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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인지편향이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그 영향의 방향에 따라 탈인지편향을 위해 개발된 논증기반의 구조화분석기법
적용범위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인지편향은 위기 및 위험 인식, 정보타당성
인식, 정보신뢰성 인식, 정보평가기준 인식, 대안선택기준 인식, 실행능력 인식
등 6개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 과정마다 다양한 방향으로
비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을 유발하고 있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인지편향이 미치
는 영향을 바탕으로 구조화분석기법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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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위기 및 위험인식관련 위기나 위험의 정확성과 적시성 판단 개선을 위한
적용방향이 필요하다. 정보타당성 인식관련 정보자료 내용, 논증, 변수관계 타
당성 평가 개선을 위한 적용방향이 필요하다. 정보신뢰성 인식관련 정보내용과
출처의 신뢰성 평가개선을 위한 적용방향이 필요하다. 정보평가기준 인식관련
첩보의 신뢰성, 상황요소, 사고기준 비교의 객관적 판단의 개선 등을 위한 적
용방향이 필요하다. 대안선택기준 인식관련 가설, 대안, 상황의 객관적 판단 개
선등의 적용방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실행능력 인식관련 자신의 취약요인
분석과 실행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개선을 위한 적용방향이 필요하다. 의사
결정과정에서 상기 적용방향에 적합한 구조화분석기법의 활용은 인지편향의 영
향을 감소시킴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주제어

의사결정, 인지편향, 탈인지편향, 정보타당성, 정보신뢰성,
대안선택, 구조화분석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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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지편향은 인간의 두뇌가 개인의 경험과 선호도의 필터링을 통
해 정보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객관적 사고의 한계를 말한
다. 현재 심리학자들에 의해 발견된 인지편향은 약 150여개에 달하
고 있으며 다양한 인간의 인식과 행동을 설명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인지편향은 때때로 지각 왜곡, 부정확한 판단, 비논리적 해석,
또는 광범위하게 비합리성이라고 불리는 인지오류를 초래하고 있다.
인지편향은 상황에 대한 추론과정에서 객관성이나 합리성에서 벗어
나는 비논리적인 사고를 유발하고 비합리적 사고를 반복하게 한다.
다양한 인지편향으로 인해 국가의 정책판단에서 실패를 반복하게되
고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 탈인지편향이 매우 중요하
다고 본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관련 정보실패 사례에서 인지편향의 영
향을 확인할 수 있다. 1997년 10월 국가안전기획부는 인도네시아와
홍콩 등 동남아 국가들의 증권가격이 일제히 폭락한 금융 및 증권가
의 정보를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외환위기 경고보고서＇를 제출했으
나 경제주무부처인 재정경제원은 `외환위기가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
며, 국가안전기획부의 판단은 잘못됐다'는 판단을 함으로써 정부는
외환위기에 대응하지 못했다.1) 이는 정보가 부족하여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서 인지편향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한 실패사
례로 볼 수 있다. 관련 인지편향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정상화편향과 곧 GNP 1만불 달성이 가능한 시점에서 불리
한 정보는 무시하고 유리한 정보를 선택하는 선택적 지각, 위험이 한
1) 연합뉴스, “안기부 작년10월 金대통령에 외환위기 보고”, 199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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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닥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는 낙관주의 편향 등 다양한 인
지편향의 영향에 의한 의사결정의 실패로 볼 수 있다. 인지편향을 극
복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과 결정 등 의사결정과정에서 매우 중요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탈인지편향 방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사회적으로
절실한 상황이나 연구성과가 미비한 상황으로 정보판단 능력을 제고
하기 위한 실용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탈인지편향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지편향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이러한 인지
편향이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구체적인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인지편향에 대한 사회와 학계의 관심도가 적어 다양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으로 ‘탈인지편향’을 주제로 한 저술과 논문이 매
우 적은 상태이고 최근에서야 인지편향에 대한 소개수준에서의 저서
와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탈인지편향 방안들에 대
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며 구체적으로 인지오류를 발생시키는 각각의
인지편향들에 대한 적용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저조한 상황이다. 인지
편향에 대한 연구는 이남석 저 『인지편향사전』(옥당, 2013)에서 101
개의 인지편향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강준만 저 『감정독재 』(인
물과 사상사, 2013)에서 50가지 인지편향의 영향사례들을 설명하고
있다. 인지편향 극복을 위한 탈인지편향관련 하민수 논문 “합리적 문
제해결을 저해하는 인지편향과 과학고등교육을 통한 탈인지편향 방
법탐색”(한국교육과학학회, 2016)는 합리적사고관련 29개의 인지편향
을 선별하고 분류하는데 중점을 두고 탈인지편향을 위한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탈
인지편향을 위해 미국의 정보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구조화분석기법
관련 국내 번역서로는 이길규 외 3인 역『의사결정을 위한 구조화분
석기법』(2016, 박영사), 김유은 외 3인 역『의사결정사례연구』(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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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사), 허태회 외 3인 역『비판적사고와 전략정보생산』(2017, 박영
사)등으로 구조화분석기법의 종류, 방법, 사례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발간된 저술은 없는 상태이다.
국내에서 구조화분석기법 관련 발간된 논문은 3건으로 김강무 논
문 “가설을 이용한 의사결정기법 연구”(국가정보연구, 2018), 허태회
논문“해외정보분석기법의 활용 및 효용성에 관한 연구”(국가안보와
전략, 2019)에서 구조화분석기법의 가상사례분석을 통한 유용성평가
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함중영외 공저 논문 “테러조직의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활용전략 분석 및 대응방안연구”(국가정보연
구, 2019) 에서 구조화분석기법을 이용한 테러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인지편향이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와 인지편향 극복을 위한 구조화분석기법의 적용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지편향
을 연구하고 해당 인지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구조화분석기법의 적용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
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인지편향의 종
류, 원인 등을 연구함으로써 인지편향의 영향을 확인하고 인지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논증기반의 구조화분석기법의 적용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제
시하고자 한다. 본연구의 성과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과학적이
고 실용적인 방법 및 방안들에 대한 연구영역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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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의사결정과정과 인지편향의 상관성
1. 의사결정과정의 세분화
문제해결을 지향한 활동의 선택행위인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내
리기 위해서 따라야 되는 과정으로 결정해야 되는 문제나 상황의 인
식단계, 정보수집 및 분석단계, 가능한 여러 대안을 확인하는 단계,
제시한 여러 대안을 평가하는 단계, 최종 대안을 선택하는 단계 등
5개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2) 상기설명은 ①문제인식, ②대안관련 정
보수집 및 분석, ③대안탐색, ④대안분석, ⑤대안선택 등 5개의 과정
을 의사결정의 과정으로 강조하고 있다. 의사결정과정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정보분석의 과정과 거의 유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셔먼켄트(Sherman Kent)는 정보분석의 단계를 문제의 제기, 문
제의 분석, 자료의 수집, 자료의평가, 가설의 설정, 결론가설의 제시
등 6개의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Sherman Kent, Strategic
Intelligence for American World Policy(Princeton Press,
1966)pp.159~179. 문제의 제기 및 문제분석은 의사결정의 ①문제
인식과 동일하고 자료의 수집 및 자료의 평가는 의사결정의 ②대안
관련 정보수집 및 분석에 해당되며 가설의 설정은 ③대안탐색 그리
고 결론가설의 제시는 의사결정의 ④대안분석, ⑤대안선택의 과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 네이버 지식백과, 의사결정 과정(decision making process), 교육학용어사전(서울대
학교 교육연구소, 1995.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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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의사결정과정과 셔먼켄트의 정보분석과정 비교
의사결정과정
① 문제인식
② 대안관련 정보수집 및 분석
③ 대안탐색
④ 대안분석
⑤ 대안선택

셔먼켄트의 정보분석과정
문제의 제기, 문제의 분석
자료의 수집 및 자료의 평가
가설의 설정
결론가설의 제시

조지 조지(Roger Z. George)는 “ 정보는 세계와 국제환경에 대
한 인식관련 정책결정자에게 변화하는 전략환경에 관해 알리고 국가
이익 및 국제환경에 의한 위협과 기회와 관련하여 사건이나 추세를
확인하고 경보하며 정책목표와 행동방책 수립과 관련하여 잠재적 비
용 및 위험성과 관련된 정보를 지원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재평가하
고 전략의 수정과 재편과 관련하여 평가 등을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다.3) 상기 셔먼켄트(Sherman Kent)의 정보분석의 단계와 로저
조지(Roger Z. George)의 정보분석의 역할을 참조하여 정보분석과
정을 일반화하면 문제인식과정, 문제인식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분
석의 과정,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의 선택과정 등으로 크게 3개의 분
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6개의 과정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첫째, 문제인식과정은 국익증대와 안전보장이라는 전략적 목적실
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한 인식과정을 의미한다. 국익
증대를 위해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책환경이 포함되며 국가안보에 위
협이 되는 제반 국제적 요인들에 대한 인식과정을 의미한다. 문제인
3) Roger Z. George, “The Art of Strategy and Intelligence,” in Roger Z.
George and James B. Bruce (Eds.), Analyzing Intelligence,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14), pp.1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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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정을 ‘위험 및 위기인식과정’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문제인식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의 과정과 관련하여
수집된 첩보내용에 대한 평가를 ‘정보타당성 인식’으로, 첩보출처의
신뢰도에 대한 평가를 ‘정보신뢰성 인식’으로 첩보를 평가하는 사고
의 기준을 ‘정보평가기준 인식’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셋째, 대안선택과정과 관련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들 중에서
선택의 기준을 ‘대안선택기준 인식’으로, 대안을 추진하는 능력에 대
한 인식의 과정을 ‘실행능력 인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을 ①위기 및 위험 인식 ②정보타당성 인식 ③정보신뢰성 인식
④정보평가기준 인식 ⑤대안선택기준 인식 ⑥실행능력 인식 등 6개
의 과정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2.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편향의 분류
상기 6개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편향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위기 및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편향
의사결정에서 위기 및 위험인식은 주로 전략 및 정책환경의 변화
에 대한 문제인식과 관련된 것으로서 표2의 4개의 인지편향이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2의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타조효과
사례들은 위험수준을 과소평가하거나 정상화 편향 사례들은 위험상
황을 무시하는 등 위험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장애를 주게된
다. 또한 낙관주의 사례들은 위험상황의 발생가능성을 심리적으로 적
게 보거나 비관주의 편향 사례들은 반대로 부정적 상황의 발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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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높게 보는 등 위험수준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데 장애를 주게
된다.
<표 2> 위기 및 위험 인식관련 인지편향과 해당사례
타조효과

위험하거나 부정적인 정보를 무시하는 경향4)
• 향후 닥칠 위험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으려 한다.
• 업무관련 호의적인 뉴스를 조건으로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중립적이거나
나쁜 소식을 따르는 정보는 피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
• 업무관련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때 불리한 정보들을 덜 확인한다.

정상화편향

재난의 가능성과 그것의 가능한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경향5)
• 전에 경험하지 못한 위험상황이 발생해도 크게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는
편이다.
• 극도의 스트레스와 마주했을 때 ‘지금 상황도 평소와 다름없는 정상적인
상황이다’라며 심각성을 과소 평가하는 편이다.
• 큰 어려움이 벌어졌을때 현실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는 편이다.

낙관주의편향

다른 사람에 비해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할 위험이 적다고 믿는 경향6)
•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일이 모두 잘 될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 자신이 추진하는 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낮게 본다.
•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일이 실패할 가능성을 낮다고 본다.

비관주의편향

부정적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며 자신에게 있어서도 발생확률이 매우 높
다고 생각하는 경향7)
• 실패 할 것이라는 가정 때문에 일을 성취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피하게
된다.
• 과거의 성공이 결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점에서매우 부정
적 시각으로 현재 상황을본다.
• 매사에 비록 긍정적인 기회가 나타나도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에 머물러
있다.

4) 이남석, 인지편향사전(옥당, 2016)p.139
5) https://en.wikipedia.org/wiki/Normalcy_bias (2021.6.18 검색)
6) https://en.wikipedia.org/wiki/Optimism_bias (2021.6.19. 검색)
7) https://effectiviology.com/pessimism-bias/ (2021.6.1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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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타당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편향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보타당성 인식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정보판
단의 근거가 되는 증거와 근거들에 대한 사실성 판단과 관련된 것으
로서 표3의 5개 인지편향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보타
당성 인식관련 정보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주관적 타당화 사례들은 개인적 의미를 중시하거나 타당성착각의 사
례들은 연속성을 근거로 예측력을 과신하는 등 자료의 객관적 해석
에 장애를 주게된다. 또한 착각적상관의 사례들은 관계가 없는 변수
들에 대해 연관성과 상관성을 설정하는등 정보타당성에 대한 비논리
적인 추론을 초래한다. 그리고 역화효과사례들은 자신의 신념에 맞지
않는 자료의 타당성을 수용하지 않는 등 정보타당성에 대한 객관성
평가를 저해한다. 이와함께 허위합의 효과사례들은 의견공감 수준에
대해 과대평가함으로써 독단적 판단을 유발하는 등 객관적 정보타당
성 판단을 저해한다.
<표 3> 정보타당성 인식관련 인지편향과 해당사례
주관적타당화

진술이나 정보가 개인적인 의미나 중요성을 갖고 있으면 이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8)
• 자신의 신념에 비추어 의심을 품을 수있는 정보보다 지지하는 정보를 중시
하는 편이다.
• 개인의 진술 또는 다른 정보가 개인적인 의미 또는 중요성을 가지면 정확하
다고 간주한다.
• 사주, 관상, 카드점 등에 의미를 부여하며 그러한 가설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설명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

타당성착각

연속적인 상황이나 데이터를 분석 할 때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과대 평가하는 경향9)
• 특정 이슈관련 동일한 정보가 반복되면 이를 신뢰하게 된다.
• 특정사건에 대해 유사한 내용의 보도가 반복되면 신뢰 할수있다고 생각한다.
• 정치현상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유사한 현상이 미래에도 나타날 것으로 예측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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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적상관

실제 연관성이 없을 때 두 가지가 연관되어 있다고 믿는 경향10)
• 날씨가 흐리면 주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 혈액형에 기반한 성격유형을 믿는다.
•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징크스를 믿는 편이다.

역화효과

자신의 신념과 충돌하는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에 저항하는 경향11)
• 자신의편견이 너무 강해서 자신들이 실수로 생각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 자신의 생각과 상충되는 정보를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다.
•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정보에 직면했을 때 해당정보를 거부하는편이다.

허위합의효과 실제보다 많은 사람이 자기 의견에 동의할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12)
• 자신이 속한 그룹의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한다고 생각
한다.
•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유한다고 초과하여 판단한다.
• 자신이 속한 그룹의 집단 의견이 더 큰 규모의 집단 의견과 일치한다고 생
각한다.

다. 정보신뢰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편향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보신뢰성 인식은 정보보판단의 근거와 증거
에 대한 신뢰성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표4의 8개 편향들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수 있다. 정보자료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가용성편향의
사례들은 수집의 용이성, 환상적진실효과의 사례들은 정보의 반복성,
신념편향의 사례들은 자신의 신념, 권위편향의 사례들은 출처의 권위
등을 중시함으로써 정보신뢰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저해한다. 또한
8) https://www.alleydog.com/glossary/definition.php?term=Subjective+Validation
(2021.6.19.검색)
9) https://thedecisionlab.com/biases/illusion-of-validity/ (2021.6.19. 검색)
10) https://thedecisionlab.com/biases/illusory-correlation/ (2021.6.19. 검색)
11) https://effectiviology.com/backfire-effect-facts-dont-change-minds/
(2021.6.19. 검색)
12) 강준만, 감정독재(인물과 사상사, 2016).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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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편향의 사례들은 자신의 신념을 중시하고 선택적지각의 사례들
은 자신의 희망과 선호를 중시함으로써 자료선택에 제약을 주게된다.
그리고 지속영향편향 사례들은 객관성이 결여된 정보에 대한 지속적
인 신뢰유지, 부정성편향 사례들은 객관성 있는 정보자료에 대한 불
신 등 태도를 유발하여 객관적 정보자료판단을 저해한다.
<표 4> 정보신뢰성 인식관련 인지편향들과 해당사례
가용성편향

당장 쉽게 수집이 가능한 정보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13)
• 자신의 경험이나 자주 들어서 익숙하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을 바
탕으로 문제상황을 판단하는 편이다.
• 간단하게 입수할 수 있는 데이터나 처방들을 의사 결정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이용한다.
•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 얻은 정보를 신문이나 잡지에서 얻은 정보
보다 더 신뢰하는 편이다.

환상적진실효과

반복적인 노출 후에 정보가 정확하다고 믿는 경향14)
• 그 동안 반복되어온 정보가 새로운 정보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정치에서 특정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자주 반복되면 많은 유권자
들이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게 된다.
• 9.11 테러에 대한 음모론을 자주 접하고 나서 음모가 사실이라고 믿는다.

권위편향

권위있는 인물 (명성, 권력, 지위 등)이 실제로 소유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권위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15)
• 권위있는 사람의 말은 진실이라고 믿는 편이다.
• 인생의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존경하는 분의 의견을 가장 옳은 판단
이라고 생각한다.
• 정부고위층의 의견을 하급공무원의 견해보다 더 신뢰한다.

신념편향

자신의 신념 체계에 부합되는 경우 이를 받아들이려는 경향16)
• 적대국이 주장하는 평화는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결론내용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에 대해서도 자신의 신념체
계에 부합될 경우에 이를 타당하다고 여긴다.
• 자신이 믿지 않는 타종교의 교리가 틀렸다고 생각한다.

확증편향

자신의 기존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를 취사 선택하려는 경향17)
• 누군가에 대한 초기 견해가 형성되면 마음을 바꾸기가 어렵다
• 자신이 동의하는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신문이나 TV프로그램을 보게
된다.
• 비슷한 견해와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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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지각

자신이 바라는 것을 지각하고 원하지 않는 지각이나 견해를 무시하는 경
향18)
• 자신의 신념, 태도, 욕구, 흥미, 습관, 사용 선호도 등에 따라 인지를
차단한다.
• 성별, 연령, 인종 등의 생물학적 요인도 자신의 선택적 인지에 영향을
준다.
• 자신의 기대 및 정서적인 상태가 선택하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속영향편향

잘못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경향19)
• 잘못된 정보로 판명이 되었음에도 그 정보를 여전히 믿는 편이다.
• 자신의 정치적 신념, 종교적 신념은모순된 사실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
• 자신의견해와정서에 잘맞는 주장에 비판적이지 않다.

부정성 편향

부정적인 감정에 심리적인 무게를 주는 경향20)
• 사람을 판단할 때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더 고려하는 편이다.
• 단 하나의 부정적인 평가가 그 전까지의 긍정적인 평가를 절하하게 된다.
• 문제해결대안을 선정할 때 긍정적 요소보다는 부정적 요소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편이다.

라. 정보평가기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편향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보평가기준 인식은 정보평가의 관점에 대한
객관성 판단과 관련된 것으로서 표5의 9개 인지편향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보평가 기준과 관련하여 기준점편향 사례들은
처음정보, 최신성환상 사례들은 최신정보등을 중시함으로써 객관적

13) 두행숙 역, 스마트한 생각들(걷는나무, 2012).p.159
14) https://thedecisionlab.com/biases/illusory-truth-effect/ (2021.6.19. 검색)
15) 두행숙 역, 앞의 책(주14), p.272.
16) https://en.wikipedia.org/wiki/Belief_bias (2021.6.19. 검색)
17) 이남석, 앞의 책(주4).p.168.
18) https://explorable.com/selective-perception (2021.6.19. 검색)
19) https://www.alleydog.com/glossary/definition.php?term=Continued+Influen
ce+Effect (2021.6.19. 검색)
20) 이남석, 앞의 책(주4).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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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준을 제약한다. 또한 주요인물의 평가와 관련근본귀인오류 사
례들은 인간적 근본요소, 집단귀인오류 사례들은 소속집단 특성 등
요인을 중시함으로써 객관적 판단기준을 저해한다. 그리고 자기위주
편향 사례들은 자기사고, 주의편향 사례들은 특정한 이끌림, 거울이
미지효과는 자기의 중심 이해 등을 중시함으로써 정보자료평가의 객
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와함께 편견사례들은 부정적 인식, 고정관
념사례들은 기존인식 중시 등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기준 수립을 저
해한다.
<표 5> 정보평가기준 인식관련 인지편향들과 해당사례
기준점편향

처음 접하는 정보에 지나치게 좌우되는 경향21)
• 가격을 흥정할때 상대가 제시한 첫번째 기준을 중심으로 협상을 하는
경향이 있다.
• 평소 같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을 제품이라도 할인이 붙는 순간 사고
싶은 생각이 든다.
•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조건이 그보다 못한 형편 없는 조건을 보게
되면 보다 나은 조건으로 여겨진다.

최신성환상

최신 정보를 이전 데이터보다 훨씬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22)
• 가장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편이다.
• 미래의 상황들이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사람을 평가할 때 최근의 관찰내용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편이다.

근본귀인오류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할때모든 외적인 이유들 마저 내적인 이유로 돌리
는 경향23)
• 자신의 어려움에 대한 판단에서 환경이나 여건 등 상황적 귀인으로
돌린다.
• 내 문제는 ‘세상 탓’이지만 남의 문제는 ‘사람 탓’이라고 생각한다.
• 타인의 행동에 대한 판단에서 성격이나 기질 등을 바탕으로 이해한다.

집단귀인오류

집단구성원의 특성이 집단 전체를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경향24)
• 사람들의 속성을 단체나 직업과 연관지어 판단한다.
• 집단의 속성이 속해있는 개인들의 속성과 사고를 대표한다고 믿는다.
• 집단의 활동이 회원을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편견

다른 사람 또는 특정 그룹의 구성원을 향해 갖고 있는 근거가 없고 일
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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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한다.
• 직업에 따라 개인의 성격이 정해진다고 생각한다.
• 서양의 문화가 동양의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고정관념효과

과거 경험과 기존가치 등이 고정관념으로 작용해 새로운 정보나 변화,
방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26)
•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면 거부감이 먼저 온다.
• 역사적으로 피해를 입힌 국가의 국민에 대해 싫어하는 감정을 갖고
있다.
• 자신의 종교와 다른 종교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느낀다.

자기위주편향

지나치게 유리한 방식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경향27)
• 팀의과업이 성공하면 자신의 리더십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실패하면
다양한 환경요인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프로젝트에서 성공할 경우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패
할 경우, 팀원들의 무능과 불리한 외부요인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 정보판단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자신의 지능과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낮은 평가를 받으면 이슈의 복잡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거울이미지 효과

다른 사람들이 자신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믿고 행동하는 것처럼 생각하
는 경향28)
• 외국사람들도 나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다른 사람도 나와같은 생각을 할뿐만이아니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
다고 추측한다.
•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연히 남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이라 여긴다.

주의편향

특정한 대상 혹은 특정한 속성에 주의를 더 많이 주는 경향29)
• 자신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한 두가지기준에 의해 사람이나 상황을 판
단하는 편이다.
• 특정한 부정적 기억이 강할 경우 관련된 대안은 무시하거나 피하게
된다.
• 모든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몇 가지 선호하는 옵션을 위주로 결정한다.

21) 박미경 역, 우리뇌는 왜 늘 삐딱할까(탐나는 책, 2018).p.182
22) https://en.wikipedia.org/wiki/Recency_illusion (2021.6.19. 검색)
23) 이남석, 앞의 책(주4).p.251.
24) https://en.wikipedia.org/wiki/Group_attribution_error (2021.6.19. 검색)
25) https://www.verywellmind.com/what-is-prejudice-2795476 (2021.6.19. 검색)
26) https://en.wikipedia.org/wiki/Stereotype (2021.6.19. 검색)
27) https://www.healthline.com/health/self-serving-bias (2021.6.1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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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안선택기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편향
의사결정에 있어서 대안선택기준 인식은 대안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객관적 판단과 관련된 것으로서 표6의 8개 인지편향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편승효과사례들은 다수의 선택을, 집단사고
사례들은 조직의 의견을 중시함으로써 객관적 대안의 판단에 지장을
준다. 또한 제로리스크편향 사례들은 위험에 민감하여 이를 제거하는
데 치중하거나 모호성편향사례들은 불확실성을 피하거나 하는 등 대
안선택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선택지원편향 사례들은 결정을 합리화
하거나 현상유지편향사례들은 현상을 지속하려는 태도를 유발함으로
써 보다 나은 다른 대안의 선택을 제약할 수 있다. 이와함께 도박사
의 오류 사례들은 기존사건의 연속성 확률에 대한 착각, 제로섬편향
은 과도한 경쟁의식 등을 유발함으로써 합리적 대안선택을 제약한다.
<표 6> 대안선택기준 인식관련 인지편향들과 해당사례
편승효과

특정한 신념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 신념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30)
•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 대다수에 소속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중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지지한다.
• 정보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할시많은사람들이신뢰성이 있다고 믿기때
문에 자신도 신뢰한다.

집단사고

집단에서 내린 결정의 맹점과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데 실패
함으로써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되는경향31)
• 단체 합의사항에서 벗어나는 것을 피하고 침묵을 지킨다
• 지나친 낙관론을 갖고 비정상적인 위험을 감수하도록 부추긴다.
• 자신들의 결정에 따른 윤리적 또는 도덕적 결과를 무시하고 집단
내 도덕성을 의심의 여지 없이 믿는다.

28) https://thedecisionlab.com/biases/projection-bias/ (2021.6.19. 검색)
29) https://www.verywellmind.com/what-is-an-attentional-bias-2795027
(2021.6.1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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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리스크 편향

모든 위험을 줄이는 접근법과는 달리 일부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접근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32)
• 아주 사소한 나머지의 위험성마저 완전히 제거하려고 종종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할 마음까지 먹는다.
•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은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해결하
고 가는 편이다.
•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모호성편향

불확실성과 관련된 선택을 피하는 경향33)
•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변화나 도전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방법을 채택하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검증
된 기존의 방법을 선택한다.
•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포함된 대안을 피하고 선택하지 않는다.

선택지원편향

자신의 선택에 결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34)
• 자신의선택에 대해 만족해하지만나쁜 결정에 대해서는 덜 후회한다.
• 일련의 대안중에서 자신이선택한 옵션에 대해보다 긍정적이고 덜 부
정적인 생각을 한다.
• 자신이 선택한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정보판단을 한 후에 정보자료들
이 만족스러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현상유지편향

같은 것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35)
• 바꾸려고 하는 행동이 현재보다 특별하게 이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라면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
• 상관의 리더십에 대해 평가하면서 ‘구관이 명관’이라고생각한다.
• 더 큰 위험을 수용할 능력과 대체수단이 있음에도 기존의 방식을
유지한다.

도박사의 오류

확률적으로 독립적인 사건에 대해, 이전 사건의 발생 확률이 누적되어
미래에 영향을 줄것이라고착각하는 현상36)
• 동전을던져서 앞면이 5회 연속으로 나오면 그 다음은 뒷면이 나올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포탄이 떨어진 곳에는 다시 포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잭팟이 오랫동안 터지지 않은 슬롯머신이 잭팟이 터질 확률이 높다
고 생각한다.

제로섬 편향

한 사람의 이득이 다른 사람의 손실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37)
•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시켜 부자가된다고생각한다.
• 한 조직내에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증대되면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
이 약화된다고 생각한다.
• 협상에서 상대방의 희생이나비용이 따라야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
다고 생각한다.

30) 이남석, 앞의 책(주4).p.153.

18 국가정보연구 제14권 2호

바. 실행능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편향
의사결정에 있어서 실행능력에 대한 인식은 실행능력에 대한 객
관적인 판단과 관련된 것으로서 표7의 6개의 인지편향이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계획오류 사례들은 목표실현 요소들에 대한
과소평가, 과신효과 사례들은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으
로 인해 실패요인분석을 저해한다. 몰입상승효과 사례들은 자신의 체
면과 자존심, 조명효과 사례들은 주변인에 대한 과도한 인식으로 인
해 실행능력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데 지장을 준다. 생존자편향 사례
들은 성공에 대한 과대망상, 머피의 법칙 사례들은 부정적 사고 등으
로 자신의 객관적인 실행능력 판단을 저해한다.
<표 7> 실행능력 인식관련 인지편향들과 해당사례
계획오류

목표를 완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 재원, 인력자원을 과소 평가하는 경향38)
• 일의 과정에서 생기는 수 많은 장벽들 같은 '현실적인 요소'들을 잘 고려
하지 않는 편이다.
• 최적의 상황만 예상하고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막연한 기대만을 갖고 추
진하는 편이다.
• 자신이 원하는 대부분의 필요정보를 필요한 시점까지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1) 강준만, 앞의 책(주12).pp.274-275.
32) 두행숙 역, 앞의 책(주14).p.212.
33) https://www.conversion-uplift.co.uk/glossary-of-conversion-marketing/amb
iguity-bias/ (2021.6.19. 검색)
34) https://tactics.convertize.com/definitions/choice-supportive-bias (2021.6.19.
검색)
35) 강준만, 앞의 책(주12).p.90.
36) 이남석, 앞의 책(주4).p.73.
37)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3153800/ 92021.6.1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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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신효과

자신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더 좋거나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주관적으로 믿는 경향39)
• 남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평균보다 높다고 생각한다.
• 자신의 정보판단이 다른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 자신이 선택한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몰입상승효과

부정적인 결과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나 집단이 과정을 바꾸기보다는 동일한
행동을 계속하는 경향40)
•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기존에 투자했던 사업에 더 몰입한다.
• 자신의 과거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현 전략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건
들을 암묵적으로 무시한다.
• 과거의 경험과 위신, 체면 등 때문에 위험이 있는 사업임을 알면서도 확
대해나간다.

조명효과

자신의 행동과 외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정도를 과대 평가하는
경향41)
•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자신이 집중하고있는 것이 정확하고 객관적이라고 가정한다.
• 자신의 실수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생존자편향

생존한 사례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상황을 잘못 판단하는 경향42)
• 성공한 사람들만 바라보고 그들의 공통점만 추려서 성급하게 일반화를 한다.
• 성공 사례는 풍부한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본의 아니게 성공 사례를 일반
화하는 오류에 빠지는 편이다.
•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저서를 읽고나서 자신도 성공이 쉽다고 생각한다.

머피의 법칙

부정적 사고로 인해 긍정적인 것을 간과하는 경향43)
• ‘내가 무얼 하려고 하면 꼭 이런 일이 발생한다’ 라고 자신의 실패를 합리
화시킨다.
•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항상 나한테 손해를 끼친다.
• 중요한 일을 시작하면 항상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한다.

38) https://thedecisionlab.com/biases/planning-fallacy/ (2021.6.19. 검색)
39) https://corporatefinanceinstitute.com/resources/knowledge/trading-investi
ng/overconfidence-bias/ (2021.6.19. 검색)
40) https://en.wikipedia.org/wiki/Escalation_of_commitment (2021.6.19. 검색)
41) 김희상 역, 심리학 나좀 구해줘(갤리온, 2013).pp.229-230.
42) 강준만, 앞의 책(주12).p.200.
43) https://www.mindtools.com/pages/article/newSTR_MurphyLaw.htm
(2021.6.1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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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탈인지편향을 위한 구조화분석기법의 유용성
탈인지편향을 위한 학문적인 연구는 정보판단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미국의 정보기관인 CIA 출신의 정보학자들을 중심으
로 20여년전부터 이루어져왔다. 고도의 객관성을 요구하는 정보판단
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는 인지편향을 극복하기 위해 20여
년간 다양한 구조화분석기법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현재 미국 16개
정보기관의 정보공동체에서 사용이 권고되고 있다. 구조화분석기법은
국가 및 기업의 정보, 경영, 정책, 전략 및 전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구조화분석기법의 장점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인지편향을 개선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이다. 구조화분석기법은 분석관이 확인된 인지적 한
계를 완화하고, 알려진 분석적 편향을 회피하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심리상태 또는 사고방식과 관련된 문제점을 분명하게 직시할수 있도록
도와준다.44) 정보실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분석관의 인지적
인 편향성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45) 구조화분석기
법은 위기 및 위험 인식, 정보타당성 인식, 정보신뢰성 인식, 정보평가
기준 인식, 대안선택기준 인식, 실행능력 인식 등 전술한 6개의 의사
결정과정에서 작용할 수 있는 인지편향들을 극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
다고 본다. 현재까지 개발된 구조화분석기법들이 다양한 인지편향을
회피하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차후 연구과
제로 남겨두고 본 연구에서는 범위를 좁혀서 6개 의사결정과정에서
선별된 40개 인지편향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구조화분석기법의 적용범위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44) 이길규외 3인 역, 의사결정을 위한 구조화분석기법(박영사, 2016), p8.
45) 허태회, 해외 의사결정기법의 활용 및 효용성에 관한 연구, 국가안보와 전략(2019,
제19권 4호)

인지편향이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탈인지편향을 위한 구조화분석기법의 적용 연구 ▷▷ 김강무 21

Ⅲ. 인지편향이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1. 위기 및 위험 인식에 대한 영향
타조효과, 정상화편향이 위험수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
다. 이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전략 및 정책환경에 대한 위기 및 위험
판단 즉 문제제기 능력을 저해한다. 표2의 타조효과 사례는 위험을
무시했을 때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인지편향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타조효과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전략 및 정책환경에 대한 위기
및 위험 판단 즉 문제제기 능력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표
2의 정상화편향 사례는 모든 일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방식으로 항
상 기능할 것이라고 믿는 인지편향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정상화편
향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재난이나 위기상황에 대한 위험수준을 객관
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저하시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낙관주의편향, 비관주의 편향은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한 평
가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안보와 국익관련 위기 및 위험발생
가능성을 너무 낮게 보거나 높이 보는 등 객관적인 판단을 저해한다.
그리고 표2의 낙관주의 편향 사례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되기를 원함으로써 사건을 더 유리하게 감지하려는 인지편향에
의한 것이다. 낙관주의 편향은 안보와 국익관련 위기 및 위험발생 가
능성을 너무 낮게 봄으로서 위험인식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저해
한다. 표2의 비관주의 편향 사례는 자신의 삶을 직접 통제할 수 있
을 경우 낙관적이지만 국가, 기업, 시장 등 자신이 통제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 비관적인 느낌을 갖는 인지편향에 의한 것이다. 비관주의
편향은 부정적인 마음에서 무언가 부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크게
과장함으로써 특정 업무에서 성공의 자신감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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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타당성 인식에 대한 영향
정보타당성 인식과정에서는 주관적타당화, 타당성착각이 자료의
객관적 해석에 장애를 주며의사결정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내용을 객
관적으로 평가하는데 지장을 준다. 표3의 주관적타당화 사례는 개인
경험과 지식의 보편적 한계, 무지로 인한 한계 등으로 인해 어떤 주
장이나 현상을 소수의 개인 경험 및 주관적 인식에 근거하여 유효한
것으로서 받아들이려는 인지편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주관적타당화
는 이전의 신념, 기대 또는 가설에 기반하여 두 가지 독립적인 사건
을 더 깊고 숨겨진 관계로 인식하려는 왜곡된 사고를 유발한다. 그리
고 표3의 타당성 착각의 사례는 ①특정 이슈관련 반복되는 동일정보
신뢰다 ②반복되는 통계 수치 신뢰 ③반복되는 현상을 바탕으로 추
세 예측 등 태도로 요약할 수있다. 이는 판단근거가 되는 자료를 다
른 자료들과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예측하려는 인지편향에 의한 것이
다. 타당성착각은 특히 분석된 데이터가 매우 일관된 패턴을 나타내
는 경우, 예측을 과대평가함으로써 잘못된 판단을 유발한다.
또한 착각적상관과 역화효과는 자료내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저해한다. 착각적상관은 상관성에 대한 비논리적 추론을 유발하고,
역화효과는 자료의 객관성 판단을 거부한다. 이는 변수들간의 관계를
잘 못 추론하도록 만들고 자료내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저해한다.
표3의 착각적상관의 사례는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분석상황에 대해
원인을 찾고자 하며 결과를 예측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려는 인지
편향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착각적상관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
건, 변수 등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믿으며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신념을 강화시키고 합리화하는 태도를 갖도록하며 관계변수간 상관
성에 대한 비논리적 추론을 유발한다. 그리고 역화효과는 자신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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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과 다른 주장과 관련자료의 평가에 대한 객관적 판단에 지장을 주
게된다. 표3의 역화효과 사례는 새로운 상충정보를 검토하고 자신의
신념을 조정하는 것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수고를 거
부하려는 인지편향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역화효과는 자신의
신념과 충돌하는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에 저항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기존의 신념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더 많은 신빙성을 부여하려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함으로써 자료의 객관성 판단을 저해한다.
그리고 허위합의효과는 의견의 타당성 평가를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의 의견에 대한 공감수준을 과대평가함으로써 독선을 초래
한다. 표3의 허위합의효과 사례는 자신의 생각과 태도, 행위가 남과
다르지 않은 보편적인 것이라고 믿음으로써 인지적으로 조화와 안정
감을 얻으려 하는 인지편향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허위합의효과는 정
상적 의견일치에 대한 과장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야기하고 조직
구성원들과의 정상적 소통과 합의를 저해한다.

3. 정보신뢰성 인식에 대한 영향
정보신뢰성 인식과정에서는 가용성편향, 환상적진실효과, 권위편
향이 정보신뢰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저해한다. 이는 의사결정과정
에서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정보수집의 용이성, 정보의
반복성, 정보출처의 권위성에 높은 신뢰성을 부여하는 오류를 초래한
다. 표4의 가용성편향 사례는 기본적인 정보처리 용량에 한계가 있어
모든 정보를 탐색하지 못하므로 즉각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가
지 사항을 위주로 판단하려는 가용성편향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가
용성편향은 자신의 기억속에서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정보를 근거로
판단을 내리는 현상을 초래한다. 그리고 표4의 환상적진실효과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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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특정내용이 반복적으로 학습될 경우에 그 사실에 대한 신념
이 강화되고 이를 진실로 믿게 되는 인지편향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환상적 진실효과는 반복된 데이터를 더 진실하다고 간주하며
결과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기는 태도를 유발한다. 또한 표4의 권위편
향 사례는 권위있는 위치에있는 사람들을 따름으로써 시간과 에너지
를 낭비하지 않고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지편향의 영향
에 의한 것이다. 권위편향은 전문성에 상관없이 권위자의 의견이나
판단을 존중함으로써 객관적인 상황판단을 그르치게 만든다.
그리고 신념편향과 확증편향, 선택적지각이 신뢰성기준을 왜곡한
다. 신념편향은 신념과의 부합여부에 따라 선택적지각은 자신이 원하
는 방향에 따라 관련정보에 보다 높은 신뢰성을 부여하는 오류를 범
하게 된다. 표4의 신념편향 사례는 특정사실이 반복적으로 학습될 경
우에 그 사실에 대한 신념이 강화되고 이를 진실로 믿게되는 신념편
향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신념편향은 자신의 신념과 믿음을 바탕으
로 상황판단을 하게 됨으로써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만든다. 또한 표
4의 확증편향사례는 새로운 세계관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 기존의 세계관을 강화하
려는 인지편향에 의한 것이다. 확증편향은 자신의 기존신념에 부합하
는 정보를 취사선택하려 하며 이로 인해 객관성을 상실한 판단 및
결론을 내리게 만든다. 그리고 표4의 선택적 지각 사례는 필요한 정
보를 빨리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정보를 빨리 걸러냄으로써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위협적이고 모순적인 정보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지편향에 으한 것이다. 선택적 지각은 외부정보를 객관적
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인식이나 경험에 가까운 것이나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기억하려는 태도를 유발한다.
그리고 지속영향효과, 부정성편향 등이 정보내용의 객관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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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가를 왜곡한다. 지속영향효과는 자신이 신뢰했던 정보에 대해
오류로 판명되었음에도 신뢰를 유지하고 또한 부정성편향은 정보의
내용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유발하여 객관적 평가를 저해한다. 표4
의 지속영향편향 사례는 자신의 신념을 재조정하는 데에는 많은 에
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정된 정보를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
지편향에 의한 것이다. 지속영향편향은 거짓 주장에 대한 오류가 수
정된 후에도 잘못된 주장과 신념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음으로써
객관적인 상황판단을 그르치게 만든다. 또한 표4의 부정성영향 사례
는 부정적 정보에 민감할수록 생존확률이 높다고 인식하는 인지편향
이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부정성편향은 분석대상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봄으로써 객관적인 판단을 그르치는
태도를 유발한다.

4. 정보평가기준 인식에 대한 영향
정보평가 기준 인식과정에서는 기준점편향, 최신성환상이 비교기
준의 객관성을 저해한다. 이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처음정보와 최신정
보를 다른 정보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용하는 오류를 초래한다. 표5
의 기준점편향 사례는 첫 번째 획득하는 정보에 과도하게의존하려는
인지편향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기준점편향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처음 인식된 특정 정보나 특정 가치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다른 상황
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객관성을 그르치는 태도를 유발
한다. 그리고 표5의 최신성환상 사례는 최근의 정보는 더 잘 기억되
기 때문에 이를 판단에 사용하려는 인지편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최신성환상은 과거 자료보다 최신 정보를 무조건 높게 평가하는 경
향을 보임으로써 정확한 상황 판단을 그르치는 태도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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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근본귀인오류와 집단귀인오류가 인물평가의 객관적 기준
을 왜곡하며 이는 인물평가의 기준으로 개인의 특성을 중심으로 판
단하거나 집단의 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유발한다. 표5의
근본귀인오류 사례는 다른 사람의 문제는 자신이 관찰자로서 상황적
제약에 대해 알기 어려워 대상자의 성향을 가지고 판단하려는 인지
편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근본귀인오류는 사람의 행동을 판단할 때
구조적 여건, 절박한 상황, 집단의 규범, 판단 착오 등 여러 가지 원
인이 있을 수 있으나 원인 요소들을 무시하고 성격이나 동기 등 행
위자의 내적 특성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유발한다. 또한 표5의 집단
귀인오류 사례는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가정하
면서 집단 내의 사람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한다고 가정하는 인
지편향에 영향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집단귀인오류는 특정 개인의
신념, 태도, 특성 및 선호도가 자신이 속한 특정집단의 선호도와 유
사하다고 추측함으로써 개인을 평가하는데 개인의 행동에 초점을 맞
추기보다는 집단의 행동이나 태도에 기반을 두고 판단하도록 만든다.
아울러 자기위주편향, 거울이미지효과, 주의편향 등이 자기사고
중심의 기준을 만들어냄으로써 객관성을 왜곡하고 있다. 이는 자기의
이해와 자기의 사고를 중심으로 상황을 해석하거나 자신이 선호하는
특정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결정을 하는 등 오류를 범할수 있다. 표5
의 자기위주편향 사례는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거나 자기고양을 증
진하고자 하는 인지편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자기위주편향은 성공
요인을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돌리고 실패요인은 외부 요소로 간
주하며 부정적인 피드백의 타당성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잘못과 실
패를 간과하고 자신을 과신하는 태도를 유발한다. 또한 표5의 거울이
미지효과의 사례는 무언가에 대해 사고하는 방식이 전형적이라고 생
각하며, 다른 정상적인 사람들도 매우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 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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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하는 인지편향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거울이미지효과는 자
신의 기준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시각을 동일시 함으로
써 상황과 사람들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상실하는 태도를 유발한다.
그리고 표5의 주의편향 사례는 특정 자극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
고 다른 자극을 무시하는 인지편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주의편향은
특정한 속성에 몰두하거나 집착함으로써 종합적인 사고가 부족하게
되어 판단을 그르치는 태도를 유발한다.
또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특정대상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유발하
고 있다. 이는 오랫동안 주변의 환경에 의해 인식되어온 관념들이 대
상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저해한다. 표5의 편견의 사례는 자신이 속
한 집단에 애착을 갖기 시작하며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속하지 않은
모든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려는 인지편향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편견은 인종, 나이, 성별, 성적 취향, 계급 상태, 종교 및
국적과 같은 요인에 근거하여 대상 집단의 구성원을 차별하는 태도
를 유발한다. 표5의 고정관념 사례는 사물 ·상황 ·인물 등에 대해 미
리 접한 정보나 자신이 처음 접했을 때 가진 지식이 강력하게 작용
하는 인지편향 때문이다. 고정관념은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 대한 전
반적 지식 없이 독특한 특징에 의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
여된 부정적 인식관념을 가지는 태도를 유발한다.

5. 대안선택기준 인식에 대한 영향
대안선택 기준 인식과정에서는 편승효과와 집단사고가 객관적 대
안의 선택을 제약한다. 이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수의 압력이 분석관
의 대안판단과 선택에 지장을 준다. 표6의 편승효과 사례는 주위의
다수 의견을 일종의 사회적 압력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의사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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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려는 인지편향에 의한 것이다. 편승효과의 영향은 분석관 자신
의 판단이나 신념에 관계없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점을
따라 갖게 됨으로써 객관적인 대안선택을 그르치는 태도를 유발한다.
또한 표6의 집단사고 사례는 결속력이 높은 소수의 의사 결정 집단
이 대안에 대한 분석과 이의 제기를 억제하면서 공동의 합의를 쉽게
이루려고 하는 인지편향에 의한 것이다. 집단사고의 영향은 집단에서
내린 결정의 맹점과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되는 태도를 유발한다.
그리고 제로리스크 편향은 위험에 대한 과민한 반응으로 인해 비
합리적인 과도한 대응을 유발하거나 모호성편향은 합리적 대안의 선
택폭을 제약하게 된다. 표6의 제로리스크 편향 사례는 예측할 수 없
는 많은 결과에 대한 완전하지 않은 통제 욕구와 비교하여, 단일의
보다 사소한 결과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기를 원하는 욕구에 연
연하는 인지편향의 영향 때문이다. 제로리스크 편향의 영향은 잔존위
험을 줄이기 위해 부적절한 과다비용을 지출하게 됨으로써 수익보다
도 더 큰 손실을 가져오는 태도를 유발한다. 모호성편향의 영향은 알
수 없는 확률보다 알려진 확률에 대해 우호적인 편향을 보임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지 않고 상대적 손실을 가져
오는 경우로서 다음 태도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표6의 모호성편향
사례는 알려지지 않은 확률이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므로 선택을 피하
려 하는 인지편향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선택지원편향과 현상유지편향이 비합리적인 결정을 합리
화한다. 선택지원편향은 자기방어를 위해 잘못된 결정에 대해 합리성
을 부여하는 오류를 유발하며 현상유지편향은 새로운 합리적 대안
모색을 제약한다. 표6의 선택지원편향 사례는 과거의 결정을 기억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보이게하기 위해 자신의 기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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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었다고 왜곡하려는 인지편향에 의한 것이다. 선택지원편향은
자신의 결정에 결함이 있더라도 한 번 내린 결정을 밀고 나가려 함
으로써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고 더 큰 손실을 초래한다. 또한 표6
의 현상유지편향 사례는 변화의 방향이 긍정적일 경우가 조금 더 크
더라도 부정적인 효과를 더 크게 인지하는 인지편향에 의한 것이다.
즉 이것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 대신 손실을 피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현상유지편향의 영향은 분석관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이전에 결정한 결정을 고수함으로써 변화가 줄 수 있는 개선,
발전, 수익창출의 기회를 상실하는 태도를 유발한다.
아울러 도박사의 오류와 제로섬 편향이 사건예측에 대한 오류와
과당경쟁을 유발한다. 도박사의 오류는 사건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비
합리적 예측을 초래하고 제로섬편향은 흑백논리에 기반하여 대안의
선택폭을 제약한다. 표6의 도박사의 오류 사례는 이전에 경험한 사건
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평가함으로써 특정 사건의 확률을 판단하려는
인지편향에 의한 것이다. 도박사의 오류 영향은 실제로는 독립적인
확률로 일어나는 사건임에도 특정 사건의 발생이 일련의 사건에 뒤
이어 발생할 가능성이 낮거나 또는 높다고 잘못 판단하는 태도를 유
발한다. 또한 표6의 제로섬편향 사례는 자원이 끊임없이 부족한 인간
환경에서 성공적인 자원 확보가 생존에 유리하다는 암시적 가정을
갖는 인지편향에 의한 것이다. 제로섬편향은 다른 사람들을 경쟁적
위협으로 보게 되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또
는 비협력적으로 행동하는 태도를 유발한다.

6. 실행능력 인식에 대한 영향
실행능력 인식과정에서는 계획오류와 과신효과가 취약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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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패하도록 만든다. 의사결정과정에서 계획오류는 예산, 인력, 기
간 등 제반조건에 대한 판단오류를 초래하고 과신효과는 자신의 실
행능력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저해한다. 표7의 계획오류 사례는 계획
을 수립할때 머리 속에서 생각하는 것과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
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인지편향 때문에 발생한다. 계획오류는 자
신이 수행하는 일의 속도를 과대 평가하거나 일을 끝내기까지 걸리
는 시간을 과소 평가함으로써 손실을 초래하는 태도를 유발한다. 또
한 표7의 과신효과 사례는 종종 자신의 능력, 지식 또는 작업에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
단을 그르치게 되는 인지편향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과신효과는 도
전이나 위험을 극복할 능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과도한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객관적인 상황판단에 실패하게 만든다.
그리고 몰입상승효과, 조명효과가 실행능력에 대한 객관적 판단
을 저해한다. 몰입상승효과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손실만회와
성공집착으로 무리한 추진을 유발하고 조명효과는 자신이 가장 합리
적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한다. 표7의 몰입상승효과 사례는 시간
과 에너지를 투자한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자 하는 욕망이 크게
작용하는 인지편향으로 인한 것이다. 몰입상승효과는 의사결정을 내
린 후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증거와 새로운 정보들
이 나타나는데도 과거의 의사결정을 수정하지 않고 오히려 몰입하고
집착함으로써 더 큰 손실을 만든다. 또한 표7의 조명효과 사례는 자
아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여 자기 주변의 세계를 평가하
려는 인지편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조명효과는 세상일이 자신을 중
심으로 움직인다고 착각함으로써 다른 사람에 대해 과소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결점이나 실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위축되는 태도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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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편향과 머피의 법칙이 성공에 대한 과대망상과 부정적 사
고 등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생존자편향은 성공이 쉽다는 인식을
주게되고 머피의 법칙은 성공이 어렵다는 잘못된 인식을 주게된다.
표7의 생존자편향 사례는 운의 중요성이나 다른 요소에 관계없이 실
패사례보다 생존사례를 중시하는 인지편향에 의한 것이다. 생존자편
향은 실패 사례에 대한 고려없이 성공사례에 대한 비판적 사고의 폭
을 좁힘으로써 판단을 그르치는 태도를 유발한다. 또한 표7 머피의
법칙 사례는 부정적 심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잘못될 확률을 높
게 인식하는 인지편향에 의한 것이다. 머피의 법칙은 자신에게 맡겨
진 것 또는 자신이 부딪히게 되는 상황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추론함으로써 자신감이 결여되거나 비관주의 편향을 가지게 된다.

IV. 의사결정과정에서 구조화분석기법 적용 범위
1. 위기 및 위험인식의 정확성과 적시성 판단 개선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위해서는 문제의 심각성 인식에 대한 정확
성, 대응시점에 대한 적시성 판단을 필요로 한다.46) III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타조효과는 문제제기의 능력을 저해하고 정상화편향은 위
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판단을 저해한다. 타조효과의 문제점은 위험을
회피하려함으로써 문제의 정확성 판단오류를 초래하고 또한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적시성 판단의 오류를 초래한다. 정상화편향의 문제
점은 문제에 대한 심각성수준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문제의

46) 김윤덕, 국가정보학(2006, 박영사).p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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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 판단오류를 초래하며 또한 적절한 대응시기를 인식하지 못함
으로써 적시성 판단의 오류를 초래한다. 낙관주의편향과 비관주의 편
향은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낙관주의
편향과 비관주의 편향은 위험발생수준에 대한 인식오류를 유발함으
로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정확성 판단과 대응시점에 대한 인식부
족으로 인해 적시성 판단오류를 초래한다. 이를 통해서 타조효과, 정
상화편향, 낙관주의 편향, 비관주의 편향이 문제제기의 과정에서 정
확성과 적시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문제제기 인식관련 위기나 위험의 정확성과 적시성 판단 개선의
방향에서 구조화분석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
기 해당 인지편향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위해서 정확성과 적시성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구조화분석기법은
특정 인지편향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것은 아니며 분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개발되었다. 문제제기과정에서 정확성과 적시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화분석기법을 적용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인지편향을 차
단하고 분석의 수준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다음과 같은 구조화분
석기법이 유용하다. 위기나 위험의 정확성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화분석기법으로는 ‘징후분석기법’이 유용하다. 징후분석(Indicator
Analysis)은 사건을 추적하고 추세를 탐지하며 예기치 않은 변화를
경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법으로 현존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매
우 높은 행동, 조건, 사실 또는 사건들로 구성된 징후를 사전에 수립
하여 관찰함으로써 조기경보와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징후분석은 문제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도
움을 준다.47) 위기나 위험의 적시성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
47) 이길규외 3인 역(주44).pp.1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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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석기법으로는 ‘위기확률 및 영향분석’이 유용하다. 위기확률 및
영향분석(Risk probability and Impact Matrix)은 프로젝트에 부
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위기사건의 발생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한 기
법으로 확률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기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
성을 분석하고 사건의 발생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위기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
한 조치를 사전에 마련하여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준다.48) 위
기확률 및 영향분석은 대응시기와 대응방향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준
다.49)

2. 정보자료 내용, 논증, 변수관계 타당성 평가 개선
합리적인 정보자료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는 정보자료가 갖고
있는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정확성 판단 능력이 필요하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보판단의 근거로 정보자료 즉 첩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진실의 부합성 즉 정확성을 판단해야 한다. III장에서 전
술한바와 같이 주관적타당화, 타당성착각이 자료의 객관적 해석에 장
애를 준다. 주관적타당화의 문제점은 자신과 의미있는 정보자료의 내
용을 중시함으로써 정보자료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저해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객관성이 없는 정보자료를 신뢰성이 떨어지는 정
보판단에 이용하는 위험을 초래한다. 타당성착각의 문제점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자료를 신뢰함으로써 객관적인 예측을 저해하는 것이
다. 결과적으로 객관성이 없는 패턴을 맹신함으로써 빗나간 예측을
48) http://apppm.man.dtu.dk/index.php/Impact_and_Probability_in_Risk_Asse
ssment (2021.6.19.검색)
49) http://apppm.man.dtu.dk/index.php/Impact_and_Probability_in_Risk_Assess
ment(2021.10.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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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된다. 또한 착각적상관의 문제점은 변수간의 상관성을 잘못 판단
함으로써 인과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그르치는 것이다. 결과적
으로 잘못된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상황에 대해 비논리적 판단을 하
는 것이다. 역화효과의 문제점은 자신의 신념을 기준으로 정보자료의
타당성을 평가함으로써 객관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객관적 자료의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정보판단의 객관성이 떨어지게
된다. 허위합의효과의 문제점은 자신의 의견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공감수준을 과대해석함으로써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저해하
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공감수준을 제대로 인
식하지 못한 독선적인 판단을 초래한다. 상기 전술한 인지편향들이
정보자료의 정확성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보의 타당성인식관련 구조화분석기법을 정보자료 내용, 논증, 변수
관계 타당성 평가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적용해야한다고 본다.
객관적인 정보자료에 대한 정확성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기 해당 인지편향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
보자료해석의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구조화분석기법중 다
음기법들이 유용하다. 정보자료의 객관적 해석과 관련하여 ‘핵심가정
분석’이 유용한다. 핵심가정분석(Key Assumption Check)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가정들과 각 가정들의 근본을 이루는 근거들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법으로 주장에 대한 새로
운 통찰력을 생성하게하고 타당성의 수준을 확인토록 해준다.50) 핵
심가정분석은 무엇보다도 정보자료 내용의 타당성을 선별하는데 유
용하다. 비논리적 정보판단과 관련하여 ‘논증지도’가 유용하다. 논증
지도(Argument Mapping)는 특정 주장의 논증을 검증하는데 사용
되는 기법으로 검증대상의 주장, 가설, 판단을 기술하고 이를 지지하
50) 이길규외 3인 역(주44).pp.24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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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반박하는 모든 가정과 증거들을 논증지도에 배열함으로써 타당
성을 검증한다.51) 변수간의 타당성 평가에는 ‘인과고리분석’이 유용하
다. 인과고리 분석(Causal Loop Diagrams)은 특정한 문제에 영향
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인과적 관계로 모델화하여 근원적 요
인을 분석하는데 활용되는 기법으로 문제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요소를 최대한 추출하고 추출한 요소들을 원인과 결과의 상관관
계로 조합하여 분석함으로써 전체 상황의 인과관계를 총체적으로 이
해하는데 도움을 준다.52)

3. 정보내용과 출처의 신뢰성 평가 개선
합리적인 정보자료의 신뢰성 평가를 위해서는 정보자료가 갖고
있는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신뢰성 판단능력이 필요하다. 가용성편향
의 문제점은 수집이 용이한 정보자료를 신뢰함으로써 정보자료의 신
뢰성 판단을 저해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신뢰수준이 떨어지는 정보
자료에 대해 높은 신뢰성을 부여하여 정보판단의 중요근거로 활용하
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환상적 진실효과의 문제점은 반복되는 정보
에 높은 신뢰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신뢰성이 적은 정보
임에도 반복수준을 신뢰기준으로 활용하여 정보판단을 하게 되는 오
류를 범하게 된다. 권위편향의 문제점은 정보출처의 권위성에 과도한
신뢰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보의 출처가 되는 대상이 다른 분야의
정보내용에 대해서도 권위성을 가질것이라고 오판함으로써 그릇된
판단을 하게된다. 또한 신념편향과 선택적지각이 신뢰성기준을 왜곡

51) https://en.wikipedia.org/wiki/Argument_map (2021.6.19. 검색)
52) https://thesystemsthinker.com/causal-loop-construction-the-basics/ (2021.6.
1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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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신념편향의 문제점은 자기신념과의 부합여부에 따라 정보자료
에 대한 신뢰성의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객관적 판단을 저해하는 것
이다. 또한 선택적지각 역시 자신의 희망사항이 기준이 되어 정보자
료에 대한 신뢰성의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객관적 판단을 저해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보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수 있는 정보자료의
선택을 제한하게 된다. 지속영향효과, 부정성편향 등이 정보내용의
객관성에 대한 평가를 왜곡한다. 지속영향효과의 문제점은 자신이 신
뢰했던 정보가 오류로 판명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이를 신뢰함으로
써 정보판단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객관성이 미흡한
근거를 바탕으로 그릇된 정보판단을 하게된다. 상기 전술한 인지편향
들이 정보자료의 신뢰성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정성편향의 문제점은 정보자료의 객관성 수준에 상관없이 내용을
불신하는 것이다. 이는 정보판단에서 활용할수 있는 객관적 근거자료
의 선별을 제약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의 신뢰성인식관련 구조화분석
기법을 정보내용과 출처의 신뢰성 평가 개선 방향으로 적용해야 한
다고 본다.
객관적인 정보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기 해당 인지편향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
음과 같은 구조화분석기법이 유용하다. 정보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객
관적 평가와 관련하여 ‘구조화자기비판’이 유용하다. 구조화 자기 비
판(Structured Self-Critique)은 반대편의 관점에서 출처의 불명확
성, 분석절차, 핵심가정, 증거의 진위, 특이 증거, 첩보의 갭, 대안적
결정, 기만의 가능성 등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 기존분석 내용을 검토
함으로써 자신들이 실시한 분석의 약점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53) 정
보내용의 신뢰성 평가와 관련하여 ‘악마의 변론’이 적용될 수 있다.
53) 이길규외 3인 역(주44).pp.29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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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변론(Devil’s Advocacy)은 주장, 판단, 계획, 의사결정에 대
해 비판적으로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는 기법으로 특히 대안적 해결
책이 철저히 고려되었는지를 확인할 때 주장 및 판단의 오류 가능성
을 찾아내기 위해 의심스러운 가정, 증거, 가설 및 주장, 증거부족 등
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최선의 판단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준다.54)

4. 정보자료의 신뢰성, 상황요소, 사고기준 비교의 객관적 판단의
개선
정보평가기준의 인식문제는 정보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2가지에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의미로 볼 수 있다. III장에서 전술한 바
와 같이 기준점편향의 문제점은 자신이 처음 획득한 정보에 대해 정
확성과 신뢰성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정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
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른 정보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잘못평가함으로써 그릇된 판단을 하게된다. 최신성환상의 문제점은
최신정보에 대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더 부여함으로써 과거의 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저해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과거와 현재에
이른 전체적인 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써 추세 및
흐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 근본귀인오류와 집단귀인
오류가 인물평가의 객관적 기준을 왜곡하며 이는 인물평가의 기준으
로 개인의 특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거나 집단의 속성을 기준으로 판
단하는 오류를 유발한다. 근본귀인오류의 문제점은 분석대상 인물의
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요소를 판단근거로 사용함으로써 정확성과 신
54) https://medium.com/@kavyachaturvedi10/devils-advocate-theory-196bff3b
38cd (2021.6.1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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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성이 저해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상인물의 행위와 관련하여 의
사결정과정의 환경적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정확성을 배제시키고 있
으며 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요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신뢰성
에 대해 그릇된 평가를 함으로써 비논리적인 상황판단을 하게된다.
자기위주편향, 거울이미지효과, 주의편향과 등이 자기사고 중심의 기
준을 만들어냄으로써 객관성을 왜곡하고 있다. 자기위주편향의 문제
점은 자기이해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상황을 잘못해석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상황해석으로 잘못된 행위를 유발하게된다. 거울
이미지효과의 문제점은 자신의 사고를 기준으로 다른 상황을 판단하
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황판단의 객관성을 상실함으로써 상황을 오
판하게된다. 주의편향의 문제점은 특정한 기준에 자극되어 그릇된 평
가를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주의에 휩쓸린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
을 그르치게 된다. 자기중심사고, 거울이미지효과, 주의편향등의 기준
점들이 정보내용에 대한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고 신뢰성 또한 미흡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특정대상에 대한 왜
곡된 인식을 유발하고 있다. 편견과 고정관념은 주변환경으로부터 오
랫동안 학습되어온 시각을 중시함으로써 객관성인 평가를 저해하는
것이다. 편견과 고정관념은 객관성이 적을수 있어 정확성이 미흡하고
또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심어주고 있는 주변사람들의 권위편향에 영
향을 받을 수 있어 신뢰성이 미흡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인물 및 상
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상실은 비합리적인 행위와 행동을 유발하
게 된다. 상기 전술한 인지편향들이 정보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해
석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보평가기준
인식관련 구조화분석기법을 첩보의 신뢰성, 상황요소, 사고기준 비교
의 객관적 판단의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정보자료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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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기 해당 인지편향을 제거하는 것이 필
요하고 다음과 같은 구조화분석기법이 유용하다.
비교기준의 객관성과 관련하여 ‘경쟁가설분석’이 유용하다. 경쟁가
설분석(Analysis of competitive hypotheses)은 경합관계에 있는
가설들을 동시에 평가하기 위하여 가설과 증거들을 행렬표에 담아
가설간의 연관성과 증거의 변화를 추적해가며 가설을 검증하는 기법
으로 가설과 증거사이에 가능한 모든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판단
에 영향을 주는 소수의 증거항목을 확인토록 해준다.55) 인물 및 상
황평가의 기준왜곡과 관련하여 ‘내외요소분석’이 유용하다. 내외요소
분석(Internal-External EvaluationFactor Matrix)은 프로젝트와
연결된 내부, 외부의 비즈니스 요소들을 평가하는 기법으로 내부요소
와 외부요소를 리스트화하고 중요성과 반응을 중심으로 대상을 총체
적으로 평가하는데 도움을 준다.56) 자기사고중심의 기준과 관련하여
‘레드햇분석’

등의

적용이

유용하다.57)

레드

햇분석(Red

Hat

Analysis)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분석하고 행동을 예측하려는
기법으로 상대의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의 과거 행위 및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상대를 정확하게 분
석하게해준다. 그리고 왜곡된 고정관념과 관련하여 ‘여섯색깔모자사
고’ 이 유용하다.58) 여섯색깔모자사고(Six Thinking Hats)는 정보,
감정, 취약성, 장점, 창의성, 사고의 조직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동시
에 관심을 갖고 관련되는 관점들을 바탕으로 이슈에 접근함으로써
55) Richards J. Heuer, Jr, Psychology of Intelligence Analysis(Center for the
study of intelligence, 1999).pp.95-96.
56) https://strategicmanagementinsight.com/tools/ife-efe-matrix.html (2021.6.
19. 검색)
57) 이길규외 3인 역(주44).pp.267-268.
58) https://en.wikipedia.org/wiki/Six_Thinking_Hats (2021.6.1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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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관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게 해주며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시
각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5. 대안 및 상황의 객관적 판단 개선
합리적인 대안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최대한 가능성 있는 가설과 시나리오 검토가 필요하다. III장에서 전
술한 바와 같이 편승효과와 집단사고가 객관적 대안의 선택을 제약
한다. 편승효과의 문제점은 다수의 선택에 대해 합리성 수준을 높이
부여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수가 선택하는 대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무시하고 관련대안을 선택함으로써 다른 합리적 대안을 배제
하게 되는 것이다. 집단사고의 문제점은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결정
에 합리성을 높이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집단의 결정에
대한 비판을 억제시키고 결정에 대한 합리성 판단을 차단함으로써
합리적 다른 대안의 선택을 제약하게된다. 또한 비합리적인 결정을
맹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제로리스크편향과 모호성 편향
이 위험에 대한 과도한 반응을 유발한다. 제로리스크 편향의 문제점
은 위험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함으로써 불필요한 과잉대응을 유발한
다. 결과적으로 무리한 자원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모호성
편향의 문제점은 의심의 여지가 있는 대안을 배제시킴으로써 합리적
대안선택의 폭을 줄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폭넓은 대안검토를 제약
함으로써 효과성있는 대안선택을 제한 할 수 있다. III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선택지원평향과 현상유지편향이 비합리적인 결정을 합리
화한다. 선택지원편향의 문제점은 자신의 결정을 최선의 결정으로 합
리화함으로써 다른 합리적인 대안을 재검토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것
이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지속함으로써 손실을 초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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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상유지편향의 문제점은 현상의 조건을 유리하다고 판단함으로
써 현상변경을 통한 이익을 검토하지 않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새로
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들에 대한 검토를 제약함으로써 이익
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도박사의 오류와 제로섬
편향이 사건예측에 대한 오류와 과당경쟁을 유발한다. 도박사의 오류
문제점은 과거사건에 기반한 확률이 미래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봄으로써 잘못된 예측을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근거없는
확률적 예측을 함으로써 합리적 대안의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된다. 제
로섬편향의 문제점은 경쟁에서 획득하는 결과물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어 많이가져야 한다고 오판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치열한 경쟁의
식을 유발시킴으로써 윈-윈할수 있는 협력대안 선택을 제한하게 된
다. 따라서 대안선택기준 인식관련 구조화분석기법을 가설, 대안, 상
황의 객관적 판단 개선 방향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합리적 대안의 선택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기 해당 인지편향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음과 같은 구조화
분석기법이 유용하다. 편승과 집단적 사고에 의한 합리적 대안선택과
관련하여

‘진보적

장애물기법’이

유용하다.

진보적

장애물기법

(Progressive Hurdles)은 아이디어 창출을 통해 모아진 많은 아이디
어들 중에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하기
위한 기법으로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선별해내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아이디어 선별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는데 도움
을 준다.59) 위험반응관련 균형있는 결정과 관련하여 ‘역장분석’이 유
용하다. 역장분석(Force Field Analysis)은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모든 요소(힘)들을 분석하여 특정업무나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으로 제안된
59) https://www.mycoted.com/Progressive_Hurdles (2021.6.1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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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에 대한 지지와 저항요소들을 리스트화하고 토론, 평가함으
로써 저항요소를 줄이고 지지요소를 강화하는 유리한 솔루션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기결정 합리화를 개선하기 위한 기법으
로 ‘의사결정수’기법이 유용하다. 의사결정수(Decision Tree)는 나무
의 가지를 가지고 목표와 상황과의 상호 관련성을 나타내어 초래될
불확실한 상황들과 그것이 가져올 모든 가능한 결과에 대해 확률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적 대안을 선택하도록 해준다.60) 과당경쟁과
관련하여 ‘협조게임’등이 유용하다. 협조게임(Cooperative Game)은
참가자 그룹들 간의 경쟁이 있으나 경기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자발
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에 합의하여 연대가 허용되는 게임으로 연
합을 형성하여 집단이 취하는 공동 행동과 그 결과로 생기는 집단적
보상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준다.61)

6. 실행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개선
실행능력의 객관적 판단을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취약요
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한다. III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계획오류
와 과신효과가 취약요인 분석에 실패하도록 만든다. 계획오류의 문제
점은 목표를 완수하는데 소요되는 자원요소들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
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된
기간에 목표를 완수하지 못하게 된다. 과신효과의 문제점은 목표완수
와 관련된 자신의 취약요소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다.
잘못 판단된 능력을 바탕으로 한 목표는 결과적으로 완수되지 못하

60) 노화준, 정책분석론(박영사, 2012).pp.269-288.
61) https://www.intechopen.com/books/game-theory-relaunched/cooperativegame-theory-and-its-application-in-localization-algorithms (2021.6.1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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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패로 끝나게 된다. 몰입상승효과, 조명효과가 실행능력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저해한다. 몰입상승효과의 문제점은 실패상황의 취약
요인을 경시하고 성공시킬 수 있다고 과잉확신하고 무리하게 밀어붙
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의사결정을 수정하지 않음으로써 작은 실패
를 큰 실패로 부풀리게 된다. 조명효과의 문제점은 자신이 세상의 중
심으로 보고 자신의 합리성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이다. 결과적으
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잉확신으로 인해 과신효과를 초애하게 된
다. 또한 생존자편향과 머피의 법칙이 성공에 대한 과대망상과 부정
적 사고 등 영향을 주고 있다. 생존자편향의 문제점은 알려져 있는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성공을 일반화함으로써 성공가능성을 높게 보
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의 구
체적인 요인들에 대한 분석에 실패함으로써 무모한 도전을 초래 할
수 있다. 성공이 어렵다는 잘못된 인식을 주는 머피의 법칙의 문제점
은 부정적 확률을 과대인식함으로써 성공가능성을 낮게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도전의 기회를 감소시키고 과업의 성과를 축소시키게 된
다. 따라서 실행능력인식관련 구조화분석기법을 자신의 취약요인과
실행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개선 방향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실행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발
생시키고 있는 상기 해당 인지편향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음
과 같은 구조화분석기법이 유용하다. 취약요인분석과 관련하여 ‘실패
모드 및 영향분석’이 유용하다. 실패모드및 효과분석(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은 업무의 과정 전반에 걸쳐 실패의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획자나 매니저가 실패모드를 확인하고 액션플
랜을 재점검토록 해주는 기법으로 위험의 가능성과 결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문제발생을 피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실행함으로써 업무과
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준다.62) 자신의 실행능력에 대한 과잉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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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하여 ‘스와트분석’이 유용하다. 스와트분석(SWOT Analysis)
은 강점(Strenth), 약점(Weakness) , 기회(Opportunity), 위협
(Threat)의 기준을 통해 내부 및 외부환경을 진단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법으로 강점, 약점, 기회, 위협관 관련된 리스트를
도출하여 4가지 분야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략의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비즈니스전략, 투자,
제품개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전략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다.63) 성
공에 대한 과대망상에 대해 ‘사전실패가정분석’ 등이 유용하다. 사전
실패가정분석(PremortemAnalysis)은 미래의 시점에서 분석이 실패
했다는 것을 가정하고 왜 실패 했는지 그 요인을 찾아가는 분석기법
으로 잠재적 실패요인을 확인하고 분석함으로써 실패가 발생하기 이
전에 분석실패의 위험성요소를 발견하고 제거하는데 도움을 준다.64)
성공의 가능성에 대한 불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역가정분석이 유용
하다. 역가정기법(Reversal Assumption)은 확인된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법으로 문제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더 많이
획득하기 위해 이슈, 아이디어, 목적 등을 부정적인 형태로 기술함으
로써 역가정을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창출하는데 도움을 준다.65)

62) https://www.juran.com/blog/guide-to-failure-mode-and-effect-analysis-fm
ea/ (2021.6.19. 검색)
63) https://www.liveplan.com/blog/what-is-a-swot-analysis-and-how-to-do-it-r
ight-with-examples/ (2021.6.19. 검색)
64) https://www.processexcellencenetwork.com/business-process-managementbpm/articles/pre-mortem-analysis-anticipating-pitfalls-to-incre (2021.6.19.
검색)
65) https://thinkjarcollective.com/tools/reversing-assumptions-technique/
(2021.6.1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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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의사결정은 정보를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정보분석과정과 동일하
다고 볼 수 있다. 의사결정은 사실상 하나의 정보사안에 대해 문제의
제기에서부터 정보자료의 수집, 정보자료의 평가, 정보판단, 대안의
검토 등 정보생산의 시작에서부터 종료까지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본론을 통해 6개의 의사결정과정에서 40여개의 다양한 인
지편향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사결정의 객
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지편향의 영향을 극복해야
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구조화분석기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의사결정과정에서 문제제기의 적합성과 적시성 판단
개선, 정보자료 내용, 논증, 변수관계 타당성 평가개선, 정보내용과
출처의 신뢰성 평가 개선, 첩보의 신뢰성, 상황요소, 사고기준 비교의
객관적 판단의 개선, 가설, 대안, 상황의 객관적 판단 개선, 자신의
취약요인과 실행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개선의 방향으로 구조화
분석기법을 적용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1. 문제제기의 적합성과 적시성 판단관련 문제제기의 능력 저해,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판단 저해, 위험발생수준에 대한 인
식오류 유발 등
2. 정보자료 내용, 논증, 변수관계 타당성 평가관련 정보자료내용
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저해, 객관적인 예측 저해, 인과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오류, 객관적 자료선택 제한, 객관적 공감
수준 왜곡 등
3. 정보내용과 출처의 신뢰성 평가관련 정보자료의 신뢰성 판단
저해, 정보자료에 대한 신뢰기준 왜곡, 정보내용의 객관성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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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왜곡 등
4. 정보자료의 신뢰성, 상황요소, 사고기준 비교의 객관적 판단관
련 과거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저해, 인물평가의 객관적
기준 왜곡, 상황판단의 객관성 상실, 인물 및 상황에 대한 객
관적 평가의 상실 등
5. 대안 및 상황의 객관적 판단관련 객관적 대안의 선택 제약,
효과성있는 대안선택을 제한, 비합리적인 결정 합리화, 사건예
측에 대한 오류, 과당경쟁 유발 등
6. 실행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관련 목표완수 자원요소들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왜곡, 목표완수와 관련된 취약요소 판단
왜곡, 실행능력에 대한 판단 저해, 성공에 대한 과대망상과
부정적 사고 유발 등이다.
따라서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극복하기 위
한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6가지 방향으로 구조화분석 기법들을 적용
해야 한다.
1. 위기 및 위험인식의 정확성과 적시성 판단을 개선
2. 정보자료 내용, 논증, 변수관계 타당성 평가 개선
3. 정보내용과 출처의 신뢰성 평가 개선
4. 정보자료의 신뢰성, 상황요소, 사고기준 비교의 객관적 판단의
개선
5. 대안 및 상황의 객관적 판단 개선
6. 실행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개선 등이다.
물론 구조화분석기법이 객관적인 의사결정의 수행을 위해서 분해
와 시각화, 아이디어창출, 시나리오 분석, 가설수립과 검증, 인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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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도전분석, 갈등관리, 의사결정지원 등 다양한 목표를 지향66)하
면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개별적인 인지편향을 극복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6개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관련성이 큰 인지편
향으로 인해 의사결정을 왜곡되는 현상들을 극복하는 데에는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의사결정에서 실패하는 것은 정보의 부족이 30%이고 인지편향의
비중이 70%라고 알려져 있다.67) 본론을 통해서 의사결정과정에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지편향의 영향을 극복하는 것
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사결정의 객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구조화분석기법의 적용이 유용함을 알 수 있다. 결과적
으로 탈 인지편향을 위한 논증기반 구조화분석기법의 적용은 의사결
정의 능력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16개 정보기관의 정보공동체에서 구조화분석기법의 사용을 적극 권
장하고 있는 상황이 의사결정과정에서 구조화분석기법을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66) 이길규외 3인 역, 앞의 책(주44), pp16-17.
67) Royce, Celeste S. MD; Hayes, Margaret M. MD; Schwartzstein, Richard M.
MD, Teaching Critical Thinking: A Case for Instruction in Cognitive
Biases to Reduce Diagnostic Errors and Improve Patient Safety, Academic
Medicine: February 2019 - Volume 94 - Issue 2 – pp.187-194. 의사의 진단
실패 원인중 인지편향이 70%이상이라고 밝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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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ect of Cognitive Bias o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and the Application
Range of Structured Analysis Techniques
Kim Kang Mu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effect of cognitive
bias o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and to explore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argument-based structured analysis technique
developed for decognition bias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its
influence. Cognitive bias affects six information analysis processes,
including risk and risk perception, information validity perception,
information reliability perception, information evaluation standard
recognition, alternative selection criterion recognition, and execution
ability recognition. Each process leads to irrational thinking and
judgment in various directions. is causing Based on the effect of
cognitive bias in the intelligence analysis process, I believe that the
application of structured analysis techniques should be applied in
the following directions. An application direction is needed to
improve the accuracy and timeliness judgment of risks and risks
related to risk and risk perception. There is a need for an
application direction to improve the information data content,
argument, and variable relationship validity evaluation related to
information validity perception. There is a need for an application
direction to improve the reliability evaluation of information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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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ources related to information reliability perception. There is a
need for an application direction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information related to information evaluation criteria recognition,
situational factors, and objective judgment of accident criteria
comparison.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alternative selection
criteria, such as improvement of objective judgments of hypotheses,
alternatives, and situations related to recognition. Lastly, it is
necessary to analyze one's own vulnerable factors related to the
recognition of execution ability and to apply direction to improve
objective judgment on execution ability. In the intelligence analysis
process, the use of structured analysis techniques suitable for the
application direction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objective and
rational intelligence analysis by reducing the effect of cognitive
bias.

Key Words

intelligence analysis, cognitive bias, de-cognitive bias, information
validity,

information

reliability,

alternative

selection,

struct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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