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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과 불운이

모험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에 한 탐색  연구:

확률  틀 효과의 에서*

 이   병                       이   국   희†

운 학교 산업심리학과

  본 연구는 탐색  수 에서 행운이 확률  틀에 의한 의사결정 경향을 강화시키고, 불운

이 이러한 경향을 약화시킨다는 측을 검증한 것이다. 이를 해 운 경험(행운 vs. 불운 vs. 

통제) × 확률  틀(높음 vs. 낮음)을 조작한 후, 사람들의 확률  틀에 의한 의사결정 경향성

에 차이가 있는지 찰하 다. 결과 으로 행운 경험은 확률  틀에 의한 의사결정 경향을 

증가시키고, 불운 경험은 확률  틀에 의한 의사결정을 약화시키는 이원상호작용을 찰할 

수 있었다(그림 1). 본 연구를 시작으로 확률  틀 이외의 맥락  틀(e.g., 정 vs. 부정; 맥

락에 부합하는 손실 vs. 맥락과 무 한 손실)에 한 의사결정에도 행운과 불운이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연구들이 이어지길 기 한다.

주제어 : 운 경험, 모험  의사결정, 공통비율효과, 공통결과효과, 확률  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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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자신이 응원하는 의 야구 계를 시청하면서 A 랜드의 탄산음료를 

마셨는데, 그것을 먹자마자 자신이 응원하는 이 홈런을 맞아 졌다. 다음에  경

기를 시청할 때는 B 랜드의 탄산음료를 마셨는데, 그것을 먹자마자 자신이 응원

하는 이 홈런을 처서 큰 수차로 이겼다. 그리고  다음에도 B 랜드의 탄산

음료를 마시면서 경기를 시청하 는데 응원하는 이 역  홈런을 쳐서 이겼다. 

이제 이 사람은 다음에 야구 계를 시청할 때마다 B 랜드의 탄산음료를 마실 확

률이 높아질 것인데, 이 음료가 의 승리와 무언가 련이 있다고 믿을 것이기 

때문이다(Bandura, 1974; Hamerman & Johar, 2013). 이러한 미신행동은 수학  확

률․법칙․논리에 기 한 의사결정이기 보다 맥락․틀․직 에 기 한 의사결정에 

가깝다(Kramer & Block, 2008; 2011; Sloman, 1996; Tversky & Kahneman, 1974; 1981; 

1983).

행운과 불운의 경험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효과와 련된 다양한 연구들은 

행운은 상황에 한 정  측에 불운은 상황에 한 부정  측을 유도한다는 

측 가능한 결과들을 일 성있게 찰해 왔다. 를 들어, 학생들에게 자신이 

소속된 학이 참여하는 학 간 퀴즈 결 득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게 하면서 이

기고 있을 때 A 랜드의 콜릿 바를 나눠주고, 지고 있을 때 B 랜드의 콜릿바

를 나 어 주면, 나 에 지고 있는 상황에서 A 랜드의 콜릿 바 섭취를 더 선호

한다(Hamerman & Johar, 2013).

한 행운과 련된 숫자(숫자 ‘7’)를 찰한 소비자는 불운과 련된 숫자(숫자 

‘6’)를 찰한 소비자보다 복권에 당첨될 확률을 높게 지각할 뿐 아니라 복권을 사

겠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Jiang, Cho, & Adaval, 2009). 더하여 행운과 련된 

숫자에 노출된 사람들이 모험 인 투자결정 상황에서 결정한 투자액이 불운과 

련된 숫자에 노출된 사람들보다 높았다(Jiang et al., 2009). 이러한 상은 행운이 

주어진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경향을 증가시키고, 불운은 자신이 가진 

자산이나 소득 등을 통해 상황을 객 으로 평가하게 유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국, 홍콩  만에서 고된 제품의 가격을 추정할 때 동양 문화권에서 불운

한 숫자인 ‘4’에 노출된 소비자는 제품의 가격을 과소 추정하는 경향을 나타냈으

며(Simmons & Schindler, 2003), Palazzolo(2005) 한 13일의 요일에는 미국의 항공

사가 약 $800 ~ $900의 손실을 래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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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동일한 정보가 주어지더라도 행운을 경험한 소비자는 과잉 정  의사결정

을 하는 반면 불운을 경험한 소비자는 과잉 부정  혹은 과잉 비  의사결정을 

한다.

빨강색을 행운의 색이라 믿는 만 사람들은 반 으로 빨강색을 띄는 음식을 

먹는 것을 이것의 보색인 녹색을 띈 음식을 먹는 것보다 선호하고, 빨강색 음식의 

섭취가 자신이 직면한 과제에 한 수행을 더 향상시킬 것이라고 기 한다(Block 

& Kramer, 2009). 그러나 행운과 무 한 색에 해서는 수행자체만을 두고 객

으로 단하 다(Block & Kramer, 2009). 이 역시 행운의 경험이 사람들로 하여  

상황을 실제보다 정 으로 평가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 다.

최근에는 두 선택지의 기댓값을 동일하게 통제한 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

은 낮으나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최 값은 높은 고 험 선택지와 이익을 얻을 확률

은 높지만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최 값은 작은 험 선택지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과제를 진행할 때, 행운을 경험한 집단은 고 험 선택지로 의사결정하는 비

율이 증가하고, 불운을 경험한 집단은 험 선택지로 의사결정하는 비율이 증가

하는 경향성을 확인하기도 했다(Xu, Zwick, & Schwarz, 2012).

이처럼 지 까지 진행된 행운과 불운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가 다양한 맥락

에서 연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먼  행운과 불운이 의

사결정에 미치는 효과에 한 연구 부분은 측 가능하거나 상식 인 수 의 결

과를 보여주었다. 즉 행운은 주어진 상황을 과도하게 정 으로 평가하게 하고, 

불운은 주어진 상황을 과도하게 부정 으로 평가하게 하는 상을 일 성 있게 

찰하여 왔지만, 이것은 실에서 충분히 측 가능한 결과를 실험실 상황에서 재

검증했다는 것 이외에 다른 의미를 찾기 어렵다. 한 선행 연구들은 행운과 불운

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다양한 맥락에서 재검증하 지만, 이러한 상의 근

본기제가 무엇인지에는 심을 가지지 않았다. 즉 왜 행운을 경험하거나 화된 

사람은 상황에 해 과도하게 정 으로 측하는지, 반 로 불운을 경험하거나 

불운과 화된 사람은 상황에 해 과도하게 부정 으로 측하는지에 해서는 

아직 경험 으로 검증된 바 없다.

Lee와 Lee(2014)는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환 을 제공하 다. 구

체 으로 행운 화가 살인사건의 간 인 맥락에 한 정보까지 단서로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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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종합  추론경향을 증가시키는 반면, 불운 화가 살인사건에 한 직

 증거만을 단서로 활용하게 하는 분석  추론경향을 증가시키는 상을 찰하

다. 이는 행운이 과잉 정  측 경향을 불운이 과잉 부정  측 경향을 강

한다는 측 가능한 혹은 상식 인 수 에서 벗어나 행운과 불운이 인간의 정보처

리에 미치는 효과를 경험 으로 검증했다는 에서 시사 을 가진다. 즉 행운과 

불운이 행동에 미치는 효과의 근본기제를 확인하고 인간의 기 인지과정을 폭 넓

게 이해하기 해서는 행운과 불운이 사람들의 외부세계지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지,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인지하여 처리하는지에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Lee와 Lee(2014)의 이러한 시사 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맥락에서 행운

과 불운이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 으로 기존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행운과 불운이 확률  틀이 다른 모험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할 

것이다(Allais, 1953; Kahneman & Tversky, 1979). 구체 으로 Xu와 동료들(2012)처럼 

행운이 험 추구경향을 증가시키고, 불운이 험 회피경향을 증가시킨다는 측 

가능한 근이 아니라, 행운이 기존에 확인된 확률  틀 효과를 증가시키는지, 반

로 불운이 확률  틀 효과를 감소시키는지 확인할 것이다.

연구를 해 Allais(1953), Kahneman과 Tversky(1979; 1984), 그리고 Tversky와 

Kahneman(1981; 1986)이 확률  틀의 효과를 검증하기 해 구성한 과제를 사용하

면서 행운과 불운이 확률  틀 효과를 강화시키는지 아니면 약화시키는지 확인하

고자 했다(표 1, 표 2). 그리고 행운의 경험이 확률  틀 효과를 강화시킨다면 높은 

확률  틀에서는 더 확실한 가능성을 가지는 즉 확률이 더 높은 선택지에 한 선

호도가 강해질 것인 반면, 낮은 확률  틀에서는 보상이 더 높은 얻을 수 있는 총

액이 더 높은 선택지에 한 선호도가 강해질 것이다. 한 불운의 경험이 확률  

틀 효과를 약화시킨다면 높은 확률  틀에서 확률이 높은 선택지에 한 선호도가 

상 으로 약해질 것인 반면, 낮은 확률  틀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의 총액이 

더 높은 선택지에 한 선호도도 상 으로 약해질 것이다.

실험은 가 바 보 게임을 통해 행운 는 불운을 경험한 후, 확률  틀 효과를 

확인하기 해 사용되어 온 모험  의사결정 과제를 수행하는 순서로 진행하 다 

(표 2). 만약 행운이 확률  틀에 의한 의사결정 경향을 강화시킨다면, 높은 확률  

틀에서는 험 선택지에 한 선호도(선호도 평균이 1 에 가까워 질 것)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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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비율효과 련 과제 (Common-ratio effect, CR)

과제유형 확률  틀 험 선택지 고 험 선택지

CR 1-1 높은 확률
100% 확률로 ￦24,000 획득

(기댓값: ￦24,000)

80% 확률로 ￦25,000 획득

(기댓값: ￦20,000)

CR 1-2 낮은 확률
25% 확률로 ￦24,000 획득

(기댓값: ￦6,000)

20% 확률로 ￦25,000 획득

(기댓값: ￦5,000)

CR 2-1 높은 확률

99% 확률로 ￦9,000 획득

1% 확률로 ￦0 획득

(기댓값: ￦8,910)

88% 확률로 ￦10,000 획득

12% 확률로 ￦0 획득

(기댓값: ￦8,800)

CR 2-2 낮은 확률
9% 확률로 ￦9,000 획득

(기댓값: ￦810)

8% 확률로 ￦10,000 획득

(기댓값: ￦800)

CR 3-1 높은 확률
100% 확률로 ￦6,000 획득

(기댓값: ￦6,000)

75% 확률로 ￦7,500 획득

(기댓값: ￦5,625)

CR 3-2 낮은 확률
16% 확률로 ￦6,000 획득

(기댓값: ￦960)

12% 확률로 ￦7,500 획득

(기댓값: ￦900)

공통결과효과 련 과제 (Common-consequence effect, CC)

과제유형 확률  틀 험 선택지 고 험 선택지

CC 1-1 높은 확률

100% 확률로 ￦24,000 획득

(기댓값: ￦24,000)

66% 확률로 ￦24,000 획득

33% 확률로 ￦25,000 획득

1% 확률로 ￦0 획득

(기댓값: ￦24,090)

CC 1-2 낮은 확률
34% 확률로 ￦24,000 획득

(기댓값: ￦8,160)

33% 확률로 ￦25,000 획득

(기댓값: ￦8,250)

CC 2-1 높은 확률

100% 확률로 ￦5,000 획득

(기댓값: ￦5,000)

75% 확률로 ￦5,000 획득

20% 확률로 ￦8,000 획득

5% 확률로 ￦0 획득

(기댓값: ￦5,350)

CC 2-2 낮은 확률
25% 확률로 ￦5,000 획득

(기댓값: ￦1,250)

20% 확률로 ￦8,000 획득

(기댓값: ￦1,600)

CC 3-1 높은 확률

100% 확률로 ￦6,000 획득

(기댓값: ￦6,000)

80% 확률로 ￦6,000 획득

15% 확률로 ￦9,000 획득

5% 확률로 ￦0 획득

(기댓값: ￦6,150)

CC 3-2 낮은 확률
20% 확률로 ￦6,000 획득

(기댓값: ￦1,200)

15% 확률로 ￦9,000 획득

(기댓값: ￦1,350)

표 1. 의사결정 과제. 볼드체는 사람들의 일반 인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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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낮은 확률  틀에서는 고 험 선택지에 한 선호도(선호도 평균이 7 에 가

까워 질 것)가 증가할 것이고, 불운이 확률  틀의 효과를 감소시킨다면 높은 확률

 틀에서는 험 선택지에 한 선호가 낮아져 4 에 가까운 선택을 할 것이

고, 낮은 확률  틀에서는 고 험 선택지에 한 선호가 낮아져 역시 4 에 가까

운 선택을 할 것이다.

실  험

실험은 가 바 보게임을 통해 행운과 불운을 경험한 후, 의사결정 과제를 진

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 의사결정 과제는 그동안 확률  틀의 효과를 알아

보기 해 리 사용되어 온 공통비율 효과(common-ratio effect)와 공통결과 효과 

(common-consequence effect or certainty effect) 련 과제를 사용하 다(Allais, 1953; 

Kahneman & Tversky, 1979; 1984; Tversky & Kahneman, 1981; 1986). 행운이 확률  

틀 효과를 강화시킨다면, 공통비율 효과와 공통결과 효과가 상 으로 강해지고, 

불운이 확률  틀 효과를 약화시킨다면, 공통비율 효과와 공통결과 효과가 상

으로 약해질 것이다.

방  법

재료

공통비율 효과와 공통결과 효과란 두 가지 확률 인 틀(High vs. Low Probability)

에 따라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한 것이다(표 1의 볼드체 

선택지 선호). 구체 으로 표 1의 CR 1-1과 1-2, CR 2-1과 2-2, 그리고 CR 3-1과 3-2

는 공통비율 효과 련 과제들로 고 험 선택과 험 선택지 사이의 확률  비율 

차이와 기댓값 비율 차이는 동일하지만, 높은 확률  틀일 때는 험의 의사결

정을 낮은 확률  틀일 때는 고 험의 의사결정을 선호하는 상을 말한다.



이병 ․이국희 / 행운과 불운이 모험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에 한 탐색  연구: 확률  틀 효과의 에서

- 285 -

를 들어, 표 1의 공통비율효과 련 과제인 CR 1-1과 1-2를 보면 높은 확률  

틀에서 험 선택지과 고 험 선택지 사이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  비율도 5 : 

4(100 : 80), 낮은 확률  틀에서 험 선택지과 고 험 선택지 사이의 사건이 일

어날 확률  비율도 5 : 4(25 : 20)로 동일하고, 높은 확률  틀에서 험 선택지

와 고 험 선택지 사이의 기댓값 비율도 6 : 5(24,000원 : 20,000원), 낮은 확률  

틀에서 험 선택지와 고 험 선택지 사이의 기댓값 비율도 6 : 5(6,000원 : 

5,000원)로 동일하다.

즉 확률 으로 높은 쪽이 기댓값도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학  논리에 의해 

합리  의사결정을 한다면, 확률  틀과 계없이 모두 험 선택지를 선호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은 높은 확률  틀일 때는 험 선택지를 낮은 확률

 틀에서는 고 험 선택지를 더 선호하면서 확률  틀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지

는 양상을 보인다.

한 표 1의 공통결과효과 련 과제인 CC 1-1과 1-2, CC 2-1과 2-2, 그리고 CC 

고 험 선택지에서 얻을 수 있는 최 값과 기댓값이 험 선택지보다 높고, 높

을 확률  틀과 낮은 확률  틀에서의 고 험 선택지와 험 선택지 간의 기댓

값 차이가 동일하지만, 높은 확률  틀일 때는 험의 의사결정을 낮은 확률  

틀일 때는 고 험의 의사결정을 선호하는 상을 말한다. 를 들어, 표 1의 CC 

1-1과 1-2를 보면, 높은 확률  틀과 낮은 확률  틀 모두에서 고 험 선택지가 

험 선택지보다 획득할 수 있는 최 값이 크고, 이 최 값의 크기는 동일하다. 

한 두 가지 확률  틀에서 공통 으로 고 험 선택지의 기댓값이 험 선택지 

기댓값보다 90원 크다.

즉 고 험 선택에서 얻을 수 있는 최 값과 기댓값이 모두 높기 때문에, 사람들

이 수학  논리에 의해 합리 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면 확률  틀과 계없이 고

험 선택을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은 높은 확률  틀일 때는 험 

선택지를 낮은 확률  틀에서는 고 험 선택지를 더 선호하면서 확률  틀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 듯 공통비율 효과와 공통결과 효과 련 

의사결정 과제들은 사람들이 수학  논리(기댓값 는 확률)에 근거해 의사결정 하

는지, 아니면 확률  틀에 근거해 의사결정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 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가설인 행운 경험이 틀의 효과를 강화시키고, 불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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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틀의 효과를 약화시키는지를 알아보는 것에도 이 과제들을 활용할 수 있다. 

구체 으로 행운이 틀의 효과를 강화시킨다면, 표 1에서 볼드체로 된 선택지와 같

이 확률  틀에 따라 험 선택을 하기도 하고, 고 험 선택을 하기도 하면서 

공통비율효과와 공통결과효과가 증가할 것이다. 한편, 불운이 틀에 의한 효과를 약

화시킨다면, 공통비율효과와 공통결과효과가 감소할 것이다.

표 1은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해 사용한 열두개의 의사결정 과제이다. 이 

열두 과제는 확률  틀 2(높음 vs. 낮음) × 과제유형 2(공통비율 vs. 공통결과) × 과

제구성 3(1 vs. 2 vs. 3)에 의해 구성된 것이다.

설계  참가자

참가자 간 운 경험 3(행운 vs. 불운 vs. 통제) × 참가자 내 확률  틀 2(높음 

vs. 낮음)의 혼합설계를 채택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에는 평균연령 24.1세 

(Range: 19～31, SD = 2.72)의 운 학교 학부생 90명(여 49)이 2,000원을 받고 참

가하 다. 이  30명은 행운경험 조건에 다른 30명은 불운경험 조건, 남은 30명은 

통제조건에 무선 으로 할당하 다.

참가자들은 컴퓨터와 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가 바 보 게임의 승패를 통

해 행운과 불운을 경험한 후 의사결정 과제를 진행하 고, 최종 으로 게임의 승

패 경험이 행운-불운 조작을 성공 으로 이끌었는지를 확인하는 설문을 진행하

다. 통제조건은 가 바 보게임의 결과가 무승부가 되도록 조작하 고 나머지 시

행은 행운 는 불운 조건과 동일하 다. 실험에는 1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차

운 경험은 MATLAB으로 제작한 9  5선승제의 가 바 보 게임을 통해 이루어

졌다(The MathWorks, 1993). 참가자들은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키보드로 가 바

보  원하는 것을 입력하 고, 가 (scissors)는 ‘s’, 바 (rock)는 ‘r’, 보자기(paper)

는 ‘p’를 사용하 다. 가 바 보를 한 번 할 때마다 이기면 ‘이겼다’, 지면 ‘졌다’, 

비기면 ‘비겼다’라는 피드백이 제시되었고, 행운 조건은 최종 으로 5번 이겨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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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A 게임 B

1 2 3 4 5 6 7

게임

A

게임

B

100% 확률로 ￦24,000 획득 80% 확률로 ￦25,000 획득

25% 확률로 ￦24,000 획득 20% 확률로 ￦25,000 획득

100% 확률로 ￦24,000 획득

66% 확률로 ￦24,000 획득

33% 확률로 ￦25,000 획득

1% 확률로 ￦0 획득

34% 확률로 ￦24,000 획득 33% 확률로 ￦25,000 획득

표 2. 실험재료 시. 게임A를 선호하면 1 에 가깝게 게임B를 선호하면 7 에 가깝게 평정

하는 과제이다.

자’라는 피드백을 받도록, 불운 조건은 최종 으로 5번을 져 ‘패자’라는 피드백을 

받도록 조작하 다(e.g., Xu et al., 2012). 통제조건은 3번은 이기고, 3번은 지고, 3번

은 비기도록 조작되었고, 최종 으로 ‘무승부’라는 피드백을 받았다.

운 경험 후에는 곧 이어 설문지 형태로 제시된 의사결정과제를 진행하 다. 표 

2는 의사결정 과제의 이다. 의사결정 과제의 한 시행은 게임A로 제시된 험 

선택과 게임B로 제시된 고 험 선택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에 해 7  척도(1

: 험-게임A-선호, 7 : 고 험-게임B-선호)로 응답하는 것이었다. 참가자들은 

이와 같은 시행을 열두 번 반복하 다. 의사결정 과제의 배열에는 두 가지 순서(A 

vs. B)가 있었고, 참가자의 반은 A배열에 다른 반은 B배열에 무선 할당하 다. 

A배열은 CR 1-1, CC 2-2, CR 2-4, CR 3-1, CC 1-1, CC 3-2, CC 1-2, CC 2-3, CR 1-2, 

CR 2-1, CR 3-2, CC 2-1, CR 3-2, CC 3-1의 순서로 제시되었고, B배열은 A와 역순

이었다.

조작 검

의사결정 과제 후에는 가 바 보 게임의 승패가 행운과 불운을 정상 으로 조

작한 것인지 확인하기 한 설문을 진행하 다. 설문은 여덟 가지 문항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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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Lee & Lee, 2014):

1) 오늘은 운이 좋을 것 같다.

2) 오늘 기분이 좋지 않다. (역코딩)

3)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4) 오늘은 행복하지 않은 날이다. (역코딩)

5) 오늘 기분이 좋다.

6) 오늘은 운이 나쁠 것 같다. (역코딩)

7) 오늘은 행복한 날이다.

8) 오늘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역코딩)

1), 3), 6), 8)은 운 조작 확인 과제이고, 2), 4), 5), 7)은 정서 조작 확인 과제이었

다. 설문에는 두 가지 순서(A vs. B)가 있었고, A순서는 1), 2), 3), 4), 5), 6), 7), 8)의 

순서로, B순서는 A의 역순이었다. 참가자들은 각 과제에 9  척도(1:  그 지 

않다, 5: 보통이다, 9: 매우 그 다)로 평정하 다.

조작 검을 해 먼  부정문 형식의 2), 4), 6), 8) 과제를 역 수화한 후, 운 조

작 련 과제 1), 3), 6), 8)과 정서 조작 련 과제 2), 4), 5), 7) 각각의 내  일 성

을 확인하 다. 그 결과 운 조작 련 네 과제의 내  일 성(α = .83)과 정서 조작

련 네 과제의 내  일 성(α = .77) 모두 충분히 높았다. 즉 운 련 과제들의 

평균과 정서 련 과제들의 평균을 각각 운과 정서 요인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과 과제구성 순서가 운과 정서에 한 지각에 미친 

효과는 없었다, ps = ns.

결과 으로 운 경험(3: 행운 vs. 불운 vs. 통제)이 운 조작에 미치는 효과를 찰

할 수 있었다, F(2, 87) = 7.59, p < .002. 구체 으로 행운 경험 조건(가 바 보 

승자) 참가자들(M = 6.45, SE = .21)이 통제조건(가 바 보 무승부) 참가자들(M = 

5.96, SE = .12)보다 운이 더 좋다고 지각하 다, t(58) = 2.05, p < .05. 한 불운 

경험 조건(가 바 보 패자) 참가자들(M = 5.37, SE = .24)이 통제조건 참가자들 

(M = 5.96, SE = .12)보다 운이 더 나쁘다고 지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58) = 

2.18, p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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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 실험결과. (A)는 공통비율효과 련 의사결정 과제의 결과이고, (B)는 공통결과효과 

련 의사결정 과제의 결과이다.

한편 운 경험(3: 행운 vs. 불운 vs. 통제)이 정서 조작에 미치는 효과는 찰되지 

않았다, F(2, 87) = 1.66, p > .19. 구체 으로 정서는 행운 경험 조건(M = 6.85, SE 

= .19)과 통제조건(M = 6.59, SE = .09)에서 차이가 없었고, t(58) = 1.24, p > .2, 

통제조건(M = 6.59, SE = .09)과 불운 경험 조건(M = 6.37, SE = .24) 간에도 차이

가 없었다, t(58) < 1, p > .4. 즉 운 경험은 운을 성공 으로 조작한 반면, 정서에

는 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  과

본격 인 결과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가설과 계가 없는 요인들인 성별, 과제

구성순서가 의사결정에 미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성별과 배열순서  이

들의 상호작용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ps = ns.

그림 1은 실험의 결과를 보여 다. 먼  공통비율효과 련 과제에서 운 경험이 

의사결정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기 해 운 경험 3(참가자 간: 행운 vs. 불운 vs. 통

제) × 확률  틀 2(참가자 내: 낮음 vs. 높음)의 혼합변량분석(mixed ANOVA)을 진

행하 다. 결과 으로 확률  틀이 의사결정이 미치는 주효과를 찰하 고, F(1, 

87) = 218.76, p < .001, ηp
2 = .72, 틀과 운 경험의 이원상호작용 효과를 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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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F(2, 87) = 26.67, p < .001, ηp
2
 = .38.

구체 으로 그림 1A(좌측)의 공통비율효과 련 의사결정 과제의 결과를 보면, 

높은 확률의 틀에서는 행운경험 조건(M = 1.37, SE = .09)이 통제조건(M = 1.87, 

SE = .15)보다 고 험(게임B) 선택지에 한 선호도가 낮았고, t(58) = -2.88, p < 

.007, 불운경험 조건(M = 2.92, SE = .29)이 통제조건(M = 1.87, SE = .15)보다 고

험(게임B) 선택지에 한 선호도가 높았다, t(58) = 3.27, p < .003.

한 낮은 확률의 틀에서는 행운경험 조건(M = 5.1, SE = .21)이 통제조건(M = 

4.46, SE = .2)보다 고 험(게임B) 선택지에 한 선호도가 높았고, t(58) = 2.17, p 

< .04, 불운경험 조건(M = 3.78, SE = .24)이 통제조건(M = 4.46, SE = .2)보다 고

험(게임B) 선택지에 한 선호도가 낮았다, t(58) = -2.15, p < .04.

다음으로 공통결과효과 련 과제에서 운 경험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

석하기 해 운 경험 3(참가자 간: 행운 vs. 불운 vs. 통제) × 확률  틀 2(참가자 

내: 낮음 vs. 높음)의 혼합변량분석(mixed ANOVA)을 진행하 다. 결과 으로 확률

 틀이 의사결정이 미치는 주효과를 찰하 고, F(1, 87) = 72.54, p < .001, ηp
2 

= .46, 틀과 운 경험의 이원상호작용 효과를 찰할 수 있었다, F(2, 87) = 24.39, p 

< .001, ηp
2
 = .36.

구체 으로 그림 1B(우측)의 공통결과효과 련 의사결정 과제의 결과를 보면, 높

은 확률의 틀에서는 행운경험 조건(M = 2.29, SE = .22)이 통제조건(M = 3.51, SE 

= .37)보다 고 험(게임B) 선택지에 한 선호도가 낮았고, t(58) = -2.84, p < .007, 

불운경험 조건(M = 4.57, SE = .3)이 통제조건(M = 3.51, SE = .37)보다 고 험 

(게임B) 선택지에 한 선호도가 높았다, t(58) = 2.23, p < .03.

한 낮은 확률의 틀에서는 행운경험 조건(M = 5.81, SE = .14)이 통제조건(M 

= 5.12, SE = .24)보다 고 험(게임B) 선택지에 한 선호도가 높았고, t(58) = 

2.48, p < .02, 불운경험 조건(M = 4.62, SE = .27)과 통제조건(M = 5.12, SE = 

.24)간에는 고 험(게임B) 선택지에 한 선호도 차이가 없었다, t(58) = -1.4, p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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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논의

본 연구는 행운의 경험이 확률  틀 효과를 증가시키고, 불운의 경험이 확률  

틀 효과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탐색  가설을 경험 으로 검증한 것이다. 이를 

해 가 바 보 게임의 승패를 통해 행운과 불운을 경험하게 한 후, 높은 확률의 

틀에서는 험 선택이 증가하고, 낮은 확률의 틀에서는 고 험 선택이 증가하는 

공통비율 효과와 공통결과 효과 련 과제를 제시하 고, 험 선택지를 선호하

면 1 에 가깝게 고 험 선택을 선호하면 7 에 가깝게 평정하게 하 다(표 1).

결과 으로 행운을 경험한 경우에는 높은 확률  틀에서의 험 선택지에 

한 선호가 통제조건보다 강해지고, 낮은 확률  틀에서의 고 험 선택지에 한 

선호가 통제조건보다 강해지는 상을 찰하면서 공통비율효과와 공통결과효과 

자체가 통제조건보다 강해짐을 확인하 고(그림 1), 불운을 경험한 경우에는 높은 

확률  틀에서의 험 선택지에 한 선호가 통제 조건보다 약해지고, 낮은 확

률  틀에서의 고 험 선택지에 한 선호가 통제조건보다 약해지면서 공통비율효

과와 공통결과효과 자체가 통제조건보다 약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 즉 

운 경험(행운 vs. 불운 vs. 통제)과 확률  틀(높음 vs. 낮음)이 모험  의사결정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를 찰했다.

행운과 불운 그리고 확률  틀 효과

일반 으로 확률이 반 으로 높은 안들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에 직면한 

사람은 더 확실한(가능성 높은) 안을 선호하고, 확률이 반 으로 낮은 안들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은 보상이 더 높은(얻을 수 있는 총액이 

높은) 안을 선호한다(Allais, 1953; Kahneman & Tversky, 1979; 1984; Tversky & 

Kahneman, 1981; 1986). 그러나 본 연구는 행운의 경험이 일반 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확률  틀에 의한 의사결정 경향을 극단 인 양상으로 만들고, 불운의 

경험이 확률  틀 효과에 의한 의사결정 경향을 약화시키는 새로운 상을 찰했

다는 에서 시사 을 가진다.

구체 으로 행운을 경험한 사람들이 반 으로 확률이 높은 안들  하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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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때는 통제조건의 사람들보다 강하게 확실한 안( 험 선택지)을 선호하

고, 반 인 확률이 낮은 안들  하나를 선택할 때는 통제조건보다 강하게 높

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안(고 험 선택지)을 선호한다(그림 1). 반면, 불운을 경

험한 사람들이 반 으로 확률이 높은 안들  하나를 선택할 때는 통제조건의 

사람들보다 약하게 확실한 안( 험 선택지)을 선호하고, 반 으로 확률이 낮

은 안들  하나를 선택할 때는 통제조건의 사람들보다 약하게 높은 보상을 얻

을 수 있는 안(고 험 선택지)을 선호한다(그림 1). 이처럼 행운은 일반 인 사람

들의 확률  틀에 의한 의사결정 경향을 강화시키고 불운은 이것을 약화시킨다.

행운과 불운이 추단법  혹은 합리  추론에 향을 미칠 가능성 탐색

본 연구는 행운과 불운이 추단법  추론과 합리  추론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에서도 의의가 있다. 공통비율효과와 공통결과효과

련 과제 모두에서 높은 확률  틀일 때는 험 선택지를 낮은 확률  틀일 때는 

고 험 선택지를 선호하면 이는 틀에 의한 추단법  추론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

다. 반면 공통비율효과 과제에서 낮은 확률  틀과 높은 확률  틀 모두에서 

험 선택을 하면 기댓값에 의한 합리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공통결과효과 과제에서는 낮은 확률  틀과 높은 확률  틀 모두에서 고 험 선택

을 하면 기댓값에 의한 합리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Barron, & 

Erev, 2003; Gottlieb, Weiss, & Chapman, 2007; Hertwig, Barron, Weber, & Erev, 2004).

본 연구의 공통비율효과 과제에 한 결과(그림 1A)를 보면 행운을 경험했을 때

는 반 으로 틀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 추단법  추론경향이 증가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반면, 불운을 경험했을 때는 4  이하의 선호도를 보이면서 기댓값이 높은 

험 선택지를 선호하는 합리  추론경향이 증가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Barron, & Erev, 2003; Gottlieb et al., 2007; Hertwig et al., 2004). 그러나 이것이 실제

로 4  이하로 평가하여 험 선택지를 선호한다고 반응한 것인지 아니면 불운

을 경험한 조건에서는 분석  추론을 한 단서가 부족하여 단을 보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Lee & Lee, 2014).

비슷하게 공통결과효과 과제에 한 결과(그림 1B)를 보면 행운을 경험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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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 으로 틀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 추단법  추론경향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지만, 불운을 경험했을 때는 반 으로 4  이상의 선호도를 보이면서 기

댓값이 높은 고 험 선택지를 선호하는 합리  추론이 진되었다고 볼 수 있

다 (Barron, & Erev, 2003; Gottlieb et al., 2007; Hertwig et al., 2004). 그러나 공통비율

효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실제로 4  이상으로 평가하여 고 험 선택지를 선

호한 것인지 아니면 단을 보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에 이것에 해서는 향후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Lee & Lee, 2014).

이 게 다소 모호한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행운 경험이 틀

에 의한 추단법  추론경향을 진시키고, 불운 경험이 틀에 의하지 않은 합리  

추론경향을 진시킬 수 있다는 가설에 한 하나의 단서를 제공했다는 것에서 

요한 가치를 가진다.

모험  의사결정을 연구할 수 있는 한 새로운 방법 제안

본 연구는 둘 에 한 선택지를 강제 으로 선택하게 한 기존의 모험  의사결

정 과제를 험은 1 에 가깝게, 고 험은 7 에 가깝게 평정하는 과제로 수정

함으로써 자신의 의사결정에 한 확신을 확인하 다는 것에서도 의의가 있다 

(Allais, 1953; Kahneman & Tversky, 1979; 1984, Xu et al., 2012). 즉 실험의 결과를 의

사결정에 한 확신으로 해석하면서 보다 기존 연구에 비해 풍부한 해석이 가능해

졌다. 를 들어, 행운을 경험했을 경우에는 추단법  의사결정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확률  틀에 의한 의사결정에 한 확신이 강해졌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 불운을 경험했을 때는 합리  의사결정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확률  틀에 의한 의사결정에 한 확신이 약해졌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실제로 그림 1A와 1B를 보면 행운을 경험한 경우에는 앙값인 4 과 비교  

큰 차이가 나는 의사결정을 하 지만, 불운을 경험한 경우에는 앙값인 4 과의 

차이가 어들거나 4  근처에서 평균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불운이 합리 인 의

사결정을 하게 하는 신 추론에 한 확신은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해석

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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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연구와의 차별성

행운과 불운이 인간의 행동이나 추론에 미치는 효과와 련된 연구들에서 정서 

연구에서 찰된 유사한 결과들이 도출되는 부분이 있지만, 운 경험 는 화가 

정서와 완 히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Lee와 Lee(2014)도 Koo, 

Clore, Kim과 Choi(2012)의 정서연구를 모형으로 진행되었고, Lee와 Lee(2014)에서 

나타난 효과의 크기가 Koo와 동료들(2012)에서 나타난 효과의 크기보다 명확히 

컸다. 한 자의 정서에 한 조작 검 결과도 행운 조건과 불운 조건 간 차이

가 없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방법론으로 논문을 개하 기

에 직 으로 비교할 만한 연구가 없으나, 기존의 정서와 련된 연구들에서 

정정서가 추단법  정보처리를 진하고 부정정서가 체계  정보처리를 진한다

는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정정서는 틀 효과를 강하게 하고, 부정정서는 틀 효과

를 약하게 하는 상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Clore & Huntsinger, 2007).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Lee와 Lee(2014) 같이 운 경험이 정서에 미치는 효과는 찰되지 않았

기에 동일한 상이 나타날 가능성만으로 정서 연구와 차별성이 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Lee와 Lee(2014)가 Koo와 동료들(2012)보다 효과의 크기가 컸듯이, 본 연구의 

결과도 정 정서 는 부정 정서가 미치는 효과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 향후에 

이러한 부분이 사실로 검증된다면, 행운과 불운의 효과가 왜 정과 부정정서의 

효과보다 큰지에 해 별도의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행운과 불

운이 정서에 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정서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는

지,  이것과 련된 생리  기제가 없는지를 체계 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마 과 스포츠심리학에 주는 함의

행운이 틀 효과를 증가시키고, 불운이 틀 효과를 약화시키는 상은 마 의 

측면에도 함의를  수 있다. 를 들어,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진행할 경우 경품에 

당첨된 소비자들과 비당첨 소비자들을 구분하여 각기 다른 마  략을 구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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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구체 으로 당첨자들에게는 맥락이나 틀에 의한 의사결정

을 할 수 있도록 제품과 련된 맥락에 노출시키고, 맥락에 따라 제품설명을 하는 

것이 제품구매결정에 효과 일 수 있는 반면, 비당첨자들에게는 맥락보다는 제품

별 기능과 가격비교 주의 구체  설명을 하는 것이 제품구매결정에 효과 일 수 

있다.

한 행운을 경험하거나 화된 소비자들은 구매하길 원하는 목표 제품과 유사

성이 높은 상품들이 목표 제품과 함께 진열되어 있어 제품군의 변산성이 낮게 지

각될 때, 해당 맥락에서 구매에 해 고려하기 용이해지면서 실질 인 구매가 발

생할 가능성이 높다(Lee, Kim, & Li, 2014). 반면 불운을 경험하거나 화된 소비자

들은 구매하길 원하는 목표 제품과 유사성이 낮은 상품들이 목표 제품과 함께 진

열되어 있어 반 인 제품군의 변산성이 높게 지각될 때, 목표 상품에만 집 하

게 되면서 실질 인 구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Lee et al., 2014).

본 연구의 결과는 스포츠심리학에도 요한 시사 을 가진다. 즉 선수들이 경기 

이나 경기 에 미신행동을 하는 것이 실제 경기결과에 얼마나 향을 미치는지

에 시사 을  수 있다. 구체 으로 야구에는 불운을 축구에는 행운을 화하는 

것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수 있다. 먼  야구는 확률을 통한 합리  의사결

정이 요하다. 그런데 만약 타자가 부  등을 통해 스스로 행운을 화시킨다면 

확률 인 합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틀이나 매락 등을 활용한 결정을 

하게 되어 아웃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타자가 오히려 스스로에

게 불운을 화시켜 틀 효과를 약화시킨다면 객 으로 투수의 공을 히 측

하여 안타를 칠 확률이 증가할 수 있다. 반면 시시각각 변화하는 맥락에 순발력 

있게 응하는 것이 요한 축구의 경우에는 선수 자신에게 행운을 화시키는 것

이 경기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즉 스스로에게 행운을 화시켜 맥락과 틀을 민

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비한다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에 한 제안

그러나 본 연구는 행운과 불운을 인 으로 경험하게 한 결과이기에 사람이 

평소에 가진 행운에 한 신념이 모험  의사결정의 경향성에 미치는 효과를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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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아니다(Darke & Freedman, 1997). 향후 개인별 행운 신념의 차이가 모험  

의사결정 경향성에 미치는 효과를 찰할 수 있다면, 본 연구의 결과를 보완할 뿐 

아니라, 행운에 한 개인  신념차이가 의사결정 유형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요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과제에서의 반응시간 차이를 살펴보지 못하

는데, 행운 조건에서 반응시간이 더 빠르고, 불운 조건에서 반응시간이 더 느리다

는 것을 보여  수 있다면, 행운이 추단법  추론을 증가시키고, 불운이 합리  추

론을 유도한다는 가능성에 한 추가 인 단서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행운과 불운이 추단법  추론과 합리  추론에 향을 미

친다는 결론을 내리긴 힘들다.

한 본 연구는 Kahneman과 Tversky(1979; 1984) 그리고 Tversky와 Kahneman 

(1981; 1986)이 제안한 다양한 틀 효과 에서 확률  틀의 효과에만 주목하 다. 

향후에는 이들이 제안한 정  해석의 틀(200명을 살릴 수 있는 로그램)  부

정  해석의 틀(400명을 죽을 수 있는 로그램) 혹은 자신이 목 과 계없는 손

해의 틀(10달러를 분실한 후 10달러짜리 극장표를 구매할 것인지)  목 과 계

있는 손해의 틀(10달러짜리 극장표를 분실한 후에 달시 10달러짜리 극장표를 구매

할 것인지) 등의 다양한 틀에서 행운과 불운의 경험 는 화가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면 본 연구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 으로 확률  게임의 상황이 아닌 실제 실의 다양한 상황에서 행운이 

맥락과 배경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지, 불운이 구체  상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가 될 수 있다(Lee & Lee, 2014).  행운이 

결과 심으로 사건을 악하게 하는지 아닌지, 불운이 과정 심 는 원인 심으

로 사건을 악하게 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Rim, Hansen, & 

Trope, 2013).

끝으로 행운을 경험했는데, 그 후의 과제수행에서 실패할 경우, 반 로 불운을 

경험했지만 그 후의 과제수행이 성공할 경우 등 행운과 불운 경험과 그 후의 경험

이 불일치할 경우 사람들의 귀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한다면 사람들의 정

보처리과정에 한 폭 넓은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Lee & Lee, 2013; Wittig, 

Marks, & Jones,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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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 까지 행운은 틀 효과를 강화시키고, 불운은 틀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것을 

경험 으로 검증하 고 이러한 상이 주는 시사 에 해 논의하 다. 본 연구의 

결과가 인지심리학과 소비자 행동, 마 , 스포츠 심리 분야에 폭넓은 시사 을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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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xploratory Study for the Effect of Good and

Bad Luck on Risky Decision:

Perspective of Probabilistic Framing Effect

Byung-Kwan Lee                    Guk-Hee Lee

Department of Industrial Psychology, Kwangwoon University

Present research was carried out on the level of exploration to verify that good luck 

increases probabilistic framing effect but bad luck decrease the effect. And we organized an 

experiment that designed experience of luck (good luck vs. bad luck vs. control) × 

probabilistic frame (high vs. low) and observed whether people response based on 

probabilistic frame or not. As a result, we observed the two-way interaction where 

experience of good luck increased probabilistic framing effect, while experience of bad luck 

decreased the effect (Figure 1). We expect to see more studies of contextual framing 

effect besides probabilistic frame (e.g., positive vs. negative; loss related to context vs. loss 

irrelevant to context).

Key words : experience of luck, risky decision, common-ratio effect, common-consequence effect, 

probabilistic framing eff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