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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자기결정성 동기이론을 용하여 독서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안하는데 목 이 있다. 자기결정성 

이론은 단순히 내  동기와 외  동기로 양분하지 않고, 개개인의 자율성 혹은 결정성에 따라서 무동기, 외  조 , 

주입된 조 , 동일시 조 , 통합된 조 , 내재  동기 등 6가지로 구분하 다. 자기결정성 동기이론은 동기 유형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외재  동기를 어떻게 내면화할 것인가에 을 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RQ, MRP, ERAS, 

RSCS와 같은 기존의 독서동기 련 측정도구를 분석하고, 이를 자기결정성원리에 의한 6개 범주로 재분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자기결정성이론에 의한 독서동기 측정도구를 개발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독서동기 

측정도구는 자기결정성의 원리에 의거 6개 역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developing the measurement tool of reading motivation using self-determination 

theory (SDT). SDT is not simply divided into the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SDT resides along a 

continuum, with amotivation, external regulation, introjected regulation, identified regulation, integrated 

regulation, intrinsic motivation. SDT addresses the process of internalization of various extrinsic motives. 

This study analyzed motivation factor of the measurement tool such as MRQ (motivations for reading 

questionnaire), MRP (motivation to read profile) ERAS (elementary reading attitude survey, RSCS (reading 

self-concept scale). The study re-classified analysis results based on SDT. Ultimately, this study was 

proposed measurement tool of reading motivation using SDT has 6 area, 30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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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동기유발은 독서교육을 비롯한 모든 교육활

동에서 매우 요한 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학교도서 에서 제공하는 독서교육은 학생들의 

독서능력 신장 외에 독서동기 유발과 하게 

련되어 있다. 2013년 한국도서 회에서 발

간한 한국도서  기 에 의하면 학교도서 에

서 제공하는 독서교육은 ‘교과학습, 특별활동, 학

교행사, 교양․여가선용 등의 활동과 연계시켜 

실시하되 다양한 방식(독서표창 등)으로 독서

동기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한

국도서 회 2013, 213). 한, 미국학교도서

의회에서 천명한 독서 련 성명서에 의하

면 사서교사는 학생들이 평생 독자가 될 수 있

도록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리터러시 로그램

을 조직하고 진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AASL 2010, 1-2).

이와 같이 독서교육이나 독서 진 로그램

에 있어서 가장 요한 요소  하나는 독서동

기 유발이며, 동기유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서는 좋은 것이니 무조건 하라고 강요하는 교

육은 의미가 없다. 문제는 독서동기란 어떤 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객 으로 학생들의 독

서동기 수 을 측정, 평가하여 한 동기 유

발 략을 독서교육이나 독서 진 로그램에 

용할 것이냐에 달려있다. 학교교육에 있어서 

특히, 독서자료의 제공과 독서 로그램을 제공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서교사는 ․ 등학생

들의 독서동기 수 을 객 으로 측정, 평가하

여 독서동기 유발 략을 독서교육이나 독서

진 로그램에 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해

서는 먼  ․ 등학생들의 독서동기 수 을 

객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 를 들

면 조사지, 설문지 등)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럼

에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객  신뢰도와 타

당도를 갖춘 표 화된 독서동기 측정도구가 개

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외의 경우에는 MRQ(motivations for read- 

ing questionnaire)와 MRP(motivation to read 

profile)와 같은 독서동기 측정도구가 개발되어 

있으나 내 요인과 외 요인에 의한 통  

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 심리학

과 교육학 분야에서 리 용되고 있는 동기

이론을 반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각 분야

에서 인간 동기를 설명하기 한 이론  체계

로 리 수용되고 실증  연구에 의거 지지를 

받고 있는 동기이론 의 하나로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이 있다. 자기

결정성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타율 인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로 양분하지 않고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서 외  조 , 주입된 조 , 동일시 

조 , 통합된 조  등 다양한 동기 유형으로 구

분하고, 어떻게 하면 자율성이 떨어지는 동기

유형을 자율성이 높은 내재  동기로 내면화할 

것인가에 심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개인의 자율성에 따라

서 다양한 동기유형을 제시하고 있는 자기결정

성 동기이론을 바탕으로 독서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제안하는데 목 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측정도구는 양 연

구에 의해서 신뢰도  타당도를 확보한 표

화된 도구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표 화된 도구

를 개발하기 한 기  연구로서 기존의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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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독서 태도와 독서 흥미 요인을 포 함과 

동시에 자기결정성 동기 이론이 반 된 역별 

측정 항목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선행연구 

본 연구는 개개인의 자율성에 따라서 다양한 

동기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 자기결정성 동기이

론을 바탕으로 독서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측

정도구를 제안하는데 목 이 있다. 양 연구에 

의한 표 화된 측정도구를 개발하기에 앞서 질

 문헌연구를 통해 자기결정성 동기이론이 반

된 설문조사 형태의 독서동기 측정도구를 개

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해서 본 연구에서는 구체 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용하고자 한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독서동기의 개념과 

련 용어간의 계를 정립하고, 자기결정성 동기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가지 동기 유형(무동

기, 외  조 , 주입된 조 , 동일시 조 , 통합된 

조 , 내재  동기)별 개념  특징을 규명한다. 

둘째, MRQ(motivations for reading ques- 

tionnaire), MRP(motivation to read profile), 

ERAS(elementary reading attitude survey), 

RSCS(Reading Self-concept Scale) 등 4개

의 독서동기와 련된 기존 측정도구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분석내용을 자기결정성 동기 

이론의 6가지 동기 유형에 맞추어 재분류하고자 

한다. 측정도구 4가지를 선정한 이유는 Conradi 

(2014) 등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문 

에 발표된 92개의 독서동기 련 논문을 계

량서지학 으로 분석한 결과, 독서동기를 실질

으로 측정하는데 용 빈도가 높은 것을 

상으로 하 다. 독서동기 측정 연구에서 측정

도구의 용 빈도를 보면 MRQ(motivations for 

reading questionnaire)가 29.3%로 가장 높고, 

MRP(motivation to read profile) 10.9%, ERAS 

(elementary reading attitude survey) 7.6%, 

RSCS(reading self-concept scale) 3.3% 순으

로 나타났다(Conradi et al. 2014, 147). 

셋째, 4개의 측정도구 분석 결과와 자기결정

성 동기 이론의 6개 범주별로 재분류한 독서동

기 요소를 바탕으로 독서동기 측정도구를 설문

조사 형태로 제안하고자 한다. 

Conradi(2014) 등은 독서동기와 련된 계

량서지학  연구에서 Psynet, EBSCO, ERIC 

등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탐색한 독서동기 

련 연구가 1,429개에 이르고 있음을 밝히고 있

으며, 그  일정 기 에 의거 분석 상 연구물 

92개를 추출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

이 독서동기와 련된 연구는 교육학을 비롯한 

언어교육, 독서교육 분야의 주요 연구 과제이며, 

매우 인 연구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독서동

기와 련하여 2000년  이 에는 주로 독서 태

도와 독서 흥미의 에서 독서동기를 규명하

으며(Alexander and Filler 1976; McKenna 

and Kear 1990), 독서 가치, 독서 자아개념, 자기 

효능감 등 독서 요인을 규명하고 독서동기를 측

정하려는 도구 개발에 한 연구는 1990년  이

후 2000년  반에 주로 이루어졌다(Gambrell 

et al. 1996; McKenna and Kear 1990; Wigfield, 

Guthrie and McGough 1996). 2000년도 이후에

는 기존에 개발된 독서동기 측정도구를 기반으로 

독서동기 요인을 보다 실증 으로 규명하여 독

서 요인간의 계와 향 정도를 밝히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Applegate and Apple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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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Coddington and Guthrie 2009; Ghaith 

and Bouzeineddine 2003).

국내의 경우에는 독서동기 측정도구 자체에 

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독서동기

에 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고 요인을 범주화하

려는 연구(이순  2006; 곽재용 2009)가 있다. 

한, 남녀학생이나 등 학생 등 독립변인간

의 독서동기의 차이를 규명하려는 연구가 있다

(이 진, 조성만, 권태  2010; 박 민 200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외를 막론하

고 동기 이론으로 리 수용되고 있는 자기결정

성 이론을 반 한 독서동기 요인 규명이나 독서

동기 측정도구 개발에 한 연구는 아직 찾아볼 

수 없으며, 국내의 경우에는 독서동기 측정도구

개발 자체에 한 연구가 거의 이루지지 않고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개인의 자율성에 따라

서 다양한 동기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 자기결정

성 동기이론을 바탕으로 독서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2. 독서동기와 자기결정성 동기이론

2.1 독서동기와 요인

동기란 움직임을 뜻하는 라틴어 ‘movere'에

서 유래한 것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마

음을 행동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일이며, 동기를 

유발시키는 일을 동기유발(motivation)이라 한

다. 동기이론에서 리 수용되고 있는 동기에 

한 개념 정의를 보면 동기란 행동을 발생시키

는 원인으로 행동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며 행

동의 수 이나 강도를 결정하는 내  상태로 보

고 있다(Pintrich and Schunk 1996, 23).

독서동기는 독서행 를 유발하여 독서 과정

을 자발 이고 극 으로 이끌어 가는 핵심요

인으로서 독서동기가 높으면 효과 인 독서를 

수행하고 성공 으로 마칠 수 있다. 독서동기

는 독서 행 를 발하고 지속 으로 유지하며 

강화시키는 독자의 다면  심리구조이다. 독서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자아존 감, 자기

효능감, 읽기 목 , 읽기 태도 등을 들 수 있으

며,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복합 으로 작

용한다(한국어문교육연구소, 국어과교수학습연

구소 2006, 106). 이처럼 독서동기는 단순하고 

단일 요인으로 구성된 심리학  개념이 아니라 

독서에 한 개개인의 신념과 태도, 흥미, 목  

등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독서행 를 일으키

는 책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다. 

독서동기와 련된 독서 태도  흥미간의 개

념  차이와 련성을 규명하기 해서 Conradi 

(2014, 155) 등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문 

에 발표된 92개의 독서동기 련 논문을 

계량서지학 으로 분석한 결과 <그림 1>과 같

이 독서동기를 구성하는 요인간의 계도를 제

시하 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서동

기는 독서 목 , 독서 신념, 독서 성향이 복합

으로 작용하며, 독서신념은 자기 자신에 한 

신념과 독서에 한 신념으로 구성된다. 독서 

태도와 독서 흥미는 독서 성향을 구성하는 주

요 요인이며, 독서 성향은 독서동기를 형성하

는 주요 요인이다. 이와 같이 독서동기는 단순

히 내재  요인과 외재  요인으로 양분하기 

어렵고, 자아개념이나 독서 목 , 호기심 등 다

양한 심리  기제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RAS(elementary reading attitud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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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독서태도 측정도구이고, RSCS(reading self- 

concept scale)는 독서 자아개념을 측정하는 

도구이지만 독서 태도와 독서 자아개념은 모두 

독서 동기를 구성하는 요인이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분석 상에 포함시켰다. 

<그림 1> 독서동기 요인 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동기요인을 반

한 독서동기 측정도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특히 최근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동기이론인 

자기결정성의 원리에 의한 독서동기에 한 연

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개개인의 자율성에 따라서 다양한 동기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 자기결정성 동기이론을 

바탕으로 독서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

를 제안하고자 한다. 

2.2 자기결정성 동기 이론

최근 국내외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표

인 동기이론의 하나로서 자기결정성 이론(self- 

determination theory)이 있다. 자기결정성은 

한 개인이 군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주어진 상황에 처하고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로서 통제된 의도와 구

분하여 Deci와 Ryan(1985)이 처음으로 사용하

다. 자기결정성은 보상이나 외부 압력 등에 의

해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

는 능력이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

을 가리킨다. 개인의 자율  의도 즉, 자기결정

성이 가장 높은 것은 스스로의 즐거움이나 만족

감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된 행동이며, 자기결정

성이 가장 낮은 것은 강압이나 강요에 의해 행동

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자기결정성 이론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Ryan 

and Deci(2000, 61)는 어떤 활동을 유발한 동

기는 상, 벌, 강요와 같은 외  수단에 의한 것

과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내  요인으로 양분

하기 보다는 개인의 자율성 혹은 결정권이 어

느 정도 반 되었는지에 무게를 두어 <그림 2> 

와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가 요청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그들의 

환경을 탐색, 이해, 동화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제에 기 하고 있다. 이 에서

는 자기결정성의 정도에 따라 외재  동기가 여러 

유형으로 나 어질 수 있다고 제안하 다. 자기결

정성의 연속선상의 한쪽 극단에는 행동하려는 아

무런 의지가 없는 무동기(amotivation) 상태가 

있으며, 다른 한쪽 극단에는 내재  동기를 두고 

그 사이에 자기결정성의 수 에 따라 외재  동기

유형을 외  조 (external regulation), 주입된

(introjected) 조 , 동일시 된(identified) 조 , 

통합된(integrated) 조 의 네 유형으로 구분

하여 차례로 치시키고 있다(양미경 2012,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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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동기 내재  동기

<그림 2> 자기결정성에 따른 동기 유형

무동기에서 내재  동기에 이르기까지 자기

결정성 동기 이론에 의한 6개 범주의 동기 유형

에 한 자율성의 정도와 특징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행동하려는 아무런 의지가 없는 무동기 

상태이다. 행동할 의도가 결핍된 상태로 행동을 

하지 않거나 의도 없이 행동을 하는 무동기 수

이다. 무동기 상태에 있는 학습자 들은 과제 

수행에 가치를 두지 않으며 자신이 그 과제를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하지

도 않는다(이경화 외 2011, 324). 학습된 무기

력감과 비슷한 무동기는 외부에서 유인자극을 

주거나, 처벌을 가해도 학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상태이다. 무동기는 자신의 행동과 

행동 결과 사이의 연 성을 지각하지 못하기 때

문에, 자신의 행동에 정 인 결과가 뒤따랐을 

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경험으로부터 이

득을 취하지 못한다. 무동기 상태에 빠진 사람

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것도 통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이민희, 정태연 2007, 304).

둘째, 외재  동기  자기결정성이 가장 낮

은 외  조  수 이다. 외 보상이나 압력 혹

은 제약에 순응하기 해 행동을 한다. 이러한 

행동에는 자기결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타율  행동이다. 외재  조정에 의해 동기화

된 학습자는 부모나 교사가 제공하는 외  보

상을 얻거나 벌을 피하기 하여 과제를 수행

한다(이경화 외 2011, 325). 자기결정성이 거의 

없는 외  조  상태에서는 규칙을 따르거나 

처벌을 피하기 한 의도에서 행동을 하며, 인

과의 소재가 거의 으로 외부에 있는 것으

로 보고 외부 인 요구나 보상 때문에 행동을 

하는 수 이다. 학습을 하는 동기에 해 ‘선생

님께 야단맞고 싶지 않으니까, 규칙이니까’ 등

으로 반응하는 것은 이 수 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양미경 2012, 190). 보상

을 받기 해 공부를 하는 것, 야단맞지 않기 

해 공부하는 것, 시험 기간이 닥쳐와서 공부를 

하는 것,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숙제를 하는 것 

등이 외  조 에 속하며, 외  조 에 의한 동

기는 효율성이 떨어지며 동기의 지속력이 약하

다(이민희, 정태연 2007, 304).

세 번째 동기 유형은 자신이나 타인의 인정

을 추구하며 죄책감이나 불안 혹은 자기 비난을 

피하기 하여 행동하는 주입된 조 이다. 주입

된 조정에 의해 동기화된 학습자는 교사가 자신

을 좋은 학생으로 생각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

든지, 과제를 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든지, 하지 않으면 수치스럽기 

때문이라든지 등의 이유로 과제를 수행한다. 자

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거나 비난을 회

피하기 해 행동하며, 외부에 의해 요구되는 것

만을 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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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하나마 반 되는 수 이다. ‘선생님이 나를 

좋은 학생으로 생각해주기를 원하니까, 내가 하

지 않으면 내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질 것이니까, 

하지 않으면 스스로 괴로우니까’ 등의 반응이 이 

수 에 속한다(양미경 2012, 190).

네 번째 동기 유형은 외 으로 조정되었던 가

치나 목표를 자신의 것으로 수용, 선택하여 자

신의 가치나 목표와 동일시하여 행동하는 동일

시된 조 이다. 동일시 조정에 의해 동기화된 

학습자는 그 과목에 해 이해하기를 원해서, 

학 진학에 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원해서와 같이 개인  요성이

나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추구하기 해 과제를 

수행한다(이경화 외 2011, 325). 개인 인 요

성이나 목표 달성을 해 상당 부분 스스로 행동

을 선택하는 높은 수 의 자기결정성을 지니고 

있으나 자체의 내재  가치에 주목하기보다는 

목표의 달성으로 인한 외재  가치에 주목 한다

는 에서 외재  동기 유형의 한 단계인 것이

다. ‘그것이 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 주제를 이해하기를 원하니까’와 같은 반응이 

이 수 에 해당된다(양미경 2012, 190).

다섯 번째 동기 유형은 특정 행동이 갖는 바

람직한 측면을 받아들여 자신의 가치체계에 통

합하여 발 되는 행동인 통합  조 이다. 동일

시된 가치와 조정이 자아에 완 히 동화되었을 

때 발생하며 외  동기  가장 자기 결정 인 

형태이다. 통합된 조정은 환경에 의해 강요되거

나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화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통합은 자기조정이 매우 성숙된 단계

이기 때문에 자기 반성  사고가 가능한 청소년

기 이후에나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Ryan and 

Deci 2000). 통합된 동기에 따른 행동은 내 동

기와 공통 이 많지만 특정한 과제 수행 자체

에 내재해 있는 즐거움보다는 그 밖의 다른 결

과를 얻기 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여 히 외

 동기에 의한 행동으로 간주한다. 이 수 에

서는 자아의 가치가 외부의 가치 혹은 요구와 

완 히 일치되고 내면화된 상태로서 자기결정

에 의거하여 행동을 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으로 자신의 의지와 가치 단에 따른다고 해

도 어떤 행동의 내재  가치가 아닌, 도구  가

치에 의지한 행동이라는 에서 내재  동기와

는 구분된다(양미경 2012, 190).

끝으로 6개 범주의 동기 유형  자기결정성

이 가장 높은 내재  동기이다. 내재 으로 동

기화된 학습자는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

서 갖게 되는 만족이나 즐거움, 재미 등을 얻기 

해 과제를 수행한다. 따라서 이들은 도

인 과제를 선호하고 호기심 때문에 과제를 수

행하기도 하고 과제 수행의 결과를 자신의 내부

 기 에 의해 단하는 경향이 있다(이경화 외 

2011, 325). 

자기결정성 동기이론은 외재  동기는 부정

인 것으로 간주되던 종 의 이분법  구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동기

의 유형을 세분함으로써 외재  동기를 차 

내재  동기로 내면화하는 과정을 강조함으로

써 교육  맥락에서 요한 의미와 가치를 담

고 있다(양미경 2012, 196). 

  3. 자기결정성 동기이론에 의한 
독서동기 요인 분류

본 연구에서는 MRQ(motivations for reading 

questionnaire), MRP(motivation to read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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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ERAS(elementary reading attitude survey), 

RSCS(reading self-concept scale) 등 4개의 

독서동기 련 측정도구에 포함된 설문 항목을 

분석하고, 각각의 세부 요인을 자기결정성 이

론에 의거 재분류하고자 한다. 재분류를 통해 

기존의 측정도구가 얼마나 자기결정성 동기 이

론의 6개 범주에 해당하는 요인(혹은 설문 항

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

을 수정, 보완하여 자기결정성 동기 이론에 의

한 독서동기 측정도구를 개발하는데 활용하고

자 한다. 

3.1 독서동기 측정도구 분석

3.1.1 MRQ

MRQ(motivations for reading questionnaire)

는 미 교육부의 후원아래 운 되는 국가독서연

구센터(NRRC)의 연구 로젝트의 일환으로 

1996년에 개발한 설문지 형태의 독서동기 측정도

구이다(Wigfield, Guthrie and McGough 1996). 

MRQ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서동기

를 구성하는 요인을 3개 범주, 11개 차원으로 구

분하고 각 역에 해당하는 설문 문항을 배치하

고 있다. 설문문항은 총5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설문문항은 1-4  척도(매우 다름, 약간 다

름, 약간일치, 매우일치)로 편성되어 있다. 

MRQ 설문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3개 범

주, 11개 차원은 1995년에 이루어진 Wigfield와 

Guthrie의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 Wigfield

와 Guthrie는 그 당시 리터러시 연구자를 심

으로 이루어지던 독서 흥미와 독서태도만으로

는 독서동기를 완 하게 설명할 수 없고, 일반

으로 리 수용되고 있는 심리학  연구결과

를 독서동기 요인을 규명하는데 용해야 할 필요

성을 제기하 다(Wigfield and Guthrie 1995).

<표 1>에서 제시한 3개 범주, 11개 차원, 54개 

설문 문항을 심으로 MRQ 독서동기 측정도구

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주는 능력  효능감에 한 믿음이

다. 이 범주는 독서를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

다는 믿음에 해당하는 ‘독서 효능감’, 어려운 책

을 읽어 보려 시도하려는 ‘도 감’, 독서 활동을 

싫어하거나 벗어나려는 욕구에 해당하는 ‘독서

회피’차원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범주는 독서 목 이다. 이는 학생들이 독

서하는 이유나 목 에 따른 독서동기 유형으로

서 다양한 형태의 내재 , 외재  동기 요인과 성

취 목 , 성취 가치 등의 차원이 포함되어 있다. 

내재  동기 요인으로는 심 있는 주제나 토픽

의 책을 읽으려는 ‘호기심’, 독서에 한 즐거움

으로서의 ‘독서몰입’, 독서에 한 과제 가치로서

의 ‘독서 요성’ 차원이 있고, 외재  요인으로

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 을 얻고자 하는 

‘타인 인정’, 독서에 한 성취도에 해당하는 ‘독

서 수’, 다른 사람보다 책을 많이 잘 읽으려는 

욕구로서의 ‘독서경쟁’ 등이 있다. 

셋째 범주는 사회  목 이다. 이는 본질 으

로 독서가 사회  소통과정임을 반 한 것이며, 

아동  청소년들이 친구나 가족과 더불어 독서

에 해 의견을 나 고 책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해 교감하는 ‘사회  작용’을 통해 동기가 유

발될 수 있음을 반 하고 있다. 한 독서와 

련된 사회  동기 유발 요인으로 ‘순응’이 있으

며, ‘필요하니까, 선생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

이 해야 하니까 책을 읽는다’와 같은 설문이 순

응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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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차원 문항수(총54) 문항내용

능력  

효능감에 

한 믿음

독서 효능감 4

3(내년에는 독서를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9(유능한 독자라고 생각한다), 

15(다른 친구들보다 독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 50(다른 교과에 비해 

독서를 가장 잘한다)

도 감 5

2(어렵고, 도 인 책 읽기를 좋아한다), 7(사색 인 책 읽기를 좋아한다), 

26(나는 독서를 통해 어렵고 몰랐던 것을 배운다), 44(과제가 재미있으면 

어떠한 자료라도 읽을 수 있다), 48(재미있는 책을 만나면 어려운 책이라도 

읽는다)

독서회피 4

23(단어가 무 어려운 책을 읽기 싫다), 27(단어에 한 질문을 좋아하지 

않는다), 28(이야기가 복잡한 책은 좋아하지 않는다), 52(등장인물이 무 

많은 이야기 책은 좋아하지 않는다)

독서목

호기심 6

5(나는 선생님께서 말 하신 내용  흥미로운 것이 있으면 그것에 한 책을 

더 많이 읽는다), 8(나의 취미에 해 더 잘 알기 하여 취미 련 책을 많이 

읽는다), 13(흥미 있는 주제의 새로운 정보를 얻기 해 책을 읽는다), 16(나는 

새로운 것에 한 독서를 좋아한다), 35(흥미로운 책을 읽다보면 시간가는 

 모를 때가 있다), 45(다른 나라의 사람들에 한 책 읽기를 좋아한다)

독서몰입 6

10(공상 소설을 좋아하고, 이를 진실로 믿는다), 24(책을 읽을 때 마음속으로 

그 장면으로 그려본다), 30(책속에 나오는 인물이 친구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33(추리 탐정 소설을 좋아한다), 41(나는 오래 몰입할 수 있는 장편 소설을 

좋아한다), 46(모험 련 책을 좋아한다)

독서 요성 2
53(유능한 독자가 되는 것은 매우 요하다), 54(다른 어떤 활동과 비교해도 

유능한 독자가 되는 것은 매우 요하다)

타인 인정 5

14(다른 친구들이 나에 해 유능한 독자라고 말한다), 17(선생님이 책을 

잘 읽는 학생이라 칭찬해 주는 것이 좋다), 29( 군가가 나의 독서활동을 

인정해 주면 행복하다, 31(책을 읽고 있을 때 부모님께서 잘한다고 칭찬한다), 

36(나의 독서생활에 한 칭찬을 좋아한다)

독서 수 4

19(좋은 독서 수를 고 하고 있다), 37(독서 수는 독서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 생각한다), 39(나는 독서 수를 향상시키기 해서 책을 

읽는다), 40(부모님은 나의 독서 수를 궁 해 하고 묻기도 한다)

독서 경쟁 6

12(읽은 내용  아는 사람이 나 혼자 으면 좋겠다), 18(나는 최고의 독자가 

되고 싶다), 22(유능한 독자 명단에 오르는 것은 나에게 매우 요하다), 43(다

른 친구들보다 더 많은 정답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49(다른 친구들보다 빨리 

책 읽기를 마치고 싶다), 51(다른 친구들보다 책을 더 잘 읽기 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독서의 

사회  목

사회  

상호작용
7

1(가족과 함께 종종 도서 에 간다), 11(나는 형제자매들에게 책을 자주 읽어

다), 20(종종 부모님께 책을 읽어드린다), 21(친구와 서로 책을 바꿔서 읽기를 

좋아한다), 34(친구들에게 내가 읽은 책에 해 이야기한다), 38(나는 친구의 

독서 련 숙제를 도와주고 싶다), 42(가족들에게 나의 독서활동에 해 이야기 

한다)

순응 5

4(학교생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독서를 한다), 6(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독서를 한다), 25(선생님께서 시키는 로만 독서활동을 한다), 32(독서 

련 숙제를 끝내기 해서 독서를 한다), 47(정해진 시간 내에 책읽기를 

끝내려고 노력한다)

<표 1> MRQ의 독서동기 측정 역  문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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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MRP

MRP(motivation to read profile)는 1996년

에 Gambrell 등이 개발한 독서동기 측정도구이

다(Gambrell et al. 1996). 학교 교실에서 독서 

련 동기를 유발하고자 할 때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측정도구이다. 학생들이 독서

에 한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독자

로서의 자아개념 수 을 악하여 한 교수

설계와 수업방법을 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

이다. MRP는 1996년에 발표된 기 버  외에 

MRP-R(motivation to read profile-revised)

이 있다. MRP-R은 1996년  MRP를 수정, 보

완한 것으로 디지털 독서와 같은 시  변화를 

반 하여 2013년에 발표하 다(Malloy et al. 

2013, 274). MRP와 MRP-R은 기본 으로 동일

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동일한 심리학  배경 

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RP-R을 

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MRP-R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서동

기를 독서 가치와 독서 자아개념으로 구분하여 

련된 설문 문항을 10개씩 배치하여 총 20개 문

항으로 편성하고 있다. 20개의 각 설문 문항은 4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MRP-R의 역  ‘독

서 가치’는 가치-기 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독자 자아개념’은 자아개념 이론에 근거하고 있

다. 가치-기  이론은 성공할 것이라는 기 와 

그 성공에 해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의 정도에 

따라서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이다(Eccles 1983). 

자아개념은 한 개인이 자기 자신에 해서 가

지고 있는 신념체계로서 나 자신에 한 자각

이라 할 수 있다(김아  2008, 292).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자 자아개념’

역 문항수 문항내용

독서 가치 10

 1 (나에 해 친구들은 유능한 독자라 생각한다)

 3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부분 해결한다)

 5 (나는 내 친구들 보다 책을 잘 읽는다)

 7 (혼자서 책을 읽을 때 거의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9 (나는 유능한 독자이다)

11 (친구들이 책을 읽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걱정된다)

13 (내가 읽은 책에 해 선생님이 질문하면 거의 답할 수 있다)

15 (독서는 매우 쉬운 일이다)

17 (읽은 책에 해 모둠으로 토론할 때 내 의견을 말하는 편이다)

19 (소리 내어 읽으면 훌륭한 독자라고 생각한다)

독자 자아개념 10

 2 (독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4 (내 친구들은 독서는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6 (내가 읽은 책에 해 친구들에게 이야기 한다)

 8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매우 흥미로운 사람들이다)

10 (도서 은 시간 보내기 좋은 장소라고 생각한다)

12 (훌륭한 독자가 되는 것은 매우 요하다)

14 (독서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16 (선생님이 큰 소리로 책을 읽으면 매우 흥미롭다

18 (여유시간이 있을 때 책을 읽는다)

20 ( 군가 나에게 책을 선물해 주면 행복하다)

<표 2> MRP-R(독서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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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설문 문항으로 ‘독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내가 읽은 책에 해 친구들에게 

이야기 한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매우 흥

미로운 사람들이다’ 등이 있다. 

3.1.3 ERAS

ERAS(elementary reading attitude survey)

는 McKenna and Kear(1990)가 등학생을 

상으로 독서태도를 측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

도록 고안한 도구이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

이 ERAS는 크 이션 즉, 여가 활동으로서의 

독서와 련된 10개 문항과 교과  학업 독서

와 련된 10개 문항으로 구분하여 체 20개

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별 척도는 4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

나 <그림 3>과 같이 정  표 에서 부정  표

에 이르기까지 정서  느낌을 그림으로 표

하고 있다.

ERAS는 여가 독서와 학업  독서의 2개 

역별로 4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최  10

역 문항수 문항내용

여가 독서 10

 1. 비오는 날 주말에 책을 읽을 때 기분이 어떤가?
 2. 여유 시간에 학교에서 책을 읽을 때 기분이 어떤가?
 3. 집에서 재미있는 책을 읽을 때 기분이 어떤가?
 4. 선물로 책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떤가?
 5. 독서로 여유 시간을 보낼 때 기분이 어떤가?
 6. 새로운 책을 읽기 시작할 때 기분이 어떤가?
 7. 방학 에 책을 읽을 때 기분이 어떤가?
 8. 놀이 신에 책을 읽을 때 기분이 어떤가?
 9. 서 에 갈 때 기분이 어떤가?
10. 다른 종류의 책을 읽을 때 기분이 어떤가?

학업  독서 10

11. 읽은 책에 해 선생님께서 질문하면 기분이 어떤가?
12. 학습지나 활동지가 있는 책을 읽을 때 기분이 어떤가?
13. 학교에서 책을 읽으면 기분이 어떤가?
14. 교과서를 읽을 때 기분이 어떤가?
15.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것에 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16. 학  수업 시간에 책을 읽는 것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7. 독서 수업시간에 읽은 스토리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8. 교실에서 소리 내어 읽는 것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9. 사  이용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0. 독서 수에 해 말할 때 기분이 어떤가?

<표 3> ERAS(elementary reading attitude survey)의 독서태도 측정도구

<그림 3> ERAS의 문항별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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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최  40 까지 획득하도록 편성되어 있다. 

이 측정도구에 의한 수는 개개 학생의 

수가 아니라 규 참조평가로 한 개인이 속해 있

거나 혹은 속해 있지 않더라도 비교가 되는 집

단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성취했느냐 

하는 상 인 비교를 통해서 수 을 결정하는 

평가체제이다(McKenna and Kear 1990, 629).

ERAS의 개발자인 McKenna는 자신의 독서

태도 모형을 통해 독서태도를 독서동기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독서태도의 변화에 향

을 끼치는 요인을 직  효과와 간  효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직 인 효과

에 해당하는 요소로는 주  규범에 한 신념, 

독서 결과에 한 신념, 과거 독서 경험이 있고, 

간 인 효과에 해당하는 요소로는 사회체제 

 환경이 있다. 주  규범에 한 신념이란 

부모, 교사, 친구 등의 주 사람들이 독서를 얼

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한 신념 혹은 인

식을 말하며, 독서 결과에 한 신념은 독서 후

의 결과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한 기

를 말한다. 과거 독서 경험은 즐거움, 보상과 

같은 정  경험과 더불어 지루함, 실패와 같

은 부정  경험이 독서태도나 독서동기에 향

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끝으로 간  효과로

서의 사회체제나 환경은 부모의 독서생활이나 

가정에 보 하고 있는 장서나 장서수 등에 의해

서 학생들의 독서태도나 동기가 달라질 수 있음

을 나타내는 요소이다(McKenna 1990, 30-31; 

변우열 2015, 229-230).

3.1.4 RSCS

RSCS(Reading Self-concept Scale)는 Chap- 

man과 Tunmer(1995)가 개발한 독서 자아개

념 측정도구이다. 이 측정도구는 자기 자신에 

한 믿음의 정도 곧 신념에 따라서 독서 성과

는 물론 독서 태도나 독서동기가 달라질 수 있

다는 자아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자아개념을 

이용하여 Chapman과 Tunmer(1995)는 독서 

자아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며, 독서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구성요인을 독서능력과 난이도, 독서

태도 등 3가지로 보고, 3개의 역별로 10 문항

을 배치하여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된 RSCS 

측정도구를 개발하 다. 각 측정 문항은 리커

트 5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RSCS에 의한 

독서 자아개념 측정도구의 주요 내용은 <표 4>

와 같다. 

역 문항수(30) 문항내용

독서능력 10

 1. 스토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4. 책을 읽을 때 어려운 단어를 만나면 스스로 해결한다. 

 7. 책을 읽은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9 책을 읽으면서 단어 기억을 잘한다. 

12. 새로운 단어를 만나도 문제없이 책을 읽을 수 있다. 

15. 책을 읽으면서 잘 못 이해한 부분은 바로 수정하면서 읽을 수 있다. 

21. 책을 읽으면서 단어의 발음을 정확히 할 수 있다.

24. 빠르게 책을 읽을 수 있다. 

27. 책을 잘 읽는다고 생각한다. 

28. 그림이 없더라도 난이도가 있는 단어로 된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다. 

<표 4> RSCS 독서 자아개념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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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로서 자신에 한 정 인 자아개념을 

갖고 있더라도 자신의 독서능력이나 독서 난이

도에 한 지각에 따라서 자아개념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반 하고 있는 것이다. 개개인이 스

스로에 해 ‘나는 훌륭한 독자이다’라고 인식

하고, 책을 읽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수

록 그 지 않은 즉, 독서 자아개념이 낮은 사람

에 비해 높은 독서동기와 독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3.2 독서동기 요소 분류

MRQ, MRP, ERAS, RSCS 등 앞서 분석한 

측정도구에 포함된 독서동기 련 요소(요인)

를 자기결정성 원리에 의한 동기 유형으로 재분

류하고자 한다. 재분류를 통해 기존의 측정도구

가 얼마나 자기결정성 동기 이론의 6개 범주에 

해당하는 요인(혹은 설문 항목)을 포함하고 있

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자기결정성 동기 이론에 의한 독서동기 측정도

구를 개발하는데 활용코자 한다. 

첫째, 자기결정성 원리의 무동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무동기는 말 그 로 행동하려는 아무

런 의지가 없는 상태로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좋

아하지 않는 수 이다. MRQ의 11개 독서동기 

요인  ‘독서 회피’에 해당한다. MRP, ERAS

의 경우에는 무동기에 해당하는 요소는 보이지 

않으며, RSCS의 경우에는 ‘책을 읽으면서 불행

하다고 생각한다’라는 1개 항목이 이에 속한다

(<표 5> 참조).

둘째, 자기결정성 원리의 외  조 에 해당하

는 부분이다. 외  조 은 외 보상이나 압력 

혹은 제약에 순응하기 해 행동하는 수 이다. 

외  보상을 얻거나 벌을 피하기 하여 과제를 

역 문항수(30) 문항내용

난이도 10

 3. 교실에서 책을 읽는 것은 쉽지 않다.

 6. 교실에서 읽는 책의 내용이 어렵다. 

11. 다른 친구들은 나보다 더 어려운 책을 읽고 있다. 

14. 다른 친구들은 나보다 책을 잘 읽는다고 생각한다. 

17.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도와  사람이 있는가?

18. 책을 읽으면서 잘 못 이해할 때가 많은가?

20. 책을 읽으면서 무지하다고 생각해본 이 있는가?

23. 책을 읽을 때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26. 꼭 읽어야만 하는 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가?

28. 책을 읽으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한 이 있는가?

독서태도 10

 2. 책을 읽으면 기분이 좋다.

 5. 학  시간에 이루어지는 단어게임을 좋아한다. 

 8. 부모님에게 책 읽어주는 것을 좋아한다. 

10. 책 읽는 것이 매우 즐겁다. 

13. 단어가 많은 이야기책 읽기를 좋아한다. 

16. 독서에 흥미가 있다. 

19. 독서를 고 하고 있다. 

22. 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책을 읽는 것이 좋다. 

25. 교실에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30. 가정에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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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자기결정성
MRQ MRP ERAS RSCS

무동기

<독서회피>

23(읽기 싫다), 27(독서 질문 좋아하지 않는다), 

28(구조가 복잡한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 52(등장

인물이 많은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

- -
28(책을 읽으면서 

불행)

<표 5> 무동기 련 독서동기 요소

측정도구

자기결정성
MRQ MRP ERAS RSCS

외  조

<독서 수>

19(좋은 독서 수), 37(독서 수 

수단), 39(독서 수 향상), 40(부모

님은 나의 독서 수에 심)

<순응>

(필요한 경우에만 독서), 6(어쩔 수 

없이 독서), 25(시킬 때만 독서), 

32(숙제를 끝내기 해서 독서), 

47(정해진 시간 내에 독서)

-

12(학습지나 활동지가 있

는 책), 13(학교에서 책 

읽기), 14(교과서를 읽을 

때), 15(책을 읽으면서 공

부), 16(수업 시간에 책 

읽기), 20(독서 수에 

해 말할 때)

3(교실 독서), 5(단어게

임), 6(교실에서 읽는 책

의 내용), 25(교실에서 책

을 읽기), 26.(꼭 읽어야

만 하는 책)

<표 6> 외 조  련 독서동기 요소

수행하며, 자기결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타율  행동이다(<표 6> 참조).

MRQ의 11개 독서동기 요인  ‘독서 수, 

순응’에 해당한다. ERAS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교과서를 읽을 때, 수업 시간에 공

부하기 해서 등 독서 자체의 즐거움이나 만족

감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 독서를 하는 

정도의 요소들이 여기에 속한다. RSCS의 경우

에는 ‘교실에서 책읽기, 꼭 읽어야 하는 책 읽기’ 

등은 외압이나 강요에 의해 책을 읽을 수밖에 없

는 상황이라 단하여 여기에 배치하 다. 

셋째, 측정도구에 나타난 독서동기 요소  

자기결정성 원리의 주입된 조 에 해당하는 부

분이다. 주입된 조 은 자신이나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며 죄책감이나 불안 혹은 자기 비난을 피

하려는 목 으로 동기화된 행동이다. MRQ의 

경우에는 ‘타인 인정’, ‘독서 경쟁’, ‘사회  작용’ 

요인이 이에 속한다. MRP의 경우에는 ‘나에 

해 친구들은 유능한 독자라 생각할 수 있도록, 

내가 읽은 책에 해 선생님이 질문하면 답할 

수 있도록’ 등과 같이 타인의 인정을 받기 해 

독서를 하는 경우나 ‘친구들이 책을 읽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걱정 되어서’와 같이 

불안이나 비난을 피하기 해 동기화된 요소 등

이 포함되어 있다. ERAS의 경우에는 읽은 책

에 해 선생님께서 질문할 때, 선물로 책을 받

았을 때 기분, 서 에 갈 때 등 독서와 련된 

사회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자기결정성 원

리의 주입된 조 과 완 하게 일치하지 않는 측

면이 있다. RSCS의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은 나

보다 더 어려운 책을 읽고 있다, 다른 친구들은 

나보다 책을 잘 읽는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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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나 경쟁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도와  사람, 책을 읽을 때 특별

한 도움을 필요로 한다’와 같이 독서 활동과 

련된 사회  작용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표 7> 

참조).

넷째, 측정도구에 나타난 독서동기 요소  

자기결정성 원리의 동일시 조 에 해당하는 부

분이다. 

개인 인 요성이나 목표 달성을 해 행동

하는 수 에 해당하며, ‘ 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하니까, 필요하니까’와 같은 반응이 이

에 해당한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MRQ

의 경우에 자기결정성 원리의 동일시 조 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능한 독자가 되는 것은 매

측정도구

자기결정성
MRQ MRP ERAS RSCS

주입된 조

<타인인정>

14(유능한 독자), 17(선생님

이 칭찬), 29(독서활동인정), 

31(부모님 칭찬), 36(독서생

활에 한 칭찬)

<독서경쟁>

12(혼자만 알기), 15(다른 친

구), 18(최고의 독자), 22(유능

한 독자 명단), 43(더 많은 정

답), 49(빨리 책 읽기), 51(더 

잘 읽기)

<사회  상호작용>

1(가족과 함께 도서 ), 11(친

구에게 책 읽어주기), 20(부모

에게 책 읽어주기), 21(친구와 

서로 책을 바꿔서 읽기), 34(읽

은 책에 해 이야기), 38(친구

의 독서 련 숙제 도와주기), 

42(가족들에게 나의 독서활동 

이야기하기)

1(나에 해 친구들

은 유능한 독자라 생

각), 5(나는 내 친구들 

보다 책을 잘 읽음), 

11(친구들이 책을 읽

지 않는 사람으로 생

각하는 것이 걱정), 6

(읽은 책에 해 친구

들에게 이야기), 10

(도서 은 시간 보내

기 좋은 장소), 13(선

생님 질문), 17(모둠

토론), 20(책 선물)

4(책 선물), 11(선생

님 질문), 9(서 에 

갈 때)

8(부모님에게 책 읽어

주기), 11(더 어려운 

책), 14(더 책을 잘 읽

는다고 생각), 17(모르

는 단어가 있으면 도와

 사람), 23(책을 읽

을 때 특별한 도움)

<표 7> 주입된 조  련 독서동기 요소

측정도구

자기결정성
MRQ MRP ERAS RSCS

동일시 조

<독서 요성>

53(유능한 독자가 되는 것은 매

우 요), 54(다른 어떤 활동과 

비교해도 유능한 독자가 되는 

것은 매우 요)

12(훌륭한 독자가 되는 

것은 매우 요함), 4(독

서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매우 좋은 일)

- -

<표 8> 동일시 조  련 독서동기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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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요하다, 다른 어떤 활동과 비교해도 유능한 

독자가 되는 것은 매우 요하다’와 같이 독서나 

유능한 독자가 되는 것을 매우 가치 있게 생각하

는 경우를 들 수 있고, MRP의 경우에도 ‘훌륭한 

독자가 되는 것은 매우 요하다, 독서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등이 동일시 조

에 해당한다. ERAS와 RSCS의 경우에는 동

일시 조 에 해당 요소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섯째, 측정도구에 나타난 독서동기 요소 

 자기결정성 원리의 통합된 조 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통합된 조 은 내재  가치가 아니

라 도구  가치에 주안 을 둔다는 에서 완

한 내재  동기와는 차이가 있다. 학습의 

에서 왜 공부를 하는가? 혹은 공부하게 된 계

기나 동기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통합된 

조 에 해당하는 요소를 들어 보면, ‘나의 꿈을 

실 하기 해서, 나의 미래를 해서’ 등이 이

에 해당한다. 공부 자체가 즐겁고 만족스러워

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얻기 한 수단이나 도

구로 생각하는 수 이 통합된 조 에 의한 행

동이다. 이런 에서 본다면 <표 9>에 제시된 

요소들은 주로 독서능력, 독서 효능감에 한 것

으로 자기결정성 원리의 범주를 명확하게 설정

하기 어렵다. ‘통합된 조 ’에 분류하 으나 외

조 이나 주입된 조 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

이다. 따라서 향후 독서동기 측정도구를 개발할 

때 통합된 조 에 해당하는 부분은 MRQ, MRP, 

ERAS, RSCS에서 제시하고 있는 독서 효능감, 

독서능력 외에 독서와 련된 통합된 조  요소

를 추가로 확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여섯째, 측정도구에 나타난 독서동기 요소  

자기결정성 원리의 내재  동기에 해당하는 부

분이다. 내재  동기는 개개인의 자발 인 동기

로 어떤 일이나 행동 그 자체에서 만족감이나 즐

거움으로 인해 동기화된 행동이다. MRQ의 경

우에는 내재  동기와 련된 요소로서 도 감, 

호기심, 독서몰입 등의 요소가 있고, MRP의 경

우에도 ‘독서는 내가 하고 싶은, 독서는 재미있

다고 생각, 선생님이 큰 소리로 책을 읽으면 매

우 흥미’ 등이 있다(<표 10> 참조). 

측정도구

자기결정성
MRQ MRP ERAS RSCS

통합된 조

<독서 효능감>

3(독서를 더 잘할 것), 

9(유능한 독자), 50(독

서를 가장 잘함)

3(모르는 단어 해결), 

7(모든 내용 이해), 9

(유능한 독자), 15(독

서는 매우 쉬운 일)

19. 사  이용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독서능력>

1(의미 이해), 4(스스로 해

결), 7(책을 읽은 것은 매우 

쉬운 일), 9(책을 읽으면서 단

어 기억함), 12(새로운 단어), 

15(수정하면서 읽음), 21(발

음을 정확히 함), 24(빠르게 

책을 읽음), 27(잘 읽는다고 

생각), 28(스토리 이해), 18

(잘 못 이해할 때가 많음), 20

(책을 읽으면서 무지하다고 

생각해본 이 있음)

<표 9> 통합된 조  련 독서동기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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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자기결정성
MRQ MRP ERAS RSCS

내재  동기

<도 감>

<호기심>

<독서몰입>

2(독서는 내가 하고 싶

은), 4(독서는 재미있다

고 생각), 8(책을 많이 읽

은 사람들은 매우 흥미로

운 사람들), 16(선생님이 

큰 소리로 책을 읽으면 매

우 흥미), 18(여유시간이 

있을 때 책을 읽음)

1(비오는 날 주말에 책을 읽

을 때 기분), 3(집에서 재미

있는 책을 읽을 때), 5(독서

로 여유 시간을 보낼 때), 6

(새로운 책을 읽기 시작할 

때), 7(방학 에 책을 읽을 

때), 8(놀이 신에 책을 읽

을 때), 10(다른 종류의 책을 

읽을 때)

<독서태도>

2(책을 읽으면 기분), 10(책 읽

는 것이 매우 즐거움), 13(단어

가 많은 이야기책 읽기를 좋아

함), 16(독서에 흥미가 있음), 

19(독서를 고 하고 있음), 

22(스스로 책을 읽는 것이 좋

음), 30(가정에서 책을 읽는 것

을 좋아함)

<표 10> 통합된 조  련 독서동기 요소

ERAS의 경우에도 ‘비오는 날 주말에 책을 

읽을 때, 독서로 여유 시간을 보낼 때, 새로운 

책을 읽기 시작할 때’ 등 독서로 인한 만족감, 

즐거움과 련된 요소가 있다. RSCS의 경우

에는 ‘책 읽는 것이 매우 즐거움, 단어가 많은 

이야기책 읽기를 좋아함, 독서에 흥미가 있

음’ 등 자발  동기와 련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4. 자기결정성 동기이론에 의한 
독서동기 측정도구 제안

MRQ, MRP, ERAS, RSCS 등 앞서 분석한 

측정도구에 포함된 독서동기 요소를 자기결정

성 원리 즉, 무동기, 외재  조 , 주입된 조 , 

동일시 조 , 통합  조 , 내재  조  등 6개 

범주로 재분류하 다. 그 결과, MRQ는 자기결

정성 원리의 6개 범주  통합된 조  외에 나

머지 다섯 개 역에 해당하는 독서 동기 요소

를 두루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MRP, ERAS, 

RSCS는 자기결정성 원리의 6개 범주  부분

으로만 반 되고 있고 무동기, 외 조 , 동

일시 조  등의 역은 반 되어 있지 않았다. 

한, 자기결정성 원리의 6개 범주  주입된 

조 , 내재  동기 등 특정 범주에 편 되어 있

는 경우가 있고, 동일시 조 과 같이 재분류된 

항목이 지나치게 은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측정도구만으로는 자기결정

성 이론을 반 한 독서 동기 측정도구로 사용하

기 어렵고 자기결정성의 원리 즉, 무동기, 외재

 조 , 주입된 조 , 동일시 조 , 통합  조

, 내재  조  등 6개 범주가 반 된 독서 동

기 측정도구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분석한 내용과 자기결정성 

이론을 반 하여 새로운 독서동기 측정도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의한 독서동기 측정도구의 

개발 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결정성 원리에 의거 측정도구의 

역을 무동기, 외  조 , 주입된 조 , 동일시 조

, 통합  조 , 내재  조  등 6개 역으로 

구분하 다. 그리고 자기결정성이 가장 큰 내재

 동기를 맨 앞에 두고 자기결정성이 가장 작

은 무동기를 맨 뒤로 배치하 다. 

둘째, MRQ, MRP, ERAS, RSCS 등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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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를 분석하고, 재분류한 내용을 근간으

로 하 다. 다만, 자기결정성 원리의 6개 범주로 

재분류한 내용  항목이 5개 이상인 역은 핵

심 인 요소 5개를 추출하 고, 5개 이하로 부

족한 역은 자기결정성의 원리가 명확하게 드

러나도록 조사 문항을 진술하 다. 

셋째, 6개 역별로 5개 문항씩 배치하여 

역별 수와 체 독서동기 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무동기’에 배치된 문장은 

부정문으로 되어 있어 통계분석 시에는 역 코딩 

기법을 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 30개 조사 문항은 각각 리커트 5  척

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보통 등

학생의 경우 응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립

인 척도를 배제하고 4  척도로 만드는 것이 일

반 이지만 등학생들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5  척도로 통일시켰다. 

이러한 원칙에 의거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의한 독서동기 측정도

구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 제시한 측정도

구를 이용하여 실제 독서동기를 측정하고자 할 

때는 역이나 문항수를 제외해야 할 것이다. 

역
문항수

(30)
내용

척도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 다 매우그 다

 1       2       3       4       5 

내재
동기

5

 1. 독서는 즐거운 일이다. 

 2. 독서는 재미있고, 흥미롭다. 
 3. 독서는 보람되고 성취감을 다.
 4. 독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 해 볼 수 있다. 

 5. 독서는 시간가는  모르게 완 히 몰입할 수 있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통합

 조
5

 6. 훌륭한 독자가 되기 해서 책을 읽는다. 
 7. 학교 성  외에 더 많은 것을 알기 해서 책을 읽는다. 
 8. 나의 미래를 해서 책을 읽는다. 

 9. 사람은 독서를 해야 사람답게 잘 살 수 있다. 
10. 독서는 나의 꿈을 실 하는 요한 방법  하나이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동일시
 조

5

11. 독서는 요하니까 책을 읽는다. 
12. 독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 

13. 독서는 나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가치가 있다. 
14. 독서는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15. 내가 원하니까 책을 읽는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주입된 
조

5

16. 책을 잘 읽는 학생이라 인정받기 해서 책을 읽는다. 

17.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알기 해서 책을 읽는다. 
18. 친구, 형제, 자매 등 다른 사람과 화하기 해서 책을 읽는다. 
19. 책을 읽지 않으면 무시당할까  책을 읽는다. 

20. 경쟁에서 살아남기 해서 책을 읽는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외  

조
5

21. 좋은 성 ( 수)을 얻기 해서 독서를 한다.
22. 좋은 학에 진학기 해서 독서를 한다. 
23. 숙제, 수업시간 등 학생으로서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독서를 한다. 

24.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나 칭찬을 받기 해서 독서를 한다. 
25. 다독상, 우수 독서감상문 등 상장을 받고 싶어서 책을 읽는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무동기 5

26. 독서를 왜하는지 모르겠다.
27.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다. 

28. 독서는 요하지 않다. 
29 공부와 련된 책이든 이야기책이든 독서는 무조건 싫다.
30. 학교나 가정이든 장소에 계없이 독서는 지겹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표 11> 자기결정성 이론에 의한 독서동기 측정도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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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안한 측정도구는 향후 양 분

석에 의한 신뢰도 측정, 요인분석, 타당도  변

별도 등의 검증을 통해 표 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측정도구가 향후 표 화 과정을 거

치게 되면 등학생들의 집단  개인별로 독

서동기 수 을 악할 수 있고, 특정 수 에 머

물러 있는 동기 유형을 보다 내재 인 동기 유

형으로 내면화할 수 있도록 교사가 동기유발 

략을 용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본다.

5. 결 론

옛말에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

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말이 있다. 무슨 일

이든 강제하기 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할 때 제

로 된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일 것이

다.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

으키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도록 유도하는 동기

유발이야 말로 교육의 시작이자 가장 요한 일

이다. 독서교육에 있어서 독서동기 한 마찬가

지이다. 책을 읽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러한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다

면 독서교육은 성공 이라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지도하는 것도 요

하지만 책을 읽고자하는 마음이 있어야 책을 읽

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독서동기의 유발은 독서교육이나 

독서 진 로그램에서 있어서 매우 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에는 객

으로 독서동기를 측정할 만한 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다. 한 해외의 경우에도 MRQ, MRP, 

ERAS, RSCS 등 독서 동기 련 측정도구가 

마련되어 있으나 효용성과 실효성이 검증되어 

최근에 리 용되고 있는 동기이론 즉, 자기

결정성 이론에 의한 독서동기 측정도구의 개발

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기결정성 이론은 

내 동기와 외 동기와 같은 이분법  동기 구

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동

기의 유형을 세분함으로써 외  동기를 내  동

기로 내면화할 수 있는 략과 가능성을 보여

으로써 각 분야에서 리 수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개인의 자율성에 따라

서 다양한 동기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 자기결

정성 동기이론을 바탕으로 독서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제안하 다. MRQ, MRP, 

ERAS, RSCS 등 독서동기 측정도구를 분석하

고, 자기결정성 동기 이론의 6가지 동기 유형에 

맞추어 재분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자기결정성 

이론이 반 된 독서동기 측정도구를 제안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측정도구의 특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자기결정성 원리에 의거 측정도구의 

역을 무동기, 외  조 , 주입된 조 , 동일시 

조 , 통합  조 , 내재  조  등 6개 역으

로 구분하 다. 

둘째, MRQ, MRP, ERAS, RSCS 등 기존의 

측정도구를 분석하고, 재분류한 내용을 근간으

로 하 다. 다만, 자기결정성 원리의 6개 범주로 

재분류한 내용  항목이 5개 이상인 역은 핵

심 인 요소 5개를 추출하 고, 5개 이하로 부

족한 역은 자기결정성의 원리가 명확하게 드

러나도록 조사 문항을 진술하 다. 

셋째, 6개 역별로 5개 문항씩 배치하여 

역별 수와 체 독서동기 수를 산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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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구성하 다.

넷째, 30개 조사 문항은 각각 리커트 5  척

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측정도구는 향후 요인분

석, 신뢰도  타당도 검증을 통하나 표 화 등

의 실증 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본 연

구는 향후 실증  연구를 한 기 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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