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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의 극단성과 문항 난이도가

기준점 효과에 미치는 영향*

이 명 진 이 윤 형† 김 경 일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선행 연구들에서는 그럴듯한 기준점이 극단적 기준점보다 더 큰 기준점 효과를 야기하는 반면, 주어진 

문항과 관련된 개인의 지식수준이 높으면 기준점 효과가 작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제시되는 기준

점이 그럴듯한지 여부와 주어진 문항 자체의 난이도가 기준점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준점의 극단성과 문항의 난이도가 기준점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

으며, 이에 더해 응답 확신도와 기준점 효과의 관계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예비 연구를 통해 쉬운 문

항과 어려운 문항, 그럴듯한 기준점과 극단적인 기준점을 선정하였다. 본 실험은 ‘표준 기준점 실험 절차’

에 따라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기준점의 극단성과 문항의 난이도는 각각 기준점 효과에 영향을 미쳤으며 

문항의 난이도는 응답 확신도에도 또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그럴듯한 기준점을 제시했을 때와 어려

운 문항을 제시했을 때에 기준점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수행에 대한 확신이 낮을수록 극단적

인 기준점이 제시되었을 때 기준점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준점이 그럴듯한지와 문항의 

난이도에 따라 기준점 효과의 크기와 확신 정도, 그리고 기준점 효과와 확신도 사이의 상관관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준점의 특성이나 개인의 상태에 따라 기준점 효과가 달라

진다고 제안하는 기준점 효과에 관한 태도 변화 관점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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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의사결정이 외부의 영향에 취약하고 비합리적이라는 연구 결과는 오래 동안 축적되어 

왔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들을 때 그 근거에 관계없이, 자신의 기분이 좋

거나, 주장 하는 사람이 전문가이거나 매력적인 경우 그 주장을 더 쉽게 받아들인다(Petty 

& Wegener, 1998; Petty, Cacioppo, & Goldman, 1981; Petty, Cacioppo, & Schumann, 1983; Petty, 

Schumann, Richman, & Strathman, 1993). 이는 시간과 자원의 제한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Lieder, Griffiths, Huys, & Goodman, 2018). 

따라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결정은 주관보다는 상황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우리가 외부 상황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현상 중 하나가 기준

점 효과(anchoring effect)다. 기준점 효과란 처음에 제시된 숫자나 이미지가 판단의 기준점이 되어 

이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Tversky & Kahneman, 1974). 기준점 효과는 수학(Smith 

& Windschitl, 2011), 부동산(Northcraft & Neale, 1987), 협상(Englich, Mussweiler, & Strack, 2006; 

Thorsteinson, 2011), 경제적 의사결정(Caputo, 2014) 등 다양한 영역의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검증되

었으며 오늘날 행동경제학 분야에서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Bokati, Kreinovich, & Le, 2021). 

기준점 효과와 관련된 기념비적인 연구인 Tversky와 Kahneman(1974)에서는 판단과는 전혀 상관

없는 임의의 숫자가 기준점이 되어 사람들의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연구에서

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10과 65 중 하나가 나오도록 조작된 숫자판을 돌리게 한 후 ‘UN에 속한 

아프리카 국가의 비율’이 룰렛에서 나온 숫자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게 하고, 이어서 ‘UN에 

속한 아프리카 국가의 비율’을 최대한 정확히 추측하여 답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결과 숫자 10

을 본 참가자들의 아프리카 국가 비율 추정치 평균은 25%였고, 숫자 65를 본 참가자들의 추정

치 평균은 45%였다. 이러한 결과는 참가자들의 추정이 문항의 답을 추론하는 것과 무관한 숫자

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현재 결정할 문제와 상관없는 정보가 편향된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기준점 효과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기준점 효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점 효과에 빠지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연구자들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기준점 효과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는 기준점과 조정(anchoring and adjust) 관점, 두 번째는 선택적 접근성(selective accessibility) 관점, 

세 번째는 태도 변화(attitude change) 관점이다.

먼저 기준점과 조정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처음에 제시된 값을 기준점으로 

삼고 거기서부터 조정을 하여 의사결정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그 조정이 불충분하

기 때문에 기준점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Epley & Gilovich, 2001; 2005; 2006; Tversky & 

Kahneman, 1974). 선택적 접근성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제시된 기준점을 정답이라고 가정하고 검

토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시 기준점과 부합하는 증거를 더 많이 회상하며, 그 결과 기준점 효과

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기준점을 지지하는 증거로부터 정답의 범위를 생성



이명진․이윤형․김경일 / 기준점의 극단성과 문항 난이도가 기준점 효과에 미치는 영향

- 79 -

하게 되므로 범위 자체가 기준점에 치우치게 된다(Bahník & Strack, 2016; Chapman & Johnson, 

1999; Mussweiler & Strack, 1999; Strack & Mussweiler, 1997). 마지막으로 태도 변화 관점에서는 기

준점의 특성이나 개인의 상태에 따라 기준점 효과가 달라진다고 주장한다(Blankenship, Wegener, 

Detweiler-Bedell, & Macy, 2008; Wegener, Petty, Blankenship, & Detweiler-Bedell, 2010; Wegener, Petty, 

Detweiler-Bedell, & Jarvis, 2001). 이 관점에 따르면 기준점이 제시되었을 때 사람들은 주어진 기준

점이 믿을만한지를 평가하여 그럴듯한 기준점이 제시된 경우에만 기준점을 고려하고, 이를 바탕

으로 정교한 사고와 처리를 한다. 반면 주어진 문항에 대답할 동기나 능력이 부족할 때, 즉 관

련 지식이 없을 때는 숙고하지 않고 기준점을 판단 단서로 사용한다(Mussweiler & Strack, 2001). 

이상의 관점들은 서로 다른 설명을 제시하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그럴듯한 답의 범위

를 떠올리고, 그 안에서 조정을 거쳐 최종 의사 결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기준점 효과가 나타

난다고 제안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기준점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많은 연구에서 제

시되는 기준점이 터무니없을 때에도 기준점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Chapman & 

Johnson, 1994; Mussweiler & Strack, 1999; Strack & Mussweiler, 1997). 이에 더해 몇몇 연구에서는 주

어진 기준점이 얼마나 그럴듯한지에 따라 기준점 효과가 달라진다고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Strack과 Mussweiler(1997)는 ‘마하트마 간디가 사망한 나이’에 대해 묻고 79와 같은 그럴듯한 기준

점과 140과 같은 믿을 수 없는 기준점을 제시하였는데 기준점이 터무니없을 때에도 여전히 기

준점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능한 답의 범위를 벗어난 기준점이 제시되더라도 이것

이 정보를 편향적으로 표상시켜(간디의 예에서 나이가 많은 쪽으로) 기준점 효과를 유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Wegener 등(2001)은 이와는 반대로 기준점이 지나치게 극단적이면 기준점 

효과가 사라진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시애틀의 최고 기온’에 대해 묻는 문항을 제시하

고, 그에 대한 기준점으로 섭씨로 환산했을 때 53°C, 141°C, 4,929°C 인 숫자를 제시했는데 믿을 

수 없을 만큼 극단적인 기준점이 제시되었을 때는 기준점 효과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이처럼 

기준점 효과와 기준점의 그럴듯함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연구자들은 또한 개인의 지식수준에 따라 기준점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살펴보았다. 하

지만 지식수준과 기준점 효과와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들 역시 그리 일관적이지 않다. 

몇몇의 연구들에서는 지식수준이 기준점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Englich, 2008; Englich et al., 2006; Northcraft & Neale, 1987) 또 다른 연구들은 지식수준이 높을수

록 기준점의 영향이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Chapman & Johnson, 1994; Mussweiler & Strack, 2000; 

Mussweiler, Englich, & Strack, 2012; Smith, Windschitl, & Bruchmann, 2013). 예를 들어 Englich 등

(2006)은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이 피고의 형량을 결정할 때 기준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법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에게 강간을 

저지른 피고 F의 사례를 제시한 후 피고인의 형량이 1년 혹은 3년보다 높을 것 같은지 낮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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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지를 판단하도록 요구하였다.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은 피고 F의 형량을 결정해야 했으며, 

스스로의 응답에 대한 확신 정도를 9점 척도로 평정했다. 연구 결과 형법 전문가들의 판단과 해

당 영역의 비전문가들이 내린 판단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집단 모두에서 기준점 효과가 나

타났다. 반면 Smith 등(2013)은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기준점 효과가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사전 설문지를 통해 참가자들의 야구에 대한 지식수준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야구에 대한 지식수준과 기준점 효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야구에 

대한 지식이 많은 참가자의 경우에 지식이 적은 참가자에 비해 기준점 효과가 작게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본인의 응답에 대한 확신도와 기준점 효과의 관련성도 살펴보았는데 여러 

연구들에서 답에 대한 확신이 높고 기준점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보고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는 기준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Englich & Mussweiler, 2001; Englich, 

Mussweiler, & Strack, 2005; Englich et al., 2006; Northcraft & Neale, 1987). 예를 들어 Northcraft와 

Neale(1987)은 일반인과 부동산 전문가에게 매물에 대한 기준 가격을 제공한 후 가치를 평가하게 

하였는데 일반인은 기준점의 영향을 받았다고 답한 반면 전문가의 경우 주어진 숫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선택을 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기준점 

효과에 빠졌다. 앞서 소개한 Englich 등(2006)의 형량 결정 연구에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유일한 

차이는 본인의 응답에 대한 확신도에 있었다. 즉, 전문가와 비전문가 모두 비슷한 정도의 기준

점 효과가 나타났지만 전문가는 자신의 판단에 대해 비전문가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확신을 가

졌다. 이러한 결과들은 지식수준이 높을 때 본인의 응답에 대한 확신은 높아지지만, 지식수준이 

높다고 기준점 효과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준점의 극단성이 기준점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만약 그럴듯한 기준점을 제시했을 때 극단적 기준점이 제시되었을 때보다 

기준점 효과가 더 크다면 기준점이 믿을만한 정보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기준점 효과가 커지고, 

극단적인 기준점이 제시되면 이를 무시하여 기준점 효과가 떨어진다는 태도 변화 관점을 지지

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준점의 극단성 여부에 관계없이 기준점 효과가 비슷하다면 

이는 기준점 조정 관점이나 선택적 접근성 관점에 더 부합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또한 기준점 효과에 개인의 지식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의 결과는 그다지 일관

적이지 못한데 그것은 개개인의 지식수준을 통제하는 것이 어렵고 각 연구에서의 사용한 문항

의 특성이 연구마다 달랐기 때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Blankenship 등(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워싱턴 주 시애틀의 최고 기온’이나 ‘헤밍웨이가 처음 소설을 쓴 나이’와 같은 문항은 답의 범

위를 한정짓기 쉬운 반면 Epley와 Gilovich(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화성이 태양을 공전하는 데 

걸리는 일수’와 같은 문항은 답을 짐작하기가 훨씬 어렵게 느껴진다. Strack과 Mussweiler(1997)에 

따르면 참가자가 알고 있는 지식에 기반 하여 타당하다고 간주되는 답의 범위가 결정되며, 문항

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을수록 이 범위는 넓어진다. 즉, 문항의 특성과 개인의 지식수준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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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듯한 답의 범위를 결정하고, 기준점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개

인의 지식수준에 대해서만 주로 관심을 두었지 문항의 특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

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식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재검증하고자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개인의 지식수준 대신, 문항의 난이도를 조작하였다.

문항의 난이도는 예비 연구 참가자들의 평정 결과에 따라 구분하였다. 예비 연구에 대해서는 

연구방법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하였다. 예비연구에서 사용한 50개의 문항 중 참가자들이 평정한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낮은 문항 16개씩을 각각 쉬운 문항과 어려운 문항으로 정의하였다. 

어려운 문항은 답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일지 추측하기 어려운 문항들이었다. 따라서 이 경우

에는 극단적인 기준점을 제시하더라도 주어진 기준점을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쉬운 문항

의 경우에는 답의 범위를 정하기 쉬워 극단적인 기준점의 영향을 덜 받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면, 주어진 문항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기준점을 판단 단서로 사용한

다는 태도 변화 관점에 부합된다. 하지만 문항의 난이도에 관계없이 극단적 기준점의 영향이 비

슷하다면 이는 기준점과 조정 관점이나 선택적 접근성 관점에 더 부합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의 응답에 대한 확신도가 기준점의 극단성과 문항의 난이

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추론 과정에서 친숙한 

자료가 주어졌을 때 본인의 응답에 대해 더 큰 확신을 가진다(Markovits, Thompson, & Brisson, 

2015; Shynkaruk & Thompson, 2006). 따라서 주어진 문항이 쉬울 때 참가자들의 확신이 높을 것이

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기준점의 극단성에 따라 응답의 확신도가 차이가 날 것인지에 대

해서는 예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응답에 대한 확신도가 기준점의 극단성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지, 확신도와 기준점 효과 사이의 상관관계가 어떠할 지에 대해 탐색하고

자 하였다.

방  법

참가자

영남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

다. 설문을 완성한 86명의 참가자 중 5명을 제외한 81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남: 25

명, 여: 56명, 평균 22.3세). 제외된 참가자들은 응답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수억, 무

한 등의 모호한 응답을 한 참가자 3명, 제시된 기준점과 동일한 수치를 반복하여 표기한 참가자 

1명, 확신도 평정에 응답하지 않은 참가자 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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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자극 선정을 위한 예비 연구

연구에 사용할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국내에서는 일반상식 문항을 

바탕으로 기준점 효과를 실험한 논문이 없었기 때문에 선행 연구의 일반상식 문항을 참고할 수 

없었으며, 국외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은 미시시피 강의 길이와 같이 그 나라의 문화나 지

리와 관련된 문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중 일부(예: 간디의 사망 당시 나이)만 실

험에 사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일반 상식에 부합하는 적절한 문항들을 

사용하기 위해 국내 공무원 일반상식 문제집에 나온 문제를 참고하여 실험 문항을 만들었다. 예

비 연구는 이렇게 만든 문항들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예비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은 문항의 난이도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다. 앞서 설명한대로 참가

자들의 문항 난이도 평정 결과에 따라 상대적으로 쉬운 문항과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항으로 구

분 하였다. 예비 연구의 마지막 목적은 본 실험에서 사용할 기준점을 정하고 기준점 효과를 거

의 모든 연구자들이 이용하는 수치인 기준점 지수(Caputo, 2014)를 계산하기 위한 것이었다. 

Jacowitz와 Kahneman(1995)는 참가자들의 주관식 응답의 분포에서 15% 와 85% 가 되는 백분위수

를 낮은 기준점과 높은 기준점으로 사용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예비 연구 참가자의 주관식 

응답에서 15%, 85% 백분위수를 각각 그럴듯한 낮은 기준점과 그럴듯한 높은 기준점으로 설정하

였다. 극단적 기준점의 경우 Strack과 Mussweiler(1997)의 예를 따라 예비 연구 응답 평균에서 –10 

표준편차(SD) 값을 극단적으로 낮은 기준점, +10 표준편차 값을 극단적으로 높은 기준점으로 설

정하였다. 또한 기준점에 영향을 받는 정도는 각 문항에 대한 응답 값을 바탕으로 ‘기준점 지수’

를 계산하여 확인하는데, 기준점을 제시했을 때의 응답과 제시하지 않았을 때의 응답을 비교하

는 방식이다. 이 계산을 위해 기준점이 제시되지 않았을 때의 응답 데이터가 필요하여 예비 연

구를 통해 이를 얻었다. 

즉, 문항의 적절성을 확인하여 본 실험에서 사용할 문항을 선정하고,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하

고 객관적으로 난이도를 나누며, 기준점을 제시하지 않은 응답 데이터를 통해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 연구에서는 52명의 참가자(남자 17명, 여자 35명, 

평균 22.8세)를 대상으로 50개의 일반상식 관련 문항(예: 100m 육상 경기 세계 최고 기록은 몇 

초인가?)을 제시하였다. 참가자들에게는 문항의 답을 모르더라도 추측하여 대답하도록 요구하였

다. 참가자들은 또한 해당 문항의 답의 범위를 한정짓기 쉬운지, 보통인지,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평정하였다. 난이도 평정 결과 중간 정도라는 응답이 많아 난이도가 잘 구분되지 않는 문항을 

제외하고, 쉬운 문항 16개, 어려운 문항 16개로 최종 32개의 문항을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낮은 

난이도 문항과 높은 난이도 문항 간의 난이도 평정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t(30)=7.564, p=.000). 표 1에 예비 연구를 통해 선정된 문항과 기준점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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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문항 정답
예비연구

중앙값

그럴듯한 기준점 극단적인 기준점

high low high low

쉬움
100m 육상 경기 세계 최고

기록은 몇 초인가?
9.58 9 10 6 26.3 -9.6

어려움 인간의 뼈는 몇 개인가? 206 200 414 50 43941 -41084

<표 1> 문항 예시 및 응답 평균

실험 자극

하나의 문항에 제시될 수 있는 기준점 조건을 극단성(extremity)과 방향(direction)에 따라 나누었

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준점의 극단성은 그럴듯한 기준점(moderate anchor)과 극단적인 기준점

(extreme anchor)의 두 수준으로 나누었고, 기준점의 방향은 높은 기준점(high anchor), 낮은 기준점

(low anchor)의 두 수준으로 나누었다. 따라서 제시된 기준점은 그럴듯하게 높은 기준점(moderate 

high anchor), 그럴듯하게 낮은 기준점(moderate low anchor), 극단적으로 높은 기준점(extreme high 

anchor), 극단적으로 낮은 기준점(extreme low anchor)의 네 조건이었다. 낮은 기준점은 채우기(filler) 

자극으로 사용하고, 이후 분석에서는 높은 기준점만을 분석하였다. 동일한 문항에 대해 네 가지 

기준점을 모두 제시할 수 있도록 4개의 설문 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참가자에게 제시하였다. 모

든 참가자에게 제시된 문항은 동일했지만, 함께 제시되는 기준점의 조건이 리스트마다 모두 달

랐다. 또한 문항 제시 순서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문항을 리스트마다 다르게, 무작위 순서로 

배치하였다.

실험 절차

총 32개의 실험 자극을 A4 용지에 인쇄하여 참가자에게 제시하였다. 참가자들은 수기로 응답

을 기록했다. 참가자들은 연구에 참여하기 전 첫 장에 인쇄된 지시 사항을 읽은 후, 제시된 문

항에 응답하였다. 지시 사항에서는 참가자들이 기준점을 유용한 정보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숫자는 문항의 답과 전혀 무관한 정보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반드시 한 문항에 포

함된 질문들을 모두 푼 후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답을 모르더

라도 빈칸으로 남겨두지 말고 최대한 정확한 답을 추론해 기입하고, 무한이나 수천, 수만 등의 

모호한 응답을 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제시된 숫자 중 마이너스 값(예: -10)으로 인쇄된 것은 오

류가 아니라 음수를 의미한다고 명시하였다.

Tversky와 Kahneman(1974)는 특정 문항의 답이 주어진 기준점보다 큰지 작은지를 먼저 판단한 

후 실제로 본인이 생각하는 정답이 무엇인지를 최대한 정확하게 추측하여 주관식으로 응답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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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였는데 이 절차는 기준점 효과를 알아보는 가장 일반적인 실험 절차로 ‘표준 기준점 실험 

절차(standard anchoring task)’라 불린다(Englich,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표준 기준

점 실험 절차를 따랐으며,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응답에 대한 확신 정도 평정을 세 

번째 질문으로 제시하였다. 확신 정도 평정은 Englich 등(2006)을 참고하여 1에서 9점으로 판단하

게 하였다(1점: 전혀 확신하지 않음, 9점: 매우 확신함).

즉,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의 문항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세 개의 질문들이 있었다(그림 1). 예를 

들어, 한 문항에는 ‘100m 육상 경기 세계 최고 기록은 26.32초보다 빠르다/느리다.’와 같이 참가

자들이 생각하는 답이 제시된 무작위 숫자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게 하는 질문, 참가자들의 

추정치를 주관식으로 묻는 질문, 그리고 자신의 응답에 대한 확신도를 9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

는 질문이 포함되었다.

(그림 1) 문항 구성 예시. 하나의 문항에 대해 위와 같이 세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결  과

본 연구에서는 기준점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의 난이도에 따라, 그리고 기준점의 극단성 

조건에 따라 기준점 지수(anchoring index)를 구하였다. 높은 기준점(high anchor)을 예로 들어 설명

할 면 기준점 지수를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Jacowitz & Kahneman, 1995). 여기서 high anchor 

median은 기준점이 제시되었을 때 참가자들의 응답 중앙값을 의미하며 calibration median은 기준

점이 제시되지 않았을 때 참가자들의 응답 중앙값을 의미한다. high anchor는 제시된 기준점이다.




제시한 기준점을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 값을 그대로 답하는 경우 기준점 지수가 1(기준점 효

과 100%)에 가까워진다. 반면 기준점을 아예 무시해서 기준점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의 중앙값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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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한 값이 일치하게 되면 기준점 지수가 0(기준점 효과 0%)에 수렴한다. 따라서 기준점 지수

를 계산하면 참가자들이 기준점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준점 지수를 계산하고, 기준점의 극단성과 문항의 난이도에 따라 기준

점 효과가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32개의 문항을 기준으로 문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기준점의 극단성: 그럴듯함, 극단적임) x 2(문항의 난이도: 쉬움, 어려움) ANOVA

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극단성

그럴듯한 기준점 극단적인 기준점

난이도

쉬움

(95% 신뢰구간)

.60(.37)

(.415-.778)

.25(.24)

(.065-.427)

어려움

(95% 신뢰구간)

.86(.34)

(.682-1.045)

.52(.44)

(.339-.702)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표 2> 기준점의 극단성과 문항 난이도에 따른 기준점 지수의 평균(표준편차)

기준점 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value

극단성 1.92 1 1.92 25.07 .00

난이도 1.18 1 1.18 6.71 .02

극단성*난이도 .00 1 .00 .00 .96

극단성 오차 2.30 30 .08

난이도 오차 5.26 30 .18

<표 3> 기준점의 극단성과 문항 난이도에 따른 기준점 지수 분산분석

문항에 따른 기준점 지수 분석 결과 극단성의 주효과(F(1, 30)=25.07, p=.000, η2=.455)가 유의

미하였다. 즉, 그럴듯한 답의 범위를 벗어난 극단적 기준점을 제시했을 때는 기준점 효과가 감

소했다. 또한, 난이도의 주효과(F(1, 30)=6.71, p=.015, η2=.183)도 나타나 쉬운 문항보다 어려운 

문항에서 기준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둘 사이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F(1, 

30)=.00, p>.1, η2=.000).

Northcraft와 Neale(1987)는 기준점 지수가 0.44이상인 경우 기준점 효과가 크다고 제안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항의 경우에는 극단적인 기준점을 제시했을 때에 0.52라는 기

준점 지수가 나왔는데 이는 어려운 문항의 경우에는 참가자들이 극단적인 숫자에도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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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기준점의 극단성과 문항의 난이도에 따라 응답에 대한 확신도가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

아보기 위해 문항을 기준으로 2(기준점의 극단성: 그럴듯함, 극단적임) x 2(문항의 난이도: 쉬움, 

어려움) ANOVA를 실시하였다(표 4, 표 5). 그 결과 극단성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F(1, 

30)=.001, p>.1, η2=.000), 난이도의 주효과(F(1, 30)=12.37, p=.001, η2=.292)는 유의미하였다. 즉, 

쉬운 문항의 경우에 자신의 응답을 더 확신하였지만 문항과 함께 제시된 숫자가 그럴듯한 경우

와 극단적인 경우에 따른 응답 확신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기준점의 극단성과 문항의 난

이도에 사이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존재하지 않았다(F(1, 30)=.33, p>.1, η2=.011). 즉, 스스로의 

응답에 대한 확신 정도는 기준점이 얼마나 극단적인지와 관계없이 제시된 문항이 쉬운지 어려

운지에만 영향을 받았다.

극단성

그럴듯한 기준점 극단적인 기준점

난이도
쉬움 3.30(.72) 3.23(1.00)

어려움 2.47(.57) 2.55(.46)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표 4> 기준점의 극단성과 문항 난이도에 따른 확신도의 평균(표준편차)

기준점 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value

극단성 .00 1 .00 .00 .97

난이도 9.29 1 9.29 12.37 .00

극단성*난이도 .09 1 .09 .33 .57

극단성 오차 8.52 30 .28

난이도 오차 22.55 30 .75

<표 5> 기준점의 극단성과 문항 난이도에 따른 확신도 분산분석

마지막으로 기준점 효과와 확신도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표 6). 또한 각 독립변인 그 결과 기준점 효과와 확신도 사이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

타났다(r=-.45, p=.000). 즉, 높은 확신을 보고한 문항일수록 주어진 기준점의 영향이 작게 나타

났다. 부적 상관의 양상을 보다 세분하여 살펴보기 위해 기준점의 극단성에 따라 기준점 효과와 

확신도 사이의 상관이 존재하는지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극단적 기준점을 제시했을 때

(r=-.57, p=.001)와 그럴듯한 기준점을 제시했을 때(r=-.41, p=.020)에는 두 요인 사이의 부적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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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두 유의미 하였다. 반면 쉬운 문항의 경우에는(r=-.68, p=.005) 기준점 효과와 확신도 사이

의 상관이 유의미하였으나, 어려운 문항의 경우에는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다(r=-.38, p>.05).

또한 그럴듯한 기준점을 제시했을 때 각 난이도 수준에 따라 사람들의 확신도와 기준점에 영

향을 받는 정도 사이에 상관이 없었다(쉬움: r=-.37, p>.1; 어려움: r=-.13, p>.1). 반면 쉬운 문항

이든 어려운 문항이든 극단적인 기준점을 제시한 경우에는 기준점 지수와 확신도 사이에 유의

미한 부적 상관이 존재했다(쉬움: r=-.67, p=.005; 어려움: r=-.55, p=.027). 즉, 극단적인 기준점이 

제시되었을 때만 자신의 수행에 대한 확신과 실제 기준점 효과에 빠지는 정도 사이에 상관이 

존재하였다. 이는 답에 대한 확신이 낮을수록 극단적인 숫자가 기준점으로 제시되더라도 기준점

을 더 많이 참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 논의

기준점 효과는 상황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본 연구의 목

적은 이러한 기준점 효과가 기준점의 극단성과 문항의 난이도에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는 것

이다. 이와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기준점의 극단성과 문항의 난이도에 따라 본인의 응답에 대한 

확신 정도가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표준 기준점 절차를 사용

하였으며, 예비 연구를 통해 해당 문항에 제시한 기준점의 극단성과, 문항의 난이도를 조작하였

다. 또한 문항마다 본인의 응답에 대한 확신도를 함께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답의 범위를 벗어난 극단적인 숫자를 기준점으로 제시했을 때보다 그럴듯한 숫자

를 제시했을 때 사람들은 주어진 기준점에 더 잘 빠졌다. 극단적 기준점을 제시했을 때 기준점 

효과가 작아지는 것은 Wegener 등(2001)의 결과와 일치하는 맥락이다. 즉,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에 기준점을 정답이라고 가정하거나 이로부터 조정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기준점이 

믿을만한 지를 먼저 판단하고 믿을만한 정보라는 생각이 들면 그 때부터 기준점을 바탕으로 조

극단성

그럴듯한 기준점 극단적인 기준점 전체

난이도

쉬움 -.37 -.67**   -.68**

어려움 -.13 -.55* -.38

계 -.41* -.57**   -.45**

주. *: .05 수준(양쪽)에서 유의미함, **: .01 수준(양쪽)에서 유의미함.

<표 6> 각 조건에 따른 기준점 지수와 확신도 사이의 상관관계(p-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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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 나가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극단적인 숫자가 제시되면 이를 무시하기 쉬워지

기 때문에 기준점 효과가 떨어진다는 태도 변화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쉬운 문항과 어려운 문항을 비교했을 때, 사람들은 어려운 문항을 판단할 때 주어진 기

준점을 더 많이 참고했다. 이는 문항과 관련된 사람들의 지식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어려운 문

항의 경우에 기준점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Smith et al., 2013). 

Smith 등(2013)은 그들의 논의에서 기준점의 극단성이 지식수준과 상호작용하여 기준점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했지만, 본 연구 결과 기준점의 극단성과 문항의 난이도가 각각 기준점 

효과에 영향을 미쳤고, 두 요인 사이의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어려운 문항의 경우에는 극단적인 기준점을 제시했음에도 큰 기준점 효과가 나타

났다. 기준점 효과에 관한 태도 변화 관점에서는 문항에 대해 설명할 동기나 능력이 부족한 경

우 주어진 기준점을 참고하여 빠르고 직관적인 판단을 내린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비춰볼 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어려운 문항을 봤을 때 극단적인 기준점을 참고하게 된 이유

는 답의 범위를 한정지어 나가기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기존의 일반적인 범위 지식들을 바탕

으로 여러 단계에 거쳐 범위를 좁혀나가기 보다는 주어진 기준점을 참고하는 빠른 사고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본인의 응답에 대한 확신도 판단 결과 본인의 응답에 대한 전반적인 확신도가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쉬운 문항의 경우 어려운 문항에 비해 참가자들

의 확신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본인의 응답에 대한 확신도 측면에서는 제시된 기준점과 

관계없이 쉬운 문항의 경우 어려운 문항의 경우보다 자신의 답에 대한 확신이 높은 경향을 보

였다. 이는 친숙한 자료를 제시했을 때 높은 확신을 가진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Markovits 

et al., 2015; Shynkaruk & Thompson, 2006). 이렇듯 친숙하고 알 것 같은 자료에 대해 더 확신하는 

현상은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파악하는 능력인 메타인지의 오류와 관련이 있다. 기준점 

효과와 메타인지를 함께 살펴본 논문은 많지 않은데 예외적으로 Yang, Sun, 그리고 Shanks(2018)

는 메타인지와 기준점 효과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단어 쌍 학습에 대한 학

습 판단(Judgement of Learning)과 기준점 효과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Yang은 참가자들에게 

단어 쌍 50개를 학습하도록 한 뒤 일부 참가자들에게는 “당신이 회상할 수 있는 단어의 개수는 

전체 단어의 10% 이상인가 이하인가?”라는 문항을,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당신이 회상할 수 있

는 단어의 개수는 전체 단어의 90% 이상인가 이하인가?”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10%

와 90%가 각각 낮은 기준점, 높은 기준점이었다. 그 후 참가자들에게 정확하게 회상할 수 있는 

단어는 전체 중 몇 퍼센트일지 추측하도록 하였는데 90%를 제시 받은 참가자들이 10%이라는 

숫자를 제시 받은 참가자에 비해 단어를 더 많이 회상할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즉, 질문 시 제

시한 기준점(10%, 90%)이 본인이 회상할 단어 개수를 추측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높은 기준점, 낮은 기준점을 제시 받은 집단의 실제 단어 회상률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이명진․이윤형․김경일 / 기준점의 극단성과 문항 난이도가 기준점 효과에 미치는 영향

- 89 -

연구에서는 이를 근거로 기준점이 자신의 수행에 대한 메타인지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해당 논문에서는 기준점이 무관한 숫자라고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가자들이 10%와 90%를 이전 참가자들의 평균 회상률과 같은 유용한 사전 정보로 취급했을 가

능성이 있다. 

한편 기준점 효과와 확신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는 Jacowitz와 Kahneman(1995)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응답에 대한 확신과 기준점 효과 사이에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확신이 

높을수록 기준점 효과가 감소하고 확신이 낮을수록 기준점 효과에 잘 빠졌다. 그러나 이런 부적 

상관관계는 모든 조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상관관계를 문항의 난이도에 따라 나누

어 살펴봤을 때 쉬운 문항의 경우와 극단적인 기준점의 경우에는 자신의 응답에 확신하는 정도

와 기준점 효과 사이의 부적 상관이 크게 나타났다. 즉, 쉬운 문항을 보고 답을 알고 있다는 생

각이 들었을 때 기준점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관에 따라 답을 했다. 또한 어려운 결정 상황에서, 

그리고 그럴듯한 숫자가 제시된 상황에서는 자신의 주관적 확신도와는 무관하게 외부의 숫자를 

더 참고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확신도가 높은 상황에서도 기준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선행 연

구의 결과를 해석해보면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인 피고인 F의 시나리오(Englich et al., 2006)나 부

동산 매매 시나리오(Northcraft & Neale, 1987)가 모두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되었고 매우 그

럴듯한 숫자를 기준점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확신이 높더라도 기준점 효과가 여전히 크게 나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주어진 기준점의 극단성, 그리고 문항의 난이도에 따라 기준점 효과, 확신도, 그리

고 둘의 상관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Smith와 Windschitl(2015)은 지식수준이 

높은데도 기준점 효과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 파악하면 기준점 효과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점이 그럴듯할 때, 문항이 어려울 때, 그리고 확신도가 

낮을 때 기준점 효과에 더 잘 빠진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점 효과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항의 난이도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쉬운 문항과 어려운 문항의 난이도 차이를 더 크게 설정해 극단성과의 

상호작용을 재검증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 중 하나는 상대적인 난이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든 문항들이 정답을 정확하

게 알기 힘든 문항들이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문항 난이도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지만, 

이러한 한계 때문에 난이도의 영향이 약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또 다른 한계

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문항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 연

구를 통해 한국인의 상식에 적합한 문항들을 새로 개발했어야 했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 제외되

는 문항들을 많았다. 또한 연구목적상 문항의 난이도가 적절히 구분되어야 했기 때문에 최종적

으로 선택된 문항의 수가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답을 알기 쉬운 문항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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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고 답을 알기 어려운 문항을 보충하여 기준점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기준점 연구들에서는 ‘미시시피 강의 길이’와 같은 관측치에 대한 문항과 ‘UN에 

속한 아프리카 국가의 수’와 같이 규율이나 약속으로 이루어진 문항을 구분하지 않고 연구를 진

행하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수치(예: 기온)여서 평균이나 최고, 최저점과 같은 제한 기준이 필요

한 일반상식 문항과 변하지 않는 수치(예: 연도)를 사용한 문항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퍼센트(%)와 같이 절대적인 경계가 있는 값(0 이상 100 이하)과 그렇지 않은 값(예: 기온)의 차이

도 구분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답의 범위를 한정 짓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므로 기준점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난이도 

뿐 아니라 기준점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 연구를 실시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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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anchor extremity and

question difficulty on anchoring effect

Myoungjin Lee Yoonhyoung Lee Kyungil Kim

                       Yeungnam University                       Ajou University

Previous studies have reported that a plausible reference point has a greater anchoring effect than an 

extreme reference point. It is also known that the anchoring effect decreases when the individual's level of 

knowledge related to a given item is high. However, there has been no study examining the interaction of 

the plausibility of the reference point and the difficulty of the given question. Therefore, in this study, the 

effect of the reference plausibility and the difficulty of the questions on the anchoring effect wer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ponse confidence and the anchoring effect was also examined. 

To do so, easy and difficult questions, plausible and extreme reference points were selected through 

preliminary research.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following the ‘standard anchoring task procedure’. As 

results, the extremity of the reference point and the difficulty of the question affected the size of the 

anchoring effect respectively. The difficulty of the question also affected the confidence of the response. 

Specifically, when a plausible reference point was presented and when a difficult question was presented, 

the anchoring effects were increased. In addition, the lower the confidence in one's performances, the 

greater the influence of the reference point when an extreme reference point was presented. These results 

show that the plausibility of the given reference point and the difficulty of the item have different effects 

on the magnitude of the anchoring effect and the degree of confid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the attitude change perspective regarding the anchoring effect, which suggests that the anchoring effect 

varie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ference point and the individual's knowledge.

Key words : anchoring effect, anchor extremity, question difficulty, confidence of the respon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