교과서와 관련된 책을 선정해 읽

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Wang(2014)에 의하면 도

서 선정 과정은 책에 대한 이해, 분석, 평가, 종

합 등 여러 가지 인지적 작용과 독자의 관심·흥
미, 느낌 등의 정서적 요인들이 동시에 개입하기 

때문에 관심·흥미에 맞는 책을 선택하지 못하면, 
즐거운 독서 경험, 몰입 독서 경험을 얻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의 선정은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매 시간 단원마다 교과와 관련된 책

을 읽기는 쉽지 않지만 읽기 교과서에 수록된 원

작과 관련된 도서를 소개해주고 그 책을 읽게 한

다면 국어과 읽기 수업에 더 흥미를 갖게 되면서 

읽기 수업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읽기 능력이 향상

될 것이다. 
넷째는 읽기 수업을 할 때 본문의 내용을 구체

적으로 설명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Wang(2014)에 의하면 특정 과제, 특정 학습 목적

이 주어져 있는 교과 읽기 수업은 관심과 흥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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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다 보면 정작 자신이 얻고자 하는 정보와 

지식을 잘 드러내거나 잘 설명한 것과 과제 활용

도가 높은 부분 등을 놓칠 수도 있다. 그렇기 때

문에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읽기 

자료의 글을 읽으면서 이야기 전개에 있어서 인

물, 시간, 장소에 따른 심리 변화나 숨겨진 뜻, 
문맥이나 행간의 의미, 중심 문단, 순서, 글의 특

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본문을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알게 된 이야기 속의 다

양한 표현들이 읽기 수업과 이어져 이해력의 향

상은 물론 읽기 능력 또한 향상될 것이다.
이처럼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올바른 

지도 방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묵독, 정독 속독 등의 책을 읽는 방법을 지

도함으로써 학생들은 제대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읽기 교과서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편안하

게 읽을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인다면 교과서도 쉽

게 읽어지고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될 수 있

다. 
⋅읽기 교과서와 관련된 책을 선정해 읽도록 

한다면 국어과 읽기 수업에 더 흥미를 갖게 되면

서 읽기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될 수 있다. 
⋅ 읽기 수업을 할 때 본문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은 이야기 속의 다양한 표현들이 읽기 수업

과 이어져 이해력이 향상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기 위

해서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독서교

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독서의 생활화가 정착된

다고 본다. 이에 학교에서 정착된 학생들의 독서

태도가 가정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기 위한 지도방

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과 연계한 독서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방

안은 먼저 학생들의 알림장을 활용하는 것이다. 
Jeong(2014)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의 독서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러한 독서에 대한 관심은 자녀들의 독

서생활 및 독서능력과 연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에서도 알림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모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녀의 독

서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는 독서와 읽기에 관한 사항을 알림장을 통해 학

부모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이

를 통해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독서교육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학생들 또한 부모의 관심 속에 

책을 읽고자 하는 동기가 유발되면서 독서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읽기 능력도 향상될 것이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아침독서’를 통한 내가 읽

은 책의 내역이나 기록장을 학부모들이 점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Jeong(2014)에 의하면 부모

의 역할은 청소년의 독서태도와 독서유효성에 간

접적인 영향까지 미치며, 부모의 역할은 청소년

의 독서유효성과 직결된다. 이에 학부모들이 일

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학생들의 독서 진행 상황

을 확인하고 점검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읽는 종

류의 책이나 독서량 등을 알게 되면서 가정에서

도 지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를 통해 

독서시간이나 독서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읽기 능

력도 향상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읽어야 할 책을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Jeong(2014)에 의

하면 책을 혼자 읽었을 경우 그 책에 대한 정보

는 한 가지 밖에 얻을 수 없는 반면 부모와 함께 

읽고 토론했을 경우의 효과는 배가 되어 자녀의 

독서유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물론 초등학생

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관심과 수준에 따라 스

스로 읽을 책을 선정할 수도 있지만 가정과 연계

된 독서교육을 위해서는 부모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간에 읽을 책을 같이 선정하면서 관심 분야에 대

한 내용이나 자신의 독서 수준에 맞는 책의 선정

에 대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

다. 이를 통해 올바른 독서태도뿐만 아니라 읽기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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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학교에서 정착된 학생들의 독서태도가 

가정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기 위한 지도방안을 정

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독서와 읽기에 관한 사항을 알림장을 통해 

학부모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부

모의 관심 속에 책을 읽고자 하는 동 기가 유발

되면서 독서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
⋅학부모들이 내가 읽은 책의 내역이나 기록장

을 점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학생들의 독서 진

행 상황을 확인하고 점검, 읽는 종류의 책이나 

독서량 등을 알게 되면서 가정에서도 지도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 간에 읽을 책을 같이 선정 하

면서 관심 분야에 대한 내용이나 수준에 맞는 책

의 선정에 대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며 올바른 독서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

Ways to 
settle 

reading 
attitude

-Education about the importance of
 reading
-Creating an environment for
 reading books
-Praise and encouragement
-Active use of the school library

Ways to 
improve 
reading 
skills   

-Teaching how to read 
-Reduce the burden of reading
 textbooks and teach them to read
 comfortably   
-Guide to read books related to 
 reading textbooks

Parental 
instructions 

at home

-Check up by parents on their     
children’s reading

-Check and examine student’s     
reading progress

-Select books to read for parents    
and students read together 

<Table 1> Reading education to improve reading 
skills

Ⅴ. 결 론

본 연구는 국어 교과의 읽기 영역과 읽기 영역

에서의 독서지도를 통해 중학생의 읽기 능력 향

상을 위한 독서교육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로 중학생의 독서 생활화를 위

한 방안 제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

학생들은 독서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

만 책을 읽는 습관이 잡혀있지 않았거나 난이도 

높은 읽기를 접했을 때에는 읽기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

생들이 생활의 일부로 독서를 여길 수 있도록 지

속적으로 책 읽기 훈련을 시켜야 할 것이다. 둘

째, 중학생들의 독후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

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학생들의 독서 

공간 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넷째, 중학생들

이 전자책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도록 전자도서

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 선행 연구들의 결

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책

을 읽는 습관이 잡혀있지 않은 중학생들이 책 읽

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책을 읽는 것에 재미

를 느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Choi(2010)는 

읽기 수행 과정에서 난이도 높은 과제에 부딪히

거나 읽기 몰입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읽기 수행을 지속해 나가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독서

습관이 잡히지 않은 학생들이 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난이도 높은 읽기를 접했을 때

에는 읽기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인식하였다. 
둘째, 중학생들은 독후활동 중에서 특히 독후

감 쓰기를 싫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이에 중학생들

에게 맞는 독후활동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

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Ahn(2010)은 작품을 읽고 

다른 사람들과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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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

과를 얻게 되며,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는 물론 

자신감과 흥미를 갖게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Kim(2002)은 학생들의 독후활동이 대부분 학습지

를 중심으로 한 쓰기 위주의 활동이었다며 말하

기, 그리기 등과 같이 좀 더 역동적인 활동과 통

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도 

다양한 독후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나와 다른 사

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흥미를 갖고 독후활동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인

식하였다.
셋째, 중학생들의 독서 공간 시설의 확충을 위

해 도서관뿐 아니라 찾아가는 도서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Lee(1999)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교양을 

쌓게 해주는 곳, 나아가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자유로운 사고를 벌일 수 있는 장소인 도서관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도 책을 빌려 읽

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독서 공간 시설로 

공공 도서관의 확충은 물론 시간이 절약되는 직

접 찾아가는 도서관 확충의 필요성을 인식하였

다.
넷째, 시대 흐름에 맞는 공간인 전자도서관을 

활용하여 인터넷이나 휴대폰의 사용이 일상화된 

중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인터넷을 이용한 독서지

도 방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Lee(1999)는 전

통적인 도서관의 개념으로는 폭발적인 정보를 수

용하지 못하며, 제공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인터

넷을 이용한 전자 도서관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도 IT세대라 할 수 

있는 중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전자책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전자도서관은 시대 흐름에 맞는 공

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에 맞는 인터넷을 이

용한 독서지도 방법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위와 같은 방안의 실천을 통해 독서를 생활화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실제로 학생들이 책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책을 읽을 수 있는 기

회 제공. 학교 도서관의 전문 사서 교사 인원의 

확충 및 도서관 예산의 증대, 학교 홈페이지와 

연계한 전자 도서관의 운영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독서지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중학생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올바른 독서교

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독서교육은 읽기 교

과 과정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학교교

육 현장에서의 읽기 과정은 단편적으로 독서교육

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

우가 많다. 학교에서의 국어 교육은 단순히 책을 

읽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국어과 읽기 

교육과정과 병행해서 교과 단원과 연계한 독서지

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읽기 교육의 목적은 읽기 

후 활동으로 이어지는 독서지도를 통해 학습자의 

읽기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의 읽기 영역과 관련된 독서지도가 올바르

게 이루어진다면 중학생의 읽기 능력은 분명히 

향상될 것이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 중 읽기 영역은 

‘한 편의 완결된 글을 읽어 내는 독서 경험을 바

탕으로 하여 읽기의 가치와 즐거움을 아는 능동

적인 독자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Ministry of 
Education, 2018a)’는 것을 성취 기준으로 삼고 있

다. 이러한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속

적인 독서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읽기 능력 향상을 통한 독서

교육에 주목하였다. 읽기 능력의 향상이란 다양

한 책의 내용이나 교과서 읽기 영역에 실린 본문

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뒤 문맥의 내용

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본문에 대한 질문에 정확

하게 답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을 말한다.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하더라도 책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독서교

육을 통해 읽기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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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묵독, 정독, 속독 등의 책 

읽는 방법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것이다. 책을 읽

는 방법을 통해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됨으로써 읽기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읽기 교과서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편

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교과서 

자체가 부담을 주지 않도록 편하게 읽는 습관의 

지도를 통해 읽기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

다. 교과서도 쉽게 읽어지고 내용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읽기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셋째, 읽기 교과서와 관련된 책을 선정해 읽도

록 지도하는 것이다. 읽기 교과와 관련된 책을 

읽도록 지도함으로써 읽기 수업에 흥미를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읽기 수업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읽기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넷째, 읽기 수업을 할 때 본문의 내용을 구체

적으로 설명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본

문의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이야기 속에 담겨진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되고 다양한 표현이 읽기 수

업과 이어져 이해력과 읽기 능력이 향상될 것이

다.
이와 같이 읽기 능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독

서교육의 기반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 바탕을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한 학기에 한 

권 읽기’ 독서를 교육과정 안에 운영하는 것에 

두고 있다. 이는 학생이 중심이 되어 직접 참여

하고 활동하는 수업을 통해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역량과 읽기 능력이 향상되는 독서교육의 내실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중학생의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해

서는 독서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의 독서교육은 창의적

이고 비판적인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으며 읽

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독서교육

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방법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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