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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9∙11로 대표되는 정보의 실패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이 높
아졌다. 실증주의가 합리적 모델을 만드는데 집중해 왔으나, 인식론적 편향을 지난
인간의 행위를 간과함으로써 정보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인지심리학에
서 발견한 것은 인간 행위는 전지전능한 능력자의 입장이 아니라 제한된 지식과 정
보 처리 능력을 가진 인간의 입장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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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의 경험적 실험은 인간의 판단이 어떠한 편향으로 발전하는지를 제시함으
로써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수집과 판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
지적 편향성을 식별하고 이를 활용하여 테러예방의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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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정보환경이 급변하고 9∙11로 대표되는 정보
의 실패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요구는 정보수집과 정보소통 그리고 정보분석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 정보수집의 개선은 전문성 고양, 장비 개선, 그리고 새
로운 기법의 개발을 통해 추진되었고, 정보소통은 정보기관 간 협력을 통
해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수집과 정보소통에 관련된 선진정보기관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도 다양하게 소개되어왔으나, 정보분석과 관련
된 연구동향과 개선방안에 관련된 국내의 소개는 제한적이었다.
과거 정보분석이 실증주의의 영향으로 인간 의지의 영향을 무시하고 인
간 인식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는 체 객관성에 입각하여 계량화한 합리적
모델을 만드는데 치우쳐 왔다.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벗어난 합리적 정보
분석 기법을 개발하려는 노력은 일면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보
분석도 인식론적 편향을 지난 인간의 행위라는 점을 간과함으로써 정보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1)
인간의 행위가 비용과 편익을 중심으로 결정되는 합리적 결과라는 것은
심각한 스트레스와 시간적 압박에 직면한 인간 행위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위기 상황, 즉 테러사태나 도발과 관련된 상황은 전략적
상호작용(strategic interaction)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상대가 인지적 편
향에 의해 행위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효용극대화라는 합리적

*) 본 논문은 2013년 12월 19일 한국국가정보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 논문을 중심으로 수정
보완한 내용임.
1) 정보실패에 대한 논의는 서동구,“정보실패 최소화를 위한 이론적 고찰”2013년 한국국가
정보학회 연례학술회의 (2013년 12월 19일, 코리아나 호텔) 발표 논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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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상황을 오판하여 정보 실패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
다. 전략적 상황에서는 상대의 모자를 쓰고 상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역이용하는 앞
선 판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상대의 의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선진 정보국가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학술적인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수집과 판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지
적 편향성을 식별하고 이를 활용하여 테러예방의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다음 장에서는 정보의 수집
과 판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지적 편향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후 테
러예방이라는 상황에서 인지적 편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 볼 것
이다.

Ⅱ. 정보판단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편향
1. 실증주의 분석의 한계
정보분석에서 실증주의적인 경향은 트레블턴(Gregory Treverton)의
2009년 저작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증주의에서 분석가는 컴
퓨터와 같은“정보 처리자(processor)에 묘사된다. 정보처리과정에서 데
이터와 정보처리 센서가 중립적인 것과 같이 분석가들도 중립적일 것이라
고 가정하고 있다. 올바른 분석을 위해 분석가들은 어떤 의문이나 개인적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며 정보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
이다. 이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오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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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러(Ann Campbell Keller)는 실증주의의 객관적 정보처리에 의문을
제기했다.3) 켈러는 정보분석은 경성과학(Hard Science)이 아니라고 주장
한다. 즉, 정보분석은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결
론을 내릴 수 있는 자연과학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분석가들은 당시
에 지배적인 분석방법과 모델, 그리고 학계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사안
들로 인해 특정정보를 간과하거나, 혹은 특정 정보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
다는 것이다.
켈러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은 정보분석가들은 가치중립적일 수 없으
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해야 하고, 편향성
(Biases)을 지니고 있어 상황에 따라 좌우되며, 정보판단에서 개인의 정치
적 성향과 과거의 경험들이 반영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다.4) 또
한 이들은 정보의 처리와 분석이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일 수 없다면 정
보의 처리와 분석이 어떻게 편향되는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그 편향성이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것이라면 그러한 편향을 이
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체계적이지 않은 편향이라면 극복할 수 있
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리학의 경험적 실험은 인간의 판단이 어떠한 편향으로 발전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심리학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정보를 판단하는 것은 다음
과 같은 이점을 가지게 된다. 첫째 불확실한 정보를 접하는 분석가들에게
2) Gregory F. Treverton, Intelligence for an Age of Terro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3) Ann Campbell Keller, Science in Environmental Policy: The Politics of Objective
Advice (Cambridge, MA:MIT Press, 2009); Charles Weiss,“Communication
Uncertainty in Intelligence and Other Professions”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Vol. 21, No.1(2008).
4) 이에 대한 논의는 Mary Manjikian,“Positivism, Post-Positivism, and Intelligence
Analysis,”International Jouranl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Vol. 26,
No. 3(201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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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사고방식을 전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불확실성 속에서도 올바
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다양한 대안적 판단결과를 제시함으로
써 정보처리와 분석에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경험적 기법을 학습
함으로써 개별 분석가들의 논리적 추론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넷째, 다
양한 변수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직관을 제공하고 보다 정확한 상관관계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5)
경험적 실험에 기반을 둔 추론은 현실 정보분석에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들은 경험적 실험이 3가지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
다는 것을 지적한다. 첫째, 실험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형성
된 상황을 두고 시행되는 실험은 실험자가 자신이 의도한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위적 상황에서 도출된 의도된 결과를 가지고
정보분석에 적용한다는 것은 새로운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다. 두 번째 한계는 첫 번째 한계와 상호 연관된 것으로 피시험자에게 필
요한 변수만을 투입함으로써 다양한 변수가 총체적으로 작용하는 현실 정
보분석가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실험상황은
통제된 상황으로 디자인과 실험 방식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이 심리학의 실험을 통한 접근방식의 문제점으로 부각된다.6)
그러나 실증주의에 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행위자를“단지”가정하는 것
에 비하면 실험적 상황에 기반한 주장은 단순한 가정보다는 현실에 가까
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5) Rose McDermott,“Experimental Intelligence”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Vol. 26, No. 1(2011).
6) 실험에 의한 연구 방법론에 한계에 대한 고전적 논의는 Anthony M. Graziano and
Michael L. Raulin, Research Methods: A Process of Inquiry (Boston: Allyn and
Bacon, 2004), pp.49-5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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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계적 인지적 편향
가. 기대효용이론의 한계
실증주의는 합리적 선택이론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합리적 관점은
비용(cost)과 편익(benefit)의 관점에서 이를 분석하는데, 기대효용이론은
합리적 관점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기대효용이론은 행위자의 선택을 기
대효용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설명한다. 즉, 테러의 발생도 비용(cost)
과 편익(benefit)에 바탕을 둔 효용극대화의 결과라는 것이다. 테러리스트
는 테러의 기대효용이 다른 대안들보다 크고, 편익이 비용보다 클 때 테러
를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7)
기대효용이론
테러 결정 = (Benfit * Pw) - (Cost * Pf)
= (Benefit *Pw) - (Cost * (1-Pw)
기대효용이론에 따르면 테러는 테러로 발생하는 편익에 비례하고, 손실
에 반비례한다. 또한 성공할 확률이 높으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실패할 확률이 높으면 발생할 가능성이 감소한다. 이를 역으로 평가하면
테러를 억제하거나 거부하기 위해서는 테러리스트가 테러를 통해 얻을 편
익을 최소화하고, 손실을 극대화하며, 성공할 확률을 낮춰야 한다는 결론
에 도달한다. 이 관점에서 테러대상의 가치(value)가 높으면 높을수록 테

7) Bruce Bueno de Mesquita, The War Trap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1); Bruce Bueno de Mesquita, and David Lalman, War and
Reas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Imperative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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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 즉 전략적 가치가 높을수록, 경제적 가치가
높을수록, 그리고 안보적 요인과 관련이 높을수록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
이 높아진다.8) 또, 현재의 가치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미래의 가치”혹
은 파급효과가 클 때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9)
그러나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말하는 전략적 가치는 주어지는 것이다. 그
것은 테러리스트에 선험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방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따라서 방어자가 테러를 막는 최선의 방식은 테
러리스트가 테러로 지불해야하는 비용을 극대화하는 것뿐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이 옳다면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만이 존재하게 된다.
하나는 세계의 주요 전략적 요충지들에서 지속적으로 테러가 발생하는 경
우이다. 두 번째는 테러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테러리스트들이 테
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테러리스트들은 그들의 생명의 위협
을 감수해야 한다. 테러리스트들이 기대효용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합
리적이라면 테러를 하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테러리스트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테러를 통해 얻을 편익이 막대하다면 그들은 지속적
으로 전략적인 요충지에 대한 테러를 감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간헐적”
으로 테러
가 발생하고 있다.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테러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
여준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인간 행위가 선택이 명확한 수학적 계산에 의

8) Robert Gli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N.Y.: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Kalevi J. Holsti (1991); John Coakley, ed. The Territorial
Management of Ethnic Conflict (London: Frank Cass, 1993); Paul F. Diehl, ed.,
The Road Map to War: Territorial Dimensions of International Conflict (Nashville:
Vanderbilt University Press, 1999).
9) Barbara F. Walter,“Explaining the Intractability of Territorial Conflict,”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5, No. 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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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선택의 순간에 활
용할 수 있는 수학적으로 계산된 편익과, 손실, 그리고 성공의 확률은 오
류로 가득하다. 그리고 오류와 편향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이점이 심리학 연구가 관심을 끌고 있는 원인이다.

나. 체계적 편향: 전망이론(Prospect theory)
인간은 자신의 주변의 환경과 사회제도, 그리고 다른 인간들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맺으며 살아간다. 인간이 마주치는 각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
의 합리성이 적용된다. 이것은 테러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동일한 상황
에서도 테러 관계자들은 각자 다른 기준에 따라 자신의 목표와 합리성을
규정하고 행위를 결정한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들이 환경과 자극, 상호관
계들은 어떻게“지각하느냐?”
를 모르고서는 이들의 선택을 설명하기 어렵
다.
지각(perception)은 인식과정(sense-making)과정이다. 인간은 주어진
환경을 자기 자신의 고유의 인식과정으로 지각한다. 동일한 자극에 대해
서도 필요(needs), 욕구(desires), 동기(motivations), 개인의 경험
(experiences)에 따라 다르게 인식된다. 그리고 이 인식과정은 고정된 것
이 아니다. 동일한 인간이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도 시간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 인식이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지심리학적인 선택이론인 전망이론
(prospect theory)가 등장했다. 전망이론은 전략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
간의 선택행위에 대한 이론이다. 전망이론은 인간의 선택행위가 영역효과
(frame effect)와 가치(value)와 확률 가중치(weighting)를 통해 결정된
다고 주장한다. 영역효과는 인간의 선택이“이익 영역에서 선택할 때는 안
전한 선택을 선호하고 손실 영역에서는 모험적인 선택을 선호한다”
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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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요약된다. 영역효과는 준거점(reference point)에 따라 결정된다. 특
히 준거점에 못 미치는 손실영역에서는 자신이 정한 준거점(목표점)에 회
기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즉 자신이 정한 준거점이 자신의 목표점이 될 경
우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모험추구적인 성향을 보이고
자신의 목표점을 상회한 시점에서는 안전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다.10) 따
라서 테러가 성공과 실패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결정되는 사안
이라면 테러리스트들은 이익영역에 있을 때 안정된 선택, 즉 테러를 회피
하는 반면, 손실영역에 있을 때 모험추구적인 테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
다.
영역효과에 따르면 테러리스트는 손실영역에 있을 때 위험추구적인 정
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장기적인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추
구될 가능성이 높다. 즉 테러를 감행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대상국을 괴
롭힘으로써 장기적이고 안정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더라도, 손실영역에
있는 상황에서는 위험추구적인 테러를 통해 단기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모험추구 성향은 장기적인 이익이 아닌 단기적인 이익에
집중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어, 위기상황에서 장기적인 이익을 희생하면서
극단적인 단기 이익을 추구한다.11)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테러리스트들은
10) 전망이론에 대한 논의는 Rose McDermott, Risk Taking in International Politics:
Prospect Theory in American Foreign Policy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1). pp.17-33을 참조. 전망이론을 통해 북한 외교정책을 고찰하려
는 노력은 황지환,“전망이론을 통해 본 북한의 핵 정책 변화,”
『국제정치논총』
제46권, 1
호(2006)와 Cha, Victor D.“Hawk Engagement and Preventive Defense on the
Korean Peninsula,”International Security, Vol. 27, No. 1(2002)에 의해 수행되었
다. 또한 약소국의 외교정책의 합리성을 규정하려는 노력은 박상현, 2005,“후세인의 전
쟁 선택요인에 대한 인식론적 고찰:1차 걸프전쟁과 사담후세인의 선택을 중심으로,”
『한
국중동학회논총』
, 25권 2호(2005)와“비대칭분쟁과 약소국의 선택: 전망이론의 관점에
서 본 포클랜드 전쟁”
『국제정치논총』
, 47권 1호(2007)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본 부분
은 박상현의 기존 연구의 핵심 내용을 본 연구의 요지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11) Scott Snyder, Negotiating on the Edge: North Korean negotiating behaviour (US
Institute of Peace, 1999),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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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영역에 있으면 테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세계에서 테러가 발생하는 지역을 보면, 대부분 빈곤과 저발전, 혹은 착
취와 억압이 강한 지역이다. 이런 지역에서는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속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인 손실영역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영역효과는 프레임과 연관된 사안이다.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향한 마인드 셋, 세상에 대한 은
유,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등으로“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는 현상”
으
로,“세상을 보는 틀”
로 정의할 수 있다. 프레임은 문제영역의 선별적 규정
(the chosen definition of the problem)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 무시해도 좋은 것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 혹은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사람들은 동일한 내용을 보고도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식한
다. 물이 반이 차있는“반 컵의 물”
을 두고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 물이 가득 차있던 컵에서 누군가 반을 마셔버리고 반이 남아있는
모습을 본 사람이면“물이 반만 남아있다”
고 생각할 것이다. 반대로 빈 컵
에 물을 채우는 과정을 본 사람이라면“물이 반이나 차있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물이 반만 남아있다”혹은“물이 반이나 남아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프레임이다. 똑같은 내용을 보고도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이유에 따
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12) 이는 갈등상황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이나 상황규정방식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즉 프레임은 그 사람의
인지정향이나 경험,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표나 비전에 따라 달라
진다.
사고의 틀인 프레임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프레임은 비교, 의사소통, 기
대수준 등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프레임은 비교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12) 도모노 노리오, 이명희 역,『행동경제학』(서울:지형, 2007), 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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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의 비교, 시간상의 비교, 상상에서의 비교를 통해서도 현실은 재
구성된다. 또한 프레임은 질문을 통해서도 변화될 수 있다. 프레임은 명
칭을 바꿈으로 인해 프레임을 바꿀 수 있다.13)

전망이론의 가치곡선

또한 전망이론에서는 영역효과와 더불어 가치와 확률로 계산된 효용이
선택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전망이론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인간 가치
선택이 S자 모양의 가치곡선(Value Curve)을 나타냄을 밝혔다. 전망이론
은 개인에 따라 곡선의 전체적인 기울기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S자형의
모양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즉 성격상 위험추구성향이

13) 최인철,『프레임』
(서울:21세기 북스, 2011)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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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위험회피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 전
망이론에서 이 둘의 차이는 위험회피 정도의 차이라고 주장한다. 위험 추
구적인 사람이던, 위험 회피적인 사람이던 가치곡선은 모두 S자 모양의
곡선으로 나타나지만 개인에 따라 곡선의 기울기가 다르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S자로 나타나는 전망이론의 가치곡선은 테러 행위의 규칙성
과 합리성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함의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S자형의
가치 곡선에서는 손실 곡선(좌하단)의 기울기가 이익 곡선(우상단)의 곡선
기울기보다 가파르다. 이는 같은 10만원이라도 손실에서 생긴 슬픔이 이
익에서 생긴 10만원의 기쁨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손실회피
(loss-aversion)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손실과 이익의 절대치가 동일할
경우에 손실이 2.5배 더 크게 계산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이익영역에 있
는 행위자가 특정 자산에 대해 평가하는 것보다 손실영역에 있는 국가가
더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테러리스트는 테러 포
기의 대가로 지불하는 것보다 손실회피 효과로 인해 훨씬 더 많은 것을 희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테러리스트들이 이 가치에 못 미치는
대가를 제시받는다면 테러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 행위는 방어자의 입
장에서는 비합리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또한 S자형의 가치 곡선은 기준점 (0.0)에 가까울수록 가파르고, 기준점
에서 멀어질수록 완만한 모양으로 변하고 있다. 이는 기준점에 가까울수
록 단위 변화 양에 민감하고 멀어질수록 둔감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같은
10만원의 이익이라 하더라도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증가하는 것과
1,000만원에서 1,010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이 매우 상이한 의미를 가지며,
또한 같은 10만원의 손실이라도 100만원에서 90만으로 변하는 것과
1,000만원에서 990만원으로 변하는 것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산효과(endowment effect)를 나타낸다.
자산효과로 인해 같은 값의 단위 변동양이라도 준거점에서 멀어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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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산효과의 관점에서 보
면 자산이 많은 국가는 손실의 증가나 이익의 획득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자산이 부족한 테러리스트들은 작은 변동에 대해서
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전망이론의 가치곡선

가중치

Stated probability

인간의 선택행위에서 가치에 대한 체계적인 왜곡뿐만 아니라 확률에 대
한 계산에서도 체계적인 왜곡이 발생한다. 인지심리학의 확률에 대한 다
양한 실험은“확률이 작을 때는 과대평가되고, 확률이 중간 정도부터는 과
소평가된다”
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즉 가치함수와 마찬가지로 확률가중
함수에서도 민감도에 대한 체감성이 성립된다. 즉 0에서 0.1로, 또는 0.9
에서 1.00으로 변하는 것은 0.3에서 0.4로 변화는 것과 0.6에서 0.7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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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즉 중간 정도 확률의 변화
에서는 민감도가 작지만 확률이 0이나 1과 같은 극단적 수치 부근에서는
민감도가 매우 커진다. 이는“불가능”
과“가능”
,“확실”
과“가능”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것을 예시하는 것이다. 이는 확실성 효과(certainty
effect)를 의미한다.
확실성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로 러시안 룰렛 게임을 들 수 있다. 6개의
총알이 들어가는 권총으로 하는 러시안 룰렛 게임에서 총알을 넣지 않고
게임하는 것과 한발의 총알을 넣고 게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또한 5
개의 총알을 이미 장전한 상태에서 1개의 총알을 마저 장전하는 것은 큰
의미변화를 가지고 있다. 또한 총알을 빼내는 상황도 마찬가지다. 6개의
총알이 장전된 권총에서 하나를 빼내는 것, 그리고 1개의 총알이 장전된
권총에서 마지막 한발을 제거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마지
막 총알을 제거하는 것을 가치로 친다면 그 값은 총알 2개가 장전된 총에
서 1개를 빼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비체계적 휴리스틱
인간행위의 편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현상들은 대표성
(Representiveness), 가용성(availability), 기점 및 조정(anchoring and
adjustment)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휴리스틱은 불확성 속에서 정보평가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발생할 확률과 빈도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행위자들이 이러한 휴리스틱을 인지하더라도 그
심대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표성은 사람이나 사건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나 사건을 눈에 뛰는 특
정한 성향을 바탕으로 특정 부류 혹은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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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경향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린다(Linda)는 여자가 있다. 이 사람
성향을 설명할 때 마치 은행원인 것처럼 은행원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묘
사한다. 덧붙여 린다가 차별에 민감하고, 차별에 폐지를 위한 활동에 관심
이 있다고 추가로 묘사한다. 이런 설명을 들은 피실험자들에게 린다의 성
향을 평가하라는 질문을 던진다. 두가지 선택이 있다. 이 중에서 하나는
린다는 은행원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린다가 은행원이고 여성주의자
(feminist)라는 항목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두가지 항목이 중복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성향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의 항목을 선택하는 것 보다
정답일 확률이 훨씬 떨어진다. 그러나 이 실험에 참가한 대부분의 참가자
들은 확률이 떨어지는 중복항목을 선택했다.
일반인들이 테러리스트로 대표되는 성향이 있다. 아랍사람의 외모, 긴
턱 수염, 무슬림 등이 이것이다.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대표성으
로 인해 테러 용의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차
별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테러 정보 수집과정에서 테러리스트의 대
표성에 영합하는 자들이 관련된 정보가 가중치를 받게 되는 것도 이 때문
이다.
가용성은 인간은 추상적이고 규범적인 정보보다는 보다 시각적인 것, 구
체적이며, 감성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편향을 가르친다. 예
를 들어, 최근에 테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건의 가용성으로 인해 유사
한 사건이 발생하면 테러로 추정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9∙11 이후
민간 항공기를 이용한 공격 무역센터 공격으로 인해 폭탄테러가 발생할
가능성보다는 민간항공기 납치를 통한 공격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는 것도 가용성의 영향이다. 한편 국지도발을 경험한 지역
은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또다시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편향을 가
지게 된다. 그리고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면 가용성으로 인해 또다시 유사
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더 높게 평가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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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점 및 조정의 편향은 극단적인 수치나 상황에 노출된 사람들은 그 극
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이에 노출되지 않는 사람들 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대량살상무기를 연구해온 사람들
은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믿음(극단적인 상황)을 더 쉽게 받아들인다. 그
리고 이 믿음을 바꾸려는 노력은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바
꿔지기 힘들다. 따라서 특정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상황에 끊임없이 노
출된 사람들은 그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이와 상반되는
정보나 증거가 주어지더라도 그 믿음을 바꾸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다. 이
는 자신의 의사와 합치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의심없이 받아들이고, 의사
와 반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거부하려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친 확
신과 조정의 거부는 이 휴리스틱에 의한 것이다
휴리스틱은 인간의 성향과는 무관하게 나타난다. 태생적으로 모험추구
적인 성향이 있고, 안전지향적인 성향이 있다. 또 고집이 강한 사람과 유
연한 사람이 있다. 그러나 휴리스틱에서 발견된 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이 휴리스틱의 편향성을 강하게 혹은 약하게 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편향성을 정보수집과 분석에서
이용하고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테러예측프로그램개발시인지적편향의영향과극복14)
미국에서 논의되어 온 테러 경보시스템은 정보화 기술혁신과 프로그램
개발을 활용하여 비용과 인력을 줄이면서 실증적 정보분석이 가능한 인공
지능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테러예측은 그동안 기대만
큼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인간의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예측에 실패하는 경우가 나타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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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에 테러 경보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테러 경보시스템의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사례연구를 통해 6단계에 걸쳐
서 나타나는 42개의 일반적 경보시스템의 취약점을 지적해왔다. 이를 도
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이 중에서 인지적 편향이 정보분석에 영향
을 미치는 대표적인 취약성은 3단계 정보 분류에서는 편향(7),지지(8), 억
제(9), 차별화(10), 무시(11)가 있고, 4단계 결론도출 단계에서는 초기 결론
집착(17), 가용성 휴리스틱(19), 기점과 조절 휴리스틱(21), 6단계 결론과
정보의 상호소통에서 정책결정자의 편향(41)이 있다.

<표 1>테러 예측시스템에 나타난 정보분석 단계
#

척도와 경보 단계들과 관련 취약점들
1단계: 주요 요소에 대한 개념정의 혹은 정당성 입증

1

척도선택은 개인적 직관의 함정에 빠진다

2

척도 패러독스의 취약점

3

의도하지 않게 산재된 정보

4

의도적으로 산재된 정보

2단계: 정보의 확증

3단계: 정보 분류
5

척도들이 관련 주요정보들을 걸러 낼 수 있다

6

모호한 정보를 유리한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7

편향(bias)

8

지지(bolstering)

9

억제(undermining)

10

차별화(differentiation)

11

무시(ignoring)

12

사고(mind)가 정보에 압도된다

13

정보가 정보자체의 논리로 인해 주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4) 3장은 Sundri Khalsa, Forecasting Terrorism (Lanham, Maryland: Scarecrow
Press, 2004)에서 논의된 내용을 저자의 입장에서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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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결론도출
14

연역법을 통해 가설을 설정하거나 평가한다

15

귀납법을 통해 가설을 설정하거나 평가한다

16

시나리오(가설)가 사고방식(mindsets)을 창출한다

17

첫 번째 결론에 집착하는 경향

18

선형가설검증은 카오스 이론과 불일치한다

19

가용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

20

대표성 휴리스틱(representativeness heuristic)

21

기점과 조절(anchoring and adjustment) 휴리스틱

22

A 타입 기만

23

M 타입 기만

24

적극적 기만

25

잠재성 정상상태(creeping normalcy) 또는 탈민감(desensitization)으로
알려진 수동적 기만

26

공격자의 공격능력에 대응하는 방어자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것

27

대상(target)이 속한 환경이 변화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

28

정보수집범위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고려하지 않는것
5단계: 결론을 수정하거나 정교하게 하기 위해 정보의 격차에 집중

29

정보수집이 정보격차에 집중하여 이루어지 않는 것

30

정보수집이 유리한 가설을 지지하는 정보에만 집중하여 이루어지는 것
6단계: 결론과 경보를 상호소통(communication)하는 것

31

확신을 주지 못하게 상호 의사소통하는 것

32

분명하지 않게 상호 의사소통하는 것

33

간결하게 의사소통하지 않는 것

34

의사소통의 시기를 놓치는 것

35

경고 딜레마의 취약점

36

경고 패러독스의 취약점

37

슈퍼 분석관(super analyst)

38

정책결정자가 다른 정보에 접근함

39

평가가 정책결정자의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것

40

도발의 두려움

41

정책결정자의 편향(bias)

42

경고에 집중되지 않은 정보의 생산

1. 정보분류에서 인지적 편향과 극복

출처: Sundri Khalsa, Forecasting Terrorism (Lanham, Maryland: Scarecrow Press, 2004),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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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편향과 지지의 극복
편향(bias)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다. 전문가들은 정보를 잘못 판
단하게 하는 다양한 편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런 편향에는 거울 이
미지, 과신, 집단사고, 생생함, 인과적 설명에 대한 선호 등을 들 수 있다.
다양한 편향의 요소들이 있지만 이러한 편향은 결국 사실과 정보를 잘못
판단하게 하는 오류를 일으킨다.
정보와 관련된 편향이 야기하는 2가지 현상이 있다. 첫째는 필요한 정보
를 무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 현상은 획득한 정보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
거나 잘못된 계산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분석관
들이 임의로 기초 정보를 제거하거나, 가설을 제거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듦으로서 오류를 극복할 수 있다. 핵심은 컴퓨
터를 활용한 테러 예고시스템에서 기초정보가 버려지는 경우가 없도록 하
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의 판단 없이 모든 기초 정보를 정보
기관 마스터 데이타 베이스(Intelligence Community Master Database)
에 입력하고, 이는 다시 테러예방 데이터베이스(Terrorism Forecasting
Database)로 연결하는 것이었다.
한편, 지지(bolstering)는 분석관은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가설과 관련
된 정보를 버리거나 관련 정보의 중요성을 줄이기도 한다. 이때 자주 활용
되는 논리가“좀 더 기다려보자”
는 것이다. 분석관들이 실제로 기다리는
것은 자신이 선호하는 가설을 지지해줄 보고나 정보를 기다리자는 것이
다. 즉 자신이 선호하는 가설을“지지”해 줄 정보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서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정보를 사장시키겠다는 희망을 표현한 것이다.
이 지지의 문제는 모든 증거들을 바탕으로 좋은 예측 시스템을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
편향과 지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컴퓨터는 모든 기초 자료들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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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가설들을 화면에 나타나게 한다. 이 경우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입력되
고, 자료의 중요성의 차이가 구분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제9번째 작업인
차별화에서 정보의 중요도를 조정한다. 정보의 중요도를 조정하는 과정에
서 작업자의 인지적 편향과 경험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만들고 교차 검증을 거침으로써 큰 오
류를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9번째 작업에서 분석관들이 보고서의 중
요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웹페이지에 제시된 방식에 따라 자기 판단의 근
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즉, 위협이 사라졌거나, 테러분자가 체포되었
거나, 정보가 사실이 아니거나, 정보의 신뢰성이 현격히 떨어지거나, 정보
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하나에 대해 구체적인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야한다. 보고를 무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와
논리는 웹페이지를 통해 다른 분석가에게 전달되고 상호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나. 억제, 차별화, 무시의 극복
억제(undermining)는 분석관이 자기가 선호하는 가설과 일치하지 않지
만 연관된 주요 정보를 사장시키거나 정보의 중요성을 약화시키지는 것의
일종이다. 이 과정에서 분석관은 정보의 출처가 신뢰성이 없다거나 상대
가 기만하기 위해 흘린 정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근거로 제시하곤 한다.
이 경우 경보시스템이 모든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차별화(differentiation)는 분석관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가설과 큰 무리
가 없는 정보의 일부분만 선택하고 그 정보의 나머지 부분은 사장시켜 버
리는 것이다. 이때 채택되는 정보의 일부분은 그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부
분일 때가 많다.
무시(ignoring)는 분석관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가설과 일치하지 않는 정
보를 획득했을 때,“이런 일들이 일어날 확률은 백만분의 1 정도”
라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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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사장시키거나 중요성을 폄하하는 것이다. 이 경우 그 사건(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알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억제, 차별화, 무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분석관이 특정 정보의
가치를 폄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석관들은
획득한 정보를 다양한 척도와 주요 질문에 따라 엄격하게 분류한다. 또한
여러 전문가들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
하다. 그 결과에 대해 특정 분석관이 컴퓨터의 계산과 여전히 다른 관점을
지니고 있다면 그는 자신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다른 전문가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오류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준다.

2. 결론도출에서 인지적 편향과 극복
가. 첫 결론 집착과 지점 휴리스틱
이 두 오류는 상호 연관되어 있는 휴리스틱이다. 초기에 제시된 결론이
기점이 되어 향후 결론도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정보의 가치를 판단
하는 과정에서 초기 제시된 결과를 지지하는 자료들은 쉽게 수용하는 반
면, 이에 반하는 정보를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 결과
초기 결론이 지속적으로 확신으로 굳어지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정보에 대해 타 전문가, 즉 초기 결론에 영향
을 적게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전문가들의 판단의견을 첨부하게 하여 판단
에 강제로 참고하게 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최종 판단가가 높은 가
중치를 가진 정보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경우, 이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 타 전문가들이 다시 판단하여 재검토하는 시간
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필요하지는 않는다. 핵심적인 것은 최종 판단자가 초
기의 영향에서 벗어난 결정을 다시 한번 고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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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용성과 대표성 휴리스틱의 극복
가용성과 대표성은 특정 사건의 발생 확률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즉, 특성 테러가 발생할 상황에 대한 확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
하는 것이다. 아랍계 무슬림의 활동이 정보수집과정에서 등장하거나, 이
들이 고층 건물과 항공조종기술에 관심을 보인다면 분석관은 이들에 의해
테러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선입견이 없는 인공지능에 의해 수행하게 하고 이를 분석관이 특정 정보
와 함께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인성 및 심리조사를
통해 알려진 개인의 인지적 경향이 상이한 분석관들이 상호 정보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오류를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국 FBI에서 사용 중인“대 테러 예측 시스템”
을 중심으로 테
러 분석 및 예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인지심리적 요소의 영향을 살펴보
았다. 물론 미국 시스템이 우리 한국 상황에 맞지 않을 수 는 없다. 미국의
정보환경과 안보위협, 정보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우리
한국이 처할 안보상황의 변화, 열악한 정보인프라와 정책환경, 정보분석
분야 전문인력의 능력을 고려하여 인지심리적인 요소를 고려한 정보분석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면 바람직한 대안 중의 하나인 것은 분명할 것이
다. 다양한 테러 예측 및 위기관련 정보분석 프로그램들의 기능성과 효용
성을 고려 해볼 때 기존 연구에 인지심리적인 요소를 가미한다면 보다 적
합한 예측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15)

15) 본 내용의 일부 내용은 허태회, 이상호, 박상현,“조기경보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및 정보 분석 능력 개선방안,”
『국제정치연구』
, 12권 2호(2009)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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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실증주의가 학계에 도입된 이후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사회과학은 순
수과학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인간의 행위를 인간이 판단
하는 정보활동도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지표를 활용하여 예측하고 판단하
려는 노력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인간이 지니는 인지적 편향은 체계적으
로 혹은 비체계적으로 정보의 대상과 정보분석에 영향을 미쳐왔다. 인지
적 편향이 지배적인 인간 활동에서 이를 무시하고 전지전능한 정보분석을
구현하려는 노력은 현실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보 실패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인지심리학에서 발견한 것은 인간 행위는 전지전능한 능력자의 입장이
아니라 제한된 지식과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인간의 입장에서 정보를 수
집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선진 정보기관에서는 인간 인지의
한계와 편향을 활용해 정보 실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오고 있다.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에 의존한 예측 프로그램의 발전이 가속화
되고 있다. 초기 인공기능에 대한 높은 기대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능
력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러나 현실적
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인간의 오류를 극복
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 졌다. 행위의 경향에 기반을 둔 예측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기반을 둔 예측 모델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객관적 상황은
인간의 판단을 결정하는 환경적 변수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정보 핵심
대상자(예를 들어 테러리스트)가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느냐가 중
요하다. 이에 따라 그의 행위가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인지적 편향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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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아 판단하는 정보대상자를 비현실적인 모형에 맞추어 예측하는 것
은 정보의 실패를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 로마에서 로마의 법에 따라야하
듯이 인지적 편향이 지배하는 인간 사회에서는 인지적 편향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를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IT 기술을 이용한 인공지능도 인지적 한계와 편향에 영향을 미치는 체
계적 논리에 따라 개발된다면 더 높은 적실성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는 인지적 편향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테러예측모형에
서 활용되는 상황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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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gnitive Bias
in the Information Analyses:
In the Focus of Terror Forecasting
Park, Sang-Hyun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After 9-11 terrorist attacks, new paradigm has been
searched for overcome information failure. Rational model of
positivism had focused on developing rational forecasting
model. It, however, had ignored the fact that human behavior
is influenced by cognitive heuristic. Without the
understanding of the limits of human perception which is
main source of information failure, it is hard to make effective
model. Findings of psychological experiments show that
information analysis should be done with consideration of
human cognitive bias and the limits of human cognitive
capacity.
Psychology has been a leading alternative to positive model,
which specifies how cognitive bias affects informational
collection and analysis. This study identifies the cognitive bias
to informational failure and suggests some cognitive
implication on terror forecasting program.
Key Words

cognitive psychology, heuristic, prospect theory, inform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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