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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I. 지각의이해

1. 개념

지각이란 개인이 접하게 되는 환경과 대상(객체)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선택

화, 조직화, 해석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은 지각을 통해 감각으로

받아들인 자료(data)를 걸러내고, 수정하고, 해석하여 정보화(information)한다. 

인간의 지각과정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아무리 복잡한 컴퓨터의 정보처리

장치라도 지각과정에 비한다면 단순한 것에 불과하다. 지각을 설명하는 데는

관련 개념 간 비교를 통한 이해가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개인차는 사물을 인지하는 방법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인지과정은 상상, 지각, 사고, 감각이 있다. 따라서 인지과정은 특정 상황과 그

와 관련한 행위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특히 조직행동에서는 지각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에 비해 감각이란 인간의 오감을 말하는데,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의 오감은 내적, 외적 자극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물리적

작용에 의한 기본적 행위만을 유발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렇다면 지각과 감각은 어떻게 다를까? 우리가 조직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지각과 감각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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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매 부서 담당자는 생산 부서 엔지니어가 좋은 부품이라고 말해 준 것(감각)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구매한다(지각).

② 부하 직원들의 행동은 그들의 상사로부터 들은 것에 근거한다(지각). 따라서 실

제로 상사가 말한 것(감각)에 근거하지는 않는다.

③ 어떤 상사에 의해 훌륭한 직원이라고 칭찬받은 직원을(감각), 다른 상사는 형편

없는 직원이라고 평가한다(지각).

④ 품질검사 담당자에 의해 합격품으로 판정받은 것이라도(감각), 소비자는 제품불

량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지각). 

2. 지각의중요성

조직행동 연구에서 지각이 중요한 주제로서 다루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실 세계와 지각의 세계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CEO의 근태관

리에 관한 언급에 대해 사람들은 상이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

업 CEO가 연초 시무식에서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이를

듣고 총무 담당 이사는 다음 날부터 본사 정문과 후문에 직원을 배치하여 점심시간

시작 시간인 11시 45분 이전에 건물을 빠져나가는 직원을 적발하여 이름을 적어 오라

고 하였다. 이때 근태관리에 대해 총무 담당 이사가 갖고 있는 지각의 세계와 직원들

이 갖고 있는 지각의 세계는 서로 다르며, CEO의 지적사항인 실제 세계와 또한 다르

다. 이처럼 사실 세계와 다른 독특한 세계를 설명해 주는 인지과정이 지각이다.

사실 세계와 지각의 세계 간 차이(gap)가 클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

서 앞의 사례에서 CEO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개념이나 관련 사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느낄 것이다(CEO는 외형적인 근무 태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

의 근무태도를 의미하였다). 한편, 그러한 차이는 조직행동에서 의사결정의 질을 결

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사물이나 개념을 올바르게 파악해야만 그것을 제대로 적

용하거나 기술적으로 운영하여 조직 성과를 위해 공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인지적 일관성 효과 때문이다. 인지적 일관성은 인지부조화 이론에 근거한

다. 사람들은 지각, 태도, 행동 간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기제를 갖고 있다. 예컨대,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기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각－태도－행동 간 일치는 인간에게 내재한 일반적 기제로서, 이를 인지적 일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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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한다(Festinger, 1957). 인지적 일관성의 효과는 마치 수학의 방정식처럼 현재 보

여 주는 요소를 통해 미래의 요소를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 즉, 현재의 지

각을 통해 미래의 행동과 태도를 예측할 수 있으며, 현재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과거

의 지각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간 행동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며, 또한

태도 변화, 행동 변화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보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조직행동에서 지각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다. 

3. 지각모델

그림 4.1은 지각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각과정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각의 이해는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그 핵심에 해당하는 지각 선택화, 지각 조직화, 지각 해석화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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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지각모델

자극

■환경

●사람과사물

(구체적)
●이슈와주제

(추상적)

감각

■오감(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반응

지각선택화

지각조직화

지각해석화

■내면적

●태도

●동기부여

●감정

■외부적

●행동

●교감신경의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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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각선택화

지각 선택화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주는 여러 가지 자극 가운데 일부만 받

아들여서 반응을 하게 하는 지각과정이다. 앞서 설명한 지각과 감각의 차이에서, 부

하 직원들의 행동은 실제로 상사가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사로부터 들은 것에

근거한다는 이유에 해당한다.

1. 외부적요인

지각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강도, 크기, 대비, 반복, 움직임, 친밀함과 색다름

등이 있다.

강도. 이는 외부 자극으로서 세기가 강할수록 더욱 잘 지각하게 되는 원리를 의미한

다. 예컨대, 형광색을 이용한 알림판이나 안전복을 들 수 있다. 또한 TV 상업광고는

정규방송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화면의 밝기나 음향을 훨씬 더 크게 하는데, 이는 지

각 선택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이다. 

크기. 강도와 마찬가지로 크기가 클수록 잘 지각한다는 원리이다. 

대조. 대조의 원리는 외부 자극으로서 배경(환경)에서 두드러지거나, 혹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외부 자극은 주의를 집중하게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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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1

대조의효과

지각선택의대조효과의다른경우로서중증장애인직업교육프로그램에관한사례연구가있다. 장애인들의직업교육

프로그램을설계할때, 초기도입부분의교육은그들이속한시설이나학교, 단체에서실시하는것이효과적이다. 친

숙한환경에서편안한느낌을얻을수있는배치를통해, 긴장완화와함께우호적인학습분위기를통한효과때문이

다. 하지만어느시점에서는실제로일하게될공장이나작업장으로옮겨와서실시하게된다. 이때교육훈련을실시

하면서작업장내의깨끗하고조용한강의실에마련된실습장에서교육훈련을한뒤실무에배치했을경우, 그들의업

무수행결과가매우저조했다. 다행히이회사는이들을문제시하지않았다. 행동분석을통해저조한작업성과가조

립라인에서발생하는엄청난소음때문임을발견한것이다. 즉, 근로자들이초기에실무교육을받은조용하고깨끗한

곳에비해, 실제작업장에서발생하는소음은작업의집중도를떨어뜨리고, 업무적응을방해했다. 따라서이러한대조

의효과를줄이기위하여회사는실제작업장바로옆에서교육훈련을실시하였다. 이후그들은재배치된곳에서두드

러진교육훈련성과를보였다.

(출처 : O. Tynan et al., “The Selective Perception and the Handicapped-Employees,”Journal of Vocational

Psychology, April 2003, pp. 33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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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의 원리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식역하의 자아(subliminal self)라는

개념이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에게 지각되지 않

은 채 활동하고 있는 정신세계를 의미한다. 이는 지각이론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의식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어떤 메시지를 보내어 인지하도록 한

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게 한다. 

예컨대, 농구경기를 녹화한 동영상 중간에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는 사진 1장을 삽

입하여 보여 주고 사람들의 행동반응을 관찰한 실험이 있다. 이때 피실험자들의 감각

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잠재의식 작용으로 인해 그 장면에서는 냉장고로 가서

마실 것을 꺼내거나, 셔츠의 단추를 푼다거나 하는 반응 행위를 나타내었다. 그리하

여 실제로 이를 이용해 상업광고를 설계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효

과에 관해서는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다.

현재는 이러한 잠재의식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구매를 부추기는 상업광고는 세계

적으로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체뿐 아니라 여러 조직에서 이러한 원리를

활용하여 상품도난방지, 작업장 안전사고예방, 생산성 향상, 자긍심, 동기부여 효과를

얻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실제로 이를 전문적으로 디자인하고 설계해 주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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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1980년대미국의치약광고에등장했던잠재의식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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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러 군데 있다.

다음은 백화점 진열대 한 귀퉁이 벽면에 보일 듯 말 듯 조그맣게 붙어 있는 경고문

과, 공장 내 화장실 칸막이 안쪽의 어중간한 위치에 붙어 있는 스티커에 쓰여 있는 문

구를 옮겨 놓은 것이다. 

CCTV 작동 중

잠깐의 실수가 영원한 상처로 남습니다.

나의 일은 나의 긍지다.

여러분은 회사의 자랑입니다.

나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Stay Honest, Don’t Steal, Obey the Laws.”

“Slouch is ouch, life straight is great.”

“ I feel good about my job.”

“ I feel myself.”

“My job is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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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2

백남준의사이다광고

세계적인비디오아티스트백남준이국내청량음료광고를디자인한것이있었다. 광고가완성된후방영이보름가량

늦추어졌는데, 당시광고의심의과정에서‘잠재의식광고’로밝혀져시정조치를받았기때문이다. 잠재의식광고란

눈에보이는장면과장면사이에눈으로는인식할수없는또다른숨겨진메시지를포함하고있는광고를말한다. 지

금은모두디지털화되어있지만당시에는아날로그필름으로구성된녹화과정에서 1초에 30프레임으로구성되는광

고화면이워낙빨리지나가기때문에 1~2프레임을다른내용으로바꿔넣을경우눈에는보이지않지만잠재의식은

이를알아챌수있다는대조의원리에근거한것이다. 과거미국에서등장했던잠재의식광고는누드사진이나마약,

죽음을상징하는해골등자극적인장면을광고속에교묘히끼워넣었다. 이런광고는무의식적으로그제품에대한

주의를끌어결국구매욕구를높이게된다는의도를갖고있었다.

오늘날대부분의나라에서이같은잠재의식광고가소비자들의이성적인판단대신무의식선택을유도한다는점

을들어법으로금지하고있다. 그러나현재까지이루어진실험결과에따르면숨겨진매시지를잠재의식속에서인식

할수는있지만, 그영향이구매행동으로까지이어질정도로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백남준의광고에서는사이다

의제품명과사이다의병모양이담긴장면을0.1초동안보여줌으로써문제가되었다. 당시광고심의위원회측은백

남준의작품세계가무의식을중요시한다는점에미루어광고장면을한프레임씩확인하여숨겨진장면을찾아냈다

고하였다. 하지만백남준이의도적으로잠재의식광고를만들었다기보다는, 평소그가다른작품에서도흔히사용했

던기법중하나라는광고기획사의설명이설득력은있어보인다. 어쨌든이광고는백남준의동의를얻어문제가된

부분을모두제거한뒤사이다병을분명히볼수있는형태의광고로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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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이는 외부자극으로서, 반복하는 경우 지각효과가 한 번에 비해서 크다는 원리에

근거한다. 특히 단순 반복작업의 경우, 반복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품질과 안전사

고 예방 측면에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실제 여러 연구 결과에서 입증되고 있다.

움직임. 컨베이어벨트 작업장의 근로자들은 움직이는 물체에 시선을 집중하게 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적인 상태의 객체인 깨끗한 벽면, 작업장에서 들려주는 클래식

음악 소리, 에어컨, 선풍기 작동음은 지각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점멸하는 네온

사인 광고는 움직이는 것 같은 효과를 통해 지각 선택을 높인다.

새로움과 친숙함. 직무순환은 익숙한 작업환경에서 새로운 것은 금방 지각한다는 원리

를 이용한 것으로, 업무에 대한 집중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 따라서 작업자의 위치,

시간대, 작업내용을 변화시킴으로써 일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진다. 반대로 커뮤니케

이션 과정에서는 상대방에게 친숙한 용어나 관용구를 사용하게 되면 상대방으로 하

여금 집중하게 함으로써 대화나 의미 전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2. 내부적요인

이것은 인간의 복잡한 심리적 구조에 근거를 두고 발생하는 지각 선택을 의미한다.

1) 학습과경험

그림 4.3의 상자 안에 있는 영어 단어를 소리 내어 한번 읽어 보자. 4개 모두 정확하

게 발음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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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I-N-T-O-S-H

M-A-C-D-O-N-A-L-D-S

M-A-C-B-E-T-H

M-A-C-H-I-N-E-R-Y

그림 4.3 지각선택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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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학습이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지각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 준

다. 즉,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게 되리라고 예측하는 대로 사물

을 지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각과정에서 이러한 일종의 환각작용은 흔히 발생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객체

(사물이나 사람)를 과거의 학습이나 경험의 결과를 통해서 지각하기 때문이다. 문제

는 과거의 지각이 현재의 상황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지각하는

대상을 과거의 학습이나 경험을 이용하여 지각한다는 데 있다.

2) 관찰자－행위자효과

관찰자－행위자 효과(actor-observer effect)는 앞의 학습과 경험에 의한 지각 선택과

유사하나 그 효과는 더욱 크다. 예컨대,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보면서 그것을‘그 사

람의 행동양식’으로 지각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상황의 요구에 따른 신중한

선택적 대응’으로 지각한다. 즉,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의 행동특질이 존재하고 있다

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그것이 스스로의 행위를 항상 통제하고 있음을 깨닫지는 못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자－관찰자 효과의 원인은 시각적 위치(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위는 볼 수 있지만(observer) 우리 자신의 행위(actor)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제품불량이 빈번한 상황에 대해서 일선 근로

자들은 지원물자의 부족(인력, 부품공급의 지연), 유별난 고객, 동료의 태만, 과도한

작업일정 등으로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리자들은 근로자들의 행동특성,

능력,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지각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일선 근로자와

관리자들은 각자 상이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에 따른 조직 성과의 차이는 클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서 끼

어들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의 공공의식 결여, 이기심 등에서

비롯된 습관화된 행동양식으로 지각한다. 하지만 자신이 운전 중 끼어들기를 하는 경

우는 어떠한가? 도로구조 설계상, 안전운전을 위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등의

이유를 들면서 우리 자신의 끼어들기는 상황에 적합한 행동으로 지각한다. 따라서 이

러한 관찰자－행위자 효과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조직행동에서는 역할극(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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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ing), 행동모델법(behavior modeling) 등을 통해서 행위자와 관찰자의 위치를 바

꾸어 행동함으로써 관점의 변화에 따른 행동 수정방법을 지시한다. 참고 3.2와 참고

3.3은 역할극과 행동모델법을 설명하고 있다. 

3) 동기와욕구

동기와 욕구 또한 지각 선택에 영향을 준다. 예컨대, 음식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

한 문화에서는 음식 냄새, 음식에 대한 언급, 전시나 광고가 사람들의 지각 선택에 미

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큰 빌딩의 옥탑광고는

어떤 사회적 혹은 경제적 측면의 대표적 동기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주제나 상품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 사례연구에서 큰 구내식당을 한 번 둘러보고 난 후 앉아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 내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때 귀속욕구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는 평사원일수록 여럿이 앉아 있는 식탁에서 누가 앉아 있었는지를 잘 기억해

냈다. 그에 비해 소수가 앉아 있는 식탁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잘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 곳이 개인에게 귀속욕구의 충족과 조직

내의 더욱 많은 정보의 원천이 되기 때문으로 설명된다(Beyer 등,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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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3

역할극

역할극(role playing)은상사의역할, 부하의역할등을통해서어떤문제상황에처했을때상대방에게어떻게적절하

게대응하는지를연극하게하는것을말한다. 이때연극에등장하는자신과상대방(다수일수도있음)의현재심리상태

가어떠하다는것을서술형태로제공해준다. 그런다음자신이나름대로시나리오를구성하여연기를하는것이다.

예컨대, 남자들이등장하여미인선발대회를개최하는역할극을생각해보자. 이를통해남자관리자들로하여금여

성사원들과정신적으로위치를교환한다. 연극에등장하는남자들은한사람만빼고는모두가가슴에루저(loser)라

는표식을달고사무실에서일하는상황을연기함으로써, 여성사원들에대해다른관점에서이해를얻을수있을것

이다. 이과정을녹화하여피드백해준다. 그리하여, 어떠한방향으로행동을전개하는것이더나을지를다른시각에

서이해할수있게해준다(Dennis 등, 1985). 

참고3.4

행동모델법

행동모델법(behavioral modeling)은역할극과유사하며, 더욱광범위하게활용되고있다. 하지만역할극과달리미

리정해진내용에따라서이루어진다는점에서다르다. 이러한행동모델법은인지적일관성에근거한다. 교육훈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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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격

동일한 자극도 개인의 성격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예컨대, 반쯤 물이

담긴 컵을 보고 부정적 감정 성향의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다고 불평할 것이나, 긍정

적 감정 성향의 사람들은 물이 반이나 담겨 있다고 감사할 것이다. 

III. 지각조직화

앞에서 살펴본 지각 선택은 개인의 주의를 끌게 하는 내적, 외적 요인에 초점을 둔 원

리임에 비해, 지각 조직화는 자극(데이터)을 받아들인 후에 지각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각 조직화에는 집단지각, 지각불변성, 지각방어가 있다.

1. 집단지각

집단지각은 형태심리학(Gestalt school)의 주장을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인

간의 지각과정을 하나의 현상, 즉 전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관점으로서 개별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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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행동모델법에참여하는사람들에게모범이될수있는모델행동을제시해주고, 그것에따라서똑같이행동하도

록요구한다. 물론이러한모범행위가회사를위해, 개인적목표를위해왜정당화될수있는지에대해사전에충분한

논의와설명, 동의가전제가되어야한다. 예컨대불량품을갖고항의하러온고객을대응할때모범이되는모델행동

을제시하고그것을그대로따라하도록한다. 이때등장하는모델이하는하나하나의행동, 태도, 언행을순서대로똑

같이따라하도록한다. 이부분이역할극과다른점이라고할수있다(Kenneth와Hultman, 1986).

행동모델의사례 : 고객불만(내부고객, 외부고객)

①고객의불만에대해서적대감, 방어적태도를피하고인사한다.

②불평과불만에대해서마음을열고경청한다.

③불평내용에대해서완전히이해했다는것을보여주기위해경청한내용을반복해준다. 

④불평하는사람의견해를인정하고이해한다.

⑤자신의입장이나회사의정책을방어적자세를취하지않고설명한다.

⑥그자리에서해결하지못하는경우, 결과보고를위한구체적인시간, 장소를정한다.

⑦공손하게인사한다.

그리하여이를녹화해두었다가다시보여주면서차이점에대한행동교정을통해행위상긍정적강화작용의효과

를얻게된다. 일반적인교육의진행순서가‘지각→태도→행동’의순서로이루어지는것에비해, 행동모델법은그

순서가‘행동→태도→지각’으로진행된다. 앞서지적하였듯이이는인지적일관성효과를이용한것으로서, 일반

적인교육과정에비해, 효과가즉각적이란이점이있다.

조직행동03장67-90  2014.3.5 4:24 PM  페이지76   mac3 



극－반응 관계에서 발생하는 요소들 간 관계를 통해 이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류나 숫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인 자극을 인지할 수 있는 하나의 집단적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지각은 지각폐쇄, 지각근접성, 지각유사성으

로 구분할 수 있다.

1) 지각폐쇄

지각폐쇄(closure)란 지각과정에서 감각을 통해 받아들인 요소들 가운데 불충분한 부

분을 메우고,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예컨대, 특정 사안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방식이건 일단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 구성원들은 마치 만장일치가 있었던 것처럼 지각한다. 실제로는 소수의

견,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라고 하는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통일

체로 지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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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5

지각폐쇄

이 세계 절반은 나

안치환

이 지구상에 절반의 사람 내 이름 바로 그것

커다란 창고 가득 찬 곡식 나와는 너무 머네

굶주려 우는 아이 위하여 먹을 것 찾아 애를 썼지만

아무도 나를 돌아 안 보네 이 세계 절반은 나

밤새워 함께 고통 했지만 내 사랑 떠나갔네

아침에 밝고 찬란한 햇살 아무런 소용없네

너무도 쓰린 아픔 인하여 내 눈에 눈물마저 말랐네

그 누가 나의 아픔 알리오 이 세계 절반은 나

하 많은 사람 오고 가지만 그대로 지나치네

더 많은 재물 모으는 일이 저들의 관심일 뿐

당신을 원망하진 않아요 그러나 외면하진 말아요

나 여기 당신 곁에 있어요 이 세계 절반은 나

왜‘세상의절반이나’라고생각할까? 우리는많은현상을이해함에있어서항상나를중심으로다른사람과관계를

이해하려하기때문일것이다. 어떤일이더중요한가? 아침에전철을타면서닫히는문틈에낀팔꿈치의피멍인가,

아니면하루에 25,000명이굶어죽는현실인가? 불문가지, 내팔꿈치의피멍이더중요하고절실한문제일것이다.

그런의미에서어떤현상이나문제를이해할때‘1명 : 71억 2,287만5,422명’의관점에서이루어진다. 다시말해서나

한사람이바뀌면세상의절반이바뀌는셈이다. 지나친지각폐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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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조직행동에서 구성원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전체를 마치 있는 것처럼

지각하거나, 실존하는 여러 부분을 합치하더라도 이룩될 수 없는 전체를 마치 있는

것처럼 지각하는 지각폐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2) 지각근접성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하는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나의 형태를 이루

는 것으로 지각한다. 예컨대, 작업과정에서 물리적으로 가까이서 같이 일하는 작업자

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지각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공정아래 있는 작업자들을 동일

제3장 지각78

참고3.7

지각폐쇄의사례2.  부족한부분은메우는파이원리

단수가격(odds pricing)

요구르트 780원, 우리밀라면 590원, 삼겹살 100g에 1,950원. 슈퍼마켓에붙어있는가격표이다. 블라우스 99,800

원, 청바지 74,600원, 반바지 28,800원. 백화점의의류가격표또한만원단위에서몇백원빠져있는것을쉽게발

견한다. 어려운경제상황에소비자들을생각해서슈퍼마켓이나백화점에서고민해서붙인가격일까?

하지만이는세계의모든상인들이가격설정에활용하고있는단수가격(odds pricing, 끝자리가격) 전략이다. 목

적은두가지이다. 첫째, 가격표끝자리를보면이것저것세밀하게계산하여정한가격이라는인상을줌으로써끝자리

들이모두0으로끝나는가격에비해신뢰성을준다(이세상에‘정직한상인’이란말이있단말인가?). 둘째, 시각적으

로정보를받아들이는순서에서볼때, 한단계낮은가격에서출발하기에훨씬싸다는느낌을갖게한다. 99,000원

과 10만원의실제차이는 1,000원에불과하지만, 첫번째숫자만두고보면 1만원의차이로느껴지는착각을일으키

기때문이다(아, 싸구나!). 특히사람들은무엇을구매하기전에얼마이상은사지않겠다는스스로의가격저항선을두

고있는데, 일반적으로 1만원($10), 5만원($50), 10만원($100)과같은단위로정하고있다. 유통업체로서는이러한

가격저항선을극복하는데효과적인방법일것이다.

그리하여단수가격은실재로는존재하지않는‘정직하다. 싸다’라는완전한통일체로지각하기위한과정에서차이

(gap)을채워주는기능을한다. 

참고3.6

지각폐쇄의사례 1.  지각하기쉬운형태로지각하는간결성의원리

케임브리지대학의연구결과에따르면, 한단어안에서글자가어떤순서로배열되어있는가하는것은중하요지않

고, 첫째번와마지막글자가올바른위치에있것는이중하요다고한다. 나머지글들자는완전히엉진창망의순서로

되어있지을라도당신은아무문없제이이것을읽을수있다. 왜햐나면인간의두뇌는모든글자를하나하나읽것는

것이아니라단어하나를전체로인식하기때이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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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게 되는데, 생산량이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때 구성원(집단) 모두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각한다.

3) 지각유사성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자극이지만, 주는 자극의 유사성이 클수록 하나의 동일한 자극

으로 지각한다. 이는 지각근접성과 유사하지만 사회적 영향은 더욱 크다. 미국 정부

의 경우 차별금지 정책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참고 3.8은 이를 설명하고 있다.

2. 지각불변성

변화하는 환경에서 객체에 대한 크기, 색상, 명암, 질감 등에 대해 고정적, 안정적으로

갖고 있는 지각을 의미한다. 앞서 논의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의 요소 가운데 공구

의 표준화를 생각해 보자. 작업 시 어떤 크기와 종류의 재료, 어떤 형태의 공구를 택

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고 척척 집어 들 수 있는 것은 객체에 대해 갖고

있는 지각불변성 효과 때문이다. 그 반대의 경우로서 경찰관의 지각훈련을 들 수 있

다. 경찰관들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사물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지각훈련과정을 정

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수한다고 한다. 중요한 목적은 다름 아닌 군중이 운집한 상

황에서 용의자가 갖고 있는 것이 도검인지, 우산인지, 총인지, 지팡이인지를 분명히

지각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에서는 경찰관의 오인으로 인한 과잉대응으로 매년 수십 명이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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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8

미국연방정부의적극적고용개선법과지각유사성

미국연방정부는 1964년에제정된민권법과그에따른시행령, 그리고법원의판례에근거하여연방정부의보조금을

수령하는모든사업체와교육기관에대해서흑인들을위한‘적극적고용개선법(affirmative action)’을위한구체적인

프로그램을요구하고있다. 이러한법적요구가구체화된것이기업입사와대학입학에있어서흑인쿼터제이다. 이후

소수민족, 장애인, 여성에이르기까지법률적용의대상이확대되었다. 이들은‘소수(minority)’라는측면에서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이들이사회경제적으로차지하는위치나비중은확연히다르다. 하지만단지소수라고하는지각상유

사성때문에취업과진학에혜택을받게된다. 따라서이러한법률때문에역차별을받는백인남성들의불만이커질

수밖에없다. 이에연방대법원은 1978년과 2003년텍사스대학대입에낙방한백인남학생이제기한 2차례소송에서

모두합헌판결을내렸다. 그런데 2013년대법원의판결에서변화가생겼다. 위헌판정은아니지만항소법원으로되돌

려보낸것이다. 백인남학생의불합격조치가다양성을유지하기위한유인한방법인지를재심해보라는취지였다.

조직행동03장67-90  2014.3.5 4:24 PM  페이지79   mac3 



한다고 한다. 심지어 어린이가 경찰에게 겨눈 장난감 총을 잘못 보고 그 아이를 쏘아

죽이는 사례도 여럿 있었다. 이후 모든 장난감 총의 총구에는 오렌지색 플라스틱 표

식을 붙이도록 법이 만들어졌다.

3. 지각방어

개인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수용할 수 없거나 위협적인 자극에 대해 방어하는 기제

를 의미한다. 따라서 노사관계, 상사와 부하의 관계 등에서 문제 발생 시, 타협과 해

결책을 이끌어 내기 위한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각방어에 관한 논의는 정신분석학의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에 근거하였

다. 정신분석학자들이 설명하는 방어기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들은 실제로

는 서로 관련되어 있다.

억압(repression). 이는 원하지 않는 생각이나 욕구, 감정 등을 의식으로부터 끌어내 무

의식 속으로 억눌러 버리는 과정을 말한다. 예컨대, 자신을 불안하게 한 어떤 상황이

나 불쾌한 경험의 경우, 그러한 일 자체와 당시의 상황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이에 해

당한다.

반동 형성(reaction formation). 이것은 드러나기 꺼려지는 무의식적인 충동에 대해서, 그

와 반대되는 생각이나 감정, 욕구 등을 의식 속에 고정시켜서 그에 따라 행동하게 하

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보다 먼저 승진한 입사동기의 승진축하모임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상실감이나 시기심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승진한 입사동기를 지나치게 추

켜세우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인

상을 남기려 한다.

õ사(projection). 자신이 갖고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 그

감정이 마치 외부로부터 오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

대한 자신의 미운 감정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가 우려될 때, 오히려 그 사람이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비난하는 행위를 생각할 수 있다.

퇴행(regression). 개인이 성숙, 발전하는 과정에서 큰 갈등이나 위험을 경험한 경우에

발생한다. 그리하여 그동안 이룩한 발달의 일부를 상실하고, 심리적 상태가 과거의

낮은 발달단계로 후퇴하는 것을 말한다. 

승화(sublimation). 본능적 욕구를 비본능적인 통로를 통해 변형시켜 분출하는 것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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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특히 이러한 승화란 본능적 욕구 에너지인 리비도가 자아와 초자아에게 보다

용납될 수 있는 목표를 위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승화는 본능적 욕구를

최초의 목표나 대상으로부터 보다 사회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억압

의 필요성(혹은 갈등)을 제거하게 된다. 이러한 설명은 프로이트가 비성적이며 비갈

등적인 개념을 통해 인간의 수많은 행동, 즉 일과 노동, 예술적 창조, 유머 등의 사회

적 가치를 지닌 것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에서 비롯된 것이다. 

합리화(rationalization). 자신에게 위협적인 행동의 참된 이유를 그럴듯하게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정신분석학 관점에서는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방어기제들을 신경증적 구조에 포

함시키고 있으나,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행위 그 자체는 병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는 않는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지각방어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인간에 내재하

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성격상 위협이 되는 말에 대해서는 지각하지

못하게 된다. 즉, 장애가 발생한다. 따라서 자신을 비판하거나, 격앙된 목소리로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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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9

승화 1

일반적으로승화라는의미는두가지원천을갖고있다. 화학에서순수한형태의원물질을만들기위해열을가해서

고체를증류시키고, 그것을다시식혀서재응축시키는과정을의미한다. 문학에서승화는분노, 절망, 슬픔등의감정

을용서, 의지, 종교등의사회적가치를갖는행위로옮겨가는것을뜻한다. 따라서사회적으로가치있는행동이란

최초의낮은(천박한) 본능적욕구에서보다순수하고장엄한것으로변화한것을말한다. 프로이트는처음에는승화를

본능적욕구의변화현상으로인식했으나, 이를자아의기능, 즉자아방어의특별한형태로해석하였다.

참고3.10

승화2

신제품발표회때마다등장하는여자모델들을생각해보자. 일면외모를내세워사람들의이목을끌어보자는천박한

전략으로생각할수있다. 하지만실제로는이들모델이진열대나부스에있는것은더욱치열한상업적의미를담고

있음을알게된다. 즉, 이들은자신들이아니라오히려제품의기술적특성이나신제품을통한사업기회등에만집중

하라고그자리에있는것이다. 즉, 유혹하는사람들이아니라승화를시키기위해등장한존재들이다.

(출처 : 알랭드보통, 정영목역, 일의기쁨과슬픔, 도서출판이래, 2009, pp. 33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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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자신을 부를 때 호칭상 불일치가 일어날 때는 그러한 지극에 대해서 잘 지각하

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각방어에 관한 사례연구에서 기존의 지식, 즉 학습내용이나 경험, 사회적 통념

등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사실에 직면하는 경우, 실제로 이론처럼 참고 3.11에서 설명

한 것과 같은 지각방어기제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지각방어에 관한 여러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을

해치는 정보와 자극은 중립적이거나 무해한 정보에 비해서 인지상 높은 식역을 갖는

다. 다시 말해서 이를 잘 지각하지 못한다는 의미로서, 그것은 동일한 객체(상황, 사

물, 사람, 주제)에 대해서 관련 당사자와 그렇지 않는 사람이 전혀 다르게 지각하는

이유가 된다. 실제로 어떤 위험에 대한 경고와 관련하여, 그 위험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이 가장 나중에 해당 신호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나 자극은 대체적 지각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대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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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11

지각방어에관한사례연구

대학생들에게공장근로자들이‘지적인사람들’이라고구체적인특징과사례를들어설명했을때, 대학생들은여러

가지방어기제를보다. 왜냐하면이들은기존의지식과일치하지않는사실을접하게되었기때문이다.

부정. 일부는즉각적으로부정하였는데, 즉각적인부정을보인대학생들은한결같이말한다. ‘생산직근로자들에게

지적인점이있을수없다’고말한다.

수정×왜곡. 이것은연구에서가장다수가사용하는지각방어형태로나타났다. 지각상상충을‘지적’이라고하는

것의범주를수정하고왜곡함으로써방어(회피)한다. 예컨대, ‘아는것이많을수도있지.  하지만회사(사회)에서성공

하기위해서는그러한얄팍한지식보다는진짜지식이필요하지.’등의형태로나타났다.

지각상변화. 설명을듣고실제로지각상변화를일으켰다고대답한대학생들도일부있었다. 하지만그러한변화도

대부분다음과같이미묘한형태로나타났다. 예컨대, ‘그래, 공장근로자들도재치는있네요. 그런농담을하는것을

보니.’

지각상상충에대한인정그러나지각상불변. 표면적으로는명백히지각상상충이있음을인정하는경우이다. 그러나

다음과같이대답한다. ‘그래, 듣고보니공장근로자들가운데똑똑한사람들도있을수있겠네. 하지만그것은내가

알고있는것과는달라. 대부분의공장근로자들은그렇지않으니까.’의형태로귀결한다. 

사례를통해보듯, 갖고있던지식과서로상충하거나, 위협적이거나, 수용할수없는상황에대해서사람들은회피

할수있는여러가지방법을가지고있으며, 이를또한학습한다고할수있다. 이는조직행동에서구성원들은특정

상황에서맹점(blind spot)을갖고있다는것이다. 다시말해보지못하는부분이있거나, 특정사실이나상황을지속

적으로잘못해석하는경우가발생한다는것을의미한다. 

조직행동03장67-90  2014.3.5 4:24 PM  페이지82   mac3 



지각은 대부분의 경우 왜곡되어 있으므로, 혼란 유발 요인을 사실대로 혹은 정확히

인식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예컨대, 어떤 CEO는 근로자들이 현재 직장생활에만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를 통해 직원들을 지각하는 틀을 형성할 것이다. 즉, 근

로자들을 회사에 충성하고, 애사심을 갖고 있으며, 긍지와 자부심이 클 것이라고 생각

한다. 하지만 실제로 직원들은 불만족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날 파업을 위한 단체행

동에 돌입했다면 그것은 CEO에게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CEO는 만족하

고 행복한 직원들 다수가 동참한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노조의

선동에 의해 참여하는 것이라 인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체적 지각은 왜곡

된 것으로 이는 정확한 원인 규명을 어렵게 한다. 이 경우 혼란 유발은 비록 높은 급

여와 후생복지를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로 회사의 과도한 업무량과 지나친 실적주의

상황 때문에 불안한 상태이다.  

셋째, 조직행동에서는 지각방어기제를 이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기꺼이 포

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IV. 사회적지각

사회적 지각은 타인을 어떻게 지각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조직행동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적 지각은 지각과정에서 지각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으로서, 지각해석화에 해당한다. 지금부터 이에 관해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귀인

귀인(attribution)은 타인의 행동의 관찰을 통해 그 원인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그 사

람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귀인과정을 통해 행동을 이해하거나 그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러한 귀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 âúû ÍÎ(내적귀인) : 이는 내부적 요인인 성격, 동기, 능력 등에서 타인의 행

동의 원인을 이해한다.

● ó²û ÍÎ(외적귀인) : 이는 외부적 요인인 도구, 장비, 사회적 영향, 상황 등에

서 타인의 행동의 원인을 찾는다.

제3장_지각 83

조직행동03장67-90  2014.3.5 4:24 PM  페이지83   mac3 



귀인이론은 조직행동에서 작업동기부여, 업적평가, 리더십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생산성(성과) 향상이 직원의 노력과 능력에 귀인한다고 지각하는 경

우와 새로운 공정과 기술 도입, 설비 확충 때문이라고 귀인하는 경우를 비교해 볼 때

그 후속 조치나 노력의 방향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귀인오류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상존한다. 

조직행동에서 귀인이론이 갖는 의미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같

은 원인으로 지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어떤 행동을 보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할 당시에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리 지각함을 의미한다.

1) 기본귀인오류

기본 귀인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는 가장 기본적인 귀인효과 혹은 귀인오

류라고 불리는 것으로, 타인의 행동에 대해 귀인하는 경우, 그 사람의 기질적 특성이

나 성격을 통해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임을 의미한다. 즉, 타인의 행동에 대

해 추론하는 경우에는‘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원

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지각 선택의 내부적 요인인 관찰자－행위

자 효과와 관련되어 있다. 

2) 공변이론

켈리(H. Kelly)는 기본 귀인오류의 개념을 확장하여 더욱 포괄적인 귀인모델을 제시

하였다(Kelley와 Michela, 1986). 켈리의 공변모델(covariance model)에 의하면 사람

들은 특정 행위를 여러 번 관찰한 후, 그 행동과 함께 변화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외

적귀인을 할지, 내적귀인을 할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때 귀인과정에서 일관성, 합

의성, 특이성의 세 가지 차원에서 정보를 얻는다.

① 일관성

일관성(consistency)은 행위자가 시간의 변화와 무관하게 특정 상황에서 항상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경향을 뜻한다. 예컨대, 출퇴근 시 전철을 탈 때 항상 같은 위치에서 기

다렸다가, 특정 칸에 타서 출퇴근한다면 일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특정

한 날에만 그렇게 한다면 일관성이 낮다고 하겠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일관성이 높은 정보는 내적귀인(예컨대, 그 시간에 같이 타는 여학생을 좋아한다)을,

일관성이 낮은 정보는 외적귀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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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합일성

합일성(consensus)이란 특정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

다. 앞에서 설명한 일관성이 시간과 관련된 개념이라면, 합일성은 사람에 관련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에 같은 위치에서 기다렸다가

특정 칸의 차량에 탑승한다면 합일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그렇게 하는 사

람이 거의 없다면 합일성은 낮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합의성이 높으면 외적귀인(예

컨대, 전철을 갈아탈 때 이동거리가 가장 짧은 위치이다)을, 합의성이 낮으면 내적귀

인을 하였다.

③ 특이성

특이성(distinctiveness)는 특정 행위가 기존의 행위와 다른 정도를 의미한다. 앞서 설

명한 출퇴근 시간에 같은 위치에서 기다렸다가 전철을 타는 행동이 버스를 탄다거나,

승강기를 탈 때,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도 똑같이 발생한다면 특이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유독 전철을 탈 때만 그렇게 한다면 특이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연구 결

과에 따르면 특이성이 높으면 내적귀인(참 독특한 사람이다. 혹시 강박증이 아닐까?)

을, 특이성이 낮으면 외적귀인을 하였다.

2. 고정관념

고정관념(stereotype)이란 타인을 그가 속한 계층이나 범주에 넣고 지각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지각대상(객체)에 대해 우호적이냐 혹은 비우호적이

냐를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고정관념은 인간의 편견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하기도

한다.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 집단은 관리자, 상사, 노조 간부(노조원), 외국인 노동자, 남

성, 여성, 사무직, 생산직, 전문가 집단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범주에 속한 사람들

이 갖는 특성이 어떠한지에 대해 어느 정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

으로 수용되는 그와 같은 특성과 실제로 범주에 있는 개인이 갖고 있는 특질은 다른

경우가 당연히 더 많을 것이다.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 결과 개인차가 크다는 특징을 발견하였다. 또한 특정 집단이

공통적, 포괄적으로 특정 객체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고 있음도 연구에서 밝혀졌다.

평가와 관련한 임상실험에서 관리자 집단이 특정인에 대한 태도(정직성, 성실성, 근

면성) 평가에서 그 사람이 중간 관리자라고 알려 주었을 때 신뢰도 점수는 74점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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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그 사람이 관리자가 아니라 노조 간부로 정정되었을 때 같은 집단이 실시한

태도 평가 점수는 50점으로 나타났다(Cain과 Little, 2008).

3. 후광효과

후광효과(halo effect)는 한 개인이 갖고 있는 특질에 근거하여 그 사람을 지각하는 것

을 의미한다. 즉, 한 가지 혹은 몇 가지 특질을 통해 그 사람 전체를 지각함으로써 발

생하는 지각오류의 일종이다.

후광효과는 업적평가 시에 흔히 발생한다. 특히 종합평가나 정성평가에서 어떤 일

반적 특질에 해당하는 지적 능력, 외모, 호감도, 친절한 행동 등에 근거하여 그 사람

의 전체를 판단하거나 평가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한다.

실제 여러 연구에서 후광효과가 인사고과에서 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점

으로 나타났다. 후광효과를 일으키는 상황 요인으로 밝혀진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지각되는 특질이 행동양식으로 잘 표출되지 않을 때(예 : 호감이 간다, 아는 것

이 많다 등)

② 평가자, 즉 지각하는 사람이 대상의 그러한 특질을 자주 접하지 못할 때. 따라서

어쩌다 마주친 특질은 더욱 강하게 인식된다.

③ 특질이 윤리적, 도덕적 측면과 관련되어 있을 때(예 :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 여

자관계가 복잡하다 등)

같은 맥락에서 역후광효과(reverse halo effect)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하나의 좋

지 못한 특질이나 태도가 전체 태도 혹은 평가를 거꾸로 망치게 되는 경우가 조직행

동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후광효과의 의미와 조직행동에서 나타나는 결과, 상황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음에도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광효과나 고정관

념 같은 사회적 지각상 오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조직효과를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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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성적예언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키프로스의 왕이자 뛰어난 조각가 피그말리온은 자기가 이

상형으로 여기는 여인상을 상아로 조각하여 이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에 여신 아프로

디테가 그의 간절한 바람에 부응하여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데서 자성

적 에언(self-fulfilling prophecy, labeling theory, rosenthal effect)이란 말이 유래한다.

따라서 특정인에 대한 기대가 그 사람의 행동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자성적 예언,

혹은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라고 한다. 

자성적 예언의 모델은 다음과 같다. 상사가 부하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갖고, 보다 좋

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 그에 따라 부하들은 여러 가지 자극(기대, 칭찬, 관심)을

받음으로써 스스로에 대해 기대를 갖게 되며, 이것이 강화작용을 하게 된다. 그리하

여 보다 높은 동기유발로 이어짐으로 인해서 좋은 성과를 얻게 된다. 상사는 그 결과

에 대해 또다시 더욱 높은 기대를 가짐으로써 이 같은 선순환 관계는 지속된다. 

이때 상사가 갖고 있던 기대가 부하의 행위로 표출되어, 상사와 부하는 공히 자성

적 예언의 효과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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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자성적예언모델

출처 : Eden, D.(1984), “Self-fulfilling prophesy as a management tool: Harnessing Pygmal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8, No. 2, 1984, pp.70.

상사의부하에대한기대 보다나은리더십

성과 부하의자기기대

동기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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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적 예언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사례연구가 있다. 105명의 해병대 무관후보생

훈련캠프에서 15주의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다. 105명의 후보생들이 도착하기 4일 전

에 4명의 훈련 담당 교관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35명씩 세 그룹으로

나뉜 후보생들 가운데 A그룹은 초급장교로서 자질이 뛰어난 학생들로 이루어진 그룹

이며, B그룹은 자질 측면에서 그저 그런 학생들이고, C그룹은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

들로 이루어진 그룹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세그룹은 무작위로 나뉘었으며, 세

그룹 모두 여러 방면에서 비슷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무관후보생들로 이루어졌다. 15

주 동안의 훈련기간 중 A그룹에 대한 평가는 사격, 유격훈련, 정훈시험, 지휘관으로서

리더십과 태도 등 모든 측면에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때 평

가는 훈련캠프에 참여한 여러 명의 전체 교관에 의해 이루어졌다. A그룹에 속한 이들

훈련생들은 교관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자극, 즉 기대와 칭찬, 기회와 관심에 대한

강화작용의 효과를 실제로 보여 주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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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12

칭찬의역효과

우리나라의초·중·고등학생학부모의거의대부분은자녀들에게똑똑하다고칭찬하는것을중요하게생각한다고

한다. 부모로서당연히지적능력에대한칭찬은필요하지만, 문제는그것이지나치면해가될수있다는것이다. 왜냐

하면이것이오히려자녀의발전가능성을가로막는걸림돌이되고, 좌절감이라는화살이되어돌아올수있기때문이

다. 따라서‘열심히노력했으니훌륭하다’라고하는노력에대한칭찬이필요하다.

미국스탠퍼드대학의드웩교수가뉴욕시초등학생과중학생을대상으로실시한종단연구는이를보여주는사례

이다. 동일한퍼즐맞추기게임을실시한후, 한집단에게는‘정말똑똑하구나’라고칭찬하고, 다른집단에게는‘정말

열심히노력했구나’라고칭찬하였다. 이같은평가를반복해서시행하면서, 이후 3년동안이두집단학생들의학습

능력과태도를추적하여비교분석하였다. 그결과다음과같은사실을발견하게되었다.

똑똑하다는지적능력에대한‘과도한칭찬’을받은학생들의가장큰관심은현상유지이다. 따라서그들이보여주

는특징은다음과같았다.

①상대적으로노력의중요성에대해서는간과한다. 왜냐하면중요한것은결과라고생각하기때문이다.

②더어려운문제를해결하는것에는소극적이다. 따라서도전과실패를감수하려하지않았다. 왜냐하면실패는

똑똑하지않다는것의증거가되기때문이다.

그리하여시간이지날수록학습능력이떨어지게되고, 실제로시험때부정행위를했거나혹은시도하려는경험을

했다는비율도비교집단에비해상대적으로높았다.

그에비해‘노력에대한칭찬’은전혀다른결과로나타났다.

①더어려운문제에대한도전을두려워하지않았다. 과정의중요성을인식하며, 이것이학습을증대시키기때문이

다. 그리하여학업성적에직접적인영향을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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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연구에서처음에는두집단에게매우어려운시험을보도록한후, 다음에는평이한문제를풀게하는 2단계실

험을진행하였다. 그결과똑똑하다는칭찬을받은그룹의성적은평이한문제풀이에서오히려 20% 하락하였

다. 그에비해노력에대한칭찬을받은그룹의성적은 30%가향상되었다. 한번의실수가자신의지적능력이

부족하기때문이라고인식하지않기때문이다. 오히려노력파라는칭찬은이들학생에게실패를다루는방법과

전략을스스로학습하게해주었다.

칭찬과관련한이러한연구결과는고정모델과성장모델의구분으로귀결된다. 즉, ‘너는똑똑하다’는칭찬은지적

능력이고정되어있다는자기예언적효과를준다. 그에비해‘노력에대한칭찬’은지적능력이성장할수있다는의

미를강조한다. 부모의입장에서는당연히성장모델이론의효과에주목해야할것이다. 따라서성장모델을수용한다

면, 칭찬은적절한수준에서하고사람의머리는노력할수록발달한다는믿음과확신을주도록해야한다. 이러한연

구결과는조직행동에서도동료간, 상사와부하직원간관계에서중요한의미를갖는다고할수있다.

(출처 : Mangels, J. A., B. Butterfield, J. Lamb, C. Good, and C. Dewek, “Why do beliefs about intelligence

influence learning success?”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s Neuroscience, Vol. 1, 2006, pp. 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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