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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 현장의 많은 교사들이 사용하는 부정적인 언어, 일부 아동을 위한 칭찬언어

를 대신하여 모든 아동을 위한 언어로서 활용 가능한 격려언어를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외 논문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10가지의 격려의 원리와 그에 따른 예시안을 정리하였다. 격려의 원리로는

아동의 가치와 잠재력 인정하기, 노력 인정하기, 긍정적인 면 강조하기, 자신의 장점을 지각

하도록 돕기, 실수를 너그럽게 대하기, 지각적 대안 사용하기, 자기격려 실천하기, 상대방을

수용하고 지지하기, 내적동기 유발하기, 사회적 유용성 강조하기가 있다. 교사의 격려언어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맡고 있는 J초등학교 1학

년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약 10주간 교사의 격려언어를 적용한 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아동

에게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 측정도구로는 오익수(2009)가

개발한 교사보고형 초등학생 학교적응행동 평정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공분산분석을 하였다.

또한 교사의 관찰일지 및 아동의 글쓰기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질적

분석도 함께 하였다. 그 결과, 교사의 격려언어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격려, 격려 언어, 학교생활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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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환경에서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 가

운데 가장 광범위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담임교사의 언어이다.

Flanders(1970)에 의하면 교실수업에서 전체 수

업의 65%가 교사와 아동이 말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70%는 교사가 말하고 있다는 것

이다. 따라서 교사의 언어는 아동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환경이다(김선

혜, 2006). 심우엽(1993)은 교사의 부정적 언어

가 학생의 언어습득과 정서적인 면, 학급의

분위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

며, 이명희(2004)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로부터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아동은 혐오정서(짜

증, 밉다, 불쾌), 분노(복수, 죽이고 싶다, 때리

고 싶다), 부당감과 수치(억울, 창피), 반성,

회피(전학, 등교거부)의 반응을 보이며 교사

의 긍정적인 언어의 사용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교사들이 긍정적인 언

어의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칭

찬은 가장 보편적인 긍정적 언어로 활용되고

있다. 교사의 칭찬은 아동의 긍정적 자아와

자아존중감 형성을 형성하여 사회성과 학습

태도에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가 있으며(성미

옥, 2003), 칭찬을 들으면 칭찬 들은 행동을

더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개인의 능력과 잠재력

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촉진제의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이재명, 2001).

그러나 김선혜(2007)는 ‘교사의 칭찬언어와

격려언어의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 칭찬하는

언어는 칭찬받은 당사자에게는 자신감과 동기

를 유발시키나 자만심과 우월감에 빠지게 할

수 있으며, 주변 아동들에게는 자극을 받아

경쟁심을 갖게 할 수 있으나 부러움과 상대적

인 열등감을 갖게 한다고 지적하며, 칭찬의

부정적 효과를 제기한다. 반면 격려하는 언어

는 크게 자극이 되지는 않지만 격려 받은 당

사자와 주변 아동 모두에게 동기를 유발시키

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의 교실 상황에서 아동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

과를 가져다주는 격려하는 언어의 사용을 제

안하고 있다. 이는 Dreikurs와 Cassell(1972)이 주

장하는 바와 같이 교사의 격려언어가 아동들

의 자아개념, 자기존중감, 소속감 등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그 맥을 같

이 하는 것이다.

Adler 역시 칭찬은 칭찬이 지속될 때에만 효

과가 있고, 칭찬받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자

신의 인간적 가치와 연결시켜 낙담으로 이끈

다고 하였다. 따라서 칭찬에 의해 동기화된

사람은 칭찬하는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여 눈

치를 보거나 상대의 의견에 쉽게 동조하게 된

다. 이러한 까닭에 칭찬을 자주 사용하는 것

은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에 격려는 아동의 가치와

일을 분리하면서 행위의 결과가 아닌 과정에

서 나타나는 강점 또는 향상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격려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 부정적으

로 보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게 하고 자기 존중과 자기 수용을 향

상시킨다(김미란, 2006). 많은 교사들이 격려하

는 언어와 칭찬하는 언어가 같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두 언어 차이에는 미묘한 차이

가 있다. Dreikurs와 Cassell(1972)은 격려의 본질

은 아동 자신에 대한 확신을 증가시키고, 그

가 ‘꼭 되어야하는 그’가 아닌 ‘그 존재로 충

분히 훌륭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라고 하

였다. 또한 칭찬 언어의 조건은 아동의 행동

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하고 교사의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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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행동이어야 하며 다른 아동의 모범이 되

어야 하지만, 격려하는 언어는 아동의 행동에

대한 배려이며 아동의 발전을 기대하고 모든

아동들의 어떤 행동에도 가능한 언어이다(김

선혜, 2007).

Dinkmeyer와 Losoncy(1996)는 가정에서, 학교

에서 우리의 문화는 아이들이 자신을 유능하

게 지각하기 보다는 무능하고 무력하게 느끼

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제공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나는 할 수 없어’로부터 ‘나는 할

것이다’라는 보다 생산적인 철학으로의 변화

를 위해 격려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Kottman

(2003) 역시 격려가 아동, 부모, 그리고 교사

사이의 태도와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라고 말한다(김미란, 2006). 강해

련(2008)은 학급 담임교사의 의사소통 유형은

아동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교

사의 긍정적인 언어반응은 아동의 언어발달

뿐만 아니라 인지적 정의적 발달에 미치는 영

향이 크며, 특히 교사의 격려반응은 아동들의

전인적 발달을 비롯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함을 기술한다.

위와 같이 Adler의 개인심리학 이론에서 출

발한 격려에 관한 연구가 최근 몇 년간 국내

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칭찬보다는

격려의 우월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교사의 격려언어에 관한 선행연구는 매우 미

흡한 실정이다. 기채영․홍경자(2008), 노안

영․정민(2007), 박은경(2009)은 자기격려에 관

한 연구를 하였고, 김미란(2006), 정지운(2008)

은 각각 고등학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격려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으며, 최근 김

애진(2010)은 격려중심 학급운영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및 자기격려에 효과적이라고 밝

혔다. 교사의 격려언어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강해련(2008)의 ‘교사의 격려반응이 아동의 학

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김선혜(2006)의

‘교사의 격려언어의 교육적 의미’에 관한 연구

가 전부이다.

특히 강해련(2008)은 초등학교 교실장면에

서 사용할 수 있는 교사의 적절한 격려반응

을 개념화하고, 이러한 격려반응을 교사 스스

로 습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교사의 격려반

응이 증가할수록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하여 칭찬

을 대신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사언어로서의

격려반응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초등교육과 상담에 의미있는 연구이다. 강해

련(2008)은 교사의 격려반응을 경청하기, 권장

하기, 지지하기, 학생감정 수용하기, 적절한

행동에 대해 언급하기 등 5가지 유형으로 개

념화하였는데, 보다 다양한 교실 상황에서 적

용할 수 있는 격려반응을 구체화하는데 한계

가 있다. 또한 2학년을 대상으로 아동의 학교

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기보고식 지

필검사를 사용하였는데, 아직 인지발달이 성

숙하지 않은 저학년 아동에게 자기보고식 척

도의 결과가 신뢰로운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강해련(2008)의 연구와 맥

락을 같이 하면서, 보다 다양한 교실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격려반응을 새롭게

도출하고,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교사

보고식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양적 분석과 교

사의 관찰일지, 아동의 글짓기 자료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하여 교사의 격려언어가 아동

의 학교생활적응에 효과가 있는지 보다 구체

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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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격려의 원리 격려언어 예시문

1

아동의 가치와 잠재력을 신뢰하라.

-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신념에

서 출발하여 가치와 잠재력에 대한 신

뢰를 보여준다.

“스스로 그것을 해냈구나.”

“어려운 일이지만 네가 그것을 잘 해낼 거라고 믿

는다.”

2

아동의 노력을 인정해 주라.

- 행동 결과에 대한 판단이 아닌 행동

그 자체에 관심을 갖는다.

“네가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1인1역을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

“글씨를 예쁘게 쓸려고 노력하는구나.”

3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라.

-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보다 무엇을 했

느냐에 관심을 갖는다.

“또박또박 큰 소리로 발표를 하는구나.”

“뺄셈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구나.”

“깨지지 않는 물건을 두 개나 생각해냈구나.”

4

자신의 장점을 지각하도록 도와라.

- 성취감, 자신감 면에서자신의 강점 및

장점을 지각하도록 한다.

“너는 ~에 대해 정말로 자랑스러워하는구나.”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잘 알고 있구나.

5

실수에 대해 너그럽게 대하라.

- 실수로부터 배우거나 고칠 수 있는 방

법을 알려주라.

“괜찮아. 다음에는 조심하면 되지.”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

6

지각적 대안을 사용하라.

- 지각적 대안이란 동일한 상황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부정

적 지각을 대신할 수 있는 유머, 부탁,

권유 등으로 상황을 유쾌하게 한다.

(돌아다니는 아동에게)

“저기 움직이는 엉덩이가 누구 엉덩이일까?”

(큰 소리로 떠드는 아동에게)

“지금 누구 목소리가 들리는지 찾아볼까?”

7
자기격려를 실천하게 하라.

- 스스로의 가치를 확립하도록 돕는다.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봐.”

“다음부터 꼭 잘하자고 약속할까?”

“용기를 내라고 네 자신을 위로해볼까?”

8

상대방을 수용하고 지지하라.

- 상대방의 감정 및 의견을 수용하고 지

지하여 전달한다.

“친구들이 놀려서 무척 속상했구나.”

“그래. 너의 생각도 훌륭하구나.”

9
외적동기(보상, 처벌)가 아닌 내적동기

(즐거움, 만족, 도전)를 유발하라.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즐거워 보인다.”

“게임에 즐겁게 참여하는구나.”

“쓰레기를 치워 줘서 고맙구나.”

10

사회적 유용성을 강조하라.

- 소속감을 형성하고 협력하도록 하며

‘우리’라는 말을 사용한다.

“협동하니 청소가 빨리 끝났구나”

“교실 정리를 도와주서 친구들이 고마워하겠구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구나.”

표 1. 격려의 원리 및 격려언어 예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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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절차 기간 대상 내용

격려언어

예시문 작성
2010.1.25～2010.4.30 문헌연구

- 격려에 관한 국내․외 자료 수집 및 분석

- 격려의 원리 및 예시문 작성

사전검사 2010.5.10
실험/통제집단

아동
-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사전검사

격려언어

적용

2010.5.10～2010.7.16 실험집단

아동

- 아침활동, 수업 시간, 쉬는 시간, 방과 후 활

동 등 학교생활 전반에 적용

2010.5～2010.10 - 주 1회 이상 그림일기장의 답장을 통한 적용

자료수집

2010.5～2010.7
실험/통제집단

교사

- 월 1회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교사의 수업 녹

화 및 녹음

2010.5～2010.10 실험집단 아동
- 일기, 보고서, 교과서 등 실험집단 아동의 글

쓰기 자료 수집

사후검사 2010.7.16
실험/통제집단

아동
-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사후검사

결과분석 2010.8～2010.11
실험/통제집단

교사/아동
- 자료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

표 2. 연구 절차

격려의 원리 및 격려언어 예시문

본 연구에 적용할 교사의 격려언어는 다음

과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Dinkmeyer와 Losoncy(1996), Dinkmeyer와 Dreikurs

(2000), Kottman(1995)은 격려와 칭찬의 구별된

특징을 밝히고 격려의 기술로서 다양한 방법

을 제안하였으며, Kottman(1995)의 격려의 기

술 10가지와 Dinkmeyer와 Losoncy (1996)의 격

려의 특징 및 격려의 기술 16가지를 비교 분

석하여 초등학교 교실 상황에 적용 가능한 격

려의 원리 10가지를 선정하였다. 또한 김선혜

(2006)가 수업시간과 수업 외 시간으로 6가지

교실 상황별로 제시한 교사의 격려언어 예시

문과 김선혜(2007)가 5가지 교실 상황별로 제

시한 예시문, 그리고 강해련(2008)이 교사 언

어 반응으로 개념화한 ‘경청하기, 권장하기,

지지하기, 학생감정 수용하기, 적절한 행동에

대해 언급하기’와 Dinkmeyer와 Eckstein(2000)이

제시한 격려의 특수 언어인 ‘수용하는 말, 신

뢰를 나타내는 말, 감사에 초점을 맞추는 말,

노력과 향상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말’의 구

체적 예시문들을 비교․분석 및 수정하여 초

등학교 교실 상황에 활용 가능한 교사의 격려

언어 예시문을 <표 1>과 같이 도출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남도 J초등학교 1학

년 아동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자가 담임을 맡

은 학급 남학생 11명, 여학생 6명을 실험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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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언어의 빈도(회) 칭찬언어의 빈도(회)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실험집단 13 15 16 4 6 2

통제집단 3 1 11 4

표 3. 실험 및 통제집단 교사의 격려언어와 칭찬언어 빈도

(17명)으로 하고 동료교사의 학급 남학생 10명,

여학생 7명을 통제집단(17명)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의 설계 및 절차

교사의 격려언어가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검

사 통제집단 설계를 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 동일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

으며, 실험집단은 교사의 격려언어를 중심으

로 아동과 상호작용하였고 통제집단에는 아무

런 처지를 하지 않았다. 또한 실험집단에서의

실험처지는 가능한 한 행동주의 이론에 근거

한 학급 경영(예: 토큰 강화)에서 벗어나도록

사전 계획을 세워 아동이 스티커, 사탕, 칭찬

등의 외적 보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

며, 연구자는 부정적인 언어의 사용을 되도록

줄이고 칭찬언어보다는 아동 전체 및 개개인

을 대상으로 한 격려적인 언어를 통해 아동과

상호작용을 하도록 노력하였다. 전체적인 연

구진행 절차는 <표 2>와 같다.

측정도구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

여 오익수(2009)가 개발한 교사 보고형 학교적

응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친사회

적/사회적 관심, 수업/학업, 교우관계, 교사관

계, 기타 요인의 하위 요인이 있으며, 총 45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의 공인타당도 계

수는 각 학년별로 .91～.95이며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98, 검사-재검사 신

뢰도는 .87였다.

자료의 처리 및 분석

교사보고형 학교적응행동 평정척도의 사전

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사후검사 점수

에 대한 공분산 분석(ANCOVA)을 하였다. 이

러한 양적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교사의 관찰

일지, 아동의 글쓰기 자료 등의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교사의 격려언어 빈도

실험집단의 교사가 격려언어를 충분히 사용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 기간 동안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교사가 사용한 격려언어

의 빈도를 분석하였다. 2010년 5월부터 7월까

지 매월 1회, 40분의 수업시간 동안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 <표 1>

의 10가지 격려의 원리 및 예시문에 부응하는

교사의 언어를 격려언어로 분류하였고, ‘좋아,

잘 했어, 훌륭해’와 같은 평가하는 말과 ‘최고,

제일, 매우’와 같은 최상급의 교사 언어는 칭



나미연․오익수

- 143 -

집단 사례
사전점수 사후점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조정평균 표준오차

실험 17 141.41 23.18 190.71 23.62 197.23 3.54

통제 17 156.70 36.25 170.06 34.47 163.53 3.54

전체 34 149.06 29.72 180.38 30.93

표 4. 학교생활적응 사전-사후 검사의 조정평균과 표준편차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공변인 21558.95 1 21558.95 104.79 .000

집 단 9044.15 1 9044.15 43.96
***

.000

오 차 6377.52 31 205.73

***p <.001

표 5. 학교생활적응 점수의 공분산 분석 결과

찬언어로 분류하였다. 수업과 관련된 교사의

단순 발문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3>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통제집단 교사는 수업 40

분 동안 격려언어가 평균 2회, 칭찬언어가 평

균 7.5회로 관찰되었으며, 실험집단 교사는 격

려언어가 평균 14.7회, 칭찬언어가 평균 4회로

관찰되었다. 실험집단 교사는 통제집단 교사

에 비해 약 7배 정도의 격려언어를 사용하였

으며 칭찬언어는 1/2배로 더 적게 사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양적분석

교사가 보고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척도의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4>와 같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 모두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 점수가

상승하였으나 통제집단의 평균이 13.36점이 상

승한 반면, 실험집단의 평균은 49.3점이 상승

하였다. 또한 실험집단의 조정평균 점수(M=

197.23)가 통제집단의 조정평균 점수(M=

163.5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통

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인지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에 대한

공분산분석을 하였는데(<표 5>), 그 결과 학

교생활적응 점수에 대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43.96, p<.001). 이는 교사의 격려언어가 적용

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학교생활적응

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교사의 격려언

어는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돕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하위 영역별로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평균 및 표

준편차는 <표 6>과 같고, 각 하위 영역별로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하위 영역별 공분산 분석 결과 역시,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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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집단 사례
사전점수 사후점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조정평균 표준오차

친사회적

행동

실험 17 44.24 7.91 59.41 9.08 61.95 1.26

통제 17 50.12 13.72 54.88 12.46 52.34 1.26

전체 34 47.18 11.43 57.15 10.98

교사관계

실험 17 19.12 3.30 26.59 3.74 27.94 .61

통제 17 22.65 4.92 23.24 4.24 21.88 .61

전체 34 20.88 4.50 24.91 4.29

교우관계

실험 17 24.94 3.01 32.06 3.17 32.22 .67

통제 17 25.35 6.80 28.53 6.16 28.37 .67

전체 34 25.15 5.18 30.29 5.14

수업/

학업

실험 17 37.59 9.98 50.53 8.83 52.16 1.39

통제 17 41.76 11.07 44.29 10.91 42.67 1.39

전체 34 39.68 10.59 47.41 10.27

기타

실험 17 15.52 3.41 22.12 2.76 22.54 .46

통제 17 16.82 4.65 19.12 3.62 18.70 .46

전체 34 16.18 4.07 20.62 3.52

표 6. 학교생활적응 하위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

영역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친사회적

행동

공변인 2993.22 1 2993.22 114.74 .000

집 단 731.19 1 731.19 28.03*** .000

오 차 808.67 31 26.09

교사관계

공변인 331.11 1 331.11 57.00 .000

집 단 262.88 1 262.88 45.26*** .000

오 차 180.07 31 5.81

교우관계

공변인 528.57 1 528.57 68.67 .000

집 단 125.63 1 125.63 16.32*** .000

오 차 238.60 31 7.70

수업 및

학업

공변인 2156.15 1 2156.15 67.14 .000

집 단 734.65 1 734.65 22.87
***

.000

오 차 995.62 31 32.12

기타

공변인 223.82 1 223.82 64.41 .000

집 단 122.00 1 122.00 35.11*** .000

오 차 107.71 31 3.48

***p <.001

표 7. 학교생활적응 하위영역별 공분산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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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언어적 반응의 예

사회적 관심

증대

․ (일기) 오늘은 내가 쓰레기를 많이 모았다. 청소하는 날이 아닌데 내가 친구들 힘

드니까 도와준거다.<10.11>

․ (등산 후 내려오는 길에) 땅아! 다른 친구들도 보호해줘.<10.12>

․ (일기) 친구들이 넘어지는 일이 있으면 위로해 줄 것입니다. “친구들아 괜찮니?”라

고 말할 것이다.<10.11>

긍정적

생활태도

․ (일기) 학교는 즐거워!<2010.5.6>

․ (일기) 내일은 즐거운 수학시간이야.<5.12>

․ (일기) 반장 역할이 3개나 있어 힘들 것 같다. 하지만 재미있게 할 거다.<9.2>

노력의

중요성 인식

․ (일기) 줄넘기를 계속 연습해서 한 개 한 개 늘어가서 기분이 좋았다.<6.7>

․ (친구소개하기 1분 발표 시간)○○가 조금씩 조금씩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

자랑스럽습니다.<10.12>

․ (일기)다음부터 연습을 더 많이 해야겠다.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9.13>

자기격려

․ (일기) 난 아직 ○○보다 자판을 못친다. 나는 ○○처럼 자판을 잘치고 싶다. 난 할

수 있다.<5.25>

․ (일기) 난 최선을 다했으니 괜찮아! <10.8>

․ (일기) 매일 상추에게 물을 주겠다. 내일도 열심히 일하자. 야호!<5.30>

자신감 형성

․ (일기)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었는데 계속 하니까 자신감이 생겼다.<6.16>

․ (수업 중) 난 더하기는 자신할 수 있어요.<5.25>

․ (수업 중) 네. 잘할 수 있어요.<6.10>

내적 동기

유발

․ (일기) 다음부터는 노력하는 ○○가 되겠다.<10.5>

․ (일기) 오늘 수학책이 끝났다. 수학책이 끝나자 2학기에는 무얼 배울까 궁금했

다.<7.12>

․ (사물놀이를 보고) 나도 한번 저렇게 연주해보고 싶다.<8.27>

상호 격려

반응

․ (일기) 달리기에서 2분단이 2대 3으로 이겼다. 그렇지만 1분단도 잘했다. 그래서 1

분단에게도 박수를 쳐줬다.<5.14>

․ (쉬는 시간: 받아쓰기가 자신없다고 말하자) ○○야! 너는 엄청 잘해. 우리보다 더

잘하는 걸.<9.14>

․ (받아쓰기 통과한 친구에게) ○○야, 정말 정말 축하해.<10.7>

표 8.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아동의 언어적 반응의 예

하위 요인 모두 p<.001 수준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의 격려언어가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 및 사회적 관심을 증가시키고,

교우 관계 및 교사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

여 또래 및 교사와의 친밀감을 높였으며 학업

에 있어서도 수업태도 및 집중력, 그리고 과

제 수행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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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학교생활에 밝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의 사례: 질적 분석

교사의 격려언어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교사 보고형

척도를 통하여 확인하였는데, 학교생활적응의

모습이 아동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

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0년 5월부터 10

월까지 실험집단 아동의 수업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학교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

반응을 수집하고, 또한 일기, 보고서, 글짓기

등 글쓰기 자료를 통해 사례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공통된 반응끼리 묶어 개념화

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은 사회적

관심을 표출하였으며, 긍정적인 생활태도를

형성하고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또한 자기격려를

실천하기도 하였다. 또한 모든 일에 자신감

있는 태도로 적극 참여하고 내적인 동기가 유

발되어 학교 활동 전반에 걸쳐 즐거운 태도와

자율적인 태도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한 교사의 격려언어를 경험한 아동들은 또래

간에 상호 격려하는 언어를 자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아동의 언어적 반응은 교사의

격려언어와 닮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교사

의 격려언어가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돕는데

매우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실 상황에서 교사가

구사하는 격려언어를 아동에게 적용해 봄으로

써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몇

가지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교사의 격려언어가

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피드백해 줌으로써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생활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강해련(2008), 김애

진(2010)의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

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격려언어가 중요함

을 나타낸다. 특히 격려언어는 교사관계와 교

우관계의 긍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아동의

수업 태도 및 학업에 대한 자신감의 향상, 친

구들과의 공감과 협동을 통한 사회적 관심의

표현력 증대, 학교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태

도의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 김미란(2006)의

격려집단상담이 청소년의 사회적 관심의 증대

에 효과적이라는 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의 하

위 요인인 교사의 격려언어가 아동의 친사회

적 행동을 증가시켰다는 결과를 뒷받침하고,

임효진(1999)의 교사의 학생중심적인 언어습관

(학생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언어)은 학생들에

게 격려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하여 더욱 수

업에 열중하며 흥미를 더해 주어 높은 학업성

취도를 나타내게 된다는 연구 결과는 본 연구

의 하위 요인인 교사의 격려언어가 아동의 학

업 및 수업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지지해 준다.

둘째, 격려언어는 초등학교 아동에게 내적

자원과 용기를 촉진시켰다. 이는 아동의 언어

적 반응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

다. 학교생활 및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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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성되었으며,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타인의 노력하는 모습을 인지하여 칭찬해 주

기도 하였다. 학교생활에 대한 즐거움을 표현

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 도전하고자 하는 모습

을 통해 내적 동기가 성장하였다. 특히 지극

히 자기중심적이던 저학년 아동들이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보이게 되었고 목소리가

작고 자신이 없던 아동은 자신감을 갖기 시작

했다. 친구의 기쁜 일과 슬픈 일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친구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

현하며 협동하는 것의 즐거움을 느끼고 타인

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또한

격려언어를 경험한 아동들은 격려하는 사람의

태도를 갖게 되었다. 점차적으로 교사의 격려

언어를 모방하고 있었다. ‘난 최선을 다했으니

괜찮아!’, ‘너도 잘 할 수 있을거야.’.와 같이

자기 격려적인 표현뿐 아니라 타인을 격려하

는 말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그들 자

신과 타인,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

법을 찾은 것이다. Dinkmeyer와 Losoncy(1996)가

설명한 격려하는 사람의 특징인 효율적인 경

청, 감정에 관심갖기, 협력과 수용, 긍정성에

초점 맞추기, 노력과 향상 인식하기, 존재에

가치를 두는 모습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는 모

습을 보였다.

셋째, 본 연구자는 초등학교 교실 상황에

활용 가능한 격려언어를 구체화하였다. 격려

의 원리로 아동의 가치와 잠재력 신뢰하기,

노력 인정하기, 긍정적인 면에 초점 맞추기,

자신의 장점 지각하기, 실수에 대해 너그럽게

수용하기, 지각적 대안(유머, 부탁, 권유 등)

사용하기, 자기격려 실천하기, 수용하고 지지

하기, 내적동기 유발하기, 사회적 유용성 강조

하기를 제안하였다. 이는 양미정(2008)이 초등

학교 2, 3, 6학년 교사를 대상으로 3년간 교실

대화 분석을 통해 도출한 13가지의 바람직한

교사 화법 원리와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 양

미정(2008)은 칭찬의 장점과 유의점을 동시에

지적하면서 바람직한 교사의 화법으로서, 청

자 입장 수용 화법의 원리, 칭찬 화법의 원리,

긍정적인 화법의 원리, 유머의 원리, 맞장구의

원리, 해원의 원리, 청취의 원리, 사랑하는 마

음의 원리, 스킨십의 원리, 즉시 사과․감사․

칭찬 표현의 원리, 차후 개별 꾸중의 원리, 완

곡한 지적의 원리, 바람직하지 않은 언행은

모른 척의 원리를 제안하고, 많은 교사들이

이러한 대화 전략을 활용하기를 권장하였다.

본 연구는 양미정(2008)의 바람직한 교사의 화

법 원리와 이명희(2004)가 교사의 긍정적인 언

어로 칭찬, 격려, 인정, 감사․이해를 나타내

는 말로 분류한 것과 같이 교사의 긍정적인

언어를 보다 구체화한 것에 그 의의가 있으며,

분류된 격려언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안을

마련하여 교실 상황에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강백(2004)은 고등학교 2학

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자

신의 학업성적이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

은 이유가 교사 때문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

가라는 질문에 51.1%가 교사의 긍정적인 언어

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학교 교육의 불만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교사라고 대답한 학생 중

66.6%가 그 이유로 교사의 부정적인 언어를

들었다. 이처럼 교사의 긍정적인 언어가 아동

의 학교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본 연구자가 제안한 격려언어는 김선혜

(2006)와 양미정(2008)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

나친 우월감과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칭찬언

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아동에게 적용 가

능한 긍정적인 언어로서 그 교육적 의미가 크

며 그에 따른 격려언어의 예시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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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의의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격려언어는 칭찬언어보다 교사

의 많은 훈련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언어이다. 본 연구자는 연구기간 동안 격려언

어를 구사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평소 사용

하지 않는 생소한 표현 방식이었으며, 칭찬

언어보다 훨씬 아동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

하여야 표현이 가능한 언어였기 때문이다. 김

선혜(2007) 역시 격려 언어의 단점으로서 교사

가 사용하기 어렵고 자극이 약하다는 점을 밝

혔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담임교사의 약

73%가 격려하는 말이 매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강해련(2008)은 자기 연수를 통해 교사

의 격려반응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교사의 격

려반응에 대한 올바른 개념 이해와 더불어 교

실 장면에서 격려반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수양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

였다. 심우엽(1993) 역시 교사 자신이 부정적

인 언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교사

의 언어행위에 대한 훈련과 연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김미란(2006)은 격려하는 사람은

격려에 대한 지식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격려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고 격려에 관한 자기연수를 강조하였다. 격

려언어는 아동의 행동 그 자체를 긍정적인 언

어로 표현해야하며 과제수행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것

이 아닌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교사와 학생이 동등하며 민주적인

관계를 맺어야 가능한 언어이다. 아동의 행동

이 부정적일지라도 낙담하게 만드는 언어를

구사해서는 안 된다. 즉 경쟁 및 비교하기, 부

정성에 초점 맞추기, 무관심하기, 수행한 성과

에 가치를 두는 말을 자제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의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 바로

격려언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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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Teacher's Encouraging Language

on Adjustment to School Life of Children

Mi-Yeon Na Ik-soo Oh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teacher's encouraging language on elementary student's

adjustment to school life. To achieve this purpose, teacher's encouraging language were drawn from

Adlerian literatures and ten principles of encouragement were established as the following: recognizing the

student's values and potentials, putting an emphasis on student's positive sides, helping the student realize

his or her own strength, tolerating student's mistakes, using perceptual alternatives, practicing

self-encouragement, accepting and supporting opponents, stimulating internal motivations, and emphasizing

social usefulness. Subjects were 34 1st graders at J elementary school in CheonNam. 17 subjects were

assigned to experiment group and 17 subjects were assigned to control group. Teacher's encouraging

language were applied to experiment group and teacher's usual languages were provided to control group

for ten weeks. The quantitativ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behavior rating

scale(Oh, 2009) and were analysed via ANCOVA. The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observations

and products of the subjects and were analysed via qualitative methods. The results showed that teacher's

encouraging languag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tudent's adjustment to school life.

Key words : encouragement, encouraging language, student's adjustment to school li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