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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투자비용과 메시지 제시방법이 공정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곽준식

요약

사람들은 합리적 기준을 가지고 이성적 의사결정을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행동경제학 분야의 연
구들을 보면 사람들은 이성보다는 감성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성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공정성이다 사람들은 때때로 상대방의 제안
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상대방을 응징하려고 한다 그래서 공
정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투자비용 메시지 제시
방법이 사람들이 공정성을 평가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실험 에서는 과거에
투자한 비용의 존재유무가 공정성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과거에 투자한 비용이 존재하는
경우 사람들은 자신과 달라진 계약 조건에 대해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면서도 기존의 의사결정을 계
속 유지하려고 하려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에서는 경영자의 유형과 메시지 제시방법
이 공정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자신의 능력으로 최고경영자가 된 사람과 이익과
손실을 함께 제시한 메시지에 대해 더 공정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공정성 기존투자비용 메시지제시방법 경영자유형 의사선택
Abstract
People believe that they make a rational decision. But the results of behavioral economics research show
that people make a emotional decision at many times. The perception of fairness is one of the example in
emotional decision. Sometimes people give up their monetary profit and revenge counterpart when they feel
unfair. So the perception of fairness is very important. Two experiment was conducted. In experiment 1,
researcher studied the effect of the pre-investment cost in perception of fairness. The result showed people
who had pre-investment cost thought more unfair but were more likely to continue prior decision. In
experiment 2, researcher studied the effect of type of CEO and message frame in perception of fairness.
The results showed that people thought the proposal was more unfair when CEO was son of founder and
message was gain and loss framing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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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할까 심리학에서는 쾌락주의 원칙
이라는 것
이 있다 즉 사람들은 즐거움을 추구
하고 고통은 회피
하려한다는 것이
다 한편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한다고 말한다 이에
는 쾌락주의 원칙을 좀 더 세분화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일치시키거나 원하는 않는 목표에서 멀어지는 방식으로 목표를 추구한다는 조절초
점이론
을 발표하였다 이런 이론들을 보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성적이고 합리적
인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보자
누군가 당신에게 만원을 주고 처음 보는 사람과 돈을 나누어 가지라고 합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제안자가 되어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정하고 다른 사람은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절할지
결정을 합니다 제안을 받아들이면 제안한 금액만큼 서로 나눠가지면 되지만 거절하면 두 사람 모두
돈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제안은 오직 한 번뿐이고 상의하거나 협상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자신이 만원을 갖고 당신이 만원을 갖자고 제안을 한다면 당신은 어떻
게 하겠는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거절해서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다는 만원이라도 받는 것
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 제안을 거절한다고 한다 이런 게임을 최
종제안게임
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상대
방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바로 불공정
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종제안게임에
서는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돈을 가져갈 수
없다는 일종의 복수 응징 의 성격이 강하다 이처럼 협상이나 거래를 할 때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언론을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첨예한 갈등을 빚
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임금인상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한 갈등이지
만 그 내면에는 성과를 배분하는데 있어 불공정하다는 인식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협상이
나 거래 상대방이 공정하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성에 영향
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기존 투자비용 경영자의 유형 메시지 제시방법 을 살펴봄으로써 공정성
인식의 폭을 넓혀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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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실험 기존 투자비용 유무에 따른 의사결정 차이
이론적 배경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의사결정을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단 의사결정을 한 후 노력
시간 돈을 투자하고 나면 상황의 변화에 상관없이 기존 의사결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
다 이를 매몰비용효과
또는 콩코드 효과
라 한다 예를 들어
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매몰비용효과가 얼마나 강력한 효과인
지를 증명하였다
비행기 제조회사의 대표인 당신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 만 불을 투자하
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만 불을 투자했고 프로젝트도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쟁사
에 당신회사와 동일한 비행기를 이미 만들어 시판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욱이 경쟁사가
시판하는 비행기는 당신이 말들고 있는 비행기보다 더 빠르고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당신이라면 비행
기를 완성시키기 위한 남은
만 불 의 연구기금을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이 시나리오를 본 사람 중 무려 가 남은 의 연구기금을 투자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흥
미로운 것은 만약 당신이 기존에 투자한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연구기금을 투
자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기존 투자비용의 유무에 의해 의사결
정이 영향을 받는 것은 이런 큰 금액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가 농구경기 입장권을
에 구입한 사람과 무료로 받은 사람 중 눈보라가 치는 날 농구를 보러 갈 확률을 알아본 결과
에서도 여전히 돈을 주고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들이 무료로 받은 사람들보다 농구를 더 많이 보러
갈 거라 대답했다 사람들이 매몰비용효과에 빠지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과거 자신
의 의사결정에 대해 합리화하려는 성향
때문이다 둘째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는 규범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적자로 심리적 회계장부를 마감시키고 싶지
않은 심리 때문이다 이러한 매몰 비용 효과는 개인 의사 결정 에서부터 재정적 의사 결정 대
기상황 등 다양한 상황에서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다 이처럼 기존에 투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
사람들은 과거 의사결정에 애정을 갖게 되고 그래서 과거 결정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
기존 투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 변화된 상황을 더 불공정하게 평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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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투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 기존 선택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더 강할 것이다

연구내용
기존 투자비용의 유무가 상황 변화에 따른 공정성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의사결
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실
험에 참석한 명의 사람들에게 제시하였다 먼저 기존투자비용이 없는 조건에서는 당신은 시
간 일하고 만원을 받기로 했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 오후부터 일을 하기로 양해를 구하고 점심
에 농장에 갔다 농장주인은 오전에 일한 사람이 부족해서 급하게 사람을 뽑아서 지금은 더 이상
사람이 필요 없다고 했다 다만 바빠서 미처 연락을 못 드렸으니 시간 일하면 만원을 준다고 했
다 는 시나리오를 보여주었다 한편 기존투자비용이 있는 조건에서는 당신은 시간에 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고 있다 일은 많은데 일손이 부족해서 농장주인은 오전 내내 추가 인력을 구
하고 있었다 오후에 새로운 일꾼들이 왔는데 이들은 시간에 만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
게 되었다 그래서 당신은 농장 주인에게 자신이 오늘 하루 받게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봤지
만 주인은 처음 계약대로 만원을 준다고 했다 는 시나리오를 보여줬다
이후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불공정하다 공정하다 와 어떻게 할 것인지 일을 하
지 않는다 일을 한다 에 대해 명목척도로 물어보았다

연구결과
먼저 기존 투자비용의 유무에 따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기존
투자비용 시간 이 없는 조건에서는 의 사람들이 현재 상황을 불공정하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기존 투자비용 시간 이 있는 조건에서는 의 사람들이 불공정하다고 평가해 은 지지되었다
χ
한편 일을 할 건지 질문한 결과 기존투자비용 시간 이 없는 조건에서는
의 사람들이 일을 할 거라 답한 반면 기존 투자비용 시간 이 있는 조건에서는 의 사람들이
일을 계속할 거라 답변을 해 는 지지되었다 χ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기존 투
자비용이 존재하는 경우 사람들은 상황의 변화에 대해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면서도 자신이 했던
과거의 선택을 지속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20

Copyright

2017 HSS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1, January (2017)

기존 투자비용이 없는 경우

기존 투자비용이 있는 경우

그림 기존 투자비용 유무에 따른 결정 차이

실험 메시지 제시방법에 따른 의사결정 차이
이론적 배경
우리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똑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살코기 라는 말과 지방 라는 말은 똑
같은 내용이다 그렇지만 맛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지방 라는 메시지보다는 살코기 라는 메
시지를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이고 영양이나 다이어트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살코기 라는
메시지보다는 지방 라는 메시지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이처럼 동일한 이야기라도 어
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프레이밍효과
라 한다
는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였다
미국에서 특이한 형태의 아시아산 질병이 발생했다 이 질병으로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
황에서 각 프로그램에 대한 예측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집단 프로그램 가 채택되면 명이 살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가 채택되면 명 모두가 살
확률은 이고 명 모두가 사망할 확률은 다 프로그램 중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하겠는
가
집단 프로그램 를 채택되면 명이 사망할 것이다 프로그램 가 채택되면 명 모두가 살 확률
은 이고 명 모두가 사망할 확률은 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하겠는가

집단 에서 프로그램 를 선택한 사람의 비율은 였고 집단 에서는 프로그램 를 선택한
사람의 비율은 였다 흥미로운 것은 프로그램 와 프로그램 는 같은 내용이라는 점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명 중 명이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사람들이 선택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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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중 명이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니 그 선택확률이 로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
처럼 사람들은 관련 메시지를 어떻게 제시하느냐 다른 선택을 한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쾌락편
집
을 통해 즐거움은 크게 슬픔은 작게 만들 수 있다 쾌락편집의 가지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익은 나눠라 둘째 손실은 합해라 셋째 이익이 손실보다 큰 경
우에는 합해라 넷째 이익이 손실보다 작은 경우에는 나눠라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황
에서 임금이 감소하는 것 상황 과 인플레이션이 인 상황에서 임금이 밖에 오르지 않
은 것 상황 은 모두 노동자에게 의 손실을 안겨준다는 점에도 동일하다 그러나 상황 은 손
실메시지만 있지만 상황 는 손실과 이익 메시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 즉 쾌락편집의 번째 원칙 이익이 손실보다 작은 경우에는 나눠라 에 손실메시지만
전하는 것보다는 손실과 이익을 분리해 전하는 것이 공정성을 평가하는데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나아가 이런 결정을 한 최고경영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승진을 한 경우와 부모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은 세 경영인인 경우에도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설 동일한 손실이라도 메시지 전달 방식에 따라 공정성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즉 손실메
시지만 제시하는 경우보다는 손실과 이익을 함께 제시하는 경우 사람들은 더 공정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가설 동일한 손실이라도 최고경영자의 유형에 따라 사람들의 공정성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연구내용
메시지 구성과 최고경영자의 유형에 따라 공정성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
험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표 과 같이 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실험에 참석한 명의 사람
들에게 제시하였다 최고경영자의 유형은 동일한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최고경영자가 자신의 능
력으로 자수성가한 경우와 부모의 경영권을 승계한 세 경영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메시지 구
성은 동일한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손실 메시지만 있는 경우와 손실과 이익을 함께 있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이후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불공정하다 공정하다 에 대해 명목척도로 물
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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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최고경영자 유형과 메시지구성

메시지 구성
(5% 손실)

인플레이션
임금 삭감
12% 인플레이
7% 임금인상

0%
5%

최고경영자유형
본인 능력
2세 경영인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연구 결과
먼저 손실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지 살펴보았
다 동일한 손실이라고 하더라도 손실 임금감소 메시지만 전할 때는 만이 공정하다고 평
가한 반면 손실 인플레이션 과 이익 임금상승 메시지를 함께 전할 때는 가 공정하다
고 평가해 가설 은 지지되었다 χ
이러한 결과는 쾌락편집 원칙에서 이야기한 것처
럼 손실이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손실을 합하기보다는 이익과 손실을 분리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동일한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누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따라 공정성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자신의 능력으로 가 된 사람이
손실을 안겨주는 결정을 한 경우는 가 공정하다고 판단한 반면 부모로부터 경영권을 물
려받은 세 경영인이 한 경우는 만이 공정하다고 판단해 최고경영자의 유형에 따라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가설 도 지지되었다 χ
최고경영자 유형에 따른 공정성 평가

메시지 제시방법에 따른 공정성 평가

그림 메시지 프레임에 따른 공정성 인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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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는 거래나 협상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공정성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특히 기존투자비용의 유무 메시지제시방법
최고경영자의 유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한 후 시간 노력 돈이 투자되면 향후 상황의 변화에 관계없이 기존 결정을 유지하려
는 성향을 매몰비용효과라 하는데 본 연구에서도 기존 투자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매몰비용이 있
는 경우 사람들은 변화된 상황을 더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런 불공정에
대한 인식과 달리 매몰비용이 있는 경우 기존 결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결과는 매몰비용이 인식 불만 과 행동 그만둠 이 불일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 알리기보다는 손실뿐
만 아니라 이익도 함께 제시해줌으로써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상실감 을 줄여하도록 해
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은 최고경영자의 결정에 대해 자신의
능력으로 최고경영자가 된 사람의 결정보다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아무래도 세 경영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고통분담을 요구할 경우 창
업자가 전문경영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전달해야한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실무진들과 최고경영자에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첫째 시나리오를 만들어
온라인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진 만큼 응답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자세하게 시나리오를 읽었는지 제
대로 통제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둘째 손실을 제시함에 있어 인플레이션과 임금 급여 의 변화
를 대상으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메
시지 내용을 손실 임금삭감 과 이익 임금상승 으로 인지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런 부분을 고려하여 좀 더 정교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연구를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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