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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벌이라는곤충에대해서는좀유난스럽다. 벌이가까이오면소리를지르고

팔을미친듯이휘저으며여기저기뛰어다닌다. 꼼짝않고가만히있는것이더

낫다는것을알고있다. 하지만그것이마음대로되지않는다. 벌에대한나의과잉행동

은아마도어린시절벌에쏘여심한고통을받은경험때문인것같다. 

벌에대한나의공포반응처럼어떤자극에대한불수의적반응이어떻게형성되는가

를설명하는한가지방식은고전적조건형성이라는학습이론이다. 고전적조건형성은제

1장에서소개한행동주의의한예이다. 21세기에출현한최초의주요학습이론인행동주

의가제3∼5장에서다루어지는주제이다. 이장에서는행동주의의기본가정을확인할

것이다. 그리고파블로프의고전적개실험을살펴보고그의아이디어를인간학습에까

지확장시켜봄으로써고전적조건형성의성격을고찰할것이다. 마지막으로행동주의

이론의교육적시사점을도출할것이다. 제4장과제5장에서는또다른행동주의이론인

작동적조건형성의원리와적용을검토할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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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왓슨, 거스리, 헐의행동주의관점은이책의이전판에서는묘사되었지만이판에서는최근이론과연구를위한
지면공간을위해제외시켰다. 이책의동반웹사이트인www.prenhall.com/ormrod 내에있는‘파블로프, 손
다이크, 스키너를넘어서：기타초기행동주의이론들’을읽음으로써이들의견해를좀더알수있다.



1. 행동주의의기본가정

21세기이전에심리학을지배했던두관점은구조주의(예：분트의저작)와기능주의(예：

듀이의저작)이다. 이두관점의기본가정과연구주제는상당히다르다하더라도그들

의단점은동일하다. 즉연구방법론의정확성과엄 성이부족하다는것이다. 구조주의

자들의경우, 학습과기타심리현상의주요탐구방법은내내관관법법이라고불리는것이다.

이것은사람들에게내부마음을들여다보도록하고그들의생각하는바를기술하도록

하는방법이다. 그러나1900년대초어떤심리학자들은내관법이주관적이고과학적엄

성이부족하다고하여이를비판하기시작하 다.2)그들은연구방법이보다객관적이

지않다면, 학문으로서의심리학이진정한‘과학’으로여겨질수없을것이라는염려를

하 다.

러시아생리학자파블로프와미국의심리학자손다이크의연구를시발점으로하여관

찰불가능한정신사태보다는관찰가능한현상에초점을맞추는보다객관적인학습연

구접근법이출현하 다. 이들은쉽게볼수있고객관적으로기술할수있는행동을일차

적으로관찰하 고, 그래서행동주의운동이탄생하 다.

행동주의자들은학습을설명하는구체적과정들에항상동의하는것은아니었지만많

은행동주의자들은역사적으로어떤기본가정들을공유하 다. 

◆학습원리는여러행동과여러동물종에똑같이적용될수있어야한다. 일반적으로행동

주의자들은인간과동물들이유사한방식으로학습한다는가정을한다. 이 가정은

등등위위성성(equipotentiality)으로알려진것이다. 이가정의결과로, 행동주의자들은쥐

와비둘기와같은동물들의연구에서나온원리들을인간학습에종종적용한다. 그

들은학습에대해논의할때인간과동물을총칭하기위해유유기기체체라는용어를종종

사용한다. 

◆학습과정은연구의초점을자극과반응에둘때가장객관적으로연구될수있다. 행동주의

자들은물리현상을연구하는화학자와물리학자들처럼심리학자들이객관적이고과

학적인탐구방법으로학습을연구해야한다고믿는다. 그들이관찰하고측정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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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람들은자신의인지과정을항상정확하게묘사할수는없다는초기행동주의자들의막연한생각을후기연구
자들이확실히하 다(예：Nisbett & Wilson, 1977; Zuriff, 1985). 



있는, 보다구체적으로환경내의자극과그자극에대한유기체의반응에초점을맞

춤으로써심리학자들은그러한객관성을유지할수있다. 행동주의학습원리는자자극극

(S：stimulus)과반반응응(R：response)의관계를기술한다. 그래서행동주의를때때로

SS－－RR 심심리리학학이라고부른다.  

◆ 대체로내적과정은과학적연구에서제외된다. 많은행동주의자들은내적과정(예：사

고, 동기, 정서)을직접관찰하고측정할수없기때문에학습이어떻게일어나는지

설명하고 탐구하는 데 이 과정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믿는다(예：Kimble, 2000;

Watson, 1925). 이들행동주의자들은유기체를‘블랙박스’로기술한다. 이박스는

자극의 향을받고여기에서반응이나오지만박스내부에서일어나는일은불가사

의한채남아있다.3)

그러나모든행동주의자들이엄격한블랙박스관을가지고있는것은아니다. 어떤

행동주의자들은동기, 자극－반응연합강도와같은유기체(O：organism) 내의요

인도학습과행동의이해에중요하다고주장한다(예：Hull, 1943, 1952). 이러한신신

행행동동주주의의자자들은 때때로 S－R이론가라기보다는 S－O－R(자극－유기체－반응)이론가로

불리운다. 특히최근들어어떤행동주의자들은환경적사태뿐아니라인지적과정

을 고려할 때만 인간과 동물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예：Church, 1993; DeGrandpre, 2000; Rachlin, 1991; Wasserman, 1993).

◆ 학습은 행동 변화를 내포한다. 제1장에서제시한학습의정의와대조적으로행동주의

자들은전통적으로학습을행동의변화로정의하 다. 제1장에서지적한대로결국,

학습이어떤사람의행위에반 된것을볼때만학습이일어났음을확정할수있다.

어떤행동주의자들은행동변화가일어나지않으면학습이일어났을가능성이전혀

없다는제언을한다. 

그러나행동주의자들이학습의설명에점점인지적요인을끌어들임으로해서많

은행동주의자들은행동에기초한학습의정의를철회하 다. 그대신학습과행동

을사실은관련되어있지만분리된실체로다룬다. 많은행동주의법칙들은학습자

체에 향을미치는요인보다는학습된행동의수행에 향을미치는요인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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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간행동과학습의연구는절대적으로자극과반응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는이생각은가끔급진적행동주의
로일컬어진다.



더 적절히 설명한다고 수많은 심리학자들은(예：Brown & Herrnstein, 1975;

Estes, 1969; Herrnstein, 1977; Schwartz & Reisberg, 1991) 보고있었다. 

◆ 유기체는빈 백지로태어난다.  새의집짓기와이주행동과같은어떤종특유의본능

과인간의정신지체와정신병과같은기질적장애를제외하면, 유기체는특별한방

식으로행동하려는경향성을가지고태어나지는않는다. 그대신유기체는환경과의

경험으로 점점 채워지는‘빈 백지’로 세상에 태어난다. 빈 백지는 라틴어인 taula

rasa로종종언급된다. 개개의유기체는각자독특한환경적경험을가지고있기때

문에각자자신의독특한행동을습득하게될것이다.

◆ 학습은 대체로 환경적 사건들의 결과이다. 행동주의자들은학습이라는용어를사용하

는대신조조건건형형성성(conditioning)이라는말을사용한다. 즉유기체는환경적사건들에

의해조건형성된다는것이다. 조건형성된다와같이동사표현이수동형인것은학습

이유기체경험의결과이기때문에유기체의통제를벗어나는방식으로일어난다는

많은행동주의자들의믿음을암시한다. 

스키너와같은초기행동주의자들은결결정정론론자자들이다. 즉유기체의유전적행동성

향뿐아니라유기체의과거경험과현재환경적상황을완전히안다면유기체의다

음행동을정확히예언할수있을것이라고그들은제언하 다. 요즈음의많은행동

주의자들은그렇게결정론적으로생각하지않는다. 즉 그들의관점에의하면어떤

유기체의행동도자극－반응연합과유전적특질만으로설명할수없는어느정도의

변이성을반 한다(Epstein, 1991; Rachlin, 1991). 유기체가어떻게새로운자극에

대한반응을학습했는가를보는것은사람들과동물들이왜그렇게행동하는가를이

해하는데확실히도움이된다. 그러나우리는100% 확실하게그들의행동을예언할

수는결코없을것이다.

◆ 가장 유용한 이론은 간명한 것인 경향이 있다. 행동주의자들에따르면우리는가능한

적은학습원리로가장단순한것에서부터가장복잡한것에이르는모든행동들의

학습을설명해야한다. 이가정은학습과행동을설명하는데있어서간간명명성성(parsi－

mony)의선호를반 한다. 우리는우리가탐색하는첫번째행동주의이론인고전

적조건형성에서그러한간명성의예를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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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전적조건형성

1904년소화에관한연구로노벨상을수상한러시아생리학자파블로프는1900년대초

에개의타액분비와관련한일련의실험들을수행하고있었다. 그는개의타액분비반응

을연구하기위하여개의입을절개수술하여타액을모아측정하 다. 개를움직이지못

하게가죽끈으로묶고, 개에게고기가루를주어그결과일어나는타액분비를관찰하

다. 개가이러한경험을몇번한후에는고기를보기전이나냄새를맡기전에타액을분

비하는것을파블로프는주목하 다. 사실실험실조교가고기를들고방에들어서자마

자개는침을흘렸다. 개는실험실조교의의미가음식이온다는것임을확실하게학습하

여그에따른반응을한것이었다. 파블로프는그렇게우연히알게된학습과정에대해

그이후체계적인연구를하는데여러해를헌신하 으며마침내그의연구결과를그의

저서조건반사(Pavlov, 1927)에서요약하 다.

파블로프의초기연구는다음과같이이루어졌다.

①그는처음에개가빛, 음차소리, 벨소리와같은어떤자극에대한반응으로타액을

분비하는지관찰하 다. 앞으로논의할때는문제의자극으로간단히벨소리만을

사용하겠다. 당연히벨소리가특히개의식욕을돋우지않았고따라서개는타액을

분비하지않았다. 

②파블로프는다시벨소리를울렸고, 그 직후약간의고기가루를제시하 다. 물론

개는타액을분비하 다. 파블로프는여러번더벨을울렸고그직후항상고기를

주었다. 개는매번타액을분비하 다.

③그다음파블로프는고기를제시하지않고벨소리만울렸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개

는타액을분비하 다. 이전에는개가반응하지않았던(1단계) 벨소리가이제타액

분비를유도하 다. 경험의결과, 행동에변화가일어난것이다. 행동주의자의관

점에따르면그때학습이일어난것이다.  

파블로프가관찰한학습현상은이제고고전전적적조조건건형형성성으로알려져있다.4) 파블로프가

한방식과동일하게파블로프의실험을세단계로분석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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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떤심리학자들은이대신반응적 조건형성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데, 이용어는스키너가자극에대한불수의
적반응의성격을나타내기위해이름붙인것이다.



①유기체가눈에띄게반응하지않는자극인중중립립자자극극(neutral stimulus：NS)을확

인한다. 파블로프개의경우는벨소리가타액분비반응을인출하지않는원래중립

자극이었다. 

②중립자극은반응을유도하는또다른자극직전에제시된다. 후자의자극을무무조조건건

자자극극(unconditioned stimulus：UCS)이라 부르고, 그에 대한 반응을 무무조조건건반반응응

(unconditioned response：UCR)이라부른다. 왜냐하면유기체는그자극에대한

반응을학습에의하지않고무조건적으로하기때문이다. 파블로프개에게있어서

고기가루는타액분비라는무조건반응을하는무조건자극이다.

③이전의중립자극이 무조건자극과 짝지워진 이후로는반응을인출하기때문에더

이상‘중립적’이지 않다. NS는 유기체가 조조건건반반응응(CR)을 학습한 조조건건자자극극(CS)이

되었다.5) 파블로프실험에서벨소리는고기(무조건자극)와짝지워진후타액분비

라는조건반응을유발하는조건자극이된다. 그림3.1의도표는고전적조건형성의

과정을도식화한것이다.

고전적조건형성에대한파블로프의연구는이러한최초의실험이후에도오랫동안

계속되었고, 많은연구결과는다른반응에도적용되어반복적인연구가이루어졌으며,

인간을포함한다른종에게도실시되었다. 고전적조건형성의과정과그것이인간학습

에서어떻게일어나는가를좀더세 히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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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블로프의원래용어는unconditional 자극, unconditional 반응, conditional 자극 conditional 반응이었
는데대부분의고전적조건형성의문헌에는‘unconditioned’로잘못번역되어있다.

1단계 :
(반응 없음)

NS

UCR

2단계 : NS

3단계 : CS

UCS

CR

(벨소리)

(벨소리)

(벨소리)

(고기)

(타액분비)

(타액분비)

그림3.1

파블로프개실험의고전적조건형성과정



가. 고전적조건형성모델

고전적조건형성은개와실험실쥐뿐아니라신생아(Lipsitt & Kaye, 1964; Reese &

Lipsitt, 1970), 자궁속의태아(Macfarlane, 1978), 심지어편형동물과같은단세포동

물(R. Thompson & McConnell, 1955)에서도나타났다. 고전적조건형성은확실히넓

은동물왕국에까지확대되어적용가능하다.

파블로프실험이보여준바와같이고전적조건형성은두자극이거의동시에제시될

때전형적으로일어난다. 이자극들중하나는무조건자극인데, 그것은무조건반응을인

출한다. 두번째자극은무조건자극과연합됨으로써역시어떤반응을인출하기시작한

다. 그것은조건반응을유발하는조건자극이된다. 많은경우조건형성은비교적빨리

일어난다. 유기체는보통두자극의동시제시가다섯번이나여섯번째그리고가끔은

한번만의짝지움으로조건반응을나타낸다(Rescorla, 1988). 

고전적조건형성은조건자극이무조건자극의바로직전, 즉 0.5초정도전에제시될

때대체로일어나는경향이있다. 이러한이유때문에어떤심리학자들은고전적조건형

성을신신호호학학습습의한형태로묘사한다. 조건자극은앞서제시됨으로써다음에무조건자극

이온다는신호의역할을한다. 마치파블로프의개가벨소리는맛있는고기가루가온다

는것을알려준다는것을학습했던것과같다.

고전적조건형성은학습자가통제하지못하는반응인불수의적반응을항상포함한

다. 자극이반응을인인출출한다고말할때그것은자극이반응을자동적으로일으키며개인

이그반응을마음대로일으키지못한다는것을의미한다. 대부분의경우조건반응은무

조건반응과유사하다. 그러나두반응은우선어느자극이반응을인출하느냐의관점에

서그리고가끔은반응의강도의측면에서서로다르다. 그리고때로는조건반응이무조

건반응과아주다르며완전히반대이기까지하다. 이에대한사례는조금후에약물중독

을논의할때제시하겠다. 그러나어떻게해서든지조건반응은유기체로하여금곧뒤따

라오는 무조건자극을 예견하고 준비하도록 한다(Rachlin, 1991; Schwartz &

Reisberg, 1991). 

나. 인간학습의고전적조건형성

우리는다양한불수의적반응, 특히생리적작용이나정서와연합되어있는반응들을사

람들이어떻게배우는가를이해하기위하여고전적조건형성을사용할수있다. 예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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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특정한음식이위경련과연합된결과로그음식에대한혐오감을발달시킬수있다

(Garb & Stunkard, 1974; Logue, 1979). 예시를들어보면, 오이샐러드드레싱의크림

맛(CS)이임신시기의입덧(UCS)과연합된이후로나의오이드레싱에대한혐오감(CR)

이여러해동안지속되었다.

많은사람들의경우, 어둠은잠자러가기위한조건자극인데그이유중일부는어둠

이자주피로와연합되었기때문이다. 나는나의딸티나의학교행사인‘천문학의밤’에

참여했을때내가어떻게조건형성되었는가를깨닫게된적이있다. 우리부모들은한교

실에초대를받아자리에앉도록안내를받았다. 그리고는불이꺼졌고우리는30분동

안NASA우주박물관을묘사한 사슬라이드를관람하 다. 나는초저녁시간에항상

깨어있는편인데도불구하고점점졸려왔다. 다만아마도불편한금속의자에꼿꼿이

앉아있은덕택에의식을완전히잃지않았을뿐이었다. 그러한상황에서어둠은자러가

는반응을인출하 고, 깨어있게하는반응을인출하는자극은없었다.

태도역시부분적으로는고전적조건형성의결과일수있다. 한 연구실험(Olson &

Fazio, 2001)에서대학생들은여러만화주인공이스크린에나오는동안컴퓨터앞에앉

아있었다. 그만화주인공은일본닌텐도제품비디오게임캐릭터인데대학생들은그들

을잘몰랐다. 한주인공은일관성있게‘훌륭한’, ‘멋진’과같은긍정적감정을유발하

는단어와, 강아지와인기있는아이스크림그림과같은긍정적이미지와함께제시되었

다. 둘째주인공은일관성있게‘지독한’, ‘끔찍한’등과같은부정적감정을유발하는

54 제2부 행동주의학습관

“먹으러 와!”
“조건자극은 무조건자극이 온다는

신호의역할을하기도한다.”



단어와, 바퀴벌레와칼을든남자그림과같은이미지와함께제시되었다. 다른주인공

들은좀더중립적인단어및이미지와짝을이루었다. 그후학생들에게만화주인공과

이미지들에－4(불쾌한)에서＋4(유쾌한)까지의척도에평정하도록하 더니불쾌한자

극과연합된주인공보다유쾌한자극과연합된주인공에게더우호적인점수를주었다.

재미있게도처음에중립적이던자극에대한긍정적태도는그것을다른유쾌한것과함

께경험할때만반드시나타나는것은아니다. 불쾌한자극이없는채로반복해서경험하

는것으로도충분히우호적인태도를유발하는것같다(Zajonc, 2001). 

고전적 조건형성은 공포증을 설명하는 데도 유용한 모델이다(Mineka & Zinbarg,

2006). 예를들면, 나의꿀벌공포증은이전에꿀벌(CS)이고통스런쏘기(UCS)와연합

되어서내가점점꿀벌에대한공포심(CR)을갖게되었다는사실로설명할수있을것이

다. 유사한방식으로개에게물린사람들은때때로개를무서워하게된다. 

고전적으로조건화된동물에대한공포반응으로가장잘알려진예는왓슨과레이너

(1920)가사용한절차로흰쥐를무서워하게된유아, ‘어린앨버트’의경우일것이다. 앨

버트는차분하고, 울거나무서운반응을잘보이지않는11개월아동이었다. 어느날앨

버트에게흰쥐를보여주었다. 그가쥐에게다가가쥐를만지자마자그뒤에있는큰금

속막대를쳐서크고불쾌한소리를내었다. 앨버트는큰소리에깜짝놀라펄쩍뛰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는다른손으로쥐를만지려고다가갔고, 금속막대는다시한번더

울렸다. 쥐(CS)와큰소리(UCS)가다섯번정도더짝지워지니까앨버트는진짜쥐공포

증을가지게되었다. 그는쥐를볼때마다발작적으로소리내어울었고가능한한빨리

손과무릎을움직여기어달아났다. 앨버트는한번도큰소음과짝지워본적이없는토

끼, 개, 모피코트, 면화, 솜털같은수염이있는산타클로스가면등에도이와유사한방

식으로공포반응을나타내었다고왓슨과레이너는보고하 다. 왓슨과레이너는불쌍한

앨버트의조건형성을소거시키지못했다. 다행히도요즈음은미국심리학회의윤리규정

이이러한부주의를금지하고있다.

실패공포는고전적으로조건형성되는반응의또다른예이다. 지나치게실패를두려

워하는사람들은실패가불쾌한상황과이전에연합된적이있었을것이다. 아마도화난

부모로부터의고통스런벌이나무감각한학우들의조롱과연합된적이있었을것이다.

그러나가끔씩의실패는학교든집이든어디에서든간에새로운과제를시도하고자할

때자연스럽게일어나는것이다. 교사와부모들은실패가그처럼강한조건자극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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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동들이새로운활동과위험성있는도전적과제에저항하는일이없도록주의해야

한다. 

이러한고전적조건형성의예들이여러분들이고전적으로조건형성된반응을인식하

는데도움을주기를바란다. 이제고전적조건형성과연합된몇가지보편적현상으로

돌아가자.

다. 고전적조건형성의보편적현상

파블로프와그외행동주의자들은고전적조건형성과관련된수많은현상을기술하

다. 여기에서는그들중몇가지인편향적연합, 조건관계의중요성, 소거, 자발적회복,

일반화, 자극변별, 고차적조건형성, 감각적전조건형성을검토하겠다.

1) 편향적연합

예비조건자극의특성은조건형성이일어나는정도에 향을미친다. 중립자극이밝기

나크기나강도가눈에띌수록무조건자극과함께제시될때더잘조건자극이되는경향

이있다(Rachlin, 1991; Schwartz & Reisberg, 1991). 더구나어떤자극은특히어떤무

조건자극과잘연합되는경향이있다. 예를들면, 음식은빛이나음차소리보다메스꺼움

(UCS)과연합된조건자극이되기쉽다. 환언하면, 어떤자극들간의연합은다른자극들

간의연합보다더잘이루어진다는것이다. 이러한현상을편편향향적적연연합합(associative bias)

이라고한다(Garcia & Koelling, 1966; Hollis, 1997; Schwartz & Reisberg, 1991). 진

화가여기에서작용했다고볼수있다. 우리의조상들은메스꺼움을유발시키는새로운

음식과메스꺼움이연합되는것과같이진정한인과관계를반 하는연합을성립시키는

성향을 가질 때 환경의 적응력을 더 높일 수 있었다(Öhman & Mineka, 2003;

Timberlake & Lucas, 1989).

2) 조건관계의중요성

파블로프는무조건자극과예비조건자극이거의동시에제시될때고전적조건형성이

일어난다고주장하 다. 즉, 두자극간의인인접접성성(contiguity)이있어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인접성만으로는불충분한듯하다. 앞에서본것처럼조건자극이무조건자극바

로직전에제시될때고전적조건형성이가장잘일어나는경향이있다. CS와UCS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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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동시에제시될때는고전적조건형성이덜일어나는경향이있고, CS가UCS보

다나중에제시될때는거의일어나지않는다(예：R. R, Miller & Barnet, 1993). 그리

고어떤경우에는조건자극(음식)과무조건자극(메스꺼움)의간격이24시간정도될때

도사람들은그음식에대한혐오감을형성시킨다(Logue, 1979). 크림맛나는오이드

레싱에대한나의혐오감을상기해보라.

보다 최근 이론가들은(예：Gallistel & Gibbon, 2001; Granger & Schlimmer,

1986; Rachlin, 1991; Rescorla, 1988) 조조건건관관계계(contingency)가필수조건이라고주장

하 다. 가능한조건자극은무조건자극이뒤따라오려고할때생긴다. 다시말하면, CS

가UCS가곧이어올것이라는신호로서의역할을할때라는것이다. 내가앞에서‘신호

학습’에대하여언급한것을회상해보라. 평소에따로제시되는두자극이몇번우연히

동시발생적으로일어날때는고전적조건형성이일어나지않는경향이있다. 

3) 소거

잠시파블로프의개로돌아가자. 벨이몇번고기가루와함께울린후에개가벨소리에

대해타액을분비하는것을학습한사실을기억하자. 만약고기가루가함께제시되지않

고벨소리만계속울리게되면어떤일이일어날까? 무조건자극없이조건자극만반복해

서제시하면조건반응이계속약해지는것을파블로프는발견하 다. 마침내개는더이

상벨소리에타액을분비하지않았다. 다시말하면, 조건반응이사라졌다. 파블로프는

이현상을소소거거(extinction)라고불 다.

조건반응은때로소거되기도하고, 소거되지않기도할것이다. 소거가예측불가능한

것은바람직하지않은불수의적조건반응을습득한사람들과함께일하는사람들에게는

좌절이되는근원이다. 이장의후반부에서소거가왜항상일어나는것은아닌지그이

유를확인할것이다.

4) 자발적회복

파블로프가고기가루없이벨소리를반복해서제시함으로써개의침흘리는조건반응을

재빠르게소거시켰다하더라도다음날그가실험실에들어갔을때마치소거가일어난

적이없었던것처럼벨소리는다시한번개의타액분비를인출하 음을발견하 다. 이

전에소거된후타액분비반응이이렇게재현하는것을파블로프는 자자발발적적 회회복복(s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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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eous recovery)이라고불 다. 

보다일반적용어로자발적회복은소거기간후휴식기간이뒤따라올때조건반응이

재발하는것이다. 예를들면, 만약내가한동안수많은꿀벌가까이에있다면마침내진

정하여평정을되찾는다. 그러나그이후꿀벌을만났을때나의첫반응은다시한번냉

정을잃는것이다.

조건반응이자발적회복시나타날때그것은초기조건반응보다전형적으로더약하

고, 더빨리소거된다는것을파블로프는발견하 다. 자발적회복이여러번관찰되는

상황에서는CR의재현이점점약해지며점점빨리사라진다.

5) 일반화

어린앨버트가흰쥐에대한공포반응이조건형성된이후토끼, 흰모피코트, 면화, 솜털

같은수염이달린산타클로스가면에도무서워하게되었다는사실을회상해보자. 학습

자가 다른 자극에 대해서도 조건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으로 반응할 때 일일반반화화

(generalization)가일어난것이다. 한자극이조건자극과유사할수록일반화의가능성

은더커진다. 앨버트는쥐처럼희고솜털같은모든물체에대해공포반응을나타내었지

만희지않고솜털같지도않은장난감블록을무서워하지는않았다. 이와유사하게학대

하는아버지를무서워하는아동은그공포반응을다른남자성인에게일반화하지만여

자성인에게는일반화하지않는다.  

조건반응의새로운자극에대한일반화는흔한현상이다(Bouton, 1994). 어떤경우,

조건형성된공포반응의일반화는사실시간의흐름에따라확대될수있다. 즉시간이흐

름에 따라 개인은 점점 더 많은 물체를 무서워하게 될 수 있다(McAllister & McAll‐

ister, 1965). 따라서빨리소거되지않는역기능적조건반응은해가갈수록더다루기

힘들수있다.

6) 자극변별

파블로프는개가고음에대한반응으로타액을분비하는것을조건형성시켰을때저음

에도일반화하는것을관찰하 다. 개에게두음조의차이를가르치기위하여파블로프

는고음은고기가루와함께반복적으로제시하고, 저음은고기가루없이제시하 다. 두

음조를그렇게여러번제시하고나니까개는마침내고음에서만타액을분비하는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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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 다. 파블로프의용어로두음조간의차별화(differentiation)가일어난것이었

다. 오늘날심리학자들은이러한현상에대해 자자극극변변별별(stimulus discrimination)이라

는용어를더자주사용한다.

자극변별은한자극(CS＋)이무조건자극과함께제시되고다른자극(CS－)이UCS 없

이제시될때일어난다. 개인은CS＋에대한조건반응을습득하지만그반응을CS－에

까지일반화하지않는다. 예를들면, 아버지에게학대받는아동이다른성인남성들과는

긍정적인상호작용을한다면아버지에대한그녀의두려움이그남성들에게는똑같이

일반화되지않을것이다.

7) 고차적조건형성

파블로프는이이차차적적조조건건형형성성(second-order conditioning), 혹은좀더일반적으로고고차차

적적조조건건형형성성(higher-order conditioning)으로알려진현상을또한관찰하 다. 개가벨

소리를듣고타액을분비하는것이조건형성되었고, 그이후벨소리가불빛과같은중립

자극과함께제시되었을때그중립자극또한고기와직접연합된적이없는데도타액분

비반응을인출하기시작하곤하 다. 환언하면, 불빛은무조건자극과짝지워진것이아

니라다른조건자극과짝지워짐으로써조건자극이되었다. 

고차적조건형성은다음과같이작동한다. 첫째, 중립자극(NS1)은무조건자극과짝지

워짐으로써조건자극(CS1)이되며곧조건반응(CR)을인출한다. 다음, 두번째중립자극

(NS2)은CS1과짝지워지고그래서역시조건반응을인출하기시작한다. 그두번째자극

또한조건자극(CS2)이된다.

고차적조건형성의다이어그램이그림3.2에제시되었다. 1단계와2단계는원래의조

건형성을기술한다. 3단계와4단계는고차적조건형성을기술하며, 거기에서이차적중

립자극은CS1과짝지워짐으로써CS2가된다.

고차적조건형성은학생이교실에서보여주는두려움에대한설명일수있다. 처음에

실패는신체적벌과먼저연합된다. 그다음에시험, 급우들앞에서의구두발표, 학교자

체와 같은 또 다른 상황이 실패와 연합된다. 고통스런 벌은 UCS이다. 원래 중립자극

(NS1)이던실패는UCS와연합이후CS1이된다. 처음에중립자극(NS2)이던시험과같

은학교의다른측면이CS1과의연합을통하여부가적조건자극(CS2)이된다. 이런식으

로학생은시험불안, 대중연설공포, 학교기피증까지형성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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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차적조건형성은앞에서언급한포크몬연구에서대학생이형성하 던태도도설명

할수있을것이다(Olson & Fazio, 2001). 사람들은‘멋진’이나‘끔찍한’이라는단어에

대해특별한감정을가지고태어나지도않고, 맛있는아이스크림이나바퀴벌레그림에

대한타고난반응을반드시가지고있는것도아니다. 오히려사람들은경험이쌓임에따

라단어와이미지에대한특별한감정을습득하게되는데그경험은시간이흐름에따라

이자극들이앞으로의고차적조건형성을위한출발점을제공할수있을정도로까지진

행된다.

8) 감각적전조건형성

고차적조건형성은개인이무조건자극과직접짝지워본적이없는자극에대한조건반

응을형성시킬수있는한방식이다. 감감각각적적전전조조건건형형성성(sensory preconditioning)은단

계가다른순서로일어나는점을제외하고는고차적조건형성과아주유사하다. 먼저불

쌍하고과잉착취당한파블로프의개를조건형성시키는과정을다시한번예시해보겠

다. 먼저벨소리와불빛를동시에제시하는것을가정해보자. 그다음벨소리를고기가

루와짝을지우자. 개는벨소리에대한반응으로타액을분비할뿐아니라불빛에대한

반응으로도타액을분비하는것을우리는발견할수있다.

보다 개괄적으로, 감각적 전조건형성은 이렇게 일어난다. 먼저 두 중립자극(NS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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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2)이동시에제시된다. 그다음이중립자극중하나(NS1)가무조건자극(UCS)과연합

됨으로써 조건자극(CS1)이 되고 조건반응(CR)을 인출한다. 감각적 전조건형성의 경우

이차적중립자극(NS2) 또한앞서CS1과연합된덕택에조건반응을인출한다(예：NS2는

CS2가되었다).

클라인(Klein, 1987)은감각적전조건형성이어떤시험불안의경우를설명할수있음

을시사하 다. 학교(NS1)는먼저시험(NS2)과연합된다. 나중에학교가어떤충격적사

건(UCS)과 연합되면, 학교만불안(CR)을 인출하는조건자극(CS1)이 되는것이아니고

시험도조건자극(CS2)이될수있다. 시험불안이어떻게감각적전조건형성을통해형성

되는가에대한다이어그램을그림3.3에제시하 다.

라. 고전적조건형성의인지

많은이론가들이이제는고전적조건형성은종종두자극간의연합형성이아니라이자

극들의 내적, 정신적 표상들 간의 연합 형성을 포함한다고 믿는다(예：Bouton, 1994;

Forsyth & Eifert, 1998; R. R. Miller & Barnet, 1993; Rachlin, 1991; Rescorla,

1988). 더구나조건자극은유기체로하여금무조건자극이오고있음을예언할수있도록

하기도 하는데 예언한다는 것은 분명히 정신적인 것이다(Hollis, 1997; Martin &

Levey, 1987; Mineka & Zinbarg, 2006; Rescorla, 1967, 1988). 행동주의자들은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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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그렇게의도적으로피하던사고과정에대해서이제는이야기하기시작했다.

그렇다고하여고전적조건형성이항상인지를포함하는것은아니다. 보다정확하게

말하여, 반드시의식적자각을포함하지않는다는것이다(Baccus, Baldwin, & Packer,

2004; Papka, Ivry, & Woodruff－Pak, 1997; Schwartz & Reisberg, 1991).6) 예컨대,

유기체가모르핀이나인슐린과같은약을흡수하면, 그약은무조건자극으로서, 자연스

럽게진통이나저혈당과같은생리적반응을유도한다. 이약들보다앞서제시된자극

들, 예컨대빛, 소리, 환경적맥락과같은것들은기묘하게도반대의반응, 즉통감증가

나고혈당을인출하기시작하는데아마도이것은곧이어올약물자극을준비하는반작

용일것이다(예：Flaherty et al., 1980; Siegel, 1975, 1979).

약물흡수자가의식적으로통제하지못하는그러한생리적반응은니코틴, 알코올, 마

약에사람들이중독되는현상을설명하는한가지방식이다. 습관적흡연자와마약남용

자들은전에중독물질을사용했던환경으로되돌아가면, 그의몸은그물질이좀더필

요하도록하기위한반작용적방식으로반응한다. 그러는사이에몸은약물에대한내성

을더키우고필요로하는생리적상태를얻기위해더많은약물의양을필요로한다

(Conklin, 2006; McDonald & Siegel, 2004; Siegel, 2005; Siegel, Baptista, Kim,

McDonald, & Weise－Kelly, 2000; Siegel, Hinson, Krank, & McCully, 1982). 

마. 바람직하지않은조건반응의수정

조건반응은불수의적이기때문에제거하기어렵다. 사람들은그것에대해거의혹은전

혀통제하지못한다. 그러나비합리적공포와같은조건반응은개인이제역할을수행하

는데있어서해악적일수있다. 우리는이와같은비생산적인조건반응을어떻게제거할

수있을까? 소거와역조건형성이이를제거할수있는가능한방법이다.

1) 바람직하지않은반응의소거

조건반응을제거하는명백한한가지방법은소거의과정을통하는것이다. 만약조건자

극이무조건자극없이충분히자주제시된다면조건반응은사라질것이다. 이과정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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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확하게일어난다. 

그러나불행히도소거는조건반응을제거하기위한수단으로신뢰롭지못한것으로

알려져있다. 그것은항상작동하는것이아니다. 적어도다음과같은세가지이유때문

이다.

①소거가일어나는속도가예측불가능하다. 만약조건화과정중에조건자극이무조

건자극과가끔씩만연합하여제시되었다면예컨대자극의짝지움이비일관적이었

다면소거는특히느린경향이있다(Humphreys, 1939).

②사람들과다른여러종들은무서움을학습한자극을피하는경향이있으며이에따

라조건자극을무조건자극없이대면하는기회를감소시킨다. 따라서소거할기회

를놓치게된다. 제4장에서회피학습을좀더자세히살펴볼것이다. 

③반응이소거되었을때조차도자발적회복을통해다시나타날수있다. 우리는반

응이언제자발적으로회복되는지안되는지결코확신할수없다. 소거가단지한

맥락에서만일어났다면소거가일어나지않았던다른상황에서자발적회복이특

히잘일어나는경향이있다.

2) 보다바람직한반응의역조건형성

소거의 대안은 역역조조건건형형성성(counterconditioning)이라 불리우며 이는 조건반응을 보다

생산적이고새로운반응으로대체하는것이다. 역조건형성은바람직하지않은조건반응

을제거하는데있어서소거보다더효과적인경향이있다. 역조건형성역시제거된반응

이자발적회복을통해재발하는기회를감소시킨다.

‘어린피터’를대상으로한, 존스(1924)의 전통적실험은역조건형성의훌륭한예를

제공한다. 피터는토끼를무서워하는두살배기남자아이 다. 존스는피터에게공포심

을제거하기위해피터를높은의자에앉혀사탕을주었다. 그가사탕을먹을때존스는

토끼를방안먼쪽에데리고왔다. 다른상황이라면토끼가불안을유발할수있었을것

이다. 그러나피터가사탕을먹을때느끼는즐거움의강도가더강하여토끼가나타났을

때그가느끼는불안을압도했다. 존스는피터에게사탕을주고높은의자에앉힌다음

토끼를이전보다약간더가까이데리고오는이러한절차를두달에걸쳐매일반복했으

며결국토끼에대한피터의불안을없앴다. 

일반적으로역조건형성은다음단계에따라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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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현존하는조건반응과양양립립할할수수없없는는새로운반응을선택한다. 기존반응과새로운

반응은동시에수행할수없기때문에서로양립불가능하다. 고전적으로조건형성

된반응은성격상보통은정서적이기때문에양립불가능한반응역시일종의반대

되는정서반응이다. 예를들면, 어린피터의경우, 공포의양립불가능한반응으로

행복감을사용하 다. 공포와불안은신체적으로긴장을유발하기때문에그대안

적반응은이완을내포한다.

②양립불가능한반응을인출하는자극을확인한다. 예를들면, 사탕은피터에게‘행

복한’반응을인출한다. 만약우리가어떤사람으로하여금이전에불쾌감을일으

킨자극에대해행복한반응을형성하도록돕고자한다면, 친구, 파티, 맛있는음식

과같은이미즐거움을일으키는자극을발견할필요가있다. 대신어떤사람이이

완반응을습득하도록하기를원한다면, 그사람에게시원하고향기로운초원이나

수 장의비치의자에누워있는것을상상하도록할수있다. 

③새로운반응을일으키는자극을개인에게제시하고, 바람직하지못한조건반응을

일으키는조건자극을그상황에점진적으로도입한다. 토끼에대한피터의공포를

다루기위해존스는피터에게먼저사탕을주었다. 그리고피터에게서멀리떨어진

거리에토끼를제시하 는데매회기가진행될때마다토끼를조금씩가까이점진

적으로접근시켰다. 역조건형성의비결은바람직한반응을일으키는자극이바람

직하지않은반응을일으키는자극보다항상더강한효과를가지도록하는것이

다. 그렇지않으면바람직하지않은반응이우세해질수있다. 

역조건형성은많은조건화된불안반응을감소시키거나제거시키는방법을제공한다.

예컨대, 체체계계적적 둔둔감감법법(systematic desensitization)에서는어떤자극의출현을과도하

게두려워하는사람에게그러한자극을포함하는스트레스상황속에있는자신을상상

하는동안에이완하도록한다. 그렇게함으로써그들은점진적으로불안을이완반응과

대체시킨다(Wolpe, 1958, 1969; Wolpe & Plaud, 1997). 이에대한대안으로사람들은

컴퓨터 상을사용하여일련의스트레스상황을가상적으로‘경험’하면서내내이완을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P. Anderson, Rothbaum, & Hodges, 2003; Garcia－

Palacios, Hoffman, Carlin, Furness, & Botella, 2002).

체계적둔감법은시험불안과대중연설공포증과같은문제들을다루는방법으로널리

사용되었다(Hughes, 1988; Garcia－Palacios et al., 2002; Morris, Kratochwi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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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dridge, 1988; Silverman & Kearney, 1991). 그러나학생의시험성적부진의학업적

원인을치료하지않고시험불안만을다루는것은시험점수를함께올리지않은채시험

불안을감소시키는것이라는점을지적해야겠다(Covington, 1992; Naveh－Benjamin,

1991; Tryon, 1980). 

수학불안때문에필수통계수업을무서워하는많은대학원학생들에게내가권하는기

법은수학문제들이불안을일으키지않도록그들의수학실력보다낮은데서시작하는,

필요하다면기본연산부터시작하는수학교재를찾는것이다. 그들이그러한교재를가

지고공부를하면서수학을실패보다는성공과연합하기시작한다. 제5장에서설명할프

로그램수업은어려운내용을작고쉬운단계로나아가도록하여그과목에대한불안을

감소시키는데도움이되는또다른기법이다.

3. 행동주의가정및고전적조건형성의교육적시사점

지금까지살펴본행동주의견해에서수업실천에주는몇가지시사점을이끌어낼수

있다.

◆ 실천이중요하다. 행동주의관점에의하면, 사람들은행동할기회를가질때, 예컨대

말하고, 쓰고, 실험하고, 시범할수있을때, 더잘학습하는경향이있다(Drevno et

al., 1994). 이상적으로말하면, 그때학생들은가르치는정보나기술을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하기보다는학습과정동안에능동적으로반응하는자가된다.

많은행동주의자들은자극－반응연합을반복하면그연합이강화된다는개념을강

조했다. 만약사람들이특정자극에대한반응을확실히학습할필요가있다면그때

는실천이필수적이다. 예를들면, 학생들은플래시카드를사용하거나자주문제를

풀어봄으로써사칙연산을여러번반복하면, 연산하는것을더잘배우고더빨리회

상할것이다. 이와유사하게, 읽기교사는학생들이읽기수준을향상시키는최선의

방법은단지읽고, 읽고, 또읽는것이라는사실을믿는다.

◆ 학생들은학과목을긍정적인분위기속에서접하고그것을긍정적인정서와연합해야한다.

고전적조건형성반응이지속성과일반화가능성을가짐으로학생들에게개학첫날

긍정적인교실분위기가필요함을알수있다. 학생들은불안, 실망, 분노등을유발

하는맥락보다는즐거움, 열광, 흥분과같은유쾌한정서를일으키는맥락에서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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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경험해야한다. 학생들은학과목을긍정적감정과연합할때, 학과목을보다

자발적으로추구하는경향이있다. 예컨대, 어린이들의어린시절책에대한경험이

즐거운것일때, 커서더자주, 더 광범위하게읽는경향이있다(Baker, Scher, &

Mackler, 1997).

이와대조적으로학교공부나교사가벌, 수치, 실패, 좌절과연합되어있을때, 학

교와그학교의교과과정은과도한불안의근원이될수있다. 시험, 발표, 어려운과

목과같은어떤교실활동은실패, 당황과같은특히불쾌한상황과연합되기쉽고그

래서학생들은그러한활동을할때곧불안을느끼게된다. 예를들어수학을생각해

보자. 어린아동들은전형적으로숫자세는활동을즐긴다. 그러나학년이높아지면

서점점도전적인수학과제를접하게되면많은경우좌절을경험하기시작하고수

학에대한불안과혐오감을습득한다(Stodolsky, Salk, & Glaessner, 1991). 아동들

이인지적으로어떤수학적개념을다룰준비가되기전에학교에서그것을가르치

는경향이있다. 예컨대, 많은발달연구가들은분수와소수의기초가되는비율개념

을이해하는능력은아무리빨라도11, 12세까지나타나지않는경향이있다고본다

(Schliemann & Carraher, 1993; Tourniaire & Pulos, 1985; 또한제11장의피아

제이론의논의부분을보라). 그러나학교는일반적으로겨우 8∼10세인 3, 4학년

경에때때로분수와소수를도입한다. 

교육자들은학교가학생들이실패보다성공을더경험하는장소가되어야한다고

종종주장하 으며, 고전적조건형성은그들주장의정당성을제공한다. 학생들의

성공을최대화하기위하여교사들은교육과정을계획할때학생들의기존지식, 기

술, 인지적성숙도를고려해야하며, 학생들이교실과제를성공적으로달성하는데

필요한자원과도움을제공해야한다. 교사들은학생들에게‘위험성’이있는활동에

참여하라고할때또한특별한조심을해야한다. 예를들면, 학생들이교실에서구두

발표를해야할때급우들에게긍정적인반응을얻을수있도록교사는발표할내용

과방법에대한구체적인제언을해줄수있을것이다.

그러나학생들이결코실패를경험해서는안된다는말이아니다. 제11장에서살펴

보겠지만도전적활동은쉬운활동보다지적성장을더높이고, 학생들이어려운문

제및과제와씨름을해야할때실수는불가피하다. 그러나학생들이학교공부에서

나사회적관계에서실패를너무자주경험할때학교는빠르게공포와불안과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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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생산적인조건반응을유발하는조건자극이될수있다. 일단조건화된이러한반

응은소거에매우저항적이기도하고미래학년에서효과적으로학습할수있는학

생들의능력을해치기도한다.

◆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해 학습자는 하나의 S－R 연결을 다른 하나로 대체해야 한다.  여러

분은나쁜 습관을바람직하지않은자극－반응연합으로생각할것이다. 초기행동주

의자인거스리는습관을깨기위해특별히고안한세가지독창적인기법을제안하

다. 둘째와셋째는앞에서기술한역조건형성접근법의측면을반 한다. 

•피로법(exhaustion method)：자극－반응습관을깨기위한한가지방법은개인

이너무지쳐습관적인방법으로반응할수없을때까지자극을계속제공하는것

이다. 그지점에서새로운반응이생겨나고새로운S－R 습관이형성될것이다. 예

를들면, 야생마의날뛰는습관을깨기위해말이지쳐더이상날뛸수없을때까

지기수(자극)가완고하게말등위에서버티는것이다. 그때조용히서있기와같

은행동인새로운반응은‘기수’라는자극과연합된다. 이와유사하게교사는종이

를씹어뭉친것을던지는습관이있는아동을방과후에남겨서이행동을지쳐계

속할수없을때까지하도록함으로써이행동을고칠수있다.

•역치법(threshold method)：습관을깨는또다른방법은처음에자극을매우약

하게제시하여개인이그것에습관적인방법으로반응을하지않도록하는것이

다. 그다음에는자극의강도를점진적으로높임으로써개인은계속그것에반응

을하지않게된다. 예를들면, 아동이시험불안이있을때, 다시말하면시험자극

이불안반응을유도할때, 교사는처음에는아동이좋아하는과제를약간만시험

형태를띠게하여제시함으로써아동의불안을없앨수있다. 시간이흐름에따라

시험형태를조금씩더많이갖춘일련의과제를제시할수있다. 

•비양립법(incompatibility method)：S－R 연결을깨는세번째방법은습관반응

이일어날수없을때그리고반대의반응혹은양립 불가능한반응이일어나려고

할때그자극을제시하는것이다. 예를들면, 서로서로과도하게경쟁하는성취동

기가아주높은학생들로구성된교실을상상해보자. 그와같은경쟁심을줄이기

위하여교사는학급을소집단으로나누고각집단에게경쟁보다는협동을요구하

는과제를부과할수있을것이다. 예를들면, 학급토론에서다룰논쟁점에대해

함께논의하도록하는과제를줄수있을것이다. 개인의수행보다집단의수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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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하여성적을부과하면학생들이경쟁보다협동할가능성이훨씬높아질것이

다. 그러한상황에서협동적행동은경쟁적행동을대체하게된다.

◆ 학습을평가하는것은행동변화를찾는일이기도하다. 어떤활동이나강의, 교육과정내

용이잠재적으로얼마나효과성을가지는가와상관없이교사는수업의결과로학생

들의행동변화가일어나는것을실제로관찰하지않는다면절대학생들이어떤것을

학습하고있다고가정해서는안된다. 높은시험점수나향상된운동실력, 보다적절

한사회적상호작용기술, 보다나아진공부습관등과같은행동변화만이학습이일

어났다는사실을궁극적으로확증할수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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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는학습원리의여러종(species)에의일

반화가능성, 관찰가능한사건에초점을맞추는

중요성, 유기체에대한백지설과같은여러개의

공통가정을공유하는이론적집단이다. 초기행

동주의자들은 심리학이 학습을 행동변화로 정의

하고자극－반응관계에만초점을맞출때만진정

한과학일수있다고주장한다. 그러나오늘날어

떤 행동주의자들은 학습과 행동을 구별하며, 또

어떤 자들은 자극과 반응의 관계는 인지적 요인

또한고려될때더잘이해될수있다고믿는다.

행동주의 전통의 출발선상에 있는 파블로프는

많은불수의적반응이고전적 조건형성의과정을

통하여습득된다는것을제창하 다. 그러한조건

형성은두자극이때맞춰근접하여제시될때발

생한다. 첫째자극은이미무조건반응을일으키는

무조건자극이다. 둘째 자극은무조건자극과의연

합을통하여역시한반응을일으키기시작한다.

그것은조건반응을유발하는조건자극이된다. 그

러나나중에조건자극이무조건자극없이여러번

제시되면, 조건반응은감소하고결국에는사라질

수있다. 이것을소거라고한다. 그럼에도불구하

고휴식기간후에는다시나타나기도한다. 이것

을자발적회복이라고한다.

유기체가일단한조건자극이있을때조건반응

하는 것을 학습했다면, 유사한 자극에 대해서도

같은반응을하기도하는데이것을일반화라고한

다. 그러나유사자극을무조건자극없이반복적으

로경험을하게되면일반화는일어나지않는다.

이것을자극변별이라고한다. 고전적으로조건형

성된 연합들은 고차적 조건형성과 감각적 전조건

형성의과정을통하여서로서로에게의지할수있

다. 두 경우모두중립자극이조건반응을일으키

는조건자극이되는것은무조건자극과의연합에

의해직접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무조건

자극과함께경험했거나경험할자극과의연합에

의해간접적으로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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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조건형성은인간이통증에대한고감도

와같은생리적반응, 불안과같은정서반응, 호·

불호와같은어떤자극에대한태도등을어떻게

습득하는지를설명하는하나의방법이다. 그것은

또한그와같은반응을제거하는두가지전략을

제공하는데하나는소거이고, 다른하나는역조건

형성이다. 역조건형성은예를들면비생산적S－R

관계를보다생산적인관계로대체하는것이다. 

지금까지의행동주의에대한우리의논의는여

러가지교육적시사점을제공하 다. 첫째, 능동

적 반응과 실천은 효과적인 학습의 주요 요소이

다. 둘째, 고전적조건형성패러다임은학습자가

불쾌한정서보다는유쾌한정서를유발하는맥락

에서학과목을경험하도록도와주는것이중요함

을강조한다. 셋째, ‘나쁜습관’을깨는것과같은

바람직하지않은행동의제거는어떻게해서라도

기존의S－R 연결을보다생산적인연결로대체하

는일을포함한다. 마지막으로교사는학생의행

동이변화한것을관찰하여야만학습이일어났음

을최종결정할수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