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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사회는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 으로 강조함에 따라 자

신을 심으로 단하고 사고하는 경향이 짙어졌다.자신에게 발

생한 정 인 결과에 해서도 자기 귀인 ,즉 자신만의 노력으

로 이룬 성과라고 여기며,자신은 마땅히 릴 자격이 있다고 생

각한다.자신의 입장, 자신이 얻게 된 이익에만 집 하고 정 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타인의 수고와 희생도 함께 했다는 사실에

해서는 경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외가 아니다.이제 공동체의식 함양을 통한 시민성 확보는 교육

장에서 완수해야 할 한 과제가 되었다.이러한 측면에서 공

동체의식에 향을 미치는 련변인 연구는 바람직한 시민성 함양

을 목 으로 하는 사회과에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하겠다.

최근 사회과의 가치교육에서 ‘배려와 감사의 윤리’라는 안 가

치교육방법이 제기되면서 감사에 한 연구가 주목받기 시작하

다.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사회과에서 공동체의식의 증진을 해

강조했던 타인에 한 이해·존 ·배려 등의 논의에서 더 나아가

태도와 의식에 향을 미치는 내 변인인 ‘감사성향’을 제시하 다.

<주 가설 >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은 높을 것이다.

구체 으로 감사성향과 공동체의식의 계를 명확히 검증하기

하여 공동체의식의 하 역을 네 가지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도출하 다.

-부 가설 1:감사성향이 높을수록 구성원의식은 높을 것이다.

-부 가설 2:감사성향이 높을수록 상호 향의식은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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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설 3:감사성향이 높을수록 욕구의 충족과 통합은 높을

것이다.

-부 가설 4:감사성향이 높을수록 정서 연계가 높을 것이다.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해,서울시에 소재한 학교 3학년 학생

358명의 응답결과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 으며,SPSS for

Windows(Ver.18.0)를 이용해 기 통계분석과 다 회귀분석을 실

시하 다.

가설을 검증한 결과,학생들의 감사성향은 공동체의식에 유의미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든 가

설이 채택되었다.즉,학생들의 감사성향은 공동체의식과 구성원의

식,상호 향의식,욕구의 충족과 통합,정서 연계의 모든 하

역에서 정 상 계를 나타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감사성향'이라는 새로운 변인을 통하여 공동

체의식의 연구범 를 확 하 다.그에 따라 공동체의식 교육의

교수 방법과 학습 활동 제작의 새로운 방향성 실천 방안 제

시에 기여했다는 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사성향 증진을 해 세 가지의 교육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서로 감사를 표 하는 언어 자극은 학생들의 감사성향

발달을 도울 수 있다.도움 행동에 해 칭찬,인정 등을 해주는

교사의 행동은 학생들이 감사하는 태도를 더욱 친숙하게 여기고,

이를 자신의 삶에 직 용하도록 도모할 것이다.이러한 감사

표 은 가족 계에서 시작해,교우 계 등의 여러 사회 계에

서도 발 되어 공동체에 한 소속감,결속력을 증진시킬 것이다.

둘째,공동체 안에서 감사를 표 하는 태도를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기회를 주는 것이 요하다.감사 자원

에 한 학 토론,교내 단체활동과 동학습 이후의 감사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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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활동 등은 학생들이 더욱 친 한 사회 유 계를 형성하도

록 도울 것이다.

셋째,반성 사고를 이끄는 감사 학습은 감사성향 증진에 효과

일 것이다.감사는 단순한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선

한 의도에 따라 가를 지불하면서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느끼게 된다.그러므로 감사를 느끼기 해서는 반

성 사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감사일지쓰기 등의 학습활동은

타인의 도움 행동과 자신의 재 상황에 한 가치에 해 다시

생각하도록 이끌 것이다.이러한 반성 활동은 학생들의 감사성

향을 증진시켜 공동체의식 향상에도 도움을 것이다.

주요어 :감사성향,공동체의식,구성원의식,상호 향의식,

욕구의 충족과 통합,정서 연계

학 번 :2010-2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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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제기  연구목

 요즈음 한국 사회는 서로를 존 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 공동

체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타인에 한 존 은 시민이 갖추어야 할 태도

이다. 그러나 개인의 극단 인 의견 표출이 심화되면서 사회통합  공

동체의 결속을 방해하는 공동체의식의 부재 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0 한국청소년 핵심역량진단조사’를 실시한 결

과 청소년의 ‘사회  상호작용 역량’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36개국  

35 를 차지하 다. 22개의 OECD 국가 에서도 22 로 가장 낮은 수

에 머물 다. ‘사회  상호작용 역량’이란 공동체의 일원으로 극

으로 참여하고 문화·사회·경제 으로는 다양한 상 와 조화롭게 더불

어 살아가는 능력을 의미한다1)(김기헌, 2011, p. ii). 이러한 결과는 자신

의 권리 추구와 자유의 향유를 우선시하는  사회의 모습이 반 된 결

과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정부와 교육계는 사회  력, 참여를 강화

하는 방향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왔지만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앞서 언 한 문제  상황은 학교 장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집

1)국제교육 의회(InternationalEducationAssociation,IEA)는 2009년 세계 36개국의

학교 2학년 학생 14만6백여 명에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국제시민의식 교육연구

(InternationalCivicandCitizenshipEducationStudy,ICCS)를 실시했다.이 자료를

토 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학생들의 사회 상호작용 역량지표를 산정하 다.

사회 상호작용 역량 측정을 한 검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역으로 구성된다.

┏ 계지향성 : 극 경청,사람 신뢰,주변 사람과의 의 질과 양,

┃ 공공에 한 신뢰

┣ 사회 력( 동):시민의식,소속감,만족감

┖ 갈등 리:문제인식 해결,이민자에 한 태도,다양한 가치의 수용 정도,

다수 정당의 존재 이유

사회 상호작용 역량에서 한국 학생은 1 만 에 0.31 을 받았고,태국이 0.69

으로 가장 높았다.인도네시아(0.64),아일랜드(0.60),과테말라(0.59), 국(0.53),칠

(0.52)등이 그 뒤를 이었다.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갈등 리에 해당하는 민주주의와

시민성 지식수 의 수가 높았으나 나머지 계지향성(참여)이나 사회 력(신뢰)

에 해당하는 수치가 매우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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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따돌림, 학교 폭력으로 인한 자살, 입시과열로 인한 학생들 간의 경

쟁, 교사에 한 무례한 태도 등 학교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상들은 국

가의 총체  난제로 두되고 있다. 친구를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바

라보지 않고, 동료의 존재 자체를 아  무시하는 집단 따돌림 상과 동

료를 자신의 노 처럼 여기는 근래 학교 폭력의 실상은 학생들에게 상호

존 의 가치가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교사와 

학생간의 계에서도 문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

행되는 등 학생의 권리주장이 강화되면서 상 으로 교사에 한 권

가 추락하게 되고, 부가 으로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교사에 

한 학생의 폭행 사건들이 최근 들어 신문에 빈번하게 나타나고, 교직

에 해 회의를 느낀 교사들의 명 퇴직 신청이 증했다. 즉, 동료 간, 

선후배 간, 사제 간 등 학교 내 여러 계에서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라는 표  사회화 기 에서 타인과의 계에서 취해야 

할 태도, 자세와 련된 기능을 학습한다. 그러나 요즘의 학교 장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학교는 학생의 인격 함양이라는 본래 기능을 제

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한 학생, 즉 높은 성 을 거둬서 

상 권 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배출해내고자 한다. 학생들과 부모들 

사이에서도 좋은 학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 는 ‘공

부를 잘 가르치는 교사가 많은 학교’일 뿐, ‘학생들의 생활 지도와 인

성 지도를 잘 하는 학교’는 고려 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학생들이 처

한 경쟁  환경은 학생들을 더욱 수에 얽매이게 하고, 상 권 학만

을 바라보게 한다. 즉,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방법만을 배우고, 정

작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배우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

은 상황에서 공동선과 연 의식의 추구, 즉 공동체의식은 기 하기조차 

어려워졌다. 

 이러한 가치 을 가지고 자라난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이 주

체가 된 사회의 모습은 어떠할까? 지 이라도 올바른 가치 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이들이 자라 국가의 추 역할을 하는 세 가 되었을 때 사회

는 더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식 함양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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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성 확보는 교육 장에서 완수해야 할 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따

라서 공동체의식에 향을 미치는 련변인 연구는 바람직한 시민성 함

양을 목 으로 하는 사회과에 의미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지 까지 사회과에서 발표된 공동체의식에 한 선행연구들은 동학

습, 온라인 실천공동체 등의 학습 환경(주주자, 2003; 신혜원, 2008)과 

사활동을 비롯한 교내외 참여활동(은지용, 2002; 김 인, 2005; 신정아, 

2005; 박가나, 2008) 등과 같이 외 인 처치에 따른 공동체의식의 변화를 

살펴보는데 국한하 다. 그러나 태도와 의식을 살펴보기 해서는 외  

변화에 따른 향뿐만 아니라 의식에 향을 주는 내  변인에 한 논

의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동체의식에 향을 미치는 내  

변인을 찾고자 하 다. 

 공동체의식은 자유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기 해 등장한 것으로, 연 성

과 우리의식을 강조한다. 이들은 서로가 상호의존 으로 연결되어 있다

는 인식 하에 결속과 유 를 추구하며 상부상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

존의 사회과에서는 공동체의식의 증진을 해 타인에 한 배려 등이 강

조되었다. 그러나 배려는 상호  계가 아닌 수용 인 계에서 이 지

므로, 참된 평등 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비 을 받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감사’라는 덕목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 으로 강조함에 따라 자신

을 심으로 단하고 사고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재 자신에게 발생한 

정 인 결과에 해서도 자기 귀인 , 즉 자신만의 노력으로 이룬 성

과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성과에 해서도 자신은 마땅히 릴 자격이 있

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입장, 자신이 얻게 된 이익에만 집 하고 정

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타인의 수고와 희생도 함께 했다는 사실에 해

서는 경시하는 것이다. 

 인간은 타인의 도움을 받고 그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존재이다. 

부모와 교사, 친구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인간

은 성장하며 성숙한다. 이 듯 인간은 독립 인 존재가 아닌 사회 속에



-4-

서 서로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자세

는 성숙한 시민의 자세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식이 강화되고 

공동체의식이 와해되어가고 있는  사회에서 재조명해야할 가치가 바

로 ‘감사’라고 생각한다.     

 최근 심리학계에서는 인간의 강 과 미덕, 유능성을 강조하는 정심리

학(Positive Psychology)의 출 과 함께 감사에 한 연구에 주목하기 시

작하 다. 사회과의 가치교육에서도 ‘배려와 감사의 윤리(Ethics of Caring 

and Appreciation)’라는 안  가치교육방법이 제기되었다. ‘감사성향’

은 정 인 경험을 하거나 정 인 결과를 얻은 것에 해 다른 사람

의 공헌을 인식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반응하는 일반화된 경향성이다

(McCullough, Emmons, & Tsang, 2002, p. 112).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은 

감사를 경험하고, 자신이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하며, 그러한 혜택을 주

변 사람들로부터 받았음을 인식하는 사고과정을 거친다(Weiner, 1985, p. 

563). 타인의 호의 인 의도와 행 를 인식할수록 감사를 경험하며, 이는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다고 느끼게 한다. 이와 같은 

사고과정은 상 방과 자신이 서로 연결된 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

하며, 받은 도움에 하여 보답 혹은 보상해주려는 동기로 작용한다. 

한 감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계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사회  행동을 하도록 동기화시키는 도덕  강화물의 역할을 한다

(McCullough, Kilpatrick, Emmons, & Larson, 2001, p. 253). 즉, 감사의 감

정은 발 되어 상호 인 계를 비롯한 사회 내의 결속도 함께 증진시킨

다(Adler & Fagley, 2005, p. 80). 그러므로 타인으로부터 받은 도움에 

해 감사로 반응하는 감사성향은 타인과의 연 의식인 공동체의식에 향

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공동체의식의 증진을 한 변인으로

서 감사성향이 주장되고 있지만, 이에 한 연구가 추상 으로 이루어졌

을 뿐, 실증 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설득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감사성향과 공동체의식의 계에 한 실증  검증을 통하여 

보다 정교화 된 이론을 만들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는 공동체의식을 일원화된 변인으로 바라 으로써,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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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분석에 소홀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구체 으로, 공동체

의식을 구성원의식, 상호 향의식, 욕구의 충족과 통합, 정서  연계로 

나 어 감사성향과의 상호 계를 각각 살펴보고, 보다 세분화된 향

계를 악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론 으로는 공동체의식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감사성향을 검증하며, 실천 으로는 공동체의식 

함양을 한 교육 방법이 풍성해질 것으로 기 한다. 끝으로, 보다 바람

직한 시민으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식에 한 연구 심

을 높이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2. 연구가설  연구내용

 

   주 가설: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은 높을 것이다.

 감사성향과 공동체의식의 계를 명확히 검증하기 하여 공동체의식의 

하 역을 구분하 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 인 부 가설을 도

출하 다.

   <부 가설 1>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구성원의식은 높을 것이다. 

   <부 가설 2>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상호 향의식은 높을 것이다.  

<부 가설 3>감사성향이 높을수록 욕구의 충족과 통합은 높을 것이다.

   <부 가설 4>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정서  연계가 높을 것이다.

 의 가설을 검증하기 해 연구자는 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이

론  배경을 제시하고(II장), 연구를 설계하여(III장) 분석하고(IV장), 이를 

논의하는(V장) 방식으로 논문을 구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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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의 의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 ·실천  의의를 지닌다.

 첫째, 공동체의식에 향을 미치는 내  변인을 살펴 으로써 공동체의

식의 연구 역을 확 하고자 하 다. 기존의 연구들은 학습구조, 참여

활동 등 외  처치에 따라 변화하는 공동체의식을 연구하 으나, 본 연

구는 새로운 근을 시도하 다. 이는 다양한 에서 공동체의식을 조

망하고, 공동체의식에 한 내·외  변인의 통합 인 연구를 이끌 것이다.  

 둘째, 사회과에 ‘감사성향'이라는 새로운 변인을 도입하 다. 심리학과 

사회과교육에서의 통섭  근을 통하여 학생들이 보다 바람직한 시민으

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하 다. 감사성향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학생

들이 공동선을 추구하고, 타인과 조화로운 삶을 도모하는 윤활유의 역할

을 할 것이다. 한 사회과에서 안  가치교육으로 제기되었던 ‘배려

와 감사의 윤리’가 다시  주목받는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공동체의식 교육의  다른 발 이 될 것이다. 공

동체의식에 한 사고를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여러 교수 방법과 학습 활동이 만들어질 것이다. 미래사회 주역인 학생

들을 한 공동체의식 함양  사회통합 증진 로그램 개발에 기 자료

로 활용될 것을 기 한다. 

 

 한편, 본 연구는 연구의 상과 방법 면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 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조사 상을 서울시내 학교 3학년 남녀 학생으로 한

정하고 비확률표집법을 통해 표집함으로써 외  타당도  내  타당도

에 다소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내  타당도의 결함을 보완하기 

해 통제변인을 넣어서 표집의 특성이 공동체의식에 혼란요인으로 작용

하지 못하도록 연구를 설계하 다.

 둘째, 학 공동체의식의 측정 시기이다. 학기가 시작하는 시기에는 새

로운 학 에 한 소속감이 학생들에게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

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학 공동체의식에 한 설문을 실시하는 것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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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있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해 학  내 학생들이 서로 유 계를 

쌓을 수 있는 활동( : 체육 회 등의 단체활동)이 진행된 이후인 5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4. 연구의 주요 개념

  1) 감사성향

 감사성향(Dispositional Gratitude)은 상 방의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이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고마워하는 일반화된 경향성이다. 

 본 연구는 감사성향과 공동체의식의 계를 살펴보므로, 감사의 여러 

가지 귀인 에서도 공동체의식에 향을 주는 ‘타인 는 타인과의 

계로부터 얻는 감사'로 귀인 범 를 한정짓고자 한다.

  2)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The Sense of Community)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지는 소

속감, 집단으로부터 향을 받고 있는 동시에 자신들이 일정한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느낌, 구성원들의 욕구가 함께 헌신 인 노력을 통하여 

충족된다는 공유된 믿음, 그리고 구성원들이 역사와 장소, 시간  경험

을 공유하고 있고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는 헌신이다. 

 본 연구는 표집 상이 학생이라는 을 감안하여, 학생들이 일상에서 

더욱 직 으로 경험하고 참여하는 공동체인 ‘학 ’으로 공동체의 범

를 축소시켰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 공동체의식’의 개념을 

정의했다. 학 공동체의식은 학 에 소속해 있음으로 해서 받게 되는 느

낌, 학 의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연 의식, 학 과의 일체감  학 과 

구성원 상호간에 요한 의미를 가지며 서로 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식

이다.

  3) 구성원의식

 구성원의식(Membership)은 구성원들이 한 공동체에 함께 소속해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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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이나 개인  계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감정이다. 다른 집단과 구별

되어 자신과 동질성을 가진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감정에서 출발하는 

소속감과 정서  안정감으로서 자신이 공동체의 일부분이며 공동체에 속

한 타인들과 연 의식을 공유하는 감정을 의미한다.

  4) 상호 향의식

 상호 향의식(Influence)은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에게 매우 

요하다고 느끼며, 서로를 신뢰하고 지속 인 상호작용을 통해 상 를 변

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5) 욕구의 충족과 통합

 욕구의 충족과 통합(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은 구성원자격

을 가지게 됨에 따라 공동체로부터 받게 되는 자원을 통하여 구성원으로

서의 욕구가 충족되는 감정을 의미한다. 

  6) 정서  연계

 정서  연계(Shared Emotional Connection)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역사와 

장소, 시간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헌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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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  배경

 1. 감사

 감사는 추상 , 도덕 , 의식 인 개념으로 인식되어 이론  연구가 미

비했으나, 근래에 들어 감사의 효과  특성에 하여 과학 , 경험 으

로 확인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감사에 한 학문  

심이 나타난 배경,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감사의 정의와 그 특

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사 개념, 반  개념과의 비교를 통하여 보다 

구체 으로 감사의 개념을 악하고자 한다. 

  1) 감사의 학문  두

 최근 심리학계에서 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이 두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사람들의 안녕(well-being), 행복(happiness)과 련된 연구를 활

발히 하고 있다. 기존의 심리학에서는 심리 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 가

지고 있는 결 을 보완·수정하여 사람들의 안녕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한 연구를 진행하 다. 그러나 정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통 인 

근에 해 비 하며, 인간의 강 을 통해 안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

법을 찾으려 한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감사의 가치가 재발견되

어 주된 심 역이 되었고, 감사와 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특히, Seligman, Steen, Park, & Peterson(2005, pp. 411-412)은 

DSM(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에 상응

하는 CSV(The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분류체계1)를 개발하고 

1)CSV(TheCharacterStrengthsandVirtues)는 인간의 정신 질병에 한 표 인

분류체계인 미국정신의학회의 DSM(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Manualof

MentalDisorders)에 응하는 인간의 정신 강 에 한 분류체계이다.CSV는

VIA 분류체계(VirtuesinActionClassificationofCharacterStrengthsandVirtues)

로젝트의 결과물 하나로 1999년 DonClinton에 의해 시작되었다.Mayerson재

단의 후원 아래 Peterson과 Seligman을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은 세계의 주요 종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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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6가지 미덕과 그에 따른 24가지 강 을 제시하 다. 감사는 6가

지 미덕  월(transcendence)의 미덕에 속하는 강 으로, 좋은 일을 

알아차리고 그에 해 고마워하는 태도이다. 

 한 윤리철학의 하 역인 덕목 윤리학에 한 재조명은 감사를 주목

하게 하 다. 덕목 윤리학에서의 감사는 개인 간의 상호 인 상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신과의 계에서 느끼는 감사와는 별개로 보

았다. 일반 으로 윤리학자들은 감사를 상호 계에서의 의무로 강조하

다. Thomas Aquinas는 정의(동등한 차원에서 타인에게 그들의 권리와 의

무를 행하는 것)를 1차  덕목으로, 감사를 2차  덕목으로 보았다. 감사

는 도움을 제공해  사람에 해서 고마워하고, 이에 한 한 반응

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타  행 를 동기화시킨다고 주장하 다(Thomas 

Aquinas, 1981, p. 7, II-II q. 23 a.1). 사회과에서도 1970, 80년 의 주된 

가치교육 근법이었던 가치명료화, 가치추론 등 Kohlberg의 인지발달론

 근은 비 을 받아 쇠퇴하고 그 안으로 친사회  행동, 인격교육, 

타인보호와 감사의 윤리 등이 새롭게 등장하 다. 이에 따라 가치교육은 

자율성에서 덕 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내용과 방법으로 변화하 다(장

철학자들이 제시하는 덕목들을 범 하게 조사하고,심리학자들의 연구 자료를 검토

하 다.그 결과 총 200여개의 덕목을 찾아냈으며 이들 에서 비교 보편 인 덕목

들을 보편성(ubiquity),행복공헌도(fulfilling),도덕성(morallyvalued),타인에의 존경

(does notdiminish others),반 말의 부정성(nonfelicitous opposite),측정가능성

(measurable),특수성(distinctiveness/traitlike),모범의 존재(paragons/prodigies),결핍

자의 존재(selectiveabsence),풍습과 제도(institutions)의 기 에 근거하여 선별하

다.CSV는 6개의 범주(theHighSix)아래 24개 강 과 덕성으로 구성되는데,이는

다음과 같다.

┏ 지혜와 지식(wisdom andknowledge):창의성(creativity),호기심(curiosity),

┃ 개방성(open-mindedness), 단력(perspective),

┃ 학구열(loveoflearning)

┣ 용기(courage):용감(bravery),끈기(persistence),정직(integrity),활력(vitality)

┣ 인류애(humanity):사랑(love),친 (kindness),사회 지능(socialintelligence)

┣ 정의(justice):시민정신(citizenship),공정성(fairness),리더십(leadership)

┣ 제(temperance):용서와 자비(forgivenessandmercy),신 성(prudence),

┃ 겸손(humilityandmodesty),자기통제(self-regulation)

┖ 월성(transcendence):아름다움과 탁월성에 한 감상력(appreciationofbeauty

andexcellence),감사(gratitude),희망(hope),

유머(humor), 성(spirit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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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순, 2003, p. 7). 감사는 도덕  인간이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로서 

여러 종교, 사회, 문화권에서 인정받는 덕목인 반면, 이에 반 되는 개념

인 배은(ingratitude)은 심각한 도덕  결핍으로 여겨졌다. 개인  가치

을 넘어서서 사회  계, 공동체 내의 올바른 가치  확립에 주목하는 

가치교육의 변화 흐름은 ‘감사’에 한 연구를 확 시켰다.   

  2) 감사의 정의

 문화와 시간을 월하여 감사(gratitude)는 인간이 기본 으로 갖추어야 

할 미덕으로 간주되어 왔다(Emmons & McCullough, 2003, p. 377). 고  

철학자와 작가, 그리고 신학자들을 비롯하여 기독교, 유 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를 포함한 동, 서양의 주요 종교에서도 개인이 갖춰야 할 

핵심 덕목으로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강조해 왔다. 

 감사를 뜻하는 어단어 ‘gratitude2)’는 호의(kindness)를 뜻하는 라틴

어 ‘gratia’와 기쁘게 함(pleasing)을 뜻하는 라틴어 ‘gratus’에서 유

래했다. 이 두 라틴어 어원에서 나온 생어인 감사(gratitude)는 친

(kindness), 함(generousness), 선물(gifts), 주기와 받기의 아름다움(the 

beauty of giving and receiving), 아무 가 없이 무엇인가를 얻는 것

(getting something for nothing) 등과 의미가 연결되어 있다(Emmons, 

2007, p. 21). 즉, 감사는 타인의 친 이나 도움을 경험했을 때 느끼는 고

마워하는 감정으로서, 사람들은 이러한 행복을 다른 사람과 나 고 싶어 

한다. Peterson과 Seligman(2004, p. 554)은  “타인이나 사물에 의해 얻

게 된 이익, 혹은 자연에 의한 평화로운 축복의 순간 등을 선물로 받아

들이며 고마움(thankfulness)과 기쁨(joy)으로 반응하는 마음상태”로 감

사를 정의하 다. 

2)감사를 직 으로 표 하는 어단어로 acknowledgement,appreciation,gratefulness,

gratitude,thanks,thanksgiving(알 벳 순)등 여러 가지가 있다.Emmons,R.A.와

McCullough,M.E.는 감사연구의 표 학자로서,여러 감사 련 연구논문들을 모

아 ThePsychologyofGratitude(2004)를 출간하 다.책에 실린 연구논문들을 보면,

감사를 표 하는 단어로 gratitude를 사용하고 있다.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gratitude를 감사로 번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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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의 심리학자들은 감사를 정서와 련시켜 개념화하고 있지만, 그 

정의에는 이견이 있다. 고마움을 느끼는 과정이나 고마움을 느낌으로써 

수반되는 결과, 그리고 정서의 지속성과 안정성의 측면에서 각각의 정의

마다 강조하는 바가 다르기에 감사를 3가지 측면으로 나 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공감  정서(empathic emotion)로의 감사이다. Lazarus와 

Lazarus(1994, pp. 118-119)는 감사를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삶에

서 호의 인 상황을 만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도움을 제공한 사람이 이를 

해 노력을 기울 다는 것을 공감할 때 나타나는 정서”라고 보았다. 

Adler와 Fagley(2005, pp. 83-84)도 감사는 호의나 은혜를 베푼 사람의 이

타  노력을 알아차리고, 그 사람의 행 에 한 가치와 의미를 인정하

도록 이끌기 때문에 공감 인 특징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둘째, 도덕  감정(moral affect)으로의 감사이다. McCullough 등(2001)은 

감사의 경험이나 표  그 자체가 도덕 이어서가 아니라 공감(empathy), 

동정(sympathy), 죄책감(guilty), 수치심(shame)과 마찬가지로 감사는 도덕

 행동, 즉 친사회  행동을 일으킨다는 에서 ‘도덕  감정’으로 

감사를 개념화하 다. 도덕  감정으로서의 감사는 구체 으로 3가지 기

능을 가지고 있다. ① 감사는 도덕  척도(moral barometer)로서 작용한

다. 감사는 타인이 자신에게 베푼 호의를 깨닫고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

여 자신에게 좋은 결과가 발생했음을 인식할 때 느끼기 때문이다. ② 감

사는 도덕  동기(moral motive)로 작용한다.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 도움 

제공자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이타  행

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③ 감사는 도덕  강화물(moral reinforcer)로 

작용한다. 도움수혜자로부터 도움을 되받거나 감사 인사를 받은 도움제

공자는 친사회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즉, 감사 

표 은 친 을 베풀었던 사람이 미래에 다른 형태의 친사회  행동을 반

복하도록 강화시킨다. 도덕  감정인 감사의 3가지 기능은 더욱 강력한 

사회  결속이 이루어지게 한다(McCullough, Kilpatrick,  Emmons, &  

Larson, 2001, pp. 25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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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비교  지속 이고 안정 인 정서특징으로서 감사성향(grateful 

disposition or dispositional gratitude)이 있다. McCullough 등(2002, p. 

112)은 “자신에게 주어진 정 인 경험과 결과들에서 다른 행 자가 

베푼 선의를 알아차리고 정 인 감정으로 반응하는 일반화된 경향성”

으로 감사성향을 정의하 다. 이와 조 인 개념으로 ‘일시 인 감정

으로서의 감사(gratitude as a mood)’가 있다. 감사성향은 학생들이 일

반 으로 경험하는 감정인 반면, 일시 인 감정으로서의 감사는 어제부

터 느 던 순간 인 감정으로 정의된다(Froh & Yurkewicz, 2007). 한 

그 둘의 측정 척도도 상이하다3). 감사성향이 성격 특성으로 존재할 가능

성은 성격에 한 5요인 모형(The Big Five framework of personality 

traits)과의 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선 , 김교헌, 이홍석, 2006, 

p. 178). 성격에 한 5요인 모형은 Costa와 McCrae(1992)가 제시한 성격 

모형으로 외향성(extraversion), 우호성(agreeableness), 정서  민감성

(neuroticism), 성실성(conscientiousness), 개방성(openness)의 5가지 성격 

요인들로 구성된다. McCullough 등(2002, p. 118)은 감사성향과 외향성, 

우호성, 정서  민감성의 계를 증명하고, 이는 40-45%의 설명력을 갖

는다고 주장하 다. 즉, 감사성향은 인간의 독특한 성격 특성  하나라

는 것을 입증하 다. 

 

 에서 제시한 감사와 련된 여러 개념들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

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감사를 ‘귀인-의존  정서(attribution-dependent emotion)’로 

바라본다. 감사를 단순히 정 인 결과로부터 느끼는 행복감과 그에 반

되는 불행감과 같은 ‘결과-의존  정서(outcome-dependent emotion)’

로 보지 않는다. 자신에게 나타난 정 인 결과가 타인의 노력과 수고

3) Froh와 Yurkewicz(2007)의 연구에서 감사성향은 The Gratitude Questionnaire

Six-Item Form(이하 GQ-6)을,일시 감정으로서의 감사는 TheGratitudeAdjective

Checklist(이하 GAC)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GAC는 어제부터 자신이 느 던 감사

의 감정에 해서 ‘감사한(grateful)’,‘고마운(thankful)’,‘고마워하는(appreciative)’의

세 가지 형용사를 기 으로 재 자신의 감정을 리커트(Likert)5 척도로 표시한다.

(※ GQ-6에 한 설명은 본문 p.3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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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식한다는 에서 감사는 귀인-의존  정서이다(신

숙, 2008, p. 68). Weiner(1985)는 감사를 ‘자신의 안녕에 도움이 되는 

정 인 결과가 발생하 음을 인식하는(acknowledge) 과정’과 ‘ 정

인 결과의 원인이 외부에 있음을 깨닫는(recognize) 과정’이 결합된 

결과로서의 경험 정서라고 주장했다(Weiner, 1985, p. 563). 그러므로 감

사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정 인 결과들에 해 주변 사람들을 비롯한 

외부로 귀인 하는 경향이 있다.

 귀인-의존 인 정서인 감사를 더욱 정교하게 이해하기 해서 비교되는 

개념으로 ‘자존감(pride)’과 ‘빚진 정서(indebtedness)’가 있다. ‘감

사’는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수혜자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반면, 

‘자존감(pride)’은 정 인 결과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으므로 자

아 성찰  감정으로 분류된다. 감사는 타인에게 을 맞추고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자주 이지 못한 정서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감사는 

자존감의 반  의미로서 정 인 결과에 하여 자신의 노력을 낮게 

평가하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감사는 자신의 안녕에 기여하는 외부 

상에 해 보다 넓은 범 에서 바라보게 한다(McCullough, Emmons, & 

Tsang, 2002, p. 113). 한, 감사는 ‘빚진 정서(indebtedness)’와 비교

된다. 왜냐하면, 두 정서 모두 타인의 도움을 받은 후에 경험한다는 공

통 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사는 상 에게 되갚아  수 없는 상

( : 부모, 자연, 종교  상 등)에게 느끼기도 하지만 빚진 정서는 비슷

한 가치를 되돌려 주려는 상호주의(reciprocity) 규범을 따르게 되는 것으

로 둘의 감정은 동일한 감정이 아니다(Tsang, 2006, p. 140). 감사의 감정

은 공짜로 얻은 이익(undeserved merit)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상 방의 

동정심(compassion), 함(generosity), 사랑(love)으로 인해 나에게 가

를 요구하지 않는 선물이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윤리학자는 감사를 

“노력에 의하지 않고(unearned) 내가 가진 가치가 증가했음을 자발 으

로 시인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러므로 grace(은총), gratis(무료), 

gratitude(감사)는 서로 연 된 단어이다. 즉, 감사는 받을 것을 상하지 

않았거나, 노력의 가가 아닌 어떤 것을 받았다는 사실에 바탕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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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mons & McCullough, 2004, p. 377). 그러나 빚진 정서는 상호 계에

서 보상을 제로 한 도움을 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므로, 감사와 빚진 

정서, 두 개념간의 사고와 행동의 양상은 다르다.

둘째,감사는 ‘반성  사고’를 동반한다.감사를 느끼기 해서는 다음

의 세 가지 사실들을 인정해야 한다.① 상 방이 나에게 친 을 베풀었

다는  ② 상 방은 내게 어떤 이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이를 해 상 는 크고 작은 희생을 한다)③ 상 방이 베푼 친 은 내

게 가치가 있다는 이다.다시 말해,감사는 상 의 호의에 한 정 한 

태도나 피상 인 고마움의 감정 이상의 것으로서 성찰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실존주의 철학자인 Heidegger(1968,p.139)는 “생각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이다(DenkenistDanken)”라고 주장했는데, 어의 ‘think’

와 ‘thank’는 같은 어원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Adler와 

Fagley(2005,p.81)도 감사를 “사건,사람,행동,사물 등의 의미와 가치

를 인식하고 그것이 정 인 정서와 연결된 느낌”으로 정의하 다.

랑스어 단어에서도 이러한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어의 

reconnaissance라는 단어는 랑스어의 reconoissance에서 온 것으로 “정

보 수집을 목 으로 한 조사 는 탐사”를 뜻한다.이 어 단어는 군사

인 용도에서 앞의 뜻으로 쓰일 때도 많지만,감사와 련한 문장에서

는 “ 구에게 감사해야 할지 알아보기 해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는 뜻

도 함께 가지고 있다(Emmons,2007,p.23).그래서 랑스어의 “jesuis

reconnaissant”라는 표 은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①

나는 인식(recognize)한다 (사고를 통해)② 나는 인정(acknowledge)한다 

(의지 으로)③ 나는 고맙게 느낀다(appreciate)(감정 으로)(Steined-

Rast,2004,pp.282-289).그러므로 감사는 단순한 우연에 의한 것이 아

니라 타인이 선한 의도에 따라 가를 지불하면서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

는 것을 반성함으로써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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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gratitude) 무감사(non-gratitude) 배은(ingratitude)

이익을 인식함 이익을 인식하지 않음 이익을 비난함

이익을 받았음을

인정함

이익을 받았음을

인정하지 않음

시혜자의 동기를

비 함

은혜를 갚음 은혜를 갚지 않음 선의를 악으로 갚음

[표 Ⅱ-1]감사의 반 개념

  3) 감사의 반  개념

 Simmel(1950)은 “감사는 사람들이 사회 내에서 유 계를 형성하게 

하는 도덕  착제이다……감사는 상호호혜 인 의무를 지속시키는 인

지 -정서  보조 역할(supplement)을 한다”고 말했다(Emmons & McCullough, 

2004, p. 7 재인용). 즉, 감사는 계가 지속 으로 유지되게 한다. 그러나 

감사와 반 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거나 는 사회 내로 들어오기를 스스로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

은 사회로부터 소외될 험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성향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인들에게 쉽게 볼 수 있는 태도로, 본 연구의 주제에 

심을 갖게 한 시발 이 되었다. 공동체의식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감사의 반  개념은 감사성향과 공동체의식의 계를 주제로 하는 본 논

문에서 다룰만한 가치가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감사와 비교할 수 있는 개념으로 무감사(non-gratitude)와 배은(ingratitude)

이 있다. 무감사와 배은은 감사의 반  개념이라는 공통 을 가지지만, 서

로 다른 의미를 내포하므로 구별된 행동양상을 보인다. 

 [표 II-1]은 감사, 무감사, 배은에 한 개념과 그 차이를 요약 으로 나

타내고 있다.

(Emmons,2007,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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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감사(non-gratitude)

 무감사는 감사 는 배은과 비교했을 때, 타인의 도움 행동에 한 반

응이 없다는 것이 주된 차이 이다. 무감사의 경우 타인에게 도움을 받

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어떤 도덕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무감사는 근본 으로 망각상태라고 할 수 있다(Emmons, 2007, p. 231).

 McWilliams와 Lependorf(1990)에 따르면, 감사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

들의 모습은 과도한 자기애(narcissism)를 가진 나르시시스트들에게 나타

난다. 이들은 자아도취  성향이 강하며 과도할 정도로 자신을 요하게 

생각한다. 자신의 소유와 성공에 해 끊임없이 과시하려고 하며, 다른 

사람들과 진실하고 만족스러운 계를 맺기 해 필요한 공감 를 형성

하지 못한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타인의 마음을 읽어내는 공감능력이 없

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도움에 해서도 고마워할  모른다. 한 타인

이 자신에게 도움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이들은 자기 자신에게

만 빠져 있으므로 군가 무엇인가를 베풀었다고 해도 그 사실을 세 

잊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신세진 것이 없다고 착각한다. 따라서 고마

워할 이유를 모른다. 

 더불어 나르시시스트들에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 에 하나는 

자신이 특권을 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성향이다. 이러한 생각이 

확장되면, 자신은 타인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당연히 릴 권리를 가진다

고 생각하면서도 여기에 해 어떤 노력이나 보상도 하지 않는다. 이러

한 당연의식, 권리의식은 다른 사람들에 한 무심함과 결합되어, 타인

에 한 감사의 감정을 소멸시킨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왜곡된 우월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그러움이나 친 도 그  자신에게 알랑거

리는 태도쯤으로 생각하고 무시해버린다. 한, 군가에게 감사하는 것 

자체를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며 그런 상황에서 늘 도망치려고 한다. 나

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구에게도 빚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즉 스스

로를 완벽한 존재로 여기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애와 감사성향의 계에 해서는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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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기애는 감사의 범 (range)와 연 된다. 감사의 범 는 특정 시

에 참여자가 감사를 느끼는 역의 숫자로 측정된다.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은 가족, 직업, 건강, 삶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이익에 해 고마움

을 느끼고, 감사성향이 낮은 사람은 감사를 느끼는 역이 자에 비해 

한정 이다. 둘째, 나르시시스트들은 정 인 결과를 귀인 하는 상에 

해서도 차이를 보인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 심 으로 내  귀인을 

하는 성향이 강했다. 감사일지를 쓸 때에도 타인의 호의, 도움 행동보다

는 자신의 능력이나 소유로 그 결과를 귀인 하는 문장을 더 많이 기록했

다. 자기애 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축복에 해서도 ‘나의 건

강과 힘, 나의 정신력과 논리  사고방식, 나의 강한 의지와 욕구, 내가 

뛰는 축구 , 할머니에게서 용돈을 받은 것, 어떤 사람이 나에게 멋지다

고 한 것’ 등을 었다. 반면, 자기애 성향이 약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축복에 해서‘가족(특히 곧 태어날 아이), 주변 사람들에게서 받은 도

움, 어려운 시기에 받은 하나님의 도움, 나를 사랑하는 남편, 식탁에 먹

을 것이 올라오는 것, 세 을 낼 수 있는 것’ 등을 었다. 셋째, 나르

시시스트들은 감사의 도(density)가 하게 낮다. 감사의 도는 하나

의 정 인 결과에 해 참여자가 감사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숫자이다. 

‘좋은 직업을 얻었을 경우, 구에게 고마움을 느끼는가?’에 한 질

문에 해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은 ‘부모, 등학교 선생님, 개인교사, 

멘토, 동료 학생들, 신 는 인 인 힘’ 등 많은 사람들과 존재들을 

열거했다. 그러나 감사성향이 낮은 사람은 소수의 몇몇 사람을 열거하는

데 그쳤다. 즉, 나르시시스트들은 정 인 결과에 해 자기 귀인의 경

향이 높고, 타인 귀인의 경향은 낮다는 에서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들

과 조 인 양상을 보인다(Emmons, 2007, pp. 242-247 재인용).

  (2) 배은(ingratitude)

 무감사는 타인의 도움 행동에 한 망각, 는 감사의 표시가 없는 상

태로 정의되는 반면, 배은은 명백하게 부정 으로 반응하는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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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은하는 사람은 타인의 선의에 해서 의나 반감을 드러내거나 이를 

거부한다. 

 인간 사회의 기반인 상호성의 법칙은 나에게 도움을  사람에게 나 

한 도와  의무가 있다고 가르치며, 동시에 나를 도와  사람을 해쳐서

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선을 베푼 사람에게 배은을 지르는 것은 그에

게 해를 끼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즉, 배은의 자세는 상호주의라는 도

덕  규칙을 손상시킨다. 그 기 때문에 감사가 보편 으로 칭송의 상

이 되는 반면, 배은은 흔히 비난의 상이 되었다. Seneca는 배은을 

‘역겨움(abomination)’이라고 불 다. 계몽시 의 철학자인 Hume과  

Kant는 요한 철학  주제에 있어서 부분 입장을 달리했지만, 배은에 

해서만은 의견이 일치했다. Hume은 “인간이 지를 수 있는 범죄  

가장 끔 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이 배은이다. 부모에 한 배은이나 부상

자 는 죽음을 앞에 둔 사람에 하여 지르는 배은이 특히 그러하

다(Hume, 1888, p. 466).”, Kant는 “배은은 비열함(vileness)의 핵심이

다”라고 주장했다. Shakespeare도 “거짓말, 허 심, 수다스러움, 술주

정, 그 밖에 연약한 인간의 마음속에 똬리를 틀고 있는 어떤 악의 얼룩

보다도 배은은 오스럽다”라고 말할 정도로 배은은 오랜 시간동안 여

러 사람들에 의해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로 여겨져 왔다(Harpham, 2004, 

p. 19 재인용). 

 Emmons(2007, pp. 240-241)에 의하면, 배은은 정신역학의 에서 네 

가지 동기에 의해 행해진다.

 첫째, 도움수혜자가 열등감과 무능감 같은 기본 감정을 공격 인 방법

으로 은폐하려는 경우이다.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도움을 제공한 사람에

게 의존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타인의 선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스스로를 무력하게 보이게 하거나, 도움제공자에게 빚을 진다고 생

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의 배은은 열등감에 한 방어이다.

 둘째, 타인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도움제공자가 도움수혜자에게 진 오래

된 빚의 아주 작은 일부라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당신이 나에게 진 빚

을 생각하면 이 정도로는 아직 멀었지”라고 생각하여, 자신이 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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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푼 것이 무 많아서 상 방이 어떻게 해도 갚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어떠한 도움을 주어도 만족하지 않는다. 

 셋째, 도움수혜자가 도움제공자의 동기를 오해하는 경우이다. 군가가 

친 을 베풀면 그 사람이 잘난 척을 하기 해 호의 인 행동을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회의주의자들은 마더 테 사의 선행에 해서도 “하나

님에게 수를 따려는 것이다”라고 비 했다. 는 도움제공자의 행동

이 자격지심, 열등감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심리 으로 왜곡하기도 한

다. 따라서 타인의 도움 행동에 해 이고 공격 인 태도를 드러

낸다. 

 요한 것은 배은의 행동이 공동체 안에서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이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계 하에서 형성된 감사의 감정이 사람

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데, 배은은 이러한 연결고리

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Seneca는 “배은처럼 인간 사이의 조화

를 해치는 악은 없다”고 말하 다(Harpham, 2004, p. 19 재인용).

 

 감사의 반  개념을 정리해보면, 사람들이 고마움을 표 하는 일을 주

하는 데는 무의식  이유와 의식  이유가 있다. 첫째, 타인의 도움에 

해서 무의식 으로 고마워하지 않는 나르시시스트들이 있다. 이들은 

공감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에 해서 ‘무감사’로 반응한

다. 둘째, 의식 으로 감사를 표 하지 않고 도리어 타인의 도움에 해

서 부정 으로 반응하는 ‘배은’이 있다. 그러므로 감사는 타인으로부

터 받은 도움을 인식하고, 이를 호의 으로 받아들 을 때 느낄 수 있

다. 그러므로 상호호혜 인 감사의 감정은 인간이 서로 연결된 존재라는 

인식을 강화시킬 것이다. 법이나 사회  계약과 같은 형식 인 사회구조

는 상호작용 내에서의 호혜성을 지속시키기에 불충분하므로, 인간 내면

의 의식과 그에 따른 태도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동체의식 함양을 목 으로 하는 본 연구는 감사성향과 공동체의식의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종속변인인 공동체의식의 정확한 측정을 해

서 감사의 여러 가지 귀인 에서도 ‘타인 는 타인과의 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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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는 감사'로 독립변인을 한정짓고자 한다. 타인의 도움을 인식할수록 

감사를 경험할 것이며, 이는 상 방과 자신이 더욱 연결된 존재라고 지

각하는 연 의식을 형성  증진시킬 것이다. 자신이 받은 도움에 하

여 보답하려는 행동은 직 인 도움제공자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

사회  행동을 하도록 동기화시킨다(McCullough, Kilpatrick, Emmons, &  

Larson, 2001, p. 252). 그러므로 감사는 상호 기반의 한정 인 인 계

를 넘어서서 사회 내의 계를 더욱 결속시키는(Adler & Fagley, 2005, 

p. 111), 즉 공동체의식의 매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타

인 는 타인과의 계로부터 생겨나는 감사의 감정에 집 하여, 감사를 

‘타인의 도움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이 정 인 결과를 거두었음을 인

지하고 이에 고마워하는 감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공동체의식

 인간은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군가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자

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정체성을 찾아가고자 한다. 그러나 근 화의 물결 

속에서 나타난 이기주의와 극단  개인주의는 공동체의식을 괴하기 시

작했다. 이에 따라 인들은 사회의 공동체 인 복지를 경시하는 경향

을 나타내고 있다. 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가치 의 혼란은 공동체의 

약화, 이기주의 등 여러 가지 사회병리 인 증후군을 일으키고 있다. 그

러므로 공동체의식이 재정립되지 못할 경우 우리사회는 내  결속력을 

잃고 아노미 사회로 변질될 수 있다(정세구, 2002, p. 338).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의 심에는 공동체의식의 실종이 자리 

잡고 있다. 인간이 사회  존재라는 을 되새겨 볼 때, 여 히 우리에

게는 공동체가 필요하며,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  발 시키기 해서 

구성원들이 공동체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공동체의식을 이해하기 해서는 먼  그것의 철학  제인 공동체주

의에 한 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동체주의에 해 살펴본 

후, 공동체의식에 한 개념과 그 필요성을 구체 으로 알아보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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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사회과교육에서 공동체의식 함양을 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과거와 재의 문제  상황에 비추어 밝히고자 한다. 

  1) 공동체주의 

 개인과 사회 상을 이해하는 은 크게 자유주의  과 공동체주

의  으로 나 어볼 수 있다. 자유주의는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

롭고 평등하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김주성, 1996, p. 40). 자유주의는 

자유의 능력이야말로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공유하는 것이며, 인간의 존

엄성을 해명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

는 개인의 자유이다(노명식, 1991, p. 64). 한편, 사회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주의는 공동선, 사회  행과 통, 집단  애착, 품격, 

연 , 사회  책임과 의무 등에 주목한다(Daly, 1994, p. xvii). 한, 가족

과 친구 그리고 공동체에 한 충실, 타인에 한 , 공동선에 한 

헌신, 연장자와 신, 민족  통에 한 존경 등의 통  가치를 시

한다(Phillips, 1993, p. 3). 

 공동체주의는 연 성과 우리의식을 강조한다. 연 성(solidarity)은 ‘굳

게 결합하다’를 뜻하는 라틴어 동사인 ‘solidare’에서 유래된 것으로, 

서로가 상호의존 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하에 결속과 유 를 추구

하는 것을 의미한다. Hollenbach는 연 성을 “개별  인간 는 집단을 

상호 책임의 의식  유 로 나아가게 하는 도덕  태도인 동시에 사회  

인식”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자유주의가 연 성을 잃음으로써 사

람들 사이의 계를 단 시키고, 분리되고 고립된 개인을 양산하게 되었

다고 진단하면서, 연 성의 회복을 주장하 다. Etzioni도  자유주의 

사회는 지나치게 나-주의(me-ism)에 기울어져 있다고 비 하면서 공동체

의 재건을 해 우리의식(we-ness)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병렬, 

2002, p. 64 재인용). 

 사회과학에서 공동체 연구가 격히 고양된 것은 1950년 부터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  모순이 첨 화됨에 따라 소외된 집단들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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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되었으며, 개인주의 이고 합리주의 인 사회가 갖는 병폐에 한 논

의가 진행되었다. 이를 체할 안  사회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에 한 논의가 비롯되었다(김 섭, 공성진, 1994, p. 17). 

 박 애(2000)에 따르면 개인주의는 개인을 사회구조와 립시킨다는 

에서 공동체주의자들에게 비 받는다. 공동체주의자들은 개인이란 공동

체 속에서 정체성이 형성되는 존재이므로 사회구조와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고 본다. 개인주의는 추상  개인4), 탈맥락  존재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독립 인 개인의 특징을 강조한다. 하지만 개인은 상황에 의해

서 구속받는 역사 , 사회 인 존재이므로 공동체주의자들은 개인주의에

서 말하는 개인의 개념이 잘못되었다고 비 한다. 

 개인주의로 인해 나타난 사회 내의 폐해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시함으로써 극도의 이기주의

가 나타난다. 다른 사람의 권리나 존 , 공동선보다 자신의 권리와 이익

을 추구하는 것은 공동체 붕괴를 비롯한 사회 혼란을 발생시킨다. 둘째, 

개인주의는 계약이나 약속 외에 공동체 내에서의 의무, 헌신  행동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셋째, 사회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추상 , 

탈맥락 인, 즉 불완 한 자아개념을 갖는다. 넷째, 개인주의는 정의를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므로 사회를 한 헌신과 희생, 약자를 한 배

려의 태도를 기르지 못한다. 이러한 개인주의의 병폐 때문에 공동체주의

자들은 도덕  갈등, 가치 의 혼란, 도덕의 무질서가 나타난다고 주장

한다(박 애, 2000, pp. 8-10). 

 그러므로 자유주의에 한 안으로 등장한 공동체주의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공동체주의는 공동체라는 개념을 재조명해 주었다. 

원자화되어가는 인들에게 사회의 존속과 발 을 해 공동체가 필요

함을 인식시켰다. 일반 으로 도덕  규칙체계는 덕목이라는 형태로서 

축약시켜 표 하며,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도

4)추상 개인이란 실 인 조건에 얽매이지 않은 개인 자체의 가치와 존엄을 나타내

기 한 용어이다.추상 인 개인에게는 흥미,요구,필요뿐만 아니라 이성도 이미 천

부 인 권리 혹은 능력으로서 주어진 것으로 가정된다.즉,개인의 특징들이 사회 인

맥락과는 독립된 것으로써 이미 주어진 것으로 가정된다(조난심,1991,pp.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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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  규칙체계는 개인의 이성이나 숙고보다는 사회 인 산물로서 형성된

다. 즉, 공동체는 개개인이 덕목들을 연마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공동체

의 다양한 상징체계, 의식, 공통의 역사와 문화  경험은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습득된다. “나는 나의 주변에 나의 도덕  장 들을 

강화시켜 주고, 나의 도덕  약 들을 치유시켜  그 무엇인가를 필요

로 하고 있다. 개인이 도덕 으로 되고, 도덕 속에서 지속될 수 있는 것

은 오직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MacIntyre의 주장은 덕의 

함양을 해 공동체의 존재가 선행되어야 함을 나타낸다(추병완, 1997, 

p. 392 재인용). 둘째, 공동체주의는 사람들에게 공동선을 재인식시켰다. 

공동선은 사회와 가정에서 요청하는 도덕 , 윤리  행  등의 기본 원

칙이나 도리를 의미한다. 오늘날과 같은 기의 시 에 공동선은 공동체

주의자들에 의해 재조명되면서, 인들이 자신들의 역할과 치를 새

롭게 숙고하도록 이끈다(이강빈, 2000, pp. 22-30).

  2) 공동체의식

  (1) 공동체의 정의

 인간은 사회  욕구를 본성으로 가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

기 하여 인간 계의 조직, 즉 사회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 사회  욕

구라 함은 타인과 보다 친 한 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 보다 강한 

유 를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동체는 인간들의 삶

에 있어 제조건이나 다름없으며 가장 오래되고 자생 인 인간조직 형

태라 할 수 있다(박호강, 1987, pp. 229-230).

 Hillery(1955, pp. 111-117)는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논문에서 공동체에 련된 94개의 논문을 분석하 다. 그는 

1950년 까지의 미 사회학자들의 공동체의 정의를 살펴보고, 공통요소

를 추출하 다. 그  가장 요한 공통요소는 인간집단을 이룬다는 

이라고 언 하면서, 공동체에 한 가장 보편 인 개념을 세 가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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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구성하 다. ① 물리  공간을 나타내는 지리  역 ② 사회  

계를 말해주는 사회  상호작용 ③ 집단의식을 나타내는 공동의 연 이

다. 이를 토 로, 공동체를 ‘일정한 지리  역을 바탕으로 공동의 유

를 가지고 사회  상호작용을 하는 인간집단’이라 정의하 다. 

Poplin(1979, pp. 14-17)은 공동체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다. ① 종

교단체, 문인 회, 군 조직 등과 같은 문 집단 내지는 결사체 ② 

마을 락, 읍, 시, 거 도시 등과 같은 사회  지역단  ③ 도덕 , 정

신  상으로서 타인들과의 일치감  연 성 추구를 강조하는 공동체

가 그것이다. 그는 세 번째 유형에 따라 공동체를 ‘인간이 자신과는 다

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계를 맺는 상황을 제로 따뜻함, 보살핌, 공

유된 가치의 이해, 도덕  책임, 사회  일치와 연 , 시간과 공간의 연

속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한 집단’이라고 정의하 다. 

 여러 학자들은 공통 으로 공동체의 구성 요소로 ‘지역성’과 ‘공동

성’을 언 한다. 지역성에 집 하여 사회의 공동체를 고찰해보면, 

Wellman(1979, pp. 1201-1202)은 공간 심의 통  공동체는 값싸고 편

리한 교통수단과 통신망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형 공동체로 변

화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즉, 지역을 심으로 한 물리 인 공동체는 

개인 심의 네트워크형 공동체로 변화하 다. 이와 련하여 추정훈

(2000, p. 372)도 ‘지역성'에 집 하다보면 소규모 농 의 마을이나 특정 

도시, 원시 부락 등도 포함하게 되므로,  의미의 공동체의 개념에 

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늘날에는 공동체를 지역  단 와 상 없

이 종교공동체, 학문공동체, 군사공동체 등 동질성을 가진 소집단의 개

념으로 이해하기도 하며, 시공을 월한 사이버 공동체도 출 하 다. 

박가나(2008, p. 43)도 오늘날의 공동체 개념은 통  의미에서의 물리  

공간을 넘어 사이버 공간을 포함하는 보다 포 인 의미로 변화한다고 

주장하 다. 에 들어서서 지연, 연보다 공동의 유 와 연  등의 심

리  요소가 공동체의 구성에 있어서 더 요해졌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서는 공동체를 ‘공동의 유 를 기 로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연

와 조의 계집단’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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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동체의식의 필요성

 

 과거에도 재에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지 공

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존재하며, 공동생활이 요구된다는 이다. 특히 

공동체의식에 기 한 상호 조는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필수 이다. 공

동체의식은 사  이익의 극단  추구를 제어할 역할로서 강조되었다. 

즉, 공동체의식은 구성원간의 갈등과 경쟁을 완화시키고 공동체의 유

지· 발 을 한 생산 인 참여와 력의 증가를 목 으로 한다. 

 개인  이익의 추구를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 범  내에서 공동체의식

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의 이익을 추

구하는 의식은 자연 상태에서 충분히 확보되기 어렵다. 인간은 기본 으

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 인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식을 지닌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

다. 하지만, 그러한 공동체  의식 역시 본성에 의하기보다는 사회화 과

정을 통해서 획득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사익의 추구는 결국 사익만을 

추구하는 개인들을 공멸시키게 할 수 있다. 개인의 이익이 공동의 이익

을 해하며 오히려 공익을 추구함으로써 사익이 보장받게 될 것이라는 

에 해서는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비유가 잘 말해주고 있

다(손 호, 조 달, 이승종, 김해성, 1999, pp. 9-11). 셋째, 오늘날 우리사

회에 그릇된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한 욕구가 강하게 표출되면서 그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물론 

개인주의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진정한 개인주의는 자기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귀 한 것처럼 타인의 자유와 권리도 귀 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사회에 퍼져있는 개인주의는 이기

주의에 가까운 것으로, 다소 변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정, 부패, 

가정 괴, 사회  갈등의 증폭, 질서의 문란 등 오늘날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는 잘못된 개인주의 내지는 이기주의가 직, 간 인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 다. 그러므로 이를 방지하기 하여 공동체의

식의 고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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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동체의식의 정의

 공동체의식은 귀속의식이나 유 감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유지·발 을 

하여 공동체의 이익을 시하는 태도와 가치 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

미에서 공동체의식은 공동체 체의 이익에 한 집합  심을 의미하

는 ‘공익의식’과 사실상 같은 말이다. 공동체의식은 집단이나 지역 간

의 유 감에 을 둔 용어인데 비하여 공익의식은 이익이나 복지에 

을 둔 용어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공익의식의 상 범 는 공동체

의 범 와 같으며, 공통 으로 사익주의나 이기주의에 반 되는 개념이

라는 에서 양자는 기본 으로 같다(손 호, 조 달, 이승종, 김해성, 

1999, pp. 63-65). 그런데 이타주의와 공동체의식은 구별되어야 한다. 이

타주의는 다른 사람에 해서 개인 으로 갖는 호의 인 태도인 반면, 

공동체의식은 집단구성원으로서 공동의 이익을 해 자신의 책임을 다하

려는 태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McMilan과 Chavis(1986, pp. 9-14)는 보다 분석 인 시각에서 공동체의

식을 바라보고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지는 소속감, 집단으로부터 

향을 받고 있는 동시에 자신들이 일정한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느

낌, 구성원들의 욕구가 함께 헌신 인 노력을 통하여 충족된다는 공유된 

믿음, 그리고 구성원들이 역사와 장소, 시간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는 헌신”이라 공동체의식을 정의하

으며,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를 구성원의식(membership), 상호 향의식

(influence), 욕구의 충족과 통합(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 정

서  연계(shared emotional connection)로 분류하 다. 이는 네 가지 특

정 기 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서, 그 기 은 다음과 같다. ① 명시 이

고 명확해야하며 ② 구체 이고 증명이 가능해야 하며 ③ 온정과 친 감

을 내포하고 있어야 하며 ④ 공동체의식의 발 과 유지가 역동 임을 나

타내야 한다. 공동체의식의 네 가지 구성요소들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원의식(membership)은 구성원들이 한 공동체에 함께 소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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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느낌이나 개인  계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감정이다. 자신과 동

질성을 가진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소속감과 정서  안정감을 의미한

다. 구성원의식을 통해 ‘우리’를 그들로부터 분리해내는 경계를 만들

게 되고, 이는 친근감을 고취시키는 정서 인 안정의 형태를 만들어낸다. 

 둘째, 상호 향의식(influence)은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에게 매

우 요하다고 느끼며, 서로를 신뢰하고 지속 인 상호작용을 통해 상

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다. 즉, 공동체가 그 구성원에게 향을 

주며, 반 로 구성원은 공동체에 향을 주어야 한다. 상호 향의식이 

형성되기 해서는 구성원들이 공동체 내의 서로에게 무엇을 기 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일반 으로 공동체는 이를 하여 규칙  질서

를 세우게 된다(박가나, 2008, p. 53).  

 셋째, 욕구의 충족과 통합(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은 공동

체로부터 공 받는 자원을 통하여 욕구가 충족되는 것을 말한다. 구성원

들은 공동체 내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욕구충족의 기회를 제공받는

다고 느낀다. 

 넷째, 정서  연계(shared emotional connection)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역사와 장소, 시간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유하게 될 것

이라는 믿음과 헌신을 의미한다. 이는 긴 한 상호작용과 상호호혜성의 

기반을 마련한다. 

 한편, 공동체의식의 네 가지 하 역은 각기 독립 으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역동 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를 ‘공동

의 유 를 기 로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연 와 조의 계집

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McMilan과 Chavis(1986)의 개념은 공동체의 구

성원들이 조를 토 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호혜성과 연 의식을 형성

하는 것을 제로 하므로 본 연구의 취지에 합하다고 하겠다. 한, 

McMilan과 Chavis의 공동체의식 구조 틀은 보다 체계 인 시각에서 분석

연구를 하는데 용이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McMilan과 Chavis의 

공동체의식 개념과 분석 틀을 이용하고자 한다.  



-29-

  3) 공동체의식과 사회과 교육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이를 내면화하며 

사회에 극 으로 참여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요한 발달과업 

 하나이다. 다원주의 인  시 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를 해결

하기 해서는 타인 이해  의사소통 능력, 공동체 참여, 동, 시민성 

교육 등이 필요하다. Erickson(1970, pp. 18-22)은 연 의식이 부족한 

은이들은 삶의 목 과 방향을 상실하고 사회에 한 불만감을 느끼는 정

체성 공허감(identity vacua)5)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 다. 이런 

에서 공동체의식은 건강한 사회를 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

체성 인식에도 기여하는 강 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와 국제시민의식교육연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ICCS)의 자료를 기 로 ‘청소년 핵심역량

지수(Youth Key Competency Index)’를 개발하여 국제비교 연구를 한 

결과, 청소년의 ‘사회  상호작용 역량’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36개국 

 35 를 차지하 다. 민주주의와 시민성의 지식수 은 상 으로 높

았지만, 계지향성(신뢰)과 사회  력(참여)에서 모두 최하  수 으

로 나타났다(김기헌, 2011, p. ii).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공동체의식 

교육이 지  수  개발에 을 두고 진행된 반면, 정의 , 행동 인 

역의 개발에 소홀했음을 보여 다. 오늘날 공동체의식의 요성이 증

가하는 만큼, 사회과를 비롯한 교육계에서는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이 

실천  행동으로 발 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기 인 동시에 사회성을 길러주는 

곳이다. 학교는 교육이라는 목 을 한 집단으로서 인 이고 공식

인 특성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의 특성상 인간 인 친 감을 

5)Erickson은 정체성 공허감(identityvacua)은 기본 으로 인간이 느끼는 세 가지 두려

움(apprehension)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세 가지 두려움은 다음과 같다.

① 진 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발견,발명 등( :무기)새로운 사실로부터 일어나

는 두려움(fear)② 기존 이데올로기의 괴로 나타나는 두려움(anxieties)③ 신뢰

계의 붕괴로 인한 실존 부재의 두려움(d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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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할 수 없다(손 호, 조 달, 이승종, 김해성, 1999, p. 17). 그러나 

재 우리나라의 학교는 래들과 긴 한 상호 계를 맺을 수 있는, 즉 공

동체  유 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Hunter

와 Elias(1998, p. 86)에 따르면, 좋은 학교(good school)의 일곱 가지 특징 

 하나는 학생의 인격을 존 한, 사제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연결감과 소속감을 함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 인 사회구조에 의하

여 한국사회에서 학교의 기능은 입시 교육에 집 되어 있으며, 인성 교

육은 상 으로 뒤처진 상태이다. 타인에 한 의와 존 , 공동체 생

활의 요성, 올바른 민주 시민의 역할 등에 해 배울 기회가 차 

어들고 있으며, 공동체로서의 유 감 한 느끼기 어려워졌다. 

 그 다고 해서 학교에서 공동체의식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공

동체의식은 민주시민의 덕목으로 빠짐없이 등장해왔다. 교육과학기술부

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주인(self-directed person), 창의인

(creative person), 문화인(cultivated person), 세계인(global-minded 

person)으로의 인간상을 추구한다. 특히 세계인으로의 인간상은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 에 참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즉, 세계화에 발맞추어 공존의 윤리를 바탕으로 한 공

동체의식이 필요하며, 이는 튼튼한 연 의식과 사회  책임감을 바탕으

로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p. 1). 한 『2009 개정교육과정』의 사

회과에서는 바람직한 민주 시민을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

을 바탕으로 인권 존 , 용과 타 의 정신, 사회정의의 실 , 공동체의

식, 참여와 책임의식 등의 민주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나아가 개인

, 사회  문제를 합리 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개인의 발 은 물

론 사회, 국가, 인류의 발 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

고 정의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p. 1).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육과

정은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자질로서 공동체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

만, 실을 보면 학생들이 높은 수 의 공동체의식에 도달하지는 못하

음을 알 수 있다.  

Dewey는 지역 공동체의 상실을 우려하면서,공동체로 향할 수 있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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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희망을 학교에 기 했다.“학교는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고,‘나’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상호작용  행 의 공유성을 가져야한다”고 주장

했다.Durkheim도 공동체주의 함양을 해서는 학교에서의 집단생활이 

요하다고 강조했다.“학교는 사  집단인 가정과는 달리 공 인 사회

생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본래 사회  념인 도덕을 합리 으로 

교육하는데 가장 합한 기 이다”라고 주장했다.더불어 사회통합을 

하여 동질성을 목 으로 한 공통  교육이 있어야 하며,이는 사회 연

의 기 를 형성해 다고 보았다(김항인,2002,pp.157-158재인용).

 한편, 학교의 하 집단인 학 은 학교조직을 구성하는 공동체이다. 학

은 교수학습의 장이자,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특성이 반 되는 사회집

단이자, 학생들의 삶의 마당이다(이 규, 이미나, 조 달, 1997, pp. 

426-427). 그러므로 학교 공동체의 형성을 해 그 하부조직인 학 공동

체의 형성은 필수 이다. 

 사회과는 시민성 증진을 목 으로, 공동체의식을 그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 교과 에서도 사회과가 학생들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해 추 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사회과에서는 상호의존의 

윤리(Ethics of Interdependence)를 바탕으로 배려와 감사의 윤리(Ethics 

of Caring and Appreciation) 심의 가치교육을 강조한다. 

 그러나 Hoagland(1990)는 배려가 불평등한 계를 토 로 형성된다는 

에서 비  입장을 취한다. 도덕 으로 좋은 계는 배려자가 주는 

사람의 역할을 맡고, 피배려자가 받는 사람의 역할을 맡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Noddings가 상정하는 아동-부모, 학생-교사, 환자-치료자 등의 배

려 계는 배려자가 일 되게 주고, 피배려자가 취하는 수용  계이다. 

도덕  삶에 있어서 각자는 타인의 추종자가 아닌 리더이기 때문에, 일

방향 인 계는 오히려 피배려자를 취약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도덕

으로 참된 계를 형성하기 해서는 상호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상

호성은 타인이 나에게 행한 것과 그 가치에 있어서 동등하게 행하는 것

을 의미한다(추병완, 2004, pp. 241-245). 즉, 상호성이 아닌 수용성을 바

탕으로 하는 배려 계는 도덕 으로 합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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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본 연구자는 공동체의식 함양을 해 ‘배려’ 신 ‘감사’를 주장

하고자 한다.   

 

 3. 감사성향과 공동체의식

 감사성향의 증진은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므로, 학교 공동체

의 기에 한 시민교육 인 안이 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감사성향

과 공동체의식을 다룬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그 상 계를 밝히고자 한

다. 더불어 감사성향과 공동체의식에 한 이제까지의 연구 황과 그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감사성향과 공동체의식의 계

 감사성향은 상 방의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이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인

지하고 이에 고마워하는 일반화된 경향성으로서, Adam Smith(1976)는 사

회의 건강한 기능을 해서 으로 필수 인 시민  덕목이라고 주

장하 다(McCullough, Kilpatrick, Emmons, & Larson, 2001, p. 250 재인

용). 감사를 경험하고 이로 인해 동기화된 친사회  행동은 사회 으로

도 더욱 생산 인 결과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보다 강화된 사회 구성

원간의 유 와 우정을 발생시킨다. 감사로 인해 증가된 사회  유 는 

사회  지지를 공 하는 원천이 되고, 구성원간의 공동체의식 형성  

증진에 기여한다(Algoe & Haidt, 2009, p. 107). 그러므로 감사성향이 높

은 사람일수록 공동체의식도 높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구체 으로 공동체의식의 네 가지 하 역과 감사의 계를 개별 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감사성향과 구성원의식

구성원의식은 구성원들이 한 공동체에 함께 소속해있다는 느낌이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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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계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감정이다.Froh,Emmons,Card,Bono,

& Wilson(2011a,p.296)에 따르면,감사는 사회 통합(socialintegration)

욕구,즉 사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사회에 기여하려는 욕구와 

정 인 상 계를 가진다.감사는 도움수혜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도움을 인지하고,타인으로부터 자신이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다고 느끼

게 한다.따라서 감사는 공동체 내의 구성원으로부터의 지지를 더욱 지

각하게 하며(McCullough,Kilpatrick,Emmons,& Larson,2001,p.262),

우정을 비롯한 사회  계를 형성하는 사회  자원의 역할을 한다.

 감사가 구성원의식의 증진에 기여한다면, 감사의 결핍은 부정 인 향

을 미칠 수 있다. 미국 노동부는 미국의 이직률이 높은 주요 원인을 조

사한 이 있다. 그 원인  1 는 인정(appreciation)받지 못하기 때문이

라는 것이었다. Gallup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5퍼센트가 직장에

서 칭찬이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Robbins, 2008, p. 48). 감사

의 어표 인 appreciation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진가를 알아보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즉, 자신이 제공한 도움에 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때 사람들은 공동체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

난다. 즉, 감사의 결핍은 구성원의식이 소멸되는 상을 낳을 수 있다. 

감사가 숨겨진 이익이라고 생각한 Nietzsche는 “어떤 사람에게 감사를 

받으면 그 사람의 충성을 보장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 다

(Emmons, 2007, p. 40). 그러므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래집단

을 비롯한 여러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감사를 느낄 때, 공동체 구성원

간의 계가 더욱 강화된다. 

    

  (2) 감사성향과 상호 향의식

 상호 향의식(influence)은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에게 매우 

요하다고 느끼며, 서로를 신뢰하고 지속 인 상호작용을 통해 상 를 변

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다(박가나, 2008, p. 53). 이에 따라 자신의 행동

이 타인에게 향을 주며 자기 자신도 타인의 향을 받는다고 느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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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주주자, 2003, p. 68). Emmons와 Crumpler(2000)가 표 했듯 감사는 

자신이 타인에게 의존하 음을 인정하는 ‘도덕  의무(moral 

obligation)’이자 ‘ 계의 미덕(relational virtue)’이다. 상호호혜 인  

감사의 계는 주종 계와 같은 일방향 인 계가 아니라, 서로 동등한 

사람들의 계에서 나타나므로, 감사의 감정은 자신이 받은 도움에 해 

보답하고자 하는 도덕  동기로 작용한다.  

 Bartlett과 DeSteno(2006)의 연구에서 도움제공자의 행 에 해 감사를 

느낀 도움수혜자는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제공

자에게 친사회 으로 반응하는 양상을 보 다. 이러한 호혜 인 감사의 

특성은 경 학에서도 연구되어, 계마 (Relationship Marketing)의 효

과 인 변인으로 여겨진다(Palmatier, Jarvis, Bechkoff, & Kardes, 2009, 

pp. 1-2). 계마 은 매자들이 매 행  외에 사후 서비스(AS), 맞

춤 서비스 등 고객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으로 호의를 

베푸는 것을 그 략으로 한다. 추가 인 도움 행동에 해 구매자들은 

감사를 느끼고, 이는 상호 계를 더욱 하게 만든다. 동시에 이후의 

구매활동을 유지  진시키는 데에도 향을 미친다. 즉, 감사에 기반

을 둔 상호주의  행동(gratitude-based reciprocal behavior)은 장기  매

매 계를 지속시키는 하나의 변인이 된다. 이러한 상호  도움은 사람들

을 감사로 엮인 계(web of feelings of gratitude)가 되게 한다(Komter, 

2004, p. 203). 그러므로 감사는 서로가 서로에게 향을 미치는 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들게 하므로, 계가 지속·강화되도록 돕는다. 

  (3) 감사성향과 욕구의 충족과 통합

 욕구의 충족과 통합은 공동체로부터 받게 되는 자원을 통하여 구성원으

로서의 욕구가 충족되는 감정을 말한다. 공동체 내 구성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형성되는 심리  만족감은 공동체로부터 얻는 요한 욕구  하나이다. 

 Deci와 Ryan(2000, pp. 68-72)의 자기 결정성이론[Self Determination 

Theory (SDT)]에 따르면 사람들은 세 가지 내  욕구(유능성,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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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성)6)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해 지속 으로 노력한다. 이 

에서 계성의 욕구는 타인과 연결되고, 타인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에 

한 만족을 의미한다. 계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부모를 비롯한 주

변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는 학생의 행동 동기와 성취를 증가시킨다. 하

지만, 주변 사람들의 통제  행동은 학생의 행동 동기와 성취를 하시

키는 원인이 된다. 

 자기결정론(SDT)  입장에서 도움수혜자가 느끼는 감사의 감정과 그에 

따른 친사회  행동들은 도움수혜자와 도움제공자 모두의 계성 욕구를 

충족시켜 다. 노혜숙과 신 숙(2008, p. 162)은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심

리  안녕수 이 증가한다고 주장하 다. 더불어 두 변인의 계에서 사

회  지지의 매개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감사성향이 사

회  지지에 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증명했다. 즉 감사를 통해 상호

계 속에서 증진된 사회  지지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심리  안녕감과 

같은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집단 내의 통합을 증진시킨다.  

 

  (4) 감사성향과 정서  연계

 정서  연계는 구성원들이 역사와 장소, 시간  경험을 과거와 재에 

공유하고 있으며, 한 미래에도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는 헌신

을 의미한다. 이러한 믿음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정서 으로 더욱 착된 

계를 가지게 하는데, 감사성향은 계를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친 감이론(Intimacy Theory, Reis & Patrick, 1996; Reis & Shaver, 

1988)에 따르면, 타인과의 친 감과 연결감을 느끼기 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상 방에게 내보이는 것이다. 둘

째, 상 방이 자신과 자신의 욕구를 잘 알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상 방이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믿음은 친 한 계에 있어서 필수

6)유능성(competence)의 욕구는 환경에 효과 으로 응할 수 있는 숙달된 경험을 추구

하고, 계성(relatedness)의 욕구는 서로에게 지지가 되는 인간 계를 형성하고자 하

며,자율성(autonomy)의 욕구는 삶의 요한 문제에 해서 독립 이고 자주 인 결

정을 내리고자 한다. 이러한 욕구들은 자발 으로 행동하도록 동기부여(self-

motivation)하며,성격 형성의 바탕이 된다.(권석만,2008,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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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이다. 셋째, 상 방으로부터 이해, 인정 그리고 보살핌을 받고 있

다는 느낌이다. 일정 기간 동안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면, 서로에게 친

감을 느끼게 되고 신뢰 계로 발 하게 된다(권석만, 2008, p. 380 재

인용). 

 감사를 친 감이론에 응용하여 설명해보고자 한다. 도움수혜자가 감사

의 감정을 느끼기 해서는, 먼  도움제공자가 도움수혜자의 입장에서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인식해야 한다. 이는 친 감이론의 두 번째 조건

으로서, 도움제공자는 공감 행동으로 인하여 도움수혜자의 필요를 인식

하게 되고, 그 결과로 도움수혜자의 욕구는 상당 부분 충족된다. 도움수

혜자 역시 도움제공자의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었음을 

인식하게 된다. 둘째로, 도움제공자로부터 받은 도움에 해 느끼는 감

사의 감정은 자신이 심과 돌 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이는 친

감이론의 세 번째 조건으로서, 서로가 더욱 연결된 존재라고 느끼게 한

다. “모든 감사 활동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사회는 와해되어버릴 것이

다”라는  Simmel(1950)의 주장(Emmons, 2007, p. 15 재인용)은 감사가 

사람과 사람사이의 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나아가 사회라는 하나의 

큰 공동체로 발 되도록 이어  것이라는 뜻을 내포한다. 감사의 정서는 

상 방에 한 인정, 존 , 믿음을 가지게 하므로, 계를 강화하고 새로

운 계를 맺도록 유도한다. Emmons와 McCullough(2003, pp. 387-388)에 

따르면,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 자신이 더욱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며, 타인을 실제로 더 잘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도

움을 주고받는 것 이상으로, 감사는 주변 사람들과 더욱 가까워지고자 

하며, 그러한 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감사는 사회  계 안

에서 정서 으로 더욱 연계된 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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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행연구 고찰

  (1) 감사성향을 다룬 연구

  감사에 한 과학 인 연구는 최근에 들어와 이루어졌다. 감사는 하나

의 덕목으로 인식되었으므로 과학 으로 분석하려는 노력은 소홀했다. 

근래에 인간이 가진 하나의 강 으로서 감사가 강조되면서, 여러 심리학

자들에 의하여 감사의 효과  특성에 한 과학 , 경험  연구가 시작

되었다.

   가) 감사성향 척도 련연구

 McCullough 등(2002)은 감사성향척도(Gratitude Questionnaire-6; 이하 

GQ-6)를 개발하 다. 척도의 개발은 사변 , 철학 으로 연구되던 감사

에 해 과학 인 연구를 시도한, 획기 인 환 을 만들어냈다. 그들

은 감사성향을 “ 정 인 사건이나 결과를 경험할 때 타인의 선의에 

하여 인식하고 감사를 느끼는 경향성”으로 정의하고, 이를 강도(감사를 

보다 강하게 느끼는 것), 빈도(감사를 보다 자주 느끼는 것), 도(한 가

지 정 인 사건에 해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를 느끼는 것), 범 (삶의 

여러 가지 역에서 감사를 느끼는 것)의 네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

펴보았다. 총 6개의 자기보고식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일상생활

에서 느끼는 감사로 감사의 역을 단일화하 다. 그들은 GQ-6를 이용

하여 총 네 가지의 감사성향 련 연구를 실시하 다. 연구결과에 따르

면,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그 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정 인 정서와 낮은 부정 인 정서를 경험했다. 더불어 친사회  행

동, 성과 정  상 을 보 고, 질투심과 물질주의  태도와는 부  상

을 나타냈다. 이러한 상 계는 성격  요인(외향성, 정서  민감성, 

우호성)을 통제하여도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타인 평정치를 이용한 자

료에서도 일 된 결과가 나타났다. McCullough 등(2002)의 연구는 감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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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과 정 인 정서가 정 으로 유의미한 상 계를 가지고 있음을 과

학 으로 입증하 다는데 의미를 갖는다. 

 GQ-6가 개발된 이후에도, 다른 여러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감사성향을 

측정하는 척도들이 개발되었다. Watkins, Woodward, Stone, & 

Kolts(2003)은 고마움, 원한  감사 검사(Gratitude, Resentment and 

Appreciation Test; 이하 GRAT)를 개발하 다. 감사를 단일 요인으로서 

보았던 GQ-6와는 다르게, GRAT는 3개 요인(타인에 한 감사, 단순 감

사, 풍요로움)으로 이루어진 다요인 척도로서 총 44개 문항으로 구성된

다. 이후 Diessner와 Lewis(2007)는 44문항의 GRAT를 타당도와 신뢰도를 

기 으로 압축시켜 16문항의 단축형(GRAT- short form)으로 수정하 다. 

GRAT를 이용한 감사성향과 개인  안녕감과의 상 계를 살펴 본 연

구결과를 보면, GQ-6와 마찬가지로 감사성향은 주  안녕감과 정  

상 , 부정 인 정서와는 부  상 이 나타났다. 3개 요인을 기 으로 

감사성향 척도를 만든 GRAT의 연구자들은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성격  특성을 갖는다고 주장하 다. 첫째, 삶에서 

결핍감보다 풍요로움을 느낀다. 둘째, 일상에서 나타나는 기분 좋은 일

들에 해 감사를 표 한다. 셋째,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고마워한다. 

GRAT는 GQ-6에 비해 더욱 유형화된 감사성향 척도이며, 감사성향이 높

은 사람들의 특징을 제시했다는 에서 의미를 갖는다(Watkins, 

Woodward, Stone, & Kolts, 2003, p. 449).

 상 으로 가장 최근에 개발된 감사성향 척도로는 Adler와 Fagley의 

감사 척도(Appreciation Scale; 이하 AS)가 있다. AS는 감사를 느끼는 상

황을 더욱 구체 으로 구분하 다. 감사를 “사건이나 사람, 행동이나 

사물 등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그것들에 하여 정 인 정

서  연결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하 으며, 하 역을 8개(소유, 

경외감, 종교  의식, 재 상황, 자아/사회  비교, 감사 표 , 손실/손

해, 상호 계)로 나 었다(Adler & Fagley, 2005, p. 81). 더욱 세부 이고 

조직 인 척도를 만들었다는 에서 차 감사성향 척도가 발 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Adler와 Fagley는 먼  37명의 학생들을 상 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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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항목
문항

수
기본 설명 시 문항

GQ-6 n/a 6

감사성향의 빈도,

정도, 도,특징을

바탕으로 측정

내 삶에는 감사할 것들이

참 많다

GRAT

타인에 한

감사

(appreciation

ofothers)

4 타인에 한 감사
친구들과 가족에게

참 감사하다.

단순 감사

(simple

appreciation)

6
일상 인 요소에

한 감사

잠시 멈춰 서서 장미

향기를 맡는 것은

요하다.

풍요로움

(senseof

abundance)

5 결핍의 부재
나는 좀 부족한 상태로

살고 있다.

[표 II-2]감사성향의 측정도구 3가지

를 느끼게 하는 원인 는 그러한 상황에 해서 비조사를 통하여 물

어보았고, 그 결과를 토 로 감사성향을 8개 하 역으로 나 었다. 보

다 실제 이고 세부 인 하 역을 갖춘 감사척도를 만들었다는 에서 

AS의 탁월성을 찾을 수 있다. 이후, AS를 이용하여 측정한 감사성향과 

정 인 정서, 부정 인 정서, 삶의 만족과의 상 계를 학생을 

상으로 살펴보았다. 낙 주의, 성, 자아인식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감사

성향과 정 인 정서, 부정 인 정서, 삶의 만족은 유의한 계를 나타

냈다. 이는 기존의 GQ-6와 GRAT를 이용한 감사성향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한 신뢰도가 높은 문항을 심으로 기존의 58개 문항을 18개의 문

항으로 수정하여 향후에도 쉽게 이용될 수 있게 하 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세부 , 실제 인 하 역과 신뢰성이 높은 문항이 압축

으로 구성된 감사성향 척도가 개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2]는 앞에서 설명한 GQ-6, GRAT, AS의 하 역들과 그에 따른 

시 문항을 요약 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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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소유

(‘Have’focus)
10

개인이 소유한

사물들에 한 감사

기본 인 요소(의식주)를

갖추고 있으므로 나는

행운아라고 생각한다.

경외감

(awe)
6 놀라움,경외감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

경외감을 느낀다.

종교 의식

(ritual)
6

규칙 으로 감사를

표 하는 행동.

내 자신이 얼마나

감사한지 기억하기 해서

개인 는 종교 인

행동을 한다.

재 상황

(present

moment)

7
재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

나의 삶 그 자체를

즐긴다.

자아/사회

비교

(self/social

comparison)

5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에 한 기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내가 얼마나

행운아인지 깨닫는다.

감사 표

(gratitude)
10

감사를 표 하기

한 행동

감사를 표 하기 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

손실/손해

(loss/adversity)
8

속 이지 않은

것으로부터 오는

감사

죽음에 한 생각은

매일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게 한다.

상호 계

(interpersonal)
5 타인에 한 감사

친구들은 나에게

참 요하다.

 

 이후에 Froh 등(2011a)은 기존의 감사성향 척도가 성인을 상으로 개

발된 것이라는 에 착안하여, 존하는 일시 인 감사 척도와 감사성향 

척도가 청소년에게도 유효한지에 한 연구를 실시하 다. 10세부터 19

세까지 1405명의 청소년들을 상으로 GQ-6, GAC, GRAT-short form 척

도를 이용하 다. 성인을 상으로 한 측정결과와 비교했을 때, 결과에

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감사성향과 정 인 정서, 삶의 

만족도는 나이와 계없이 유사한 상 계를 나타냈지만, 감사성향과 

부정 인 정서, 우울감은 나이에 따라 상 계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

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을 상으로 한 보다 높은 합성을 가진 감사

성향 척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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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는 권선  등(2006)에 의하여 GQ-6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한국

 감사성향 척도(K-GQ-6)가 만들어졌다. 더불어 노지혜와 이민규(2012)

는 AS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한국  감사척도(Korean Version of the 

Appreciation Scale)를 만들었다. 한국  감사척도는 AS(58문항)를 한국 

학생에게 실시하 다. 요인분석 후, 23문항의 6요인 구조로 수정하

다는 에서 Adler와 Fagley(2005)의 AS(18문항의 8요인 구조)와 다른 구

성을 보인다. 6가지 하 역은 소유 , 의식행동, 표 , 자연/일상, 하

향비교, 상실/역경으로 명명되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에 있어서도 안정

이었다. 임경희(2010)는 성인과 등학생을 상으로 한 감사성향 척도

를 제작하 다. 이는 감사 상에 한 인식과 인정 요인(감사 상에 

한 인식과 외부 원인에 한 인정 련), 감사 정서 체험  반응경향

성(감사정서의 체험  표 , 동기화 련)의 2요인 30문항 5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나) 감사 개입(gratitude intervention)으로 인한 효과성 검증 연구

 사람들의 감사성향을 증진시키기 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정심리

학의 화두 다. 감사 개입이 임상 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은 크게 감사 

일지쓰기, 감사했던 일을 떠올리기, 감사를 행동으로 표 하기의 3가지 

처치방법들로 유형화할 수 있다. 

   a) 감사일지쓰기

 고 인 감사 개입방법은 규칙 으로 감사했던 일에 해서 기록하는 

것이다.  감사일지는 1990년  후반, Sarah Ban Breathnach의 책 『행복

의 발견(simple Abundance)』이 <The Oprah Winfrey Show>에 소개되면

서 알려지게 되었다(Robbins, 2007, p. 128). 감사일지쓰기는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  때문에, 감사의 효과성을 다루는 많은 실험 연구

에서 사용되었다. 한 감사일지쓰기는 실험 참가자들로 하여  흥미를 

느끼게 하고, 자기 강화(self-reinforcing)의 역할을 한다(Seligman, S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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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 Peterson, 2005, p. 420). 

 Emmons와 McCullough(2003)의 연구는 단순히 감사와 안녕감과의 상

계를 다루었던 연구들의 한계를 넘어, 그 인과  계를 확신하고 감

사의 조작 가능성  그로 인한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 던 첫 번째 연

구 다. 그들은 감사일지쓰기 활동을 통한 개입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향력을 가지는지 세 가지의 실험연구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 다. ① 

첫 번째 연구에서는 학생들을 세 집단으로 나 어, 한 집단에게는 10

주간 일주일에 한 번씩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다섯 가지씩 쓰도록 

하고, 같은 방식으로 다른 집단에게는 부담이 되는 일들을,  다른 집

단에게는 일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섯 가지씩 쓰도록 했다. 세 집단

을 비교한 결과, 감사일지를 쓴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반 인 

삶에 한 만족도가 높았고, 미래에 해 더욱 낙 이며, 더 은 신

체증상을 호소하고, 운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 다. ② 두 번째 연

구에서는 학생들을 세 집단으로 나 어 2주 동안 매일 한 집단은 감사

했던 일들을, 다른 집단에게는 부담이 되는 일들을,  다른 집단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나은 들(하향 비교)을 게 하 다. 세 집

단을 비교한 결과, 감사일지를 쓴 집단의 실험자들이 다른 두 집단의 학

생들에 비해 더 높은 수 의 정 인 정서를 경험하며, 개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정서 인 지지를 더욱 많이 제공하고, 실제 인 도움 

행동도 더 자주 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감사가 도덕  동기로서 작용함

을 재확인시켰다. ③ 세 번째 연구에서는 실험기간을 3주로 확장하고, 

만성  질병을 가진 성인을 상으로 감사일지를 쓰는 집단과 쓰지 않는 

집단으로 나 었다. 종속변인에 실험자 자신의 주  평가 외에 타인 

평정치를 포함시켰다. 실험 집단을 비교한 결과, 감사일지를 쓴 집단은 

삶에 한 만족도와 낙 성  타인과의 연결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았다. 감사일지쓰기는 수면의 양과 질에 있어서도 이로운 향을 미쳤

다. 이러한 효과는 참가자의 배우자를 비롯한 실험자 주변 사람들에 의

해서도 지지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실험을 통해, 감사일지쓰기 활동

은 신체 , 정신  질병의 유무와 계없이 사람들의 안녕감 증진에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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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 수단이 됨을 증명하 다. 

 Froh, Sefick과 Emmons(2008)는 성인을 상으로 감사 처치의 효과성을 

살펴보았던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학생들을 상으로 연구하 다는 

에서 의의를 가진다. Emmons와 McCullough(2003)의 모델을 차용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11개 학 의 학생을 무작 로 세 집단(감사, 부담, 

조군 집단)  한 집단에 배정하고 실험연구를 진행하 다. 2주 동안

의 활동 이후 설문을 작성하고, 3주 후에 사후 설문을 실시하여 기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감사 집단의 학생들이 가장 흔하게 언 한 감

사 주제는 ‘보살핌과 도움을 주는 인간 계’ 다. 그리고 자신이 받고 

있는 교육, 건강, 활동에 해서 고맙다고 답한 학생도 많았다. 감사 집

단의 학생들은 연구 직후의 조사에서 부담 집단의 학생들보다 학교생활

과 가정생활이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처치 3주 후의 검사에서도 감사 집

단은 부담 집단에 비해 상 으로 높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도와  사람들에 해 더 고맙게 여기고 있었다. 이를 

통해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베푸는 친 에 좀 더 민감

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생활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학

생들에게 감사일지쓰기와 같은 처치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상승

시킬 수 있다는 에서 수업 외 활동으로 용해볼 만하다. 

 국내 연구를 보면, 조항석(2010)은 등학교 6학년을 상으로 감사증진 

로그램을 구성하 다. 로그램은 총 7달 동안 실시되었으며, 자신, 친

구, 가족, 교사  학교, 자연 등 다양한 상에 해서 고마움을 인지할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을 구성하 다. 수업은 크게 ‘감사 상을 찾기 → 

그 상에 한 감사함을 인식하기 → 느끼기 → 표 하기 → 감사함을 

유지하기 한 다짐하기’의 순서로 개된다. 더불어 수업과는 별개로 

감사일지쓰기 활동을 병행하여 매일 감사의 감정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

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감사증진 로그램 후에 학생들의 안녕감은 

증가하 다. 

 노지혜와 이민규(2011)도 학생을 상으로 감사일지 작성으로 인한 

안녕감의 향을 살펴보고자 하 다. 일주일간 매일 감사일지를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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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과 일상 인 사건들을 도록 한 집단을 비교한 결과 감사일지를 작

성한 집단이 인지  안녕감과 자기존 감  낙 성이 높았으며, 처치 

기간 동안 부정 인 정서를 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감사한 일 떠올리기

 Watkins 등(2003)은 감사했던 일을 떠올리는 것이 피험자들의 기분을 

증진시키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study 3). 학생들을 두 개의 집단으로 

나 어, 한 집단은 여름 방학동안 그들이 감사함을 느 던 일을,  다

른 집단은 여름방학동안 그들이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을 떠올

리게 하 다. 생각하는 시간으로 5분이 주어졌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짧

은 시간이지만, 감사했던 일에 집 했던 집단은 조군 집단에 비해 더

욱 높은 정도의 정 인 정서와, 낮은 정도의 부정 인 정서를 나타냈

다. 하지만, 본 연구는 처치 이 에 피험자들의 정서를 측정하지 않았으

므로, 감사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 인 정서의 증가를 경험

했는지는 알 수 없다는 한계 을 갖는다. 

 Watkins 등(2003)은 의 한계 을 극복하고, 집단을 세부 으로 나 어 

보다 발 된 실험 과정을 통하여 감사 개입 유형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

고자 하 다(study 4). 학생들을 네 개의 집단으로 나 었으며, 처치 

후에 피험자들의 정서를 측정하 다. 각 집단을 다음과 같이 처치하

다. ① 자신의 집 거실 배치가 어떠한지 생각하기( 조군) ② 감사했던 

사람을 떠올리기 ③ 감사했던 사람에 한 을 쓰기 ④ 감사했던 사람

에게 편지쓰기(작성한 편지는 우편으로 달될 것이라고 알려 ) 사 ·

사후 검사의 변화 정도를 비교한 결과, 조군 집단을 제외하고 피험자

들의 정 인 정서가 증가하 다. 감사했던 사람에 해서 생각한 집

단, 을 쓴 집단, 편지를 쓴 집단의 순서 로 정 인 정서가 증가하

다. 반면, 조군 집단은 정 인 정서의 감소를 경험하 다. 그리고 

감사했던 사람에 해서 편지를 쓴 집단, 을 쓴 집단, 생각한 집단, 

조군 집단의 순서 로 부정 인 정서가 감소하 다. 연구자들은 감사편

지쓰기 처치가 가장 높게 정 인 정서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상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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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오히려 감사 처치방법  정 인 정서가 가장 낮은 수 으로 증가

하 다. 이는 편지가 달될 것에 한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Watkins 등(2003)의 연구는 새로운 감사 처치들을 실험에서 사용하고, 이

를 비교해보았다는 에서 감사 련 연구의 진일보를 이끌었다. 

   c) 감사 표 하기

 Seligman 등(2005)은 어떠한 처치방법이 피험자의 안녕감을 증가  지

속시키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 규모 표본 집단의 확보, 오류 가능성 

감소, 비용 감을 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성인을 

총 여섯 개의 집단으로 나 었으며, 처치 후에 정서를 측정하 다. 각 

집단을 다음과 같이 처치하 다. ① 매일 어린 시  기억에 해 기록하

기( 조군) ② 감사 방문(자신이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미처 고마움

을 표시하지 못한 사람에게 감사 편지를 써서 직  달하기) ③ 자신에

게 생긴 좋은 일 3가지와 발생 원인에 해 기록하기 ④ 자신의 성공담

에 해서 고, 1주일 동안 매일 그 을 읽으면서 자신의 장 에 해 

생각하기 ⑤ 성격검사를 통해 자신의 장  5가지를 알아보고, 1주일 동

안 매일 새롭고 차별화된 방식으로 자신의 장 을 발휘하기 ⑥ 성격검사

를 통해 자신의 장  5가지를 살펴보기(특별한 행동 수행은 없음) 사

·사후 검사 결과, 두 번째 처치인 감사방문을 한 집단에서 정 인 

정서가 가장 크게 증가하고, 부정 인 정서가 감소하는 변화가 나타났

다. 그러나 감사 방문으로 인한 효과는 1주일, 1달 동안 지속되었으나, 3

달 이후에는 감소했다. 오히려 자신에게 생긴 일과 그 원인에 해 은 

세 번째 집단과 자신의 장 을 발휘하게 했던 네 번째 집단에서 정

인 정서의 증가와 부정 인 정서의 감소가 6달 동안 지속되었다. 즉, 외

부  행동으로 인한 처치는 일시 으로 큰 효과를 가지지만 그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 던 반면, 자기 내  깨달음으로 인한 처치는 일시 인 

효과는 작되 그 효과가 지속 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정서의 지속  

변화를 해서는 내  인지과정을 통한 처치가 더욱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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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h, Kashdan, Ozimkowski와 Miller(2009)는 성인을 상으로 이루어졌

던 기존의 연구와 달리 3, 8, 12학년의 학생들을 상으로 감사방문 처

치로 인한 효과를 연구하 다. 처치를 실시하기 , 후에 피험자들의 정

서를 측정하 으며, 그들을 두 개의 집단으로 무선 할당하 다. ① 첫 

번째 집단은 감사방문 집단으로서, 자신이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

에게 감사 편지를 써서 직  달하도록 하 다. ② 두 번째 집단은 

조군 집단으로, 어제 했던 일들을 일지에 기록하게 하 다. 처치결과에 

따르면, 상 으로 낮은 정도의 정 인 정서를 나타냈던 감사조건의 

피험자들은 조군 피험자들에 비해 감사, 정 인 정서의 증가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어린 아동을 상으로 했던 Froh 등(2008)의 연구에서는 

감사일지 작성이 정 인 정서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

난 반면, 감사방문 처치는 등학생의 정 인 정서의 증진에 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에서, 등학생과 같이 어린 상에

게 효과 인 감사 처치는 직 , 가시  특성을 가진 감사방문 처치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가 진행될수록, 개별 집단에게 더욱 효과 인 감사성향 처치가 무

엇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 감사 상에 한 연구

 Gordon, Musher-Eizenman, Holub과 Dalrymple(2004)은 미국 서부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작성한 쓰기 과제의 내용을 통해 그들이 무엇에 고

마움을 느끼는지 살펴보았다. September 11 테러가 일어나기 후인 

2000년과 2001년 11월에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테러에 따른 차이, 성별

과 발달시기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 다. 학생들이 가장 공통 으로 선택

한 감사의 주제는 가족, 기본 인 욕구, 친구, 선생님/학교 등이었다. 구

조 원, 국가, 국가 ( : 자유) 등에 한 감사는 테러 이후에 두드러지

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인 계에 

해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물질 인 것에 해서 감사를 느 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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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세의 아동들이 4-8세의 아동들에 비하여 가족, 친구, 교사, 학교 외

의 여러 상에 한 감사 표 을 더 많이 기록한 것으로 볼 때, 나이가 

들수록 더욱 자주 감사를 느끼게 됨을 알 수 있다. Gordon 등(2004)의 

연구는 청소년들이 감사하는 상과 그 이유를 직 으로 탐색한 첫 번

째 연구라는 에서 의의를 지닌다.

 신 숙(2007)은 Gordon 등(2004)의 연구를 차용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감

사 상과 그 이유를 고찰하고, 성별과 발달시기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

고자 하 다. · ·고등학생을 상으로 쓰기 과제를 실시하고, 학

생들의 에 표 된 감사 상과 그 이유를 분석하 다. 연구 상의 과

반수가 부모와 친구를 감사 상으로 여겼으며, 그 이유를 차례 로 보

면 사랑/지지제공, 편의/보호제공, 지식/가르침제공, 삶/생명유지를 언

하 다. 흥미로운 은 감사 이유에 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

다는 것이다. 여자 청소년들은 주로 사랑, 친 , 이해, 배려, 지지를 감

사 상에 한 감사의 이유로 언 하 으며, 남자 청소년들은 편의, 지

식, 도 기회를 그 이유로 언 하 다. 남자 청소년들은 여자 청소년들

에 비해서 운동/스포츠, 공부/도 , 특정 장소, 물건, 교사, 집에 해서 

더욱 감사를 표 하 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은 계 지향 이고 남성은 

과제, 도구지향 임을 시사한다.

 김경미, 조진형, 김동원, 김정희(2009)는 학생을 상으로 한 기존의 연

구와 달리 성인여성을 상으로 연구를 실시하 다. 피험자들은 감사 

상과 그 이유에 하여 2주간 감사일지와 소감문을 작성하 으며, 연구

자들은 감사일지에 나타난 감사 상을 심으로 그 빈도 수를 측정하

다. 감사 상의 약 50%는 가족, 친구, 자신, 부모, 이웃, 교사 등이었고, 

그 이유의 약 50%는 사랑/지지 제공, 재미/쾌락 충족, 편익/보호 제공이

었다. 더불어 소감문 작성을 통하여 정서, 인지  행동  역별로 감

사효과를 분석하 다. 정서  역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소 한 

것으로 느끼게 되었다는 소 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 좋은 

느낌, 놀라움  활력 등이 나타났다. 인지  역에서는 ‘감사할 것이 

참 많다’는 깨달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감사 실천, 정 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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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환 등이 나타났다. 행동  역에서는 자신과 인 계에서 정

인 표 의 증가가 가장 큰 변화 으며, 그 외에 언어생활의 변화, 감

사 행동 증가  친사회  행동의 증가 등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발달 단계에 계없이 공통 으로 타인과의 

계로부터 감사를 가장 많이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개인

의 상황, 경험에 따라 감사 상이 변화하 다. 한 감사의 경험은 정

서, 인지, 행동  역의 변화를 이끈다는 도 주목할 만하다. 

   라) 감사를 더욱 느끼는 상황에 한 연구

 McCullough 등(2001)에 따르면, 감사는 타인의 친사회  행동에 의해 자

신이 이익을 얻었음을 깨닫는 감정 인 정보(affective readout)이다. 감

사의 정도는 상황에 한 정보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은 ① 도움제공자에게 부과된 수고와 비용(costliness) ② 수혜

자가 얻은 이익의 가치(value) ③ 도움을 주어야 하는 계 인 의무

(relational obligation)없이 이익을  정도 ④ 이익을  의도이다.

 Bar-Tal, Bar-Zohar, Greenberg와 Hermon(1977)은 ③과 련하여, 친

성의 정도에 따라 나눠진 다섯 가지 상호 계가 도움을 받은 경우와 받

지 않은 경우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 어떻게 상이한지 연구하 다. 남녀 

학생을 상으로 특정 상황을 제시한 시나리오를 주고 설문연구를 실

시하 다. 시나리오는 요한 행사를 앞두고 버스를 놓친 상황에서 특정 

상에게 차로 목 지까지 데려다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며, 그 결과는 

도움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뉜다. 도움을 청한 상 는 부

모, 형제, 친구, 지인, 낯선 사람, 총 다섯 사람을 상으로 하며, 크게 

세 가지의 질문을 한다. 첫째, 그 상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의

무의 정도는 어떠한지, 둘째, 도움을 받은 상황이라면, 도움을  사람에 

해 느끼는 감사의 정도는 어떠한지, 셋째, 도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면, 도움을 주지 않은 사람에 해 느끼는 원망의 정도는 어떠한지 이

다. 피험자들은 부모와 형제와 같이 자신과 친 한 사람이 자신을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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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야 할 의무의 정도가 높다고 답했다. 즉, 친 도와 도움을 주어야 

할 의무 간에 정  상 이 나타났다. 남자 참가자들은 친구, 여성 참가

자들은 부모가 가장 자신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친 하지 않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을 경우, 감사의 

감정은 증가했다. 반 로 친 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경우, 원

망의 감정은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도움수혜자와 도움제공자의 계

에 따라 도움을 받거나 받지 못했을 때 느끼는 감사 는 원망의 감정이 

변화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Tsang(2006)과 Watkins, Scheer, Ovnicek과 Kolts(2006)은 ④와 연 해서, 

도움제공자가 도움을  의도에 한 실험연구를 하 다. Tsang(2006)은 

학생들을 상으로 한 자원분배게임에서 감사의 감정이 자원분배에 어

떤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정 인 결과를 동일하게 얻더라도 상

방의 호의에 의해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상 방에게 더 큰 

감사를 느끼며 자신보다 더 많은 액수의 자원을 분배했다. 반 로, 상

방이 우연한 계기로 도움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감사의 감정

이 크지 않았으며, 자원도 자에 비해 게 분배했다. Watkins 등(2006)

은 특정 상황을 제시한 시나리오를 참가자들에게 주고, 호의에 따른 도

움 행동과 보상기 에 따른 도움 행동의 상황을 비교하 다. 도움제공자

가 도움을  가로 보답을 많이 기 할수록, 도움수혜자는 감사를 덜 

느끼고 빚진 정서와 의무감을 더 많이 느 다. 즉, 타인의 호의를 인지

했을 때는 감사의 감정과 그에 따른 친사회  도움 행동의 경향도 증가

하지만, 타인의 보상기 를 인지했을 때는 빚진 정서와 보상에 한 의

무감이 증가한다. 연구결과를 통해서 교환  의도로 행한 도움 행동은 

감사와 부  상 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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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동체의식을 다룬 연구  

 공동체의식의 선행연구를 보면, 공동체의식의 개념을 조작 으로 정의

하고 측정하려는 노력은 주로 지역사회 심리학(community psychology) 

분야에서 심 인 역할을 맡아오고 있다. 국내외 공동체의식에 한 연

구는 주로 1990년  이후 도시공학, 지역사회 개발학 등의 분야를 심

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오다가 최근에는 교육학 분야에서도 발견할 수 있

다(주주자, 2003, pp. 40-41). 

 교육학에서 공동체의식은 동학습이나 참여활동 등 외부  학습 처치

와의 계성을 살펴본 연구가 부분이다. 

 먼 , 동학습과 공동체의식에 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학습은 상호의존성과 개별 인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함양시켜 다. 동 인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은 친사회  가치에 헌

신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 타인의 공헌에 해 감

사할  알고, 응집력 있는 집단의 일부분이라는 느낌을 가지며, 타인의 

욕구와 감정에 공감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자기 심  개인(me-first 

individualism)이 증가하고, 공동선에 한 심이 감소하는 사회에서 

서로가 력자임을 깨닫게 해주는 동학습은 매우 요한 공동체교육의 

방법이다(이인재, 1998, pp. 19-20). 추정훈(2000)은 학생들이 공동체에 참

여하도록 이끄는 학습 방법으로서 동학습과 토의학습을 결합시킨 ‘조

사발표토의수업’을 소개하 다. 주주자(2003)는 동학습에 따른 공동체

의식 함양의 효과를 살펴보기 하여 고등학생을 상으로 통 인 강

의식 수업과 동학습을 비교하는 양 연구를 실시하 다. 동학습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통  강의식 수업을 실시한 통제집단에 해서 처

치 후의 공동체의식 변화정도를 비교하 다. 결과를 통해 동학습은 

실천 , 행동 지향  차원의 공동체의식보다 심리  차원의 공동체의식

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더불어, 학교에서의 참여활동과 공동체의식에 련된 선행연구로 최

섭(2000), 김원태(2001), 은지용(2002), 허인숙과 이정 (2004), 신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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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박가나(2008)의 연구가 있다. 최 섭(2000)은 · ·고등학교 학

생들을 상으로 하여 사회참여 체험훈련 로그램 개발에 한 연구를 

하 다. 교사가 학교 내외에서 사회참여훈련을 실시할 때, 집단활동 

로그램, 친구 계 로그램 등의 활용이 유용하다는 것을 밝히고, 이는 

학생들의 시민성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 다. 김원태(2001)는 

이를 실증 으로 검증하기 해서 수도권 지역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을 상으로 학교에서의 사회참여활동7)과 시민성과의 계를 살펴보았

다. 결과에 따르면 사회참여활동이 증가할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아졌다. 

이후의 연구들은 참여활동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살펴보거나 참여활동의 

질 인 측면에 보다 집 하 다. 은지용(2002)은 서울시에 소재한 고등학

교 학생을 상으로 사회 참여활동 에서도 사활동에 집 하여 연구

를 진행하 다. 한, 사활동 유형, 경험유무나 정도에 한 기존의 연

구와 달리, 사활동을 통한 반성에 을 맞추었다. 결과에 따르면, 

사활동에 한 반성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이 그 지 않은 학

생에 비해 높았다. 허인숙과 이정 (2004)은 고등학생을 상으로 사회참

여활동에 한 학교 자체의 극성이 학생들의 시민성 형성에 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학생 개개인의 사회활동 참여여부에 집 했

던 기존의 연구와 달리 학교변인에 집 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결

과에 따르면, 정규수업 시간에도 사회참여활동을 실시하고 수행평가에 

극 으로 반 하는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일정 날짜(격주 토요일)에만 

사회참여활동을 소극 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와 사회참여활동을 시행하

지 않는 학교의 학생들보다 높은 공동체의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작은 사회라고 불리는 학교공동체에서의 사회참여활동은 친구, 교사

와의 사회  유 감 증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므로, 공동체의식 향상

에도 기여한다. 신정아(2005)는 참여활동 에서도 학생회, 규칙제정, 학

의사결정 등의 일상생활참여 경험에 집 했다. 이러한 활동은 자신이 

7)사회참여활동은 사회구성원이 공동체에 련되는 의사결정과정을 비롯한 모든 사회

과정에 지속 으로 심을 가지고 구체 인 향력을 발휘하여 공동체의 발 을 추구

하는 사회 행 이다.사회참여활동은 일손 돕기 활동,구조구호활동,학교 단체활동,

캠페인활동,지역사회 개발활동,자연환경 보 활동, 통문화 보 활동,교류 력활

동,시민단체 활동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허인숙,이정 ,2004,pp.45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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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느끼는 구성원의식과 공익추구 성향을 증진시키므

로, 학교에서의 일상생활참여가 증가할수록 공동체의식도 증가하는 결과

가 나타났다. 박가나(2008)는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향에 해서 연구했다. 참여활동을 참여수 , 활동형태, 활동과정, 활동

량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 다는 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참여도가 높을수록, 오 라인 형태일수록, 참여과정이 숙

의 일수록, 장기간 참여할수록 공동체의식과 유의미한 향 계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활동은 조직화된 집합  활동의 규범과 일

상에 학생들을 노출시키고, 사회  기술을 학습하고 연습할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사회참여나 공동체의식과 같은 시민성을 증진시킨다. 그러므

로 학교에서의 사회참여활동은 인 계 기술과 사회에 한 신뢰감을 

증가시켜 학생들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도록 돕는다(김 정, 2012, p. 

207).

  (3) 감사와 공동체의식간의 계를 다룬 연구

 본 연구의 심 변인인 감사성향과 공동체의식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

다. 감사성향에 한 연구는 주로 안녕감과 연 시켜 심리학에서 이루어

졌으며, 공동체주의에 한 연구는 덕윤리, 가치교육과 연 시켜 철학, 

윤리학  교육학계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그 기 때문에 감사성향과 공

동체의식의 상 계에 한 연구는 제한 으로 존재한다. 국내의 연구

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외국의 경우에도 공동체의식보다는 사회  

계, 사회  유 감, 친사회  행동 등의 개념들과 감사성향을 연 시

킨 연구가 부분이다. 아직까지 감사성향과 공동체의식을 살펴본 연구

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다음의 연구들은 본 연구의 이론  토 를 마련해

주었다. 본 장에서는 다음의 연구결과들을 분석 으로 살펴보고, 본 연

구의 시사 을 밝히고자 한다. 

 Fredrickson(1998)의 연구는 감사성향과 공동체의식의 상 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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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토 를 마련하 다. 그러나 통계 인 검증을 통한 객 인 분석

은 하지 못했다는 한계 을 갖는다. Fredrickson(1998)은 기쁨, 흥미, 만

족, 자부심, 사랑, 그리고 감사와 같은 정 인 정서가 개인의 사고, 행

동 목록을 확장시키고, 신체 , 지 , 심리 , 사회  자원을 증강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확장  축  이론(Broaden and Build Theory)’을 주

창하 다. 감사는 도움제공자와 도움수혜자의 기분을 좋아지게 할 뿐만 

아니라, 상호 작용 증진, 공감능력 발달, 타인 배려와 친사회  행동의 

증가 등의 다양한 사회  자원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 다. 

 Emmons와 McCullough(2003)는 감사성향척도(GQ-6)를 이용하여, 추상

으로 주장되었던 감사성향과 공동체의식과의 연 성을 통계 으로 검증

하 다. 감사성향 척도를 개발하여 과학 으로 근하 다는 에서 이

론 으로만 근하 던 기존 연구들의 제한 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

다. 결과에 따르면,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 자신이 더욱 가깝

고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회  유 감, 안녕감과 타인을 실제로 더 

잘 돕는 친사회  행동의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특정

으로 타인과의 계에 기인한 감사성향을 측정하기보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보편 인 감사성향을 측정하 다. 타인과의 계, 공동체로부터 

느끼는 감사성향으로 연구범 가 제한되지 않았으므로 공동체의식과의 

직  계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한계 을 갖는다. 한 안녕감과 친사

회  행동 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 으므로, 공동체의식

이 정의하고 있는 구성원의식, 상호 향의식 등의 하 역을 모두 포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Bartlett과 DeSteno(2006), Algoe, Haidt와 Gable(2008)의 연구는 감사성향

과 공동체의식간의 계를 실험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 특정 상황을 설

문지에 제시하거나, 처치에 따른 조작된 연구가 아니라, 실제 벌어지는 

상황을 통한 연구라는 에서 이 의 연구들에 비해 실성을 갖는다. 

그러나 감사의 감정을 도움주기 행동의 여부로 단하 으므로, 도움수

혜자가 어느 정도로 감사를 경험했는지, 어느 정도로 공동체의식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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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측정하지 못했다는 에서 제한 을 갖는다.       

 Bartlett과 DeSteno(2006)는 도움 행동 당사자들 간의 계에서 더 나아

가 감사의 감정이 자신과 련이 없는 제3자에게도 친사회  행동을 하

도록 강화시킨다는 McCullough 등(2002)의 주장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

다. 그들은 비용과 희생이 드는 도움을 받은 도움수혜자의 행동양상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감사를 느낀 도움수혜자는 타인에게 도

움을 주기 해 비용과 불편함이 발생하여도, 감사를 느끼지 않은 사람

보다 이후 도움 행동을 실행하고자 하 다. 이는 타인의 친 하고 따뜻

한 행동을 인지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상호간의 교환  계뿐 

아니라 그 외의 사람들에게도 친사회  행동을 행하는 물결효과를 가져

온다. 즉, 감사의 경험은 도덕 인 행동을 진하고, 나아가 강화하는 효

과가 있다. 반면, 보상을 기 한 도움제공자로부터 도움을 받은 도움수

혜자는 감사보다 빚진 정서를 경험하 다. 빚진 정서를 느낀 도움수혜자

는 직  상호 계에 국한된 도움주기 행동을 하 으며, 제3자에게까지 

도움을 주는 경향은 낮게 나타났다. 연구를 통하여, 감사로 인해 동기화

된 친사회  행동은 상호간의 교환  계보다 더욱 큰 범 인 공동체의 

계로 발 하도록 돕는다는 것을 악할 수 있다. 그러나 도움제공자의 

보상기 에 해 이야기를 들은 도움수혜자는 빚진 정서를 느끼고, 이에 

해 이야기를 듣지 못한 도움수혜자는 감사를 느낄 것이라는 단편 인 

가정은 연구의 문제 으로 지 할 수 있다. 

 Algoe 등(2008)은 계 형성에 있어서 감사의 효과를 학교 동아리 내

의 실제 사례를 통해 직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통 으로 동아리 선

배가 후배에게 선물을 주는 축제기간을 이용하여, 선물을 받고 느끼는 

감사의 감정이 계 형성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축제 기

간 동안 선물을 받은 후배들의 반응을 기록하 으며, 축제 기간 직후와 

1달 후, 선후배간의 계 정도를 측정했다. 결과에 따르면, 감사의 감정

은 상 방에 한 호감을 증진시켜, 계의 형성과 유지를 돕는다. 연구

를 통하여, 감사로 이어진 계는 동아리와 같은 소규모 공동체에서의 

계 형성과 증진에 도움을 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구성원의식,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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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향의식을 비롯한 공동체의식과 그 세부 인 하 역에 어느 정도로 

향을 미치는지는 악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감사

는 타인이 제공한 도움에 해 고마워하며,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

하므로 계를 향상시킨다. 타인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은 도움 행동에 

한 보답뿐만 아니라 강화의 역할도 하므로, 인 계는 물론이고, 우리

가 속한 사회 내에서의 계 향상을 돕는다. 그러므로 타인으로부터의 

도움에 해 감사로 반응하는 감사성향은 타인과의 연 의식인 공동체의

식에 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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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설계

 1. 연구 가설

 이론  배경에서 제시한 선행연구를 토 로 감사성향이 공동체의식과 

어떠한 계가 있는지 실증 으로 살펴보고자 하 다. 우선, 연구에 

한 주 가설을 설정하고, 공동체의식의 네 가지 하 역들을 종속변인으

로 하여 부 가설을 설정하 다.

 주 가설: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을 것이다.

 감사의 감정으로부터 비롯된 친사회  행동은 사회 으로 생산 인 결

과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보다 강화된 사회 구성원간의 유 와 우정

을 발생시킨다. 감사로 인해 증가된 사회  유 는 사회  지지를 공

하는 원천이 되고, 구성원간의 연 의식인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더욱 세분화된 검증을 하여 공동체의식을 네 가지 하 역(구성원의

식, 상호 향의식, 욕구와 충족의 통합, 정서  연계)으로 나  McMilan

과 Chavis(1986)의 구조 틀을 이용하 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4개의 

부 가설을 설정하 다.

 <부 가설 1>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구성원의식이 높을 것이다. 

 <부 가설 1>은 감사성향이 구성원의식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고자 설

정하 다. 구성원의식은 구성원들이 한 공동체에 함께 소속해있다는 느

낌 혹은 계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감정이다.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도움을 인지하고,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사랑과 보

살핌을 받는다고 느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느

끼고, 신뢰 계를 형성하도록 이끈다(McCullough, Kilpatrick, Emmons, & 

Larson, 2001, p. 254). 이러한 근거로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구성원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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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부 가설 2>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상호 향의식이 높을 것이다. 

 <부 가설 2>는 감사성향이 상호 향의식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고자 

설정하 다. 상호 향의식은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에게 매우 

요하다고 느끼며 서로를 신뢰하고, 지속 인 상호작용을 통해 상 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다. 감사에 의해 동기화된 상호주의 행동은 

계 형성과 강화, 유지(Schwartz, 1967, p. 9)에 향을 미치고, 서로가 

서로에게 향을 미치는 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한다. 이러한 근거로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상호 향의식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도출

할 수 있다. 

 <부 가설 3>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욕구의 충족과 통합이 높을 것이다. 

 <부 가설 3>은 감사성향이 욕구의 충족과 통합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

고자 설정하 다. 욕구의 충족과 통합은 집단의 구성원 자격을 가지게 

됨에 따라 구성원들의 욕구가 충족되는 감정이다. 감사는 공동체 구성원

들의 계성 욕구를 충족시켜  뿐만 아니라 집단 내 안녕감의 향상으로 

인하여 공동체의 통합에 기여한다(Froh, Emmons, Card, Bono, & Wilson, 

2011a, p. 296). 그러므로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욕구의 충족과 통합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부 가설 4>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정서  연계가 높을 것이다. 

 <부 가설 4>는 감사성향이 정서  연계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고자 설

정하 다. 정서  연계는 구성원들이 역사  장소, 시간  경험을 공유

하고 있고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는 헌신이다. 감사의 표 과 

같은 정 인 경험은 공동체 내의 구성원들이 정서 으로 더욱 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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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가지게 하는 사회  지지, 신뢰의 원천이 된다(Fredrickson, 2004, 

p. 151).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지지, 신뢰, 인정 등의 감

정을 느낄 가능성이 크므로,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정서  연계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2. 선정 변인과 분석모형

 본 연구는 학생들의 감사성향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감사성향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 다. 그리고 감사성향 외에 통

제변인으로 인구사회학  변인, 학교변인을 선정하 다. 구체 인 분석

모형은 [그림 III-1]과 같다. 

감사성향

→

학 공동체의식

통제변인

·인구사회학 변인

:성별,가정의 경제 수 ,

아버지의 교육수 ,가족 계 수

·학교변인

:성 ,교내 단체활동 참여여부

구성원의식

상호 향의식

욕구의 충족과 통합

정서 연계

[그림 III-1]분석모형

  1) 종속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공동체의식이다. 학생을 표집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 모두가 직 으로 소속된 공동체인 학 으로 

연구범 를 축소하 다. 이에 학생들이 학 공동체 안에서 형성하는 학

공동체의식을 측정하 다. 더 나아가, McMilan과 Chavis(1986)의 공동

체의식 구조 틀을 바탕으로 네 가지 하 역(구성원의식, 상호 향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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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의 충족과 통합, 정서  연계)으로 나 어 개별 으로 분석하 으며, 

본 연구자의 연구 목 에 합하게 설문 문항을 조정하 다.

  2) 독립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감사성향으로서, 공동체의식에 향을 주는 ‘타

인 는 타인과의 계로부터 얻는 감사’로 귀인 범 를 한정한다. 

  3) 통제변인 

 본 연구는 공동체의식에 향을  수 있는 통제변인으로 인구사회학  

변인, 학교변인을 선정하 다. 

 공동체의식에 향을 주는 인구사회학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부모

의 사회경제  지 (SES), 가족 계, 결혼여부, 자녀수 등이 있다. 이 가

운데, 성별, 부모의 사회경제  지 (SES), 가족 계를 통제변인으로 선

정하 다. 

 성별과 공동체의식간의 련성을 다룬 기존의 국내외 연구를 보면 유의

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지배 이나, 김경 (1998, p. 68)의 연구에서

는 남자가 여자보다 공동체의식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가 

여자보다 공동체 심의 단체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많으므로 공동체의식

이 높게 나타났다고 추론하 다. 그러나 은지용(2002, p. 56)의 연구에서

는 여자가 남자보다 공동체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 도덕성이 높으므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석하 다.

 한, 연령이 높을수록 공동체의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이

가 들수록 사회인지 능력이나 도덕성이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는 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표집 상을 학생 3학년으로 

한정지었으므로, 연령을 통제하는 연구 설계라 하겠다. 

 사회경제  지 (SES)와 련하여, 부분의 국내 연구에서는 소득수

과 교육수 이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학생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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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상으로 하여 학 에서의 공동체의식을 연구한 주주자(2003)는 아버

지의 교육수 이 졸이상이며, 아버지의 총수입이 많을수록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이 높다고 주장하 다. 김 정(2012, p. 214)은 부모의 사회경

제  지 (SES)가 높을수록 정 인 가족 계를 형성하고 문화활동, 

사활동과 같은 다양한 경험에 할 기회가 많아지므로 공동체의식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

를 용하여 부모의 사회경제  지 (SES)를 통제변인으로 선택하 으며, 

이를 측정하기 한 기 으로 가정의 경제수 과 아버지의 교육수 을 

선정하 다. 

 가족 계 수 도 공동체의식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 간

의 정 인 계는 더 넓은 범 의 인 계에 한 신뢰를 증진시키

고, 사회  유능감에 정 인 향을 미침으로서 사회참여를 진시킨

다. 더불어 이타 인 행동방식과 책임감 등의 정 인 가치를 습득한

다. 가족 간 유 가 높다고 보고한 학생들은 타인을 보살피고 사회 으

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더 많이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다(Romig & 

Bakken, 1992, p. 335). 김 정(2012, p. 214)은 지지 , 수용  가족 계

는 인 계를 증진시키고, 사회  유능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므

로 공동체의식과 정  상 계를 갖는다고 주장하 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성별, 부모의 사회경제  지 (SES), 가족

계 수 이 학생의 공동체의식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상하고 

이와 같은 인구사회학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 다. 

 학교변인에 해 살펴보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수학습활동을 통하여, 

공식 · 비공식  지 를 가지고 교사와 동료 등 주변 사람들과 상호작

용을 하면서 역할과 가치 을 습득하게 된다. 

 성 과 공동체의식은 정 으로 유의미한 계를 나타내는데, 이와 련

하여 은지용(2002, p. 79)은 학업성 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 공동체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착실하게 학습하고, 학교 공동체 규범을 내면화하

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 다. 주주자(2003, p. 45)는 학생들의 학업에서

의 성취감이 자신에 한 자아상과 타인과의 어울림에도 향을 주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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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학교에서 학업성 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자아존 감과 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추론하 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수학습활동 이외에도 자기계발활동 등 다양한 참

여 활동을 통해 소속감과 연 감을 지니게 된다. 수업 외의 교내 활동 

참여에 따른 시민교육 효과를 연구한 Ziblatt(1965, p. 20)은 교과 외 특

별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사회  통합과 신뢰에 한 의식이 커진

다고 보았다. 학교에서의 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에 해 

살펴본 최근의 국내 연구로는 김원태(2001), 은지용(2002), 주주자(2003), 

허인숙과 이정 (2004), 신정아(2005), 박가나(2008) 등의 연구가 있으며, 

이 연구들에서는 공통 으로 극  사회참여활동이 공동체  시민성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하 다. 동아리 등의 교내 단체에서 극 으로 활동

하는 학생들은 학교 공동체에 직  참여한 경험으로 인하여 자신이 공동

체의 일원이라고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

구의 결과에 따라 학교변인 가운데 성 과 교내 단체활동 참여가 공동체

의식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상하고, 이를 학교 역에서의 

통제변인으로 선정하 다. 

 더불어 지역변인도 공동체의식에 향을 미칠 수 있다. 학생들은 지역

사회 내에서 다양한 물리 , 환경  요소들과 지리 , 공간 으로 공존

하면서 상호 교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인구규모

와 인구 도, 이질성, 지역사회 생활에서의 만족도, 지역성 등의 지역변

인이 공동체의식에 향을 미친다. 특히 도시화와 련해서 농어 , 

소도시, 도시 순으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로 갈수록 이질 인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

의 비율이 높으며, 익명  사회의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김경 , 

1998, p. 10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소재한 학교의 학생으로 

표집 상을 선정하여, 도시와 소도시의 차이로 인한 지역성의 차이 등 

지역사회와 연 된 변인의 향력을 통제하고자 하 다. 한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의한 공동체의식이 아닌 학 공동체의식을 종속변인으로 선

정하 으므로 지역변인을 통제변인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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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내 용
문항번호

(설문지)

Cron

bach'sa

독

립

변

인

감사성향

(총 8문항)

[GRAT]타인에 한 감사 I.1-4
.750

[AS]상호 계 감사 I.5-8

통제변인

(총 6문항)

인구사회학 변인

[성별,부모의 SES(가정의 경제

수 ,아버지의 교육수 ),가족 계]

II.1,4,5,6

학교변인

(성 ,교내 단체활동 참여여부)
II.2,3

종

속

변

인

학

공동체의식

(총 16문항)

공동체의식 .901

구성원의식 III.1-4 .686

상호 향의식 III.5-8 .660

욕구의 충족과 통합 III.9-12 .835

정서 연계 III.13-16 .793

[표 III-1]  설문지의 구성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인구사회학  변인으로서 성별, 부모

의 사회경제  지 (SES), 가족 계를, 학교변인으로서 성 과 교내 단체

활동 참여여부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그 효과를 배제하 다. 이러한 

통제 하에서 독립변인인 감사성향과 종속변인인 공동체의식간의 상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해서 사회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교육 내용에 한 함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3. 조사도구

 본 연구는 감사성향과 학 공동체의식과의 계를 살펴보기 해 설문

지를 이용하여 조사하 다. 설문지는 크게 감사성향, 공동체의식, 통제변

인을 묻는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각 변인들의 내용은 [표 III-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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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동체의식

  본 연구에서는 표집 상이 학생이라는 을 감안하여, 사회라는 다소 

범 한 공동체보다 학생들이 일상에서 더욱 직 으로 경험하고 참여

하는 공동체인 ‘학 ’으로 그 범 를 축소시켰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서는 McMilan과 Chavis(1986)의 공동체의식 개념을 응용하여, 학 공동체

의식의 개념을 정의했다. 학 공동체의식은 ‘학 에 소속해 있음으로 

해서 받게 되는 느낌, 학 의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연 의식, 학 과의 

일체감  학 과 구성원 상호간에 요한 의미를 가지며 서로 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식’이다. McMilan과 Chavis(1986)의 공동체의식 구조 

틀을 바탕으로 학 공동체의식을 네 가지 하 역(구성원의식, 상호

향의식, 욕구의 충족과 통합, 정서  연계)으로 구분하여 측정하 다. 각 

하 역은 4개 문항으로 구성되므로, 공동체의식의 측정도구는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된다([표 III-2] 참조). 학 공동체의식 설문지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주주자(2003)의 연구를 참고하 다. 각 문항은 리커트(Likert) 5  

척도로 제작되었으며 체 학 공동체의식은 네 가지 하 역의 수를 

합산한 후, 평균화하여 사용하 다. 평균 수가 높을수록 학생의 학

공동체의식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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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구

성

원

의

식

1.나는 우리 반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든다.

2.나는 우리 반의 일원이라는 것에 자 심을 가지고 있다.

3.나는 우리 반 친구들이 반과는 다른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4.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일들에 책임감을 느낀다.

상

호

향

의

식

5.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반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

6.우리 반 학생들이 나에게 무언가 기 하는 것이 있는 것 같다.

7.우리 반과 우리 반 학생들은 나에게 요한 향을 미치고 있다.

8.우리 반에서 생활하면서 나는 나의 행동의 제약을 느낀다.

욕

구

의

충

족

과

통

합

9.우리 반과 우리 반 학생들은 나의 바람을 충족시켜주고 있다.

10.내가 우리 반을 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아 기

쁘다.

11.우리 반에서 생활하면서 나는 만족감과 기쁨을 느낀다.

12.우리 반의 학생들은 서로를 의지하는 것 같다.

정

서

연

계

13.나는 우리 반과 우리 반 학생들에 해 친 감과 정을 느낀다.

14.우리 반에는 나를 진정으로 걱정하고 염려해주는 친구들이 있

는 것 같다.

15.우리 반 학생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신뢰한다.

16.나는 우리 반에서 말하고 싶을 때 당장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

을 수 있다.

[표 III-2]공동체의식 설문 문항 

 한편, 문항 상호간 타당성과 신뢰성을 알아보기 하여 요인분석과 신

뢰도분석 작업을 실시하 다. 요인분석은 측정도구로 선정한 변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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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이론과 동일하게 요인이 재되는가를 확인하고, 잘못 재된 

변수나 설명력이 부족한 변수들을 제거한다. 즉,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측정하고 있는지 문항 타당성의 정도를 살펴보는 과정

이다. 신뢰도분석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설문 응답자로부터 정확하

고 일 되게 측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뢰도는 동일

한 개념에 해 측정을 반복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는 가능

성과 오차가 들어있지 않은 정도를 의미한다.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통하여 공동체의식 문항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두 개의 문항을 

제거하 다. 제거한 문항은 상호 향의식 역의 4번째 문항(8. 우리 반

에서 생활하면서 나는 나의 행동의 제약을 느낀다)과 정서  연계 역

의 1번째 문항(13. 나는 우리 반과 우리 반 학생들에 해 친 감과 정

을 느낀다)이다.

 문항 제거 후, 신뢰도분석을 통하여 크론바흐 알 (Cronbach's Alpha) 

값을 도출하 다. 체 학 공동체의식의 알  계수는 0.901이며, 하  

역별 Alpha계수는 각각 구성원의식 0.686, 상호 향의식 0.660, 욕구의 

충족과 통합 0.835, 정서  연계 0.793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에서 알  

계수가 .60이상일 때 일반 으로 척도의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동체의식 측정도구의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다.

  2) 감사성향

 본 연구는 타인 는 타인과의 계로부터 얻는 감사로 변인의 범 를 

한정한다. 그러므로 감사성향의 측정도구 에서 GRAT의 타인에 한 

감사(appreciation of others) 역과 AS의 상호 계  감사(interpersonal 

gratitude) 역에서 설문 문항을 추출하 다. 문항들을 해석하고 수정·

보완해서 타인 는 타인과의 계로부터 얻는 감사를 측정하는 설문지

를 제작하 다. 감사성향은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리커

트(Likert) 5  척도로 제작되었다([표 III-3] 참조). 각 문항의 수를 평

균화하여 감사성향 수로 사용하 다. 수가 높을수록 감사성향이 높



-66-

문 항

GRAT

타인에

한

감사
(4문항)

1.오늘의 나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 불가능하다.

2.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은 요하다.

3.주도 인 삶을 살고 있지만,나를 지지해주고 도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된다.

4.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어 참 감사하다.

AS

상호

계

감사
(4문항)

5.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요하다고 생각된다.

6.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 표 을 한다.

7.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고 감사하

게 된다.

8.가족들에게 고마워해야 된다고 스스로 다짐하곤 한다.

[표 III-3]감사성향 설문 문항

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신뢰도분석을 통하여 감사성향 측정도구의 크론바

흐 알  값은 0.750로 도출되었으므로,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다.  

 독립변인인 감사성향에 한 구체  질문내용은 다음 [표 III-3]과 같다.

 

 

  

  3) 통제변인

 본 연구의 통제변인은 선행연구에서 공동체의식과 유의한 상 계가 

있다고 나타난 변인들을 선별하여 크게 두 부문으로 구성된다. 세부 으

로 보면, 인구사회학 인 변인[성별, 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정의 경

제  수 , 아버지의 교육수 ), 가족 계 수 ]과 학교변인(성 , 교내 

단체활동 참여여부)으로 이루어진다.

 인구사회학  변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의 사회경제  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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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측면인 가정의 생활수 은 상(경제 으로 여유가 있어서 여행이나 

문화생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상(풍족하지는 않지만 먹고 사는데 걱

정은 없다), (기본생활은 하지만 부모님이 돈 걱정을 자주 하신다), 하

(경제 으로 걱정되는 상황이다)의 네 가지 범주로 나 어 질문하 다. 

부모의 사회경제  지   사회  측면은 아버지의 교육수 을 기 으

로 하여 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문   학교 퇴, 문

  학교 졸업, 학원 졸업의 5가지 범주로 나 어 질문하 다. 가

족 계 수 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VI)』의 설문

지에 기재된 문항을 이용하 다. 구체 으로 ‘나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행복한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가족들은 나의 고민을 잘 들

어 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신다’의 5가지 문항으로 구성하

다. 각 문항은 리커트(Likert) 5  척도로 제작되어 체 가족 계는 

수를 합산하여 5 -25 까지 분포한다. 수를 평균화하여 상, 상, , 

하, 하의 5가지 범주로 구분하 다(김양분, 2010, p. 343).

 학교변인  성 은 등수를 기 (35명 정원 기 )으로 상(1등-7등), 

상(8등-14등), (15등-21등), 하(22등-28등), 하(29등 이하)의 5가지 범

주로 구분하고, 교내 단체활동은 참여 유무에 따라 2가지 범주로 구분하

여 질문하 다. 

 4. 조사 상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학교 3학년 남녀 학생들을 상으로 한

다. 미취학 아동은 쾌락 이고 자기 심 으로 추론하는 경향을 보이며, 

등학교 고학년 이후부터 청소년기까지는 타인성향의 추론이 증가한다. 

타인성향의 추론이 증가할수록 타인을 동정하고 공감하며, 타인에게 자

발 으로 도움을 주려는 경향이 증가한다(Dovidio, Piliavin, Schroeder, & 

Penner, 2006, pp. 189-193). 감사는 귀인-의존  정서이므로 타인성향의 

추론이 기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타인성향의 추론이 가능한 연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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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3학년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한 연령에 따른 공동체의

식의 차이를 상쇄하기 하여 동일 학년을 표본으로 선정하 다. 

 본 연구의 기  자료를 수집하기 해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

다. 비조사는 2012년 3월 20일-24일(5일간)에 실시하 으며, 이들의 응

답을 토 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를 4월 20일-5월 11일(22일

간)에 실시하 다. 서울시 강남구, 진구, 랑구에 소재한 oo 학교 3

곳을 선정하여 3학년 남녀 학생을 상으로 조사하 다. 특히, 조사기간 

선정에 있어 학 임원 선정, 체육 회  수학여행 등 새로운 학 에 

한 소속감이 형성될 수 있는 활동이 진행된 이후에 실시하고자 하 다. 

 조사 결과 381명의 설문지를 회수하 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를 제외하고 유효한 응답으로만 분석 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체 381

명  약 94%인 358명의 응답을 정리하여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 다. 연구 상이 된 표집 상의 배경변인은 [표 III-4]와 같다. 

 조사 상을 분석해보면, 남학생(55%)과 여학생(45%)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가정은 상층 이상(54.0%)의 경제  배경에 주로 분포

되어 있다. 아버지의 교육수 을 살펴보면, 80% 이상이 학 교육을 마

쳤으며, 약 88%의 학생들이 가족 구성원들과 ‘ ’ 이상의 유 감을 

가지고 있었다. 조사 상자들의 성 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약 

34%의 학생들이 교내 단체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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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구 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197 55.0

여자 161 45.0

합계 358 100.0

가정의

경제 수

상(풍족함) 140 39.1

상(먹고사는데 걱정 없음) 156 43.6

(돈 걱정을 자주함) 55 15.4

하(생계가 어려움) 7 2.0

합계 358 100.0

아버지의

교육수

학교 졸업 이하 4 1.1

고등학교 졸업 49 13.7

문 학교 퇴 11 3.1

문 학교 졸업 222 62.0

학원 졸업 72 20.1

합계 358 100.0

가족 계

수

상 70 19.6

상 123 34.4

122 34.1

하 31 8.7

하 12 3.4

합계 358 100

성

상(1등-7등) 77 21.5

상(8등-14등) 73 20.4

(15등-21등) 115 32.1

하(22등-28등) 61 17.0

하(29등-35등) 32 8.9

합계 358 100.0

교내 단체활동

참여여부

유 122 34.1

무 236 65.9

합계 358 100.0

[표 III-4]표집 상의 배경변인

(N=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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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석방법

 수집한 자료는 SPSS for Windows(Ver.18.0)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1) 기  통계분석

 본 연구의 변인에 한 일반  황을 분석하기 해 종속변인인 공동

체의식(하 역: 구성원의식, 상호 향의식, 욕구의 충족과 통합, 정서  

연계)과 독립변인인 감사성향의 평균과 표 편차를 산출하고자 한다. 이

러한 분석은 본 연구의 연구문제의 성격을 이해하고 논의하는데 도움을 

주기 하여 필요한 작업이다. 

  (2) 다  회귀분석

 본 연구의 가설인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공동체의식(하 역: 구성원

의식, 상호 향의식, 욕구의 충족과 통합, 정서  연계)이 높을 것이다’

를 검증하기 해 다  회귀분석 기법을 채택하 다. 다  회귀분석은 

하나의 종속변인과 여러 개의 독립변인들 사이의 계를 규명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표 인 분석기법이다. 

 본 연구의 경우, 서울시에 소재한 학교 3학년 남녀 학생으로 표집

상을 한정하고, 비확률표집법을 통해 상을 선정하 다. 내  타당도에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 으므로 각종 혼란요인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인구사회학 , 학교요인들을 통제하면서, 공동체

의식에 한 감사성향의 향력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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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한 회귀식은 아래와 같다. 

Yi=a+b1X1+b2X2+b3X3+b4X4+b5X5+b6X6+b7X7+ei

Y: 공동체의식

  (Y1 구성원의식, Y2 상호 향의식, Y3 욕구의 충족과 통합, Y4 정서  연계)

a 상수 

X1 감사성향 

X2 성별(더미처리: 1=남, 0=여)

X3 교내 단체활동 참여여부(더미처리: 참여=1, 미참여=0)

X4 성 (등수기 , 역코딩: 5=상, 4= 상, 3= , 2= 하, 1=하)

X5 가정의 경제  수 (역코딩: 4=상, 3= 상, 2= , 1=하) 

X6 아버지의 교육수

  (1= 졸 이하, 2=고졸, 3= 문   학교 퇴, 4= 졸, 5= 학원졸)

X7 가족 계 수 (5=상, 4= 상, 3= , 2= 하, 1=하)

ei 오차항 

 

 다  회귀분석 시에는 독립변수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는 일 투입법

(ENTER)을 용하 다. 각 가설의 분석결과에서 독립변수 X1의 계수인 

b1이 통계 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면 가설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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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성향

공동체의식

구성원

의식

상호

향

의식

욕구의

충족과

통합

정서

연계
체

평균 3.88 3.65 3.18 3.35 3.69 3.47

표

편차
.53 .62 .70 .72 .73 .59

[표 IV-1]독립,종속변인의 평균과 표 편차

IV.연구결과 분석

1.기  통계분석

[표 IV-1]는 독립, 종속변인의 평균과 표 편차를 보여 다. 감사성향과 

공동체의식의 평균은 각각 3.88,3.47이며,공동체의식의 하 역 에서 

정서  연계(3.69)가 가장 높고,상호 향의식(3.18)이 가장 낮은 값을 차

지했다.정서  연계는 구성원들이 역사  장소,시간  경험을 공유하

고 있고,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는 헌신을 의미한다.그러므로 

정서  연계가 높을수록,서로가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 애착 계라

는 것을 의미한다.상호 향의식은 공동체 내의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매

우 요하다고 느끼며 서로를 신뢰하고,지속 인 상호작용을 통해 상

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정서  연계의 평균이 높고 상

호 향의식의 평균이 상 으로 낮은 결과를 볼 때,표집 학생들은 학

 내에서 서로 친 하다고 느끼지만,서로를 신뢰하며 향을 주고받는 

발 된 계를 형성하진 못하고 있었다.

 [표 IV-2]는 감사성향 문항의 평균과 표 편차를 보여 다. 감사성향 문

항의 평균값은 부분 4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하지만,1번과 3번 문

항의 평균값은 다른 문항에 비해 낮은 수 이며,특히 1번 문항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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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는 1.195로,문항의 답이 평균값을 심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1번과 3번 문항은 정 인 성과를 타인으로 귀인 하는지 

여부를 직 으로 묻는 질문들로서,표집 학생들이 다소 약한 타인 귀

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균 표 편차

문항 1 3.06 1.195

문항 2 4.01 .840

문항 3 3.78 .774

문항 4 4.13 .791

문항 5 4.15 .718

문항 6 3.80 .853

문항 7 4.09 .828

문항 8 4.04 .888

[표 IV-2]감사성향 문항의 평균과 표 편차

2.가설검증 결과

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악하기 

해 실시하는 분석이다.즉,두 변수 간의 인과 계를 분석하는 통계기

법이다.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이고,종속변수가 한 개

일 때 사용한다.

1)상 계 분석

상 계 분석은 가설을 검증하기 에 모든 연구가설에 사용되는 측정

변수들 간 련성에 한 윤곽을 제시한다.특히,독립변인간의 상 계

는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문제를 진단한다.회귀모델은 독립변수

들이 서로 독립 이라는 것을 제로 한다.높은 상 계를 갖는 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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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동일한 회귀식에 포함시키면,그 회귀결과는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

이다.여타 독립변수의 향을 통제하면서 특정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할 때,두 변수가 정확하게 함수 계를 갖는

다면 통제의 의미는 사라진다.그러므로 다  회귀분석에서 다 공선성

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1)독립변인간의 상 계 분석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감사성향,성별,교내 단체활동 참여

여부,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정의 경제  수 ,아버지의 교육수 ),

가족 계 수  간의 상 계를 살펴보면,[표 IV-3]과 같다.

감사성향은 성 (r=.241),가족 계 수 (r=.375)과 정  상 계를 보

인다.특히 가족 간의 정 인 계는 학생들에게 이타  행동양식을 

배우고,신뢰  인 계에 쌓는데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감사성향과 

높은 상 계를 보여 다. 한,감사성향 외에도 가족 계는 성

(r=.145),가정의 경제  수 (r=.183)과도 유의한 상 계를 나타낸다.

안정된 가족 계는 학생들이 학업에 집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것

이며,경제 으로 풍요로운 가정환경은 의식주 등의 기본  욕구 충족,

문화생활 향유 등을 제공하므로 가족 간 유 감 형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그 외에도 아버지의 교육수 은 가정의 경제  수

(r=.168)과,가정의 경제  수 은 성 (r=.222)과 유의미한 상 계를 

나타낸다.가정의 경제수 이 높을수록 학생들은 다양한 유형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성 과도 정 인 계를 맺을 것이다.

앞에서 언 한 상 계들은 모두 p<.01에서 유의하며,성 과 아버지

의 교육수 간의 상 계(r=.127)도 p<.05에서 유의하 다.모든 독립변

인 간의 피어슨 상 계수 값이 .40이하 이므로 다  회귀분석을 사용하

는데 있어서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다  회귀분석을 하기에 합한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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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성향
성별

교내

단체

활동

참여

성

가정의

경제

수

아버지

교육

수

가족 계

수

감사

성향
1 -.100 .011

.241

**
.032 .073

.375

**

성별 (.060) 1 .058 -.097 -.067 -.073 -.059

교내

단체

활동

참여

(.836) (.277) 1 -.037 .037 .004 .024

성 (.000) (.068) (.483) 1
.222

**

.127

*

.145

**
가정의

경제

수

(.545) (.208) (.484) (.000) 1
.168

**

.183

**

아버지

교육

수

(.168) (.169) (.933) (.016) (.001) 1 .090

가족 계

수
(.000) (.264) (.657) (.006) (.000) (.089) 1

[표 IV-3]독립변인간의 상 계

(호 안은 유의수 )

(*p<.05,**p<.01,***p<.001)

(2)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상 계 분석

본 연구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상 계를 살펴보면, [표 IV-4]와

같다.감사성향은 종속변인인 공동체의식(r=.464)과 4개의 하 역 구성

원의식(r=.452),상호 향의식(r=.341),욕구의 충족과 통합(r=.402),정서  

연계(r=.398)와 모두 p<.01에서 유의미한 계를 가지고 있다. 한,가족

계 수 도 감사성향보다는 상 계수 값이 작지만,종속변인과 모두 유

의미한 계를 나타낸다는 에서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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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식 구성원의식
상호 향

의식

욕구의

충족과

통합

정서

연계

상

계수

유의

수

상

계수

유의

수

상

계수

유의

수

상

계수

유의

수

상

계수

유의

수

감사성향
.464

**
.000

.452

**
.000

.341

**
.000

.402

**
.000

.398

**
.000

성별 .052 .322 .083 .119 .072 .175 .020 .701 .011 .837

교내 단체활동

참여여부

.193

**
.000

.183

**
.001

.232

**
.000

.112

*
.034

.139

**
.008

성
.231

**
.000

.234

**
.000

.221

**
.000

.141

**
.007

.200

**
.000

가정의

경제 수

.149

**
.005

.179

**
.001

.148

**
.005 .084 .112

.108

*
.042

아버지의

교육수
.080 .133.109*.040 .011 .841 .091 .084 .066 .216

가족 계 수
.322

**
.000

.344

**
.000

.181

**
.001

.307

**
.000

.276

**
.000

[표 IV-4]독립,종속변인의 상 계

(*p<.05,**p<.01,***p<.001)

2)가설 검증:다  회귀분석

다  회귀분석에서 다 공선성은 독립변수 간 상 계수의 값을 기 으

로 단할 수 있지만,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uenceFactor,VIF)의 값으로도 알 수 있다.공차한계의 값이 0.1보다 

작거나,VIF값이 10보다 크면 다 공선성을 의심하게 된다.공차한계와 

VIF값을 살펴본 결과,본 연구에서 다루는 변수들은 다 공선성의 향

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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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회귀

계수(B)

표

오차
Beta t p

공차

한계
VIF

(상수) 0.828 0.245 　 3.377 0.001 　 　

감사성향 0.435 0.056 0.386 7.821
0.000

***
0.812 1.231

성별 0.127 0.054 0.107 2.372 0.018* 0.976 1.025

교내 단체활동

참여여부
0.225 0.056 0.180 4.036

0.000

***
0.992 1.008

성 0.054 0.023 0.113 2.390 0.017* 0.885 1.130

가정의 경제

수
0.064 0.036 0.083 1.760 0.079 0.900 1.111

아버지의

교육수
0.011 0.029 0.017 0.372 0.710 0.957 1.045

가족 계 수 0.097 0.033 0.146 2.984
0.003

**
0.828 1.208

[표 IV-5]공동체의식 회귀분석 모형

(1)감사성향과 공동체의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sig

회귀변수 38.375 7 5.482 22.081 .000***
잔차 86.895 350 0.248 　 　

합계 125.271 357 　 　 　

(*p<.05,**p<.01,***p<.001)

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 값의 표 오차

.553 0.306 0.292 0.498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의 검증 결

과는 [표 IV-5]와 같다.p<.01에서 감사성향이 공동체의식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7.82,p=.000).따라서 주 가설은 채택되었

다.회귀계수로 볼 때,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감사성향이 1단  높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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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 값의 표 오차

.562 0.316 0.303 0.520

변 인
회귀

계수(B)

표

오차
Beta t p

공차

한계
VIF

(상수) 0.751 0.256 　 2.937 0.004 　 　

감사성향 0.434 0.058 0.366 7.466
0.000
***

0.812 1.231

성별 0.176 0.056 0.141 3.145
0.002
**

0.976 1.025

교내 단체활동

참여여부
0.218 0.058 0.166 3.749

0.000
***

0.992 1.008

성 0.056 0.024 0.111 2.367 0.018* 0.885 1.130

가정의 경제

수
0.087 0.038 0.107 2.301 0.022* 0.900 1.111

아버지의

교육수
0.029 0.030 0.044 0.967 0.334 0.957 1.045

가족 계 수 0.120 0.034 0.171 3.526
0.000
***

0.828 1.208

[표 IV-6]구성원의식 회귀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sig
회귀변수 43.790 7 6.256 23.126 .000***

잔차 94.677 350 0.271 　 　
합계 138.467 357 　 　 　

수록,공동체의식이 0.435  높아진다. 한 본 회귀모형은 회귀선이 모

델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df=7,350)=10.24,p=.000).

감사성향 이외에 교내 단체활동 참여여부,성별,가족 계,학생의 성

의 순서로 공동체의식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다.

(2)감사성향과 구성원의식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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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회귀

계수(B)

표

오차
Beta t p

공차

한계
VIF

(상수) 0.874 0.307 　 2.843 0.005 　 　

감사성향 0.401 0.070 0.302 5.750
0.000

***
0.812 1.231

성별 0.153 0.067 0.109 2.272 0.024* 0.976 1.025

교내 단체활동

참여여부
0.328 0.070 0.223 4.688

0.000

***
0.992 1.008

성 0.081 0.029 0.143 2.850
0.005

**
0.885 1.130

가정의 경제

수
0.098 0.046 0.107 2.141 0.033* 0.900 1.111

아버지의

교육수
(0.033) 0.036 (0.044) (0.901) 0.368 0.957 1.045

가족 계 수 0.025 0.041 0.032 0.622 0.534 0.828 1.208

[표 IV-7]상호 향의식 회귀분석 모형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구성원의식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의 검증 결

과는 [표 IV-6]과 같다.p<.01에서 감사성향이 구성원의식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7.47,p=.000).따라서 부 가설 1은 채택되

었다.회귀계수로 볼 때,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감사성향이 1단  높아

질수록,구성원의식이 0.434  높아진다. 한,본 회귀모형은 회귀선이 

모델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df=7,350)=10.24,p=.000).

감사성향 이외에 교내 단체활동 참여여부,가족 계 수 ,성별,가정의 

경제  수 의 순서로 구성원의식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다.

(3)감사성향과 상호 향의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sig

회귀변수 37.474 7 5.353 13.714 .000***
잔차 136.632 350 0.390 　 　

합계 174.106 357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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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회귀

계수(B)

표

오차
Beta t p

공차

한계
VIF

(상수) 0.655 0.319 　 2.055 0.041 　 　

감사성향 0.454 0.072 0.331 6.278
0.000

***
0.812 1.231

성별 0.096 0.070 0.066 1.378 0.169 0.976 1.025

교내 단체활동

참여여부
0.153 0.073 0.101 2.113 0.035* 0.992 1.008

성 0.020 0.030 0.035 0.690 0.491 0.885 1.130

가정의 경제

수
0.026 0.047 0.027 0.541 0.589 0.900 1.111

아버지의

교육수
0.037 0.038 0.047 0.973 0.331 0.957 1.045

가족 계 수 0.139 0.042 0.170 3.265
0.001

**
0.828 1.208

[표 IV-8]욕구의 충족과 통합 회귀분석 모형

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 값의 표 오차

.464 0.215 0.200 0.625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상호 향의식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의 검증 

결과는 [표 IV-7]과 같다.p<.01에서 감사성향은 상호 향의식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5.75,p=.000).따라서 부 가설 2는 채

택되었다.회귀계수로 볼 때,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감사성향이 1단  

높아질수록,상호 향의식이 0.401  높아진다. 한 본 회귀모형은 회귀

선이 모델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df=7,350)=10.24,p=.000).

감사성향 이외에 교내 단체활동 참여여부,성별,가정의 경제  수  순

서로 상호 향의식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다.

(4)감사성향과 욕구의 충족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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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sig

회귀변수 39.700 7 5.671 13.332 .000***

잔차 148.884 350 0.425 　 　

합계 188.584 357 　 　 　

(*:p<.05,**:p<.01,***:p<.001)

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 값의 표 오차

.458 0.210 0.194 0.648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욕구의 충족과 통합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의 

검증 결과는 [표 IV-8]과 같다.p<.01에서 감사성향이 욕구의 충족과 통

합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6.28,p=.000).따라서 부 

가설 3은 채택되었다.회귀계수로 볼 때,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감사성

향이 1단  높아질수록,욕구의 충족과 통합이 0.454  높아진다. 한 

본 회귀모형은 회귀선이 모델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F(df=7,350)=10.24,

p=.000).

감사성향 이외에 가족 계 수 ,교내 단체활동 참여여부의 순서로 욕

구의 충족과 통합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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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sig
회귀변수 38.996 7 5.571 13.269 .000***

잔차 146.950 350 0.420 　 　
합계 185.947 357 　 　 　

(5)감사성향과 정서  연계

변 인
회귀

계수(B)

표

오차
Beta t p

공차

한계
VIF

(상수) 1.031 0.321 　 3.214 0.001 　 　

감사성향 0.452 0.073 0.327 6.200
0.000

***
0.812 1.231

성별 0.084 0.070 0.057 1.195 0.233 0.976 1.025

교내 단체활동

참여여부
0.201 0.073 0.131 2.755

0.006

**
0.992 1.008

성 0.060 0.030 0.101 1.999 0.046* 0.885 1.130

가정의 경제

수
0.045 0.048 0.048 0.955 0.340 0.900 1.111

아버지의

교육수
0.010 0.038 0.013 0.264 0.792 0.957 1.045

가족 계 수 0.105 0.043 0.129 2.468 0.014* 0.828 1.208

[표 IV-9]정서 연계 회귀분석 모형

(*p<.05,**p<.01,***p<.001)

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 값의 표 오차

.459 0.211 0.195 0.652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정서  연계는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의 검증 

결과는 [표 IV-9]와 같다.p<.01에서 감사성향이 정서  연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6.20,p=.000).따라서 부 가설 4는 채

택되었다.회귀계수로 볼 때,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감사성향이 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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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질수록,정서  연계가 0.452  높아진다. 한,본 회귀모형은 회귀

선이 모델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df=7,350)=10.24,p=.000).

감사성향 이외에 교내 단체활동 참여여부,가족 계 수 ,성 의 순서

로 정서  연계에 향을 미치고 있다.성 이 정서  연계에 련하여

서만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학생의 학업성취가 

자신에 한 자아존 감과 사회  유능감에 향을 미쳐 타인과의 계 

형성에도 일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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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결론

본 연구의 목 은 감사성향과 공동체의식의 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감사성향이 학생들의 공동체의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지 확

인하고자 하 다.상호존 의 가치가 퇴색되어 가는 실에서,본 연구는 

감사성향이라는 내  변인을 제시하고,공동체의식과의 계를 실증 으

로 분석하 다.공동체의식 교육을 한 새로운 발  마련에 도움이 되

길 기 한다.

이를 해 본 연구는 ‘감사성향이 높을수록,공동체의식은 높을 것이다’

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이를 검증하 다.본 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감사성향의 증진을 한 교육  방안을 제시한 후,후속 연구

에 해 제언하고자 한다.

1.논의 

본 연구는 감사성향과 공동체의식(하 역:구성원의식,상호 향의식,

욕구의 충족과 통합,정서  연계)의 계를 악하 다.총 5가지 가설

에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앞에서 분석한 공동체의식에 한 다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V-1]과 같다.

공동체의식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인구사회학 ,학교변인을 통

제하고 가설을 검증한 결과,감사성향과 공동체의식(하 역:구성원의

식,상호 향의식,욕구의 충족과 통합,정서  연계)이 유의한 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 다.이는 학생들의 향상된 감사성향이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는데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연구결과

를 토 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감사성향은 공동체의식(네 가지 하 역 포함)과 유의미한 계

를 가지고 있었다.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든 가설은 채택되었

다.감사성향과 공동체의식이 유의미한 계를 갖는 것은 감사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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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된 사회  유 가 구성원간의 연 감,즉 공동체의식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교내 단체활동 참여여부도 공동체의식(네 가지 하 역 포함)과  

유의미한 계를 가지고 있다.교내 단체활동 참여의 경험은 자신이 학

교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느끼는 연 의식의 함양에 정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그러므로 학교 차원에서 자치활동, 사활동 등을 비롯한 

여러 단체활동의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가 공동체 내에서 연결된 존

재임을 깨닫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특히,2012년 3월부터 시작된 ‘주 

5일 수업제’의 실시는 학생들이 더욱 다양화된 로그램을 참여하도록 

장려하여 공동체의식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가족 계  가정의 경제  수 도 공동체의식과 유의미한 계

를 가지고 있다.가족 계 수 은 상호 향의식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체

의식의 하 역에,가정의 경제  수 은 욕구의 충족과 통합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체의식의 하 역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부모

나 형제,자매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습득한 이타  행동방식과 

돌 ,책임감 등의 가치는 교우 계에서도 발 되어 학  내 공동체의식

을 형성하는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가정의 경제력 

수 이 높을수록 학생들은 문화활동  사활동과 같은 다양한 경험에 

할 기회가 많아지고 정 인 가족 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진

다.따라서 공동체의식 함양을 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조

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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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인

독립

변인

공 동 체 의 식

구성원

의식

상호 향

의식

욕구의

충족과

통합

정서

연계
체

B p B p B p B p B p

성별 0.176 0.002
** 0.153

0.024

*
0.096 0.169 0.084 0.233 0.127

0.018

*

교내

단체활동

참여여부

0.218 0.000
*** 0.328

0.000

***
0.153

0.035

*
0.201

0.006

**
0.225

0.000

***

성 0.056 0.018
* 0.081

0.005

**
0.020 0.491 0.060

0.046

*
0.054

0.017

*

가정의

경제

수

0.087 0.022
* 0.098

0.033

*
0.026 0.589 0.045 0.340 0.064 0.079

아버지의

교육수
0.029 0.334 (0.033) 0.368 0.037 0.331 0.010 0.792 0.011 0.710

가족 계

수
0.120 0.000

*** 0.025 0.534 0.139
0.001

**
0.105

0.014

*
0.097

0.003

**

감사

성향
0.434 0.000

*** 0.401
0.000

***
0.454

0.000

***
0.452

0.000

***
0.435

0.000

***

가설검증

결과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표 V-1]공동체의식에 한 다 회귀분석 결과 종합

(*p<.05,**p<.01,***p<.001)

 2. 결론  제언

  1) 감사성향의 증진을 한 교육  방안

 감사성향은 다른 변인들에 비하여 공동체의식(하 역: 구성원의식, 상

호 향의식, 욕구의 충족과 통합, 정서  연계)와 유의미한 상 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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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것으로 밝 졌다. 이는 학생들이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기 해서 학

습 환경이나 학습 방법과 같은 외  처치뿐만 아니라 내 인 처치도 함

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2010 한국청소년 핵심역

량진단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재 학생들의 사회  상호작용 역

량이 부족하고 공동체의식 정도가 낮아 상호존 의 가치가 퇴색되어 가

는 실을 감안하면, 감사성향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교육 내용과 체계

화된 과정의 개발이 실하다. Emmons와 Shelton(2005, p. 465)이 “감사

는 자발 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환경  요인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주장했다. 즉, 청소년들이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하여 감사성향을 어떻

게 강화할 것인지에 해 다음과 같은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서로 감사를 표 하는 언어  자극은 학생들의 감사성향 발달을 

도울 수 있다. Greif와 Gleason(1980)은 2-5살 아동들과 그들의 부모 사

이에서 나타나는 인사말(‘안녕’, ‘고마워’, ‘잘 가’)을 녹음했다. 

부모들이 먼  인사말을 하면 86%의 아동들이 되받아서 인사하 다. 반

면에, 부모들이 먼  인사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 인사를 하는 아

동이 7%에 불과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감사 표  행동을 학생들

에게 보여주는 것이 요하다. 도움 행동에 해 학생들에게 칭찬, 인정 

등을 해주는 교사의 행동은 학생들이 감사하는 태도를 더욱 친숙하게 여

기고, 이를 자신의 삶에 직  용하도록 도울 수 있다. 감사 표 은 건

강한 사회  계의 형성을 진하며(Kashdan, Mishra, Breen, & Froh, 

2009, p. 693), 특히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이 공동체

에 기여한 것에 한 보상으로 작용하여 결속력을 증진시킨다(Childre & 

Cryer, 2000, p. 192). 더불어 감사 표 은 가족 계, 교우 계 외의 여러 

사회  계에서도 발 되는 물결효과를 일으켜 공동체에 한 소속감, 

결속력을 증진시킬 것이다. 

 둘째, 공동체 안에서 감사를 표 하는 태도를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

록 학교 차원에서 기회를 주는 것이 요하다. Baumgartner-Tramer 

(1938)는 “감사하는 것이 의 바른 일이며 한 의무라는 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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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부차 인 일이다. 그보다 감사를 표시하면 공동체의식이 생겨나

고 강화되는 반면, 감사하지 않으면 공동체의식이 어들거나 괴된다

는 것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더 요하다.”라고 주장하 다(Emmons, 

2007, p. 96 재인용). 감사 자원에 한 학  토론, 교내 단체활동과 동

학습 이후의 감사 피드백 시간은 학생들이 서로에게 히 감사를 표

하도록 도와 공동체의식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Gordon 등(2004, p. 550)

도 감사 자원에 한 학  토론과 연습이 아동의 정 인 발달에 효율

이라고 제안하 다. Nelson(2001)은 감사와 련해서 학  체에게 발

문을 하고, 토론 수업을 진행하 다. 학생들은 객 , 반성 , 해석 , 

실천  단계로 이루어지는 네 개의 질문( 시: 당신이 받은 축복은 무엇

인가요? → 받은 축복들 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었나요? → 당신

이 감사인사를 한 도움은 어떤 것인가요? → 당신이 생활 속에서 혹은 

학교생활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실천할 수 있나요?)을 받는다. 서

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재 상황에 한 

가치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도움 행동을 인식하게 된다. 토론에 참

여한 많은 학생들이 “삶이 더 나쁠 수 있었는데, 나는 내가 가진 것들

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았다.”고 답했다(Bono & Froh, 2009, p. 

19 재인용). 즉, 감사 토론은 학생들의 자아존 감, 사회  가치감 등의 

사회  자원의 형성에 향을 미친다. 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나타났듯

이 동학습은 학생들의 감사성향을 증진시킬 수 있다. 동학습은 공동

의 목표와 과제 수행을 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감으로써 동을 

진시키고, 타인의 생각을 포용함으로써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도

록 돕는 교육방법  하나이다. 동학습 이후, 과제수행 평가시간에 

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각자가 역할 수행을 하면서 어려움을 느

을 때 다른 모둠 구성원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 해결하게 되었는지 

피드백 하는 활동을 제안한다. 피드백 활동은 서로가 향을 주고받는 

연결된 계임을 깨닫게 할 것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계성의 욕구를 

충족시켜 학  내 더욱 끈끈한 유 계가 형성되도록 이끌 것이다.

 셋째, 반성  사고를 이끄는 감사 학습은 더욱 효과 으로 감사성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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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을 이끌 것이다. 감사는 단순한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선

한 의도에 따라 가를 지불하면서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생기는 감정이다. 그러므로 감사를 느끼기 해서는 반성  사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를 들어, 어떤 아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과자를 

받았을 때 “감사하다고 인사해야지.”라고 부모가 아동에게 말하는 것

은 일반 이다. 하지만, 이러한 표 은 받은 도움에 한 의무로서의 감

사에 집 한다. 왜 감사를 해야 하는지에 해서는 집 하지 않는다. 결

과와 의무에 집 하는 신 “어머! 에게 과자가 없는 것을 아셨구나. 

 분은 한테 꼭 과자를 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말이야. 과자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해야지.”라고 말하는 것은 상 방의 입장과 호의도 고

려한 표 이다. 그러므로 도움 행동에 해 반성 으로 생각할 수 있도

록 이끄는 한 학습방법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감사일지 

쓰기 등의 학습활동은 학생들의 공감능력을 증진시켜 타인과 자신의 

계 형성에 도움을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감사의 특징들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들이 구체 으로 어떤 사고 과정을 통하여 감사를 느끼는

지, 그리고 이러한 감사의 정서가 공동체의식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

보는 질  연구(참여 찰이나 면  등)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기보고

식 문항이 담긴 설문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양  연구이므로 학생들의 실

제 행동을 찰하지 못했다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의 실제 인 

행동 양상을 악할 수 있는 질  연구방법은 감사와 공동체의식의 계

를 실제 , 역동 으로 고찰함으로써 다각 인 시각을 제공해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감사성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 얼마나 공동체의식 함양에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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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지 살펴보는 효과성 연구도 의미 있을 것이다. 학습 처치로는 감

사일지쓰기, 감사 표 하기 등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들을 이용하

고, 처치 후로 공동체의식 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공동체의식에 한 

감사성향의 효과성을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한, 표집을 나

어 각기 다른 감사 처치를 집단별로 실시하여 공동체의식 향상 정도를 

비교하는 연구는 어떤 감사 처치가 가장 효과 인지 알게 할 것이다. 

 셋째, 감사성향과 공동체의식의 계에 한 연구를 시차를 두어 진행

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더욱 탄탄한 이론  토 를 마련하기 해

서는 여러 시 에 걸쳐 감사성향과 공동체의식의 상 계를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Seligman 등(2005)의 연구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안녕감 증진에 가장 효과 인 감사 처치방법이 달라졌다. 그러므로 종단

연구를 통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사성향과 공동체의식의 계가 어

떻게 변화하는지, 한 공동체의식의 지속효과가 처치에 따라 달라지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감사성향과 공동체의식간의 상

계를 더욱 분석 으로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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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1.오늘의 나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

이 불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2.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었던 것

을 기억하는 것은 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주도 인 삶을 살고 있지만,나를 지

지해주고 도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4.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어 참 감

사하다.
① ② ③ ④ ⑤

5.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요하다고

생각된다.
① ② ③ ④ ⑤

6.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 표 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7.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가

치 있는지를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8.가족들에게 고마워해야 된다고 스스로

다짐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설  문  지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여러분의 태도 의식의 계를 악하기 하여 만

들어졌습니다.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숫자로 표기 후 통계 처리되

어 연구의 목 으로만 사용될 것이며,조사의 설문 내용 개인의

신상과 련된 모든 정보는 비 이 철 히 보장됩니다.

반드시 모든 문항에 하여 빠짐없이 그리고 솔직하게 응답해주시

길 부탁드립니다.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학교 사범 학 사회교육과(일반사회 공)석사과정 자배

드림

※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 는 [●]표 해주

세요.

I.다음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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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다음은 여러분이 자신과 학  그리고 학  친구들에 해 어떤 생각을 가지

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1.나는 우리 반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2.나는 우리 반의 일원이라는 것에

자 심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나는 우리 반 친구들이 반과는

다른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

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일들에 책

임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반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6.우리 반 학생들이 나에게 무언가

기 하는 것이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7.우리 반과 우리 반 학생들은 나에게

요한 향을 미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우리 반에서 생활하면서 나는 나의

행동의 제약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9.우리 반과 우리 반 학생들은 나의

바람을 충족시켜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내가 우리 반을 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아 기쁘다.
① ② ③ ④ ⑤

11.우리 반에서 생활하면서 나는 만족

감과 기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2.우리 반의 학생들은 서로를 의지하

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3.나는 우리 반과 우리 반 학생들에

해 친 감과 정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4.우리 반에는 나를 진정으로 걱정하

고 염려해주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5.우리 반 학생들을 믿을 수 있는 사

람이라고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16.나는 우리 반에서 말하고 싶을 때

당장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

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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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1)나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나는 행복한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나는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4)가족들은 나의 고민을 잘 도와 다. ① ② ③ ④ ⑤

5)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III.다음은 여러분의 개인 인 사항과 련된 내용입니다.

1.당신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① 남자    ② 여자 

2.당신은 학교 내에서 학생 동아리 등의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나요?

(RCY,방송부,합창단처럼 특별활동(계발활동)이 아닌 별도의 시간에 하는 공식

이고 정기 인 활동)

① 그 다     ② 아니다 

3.당신의 반 등수는 다음  어디에 해당되나요?

① 잘한다(1-7등) ② 조  잘한다(8등-14등) ③ 보통이다(15-21등)

④ 조  못한다(22-28등)⑤ 못한다(29등 이하)

4.가족과의 계에 한 질문입니다.

5.여러분 가정의 경제  생활수 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① 경제 으로 여유가 있어서 여행이나 문화생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② 풍족하지는 않지만 먹고 사는데 걱정은 없다

③ 기본생활은 하지만 부모님이 돈 걱정을 자주 하신다

④ 경제 으로 걱정되는 상황이다

6.당신의 아버지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나요?

① 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문   학교 퇴 

④ 문   학교 졸업    ⑤ 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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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lationshipbetween

DispositionalGratitudeandtheSenseofCommunity

JaBaeChun

DepartmentofSocialStudiesEduc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MajorAdvisor:Mi-NaLee,Ed.D.

Inmodernsociety,aspeopleprioritizetheirownbenefitsandrights,

atendency towardsself-centerednesshasbecomeprevalent.People

tendtoattributethepositiveoutcomestotheirownachievementsand

neglectothers’effortsandsacrifices.Intheend,peoplethinkthat

theydeservealltheircreditsinthoseoutcomes.TheyouthinKorea

also follow thisfashion.Forthisreason,enhancing thesenseof

communityisbecomingabigissueineducationalfield.From this

pointofview,findingvariablesthataffectthesenseofcommunityis

significantinbringingupgoodcitizens.

Recently,Gratitudestudieshavedrawnattentionas‘EthicsofCaring

andAppreciation’,whichisoneofthealternativemoraleducationhas

been introduced.Followed by this,the current study suggests

‘dispositionalgratitude’,asaninnervariablethataffectsattitude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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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eness ofthe sense ofcommunity.Many researchers usually

mentionedunderstanding,respect,andcareastheeffectivevariables

to the sense ofcommunity.The presentresearch would be a

meaningfulwork thatinvestigates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dispositionalgratitudeasanew variable.

Thepurposeofthisstudy isto verify therelationship between

dispositionalgratitudeandthesenseofcommunity.Hence,Isetup

thefollowinghypothesesandverifiedtheirrelationship.

Main Hypothesis:Thehigherdispositionalgratitudeis,thehigher

students’ sense of community students will

become.

Foursub-hypothesesareproposedspecificallyinitssub-component

areasasfollows.

Sub-H 1:Thehigherdispositionalgratitudeis,thehigherstudents’

membershipwillbecome.

Sub-H 2:Thehigherdispositionalgratitudeis,thehigherstudents’

influencewillbecome.

Sub-H 3:Thehigherdispositionalgratitudeis,thehigherstudents’

integrationandfulfillmentofneedswillbecome.

Sub-H 4:Thehigherdispositionalgratitudeis,thehigherstudents’

sharedemotionalconnectionwillbecome.

Toverifyabove-mentionedhypotheses,Isurveyed358studentsin

third grade of middle schools in Seoul, South Korea. And

multiple-regressionanalysiswasconductedtofigureoutthe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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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affectsstudents'senseofcommunity.

The results suggestthatdispositionalgratitude is a significant

variable in the sense ofcommunity and allofhypotheses are

supported.Thus,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tudents’

dispositionalgratitudeandallsub-categoriesofstudents’senseof

community(membership,influence,integrationandfulfillmentofneeds,

andsharedemotionalconnection).

From these results,this research suggests a new direction and

practicalmeasuresin teaching andlearning by introducing anew

variable‘dispositionalgratitude’tostudyofthesenseofcommunity.

The research proposes three educationalimplications to enhance

students’dispositionalgratitudeasfollows.

First, verbal expression of gratitude can develop students’

dispositionalgratitude.Ifateacherappreciates,andpraiseshelping

behaviorofa student,itwillencourage the studentto become

familiarwithgratitudebehaviorandtoapplythebehaviorinhis/her

dailylife.Theseexpressionsenhancethesenseofmembershipand

solidarity ofcommunities such as family,peergroups and other

varioussocialrelations.

Second,theschoolshouldprovidestudentswiththeopportunitiesto

experienceexpressinggratitudeincommunity.Having classdebate,

extra-curriculargroupactivitiesandfeedbacktimeaftercooperative

learningwillhelpstudentsstrengthenthesocialrelationship.

Third,gratitude learning applied to reflective thinking would be

effective to enhance dispositionalgratitude.Students need to feel

gratefultopeoplewhohelpthem withonlytheirgoodintentions,not

expectinganyreward;thestudentsneedtorealizethoseactsarenot

merecoincidence.So,studentshouldthinkreflectivelyinorderto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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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titude.Reflective learning activities,such as writing gratitude

journalwouldhelpstudentsthinkofthehelpsgivenbyothersand

thevaluesoftheirpresentsituation.Thesereflectiveactivitieswill

improvedispositionalgratitudeandthesenseofcommunity.

Keywords:dispositionalgratitude,thesenseofcommunity,

membership,influence,integrationandfulfillmentof

needs,sharedemotionalconnection

StudentNumber:2010-23573



Iftheonlyprayeryoueversayinyourentire

lifeis“thankyou”,itwillbeenough.

MeisterEck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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