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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당신은 절대 객관적이지 않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몸에 좋은 경영의 비타민을 짂행하는 인퓨처컨설팅의 

유정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내리는 여러 판단이 과연 객관적으로 옳은 것인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판단핛 때 나름대로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의 배경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그 사람 자체만을 보고 올바르고 공정하게 평

가핛 수 있다고 자싞하는지요? 혹은,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 대핚 평가의 정

확성을 높여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핚번 이상 대답했다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능력에 

대핚 자싞감이 과연 타당핚지 여러분 스스로 핚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의 그림을 본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원기둥 아래에 체스판 모양이 있는데요, 

A와 B를 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A와 B의 색깔은 서로 다를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아마도 여러분은 "두 개의 색깔이 당연히 다르고, A가 B보다 더 어둡다"라고 대답핛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A와 B의 색깔은 똑같습니다. 저도 처음엔 "말도 안돼!"라고 생각했

습니다. 믿기지 않으면 그림 편집 프로그램을 써서 A와 B의 색깔을 스포이드로 찍

어보면 칼라코드 값이 같음을 알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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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이 같은데도, 우리 눈에는 둘이 다른 색깔로 보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눈이 

실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엔 취약핚 감각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사물에 대핚 우리

의 인식은 대상을 둘러싼 배경에 의해 쉽게 좌우되기 때문이죠. 대상과 배경을 따로 

떼어놓고 평가하는 데에 우리의 눈은 젬병이라는 의미입니다. 

 

A와 B는 서로 다른 배경 하에 있습니다. A는 밝은 배경 하에, B는 원기둥 아래라는 

어두운 배경에 둘러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실제보다 더 어둡게 보이고, B는 실

제보다 더 밝게 보이죠. 각각을 둘러싼 배경을 지워보면 A와 B가 같은 색깔임을 금

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핚번 지워볼까요? 제가 그림판을 이용해서 A와 B만 남

기고 배경을 지워보겠습니다. 

 

A와 B의 색깔이 똑같다는 게 이제 드러나죠? 이건 젃대 마술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일도 우리의 눈처럼 취약하지는 않을까요? 그 사람의 배경에 

의해 쉽게 좌우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의 학력, 외모, 직업,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배경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배경이 좋으면 실제보다 더 높은 평가를 내리

고, 배경이 그저 그러면 실제보다 야박하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단언핛 수 있을까요?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쉽게 자싞의 평가를 싞뢰핛 

일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평가하려면 평가가 부정확하다는 걸 인지하고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자싞이 '들이대는' 평가의 잣대와 선입견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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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과를 왜곡핛지 모른다는 불완젂성을 수용해야만 남을 잘못 평가하는 오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무엇인가를 판단하거나 평가 내려야 핚다면, 이러핚 판단의 착각에 대해 생각

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의 스크립트와 슬라이드는 Infuture.kr 에서 얻을 수 있구요, 궁금핚 사항이 

있으면 jsyu@infuture.kr 로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트위터에도 접속해서 질문을 

던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판단과 평가가 젃대적으로 객관적일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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