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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근거 분석이 스포츠 경기 승패 예측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

배 승 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본 연구의 목적은 근거 분석이 예측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정보 처리 방법이 위 상관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근거 분석, 예측 정확성, 정보

처리 방법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함으로써 분석적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존재하

는 스포츠 경기 승패 예측을 사용하여 근거 분석이 예측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프리미어

리그 팬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프

리미어리그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항, 프리미어리그 6 경기의 승

패를 예측하는 문항, 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거 분석에 따른 정보 처리 방법과 예측 정확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한 집단에게는 승패 예측에 대한 근거 분석을 하



도록 하였고 통제집단에게는 근거 분석 없이 단순히 예측만 하게

하였다. 모집된 설문지 394부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된 26부를

제외한 368부가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을 위해

서는 SPSS 23.0을 활용한 기술통계 분석과 신뢰도 분석, AMOS

21.0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거 분석은 정보 처리

방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근거 분석을 하게 될 경우, 하지 않

을 때보다 국소처리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정보

처리 방법은 예측 정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국소처

리를 하게 될 경우 예측의 정확성이 낮아질 거라는 가설과는 달리

국소처리는 예측 정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근

거 분석은 예측 정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근거 분석이 예측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보 처

리 방법 중심으로 검증함으로써 분석적 사고에 대한 이해를 확장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근거 분석의 유무를 시간제한을 통해

확실히 구분하고, 일정 수준의 난이도가 있는 경기를 선정하며, 예

측 대상에 대한 예측자의 지식 수준에 따라 근거 분석, 정보 처리

방법, 예측 정확성의 상관관계는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연

구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근거 분석, 정보 처리 방법, 전역처리, 국소처리,

예측 정확성, 의사결정 이론

학 번 : 2016-2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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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의사결정의 과정은 사람들에게 매일 일어나는 일이다. 식당에서 메뉴

를 고르는 일에서부터 이사 갈 집을 구하는 일까지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의사결정은 크게 두 가지의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 의사결정에는

어떠한 결정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각각의 결정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고

려해보는 분석적인 사고의 과정을 거친 의사결정과 많은 사항들을 고려

하지 않고 직감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직관적인 의사결정이 있다

(Dijkstra, Pligt, & Kleef, 2012). 사람들의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을 다룬

연구들은 크게 두 개의 흐름으로 분류된다. 고전적인 의사결정 이론에서

는 의사결정을 할 때에 심사숙고하며 결정에 대한 근거를 분석하는 것과

같이 분석적인 사고과정을 통한 의사결정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Janis & Mann, 1977; Slovic, 1982).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많은 정보들

을 두고 이를 고려하는 것이 좋은 결정을 내리는 데 더욱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은 많이 있다(Edwards & Fasolo, 2001; Newell,

Lagnado, & Shanks, 2007). 하지만 다른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분석적

사고의 과정을 거친 의사결정이 항상 최선의 결정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

을 반증하고 있다(Wilson & Schooler, 1991).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정이

오히려 많은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내린 결정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낸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들이 있다(Dijksterhuis &

Nordgren, 2006; Igou & Bless, 2007).

분석적 사고의 가치를 직관적 사고에 비해 높이 사는 고전적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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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론에 반하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많은 선행연구들이 근거 분석이

라는 것을 통하여 분석적 사고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Wilson & Dunn, 1986; Wilson, Dunn, Draft, & Lisle, 1989; Wilson,

Hodges, & LaFleur, 1995; Wilson et al., 1993). 이러한 연구들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개인의 취향 및 기호와 관련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

을 유도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실험집단에게는 본인의 결정에 대한 근거

를 분석하게 하고 통제집단에게는 직관적으로 결정하게 함으로 분석적

사고를 통한 의사결정이 직관적인 의사결정에 비해 어떠한 차이를 나타

내는지 검증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Wilson과 Dunn(1986)의 연구는 피

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게는 좋아하는 청량음료에 대해

물어보며 그 음료를 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분석하게 하였고 다른

집단에게는 단순히 좋아하는 음료가 무엇인지만 물었다. 본인이 내리는

결정에 대한 근거를 분석하게 하는 것이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근거 분석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과는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가 본 연구 및 이와 유사한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었다.

이와 같이 근거 분석을 통해 분석적 의사결정과 직관적 의사결정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 선행연구들은 분석적인 사고과정과 직관적인 사고

과정의 차이는 정보 처리 방법에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내었다

(Halberstadt & Levine, 1999; Levine, Halberstadt, & Goldstone, 1996).

Halberstadt와 Levine(1999)은 근거 분석을 하는 것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정보의 중요도를 가리는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Levine, Halberstadt, Goldstone(1996)은 사람들

의 얼굴을 보고 첫 인상을 평가하게 하는 실험연구를 통하여서 근거 분

석을 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

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 3 -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근거 분석이 정보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직관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때와는 다른 결정을 내리게끔 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

과에서는 근거 분석과 정보 처리 방법, 이에 따른 의사결정이 서로 어떠

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근거 분

석에 따른 의사결정의 차이를 검증한 선행연구들은 근거 분석이 의사결

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정보 처리 방법을 꼽는다. 특정 의사결정에

대한 근거를 분석하게 되면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

하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게 되면서 암묵적이고 비언어적인 의사결정 과

정을 방해하고 이는 결국 말로 표현하기 쉬운 정보에 집중하게 하기 때

문이다(Wilson et al., 1993; Yamada, 2009).

근거 분석과 정보 처리 방법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 연구들 중 대표적

인 연구로는 Dijkstra, Pligt, Kleef와 Kerstholt(2012)의 연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거 분석이 전역처리와 국소처리라는 정보 처리 방법의 두

가지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적 사고와 직관

적 사고에 따라 의사결정의 정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고, 정보

처리 방법이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의사결정 방법에 따라 정보 처

리 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며 이는 정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

양한 실험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하지만 이처럼 정보 처리 방법, 근거 분석과 정보 처리 방법을 다룬

연구들은 피험자들이 처리하는 정보가 결국 실험자에 의해 제공된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Dijksterhuis et al., 2009). 근거 분석의 유무에 따

라 사람들이 집중하는 정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검증하는 연구에서

결국 사람들이 고려하는 정보가 실험자에 의해 주어지기 때문에 근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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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정보 처리 방법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다. 연구를 위한 실험과는 달리 실상에서는 정보 처리 과정이 한 단계

더 빨리 일어난다. 즉, 어떤 정보를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것인지에 대

한 결정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에 대한 조건들이 실험자에 의해 주

어지지 않고 참여자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 필요하다(Dijksterhuis et al.,

2009).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포츠 경기 승패 예측과

같이 미래의 이벤트를 예측하는 것이다. 경기를 벌이는 두 팀 중 어느

팀이 승부에서 이기는 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측자 본인이 이에 필요

한 정보를 검색하고 선택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 승패 예측이 근거 분석

및 정보 처리 방법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데 있어 유익한 또 다른 이유

는 의사결정의 정확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Halberstadt & Levine, 1999). 근거 분석을 다룬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결정의 내용이 개인의 주관적인 기호 및 취향을 다룬 연구들이 대부분이

었다(Wilson & Schooler, 1991). 따라서 보다 객관적인 분야에서 근거

분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Halberstadt &

Levine, 1999). 이러한 점에서 경기 승패 예측이 맞고 틀리고로 분명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나오는 스포츠 경기 승패 예측을 통하여 근거 분석과

정보 처리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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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사람들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상반되

는 연구결과들이 있음을 위에서 확인하였다. 분석적 사고를 통한 의사결

정이 직관적 사고를 통한 의사결정보다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고전

적인 이론을 반증하기 위해서 좀 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컨텍스트

에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분석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를 구분하기 위해 근거 분석이 사용되어 왔고(Wilson et al.,

1993; Wilson, Dunn, Draft, & Lisle, 1989; Nisbett & Wilson, 1977) 이

는 결국 정보 처리 방법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선행연구(Dijkstra,

Pligt, Kleef, & Kerstholt, 2012)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근거 분석, 정보 처리 방법, 예측 정확성의 상관관계를 파악함

으로써 분석적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한다.

둘째, 개인의 주관적인 취향이나 기호가 아닌 객관적인 결과가 있는

스포츠 경기를 통해 분석적 사고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근거 분석을 통하여 분석적 사고를 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

여금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게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근거 분석, 정보 처리 방법, 예측 정확성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

다. 이와 같은 연구 질문에 답함으로써 분석적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개인의 기호나 취향과 같이 주관

적인 컨텍스트가 아닌 객관적이고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이 요구되는 스

포츠 컨텍스트를 통해 분석적 사고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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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방법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가장 핵심되는 목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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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의사결정 이론

1. 분석적 사고방식

사람들은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릴 때에 때로는 주어진 선택지들의 중

요도를 따진 뒤 최종 결정을 내리기도 하며 때로는 많은 것을 고려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Edwards & Fasolo, 2001). 전통

적인 의사결정 이론에서는 많은 정보를 고려하는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

친 뒤 내리는 결정이 가장 좋은 결정으로 이끈다고 주장하였다(Dijkstra,

Pligt, & Kleef, 2012).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결정에 대한 근거

를 분석하는 사고의 과정을 거치는 분석적 의사결정 과정이 항상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도 있다(e.g., Wilson &

Schooler, 1991).

그 중 Wilson과 그 외 학자들(1993)의 연구에서는 근거 분석을 통해

심사숙고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본인의 결

정에 대해 더 큰 불만족과 후회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개

인의 선호도에 대해 분석을 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에 대한 만족도를 감

소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

게 두 개의 포스터 중 맘에 드는 것을 가져가게끔 하였다. 자신의 선택

에 대한 이유를 생각하도록 지시받은 사람들은 통제 대상들과는 다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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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포스터를 선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의 결정에 따라 원하

는 포스터를 가져간 지 3주 후, 모든 실험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선택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하였다. 그 결과 선택에 대한 이유를 분석한 사람들

의 만족도가 근거 분석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분석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사람

들로 하여금 말하기 쉽고 그럴듯한 이유처럼 보일 수 있는 정보에 집중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근거를 분석하는 과정

에서 초기에 집중하게 된 정보가 개인의 기호를 더 잘 반영하는 결정과

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불만족과 후회를 경험하게 한 것으로 연

구결과를 해석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에게 제공된 두 개의 포스터 중 하나는 유머러스한 포

스터로서 긍정적인 부분을 말로 설명하기가 더 쉬웠다는 점이 근거를 분

석해야만 했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난다. 두 개의 선택

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거를 말해야하는 사람들의 경우

말로 좀 더 쉽게 설명되어 질 수 있는 포스터를 결국에는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근거 분석을 통해 분석적 사고과정을 거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직관적 사고과정을 거쳐 결정을 내리는 것과 다른 결과를 도출해내

는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Yamada(2009)의 연구결과 역시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실험

참여자들 중 한 그룹에게는 구상화와 추상화 중 좋아하는 그림을, 다른

그룹에게는 좋아하지 않는 그림을 선택하도록 한 뒤 그 이유에 대해 설

명하게 하였다. 좋아하는 그림을 선택한 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했

던 그룹도, 좋아하지 않는 그림을 선택한 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했던 그룹도 동일하게 추상화보다는 구상화를 선택한 사람들이 더 많았

다. 이는 좋아하는 혹은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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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보다는 구상화가 더 용이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근거 분석이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

의 취향이 덜 반영되는 결정을 내리게끔 유도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처럼 Yamada(2009)와 Wilson을 포함한 여러 연구자들의(1993) 연구결과

는 근거 분석이 왜 사람들로 하여금 불만족을 유발하는지를 개인의 취향

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잘 설명해준다.

분석적 사고의 가치에 대한 의문은 직관적인 사고가 아닌 분석적인

사고의 과정을 통해 내린 의사결정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큰 후회를

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다(Nordgren &

Dijksterhuis, 2008). 개인의 취향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심사숙고의

과정은 결국 결정을 내리는 사람의 취향과 불일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은 의식적인 사고(conscious thought)가 종종 사람

들의 판단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Dijksterhuis & Nordgren, 2006).

근거 분석 및 의식적 사고에 대한 연구를 한 Wilson과 그 외 몇몇

학자들은 내성적인 추론은 최선이 아닌 차선의 결정 및 판단을 하게 한

다는 것을 여러 연구들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들은 심사숙고한 결정은

결국 개인적인 판단에 대한 만족도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Wilson et al., 1993). 또한 근거 분석을 통하여 의식적인 사고과정을 거

친 뒤 내리는 결정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의 태도와 행동 사이의 일관성

역시 감소시킨다는 것을 검증하였다(Wilson et al., 1984). 분석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 내린 결정은 그렇지 않은 결정에 비해 특정 평가 대상에 대

한 전문가 의견과 더욱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검증되었다

(Halberstadt & Levine, 1999; Johnson & Raab, 2003; Wilson &

Schooler,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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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 분석과 분석적 사고방식

많은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직관적인 의사결정에 비해

근거 분석을 통하여 분석적인 사고과정을 거쳐 내리는 의사결정이 가지

는 제한점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음을 위에서 확인하였다. 분석적 사고과

정을 통한 의사결정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주로 개인의 주관적인 취향 및

기호와 관련하여 많이 이루어져왔다. Wilson과 Dunn(1986)의 연구에서

는 사람들이 식당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음료를 왜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

는지에 대한 근거를 분석하게끔 하였고, Millar와 Tesser(1986)은 퍼즐을

통하여서, 또 다른 연구(Wilson, Dunn, Bybee, Hyman, & Rotondo,

1984)에서는 퍼즐과 사진, 그리고 연애 상대에 대한 부분에서 이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Wilson의 많은 연구들 중 하나는 미술 포스터에 대

한 연구였으며(Wilson et al., 1993), 또 다른 연구는 선호하는 딸기잼과

듣고 싶은 수업을 다루었다(Wilson & Schooler, 1991). 이처럼 근거 분

석을 통하여 분석적 사고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한 선행연구들은 주

로 개인의 주관적 취향 및 기호를 다루었다.

또한 개인이 내린 의사결정이 얼마나 좋은 결정이었는지 그 수준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연구 참여자들의 결정은 전문가들의 결정과 비교되

었다. 딸기잼과 듣고 싶은 수업에 대한 결정을 다룬 Wilson과

Schooler(1991)의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결정을 전문가들의 결정

과 비교하여 그 수준을 평가하였다. 피실험자들의 잼에 대한 선호도를

다룬 첫 번째 실험에서 연구자는 5개의 잼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Consumer Reports라는 잡지에서 전문가들이 선정한 잼을 기준으로 피

실험자들의 의견이 얼마나 이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치하는 가를 확인함

으로써 이들의 의사결정 수준을 판단하였다. 듣고 싶은 대학 수업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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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 두 번째 실험에서 역시 피실험자들의 결정의 수준은 전문가들의 의견

과의 비교를 통해 판단되었다.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가 교수들의

평가와 얼마나 유사한지가 피실험자들의 의사결정의 수준을 정하는 기준

이 되었다.

근거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을 다룬 연구들이 주로 주관적인 취향 및

기호를 다루었으며 의사결정의 수준이 전문가와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졌

다는 점에 대해 Halberstadt와 Levine(1999)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

들은 딸기잼이나 듣고 싶은 수업, 미술 포스터와 같이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의 경우,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선택지가 있으며 소수가 택하

는 선택지가 있지만 적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꼭 객관적으로 부

정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개개인의 주관적인 의견

이 고려되는 결정인 만큼 소수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선택지라고 해서 그

것이 객관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선택지라고는 볼 수는 없

다는 것이다.

근거 분석이 의사결정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개인의

선호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결정을 다룬 연구도 이루어졌다.

Wilson과 LaFleur(199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로 하여금 본인이 본인의

지인에게 우호적이거나 우호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할 것인지를 예측

하게끔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 그룹은 그에 대한 근거를 분석하였고 다

른 그룹은 근거 분석 없이 단순히 예측만 하였다. 자신의 행동의 예측에

대한 근거 분석을 한 사람들은 근거 분석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특

정 행동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더 많이 하였고 이는 결국 예측 정확성을

낮추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 Wilson과 LaFleur(1995)는 근거 분

석이 예측의 정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Halberstadt와 Levine(1999)은 근거 분석이 예측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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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자기 자신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예측의 대상이 자기 자신일 경우, 예측을 하는 사람은 본인이 긍정적

인 관점에서 조명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측을 하거나 자신의 행동에 대

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Halberstadt & Levine, 1999). 실제로

Sherman(1980)의 연구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

한 정도를 과대 예측하였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수고가 동반되는

특정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하게 될 경우 사람들은 실제보다

과대 예측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예측이 공개될 경우 이는 결국 인지 및 동기의 압력에 의해 실제로 예측

과 동일한 행동을 수행하게끔 할 수 있다. Sherman(1980)의 연구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예측에 맞게 행동을 수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Greenwald, Klinger, Vande Kamp과 Kerr(1988)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예측을 다룬 연구 역시 개인의 취향이나 기

호를 다룬 연구와 마찬가지로 여러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자기 자신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비록 흥미로운 분야이기는 하지만 행동 예측에 대

한 연구에 있어서 다른 행동 예측과는 다른 특이성을 지니는 경우이며,

따라서 근거 분석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있어 그 결과

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Halberstadt & Levine,

1999).

근거 분석과 예측 정확성 혹은 의사결정의 정확성을 연구한 선행연구

가 가지는 또 다른 제한점으로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이 연

구자에 의해 연구 참여자에게 제공되었다는 것이다(Dijksterhuis, Bos,

Leij, & Baaren, 2009). 의사결정의 과정에는 어떤 정보를 포함시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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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정보를 배제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연구자에 의해 제공되는 실험 설계에서는 근

거 분석이 결정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검증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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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거 분석과 경기 승패 예측

근거 분석이 의사결정의 수준, 예측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취향이나 기호(Wilson & Schooler, 1991; Wilson,

Lisle, Schooler, Hodges, Klaaren, & LaFleur, 1993; Wilson & Dunn,

1986; Millar & Tesser, 1986; Wilson, Dunn, Bybee, Hyman, &

Rotondo, 1984),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이루어져왔고

(Halberstadt & Levine, 1999)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가

연구자에 의해 제공되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Dijksterhuis, Bos,

Leij, & Baaren, 2009). 따라서 개인의 취향이나 기호,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닌 보다 객관적인 분야에서 근거 분석, 분석적 사고, 의사결

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는 것이 스포츠 경기 승패 예측이다. 스포츠 경

기 승패 예측은 경기의 실제 결과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개인의 판

단, 의사결정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Halberstadt와

Levine(1999)은 근거 분석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농구 경기 승패 예측을 사용하였다. 경기가 끝난 이후에 실제 경기 결과

가 나오는 스포츠는 개인의 기호 및 취향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예측과

는 달리 객관적인 결과를 놓고 의사결정의 수준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주관적인 취향 및 기호를 다룬 선행연구에서 의사결정의 수준이 전

문가와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 것에서 오는 제한점 역시 보완해준다.

예측자가 복잡한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쳐 경기의 승패를 예측한 것의 정

확성이 실제 경기 결과와 비교하여 측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좋아하는 딸기 잼(Wilson & Schooler, 1991)이나 음료수(Wilson

& Dunn, 1986)와 같이 복잡한 사고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의사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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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팀 순위, 선수들의 컨디션 및 상황, 코치 및 감독과 같이 여러 정보

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기 승패 예측이 의사결정의 과정을 더

욱 면밀히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Halberstadt & Levine, 1999).

Dijksterhuis와 그 외의 연구자들도(2009) 스포츠 경기 승패 예측을

통해 분석적 사고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것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근거 분석과 예측 및 의사결정의 정확성을 연구한 선행연구의 제한점으

로 Dijksterhuis는(2009)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이 연구자에

의해 연구 참여자에게 제공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사람들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중요한데 연구자에 의해 이러한

정보가 제공될 경우 의사결정의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 때로는 어떠한 정보를

포함시키거나 배제할지에 대한 결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의사결정에서는 정보를 선택하는 것이 정보 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

요한 부분이 되기도 한다. 스포츠 경기 승패 예측의 경우 외부로부터 예

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예측자 본인이 사용하려는 정

보를 직접 검색하고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점이 보완될 수

있다(Dijksterhuis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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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보 처리 방법

1. 정보 처리 방법의 개념과 정의

사람들은 특정 동일한 대상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

그 대상을 축소하고 전체 그림에 주의를 기울일 수도 있고 동일한 대상

을 확대하고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일 수도 있다. 즉, 이는 ‘숲보다는

나무’, ‘나무보다는 숲’이라는 표현과 같이 특정 대상을 받아들일 때에 숲

을 보거나 나무를 보는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심리학

에서는 이를 사람들이 다른 처리 방법을 사용한다고 표현한다(Forster &

Dannenberg, 2010). 처리하는 대상이 사람, 음식, 물건, 행사, 정보에 이

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으며 이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전역처리와 국소

처리로 나누어진다. 전역처리는 ‘나무보다는 숲’에 집중하는 처리 방법인

반면 국소처리는 ‘숲보다는 나무’에 집중하는 처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

다(Navon, 1977).

사람들이 특정 대상을 처리할 때에 전체적이며 종합적인 사항에 집중

하는 전역처리와 세부사항에 집중하는 국소처리 중 어느 것을 우선적으

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Bruce(1988)

는 사람들이 얼굴을 인지할 때에 눈, 코, 입과 같이 얼굴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성에 기반하여 인지하는지 아니면 전반적인 얼굴 형태를 우선

적으로 인지하는지를 연구하였다. Rayner와 Pollatsek(1989)는 읽기를 가

르칠 때 단어별로 가르치는 것과 글자 위주로 가르치는 파닉스 교육방법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연구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지각 및

인지 발달이 종합적 사고(holistic thinking)와 분석적 사고(analytic

thinking)의 추세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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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mler, 1983; Werner, 1948).

이러한 연구들 중에서도 전역처리와 국소처리의 구분은 Navon(1977)

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무가 아닌 숲을 찾는다고 가정한 전역선행성

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에서 가장 잘 나타났다. 그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소문자로 구성된 대문자 글자들을 보여주는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국소

자극 글자보다 전역자극 글자를 더욱 빨리 식별함을 보여주었다. 여러

연구자들이 Navon(1977)의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가설에 반하는 다양한

이론적 모델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설명하였지만(Love, Rouder, &

Wisniewski, 1999; Kimchi, 1992; Kinchla & Wolfe, 1979; Lamb &

Robertson, 1990), 전역처리와 국소처리의 영향과 이를 중재하는 변인들

에 대한 연구는 더욱 많은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전역처리와 국소처리가 각각 다양한 종속변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 중

Macrae와 Lewis(2002)는 사람들이 얼굴을 인식하는 것이 전역처리 이후

에는 향상되었지만 국소처리 이후에는 방해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실험은 참여자들에게 가장된 은행 강도 영상을 보여준 뒤 참

여자들로 하여금 영상에 나온 강도의 얼굴을 식별하도록 하였다. 참여자

들은 강도의 얼굴을 식별하기 전 수정된 Navon(1977)의 글자 식별 시험

(Navon-letter-task)을 수행하였다. 이 시험은 참여자들이 제시된 자극인

영상 속 강도의 전체적인 특징과 세부사항 중 하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실험 결과는 참여자들이 Navon(1977)의 글

자 식별 시험에서 사용된 국소자극에 집중했을 때 강도의 얼굴을 식별하

는 것이 덜 정확했던 반면 참여자들로 하여금 전역자극에 집중하도록 했

을 때 얼굴 식별 정확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Weston, Perfect, Schooler, & Den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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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전역처리와 국소처리가 새로이 주어지는 정보 혹은 기존에 가지고 있

던 정보를 처리하는 데에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왔

다. 정보 처리 방법에 있어서는 문화성향을 다룬 연구들이 많이 있다. 특

정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그 내에서 특정 문화성향을 형성하며 이 문화

적 성향에 따라 개인의 정보 처리 방법에도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검증

되었다(Nisbett & Masuda, 2003). 문화양상에 따라 달라지는 정보 처리

방법의 차이를 다루었던 연구들의 주제는 범주화(Norenzayan, Smith, &

Nisbett, 2002), 주의(Kitayama et al., 2003), 지각(Masuda & Nisbett,

2001), 인과추론(Choi et al., 2003)등 다양하다. 문화성향을 다룬 연구들

의 전반적인 결과는 개인주의 성향의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주어진 정

보 중 배경보다는 그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국소처리의 경향이 우세하지만, 집단주의 성향의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

은 대상 자체보다는 주어진 정보의 배경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를 처리하

는 전역처리의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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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 분석과 정보 처리 방법

근거 분석을 통한 분석적 사고는 정확한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위에서 확인하였다. 이는 근거 분석이 사람들의 정보 처

리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분석적이지 않은 사고를 할 때에 사

람들은 주어지는 정보들의 중요성을 적절하게 판단하지만 분석적인 사고

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정보 처리 과정을 방해한다(Levine, Halberstadt,

& Goldstone, 1996; Dijksterhuis et al., 2006; Halberstadt & Levine,

1999). 이는 근거 분석을 하게 될 경우 사람들은 자연스레 좀 더 명확하

고, 증명할 수 있고, 말로 쉽게 표현 가능한 정보들에 집중하게 되기 때

문이다(Yoon et al., 2013). 또한 사람들은 근거 분석을 하게 될 경우 좀

더 기억하기 쉽고, 그럴 듯 하고, 보고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게 되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시할 수 있다(Yamada, 2009; Wilson et

al., 1995).

Wilson과 그 외의 연구자들(1995)은 실험 참여자들에게 특정 개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평가하고 그 개인이 사회 복지사로서 얼마나 적합하

다고 생각하는지 평가하도록 하였다. 개인에 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인 정보는 두 번 제시함으로써 실험 참여자들이 평가 대상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 결과, 근거 분석을 한 참여자의 판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주어진 여러 정보들 중 더욱 접근 가능성이 높고, 말

로 표현하기 쉬운 정보에 집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선

행연구를 통하여 근거 분석은 사람들로 하여금 추상적이고, 표현하기에

복잡하고 애매한 정보 보다는 말로 표현하기 쉽고, 구체적이며, 명료한

정보에 집중하게 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Dijkstra, Pligt, Kleef, 그리고 Kerstholt(2012)는 분석적/직관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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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보 처리 방법 간의 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현대 미술 작품의 우수함을 평가하는 데 있어 직관적 사고와 근거

분석을 통한 분석적 사고과정을 비교함을 통해 직관적 사고가 더욱 정확

하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전역처리와 국소처리가 미술 작품의 우수함을

정확히 평가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이 연구에서 검증되

었다. Dijkstra와 그 외의 연구자들은 직관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는 전역

처리와 국소처리를 포함하는 정보 처리 방법과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도

검증하였다. 근거 분석을 하게 될 경우 하지 않을 때보다 국소처리에 더

욱 집중하게 된다는 결론이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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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 처리 방법과 의사결정의 정확성

전역처리와 국소처리로 구분되는 정보 처리 방법이 의사결정의 정확

성에 미치는 영향은 앞서 언급된 Dijkstra, Pligt, Kleef와

Kerstholt(2012)의 연구에서 가장 잘 검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총 4개

의 실험을 통해 직관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를 통한 의사결정 비교, 자연

스러운 정보 처리 방법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유도된 정보 처리 방

법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정보 처리 방법과 의사결정의 정확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 직관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에 따라 현대 미술

작품의 우수성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험함으로써 직관적

사고가 분석적 사고보다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분석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와 같이 사고의 방식 뿐 아니라 정보

처리 방법 역시 정확한 판단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 연

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실험 참여자들에게 전역-국소처리 반응 시간 검

사를 실시한 뒤 현대 미술 작품의 작품성을 평가하게 하였다. 실험 참여

자들 중 국소처리보다 전역처리에 집중하는 사람들일수록 미술 작품의

우수성을 더욱 정확하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실험은 참여자들

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전역처리와 국소처리만을 하도록 유도한 채

진행되었다. 이 실험도 앞의 실험과 마찬가지로 전역처리를 하도록 유도

된 사람들이 국소처리를 하도록 유도된 사람들에 비해 미술 작품들에 대

해 더욱 정확한 평가를 내렸다. 이는 근거 분석이 사람들로 하여금 접근

성이 큰 정보에 더 집중하게 함과 동시에 판단을 내려야 하는 대상과 직

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주의를 떨어트리게 하여 잘못된 결

정을 내리게 하는 것과(Wilson et al., 1995; Tordesillas & Chaiken,

1999)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근거 분석은 사람들의 판단 정확



- 22 -

성을 저하시킨다는 연구결과는 앞서 확인하였다. 이는 근거 분석이 사람

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에 고려하는 정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

도 검증되었다. 근거 분석과는 별개로 정보 처리 방법 중 전역처리가 의

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소처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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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경기 승패를 예측할 때에 이에 대한 근거를 분

석하는 것이 정보 처리 방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전역처리와 국소처리에 따라 경기 승패 예측의 정확성에 차이가 있을 것

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는 결국 예측에 대한 근거를 분석하는 것은 예측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으로 이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 그림 2-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2-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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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1) 근거 분석과 정보 처리 방법 간의 관계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한

다. ‘나무보다는 숲’의 개념처럼 전체적이며 종합적인 사항에 집중하는

전역처리와 ‘숲보다는 나무’와 같이 큰 그림보다는 세부사항에 집중하는

국소처리가 그 두 가지 방식이다(Navon, 1977). 이는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처리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선행연구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분석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근거 분석은 자연적으로 전역

처리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방해하여 국소처리를 하도록 유도한다

(Levine, Halberstadt, & Goldstone, 1996; Dijksterhuis et al., 2006;

Halberstadt & Levine, 1999). 따라서 어떠한 판단 및 결정에 대한 근거

를 분석하게 될 경우, 근거 분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많은 주의를 기울

이지 않았던 국소정보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근거 분석은 정보 처리 방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근거 분석은 전역처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H1-2. 근거 분석은 국소처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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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 처리 방법과 예측 정확성 간의 관계

근거 분석은 직관적 사고보다는 분석적 사고를 하도록 유도하며

(Wilson et al., 1993), 이는 항상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

이 개인의 취향 및 기호에 대한 결정, 자기 자신에 대한 예측과 관련되

어 증명되었다(Wilson & Schooler, 1991; Yamada, 2009). 또한 첫 번째

가설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근거 분석은 국소처리에 집중하

게 한다(Levine, Halberstadt, & Goldstone, 1996; Dijksterhuis et al.,

2006; Halberstadt & Levine, 1999). 근거 분석을 통하여 사람들이 국소

처리에 집중하게 될 경우 전역처리에 집중하는 사람들에 비해 판단의 정

확성이 저하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Dijkstra, Pligt, Kleef, & Kerstholt,

2012). 이 연구는 현대 미술 작품 평가를 통하여 국소처리와 의사결정

정확성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 처리 방법과 의사

결정의 정확성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스포츠 경기 승패 예측

정확성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 가설을 설정

하였다.

H2. 정보 처리 방법은 예측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전역처리는 예측 정확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국소처리는 예측 정확성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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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거 분석과 예측 정확성 간의 관계

사람들은 특정 대상에 대하여 판단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에 때로

는 주어진 선택지 및 정보의 중요도를 따진 뒤 최종 결정을 내리기도 하며

때로는 많은 것을 고려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Edwards & Fasolo, 2001).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결정에 대한 근거를

분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은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검증되었다(e.g., Wilson & Schooler, 1991; Nordgren

& Dijksterhuis, 2008; Dijksterhuis & Nordgren, 2006; Wilson et al.,

1993).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 가설을 설정

하였다.

H3. 근거 분석은 예측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근거 분석은 예측 정확성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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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대상 및 자료 표집 방법

1. 실험 경기 선정

본 연구의 목적은 근거 분석이 정보 처리 방법을 포함한 의사결정 과

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경기 승패 예측이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그

중에서도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 예측이 사용되었다. 경기 승패 예측에

필요한 경기를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국 프로축구(K리그)와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경기들 중 각각 5경기를 선정하여 한국 프로축구 팬

30명과 영국 프리미어리그 팬 30명에게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

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있어 K리그 팬을 확보하는 것이 프리미어리그 팬

을 확보하는 것에 비해 제한점이 많았으며, 사전조사 결과 K리그 팬들

의 K리그에 대한 지식이 프리미어리그 팬들의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지

식보다 낮다는 제한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 진행

된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제로 치러졌던 프리미어리그 경기들 중

10월 14일의 6 경기를 실험 경기로 선정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선정된 경기에는 리버풀 vs 맨유, 번리 vs 웨스트햄, 크리스탈 팰리스

vs 첼시, 맨시티 vs 스토크시티, 토트넘 vs 본머스, 스완지 vs 허더즈필

드타운 경기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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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설문조사는 2017년 9월부터 10월 초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되었으

며, 비확률표집 방법을 통하여 축구를 즐겨할 뿐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서울대, 아주대, 경기대, 단국대 대학 축구부와 각

대학의 축구 동호회 및 동아리에 속한 학생들 중 프리미어리그 팬을 대

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무작위화를 통하여 본 연구자가 접근

한 피험자들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배정하였다. 이들에게 사전 동의

를 받고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설문에 응하도

록 하였다. 모집된 설문지 394부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된 26부를 제외

한 368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설문 절차

본 설문조사는 경기 승패 예측에 대한 근거를 분석하는 그룹과 근거

를 분석하지 않는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모집된 피험자들을 무작

위화를 통해 근거 분석을 하는 그룹과 근거 분석을 하지 않는 그룹에 배

정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모두 동일한 경기를 두고 각 경기에

대한 승패를 예측하지만 실험집단은 통제집단과 달리 그 예측에 대한 근

거를 분석하도록 유도되었다. 각각의 6 경기에 대해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 모두 홈팀 승, 원정팀 승, 무승부 중 하나를 택하고 실험집단의 경우

에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빈 칸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모든

피험자들은 실제 경기가 치러진 10월 14일 이전에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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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근거 분석이 정보 처리 방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고, 나아가 정보 처리 방법이 예측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

해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1.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지식

본 설문조사에서는 피험자들이 주어진 6 경기에 대한 승패를 예측하

기 전에 프리미어리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을 포함하

였다. 농구 경기 승패 예측을 통해 근거 분석이 예측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Halberstadt와 Levine(1999)은 농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만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였다. 농구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문에 답한 사람들의 응답은 최종 분석에서 제외되

었다. 축구 경기 승패 예측을 통해 분석적 사고방식이 예측 정확성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한 Dijksterhuis 외의 연구자들은(2009) 피험자들에게

축구에 대한 지식을 묻기 위해 9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피험자들은 경기

승패를 예측하기에 앞서 축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1점).’부터 ‘매우

잘 알고 있다(9점).’까지 응답하였다. 축구와 야구의 다양한 경기들의 승

패 예측을 통해 예측의 구체성이 예측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Yoon과 그 외의 연구자들은(2013) 그들의 연구에서 실시한 여러 실험들

중 축구 경기 승패 예측을 실시한 실험에서 피험자들에게 6개의 문항을

통해 그들의 축구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참조

하여 본 설문조사에서는 7개의 문항을 통해 피험자들의 프리미어리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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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식을 측정하였다. 이 문항들은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프리미어리그

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다음의 표 3-1과 같다.

설문 문항

1) 나는 프리미어리그에 대해 잘 알고 있다.

2) 나는 프리미어리그의 팀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3) 나는 프리미어리그 감독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4) 나는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5) 나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시즌 순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6)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나의 지식은 나의 동료들(친구들)보다 높다.

7) 나는 프리미어리그 관련 뉴스를 정기적으로 찾아본다.

표 3-1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지식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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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 승패 예측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 분석의 유

무이다. 본인의 승패 예측에 대한 근거를 분석해야 하는 실험집단은 6

경기 중 각각의 경기에 대한 결과를 홈팀 승, 원정팀 승, 무승부 중 하나

를 선택하여 예측한 뒤 그에 대한 근거를 각각 기재하도록 하였다. 통제

집단은 실험집단과 동일하게 6개의 경기에 대한 결과를 홈팀 승, 원정팀

승, 무승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예측하지만 그에 대한 근거는 분석하지

않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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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 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근거 분석이 정보 처리 방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정보 처리 방법에 대한 문항은 스포츠 경기 승패

예측 분야에서 Yoon과 그 외의 연구자들이(2013) 사용한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전역처리에 대한 문항 3개, 국소처리에 대한 문

항 3개로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1점)’부터 ‘매우 고려하였다.(7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

다. 근거 분석 유무에 따른 정보 처리 방법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다

음의 표 3-2와 같다.

변인 설문 문항

전역처리

1) 팀의 지난 시즌 성적

2) 팀의 이번 시즌 성적

3) 팀의 전반적인 이미지

국소처리

4) 팀의 공격력과 수비력

5) 팀의 스타 플레이어

6) 감독의 능력

표 3-2 정보 처리 방법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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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 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IBM SPSS 23.0과

AMOS 21.0을 이용해 기술통계 분석과 신뢰도 분석, 그리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에 대한 기초적인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알

아보기 위하여 수집한 기초 통계 값에 대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기본적인 특징(평균, 표준편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 34 -

2. 신뢰도 분석

근거 분석의 유무가 정보 처리 방법에 미치는 영향, 정보 처리 방법

이 예측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 근거 분석의 유무가 예측 정확성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척도의 신뢰도 분석

을 실시하였다. 설문 참여자로부터 측정하고자 하는 각각의 개념이 일관

성 있게 측정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사용하였다.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는 문항 총 7문항, 정보 처리 방법에

서 전역처리를 평가하는 문항 총 3문항, 국소처리를 평가하는 문항 총 3

문항으로 총 13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Cronbach's α값을 가

지고 해석을 하는 기준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노경섭,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0.6을 기

준으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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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로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사용하였다. 경로분석은 Sewall Wright(1889~1988)에 의해서

개발된 분석으로, 회귀분석이 발전된 형태이다. 다수의 독립변수에 대한

분석은 가능하지만 종속변수는 반드시 단일변수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회귀분석과는 달리 경로분석은 다수의 독립변수와 다수의 종속변수 및

종속변수간 인과관계의 분석이 가능하다(우종필, 2015). 본 연구에서는

근거 분석의 유무, 전역처리와 국소처리의 각 항목, 그리고 예측 정확성

으로 이루어진 관측변수들로만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을 실시

하기 위하여 모델적합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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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기술통계 분석을 통하여 설문

에 응답한 참여자들의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지식의 분포를 확인하고, 근

거 분석 유무에 따른 정보 처리 방법과 예측 정확성의 차이를 확인하였

다.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지식의 경우 피험자들의 대부분이 프리미어리

그 감독에 대한 지식이 다른 부분에 대한 지식보다 낮게 나타났다(표

4-1 참고).

근거 분석 O 근거 분석 X

변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리그 5.70 1.12 5.39 1.29

팀 5.70 1.05 5.51 1.30

감독 4.53 1.55 4.16 1.64

선수 5.63 1.07 5.42 1.25

순위 5.50 1.33 5.09 1.47

동료비교 5.38 1.33 4.98 1.53

관련뉴스 5.84 1.47 5.36 1.66

표 4-1 기술통계 분석 결과: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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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분석 유무에 따른 정보 처리 방법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

시한 기술통계 분석의 결과는 표 4-2와 같다. 기술통계 분석에서는 평균

과 표준편차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거 분석을 한 그룹과 하지 않

은 그룹 간에 정보 처리 방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는 추후 경로분

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근거 분석 O 근거 분석 X

변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역1 4.59 1.44 4.88 1.43

전역2 5.85 1.12 5.66 1.33

전역3 5.61 1.15 5.52 1.29

국소1 5.94 1.01 5.53 1.33

국소2 5.80 1.16 5.20 1.41

국소3 5.18 1.45 4.55 1.77

표 4-2 기술통계 분석 결과: 정보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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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정확성의 경우 근거 분석 유무의 구분 없이 확인한 결과, 리버

풀 vs 맨유의 경기(경기1)는 7.34%, 번리 vs 웨스트햄의 경기(경기2)는

30.43%, 크리스탈 팰리스 vs 첼시의 경기(경기3)는 0.82%, 맨시티 vs 스

토크시티의 경기(경기4)는 92.93%, 토트넘 vs 본머스의 경기(경기5)는

94.84%, 스완지 vs 허더즈필드타운의 경기(경기6)는 26.36%로 토트넘과

본머스의 경기가 가장 높은 정확성을 기록하였고 크리스탈 팰리스와 첼

시의 경기가 가장 낮은 정확성을 기록하였다. 근거 분석 유무에 따른 예

측 정확성에 대한 결과는 표 4-3과 같다.

근거 분석 O 근거 분석 X

변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경기1 0.07 0.25 0.08 0.27

경기2 0.30 0.46 0.31 0.46

경기3 0.01 0.10 0.01 0.07

경기4 0.92 0.27 0.94 0.24

경기5 0.93 0.25 0.97 0.18

경기6 0.26 0.44 0.27 0.45

표 4-3 기술통계 분석 결과: 예측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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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신뢰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였다.

Cronbach’s α 계수의 해석 기준에 대해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지만 일반

적으로 사회과학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준값은 0.6로서, Cronbach's

α 계수가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0.6을 기준으로 각각의 하위 요인별로 신뢰도를 검증하였

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4-4와 같다. 프리미어리

그에 대한 지식과 국소처리의 신뢰도는 각각 0.932와 0.626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에서 측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역처리의 신뢰도가 기준치인

0.6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측정항목 수 Cronbach’s α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지식 7 .932

전역처리 3 .546

국소처리 3 .626

표 4-4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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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변인에 대한 신뢰도를 근거 분석을 한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검증한 결과는 표 4-5와 같으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전

역처리의 신뢰도가 근거 분석을 한 그룹에서 더욱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

다.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는 검사 시간이 포함된다(노경

섭, 2014). 시간에 쫓겨 응답한 경우에는 일관된 답변을 하기 어려워져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 근거 분석을 한 사람들의 경우 제한시간이 주

어지지는 않았지만 긴 시간이 소요되는 설문인 만큼 시간에 쫓겨 일관된

답변을 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또한 피험자가 성실하게 검사에 임할수

록 신뢰도가 높아지는데(노경섭, 2014) 근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서술형으로 답을 해야 하는 만큼 성실하게 설문에 임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이것이 낮은 신뢰도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룹 변인 측정항목 수 Cronbach’s α

근거 분석 O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지식 7 .920

전역처리 3 .358

국소처리 3 .476

근거 분석 X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지식 7 .939

전역처리 3 .676

국소처리 3 .669

표 4-5 신뢰도 분석 결과: 근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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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경로분석 결과

1. 경로분석 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로분석 모형에서는 근거 분석의 유무가 각각의

전역처리와 국소처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정보 처리 방법이 각각 예

측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며 근거 분석이 예측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총 13개의 경로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각 변인간의 경로설정은 다음의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경로분석 모형의 경로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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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전에 설정한 경로분석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

하여 CMIN/DF, NFI, CFI, RMSEA 값을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의 값은 다음의 표 4-6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경로

분석 모형 적합도 지수는 CMIN/DF = 33.320, NFI = .100, CFI = .080,

RMSEA = .297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 기준은 CMIN/DF 값의 경우

일반적으로 3 이하면 수용할 만하고 2 이하면 좋다고 할 수 있다. NFI와

CFI는 모두 0.9 이상이면 모델의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RMSEA는 적합도가 1 이하일 경우에는 보통, 0.08 이하는 양호, 0.05 이

하는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모형의 적합도는 이러한 기준에 미달하

는 현상이 나타났다.

우종필(2016)은 그의 연구에서 CMIN/DF 값은 표본 크기와 모델의

복잡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표본 크기가 300 이상일 경우

CMIN/DF 값이 적합하지 않게 나올 수 있으며 모델에 관측변수가 많을

경우에도 역시 값이 잘 안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는 총

368명의 사람이 참여하였으며, 본 모델에 있는 변수들이 모두 관측변수

라는 점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수치가 나온 것에 대한 설명이 가

능하다.

CMIN/DF NFI CFI RMSEA

33.320 .100 .080 .297

표 4-6 경로분석 모형의 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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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의 검증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근거 분석이 정보 처리 방법과 예측 정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정보 처리 방법의 차이가 예측 정확성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데에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다수의 외생변수와 내생변수 사이에서 인과관계를 지

니고 있는 변수의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노경

섭, 2014). 경로분석을 위하여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그리고 C.R. 값을

살펴보았다. 각 변인간의 경로계수와 유의성의 검증 결과는 표 4-7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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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경로
표준화

경로계수

표준오차

(S.E.)

임계치

(C.R.)
P 결과

H1-1

근거 분석→전역1 -.293 .150 -1.954 .051 지지

근거 분석→전역2 .196 .128 1.525 .127 지지

근거 분석→전역3 .084 .127 .662 .508 지지

H1-2

근거 분석→국소1 .408 .123 3.323 *** 지지

근거 분석→국소2 .598 .134 4.458 *** 지지

근거 분석→국소3 .631 .168 3.751 *** 지지

H2-1

전역1→정확성 .060 .033 1.818 .069 기각

전역2→정확성 -.004 .032 -.120 .905 기각

전역3→정확성 -.001 .032 -.038 .970 기각

H2-2

국소1→정확성 .060 .033 1.818 .069 기각

국소2→정확성 .005 .030 .174 .862 기각

국소3→정확성 .017 .024 .727 .467 기각

H3-1 근거 분석→정확성 -.121 .083 -1.463 .144 기각

표 4-7 연구 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및 유의성 검증 결과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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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1. 근거 분석은 정보 처리 방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근거 분석은 전역처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H1-2. 근거 분석은 국소처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거 분석과 전역처리1, 전역처리2, 전역처리3 각각의 관계를 나타내

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각각 -.293, .196, .084로서 p<.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치를 나타내어 근거 분석은 전역 처리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 1-1은 지지되었다.

근거 분석과 국소처리1, 국소처리2, 국소처리3 각각의 관계를 나타내

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각각 .408, .598, .631로서 p<.001 유의수준에서 모

두 유의미한 수치를 나타내어 근거 분석은 국소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따라서 근거 분석은 정보 처리 방법에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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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2. 정보 처리 방법은 예측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전역처리는 예측 정확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국소처리는 예측 정확성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역처리1, 전역처리2, 전역처리3, 국소처리1, 국소처리2, 국소처리3

각각과 예측 정확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각각 .060,

-.004, -.001, .060, .005, .017로서 p<.001 유의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치를 나타내어 정보 처리 방법은 예측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기각되었다. 따라서 전역처리는 예측 정확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1과 국소처리는 예측 정확성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2도 기각되었다.

3) H3. 근거 분석은 예측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근거 분석은 예측 정확성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변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121로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거 분석은 예측 정확성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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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근거 분석과 정보 처리 방법, 예측 정확성의 상관관계를

개인의 주관적인 취향이나 기호가 아닌 객관적인 결과가 있는 스포츠 경

기를 통해 검증하여 분석적 사고방식 및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고전적인 의사결정 이론에서는 분

석적 사고를 통한 의사결정이 직관적 사고를 통한 의사결정보다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으나(Janis & Mann, 1977; Slovic, 1982;

Edwards & Fasolo, 2001; Newell, Lagnado, & Shanks, 2007), 다른 연

구들에서는 분석적 사고를 통한 의사결정이 항상 최선의 결정으로 이어

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였다(Wilson & Schooler, 1991). 많은 연구

에서 분석적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근거 분석을 사용하였

다(Wilson & Dunn, 1986; Wilson, Dunn, Draft, & Lisle, 1989; Wilson,

Hodges, & LaFleur, 1995; Wilson et al., 1993). 하지만 많은 선행연구들

이 개인의 주관적인 취향이나 기호, 자기 자신에 대한 예측에 대한 연구

이며,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연구자에 의해 제공된다는 제한

점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Halberstadt & Levine, 1999; Dijksterhuis,

Bos, Leij, & Baaren, 2009).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존재하는 스포츠 경기 승패 예측을 통해 분석적 사고의 가치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는 의사결정의 기준이 개인의 취향이나 기호와 같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맞고 틀리다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스포츠 경기 승패

예측을 통하여 근거 분석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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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근거 분석과 예측 정확성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스포츠

경기 승패 예측을 다룬 선행연구 중 전역처리와 국소처리를 포함하는 정

보 처리 방법을 다룬 선행연구가 미비한 실정에서 근거 분석이 정보 처

리 방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예측 정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검증하였다는 점에 있어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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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논의

1. 근거 분석에 따른 정보 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근거 분석의 유무에 따라 정보 처리 방법에 차이가 있

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어떠한 결정에 대한 근거를 분석하는 것은 사람

들의 자연스러운 정보 처리 과정을 방해한다(Levine, Halberstadt, &

Goldstone, 1996; Dijksterhuis et al., 2006; Halberstadt & Levine, 1999).

이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것처럼 근거 분석을 하게 될 경우 사람

들은 말로 쉽게 표현 가능하고, 좀 더 명확하고, 기억하기 쉬운 정보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다(Yamada, 2009; Wilson et al., 1995; Yoon et

al.,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거 분석이 정보 처리 방법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히 의사결정의 결과로만 검증하지 않고 전역처리와 국소처리

를 사용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근거 분석의 유무에 따라 정보 처리 방법에 차이가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근거 분석을 하는 것은 하지 않을 때에 비

해 사람들로 하여금 국소처리에 집중하게끔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거

분석을 하게 될 경우 사람들은 3개의 국소정보 모두에 유의미하게 반응

하였는데 이는 근거 분석이 사람들의 생각의 깊이를 조절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Dijkstra, Pligt, Kleef,

Kerstholt(2012)의 근거 분석은 국소처리에 집중하게 한다는 결과와 일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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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 분석과 정보 처리 방법에 따른 예측 정확성

본 연구에서는 근거 분석의 유무에 따라 정보 처리 방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는 예측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

다. 근거 분석을 통해 전역처리보다 국소처리에 집중하게 되는 것은 예

측의 정확성을 낮출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근거 분석은 예측 정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근거

분석은 정보 처리 방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정보 처리 방법은

예측 정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 사용된

경기의 난이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근거 분석을 통

한 분석적 사고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의사결정이 필요하

다. 하지만 본 연구에 사용된 6 경기들 중 3 경기가 소위 말하는 “뻔한

경기”인 것이 근거 분석과 정보 처리 방법에 따른 예측 정확성을 검증하

는 데에 문제가 되었다. 크리스탈 팰리스 vs 첼시, 맨시티 vs 스토크시

티, 토트넘 vs 본머스 경기의 경우,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근거 분석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너무나도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경기였기 때문

에 근거 분석과 정보 처리 방법이 예측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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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거 분석과 분석적

사고에 대한 이해를 스포츠 경기 승패 예측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기존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을 보완했다는 것이다. 근거 분석과 분석적 사고를

다룬 많은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주관적인 취향이나 기호, 혹은 자기 자

신에 대한 예측과 같이 의사결정의 수준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

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근거 분석

과 의사결정의 정확성을 다룬 선행연구가 가지는 공통된 제한점 중 하나

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연구자에 의해 연구 참여자에게 제공되었

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경기 승패 예측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연구자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스스로 찾고 선택

함으로써 이와 같은 제한점을 배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근거 분석이 정보 처리 방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함으로써 근거 분석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근거 분석을 하는 것은 전역처리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지만 국소처리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

하여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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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하여 근거 분석과 근거 분석에 따라 달라지는 정보 처리

방법은 예측 정확성을 증가시키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는 스포츠 경기 승패 예측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스포츠 도박에서 많은 정보를 고려하는 것이 항상 높은 승률로 이어지지

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이는 스포츠 경기의 결과와 이 결

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데에는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스포츠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고전적인 의사결정 이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많은 정보를 알면 알수록, 이 정보들을 면밀히 분석

하면 분석할수록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전역정보

에서부터 국소정보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보를 고려한다. 이러한 사람들

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각 리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베트맨토토와

같은 공식 인터넷 사이트와 개인 블로그들도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스

포츠 경기의 승패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단순히 많은 정보를 알고 있

고 고려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님이 본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스포츠 도박 시장 뿐 아니라 메가 스포츠 이벤트

를 다루는 언론 및 미디어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메가 스포츠 이벤

트를 앞두고 다양한 언론 및 미디어에서는 경기 결과, 내용, 팀 순위 등

에 관하여 각종 예측을 진행한다. 언론 및 미디어의 특성상 이러한 예측

을 할 때 직관적인 판단을 하기 보다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를 통하여 근거를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자연스레 국소처리에 집

중하게 만든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연구 결과에서

확인한 것처럼 근거 분석을 할 때에는 국소처리에 더욱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전역처리를 간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곧 개최될 평창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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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이나 러시아 월드컵 경기와 관련하여 예측을 할 때에 많은 정보를 고

려하고 이에 대해 분석을 하게 되더라도 전역처리와 국소처리의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근거 분석이 국소처리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는 스포츠 시장에서

마케팅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가능하다. 근거 분석은 브랜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Sengupta & Fitzsimons, 2004)의

연구결과를 적용하여 부정적인 평가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평가 요소가

많은 특정 팀이나 선수에 대하여 팬들로 하여금 좋아하는 이유를 나열해

보라는 형태의 이벤트를 진행한다면 팀이나 선수에 대한 팬들의 긍정적

인 태도가 더욱 확실해질 수 있다. 근거 분석이 정보 처리 방법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근거 분석이 스포츠팬

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략에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제안했다는 점에

서 실무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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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의사결정에는 어떠한 결정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각각의 결정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보는 분석적인

사고의 과정을 거친 의사결정과 많은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고 직감에 따

라 결정을 내리는 직관적인 의사결정이 있다(Dijkstra, Pligt, & Kleef,

2012). 분석적인 사고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직관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검증한 많은 연구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근거 분석과 의사결정 정확성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근거 분석, 정

보 처리 방법, 예측 정확성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거 분석은 정보 처리 방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측에 대한 근거를 분석하는 것은 근거 분석을 하지 않

을 때에 비해 국소처리에 집중하게 한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검증되

었다.

둘째, 근거 분석에 따른 정보 처리 방법은 예측 정확성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 분석은 사람들로 하여금 국소

처리에 집중하게 하지만 이는 예측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근거 분석은 예측 정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보

처리 방법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근거 분석은 예측 정확성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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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는 근거 분석, 정보 처리 방법, 예측 정확성 간의 상관관계를

스포츠 경기 승패 예측을 통해 검증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이고 실무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나타났으며 향후 연구에서 이를 보완 및 발전

시켜야 할 것이다.

첫째, 근거 분석의 유무를 좀 더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무작위화를 통하여 실험 참여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한 그

룹에게는 근거 분석을 하게 하고 다른 그룹에게는 근거 분석 없이 경기

의 승패를 예측하게 하였지만 근거 분석 유무를 나누는 기준이 좀 더 명

확할 필요가 있다. 근거 분석을 하지 않는 그룹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지

라도 본인의 예측에 대한 근거를 글로 기재하지 않았을 뿐 무의식중에

얼마든지 근거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적 사고를 통한 의사결

정에서 중요한 것은 결정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인 만큼(Dijkstra et al.,

2012) 분석적 사고방식을 조절하는 근거 분석의 유무를 확실히 구분 짓

기 위하여 시간제한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근거 분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제한이 없지만 근거 분석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게는 시간제한을 주고 제한된 시간 내에 경기 승패를 예측하게 함으로써

무의식중에서라도 근거 분석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둘째, 근거 분석과 정보 처리 방법이 예측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난이도가 있는 경기를 선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거 분석을 통한 분석적 사고는 많은 정보를 고

려하지 않아도 되는 경기의 승패를 예측할 때에는 그 효과를 검증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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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경기 승패 예측에 있어 사람들의 의견이 갈릴 수

있는 경기를 선정하여 동일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근거 분석과 정보 처리

방법이 예측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스포츠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동일한 내용의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스포츠는 의사결정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는 점은 높이 살 수 있으나 그

객관적인 기준이 가지고 있는 무작위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의

사결정의 정확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며 결정 결과의 무작위

성이 적은 다른 분야에서 근거 분석 및 분석적 사고, 정보 처리 방법, 의

사결정 정확성을 다룬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근거 분석과 정보 처리 방법이 예측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때에 연구대상을 지식 정도에 따라 차별화하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프리미어리그 경기 승

패 예측을 통해 근거 분석, 정보 처리 방법, 예측 정확성에 대한 연구를

실행한다면 일반 팬과 프리미어리그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

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식의

정도에 따라 근거 분석, 정보 처리 방법, 예측 정확성의 상관관계는 어떠

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연구한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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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 문 지 A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는 축구

팬들의 정확성을 연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에 나올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을 보시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여러분의 개인적 사항이나 응답 내용 등은

통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본

연구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전공

지도교수 : 김유겸

석사과정 : 배승은

E-mail : sxb11b@snu.ac.kr



- 65 -

○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에 대한 예측에 앞서 귀하의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지식 정도에

따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프리미어리그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2 나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3 나는 프리미어리그 감독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4 나는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5 나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시즌
순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6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나의 지식은
나의 동료들(친구들)보다 높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7 나는 프리미어리그 관련 뉴스를
정기적으로 찾아본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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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곧 있을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입니다. 추후에 나올 경기들의 승패를

예측해주시고 각 경기에 대해서 왜 그런 예측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하고 분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빈 공간에 귀하가

생각하신 그 이유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예시) 프리미어리그 맨시티 vs 첼시 경기

-승패 예측: 첼시 승

-이유: 첼시 모라타의 기대되는 활약

맨시티 아구에로의 부상으로 인한 부진

맨시티에 쉽게 패하지 않는 첼시의 콘테 감독

지난 시즌 두 번 모두 승리한 첼시

경기 (A vs B) A 승 B 승 무승부

1

(A)리버풀 vs (B)맨유 ⓵ ⓶ ⓷

2

(A)번리 vs (B)웨스트햄 ⓵ ⓶ ⓷

3

(A)크리스탈 팰리스 vs (B)첼시 ⓵ ⓶ ⓷

4

(A)맨시티 vs (B)스토크시티 ⓵ ⓶ ⓷

5

(A)토트넘 vs (B)본머스 ⓵ ⓶ ⓷

6

(A)스완지 vs (B)허더즈필드타운 ⓵ ⓶ 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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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설문입니다.

위의 경기들을 예측할 때 아래의 정보들을 얼마나 고려하였는지

생각하며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목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보통이다

매우

고려하였다

1 팀의 지난 시즌 성적 ⓵ ⓶ ⓷ ⓸ ⓹ ⓺ ⓻  

2 팀의 이번 시즌 성적 ⓵ ⓶ ⓷ ⓸ ⓹ ⓺ ⓻  

3 팀의 전반적인 이미지 ⓵ ⓶ ⓷ ⓸ ⓹ ⓺ ⓻  

4 팀의 공격력과 수비력 ⓵ ⓶ ⓷ ⓸ ⓹ ⓺ ⓻  

5 팀의 스타 플레이어 ⓵ ⓶ ⓷ ⓸ ⓹ ⓺ ⓻  

6 감독의 능력 ⓵ ⓶ ⓷ ⓸ ⓹ ⓺ 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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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 문 지 B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는 축구

팬들의 정확성을 연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에 나올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을 보시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여러분의 개인적 사항이나 응답 내용 등은

통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본

연구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전공

지도교수 : 김유겸

석사과정 : 배승은

E-mail : sxb11b@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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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에 대한 예측에 앞서 귀하의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지식 정도에

따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프리미어리그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2 나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3 나는 프리미어리그 감독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4 나는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5 나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시즌
순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6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나의 지식은
나의 동료들(친구들)보다 높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7 나는 프리미어리그 관련 뉴스를
정기적으로 찾아본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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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곧 있을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입니다. 각 경기의 승패를 예측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A vs B) A 승 B 승 무승부

1 (A)리버풀 vs (B)맨유 ⓵ ⓶ ⓷

2 (A)번리 vs (B)웨스트햄 ⓵ ⓶ ⓷

3 (A)크리스탈 팰리스 vs (B)첼시 ⓵ ⓶ ⓷

4 (A)맨시티 vs (B)스토크시티 ⓵ ⓶ ⓷

5 (A)토트넘 vs (B)본머스 ⓵ ⓶ ⓷

6 (A)스완지 vs (B)허더즈필드타운 ⓵ ⓶ 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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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설문입니다.

위의 경기들을 예측할 때 아래의 정보들을 얼마나 고려하였는지

생각하며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목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보통이다

매우

고려하였다

1 팀의 지난 시즌 성적 ⓵ ⓶ ⓷ ⓸ ⓹ ⓺ ⓻  

2 팀의 이번 시즌 성적 ⓵ ⓶ ⓷ ⓸ ⓹ ⓺ ⓻  

3 팀의 전반적인 이미지 ⓵ ⓶ ⓷ ⓸ ⓹ ⓺ ⓻  

4 팀의 공격력과 수비력 ⓵ ⓶ ⓷ ⓸ ⓹ ⓺ ⓻  

5 팀의 스타 플레이어 ⓵ ⓶ ⓷ ⓸ ⓹ ⓺ ⓻  

6 감독의 능력 ⓵ ⓶ ⓷ ⓸ ⓹ ⓺ 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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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analyzing reasons on

prediction accuracy of sports game

Bae, Seungeu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lobal Sport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analyzing

reasons on prediction accuracy and to observe what role the

information processing style plays in this relationship. This study is

to extend the understanding of analytical thinking by ve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nalyzing reasons, prediction accuracy, and

information processing style that includes global and local processing.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domain of

sports prediction was used for the quality of judgment can be

measured against an objective criterion: the actual outcome of a

game.

The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or this study and the target

population was the fans of EPL, England Premier League. Prior to

making predictions for 6 games of EPL, the participants responded to

seven questions to assess their knowledge about EPL.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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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 who was randomly assigned to either reasoning or

nonreasoning group, predicted the winner of 6 EPL games. Following

the prediction, the degree to which participants considered the factors

of information processing style was assessed. A total of 368

responses were used for the data analysi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utilizing SPSS 23.0 and observed variable path analysis with AMOS

21.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nalyzing reason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information processing style. It was confirmed

that those who analyzed reasons of their predictions tended to use

more of local processing style compared to those who did not analyze

their reasons. Second, information processing style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rediction accuracy. Third, analyzing reason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rediction accuracy either.

This study is meaningful that it extended the understanding of

analytical thinking by examining the effect of analyzing reasons on

the accuracy of prediction based on the information processing style:

global versus local processing. This study can be more meaningful as

it distinguishes reason analysis using time limit, selects games with a

certain level of difficulty for prediction, and verifies the effect of the

domain knowledg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nalyzing reasons and

prediction accuracy.

Keywords : analyzing reasons, information processing style,

global processing, local processing, prediction

accuracy, decision-making theory

Student Number : 2016-2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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