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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2021년도 경기도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의 성과를 도출하고, 사업의 문제 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경기도 독서문화진흥 정책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함에 그 목 이 있다. 이 사업의 성과 분석  개선방안 제시를 해 양육자와 

독서코칭사를 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 으며, 문가 의견수렴과 사업주 자  수행사업자를 상으로 자체 사업 평가를 

실시하 다. 만족도 조사 결과 사업의 필요성  만족도는 양육자  독서코칭사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양육자의 경우 

사업 후 독서량이 많이 증가할수록 본 사업의 필요성과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이 단될 경우에도 지속 으로 

책꾸러미 정기배송과 같은 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가 의견 수렴에서도 양육자의 독서육아에 한 

정 인 인식 변화가 있으며, 유아-부모 상호작용 발달로 이 사업의 필요성과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하 다. 다만 사업주  

 수행기 의 자체 평가에서는 사 에 철 한 계획 인 비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어야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 다. 

이를 통해 경기도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의 지속성을 해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경기도 독서문화진흥 정책을 제안하 다.

주제어: 유아, 경기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 독서코칭사, 독서문화진흥정책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the Gyeonggi province book sharing regular 

delivery project for pre-schoolers in 2021, analyze the problems of the project,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o help the preparation of policies for the promotion of reading culture in Gyeonggi province.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necessity and satisfaction of the project were found to be very high for both the caregivers and the 

reading coache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caregivers, the higher the amount of reading after the project, the 

higher the need for and satisfaction with the project. It was found that they wanted to participate in programs 

such as regular book delivery. Even in the convergence of expert opinions, it was evaluated that there was a positive 

change in the perception of parenting by reading by caregivers, and that the necessity and satisfaction of this 

project were very high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ant-parent interaction. However, in the self-evaluation of the 

project manager and the implementing organization, it was evaluated that better results could be achieved only 

when the project was carried out through thorough planning and preparation in advance. Through this, for the 

continuity of Gyeonggi province regular delivery of children’s book packages, improvement plans were presented 

and Gyeonggi-do’s reading culture promotion policy was proposed.

KEYWORDS : Pre-schooler, Gyeonggi Province, Book Sharing Regular Delivery Project, Reading Coach, Reading Culture 

Promo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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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독서는 개인에게 문화  가치를 체득하게 함으로써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유아는 책을 통해서 상상력과 사고력, 창의력, 표 력을 기르고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으며 책 읽는 습 도 갖게 된다.

기 독서교육에서 특히 어려운 것은 독서습 의 정착이다. 독서는 한 번의 결심이나 단기간의 

훈련으로 완성되기 어려운 일종의 습 으로써 오랜 기간의 반복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

즐거운 책 읽기가 어릴 때부터 생활화되면 정 인 독서습 의 형성뿐만 아니라 수  높은 

독서력을 갖게 되고, 이는 평생학습 의지를 향상시켜 능동 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박진숙, 2011). 따라서 학자들은 책읽기를 시작하는 시기는 ․유아기, 심지어 태아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지옥, 2008). 문자와 언어가 낯선 ․유아기의 독서지도는 

양육자인 부모의 역할이 매우 요하다. 부모가 ․유아의 성장 발달에 합한 책을 선정해 주고, 

지속 으로 책을 할 수 있게 하여 책을 매개로 활발한 상호작용을 가질 때 독서흥미가 유발되어 

책 읽는 것이 습 화될 수 있다(정 , 신원애, 2011, 139).

도서 여 로그램은 상업기 , 유아교육 기 , 도서 , 지방자치단체사업 등을 통해 유아  

어린이들에게 정기 으로 책을 빌려주어 가정에서 읽도록 하는 활동으로 여기간을 정하고 개인

별로 도서 여 기록장을 마련하여 기록하거나 양육자와 함께 책을 읽은 후 책읽기 기록장에 기록

하는 활동이다. 

도서 여 로그램이 유아의 언어발달, 사회․정서  발달, 다양한 교육활동과 연계한 교육  

효과, 부모교육  부모와의 상호작용 발달을 통해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효과 인 

방법이라는 것은 이미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밝 졌다(권미경, 2012; 김수정, 2007; 오경진, 2013; 

이수연, 2013 등).

이에 경기도에서는 독서교육 기회 제공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련 법률1)을 통해 정보취약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독서복지 격차 완화를 한 지원 사업으로 2021년 동북부 7개 시군

(포천시, 양주시, 여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만 3세~5세 유아를 상으로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을 추진하 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을 통한 유아의 독서교

 1)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서 법 제4조(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독서문

화진흥법 제3조(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8조(독서교육 기회 제공)와 경기도 도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24조(지식정보 격차의 해소)에 따라 지식정보(독서교육) 격차 해소를 한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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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격차 해소를 한 성과를 도출하고 사업상에 나타난 문제 을 분석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경기도의 독서문화진흥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아가 독서육아 복지를 

해 향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자 할 때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설문조사, 문가의견 조사, 사업주 자 

 사업수행자의 자체 평가방법을 실시하 으며 구체 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 도서 여 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하여 련 선행연구의 각종 문헌을 조사하여 검토하 다.

둘째, 경기도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 성과를 조사하기 해 양육자  독서코칭사를 상

으로 만족도 설문 문항을 개발하여 모바일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셋째, 경기도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사업을 통한 독서육아 효과와 사업의 문제   향후 개선

방안에 한 문가 의견 수렴을 해 유아 독서교육 연구 문가, 문헌정보학과 교수, 실제 사업에 

참여한 독서코칭사를 상으로 문가 회의를 개최하 으며, 수시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독서

코칭사와의 SNS  화 면담을 통해 문제   성과를 분석하 다. 

넷째, 사업주   수행기 을 상으로 독서문화진흥사업에 한 평가지표를 참고하여 3개 

역별(사업 계획-집행-성과)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 고 사업의 문제   개선방안에 한 의견을 

수렴하 다.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2021년 경기도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의 실행과 동시에 이 사업의 효과성 

검증과 성과 분석을 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이 사업을 계획, 주   사업을 수행한 

기 이 이미 사업을 시작할 단계에 연구 이 투입되어 연구를 보다 체계 으로 설계하기에 시기

으로 제약이 있었다. 한 이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해서는 사업주   수행기 에 해 

조 계는 되었지만 연구 이 사업 상 선택, 독서코칭사 모집, 교육, 도서선정 기 , 사업 운

방법 등 사업 운  반에 해 여하지 못하 다. 

따라서 지역별 사업의 특성  성과, 독서코칭사의 질 리, 도서선정의 성, 참여 유아 연령

별 특성  성과, 양육자의 연령, 역할, 학력  소득수 , 직업 등에 따른 사업 만족도  요구사항 

등 세부 인 역에 한 성과와 특성에 해서는 분석하지 못한 연구의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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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개

오늘날의 부모들은 보다 자녀교육에 한 인식이 높고 유아의 발달과정과 학습에 많은 

심을 갖고 있어 유아에게 책을 읽어 주어야 할 필요성에 한 인식이 확 되고 있으나 어떤 

책을 어떻게 구입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유아에게 제공을 해야 하는지에 해서는 모르는 부모들이 

많아 도서 여 로그램의 활성화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진 , 배지희, 2010, 105-136). 이에 

유아 도서 여 로그램 운 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아 도서 여 로그램 련 선행연구

도서 여 로그램은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지고 있는데, 주로 유아의 언어발달 측면, 사회․

정서 발달 측면, 교육활동의 측면, 부모와의 상호작용 측면의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언어발달에 한 연구로 Cohen(1997)은 1990년 버몬트에서 열린 총체  언어 

워크  방문 이후 “Book Backpack Program”을 개발하 는데, 이는 Schickdanz의 독서과정에

서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요시 여기는 이론을 기 로 학교와 가정과의 교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도서 선정에 있어 유아의 흥미나 발달수 을 반드시 포함하고, 가정과의 연계는 하되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반응노트(response notebook)와 목록카드(inventory card)를 유아 수 에 맞

게 작성하도록 하 다.  부모에게 유아의 발달과 놀이 등에 한 교육서 도 함께 여해주어 

자연스럽게 부모교육도 실시한 결과 유아의 읽기흥미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하 다. 주

(1998)는 도서 여 로그램이 유아의 읽기흥미와 능력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유아들

이 도서를 여하는 활동에서 흥미를 느끼고 참여하도록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도서 여 로그

램을 실시하 다. 도서를 여하면서 도서카드를 활용하여 유아들이 도서 여 후 본인이 읽은 

책 제목, 지은이 등과 반납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시한 결과 유아의 읽기에 한 흥미와 

읽기 능력이 모두 증가하 다. 심성경, 김경의, 김나림(2000)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읽기능력과 

읽기에 한 인식에 해 도서 여 로그램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해 연구하 는데 그 

결과 읽기능력은 성별에 계없이 증진되었고 읽기에 한 인식 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연(2013)은 도서 여 로그램이 유아의 언어 이해와 표 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지에 해 연구하 는데, 도서 여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유아들의 읽기, 듣기 

발달에 언어이해의 하 요인이 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다양한 단어, 문장들을 구상하는 표 력 

향상에도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이상란(2009)은 도서 여 로그램이 유아의 어휘력 

 표 력 발달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하 는데 그 결과, 그림책을 활용하여 도서 여 로그

램을 실시하는 것은 유아의 언어능력에 매우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즉, 유아는 그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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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어휘력을 확장할 뿐 아니라 유아의 생각이나 느낌을 다양하게 표 하는 언어표 력의 

증진에 효과 임을 나타냈다. 이 외에도 읽기에 한 흥미  태도, 이야기 구성능력, 읽기에 한 

인식 등 읽기가 심이 된 연구(김경의, 1998; 김진옥, 2000; 이문옥, 이수민, 2007)들과 쓰기 

능력  쓰기에 한 인식 등 쓰기가 심이 된 연구(심성경, 김경의, 김나림, 2001; 주, 1998)

들에서도 효과가 드러났다. 

둘째, 사회․정서발달 측면에서의 연구를 살펴보면, 도서 여 로그램이 유아의 친사회  행

동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한 김수정(2007)은 동화책을 빌려 가정에서 읽고 후속활동으로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기억에 남는 재미있는 장면 그림으로 그려보기, 후속이야기 만들기를 통해

서 동화 속 상황을 자신과 련된 의미 있는 상황으로 연결함으로써 유아들은 실에서 그 책 

속 내용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조 하는 능력을 기르며 

동화책 속의 주인공과 간 인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간의 의견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어 바람직

한 인 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 다. 경화, 이송은(2008)은 책읽기 부모교육 로그램을 

병행한 도서 여 로그램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언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를 통해 부모들의 경우 사회정서, 신체발달 등 발달 련 양육행동과 일반  양육행동 

반에 걸쳐 정 인 변화가 있었으며, 유아의 경우에는 언어 능력  사회성이 증진되었다고 

하 다. 백선기(2004)는 도서 여 로그램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도서 여 로그램을 통해 유아들이 여한 도서를 가정에서 읽고 추후 그

림과 을 함께 사용하여 책에서 재미있었던 부분이나 읽고 난 후의 느낌에 해 기록하는 독서활

동지를 작성하도록 하 다. 연구 결과 도서 여 로그램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향을 미쳐 정서

지능 수와 정서의 인식과 표 , 정서  지식의 활용, 정서에 의한 사고 진, 정서의 반  

조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활동의 교육  효과 측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도서 여 로그램을 언어, 과학, 

수학 등 다양한 역의 교육활동 방법으로 활용하여 교육  효과를 높 음을 알 수 있었다. 강미

연(2012)은 도서 여와 연계한 균형  언어활동이 유아의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

에 한 연구에서 도서 여 로그램의 방법으로 8개의 동화를 선정하여 각 집단별로 도서 여 

가방에 활동지를 넣어 가정으로 보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균형  언어와 연계된 사후활동을 

진행하 다. 연구결과 유아교육기 에서의 책 읽기 경험을 토 로 가정에 도서 여를 연계하고 

책과 련된 의미 이해를 총체 으로 강조하면서 균형  언어 근법이 유아의 읽기능력과 쓰기능

력을 고루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 인 방법임을 제시하 다. 김희연(2012)은 생태동화를 활용한 

유치원-가정연계 도서 여 로그램이 유아의 환경친화  태도  행동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도서 여 로그램과 함께 유치원에서 생활주제와 연계되는 생태동화를 매주 1권씩 선

정하여 련 활동을 자유선택활동  ․소집단 활동 시간에 실시하고 도서 여와 함께 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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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활동지를 넣어 부모에게 가정연계 활동의 운 에 해 안내하여 주말동안 집에서 해볼 수 

있도록 하 다. 그 결과 유치원과 가정이 연계된 도서 여 로그램의 교육  효과가 높게 나타났

으며 유아의 환경친화  태도  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 인 방법이라고 

하 다. 한 오경진(2013)은 수학동화를 활용한 유치원과 가정에서의 활동이 유아의 수학  태

도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에 한 연구에서 수학동화를 활용한 유치원과 가정에서의 활동

을 경험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수학  태도의 하 요인  자신감과 유능감이 수학  문제

해결력의 하 요인  패턴, 수, 측정 요인들이 비교집단보다 실험집단이 더 높게 나타나 수학동화

를 활용한 유치원과 가정에서의 활동이 수학  태도와 수학  문제해결력에 정 인 향을 미

친다고 하 다. 임선옥(2004)은 도서 여 로그램을 통한 가정에서의 독서지도가 유아의 독서태

도와 흥미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만 5세 유아 38명을 상으로 도서 여 로그램을 

통한 독서지도를 실시한 결과, 유아의 독서태도와 독서흥미가 유의미하게 증가하 다고 하 다. 

유아는 책을 통해 사고력, 창의력, 표 력, 상상력을 기를 수 있고, 풍부한 경험을 토 로 지식을 

얻으며 책을 읽는 좋은 독서 습 을 형성할 수 있다.

넷째, 부모와의 상호작용 측면에서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도서 여 로그램은 부모- 유아의 

상호작용  양육행동에 변화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었다. 김숙이(2004)의 연구에서는 부모교육

과 함께 도서 여 로그램을 진행하 는데, 어머니-유아의 상호작용의 질에 따라 유아의 읽기에 

미치는 향이 달랐고 부모교육을 실시한 뒤 도서 여 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유아의 읽기 능력 

증진에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낙경(2004)은 도서 여 로그램이 부모-유아의 언어  상

호작용과 만 3세 유아의 구어발달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도서 여 로그램의 활동으로 

한 명의 유아 당 한 세트와 도서와 함께 도서내용을 확장할 수 있는 활동지를 제공하여 부모와 

함께 책을 읽고 활동지를 작성하는 로그램을 실시하 더니 부모-유아의 언어  상호작용이 향

상되었으며, 구어발달의 하 범주  표 언어 능력을 제외한 수용언어 능력과 통합 인 구어능

력 한 향상되었다고 하 다. 권미경(2012)은 도서 여를 통한 아버지 교육 로그램 구성  

효과에 한 연구에서 아버지와 유아의 상호작용 기회를 높여 효율 인 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 으로 역할 이해하기, 올바른 자녀양육 방법 알기, 친 한 계 맺기, 바람직한 상호

작용하기를 교육내용으로 선정하여 실시한 결과, 아버지-유아 계와 아버지의 역량, 부모 효능감, 

책읽기 상호작용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희자(2003)의 연구에서는 도서 여 로그램이 

․유아와 어머니간의 상호작용, 유아의 책 다루기 행동과 언어능력에 미치는 향에 해 

․유아와 어머니의 언어  상호작용을 증진시켰다고 하 다. 이는 어머니가 그림책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하며 유아의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한 

가지 활동이 끝난 후 같은 활동을 하기 한 행동이 연속 으로 이어져서 오랜 시간동안 그림책 

읽기에 집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림책 읽기 과정을 즐기게 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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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도서 여 로그램이 유아의 총체 인 발달에 정 인 향을 주고, 부

모에게는 자녀와의 질 인 상호작용과 부모 효능감의 증가, 기 에게는 유아-부모의 유 감 증진

과 유아의 책읽기 활성화 즉 독서습 에 도움을 다는 것을 보여 다. 도서 여 로그램 련 

연구를 4가지 측면에서 요약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구분 연구자 내용

언어

발달

측면

주

(1998)

도서 여 시 도서카드를 활용하여 유아들이 읽은 책 제목, 지은이 등과 반납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시한 결과 책에 한 유아의 읽기 흥미와 읽기 능력이 모두 증가함

심성경 

김경의 

김나림

(2000)

도서 여 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유아의 읽기에 한 인식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읽기능력은 

성별에 계없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상란

(2009)

그림책을 활용한 도서 여 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유아의 어휘력을 확장할 뿐 아니라 생각이나 

느낌을 다양하게 표 하는 언어표 력의 증진에 효과 으로 나타남 

이수연

(2013)

도서 여 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들의 읽기, 듣기 발달에 언어이해의 하 요인이 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다양한 단어, 문장들을 구상하는 표 력 향상에도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사회

․

정서

발달

측면

김수정

(2007)

유치원에서 친사회  행동을 주제로 한 동화책을 여하는 로그램을 통해 가정에서 책을 읽고 후속활동

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계없이 유아의 친사회  행동을 유의하게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백선기

(2004)

유아들에게 정서  요소가 포함된 그림책을 여해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상호작용하며 책을 읽도록 

권장한 결과 유아의 정서지능에 향을 미쳐 정서지능 수와 정서의 인식과 표 , 정서  지식의 

활용, 정서에 의한 사고 진, 정서의 반  조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경화

이송은

(2008)

책읽기부모교육 로그램을 병행한 도서 여 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부모들은 발달 련 양육행동과 

일반  양육행동 반에 걸쳐 정  변화가 있었으며 유아의 경우 언어 능력  사회성이 증진됨

교육

효과

측면

강미연

(2012)

도서 여와 연계한 균형  언어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도서 여와 연결한 총체  언어활동을 실시한 

비교집단보다 유아의 읽기능력과 쓰기능력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힘

김희연

(2012)

생태동화를 활용한 유치원-가정연계 도서 여 로그램이 유아의 환경 친화  태도  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 인 방법이라고 함

오경진

(2013)

수학동화를 활용한 유치원과 가정에서의 활동이 수학  태도의 하 요인  자신감과 유능감, 수학  

문제해결력의 하 요인  패턴, 수, 측정이 실험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나 수학동화를 활용한 활동이 

수학  태도와 수학  문제해결력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함

임선옥

(2004)

만 5세 유아 38명을 상으로 도서 여 로그램을 통한 독서지도를 실시한 결과, 유아의 독서태도와 

독서흥미가 유의미하게 증가하 다고 함

부모

와의

상호

작용

측면

권미경

(2012)

도서 여를 통한 아버지 교육 로그램에서 역할 이해하기, 올바른 자녀양육 방법 알기, 친 한 계 

맺기, 바람직한 상호작용하기를 통해 아버지와 유아의 계와 아버지의 역량, 부모 효능감, 책읽기 

상호작용이 증가하 다고 함

김숙이

(2004)

부모교육과 함께 도서 여 로그램을 진행 한 결과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 질에 따라 유아의 

읽기에 미치는 향이 달랐고 부모교육 실시 후 도서 여 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유아의 읽기능력 

증진에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남

이희자

(2003)

도서 여 로그램이 유아와 어머니 간의 상호작용, 유아의 책 다루기 행동과 언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 인 근방법이라고 함

정낙경

(2004)

도서 여 로그램의 활동으로 도서와 함께 활동지를 제공하여 부모와 함께 작성하는 로그램을 

실시하 더니 부모-유아의 언어  상호작용이 향상되었으며, 구어발달의 하 범주  수용언어 능력과 

통합 인 구어능력이 향상됨

<표 1> 유아 도서 여 로그램 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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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 효과성 검증 련 선행연구

2021년도에 시행된 ‘경기도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에 한 유아의 독서효과성 검증과 

양육자의 독서육아 효과성 검증을 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윤성은 외(2022)는 유아의 독서효과성 검증을 해 지표 개발을 하 는데,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유아의 독서효과 진단 요인으로 독서흥미(책과 읽기에 한 느낌) 5개 역과 독서태도

(인지와 행동) 4가지 역으로 총 9문항을 개발하 다. 독서효과 측정지표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을 해 델 이 문가 패  조사를 실시하 으며, 문항에 한 신뢰도 검증을 해 만 3~5세 

유아를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하 다. 이 게 개발된 독서효과 측정지표를 이 사업에 참여하

고 있는 유아를 상으로 참여집단(사  299명, 사후 232명)과 비교(통제)집단(사  249명, 사후 

282명)에게 검사를 실시하 다. 연구 결과 유아의 독서효과 체(F=249.768, p<.001), 유아의 

독서흥미(F=189.303, p<.001), 유아의 독서태도(F=207.265, p<.001) 모두 비교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서효과 체(평균 0.23  증가), 

유아의 독서흥미(평균 0.17  증가), 유아의 독서태도(평균 0.30  증가) 각 비교집단은 사 검사 

비 사후검사에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 으나, 각 통제집단은 모두 사 검사 

비 사후검사에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유아 책꾸러미 사업은 유아의 독서효과, 독서흥미, 

독서태도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최인자 외(2022)는 양육자의 독서육아 효과성 검증을 해 측정지표를 개발하 는데, 그 

이론  근거는 가정 문식성과 부모 효능감 이론이다. 련 지표는 1) 가정  지역 사회의 문식 

환경, 2) 독서 상호작용, 3) 독서육아 효능감으로 설정하 고, 문항은 총 17개 문항을 개발하고, 

내용 타당도와 검증을 해 델 이 문가 패  조사를 실시하 으며, 신뢰도 검증을 해 양육자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하 다. 이 게 개발된 양육자 지표를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 7개 

시군 양육자 105명에게 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 결과,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은 양육자의 

독서 육아 향상에 효과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체 인 독서 육아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 다. 하  요인별로 보면, 독서환경 향상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독서상호 작용, 독서 육아 

효능감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 다. 지역별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독서 육아 효능감은 부분 으로 증가하 다. 지역별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았

던 이유는 정책 실행 기간이 5월-12월로 상 으로 짧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독서코칭이 결합된 도서 여 로그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 로 경기도

에서 2021년에 시도된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해 이 사업에 참여한 

유아와 양육자의 독서  독서육아 효과성 검증을 토 로 사업 만족도  사업 자체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와 문제 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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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 개요  성과 분석

1. 사업 개요

경기도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독서복지 격차 해소와 생애 

기 유아기에 독서습  형성에 있으며 이를 한 사업 추진방향은 경지지역 정보취약 지역으로 

선정된 7개 시군(포천시, 양주시, 여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의 만 3~5세 유아를 

상으로 독서코칭사를 견하여 책꾸러미 정기배송을 통해 양육자에게 독서육아코칭을 제공하여 

유아에게 독서흥미와 독서습  형성을 돕도록 하는 데 있다. 이 사업은 2021년 1월부터 계획수립(1월), 

사업수행자 공모  선정(2월), 유아모집  독서코칭사를 선발(3월)하고, 사업운 (3월~12월)을 

8개월간 수행하는 차로 추진되었다. 반 인 사업 개요는 다음 <표 2>와 같다. 

사업 

추진배경

∙도서  방문의 공간  제약 극복과 이용자 심의 찾아가는 독서서비스 강화로 경기도내 독서복지 격차 해소와 경기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생애 기 독서습  형성과 일상에서 책 읽는 환경조성을 한 세분화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서비스 강화

∙일상생활 상황별, 발달단계별 문가 추천도서 정기 인 제공으로 독서 육아 확산  유아기 조기 독서습  형성을 통한 평생교육 

기  환경 조성 

사업 

추진방향

∙경기도 내 정보취약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독서복지 격차 완화를 한 지원 사업으로서 경기 지역  정보취약 지역 동북부 

7개 시군의 만 3세~5세 유아 상 책꾸러미 정기배송과 독서육아 추진 

∙지역 내 독서코칭사 등의 문 인력을 독서육아 코칭  배송 인력으로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독서육아 코칭: 독서지도 방법, 

양육자 면담, 아이와 함께 책 읽어주기 등 독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함)

∙유아기(생애 기) 독서습  형성 유도를 통한 평생교육 기  환경조성과 문가가 추천하는 유아 맞춤형 추천도서 서비스 

제공. 즉 유아 성장 단계에 따른 감각, 정서, 언어, 두뇌 발달 등을 고려한 이용자 맞춤형 책꾸러미 제공

사업 

추진개요

∙추진근거: 도서 법 제4조  경기도도서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3조

∙사 업 명: 2021년 경기도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

∙사업기간: 2021년 3월 ～ 12월

∙사 업 비: 893,000천원(도비 100%;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 상: 동북부 7개 시군 만 3세~5세 유아(약 3,500여명)

  - 7개 시군: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양주

  - 선정근거: ｢경기도 지역발 지수 분석  균형발  정책개발｣(’18.12. 경기연) 

지역발 지수 낙후지역, 경기도 제2차 지역균형발  기본계획(’20~’24년) 상 

지역으로 1차 계획(’15~’19년)에도 포함

∙사업내용 

  - 유아(만 3세~5세) 상 문가 추천도서 책꾸러미 정기배송 서비스

  - 지역 내 독서코칭사 등 문 인력 선발  독서육아 코칭

사업 

추진 차

 일정

계획

수립
→

수행사업자

공모․선정
→

도비보조

교부
→

유아모집  

독서코칭사 

모집․선발

→ 사업운 →
실 보고

 정산

(도) (도)
(도→

수행기 )
 (수행기 ) (수행기 )

(수행기

→도)

’21.1월 ’21.1～2월 ’21.2월 ’21.3월 ’21.3～12월 ’22.1월

기 효과

∙독서지도 등 독서육아코칭으로 생애 기 독서습  형성과 평생교육 기  환경 조성

∙도내 독서복지 취약 지역의 지식정보 근권 향상과 지역 간 격차 완화를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 경기도 실

∙유아 도서 보 을 통한 맞춤형 독서서비스에 한 인식 제고

<표 2> 경기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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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성과 분석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 성과를 조사하기 해 양육자, 독서코칭사를 상으로 모바일 

설문 조사를 2021.11.23.~2021.11.30.까지 실시하 으며, 통계처리는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한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 고, 독서코칭사와의 SNS와 화 면담을 통해 성과를 분석하 다. 설문 

문항은 <표 3>과 같다. 

양육자

일반  배경
∙연령

∙경기도 책꾸러미 사업 /후 독서량

 사업의 필요성과 만족도

∙책꾸러미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

∙경기도 책꾸러미 사업의 필요성

∙책꾸러미 사업에 참여한 결과 만족도

∙방문하시는 독서코칭사 선생님에 한 만족도

∙독서코칭사로부터 제공받은 도서에 한 만족도

∙추후 사업이 단될 경우, 개인  참여의지

사업의 운 방법

∙책꾸러미 사업 정 수행 기

∙책꾸러미 사업 도서 선정시 가장 우선 기

∙책꾸러미 사업 효과 인 방문 기간

∙책꾸러미 사업 효과 인 총 사업기간

사업의 개선방안

∙책꾸러미 사업을 통한 독서육아 효과 증진 한 독서코칭사 역할  노력

∙책꾸러미 사업 련 부모교육 희망 내용

∙책꾸러미 사업의 교육  효과

∙책꾸러미 사업 활성화 한 필요사항

∙기타 문제 , 개선할  기술

독서

코칭사

일반  배경

∙독서  교육 련 보유하고 계신 자격증

∙독서 련 코칭경력

∙최종 학력

사업의 필요성과 만족도
∙경기도 책꾸러미 사업의 필요성

∙책꾸러미 사업 수행한 결과 만족도

사업의 운 방법

∙책꾸러미 사업 정 수행 기

∙책꾸러미 사업 도서 선정시 가장 우선 기

∙책꾸러미 사업 효과 인 방문 기간

∙책꾸러미 사업 효과 인 총 사업기간

∙책꾸러미 사업 시 가정의 참여와 심을 증가시키기 한 노력 사항

사업의 개선방안

∙책꾸러미 사업에 한 유아의 심을 증가시키기 한 독서코칭사의 역할과 노력

∙책꾸러미 사업 련 독서코칭사 희망 교육

∙책꾸러미 사업의 교육  효과

∙책꾸러미 사업 활성화 한 필요사항

∙기타 문제 , 개선할  기술

<표 3> 경기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 성과 분석을 한 설문 문항 구성

가.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본 연구 조사 상인 양육자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연령별로 30 가 

103명(57.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  70명(39.3%), 20  4명(2.2%), 50  이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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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의 순이었다. 사업 후 독서량별로 다소 증가가 100명(56.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

로 매우 증가 50명(28.1%), 같음 28명(15.7%)의 순이었다. 사업 후 독서량에 해 양육자 

150명(84.3%)이 유아의 독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구분 빈도(명) 비율(%)

연령

20 4 2.2

30 103 57.9

40 70 39.3

50  이상 1 .6

사업

후

독서량

매우 증가 50 28.1

다소 증가 100 56.2

같음 28 15.7

총계 178 100.0

<표 4> 양육자의 일반  특성

다음으로는 독서코칭사의 일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보유 자격증별로 독서

련 지도사가 16명(66.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타 5명(20.8%), 사서, 유치원(보육교사), 

방과후 지도사 각 1명(각 4.2%)의 순이었다. 코칭경력별로 5이상-10년 미만이 6명(37.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년 미만 5명(31.3%), 10년 이상-20년 미만 4명(25.0%), 20년 이상 

1명(6.3%)의 순이었다. 최종 학력별로 4년제 학교 졸업이 5명(31.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으로 문 학교 졸업과 학원 졸업 각 4명(각 25.0%), 고등학교 졸업 3명(18.8%)의 순이었다. 

독서코칭사의 경우, 20.8%가 문 자격이나 경력이 없으며, 독서코칭 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도 

31.3%로 나타나 독서코칭사 모집에 있어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구분 빈도(명) 비율(%)

보유 

자격증

사서 1 4.2

유치원(보육교사) 1 4.2

방과후 지도사 1 4.2

독서 련 지도사 16 66.7

기타 5 20.8

코칭

경력

5년 미만 5 31.3

5이상-10년 미만 6 37.5

10이상-20년 미만 4 25.0

20년 이상 1 6.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3 18.8

문 학교 졸업 4 25.0

4년제 학교 졸업 5 31.3

학원 졸업 4 25.0

총계 16 100.0

<표 5> 독서코칭사의 일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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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 참여 동기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해서는 양육자에게만 질문하 는데 그 결과를 

살펴보면, 정기 으로 자녀에게 맞는 책을 제공받고 싶어서가 52.8%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에게 

정기 으로 책을 읽히고 싶어서도 30.9%로 많았다. 체로 양육자는 자녀의 독서습 을 요시 

여김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분　
양육자

명 %

자녀에게 정기 으로 책을 읽히고 싶어서 55 30.9

정기 으로 자녀에게 맞는 책을 제공받고 싶어서 94 52.8

독서육아 방법을 알고 싶어서 20 11.2

책을 구입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2 1.1

주변에서 권유해서 3 1.7

기타 4 2.2

총계 178 100.0

<표 6> 사업 참여 동기

다. 책꾸러미 배송사업의 필요성  만족도

(1) 사업 필요성

책꾸러미 정기배송사업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해 살펴보면, 양육자는 매우 필요가 64.0%로 

가장 많았으며, 필요도 29.8%로 많아 필요하다는 응답이 93.8%이었으며, 불필요와 매우 불필요 

각각 0.6%로 필요없다는 응답은 1.2%로 나타났다. 독서코칭사는 매우 필요가 81.3%, 필요가 

18.8%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100.0%이었다.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양육자의 경우, 독서코칭사에 

의하면 부모님들이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독서코칭사와 시간 약속을 잡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구분　
양육자 독서코칭사

명 % 명 %

매우 필요 114 64.0 13 81.3

필요 53 29.8 3 18.8

보통 9 5.1 - -

불필요 1 .6 - -

매우 불필요 1 .6 - -

총계 178 100.0 16 100.0

<표 7> 사업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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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양육자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사업 후 

독서량 증가(p<.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사업 후 독서량에서 매우 증가와 

증가는 매우 필요가 각각 90.0%와 60.0%로 가장 많았으나, 같음은 필요가 35.7%로 가장 많아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χ2= 56.251, p<.001). 즉 양육자의 경우 유아의 독서량이 

증가할수록 본 사업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성과가 나타났다 할 수 있겠다.

구분　 매우 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매우 불필요 χ2 p

연령

30  이하
65 37 5 0 0

5.627 .229
60.7% 34.6% 4.7% 0.0% 0.0%

40  이상
49 16 4 1 1

69.0% 22.5% 5.6% 1.4% 1.4%

사업 후

독서량

매우 증가
45 5 0 0 0

56.251 .000***

90.0% 10.0% 0.0% 0.0% 0.0%

다소 증가
60 38 2 0 0

60.0% 38.0% 2.0% 0.0% 0.0%

같음
9 10 7 1 1

32.1% 35.7% 25.0% 3.6% 3.6%

*** p<.001

<표 8> 양육자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사업 필요성 차이

(2) 사업 참여/수행 만족도

양육자가 책꾸러미 정기배송사업에 참여한 결과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해 살펴보면, 매우 만족

이 64.6%로 가장 많았으며, 만족도 25.3%로 많아 만족한다는 응답이 89.9%이었으며,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 각각 0.6%로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1.2%로 나타났다. 불만족 요인으로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수행사업자는 제한된 수혜 지역  가구에 따른 이동거리(시간)가 멀고 원활한 도서 교체 여 제한 

 독서코칭사의 작은 스  변동이 요인인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독서코칭사는 불만족 

요인을 직장 다니시는 양육자의 경우 일부는 이 사업을 번거롭게 여기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구분　
양육자 독서코칭사

명 % 명 %

매우 만족 115 64.6 8 50.0

만족 45 25.3 7 43.8

보통 16 9.0 1 6.3

불만족 1 .6

매우 불만족 1 .6

총계 178 100.0 16 100.0

<표 9> 사업 참여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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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에 참여한 결과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해 살펴보면, 매우 만족이 

50.0%로 가장 많았으며, 만족도 43.8%로 많아 만족한다는 응답이 93.8%이었다.

양육자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사업 후 독서량 

증가(p<.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사업 후 독서량에서 매우 증가와 증가는 매우 필요가 각각 96.0%와 57.0%로 가장 많았으나, 같음은 

매우 만족과 보통이 각 35.7%로 가장 많아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χ2= 65.146, p<.001). 

즉 양육자의 경우 유아의 독서량이 증가할수록 본 사업에 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성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χ2 p

연령

30  이하
66 30 11 0 0

4.673 .322
61.7% 28.0% 10.3% 0.0% 0.0%

40  이상
49 15 5 1 1

69.0% 21.1% 7.0% 1.4% 1.4%

사업 후

독서량

매우 증가
48 2 0 0 0

65.146 .000***

96.0% 4.0% 0.0% 0.0% 0.0%

다소 증가
57 37 6 0 0

57.0% 37.0% 6.0% 0.0% 0.0%

같음
10 6 10 1 1

35.7% 21.4% 35.7% 3.6% 3.6%

*** p<.001

<표 10> 양육자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사업 참여 만족도 차이

라. 양육자의 독서코칭사, 제공받은 도서의 만족도  지속  로그램 참여 여부

양육자에게 방문 독서코칭사에 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 지에 해 살펴보면, 매우 만족이 

59.0%로 가장 많았으며, 만족도 26.4%로 많아 만족한다는 응답이 85.4%이었으며, 불만족 1.7%, 

매우 불만족 0.6%로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2.3%로 나타났다. 불만족 요인으로 독서코칭사의 작은 

스  변동  일부 독서코칭사의 경우 두 가지 직업이 있는 경우가 있다보니 이 사업에 집 하지 

못함이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구분　 명 %

매우 만족 105 59.0

만족 47 26.4

보통 22 12.4

불만족 3 1.7

매우 불만족 1 .6

총계 178 100.0

<표 11> 독서코칭사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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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코칭사로부터 제공받은 도서에 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해 살펴보면, 매우 만족이 

59.6%로 가장 많았으며, 만족도 32.0%로 많아 만족한다는 응답이 91.6%이었으며, 불만족 1.1%, 

매우 불만족 0.6%로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1.7%로 나타났다. 독서코칭사에 의하면 불만족 요인으로 

일부 양육자의 경우 책을 사유하고 싶어하거나 한 달에 4권의 책꾸러미가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이 

이러한 결과를 래한 것이라 보고 있다.

구분　 명 %

매우 만족 106 59.6

만족 57 32.0

보통 12 6.7

불만족 2 1.1

매우 불만족 1 .6

총계 178 100.0

<표 12> 제공받은 도서 만족도

책꾸러미 정기배송사업이 단될 경우, 지속 으로 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지에 해 살펴보면, 

가 89.9%, 아니오가 10.1%로 부분 지속 으로 책꾸러미 정기배송과 같은 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코칭사에 의하면 지속 으로 참여하지 않고 싶어하는 요인으로 일부 

양육자의 경우 직장생활로 도서 제공 방문/반납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구분　 명 %

160 89.9

아니오 18 10.1

총계 178 100.0

<표 13> 지속 인 로그램 참여 여부

마. 책꾸러미 배송사업의 운  방법

(1) 합한 수행 기

책꾸러미 정기배송사업을 어느 기 에서 수행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 양육자는 공기 (경기도 

소속)이 48.9%로 가장 많았으며, 도서 과 민간 문업체도 각 29.2%, 20.8%로 많았으며, 독서코

칭사는 민간 문업체가 56.3%로 가장 많았으며, 도서 도 25.0%로 많았다. 사업의 합한 수행 

기 에서는 양육자, 독서코칭사의 입장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즉 양육자의 경우 공신력이 있는 

공공 기 이 합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독서코칭사는 민간 문업체인 사업수행기 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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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양육자 독서코칭사

명 % 명 %

공기 (경기도소속) 87 48.9 4 25.0

민간 문업체 37 20.8 9 56.3

도서 52 29.2 3 18.8

기타 2 1.1

총계 178 100.0 16 100.0

<표 14> 합한 사업 수행기

(2) 도서 선정 시 우선 기

도서 선정 시 가장 우선시 되는 기 을 살펴보면, 양육자는 유아의 흥미와 요구가 49.4%로 가장 

많았으며, 유아의 발달 수 도 46.6%로 많았으며, 독서코칭사는 유아의 발달 수 이 56.3%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주제도 25.0%로 많았다. 도서 선정 시 우선 기 에 있어 양육자의 경우 자녀의 

독서흥미  요구, 발달수 을 우선시 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사업에 반 되어야 할 것이다.

구분　
양육자 독서코칭사

명 % 명 %

유아의 발달수 83 46.6 9 56.3

생활주제 5 2.8 4 25.3

유아의 흥미와 요구 88 49.4 3 18.8

권 있는 기 의 추천 2 1.1

총계 178 100.0 16 100.0

<표 15> 도서 선정 시 우선 기

(3) 방문 기간

책꾸러미 정기배송사업 시 효과 인 방문 기간을 살펴보면, 양육자는 2주 1회가 36.5%로 가장 많았

으며, 주 1회와 월 1회도 각 26.4%, 25.3%로 많았으며, 독서코칭사는 2주 1회가 50.0%로 가장 많았으며, 

월 1회도 25.0%로 많았다. 방문 기간에 있어 양육자, 독서코칭사 모두 거의 75% 넘게 최소 2주 1회 이하로 

잦은 방문을 원하고 있다. 이는 유아의 독서코칭이 요하고 욕구가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구분　
양육자 독서코칭사

명 % 명 %

주 2회 14 7.9 1 6.3

주 1회 47 26.4 3 18.8

2주 1회 65 36.5 8 50.0

월 1회 45 25.3 4 25.0

유아 개인의 속도에 맞춰 비정기 7 3.9

총계 178 100.0 16 100.0

<표 16> 방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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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 사업기간

책꾸러미 정기배송사업의 효과 인 총 사업기간을 살펴보면, 양육자는 12개월이 76.4%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도 14.0%로 어느 정도 많았으며, 독서코칭사는 12개월이 56.3%로 가장 많았으며, 

9개월과 기타도 각 18.8%로 어느 정도 많았다. 본 사업의 효과 인 총 사업기간에 있어 양육자, 

독서코칭사 모두 9~12개월의 장기간을 원하고 있으며 이는 독서효과는 빠른 시간에 나타나지 

않음을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구분　
양육자 독서코칭사

명 % 명 %

3개월 7 3.9 1 6.3

6개월 25 14.0 0 0

9개월 4 2.2 3 18.8

12개월 136 76.4 9 56.3

기타 6 3.4 3 18.8

총계 178 100.0 16 100.0

<표 17> 총사업 기간

(5) 참여  심 증진을 한 노력

가정의 참여와 심을 증가시키기 한 노력을 살펴보면, 양육자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림책 활동 제공이 47.2%로 가장 많았으며, 정기 으로 유아용 그림책 추천목록 제공도 32.0%

로 많았으며, 독서코칭사는 부모교육 실시(책자, 도서 , 강연회 등)가 50.0%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림책 활동 제공도 37.5%로 많았다. 사업의 참여와 심을 증가시키

기 한 노력에서는 양육자, 독서코칭사의 입장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즉 양육자의 경우 지속 으

로 제공 받을 수 있는 활동이나 목록을 원하는 반면 독서코칭사는 부모를 상으로 한 독서교육을 

우선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서코칭사의 경우 부모의 자녀에 한 독서교육이 먼  

수반되면 독서육아 효과가 배가가 될 수 있다고 데에서 기인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구분　
양육자 독서코칭사

명 % 명 %

정기 으로 유아용 그림책 추천목록 제공 57 32.0 1 6.3

부모교육실시(책자, 도서 , 강연회 등) 12 6.7 8 50.0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림책 활동 제공 84 47.2 6 37.5

학부모용 도서제공  추천목록 제공 20 11.2 1 6.3

기타 5 2.8

총계 178 100.0 16 100.0

<표 18> 참여  심 증진을 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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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의 개선 방안

(1) 독서코칭사의 역할과 노력

독서육아 효과 증진을 한 독서코칭사의 역할과 노력을 살펴보면, 양육자는 유아가 다양한 그림

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서 제공이 43.3%로 가장 많았으며, 그림책과 연계된 다양한 독서활동 

계획  진행도 36.0%로 많았으며, 독서코칭사는 양육자에게 유아에게 했던 책 읽어주기  독서활

동 교육이 56.3%로 가장 많았으며, 유아가 다양한 그림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서 제공도 

25.0%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자, 독서코칭사의 입장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독서코칭사의 

경우 책 읽어주기  독서활동 교육이 가장 많은 이유는 문성을 높이기 한 것이라 사료된다.

구분　
양육자 독서코칭사

명 % 명 %

그림책과 연계된 다양한 독서활동 계획  진행 64 36.0 3 18.8

유아가 다양한 그림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서 제공 77 43.3 4 25.0

책에 심을 보이거나 독서하는 유아들 격려  칭찬 16 9.0 0 0

양육자에게 유아에게 했던 책 읽어주기  독서활동 교육 20 11.2 9 56.3

기타 1 .6 0 0

총계 178 100.0 16 100.0

<표 19> 독서코칭사의 역할과 노력

(2) 희망하는 부모교육

책꾸러미 정기배송사업 련 희망하는 부모교육을 살펴보면, 양육자는 유아 발달단계 특성에 

따른 책 선정 방법이 41.0%로 가장 많았으며, 다양한 독후활동(그림책 연계활동) 방법과 부모 

독서육아코칭 방법도 각 30.3%, 26.4%로 많았으며, 독서코칭사는 부모 독서육아코칭 방법이 

56.3%로 가장 많았으며, 그림책의 기 이론(그램책의 특성, 역사, 가치 등)도 31.3%로 많았다. 

특히 그림책의 기 이론에 한 교육의 경우, 양육자는 희망하지 않으나 독서코칭사의 경우 이에 

한 문성을 함양하고 싶은 것으로 사료된다.

구분　
양육자 독서코칭사

명 % 명 %

유아 발달단계 특성에 따른 책 선정 방법 73 41.0 1 6.25

부모 독서육아코칭 방법 47 26.4 9 56.25

다양한 독후활동(그림책 연계활동) 방법 54 30.3 1 6.25

그림책의 기 이론(그림책의 특성, 역사, 가치 등) 0 0 5 31.25

기타 4 2.2 0 0

총계 178 100.0 16 100.0

<표 20> 희망하는 부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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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효과 역

책꾸러미 정기배송사업에서 교육  효과를 살펴보면, 양육자는 1순 에서는 유아의 독서흥미 

태도 발달이 70.8%로 가장 많았으며, 2순 에서는 유아-부모의 상호작용 진이 27.0%로 가장 

많았고, 양육자의 독서육아에 한 정  인식 변화도 20.2%로 많았으며, 독서코칭사는 1순 에

서는 유아의 독서흥미 태도 발달과 유아-부모의 상호작용 진이 각 31.3%로 가장 많았으며, 

2순 에서는 양육자의 독서육아에 한 정  인식 변화가 43.8%로 가장 많았고, 유아의 언어

(표 력) 발달도 25.0%로 많았다. 특히 양육자, 독서코칭사 모두 유아의 독서흥미 태도 발달과 

유아-부모의 상호작용 진을 교육  효과의 요한 역이라 여기고 있었다.

구분　

양육자 독서코칭사

1순 2순
100  

환산
1순 2순

100  

환산

명 % 명 % 명 % 명 %

유아의 독서흥미 태도 발달 126 70.8 30 17.1 96.2 5 31.25 2 12.5 94.3

유아의 인지 발달 2 1.1 7 4.0 84.4 1 6.25 0 0 80.0

유아의 정서 발달 7 3.9 19 10.9 85.4 3 18.75 1 6.25 96.0

유아의 사회성 발달 1 .6 5 2.9 83.3 0 0 0

유아의 언어(표 력) 발달 13 7.3 30 17.1 86.0 0 4 25.0 80.0

유아-부모의 상호작용 진 24 13.5 48 27.4 86.7 5 31.25 2 12.5 94.3

양육자의 독서육아에 한 정  인식 

변화
5 2.8 36 20.6 82.4 2 12.5 7 43.75 84.4

총계 178 100.0 175 100.0 16 100.0 16 100.0

<표 21> 교육  효과 역

(4) 활성화를 해 필요한 것

책꾸러미 정기배송사업 활성화를 해 필요한 것을 살펴보면, 양육자는 1순 에서는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의 지속 인 운 을 한 제도(의지)  산 마련이 63.3%로 가장 많았으며, 2순

에서는 독서코칭 련된 독후활동이나 연계활동에 한 로그램 개발  보 이 34.5%로 가장 

많았고, 독서코칭 로그램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에 한 매뉴얼  기  마련도 18.4%로 많았

으며, 독서코칭사는 1순 에서는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의 지속 인 운 을 한 제도(의지) 

 산 마련이 66.7%로 가장 많았으며, 2순 에서는 독서코칭 련된 독후활동이나 연계활동에 

한 로그램 개발  보 이 40.0%로 가장 많았고, 독서코칭 로그램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에 한 매뉴얼  기  마련도 20.0%로 많았다. 양육자, 독서코칭사 모두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한 제도(의지)  산 마련이 가장 필요하다고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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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양육자 독서코칭사

1순 2순
100  

환산
1순 2순

100  

환산

명 % 명 % 명 % 명 %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의 지속 인 운 을 

한 제도(의지)  산 마련
112 63.3 11 6.3 98.2 10 66.7 2 13.3 96.7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의 독서코칭사  양

육자(부모) 교육
9 5.1 27 15.5 85.0 2 13.3 2 13.3 90.0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의 담인력학보 6 3.4 22 12.6 84.3 2 13.3 0 0 85.0

책꾸러미 도서구입 기   체계 인 도서 리 20 11.3 22 12.6 89.5 1 6.7 2 13.3 86.7

독서코칭 로그램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

업에 한 매뉴얼  기  마련
11 6.2 32 18.4 85.1 0 0 3 20.0 80.0

독서코칭 련된 독후활동이나 연계활동에 

한 로그램 개발  보
19 10.7 60 34.5 84.8 0 0 6 40.0 80.0

총계 177 100.0 174 100.0 15 100.0 15 100.0

<표 22> 활성화를 해 필요한 것

3. 설문조사 요약  시사

경기도에서 ｢2021년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에 한 양육자  독서코칭사를 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사업의 참여동기는 정기 으로 자녀에게 맞는 책을 제공받고 싶어서가 52.8%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에게 정기 으로 책을 읽히고 싶어서도 30.9%로 많았다. 체로 양육자는 자녀의 

독서습 을 요시 여김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업의 필요성  만족도는 양육자  독서코칭사 모두 필요성(93.8%)  만족도(89.9%)

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양육자의 경우 사업 후 독서량이 많이 증가할수록 본 사업의 

필요성과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성과라 하겠다.

셋째, 사업이 단될 경우, 지속 으로 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지에 해서는 89.9%로 부분 

지속 으로 책꾸러미 정기배송과 같은 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책꾸러미 배송사업의 운  방법에 있어 양육자의 경우 공신력이 있는 공공기 이 합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도서 선정 시 우선 기 은 자녀의 독서흥미  요구, 발달수 에 맞는 도서 선정을 원하며 

최소 2주 1회 이하로 잦은 방문을 원하고 효과 인 총 사업기간은 9~12개월의 장기간을 원하고 있다.

다섯째, 사업의 교육  효과 부분에서 1순 는 유아의 독서흥미 태도 발달이 70.8%로 가장 

많았으며, 2순 는 유아-부모의 상호작용 진이 27.0%, 양육자의 독서육아에 한 정  인식 

변화도 20.2%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사업 활성화를 해 필요한 것으로 1순 에서는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의 지속 인 

운 을 한 제도(의지)  산 마련이 63.3%로 가장 많았으며, 2순 에서는 독서코칭 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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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활동이나 연계활동에 한 로그램 개발  보 이 34.5%으로 나타났으며 독서코칭 로그

램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에 한 매뉴얼  기  마련도 18.4%로 나타나 향후사업 계획과 

운 에 반 되어야 하겠다.

이상에서와 같이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의 성과가 드러났으며 경기도의 독서교육 격차 

해소와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일환으로서 지속 인 사업으로 실시하게 될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 사업 참여자의 세부 인 요구를 수용하여 향후 사업 운 에 반 되어야겠다.

Ⅳ.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의 문제   개선 방안

경기도에서 ｢2021년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에 한 성과 분석  개선방안을 해 문가 

의견 수렴과 사업주   수행기 의 자체 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문가 의견 수렴

경기도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사업을 통한 유아의 독서효과  양육자의 독서육아 효과와 

사업의 문제   향후 개선방안에 한 문가 의견 수렴을 해 유아 독서교육 연구 문가, 

문헌정보학과 교수, 실제 사업에 참여한 독서코칭사를 상으로 2021.12.9. 문가 회의를 개최하

고 이에 한 의견 수렴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성과 부분이다. 첫째, 경기도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사업을 통한 효과성을 분석하기 해 

유아의 독서효과  양육자의 독서육아 효과 측정지표를 개발한 것은 향후 유사 독서진흥사업 효과 

측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측면에서 경기도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의 효과성이 검증되어 고무 이라는 평가이다. 둘째, 본 사업의 성과로 독서

교육에 한 양육자의 인식이 환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자녀 독서교육에 해 잘못 알고 있는 

지식에 한 교정  개선이 있었고 유아들은 다양한 새 도서를 받음으로 독서흥미가 유발되었다.

다음은 문제  부분이다. 첫째, 사업주   수행기  측에서 기 단계에 무 비가 안된 

상태로 사업이 진행됨으로 사업수행자 측에서 독서코칭사 모집과 참여 유아 모집에 난항을 겪어 

일부 지역에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한 이다. 둘째, 이로 인해 독서코칭사를 상으로 이 

사업에 한 교육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참여 독서코칭사의 역량에 따라 독서육아 효과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상된다. 셋째, 양육자 측면에서는 무료 사업이다 보니 그에 따른 본 사업의 

참여에 있어 성실성(약속과 책임감)이 결여되는 경우가 있었다.

향후 본 사업이 성공 으로 수행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1) 엄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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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코칭사 선발, 2) 독서코칭사  부모 상 교육, 3) 독서코칭사당 교육 상 유아 수 제한(심도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필요), 4) 그에 따른 임 체계  우 마련 등을 제안하 다. 

2. 사업 주   수행기  자체 평가

경기도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사업을 통한 사업의 문제   향후 개선방안에 한 사업주

(경기도 담당부서)  수행기 에게 사업이 끝나가는 시 에서 3개 역, 즉 사업 계획-집행-성과 

 개선방안에 해 자체 평가를 실시하 다. 자체 평가문항은 독서문화진흥사업 평가모델(황 숙 외, 

2016)을 참조해서 구성하 으며 자체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2)

첫째, 사업주  기 의 경우, 사업 계획-집행-성과 부분에서 부분 양호, 우수하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으나 사업수행 기 의 경우, 사업 계획 부분에 있어 산의 성은 미흡, 성과목표  지표의 

성에는 보통으로 밝히고 있으며,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도 사업 수행 일정의 성이 미흡하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의 개선방안 부분에서 사업주  기 은 사업 상(유아, 양육자) 

모집이 가장 어려웠으며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의 활성화를 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1순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의 지속 인 운 을 한 제도(의지)  산 마련, 2순  책꾸러미 정기

배송 사업의 독서코칭사  양육자(부모) 교육, 3순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의 담 인력 확보 

순으로 밝히고 있으며, 기타 개선할 에 해 “코로나로 인해 면 교육의 어려움(비 면 활성화), 

그로 인한 아이들의 독서 인지 능력 하, 발달이 늦어지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며, 

코로나 지속 상황에서 비 면 교육보다 더 효과 인 사업 방법, 성과 측정 등에 한 지속 인 

연구가 요구됨”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사업수행 기 은 제한된 수혜 지역  가구에 따른 이동거리/

시간, 원활한 도서 교체 여 제한  코칭 스 의 잦은 변동, 기본 도서 구입, 보수  추가 

도서 구입( 손/불용발생)에 한 보조사업자의 액 부담이 가장 어려웠으며,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의 활성화를 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1순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의 지속 인 운

을 한 제도(의지)  산 마련, 2순  책꾸러미 도서구입 기   체계 인 도서 리, 3순  

독서코칭 로그램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에 한 매뉴얼  기  마련 순으로 밝히고 있다. 

한 기타 자유 의견 기술 부분에서는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의 서비스 제공 방식인 도서 여 

 코칭시스템, 탁계약직 교사에 한 이해와 제반 사항에 해 명확한 기 과 원칙이 부재한 

상태로 보조사업자의 사업운  형태  노하우만으로 진행되다보니, 공  기   원칙과 부합되지 

못하는 면이 다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함”으로 밝히고 있다. 

 2)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을 통한 독서육아 효과 분석 연구｣ (경기도, 2021) 보고서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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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문제   개선방안

경기도에서 독서교육 격차 해소를 해 추진한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에 해서 양육

자와 독서코칭사에게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반 으로 이 사업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양육자와 독서코칭사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향후 사업의 활성화 방안과 문가 의견 

수렴, 사업주   수행자 자기평가 결과, 사업 진행 상황을 살펴본 결과, 이 사업의 문제   

개선방안을 종합 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  사업 비 기간이 짧아 사업에 한 제반 이해가 부족하여 사업 진행상 다음과 같이 여러 

문제 이 도출되었다.

첫째, 이 사업의 핵심 사업진행자인 독서코칭사의 모집과 처우의 문제이다. 즉 수행사업자의 

운  노하우만으로 진행하다 보니 공식 인 기 과 원칙이 부재하여 탁계약직 독서코칭사 모집

의 어려움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시행이 지연되었으며, 독서코칭사의 업무에 따른 한 

처우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에 그만두거나 2가지 직업을 갖는 독서코칭사도 있어 이 사업에 온

히 집 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사업 상 선정  모집의 문제이다. 경기도에서 비교  취약지역이라고 하지만 시와 군의 

지역 환경과 주민 수에 따른 사업 상 지역 선정과 사업 상(유아-부모) 모집이 이 어려웠다. 

셋째, 실행단계에서는 사업수행 일정과 독서코칭사 배치의 부 성이다. 즉 방문 가정 간의 

이동거리와 시간의 문제, 독서코칭사 스 의 잦은 변동으로 양육자와 독서코칭사간의 신뢰의 

문제 등이 발생되었다. 

넷째, 정기배송 도서 리의 문제이다. 즉 제한된 여 도서 교체로 인해 유아나 양육자가 원하는 

도서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았으며, 기본도서 구입과 보수  추가 도서 구입( 손/불용발생)에 한 

산 비책정으로 수행사업자가 추가 도서구입 등은 액 부담함으로써 산의 부족 문제가 발생하 다.

다섯째, 코로나19 상황에서 면수업이 힘들 경우 사업의 지속성을 한 안의 부재 등이다. 

면수업이 힘든 상황인 경우 비 면 수업을 할 수 있는 정기배송 시스템이 미비하 다.

이에 이 사업의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2021년 사업에 드러난 문제 을 토 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정기배송  독서육아코칭 사업 

시스템을 체계화하여야겠다. 즉 권역별 정기배송 사업 지역 분할, 권역별 사업주체  사업자 선정 

 독서코칭사 선발, 사업수혜 가정 선정, 도서 선정기 , 사업 매뉴얼 마련 등 이 사업을 지속 으로 

운 하기 한 산 배정  제도  근거를 마련한다. 

둘째, 수혜지역과 수혜 상자(유아-부모)를 경기도 지역 체로 확 하고 연령도 만 3세를 주 

상으로 하 으나 읽기능력 발달 시기에 있는 만 3~7세 정도까지 연령을 확 하여 모집하여야겠다. 

실제 독서육아코칭이 우선 으로 필요한 소득층, 한부모, 조손가정, 다문화, 장애가족 등은 양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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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여 여건의 한계로 사업 참여가 쉽지 않았으며, 군 단 의 지역에는 견 가능한 독서코칭사 

모집이 어려웠다. 반면에 양주시 등 신도시 지역에는 사업에 극 으로 참여하는 편이었으며, 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이 많았지만 참여 제한을 두어 참여하지 못하는 가정도 있었다. 따라서 

보편  독서복지 차원에서 수혜지역을 경기도 역으로 확 하고, 연령도 좀 더 확 하여야겠다. 

한편 향후 독서육아코칭이 더욱 실한 계층, 즉 소득층, 한부모,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가족 

등을 상으로 그들의 상황에 맞춤 독서코칭은 별도 사업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독서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자격 요건을 갖춘 독서코칭사를 선발하여 그에 합당한 처우를 

하며, 이 사업을 해 필요한 지식과 실무(유아의 발달단계, 그림책의 이해, 유아 독서활동, 부모 

독서코칭 등)를 한 독서코칭사에 한 교육과 재교육을 실시한다. 

넷째, 양육자에게도 이 사업의 이해를 해 유아 발달단계, 발달단계에 맞는 도서선정 방법, 독서

활동 방법, 독서육아의 필요성과 방법, 자녀와의 상호작용 방법 등에 한 양육자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존 유아 독서 로그램을 해온 공공도서 의 북스타트 사업, 책 읽어주기 활동 등에서 

하지 못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로서 책꾸러미 정기배송  독서육아 코칭을 한 로그램 개발  

매뉴얼과 기  마련을 통해 사업의 체계화와 양질화를 도모한다. 

Ⅴ. 경기도 독서문화진흥 정책 제안

향후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이 활성화되고 지속 인 사업으로 발 하기 해서는 경기도 

독서문화진흥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이 사업이 지속 으로 진행되기 해서는 정책  제도  뒷받침이 따라야 하는데, 이 사업은 

국의 북스타트 사업과 마찬가지로 조기 보편  복지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행기 은 공신력 있는 공공기 (경기도 소속)에서 실시하되 도서 과 력하고 문민간 

기 과 가버 스를 구축하여 민-  력사업으로 그 시 지 효과를 배가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기 에서는 제도와 산을 마련하고, 도서 과 문기 과의 력과 지원체제를 구축

한다. 공공도서 에서는 유아 발달단계에 합한 추천도서목록 제공과 추천도서코  마련하여 

책꾸러미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유아와 그 가정에도 도서 을 통해 빌려볼 수 있도록 한다. 한 

유아 독서활동(교육) 로그램 개발, 독서육아코칭 로그램 개발  독서육아코칭 매뉴얼을 개발

하여 부모, 독서코칭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문 민간기 에서는 독서코칭사를 모집, 선발하여 

교육하고 견하며 정기배송 사업 리를 담당한다. 

셋째, 사업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최  12개월까지 실행하며, 독서코칭사 방문은 월 2회 정도 

방문하여 부모-유아에게 독서육아코칭을 실시하고, 방문시 독서코칭사가 제공한 도서와 코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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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정에서 부모가 유아에게 일상 으로 용하여 충분히 소화하여 독서육아코칭의 효과를 

배가한다. 

넷째, 이 사업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 을 개선하여 이 사업이 보편 이고 지속 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축 하여 온․오 라인 공유시스템(경기도사이버도서  내)을 구축한다. 이 

사업의 수혜 상자는 만 3세가 주 상이며, 더 나아가 향후 유아의 발달단계별(연령별), 계층별, 

독서문제아(혹은 부진아)별 책꾸러미  독서육아코칭 로그램을 개발한다. 이 사업을 계기로 

코로나19 상황과 상  디지털문화로 인한 유아의 언어, 정서, 사회성  인지발달을 돕기 해 

독서흥미와 독서능력의 하를 방하고 조기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경기도 보편  조기 독서복지 실
독서교육 격차 해소

경기도

공공
도서

문민간
단체

경기도립
도서

-제도, 산
-지원 력체계 구축

-독서코칭사 선발, 
교육 리

-정기배송 사업 리

책꾸러미 정기배송
 독서육아코칭

공유시스템 구축

∙책꾸러미 도서 리, 
유아추천도서목록, 추천도서
코  운

∙유아독서활동  독서육아코칭
로그램/매뉴얼 개발, 보

<그림 1> 경기도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 민-  가버 스 체계

Ⅵ. 결 론

경기도에서는 정보취약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독서복지 격차 완화를 한 지원 사업으로 

동북부 7개 시군, 만 3세~5세 유아 상 책꾸러미 정기배송을 통한 독서육아코칭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해 양육자의 독서육아 효과 지표를 개발하여 유아 책꾸러

미 정기배송 사업을 통한 유아의 독서교육 격차 해소를 한 성과를 도출하고 객  데이터를 

확보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방향성 설정  독서문화 진흥 정책을 제안하 다. 그 구체 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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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2021년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에 한 양육자  독서코칭사를 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 후 유아의 독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의 참여

동기로 정기 으로 자녀에게 맞는 책을 제공받고 싶어서가 52.8%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에게 

정기 으로 책을 읽히고 싶어서도 30.9%로 나타나 체로 양육자는 자녀의 독서습 을 요시 

여김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업의 필요성  만족도는 양육자 

 독서코칭사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양육자의 경우 사업 후 독서량이 많이 증가할수록 

본 사업의 필요성과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이 단될 경우에도 지속 으로 책꾸

러미 정기배송과 같은 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교육  효과 부분

에서 1순 는 유아의 독서흥미 태도 발달이 70.8%로 가장 많았으며, 2순 는 유아-부모의 상호작용 

진이 27.0%, 양육자의 독서육아에 한 정  인식 변화도 20.2% 순으로 많았다. 사업 활성화를 

해 필요한 것으로 1순 에서는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의 지속 인 운 을 한 제도(의지)  

산 마련이 63.3%로 가장 많았으며, 2순 에서는 독서코칭 련된 독후활동이나 연계활동에 한 

로그램 개발  보 이 34.5%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의 독서교육 격차 해소와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일환으로서 지속 인 사업으로 실시

하게 될 근거가 마련되었다. 향후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의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1) 2021년 사업에 드러난 문제 을 토 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정기배송  독서육아코칭 사업 

시스템의 체계화한다. 권역별 정기배송 사업 지역 분할, 권역별 사업주체  사업자 선정 

 독서코칭사 선발, 사업 수혜가정 선정, 도서선정기 , 사업 매뉴얼 마련 등 이 사업에 

필요한 산 배정  제도를 구축한다. 

(2) 보편  독서복지 차원에서 유아 3세를 상으로 수혜지역과 수혜 상자(유아-부모)를 

모집 골고루 모집한다. 하지만 향후 독서육아코칭이 더욱 실한 계층, 즉 소득층  

한부모,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가족 등을 상으로 그들의 상황에 맞춤 독서코칭 사

업을 실시한다.

(3) 일정 자질과 자격 요건을 갖춘 독서코칭사를 선발하여 그에 합당한 처우를 하며, 이 사업을 

해 필요한 지식과 실무(유아의 발달단계, 그림책의 이해, 유아 독서활동, 부모 독서코칭 등)를 

한 독서코칭사에 한 교육과 재교육을 실시한다.

(4) 양육자에게도 이 사업의 이해를 해 유아 발달단계, 발달단계에 맞는 도서선정 방법, 독서

활동 방법, 독서육아의 필요성과 방법, 자녀와의 상호작용 방법 등에 한 교육이 필요하다.

(5) 기존 유아 독서 로그램을 해온 공공도서 의 북스타트 사업, 책 읽어주기 활동 등에서 

하지 못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로서 책꾸러미 정기배송  독서육아 코칭만의 로그램 개발 

 매뉴얼과 기  마련을 통해 사업의 체계화와 양질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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