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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상황에서 정서의 존재: 학습정서의 원천과 역할

1)김민성(金玟成)*

본 연구에서는 학습상황에서 동기나 인지적 측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던 정서의 존재를 부각하기 

위해 학습정서의 유형과 원천,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았다. 정서를 구분하는 여러 기준(색조, 지향점, 대상, 인지

적 판단 등)은 정서를 일으키는 자극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서의 존재를 확인해주며 그동안 학습상황에서 간과되

어 왔던 정서의 존재를 부각시켜주었다. 정서의 유형에 관한 연구들은 여러 상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

인 정서 분류방식에 더하여 동일한 정서라도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발현되는 양식이나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정서의 다양한 원천 중 인지적 평가의 요소(기대*가치, 통제감, 학습목표)는 교수-학습 과정

에서 조정 가능한 변인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Frijda의 정서의 발현법칙은 인지적 

평가의 결과로써 일어나는 정서 발현의 구체적인 과정을 조망하였으며, 학습과정에서 정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

한 연구는 정서가 자극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이나 행동의 부산물이 아니라, 행동을 추동하고 동기를 형성하게 

하는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의 역할과 기능을 행동에 대한 안내자, 

정보처리과정의 촉진자, 인지-동기-행동의 매개자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학

습자가 경험하는 정서는 학습과정의 총체적이고 질적인 면을 반영하며 학습자의 안녕감의 척도라는 점에서 학

습상황에서 학습자의 학습과정과 학습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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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서를 단일한 정의로 규정하기는 힘들지만 여러 정서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정서의 의미를 

종합해보면, 정서란 구체 인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자극, 즉, 구체 인 사건이나 인물 등과 같

이 범 한 종류의 자극에 의해 유발되며, 특정 목표나 상에 가까이 는 멀리하려는 동기

화된 행동을 수반하는 개인의 심리 , 생리  상태라고 할 수 있다(정명화 외, 2005). 정서에 

한 연구는, 정서가 개인의 생존과 응에 필수 인 것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의미를 부

여하는데 여하며, 달성하고자하는 목표에 따라 자신의 상태를 단하고 행동을 추동하는 에

지의 역할을 한다고 지 한다. 컨 , 생존을 하는 사건이나 자극에 한 강렬한 정서

(공포나 두려움)는 그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 으로 처할 수 있도록 인간을 비시키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만든다. 진화 인 에서 볼 때 이러한 반응의 경향성은 인간의 유 자에 기

록되어 인지 인 매개과정 없이 즉각 인 정서 , 행동  반응으로 나타나 긴박한 상황에서 효

율 인 처를 할 수 있도록 해 다(Cacioppo & Gardner, 1999). 일상  삶 속에서 정서는 목

표에 비추어 재 상태를 나타내는 ‘신호’의 역할을 수행하여 목표 달성 정도에 한 정보를 제

공함으로써 개인의 동기 상태에 향을 미친다(Assor, Kaplan, Kanat-Maymon, & Roth, 2005). 

이 외에도 경험에 한 철학  논의는 정서가 다양한 부분들을 “움직이고 결합시키는 힘”이며, 

그리고 “그 부분들을 통하여 통일성을 제공”(이돈희, 1992, p. 86)함으로써 개인이 자신이 놓인 

상황을 체 으로 악하도록 한다는, 개인의 경험에서 정서가 차지하는 총체 이고 통합

인 역할을 암시하 다(이은미, 2008).

이와 같이 일상의 삶 속에서 편재되어있는 정서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학교학습상황에서 정

서의 역할과 기능은, 시험불안을 제외하면, 오랜 동안 요한 연구주제로서 부각되지 못하 다

(Pekrun, 1992). 이는 정서가 인지나 동기에 비해 상 으로 덜 요하며 열등한 부분으로 간

주되어왔고 가변 이며 일 되지 못한 측면 때문에 학습상황에서 응 이며 조작가능한 변인

의 지 를 인정받지 못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교수-학습 과정에서 정서  측면의 

역할과 기능이 연구과정의 부산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Meyer & Turner, 2002) 본격 인 학습

정서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학습자의 학습경험을 이해하기 해서는 학습경험의 총체

이고 질 인 면을 반 하는 학습자의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Sansone 

& Thoman, 2005).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그동안 교수-학습연구에서 합당한 심을 받지 

못했던 학습자의 정서  측면이 학습자의 학습과정 반에 깊숙이 련되어 있는 양상을 드러

내고 학습과정에서 정서의 역할과 기능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해 학습상황에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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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의 유형과 원천을 밝힘으로써 학습과정에서 학습자의 정서  경험

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인지와 동기  측면과 련된 정서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 으로써 학습

과정에서 정서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고자 한다.

Ⅱ. 학습상황에서 정서의 유형 및 원천

학교학습은 비교와 경쟁, 동, 평가 등 수많은 자극으로 가득한 과정이며, 이로 인한 정서  

반응 역시 다양하고 풍부하다. 그러나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습자가 경험하는 정서  반응은 마

치 앙 이 가라앉은 물처럼 무언가로 휘젓기 에는 그 내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악하

기 힘든 상이다. 학습과 련된 이 의 정서연구 역시 교수-학습과정의 이면에 존재하는 역

동 이고 풍부한 정서  상을 포착하여 드러내지는 못하 다. 심의 상이 되는 정서  

상 즉, 정 /부정  기분이나 시험불안과 같은 제한된 범 의 정서  상태가 주요 연구변인

으로 정해지면, 인 으로 유도되거나 조작 으로 측정된 정서에 국한하여 연구가 수행되었

다(Pekrun, 1992). 컨 , 기분(mood) 연구의 경우, 연구자는 실험이 시작되기  특정한 분

기를 유발하는 상을 보여주어 인 으로 참가자의 기분을 유도하여 유도된 기분과 인지  

처리과정의 계를 살펴보았다. 시험불안 연구에서는 정서를 조작하여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시험과 련된 학생들의 다양한 정서  ‘시험불안’의 정서만을 측정하여 학업수행과의 련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표  정서 련 연구는 학습상황에서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풍부하고 다

양한 정서를 반 하지 못했다는 에서 비 을 받았다. 

학습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정서를 연구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지 , 동기  측면에 

한 연구에서 부차 으로 발견된, 정서의 매개 이고 통합 인 역할에 한 인식이 확 되면서 

본격 으로 제기되었다(Meyer & Turner, 2002). 어려운 학습과제에 한 학생들의 반응을 연

구한 Meyer와 Turner(2002)는 학생들의 문제해결과정이 정서로 가득 찬 과정이며, 자신들의 

주된 연구문제 던 학생들의 목표성취, 자기효능감, 학습 략을 이해하기 해서도 정서의 존

재와 역할이 결정 이라는 을 제기하 다. 김민성(2008)의 연구는 면 면 학습환경이 아닌 

온라인 토론 상황에서도 학습자들은 자신과 타인의 을 비교하며 다양한 유형의 정 /부정

 정서를 경험하 으며, 특정 정서를 유발하는 원인 역시 복합 이라는 을 드러내었다. 학

생들이 경험하는 순간 인 정서는 학습자의 인지, 동기, 행  요소와 결합하여 학습과정에 

보다 응 이거나 비 응 인 형태로 변화하 다.

이처럼 학습과정은 인지나 동기 인 요소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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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합되어 역동 으로 움직이는 과정이다. 따라서 학습상황에서 학습자의 경험을 제 로 이

해하기 해서는 정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고, 학습상황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다

양한 정서의 존재와 그 원천과 기능을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1. 정서의 정의
학습상황에서의 정서의 원천과 기능을 살펴보기 에 ‘정서’라는 개념으로 일컬어지는 상

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정서  상이 뚜렷한 형태로 구분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여러 심리  측면과 혼재되어 나타나 정서를 어떻게 정의하고 개념화하느

냐에 따라 ‘정서’라는 상이 포착되는 양상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개인의 정서나 정서  경험을 지칭하거나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 온 용어에는 정의(affect), 

정서(emotion), 기분(mood), 감정(feeling) 등이 있다. 정의(affect)와 정서(emotion)는 연구에 따

라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Ainley, 2006), 정의(affect)가 인지  역과 구분되는 

심리  상, 즉, 정서나 동기, 기분, 감정, 의지 등을 포 하는 상 의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

다(Gross, 1998). 

정서의 유발기제나 정서  경험의 차원에서 바라볼 때 정서는 범 한 심리 , 생리 , 인

지  측면을 포 하는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Izard(1993)는 정서를 정 /부정  느낌, 행동태

세와 같은 경향성, 인지나 행동을 유발하는 단서, 기억의 형태로 장되지 않는 무의식  지각 

등의 요소를 포 하는 것으로 이해하 다. 느낌, 경향성, 무의식  지각이나 행동의 단서 등으

로 표 되는 정서는 인간의 심리나 행동의 기 에 깔려있는 토 의 이미지와 연결되었다. 

Pekrun(2006)은 이를 보다 확장하여, 정서가 표 되고 경험되는 기제를 심으로 정서를 정의

하 다. 그에 따르면, 정서는 “정의 , 인지 , 동기 , 표 , 생리  처리과정을 망라하는, 다

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진 심리학  하부 시스템들의 조정과정”(p. 316)으로 정의된다. 시험불안

이라는 정서를 를 들어 본다면, 시험불안을 느낄 때, 시험불안의 정서는 긴장(정의  요소), 

걱정(인지  요소), 회피(동기  요소), 긴장된 얼굴 표정(표  요소), 손에 흐르는 땀(생리  

요소)같은 다양한 양상을 포 한다. 이는 경험되고 표 되는 기제를 심으로 정서를 바라볼 

때, 정서는 인간의 생리, 동기, 인지, 정의, 행동  측면을 포 하고, 그에 향을 미치는 순환

이고 복합 인 처리과정임을 보여 다. 이 경우, 정서는 기분, 감정 등을 포함하는, 포 인 

상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정서를 좁게 정의할 경우, 정서는 정서  반응의 상이 되는 구체 인 자극이 존재

하며, 그 반응이 일시 이고 비교  짧은 기간 동안 분명하게 느껴지는 정서  상태로 정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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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비해, 기분은 비교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태(여러 시간 혹은 며칠 동안)로서 정서에 

비해 덜 강한 느낌으로 다가오며, 그러한 느낌을 일으키는 자극이 무엇인지 구체 으로 악하

기가 힘든 경우를 주로 가리킨다(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Gross, 1998). 감정의 경우는 “직면한 

사건에 하여 그 때의 순간  느낌”으로 다가오며, 정서나 기분과는 달리 본인이 “잘 알아채

지 못하는 가운데 신속하게 지나가 버리는 특징”이 있다(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p. 17). 

Efklides와 Volet(2005)은 “감정에는 욕구에서 기인한 쾌락 인 요소가 포함되며 정서와는 달리 

행동의 형태로 자극에 처하는 추동력이나 긴박감은 떨어진다”(p. 377)고 지 하 다. 이와 

조 으로, “정서는 구체 인 사건이나 자극에 한 반응”(p. 377)이라는 에서, 반응을 일으키

는 자극에 한 개인의 지각이나 해석과 같이 인지  측면과의 계에서 그 역할이나 작동원

리가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Frijda, 1988 등). 성격  특성과 상황에 한 반응이라는 구분을 

용해 볼 때, 기분이나 감정 등은 기질이나 개인의 성격  특성이 우세하게 드러나는 것이라면, 

정서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반응, 경험의 과정(process)의 형태를 띤

다는 에서 좀 더 개인의 ‘상태’를 강조하는 상이라고 할 수 있다(Frijda, 2004).

좁은 의미에서 정서, 감정, 기분 등을 구분하는 경향에 해, Pekrun(2006)은 이러한 구분은 

본질 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느껴지는 강도의 차이, 지속시간, 자극 상에 한 지

각 여부 등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것을 제안하 다. 이 경우, 기분, 감정은 강도가 약한 정서

(low-intensity emotion)의 형태이고 자극 상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인지  요소가 덜 활성

화된 상태를 나타낸다면, 정서는 비교  강하게 느껴지고 자극의 원천에 한 인식이 활성화된 

상태를 말한다. 

정서에 한 이상의 개념  논의를 용해 볼 때, 학습상황에서 정서의 연구는 교수-학습상

황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구체 인 자극과 연결하여 정서를 살펴보는 경우가 부분이다. 이

런 경우 정서는 학습활동과 련된 보다 구체 인 자극 상에 의해 유발되며 인지  처리과정

에 의해 활성화되는, 좁은 의미의 정서의 의미로 이해되며, 여러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서를 특

별히 구분하여 ‘학습정서’로 칭하기도 한다. 

2. 학습정서의 종류 및 유형
학습상황에서 학습자가 경험하는 정서를 확인하고 그 종류와 유형을 구분하는 작업은 여러 

가지 에서 의미가 있다. 먼 , 학습정서의 종류의 유형은 학습자가 경험하는 정서가 일면

이거나 단일한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풍부하며 다면 이라는 을 드러내 다. 학습상황에서 

정서  측면은 인지  측면과는 달리 당사자가 아니면 악하기 곤란하며, 수업이나 학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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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이는 학생들의 반응이라는 겉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해당 과제에 집

하느냐의 정도이다. 그러나 학습정서의 유형을 구분한 연구들은 학습자의 겉모습에 드러나지 

않는 학습자의 정서  반응의 모습이나 양태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보여주어 학습자의 경험의 

복잡함과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정서의 유형을 구분하고 분류

하기 한 도구로써 사용한 정서의 ‘차원’이나 ‘ 역’은 개별 정서의 특성과 다른 정서  표

과의 경계나 첩 을 확인하게 해 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류기 들은 정서를 불러일으키

는 원천이나 자극의 본질  특성을 드러내주어 정서의 작동과정에 한 이해를 돕는다.

그동안 이루어졌던 정서연구에서는 정서의 색조( 정 /부정 ), 반응의 상(자아, 타인, 상

황, 과제 등), 시 (회고, 과정, 견) 등을 기 으로 정서를 분류하 다. 이  정 /부정  

정서라는 양가  구분은 정서의 유형을 구분하는 거의 모든 연구에서 표 으로 사용한 방식

이다. 흔히 정  정서로 분류되는 것들은 행복, 만족, 즐거움, 기 , 희망 등이며, 부정 인 정

서에는 불안, 좌 , 수치, 슬픔, 무력감 등이 포함된다(Pekrun et al., 2002). 정 /부정  정서

나 기분은 흔히 정보처리과정과 연결되어 그 기능이나 요성이 부각되었다(Bower, 1981; 

Levine & Burgess, 1997). 그러나 정서를 단지 정 /부정  측면이라는 하나의 차원으로만 

구분하는 것은 다양한 자극에 한 반응인 정서를 일면 으로 이해하게 만들며, 특히 정/부

정이라는 어조는 각각 좋은 정서와 나쁜 정서의 의미와 연결되어 하나의 정서가 가지는 다양

한 역할과 기능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 다.

Brown과 Dutton(1995)은 학습자가 경험하는 정서를 정 /부정  정서로 구분하기 보다는 

결과  정서와 자기가치에 한 정서(feelings of self-worth)라는, ‘자아’ 심의 분류를 사용하

다. 여기서 결과  정서는 학습결과에 해 느끼는 행복감, 슬픔과 같은 정서로 자신에 한 

지각이나 인식으로 연결되지 않은 정서인 반면에, 자기가치에 한 정서는 학습결과가 학습자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자부심, 수치, 자신에 한 만족과 같은 감정

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구분은 자신에 한 평가로 귀결되어 ‘자아’를 형성하는데 향을 미치

는 정서의 역할을 부각시켜, 자아와 정서의 련을 탐구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 다.

학업상황에서 학습자가 경험하는 정서를 본격 으로 다룬 연구에서는 여러 차원의 기 을 

용해 학습정서를 구분하 다. 표 으로 Pekrun 등(2002)은 학업과 성취는  사회에서 

개인이 느끼는 정서의 주된 원천임을 지 하면서, 학업정서를 과제 련 정서, 자아 련 정서, 

사회  정서라는 ‘ 상’ 차원과 정 /부정 이라는 정서의 ‘색조’ 차원으로 나 어 구분하

다. 그리고 여기에 정서의 ‘지향시 ’을 더하여, 회고 (retrospective) 정서, 과정 (process) 일

어난 정서, 견 (prospective) 정서의 구분을 추가하 다. 컨 , 즐김이나 지루함의 느낌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에 일어나는 것이라면, 무력감, 희망, 불안 등은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나 자신의 능력에 한 정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자부심, 안도감, 수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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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appraisals) 정서의 색조
정서의 유발 대상

(주체)초점 대상

(지향시점)
가치 통제 긍정적 부정적

결과

(예견)

성공

상 즐거움

상황(과제)중 희망

하 무기력

실패

상 예상되는 안도감* 

상황(과제)중 불안

하 무기력

결과

(회고)

성공

무관 즐거움 상황(과제)

자기 자부심 자아관련

타인 감사 타인관련

실패

무관 슬픔** 상황(과제)

자기 수치감 자아관련

타인 분노 타인관련

활동/과정 중

성공 상 즐김 상황(과제)

실패 상 분노 타인관련

성공/실패 하 좌절 상황(과제)

없음 상/하 지루함 상황(과제)

출처: Brown & Dutton(1995), Pekrun(2006), Pekrun et al.(2002), Roseman, Spindel, & Jose(1990)의 연구물

을 토 로 작성되었음.

 * 모든 정 인 정서는 보상이 존재하는 경우와 안도감은 벌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absent-punishment)에 

느껴지는 정서이다.

** 부정 인 정서는 벌과 같은 불쾌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에 느끼는 것이지만, 슬픔의 정서는 보상이 제공

되지 않는 경우(absent-reward)에 느끼는 정서이다.

<표 1> 정서의 유형과 분류기

등은 이미 수행한 과제나 자신에 한 정서  반응이다. 과제 혹은 자아 련 정서와는 다르게 

사회  정서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순간순간에 느끼는 정서이기 때문에 과정  일어난 정서

로 분류된다.

이후 Pekrun(2006; Pekrun, Elliot, Maier, 2006)의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연구가 학업성취와 

같은 결과에 한 정서를 주로 다루었다는 을 비 하고 학습활동 에 일어나는 정서를 부

각시키고자, 활동/결과의 차원을 핵심 인 분류기 으로 설정하 다. 이 과정에서 이  연구에

서 사용되었던 자아, 과제, 사회라는 ‘ 상’의 차원을 활동/결과의 차원에 흡수시키고 ‘지향 ’

의 차원인 견 /회고  정서를 ‘결과’를 세분하는 하  기 으로 사용하 다(<표 1> 참조). 

이뿐 아니라, 정서  반응에 선행되는 인지  단(appraisal)에 근거하여 정서의 유형을 구

분하는 시도도 진행되었다(Ortony, Clore, & Collins, 1988; Pekrun, 2006; Roseman, Spindel, & 

Jose, 1990). Pekrun(2006)은 에서 언 한 정서의 분류기 과 더불어 동기연구에서 자주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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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통제와 가치의 동기  요소를 결합하여 정서를 세분하 다. 이때 가치의 차원은 기존 동

기이론에서의 가치-기  요소를 결합한 것으로 과제의 성공 인 수행이 개인에게 얼마나 가치

로운지의 여부를 반 하며, 통제의 요소는 그러한 성공과 실패가 얼마나 학습자 개인의 통제하

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요소이다. Pekrun의 분류방식에서 주목할 은 정서의 발 에서 ‘통제’

의 요소를 기 와 가치의 요소와 결합시켜 그 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이다. 

Roseman, Spindel, Jose(1990)는 상황  상태(개인 욕구와의 부합여부: 정/부정), 가능성 

혹은 확실성, 주체(자신/타인), 동기  상태(보상의 여부), 힘(통제감), 합법성( 정 /부정  결

과에 한 기 ) 등 다섯 가지 차원을 종합하여 정서의 유형을 구분하 다. 이러한 기 은 인

지  단이나 동기  요소를 심으로 한 분류와 유사하다. ‘가능성  확실성’과 ‘합법성’의 

차원은 Pekrun(2006)이 제시한 통제-가치 요소에서 ‘가치’의 측면에 해당되며, ‘힘’은 ‘통제’  

요소와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황  상태’는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자극이 개인의 

욕구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형 인 정서 분류방법인 정 , 부정  

정서의 구분과 일치된다. 즉, 자극이 개인의 욕구와 부합(motive-consistent)되는 경우 정 인 

정서로 간주되며 부합되지 않은 경우(motive-inconsistent)에는 부정 인 정서로 분류된다. ‘동

기  상태’는 보상이나 벌이 주어지는지의 여부에 따라 정서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이 기 에 

의하면 정  정서는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희망, 즐거움, 좋아함, 자부심)나 견한 벌을 받

지 않게 된 경우(안도감, 희망, 좋아함, 자부심)에 일어나며, 부정 인 정서는 기 했던 보상이 

없는 경우(슬픔, 좌 , 분노, 후회)나 벌이 주어지는 경우(걱정, 좌 , 분노, 후회)에 발생한다. 

‘주체’는 이  연구에서 정서의 ‘ 상(과제/자아/타인)’의 차원과 유사한 분류기 이다. 

이처럼 정서의 유형을 탐색한 연구들은 서로 다른 기 으로 정서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유사

한 기 을 다른 용어로 표 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연구마다 을 두어 밝히고자 하는 정서의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상일 수도 있지만, 개별 정서의 특성을 포 으로 이

해하기 해서는 각각의 정서에 부과되는 서로 다른 분류기 들과, 다른 용어로 표 되는 유사

한 분류기 들을 한데 모아 비교 종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표 1>에서는 정서의 유형을 구분

하는 이상의 기 들을 종합하고 요약하여 제시하 다. 정서의 상(지향시 ), 인지  평가

의 요소(가치/통제), 정서의 색조( 정/부정), 정서의 유발 상(주체), 보상과 벌의 여부 등, 개

별 정서의 특성과 원천을 제시하는 이러한 기 들은 학습상황에서 학습자가 보이는 정서  반

응을 표면에 드러난 측면에 그치지 않고 다각 으로 살펴볼 수 있는 개념  틀을 제공해 다. 

정서에 한 이상의 구분은 구체 인 상황이나 맥락에 계없이 보편 으로 이루어질 수 있

는 분류방식이다. 그러나 동일한 이름으로 불리는 정서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발 되는 양식

이나 그 기능은 달라질 수 있다. 를 들어, 즐거움(enjoyment)의 정서와 련해서 설명해 본다

면, 수업활동을 즐기는 것과 시험 비 과정을 즐기는 것은 학습자의 행동양식에서도 달리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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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뿐 아니라 즐거움의 발  양상에서도 차이가 날 것이다. Pekrun 등(2002)은 이러한 을 고

려하여 학생들이 주로 경험하는 여덟 가지의 학습정서(즐거움, 희망, 자부심, 안도감, 화, 불안, 

무력감, 수치, 지루함)를 표 인 학습상황(학습과정, 교실, 시험)에 따라 검사문항의 내용을 

달리하여 측정하 다. Järvenoja와 Järvelä(2005)도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컴퓨터지원 동

학습상황이라는 구체  맥락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지각하는 정서의 상을 살펴보았다. 

정서의 유형을 구분하려는 이상의 노력은 정서에 한 이해가 하나의 차원( . 정 /부정

 정서)에서 차 정서의 상과 구체 인 상황까지 고려하는 포 인 으로 나아가고 있

음을 보여 다. 특히 Pekrun 등(2002)과 Järvenoja와 Järvelä(2005)가 제시한 정서의 유형을 살

펴보면, 학생들의 정서를 유발하는 사태나 상이 교수-학습과정에 포함된 부분의 요소들을 

망라한다는 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개인의 과거 경험이나 그에 한 기억까지 학습상황과 결

합되어 재의 정서 상태에 향을  수 있다는 (Järvenoja & Järvelä, 2005)은 학습상황에서 

학습자는 거의 모든 순간 특정한 정서 상태에 있다는 을 암시해 다. 지 까지 인지 인 측

면을 심으로만 악되었던 학습과정이 이처럼 정서  경험으로 가득 찬 과정임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학습자의 학습경험을 실제 모습에 보다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3. 정서의 인지적 원천
앞서 언 하 듯이 학습과정에서 학습자가 경험하는 정서는 인지, 동기, 행 와 떨어져서 별

개의 상으로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Pekrun 등(2002)은 학습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의 원천으

로 유  성향, 생리  과정, 인지  평가(cognitive appraisal)를 들었다. Izard(1993) 역시, 정

서를 활성화시키는 선행요소로, 신경생리, 감각 , 정의 , 인지  요소를 들고 있다. 이  인

지  요소는 유  성향이나 생리  과정에 비해 교사의 개입이나 학습자의 노력으로 충분히 

조정가능하다는 에서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인지  평가를 심으로 정서의 

원천을 살펴보는 것이 학습자의 정서를 이해하고 조 하는데 시사 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아

래에서는 정서의 원천인 인지  요소를 인지  평가의 여러 차원을 심으로 살펴보았다. 인지

 평가의 여러 차원들은 정서가 표출될 때 작동하는 인지  원리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정

서의 원천과 발 의 여러 단계에 련하여 개인의 정서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1) 인지  평가의 차원

(1) 기대와 가치
Pekrun 등(2002)은 정서의 원천이 되는 인지  평가는 기 -가치의 차원과 통제의 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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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기 -가치 이론의 에서 정서의 역할을 동기와 련하여 설명한 

Atkinson(1964)은, 학습상황에서 상되는 결과, 즉 성공이나 실패에 한 견된 결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정서(anticipated emotion)는 학습자 자신이 학습상황에 참여할 것인지, 회피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한 단 근거가 된다고 하 다. 기 -가치 이론에서 ‘기 ' 측면은 개인

이 해당 과제를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한 견으로, 자기효능감이라는 변인과 

하게 련되어 있다. 자기 효능감은 특정 수업내용을 배우거나 과제를 완수하는 것과 련된 

자신의 능력에 한 학습자의 믿음을 나타내는 변인이다. 자기 효능감을 가진 학생은 자신이 

잘 하고 있다는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정 인 정서를 가지며 동기화된 행동을 

보여 다(Turner & Schallert, 2001). 

‘가치’의 측면은 주어진 과제를 성공 으로 해내는 것에 해 학습자가 부여하는 가치나 해

당 학습과제를 수행하는 이유를 가리킨다.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 그 자체를 가치롭다고 

생각할 때, 즉, 내 인 동기를 가지고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학생들은 수행과정 에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며 걱정이나 염려와 같은 부정 인 감정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어든다. 이처럼 

가치-기 의 측면은 자신의 수행에 한 인지  평가와 련되어 특정한 유형의 정서를 야기하

며, 이러한 정서는 이후의 학습과정에 참여하는 동기  상태를 형성하는 데 일조한다. 를 들

어, 학습자가 과제의 요성을 인식하고 그 과제를 성공 으로 수행하는 것이 매우 가치롭고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가치)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견되면(기 ), 

학습자는 실망과 망, 때로는 수치의 정서를 경험한다. 특히, 특정과제를 성공 으로 수행하는 

것이 자신의 핵심 인 가치나 목표와 히 련되어 있을 때, 그러한 과제에서 실패한 경험

은 강렬한 수치의 감정과 연결된다(Turner, Husman, & Schallert, 2002). 학습과제 수행에 한 

기 와 가치의 측면은 이후 학습과정에 한 통제감이나 목표와 련되어 정서의 요한 인지

 원천으로 기능한다.

(2) 통제감
인지  평가의 다른 차원인 통제 련 평가는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느끼는 주체 인 통제

력의 정도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역량에 한 평가를 의미한다. 통제의 개념을 ‘귀

인’이론으로 설명한 Weiner(1985)는 개인이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를 나타

내는 ‘귀인’의 유형은 특정한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이 정서들은  다시 특정한 동기상태를 야

기하여 유사한 수행과정에 한 인식을 형성한다고 하 다. 만약 개인이 수행 실패의 이유를 

자신의 탓으로, 그것도 자신이 통제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으로 돌릴 때, 그 개인은 수

치감을 느끼며 더 이상 노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반면에, 학습과정이나 결과를 자신이 통

제할 수 있다고 믿으며 성공에 직결되는 요소들을 자신의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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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개인은 정 인 정서의 상태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표 1>에서 부분 으로 제시되

었듯이, Pekrun(2006), Pekrun, Elliot, Maier(2006)는 정서를 활동/결과의 차원으로 나 고 가

치의 측면과 통제의 측면을 결합하여 학습자의 정서  반응을 설명하 다. 이들에 따르면, 학

습활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그 활동에 해 정 인 가치를 부여할수록 학습자

는 즐거움과 같은 정 인 정서를 경험하 고 지루함이나 화 등과 같은 부정 인 정서는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의 차원에서는 학습결과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학습결과가 학

습자에게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희망이나 자부심과 같은 정  정서를 경험한다고 

하 다.

이상의 논의는 학습활동과 그 결과에 한 통제감의 여부가 학습상황에 어느 정도 몰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행동의 선택 기 이 되며, 자기 효능감과 같은 동기 련 요인에 향을 미

치고, 부정 인 정서를 처하는 방식과 련되어 있다는 을 제시하고 있다(Boekaerts, 2002; 

Turner, Husman, & Schallert, 2002). 

(3) 학습목표
목표는 한 개인이 미래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과 피하고자 하는 것에 한 주 인 표상

으로서, 개인의 생각, 행 , 감정을 조직하고 그 방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Pekrun, Elliot, & 

Maier, 2006; Schutz & DeCuir, 2002).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해 노력하는 가운

데, 사람들은 “ 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내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요한가?” “내가 

계획한 방향 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을까?”를 단한

다. 목표와 련하여 자신에게 제기하는 이러한 질문들과 그에 한 단결과는 자신의 수행에 

한 평가를 진시켜 특정한 유형의 정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활성화된 정서는 목표

추구과정에서 학습자의 열성의 정도를 결정하며 목표지향행동에 에 지를 부여하고 자신의 상

태를 평가하는 피드백의 기능을 하거나(Emmons, 1996) 어떤 유형의 정서  조 을 해야 하는

지에 한 정서  단으로 연결된다(Schutz & DeCuir, 2002). 즉, 개인이 설정한 목표는 자신

이 놓인 상황을 해석하는 틀이 되어 그 상황을 처하는 방식이나 그에 련된 정서  경험의 

종류와 강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Boekaerts, 2002).

이처럼 정서를 일으키는 요한 요인으로서 학습자가 추구하는 학습목표의 요성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언 되었다(Boekaerts, 2002; Linnenbrink & Pintrich, 2002; Pekrun, Elliot, & 

Maier, 2006). Turner, Thorpe, Meyer(1998)는 정서와 목표와의 련을 경험 으로 검증하면서, 

특히 부정 인 정서를 경험하는 학생들은 수행목표에 비해 낮은 숙달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을 밝혔다. Pekrun, Elliot, Maier(2006)는 통제-가치 이론과 성취목표 이론을 결합하여 학습자

의 정서와 통제-가치의 차원을 이론 으로 연결시켰다. 이들이 설정한 이론  련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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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달목표는 학습활동과정 자체에서 느끼게 되는 통제가능성, 유능감, 활동에 한 가치, 지각된 

숙달 등이 인지  단의 심 내용이기 때문에 즐거움과 같은 정  정서와 연결되며, 수행

지향목표는 수행의 결과를 시하며 학습과정에서의 통제감과 정 인 결과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희망, 자부심과 같은 정 인 정서와 연결된다. 반면에 수행회피목표는 결과

를 시하기는 하지만 통제감이 결여되어 있고 학습결과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과정에서 불안감이나 무력감, 수치의 감정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론  계를 

경험 으로 검증한 결과, 수행회피목표는 가정한 로 부정 인 정서와 상 이 있었고 숙달목

표는 즐거움, 희망, 자부심과 같은 정서와도 련되었다(<표 2> 참조).

성취목표지향 정서

숙달목표

  활동중심, 통제가능, 

  활동에 대한 긍정적 가치부여

활동(학습과정)

  즐거움(+)*, 지루함(-)*, 화(-)

수행-접근

  결과중심, 통제가능

  결과에 대한 긍정적 가치부여

긍정적 결과

  희망 (+), 자부심 (+)

수행-회피

  결과중심, 통제감 결여

  결과에 대한 부정적 가치부여

부정적 결과

  불안(+), 무력감(+), 수치(+)

* (+)와 (-)는 해당 정서의 활성화 상태를 가리킨다. (+)는 해당 정서의 활성화상태가 높다는 것을 (-)는 해당 

정서의 활성화 상태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성취목표지향과 정서의 련(Pekrun, Elliot, & Maier, 2006)

정서와 목표와의 계를 수치(shame)라는 정서를 통해 살펴본 연구(Turner, Husman, 

Schallert, 2002; Turner & Schallert, 2001)는 수치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상  기 이나 목표

에 비추어 자신이 실패했다고 인식할 때 느끼는 정서라고 보았다. 수치의 정서에서는 성 이나 

평가의 실제 수 보다는 목표나 기 에 어느 정도 도달하 는지에 한 학습자 자신의 주

인 평가가 결정 인 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이 충분한 노력을 기울 는데도 실패했다고 느

낄 경우,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진다. 수치라는 정서에서 목표의 역할은 수치감을 극복

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학생들이 수강하는 수업의 내용  성 과 자신의 미래 목표와의 

련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즉, 학습자가 자신의 미래와 련하여 수업에서 추구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수치라는 정서  경험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고 하 다.

목표에 한 정서  반응은 인지  단의 결과일 뿐 아니라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매개체로

서도 극 인 역할을 한다. 를 들어, 시험불안 연구에서 불안이 높은 학생은 과제자체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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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인지  에 지를 온 히 집 시키기 보다는 자기 자신에 한 염려나 걱정으로 인해 주

의가 분산되기 때문에 시험에 한 정 인 동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실패할 

것이라는 인지  단은 두려움과 같은 부정 인 정서를 야기할 뿐 아니라, 그러한 부정 인 

정서를 떨쳐버리고 자신의 안녕감을 유지하기 한 극 인 조치를 취하게 한다. 즉, 노력의 

정도를 이거나 과제의 난이도를 조정하는 등 자존감을 보존하기 한 행동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Turner, Thorpe, & Meyer, 1998).

2) 정서의 법칙

정서  반응을 유발하는 인지  원천으로 언 된 기 , 가치, 통제감, 학습목표 등은 학습자

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단하고 해석하는 기 의 역할을 한다. Frijda(1988)는 정서의 발 과

정에서 상황 악이나 해석과 같은 인지  처리과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인지  단의 여러 

기제를 심으로 정서의 발 과 련한 규칙과 원리를 도출하 다. 앞서 논의된 정서의 인지  

원천이 정서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라면, Frijda가 제안한 아래의 정서의 법칙은 이상에서 언

된 정서의 인지  원천인 인지  평가가 작동하는 구체 인 모습을 보여 다.

(1) 상황적 의미의 법칙
앞서 정서의 개념과 정의를 다른 부분에서 언 한 것처럼 정서라는 용어로 표 되는 상은 

기분이나 느낌, 감정에 비해 인지  과정이 보다 극 으로 개입된 정서  반응을 가리킨다. 

이는 정서가 객 인 사태나 사건 등 자극 그 자체에 한 반응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자극에 

해 개인이 부여하는 의미 구조에 한 반응이라는 을 함축하고 있다. 즉, 동일한 사건에 

해서도 개인이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그에 한 정서  반응은 달라진다는 것이

다. Fredrickson(2001)의 연구에서도 정서  경험은 개인이 상황을 자신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해석하는 과정에서 개인 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때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이때 작동되는 

개인의 의미구조는 정서의 인지  원천으로 다루어진 기 , 가치, 통제, 목표와 같은 요인들로 

이루어지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작동된 의미구조를 의식하는 것이 개인의 정서  경험을 이해

하는 첩경이라고 할 수 있다.

(2) 관심사의 법칙
상황  의미의 법칙과 더불어 심사의 법칙은 개인의 정서  반응의 구체 인 내용을 기술

한다. 특히. 심사의 법칙은 정서가 개인이 요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목 이나 동기, 심사

에 비추어서 이루어지는 반응이라는 을 부각한다. 상황  의미의 법칙이 개인이 상황에 부여

하는 ‘의미’라는, 정서  반응의 일반 인 틀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심사의 법칙은 개인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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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의미’의 구체 인 내용들을 개인 인 심과 맥락을 심으로 악한다는 에서 두 

법칙은 상호보완 이다.

(3) 현실성의 법칙
개인이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정서  반응의 토 를 형성하는 것이라면, 개인의 지각

활동을 통해 정서가 유발되기 해서는 개인이 놓인 상황이 그 개인에게 하나의 ‘ 실’로 지각

되어야 한다. 가령, 핵문제가 한 개인에게 요한 의미를 지니기 해서는 핵으로 인해 인류가 

겪어야 할 상황이 그 개인에게 하나의 ‘ 실’로 다가와야 한다. 실성의 법칙은 개인이 놓인 

상황이나 사건이 그 개인에게 ‘ 실 ’인 것으로 다가와야만 그 상황이 요하게 인식되며, 그 

결과 정서  반응이 유발된다는 상을 요약해주고 있다. 이 법칙은 특정한 자극이나 상황이 

‘ 실 ’으로 지각되기 한 조건들이 어떠한 것이냐에 한 논의와도 연결된다. 가령, 자극이 

감각과 직결되거나, 자보다는 어조가 실린 목소리, 논리 인 말보다는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

이 정서를 유발하는 측면에서는 더 효과 이며 실 이라는 것이다.

(4) 상대적 비교의 법칙
부분의 경우, 개인은 상황 그 자체보다는 상황들 간의 비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다. 만족

감의 경우, 특정 수 의 만족감을 유발하는 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보다 개인

의 상황이 개선되었을 때 사람들은 만족감을 경험한다. 는 미래에 한 희망과 같이 변화에 

한 기 가 상황 그 자체보다는 개인의 정서에 더 크게 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상  

비교’의 법칙은 정서의 원천으로 논의되었던 상황에 한 개인의 단에 비교의 과정이 포함되

어 있다는 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정서는 특정한 기 에 비추어  상태와 다른 상을 비교

하면서 유발되는 ‘비교 정서’일 수 있다는 이다. 이때, 비교 정서를 유발하는 과정에서 ‘변화’

의 요소는 ‘습 화’의 과정과도 련된다. 지속 인 어려움이나 안락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고

통이나 기쁨은 동일한 상황이 지속될 때 그 정도가 무뎌지고 심지어는 사라지기도 한다. 변화, 

습 화, 상  느낌에 기반을 둔 정서의 법칙은 정서가 그 자극원의 인 수 에 반응하

기 보다는 다른 자극이나 이  자극과의 비교를 통한 ‘상  변화’를 인식할 때 유발된다는 

을 드러낸다.

(5) 결과 고려의 법칙
앞서 정서  반응의 토 가 되는 의미구조, 심사, 비교의 정서에서 드러나듯이, 정서에는 

상당 부분의 인지  처리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정서가 원 이고 일차 인 인간의 생

리  반응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반응으로부터 이차, 삼차  정서가 생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다. 결과 고려의 법칙은 정서표출의 결과를 상하고 정서  반응을 조 하는 정서

의 조  기능의 존재를 부각해 다. 자신의 자연 인 정서  반응의 표출이 이후 부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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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래할 때 자신의 반응을 수정할 수 있다는 이 법칙은 정서를 통제하는 것이 정서  반

응의 일부라는 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Frijda(1988)가 제시한 정서의 표 법칙은 정서가 표출될 때 내재되어 있는 인지  

기제의 작동을 구체 으로 보여 다. 정서가 인지  측면 이외에도 신경 생리 , 유 , 신체

기 의 작동에 의해서도 유발되지만 정서  반응이 이처럼 인지  작동과 원천에 의해 향을 

받고 조 될 수 있다는 은 학습과정에서 정서의 정 이고 응 인 개입과 조정이라는 교

육  가능성을 보여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Ⅲ. 학습과정에서 정서의 역할과 기능

일반 으로 정서는 환경의 자극에 한 수동 인 반응이나 인지, 행동  측면의 부산물이라

는 소극 인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이상에서 논의된 정서의 원천과 표

에 내재된 인지  기제들은 인간의 정서  반응이 상황에 한 능동 인 해석을 포함하고 있

다는 을 구체 으로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동의 차원에서도 정서는 행동을 추동하

고 동기를 형성하게 하는 에 지를 제공한다는 에서 극 인 기능을 수행한다. 아래에서는 

그동안 학습연구에서 간과되어 왔던 정서의 역할과 기능을, 행동에 한 안내자, 정보처리과정

의 진자, 인지-동기-행동의 매개자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 어 논의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

서 학습자의 정서가 학습의  과정에 여하고 있으며, 학습에 한 이해의 과정에서 정서, 인

지, 동기  측면이 총체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이 드러날 것이다.

1. 행동에 대한 안내자
학습상황에서 학습자는 학습결과나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와 련하여 재의 상태에 한 

정보를 인지 인 형태뿐 아니라 정서의 형태로도 경험한다. 만약 학습목표의 달성정도를 단

할 때, 이러한 단이 인지  차원에서만 일어난다면 학습자는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해 

충분히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인지  평가와 더불어 일어나는 기 , 자부심, 두려움, 무력

감 등의 정서가 인지  평가의 내용을 학습자 개인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가게 만들며, 어

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에 한 동기  지향과 선택과정에 에 지를 제공한다(Efklides & 

Petkaki, 2005; Sansone & Thoman, 2005). 를 들어, 학습자가 목표의 달성정도에 비추어 자신

이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고 단할 때 학습자는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안도감 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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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단과 더불어 당분간은 휴식을 취해도 괜찮다는 정보를 느낌과 감정의 형태로 학습자 

자신에게 제공한다. 이와는 조 으로 학업성취에 해 느끼는 분노나 수치감은 자기도 모르

는 사이에 학습과정의 구체 인 문제에 집착하게 하며 외 인 동기에 의존하도록 추동한다

(Pekrun et al., 2002).

행동을 안내하는 정서의 역할은 학습과정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안녕감(well-being)을 유지하

려는 동기  상태로도 설명된다(Boaekarts, 1996; Do & Schallert, 2004). Boaekarts(1996)는 동

기, 정서, 인지 간의 계를 설명하는 ‘ 응  학습모형’을 제안하면서, 학습과정은 학습경로와 

안녕감 경로라는 두 경로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최 의 상태에 이른다고 주장하 다. 이때 안

녕감 경로는 학습자가 자신의 정서  안녕을 보호하기 해 특정한 방향으로 사고하게 하거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조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학습 략을 사용하는 학습경로 못지않게 학습

과정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 를 들어, 자신이 학습과제를 잘 해낼 자신이 없다고 단하고 

갑자기 불안을 느낄 때 학습자는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어내어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시키고 

자신을 로하려고 한다. 이러한 반응이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일시 으로 방해하는 부정

 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학습자가 불필요한 부정 인 감정에 휩싸이지 않

도록 보호해주는 정 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Do와 Schallert(2004)의 연구에서도 안녕감 유

지를 해 학습자의 취하는 구체 인 행동방식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 학생들은 토론 과정

에서 격렬한 부정 인 정서를 경험했을 때, 토론이 의미가 없거나 흥미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신  안녕을 해 종종 토론과정에서 벗어난다(turning out). 강렬한 정서로 말미암은 

이러한 행동은 순간 으로는 토론과정에서 이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 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토론과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에 지를 충 시켜 다. 이처럼 학습자가 

경험하는 정서는 개인의 상태에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행동을 하거나 혹은 회피하도

록 개인을 움직이는 역할을 한다.

2. 정보처리과정의 촉진자
정서가 정보처리과정에 향을 미친다는 은 기분연구를 통해 간 으로 밝 졌다. 기분

연구는 주로 정 /부정  기분과 정보처리과정의 계를 통해 학습자의 정서상태가 인지과

정에 미치는 향을 드러내고자 하 다. Bower(1981)의 연구에서는, 실험상황에 의해 유도된 

정  혹은 부정  정서가 서로 다른 유형의 정보처리과정과 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컨 , 부정 인 기분은 부정 인 사건이나 경험을 우선 으로 떠오르게 하고 세 한 정

보에 주의를 기울이며 차화되어 있는 방식으로 사고하도록 이끄는 반면에, 정 인 정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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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된 경우에 개인은 처리해야할 정보를 체 인 에서 직 이고 창의 으로 바라보

는 경향이 있었다. Levine과 Burgess(1997)의 연구에서는 무작 로 성 (A 는 D)을 부여하

여 행복, 분노, 슬픔과 같은 정서  상태를 유도한 후, 학습자가 느끼는 정서와 정보처리과정

을 살펴보았다. 성 에 해 행복감을 느낀 학생들은 정보를 회상할 때 반 인 내용을 훨씬 

더 잘 기억하 고, 이에 반해 분노의 감정을 느낀 학생들은 이야기의 목표와 련된 정보를, 

슬픔의 감정을 보고한 학생은 이야기의 결과와 련된 내용을 더 잘 기억했다. Efklides와 

Petkaki(2005)는 부정 인 기분이나 정서는 학습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자신의 능력이나 상황에 해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도록 이끈다고 하 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체 으로, 정 인 정서는 총체 이고 직 인 문제해결과정을 진시키는데 

반해, 부정 인 정서는 보다 분석 이고 세부 이며 차 인 유형의 정보 처리를 더 향상시킨

다는 것을 보여 다.

3. 인지-동기-행동의 매개자
정서가 행동이나 인지  기능에 직 으로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지, 동기, 행

동을 매개하는 통합 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Pretty와 Seligman(1984)의 실험연구에서는 

외재  보상에 한 기 로 학습과제의 내재  동기가 감소하는 상인 “과잉정당화 효

과”(Overjustification Effect)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정서의 역할을 확인하 다. 학습자에게 내재

으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과제에 외재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라도, 학습자에게 정 인 

정서가 유발된 상태라면, 과잉정당화 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

과를 설명하기 해 정서의 상태와 그에 따라 유발되는 정보처리과정을 련시켰다. 즉, 정

 기분이 유발된 경우, 학습자는 평소와는 달리 자신에 한 부정  평가를 하지 않으며 외재

 보상이 기 되는 상황에서도 학습과제에 한 내재  동기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흥미와 수행, 그리고 정서의 유기  련을 연구한 Volet(1997)는 학업수행에서 학습자의 개

인차는 일반 인 능력의 차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 , 정의 , 동기  요소들 간의 

복잡하고 역동 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야기된다는 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 자신의 정서  

상태를 정 으로 단하는 학습자는 학습과제에 한 흥미가 높았고 학습과정에 많은 노력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실제 학기말에 동일한 변인들을 다시 측정한 결과 정서 상태가 

정 일수록 실제 투자한 노력의 양도 높은 경향이 있음이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흥미, 정서, 

그리고 실제 투자된 노력 간의 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학기말로 갈수록 이들 간의 계가 

더 해지는 을 밝 내었다. 이와 유사하게, Ainley, Corrigan, Richardson(2005)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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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의 대상

자아

과제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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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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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학습정서의 인지  원천과 표 기제: 동기-인지-정서의 통합  상호연결

도 텍스트에 한 학생들의 정서  반응(흥미, 행복, 지루함, 슬픔, 유감)이 해당 텍스트를 계속

해서 읽을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은, 텍스

트에 해 학생들이 사 에 지니고 있는 개인  흥미의 정도나 텍스트가 지니고 있는 흥미로운 

요소 자체만으로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지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텍스트를 읽으면서 학생들이 

느끼는 정서가 텍스트에 한 흥미를 유지시키고 더 나아가 흥미로 환된다는 이다. 이상의 

논의는 학습과정에서 응 인 변인으로 간주되는 흥미의 형성과 지속은 인지  요소뿐 아니라 

정서  측면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다는 을 드러내 다.

이상에서 언 된 정서의 기능과 역할은 정서가 학습자의 인지, 행동, 동기  측면에 연결되

어 함께 일어나는 상이라는 을 분명하게 드러내 다. 이러한 정서  상을 모형으로 나타

내기 해 아래 [그림 1]에서는 본 연구에서 논의된 정서연구를 종합하여 표 하 다. 이 모형

은 Pekrun(2006)이 제시한 학습정서의 통제가치이론 모형의 외형  구조를 참고한 것으로, 여

기서는 정서의 원천(정서의 상과 인지  평가)이 정서의 법칙에서 제시된 인지  기제(상황

 의미, 심사, 실성, 상  비교, 결과고려)를 거쳐 정서로 표출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으

며, 이러한 과정에서 동기-인지-정서가 서로 연결되어 서로 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을 화살

표를 통해 나타내었다. [그림 1]은 정서, 인지, 동기의 유기  련과 통합  작동으로 인해 학

습자의 정서  상태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학습과정의 다른 요소, 즉 인지, 동기, 행동  측

면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풍부하고 세 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을 다

시 한 번 확인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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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교수-학습상황에서 그동안 합당한 심을 받아오지 못했던 학습자의 정서에 

한 연구를 살펴 으로써 학습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는 정서의 존재와 그 원천, 그리고 학습과

정에서 정서의 역할을 드러내고자 하 다. 학습상황에서 학습자는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며, 그

러한 정서의 원천  인지  평가는 학습에 한 기 와 가치, 통제, 학습목표라는 인지  틀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인지  틀을 통해 정서가 발 되는 과정에는, Frijda(1988)가 제시한 

것처럼, 학습자 개인의 심사나 실성, 비교, 습 화 등의  다른 인지  처리 과정이 포함

되어 있다. 학습과정에서 학습자가 경험하는 정서는 인지, 동기, 행동의 측면과 연결되어 통합

으로 작동되며 행동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자 자신의 정서  안녕을 해 특정한 행

동을 선택하도록 이끌어, 정서의 유형에 따라 정보처리과정도 다른 형태로 진되도록 유도한

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습정서의 인지  원천과 표 기제: 동기-인지-정

서의 통합  상호연결”이라는 모형([그림 1] 참조)을 통해 정서  반응에 련된 인지  기제와 

원천이 학습과정에 깊숙이 여하고 있으며, 정서  반응이 학습활동의 인지, 동기, 행동  측

면을 매개하고 연결하여 통합 으로 학습과정에 미치는 향을 부각하 다. 본 모형은 정서의 

인지  원천 이외에 정서가 표 되는 과정에 개입되는 인지  기제를 구체화하여 제시함으로

써 정서  반응에 여하는 인지  측면의 다각 인 역할을 드러내보 다는 에서 정서를 이

해하는데 도움을 다.

학습정서에 한 논의는 학습상황에서 학습자의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기 해서는 정서  

측면에 한 고려가 필수 이라는 을 보여 다. 이는 학습자에게 느껴지는 정서  경험의 특

성을 고려하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학습상황에서 정서는 모든 과정에 편재되어 존재하며 

본격 인 사고의 개입 없이 즉각 이고 총체 으로 학습경험의 질 인 측면을 지각하도록 이

끌기 때문이다(이은미, 2008; Sansone & Thoman, 2005). 이러한 질 인 측면은 Boaekarts(1996)

가 제시한 것처럼, 학습자에게는 안녕감의 형태로 지각되어 자신의 상태에 한 평가의 척도로

서 기능을 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언 된 정서의 원천과 역할은 교수-학습환경을 제공하고 학습자를 

지원할 때 고려해야 하는 들이 무엇인지를 제안해 다. 먼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상황에서 

다양한 정서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여러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표 1>에서도 제시되었듯이, 학습자는 학습상황에서 20여 가지가 넘는 정서

를 경험한다. 특히 학습과정은 과제와 자신과의 상호작용뿐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포함

하고 있다. 타인과의 비교에서 비롯된 다양한 감정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성공, 실패의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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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되어 복합 으로 표출될 수 있다. 학생들이 이처럼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는 것을 교사가 

인지할 때,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학습자의 상태에 보다 민감하게 신경을 쓰고 배려해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 역시, 자신들이 경험하는 정서를 다른 학생들도 경험한다는 것을 인식

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괴롭히는 부정 인 정서가 자신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유 감과 ‘정

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서지능의 연구들에서 밝힌 것처럼(Izard et al., 2001)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인지

하고 명명할 수 있는 능력은 타인과의 의사소통과정에서 공감을 끌어내고 지지를 얻어내는 친

사회  행동을 진시켜 다. Izard 등은 아동에게 정서 지식이 부족할 때 교사-학생간의 공감

가 형성될 가능성이 어들며, 이는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감소시켜, 결국 학생에 한 교사

의 기 감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을 지 하 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이나 

표정에 드러난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은 타인에 한 감정이입을 가능하게 하며 친사회  행동

을 한 토 를 형성한다. 따라서 교사가 학습자가 느낄 수 있는 정서의 다양한 모습과 그 원

천을 알려주고 다른 학생들의 정서를 인지하고 그에 공감을 표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다면, 학

습자는 스스로의 정서  경험을 이해하게 될 뿐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그들과 력 인 상

호작용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학습자가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 특히 부정 인 정서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안다면 

자신의 정서를 좀 더 객 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를 가짐으로써 정서를 조 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를 들어, 무력감이나 불안감 등이 앞으로의 수행 결과에 한 부정 인 견에

서 비롯된 정서라는 것을, 그리고 수치나 죄책감이 과거의 수행에서의 실패에 한 반응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도 부정 인 결과를 가져오는 정서의 출 을 막기 해서 어느 부분에서 자

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어야 할지를 계획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학습자의 정서  상태를 

교사가 악하고 개별 정서의 원천과 유형을 알 수 있다면 교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결과나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학습결과에 해 학습자가 걱정하지 않도록 한 마디의 말이라도 미리 

계획하여 건넬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정서의 종류나 그 특성을 아는 것만으로도 교사가 학습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이나 필요한 지원을 매우 구체 인 차원에서 계획하고 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학습상황에서 정서의 존재와 역할을 드러내고 학습과정에

서 그 요성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지만, 아직도 다루어지지 않고 밝

져야 할 수많은 역들을 남겨놓고 있다. 를 들면 학습자의 경험을 총체 으로 그리고 즉

각 으로 느끼게 해주는 정서  측면의 특성을 보다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서로 다른 맥락

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이다. 본 연구에서 정서의 원천으로서 주로 다루어진 인지  평

가 이외에도 심리 , 생리 , 유 , 신경  원천이 존재하며, 각각의 원천은 인지  측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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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방식으로 련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원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방식과 정서로 

표출되는 양태를 이해하기 해서는 찰이나, 질문지 등의 방법 이외에도 새로운 방법론을 개

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  수 에서 논의되었던 정서  경험은 집단이나 문화에 따라 

그 의미나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을 고려한다면, 정서  경험에서 맥락이나 문화의 향 

역시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교수-학습과정의 요한 구성원인 교사의 

정서가 형성되고 표 되는 방식 역시 학습자와의 계를 통해 학습자의 정서의 요한 원천으

로 작동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질문들이 추후 연구에서 다루어지면 학습경험의 역동 이고 

통합  측면이 ‘정서’라는 즈를 통해 더욱 풍부하게 밝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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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 in Learning Context: Its Origins and Functions

2)Minseong Kim*

The paper examines the types, origins, and functions of emotion in the context of learning 

so that the emotional aspect of learning can be illuminated, one that has largely been neglected 

in the educational research in comparison to the cognitive and motivational aspects. The various 

range of emotion experienced by students shows that the learning process is full of emotions. 

The domains or dimensions used to categorize discrete academic emotions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emotion and help to understand the nature of its origins. Among diverse 

origins of academic emotion, in this study, an emphasis is put on cognitive appraisal because 

it is considered as the one to be changeable for adaptive learning process. The components 

of cognitive appraisal are discussed in terms of expectancy*value, control, and achievement 

goal. As a more specific process of expressing emotions, the laws of emotions suggested by 

Frijda(1988) are introduced. The roles and functions of emotions in the learning process are 

discussed in terms of three aspects: an information provider for behavior, a facilitator for 

information processing, and a mediator among cognition-motivation-behavior. This evidences 

that emotion plays an active role in triggering actions and shaping motivation, rather than 

playing only a passive role of responding to stimuli given in the environment. In conclusion, 

in order to fully understand students' learning experiences, the consideration of the emotional 

aspect of learning is necessary in that emotion reflects the quality of learning and the status 

of emotional well-being of the student.

Key words: emotion, academic emotion, the types of emotion, origins, roles and functions 

of emotion

*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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