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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교육의 큰 관심사 중의 하나는 학생으로 하여금 올바른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올바른 태도의 형성과 변화는 올바른 행동을 예측할 수 있도

록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중요성이 인정되기 때문

이다. 태도 변화 자체를 연구 주제로 하여 수행된 연구는 20세기 중후반의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심리학에 기반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며 21세기에 

이르러 생리학, 뇌과학 등의 발달에 힘입어 보다 정교해지고 심층적인 연

구들이 이루어진바 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태도의 형성과 변화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교육의 방법을 묻는 중요한 질문이 

된다. 태도의 교육이 중요하고 태도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

과들이 생산되었다면 이러한 연구 결과가 교육의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처방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태도의 형성 및 변화에 대한 최근까지의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이를 교수-학습의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한 축은 태도 교수 원리를 탐색하는 것으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유목화하고 분류하여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리의 형태로 제시

하는 것이었고, 또 한 축은 태도 교수의 교수적 개입의 절차와 과정을 드

러내고 그 표준적 과정을 제안하는 것으로 교수 절차와 함께 교수 전략을 

처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전형적인 개발 연구의 방법을 따랐으며 그 절차는 다

음과 같다. 첫째, 태도 교수 원리를 탐색하기 위하여 태도의 형성 및 변화

에 대하여 최근까지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이 고찰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1

차적인 태도 교수의 원리와 전략이 도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육학과 심

리학 영역의 실증주의적 연구로부터 정립된 이론과 더불어 문학과 미술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헌연구가 수행되었다. 도출된 태도 교수 전

략은 전문가 타당화 과정을 통해, 실제 태도 교수 프로그램 운영자/교수자/

전문가로부터의 피드백과 면담의 과정을 통해서 수정되었다. 둘째, 태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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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위한 교수적 개입의 절차와 과정을 드러내기 위하여 태도 변화의 과

정을 이론화한 모형들이 검토되었으며 이를 교수 상황에 융통성 있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시각적으로 제시되었다. 시각화된 모형은 정교

화 가능성 모델(ELM)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셋째, 개발되고 일차 타당

화 된 원리와 전략 그리고 과정 모형은 현장의 프로그램에 적용되고 있는 

실제 태도 변화 전략들과 대비해봄으로써 정교화 되었다. 우선 실제 현장

에서 태도 변화에 큰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된 사례를 하나 선정하고 

개발된 원리들과 전략 그리고 과정 모형의 타당성이 평가되었다. 이 과정

에서 교육공학 전문가/교수자/운영자로부터의 조언을 통해 태도 교수 전략

의 하위 요소들을 확정하였다. 그 다음은 이렇게 확정된 태도 교수 전략을 

기반으로 대표성을 띠는 태도 교육 프로그램 세 가지를 선정하여 어떠한 

전략들이 주로 사용되는가를 분석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태도 교육 프로그

램을 직접 기획, 운영 또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현직 교사,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태도 교수 전략의 각 요소별 실제 실천 사례들을 수집하여 원리

와 전략의 현실성을 높였다. 끝으로 최종 개발된 원리와 전략 그리고 과정

모형이 제시되었다.

  연구 결과, 태도 교수 원리는 태도의 층위에 따라 메타 인지적 성찰의 

원리, 인지적 구성의 원리, 감성적 공감의 원리, 행동 우선의 원리 등 네 

가지로 나타났으며 각 원리에 대한 교수전략들이 1, 2, 3 수준에 걸쳐 구체

적으로 제시되었다. 또 교수적 개입의 절차와 과정은 중심 경로와 주변 경

로를 중심으로 하여 중심 경로 개입, 주변 경로 개입, 그리고 환경 조성을 

통한 개입으로 나뉘어 제시되었다. 끝으로 연구 결과에 비추어 태도 교수 

원리 및 교수 전략의 함의, 교수 설계에의 시사점, 향후 연구의 방향을 논

의하였다.   

  

주요어: 태도 교수 원리, 태도 교수 전략, 태도의 메타 인지적 요소, 태도

의 중층 구조, 태도 변화를 위한 교수적 개입 경로

학  번: 2002-3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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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학습자의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은 인류사에서 교육이라는 행위

가 시작된 이후로 교수자가 지니는 불변의 교수목표일 것이다.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젊은이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일

은 인간의 여러 가지 관심사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Boyd, 1964, 1:1).’ 

  인류사 전반에 걸쳐 교육사를 연구했던 Boyd(1964)가 그의 저서 ‘서양

교육사(The history of western education)’ 본문 첫 문장으로 제시한 말이

다(이홍구, 박재문, 유한구 역, 2008, p. 8-9). Boyd가 지적하였듯이 역사적

으로 인간은 올바른 삶, 곧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교육을 받아왔으며, 행동

은 일반적으로 태도의 형성에 뒤따르기 때문에 교육은 언제나 태도의 형성

과 변화에 관심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역사적으로 젊은이들에게 

교육되어 온 것들은 소위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이라고 하

는 Bloom(1956)이 제시한 세 가지 교육 목표의 범주에 모두 포함될 것이

다.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 있고, 준수해야 할 

행동 규범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이러한 지식과 행동 규

범을 익히고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데, 이는 곧 태도의 문제이다. 따라서 교육자들이 언제나 태도의 형성과 변

화에 관심을 가져온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궁극의 행동 변화를 위해서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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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가 중요하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에토스’, ‘로고

스’, ‘파토스’라고 하는 수사학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상대방의 태도 변

화는 곧 설득 과정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을 

설득적인 모든 요소들을 발견해가는 기술이라고 하였다(이종오 역, 2007). 

  이처럼 태도의 변화 또는 설득이라는 주제는 대부분의 교육자들이 당면

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교수설계론을 강의하는 교수자는 강의가 시작되

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 강의를 수

강하는 학생들이 교수설계 활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훌륭한 교수설계자로서

의 꿈을 가지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서 학습자들이 교수설계에 대한 긍

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은 교수설계론 교과목의 학습목표로서 한 

차시의 수업분량으로 다루어지기도 하지만, 교수자가 수업시간마다 학습자

들에게 궁극적으로 드러내고 싶은 끊임없는 암묵적 메시지이기도 하다. 학

습자들이 이와 같은 암묵적 메시지에 반응함으로써 교수자가 원하는 태도

를 형성하는 것은 교수자들의 궁극적인 바램일 것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교수자는 한 학기 동안 강의를 진행하면서 끊임없는 암묵적 메시지를 노출

시키면서 의도적으로 학습자들의 태도를 어느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할 것이다. 때로는 명시적으로 그러한 의도를 드러내기도 할 것이다. 이러

한 태도는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간에 교수자가 의도를 가지고 다루는 

하나의 학습목표이다. 그 결과 태도는 Krathwohl 등(1964)에 의하여 정의적 

영역(affective domain)이라는 목표 유형으로 분류되기도 하였으며, Gagné
에 의해 다섯 가지의 학습목표 유형의 하나로 포함되기도 하였다.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의 환경을 해석하게 해주고 사회적 상황

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의 지침이 되어 주며, 우리의 경험들을 

우리에게 의미 있는 하나의 전체로 조직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중

요성으로 인하여 태도는 학교 교육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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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교육목표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태도를 포함한 정의적 영

역의 학습목표 유형은 인지적, 심동적 영역에 비하여 실제로는 매우 소홀

이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태도 목표에 대한 교수-학습 설계 연구가 이처럼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첫째, 태도의 개념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속성으로 규정되

기 때문이다. 관찰 가능한 인지적 영역과 행동적 영역은 학습자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목표 달성 여부를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반면에, ‘일관된 행동에의 경향성’으로 정의되는 

태도(Gagné, 1985)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태도를 

측정하고자 한다면 실제 행동으로 표출되는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 행동으로 표출되면 그 행동의 원인으로서 일관된 태도가 먼

저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결국 행동을 측정하는 것일 뿐 실제 

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 

  둘째, 태도를 가치나 신념 등과 유사 개념으로 취급하고 인식함으로써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생각해온 이유도 태도 목표에 대한 체

계적 접근을 어렵게 한 까닭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과 

기업교육에서의 학습목표 또는 수행목표로서의 태도 교육은 바람직한 태도

와 가치관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함은 물론이고 태도가 학습에 영향력을 끼

치는 가능성 등의 이유로 인하여 많은 학자들과 교육자들이 관심을 가져온 

영역이다. 또한 지식산업사회 또는 정보화․세계화 시대로 표현되는 21세기

에 기술문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인간성 상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 인성교육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우종옥 편, 2001). 그

러나 이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식교육을 강조하는 전통적 경향이 지

나치게 강하여, 태도 교육은 학교교육이나 기업교육에서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시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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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지식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정의적 교육은 저절로 되리라

는 비합리적인 생각에 기인하기도 한다(조영남, 1999). 

  넷째, 태도와 가치관 교육 그 자체의 원인으로서 아직까지 태도와 가치

관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지 등에 대한 일관된 견해가 도

출되어 있지 않다. 즉, 태도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체계성과 계획

성, 과학성 등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학 영역에서 태도 및 태도변화와 관련된 이론 또는 이와 관련한 연

구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이론 분야에서는 지금까지도 교육현장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두 가지의 교육목표 분류의 한 영역으로서의 태

도 목표가 있다. 교육평가의 객관화를 목적으로 Krathwohl 등(1964)이 교육

목표분류학(Taxonomy for learning, teaching, and assessing)을 통해 제시하

고 있는 정의적 영역의 분류1)가 있으며, Gagné(1985)가 교수-학습 과정의 

1) 수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정의적 영역에서의 교육목표는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태

도, 흥미, 정서, 의지 및 가치관 등의 형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정의적 영

역에 대한 연구 자체가 매우 어렵고 따라서 별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의적 영

역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인지적 수업목

표의 설정 및 달성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이나 과정 등에 대하여 시사 받을 수 있는 연

구의 결과들은 상당히 많으나 정의적 수업목표의 종류나 내용, 그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론을 시사 받을 만한 연구는 매우 희귀한 편이다. 현재까지 정의적 영역의 교

육목표 분류와 관련되어 수행된 연구 중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연구로 공인되고 있는 

것이 Krathwohl, Bloom, & Masia(1964)의 연구이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4). 

정의적 영역의 교육목표를 그는 정의적 영역의 종류에 따라 분류한 것이 아니라 태도, 

흥미, 가치 등 정의적 특성들을 개인이 내면화하는 수준이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

는 식으로 정의적 수업 목표를 분류하였다. Krathwohl 등(1964)은 정의적 특성을 체계

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내면화(internalization)라는 기본 개념을 도입하고, 정의적 교육

목표의 분류 항목을 수용(receiving), 반응(response), 가치화(valuing), 조직화

(organization), 인격화(characterization by value complex)라는 5대 영역으로 구분하

여 제시하였다. 여기서 내면화란 태도나 가치가 점진적으로 개인의 한 부분이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Martin & Reigeluth, 1999). Krathwohl 등(1964)에 의하면, 어떤 외

적인 현상이나 가치가 개인에게 내면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우선 그 현상이나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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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한 다섯 가지 

학습목표의 유형 분류 가운데 태도의 목표가 있다. 또한 이러한 이론적 바

탕 하에 효과적으로 태도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교수 방법으로서 

Krathwohl 등(1964)의 정의적 영역의 내면화 원리에 따른 5단계 태도 습득 

절차를 따르거나 Gagné의 태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외적 조건으로서의 9

가지 수업사태의 수업설계 절차를 따르는 방법(조영남, 1999) 등이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가 보다 구체화되었거나 이들 연구에서 제안

하는 원리를 실제에 적용하여 효과성을 보는 연구가 수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이 외에

도 실제로 태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업설계 원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한 

처방적 연구는 드물다. 다만, Kamradt와 Kamradt(1999)가 제안하고 있는 

태도교수를 위한 구조화된 설계 전략이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태도교수 설

계전략으로서는 비교적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모형이다. 그들에 의하면 현

장에의 꾸준한 적용을 통해 보완되고 있는 모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태도 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처럼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태도 교육의 난해함을 들 수 있다. 김상호(1976; 김인식 등, 2000에서 재인

용)는 태도 교육의 어려움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바 있다. 그에 의하

면 태도 교육의 어려움은 첫째, 태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와 관련

이 있다. 태도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어느 측면을 부각하느냐에 따라 

태도는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태도를 신념이나 개념 체계로 

보는 인지적 입장과, 태도를 감정의 방향과 그 강도로 규정하는 정의적 입

장의 두 가지가 지배적인데, 이러한 입장에서는 태도 수업을 위한 전략 수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각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그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

고 점점 더 자발적으로 반응하고 만족감을 느끼며, 그것에 대한 가치를 수용하고 조직

화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행동과 느낌이 일관성 있게 통합되고 

궁극적으로 인격화됨으로써 가치가 내면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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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에 난점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즉, 인지나 정의는 그 자체로서는 관찰하

기 어려우며, 행동적 시사를 주는 수업목표로 진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문제는 태도의 측정2) 및 평가에 관련된 문제이다. 태도를 재는 데 흔

히 사용하고 있는 5점 척도(Likert 척도)의 방식은 태도의 인지적 혹은 정

의적 속성을 측정하는 것인데 이들 속성은 가설적인 내적 특성이기 때문에 

검사에서 나타난 반응을 보고 추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측

정의 결과와 실제 행동의 결과가 일치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실제로 

태도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온 사회심리학에서도 전통적으로 태도는 행동을 

예언하는 변수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태도에 대

한 새로운 정의와 속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나은영, 1994). 세 

번째 문제는 수업방법3)의 문제로서,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며 어떻게 수정

2) 태도 측정(attitude measurement)이란 부모․학교․놀이․청소 등과 같은 특정한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성 있는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내적 경향성을 재는 것으로

서, 태도조사와 태도척도라는 두 가지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표출된 반응, 또는 

행동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서적인 기호와 인지적인 판단을 재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정의적 영역의 교육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4). 

3)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4)는 태도 교육의 정의 및 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태도 교육(attitude education)이란 인간의 태도를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이다. 태도의 계획적 변화과정은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째는, 무슨 태도를 가르칠 

것인가 하는 태도교육 목표의 설정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내재적 상태로서의 태도를 

그 학습지도 및 평가에 구체적인 시사를 줄 수 있도록 정의․분류․진술한다. 둘째는, 설정

된 태도를 가르치는 학습지도의 단계이다. 여기서는 태도학습의 내적 과정을 밝히고, 이 

과정을 지원하고 촉진시킬 외적 조건을 설정하는 교수설계 및 활동이 전개된다. 셋째는, 

학습된 태도를 의미 있고 타당하게 확인하는 평가의 단계이다. 여기서는 교수과정을 통

해서 학습자의 태도가 목표에 비추어 얼마나 학습되었는가를 신뢰 있고 타당하게 평가

한다. 학습 성과로서의 태도가 영향을 줄 구체적 행위의 진술과, 이 행위가 나타날 다양

한 상황을 확인하여 정리한 이원분류표의 작성은 효과적인 태도 평가의 구실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4)의 태도 교육에 대한 정의와 절차에 대한 설

명은 개념적 설명에 불과할 뿐,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사례는 대부분의 경우가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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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에 대해 일치된 견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김인식 등(2000)은 태도 수업의 문제점을 김상호의 주장을 들어 제시하

면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하여 심리학 분야의 Heider, Festinger, 

Bandura 등의 이론을 소개하고, 7가지의 일반적인 태도 수업원리를 제시하

고 있다4). Driscoll(2005)은 Gagné의 다섯 가지 학습유형 중에서 태도 학습

을 위한 조건으로서 행동주의의 고전적 조건화 방법으로서의 자극과 태도

의 연합, 조작적 조건화 방법인 강화의 원리가 적용되는 태도 강화, 그리고 

Gagné(1985)와 Bandura(1969)의 인간모델 활용 방법의 적용 등에 대하여 

이론적 수준에서 논의하고 있다. Driscoll이 제안하는 세 가지 방법, 즉 고

전적 조건화의 방법, 조작적 조건화의 방법, 그리고 모델링의 방법은 심리

학 영역에서 넓게 인용되고 있는 태도변화를 위한 학습이론들이다(이현수, 

1995). 송인섭(1989)은 정의적 영역의 하나로 취급되는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기 위한 개념적 교수모형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여러 학자들

에 의하여 태도 목표를 위한 또는 포괄적으로는 정의적 영역의 목표 달성

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이나 설계 전략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어 왔으나, 

대부분이 이론적 논의에서 그치고 있다.

목표로서의 태도 형성이나 태도 변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특정 교수-학습 방법을 

처방한 후, 부차적인 효과로서 학습자들의 특정 교과목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연구들이며, 태도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 알려진 모형이나 이론을 

찾기가 어렵다.

4) 김인식, 최호성, 최병옥(2000)은 태도변화의 일반적인 설계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

고 있다. 첫째, 가르칠 태도와 가치관을 분명하게 확인하라. 둘째, 적절한 시범인물에 

의한 시범을 보여줌으로써 모방을 자극하라. 셋째, 태도의 대상에 대한 유쾌한 경험을 

가능한 많이 제공하라. 넷째, 가르치려는 태도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라. 다섯

째, 학습자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라. 여섯째, 집단 활동에의 소

속 또는 집단 활동의 조직을 자극하라. 일곱째, 학습자 스스로 새로운 태도 및 가치관을 

발견하도록 격려하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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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효과적인 태도 학습을 안내하는 체계적인 이론이나 연구는 비록 

드물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태도 교수에 능한 재능 있는 교수자들이나 교

육 운영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학습자들에게 목표 태도에 도달하도록 

유도하는데 성공하는 교수자들 및 교육 운영자들의 지식과 그들의 방법을 

파악하여 모든 교수자들과 운영자들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할 수는 없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본 연구자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

다는 답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첫째는 왜 그리고 어떻게 인간의 태도가 형성되거나 변화되는가에 대한 

연구 문헌을 고찰함으로써 태도 변화의 원리를 확인하는 것이며, 둘째는 

태도 형성 또는 변화에 성공하는 실천 영역으로부터 태도 변화의 요소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하여 태도 교수 전략의 요소들을 도출한 후

에 각각의 구성요소들이 실제 태도 교육 프로그램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가를 검토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얻어진 정보들을 기반으로 태도 교

수 전략과 적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

  첫 번째 방법, 즉 태도 및 태도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문헌 고찰과 

관련해서는 이미 교육학 영역뿐만 아니라 심리학 영역5)에서 상당한 정도

의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있다(Albarracin et al., 2005; Erwin, 2001; 고 이수

원 교수 논문집 발간위원회, 1999; 나은영, 1994). 사회심리학에서는 태도 

및 태도 변화가 주된 탐구 영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는 사회심리

학자들이 태도를 사회행동의 주요 설명 변인으로 보았기 때문이다(나은영, 

1994; 이수원, 1998). 사회심리학의 태도 연구 전통은 그대로 교육학의 태

5) 최초의 사회심리학 교과서가 1908년에 출판된 이래로 한 세기가 흐르는 동안 사회심리

학 영역에서는 태도 연구의 흐름을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한다(McGuire, 1986; 이수원, 

1998에서 재인용). 첫 번째 시기는 1920년대에서 1930년대로서 이 시기에 태도의 측

정기법이 발전되었으며, 두 번째 시기는 1950년대에서 1960년대로서 태도변화의 과정

이 연구된 시기이다. 세 번째 시기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로서 이 시기에는 태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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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에도 적용되어 왔으며, 대표적인 이론들은 행동주의 전통의 조건화 

이론, 사회인지 기반의 관찰학습 이론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전략과 기법

들로서는 모델링, 역할극 등이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심리학자들은 개인의 사회행동이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 것이며 따라서 태도를 이해하게 되면 사회행동을 설명하고, 예언하

며,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상당한 정도의 축적되어 있는 

태도 및 태도 변화 관련 연구결과와 이론들이 실제 교육방법에 적용되는 

사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심리학적 접근이 현상의 문제 해

결이나 문제의 개선에 있지 않고 현상에 대한 실증주의적 접근을 통해 현

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즉, 태도의 구

조나 개념 또는 기능을 설명하고, 태도 변화가 왜 발생하는가를 설명할 뿐, 

태도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실천적 처방에 대해서는 관심 영역이 아닌 것

이다. 태도의 형성 또는 변화를 위한 교육 방법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본

적으로 태도 변화의 내적 과정을 밝히고 그러한 내적 과정에 부응하는 태

도 학습의 외적 조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교육 

영역의 역할이라고 할 때, 이미 사회심리학 영역에서 축적되어 있는 연구

결과 및 이론으로부터 태도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교육 영역에

서의 최근의 시도는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6). 다만, 행동주의 심리학을 근

간으로 하는 고전적 혹은 조작적 조건화의 방법과 인지적 모델링의 방법을 

태도 교육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제안이 있어왔으나(Driscoll, 2005; Gagné, 
1985; Bandura, 1976), 실제로 이러한 원리의 근거로서 태도의 정의, 태도의 

6) 태도 교육에 대한 국내 문헌으로서는 김인식 등(2000)의 문헌이 가장 최근 것으로서 

Gagné의 조건 기반 교수 모형과 Bandura의 관찰학습 이론 및 조건화를 통한 태도변화 

이론을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 문헌으로서는 Reigeluth(1999)의 Green book II의 chapter 

22에 게재된 태도 교수를 위한 구조적 모형이 가장 최근 것으로서 이는 Festinger의 인

지부조화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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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태도의 변화과정(내적 과정) 등을 밝히는 선행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

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태도 변화를 위한 처방적 원리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실증주의적 접근에 

의해 도출된 이론에 기반하는 접근과, 비록 이론에 기반하고 있지는 않으

나 실천적 관점에서 경험적으로 태도 변화에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는 사례

들로부터 원리를 도출하는 비이론적 기반의 접근법이 있을 수 있다. 경험

이나 실천 영역으로부터 도출되는 원리들을 가져오는 것은, 기술적

(descriptive) 이론에만 의존하지 않고 처방적 원리를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기존의 태도 교수 이론이 매우 오래된 이론

에 기반하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하여 최근까지 이루어져 온 심리학 

분야의 실증주의적 접근에 의한 태도 변화 원리를 탐색하여 태도의 구조 

및 변화의 과정을 밝힘으로써 이론에 기반한 처방적 원리를 도출할 필요성

을 제기한다. 그 다음으로 경험적으로 이미 태도 변화에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대표적인 사례들로부터 태도 변화 원리를 도

출하기 위하여 실천 영역을 탐색하여 태도 변화에 효과적인 경험적 원리를 

도출할 필요성을 또한 제기한다. 실천 영역에서는 우선적으로 문학과 미술

회화 영역에서 작가와 작품을 선정하여 평론가들의 일반화된 평을 중심으

로 분석하였다. 심리학 연구의 이론을 확인하는 것은 실증주의적 접근에 

의한 것이라면 실천 영역의 경험적 사례들을 분석하여 원리를 찾고자 하는 

것은 해석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헌 고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본 연구자의 의도는 이러한 사

회심리학 영역과 실천적 경험의 영역에서 축적되어온 태도 이론과 원리를 

이해하고 이로부터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내적 과정

으로서의 태도의 형성 및 변화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서 도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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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변화의 핵심 요인을 확인하고 수업 과정에 어떻게 해당 요인을 적용할 

수 있는지, 즉 교수자나 교육 운영자가 어떤 개입 활동을 통해서 태도 변

화를 유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규명하고, 해당 활동이 반영될 수 있는 

교수 전략을 구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이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자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태도 및 태도 형성․변화와 관련한 이

론과 연구들이 사회심리학이나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상당한 정도로 축적

되어 있고, 실천 영역에서도 문학이나 미술 등의 예술 영역 등을 중심으로 

태도 변화에 매우 성공적인 사례들이 꾸준하게 축적되어 오고 있는 반면

에, 태도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교육현장의 태도교육 장면에서는 거의 고

려되고 있지 않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현상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심리학 영역과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영역 간의 괴리를 메우기 위하

여 심리학 영역의 태도 관련 연구 결과들과 실천 영역의 경험적 원리들을 

태도 목표의 성취를 위한 태도 교수 방법에 적용하는 데 근본적인 관심이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태도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하여 학습자의 내적 과

정으로서의 태도 형성 및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외적 조건

을 확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태도 교수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도의 형성 및 변화 원리에 기반한 태도 교

수의 원리는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실증주의적 이론에 기

반한 태도 변화 원리와 해석적 접근을 통해 도출한 태도 변화 원리가 포함

될 수 있다. 둘째, 학습목표로서의 태도의 형성 및 변화를 위한 태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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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태도 교수 전략의 범주화와 태도 교수 

전략의 하위 요소의 구성, 그리고 교수 상황에서의 실제 적용 가능한 교수 

절차에 대한 개념 모형이 포함된다. 

3. 용어의 정의

• 태도(Attitude)

  태도는 전통적으로 어떤 이슈, 사물 또는 사람 등과 같은 특정 대상에 

대하여 갖는 일관된 행동을 하려는 경향성으로 정의되어 왔다. 이 정의에 

따르면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태도의 삼요인으로 태도의 구조가 결정된

다. 그러나 최근의 태도에 대한 메타 인지적 모델에 의하면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 자체를 성찰함으로써 자각되는 메타 인지적 태도가 존재하며, 

이것은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Petty, 2006; Cohen & 

Reed, 2006). 

• 태도 교수(Attitudinal Instruction)

  태도 교수란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목표 또는 수행목표로서의 태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반 지원 체제이다(Kamradt & Kamradt, 

1999).  

• 태도 교수 전략(Attitudinal Instructional Strategy)

  태도 교수 전략은 학습자의 목표태도에 영향을 주기 위한 교수적 개입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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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화 가능성 모델(Elaboration Likelihood Model)

  인지적 정보 처리 관점의 태도 변화를 기술하는 이론(Petty & Cacioppo, 

1981)으로서 학습자의 태도 메시지에 정교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관여도가 

높은 경우)에는 정보의 처리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설득에 대한 인지반응이 

일어나며 이때 중심 경로를 통하여 정보가 처리된다. 반면에 정교화 가능

성이 낮은 경우, 예를 들어 저관여이거나 인지의 욕구가 적을 때, 시간의 

압박이 있을 경우에는 주변통로를 통해 설득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주위

가 산만한가의 여부나 교육 운영 등의 제반 환경적 요소들은 중심 경로나 

주변 경로의 정보 처리를 촉진 또는 저해하는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태도 

변화를 위한 개입 경로는 크게 중심 경로, 주변 경로 및 환경 조성을 통한 

개입 경로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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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인 태도 교수 원리 탐색 및 전략 개발을 위해 먼저 다양

한 분야에서 수행되어온 태도 및 태도 변화 원리에 대한 선행 연구와 관련 

개념 및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실제 교수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교수 절차의 개념 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교수적 개입 경로와 관련된 선

행 연구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태도의 개념

가. 태도 연구 동향

  태도를 ‘한 개인의 어떤 대상에 대한 마음의 상태’라고 간단히 정의한 

Thomas와 Znaniecki(1918)의 논문은 ‘태도’를 최초로 사회심리학 내의 

중심적 위치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Erwin, 2001). 그 후로 

Allport(1954)는 태도를 ‘아마 미국 사회심리학에서 가장 독특하고 불가결

한 개념일 것이다. 실험적 그리고 이론적 문헌에서 이것보다 더 자주 언급

되는 용어는 없다(Erwin, 2001에서 재인용)’라고 기술할 정도로 사회심리

학 내에서 태도는 주요 연구 영역의 하나이다. 최초의 사회심리학 교과서

가 1908년에 출판된 이래 지금까지 사회심리학의 다양한 연구 주제들 가운

데 태도 및 태도변화에 관한 이론이나 연구들만큼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

으면서도 최근까지 줄곧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는 드물다

(나은영, 1994). 미국 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통계

를 근거로, 심리학 및 관련 학문 분야에서 태도(attitude)를 주제로 다룬 최

근 연구들의 숫자는 180,910편에 이르며(Albarracin et al., 2005),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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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bein과 Ajzen(1974)의 연구에 의하면 태도에 관한 문헌 조사 과정에서 

500가지의 서로 다른 태도의 정의를 접하였다고 보고하였다(이수원, 1998). 

McGuire(1985)는 20세기 사회심리학에서 태도 연구가 번성했던 시기를 세 

기간으로 나누었다(나은영, 1994에서 재인용). 제1기는 1920~1930년대로서, 

태도의 척도화(attitude scaling) 및 태도와 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주류

를 이루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 행동과 태도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수

행된 많은 연구들에서 태도-행동 간의 상관관계가 너무 낮게 나옴으로써 

태도 연구에 대한 회의가 대두되기도 하였다. 제2기는 1950~60년대의 태도

변화 연구기로서, Hovland를 중심으로 한 Yale 커뮤니케이션 연구팀의 현

상지향적(phenomenon-oriented)인 ‘수렴적(convergent)’ 연구의 흐름과, 

Festinger를 비롯한 Minnesota/Stanford 연구팀의 이론 지향적

(theory-oriented)인 ‘확산적(divergent)’ 연구의 흐름의 두  부류로 나누

어진다. 제3기로 분류되는 1980~1990년대의 태도 연구 번성기에는 태도의 

구조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eg. Tesser & Shaffer, 1990). 그 후에 

한 동안 태도 연구가 주춤하는 듯하다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암묵적 태도가 

행동의 원인을 보다 잘 설명하는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다시 활발한 연구

들이 이루어지고 있다(Petty, Fazio, & Briñol, 2009).

나. 태도의 정의

  태도(attitude)의 어원은 라틴어 aptus이며, 이것은 준비됨 혹은 적응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결국 태도를 형성 또는 변화시킨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사람에게 행동을 준비하는 주관적 혹은 심리적 상태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Erwin, 2001). 이러한 기본적인 태도의 

사전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태도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각자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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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적 관점에 따라서 일정 부분 상이한 정의를 내리고 연구를 수행해왔

다. 따라서 태도의 정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간 규정되어 온 몇 가지 태

도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태도의 측정기법을 제시한 Thurstone(1928)은 태도를 ‘어떤 심리적 대

상과 연합된 정적 또는 부적 감정의 강도’로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고, 

Allport(1935)는 태도를 ‘일종의 정신적 및 신경적 반응 준비 상태로서 경

험을 통해서 조직화되며 개인의 행동의 방향과 역동을 결정하는 개인적 성

향’으로 개념적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러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사

이의 괴리는 초기 태도 연구에 있어서 태도의 정의를 내리는데 혼선을 빚

는 원인이 되었다(이수원, 1998).

태도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야기된 혼선을 이수원(1998)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첫째, 태도의 내용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

이이다. 이것은 태도를 고정관념, 감정상태, 행동의도와 같이 의식적 내용

으로 파악한 현상학적 접근(Krech, Crutchfield, 1948; Bem, 1972; Nisbett, 

Wilson, 1977)과 맥박이나 땀과 같은 교감신경의 흥분패턴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한 생리학적 접근(Allport, 1935; Cacioppo & Petty, 1983; 

DeFleur & Westie, 1963) 간의 차이를 말한다. 둘째, 태도를 ‘반응’으로 

보는 견해(DeFleur & Westie, 1963; Horowitz, 1944; Thurstone, 1931) 와 

‘반응에 대한 준비상태’로 보는 견해(Allport, 1935; Campbell, 1963; 

Chein, 1948)의 대립이다. 셋째, 태도 구조를 바라보는 견해 차이이다. 이는 

태도의 대상을 ‘종교성’, ‘보수성’, ‘정직성’ 등과 같이 태도의 조직

화 수준을 넓게 이해하려는 성향론자들(Likert, 1932)과 태도의 조직화를 좁

게 이해하여 태도의 대상을 구체적인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감정으로 

개념화려는 상황주의자들(Bogardus, 1925) 간의 차이이다. 넷째, 태도가 어

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라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입장과 생득적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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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되었다. 다섯째, 태도가 개인의 행동의 방향과 역동을 결정한다는 것에 

대한 견해 차이이다. 다음에서 태도 연구가 시작된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 

초기의 정의로부터 최근의 정의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태도의 초기 정의를 살펴보면, 태도는 기본적으로 항상 무엇인가에 대한 

태도로서 그 대상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Thomas와 Znaniecki(1918)

는‘한 개인의 어떤 대상에 대한 마음의 상태’라고 정의하였다(Erwin, 

2001에서 재인용). 이때 태도의 대상은 물질적 대상이거나 사람 또는 어떤 

개념적 명제나 사회적 이슈와 같은 추상적인 것일 수도 있다. 또한 태도의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Thurstone(1931)은 태도를 조작적으로 정의

하는 시도를 통해서 정적 또는 부적 감정의 강도를 자기 보고식 방법으로 

측정하는 기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Allport(1954)가 내린 태도의 정의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자주 인용되

는데(Erwin, 2001), 그는 태도를 ‘어떤 사람(혹은 물건)에 대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려는 학습된 성향’이라고 정의하였다.

  Erwin(2001)은 Allport의 이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다. 첫째, ‘학

습된’이라는 단어는 태도가 사회적으로 구축된 것, 즉 경험의 결과임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는 태도가 학습된다는 것을 가정한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 주요 용어는 ‘성향’(predisposition)이다. 이것은 태도가 그 대상과 

연합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실제로 그 대상에 대한 반응을 편

파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함축한다는 것으로서. 가장 간단한 수준의 것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또한 태도

에 좀 더 지시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즉 태도를 우리가 그것을 통

해 세상을 보는 스키마(schema)나 틀(framework)로 볼 수도 있다고 Erwin

은 지적한다. 즉, 태도를 세상의 창문과 같은 것으로 비유할 수 있어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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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창틀이 바깥 세상에 대한 전망을 제한하듯이, 태도의 형태가 어떤 사람

이 무엇을 보며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결

정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Allport의 정의는 태도의 삼자 모형(the triadic 

model of attitude)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이때 삼자의 세 요소는 정서, 인

지, 그리고 행동이다. Erwin은 이에 대하여 쉽게 풀어 설명하기를, ‘우리

가 어떤 것 혹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 경우(정서), 우리는 또한 그 대상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인지) 경향이 있으며, 그 물건이나 사람과의 접

촉을 원하거나 혹은 피하고자 한다(행동)’는 점을 비유를 들어서 태도의 

삼자 모형이 설득력이 있고 의미가 있음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Allport의 

정의는 태도가 특정한 반응들을 포함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태도 

대상과 연합된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들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태도의 정의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태도의 구조를 바라보는 관점

에 따라서 두 가지 범주로 묶어볼 수 있다. 그 한 그룹은 Thurstone(1931)

과 같이 태도를 단일 차원으로 보며, 정서적, 감정적 혹은 평가적인 반응에 

관심을 가진다. 감정적 반응은 평가적인 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평가적인 

반응과 같은 것으로 본다. Ajzen과 Fishbein(1980)은 태도를 ‘어떤 심리적 

대상에 대한 어느 사람의 평가’로 정의한 바 있다. 두 번째 그룹은 태도

의 구조를 다차원(multi-component), 즉 인지, 정서, 행동 요소로 구성된다

고 보는데, Allport(1954)의 정의가 여기에 속한다. 이 두 그룹의 이론들 모

두가 정서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인지 또한 인정한

다(한규석, 1995; 한덕웅 외, 2005; Erwin, 2001). 

다. 태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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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깊이 하기 위하여 태도의 구조에 대한 논의

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수원(1998)은 태도의 구조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태도의 판단차원에 따라서 단일 차원과 중다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그에 따르면, 태도의 단일 차원설은 태도가 평가 차원 또는 감정 차원으로 

대표된다는 이론으로서, 정적(또는 지지, 찬성, 우호)에서 부적(배척, 반대, 

적대)까지의 양극으로 이루어지는 차원이며, 태도의 중다 차원설은 태도의 

차원이 감정, 인지 및 행동의 3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태도의 중다 차원설을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는데, 그 하나의 

관점은 태도를 태도 대상에 대한 잠재 반응(Breckler, 1984) 또는 반응 성

향(Ajzen, 1984)으로 규정하고, 태도의 세 성분 즉, 감정, 인지 및 행동은 

태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로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태

도란, 감정적 성분, 인지적 성분, 행동적 성분의 3가지 성분이 복합되어 있

는 구성체이다. 그러나 이들 세 성분의 측정치들 사이의 상관이 매우 높다

는 것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Ostrom, 1969). 이렇듯 태도를 세 요소로 구

분하여 보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는 타당성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기

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시도는 Zanna와 

Rempel(1986)의 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태도의 구조 자체를 인

지, 감정, 행동의 요소로 구분하지 않고, 그 대신 외부로부터의 인지적 정

보나 감정적 정보 또는 행동적 정보에 의하여 태도의 인지적, 감정적 또는 

행동적 측면이 각각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수원(1998)은 이러한 

관점에서는 세 요소들 간의 상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태도의 구조에 대한 또 다른 연구로서 태도의 양극모델과 단극모델에 대

한 제안들이 있어왔다. 나은영(1994)은 태도의 양극모델과 단극모델을 [그

림 1]과 같이 표현하였다. 양극모델이란 태도 대상에 대한 개인의 지식 구

조에는 한쪽 입장을 지지하는 주장, 신념, 기대들뿐만 아니라, 그와 반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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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장을 지지하는 정보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이며, 단극모델은 

이와 대비되는 견해로서, 태도는 단극 구조를 갖는다는 것인데, Eagly와 

Chaiken(1993)은 양극모델을 비판하면서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가 찬성하는 

입장에 대해서보다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무관심한 경

우가 많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나은영, 1994). 

[그림 1] 태도의 양극모델(a)과 단극모델(b) (나은영,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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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태도의 구조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보면, 태도는 크게 감정 또

는 평가적 반응의 한 요인으로 설명할 것인가 또는 인지, 감정, 행동 요소

의 다중요인으로 설명할 것인가의 두 입장으로 대별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태도 교수 원리를 탐색하고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태도를 단일차원으로 보는 관점보다는 세 개의 하위 

구성 성분으로 구분된다는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교수적 처방을 내리기 

위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태도의 인지적 성분에 영향을 주고 싶

다면 인지적 정보나 자극을, 태도의 감정적 성분에 영향을 주고 싶다면 기

분이나 감정의 자극을, 그리고 태도의 행동적 성분에 영향을 주고 싶다면 

특정 행동을 요구하는 자극을 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세 성분이 

높은 상관을 유지하면서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어떤 자극

을 주더라도 태도를 형성 또는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하여는 태

도와 관련 변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조금 더 명확히 하겠다.

라. 태도와 관련 변인

  태도의 개념이 신념이나 가치, 의견 등과 같은 유사 개념이나 관련이 깊

은 개념들과 어떻게 개념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태도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이루어왔다. 이수원(1998)은 그의 저서 ‘사

회심리학 전서’에서 태도와 관련하여 지식, 의견, 가치, 행동의 네 변인을 

살펴보고 있으며, Albarrcin 등(2005)은 그들의 저서 ‘The Handbook of 

Attitudes'에서 태도 관련 중요 변인으로 행동(behavior), 신념(belief), 감정

(affect)을 살펴보고 있다. 이들 태도 관련 변인들은 결국 태도에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변인들로서 인지적 요소에 해당하는 지

식 또는 신념, 정의적 요소에 해당하는 가치 또는 감정, 그리고 행동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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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해당하는 행동 변인들로서 태도가 인지적 요소, 정의적 요소, 행동적 

요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깊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태도와 지식의 구분은 태도 변화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태도와 지식의 구분은 설득과 교육을 구분 지으려는 움

직임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관점은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지식을 

전달하여 행동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정도까지만 영향을 주는 것이 교육이

라면, 추진하는 힘도 제공하는 것이 설득 또는 태도의 문제라고 보는 관점

이라고 할 수 있다(Allport, 1935; Campbell, 1963; Doob, 1947). 그러나 전통

적인 교육학의 관점에서 학습자로 하여금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학습목표

를 성취해내고자 하는 행위를 교육이라고 보면 설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굳이 교육과 설득을 애써 구분 하려

고 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태도 변화의 과정을 학습의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태도 변화 이론을 전개했던 McGuire(1985)는 교육과 설득을 태도 

변화가 어떤 요소에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가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태도와 가치를 구분하려는 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한 가지는 가치를 태도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Allport(1937)는 의견, 태도, 흥미, 가치의 순서로 이들 4개념을 단일 연속선

상에 나열시킬 수 있다고 보았고, Krathwohl 등(1964)은 교육목표를 분류함

에 있어서 정의적 영역(affective domain)의 5단계를 제시하였는데, 가장 낮

은 수준의 반응으로부터 수용으로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인격화 단계까지 

있다. 이때 태도는 중간 즈음에 위치하게 된다. 

  태도와 행동의 관계는 다른 개념들 간의 관계보다도 긴밀하다. 태도는 

원래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설정된 개념으로서 사회심리학 영역

의 주된 연구 영역이었다. 그런 만큼 태도와 행동의 관계에 대한 관점이나 

이론들이 꾸준하게 발전해왔다. Wicker(1969)는 그동안 태도와 행동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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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사한 42개의 연구들을 고찰하고 나서 이 양자 사이에 상관관계가 .15

를 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하여 학자들 사이에

서 태도와 행동의 상관이 낮은 이유를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Fishbein과 

Ajzen(1975)은 태도와 행동의 상관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변수화된 

것을 측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특히 ‘행동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이수원(1998)은 행동을 예언하기 위해서 

‘행동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다면 굳이 태도 개념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라는 물음을 제기한다. 

마. 태도 교수 전략 도출을 위한 시사점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태도는 세 가지 하위 요소, 즉 인지, 감정, 행

동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하위 요소들은 각각 지식, 가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되거나 변화되고, 또 변화된 태도의 결과는 다시 지

식, 가치, 행동으로 표출된다. 따라서 태도 교수를 위한 시사점으로 태도를 

형성 또는 변화시키기 위한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개입 전략이 요구된다

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태도 변화 이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도는 기본적으로 새롭게 형성되거나 이전 태도

에서 새로운 태도로 변화 가능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태도가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행동적 요소로 분리할 수 있다는 가정은 각각의 요소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계획적인 의도적 개입 활동을 통하여 태도를 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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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기본적으로 태도가 한 번 형

성되고 나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즉 태도는 일정 기간 고정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태도의 개념이 심리학 

분야에 제안된 이후로 한 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구성주의

적 관점의 확대되면서 태도는 상황에 따라 또는 맥락에 의해 쉽게 변화될 

수 있다는 관점이 증대되고 있다(Cohen & Reed, 2006). 최근에 태도의 형

성과 기존 태도의 인출을 설명하기 위해 메타 인지적 개념을 도입한 모델

로서 Cohen과 Reed(2006)가 제안한 다중 경로 정착 및 적응 모델(Multiple 

pathway anchoring and adjustment model; MPAA)과 Petty(2006)와 Petty와 

동료들(2003)이 개발한 태도에 대한 메타 인지적 접근이 새롭게 제안되었

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태도는 어떤 자극에 대해 반응할 준비가 되어져 있

는, 통합되어 있으며 변함없는 지속적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점화

(priming)와 프레임 조작의 결과로서 개념이나 기분에 접근 가능성이 변경

되는 최근의 연구들이 누적되면서 태도가 맥락에 의존적이며 따라서 쉽게 

변화될 수 있다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태도 변화의 이론을 태도의 메타 인지적 접근에 대한 고

찰로부터 시작하여, 태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 인지적 성분, 감정적 

성분, 행동적 성분과 관련되는 이론으로 정리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류 방식의 고찰은 추후 태도 변화를 위한 교수 원리를 도출할 때 유용하

다. 

가. 메타 인지적 모델

  1) 메타 인지적 접근

  Cohen과 Reed(2006)는 태도가 기억 속에 저장되었다가 특정한 순간에 



- 25 -

인출되어 행동으로 발현된다는 전통적인 관점과 구성주의자들의 맥락주의

적 관점을 통합하여 [그림 2]와 같은 Multiple Pathway Anchoring and 

Adjustment Model(MPAA 모형)을 태도의 형성 및 인출 과정 모형으로 제안

하였다. Petty(2006)는 Cohen과 Reed가 제안한 MPAA 모델에 대하여 자신

들이 이미 개발한 바 있는 태도에 대한 메타 인지적 접근의 다름 아니라는 

주장과 더불어, [그림 3]과 같이 태도의 메타 인지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3]의 첫 번째 그림은 흡연을 하는 친한 친구들이 주변에 있을 때 

흡연은 좋은 것이라는 태도가 형성되고, 흡연이 좋은 것이냐는 성찰적 질

문을 받았을 때, ‘그렇다’고 성찰하는 것을 표현한다. 두 번째 그림은 부

모가 일관되게 흡연의 해로움에 대하여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도

하는 상황을 접하게 되고, 따라서 흡연은 나쁜 것이라는 태도가 부분적으

로 형성되는데, 이때 흡연은 좋은 것이라는 태도에 대해서도 긍정하는 메

타 인지적 사고와, 해롭고 나쁘다는 부정의 메타 인지적 사고가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림은, 두 번째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흡연은 해로운 것이라는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옳다는 신념을 

갖게 되고, 흡연이 좋다는 신념은 옳지 않다는 성찰을 하게 되는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태도에 대한 메타 인지적 성찰은 자신의 태도의 

변화 과정에 작용하여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촉진 작용을 하게 된다

(Petty, 2006; Petty, Fazio, & Briñol, 2009). 
  구성주의자들은 일단 태도가 변화된 후에는 더 이상 과거의 태도는 영향

을 못 미친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과거의 태도에 대한 지속적인 표상이 

없기 때문이다(Cohen & Reed, 2006). 이것은 곧, 구성주의자들은 새로운 

태도가 형성되고 나면 기존 태도는 사라진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구성주의적 관점은,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세계 속

에서는 상황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나 그들 간의 관계,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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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어느 상황도 동일하게 되풀이되기 어

렵다고 본다(이홍우, 2007). 즉, 지식은 맥락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맥락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한, 그 의미가 불변하는 지식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다(은지용, 2004). 이와 같은 논리로 태도 역시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는 전

제를 가지고 있는 구성주의자의 입장에서 태도는 끊임없이 맥락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 심리학자들이 태도와 행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입장은 

완전히 정착되고 지속되는 태도를 저장하고 기억해낸다는 생각이지만, 

Cohen과 Reed(2006)는 현재의 감정 상태와 상황적 제약 같은 일시적인 요

인뿐만 아니라 접근 가능한 정보의 적용 가능성을 변화시키는 맥락적인 단

서에 대해서도 반응하여 평가와 관련된 판단이 형성된다고 본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구성주의의 가장 강한 주장은 이미 저장된 태도는 없을 뿐

만 아니라 판단의 기저를 이루는 신념 또한 고정되거나 저장된 평가요소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신념들도 상황적인 변이에 따라 종속적이

기 때문이다. 결국, 극단적으로 말해서 평가와 관련된 기억의 조직에 대한 

가정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메타 인지 요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태도모형의 새로운 조류의 예로서 

Cohen과 Reed의 개념 틀은 태도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 즉 태도가 기억되

고 재생된다는 관점에 대하여 극단적 반대의 입장으로 주장되는 구성주의

의자들의 입장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균형적 시각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Petty, 2006). 즉, 태도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자동적이

고 일시적인 과정을 지나치게 강조한 기존의 연구에 대해 다시 균형을 회

복하는데 도움을 준다(Petty, Fazio, & Briñol, 2009). 



- 27 -

[그림 2] A Multiple Pathway Anchoring and Adjust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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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태도의 메타 인지적 모델에 따른 태도 구조의 세 가지 

예시(Petty,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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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지 부조화 이론

  다음으로 Festinger(1957)에 의해 제안된 인지 부조화 이론도 태도의 메

타 인지적 측면을 드러낸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인지부조화 이론은 부조화 상태에 놓인 사람이 부조화로 인해 생긴 심리

적 긴장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려는 압력을 느끼게 되며, 일관성이나 조화

를 회복하려고 하는 인지적 노력을 기울이는 데에 착안한 이론이다(나일

주, 2007; Festinger, 1957). 인간의 인지구조는 일관성이 있고 조화로운 상

태, 정서적으로 평안하고 유쾌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작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인간은 어떤 지각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 태도, 

행동 사이에 일관성이 없다고 느끼게 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불쾌한 상

태가 되기 때문에 이들 간에 일관성 있는 상태로 가기 위해서 노력한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이러한 속성에 대해 ‘일관성 이론(consistency 

theory)’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관성 이론에는 인지부조화 이론 외에도 균

형 이론(balance theory), 일치 이론(congruity theory) 등이 있다. 인지부조

화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내적 조화(internal harmony), 일관성(consistency) 

또는 인지적 일치(congruity)를 추구하며,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지

요소들 사이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때는 이를 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즉, 심리적으로 불안한 부조화의 존재는 사람들로 하

여금 부조화를 감소시키고 조화를 이루도록 동기유발을 하게 된다는 것인

데, 이는 곧 인지요소들 간의 내적 일관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estinger(1957)에 의해 제안된 인지 부조화 이론은 바로 이

러한 메타 인지적인 인간의 심리적 속성을 드러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3) 자기지각 이론

  다음으로 Bem(1972)에 의해 제안된 자기지각 이론(selfperceptio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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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신의 태도, 특히 행동적 요소를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태도를 곤고히 

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예를 들어 “당신은 교육학을 좋아합니

까?”라는 물음에 “그럼요, 나는 필수과목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서 많은 

책을 읽으려 하고 강의에 더 집중해서 좋은 학점을 받을 거에요.”라고 응

답한다. 이는 곧,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그러한 행동을 기술함으로써 

자신의 교육학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때 응답자는 자기의 태

도를 성찰하는 메타 인지 측면을 활성화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이 가지는 메타 인지적 속성의 태도 차원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까? 태도의 메타 인지적 모형은 자신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를 성찰함으로써 그 대상에 대한 태도를 더욱 견고하게 하거나 

또는 반대로 태도를 제거하기 위한 조정을 시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태도 교수 원리를 도출할 때 메타 

인지적 관점의 태도 개념을 고려하여 태도에 대한 메타 인지적 자극을 가

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직접적 태도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즉, 메타 인지

적 태도를 자극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촉진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게 된다. 

  태도의 메타 인지적 모형은 대상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가지는 상위 개

념의, 즉 메타적 개념이며 따라서 메타 인지적 성찰의 대상은 대상에 대한 

직접적 태도가 된다. 메타 인지적 성찰은 대상에 대하여 형성되는 태도의 

인지적 성분, 감정적 성분, 행동적 성분에 대하여 인지하게 될 것이며, 이

들 세 성분에 대하여 필요 정보를 가감하는 방식의 의도적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태도 형성 또는 변화 과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러한 메

타 인지적 차원의 기능이 대상에 대한 태도를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 형성을 촉진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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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하다. 또한 실제로 메타 인지적 반응이 학습자들 사이에서 어떤 양상

으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경험적 검증이 또한 요구된다. 이러

한 검증 과정은 본 연구의 태도 교수 모형 검증 과정을 통해 확인해보기로 

하고, 다음으로 대상에 대한 직접적 태도의 인지적 성분부터 어떠한 태도 

변화의 이론과 관련 근거들이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한다. 

나. 인지적 맥락 생성에 의한 태도 변화

어떤 것을 관찰하거나 지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것들의 단서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관념과 결부하여 적극적으로 해석한다(장상호, 1997). 어떤 대

상을 관찰 또는 지각함으로써 우리에게 자극이 주어지는데, 그 자극에 대

하여 이미 가지고 있던 관념이 맥락적으로 결부되거나 새로운 맥락이 생성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태도 변화 역시 우리가 스스로 생성

하는 맥락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다. 학습자의 맥락 생성에 의한, 즉 인지

적 구조의 변화를 통한 태도 변화를 지지하는 근거로는 실증주의적 연구 

기반의 심리학 분야에서 제안된 인지반응이론과, 실천 영역의 경험으로부

터 추론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다. 먼저, 태도의 형성 또는 변화를 인지 과

정으로 보는 이론으로는 인지반응 이론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인지반응 이론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은 외부의 메시지에 의한 생각만큼 태도

변화에 효과적이라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다. 인지반응 이론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외부에서 만들어진 메시지에 노출해서 생겨난 설득은 사실 

메시지의 수용자가 커뮤니케이션에 반응해서 나타난 생각에 기인하는 것이

라고 주장한다. 인지반응 이론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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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인지적 반응이라 하며 이는 정보처리 활동의 최종적인 결과이다. 

인지반응 이론은 Greenwald(1968)가 처음 제안하고 Petty, Ostrom, 및 

Brock(1981)이 발전시킨 이론으로서 정보처리 과정 중심의 태도변화 이론

을 촉발시키기도 하였다. 인지반응 이론의 근본 가정은 설득 커뮤니케이션

에 직면한 사람들은 그 메시지가 담고 있는 정보를 자신의 기존 지식과 관

련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Petty & Cacioppo, 1981). 

2) 설득적 메시지 구성의 원리7)

앞서 인지반응 이론을 통하여 설득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외부로

부터 주어지는 메시지라기보다는  학습자 내부에서 스스로 반응하는, 즉 

자신의 경험과 사전 태도 등을 활성화하여 맥락적으로 생성해내는 인지적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몇 가지 단편적 실험을 통해서 검증

되기도 하였는데, 실험은 여러 현실적 맥락이 제거된 상태의 매우 제한된 

여건에서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비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거나 사실에 가까운 것이라면 실천 영역, 즉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쉽게 관찰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경험적 근거를 문학이

나 미술과 같은 예술 분야의 실천 영역에서 제공해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Ernest Hemingway의 빙산이론과 Paul Cézanne의 회화기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 추상과 구상을 활용한 메시지 구성

1953년 퓰리처상, 195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Hemingway는 영미문학사

에서 불후의 걸작이라 할 수 있는 『노인과 바다』의 작가이다. 그는 자신

의 해외여행과 외국 체류 경험을 통해 빙산이론이라는 독특한 문체와 기법

7) 본 내용은 Hemingway와 그의 작품세계를 집중적으로 탐구해온 영문학자 소수만의 비평을 주로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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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Hemingway의 44회 출입국과 이에 따르는 해외

여행 및 외국 체류 일자들을 모두 더하면 14년이 넘는 기간이라고 한다(소

수만, 2006). Hemingway는 특히 프랑스 체류 기간 동안에 많은 변화를 겪

게 되는데, 극사실주의적 문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빙산이론 문체라는 독특

한 기법을 만들어낸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 이 문체는 헤밍웨이가 파리에 

체류하는 동안 문학 작가들만의 영역을 뛰어넘어 화가와 음악가 등 당대 

최고의 다양한 분야의 거장들과 교류하는 동안 깨달은 기법으로 알려졌다. 

헤밍웨이는 자신의 파리 시절에 자신의 문체를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마네, 

모네, 피사로로 대표되는 인상주의회화, 세잔으로 대표되는 후기인상주의, 

그리고 피카소로 대표되는 입체파(큐비즘) 회화 등 소위 현대회화기법에 

주목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후기인상주의 화가이자 현대미술의 아버지

로 불리는 Cézanne의 화법을 도입하여 독특한 빙산이론을 확립시키고 이 

빙산이론에 의거한 다양한 문체들을 개발하였다(소수만, 1999). 

Hemingway의 빙산이론 문체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온 소수만(2006)은 다

음과 같이 Cézanne 회화철학을 기술하고 있다. 

세잔의 회화철학은 모든 사물의 기본적이고 단순화한 형태를 조직화함

으로써 영원히 불변하는 공간적이고 입체적인 자연상과 내면상을 표현하

는 데 있었다. 그래서 세잔은 자연을 원통(cylinder), 구체(sphere), 그리고 

원추(cone)로 다루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 결과로 전체를 일괄적으로 보는 

<원근법>은 무시되었다. 대상이 갖는 형체의 특질의 표현을 위해서 세잔

은 대상의 일부를 변형 또는 생략하거나 과장 또는 축소하기도 한다. 그

래서 많은 자세한 것들을 제거하여 겉으로 보기에 꽤 단순한 그의 그림

은 극사실주의와는 다르게 되며, 반면에 단순하지만 추상화되어 영원히 

남을 형태와 색깔로 이루어진 불멸의 그림이 된다. 이와 같은 연유 때문

에 세잔의 그림에서는 당시의 다른 자연주의 또는 사실주의 화가들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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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들과는 달리 “사진적인 정확성(photographic exactitude)”을 갖춘 눈에 

보이는 자연의 재현을 발견할 수가 없다. ...(중략)... 세잔의 원근화법에서

는 변형된 기괴한(grotesque) 형태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러한 원근화법은 

공간환상(spatial illusion)을 유발시킨다. 세잔은 공간환상을 최대화하기 위

해서 <생략>, <과장>, <축소> 등의 기법을 구사한다. ...(중략)... 많은 자세

한 것은 화면의 이면으로 감추고 대신 영원성을 띠는 객관적 형태로 재

구성하여 사물을 표현한다. 이 감추기 기법은 헤밍웨이의 소설에서 거의 

그대로 원용되고 있다. (소수만, 2006, p295-296)

Hemingway는 폴 세잔의 회화기법을 소설에 적용함으로써 빙산이론이라

는 독특한 문체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소수만(2006)은 빙산이론의 속성을 

현실성(actuality) 혹은 실재성(substantiality)과 객관성(objectivity)으로 다음

과 같이 정리하였다8).

① 현실성(actuality) 혹은 실재성(substantiality)

헤밍웨이는 묘사한 대상의 실재성을 높이기 위해 세잔의 시각 및 촉각에 

대한 표현을 그의 문체에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의 책,『두 개의 심

장을 가진 큰 강』에서 숲속의 빈터를 묘사하면서 “숲은 갈색이었고 닉이 

그 위를 걸어가자 발밑은 부드러웠다.” (It was brown and soft underfoot 

as Nick walked on it.)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brown”이 시각적 표현의 

언어라고 한다면 “soft underfoot”은 촉각적인 언어에 해당한다. 또 주인

공 닉이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 과정을 반복하다가 잠시 잠이 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경우 시각과 촉각의 표현이 순환되는 구절을 볼 수 있다. 

“... 그는 등을 대고 드러누운 채 솔밭을 우러러 쳐다보았다. 그는 몸

8) 이하 현실성과 객관성에 대한 작품 비평은 소수만(2006, p304-311)에서 요약 정리하여 인용하였

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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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쭉 뻗었다. 그러자 목과 등과 허리가 비로소 편해졌다. 등에 느껴지는 

대지의 기분이 좋았다. 그는 나뭇가지 사이를 통해 하늘을 우러러 쳐다본 

다음 눈을 감았다. 눈을 뜨고 다시 쳐다보았다. 나뭇가지 꼭대기엔 바람

이 일고 있었다. 다시 눈을 감았다....”

이 묘사를 자세히 보면 그 어떤 설명적인 것은 없다. 오직 시각과 촉각

에 의존하면서 닉의 심경과 그의 눈앞에 전개되는 경치를 그리고 있을 뿐

이다. 

“... 닉은 통나무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햇볕에 몸을 말리고 있었다. 

햇볕에 뒷등이 따뜻했다. 얕은 강줄기는 숲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숲속

으로 굽이쳐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the river shallow ahead entering 

the woods, curving into the woods, ...) 얕은 흐름, 햇볕에 번쩍이고 흐름

에 씻겨 매끈해진 바위들, 강둑을 따라 늘어선 삼목과 흰 자작나무들, 햇

볕에 따뜻해지고 껍질만 없으면 앉기에 미끈미끈하고 회색 같은 촉감을 

주는 통나무들의 정경을 보면서, 닉의 실망감은 차츰 사라져 갔다....”

위 구절에서 촉각표현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구절은 “닉은 통나무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햇볕에 몸을 말리고 있었다. 햇볕에 뒷등이 따뜻했

다.” 등이다. 이 문장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sun”과 “warm”은 이미

지 언어가 되고 있다. 그 결과 독자는 따뜻한 태양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

게 된다. 닉의 마음을 진단한다면 그는 전쟁의 상처로 인한 긴장상태의 심

리를 안고 있다. 그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숲속을 찾아왔다. 이 풍경은 

그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의 본래의 마음 자체이고 이곳에서 그는 어

린 소년시절의 건전한 마음상태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또 

닉은 현재 지쳐 있다. 닉은 어디에서인가 따뜻한 위로가 절실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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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구절의 상황은 이러한 닉이 낚시를 하기 위해 통나무 위에 걸터앉아 있

는 순간이다. 그런데 작가는 닉의 그와 같은 마음의 내면을 일절 표현하지 

않고 있다. 오직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촉감의 언어들을 적절히 구

조시킴으로써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구절도 

살펴보자. “얕은 강줄기는 숲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숲속으로 굽이쳐 흘

러 들어가고 있었다.”(the river shallow ahead entering the woods, 

curving into the woods, ...) 이러한 묘사는 다른 설명이 없이도 “river”의 

실재감을 높이고 있다. 이는 시각표현이기도 하면서 흘러가는 강의 형태를 

“curving”으로 부드러운 곡선으로 묘사함으로써 긴장된 닉의 심리상태를 

이완시키는 데 기여하는 촉각표현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감각표현으로 독자는 주인공의 경험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

면서 생생한 현실감을 느끼게 된다. 

② 객관성(objectivity)

이는 그의 작품 『무기여 잘 있거라』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작품의 

첫 단락의 경치묘사는 세잔의 <감추기>와 <현실감>을 성공시키는 객관성이 

잘 나타나 있다. 

“그해 늦은 여름 우리들은(we) 강을 건너서 저쪽 산까지 쭉 뻗은 들판

이 환히 내다보이는 어떤 시골마을 한 촌가(a house in a village)에 머물

고 있었다. 크고 작은 자갈이 깔려 있는 강바닥은 햇볕을 받아 바싹 말라 

버려 흰색으로 비치고 있었다. 물이 있는 곳의 강물은 맑고 흐름이 빨랐

으며 푸른색을 띠며 몇 줄기씩 가늘게 흐르고 있었다. 부대가 계속 집 옆 

도로로 행렬을 지어 내려갔고, 그들이 일으킨 먼지가 나무 잎들을 뿌옇게 

덮었다. 나무줄기에도 먼지가 앉았고 그해에는 낙엽이 빨리 졌다. 도로 

위를 진구하고 있는 부대, 노상에 뿌옇게 떠오르는 먼지, 그리고 미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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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떨어지는 낙엽들이 보였고 군인들이 행군하고 지나간 뒤, 희뿌연 도

로 위에는 사람 하나 없었고 낙엽만이 나뒹굴었다....”

위 묘사에서 개인적인 관점을 제거함으로써 독자가 느끼는 공간감은 최

대화된다. 첫 문장을 보면 그저 “a house”, “a village”이며 특정 연도

가 아니라 그냥 “그해(that year)”이다. 화자 “we”는 일반적인 인물일 

뿐이다. 화자는 자신의 견해를 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헤밍웨이는 이렇

게 함으로써 세잔에게서 습득한 감추기의 공간을 최대화시킨다. 다시 말하

면 묘사의 객관화를 통하여 그의 빙산이론의 숨겨진 부분에 의미를 강화하

여 부여시키게 된다. 

이렇듯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실재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시각 및 촉

각적 표현을 도입하였고, 묘사에서 개인적 관점을 제거함으로써 독자가 느

끼는 공간감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독자의 맥락 생성과 핵심메시지 구성

에 도움을 주고 있다. 

나) 폴 세잔(Paul Cézanne)의 회화기법

① 세잔의 회화 기법

소수만(2006)은 세잔의 회화 기법을 미술 평론가들의 비평을 바탕으로 하

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세잔은 그의 가슴속에 있는 불타는 색채 감

각을 가는 필촉으로 여러 번 덧칠하였으며, 소재를 왜곡하면서까지 순간순

간 변화하는 현실의 사과와는 다른 영원히 변치 않는 매우 훌륭한 또 다른 

사과를 그림으로 창조하였다. 세잔은 그림은 결코 실제의 사과를 그릴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직시한 예술가였다. 그래서 세잔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물의 형태를 그리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색과 형상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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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cylinder), 구(sphere), 원뿔(cone)을 기초로 하여 이미지를 재구성하였으

며, 색을 이루는 많은 조각들을 수없이 계산된 부분 부분에 적용해서 입체

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내었다. 이처럼 세잔은 형태를 완전히 표현하기 위

해 이를 왜곡시키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세잔의 작품에 

나타나는 사물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세잔의 사과가 딱딱하고 맛없어 

보이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세잔은 사물이 갖는 실제적인 명암이나 색채

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폭 위에 나타나는 이 소재들은 실재감과 완

벽한 형태감을 자랑한다. 이로써 현대 회화가들에게 영감을 주게 된 세잔

을 20세기 현대미술의 아버지라 부른다.’

② 헤밍웨이에 영감을 준 세잔의 작품들

“세잔은 이 그림에서 비개성성을 이루어내고 있는데, 이것은 주제의 

다양한 면들 간을 객관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통해서였다. 세잔은 개성

의 표현을 배제하기 위해 전경(foreground)과 후경(background)을 진짜 그

것들의 위치에서 이동시켜 공간효과를 위해 원거리와 근거리를 적절히 

다시 배치하는데 특정한 전경이나 후경이 아니라 일반화하거나 추상화하

여 표현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주관적인 표현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표현

에 치중하는데 그 객관이라 함은 특정한 자연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림, 

즉 예술 자체에 대한 객관이다. 이러기 위해 세잔은 마을, 바다, 그리고 

산 등을 객관적인 거리로 조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자는 자신의 전경

과 후경으로 생각하게 된다.” - 평론가 Venturi (소수만, 2006에서 재인

용)



- 39 -

[그림 4] 세잔의 ‘에스타크에서 바라본 마르세유만’

“세잔은 그림에서의 강조점을 보여지는 대상에서 보는 이의 의식으로 

전환시켰다” - 평론가 Murphy (소수만, 200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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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벨르뷔에서 바라본 생트 빅트와르산

세잔은 깊이환상을 조형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원근화법을 지양하고 그의 

<경험된 원근화법>에 의거하여 보는 사람의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원경과 

근경을 자의적으로 이동시키거나 강조 또는 변형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 

사실감을 주는 깊이환상의 묘사는 입체감과 양감(volume)의 효과를 주면서 

그 어떤 극사실주의적인 묘사보다도 더 진솔하고 영원한 영상(image)을 보

는 사람의 뇌리에 남기게 된다. 쉬니쩌(Schnitzer)는 “이렇게 하여 관찰자

는 그 자신의 두 눈이 확인하는 바, 그 어떤 극사실주의적 작품보다도 더 

진실하고 더 영원성이 있는 깊이감의 진수에 반응하도록 초대된다”고 평

가하기도 하였다(소수만, 2006, p312). 

세잔의 깊이환상은 헤밍웨이에게 여러 가지 기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다음의 예시는 이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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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보니 눈 아래 시골 경치가 널리 전개되어 있었다. 아득히 

먼 뒤쪽으로 밭들이 언덕 마루턱에 초록색과 갈색을 띤 몇 개의 정방형

을 이루고 있었다. 갈색 산들이 저 멀리 지평선을 이루고 있었다. 산들은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올라감에 따라 지평선의 모양이 자꾸만 변해

갔다....”

위 구절의 어구 “뒤돌아보니(Looking back)”와 “아득히 먼 뒤쪽으로

(Far back)”는 깊이환상을 만들어 내기위한 유도어로서 대표적인 어휘들

이다. 첫 문장부터 그림으로 스케치해 따라가 보면 안쪽으로 넓은 공간이 

존재하고 원근화법의선은 거대한 대상인 평원과 맞닿으면서 단축되고 있

다. 이 구도는 둘째 문장에서 네모 형태의 초록색과 갈색 평야의 배치로 

이어지고 있다. 그 뒤로 지평선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갈색의 산들이다. 이

어서 지평선의 모양은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헤밍웨이는 세잔의 원근화법

의 <변형적인 모습>을 의식한 듯 “산들은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They were strangely shaped).”라고 덧붙인다. 이로서 헤밍웨이는 지평선 

및 대상을 자연에 존재하는 것의 재현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대로 만들어가

는 듯 보인다. 전통적인 원근화법은 가장 먼 곳은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구

도이지만, 헤밍웨이의 의해 재구성되는 원근화법은 구조적으로 깊이환상을 

주면서 입체감, 양감(volume), 그리고 존재감을 느끼도록 해준다(소수만, 

2006, p313). 즉, 독자의 실재적 느낌을 유발하는 풍부한 맥락생성을 유도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헤밍웨이의 빙산이론 문체(생략기법)이나 폴 세잔의 추

상적 회화기법은 작품을 읽거나 보는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풍부한 인지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기교를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실제적 

효과는 노벨문학상 수상 경력이나 또는 현대 회화의 아버지라 칭함을 받는

다는 대중적 인식 수준을 통해서 볼 때 이미 경험적으로 검증된 것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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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형태주의 심리학에서의 형태의 전체성과 완결성의 원리

형태주의 심리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메시지 수용자의 맥락 생성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한다.

가) 완결성의 원리(Principle of closure)

공백이 있거나 결손된 부분을 보완하여 완성된 형태로 자극정보를 지각

한다는 것이 완결성(principle of closure)의 원리이다(김경희, 2000). 형태주

의 심리학에서 제안하는 지각의 원리 가운데 완결성의 원리는 다음의 제시

된 두 그림 모두 세모로 인식한다는 점을 설명해준다. 

[그림 6] 완결성의 원리를 보여주는 두 개의 그림

       

이 원리에 의하면 첫 번째 그림은 그리다가 만 세모 또는 일부분이 지워

진 삼각형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그림은 보이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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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삼각형의 모습이지만, 실제 그림은 완벽하지는 않으

나, 우리 머릿속에서 느끼는 삼각형은 빈틈이 전혀 없는 완벽한 삼각형을 

떠올리게 된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서 생성한 두 삼각형의 이미지에 대한 

느낌은 어떻게 다를까? 상대적으로 불완전한 그림을 보면서 떠올린 완벽한 

삼각형은 내가 만든 삼각형이며 따라서 더 호감이 간다. 반면에 보이는 이

미지 자체로 거의 완벽에 가까워서 내가 떠올리는 이미지와 다를 바 없으

며, 따라서 객관적으로 느끼게 되고 저 멀리 있는 것으로 느끼게 되며 결

과적으로 호감이 덜 가게 된다. 

나) 전체성(Ganzheit) 또는 형태(Gestalt)

형태주의 심리학은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는 명제로 흔히 설

명된다. 가령 어떤 사람의 얼굴표정을 보고 우리가 지각하는 것은 얼굴의 

각 부분들에 대한 지각의 단순한 합과는 다른 그 무엇이다. 즉, 전체가 같

는 속성은 부분으로 쪼개는 순간 사라진다. 따라서 이 명제는 우리들의 일

반적인 지각 현상을 매우 잘 드러내고 있는 명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다

가 만 듯한 세모의 이미지를 전체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바라본다면, 이미

지에 표현된 부분만 보고도 우리는 스스로의 상상력에 의하여 다양한 느낌

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이미지를 구성하는 부분들

만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인식되는 전체의 

모습은 훨씬 크다는 것이다. 

보다 완벽한 그림보다 불완전해 보이는 듯한 그림이 보는 이에 따라서는 

오히려 완벽해보일 수 있다. 자신의 맥락생성 결과인 것이다. 그렇다면 보

는 이의 맥락생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림이 더 효과적일까? 형태

주의 원리는 그림에 여백이 주어지는 경우에 보는 이로 하여금 맥락생성을 

촉진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동양화는 여백의 미를 가지고 있어서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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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다고 한다. 동양화의 여백 속에서 우리는 풍부한 상상을 통해 그림 속으

로 빠져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4) 단서 제공을 통한 태도 변화 이론

  이번에는 태도 변화에 있어서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근거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선행 연구를 검토하기로 한다. 

  가) 태도 대상의 명료성과 해석가능성

  김재은(1981)은 태도 대상의 명료성과 해석가능성이 태도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개인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얼

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태도 변화에 차가 생긴다. 어떤 사회

적 문제나 정책 결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받을수록 그 커뮤

니케이션의 유도 방향으로 의견을 변용할 가능성이 많다. 가령 ‘한국동란

에 있어서의 국지전에 관한 미국정부의 정책’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은 이 커뮤니케이션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일반 국민의 의견이 변화되었

다고 한다(Thistlethwaite et al., 1955; 김재은, 1981에서 재인용)’. 그러니

까 대상의 명료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의견 변용이 적은 것이고, 명료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의견 변용이 크다고 할 수 있다(김재은, 1981). 또 다른 

한 가지는 대상에 대한 개인의 해석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볼 수 있

다. 가령 피험자에게 해석이 용이한 화제와 해석이 곤란한 화제를 제시하

고 의견을 조사한 후 1주일 후에 실험자가 그 집단의 평균적인 의견과 반

대방향의 설득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구도로 유도해 보았다. 그 후 다시 의

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도한 방향으로 의견이 변화한 비율이 해석가능성

이 적은 구체적 화제의 경우가 해석가능성이 큰 추상적 화제보다 의견의 

변용이 적었다고 한다. 즉 뭐가 뭔지가 비교적 뚜렷해서 이러쿵저러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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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려운 것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풀이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의견의 변화가 어렵다는 말이 된다(김재은, 1981). 

  나) 프레이밍 효과 연구

  맥락생성과 태도와의 관련성이 긴밀하다는 근거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이

루어져오고 있는 프레이밍 효과 연구를 들 수 있다. 프레이밍 효과란 같은 

내용을 다르게 제시함으로써 다른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 개개인은 모두 사물을 볼 때 각각 다른 준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사람들에게 같은 정보의 내용을 다른 준거점을 기준으로 제시하여 준거

점을 이동시킴으로써 이동된 곳에서 자신의 손실이나 이익을 느끼게 하여 

다른 의사결정을 이끌어 낸다(이재록, 2006; 최인철, 2007). 일반적으로 프

레이밍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위험한 의사결정이나 불확실하지만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대안을 비교, 선택하는 경우 대안의 프레이밍이 달라짐에 

따라 선택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다) 맥락점화 효과 연구

  광고 분야에서도 태도형성과 관련하여 맥락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어왔다(최소연, 양윤, 2008). 이들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이루

어져왔는데, TV 프로그램 맥락이나 신문기사 맥락과 같은 편집상의 맥락

에 따른 맥락점화(priming) 효과 연구, 그리고 매체 자체의 속성과 관련된 

맥락을 고려함으로써 매체 자체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요인으로 보고 매

체맥락에 따른 점화 효과 연구(Dahlén, 2005) 등이 그것이다. 전자의 연구

가 맥락에 의해 유발된 관여나 각성, 감정을 주로 연구하되 전체 매체맥락

을 보는 것이 아닌 광고 메시지와 인접한 편집상의 맥락에만 집중하였던 

반면, 후자의 연구는 매체 자체가 가지는 특성에 의해 소비자의 광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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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광고 분야에서 맥락점화 

효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 이는 광고맥락이 소비자를 어

떤 단서에 노출시키면, 관련된 속성이 소비자의 기억 체계를 쉽게 활성화

시키게 되며, 따라서 소비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

는 것이다(Shen & Chen, 2007).

  라) 태도 변화와 맥락의 관계

  학습자에게 작용하는 태도 대상에 대한 맥락적인 정보들은 대상에 대한 

약한 태도를 형성함과 동시에 그것은 대상에 대하여 좀 더 배워보고 싶다

는 학습동기, 즉 계속동기로 연결된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 따라서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에게 대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구서할 수 있

도록 기회를 주고, 따라서 학습자는 대상에 대한 강한 태도를 가지게 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림 7] 맥락 생성 단서를 통한 태도 변화 유도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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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헤밍웨이, 세잔, 인지반응 이론, 형태주의 심리학의 완

결성의 원리, 그리고 단서 제공을 통한 태도 변화의 원리 등을 통해서 태

도 변화의 속성을 정리해보면 첫째, 태도는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메시지보

다 메시지 수용자 스스로의 인지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인지적 구조에 영

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점이다. 둘째, 메시지 수용자의 인지적 반응을 촉진

하기 위한 자극의 특징을 헤밍웨이와 세잔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구체성과 감각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 감성적 공감에 의한 태도 변화

태도의 개념 자체가 때로는 감정 그 자체라고도 이야기되며, 인지, 감정, 

행동의 세 요인설에 따르더라도 그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것을 감정 요인이

라고 보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 태도 연구가 대부분 인지 과정에 중점을 두고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감

성적 공감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감정적 정보에 기초하

여 태도 변화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이 단순노출 이론인데, 이는 인지적 

정보를 전혀 자극제로 주지 않는 상황에서 오직 감정적 정보에 기초한다고 

보는 소극적 관점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감정적 정보에 기초한 태도 변화 이론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단순노출 이

론(Zajonc, 1984)은 단순노출 효과(Mere-exposure effect)를 제안하는데, 이

는 사람들이 설득 대상물에 단순히 노출 되는 것만으로도 대안에 대한 긍

정적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 단순노출 효과를 친숙성 원리

(familiarity principle)라고 부른다. 단순노출 효과에 관한 실험으로 한자

(Chinese character)를 자극으로 한 실험(Zajonc, 1968)에서 한자에 익숙하

지 않은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미를 알 수 없는 한자를 노출시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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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집단에 따라서 한자를 보여주는 횟수를 다르게 처치한 결과 가장 많이 

반복해서 한자를 보여 준 집단이 한자의 의미를 더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즉, 익숙하지 않은 자극의 경우 반복적으로 그 자극을 보는 것만으로도 호

감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Zajonc(1984)에 따르면 단순 노출 효과는 인지적인 수준의 의식 없이 발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노출에 의해 형성된 선호는 내가 왜 그것을 

좋아하는가에 대한 추론을 발생시키지 않게 되며, 인지를 바탕으로 한 경

우에 비해서 설득 메시지를 처리하는 과정이 더 단순해진다. 기본적으로 

정서적 반응은 인지적 반응에 비해 처리 속도가 빠르며, 더 신뢰할 수 있

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순 노출을 통한 선호의 형성은 대

상에 대해 인지적으로 숙고한 결과이기보다 감정적으로 친숙하다, 혹은 좋

다는 반응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가 왜 그 대상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고민

하지 않는다. 또한 식역하(subliminal) 자극에서의 태도 변화 연구에 의하면, 

식역하는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제시되는 자극에 대한 반응

을 의미하는데, 자극이 의식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뿐 아니라, 사람들이 의

식하지 못하는 식역하 자극이 제시 될 때에도 단순 노출 효과가 발생한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Monahan, Murphy, & Zajonc, 2000). 

  다음으로 설득에 미치는 감정적 요인의 효과를 밝힌 연구 가운데 Petty 

등(1993)은 경로분석(path analysis) 결과 정교화 수준이 높은 조건에서는 

좋은 기분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생성시킴으로써 태도 변화에 간접적 효

과를 보인 반면, 정교화 수준이 낮은 조건에서는 좋은 기분이 태도 변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임을 증명하였다. 즉, 생각을 거치지 않고 감정이 태도 

변화에 영향을 직접 미치는 것이다. 



- 49 -

[그림 8] 관여(involvement)의 수준에 따라 감정(기분)과 태도 간의 관계를 생각이 

매개하는 정도의 차이(Petty et al., 1993, p.16; 나은영, 1994에서 재인용)

  

  이상에서 감정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기초로 하여 

태도 형성 또는 변화에 영향을 주는 감성적 공감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하여 볼 수 있다. 첫째는 인지적 과정 중에 유발되는 공감의 유형이다. 메

시지 수용자 또는 학습자가 인지적으로 반응하는 과정 중에 충분히 만족감

을 느낌으로써 유발되는 정서적 즐거움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감성적 공감의 유형은 순수하게 감성적 자극을 통해서 감정의 변화를 

통해 유발되는 공감의 유형이다. 학습의 과정이나 메시지 수용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즐겁고 유쾌한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공감이 이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있다. 

인지적 요인에 의한 맥락 생성의 결과가 신념이나 가치로 연결된다는 점

에 비하여, 인지반응 과정에서 유발되는 만족감은 그 결과가 신념보다는 

즐거운 감정, 좋아하는 감정, 즉 감정적 요인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다르

다. 그러나 그렇게 귀결된 감정적 요인도 결국 태도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

하여 대상에 대한 보다 긍정적이고 신념어린 태도를 갖추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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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감성적 경험을 통해서 유발되는 감정의 변화를 통한 공감의 형

성은 감정에 직접 자극을 준다는 점이 앞서 인지반응 과정과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즐거운 감정의 유발은 결국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연결되거나, 대상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행동적 요인으로 영향이 확산되고 

결국 태도가 변화되거나 형성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라. 자기 행동에 의한 태도 변화

앞서 태도와 관련 변인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도와 행동의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다. 흔히 우리는 태도가 원인이고 행동이 결과라는 인과관계

를 가정하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다. 예컨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정

치인에 대한 호의적 태도 때문에 그 정치인에게 투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행동이 원인이고 태도가 그 결과일 수도 있다. 심리

학자들이 태도 변화와 관련하여 관심을 기울인 영역이기도 하다. 그 대표

적인 이론이 인지 부조화 이론과 자기지각 이론이다. 이 두 가지 이론은 

앞서 태도의 메타 인지적 구조를 파악하는 근거로 인용된 바 있다. 그러면

서도 이 두 이론은 공통적으로 태도가 행동에 후행하여 변화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선 행동 후 태도 변화인 셈이다. 자신이 의도했든 하지 않았

든 간에 자신이 행하는 행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전 태도와 불일치하

다는 경험을 하게 될 때, 행동에 맞추어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설명이 인지 

부조화 이론이며, 자신이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는 가를 성찰함으로써 인지

하지 못했던 자신의 태도를 굳히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 자기지각 이

론이다. 따라서 먼저 행동을 유인해낼 수만 있다면 태도의 변화는 자연스

럽게 뒤따를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러한 선 행동 후 태도 변화의 원리를 

적용한 순응 기법 세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 전에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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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를 보자. 

“한국전쟁 중에 많은 미군 포로들은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설치, 운영

한 포로수용소에 감금되었습니다. 수용소 측에서는 잔혹행위를 사용하지 

않은 채, 수백 명의 포로들에게 다양한 활동에서의 협조를 보장하였습니

다. 어떤 포로는 단지 심부름을 하거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른 포

로들은 라디오에 출연하여 거짓 고백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포로들은 동

료 포로들을 밀고하고 군사정보를 폭로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21

명의 포로가 공산주의자들과 남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대부분은 공산주

의가가 아시아에 좋은 이데올로기라고 세뇌가 된 채 고향으로 돌아왔습

니다. 중국 공산당의 ‘사고 통제’ 프로그램의 핵심은 문안에 발 들여놓

기 현상(foot-in-the-door phenomenon)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이었습니

다. 이 현상은 사소한 행위의 요구에 응한 사람은 나중에 더 큰 요구에도 

동의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포로들에게 아무런 해가 없는  

요구사항으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요구의 정도를 높였던 것입니다. 포로

들로 하여금 사소한 진술을 말하거나 적도록 ‘훈련’시킨 후에, 자본주

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처럼 보다 중요한 어떤 문건을 복사하도록 만

들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포로들이 특권을 얻기 위하여 집단

토론에 참여하거나, 자가비판을 쓰거나, 아니면 공개적 고백을 하였습니

다. 그런 행동을 한 후에 포로들은 자신의 공개적 행위와 일관성을 유지

하도록 신념을 수정하기 십상이었습니다.” - 심리학자 리처드 게리그의 

‘심리학과 삶’ 중에서(리처드 게리그 외, 2013)

 

 위 사례는 문 안에 발 들여놓기 현상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 ‘단계적 

요청기법’의 적용 사례이다. 한 실험에서 작은 요구(탄원서에 서명)에 응

한 사람들은 보다 큰 요구(정원에 대형 간판을 세우기)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Freedman & Fraser, 1966). 사람들이 일단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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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발을 디디면 나중에 순종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양보의 정도를 증가

시키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원리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

람들은 원래 행동이 특정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하기 때

문이다. 누구나 자기 이미지에 일관된 그 이후의 행동을 원하게 마련인 것

이다. 

사람들이 일관되어 있다는 느낌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용하는 또 다른 

순종기법으로 순응기법(foot-in-the-mouth)이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간단

한 초기 질문에 답하게 하여 그들이 그 이후의 요구에 순종할 가능성을 높

일 수 있다는 원리이다. 우리가 발표 연단에 섰을 때 청중의 반응을 쉽게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서, 첫 인사의 말로 청중이 답하기 쉬운 그 날의 

날씨 이야기나 친숙한 사회적 이슈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그 이

후의 청중의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호적 규범(reciprocity norm)으로 잘 알려진 원리는 인간의 경

험을 지배하는 법칙 중의 하나로서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무언

가를 할 때, 그것을 받은 이는 다시 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실험실의 연구는 아주 작은 호의로도 참가자들이 큰 것

으로 보답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Regan, 197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동 자체가 자신의 태도 변화를 유발하는 

매우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 태도 변화 이론 요약 및 시사점

지금까지 고찰한 태도 변화의 이론과 원리들은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정

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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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축이 되는 태도 

요소
태도 변화 이론

메타 인지

MPAA (Cohen & Reed, 2006)

Metacognitive Model of Attitude (Petty, 2006; Petty 
et al., 2006; Petty et al., 2003)

인지 부조화 이론 (Festinger, 1957)

자기지각 이론 (Bem, 1972)

인지적 맥락 생성

인지반응 이론 (Greenwald, 1968) 

헤밍웨이의 빙산이론 (소수만, 2006)

세잔의 현대회화기법

형태주의 심리학의 완결성의 원리

프레이밍 효과의 원리

맥락점화 효과의 원리

감성적 공감

단순노출 이론 (Zajonc, 1984)

단순생각 이론 (Joshua, Zakary, & Christopher, 
2011)

감정이 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 연구 (Petty et al., 
1993; Mackie & Worth, 1989; Kuykendall & 
Keating, 1990)

자기 행동

인지 부조화 이론 (Festinger, 1957)

자기지각 이론 (Bem, 1972)

단계적 요청기법 (Freedman & Fraser, 1966)

순응기법 (Meineri & Gueguen, 2011)

상호적 규범 (Regan, 1971)

<표 1> 태도의 구조적 성분의 변화에 기초한 태도 변화 이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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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분류 기준은 태도 구조의 구성 성분에 기반한다. 태도를 연구하

는 학자들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서 태도 변화를 설명하는 설명 체계가 나누어진다. 인지적 요소를 태도의 

핵심 구성 요소라고 규정할 때는 인지적 자극을 태도 변화의 중요한 요인

으로 설명한다. 마찬가지로 감정적 요인이나 행동적 요인을 중요한 태도의 

요소로 봄으로써 각각 감정적 자극과 행동적 자극을 태도 변화의 주요 원

인으로 설명하게 된다. 특히 최근 대두된 태도 변화에 대한 메타 인지적 

접근은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는 과정이 태도의 형성이나 변화 또는 유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태도의 세 가지 하위 구조적 성분과 더불어 태도 변

화에 대한 메타 인지적 접근을 반영해서 태도 변화의 원리를 크게 네 가지

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표 1>은 네 가지 범주의 태도 변화 원리와 각 범

주별 근거가 되는 연구를 나타내고 있다.

3. 태도 변화을 위한 교수적 개입 경로

  태도 교수는 학습자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체계적이고 절차적

인 교수적 개입이다. 태도 교수 상황에서 교수적 개입의 유형을 설명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정교화 가능성 모델(Petty & Cacioppo, 1981, 

1986)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가. 정교화 가능성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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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ty와 Cacioppo(1981, 1986)의 정교화 가능성 모델(elaboration likelihood 

model; ELM)은 태도 변화의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태도 변화를 유발하는 경로가 있다고 가정하고 태도 변화의 프

로세스를 설명한다. 이 점에서 ELM은 교수적 상황의 프로세스와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ELM은 태도 변화가 일어나는 두 개의 기본적인 경로가 있다고 가정한

다. 하나는 중심 경로(central route)로서 메시지의 내용, 즉 주제(issue)에 

관한 생각 때문에 설득이 되는 핵심적인 과정을 말하며, 다른 하나는 주변 

경로(peripheral route)로서 메시지의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주변적인 관심

들, 예를 들어 인상 관리 동기, 메시지 전달자의 매력, 자신의 사회적 역할 

등)에 의해 설득이 일어나는 피상적인 과정을 말한다. 더 나아가, 노력을 

많이 들인 주제 관련 인지활동(중심 경로)을 통해 새로운 태도가 생겼을 

때 그 태도 변화가 더 지속적이며, 주변 경로를 통해 일어난 태도 변화는 

그 태도 변화를 일으킨 주변적인 단서(cue)가 현저(salient)하게 남아있는 

한에서만 태도 변화가 지속된다. 주변 경로를 통한 태도 변화는 그 주변적 

단서가 사라지면 곧 태도 변화도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태도 변화는 주제(issue) 또는 주장(arguments)이 정교화 되는, 즉 

깊이 생각되는 가능성에 따라 달라진다. 정보의 내용을 정교화 시킬(즉, 깊

이 생각할) 능력(ability)과 동기(motivation)가 있으면 중심 경로를 통해, 그

렇지 않으면 주변 경로를 통해 설득이 된다. 

  Petty와 Cacioppo(1981, 1986)의 정교화 가능성 모델은 이중 처리과정을 

가정한다는 점에서 Chaiken(1980, 1987)의 발견적-체계적(heuristic- 

systematic) 과정 모델과 흡사하다. Chaiken과 그녀의 동료들이 말하는 체

계적(systematic) 과정이란 지각자들이 판단과제와 관련된 많은 양의 정보

를 면밀히 검토하는 포괄적, 분석적인 정보처리 성향을 말한다(Eag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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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ken, 1993). 그리고 발견적(heuristic) 과정이란 체계적 과정보다 인지적 

노력과 자원이 덜 드는 한정적인 정보처리 양식이다(Chaiken, 1980, 1987). 

즉,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때 단순한 결정 규칙이나 인지적 전략을 사용하

여 구할 수 있는 정보의 일부만으로 간단하게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다. 그

러므로 체계적 과정은 ELM의 중심 경로와 유사하며 발견적 과정은 주변 

경로와 유사한 면이 있다. 

  위 두 가지 모델은 결정적으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ELM에서는 중

심 경로와 주변 경로가 동시에 활성화될 가능성을 가정하고 있지 않지만, 

발견적-체계적 과정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과정임을 가정한다. 즉, 

Eagly와 Chaiken(1993)에 의하면 ELM에서는 상호 배타적인(mutually 

exclusive) 두 과정(중심 경로와 주변 경로)을 가정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주장하는 체계적 과정과 발견적 과정은 판단에 동시적으로 작용하여 (1) 

독립적(independent), 합산적(additive)인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고, (2) 상호

의존적(interdependent), 상호작용적(interactive)인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

고 주장한다. 

나. 중심 경로와 주변 경로에 따른 태도 변화

1) 중심 경로와 주변 경로의 태도 변화에 대한 효과

중심 경로와 주변 경로를 통한 인지 정보의 처리 과정을 다시 정리해보

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심 경로 처리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설득에 대한 

인지반응이 일어난다. 만약 메시지의 주장이 적절하고 타당한 양질의 것이

라면 수신자는 메시지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가 생기게 된다. 태도변화는 

메시지에 대한 수용자의 인지적 반응에 따라서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상

황이 중심 경로에서 이뤄지는 태도 형성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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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반대로 정교화 가능성이 낮은 경우, 수용자는 메시지에 대해 정

교화 하려하지 않고 주변통로를 이용한 설득이 이뤄지게 된다. 

2) 태도 변화에 대한 두 경로의 합산적, 상호작용적 효과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의 Petty와 Cacioppo의 두 개의 경로에 대한 주장

에 덧붙여,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추가적으로 제안되었던 Eagly와 

Chaiken(1993)의 주장, 즉  ELM에서는 상호 배타적인(mutually exclusive) 

두 과정(중심 경로와 주변 경로)이 실제적으로는 (1) 독립적(independent), 

합산적(additive)인 효과를 발휘하거나, (2)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 상호

작용적(interactive)인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수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이 태도 교수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며, 곧 이것은 태도를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상태로 형성 또는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방법

을 처방하는 것과 같다. 이때 두 경로의 효과가 상호 배타적이라는 관점은 

교수적 상황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교수 상황은 교수자가 

교육과정이라는 명시적 과정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칭찬, 미

소, 환경 등과 같은 주변적이고 암묵적인 과정을 통해서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하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적 또는 합산적 효과를 교사는 

기대하기 때문이다. 

다. 태도 변화를 위한 세 가지 개입 경로

  Petty와 Cacioppo(1981)가 정교화 가능성 모델을 제안하면서 태도 변화를 

이끄는 경로를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주변 경로와 중심 경로를 통한 영향 

외에도 세 번째 경로가 존재함을 암시한다(Petty et al., 2009). 즉, 세 가지 

별개의 방식으로 설득이나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준다. 첫 번째는 앞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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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바와 같이 중심 경로를 통한 태도 변화이다. 변인들은 설득력 있는 주

장, 즉 “옹호하는 입장의 장점에 대해 어떤 사람의 주관적인 결정과 관련

되어 있는, 의사소통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약간의 정보”로 사용될 수 있다. 

둘째, 주변 경로를 통한 태도 변화로서, 변인들은 주변적인 단서로 사용되

어 주변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설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

적 변인들은 동기나 정교화 능력에 영향을 미쳐서 설득으로의 통로를 조정

할 수 있다(Eagly & Chaiken, 1993). 예를 들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관련

된 메시지를 평온한 상태(높은 동기와 높은 능력을 확립시켜주는)에서 받

을 때, 그 모형은 중심 경로를 통한 설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하지만 똑같은 메시지가 매우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조건에서 수신된다면, 

혹은 개인적으로 관련 없는 메시지가 수신된다면, 그 모델은 주변 경로를 

통한 설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에 대하여 Petty와 

Cacioppo(1986, Eagly & Chaiken, 1993에서 재인용)는 정교화 가능성에 영

향을 주는 변인들이 객관적 메시지 처리 혹은 편향된 메시지 처리로 이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라. 태도 교수 모형에의 적용 가능성

  앞서 검토해본 사회심리학 분야의 태도 및 태도변화 연구 관련 시사점들 

중 부분적으로 교육적 맥락에서 재검토해보는 시도를 해보도록 한다. 

  우선, 태도는 학자에 따라 정의를 내리려는 시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났

는데 앞서의 논의를 종합하면 크게 보아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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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태도의 단일차원 관점

[그림 10] 태도의 중다차원 관점(태도의 행동적 요소를 

특정 행위에 대한 경향성으로 규정)

[그림 11] 태도의 중다차원 관점(태도의 행동적 요소에 

특정 행위를 포함하여 기능적으로 규정)

  Bloom의 교육목표 분류에 따를 때, 인지적 영역의 목표와 정의적 영역의 

목표와 심동적 영역의 목표를 엄밀히 구분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일반

적인 인식은 인지적 영역과 심동적 영역의 목표에 비하여 정의적 영역의 

목표는 기술하기도 어렵고 성취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의견일치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측정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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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태도에 대한 [그림 9]와 같은 관점에서는 인지적 요소와 행동적 요소를 

제외한 태도 요소를 독자적인 학습목표로 설정해도 목표설정에서부터 성취 

확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어려운 작업일 수밖에 없다는 점, 어쩌면 거의 불

가능에 가까울 것이라는 점은 쉽게 판단이 된다. 그렇다면 [그림 10] 또는 

[그림 11]의 관점의 태도의 정의는 교수 맥락에서 볼 때, 인지와 결합하고 

있거나 행동과도 결합하고 있어서 태도의 목표에 대하여 성격 규정을 어떻

게 하고 목표 진술문을 어떻게 기술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적용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보다 목표 명세화가 용이하고 측정

도 용이한 인지적 요소와 행동적 요소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림 10] 또는 [그림 11]의 관점에서 태도의 정의를 받아드린다면 

그리고 나서 행해져야할 단계는 이러한 태도의 정의가 가능할 수 있는 이

론적 근거를 확인하고 이때의 태도 변화의 원리를 분명히 분석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학습자의 내적 과정으로서의 태도 형성 및 변화의 원리를 규명

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앞서 태도 변화에 대한 실증주의적 이론들과 실천 영역에서의 

경험적 원리들을 태도의 3요인설과, 또한 최근 연구 결과로서 메타 인지적 

접근에 맞추어 정리하였다. 이렇게 정리된 이론들의 근본 가정들과 원리들

로부터 태도 교수 원리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태도 변화 이론 가운데 Petty와 Cacioppo(1981)의 정교화 가능

성 모델에서 제안하고 있는 메시지의 중심 경로를 통한 태도변화와 주변 

경로를 통한 태도변화의 원리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들에 의하면 중

심 경로를 통한 태도변화란 곧, 인지적 요소의 자극을 통한 태도 변화를 

말한다. 또한 주변 경로를 통한 태도변화는 결국 정의적 요소의 자극을 통

한 태도 변화를 말하게 된다. 

  태도 변화는 이처럼 태도 변화의 통로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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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측면도 있으나, 나은영(1999)에 의하면 태도의 고관여 수준에서는 또 다

른 속성으로서 상대방의 태도 변화 노력에 대한 저항의 속성이 나타난다. 

교수적 맥락에서 고려할 때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학습자의 저항이 발생할 

개연성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러한 점들이 태도 교수 전략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 그림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개념도로 표현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특히 고관여수준의 학습자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저항의 요

소를 어떻게 얼마나 제거하느냐가 교수 과정에서의 관건이 될 수 있다. 이

는 곧, 태도 변화를 위해 교수적 개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거부

감이나 방어적 태도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

이다.

[그림 12] 태도변화 통로에 따른 메시지 효과에 대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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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태도 변화를 위한 교수 절차의 개념 모형

  태도 교수의 전개는 교수 활동이라는 특성상 시계열적으로 표현되며 이

는 다음과 같은 과정 모형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림 13]에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태도 교수 전략은 세 가지의 경로, 즉 중심 경로, 주변 경로, 그

리고 환경 조성을 통한 교수적 개입 경로를 통해서 적용될 수 있다. 이 모

형은 ELM의 과정을 은유적으로 적용한 모형이다. 

② 주변 경로 개입

① 중심 경로 개입

사전 개입 사후 개입

주 개입

intervention

초기

태도

(A)

변화

된

태도

(Aˊ)

③ 환경 조성을 통한 개입

[그림 13] 정교화 가능성 모델 기반 태도 교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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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교수 경로 설명

① 중심 경로 

개입

- 태도 변화 메시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태도 변화

를 유발하려는 교수적 개입을 말한다. 

- 학습자는 설득 메시지의 내용을 깊이 따져보고 자

신의 태도를 바꿀지 결정한다. 

② 주변 경로 

개입

- 태도 변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교수자의 인격, 권

위, 목소리, 제스쳐, 태도 등의 교수자 변인, 메시

지가 전달되는 매체 변인, 함께 메시지를 수용하

는 동료 학습자 변인 등 메시지 이외의 요소로서 

메시지 수용에 영향을 주는 교수적 개입을 말한

다. 

- 학습자는 메시지를 누가 주장하는가, 어떤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가, 주위 동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가 등에 영향을 받아 태도가 변화할 수 있다.

③ 환경 조성 

개입

- 태도 변화 메시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통한 교수

적 개입을 말한다. 

- 교육 진행에 대한 안내와 지원, 운영 인력의 친절

함 등의 교육 운영 측면, 교육 장소와 장비 등의 

물리적 환경 등 제반 환경적 요소들을 어떻게 설

계하고 배치하는가는 학습자의 태도 형성에 영향

을 미친다. 

<표 2> 태도 변화를 위한 교수적 개입의 세 가지 경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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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태도 교수의 전략적 요소들 간의 상호 관련성

  태도 및 태도 변화 관련 선행 연구들은 태도를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즉 태도의 구조의 어떤 요소를 강조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즉, 인지적 요소를 태도의 중요한 요소로 규정하는 경우

에는 인지적 자극을 통한 태도 변화를 이끄는 원리를 설명하게 되며, 마찬

가지로 감정이나 행동을 태도의 주요 요인으로 볼 때는 각각 감정인아 행

동적 자극을 태도 변화의 원리로 설명하게 된다. 이때 어느 요인의 자극을 

통해서 태도 변화를 이끌더라도, 그 결과로서 변화된 태도는 또 다시 세 

가지 요인인 인지, 감정, 행동의 총체적 상태로서의 태도를 구성하게 된다. 

가령, 인지적 자극을 통해 태도의 변화를 이끌었다면, 그로 인하여 태도가 

변화하게 되고, 변화된 태도는 다시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성분으로 표출

된다. 다시 말하면, 인지적 자극이 인지적 변화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감정

이나 행동의 변화도 이끌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은 태도 교수 전략을 도출하고자 할 때 중요한 시사점을 제

공해준다. 어떤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수적 개입을 시도한다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어떤 자극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분명한 교수적 개

입은 분명한 자극 요소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태도 변화를 위한 교수적 

개입을 할 경우에도 어떤 요소를 자극함으로써 태도 변화를 이끌 것인가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요소 중에 어떤 요소에 자

극을 주더라도 그 결과는 자극을 주는 요소 외에 다른 요소에까지도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주의적 연구로부터 정립된 원리들을 분류한 가지 태

도 변화 원리와, 실천 영역의 경험적 원리를 더하여 태도 교수 전략을 도

출하였다. 교수적 개입이 태도의 인지적 측면에 개입하는가, 감정적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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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하는가, 행동적 측면에 개입하는가, 또는 성찰적 측면에 개입하는가에 

따라서 총 4개의 범주로 태도 교수 전략을 도출하였다. 이때 개입 초기에 

자극하는 영역은 인지, 감정, 행동, 성찰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일단 

개입이 시작된 후에는 그 개입의 효과는 태도의 서로 다른 영역으로 확산

되기도 한다. 즉, 태도의 인지적 영역에 개입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할 때 

그 효과는 태도의 감정이나 행동 또는 성찰 영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5. 요약

  태도 및 태도 변화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하여 태도에 영향을 주는 네 

가지 요소를 확인하였다.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들은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요소로 구성되며, 메타 인지적 요소는 이렇게 

형성되는 태도에 대한 성찰을 통해 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으

로 태도 변화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여 이론들을 분류해본 결과, 태

도의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측면 가운데 어느 측면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서 이론들이 분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태도에 대한 

메타 인지적 요소, 즉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도 태도의 변화가 이끌어지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심리학과 교육학이 실증주의적 연구 전통에서 기술적으로 태도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문학 또는 미술

과 같은 실천 영역에서의 경험에 기반한 태도 변화 원리를 도출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헤밍웨이의 빙산 이론과 세잔의 추상적 회화 기법 

사례를 분석하여 태도 변화 원리의 인지적 구성의 원리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태도 변화를 위한 교수적 개입 경로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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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리하였다. 태도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 가운데 하나인 정교화 

가능성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중심 경로, 주변 경로 및 환경 조성을 통한 

교수적 개입 경로를 구분하고 태도 교수의 전략적 요소들이 이들 경로에 

따라서 어떻게 상호작용하게 되는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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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태도 형성 및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태도 교수 원리를 탐색하

고 교수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Rechey, 

Klein과 Nelson(2004)이 제안한 개발연구 방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으

며, 새로운 태도 교수 원리와 전략을 개발하고 타당화 과정을 통해 일반화 

가능성을 탐색하는 두 번째 유형의 개발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Richey, 

Klein과 Nelson(2004)이 제시한 두 번째 유형의 개발연구는 일반적으로 다

음과 같은 절차로 연구가 수행된다(Adamski, 1998; Kress, 1990; Tessmer, 

McCann, & Ludvingsen, 1999; Tracey, 2002). 먼저 연구문제를 정의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탐색단계로서 관련 문헌을 고찰한다. 둘째,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전문가 인터뷰, 설문조사, 사례연구를 실시한다. 셋째,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설계, 개발, 평가 모형을 개발한다. 넷째, 

전문가 검토 또는 실험 연구를 통해 개발된 산출물에 대한 타당화 과정이 

이루어진다. 다섯째, 타당화의 결과를 반영하여 새로운 모형이나 일반화된 

원리를 제안한다. 

 

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태도 목표의 성취를 위한 태도 교수 원리를 탐색하고 전략을 

개발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

고찰을 통해 원리를 탐색하고 이에 근거한 전략을 개발한 후 사용성 평가

를 통하여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확보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

와 내용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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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태도 및 태도 변화와 관련된 관련 학문 분야의 연구 동향을 파악

함으로써 태도의 개념, 태도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 태도와 유사한 변인들

의 개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태도의 정의와 구성요소를 확인하

였다.

  둘째, 태도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들을 검토함으로써 태도 변화를 위한 

교수 전략을 도출하였다.

  셋째, 태도 변화에 성공을 거둔 것으로 판명된 교수 프로그램 사례를 선

정하여 연구에서 도출된 원리, 전략들과 대비해봄으로 이론으로 도출한 태

도 교수 전략을 실제적 환경에 맞도록 정교화하였다. 

  넷째, 전문가 타당화 과정을 통하여 태도 교수 전략을 수정하였다.

  다섯 째, 태도 교수 전략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실제 태도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여섯 째, 실제 태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강의를 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사용자 반응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개발된 

태도 교수 전략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반영하

여 추후 태도 교수 전략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태도 및 태도 변화에 대한 문헌 고찰

↓

태도 교수 전략 도출

↓

태도 교수 전략의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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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도 교수 전략의 전문가 타당화

↓

태도 교수 전략의 적용 가능성 검토 및 보완

↓

태도 교수 전략에 대한 사용자 반응 평가

[그림 14] 연구 절차

2. 문헌 고찰을 통한 태도 교수 원리 도출

가. 다양한 학문 영역과 실천 영역으로부터 태도 및 태도 변화 이론

과 원리 도출

  태도 또는 태도변화에 대한 기술적(descriptive) 이론들이 이미 교육학과 

심리학 등에서 이루어져왔다. 이들 학문 분야와 교육공학 분야에서 시도되

어온 태도에 대한 정의 및 태도변화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또

한 실천 영역에서 태도 변화에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어지는 사례로부터

도 경험적 원리로서의 태도 변화 원리를 분석하였다.

나. 태도의 개념 및 태도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 태도와 유사한 변인

들의 개념에 대한 종합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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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도 변화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 분야, 특히 교육학 및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져온 태도와 태도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

인하였다. 이때 태도 관련 변인으로서는 태도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인

식론적 신념 또는 태도의 결과 변인으로 알려져 있는 행위 또는 행동의 변

인들이 다루었다. 여기서 밝혀지는 태도와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는 

태도 교수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해주었다.

3. 태도 교수 전략 도출

  앞서 수행되는 문헌분석을 기반으로 태도 교수 원리를 탐색하였다. 이때 

앞서 문헌분석을 통해 확인한 학습 내적 조건으로서의 태도 변화 원리와 

절차를 기반으로 이에 대응하는 학습 외적 조건으로서의 태도 교수 절차를 

확인하고 이로부터 태도 교수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태도 변

화의 과정적 메커니즘을 밝힌 정교화 가능성 모델(Elaboration Likelihood 

Model; ELM)을 기반으로 태도 교수 전략을 정교화하였다. 모델에 의하면 

태도 변화는 핵심 메시지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태도 변화를 시도하는 중

심 경로와, 태도 변화의 메시지의 질보다는 양이나 교수자의 권위와 같은 

주변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미치는 주변 경로, 그리고 목표 태도와 간접적

이거나 관련이 없는 요소들에 의해서 태도 변화를 시도하는 환경 조성을 

통한 개입 경로로 이루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중심, 주변, 환경이라는 세 

가지의 경로를 태도 변화를 위한 교수 개입이 가능한 경로로 보았다. 

  이로써 1차적으로 태도 교수 전략은 정교화 수준에 따라 3수준까지 도출

하였으며, 1수준 4개, 2수준 9개, 3수준 26개의 전략적 요소들이 도출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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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태도 교수 전략의 정교화

  도출된 태도 교수 전략은 이론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한 것이므로 실

제 현장에 적용하기에 어렵거나 부적합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발된 전략

들은 실제 현장에서의 사태들과 대조 검토하여 모형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

다. 이 연구에서는 태도 변화에 성공을 거둔 것으로 판명된 교수 프로그램 

사례를 선정하여 연구에서 도출된 원리, 전략들과 대비해봄으로써 그 결과

를 반영하여 태도 교수 전략을 정교화하였다.

가. 대조 사례의 선정

  정교화 대상이 된 태도 교수 사례는 사전 사후 태도 검사에 의해 태도 

변화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차례 동일한 과정을 운영한 경험을 가

지고 있어서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례를 선택하였다. 

  실제 선정된 사례는 S대학교 행복연구센터의 행복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며, 이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과 이 프로그램의 태도 변화에 대한 효과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서 프로그램 참가자의 반응 내용은 [부록 1]에, 사전 

사후 태도 측정 도구와 결과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나. 정교화를 위한 사례 대조의 분석 틀

  전형적인 태도 교수 사례에서 학습자들에게 기대하는 태도 목표는 무엇

이며, 그러한 태도 변화를 위하여 실제적으로 어떤 전략들이 있는지, 그리

고 교수 개입 단계는 어떠한지, 단계별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표 4>의 형식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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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시점 개입 경로
태도 교수의 전형적 
사례에서 적용되고 
있는 전략적 요소들

연구에서 도출된 
태도 교수 전략 

요소

사전 개입

중심 경로

주변 경로

환경

주 개입

중심 경로

주변 경로

환경

사후 개입

중심 경로

주변 경로

환경

<표 3> 태도 교수 사례와 태도 교수 모형의 전략 비교 틀

다. 전략 수정

  사례와 대비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 제안된 태도 교수 모형의 부족한 부

분,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여, 보다 현실 적용 가능성이 높은 모형

으로 정교화하였다. 

5. 태도 교수 전략의 전문가 타당화

가. 1차 전문가 타당화

  실제 사례와의 대조를 통화여 정교화된 태도 교수 전략은 교육공학 전문

가 5인과의 면담(전화, 이메일, 면대면 면담)을 통하여 1차적으로 수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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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교수 전략 평가 기준

1수준 `적합성

2수준 태도 전략으로서
매우 부적합 ↔ 매우 적합3수준

태도 성찰 전략 1 2 3 4 5

개인 성찰 전략 1 2 3 4 5

자기 가치·신념 성찰 기회 제공하기 1 2 3 4 5

자기 감정 성찰 기회 제공하기 1 2 3 4 5

자기 행동 성찰 기회 제공하기 1 2 3 4 5

집단 성찰 전략 1 2 3 4 5

타인의 태도 변화 관찰 기회 제공하기 1 2 3 4 5

타인으로부터 자기 태도에 대한 평가를 받는 
기회 제공하기

1 2 3 4 5

인지적 구성 전략 1 2 3 4 5

추상 전략 1 2 3 4 5

핵심 메시지 숨기기 1 2 3 4 5

생략하기 1 2 3 4 5

변화를 통한 몰입, 집중 유도하기 1 2 3 4 5

여유 주기 1 2 3 4 5

구상 전략 1 2 3 4 5

<표 4> 1차 전문가 피드백을 통해 수정된 태도 교수 전략 및 타당화 도구

다. 이때 태도 교수 전략의 전체적인 구조, 각각의 전략의 명칭 등에 대한 

이해도와 설명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전문가 타당화에 참여한 교

육공학 전문가는 모두 10년 이상의 교수설계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1차 

면담에는 5명, 2차 최종 타당화에는 총 8명이 참여하였다. 

나. 2차 전문가 타당화

  1차 전문가 타당화 과정을 통해서 수정되고 정교화된 태도 교수 전략을 

<표 5>의 타당도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타당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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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단서 제시하기 1 2 3 4 5

감각적 단서 제시하기 1 2 3 4 5

개념적 대비 제시하기 1 2 3 4 5

이야기하기 전략 1 2 3 4 5

시범 보이기 또는 모델링 1 2 3 4 5

일화 제시하기 또는 정보를 이야기로 바꾸기 1 2 3 4 5

자기 경험을 회상하거나 자기 이야기가 되도록 
질문하기

1 2 3 4 5

만족감 전략 1 2 3 4 5

인지적 만족감 전략 1 2 3 4 5

기대수준 맞추기 1 2 3 4 5

믿음 주기, 유대감 또는 매력 형성하기 1 2 3 4 5

정서적 감동 전략 1 2 3 4 5

즐거운 경험, 감동적 경험 
제공하기(진·선·미·락)

1 2 3 4 5

자존감 높여주기(존경받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1 2 3 4 5

태도 대상의 암묵적 노출을 통해 친숙해지는 
계기 만들기

1 2 3 4 5

감정의 대비 만들기 1 2 3 4 5

잊지 못할 장면 만들기 1 2 3 4 5

행동 요청 전략 1 2 3 4 5

역할 부여 전략 1 2 3 4 5

실제 역할 부여하기 1 2 3 4 5

가상의 역할 부여하기 1 2 3 4 5

단계적 행동 요청 전략 1 2 3 4 5

쉬운 것부터 요청 후 본래의 의도 제시하기 
(문간에 발들여놓기)

1 2 3 4 5

어려운 것부터 요청 후 본래의 의도 제시하기 
(머리부터 들이밀기)

1 2 3 4 5

의
견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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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태도 교수 전략의 적용 가능성 검토 및 보완

가. 사례 선정 방법

  전문가 타당화를 거쳐 완성된 태도 교수 전략을 틀로 하여 실제 태도 교

수 프로그램을 분석해봄으로써 태도 변화 전략이 실제적으로 주로 어떤 전

략들이 어느 시점에 사용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으며, 분석의 신뢰도를 높

이기 위하여 삼각법(triangulation)을 적용하였다. 사례 분석과 같은 질적 자

료를 분석할 때 삼각법에 의한 연구 결과들(triangulated findings)이 보다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김윤옥 외, 1996). 삼각법은 다양한 연구 

방법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통합한다는 뜻으로서, 이러한 삼각법이 갖는 

의미는 어떤 사실에 대한 이해는 특정한 한 가지 방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자료에 의존하였을 때 그 연구 대상에 대한 탐색과 이

해가 좀 더 정확할 수 있다는 데 있다(김영천, 2012; 김윤옥 외, 1996; 

Mathison, 1988). Mathison(1988)은 삼각법의 유형을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는 자료 삼각법(data triangulation)으로서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

여 자료의 원천으로서 많은 참여자들을 이용하거나 여러 자료를 분석 대상

으로 삼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조사자 삼각법(investigator triangulation)으

로서 다수의 조사자들이 연구의 과정에 개입하는 방안으로서 연구의 신뢰

는 높이는 방법이다. 이로써 한 사람의 연구자가 나타낼 수 있는 편견 또

는 지나친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방법의 삼각법

(methodological triangulation)으로서 한 가지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는 두 가지 이상의 연구 방법을 사용할 때 연구자로서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양적연구만 사용하기보다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복

합적으로 사용하면 연구 대상이 되는 어떤 현상에 대한 이해가 더 정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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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태도 변화 원리를 탐색하

고 태도 교수 전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문헌 고찰과 사례 분석 등 다각적

인 방법을 사용한 것은 방법의 삼각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는 이러한 방법의 삼각법 이외에, 자료의 삼각법, 조사자 삼각법을 적용하

여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태도 교수 전략의 적용 가능성 검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

서 적용한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삼각법(triangulation) 적용

  세 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을 세 명의 교육공학 전문가가 분석하여 각자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는 의견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2) 전형적인 태도 프로그램 선정 기준 적용

  일반적으로 태도 변화에 성공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인식의 근거가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그 영상을 분석하였으며, 선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세계적인 대중 강연 사이트인 www.ted.com 에 게재된 강연 중에 조

회수가 최상위권에 속하는 강연: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대학교 졸업 

축하 연설 영상 (15분)

  ② 교육 프로그램 사전 사후 만족도 및 태도 평가 결과 그 효과가 확인

된 프로그램으로서 행복 교사 연수의 사례 발표 영상 (50분) 

  ③ 교육 프로그램 사전 사후 만족도 및 태도 평가 결과 그 효과가 확인

된 프로그램으로서 행복 교사 연수의 이론 강의 영상 (5시간 중 전반

부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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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례 분석 틀

  선정된 태도 교수 프로그램의 영상을 세 명의 교육공학 전문가가 시간 

순서를 따라가면서 실제 적용된 태도 교수 전략의 사례를 적용 시점 및 스

크립트와 함께 <표 5>의 양식에 분석 결과를 기재하고, [그림 15]과 같이 

시각화하였다. 

time 스크립트 적용전략

00:01-
00:10

(……)

Thank you. Thank you.

- 여유 주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이나 
화제가 바뀌는 사이사이에는 
청중들을 둘러보며 미소를 
짓고 침묵하면서 청중들이 
잠시나마 숨을 돌리고 
리프레시하여 다시 새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유를 제공함)

- 태도 대상의 암묵적 노출을 
통해 친숙해지는 계기 만들기

  (연설 전 눈이 마주친 
청중에게 웃어주며 친근감, 
긍정적 인상을 형성 
-홍성연,박소영,홍영일)

00:13-
00:16

I am honored to be with you 
today at your 
commencement from one of 
the fin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 자존감 높여주기
  (존경받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 ……

<표 5> 태도 교수 프로그램 분석 양식 및 분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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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태도 교수 프로그램 분석 결과의 시각화 방법 및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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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태도 교수 전략에 대한 사용자 반응 평가

가. 사용성 평가

  전문가 타당화 과정을 통해 수정 보완된 태도 교수 전략의 사용성을 평

가하기 위하여 타당화 과정에 참여하였던 8명의 교육공학 전문가를 대상으

로 사용자 반응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용자의 반응 평가는 개발된 프로그

램이나 자료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수정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된다(이성흠, 2005, 

Quesenbery, 2003). Quesenbery(2003)는 정보 설계에 관한 사용성 평가 문

항으로서 효과성, 효율성, 만족도, 오류개선, 학습 용이성의 5개 문항을 사

용한 바 있다. 이들 문항 가운데 만족도, 오류개선, 학습용이성은 기존의 

유사한 프로그램이나 자료와 같은 비교 대상이 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문

항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세 문항을 제외하고, 효과성과 효율성

의 두 문항을 중심으로 사용자 반응 평가를 실시하였다. 효과성은 이해 용

이성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태도 교수 전략의 각각에 대하여 이

해하기 쉬운가의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평가하였다. 효율성은 수행 도움도

를 의미하며, 각각의 태도 교수 전략들을 본인이 따라하기 쉬운가의 여부

를 묻는 문항으로 평가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나. 태도 교수 전략의 실제 적용 사례 수집

  7명의 현직 교사, 3명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자 및 2명의 교육 프로그램 

퍼실리테이터를 대상으로 자신들이 태도 변화를 위하여 수업이나 교육 프

로그램 운영시 실제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 80 -

이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태도 교수 전략의 구체성 수준을 높이고 보다 정

교화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의 적용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다. 

사례 제공자 인원 수 태도 교육 관련 경험

현직 교사 7명

교직 경력 4~30년차의 중학교 교사로서 

행복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태도(관점 바

꾸기, 비교하지 않기, 감사하기, 목표세우

기, 나누고 베풀기 등의 행복을 위한 실

천하기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변화시키

는 것을 교육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

음. 45분 단위 수업을 매주 진행함.

교육 프로그램 

운영자
3명

경력 5년 이상의 태도 교육 프로그램 기

획 및 운영자로서, 현재 행복에 대한 태

도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주요 목

표로 하는 행복 교사 연수를 기획, 운영

하고 있음. 2시간 강연에서부터 60시간 

연수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

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음.

교육 프로그램 

퍼실리테이터
2명

경력 5년 이상의 태도 교육 프로그램 기

획, 운영 및 강연자로서, 현재 긍정심리학 

기반으로 리더십 또는 직무 역할 수행에 

있어서의 태도 교육 프로그램을 기업이나 

조직의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와 유

형으로 기획, 운영 및 강의를 진행하고 

있음. 

<표 6> 태도 교수 전략에 대한 실천 사례 수집 참여자

 



- 81 -

Ⅳ. 연구 결과 

1. 태도 교수 전략 개발 결과

가. 태도 교수 원리

  1) 태도의 중층적 구조와 구성 요소

  문헌 연구를 통하여 태도의 구조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한 결과, 태도

는 그 태도의 대상이 있고, 그 태도의 대상에 대한 직접적 태도와 그 태도

에 대하여 성찰함으로서 가지게 되는 태도의 메타 인지적 요소로 구분된다

(Cohen & Reed, 2006; Petty et al., 2009; Petty, 2006). 즉, 태도의 구조는 

중층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층 구조로서의 대상에 대한 직접적 태도는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행동적 요소의 세 가지 하위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상층 구조의 태도는 대상에 대한 직접적 태도가 어떠한지, 그 태도가 

바람직한지, 계속 유지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성찰적 질문에 의해 자각되는 

태도이며, 자신의 태도에 대한 인지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메타 인지적 요

소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태도의 중층 구조 태도의 요소

상층 구조 태도에 대한 성찰 ⇒ 메타 인지적 요소

하층 구조
대상에 대한 직접적 

태도
⇒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행동적 

요소

<표 7> 태도의 중층 구조와 태도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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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본 연구에서 가설적으로 채택한 태도 요소들 간의 관계

  태도의 중층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대상에 대한 태도는 

그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신념이나 가치 또는 단순한 믿음과 같은 인지적 

요소, 그 대상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는 감정적 요소, 그리고 그 대상을 취

하거나 또는 그 대상이 행동이라면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등을 의미하는 

행동적 요소를 갖는다. 대상에 대해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대상과 

나 자신이 서로를 향해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대응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요소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국 그 대상에 대한 총체적인 태도가 형성된다. 이것을 하층 구조의 태도

라 한다면, 상층 구조로서의 태도는 하층 구조로서의 태도를 대상으로 가

지게 되는 태도이다. 상층 구조의 태도는 자신의 태도를 성찰함으로써 얻

어지는 태도이므로 메타 인지적 성격을 갖는다. 태도에 대한 성찰, 즉 메타 

인지적 요소를 갖는 태도를 메타 인지적 태도라 부르면, 메타 인지적 태도

는 자신의 태도를 바라보는 태도가 된다. 태도의 메타 인지적 요소는 그 

태도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나 이슈 등과 같이 외부적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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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메타 인지적 태도의 대상이다. 메타 

인지가 자신의 인지 과정을 스스로 알아채고 나아가 자신의 인지 과정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듯이, 메타 인지적 태도도 자신의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 형성이나 변화의 과정을 스스로 조정하는 기능을 갖게 될 것이

다. 

  2) 태도 교수 원리의 도출

  태도 교수 원리 도출은 우선적으로 태도 변화에 대한 실증주의적 연구 

결과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와 경험적 원리를 나열한 다음에, 다음의 원칙에 

입각하여 범주화하였다. 태도 교수 원리의 분류체계는 태도의 중층적 구조

를 반영해야 한다. 태도는 앞서 태도의 이론적 문헌에서 살펴보았듯이 중

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태도 대상에 대한 직접적 반응으로서의 일차적 

태도가 있고, 그러한 일차적 태도에 대하여 자각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이

차적 태도, 즉 메타 인지적 태도가 있다. 따라서 태도의 형성 및 변화의 원

리는 일차적 태도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이차적 태도를 대상으로 하

는지에 따라서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태도의 중

층 구조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될 태도 교수 원리를 범주화하였다. 이때 

태도 형성 및 변화를 설명하는 실증주의적 연구 결과와 실천 영역(문학과 

미술)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복성과 위계를 고려하여 원리를 범주화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태도 변화 원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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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의 층위 태도 교수 원리 출처 (근거 이론 또는 경험적 원리)

상층 구조의

태도

메타 인지적 성찰의 

원리

MPAA (Cohen & Reed, 2006)

Metacognitive Model of Attitude (Petty, 

2006; Petty et al., 2006; Petty et al., 

2003)

인지 부조화 이론 (Festinger, 1957)

자기지각 이론 (Bem, 1972)

하층 구조의

태도

인지적 구성의 원리

인지반응 이론 (Greenwald, 1968) 

헤밍웨이의 빙산이론 (소수만, 2006)

세잔의 현대회화기법 (소수만, 2006)

형태주의 심리학의 완결성의 원리

프레이밍 효과의 원리 (Maheswaran & 

Meyers-Levy, 1990)

맥락점화 효과의 원리 (Shen & Chen, 

2007; 최소연, 양윤, 2008)

감성적 공감의 원리

단순노출 이론 (Zajonc, 1984)

단순생각 이론 (Joshua, Zakary, & 

Christopher, 2011)

감정이 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 연구 

(Petty et al., 1993; Mackie & Worth, 

1989; Kuykendall & Keating, 1990)

행동 우선의 원리

인지 부조화 이론 (Festinger, 1957)

자기지각 이론 (Bem, 1972)

단계적 요청기법 (Freedman & Fraser, 

1966)

순응기법 (Meineri & Gueguen, 2011)

상호적 규범 (Regan, 1971)

<표 8> 태도 교수 원리

  이론 및 경험의 원리로부터 도출한 각각의 태도 교수 원리에 대한 설명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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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메타 인지적 성찰의 원리

  상층구조로서의 메타적 태도에 있어 변화 원리는 ‘성찰의 원리’이다. 

태도는 전통적으로 어떤 이슈, 사물 또는 사람 등과 같은 특정 대상에 대

하여 갖는 일관된 행동을 하려는 경향성으로 정의되어 왔다. 이 정의에 따

르면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태도의 세 요인으로 태도의 구조가 결정된다. 

그러나 최근의 태도에 대한 메타 인지적 모델에 의하면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 자체를 성찰함으로써 자각되는 메타 인지적 태도가 존재하며, 이것은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Petty et al., 2009; Cohen & 

Reed, 2013). 즉, 메타적 태도 중에는 태도 자체를 성찰함으로써 태도 변화

에 영향을 미치는 ‘성찰’의 원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인지적 구성의 원리

  인지적 맥락생성의 원리는 하층 구조로서의 태도 변화 원리 중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교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핵심 메시지는 표현되지 않으

면서도 제시된 단서가 구체적, 감각적 시상을 포함할 때 학습자는 스스로 

인지반응을 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 즉 맥락생성에 의하여 스스로 핵심 메

시지를 구성해낸다. 이렇게 학습자 스스로 구성해낸 핵심 메시지는 쉽게 

태도 변화를 유발한다. 인지적 맥락생성을 위한 전략으로는 학습자 스스로 

맥락생성을 유발할 수 있도록 심리적, 물리적 여유를 제공하는 전략(추상

화 전략)과 맥락생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즉 심상의 형성을 용이하게 유

발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구체화 전략

이 있다. 특히 이 원리는 이론적 배경에서 앞서 살펴본 문화예술 분야의 

실천 영역에서 경험적으로 도출되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빙산이론과 

폴 세잔의 추상적 기법은 핵심메시지 자체를 표현하지 않으면서 독자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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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가 맥락 생성을 통해 스스로 핵심메시지를 구성하도록 유도하였다. 결

국 자신이 스스로 구성한 핵심메시지는 태도 변화를 이끌게 된다. 이들의 

기법의 토대가 되는 원리의 공통점은 메시지를 명시적으로 던지는 것은 추

상성의 원리가 적용되며, 이때 던져지는 명시적 메시지의 속성 자체는 구

체성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지적 맥락생성의 원

리 속에는 추상성과 구체성이 모두 포함되고 있으면서도 이 두 가지의 상

반된 속성이 적용되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가리켜  

‘추상 속 구체의 원리’라고 표현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추상성과 구체성이 갖는 상반된 속성으로 인하여, 추상 속 구체의 

원리를 해명하기 위한 좀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 

  먼저 추상성(abstractness)의 원리를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구체성 또는 

구상성은 사물이나 대상이 갖는 구체적인 성질을 말하며, 이것은 현상적이

고 실재적인 것인 반면에, 추상성은 실재(實在)나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없

는 성질을 말한다. 그러나 이처럼 단일한 개념 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다. 실제로 추상성의 개념은 인류 역사를 거치며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다

양하게 설명되고 개념화되었다. 교육공학 분야의 학자들이 언급한 추상성

은 간접성, 맥락 부재, 개념화 등으로 설명된다. 경험의 원추를 제안한 

Dale(1946, 1954, 1969)은 추상성은 곧 간접성(indirectness)이라 하였고, 

Hoban, Hoban과 Zisman(1937)은 추상화는 곧 맥락이 빠지는 것으로 설명

하였으며, Vygotsky(1934)는 추상화는 곧 개념화라 하였다. Piaget(1972, 

1981)는 반성적 추상화(reflective abstraction) 개념을 제안하면서 이때 추상

화란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것의 관계, 링크, 법칙 등을 만들

어 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철학자들이 제안

한 추상성의 개념을 살펴보면, Aristotle은 사물과 사태로부터 모든 감각적

인 것이 제거된 상태로 설명하며, Plato는 추상을 통해 이데아(Idea)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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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헤겔은 맥락이 제거되는 것이 추상화이며 모

든 맥락이 제거된 상태가 추상의 극이자 무의 상태가 된다고 하였다. 후설

은 추상이란 실재적인 내용을 사상함으로써 ‘순수 형식, 범주적 유형’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인간의 시각적 사고를 연구하면서 기존 

학자들의 추상의 개념을 정리한 바 있는 Arnheim(1997)은 추상에 대해서 

‘혼란스럽거나 불분명한 어떤 것으로 주어지는 인식 대상에 대해 사유 속

에서 그것의 여러 구성요소들이나 측면을 분리시켜 파악해 내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그렇게 분리된 것을 종합하여 사고 속에서 개체를 재구성함으로

써 사고를 진전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추상의 의미를 

간결하게 정리하기를, ’추상은 대상의 전 구성요소 가운데서 어떤 것은 

잘라내고, 어떤 것은 밖으로 끌어내거나 줄이는 것, 즉 어떤 대상을 그 전

체 상에서 생략하고 제거하고 정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김정오 역, 

2004). 이러한 관점을 태도 변화를 위한 교수 상황에 대입해보면, 태도 변

화 또는 설득을 위한 메시지와 같은 정보나 자극을 가능한 한 모두 제공하

려고 하기보다는 학습자가 스스로 맥락생성을 통하여 자신의 태도를 형성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이 

추상성의 원리라고 설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구체성의 원리를 살펴본다. 예를 들어, 다음 두 가지 경우의 말 

중에 어떤 것이 상상력을 촉발시키는지를 살펴보자.

  a. 아이가 느리게 기어간다.

  b. 아이가 슬금슬금 기어간다.

  a 보다는 b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머릿속으로 실제 아이가 기어가는 

모습이 더 잘 떠오른다. 더 구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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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보다 실제적인 표현, 보다 감각적인 표현, 보다 세밀한 표현 등을 말한

다. 추상적이거나 개념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

하거나 표현할수록 구체적인 표현이 된다. 구체적인 대상의 이미지는 형성

하기 쉽지만 추상적인 개념의 이미지는 형성하기 어렵다. 이를 가리켜 심

리학 분야에서는 구체성-추상성 차원(concrete-abstract dimens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박권생 역, 2000). 구체성과 추상성을 잇는 연속선상에 이

미지 형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배치할 수 있다. 구체성과 추상성을 잇는 연

속선상에서 구체성 쪽의 끝에 놓을 수 있는 것이 그림인데, 그림은 그 자

체가 시각적 이미지로 기억될 수 있어서 사람들이 이미지를 만들어 낼 필

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림은 대개 구체적인 단어보다 더 잘 기억되고, 구체

적인 단어는 추상적인 단어보다 더 잘 기억된다.

  그렇다면 청중에게 심리적인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라는 추상성의 원리와, 맥락생성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

인 단서를 제공하라는 구체성의 원리를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 이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징검다리 비유’를 드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징검다리는 띄엄띄엄 떨어져 돌이 놓여 있지만, 튼튼한 돌다리보다 정감이 

있고, 왠지 징검다리는 건너보고 싶은 유혹도 느끼게 된다. 이때 돌이 띄엄

띄엄 떨어져 놓여 있는 것은 추상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띄엄띄엄 떨어져 

놓인 돌 하나하나는 구체성을 의미한다. 돌 하나하나는 매우 구체적이고 

단단해야 징검다리를 건널 때 넘어지지 않고 건널 수 있다. 

  ③ 감성적 공감의 원리

  먼저 실증주의적 연구 결과로서 도출된 원리적 측면은, 감정적 자극이 

태도 변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이때 감정적 자극은 식

역하 자극을 통한 단순노출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고, 명시적으로 즐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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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이나 유쾌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서 감정을 자극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

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감정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는 개입방법이다. 다른 

한 편으로는 인지적 접근을 통해서도 감성적인 자극이 가능한데, 그것은 

인지적 만족감을 줌으로써 가능하다. 가령 교육 내용이 자신이 기대한 바

와 일치하거나 그 이상의 충족감을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감성적 공

감의 원리는 또한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경험적 기법을 통해 도출될 수 있

다. 독자나 관람자에게 공감은 경험적으로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

학 영역에서는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빙산이론에서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

어 태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미술 영역에서는 추상적 회화기법으로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면서 또한 헤밍웨이의 소설 문체에 영향을 주

기도 한 폴 세잔은 추상적 회화기법을 통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공감을 이

끌어내었다고 볼 수 있다. 

  ④ 행동 우선의 원리

  실증주의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행동을 먼저 수행한 학습자는 행동과 

자신의 태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태도를 바꾼다. 이는 행동적 요

소를 자극하여 태도를 형성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목표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목표 태도를 반영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전

략을 사용할 수 있다. 명시적인 목표로서의 수업활동 또는 암묵적인 목표

로서의 단순 도움 요청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태도 교수 원리를 요약하면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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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교수 원리 원리의 설명

메타 인지적 

성찰의 원리

자신의 태도에 대한 성찰은 태도 변화를 이끈다.

자신의 태도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 자신의 가치나 

신념과 부합하는지를 성찰함으로써 태도를 스스로 인식하고 

조절한다.

인지적

구성의 원리

스스로 참여하여 인지적으로 구성하는 메시지에 의해 태도 

변화가 잘 유발된다.

제시되는 단서가 구체적, 감각적 시상을 포함하며 객관성을 

유지할 때, 학습자는 스스로 인지반응을 하면서 스스로 메

시지를 구성해내며, 이렇게 학습자 스스로 구성해낸 메시지

는 쉽게 태도 변화를 유발한다. 

감성적 공감의 

원리

정서적 경험으로서의 만족과 감동은 태도 변화를 이끈다.

감정의 변화는 태도의 형성이나 변화에 있어서 인지적 반응

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학

습자의 기본적인 욕구에 기반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

로써 인지적 만족감이나 정서적 만족감으로 줌으로써 학습

자와의 긍정적 유대감을 형성하여 태도 수용 준비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단순노출 전략은 대상에 대한 친숙함을 느끼

게 유도하여 긍정의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행동 우선의 원리

자신이 행한 행동에 맞추기 위하여 태도 변화가 일어난다.

행동을 먼저 수행한 학습자는 행동과 자신의 태도를 일치시

키기 위하여 자신의 태도를 바꾼다. 따라서 목표 태도에 부

합하는 행동을 요구하였을 때 그 행동이 자신의 태도와 일

치하지 않으면 그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커진다.

<표 9> 태도 교수 원리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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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교수 전략

1수준

2수준

3수준

메타 인지적 성찰 전략

성찰적 질문 전략

자기 가치·신념 성찰 기회 제공하기

자기 감정 성찰 기회 제공하기

자기 행동 성찰 기회 제공하기

자신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조망하는 기회 제공하기

인지적 구성 전략 

추상 전략

<표 10> 태도 교수 전략

나. 태도 교수 전략

  태도 변화 원리와, 실천 영역의 경험적 원리를 더하여 태도 교수 전략을 

도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교수적 개입이 태도의 인지적 측면에 개입

하는가, 감정적 측면에 개입하는가, 행동적 측면에 개입하는가, 또는 성찰

적 측면에 개입하는가에 따라서 총 4개의 범주로 태도 교수 전략을 도출하

였다. 이때 개입 초기에 자극하는 영역은 인지, 감정, 행동, 성찰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일단 개입이 시작된 후에는 그 개입의 효과는 태도의 

서로 다른 영역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즉, 태도의 인지적 영역에 개입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할 때 그 효과는 태도의 감정이나 행동 또는 성찰 영역에

서도 나타날 수 있다. 1차적으로 도출된 태도 교수 전략은 <표 10>과 같이 

1수준 4개, 2수준 7개, 3수준 24개의 요소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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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메시지 숨기기

뻔한 이야기 생략하기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메시지 생략하기

변화를 통한 몰입, 집중 유도하기

여유 주기

구상 전략

구체적 단서 제시하기

감각적 단서 제시하기

개념적 대비 제시하기

일화 제시하기 또는 정보를 이야기로 바꾸기

정서적 공감 전략

인지적 만족감 전략

기대수준 맞추기

믿음 주기, 유대감 또는 매력 형성하기

정서적 감동 전략

즐거운 경험, 감동적 경험 제공하기

자존감 높여주기

암묵적으로 노출하기

감정의 대비 만들기

잊지 못할 장면 만들기

행동 우선 전략

역할 부여 전략

실제 역할 부여하기

가상의 역할 부여하기

단계적 행동 요청 전략

쉬운 것부터 요청 후 본래의 의도 제시하기 

어려운 것부터 요청 후 본래의 의도 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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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도 교수 모형 정교화

가. 전형적 사례의 선정

  1) 선정 사례 및 선정 이유

  연구 방법에서 제시된 전형적 사례 선정 기준, 즉 태도와 더불어 태도에 

대한 메타 인지적 태도에 있어서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교육 프로그

램으로서 행복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2011년 2

학기부터 현재까지 2년 넘는 기간 동안 총 18회, 100~500명 규모로 총 

2,785명의 교사가 이수한 프로그램으로서, 삶에 대한 태도로서의 행복감과 

메타 인지적 태도로서의 행복에 대한 태도 모두에 있어서 사전과 사후 검

사에서 꾸준히 유의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

합하는 전형적 사례로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행복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 행복 교사 연수의 목적

  이 연수는 S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초중등 행복수업 프로젝

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다. 작금의 교육 현장은 학

교 폭력, 교권 추락 등의 표현들에서 드러나듯이 학생들의 자존감은 물론 

교사들의 자존감이 많이 위축된 상황이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

복한 학교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행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확산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일 먼저 교사 연수가 진행된다. 이 

연수를 이수한 교사에게 기대되는 목표는 먼저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로서 

행복감을 느끼도록 유도하여 행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다. 이것이 일차적 목표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교사들이 학교로 복귀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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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자신들에게 형성된 행복에 대한 태도를 학생들에게도 전이시키고자 행

복수업의 사례와 기법을 소개하고 행복수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도록 유도

하는 것이 이차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 연수 프로그램은 방학 기간 중

에 이틀 간의 기간으로 시행된다. 요약하면, 이 연수는 교사의 행복수준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행복수업 담당교사의 교수역량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3) 연수의 내용 구성

  행복 교사 연수는 이 연수를 마친 후에 교사들이 행복수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준비 과정을 갖추는 것이다. 행복수업이라는 것은 행복수업 교재를 

활용하여 교사가 학생들과 삶에 대한 태도로서의 행복을 느끼고 체득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가 행복수업을 하기 위

해서는 교사가 먼저 행복감을 느끼고 행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학생들에게 자신이 경험하고 체득한 행복에 대하여 

수업을 통해 전이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기 때문이다. 행복수업의 이러

한 특징은 의욕 없이도 지식 전달이나 기능 습득을 시킬 수 있었던 기존 

교과 수업과의 중요한 차이점으로 보인다. 교사가 행복수업을 하기 위해서

는 따라서 먼저 교사 스스로 삶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갖추어

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삶에 대한 직접적 태도로서의 행복이다.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를 스스로 조정해나갈 수 있는 메타 인지적 태도로서의 행

복에 대한 태도 또한 형성시킬 필요가 있다. 즉, 자신이 행복을 어떻게 생

각하고 있는지(태도의 인지적 성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태도의 감정적 

성분), 그리고 어떻게 행복한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지(태도의 행동적 성분)

를 스스로 성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때때로 행복

감을 느끼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인지하고 조정함으로써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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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행복한 태도를 유지하거나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메타 인지적 태도를 활성화하고 유지시켜 나가는 전략은, 교사가 학교로 

복귀하여 학생들과 행복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타 인지적 태도는 자신의 태도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복 교사 연수 프로그램은 교사의 삶에 대한 태도로서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설득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교사 스스로 갖는 행복에 대한 태

도, 즉 메타 인지적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내용도 함께 구성된다. 이것은 

주로 행복 심리학 강의라는 형태로서 이론적 강의 모듈로 제시된다. 다음

으로 행동적 성분의 자극을 위한 실습 모듈이 제시되는데, 이는 자신의 삶

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업 활동들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감정적 개입을 통한 태도 변화를 위하여 연수 진행 과정 내내 

교사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수 과정을 운영

한다.

  구체적으로 연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① 이론 모듈: 행복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

는지 등에 대한 이론적 소양 함양

  ② 실습 모듈: 행복 워크숍을 통해 교사가 먼저 행복을 느껴보고, 행복을 

연습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활동 아이디어 모색

  ③ 사례 모듈: 행복수업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복수업 대표 선

생님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

  연수 기간은 2일 15시간이며, 연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96 -

구분 주제 시간

모듈1:  이론 행복 심리학 강의 (최인철 교수, 행복연구센터장) 6H

모듈2:  실습 행복수업 실습 워크숍 6H

모듈3:  사례 사례발표 및 패널토의 3H

총 연수 시간 15H

<표 11> 행복 교사 연수 프로그램 시간표

  4)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교사)들의 반응

  이 연수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연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해오고 있다. 이것을 이론, 실습, 사례 모듈

과 연수 운영 측면에 따라 주요 반응을 확인해보았다9). 먼저 이론 모듈에 

대한 교사들의 주요 반응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행복의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강의에 매우 만족합니다.

  - 교수님의 손쉬운 이론 해설에 만족합니다.

  - 행복교육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 행복 교육의 필요성을 실감합니다.

  - 지도자로서의 행복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 안정적 강의에 만족합니다.

  실습 모듈에 대한 주요 반응은 다음과 같다. 

9) 교사들의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은 온라인 커뮤니티(http://cafe.daum.net/happinessbook4u)

와 연수 종료 후 실시한 설문 형태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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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성 있는 팀별 워크숍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행복수업의 실제적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 즐거운 실습과정이었습니다.

  - 학생과 즐겁게 실습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 단순 도구로 다양한 공유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가 참신합니다.

  사례발표 모듈에 대한 주요 반응은 다음과 같다. 

  - 막연한 이론들의 가닥이 잡히는 느낌입니다.

  -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발표 내용에 만족합니다.

  - 이런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학교에서 왕따나 폭력이 사라지게 될 거라

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수 운영 전반에 대한 교사들의 주요 반응이다.

  - 20년 동안 많은 교사연수를 받아봤지만 이런 연수는 처음입니다. 최고

입니다. 

  - 막연히 머리를 떠다니던 개념들이 OOO 교수님의 강의에 의해 깔끔히 

정리가 되 주시고, 그 이후의 모든 시간은 철저하게 배려 받고 감동받

고 섬김을 받아 힘을 북돋아주는 시간이었습니다.

  - 무척 추운 날씨였지만 마음만은 정말 뿌듯하고 행복했답니다. 

  - 친절하고 세심한 연수 안내., 코끝 찡한 추운 겨울날 진행하시는 모든 

분들의 따뜻한 그 미소와 넉넉한 배려, 배움의 기쁨, 나눔, 친절의 기

쁨까지 듬뿍 마음에 담을 수 있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 이틀간의 짧은 연수였지만 타 연수에 비해 뭔가 가슴이 따뜻해지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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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복한 연수였습니다. 새 학기에 학생들에게 이 같은 느낌을 꼭 전

해주고 싶습니다.

  - 이번 연수 연수를 통해 제 주변에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나는 얼

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새삼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이상의 반응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복 교사 연수 프로그램은 교사들

의 삶에 대한 태도로서의 행복과, 자신의 행복 추구에 대한 태도 형성에 

실제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ELM 기반의 태도 교수 모형과 원

리 및 전략적 요소들을 정교화하기 위해 행복 교사 연수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 자료(질적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한 태도 교수 원

리 및 전략적 요소들이 실제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있는지, 또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에서 포착하지 못한 실제적인 전략적 요소들이 있는지 등을 다

각적으로 검토하였다. 

나. 태도 교수 모형과 전형적 사례의 대조를 통한 모형 정교화

  행복 교사 연수에서의 교사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와 연수 운영 프로그램

의 상세 전략을 ELM 기반 태도 교수 모형의 구성 요소들과 대조하여 모형

을 정교화 하는 작업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째, 행복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전반을 전략적 요소들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행복 교사 연수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둘째, 전략적 요소들로 분석된 행복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ELM 기반 태

도 교수 모형과 대조하여 빠진 전략적 요소, 보강해야 할 전략적 요소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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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전형적 사례와의 대비를 통해서 ELM 기반 태도 교수 모형을 정교

화하였다. 

1) 행복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전략적 요소와 태도 교수 모형의 대비

  연수 프로그램의 교육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략은 모두 중심 경

로에, 교육 내용과 관련이 없거나 태도 변화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략

은 주변 경로로 분석하였다. 

개입 시점 개입 경로
행복 교사 연수의 전략적 

요소들

ELM 기반 태도 교수 

모형에서 제안된 전략적 

요소

사전 개입

단계

중심 경로

-사전 안내를 통한 만족감 

전략(공문 시행을 통한 행

복 교사 연수의 취지와 목

표, 세부 프로그램 안내)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높

은 기대감 형성을 위해 상

세 설명 생략

-친절한 대응을 통한 만족

감 전략(연수 프로그램이

나 행복수업에 대한 문의

에 친절한 응대 및 회신)

-인지적 만족감 전략

-추상화 전략

-정서적 만족감 전략

주변 경로

-안내 전략: 연수 전 

remind 문자메시지, 연수 

당일날 오전 교통편 안내 

문자 메시지 제공

-친절한 대응을 통한 만족

감 전략: 지방소재 교사들

의 숙박 지원

-정서적 만족감 전략

-구체화 전략

<표 12> 행복 교사 연수의 전략적 요소와 태도 교수 모형의 전략 비교 (사전개

입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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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시점 개입 경로
행복 교사 연수의 전략적 

요소들

ELM 기반 태도 교수 

모형에서 제안된 전략적 

요소

주 개입

중심 경로

-이론 강의를 통한 인지적 

만족감 전략

-이론 강의에서의 생략 기

법, 구체적 사례 제시

-실습 강의를 통해 태도 형

성 연습 전략

-인지적 만족감 전략

-맥락생성을 위한 추상

화 전략/구체화 전략

-문 안에 발 들여놓기 

전략

주변 경로

-연수진행 과정에서의 만족

감 전략(친절한 안내, 풍족

한 다과 제공, 개별 문제

나 질문에 대한 친절한 개

별 응대)

-정서적 만족감 전략

<표 13> 행복 교사 연수의 전략적 요소와 태도 교수 모형의 전략 비교 (주 개입 

단계)

개입 시점 개입 경로
행복 교사 연수의 전략적 

요소들

ELM 기반 태도 교수 

모형에서 제안된 전략적 

요소

사후 개입

중심 경로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만

족도 평가를 통한 성찰 전

략

-인지적 만족감 전략

주변 경로

-연수 운영 전반에 대한 만

족도 평가 전략

-행복수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심리적 부담

감 해소

-연수 종료 후 선물 또는 

친절한 문자메시지로 편안

한 귀가 기원

-정서적 만족감 전략

-역단계적 요청 기법

<표 14> 행복 교사 연수의 전략적 요소와 태도 교수 모형의 전략 비교 (사후 개

입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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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행복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사용된 전략과 교사들의 반응

  앞서 실제 프로그램과 태도 교수 모형 및 원리와 전략적 요소들을 대비

하여 분석해본 결과, [그림 13]에서 제안된 ELM 기반 태도 교수 모형의 태

도 변화를 위한 개입 시점에 따른 단계 구분과, 태도 개입의 두 가지 경로

의 구분은 실제적인 전형적 사례로서의 행복 교사 연수에 적용하는데 개념

적으로 무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부 전략적 요소들에 있어서

는 본 연구에서 도출하지 못한 실제적 전략과 기법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령, 사전 개입 단계에서부터 매우 세밀한 태도 변화 기법들을 적용하

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전 개입 단계에서 정서적 만족감, 인지

적 만족감을 주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

제로 연수 후에 교사들의 반응을 통해서 이러한 전략이 매우 효과가 높았

다는 것을 질적으로 확인하였다. 

“첫날 아침에 지하철역에 피켓 들고 방향 안내하는 배려 고마웠습니

다.”

“진행팀의 원활하고 친절한 안내에 감사했습니다.”

“반복적인 친절한 문자메시지에 감동했습니다.”

  또한 인지적 맥락생성의 원리에 해당하는 전략으로서 추상화 전략과 구

체화 전략을 연수 프로그램 시작 전인 사전 개입(pre-intervention) 단계에

서부터 적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교사 연수 참가자들에게 발송한 문자 메

시지 내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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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연수가 이번 주 8/2(목)~3(금)에 부산대에서 있으며, 9시에 시작합니

다. 상세안내는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비 예보가 있으니 우산 챙겨 

오십시요. 이 번호를 저장해두셨다가 급한 연락 필요하실 때 연락 주십시

요. 편안한 저녁시간 되십시요.^^ -연수담당자 OOO 드림

내일 9시부터 서울대사범대12동401호에서 연수가 시작됩니다. 내일새벽부

터 최고 10cm 폭설과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교통혼잡도 예상됩니다. 

최대한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따뜻한” 내복 챙겨 입고 오십시오. OOO 

드림^^

대중교통: ①지하철2호선 낙성대역 4번출구 > 2번마을버스 > '노천강당'하

차 > 파스쿠치앞 12동~^^ ②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 3번출구 > 5511 버스 

> 기숙사삼거리하차 > 나무계단내려와 사범대12동~ ③택시이용시 7번 게

이트로 들어가서 사범대12동 또는 파스쿠치 앞에 내려달라고 하시면 됩

니다^^

  위 문자 메시지의 내용 중에 ‘10cm’, ‘우산’, ‘따뜻한 내복’ 등은 

구체성과 감각성을 담고 있는 어휘들로서 메시지 수신자의 맥락 생성을 촉

진하는데 유리한 표현들이다. 또한 교통 안내 문자 메시지에서의 상세한 

안내는 그 자체로서 이미 구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간에 ‘나무계

단’, ‘OOO앞에 내려달라고’ 등의 표현은 감각적이어서 이 역시 맥락 

생성에 유리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었던 점은, 교사들의 맥락생성 

결과로서 형성되는 태도의 변화가 인지적 또는 정서적 만족감의 효과로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세심한 공지사항 공지, 친절한 일정 소개, 이동 경로 안내 등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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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대접 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문자 서비스는 매우 감사하면서 세심한 배려 행복했습니다.”

  조망(성찰)의 원리는 행복 교사 연수에서 연수 후 제공된 연수 만족도 

조사지 외에는 특별히 관찰되는 것은 없었다. 이것은 성찰적 평가의 전략

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교사들은 실제

로 자신이 태도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수님의 행복에 대한 열강으로 나 자신의 의식 전환 계기가 될 수 있

었으며 특별 공연과 명사 특강을 통하여 힐링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

니다.”

  이 외에 주 개입 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대부분의 전략들이 유

사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10). 

  다음으로 사후 개입 단계에서의 태도 변화 개입 전략도 적지 않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행복 교사 연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행복은 충분히 추구할 만하다는 태도의 극

적인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히려 학교로 복귀했을 때 실천

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연수를 통해서 제가 힐링되고, 교사인 제가 먼저 행복해지는 느낌을 받

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로 돌아가서 행복수업을 하려 하니 막

상 겁부터 나네요...”

10) 교사들 반응의 상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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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하여 연수 프로그램에서 시도한 전략은 교사들이 학교로 돌아가

서 행복수업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덜어주는 것이었다. 교사 스스로 충

분히 연습이 되고 준비가 된 다음에 행복수업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메

시지이기도 하며, 또한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시작했을 때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주어 교사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것

은 태도 교수 모형의 전략 중에 인지적 만족감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주 개입 단계에서의 전략들은 본 연구에서 제안된 태도 교수 모형의 상

세 전략들이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과 연수 운영 측면에 고르게 적용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시사점

  결론적으로, 실제적 태도 교수 프로그램의 전형적인 사례와 대비한 결과, 

ELM 기반 태도 교수 모형은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더 나아가, 실제 적용되는 구체적인 전략적 요소들을 추가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사전 개입 및 사후 개입 단계에서의 전략적 

요소들이었다. 이것은 태도 변화를 위해서 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전 

개입 및 사후 개입이 태도 형성 및 변화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

다는 하나의 경험적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다. 태도 교수 전략 수정안

  실제의 전형적 태도 교수 사례와의 대비를 통해서 ELM 기반 태도 교수 

모형의 상세 전략과 적용 기법 예시를 수정 보완하였다. 그 결과를 <표 

16>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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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교수 
전략

2수준 전략 경로 3수준 전략 및 기법 예시

메타 
인지적 
성찰 략

성찰적 질문 
전략

중심 경로 - 성찰적 질문 던지기

성찰적 평가 
전략

중심 경로
- 만족도 평가시 핵심 메시지에 대한 
성찰적 문항(자신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는지) 제시하기

주변 경로
- 만족도 평가시 주변 경로 요소(강사 
만족도, 운영 만족도 등)에 대한 
성찰적 문항 제시하기

인지적
 구성 
전략

추상화 전략

중심 경로
- 생략 기법 (침묵 기법)
- 강의 시 핵심 메시지 숨기기 또는 
생략하기

주변 경로
- <추가>교육 운영의 안내나 
서비스가 핵심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도록 숨기기

구체화 전략

중심 경로
- 구체적 사례 제시
- 구체적, 감각적 묘사를 통한 심상 
자극하기 (맥락생성 단서 제시하기)

주변 경로

- 교육 운영의 안내나 서비스 
요소들이 핵심 메시지와 연결되도록 
진행 (가령 ‘행복’이 주제인 경우 
행복감을 느끼도록 운영)

- <추가> 사전, 사후 문자메시지 안내 
시 구체적, 감각적 표현 사용하기

감성적 
공감 전략

인지적 
만족감

(기대 충족) 
전략

중심 경로

- 기대 수준 맞추기 (학습자의 기대 
수준에 맞추기)

- <추가> 사전에 연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안내 제공하기

주변 경로
- 기대 수준 낮추기 (교수자의 기대 
수준에 맞추기)

- <추가> 사후에 태도 실천에의 

<표 15> 수정 보완된 태도 교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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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감 덜어주기

정서적 
만족감 전략

중심 경로
- 핵심 메시지가 행동과 연관이 있을 
경우 행동 연습이 즐겁고 
유쾌하도록 진행하기

주변 경로

- 감탄, 감동 표현 (여러분은 정말 
멋집니다!)

- 칭찬, 격려 메시지 제공 (정말 
잘하셨습니다!)

- 재미와 흥미 경험 제공 (공연)
- <추가> 사전에 친절하고 즐거운 
안내로 대접받는 느낌 들게 하기

- <추가> 사전 개입 단계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친절하고 
구체적인 안내(연수 일자 remind, 
연수 당일날 교통편 안내 등)

행동 우선 
전략

역할 부여 
전략

중심 경로
주변 경로

- 작은 행동으로부터 점차 큰 
행동(목표 행동) 연습

단계적 요청 
전략

중심 경로
주변 경로

- 큰 행동 요청 후 작은 행동(목표 
행동) 요청

※ 기법 예시 항목에 추가된 것에 <추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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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수정 반영 여부 및 내용

1수준 태도 교수 전략의 명칭이 태도 

변화 원리와 유사하여 다소 혼선이 있

음. 전략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전문가 A, B)

주로 문제가 제기된 다음 세 전략의 

명칭을 변경하였음.

- 메타인지적 성찰 전략은 태도 성찰 

전략으로 수정

- 감성적 공감 전략은 만족감 전략으

로 수정

- 행동 우선 전략은 행동 요청 전략으

로 수정하였음

1수준 전략의 성찰 전략에 2수준 전

략이 1개 밖에 없는 것은 매우 어색

함. 3수준 전략을 범주홯하여 2수준을 

더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 A, 

C, D)

성찰 전략의 3수준 전략을 개인 성찰 

전략과 집단 성찰 전략으로 범주화하

였음

<표 16> 전문가 1차 피드백 및 반영 내용

3. 태도 교수 전략 타당화

가. 1차 전문가 타당화

  실제 사례와의 대조를 통화여 정교화된 태도 교수 전략은 교육공학 전문

가 5인과의 면담(전화, 이메일, 면대면 면담)을 통하여 1차적으로 수정하였

다. 이때 태도 교수 전략의 전체적인 구조, 각각의 전략의 명칭 등에 대한 

이해도와 설명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전문가 타당화에 참여한 교

육공학 전문가는 모두 10년 이상의 교수설계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1차 

면담에는 5명, 2차 최종 타당화에는 총 8명이 참여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피드백 및 수정에의 반영 여부 및 내용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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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구성 전략의 3수준은 다른 전

략보다 너무 구체적임. 유사한 것을 

묶어서 범주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스토리텔링 등의 전략은 학습자 스스

로의 인지적 구성을 촉진하므로 추상, 

구체 전략과 구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 C, E)

인지적 구성 전략의 3수준을 성격이 

유사한 전략들끼리 묶어서 범주화하고 

각각 3수준과 2수준 전략에 반영하였

음

- 핵심메시지 숨기기와 생략하기 등을 

묶어서 추상 전략으로 분류하고, 예

화 제시하기 전략을 2수준에 추가

하였음

나. 수정된 태도 교수 전략

  

  1차 전문가 타당화를 통하여 수정된 태도 교수 전략은 1수준 4개, 2수준 

9개, 3수준 24개의 전략으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 <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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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준 2수준 3수준

태도 성찰 전략 1 개인 성찰 전략

1 자기 가치 또는 신념 성찰 기회 제공하기 
  (태도의 인지적 측면 성찰 유도)
2 자기 감정 성찰 기회 제공하기 
  (태도의 감정적 측면 성찰 유도)

자신의 태도에 대한 
성찰 기회를 제공하라.

3 자기 행동 성찰 기회 제공하기 
  (태도의 행동적 측면 성찰 유도)

2 집단 성찰 전략

4 타인의 태도 변화 관찰 기회 제공하기 
  (다른 학습자들 또는 타인의 태도를 관찰하는 기회 제공하기)  
5 타인으로부터 자기 태도에 대한 평가를 받는 기회 제공하기 
  (남의 눈에 비추이는 모습과 태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어보는 기회 제공하기)

<표 17> 전문가 1차 타당화를 거쳐 수정 보완된 태도 교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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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구성 전략
(징검다리 전략)

3 추상 전략

6 핵심메시지 숨기기

7 생략하기
  - 뻔한 이야기 생략하기
  - 침묵하기 
  - 주관적 감정과 판단 표현 절제하기 

최소한의 구체적·감
각적 단서를 제공하라.

학습자가 쉽게 
상상하거나 떠올릴 수 
있는 메시지나 단서는 
생략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떠올리도록 하기

8 변화를 주어 몰입·집중 유도하기
  - 말하기 속도와 억양 변화주기
  - 메시지 전달 유형 변화주기
  - 메시지 제시 순서를 조정해서 메시지 강화하기

9 여유 주기
  - 심리적 여유 제공하기 (학습자가 편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심리적 부담
  덜어주기)
  - 물리적 여유 제공하기 (시각적 여유, 물리적(장소나 공간) 여유 제공하기)

4 구체 전략

10 구체적 단서나 메시지 제시하기
  (추상적 개념이나 명제 사용을 절제하고 학습자가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단서나 메시지 제시하기)
11 감각적 단서나 메시지 제시하기
  (시각적, 촉각적, 청각적 이미지 등 심상 어휘와 문장 사용하기)

제시되는 단서나 
메시지의 속성은 구체적, 
감각적이어야 함

12 상반된 개념 대비하기 
  (상반된 증거나 사례, 긍정과 부정, 반대 개념 등을 제시하여 심상을 선명하게 
느끼도록 유도하기)

5 이야기하기 전략
13 시범 보이기 또는 모델링 (인물 모델의 시범을 통해 태도 변화 유도)
14 일화 제시하기 (스토리텔링) 또는 정보를 이야기로 바꾸어 제시하기

15 자기 경험을 회상하거나 자기 이야기가 되도록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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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감 전략 6 인지적 만족감 전략

16 기대수준에 맞추기 또는 그 이상으로 만족감 주기
  (학습자의 기대 수준에 맞추어주기, 학습자의 기대수준을 의도적으로 
낮추었다가 만족감 주기)
17 믿음(신뢰, 전문성) 주기, 유대감(교수자와 학습자간 유사성), 호감(교수자의 매
력) 형성하기

기분 좋은 경험을 제
공하라.

7 정서적 만족감 전략

18 즐거운 기분, 감동적 경험 제공하기
  (진·선·미·락)

19 자존감 높여주기
  (존경받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20 태도 대상을 학습자 주변이나 일상에 노출하기
  (태도 대상의 암묵적 노출을 통해 친숙해지는 계기 만들기)

21 감정의 대비 만들기 
  (분석적 자료와 감성적 내용 교차, 쾌-불쾌 감정 교차, 충격-차분한 이야기 교차 
등)
22 잊지 못할 장면 만들기 
  (극적 연출, 따라 하기 쉬운 짧은 문구, 자극적인 시각자료, 감동이 있는 
스토리텔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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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요청 전략 8 역할 부여 전략

23 실제 역할 부여하기 
  (학습자의 실제 삶 속에서의 역할 부여하기)
24 가상 역할 부여하기
  (수업 장면에서의 역할극, 실습 등을 통해 가상의 역할 부여하기)

목표 태도에 부합하는 
행동을 먼저 행하도록 
유도하라.

9 단계적 행동 요청 전략

25 문간에 발들여놓기 기법 사용하기 ← 일관성의 법칙 적용, 중공군의 미군포로 
조종 사례 (쉬운 것부터 요청 후 본래의 의도 제시하기)

26 머리부터 들이밀기 기법 사용하기 ← 상호성의 법칙 적용, 상대방을 빚진 
상태로 만들어라 (어려운 것부터 요청 후 본래의 의도 제시하기) 



- 113 -

태도 교수 전략 평균 표준편차 CVI IRA

1 4.71 0.47 15/15=1

8/8=1

1.1 4.77 0.44 15/15=1

1.1.1 4.93 0.27 15/15=1

1.1.2 4.43 0.76 13/15=0.87

1.1.3 4.86 0.36 15/15=1

1.2 4.58 0.51 15/15=1

1.2.1 4.71 0.61 14/15=0.93

1.2.2 4.64 0.74 13/15=0.87

2 4.79 0.58 14/15=0.93

14/14=1

2.1 4.46 0.52 15/15=1

2.1.1 4.36 0.74 13/15=0.87

2.1.2 4.50 0.65 14/15=0.93

2.1.3 4.79 0.43 15/15=1

2.1.4 4.57 0.51 15/15=1

2.2 4.62 0.51 15/15=1

2.2.1 4.71 0.47 15/15=1

2.2.2 4.50 0.52 15/15=1

2.2.3 4.36 0.63 14/15=0.93

2.3 4.92 0.29 15/15=1

2.3.1 4.93 0.27 15/15=1

2.3.2 5.00 0.00 15/15=1

2.3.3 4.71 0.47 15/15=1

<표 18> 태도 교수 전략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평가 결과

다. 수정된 태도 교수 전략 타당화

  <표 17>의 수정된 태도 교수 전략은 교수설계 경력 10년 이상의 교육공

학 전문가 8인과 태도 교육 현장 전문가 7인, 총 15인을 대상으로 타당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 114 -

태도 교수 전략 평균 표준편차 CVI IRA

3 4.62 0.65 14/15=0.93

10/10=1

3.1 4.50 0.65 14/15=0.93

3.1.1 4.57 0.65 14/15=0.93

3.1.2 4.57 0.76 13/15=0.87

3.2 4.75 0.45 15/15=1

3.2.1 5.00 0.00 15/15=1

3.2.2 5.00 0.00 15/15=1

3.2.3 4.71 0.47 15/15=1

3.2.4 4.57 0.76 13/15=0.87

3.2.5 4.57 0.65 14/15=0.93

4 4.54 0.78 13/15=0.87

7/7=1

4.1 4.57 0.76 13/15=0.87

4.1.1 4.57 0.76 13/15=0.87

4.1.2 4.43 0.76 13/15=0.87

4.2 4.75 0.45 15/15=1

4.2.1 4.64 0.50 15/15=1

4.2.2 4.50 0.76 13/15=0.87

  

  <표 1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최종 수정된 태도 교수 전략의 각각

의 요소에 대하여 CVI 값이 모두 0.8 이상, 그리고 태도 교수 전략의 1수

준 전략 별 IRA 값이 1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도출된 태도 교수 전

략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객관도와 의견 일치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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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형적 태도 교수 사례 분석

  전문가 타당화를 거쳐 완성된 태도 교수 전략을 틀로 하여 실제 태도 교

수 프로그램을 분석해봄으로써 태도 변화 전략이 실제적으로 주로 어떤 전

략들이 어느 시점에 사용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으며, 분석의 타당성을 높

이기 위하여 삼각법(triangulation)을 적용하여 연구자를 포함하여 세 명의 

전문가가 세 개의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선정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태도 변화에 성공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인식의 근거가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①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대학교 졸업 축하 연설 영상(15분)

      ② 행복 교사 연수의 사례 발표 영상(50분) 

      ③ 행복 교사 연수의 이론 강의 영상(총 5시간 중 전반부 45분)

  분석을 위하여 강연자의 스크립트를 전사하였다. 영상을 보면서 강연자

의 제스쳐나 얼굴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메시지를 관찰하고자 하였으며, 

전사된 스크립트를 분석해봄으로서 메시지 자체에 집중하여 태도 교수 전

략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였다. 

가.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대학교 졸업 축하 연설 분석 결과

  스티브 잡스는 15분 간의 연설을 진행하는 동안, 본 연구에서 제안되고 

있는 태도 교수 전략의 거의 대부분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 <표 20>과 같다. 적용 전략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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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스크립트 적용전략

00:01-
00:10

(……)

Thank you. Thank you.

- 여유 주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이나 
화제가 바뀌는 사이사이에는 
청중들을 둘러보며 미소를 짓고 
침묵하면서 청중들이 잠시나마 
숨을 돌리고 리프레시하여 다시 
새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유를 제공함)

- 태도 대상의 암묵적 노출을 통해 
친숙해지는 계기 만들기

  (연설 전 눈이 마주친 청중에게 
웃어주며 친근감, 긍정적 인상을 
형성)

……(중략)

00:13-
00:16

I am honored to be with you 
today at your commencement 
from one of the fin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 자존감 높여주기
  (존경받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중략)

00:22-
00:32

I never graduated from college. 
Truth be told, this is the 
closest I've ever gotten to a 
college graduation.

- 믿음 주기, 유대감 또는 매력 
형성하기

- 즐거운 경험, 감동적 경험 
제공하기(진·선·미·락)

00:33-
00:40

Today I want to tell you three 
stories from my life. That's it. 
No big deal. Just three stories.

- 생략하기
- 기대수준 맞추기

……(중략)

00:46-
00:53

I dropped out of Reed College 
after the first 6 months, but 
then stayed around as a 

- 변화를 통한 몰입, 집중 유도하기
  (말하기 속도 변화)

<표 19> 스티브 잡스의 연설 분석 결과

태도 교수 전략은 본 영상 분석에 참여한 3명의 전문가의 일치된 의견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17>은 스티브 잡스의 강연 분석 결과를 시간 

흐름에 따라 시각화한 것으로서, 강연의 전개에 따라 어떤 전략들을 주로 

구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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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in for another 18 months 
or so before I really quit.

00:54-
00:56

So why did I drop out? 
- 자기 경험을 회상하거나 자기 
이야기가 되도록 질문하기

……(중략)

01:00-
02:31

My biological mother was a 
young, unwed college graduate 
student...personal computers 
might not have the wonderful 
typography that they do.

- 일화 제시하기 또는 정보를 
이야기로 바꾸기

02:32-
2:42

It was pretty scary at the time, 
but looking back it was one of 
the best decisions I ever made. 

- 개념적 대비 제시하기

02:43-
02:44

The minute I dropped out I 
could stop taking the required 
classes that didn't interest me 
(억양변화)

- 변화를 통한 몰입, 집중 유도하기
  (억양변화)

……(중략)

03:48-
04:08

It was beautiful, historical, 
artistically subtle in a way that 
science can't capture, and I 
found it fascinating. None of 
this had even a hope of any 
practical application in my life. 
But ten years later, when we 
were designing the first 
Macintosh computer, it all came 
back to me. 

- 개념적 대비 제시하기

……(중략)

04:11-
04:13

It was the first computer with 
beautiful typography.

- 감각적 단서 제시하기

……(중략)

04:43-
04:51

Of course it was impossible to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when I was in college. 
But it was very, very clear 
looking backwards ten years 
later.

- 개념적 대비 제시하기
- 시범 보이기 또는 모델링

04:52- Again, you can't connect the - 자기 가치, 신념 성찰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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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스크립트 적용전략

05:16

dots looking forward; you can 
only connect them looking 
backwards. So you have to 
trust that the dots will 
somehow connect in your 
future. You have to trust in 
something - your gut, destiny, 
life, karma, whatever. This 
approach has never let me 
down, and it has made all the 
difference in my life. 

제공하기
- 자기 행동 성찰 기회 제공하기
  (과거의 자신의 경험과 행동들을 

성찰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음을 강조함)

- 핵심 메시지 숨기기
  (이 부분에서는 스티브잡스가 

간접적으로 전달하고픈 
핵심메시지는 ‘인생에서 
불필요한 일은 없다. 무슨 
일이든지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해라‘인 
것 같음)

- 구체적 단서 제시하기
- 자기 경험을 회상하거나 자기 
이야기가 되도록 질문하기

  (자신이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것들이 어떻게 오늘날의 성공에 
기여했는지 자신의 경험을 
회상함으로써 청중들도 그들 
자신의 이야기를 회상하도록 
유도함)

- 실제역할 부여하기
  (청중들 자신의 과거 경험들이 
어떻게 앞으로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스스로 찾아내 보고 
삶에서 차이를 만들어 나갈 것을 
권유함)

- 쉬운 것부터 요청 후 본래의 의도 
제시하기 (문간에 발들여놓기)

  (자신의 미래는 거창하고 어려운 
계획을 통해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의 자신의 작은 
경험들과 행동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청중들이 자신의 소소한 경험과 
행동들이 주는 의미를 찾는 것이, 
미래를 설계하는 시작점임을 
강조함)

05:17-
05:23

(……)

- 생략하기
- 여유 주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이나 

화제가 바뀌는 사이사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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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들을 둘러보며 미소를 짓고 
침묵하면서 청중들이 잠시나마 
숨을 돌리고 리프레시하여 다시 
새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유를 제공함)

……(중략)

05:37-
05:52

Woz and I started Apple in my 
parents garage when I was 
20...In 10 years Apple had 
grown from just the two of us 
in a garage into a $2 billion 
company with over 4000 
employees. We had just 
released our finest creation - 
the Macintosh - a year earlier, 
and I had just turned 30. And 
then I got fired. 

- 개념적 대비 제시하기
- 일화 제시하기 또는 정보를 

이야기로 바꾸기  

……(중략)

06:39-
06:57

I even thought about running 
away from the valley. But 
something slowly began to dawn 
on me – I still loved what I did. 
The turn of events at Apple 
had not changed that one bit. I 
had been rejected, but I was 
still in love. And so I decided 
to start over. 

- 타인의 태도 변화 관찰 기회 
제공하기

- 감정의 대비만들기
- 잊지 못할 장면 만들기
  (극적 연출하기, 감동있는 
스토리텔링)

……(중략)

07:00-
07:15

I didn't see it then, but it 
turned out that getting fired 
from Apple was the best thing 
that could have ever happened 
to me. The heaviness of being 
successful was replaced by the 
lightness of being a beginner 
again, less sure about 
everything. It freed me to 
enter one of the most creative 
periods of my life.

- 개념적 대비 제시하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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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07:32

)Pixar went on to create the 
worlds first computer animated 
feature film, Toy Story, and is 
now the most successful 
animation studio in the world. 

- 믿음 주기, 유대감 또는 매력 
형성하기

……(중략)

08:00-
08:40

Sometimes life hits you in the 
head with a brick. Don't lose 
faith. I'm convinced that the 
only thing that kept me going 
was that I loved what I did. 
You've got to find what you 
love. And that is as true for 
your work as it is for your 
lovers. Your work is going to 
fill a large part of your life, 
and the only way to be truly 
satisfied is to do what you 
believe is great work. And the 
only way to do great work is to 
love what you do. If you 
haven't found it yet, keep 
looking. Don't settle. As with all 
matters of the heart, you'll 
know when you find it. And, 
like any great relationship, it 
just gets better and better as 
the years roll on. So keep 
looking until you find it. Don't 
settle.  

- 자기 감정 성찰 기회 제공하기
  (청중들로 하여금 자신이 무엇을 

사랑하고 좋아하는지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 자기행동 성찰 기회 제공하기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목말라하고, 어리석고 무모한 
도전과 행동도 마다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함)

- 구체적 단서 제시하기
- 자기 경험을 회상하거나 자기 
이야기가 되도록 질문하기

  (스티브잡스가 자신의 실패와 
극복 경험을 회상한 후, 청중들도 
자신의 삶에서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고 전화위복해야 하는지를 
암묵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함)

- 실제 역할 부여하기
  (믿음을 잃지 말고, 끊임없이 
자신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찾아야 
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끝없이 그것을 찾으며 살 것을 
강조함)

- 쉬운 것부터 요청 후 본래의 의도 
제시하기 (문간에 발들여놓기)

  (청중들로 하여금 성공을 위한 
기본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찾아내는 
것에서 시작함을 강조

08:40-
08:42

(……)

- 침묵하기
- 여유 주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이나 
화제가 바뀌는 사이사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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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들을 둘러보며 미소를 짓고 
침묵하면서 청중들이 잠시나마 
숨을 돌리고 리프레시하여 다시 
새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유를 제공함)

08:42-
08:52

I'm pretty sure none of this 
would have happened if I 
hadn't been fired from 
Apple...So keep looking until 
you find it. Don't settle.

- 시범 보이기 또는 모델링
  (어떻게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으로 이어나가는지,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모델링함)

……(중략)

09:58-
11:19

About a year ago I was 
diagnosed with cancer...I had 
the surgery and I'm fine now. 

- 일화 제시하기 또는 정보를 
이야기로 바꾸기

……(중략)

11:58-
12:03

)Death is very likely the single 
best invention of Life. It is 
Life's change agent. 

- 개념적 대비 제시하기

……(중략)

12:21-
12:45

Your time is limited, so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Everything else is 
secondary.

- 자기 가치·신념 성찰 기회 
제공하기

  (자신이 과연 스스로가 믿는 
가치나 신념에 의해 살고 있는지, 
타인들이 부여해준 가치나 신념을 
강요받고 살고 있는지 성찰할 
기회를 제공함)

- 자기 감정 성찰 기회 제공하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원하거나 
기대하는 것을 하지 말고, 자신이 
진정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해볼 기회를 
제공함)

- 자기 행동 성찰 기회 제공하기
  (자신이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타인에 의해 
암묵적으로 강요된 행동들을 어쩔 
수없이 하고 있는지 돌아볼 
기회를 제공함)

- 핵심 메시지 숨기기
  (여기서의 핵심메시지는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네가 좋아하는 



- 122 -

time 스크립트 적용전략

것을 하며 살아라’인 것 같은데, 
‘너의 시간은 제한적이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며 낭비하지 
마라. 너의 직감을 따르는 용기를 
가져라’라고만 말하고 있음.)

- 구체적 단서 제시하기

……(중략)

13:47-
13:53

a photograph of an early 
morning country road, the kind 
you might find yourself 
hitchhiking on if you were so 
adventurous

- 감각적 단서 제시하기

……(중략)

14:16-
14:18

Stay Hungry. Stay Foolish.
- 잊지 못할 장면 만들기
  (따라하기 쉬운 짧은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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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스티브 잡스의 강연 분석: 시간의 흐름에 따른 태도 교수 전략 적용 사례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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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교수 전략 적용 빈도 수

1. 태도 성찰  전략

자기 가치 · 신념 성찰 기회 제공하기 1.1.1 2

자기 감정 성찰 기회  제공하기 1.1.2 2

자기 행동 성찰 기회  제공하기 1.1.3 3

타인의 태도 변화 관찰  기회 제공하기 1.2.1

타인으로부터 자기 태도에  대한 평가를 받는 
기회 제공하기 1.2.2

2. 인지적 구성 전략

핵심 메시지 숨기기 2.1.1 2

생략하기 2.1.2 3

변화를 통한 몰입, 집중  유도하기 2.1.3 2

여유주기 2.1.4 4

구체적 단서 제공하기 2.2.1 3

감각적 단서 제시하기 2.2.2 2

개념적 대비 제시하기 2.2.3 6

시범 보이기 또는 모델링 2.3.1 3

일화 제시하기 또는 정보를  이야기로 바꾸기 2.3.2 4

자기 경험을 회상하거나  자기 이야기가 되도록 
질문하기 2.3.3 3

<표 20> 스티브 잡스의 태도 교수 전략별 적용 빈도 수

  [그림 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스티브 잡스는 15분간의 연설을 진행하는 

동안 태도 교수 전략을 고르게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

으로 패턴을 분석해보면, 연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지적 구성 전략과 

만족감 전략을 모두 고르게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태도 성찰 

전략과 행동 요청 전략은 강연 도중에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강연 

마지막에는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말로써 행동 요청 전략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특히 각 전략별 사용 빈도수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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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족감 전략

기대수준 맞추기 3.1.1 1

믿음 주기, 유대감 또는 매력 형성하기 3.1.2 2

즐거운 경험, 감동적 경험  제공하기 3.2.1 1

자존감 높여주기 3.2.2 1

태도 대상의 암묵적 노출을  통해 친숙해지는 
계기 만들기 3.2.3 1

감정의 대비 만들기 3.2.4 1

잊지 못할 장면 만들기 3.2.5 2

4. 행동 요청 전략

실제 역할 부여하기 4.1.1 2

가상의 역할 부여하기 4.1.2

쉬운 것부터 요청 후  본래의 의도 제시하기 4.2.1 2

어려운 것부터 요청 후 본래의 의도 제시하기 4.2.2

  <표 20>에서와 같이 스티브 잡스는 태도 교수 전략을 고르게 사용하면서

도 특히 개념적 대비 제시하기 전략을 중심으로 구체 전략을 자주 사용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여유주기나 생략하기와 같은 추상 

전략도 자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행복 교사 연수 사례발표 및 이론 강의 분석

  같은 방식으로 행복 교사 연수의 사례발표 강의와 이론 강의를 분석하였

다. 상세한 분석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두드러지는 특징과 

패턴 중심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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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행복 교사 연수 사례발표 강연 분석: 시간의 흐름에 따른 태도 교수 전략 적용 사례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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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행복 교사 연수의 이론 강연 분석: 시간의 흐름에 따른 태도 교수 전략 적용 사례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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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8], [그림 1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두 강연자 모두 인지적 

구성 전략의 추상 전략, 구체 전략, 그리고 예화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스티브 잡스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은 패턴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스티브 잡스와 유사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태도 성찰 전략을 강연 도중에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다. 

5. 태도 교수 전략에 대한 사용자 반응 평가

가. 사용성 평가

  전문가 타당화 과정에 참여한 8명의 교육공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도출된 태도 교수 전략의 사용성을 평가한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태도 교수 전략들이 이해하기 쉽고, 따라 하기 쉬운 것으로 확인되

었다. 전반적으로 5점 척도에서 4.5를 넘는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다만 인

지적 구성 전략의 핵심 메시지 숨기기 전략(2.1.1)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

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전형적 태도 교수 사례에서는 핵심 메시지 

숨기기 전략이 실제적으로 구사되고 있다는 점에 비하여 볼 때, 핵심 메시

지 숨기기 전략에 대한 효과성, 효율성의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

은 다른 전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사용성 평가의 구체적인 결과는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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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교수 전략
효과성 (이해 용이성) 효율성 (수행 도움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4.63 0.52 4.75 0.46 

1.1 4.63 0.52 4.88 0.35 

1.1.1 4.75 0.46 4.88 0.35 

1.1.2 4.75 0.46 4.75 0.46 

1.1.3 4.75 0.46 4.88 0.35 

1.2 4.63 0.52 4.50 0.76 

1.2.1 4.75 0.46 4.63 0.52 

1.2.2 4.88 0.35 4.63 0.52 

2 4.63 0.74 4.50 0.53 

2.1 4.38 0.52 4.25 0.46 

2.1.1 4.38 0.74 4.13 0.64 

2.1.2 4.63 0.52 4.50 0.53 

2.1.3 4.50 0.53 4.50 0.76 

2.1.4 4.63 0.52 4.63 0.52 

2.2 4.75 0.46 4.75 0.46 

2.2.1 4.88 0.35 4.88 0.35 

2.2.2 4.50 0.53 4.50 0.76 

2.2.3 4.50 0.76 4.75 0.46 

2.3 5.00 0.00 4.75 0.46 

2.3.1 5.00 0.00 4.63 0.74 

2.3.2 4.88 0.35 4.75 0.46 

2.3.3 5.00 0.00 4.88 0.35 

3 4.88 0.35 4.88 0.35 

3.1 4.75 0.46 4.63 0.52 

3.1.1 4.75 0.46 4.63 0.52 

3.1.2 4.63 0.52 4.63 0.52 

3.2 4.88 0.35 4.75 0.46 

3.2.1 4.88 0.35 4.63 0.74 

<표 21> 태도 교수 전략에 대한 사용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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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교수 전략
효과성 (이해 용이성) 효율성 (수행 도움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3.2.2 4.88 0.35 4.75 0.46 

3.2.3 4.88 0.35 4.25 0.89 

3.2.4 4.88 0.35 4.63 0.52 

3.2.5 4.88 0.35 4.63 0.52 

4 4.88 0.35 5.00 0.00 

4.1 4.88 0.35 5.00 0.00 

4.1.1 4.88 0.35 4.88 0.35 

4.1.2 4.88 0.35 5.00 0.00 

4.2 5.00 0.00 4.75 0.46 

4.2.1 4.88 0.35 4.88 0.35 

4.2.2 5.00 0.00 4.75 0.46 

전체 4.77 0.40 4.69 0.47 

  

나. 태도 교수 전략의 실제 적용 사례 수집

  태도 교수 현장의 전문가로서 현직 교사 7명, 교육 운영자 3명, 교육 운

영과 강의를 병행하는 퍼실리테이터 2명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실천 사례를 

수집한 것은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태도 교수 전략들이 현장 전문가들에

게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지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제시한 구체적 사례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태도 교수 

전략의 3수준 전략의 구체적 사례를 보완하는데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상세한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들이 구체적 사례 제

시 활동을 통해서 느낀 소감을 제시한 내용 중심으로 제시하겠다. 첫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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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수 전략의 틀 자체가 자신들의 태도 수업 전략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

이 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첨부해 주신 자료에 제시된 기법 예시들은 정말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

는 귀한 내용이었습니다. - 은OO 교사

  둘째, 평소에 암묵적으로 사용해오던 전략들을 이번 기회에 명시적으로 

알게 되고 따라서 의식적으로 더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다는 의견들이 제

시되었다. 

저희 프로그램은 태도 변화가 매우 중요한데요, 제공해주신 자료는 저희 

프로그램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부 전략들은 저

희도 무의식적으로나마 사용하고 있던 전략들인데, 이번 기회에 명확히 

알게 되었고, 앞으로 더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최OO 팀장

  셋째, 태도 교수 전략이나 기법에 대하여 평소에 생각을 하지 않던 교사

들로부터는 구체적인 사례를 떠올려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반응들

이 있었다.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였습니다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 

년 동안 진행해온 제 수업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박OO 교

사

  넷째, 반면에 평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태도 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평소에 고민하던 퍼실리테이터나 교사들은 연구자보다도 더 해당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해주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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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변화 의도를 드러내는 핵심 메지시를 숨기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얼마 전 진행된 H사 3년차 과정에서 교육담당자의 교육 진행 목표는 3년

차 조직원이 조직 몰입도가 떨어지고, 상사 및 주변 동료와의 관계에 있

어 좀 더 나이스 해지고, H사 사원의 패기 있는 모습을 다시 한 번 상기

되었으면 하는 태도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 의도를 바로 전

달 시 교육생들의 반발과 거부반응으로 교육 자체에 대한 몰입도가 상당

히 떨어질 수밖에 없음. 조직에서 의도를 가지고 본인들을 교육시킨다는 

교육의도가 그대로 전달된다면, 프로그램이 아무리 잘 짜여지고 의미 있

는 과정이라도 해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와 같은 목표가 분명한 태도 교육일수록 진짜 교육 의도

를 숨기고, 교육생 개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고, 의미 있는 과정으로 전체 

교육과정을 설명하게 되며, 조직도 개개인의 행복한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선 의도를 지속적으로 노출하여 교육생들을 안심시키고 편안한 

마음으로 교육을 참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OO 팀

장

  이상에서 제시한 피드백은 서면을 통해 제출된 내용이다. 연구 참여자 

들 가운데 일부는 전화 통화를 하여 심층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가운데 한 참여자와의 통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Q. 태도 교수 전략은 전반적으로 잘 개발되었다고 보는가?

    A. 내용이 다 중요하고 잘 뽑아진 것 같다. 

    Q. 사례를 찾기가 어려웠나?

    A. 교육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한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었고, 경험에 의존해

서 했는데 이런 항목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니까 굉장히 경이로웠다. 

    Q. 사례를 찾아본 후 소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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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다음에는 의도적으로 잘 좀 고르게 안배하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보는 

것도 좋겠구나 생각했다. 새로웠다. 교사로서 미리 이런 태도변화전략에 

대해 알았다면 그날 수업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최적의 활동을 계획하는 

일이 훨씬 쉽고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

  이와 같이 제시된 의견들은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태도 교수 전략들이 

현장의 교사들과 같은 교육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현장의 태도 교

수 활동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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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가. 태도의 중층 구조(메타 인지적 모델)와 함의점

  본 연구는 최근까지 이루어진 태도 변화에 대한 실증주의적 연구 결과와 

더불어 실천 영역에서 도출할 수 있는 태도 변화 원리들을 기반으로 태도 

변화 원리를 범주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태도 교육 연구에서는 고

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접근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태도 변화에 대

한 메타 인지적 설명 방식이다. 메타 인지적 모델은 자신의 태도를 성찰한

다는 것이 자신의 태도 변화를 이끌기도 한다는 것을 설명하며, 이러한 성

찰의 기능은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키거나 때로는 유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사람들은 태도 대상에 대하여 매 순간의 감정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인지적인 신념이나 가치관을 따라서 일관성 있는 옳은 태도를 유지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Petty & Cacioppo, 1981), 자신의 태도를 성찰

함으로써 태도 자체를 옳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거나 유지하려는 의지를 가

지게 되는 것이다. 태도에 대한 조망의 역할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해명되기

도 한다. 이수원과 김태준(1988)은 개인 간의 태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

를 해소하는데 있어서 조망의 역할이 있음을 밝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한 

바가 있다. 이들에 따르면 태도 대상에 대한 감정적, 평가적 요소가 그 태

도를 조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지적인 요소로 변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

다. 인지적 요소로 변환된 태도는 태도 대상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나 평가

는 물론이고, 자신과 갈등을 빚은 타인의 태도를 인식하고 알아차리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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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능을 한다. 결국, 자신의 감정적 판단에 매몰되어 있다가 조망의 과정

을 통해서 관점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태도 갈등의 문

제를 해소하게 된다. 

  이와 같이 태도 변화에 대한 메타 인지적 관점은 태도 대상에 대한 직접

적이고 일차적인 태도에만 관심을 가져오던 교수자들의 기존 인식을 변화

시키고 태도 교육에 대한 관점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특정 대상이나 이슈 등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할 때, 태도 

대상 자체의 종은 점을 설명하려고 노력하거나 왜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의 이유를 설명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만으로도 학습자의 태도 변화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자로서는 태도 변화를 위한 더 많은 

전략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나. 태도 교수 전략의 범주화와 함의점 

본 연구에서의 태도의 개념은 어떤 대상에 대한 내연적 반응 성향으로 

보지 않고 외현적 평가 반응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Zanna와 

Rempel(1986)은 태도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들과 태도와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태도를 개인의 내연적 반응성향으로 보지 않고 외현적 평가반

응으로 규정고자 한 시도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관점은 

인지, 감정, 행동의 세 요소가 태도 대상에 대한 평가적 판단을 하기 위한 

정보의 세 가지 서로 다른 원천으로 생각한 것이다(이수원, 1998). 이러한 

관점은 곧, 태도는 인지적 정보, 감정적 정보 또는 행동적 정보의 각각에 

기초해서 형성 또는 변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전

통적으로 태도의 세 요소간의 상관이 높다고 제기되어왔던 문제가 사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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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Zanna와 Rempel(1986)은 인지적 정보에 기초한 태도로서 기대가치이론

(Fishbein & Ajzen, 1975), 감정적 정보에 기초한 태도로서 단순노출이론

(Zajonc, 1984), 행동적 정보에 기초한 태도로서 자기지각이론(Bem, 1972)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태도 변화 이론을 분류할 때 시

도한 관점과 일치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처방적 원리들을 기

초로 하여 태도 교수 전략을 종합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

선 최근까지의 태도 변화 원리와 이론들을 반영하려고 하였으며, 이러한 

기술적 이론 외에도 실천 영역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원리들을 반영함으

로써, 태도 변화를 위한 처방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로서 도

출된 태도 교수 전략은 태도 교수 현장의 실천가들이 자신들의 태도 교수

를 개선하는데 적용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타당화 과정 외에도 

실제 태도 교수 프로그램 분석, 구체적인 사례 수집을 통한 정교화의 과정

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태도 교수 전략은 현장의 교사들이 자신들

의 태도 교수 전략 적용 사례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는 피드백을 제시하면서 현장 적용 가능성이 뒷받침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단편적인 

기법들을 단순히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

향으로 범주화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일반적

으로 범주화를 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단편적인 요소들을 나열만 했을 

때 무엇이 빠지고 제외되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포괄성을 확보하고 이와 

더불어 중복되는 바를 제거함으로써 배타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이러한 관

점에서, 본 연구는 태도 교수 전략들을 크게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하였고, 

타당화 과정을 통해 보다 정교화되었다. 

  다음으로 태도 변화를 위한 교수적 개입 경로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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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보다 처방적이고 종합적인 태도 교수 전략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

다. 네 가지 태도 교수 전략, 세 가지 교수적 개입 경로, 그리고 태도 교수 

프로그램의 준비 단계, 프로그램 진행 단계, 그리고 후속 단계로 구분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0] 태도 교수의 개념 모형

  마지막으로 이렇게 범주화된 태도 교수 전략은 실제 프로그램 분석 과정

을 통해서 주로 어떤 전략을 어느 시점에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

을 얻어내는데도 도움이 되었다. 가령, 태도 성찰 전략은 태도 교수 프로그

램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중간 중간에 삽입되어 학습자들의 태도를 성찰

하도록 꾸준하게 자극을 주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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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수 설계에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의 태도는 수업 결과로서의 태도, 성취해야 할 목표로서의 

태도이다. 학습 목표는 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수업의 기준

이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교수 설계 이론들은 대부분 인지적 

학습 목표나 행동과 같은 관찰 가능한 행동적 지표에 초점을 두는 학습 목

표를 중심으로 하는 설계 전략에 집중해왔다. 반면에 태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개념화되어 있고, 쉽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결과가 명확히 관찰되는 인지적 또는 행동적 목표와는 달리 

교수 설계 분야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간혹 태도 설

계를 한다고 했을 때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상태로서의 태도가 아

니라 그 태도의 직접적인 표출 상태인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설

계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태도 교육은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 접근한

다 해도 그 성과를 가시적으로 지표화해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실천 영역에서는 태도 변화에 성공적이라고 인식되는 수많

은 프로그램들과 강연들이 있다. 그 성과는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는 어렵

지만, 그 프로그램이나 강연의 대중적인 인기를 나타내는 지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성공적인 태도 변화를 위한 교수 전략이

나 기법들이 존재한다는 것의 반증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그간 이루어져온 태도 변화에 대한 원리들을 모아서 체

계적으로 범주화하였고, 실천 영역으로부터 도출해낸 원리들까지 포함하여 

집대성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태도 교수 전략들에 대하여 실제 프

로그램 분석 과정과 실제 현장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현장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특히 태도 변화에 우수한 효과를 가져 오는 것

으로 인식된 세 개의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시간 흐름에 따라 적용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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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들을 분석해본 결과는 성공적인 태도 변화 강연자들의 어느 정도의 유사

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보다 많은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을 시도해

본다면, 태도 변화 전략들의 성공적인 조합과 적용 패턴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태도 변화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태도 변화를 

위한 교수 전략과 교수 모형을 개발함에 그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 먼저 

태도의 형성 및 변화에 대하여 최근까지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여 

태도의 세 요인과 중층 구조를 반영하여 분류하였다. 그 결과로서 총 4개

의 범주로 태도 변화 원리가 정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교수적 개입

이 태도의 인지적 측면에 개입하는가, 감정적 측면에 개입하는가, 행동적 

측면에 개입하는가, 또는 성찰적 측면에 개입하는가에 따라서 총 4개의 범

주로 태도 교수 전략을 도출하였다. 태도 교수 전략은 전문가 타당화 과정, 

실제 태도 교수프로그램 운영자 또는 교수자로부터의 면담 과정을 통해서 

수정되었고, 최종적으로 1수준 4개, 2수준 9개, 3수준 26개가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태도 변화를 위한 교수적 개입의 절차와 과정을 드러내기 위하

여 태도 변화의 과정을 이론화한 정교화 가능성 모델(ELM)을 기반으로 하

여 교수적 개입 경로를 구분하였다. 이 모형은 태도 변화를 위한 교수적 

개입이 두 가지의 주요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설명해주기 때문에 태도 

변화를 위한 교수적 절차를 설명하기에 매우 용이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태도 교수 전략은 실제 현장에서 태도 변화에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전형적

인 사례를 하나 선정하여 그 프로그램에 적용되고 있는 실제 태도 변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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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들과 대비해봄으로써 모형의 약점을 보완하여 정교화하였다. 다음으로 

교육공학 전문가로부터의 전문가 타당화 과정을 거쳐 태도 교수 전략의 하

위 요소들을 확정하였다. 이렇게 확정된 태도 교수 전략을 기반으로 대표

성을 띠는 태도 교육 프로그램 세 가지를 선정하여 어떠한 전략들이 주로 

사용되는가를 분석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태도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운영 또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현직 교사,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태도 

교수 전략의 각 요소별 실제 실천 사례들을 수집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태도 교수 전략의 현장 적용성(feasibility)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먼저 태도의 최근 실증주의적 연구 결과

들에 더하여 문학, 미술 영역에서의 대표적인 작품을 선정하여 (실증주의

적 이론에 기반하지 않는) 실천 영역에서 독자나 관람자에게 공감을 통해 

태도 변화에 성공하고 있는 원리를 밝혔다는 점에서 기존의 실증주의적 연

구들과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 다음으로 태도의 최근 연구 결과를 반영하

여 메타 인지적 태도의 관점을 포함함으로써 태도의 구조를 중층 구조로 

파악하고, 태도의 형성 또는 변화를 위한 처방적 원리를 도출하고자 하였

는데, 이로서 태도에 대한 기존의 일차원적 시각을 중층적 구조로 확대하

였다는 점에서 역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 토대로 삼은 

이론과 작품들이 타 학문 분야의 지적 성과를 가져오는데 그치지 않고, 교

육공학 고유의 지적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처방적 원리로 재해석하여 응용

하였다는 점에서 고유성을, 또한 태도를 중층 구조로 파악함으로써 보다 

태도 처방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연원성을 확인할 수 있

다. 2) 심리학의 실증주의적 원리와 예술 분야의 경험적 원리의 방대한 영

역으로부터 공통점을 추상화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실효성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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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교수 원리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지적 고매성을 확인할 수 있다. 3) 

태도에 대한 과거의 관점에 의존하지 않고 새롭게 대두되는 논의, 즉 태도

의 메타 인지적 관점을 적극 반영하여 중층 구조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맥락 적응성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한점으로서 본 연구는 태도 교수 전략을 문헌 연구를 통해 도출하

고 전문가 타당화 과정을 통해서 정교화 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이때 도출

한 원리를 바탕으로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해보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

하고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제 프로그램을 삼각법을 적용

하여 분석하였고, 현장의 태도 교수 전문가들로부터 구체적 사례들을 수집

해봄으로써 연구에서 도출된 태도 교수 전략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그러나 향후 태도 교육의 다양한 유형을 반영하여 사례를 수집하

거나, 실제로 연구에서 도출한 태도 교수 전략에 입각하여 프로그램을 개

발해봄으로써 전략을 더욱 정교화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는 곧 추후 연

구를 위한 제언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태도 교수 프로그램의 사전 사후 

평가를 통해 그 효과의 크기를 태도 교수 전략별로 분석해보는 것도 태도 

교수 전략을 정교화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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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행복 교사 연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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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분

류
소분류 상세 내용 (좋았던 점)

프로

그램

구성

이론과 워크숍의 

연계

이론과 워크숍이 연계되어서 실제 활동지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다양성

다양하고알찬프로그램.연수자가행복할수있게

다양한프로그램.  특별 공연-정말 재미있고 

힐링이 되고 행복했던 시간. 행복   수업에 

관한 연수도 너무 좋았지만 특별 공연이나 명

사 특강을 통해 힐링의 시간이 되었던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공연 등 행복해질 수 있는  

 구성이 좋았습니다. 

내용

강의의 깊이

최교수님의차분한목소리의깊이있는강의.무엇

보다강의내용이너무알차고깊이있었다.최인철

교수님의강의로정말많이배웠다. 

강의의 흥미로움

최인철 교수님의 쏙쏙 들어오는 '행복' 강의 - 

구체적인  사례와 쉬운 설명, 진정성이 느껴

지는 강의

내용의 체계성 행복에 대한 체계적 내용.

강의자의 탁월성

최인철교수님의목소리좋고차근차근한아나운서

식의강의가정말인상깊고듣기좋았습니다.최인

철교수님의명쾌하고행복한논리펼치기.모든프

로그램이좋았지만최인철교수님의강의가짱!입니

다.최인철교수님의행복에대한열강으로나자신

의의식전환계기가될수있었으며특별공연과명사

특강을통하여힐링할수있어서정말좋았다.  교

수님의 강의는 이해하기 쉽고 1초도 놓치기   

싫을 정도였습니다.

2. 행복 수업 교사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 반응

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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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힐링)

 행복심리학 강의 자체도 좋았지만 지쳐있는 

교사들에게 특별 공연과 특강 등은 정말   좋

은 힐링이었네요.  지쳐있는 심신이 힐링 받

는 느낌이었습니다.  강의 프로그램 진행되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교사가 행복해지는 연수

였어요. 공연도 특별하고 감동적이었구요. 최

인철 교수님 강의도 참 좋았고 특별공연 명사

초청 특강 시간에 힐링과 행복감이 밀려왔다.

자료
풍부함 풍성한 자료 배포

다양함 다양한 프로그램에 만족

운영

준비

세심

세심하게준비하고배려해주신행복연구센터소장

님과스텝분모두에게감사드립니다.연수스텝들

의꼼꼼한준비와진행.  어릴 적   손님이 집에 

오실 때 간혹 사가지고 오신 '종합 선물세트'

를 받았을 때의 그 느낌으로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감동, 감동, 감동 그   자체입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매우 신경쓰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우받은 느낌입니다.(문자,커

피,길 안내, 아르바이트 학생들 등). 

따뜻함

사소한 부분에도 따뜻한 봉사자들이 항상 곁

에 계셔서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배려심 깊

게 준비하셨음을 곳곳에서 보았습니다. 얼음 

생수며 커피 음료, 길 찾는 방법, 식당 가는 

길… 감사합니다.

꼼꼼함
서울대 행복연구센터 연수의 운영에 진심을 

다한다. 많이  느껴진다.

지원 풍부함

풍부한지원(자료,음료,책…).정성가득한수제(?)

커피서비스도좋네요.사람중심의서비스정신.안

내및도우미의세심한태도가어느모임보다인상

적.  무한 커피 공급. 생각지도 못한 세심한 

배려(커피, 가방에 붙일   네임택등)=>존중받

는 느낌을 받아 기분 좋고 행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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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함

꼼꼼한 친절(세심한 배려). 철저하고 완벽한 

서비스로  대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

수를 잘 받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프로그램과 운영진(스탭) 활동에 만족한다. 어

떻게 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배려인지 배웠

다. 연수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가지를 

배려해주시는 점(문자서비스, 커피, 돌아가는 

길 공지, 도서, 가방의  name tag, 음악회,,,).

진행

매끄러움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임에도 매우 매끄

러운 진행! 연수  스텝들의 꼼꼼한 준비와 진

행.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 운영

빈틈없음

사소한 부분까지 배려해주시는 연수팀 감동

적!! 사람들이  제일 좋았습니다. 최인철 교수

님, 홍선생님, 이선생님, 헤고스 랩의 강사님, 

조윤범님, 정호승 시인 그리고 이름 모르는 '

스텝'분들의  친절함과 깊이 있는 말씀이 제

일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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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사후대응표본검정

 

대응차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평균 표준편

차
평균의  

표준오차

차이의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삶의만족도 -.50113 .75455 .04010 -.58000 -.42226 -12.496 353 .000

긍정정서 -.40473 .48769 .02653 -.45691 -.35255 -15.258 337 .000

부정정서 .25465 .54779 .03002 .19560 .31371 8.483 332 .000

행복인식 -.26667 .49837 .02691 -.31960 -.21374 -9.910 342 .000

행복추구태도 -.24882 .44790 .02426 -.29652 -.20111 -10.258 340 .000

행복수업태도 -.20143 .49703 .02700 -.25453 -.14833 -7.462 338 .000

나. 행복 교사 연수 사전 사후 태도 측정 결과

  위 표에서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의 세 요인으로부터 행

복지수를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인식 및 행복에 대한 

태도로서의 행복추구태도에 효과성을 보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본 

연수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태도 교수 전략 정교화에 활용하였다. 본 

연수 프로그램은 5점 척도의 태도 평가에서 행복인식도에서 .27의 

상승(p <.001)을, 행복추구태도에 있어서도 .25의 상승(p <.001)을 

보였다. 

참고. 행복감 (주관적 안녕감, Subjective Well-being) 계산법

주관적 안녕감(SWB) 척도는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라는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표적인 행복감 측정 도구이

다. 삶의 만족도(LS: life satisfaction)는 개인의 행복감을 구성하는 

인지적 요인으로서 5문항으로 측정하며, 긍정정서(PA: positive 

affect)와 부정정서(NA: negative affect)는 정의적 요인으로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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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문항으로 측정한다. 삶의 만족도와 긍정정서는 측정값이 높을수

록, 부정정서는 낮을수록 전반적인 행복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주관적 안녕감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SWB = LS + PA – NA

∙삶의 만족도(LS) = (A1 + A2 + A3 + A4 + A5)/5

∙긍정정서(PA) = (B1 + B4 + B5 + B8 + B9 + B12 + B14 + B17 + B18 + 

B19)/10

∙부정정서(NA) = (B2 + B3 + B6 + B7 + B10 + B11 + B13 + B15 + B16 + 

B20)/10

행복 교사 연수 때 참석한 교사들의 행복감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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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행복수업 교사연수 참가자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교사의 행복에 관한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응답해주신 

결과는 교사의 행복에 대한 연구와 교사연수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연구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며, 응답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결코 사용

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통계법 제 33조).

여러분의 응답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한 문항도 빠트리지 말

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질문은 여러분의 인식과 생각에 대한 

것이므로 정답이나 더 나은 응답은 없습니다. 각 질문에 여러분의 

생각 그대로를 답하시면 됩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8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이메일 happiness@snu.ac.kr   전화 02-880-6436

- 설문 참가자 정보 -

성  명 소속학교명

지  역
① 강원 ② 광주 ③ 경기 ④ 경남 ⑤ 경북 ⑥ 대구 ⑦ 대전 ⑧ 부산 ⑨ 서울 

⑩ 세종 ⑪ 울산 ⑫ 인천 ⑬ 전남 ⑭ 전북 ⑮ 제주 ⑯ 충남 ⑰ 충북 

직  급
① 교장 ② 교감 ③ 수석교사 ④ 부장교사 ⑤ 교사 ⑥ 진로진학상담교사 ⑦ 기 

타

나  이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성  별 ① 남   ②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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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용
전  혀
아니다 ←

보통
이다 →

매  우
그렇다

1 흥미진진한 ① ② ③ ④ ⑤

2 짜증난 ① ② ③ ④ ⑤

3 괴로운 ① ② ③ ④ ⑤

4 정신이 맑게 깨어있는 ① ② ③ ④ ⑤

5 신나는 ① ② ③ ④ ⑤

6 부끄러운 ① ② ③ ④ ⑤

7 화난 ① ② ③ ④ ⑤

8 감명 받은 ① ② ③ ④ ⑤

9 강인한 ① ② ③ ④ ⑤

10 불안한 ① ② ③ ④ ⑤

11 죄책감 드는 ① ② ③ ④ ⑤

12 단호한 ① ② ③ ④ ⑤

A. 아래의 글을 읽고, 평소에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는 

정도에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 √ ]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내용
전  혀
아니다 ←

보통
이다 →

매  우
그렇다

1 전반적으로 나의 삶은 내가 생각하
는 이상적인 삶에 가깝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의 삶의 조건은 매우 훌륭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원했던 
것들을 모두 얻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그대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B. 다음의 단어들은 감정이나 기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각 단어를 읽고 현재를 포

함한 최근 1개월 동안 여러분이 느끼는 기분의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낸 곳에 체

크[ √ ]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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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겁에 질린 ① ② ③ ④ ⑤

14 집중하는 ① ② ③ ④ ⑤

15 적대적인 ① ② ③ ④ ⑤

16 조바심 나는 ① ② ③ ④ ⑤

17 열정적인 ① ② ③ ④ ⑤

18 활기찬 ① ② ③ ④ ⑤

19 자랑스러운 ① ② ③ ④ ⑤

20 두려운 ① ② ③ ④ ⑤

문항 내용
전  혀
아니다 ←

보통
이다 →

매  우
그렇다

1 행복하면 수입이 늘어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행복하면 직장 내 일의 성과가 
좋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행복하면 친한 친구의 수가 늘어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행복하면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행복하면 몸이 건강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행복하면 오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행복하면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줄어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행복하면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행복하면 창의성이 증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행복하면 외모가 더 매력적으로 
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행복하면 성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행복하면 가족과의 관계가 화목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행복하면 면역력이 증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C. 다음에 제시된 문항에 대하여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 √ ] 표시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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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복하면 예뻐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행복하면 자존감이 높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내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행복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삶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행복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내 삶이 행복한 삶이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나는 행복을 떠올리면 기분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행복은 늘 내 가까이 있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나는 행복을 위한 작은 실천들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5 행복은 충분히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6 내가 추구하는 삶은 행복한 삶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7 나는 행복을 위한 삶을 실천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8 나는 행복해지기 위한 습관을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감사합니다. 



- 176 -

time 스크립트 적용전략

00:01-
00:10

(……)

Thank you. Thank you.

- 여유 주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이나 
화제가 바뀌는 사이사이에는 
청중들을 둘러보며 미소를 짓고 
침묵하면서 청중들이 잠시나마 
숨을 돌리고 리프레시하여 다시 
새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유를 제공함)

- 태도 대상의 암묵적 노출을 통해 
친숙해지는 계기 만들기

  (연설 전 눈이 마주친 청중에게 
웃어주며 친근감, 긍정적 인상을 
형성)

……(중략)

00:13-
00:16

I am honored to be with you 
today at your commencement 
from one of the fin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 자존감 높여주기
  (존경받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중략)

00:22-
00:32

I never graduated from college. 
Truth be told, this is the 
closest I've ever gotten to a 
college graduation.

- 믿음 주기, 유대감 또는 매력 
형성하기

- 즐거운 경험, 감동적 경험 
제공하기(진·선·미·락)

00:33-
00:40

Today I want to tell you three 
stories from my life. That's it. 
No big deal. Just three stories.

- 생략하기
- 기대수준 맞추기

……(중략)

00:46-
00:53

I dropped out of Reed College 
after the first 6 months, but 
then stayed around as a 
drop-in for another 18 months 
or so before I really quit.

- 변화를 통한 몰입, 집중 유도하기
  (말하기 속도 변화)

00:54-
00:56

So why did I drop out? 
- 자기 경험을 회상하거나 자기 
이야기가 되도록 질문하기

부록 3. 태도 교수 전략 적용 사례 분석 결과

  

프로그램사례1.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대학교 졸업식 강연(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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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01:00-
02:31

My biological mother was a 
young, unwed college graduate 
student...personal computers 
might not have the wonderful 
typography that they do.

- 일화 제시하기 또는 정보를 
이야기로 바꾸기

02:32-
2:42

It was pretty scary at the time, 
but looking back it was one of 
the best decisions I ever made. 

- 개념적 대비 제시하기

02:43-
02:44

The minute I dropped out I 
could stop taking the required 
classes that didn't interest me 
(억양변화)

- 변화를 통한 몰입, 집중 유도하기
  (억양변화)

……(중략)

03:48-
04:08

It was beautiful, historical, 
artistically subtle in a way that 
science can't capture, and I 
found it fascinating. None of 
this had even a hope of any 
practical application in my life. 
But ten years later, when we 
were designing the first 
Macintosh computer, it all came 
back to me. 

- 개념적 대비 제시하기

……(중략)

04:11-
04:13

It was the first computer with 
beautiful typography.

- 감각적 단서 제시하기

……(중략)

04:43-
04:51

Of course it was impossible to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when I was in college. 
But it was very, very clear 
looking backwards ten years 
later.

- 개념적 대비 제시하기
- 시범 보이기 또는 모델링

04:52-
05:16

Again, you can't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you can 
only connect them looking 
backwards. So you have to 
trust that the dots will 
somehow connect in your 

- 자기 가치, 신념 성찰 기회 
제공하기

- 자기 행동 성찰 기회 제공하기
  (과거의 자신의 경험과 행동들을 

성찰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음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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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You have to trust in 
something - your gut, destiny, 
life, karma, whatever. This 
approach has never let me 
down, and it has made all the 
difference in my life. 

- 핵심 메시지 숨기기
  (이 부분에서는 스티브잡스가 

간접적으로 전달하고픈 
핵심메시지는 ‘인생에서 
불필요한 일은 없다. 무슨 
일이든지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해라‘인 
것 같음)

- 구체적 단서 제시하기
- 자기 경험을 회상하거나 자기 
이야기가 되도록 질문하기

  (자신이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것들이 어떻게 오늘날의 성공에 
기여했는지 자신의 경험을 
회상함으로써 청중들도 그들 
자신의 이야기를 회상하도록 
유도함)

- 실제역할 부여하기
  (청중들 자신의 과거 경험들이 
어떻게 앞으로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스스로 찾아내 보고 
삶에서 차이를 만들어 나갈 것을 
권유함)

- 쉬운 것부터 요청 후 본래의 의도 
제시하기 (문간에 발들여놓기)

  (자신의 미래는 거창하고 어려운 
계획을 통해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의 자신의 작은 
경험들과 행동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청중들이 자신의 소소한 경험과 
행동들이 주는 의미를 찾는 것이, 
미래를 설계하는 시작점임을 
강조함)

05:17-
05:23

(……)

- 생략하기
- 여유 주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이나 

화제가 바뀌는 사이사이에는 
청중들을 둘러보며 미소를 짓고 
침묵하면서 청중들이 잠시나마 
숨을 돌리고 리프레시하여 다시 
새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유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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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05:37-
05:52

Woz and I started Apple in my 
parents garage when I was 
20...In 10 years Apple had 
grown from just the two of us 
in a garage into a $2 billion 
company with over 4000 
employees. We had just 
released our finest creation - 
the Macintosh - a year earlier, 
and I had just turned 30. And 
then I got fired. 

- 개념적 대비 제시하기
- 일화 제시하기 또는 정보를 

이야기로 바꾸기  

……(중략)

06:39-
06:57

I even thought about running 
away from the valley. But 
something slowly began to dawn 
on me – I still loved what I did. 
The turn of events at Apple 
had not changed that one bit. I 
had been rejected, but I was 
still in love. And so I decided 
to start over. 

- 타인의 태도 변화 관찰 기회 
제공하기

- 감정의 대비만들기
- 잊지 못할 장면 만들기
  (극적 연출하기, 감동있는 
스토리텔링)

……(중략)

07:00-
07:15

I didn't see it then, but it 
turned out that getting fired 
from Apple was the best thing 
that could have ever happened 
to me. The heaviness of being 
successful was replaced by the 
lightness of being a beginner 
again, less sure about 
everything. It freed me to 
enter one of the most creative 
periods of my life.

- 개념적 대비 제시하기

……(중략)

07:24-
07:32

)Pixar went on to create the 
worlds first computer animated 
feature film, Toy Story, and is 
now the most successful 
animation studio in the world. 

- 믿음 주기, 유대감 또는 매력 
형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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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08:00-
08:40

Sometimes life hits you in the 
head with a brick. Don't lose 
faith. I'm convinced that the 
only thing that kept me going 
was that I loved what I did. 
You've got to find what you 
love. And that is as true for 
your work as it is for your 
lovers. Your work is going to 
fill a large part of your life, 
and the only way to be truly 
satisfied is to do what you 
believe is great work. And the 
only way to do great work is to 
love what you do. If you 
haven't found it yet, keep 
looking. Don't settle. As with all 
matters of the heart, you'll 
know when you find it. And, 
like any great relationship, it 
just gets better and better as 
the years roll on. So keep 
looking until you find it. Don't 
settle.  

- 자기 감정 성찰 기회 제공하기
  (청중들로 하여금 자신이 무엇을 

사랑하고 좋아하는지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 자기행동 성찰 기회 제공하기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목말라하고, 어리석고 무모한 
도전과 행동도 마다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함)

- 구체적 단서 제시하기
- 자기 경험을 회상하거나 자기 
이야기가 되도록 질문하기

  (스티브잡스가 자신의 실패와 
극복 경험을 회상한 후, 청중들도 
자신의 삶에서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고 전화위복해야 하는지를 
암묵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함)

- 실제 역할 부여하기
  (믿음을 잃지 말고, 끊임없이 
자신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찾아야 
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끝없이 그것을 찾으며 살 것을 
강조함)

- 쉬운 것부터 요청 후 본래의 의도 
제시하기 (문간에 발들여놓기)

  (청중들로 하여금 성공을 위한 
기본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찾아내는 
것에서 시작함을 강조

08:40-
08:42

(……)

- 침묵하기
- 여유 주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이나 
화제가 바뀌는 사이사이에는 
청중들을 둘러보며 미소를 짓고 
침묵하면서 청중들이 잠시나마 
숨을 돌리고 리프레시하여 다시 
새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유를 제공함)

08:42- I'm pretty sure none of this - 시범 보이기 또는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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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2

would have happened if I 
hadn't been fired from 
Apple...So keep looking until 
you find it. Don't settle.

  (어떻게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으로 이어나가는지,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모델링함)

……(중략)

09:58-
11:19

About a year ago I was 
diagnosed with cancer...I had 
the surgery and I'm fine now. 

- 일화 제시하기 또는 정보를 
이야기로 바꾸기

……(중략)

11:58-
12:03

)Death is very likely the single 
best invention of Life. It is 
Life's change agent. 

- 개념적 대비 제시하기

……(중략)

12:21-
12:45

Your time is limited, so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Everything else is 
secondary.

- 자기 가치·신념 성찰 기회 
제공하기

  (자신이 과연 스스로가 믿는 
가치나 신념에 의해 살고 있는지, 
타인들이 부여해준 가치나 신념을 
강요받고 살고 있는지 성찰할 
기회를 제공함)

- 자기 감정 성찰 기회 제공하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원하거나 
기대하는 것을 하지 말고, 자신이 
진정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해볼 기회를 
제공함)

- 자기 행동 성찰 기회 제공하기
  (자신이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타인에 의해 
암묵적으로 강요된 행동들을 어쩔 
수없이 하고 있는지 돌아볼 
기회를 제공함)

- 핵심 메시지 숨기기
  (여기서의 핵심메시지는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아라’인 것 같은데, 
‘너의 시간은 제한적이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며 낭비하지 
마라. 너의 직감을 따르는 용기를 
가져라’라고만 말하고 있음.)

- 구체적 단서 제시하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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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
13:53

a photograph of an early 
morning country road, the kind 
you might find yourself 
hitchhiking on if you were so 
adventurous

- 감각적 단서 제시하기

……(중략)

14:16-
14:18

Stay Hungry. Stay Foolish.
- 잊지 못할 장면 만들기
  (따라하기 쉬운 짧은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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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00:31-
01:29

이제 오늘 사례 발표 해주실 
선생님이 인천 동방중에  배은* 
선생님이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패널 토의 할 때, 처음 
선생님의 경험을 말씀주셨는데, 
저한테도 굉장히 감동이었고, 
많은 선생님들한테도 와~ 라는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많은 
영감을 주신 선생님이세요. 

- 믿음 주기, 유대감 또는 매력 
형성하기

(……중략)

02:31-
03:37

6개월 전 지나 여름 방학 때, 
저도 선생님들과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연수를 받았습니다. 
걱정이 이제 슬슬 되기 
시작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 타인의 태도 변화 관찰 기회 
제공하기

- 자기 경험을 회상하거나 자기 
이야기가 되도록 질문하기

- 믿음 주기, 유대감 또는 매력 
형성하기

(……중략)

03:38-
03:43

걱정이 이제 슬슬 되기 
시작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 자기 감정 성찰 기회 제공하기
- 감각적 단서 제시하기

(……중략)

03:57-
04:44

교과서 내용 속에는 교수님께서 
오전에 우리를 매료시켰던 것 
처럼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그런 
심리학적 자료들이 풍부하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공되는 DVD자료를 보면 
거기에는 실제 인물들이 나와서 
실천하고 행복해진 사례들을 
담아 놓았기 때문에 수업 
도입에 쓰시기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좋은 자료도 
있고요, 또 2년간 여러 
선생님들이 하신 활동지들이 
카페나 자료집 또 내일 
발표하실 선생님 또 심화연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행복수업을 
할 자료는 충분하다고 

- 여유 주기

프로그램 사례2. 행복 교사 연수 사례 발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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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합니다. 

04:44-
05:24

제 생각에는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자료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좋은 
자료들은 어떻게 교사 자신의 
말로 내 혼을 담아서 
감동시킬까 하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주어진 
시간에 저에게 있어서 
행복수업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였는지 그리고 창제시간에 
아이들은 무조건 수업 받기를 
거부합니다. 자유로운 
시간으로만 알고 있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수업으로 
이끌어 왔는지 이러한 점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이어서 
실제수업 조금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대수준 맞추기

(……중략)

06:41-
06:58

정말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선생님을 위해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너무 많으셔서 제일 
가까운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네에~ 명퇴입니다. 

- 믿음 주기, 유대감 또는 매력 
형성하기

- 즐거운 경험, 감동적 경험 
제공하기(진·선·미·락)

06:58-
07:13

제가 뭐 업무능력이 부족해서 
뭐 이런게 아니라 선생님들 다 
경험 하시는 대로 교사로서의 
자긍심이나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 자기 감정 성찰 기회 제공하기

07:14-
11:55

저는 1984년도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무슨 직업을 
선택하는 차원이 아니라 바로 
임용이 되어서 평소에 꿈인 
교사가 된다는 그런 의식만 
있는 채 발령을 받아서 쉼없이 
달려와서 올해로 30년째를 
맞이합니다.... 그러니 그냥 노는 

- 일화 제시하기 또는 정보를 
이야기로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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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좋다. 그런 상황이 정말 저를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중략)

12:34-
13:20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기지고 있던 가치관으로 
아이아이 바라봤을 때 제가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하지 말라! 밖에 
없었어요...드디어 나도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내용을 가지게 
되었구나..하는 기대감이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 행복연수를 받는 
동안에 제 그동안의 오랜 
고민을 정확하게 진단해 볼 수 
있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진단과 더불어서 해결책을 얻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상을 주고 
했는데 절대로 무언가 아이들이 
감동받고 시작만 되면 어렵지 
않더라구요.

- 자기 행동 성찰 기회 제공하기
- 타인의 태도 변화 관찰 기회 
제공하기

- 핵심메시지 숨기기

13:20-
14:20

그런데 행복교과서를 보는 동안 
행복교과서에는 다 하라는 
메시지이잖아요.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저는 즐거움은 
완전히 배제가 되고, 오로지 
굉장히 의미를 추구하는데만 
매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 개념적 대비 제시하기

(……중략)

14:33-
15:06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저는 
즐거움은 완전히 배제가 되고, 
오로지 굉장히 의미를 추구하는 
데만 매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반면에 아이들은 
의미는 완전히 무시된 채, 
단순한 이 즐거움에 치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자~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서로 
바라보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 

- 개념적 대비 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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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고 하찮아 보이고, 아이들이 
저를 볼 때는 너무 무겁고 
고리타분해 보이고, 그럴 수 
밖에 없었겠다. 

(……중략)

15:45-
17:53

제가 이제 평소에 그래도 
자기교과수업은 즐겁게 해내는 
선생님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은 공통점이 
있으시더라구요 ... 그런데 
아이들 한창때 아이들이 
허겁지겁 밥먹고 나와가지고,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그 
단것에 얼마나 목말랐을까…그 
생각을 사실 못했더라구요. 

- 일화 제시하기 또는 정보를 
이야기로 바꾸기

(……중략)

18:06-
18:16

두개의 수도꼭지원리가 
있더라구요. 이제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찬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더운물이 
나오는데 이 찬물 수도꼭지를 
잠근다고 해서 더운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운물을 
열어야 하잖아요. 이런 교과서 
내용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하고 딱 겹쳤냐 하면요. 

- 변화를 통한 몰입, 집중 유도하기
- 잊지 못할 장면 만들기

(……중략)

19:35-
25:08

그런데 이제 제 경험상으로 볼 
때 처음에 아이들에게 밀리면 
끝까지 힘들어진다는 건 제가 
터득한거기 때문에 하여튼 첫 
시간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싶어서 막 
고민을 했는데, 수업 10-20분 
지났는데요 대책이 안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수업하고 
1차시를 마쳤습니다.

- 시범 보이기 또는 모델링
- 일화 제시하기 또는 정보를 
이야기로 바꾸기

- 즐거운 경험, 감동적 경험 
제공하기(진·선·미·락)

25:09-
25:54

그런데 이제 2차시를 앞두고 또 
고민이 앞서는 거예요. 더 이상 
행복수업 못할 텐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에 
빠졌어요. 

- 자기 감정 성찰 기회 제공하기
- 자기 행동 성찰 기회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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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26:14-
28:07

이제 2차시는 들어가자마자 
칠판에다가...이제 제 수업을 
끝을 냈습니다. 

- 일화 제시하기 또는 정보를 
이야기로 바꾸기

28:08-
28:15

몇 % 참석했을까요? 100% 
침석했습니다

- 믿음 주기, 유대감 또는 매력 
형성하기

(……중략)

29:17-
29:35

그때 통계를 내어 봤는데, 
이렇게요. 이제 제가 두 반에 
들어 갔는데요,  남반 한반 
들어갔는데 행복했던 순간을 
보면 자유, 재미, 즐거움 거의  
반. 42명인데 표 20표. 19표 
였는데 불행했던 순간을 봤더니, 
자유, 재미를 박탈당한 것 
보다는 인간관계를 잃었거나 뭐 
건강을 잃었을 때,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이런 게 
나오더라구요.

- 잊지 못할 장면 만들기

(……중략)

31:06-
31:12

전달을 해놓고 이거 또 교과서 
공부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썼습니다. 

- 생략하기

(……중략)

38:38-
39:35

우리는 너무나 짧은 시간에 
경제성장을 이룩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모두가 성공하면 행복하다 하는 
이 신념에 모두 
빠져있다...하면서 퀴즈로 
대신했습니다. 

- 개념적 대비 제시하기

39:36-
42:35

그래서 9가지를 한 번 더 
반복하게 한 다음에 그 9가지 
중에서 행복의 씨앗이 
무엇이겠느냐? 행복의 적은? 
행복의 안내자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단번에는 못 맞춰도 
거의 모두 다 맞추더라구요! 

- 구체적 단서 제시하기
- 감각적 단서 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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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틈이 날 때마다 조금 
반복하게 했습니다.

(……중략)

42:46-
43:35

그다음 마지막으로 되어갈 때 
다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연하다. 

- 자기 감정 성찰 기회 제공하기
- 자기 경험을 회상하거나 자기 
이야기가 되도록 질문하기

(……중략)

44:05-
46:13

해서 다음은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그중에서 골라서 
뭐..대머리, 비가 오는 날, 여러 
가지 예들로 너희들은 긍정적인 
답변 다른 사람은 부정적인 
답변 이렇게 진행하면 굉장히 
재미 있어 합니다. 

- 감각적 단서 제시하기

(……중략)

47:40-
48:17

그래서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관계 속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동영상으로 오늘 
수업을 끝내겠다. 1~2분 정도 
짜리인데 그것을 틀어주고 
수업을 마쳤습니다.

- 감각적 단서 제시하기

(……중략)

49:03-
51:24

그렇게 하고 나서 약 한달쯤 
지나서 내가 다른 설문을 
받으면서 학교평가와 관련된 
설문을 받으면서 슬쩍 물어 
보았어요. ...두 반 다 한 달이 
지났는데, 20명이 쓰고 
있었어요. 정말 놀랍죠? 
그리고 수업이 끝나기 바로 
전에 현재까지도 쓰고 있거나 
그 노트를 다 채운 사람 
나한태오면 선물을 주겠다. 
했더니 한반에 한 사람씩이 
나오더라구요. 

- 구체적 단서 제시하기
- 즐거운 경험, 감동적 경험 
제공하기(진·선·미· 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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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9-
52:30

자부심을 가지고 멋진 행복교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 실제 역할 부여하기

52:31-
52:46

사실 지금 저는 묻기가 
겁나더라구요.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한 번 더 
제대로 잘 물어보지 못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이들이 
변했다는 것을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변했다는 사실. 

- 감정의 대비 만들기

52:46-
53:52

하지만 제가 변했다는 사실. 
제가 정말 처음으로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 본 느낌...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mlㅜ집

- 타인의 태도 변화 관찰 기회 
제공하기

- 핵심 메시지 숨기기
- 구체적 단서 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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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35:58-
36:38

이제 본격적으로 행복 수업에 
필요한 이론 강의들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독학하시고요. 

- 기대수준 맞추기

36:38-
37:02

그리고 촬영하고 있는데 
신경쓰지 마시고... 촬영을 왜 
하냐 하면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다시 한 번 듣고 
싶다 그래서 촬영해서 필름을 
가지고 있다가 올려놓으면 
선생님들께서 학기 중에 
궁금하면 다시보시라고 찍는 
거라 화장 고치실 필요 
없고요. 

- 믿음 주기, 유대감 또는 매력 
형성하기

- 즐거운 경험, 감동적 경험 
제공하기(진·선·미·락)

(……중략)

37:10-
38:06

이런 순서대로 강연할 건데 
첫 번째 왜 행복인가 라는 
이야길 할 거고요...행복한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져야 한다 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행복하니까 
모든 게 좋더라” 그렇게 
얘기만 할 거냐, 그게 아니라 
엄밀한 연구에서 나온 근거를 
가지고 행복한 사람들은 이게 
이게 좋다라는 특징을 
얘기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론 
우리가 뭘 할 거냐 하고 이런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대수준 맞추기

(……중략)

39:25-
40:38

세계적인 우울증에 대한 
대가인데, 심리학이 지금까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정적인 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그래서 
학문의 정체성을 긍정에 

- 타인의 태도 변화 관찰 기회 
제공하기

- 개념적 대비 제시하기

프로그램사례3. 행복 교사 연수 이론 강연 (5시간 중 전반부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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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추자 해서 positive 
psychology를 제안해요. 

(……중략)

41:52-
42:21

우리 몸도 특별한 고통이 
없는 상태가 있어요...고통만 
없는 상태가 아니라 
“flourishing”이란 단어가 
긍정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열매를 맺고 
활짝 피어나게 만들자 라는 
거죠.

- 구체적 단서 제시하기
- 개념적 대비 제시하기

(……중략)

43:03-
43:09

그런데 특별히 제가 이제 
소개할 연구가 하나 있는데, 

- 변화를 통한 몰입, 집중 유도하기

(……중략)

44:34-
46:28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우리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지 
연구를 해본 
겁니다...그러니까 결론적으로 
negative에만 너무 집중했다는 
학문적인 깨달음 하나와, 
negative를 없애는 거와 
positive를 심어주는 건 서로 
독립적일 수 있구나. 

- 구체적 단서 제시하기
- 개념적 대비 제시하기

(……중략)

46:32-
47:13

저희가 많이 드는 예는 
샤워꼭지의 
비유입니다...부정을 막고 
긍정을 틀어주자. 

- 감각적 단서 제시하기
- 개념적 대비 제시하기

(……중략)

53:05-
53:21

지동설을 보시면, 과학 하시는 
선생님들 앞에서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할 말이 
있는 게 물리학, 과학, 수학 
다 들었으니까 그냥 말씀 
드리는 건데요. 

- 자존감 높여주기(존경받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중략)

54:22-
54:48

아이들로 치면 성적. 저도 두 
아이가 있는데요...정말 
힘들어요. 모든 돈이 그걸 

- 일화 제시하기 또는 정보를 
이야기로 바꾸기

- 자기 경험을 회상하거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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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스크립트 적용전략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에요. 

이야기가 되도록 질문하기

(……중략)

55:28-
56:00

여기서 얘기하는 행복은 뭐냐 
하면 인간이 가치 있게 사는 
것을 중심에 놓고 다른 모든 
것들이 그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라는 결론을 
학자들이 내고 있고, UN을 
비롯한 국가기관에서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 
중요하다 라는 거죠. 

- 핵심 메시지 숨기기

(……중략)

59:36-
59:43

여러분도 한 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필요할 때 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 자기 경험을 회상하거나 자기 
이야기가 되도록 질문하기

(……중략)

1:01:33-
1:01:41

학교는 이미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선생님들 수업하시는 것도 
결국 아이들 잘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 일화 제시하기 또는 정보를 
이야기로 바꾸기

- 자존감 높여주기(존경받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중략)

1:03:33-
1:03:51

실력을 보게 되면 수학 
42개국 중 1등, 과학도 26개국 
중 3등... 우리가 잘 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재미를 못 
느끼는 거죠. 뭔가 잘못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 개념적 대비 제시하기
- 생략하기

(……중략)

1:04:13-
1:04:27

너무 가슴 아픈 사진입니다. 
조선일보에서 제1면에 이걸 
실었는데 아침에 이걸 보고 
밥을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모든 문제를 행복 
교육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전혀 아닙니다. 

- 감정의 대비 만들기
- 생략하기
- 잊지 못할 장면 만들기

1:04:27-
1:06:01

이런 모든 문제를 행복 
교육에서 다 해결할 수 

- 기대수준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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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스크립트 적용전략

있느냐, 전혀 
아닙니다...그렇게 접근하셔야 
현실적으로 기대를 가지시는 
겁니다. 

1:06:01-
1:06:23

대전에서 있었던 자살 
사건인데요... 이 어린 아이가 
자기가 생을 마감해야겠다고 
결론 내리고 엘리베이터를 탄 
심경... 

- 잊지 못할 장면 만들기

1:06:24-
1:06:31

자 제가 이제 행복한 삶의 
조건을 몇 가질 말씀 드릴 
텐데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 실제 역할 부여하기

(……중략)

1:11:30-
1:11:36

행복 교육을 왜 해야 하는 
거냐,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이미 다 잘 하고 계세요. 

- 자존감 높여주기(존경받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중략)

1:11:56-
1:11:59

그래서 학교에서도 교장 
선생님이 행복 교육 한 번 
만들어 봐, 이런 거 
요청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 자기 행동 성찰 기회 제공하기

(……중략)

1:12:40

이제 제가 5분만 얘기하고 좀 
쉬었다 얘기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강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유 주기

(……중략)

1:13:06-
1:13:19

행복이 뭔지 정의를 안 
내렸는데 제대로 행복을 정의 
내리자면 행복이 삶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 핵심 메시지 숨기기

1:13:20-
1:13:30

그러므로 학교에서 행복 
수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행복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 그리고 올바른 
정의가 선생님들 사이에서 
학생들하고 공유가 돼야 
합니다. 

- 실제 역할 부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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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스크립트 적용전략

(……중략)

1:13:45-
1:15:30

그런데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우려하는 두 가지의 
대표적 오해가 
있습니다...이걸 진짜 
노력한다고 되겠느냐는 
거에요. 

- 자기 가치·신념 성찰 기회 
제공하기

- 자기 감정 성찰 기회 제공하기

(……중략)

1:17:05-
1:17:52

이 책의 저자가 유방암 
환자에요...고통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에 대한 
얘긴 없고 “감사하십시오”. 

- 핵심 메시지 숨기기
- 잊지 못할 장면 만들기

(……중략)

1:18:40-
1:19:30

“Madame Bovary”의 작가가 
했다는 말이 두고두고 회자가 
됩니다...깨어있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에요. 

- 일화 제시하기 또는 정보를 
이야기로 바꾸기

- 잊지 못할 장면 만들기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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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태도 교수 전략의 각 전략별 실천 사례

※ 사례 제공자 총 12명

사례 제공자 인원 수 태도 교육 관련 경험

현직 교사 7명

교직 경력 4~30년차의 중학교 교사로서 

행복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태도(관점 바

꾸기, 비교하지 않기, 감사하기, 목표세우

기, 나누고 베풀기 등의 행복을 위한 실

천하기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변화시키

는 것을 교육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

음. 45분 단위 수업을 매주 진행함.

교육 프로그램 

운영자
3명

경력 5년 이상의 태도 교육 프로그램 기

획 및 운영자로서, 현재 행복에 대한 태

도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주요 목

표로 하는 행복 교사 연수를 기획, 운영

하고 있음. 2시간 강연에서부터 60시간 

연수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

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음.

교육 프로그램 

퍼실리테이터
2명

경력 5년 이상의 태도 교육 프로그램 기

획, 운영 및 강연자로서, 현재 긍정심리학 

기반으로 리더십 또는 직무 역할 수행에 

있어서의 태도 교육 프로그램을 기업이나 

조직의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와 유

형으로 기획, 운영 및 강의를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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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도 성찰 전략

1.1 개인 성찰 전략

1.1.1. 자기 가치 · 신념 성찰 기회 제공하기

<중심 경로>

◦ 나의 인생 그래프 그려보기 활동 - 우정* 

◦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를 먼저 묻기보다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개념 설명을 먼저 하는 한편,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를 묻고, 행복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는다. - 박소*

◦ “성공(일, 결혼, 건강 등)하면 행복하다 vs 행복하면 성공한다 - 두 명제 

중 어느 명제가 옳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 배은*

◦ “나의 불행한 현재 환경(성적, 외모, 돈 등)이 변하지 않는데도 행복을 

배우면 내가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 배은*

◦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인

가요?” - 손혜*

◦ 중학교 도덕수업을 진행하면서 첫 수업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꼭 하는 것

이 미덕에 대한 소개이다. 아름다운 가치들을 알려주고 스스로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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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우선 학생들에게 줄 

미덕 52가지가 적힌 프린트를 제공한다. 중학생들이라 어려운 단어는 그 

뜻을 먼저 설명해주어야 한다. 미덕을 배우는 시간을 게임처럼 진행하면 

학생들이 더 즐거워한다. 우선 52가지 미덕이 적혀 있는 프린트를 보면

서 자신이 갖고 있는 미덕 (현재 나의 장점)을 3가지 골라보게 한다. 처

음에 그냥 미덕의 뜻을 풀이해 줄 때보다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고 찾아

보는 과정에서 미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 다음으로는 

짝꿍과 그 프린트를 바꿔서 그 친구가 나에게 어울리는 미덕 3가지를 찾

아준다. 주변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장점이다. 학생들은 본인이 선택한 

미덕보다 옆의 짝꿍이 선정해준 미덕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다시 본인의 프린트를 돌려받고 자신이 앞으로 갖고 싶은 미덕을 3가지

만 고르게 한다. 바로 미래의 내 모습이다. 내가 바라고 지향하는 미덕을 

통해 자기 가치와 신념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오란*

◦ “용서란 무엇인가?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가치 있는 일인

가?” - 윤선*

◦ 우리가 왜 행복해져야 하는지 생각하여 발표하기 행복은 단기적인지 장

기적인지 자신의 관점 서술하기 - 양국*

◦ 주로 첫 개념의 시작에 있어 발문할 때 또는 중간 점검, 마지막 정리할 

때 사용하게 된다. “감사하기가 왜 중요할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

향을 미칠까?” -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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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의 <강의 스크립트> 내용

   자신과 관련된 자아태그 eTag를 찾을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한 답을 포스트잇에 적어 나가시면 

됩니다. 

   - 개별 작업

   - [Top of mind]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어떤 단어나 짧은 문구가 떠

오르나요? 명사, 형용사, 동사 등 품사에 상관없습니다. 어떤 관련 주제

도 상관없이 자유롭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 [Social Tag] 다들 인터넷 하실 겁니다. 검색어를 Tag 하나씩 사용

하시면 됩니다. 미래의 신문기사, 활동하는 동호회 등. (만약 자신을 인터

넷에서 찾는다면 어떤 검색어 또는 검색어 조합이 필요할까요? 실제로 

본인을 찾지 못하더라도 가장 최적의 검색어를 떠올려 적어보시기 바랍

니다.) 

   - [Personality] 모든 사람은 자신 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

의 성격 중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본인의 어떠한 긍정적인 

성격을 나의 자녀가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 [Strengths] 당신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지금부터는 자

신의 강점에 대한 단어나 짧은 문구를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적인 강점이 아니라 주관적인 강점 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가진 특성 중에서 상대적으로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

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 성찰을 도울 수 있는 가벼운 퍼실리테이션으로 활용되는 것으로는 

자신과 관련된(과거경험, 현재 상황, 미래 꿈) 질문을 주고 질문에 대한 

답을 포스트잇으로 편하게 작성하며, 자신과 관련된 단어를 모아보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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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가지는 방법이 있음. 이는 평소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지 못한 교

육생들에게 생각의 시간을 주며, 이를 단어로 가시화 하여 자신을 바라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핍스 프로그램이 리더

십 교육에서는 자기 성찰 방법론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 

   - 거시적 관점에서 자신의 가치와 삶의 중요도를 성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게 하는 방법이 있음. 다소 충격요

법이 될 수 있으나, 자신의 장례식이나 송덕문 쓰기 등의 활동을 통해 

진정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핵심가치가 

무엇인지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 - 최혜*

1.1.2. 자기 감정 성찰 기회 제공하기

<중심 경로>

◦ 명상을 통해 자기 관찰하기  - 우정*

◦ 용서하기-용서수첩 작성하기.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의 감정은?”  - 

김길*

◦ “여러분은 보통 행복하다고 느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 박소*

◦ 아래와 같은 질문을 던지기  - 박승*

  질문1. 나를 생각하면 [     ]가 마음속에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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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2. 인터넷에서 나를 찾으려면 [     ]로 검색하면 된다.

  질문3. 우리 아이는 나의 [     ]점을 닮았으면 좋겠다.

  질문4. 나는 [     ]를 할 때 활력이 생긴다.

  질문5. 나의 서재를 [     ]분야 책으로 채워달라고 하겠다.

  질문6. 내가 100살까지 산다면 [     ]를 더 배우고 싶다.

  질문7. 10년 후 최고의 나를 상상하면 [      ]가 떠오른다. 

◦ “최근 1년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최근 1년간 가장 불행했던 순간

은?“ 이라는 두 질문의 답을 포스트잇에 적게 하여 흔히 생각하는 행복

의 조건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 지를 붙여보게 함으로 행복의 조건이 단

순한 재미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한다.  - 배은*

◦ 나의 뇌구조 그리기를 통해 자신의 현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볼 수 있

다. - 손혜*

◦ 번개카드를 제시하여 반 전체의 의견을 공유한다. 칠판에는 “<   >는 무

엇이다”또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나는 <   > 기분을 느낀다.”

라는 질문에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번개처럼 아주 짧고 빠르게 돌어

가면서 이야기를 한다. 번개카드 시간에는 경청이 중요함을 늘 강조하면 

학생들도 친구들이 제시하는 느낌이나 생각을 잘 듣는다. 이러한 방법으

로 자신의 감정을 성찰하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간는다. - 오란*

◦ 용서하지 못한 사건과 감정을 떠올려보게 한다.. 그 상처받은 사건은 본

인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님이 아님을 깨우쳐 준다. - 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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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나에게 감사하다는 문자나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떤 기분이 들

까?” - 은혜*

◦ 직장인 대상의 설문지로 측정한 직장인의 행복지수와 자가 진단을 통해 

측정한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비교하면서 행복의 요인에 대해 탐구해 나

아감 - 최혜*

 

◦ 자신이 행복했을 때의 감정 이야기하기 - 양국*

1.1.3. 자기 행동 성찰 기회 제공하기

<중심 경로>

◦ 내 인생의 10대 뉴스 적어보기 - 우정*

◦ 행복교과서 제 '1장 행복이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무

엇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줍니까?” 등의 질문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

는 행동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김가*

 

◦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느낄 때 어떤 행동을 보이나요?” - 박소*

◦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 3가지 적기, 내가 가장 듣기 싫은 말 3가지 적

기. “어떤 상황에서 내가 비교하기 장면이 더 많이 연출되는가?” - 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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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뇌구조를 그려보도록 한 후, 그렇게 되기 위한 노력 등을 

발표하게 한다. - 손혜*

◦ 중학교에서는 학습지도도 중요하지만 인성과 생활지도가 많은 부분을 차

지한다. 따라서 자기 행동 성찰의 기회는 평소 대화나 조례나 종례 때 

많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평소에 학생이 잘못한 부분을 보고 “너 왜 그

렇게 행동했어?”라는 꾸짖는 말투로 하는 것 보다 교사도 학생도 차분한 

상태에서 상담할 때 진지하게 물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 오란*

◦ “만약 가해자를 용서한다면 내 삶이(행동이) 어떻게 변할까? 당장은 용

서가 아니더라도 ‘수용’이란 것을 해보도록 하자.” 오늘부터 복도 지나갈 

때 열 번 째려보던 것 5번으로 줄여보기. - 윤선*

◦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였나?” (이 부분

에서 아이들이 마음은 있는데 실천에 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음) - 

은혜*

◦ 친구의 좋은 행동 및 싫은 행동을 쓰고, 자신의 행동이 친구들에게 어떠

한 영향을 주었는지 생각하기  - 양국*

1.2 집단 성찰 전략

1.2.1. 타인의 태도 변화 관찰 기회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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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경로>

◦ 슬라이드에 달려가는 사람(실제로 제자리달리기)을 바라보며(잔잔한 음악

과 함께) 무엇이 느껴지는지 느껴보기  - 우정*

◦ 교육생 간에 자신의 의견을 나누게 하여(나눔) 타인과 자신의 태도를 조

망하게 하기 - 우정*

◦ 특별히 우월하게 수업을 통해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학습자가 조 안에 

없다면 모든 학습자가 타인의 태도 변화 관찰을 통한 기회조차 제공 받

지 않을 수도 있게 될 것 같았음. 그러기에 조별 편성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 박소*

◦ 교육 후반부에 자신의 행복나무를 타인에게 공유하는 시간을 제공함.

  - 타인의 행복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

  -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정리하고 스토링텔링하는 기회

  - 사람마다 행복에 대해 유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공감하고, 다른 점은 

이해하고 공유함으로 자신만의 행복나무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다짐 - 박

승*

◦ 감사일기를 매일 꾸준히 쓴 사람의 소감 듣기 - 배은*

◦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사례로 조별로 자석이 붙은 작은 칠판을 나눠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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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모둠판에 조별활동으로 공유된 의견을 쓰게끔 한다. 듣는 것보다 시

각화 된 자료에 더 잘 집중하는 아이들이라 각 모둠 별 의견을 칠판에 

붙이고  관찰하게 하면 서로 각자 다른 조별 의견을 보고 재미있어 한

다. -오란*

◦ 음미하기- 미니북 만들기 수업 후 평소 스쳐지나가는 환경, 사람, 나에 

대한 사진과 이야기 나누기. - 윤선*

◦ 인트로부분에서 관계 돈독하게 하기 :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특징들은 무엇인가? - 은혜*

◦ 수업 후반부 조별로 서로 느낀 점 공유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

이 있습니까?” - 최혜*

◦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친구의 행동, 말 등의 변화 쓰기 - 양국*

1.2.2. 타인의 태도 변화 관찰 기회 제공하기

◦ 행복교과서 제 1장 행복이란, 4장 감사하기, 10장 용서하기: 관련 행복

지수 테스트를 통해 자신이 하는 행동이나 태도가 삶의 행복에 어느 정

도 영향을 미치는 가를 측정. - 김가*

◦ 강점포도 만들기(친구들로부터 자신의 강점에 해당하는 곳에 스티커 붙

이기) - 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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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명으로 작성된 타인의 단점을 보고 장점으로 바꿔주기, 마니또 활동 

- 박소*

◦ 친구의 좋지 않은 상황을 보고 긍정적인 상황으로 관점을 바꾸어 말해주

기 - 배은*

◦ 2주간의 쿠폰 실천 기간을 준 후 ‘나눔왕’ 선발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자

신의 나눔을 인정받는 기회를 갖는다. - 손혜*

◦ 조별 모둠판 중 다른 학생들이 가장 관심있어하는 의견은 그 조의 조장

이 나와서 논의 된 내용을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그 조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다른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본다.  - 오

란*

◦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다. 타인의 주관적인 시선들이 잘못하면 성숙하

지 못한 당사자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 비교하지 않기에서 강점 찾기

를 하였는데 그때는 좋은 강점들만을 서로 추천해 줘서 그런지 매우 행

복해하는 모습이었다. - 은혜*

◦ 자아태그 전 또는 후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자신과 관련된 긍정태그를 

모을 수 있는 시간을 줌

  - 모두 라벨(화이트)를 옆 사람 등에 붙이고, 펜과 포스트잇을 가지고 

일어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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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상 위치 등을 다 같이 조정하여 동선의 자유로운 이동을 확보시킴

  - 모두 일어서서 가운데 원을 만든 후 가이드를 줌

  - 신나는 음악으로 활동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감 

- 최혜*

◦ 자신의 첫 인상 돌아가며 쓰기 - 양국*

2. 인지적 구성 전략

2.1 추상 전략

2.1.1. 핵심 메시지 숨기기

◦ 태도 변화 의도를 드러내는 핵심 메지시를 숨기는 것은 무척 중요함,

   얼마 전 진행된 H사 3년차 과정에서 교육담당자의 교육 진행 목표는 3

년차 조직원이 조직 몰입도가 떨어지고, 상사 및 주변 동료와의 관계에 

있어 좀 더 나이스 해지고, H사 사원의 패기 있는 모습을 다시 한 번 상

기되었으면 하는 태도 교육이었음.  그런데, 이러한 교육 의도를 바로 전

달 시 교육생들의 반발과 거부반응으로 교육 자체에 대한 몰입도가 상당

히 떨어 질 수밖에 없음. 조직에서 의도를 가지고 본인들을 교육시킨다

는 교육의도가 그대로 전달된다면, 프로그램이 아무리 잘 짜여지고 의미 

있는 과정이라도 해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음. 그

래서 보통 이와 같은 목표가 분명한 태도 교육일수록 진짜 교육 의도를 

숨기고, 교육생 개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고, 의미 있는 과정으로 전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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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을 설명하게 되며, 조직도 개개인의 행복한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선 의도를 지속적으로 노출하여 교육생들을 안심시키고 편안한 

마음으로 교육을 참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 메시지 순서에 있어서도, 

선 의도를 이야기하기보다 교육과정을 잘 설계하여 교육생 스스로 자신

들의 입으로 00 되어야겠다고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

이 필요함. - 최혜*

◦ 긍정성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핵심 메시지는 교육 대상자가 자발

적 신청자인지, 타인에 의해 의무적 교육 대상자인지에 따라 달라짐. 자

발적인 경우, 핵심 메시지를 구태여 숨길 필요는 없음. 단, 의무교육 대

상자인 경우 자신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 같은 교육에 참석해야 하는가

에 대한 부정적 편견으로 교육에 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도를 숨기고 

교육을 진행함. - 최혜*

◦ 교육생 간에 자신의 의견을 나누게 하여(나눔) 스스로 메시지를 내재화

하기 - 우정*

◦ 행복교과서 수업 도입부분: 동기유발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영상이나 그림, 

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 지를 파악. 예를 들어, 

숨은그림찾기 게임을 한 후, 몰입했을 때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

으며, 착시그림을 제시한 후, 관점 바꾸기 행복을 체험. - 김가* 

◦ 핵심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관련 짧은 관련 동영상을 보여

주고 이 동영상에서 오늘 수업시간 주제를 생각해 보게 함. - 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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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 방향성 기법] - 박승*

   도형이 많은 그림을 보여주고, 도형의 개수를 많이 세라고 지시함.

   교육생들에게 도형의 개수 대신 다른 것을 질문함으로 교육생 당황함.

   추후 질문의 방향성의 중요성 일깨워줌.

◦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인간은 비교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 던지기. 의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명확하기 

때문에 답을 직접 제시하지 않음으로서 학생들이 스스로 메시지를 구성

하도록 유도함. - 배은*

◦ 행복 롤링페이퍼를 준비하여 친구들의 장점을 1가지 이상 적게함. - 손

혜*

◦ 조․종례 때 담임교사로서 하고 싶은 메시지를 다른 여러 상황이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한 후 선생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는지 생각해 보라

고 한다. 생각 할 시간을 준 다음에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들었는지 서

로의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 사이에서 스스로 핵심 메시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  - 오란*

◦ 300피스 퍼즐 맞추기, 바둑과 장기 – 몰입에 대한 언급 없이 좌뇌 우뇌 

발달 수업 - 윤선*

◦ 관점 바꾸기 수업에서 다양한 숨은 그림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게 할 때 사용 -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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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생략하기

◦ 조․종례 시간이나 수업시간 조별로 활동을 해서 너무 산만해진 경우 침묵

하기 기법을 종종 쓴다. 또는 질문을 던진 후 침묵하기를 통해 학생들의 

반응으로 학습목표가 이끌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 오란*

2.1.3. 변화를 통한 몰입, 집중 유도하기

◦ 여자 강사의 경우 중요한 메시지는 더 크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톤 

낮게 말하기 - 우정*

◦ 행복교과서 수업은 주로 ppt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이용하게 되는 데, 속

도감을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보고 듣고, 느껴 행복을 알 수 있도록 함. 

또한, 교사의 목소리, 몸짓의 움직임이 많아질수록 학생들의 몰입도가 높

아짐. - 김가*

◦ 말하기의 강약 조절하기.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다 침묵 시간 갖기. - 박

소*

◦ [말하기 속도와 역양 변화주기]  - 박승*

   타인태그-역동적인 목소리와 빠른 속도로 활동적인 분위기 연출.

   자아태그-느린 속도와 차분한 목소리로 자아성찰 분위기 연출.

◦ [메시지 제시 순서 조정해서 메시지 강화하기] - 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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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PS의 질문은 자유연상, 사회적 의미, 성격, 강점, 관심분야, 미래 등

의 주제로 구성되며, 현재-미래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친구 장점 골든벨 퀴즈를 통해 친구를 찾아내는 게임을 한다. - 손혜*

◦ 수업 시간에 중요한 내용은 억양을 바꾸거나 손동작을 활용해 집중을 유

도한다. - 오란*

◦ 주로 영상을 본 뒤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발문을 

하거나 다음 진행 작업을 할 때 사용함. - 은혜*

◦ 최혜*의 교육 시작 시 오프닝 스크립트.

[ 교육 시작 시, 오프닝 ]

 

시작하기 전에 제가 문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그림을 하나 

보여 드릴텐데, 그 그림 속에 몇 개의 도형이 있는지 전체 도형의 

개수를 세어보는 것입니다. 시작을 하기 전에, 이 그림은 수학자, 화가 

등의 전문가도 참 맞추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문제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정확히 30초를 드리겠습니다. 

몇 개의 도형이 있었을까요? 80개? 9개? (교육생들과 이야기) 시계는 

보셨나요? 몇 시였나요? 버스를 보셨나요? 아이들은 몇 명이 타고 

있었나요? 마지막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오른쪽 위에 도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도형은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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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교육생들이 답을 하지 못함. 

아마도 제가 드리는 질문에 맞춰서 답을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질문의 답들은 정확히 기억 못 하셨던 겁니다. 즉 질문에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질문에 맞는 대답을 찾기 위해 인간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됩니다. 문제/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만 질문들 던지면, 문제점만 보이는 게 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루에 스스로에게 얼마나 긍정적 혹은 질문을 하고 있나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하는 작업은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질문을 

던져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문들은 자신이 가진 

긍정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 교육 중, 자아 리서치 질문 중] 

질문을 주고 자신에 대한 자아태그를 모으게 하는 방법에서 동영상, 

재미있는 사진, 즐거운 상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중간 중간에 

활용됨. 

아래 질문의 경우, 멋진 여행사진으로 즐거운 상상을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줌.

-  [Interest1] 만약 다음 주에 특별휴가와 세계 최고 리조트 일주일 

숙박권이 주어졌다고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제시] 출발 전날 

호텔 매니저로부터 전화가 와서 여러분이 원하는 책으로 서재를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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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겠다고 합니다. 어떤 분야의 책을 부탁할지 짧은 단어나 문구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Interest2] 00 분야의 코치를 불러준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비용과 시간에 관계없이 이번 기회에 마음껏 배워보고 싶다면 어떤 

과정들을 들으시겠습니까? 

◦ 서먹한 친구들끼리 보드게임을 통한 유대 강화와 같이 학습 자료의 변화

를 통한 몰입 유도. 상대편을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 짜기에 고심하

면서 자연스럽게 몰입. - 양국*

2.1.4. 여유 주기

◦ “이 과제는 정답이 없습니다.”,“평가하지 않습니다.” 등의 발문을 통해 

학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움. - 김가*

◦ 흔히들 알고 있는 쉬운 질문 던지기. 예를 들어 “우리 몸은 오장육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오장육부 중에 불의 에너지, 뜨거운 에너지를 담

당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심장입니다.” 와 같은 질문. - 

우정*

◦ 오늘 날씨와 학교 분위기 수업주제와 어울리는 음악 틀어주기 - 박소*

◦ 골든벨 퀴즈를 통해 느낀점 작성하기. 스스로 자존감이 상승되면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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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점을 자랑스러워하는 기회가 됨 - 손혜*

◦ 식곤증이 몰려오는 5교시 수업의 경우 수업 전에 간단히 앉아서 할 수 

있는 체조를 통해 몸의 여유, 신나는 음악을 한곡 듣고 마음의 여유를 

찾고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오란*

◦ 행복수업이 교사나 학생들에게 조금 지친다는 느낌이 들 때 행복교과서

를 나눠주고 자신이 읽고 싶은 부분 읽고 5개 마음에 드는 단어 골라내

기, 또는 마음에 드는 문장 3개 적어보기, 마음에 드는 부분을 웹툰이나 

그림으로 표현하기 등을 통해 여유 있는 수업을 진행. 1일 DJ를 선발하

여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배경으로 들려주어 가끔은 여유를 갖고 있

음. 하지만 이 방법은 너무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

음. - 은혜*

◦ PIPS 프로그램을 위해 자기성찰을 돕는 음악, 쉬는 시간 음악, 공유를 

돕는 음악 등을 준비해서 세밀하게 준비함. 쉬는 시간을 10분에서 15분

으로 주며, 교육장 밖에 나가서 리프레쉬 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 슬라이

드는 밖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사람사진으로 준비함. - 최혜*

◦  태도변화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심리적, 물리적 여유 제공임. 

   긍정적 분위기 조성은 교육에서 태도 변화교육에서 무척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 교육장 환경의 따뜻함, 청결, 인테리어 심지어 의자의 편안함

도 태도 교육에 영향을 끼침.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는 그 어떤 메시지도 

울림이 되지 못함, 마음을 열게 하는 다양한 방법 중 장소가 가진 힘도 

무척 큼. (좋은 인테리어나 환경이 준비되지 못한 환경에서는 음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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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차 등의 준비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음.) 또한, 쉬는 시간 역시 

중요함. 많은 내용을 주입한다고 해서 결코 교육 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한 휴식과 곱씹어 볼 수 있는 시간의 여유도 자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보통 쉬는 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주며, 교육장 밖에 

나가서 리프레쉬 할 수 있도록 안내함.) - 최혜*

2.2. 구체 전략

2.2.1. 구체적 단서 제시하기

◦ 교사연수 진행 할 때 사례발표 시간을 가짐으로써 교사들이 자신의 이야

기로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게 한다. 예) 교사연수 중 식당을 안내할 때

(식당이 여러 군데일 경우) 교육생이 정확히 인지하도록 안내한다. “지금 

목걸이 명찰을 하고 계신데요. 목걸이 명찰에 자하연 식당이라고 적혀있

는 선생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손을 듦으로써 자신이 자하연 식

당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몸으로 익힌다) 이 선생님들은 뒤에 있는 000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교육생이 움직이게 만든 뒤, 메

시지를 넣어준다) - 우정*

◦ 닉부이치치, 오프라 윈프리 등 많이 알려진 유명인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각 단원의 목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시. - 김가*

◦ 수업에서 설명하고 싶은 상황을 실감나게 연기자가 되어 보여줌. 묘사 

할 때에는 오감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예시 보여주기. - 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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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에 나와 있는 사진을 통해 음미하기 활동을 해봄.(핸드폰 사진 중 

나에게 의미있는 사진 찾아 그려보기) - 손혜*

◦ 수업 주제와 관련된 짧은 영상을 보여주고 이 영상에서 어떤 부분을 느

꼈는지 노트에 적어본다.  - 오란*

◦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단서를 제시하는것을 아이들은 좋아함. - 은혜*

◦ 최혜*의 교육 스크립트 중.

[ 교육 중, 자아 리서치 질문 중] 

[Best Self] 지금부터 10년 후의 본인 이 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신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떠올렸을 때 연상되는 단어가 무엇이 

있나요?

쓰시던 펜은 놓으시고, 다시 한번 자리를 고쳐 편안하게 않으신 후에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하면서 사이사이를 돌아 다니면서 자.. 

10년후의 나를 상상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가 일하는 부서는 지금 일하는 부서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때 나는 어떤 꿈을 이루고, 참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잇을까요? 그때 나는 어떤 부모의 모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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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없고, 결혼을 하지 않을 분이 잇으시다면 10년 후 나는 어떤 

배우자와 살고 있을까요? 그때의 나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어떨 까요? 

[ 교육 후반부, 8개의 태그 선택 기준 설명 시 ]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왜 8개의 태그를 선택하라고 했을까? 

우리는 8개의 태그를 왜 최종 선택했을까요? 한번 의미부여를 해 볼까요?  

8을 반으로 나누게 되면 0 / 8을 반으로 쪼개게 되면 3 – 인생에 

있어서 3번의 기회 / 8을 눕히게 되면 무한대입니다. 즉 타고난 팔자는 

없지만, 우리가 8개의 긍정 정체성을 찾고 본인의 긍정 정체성을 양육해 

간다면 인생에 있어서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된 나에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해 줍니다. 

2.2.2. 감각적 단서 제시하기

◦ 교사연수 올 때, 안내판을 든 도우미들이 지하철역, 버스역 앞에 서 있게 

한다. - 우정*

◦ 교실 환경미화 자료, 각종 뱃지, 부드러운 음악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

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제시. 관계하기나 나누고 베풀기 단원에서는 음

식을 서로 나누어 먹는 과정에서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체험을 실시. - 

김가*

◦ 음미하기 단원의 수업의 경우 실제 학생들이 좋아하는 초코파이를 하나

씩 나눠주고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초코파이를 먹으면서 느낄 수 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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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적어 보게함. - 박소*

◦ 질문 제시 시 질문에 어울리는 음악과. 이미지 사용함 - 박승*

◦ 오감 음미 활동지를 작성하게 하고, 오감 음미와 행복의 관계를 이해. - 

손혜*

2.2.3. 개념적 대비 제시하기

◦ 제2장 관점바꾸기, 제3장 비교하지 않기 단원에서 단순한 이미지 또는 

개념을 제시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것이 이

해할 수 있도록 교수. - 김가*

◦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이 성공하기 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을 어떻게 견뎌내었는지 찾아보기 - 배은*

2.3.1. 시범 보이기 또는 모델링

◦ 각 단원의 활동을 할 때, 교사가 미리 실시해본 결과를 보여주거나 말해

주어 학생들이 행동하기에 편안하도록 유도. - 김가*

◦ 교사자신이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영상에 담아 보여주기. - 배은*



- 218 -

◦ 잡지꼴라주를 이용하여 ‘나’광고지를 만들어 교사가 먼저 발표. - 손혜*

◦ 수업활동에 관련된 부분은 미리 교사가 만들어 오거나 만드는 과정을 시

범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말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 오란*

◦ 교사의 시범에 아이들이 매우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비교 하지않기 수

업에서 자존감 부분을 설명할 때 1만원의 가치를 나 자신에 비유하여 시

범 설명함. - 은혜*

◦ 종이 접기를 할 때 잘 하는 친구가 반 친구들 앞에서 종이 접기 시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함.  - 양국*

2.3.2. 일화 제시하기 또는 정보를 이야기로 바꾸기

◦ 감사하기. 감사해야한다는 의미를 알고 있지만 911테러 시 건물에 갇혔

던 사람이 남긴 편지를 읽어주며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

하고 감사한 사람인지 생각해보기. - 우정*

◦ 행복교과서의 각 사례를 보면 일화를 통해 행복에 대한 정보를 습득. - 

김가*

◦ 감사일기의 효과(오프라 윈프리), 관점바꾸기(김웅용). - 김길*

◦ '스티비 원더‘의 일화를 소개함.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켜 성공

한 사례 소개. - 손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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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나 신문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일상들을 수업에 관련하여 이야기 해 

준다. -오란*

◦ 행복수업의 매 시간마다 일화를 제시하는 예는 많음 목표세우기(존 고다

드, 김수영, 박진영등) - 은혜*

◦ 실제 주변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주제에 맞추어 재구성 하기 - 양국*

2.3.3. 자기 경험을 회상하거나 자기 이야기가 되도록 질문하기

◦ 교사 초기 시절을 떠올려보면 누구나 재미있고 황당한 에피소드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자신의 모습 되돌아보게 만들기. - 우정*

◦ 총 10장의 단원에서 활동을 한 결과를 서로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 공감

능력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됨에 따라 행복을 이해하고 수행에 도움을 

주게 되며, 이는 자신의 삶에 반영되어 가정에서도 서로의 이야기를 나

누고 공감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됨. - 김가*

◦ 만약에 내가 스티비 원더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에게 최

악의 단점이 있는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손혜*

◦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교사가 경험한 실제 사례 중심의 이

야기나 감정이입이 된 이야기에 가장 집중을 많이 한다. - 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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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의 교육 후반부 스크립트.

[ 교육 후반부, 교육생간 자아태그 공유 ] 

그룹 별로 자신의 이태그에 대한 소개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어떤 이태그를 가졌는지만 말씀하지 말고 각각의 태그가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할 때 저의 

이태그 소개가 기억이 나시는지요? 각자 2~3분 정도 자기 소개를 

해주시고, 소개를 듣는 분들의 경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도 

하시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넉넉하게 15분 그룹 활동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그룹별 공유 시간이 끝난 후 추천을 받은 사람, 조직 리더, 조직의 

가장 어린 직원의 eTag를 전체적으로 발표하게 한다.

3. 만족감 전략

3.1 인지적 만족감 전략

3.1.1. 기대 수준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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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움 심리학 용어(헤도니즘, 주관적안녕감 등)를 알기 쉽게 예를 들어 

표현해 주기 - 우정*

◦ 오늘 감사한 일 적기. “당연히 별로 없다, 그러니 쥐어짜서라도 최소한 

5개 이상 적어보자.” - 배은*

◦ 타임캡슐을 만든 후 개봉일까지 비밀 유지 및 함께 개봉을 통해 과거 음

미하기 실천. - 손혜*

3.1.2. 믿음 주기, 유대감 또는 매력 형성하기

◦ 특히, 행복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유대가 매우 중요한 데,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개인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털어놓을 수 있도록 

1,2장 수업 또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적절한 래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 매 수업 시간 다양한 활동자료를 제시하면서 서로 아끼고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려 노력했을 때 학습자에게 높은 

효과가 나오게 되었음. - 김가*

◦ 청소 등에서 솔선수범 함. 선생님도 너희와 같은 사람임을 알 수 있도록 

이야기하여 인간적으로 선생님을 대할 수 있게 했고, 학생들 사이에 유

행하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등의 노력.  - 박소*

◦ FT가 교육생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 따뜻한 눈빛과 말투과 제스처를 취

함. 유대감 형성을 위해 모두가 공감하는 개인적인 사례를 교육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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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있음. - 박승*

◦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에 대한 교사자신의 평소 반응과 관점을 바꾼후 

자신의 달라진 반응을 먼저 보여줌. - 배은*

◦ 교사가 직접 학생들에게 감사톡, 감사문자 내용 보내기, 학급 친구들을 

위해 감사패를 만들어 교실이 부착해놓기. - 손혜*

◦ 수업할 때 그 수업을 하는 반 학생들과의 사이에 있었던 경험들을 이야

기 해준다. 중학생들은 자신 또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가장 잘 

집중한다. - 오란*

◦ 친구와 둘이서 짝을 이루어 한 명은 눈을 감고, 뒤로 넘어질 때 다른 친

구가 받춰 주는 활동 - 양국*

3.2 정서적 감동 전략 

3.2.1 즐거운 경험, 감동적 경험 제공하기

◦ 행복연수에서 실습워크숍을 진행할 때 적용해야 하는 것, 운영자의 늘 

환한 미소와 교육생에 대한 친절, 경청, 공감하는 것, 특강이나 작은 선

물 등. - 우정*

◦ 선물, 먹는 것 등을 통해 단순한 흥미와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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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작은 초콜릿 하나도 학습자를 위해 소중하게 준비해왔다는 것을 인

식시킬 때, 이를 선물로 감사를 느끼고 행복을 알게 됨. -김가*

◦ 동영상을 활용한 아이스 브레이킹 - 김길*

◦ 몸을 이용하여 친구들과 협동할 수 있는 게임을 개발하여 수업 진행 - 

박소*

◦ 타인태그 수집, 자신의 이야기 스토리텔링 등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기회 제공  - 박승*

◦ 맛있는 과자를 눈감고 집중하여 음미하면서 먹은 후 느낌 발표하기. 용

서하기 체험게임(당연하지 게임 패러디)-친구를 지목하여 용서받을 일을 

말하면 상대 친구는 용서하지! 라고 해야만 이기는 게임,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고 이어서 용서하지! 라고 말한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지목하여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는 게임 - 배은*

◦ 감동적인 동영상(한쪽 눈이 없는 어머니) 등과 같은 부모님의 사랑을 생

각해볼 수 있는 동영상을 제공, 부모님에게 가장 감동받았던 순간을 개

인별로 작성해본다. - 손혜*

◦ 수업시간에 조별활동이나 학습지 활동을 할 때 그 주제에 맞는 음악을 

틀어 준다. -오란*

◦ 컬투쇼의 재미있는 웹툰이나 ucc등을 아이스브레이크용으로 적절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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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또는 박지성 체조, 박수체조. 이는 수업의 긍정적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함 - 은혜*

◦ 교구를 활용해 본인이 직접 쓰고, 붙이고, 자신만의 나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거치며 즐거운 자기탐색 경험을 제공함. - 최혜*

◦ 존중받는 느낌을 교육생에게 제공하는 것 중 하나는, 교육생과 주제와 

과정 운영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으며 이를 즉시 반영하는 것임. 이는 

교육생도 교육과정에 도움을 주고, 함께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가지게 

됨. 쉬운 예로 과정 시작 전 과정과 관련해 룰을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생과 함께 만들어 가거나, 과정 중간 중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도 교육생들의 의견에 지지를 보내주거나, 교육의 

마지막 wrap-up 과정에서도 퍼실리테이터의 입으로만 wrap-up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생들의 생각을 충실히 정리해 준다면, 함께 시간을 만

들어 가고 있는 공감대 형성과 동시에 우리가 만들고 생각한 것을 실천

해 보겠다는 의지로도 이어질 수 있음  - 최혜*

3.2.2. 자존감 높여주기

◦ 사전 문자 메시지 보내기, 현수막과 안내판을 적절히 배치하여 강의장에 

찾아오기 쉽게 만들기, 역이나 버스앞에 안내도우미가 서 있게 하기 - 

우정*

◦ 제 3장 비교하지 않기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자신만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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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강점이 있을을 서로에게 전달하게 됨. - 김가*

◦ 모범이 되는 사례를 발견했을 때 교사가 먼저 큰소리가 나게 박수쳐주기 

- 박소*

◦ 타인태그 수집으로 타인이 보는 자신의 긍정정체성 발견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향상시켜줌. - 박승*

◦ 강점 포도 만들기를 통해 친구들이 생각하는 나의 강점을 본 후 자존감

이 향상되는 기회가 됨. - 손혜*

◦ 조․종례 시간에 아이들을 믿는다는 말, 그리고 잘할 수 있다는 격려를 많

이 해준다. 수업시간에는 칭찬가를 부르고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칭찬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작은 칭찬이지만 서로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

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 오란*

◦ 도구 재료 하나라도 좋은 것을 준비하면 존중받는 다는 느낌이 드는것 

같음 하지만 가장 쉬고도 어려운 방법은 충분히 공감적인 말과 교사의 

대화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맞아 그럴 수 있어, 넌 그대로도 괜찮아. 넌 

멋져, 방해해도 괜찮아~~ 나아질 수 있어 등 용기주는 말들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을 것. - 은혜*

◦ 자신이 선택한 긍정 태그로 만들어진 나무에는 성공 스토리, 본인이 인

정하는 성격, 잘 해오고 있는 일들, 인생에서 소중한 것 등이 있으며, 이 

긍정태그를 타인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지지받으며, 삶의 의미를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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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면서 자존감을 높이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최혜*

◦  자기 장점 쓰기. 자성예언을 캘리그라피로 작성하고 발표하기. 친구들 

간 장점 이야기하기.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얼굴을 펜을 떼지 않고, 

아래를 바라보지 않고 그리기. - 양국*

3.2.3. 태도 대상의 암묵적 노출을 통해 친숙해지는 계기 만들기

◦ 자기소개, 타인 얼굴 그리기, 타인태그, 행복나무 소개 등 친숙한 분위기 

연출. - 박승*

◦ 몰입하기 또는 용서하기 활동 시간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줄 음악을 사

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자연스럽게 높임. - 손혜*

◦ 교육에서 본인이 지향하고 있는 삶의 가치, 긍정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교육생 스스로 만든) 긍정나무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함꽂

이 용도로 기획함. 이는 교육 이후에도, 교육시간에 느꼈던 감정과 다짐 

등을 다시 생각하여 삶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 최혜*

3.2.4. 감정의 대비 만들기

◦ 몰입과 중독의 차이점, 몰입과 중독의 경험 사례를 발표하게 한 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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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느낌을 서로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 손혜*

◦ 수업시간 진도 나갈 때도 (특히 학생들이 힘들어 하는 점심시간 이후의 

5교시, 6교시) 한 장만 더 진도 나가고 쉬는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하

면 마지막까지 학생들이 집중을 하고 수업에 잘 참여한다. - 손혜*

3.2.5. 잊지 못할 장면 만들기

◦ 갑자기 비가 오던 날 우산 준비해주기, 행복교과서 9개 챕터를 율동으로 

만들기. -우정*

◦ 매시간 활동을 통한 장면 만들고 사진으로 기록하기, 행복포트폴리오 만

들기를 통해 장면이 머릿속에 남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김가*

◦ 친구사랑 인증샷 찍기를 통한 관계 돈독히하기 수업 진행, 재능기부 쿠

폰 발행과 함께 친구와 인증샷 찍기를 통해 행복한 추억 만들기 - 손혜*

◦ 전체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대표로 2~3명의 교육생의 Tag 소개, 그룹별 

공유 시간이 끝난 후 팀 별 추천 또는 스스로 공유를 원하는 교육생의 

미닝트리 공유함. 이 때, 강요보다는 자진하여 참여하는 소개가 있을 때 

교육 분위기가 좋아지며 교육생의 감동 스토리가 공유될 때 잊지 못할 

장면이 만들어 지기도 함. - 예) 자신의 태그에 ‘노래’ 가 있었을 때, 노

래를 불러주는 교육생. - 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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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못할 장면을 만들어 내는 것은, 교육 효과는 높지만 모든 교육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기는 어려움. 교육생의 감동 스토리를 함께 공유나 퍼실

리테이터의 감동적인 말, 또는 함께하는 참여식 과정의 결과물이나 그 

과정의 역동성 등을 통해 경험할 수 있음. 본인의 수업에서는 감동의 순

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퍼실리테이터가 교육생들 간의 공유시간에 

적극적으로 경청하여, 가장 임팩트 있는 스토리를 가진 교육생을 발굴하

여 전체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함. - 최혜*  

◦ 야외 수업을 통해 모둠끼리 특정 미션을 주고 수행하여 사진 찍기.  ex)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 안에 10명 들어가기  - 양국*

4. 행동 요청 전략

4.1 역할 부여 전략

4.1.1. 실제 역할 부여하기.

◦ 행복도우미, 조력자등을 지정하여 역할을 주고 이를 통해 행복을 느끼도

록 유도. - 김가*

◦ 주어진 돈 5000원으로 나를 위해 쓰지 말고 남을 위해 다 쓰고 난 후 

소감문 적어 발표하기 - 배은*

◦ 관계돈독하기에 있어 가장 낯설은 2명을 짝으로하여 짝꿍 인터뷰(활동지



- 229 -

로) 실시, 미션 부여, 인터뷰 이후에 산책하고 허깅, 또는 악수(이성간) 

인증샷 보내기. - 은혜*

◦ 재능기부 쿠폰을 만들어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손혜*

4.1.2. 가상의 역할 부여하기. 

◦ 공감대화 연습하기 - 학교에서 흔히 발생하는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공

감이 안 된 대화내용을 보여준 후 공감이 된 대화내용을 적어보게 한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와서 공감이 안 된 대화와 공감이 된 대화를 직접 

체험하게 한다. - 배은*

◦ 역할 부여를 통해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은 흔히 R/P( 역할극) 형식

의 FT 방법을 통해 빈번하게 시도하고 있음. 승격과정 중 일부 모듈에

서 과장의 역할을 정리하고, 과장의 바른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해 조별로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 시나리오를 통해 최고의 과장, 최악의   과장 

시나리오 구성. 구성된 시나리오로 역할극으로 표현해 보는데, 이 과정을 

통해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됨과 동시에, 과장 외 주변 

관계자의 입장이 되어보며 다양한 관점에서 간접경험을 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교육생 피드백이 있었음. 역할극은 일종의 연극이기 때

문에 스토리로 기억되며, 스토리는 제 3자에세도 전달력이 강한 파급력

을 발휘할 수 있음.  - 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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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단계적 행동 요청 전략

4.2.1. 쉬운 것부터 요청 후 본래의 의도 제시하기

◦ 단계적으로 쉬운 것부터 제시했을 때 학습자에게 더욱 좋은 효과가 나타

났음. 특히 행복교과서의 7, 8, 9, 10장은 학습자가 실천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것부터 제시했을 때보다 쉬운 게임이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조금씩 해갈 때 흥미를 느끼게 됨. - 김가*

◦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노래를 듣고 마음껏 즐기게 하고 

마음껏 외쳐보게 한다. 그리고 질문한다. “그렇다면 행복은 과연 무슨 순

서일까?“ - 배은*

◦ 과거 자신의 용서 경험(용서 했던 또는 받았던 경험)을 적어보게 한 후, 

용서 후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작성하게 한다.(용서와 행복의 관계 이해) 

- 손혜*

◦ 감사하기의 방법 - 은혜*

  1단계: 주위에서, 나의 생활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적어보기(1개)

  2단계: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것이 감사라는 설명을 한 뒤 

2개, 5개까지 감사목록 적기를 늘려간다.

  3단계: 이제 자연과 일상으로 확대하여 20개까지 목록을 늘리면 거뜬히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활동지 근거자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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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어려운 것부터 요청 후 본래의 의도 제시하기

◦ 용서수첩(7단계)을 각자 작성하게 한 후 본래의 의도(용서와 행복의 관

계)를 설명한다. - 손혜*

◦ 미리 어려운 것을 제시하면 포기하는 경향이 있음. 하지만 가끔은 “이렇

게 어렵게 해야 하는데 줄였다”는 것으로 하면 좋아하기도 함. 목표 세

우기에서 존 고다드나 김수영과 같은 리스트를 만들어보자~~~  했지만 

아이들이 힘들 것 같이 느껴져서 죽기 전에 내가 꼭 해보고 싶은 버켓 

리스트를 만들어 아주 쉽게 시작했고, 결국은 10개까지 자신의 목록을 

만드는데 성공함. -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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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ation of Instructional Principles and Developing 

an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Attitude Formation and Change

Young-il Hong

Major Advisor: Dr. Ilju Rha

To form an appropriate attitude or to change attitude has been 

regarded as an indicator of significance to predict behaviors in 

education. Attitude change was the main concern to some research in 

the field of behavioral psychology and cognitive psychology, and 

sophisticated further research were conducted in the field of brain 

science and physiology. At this point, “In what way does an attitude 

form or change” becomes a critical question that requires an answer of 

“the ways of how to educate.” With importance of attitude education 

and its various research results, school fields would demand prescriptive 

application of attitude change in its direct link with education outcomes. 

This research aims to review the existing studies relating attitude 

formation and change, and links its implications to the teaching and 

learning context. To do this, two phases were unfolded: some principles 

of attitudinal instruction were suggested by categorizing various 

perspectives of attitude into education, and also the process and 

procedure of instructional intervention, followed by the standardized 

process were suggested. Based on these instructional process as well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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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al strategies were finally suggested in a prescriptive manner. 

As far as the research methodology concerned, typical 

development research were adopted as follows: firstly an array of 

existing research on attitude formation and change, covering from 

empirical studies in the field of psychology or education to those in the 

field of art and literature, were reviewed in order to investigate attitude 

instructional principles, which then followed the introduction of primary 

principles and strategies. Those principles were validated by expert 

assessment with in-depth interviews with program instructors and 

teaching faculties, and revision was made based on the feedback. 

Secondly, a conceptual model was suggested to visualize the process of 

attitude change that explains how and in what way the instructional 

interventions occur. The model enables to be further elaborated and 

flexibly adopted depending on teaching situations or conditions.  Thirdly, 

the developed primary principles were elaborated by comparing actual 

uses from the educational field. In doing this a case that had 

demonstrated statistical significance on attitude change was selected and 

the suggested model including developed principles were validated. The 

feedback from expert assessment such as educational technologists, 

professors and program instructors helped to confirm sub-categories of 

strategies. The confirmed attitude instructional strategies were analyzed 

in order to select representatives based on three existing attitude 

education programs. Besides, some authentic examples for each strategies 

were collected from those cases in the real field adding more practical 

insights.  Finally, those individual principles and strategies were included 

and visualized into a procedur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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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clusion of the research, four different phases of attitude 

instructional principles as well as instructional strategies to three 

different levels were suggested as follows: principles of meta-cognitive 

reflection, principles of cognitive composing, principles of affective 

empathy, and principles of behavior derived attitude. The process of 

instructional intervention were suggested into three categories such as a 

central route intervention, peripheral route intervention, and 

environmental intervention. Based on the research conclusions, 

educational implication from perspective of attitude instructional 

principles, their strategies, and instructional design were discusse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were introduced in the final section.

 

key words: attitude instructional principles, attitude instructional 

strategies, meta-cognitive factor of attitude, dual layer 

structure of attitude, instructional intervention for attitude 

change 

student number: 2002-30542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문제                                                   
	3. 용어의 정의                                                 

	Ⅱ. 이론적 배경                                           
	1. 태도의 개념                                                 
	가. 태도 연구 동향                                           
	나. 태도의 정의                                              
	다. 태도의 구조                                              
	라. 태도와 관련 변인                                         
	마. 태도 교수 전략 도출을 위한 시사점                        

	2. 태도 변화 이론                                            
	가. 메타 인지적 모델                                         
	나. 인지적 맥락 생성에 의한 태도 변화                        
	다. 감성적 공감에 의한 태도 변화                             
	라. 자기 행동에 의한 태도 변화                               
	마. 태도 변화 이론 요약 및 시사점                            

	3. 태도 변화을 위한 교수적 개입 경로                         
	가. 정교화 가능성 모델                                       
	나. 중심 경로와 주변 경로에 따른 태도 변화                   
	다. 태도 변화를 위한 세 가지 개입 경로                       
	라. 태도 교수 모형에의 적용 가능성                           
	마. 태도 변화를 위한 교수 절차의 개념 모형                   

	4. 태도 교수의 전략적 요소들 간의 상호 관련성               
	5. 요약                                                       

	Ⅲ.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2. 문헌 고찰을 통한 태도 교수 원리 도출                    
	3. 태도 교수 전략 도출                                        
	4. 태도 교수 전략의 정교화                                    
	가. 대조 사례의 선정                                         
	나. 정교화를 위한 사례 대조의 분석 틀                        
	다. 전략 수정                                                

	5. 태도 교수 전략의 전문가 타당화                            
	가. 1차 전문가 타당화                                        
	나. 2차 전문가 타당화                                        

	6. 태도 교수 전략의 적용 가능성 검토 및 보완                
	가. 사례 선정 방법                                           
	나. 사례 분석 틀                                             

	7. 태도 교수 전략에 대한 사용자 반응 평가                  
	가. 사용성 평가                                              
	나. 태도 교수 전략의 실제 적용 사례 수집                     


	Ⅳ. 연구 결과                                             
	1. 태도 교수 전략 개발 결과                                 
	가. 태도 교수 원리                                           
	나. 태도 교수 전략                                           

	2. 태도 교수 모형 정교화                                      
	가. 전형적 사례의 선정                                       
	나. 태도 교수 모형과 전형적 사례의 대조를 통한 모형 정교화   
	다. 태도 교수 전략 수정안                                   

	3. 태도 교수 전략 타당화                                     
	가. 1차 전문가 타당화                                       
	나. 수정된 태도 교수 전략                                   
	다. 수정된 태도 교수 전략 타당화                            

	4. 전형적 태도 교수 사례 분석                              

	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가. 태도의 중층 구조(메타 인지적 모델)와 함의점               
	나. 태도 교수 전략의 범주화와 함의점                       
	다. 교수 설계에의 시사점                                    

	2.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행복 교사 연수 프로그램                               
	부록 2. 행복수업 교사연수 참가자 설문지                       
	부록 3. 태도 교수 전략 적용 사례 분석 결과                    
	부록 4. 태도 교수 전략의 각 전략별 실천 사례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