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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시험을 앞둔 친구에게 공부를 많이 했는지 물어보면 어찌된 일인지 공

부를 많이 했다고 대답하는 친구들은 드물다. 그리고 몇몇 친구들은 아

예 공부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모름지기 노력을 하지 않았

을 때 실패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실패를 겪

는다면 스스로에게 상처가 될 뿐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무능하다는 손가

락질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어떤 이들은 아예 노력을 하지 않는 방

법을 선택함으로써 ‘나는 원래 이 정도로 못하는 사람은 아니다’, ‘나는

적어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와 같은 변명에 설득력을 얻고자 한다. 이

처럼 실패에 대한 대비책을 만드는 행동을 자기손상화

(self-handicapping)라고 부른다.

하지만 문제는 자기손상화가 심하게 사용될 경우 진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조차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어 결국은 변명만 늘어놓는 거짓말쟁이가 되기 쉽다는

데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기손상화는 자기 평가, 불안, 건강,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자기존중감과

상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관계에 놓여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만일 자기손상화가 사회생활에 대한 개인의 부적응을

유발하고 특히 학업 상황에서 학생들의 정신적 건강, 학업 수행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심리적 건강을

위해서도 자기손상화를 덜 하게 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실험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평가유형(준거지향평가 vs.

규준지향평가)과 실행의도의 설정 여부(실행의도를 세움 vs. 실행의도를

세우지 않음)가 행동적 자기손상화와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이러한 자기손상화의

수준이 과제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우선 어떠한 평가유형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행동적



- ii -

자기손상화와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의 양상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다.

즉, 준거지향평가 환경에 있던 참여자들의 행동적 자기손상화 빈도와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 성향은 규준지향평가 환경에 있던 참여자들의 결과

값에 비해 더욱 낮게 나타났다. 이는 타인과의 비교와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준거지향평가의 환경이 대학생들의 자기손상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주요한 꼭지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또 다른 관심 주제였던

실행의도의 유무가 자기손상화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손상화가 과제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실험설계

과정에서 발생한 제한점으로 이에 대해서는 논의와 제한점 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경쟁이 치열하고 타인과의 비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잠재적 실패에 대비해 미리

다양한 변명거리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 많은 학생들은 타인과의 비교

상황에서 시험 불안, 실패 공포, 심리적 무기력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

때 주변인들은 조력자가 아닌 경쟁대상으로 인식된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성공이 불확실할 때 자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그리고 주변인들에게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 자기손상화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평가유형은 개인의 특성이나 성향을 떠나 교수자들이 실제적으로 처치할

수 있는 부분이며, 학급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험, 토론, 학습과 같은

과제에서 준거지향평가를 활용함으로써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나아가

학생의 행동적, 정서적 측면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육적 시사점을 갖는다.

주요어: 자기손상화, 평가유형, 실행의도

학 번: 2012-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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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어떤 상황이건 자신의 능력이 탄로 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뛰어난

능력이 밝혀진다면야 감사할 일이겠지만, 혹여 실패라도 한다면 무능한

사람으로 보이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에 맞닥뜨리게 될 경우 환경이나 불운, 노력 부족과 같은 핑계를

대곤 하며 때로는 자신의 실패를 감춰줄 수 있을 법한 핑계거리를

스스로 만들어 내기도 한다. 예컨대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기 보다는

일찍 자버리는 것처럼 말이다. 모름지기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실패를

한다면 더 무능해 보이기 마련이다. 그런데 잠을 못 잤다는 외부적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핑계가 본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당성을 얻게 된다. 공부 시간이 부족했기에 시험을 망친거지,

내가 무능력해서 시험을 못 본 것이 아니라는 자신만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사례처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자기

스스로에게 제약을 건다. 이러한 제약은 공부를 포기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고, 밤에 잠을 하나도 자지 못해서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변명이

될 수도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내 능력의 노출을 최대한 피하고 실패에

대한 외부적 요인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렇지만 이 제약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데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나에겐 해가 되어

돌아온다. 마치 시험을 망칠 가능성이 높은 위의 예와 같은 학생처럼

말이다. 우리는 이를 자기손상화(Self-handicapping)라고 부른다(Berglas

& Johns,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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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손상화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서는 이 전략의 자기가치 보호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목표 추구의 동기가 감소함에 따라 개인의 능력

역시 감소한다는 점을 강조한다(McCrea & Hirt, 2001; McCrea, 2008).

자기손상화는 자기 평가, 불안, 건강,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Midgley, Arunkumar, & Urdan, 1996;

Martin, Marsh, & Debus, 2001; Zuckrman & Tsai, 2005),

자기존중감과 상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순환적인 관계에 놓여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송재홍, 2008).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자기손상화는 개인에게 부정적이기만 한 변인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정신적 및 행동적인 부적응을 불러오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Zuckerman, Kieffer, & Knee, 1998).

지금까지의 자기손상화 연구 동향은 주로 자기손상화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예: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 성취목표지향성, 타인으로부터의 기대, 지능에

대한 신념; Smith, Sinclair, & Chapman, 2002; Niiya, Brook, &

Crocker, 2010).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손상화를 덜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선 선행연구들을 통해 자기손상화의 발생 경향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예측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접근은 자기손상화 현상에

대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대다수의

자기손상화 연구들은 참여자들의 자기보고적 응답을 기반으로 한 설문

연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실 상황의 맥락과 참여자들의

행동양식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지닌다. 만일

자기손상화가 사회생활에 대한 개인의 부적응을 유발하고 특히 학업

상황에서 학생들의 정신적 건강, 학업 수행에 부정적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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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한다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심리적 건강을 위해서도 자기손상화를

덜 하게 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실험 연구에서는

환경적인 변인(평가유형)과 개인적인 변인(실행의도)이 자기손상화를

줄이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학생들은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라는 단어에 민감하다. 이 민감성

정도는 자기손상화에도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만약 상대평가의

경우라면 타인과의 비교에서 나의 무능함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자기손상화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절대평가의 경우라면

나의 능력을 나 자신이 평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손상화의

가능성이 약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절대평가보다는 개인차 변별을 중시하는

상대평가가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도 이러한 유형에

더욱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 상대평가 상황에서

개인의 자기손상화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변인에 대해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연구는 자기조절 전략인 실행의도(Implementation intention)를

통해 개인의 심리적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Thurmer,

McCrea, & Gollwitzer, 2013). 실행의도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양식을 보일 것인지 ‘조건문’ 형태의 목표를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Gollwitzer, 1999; Gollwitzer & Sheeran, 2006). 즉, 불안하게

생각되는 상황에 놓이기에 앞서 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양식을

설계하는 것은 개인의 불안 수준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타인과의 수행을 비교하게 되는 상대평가 상황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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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불안 수준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

사실상 자기손상화는 개인의 능력을 가늠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자신의 능력 정보가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평가되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자연스레 자기손상화에 친숙해 질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학업 상황에서의 자기손상화를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Bandura(1996)의 사회인지 이론에 따르면 학생의

자기손상화 행동은 학교 환경과 개인적 성향에 의해 상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손상화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유형이라는 환경적 요인과 실행의도라는 개인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평가유형과 실행의도라는

변인이 자기손상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정신적·행동적 일상에 도움이 되는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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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평가유형과 실행의도가 자기손상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험 연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평가유형의

경우 수행이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되었는지 혹은 상대방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되었는지에 따라 집단을 구분(상대평가 vs.

절대평가)하였다. 실행의도의 경우 ‘언제’, ‘어디서’, ‘어떻게’가 포함된

조건문 형태의 구체적인 목표전략을 세우는 경우와 단순히 목표만

세우는 경우를 구분하여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실행의도를 세움 vs.

실행의도를 세우지 않음). 평가유형과 실행의도는 모두 집단 간 변인

(between-subjects)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평가유형과 실행의도는 연구 참여자의 행동적

자기손상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평가유형과 실행의도는 연구 참여자의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자기손상화는 연구 참여자의 과제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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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변인의 설정 및 정의

본 연구에서는 평가유형과 실행의도가 행동적 및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자기손상화의 정도가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 역시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변인들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가. 자기손상화(Self-handicapping)

자기손상화는 일상 속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행동으로써 자칫

실패할지도 모르는 일에 앞서 해(害)가 되는 언행을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현상을 뜻한다(Berglas & Johns, 1978). 이는 자기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타인으로부터의 인식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식적 자기보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여러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기손상화는 크게 행동적인 측면과 자기보고적인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측면 모두를 측정하였으며, 행동적

자기손상화를 확인하기 위해 과제 수행 전에 제시되는 두 가지의 음악(

능력 향상의 음악 vs. 능력 감소의 음악)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확인하였다.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의 지표로는 설문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자기손상화에 대해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정도를 직접

체크하도록 하였다.

나. 평가유형

교육평가는 평가의 유형에 따라 크게 준거지향평가(criterion-

referenced assessment)와 규준지향평가(norm-referenced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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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평가유형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준거지향 평가는 특정한 기준에 근거한 개인 내적인 성장과 개선에

초점을 두지만 규준지향평가는 개인 간의 상대적인 서열 또는 석차를

중요시한다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과제를 시작하기에

앞서 집단 별로 상이한 평가유형을 제시함으로써 각각 다른 평가환경을

의도적으로 조성하였다.

다. 실행의도(Implementation intention)

실행의도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양식을 보일 것인지 ‘조건문’

형태의 목표를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목표 추구 과정에서

예상되는 특정 상황을 상정하고,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양식을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행의도를 미리 계획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상황을 달리하였다.

라. 과제성취도

본 연구에서 규정한 과제성취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연구 참여자가

기록한 과제 정답률을 의미한다. 과제는 언어영역과 수리영역으로

이루어진 비판적 사고력 검사였으며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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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자기손상화(Self-handicapping)

가. 자기손상화의 개념

자기손상화(Self-handicapping)는 Berglas와 Jones(1978)가 확립한

개념으로 사회비교 이론과 기대가치 이론, 귀인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기손상화 개념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만들지 확신할 수 없고, 또 실패를 변명해줄만한 외부적

핑계거리가 없을 때 본인 스스로에게 실패의 원인이 되는 행동을

일삼고는 한다. 이를테면 기말고사를 앞두고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잠을

자지 않는다. 그리곤 시험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잠을 못자서 컨디션이

안 좋다, 머리가 어지럽다는 둥 수선을 피운다. 잠이 부족하면 당연히

집중력이 떨어지고 시험 결과도 좋지 않을 게 당연하지만 이들은 일부러

이러한 행동, 즉 시험을 실패로 이끄는 외부적 원인을 스스로 조장한다.

‘잠을 못자서 실패했네,’ ‘잠만 잘 잤더라도 시험을 잘 봤을텐데’와 같은

스스로의 변명에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다(Midgley & Urdan, 2001).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자기 가치의 보호를 자기손상화의 주된 발생

동기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Kelley(1971)의 귀인이론(歸因: 원인에

대한 추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K는 내일이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지 않고 일찍 잠이 들었다. 그래서

시험을 망치고 말았다. 그래도 K는 일찍 자느라 공부를 못 했기

때문이라는 외부적 원인이 있기에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

실패를 외부(노력 부족)로 귀인하는 절감원리가 반영된 것이다. 반대로



- 9 -

시험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다면 K는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거둔 자신의 능력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게 된다.

성공은 내부(개인 능력)로 귀인하는 증대 원리가 반영된 결과다. 결국

이러든 저러든 K의 자기 가치가 상처 입는 일은 없기에 연구자들은

자기손상화를 적극적인 자기보호전략의 일환이라고 정의한다(Gadbois &

Sturgeon, 2011; Thompson & Richardson, 2001; Urdan & Midgley,

2001).

또한 자기손상화는 자신에게로 향하는 타인의 부정적인 인식을

호도(糊塗)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기도 한다. 성공 확신이 없는 수행에

앞서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 둔다면 설령 실패의 경우에도 그

원인을 자신의 무능력으로부터 불리한 조건으로 전가할 수 있게 되어

남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수행 결과가 나빴던 참여자들이 개인의 능력과 수행 결과 간에는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타인에게 확신시킨 후에도 여전히 자신은

게으르고 무기력하다는 변명을 했다고 한다(Covington, 1992). 이는

자기손상화가 자기보호전략 뿐만 아니라 자기제시전략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Hepper, Sedikides, & Cai, 2013;

Uysal et al., 2012).

하지만 지나친 자기손상화는 근본적으로 개인적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떤 연구에 따르면 자기손상화 경향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부정적인 자기 인식(예: 자기 비난) 수준이 강했으며, 학업 과제에

있어서 부인(否認), 이탈(離脫)과 같은 행동을 자주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자기존중감 수준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학업 성취도와 학습 습관 역시 저조하였다(Zuckerman, Kie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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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ee, 1998).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자기손상화는 개인의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으며(Zuckrman &

Tsai, 2005), 주변 사람들은 자기손상화를 보이는 사람들을 무책임하다고

여기는 동시에 이들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Hirt, McCrea, & Boris, 2003). 이상의 내용들은

자기손상화가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나. 자기손상화 연구

자기손상화 연구는 크게 행동적 양상을 측정하는 실험 연구와 언어적

변명을 확인하는 설문 연구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행동적

양상에 대한 연구는 ‘학습능력과 약물효과’라는 실험을 통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Berglas & Johns, 1978). 연구자들은 실험 참여자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후 이들로 하여금 지적 기능을

높여주는 약물(A)과 방해하는 약물(B) 중에 한 가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했다(이 때 A와 B는 가짜 약물로써 실제적인 효과의 차이는

없었다.) 일반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높은 지적

기능이 요구되기에 A의 선택 비율이 B보다 훨씬 컸으리라 예상할 수

있지만 실험 결과, A를 선택한 참여자는 40%에 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B를 선택한 참여자가 과반 이상(60%)을 차지하였다. 본인들

스스로 수행을 방해하는 약물을 선택함으로써 능력과 실패 간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려 한 것이다(Thompson & Richardson, 2001).

Newman과 Wadas(1997)는 지능 검사를 앞두고 소음이 없는 테이프와

소음이 심한 테이프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는데, 이 때 참여자들은

소음이 심한 녹음테이프를 선택하는 자기손상화를 보였다. 또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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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은 컴퓨터를 활용하여 실험을 설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과제를 수행하기 전 능력 수준을 높이는 음악과 능력 수준을 낮추는

음악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듣는 실험에서 참여자들은 능력 수준을 낮추는

음악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Niiya, Brook, & Crocker, 2010;

Shepperd & Arkin, 1989; Tice, 1991). 연습 시간 선택 또한 행동적

자기손상화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실험 참여자들은 연습 시간을

적게 선택하는 자기손상화를 보임으로써 실패에 대한 외부적 원인을

만들고자 하였다(황혜영, 2010; Gadbois & Sturgeon, 2011).

자기손상화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과제들은 대개 인지적인 역량을

요하는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다(예: 철자 바꾸기, 글자 변형, 동시 지각).

이러한 검사도구가 사용되는 이유는 참여자들이 수행의 결과에 대해

확신할 수 없어야 하며 과제에 실패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불안한

감정과 긴장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hodewalt, 1994).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지 과제와 음악 선택을

조합하여 행동적 자기손상화를 측정하였다.

한편 사람들은 과제를 수행하기에 앞서 언어를 통해 자신의

신체적(예: 질병, 컨디션), 심리적(예: 불안, 스트레스)인 불리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를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라고 부르며(Smith,

Snyder, & Perkins, 1983; Snyder, Smith, & Handelsman, 1982), 이러한

경향성은 주로 설문연구를 통해 측정되어 왔다. 검사 문항에는 ‘나는

해야 할 일을 마지막까지 미루는 경향이 있다’, ‘나는 시험과 같은

과제에서 남들보다 더 긴장하곤 한다’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문항들에 응답하는 정도에 따라 개인 간 내적 성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검사 도구의 예: Self-Handicapping Scale; Jones & Rhodewalt,

1982).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 지능에 대한 신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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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을수록, 그리고 우울․불안 수준, 수행회피지향성이 높을수록

자기손상화가 발생하는 빈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경, 2008;

송재홍, 2008; Ommundsen, 2004; Urdan & Midgley, 2001; Warner &

Moore, 2004). 본 연구에서는 12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손상화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참여자들의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 정도를 측정하였다.

2. 자기손상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 평가유형

1) 평가유형의 개념

흔히 어떤 기준에 비추어 대상의 장점과 가치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평가(評價)라고 얘기한다(Carver, 1974). 성능평가, 설계평가,

안정성평가와 같은 개념들은 모두 평가의 범주에 속하는 용어들이며

이러한 평가의 개념이 교육에 접목될 경우 평가기준은 교육목표가 되고

평가대상은 학습자로 정의된다. 다시 말하면 교육평가란 교육목표의

달성 정도에 비추어 학습자의 학습내용과 행동을 측정하고 가치 판정을

내리는 과정을 의미한다(Baek, 2003).

이러한 교육평가는 평가의 유형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해볼 수 있으며 첫 번째 평가유형을 준거지향평가(criterion-

referenced assessment), 두 번째 평가유형을 규준지향평가(norm-

referenced assessment)라고 지칭한다(한국교육심리학회 편, 2000 참조).

이 두 평가유형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준거지향평가는 특정한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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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한 개인 내적인 성장이나 개선에 초점을 두는 데 반해, 규준지향

평가는 개인 간의 상대적인 서열 또는 석차를 중요시하는데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거지향평가는 집단의 결과에 관계없이 사전에

설정된 교육목표의 도달 정도에 따라 성적을 결정하는 평가유형으로,

만약 교수-학습이 적절히 진행되고 개선되기만 한다면 대부분의 학생이

기대하는 교육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Neil,

Wadley, & Phinn, 1999). 준거지향평가는 학습자의 상대적 서열보다는

절대적인 준거의 달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절대평가로

불리기도 하며, 이때 준거(criterion)란 학습자가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의 수준, 성공과 실패를 판별할 수

있는 뚜렷한 척도로 정의된다. 이에 따라 준거지향평가에서는

성취여부라는 절대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되며,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수-학습활동의 개선이 효과적일 수 있다(성태제, 1996). 하지만 평가의

기준이 되는 절대적 준거의 수준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준거지향평가의 대표적인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Haladyna, 2002).

한편 규준지향평가는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성취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성적을 결정한다. 이 때 구성원의 성취가 얼마나

바람직한가의 정도는 해당 집단의 점수분포인 규준(norm)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개개인의 학업성적은 그가 ‘무엇을 얼마만큼 성취했는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비해 얼마나 잘 했는가’에 의해 평가된다.

규준지향평가는 여러 개인들의 상대적인 비교를 기초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대평가로 불리기도 하며 구성원들의 개인차 변별에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Butler, 1987). 그러나 단순히 등급을 알려주는 것으로는

그 학생이 실제로 무엇을 어느 정도로 학습했는지 밝히지 못할 뿐

아니라, 상대적 서열을 지나치게 중시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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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의식, 긴장감, 패배감에 빠지게 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진다(Baek,

2004).

이처럼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른 두 가지 평가유형은 학습자의 동기나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차이를 나타낸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규준지향 평가는 학습자의 내적 동기와 흥미, 의욕을 감소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있지만 외적 동기를 강화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Baek, 2003). 반면 준거지향평가는

협동학습 장면에서 효과적이며 학생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정서발달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외적 동기를 학습에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며 이에 따라 성취를 강조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Berk, 1986).

2) 평가유형과 자기손상화의 관계

두 가지의 평가유형 중 자기손상화와 상관이 높은 평가유형은

아무래도 타인과의 수행을 비교하는 규준지향평가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규준지향평가는 학습자의 불안 수준을 고조시키고

내적 동기를 약화시키는 문제점을 야기한다(Covington & Omelich,

1979; McClelland, 1973; Nicholls, 1979; Slavin, 1980). 또한 상대방과의

지속적인 비교는 학습자의 학업적 흥미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노력

자체를 포기하게끔 유도할 수 있다(Williams, Pollack, & Ferguson,

1975). 등급에 대한 지속적인 불안과 상대와의 지속적인 경쟁 상황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낮게 지각하게끔 유도하고, 만약 개인이

경쟁에서 앞서 나갈 자신이 없다면 자신의 실패에 대한 외부적인 핑계를

조장하는데(자기손상화) 현혹될 수 있다. 상당수의 교육자들은 규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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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경고하는 동시에 준거지향평가를 옹호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 규준지향 평가는 학교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포함된 동아시아권 국가들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Black & Wiliam, 1998; Shepard, 2000). 이는

규준지향평가가 가지는 개인차 변별이라는 커다란 특징이 개인 간의

경쟁을 강조하고 사회적 비교가 잦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맥락과

일치하기 때문이다(Shih & Alexander, 2000; White & Lehman, 2005).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의 학교 현장에서 규준지향평가가 강조되는 만큼

자기손상화 또한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선행연구를 통해 평가유형에 대해 조건을 달리 처치한

실험연구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연구들은 평가유형을 교실목표구조

(윤미선, 2013), 성취목표지향성(최정선 & 김성일, 2004)과 같은 평가

환경으로 포함시켰으며, 학생의 학습 결과에 대해 ‘석차’를 강조하는

것은 상대평가 피드백으로, ‘점수’를 강조하는 것은 절대평가 피드백으로

정의하고 피드백의 특성이 내재동기와 목표성향,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위 선행연구들은 비록 본 연구가 지향하는 방향과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이지만(종속변인, 실험 처치 등) 참여자들에게

평가 유형을 상이하게 인식시킬 수 있었다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수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집단

별로 상이하게 평가유형을 강조함으로써 절대평가 환경과 상대평가

환경을 조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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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행의도(Implementation Intention)

1) 실행의도의 개념

원하는 무엇인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에 걸맞은 행동을 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은 목표 과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여러 선택지

중에서 목표에 가장 잘 부합하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또한 그

선택지에 합당하는 충분한 크기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금연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담배를 피우지 않을 만한 상황을 스스로

선택해야 하고, 혹여 담배를 피울 만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더라도

꿋꿋이 참아내는 의지를 보여야만 한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 추구는

굉장한 노력을 요하기 때문에 시작하기가 힘들뿐더러, 시작한다

하더라도 쉽게 중단되고, 때로는 자기합리화의 과정을 거쳐 백지 상태로

회귀해버리곤 한다(Sheeran, 2002). 새해에 세웠던 가슴 벅찬 목표들이

연말이 되면 기억조차 나지 않는 이유도 이러한 과정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심리에서는 그 동안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목표를 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해 왔는데, 그 중 하나가 Gollwitzer와 그의

동료들(1997, 1999)이 밝힌 실행의도(implementation intention)이다.

Gollwitzer와 Brandstatter(1997)는 크리스마스가 시작되기 전

학생들로 하여금 연휴 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두 가지의 일(쉬운 일,

어려운 일)을 설정하라고 요청하였다. 그 후 집단을 A, B 둘로 나누고

A집단의 학생들에게는 그들이 정한 2개의 과제를 각각 '언제'가 되면

실행할지, 그리고 '어느 곳'에서 실행에 옮길 것인지를 고민해보게끔

했고, B집단의 학생들에게는 구체적인 때와 장소를 요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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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고 학생들의 과제 수행 결과를 조사해보자 쉬운

과제에 대해서는 두 집단의 차이가 없었던 반면, 어려운 과제에

있어서는 A집단의 3분의 2가 과제를 완료한 것에 비해, B집단에서는

오직 4분의 1만 과제를 완료했다.

여기서 직감할 수 있듯이 실행의도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양식을

보일 것인지 ‘조건문’ 형태의 목표를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ex: “만약

내일 A가 발생한다면, 난 B와 같이 행동할거야!; Gollwitzer, 1999;

Gollwitzer & Sheeran, 2006). 사람들의 의도는 보통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실행에 옮길 수 없다. 예를 들어 ‘담배를 끊겠다’는 매우

일반적인 진술이며, 단순한 목표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실행의도는

목표 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 담배가 피고 싶을 때, 나는 윗몸 일으키기를

하겠다’고 계획할 수 있고, 목표에 방해가 되는 상황을 대비하는

행동양식 또한 계획할 수 있다(예: 친구의 흡연 권유). 다시 말하면,

실행의도란 목표 추구 과정에서 예상되는 특정 상황(A)을 상정하고,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양식(B)을 사전에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A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 없이 사전에 계획해 두었던 행동양식 B를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Gollwitzer, 1993, 1999).

이와 같은 과정은 심리적으로 ‘만약 ~한다면(if)’ 부분에 상정된 특정

상황과 ‘~할 것이다(then)’ 부분에 명시된 행동양식 간에 강력한 정신적

연합이 조직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Aarts et al., 1999;

Parks-Stamm et al., 2007; Webb & Sheeran, 2007; Wieber &

Sassenberg, 2006). 실행의도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는 목표를 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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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놓여진 여러 상황들을 사전에 떠올리게 된다. 어느 누군가는

금단 현상에 시달리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고, 어느 누군가는

술자리에서 흡연을 권유받는 자신을 상상할 수 있다. 이처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 떠올려 보는 것은 개인의 내적 표상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 뿐 아니라 목표 추구에 위협적인 상황들을 쉽게

인식하게끔 돕는다. 또한, 상황에 대한 내적 표상[만약 ~한다면(if)]은

조건문에서 뒤이어 진술되는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할

것이다(then)]’라는 내적 표상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전에 계획해 둔 행동양식은 추가적인 의식적 과정 없이도

곧바로 실행된다(Bayer et al., 2009; Brandstatter, Lengfelder, &

Gollwitzer, 2001; Parks-Stamm, Gollwitzer, & Oettingen, 2007; Webb

& Sheeran, 2007). 즉, 실행의도는 마치 컨베이어 벨트와 같이 두 개의

고리(만약 ~한다면, ~할 것이다)를 자동으로 연결하는 자기조절 전략인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 개의 실행의도를 설정하는 것이 목표 추구에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Verhoeven과 그의 동료들(2013)은 여러 개의

조건문보다 오직 하나의 조건문이 더욱 효과적임을 실험으로 증명했다.

연구자들은 체중이 평균 이상인 63명의 여학생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자신의 군것질 습관을 3일 동안 기록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학생들을

A, B, C 세 집단으로 나눠 A집단에겐 1개의 실행의도를 작성하게끔

했고, B집단에게는 3개의 실행의도를 작성하도록 했다. 나머지 C집단은

통제집단으로 단순히 몸에 좋은 간식거리 10가지를 열거하였다. 실험

결과 A집단의 군것질 회수와 칼로리는 유의미하게 감소한 반면,

B집단의 군것질 회수는 미미하게 감소했고, 칼로리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통제집단인 C집단보다 못한 결과였다. 실행의도를 여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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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다고 해서 군것질을 줄여야 한다는 동기가 더 강화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실행의도간의 간섭이 증가되었던 것이다. 이는 여러

개의 실행의도를 설정했다는 만족감이 오히려 반대급부로 목표를

방해하는 행동(예: 군것질)에 대한 집착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실행의도와 자기손상화의 관계

최근 진행되는 연구들은 실행의도를 활용하는 것이 개인이 목표

추구에 인지적으로 도움될 뿐 아니라 감정적 측면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Schweiger Gallo와 그의 동료들(2009)은

거미 공포증(spider phobic)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약 거미를

보게 되면 난 그것을 무시하겠다!’와 같은 실행의도를 세우도록 하였다.

이 후 연구자들은 참여자들에게 거미 그림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참여자들의 부정적 감정 수준은 거미 공포증이 없는 사람들의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 외에도 Webb과 그의 동료들은(2010) 사회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행의도를 세우도록 한 후 연설과 같은

사회적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연설이 끝난 후 이들의 자기평가

점수는 이전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Bayer와

Gollwitzer(2007)는 자신의 수학 능력에 의심을 갖고 있는 여학생들에게

실행의도를 세운 뒤에 수학 문제를 풀게 한 결과 이들의 성취도는

이전에 비해 2배에 가깝게 향상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실행의도를 통해 공포나 불안, 걱정, 의심과 같은

감정적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지가 감정을

통제하느냐, 감정이 인지를 유발하느냐 하는 갑론을박(Pekru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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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은 차치하고서라도 단순한 조건문 형태의 실행전략이 감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성취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자기손상화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자기손상화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타인으로부터 느끼는

창피함과 같은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Thurmer와 그의 동료들(2013)은 수행에

앞서 계획한 실행의도가 자기손상화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지를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이들은 집단을 둘로 나눈 다음 각 집단

별로 지능 검사(고 위협)와 흥미 검사(저 위협)를 수행할 것이라

예고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위협 수준을 조작하였다. 이후 참여자들로

하여금 실행의도를 설정하게 하였고, 본 과제를 수행하기에 앞서

자기손상화를 측정하기 위한 일상 스트레스 척도와 과제 연습시간을

측정하였다. 여기서 스트레스 수준은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와 비례

관계에 있었으며, 과제 연습시간은 행동적 자기손상화와 반비례 관계에

있었다. 연구결과, 모든 위협 수준에서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와 행동적

자기손상화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감정적 불안, 위협과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실행의도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은 실행의도를 조작하는데 있어

참여자들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고 연구자들이 지정한 조건문이

일괄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예: When I start with Part 2 of the

study, then I will ignore my worries and tell myself: I can do it!).

이는 실험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바람직할지 몰라도 학습의 현실상황과는

동떨어진 접근이다. 어떤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목표를 세우지는 않기 때문이다. 만일 실행의도가 자기손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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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는데 영향을 미친다면 실행의도를 설정하는 주체 역시 학습자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행의도를 어느 하나로 고정하지 않고

참여자들로 하여금 실행의도를 자유롭게 고민해보게끔 안내하였다.

다. 평가유형과 실행의도의 상호작용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자기손상화의 경향성은

평가유형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상대평가 환경보다 절대평가 환경에서 자기손상화가 적게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상대평가 환경에서는 타인과의 경쟁에서

유발되는 불안과 비교에 대한 두려움이 높게 형성되는 반면 절대평가

환경에서는 사회비교에 대한 외부적 불안 요소가 적게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자기손상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차이에 따라 자기손상화의 발생 경향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실행의도의 유무 역시 자기손상화의 경향성에 대한 차이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과제를 수행하기 전 세우게 되는 실행의도는 어떤

개인이 실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사전에 계획해 두었던 목표를

즉각적으로 수행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에게 부담이 되는

인지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실패에 대한 불안,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실패에 대한 핑계를

만드는 시도(자기손상화) 역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한 실행의도와 평가유형은 자기손상화에 대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절대평가 환경에서는 실행의도에 유무에 따라

자기손상화의 경향성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절대평가 상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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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경쟁이 강요되지 않으며 특정 준거를 달성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 여하에 달린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에 대한 위협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실행의도의 유무가 자기손상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수행이 타인의 수행에 대해

비교되는 상대평가 환경에서는 실행의도의 존재가 자기손상화의 예방에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앞선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했듯이 실행의도는

발표, 연설, 과제수행에서 유발되는 불안, 실패 공포, 부끄러움과 같은

감정을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적인 부담이 실재하는 상황

속에서 실행의도라는 자기조절 전략은 상황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개인의 자기손상화 시도를

줄이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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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변인(평가유형)과 개인적 변인(실행의도)을

집단별로 상이하게 처치함으로써 이 두 가지 변인이 자기손상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자기손상화를

나타낸 참여자의 과제 성취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과제 성취도 차이를

비교하여 자기손상화가 과제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아래와 같다.

가설 1. 평가유형과 실행의도의 조작에 따라 행동적 자기손상화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1-1. 평가유형과 실행의도에 따라 집단 간 행동적 자기손상화

빈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평가유형에 따라 집단 간 행동적 자기손상화 빈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 실행의도에 따라 집단 간 행동적 자기손상화 빈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평가유형과 실행의도의 조작에 따라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2-1. 평가유형과 실행의도가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이다.

2-2. 평가유형이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에 미치는 주효과가 있을

것이다.

2-3. 실행의도가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에 미치는 주효과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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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가설 3. 자기손상화는 과제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평가유형과 실행의도에 따라 집단 간 과제성취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 행동적 자기손상화를 보인 참여자의 과제성취도는 그렇지

않은 참여자의 과제성취도 보다 낮을 것이다.

3-3.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는 과제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5 -

Ⅳ.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4곳(A, B, C, D)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152명(여성: 89명)의 학부생1)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중 A대학과

B대학의 참여자들은 비판적사고력 검사의 구인 공고에 의해

모집되었으며, C대학과 D대학의 참여자들은 각각 교육심리학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었다. 연구 대상이 대학생인

이유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부터 자기손상화를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 기인하며 (Montgomery et al, 1996), 참여자들에게는

사례비 명목의 현금 1만 원이 지급되거나 수업의 가산점이 제공되었다.

이후 참여자들은 2 (절대평가 vs. 상대평가) x 2 (실행의도를 세움 vs.

실행의도를 세우지 않음) 실험 설계에 따라 4개 집단에 임의적으로

배치되었으며, 이 중 실험조작이 처치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22명의

학생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130명이 분석에

활용되었고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처치

성별

절대평가 상대평가

합계(%)실행의도를
세움

실행의도를
세우지 않음

실행의도를
세움

실행의도를
세우지 않음

남성 14 11 7 19 51(39)

여성 32 13 18 16 79(61)

합계(%) 46(35) 24(19) 25(19) 35(27) 130(100)

1) 평균 연령 22.48세(표준편차: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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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도구

가. 수행 과제

본 연구에서 활용한 과제는 언어영역 10문항과 수리영역 6문항으로

구성된 비판적사고력 검사 16문항이다. 16문항은 모두 비판적사고력

검사 위원회(TOCT)에서 무료(Open Access)로 제공하고 있는 예시

문항들로써 내용과 어휘, 선지(5지 선다형)는 대학생의 상황에 맞게

연구자가 일부 새롭게 각색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검사는 최근

기업체에서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사용하는 인적성검사와 유사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을뿐더러 개인의 인지적 역량을 가늠한다는 인식을

조장하기가 쉽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향후 구직 과정에서 실제 접할

수도 있는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체감하는 과제가치 역시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과제에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어느 정도의 불안과 긴장을 가지기 쉬우며 따라서

본 과제는 자기손상화 측정이라는 본 연구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과제 가치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서울대학교 인지학습연구회에서 개발 중인

비판적사고력 검사의 문항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참여자들을

섭외하였노라고 안내하였다. 참여자들이 치르게 될 비판적사고력 검사

16문항은 개개인의 인지적 역량을 가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공지하였고 이 때 16문항은 두 부분(예비검사, 본검사)으로 나누어

제공되었다. 16문항 중 4문항은 예비검사로 제공되었고, 나머지 12문항은

본검사로 제공되었는데 이 때 예비검사는 본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난이도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예비검사를 치룬



- 27 -

참여자들이 본검사에 대해 불안한 감정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행동적 자기손상화와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 정도는 예비검사와 본검사

사이에 측정되었다. 비판적사고력 검사 문항에 대한 예시는 아래 그림과

같고 전체 문항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다음 세 진술 간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것은?

A: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사원이 있다.

B: 모든 사원이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C: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원이 있다.

① A와 B가 동시에 참이 될 수 있다.

② A와 C가 동시에 참이 될 수 있다.

③ C가 참이면 B만 반드시 거짓이다.

④ B가 참이면 A는 반드시 참이고, C는 반드시 거짓이다.

⑤ A가 참이면 B는 반드시 참이고, C는 반드시 거짓이다.

[그림 1] 언어영역 문항 예시

아래 그림과 같이 X와 O가 번갈아 쓰여져 있다. 가로로 11줄, 세로로

21줄이 놓여 있다면 X의 총 개수는 몇 개인가?

① 115 ② 116 ③ 118 ④ 121 ⑤ 124

[그림 2] 수리영역 문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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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기손상화 측정 도구

1) 행동적 자기손상화

예비검사를 마친 참여자들은 곧 뇌파에 관한 지시문을 읽게 되었다.

지시문에는 강한 고주파의 음악은 개인의 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반면에, 강한 저주파의 음악은 개인의 능력을 일시적으로 낮춘다고

제시되어 있었으며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 본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다를 것이라고 안내되었다. 이후 참여자들은 두 가지의 음악 중 듣고

싶은 한 가지의 음악을 선택해야 했다. 참여자들은 본인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듣고 싶은 음악의 번호를 연구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메일을 확인한 연구자는 각 참여자들에게 해당하는 음악을 첨부하여

회신하였다. 회신을 받은 참여자들은 이어폰을 이용하여 본인이 선택한

음악을 들었으며, 이 때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음량을 조절하여 자신이

어떤 음악을 듣는지 타인이 확인할 수 없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음악은 48초 분량의 재즈곡이었으며 작곡자의 정보는 알 수 없다.

파일 크기는 763KB로 스마트폰의 LTE속도를 감안한다면 약 3초 만에

다운로드 할 수 있었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2가지의 음악(저주파,

고주파)은 모두 동일하였으며, 참여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지만 파일 이름은 “능력 증가.mp3”, “능력 감소.mp3”로 다르게

지정하여 참여자들이 자신이 어떤 음악을 선택하여 듣는 것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연구자 1명이 다수의

참여자들에게 이메일을 전송하기에는 참여자별로 시간적인 간극이

있었기에 연구자는 이메일을 일찍 받은 참여자들은 음악을 2~3번

반복해서 들어도 괜찮다고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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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 강한 저주파(개인의 능력을 일시적으로 낮추는)의 음악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손상화의 행동적인 지표가 된다. 왜냐하면 능력을

낮춘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장애를 지우는 행동으로 혹여 과제에서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는 핑계를 만드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2)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김아름(2009)이 Jones와 Berglas(1982)의 자기손상화 척도(SHS:

Self-Handicapping Scale)를 수정, 보완하여 제작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본래 25문항으로 이루어진 SHS에서

12문항을 추출한 것으로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신의 자기손상화 성향을

5점 척도의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끔 이루어져 있다. 문항 전체에서

합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손상화를 더 많이 보인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특히 이 검사도구는 대학생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생에게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SHS(1982)와 김아름(2009)의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각각 .79와 .7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도구의 신뢰도

역시 .7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검사 도구의 예시 문항은

아래와 같고 전체 문항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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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 검사도구 문항 예시

문항
해당하는 정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해야 할 일을 마지막까지 미루는 경향이
있다.

때때로 나는 너무 불안해서 쉬운 일조차도
어렵게 느껴진다

재능을 요구하는 활동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운이 없다고 생각한다.

3. 연구 절차

실험은 수일에 걸쳐 약 15회 가량 이루어졌으며, 매 회기 1명의

연구자가 10명 내외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첫째로, 참여자가 10명을 넘어갈 경우 연구자 혼자 실험실을

통제하기가 어려웠으며 둘째, 행동적 자기손상화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송되는 이메일의 시간적 간극을

최소화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실험을 계획함에 있어 연구자는

참여자들을 총 참여자 수에 비례하여 4개 집단에 적절히 분배하였고,

모든 실험 과정은 본 연구자가 직접 감독하고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실험 절차는 연구자가 제작한 12페이지 분량의

검사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한 회기는 안내와 처치, 설문, 문항

풀이를 합쳐 약 50분이 소요되었다. 구체적인 실험절차는 아래 [그림

3]과 같고 지금부터는 검사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실험의 절차를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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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안내(5분)


평가유형 및 실행의도 조작(10분)


예비검사(5분)


행동적,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 측정(10분)


본검사(15분)


실험조작검사(2분)


실험목적 보고(2분)

[그림 3] 실험 절차

가. 검사 안내

연구자는 해당 회기 참여자들로 하여금 각자 편한 자리에 자유롭게

착석하도록 안내하였고, 모든 참여자들이 착석을 완료한 후 연구자의

소속과 검사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서울대학교 인지학습연구회’에 소속되었음을 밝히고, 실험의 소재로

쓰이는 스마트폰과 이어폰을 지참하지 않은 참여자들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어 참여자들에게 검사지를 한 부씩 나누어주었으며,

참여자들이 수행하게 될 과제는 인지학습연구회에서 제작중인 비판적

사고력 검사라고 소개하였다. 이후 참여자들은 검사지 1페이지의 ‘검사

소개’로 이동하였고 연구자는 비판적사고력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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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는 한편, 본 검사는 참여자들의 인지적 역량을 가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서울대학교 인지학습연구회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판적

사고력 검사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력은 세계적인 교육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는 특성이며, 최근 학교와 기업체에서 최우선으

로 요구되고 있는 역량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개발된 문항

들을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앞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항 적합성을 확

인하고자 합니다. 본 검사는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문항

들은 여러분의 인지적 역량[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이해력

(Understanding), 창의력(Creativity)]을 가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

니다.

[그림 4] 검사 안내문의 일부

나. 평가유형 및 실행의도 조작

1) 평가유형 조작

검사 안내를 마치고 연구자는 지시문을 통해 참여자들의 평가유형을

조작하였다. 구체적으로 4개의 집단(A, B, C, D) 중 2개 집단(A. C)은

준거지향평가(절대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공지하였으며, 나머지 2개

집단(B, D)에는 규준지향평가(상대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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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검사는 준거지향평가(절대평가)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점수는 사전에 결정된 일정 수준의 성취기준을 달성하였는

가 혹은 달성하지 못하였는가에 초점을 두고 평가될 것이며, 본 검사

의 결과를 타인과 상대적으로 비교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어느 누구

라도 기준치 이상의 결과를 확보한다면 본 검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림 5] 준거지향평가 안내문의 일부

한편 본 검사는 규준지향평가(상대평가)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획득하게 될 점수는 다른 학생들이 받은 점수에 의해

상대적으로 결정됩니다.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현재 강의

장 내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여러분들의 결과를 상호비교할 예정이며,

결과가 모두 집계된 후 여러분의 등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6] 규준지향평가 안내문의 일부

2) 실행의도 조작

이어 연구자는 검사지의 2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지시하였고,

참여자들로 하여금 비판적사고력 검사에 대한 목표를 세우도록

지시하였다. 구체적으로 4개의 집단(A, B, C, D) 중 2개 집단(A, B)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가 포함된 조건문 형태의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고민해보도록 실행의도를 조작하였고, 나머지 2개 집단(C, D)은

실행의도를 세우지 않도록 조작하였다. 이 때 실행의도는 연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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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지 않고 참여자들이 스스로 고민하여 계획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어 연구자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검사지 2페이지의

하단부에 위치한 빈칸에 자신이 정한 실행의도를 두 번 이상 반복하여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본 검사를 치르는데 있어서 여러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1등을

하겠다, 꼼꼼히 풀겠다 등)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조건

문 형태(만약 ~이라면, ~할 것이다)의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고민해 보

십시오. 이 때 실행전략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목표를 설정했다면 아래의 빈칸에 당신의 목표를 똑같이 반복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두 번은 작성해야 하며, 여러 번 작

성하여 빈칸을 다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림 7] 실행의도를 세운 집단

본 검사를 치르는데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설정했다면 아래의 빈칸에 당신의 목표를 똑같이 반복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두 번은 작성해야 하며, 여러 번 작

성하여 빈칸을 다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림 8] 실행의도를 세우지 않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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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비검사

평가유형과 실행의도의 조작을 마친 후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3~4페이지로 이동하여 예비검사 4문항을 풀도록 지시하였다. 예비검사는

비판적사고력 검사에 익숙하지 않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감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성격의 문항들이라고 소개하였는데, 사실 이 예비검사는

이후에 수행하게 되는 본검사 12문항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편이었고

제한시간도 5분으로 짧은 편이었다.

5분간의 예비검사가 끝난 후 연구자는 각 문항에 해당하는 정답을

불러주었고 참여자들은 자신의 답에 대한 오답여부를 확인하였다. 이어

연구자는 이후 방금 수행한 문항과 유사한 난이도의 12문항(본검사)이

출제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으며, 이러한 기획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본검사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는 불안과 걱정을 유발하기 위해

의도되었다.

라. 자기손상화 측정

1)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

예비검사를 마친 후 참여자들은 5페이지로 이동하여 자기손상화에

대한 개인적 성향을 체크하도록 안내받았다. 검사문항은 총 12문항으로

‘나는 해야 할 일을 마지막까지 미루는 경향이 있다’, ‘나는 시험과 같은

과제에서 남들보다 더 긴장하곤 한다’와 같은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때 자기손상화라는 단어는 검사지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며, 단지

아래의 질문들을 통해 대상자들의 개인 특성을 확인하고 추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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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화하기 위함이라고 소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유형과

실행의도의 조작에 따라 집단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며, 12개 문항에 응답한 점수의 합산값이 높을수록

자기손상화를 많이 나타낸다고 이해할 수 있다.

2) 행동적 자기손상화

검사지 6페이지에서는 ‘음악의 효과’라는 제목으로 어떤 파장의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 개인의 능력이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고

소개하고 있었다. 즉, 강한 고주파의 음악을 들으면 개인의 능력은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반면, 강한 저주파의 음악을 들으면 개인의 능력은

일시적으로 낮아진다고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파장의 정도는 이후

수행하게 될 본검사에 있어서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안내되었다.

참여자는 본검사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한 고주파의 음악을

선택해야 하겠지만 만약 수행에 대한 자신이 없고, 실패할 것 같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을 경우에는 강한 저주파의 음악을 선택할 수

있다. 즉 강한 저주파는 자기손상화를 나타내는 행동적 지표가 되는

것이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두 가지 음악 중 듣고 싶은 음악을

선택한 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연구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이를 확인한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각각 해당하는 음악을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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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메일주소: cognitionSNU@gmail.com

강한 저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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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력

사고력

증가

<1번> <2번>
  

[그림 9] 음악 선택 안내문 일부

마. 본검사

검사지 7~11페이지는 언어영역 7문항과 수리영역 5문항이 포함된

본검사 12문항이 제시되었다. 제한시간은 15분이었으며 검사지에

자유롭게 필기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종료 5분전과 3분전, 1분전에

알람을 제공하였으며 문항의 난이도는 제한시간 내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사전에 조율하였다. 15분간의 본검사를 모두 마친 뒤

연구자는 각 문항에 해당하는 정답을 불러주었고 참여자들은 자신의

응답에 대한 오답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다.

바. 실험조작검사

모든 연구절차를 마치고 난 뒤 참여자들은 검사지 마지막 장인

12페이지로 이동하여 실험조작검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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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치른 검사는 어떤 유형의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로

평가유형의 조작이 제대로 처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었다. 응답은

규준지향평가(상대평가)와 준거지향평가(절대평가) 두 개의 선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 질문은 ‘검사에 대한

목표 내용을 작성할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고민해 보았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실행의도의 조작 여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응답은 1(전혀 아니다)부터 5(매우 그렇다)까지 제시된

보기에 본인이 생각하는 정도를 자유롭게 체크하도록 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평가유형과 실행의도라는 변인이 자기손상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 때 두 독립변인과

행동적 자기손상화는 명목변수로 측정되었으며,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는 연속변수로 측정되었다. 명목변수들은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더미 변수로 변환되었는데, 이 때 절대평가 집단은 0, 상대평가

집단은 1로 코딩하였고 마찬가지로 실행의도를 세운 집단은 0,

실행의도를 세우지 않는 집단은 1로 코딩하였다. 따라서

절대평가/실행의도를 세운 집단은 (0, 0), 절대평가/실행의도를 세우지

않은 집단은 (0, 1), 상대평가/실행의도를 세운 집단은 (1, 0),

상대평가/실행의도를 세우지 않은 집단은 (1, 1)이라는 기호 체계를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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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더미 변수 코딩

실행의도
평가유형

실행의도를 세움(0) 실행의도를 세우지 않음(1)

절대평가(0) A(0, 0) C(0, 1)

상대평가(1) B(1, 0) D(1, 1)

연구문제 1은 평가유형과 실행의도가 행동적 자기손상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행동적 자기손상화는 참여자들이

어떤 음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각각 0(강한 저주파: 일시적인 능력

감소)과 1(강한 고주파: 일시적인 능력 증가)이라는 명목변수로

측정되었으며 따라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모두 명목변수일 때 활용

가능한 분석방법인 교차분석(x2 독립성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는 평가유형과 실행의도가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는 설문지를

통해 연속변수로 측정되었기에 두 가지 독립변인(평가유형의 유무,

실행의도의 유무)의 처치를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독립변인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문제 3은 자기손상화가 과제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과제성취도는 연속변수로 측정되었으며

평가유형과 실행의도가 과제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행동적 자기손상화가 과제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t검증을 활용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와 과제성취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for windows version 18.0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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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평가유형의 조작이 올바르게 처치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한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이 치른 검사는 어떤 유형의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였다. 이 질문에 대해 절대평가 환경에 있던 4명의

참여자가 자신은 상대평가 환경에 있었다고 잘못 응답하였으며,

상대평가 환경에 있던 4명의 참여자가 절대평가 환경에 있었다고 잘못

응답하였다. 이들 8명에게는 평가유형의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어 실행의도의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에 대한 목표

내용을 작성할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고민해 보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였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1), 아니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라는 5점 Likert 척도 중 하나에 응답하게끔 제시되었다.

연구자는 이 중에서 실행의도를 세우도록 지시받은 참여자들 중 전혀

아니다(1), 아니다(2)라고 응답한 참여자들을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마찬가지로 실행의도를 세우지 않게끔 지시받은 참여자들 중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라고 반대로 응답한 참여자들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총 14명이 제외 대상으로 고려되었으며 따라서 최종적으로

130명(여성: 79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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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문제 1) 평가유형과 실행의도가 행동적

자기손상화에 미치는 영향

자기손상화에 대한 행동적 지표는 강한 고주파의 음악(능력 증가)과

강한 저주파의 음악(능력 감소) 중 참여자가 듣고 싶은 음악을 선택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즉, 음악 선택은 명목척도로 집계되었으며 집단 분류

역시 명목변수로 코딩되었기에 명목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교차분석(χ2 독립성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4> 평가유형과 실행의도에 따른 행동적 자기손상화 교차표

집단분류

전체절대평가 /

실행의도를

세운 집단

상대평가 /

실행의도를

세운 집단

절대평가 /

실행의도를

세우지

않은 집단

상대평가 /

실행의도를

세우지

않은 집단

음악
선택

능력
감소

빈도 7 9 5 15 36

기대빈도 12.7 6.9 6.6 9.7 36.0

능력
증가

빈도 39 16 19 20 94

기대빈도 33.3 18.1 17.4 25.3 94.0

전체
빈도 46 25 24 35 130

기대빈도 46.0 25.0 24.0 35.0 130.0

분석 결과 평가유형과 실행의도에 따라 네 집단의 행동적

자기손상화의 양상은 각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χ2(3)=9.020, p<.05].

따라서 “가설 1-1. 평가유형과 실행의도에 따라 집단 간 행동적

자기손상화 빈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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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카이제곱 검증표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측 검정)

Pearson 카이제곱 9.020 3 .029

우도비 9.134 3 .028

선형 대 선형결합 5.575 1 .018

유효 케이스 수 130 　 　

또한 아래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평가유형에 의한 행동적

자기손상화의 분할계수는 .255을 나타내고 있다. 대체로 그 값이 .10이면

효과크기가 작은 것으로, .25면 중간, 그리고 .40이면 효과크기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볼 때 평가유형에 따른 행동적

자기손상화는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가진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연구가설 2-1에 대한 Cramer의 V는 .263로 나타났다.

Cohen(1999)은 질적 변수들 간의 상관 정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Cramer의 V를 제시하였는데(교차표에서 크기가 작은 쪽을 기준으로

계산) 본 연구의 경우 교차표 2x4에 해당하기에 효과크기가 중간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6> 대칭적 측도

값 근사 유의확률

명목척도 대 명목척도

파이 .263 .029

Cramer의 V .263 .029

분할계수 .255 .029

유효 케이스 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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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평가유형이 행동적 자기손상화에 미치는 양상, 즉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 따라 음악 선택의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평가유형에 따른 행동적 자기손상화 교차표

행동적 자기손상화(음악 선택)
전체

능력 감소 능력 증가

평가유형

절대평가
빈도 12 58 70

기대빈도 19.4 50.6 70.0

상대평가
빈도 24 36 60

기대빈도 16.6 43.4 60.0

전체
빈도 36 94 130

기대빈도 36.0 94.0 130.0

분석 결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 따라 집단 간 행동적 자기손상화의

양상은 각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χ2(3)=8.430, p<.01]. 따라서 “가설

1-2. 평가유형에 따라 집단 간 행동적 자기손상화 빈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표 8> 카이제곱 검증표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측 검정)

Pearson 카이제곱 8.430 3 .004

우도비 8.505 3 .004

선형 대 선형결합 8.365 1 .004

유효 케이스 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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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행의도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χ2(3)=2.078, p>.05]. 따라서 “가설 1-3. 실행의도에 따라 집단

간 행동적 자기손상화 빈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2. (연구문제 2) 평가유형과 실행의도가 자기보고적 자

기손상화에 미치는 영향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는 검사도구(설문)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총

12문항의 합산값을 사용하였다. 이 때 합산값이 높을수록 자기손상화의

경향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전체 연구 참여자의 평균적 자기손상화

점수는 33.29점으로 최대 60점의 절반 정도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집단별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아래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 9>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의 기술통계치

집단분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절대평가

실행의도를

세움
31.61 5.17 22 37

실행의도를

세우지 않음
32.21 5.22 24 40

상대평가

실행의도를

세움
34.12 5.12 26 41

실행의도를

세우지 않음
35.66 5.83 24 47

전체 33.29 5.33 22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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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일 경우 처치변수들의 수준변화에 따른 결과

변수 값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처치효과로서의 주효과와 상효작용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주효과(main effect)는 한 처치변수의 변화가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며, 상호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는 다른 처치변수의 변화에 따라 한 처치변수가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Levene의 등분산성 가정을 검토해 보았으며, 그 결과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 점수는 등분산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F(3,

126)=1.172, p>.05].

[그림 10] 평가유형과 실행의도에 따른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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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 이원분산분석 결과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평가유형 269.16 1 269.16 8.39
**

실행의도 34.60 1 34.60 1.08

평가유형 * 실행의도 6.66 1 6.66 .21

오차 4043.44 126 32.09 　

** p<.01

첫 번째로, 이원분산분석 결과 평가유형과 실행의도는 상호작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 126)=.21, p>.05]. 따라서 “가설 2-1.

평가유형과 실행의도가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그러나 평가유형은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에 주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1, 126)=8.39, p<.01]. 즉, 상대평가 유형에서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의 점수가 크게 나타났으며, 절대평가 유형에서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가 덜 나타났기에 절대평가는 자기손상화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2. 평가유형이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에 미치는 주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실행의도가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에 미치는 주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 126)=1.08, p>.05]. 따라서 “가설 2-3.

실행의도가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에 미치는 주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실행의도가 자기손상화의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결과(Thurmer, McCrea, & Gollwitzer, 2013)와

대치되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논의 부분에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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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 3) 자기손상화가 과제성취도에 미치는 영

향

과제성취도는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살펴본 또 다른 종속변인으로

평가유형과 실행의도에 따른 집단 간 과제성취도의 기술통계치는 아래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로, 평가유형과 실행의도가

과제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과제성취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3, 126)=1.465, p>.05]. 따라서 “가설 3-1. 평가유형과

실행의도에 따라 집단 간 과제성취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표 11> 평가유형과 실행의도에 따른 과제성취도의 기술통계치

집단분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절대평가

실행의도를

세움
5.59 1.59 2 8

실행의도를

세우지 않음
6.25 1.45 3 9

상대평가

실행의도를

세움
5.68 1.44 3 8

실행의도를

세우지 않음
5.40 1.74 1 8

전체 5.68 1.59 1 9

이어 행동적 자기손상화가 과제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음악 선택에 따른 과제성취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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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128)=1.44, p>.05]. 따라서

“가설 3-2. 행동적 자기손상화를 보인 참여자의 과제성취도는 그렇지

않은 참여자의 과제성취도 보다 낮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행동적

자기손상화에 따른 과제성취도의 기술통계치는 아래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 12> 음악 선택에 따른 과제성취도의 기술통계치

집단분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음악 선택

능력 감소 6.00 1.31 3 8

능력 증가 5.55 1.67 1 9

전체 5.68 1.59 1 9

마지막으로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와 과제성취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가 과제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β=-.147, p>.05). 따라서 “가설 3-3.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는

과제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자기손상화가 과제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선행연구(Thompson & Richardson, 2001)에 대비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논의 부분에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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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 요약

본 실험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평가유형과 실행의도가

자기손상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였다. 즉 2(절대평가 vs.

상대평가) x 2(실행의도를 세움 vs. 실행의도를 세우지 않음) 실험

설계가 행동적,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자기손상화가 과제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행동적 자기손상화는 수행을 앞둔 참여자들로 하여금 개인의 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음악과 일시적으로 낮추는 음악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측정하였는데, 이 때 개인의 능력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음악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손상화를 설명하는 지표가 된다. 왜냐하면 능력을

낮춘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장애를 지우는 행동으로 혹여 과제에서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는 핑계를 만드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한편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는 설문 도구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때때로 나는

너무 불안해서 쉬운 일조차도 어렵게 느껴진다’와 같은 12문항의 질문에

대해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정도를 5점 Likert 척도로 체크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과제 성취도는 연구 참여자들이 본검사 12문항에서

기록한 정답의 개수를 확인함으로써 측정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연구문제 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유형은 행동적 자기손상화의 발생 경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절대평가 환경에 있던 참여자들은

상대평가 환경에 있던 참여자에 비해 자기손상화를 덜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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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하지만 실행의도의 유무가 행동적 자기손상화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평가유형은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의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연구 참여자들의

정서적인 자기보고적 성향은 상대평가 환경보다 절대평가 환경에서 더욱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행의도의 유무가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평가유형과 실행의도가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평가유형과 실행의도에 따른 집단 간의 과제성취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떤 음악을 들었느냐의 여부(행동적

자기손상화) 역시 과제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의 정도가 과제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논의 및 교육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들에 대해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어떠한 평가유형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자기손상화의 행동적 측면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다. 여기서 말하는 행동적 측면이란 개인의

능력을 높이거나 낮추는 음악 중 어떤 것을 선택하였느냐를 의미하며

규준지향평가 환경에서는 총 60명 중 24명이 자신의 능력을 감소시키는

음악을 선택했지만(40%), 준거지향평가 환경에서는 이의 절반도 되지

않는 17%만이 능력을 감소시키는 음악을 선택했다 (총 70명 중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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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준거지향평가의 시행이 대학생들의 행동적 자기손상화를

낮추는 중요한 꼭지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 규준지향평가는

대학생들의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 경향성 또한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는 설문을 통해서 측정되었기

때문에 개인 내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과제에 임하는 참여자들의 정서적

특성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Midgley & Urdan, 1995). 즉,

규준지향평가는 학생들의 과제에 대한 불안과 회피 의도, 실패 공포,

우울과 같은 정서적 부적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준거지향평가 상황에서는 타인과의 비교,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경쟁상대는 오로지 자신일 뿐이며 비교하게 되는 것은 사전에

결정된 특정한 준거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혹여 수행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자기 가치나 자기존중감에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만약 백번 양보해서 실패의 원인이

자신의 능력 부족이라고 할지라도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된다는 개인적

목표와 동기가 강화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준거지향평가 환경에서

비교 대상은 오직 자신이기 때문에 실패에 대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대부분의 수행은 잠재적인 실패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때 실패는 자신의 이미지에 상처를 입히거나 남들에게

무능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하지만 준거지향평가의 경우

타인과의 비교를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모를 실패에 대해서 굳이

탈출구를 만들어놓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한 시선을 규준지향평가로 돌려보면 흥미로운 해석이 하나

가능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대부분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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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수행한 과제 또한 본인의 학점이나 미래 목표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을 방해하는 음악을 선택한 비율이

42%였다는 것은 처음 보는 사람과의 비교에도 위축되거나 불안해하는

정도가 심했다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일례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어떤 학생들은

틀린 것도 맞은 것으로 채점하곤 한다. ‘이건 맞을 수 있었는데, 실수야’

라고 생각한 후 답을 슬쩍 고쳐 쓴 뒤 동그라미를 친다.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타인의 평가와 비교에 너무 민감한 나머지 자기 자신까지

속이고 마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규준지향평가는 학습자의 불안 수준을

고조시키고 내적 동기를 약화시키는 문제점을 야기한다(Covington &

Omelich, 1979; McClelland, 1973; Nicholls, 1979; Slavin, 1980). 또한

상대방과의 지속적인 비교는 학습자의 학업적 흥미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노력 자체를 포기하게끔 유도할 수 있기에(Williams, Pollack, &

Ferguson, 1975) 학생들로 하여금 수행목표(performance goal)를

가지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수행목표는 자신의 능력을 타인에게

과시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무능하다는 평가를 최대한 회피하고 싶어 하는

목적을 의미한다(Fuchs et al., 1997). 만약 타인과 경쟁이 지속되고,

불안 수준이 높아진다면 자신의 무능력을 감추기 위한 시도

(자기손상화)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준거지향평가는 규준지향평가와 달리 숙달목표(mastery goal)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Harackiewicz et al., 2002), 이러한 평가유형 아래에서

학생들은 노력과 결과가 함께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새로운 지식의

획득이나 기술의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Elliot, 1999).

따라서 학습자 개인에게 어떤 평가적 상황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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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나타내는 목표추구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이에

따라 자기손상화의 양상 역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경쟁이 치열하고 타인과의 비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잠재적 실패에

대비해 미리 다양한 변명거리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 많은 학생들은

타인과의 비교 상황에서 시험 불안, 실패 공포, 심리적 무기력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 때 주변인들은 조력자가 아닌 경쟁대상으로

인식된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성공이 불확실할 때 자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그리고 주변인들에게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

자기손상화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평가유형은 개인의 특성이나 성향을 떠나 교수자들이

실제적으로 처치할 수 있는 부분이며(Wentzel, 1991), 학급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험, 토론, 학습과 같은 과제에서 준거지향평가를

활용함으로써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나아가 학생의 행동적, 정서적

측면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육적

시사점을 갖는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실행의도가 행동적, 자기보고적 자기손상화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실행의도에 대한 선행연구(Bayer & Gollwitzer, 2007; Thurmer et al.,

2013; Webb et al., 2010)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실행의도를 지정해

준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실행의도를 스스로 정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목표를 제시해주는 것이 효과적인가 혹은 본인이

지정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문제는 1980년대 목표이론에서부터

시작된 논쟁이며(Latham, Erez, & Locke, 1988), 개별 연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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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설명, 작업의 중요성, 집단토론의 유무 등)에 따라 과제수행이나

과제지속력에서 서로 상이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선행연구와 차이가 나는 주요 원인은 목표 설정 주체와 처치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으며, 과제효능감과 같은

개인적 변인이 실행의도와 자기손상화와의 관계에 개입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본 연구의 또 다른 관심 주제였던 자기손상화가 과제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로, 본 연구의

과제로 활용된 비판적사고력 문항들은 개인의 인지적 역량을 가늠하기

위한 검사이기 때문에 자기손상화의 유무가 성취도의 차이를 만든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어떠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반적 인지과제와는 달리 비판적사고력

검사는 일반적인 개인의 인지적 역량을 측정하는 성격이 강하며, 따라서

특정한 실험적 처치가 요구되지 않았을 뿐더러 개인차에 의해 편향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두 번째로, 연구 대상의 표집 과정에

있어서 서울시 소재 4곳의 대학생들을 모집하다 보니 집단 간 편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험을 설계함에 있어 참여자들이 집단별로

골고루 분포되도록 조절하였으나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참여자들의

자기손상화의 여부에 상관없이 집단 별로 각기 다른 과제성취도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실행의도와 과제성취도에 관련된 내용과

한계들은 이후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의 제안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언급하도록 하겠다.



- 55 -

3.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 제언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실행의도가 자기손상화에 미치는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논의에서 밝혔듯이

선행연구에서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똑같은 하나의 실행의도를 지정해준

반면,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스스로가 각자만의 실행의도를 설정하도록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가 나타나지

않도록 실험 설계와 처치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목표설정

주체에 따른 실행의도의 효과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과제효능감과 같은 개인적 요인이 실행의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학습자 스스로 실행의도를 세우게

한다면 학습자가 설정한 실행의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는 질적

연구 방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손상화를 측정하기 위해 인지적 과제(비판적

사고력 검사)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자기손상화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것과 같은 인위적인 과제의 양상과는

다를 것이라고 예상된다. 후속 연구를 진행할 때는 과제가 학생들에게

가치로울 뿐 아니라 그들의 실제 현실을 반영하고, 개인의 사전 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가운데 자기손상화의 경향성을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정교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행동적

자기손상화의 지표로 활용한 음악 선택이라는 설계 역시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중요한 수행을 앞두고 배탈이 났다고 학교에 오지 않는다거나 거짓말을

하고 수행을 피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실험 상황에서

활용되는 여러 처치들이 실제 현실의 모습과 어느 정도 유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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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지, 그리고 유사하지 않다면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는 총 4곳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나이와 성별, 학교의

특성은 각기 달랐으며, 그 결과 무선 표집에 의한 무선 배정이라는

표집의 독립성 가정이 위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은

연구결과에도 편향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며, 향후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표본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대상자들의 다양성을 고려하되 이들의 개인적 특성과

사전 수준 등이 일반적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하며, 표본의 모습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부터 출발하여 섬세한

연구결과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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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handicapping is a widespread behavior amongst humans that

has been observed in a variety of cultures and especially classrooms.

For instance, students frequently participate in self-handicapping

behavior to avoid feeling bad about themselves if they do not perform

well in class. It’s pretty obvious that no effort equals to failure.

However, if individuals encounter failure even though there was full

amount of effort, individuals may get hurt and suffer from other’s

dubious eyes about incapability. This is why some people tend to

complain of a stomachache or even give up studying before taking a

test.

However the trouble is too much self-handicap doesn’t guarantee

any progress of ability and even more it may lead individual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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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ome liars who keep making excuses while not representing their

real competence. A number of self-handicapping studies have

demonstrated that self-handicapping has been linked to increased

withdrawal and negative coping strategies, as well as to poorer study

habits. Moreover, self-handicapping was found to predict, and be

predicted by, poor adjustment over time, providing evidence of a

negative cycle of behavior. Provided that self-handicapping has

negative effect on individuals’ well-being and academic performance,

it should be considered to find effective means that can help reduce

self-handicapping behaviors.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whether the types of

assessment and implementation intention may influence on academic

self-handicapping and whether these self-handicapping behaviors may

have an effect on task achievement.

The results have demonstrated that the types of assessmen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elf-handicapping tendency. Specifically the

participants who were in the criterion-referenced assessment condition

showed less self-handicapping tendency than those who were in the

norm-referenced assessment condition. This suggests that the

criterion-referenced assessment which excludes competition and

comparison with others can be a key factor in reducing

self-handicapping behaviors. However, implementation intention, which

was another major concern, showed no significant effect on

self-handicapping tendency, and self-handicapping had no influence on

task achievement as well. These unexpected results are discuss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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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discussion and limitation part.

Many students in South Korea where intense competition and social

comparison dominate tend to prepare various excuses in advance for

potential failure. A number of test anxiety, fear of failure, and mental

panic have been reported from the school, in this atmosphere, the

possibility to employ self-handicapping is more likely to increase to

escape looking stupid and deflect other’s attention away from their

incompetence. However, as shown in this study, criterion-referenced

assessment has great educational implications because this is what

educators could simply manipulate in the field of education regardless

of students’ characteristic and disposition, and further avoid excessive

competition to guide students to a desirable progress.

Keywords: Self-handicapping, Types of Assessment,

Implementation Intention

Student Number: 2012-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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