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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상유지편향의 관점에서

바라본 수학 교수·학습

2015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수학교육의 목표 중 하

나는 학생들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 원리

등을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 방법을 택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은 합리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기존의 지식,

알고리즘에 집착한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이러한 학생들의 고정,

집착이 학생들의 통찰에 방해가 되며 따라서 이러한 고정에서 벗

어나야한다고 말하고 있다(Haylock, 1987, Hadamard, 1954,

Wertheimer, 1959). 하지만 고정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

지 않고 이러한 고정, 습관 그 자체에 대해 본질적으로 고찰하고

그에 대한 특성을 이해한다면 다른 관점에서 학생들의 유의미한

학습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간의 고정, 습관

등에 대해 확고한 이론적, 경험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행동경제학

의 현상유지편향을 수학교육에 적용하고 이를 분석하여 수학 교수

·학습에서 학생들이 보이는 고정, 습관 등에 대해 보다 폭넓은 관

점을 제공하고 기존의 이론들을 보다 정교히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행동경제학의 현상유지편향이 무엇인지, 어떠한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지,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하였는지 등

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후 수학 교수·학습에서 학생들이 보이는

현상유지편향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개념 학습 과정과 문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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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원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

고 이러한 학생들이 보이는 현상유지편향이 수학 교육에서 의미하

는 바를 살펴보았다.

현상유지편향은 개인이 선택을 할 때, 대안이 현재의 상태에 위

치해 있는 경우 이 대안을 더 많이 선택한다는 것으로 이는 즉,

개인이 연속적인 선택의 과정에서 초기의 선택을 반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Anderson, 2003). 수학

교수·학습에서 학생들이 보이는 현상유지편향으로 개념 학습 과정

에서 기존의 개념을 계속 선택하고 적용하여 나타나는 인식론적

장애는 매몰 비용, 인지적 일관성 추구, 앵커링 효과에 의한 현상

유지편향으로 분석할 수 있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기존의 익숙한

풀이를 계속 고수하는 아인슈텔룽 효과는 전환 비용과 불확실성의

존재, 손실 회피와 후회 회피, 인지적 일관성 추구에 의한 현상유

지편향으로 분석할 수 있다.

수학 교육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현상유지편향은 교수·학습에서

동일한 문제 유형의 반복 학습이 학생들의 현상유지편향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기계적인 반

복 학습을 지양해야 한다는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반면에

수학 교수·학습에서 학생들의 현상유지편향을 활용할 수 있는 측

면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학생들은 기존의 지식을 계속 사용하고

자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생들의 선행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주요어 : 행동경제학, 현상유지편향, 인식론적 장애, 아인슈텔룽 효과

학 번 : 2017-2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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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15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수학 교육의 목표는 수학의 개

념, 원리, 법칙 등을 바탕으로 주변의 여러 현상들을 수학적으로 이해하

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교육부, 2015). 그리고 수학과

교육과정의 6가지 교과 역량 가운데 문제 해결 역량에서는 학생들이 문

제 상황에서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최적의 해결방법’을 선택하

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교육부,

2015). 즉, 수학교육의 목표 중 하나는 학생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의사결정은 주어진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결정자가 여러 대안 중에서 하나의 방법

을 결정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로는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절차 및 과정을 포함하며(김영현·박만구, 2019), 수학 교과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이란 문제 해결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 원리 등을 바

탕으로 최적의 해결 방법을 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

은 수학 학습을 통해 이러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배워야 한다고 볼 수 있

다.

하지만 많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지 못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개념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은 잘못된 지식을 계

속 사용하거나 서로 다른 문제들을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모

습을 보인다. 이에 대해 Haylock(1987) 또한 학생들이 수학 문제해결에

있어서 특정 방법이 부적절하게 되거나 최적의 방법이 아닌 경우에도 초

기에 성공했던 알고리즘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고정성을 보인다고 말하였

다. 여러 연구들에서 수학 학습에서 학생들이 특정한 개념, 알고리즘에

집착하고 이 개념이나 알고리즘이 옳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고집한다는

사실을 말한 바 있다(Haylock, 1987, Luchins, 1942, 최지선, 2003).

이때, Hadamard(1954)는 개인이 자신의 문제에만 집착하여 다른 관점

에서의 사고를 하지 못한다고 말하였고 개인이 고집하는 그 하나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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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당하고 다양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

였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하나의 아이디어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이것에

만 주의를 기울이는 사고가 새로운 발견에 적절치 못하다고 말하였다

(Hadamard, 1954). 또한 Wertheimer(1959)는 어떠한 통찰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로 개인의 사고가 부적절한 방향으로 고착되어 있기 때문이

며 따라서 통찰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고의 고착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

하였다. 이들은 고정에서 벗어남으로서 통찰이 일어나고 유의미한 수학

학습이 된다고 말하고 있고 학생들의 고정, 고착을 벗어나야하는 것, 문

제 해결에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서 바라보고 어떻게 이러한 고정에서 벗

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고정에서 벗어나기보다

학생들의 이러한 고정, 집착, 습관에 대해 본질적으로 고찰하고 사고의

고착을 보이는 원인과 그에 대한 특성을 이해한다면 다른 관점에서 학생

들의 유의미한 학습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개인이

가지는 고착이나 습관, 편향에 대한 보다 폭넓은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한편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이 항상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기

존의 경제학의 근원을 흔들고 인간이 항상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행동경제학이 이론적 틀로서 사용하고 있는

이중처리이론은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의 체계가 아닌 두 가지의 체계

에 따라 움직인다고 주장한다(홍훈, 2016). 이때, 체계1은 빠르고 직접적

이며 계산 없이 자동적이고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말하고 체계2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홍훈,

2016). 기존의 경제학은 사람들이 체계 2에 의해 합리적으로 선택을 한

다고 보았지만 행동경제학에서는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체계 2가 아닌

체계 1에 의한 선택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Kahneman, 1997).

이러한 체계1의 존재는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요하는 수학학습에

서도 나타난 바 있다. Leron & Hazzan(2006)은 기존의 수학교육연구에

서 이루어졌던 ‘교수와 학생 문제’라는 방정식의 식을 세우는 문제에서

학생들이 문자에 얽매여 깊게 생각하지 않고 식을 도출하여 오류를 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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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체계1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Leron & Hazzan(2006)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 사람들이 체계1과

체계2가 작동하는 방식을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을 그들의 문제해결에 포

함시키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또한

Ayalon, Watson, Lerman(2015) 역시 수학교육에서 이중처리이론을 접목

하여 학생들에게 체계 1의 반응을 넘어서서 체계 2를 활용할 수 있는 과

제를 제시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연구들에서는 행동경제

학의 이론을 수학교육에 적용하여 새로운 관점의 교육적 의미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러한 이중처리이론의 체계 1의 존재를 뒷받침해주는 현상유지편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현재 혹은 이전의 결정을 유지

하는 것을 의미한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현상유지편향은

이미 행동경제학과 다른 사회과학 영역에서 확고한 경험적, 이론적 근거

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Leron & Hazzan(2006)의 연구에서 한발 더 나

아가 현상유지편향을 수학교육에 적용하는 것은 수학 교수․학습에서 학

생들이 가지는 고착이나 습관, 편향에 대한 보다 폭넓은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유지편향이 수학교육에서 학생들이

보이는 고착, 습관, 편향 등의 경험적 결과를 분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기존의 수학교육 이론들이 설명해주지 못했던 부

분에 대한 보완적인 이론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행동경제학의 현상유지편향 무엇인지 먼저 자세히 살

펴보고 현상유지편향의 관점에서 수학 교수․학습에서 학생들이 보이는

고정, 습관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현상유지편향이 수

학교육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

에 대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수학 교수·학습에서 학습자가 보이는 현상유지편향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2. 행동경제학의 현상유지편향이 수학교육에서 가지는 의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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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현상유지편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먼저 1절에서는 현상유지편향의 배경이 되는 행동경제학과 이중처리이론

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현상유지편향이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

알아본 후, 2절에서는 현상유지편향을 처음 보고한 Samuelson &

Zeckhauser(1988), 그리고 다른 행동경제학자들이 사람들에게 현상유지

편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어떻게 실험으로서 입증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3절에서는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유지편향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합리적 의사결정, 인지적 오류, 심리적 몰입의 3가지 측면에서 살펴

본 후 마지막으로 4절에서 이러한 현상유지편향을 행동경제학이 아닌 다

른 사회과학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

다.

그 후 Ⅲ장에서는 수학 교수·학습에서 학생들이 보이는 현상유지편향을

분석하여 수학 교수·학습에서 학생들이 보이는 고정, 습관 등에 대한 새

로운 관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절에서는 수학 교수·학습에서

학생들이 보이는 현상유지편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러한 현상유지

편향의 원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기존의 수학교육 연구들을 통해 분석

하고자 한다. 그 후 2절에서는 수학 교수·학습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현상유지편향이 수학교육에서 가지는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

상유지편향은 기존의 수학교육의 이론들을 더욱 정교하고 탄탄하게 뒷받

침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 선행지식의 활용과 동일한 문제 유

형의 반복 풀이가 고착을 유발한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

다.

끝으로 Ⅳ장에서는 전제 논문에 대한 요약과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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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현상유지편향

1. 현상유지편향의 배경 및 정의

1.1. 행동경제학

현상유지편향은 행동경제학의 주요 이론 중 하나로서 이 절에서는 현

상유지편향의 배경이 되는 행동경제학이 어떠한 학문인지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행동경제학은 기존의 경제학을 비판하면서 새롭게 형성된 경

제학으로서 이 때문에 행동경제학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학

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때 기존의 경제학이란 신고전학파

경제학(Neoclassical Economics)을 말한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현재 경

제학을 주도하고 있는 경제학으로서, 경제인(Homo Economicus)1)이라

불리는 이들의 선택을 중시하며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을 표준 이론으로 내세운다. Posner는 합리적 선택 이론이란 개

인이 이용 가능한 정보 내에서 개인의 선호에 따라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선택을 한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조성혜, 2007). 홍훈(2017)

은 합리적 선택 이론을 다음과 같이 선택의 주체, 선택의 대상, 선택 행

위, 선택 상황으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

첫째,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선택의 주체, 즉 경제인은 독립적이고 자

율적인 개인들로서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

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홍훈, 2017). 합리적인 경제 주체는 최소한의 교

육을 받은 성인을 의미하며 이러한 성인은 자신의 기호나 이익, 시장의

경제 상황 등에 대해 판단할 수 있고 실질적인 것과 명목적인 것, 진짜

1) 계산적인 경제인, 경제적 인간 등으로도 불린다. 경제인은 오로지 자신의 이

익만 추구하며 완전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Tomono,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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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가짜, 내용물과 겉포장, 진실과 허위 등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홍훈, 2017).

또한 각각의 개인이 좋아하는 것이나 하고 싶은 것을 선호(preference)

라 하며 이러한 선호에는 개인이 추구하는 이익(권력, 돈, 명예 등)이나

가치(내적인 충만함, 출세 등), 종교적 믿음, 개인의 이념, 관심, 인생관

등이 모두 포함된다(홍훈, 2017). 경제인은 개인의 선호에 대해 완전성

(completeness), 안정성(stable), 일관성(consistency), 이행성(transitivity),

소거가능성(cancellation)의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홍훈, 2017, 강철

구, 2010, 구현우·이정애, 2009). 선호의 완전성이란 개인의 선호가 완전

하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이는 곧 개인은 선택 상황에서 어느 것이 더 좋

은지 판단할 수 있는 선호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강철구, 2010). 즉,

 ≺  를 A보다 B를 더 선호한다고 표현했을 때, 완전성을 기호로 나

타내면 ‘∃  ≻ or ≺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선호

의 안정성이란 한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재화에 동일한 평가를

내린다는 것을 말한다(홍훈, 2017). 선호의 일관성이란 개인의 소득과 재

화의 가격이 일정한 선택 상황에서 개인은 일관된 선호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이 음악을 좋아했다가 영화를 좋아하는 등 갑자기 개인의

선호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홍훈, 2017). 선호의 이행성은 개

인이 A보다 B를 더 선호하고 B보다 C를 더 선호하면 반드시 A보다 C

를 더 선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홍훈, 2017). 즉, 기호로 나타내면

‘ ≺ and ≺   ≺ ’ 이다. 선호의 소거가능성2)은 같은

요소를 지니고 있는 재화에 대해 공통의 요소를 제거하여도 선택이 바뀌

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홍훈, 2017). 이러한 선호의 특징은 결국 경

제인의 선호가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일관적이며, 모든 선택상황에서 개

인은 자신이 선호하는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고 이것이 순환적이지 않다

는 것을 의미한다(강철구, 2010).

2) 전망 A=[p,x; q,y]는 p의 확률로 x를 얻고 q의 확률로 y를 얻는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때, 전망 A=[p,x; q,y]와 전망 B=[r,z; q,y]에서 A와 B를 비교해 어

떤 사람이 A를 선택했다면 공통요소인 [q,y]를 소거하고 비교하여도 여전히

A를 선택한다는 것이 소거가능성이다(홍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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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개인의 선호와 예산제약은 서로 독립적인

데 여기서 예산제약이란 개인이 필요한 재화들은 가격을 지불해야 사용

할 수 있는데 이때 개인의 소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욕구를

무한이 충족시킬 수 없음을 의미한다(홍훈, 2017). 즉, 개인의 선호는 개

인이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예산제약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의미

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이 좋아하는 것과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독립적이라는 의미이다(홍훈, 2017).

둘째,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선택 대상(선택 대안, 선택지)들은 각각 서

로 독립적으로 평가되며 이때 독립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비례성

(proportion)과 규칙성(regularity)을 살펴볼 수 있다(홍훈, 2017). 예를 들

어, 어느 노트북 매장에서 150GB 노트북 A를 150만원에 판매하고

100GB 노트북 B를 100만원에 판매하고 있을 때 노트북 A와 B가 판매

되는 비율이 [0.5 : 0.5]이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노트북 매장에서 새로

50GB 노트북 C를 50만원에 판매한다고 했을 때, 노트북 A, B, C의 판

매 비율이 [0.4 : 0.4 : 0.2]나 [0.45 : 0.45 : 0.1]로 나타나는 경우가 비례

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만약 판매 비율이 [0.4 : 0.5 : 0.1]인 경우는

비례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홍훈, 2017). 규칙성의 경우는 A나 B에

대한 판매비율이 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위의 경우에서는 판매비

율이 [0.3 : 0.6 : 0.1]인 경우는 규칙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홍훈,

2017).

또한 각각의 대안들은 서로 대체가 가능한 대체가능성(substitutability)

과 화폐가 자유롭게 전용 가능한 전용가능성(fungibility)를 가진다(홍훈,

2017). 대체가능성이란 어떤 한 대안이 다른 대안을 대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전거는 킥보드로 대신할 수 있는데 즉, 자전거가

줄 수 있는 이득을 킥보드가 대신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이를 가능하

게 하는 것이 바로 화폐의 전용가능성이다(홍훈, 2017).

셋째,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경제인은 선택을 할 때 자신의 선호를 토

대로 자신의 이익(효용, 만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한다

(Tomono, 2007). 이때 개인이 선택의 대상과 선택 상황에 대해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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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선택의 전제이

다(홍훈, 2017). 따라서 선택의 결과는 선택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서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홍훈, 2017). 다시 말해, 합리적 선택

이론에 의하면 선택 상황은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기에 이를 어떻게 서

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그러므로 선택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유도하거나 서술을 달리해도 사람들은 언제나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때문

에 선택이 바뀌지 않는다(홍훈, 2017). 이를 선택상황에 대한 절차 관련

불변성이라 한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자신의 선호와 경제적 상황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

는 개인이 제시된 선택지들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한 후, 자신에게 이익

이 가장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이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합리적 선택 이론의 절차 관련 불변성

은 행동경제학의 이론과 대비되는 가장 핵심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홍훈, 2017)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이과 같이 명확한 선호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선호를 바탕으로 최적의 선택을 하는 합리적인 경제인을 전제로 하고 있

다(Thaler, 2016). 하지만 과연 인간이 항상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

일까?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합리적으로 행동한

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지만, 완벽한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일탈이 너무

작고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해도 될 정도라고 말한다(Anger,

2012). 하지만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이 때때로 합리적으로 선택할 때도

있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들의 경우가 작지 않고 충분히 체계적이며

따라서 예측 가능하다고 반박한다(Anger, 2012). 즉, 행동경제학에서 부

정하는 인간의 합리성은 인간이 완전히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완전히 합리적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며 또한 행동경제학자들은 신고

전학파에서 내세우는 합리성은 이상일 뿐이지 현실이 될 수 없다고 말한

다(Tomono, 2007, 홍훈, 2017).

의사결정 이론은 서술적(descriptive) 이론과 규범적(normative) 이론으

로 나누어지는데 서술적 이론이란 인간이 실제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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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대해 묘사하고 규범적 이론은 인간이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를 묘사한다(Anger, 2012).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는 인간이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규범적 합리성과 실제로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서술적

인 합리성이 다르지 않다고 믿고 규범적인 합리성에 집착한다(Anger,

2012, 홍훈, 2017). 하지만 이와 같은 합리적 선택 이론의 전제가 과연

참인지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생겨났고 여러 실험들을 통해 이러한 가정

들에 맞지 않는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즉, 규범적인 합리성과 서술적인

합리성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이변(Amomaly)이라고 부른다(홍훈, 2017).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변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러한

이변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때 심리학에 존재하는 이중처리이론

(Dual process theory)3)을 가져와서 설명한다. 이중처리이론은 인간의

인지와 행동, 선택이 하나의 체계가 아닌 두 가지의 체계에 따라 움직인

다는 것이다(홍훈, 2017). 이때 두 가지 체계를 체계1(System 1, S1, Ⅰ

체계, Type 1)과 체계2(System 2, S2, Ⅱ체계, Type 2)로 구분한다. 체

계1은 감성, 직관, 본능, 습관에 따라 계산이나 분석 없이 자동적으로 본

능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홍훈, 2017). 다시 말해, 체계1은 논리적

규칙이 아닌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나타나며 직감적이고 감정적인 용

어로 표현된다(강철구, 2010). 이에 반해 체계2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홍훈, 2017). 따라서 체계2는 정

보를 처리하는 과정이 체계1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고 인지적 자원이

많이 필요하며, 의식적인 통제 하에서 분석과 숙고를 통해 정보를 처리

한다(김동창, 2019).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경우, 규범적 합리성을 내세우기 때문에 체계2의

존재만을 인정하고 있다(홍훈,2016). 하지만 체계1이 너무 빠르고 자동적

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체계2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Kahneman(2002)은 다음의 예시를 통해 사람들이 체계1에 얽매여 사고

3) 이중처리이론은 두 체계 이론(dual process theory), 두 과정 이론(dual

system theory)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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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야구공과 야구방망이의 가격이 합쳐서 1.10달러이다. 야구 방망이의 가격은

야구공의 가격보다 1달러 더 나간다. 이때, 야구공의 가격은 얼마인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10센트라고 대답하는 경향을 보인다. 왜냐하면 1.10달

러는 자연스럽게 1달러와 10센트로 분리되고 10센트는 적절한 값으로 여겨지

기 때문이다. 프린스턴 대학의 50% 그리고 미시간 대학의 56%의 학생들이

이러한 오류를 범했다(Kahneman, 2002, p451).

Kahneman(2002)의 예시에서 사람들은 빠르고 생각이 필요하지 않은

체계1의 작동을 통해 10센트라는 답을 도출하였고 이때 체계2는 작동하

지 않았다. 이러한 체계1의 작동은 수학 문제해결과정에서도 나타나는데

Leron & Hazzan(2006)은 기존에 알려진 수학 교육의 사례인 ‘The

students-and-professor problem4)’과 ‘The case of Lagrange’s Theore

m5)’을 이중처리이론으로 재해석하여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수학 문제해

결과정에서도 학생들이 체계1에 얽매인다는 사실을 보인바 있다.

이처럼 여러 사례를 통해 사람들이 항상 논리적인 체계2만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체계1에 얽매여 사고한다는 사실이 드러났

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체계1을 존재를 실험을 통해 입증하고 이

를 뒷받침하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체계1의 중요한 증거

가 되는 이론이 현상유지편향이라고 볼 수 있다.

4) Clement, Lockhead, Monk(1981). Translation difficulties in Learning

Mathematics. American Mathematical Monthly 88, p286–290.

5) Hazzan, Leron(1996). Students’ Use and Misuse of Mathematical

Theorems: The Case of Lagrange’s Theorem. For the Learning of

Mathematics, 16(1), p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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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상유지편향의 정의

앞서 살펴보았듯이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는 개인이 선택을 할 때, 이득

과 손실을 따져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대안의 선호와 관련된 특성

만이 개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 이론에 의하면

대안을 제시하는 순서나 대안에 대한 상황 등은 개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현실 세계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대안은 거의

모든 선택지에 항상 존재하게 된다. 즉,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무것도 하

지 않거나 현재 혹은 이전의 결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항상 가능한

일이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예를 들어, 마트에서 물건을 구

입할 때 이전에 사용했던 브랜드의 제품을 계속 사용하거나 관습적인 회

사의 규칙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이전의 결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된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이때, 합리적 선택 이론에 의하면

대안이 현재의 상태에 위치해 있든 아니든 개인의 선호와 선택은 달라지

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Samuelson과 Zeckhauser(1988)는 개인이 선택

을 할 때, 대안이 현재의 상태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 이 대안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였고 이를 현상유지편향(Status Quo Bia

s)6)이라 이름 붙였다.

6) 경제학에서 현상유지편향의 현상(現狀)은 현재의 상태(the status quo, present

state, present condition, existing state)를 말하며, 수학교육에서 자주 쓰이는 현상

(現象) 즉, Phenomenon과는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현상’은 경제

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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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상태

(SQ)

새로운 대안

(ASQ)VS

Choice

[그림 Ⅱ-1] 현상유지편향

즉, 현상유지편향이란 현재의 상태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과도한 선호를

말하며 이는 첫째, 대다수의 사람들이 연속적인 의사결정 상황에서 초기

의 선택을 반복하고 둘째, 대안에 대한 선호도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택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Anderso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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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상유지편향의 입증

2.1. Samuelson & Zeckhauser(1988)의 연구

사람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현재의 상태를 계속 선택한다는 현상유지

편향은 기존의 경제학의 이론과 대비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보다 정교하

고 탄탄한 실험을 통한 입증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유지

편향을 처음 보고한 Samuelson & Zeckhauser(1988)는 총 4가지 종류의

설문을 피험자에게 실시하여 사람들이 현상유지편향을 보인다는 사실을

정교하게 증명하였다. 이 장에서는 Samuelson & Zeckhauser(1988)가 실

시한 실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1.1. Choose Financial Portfolio

Samuelson & Zeckhauser(1988)는 현상유지편향을 보이기 위해 피험자

들에게 설문을 실시했는데, 그 설문의 대다수가 두 가지의 버전(현상버

전, 중립버전)으로 나누어져 있다. 모든 버전에서 피험자는 새로운 의사

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중립 버전에서 피험자는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

선택지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현상 버전에서는 하나의 선택지

가 ‘현재의 상태(status quo)’ 라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그들이

사용한 설문지의 문항 중 하나의 예시를 보여준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p52-53).

2. 당신은 재무 페이지를 진지하게 읽는 사람이지만 최근까지 투자할 자금

이 거의 없었다. 그때 당신의 큰 삼촌으로부터 많은 돈을 물려받았다. 당신은

다른 포트폴리오를 고려하고 있다. 당신의 선택은;

a) 중간 위험 기업 A에 투자 ; 1년 동안 주식은 가치가 30% 상승할 확률이

0.5, 변동이 없을 확률이 0.2, 가치가 20% 하락할 확률이 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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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높은 위험 기업 B에 투자 ; 1년 동안 주식은 가치가 2배가 될 확률이 0.4,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0.3, 그리고 가치가 40% 하락할 확률이 0.3이다.

c) 재무부 단기 증권에 투자 ; 1년 동안, 이 투자는 거의 9%의 수익을 낼 것

이다.

d) 지방 채권에 투자 ; 1년 동안, 이 채권은 6%의 면세 수익을 낼 것이다.

2'. 당신은 재무 페이지를 진지하게 읽는 사람이지만 최근까지 투자할 자금

이 거의 없었다. 그때 당신은 증권의 포트폴리오를 당신의 큰 삼촌으로부터

물려받았다. 이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은 중간 위험 기업 A에 투자되어 있

다.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증권에 투자하여 포트폴리

오를 변경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변경에 따른 세금 및 중개수수료

결과는 미미하다.) 당신의 선택은 (하나 선택);

a) 중간 위험 기업 A에 대한 투자를 유지한다. 1년 동안 주식은 가치가 30%

상승할 확률이 0.5, 변동이 없을 확률이 0.2, 가치가 20% 하락할 확률이 0.3이

다.

b) 높은 위험 기업 B에 투자한다. 1년 동안 주식은 가치가 2배가 될 확률이

0.4,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0.3, 그리고 가치가 40% 하락할 확률이 0.3이다.

c) 재무부 단기 증권에 투자 ; 1년 동안, 이 투자는 거의 9%의 수익을 낼 것

이다.

d) 지방 채권에 투자 ; 1년 동안, 이 채권은 6%의 면세 수익을 낼 것이다

(Samuelson & Zeckhauser, 1988, p52-53).

질문의 중립 버전인 2에서 피험자는 4가지의 새로운 선택지들 가운데

1가지를 선택해야한다. 하지만 현상 버전인 2‘을 받은 피험자는 현재의

상태가 지정되어 있고7) 이를 바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선택해야한다.

Samuelson & Zeckhauser(1988)는 이러한 질문을 중립 버전 1개와 각각

의 선택지가 현재의 상태로 지정된 현상 버전 4개로 총 5개의 버전을 피

험자에게 나누어 제시했다. 이때, 각각의 선택지는 중립 버전에서의 선택

지인 경우(NEUT), 현상 버전에서 현재의 상태로 지정된 선택지인 경우

(SQ), 현상 버전에서 현재의 상태가 아닌 다른 선택지로 제시된 경우

(ASQ)8), 이렇게 3가지 중 하나에 위치하게 된다(Samuelson &

7) 위의 예시에서는 2‘의 선택지 a가 현재의 상태로 지정되어 있다.

8) 위의 예시에서 2‘의 선택지 b,c,d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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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ckhauser, 1988).

Samuelson & Zeckhauser(1988)는 설문 후, 선택지가 NEUT, SQ, ASQ

의 3가지 위치에서 피험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는지 조사하였

다. 그 결과 대부분의 경우, 선택지가 SQ위치에 있을 때 가장 많은 선택

을 받았고, NEUT 위치에 있을 때 응답률이 더 낮게 나오며, ASQ 위치

에 있을 때 가장 적은 선택을 받았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요약하자면, 피험자들이 선택한 선택지들의 응답률은 SQ > NEUT >

ASQ 순서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험자들은 선택지가 현재의 상태로 지정

되어 있을 때,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는 곧 피험자들이 현상유지편향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2.1.2. Water Allocations

Samuelson & Zeckhauser(1988)는 사람들이 처음 제시된 현재의 값에

얼마나 얽매이는지 살펴보고자 Water Allocations이라는 설문을 실시하

였다. 이 설문에서 피험자들은 수자원 담당자로서 가뭄으로 물이 부족할

때, 마을 주민과 농민 사이에 물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한다. 여기에서, 현재의 상태는 이전의 수자원 담당자가 실시한 물

분배가 된다. Samuelson & Zeckhauser(1988)는 이전의 수자원 담당자가

실시한 물 분배를 각각 다르게 지정하여 총 3가지의 버전을 사용했고,

피험자는 총 3가지의 버전 중에서 하나의 버전을 받게 된다. 다음은 그

들이 사용한 설문지의 문항 중 하나이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p56).

7. 새로 임명된 수자원 담당관으로서의 첫 번째 일은 그 지역의 큰 보조저

수지 물의 분배를 다시 하는 것이다. 지난 10년 중 3년은 보조 저수지의 물

을 끌어와야 할 정도로 가뭄이 심각했다. 이번 해는 장기간의 가뭄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농민들과 인근 마을 주민들 등 2개의 뚜렷한 집단이 그

들의 몫의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다. 35000명의 마을 주민들은 현재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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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농민(약 120개의 농장을 운영)은 여분의 물이

없으면 작물에 따라 총 생산량의 20%~60%를 잃을 수 있다. 보조 저수지를

통해 약 45만 acre feet의 물을 충당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마을 주민의 추

가 물 수요는 약 26만 acre feet이고 농민들의 농작물 손실을 막기 위해 필요

한 물을 약 35만 acre feet이상이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지난 3년의 가뭄에서

이전의 수자원 관리자가 30만 acre feet의 물을 마을에, 15만 acre feet의 물

을 농부에게 분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당신은 물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

가(Samuelson & Zeckhauser, 1988, p56)?

위 설문지의 내용에서 20만 acre feet의 물을 마을에, 25만 acre feet의

물을 농부에게 분배한 경우가 version 2이고 10만 acre feet의 물을 마을

에, 35만 acre feet의 물을 농부에게 분배한 경우가 version 3으로 제시

되었다. Samuelson & Zeckhauser(1988)는 이 실험을 설계하면서 마을에

대한 이전의 수자원 관리자의 할당이 클수록 피험자들의 할당 또한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Samuelson & Zeckhauser(1988)는 각 버전에서 피험

자들의 응답에 대한 평균을 냈고, 이때 각 버전의 평균 할당은 15만

3000, 18만 3000, 20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험 결과가 그들이 예측한대

로 마을에 대한 이전 수자원 관리자의 할당이 클수록 피험자들의 할당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며 피험자들이 이전의 수자원 관리자의 할당량에 얽

매여 선택을 하는 현상유지편향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2.1.3. Change Office Quarters

Samuelson & Zeckhauser(1988)는 현재의 상태에 대한 가치를 살펴보

고자 Change Office Quarters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 설문에서 피험자들

은 컨설팅 회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무실을 구식 건물에서 신식 건물로

옮길 때, 얼마의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답해야한다.

Samuelson & Zeckhauser(1988)는 이 설문에서도 역시 2가지 버전이 사

용하였는데, 첫 번째 버전은 회사가 현재 구식 건물에 위치해 있고 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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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로의 이사를 고려하고 있을 때 얼마의 돈을 더 낼 것인지에 대해 묻

고 있고, 두 번째 버전은 회사가 현재 신식 건물에 위치해 있고 구식 건

물로의 이사를 고려하고 있을 때 얼마만큼의 임대료 감소가 있어야 하는

지에 대해 묻고 있다. 다음은 그들이 사용한 설문지의 문항이다

(Samuelson & Zeckhauser, 1988, p56-57).

8. 당신은 2명의 주니어 컨설턴트와 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경영 컨설팅 회

사의 책임자이다. 회사의 현재 분기의 사무실 위치는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15분, 고객들로부터 10분, 공항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해있다. 현재 사무실의

임대가 곧 끝나고 당신은 새로 완공된 (지금보다 10% 넓은) 사무실 단지로

다음 분기에 이사를 생각하고 있다. 새로운 사무실은 집에서 5분, 고객들로부

터 15분, 공항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회사의 이사 비용은 모두 임대

인이 지원해주기로 하였다. 당신은 신식 건물로의 이사가 연간 임대료를 상

승시킬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현재의 연간 임대료보다 얼마를 더 지

불할 것인가?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

8'. 당신은 2명의 주니어 컨설턴트와 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경영 컨설팅 회

사의 책임자이다. 회사의 현재 분기의 신식 건물 사무실 위치는 집에서 대중

교통으로 5분, 고객들로부터 15분, 공항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해있다. 현재

사무실의 임대가 곧 끝나고 당신은 (지금보다 10% 좁은) 구식 건물의 사무실

단지로 다음 분기에 이사를 생각하고 있다. 새로운 사무실은 집에서 15분, 고

객들로부터 10분, 공항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회사의 이사 비용은 모

두 임대인이 지원해주기로 하였다. 당신은 새로운 건물로의 이사가 연간 임

대료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현재의 연간 임대료 보다 얼

마가 더 감소해야 당신은 기꺼이 이사를 선택할 것인가(Samuelson &

Zeckhauser, 1988, p56-57)?

여기서 Samuelson & Zeckhauser(1988)는 피험자가 구식 건물에서 신

식 건물로의 이동에 대해 기꺼이 지불할 임대료 증가율을 라고 놓고,

신식 건물에서 구식 건물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임대율 감소율을 라고

놓았다. 만약 피험자들에게 현상유지편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값과 

값이 거의 동일해야 하고, 만약 피험자들에게 현상유지편향이 나타난다

면 피험자들은 현재 상태에 대해 더욱 많이 선호할 것이므로   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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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날 것이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피험자들의 응답을 살펴

보면 분포는 5%~10%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분포는 15%~20%에 집

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즉,

버전 1에서 구식 건물(현재의 상태)에서 신식 건물로는 증가율이 적어야

이사를 선택하고 버전 2에서 신식 건물(현재의 상태)에서 구식 건물로는

감소율이 커야 이사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문은 피험자들이 자신

의 현재의 상태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2.1.4. Leasing an Air Fleet

현재의 상태를 지정해 주었던 앞서 3가지 종류의 설문과 달리 이 설문

에서는 개인이 현재의 상태를 직접 선택하였다. Samuelson &

Zeckhauser(1988)는 피험자가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직접 선택할 때에도

현상유지편향이 발생하는지 시험하고자 하였다. 이 설문에서 피험자는

지역 항공사의 경영진으로서 2년 동안 임대할 항공기의 수와 종류를 결

정하도록 요청받았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통상적으로 항공

사는 1년 전에 미리 임대결정을 내려야 하고 피험자들은 매년 좋은 조건

(높은 수요와 안정된 항공 요금) 또는 나쁜 조건(낮은 수요와 가격 경

쟁)의 두 가지 예측 중에서 하나를 받았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설문에는 크게 4가지 버전9)이 사용되었고 각각의 버전에서 조건

제시 순서에 따라 2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설문을 사용하였다10). 구체적

인 설문 질문은 다음과 같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p58-59).

질문 1. 당신은 최근 시카고(중심지), 일리노이, 미시간, 위스콘신, 미네소타

의 16개 도시를 오가는 노선을 가진 작은 항공사를 인수하는 관리팀의 일원

9) 각각의 버전은 1차 연도와 2차 연도의 선택지의 수에 따라 다르다.

10) 하나의 버전에 2가지 종류의 설문을 시행하였고 따라서 총 설문은 모두 8

종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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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다. 당신의 견해로는, 과거 경영진의 열등한 사업 관행이 최근 항공사

의 수익 감소의 주된 원인이다. 현재는 1986년 1월이며 팀은 다가오는 1987

년, 내년 1년 동안 임대할 항공기의 수와 유형을 결정해야 한다. (항공기 임

대는 통상 1년 전에 체결되고 이를 어길 경우 손실을 물론 상당한 벌금이 있

다. 따라서 1986년도의 경우, 이전 경영진이 서명한 임대 계약을 시행해야 한

다.) [...] 선택을 하기 전에 당신은 마케팅 및 경제 예측 부서를 통해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1) 1987년 GNP는 1.5%, 개인 소득은 2.5%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2) 1987년 항공기 엔진 연료의 가격은 1986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

측된다.

3) 현재 항로의 경쟁 항공편 수는 총 운항 횟수의 40%이다.

4) 최근 항공사의 가격경쟁으로 인해 주요 도시를 오가는 시카고행 항공료

가격이 하락하였다. 이때 당신의 선택은?

(a) 연료 효율이 높은 100석 항공기 0대, 150석 항공기 4대

(b) 연료 효율이 높은 100석 항공기 6대, 150석 항공기 4대

질문 1'. 당신은 앞에서 선택지 (a)를 선택하였다. 이제 1988년의 항공기 임

대를 결정해야 한다. 선택을 하기 전에 당신은 마케팅 및 경제 예측 부서를

통해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1) 지난 1년, 항공사는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생략) 1987년 GNP와 개인소

득은 예측한 값에 도달했다.

2) 1988년 GNP는 4.5%, 개인소득은 4.0% 상승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3) 1988년 항공기 엔진 연료의 가격은 1987년 보다 약간 하락할 것으로 예측

된다.

4) 지난 해 현재 항로의 경쟁 항공편의 수는 총 운항 횟수의 50%였다.

5) 최근 항공사의 가격 경쟁에 저항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인해 시카고행 항

공료가 상승되었다. 이때, 당신의 1988년 임대 선택은?

(a) 연료 효율이 높은 100석 항공기 0대, 150석 항공기 4대

(b)연료 효율이 높은 100석 항공기 6대, 150석 항공기 4대(Samuelson &

Zeckhauser, 1988, p58-59)

현상유지편향을 시험하기 위해, Samuelson & Zeckhauser(1988)는 경제

조건의 순서에 따라 다른 두 경우의 설문지를 통해 결과를 비교했다. 위

의 예시에 해당하는 버전 1의 질문 1에서, 피험자는 1차 연도(첫 번째

결정)에 좋지 않은 상황(나쁜 경제 조건11))을 받았다. 결정을 하고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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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제출한 뒤12) 2차 연도의 임대 결정을 요청하는 2차 설문지를 받

았는데, 이번에는 경제 사정이 양호한 상황(좋은 경제 조건13))이었다. 이

버전의 다른 종류에서는 경제 상황의 순서가 뒤바뀌었다. 즉, 피험자는 1

차 연도에 좋은 예측과 2차 연도에 나쁜 예측을 받았다.

경제 주체로서 피험자들은 좋은 조건을 받았을 때는 더 많은 항공기를

임대하고, 나쁜 조건을 받았을 때는 더 적은 항공기를 임대할 것이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다(Samuelson & Zeckhauser,1988). 따라서 버전 1의

첫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보면, 피험자는 나쁜 조건을 받은 1차 연도에서

더 적은 항공기를 나타내는 선택지 (a)를 많이 선택했을 것이다. 그 결

과 2차 결정에 있어서는 선택지 (a)가 ‘현재의 상태’라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2차 연도에서는 좋은 조건을 받았기 때문에 피험자들은 선택지

(b)를 더 많이 선택해야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현상유지편

향이 나타난다면 피험자는 1차 결정에서 나쁜 조건을 받는 것과 2차 결

정에서 나쁜 조건을 받았을 때, 선택지 (a)를 선택하는 비율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다를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Samuelson &

Zeckhauser,1988). 즉, 1차 결정에서 나쁜 조건을 받는 것은 중립 버전에

서의 선택을 의미하지만 2차 결정에서의 나쁜 조건은 1차 결정에서는 좋

은 조건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경우 이미 선택지 (b)가 현재

상태로 선택된 상태이므로 현상 버전에서의 선택을 의미한다. 이때, 두

결정에서의 비율이 다르다면 이는 피험자들이 현상유지편향을 나타낸다

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Samuelson & Zeckhauser,1988).

실험 결과는 Samuelson & Zeckhauser(1988)가 예측한 대로 나타났다.

버전 214)와 버전 415)에서 1차 결정에서 나쁜 조건을 받았을 때, 사람들

이 적은 항공기를 뜻하는 선택지 (a)를 선택한 비율과 2차 결정에서 좋

11) 위의 질문 1의 1)∼4)가 나쁜 경제 조건에 해당한다.

12) 위의 예시에서는 피험자가 (a)를 선택한 경우 받게 되는 2차 설문지이다.

13) 위의 질문 1의 1)∼4)가 좋은 경제 조건에 해당한다.

14) 버전 2에서는 2차 연도의 결정에서 선택지의 수가 4개로 증가하였고 그 중

에 하나가 광고를 포함한 선택이었다.

15) 마지막 버전 4의 경우 2차 연도의 선택지의 수가 4개이고 앞의 버전과는

선택지의 비행기 종류와 수가 달라지고 광고는 들어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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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건 후에 나쁜 조건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은 항공기를 선택

한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났다16). 또한 버전 4에서 비율의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선택지의 수가 많을수록 현상유지편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 다는 것을 보여준다(Samuelson & Zeckhauser,1988).

16) 버전 1에서는 비율의 차이가 나긴 했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위하지

는 않았다. 또한 버전 3의 경우, 광고라는 특수한 선택지가 1차 연도에 포함되

어 피험자들이 1차 연도의 선택에서 조건에 상관없이 광고가 포함된 선택지를

많이 선택하여 현상유지편향을 입증할 수 없었다(Samuelson &

Zeckhauser,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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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타 연구

Samuelson & Zeckhauser(1988)의 연구 이후에 다양한 영역에서 현상

유지편향을 실험으로서 입증하였는데 이 장에서는 그러한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2.1. Hartman, Doane, Woe(1991)의 실험

Harman, Doane, Woe(1991)은 캘리포니아 주의 전력서비스 안정성과

전력 요금의 선호에 대해 전력 소비자들에게 설문을 하여 사람들이 현상

유지편향을 보인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우선 Harman, Doane, Woe(1991)

는 전력 소비자 총 22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표본을 비교하여 소비자

그룹을 둘로 나누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살펴보았는데, 그룹1

은 평균적으로 연간 2시간씩 3회 정도의 정전을 경험하였으며 그룹2는

평균적으로 연간 4시간씩 15회 정도의 정전을 경험하였다. 이때

Harman, Doane, Woe(1991)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6종류의 새로운 요

금과 서비스를 가진 옵션을 제공하였고 각 고객에게 옵션의 만족도 순위

를 매기도록 하였다. 각각의 옵션에 대한 내용과 각 그룹의 선택 비율을

다음의 <표 Ⅱ-1> 과 <표 Ⅱ-2> 와 같다.

옵션 연간 정전 빈도 평균 지속 시간 가격 변화 선택 비율

1 3 2시간 현재 상태 60.2%

2 2 1시간 +5% 13.6%

3 5 2시간 -5% 12.0%

4 5 4시간 -10% 4.9%

5 15 2시간 -20% 3.6%

6 15 4시간 -30% 5.7%

<표 Ⅱ-1> 그룹 1의 서비스 옵션(Harman, Doane, Woe, 1991,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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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연간 정전 빈도 평균 지속 시간 가격 변화 선택 비율

1 15 4시간 현재 상태 58.3%

2 20 4시간 -10% 15.1%

3 15 2시간 +10% 12.7%

4 5 4시간 +20% 4.7%

5 5 2시간 +25% 3.4%

6 3 2시간 +30% 5.8%

<표 Ⅱ-2> 그룹 2의 서비스 옵션(Harman, Doane, Woe, 1991, p149)

Harman, Doane, Woe(1991)의 실험 결과 서비스 안정성이 높은 그룹1

과 서비스 안정성이 낮은 그룹2 모두 그들의 현재 상태에 해당하는 선택

지에 대한 선택 비율이 60.2%와 58.3%로 가장 높았다. 또한 그룹1에서

그룹2의 안정성 조건에 해당하는 옵션6은 고작 5.7%의 선택을 받았고

그룹2에서 그룹1의 안정성 조건에 해당하는 옵션 6은 고작 5.8%의 선택

을 받았다. 이때 두 그룹 간의 소득 및 전력 소비의 차는 미미했으며 결

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Harman, Doane, Woe(1991)의 실

험 결과는 전력 소비자들이 강력한 현상유지편향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2.2.2. Johnson et al.(1991)의 실험

Johnson et al.(1991)은 보험 정책에서 사람들에게 현상유지편향이 일어

나는지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고 또한 이러한 사람들의 현상유지편향의

실제 예를 보여주었다. 먼저 Johnson et al.(1991)은 136명의 대학 직원

들을 3개의 그룹(Full Right Group, Limited Right Group, Neutral

Group)으로 나누어 자동차 보험에 대해 선택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그룹

에 해당하는 설문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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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원인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 자동차 보험 요금을 낮추는 방법 중 하나는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청

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 만약 당신이 새로운 주(州)로의 이사를 고려하

고 있다고 상상해보아라. 이 주의 표준 자동차 보험 정책은..

[Full Right Group]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청구권을 제한

하지 않는다. 또한 정신적 피해보상 이외의 모든 손해(예, 의료비, 임금 손해

등)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준다. 하지만 당신은 보험료를 인하하는 대신 정신

적 피해보상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선택지가 있다. 두 보험 정책의 다른

보상 범위들은 모두 똑같다. 이 선택지는 연간 보험료를 10% 낮춰준다.

[Limited Right Group]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청구권이

제한된다. 정신적 피해보상을 제외한 모든 손해(예, 의료비, 임금 손해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준다. 하지만 당신을 보험료를 인상하는 대신 정신적 피

해보상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선택지가 있다. 두 보험 정책의 다른 보상

범위들은 모두 똑같다. 이 선택지는 연간 보험료를 11% 높인다.

[Neutral Group] 2가지 버전으로 되어있다. 버전 1은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 버전 2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

해보상 청구권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두 보험 정책의 다른 보상 범위들은

모두 똑같다. 버전 2는 버전 1보다 11% 비싸다(Johnson et al., 1991, p47).

Johnson et al.(1991)의 실험 결과 Full Right Group에서는 응답자의

53%가 청구권을 가지는 것을 선택하였고 Limited Right Group에서는

23%만이 청구권을 가지는 것을 선택하였고 Neutral Group에서는 48%가

청구권을 가지는 것을 선택하였다. Full Right Group과 Limited Right

Group의 유의한 차이는 피험자들이 현상유지편향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Johnson et al.(1991)은 펜실베이니아 주와 뉴저지 주의 보험법 개

정을 통해 자신들의 실험 결과가 실제 선택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두 주 모두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위해 청구권을 축소하는 정

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처음 제공된 값이 달랐는데 펜실베이니아 주는

현재의 보험 정책이 모든 청구권을 보상해주는 정책이었고 뉴저지 주는

운전자들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여야 모든 청구권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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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son et al.,1991)17). 조사 결과 뉴저지 주 운전자의 약 20%만이 전

체 청구권을 보상받는 것을 선택한 반면 펜실베이니아 주 운전자의 약

75%가 전체 청구권을 보상받는 것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현상유

지편향이 실제 정책 선택과정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며 실험에서보

다 현상유지편향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3. Quattrone & Tversky(1988)의 실험

Quattrone & Tversky(1988)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가상의 투표 상황

을 설정하여 정치 영역에서의 현상유지편향을 밝힌 바 있다. Quattrone

& Tversky(1988)는 먼저 피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다음과 같

은 질문을 하였다.

문제 5. Frank와 Carl이라는 두 후보 사이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상상해

보자. Frank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기를 원한다.

현재의 물가상승률은 42%이고 실업률은 15%이다. Carl은 실업률을 7% 높이

는 대신 물가상승률을 19% 낮추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당신은 Alpha의 시민

으로서 Frank나 Carl에게 투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당신의 표를 보여주세

요.

문제 6. Frank와 Carl이라는 두 후보 사이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상상해

보자. Carl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기를 원한다. 현

재의 물가상승률은 23%이고 실업률은 22%이다. Frank은 물가상승률을 19%

높이는 대신 실업률을 7% 낮추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당신은 Alpha의 시민

으로서 Frank나 Carl에게 투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당신의 표를 보여주세

요(Quattrone & Tversky, 1988, p725).

이 두 경우의 선택 상황에서 서술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조건들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하는데, 두 경우 모두 Frank는 물가상승률이 42%,

17) 즉, 뉴저지 주는 위의 Limited Right Group에 해당하고 펜실베이니아 주는

Full Right Group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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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이 15%이고, Carl은 물가상승률이 23%, 실업률이 22%이다

(Quattrone & Tversky, 1988). 문제 5와 문제 6에서의 차이는 오직 현재

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무엇이고 누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

는 정책을 공약으로 냈는지 이다. 합리적 선택 이론에 의하면 두 정책

사이의 선호도는 둘 중 어느 것이 현상으로 지정됐는지에 따라 달라져서

는 안 된다(Quattrone & Tversky, 1988). 하지만 실험 결과 문제 5에서

는 Frank가 65%의 표를 얻었고, 문제 6에서는 Carl이 61%의 표를 얻었

다. 이는 두 경우 모두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는 후보가 높은 지지를 받

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람들이 현상유지편향을 보였다는 것을 의

미하고 이러한 결과로부터 Quattrone & Tversky(1988)는 현재 재임 중

인 국회의원이 무명의 도전자보다 투표에서 뚜렷한 우위를 가지고 있다

는 점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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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상태
(SQ)

새로운 대안
(ASQ)VS

합리적 의사결정 인지적 오류 심리적 몰입

⦁전환 비용

⦁불확실성의 존재

⦁손실 회피

⦁앵커링효과

⦁매몰 비용

⦁후회 회피

- 비(非)행동

- 사회적 규범

- 예측된 결과

- 선택에 대한 책임

⦁일관성 추구

- 인지부조화이론

- 자기지각이론

⦁통제를 느끼고자

하는 노력

현재의 상태
(SQ)

새로운 대안
(ASQ)VS

Choice

[그림Ⅱ-2] 현상유지편향의 원인

3. 현상유지편향의 원인

Samuelson과 Zeckhauser(1988)는 사람들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를 합리적 의사결정(Rational decision making),

인지적 오류(Cognitive misconception), 심리적 몰입(Psychological

commitment)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은 [그림 Ⅱ

-2]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각각의 요인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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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합리적 의사결정

사람들이 어떠한 선택을 할 때,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일 때가 있다. 그

러한 경우로 현재의 상태에서 새로운 것으로 전환하는 비용이 클 때, 그

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할 때, 이렇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Samuelson & Zeckhauser, 1988).

3.1.1. 전환 비용(Transition Cost)

현재의 상태에서 새로운 것으로 전환하는 비용을 전환 비용

(Transition Cost)이라고 한다. 이때, 선택을 바꿈으로서 발생하는 전환

비용이 바꾼 선택의 효율성보다 클 때, 우리는 선택을 바꾸지 않고 유지

하고자 하고 이러한 선택은 이익을 최대로 하고자 하는 합리적 의사결정

이라고 볼 수 있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예를 들어, 미국에서 사용하는 야드파운드법이 전환비용으로 인한 현상

유지편향으로 볼 수 있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미국의 경우,

미터법의 명확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야드파운드법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단위에서 미터법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미터법의 장점을 생각하더라도 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기 때문

이다.

우리나라의 9월 신학년제 도입 또한 같은 맥락에서 전환비용으로 인한

현상유지편향으로 바라볼 수 있다. 9월 신학년제 도입은 현재 학교의 학

사일정 및 교무행정일정의 비효율 문제, 신학년도 준비기간 부족 문제,

방학 시기 및 기간의 부적절 문제 등에 대한 학교 교육 정상화와 내실화

에 기여하는 가장 실효성이 높은 방안일 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세계

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가을 입학제를 채택함으로서 가을 신학년제를 도

입하게 된다면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외국 학

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황준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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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9월 신학년제는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기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는데 이는 9월 신학년제로의 전환

에 수반되는 재정적, 경제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황준성,

2012).

이와 같이 국가적으로 또는 회사 내부에서 관습적으로 행해지던 여러

것들에는 그것이 비효율적일지라도 전환을 위한 전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현상유지편향이 나타난다

(Samuelson & Zeckhauser, 1988).

3.1.2. 불확실성의 존재(Presence of Uncertainty)

새로운 것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게끔 하고 이는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Samuelson & Zeckhauser, 1988). 사람들이 기존의 것에서 새로운 것으

로 환경을 바꾸고자 할 때, 새로운 것에 대한 정보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 하지만 그 어떤 새로운 것도 기존의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

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새로운 것을 선택할 때 오는 불확실성이 현상유

지편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직을 고려하던 회사원의 경우, 더 나은 회사를 찾는 과정

이 느리고 불확실하며 그 회사의 복지나 근무환경이 확실치 않을 때 회

사원은 이직보다는 지금 회사에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계속 근무하는 경

우가 있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또한 소비자의 경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건을 바꾸려고 하더라고 바꾸려는 제품의 가격, 품질

등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계속 이용하게

된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이처럼 새로운 것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은 현재 상태

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고 이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다

(Samuelson & Zeckhauser,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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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지적 오류

앞서 보았던 것처럼 현상유지편향은 신고전학파의 주장처럼 선호도가

변하지 않았거나, 새로운 것으로의 전환비용이 많이 들거나, 새로운 것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할 때는 상당히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Samuelson과 Zeckhauser(1988)가 보인 연구들은 이러한 것들이 없는 상

황에서도 현상유지편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였고 이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현상유지편향을 유발하는 원인들 가운데에

는 손실회피나 앵커링 효과와 같은 인지적 오류가 있다.

3.2.1. 손실회피(Loss aversion)

사람들이 의사결정 상황에서 현상유지편향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손실회피(Loss aversion)로 인한 인지적 오류 때문이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손실회피(Loss aversion)란 개인이 이득보다 손실을

더 크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Kahneman & Tversky, 1979; Samuelson

& Zeckhauser, 1988). 즉, 이득을 좋아하기보다 손실을 싫어하며 1000원

의 손실은 1000원의 이익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의 2배 정도의 괴로움을

준다(홍훈, 2017).

Kahneman & Tversky(1991)는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이득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다음의 그림 1과 같은 가치함수

를 제시하였다. 그래프에서 원점에 해당하는 점이 기준점으로서 이는 적

응수준(adaptation level)이라고도 한다(Kahneman, 2011/2012). 경제적

성과의 경우 이 기준점은 현재의 상태가 되고 이 기준점보다 나은 결과

는 이득, 기준점보다 낮은 결과가 손해이다(Kahneman, 2011/2012). 그래

프가 S자 모형을 가지는 이유는 민감도 체감성(diminishing sensitivity)

때문인데 이는 이익이나 손실에 대한 반응이 점점 둔화되거나 감소함을

의미한다(홍훈, 2017). 예를 들어, 불을 약하게 켜도 어두운 방은 아주 밝

아지지만 똑같은 정도의 밝기를 환한 방에서는 느끼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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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hneman & Tversky(1991)가 제시한 가치함수를 보면 이득일 때의 그

래프가 더 완만하고 손실일 때의 그래프가 더 가파른 것을 알 수 있다.

즉, 직접 비교든 상호 비교이든 간에 손해가 이득보다 커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Kahneman, 2011/2012).

[그림 Ⅱ-3] Kahneman & Tversky(1991)의 가치함수

이러한 손실회피가 의사결정상황에서 현상유지편향을 이끈다는 것은 앞

서 살펴보았던 Quattrone & Tversky(1988)의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attrone & Tversky(1988)의 실험에서 피험자들이 선택을 할 때, 현재

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기준으로 하여 변화했을 때 생기는 손실을 변

화했을 때 생기는 이득보다 크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그대

로 유지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개인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새로운 대

안을 선택하는 것 중에서 개인은 새로운 대안으로부터 오는 잠재적 이득

보다 변화로부터 오는 잠재적 손실을 더 크게 측정하고 이러한 손실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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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현상유지편향이 나타난다

(Samuelson & Zeckhauser, 1988).

3.2.2. 앵커링 효과(Anchoring Effect)

현상유지편향을 일으키는 또 다른 인지적 오류는 앵커링 효과18)

(Anchoring Effect)이다. 많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처음의 값에서부터 시

작해 최종적인 값을 어림짐작하고 이처럼 사람들이 어떠한 기준치가 정

해져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은 방향으로 사고하는 것

을 앵커링 효과라고 한다(Kahneman & Tversky, 1974). 즉, 닻을 내리면

배가 닻의 밧줄 길이만큼만 움직일 수 있듯이 개인이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처음 입력된 정보가 정신적인 닻으로 작용해 이후 판단에 계속 영향

을 미친다는 의미이다(Tomono, 2007, Kahneman, 2011/2012).

Kahneman & Tversky(1974)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UN 가맹국 중에서

아프리카 나라들이 얼마나 되는지 질문을 함으로서 앵커링 효과를 증명

하였다. 그들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실험과 상관없는 수레바퀴를 돌리게

해 그 수레바퀴가 멈춘 곳의 숫자를 먼저 보여주고 UN 가맹국 중에서

아프리카 나라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보았다. 수레바퀴가 멈춘 숫자

가 10이었던 참가자들의 평균 답변은 25였고, 숫자가 65였던 참가자들의

평균 답변은 45였다. 이는 전혀 상관없는 숫자가 먼저 제시됨으로서 이

숫자가 출발점 역할을 하고 사람들이 이 숫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을 나타낸다.

또한 Kahneman & Tversky(1974)는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

누어 그룹 1에는 ×××××××의 답을 물어보았고 그룹 2에

는 ×××××××의 답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그룹 1이 제시

한 답의 평균치는 2250이었고, 그룹 2가 제시한 답의 평균은 512였다. 이

는 사람들이 처음 계산하게 되는 앞부분의 숫자에 얽매여 답을 어림짐작

18) 닻 내림 효과, 정착 효과, 정박 효과라고도 불린다.



- 33 -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사람들이 앵커링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

다.

Samuelson & Zeckhauser(1988)가 실시했던 실험 가운데 Water

allocation 설문에서 피험자들은 처음 제시되었던 이전 관리자의 할당량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의사결정을 했고 이는 피험자들이 앵커링 효과

에 의한 현상유지편향을 보인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의사결정 과정에서

현재의 상태는 곧 출발점(anchoring)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현재의 상

태, 즉 출발점에 더 큰 정당성을 부여하게 됨으로서 현상유지편향이 나

타나게 된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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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심리적 몰입

현상유지편향을 불러일으키는 원인 중 한 가지는 바로 현재 상태에 대

한 심리적 몰입이다. 심리적 몰입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매몰 비용(Sunk

cost), 후회 회피(Regret avoidance), 일관성 추구(Drive for consistency),

통제를 느끼려고 하는 노력(Efforts to feel in control) 등이 있다

(Samuelson & Zeckhauser, 1988).

3.3.1. 매몰 비용(Sunk cost)

매몰 비용이란 과거에 내가 지불한 후 되찾을 수 없게 된 비용을 말한

다(Tomono, 2007). 이러한 매몰비용은 과거에 지불하긴 했지만 다른 용

도로 전환할 수 없으므로 기회비용이 0이 되고 따라서 신고전학파 경제

학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하므로 이러한 매몰비용에 얽매이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홍훈, 2017). 하지만 Thaler(1980)가 제시한 다음의 사례

는 사람들이 과거에 투자한 비용에 얽매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 4. 한 가족이 집에서 60마일 떨어진 곳에서 열리는 농구경기의 입장권을

40달러를 주고 구매하였다. 경기 당일에 갑자기 폭풍우가 내리친다. 그들은

어쨌든 가기로 결심했지만, 만약 그들에게 입장권이 그냥 주어졌더라면 그들

은 그냥 집에 있었을 것이다.

예 5. 한 남자가 300달러의 회비를 지불하고 1년짜리 테니스 클럽 멤버십에

가입했다. 2주간의 운동 후에 그는 팔꿈치 쪽에 부상(tennis elbow)을 입었다.

하지만 그는 ‘300달러를 낭비하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며 계속 운동을 한다

(Thaler, 1980, p47).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폭풍우를 뚫고 야구장에 가는

것이 비효용을 낳고 이러한 비효용이 야구장에 가서 얻는 이득보다 크므

로 야구장에 가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하며, 이때 경제인은 이미 지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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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기회비용이 0인 매물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홍훈, 2017). 하지만

Thaler(1980)의 사례가 말해주듯이 사람들은 과거에 투자한 비용에 얽매

인다. 실제 의사결정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결정에 대한 과거의 투자가

크면 클수록 이후의 의사결정에서 과거의 결정을 계속하는 경향이 더 크

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따라서 이러한 매물비용은 의사결

정에 있어서 현상유지편향을 유발하고 현재 상태에 대한 투자가 클수록

현상유지편향은 더 강하게 나타난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3.3.2. 후회 회피(Regret avoidance)

현재의 상태에 대한 심리적 몰입에 기여하는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후회를 회피하는 것이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사람은 때때

로 과거의 결정을 후회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이 쌓여 사람들은 의사결정

을 할 때 최대한 후회가 생기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

(Samuelson & Zeckhauser, 1988). 개인이 느끼는 후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요인들이 작동하는데 각각의 경우에 현상유지편향은 개인

의 후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첫째, 사람은 행동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결과보다 행동했을 때 생기는

결과에 더 강한 유감을 느낀다(Kahneman & Tversky, 1982). 이는

Kahneman & Tversky(1982) 실시한 다음의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그들은 실험에 참가한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두 사람의 선택을 보여

주었다.

Paul은 A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지난 1년 동안 그는 B사의 주식으

로 전환할 것을 고려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B사의 주식으로 전환했더라면 1200$의 이익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George는 B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지난 1년 동안 그는 A사의 주

식으로 전환하였다. 그는 자신이 B회사의 주식을 유지했더라면 1200$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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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Kahneman & Tversky, 1982, p173).

Kahneman & Tversky(1982)가 실험에 참가한 이들에게 둘 중 누가 더

큰 후회를 했는지를 물었을 때, 92%의 사람들이 George를 선택하였다.

Paul의 경우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였고 George의 경우 현재의 상태에서

전환하는 ‘행동’을 하였다. 이때, 응답자들은 이러한 George의 ‘행동’에

더 큰 후회를 느꼈다. 이처럼 현재의 상태에서 변화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현재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의 결과에 대해 더 큰 후회

를 느끼게 된다. 또한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재의 상태를 유

지하는 것보다 더 지각되기 쉽기 때문에 더 오래 기억하게 되고 이는 결

과에 대한 후회가 더 오래 지속됨을 의미한다(Tsiros & Mittal, 2000).

따라서 이러한 후회를 피하기 위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현상

유지편향이 나타나게 된다.

둘째,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에서 벗어났을 때 더 큰 후회를

느끼게 된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Samuelson &

Zeckhauser(1988)가 설명한 예를 살펴보면, 갓난아기가 있는 부모가 차

로 15분 거리의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 부모는 장을 보러가는 동안 아

이를 혼자 아기침대에 재워두는 것을 절대 상상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아이를 혼자 집에 내버려두었다가 집의 화재로 인해 아이가 사망하는 극

히 드문 경우에서 부모는 엄청난 후회와 자책감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

다. 하지만 차안의 위험이 가정에서의 위험보다 훨씬 더 큰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아이를 데리고 장을 보러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이러한 선택의 이유는 아이를 혼자 두면 안 된다는 사회적 규범이 존재

하고 이러한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의 결과에 더 큰 후회를 느

끼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에 사회적 규범이나 회사의 관습은 현재의 상

태가 되고 따라서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난 선택에 대해서 큰 후회와 책

임감을 느끼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Samuelson & Zeckhauser, 1988).

셋째, 내가 포기한 선택지에 대한 결과를 아는 것은 결과를 알지 못할

때보다 더 큰 후회를 유발한다(Tsiros & Mittal, 2000). 사람들은 결과에



- 37 -

대해 알지 못할 때, ‘내가 만약 ∼했더라면’이라고 생각하며 결과를 상상

하게 된다. 이때, 새로운 대안을 선택했을 때의 결과보다 현재 상태에 대

한 결과를 더 상상하기가 쉽다(Tsiros & Mittal, 2000). 다시 말해, 현재

상태가 아닌 새로운 대안을 택했을 때는 현재의 상태에 대해 더 쉽게 접

근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내가 만약 현재의 상태를 선택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예측하기가 쉽고 결국 이는 더 큰 후회로 이어진다

(Tsiros & Mittal, 2000). 하지만 현재의 상태를 택했을 경우에는 내가

만약 새로운 것을 선택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지 대해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따라서 결과를 알지 못하게 되므로 선택에 대한 후회가 적다

(Tsiros & Mittal, 2000). 따라서 더 후회가 적은 쪽인 현재의 상태를 더

많이 선택하게 된다.

넷째, 사람들은 자신이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면 더 큰 후

회를 하게 된다(Anderson, 2003). 현재의 상태에서 새로운 것으로 전환

하는 것은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개인의 신념과 믿음에

더 강한 연결성이 있다(Tsiros & Mittal, 2000). 즉, 현재의 상태에서 변

화하는 것에 더 개인의 신념과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태가 아닌 다른 선택지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히 현재의 상태를 선택하

는 것보다 더 큰 책임을 가지게 된다(Tsiros & Mittal, 2000). 따라서 개

인은 현재의 상태를 선택함으로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줄이고자 하고 그

결과로 생기는 후회를 피하고자 한다.

이처럼 후회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들에서 현재의 상태를 선택하는

것은 선택 결과에 대한 후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

의 선택은 후회를 줄이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후회 회피 때문에 사람들

은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정적일지라도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현상 유지 편향을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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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일관성 추구(Drive for consistency)

개인이 일관성을 추구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에 대한 심리적 몰입을 불

러일으키고 따라서 현상유지편향을 유발할 수 있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이러한 개인의 일관성에 관련된 이론으로 인지부조화

이론(Cognitive Dissonance Theory)과 자기지각이론(Self-perception

Theory)이 있다.

인지부조화 이론(Cognitive Dissonance Theory)을 정립한

Festinger(1957/2016)에 의하면 개인은 자신의 경험, 지식, 신념, 태도 등

의 인지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인지적 요소들 사이에는 서로

무관한 관계, 조화 관계, 부조화 관계가 있다. 이때, 인지적 요소들이 부

조화 관계에 있으면 개인은 부조화가 발생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부조화

의 증가를 회피하려는 강력한 경향이 나타난다(Festinger, 1957/2016).

즉, 인지부조화 이론은 개인이 상반되는 두 개의 입장이나 태도, 생각 등

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어렵고 따라서 그 결과 하나의 입장과 태도를 가

지고자 하는 인지적 일관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이러한 부조화를 유발하는 상황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떠한 것을 선택해

야 하는 의사결정 상황이다(김언주 외, 2010). 두 개의 선택지가 있을 때,

두 가지의 선택지가 모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택하기

가 쉽지 않고, 어느 한 쪽을 선택하든 후회를 겪을 수 있다. 이때, 결정

을 내린 후에 선택한 것의 단점과 포기한 것의 장점을 알게 되면 의사

결정자는 인지적 부조화를 느끼게 된다(김현수, 2011). 이러한 인지적 부

조화를 느끼게 되면 개인은 부조화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고 자신의 선택

을 합리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자신이 선택한 것의 장점과 포기한 것의

단점을 부각시키고, 또한 인지적 부조화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정보는 회

피하고 자신의 선택을 지지해주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추구한다(남민정

외, 2012). 또한 개인은 인지적 일관성을 갖기 위해 자신의 태도를 일관

된 방향으로 바꾸게 된다(남민정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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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개인은 선택을 하면서 그 선택이 성공적이든 아니든 자신의 선

택을 정당화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이 과정에서 과거의 선택은 합리

화 되며 이러한 합리화는 현재와 미래의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된다

(Samuelson & Zeckhauser, 1988). 의사결정 상황에서 대안을 선택하는

행동 그 자체로 그 대안의 가치는 어느 정도 증가하게 되고 개인은 현재

상태의 선택지에 대해 유리하게 후속 정보를 해석한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이것은 연속적인 선택 상황에서 편향을 유발하고 이

는 인지부조화 이론이 현상유지편향을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Samuelson & Zeckhauser, 1988).

자기지각이론(Self-perception Theory)의 주장은 개인이 그들의 외적인

행동이나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게 된 환경에 대한 관찰함으로서 자신의

태도, 감정, 또는 자기 내부의 상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

이다(Bem, 1972). 다시 말해, 자신 내부의 단서가 약하고, 모호하고, 해석

할 수 없다면 개인은 개인 내부의 상태를 추론하기 위해 반드시 동일한

외부의 신호에 의지해야 한다(Bem, 1972). 즉, 자신의 신념이 모호하고,

약하고, 공허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신념을 추론한

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근본적인 태도와 선호에 대한 추론에

대해 알기 위해서 외부인처럼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

을 의미한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이러한 자기지각이론의 한 가지 징후로서 현재와 미래의 선택에 대한

지침으로서 과거의 결정을 살피는 것이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즉 “그때 나에게 좋았던 것이라면, 지금 나에게도 좋아야 한다.”라

고 생각하는 것이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이는 개인의 선호

가 변하지 않는다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합리적 의사 결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행동이 자신의 의지가 아닌 강요

된 경우에도 개인이 이를 정당화한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Festinger & Carlsmith(1959)는 실험에 참가한 이들에게 아주 길고 지루

한 과제를 주고 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난 후 그들은 피험자들

에게 실험이 매우 재있었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거짓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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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한 그룹은 1달러를 받고, 다른 한 그룹은 20달러를 받았다. 실험이

종료된 후 다른 실험자가 피험자들에게 실험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를

물었을 때, 20달러를 받은 집단보다 1달러를 받은 집단에서 유의하게 실

험이 재밌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때, 자기지각이론은 피험자들이 외부인처

럼 자신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서 그들의 실제 태도를 유추한다고 말한다.

외부의 관찰자로서 20달러라는 돈은 거짓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이는 거짓말에 대한 동기가 될 수 있다(Bem, 1972). 하지만

1달러는 거짓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관찰자는 이러

한 금전적인 요인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이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Bem, 1972). 이때 관찰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이 사

람의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물음을 던지고 자신이 과제가

재미있었다고 말하는 것에서 표현되는 견해와 일치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Bem, 1972). 따라서 관찰자는 자신이 그 일

을 즐겼다고 추론하게 되고, 그 결과 1달러를 받은 집단에서 더 실험이

재미있었다고 말하는 것이다(Bem, 1972). 이러한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의 행동이 강요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도 개인은 자신의 선택을 정당

화하고 이를 현재나 미래의 선택 지침으로 삼고자 한다.

이러한 자기지각이론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관찰의 결과로 신념을 바꾸

고 발달시킴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게 무엇

이든지 간에 옳다고 믿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언주 외, 2010). 이렇

듯 자기지각이론에 의하면 과거의 행동이 합리적으로 선택되었던지 아니

던지 간에 개인은 과거의 행동에서 자신의 태도와 선호를 추론하고 따라

서 개인은 이러한 행동을 지속하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즉, 개인은 “그때 나에게 충분히 좋았던 것이라면 지

금의 나에게도 충분히 좋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 계산에 의해

현상유지편향이 나타나게 된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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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통제를 느끼고자 하는 노력(Efforts to feel in control)

심리적 헌신에 기여하는 마지막 요소는 통제를 느끼고자 하는 노력이

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결정을 내리는 것은 개인이 그 상

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키고 이러한 통제에 대한 환상은 개

인이 자신이 선택한 현재 상태의 선택지에 집착하게 만든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이러한 통제에 대한 환상은 Lager(1975)의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Langer(1975)는 피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축구 카드로 된 복권

실험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그룹은 자신이 직접 원하는 축구 카드를 선

택하였고, 두 번째 그룹은 축구 카드를 자신이 선택하지 않고 배정받았

다. 이후, 모든 피험자들은 “복권은 사지 못한 사람에게 얼마를 받고 기

꺼이 자신의 복권을 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자

신이 축구 카드를 선택한 사람들의 평균 복권 가격은 8.67달러였고, 축구

카드를 배정받은 사람들의 평균 복권 가격은 1.96달러였다. 이러한 큰 차

이는 개인이 상황을 통제한다는 인식이 현재 상태를 고집하는 데에 유의

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통제의 환상에서

비롯되는 고집은 현상유지편향의 상당한 잠재적 원천이라고 볼 수 있다

(Samuelson & Zeckhauser,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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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상유지편향의 적용 및 활용

현상유지편향은 의사결정에서 개인의 선택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행동경

제학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과학 영역에서 널리 인용되는 이론이다. 이

절에서는 경제학 이외의 다른 학문 분야에 현상유지편향을 어떻게 적용

하고 분석하였는지, 그리고 현상유지편향을 활용하여 어떤 의미를 이끌

어냈는지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4.1. 현상유지편향 적용/분석

정보처리 영역에서 많은 연구들이 새로운 정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저항을 설명하기 위해 현상유지편향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Polites &

Karahanna, 2012, Kim & Kankanhalli, 2009, Fan et al., 2015, Wu,

2015). 그 중에서 Polites & Karahanna(2012)는 현상유지편향을 이론적

렌즈로 사용하여 기존 시스템의 사용이 새로운 시스템의 인식 및 사용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Polites &

Karahanna(2012)은 정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들이 전환비용, 매몰비용,

인지부조화이론, 손실회피로 인한 현상유지편향을 보인다고 말한다. 우

선, Polites & Karahanna(2012)는 개인이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는 데

필요한 시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존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정

당화 하고 이로 인해 다른 시스템을 배우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높

은 것으로 인식될 때 개인이 현재의 시스템에 더 집착한다고 말하였다.

매몰비용 또한 현재의 시스템을 고집하는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정보 시스템에서의 매몰 비용은 기존의 시스템 사용법을 배우는 데 이미

투자된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전환으로 인해 잃게 되는 기존의 작업

방식 또한 포함된다. 또한 개인은 “그때 나에게 충분했다면 지금 나에게

도 충분할 것이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p39).”라고 스스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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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말함으로서 현재와 미래의 선택을 지도하고 따라서 개인은 기존의 시

스템과 새로운 시스템의 이점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내리지 않고 현재의

시스템을 지속하는 것을 합리화한다(Polites & Karahanna, 2012). 마지

막으로 정보시스템의 선택에서 나타나는 손실회피는 새로운 시스템을 사

용하는 것에 대한 이점에 대한 인식을 낮추게 되고 결국 이로 인해 현상

유지편향이 나타나게 된다.

Polites & Karahanna(2012)는 현상유지편향이라는 이론적 관점에 기

초하여, 기존 시스템의 사용과 관련된 구조들을 식별하고 기존의 시스템

구조가 어떻게 새로운 시스템의 수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기술 수용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였다. 또한 Kim &

Kankanhalli(2009) 역시 현상유지편향을 정보처리 영역에 도입함으로서

기술 수용과 저항 이론을 통합하고 새로운 정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저항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전체적인 견해를 제공

하였다. Fan et al.(2015)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더 나아가 현상유지편향

의 관점에서 클라우드 시스템 채택에 대한 기업의 반응 결정 요인을 조

사한 바 있다. Wu(2015)의 연구 또한 기업이 새로운 IT혁신에 보수적으

로 대응하는 이유에 대해 현상유지편향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현상유지편향을 기술 저항에 적용한 논문들은 교육기술에서도 찾

아볼 수 있는데(Kim & Rha, 2018, Gulati et al., 2014, Putri et al.,

2019) 그 중 Kim & Rha(2018)는 모바일 학습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살피기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Kim &

Rha(2018)는 연구를 통해 특정 집단19)에서 모바일 학습의 이득보다 손

실을 더 크게 생각하는 손실회피로 인한 현상유지편향이 나타났고 이것

이 모바일 학습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Wyant & Beak(2019)는 체육 교사들의 교수 기술 채택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이들은 기존의 체육을 가르치던 전통적

19) Ambivalent 집단으로 이 집단에서는 모바일 학습에 대한 낙천성(optimism),

혁신성(inovativeness), 불편성(discomfor), 불안감(insecurity)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Rha, 2018). 이때, 낙천성과 혁신성이 모바일 학습의

긍정적인 측면(이득)이고 불편성과 불안감이 부정적인 측면(손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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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교수 방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며 교사들은 그것을

그들의 교육학적 정체성의 상실로 인식하고 이를 교수 기술 변화의 이득

보다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상유지편향이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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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현상유지편향의 활용

Johnson & Goldstein(2003)은 실험을 통해 디폴트(현상)의 중요성을 보

이고 의료 정책에서 디폴트 설정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Johnson &

Goldstein(2003)은 장기기증 동의와 관련된 실험에서 디폴트가 무엇이냐

에 따라 기증 동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Opt-in 조건에서는 디폴트가 장기기증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였고

Opt-out 조건에서는 디폴트가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상태, 중립 조건에서

는 디폴트가 제시되지 않고 참가자가 직접 동의여부를 선택해야 했다.

실험 결과, 장기 기증에 동의하는 비율이 Opt-in 조건에서는 42%,

Opt-out 조건에서는 82%, 중립 조건에서는 79%였다(Johnson &

Goldstein, 2003). 또한 Johnson & Goldstein(2003)은 지난 20년간의 유

럽의 장기기증선택에서의 디폴트와 그 결과에 대해 분석했는데 Opt-in

조건인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독일의 경우 각각 4.25%, 27.5%, 17.17%,

12% 인 반면 Opt-out 조건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헝가리, 폴란

드, 포르투갈의 경우 모두 95% 이상이 장기기증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Johnson & Goldstein(2003)은 모든 정책에 디폴트

가 있어야 하며, 정책입안자는 기본 값을 선택할 때 디폴트가 자신의 선

택을 변경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신체적, 인지적, 그리고 정서적 비용을

부과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Gittelsohn & Lee(2013)는 영양 교육을 통해 개인에게 건강한 선택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불충분하며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과 동

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Gittelsohn & Lee(2013)는 교

육, 환경, 행동경제학의 접근이 통합되었을 때 가장 효과를 보일 수 있으

며 이들의 전략을 통합한 개념 모델을 제시하였다. Gittelsohn &

Lee(2013)가 제시한 개념 모델 중에서 행동경제학적 전략 중 하나로 현

상유지편향을 활용한 전략이 있다. 개인이 현재의 상태를 고수하고자 하

는 현상유지편향을 고려했을 때, 디폴트는 바람직한 행동을 촉진하기 위

한 주요 방법이 될 수 있고 따라서 건강하지 않은 선택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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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out 조건 제시 또는 건강한 선택지에 대한 디폴트 설정이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Gittelsohn & Lee, 2013).

Terziev & Kanev(2017)는 행동경제학의 이론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이

교육 기회를 적절히 활용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제안

한다. 많은 경우 교육 결정에서 습관에 의존하고 이전의 행동을 따를 때

는 문제가 없지만 오래된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바꾸어야 할 때 문제

가 발생한다(Terziev & Kanev, 2017). 예를 들어, 학교에서 대학으로의

변화는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할지, 어떤 책을 공부해야 할지, 얼마나 준비

를 해야 할지 등의 의사결정에서 습관의 변화와 더 많은 개인의 책임을

요구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학교

에 입학하지 못하게 되거나 입학하더라도 1학기 시험에서 낙제를 하는

등의 실패를 경험한다(Terziev & Kanev, 2017). 이러한 경우, Terziev &

Kanev(2017)는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 조

언 등의 노력을 기울여 학생들이 새로운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

력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된다고 말한다. Terziev & Kanev(2017)는

학생들에게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현상유지편향이 있으므로 일

단 좋은 습관이 생기게 되면 학생들이 이러한 습관에 의존하여 결정을

내리게 되고 따라서 일상적인 활동에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게 되

어 결과가 바로 나올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외에도 Liza Reisel(2011)는 불우한 배경을 가진 일부 학생들이 객

관적 장벽이 줄어들더라도 왜 더 높은 학교에 진학하지 않는가를 설명하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심리 구조로 현상유지편향 이론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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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수학 교수·학습에서의 현상유지편향

1. 수학 교수·학습에서 나타난 현상유지편향

이 절에서는 수학 교수·학습에서 학생들이 보이는 현상유지편향에는 어

떠한 것들이 있고 이러한 현상유지편향의 원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기

존의 수학교육의 연구들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크게 두 가지 학습 과

정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하나는 학생들이 수학 개념 학습과정에서 나

타내는 인식론적 장애를 현상유지편향으로 분석하고자 하고 다른 하나는

학생들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내는 아인슈텔룽 효과에 대해 현상유

지편향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1. 인식론적 장애와 현상유지편향

1.1.1. 인식론적 장애

수학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은 많은 오개념과 오류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학생들의 오개념을 단순한 계산 실수나 오류, 착각이라 생각하지만 학생

들의 오개념은 유사한 상황에서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그 자체로 체계적

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최지선, 2003). 특히, 학교수학에서는 하나의 개념

을 오랜 기간 지도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개념의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기존의 학습한 내용이 새로운 내용의 학습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정연준, 2013). 즉, 학생들의 오류는 산발적이고 연결되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으며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얻은 지식,

체계를 바탕으로 일관된 개념적 프레임워크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Nesher, 1987). 이렇게 학생들의 오류가 체계적이라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예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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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예시는 소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

Nesher(1987)는 학생들에게 0.4와 0.234 그리고 0.4와 0.675의 크기를 비

교하는 문제를 제시했는데 학생 A는 첫 번째 문제에서 0.234가 더 크다

고 하였고 두 번째 문제에서는 0.675가 더 크다고 말하였다. 개별 인터뷰

를 통해 학생 A의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더 긴 소수가 더 크다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는 정수에서 자릿수가 더 긴

숫자가 더 크다는 이전의 개념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Nesher,

1987). 또한 학생 B의 경우 두 문제 모두 0.4가 더 크다고 대답하였는데,

학생 B의 경우 


이 


보다 크며 따라서 숫자가 짧을수록 더 크다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분수에서 배운 내용으로부터 이러한 오개

념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Nesher, 1987).

두 번째 예시는 곱셈과 나눗셈 문제에서 살펴볼 수 있다. Fischbein et

al.(1985)은 학생들에게 ×와 ×의 두 가지 곱셈 문제를 제시

하였는데, × 문제에서 학생들은 79%의 성공률을 보인 반면

× 문제에서는 57%의 성공률을 보였다. 이는 곱셈을 반복된 덧셈

으로 학습한 이전의 경험 때문에 승수가 소수인 경우에 피승수가 소수인

경우보다 성공률이 낮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schbein et al.,

1985).

이 두 가지의 예시 모두 학생들이 이전에 학습했던 경험이 새로운 영역

에서 장애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을 나타내는 용어

로서 인식론적 장애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인식론적 장애란 어떤 특정

한 맥락에서는 성공적이고 유용한 지식으로서 학생의 인지구조의 일부가

되었지만, 새로운 문제해결이나 개념이해의 상황이나 더 넓어진 문맥 등

에서는 부적합해진 지식을 말한다(Brousseau, 1997). 이러한 인식론적 장

애의 필요조건으로 Duroux(1982; Brousseau, 1997 재인용)는 다음의 5가

지를 제시하고 있다.

a) 장애는 지식이나 개념의 일부이지 지식의 결여나 어려움이 아니다.

b) 이러한 지식의 일부는 빈번하게 경험되는 특정한 맥락 안에서는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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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생산해낸다.

c) 그것은 이 맥락 밖에서는 틀린 대답을 생성해낸다. 옳고 보편적인 반응은

현저하게 다른 관점을 요구한다.

d) 이 지식은 때때로 나타나는 모순과 더 나은 지식의 확립에 저항한다. 따라

서 더 나은 지식의 소유는 이전의 것이 사라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따

라서 그것을 식별하고 그것의 거부에 대한 이유를 새로운 지식에 통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 그것의 부정확성이 인식된 후에 그것은 계속해서 미숙하고 완고한 형태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Duroux, 1982, Brousseau, 1997 p99 재인용).

이러한 인식론적 장애에 대한 사례로 선형성에 대한 두 가지 실험을 살

펴보고자 한다. 선형 또는 비례 관계는  ≠ 형태의 함수를

말하며 언어로 표현하면 특별한 관계(비례 관계)에 있는 a, b, c, d의 4

개의 양 중에서 3개의 양(a, b, c)을 알고 1개의 양을 알 수 없으며 이

비례 관계로부터 모르는 양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Modestou &

Gagatsis, 2007). 많은 학생들이 비례문제를 적용하는 문제가 아닌 경우

에도 비례관계를 적용하는 경향에 대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Modestou

& Gagatsis, 2007, De Bock et al., 2002, Nesher & Peled, 1986). 그 중

에서 실험으로 이를 보여준 De Bock et al.(2002)과 Modestou &

Gagatsis(2007)의 연구를 살펴볼 것이다20).

De Bock et al.(2002)은 12-16세 학생들이 길이, 면적, 부피와 관련된

문제에서 선형 또는 비례 모델을 부적절하게 적용하려는 뿌리 깊은 경향

이 있음을 실험으로 확인하고 또한 학생들의 이러한 부적절한 선형 추론

의 기초가 되는 사고 과정과 이것이 그들의 수학적 개념, 신념, 습관 등

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De Bock et al.(2002)의 실험은 총 5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1단계에서

20) De Bock et al.(2002)과 Modestou & Gagatsis(2007)의 연구를 선택한 이유

는 첫째,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 선택의 단계에서 학

생들이 기존의 선택을 유지하는지를 살펴는 이들의 실험 방법이 연속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선택을 살펴보기 좋다고 판단하였고 둘째, 각 단계에서

실시한 질적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의 생각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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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12-13세 학생들 20명과 15-16세 학생들 10에게 선형 추론이 적

절하지 않은 문제를 하나 제시하였다. 그 문제는 다음과 같다.

바트는 화가이다. 지난 며칠 동안, 그는 몇 개의 가게 창문에 크리스마스 장

식을 칠해야 했다. 어제 그는 빵집 문에 56cm 높이의 크리스마스 산타 그림

을 그렸다. 이때 그는 6ml의 페인트가 필요했다. 이제 그는 슈퍼마켓 창문에

같은 그림을 확대해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이 그림은 높이가

168cm가 되어야 한다. 바트가 이것을 하는데 대략 얼마나 많은 페인트가 필

요할까(De Bock et al., 2002, p318)?

이 1단계에서 학생들은 문제에 답을 하고 자신의 답이 어떻게 발견되었

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답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인터뷰에서 설명해야

했다(De Bock et al., 2002). 이후 2-5단계는 ‘선형성’이라는 함정에 빠진

학생들에게 단계적으로 인지적 갈등을 이끌어내기 위한 단계로 2단계에

서 De Bock et al.(2002)은 학생들에게 가상의 또래 집단이 대답한 답의

분포를 보여줌으로서 약한 형태의 인지적 갈등을 제기하고자 했다. De

Bock et al.(2002)이 학생들에게 제시한 답의 분포는 부정확하고 선형적

인 대답인 18ml가 43%, 정확하고 비선형적인 대답인 54ml가 43%, 그리

고 기타의 답변이 14%였다. 3단계에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54ml라고 대

답한 가상의 학생의 “산타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3배 커지면 키가 3

배, 너비가 3배 커지므로 페인트의 양은 9배가 되어야 한다.”와 같은 추

론을 보여주었다(De Bock et al., 2002). 4단계에서는 이러한 추론을 시

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각각의 산타의 모양에 직사각형을 새겨서 보여

주었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인지 충돌을 유발하기 위한 5단계에서는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는가?”, “작은 사각형에 비해 큰 사

각형의 면적이 얼마나 큰가?” “큰 산타의 면적이 작은 산타에 비해 얼마

나 큰가?” “큰 산타를 그리려면 얼마나 더 많은 페인트가 필요한가?”와

같은 직접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서 자신의 선형적 답에 대한 인지적 갈등

을 유발하였다(De Bock et al., 2002). 모든 단계에서 학생들은 자유롭게

답안을 수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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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Bock et al.(2002)의 실험 결과 1단계에서 2명의 제외한 모든 학생

들이 비례적으로 페인트의 양을 계산했으며 또한 대부분이 학생들이 그

들의 답에 대해 확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2단계에서 5단계까지의 인지

갈등을 통해 몇몇 학생들이 주저하며 선형 모델을 포기했지만 학생의

20%는 5단계가 끝날 때까지 선형 모델을 고수하였다(De Bock et al,

2002). 이는 학생들에게 ‘선형 모델’이라는 매우 강하고 뿌리 깊은 경향

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며 주어진 맥락에서 ‘선형성’이

라는 모델에 대한 매우 강한 모순된 증거에 직면했을 때에도 선형 모델

을 고수한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De Bock et al, 2002).

두 번째로 Modestou & Gagatsis(2007)는 선형모델의 부적절한 적용으

로 발생하는 오류가 무작위적이지 않고 극복하기 쉽지 않으며 계속 지속

되며 나타나고 따라서 인식론적 장애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Modestou

& Gagatsis(2007)는 실험을 통해 서로 다른 실험 설정 내에서 면적과

부피에 대한 비선형 과제에서 학생들의 행동이 얼마나 일관적인가를 보

여주고 있다.

Modestou & Gagatsis(2007)의 실험은 중학교 7-8학년 학생들 307명을

대상으로 하여 2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1단계에서 Modestou &

Gagatsis(2007)는 모든 학생들에게 길이, 넓이, 부피와 관련된 시험 A를

제공하였다. 이 1단계 시험 A에서 Modestou & Gagatsis(2007)는 직사각

형 형태의 면적과 부피를 포함하는 비선형 문제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

이 비례추론을 적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1단계 시험 시행 15일 후,

Modestou & Gagatsis(2007)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

는 B시험지를 제공하고 다른 한 그룹에는 C시험지를 제공하였다. B시험

에서는 A시험과 다르게 구체적인 수치를 주었고, C시험에서는 객관식

선택지를 제공하여 두 학생의 답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Modestou & Gagatsis, 2007). 구체적인 각 시험의 문제1은 다음과 같

다.

A1. 한 체육관의 수영장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의 물을 수용할 수 있다.

Nicosia의 공공 수영장의 치수가 이 체육관 수영장의 2배일 때, 물의 용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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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가 되겠는가?

B1. 한 체육관의 수영장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길이  , 폭  , 깊이 이

고 의 물을 수용할 수 있다. Nicosia의 공공 수영장의 치수가 이 체육관

수영장의 2배일 때, 물의 용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C1. 한 체육관의 수영장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의 물을 수용할 수 있다.

Nicosia의 공공 수영장의 치수가 이 체육관 수영장의 2배일 때, 물의 용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Pam:  , Suzan:  . 나는 ( )의 의견에 동의한

다. 이유는 ( )이다(Modestou & Gagatsis, 2007, p81-82).

B시험의 경우 학생들로 하여금 각 도형의 치수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곱셈을 시행하여 검토 후 새로운 도형의 면적이나 부피를 알아내게끔 유

도하는 문제였고, C시험의 경우 학생들이 답을 찾기 위해 동급생의 풀이

전략을 찾은 다음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며 올바를 추리를 선택하도록

했다(Modestou & Gagatsis, 2007). 또한 Modestou & Gagatsis(2007)는

세 가지 시험 모두 직사각형모양의 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제공해

주어 학생들이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오답을 내는 경우를 배제하였다.

Modestou & Gagatsis(2007)의 실험 결과 학생들의 60%가 적절하지 않

은 비례 추론을 계속해서 적용하였다. 또한 시험 A에서 학생들의 평균

성취도 점수는 비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 7학년과 8학년 사이에 차이가

없음을 나타냈고 이는 선형성에 대한 환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Modestou & Gagatsis, 2007).

부피 공식을 제공받은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오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

아 선형성의 부적절한 적용에서 오는 오류는 지식의 부족이나 결여가 아

니며 또한 선형성은 선형 과제라는 특정 맥락에서는 적절하게 사용되지

만 비선형 과제에서는 잘못된 반응을 생성한다(Modestou & Gagatsis,

2007). 그리고 시험 B와 C에서 비선형과제에 대한 낮은 성공률은 시험

A에서 관측된 오류가 무작위가 아니며 이러한 선형성이 때때로 모순되

거나 더 나은 지식의 확립에 저항한다는 것을 보여준다(Modestou &

Gagatsis, 2007). 마지막으로 이러한 오류가 중등교육과 초등교육 모두에

서 발생한다는 사실은 선형성이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지속되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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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oux(1982)의 인식론적 장애의 필요조건 5가지를 모두 만족한다는 사

실을 나타낸다(Modestou & Gagatsis, 2007).

1.1.2. 현상유지편향 분석

인식론적 장애는 프랑스의 과학 철학자 Gaston Bachelard에 의해 고안

되었는데, 그는 20세기 초 과학이 급격히 발달하는 것에 비하여 이를 설

명할 수 있는 과학철학의 발달이 지체된 상황에서 과학의 발달을 설명할

수 있는 관점을 확립하고자 하였다(김윤재·박치완, 2010). Bachelard는

과학이 누진적이고 연속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복적이며 불연속

적으로 발달하며 이러한 불연속적인 발달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의 변증

법적 발달 도식을 제시하였고 이때, 인식론적 장애란 과학의 변증법적

발달이 지연되는 지체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정연준, 2013).

Bachelard는 과학적 습관이나 지식 그 자체들이 실제로 과학이 발전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말하였다(이종희, 1999). 이와 비슷하게 Thomas S.

Kuhn 역시 과학이 불연속적으로 발달했으며 기존의 이론은 대비되는 증

거의 축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이론에 의해 타도되며 그러한 과정

에서 기존의 이론과 신념은 새로운 이론에 대해 저항의 장벽을 형성하며

계속 지속된다고 말하였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예를 들어,

천동설과 지동설의 경우 천동설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동설의 증거는 아

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천왕성의 발견에 있어서도 90년간 많은 관

측자들에 의해 천왕성이 발견되었으나 그들이 모두 해임될 때까지 천왕

성은 태양계의 행성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이처럼 기존의 이론과 새로운 이론의 대비에서의 선택은 이론의

입증이나 검증에 의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정도에 의해서

해결된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또한 과학자 겸 철학자인

C.S. Peirce는 과학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많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



- 54 -

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거의 대부분 습관으

로부터 나온다고 말하였다(Nesher, 1987).

이러한 관점에서 과학자들에게 현상유지편향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데, 과학자들은 경험적 증거를 객관적으로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믿음에 의해 선택을 결정하였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과학자들의 기존의 이론에 대한 선택은 인지부조화

이론에 의한 긴장감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과학자들은 그

들이 받아들였던 기존의 이론에 상당한 연구와 투자를 하였고 따라서 이

러한 연구와 투자들은 매몰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러한 매몰비용 또

한 과학자들이 보이는 현상유지편향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Samuelson & Zeckhauser, 1988).

이러한 과학적 지식의 발전 과정은 수학 학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Brousseau(1997)가 수학 교육에 적용한 인식론적 장애 역시 학생들이 수

학 학습에서 보이는 현상유지편향으로 볼 수 있다. Duroux(1982;

Brousseau, 1997 재인용)의 인식론적 장애의 필요조건을 살펴보면 인식

론적 장애가 특정한 맥락 밖에서 잘못된 반응을 일으키며, 이러한 기존

의 지식이 모순과 더 나은 지식의 선택을 이겨내며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지식에 대한 선호21)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존의 지식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생들은 기존에 가

지고 있던 지식(SQ)과 새로운 지식(ASQ) 사이에서 어떠한 지식을 선택

해야 한다. 이때,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더 넓

은 맥락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새로운 지식(ASQ)을 선택해야 하지만 학

생들은 기존의 지식(SQ)에 얽매여서 사고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기존의

지식(SQ)을 선택하여 장애를 일으킨다.

이러한 학생들의 현상유지편향은 De Bock et al.(2002)과 Modestou &

Gagatsis(2007)의 실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De Bock et al.(2002)

21) 수학교육에서 선호를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한 지식이라고 바라보았을 때,

기존의 지식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새로운 지식이 적합하다면 새

로운 지식에 대한 선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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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Modestou & Gagatsis(2007)의 실험에서 학생들은 비선형 문제에서

기존의 지식에 의한 선형추론 적용(SQ)과 넓이에 대한 비선형추론 적용

(ASQ)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De Bock et al.(2002)의 실험에서 그

들은 학생들에게 총 4단계에 거쳐 인지적 갈등을 유발했고 학생들의 선

택이 바뀌도록 유도했다. 즉, De Bock et al.(2002)은 4단계의 인지적 갈

등을 통해 선형 추론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임을 학생들

에게 보여준 것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인지적 갈등을 통해 자신이 선택

했던 선형 추론이 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비선형추론을 선택해야 했

지만 학생들은 오히려 자신의 원래의 선택인 선형 추론을 정당화하며 자

신이 처음 답했던 선형 추론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Modestou & Gagatsis(2007)의 실험에서도 시험 A에서 선형추론 방법

(SQ)을 선택한 학생들 중 다수가 이후 치러진 시험 B와 C에서도 역시

선형추론방법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특히 시험 C의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 시험 C의 경우 2개의 답 중에서 하나를 택하기 때

문에 찍었을 때 우연히 정답이 나올 확률은 50%인데 학생들의 68%가

선형추론을 선택했다는 결과는 학생들이 선형 추론을 의도적으로 적용하

여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다(Modestou & Gagatsis, 2007). 즉, 학

생들은 비선형추론에 대한 힌트가 제공된 시험B와 C에서도 의도적으로

선형추론을 적용하였고 이는 학생들이 처음의 자신의 선택을 계속 고수

하는 현상유지편향을 보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현상유지편향에 대한 원인22)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

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학생들의 기존 개념에 대한 매몰 배용이다.

Brown & Clement(1987)에 의하면 오개념은 변화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

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개념 구축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

적으로 모순된 증거 앞에서 이러한 개념들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큰 거

부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어떠한 개념이 생성되기까지 많

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고 이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매몰비용으로 간주

22) 현상유지편향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Ⅱ-3장의 ‘현상유지편향의 원인’에서

제시한 각각의 요소들을 기준으로 하여 학생들의 인터뷰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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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매몰비용에 얽매여 현상유지편향이 나타났다

고 볼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이 이전에 사용했던 선형추론들이 대부분 옳은 결과를 만

들어냈다는 과거의 경험, 신념과 비선형추론 사이에 인지적 부조화를 느

끼게 되고 따라서 인지적 부조화를 줄이기 위해 선형추론을 정당화하고

비선형추론을 배재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De Bock et al.(2002)이 실시한 다음과 같은 인터뷰에서 살펴볼 수 있다.

놀랍게도 13명의 학생들이 이 답이 (또는 9)을 곱해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

챘지만 그들 대부분은 즉시 이 방법을 잘못된 방법으로 보고 거부하였다(“그

들은 3의 제곱을 곱했어! 봐봐 그들은 실수를 했어. 내 답이 맞아”[7-01]).

[...] 36명의 학생들이 그들의 선형 해결방법을 고수하는 이유는 전형적으로

매우 일반적이고 외적인 것이었다(예, “대체적으로 나는 수학을 잘한

다.”[10-03], “항상 첫 번째 해결책을 고수하는 것이 좋아”[10-16]). 게다가 그

들은 종종 선형적인 대답이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하며 (예, “내 생각에는 내

해답이 훨씬 논리적이다.”[10-12], “명백히,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

어”[10-12]) 반면 비선형 답은 '반직관적' 또는 '비논리적'으로 생각되었다

(예: “내 생각에 이것은 이상한 추론이다” [10–15], "너무 억지스럽다."[7–

13], "54ml는 너무 많다"[10–04]). (De Bock et al., 2002, p322)

이처럼 학생들은 인지부조화를 줄이기 위해 자신의 선형추론에 대해 다

양한 정당화를 시도하였는데, 산타의 크기는 커졌지만 너비는 얼마나 커

졌는지 알 수 없으니 자신의 추론이 옳다고 하는 경우, 어디서나 선형추

론이 적용됐기 때문에 역시 선형추론이 옳다고 하거나 학교 수학에서 문

제를 해결할 때 주어진 숫자에 대해서만 계산했던 경험을 토대로 3배라

는 숫자만 사용해야 하며 문제에서 너비는 언급하지 않았으니 이는 고려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등이 있었다(De Bock et al,.

2002). 즉, 학생들은 이전에 항상 성공했던 선형추론이 이 과제에서 성공

적이지 못하다는 부조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를 회피하고자 기존의

선형추론을 합리화하는 현상유지편향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이 보이는 현상유지편향의 원인으로 앵커링 효과를 생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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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개념
(SQ, 선형 추론)

새로운 개념
(ASQ, 비선형 추론)VS

매몰 비용 인지적 일관성 추구 앵커링 효과

기존의 개념
(SQ, 선형 추론)

새로운 개념
(ASQ, 비선형 추론)VS

Choice

[그림Ⅲ-1] 현상유지편향의 관점에서 분석한 인식론적 장애

수 있는데 이는 De Bock et al.(2002)의 다음과 같은 논의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범주의 설명은 그들이 사려 깊은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대신 즉시 그리고 일상적으로(학생 [10-11]은 이를 “본능적으로”라고 부름)

비례추론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나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

하기 시작했고, 말하자면 다른 추론에 대해서는 스스로 문을 닫았다.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추리는 더 이상 내 마음 속에 떠오를 수 없

었다."[10–18]).

학생들은 처음 문제를 받고 자연스럽게 56cm, 6ml, 168cm 라는 숫자들

로부터 ‘      ’ 라는 비례추론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숫자

들의 관계가 닻의 역할을 하여 학생들은 이 비례추론에서 벗어나지 못하

는 현상유지편향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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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림Ⅲ-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개념 학습 과정에

서 보이는 인식론적 장애는 학생들이 기존의 지식을 계속 선택한다는 현

상유지편향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현상유지편향은 기존의 지식에 투자

한 시간과 노력에 얽매이는 매몰비용, 기존의 지식이 성공적이었다는 것

에서 오는 인지부조화 이론, 처음 제시된 숫자들의 관계에 얽매이는 앵

커링 효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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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인슈텔룽 효과와 현상유지편향

1.2.1. 아인슈텔룽 효과(Einstellung Effect)

수학 문제 해결 과정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이 특정 알고리즘을 계속해

서 고집하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Schoenfeld(1985)는 수

학적 문제 해결 프레임워크의 4가지 역량을 자원(Resource), 발견법

(Heuristic), 제어(Control), 신념체계(Belief system)로 제시하고 단순히

자원, 발견법, 통제만으로 특징지어지는 지적 수행인 “순수하게 인지적

인” 행동은 매우 드물다고 말한다. Schoenfeld(1985)는 대부분의 지적 과

제의 수행이 그 과제의 본질에 관한 자신의 신념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

때 개인의 신념 체계는 개인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

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때조차도 형성된다고 말한다. Lithner(2007)는 학

생들의 이러한 신념체계가 수학적 문제해결에서 창의적인 수학적 추론을

방해할 만큼 강하다고 말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Haylock(1987)은 학생들

이 수학 문제해결에 있어서 특정 방법이 부적절하게 되거나 최적의 방법

이 아닌 경우에도 초기에 성공했던 알고리즘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고정

성(fixation)을 보인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문제 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고정성에 대한 개념으로

아인슈텔룽 효과를 생각해볼 수 있다. 아인슈텔룽 효과(Einstellung

Effect)란 어떤 문제를 마주쳤을 때, 기존의 전략이 부적절하거나 비효율

적이고 성공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심지어 더 좋은 전략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향을 말한다(Haylock, 1987). 이러한

아인슈텔룽 효과는 Luchins(1942)의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Luchins(1942)는 실험에서 특정한 양을 담을 수 있는 물병들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만큼의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는 물병 문제를 학

생들에게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Luchins(1942)가 제시한 1번 문제는

29L가 들어가는 물병 A와 3L가 들어가는 물병 B를 통해 20L의 물을 어

떻게 얻을 수 있는가이다23). 문제 1의 경우, 물병 A에 물을 가득 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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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물병 B에 물을 3번 따라 버리면 20L의 물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답은 A-3B로 표시한다. Luchins(1942)는 이러한 형식의 물병 문제 11가

지를 학생들에게 물어보았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음과 같다.

문제
측정 도구로서 주어진 빈 물병의 용량 구하고자 하는

물의 양
물병 A 물병 B 물병 C

1 29 3 20

2 E1 21 127 3 100

3 E2 14 163 25 99

4 E3 18 43 10 5

5 E4 9 42 6 21

6 E5 20 59 4 31

7 C1 23 49 3 20

8 C2 15 39 3 18

9 28 76 3 25

10 C3 18 48 4 22

11 C4 14 36 8 6

<표 Ⅲ-1> Luchins(1942)의 문제(Luchins, 1942, p1)

이때, 문제 2에서 6까지는 모두 고정적인 알고리즘 ‘B-A-2C’로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한 방법을 Einstellung Method(이하 E방법)이라고 명명하

였다(Luchins, 1942). 또한 문제 2-6번과 같이 E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

고 아인슈텔룽 효과를 야기하는 문제들을 Einstellung Problem24)이라 정

23) Luchins(1942) 원문에서는 ‘29-quart jar‘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본고에서

는 29L 물병으로 바꾸었다.

24) 표에 제시된 문제 2-6번 옆의 E1-E5가 Einstellung Problem 1-5를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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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다(Luchins, 1942). 그리고 문제 7, 8번과 문제 10, 11번은 Critical

Test Problem25)으로 이 문제들은 아인슈텔룽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 문제들은 E방법으로도 풀 수 있지만 조금 더

간단하고 직접적인 Direct Method(이하 D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예

를 들어 문제 7과 같은 경우, 20L의 물을 구하기 위해서 E방법

‘B-A-2C’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더 간단하게 D방법인 A-C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문제 8도 E방법 이외에 A+C라는 D방법을 사용해 더 손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제 9의 경우는 E방법으로는

풀리지 않고 D방법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

Luchins(1942)는 각 문제를 해결하면서 학생들이 어떤 방법을 문제를

해결하는지 살펴봄으로서 아인슈텔룽 효과를 입증하였다. Luchins(1942)

는 C1, C2 문제에서 학생들이 E방법을 얼마나 많이 D방법을 얼마나 적

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함으로서 순수한 아인슈텔룽 효과를 조사하였고

C1, C2 문제에 비해 C3, C4 문제에서 학생들이 사용한 E방법의 감소율,

D방법의 증가율을 확인하여 문제 9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Luchins(1942)의 실험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C1, C2 문제에서 D방법

이 아닌 E방법을 사용하였고 이는 학생들에게 아인슈텔룽 효과가 나타

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C1, C2 문제에 비해 C3, C4 문제에서 D방법

의 사용이 12-15%증가한 것으로 보아 문제 9의 효과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종종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복잡한 E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쉬운 문제인 문제 9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는 아인슈텔룽

효과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아인슈텔룽 효과는 문제에 대

해 기계화된 정신적 고정, 맹목적 태도를 창조하고 이 때문에 학생들은

문제를 문제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알고리즘의 적용으로만 바라보게 된다

(Luchins, 1942). 따라서 이러한 습관들은 문제 9와 같은 간단한 문제에

서 실패를 이끌어내고 비슷한 중요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이

끌어낼 수 있다(Luchins, 1942).

25) 표에 제시된 문제 7,8번, 문제 10,11번 옆의 C1-C4가 Critical Test Problem

1-4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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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현상유지편향 분석

Luchins(1942)의 아인슈텔룽 효과를 수학교수·학습에서 나타난 학생들

의 현상유지편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Luchins(1942)가 실시한 실험은

연속적인 선택에서 자신이 현재의 상태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Samuelson & Zeckhauser(1988)의 ‘Leasing an Air Fleet’ 설문과 비슷하

게 바라볼 수 있다. Luchins(1942)가 실시한 실험에서 학생들은 문제

2-6을 통해 E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이는 곧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방법에서 현재의 상태(SQ)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문제 7,

8을 해결할 때, 학생들은 SQ위치의 E방법과 ASQ위치의 D방법 사이의

선택에서 SQ위치의 E방법을 더 많이 선택하였고 이는 더 쉽고 간결한

풀이라고 볼 수 있는 D방법이 아닌 현재의 다소 복잡한 E방법을 고수하

는 현상유지편향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때 학생들에게 이러한 현상유지편향이 나타나게 된 이유로 다음과 같

이 총 3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전환비용과 불확실성의 존재로

인한 선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Luchins(1942)의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인슈텔룽 효과는 기계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종의 합리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는 지적 가정의 결과이다. [...] 피험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말했을 수

있다: “나는 빨리 해결책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각각의 문제에 적절한 방법을

고려함으로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편의상 나는 단순히 전에 효과

가 있었던 것을 시도할 것이다.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지도 모른

다.”(Luchins, 1942, p28-29)

여기서 전환비용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서 바라본다면

기본의 E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새로운 방법(여

기서는 D방법)을 찾고 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된다. 따라서 선택을 바꾸는 시간(비용)이 더 많이 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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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기존의 방법을 고수하게 된다. 또한 자신이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

을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이 부족하고 새로운 해결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던 E방법을 고수하게 되고 이는 합리

적 의사결정에 의한 현상유지편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손실회피로 인한 인지적 오류와 후회 회피로 인한 현상유지편향

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으로 Luchins(1942)의 다음과 같

은 논의를 살펴볼 수 있다.

우리는 실험이 조사(시험)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학생들에게 말했지만 많

은 학생들이 이를 시험으로 받아들였다. 학생들은 “언제까지 점수를 알 수 있

나요?” ; “시험이 힘들었다. 무서웠다.” 등등의 말을 하였다. 실험을 그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학교 시험에 대한 어떠한 태도가 옮겨졌을지도 모른다.

[...] 학교에서 아이의 지위는 시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몇몇 아이들의 삶에 중요하고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의 “시험”에서

실패를 두려워하고 E방법이 처음 몇몇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알아낸 학

생들은 그것을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움켜쥐게 된다. 그러한 마

음의 상태에서 모르는 것을 위해 알고 있는 것을 남겨놓는 것은 쉽지 않다.

두려움이 그들의 정신적 영역을 너무 좁혀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직접적인 방

법을 보지 못하고 E방법을 계속 사용했다(Luchins, 1942, p90-91).

이를 개인이 이득보다 손실을 더 크게 느낀다는 손실회피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존의 방법(즉, 현재의 상태)인 E방법에서 D방법으로 전환

했을 때 생기는 이득이 빠르고 간결한 풀이라고 보고 E방법에서 D방법

으로 전환했을 때의 손실을 시간 소요와 틀렸을 경우의 더 낮은 점수라

고 보았을 때 학생들은 손실을 더 크게 받아들이게 되고 이로 인해 현재

의 E방법을 고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이 후회를 줄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개인은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난 것에 더 큰 후회를 느낀다.

학교에서의 사회적 규범을 시험으로 본다면 시험에서는 높은 점수와 빠

른 풀이가 중요시 되어왔다. 따라서 새로운 풀이를 찾다가 시간이 낭비

되거나 또는 실패하여 낮은 점수를 받을 경우 개인의 후회는 더 크게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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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후회를 줄이기 위해 E방법을 그대로 사용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셋째, E방법에 대한 심리적 몰입에 의한 현상유지편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Luchins(1942)의 다음과 같은 논의를 살펴볼 수 있다.

성공적인 E문제의 해결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이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

합하다고 판명된 E방법이 다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시 적합하다고 가정한

다. 또는 학생들은 “단지 우연하게 이 모든 문제(E문제)가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있음직하지 않다. 해결방법이 모두 같은 이유가

존재할 것이다. 이것은 문제의 우연한 분포가 아니라 한 유형의 문제, 모두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전에 사용했던 방법 역

시 이후의 문제에도 적합할 것이다.”고 생각한다. [...] 학생은 실험자가 요구

한 지침이 그에게서 어떠한 반응을 요구했다고 추정했을 수 있다. 그는 실험

자가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첫 번째 E문제의 관점에서 해석했을 수 있으며

그 답은 앞에 제시되어있다. 그리고 같은 방법이 반복적으로 작용하기 때문

에 학생은 “내가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실험자가 바라는 것이 분명하다”

라고 생각한다(Luchins, 1942, p28-29).

이는 인지적 일관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지부조화 이론과 자기지각이

론에 의한 현상유지편향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은 E방법으로 문제를 해

결하면서 C1, C2문제에서 E방법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자신들의 선택을

정당화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 위치해 있는 E방법에 대해 유리하

게 상황을 해석하게 되고 이후 문제에서도 E방법을 고수하게 되는 것이

다. 또한 문제 2-6에서 성공적이었던 E방법은 문제 7-8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주고 학생들은 이전에 성공했던 경험을 토대로 현재도 E방법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E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즉, 자신이

E방법을 선택한 것에 대해 외부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봄으로서 이전의

문제들에서 성공적이었던 E방법이 옳다고 믿게 되고 이전의 선택에 따

라 E방법을 계속 적용하게 되는 현상유지편향이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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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방법
(SQ, E 방법)

새로운 방법
(ASQ, D 방법)VS

전환 비용

/불확실성의 존재

손실 회피

/후회 회피

인지적 일관성

추구

기존의 방법
(SQ, E 방법)

새로운 방법
(ASQ, D 방법)VS

Choice

[그림Ⅲ-2] 현상유지편향의 관점에서 분석한 아인슈텔룽효과

[그림Ⅲ-2]와 같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아인슈텔

룽 효과는 학생들이 기존의 방법인 E 방법과 새로운 방법인 D 방법 사

이의 선택에서 기존의 방법인 E 방법을 계속 선택하는 현상유지편향으

로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유지편향은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한 시

간과 노력이라는 전환비용과 불확실성, 그리고 새로운 방법으로의 전환

에서 오는 손실과 후회를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 마지막으로 기존의 성

공적이었던 방법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습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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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학 교수․학습에서 현상유지편향의 의의

개인이 현재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는 행동경제학의 현상유지

편향 이론을 수학교육에 적용하는 것은 기존의 수학 교육의 여러 이론들

을 더욱 정교하고 탄탄하게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이 절에서는

앞에서 확인하였던 수학 교수·학습에서 보이는 학생들의 현상유지편향이

수학교육에서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동일한 문제 유형의 반복된 풀이가

고착을 유발한다는 것과 선행 지식의 적절한 활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1. 동일한 문제 유형의 반복 풀이

수학교육에서 현상유지편향이 가지는 의의 중 하나는 동일한 문제 유형

의 반복적인 풀이가 학생들의 고착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즉, 과거부터

이루어져 온 습관의 재생산적인 적용이 새로운 문제 상황에서 새로운 문

제의 해결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Dunker는 ‘기

능의 고착화(functional fixedness)’, Luchins(1942)는 ‘습관적 문제 해결

태세(problem-solving set)’, Bartlett는 ‘부정적 전이(negative transfer)’

등의 형태로 명명하고 있다(남승인 외, 2017). 이러한 습관은 대상에 대

한 새로운 이용법을 방해하는 정신적 장애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이는 앞

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던 Luchins(1942)의 실험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Mayer(1983)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과거 습관을 재생산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과거 경험이 현재

의 학습에 유용하나, 새로운 방법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에서는 과거

의 경험이 현재 학습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Mayer, 1983, p).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의 습관이 학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습

관을 줄여야 하는데 반복 학습은 이러한 습관을 강하게 하는 요인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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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존의 수학교육 연구들에서도 반복 학습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Freudenthal(2008)은 기계적인 연습이 통찰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계적인 연습에 반대한다고 말하였고, Brownell(1970) 역시 훈

련과 연습을 수학 학습의 중요한 방법으로 보고 반복 연습을 통한 암기

를 수학 학습의 과정으로 여기는 것에 반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기

계적으로 반복 연습을 강요하거나 학습한 원리를 적용할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의미 없는 활동인 동시에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학습 불안

만 가중시키며 훈련이나 반복을 통해서는 수학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

다고 말한다(Brownell, 1970).

이때, 왜 동일한 유형을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학생들의 통찰을 방해

하고 고착을 유발하는지 현상유지편향이 이에 대한 부분을 더 정교하게

설명해준다. 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동일한 문제 유형의 반복

적인 풀이는 현상유지편향을 더욱 강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학생

들이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 반복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이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매몰비용이 될 수 있으며, 반복 학습

을 통해 특정 개념과 풀이가 성공적이라는 인식이 계속해서 형성됨에 따

라 후에 다른 개념에 인지부조화를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동일

한 유형의 문제들이나 같은 풀이방법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것은 학생들의 현상유지편향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고 이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통찰에 방해가 된다. 또한 Luchins(1942)에 의하면

학생들이 많은 수업시간에 교사가 풀이한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문제

를 푸는 연습을 해왔고 또한 시험에서 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했다

는 것을 생각하여 특정 풀이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개념 소개

후 특정 문제를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풀어주는 수업이 학생들에게 현상

유지편향을 유발하였고 따라서 학생들이 계속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

결하고자 하는 습관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해준다.

이와 같이 현상유지편향은 기존에 수학교육에서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학습이 왜 학생들의 학습과 통찰에 방해가 되는지에 대해 보다 정교한

설명을 제공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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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행 지식의 활용

수학 교육에서 현상유지편향이 가지는 또 다른 의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선행 지식의 중요성이다. 여기서의 선행 지식은 학생들이 직관을

통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전의 학습한 내용에 의해 구성된 것도 있

다. 이러한 선행 지식은 그러한 지식들이 옳든 그르든 변화에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데(Fast, 1997), 이는 앞 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학생들은 자

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계속해서 선택하고자 하는 현상유지편향을 보

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기존의 지식의 모순점을 강조하여 학

생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교육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의 인지부조화를

심화시키고 따라서 학생들은 인지부조화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지식에

더욱 얽매이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선행지식과 새로운 학습 내용과의

차이점을 강조하여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현상유지편향이라는 경향성은 학생들이 선

행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이것을 학습에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학습에 효

과가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해준다.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현재의

상태를 계속 선택할 수 있게 해줌으로서 학생들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적은 노력으로도 새로운 개념을 학습할 수 있게 된

다.

이는 기존의 수학교육 선행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Ausubel은 유

의미 수용학습의 조건 중 하나로 학습자가 학습 과제와 관련이 있는 자

신만의 관련 정착 아이디어(relavant anchoring idea)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박경은, 2012). 또한 Ausubel은 만약 학생들에게 관련 정

착 아이디어가 부재하다면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알 필요가 있

는 것 사이의 갭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선행조직자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였다(박경은, 2012). 이렇듯 학습 과정에서 선행조직자의 절

절한 활용은 학습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학습의 효율성도 높여주는데 현

상유지편향이 이러한 주장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해준다.

이처럼 학생들은 기존의 지식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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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선행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기존 지식을 활용할 수 있

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교수․학습 상황과 교육 과정 측면에서 살펴보

고자 한다.

2.2.1. 앵커링 예제(Anchoring Example)

선행 지식에는 학생들이 직관을 통해 가지게 된 지식이 포함되는데 이

때, 이렇게 직관에 기반을 둔 지식이 학생들의 오개념 해소에 도움이 되

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과학교육에서 사용하는 앵커링 직관(Anchoring

Intuition)과 앵커링 예제(Anchoring Example)를 생각해볼 수 있다.

Clement et al.(1989)은 물리 교육에서 학생들의 오개념의 많은 부분이

선행지식에 의해 생겨나지만 모든 선행지식이 오개념은 아니며 또한 물

리 이론과 대체로 일치하는 선행지식이 존재하고 이를 교육에서 유용하

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 수용된 물리 이론과 대체로 일치하는

학생 스스로가 구성한 직관적인 지식 구조를 앵커링 직관(Anchoring

Intuition)이라 한다(Clement et al., 1989, Brown & Clement, 1989

Clement, 1987, 1993). 이러한 앵커링 직관은 추상적이기 보다는 구체적

이고 자기 평가적인데 이는 이러한 직관에 대한 믿음이 권위에 의해서가

아니고 학생 스스로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Clement et

al.,1989). 예를 들어, 물리학을 공부하지 않은 11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 조사에서 96%의 학생들은 스프링을 손으로 압축시킬 때 스프링이

손을 밀어 올리는 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물리학의 이론과 대

략 일치하는 직관으로 앵커링 직관으로 볼 수 있다(Brown & Clement,

1989).

이때 학생들이 어떠한 앵커링 직관을 가지고 있는지 살필 수 있는 것이

바로 앵커링 예제인데, 앵커링 예제(Anchoring Example)26)란 어떠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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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서 학생이 문제에 대해 옳은 답을 하고 또한 자신의 답에 상당

한 자신감이 보이는 문제를 말한다(Clement et al.,1989). 이러한 앵커링

예제는 앵커링 직관을 찾을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해주며 특히 학생의 대

답이 단순히 암기된 것이 아니라고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어준다

(Clement et al.,1989). 즉, 앵커링 예제란 특정한 연구 영역에서 인정된

이론과 일치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끌어내는 문제(상황)들을

말한다(Fast, 1997).

앵커링 예제에 대한 물리교육의 선행연구들은 앵커링 직관을 적절히 사

용하여 교육에서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기존 지식이 오개념을 교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Clement et al. 1989, Brown &

Clement, 1989 Clement, 1987, 1993). 그 예로 Brown & Clement(1989)

의 연구에서 학생들은 책상 위에 놓인 책을 보고 책상이 책을 밀어 올리

는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이

렇게 학생들이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대상 예제(Target

Example)라고 한다(Brown & Clement, 1989). 여기서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앵커링 예제는 스프링을 손으로 압축시키는 상황27)

이다. 만약 앵커링 예제와 대상 예제의 연결성이 떨어지면 앵커링 예제

와 대상 예제의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간 예제를 제시해주어야 하

는데, 흔들리는 책상 위에 놓인 책과 같은 상황이 위의 두 상황을 연결

해주는 중간 예제가 될 수 있다(Brown & Clement, 1989). 앵커링 예제

에서 시작하여 여러 단계의 중간 예제를 거쳐 대상 예제로 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학생들은 처음의 자신의 앵커링 직관에서 시작하여 목표한 상

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Clement는 학생이 이미 알고 있는 것부

터 시작해서 이를 학생이 가지고 있는 오개념과 연관시키는 교육방법을

채택하는 것이다(Fast, 1997).

이러한 과학교육에서의 앵커링 예제를 수학교육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26) 앵커링 상황(anchoring situation)이라고도 부른다.

27) 스프링을 손으로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스프링이 손을

밀어내는 힘이 있다는 앵커링 직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앵커링 예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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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Fast(1997, 1999, 2001)는 확률 영역에서 학생들이 가지는 오개념을

해소하기 위해 앵커링 예제를 활용하였다. Fast(1997)는 확률 영역에서

학생들이 보이는 대표성 판단전략(representative heuristic)28)에 따른 오

개념을 앵커링 예제를 활용하여 해소하고자 하였다. 대표성 판단전략에

따른 오개념은 학생들이 작은 표본일지라도 그것이 추출된 모집단을 대

표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Fast, 1997). 예를 들어 자녀가 5명인 가

정에서 자녀들의 성별을 생각해보았을 때, BGGBG29)가 BBBBB보다 더

흔하게 나타난다고 착각하는데 이는 남자 또는 여자가 혼합된 BGGBG

가 남자들로만 이루어진 가족 BBBBB에 비해 일반적인 표본을 더 잘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Fast, 1997).

이러한 오개념을 해소하기 위해 Fast(1997)는 대상 예제와 앵커링 예제

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Version A. 당신의 팀이 리그 우승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의 팀이 최고

의 팀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챔피언을 결정하기 위해서 2위의 팀과 연장전

에 출전해야 한다. 5연속 경기와 9연속 경기 중에서 어느 것이 우승확률이

더 높을까? 또는 둘의 차이가 없는가?

Version B. 당신의 팀이 리그 우승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의 팀이 최고

의 팀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챔피언을 결정하기 위해서 2위의 팀과 연장전

에 출전해야 한다. 단판승부 경기와 5연속 경기 중에서 어느 것이 우승확률

이 더 높을까? 또는 둘의 차이가 없는가?(Fast, 1997, p329)

A버전의 경우, 대표성 판단전략에 휘둘린 학생들은 5연속 경기와 9연

속 경기 모두 확률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와 관계없이 둘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Fast, 1997). 따라서 A버전은 학생들이 대표성

판단전략과 관련된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대상 예제라고 볼 수 있다. B

버전의 경우, 학생들은 모든 경기에서 항상 이길 수는 없다는 경험과 직

28) 크기가 작은 표본일지라도 모집단의 성격을 대표한다고 여기는 오류로서

소수의 법칙(law of small number)라고도 불린다(Tomono, 2007).

29) B는 Boy의 약자, G는 Girl의 약자로 BGGBG는 자녀의 성별이 차례대로

‘남자-여자-여자-남자-여자’인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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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통해 단판승부의 경기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5연속

게임이 팀의 재능을 더 보여줄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Fast, 1997). 따라서 이는 큰 표본이 작은 표본보다 모집단의 특징을 더

잘 반영한다는 수학적 이론과 대체로 일치하는 직관(앵커링 직관)을 가

지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앵커링 예제라고 볼 수 있다.

Fast(1997)의 연구에서 학생들은 B버전의 문제에 답을 한 후에 이전에

답했던 A버전과 B버전이 유사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유사점에 근거

하여 오개념을 극복하였다.

이러한 앵커링 예제는 교수·학습에서 기존의 지식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는데, 앵커링 예제는 학생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

식이나 직관에서 시작해서 유사한 점들을 기반으로 대상 예제에 도달하

여 오개념을 해결하고 이 과정에서 기존 지식에 대한 내용을 계속 가지

고 가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기존의 지식을 계속 가지고 감으로서 인

지적 부조화를 줄이고 적은 노력을 기울여 오개념을 해결함으로서 학습

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2.2. 학습량 감축

2015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에 의한 수학과 교육과정 개

정 방향 중 하나는 학습 부담 경감 실현이다. 수학 교수·학습에서 탐구

활동 강조, 문제 풀이 과정에서 다양한 해결 방안 모색, 실생활과의 연계

등을 위해서는 여유 시간 확보가 필요하고 따라서 이를 위해 학습 내용

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박경미

외, 2015).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제 4차 교육과정 이후로 교육과정

이 개정될 때마다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 요소의 감축

을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한 방향으로 꾸준히 설정해왔다(이종학, 2017).

이러한 학습량 감축 측면에서 보았을 때, 행동경제학의 현상유지편향은

학습량 감축이 단순히 내용 요소의 삭제보다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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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수학 내용의 연결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이 기존의 지식을 계속 선택하게끔 할 수 있다면 학생들

은 크게 에너지를 쏟지 않고도 어렵지 않게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내용을 삭제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기존에 알

고 있던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지식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내용 요소

들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이 학습량 감축 측면에서 훨씬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되어 Bruner(2010)의 나선형 교육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Bruner(2010)는 교육 내용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누적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단순하고 구체적인 것에서 시작해 복잡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나아간다고 하였다. 이때 Bruner(2010)는 이러한 나선형 교육과

정이 순환과 확장을 통해 기존의 지식에 심화된 새로운 지식을 연결하므

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학습자의 인지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는데, 현상유지편향은 학생들이 느끼는

학습 부담 감축 측면에서 하나의 개념에서 시작에 모든 내용을 아우르는

나선형 교육과정의 효과를 더 잘 설명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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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본고에서는 “왜 학생들이 학습에서 습관을 보이는가?”, “왜 학생들이

교육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는가?”, “왜 학생들은 수학 학습에 있어

서 비합리적인 모습을 보이는가?”와 같은 물음에 답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행동경제학의 현상유지편향이라는 이론을 사용하여 수학 교수

·학습에서 학생들이 보이는 고정, 습관에 대해 고찰하였다.

현상유지편향은 개인이 선택을 할 때, 현재의 상태에 위치에 있는 선

택지를 더 많이 선택한다는 것으로 이는 연속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

무것도 하지 않거나 현재 혹은 이전의 결정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Samuelson & Zeckhauser, 1988).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유지편향을 보

이는 이유는 크게 합리적 의사결정, 인지적 오류, 심리적 몰입으로 나누

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 먼저 사람들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은 선택을 바꿀 때 발생하는 전환비용과 새로운 선택지에 대한 정보

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나타나고 이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

다.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은 현재의 상태를 선택하는 것이 이득이 아

닌 경우에도 현재 상태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사람들이 이득

보다 손실을 더 크게 느끼고 따라서 선택을 바꿈으로서 얻는 손해를 선

택을 바꿈으로서 얻는 이득보다 크게 느끼기 때문에 선택을 바꾸지 않고

자 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이 처음 제시된 값에 얽매여 사고한다는 앵커

링 효과는 현재의 상태가 앵커가 되어 계속 현재의 대안을 선택한다는

설명을 제공해준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상태에 대한 과도한 심리적 몰입

은 사람들이 현재의 상태를 계속 선택하는 것에 원인이 되는데 매몰 비

용, 후회 회피, 일관성 추구, 통제를 느끼고자 하는 노력 등이 이러한 심

리적 몰입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현상유지편향은 행동경제학에서 이미 확고한 경험적 이론적 증

거들을 쌓아왔기 때문에 경제학뿐만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관련된 다른

사회과학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적용된 바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상유지편향을 수학 교수·학습에 적용하고 수학 교육에서 현상유지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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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지는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연구 문제에 따른 연구 결과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수학 교수·학습에서 학습자가 보이는 현상유지편

향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수학 교수·학습을 개념 학습과 문제 해결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에서 학생들이 나타내는 현상유지편향을 찾고 분석

하였다. 먼저 개념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은 이전에 학습했던 지식을 새

로운 영역에서 계속 사용하여 수학 학습에 장애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였

고 본고에서는 이를 현상유지편향으로 바라보고 분석하였다. 학습 과정

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선택이라는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학생들은 기

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SQ)과 새로운 지식(ASQ)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이때, 상황에 적합하고 더 유용한 지식을 더 선호한다고 봤을 때

학생들은 새로운 상황에서 더 유용한 지식(ASQ)을 선택해야하지만 계속

기존의 지식(SQ)을 선택하게 된다. 이를 기존의 수학교육에서 실시된 두

가지의 사례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두 실험에서 모두 학생들

은 기존의 지식이 올바른 답을 이끌어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를

사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학생들의 현상유지편향은 총 3가지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첫째, 학생들은 기존의 개념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매몰비용이 되어 학생들이 기존의 개념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든

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은 이전에 성공했던 지식이 현재는 성공하

지 못한다는 것에서 인지부조화를 느끼게 되고 이러한 인지부조화를 줄

이고자하는 인간의 심리에 의해 기존의 지식을 더욱 합리화하고 정당화

하려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주어진 과제가 나타내는 기

존의 지식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나 표면적인 관계에 얽매여 이것이 출발

점으로 고정되어 계속 기존의 지식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

다.

다음으로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은 기존의 전략이 부적절하거나 성

공적이지 않은 경우에 심지어 더 좋은 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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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전략을 사용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Luchins(1942)는 이를 아

인슈텔룽 효과라 명명하였다. 이러한 아인슈텔룽 효과를 문제 해결 과정

에서 학생들이 보이는 현상유지편향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Luchins(1942)의 실험에서 학생들은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풀이(E방법)와 새로운 풀이(D방법) 중에 어떠한 풀이로 문제를

해결할지 선택을 해야 했다. 이때 학생들은 더 간결하고 쉬운 풀이인 새

로운 풀이를 선택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했던 풀이(SQ)를 계속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학생들이 이러한 현상유지편향을 보이는 이유는 첫째, 새로운 풀이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전환비용)을 낭비라고 생각하고 또한 학생

들은 자신이 새로운 풀이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을 가지기 못했

기 때문에 기존의 풀이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은 새

로운 풀이로의 변화에 대해 이득(더 쉽고 빠른 풀이)보다 손실(실패 시

점수 하락)을 더 크게 느꼈고 이로 인해 기존의 풀이를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험이라는 사회적 규범에서 선택을 바꾸다가 더 큰 후회

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기존의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

다. 셋째는 개념 학습 과정과 마찬가지로 이전에 성공했던 풀이에 대한

일관성 추구가 학생들을 현재의 풀이에 계속 집착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본고에선 합리적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수학교육에서도

학생들이 현상유지편향을 보인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행동경제학의 현상유지편향이 수학교육에서 가지

는 의의는 무엇인가?”이다.

수학교육에서 현상유지편향이 가지는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동일한 유형의 문제에 대한 반복 학습이 학생들이 현상유

지편향을 강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따라서 문제 풀이 과정

에서 학생들이 보이는 고착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반복 학습을 지양해

야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둘째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선행 지식의 중

요성이다. 현상유지편향은 학생들이 기존의 지식에서 변화하는 것이 쉽

지 않고 따라서 수학교육에서 학생들의 선행 지식을 기존에 고려하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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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훨씬 더 많이 더 깊은 차원에서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해준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들의 선행 지식을 단순히 오개념을 유발하

는 요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행 지식을 수학교육에서 적절히 활

용할 수 있다면 학생들에게 훨씬 효율적으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 교육에 행동경제학의 이론인 현상유지편향을 접목

시킴으로서 수학 교육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고착, 습관, 고정 등에 대

해 본질적으로 고찰해보고 이것이 수학교육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탐구하였다. 본고에서는 수학 교수·학습이라는 포괄적인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유지편향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후속 연구에서

보다 구체적인 단원이나 상황에서의 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고에서 살펴보았던 현상유지편향의 의의 측면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학생들의 현상유지편향을 활용한 수업 상황과 그에 따른 효과를 실험적

으로 입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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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goals of mathematics education proposed in the 2015

revised mathematics curriculum is to enable students to make rational

decisions to choose the optimal solution based on concepts and

principles they know in the problem solving process. However, in

many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es, students seem unreasonable

and obsess over existing knowledge and algorithms. Many previous

studies suggest that these students' fixation and obsession interfere

with their insight and therefore should be removed from this

fixation(Haylock, 1987, Hadamard, 1954, Wertheimer, 1959). However,

if you do not focus solely on getting out of the fixation, but

essentially considering and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is

fixation and the habit itself, you can help students learn from

different perspectives. Therefore, in this paper, we apply th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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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 Bias of behavioral economics, which has strong theoretical and

empirical evidence for human fixation, habits, etc. to mathematics

education and analyze it to get a broader perspective on fixation,

habits, etc. seen by students in mathematics teaching and learning,

and to explain the existing theories more elaborately.

To this end, we first looked at what the status quo bias of

behavioral economics was, what causes it appeared, and how it was

used and applied. After that, students' status quo bias in mathematics

teaching and learning was divided into conceptual learning process

and problem solving process and analyzed the causes. And we looked

at what this Status quo bias means in mathematics education.

The status quo bias means that when an individual makes a choice,

he or she chooses more of this option if the alternative is located in

the current state, which means that the individual repeats the initial

choice in the process of successive choices(Samuelson & Zeckhauser,

1988, Anderson, 2003). In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mathematics,

epistemological obstacles of continuing to select and apply existing

concepts in the course of concept learning can be analyzed as the

status quo bias by sunk cost, drive for consistency, and anchoring

effect. And the Einstellung Effect, which continues to adhere to the

existing familiar solution in the process of solving problems, can be

analyzed as the status quo bias by transition cost and presence of

uncertainty, loss aversion and regret avoidance, and drive for

consistency.

The Status quo bias of students in mathematics education provides

the educational implication that repetitive learning of the same

problem type in teaching-learning plays a role in making students'

Status quo bias stronger, thus avoiding this mechanical iterative

learning. On the other hand, we can also think about the aspects of

utilizing students' status quo bias in math teaching and learning,

which students tend to continue to use their existing knowledge,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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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ng proper use of students' prior knowledge can be a way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learning.

Keywords : Behavioral Economics, Status Quo Bias,

Epistemological Obstacle, Einstellu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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