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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5.1, 069-083. The effects of extensive reading 

have been extensively examined by many researchers in approximately the two 

last decades. The current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extensive English reading. A meta-analysis is conducted to answer research 

questions and to identify future research directions. Two types of empirical studies 

are included: those including group contrasts based on a comparison of a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s, and pre-post contrasts that only include 

experimental groups in the analysis. This study includes 31 papers from research 

databases on extensive reading researches in a classroom setting and synthesizes 

48 cognitive effects and 20 affective effects from these papers under 

investigation in a manner of quantifying their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to 

derive generalizations. Findings show a medium effect size (ｇ=.579) for pre-post 

contrasts and a larger one (ｇ=.713)for group contrasts. In sum, the available 

research to date suggests that extensive reading improves students' reading 

proficiency and should be a part of language learning curric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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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 영어교육의 경향은 문장에서 담화 중심으로, 정확성에서 유창성과 사회적 

적절성으로 변화하고 있다(Widdowson, 2003).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자의 읽기 

유창성(reading fluency)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으로서 다독

(extensive reading)이 제안되어 왔다.

다독은 제 2언어를 가르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언어능력보다 쉬운 자료를 많

이 읽게 함으로써, 읽기능력과 즐거움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한 방식이다(Da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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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mford, 2002). 이를 통해 학습자가 능숙하고, 유창하고, 독립적이며, 자신 있는 읽기 능력을 계발하게 하므로, 다독은 

영어 교육에서 유창성 개발에 매우 중요한 방편이 되어져 왔다.

다독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이 그 효과성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들을 수행해 왔

을 뿐만 아니라(Stahl and Heubach, 2005; Hafiz and Tudor, 1990), 인지적 및 정의적 요인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입증

해 왔다(Al-Homoud and 2009; Yamashita, 2008; Shin, 2006; Elley, 1991). 이렇듯 지난 30년 이상 동안 다독의 영어 읽

기 학습에 있어서의 효과를 검증하려는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으나, 연구들마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과 설계가 다르므

로 그 일반화 가능성이 낮고 각 연구의 결과를 개별적으로 해석해야만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메타분석은 관련 연구들

의 결과를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동일 주제의 연구 결과물을 종합하여 특정 교수학습 방법과 그 효과 간

의 인과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위하 수단이다. 또한 기존 연구들을 포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동

향을 가늠하고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어떤 문제들이 주목 받았고 또 어떤 문제들이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는지 등을 파악

할 수 있으며, 연구 설계 빛 방법에 있어서의 장단점을 평가하거나 함의하는 바가 비교적 큰 연구들의 특징을 규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김경리 ‧ 최문홍, 2018).

본 연구는 영어 읽기 교육에서의 다독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그 효과의 범위와 크기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

향을 살펴보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다독 활동의 효과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인지적 측면’

이란 다독 활동을 함으로써 발달되는 영어 읽기 능력으로, 읽기 속도와 읽기 이해력을 말하고, ‘정의적 측면’이란 영어 과

목에 대한 자신감, 관심, 참여도, 동기 등 학습과 관련된 정서를 의미한다. 본 메타분석을 위해 수집된 연구 유형은 (준)실

험연구이며, 이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다독 활동의 읽기 학습에서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표준 검사지나 설문지 등을 활

용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집단 간 비교) 또는 실험집단의 사전 ‧ 사후 결과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정량적으로 보여

주는 연구이다(김경리 ‧ 최문홍, 2018).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2.1 다독

다독은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능력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읽기 자료를 이용하여(Day and Bamford, 1998) 많은 양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읽음으로써 읽기 능력과 함께 전반적인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식이다. Palmer(1968)에 따

르면, 다독은 빠르게 많은 책을 읽는 것(book after book)을 의미하며, 학습자의 관심을 읽기 자료로서의 언어가 아니라 

의미에 둠으로써 정보나 지식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료를 한 줄씩 연구하고 문법과 어휘를 

사전에 의존하여 모든 표현을 비교 분석 통역하는 정독(intensive reading)과는 대조된다고 하였다. Carrell(1998)은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에서는 특히 읽기 능력이 언어의 4가지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학습을 위

한 읽기(reading to learn)보다 읽기를 위한 학습(learning to read)이 읽기 수업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하였다. 

Krashen(2004)도 다독을 함으로써 다양한 텍스트 읽기를 통해 학습자는 읽기 능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어 상당한 정도

의 언어습득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외 많은 연구들에서 다독이 영어 읽기 능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구체적으로 보고해 왔다(Elley, 1991; Mason and Krashen, 1997; Shin and Anh, 2005). 특히 읽기 속도와 읽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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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력 간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 주는 많은 연구들(Beglar, 2013; Elley, 1991; Grabe, 1991; Nuttall, 2005)에서 다독 활

동을 통해 이전보다 더 많이, 더욱 즐겁게, 보다 빨리 읽으면서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다독을 함으로써 향상되는 읽기 능력의 인지적 측면을 두 가지 즉 읽기 속도와 읽기 이해력으로 한정하여 그 효과

를 검증한 연구들을 1차 수집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9년과 2015년 개정교육과정을 통해 의사소통 영어수업에서 유창성과 언어기능은 물론 정보내

용의 이해를 위한 통합적 능력을 강조한 영어 다독교육을 강조하였다. 이에 정규수업 현장에서의 제한된 시간과 자료 선

택 등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학습 활동을 이용한 다독 학습의 효과를 증명하는 연구들은 꾸준히 시도

되어져 왔다(조경희 ‧ 이정원, 2010; 김도연 ‧ 정혜진. 2012; 최병진, 2015). 최성희(2010)는 교실 수업에 다독 읽기 활동을 

포함시켜 영어 다독 읽기 지도의 경험적 모형을 제시하였고, 조경희 ‧ 이정원(2010)은 방과 후 북클럽 활동을 통해 고등

학생의 인지적 ‧ 정의적 요인에 긍정적 변화를 보고하며 다독이 영어 교육 개선을 위한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였

다. 김미영 ‧ 김경한(2012)도 원어민 협력 기반 다독 수업이 중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인지적 및 정의적 영역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독활동이 읽기 능력뿐만 아니라 읽기에 대한 

자신감, 동기, 태도 등 정의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 메타 분석

메타분석은 개별 연구들의 결과를 하나로 종합하는 수량적인 방법으로서 1차 연구들의 결과를 평균효과크기(effect 

size) 및 효과 크기에 대한 신뢰도 구간(confidence inteval)을 토대로 분석하는 연구종합 방식이다(Norris and Ortega, 

2006). 메타분석의 절차는 1) 연구문제 설정, 2) 검토대상 연구물들 선정 및 수집, 3) 연구 자료들의 특성 변인 코딩, 4) 데

이터 입력, 5) 분석 결과의 제시와 해석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오성삼, 2002). 영어교육 분야에서는 Norris와 Ortega의 

연구가 발표되면서 제2언어(L2) 학습 분야에서의 그 효율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해당 연구는 교수기반 L2 습득 연구

자들이 개별적 맥락에서 1차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되어 오고 있음은 물론, 다양한 연구 분

야에서의 후속 메타분석 연구를 촉진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받는다(이상기, 2010). 예를 들어, 

Taylor 외(2003)는 L2 읽기 이해력에 대한 명시적 읽기 전략 훈련(explicit reading strategy training, ERST)의 효과를 메

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들은 영어 읽기 수업에서 ERST의 유무가 L2 읽기 이해력 향상의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살

펴보기 위해 23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ERST를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L2 텍스트

에 대한 이해력이 높았다(Cohen’s d= .54).

국내의 경우 읽기 영역에서 김경리 ‧ 최문홍(2018)이 소리 내어 읽기 연습의 학습 효과에 대해 메타분석을 통해 연구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24편, 국외 9편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소리 내어 읽기 연습을 독립변인으로, 읽기 능력, 듣기 능

력, 흥미, 동기 등을 종속변인으로 메타 분석하였고, 그 결과 국내외 집단 간 비교(d=.65 & d=.84)와 사전 ‧ 사후 비교 

(d=1.13 & d=1.37)등의 평균 효과 크기를 통해 소리 내어 읽기 연습이 영어 능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김세진 ‧ 김정렬(2015)의 경우, 34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영어 음소 인식 지도의 읽기, 쓰기, 그리고 정의적 측면에서

의 전반적인 평균효과크기(Hedges’ g=.84, .68, .82, & .75)를 보고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연구질문과 관련하여서는 김정렬(2012)이 교실환경을 기반 한 다독 활동의 전반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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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능력에 대한 효과에 대해 메타분석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는 21편의 1차 연구들을 대상으로 종합·분석한 결과 66개

의 개별연구들로부터 결과를 종합하여 다독이라는 독립변인이 인지적 영역에서는 큰 크기효과(Cohen’s d= .623) 그리

고 정의적 영역에서는 중간 효과크기(d=.400)를 가지게 됨을 밝혔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종속변인이 듣기, 문자해독, 어

휘, 속도, 이해력, 쓰기 등 매우 광범위하게 코딩되었으며 조절 변인도 대상에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다독의 읽기 능력 향상 효과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소인 읽기 속도와 읽기 이해력을 인지적 종속변인으

로 하여 다독의 읽기 학습에 대한 효과크기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독이 영어 읽

기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종합함으로써 다독을 활용하는 교수학습의 효용성과 의의에 대해 의미 있는 시사

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다독을 활용한 영어 읽기 교육의 효과는 국내외에서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연구되어 왔는가?

2) 다독의 영어 읽기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적, 정의적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3) 다독의 조절 변인별(대상과 처치기간)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3. 연구방법

3.1 메타분석 대상 및 선정

본 연구에서는 영어 다독 활동 관련 연구를 국내외 온라인 학술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는 방법으로 대상 논문들을 

수집하였다. 교육문헌정보통합시스템 ERIC, ProQuest, 학국교육학술정보원의 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누리미디어

의 DBpia, 그리고 Google Scholar 등을 이용하여 2018년 12월까지 학술지에 출판된 관련 연구를 검색하였다. 검색어로

는 “영어 읽기 향상(English reading)”, “다독, 확대 읽기, 혹은 확장형 읽기(extensive reading)”, “재미삼아 읽기(pleasure 

reading)” 등을 조합하여 활용하였다. 1차로 검색된 연구물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하여 최종 메타분석 대

상을 선정하였다.

첫째, 영어 다독 활동이 독립변인으로, 읽기 속도, 읽기 이해력 그리고 정의적 영역과 관련된 심리내적 변인을 종속변

수로 설정하여 실시된 실험연구일 것.

둘째, 실험연구 혹은 준실험설계가 이루어진 연구일 것.

셋째, 메타분석에 필요한 기술통계량 정보(e.g.,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유의도 등)가 제시된 연구일 것.

검색 작업을 통해 총 45편의 연구가 추출되었으나 적격성 기준 적용과 중복되는 논문을 정리한 결과 31편(2개의 석사

학위논문과 29개의 학술지 게재 논문)의 연구에서 68개의 개별 연구 사례가 메타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최종 선별되었다.

3.2 변인 코딩 및 데이터 분석

연구 적격성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된 1차 개별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연구 기본 정보, 연구 대상, 실험기간, 다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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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 종속 변인 등으로 범주화하였고, 각 범주의 코딩 값에 의해 <표 1>과 같이 개별 연구 사례를 분류하였다.

표 1. 사례 분류를 위한 변인과 코딩 값

변인 코딩 값

1. 대상 (1) 초등 (2) 중등 (3) 고증 (4) 대학 (5) 성인

2. 실험기간 (1) 3개월 미만 (2) 3-6개월 (3) 6개월-1년 (4) 1년 이상

3. 비교반 (1) 있음 (2) 없음

4. 종속변인 I (1) 인지적 영역 (2) 정의적 영역

5. 종속변인 II (1) 읽기 속도 (2) 읽기 이해력

6. 종속변인 III (1) 자신감 (2) 흥미도 (3) 불안감 (4) 참여도 (5) 동기 (6)의지

7. 환경 (1) ESL (2) EFL

<표 1>에 제시된 내용을 기초로 Excel을 활용해 1차 연구들로부터 데이터를 정리한 후, 코딩결과와 기술 통계치는 메

타분석 소프트웨어인 CMA(Comprehensive Meta Analysis) 3.0에 입력 후 평균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3.3 메타분석 실행 및 해석

본 연구의 메타분석은 다양한 조건 및 대상에서 얻어진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동질성 검정 통계(Q test)를 통해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여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표본의 크기를 고

려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완화하기 위하여 개별 효과크기 산출시 표준오차의 역수를 가중치로 사용하는 역

변량 가중치(ｗ)를 적용하였다. 참고로 동질성 검사는 기본적으로 수집된 효과 크기가 동일한 모집단의 평균값을 추정하

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각 변인별 평균 효과크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비교

하는 용도, 즉 Meta-ANOVA를 실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이제영, 2016). 역변량 가중치는 사례수가 큰 연구와 질이 높

다고 판단되는 연구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메타분석 실시 과정에 있어 안정된 가중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이상기, 2010).

효과크기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Cohen(1988)의 효과크기(d)의 개선 형태인 Hedges’ g로, 개별 연구물의 효

과 크기 및 전체 평균 효과 크기를 해석하고자 한다. Cohen(1988)은 효과크기가 ‘.80 이상’이면 ‘큰 효과 크기’, ‘.50’은 

‘중간 크기’, ‘.20 이하’이면 ‘작은 효과 크기’로 해석할 수 있고 이는 개선된 형태인 Hedges’ g를 해석하는 데 참고가 된

다고 제안하였다. 참고로 음수(-)이면 처치를 받지 않은 집단(비교집단 등)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연구결과

4.1 연구 종합

<표 2>는 본 연구에서 메타분석의 대상이 된 개별연구들을 종합하여 변인별로 코딩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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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차 연구들의 연구 종합 결과

변인 코딩값 개별연구 수 %

대상 초등생 8 12

2. 중학생 11 16

3. 고등학생 21 31

4. 대학생 24 36

5. 성인 3 5

기간 3개월 미만 28 42

2. 3개월-6개월 23 34

3. 6개월-1년 16 24

4. 1년 이상 0 0

비교반 없음(사전사후반) 37 55

2. 있음(1개반) 18 27

2. 2개반 이상 12 18

종속변인 인지영역 48 72

2. 정의영역 19 28

인지영역 읽기속도 17 35

2. 읽기이해력 31 65

정의영역 자신감 9 47

2. 흥미도 4 21

3. 불안감 2 10

4. 참여도 2 10

5. 동기부여 2 10

 

먼저 수집된 개별 연구들의 연구 대상을 살펴보면,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였

으며 대학생(36%), 고등학생(31%), 중학생(16%), 초등 학생(12%), 성인(5%) 비율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한 인원은 연

구마다 최소 26명(Bell, 2001)에서 최대 171(Suk, 2017)명이었으며, Bell(2001)의 경우 Yemen의 한 도서관에서 진행된 

읽기 수업 참여자를 그리고 Suk(2017)은 대학 1학년생을 정독(Intensive Reading)과 다독반으로 나눠 실험하여 읽기 속

도와 읽기 이해력 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고하였다. 연구 대상을 수준별로 나눠 실험한 경우(e.g., 박선희·최

희경, 2012; 박혜정,2005) 개별 연구 코딩 시 실험 ‧ 비교 모집단 수를 각각 입력하였다.

실험 처치 기간과 횟수를 살펴 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76%)에서 8주-15주간 주 2-3회 최소 30분-2시간이 소요되었고

(김정렬 ‧ 황지영, 2006; 임미란, 2012; Hwang, 2018), 그 외 연구들은 6개월 이상(Shin and Ahn, 2006) 의 처치기간을 소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Beglar 외(2012)의 경우 대학생 80명을 대상으로 두 학기(28주) 동안 2주에 1권 읽기 프로그램으

로 진행하여 읽기 이해력은 물론 특히 읽기 속도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향상력을 보고하였다.

다독 활동이나 다독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여주는 종속변인으로, 수집된 연구들 중 대부분(72%)이 정의적 영역보다는 

인지적 영역에서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인지적 영역에서는 65%의 연구가 읽기 이해력을 측정하였고(de Morgado, 

2009; Jung, 2017; Yun and Park, 2017), 이는 다독 활동이 읽기 이해력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며 높은 평균효과(Cohen’s 

d= .88)가 있다고 보고한 Krashen(2007)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다만 Krashen(2007)의 메타분석은 비교집단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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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사후 비교로만 평균효과를 살펴보았고, 본 연구의 메타분석 대상으로는 45%의 비교 실험 연구들을 포함하고 있

다. 인지적 종속변인으로 읽기 속도를 측정한 연구들(35%)도 상당수 되었으며(Berglar et al., 2012; Suk, 2017; Yang, 

2010), Al-Homoud and Schmitt(2009)의 경우 10주간 Saudi Arabia의 남자대학생 7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에서 다

독활동을 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읽기 속도에서 유의미하게 큰 향상도를 보였다고 검증하였다.

다독 활동의 정의적 효과를 살펴 본 연구들은 총 20개로, 인지적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수집

되었다. 이 중 다독활동 후 자신감(박선희 ‧ 최희경, 2012; Hwang, 2018)과 흥미도(김정렬 ‧ 황지영, 2006)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고 검증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불안감(목양주, 2004), 참여도(박성수 ‧ 강완희, 2004) 그리고 동기부

여(Shin and Ahn, 2006) 영역에서의 유의미한 변화도를 검증한 연구들도 소수 있었다.

4.2 메타분석 결과

본 연구의 대상인 총 31편의 1차 연구들로부터 68개의 개별 효과 크기가 추출되었으며, 이를 사전 ‧ 사후 간 비교 사례 

(37개) 와 통제 ‧ 실험 집단 간 비교 사례(31개)로 나눠 살펴보았다. 하나의 연구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종속변인

을 검증한 경우 독립 변인, 즉 각각의 종속변인으로 분리하여 코딩하였다(김미영 ‧ 김경한, 2016; Cha, 2009; Kim and 

Chon, 2013). 개별 연구 맥락에서 비교집단에게도 다독 활동을 활용하는 교수가 시도된 경우에는 해당 집단으로부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의 크기를 독립적으로 산출하였다(Berglar et al., 2012; Yun and Park, 2017). 또한 본 메타분석

에 활용된 연구 사례들에 출판 편향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해당 연구의 출판형태를 기준으로 평균효과크기를 비

교해 보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는 출판 형태 기준으로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과 학위 논문 2가지였으며, 평균 효과크

기를 비교한 결과 학술지 논문(g=.829, z=7.102, p=.000)에 수록된 연구의 효과가 학위논문(g=.590, z=11.208, p=.000)

의 연구보다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Q=3.067, 

df(Q)=1, p=.083) 두 부류의 연구를 함께 본 메타분석의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4.2.1 개별 연구 사례별 변인 코딩 결과와 효과크기

본 연구에서 분석한 31개 연구의 68개 개별 연구 사례를 앞서 <표 2>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해 각 변인별로 코딩한 결

과와 해당 사례의 개별 효과크기(Hedges’ g)는 부록에서 제시하였다. 동질성 검사 결과 본 메타분석의 대상이 된 여구들

은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Q=322.467, df(Q)=67, p=.000), 동질성이 가정되지 않았을 때 더 정확한 결

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Hedges’ g를 활용하여 개별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4.2.2 다독 활동의 비교 집단 간 전반적 평균 효과

비교 집단 간 연구 사례 총 31개의 개별 효과크기에 대해 동질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대상들 간 동질성이 발견되지 않

았기 때문에(Q=405.00, df(Q)=30, p=.000), 평균 효과크기 산출에는 효과크기의 이질성을 가정하고 연구 간 분산을 인

정하는 랜덤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을 활용하였다. <표 3>에서 보여주듯 랜덤효과모형을 통해 살펴본 전반

적인 평균 효과크기는 g=.713(z=6.704, p=.000)으로 ‘중간 이상의 효과크기’를 보여, 다독 활동을 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영어 읽기 능력 향상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반적인 평균 효과를 영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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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의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나, 정의적 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효과를 확

인할 수 없었다(z=1.761, p=.078). 한편, 인지적 영역의 전반적인 평균 효과크기 g=.874(z=6.113, p=.000)는 ‘큰 효과크

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비교 집단 간 전반적인 평균 효과

사례 수(k) 표준오차 95%CI 하한값 95%CI 상한값 p-Value 효과크기(g)

고정효과모델 31 .035 .432 .570 .000 .479

랜덤효과모델 31 .118 .490 .956 .000 .713

4.2.3 다독 활동의 집단 내 사전 ‧ 사후 간 전반적 평균 효과

사전 ‧ 사후 간 비교 연구 사례 총 37개의 개별 효과크기에 대해 동질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대상들 간 동질성이 발견되

지 않았기 때문에(Q=247.00, df(Q)=36, p=.000), 사전 ‧ 사후 간 평균 효과크기 산출에도 랜덤효과모형을 활용하였다. 

<표 4>에서 보여주듯 랜덤효과모형을 통해 살펴 본 전반적인 평균 효과크기는 g=.579(z=10.012, p=.000)으로 ‘중간 크

기’를 보여, 다독 활동이 동일 집단 내 사전 ‧ 사후 영어 읽기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평균 

효과도 영어 읽기능력의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인지적 영역에서의 전반적인 평균 효

과크기는 ‘중간 정도 g=.445(z=9.010 , p=.000)’, 그리고 정의적 영역에서는 ‘중간 이상 g=.646(z=4.756 , p=.000)’평균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다독 활동이 집단 내 사전 ‧ 사후 영어 읽기 능력에 유의미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그 효과가 인지적 측면에서보다는 정의적 측면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다독 활동을 하지 않은 통제 집단이 없다는 점에서 그 해석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표 4. 사전 ‧ 사후 간 전반적인 평균 효과

사례 수(k) 표준오차 95%CI 하한값 95%CI 상한값 p-Value 효과크기(g)

고정효과모델 37 .018 .365 .434 .000 .399

랜덤효과모델 37 .043 .493 .664 .000 .579

4.2.4 주요 변인별 메타분석 결과

4.2.4.1 대상과 기간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

다음으로 다독 활동의 영어 읽기 능력에 대한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대상과 실험처치 기간에 따른 

효과크기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으로 나눠 비교 실험한 연구들에 참여한 대상을 개별 사례 별로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부터 성

인까지 5개 하위 집단으로 나뉘었다. 사례 수가 가장 많았던 고등학생의 경우(Cha, 2009; Fujita and Noro, 2009) 평균 효

과크기는 g=.457(z=7.826, p=.031)로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사례 수가 가장 적게 수집되었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평균 효과크기는 g=.813(z=3.652, p=.000)으로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Rezaee and Nourzadeh(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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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Bell(2001)의 연구에 따르면, 통제 반에 비해 성인 초급반과 고급반 모두 수준에 관계없이 다독 활동 후 영어 읽기 

능력에서 큰 향상 효과를 보고하였다. 중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평균 효과크기도 g=.766과 q=.709로 

‘큰 수준의 효과크기’에 근접하였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g=.592)도 ‘중간 이상의 효과크기’를 보여줬다.

표 5. 대상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

하위그룹 사례 수(k) 표준오차 95%CI 하한값 95%CI 상한값 p-Value 효과크기(g)

집단 간 비교 초등생 5 .196 .274 .899 .003 .592

중학생 6 .245 .486 .946 .000 .766

고등학생 11 .166 .132 .783 .031 .457

대학생 6 .176 .364 1.054 .000 .709

성인 3 .344 .388 1.310 .000 .813

사전 ‧ 사후 초등생 3 .109 .654 1.082 .000 .863

중학생 5 .060 .404 8.673 .000 .523

고등학생 10 .033 .211 .441 .000 .376

대학생 19 .090 .334 .685 .000 .510

 

한편, 다독 활동 전후 집단 내 사전 ‧ 사후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의 대상 별 평균 효과크기를 메타 분석한 결과, 상대적

으로 사례 수가 가장 적었던 초등학생 대상 연구들의 평균 효과크기가 g=.863(z=7.952, p=.00)로 ‘매우 큰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물론 관련된 연구 사례가 많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그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는 

중학생(g=.523, z=8.674, p=.00)과 대학생(g=.510, z=5.691, p=.00)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보여줬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메타분석 결과는 g=.376(z=9.953, p=.00)로 ‘작은 효과크기’가 산출되었다.

표 6. 실험 기간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

하위그룹 사례 수(k) 표준오차
95%CI

하한값

95%CI

상한값
p-Value 효과크기(g)

집단 간 비교 3개월 미만 18 .160 .482 1.110 .000 .796

3개월-6개월 4 .026 .276 .380 .000 .328

6개월 -1년 9 .170 .268 .932 .000 .600

사전 ‧ 사후 3개월 미만 10 .101 .250 .647 .000 .448

3개월-6개월 19 .067 .467 .731 .000 .599

6개월 -1년 8 .086 .523 .861 .000 .629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집단 간 비교 연구와 사전 ‧ 사후 비교 연구들을 실험 기간으로 구분하여 메타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기간에서 중간 크기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비교 연구 중 효과크기가 가장 컸던 기간은 

3개월 미만이었으며, 반면 작은 효과크기(g=.328, z=7.665, p=.00)를 보여 준 연구들(Al-Homoud and Schmitt, 2009; de 

Morgado, 2009; Suk, 2017)은 모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중 이뤄졌으며 상대적으로 사례 수가 적어 효과크기가 작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사전 ‧ 사후 비교 연구들 중 상대적으로 사례 수가 가장 적었던 실험 기간 6개월 이상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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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연구(Beglar et al., 2012; Shin and Ahn, 2006)는 대상인원(총 323명)과 실험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던 점에서 가장 

큰 효과크기로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4.2.4.2 종속 변인 별 평균 효과크기

지금까지 다독 활동이 영어 읽기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밝혔고, 그 효과의 크기를 대상과 실험 기간 변인으로 나

눠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표 7>과 <표 8>은 다독 활동의 효과를 영어 읽기 능력의 인지적 측면에서 비교 집단 간 

그리고 사전 ‧ 사후 비교 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이다.

표 7. 비교 집단 간 연구의 종속 변인 별 평균 효과크기

사례 수(k) 표준오차 95%CI 하한값 95%CI 상한값 p-Value 효과크기(g)

읽기 속도 16 .171 .495 1.167 .000 .818

읽기 이해력 9 .249 .529 1.504 .000 1.016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영어 읽기 능력의 인지적 영역을 읽기 속도와 읽기 이해력 측면에서 검증한 연구들을 대상

으로 하였다. 비교 집단 간 연구에서는 통제 집단에 비해 다독 활동을 진행한 실험 집단에서 읽기 속도(g=.818, z=4.848, 

p=.00)와 읽기 이해력(g=1.016, z=4.091, p=.00) 모두에서 매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전 ‧ 사후 비교 

연구에서는 다독 활동 후 읽기 속도(q=.426, z=5.368, p=.00)와 읽기 이해력(q=.442, z=9.544, p=.00) 모두에서 중간 수

준의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사전 ‧ 사후 연구의 종속 변인 별 평균 효과크기

사례 수(k) 표준오차 95%CI 하한값 95%CI 상한값 p-Value 효과크기(g)

읽기 속도 8 .079 .270 .582 .000 .426

읽기 이해력 15 .046 .352 .533 .000 .442

다독 활동의 정의적 영역에서의 평균 효과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수집된 1차 연구들 중 비교 집단 간 연구들에서 정의

적 영역을 검증한 사례는 6개였고, 이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z=1.761, p=.078). 반면, <표 9>에서 보듯이 사전 ‧ 사후 비교 연구에서는 14개 사례가 수집되어 중간 이상의 효과크기

(g=. 646, z=4.756, p=.00)로 나타났으나 부정적인 효과크기(95%CI lower -.035 upper .658)를 포함한 비교 집단 간 연구

들에 비해 다독활동을 하지 않은 통제 집단이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덧붙여 하위 영역별로 자신감(k=6, 

g=.518, z=6.763, p=.00)외에는 흥미도 , 불안감, 참여도, 그리고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사실상 개별 사례 수가 적어서 각

각의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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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사전 ‧ 사후 연구의 정의적 영역에서의 평균 효과크기

사례 수(k) 표준오차 95%CI 하한값 95%CI 상한값 p-Value 효과크기(g)

전반적인평균효과 14 .136 .380 .912 .000 .646

자신감 6 .055 .401 .636 .000 .518

5. 결 론

본 연구는 2차 연구로서의 연구종합 및 메타분석의 기법을 적용하여 지난 20년간 진행되어 온 다독의 영어 읽기 교육

에서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조망해 보고자 하였다. 즉 국내외 교실 환경 하의 다독 활동의 실제적 ·구체

적 적용사례들을 살펴 본 1차 연구들을 종합하여 그 평균효과크기를 분석하고 동시에 조절변인과 종속변인별 효과크기

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31편의 1차 연구들로부터 68개의 개별 효과 크기가 추출되었으며, 이를 통제 ‧ 실험 집단 간 비교 사

례(31개)와 사전 ‧ 사후 간 비교 사례 (37개)로 나눠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독 활동을 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주로 

정독 활동)에 비해 영어 읽기 능력 향상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교 집단 간 전반적인 평균효과크

기는 g=.713 그리고 사전 ‧ 사후 간 비교 사례는 g=. 579로 중간 이상의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다만 사전 ‧ 사후 비교 연구

사례 경우 1차 연구에서 사전 ‧ 사후 검사지 사이에 형식과 난이도 측면에서 동질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된 사례가 대상

이었으나, 비교 집단이 없다는 점에서 그 효과크기 해석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종속변인을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인지적 영역(읽기 속도와 이해력)에서는 

비교 집단 간 연구 사례에서 보다 뚜렷한 다독의 효과가 나타났다. 다독의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정의적 영역은 

사전 ‧ 사후 연구 사례에서 자신감 향상에 중간 이상의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인을 기준으로 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실험 대상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집단 간 비

교 사례에서는 초등학생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상 수준에서 중간 이상의 평균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사전 ‧ 사후 

간 비교 사례들의 경우, 작은 효과크기로 나타난 고등학생을 제외한 다른 대상 수준에서는 중간 이상의 효과크기가 나타

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등학생의 경우도 조경희 ‧ 이정원(2010)의 제안처럼 부담이 적고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특별 활동이나 방과 후 활동의 형태로 다독을 활용한다면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실험기간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집단 간 비교 사례에서는 3개월 미만으로 진행된 연구들의 평균 효과

크기(g=.796)가 가장 컸으며 많은 연구 사례들이 학기 중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박혜정, 2006; Matsui and Noro, 

2010; Sheu, 2003). 사전 ‧ 사후 비교 사례에서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진행된 연구들이 가장 큰 효과크기(g=.629)를 

보였으며 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Fujimori, 2006; Shin and Ahn, 2006).

이상으로 다독을 활용하는 영어 읽기 교육 관련 연구의 학습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

의 메타분석 결과를 통해 보건대, 다독은 영어 읽기 능력 향상에 있어 전반적으로 중간 크기 정도의 효과를 가지며, 인지

적 측면은 물론 정의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초등학교 단계는 물론 성인 단계에

서도 다독 활동을 도입함으로써 학습자의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도, 학습태도와 내적 동기를 진작시킬 수 있음

은 물론, 읽기 유창성 즉 읽기 속도와 읽기 이해력 측면에서 긍정적인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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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다독 활동에 대한 표집대상의 전체 평균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모든 다독 활동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읽기 과정이 수업 외 활동으로 확장되기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방식과 학

습자 수준에 적절한 읽기 텍스트와 평가지 활용과 관련한 후속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뤄져서 영어 읽기 교육에서의 다독

의 효과성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탐색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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