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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자발적 독자의 핵심 속성을 독서 동기로 보는 관점에 입각하여 

독서 동기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교수·학습 방안을 개발하는 데에 주요한 목

적이 있다. 자발적 독자 양성의 필요성은 학교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

어 온 우리 사회의 담론이며, 국어교과 내의 읽기 영역 교육과정의 태도 범

주 아래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다만 자발적 독자 양성이라는 목

표가 독자의 정의적 역량 향상을 매개로 이루어지게 되는 탓에 실효성 있고 

체계적으로 논의되어 오지 못하였다. 이는 정서적 성격을 띠는 정의적 역량

이 개념화되기 어렵다는 점으로 말미암아,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 마련에 

대한 논의가 추상적 상태로 머물 던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자발적 독자가 지니고 있는 정의적 역량을 ‘독서 동기’로 

개념화하고,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동기를 설명하는 자기결정성 이론

(Self-Determination Theory)에 기대어 독서 동기의 향상의 가능성을  확인하

였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세 가지 기본 심리 

욕구에 대한 충족 경험이 내면화를 일으키는 원리임을 밝히고, 이러한 경험

이 행동 유도성을 지닌 맥락의 조건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밝혔다. 내면화를 

일으키는 맥락의 조건은 행동 유도성을 지닌 수행 관련 정보로 수렴되며, 

이는 각각 수행의 이유, 수행의 방법, 수행의 환경으로 요약된다. 행동 유도

성을 지닌 수행 관련 정보는 지식의 성격을 띠는바, 교육의 상황에서 체계

를 갖추어 교육 내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독서교육의 체계와 구성 요소를 고려하여 

독서 동기 향상을 목표로 하는 자율적 독서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을 개

발하였다. 자율적 독서 교육은 (1) 자기결정성 이론을 통해 수렴한 수행 관

련 정보를 독서교육의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변용한 것을 교육 

내용 삼아, (2) 경험중심적 교육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3) 독자의 독서 동

기 향상이라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실행된다. 

자율적 독서 교수·학습 방안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을 편성하여 교수·학습을 처치하는 준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집단에

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대어 설계한 자율적 독서 교수·학습 방안을 처치 

하였다. 아울러 자율적 독서 교수·학습 방안이 처치되는 집단은 모둠 독후 

활동이 없는 집단(실험집단1)과 있는 집단(실험집단2)으로 편성하였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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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집단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 이후로 실행되고 있는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전형적 수업 형태로 볼 수 있는 ‘한 권 꼼꼼히 읽기’ 수

업이 교수·학습되도록 하였다. 

실험 결과는 사전 동기 수준을 통제하고 사후 동기 수준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공분산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목적 및 가치’ 및 

‘사회적 차원’ 요인에서 교육 후 평균 동기 수준이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능력에 대한 신념’ 요인에서는 집단에 따른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전체적 경향성은 또래 간 상호작용이 없는 자율적 독서 교육

을 처치한 실험집단1의 동기 수준이 가장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2의 동기 수준은 약간 향상되지만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비교집단의 경우, 교육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교육을 처치한 후에 

‘목적 및 가치’ 요인과 ‘사회적 차원’ 요인의 동기 수준이 손상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율적 경험이 동기를 손상시킨다는 기존의 논의와 맥

을 같이 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발적 독자 양성을 위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

안을 탐색해 보는 준실험적 연구로 비교집단이 존재하지 않던 그간의 선행

연구에 비해, 자율적 경험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차별점을 지닌다. 독서 교

육의 정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활용 가능한 형

태로 구현해야 한다. 이에 이 연구는 자발적 독자 양성을 위해 자율적 독서 

경험을 제공해야 함을 제안한다. 

* 주요어 : 국어교육, 독서교육, 독서 동기, 자발적 독자, 자기결정성 이론

(Self-Determination Theory; SDT),  경험중심적 교육관, 체제적 교수설

계 모형

* 학  번 : 2016-2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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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자발적 독자 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학문적 및 국가·사회적 요

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자발적 독자 양성을 위한 독서교육의 실체를 파악하

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본고에서는 자발적 독자와 비자발적 독자

를 구분하는 핵심 속성을 독서에 대한 동기 수준으로 파악하고, 중학생 학

습자의 독서 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원리를 탐색하는 데에 주 목적

을 두었다. 동기는 행동을 촉발하며 지속시키는 심리적 요인이므로 자발적 

독자는 독서에 대한 높은 동기 수준을 보일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그간 학교교육에서 독서교육은 독해 기능 중심의 인지적 능력 향상에 중

점을 두고 이루어져 온바, 자발적 독자 양성이라는 목표는 대체로 학교 바

깥의 영역의 몫으로 남겨져 왔다. 독해 기능의 숙달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기존의 인지적 교육 방식은 독서교육의 정의적 목표를 소홀히 하는 결과

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 실제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독서에 대한 태도가 점

진적으로 저하됨을 보고하는 대내외적 연구 결과, 문자를 읽을 수 있는 문

해력이 있음에도 독서를 하지 않으려는 책맹 현상이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

한다. 요컨대 한철우(1998)를 비롯한 많은 논의에서 지적하였듯 자발적으로 

독서 활동에 임하지 않는 사람이 많고, 한평생 독서의 즐거움을 모르고 살

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독서교육은 비단 독해 기능의 숙달만을 강

조할 것이 아니라 독서에 대한 가치를 깨우치고 자발적으로 읽는 습관을 위

한 밑바탕을 형성해줄 필요가 있다. 

독서 교육에서 자발적 독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독

서의 가치와 관련이 있다. 독서의 가치는 양서 읽기를 통한 교훈적 내용의 

습득이라는 차원을 넘어선다. 독서는 학습의 도구로 기능하며 동시에 인간

은 독서를 통해 개인적 성장을 도모한다. 즉 독서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은 

학습자로 하여금 교육 기회의 평등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사회적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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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며 하나의 인간으로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철학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학습자는 독서의 경험을 통해 독자로서 성장하며 동시에 하나의 인

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자발적 독서 습관을 함양하는 일은 독서

교육의 주요 의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2000년대에 이르러 평생 독서에 관한 논의의 

대두와 함께 독서교육의 저변을 넓히는 논의가 활발해졌으며 독자 양성 교

육이 정규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 도출에 이르 다. ‘한 학

기 한 권 읽기’에 대한 논의를 필두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읽기의 생

활화’라는 성취기준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고무적이지

만, 독자 양성을 위한 독서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현장

의 교사들이 해당 성취기준을 어떻게 교수·학습의 형태로 구현해야 좋을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독서교육 현장인 학교 수업의 맥락에서 독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수

업에 대한 이해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독서교육 연구는 기존의 인지주의적 패러다임에서 발전하여 독자의 정의적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으로 확장되고 있으나, 정혜승

(2006)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의적 목표 도달을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의 개념화, 교육 내용의 가시화, 평가의 어려

움 등의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 독자의 핵심적 태도를 ‘높은 독서 동기 수준’

으로 규정하고, 독서 동기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의 원리를 탐색해 보았다. 

이는 심리학 및 교육심리학 분야에서 오래도록 축적되어 온 동기 이론에 기

댈 수 있다는 점, 실증적으로 교육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국어교육

계에서 독서 동기에 관한 논의가 상당수 축적되었다는 점 등으로 말미암아 

독서 동기를 중심으로 교육을 설계하는 일이 실용적 이익이 있을 것이라 판

단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데시와 라이언(Deci & Ryan, 

1985; 1987)에서 제창한 자기결정성 동기 이론을 중심으로 독서 동기의 향상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상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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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독서교육의 맥락에서 독서 동기를 향상시키는 조건으로서의 자율지

지적 상황을 어떻게 교수·학습의 내용과 활동으로 변용할 수 있는가? 

둘째, 개발한 교수·학습 방안을 적용하였을 때에 독서 동기 수준이 변화

하였는가? 

셋째, 어떠한 상황 조건에서 독서 동기가 향상되고, 독서 동기 수준이 변

화한 이유는 무엇인가? 

2. 연구사

자기결정성 이론을 중심으로 수행된 독서 동기 향상 연구와 관련한 연구

사는 크게 ①독서 동기 향상을 위한 교육적 처치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박

영민, 2008; 박영민 & 최숙기, 2008; 김주환, 2018; Guthrie, Bennett, & 

McGough, 1994; Gambrell, 1996)와 ②독서 교육계에서 자기결정성 동기 이

론과 관련된 논의(이병기, 2015; 오규설, 2017; 류수경, 2019; Vansteelandt et 

al., 2019)의 두 가지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독서 동기 향상을 위한 교육적 처치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는 본 연

구의 바탕이 되는 선행 연구물로, 문헌 연구를 통해 교수·학습 모형을 제

시하고 나아가 개발한 모형이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데에 

주 목적을 둔다. 대체로 독서 동기를 진단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 도구를 활

용하여 학습자들의 사전, 사후 동기 수준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프로그램

의 효과를 검증하는 특징이 있다. 

구스리, 베넷, 맥코프(Guthrie, Bennett, & McGough, 1994)의 논저는 ‘개념 

중심 읽기 지도(Concept-Oriented Reading Instruction, CORI)’라는 읽기 지도 

모형의 원형을 개발한 프로젝트 연구 보고서이다. 이 연구는 학습자의 읽기

량, 읽기 폭, 읽기 내적 동기, 이해 및 탐색 전략을 계발하기 위한 읽기 교

수·학습 모형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전통적인 읽기 교

수·학습 모형에 비해 학습자의 내적 동기 향상과 전략 수행 능력에 긍정적

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로 제안된 개념 중심 읽기 

지도 모형이 내적 동기와 학습자의 관여적 수행(engagement)에 미치는 효과



- 4 -

는 이후 다양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검증되었다(Guthrie et al., 

1996; Guthrie & Cox, 2001; Guthrie & Klauda, 2014). 이러한 개념 중심 읽

기 지도 모형은 크게 ‘관찰 및 개인화(Observe and Personalize)’, ‘탐색 및 

재인(Search and Retrieve)’, ‘이해 및 통합(Comprehend and Integrate)’, ‘다

른 이들과 상호작용하기(Communicate to Others)’의 네 단계로 구성된다. 이 

읽기 지도 모형은 학습자로 하여금 어떤 현상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생성하

게 함으로써 호기심을 유발하고, 교사가 독해 전략과 같은 인지적 영역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며, 읽은 책과 관련하여 학습자가 동료들과 상호작용하

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감브렐(Gambrell, 1996)의 논저는 메릴랜드와 조지아 대학 소속의 국가독

서연구소(the National Reading Research Center, Universities of Georgia and 

Maryland)에서 초등 1, 3, 5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문식성 동기 

프로젝트(Literacy Motivation Project)’의 개략적인 내용과 그 결과를 소개하

며, 독서 동기 향상에 영향을 주는 교실 문화의 원리를 귀납적으로 파악하

여 제시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좋은 독자의 상을 ‘관여된 독자

(engaged reader)’로 규정하며, 몰입 독자의 특징을 ‘동기 부여됨(motivated)’, 

‘지식이 있음(knowledgeable)’, ‘전략적(strategic)’,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함

(socially interactive)’의 네 가지로 설정하였다.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관여된 

독자를 양성하기 위해 1, 3, 5학년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특정한 독서 프로

그램을 적용한 뒤, 프로그램의 효과로 나타난 독서 동기 향상에 영향을 미

친 원리를 파악하였다. 해당 원리는 ① 독서 모델로서의 교수자, ② 풍부한 

도서가 있는 환경, ③ 선택에 대한 기회, ④ 책에 대한 친근감, ⑤ 책에 대

한 사회적 상호작용, ⑥ 독서의 가치를 반영한 문식성 관련 보상의 여섯 가

지이다. 특히 이 논의에서는 아동들이 몰입 독자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인지

적이고 정의적인 영역 모두에서 균형 있게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요

하게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독서 교육계에서 자기결정성 이론과 관련된 논의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토대로 독서 동기의 실체를 파악하는 이론적 논의(예: 이병기, 2015; 

오규설, 2017)와 자기결정성 이론을 적용하여 독서 동기 향상을 위한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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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실증적 논의(예: 류수경, 2019; Vansteelandt et al., 2019)로 구분될 

수 있겠다. 이 중 독서 동기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실증적 논의인 

류수경(2019)와 반스틸란트 외(Vansteelandt et al., 2019)의 연구는 본고의 주

요 선행 연구가 된다. 

류수경(2019)의 연구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대어 국내 중학교 1학년 독자

의 독서 동기 및 독서 실천의 양상을 조사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국내 중학

교 1학년 독자들은 동기 수준에 따라 자율적 동기 집단, 타율적 동기 집단, 

무동기 집단의 세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동기 집단별로 서로 다른 

독서 실천의 양상을 보임을 밝혔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이론

의 전제에 기반을 두어 독자 정체성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 독서 교육의 내

용을 동기 집단에 따라 제시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자기 결정성 이론에 따

라 국내의 독자 집단을 세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기결정성 이론이 

독서교육의 상황에 교육 내용으로 변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반스틸란트 외(Vansteelandt et al., 2019)의 연구는 학습자의 독서 동기 향

상을 위하여 초등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이 프로그램은 자기결정성 이론과 데시몬

(Desimone, 2009)의 지속적 전문성 계발(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 프로그램에 바탕을 두고 개발되었으며,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교사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독서 동기 

향상을 위하여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을 마련한다. 독서 동기의 향상은 학습

자 개인의 의도적 노력보다는 학습자가 독서와 관련된 경험을 갖게 되는 제

반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교수·학습 상황을 설계하는 교사의 전문

성은 학습자의 독서 동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반스틸란트 외의 접

근은 독서 동기 향상을 위한 접근이 교육 설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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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와 실험 연구를 주 연구 방법론으로 삼았다. 먼

저 독서 동기 향상의 원리를 탐색하려는 Ⅱ장에서는 독서 동기 논의의 효시

인 위그필드와 구스리(Wigfield & Guthrie, 1997)를 중심으로 독서 동기의 개

념과 성격, 구인을 탐색하였다. 이후 자기결정성 이론의 창시자인 데시와 라

이언(Deci & Ryan, 1985; 1987; Ryan & Deci, 2000a)을 중심으로 인본주의적 

동기 이론의 관점과 자기결정성 이론의 전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동

기의 형성 과정을 파악하였다. 

다음의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파악한 동기 향상 요인을 교육 상황에 적용

하기 위하여 교육 및 독서교육 이론을 검토하였다. 현행 교육과정 및 교과

서의 검토를 바탕으로 본고의 교수·학습 방안 마련의 방향성을 정립하였

다. 아울러 독서 동기 향상을 위한 독서 교육이 체계적으로 현장에서 구현

될 수 있도록, 태도 향상을 목적으로 삼는 지식과 활동 마련의 가능성을 이

론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탐색을 바탕으로 마련한 교육의 내용

과 방법을 딕과 캐리(Dick, Carey, & Carey, 2003)의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

으로서 실제 현장에서 처치할 한 단위의 교수·학습 방안으로 개발하였다. 

Ⅳ장은 준실험설계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독서교육의 상황을 설계하고 

독서 동기의 수준 변화를 확인하였다. 준실험연구는 자연적 상황을 실험의 

상황으로 선택하는 설계 방법으로(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준실험설계’), 연

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처치변수 이외의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하지만 

윤리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널리 사용되는 실험 설계 방법이다(한국교육평

가학회, 2004, ‘준실험설계’). 독서 동기의 수준 변화를 확인하고자 임효진

(2016)의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교육 전과 교육 후의 학습자의 독서 동기 수

준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요인에 따른 독서 동기의 수준 변화를 파악하

고자 두 집단의 실험집단과 하나의 통제 집단을 구성하여 총 세 집단을 편

성, 약 한 달(2019.05~2019.06)에 걸쳐 처치를 투입하였다. 결과의 분석은 사

전의 변수를 통제하고 사후의 결과 변화를 확인하는 데에 주로 쓰이는 통계

적 분석 방법인 공분산분석(ANCOVA; Analysis of Covariance) 방법을 활용

하였다. 

독서 동기 수준 변화에 대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습자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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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본인이 읽은 책에 대한 난이도와 흥미, 가치를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고, 마찬가지로 수업과 관련하여 질문지를 만들어 5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여 해당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처럼 텍스트와 수업에 대해 학습자가 경험

한 느낌을 평정하도록 한 것은, 학습자의 자율적 독서 경험에 텍스트와 수

업 환경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텍스트 및 

수업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한 양적 자료는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인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 방법을 활용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수행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활동지를 만들어 수집하였으며, 수업 평가와 관련하여서

는 질문지를 만들어 서면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서면 평가 자료는 개방 코

딩하여 범주를 일반화하였다. 대면 인터뷰는 참여자가 동의하지 않았기에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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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독서 동기 향상의 원리 탐색

1. 독서 동기의 개념과 성격, 구인

1) 독서 동기의 개념

독서 동기(reading motivation)는 ‘독서’와 ‘동기’가 결합된 용어로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독서라는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이다. 독서 동기에 관

한 논의는 책맹 현상의 원인과 해결책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영미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것으로, 심리학의 다양한 동기 이론에 뿌리를 두고 출발하

였다. 독서 동기가 국어교육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로 크게 오래지 않은 일이며, 독서 동기의 개념이 다양한 학문적 배경에 기

대어 나타난 만큼 그 개념이 명확하게 자리 잡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박영

민, 2008). 따라서 독서 동기의 개념을 국어교육적 관점으로 정의하고 사용

하기 위해서는 교육심리학 기반의 동기 이론과 독서 이론의 접점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독서 동기를 종차와 유개념으로 구분하여 종차에 해

당하는 독서(reading)와 유개념에 해당하는 동기(motivation)의 개념을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독서’를 무엇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독서 동기가 가리키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필자의 위상이 독자의 위상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아 독서가 텍스트에 내재된 의미의 재구로 이해되던 시절

에서 독서에 대한 동기는 텍스트 내용 학습에 대한 동기를 가리키게 될 소

산이 크다. 이는 현재 독서에 대한 지배적 패러다임 아래에서 가리키는 독

서 동기와는 사뭇 다른 태도를 가리킨다. 이에 독서의 정의를 파악하고자 

본고에서는 학문적 및 국가적으로 합의된 국어과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살

펴보았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독서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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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는 글을 읽으며 의미를 이해하고 구성하는 능동적 사고 행위이
자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하여 의미를 창조하고 소통하는 문
화 행위이다. 학습자는 독서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는 
한편,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을 지닌 사람들과 소통하는 가운
데 더 깊이 있는 의미를 창조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시대와 사회의 삶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독서는 인
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 있는 지식과 경험을 학습하고 
건전한 세계관과 바람직한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주요 통로이므로 
학습자에게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서의 개념은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독자의 적극

적 의미 구성 과정으로, 독서를 둘러싼 중층적 맥락의 영향을 받는 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 한편 독서 행위를 통해 독자는 지식을 습득하고, 타인과 소

통하며,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음으로 독서 동기의 유개념인 동기(motivation)는 ‘움직이다’의 의미를 

지닌 라틴어 ‘movere’에 어원을 두며,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라는 사

전적 의미를 지닌다. 동기를 설명하는 시초적 논의는 심리학계의 거장 쿠르

트 레빈(Kurt Lewin, 1890~1947)의 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심리학적 현상

을 설명하기 위해 심리학적 구인의 중요성을 역설한 쿠르트 레빈은, 행동의 

동인을 설명하기 위해 심리적 힘(psychological force)의 개념을 제시한다. 그

에 따르면 행동은 특정한 물리적·심리적 환경에서 나타나는, 어떤 목표로

의 방향성을 지닌 움직임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인간 개인의 ‘요구(wants)’와 

‘의도(intentions)’와 같은 심리적 힘, 즉 동기에 의해 나타난다(Atkinson, 

1964:77-78). 즉, 동기는 행동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심리적 요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임규혁, 임웅, 

2007:226). 동기는 행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생리적인 성

질에서 인지적 성질에까지 다양한 성질을 띠며, 단순히 행동을 촉발하는 것

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을 지속시키며 견인하는 기능을 한다(Deci & Ryan, 

1985; Pintrich, 1999; Eccles, Wigfield, & Schiefele, 1998). 

독서와 동기의 개념에 관한 논의를 종합하면 독서 동기는 ‘학습, 소통, 문

화 창달 등의 목적을 위한 텍스트 읽기를 촉발·지속·견인하는 심리적 요

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와 관련하여 독서 동기는 ‘읽기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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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용어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영미권에서 출발한 독서 동기에 

대한 논의가 국내로 들어옴에 따라 용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읽

기 동기는 원어의 ‘reading motivation’을 보다 직접적으로 번역한 용어로 읽

기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가 무엇인지보다는 읽기 행위 그 자체에 초점을 두

는 용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텍스트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면, 독서 동기가 가리키는 실체

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워진다. 독서 동기에 관한 논의는 문식력이 있음에도 

책을 읽지 않으려고 하는 책맹 현상을 해결하고자 시작된 논의이다. 아울러 

동기적 성격을 띠는 태도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실체를 향해 형성되는 것이

므로(Krapp, 2002; Schiefele, U., 1991), 독서 동기에서 또한 독서의 대상을 

‘책’으로 한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독서 동기에 관한 논의에서 읽기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는 도서, 즉 책으로 한정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reading 

motivation’에서 읽기(reading)가 가리키는 행위가 도서로 한정된다고 보았으

므로 읽기 동기 대신 독서 동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콘래디 외(Conradi, Jang, & McKenna, 2014:14)에서 독서 

동기 연구물들을 메타 분석하여 종합한 독서 동기의 정의, ‘독서에 대한 개

인의 신념, 태도, 목표의 종합체에 기인하는 독서에 대한 동인’이라고 규정

하였으며, 본고에서도 이러한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책을 읽는 다양한 이유

들, 예컨대 책이 재미있어 보이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등과 같은 이유들은 책을 읽는 동기로서 작용한다. 이처럼 독서 동

기는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속성을 지닌 다양한 하위 구인의 복합 작용에 의

해 발현되는 심리 작용으로 이루어지며, 독서에 대한 동기는 과거의 독서 

경험 등에서 비롯한 개인적인 신념과 태도, 목표의 종합적인 집합체에 기인

한다(Guthrie & Wigfield, 1999; Conradi, Jang, & McKenna, 2014). 

이상의 논의에서 독서 동기의 사전적 정의와 학문적 정의를 살펴보았다

면, 독서교육의 측면에서 독서 동기 향상을 위한 교육의 의의가 무엇인지 

고찰해봄으로써 독서 동기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행위 일반에 대해 나

타나는 심리적 요인으로서의 동기는 학습 동기, 진학 동기 등 다양한 일상

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독서에 대한 동기를 가리키는 독서 동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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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조차 독서를 어떠한 행위로 규정하는지에 따라 독서 동기의 개념역은 확

장될 수도, 축소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목표로서 독서 동기의 

향상이 어떠한 독자 양성을 위하여 논의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술하였듯, 독서 동기에 관한 논의는 책맹 현상에 대한 경각심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를 통해 독서 동기의 개념이 자발적 독자의 핵심 태도를 설

명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자발적 독자의 핵심 속성으로서 독서 동기를 

규정하려는 관점은 독서 동기의 의미역을 독서에 대한 독자의 자발성에 한

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독서를 사회문화적 실천 행위로 설명하

는 사회문화적 독서 이론과 긴 히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대조적으로 인

지주의 독서 이론에서는 독서를 기능적 행위로 바라보았으므로, 인지주의적 

맥락에서 독서 동기를 규정한다면 독서 동기의 개념은 사뭇 달라질 수 있

다. 가령 독서를 기능적 행위로 바라보는 제한적 관점을 취한다면, 독서 동

기는 텍스트 의미 구성 과정에 대한 동기 즉, 독해에 대한 동기를 뜻하게 

된다. 이 경우 독서 동기는 오로지 텍스트의 의미 처리와 함께 동시적으로 

촉발되는 흥미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주

목하는 독서 동기는 독자의 자발성을 드러내는 척도이다. 독서의 맥락에는 

다양한 변인들이 관여하며, 이에 따라 독서 동기는 중층적 구인들에 의하여 

구성되게 된다. 

2) 독서 동기의 성격

(1) 영역 일반성 대 영역 특수성

독서 동기에 관한 연구가 교육심리학의 동기 이론에 많은 영향을 받은바, 

독서 동기 연구는 동기 이론에서 제시하는 보편적인 이론들을 많은 부분 수

용하고 있다. 교육심리학에서는 일반적인 교육 상황에서의 학습자의 심리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교육심리학에서 다루는 동기에 관한 연구는 내용 영역

과 무관한 일반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높은 자기 효능감이 동기

를 매개로 하여 수행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양한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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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경험적으로 입증된 연구 결과이다(김아영, 1998:113). 즉 독서(읽기)

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독서 동기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 통용되는 동기의 성질을 영역 일반성(domain 

generality)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독서 동기도 일종의 동기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영역 일반적 동기의 성질을 일부 지닌다고 볼 수 있다(박영민, 

2008). 영역 일반성을 띠는 독서 동기의 성질은 동기에 관한 일반 이론을 적

용하여 독서 동기의 형성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논리적 토대를 마련한다. 

한편 독서에 대한 동기는 다른 교과목 영역과 구분되는 ‘독서’라는 영역에 

대한 영역-특수성(domain specificity)을 갖는다. 에클스 외(Eccles et al., 

1993)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서로 다른 학습 영역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인식

하며, 유능함에 관한 인식(competence beliefs)과 주관적인 과제 가치

(subjective task value)가 학습 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대해 위

그필드(Wigfield, 1997:61)의 논저는 ‘아동의 유능감에 관한 인식과 자기 효능

감에 대한 믿음(self-efficacy beliefs)에 대한 요인 분석적 연구들은 동기가 

영역 특수적으로 발현됨을 강하게 지지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숫자를 

잘 다루는 것은 잘 읽는 것과 다르게 인식된다. 이는 독서 동기의 연구에서 

‘독서’ 영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독서 동기의 영역 특수성은 국어 교과 내의 독서교육이 갖는 특수성에 기

인한다. 내용 지식의 전달을 통한 영역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삼는 내용교

과 영역과는 달리 독서교육은 독서 기능의 숙달과 태도의 함양을 교육의 목

적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내용교과 영역에서의 정의적 목표는 특정한 내용

교과에 대한 학습 동기로 대표될 수 있는 반면, 독서교육에서 다루는 독서 

동기는 독서의 내용지식에 대한 학습 동기가 아니므로, 독서교육에서 함양

하고자 하는 독서 동기는 고유한 개념 정의와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 

독서 동기는 독서라는 행동에 대한 동기를 의미한다. 이 지점이 독서 동

기와 일반적 대상에 대한 흥미 또는 동기와 구별하는 지점이 된다. 이에 관

해 쉬풸 외(Schiefele et al., 2012:429)에서는 독서 동기가 갖는 특수성에 대

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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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구스리와 위그필드(1999)에서 제안된 바와는 달리, 개인적 흥
미를 독서 동기의 일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겠다. 개인적 흥미는 꽤 다양한 행동(예: 박물관 가기, 컨퍼런스에 참
석하기)들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그 중 하나가 개인의 흥미
와 관련된 텍스트 자료를 읽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습관적인 독서 
동기의 구체적인 형태는 개인의 흥미를 만족시키기 위해 ‘읽고자 하
는’ 반복된 의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즉, 독서 동기는 결국 습관적인 책 읽기 행동 또는 책 읽기에 대한 빈번

한 의도를 통하여 특징지어진다고 볼 수 있다. 어떤 분야에 대한 흥미를 바

탕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책을 읽는 행동이나 적어도 

책을 읽고자 하는 의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독서 동기가 높다고 보기 어렵

다.  

(2) 개인 내적 특질 대 활성화된 상태

독서 동기의 향상을 교육 목표로 삼기 위하여 독서 동기가 성격과 같은 

개인적 특질에 가까운 요인인가, 또는 상황맥락에 따라 활성화되는 상태인

가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 효과가 비교적 지속될 때에만 교육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심리학용어사전(2000)에 따르면 동기는 학습에 

대해 갖는 직접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일반동기, 준일반동기, 특수동기로 구

분된다. 우선 일반동기(general motivation)는 고도로 일반화된 동기로 ‘대부

분의 학과목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학습 의욕이나 학습 태세’를 일

컫는다. 반면 특수동기(specific motivation)는 ‘특정 교과목이나 과제의 학습

과정에서 유발되거나 작용하는 동기’로 학습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동기이

다. 준일반동기는 이러한 동기의 중간 단계로, 특정 영역에 대해 형성된 비

교적 유지되는 동기이다. 

동기의 가변성과 관련하여 김아영(2003)에서는 동기를 원격동기변인(distal 

motivation variable)과 근접동기변인(proximal motivation variable)이라는 개

념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원격동기변인으로서의 동기는 개인차로 나타나

는 비교적 유지되는 내적 상태인 반면, 근접동기변인으로서의 동기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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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처한 개인이 내리는 상황에 대한 판단에 기인하는 동기이다(김아영, 

2003:14). 이러한 개념은 동기가 상황에서 다소 떨어진(distal) 원위(遠位)에 

기인하는지, 상황에 근접한(proximal) 영역인 근위(近衛)에 기인하는지를 기

준 삼았다는 점에서 보다 직관적이다. 

독서 동기의 가변성에 대해 독서 동기에 대한 연구물들은 독서 동기를 암

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①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책을 읽고자 하

는 상태로 규정하거나 또는 ② 과제 특수적으로 발현되는 현재 활성화된 상

태로 바라보는 접근을 취한다. 전자는 동기의 준일반동기(원격동기)적인 측

면에, 후자는 동기의 특수동기(근접동기)적 측면에 방점을 둔 입장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우선 대부분의 독서 동기 검사 도구는 독서 동기를 비교적 안정된 개인 

내적 상태로 취급한다고 볼 수 있다(Schiefele et al., 2012:429). 예컨대 위그

필드와 구스리(Wigfield & Guthrie, 1997)의 동기 검사도구 MRQ나 국내의 

박영민(2007), 권민균(2002)에서 개발한 동기 검사도구는 ‘내용이 어려운 책

이라도 재미가 있으면 나는 상관하지 않고 읽는다’와 같이 독자의 평소 독

서 활동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물음은 독서에 대한 

독자의 평소 동기 상태를 진단하는 것으로, 동기가 일정 수준 안정적인 상

태로 유지된다는 견해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준일반동기로서의 독

서 동기는 독서를 수행하고자 하는 또는 회피하고자 하는 내적 성향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독서 태도(reading attitude)와도 중첩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

겠다. 

한편 사회적 맥락이 과제에 대한 학습자의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아래, 적절한 처치를 가하여 과제에 대한 학습자의 동기를 향상시키는 방법

을 모색하는 인지적 접근(예: Linnenbrink & Pintrich, 2002)이나 상황 특수적 

요인에 의해 흥미가 나타남에 따라 동기가 유발되는 것으로 보는 접근(예: 

Schiefele, U., 1991; Hidi & Anderson, 1992)은 동기를 상황에 따라 매우 가

변적인 속성을 지닌 요인으로 간주한다. 특수동기를 유발하는 변인에 따라

서 학습자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범박하게 동기는 이러한 두 가지 속성을 모두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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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가 늘 상황 특수적으로 변하거나 또는 늘 안정된 상태만을 유지한다기

보다는, 안정된 내적 경향은 존재하되 상황 특수적으로 더 활성화되거나 덜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Pintrich, 2000:102; Schiefele, U., 

1991; 157). 특히 이러한 견해는 특정한 행동 상황에서 높은 동기 수준을 개

인 내적으로 지니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보다 수월하게 

동기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험적 사실을 통해서도 뒷받침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독서 동기가 이러한 상황 특수적 성질과 개인 내적 성질을 동시

에 지닐 수 있음을 인정하는 바이나, 동기의 형성 과정 및 향상 방법을 중

점적으로 논하고자 독서 동기를 개인 내적으로 존재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취급하고자 한다.  

동기는 내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되며, 독서에 대한 독자의 인지적이고 정

의적인 자기 평가에 의거하여 나타난다. 동기의 영향 요인에 대해 일반적으

로 현대 동기 이론에서는 자기 도식(self-schema)의 개념에 기초하여 설명하

고 있다. 자기 도식이란 ‘개인별로 구성되는 자신에 대한 지식의 조직이며 

스스로에 대한 인지적, 상황적 해석의 내용 그 자체(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자기도식‘)’으로, 인간 작인(human agency)의 기초가 되는 능력, 흥미, 가치

관, 신념 등을 포괄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일컫는다(김아영, 2004). 

이러한 자기 도식은 비교적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며,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변화한다. 이러한 지점에서 동기 향상 교육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독서 동기의 준일반동기적 성격은 독서 동기 향상을 위한 교육이 가능함

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러한 교육이 교육과정 상에서 어떠한 위상을 지니는

지를 시사한다. 먼저 현재 독자의 독서 동기 수준은 이전의 독서 경험의 결

과인바, 특정한 독서 상황에서 이루어진 독서 경험에 따라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또한 이렇게 형성되는 독서 동기 수준은 개인 내적 성질

로서 비교적 오랜 시간 지속된다. 이러한 점에서 독서 동기의 향상은 태도 

교육의 일환으로 논의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독서 동기를 비교적 유지되는 

개인 내적 성질로 간주하여, 태도 교육의 일환으로 독서 동기 향상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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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서 동기의 구인

독서 동기의 구인은 독자들이 독서 행위를 수행하는 세부적인 이유를 제

시한다. 독서 동기는 독서 행위에 대한 개인 내적 충동으로 직접적 관찰이 

불가하며, 독자의 독서 행위나 독서에 대한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서 간접

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즉 독서 동기는 이론적으로 구성된 심리적 

요인으로, 복잡다단한 하위 구인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

하여 발달 단계별 독서 동기의 구인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연구들이 대내외

적으로 수행되었는데, <표 Ⅱ-1>은 독서 동기의 구인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

해 수행된 연구물과 그 결과 제시된 하위 요인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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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자
(년도)

요인
수

대상
요인 내용

과제 가치 및 목적 사회적 측면
능력에 대한 

신념

국
내

권민균
(2002)

10
초

1, 3, 
5

호기심, 몰입, 중요성, 
인정,  경쟁

상호작용, 
순응

효능감, 
도전심, 회피

박영민
(2007)

5
중1-
중3

흥미, 몰입, 
인정-중요성

사회적 
상호작용

독서 효능감

박혜숙, 
전명남
(2007)

9 초6

인정, 성적-순응, 
목표지향적 경쟁, 

대인적 경쟁, 호기심, 
몰입

사회성
독서효능감, 

회피

박영민
(2008)

7
중1-
중3

인정 및 보상, 몰입, 
독서 흥미, 내용 흥미, 

중요성
상호작용 독서 효능감

이영진 
외(2010)

4
고등
학생

인정, 몰입-호기심
사회적 

상호작용-흥
미

독서 효능감

임효진
(2016)

11
중1 
중3

호기심, 몰입, 중요성, 
인정, 성적, 경쟁

사회적 
상호작용, 

순응

독서 효능감,
도전, 회피

국
외

Wigfield 
& Guthrie
(1997)

11
초3-
초5

호기심, 몰입, 중요성, 
인정, 성적, 경쟁

사회적 
상호작용, 

순응

독서 효능감,
도전, 회피1)

Watkins & 
Coffey
(2004)

8
초3-
초5

성적-순응, 호기심, 
경쟁, 몰입, 인정

사회적 
상호작용

효능감, 회피

Wang & 
Guthrie
(2004)

8 초4
내적 (호기심, 몰입)

외적(인정, 성적, 경쟁)

외적(사회적 
상호작용, 
순응)

내적(도전)

<표 Ⅱ-1> 선행연구에서 밝힌 독서 동기의 구인 

독서 동기를 구성하는 요인과 요인 수에 대한 정보가 아직 명징하게 밝혀

1) Wigfield & Guthrie(1997)에서는 ‘회피’ 요인을 내재적 동기의 일종으로 간주하
여 ‘과제 가치 및 목적’ 차원의 하위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임효진(2016)의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한 구인타당도 검증 결과 회피 요인은 능력신념 차원에 가
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과제 회피 성향이 도전심에 대응하는 요
인으로 보고, 회피 요인을 능력-신념 차원의 하위 요인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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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는 않은바, 독서 동기의 구인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탐색적으로 이루어

졌으며(임효진, 2016) 그 구성요인 또한 전체 논의에서 안정성 있게 제시되

고 있지는 않다(박혜숙, 전명남, 2007). 즉 연구에 따라 세부적인 구인의 양

상과 수가 다르게 나타난다. 다만 어느 정도 공통된 요인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요인들은 크게 ‘능력에 관한 신념(자기 효능감

에 관한 범주)’, ‘과제 가치 및 목적’, ‘독서의 사회적 측면’의 세 측면으로 

범주화가 가능하다. 이는 <표 Ⅱ-1>의 연구들이 주요한 선행 연구로 활용한 

위그필드와 구스리(Wigfield & Guthrie, 1995; 1997)에서 제시한 독서 동기 

구인의 세 범주이기도 하다. 논의에 따라서는 과제 가치 및 목적 범주를 내

적 동기 범주와 외적 동기 범주로 구분하거나(예: 전제응, 2005), 자기효능감 

범주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도 하나(예: 박혜숙, 전명남, 2007; Wang 

& Guthrie, 2004), 위그필드와 구스리가 제시한 세 범주는 독서 동기의 구인

을 범박하게 조망하는 틀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능력에 관한 신념 범주는 자기 효능감 이론과 관련이 있다. 독서를 

잘 할 수 있다는 본인에 대한 믿음은 독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 독서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는 그렇

지 않은 학습자에 비해 좀 더 도전적으로 독서 과제에 참여한다. 이렇듯 어

떤 결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신념을 반두라(Bandura, 1977)에서는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이라고 정의 내렸다. 자기 효능감은 활동과 환경의 선택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얼마만큼의 

노력을 들이고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끈기를 보일지를 결정한

다는 점에서 동기적 요소를 지닌다. 이러한 자기 효능감은 독서의 영역에서 

독서 효능감으로 치환되는데, 독서 효능감(reading self-efficacy)은 독서 과

제 상황에서 독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에 대한 독자의 신념으

로 정의내릴 수 있다(최숙기, 2009). 자기 효능감 이론에 비추어 보아 독서 

과제 수행에 대해 높은 독서 효능감을 보인 독자들은 그렇지 않은 독자들에 

비해 어려운 독서 과제 상황에서도 더 많은 노력과 끈기를 보일 것임을 기

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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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과제 가치 및 목적에 관한 범주는 독자가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설명한다. 이 범주는 내재적 동기 이론(Deci & Ryan, 

1985; Csikszentmihalyi, 1990), 성취목표 이론(Dweck and Leggett, 1988; 

Nicholls, et al., 1989)과 관련을 갖는다. 독자로 하여금 독서 행위를 추동하

게 하는 동인을 텍스트 내·외적 요인과 독자의 성취목표 요인으로 탐색하

는 범주이다.

독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독서를 수행하는데, 예를 들어 독자는 

모르는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또는 부과된 학습 과제를 해결

하기 위해 책을 꺼내어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독자로 하여금 책을 읽게 

하는 동인을 텍스트 내적 요인과 텍스트 외적 상황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기

도 하는데, 전자에 의해 추동되는 동기가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이

며 후자에 의해 추동되는 동기가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에 해당한

다. 내재적 동기는 활동 그 자체에 대한 흥미를 바탕으로 활동에 몰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동되는 동기를 의미한다. 어떤 활동에 대해 내재적 동기를 

지닌 학습자들은 활동 그 자체를 수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감과 기쁨에 

의해 동기화된다. 한편 외재적 동기는 활동 그 자체보다 활동의 결과에 기

인하는 동기이다. 즉, 보상을 얻거나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책무를 다하

기 위해 등과 같이 활동을 통하여 얻게 되는 부수적인 결과에 의하여 발생

하는 동기가 외재적 동기에 해당한다. 외재적 동기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은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위치지어진다.

성취목표지향성은 내재적·외재적 동기와 함께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설

명하는 주요한 이론 중 하나로 주목받아 왔다. 학습자의 성취목표는 학습 

그 자체에 대한 흥미를 바탕으로 과제 참여를 통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

는 숙달목표(mastery goal)와 본인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 추동되

는 수행목표(performance goal)로 나뉜다. 수행목표지향성을 지닌 학습자는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는 것을 목

표로 학습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각각 수행목표에 대한 접근 지향

과 회피 지향으로 개념화되어 논의되었다(박병기, 이종욱, 2005). 독서 상황

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숙달목표를 지닌 독자는 텍스트가 펼쳐내는 앎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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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경험하고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서에 참여하는 반면, 수행

목표를 지닌 학습자는 집단 내에서 좋은 독자라는 평을 얻거나 나쁜 독자라

는 평을 얻지 않기 위하여 독서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성취목표지향성과 관련된  회피 요인은 왜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과제 가치 및 목적의 범주 아래에서 논의가 시작

되었으나(예: Wigfield & Guthrie, 1995; 1997), 도전심과 함께 자기효능감 범

주 아래에서 논의되기도 한다(예: 임효진, 2016). 

위그필드와 구스리의 독서 동기 검사 도구인 MRQ가 다른 동기 검사 도구

와 차별화되는 지점은 독서의 사회적 동기를 고려했다는 것이다. 독서 현상

은 독서에 대해 담화 공동체 내에서 공유되는 지식과 관습이 존재한다는 점

에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현상이다. 독자의 독서 활동이 교사와 가족, 또래 

요인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보고하는 연구물들(예: 

서수현, 옥현진, 2012; 손원숙 외, 2015)은 독서 현상에 독자의 개인 내적 요

인뿐만 아니라 독서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즉 독자의 

독서 행위에는 사회적인 동기가 작용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사회적 

동기에 관한 논의는 웬젤(Wentzel, 1989:132)의 저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논의에 따르면 교실 활동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고, 사회

적 상황에서 행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기대된 내용은 수행자의 목표에 영향

을 미친다. 즉, 과제를 수행하는 학습자는 과제에 대해 흥미를 느껴서 과제

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과제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요구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과제에 참여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자를 둘

러싸고 있는 독서 환경은 독자의 독서 동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아래의 <표Ⅱ-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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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가치 및 목적
사회적 차원

독서 능력에 

대한 신념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내
용

텍스트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의미 구성의 세계

텍스트 읽기를 
통하여 

독자가 얻게 되는 
외적 보상

독자를 둘러싸고 
있는 

문식성 후원자와의 
상호작용

읽기에 대한 
인식된 난이도.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예
시

흥미, 몰입, 
중요성

경쟁, 성적, 인정
순응, 사회적 
상호작용

독서 효능감, 
도전심, 회피

<표 Ⅱ-2> 독서 동기의 구인 

2. 독서 동기 향상 교육의 가능성 탐색

동기는 다른 교육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그 자체가 교육의 

목표이다(정종진, 1996). 이 연구는 독서교육의 목표로서 자발적 독서를 지

원하는 매개로서 독서 동기가 향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 또한 인

간은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개인 내적 욕구를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존

재로, 독자는 독서 행위를 통하여 자기를 발달시키고 자아를 실현하는 존재

임을 가정한다. 이는 독서를 통한 의미구성 과정이 자아의 성장과 독자로서

의 자기 인식에 영향을 준다(정옥년, 2010; 2017)는 생각에 기초한다. 

동기는 교육적 처치를 통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Martin, 

2012). 동기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물들은 동기를 구성하거나 동기와 관련된 

요인들이 발달적으로 형성된다는 증거를 포착하고 있다(예: Wigfield, 1994; 

Krapp, 2005). 또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독서에 대한 태도가 부적 경향성

을 띠며 발달함을 보고하는 연구물들(예: 윤준채, 김영란, 2008; 서수현, 정

혜승, 2012; 정지은, 2015)은 독서 동기 발달에 교육환경 요인이 작용하고 있

음을 방증한다. 즉, 이러한 연구물들은 독서 동기의 신장을 위한 교육적 처

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다양한 선행 연구물들에

서 개발된 독서 동기 검사 도구는 현재 독자들이 독서에 대해 갖는 동기 수

준에 대한 진단 결과를 제공한다. 이는 독서 동기의 현 상태만을 보여줄 뿐, 

왜 그러한 모습의 동기를 지니게 되었는지는 설명해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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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학습자의 독서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물

음을 해결하는 것이 이 연구물의 주된 과업이라 할 수 있겠다. 

독자는 독서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고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내적인 힘

을 가지고 있으며 독서교육은 평생 독자, 자발적 독자의 양성의 사명 아래 

독자의 개인 내적 힘을 충분히 이끌어 내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본고에서

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현대의 내재동기 이론 중 많은 관심을 받고 있

는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Deci & Ryan, 1985)에 기대

어 독서 동기 향상을 위한 수업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자기결정성 이론

은 어떤 행위를 이끌어 내는 데에 개인 내적 욕구를 존중하는 인본주의적 

동기 이론과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주목하는 인지주의적 동기 이론을 

복합적으로 수용하는 동기이론으로, 행동에 대한 자기결정성에 주목하며 자

발적 독자 양성을 위한 독서교육의 설계에 주요한 시사점을 준다. 

1) 독서 동기 향상의 가능성

본고에서는 현대의 동기 이론 중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자기결정성 이론

(Self-Determination Theory, Deci & Ryan, 1985)에 기대어 독서 동기 향상을 

위한 수업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인간이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개인 내적 욕구를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존재이며, 독자는 독서 행

위를 통하여 자기를 발달시키고 자아를 실현하는 존재임을 전제한다. 이는 

독서를 통한 의미구성 과정이 자아의 성장과 독자로서의 자기 인식에 영향

을 준다(정옥년, 2010; 2017)는 생각에 기초한다. 자기결정성 이론은 인본주

의적 동기 이론과 인지주의적 동기 이론을 복합적으로 수용하는 동기이론으

로, 행동에 대한 자기결정성에 주목하며 자발적 독자 양성을 위한 독서교육

의 설계에 주요한 시사점을 준다. 

(1) 자기결정성 이론의 주요 전제

자기결정성 이론은 성격 발달과 행동적 자기조절을 위해 개인적으로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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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인간 내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간의 동기에 접근하는 거시이론

(macrotheory)이다(Ryan & Deci, 2000b). 자기결정성 동기 이론은 과거 수행

된 행동의 결과에 의해 동기가 나타남을 주장하는 행동주의 동기이론과는 

달리, 행동의 원인이 앞으로 수행될 행동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예측이라는 인지주의적 접근과 함께 인간의 내적 잠재력 및 욕구에 주목하

는 인본주의적 접근을 취한다. 이 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촉발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상황 맥락 속에서 인간이 갖는 결정력에 주목하며, 인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상황 맥락의 조건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행동 과정을 상황적 측면과 인간 내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어떻게 인간으로 

하여금 바람직한 행동을 내면화하게 할지에 대한 교육 원리를 제공한다

앞서 설명된 인간 행동 원인을 규명하는 동기심리학의 패러다임은 행동의 

원인, 즉 동기의 원천(motive)을 무엇으로 보는지를 중심으로 구분된다. 행동

주의적 패러다임이 동기의 원천을 인간 외적 요인인 상황에서 찾았다면, 인

지주의적 패러다임은 그것을 인간 내적의 인지적 요인에서 파악하였다2). 한

편 자기결정성 이론이 바탕을 두고 있는 인본주의적 패러다임은 인간과 상

황 요인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면서 인간 내부에 대해 보다 현상학적

(phenomenological)인 접근을 취한다. 즉, 인본주의 동기 이론에서는 기존에 

간과되어 왔던 감정 등의 정서적 요인을 인간의 중요한 내적 요인 중 하나

로 취급하게 되었다. 특히 자기결정성 이론의 인간관은 ‘유기체적 변증법

(organismic dialectic)’이라는 개념으로 집약되는데, 이에 따르면 인간은 자아

의 통합을 향한 능동적 경향성을 지닌 존재로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

아 통합을 향해 성장해 나간다. 이에 대해 자기결정성 이론의 주요 논저 

Deci & Ryan(2002)에서는 인간의 성장과 사회적 환경의 영향에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기결정성이론의 기반은 유기체의 활동적 본질을 함양하거나 저해
하는 사회적 맥락과 활동적이고 통합적인 인간의 본질 사이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는 변증법적 관점에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사회적 

2) 인지주의적 동기 이론은 외적 대상물에 대한 인지적 판단이 행동을 하도록 만드
는 동기라는 관점으로 인간의 동기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동기를 유발하는 대상
인 동기물의 속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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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은 인간의 심리가 기인하는 성장 및 통합에 대한 경향성을 촉진
하거나 가능하게 하거나, 이러한 과정을 저해하고 지연 및 분열시킴
으로써 인간의 암적 면모를 보이는 행동과 내적 경험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성격에서의 심리적 성장과 통합은 단지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주어진 것도 아니고, 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이것(경향성*)은 함양하기 위하여 근접 또는 
원격의 환경 조건을 요구하는 역동적인 잠재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
다. 

Deci & Ryan(2002:6)
 *표시는 논저가 이해의 편의를 위해 덧붙인 설명

이러한 설명을 통해 자기결정성 이론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 ① 유기체의 

활동적 본질을 지닌 존재, ②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존재하는 존재, ③ 성장 

및 통합을 향한 경향성을 지닌 존재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음을 읽어낼 수 

있다. 이러한 인간관은 자기결정성 이론이 설명하는 인간의 동기를 분석하

는 바탕이 되며, 이에 입각하여 내재적·외재적 동기, 기본 심리 욕구, 동기

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의 조건, 자아에 대한 일관된 감각을 만드는 

통합의 과정으로서의 내면화(internalization)에 대한 연구가 자기결정성 이론 

아래에서 수행되고 있다3). 

이론의 명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자기결정성 이론은 인간의 자기결정

성(self-determination)에 논의의 시작점을 둔다. 자기결정성의 개념은 Deci 

& Ryan의 1980년 논저에서 제시되면서 이후 연구물들의 이론적 기반이 되

었다. 자기결정성이란 의식의 영역으로 들어온 동기 유발의 성질을 지닌 동

3) 자기결정성 이론은 주요 연구 분야에 따라 네 가지 하위 이론으로 구성되는 거
시 이론이다. 각 하위 이론은 인간 동기, 발달, 안녕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성과
를 바탕으로 구축되었다(Deci & Ryan, 2008). 최근에는 아래의 네 가지 하위 
이론에 더해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새로운 하위 이론들이 구축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비교적 연구 성과가 많이 축적되어 안정된 네 가지 하위 이론만을 소
개하고자 한다. 하위 이론의 개괄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지적 평가 이론(Cognitive Evaluation Theory; CET): 인간 내재적 동기에 대
한 사회적 환경의 효과 

 유기적 통합 이론(Organismic Integration Theory; OIT): 외재적 동기 부여를 통한 가
치와 조절의 내면화 과정

 인과지향성 이론(Causality Orientation Theory; COT): 자율성에 대한 인간 내적 지향
성 유형의 차이

 기본 심리 욕구 이론(Basic Psychological Need Theory; BPNT): 기본 심리 욕구 충족
과 안녕한 삶과의 관계 



- 25 -

기물(motive)4)으로서의 정보적 입력을 처리하여 행동을 선택하는 인간의 내

적 성질을 의미한다(Deci & Ryan, 1980). 어떤 상황에서 활동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들은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그것들이 동시에 충족될 수는 

없으므로 인간은 만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선택한다. 예컨대 집

이 지저분한 상황에서 깨끗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만족이 있으므로 힘들

지만 청소를 하려는 마음과 지저분하더라도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 사

이에서 인간은 좀 더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외부 정보의 입력 → 기대되는 결과의 평가(자기결정성 

개입) → 동기 유발 → 행동의 선택]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행동을 선

택하며, 여기에는 인간의 자기결정성이 개입한다. 이 때 자기결정성은 행동

에 대한 선택권 또는 자율성과도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결정성은 데시와 라이언이 설명하는 유기체적 활동의 본질의 핵

심 기제로 작용한다. 

인간이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존재라는 점은 인간이 기본 심리 욕구를 지

닌 존재라는 점에서 드러난다. 자기결정성 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심리 욕구

의 충족을 향한 과정으로 접근하는데, 욕구 충족의 과정은 환경과의 상호작

4) ‘모티브[motive]’와 ‘모티베이션[motivation]’은 우리말로 ‘동기’를 뜻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본고에서는 두 개념을 각각 사전적 
의미의 동기물(motive)과 역량적 의미의 동기(motivation)로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우선 ‘모티브’는 사전적으로 ‘개인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욕구 또
는 요구와 같은) 무엇(Merriam-Webster, 1828)’으로 정의되며, 교육심리학용어사
전(한국교육심리학회, 2000)에서는 이를 ‘어떤 장면에서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의식적·무의식적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사전에서 ‘모티베이
션’은 ‘동기부여 되는 과정 또는 동기부여 하는 행동’ 또는 ‘동기를 부여하
는 자극’으로 정의되며, 교육학용어사전(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에서는 이
를 ‘동기형성’으로 개념화 하며 ‘일정한 동기가 발생·발동하는 상태’로 규
정하고 있다. 즉, ‘모티브’는 특정 상황에서 행동을 발생시키는 구체적 물체에 
초점을 맞춘다면, ‘모티베이션’은 행동에 대해 동기를 부여하는 모든 것을 통
칭하며 좀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 유지되는 동기의 수준에 초점을 맞춘다. 예컨
대, ‘그가 열심히 일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라는 문장에서 ‘돈’은 
행동을 발생시키는 구체적 실체이므로 모티브에 해당한다. 반면 ‘그는 성취하고
자 하는 동기가 부족해’라는 문장에서의 ‘동기’는 일반적 상황에서 행동에 대
해 동기 부여되는 수준을 의미하므로 모티베이션에 해당하는 용례라고 할 수 있
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원어가 지니고 있는 개념적 특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전자를 동기물(motive)로, 후자를 동기(motivation)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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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교육심리학용어사전에 따

르면 욕구는 개체가 갖는 일종의 결핍 상태로 심신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긴장 상태이다(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욕구가 적절히 충족

되지 않았을 때에 개체의 생존이 어려워지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체

는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한다. 이렇듯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

정에서 인간은 행동에 대한 경험을 갖게 되며, 경험은 환경적 맥락과 인간 

개인 내적 요인이 만나는 지점에 존재하게 된다. 어떤 행동에 대한 경험은 

이후 자기 도식으로 일컬어지는 자기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며, 심리 욕

구가 얼마나 어떻게 충족되었는지에 따라 경험의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욕구는 충족되어야 하는 요소의 특성에 따라 크게 생리적 욕구 또는 

심리적 욕구로 구분된다. 그 중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인간의 심리적 성장

을 위하여 충족되어야 하는 욕구인 기본 심리 욕구에 주목한다. 기본 심리 

욕구란 심리적 성장, 통합, 안녕을 위하여 필요한 심리적 자양분으로, 학습

되는 결과물로서 형성되는 동기와는 달리 선천적으로 인간이 필요로 하는 

필수 요소를 일컫는다(Deci & Ryan, 2000: 229). 기본 심리 욕구는 인간의 

본질적 요소 중 하나이므로 문화권에 관계없이 나타나며, 적절히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 인간의 안녕한 삶이 저해된다. 이때 기본 심리 욕구는 자율

성(autonomy), 유능감(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에 대한 욕구의 세 가

지이다(Deci & Ryan, 2002). “인간은 본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부의 힘

을 인지하고 선택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심리 욕구의 충족 방식을 결정”한다

(김아영, 2010). 행동에 대한 경험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 심리 욕구는 이후 

해당 행동에 대한 동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아 통합의 성공과 실패를 결

정한다. 

통합된 자아에 관한 설명은 성장을 향한 인간의 추동력을 상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의 중요성을 역설한다는 점에서 교육 분야에 주

요한 시사점을 준다. ‘심리적 성장과 통합’을 향한 경향성은 ‘내적으로 일관

된 통합된 자아를 만들려는 자율성(autonomy)과 타인과 어우러지고자 하는 

동률성(homonomy)을 포함하며, 두 성질이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할 때 건강한 

발달이 일어난다(Deci & Ryan, 2002:5)’라고 하였다. 즉 인간은 타인과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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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지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그들과 구분되는 자아를 구성하고자 하고, 환경

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심리적 통합을 향해 나아간다. 이러한 성장 과정은 

변증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성장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자기결정성 이론이 ‘건강한 발달’로 표상되

는 이상적인 인간상에 대한 가정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자

아 통합을 향한 인간의 성장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은 아니라고 설

명하는 부분에서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의 중요성을 읽어낼 수 있다. 건

강하고 통합된 자아로서의 성장은 적절한 사회적 환경이 뒷받침되었을 때에 

가능하다. 

(2) 동기의 구성 요인

자기결정성 이론의 관점에서 동기는 행동에 대한 ‘경험’에 의하여 형성된

다. 언뜻 인지주의적 동기 이론과 자기결정성 이론이 기반으로 삼는 인본주

의적 동기 이론이 파악하는 행동의 과정은 유사한 듯 보이지만, 동기 발생

의 영향 요인을 찾는 부분에서 사뭇 다르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는 동기 

발생에 대해 인간 내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동기의 

발생 과정에 대해 인지주의적 입장과 다른 입장을 보인다. 우선 인지주의적 

동기 이론과 인본주의적 동기 이론이 파악하는 개념적 동기 발생 과정을 도

식화하면 각각 아래의 【그림 Ⅱ-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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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동기 발생 과정에 대한 인지주의 및 인본주의의 관점

두 접근에서 공통적으로 설정된 ‘인간 외적 정보’는 행동을 통해 얻을 것

으로 기대되는 결과물로 전통적인 관점에서 내재적·외재적 동기를 구분하

는 기준이 되어 온 동기물이다. 이에 더해 인본주의적 접근에서는 ‘인간 내

적 요인’이 동기 발생에 갖는 영향력을 인정하는데, 이 인간 내적 요인은 행

동을 하는 상황에 대한 인간의 경험과 관련된다. 

기존의 접근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무엇’에 관심을 두었다. 동기에 대한 

전통적 접근은 행동의 과정보다는 행동의 결과에 초점을 두며, 행동을 통해 

얻게 되는 보상물의 유형에 따라 동기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때문에 인지주

의적 접근에서는 같은 보상물이 있음에도 학습자들이 동기 부여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행동에 따른 보상이 잘 인식되지 않아서’와 같은 제한적인 설

명만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학습자로 하여금 어

떠한 행위에 대해 일정한 동기 수준을 갖추도록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

적인 지침을 제공해주지 못하기도 한다. 

한편 자기결정성 이론의 바탕이 되는 인본주의적 접근에서는 인지주의적 

접근이 갖는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행위 주체로서의 현상학적 

인간의 경험을 분석의 대상으로 포함시킨다(Deci & Ryan, 1980). 기존의 인

지적 접근에 비해 인본주의적 접근을 기본 가정으로 삼는 자기결정성 이론

에서 특징적인 점은, 동기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부적인 자율성을 동기의 

구성 요인의 일종으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인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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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의 상호작용성에 주목하여, 경험을 환경 맥락의 요건과 인간 내부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분석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인식된 원인 소재(행동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에 대한 느낌)’, ‘내재적·외재적 동기물(행동을 통해 획

득하고자 하는 무엇)’, ‘맥락의 기능적 의미(인간이 주관적 감각으로 이해한 

맥락의 성질)’를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한다. 이 중 인식된 원

인 소재와 동기물의 근원은 행동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관련이 있으며, 맥

락의 기능적 중요성은 동기 형성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경험적 요인이다. 따

라서 여기에서는 인식된 원인 소재와 동기물의 근원을 중심으로 동기 발생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인간의 동기 발생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는 행동의 결과로 얻게 되는 가치 또는 보상물과 관련된 ‘동기물의 유형’과 

행동의 시작점에서 행위자가 느끼는 자율성의 정도와 관련된 ‘인식된 원인 

소재(perceived locus of causality; PLOC; deCharms, 1968)’의 개념을 도입한

다. 이에 따르면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구분하는 인간의 동기는 입력되는 외

부 정보의 성질과 자기결정성의 정도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결과물이 된다.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는 입력되는 외부 정보의 성질과 관련된 것으

로서 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가 활동 자체와 관련된 것인지 또는 활

동에 부수적인 것인지를 기준으로 구분된 것이다. 우선 내재적 동기는 자기

결정적 행동의 원형으로(Ryan & Deci, 2000a),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흥미나 즐거움 등에 의해 나타나는 동기를 의미한다. 내재적 동기는 

활동 그 자체를 즐기는 수행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반면 외재적 동기는 활동과 별개로 존재하는 산물이 동기물

로 작용하는 동기이며, 보상물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동이 위치지어진

다. 전통적으로는 내재적 동기는 긍정적인 것으로 외재적 동기가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교육 활동에 대한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를 향상시킬 필요

가 있음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맞

춘 목적론적인 구분일 뿐이며(Deci & Ryan, 1987), 외재적으로 추동된 행위

라도 인간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동기는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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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된 원인 소재의 개념은 외재적 동기가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다른 조

절 양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주요 개념이 된다. Ryan & 

Connell(1989)에 따르면 인식된 원인 소재의 개념은 DeCharms(1968)의 개념

에 바탕을 둔 것으로, 행동이 현상학적 중심인 자아(self)로부터 시작되고 옹

호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같은 논저에서 자아는 개인적 경험 및 주체성

(agency)의 현상학적 중심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인식된 원인 소재는 행위

자가 본인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를 “기원(origin)”이라고 느끼는 정도와 관련

이 있다. 예컨대 자율적으로 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위자는 그 

행위에 대한 원인 소재를 내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타율적으로 행위를 수행

하는 경우 행위의 원인 소재를 외적으로 인식한다. 인식된 원인 소재의 개

념은 같은 상황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는 현상에 설명력을 제공하

는데, 이는 이 개념이 행위 주체의 ‘인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행동을 유발하는 다양한 정보를 행위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동기는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즉, 외재적 동기에 의한 것일지라도 

인간이 해당 상황을 받아들이기 나름에 따라 보다 자기결정적으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Deci & Ryan, 2002). 예를 들어 대학 입학시험을 위해 공부

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공부를 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가치 있는 이유를 찾아서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학습자가 있을 수 있는 반면 

어떤 강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는 학습자도 있을 수 있

다. 즉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수행할 때에도 행동을 유발

하게 되는 동기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입시를 위해 공부하는 행위 자체가 

대체로 내재적으로 동기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외재적으로 

동기 부여된 행위이다. 그러나 행위의 가치가 활동에 외재적으로 놓여 있었

다 할지라도 행위의 선택에 자기결정성이 얼마만큼 개입하느냐에 따라 동기

의 구성 요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이처럼 인식된 원인 소재, 자기결정성과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물과 관련된 동기 유형의 결합 양상에 따라 인간 행동의 조절 

유형을 무조절, 외적 조절, 내사된 조절, 확인된 조절, 통합된 조절, 내재적 

조절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Ryan & Deci(2000a)에서는 동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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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를 구분하고, ‘조절 유형(regulatory 

styles)’의 개념을 도입하여 동기를 세분하였다. Ryan & Deci가 구분하는 조

절 유형은 동기가 연속적 수준에 따라 구분된 것인바, 자기결정성 이론을 

지지하는 선행 연구들에서는 자기결정 동기, 자기결정 조절동기 등으로 명

명된다. 본고에서 또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조절 유형을 조절 동기라고 

칭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제시하는 조절 동기의 연

속체는 【그림 Ⅱ-2】와 같다. 

【그림 Ⅱ-2】 조절유형, 원인소재, 관련 조절과정과 동기 유형을 보여주는 

자기결정성 연속선

(Ryan & Deci, 2000b; 김아영, 2010에서 재인용) 

동기 연속체와 관련하여 수행된 실증적 연구들은 【그림 Ⅱ-2】에서 제시

된 여섯 가지 조절 동기 유형이 단순 구조(simplex structure)를 가지며(Ryan 

& Connell, 1989; 김아영, 오순애, 2001), 이론과는 달리 조절 동기는 인접한 

것끼리 결합하여 세 가지 유형 또는 네 가지 요인 구조를 띠고 있음을 보고

하고 있다(고경희, 2003; 박병기, 이종욱, 홍승표, 2005). 이러한 연구 결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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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독서교육 분야에서 독서 동기의 수준을 해석하는 기준을 제공하고, 동기 

수준별로 학습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단순구조는 인접한 것끼리 더 높은 정적 상관을 갖고 인접하지 않은 

것끼리의 상관은 떨어지는 구조를 의미한다(Guttman, 1954, 김아영, 오순애, 

2001 재인용). 이는 이론적으로 제시되었던 동기의 연속체적 성격을 검증한 

결과로 학습자의 현 독서 동기 수준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또한 이는 동기에 위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기도 하므로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오규설, 2017). 

나아가 교육심리학 분야에서 수행된 실증적 연구들에서는 조절 유형이 여

섯 가지보다는 적은 수의 요인으로 구성됨을 보고한다. 박병기, 이종욱, 홍

승표(2005)에서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라 개발된 문항들을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그 중 3요인 모형이 가장 적합함을 보고하고 있

다. 이론적 구분과는 달리 동기는 무동기 요인과, 외적조절과 내사된 조절 

요인, 통합된 조절과 동일시 조절, 내재동기 요인으로 구성됨을 밝힌 것이

다. 이와 같은 동기의 구인은 이후 Ryan & Deci(2000b)에서 사용된 자율동

기복합체(autonomous motivation composite)와 타율동기복합체(controlled 

motivation composite)라는 표현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덧붙인다. 이러한 결

과는 독서교육 분야에서 자기결정 동기를 중심으로 독자의 유형화를 시도한 

류수경(2019)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류수경(2019)에서는 독자 집

단을 자율적 동기 집단, 타율적 동기 집단, 무동기 집단의 세 집단으로 구분

할 수 있음을 밝혔다. 

자율성과 타율성의 축에 따라 동기의 구성 요인을 자율동기복합체, 타율

동기복합체, 무동기로 파악하는 관점은 기존의 접근과는 달리 내재적 동기

와 외재적 동기가 온전히 독립적이지 않음을 보인다. 내재적 동기와 높은 

상관을 보이는 외재적 동기가 존재함을 보이는 오순애(2000), 김아영, 오순

애(2001)와 같은 연구는 동기 향상 교육의 방향에 대해 좀 더 입체적인 시각

을 갖게 한다. 덧붙이자면 외재적 동기는 부정적이고 내재적 동기는 긍정적

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관점과는 달리, 외재적 동기가 내재적 동기 못지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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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동기 중 하나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어떠한 동기물에 반응

하게 해야 하는지를 위한 교육보다는 어떻게 반응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으로 교육 목표가 이양해 가야 함을 뜻하기도 한다. 즉, 보다 자기결정

적인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학습자 동기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동기의 형성 과정

한편 앞서 설명한 동기의 유형은 어떤 행동에 대한 인간의 현 동기 수준

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기의 수준은 행위자의 과거 경험의 산물로서 형성되

는 결과이다. 자기결정성 동기 이론에서는 경험을 통한 행위자의 동기 형성 

과정을 내면화(internalization)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내면화의 과정은 과거의 

경험이 어떻게 인간의 자기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인간의 성장 과정을 이루는 한 장면을 포착한다.

내면화는 외부적 사건에 의해 발생한 조절을 내부적 과정으로 변환시키는 

순향적(proactive) 과정을 의미하며(Schafer, 1968; Deci, Vallerand, Pelletier, 

Ryan, 1991), 이는 선행 경험에 영향을 받는 과정임을 뜻한다. 내면화는 사

회화에 따라 행동 규범을 내재화하는 과정이며 그 자체는 가치중립적 개념

이나, 일반적으로는 행동에 대한 가치나 규범이 정체성의 일부로 통합됨으

로써 자발적인 행동적 조절로 이어지는 과정으로서 논의된다. 인간이 사회

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익혀야 하는 것들은 본질적으로 즐겁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내면화 과정은 행위자로 하여금 본질적으로 즐겁지 않

았던 활동들, 곧 내재적 동기에 의해 추동되지 않았던 행동들에 대한 동기

를 향상시키는 주요 원리가 된다(Ryan & Deci, 2000a). 즉, 내면화의 원리는 

동기와 경험의 순환적 과정에서 나타나는 동기 형성의 핵심 기제인 것이다. 

자기결정성 이론을 제창한 데시와 라이언의 초기 논고(Deci & Ryan, 

1980)에서 나타나는 동기적 하위체제(motivational subsystem)의 작동 과정은 

내면화의 과정을 개념적 도식으로 보여준다. 해당 논고에서 동기적 하위체

제는 태도와 믿음, 정서, 행동 프로그램의 집합체로 정의되고 있으며, 상황

을 넘어서 존재하는 인간의 행동 및 경험의 일관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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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동기적 하위체제의 개념은 Deci & Ryan(1980) 이후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일관성을 보이는 개인 내적 상태로

서 동기를 바라보고 있음을 드러낸다. 특히 이후의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동

기의 형성과 관련된 부분은 내면화의 논리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처럼 경험

에 의해 순환적으로 구성되는 동기적 하위체제의 개념이 내면화의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주고 있다. 

동기적 하위체제는 이전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다시 이후의 경험에 영향

을 미친다. 즉 인간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얻어

지는 의식적 사실로서의 경험은 이전 행동과 이후 행동을 연결시키는 역할

을 하며(Dewey, 1986), 경험과 동기적 하위체제 사이에는 순환 고리가 형성

되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는 모형은 【그림 Ⅱ-3】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그림 Ⅱ-3】 동기적 하위체제의 형성 및 작용 과정

【그림 Ⅱ-3】은 입력된 외부 정보가 행위자의 내부에서 구성되어 행동으

로 나타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이후 동기에 영향을 주는 순환 관계를 

그려낸다. 이러한 도식 가운데에서 인식된 동기 중 어떤 목표를 달성할지 

설정하는 부분은 행동의 발생 과정에 동기물에 관한 정보를 비롯하여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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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자기결정성이 개입함을 보인다. 김아영(2010)에서 밝혔듯, 행동은 심리 

욕구의 충족 방식을 결정하는 방식으로써 본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부

의 힘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으로 경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식된 

동기는 인간 외적의 동기물뿐만 아니라, 인식된 원인 소재와 같이 인간 내

적 자기결정성의 정도를 포함한다. 

한편 행동의 결과는 인식된 동기가 충족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이

러한 평가 결과는 다시금 이후의 동기적 하위체제에 영향을 준다. 일련의 

행동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가 이후 동기적 하위체제에 다시 영향을 줌을 

보여주는 화살표는 동기 수준의 변화로 이어지는 행동 경험이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사후적 평가에 의하여 결정됨을 시사한다. 행동 경험이 어떻게 평

가되느냐에 따라 동기 수준이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행동에 대한 경험은 행위자의 기본 심리 욕구가 어떻게 충족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정서심리학 기반의 평가 이론(appraisal theory)에

서는 어떤 경험의 결과 발현되는 정서가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데에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Scherer, 1999; Smith & 

Ellsworth, 1985; Lazarus & Smith, 1988; Roseman & Smith, 2001). 자율성이

나 유능감, 관계성에 관한 심리 욕구가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느낌 또한 정

서적 요인의 일종이므로 선행 사건에 대한 행위자의 인지적 평가에 의해 발

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경험 이후, 해당 경험을 행위자

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동기는 향상되거나 손상될 수 있다. 이와 같

은 동기의 형성 과정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Ⅱ-4】와 같다. 

【그림 Ⅱ-4】 동기 형성의 순환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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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의 도식은 동기가 발달적 연속체임을 드러내며, 동기에 대

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전통적으로 교육에서의 주된 관심은 ‘특정 상

황에서 어떻게 학습자를 동기 부여할 것인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미 

동기가 없는 상태의 학습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고, 다

시금 이러한 학습자들을 어떻게 동기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순환적

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처럼 행동을 촉발하는 기능에 관심을 두는 것은 동

기를 상황 특수적 요인으로 보는 관점에 입각한다. 그러나 동기가 저조한 

학습자를 동기 부여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해 왔는데, 이는 동기

가 발달적 특성을 지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동기는 지난 경험을 통해 형

성되는 심리적 요인이므로, 동기를 향상시키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에 교육

적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특정 상황에서 동기는 행동의 원인이기도 하

지만 교육적 관점에서 동기는 교육 경험의 결과로 형성되는 산물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논의한【그림 Ⅱ-3】의 여섯 가지 조절 동기 유형

은 특정 경험에 의하여 내면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활동을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행하는 타율적 조절 동기나, 흥미로워서 또는 가치 있

기 때문에 행하는 자율적 조절 동기는 모두 해당 활동에 대한 그간의 경험

을 통해 이루어진 내면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 것

이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전자에 대해 내사(introjection)라는 개념으로, 

후자에 대해 통합(integration)이라는 개념으로 각각의 내면화 과정을 유형화

한다(Deci & Ryan, 1987). 

우선 내사의 과정은 개인이 외부적 조절을 이해함 없이 가치나 조절 과정

을 단지 받아들이기만 하며, 이에 따라 그러한 가치나 조절 과정이 본인의 

정체성의 일부로 편입되지 않게 되는 과정을 뜻한다(Deci, Eghrarl, Patrick, 

Ryan, 1994; Koestner & Losier, 2002). 이는 상대적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

지 않은 내면화 유형이며 강압이나 압박에 의한 조절 과정으로 이어진다.

이에 비해 통합의 과정은 행위자가 활동의 가치를 확인하고 행동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의 과정이 이루어지면 인간은 개

인적 목표를 위하여 그 행동이 갖는 효용이나 중요성을 인지하고 행위를 자

유의지적으로 행동하게 된다(Deci, Eghrarl, Patrick, Ryan, 1994; Koest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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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ier, 2002). 통합의 과정이야말로 인간의 건강한 발달과 안녕한 삶에 기여

하는 온전한 내면화의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은 통합된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적 관점에서는 내사보다는 통합의 과정이 일어

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설계하는 데 방점을 두어야 한다. 

재론하면 통합의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학습 환경은 기본 심리 욕구가 

충족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환경이다. 또한 경험은 해당 경험이 일어난 이후 

후예측적(postdictive)으로 평가된다. 어떤 수행 경험 이후, 해당 경험에 대해 

‘자율적으로 행하였다(자율성)’, ‘잘 해내었다(유능감)’, ‘덕분에 다른 

이들과 친 해졌다(관계성)’와 같은 느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

이 심리 욕구를 충족했다는 느낌을 바탕으로 동기는 변화할 수 있다.

2) 독서 동기 향상 원리의 탐색

내면화는 자기 체계의 발달 과정을 설명하는 논리이자 동기 향상의 이론

적 가능성을 보이는 주요 원리이다. 따라서 내면화의 논리는 독자의 독서 

동기가 발달하고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 이를 계발할 수 있음을 지지하는 근

거가 된다. 그렇다면 핵심적 질문은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내면화의 논

리가 독서교육 이론과 만나는 접점을 찾는 일일 것이다. 

내면화는 외부의 가치 또는 행동 규칙을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수행 경험

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내면화는 행위에 대한 인간의 행동적 조절 양상을 

결정하는바, 내면화의 결과에 따라서 인간은 타율적이게 되기도 하고 자율

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 자기결정성 이론에 바탕을 둔 실

증적 연구들은 ‘자율성’과 ‘유능감’, ‘관계성’이 만족되는 자율적 경험이 인

간의 동기 향상으로 이어지는 반면, 그러한 심리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는 

타율적 경험이 동기 손상으로 이어짐을 다수 보고한다. 예컨대 데시와 동료

들(Deci, Koestner, & Ryan, 2001)에서는 내재적 동기에 의해 추동된 어떤 

행동에 대해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였을 때, 추후 해당 행동에 대한 행위자

의 내재적 동기는 저하됨을 보였다. 반면 자율성을 지지하는 어떤 환경들은 

학습 동기가 질적으로 나은 내면화를 촉진함을 보이는 연구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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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miec & Ryan, 2009). 

이와 관련하여 코넬과 웰본(Connell & Wellborn, 1991)에서는 ‘환경 맥락

과 동기 부여, 수행의 과정에 관한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모형은 경험

의 질을 결정하는 환경의 조건이 있고, 그러한 환경의 조건이 행위자의 기

본 심리 욕구의 충족 정도를 결정한다는 관점에 바탕을 둔다. 아래의 【그

림 Ⅱ-5】은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경험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그림 Ⅱ-5】 기본 심리 욕구 충족 경험의 과정과 결과

이 모형에 따르면 자율성과 유능감, 관계성의 경험 각각으로 이어지는 맥

락의 조건이 있으며, 이러한 환경 맥락은 자율성 지지의 정도, 수행의 구조, 

소속감의 정도에 따라 분석할 수 있다. 자율성과 유능감, 관계성5)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은 맥락 내에서의 인간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고6), 그러한 수행 

5) 기능적 의미란 경험의 주체로서의 인간이 상황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맥락을 의
미한다. 즉, 환경은 인간에게 어떠한 심리적 의미로 다가온다. Deci & 
Ryan(1987)에 따르면 인간이 행동을 수행할 때에는 행동의 촉발과 조절에 영향
을 미치는 맥락이 있다. 이러한 맥락적 요인들이 직접적인 의미로 행동을 결정하
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맥락적 요인에 대해 심리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는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에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 즉, 인간의 경험은 맥락 안
에서 구성되며, 이 때 기능적 의미는 인간이 맥락적 요인에 대해 부여한 심리적 
의미를 일컫는다. 즉, 인간의 주관적인 감각에 따라 이해한 객관적 환경의 성질
인 것이다. 

6)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수행 경험의 중핵이 되는 수행 양상 그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현대 동기 이론에서는 이를 관여(engagement)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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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은 기술(skill)의 습득 및 능력의 향상, 적응을 일으킨다. 같은 논의에서

는 환경적 요인의 특징이 어떻게 행위자의 심리적 느낌에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 내용으로써 설명하며, 이는 다음의 【그림 Ⅱ-6】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그림 Ⅱ-6】수행 경험의 구성 요인과 의미(Connell & Wellborn, 1991)

【그림 Ⅱ-6】의 코넬과 웰본의 모형에서는 행위자의 자율성, 유능감, 관

계성의 충족으로 이어지는 환경의 조건을 각각 자율성 지지의 정도와 수행

의 구조, 소속감을 형성하는 분위기로 파악하며,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구

체적 지침을 제시한다. 즉, 수행을 둘러싼 환경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특징은 

행동 유도성을 지니며 심리 욕구를 충족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Deci, 1992). 수행 환경의 특징은 공통적으로 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할 수 있다. 수행 관련 정보는 특정한 

한다. 관여는 심리적 요인인 동기가 관찰 가능한 현상으로 발현되는 인지적·정서
적·수행적 상태이다. 관여된(engaged) 학습자는 과제에 대해 집중력을 보이고 긍
정적인 정서 상태와 함께 과제 수행에 있어서 열정적 참여를 보이게 된다. 이러
한 관여 개념은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반을 두는 동기 향상 모형 안에서 통합적으
로 논의되어 왔고(Skinner & Pitzer, 2012), 내면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매개적 
과정으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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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행동을 유도하게 함으로써 심리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고, 이는 곧 

심리 욕구의 충족 원리가 된다. 심리 욕구에 따른 수행 관련 정보와 그 충

족 원리는 다음의 <표 Ⅲ-3>의 내용에서와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심리
욕구

환경 요인 수행 관련 정보 *심리 욕구의 충족 원리

자율성
자율성 
지지

행동에 대한 선택권의 
제공 및 

개인적 목적과 수행 
사이의 연결 관계 강조 

수행이 개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수행하게 만듦

<수행의 이유(가치)>

유능감
수행의 
구조

행동 목적 및 결과와 
관련된 정보의 양, 

명료성, 질

수행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행위자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수행의 방법>

관계성
소속감 
형성 
분위기

행위자 개인에 대한 
지식, 관심, 감정적 

지지의 정도

수행이 일어나는  
공동체에서 소속감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관계성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수행하도록 함
<수행의 환경>

<표 Ⅱ-3> 코넬과 웰본(Connell & Wellborn,1991) 모형의 심리 욕구 충족 원리

*심리 욕구의 충족 원리는 코넬과 웰본의 모형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하였음. 

<표 Ⅲ-3>의 내용에서 제시한 구체적 지침은 모두 수행 관련 정보의 특성

을 지니며 행위자의 행동을 유도한다는 특징이 있다7). 먼저 자율성을 지지

하는 환경은 행위자로 하여금 행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

는 환경이다. 자발적으로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적 쓸모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는 행동을 수행하는 이유

나 가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7) 물론 수행 환경을 특징짓는 구체적 지침은 기본 심리 욕구의 충족 원리에 바탕을 
두어 실제 상황에서는 보다 다양한 양태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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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유능감은 수행의 구조와 관련되어 있으며 체계적으로 조직된 수

행 환경은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동을 유도한다. 유능감의 

경험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자의 능력과 과제 난이도의 함

수 관계에 따라 결정되며, 성공적인 수행에 대한 믿음과 성공적 수행 경험

인 성취감으로 구성된다. 수행은 인지적 과정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성공적

으로 수행을 마칠 수 있을 것이리라는 기대는 행위자가 수행 과제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에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성공 경험은 이러한 과정을 성취

해내었다는 행위자 스스로의 평가로 구성된다. 따라서 유능감의 경험은 행

위자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상태로 수행에 

임하였을 때에 나타나게 된다. 

마지막의 관계성을 충족시키는 환경은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과제

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포용적 환경이다. 행위자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공동체 구성원에게 친 감을 형성하는 것은 과제 수행에 

대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타인과 친 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

구는 바람직한 행동을 내면화하도록 하는 기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

한 포용적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감정에 공감하는 발화를 사

용하기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기본 심리 욕구를 충족하는 환경은 수행의 이유(가치)가 존재하고, 

수행의 방법을 알고 있으며, 적절한 수행의 환경이 조성된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 각각은 서로 독립적으로 기능한다기보다 상호작용하

며 학습자의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직하다. 예컨대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타인과의 관계가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할 때에 해당 공동체 내에서 

자발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저하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충족과 관련된 수행 환경의 구성 

요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며 수행 환경을 구성하고, 수행 환경은 이러한 기

본 심리 욕구의 충족을 지원하는 정도에 따라 자율지지적(autonomy 

supportive) 환경과 타율적(controlling) 환경8)으로 대별된다. 따라서 자율지지

8)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내면화를 일으키는 수행 환경의 특징을 자율성 지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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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환경과 타율적 환경은 이분법적으로 구분된다기보다는 스펙트럼 위에 놓

인 것이다. 

수행 환경의 특성은 내면화의 양상에 영향을 미친다. 앞서 내면화가 기본 

심리 욕구를 중심으로 분석되는 수행 경험을 매개로 이루어지며, 내면화의 

유형을 내사와 통합의 두 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 수행 경험은 인간의 기본 

심리 욕구의 충족 정도로 분석될 수 있으며, 따라서 기본 심리 욕구에 영향

을 미치는 수행 환경의 특성이 결과적으로 내면화의 양상에 영향을 주게 되

는 것이다. 

(autonomy supportive) 환경과 통제적(controlling) 환경으로 명명하였다(예: Deci 
& Ryan, 1987; Deci, Eghrarl, Patrick, & Leone, 1994). 다만 본고에서는 ‘자율성 
지지적’이라는 명칭이 자칫 심리 욕구 가운데 오로지 자율성만을 지지한다는 의
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방지하고자 환경의 명칭을 ‘자율지지적’과 ‘타율적’
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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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독서 동기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의 설계

앞서 Ⅱ장에서는 독서 동기의 개념과 동기의 향상 가능성에 대해 이론적

으로 검토해 보았다. 자기결정성 동기 이론에 따르면 동기의 향상은 자율적 

행동 경험의 결과에 기인한다. 아울러 자율적 행동 경험은 인간의 기본 심

리 욕구를 충족하는 환경 조건 아래에서 나타남을 밝혔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검토한 자기결정성 동기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

에서 활용 가능한 독서 동기 향상 목적의 독서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을 

설계해 보고자 한다. 

1. 독서 동기 관련 기존 교육 검토

1) 독서 동기 관련 성취기준의 검토

교육과정은 교육에 대한 사회·국가적 요구를 반영하며, 현장 교사가 교

육을 설계하기 위하여 참고하는 주요한 지침서이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의 

검토는 독서 교육에 관한 사회와 국가의 요구를 살펴보는 일이며, 이를 정

비하는 일은 미래 세대의 양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때문에 교육과정에

서 추구하는 독자상을 찾아보고, 그러한 인재상을 지닌 인재를 길러내기 위

해 교육과정의 진술이 실효성 있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본고에서는 독서 동기의 개념을 ‘독서 수행을 촉발하고 지속시키는 심리

적 동인’으로 규정하였으며, 독서 동기의 향상이 학교 독자의 능동적이고 자

발적인 독서를 지원한다(Gambrell, 1996; 이순영, 2006; 박영민, 최숙기, 

2008)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을 밝혔다. 교육목표의 측면에서 독서 동기의 향

상이라는 목표는 정의적 영역에 포함되는 목표 중 하나로 분류되며, 이러한 

교육 목표는 국내의 교육과정에서 태도 범주 아래에서 논의되어오고 있다. 

자발적·능동적인 독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소명은 태도 영역이 신설된 7

차 교육과정에서부터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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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러 ‘읽기의 생활화’라는 개념으로 보다 직접적으로 표면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읽기 영역의 중학교군 성취기준 중 

10번째로 진술되고 있는 성취기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읽기의 가치와 중요

성을 깨닫고 읽기를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라는 성취기준은 독자 교육

과 관련된 성취기준으로 자발적으로 독서를 수행하는 독자를 양성하고자 하

는 교육적 의도를 담고 있다(장은섭, 2018). 

‘읽기의 생활화’ 성취기준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학년에서 제시된 성취기준을 아우르므

로 가장 중요한 성취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성취기준은 진술 방

식에서 명료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읽기를 생활화하는 태도

를 지니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잘 나타나 있지 않고, 읽기를 

생활화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실

제로 남민우, 최숙기(2012), 이순영, 최숙기, 서민정(2012), 장은주(2016)와 같

은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현장 교사들이 태도 범주와 관련된 성취기준이 

명료하게 진술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이순영, 최숙

기, 서민정(2012:341)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읽기의 가치 및 읽기의 생활화

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성취기준을 실제적 교수·학습 내용으로 구현할 

방법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밝히며 진술 명료성이 떨어짐을 적시하고 있

다. 

성취기준이 내포하고 있는 교육적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성취기

준이 통시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그리고 다른 학년군의 성취기준

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태도 영역 성취기준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그것과 대동소

이하므로,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비교하는 것은 성취

기준의 설정 근거를 찾기 위하여 효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표 

Ⅲ-1>은 2009 교육과정과 현 교육과정에서 진술된 태도 영역의 성취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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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성취기준(학년별 내용)

2009 
개정
교육
과정

[1-2학년군-(1)] 글자의 짜임을 이해하여 글자를 읽고, 읽기에 관심을 가진
다. 

[1-2학년군-(4)] 글의 분위기를 살려 효과적으로 낭독하고 읽기의 재미를 
느낀다.

[1-2학년군-(5)] 글의 내용을 자신이 겪은 일과 관련지어 이해한다.
[3-4학년군-(3)] 읽기 과정에서 지식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글을 

읽는다.
[3-4학년군-(6)] 글에 대한 경험과 반응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
[5-6학년군-(7)] 다양한 읽을거리를 스스로 찾아 읽고, 자신의 독서 습관을 

점검한다. 
[중학교군-(9)] 자신의 삶과 관련 지으며 글의 의미를 해석하고 독자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중학교군-(11)]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읽기를 생활화하려는 태

도를 지닌다. 

2015
개정
교육
과정

[2국 02-05] 읽기에 흥미를 가지고 즐겨 읽는 태도를 지닌다. 
[4국 02-05]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를 지닌다. 
[6국 02-06] 자신의 읽기 습관을 점검하며 스스로 글을 찾아 읽는 태도를 

지닌다.
[9국 02-08]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참고하면서 한 편

의 글을 읽는다.
[9국 02-10]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읽기를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표 Ⅲ-1> 교육과정별 읽기(독서) 영역 태도 성취기준

<표 Ⅲ-1>는 각 교육과정이 바라보는 ‘좋은 독자가 갖추고 있어야 할 태

도’를 보여주고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또한 독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와 

관련된 성취기준은 인지적 능력, 정서적 상태, 행동적 특징의 세 축으로 분

류할 수 있다. 성취기준이 이러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국어과 교육과

정에서 태도 범주를 설정할 때 태도가 인지, 정서, 행동으로 구성된다는 3요

소설의 관점을 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국어과 읽기(독서)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독자의 모습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징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으며, 그 양상은 아래의 <표 Ⅲ-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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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성취 기준 사례 요약

인지

2009 개정 [1-2학년군-(5)] 글의 내용을 자신이 겪은 
일과 관련지어 이해한다.

2009 개정 [3-4학년군-(3)] 읽기 과정에서 지식과 경험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글
을 읽는다.

2009 개정 [5-6학년군-(7)] 다양한 읽을거리를 스스로 
찾아 읽고, 자신의 독서 습
관을 점검한다. 

- 사전 지식 
사용하기

- 독서 습관 
점검하기

정서

2009 개정 [1-2학년군-(1)] 글자의 짜임을 이해하여 글
자를 읽고,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 

2009 개정 [1-2학년군-(4)] 글의 분위기를 살려 효과적
으로 낭독하고 읽기의 재미
를 느낀다.

2015 개정 [2국 02-05] 읽기에 흥미를 가지고 즐겨 
읽는 태도를 지닌다. 

- 재미, 흥미, 
관심 갖기

수행

2015 개정 [4국 02-05]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
과 나누는 태도를 지닌다. 

2015 개정 [9국 02-08]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참고하면서 한 편
의 글을 읽는다.

2015 개정 [9국 02-10]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
고 읽기를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 다문서 읽기
- 독서습관 

들이기
- 경험 
설명하기

<표 Ⅲ-2> 국어과 읽기(독서)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독자상

종합적으로 태도 영역 성취기준에서 추구하는 독자상은 읽기를 생활화하

는 독자, 즉 자발적 독자로 집약된다. 이러한 독자가 갖춘 역량을 인지적 능

력, 정서적 상태, 행동적 특징의 세 축으로 분류하였을 때에 국어과 읽기 교

육과정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독자는 독해에 필요한 전략을 사용하고(인지적 

능력), 독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흥미를 가지며(정서적 상태), 다독하거

나 독서 후 반응을 나누는(행동적 특성) 독자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중 

중학교 1-3학년군의 성취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읽기의 생활화’ 성취기준

은 이러한 인지·정서·행동 목표를 총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목표로 해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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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읽기 영역의 태도 범주는 7차 교육과정에 신설된 이래로 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육 목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축 중 하나로 

공고히 자리 잡고 있으나, 교육 목표의 실효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김정우, 2003; 정혜승, 2005). 태도 교육이 그 중요성에 비해 체계적으로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태도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방

법을 구체적 실체로서 나타내기 어려웠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최

영환, 2008). 그러나 독자로서의 태도를 형성시켜주는 것은 독서교육이 놓치

지 말아야 할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이므로, 태도 범주 설정 자체가 타당하

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 목표하는 바를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내는 성취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독서 동기 관련 교과서 내용의 검토

교과서는 교수·학습의 실행을 위하여 교사가 참고하는 주요 자료 중 가

장 기본이 되는 자료이다. 교과서는 특정 성취 기준이 어떻게 교수·학습될

는지를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현장에서의 

교수·학습 양상을 추론해볼 수 있다. 자발적 독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읽

기의 생활화’ 성취 기준은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과 함께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구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현재 검인정 출판 제

도에서 발행되고 있는 교과서 7종 중 3종을 선정하여 읽기의 생활화 성취기

준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학습 목표

와 학습 자료, 학습 활동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

으로 교과서의 내용이 자발적 독자 양성이라는 궁극적 교육 목표 달성에 효

과적인지, 또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활동이 구현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3종의 교과서에서 읽기의 생활화 성취기준은 공통적으로 하나 이상의 소

단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한 편의 바탕글을 중심으로 활동이 제시된 일

반적인 단원 구성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다음의 <표 Ⅲ-3>은 3종 교과서

의 학습 목표와 바탕글의 제목과 장르,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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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과서 B교과서 C교과서

대단
원명

독서와 발표 나를 키우는 읽기 읽고 쓰는 즐거움

소단
원명

읽기의 생활화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과학자의 서재 민재의 독서 일기

학습 
목표

1.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읽기를 생활화 
하는 태도를 
지닌다.

2.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빌려 
끝까지 읽고 
통합적인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다. 

1.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읽기를 생활화할 
수 있다.

2. 읽기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할 수 있다.

-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자신의 읽기 
경험을 성찰할 수 
있다. 

1.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읽기를 생활화 할 
수 있다. 

2.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드러내는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바탕
글의 
제목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 (성석제)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만병통치약 

(권용선)

과학자의 서재
(최재천)

민재의 독서 일기
(교과서 집필진)

바탕
글의 
특징

- 주제: 독서의 
가치와 중요성

- 제재: 독서에 
대한 저자의 
경험

- 성격: 교훈적
- 장르: 수필

- 주제: 독서의 
가치와 중요성

- 제재: ‘이덕무’ 
의 책 읽기

- 성격: 교훈적
- 장르: 정보전달

- 주제: 독서의 
가치와 중요성

- 제재: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 읽기 경험

- 성격: 회고적
- 장르: 수필

- 주제: 독서 
활동별 저자의 
경험

- 제재: 독서 활동
- 다양한 독서 
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저자의 
경험을 일기의 
형식으로 저술

학습 
활동

1. 글의 내용에서 
독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설명한 
부분 찾기

2. 새로운 
정보전달문, 
수필문 읽고 세부 
내용 파악하기 및 
새롭게 알게 된 
내용 짝과 함께 
이야기하기 

3. 독서 습관 
점검하기, 독서 
계획 작성하기

4. 모둠 독서 활동

1. 글의 내용에서 
독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설명한 
부분 찾기

2. 자신의 독서 
경험을 반추하고, 
당시에 읽은 책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3. 새로운 
정보전달문 읽고, 
세부 내용 및 
새롭게 알게 된 
내용 파악하기

4. 독서 계획 
작성하기

1. 글의 내용 
파악하기

2. 사회적으로 
성공한 저자에 
대해 설명한 
기사문 읽고 
독서의 중요성 
파악하기

3. 자신의 독서 
경험 반추하고, 
독서의 중요성 
설명하기

4. 자신의 현재 
독서 습관 
점검하기

1. 글의 내용 
파악하기

2. 자신의 읽기 
경험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3. 모둠별 독서 
신문 만들기
(1) 모둠별 독서 
계획 작성하기
(2) 독서 중 독서 
일지 작성하기
(3) 독서 후 독서 
신문 만들기

<표 Ⅲ-3> 교과서 속 ‘읽기의 생활화’ 단원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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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A와 B 교과서의 경우 읽기의 생활화 성취 기준은 하나의 소단원으

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오직 C 교과서만 대단원으로 편성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의 소단원 또는 하나의 대단원으로 편성되어, 목표하는 수업 시수

에는 교과서별로 차이가 있으나, 학습 목표의 진술 방식이나 학습 활동의 

양상 및 그 구성은 세 종의 교과서에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먼저 교수·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도달하게 될 결과적 상태를 진술하는 

학습 목표는 세부적으로 ‘한 권의 책을 읽는다’, ‘계획을 세운다’, ‘읽기 경험

을 성찰한다’와 같이 교과서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었으나, 세 종의 교과서에

서 모두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달음으로써 읽기를 생활화하는 태도에 

이른다’와 같이 진술되어 있다. 이는 교육과정상의 성취기준을 그대로 옮겨

온 것으로 교육과정에서의 진술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교육과정에

서 명시하고 있는 읽기의 생활화 성취기준은 진술의 명료성 측면에서 비판

받고 있는바, 이러한 학습 목표의 진술 역시 학습자들에게 학습의 방향을 

안내하는 기능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세 종 교과서의 텍스트와 활동 구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먼저 텍스트는 총 두 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직접적 주제로 담고 있는 한 편의 바탕글과 함께 추가적으로 학습

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한 편의 쪽글이 제시되었다. 활동 또

한 텍스트에 따라 바탕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과 쪽글을 통해 새롭게 알

게 된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의 두 종류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최종 학습 활

동으로 독서 계획을 작성하여 계획에 따라 독서를 실천하도록 학습 활동이 

제시되고 있었다. 즉,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설명하는 글을 읽고 내용 파

악하기 → 새로운 정보를 담은 글 읽고 반응하기(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을 파악하기) → 독서 계획 세워 독서하기(모둠별 활동 또는 개별 활동)’

의 순서대로 교과서 내용이 편성되어 있었다. 

우선 교과서의 내용은 활동을 중심으로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파악하

기’, ‘새로운 정보를 담은 텍스트 읽고 반응하기’, ‘독서 계획 작성하고 독서

하기’의 세 가지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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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최종적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된 하위 

활동들이므로 개별 활동은 모두 자발적 독자를 양성하려는 목표 달성에 기

여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들의 세부 내용과 활동 아래에 놓여 있는 교수·

학습 의도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Ⅲ-4>와 같다. 

활동 내용 활동의 의도

첫 번째 
활동

독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설명하는 정보전달적 텍스트 

읽고 내용 파악하기 

(활동의 이유 제시)
독서의 가치와 중요성 

두 번째 
활동

새로운 정보를 담은 텍스트 
읽고 반응하기

(구체적 경험 제공)
독서 경험을 통한 독서의 가치와 
중요성에 관한 인격적 지식 형성

세 번째 
활동

독서 계획 세워서 독서하기
(실제 삶으로의 전이)

실제 삶에서 독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서 계획을 작성

<표 Ⅲ-4> 교과서 활동의 분석

독서의 가치를 이해하는 일은 독서를 추동하는 하나의 힘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독서 전 독서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명제적 지식을 확보하고 실제 

텍스트를 읽은 후, 새로운 정보를 찾는 것과 같이 독서의 쓸모를 파악하는 

독후 활동을 하는 교과서의 활동 구성은 일면 타당한 듯 보인다. 그러나 읽

기의 생활화를 명시한 성취기준이 자발적 독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의도를 담고 있고, 자발적 독자의 양성이 단지 ‘독서의 가치와 중요성이 무

엇이다’와 같이 독서의 가치 및 중요성을 설명하는 진술의 전달만으로 이루

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과서의 내용 구성이 자발적 독자를 양성

하고자 하는 교육적 의도에 적합하게 구현되었는지는 검토해 보아야 한다. 

먼저 첫 번째 활동과 두 번째 활동은 모두 학습자로 하여금 독서의 가치

와 중요성을 깨닫도록 하는 데에 주요한 목적이 있다. 독서의 가치를 깨닫

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독서의 가치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

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가치는 인간이 대상에 대하여 부여하는 개인

적 쓸모를 이르는 말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의 성질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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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진 외, 2009)9) 독서의 가치는 독서를 통해 독자가 얻게 되는 효용을 일

컫는다. 즉, 가치는 가치의 담지자인 인간의 존재를 바탕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독서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는 일차적으로 개인적 상

태에서 존재하는 지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설명하는 정보전달적 텍스트를 읽

고, 텍스트 내의 세부 내용을 파악할 것을 요구하는 첫 번째 학습 활동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학습자로 하여금 독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도록 

하려는 교육 의도를 적절히 구현해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는 독서의 가

치와 중요성을 설명하는 방식의 문제와 관련된다. 독서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설명은 학습자가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독서 행위를 하기 전, 학습자가 

왜 독서를 해야 하는지를 납득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일 뿐 그 자체가 학

습자에게 형성되는 지식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 

둘째는 텍스트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도록 요구하는 학습 활동이 태도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과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행위에 대한 자발성의 

척도로서의 동기 수준은 지난 경험의 결과로서 형성된다. 경험은 사건에 대

한 인간의 현상학적 체험으로, 이는 인지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서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행위에 대한 가치와 신념, 호오의 형성과 같은 

정의적 목표의 달성 여부는 ‘교육의 결과로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보다는 

‘교육의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였는가’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정서는 개인의 의도적 노력을 통하여 형성할 수 있는 요인이 아

닌, 상황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 때 자기결

정성 이론에서는 인간의 기본 심리 욕구를 충족하는 상황을 행위에 대한 자

발성의 척도로서의 동기를 형성하는 주된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

으로 기본 심리 욕구를 충족하는 상황은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에 관한 경

험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기본 심리 욕구의 틀에 비추었을 때, 텍스트의 세

부 내용을 파악하도록 요구하는 학습 활동은 학습자의 기본 심리 욕구를 저

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한 활동이 독서에 대한 자율성과 유능감, 

관계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과

9) 철학사전편찬위원회(2009), 철학사전,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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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제시된 읽기의 생활화 교육 내용은 사실상 독해 기능 향상에 중점을 

둔 교육 내용으로 볼 수 있다. 

2. 독서 동기 향상을 위한 독서 교육의 기반

1) 자율적 독서 교육의 독서관

독서 동기 향상을 위한 교육 내용을 마련하기에 앞서, 교육의 목적이 무

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수·학습의 목표에 따라서 

과제의 내용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과제 수행의 이유나 방법 또한 달라진

다(김봉순, 2006). 본고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읽기의 생활화’ 성취기준의 

교수·학습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문제에서 출발하였으며, 자발적 

독자 양성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주 목적을 둔다. 자발

적 독자는 자발적으로 독서를 수행하는 독자이며, 자발적 독서는 독자의 개

인적 목적과 필요에 따라 수행되는 독서를 의미하는 것이다(이재기, 2009; 

최인자, 2013).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독서 영역에서는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읽기를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라는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검

토하였듯 해당 성취기준은 자발적 독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의도를 

지닌다(장은섭, 2018). 교육이 의도에 걸맞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성취기준이 

전제하고 있는 독서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고, 교육 목표의 성격에 따른 교

육의 실행 양상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읽기의 생활화’ 성취기준은 독서를 사회문화적 실천 행위로 바라보

는 관점에 근거한다. 영역별 성취기준이 국어과 교육과정 전체의 목표 아래

에서 설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기에서 독서를 생활화하는 태도는 ‘국어’

가 추구하는 역량의 함양에 기여하는 것이다. 즉, 독서는 비판적·창의적 역

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관계 역량, 문화 향

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의 여섯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 기여한다. 이

는 독서 행위가 의사소통적 행위이자 사회문화적 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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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처럼 독서를 사회문화적 실천 행위로 바라보는 관점은 신문식성

학파를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는 사회문화적 독서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러한 관점에 따르면 독자는 실천적 행위로서 필요에 따라 독서를 수행하며, 

독서는 독자가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아울러 미시적 독해 과정과 관련해서는 로젠블럿(Rosenblatt)의 독자반응

이론(Reader Response Theory)을 통해 교육 목표의 설정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장은섭, 2018). 독서는 독자가 자신만의 고유한 스키마를 가지고 텍스

트에 내포된 의미를 능동적으로 읽어내는 독해 과정으로(Irwin, 2006/2012: 

20-21), 독서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의 영향 아래 독자는 텍스트와의 상호작

용하며 의미를 구성해 나간다. 텍스트의 의미는 독자가 살아온 배경이나 독

자의 독해 능력 또는 독서 의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독

서의 상황은 독자와 텍스트, 과제, 교사, 독서 공동체가 상호작용하는 상황

이며, 이는 【그림 Ⅲ-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Ⅲ-1】독서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Irwin, 2006/2012) 

독서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독자는 텍스트 의미와의 적극적인 협상

을 통해 외적 텍스트를 내적 텍스트로 전환하는 주체이며, 이 과정에는 독

자 요인, 텍스트 요인, 맥락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이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도남, 2004a; 서혁, 서수현, 2007). 독서 상황의 구성 요인은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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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며 독자의 독서 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로젠블럿(Rosenblatt, 1988)에 따르면 독서의 과정은 ‘모든 독서(읽기) 행위

는 특정한 맥락 속 특정한 시간 내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독자와 책장에 나

타난 특정한 표지의 배열을 포함하는 교변작용(transaction)’이다. 한편 같은 

논고에서 교변작용의 개념은 듀이의 사상에 배경을 두고 출발하였음을 밝히

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자는 개인 고유의 가치관, 신념, 태도, 목적에 

따라 텍스트를 이해하게 된다. 독자는 원심적(efferent)이거나 심미적

(aesthetic)인 독서 목적을 바탕으로 독서 행위를 수행한다. 독서의 결과는 

독자가 텍스트와 상호작용한 결과로서 결정된다. 

사회문화적 실천으로서의 독서는 텍스트를 매개로 독자와 저자, 문화적 

맥락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 페리(Perry, 2012)에서는 사회적 실천으로서 

문식성을 정의하는 관점에서 문식성이 “사람들이 실제 현실의 맥락에서 읽

기, 쓰기, 텍스트로 ‘수행’하는 것이며 수행하는 이유”로 정의된다고 설명하

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서는 어떤 목적에 따라 수행되는 실천적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독자는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주체이며 문화를 형성

하는 역할을 한다. 독서는 맥락에 귀속되는 행위이므로, 탈맥락적 텍스트에 

대한 독해 기능의 습득은 지양되어야 한다. 독자는 개인의 독서 목적에 따

라 텍스트를 선택할 권리를 갖고 텍스트 이해가 실천적 행위임을 이해해야 

한다. 

2) 독서 교실의 구성 요소

교육은 본질적으로 교사와 학습자, 교육의 내용으로 구성되는바(김정환, 

강선보, 2011: 177), 교육을 설계하는 사람은 교수의 상황을 조성해야 하고, 

학습의 목표 및 내용,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우선 교수의 상황을 조성하는 

일은 설계자의 관점에서 교육을 접근하는 하향식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는 교실의 구성 요소를 파악함으로써 교수·학습의 접점이 이루어지는 상황

을 조직하는 것이다. 반면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이

러한 목표를 도달하기 위하여 교육 내용, 방법을 결정하는 일은 상향식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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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볼 수 있다.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가 교육을 통하여 도달해야 하는 

상태를 뜻하므로, 학습자의 현 상태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함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교실 내에서 교육을 구성하는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설명한 자율성과 유능감, 관계성에 대한 느낌 또

한 독서 교실의 구성 요인 간 역학 관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서 수업에서 나타나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에 대한 느낌의 원천을 찾기 

위해서는 독서 교실을 구성하는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서 교실의 맥락은 크게 텍스트와 과제, 학습자(독자)와 교사, 배경 맥락

으로 구성되며, Irwin(1991/2003:24)에서는 독서 교실의 구성 요인과 그 상호

작용 관계를 다음의 【그림 Ⅲ-2】와 같이 도식화하고 있다. 

【그림 Ⅲ-2】 독서 교실의 구성 요인

【그림 Ⅲ-2】에서 나타나는 독서 교실의 구성 요인은 상호작용하며 학습

자의 경험을 구성하는 상황적 배경이 되며, 이 때 각 요인을 잇는 실선은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관계를 나타낸다(천경록, 2008). 예를 들어 독서 교실

에서는 학습자(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상호작용, 학습자와 교사와의 상호작

용, 과제와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등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때 각 요인

의 특성이 학습자의 독서 경험에 영향을 주며(이순영, 2006), 독자가 독서의 

상황을 구성하는 요인과 맺는 상호작용은 텍스트 읽기에 관여하는 맥락으로 

작용한다. 이경화(2008)에서는 텍스트 읽기에 관여하는 맥락을 다음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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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5>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범주 구분 구성 요소

텍스트 내적 
맥락

결속성
주제, 화제, 대상, 개념, 줄거리 등을 포함하는 

내용적 측면

결속구조
글의 구조, 표현 방식 등을 포함하는 형식적 

측면

텍스
트

외적
맥락

상황
맥락

주체
독자: 읽기 목적, 관점, 배경 지식, 읽기 태도

필자: 저술 목적, 관점

환경
물적 환경: 시간과 공간

인적 환경: 교사, 부모, 동료

과제
과제: 읽기 과제, 학습 목표

방식: 담화 유형, 전달 매체

사회
문화
적
맥락

역사적 
사회적 배경

텍스트에 작용하는 시간성, 공간적 배경

공동체의 
가치 신념

사회적 제도와 관련을 맺고 형성된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적 관습

이데올로기 특정 관념 형태나 가치 체계

담화관습
특정 사회에서 오랫동안 내려와 구성원들이 

널리 받아들이는 관습

텍스트 간 
맥락

상호
텍스트성

보완, 논쟁, 통제, 대화, 변형 관계의 다중 
텍스트

<표 Ⅲ-5> 독서의 맥락 (이경화, 2008)

독서의 상황은 독자와 텍스트를 둘러싼 중층적 맥락에 둘러싸여 있다. 텍

스트의 이해 및 해석 과정은 텍스트가 담지하는 텍스트 내적 세계를 독자의 

내적 텍스트로 구성해나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독서 과정에는 독자의 사전 

지식, 독서 목적, 독서 환경과 같은 요소가 관여하는 것이다. 이경화(2008)에

서 제시한 <표 Ⅲ-5>는 독서 상황에 관여하는 맥락을 텍스트 내적, 텍스트 

외적, 텍스트 간의 세 층위로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독서 상황을 둘

러싼 맥락의 종류와 성격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독서 상황을 둘러싼 맥락은 학습자가 상호작용하는 경험에 관여한다. 따

라서 학습자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요인별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



- 57 -

다. 특히 자율적 독서 경험은 독자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텍스트 요인

과 과제 요인, 환경 요인으로부터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는 텍스트 요인, 과제 요인, 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독자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텍스트 요인

독서 교육은 범박하게 텍스트를 읽는 능력을 함양하는 목표를 지니는바, 

텍스트 요인은 독서 교육의 구성 요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이 중 학습자의 텍스트 읽기 경험에 가장 크게 관여하는 요인은 텍스트

에 대하여 독자가 갖는 흥미(interest)라고 볼 수 있다. 흥미는 ‘자극의 이해 

및 해석 과정에서 발생하고, 그러한 인지적 활동에 대한 몰입과 관여를 추

동하는 일종의 정서적 상태’를 의미한다(김성일, 1996; 윤준채, 2016). 읽기 

과정에서 발현된 흥미는 독자로 하여금 텍스트에 대한 능동적 의미 구성 행

위를 일어나게 하는 데 관여하는 심리적 요인이 된다. 

텍스트 읽기를 통하여 발현된 흥미, 즉 텍스트 기반 흥미(text-based 

interest, Hidi & Baird, 1986)에 관한 논의는 독자의 흥미로움을 발생시키는 

텍스트 내적 속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예컨대 Hidi(1990)에서는 흥미

를 불러일으키는 텍스트 요인을 형식적·구조적 속성과 내용에 귀속되는 속

성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자의 속성에 해당하는 예로는 새로움, 놀

라움, 예상치 못한 사건 또는 생각이 나타남, 후자의 속성에 해당하는 예는 

인류 보편적으로 흥미로운 개념, 인간의 활동, 생활 접한 주제와 같은 요

인이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텍스트의 속성으로 제시된 바 있다. 비슷한 논의

에서 스크로 외(Schraw, Bruning & Svoboda, 1995)의 연구에서 또한 텍스트 

기반 흥미를 일으키는 텍스트의 성격으로 이해의 난이도, 텍스트 결속성

(text cohesion), 개인적 몰입(personal engagement), 명료함(vividness), 감정

적임(emotiveness), 사전 지식(prior knowledge)의 여섯 가지 요인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중 이해의 난이도와 명료함이 텍스트 기반 흥미를 일으

키는 요인 가운데 45%를 설명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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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기반 흥미의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국내의 연구는 윤준

채(2016)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텍스트 정보성, 개인적 

관심, 이해의 용이성을 텍스트 기반 흥미의 원인으로 파악한 바 있다. 먼저 

텍스트의 정보성은 새롭게 알게 되거나 개인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

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킨취(Kintsch, 1980)에 따르면 글을 읽으

며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을 접하였을 때, 독자는 글의 전체 내용을 돌이켜

보며 해당 내용이 어떻게 글 전체의 내용과 맞아 떨어지게 되는지를 스스로

에게 납득시키는 과정을 거치며 이 때 새롭게 접한 내용이 전체의 내용과 

맞아 떨어질 때 읽기에 대한 흥미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개인적 

관심은 감정과 관련된 것과 가치와 관련된 것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텍스트

가 얼마나 개인적 취향과 가치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흥미의 요소

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해의 용이성은 텍스트가 이해하기 쉬운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스크로 외(Scraw, Burning, & Svoboda, 1995)의 논의와 동일

한 연구 결과로, 텍스트의 난이도가 흥미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자면 텍스트의 내용이나 구조, 난이도와 같은 텍스트 내적 요소가 

읽기 상황에서 독자의 흥미를 발생시키는 데에 관여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텍스트 기반 흥미를 일으키는 각 요소별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Ⅲ-6> 과 같다. 

텍스트 분석 기준 흥미를 일으키는 특징 문헌

내용
정보성

개인적 관심
Hidi(1990); 윤준채(2016)

구조 응집성의 정도
Hidi & Baird(1988); 

Kintsch(1980)

난이도 이해하기 적절한 수준
Scraw, Burning, & 
Svoboda(1995); 
윤준채(2016)

<표 Ⅲ-6> 텍스트 흥미의 영향 요인 

텍스트 기반 흥미에 관한 논의가 자율적 독서 교육의 체계 내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이유는 그것이 독자의 자율적 읽기를 매개하는 요인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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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과연 학습자의 자율적 읽기는 텍스트 요인과 관련이 있다 해

도 무방하다. 흥미를 촉발하는 요인은 최적의 도전(Csikszentmihalyi, 1990; 

Csikszentmihalyi &Robinson, 1990)과 내용의 정보성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모두 텍스트의 성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텍스트 읽기 과정에

서 촉발된 흥미는 대상에 대해 독자의 자발적인 집중을 불러일으키는 요인

이 되면서 텍스트의 이해 및 해석 과정을 추동한다(Ainley, Hidi, & 

Berndorff, 2002; Hidi, 1990). 따라서 이러한 텍스트 요인은 ‘독서의 가치 및 

이유’와 긴 히 연관된다. 

(2) 과제 요인

독서 상황에서의 과제는 독서의 과정을 학습 목적으로 조직한 것을 의미

한다. 독서의 과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독서 전과 독서 중, 독서 후 단계

로 구분할 수 있다(예: 박수자, 1995). 인지심리학 배경의 정보 처리적 관점

에서는 텍스트 독해를 중심에 두고 독서의 과정을 전-중-후 단계로 구분한

다. 이때 독서의 과정은 텍스트를 두고 그 내용을 꼼꼼하게 파악하는 독해 

과정으로 한정되며, 이때 독서의 전-중-후 활동은 텍스트 내용과 관련된 사

전 지식의 활성화, 독해 기능의 활용을 통한 텍스트의 내용 파악, 텍스트 내

용의 재검토의 순서로 구성된다. 반면 독서의 과정은 독서 행위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확장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최근의 논의에

서는 실제 독서의 과정을 고려하여 독서 과제를 구성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예: Tomkins, 2001, 한철우, 2011에서 재인용). 이러한 관점에

서 독서의 전-중-후 활동은 보다 실제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독서 활동으

로 구성된다. 본고에서는 전자를 독해 기능 중심 과제로, 후자를 독서 과정 

중심 과제로 구분하여 과제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기존의 접근에서 독서의 전-중-후 활동은 독해 기능 향상이

라는 교육 목적 아래 탈맥락적 텍스트를 대상으로 구성되어 왔다. 정보처리

적 관점의 인지적 독서교육에서는 독서의 과정이 텍스트 해독 및 독해 기능

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던바, 독서 교육에서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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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텍스트 처리 전략의 습득, 곧 독해 기능의 숙달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김혜정, 2016). 대표적으로 독해 기능을 축어적 재인, 재조직, 추

론, 평가, 감상으로 구분하는 바렛(Barrett)의 분류가 정보처리 관점의 인지

적 독서교육에서 교육 목표로 정착되었다(이재승, 1991). 

이러한 패러다임 아래에서 독서의 전, 중, 후 활동은 텍스트 처리에 필요

한 독해 기능을 습득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다. 로빈슨(Robinson, 

1941)에 의하여 개발된 SQ3R 독해 전략 모형은 독해 능력 향상을 위한 목적

으로 개발된 교수·학습 모형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광범위한 상황에 적

용될 수 있어 최근에까지 사용되어 온 모형이다(김라연, 1999). 이 모형은 

교수·학습 활동을 절차별로 안내하며, 그 내용은 다음의 <표 Ⅲ-7>과 같다

(이순영 외, 2015:301).

절차 교수·학습 활동

훑어보기
(Survey)

 제목 중심으로 훑어보기
 주제어 중심으로 훑어보기
 텍스트의 핵심 내용을 예측하기

질문하기
(Question)

 주어진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읽기의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하여 질문 만들기

읽기
(Read)

 텍스트의 각 부분의 의미를 연결하며 읽기
 텍스트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며 읽기

확인하기
(Recite)

 중요한 내용을 자신의 말로 표현해보기
 독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텍스트 내용 파악하기

재검토하기
(Review)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읽기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적절한지 평가하며 다시 읽기

<표 Ⅲ-7> 로빈슨의 SQ3R 독해 전략 중심 교수·학습 활동(이순영 외, 

2015:301)

한편 텍스트 처리의 과정으로서의 독서를 넘어서 사회적 실천 행위로서 

독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보다 실제적 독서의 과정에 바탕을 두어 독서

의 전-중-후 활동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예컨대 한철우(2011:352)에

서는 학습자에게 부과되는 활동이 독서 과정의 각 단계에 따라 조직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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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제안하며, 이때 각 단계별 활동이 단지 정보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

하는 데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주체로서의 독자를 육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제공되는 독서 교

수·학습 활동은 독자의 주체적 역할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인지적 정보처리 

관점에서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한철우(2011)

에서는 톰킨스(Tomkins, 2001:45-60)의 독서 과정을 독서 교수·학습 활동의 

사례로 제시한 바 있으며, 이는 <표 Ⅲ-8>의 내용과 같다.

절차 교수·학습 활동

사전 읽기

 읽기 목적 설정하기
 사전 경험 관련짓기
 단원 주제나 관심사 

관련 짓기

 예측하기
 텍스트 미리 훑어보기
 색인에서 정보 찾기

읽기

 예측하기
 기능과 전략 적용하기
 여러 방식으로 읽기

(혼자, 짝, 함께, 
소리 내서 읽기 등)

 그림, 차트, 표 읽기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기
 구체적 사항을 익히기 위해 

텍스트의 특정 부분을 한두 
번 더 읽기

 노트하기

반응하기  독서 일지 쓰기  토의에 참여하기

탐구하기

 텍스트를 재독하고 깊이 
생각하기

 개인 경험과 관련짓기
 다른 글과 관련짓기
 필자의 기법 살피기

 기억할 만한 구절 찾기
 새 어휘 배우기
 읽기 절차, 개념, 전략, 

기능과 관련된 소집단 
학습에 참여하기

적용하기
 프로젝트 구상하기 
 주제 단원의 정보 이용하기
 관련 서적과 연결짓기

 관련 서적의 해석을 
반영하기

 읽기 경험 평가하기

<표 Ⅲ-8> 톰킨스의 독서 과정 중심 교수·학습 활동(한철우, 2011:352) 

로빈슨과 톰킨스의 모형에서 제안하는 교수·학습 활동은 독서 행위를 어

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교수·학습의 과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독해 기능의 습득이 주된 목표 아래에서 독서 과정별 활동은 주어진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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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내용 이해 활동으로 구성된다. 반면 독서 주체의 형성이라는 관점

으로 독서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였을 때에 독서의 과정별 활동은 보다 실제

적인 독서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독서교육에 대한 관점에 따른 독서

의 전-중-후 활동 및 독서교육의 목표를 로빈슨과 톰킨스에서 제안한 교

수·학습 내용의 활동을 중심으로 파악해본다면 다음의 <표 Ⅲ-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독서의
관점

독서의 전-중-후 활동의 예시 독서교육의 
목표독서 전 독서 중 독서 후

정보
처리
관점

텍스트 내용 
관련 

스키마(schema)
의 활성화

독해 기능 
사용하며 읽기
(축어적 재인, 
재조직, 추론, 
평가, 감상)

텍스트 내용의 
확인 및 재검토

 독해 기능 
숙달

사회적
문식
실천
관점

독서 목적의 
설정

독해 기능 
사용하며 읽기

목적에 따라 
텍스트 내용 
활용하기 

개인적 경험 및 
다른 텍스트와 
관련 짓기

독서 목적에 
따른 

텍스트 선택 및 
활용

<표 Ⅲ-9> 독서교육관에 따른 독서 과정별 활동의 예시

독서 교육의 체계 내에서 과제 요인은 독자의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 된다. 유능감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자가 평가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능감의 경험은 ‘수행의 방법’과 관련된 과제 요인에 따

라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환경 요인

독서 교육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독서 행위는 독서 교실의 물리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독서 교실에서 학습자는 한 명의 독자로서 독서 공동체 내

에 위치하게 되며, 이때 독서 수행 공간의 문식 환경 및 독서 공동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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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의 관계는 독자의 독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한

다(Guthrie, 1996). 이처럼 환경 요인은 행위가 수행되는 시간과 장소의 특성

과 관련된 요인으로 물적 환경과 인적 환경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이경화, 2008), 이 중 인적 환경은 독서에 대한 관점이 구성되고, 학습자가 

한 명의 독자로서 위치지어지는 배경이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적 환경의 

특성을 중심으로 독자의 독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교사는 교수·학습의 조직자로서 독자의 자기 인식과 독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교사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독자

의 독서 경험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독자가 스스로를 어떠한 독자로 

인식하는지는 독서 공동체 내에서 부여받는 독자로서의 정체성의 영향을 받

기 때문이다(정혜승, 2013). 예컨대 알링턴(Allington, 1983)과 같은 연구에서

는 실제 현장에서의 교사가 독자 집단에 따라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경

향이 존재함을 밝혔다. 

한편 교사는 교수·학습의 구조를 조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교수·학습

의 실현 양상은 해당 교육 분야에 관한 교사의 인식의 영향을 받는다. 김정

자, 박성석(2017)의 연구는 교사 집단에 따라 독서에 대한 태도와 독서 지도 

양상이 상이할 수 있고, 집단 간 독서 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다

름을 확인한 바 있다. 아울러 진선희, 김정은(2012)의 연구에서는 독서 지도

에 관한 교사들의 자가 평가 결과에 따라 독서 지도의 양상이 달라지는 현

상을 밝혀낸 바 있다. 이처럼 교사가 교육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 교육의 실천이 달라질 수 있다. 

교사 요인을 차치하였을 때, 독서 상황을 둘러싼 인적 환경 요인은 활동 

집단의 편성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교실 활동은 교사

가 학급 전원을 대상으로 교수·학습을 꾸려가는 강의식 형태로 이루어지거

나 소집단을 편성하여 소집단을 중심으로 학습 과제를 해결하는 소집단 활

동 형태로 이루어진다. 학습자의 주체적이고 능동적 활동에 대한 강조로 소

집단 활동이 강조되어온 측면이 있으나, 각 방식의 장단점을 고려해볼 필요

가 있다. 소집단 활동이 편성되었을 때에, 학습 과제 해결에 대한 부담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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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될 수도 있지만 또래와의 상호작용 변수가 나타나므로 학습자 개인의 성

향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이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독서 동기 향상을 위한 독서 교육의 설계

독서 동기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의 설계는 곧 Ⅱ장에서 밝힌 자율 

지지적 환경 조건을 독서교육의 체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

법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교육은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 평가 방법의 3요소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3요소는 

교육이 실행되는 순차적 과정에 따라 교육의 처음과 끝을 구성한다. 여기에

서는 자율적 독서 경험을 제공하는 독서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및 방법을 마

련하고, 이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설계할 교수·학습 방안의 바

탕으로 삼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① 자율적 독서 경험의 제공을 위한 독서 

교육의 목표와 성격이 어떠한지를 검토하고, ② Ⅱ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자

율성 지지적 환경을 구성하는 수행 관련 지식을 독서 교육의 내용 요소로 

변환한 후, ③ 선정한 교육 내용을 자율적 독서 경험에 의하여 학습되도록 

교육 방법을 고안할 것이다. 

1) 교육 목표의 설정

국어교육적 관점에서 독서교육의 주요 목표는 지식 목표, 기능 목표, 태도 

목표의 세 범주로 구분된다. 이때 자발적 독자 양성을 의도하는 ‘읽기의 생

활화’ 성취기준은 태도 교육 목표를 가진 성취기준에 해당한다. 태도 교육의 

중요성은 누누이 강조되어 온 바이지만, 사실상 특정한 태도를 형성하기 위

하여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진해 

왔다. 이는 교육 목표로서의 태도를 개념화하기 어려웠다는 데에 기인한다

고 볼 수 있다. 즉, 특정한 태도를 갖추었음을 의미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러한 태도를 구성하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러한 태

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관한 물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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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답을 명징하게 제시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내실 있는 태도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 목표로서 태도 형성의 의미와 태도 교육이 필연적으로 갖추

어야 할 조건을 탐색해 보아야 한다.

학술적인 의미에서 태도는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속성을 지니는 개념으

로, ‘경험을 통하여 조직되는, 개인이 관여된 모든 대상과 상황에 대한 반응

에 대해 직접적이고 동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정신적·신경적 준비 상태’이

다(Allport, 1935)10). 이러한 개념 정의로부터 태도는 대상에 대한 감정이나 

호오와 같은 정의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이에 따라 반드시 경험에 의하

여 결과적으로 형성된다는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태도는 교수·학습 활동의 결과로서 형성되는 상태이다. 즉, 태도는 일련

의 교육 활동을 통해 개인 내부에 결과적으로 형성되는 지식의 성격을 지닌

다. 때문에 그러한 태도의 특징을 명문화하여 기술할 수 있을지라도 그 자

체를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습득해야 하는 명제적 지식으로 사용

할 수 없다(정혜승, 2005). 이는 독서 동기가 높은 독자들이 몰입된 상태로 

책을 읽는다 하여, 학습자들에게 책을 몰입해서 읽으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과 같다. 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책을 몰입해서 읽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

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태도와 같은 정의적 영역의 발달은 어떤 경험의 결과로 형성이 ‘되

는’ 상태이지, 특정한 상태를 목적으로 개인적 노력을 통해 형성을 ‘시키는’ 

상태가 될 수 없다(이재기, 2009; Bransford et al., 1989). 이러한 태도의 성

격으로 말미암아 태도는 개인적 노력만으로 획득할 수 있는 자질이 아니게 

된다. 경험은 행위자와 행위자를 둘러싼 상황적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이루

어지기 때문이다. 인간은 개인의 노력을 통하여 본인을 둘러싼 상황적 환경

을  바꿀 수 있지 않고, 그러한 상황적 조건을 고려하여 개인의 생리적·심

리적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습자는 개인의 의도적 노력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잘하게 될 수는 있지만 

좋아하게 될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전자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10) An attitude is a mental and neural state of readiness, organized through 
experience, exerting a directive or dynamic influence upon the individual’s 
response to all objects and situations with which it is related.



- 66 -

있는 상태이지만, 후자는 그러한 목표 달성에 상황적 조건이 관여하기 때문

이다. 

상황적 조건이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은 교육의 중요성을 

드높이며, 교육 상황의 조성을 위하여 교육 내용 및 방법의 연구의 필요함

을 시사한다. 태도는 경험의 부산물로 형성되는바, 어떠한 경험이 특정한 태

도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교수·학습 방안

의 자원은 그러한 경험의 속성을 언어적으로 변환한 지식이 되어야 한다(정

혜승, 2005). 예를 들어 독서 동기가 높은 독자가 현재 높은 독서 동기를 갖

게 된 지난 경험의 속성을 파악하고, 그러한 경험을 교육에서 제공할 수 있

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는 귀납적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

이다. 

태도 교육에 관한 이러한 통찰은 교육에 대한 관점과 성취기준의 진술 방

식에 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먼저 교육의 초점은 학습자 개인의 노

력에서 교육자가 제공하는 수업의 효과성에 맞추어져야 한다. 학습자들이 

교수·학습의 결과로 갖게 되는 태도는 개인적 노력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

이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태도 범주의 성취기준의 진술 방식 또한 ‘태도

를 교수·학습한다’ 또는 ‘(개인적 노력을 통하여) 태도를 지닌다’에서 ‘어떠

한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어떠한 태도를 형성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진술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리와 관련하여 서영진(2013)의 논의는 중요

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서영진(2013)에서는 교육과정의 진술 방식을 다음의 

<표 Ⅲ-10>와 같이 정리하여 제시한 바 있다.



- 67 -

유형 내용 중심 진술 활동 중심 진술 수행 능력 중심 진술

진술 
방식

학문적 지식과 
기능 중심

수업 활동 중심
학습자가 보여주어야 
할 성취 행동 중심

강조점
습득해야 할 지식과 

기능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활동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적용한 과업 수행 능력

초점 
단계

교과의 내용 수업 평가

초점 
주체

교사 학생 학생

일반적인 
제시형태

(내용)을 안다/이해한다 (내용)을 (활동)한다 (과업)을 할 수 있다

이론적 
기반

Bruner Dewey Tyler

<표 Ⅲ-10> 교육 내용 진술 방식의 유형, 서영진(2013:424)

이때 국내의 성취기준은 타일러(Tyler)의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수행 

능력 중심 진술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태도 범주의 성취기준 또한 이러한 

방식에 맞추어 진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논의하

였듯, 태도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가 개인의 노력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태도의 평가는 곧 학생의 평가이자 동시에 수업에 대

한 평가이기도 하며, 태도 교육을 위해서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험과 관련된 

교육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읽기를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은 진술의 구조상 타당하게 진술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명료하게 다가

오지 않는다. 실제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읽기의 생활화’ 성취기준이 

명료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 이유는 경험을 통하여 형성 되는 

심리적 상태를 개인의 어떤 의도적 노력을 통하여 도달할 수 있는 기준치로

서 나타내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태도 교육을 위해서는 듀이

(Dewey)의 이론에 기반을 두는 활동 중심의 진술 방식으로 교육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태도 교육은 필연적으로 학습자의 경험을 주축으로 삼는 교육 



- 68 -

방법을 수반하게 되며, 태도 교육 연구는 그러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

한 교수·학습 방안을 지식으로 가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교육에 대

한 이러한 관점은 듀이(Dewey)의 경험주의적 교육철학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본고는 듀이의 교육관에 입각하여 독서 동기를 향상시키는 교

수·학습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앞서 Ⅱ장에서 확인한 동

기 향상 및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의 속성을 바탕삼아 교육의 내용을 

마련하고, 듀이(Dewey) 경험주의 철학에 근거하여 교육 활동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고가 개발할 교수·학습 방안의 청사진을 

나타내면 다음의 <표 Ⅲ-11>와 같다.

구분 내용

교육에 대한 관점 듀이의 경험주의 교육철학

교육 목표 (교육 내용)을 (활동)함으로써 (태도)를 형성한다. 

교육 내용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마련한 수행 관련 지식

교육 방법 경험주의적 교육 활동

교육 목표 달성 
여부의 확인 방법

독서 동기의 향상 

<표 Ⅲ-11> 교수·학습 방안의 개괄

2) 교육 내용 마련을 위한 기반과 적용

(1) 교육 내용 마련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지식의 체계

본고에서는 자발적 독자의 특성을 ‘높은 독서 동기’로 간주하였으며, 자기

결정성 동기 이론을 바탕으로 동기의 향상이 자율성 지지적인 환경 조건, 

즉 행위자의 기본 심리 욕구를 충족하는 환경 아래에서 수행된 행위에 관한 

경험의 결과로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자기결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학습자

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독서 교실 아래에서 수행된 독서가 학습자의 독서 동

기를 향상시킨다는 범박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즉, 자율적 독서 경험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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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교육을 통해 독서에 대한 동기가 향상될 수 있다. 

이러한 자율적 독서 경험이 학교 교육 내에서 실행되는 수업으로서의 타

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 실체로서 존재해야 

한다. 국어교육에서 태도 목표 성취를 위한 수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 

오지 못한 까닭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내용을 안정적으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의적 목표의 달성과 인지적 내용 사이

의 간극을 채워 넣는 논리적 연결 고리가 필요한 것이다.

교육의 내용은 교수·학습의 결과로 학습자가 체득하게 되는 지식이다.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설계하는 일은 곧 교

수·학습을 통해 학습자에게 전이할 지식을 마련하는 일인 것이다(박종훈, 

2005). 따라서 교육 내용의 마련을 위해서는 자율적 독서 교육의 상황에서 

학습자가 획득하게 되는 지식은 무엇이고 그 성격은 어떠한지 파악할 필요

가 있다. 

사전적 정의에서 지식이란 인식을 통해 얻어진 대상에 대한 앎을 의미하

며 객관적 타당성을 지니는 판단의 체계로 정의된다. 주지하듯 국어과 교육

의 목표 범주는 지식과 기능, 태도로 구분된다. 이러한 교육의 목표는 교육 

활동을 통해 결과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상태에 대한 진술이며 국어 지식 및 

사용에 관한 앎을 포괄한다. 이와 관련하여 박종훈(2005)에서는 국어과 교육

에서 교육 내용과 방법, 목표의 관계를 다음의 【그림 Ⅲ-3】과 같이 제시

한다. 

【그림 Ⅲ-3】교육 과정상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목표의 관계

박종훈(2005)의 논의의 의의는 교육 목표로서의 국어에 관한 지식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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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가 획득되는 과정을 내용 지식과 활동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다. 이때 교육 내용의 지식은 선언적 지식(declarative knowledge)과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 조건적 지식(conditional knowledge)을 포함하는 

것이다(박종훈, 2005:484). 즉, 이러한 지식을 활동을 통해 배움으로써 지식

과 기능, 태도를 포함하는 국어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이다. 결국 교

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어떠한 교육의 내용을 어떠한 활동을 통해 

전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독서 수행 관련 지식은 독서 동기 향상을 목표로 고안되었으며, 독서 동

기의 향상은 태도 목표의 범주 아래 속한다. 그렇다면 수행의 이유와 방법, 

상황은 각각 최종 목표인 태도의 향상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중간 단계로서

의 지식의 성격을 지닌다. 한편 교육 실행에 따라 형성되는 지식의 종류는 

상이하며, 이와 관련하여 민병곤(2006)에서는 국어과 교육의 실행을 투입과 

과정, 산출의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구성되는 지식을 기법적 지식, 

실천적 지식, 인격적 지식으로 구분한 바 있다. 【그림 Ⅲ-4】는 교육의 실

행 과정에 따라 구성되는 지식을 보인다.

【그림 Ⅲ-4】지식의 성격과 교육 내용 및 목표의 관계

(민병곤, 2006)

기법적 지식, 실천적 지식, 인격적 지식은 교육의 실행 단계에 따라 학습

자 내부에 구성되는 지식이며, 각각의 지식은 서로 다른 양태로 나타난다. 

【그림 Ⅲ-4】는 원저에서 국어교육의 체계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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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문서 체계를 사례로 설명하였으나, 교육의 실행 과정을 중심으로 제시

되었다는 점에서 한 단위 수업의 내용 및 목표 또한 【그림 Ⅲ-4】의 체계

를 따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가 독서 동기 향상을 위한 

자율적 독서 교육의 내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수행 관련 정보 또한 【그림 

Ⅲ-4】의 체계로 분석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각 지식의 성격에 대해 민병

곤(2006:14)에서는 다음과 설명한다. 

 기법적 지식(technical knowledge): 활동의 방법을 설명하는 

명문화된 지식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 활동의 과정에서 사용을 

통해 나타나는 지식으로 명문화될 수 없는 지식 

 인격적 지식(personal knowledge): 명시지뿐만 아니라 암묵지

를 포함하는 지식

기법적 지식은 활동의 방법을 안내하기 위하여 명시지의 형태로 언어화한 

지식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의 내용 요소에 해당하며, 이러한 기법적 지식의 

습득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는 실천적 지식을 구성할 

수 있다. 실천적 지식은 내용이자 중간 단계의 목표가 되며, 최종 목표는 인

격적 지식의 형성에 있다. 여기에서 인격적 지식은 정서에 관한 교육의 논

리적 근거를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인격적 지식은 폴라니(Polanyi, 1958)가 제안한 지식의 유형으로, 세상에 

대한 지식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적 헌신(personal commitment)이다

(Polanyi, 1958: 383).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임을 강조하는 게슈탈트 심리학

을 전제하는 폴라니의 철학은 암묵지(tacit knowledge)의 존재와 역할에 주

목한다(강영안, 2006). 지식은 대상에 대한 인식 주체인 인간과의 관계 속에

서 구성되며, 대상에 대한 지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인간의 

총체적 인식 작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총체적 인식 작용을 가능케 하는 것

이 폴라니의 설명에 따르면 ‘암묵지’이다. 암묵지는 말로써 표현할 수 없으

나, 기능적, 의미적, 현상적으로 존재를 드러낸다(오승훈, 2007: 23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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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니에 따르면 인간이 사물에 대해 지식을 형성하기 위해 거치는 인식 

작용은 대상에 대한 초점적 인식(focal awareness)과 보조적 인식(subsidiary 

awareness)로 이루어진다(Polanyi, 1958: 57). 인간은 대상을 인식할 때 중요

한 부분에 의식의 초점을 모은다. 예를 들어 목적지를 찾아갈 때에 의식은 

목적지가 위치한 장소가 어디인지에 초점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때 목적지

의 위치에 대한 집중만으로 목적지를 찾아갈 수는 없으며, 목적지를 찾아가

기 위해서는 길을 걷는 행위가 필요하다. 걷는 행위 자체에 대해 인간은 의

식의 초점을 두지 않지만 목적지에 도달하는 일은 걷기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폴라니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에서 초점적 인식은 목적지의 

위치와 방향에 놓여있고, 보조적 인식은 걷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목적지를 찾아가는 과정에는 다양한 유형의 지식의 작용하고 구성

된다. 예컨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목적지의 위치 및 장소’를 한 가지 유형

의 지식으로 떠올릴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말로 표현되지 않는 지식, 곧 폴

라니 철학의 핵심이 되는 암묵지가 함께 나타난다. 우선 목적지의 위치에 

도달하기 위하여 활용해야 하는 기능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지식이 필요하

다. 이 과정은 자연스레 나타나며 의식되지 않는다. 또한 말로써 표현할 수

는 없지만 걷기를 통해 얻게 되는 지식이 존재한다. 이는 길에 대한 감각으

로 구성되는 지식일 것이다. 초점적 인식과 보조적 인식, 명시지와 암묵지의 

개념과 관련하여 오승훈(2007)에서는 이에 대해 “우리는 이 ‘말할 수 없는 

앎’을 밖으로 연장하여 ‘말할 수 있는 앎’의 대상으로 삼을 때 지식을 획득

한다”라고 설명하며, 암묵지의 성격에 대해 “단순 감각, 감지, 신체의 움직

임, 도구의 활용, 추상적 상징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Polanyi, 

1969:164, 오승훈, 2007:236에서 재인용)”라고 덧붙였다. 

요컨대 인격적 지식은 인식 주체가 인식 대상에 대한 헌신을 통해 얻어지

는 모든 종류의 지식을 일컫는다. 독서 동기는 독서에 대한 독자의 믿음과 

신념, 가치관 등에 바탕을 두며 독서라는 행위에 대한 독자의 총체적 태도

를 드러낸다. 이러한 점에서 독서 동기는 일종의 인격적 지식으로 볼 수 있

다. 독서에 대한 모든 유형의 감각이 종합되어 독서에 대한 동기로 형성되

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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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 체계를 반영한 교육 내용

앞서 Ⅱ장의 코넬과 웰본의 모형에서는 자율적 환경에서 제공되는 수행 

관련 정보로 ‘수행의 이유’, ‘수행의 방법’, ‘수행의 환경’의 세 가지를 추출

한 바 있다. 이들은 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행동을 수행하게 만드는 행동 유도성을 지닌다는 공통점을 지닌

다. 독서의 상황에서 수행은 독서 행위를 의미하므로, 수행 관련 정보를 독

서의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각각 ‘독서 수행에 대한 이유’, ‘독서 수행의 방

법’, ‘독서 수행의 환경’의 세 가지로 변환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

가 교육의 상황에서 교육의 내용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지식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독서 수행 관련 정보는 독서교육의 텍스트 요인, 과제 요인, 상황맥락 요

인과 관련이 있음을 앞의 1)항에서 밝힌 바 있다. 다음의 <표 Ⅲ-12>에서는 

자율적 환경에서 경험되는 수행 관련 정보 세 가지를 독서 교육의 상황으로 

변용한 것이다. 

심리 욕구 독서 관련 지식
지식의 대상
(독서교육의 
구성 요인)

자율성 독서의 이유 텍스트 요인

유능감 독서의 방법 과제 요인

관계성 독서의 사회적 의미 환경 맥락 요인

<표 Ⅲ-12> 수행 관련 정보의 독서교육적 적용

<표 Ⅲ-12>에서 제시한 독서 수행의 이유(가치)와 방법, 독서의 사회적 의

미는 독서 현상에 대한 앎인바,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성질을 띤다. 아울러 

각각은 독서 교육의 구성 요소인 텍스트, 과제, 환경 맥락에 관한 정보를 담

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서 수행 관련 정보는 ‘독서 수행 관련 지식’으

로 환원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이러한 독서 수행 관련 지식은 경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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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교육 활동과 결합하여 자율 지지적 환경을 조성한다. 이때 각각의 독

서 관련 지식은 경험주의적 교육 활동 아래에서 기본 심리 욕구를 충족하는 

하나의 경험으로 통합되어 체득된다.

한편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수행 관련 정보는 행위를 수행하기에 앞서 행

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행동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였다. 이러한 활용 방식

을 고려하였을 때에 자율적 독서 환경을 조성하는 독서 수행 관련 지식은 

자율적 독서를 유도하기 위해 투입되는 기법적 지식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학습자는 독서 수행 과정에서 제공받은 지식을 바탕으로 독서에 

관한 경험을 갖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독서에 관한 인격적 지식으로서의 독

서 동기가 향상된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다. 다음의 【그림 Ⅲ-5】는 이러

한 논리에 기대어 본고가 설계하고자 하는 자율적 독서 교육의 내용 요소와 

그 실행 체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Ⅲ-5】자율적 독서 교육의 내용 요소와 실행 체계

【그림 Ⅲ-5】에 따르면 투입 단계에서 독서의 이유와 방법, 독서의 환경 

맥락 요인에 관련된 지식을 제공한다. 각각은 자율적 독서와 유능한 독서, 

관계적 독서의 경험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경험은 독서에 관한 이유와 방법, 

독서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암묵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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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러한 경험들이 종합적으로 독서에 대한 가치, 신념, 태도를 형성하며 

독서에 대한 인격적 지식으로서의 동기를 형성하게 된다. 이 때  학습 상황

에서 투입할 내용은 일차적으로 기법적 지식의 성격을 지녀야 하므로, 교육 

내용은 명문화된 지식으로 기술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독서의 이유, 방법, 

독서의 사회적 활용 방법의 세부 내용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① 독서의 이유

우선 독서의 이유는 독서의 상황에서 독서를 직접적으로 추동하는 요인이

자 독서가 갖는 가치이기도 하다. 사전적으로 가치는 인간이 어떠한 대상에 

대해 부여하는 쓸모이다. 가치는 대상에 대한 개인의 지향적 관계에 의해 

존재한다. 따라서 이유는 행동 전 어떤 행동을 촉발하는 동인이 되고, 가치

는 행동 후 그에 대한 반추에 의해 개인 내적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점에서 

독서의 이유는 기법적 지식의 성격을 지니고 독서의 가치는 인격적 지식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지식의 성격은 다르지만 독서의 이유는 독서

의 가치를 바탕삼아 명문화 할 수 있다. 독서의 가치는 일차적으로 주관적 

의미를 지니나, 교육의 내용은 보편타당성을 요구하므로 독서가 갖는 가치

를 객관화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독서의 가치가 무엇인지 파악

하는 일은 본고의 주요 논의에서 벗어난 일이므로, 기존 논의에 기대어 교

육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독서의 가치를 독서의 이유로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육적 관점에서 독서의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교과서와 교육과정 

등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육 자료에서 규정되고 있는 양상을 메타

적으로 범주화하거나, 독서교육의 주요 의제와 관련하여 독서가 갖는 효용

을 탐색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치라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독서의 가치를 직접적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서종훈

(2012)과, 이를 직접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독자 발달을 중심으로 독서

가 갖는 가치를 간접적으로 제시한 정옥년(2010)의 논의를 참고하여 독서의 

가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의 <표 Ⅲ-13>은 독서의 가치에 관하여 선

행 연구들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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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세부 내용 범주

서종훈
(2012)

- 공동체의 문제 인식 및 참여 문화의 형성
- 긍정적 방향으로의 심신의 질적 변화
- 재미, 흥미 등과 같은 감성적 가치

- 소통
- 치유
- 몰입

정옥년
(2010)

- 이해, 학습, 소통, 성찰의 매개
-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 흥미, 전략 숙달
- 개인적 자아의 변화

- 인지적 도구
- 전문성 개발
- 정체성 개발

<표 Ⅲ-13> 독서의 가치에 관한 선행 연구

선행 논의에서는 독서의 가치를 ‘소통, 치유 몰입’ 또는 ‘인지적 도구, 전

문성, 정체성’의 개발로 범주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앞서 교육과정에서 독

서는 비판적·창의적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대인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을 함양하는 행위로 

규정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독서의 정의에 관한 논의에 함께 비추어

볼 때, 독서의 가치는 크게 소통과 학습, 자아의 변화 세 가지를 포함한다. 

이는 다시 인간 개인의 자아 정체성 확립에 중점을 두는 개인적 가치와 사

회적 인간으로서의 성장에 중점을 두는 사회적 가치로 범주화될 수 있겠다. 

독서는 인간의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 성장에 기여하는 행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에 본고에서는 독서의 가치를 개인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으로 대

별하고, 구체적으로 ‘호기심’, ‘소통’, ‘학습’, ‘치유’의 네 가지 범주를 선정하

여 독서의 이유로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백원근 외(2017)에서 수행한 

독서실태문화조사에서는 중학교 학습자들이 지식을 쌓거나, 즐거워서, 교양

을 쌓기 위해, 또는 진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책을 읽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백원근 외, 2017: 85). 

② 독서의 방법

독서의 방법은 독서의 전 과정을 독서 전, 중, 후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수행해야 할 활동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독서 과정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설정하고, 각 단계별로 수행할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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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에 따라서 학습자들의 독서 과정에 관한 인식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태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독서 과정에 대한 경험이 필수

적인바, 기법적 지식의 내용으로 제시할 독서 방법에 관한 교육 내용은 독

서의 실제 과정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실제 독서의 과정은 도서의 선택에

서 출발하며, 목적에 맞는 도서를 읽고 필요에 따라 내용을 활용하는 과정

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독서 방법에 관한 교육 내용은 독서 과정의 각 단

계별로 필요한 기법적 지식을 명문화 한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독서는 교양을 쌓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등 독자에 따라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수행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실제 독서의 과정은 도서를 선

택하는 활동에서 출발한다. 도서 선택 활동은 앞서 자율적 독서 경험을 추

동하는 지식으로 제시한 독서의 이유가 체화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이며, 

독서 동기 향상에 기여한다(박영민, 최숙기, 2008; 김지희, 2012; 송현진, 

2009). 도서 선택 방법에 대한 교육 내용은 학습자가 목적에 맞게 도서를 선

택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학습자가 목적과 필요에 맞게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도서 선택 방법에 관한 교육 내용은 독자로 하여금 어떠한 텍스트를 읽도

록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 내용의 마련 시 자율적 독서 

경험을 추동하는 텍스트 요인에 관한 고려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앞서 텍

스트 요인에서 흥미와 난이도가 학습자의 자율적이고 유능한 독서 경험과 

관련됨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는 도서 선택 시 주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도서 선택의 방법으로 주로 논의되는 워츠와 웨드위크(Wutz & 

Wedwick, 2005)의 북매치(BOOKMATCH) 전략이나, 도서 선택에 관한 실증적 

논의인 김지희(2012)의 연구에서 흥미와 난이도는 도서 선택 시 주요한 기준

으로 활용되고 있다. 

‘북매치’라는 명칭은 ‘책의 길이(Book length), 일상 언어(Ordinary 

language), 구조(Organization), 책에 관한 사전 지식(Knowledge prior to the 

book), 다룰 만한 텍스트(Manageable text), 장르(Appeal to genre), 주제 적

합성(Topic appropriateness), 연관(Connection), 높은 흥미(High interest)’의 

영문 앞 글자를 추린 것으로, 도서 선택의 9가지 기준을 함의한다. 국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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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매치 전략이 도서 선택의 방법으로 주로 논의되고 있다면, 국내의 논의에

서는 김지희(2012)의 연구가 도서 선택 방법에 관한 시론적 연구로 주목할 

만하다. 김지희(2012)에서는 실제 중등학교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독서 정보

를 실증적으로 조사함으로써 도서 선택 시 요구되는 정보를 ‘책에 대한 기

본 정보’, ‘텍스트의 난이도’, ‘텍스트의 내용’의 세 범주로 제시한 바 있다. 

선택한 도서를 직접 읽는 활동에는 독해 기능과 전략이 활용된다. 때문에 

어떻게 실제로 텍스트를 읽어 나가는지에 관한 지식은 독해 기능 중심으로 

다루어질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로젠블럿의 교섭 이론을 주요 관

점으로 설정한바, 독서 중의 내용 이해는 독자의 목적에 따라 심미적 또는 

원심적 이해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독서 중에는 독자가 필요한 내

용을 정확히 파악하며 읽고 있는지, 목적에 맞게 독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

면서 읽기가 중요하다. 특히, 한 단위 수업에서 독해에 사용되는 모든 기능

과 전략을 독서의 방법으로 제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독서 중 독해 

방법과 관련된 교육 내용은 실제 독서 과정이 이루어지는 데에 반드시 필요

한 지식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텍스트 읽기가 텍스트와 

대화하는 과정임을 강조하고, ‘단어의 난이도’와 ‘내용의 난이도’가 스스로에

게 적절한지 따져보며 읽을 것을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독서의 마무리는 독자가 독서를 통해 재구성한 의미로서 완성된다. 독서

의 마무리는 대체로 감상문 쓰기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며, 독

후감과 같은 하나의 장르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독서의 마무리 과정

에서는 독자가 독서를 통하여 재구성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보다 

집중해야 한다. 지난 독서 경험이 계속적인 독서 활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는 지난 독서가 독자에게 의미 있는 활동으로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독서의 마무리를 안내하는 교육 내용으로서 ‘독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인상 깊었던 내용을 정리한다’를 마련하였다.

③ 독서의 사회적 의미

독서의 사회적 의미에 관한 지식은 독서의 이유 및 독서의 방법과는 사뭇 

다른 지식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이는 독서의 이유 및 독서의 방법이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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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구별되는 개인적 자아를 형성하고자 하는 자율성과 유능감에 대한 욕구

와 관련되고, 독서의 사회적 의미가 타인과 어우러지는 자아를 형성하고자 

하는 관계성에 대한 욕구와 관련되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사실상 관계성의 충족은 행위자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

로, 독서의 환경에 관한 지식은 학습자보다는 교수·학습 환경의 조직자인 

교사에게 제공되어야 할 지식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실제로 관계성을 충족

하는 환경을 구현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정서적 지지

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본고의 교수·학습 대상은 교사가 

아닌 학습자인바, 교육의 내용은 학습자가 학습을 통해 체화해야 하는 일반

적 지식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이는 관계적 독서 경험을 제공하는 행동 유

도적 수행 관련 지식이 학습자의 입장에서 마련되어야 함을 뜻한다. 예컨대 

자율적 경험을 추동하는 지식은 학습자에게 수행의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었

다. 학습자는 수행의 이유를 납득함으로써 자율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이처

럼 관계적 경험을 추동하는 지식 또한 학습자에게 어떠한 지식을 제공함으

로써 타인과의 동률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을 의미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독서의 사회적 의미’를 중심으로 관계적 독

서 경험을 추동하는 지식을 교육 내용으로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독서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지식은 독서가 사회적 행위이며, 독서를 통해 

사회적 활동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한다. 독서

는 독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독자의 성장을 가능케 하는 행위이며, 독서를 

통해 독자는 사회적 인간으로서 성장하게 된다(최인자, 2008). 아울러 인간

은 누구나 타인과 잘 지내고 싶어 하는 기본 심리 욕구를 지니고 있다. 이

러한 점에서 독서의 사회적 의미는 독자에게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고, 결

국 독서의 이유 중 하나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자율적 독서 교육의 내용을 

교수·학습의 장면으로 전환할 때에는 각각의 지식의 성격을 고려하여 내용

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다. 요컨대 독서의 사회적 의미는 사회적 인간으로

서 성장을 돕는 독서의 가치를 드러내고, 이는 앞서 설명한 첫 번째 교육 

내용인 ‘독서의 이유’에 함께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교수·학습의 현장에

서 교육 내용은 실질적으로 ‘개인적 인간으로서의 성장’ 및 ‘사회적 인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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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성장’에 대해 독서가 갖는 가치를 설명하는 ‘독서의 이유’와 함께 

‘독서의 방법’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3) 교육 방법 마련을 위한 기반과 적용

(1) 교육 방법 마련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경험주의적 교육관

자기결정성 이론의 주요 논지는 자기 체계의 발달이 경험의 결과로 이루

어진다는 것이다. 인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요소를 주된 논의거리

로 삼는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지식의 형성과 관련된 입장은 언명하고 있지 

않지만, 경험의 결과가 후속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험주의

(empiricism)의 인식론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험은 시공간 

아래에서 행위자가 세상과 관계 맺음에 따라 나타나는 의식적 실재이므로, 

경험의 산물은 정서적 요소뿐만 아니라 인지적 요소 또한 포함하기 때문이

다. 

경험주의는 지식의 형성이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인식론의 한 

경향을 의미하며, 경험은 대상에 대한 앎을 가능케 하는 사고 작용으로 이

루어진다. 경험주의적 관점에서 지식은 대상에 대한 주체의 인식 작용으로

서 형성되는 결과적 산물이다. 지식은 대상에 대한 인식 주체의 능동적인 

사고 작용에 의하여 구성되는바, 지식은 객관적 실재로서 인식 주체에 표상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식 주체가 대상과 상호 작용함에 따라 인식 주체 내

부에 구성되는 성격을 지닌다(김무길, 2005). 이러한 관점에서 자율적 독서 

교육은 경험주의적 인식론을 바탕 삼은 구성주의적 지식관을 배경으로 삼는

다. 

경험주의는 듀이(Dewey)의 철학에 뿌리를 둔 것으로, 경험주의를 이해하

기 위해서는 듀이의 교육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Dewey의 교육관은 급진

적 경험주의(radical empiricism)의 입장에 서 있었던 William James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Kolb, 2015:24) 경험주의의 전통을 따르며 ‘경험이론’으로 집약

된다. Dewey의 철학은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경험이 구성되고 



- 81 -

그러한 경험이 인간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매개이자 성장의 인자가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삼는바(박천환, 2009; 송도선, 2009; 권정선, 김회용, 2015), 그

의 철학은 교육적 측면에서 자기결정성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배경을 제공

한다. Dewey의 교육관은 ‘행함으로써 배움(learning by doing)으로 요약되며

(송도선, 2009:219), 교육이 ‘경험을 통한 성장’을 지향해야 함을 주요 논지로 

삼는다(박철홍, 2016). 

이처럼 교육에서 경험을 중요시 하는 견해는 듀이(Dewey) 외에도 피아제

(Piaget), 비고츠키(Vygotsky),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칼 로저스(Carl 

Rogers) 등의 논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Kolb, 2015:23-29), 이와 같은 교육 

사조는 이후 콜브(Kolb)의 경험학습이론(experiential learning theory)이 태동

하는 데에 밑바탕이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의 흐름을 ‘경험중

심적 교육관’으로 파악하고, Dewey의 관점을 중심으로 본고의 교육 설계

의 바탕으로 삼았다. 

우선 듀이의 교육관은 인간과 자연이 분리된다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극복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며, 주체와 객체가 하나의 상황 속에서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하며 존재한다는 시각에 터해 있다(박천환, 2009; 송도선, 

2009:46). 지식의 형성에 대하여 ‘아는 것’과 ‘행하는 것’과 분리되지 않는다

는 듀이의 견해는 교육에 대한 관점을 재정립하게 하며, 이러한 시각은 자

연스레 경험에 의거한 교육에 대한 주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듀이의 교육관

은 외부로부터의 지식을 학습자에게 전이시킨다거나, 학습자 내부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성질을 계발하는 교육을 비판하고, 스스로 행함으로써 알도

록 하는 교육, 경험에 의한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의 정립을 가능하게 한다

(박철홍, 2016). 

듀이의 시각에서 경험은 ‘활동의 과정과 결과로 인해 의식 속으로 내재되

는 모든 내용’을 일컫는다(송도선, 2009). 이러한 듀이의 교육관의 중심에는 

경험의 연속성이라는 성질이 놓여 있다. 경험은 상황(situation) 속에서 일어

나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시간적 연속성(continuity)을 지닌다. 듀이는 

경험을 주체와 객체 사이의 ‘교변작용(transaction)’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는

데, 교변작용이란 상호작용에 대응되는 용어로 하나의 상황 속에서 연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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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놓여 있는 주체와 객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을 설명한 것이

다. 다음의 인용문은 경험의 성격에 대한 듀이의 견해를 보인다. 

경험이라는 것은 능동적 요소와 수동적 요소의 특수한 결합으로 이
루어져 있다는 점에 착안하면 경험의 성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능동적 측면에서 볼 때, 경험은 ‘해 보는 것(trying)’을 뜻한다. 이것
은 경험이라는 말과 연결된 ‘실험’이라는 말의 의미에서 당장 드러난
다. 수동적 측면에서 볼 때, 경험은 ‘당하는 것(undergoing)’을 뜻한
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에 작용을 가하고 그것
에 무엇인가 일을 하며,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입든가 당하든가 한다. 
우리는 그것에 무슨 일인가를 하며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무슨 일인
가를 한다. 이것이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요소의 특수한 결합이다. 경
험의 성과 또는 가치는 경험의 이 두 측면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
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한 활동은 경험이 아니다. 그것은 
산만하고 초점이 없이 무산된다.

경험을 통한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은 ‘성장으로서의 교육’과 ‘경험을 통한 

지식의 습득’의 의미를 지닌다. 각각 성장으로서의 교육은 교육의 궁극적 목

적에 해당하며, 경험을 통한 지식의 습득은 교육 방법에 관한 듀이의 인식

을 보여준다. 교육은 학습자의 성장을 도모해야 하며, 경험은 성장의 바탕이

자 지식 형성의 근간이 되므로 교육이 경험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본 연구는 독서 교육이 학습자의 독자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시작되었다. 이

러한 점에서 본고는 교육이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듀이의 교육관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듀이의 정의에서 성장은 ‘행위가 그 다음의 결과로 축적되어 나가는 과정

(Dewey, 1916/2007:97)’이다. 인간은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며, 생존과 사회

적 삶의 영위를 위하여 고군분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듀이는 삶에 대

해 ‘스스로를 갱신해 나가는 과정(Dewey, 1916/2007:49)’이라고 표현하였는

데, 이러한 갱신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성장인 것이다. 듀이는 인간의 

미성숙한 상태를 ‘발달할 능력이 있는 상태’로 간주하며, 성장의 과정이 인

간이 지니는 의존성(dependence)과 가소성(plasticity)이라는 성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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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성은 인간이 환경과 상호의존 상태로 놓여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Dewey, 1916/2007:97). 의존성에 관한 설명은 세계에 대한 듀이의 인식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경험이 경험 주체와 경험 대상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

용임을 내포한다(권정선, 김회용, 2015). 한편 가소성은 ‘경험으로부터 학습

하는 능력’으로 미성숙한 개체가 성장의 과정에서 환경에 맞게 자기를 적응

시키는 성질이라고 하였다(Dewey, 1916/2007: 97). 이 때 적응은 ‘인간을 환

경에 적응시키는 것과 환경을 인간에게 적응시키는 것(Dewey, 1916/2007: 

102)’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적응의 결과는 ‘습관(habituation)’의 형성으로 

귀착된다. 즉, 인간은 본질적으로 환경 속에서 존재하며 환경으로부터 영향

을 받고 또 다시 환경에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한다는 것이다.

한편 모든 경험이 학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경험은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듀이는 경험

이 학습으로 귀결되기 위해서 사고가 일어나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의 인용

문은 경험과 사고, 교육에 관하여 듀이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경험 그 자체는 일차적으로 인간과 그의 자연 및 사회 환경 사이에 
존재하는 ‘능동적(active)’ 관계를 말한다. 어떤 경우에는 활동의 주
도권이 환경에 있고, 인간은 환경이 인간의 노력에 대하여 행사하는 
견제와 굴절을 수동적으로 당하는 입장에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주위의 사물이나 사람들의 행동이 개인의 능동적 경향성을 성공적으
로 발휘하게 하여, 결국에 가서 개인이 당하는 것은 그 자신이 이룩
하고자 했던 결과일 수도 있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과 그것에 대
한 반응으로서 그 사람이 하는 일 사이, 사람이 환경에 대하여 하는 
일과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환경이 하는 일 사이에 관련이 확립되
면, 그만큼 그의 행동과 그의 주위의 사물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과 그 밖의 다른 사람들과 사물의 세계를 이해하게 
된다. 유목적적 교육 또는 학교교육은 이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
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그것을 통하여 의미를 획득하도록 하고, 그
것이 다시 장차의 학습에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과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 사람이 하는 

일 사이, 사람이 환경에 대하여 하는 일과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환경이 

하는 일 사이에 관련이 확립’되는 데에 작용하는 것이 바로 ‘사고’이다. 사

고(reflective)의 개념에 대해서 듀이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과 그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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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 것 사이의 관련을 파악하는 것(Dewey, 1916/2007: 234-235)”이라고 

규정하며, 사고를 통해 ‘활동과 활동 결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즉, 학습으로 이어지는 경험은 사고가 일어나는 경험이며, 학교는 

학습자로 하여금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경험이 학습

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의의 의미에서 학습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이 경험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러한 관점에서는 ‘경험을 통한 학습’의 의미를 정의하기 어렵

게 된다. 넓게 본다면 경험에 의거하지 않은 학습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

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경험학습(experiential learning) 이론으로 널리 알려진 

콜브(Kolb, 2015)의 모형에 근거하여 경험을 통한 학습을 규정하고자 한다. 

콜브는 듀이의 경험중심적 교육관을 발전시켜 경험을 통한 학습이 교육 현

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험학습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그 구체적 내용

은 다음의 【그림 Ⅲ-6】과 같다. 

【그림 Ⅲ-6】콜브와 루이스(Kolb & Lewis, 1986:99)의 경험학습 

모형(김지자, 정지웅, 2001에서 재인용)

콜브의 경험학습 모형은 경험이 학습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개념적으로 보

인다. 이 모형에 따르면 학습은 우선 구체적인 경험으로부터 시작되며, 경험

에 대한 학습자의 관찰과 반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학습자는 경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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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과 반성으로부터 개념을 형성할 수 있고 이때 반성적 성찰의 결과로서 

형성한 지식은 교실 맥락 바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의 능력으로 내

재화된다. 특정 경험을 통하여 형성된 지식은 추후 경험에 대해 영향을 미

치며 순환론적 구조를 형성하며 학습과 경험의 계속성을 보인다(김지자, 정

지웅, 2001). 

이러한 경험중심적 교육이 본고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하나는 경험에 의하여 지식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객

체와의 상호작용 과정인 ‘활동’을 통해 지식이 형성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체-객체 간 상호작용은 객체에 대한 주체의 ‘활동’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개념적 현상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험중심적 교육은 곧 활동을 중심으로 교

육을 설계해야 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활동중심적 교육 모형이기도 하다. 

나아가 경험중심적 교육이 제시하는 학습의 과정은 교육 활동의 구조를 

시사한다. 경험학습 모형이 강조하는 바는 현상에 대한 주체의 직접적 체험 

후 지식이 형성된다는 점이며, 지식의 형성은 활동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학습자의 반성적 사고의 결과이다. 따라서 교실 내에서 이루어

지는 교수·학습의 활동은 반성적 성찰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지식을 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경험학습을 추동하기 위한 기본 활

동 구조를 【그림 Ⅲ-7】과 같이 파악하였다. 

【그림 Ⅲ-7】경험중심적 교육에서의 활동 구조

활동의 안내, 활동의 수행, 활동에 대한 성찰이라는 일련의 과정은 지식 

형성의 과정이다. 활동의 결과로서 행위자가 상호작용하는 대상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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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형성된다. 듀이의 관점에서 대상물은 객체 세계에서 독립적으로 존

재하는 것이 아닌 세계와의 연속성 위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대상물에 대한 

지식은 곧 그것과 행위자가 놓여 있는 상황(situation)에 대한 지식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설명은 독서 상황에서 독자가 독서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대상

물인 책과 관련된 제반 지식을 갖는 데에서 나아가, 독서 상황에 대한 지식

을 형성하게 되기도 함을 개념적으로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을 조성

하고 그 상황 속에서 행위자를 어떻게 규정할는지가 교수·학습 설계에서 

중요한 지점이 된다. 

(2) 경험중심적 교육 방법의 적용

경험중심적 교육 방법은 교수의 관점과 학습의 관점에서 각각 의미를 지

닌다. 우선 경험이 주체와 객체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학습이 이어진다는 관점은 독서교육에서 나타나는 경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제공될 수 있는 학습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한

다. 이는 교수자의 입장에서 교육 상황의 조성을 위하여 고려할 내용이다. 

다음으로 교육 내용이 학습자에게 지식으로 형성되는 과정이 경험에 의거한

다는 시각은 학습이 활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즉, 활동의 결

과로서 지식이 형성된다는 의미이다. 이 때 지식은 기법적이고 실천적이며 

인격적인 성격 모두를 지닐 수 있다. 

독서 교육 내에서 학습자인 주체(독자)는 객체(독서교육의 구성 요인)와 

상호작용하며 어떤 경험을 형성한다. 따라서 독자 양성을 위한 교수·학습 

요소를 학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독서교육 상황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요인별로 분석하고, 각각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경험이 학습으로 귀결되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독서 교실의 구성 

요소를 정리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독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변

인들을 정리하면 각 범주별로 아래의 <표 Ⅲ-14>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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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세부 요인
독자에게 제공하는 

독서 경험

텍스트 요인
 내용의 정보성(흥미)
 난이도

자율적 독서 경험과 
관련됨

과제 요인
 독해 중심 과제
 독서 과정 중심 과제

유능한 독서 경험과 
관련됨

환경 요인
 교사의 태도와 교육관
 또래 사이의 상호작용: 

활동 집단의 유형

독서 공동체 내의 
관계성 경험과 관련됨

<표 Ⅲ-14> 독서 교육의 구성 요인

<표 Ⅲ-14>에서 파악한 것과 같이 독서 교실의 구성 요소는 독자의 독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교육의 설계자는 이들 구성 요소를 중

심으로 교수·학습 상황의 조건을 고안함으로써 특정한 교수 상황을 조직할 

수 있다. 즉, 독서 교실의 상황에서 자율적 독서 경험이 일어나는 상황을 모

형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Ⅲ-8】과 같다. 

【그림 Ⅲ-8】자율적 독서 교육의 상황과 제공되는 경험

독서교육의 모형을 바탕으로 독서교육 상황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유

형은 ①독자와 텍스트, ②독자와 과제, ③독자와 교실 내 구성원 사이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상호작용은 자율적 독서 교육의 요소가 경

험되는 상황이 되며, 독서 교실의 구성 요인의 세부적 특징에 따라 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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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심리 욕구가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못하는 독서 상황이 된다.

가령 텍스트 내용의 흥미로움은 독서에 대한 몰입을 추동하는 힘이 되며, 

결과적으로 자율적 독서 경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텍스트

가 제공될는지에 따라 학습자가 독서 상황에서 느낄 자율성 충족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다. 한편 텍스트 내용에 대해 독자가 느끼는 

흥미로움이나 독자가 텍스트 읽기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은 독자의 관

심사와 독서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때문에 독서 상황에서의 자율성은 학습

자로 하여금 스스로 흥미를 느낄 만한 책을 선정하는 활동이 제공되었을 때

에 최대로 보장될 수 있다. 

유능감의 경험은 과제를 얼마나 잘 해결했는지에 대한 느낌과 관련된다. 

따라서 유능감에 대한 경험은 개별 학습자의 독해 능력을 고려하여 독해 과

제를 제시하는 경우 보장될 수 있다. 과제는 텍스트와 읽기 활동으로 구성

되는바, 텍스트의 난이도는 과제 난이도와 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특히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텍스트가 학급 내에서 동일하고, 같은 읽기 활동이 제

공되었을 때에는 과제 달성과 관련하여 학급 내 서열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학습자가 학습에서 경험하는 유능감은 학급 내 서열의 영향에서 자유

롭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의 독해 능력을 고려하여 읽기에 적절한 

난이도의 텍스트를 제공하고, 학급 내 모든 학습자가 성공적인 독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과제 조건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법을 고안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계성 경험과 관련된 환경 요인은 교사와 또래 간의 상호작

용으로 구성되는바, 인간 의사소통의 비예측성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통제하

기 어려운 조건이 된다. 환경 요인에서 통제 가능한 조건은 의사소통이 일

어나는 활동의 편성 방법뿐이다. 예컨대 독서 경험 나누기 등의 소집단 활

동이 편성되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독자가 느끼는 관계성의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 

기본 심리 욕구가 충족되는 원리를 통해 독서 상황을 분석한다면, 지금까

지 지배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전형적인 독해 기능 중심의 독서교육은 독자

로서의 자율성과 유능감을 저해할 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물론 늘 자율성과 유능감만을 제공하는 교육이 반드시 타당하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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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려우며, 교육의 상황은 교육 목표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되어야 한다. 

독해 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에서 학습자의 자율성과 유능감을 온전히 보장

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본 심리 욕구를 충족하는 

교육은 태도 목표를 달성하기에 더 적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간의 

학교교육은 인지적 패러다임이 지배적이었던바, 기존에 이루어져 오던 관습

적 교육 방식이 태도 교육에 대해서도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가령 읽

기의 생활화 성취기준이 구현된 교과서 내용이 인지적 독해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이러한 분석을 방증한다. 이는 교

육 목표에 따라 교육에 대한 관점과 활동 구성이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교육의 실현 방법에 대한 관점과 교육의 목표는 사실상 교수·학

습 활동과 물리적 환경의 조직 방안을 함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서 

교실에서 교육은 독해 기능의 습득 또는 태도의 형성 등의 교육 목표 달성

을 위하여 제공되는 활동으로 이루어지는바(김명순, 2003), 태도 목표와 기

능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적절한 교수·학습 활동의 양상을 다음의 <표 Ⅲ

-15>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교육 목표
교수·
학습의 양상

태도 목표 ↔ 기능 목표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관점

경험주의 행동주의, 인지주의

교수·학습 
활동의 초점

독서의 실제 과정 독해 과정

교수
·
학습 
활동

구성 
요인

텍스트 
요인

개인의 독서 목적에 
부합하는 텍스트

독해 기능 신장을 
목적으로 전문가에 의하여 
선정된 최적의 텍스트

과제 
요인

개인적 독서 목적에 
따른 독자 반응

Barrett의 분류에 따른 
기능적 독해 활동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이해 과제)

교수·학습의
물리적 환경 

도서관 환경 교실 환경

자율 지지성의 
정도

자율적 타율적

<표 Ⅲ-15> 교육 목표별 교수·학습 활동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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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어교육의 하위 영역으로서의 독서교육의 목표는 지식 목표와 기능 

목표, 태도 목표로 변별되어 왔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때 지식 목표와 기

능 목표는 비교적 인지주의적이거나 행동주의적인 교육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에 해당한다. 예컨대 텍스트를 읽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러한 방법

대로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읽기에 관한 실천적 지식을 깨우치도록 하는 것

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 여부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였는지를 통해 확인되

는 것이므로, 다수의 학습자가 같은 텍스트를 읽는 상황이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 독서 수업에서 독자의 자율성과 유능감은 자연스럽게 부차적인 고

려 사항이 될 수밖에 없으며, 텍스트 이해 활동 자체로는 사실상 모든 독자

의 자율성과 유능감을 보장하기 어렵다. 개별 독자의 독해 능력과 취향, 관

심사가 제각각 다른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독해 능력이 우수한 학습자

는 같은 과제에서 유능감을 느낄 것이며, 우수하지 못한 학습자는 유능감을 

느끼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즉, 기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는 태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각 목표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고유

의 교육적 접근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기능 목표와는 달리 태도 목표는 경험주의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경험주의적 교육에서는 실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의 전 과정을 학습 

상황의 장면에서 교수·학습 활동으로 재구성하여 제공한다. 따라서 자발적 

독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독서의 전 과정

을 학습의 상황에서 활동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이로써 학습자는 독서

의 전 과정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한편 독서 수

업에서의 활동은 텍스트에 대한 이해 및 해석 과제이며, 텍스트 요인과 과

제 요인의 복합 작용으로 이루어지는바, 텍스트 요인과 과제 요인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만일 학습자에게 개별화된 텍스

트를 제공하게 될 경우, 과제는 텍스트에 대한 개별 독자 반응을 묻는 활동

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즉, 공통된 내용에 대해 다수의 학습자가 반응

을 공유하는 활동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 경우 독서에 대한 기본 심리 욕

구가 충분히 확보되는 자율 지지적 상황이 조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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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태도 목표의 달성에 보다 적합한 교수·학습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자율적 독서 교육의 요소로서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을 마련

하였다. 자율적 독서 교육은 사회적 실천으로서 독서를 바라보는 관점 아래

에 자발적 독자 양성을 위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자 설계되었다. 자발적 

독자는 높은 독서 동기를 지닌 독자로, 교육의 효과는 독서 동기의 수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의 내용 요소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대어 행동 

유도성을 지닌 수행 관련 정보를 독서 교육 지식으로 변환하였다. 그리고 

경험중심적 교육관을 중심으로 교육의 방법을 마련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Ⅲ-16>의 내용과 같다. 

교육 요소 내용

교육 목표
자발적 독자로서의 인격적 지식 형성

(사회적 실천 행위로서의 독서 동기의 향상)

교육 내용
독서 수행 관련 지식

- 독서의 이유   – 독서의 방법  – 독서의 사회적 의미

교육 방법 경험학습 모형

<표 Ⅲ-16> 자율적 독서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4. 독서 동기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

앞서 독서교육 분야 및 인접 분야의 논의를 아울러 독서 동기 향상을 위

한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을 마련하였다.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은 학

문적 관점에서 교육의 체계를 이론화한 것이다. 지금부터는 앞서 마련한 독

서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을 바탕으로 실천적 관점에서 교수·학습의 방

안, 곧 교수·학습 상황에서 제공될 교수·학습 활동을 마련하고자 한다. 구

체적으로 교수설계(instructional design)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 현장의 특성

을 고려하여 앞서 마련한 교육의 방안을 교수·학습 장면에 적용하고자 한

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을 바탕으로 실제 교수·

학습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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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수·학습 방안 개발을 위한 체제적 교수설계 모형의 개괄

앞서 자율적 독서 교육에서 제공할 교육의 목표 및 내용, 방법을 개발하

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남은 과제는 교육 상황에서 제공되는 경험이 

학습으로서의 의미를 갖도록 교육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일이다. 

수업은 학습자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적절한 

처방을 제공하는 사건이며, 수업은 학습자의 행동 변화에 효과를 지녀야 한

다. 따라서 수업의 효과를 위해서는 교육의 목표를 고려하여 수업의 내용과 

활동, 수업 환경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때 교수설계이론은 수업에서 어

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교수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교육공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최적의 수업 설계를 위한 전

반적 지침을 제공한다(임철일, 1996; Reigeluth, 1999/2010:5). 

교수설계이론의 의의는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에 대한 안내도를 제공하고 

그것의 효과를 검증하는 전반의 과정을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데에 있다. 교

수설계이론은 특정한 처치를 통해 인간의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고, 수행의 

변화 양상에 따라 처치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는 관점에 터해 있다. 수업

은 하나의 체제(system)로 간주되며, 수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업의 구

성 요소들을 조직하는 최적의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교수설계 이론의 주요 

관심사가 된다. 버탈랜피(Bertalanffy)에 따르면 체제란 ‘본질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면서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의 전체’로, 구성 요소들이 목표를 향하여 

질서정연하게 기능하는 집합체이다(이성흠 외, 2013:71). 이러한 체제적 접근

은 수업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상호배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수업 요

소별로 그 내용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본고의 목적은 학교 현

장에서 실현 가능한 독서 교육의 방법을 탐색하는 데에 있다. 독서 교육에

는 다양한 경험적 방법들이 존재하며 그러한 방법들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

를 보임이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밝혀졌지만,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다

소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 수업이 실제 현장 수준에서 실현 가능하기 위해

서는 수업의 물리적 체제와 절차적 단계를 기준으로 수업을 설계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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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Dick & Carey의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은 수업의 절차와 요소를 분석적

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실용적 설계 원리를 제공하는 교수 설계 모

형이다(박수홍, 2002). 특히 이 모형은 순서도의 형태로 제시되어, 교수 설계 

경험이 적은 교사도 비교적 쉽게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이성흠 외, 

2013:199).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Dick & Carey의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을 교수 설계 모형의 기본으로 삼아, 연구의 특성에 맞게 일부를 변용

하여 수업 설계의 바탕으로 삼았다. 모형의 구체적 도식은 아래의 【그림 

Ⅲ-9】과 같으며, 도식은 각 요소별로 교수자의 실천 사항을 제시한다(Dick, 

Carey & Carey, 2003:4-5). 

【그림 Ⅲ-9】딕과 캐리의 체제적 교수설계 모형

【그림 Ⅲ-9】는 수업 설계의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며, 총 10단계의 구

성 요소들로 수업이 구성된다. 본고에서는 Dick & Carey의 모형에서 제시하

고 있는 단계별 실천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단계별 실천 사항에 

따라 본고에서 설계하고자 하는 독서교육의 모습을 그려나가고자 한다. 

Dick, Carey & Carey(2003:6-7)에서 기술한 각 단계별 교수자가 수행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Ⅲ-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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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구성 요소 내용

1 목적 규명
‘학생들이 교수를 끝마쳤을 때 그들이 할 수 있게 되
기를 원하는 무엇’을 규명하는 것, 수행 분석

2 교수 분석 실시
학생들이 그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 단계별로 무엇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3
학습자와 학습 

상황 분석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자의 학습 상황, 그리고 학습한 
것을 사용하게 될 상황을 분석하는 것

4
수행(활동) 목표 

작성

교수 분석 및 출발점 행동에 입각하여 교수를 끝마
쳤을 때 학습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 진술은 학습될 성취 행동(기능), 성취 
행동이 실행될 조건, 성공적 수행의 준거로 구성됨.

5 평가 도구 개발
기술한 목표에 기초하여 가르치고자 한 기능을 성취
했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

6 교수 전략 개발
교수의 최종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사용할 전략을 
설정하는 것으로, 교수 전 활동, 정보 제시 연습 및 
피드백 등을 포함함.

7
교수 자료 개발 

및 선정
교수 전략에 따라 교수 자료를 만들 것. 교수 자료는 
교수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괄함. 

8
교수 형성 평가 
설계 및 실시

교수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정하기 
위하여 일련의 평가 실시. 

9 교수 수정
형성 평가 결과를 잘 반영하여, 교수 목표, 교수 전
략, 교수 자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더 효과적 교수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 과정을 검토 후 수정. 

10
총괄 평가 설계 

및 실시
설계 과정의 한 부분은 아니며, 교수의 절대적 혹은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 

<표 Ⅲ-17> 체제적 교수 설계의 단계별 내용 

단계 1, 2, 3은 수업 설계에 앞서 수업의 필요성과 수업의 대상 및 환경을 

분석하는 분석 단계에 해당한다. 우선 첫 번째 단계인 수업 목적 규명 단계

에서는 수업에 대한 요구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는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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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한 상태인 ‘당위 상태’를 파악하고, 당위 상태와 현재 상태의 차이를 진

단하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당위 상태란 이데아적 인간의 모습을 뜻하는 것

이 아닌,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의 지식, 기능, 태도가 

갖추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학습자들이 도달해야 할 당위 상태는 인터뷰나 

조사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 분석 단계는 수업의 필요성을 

밝히는 단계이며, 문제적 현상의 인식에서 출발한다. 아울러 이러한 요구 분

석은 수업 목적을 규명하기 위한 선행 단계이며, 수업 목적은 ‘학습자, 학습

자들이 수행 상황에서 할 수 있게 될 것, 기능들이 적용될 수행 상황, 수행 

환경에서 학습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인 교수 분석 단계와 세 번째 단계인 학습자와 학습 상황 분

석 단계는 도식상에서 병렬적으로 나열된 것으로, 본격적인 수업 설계에 앞

서 수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파악해야 할 일을 교수적 측면과 학습자의 

측면에서 각각 분석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분석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앞선 

첫 번째 단계에서 설명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하위 단계별로 수행해야 

하는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고, 학습과 관련한 학습자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

는 학습자 분석과 학습이 이루어질 장소와 환경을 분석하는 과정이 이루어

진다. 

우선 전자인 교수 분석 단계에서는 목적 분석과 하위 기능 분석이 이루어

진다. 목적 분석은 가네(Gagne)가 제시한 교수 목표에 따라 수업의 목적을 

범주화하는 작업으로, 이 과정에서는 학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언어 정보, 지적 기능, 심동적 기능, 태도 가운데 무엇인지를 정한다. 교수 

목표 영역이 정립되면,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달성해야 하는 하위 

단계를 세분함으로써 단계별로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파악해야 한다. 

후자인 학습자 및 학습 상황 분석에서는 학습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현 

상태와 학습이 이루어질 환경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학습자의 상태에 

대한 분석은 학습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사전 지식이나 태도, 지적 능력 등

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학습 상황 분석은 수업을 통해 갖추게 될 지식·

기능·태도가 실제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될는지에 대한 분석인 수행 환경 

분석과, 학습이 일어나게 될 환경에 대한 분석인 학습 환경 분석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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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수행 환경 분석은 학습 환경 설계 시 수행이 일어나는 환경을 기준 

삼도록 하여, 학습을 통해 갖추게 된 능력이 실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다음의 단계 4, 5는 수업의 설계 단계에 해당하며, 수업 설계의 단계에서

는 학습자의 측면에서 수업 이후 학습자가 갖추게 되는 능력을 정하는 작업

이 진행된다. 수행 목표 작성의 단계는 수업을 받은 학습자가 수업 이후 갖

게 되는 지식, 기능, 태도를 기술하는 단계이다. 수행 목표 작성은 앞서 교

수 분석 단계에서 규명한 교수 목표를 행동 목표로 전환하는 것이다. 교수 

목표가 실제 상황에서 학습 행동의 수행 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술한다면, 수행 목표에서는 교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단계를 교육 

활동으로 구성하고 그 활동에 대한 행동 목표를 기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행 목표 작성 시에는 교수 분석에서 규명된 기능 및 행동, 학습자가 과제

를 수행할 때 가해지는 제약 조건, 수행을 평가할 때에 사용될 준거에 대한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가도구 개발 단계에서는 앞서 기술했던 수행 목표의 도달 여부를 평가

하기 위한 검사 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Dick & Carey의 모형

에서 제안하는 평가는 준거지향평가(criteria-referenced evaluation)로서, 행

동 목표에 기술된 기능 및 행동을 측정함으로써 학습자가 수업을 통해 얼마

나 발전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주 목적을 둔다. 한편 이러한 준거지향평가

는 교육의 효과를 객관적 수치로 보인다는 점에서 수업이 잘 설계되었는지

를 평가하는 도구로서의 의미가 있다. 준거지향평가는 규준참조평가

(norm-referenced evaluation)와 달리 한 집단 내에서의 상대적 성취를 측정

하는 것이 아닌, 교육 목표를 기준으로 절대적 성취를 측정한다는 특징이 

있다(‘준거참조평가’, 한국교육평가학회, 2004). 

단계 6과 7은 수업의 개발 단계로, 학습자가 수업 이후 갖추어야 하는 능

력에 대한 기술을 바탕으로 교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 하는 작업이 이루어

진다. 개발된 교수 전략과 자료는 교수자가 수업에서 실제로 활용해야 것이

므로 교수 전략과 자료를 개발할 때에는 교수자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교수 전략의 개발 단계에서는 전반적인 수업 운영 방안을 기획함으로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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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청사진을 그리고 다음 단계인 교수 자료의 선정 및 개발의 바탕을 세

워야 한다. 교수 전략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 내용의 연결 및 조직, 학습 활동 구체화, 교육 내용 및 

활동의 전달 방법 결정 등의 과정을 포함한다. 교수 전략의 개발 시에는 교

수 목표를 고려하여 하위 단계 기능별 학습 요소를 추출하고, 어떠한 순서

로 제공하며, 어떠한 매체를 통하여 전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설계된 교수 전략은 자연스럽게 일곱 번째 단계인 교수·학습 자료의 실물

을 제작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교수 자료의 선정 및 개발 단계에서는 학

습자 지침서, 교수프로그램, 교사 지침서 등의 개발이 이루어진다(이성흠 외, 

2013:202). 

Dick & Carey의 모형에서 수업의 적용 단계는 도식에서 나타나지 않고, 

곧바로 교수의 평가 단계로 이어진다. 교수의 평가의 시작인 단계 8에서부

터는 지금껏 설계한 수업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

으로 이후 수업을 개선하는 평가 단계이다. 그 중 여덟 번째 단계인 형성 

평가 과정에서는 실제 현장에 설계한 수업을 투입해본 후, 수업이 의도대로 

진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나아가 아홉 번째 단계에서는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한다. 이와 같은 수정과 개선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최적의 수업 모형에 이를 수 있다. 마지막 열 번째 단계인 총

괄평가 설계 및 실시 단계는 시행된 수업의 효과와 타당성을 전문가에 의해 

평가받는 단계이며, 이때 수업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 다른 수업 모형을 선

택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은 실제 교수·학습을 계획할 때의 지침을 제공하

는 것으로서, 기존에 마련한 교육의 요소인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을 교

수·학습의 장면에 반영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을 고

려한 교육의 계획 단계는 다음의 【그림 Ⅲ-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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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0】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을 고려한 교육의 계획 단계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이 본고에 대해 갖는 의의는 교수에 대한 평가와 

학습에 대한 평가가 상동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이다. 먼저 단계 5

에서 개발한 평가 도구는 학습자의 수행이 의도한 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평

가하기 위해 사용한다. 단계 8에서 실시되는 교수의 형성 평가는 교수의 효

과와 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언뜻 이 둘은 동일한 듯 보이나 각각의 평가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르다. 교수의 효과는 교수 설계의 효과를, 수행 

평가는 학습의 결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수행 평가의 결과가 교수 설계의 

효과로 바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또한 존재한다. 수행 평

가는 학습자의 수행을 통해 관찰할 수 있는 것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기 향상과 같은 정의적 목표는 학습자 개인의 노력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와 교수의 효과

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기의 수준은 경험의 결과에 따라 형성되며, 이는 교육의 결과 해

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예를 들어 독해 기능 숙달과 같은 인

지적 목표의 달성 여부는 학습자 개인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

되곤 하였다. 수업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학습자의 기능 숙달 정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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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학습자의 수행 수준이 곧 교수 설계의 효과와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동기와 같은 정의적 영역의 목표는 교육 경험에 의하여 달

성되는 결과적 상태이므로 교육 경험을 구성하는 제반 요인이 모두 중요하

다. 교육 상황에서 학습자의 책무뿐만 아니라 교사와 교수 설계자의 책무가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본고는 교육 실험 연구로서, 수업의 어떤 요인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파

악하기 위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투입한 후 수업의 효과를 살펴보는 데에 주

요한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에서 제시한 

열 단계 중 수업의 설계 및 효과 검증과 관련된 앞의 여덟 단계를 바탕으로 

수업을 개발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개발된 수업의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어

떠한 원리가 독서 동기 향상에 효과를 보였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순서도로 나타내면 【그림 Ⅲ-11】과 같다. 

【그림 Ⅲ-11】본 연구의 교수·학습 분석, 설계, 개발의 단계

2) 독서 동기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의 방안의 개발

(1) 교수·학습 상황의 분석

본격적인 교수·학습 방안의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수업의 설계자는 수업

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의 결과 학습자가 어떤 지식

과 기능,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을 그려야 한다. 이는 수업 설계 

시 바탕이 되는 관점을 정립하는 일과도 관련이 있다. 수업의 목적이 설정

되면 수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어떤 수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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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해 수행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행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어떠

한 지식과 기능을 수업의 내용으로 포함해야 할는지를 정한다(Dick, Carey 

& Carey, 2003: 37-38). 

① 수업에 대한 요구 분석

본고에서 설계하고자 하는 독서 수업은 비독자의 확산 현상인 책맹 현상

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본고의 독서 수업은 자율성 지지적 독

서교육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 독자를 양성하는 데에 주 목적을 둔

다. 독서교육에서 자발적 독자 양성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는 것은 

수업 설계의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해준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정의 검토

를 통하여 읽기를 생활화하는 자발적 독자 양성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확인

하고, 성취기준이 보다 명료하게 진술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철학적 관점에서 자발적 독자 양성의 필요성은 독서의 가치와 연결된다. 

가치 있는 행위로서의 독서를 많은 사람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서는 학습과 자아 형성을 돕는 역할을 한다. 어떤 사람이든 독서

를 통해 정보를 얻고, 지식을 쌓으며, 나아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삶에 필요

한 통찰과 혜안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자발적 독자로서의 성장을 지원하

는 일은 학습자 모두에게 학습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행위로서

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정옥년, 2017; 이삼형, 2017). 교육과정에서 자발적 

독자 양성을 천명하는 일은 다양한 배경을 지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교육 

혜택을 누리는 삶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부분에서 자발적 

독자 양성을 위한 독서 교육, 즉 독서 동기 향상을 위한 독서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교수·학습의 목적

교수·학습 목적을 분석하는 일은 교수·학습을 통하여 양성하고자 하는 

독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설정하는 것이다. 도달하고자 하는 당위 상태의 

독자의 상을 그림으로써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는 방법을 고안해낼 수 있다. 

앞서 본고에서는 이론적 검토를 통해 독서 동기의 향상 가능성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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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동기 향상을 위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마련한 바 있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교육 활동으로서 구현되는바, 교육 활동을 구

상하기 위한 청사진으로서 독서 동기가 높은 독자의 독서 수행 양상을 살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교육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론

의 검토를 통해 연역적으로 구성한 교육 지식과 실제 현상의 관찰을 통해 

귀납적으로 파악한 당위 상태의 접점을 탐색해야 한다(Mosenthal, 1984). 이

러한 작업은 본고가 추구하는 독자상 자발적 독자의 일반적 독서 과정을 들

여다보는 과정으로, 경험주의적 교육 활동의 구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선

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앞서 독서 동기 향상을 위한 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자발적 독자 양성을 

위한 인격적 지식의 함양’으로 설정하고, 독서의 이유와 방법, 상황을 교육 

내용으로 삼아 경험 교육의 원리에 따라 교수·학습할 것을 교육의 방법으

로 마련한 바 있다. 이 때 자발적 독자 양성을 위한 인격적 지식 함양의 과

정으로서 독서 동기 향상이라는 교육 목적은 가네(Gagne)의 학습 영역 분류 

기준에 따르면 태도 목적에 해당된다. 

태도는 수행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따름이다. 때문에 태

도 목적을 분석할 때에는 특정 상황에서 태도가 수행으로 발현될 때, 행동 

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언어 정보, 지적 기능, 심동적 기능을 파악해야 한다

고 하였다. 이러한 시각의 바탕에는 도달하고자 하는 당위적 상태를 지닌 

학습자의 수행적 특성을 파악하여 현재 당위적이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는 

학습자의 수행적 특성을 교정하겠다는 의도가 놓여 있다. 즉, 행동 단계에서 

나타나는 관찰 가능한 수행적 특성을 바탕으로 교수·학습의 내용을 구성하

겠다는 귀납적 방식의 접근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귀납적 접근 방식은 

교육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을 한다. 

추구하고자 하는 당위적 상태의 모습에 따라 교육 지식의 양태는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독서 동기가 높은 학습자의 수행적 특징을 ‘우수한 이해력’

에 한정하여 바라본다면, 독서를 하는 이유는 ‘우수한 이해력을 갖기 위해

서’ 또는 ‘정보와 지식을 쌓기 위해서’의 형태로 변환될 것이다. 또한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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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법 또한 독해 기능과 전략 중심의 내용으로 구현될 것이다. 따라서 본

고가 설계하고자 목표하는 ‘사회적 실천 관점의 자발적 독자’로서 독서 동기

가 높은 학습자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학습자의 독서 수행 양상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독서 과정의 단계를 

구분한 것을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독서의 실제 과정은 독서 전 도서 

선택의 과정에서 독서 후 텍스트 내용의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으로 이루어

진다. 이러한 독서의 과정을 구성하는 하위 단계를 관찰 가능한 행동의 단

계로 구분하여 보면 아래의 【그림 Ⅲ-12】와 같이 파악할 수 있다. 

【그림 Ⅲ-12】독서의 실제 과정  

즉, 본고에서 설계하고자 하는 독서 교육은 【그림 Ⅲ-12】에서 제시한 

독서의 과정을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데에 주

요한 목적을 둔다. 【그림 Ⅲ-12】에서 제시하고 있는 독서의 과정은 각각 

‘자발적 독서’와 ‘관여적 독자’ 패러다임으로부터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자발

적 독서에 관한 논의는 독서를 수행하는 이유에, 관여적 독자에 관한 논의

는 독서의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독자의 인지·정서·행동적 특성에 초점

을 맞추며, 이러한 논의들은 독서의 과정을 파악하는 데에 주요한 근거가 

된다. 우선 이재기(2009)에서는 ‘개인적 쓸모가 중시 되는, 자유롭고 즐거운 

읽기’라고 설명하였다. 유사하게 최인자(2013)에서는 ‘독자가 주체로서 스스

로의 관심과 취향을 표현하는 주체성의 회복’과 ‘현실 문제와의 소통’이 이

루어지는 독서를 자발적 독서로 보았다. 요컨대 자발적 독서는 ‘삶의 다양한 

국면에서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수행하는 독서’라고 규정할 수 있다. 

한편 【그림 Ⅲ-12】에서 전제하고 있는 독자상은 현대 독서교육의 관점

에서 관여적 독자(engaged reader)의 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혜정(2016)

에서는 관여적 독자를 텍스트 이해 및 해석 과정에서 “성찰, 선택, 실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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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숙고하는” 독자로, 편지윤(2018)에서는 “텍스트를 둘러싼 맥락을 모두 

고려하고, 자신의 읽기 목적에 따라 읽기를 수행하며, 그 전반의 과정을 스

스로 꾸려나가는 행위주도적(agentic) 독자”로 개념화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면 본고에서 목표하는 독자의 특성을 그려낼 수 

있다. 자발적 독자는 우선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책을 선택하여 읽는 독자

이다. 이러한 독자는 지난 독서 경험을 통해 이미 독서의 가치를 몸소 체득

하고 있는 독자이다. 이러한 독자는 삶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상황이 발

생하면 독서의 가치를 떠올리고 개인의 목적에 따라 도서를 선택하여 필요

한 내용을 습득하고 활용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교수 목적 도달을 위

한 하위 단계로 구성될 수 있다. 

(2) 교수·학습 방안의 설계

교수·학습 방안의 설계 단계는 교수·학습의 상황에서 수행할 ‘교육 활

동’을 계획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활동별 수행 목표를 진술하고, 활

동이 잘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평가 방법을 마련한다. 수행 목표는 교육

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관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동사로 진술될 수 있어

야 하며, 평가 방법은 수행 목표가 잘 도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주요

한 목적이 있다. 활동을 수행 목표의 형식으로 진술하는 이유는 교수자가 

사용가능한 형태로 활동의 내용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데에 의도가 있다. 따

라서 각각의 교육 내용이 학습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 활동을 고안해야 한

다. 

한편 교수·학습 활동은 앞서 교수·학습 목적의 분석 단계에서 파악한 

독서의 실제 과정을 바탕삼아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경험주의적 교육이 전

제하고 있는 교육 설계 방법이자, 체제적 교수설계에서 제안하고 있는 바이

다. 특히 학습 내용이 실제 상황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제 맥락을 교육의 

현장에서 구현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박경선, 나일주, 2011). 

즉, 경험주의적 교육에서 지식은 경험을 통해 형성되므로,  교수·학습의 활

동은 독서의 실제 과정을 고려한 독서의 전-중-후 활동을 중심으로 고안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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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교수·학습 방안 설계의 목적은 학습자가 독서의 이유 및 방법, 

독서의 사회적 의미를 지식으로서 체화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상하는 데에 

있다. 앞서 파악한 독서의 실제 과정이 독서 교실의 구성 요소 중 어떠한 

요인과 관계되어, 어떠한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활동으로 구성될 수 있을지 

분석하면 다음의 【그림Ⅲ-13】과 같다. 

 

【그림 Ⅲ-13】독서의 실제 과정과 독서 관련 지식 

위 과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나는 순차적 행동의 과정을 보인다. 

독서 동기가 높은 자발적 독자의 실제 독서 과정은 독서가 필요한 상황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으나, 교실 상황에서 실제 활동으

로 구현 가능한 단계는 ‘필요에 따른 도서 선택’ 단ㄴ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에 본 교수·학습 방안에서는 ‘필요에 따른 도서 선택’ 단계에서부

터 ‘필요 내용의 파악 및 활용’의 단계까지의 세 단계를 각각 독서의 전, 

중, 후 활동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실제 독서 과정을 구성하는 각 단계는 독서에 관한 경험과 관련된다. 우

선 도서 선택의 단계는 독자의 취향과 관심사를 포함하여 독서 목적에 따라 

텍스트를 선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율적 독서 경험을 제공하는 밑바탕이 

된다. 다음으로, 독자는 본인의 독해 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난이도의 텍스

트를 선정함으로써 본인의 독해 능력을 바탕으로 텍스트 읽기를 수행할 수 

있다. 적절한 난이도의 텍스트가 선정되었다는 조건은 성공적인 독서 경험

으로 이어지며, 유능감을 제공하는 경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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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관계성과 관련된 경험은 독후 활동과 관련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독서는 사회적 실천 과정이므로 독자는 텍스트의 내용

을 활용하여 사회적 의미를 구성해내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회적 활동의 

범위는 좁게는 독자가 소속된 독서 공동체 내에서, 넓게는 독자가 활동하는 

모든 공동체 내에서 일어날 수 있다. 예컨대 과학에 관심 있는 학습자가 과

학 관련 서적을 읽고 과학 동아리에서 발표하는 활동은 독서를 통한 사회적 

실천 사례를 보이며, 이 경우 학습자는 독서를 통한 관계성을 경험할 수 있

게 된다. 즉, 독서와 관계된 관계성의 경험은 독후 활동과 연관되어 있는 것

이다. 

이처럼 독서 과정을 구성하는 각 단계는 독서에 관한 경험을 제공하며 동

시에 독서와 관련된 지식이 형성되는 활동으로서 기능한다. 이는 앞서 자기

결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연역적으로 마련한 교육 내용으로서의 지식이 실제 

현상에서 존재하고 작용하는 양상이기도 하다. 경험학습 모형에서 제안하는 

지식 형성의 과정을 기준삼아 각 활동을 통해 지식이 구성되는 과정을 개념

적으로 분석하면 다음의 【그림 Ⅲ-14】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겠다. 이 때 

세로축은 독서 활동을 구성하는 구분 가능한 세 활동을 나타내며, 가로축은 

독서 경험의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한 것을 보여준다. 

【그림 Ⅲ-14】자발적 독서 과정에 따른 독서 관련 지식 형성 과정



- 106 -

【그림 Ⅲ-14】은 자발적 독자의 실제 독서 과정에 따라 지식의 형성 과

정을 개념적으로 분석한 도식이다. 위 모형에서 구분한 독서의 전, 중, 후 

활동은 ‘독서 활동’이라는 하나의 큰 개념 아래 하나의 경험으로 통합된다. 

독서 전 활동과 독서 후 활동은 텍스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활동 없이 존

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 도식은 독서 과정을 구성하는 개별 활동이 독자

의 심리적 욕구와 관련하여 어떠한 독서 경험과 관계되는지를 보인다. 동시

에 각 활동이 수행되기 위하여, 독자는 특정한 지식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서 목적 설정에 관한 기법적 지식을 활용하여 독서 목적

을 설정하고 필요한 도서를 선택하여 독서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자발적 독자에게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인지적으로 의

식되는 행동은 아니지만, 각 활동이 일어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개념적

으로 명문화하여 교수 학습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위 도식은 

교수·학습 상황에서 제공되어야 할 활동과, 활동이 수행되는 데에 필요한 

자료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의 바탕이 된다. 이러한 도식을 바탕으로 【그

림 Ⅲ-15】과 같이 자율적 독서 경험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의 실제를 설

계할 수 있다. 

【그림 Ⅲ-15】자율적 독서 교육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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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5】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교수·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을 도

입, 전개, 마무리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진행될 교수·학습 활동과 

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종류를 제시한다. 우선 도입 단계는 활동의 안내 단

계로서 활동이 수행되는 데에 필요한 기법적 지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음

의 전개 단계는 학습자들이 직접 독서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이

루어진다. 마지막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활동에 대한 성찰이 일어날 수 있도

록 교수·학습의 실제를 설계하였다. 이는 교수·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자

율적 독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교수·학습 과정의 구조를 개념적으로 보

인다. 

(3) 교수·학습 방안의 개발

교수·학습 방안의 개발에 앞서 본 수업의 목표와 개발의 방향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우선 본 수업은 독서교육 학계와 현장에서 공유되고 있는 자

발적 독자 양성의 필요에 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에 자발적 

독자의 핵심 태도를 높은 독서 동기로 규정하고,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대어 

독서 동기의 향상 가능성을 탐색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기본 심리 욕구를 충족하는 자율 지지적 환경에서 수행된 행동이 후

속적 동기 향상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독서 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

율 지지적 독서 환경을 조성하여 학습자에게 자율적 독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앞으로 남은 과업은 교육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교수·학습 방안을 

개발하는 일이다. 이는 교육의 내용을 어떠한 활동으로 제공할지에 관한 계

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앞서 마련한 교육의 내용을 학습자들이 학습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탐색해야 한다. 이 때 핵심 기준은 기본 심리 욕구를 

충족하는 교수·학습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독서교육의 상

황에서 자율적 독서 경험은 독서 관련 지식이 학습자가 직접 수행하는 독서 

활동을 통해 제공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자율적 환경을 

조성하는 수행 관련 정보를 독서 교육의 지식으로 변환하고, 경험학습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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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바탕을 두어 지식이 학습자에게 체화되는 활동의 구조를 파악한 바 있

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앞서 마련한 교육 내용으로서의 독서 관련 지

식은 ‘활동의 안내 – 활동의 수행 – 활동에 대한 성찰’의 세 과정으로 구성

되는 활동을 통하여 체화된다. 이때 각 단계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도입과 

전개, 마무리 단계에 대응된다. 교수·학습 과정의 내용과 그 의도를 정리하

면 다음의 【그림 Ⅲ-1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Ⅲ-16】교수·학습의 내용과 의도

【그림 Ⅲ-16】은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인

다. 이 때 수업의 의도는 사실상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가장 적합한 교

수 전략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가령 활동을 안내하는 도입 단계에서는 

교육 내용에 대한 직접 교수가 필요하며, 활동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는 

마무리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독서 경험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시간

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수·학습의 개

발 과정의 골자는 독서 과정의 경험을 구성하는 독서 활동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 이는 곧 학습자들에게 학습 활동의 수행에 대해 얼

마만큼의 자율성을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우선 교수·학습 과정의 중핵에 있는 독서 과정의 경험은 학습자가 실제 

독서의 전-중-후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독서의 전-중-후 활

동은 각각 도서의 선택, 텍스트의 이해 및 해석, 독후 경험의 활용에 해당된

다. 태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도서의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거나(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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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최숙기, 2008; 이소라, 2018), 모둠 독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김주환, 

2018)는 시론적 논의들이 존재해 왔고, 이 가운데 송현진(2009)의 연구나 임

윤정(2018)의 연구는 각각 도서 선택권과 모둠 독서 활동이 독서 동기 향상

에 효과를 지님을 실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대체로 이와 같이 독서 동기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또는 교수·학습 방안을 개발하는 연구들이 

제안하는 교수·학습 활동의 특징은 공통적으로 소집단 활동이 중심이 되는 

모둠 독서 활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소집단을 편성하여 교사

가 선정한 독서 목록을 제공하고 모둠별로 같은 책을 읽은 후, 텍스트의 내

용과 관련한 하나의 의제에 대하여 모둠별로 토의하는 독후 활동이 독서 동

기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으로 제안되어 왔다. 

이러한 모둠 독서 활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으나, 독서 동기 

향상을 위한 최적의 교수·학습 활동이 무엇인지 탐색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방법으로 조건 지어진 독서 활동의 유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도서 선택권이 학습자별로 주어지는 경우와 모둠별로 주어지는 경우, 또는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각기 서로 다른 유형의 독서 활동 양상으로 이어지

며, 경우마다 학습자의 독서 경험 또한 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독서 활동을 구성하는 하위 활동을 기준으로 가능한 교

수·학습 활동의 경우를 탐색하고, 이를 본고의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바탕으로 삼았다. 다음의 <표 Ⅲ-18>은 

독서 활동의 구성 요인을 기준으로 독서 활동의 유형을 개인 독서 활동과 

모둠 독서 활동으로 나누고, 그 특징을 파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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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활동
구성 유형
요인

개인 독서 활동 모둠 독서 활동

도서 선택권
개인별로
도서 선택

개인별로
도서 선택

모둠별로 
도서 선택

독후 활동 개인 독후 활동 모둠 독후 활동 모둠 독후 활동

예상되는 
자율 지지성 

정도
자율 지지적 반(半)자율 지지적 반(半)자율 지지적

특징

- 개인의 독서 
목적에 온전히 
부합하는 도서를 
선택할 수 있음

- 텍스트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공통 기반이 
존재하지 않음

- 개인의 독서 
목적에 온전히 
부합하는 도서를 
선택할 수 있음

- 텍스트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공통 기반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독후 활동의 
과제가 제한됨

- 모둠별로 동일한 
도서를 읽게 
되므로 개인의 
도서 선택권이 
어느 정도 제한됨

- 텍스트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공통 기반이 
존재하므로 독후 
활동의 과제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 

<표 Ⅲ-18> 독서 활동의 유형과 특징

우선 독서 활동은 크게 세 가지의 하위 활동으로 구성되며, 이는 앞서 파

악했듯 도서 선택하기, 텍스트 이해 및 해석하기, 내용 활용하기의 독서 전-

중-후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도서 선택하기 활동은 학습자로 하여금 

독서 목적을 설정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필요에 따라 도서를 

선택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이 활동은 독서 전 독서를 하는 이유와 관련되

며, 사실상 자율적 독서 경험은 자율적인 도서 선택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도서 선택권에 관한 조건은 텍스트 내용에 대한 공통 기반

을 설정하는 조건이 됨으로써 향후 독후 활동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결정한

다. 같은 텍스트를 선정하여 읽는 경우 텍스트 내용에 대한 공통 기반이 생

기므로 텍스트 내용 속 의제를 선정하여 논의하는 활동이 가능하게 되지만, 

개별 학습자가 서로 다른 텍스트를 선정하여 읽는 경우 집단 내 공통된 담

론이 형성되기 어렵다. 

이러한 독서 활동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독서 활동의 유형별 예상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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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지지성의 정도가 상이하게 된다. 이는 각 유형별 활동의 초점이 서로 다

른 부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개인 독서 활동에서는 도서 선택의 

활동에, 모둠 독서 활동에서는 독후 경험 나누기 활동에 보다 활동 경험의 

초점이 놓여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독서 활동은 자율적 

독서 경험과, 모둠 독서 활동은 관계적 독서 경험과 더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독서에 관한 경험은 활동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본고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주요 연구 문제는 독서 동기를 향상시키는 조건으로서의 

자율 지지적 상황을 구현하는 방법을 탐색하고, 그러한 상황이 독서 동기 

향상에 대하여 갖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상되는 자

율 지지성의 정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독서 활동에서부터 그 효과 탐색

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개인 독서 활동을 중심으로 독서 

경험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독서 활동이 독서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장 자율 지지적인 형태인 ‘개인별 도서 선택 – 개인 

독후 활동’을 검증하고자 하는 교수·학습 방안의 기본으로 삼고, 이와의 비

교를 위하여 ‘개인별 도서 선택 – 모둠 독후 활동’의 효과를 추가적으로 검

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다음의 <표 Ⅲ-19>와 같이 교수·학습 과정별 내용

과 교수법을 마련하였고, 그 구체적 내용은 [부록 1]에 수록하였다. 

교수·학습 내용 교수·학습 방안 1 교수·학습 방안 2

도입
자율적 독서 교육 

내용의 제시
직접 교수 직접 교수

전개

도서 선택 개인별 도서 선택 개인별 도서 선택

독서 수행 개인별 독서 수행 개인별 독서 수행

독후 경험 활용
개인 활동

(간접적 독후 활동)
모둠 활동

(직접적 독후 활동)

마무리
자율적 독서 경험 

성찰
활동지 작성 활동지 작성

<표 Ⅲ-19> 교수·학습 과정별 내용과 교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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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과정안의 대략적 내용은 한 단위의 수업이 이루어질 내용을 다룬다. 

이 때 중학교군 학습자가 직접 독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읽을 적

절한 시간이 필요한바, 위 과정안은 도입과 전개, 마무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어도 3차시 이상의 수업 시수를 필요로 한다. 또한 독서 활동

이 개별적 도서 선택 활동을 포함하므로, 해당 수업은 도서관에서와 같이 

도서의 수가 풍부하게 구비되어 있는 환경을 필요로 한다. 과정안의 각 단

계별 다루어질 교수·학습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입 단계에서는 앞서 마련한 자율적 독서 교육 내용에 대한 직접적 

안내가 필요하다. 앞서 마련한 교육의 내용은 전개 단계의 각 하위 활동과 

맞물려 독서에 대한 경험을 구성하며, 이는 결국 독서에 관한 인격적 지식

을 형성함으로써 독서 동기를 향상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재론하자면 자율

적 독서 교육의 내용은 독서에 대한 이유, 독서의 전-중-후 활동을 수행하

는 방법, 독서의 사회적 의미로 구성된다. 이 때 독서 전-중-후 활동의 수행 

방법은 이후 전개 단계에서 이루어질 독서 활동을 안내하는 지침의 역할을 

한다. 도입 단계에서 직접 교수의 자료로 사용할 지침서는 [부록 2]와 같다.

전개 단계에서 수행될 독서 활동은 앞서 파악한 독서의 실제 과정을 바탕

으로 개인별 도서 선택, 텍스트 이해 및 해석으로 이루어지는 독서 수행, 독

후 경험 활용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앞서 설명하였듯, 본고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독서 활동은 개인 도서 선택을 전제로 하는 개인 독서 활동을 기본 삼

았으며, 독후 활동에서 변화를 주어 두 가지의 교수·학습 방안으로 마련하

였다. 

우선 전개 단계에서 수행될 독서 활동의 첫 번째 하위 활동인 도서 선택 

시에는 별도로 도서의 목록을 제공하지 않고, 도서 선택의 기준만을 안내한 

뒤 학습자가 스스로의 목적과 필요에 맞게 도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

였다. 별도의 도서 목록을 제공하지 않은 이유는 좋은 도서에 대한 교사의 

관점이 반영되어 학습자의 도서 선택권을 제한하게 될 수 있음을 미연에 방

지하고자 함이다. 도서 선택의 기준은 자율적 독서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텍스트 요인을 고려하여 크게 흥미와 난이도로 제시하였다. 

텍스트 이해 및 해석하기로 이루어지는 독서 수행 활동은 독서 수업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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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에 놓여 있는 활동이다. 텍스트 읽기 활동은 독서 수업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텍스트 이해 및 해석 활동은 독서에 대한 학습자의 경험

을 규정하는 주요 활동이 된다. 본고에서 바라보는 텍스트 이해 및 해석의 

과정은 텍스트에 대한 개별 독자의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본 

교수·학습 방안의 중심에 있는 이 활동은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필요

에 맞게 텍스트를 읽도록 하는 과제로 구성된다. 이는 곧 독서 태도의 향상 

방법으로 꾸준히 논의되어 온 지속적 묵독(Sustained Silent Reading; SSR) 활

동이기도 하다(Yoon, 2002). 

마지막의 독후 경험 나누기 활동은 자발적 독자가 실제 독서 과정에서 독

서를 통하여 구성한 의미를 활용하는 행동을 교육 활동으로 변용하고자 한 

것이다. 실제 맥락에서 독자가 독서를 통하여 구성한 의미는 독자의 사회적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활용된다. 독서를 통하여 얻은 깨달음을 주변 사람들

에게 이야기하거나, 독서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만

들어낼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넓은 의미로 독서에 기반을 둔 텍스

트 내용의 활용이다. 이와 같은 독후 경험 나누기 활동은 독서의 사회적 의

미에 관한 지식을 형성하며, 관계적 독서 경험과 관련된다. 

한편 실제 맥락에서 독자가 독서를 통해 얻게 된 변화는 독자가 속한 공

동체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독서는 목적이 있는 행위이기 때

문이다. 앞서 예로 들었던, 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습자가 과학 관련 서적을 

읽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또래들과 지식을 공유하는 사례를 떠올려 볼 수 

있다. 이처럼 독자의 성장은 독자가 소속된 서로 다른 사회적 공동체 내에

서 완성되며, 실제 독서 과정에서 독서를 통해 구성된 의미는 다양한 경로

로 재구성되고 표현된다. 그러나 교수·학습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독서 경

험의 활용은 교육적 의도 아래 설계된 활동으로 이루어지는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조작적인 성격을 지닌다. 특히 텍스트 내용

에 대한 공통 기반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독서 경험 나누기 활동은 단지 무

엇을 읽었는지에 대해 소개하는 활동에 지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텍스트 

내용에 대한 공통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 개별 독서 활동에서 직접적으로 또

래와 상호작용하며 텍스트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는 경험 나누기 활동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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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학습자의 기본 심리 욕구 충족을 저해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독후 활

동은 텍스트 내용에 대한 의미 구성을 바탕으로 독자 반응을 이끌어내는 간

접적 독후 활동이 보다 자연스러운 독서의 실제 과정을 경험하기 위한 활동

으로서 적합하다고 보았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앞서 제공된 교수·학습 내용과 활동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지를 제공하였다. 활동지는 학습자가 왜 해당 도서

를 선택하였는지를 묻고, 내용을 통해 알게 된 의미 있는 정보를 적도록 구

성하였다. 교수·학습 활동을 마무리하고 학습자의 성찰을 추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활동지는 [부록 3]과 같이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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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독서 동기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의 효과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배경삼아 독서 동기를 향상시키는 조건으로

서의 자율적 상황을 교수·학습의 내용과 활동으로 변용하고, 이와 같은 방

식으로 설계한 교수·학습적 처치가 학습자의 독서 동기 향상에 효과적이었

는지를 검증함으로써 독서 동기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주 목적이 있다. 이에 앞서 수업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업을 설

계하는 방법론으로서의 교수설계이론에 근거하여 수업을 설계한 바 있다. 

Ⅳ장에서는 앞서 설계한 수업의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이론적 배경에 따라 

마련한 교수·학습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실

험적 접근 방식을 주된 연구 방법으로 삼아 학습자의 동기 수준 변화를 포

착함으로써 수업의 효과를 확인하고, 그러한 변화의 이유를 탐색하고자 하

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중학교급 학년

군 가운데에서 세 학급을 선정하여, 해당 학급의 구성원 전체를 연구 참여

자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2019년 5월 서울 소재 일반계 중학교를 선정

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두 학급과 중학교 

2학년 한 학급을 연구 참여 학급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중학교 1학

년의 두 학급을 실험집단으로 삼아 독후 활동의 조건을 달리하여 실험 집단 

1(교수·학습 방안 1: 개별 독후 활동)과 실험 집단 2(교수·학습 방안 2: 모

둠별 독후 활동)로 편성하고, 중학교 2학년 가운데 선정한 한 학급은 비교집

단(읽기의 생활화 성취기준의 전형적 교수·학습)으로 편성하였다. 통제 집

단을 설정하지 않은 이유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된 이후 국가적으로 

의무적 독서 수업이 편성되어 중학교 군에서 독서 수업을 하지 않는 집단을 

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에 기인한다. 

통상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 조건은 동일하게 함이 원칙이겠으나, 

다음과 같은 근거로 실험집단은 1학년 학급으로, 비교집단은 2학년 학급으

로 설계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자연스러운 실제 상황을 실험의 상황으로 

삼고자 하는 준실험설계를 기본 연구 방법으로 삼았다. 이는 학교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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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활히 운영되는 선에서 실험을 수행하고자 한 본고의 의도가 반영된 것

이다. 아울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은 교육과정 상 같은 학년군으로 편성되

어 있기에 발달상 현격한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수·학습 전 집단 간 

동질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독서 동기 수준 검사를 시행하였다. 

이에 더해 실험집단을 1학년으로, 비교집단을 2학년으로 편성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었다. 해당 중학교 내 1학년은 2016년도부터 시행된 

중학교군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있는 학년으로, 해당 학년은 교사가 학습

자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와 함

께 주 1회 편성된 독서 수업이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라는 점 또한 

본고에서 마련한 교수·학습을 적용하기 용이한 점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중학교 2학년은 일반적으로 ‘읽기의 생활화’ 성취 기준에 대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학년이다. 본고에서 마련한 교수·학습 방안과 대비하여 전통적 

교수·학습이 처치되었을 때의 독서 동기 수준이 변화하는 양상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 중학교 2학년 가운데 한 학급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

였다. 

세 학급의 구성원은 실험집단1, 실험집단2, 비교집단의 순서로 각각 21명, 

20명, 24명으로 총 6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나 그 중 2명, 4명, 5명은 실험

이 진행되는 동안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자기보고식 검사에 불성실하게 

응답하는 등의 사유로 연구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이에 최종적으로는 각각 

19명, 16명, 19명이 제출한 총 54개의 응답만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

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표 Ⅳ-1>은 연구 참

여자와 집단별 교수·학습 처치의 내용을 개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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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1 실험집단2 비교집단

학년 1학년 1학년 2학년

연구 참여자 수 19명 16명 19명

처치 내용
교수·학습 방안 

1
교수·학습 방안 

2

전통적
읽기의 생활화 

교수·학습 방안

<표 Ⅳ-1> 연구 참여자와 집단별 처치 내용

1. 실험의 설계 및 자료의 수집

Ⅳ장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핵심 연구 문제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라 마

련한 교수·학습 방안이 효과를 보였는가’와 ‘왜 그러한 효과를 보였는가’의 

두 가지이다. 이러한 연구 문제가 실험적 접근을 요함에 따라, 본고에서는 

준실험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교수·학습이 처치될 집단을 선정하고 교

수·학습 전과 후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선 교수·학습 방안

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임효진(2016)의 자기보고식 검사도구

를 활용하여 교수·학습 전 독서 동기 수준의 집단 간 동질성을 확인하고, 

교수·학습 후 독서 동기 수준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찾기 위해 몇 가지의 

양적·질적 자료를 함께 수집하였다. 먼저, 학습 환경에 대해 학습자가 느낀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어떤 경험에서 행위자가 

느낀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에 대한 느낌이 이후 동기 수준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자기결정성 이론의 주요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다음으로 학습자가 

수업 시간 동안 읽은 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책의 제

목과 책을 고른 이유를 작성하도록 한 활동지와 함께 흥미와 난이도, 가치

를 평정하도록 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는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

로 독서 상황에서의 경험을 파악하고자 수집한 것으로, 텍스트와의 상호작

용 경험에서 독자의 자율성과 유능감, 관계성이 독서의 흥미, 난이도, 가치

와 관계된다는 본고의 판단에 근거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마련한 교



- 118 -

수·학습 방안에 대한 서면 평가 자료와 함께 학습자가 수업을 통해 작성한 

활동지를 질적 자료로서 수집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수업의 과정에서 학습

자들이 무엇을 하였는지를 살펴보고, 그 결과로서 갖게 된 독서 수업에 대

한 인식이 어떻게 독서 동기 수준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

적에서 수집하였다. 이상으로 본고에서 수집하고자 하는 자료는 다음의 <표 

Ⅳ-2>와 같다.

연구 문제 자료 자료의 성격

개발한 교수·학습 
방안을 적용하였을 

때에 독서 동기 수준이 
변화하였는가? 

독서 동기 검사도구
- 임효진(2016)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

어떠한 상황 조건에서 
독서 동기가 향상되고, 

독서 동기 수준이 
변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학습 환경 평정 자료
- Standage, Duda, & 

Ntoumanis(2005) 변용하여 사용

5점 척도로 
평정

도서 평가 자료
- 흥미, 난이도, 가치 평정

5점 척도로 
평정

수업 평가지 및 활동지 질적 자료

<표 Ⅳ-2> 연구 문제에 따라 수집할 자료

1) 실험의 설계

Ⅳ장의 주요 연구 문제 중 하나인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마련한 

교수·학습 방안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였을 때에 독서 동기 수준이 변화하

였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본고에서는 교육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비동등 비교집단설계(nonequivalent comparison group design)의 준실험적 연

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비동등 비교집단 설계는 처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하나의 학교 내에서 한 학급 전체를 실험집단으로 선정하고 이와 유사하

다고 판단되는 다른 한 학급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는 방법을 일컫는다(한

국교육평가학회, 2004). 이러한 설계 방식을 기준삼아 본고에서는 실험집단1

과 실험집단2, 비교집단의 세 집단을 편성하고, 집단별로 서로 다른 처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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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하여 교수·학습의 효과를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실험집단 1과 실

험집단 2에 조건을 달리한 자율적 독서 경험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처

치하고, 비교집단에 읽기의 생활화 성취기준이 교수·학습되는 전통적 방식

의 수업을 처치하였다. 

 실험집단 비교집단

집단 1 집단 2

교수·학습 방안
자율적 독서 

수업 1
자율적 독서 

수업 2
전통적 읽기의 
생활화 수업

교수
학습
활동

독서 전 텍스트의 선택 텍스트의 선택 텍스트의 제공

독서 중 개인적 독자 반응 개인적 독자 반응
내용 파악 및 

개인적 독자 반응

독서 후
간접적

독후 경험 나누기
직접적

독후 경험 나누기
간접적

독후 경험 나누기

실험 참여자 수 19명 16명 19명

<표 Ⅳ-3> 집단별 교육 환경의 설계

<표 Ⅳ-3>의 내용을 실제 수업으로 구현하여 적용할 때에는 앞서 Ⅲ장에

서 개발한 자율적 독서 교육과, 한 권의 텍스트를 분절적으로 나누어 읽는 

교육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각각 적용하였다. 선정된 하나의 텍스트를 

분절적으로 나누어 꼼꼼히 읽는 활동으로 구성되는 비교집단의 수업은 김라

연(2018), 장은섭(2018)의 논의에 근거하여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전형적 

수업 사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수업이 실험집단의 

그것과 비교하여 요인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기 용이하다는 점, 수업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 현장에서 사용하기 쉬운 사례이므로 우선적으로 그 효과를 

검증해 보아야 한다는 점에 기초하였다. 

각 집단에 따른 차시별 교육 내용 및 활동은 <표 Ⅳ-2>와 같이 편성하여 

진행하였다. 수업은 2019년 5월 셋째 주에 시작하여 2019년 6월 넷째 주에 

마무리 되었으며, 실험집단의 경우 주 1회 45분씩 수업을 진행하였고, 비교

집단의 경우 주 2회에 나누어 약 20분씩 수업이 진행되었다. 차시별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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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 Ⅳ-4>와 같다. 

실험집단
비교집단

집단 1 집단 2

사전 검사 시행

1차시 도입
지침서를 활용하여 독서의 이유, 방법, 

독서의 사회적 의미 직접 교수

읽기의 생활화 
수업 목표 안내 및 

활동 안내

2차시 전개 도서 선택 및 읽기 도서 선택 및 읽기 도서 제공 및 읽기

3차시 전개 읽기 읽기 읽기

4차시 마무리 활동지 작성
활동지 작성 및 
소집단 활동

활동지 작성

사후 검사 시행

<표 Ⅳ-4> 차시별 교육 내용 및 활동

중학교군 학습자가 직접 독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읽을 충분한 

시간이 확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으로 말미암아 한 단위 수업을 위하여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였으나 여러 차시에 걸쳐 수업이 진행될 수 있

도록 조정하였다. 특히 학습자가 충분히 독서 과정을 경험하도록 텍스트 읽

기 활동을 한 차시 이상 배치하였다. 이에 실험집단을 기준으로 주1회씩 진

행되는 독서 수업을 총 4차시 진행하여, 약 한 달 동안 교수·학습이 이루

어졌다. 이에 2019년 5월의 둘째 주(2019.05.13. ~ 2019.05.17.) 사전 검사를 

시행하여, 셋째 주(2019.05.20. ~ 2019.05.24.)부터 1차시 수업을 진행하였다. 

5월의 마지막 주(2019.05.27. ~ 2019.05.31.)와 6월의 첫째 주(2019.06.03. ~  

2019.06.07.)는 해당 학교의 행사로 인하여, 실질적인 교수·학습의 마무리는 

6월의 셋째 주(2019.06.17. ~ 2019.06.21.)에 이루어졌으며, 7월의 첫째 주

(2019.07.01. ~ 2019.07.05.)에 사후 검사를 시행하고 수업에 대한 설문 자료

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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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는 교육의 처치 후 독서 동기의 수준 변화를 확인하고자 임효

진(2016)의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교육 전과 교육 후의 동기 검사 

결과를 각각 수집하였다. 임효진(2016)의 검사도구는 총 3요인의 11개 구인, 

6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문항지이며 5점 리커트 척도에 따라 응답하는 자기

보고식 검사도구이다. 연구자는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교육 전 

학습자의 사전 동기 수준을 대상으로 신뢰도 값을 구하였으며, 그 결과를 

임효진(2016)의 신뢰도와 비교함으로써 검사가 신뢰할 만한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Ⅳ-5>와 같다.

요인 구인 구인별 신뢰도 임효진(2016)

가치 및 
목적

경쟁 0.88 0.87

성적 0.83 0.83

인정 0.94 0.92

중요성 0.84 0.83

몰입 0.87 0.82

흥미 0.94 0.91

능력에 
대한 신념

도전심 0.90 0.81

회피 0.86 0.80

효능감 0.85 0.82

사회적 
차원

상호작용 0.90 0.86

순응 0.71 0.73

<표 Ⅳ-5> 검사도구의 신뢰도

본고에서 수집한 응답을 토대로 구인별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본고에서 

수집한 학습자의 독서 동기 수준의 신뢰도가 임효진(2016)에서 보고한 신뢰

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검사 도

구를 활용하여 수집한 응답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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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한 응답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구인별로 합산하였다.

 결측치를 제외하고 한 구인에 해당하는 문항별 응답 점수를 

평균 처리

 회피 구인은 역코딩하여 합산 

 사전-사후의 정 한 비교를 위하여 누락된 응답끼리 모두 결

측치로 처리함. 

이에 더해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검사 결과는 불성실 응답으로 간주하

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회피 구인을 중심으로 다른 구인이 정적 상관을 보이는 응답

(회피 구인은 역코딩된 문항으로, 다른 구인과는 부적 상관

을 보여야 한다)

 같은 번호로 20개 이상 같은 번호를 제출한 응답 

아울러 연구자는 독자의 독서 동기 변화에 대한 이유를 좀 더 면 히 확

인하고자 본인이 읽은 책에 대한 난이도와 흥미, 가치를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이는 단일 문항으로 구성하여 ‘얼마나 ~하였습니까’와 같

은 발문을 제시하였다. 수업에 대해 학습자가 느낀 심리적 요인을 측정하고

자 Standage, Duda, & Ntoumanis(2005)에서 개발한 학습 환경 질문지를 참

고하여 자율성과 유능감, 관계성과 관련된 질문의 형태로 변용하여 본 실험

에 알맞게 사용하였다. 자율성을 묻는 항목(신뢰도α: 0.868)은 ‘수업 시간에 

책을 얼마나 읽고 싶어서 읽었는지’에 응답하게 하였다. 유능감(신뢰도α: 

0.867)은 ‘책 읽기 방법을 알게 되었음’, ‘책 읽기를 잘 하게 되었음’과 같은 

문항에 응답하게 하였다. 관계성(신뢰도α: 0.727)은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받았음’, ‘친구들과 함께 읽는 것이 도움이 되었음’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이에 더해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수행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활동지를 

수집하였으며, 수업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질문지를 만들어 서면으로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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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였다. 대면 인터뷰는 참여자가 동의하지 않았기에 생략하였다. 

2. 독서 동기 수준의 변화

독서 동기 수준 변화는 교육 전과 교육 후에 각각 실시한 독서 동기 검사

의 응답 값 변화를 통해 확인하였다. 해당 검사 도구는 목적 및 가치 요인, 

사회적 차원 요인, 능력에 대한 신념 요인의 3요인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

서는 교육 전과 교육 후 집단에 따라 동기 요인별 수준의 평균을 구하였고, 

공분산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 전 동기 수준을 통제하고 교육 후의 변화

를 확인하였다.

1) 통계적 가정의 확인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공분산분석의 방법은 집단별 분산의 동일성

이 가정되어야 하고, 처지 전의 변인 수준과 집단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통계적 가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분산분석 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통계적 가정을 확인하

였다. 우선 등분산성은 Levene의 검정 방법을 활용하여 확인하였고, 상호작

용 모형을 활용하여 사전 변인과 집단별 처치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없음

을 확인하였다. 다음의 <표 Ⅳ-6>과 <표 Ⅳ-7>은 첫 번째 요인인 사전 과제 

가치 및 목적 요인의 수준과 집단별 등분산성 검정 결과와 집단별 처치와 

처치 변인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 검정 결과를 각각 제시한다. 

F 자유도1 자유도2 유의확률

2.688 2 51 0.078

<표 Ⅳ-6> 과제 가치 및 목적 요인의 집단별 등분산성에 대한 Levene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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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가치 및 목적 요인의 집단별 등분산성에 대한 Levene의 검정 결과, 

유의확률은 0.078로 다소 낮지만 유의확률 p값 0.05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

타났으므로 등분산성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된 모형 12.924a 5 2.585 14.631 0.000

절편 2.638 1 2.638 14.932 0.000

집단* 
(사전) 과제 가치 및 

목적
0.151 2 0.075 0.427 0.655 

(사전) 과제 가치 및 
목적

11.080 1 11.080 62.720 0.000

집단 0.185 2 0.092 0.522 0.596

오차 8.480 48 0.177 　 　

전체 563.565 54 　 　 　

수정된 합계 21.403 53 　 　 　

<표 Ⅳ-7> 과제 가치 및 목적 요인과 집단별 처치의 상호작용 효과 검정

상호작용모형을 활용하여 과제 가치 및 목적 요인과 집단별 처치의 상호

작용 효과를 검정한 결과, 유의확률은 0.655로 집단별 처치에 따른 과제 가

치 및 목적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처

치 효과 회귀식의 기울기는 집단에 따라 평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의 <표 Ⅳ-8>과 <표 Ⅳ-9>는 두 번째 요인인 사회적 차원 요인에 대

한 집단별 등분산성 검정 결과와 집단별 처치와 처치 변인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 검정 결과를 각각 제시한다. 

F 자유도1 자유도2 유의확률

0.789 2 51 0.460

<표 Ⅳ-8> 사회적 차원 요인의 집단별 등분산성에 대한 Levene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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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차원 요인의 집단별 등분산성에 대한 Levene의 검정 결과, 유의확

률은 0.460으로 유의확률 p값 0.05를 상회한다. 따라서 사회적 차원 요인의 

집단별 등분산성이 확인된다.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된 모형 7.618 5 1.524 7.141 0.000

절편 3.648 1 3.648 17.098 0.000

집단* 
(사전) 사회적 차원

0.181 2 0.091 0.425 0.657 

(사전) 사회적 차원 5.995 1 5.995 28.098 0.000

집단 0.387 2 0.193 0.906 0.411

오차 10.241 48 0.213 　 　

전체 444.164 54 　 　 　

수정된 합계 17.859 53 　 　 　

<표 Ⅳ-9> 사회적 차원 요인과 집단별 처치의 상호작용 효과 검정

상호작용모형을 활용하여 사회적 차원 요인과 집단별 처치의 상호작용 효

과를 검정한 결과, 유의확률은 0.657로 집단별 처치에 따른 사회적 차원 요

인의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처치 효과 회귀

식의 기울기는 집단에 따라 평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의 <표 Ⅳ-10>과 <표 Ⅳ-11>은 세 번째 요인인 능력에 대한 신념 요

인에 대한 집단별 등분산성 검정 결과와 집단별 처치와 처치 변인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 검정 결과를 각각 제시한다. 

F 자유도1 자유도2 유의확률

0.152 2 51 0.859

<표 Ⅳ-10> 능력에 대한 신념 요인의 집단별 등분산성에 대한 Levene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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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에 대한 신념 요인의 집단별 등분산성에 대한 Levene의 검정 결과, 

유의확률은 0.859로 유의확률 p값 0.05를 상회한다. 따라서 능력에 대한 신

념 요인의 집단별 등분산성이 확인된다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된 모형 17.391a 5 3.478 19.315 0.000

절편 2.171 1 2.171 12.058 0.001

집단* 
(사전) 능력에 대한 신념

0.075 2 0.037 0.208 0.813

(사전) 능력에 대한 신념 16.646 1 16.646 92.435 0.000

집단 0.042 2 0.021 0.116 0.891

오차 8.644 48 0.180 　 　

전체 671.379 54 　 　 　

수정된 합계 26.035 53 　 　 　

<표 Ⅳ-11> 능력에 대한 신념 요인과 집단별 처치의 상호작용 효과 검정

상호작용모형을 활용하여 능력에 대한 신념 요인과 집단별 처치의 상호작

용 효과를 검정한 결과, 유의확률은 0.813으로 집단별 처치에 따른 능력에 

대한 신념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처

치 효과 회귀식의 기울기는 집단에 따라 평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으로 모든 요인에서 집단별 등분산성이 충족되고 모든 요인에서 요인

과 집단별 처치와의 상호작용 효과가 없음이 밝혀졌다. 이에 본고에서는 공

분산분석 방법을 통계적 분석 방법으로 사용하여 교육 전과 교육 후의 동기 

수준 변화를 확인하였다.

2) 검사도구의 해석 방법

본 연구는 준실험설계 연구로서 교육 전과 교육 후에 실시한 동기 검사의 

결과가 교육 처치의 효과를 확인하는 주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검사 도

구의 해석 방법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독서 동기 검사 도구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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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진(2016)에서 개발한 ‘중학생 읽기 동기 척도’ 검사 도구로, 해당 검사 도

구는 독서의 가치-목적, 능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차원의 세 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음을 앞서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임효진(2016)의 검사 도구는 

Wigfield & Guthrie(1997)에서 개발한 독서 동기 질문지(Motivation for 

Reading Questionaire; MRQ)에서 원형을 찾을 수 있으며, MRQ는 동기를 촉

발하는 동기물의 탐색에 관심을 두는 인지주의 동기이론에 이론적 바탕을 

둔다. 따라서 해당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수집한 자료의 해석 방안을 자기

결정성 이론의 관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주장하는 동기의 주요 성질은 그것이 경험에 의하여 

발달한다는 점이며, 특정 동기물에 대하여 동기가 상호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의 높고 낮은 수준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기

존의 접근이 동기의 발현 이유를 기준으로 현 상태를 내적이거나 외적인 동

기의 두 종류로 파악했다면, 자기결정성 이론이 바탕을 두는 인본주의적 접

근에서는 자율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그 높고 낮음이 존재하는 비율척도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동기를 파악한다. 인본주의적 접근에서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구분보다는, 행위자 본인이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자율적 의지

가 있는지가 논의의 중점이 된다. 그렇다면 인본주의적 접근으로 동기를 파

악하는 관점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특정한 시점에서 동기를 구성하는 

하위 요인들이 동기물에 관계없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야 한다. 즉, 동기

의 현 상태는 내적 동기는 높지만 외적 동기는 낮거나 또는 외적 동기는 높

지만 내적 동기는 낮은 상태와 같이 경향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나타날 

것이 아니라, 동기 수준이 높다면 동기물에 관계없이 모두 높거나, 낮다면 

모두 낮은 상태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11). 

11) 임효진(2016)의 독서 동기 검사 도구에 수록되어 있는 문항은 회피 문항을 제외
하고 ‘얼마나 독서를 하고 싶은지’를 묻는 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문항이 묻는 물음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독서에 대한 자발성을 드러
내는 척도로 간주하였다. 해당 검사 도구에 수록되어 있는 문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요인 1. 목표-가치 차원
(흥미) 나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책을 읽는다.
(경쟁) 나는 같은 책을 읽어도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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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검사 도구는 독서에 대한 학습자의 자발적 의지를 묻는 물음으로 구

성되어 있는바,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는 곧 자발적으로 독서하고자 하

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임효진(2016)의 검사 도구를 활

용한 사전 검사 결과를 토대로 검사 도구를 구성하는 각 요인 간 상관을 확

인해보고자 하였다. 요인 간 상관이 존재함은 목적 및 가치 요인 수준이 높

게 나타났을 때, 사회적 차원의 요인 또한 함께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동기의 구성 요인이 같은 방향을 향해 움직임을 나타내고, 궁극적

으로는 동기를 자율동기복합체와 타율동기복합체로 구분한 실증적 선행연구

들의 논의를 뒷받침 하는 현상이 된다. 즉,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는 행위자 

내에서 동기가 높거나 낮은 ‘수준’의 형태로 나타남에 대한 근거가 되며, 요

인 간 정적 상관의 존재는 동기를 개인 내적 역량으로 간주하겠다는 본고의 

관점을 지지한다.

임효진의 도구는 ‘목적 및 가치’ 요인, ‘사회적 차원 요인’, ‘능력에 대한 

신념 요인‘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며, 목적 및 가치 요인은 동기물의 유형에 

따라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구인으로 구성된다12). 다음의 <표 Ⅳ-12>

(몰입) 나는 책을 읽을 때 내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것 같다.
(성적) 나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 책을 읽는다.
(인정) 나는 책읽기를 잘해서 상을 받고 싶다.
(중요성) 나에게 책을 읽는 것은 다른 활동보다 더 중요하다.

요인 2. 사회적 차원
(상호작용) 선생님께서 추천하신 책은 꼭 읽는 편이다.
(순응) 읽기가 중요하다고 다들 말하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

요인 3. 능력-신념 차원
(*회피) 나는 길고 복잡한 이야기는 잘 읽지 않는다. 
(효능감) 나는 읽기를 더 잘할 수 있다.
(도전) 책이 어려워도 재미가 있으면 끝까지 읽는다.

12) 사실상 해당 검사 도구에서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를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검사 결과를 해석해도 되는
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것이므로, 목적 및 가
치 요인 구성하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에 대한 상관 또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간 정적 상관이 존재함은 곧 내재적 동기가 
높은 학습자가 외재적 동기도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동기가 자
율성의 척도임을 주장하는 자기결정성 이론의 입장을 지지하는 현상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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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검사도구의 요인 간 상관을 보인다. 

외적 사회적
능력에 

대한 신념
목적 및 
가치

내적
Pearson 상관 .753** .530** .720** .944**

유의확률 (양측) 0 0 0 0

외적
Pearson 상관 .711** .651** .928**

유의확률 (양측) 0 0 0

사회적
Pearson 상관 .391** .657**

유의확률 (양측) 0.003 0

능력에 
대한 신념

Pearson 상관 .735**

유의확률 (양측) 0

<표 Ⅳ-12> 검사도구의 요인 간 상관

검사도구의 요인 간 상관을 확인한 결과 모든 요인 간 조합에서 상관이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목적 및 가치 요인과 사회적 차원

의 요인, 능력에 대한 신념 요인 사이에는 모두 정적 상관이 있다. 특히 목

적 및 가치 요인 내에서도 외재적 동기 요인과 내재적 동기 요인 사이에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이는 동기가 자율적이거나 타율적으로 발현된다는 

자기결정성 이론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요인 간 상관의 존재

는 동기 수준을 기준으로 동기 수준이 높은 학습자와 낮은 학습자를 구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교육 후에 동기 수준이 변화하였다면, 동기가 

타율적인 상태에서 자율적인 상태로 이양해 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교육 전후의 독서 동기 수준

독서 동기 수준 변화는 교육 전과 교육 후에 각각 실시한 독서 동기 검사

의 응답값 변화를 통해 확인하였다. 해당 검사 도구는 목적 및 가치 요인, 

사회적 차원 요인, 능력에 대한 신념 요인의 3요인으로 구성된다. 해당 요인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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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각 요인을 구성하는 하위 구인을 포괄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 전과 

교육 후 집단에 따라 동기 요인별 수준의 평균을 구하였고, 공분산분석 방

법을 활용하여 교육 전 동기 수준을 통제하고 교육 후의 변화를 확인하였

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Ⅳ-13>과 같다. 

목적 및 가치 사회적 차원 능력에 대한 신념

실험
집단1

실험
집단2

비교
집단

실험
집단1

실험
집단2

비교
집단

실험
집단1

실험
집단2

비교
집단

사
전
동
기

실제
측정값

M 3.22 2.96 3.31 2.77 2.46 3.04 3.42 3.22 3.42 

SD 0.63 0.78 0.71 0.70 0.59 0.56 0.70 0.83 0.77 

사
후
동
기

실제 
측정값

M 3.39 3.06 3.04 3.03 2.62 2.75 3.60 3.32 3.43 

SD 0.63 0.73 0.52 0.60 0.59 0.50 0.68 0.74 0.70 

사전 동기 
수준 

통제 시 
추정 값

M 3.35 3.21 2.95 3.03 2.79 2.60 3.55 3.43 3.39

SD 0.10 0.11 0.10 0.11 0.12 0.11 0.10 0.11 0.10

사후 분석
실험집단1=실험집단2 

> 비교집단
실험집단1 > 

실험집단2=비교집단
실험집단1=실험집단2 

=비교집단 

<표 Ⅳ-13> 교육 전과 교육 후 집단별 동기 요인별 수준의 변화

우선 <표 Ⅳ-13>은 독서 동기의 구인별 사전 동기 수준과 사후 동기 수준

의 실제 측정값과 함께, 사전 동기 수준을 통제하였을 경우 사후 동기 수준

의 추정 값을 보인다. 교육 처치 전후에 따른 집단별 동기 수준의 변화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의 【그림 Ⅳ-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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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교육 전과 교육 후 집단별 동기 요인별 수준의 변화

(실제 측정값)

【그림 Ⅳ-1】의 그래프를 통해 동기 수준 변화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

다. 구체적으로 실험집단1은 모든 요인에서 교육 후 동기 수준이 향상되고, 

실험집단2는 약간의 향상을 보였으나 그 정도가 미미하며, 비교집단에서는 

능력에 대한 신념 요인을 제외한 두 요인에서 동기 수준이 손상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동기 수준의 변화와 관련하여 공분산분석 방법을 통해 통계

적 유의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공분산분석의 방법은 사전 동기 수준을 통제한 후 사후 동기 수준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처치의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표 Ⅳ-11>의 

해석란은 사전 동기 수준을 통제하였을 때에 사후 동기 수준의 집단 간 차

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경우를 부등호로 표기한 것이다. 변화의 정도를 한눈

에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 동기 수준을 통제하고 사후 동기 수준의 추정값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Ⅳ-2】와 같다. 

【그림 Ⅳ-2】교육 전과 교육 후 집단별 동기 요인별 수준의 변화

(사전 동기 수준 통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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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 동기 수준을 통제하였을 때 교육 후의 동기 수준은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교육 후의 평균은 실험집단1 – 실험집단2 – 비
교집단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우선 첫 번째 요인과 두 번

째 요인인 ‘목적 및 가치’ 및 ‘사회적 차원’ 요인에서 집단에 따라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능력에 대한 신념’ 요인에서는 집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주목할 지점은 ‘목적 및 가치’ 요인과 

‘사회적 차원’ 요인에서 실험집단의 동기 수준 평균은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비교집단의 동기 수준 평균은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아울러 ‘능력에 대한 신념’ 요인에서는 모든 집단에서 동기 수준이 상승

하는 양상을 보였다. 교육 후 동기 수준 변화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목적 및 가치’ 요인은 학습자가 독서에 대해 느끼는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를 측정하는 요인으로, 흥미, 중요성, 몰입, 성적, 인정, 경쟁의 

하위 구인으로 구성된다. 동기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이유에 의해 나타나며, 

목적 및 가치 요인은 행동을 하는 이유와 관련된 것이므로 동기를 구성하는 

요인 중 가장 기본이 된다. 따라서 범박한 동기 수준의 변화는 목적 및 가

치 요인을 기준으로 논의되어도 무방하다. 

이처럼 독서에 대한 이유를 드러내는 목적 및 가치 요인에서 실험집단의 

교육 후 평균이 비교집단의 그것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실험집단

1과 실험집단2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실험집단1과 

실험집단2에 투입된 자율적 독서 교수·학습 방안이 독서 동기 향상에 효과

를 보였음을 뜻하고, 자기결정성 이론의 주장에 비추어 본다면 본고에서 마

련한 교수·학습 방안이 예상하였던 것과 같이 자율적 독서 경험을 제공하

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비교집단의 경우 ‘목적 및 가치’ 요인에서 동기 수준 평

균이 떨어진다는 점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비교집단에 제공된 

전통적 읽기의 생활화 교수·학습 방안은 활동 내 학습자의 선택권이 대부

분 제한된다는 점에서 타율적 독서 경험으로 이어진다. 자율적 경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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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가 향상되고 타율적 경험은 동기의 손상을 야기한다는 기존의 논의를 

통해, 본고에서 마련한 교수·학습 방안이 자율적 경험과 관련되며 전통적 

읽기의 생활화 교수·학습 방안은 타율적 경험과 관련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사회적 차원’ 요인은 독서가 사회적 행위라는 점에 착안되어 개발

된 독서 동기 요인으로, 사회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독서에 대한 동기 수

준을 측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차원 요인은 텍스트와 상호작용하는 

독서 중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독서 후 텍스트 내용의 활용 경험과 

관련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독서를 통한 사회적 실천은 독서를 통해 구성

된 의미를 바탕으로 독자가 독서 후 수행하는 활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

다. 이과 같이 독후 활동 경험과 관련된 사회적 차원 요인에서는 실험집단

과 비교집단 간의 대조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실험집단1만이 실험집단 2

와 비교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를 보였다. 즉, 실험집단2와 비교

집단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사회적 차원 요인에 

대한 교육의 효과가 실험집단1에 대해서만 나타났다는 의미이며, 실험집단2

와 비교집단에 처치된 수업은 사회적 차원 요인의 유지 또는 손상을 가져왔

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분석은 실험집단1과 실험집단2의 독후 활동의 차이를 

통해 그 이유를 예상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실험집단1과 2에 

처치된 교수·학습 방안은 개별 독서 활동이 이루어져 학습자 간 텍스트에 

대한 공통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이 부여된 것이다. 이러한 조건 아래 

수행되는 모둠 활동에서는 학습자가 읽은 텍스트를 또래에게 소개하는 과제 

이상의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즉, 개별 도서 선택이 이루어지는 조건에

서 직접적 모둠 활동은 작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피상적 활동은 학습

자의 사회적 이유로 이루어지는 독서에 대한 동기를 진작시키기 어렵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인 능력에 대한 신념은 독서를 잘 할 수 있다는 느낌

을 측정한다. 능력에 대한 신념 요인의 경우 동기 수준 변화의 방향성을 통

해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 동기 수준은 모두 향상되었지만, 교육 후 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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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평균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능력에 대한 신념에 대한 

처치의 효과가 세 집단에서 동일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두 

동기 요인에서 교육 전후 동기 수준 변화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서 각각 

비슷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면, 능력에 대한 신념 요인에서만큼은 교육 전

에 비해 교육 후의 동기 수준이 모든 집단에서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13). 

3. 독서 동기 수준 변화에 대한 해석과 논의

자율 지지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집단별 상황을 살펴보면 실험집단과 비교

집단은 자율 지지적 상황과 타율적 상황으로 크게 대별된다. 나아가 실험집

단1과 실험집단2는 자율 지지적이거나 또는 반(半) 자율 지지적인 정도의 차

이를 지닌다. 자율 지지적의 정도로 대표되는 상황적 특성을 동기 수준 변

화와 함께 기술한다면, 자율적 상황에서 동기 수준이 향상되고 타율적 상황

13) 능력에 대한 신념 요인에서 집단별 처치의 효과에 차이가 없게 나타난 현상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는 ‘잘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갖는 폭넓
은 의미역에 기인한다. ‘독서를 잘 할 수 있다’가 가리키는 의미는 학습자의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서의 과정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잘 할 수 있음에 대한 기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험집단의 경우 
‘잘함’의 기준이 개인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된 개별 기준이므로, 처치 후 학습
자들이 독서를 잘하게 되었다고 느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비교집단에 대해
서는 같은 텍스트를 함께 읽는 활동이 이루어졌으므로, ‘잘 하게 되었음’은 텍
스트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향상되었음을 뜻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
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독해 기능 향상에 중점을 두는 수업에서는 독해 능
력과 관련된 상대적 서열이 발생하게 되므로 능력에 대한 신념은 학습자마다 상
이한 방향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비교집단에서 
또한 능력에 대한 신념 요인의 평균적 상승이 나타났다. 이는 학급 내 독해 능력
에 관한 상대적 서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데에서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본 연구의 협력 교사이자 비교집단 학급의 담임교
사에 질의한 결과 해당 학급의 국어 기말고사 성적이 중간고사에 비해 상승했다
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국내의 일반적인 중등학교 문화에서 학습자들의 효능감
에는 시험 성적 또는 타인의 평가가 크게 작용함을 고려하였을 때, 학급 구성원
의 전반적인 국어 시험 성적 향상이 독서 능력에 대한 신념 수준의 향상으로 이
어졌을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능력에 대한 신념 요인에 대한 처치의 효과는 후
속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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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동기 수준이 손상된다는 범박한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동기 일

반에 대한 선행 논의의 일반적인 연구 결과가 독서 교육 분야에서도 재확인

됨을 의미한다. 다만 능력에 대한 신념 요인의 경우 타율적 환경에서도 향

상될 수 있음이 확인되는바, 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는지는 교수·

학습의 특성과 관련하여 보다 면 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자율적 독서 경험의 제공

(1) 교수·학습 환경에 관한 학습자의 평정 결과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동기의 향상은 자율 지지적 환경에서의 행동 

경험의 결과이다. 따라서 독서 동기의 향상은 마련된 교수·학습 방안이 학

습자에게 자율적 독서 경험을 제공하는 데에 성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

다. 한편 자율적 독서 경험은 텍스트 요인과 접한 관련을 맺는다. 텍스트

의 내용에 대해 학습자가 느낀 난이도와 흥미, 가치를 평정하도록 한 것은 

텍스트에 대하여 느낀 흥미와 가치가 자율적 경험을 추동하는 것으로 보았

기 때문이다. 이에 집단에 따라 텍스트에 대해 학습자가 느낀 흥미와 가치

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가설을 확인하고자 학습자

로 하여금 선택한 텍스트에 대해 느낀 흥미, 가치, 난이도의 정도를 평정하

도록 하였다. 응답 결과는 일원배치 분산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집단별 차이

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Ⅳ-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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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 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텍스트
평가

난이도 0.286 2 0.143 0.171 0.843

비교집단 = 실험집단2 = 실험집단1  

흥미 12.614 2 6.307 8.420 0.001***

실험집단1 = 실험집단2 > 비교집단

가치 6.625 2 3.312 4.163 0.021*

실험집단1 ≧ 실험집단2 > 비교집단
*p<.05 **p<.01 ***p<.001

<표 Ⅳ-14> 텍스트와 관련된 독자의 경험 내용

<표 Ⅳ-14>에 따르면 두 실험집단에서 비교집단에 비해 텍스트 흥미와 가

치에 대한 응답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예상했

던 내용과 동일한 결과로, 텍스트의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 비교집단에 비

해 텍스트 선택권이 주어진 실험집단1과 2의 학습자가 개인의 관심사에 부

합하는 흥미로운 텍스트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흥미

와 가치는 자율적 독서 행위를 추동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바, 이

는 학습자의 독서 동기 수준이 향상된 결과를 설명하는 현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비교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학습자들이 보다 흥미롭고 가치 

있는 텍스트를 읽었다고 느꼈으며, 이러한 경험의 결과가 독서 동기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편 흥미로운 텍스트의 선택은 자율적 독서를 추동하여 독서 동기 향상

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어쩌면 이는 예상 가능한 결과이다. 그러나 

흥미는 중층적인 속성을 지니는 정서적 상태이므로 실험집단의 학습자가 비

교집단의 학습자에 비해 텍스트를 더 흥미롭다고 평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명과 암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실험집단의 학습자들은 스스

로 선택한 텍스트를 흥미로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가치 있다고 

평가하였다. 비교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학습자가 흥미와 가치를 모두 전

반적으로 높게 평가했다는 점은 그들이 선택한 텍스트를 읽은 경험이 단지 

흥미로웠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험이 그들에게 가치 있게 느껴졌음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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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는 것이다. 

우선 학술적인 관점에서 흥미는 텍스트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현되는 

긍정적 정서적 상태이다. 텍스트 흥미는 텍스트의 정보성, 개인적 관심, 이

해의 쉬운 정도(윤준채, 2016) 등 다양한 원인의 복합 작용에 의하여 나타나

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흥미 있었다고 평가한 것은 그러한 

텍스트가 본인의 필요에 맞게 선택되었음을 뜻한다. 이는 학습자들의 텍스

트를 선택한 이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에 대하여 학습자를 교

화해야 한다는 교화적인 관점이 지배적이었던 우리 문화에서 학습자들로 하

여금 흥미로운 텍스트를 선택하도록 한 교수·학습 방안은 언뜻 교육적으로 

부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한 우려를 갖도록 만든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각자

만의 이유와 필요에 따라 텍스트를 선택하였음을 활동지 자료로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이 도서 선택의 이유를 작성하였다. 

평소에 집에서 요리해서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책에 요리에 관
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험집단1-09]

여학생이라면 모두 다 생각해볼 외모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형 수술에 관해 나와 있기 때문이다. 

[실험집단1-11]

처음에 친구의 추천으로 다이버전트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사회
가 5개의 분파로 나누었는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소녀가 이 체계
의 비 을 밝혀낸다는 내용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 소설로도 읽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 책을 고르게 되었다. 

[실험집단2-20]

강성태 66일 공부법이라는 책을 고르게 된 이유는 평소에 공부에 대
한 흥미가 없었는데 '강성태'라는 공신의 강의를 듣고 나서 습관의 
중요성과 공부에 대한 흥미에 주된 내용을 깨달아서 이 책을 다시 
한 번 읽고, 조금 더 많이 깨닫고 싶어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실험집단2-22]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학습자들은 한 명의 독자로서 주체적으로 독서 행

위에 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학습자들은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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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좋아하는 활동과 관련된 도서, 이전에 인상 깊게 알게 된 내용과 관련된 

도서 등 개인의 관심사와 목적을 고려하여 도서를 선택하였다. 즉, 도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한 활동 조건으로 말미암아 학습자들은 맥락이 있는 

도서를 읽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텍스트 읽기에 맥락이 제공되었을 

때에 학습자들은 보다 더 자율적으로 텍스트를 읽고, 이러한 경험이 독서 

동기의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2) 독서 동기 변화 사례별 활동지의 검토

한편 실험집단 내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

다. 이에 본고에서는 실험집단을 중심으로 실험집단1과 실험집단2에서 독서 

동기 향상 사례와 손상 사례를 선정하고자, 우선적으로 향상 사례와 손상 

사례, 유지 사례를 구획할 기준을 마련하였다. 

ㄱ. 향상 사례 구획 기준
① (사후 검사 전 문항에 대한 응답 평균값 – 사전 검사 전 문항

에 대한 응답 평균값)의 절댓값이 0 이상일 것
② 두 요인 이상에서, 요인별 (사후 검사 응답 평균값 – 사전 검

사 응답 평균 값)이 0이상일 것

ㄴ. 손상 사례 구획 기준
① (사후 검사 전 문항에 대한 응답 평균값 – 사전 검사 전 문항

에 대한 응답 평균값)의 절댓값이 0 미만일 것
② 두 요인 이상에서, 요인별 (사후 검사 응답 평균값 – 사전 검

사 응답 평균 값)이 0미만일 것

ㄷ. 유지 사례 구획 기준
① 두 요인 이상에서 요인별 (사후 검사 응답 평균값 – 사전 검

사 응답 평균 값)이 0미만이나, (사후 검사 전 문항에 대한 
응답 평균값 – 사전 검사 전 문항에 대한 응답 평균값)의 절
댓값이 0 이상인 경우

② 두 요인 이상에서, 요인별 (사후 검사 응답 평균값 – 사전 검
사 응답 평균 값)이 0이상이나 (사후 검사 전 문항에 대한 응
답 평균값 – 사전 검사 전 문항에 대한 응답 평균값)의 절댓
값이 0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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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기준으로 실험집단1과 실험집단2의 학습자를 구획하였을 때 집

단별 독서 동기의 향상, 유지, 손상 사례의 수는 <표 Ⅳ-15>와 같았다. 

실험집단1 실험집단2

향상 13 10

손상 5 4

유지 1 2

<표 Ⅳ-15> 집단별 독서 동기의 향상, 유지, 손상 사례 수(단위: 명)

이 가운데 본고의 주요 관심이 되는 집단은 독서 동기가 향상된 사례와 

손상된 사례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향상된 사례와 손상된 사례의 예시를 보

이고자 한다. <표 Ⅳ-16>은 독서 동기의 향상 사례와 손상 사례의 독서 동

기 수준 실제 측정값이며, 【그림 Ⅳ-3】은 이를 도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집단
독서 동기 

변화
구분

목적 및 
가치

능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차원

식별 
번호

실험
집단
1

향상
사전 2.96 3.51 2.00 

집단1-07
사후 3.20 3.81 2.25 

손상
사전 3.44 3.24 3.03 

집단1-06
사후 2.26 2.51 2.44 

실험
집단
2

향상
사전 3.42 3.90 1.87 

집단2-08
사후 3.68 4.09 2.30 

손상
사전 3.11 4.27 2.57 

집단2-07
사후 2.60 3.82 1.97 

<표 Ⅳ-16> 독서 동기의 향상 및 손상 사례의 사전-사후 동기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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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실험집단 내 독서 동기의 향상 및 손상 사례

【그림 Ⅳ-3】에서 상단 행은 독서 동기가 향상된 사례를, 하단 행은 독

서 동기가 손상된 사례를 보이며 좌열과 우열은 각각 실험집단1과 실험집단

2에 해당된다. 차례로 독서 동기가 향상된 사례에서의 활동지를 검토한 후, 

손상된 사례의 활동지를 검토해 보았다. 활동지는 독서 동기 향상 사례가 

【그림 Ⅳ-4】와 【그림 Ⅳ-5】, 손상 사례가 【그림 Ⅳ-6】과 【그림 Ⅳ-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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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실험집단1의 독서 동기 향상 사례 활동지

【그림 Ⅳ-5】실험집단2의 독서 동기 향상 사례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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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실험집단1의 독서 동기 손상 사례 활동지

【그림 Ⅳ-7】실험집단2의 독서 동기 손상 사례 활동지

위 사례와 같이 독서 동기가 향상된 사례의 경우 개인의 관심이 반영된 

도서 선정의 이유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손상 사례에서 



- 143 -

도서 선정의 이유는 단지 ‘호기심이 생겨서’ 또는 ‘재미있어 보여서’와 같은 

기술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향상 및 손상의 사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손상된 사례에서의 도서 선정 이유가 특징적이다. 앞서 실

험집단1과 실험집단2에서 독서 동기가 손상된 사례는 각각 5명과 4명임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실험집단2의 한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의 활동지

에서 책을 선정한 이유가 모두 단순한 ‘재미’ 또는 ‘호기심’으로 수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적 독서를 위한 교수·학습이 교육적으로 보다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단지 재미만을 위한 독서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학

습자를 지도하는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편 텍스트의 선택권을 열어둠으로써 독서 동기 수준별 학습자의 텍스트 

장르가 달라진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서 동기의 수준에 따라 선택하

고자 하는 텍스트의 장르가 상이하였는데, 독서 동기 수준이 높은 학습자일

수록 줄글로 작성된 텍스트를 선택하고, 독서 동기가 낮은 학습자의 경우 

만화책 장르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독서 동기의 수준과 독해 능

력이 접한 관련이 있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다. 독서 동기와 

독해 능력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 (Schiefele, Schaffner, Möller, & 

Wigfield, 2012; 임효진, 2013)에서는 독서 동기 수준과 독해 능력이 정적 상

관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독서 동기 수준이 낮은 학습자는 보

다 읽기 쉬운 만화책 장르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는 자율적 독서 활동과 독해 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 교육이 적절하고 조

화롭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현 상태에서는 교수·학습 활동의 조건

을 동기 수준별로 마련해야 함을 가리킨다. 

2) 수업에 대한 인식 

한편 본고에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기준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여 수

업 환경에 대한 학습자의 양적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도서를 얼마나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지(자율성)’, ‘수업 시

간에 책을 얼마나 읽고 싶어서 읽었는지(자율성)’, ‘책 읽기 방법을 알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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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지(유능감)’, ‘책 읽기를 잘 하게 되었는지(유능감)’, ‘질문에 충분한 답변

을 받았음(관계성)’, ‘친구들과 함께 읽는 것이 도움이 되었음(관계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을 항목별로 평균 내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Ⅳ-17>과 같았다. 

제곱 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수업
평가

자율성 13.238 2 6.619 7.028 0.002**

실험집단2 = 실험집단1 > 비교집단

유능감 2.439 2 1.219 1.991 0.148

실험집단1 = 비교집단 = 실험집단2

관계성 2.847 2 1.423 2.410 0.101

실험집단1 = 비교집단 = 실험집단2

*p<.05 **p<.01 ***p<.001

<표 Ⅳ-17> 독서 환경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

 

<표Ⅳ-17>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 자율성의 항목에서 실험집단의 학

습자가 비교집단의 학습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제출하였다. 이는 

실험집단의 활동 조건이 비교집단의 그것에 비해 학습자에게 보다 자율적으

로 느껴졌음을 보이는 결과이다. 앞서 텍스트 평가 결과에 대한 해석과 마

찬가지로 실험집단에 부여한 활동 조건이 학습자의 자율적 독서 경험을 추

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적 평가 결과에 더해 본고에서는 수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

로써 수업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어떠한 의미로 남았는지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이는 수업이 목표에 맞게 잘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고자 하

는 의도를 지닌다. 이에 ‘수업을 통해 독자로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개방형 질문으로 만들어 학습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우선 독서 태도 형성

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은 응답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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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주기적으로 읽다보니 책에 흥미가 생겼고, 45분 만에 읽을 수 
있는 책은 많지 않음에 책을 대출해서 읽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실험집단1-04]

평소에 책을 읽지 않는데, 도서 시간에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어서 
독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집에서까지 읽는 습관 형
성을 하지는 못해서 아주 많이 도움이 된 것은 아니다.

[실험집단1-09]

독서 수업을 통해 평소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했던 책을 더 많이 읽
을 수 있었다. 또 책을 읽으면서 책을 더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셜록 홈즈 전집을 한 달에 한 권씩은 꼭 읽었다. 셜록 홈즈 책은 정
말 재밌었고 전집을 다 읽어 지금은 다른 책을 찾고 있을 정도로 책
에 대한 흥미가 생겼다.

[실험집단2-10]

재미있을 만한 책들을 유튜브 책 광고 영상이나 네이버를 통해 찾아
보게 되었고, 전에는 책은 그냥 좀 읽으면 좋고 딱히 안 읽어도 괜찮
다고 생각했었는데 수업 중에 책을 읽으면서 무엇보다 책에 대한 흥
미가 생겼고, 책에 필요성을 느꼈다. 책을 읽으면서 몰랐던 단어들도 
많이 알게 되었다.

[실험집단2-20]

실험집단의 학습자들은 교수·학습 이후 학습자들은 책을 대출해서 읽는

다거나 새로운 책을 구입하는 등의 행동 변화를 보였다고 답했다. 아울러 

교수·학습 처치 이후 책에 대해 흥미가 생겼다는 인식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이 원하는 책을 읽고 독자로서의 자율성을 경험하였음을 가

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에 반해 비교집단의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은 인식을 보였다. 

줄거리 요약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고, 독서에 더 관심이 생겼다.
[비교집단-13]

독서를 하면서 내용 파악을 더 잘하게 된 것 같다. 
[비교집단-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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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내용을 주의 깊게 이해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
[비교집단-24]

비교집단에서는 텍스트의 내용을 요약한다거나 내용 파악을 더 잘하게 된 

것에서 수업의 의의를 찾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는 비교집단

에서 독서 수업이 ‘독해 기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인식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 목표가 동일하더라도 교육의 활동이 어떻

게 설계되는지에 따라 학습자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이 변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근거로 볼 수 있겠다. 

앞서 본고에서는 교육 목표에 따른 교육 활동의 양상을 제안한 바 있으

며, 골자는 교육 목표가 태도 목표인지 또는 기능 목표인지에 따라 교육 활

동의 양상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안은 비교집단의 인식을 통

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비교집단에 처치된 교수·학습 방안은 ‘읽기의 생

활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과서에서 구현된 방안과 동일한 형태를 

지닌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과서에 구현된 교수·학습 방안은 교사가 선정

한 동일한 텍스트를 학습자에게 제공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으로 이

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학습자는 

자발적 독자로서의 태도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독해 기능을 향상시키

고자 하는 목표를 지니게 된다. 

요컨대 수업 환경에 대한 응답 결과와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인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른 활동 조건에서 학습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

는 경험의 속성이다. 이러한 결과는 서로 다른 활동 조건이 지니는 경험의 

속성만을 보여줄 뿐, 그것의 좋고 나쁨을 보여주지는 않으므로 해석상 유의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수업에 관한 학습자의 인식 및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보건대 태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과

는 다른 교수·학습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자발적 독자 양성의 태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기본 심리 

욕구를 충족하는 경험 중심적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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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책은 인류가 쌓아온 지식의 보고이며, 독서 활동은 인간의 성장에 기여한

다. 기술과 매체가 발달한 21세기 시점에서 독서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문자는 여전히 지식을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며 책은 독자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견식을 넓혀준다. 또한 

독서의 즐거움은 인간 삶의 안녕에 기여한다. 긍정 심리학이라는 새로운 심

리학 분야를 제창한 칙센트미하이(Csikszentmihalyi, 1990/2004:220)의 표현을 

빌리자면 독서는 “지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세계적으로 

가장 자주 거론되는 플로우14) 활동”인 것이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 세상에 읽을 책이 무수히 많다 할지라도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특히 영상성이 두드러지는 현대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 독서의 

입지는 점점 위협받고 있는 듯 보인다. 요컨대 한철우(1998)를 비롯한 많은 

논의에서 지적하였듯 자발적으로 독서 활동에 임하지 않는 사람이 많고, 한

평생 독서의 즐거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독서 교육

은 독서에 대한 가치를 깨우치고 자발적으로 읽는 습관을 위한 밑바탕을 형

성해줄 필요가 있다. 

그간 독해 기능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인지적 독서교육에서는 독해 기능

의 숙달 정도를 교육 효과의 척도로서 간주해 왔다.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

하는 평가 중심적 교육관은 오랜 기간 국내의 교육 패러다임이었고, 표준화 

검사를 통한 기능 숙달 정도의 평정 결과가 학습자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

하는 기준이 되어왔다. 이와 같은 표준화 검사는 학습자를 구분하는 획일적 

14) 플로우(flow)는 칙센트미하이의 개념으로 최적 경험(optimal experience)의 유사 
개념이다. 칙센트미하이(Csikszentmihalyi, 1990/2004:220)에서는 플로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플로우 경험을 통해 자아가 분화하고 통합되며, 인간은 삶
에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감을 얻게 된다. 

최적 경험이란, 의식이 질서 있게 구성되고 또한 자아를 방어해야 하는 외
적 위협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주의가 목표만을 위해서 자유롭게 사용될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미 이러한 상태를 바로 플로우(flow)경험이라고 이
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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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대가 되어 학습자들의 다양성을 해치고 교육적 소외를 초래하는 폐단을 

가져왔다(정혜승, 2007; Kohn, 2000). 

텍스트 요인을 고정하고 독해 기능을 숙달하게 하는 방식의 교육은 학습

자의 취향과 관심사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텍스트의 내용이 생소한 학습자

에게는 의도치 않게 패널티를 준 채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아울러 이러

한 교육에서는 텍스트 자체의 난이도가 고정됨으로써 독해 기능이 우수한 

학습자와 우수하지 못한 학습자가 자동적으로 구분되게 된다. 하나의 교실

에서도 학습자의 독해 기능은 편차가 존재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독서 과

제에 실패한 학습자는 계속해서 과제에 실패하게 될 소산이 큰 것이다. 

따고서 태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

으로 개발된 독서 교수·학습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자발적 독

자가 갖춘 독서 태도를 독서 동기의 수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자기

결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독서 동기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

였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경험 중심적 모형에 근거하여, 자기결정성 이

론을 토대로 선정한 교육 내용을 교육 활동으로서 체화시킬 수 있도록 교

수·학습 방안을 개발하였다. 이 교수·학습 방안은 독서의 실제 과정을 바

탕으로 구성한 활동으로써 독서의 이유와 방법, 독서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인격적 지식을 형성하는 데에 주 목적을 둔다. 요컨대 자율적 독서를 위한 

교수·학습 방안은 다음의 <표Ⅴ-1>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교육의 체계 내용

교육 목표 자발적 독서 태도의 함양

교
육 

내
용 
·
방
법

교육 내용으로서의 
독서 관련 지식

① 독서의 이유 (독서의 가치 및 목적)
- 개인적 독자로서의 성장
- 사회적 독자로서의 성장

② 독서의 방법:
- 도서 선택의 방법
- 독후 성찰의 방법

교육 활동으로서의 
실제 독서 과정

① 독서 전: 도서 선택
② 독서 중: 내용 파악 및 이해
③ 독서 후: 독서 내용 및 과정에 대한 성찰

<표 Ⅴ-1> 자율적 독서 교수·학습의 방안(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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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의 양상과 효과는 활동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도서 선

택 활동에서 선택권의 범위를 어느 정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독서 활동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독서 활동의 유형을 ‘개인 독

서 활동’과 ‘모둠 독서 활동’으로 대별하고, 그 중 개인 독서 활동을 중

심으로 활동의 조건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실험집단 1과 실험집단 2

에 학습자 개인별로 도서 선택권을 부여하였고, 독서 마무리 활동으로 실험

집단 1에는 개인 활동을 통한 성찰을, 실험집단 2에는 소집단 활동을 통한 

성찰을 유도하였다. 비교집단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읽기의 생활화’ 

성취 기준이 구현된 교과서 내용을 준용하되 목적에 맞게 변용하여 교수·

학습 처치를 진행하였다. 

교수·학습 방안의 효과는 자기보고식 독서 동기 검사 도구의 사전 및 사

후 응답 결과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 본고에서 마련한 교수·학습 

방안이 독서 동기 수준 향상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는 도서 선택권이 자유롭게 열려 있는 집단(실험집단 1, 실험집단 2)의 동기 

수준이 향상되고 도서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는 집단(비교집단)의 동기 수준

이 손상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목적 및 가치 요인에서 실험집단 1

과 실험집단 2의 교육 후 평균 수준이 비교집단의 그것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차원 요인에서는 실험집단 1의 교육 후 평균 수

준이 실험집단 2와 비교집단의 그것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마지막의 

능력에 대한 신념 요인에서는 교육 후 평균 수준이 세 집단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자기보고식 검사 도구의 특성상 학습자가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이상적인 독자상에 대한 인식이 사후 검사 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하므로, 실제 관찰에 기반을 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럼에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서 동기 수준 변화의 방향성이 존재함으로 

미루어 효과 검증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 

연구는 비교적 탄탄하게 축적되어 온 연구물들로 형성되어 온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대어 태도 목표를 위한 교수·학습의 설계 원리를 고려하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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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습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이고 실천적 의의를 찾을 수 있

겠다. 아울러 전통적 읽기 수업이 처치되는 비교집단을 설정하여 비교집단

에서의 동기 수준 변화를 함께 확인했다는 점 또한 독서 동기 향상을 위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논의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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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차  시 1 장  소 도서관

소단원 읽기의 생활화

학습목표

 독서의 이유를 파악하고 목적에 맞게 책을 선택할 수 있다.

 독서의 방법을 파악하고 난이도와 관심사를 고려하여 책을 

선택할 수 있다. 

학습단계
교수 - 학습 활동

교수 내용 판서 및 활동

도

입

동기

유발

얘들아 혹시 워렌 버핏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았니? 워렌 버핏은 세계적인 투

자자로 회사에 투자를 해서 회사를 성

장시키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야. 워렌 

버핏, 빌 게이츠, 페이스북 창업자 마

크 주커버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

엇인지 알고 있니? 이 사람들은 공통

적으로 ‘책을 많이 읽는 습관’을 가지

고 있다고 해. 

학습

목표

제시

오늘부터 우리가 앞으로 한 달 동안 

배울 내용은 책 읽는 습관들이기인데, 

우리가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 책을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실제로 책을 읽어보고 책 내

용에 대해서 친구들이랑 이야기 해볼

거야. 

우리는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는 있지만 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는 별로 생각해보지 못한 것 같아. 

*판서) 앞으로 배울 내용

① 독서의 이유: 개인적 

성장 및 사회적 성장

② 독서의 방법

③ 실제로 책 읽고, 읽은 

내용 소개하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책을 읽는 이유

를 말해볼까?

(학생: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부록 1] 자율적 독서 교수·학습의 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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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밖에도 책 속에는 훨씬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 한번 프린트물을 읽어

볼까? 

전

개

책 

읽기

의 

가치

프린트물에도 설명되어 있는 것처

럼, 우리는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싶을 

때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니면 조

금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해보려고 할 

때 책을 읽으면서 도움을 얻을 수 있

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책

은 무조건 읽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

라, ①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것이라는 거야. 그

리고 책은 일종의 친구 사귀기라고 생

각하면 돼. 친구들이랑 놀면 재미있

지? 책도 읽다 보면 재미가 붙어. 책 

읽기가 취미가 되는 이유는 책이 재미 

있기 때문이지. 어쩌면 처음에는 글자

가 많고 어렵게 느껴지니까 재미가 없

을 수도 있는데, 쉬운 책부터 차근차

근 읽다 보면 재미가 붙어. 원래 인간

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새롭게 알게 되

면서 재미를 느끼거든. ② 뭔가 알아

보거나 또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고민이 생겼을 때 친구에게 많이들 의

지하잖아? 이것처럼 책은 너희들이 언

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 특히 책에는 우리보다 더 

경험이 많은 인생 선배들의 이야기나 

깊이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조

금 더 도움이 되겠지 아무래도? 

*판서) 독서의 이유 

① 삶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② 호기심 해소, 조언이 

필요할 때, 전문성 신

장 등

= 친구 사귀기의 과정

책 자, 그러면 우리가 책을 읽는 과정 *판서) 책 읽기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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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의 

과정

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2페이지

야. 책을 읽는 과정은 크게 ‘책을 선택

하고’, ‘실제로 읽고’, ‘의미가 무엇인

지 한번 돌이켜보는 것’ 이렇게 세 가

지로 구분할 수 있겠다. 이 방법은 실

제로 빌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쓰는 독

서 방법이기도 하대.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책을 선

택하고,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 나

에게 갖는 의미를 파악하는 거야. 

사람마다 나에게 맞는 책은 다 다를 

수 있어. 어떤 사람은 공룡에 대해 좋

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

신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책 읽기를 통해 얻고

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책을 고르고, 또 그 책이 내가 읽으면

서 이해할 만한 수준인가를 생각하면

서 책을 고르는 것이 중요해. 사실 재

미있는 책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재미만 있는 책이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니까, 재미가 있으면서도 좀 

유익한 책을 고르면 더 좋겠지?

① 책 선택하기

(흥미, 수준)

② 책이랑 대화한다고 

생각하면서 책 읽기

③ 알게 된 내용이나 의미 

있던 내용 정리

도서 

선택 

활동

자 그러면 이제 책을 실제로 골라서 

읽어 보자. 앞서 선생님이 말했던 것

처럼, 자기의 관심사와 목적을 잘 생

각해보고 적당한 수준의 책을 골라 읽

으면 돼.

* 활동) 도서 선택하기

정

리

다음

차시

안내

다음 시간에 오늘 고른 책을 읽을 

거니까, 집에 가서 읽고 싶은 사람은 

책을 빌려가도 좋아요. 미리 읽고 오

면 좀 더 많이 읽을 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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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자율적 독서 교수·학습의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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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자율적 독서 교수·학습의 활동지

▒ 실험집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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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집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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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ing Instructional Models for Promoting Reading Motivation: 

the Self Determination Perspective

Heo, Moah

This study considers the key attributes of voluntary reader as the 

motivation for reading. There is a major purpose in developing teaching 

methods aimed at improving motivation for reading. The need for fostering 

voluntary reader is an important issue in our society that has been 

constantly discussed. It is being dealt with in earnest under the category of 

attitudes in the course of reading in Korean language courses. However, it 

has not been discussed effectively and systematically because the goal of 

fostering voluntary readership is to improve the reader's just ability. This 

is due to the difficulty of conceptualizing the defining ability of the 

emotional character, which is why the discussion of educational goals, 

content and methods remained abstract. Therefore, this paper 

conceptualized the definitional capabilities of voluntary readers as 'reading 

motivation' and identified the potential for improvement of reading motives 

against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which describes motivation from a 

humanistic perspective. 

The theory of self-determination reveals that experience in meeting the 

three basic psychological needs of autonomy, ability and relationship is the 

principle that causes internalization, and that these experiences are made 

under contextual conditions that are action-inducing. The contextual 

conditions that cause internalization are converging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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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related information with behavioral guidance, which is 

summarized as the reason for performance, the method of performance, 

and the environment of performance, respectively. The 

performance-related information that is action-inducing can be used as 

educational content by having a system in the context of education, as it 

takes on the nature of knowledge.

Based on this theoretical review, the goals, contents and methods of 

autonomous reading experience education aimed at improving reading 

motivation were developed, taking into account the system and components 

of reading education. Self-help reading experience education is conducted 

by (1) converting performance-related information collected through 

self-determination theory into knowledge that can be utilized in the context 

of reading education, (2) providing experience-oriented teaching methods, 

(3) achieving the educational goal of improving readers' motivation for 

reading.

To check the effect of autonomous reading experience education, a 

quasi-experimental study was conducted to eliminate education by 

organizing a comparative group with a laboratory. The experimental group 

was required to teach and learn autonomous reading experience education 

designed against self-determination theory. In addition, groups where 

autonomous reading experience education is handled were organized into 

groups with peer-to-peer interaction (experimental group 1) and 2 because 

the factors of the human environment were divided into teachers' peers. 

Meanwhile, the comparative group was required to have a 'one-volume 

read carefully' class, which can be seen as a typical form of 'read a 

semester'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Each class 

was analyzed as a text factor, task factor, and interaction factor in terms 

of factorial design.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were analyzed by covaria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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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which controlled the pre-sync level and looked at the pattern of 

changes in post-sync level. The analysis showed that there were 

group-specific differences in the 'purpose and value' and 'social-level' 

factors, and there were no group-specific differences in the 'efficacy' 

factors. Overall propensity was found to be the most significant 

improvement in motivation levels in experimental group 1 that supported 

autonomous reading experience education without peer interaction. The 

motivation level of experimental group 2 was slightly improved, but the 

change was not significant. In comparison groups, the motivation levels of 

'purpose and value' and 'social-level' factors were also shown to be 

impaired after the treatment of education, rather than without education. 

This can be understood as a result of the existing argument that batting 

experiences hurt motivation.

It is a quasi-experimental study that explores the principles of education 

that can be used in the field in order to foster voluntary readership, and 

thus confirms the importance of autonomous experience compared to 

previous preceding studies in which comparison groups did not exist. In 

order to achieve the defining goal of reading education, the content and 

methods of education must be implemented in a form that is available. 

The study suggests that autonomous reading experiences should be 

provided to foster voluntary readership.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Reading Education, Reading 

Motivation, Voluntary Readers, Self-Determination Theory (SDT), 

Experiential Education, Systematic Teaching Design

Student number: 2016-2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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