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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업 vs. 성공 지능(Sternberg & Grigorenko,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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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공 지능이란

1. 성공 자본 1: 성공 지능

지적 활동의 능력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되는 개인의 안정된 특질

지능(intelligence)

학업적 성취에 있어 필요한 인지적 능력

어휘, 추리력, 수리력, 공간 지각력, 기억, 문제 해결력 등을 포함

학업 지능(academic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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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공 자본 1: 성공 지능

빌 클린턴의 르윈스키 스캔들

똑똑한 사람이 모두 성공하는 것이 아님

Why smart people can be so stupid? (Sternberg, 2008)

2) 성공 지능의 중요성 (Sternberg, 1997)

사회문화적 맥락과 개인의 기준 내에서 성공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

(Sternberg, 1986)

성공 지능(successful intelligence)

학업 지능보다 성공 지능

분석적 능력 vs. 창의적, 실용적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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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적 지능 (Sternberg,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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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공 지능의 요소

1. 성공 자본 1: 성공 지능

분석적 지능, 창의적 지능, 실용적 지능

문제 인식  문제 해석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세우기 

문제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 배분 

문제 해결 방식 검토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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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고 논리적 과제 해결에 적용하는 능력

효율적인 정보처리 과정

분석적 지능(analytical intelligence)

분석적 지능과 문제 해결



2) 창의적 지능 (Sternberg,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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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공 자본 1: 성공 지능

지식, 사고, 성격

창의적 지능에 필요한 3가지

관련 없는 요소를 연관시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관점으로 기발한 생각을 해내는 능력

창의적 지능(creative intelligence)

청년의 성공13강



3) 실용적 지능 (Sternberg,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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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공 자본 1: 성공 지능

나이와 경험이 증가하면서 실용적 지능도 증가함

연습할수록 삶의 방식이 되는 실용적 지능

실용적 지능의 발달 (Denney & Palmer, 1981; Cornellus & Caspi, 1987)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며 주어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능력

업무: 상황 판단, 문제 해결, 

자신: 관리 조절, 

타인: 대인관계 기술

실용적 지능(practic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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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공 자본 2: 긍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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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공 자본 2: 긍정성

성공과 행복 (Diener et al., 1985; Biswas-Diener & Diener, 2005) 

성공하면 행복해진다? 성공하려면 먼저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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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란 (Diener et al., 1999; Lyubomirsky et al., 2005) 

긍정 정서를 자주 느끼는 것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1) 긍정성과 성공

2-1. 긍정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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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공 자본 2: 긍정성

긍정성과 성공의 연쇄 반응

2-1. 긍정성이란

긍정 정서가 기분 좋은 상황에서 사고와 행동의 범위를 넓히는 확장적 역할을 하여

보다 개방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것

(Fredrickson, 2011)

확장형성 이론(broaden-and-build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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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대한 관심  새로운 정보 습득의 계기, 창의성의 원동력

자기 만족 유도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 유발

갈등 상황 속 유연한 태도  갈등 조정과 합리적 대안 선택 도움

긍정성과 성공의 연쇄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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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공 자본 2: 긍정성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Crane & Crane, 2007)

메타 분석을 통해 발견한 성공한 사업가들의 공통된 특징: 긍정성

2-1. 긍정성이란

청년의 성공13강



흔들리는 20대 (곽금주) 13

2. 성공 자본 2: 긍정성

2) 긍정성과 환상

현실적 결말 집단 vs. 환상적 결말 집단

단기적으로는 미래에 대해 막연한 판타지를 가진 사람들이 낮은 우울 증상을 보였지만

4주 후 더 높은 우울 증상 보임

환상은 이후 우울로 이어질 수 있음

환상과 우울 (Oettingen et al., 2016)

환상과 성과 (Oettingen & Wadden, 1991; Oettingen, 1996)

환상 낮은 집단 vs. 환상 높은 집단

비만인 사람 대상으로 체중 감량 시도

그 결과, 환상 정도가 높은 집단의 사람이 체중을 덜 감량함

성과에 도움 되지 않는 환상

청년의 성공13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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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공 자본 2: 긍정성

비현실적 긍정성

미래를 자신이 원하는대로 상상해 재구성하는 경향이 있음

2-1. 긍정성이란

청년의 성공13강

현실적 긍정성 – 스톡데일 패러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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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공 자본 2: 긍정성

1) 건강 (Cohen, 2003)

2-2. 긍정성의 효과

청년의 성공13강

긍정성 측정 후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시킴

그 결과, 긍정 정서 높을수록 감기에 덜 걸림

긍정 정서가 높은 면역력으로 이어짐

면역력 (Cohen et al., 2003)

수명 (Danner et al., 2001)

수녀들이 청년기에 작성한 일기를 통해 긍정 정서 분석. 이후 수명 측정

그 결과, 청년기에 긍정 정서 가진 경우 더 사망률 낮음

긍정성이 장수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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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공 자본 2: 긍정성

2) 지각

긍정 정서 집단 vs. 부정 정서 집단

긍정적 영상 시청 후 더 확장된 시점을 가짐

조망 (Fredrickson & Branigan, 2005)

긍정 정서 집단 vs. 부정 정서 집단

언덕의 경사도를 예상하도록 함

그 결과, 즐거운 음악을 들은 긍정 정서 집단이 언덕의 경사를 더 완만하게 지각함

긍정성은 어려움도 쉽게 느껴지게 함

시각 (Riener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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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공 자본 2: 긍정성

3) 긍정성과 성과

수영 선수 대상으로 긍정성 측정 후 수영하도록 지시

선수들에게 실제 기록보다 더 오래 걸렸다고 알려준 후 다시 수영 지시함

그 결과, 긍정적인 사람은 두 기록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은 반면, 

부정적인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남

회복력 (Seligman et al.,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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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에게 골프 퍼팅을 시킴

착시 현상으로 달라 보이는 같은 크기의 두 구멍 (긍정 정서 집단 vs. 부정 정서 집단)

구멍이 더 커 보일수록 수행 능력이 뛰어남

수행능력 (Witt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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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공 자본 2: 긍정성

1) Belief: 자기 믿음

2-3. 긍정성의 학습: ABC

최상의 모습 집단 vs. 평범한 일상 집단

얼음물에 손을 넣음

그 결과, 최상의 모습을 상상한 집단이 고통을 덜 느낌

자기 믿음과 고통 경감 (Hanssen et al., 2012)

뇌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운동 능력을 가진 몸으로도 생각하는 것

(Cuddy et al., 2012)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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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공 자본 2: 긍정성

파워 포즈 집단 vs. 비파워 포즈 집단

파워 포즈 집단이 힘을 더 크게 지각하고 과제를 더 잘 수행한 것으로 나타남

당당함과 파워 포즈 (Carney et al., 2010; Cuddy et al., 2012)

서로 크기가 다른 전자 장비를 무작위로 나누어 줌 (아이팟, 아이패드, 맥북, 아이맥)

크기가 작은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일수록 움츠리는 자세를 가져

소극적 행동을 보임

당당함과 자세 (Bos & Cuddy, 2013)

청년의 성공13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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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공 자본 2: 긍정성

2) Altruism: 타인 배려

타고난 선함 (Warneken & Tomasello, 2007)

이타적 영화 시청한 집단 vs. 일반 영화 시청한 집단

이타적 영화 시청 후 타액 속 면역 글로블린항체 증가

남을 도울 때 내가 긍정적이게 됨

이타심과 면역력 (McClelland & Krishnit, 1988)

참여자가 자신에게 돈을 쓸 지 혹은 기부할 지 결정하는 동안 fMRI 촬영

그 결과, 이타적 행동을 할 때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중격부가 활성화 됨

이타심과 보상 (Moll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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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공 자본 2: 긍정성

3) Control: 통제 지각

내면, 행동,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자신이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믿는 믿음

(Ajzen, 2002)

통제감(perceived control)

사고로 죽은 사람의 시신을 보여줌

통제감 있는 집단 vs. 통제감 없는 집단

나에게 통제감이 없고 억지로 한다고 생각할 때 더 불안함

통제감이 없을 때 (Geer & Maisel,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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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공 자본 2: 긍정성

그림을 선호하는 순서대로 배열하도록 함

그림 중 하나를 골라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알려준 후, 그림 선호도를 재측정함

그 결과, 선택한 그림에 대한 선호도 더 높아짐

통제감이 있을 때 (Lieberman et al., 2001)

통제감과 고통 (곽금주 교수팀 & EBS, 2009)

통제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 만으로도 고통이 덜 느껴짐

청년의 성공13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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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공 자본 2: 긍정성

통제감이 있을 때 (Lieberman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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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실패나 고통으로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 (Seligman & Maier, 1967)

학습된 무력감(learned helplessness)

반복된 연습을 통해 긍정성은 학습될 수 있다는 것 (Seligman, 2011)

학습된 긍정성(learned optim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