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근 수십 년간 인간 학습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점점 인지주의에 치중해왔다. 그럼에

도 행동주의 개념들은 심리학적 탐구와 이론의 구성에 분명한 흔적을 남겼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학습이론가들은 비록 그들이 내적 사고 과정을 연구하기 원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사고 과정이 객관적으로 관찰되고 측정될 수 있는 행동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

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학습자의 근접 맥락, 즉 행동에 선행하는 자극과 행동 뒤에 오는 결

과들이 학습자가 무엇을 배우고 행동으로 옮기며, 또 무엇을 배우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행동주의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행동주의 원리를 제대로 적용할 경우 분명한 효과를 볼 수 있

기 때문이다(Boyanton, 2010; Roedig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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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원리의 적용

학급 운영에 행동주의 원리 적용하기

	 생산적인	학급	분위기	조성하기

	 학급에서	강화와	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

	 생산적인	행동을	증가시키는	강화의	사용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키는	전략

응용행동분석(ABA)

	 자주	사용되는	응용행동분석	전략	

	 대집단을	대상으로	응용행동분석	사용하기

	 응용행동분석에	인지적	요소를	첨가하기

학급 지도와 평가에서 행동주의의 함의

	 적극적	반응의	중요성

	 수업	목적과	목표	수립하기

	 프로그램	수업과	컴퓨터	보조	수업

	 완전학습

	 학교	평가의	실제

행동주의 기법은 언제 가장 유용한가

요약

학습 성과

4.1	 	학급에서	효과적으로	(a)	생산적인	감정들을	끌어낼	수	

있고,	(b)	훌륭한	행동을	격려할	수	있으며,	(c)	학생들의	

학업	성과와	사회적인	성공을	방해하는	행동들을	최소

화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행동주의	원

칙을	적용한다.

4.2	 	교사나	상담자가	심각한	문제행동을	다루기	위해	응용

행동분석(ABA)이나	긍정적인	행동	지지(PBS)의	한	가지	

이상의	요소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4.3	 	행동주의자들의	생각을	학급	지도와	평가의	계획	및	시

행에	적용한다.

4.4	 	행동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개입들이	가장	유익한	상황

을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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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행동주의 원리가 학급 활동과 치료적 개입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것이고 학급 운영, 응용행동분석, 그리고 학급 지도와 평가를 위한 계

획과 시행이라는 세 가지 주제에 중점을 둘 것이다.

학급 운영에 행동주의 원리 적용하기

초보 교사들은 대체로 학급 운영이 자신의 최대 걱정거리라고 이야기한다(Evertson &  

Weinstein, 2006; V. Jones, 1996; Veenman, 1984). 많은 아동, 청소년, 그리고 젊은이들은 

쉽게 학업과제로부터 산만해지고, 이들 중 몇몇은 그들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학습까

지 방해하는 파괴적 행동을 계속적으로 하곤 한다. 

스키너는 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비생산적인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행동주의 

관점에서 많은 책을 썼다(예：Skinner, 1954, 1958, 1968, 1973). 스키너가 제시했듯이 서구

사회의 전통적 교육에 내재해 있는 문제점은 교사가 학생들이 현재보다는 미래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득력 있는 글쓰기 기술과 수학문제

를 푸는 기술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당면한 현재 생활에서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다. 그 결과 교사는 과제행동과 학업성취를 촉진하기 위하여 칭찬, 성적, 그리고 자유시간 등

과 같은 인위적 강화물에 의지하는데, 강화물을 일관되게 사용하지 못하고, 바람직한 행동이 

나타나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사용할 뿐이다. 스키너에 따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사들

은 종종 혐오적인 결과를 낳는 나쁜 행동들 역시 비난, 낙제 또는 정학이라는 방식을 통해 제

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한다. 다시 말해 교사들은 ‘배우지 않는 학생들을 위협해서 배

우도록 유인’해야 하는 것이다(B. F. Skinner, 1968, p. 57). 그러나 나쁜 성과에 대해 자주 처

벌을 하는 것은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비생산적인 경향이 있다. 게다가 이는 학생들이 수업 

과제로부터 도망치거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 

다음 내용들에서 살펴보겠지만, 고전적 조건형성과 도구적 조건형성에 연관된 원리들은 학

생들의 학업과 성취를 극대화하고, 과업에 집중하지 않는다거나 파괴적으로 행동하는 모습

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실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전략적으

로 활용될 때, 처벌과 같이 가벼운 불쾌감을 유발하는 결과들은 때때로 학생들에게 장기적으

로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생산적인 학급 분위기 조성하기

몇몇 고전적 조건반응의 지속 가능성과 일반화 가능성은 수업 첫날에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

고 낙관적인 학급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다. 학생들은 불안, 실망 또는 분노와 같

은 감정을 이끌어내는 상황보다는 즐거움, 열정, 흥분 등 기분 좋은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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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에서 학습 과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학습과 관련된 일들을 즐거움을 비

롯한 다른 좋은 감정과 연합시킬 때 그들은 쉬는 시간에조차 기꺼이 학습에 참여하고자 한

다[예：L. Baker, Scher, &  Mackler, 1997;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2007].

반대로 몇몇 교사나 학습 과제가 실패, 답답함, 굴욕감과 연합되면 학교와 교과과정이 엄

청난 불안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어려운 문제, 발표 또는 기말고사와 같은 활동

들은 특히나 실패나 창피함과 같은 불쾌한 결과와 연합될 가능성이 높은데, 학생들은 그러한 

활동에 참여할 때 금방 불안해질 수 있다(Cassady, 2010a; Zeidner &  Matthews, 2005). 

교육자들은 종종 학교라는 곳은 학생들이 실패보다는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고전적 조건형성은 이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공의 가능

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교사는 교과과정을 수립할 때 학생들의 지식 수준, 기량, 인지적 성

숙도를 감안해야 하며, 학생들이 학습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교사는 또한 어떤 학생에게 다른 학생들 앞에서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보도록 

할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해야 할 경우 

교사는 발표를 들을 급우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발표할지, 

어떤 방식으로 발표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절대로 실패를 경험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

니다. 만약 학생들이 학업에 있어서 성공 외에 다른 것은 거의 경험해보지 않는다면 그들은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겪게 될 실패나 답답한 감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은 성공을 통해 배우는 것만큼이나 실수를 통해서도 많

은 것을 배운다(Bandura, 2008; Minsky, 2006). 만일 교사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때때로 실

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유익한 일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학생들

에게 자주 해준다면 학생들은 실수를 하더라도 이를 좀 더 침착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

다. 하지만 학생들이 학업에 있어서 또는 급우들에게 늘 놀림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등 

관계에 있어서 너무 자주 실패를 겪는다면 학교라는 장소는 금세 공포나 불안과 같은 역효과

를 낳는 조건반응을 일으키는 조건자극이 될 수 있다. 한 번 조건형성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조건에 대한 반응은 없애기가 힘들고, 학생이 앞으로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

우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학급에서 강화와 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학령기 아동에게 강화와 벌을 사용하는 것을 비판해왔다. 때때로 

근거 없는 비판도 있었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있었다. 우리는 먼저 이 주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흔한 근거 없는 통념과 오해에 대해 살펴본 뒤 보다 진정한 우려에 대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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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할 것이다. 

강화와 처벌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오해

학급에서 강화와 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비판은 행동주의의 원리를 오해하거나 경

험적인 발견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다음은 구체적인 비판의 내용

이다. 

 ♦ 강화는 뇌물이다. 강화가 뇌물이라는 주장은 아마도 학급에서의 강화 사용에 대해 가장 자주 

제기되는 비판일 것이다. 그러나 뇌물이라는 단어는 강화받는 행동이 다소 비합법적이고 

비윤리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반대로 학급에서 강화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학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포함하는 교육목표의 달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 강화는 적절한 행동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외재적인 보상에 의존하도록 만든다. 어떤 비평가들은 학

생들이 단지 학습 그 자체를 위하여 학습에 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들은 교사들이 학

습에 대해 강화를 사용하게 되면 학생들은 그들이 목표를 달성할 경우 언제나 구체적인 보

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반

박할 수 있다. 첫째, 여러분이 제3장에서 배운 것처럼, 강화가 반드시 물질적인 강화물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현명한 교사는 모든 경우에 물질적 강화물을 사용하는 대신에 사회

적 강화물, 활동, 피드백, 내재적 강화물(예：성공이나 성취의 느낌)도 사용할 것이다.

  둘째, 교사들이 행동 변화를 위해 반드시 물질적 강화물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도 이러한 

강화물들은 다른 방식으로는 절대 가져올 수 없는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킨다. 강화는 보다 

전통적인 행동 변화 방식이 주요한 학업 기술 및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실패했거나 

비생산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실패했을 때 유용하다. 만약 메리에게 강화를 통해서라도 

읽기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전혀 읽기를 가르치지 않거나 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면, 분명히 메리에게 읽기를 가르치는 것이 옳다. 또한 우리는 물질적 강화물을 사용할 때 

그것을 칭찬과 같은 사회적 사건과 짝지으면 이것이 결국 이차적 강화물이 되고, 이후 물질

적 강화물 대신 사용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 한 학생을 착하다고 강화하는 것은 다른 학생들에게 나쁘게 행동하라고 가르치는 셈이 된다. 레슬리

는 이렇게 생각한다. ‘린다가 지난 몇 주간 저렇게 떠드니까 선생님이 린다를 조용히 시키

려고 건포도를 주셨단 말이지. 만약 나도 떠들기 시작하면 건포도를 받을 수 있을 거야.’ 

학생들이 만약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강화를 주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다. 모든 학생은 

그들의 적절한 행동에 대하여 강화를 받아야 한다. 그 강화는 성공적인 경험이 종종 가져다

주는 칭찬이나, 긍정적 피드백 또는 내재적 강화물이 될 수도 있다. 만약 특정한 학생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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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건포도와 같은 물질적 강화물에 의해서만 고쳐질 수 있다면 그러한 강화물은 해당 학

생을 따로 불러서 신중하게 주어야 한다. 

 ♦ 벌은 자기존중감을 감소시킨다. 어떤 유형의 벌, 특히 공공연한 창피 주기나 조롱과 같은 심

리적 벌은 자기존중감을 정말로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짧은 타임아웃이나 점잖은 꾸중

과 같은 가벼운 벌은 대부분의 경우 학생의 장기적인 정서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 실제로, 가벼운 처벌이 학생들이 학습 능력을 키우고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행동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그들의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 문제행동을 제거하는 것은 그 행동의 원인까지 제거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원인에서 비롯된 또 다른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그럴듯한 우려지만, 많은 경우 사람의 행동에 변화를 주게 되

면 간접적으로라도 그 기저 원인 역시 해결된다. 예를 들어 운동장에서 부적절하게 공격적

인 행동을 보이는 소녀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소녀는 사실은 친구들과 효과적으로 상호

작용하기를 원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 외에 다른 방식으

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그 소녀에게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벌을 주고 좋은 사회적 기술은 강화하며 가르치는 것은 그녀가 새로운 친구를 사

귈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행동의 기저 원인이었던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 

역시 해결해준다. 

진정한 우려

교육 맥락에서 강화와 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다음과 같은 주요 비판은 보다 진지하게 받아

들여져야 할 것이다.

‘뇌물’로서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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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만을 통해 생산적 행동을 촉진하는 것은 학습을 방해하고 있을 수도 있는 인지적 요인을 무시하

는 것이다. 학생이 새로운 기능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렇게 할 동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행동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강화만 일관적으로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배

경지식이 부족하다거나, 알지 못하는 특수한 학습장애를 갖고 있는 것과 같은 인지적인 결

함이 새로운 기능의 습득을 방해할 경우에는 강화만으로 부족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교사들은 좀 더 인지학습이론에 기초를 둔 교수 기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인지학습이론

은 다음 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 특정 행동에 대한 강화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학습과 수행을 극대화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어떤 과

제의 완수에 대한 강화는 학생이 과제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기보다는 커닝을 하든, 대충 제

출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든, 과제를 빠르게 수행하는 것에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게 할 수 

있다. 특히 교사가 학생이 어려운 과제나 문제에 대해 융통성 있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것

과 같이 복잡한 사고를 하기를 원할 때 외재적 강화를 단지 과제의 수행에만 부여한다면 이

는 비생산적일 수 있다(Brophy, 2004; McCaslin &  Good, 1996; 또한 제14장 참조).

 ♦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행동에 대한 외재적 강화는 그 행동의 내재적 강화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 

사람들은 어떤 활동이 유쾌함이나 성취감과 같은 내재적 보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활동

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수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상황에 외재적 강화물이 개입되면 처음

에는 사람들이 더 자주 이 활동에 참여하려 하지만 이후 그 외재적 강화물이 사라지면 그 

행동에 대한 참여가 상당히 감소할 것임을 밝혀냈다. 예를 들면 한 연구에서 그림을 그리

면 멋진 ‘우수 그림상’을 줄 것이라고 약속받은 유치원 아동들은 이후 자유시간에 (a) 비슷

한 상을 받았지만 미리 상을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은 아동이나 (b) 그림 그리는 것

에 대해 강화를 받지 않은 아동들보다 그림을 덜 그리는 경향이 있었다(Lepper, Greene, &  

Nisbett, 1973).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에게 일련의 퍼즐을 풀도

록 요청했을 때, 문제를 정확히 풀어서 돈을 받은 학생들은 강화가 멈추면 퍼즐을 계속 풀

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돈 대신 긍정적 피드백만 받은 학생들은 계속해서 퍼즐을 풀

었다(Deci, 1971). 

  초기에 해당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 새롭게 제공된 강화물이 장난감이나 돈처럼 

유형물일 때, 사람들이 그러한 강화물들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 때, 그리고 그 활

동을 잘할 때만이 아니라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 강화를 받을 때, 외재적 강화물이 그 활

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내재적 동기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Cameron, 2001; Deci, 

Koestner, &  Ryan, 2001). 이때 의기소침효과가 작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제3장에서 발견

한 것처럼 인간과 동물은 모두 예기치 않게 강화의 질이나 양이 감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

는다. 제14장의 자기결정에 대한 논의에서 내재적 동기를 약화시키는 외재적 강화의 효과

에 대한 두 번째 가능한 설명에 대해 생각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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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 받은 행동은 잊혀지지 않고 다시 나타날 수 있다. 벌은 반응을 억제한다. 벌은 반응이 덜 일

어나도록 만든다. 그러나 이 억압효과는 대체로 일시적이다. 벌주는 것을 멈추거나 벌주

는 사람이 없을 때면, 벌 받은 행동은 결국 다시 나타날 수 있다(Appel &  Peterson, 1965; 

Lerman &  Vorndran, 2002; Pfiffner &  O ’Leary, 1987; Skinner, 1938).

 ♦ 벌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심한 신체적 벌은 육체적 상해를 유발할 수 있고, 혹독

한 심리적 벌은 정서적 안녕에 장기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2유형의 벌보

다 제1유형의 벌처럼 혐오적 자극을 포함하는 벌은 그다지 가혹하지 않은 벌일지라도 분

노, 공포, 그리고 사람을 쇠약하게 만드는 불안과 같은 여러 가지 비생산적 정서반응을 유

발할 수 있다. 분노는 특히 공격적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성을 유발

할 수 있다(J. O. Cooper, Heron, &  Heward, 2007; Landrum &  Kauffman, 2006; G. C. 

Walters &  Grusec, 1977). 벌이 일으키는 공포와 불안은 고전적 조건형성을 통하여 당시의 

상황과 연합될 수 있다(Lerman &  Vorndran, 2002; B. F. Skinner, 1938). 예를 들면 교사

가 학생에게 벌을 줄 때 그 벌(UCS)은 교사, 과제, 교실과 연합되기도 하고, 그중에 어떤 

것은 공포와 불안(CRs)을 일으키는 조건자극(CSs)이 되기도 한다. 유사한 방식으로 운동

선수 코치가 경기 중에 잘 못하는 아동을 계속 혼내면 스포츠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생겨날 

수 있다(Feltz, Chaase, Moritz, &  Sullivan, 1999; R. E. Smith &  Smoll, 1997). 

  또한 우리는 벌과의 연합 때문에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자극이 도피나 회피행동을 유

도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제3장 참조). 학교에서의 도피와 회피반응은 부주

의, 커닝, 거짓말, 교실활동 참여 거부, 무단결석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예：

Gardner, Wacker, &  Boelter, 2009; B. F. Skinner, 1938; Taylor &  Romanczyk, 1994).

 ♦ 한 맥락에서의 행동이 개선되면 다른 맥락에서 문제행동이 더 자주 일어날 수도 있다. 강화나 벌이 

한 상황에서 일관성 있게 사용될 때 전반적 행동이 그 상황에서는 향상되지만 다른 상황

에서는 악화되는데, 이는 행동대비(behavioral contrast)라는 현상이다(J. O. Cooper et al., 

2007; S. J. Simon, Ayllon, &  Milan, 1982; Wahler, Vigilante, &  Strand, 2004). 예컨대 

학교에서 나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집에서는 ‘작은 천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아이들

은 집에서는 위반행동에 대해 심한 벌이 따르기 때문에 엄격한 행동 규칙을 가능한 준수한

다. 그럴 경우 학교에서는 조금 더 가벼운 벌만 받고도 금지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러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화와 벌은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아주 효과적인 수

단이 될 수 있으며 다음 두 절에서 이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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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인 행동을 증가시키는 강화의 사용

행동주의자들은 교실에서, 특히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한 명 이상 있는 교실에서 강화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을 발견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바람직한 행동을 우선적으로 구체화하라. 행동주의자들은 바람직한 행동의 결과, 즉 도착점 행

동(terminal behavior)은 아주 초기에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용어로 묘사되어야 한다고 말

하는데, 행동의 형태와 빈도수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이야기

한다. 예를 들면 교사들은 학생들이 ‘책임감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대신 교사의 지시를 

따르고, 필요한 책과 준비물을 매일 학교 올 때 잘 가져오고, 모든 과제물을 기한 내에 제

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도착점 행동을 우선 명세화함으로써 교사들은 자

신과 학생들에게 겨냥할 목표 지점을 제시하고, 그들이 실제 그 목표 지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더 잘 판단할 수 있다. 

  바람직한 행동을 확인하고 강화함에 있어서 양뿐 아니라 질도 명세화하는 것이 중요하

다. 예를 들면 교사들은 학생들은 단지 책상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 강화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들은 학생들이 읽은 

책의 수에 대해서만 강화함으로써 짧고 간단한 책을 여러 권 읽도록 부추기기보다는 그들 

수준에 맞는 도전적인 읽기 자료들을 읽을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McCaslin &  Good, 

1996).

 ♦ 각 학습자를 진정으로 강화하고 있는 결과물이 무엇인지 찾아라. 학교에서 사회적 강화물(예：칭

찬) 혹은 활동 강화물(예：특권)은 종종 아주 효과적이다. 어떤 때는 학생이 무언가를 정확

히 해냈다는 것을 즉시 피드백해주기만 해도 학생이 필요로 하는 강화를 모두 충족하는 경

우가 있는데, 특히 피드백 없이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성과의 질을 판단할 수 없을 때 그러

하다(Hattie &  Gan, 2011; J. A. Kulik &  Kulik, 1988; Shute, 2008).

  교사들이 행동주의 원리를 적용할 때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특정 결과물

이 모든 학생을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번은 1학년 담당 교사가 자신의 학

생 한 명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는데, 그 남자아이는 너무 산만해서 교실에서 반나절밖에 보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산만한 행동을 고쳐주려고 교사는 크고 두꺼운 마분지 한 장을 광

대 모양으로 잘라서 칠을 하고 코에다가 조그만 빨간 전구를 붙여 그 아이의 책상에 붙였다

고 한다. 아이가 조용히 앉아 있거나 과제에 몰두하는 것과 같이 적절한 행동을 할 때 교사

는 빨간 전구 코에 불이 들어오도록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곤 했다. 그 교사는 “왜 그 아이

의 행동이 변하지 않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겠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아마도 이 광대가 소

년을 강화하지 않는 것 같다고 넌지시 말했다. 그 교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라고 하

며 “그 광대는 다른 아이들에게 항상 효과가 있었다고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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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화가 보여주듯이 몇몇 학생에게 효과가 있는 강화물이 다른 학생들에게는 전혀 효

과가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학생이 교사의 칭찬을 강화물로 인식하지만 몇몇 

학생은 그들의 개인적인 노력이 공개적으로 주목받는 것을 불편해할 수도 있다. 그런 학생

들에게는 따로 불러서 칭찬을 해주거나 그들이 속한 그룹의 성과에 대해 칭찬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Fuller, 2001; Jiang, 2010). 그리고 몇몇 학생에게는 물질적 강화물만 효과

가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 학교에서 한 행동들에 대해 집에서 부모가 물질적 강화물을 주

게 되면 매우 효과적이다(Kelley &  Carper, 1998; D. L. Miller &  Kelley, 1994).

  학생마다 어떤 강화를 해야 할지 교사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은 학생의 

부모나 학생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신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 실제

로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Atance &  Meltzoff, 2006; Northup, 

2000). 보다 좋은 방법은 어떤 결과물이 실제로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 위

해 학생들을 일정 기간 동안 관찰하는 것이다. 

  교사는 특히 단일 강화물이 자주 사용될 경우 그 강화 가치가 무한정 지속되는 강화물은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Michael, 2000; E. S. Murphy, McSweeney, Smith &  

McComas, 2003). 예를 들어 존경하는 사람의 칭찬은 즐겁지만 일상에서 하는 사소한 일

들에 대한 지속적인 칭찬은 얼마 후 지겨운 것이 될 것이다. 좋은 것도 지나치게 많이 경험

하면 싫어지는 법이다. 

 ♦ 학습자가 행동 변화를 통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도록 하라.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

로, 아동과 성인은 모두 여러 가지 행동의 결과를 고려할 때 비용-효과 분석을 하게 된다

(Eccles &  Wigfield, 1985; Feather, 1982; Friman &  Poling, 1995; A. C. Perry &  Fisher, 

2001). 그들이 비록 어떤 반응이 강화될 것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강화물’은 학습자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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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은 것을 잃거나 얻는 것이 너무 적으면 반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사람들

은 분리수거함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보다 손이 닿는 가까운 곳에 있을 때 분리수거를 할 

가능성이 더 크다(Brothers, Krantz, &  McClannahan, 1994; Ludwig, Gray, &  Rowell, 

1998; O ’Connor, Lerman, &  Fritz, 2010). 그리고 역사 수업에서 A학점을 얻기 위하여 일

주일에 적어도 20시간을 공부해야 한다고 계산하는 대학생을 생각해보자. A라는 학점이 

효과적인 강화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얻기 위하여 들여야 할 시간의 양만큼 가치 있지는 

않을 것이다.

 ♦ 반응과 결과의 조건관계를 명시적으로 기술하라. 강화는 어떤 결과가 어떤 행동 뒤에 따라오는

지 학습자들이 정확히 알고 있을 때 훨씬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유치원 학생은 “가장 조용

한 모둠이 쉬는 시간에 맨 앞줄에 설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적절하게 행동할 가능성

이 높다. 고교생은 스페인어 숙제를 다 하면 지방 축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 숙제를 다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조건관계의 명시화는 적절한 행동과 비적절

한 행동에 대한 아주 섬세하고 자연스러운 단서(예：다른 사람의 신체 언어)를 이러저러한 

이유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학습자들에게 특히 중요하다(예：Fisher, Rodriguez, &  Owen, 

2013).

  조건관계를 전달하는 명시적 방법 중 하나는 학생에게 기대하는 것(도착점 행동)과 학

생이 기대를 충족시켰을 때 오는 결과(강화물)를 구체화하는 조건관계 계약(contingency 

contract)을 하는 것이다. 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교사는 학생과 만나서 문제행동에 대해 상

의한다(예：학급친구들에게 무례한 말을 하는 행동 또는 개인 학습지를 할 때 친구와 떠드

는 행동). 그다음에 교사와 학생은 학생이 보여주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명시하

고 이에 동의한다(예：학급친구를 존중하며 친근하게 이야기하기, 정해진 시간 내에 과제

물 완성하기). 두 사람은 또한 그 행동들에 대한 하나 이상의 강화물에 대해 동의한다(예：

어느 정도의 자유시간이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포인트 따기). 학생과 교사는 함께 학생이 

앞으로 보여줘야 할 행동과, 그 행동에 따른 강화물들의 내용에 대한 계약을 맺는다. 조건

관계 계약은 학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동이나 사회적인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매우 효과

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K. L. Lane, Menzies, Bruhn, &  Crnobori, 2011; D. L. Miller &  

Kelley, 1994).

 ♦ 강화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라. 교실에서와 같은 집단 상황에서는 특정한 개인이 바람직한 행

동을 할 때마다 강화를 주는 것은 때때로 비효율적인 일이다. 그러나 제3장에서 살펴봤듯

이 간헐적인 강화보다 계속적인 강화가 더욱 빠른 행동 변화를 가져온다. 만약 한 학생의 

행동이 매우 산만해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했다면, 지금 당장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여 

적절한 행동에 대해 계속적으로 강화를 주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시간을 절약해줄 것이다.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하는 하나의 간단한 전략은 리모컨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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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물 훈련에 쓰이지만 아동들에게도 효과적이다. 

 ♦ 복잡한 행동을 점진적으로 조성하라. 많은 경우에, 바람직한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점진적으로 조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 반응이 충분히 학습된 다음에 목표행동

에 좀 더 가까운 반응에 강화가 주어져야 한다. 만약 조형하고자 하는 시도가 너무 빨리 진

행되어 보다 복잡한 반응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전 반응이 잘 형성되지 않으면 강화는 지속

되는 행동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면 3학년 교사 가르시아가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남자아이에게 조용히 자리

에 앉아 있는 행동에 대해 강화하기를 원한다. 그녀의 목표(도착점 행동)는 그 학생이 20분

간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르시아는 처음에는 아이가 1분간 조용히 앉

아 있도록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이가 1분간 조용히 앉아 있는 행동을 꽤 자주 하

게 된 이후에야 조금씩 더 시간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 강화를 공개적으로 줄 때, 모든 학생이 강화를 얻을 기회를 갖게 하라. 어떤 학생의 행동을 개선하

고자 할 때, 교사는 똑같이 강화를 받을 만한 다른 학생을 자신도 모르게 무시할 수 있다. 

더구나 어떤 학생은 특정 행동을 하려고 했으나 다른 이유 때문에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베트남에 있을 때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학교에서 수업을 받던 어린 소녀가 미국에 

이민을 와서 오전 7시 45분에서 오후 3시 45분까지 지속되는 수업 시간에 빠르게 적응해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매주 금요일 방과 후에 선생님은 그 주에 잘했던 아이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주곤 했다. 지각을 한 

사람들은 선물을 받지 못했다. … 나는 항상 학교에 늦었기 때문에 선물을 한 번도 받지 못했고, 

처음에 그것은 상처가 되었다. 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나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다. 

(Igoa, 1995, p. 95)

  궁극적으로 학교는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학생이 강화를 받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실은 바쁘게 돌아가는 장소여서 교사의 관심을 간절히 원

하고 필요로 하는 몇몇 학생들을 간과하기가 쉽다. 그와 같은 경우 교사는 명시적으로 아

동들에게 강화를 찾고 얻는 적절한 방법을 가르칠 수 있다. 예컨대 손을 들거나 혹은 적절

한 때에 교사에게 조용히 다가가거나, “저 잘하고 있나요?”, “다음에 할 일이 뭔가요?”하

고 질문을 하거나, “보세요, 저 다했어요!”라고 말해서 교사가 학생의 진도가 어디쯤인지

를 계속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Craft, Alberg, &  Heward, 1998, p. 402; K. A. Meyer, 

1999). 

 ♦ 진도를 점검하기 위해 객관적 기준을 사용하라. 우리가 학습을 정신적 변화로 정의하든 행동적 

변화로 정의하든, 실제로 행동상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때만 학습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동주의자들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용어로 그 변화를 평가하라고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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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분명히 말하자면, 강화를 사용하기 이전이나 사용하는 도중에 바람직한 행동이 얼

마나 빈번하게 나타났는지를 평가하라는 것이다. 강화를 시작하기 전의 행동 빈도를 행동

의 기초선(baseline)이라고 부른다. 어떤 행동들은 명시적으로 강화되지 않아도 자주 나타나

고, 또 어떤 행동들은 거의 혹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기초선 반응 빈도를 강화 시작 이

후의 빈도와 비교할 때라야만 교사와 기타 실천가들은 그들의 강화가 실제적인 결과를 낳

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 만족을 지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라. 앞 장에서 아동과 동물의 경우 조작적 조건형성에

서 즉각적 강화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성공

하기 위해서는 만족을 지연(delay gratification)할 필요가 있다. 즉 장기적으로 더 만족스러

운 결과를 얻기 위해 즉각적인 기쁨을 포기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만족 지연 능력은 뇌의 

성숙으로 인해 나이가 들수록 좋아진다(Green, Fry, &  Myerson, 1994; M. I. Posner &  

Rothbart, 2007; Steinberg et al., 2009). 

  즉각적 강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아이들에게 강화가 나중에 올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S. A. Fowler &  Baer, 1981). 예를 들면 어려운 수업을 통해 학생

의 인내심을 강화하기를 원하는 교사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점심시

간 이후에는 모두가 아주 좋아하는 연극 연습을 하겠어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기다

리는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려줄 때, 그리고 기다림에 대처하는 전략을 학습할 때 아동들은 

더욱 성공적으로 만족을 지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잠시 어떤 활동을 하거나 “조금만 기다

리면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다(Binder, Dixon, &  Ghezzi, 

2000; M. R. Dixon &  Cummings, 2001; Passage, Tincani, &  Hantula, 2012). 

 ♦ 도착점 행동이 일정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학습자로 하여금 외재적 강화물들을 점진적으로 단념하

게끔 하라. 이전에 학습한 반응이 더 이상 전혀 강화를 받지 못할 때 그것은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다음의 두 조건 중 어느 하나를 통해 그와 같은 소거

를 막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행동의 개선이 내적 성취감 또는 자부심과 같은 내재적 강

화를 이끌어내기 시작하여 자발적으로 그 행동을 계속하게 한다. 그러나 모든 중요한 행동

이 저절로 내재적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인 수 연산 연습이나 미술 프로젝트 활

동 후 정리정돈하기처럼, 바람직한 행동이 지겹지만 필요한 활동을 포함할 때는 간헐적 강

화 계획이 그 행동을 무한정 지속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키는 전략

이 장과 앞 장에서 강화를 통하여 새로운 반응이 학습되고, 수정되고, 유지될 수 있음에 대해 

길게 논의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행동을 증가시키기보다 감소시키고, 이상적으로는 제거

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다. 잘못된 행동을 감소시키고 제거하는 네 가지 가능한 방법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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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비조건관계 강화, 상반 행동의 강화, 그리고 벌이다. 

반응을 소거하기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지미라는 아이는 걱정스럽게도 머리를 침대 난간에 계속 

박는 습관이 생겼다. 지미가 그렇게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간호사들은 그의 방으로 뛰어

가서 제지를 했는데, 관심이라는 강화물은 본의 아니게 아이가 머리를 박는 행동을 강화하고 

유지시켜버리고 말았다. 한 상담심리학자는 소거를 통하여 아이의 머리 박는 행동을 성공적

으로 제거했다.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용 헬멧을 지미의 머리에 씌웠고, 간호사들에게

는 지미가 머리를 박아도 이를 무시하도록 시켰다. 동시에 지미가 확실히 관심을 갈구했기 때

문에 간호사들은 지미가 머리를 박지 않는 때에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소거는 특정한 반응이 더 이상 강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교실에서

의 부적절한 행동을 제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실에서 산만한 행동

을 하는 학생은, 자신이 그 행동을 했을 때 선생님이나 급우들이 자신이 받고 싶어 하는 관심

을 더 이상 주지 않는다면 그 행동을 그만둘 것이다. 그리고 커닝을 해서 제출한 과제를 인정

해주지 않는다면 과제를 커닝하는 행동은 곧 사라질 것이다. 관심이나 학점처럼 그러한 상황

에서 작용해온 특정한 강화물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 강화물들이 부적절

한 반응과 조건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불행히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소거는 원하지 않는 행동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완전히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니다. 첫째, 어떤 반응을 실제로 강화하는 특정한 결과를 항상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지미와 같이 머리를 박는 행동을 하는 아동들은 관심을 받기 위

해 그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이유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불쾌한 과

제를 피하기 위하여(부적 강화의 일종)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스스로 자극을 주기 위하여 하

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Iwata, Pace, Cowdery, &  Miltenberger, 1994). 둘째, 여러 강화물

이 한 가지 반응을 유지시키고 있을 수도 있고, 그중에는 제거하기 힘든 강화물들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사가 계속해서 장난스러운 말을 하는 산만한 아이의 농담을 무시할 수 있

다고 하더라도 급우들은 계속해서 웃을 수도 있다. 셋째, 모든 강화의 근원이 제거될 수 있

다 할지라도 빈도가 감소하기 전에 갑자기 증가하는 소거 전의 폭발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제3장 참조). 넷째, 소거된 행동은 때때로 자발적 회복을 할 수 있다. 소거되었던 반응이 

이후 다른 상황에서 갑자기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Alberto &  Troutman, 2013; B. F. 

Skinner, 1953). 마지막으로 어떤 반응들은 이전에 간헐적 강화계획으로 강화를 받았기 때문

에 특히 소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반응이 소거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