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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 재난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재난 사건은 지구 상 어딘가에서 하
루에 약 2번꼴로 발생한다(Cord, 2007; International Red Cross, 2005). 
지난 수 십 년 간 전 세계적으로 사망 인구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사건에 의한 사망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Bennett & Kottasz, 
2000; Lipman, 2005). 불과 몇 달 전 네팔 지진 사태에서만 약 2500만 명
의 사망자와 수 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2013년 필리핀 태풍, 2011
년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2010년 아이티 대지진 등도 대규모 사상자를 야
기한 자연 재해로 기억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양쯔강 유람선 침
몰, 샤를리 에브도 테러, 의정부 화재, 세월호 참사 등의 인재(人災) 또한 
증가하면서, 다수의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 사건들의 주요한 특징은 민간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인 ‘기
부’가 문제사건의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Cheung & Chan, 
2000). 재난 사건의 특성상 예측이 어렵고, 복구에 일시적으로 막대한 예산
이 투입되며, 국가의 사회적 기반 체계의 마비를 수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Oosterhof, Heuvelman, & Peters, 2009). 예컨대, 이번 네팔 지진의 경
우, 긴급구호와 재난 복구에 20억 달러(약 2조1000억 원)가 필요하다고 전
망되지만, 전 국가적인 피해를 고려하면 1차적으로는 국제 사회의 기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중앙일보, 2015). 더 나아가, 민간 영역의 원조는 관료 
행정적 비용이 적고 국제적으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어, 정부
보다 더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방식으로 재난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다고 기대된다(Cords, 2007; Hatry, Abravanel, & Rossman, 2006). 

실제로 다양한 재난 사건 직후, 여러 비영리 단체들은 온·오프라인 상에
서 기부 촉구 메시지를 전달하며 활발한 모금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국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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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2014; 동아일보, 2011; 이버즈전자신문, 2015). 더불어 애플, 페이스북, 
네이버 등과 같은 영리 기업들도 각자의 방식의 기부 캠페인을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헤럴드경제, 2015; 연합뉴스, 2014; YTN, 2015). 특히 주목
할 만한 점은 재난 사건에서 이러한 민간 원조의 중요성 때문에, 어떤 비영
리 기구들은 아예 재난이슈에만 특화되어 활동을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
어, 국내 모금 단체인 ‘희망브리지’는 재해구호법상의 법정구호단체로서, 세
월호 참사, 대구지하철 참사, 일본 쓰나미, 필리핀 하이옌 태풍 등 재난 사
건에서 피해자들이 피해 이전의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기부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수행한다(http://relief.or.kr/). 또한 생존과 관련한 
의료구호 활동을 펼치는 국제적 비영리 단체인 ‘국경 없는 의사회’도 역시 
세계 각지의 분쟁, 참사, 자연피해 지역의 주민들의 무차별적 구호를 목적
으로 재난이슈 기부 캠페인을 주로 펼치고 있다(http://www.msf.or.kr/). 

이렇게 재난이슈 기부 캠페인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매우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난이슈가 유발하는 
특수한 심리적 영향을 고려한 기부 메시지 전략의 수립에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기부 메시지도 다른 광고 메시지와 같은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관점에서, 설득 대상이 접하게 되는 기부 맥락의 목적에 따라 차별적인 소
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승조, 최남도, 2011; Tversky & Kahneman, 
1981).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기부 이슈를 세분화 하여 그에 따른 메
시지 전략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기부 캠페인이 생존 혹은 교육 중, 무
엇과 관련한 이슈인지에 따라 상이한 메시지가 사용될 수 있고(성영신, 김
지연, 민승기, 2011), 기부 목적이 장기 기증일 경우에는 기증자의 위험 지
각이 커지기 때문에 심리적인 반발감을 줄일 수 있는 기부 메시지가 효과
적이며(Reinhart, Marshall, Feeley, & Tutzauer, 2007), 기부 이슈가 공
간적 거리감이 가까운 국내 사건일수록 낮은 해석 수준의 구체적인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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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김해룡, 박민수, 2013). 같은 
맥락에서 기부 목적이 재난 구호일 경우에도 재난이슈의 특징을 고려한 차
별적인 메시지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재난이슈는 기부 캠페인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사망자, 처참한 사건 경위 등 죽
음과 관련한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데, 이는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의 변화를 
야기하고 특수한 공포 관리의 기제를 발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김재휘, 
김진희, 2015; Greenberg & Arndt, 2012), 

따라서 재난이슈에 대한 기부 캠페인을 기획할 때, 보다 더 효과적으로 
기부 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죽음 현저성(Mortality Salience)을 고
려한 메시지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즉, 죽음 현저성의 영
향에 따른 특수한 심리적 방어 기제를 파악하여, 그에 적절히 소구할 수 있
는 기부 메시지 전략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기부 행동은 사회적 상호작
용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므로 사회적 집단 속에서의 자기를 해석하는 방
식도 기부 메시지 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집단과 자기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죽음 현저성의 영향을 조절한
다는 점에서도 특히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박지선, 최인철, 2002; 
Ma-Kellams & Blascovich, 2011).

종합하면, 본 연구는 기부 캠페인의 이슈를 재난이슈에 대한 것으로 구체
화하여, 재난이슈의 죽음 점화 효과와 메시지 수용자의 자기 해석 유형을 
고려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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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재난이슈의 죽음 점화 효과

재난이슈 기부 캠페인이란 태풍,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와 화재, 폭발 등
의 사고를 포함하는 재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의 생명 및 신체적 피
해와 사회적 기반 체계의 마비를 해결하기 위한 기부 캠페인이다(Zagefka 
& James, 2015, Red Cross, 2005). 따라서 교육이나 빈곤과 같은 다른 
목적의 기부 캠페인과 달리, 문제사건 자체가 대부분 대규모의 처참한 죽음
을 포함한다. 일단 대규모 재난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는 매체를 통해 구체
적인 사망자 수, 처참한 사건 경위와 사고 현장의 모습, 죽음의 문턱에 놓
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 받으며, 이는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회자된
다. 이에 따라, 기부 캠페인 이슈가 재난 사건이라면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다(김재휘, 김진희, 2015). 

더 나아가,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인한 타인의 죽음을 보는 것은 언젠가 
소멸해 버릴 인간의 육체적 한계와 메시지 수용자 자신의 죽음에 대한 불
안까지도 무의식적으로 촉발시킬 수 있다(Cai & Wyer, 2015). 이는 공감-
전망이론 모델(Empathy-Prospect Model)에 의해서도 지지될 수 있는데, 
이 모델은 타인의 이득-손실 경험을 보는 것은 본인의 이득-손실 경험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도움 상황에서도 손실 회피 경향성이 나타난다
고 하였다(Lee & Murnighan, 2001). 즉, 잠재적 기부자들이 재난이슈 기
부 캠페인을 접할 때, 피해자들이 처한 재난 사건을 자신의 경험으로 생생
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약 300명의 죽음을 야기한 세월호 
참사가 발발한 2014년 4월 직후, 전 국민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는 사실은 기부 이슈만으로 나의 죽음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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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헬스조선, 2014; 아시아경제, 2014). 실제로, 
여러 죽음 점화 연구들에서도 재난 사건의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하여 타인
의 죽음을 점화시켰고, 이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서술하게 하는 방식의 
죽음 점화와 같은 결과를 유도하였다(EBS데스제작팀, 2014; Pyszczynski, 
Greenberg, & Solomon, 1999). 

이러한 재난이슈의 죽음 점화는 인간 내면의 실존적 죽음에 대한 공포를 
관리하기 위한 특수한 심리적 방어 기제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
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죽음의 ‘공포관리이론(Terror Management 
Theory-이하 TMT-; Burke, Martens, & Faucher, 2010; Greenberg & 
Arndt, 2012; Greenberg, Pyszczynski, Solomon, Rosenblatt, Veeder, 
Kirkland, & Lyon, 1990)’을 먼저 살펴보면, 이 이론은 죽음의 점화와 그
것에 대응하는 인간의 사고 및 행동의 변화를 정리하고 있다. TMT의 이론
적 근거는 문화 인류학자 Ernest Becker(1962, 1973, 1975)의 실존주의 
심리분석적 관점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본격적으로 1990년대 초반 캔자
스 대학교의 Sheldon Solomon과 Tom Pyszczynski와 Jeff Greenberg를 
중심으로 제안되었다. 이들은 인간이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인지를 왜곡
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죽음의 무의식적 역할을 연구하였는데, 지난 
20년 간(1990-2010) 16개국에서 진행된 400개 이상의 실증 연구가 이 이
론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장해 주고 있다(Greenberg & Arndt, 2012).

TMT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 보존을 위협하는 죽음의 불가피성에 대해 
생각하게 될 때, 사회적 승인을 추구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죽음의 공포를 
관리한다고 한다. 죽음이라는 것이 자신과 관계를 형성한 모든 사회적 관계
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고, 이 단절의 가능성에서 공포를 느낀다면, 자신이 
속한 사회적 관계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행동을 할 때 그 공포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박지선, 최인철, 2002). 이를 실증적으로 증명한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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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서, 죽음 점화는 내 집단에 소속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
받고자 하는 ‘사회적 동기’에 의한 다양한 행동들을 유도하였다. 구체적으
로, 죽음이 점화되었을 때는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 교통 신호와 같은 사
회적 규범을 더욱 잘 지키려는 경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Gaillot, 
Stillman, Schmeichel, Maner, & Plant, 2008; Jonas, Martens, 
Kayser, Fritsche, Sullivan, & Greenberg, 2008), 사회적 규범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더 가혹한 처벌을 가하였다(박지선, 최인철, 2002), 또 
외집단 폄하와 동시에 내집단 편향이 강화되었고(Harmon-Jones, 
Greenberg, Solomon, & Simon, 1996; Jonas & Fritsche, 2013), 같은 
맥락에서 국산품 혹은 출신 지역 제품을 선호하는 등의 민족주의적 소비성
향이 나타났으며(Marchlewski, 2012; Marchlewski & Fetchenhauer, 
2006), 사회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선도 브랜드(Top-dog 
Brand)에 대한 선택이 증가하였다(전승우, 2012). 이러한 결과는 모두 죽음
의 공포를 ‘사회적 동기’의 충족으로 방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TMT실험들에 비추어 볼 때, 재난이슈에 대한 기부 캠페인도 죽
음을 점화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사회적 동기’가 강력해질 수 있다. 이 때, 
만일 재난이슈가 의식적인 차원에서의 공포, 불안, 두려움 등과 같은 감정 
혹은 신체적 각성을 이끌지 않더라도, 무의식적 차원에서 죽음 생각 접근성
(Accessibility of Death Related Thoughts)을 증가 시킨다면 죽음 점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Greenberg, Simon, Harmon‐Jones, Solomon, 
Pyszczynski, & Lyon, 1995). 즉, TMT에서 가정하는 죽음 점화의 효과는 
아이러니하게도 ‘공포 관리 이론’이라는 이름과 달리 의식적인 공포라는 감
정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Greenberg, Pyszczynski, Solomon, 
Simon, Breus(1994)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암에 걸려 곧 죽게 되는 상
황에서 느끼는 감정을 생각해 보라는 식으로 죽음의 공포를 의식적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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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였을 때보다, 오히려 죽음 점화가 무의식화 되었을 때 처치의 효과가 
더 강력해졌다. 더욱이, 죽음 점화가 야기할 수 있는 부적 감정의 각성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동기에 의한 행동 변화라는 죽음 점화 효과를 매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Greenberg, Simon, 
Pyszczynski, Solomon, & Chatel, 1992; Pyszczynski et al., 1999).

정리하면, 죽음과 관련한 재난이슈의 기부 캠페인은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생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Greenberg et al., 1995; Schmeichel 
& Martens, 2005). 이렇게 죽음이 점화될 때에는 외현적으로 공포의 정서
를 느끼지 않을지라도, 무의식적인 불안을 관리하고자 사회적 소속의 동기
가 강력하게 작용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고 합의된 행동에 동조함
으로써,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문화적 세계관 속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자 하는 죽음의 공포 관리 기제 때문이다.

2. 두 가지 초점에 따른 기부 메시지의 유형

기부 행동은 개인을 뛰어 넘어 타인을 고려하는 자기 초월적 가치
(Self-Transcendence Value)를 추구하는 행동이므로(Schwartz, 1992; 
Torelli, Monga, & Kaikati, 2012), 타인과의 관계를 떼어 놓고 말할 수 
없다. 이에, 기부를 촉구하는 대부분의 메시지도 기부 행동을 둘러싼 타인, 
즉 ‘수혜자’나 다른 사회적 구성원인 ‘기부자’에 대한 기술을 포함한다(김진
희, 김재휘, 2014; 서문식, 안진우, 오대양, 2010; Cai & Wyer, 2014). 다
시 말해 개인의 기부 행동은 타인의 상태에 대한 인식에 기반하여, 그들과
의 관계적 영향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김재휘, 강윤
희, 권나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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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부 행동을 둘러싼 두 가지 타인 범
주 중, 수혜자나 기부자 중 한 쪽 측면에 초점을 두고 메시지 효과를 검증
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수혜자와 관련한 메시지 요
소를 확인한 연구들은 수혜자의 얼굴 사진이 유발하는 정서적 유인가
(Small & Verrochi, 2009; 성영신, 김지연, 민승기, 2011), 수혜자가 얼마
나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지와 같은 인식가능성(Kogut & Ritov, 2011; 
Slovic, 2007; Small, Loewenstein, & Slovic, 2007), 수혜자가 자신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정도(Zagefka, Noor, Brown, de 
Moura, & Hopthrow, 2011) 등이 기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
혔다. 

한편, 기부자와 관련한 메시지 요소를 검증한 연구들을 보면, 기부 행동
이라는 동일한 사회적 목표를 갖는 다른 기부자들의 수와 목표 프레임의 
상호작용 효과(김재휘, 강윤희, 권나진, 2014), 사회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근거한 기부자들의 내집단 앵커(Hysenbelli, 
Rubaltelli, & Rumiati, 2013; Levine, Prosser, Evans, & Reicher, 
2005), 사회적 학습 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의 모델링 효과
(Bandura, 1977), 서술적 규범과 기술적 규범 그리고 명령 규범의 영향
(Kallgren, Reno, & Cialdini, 2000) 등이 확인되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일부 선행 연구에서는 기부 메시지의 초점이 수혜자
인지 기부자인지에 따른 차별적인 효과를 검증하였다(김진희, 김재휘, 
2014; 서문식, 안진우, 오대양; 2010; Cai & Wyer, 2014; Zegefka, 
Noor, Brown, Hopthrow, & Moura, 2012). 예를 들어, 서문식 등(2010)
은 도움행위의 관점을 수혜자(victim)와 기부자(helper)로 양분하여 메시지
를 구성하였고,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Cai와 Wyer(2014)는 수혜자와 기부
자 각각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수혜자 메시지와 기부자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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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처치하였다. 즉, 다수의 기부자들이 참여하여 목표 
모금액을 거의 달성했다는 ‘밴드웨건 소구(Bandwagon Appeal)’와 반대로 
목표 모금액을 거의 달성하지 못하여 다수의 수혜자들이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필요 초점 소구(Need-focused Appeal)’의 상이한 효
과를 검증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Zegefka et al.,(2012)도 기부 행동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메시지 요인으로 ‘수혜자가 필요로 하는 도움의 정도 지각
(Perceived Need for Help)’과 ‘다른 기부자들에 의해 기부된 정도 지각
(Perceived Amount Donated by Others)’을 가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들
은 기부 메시지의 차별적인 효과를 연구함에 있어 수혜자 초점 대 기부자 
초점 이라는 양립적인 메시지 처치가 타당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지지해 
준다.

3. 재난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기부 메시지

앞서 기술한 선행연구들과 같은 맥락으로, 본 연구에서도 수혜자와 기부
자 각각에 대한 서술을 담고 있는 상호 배타적인 메시지의 효과를 확인하
고자 하였다. 특히, 기부 캠페인 이슈를 재난 사건으로 구체화 하여, 대규
모 사상자를 포함하는 재난이슈로 인한 죽음 점화의 효과가 만들어 내는 
심리적 방어 기제를 바탕으로, 두 메시지의 차별적 효과를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혜자에 초점을 둔 메시지를 수혜자의 처참한 상황과 수
혜자가 앞으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수혜자 
필요 메시지(Need Focused Message)’라고 하였다. 반면, 기부자에 초점을 
둔 메시지는 지금까지 많은 기부가 행해졌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
회적 다수의 행동은 이 행동이 사회적으로 적응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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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기술적 규범이 되므로, ‘사회적 규범 메시지(Social Norm Focused 
Message)’라고 하였다(Cialdini & Goldstein, 2004; Goldstein, Cialdini, 
& Griskevicius, 2008). 여기서 이 두 메시지가 소구하는 동기는 각기 다
른데, 수혜자 메시는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에 소구하는 반면, 사회적 규범 
메시지는 사회적 소속감의 동기에 소구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선 연구들은 모두 수혜자 초점과 기부자 초점의 메시지의 효과가 메시
지가 제시되는 맥락에 따라 혹은 메시지 수용자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기부 맥락이 가정되지 않
는 상황에서 각 초점 메시지의 우위를 판단할 수는 없고(Cai & Wyer, 
2014), 다만, 기부 행동에 미치는 각각의 효과와 동시에 역효과를 모두 생
각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수혜자 필요 메시지의 경우, 아직도 많은 사
람들이 고통 속에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정심을 자극하여 기부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나의 기부가 미미한 역할 정
도 밖에 못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심리적 무감각 상태(Psychological 
Numbing)를 야기할 수도 있다(Huber, Van Boven, & McGraw, 2011). 
또 사회적 규범 메시지의 경우, 다른 기부자들이 이미 많이 참여했다고 하
는 것이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해 신호하고 그에 따라 기부 행동이 증가되
지만, 역으로 사회적 태만(Social Loafing)과 방관자 효과(Bystander 
Effect)와 같은 반응을 이끌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Darley & Latane, 
1968).

그러나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재난이슈 기부 캠페인에서는 죽
음 점화 효과에 의하여, 기부의 동기가 수혜자에 대한 동정심이 아닌, 사회
적 소속감의 동기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따라서 죽음 점화 기부 캠
페인에서는 이미 다수의 기부자들이 참여했다는 것을 강조하여 기부 행동
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임을 암시하는 ‘사회적 규범 메시지’가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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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화로 유발된 사회적 동기에 적절히 소구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동기
가 높아진 사람들은 다른 사회 구성원(기부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다
수가 신호하는 사회적 규범을 따르고자 하기 때문이다(Cialdini, Reno, & 
Kallgren, 1990; Frey & Meier, 2004). 다시 말해, 죽음 점화는 무의식적
인 죽음의 공포를 사회적 소속감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동기를 촉발하는데
(Greenberg & Arndt, 2012), 이때 기부 캠페인이 제시하는 사회적 규범 
메시지가 기부 행동으로 ‘사회적 소속감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실제 기부 행동을 이끌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죽음 점화 기부 캠페인에서 많은 수혜자들이 기부금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동정심을 유도하는 “수혜자 필요 메시지”는 죽음 점화로 
유발된 사회적 동기에 적절하게 소구하지 못한다. 오히려 수혜자의 죽음에 
대해 더욱 초점화 시키기 때문에 죽음 현저성 지각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이렇게 높아진 죽음 현저성은 직접적 방어 기제인 회피동기를 더욱 유도하
여 기부 메시지 자체를 회피하게 만들 수 있고, 기부 행동을 효과적으로 이
끌 수 없을 것이다(김재휘, 김진희, 2015; Cai & Wyer, 2014; Ferraro, 
Shiv & Bettma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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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1

1. 연구1의 목표와 가설 설정
  

연구1은 죽음이 점화되는 재난이슈 기부 캠페인에서 초점 메시지를 다르
게 구성해야 함을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난이슈에 대
하여, 다수의 수혜자가 아직도 많은 도움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수혜자 필요 
메시지와 다수의 기부자가 지금까지 많은 기부를 하였음을 강조하는 사회
적 규범 메시지의 차별적 효과를 확인할 것이다. 

재난이슈 기부 캠페인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죽음이 연상될 수 있기 때
문에, 죽음 점화에 따른 공포 관리 기제로서의 사회적 동기가 강력해 진다. 
따라서 재난이슈 기부 캠페인에서는 사회적 동기에 적절히 소구하는 사회
적 규범 메시지가 수혜자 필요 메시지 보다 기부를 촉구하는 데에 더욱 효
과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아래와 같은 가설1과 가설2를 도출하였다. 

이 두 가설은 각각 사회적 규범 메시지가 기부태도와 기부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같은 방향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는 태도가 행동 의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의사결정 행동에 대한 연구 배경에 근거한 것이다(Fishbein & 
Ajzen, 1975; Albarracin, Johnson, Fishbein, & Muellerleile, 2001; 
Ajzen, 1991). 다음의 두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1을 진행하였다.  

가설1.  재난이슈로 죽음이 점화된 기부 캠페인에서, 수혜자 필요 메시지

보다 사회적 규범 메시지가 기부태도를 더 높일 것이다.

가설2.  재난이슈로 죽음이 점화된 기부 캠페인에서, 수혜자 필요 메시지

보다 사회적 규범 메시지가 기부의도를 더 높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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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1의 방법

1) 실험 설계 및 참가자

연구1은 앞서 기술한 가설1과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해, 죽음을 점화시키는 
재난이슈에 대한 기부 캠페인 상황에서 두 기부 메시지의 차별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 독립변인은 초점 타인을 기부자와 수혜자로 달리한 메시지(사
회적 규범 메시지/ 수혜자 필요 메시지)로 하고, 종속변인으로는 기부태도
와 기부의도를 측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두 기부 메시지에 따른 집
단 간 실험 설계 방식을 채택하였다.

참가자는 서울소재 C대학교에서 총 116명의 대학생을 모집하였는데, 이
들 중 설문에 성실히 응답하고 조작점검에 통과한 96명만을 대상으로 실험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자들의 성별은 각기 여성 54명, 남성 42명이
었고, 연령은 만 19세 ~ 만 24세로 평균 만 22세였다. 피험자들은 기부 메
시지가 다르게 처치된 두 집단에 무선 할당되었다.

2) 재난이슈의 선정

본 실험에서는 죽음을 점화시키는 재난이슈로 태풍 재해 상황을 제시하였
다. 당시 동남아 지역에서 태풍 피해로 수 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사
실을 미루어 볼 때, 태풍 재해는 피험자들이 자연스럽게 죽음을 연상할 수 
있는 사건이며, 우리나라에도 잦은 태풍이 발생하므로 쉽게 재난 상황의 참
혹함을 떠올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 실험 절차 및 처치

연구1의 구체적인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두 집단의 모든 피험자
들은 태풍으로 인한 죽음이 연상되는 재난이슈를 접하였다. “우리 곁에 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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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죽음을 기억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자료로 사망자, 시신, 유족들에 대
해 언급하였고, 시신을 나르는 사진과 폐허 속에서 부상을 당한 아이의 사
진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자극은 2013년 12월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하이
옌’에 대한 실제 보도와 기부 캠페인을 수정한 것으로, 피험자들의 응답에 
편향을 야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명이나 날짜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재난이슈에 의해 죽음을 점화한 후, 동일한 태풍 재해에 대하여 
집단 별로 각기 다른 기부 촉구 메시지를 접하는 시나리오가 제시되었다. 
기부 메시지는 Cai와 Wyer(2014)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메시지를 변형하
여, 다수의 다른 기부자들에 동참하라는 사회적 규범 메시지 혹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수혜자 필요 메시지로 다르게 구성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규범 메시지 집단은 피험자 자신과 비슷한 
잠재 기부자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바람직성에 소구하는 메시지를 보았
다. 이는 “지금까지 여러분과 같은 수 천 명의 대학생들이 모금 캠페인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기부자들은 모두 당신의 친구들입니다. 당신의 기부로 
이들과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등의 문구로 처치하였다. 반면, 수혜자 필
요 메시지는 수혜자의 필요 상황을 강조한 메시지로 “아직도 아비규환 속 
수 천 명의 태풍 피해자들이 더 많은 기부금과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
다. 수혜자들의 생존을 위해 당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당신의 기
부로 이들에게 힘을 주세요.” 등의 문구로 처치하였다.

메시지를 모두 읽은 후, 피험자들은 기부 캠페인에 대한 태도와 기부 의
도를 측정하는 문항에 응답하였고, 이어서 죽음 점화와 메시지 처치를 확인
하는 조작점검 문항에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관여도 및 인구통계학적 특
성을 묻는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모든 실험 절차는 완료되었다. 실험에 소
요된 시간은 평균적으로 12분 내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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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 방법

먼저 가설1의 종속변인인 기부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나는 이 기부 캠페
인에 호감이 간다’, ‘나는 이 기부 캠페인에 신뢰가 간다’, ‘나는 이 기부 
캠페인이 마음에 든다’라는 3가지 문항(α=.774)을 7점 Likert 척도로 측정
했다. 

다음으로 가설2의 종속변인인 기부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나는 이 기부 
캠페인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 기부 캠페인에 
참여하라고 권유할 것이다’, ‘나는 기꺼이 기부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의 
3가지 문항(α=.881)을 7점 Likert 척도로 측정했다. 

조작점검 문항은 Rogers(1979)의 공포감 척도, 그리고 Collett와 
Lester(1969)의 죽음 불안 척도를 참고하여, ‘앞의 기부 캠페인 상황에서 
사상자가 크게 느껴졌다’ ‘나는 앞의 기부 캠페인 상황을 보고 죽음이 떠올
랐다’, ‘나는 앞의 기부 캠페인 상황을 보고 불안함을 느꼈다’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이와 더불어 실험에서 제시된 이슈(태풍 재해)와 캠페인에 대
한 사후 기억을 점검하였다. 또한 메시지 처치가 의도한 바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캠페인 메시지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하는지를 
7점 의미 분별 척도(1: 기부자 초점 ~ 7: 수혜자 초점)를 통해 측정하였다.

3. 연구1의 결과

1) 조작점검

먼저, 캠페인 이슈가 태풍 재해였던 것을 기억 못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
한 피험자 20명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태풍 재해가 죽음을 자연스
럽게 연상시키는지를 확인한 조작점검 문항들의 평균은 5.01점으로 7점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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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중앙값(4점)을 넘어 피험자들이 해당 이슈에 대해 사상자가 큰 편이라
고 느끼고, 대체로 죽음을 떠올렸으며, 불안함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메시지 처치에 대한 조작점검 문항들에서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함으
로써, 처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규범 메시지 조건(M=3.29)은 수혜자 필요 메시지 조건(M=5.37) 보다 더 메
시지의 초점이 기부자에 있다고 응답(숫자가 작을수록 기부자 초점)하였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t=-6.77, p<.001). 

2) 기부태도

본 연구의 가설1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부 메시지에 따라 기부태도의 집
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독립 집단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에 따른 
기부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1]에 기술하였고, 이를 [그림1-1]의 그
래프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부 메시지 처치에 따른 기부태도의 집단 간 차이가 검증되
었다(t=2.66, p<.05). 구체적으로, 기부 캠페인에서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필요를 강조한 수혜자 필요 메시지(M=3.80)보다 기부
자들에 대한 기술적 규범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바람직성을 강조한 사회적 
규범 메시지를 제시할 때(M=4.33) 기부태도가 더 호의적으로 높아질 수 있
음이 확인되어, 가설1이 지지되었다

3) 기부의도

  본 연구의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와 마찬가지로 기부 메시지에 
따라 기부의도의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독립 집단 t 검정을 실시하였
다. 각 집단에 따른 기부의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앞선 기부태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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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기부메시지에 따른 기부태도 및 기부의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기부메시지 N 평균 표준편차 t

기부
태도

사회적 49 4.33 .90
2.66 수혜자 47 3.80 1.06

기부
의도

사회적 49 3.99 .92
2.43

수혜자 47 3.45 1.22
P < .05

[그림1-1] 기부메시지에 따른 기부태도

한 결과와 함께 [표1]에 기술하였고, 이를 [그림1-1]과 [그림1-2]와 같이 그
래프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부 메시지 처치에 따른 기부의도의 집단 간 차이가 검증되
었다(t=2.43, p<.05). 구체적으로, 수혜자 필요 메시지(M=3.45)보다 사회적 
규범 메시지를 제시할 때(M=3.99) 기부의도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가설
2 또한 지지되었다. 

[그림1-2] 기부메시지에 따른 기부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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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1의 결론 및 논의

  연구1은 재난이슈 기부 캠페인에 대한 효과적인 메시지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나와 비슷한 많은 사람들이 기부 캠페인에 참여를 했고, 기부
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사회적 규범 메시지가 
아직도 많은 기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수혜자 필요 메시지 보
다 유의하게 기부태도와 기부의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는 TMT에 따라, 재
난 기부 이슈로 인한 죽음 점화가 간접적인 방어 기제인 사회적 소속감의 
동기를 높였고, 사회적 규범 메시지가 이에 잘 소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연구1에서는 재난이슈 기부 캠페인의 경우, 죽음 점
화가 유도하는 특수한 동기 때문에 다른 기부 캠페인의 메시지 전략과 차
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1의 한계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해 볼 수 있다. 
먼저, 조작점검과 관련한 사항이다. 조작점검으로서 재난이슈의 죽음 점화 
여부를 자기 보고식으로 응답하게 하였는데, 이 방식으로는 무의식적인 죽
음 생각 접근성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TMT를 
증명한 실험들은 죽음의 무의식적 공포를 관리하는 기제인 사회적 동기의 
발현을 유도하는 것은 의식적 수준의 공포감이나 혐오감이 아니라, 의식 밖
에서 이루어지는 죽음 생각에 대한 접근성(death-theme accessibility)이
라는 것을 밝혔다(Greenberg et al., 1994; Pyszczynski et al., 1999; 
Schmeichel & Martens, 2005). 구체적으로, Pyszczynski et al.(1999)는 
죽음 현저성에 대한 이중 처리 모델과 그에 따른 두 가지 방어 기제를 제
안하였는데,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대해 의식적인 중심경로로 처리할 때
에는 죽음 자극을 단순히 중심주의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회피동기로써 방
어를 하고, 죽음의 공포가 무의식적인 주변경로로 처리될 때에는 사회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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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강화시킴으로써 자신의 문화적 세계관을 방어한다는 것이다(김재휘, 
김진희, 2015). 따라서 본 연구가 초점을 두고 있는 사회적 동기에 의한 공
포 관리 기제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재난이슈를 보고 무의식적인 죽음 생각 
접근성이 얼마나 증가하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한계점은 본 연구의 메시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심리적 메커니즘
인 사회적 동기를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핵심 
가정은 재난이슈가 죽음을 점화시키고 이에 따라 사회적 동기가 강화되어, 
동정심을 소구하는 수혜자 초점의 메시지 보다 다른 기부자들의 기술적 규
범에 대해 소구하는 기부자 초점의 메시지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연구
1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동기 강화라는 메커니즘을 이론적 배경으로 가정하
고 넘어갔지만, 과연 정말로 재난이슈의 죽음 점화가 사회적 동기를 유발시
켜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고자 하는 행동 경향성이 높아지는 것인지를 실증
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본 연구의 결과가 죽음 점화로 인한 죽음 생각 접근성의 효과
가 아니라, 단순히 부정적 사건에 의한 부적 정서가 유발되었기 때문이라는 
대안적 가설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재난이슈 기부 캠페인은 인간의 
필멸성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뿐만 아니라, 슬픔이나 죄책감, 
분노와 같은 부적 감정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가 단순한 부적 정서의 영향이 아니라, 정말 죽음 생각 접근성의 영향인지
도 명확하게 검증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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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1의 보충 연구

1. 보충 연구의 목표
  
보충 연구는 앞서 기술한 연구1의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재난이슈가 의식적인 수준을 넘어서, 무의식적인 수준에

서 죽음 생각 접근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정을 검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Greenberg et al. (1994)가 실시한 단어 완성 검
사(a word-fragment completion task)를 한국어로 변형하여 죽음 생각 
접근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애초에 연구1에서 죽음 점화에 따른 메시지 효과를 확인할 때, 그와 동시에 
재난이슈의 죽음 생각 접근성도 조작점검 차원에서 확인했어야 하지 않았
는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실험에서 죽음 점화 자극을 본 이후 죽음 
생각 접근성을 확인하는 단어 완성 검사를 하게 된다면, 이는 죽음을 두 번 
점화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단어 완성 검사에서 죽음과 관련한 단어
를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1의 죽음 점화가 무의식적 차원에서 
잘 처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본 연구의 보충 연구처
럼 분리된 연구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Pyszczynski et al., 1999). 

 두 번째 목표는 재난이슈 기부 캠페인에서의 사회적 동기 발현이라는 심
리적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즉, 재난이슈를 보고 난 이
후에 사회적 규범 준수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실제로 규범 준수 행동
을 더 많이 한다면, 본 연구에서 가정하는 공포 관리 기제가 증명될 수 있
다. 이 때, 태도와 행동을 함께 측정하는 것은 외현적으로 응답하는 태도와 
실제 행동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Ajzen & Fishbein, 1977).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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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본 연구가 가정하는 죽음 점화의 효과는 의식적인 태도보다는 
의식하지 못하는 암묵적인 행동에서 더 잘 나타날 수 있기에, 행동을 태도 
보다 더 중요한 측정 변인으로 고려할 것이다(DeWall & Baumeister, 
2007; Pyszczynski et al., 1999; 류초롱, 2009). 

세 번째 목표는 본 연구의 결과가 죽음 점화 효과가 아닌 단순한 부적 정
서의 효과라고 하는 대안적 가설을 기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부 캠페
인 이슈로 재난이슈와 더불어, 비슷한 정도의 부적인 정서를 유발할 수 있
는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사회적 규범 준수 행동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만일, 두 이슈가 유발하는 정서적 유인가가 비슷하고, 재
난이슈에서만 죽음 생각 접근성이 높아, 그 에 따른 규범 준수 행동 경향성 
또한 더 높게 나타난다면, 본 연구의 가정을 더욱 확증할 수 있을 것이다.  
 

2. 보충 연구의 방법

1) 실험 설계 및 참가자

앞서 기술한 3가지 목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실험을 설계하였다. 먼저, 
독립변인을 기부 이슈로 하고, 한 집단에는 연구1에서 사용했던 태풍 재해
라는 재난이슈를 제시하고, 다른 한 집단에는 부적 정서를 비슷하게 통제하
면서 죽음이 연상되지 않는 이슈를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측정 변인은 자극
을 본 직후의 정서적 상태, 죽음 생각 접근성, 사회적 규범 준수 태도와 행
동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부 이슈(재난이슈/ 통제이슈)에 
따른 집단 간 실험 설계 방식을 채택하였다.

참가자는 서울소재 C대학교에서 총 62명의 대학생을 모집하였는데,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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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하고 조작점검에 통과한 58명만을 대상으로 실험
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자들의 성별은 각기 여성 27명, 남성 31
명이었고, 연령은 만 18세 ~ 만 23세로 평균 만 19세였다. 피험자들은 다
른 이슈가 제시되는 두 집단에 무선 할당되었다. 

2) 기부 이슈의 선정

본 실험에서 기부 캠페인 이슈는 집단 별로 다르게 제시되었다. 먼저 실
험의 목적이 연구1에서 사용된 재난이슈에 대한 죽음 생각 접근성이라는 
조작점검을 포함하므로, 실험 집단에는 연구1에서 사용되었던 태풍 재해 이
슈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만, 통제 집단과의 자극 수준을 맞춰 주기 위하
여, 몇 가지 표현들을 수정하였다. 연구1과 같이 슈퍼 태풍으로 인한 재해 
상황에서의 사망자 수, 길거리의 시신 등을 강조하였다.

통제 집단에는 재난이슈와 비슷하게 부적인 사건이면서 죽음을 연상시키
지 않는 이슈로 학교 시설의 부족이라는 이슈를 제시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기부 이슈가 재난 상황과 같이 생존과 관련된 이슈 혹은 교육과 관련된 이
슈로 나눠질 수 있다(성영신, 김지연, 민승기, 2011)는 데에서 착안한 것이
다. 구체적으로, 절대적인 학교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미취학 아동의 수, 
길거리에 방치된 아이들 등을 강조하였다.

3) 실험 절차 및 처치

보충 연구의 구체적인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두 집단에 따라 각
기 다른 기부 이슈를 제시하였다. 태풍 재난이슈와 교육 시설 부족 이슈에 
대한 설명은 사진 한 장과 상황을 묘사하는 3문장으로 이루어졌다. 혼입 변
인을 막기 위하여, 사진 속에 등장하는 중심인물이 2명이 되도록 맞추었고, 
문장들도 최대한 비슷한 구조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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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집단에 따라 다른 기부 이슈를 보여준 직후, 즉각적 상태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PANAS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어서 죽음 생각 접근성을 측
정하기 위한 단어 완성 과제를 수행한 후, 사회적 규범 준수에 대한 태도 
및 행동 측정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조작점검 문항과 인구통계학적 특
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하였다.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적으로 15분 내
외였다. 

4) 측정 방법

본 연구의 측정 변인은 총 3가지로, 이슈 제시 직후의 상태 정서, 죽음 
생각 접근성, 사회적 규범 준수 태도 및 행동이다. 

먼저, 이슈 제시 직후의 상태 정서를 측정하기 위하여, PANAS(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Cawford & Henry, 2004) 척도를 사용
하였다. PANAS 문항은 10가지의 긍정 정서와 10가지의 부정 정서를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즉각적 상태 정서를 확인하기 위해 고
안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 PANAS 검사는 2가지 목적을 갖는다. 첫 번째 
목적은 죽음 점화가 충분히 무의식화 될 수 있도록 시간적 간격을 제시하
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앞서 제시된 두 이슈를 보고 난 피험자들 간의 
정서적 차이를 비교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이슈 간 부정 정서의 
수준이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PANAS 검사 후, 두 집단 모두 에서 죽음 점화 접근성을 측정하기 위해 
단어 완성 과제를 실시하였다. TMT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 완성 과
제는 본래 무의식적인 고정관념을 확인하는 데에 사용되던 과제(Gibert & 
Hixon, 1991)를 응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Greenberg et al. (1994)는 사
람들에게 몇몇 스펠링이 빠져 불완전한 20개의 단어들을 완전한 의미를 갖
는 단어로 완성시키는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 죽음과 관련된 단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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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될 수 있는 타깃 단어들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죽음 관련 단어로 응답
하는지를 측정하고, 이로써 죽음 생각 접근성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COFF☐☐라는 빈칸이 뚫린 불완전한 단어가 제시될 때, 중립적인 단어인 
COFFEE 또는 죽음 관련 단어인 COFFIN(관)으로 응답할 수 있다. 만일 죽
음이 점화되어 죽음 생각 접근성이 높아졌다면, 빈칸에 I와 N을 채워 넣어 
COFFIN이라는 단어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원리에 기반하여, TMT 연구들에서 영어로 사용된 단어 완성 과제를 한
국어 맥락에 적합하게 바꾸어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총 15개 
문항 중, 몇 문항이 ‘죽다, 해골, 지옥, 죽음, 시체’ 등으로 응답될 수 있도
록 빈칸을 만들어 구성하였다. 

마지막 측정 변인은 본 연구에서 가정하고 있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직접
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적 규범 준수 경향성에 대한 것이었다. 
앞서 기술 했듯, 이는 규범 준수에 대한 태도와 행동으로 측정되었는데, 죽
음 점화 이슈가 의식적인 태도보다 암묵적인 행동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먼저, 사회적 규범 준수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
기 위한 문항은 ‘사회적으로 정한 규범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나
는 사회적으로 합의한 규칙에 기꺼이 따를 것이다.’, ‘사회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처벌받아 마땅하다.’라는 3가지 문항(α=.712)으로 이루어졌
고, 7점 Likert 척도로 측정했다(Aarts, Dijksterhuis, & Custers, 2003). 

한편, 사회적 규범 준수에 대한 암묵적 행동은 실험 내에서 제시된 규범, 
즉 실험의 지시 사항을 잘 준수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척도는 류
초롱(2009)이 진행한 실험을 근거로 한 것이다. 설문지 문항들 중 해당 숫
자에 표시하라는 문항들에서 피험자들은 일반적으로 체크(V) 또는 동그라미
(O)로 응답하고, 원 문자(예: ①, ②) 안에 색을 칠해서 응답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원 문자에 색을 칠해서 응답을 하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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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실험지시를 준수하여 응답한 행동의 예와 점수

더러, 에너지 소모도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응답 방식을 요
구하는 지시 사항을 제시하여, 이에 따르는 정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의식하
지 못하는 차원에서의 규범 준수 행동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규범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 3개와 실험의 의도를 속이기 위해 삽입된 2개의 문
항, 총 5개 문항에 대해 원 문자에 색칠을 하여 응답하도록 지시하였고, 이
러한 실험 내의 규범을 잘 따르는 행동 경향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규범 준수 행동 경향성 점수를 코딩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지시 사항에 따르지 않은 채, 원 문자에 색칠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표시 
방식을 사용한 경우(예: V 또는 O로 표시)에는 0점, 처음에 일반적인 표시 
방식을 사용했다가 다시 지시 사항에 따르고자 원 문자에 색칠한 경우(예: 
원 문자 밖에 V 또는 O의 표시가 보이나, 원 문자 안에도 색칠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1점, 지시 사항을 올바르게 준수하여 원 문자 안에 색칠이 깔끔
하게 되어 있는 경우는 2점으로 코딩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규
범 행동 경향성 점수는 다섯 문항에서의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총 0 ~ 10
점의 범위에서 결정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기는 [그림2-1]와 같다.



- 26 -

[표2-1] 캠페인 이슈에 따른 정서상태의 평균과 표준편차

캠페인이슈 N 평균 표준편차 t
재난이슈 32 -6.03 9.82

1.19(NS)
통제이슈 26 -9.54 12.11

P = .239

3. 보충 연구의 결과

1) 조작점검

조작점검은 처치 변인이었던 캠페인 이슈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
로 캠페인이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지에 대해 7점 의미 분별 척
도(1: 학교 시설 부족 ~ 7: 태풍 재해)를 통해 측정하였고, 그 결과 통제이
슈 집단(M=1.65)과 재난이슈 집단(M=5.72)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검증되었다(t=14.07, p<.001)

2) PANAS 결과 

캠페인 이슈를 본 직후의 정서 상태 점수는 PANAS 문항 중 10개의 정
적 정서에 대한 점수 합에서 10개의 부적 정서에 대한 점수의 합을 뺀 값
으로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슈에 따라 정서 상태의 집단 간 차이가 나
타나는지 독립 집단 t 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2-1]에 기술하였다.

분석 결과, 태풍 재난이슈(M=-6.03)와 학교 부족 이슈(M=-9.54)를 각각 
본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다(t=1.19, 
p=.239). 따라서 두 이슈 모두 비슷한 정도로 부정 정서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재난이슈라고 해서 특히나 더 큰 부적 정서를 이끄는 것은 아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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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 캠페인 이슈에 따른 정서상태의 평균과 표준편차

캠페인이슈 N 평균 표준편차 t

재난이슈 32 2.13 1.38
2.27

통제이슈 26 1.38 1.10
P < .05

3) 죽음 생각 접근성

죽음 생각 접근성 점수는 각 이슈를 본 피험자들이 단어 완성 과제에서 
응답한 단어들 중 죽음과 관련한 단어(예: 죽다, 해골, 지옥, 죽음, 시체)의 
개수로 코딩되었다. 각기 다른 이슈를 본 두 집단에서 죽음 생각 접근성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 집단 t 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는 [표2-2]에 기술하였다.

분석 결과, 캠페인 이슈에 따른 죽음 생각 접근성의 집단 간 차이가 검증
되었다(t=2.27, p<.05). 구체적으로, 태풍 재해라는 재난이슈(M=2.13)를 보
여주었을 때, 학교 부족 이슈(M=1.38)를 보여주었을 때 보다 죽음 관련한 
단어를 떠올리는 횟수가 더 많았고, 이에 따라 재난이슈의 경우 죽음 생각 
접근성이 더 높아진다는 본 연구의 가정이 지지되었다.

4) 사회적 규범 준수 태도와 행동

사회적 규범 준수 태도는 3문항의 평균값으로 환산되었는데, 캠페인 이슈
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검증되지 않았다(t=-.784, p=.436). 이
는 외현적 자기 보고식 측정치인 태도 점수에서 죽음 점화의 효과가 나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사회적 규범 준수 행동은 실험상의 규범, 즉 지시 사항을 준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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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 캠페인 이슈에 따른 규범준수행동 경향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캠페인이슈 N 평균 표준편차 t
재난이슈 32 2.19 4.20

2.02
통제이슈 26 .38 1.96

P < .05

는지에 대해 암묵적인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캠페인 이슈에 따른 규범 준수 
행동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 집단 t 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2-3]에 기술하였다.

 분석 결과, 예측했던 것처럼 캠페인 이슈에 따른 사회적 규범 준수 행동
의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02, p=.049). 구체적으로 통
제이슈(M=.38)일 때 보다 재난이슈(M=2.19)일 때, 규범 준수 행동의 경향
성이 더 높아졌다. 이는 재난이슈의 죽음 점화로 인한 사회적 동기 강화라
는 공포 관리 기제의 메커니즘을 확증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5) 죽음 생각 접근성의 매개 검증

종합해보면, 재난이슈는 죽음 생각 접근성을 높이고, 이에 따라 사회적 
동기 강화라는 공포관리 기제가 작동하여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고자 하는 
행동 경향성이 촉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기제를 보다 명확하
게 밝히고자, 재난이슈가 사회적 규범 준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죽음 생
각 접근성이 매개함을 검증하였다. 즉, 죽음 생각 접근성을 매개변수로 가
정하고, 3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Baron & Kenny 1986), 그 결과
는 [표2-4]에 기술하였고, [그림2-2]로 표현하였다.

먼저, 회귀 분석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재난이슈가 매개변수인 죽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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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 재난이슈의 규범준수행동에 대한 영향에서 죽음생각접근성의 매개효과

F   t β p
1단계: X→M 4.91 6.4% -2.22 -.28 .031
2단계: X→Y 4.06 5.1% -2.02 -.26 .049
3단계: X→Y

2.55 5.2%
-1.02 -.14 .314

M→Y -2.22- -.30 .030
(X: 캠페인이슈, M: 죽음생각접근성, Y: 규범준수행동) P < .05

[그림2-2] 죽음생각접근성의 완전 매개효과

각 접근성을 유의한 수준에서 설명함을 검증하였다(β=-.28, p<.05). 다음으
로,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재난이슈가 종속변수인 규범 준수 행동 또한 
유의하게 설명함을 확인하였다(β=-.26, p<.05).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재난이슈와 매개변수인 죽음 생각 접근성이 동시에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슈의 유의
한 영향력은 규범 준수 행동에 대해서 없어진 반면(β=-.14, p=.314), 죽음 
생각 접근성의 예측력은 규범 준수 행동에 대해서 그대로 유의미하다는 것
이 검증되었다(β=-.30, p<.05). 이는 죽음 생각 접근성의 완전 매개효과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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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충 연구의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연구1의 3가지 한계점을 보완하여, 재난 기부 이슈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첫 째, 태풍 재해와 같은 재난이슈는 의식적 차원을 넘어 무의식적 수준
에서 죽음 생각 접근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단어 완성 검사에서 통제 집단
과 비교하여, 재난이슈를 본 집단이 죽음 관련 단어들을 많이 떠올린 것으
로 볼 때, 재난이슈는 TMT에서 가정하는 죽음 점화 자극의 역할을 한 것
으로 판단된다. 즉, 죽음 생각 접근성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키는 재난이슈 
기부 캠페인은 다른 이슈의 기부 캠페인과 다른 심리적 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기부 커뮤니케이션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 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재난이슈는 죽음 생각 접근성을 완전 매
개하여, 사회적 규범 준수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재난이슈는 
죽음 점화의 역할을 하였고, 이것이 불안 완충제인 사회적 동기를 암묵적으
로 보다 강력하게 만들어,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즉, 재난이슈를 떠
올리는 것으로 사람들의 사회적 동기가 높아진다는 연구1의 핵심 전제가 
좀 더 직접적으로 증명되었다. 이러한 메커니즘에 따라, 재난이슈 기부 캠
페인에서는 잠재 기부자들은 동정심 동기 보다는 사회적 동기에 의해 기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때문에 수혜자 필요 보다는 사회적 규범을 소구
하는 기부 메시지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재난이슈와 그와 비슷한 정도로 부적 정서를 유발
하는 교육 이슈를 비교하여, 대안적 가설을 기각하였다. 대안적 가설은 사
회적 동기의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적 규범 메시지의 효과 우위가 재난이
슈의 죽음 점화 역할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부정적 정서의 증가 때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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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 보충 연구에서는 이슈의 정서적 유인가는 
비슷하지만 죽음 점화가 있고 없는 재난이슈와 교육 부족 이슈를 선정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결론적으로, 재난이슈에서 죽음 생각 접근성과 사회적 
규범 준수 행동 경향성이 더 높아졌다. 따라서 재난이슈에서 사회적 동기의 
강화로 사회적 규범 메시지가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1의 결과는 부적 정서
가 아닌, 죽음의 효과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 재난이슈 기부 캠페인이 유발하는 특수한 방어 기제에 대한 심
층적인 메커니즘을 확인하고, 대안적 가설을 기각함으로써, 연구1의 논리를 
보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1의 실험 설계상의 문제가 존재하고, 
다음 연구에서는 설계를 바꾸어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연구1에서는 두 실험 집단에 죽음 현저성이 높은 재난이슈를 고정
으로 하고 메시지 처치만을 다르게 하였는데, 죽음 현저성이 낮은 비교 집
단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연구1에서 검증된 메시지의 차별적 효
과가 재난이슈의 죽음 현저성 때문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죽음 현저성
이 낮은 비교 집단에서 메시지의 효과가 바뀌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기 때
문이다. 비록, 보충 연구에서 재난이슈가 유발하는 사회적 동기를 보다 직
접적으로 확인하였지만,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과연 재난이슈의 죽음 현저성
에 따라 메시지의 효과도 달라지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연구1에
서는 죽음 현저성이 높게 처치된 재난이슈에서 수혜자 필요 메시지 보다 
사회적 규범 메시지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혔다. 만일, 죽음 현저성이 
낮은 이슈에서는 사회적 규범 메시지 보다 수혜자 필요 메시지가 더 효과
적이라면, 본 연구의 주장이 더욱 타당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
로 죽음 현저성이 낮은 이슈에서도 사회적 규범 메시지가 더 효과적이라면, 
본 연구의 주장은 기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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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연구1에서 사용된 메시지의 처치가 인위적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두 메시지에 가외 변인이 혼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 
추상적인 수준에서 다수의 수혜자와 다수 기부자에 대한 정보로 각각의 메
시지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실제 기부 캠페인에서 사용되는 메시지는 매우 
구체적이며 시각적인 표현 기법을 많이 사용한다. 수혜자 필요 메시지의 경
우 특정 수혜자에 대한 스토리텔링 기법이 활용되고, 다른 기부자들의 행동
에 초점을 둔 사회적 규범 메시지는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여 표현된다. 
이는 수혜자나 기부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정보를 머릿속에 그리게 
함으로써 메시지의 영향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 
기법을 실험 자극으로 사용할 때, 혼입 변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
지만, 실제 기부 캠페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수혜자 필요 메시지와 
사회적 규범 메시지의 형태라는 점에서 그 상대적 효과성을 검증해 볼 필
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 연구에서는 연구1의 실험 설계와 실험 자극의 문제를 보완
하여, 본 연구의 논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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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2

1. 연구2의 목표와 가설 설정
  

연구2는 재난이슈 기부 캠페인에서의 차별적인 메시지 효과, 즉 연구1의 
결과가 재난이슈의 높은 죽음 현저성 때문이라는 것을 명확히 검증할 것이
다. 이를 위해, 연구1의 실험 설계를 수정 및 보완하여, 보다 정교한 실험
을 계획하였다.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수정 사항은 죽음 현저성이 높은 재난이슈를 보여주는 실험 
집단과 더불어, 죽음 현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난이슈를 보여주는 비교 
집단을 추가하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동일한 재난이슈에 대해서 기부 캠페
인을 펼치더라도, 죽음을 매우 현저하게 또는 죽음을 덜 현저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기부 캠페인에서 태풍 재해 장면을 묘사할 
때, 사망자나 죽음의 공포에 집중하기 보다는 집을 잃은 사람들이 끼니와 
생계를 걱정하며 앞으로 어떻게든 살아가 보려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죽음이 현저성이 낮아지면 연구1에서 확인하였던 메시지
의 효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죽음 점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죽음의 공포에 대한 불안 완충제 역할을 하는 사회적 동기를 강화할 필요
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재난이슈라고 하더라도 죽음 현저성이 
낮을 때에는 사회적 소속의 동기가 아닌, 기부 행동의 보다 본질적인 동기
인 수혜자의 필요에 대한 동정심이 기부를 이끄는 데에 더욱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기부행동에 대한 설득의 핵심요소로서 ‘동정심’이
라는 수혜자 초점의 요소를 들고 있다(김지인, 2010; 박하연, 성영신, 김지
연, 2014; 서문식, 안진우, 오대양, 2010; Batson, Lischner, C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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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wyer, 2005; Hoffman, 1984; Slovic, 2007). 특히나 한국의 상황에서는 
기부동기가 사회적 압력이나 사회적인 인정과 같은 외부 요인 보다는 어려
운 상황에 처한 타인을 그저 돕고 싶은 마음 자체에 기인한다고 한다. 이를 
김지인(2010)은 기부금액 결정 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는데, 우리
나라 사람들의 경우 수혜자에 대한 동정심이 예상된 죄책감이나 자존감 욕
구 보다 기부금액을 더 높일 수 있는 요인이었다. 또한 2011년 통계청에서 
기부 동기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기부자의 43.3%가 ‘어려운 사람을 돕
고 싶어서’라고 대답했는데, 이는 동정심이라는 수혜자 초점의 동기가 강력
하다는 것을 지지한다. 더불어, 박하연 등(2014)의 연구에서는 불쌍한 타인
을 보고 느낀 동정심과 연민이라는 감정반응이 기부를 하게 만드는 주요 
동기가 된다는 것을 근거로 수혜자의 구체적인 인식가능성과 메시지 프레
이밍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일반적
인 기부 맥락에서는 수혜자의 필요를 강조하며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메
시지가 보다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2에서는 수혜자 필요 메시지와 사회적 규범 메시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처치하여 외적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수혜자 필요 메시지
의 경우, 인식 가능한 특정 수혜자의 처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포함하
여 수혜자의 필요를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적 규범 메시지의 경우, 다른 기
부자들의 캠페인 참여 현황을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포함
시켰다. 이 두 메시지의 표현 방식은 등가라고 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어 보
이나, 두 메시지는 모두 수혜자와 기부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표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즉,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처치하
고자 하는 수혜자 필요 메시지와 사회적 규범 메시지는 각각 수혜자에 대
한 동정심과 사회적 소속감에 대해 소구하는 것인데, 연구2의 메시지 표현 
방식이 이 두 측면을 한층 강력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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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연구2의 목표는 연구1의 실험 설계와 실험 자극의 문제를 극복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연구1과 달리 연구2에서는 보다 더 
행동 측정치에 가까운 기부의도와 기부WTP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기부의도가 높을수록 기부WTP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여, 죽음현저
성과 메시지가 이 두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같은 방향으로 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재난이슈의 죽음 현저성이 높은 경우에는 앞에서 밝힌 것처럼 
불안 완충재로서의 사회적 동기가 증가하므로, 사회적 규범 메시지가 그대
로 효과적일 것이다. 반면에, 죽음 현저성이 낮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
다수의 기부 캠페인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즉 수혜자 필요 메시지가 효
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효과를 각 종속변인에 대하여 같은 방향성으로 가정
하고, 이를 가설3과 가설4에 독립적으로 기술하였다. 

가설3. 재난이슈 기부 캠페인에서, 죽음 현저성과 메시지에 따라, 

기부의도가 달라질 것이다.

가설3-1. 재난이슈의 죽음 현저성이 높을 때, 수혜자 필요 메시지보다 
사회적 규범 메시지가 기부의도를 더 높일 것이다.

가설3-2. 재난이슈의 죽음 현저성이 낮을 때, 사회적 규범 메시지보다 
수혜자 필요 메시지가 기부의도를 더 높일 것이다.

가설4. 재난이슈 기부 캠페인에서, 죽음 현저성과 메시지에 따라, 

기부WTP가 달라질 것이다. 

가설4-1. 재난이슈의 죽음 현저성이 높을 때, 수혜자 필요 메시지보다 
사회적 규범 메시지가 기부WTP를 더 높일 것이다.

가설4-2. 재난이슈의 죽음 현저성이 낮을 때, 사회적 규범 메시지보다
수혜자 필요 메시지가 기부WTP를 더 높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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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2의 방법

1) 실험 설계 및 참가자

연구2는 앞서 기술한 가설3과 가설4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인으로 재난
이슈의 죽음 현저성과 기부 메시지로 처치하였고, 종속변인은 기부의도와 
기부WTP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죽음 현저성: 고/ 저) x 
2(기부 메시지: 사회적 규범 메시지/ 수혜자 필요 메시지)의 집단 간 2요인 
방식을 채택하였다. 

참가자는 서울소재 C대학교에서 총 82명의 대학생을 모집하였는데, 이들 
중 설문에 성실히 응답하고 조작점검에 통과한 74명만을 대상으로 실험결
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자들의 성별은 각기 여성 33명, 남성 41명이었
고, 연령은 만 19세 ~ 만 30세로 평균 만 24세였다. 피험자들은 죽음 현저
성과 기부 메시지에 따른 4개 집단에 무선 할당되었다.

2) 기부 이슈의 선정

본 실험은 연구1의 결과가 재난이슈의 죽음 현저성 효과라는 것을 확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구1의 재난이슈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즉, 앞에서 
사용했던 태풍 재해 상황을 똑같이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재난
이슈의 죽음 현저성의 수준을 처치하고자 하였으므로, 죽음 현저성 고 집단
과 죽음 현저성 저 집단에 따라 태풍 재해 상황의 각기 다른 측면을 강조
하였다. 

3) 실험 절차 및 처치

연구2의 구체적인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피험자들은 재난이슈를 
확인하였는데, 모든 집단에 태풍 재난 후의 길거리 풍경을 담은 똑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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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보여주었다. 이 사진은 죽음 현저성 고/저 집단에 따라, 다르게 프레
이밍되었다. 구체적으로, 죽음 현저성 고 집단의 경우, 죽음을 점화시키는 
연구1의 자극과 유사하게 ‘우리 곁에 닥친 죽음을 기억해주세요’라는 제목
과 ‘아직도 널려있는 시신들’이라는 부제를 사용하여, 사망자, 시신, 유족
들, 죽음의 공포 등에 대해 강조하였다. 반면에, 죽음 현저성 저 집단의 경
우,‘우리 곁의 불우 이웃을 기억해주세요.’라는 제목과 ‘아직도 널려있는 폐
허들’이라는 부제를 사용하여, 이재민, 폐허, 집을 잃은 가족들, 끼니와 생
계 걱정 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러한 자극은 연구1과 마찬가지로 실제 태
풍 사건에 대한 보도와 기부 캠페인의 내용을 수정한 것이며, 피험자들의 
응답에 편향을 야기할 수 있는 특정 지명이나 날짜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죽음 현저성 수준에 따라 다르게 프레이밍된 재난이슈를 보게 한 
후, 집단에 따라 각기 다른 기부 촉구 메시지를 제시하였다. 기부 메시지는 
다른 기부자의 행동을 보여주는 사회적 규범 메시지와 수혜자의 처지를 보
여주는 수혜자 필요 메시지였다. 본 연구는 연구1의 메시지가 가외변인을 
엄밀하게 통제하였지만 추상적이고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이었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메시지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규범 메시지는 지금까지의 기부자들의 참여 현황을 그래프와 숫자 및 퍼센
트로 구체화하였고, 수혜자 필요 메시지는 10살 태미의 이야기를 스토리텔
링 식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메시지를 모두 읽은 후, 피험자들은 기부의도를 묻는 문항에 응답하였고, 
기부WTP를 측정하기 위해 기부금을 낸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할 의
사가 있는지를 기록하게 하였다. 이어서 죽음 점화와 메시지 처치를 확인하
는 조작점검 문항에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관여도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을 묻는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모든 실험 절차는 완료되었다. 실험에 소요
된 시간은 평균적으로 10분 내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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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 방법

먼저 가설3의 종속변인인 기부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나는 이 기부 캠페
인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 기부 캠페인에 참여
하라고 권유할 것이다’, ‘나는 기꺼이 기부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 ‘나는 
이 기부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좋은 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이
다’의 4가지 문항(α=.912)을 7점 Likert 척도로 측정했다. 다음으로, 가설4
의 종속변인인 기부WTP를 측정하기 위해, 만약 당신이 기부를 한다면, 어
느 정도의 금액이 적당한지 구체적인 금액을 적도록 하였다. 

조작점검은 죽음 현저성 처치, 기부 메시지 처치에 대해서 각각 이루어졌
다. 먼저, 죽음 현저성의 조작점검은 연구1과 동일하게 Rogers(1979)의 공
포감 척도, 그리고 Collett와 Lester(1969)의 죽음 불안 척도를 참고한 3문
항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메시지 처치가 의도한 바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캠페인 메시지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하는지를 7점 의미 
분별 척도(1: 기부자 초점 ~ 7: 수혜자 초점)를 통해 측정하였다.

3. 연구2의 결과

1) 조작점검

먼저, 캠페인 이슈가 태풍 재해였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피험자 8명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죽음 현저성에 대
한 조작점검 문항에 대해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여, 처치가 성공적으로 이
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죽음 현저성 고 조건(M=5.12)이 죽음 
현저성 저 조건(M=3.04) 보다 더 죽음을 현저하게 지각하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t=6.8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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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 죽음현저성과 기부메시지에 따른 기부의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기부메시지
전체

사회적 규범 수혜자 필요
평균(편차) N 평균(편차) N 평균(편차) N

죽음
현저성

고 4.55(1.50) 20 3.63(1.75) 16 4.14(1.66) 36

저 4.00(1.10) 16 5.09(0.81) 22 4.63(1.08) 38

전체 4.31(1.35) 36 4.47(1.47) 38 4.39(1.40) 74

또한 메시지 처치에 대한 조작점검 문항들에서도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함
으로써, 처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규범 메시지 조건(M=2.53)은 수혜자 필요 메시지 조건(M=5.87) 보다 더 메
시지의 초점이 기부자에 있다고 응답(숫자가 작을수록 기부자 초점)하였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t=-7.83, p<.001). 

2) 기부의도

본 연구의 가설3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부의도에 대한 이원변량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에 따른 기술통계량과 이원변량분석의 결과는 각각 [표3-1]
과 [표3-2]에 기술하였고, 이를 [그림3-1]의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재난이슈의 죽음 현저성과 기부 메시지 간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검증되었다(F=10.71, p<.01). 구체적으로, 재난이슈의 죽음 현저성
이 높을 때에는 수혜자 필요 메시지(M=3.63)보다 사회적 규범 메시지
(M=4.55)가 기부의도를 더 높였으며, 재난이슈의 죽음 현저성이 낮을 때에
는 사회적 규범 메시지(M=4.00)보다 수혜자 필요 메시지(M=5.09)가 기부의
도를 더 높였다. 이로써, 가설3이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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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 죽음현저성과 기부메시지에 따른 기부의도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죽음현저성(A) 3.81 1 3.81 2.21

기부메시지(B) .13 1 .13 .073

A*B 18.43 1 18.43 10.71 

오차 120.52 70 1.72
전체 143.64 73

  P < .01

[그림3-1] 죽음현저성과 기부메시지에 따른 기부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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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 죽음현저성과 기부메시지에 따른 기부WTP의 평균과 표준편차

기부메시지
전체

사회적 규범 수혜자 필요
평균

(편차) N 평균
(편차) N 평균

(편차) N

죽음
현저성

고 ￦11,050
(11420) 20 ￦6,750

(7780) 16 ￦9,140
(10070) 36

저 ￦5,810
(3370) 16 ￦14,360

(13250) 22 ￦10,760
(11070) 38

전체 ￦8,720
(9090) 36 ￦11,160

(11780) 38 ￦9,970
(10560) 74

3) 기부WTP

본 연구의 가설4를 검증하기 위하여, 기부WTP에 대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따른 기술통계량과 이원변량분석의 결과는 [표3-3]과 
[표3-4]에 기술하였고, 이를 [그림3-2]의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재난이슈의 죽음 현저성과 기부 메시지 간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검증되었다(F=7.24, p<.01). 구체적으로 재난이슈의 죽음 현저성이 
높을 때에는 수혜자 필요 메시지(M=￦6,750) 보다 사회적 규범 메시지(M=
￦11,050)가 기부WTP를 더 높였으며, 재난이슈의 죽음 현저성이 낮을 때
에는 사회적 규범 메시지(M=￦3,370) 보다 수혜자 필요 메시지(M=
￦13,250)가 기부의도를 더 높였다. 이로써, 가설4 또한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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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 죽음현저성과 기부메시지에 따른 기부WTP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죽음현저성(A) 25610830.6 1 25610830.6 .247

기부메시지(B) 81976819.98 1 81976819.98 .792

A*B 749141758.4 1 749141758.4 7.24 

오차 7243478409 70 1103478263
전체 8133945946 73

  P < .01

[그림3-2] 죽음현저성과 기부메시지에 따른 기부W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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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2의 결론 및 논의

연구2는 죽음을 점화시키는 재난이슈 기부 캠페인에서 사회적 규범 메시
지가 효과적이라는 연구1의 결과를 정교한 실험 설계를 통해 재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죽음 점화 재난이슈를 모든 집단에 고정시켜 메시지 효과만을 
본 연구1과 달리, 연구2에서는 동일한 재난이슈에 대하여 죽음 현저성이 
낮게 프레이밍된 비교 집단을 추가하여 2 x 2 설계를 하였다. 죽음 현저성
이 낮은 경우, 사회적 규범 메시지보다 수혜자 필요 메시지가 더 효과적이
라는 역전된 결과를 확인하여, 연구1에서 밝힌 메시지 효과가 결국 재난이
슈의 높은 죽음 현저성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 것이다. 즉, 죽음 
현저성이 높은 재난이슈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수혜자 필요 메
시지 보다 사회적 규범 메시지를 사용한다면, 기부를 더욱 효과적으로 촉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교한 실험 설계와 더불어, 연구2는 메시지 처치를 더욱 구체화하여 외
적 타당도를 높이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회적 규범 메시지와 
수혜자 필요 메시지를 구성할 때, 실제 기부 캠페인에서처럼 묘사적 설명이
나 시각적 자료를 사용하여, 실험상의 인위성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법은 메시지 정보를 더욱 생생하게 해주어, 본 연구에서 의도한 
수혜자와 기부자 각각에 대한 초점화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2의 한계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해 볼 수 있다. 
먼저, 이슈의 다양화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실험에서 기부 캠페인의 
재난이슈로 태풍 재해 사건만을 사용하였다. 재난이슈의 죽음 현저성이 사
회적 동기를 촉진하고, 그에 따라 사회적 규범 메시지가 더 효과적이라는 
본 연구의 가정이 더욱 폭넓은 시사점을 가지려면, 다른 유형의 재난이슈에
도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 44 -

또한, 죽음 현저성 처치와 수혜자 필요 메시지의 혼입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앞선 실험들에서는 재난이슈로 죽음을 점화할 때 피해자의 
유족이나 부상당한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기부 촉구 메시지를 
제시하였다. 이렇게, 죽음 점화 시 수혜자의 처참한 처지를 보여주었다면, 
죽음 현저성 처치가 수혜자 필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혼입을 막기 위해, 죽음 점화 단계에
서 수혜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 포괄적인 사건의 규모나 치명성 등
으로 죽음을 처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죽음 현저성 처치가 무의식화 되었는지의 문제가 있다. 연구
1의 보충연구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죽음 점화가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죽
음 생각 접근성을 높일 때, 사회적 동기 강화라는 공포 관리 기제가 더 활
발하게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재난이슈와 기부 촉구 메
시지 간의 간격을 두는 방식 등으로 죽음 점화를 무의식화 시킨다면, 사회
적 규범 메시지의 효과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연구3에서
는 이러한 고려 사항들을 반영하여,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과연, 본 연구의 가정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것인가? 앞선 실험
들은 죽음이 현저한 재난이슈 기부 캠페인에서는 수혜자 필요 메시지 보다 
사회적 규범 메시지가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일관적으로 지지해 준다. 이
는 TMT에서 가정하는 바와 같이, 죽음 현저성이 공포 관리 기제인 사회적 
동기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차 혹은 맥락에 따라서는 죽음이 점
화되더라도, 공포 관리 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연구3
은 이렇게 공포 관리 기제의 발현을 조절 있는 요인을 찾아, 이 조절요인과 
기부 메시지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죽음의 
공포 관리 효과에 경계조건을 제시하고, 그 메커니즘을 간접적으로 재확인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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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연구3

1. 자기 해석 유형의 조절적 영향

재난이슈의 기부 캠페인은 범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제적 규모의 비영리 기구들은 세계 각지의 지부에서 동시다발적인 기부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다. 대규모 재난 사건의 경우, 사태의 위급성과 시급
성 때문에 더더욱 전 세계적인 모금 활동이 펼쳐진다. 세계 각 지역의 대도
시나 지방도시에서부터, 학교나 관공서 혹은 길거리 부스까지 다양한 형태
의 기부 캠페인을 접할 수 있다. 온라인 기부의 창구 또한 증가하면서 국경
을 넘은 여러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부 메시지가 전달
된다. 따라서 기부 메시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 사회적 맥락 또는 문화적 배
경에 따라 달라지는 사고방식의 수준을 반영하여, 차별적인 메시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기부 행동을 이끌 수 있다. 

특히, 기부 행동은 타인과의 관계라는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
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즉 
자기 해석(Self-construal)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기 해석은 자
기를 타인과 구분된 존재 또는 연결된 존재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문화적 맥락에 의해서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특정한 상
황에 의해 다르게 촉발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개인의 인지, 동기, 
정서와 같은 다양한 심리적 현상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하게 고려되어야 한다(Triandis, 1989). 구체적으로, 독립적 자기 해석
(independence self construal)은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의 독특성과 성취
에 가치를 두는 자기 해석으로 개인주의적인 서양 문화권에서 많이 나타나
는 반면, 상호의존적인 자기 해석(interdependence self construal)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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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자신의 유기적 연결성, 관계와 조화의 가치를 중시하는 자기 해석으로 
집단주의적인 동양 문화권에서 많이 관찰된다. 

이러한 자기 해석 수준에 따라, 죽음 점화의 효과도 다르게 나타날 가능
성이 있다. 박지선과 최인철(2002)의 연구에서는 죽음 점화에 의한 심리적 
방어 기제가 상호의존적 자기 해석의 사람들 보다 독립적 자기 해석의 사
람들에게 더욱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 번째로, 자기해석 유형에 따른 만성적 사회 자기정체성의 차이 때문이
다. 죽음의 공포 관리 이론은 죽음이 점화되면 사회적 자기 정체성을 강화
함으로써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전제한다(Greenberg & 
Arndt, 2012). 상호의존적 자기가 강한 사람들은 이미 사회적 정체성이 강
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독립적 자기가 강한 사람들은 죽음이 점화될 때 자
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Triandis, McCusker, & Hui, 1990), 독립적 자기 해석의 사람들에게 공
포 관리의 기제가 더욱 활성화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자기해석 유형에 따른 자존감 회복 동기의 차이 때문이다. 죽
음의 공포관리 이론은 죽음이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이를 사회적 소속 행동
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런데, 독립적 자기의 
사람들은 상호의존적 자기의 사람들보다 자존감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회복하려는 동기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Heine & Lehman, 
1995; Markus & Kitayama, 1991). 따라서 독립적 자기 해석의 사람인 경
우, 죽음에 의해 위협받은 자존감을 고양시키기 위해 사회적 소속의 동기가 
더욱 강력해 질 수 있다. 즉, 이들에게 재난이슈에 대한 기부를 촉구할 때, 
사회적 규범 메시지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 반대로, 상호의존적 자기
의 사람들은 죽음 점화로 인한 공포 관리의 기제의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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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의존적 자기의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규
범 메시지 보다 수혜자 필요 메시지가 더 효과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기술했다시피,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아 공포 관리의 기제가 활성화되지 않
는 기부 맥락에서, 즉 일반적인 기부 맥락에서는 수혜자에 대한 동정심이 
핵심적인 기부 동기이기 때문이다.

2. 연구3의 목표와 가설 설정
  
죽음이 현저한 재난이슈 기부 캠페인에서 사회적 규범 메시지가 기부태도 

및 기부의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앞서 증명되었다. 이러한 메시지의 주
효과는 재난이슈 상황이 가지는 죽음 점화 효과와 그로 인한 사회적 동기
의 발현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 점화의 효과가 누구
에게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집단 속에서 자기를 해석하는 방식인 자기 해석 유형은 독립적 자기해석
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의 경
우, 불안 완충제 역할을 하는 사회 정체성이 만성적으로 강하므로 죽음이 
점화된다고 하더라도 방어 기제인 사회적 동기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
다. 즉,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죽음 점화의 영향을 덜 받는다. 반면, 독립
적 자기해석의 경우, 사회 정체성이 약하고 자존감 회복 동기가 비교적 강
하므로, 죽음 점화에 의한 사회적 동기의 발현도 극대화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독립적 자기해석은 상대적으로 죽음 점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며, 
죽음 현저성이 처치되는 상황에서 공포 관리의 기제가 활발하게 작동한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죽음이 현저한 재난이슈 기부 캠페인에서 독립적 자기해석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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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앞서 검증된 사회적 규범 메시지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고, 반면에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의 경우에는 이러한 메시지 효과가 역전될 수 있을 것
이다.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 현저성의 영향에서 비교
적 자유롭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강력한 효과를 지닌 수혜자 필요 메시지에
서 기부 행동이 촉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상호작용 
가설을 수립하였다. 연구1과 마찬가지로 기부태도가 기부의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 예상하여(Fishbein et al., 1975; Albrracin et al., 2001; Ajzen, 
1991), 기부태도와 기부의도에 대해 같은 방향의 상호작용을 가정한 가설5
와 가설6을 독립적으로 기술하였다. 

가설5. 죽음 현저성이 높은 재난이슈 기부 캠페인에서, 

자기해석유형과 메시지에 따라 기부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가설 5-1. 독립적 자기해석일 때, 수혜자 필요 메시지보다 
사회적 규범 메시지가 기부태도를 더 높일 것이다.

가설 5-2.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일 때, 사회적 규범 메시지보다 
수혜자 필요 메시지가 기부태도를 더 높일 것이다.

가설6. 죽음 현저성이 높은 재난이슈 기부 캠페인에서, 

자기해석유형과 메시지에 따라 기부의도가 달라질 것이다.

가설 6-1. 독립적 자기 해석일 때, 수혜자 필요메시지 보다 
사회적 규범 메시지가 기부의도를 더 높일 것이다.

가설 6-2. 상호의존적 자기 해석일 때, 사회적 규범 메시지보다
수혜자 필요 메시지가 기부의도를 더 높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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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3의 방법

1) 실험 설계 및 참가자

연구3은 지금까지 밝힌 기부 메시지의 효과가 자기해석 유형에 의해 조
절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시행하였다. 이를 가정한 가설5와 가
설6에 따라 독립변인으로 자기해석 유형과 기부메시지를 처치하였고, 종속
변인은 기부태도와 기부의도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자기해
석 유형: 독립적/ 상호의존적) x 2(기부 메시지: 사회적 규범 메시지/ 수혜
자 필요 메시지)의 집단 간 2요인 설계 방식을 채택하였다.

참가자는 서울소재 C대학교에서 총 110명의 남녀 대학생을 모집하였고, 
이들 중 설문에 성실히 응답하고 조작점검에 통과한 93명만을 대상으로 실
험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자들의 성별은 여성 37명, 남성 56명이었고 
연령은 만 18세 ~ 만 27세로 평균 만 20.4세였다. 피험자들은 기부 메시지
와 자기해석 유형에 따른 4개 집단에 무선 할당되었다.

2) 재난이슈의 선정

앞선 실험들에서는 재난이슈로 태풍이라는 자연 재해 상황을 제시하였으
나, 연구3에서는 재난이슈를 원자로 붕괴에 인한 화재 상황으로 다르게 제
시하여, 다양한 재난이슈 상황에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재난이슈 기부 캠페인에서 특히 재난 사건의 종류가 인
간이 전혀 통제할 수 없었던 자연 재해인지, 혹은 인간에 의해 발생한 인재
(人災)인지에 따라, 사람들의 기부의도가 달라질 수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Study3, Zagefka, Noor, Randsley de Moura, Hopthrow, & Brown, 
2011). 따라서 기부 메시지의 효과를 화재라는 인재에 가까운 재난이슈에 
대해서 재검증하는 것은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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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실험 절차 및 처치

연구3의 구체적인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기해석 유형은 동양
과 서양 문화권으로 양분하여 설명하기보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두 유형의 
자기 해석이 공존하고 상황적 요인에 따라 특정 유형이 더욱 강력하게 발
현될 수 있다는 선행 연구에 따라(Aaker & Lee, 2001; Cross et al., 
2011) 자기해석 처치 과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독립적 자기해석 집단
의 경우 타인(친구들이나 가족)과 자신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3가지 이상 
서술하게 하였고,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의 집단에게는 타인과 자신이 어떤 
면에서 비슷한지를 3가지 이상 서술하게 하였다. 

자기해석 과제를 작성하고 난 후, 모든 피험자들은 원자로 붕괴로 인한 
화재 사건과 관련한 재난이슈를 보여주었다. 이 때, 앞선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죽음 점화 자극과 이후의 수혜자 필요 메시지 간의 혼입을 막기 
위하여, 재난 사건의 사진으로 구체적인 수혜자의 사진은 배제하였으며, 원
자로 화재 현장의 사진만을 이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재난이슈가 죽음 
관련 생각 접근성(accessibility of death-related thought)을 높여 사회적 
동기라는 공포관리 기제를 촉발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죽음을 확실히 
점화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점과 방사능 농도가 생명
을 위협하는 수준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재난이슈를 보여준 직후, 죽음 점화의 효과를 무의식적인 수준에 
까지 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하여 PANAS(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Cawford & Henry, 2004) 검사를 실시하였다. PANAS 
문항은 순간적인 정서 상태를 측정하는 총 20개의 문항으로, 피험자들은 
죽음 점화 직후 10가지 긍정적 정서(즐거운, 신나는, 자신감 넘치는,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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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자랑스러운, 맑고 또렷한, 의욕 넘치는, 확신에 차 있는, 상냥한, 활
기 있는)와 10가지 부정적 정서(괴로운, 혼란스러운, 죄책감이 드는, 위축
된, 분노를 느끼는, 화가 난, 수치스러운, 신경질 나는, 초조한, 두려운)에 
대해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해야 했다. 이 과정은 죽음 점화와 종속변인 
측정 사이에 시간적 간격을 제공하여, 무의식적인 공포 관리의 기제를 강화
시킬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증명된 바 있다(DeWall & Baumeister, 2007; 
Greenberg & Arndt, 2012; 박지선, 최인철, 2002). 따라서 죽음 현저성
(Mortality Salience)과 관련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PANAS문항
을 한국어로 변형하여, 죽음 점화 자극과 종속변인 측정 사이에 배치하였
다. 

다음으로 집단에 따라 상이한 기부 메시지를 제시하였는데, 두 메시지의 
처치는 연구1과 같다. 다시 말하자면, 두 메시지는 기부를 둘러싼 타인에 
대하여, 각기 다른 초점을 제시하고 있었다. 사회적 규범 메시지는 나와 비
슷한 다른 기부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수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참여했고 
기부 동참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반면, 수혜자 
필요 메시지는 기부 받는 수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수많은 사람들이 고
통 속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메시지였다. 연구2에서
는 스토리텔링이나 그래프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다 구체화하고자 하였으
나, 가외변인의 혼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혜자 초점과 기부
자 초점의 두 메시지가 등가로 맞춰진 연구1의 메시지 자극을 사용하였다. 

메시지를 모두 읽은 후, 피험자들은 기부 캠페인에 대한 태도와 기부의도
를 측정하는 문항에 응답하였고, 이어서 죽음 점화, 자기해석, 기부 메시지 
처치에 대한 조작점검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관여도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모든 질문이 완료되었다.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적으로 15분 내외였다.



- 52 -

4) 측정 방법

종속변인인 기부태도와 기부의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연구1과 동일하
였다. 첫 번째 종속변인인 기부태도를 3가지 문항(α=.793)으로 측정하였고, 
7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종속변인인 기부의도 또
한 3가지 문항(α=.877)으로 측정하였고, 7점 Likert 척도였다. 

조작점검은 죽음 점화 처치, 자기해석 처치, 기부 메시지 처치에 대해서 
각각 이루어졌다. 먼저 죽음 점화의 조작점검은 재난이슈(원자로 붕괴로 인
한 화재 사고)를 정확히 보았는지에 대한 사후 기억 점검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자기해석이 의도한 대로 처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 초두에 
수행한 글쓰기 과제에서 어떤 측면을 떠올리며 글을 썼는지를 의미 변별 
척도(1: 자신의 독특성 ~ 7: 타인과의 유사성)로 측정하였다. 마찬가지로 기
부 메시지의 조작점검도 의미 변별 척도로 이루어졌는데, 기부 촉구에 있어 
어떤 측면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7점(1: 기부자 초점 ~ 
수혜자 초점)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4. 연구3의 결과

1) 조작점검

먼저, 캠페인 이슈가 원자로 붕괴로 인한 화재 사고였다는 것을 기억 못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피험자 10명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자기해석의 처치와 메시지 처치 각각에 대한 조작점검 문항들에서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자기해석 처치 과제에서 독립적 자기해석 조건(M=2.0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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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의 독특성을 더 많이 떠올렸다고 답한 반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조건(M=4.79)에서는 타인과의 유사성을 더 많이 떠올렸다고 응답(숫자가 작
을수록 자신의 독특성 생각)하였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
다(t=-8.94, p<.001). 

더불어, 메시지 처치에 대한 조작점검 문항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규범 
메시지 조건(M=2.39)에서 수혜자 필요 메시지 조건(M=5.49)에서 보다 메시
지의 초점이 더 기부자 쪽에 있다고 응답(숫자가 작을수록 기부자 초점)하
였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였다(t=-7.71, p<.001). 따라서 본 
실험의 처치가 모두 의도한 바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2) 기부태도

본 연구의 가설5를 검증하기 위하여 기부태도에 대한 이원변량분석을 실
시하였다. 이는 기부메시지와 자기해석 유형의 상호작용을 검증하는 동시에 
연구1에서 밝힌 기부 메시지의 주 효과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
었다. 분석에 따른 기술통계량과 이원변량분석의 결과는 각각 [표4-1]과 
[표4-2]에 기술하였고, 이를 [그림4-1]의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분석 결과, 기부태도에 대한 메시지와 자기해석 유형 간의 상호작용 효과
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18.75, p<.01). 구체적으로, 독립적 자기해석의 사
람에게는 수혜자 필요 메시지(M=3.30)보다 사회적 규범 메시지(M=4.53)를 
제시할 때 기부태도가 높아졌다(t=4.38, P<.001). 한편, 이와 반대로 상호의
존적 자기해석의 사람에게는 사회적 규범 메시지(M=3.57)보다 수혜자 필요 
메시지(M=3.83)를 제시할 때 기부태도가 높아졌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아(t=-.84, p=.40), 가설5가 부분 지지되었다. 가설5의 상
호작용 논리의 근거가 독립적 자기해석에서 극대화된 공포관리 기제, 즉 강
력해진 사회적 동기에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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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 자기해석 유형과 기부메시지에 따른 기부태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기부메시지
전체

사회적 규범 수혜자 필요
평균(편차) N 평균(편차) N 평균(편차) N

자
기
해
석

독립적 4.53(1.11) 25 3.30(0.76) 19 4.00(1.14) 44

상호의존적 3.57(1.20) 24 3.84(1.04) 25 3.71(1.12) 49

전체 4.06(1.24) 49 3.61(0.96) 44 3.85(1.13) 93

[표4-2] 자기해석 유형과 기부메시지에 따른 기부태도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자기해석(A) 1.02 1 1.02 .92

기부메시지(B) 5.34 1 5.34 4.81

A*B 13.01 1 13.01 11.72 

오차 92.78 89 1.11
전체 118.12 92

P < .05,  P < .01

메시지 효과의 차이가 없을지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부태도에 대한 메시지의 주 효과가 연구1과 같은 방향성으로 재

검증되었다(F=4.72, p<.05). 구체적으로, 재난이슈 기부 캠페인에서 사회적 
규범 메시지를 제시한 경우(M=4.06), 수혜자 필요 메시지를 제시한 경우
(M=3.61)보다 기부태도가 더욱 호의적으로 높아졌는데(t=1.99, p<.05), 이
는 가설1을 추가적으로 지지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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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 자기해석 유형과 기부메시지에 따른 기부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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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부의도

본 연구의 가설6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부의도에 대한 이원변량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에 따른 기술통계량과 이원변량분석의 결과는 각각 [표4-3]
과 [표4-4]에 기술하였고, 이를 [그림4-2]의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분석 결과, 기부의도에 대한 메시지와 자기해석 유형에 따른 상호작용 효
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6.37, p<.05). 구체적으로, 독립적 자기해석의 
사람에게는 수혜자 필요 메시지(M=2.89)보다 사회적 규범 메시지(M=3.93)
를 제시할 때 기부의도가 높아졌다(t=2.60, p<.05). 한편, 이와 반대로 상호
의존적 자기해석의 사람에게는 사회적 규범 메시지(M=2.78)보다 수혜자 필
요 메시지(M=3.39)를 제시할 때 기부의도가 높아졌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t=-1.72, p=.09), 가설6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는 기부태도에서 검증되었던 결과와 일관적인 것이다. 따라서 기부태도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가설6의 상호작용의 논리도 독립적 자기해석에서의 
극대화된 공포관리 기제에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에서 메시지 효과의 차이가 없을지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태도에 대한 결과와 달리, 기부의도에 대한 메시지의 주 효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12, p=.29). 즉, 본 연구의 기부 맥락
이 죽음이 현저한 재난이슈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규범 메시지
의 주효과가 존재해야 하나, 기부의도에 있어서는 메시지의 주효과가 나타
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자기해석 유형에 따라 효과적인 메시지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부의도에 있어, 자기해석의 효과가 더욱 강력해
져, 메시지의 주 효과가 사라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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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4] 자기해석 유형과 기부메시지에 따른 기부의도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자기해석(A) 2.53 1 2.53 1.56

기부메시지(B) 1.06 1 1.06 .65

A*B 15.57 1 15.57 9.60 

오차 144.31 89 1.62
전체 164.14 92

 P < .01

[표4-3] 자기해석 유형과 기부메시지에 따른 기부의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기부메시지
전체

사회적 규범 수혜자 필요
평균(편차) N 평균(편차) N 평균(편차) N

자
기
해
석

독립적 3.93(1.57) 25 2.89(0.85) 19 3.48(1.40) 44

상호의존적 2.78(1.23) 24 3.39(1.24) 25 3.09(1.26) 49

전체 3.37(1.52) 49 3.17(1.11) 44 3.28(1.34)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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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 자기해석 유형과 기부메시지에 따른 기부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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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3의 결론 및 논의

 연구3에서는 기부 메시지와 자기 해석 유형 간의 상호작용을 검증하였
다. 독립적 자기해석의 경우, 사회적 규범 메시지의 효과가 극대화 되고,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의 경우에는 수혜자 필요 메시지가 효과적임을 증명하
였다. 이는 자기 해석 유형에 따라 죽음 점화의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독립적 자기 해석의 경우 불안 완충 장치라고 할 수 있는 만성적 사회
적 정체성이 약하고 자존감 회복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공포 관리의 기제
가 더욱 활성화되어, 사회적 규범 메시지가 더 효과적인 것이다. 반면, 상
호의존적 자기해석의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사회적 정체성이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죽음 점화 상황에서 공포 관리의 기제로서의 사회적 동기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재난이슈 기부 캠페인이라고 할지라
도, 일반적인 기부 맥락과 비슷하게 동정심을 자극하는 수혜자 필요 메시지
가 더욱 효과적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는 TMT에서 가정하는 죽음 
현저성의 효과에 경제조건을 제시하고, 죽음의 공포 관리 기제를 간접적으
로 증명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는 하나의 재난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문화권, 다
양한 국가, 다양한 맥락 속에서 기부 캠페인을 펼치는 모금 단체들에게 실
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발발한 네팔 지진의 경
우, 독립적 자기해석이 강하게 관찰되는 서양 문화권과 상호의존적 자기해
석이 강하게 관찰되는 동양 문화권 모두에서 전 세계적인 기부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서양 문화권에서는 좀 더 기부자의 행동에 초
점을 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동양 문화권에서는 수혜자의 필요에 초점을 
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기부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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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종합 논의

오늘날 기부는 국가적 차원의 복지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이다(Kotler, 2011; Kotler & Andreasen, 1991). 점차 나눔 문화가 
확산되면서, 비영리 단체들의 모금 캠페인도 소비자 행동의 관점에서 논의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김재휘, 강윤희, 권나진, 2014; 이병
관, 2014; 서문식, 안진우, 오대양, 2010). 기부 캠페인은 특정 이슈에 관심
을 갖고 모금행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설득의 목적이 강하다. 
이에 기부 캠페인도 다른 설득 메시지처럼 메시지 수용자가 마주하게 되는 
맥락과 그에 따른 동기를 고려한 메시지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도 
이러한 흐름 위에서 ‘재난이슈 기부 캠페인’에 초점을 맞추고 효과적인 기
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앞에서 수행한 4개의 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실험1에
서는 본 연구의 기본적인 가정을 검증하였다. 즉, 재난 이슈 기부 캠페인에
서는 수혜자 필요 메시지보다 사회적 규범 메시지가 효과적임을 밝혔다. 이
어서 보충연구에서는 실험1의 결과에 대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보다 직접적
으로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재난 이슈는 비슷한 정도로 부정적인 기부 
이슈와 비교하여, 죽음 생각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매개하여 사회적 규범 
준수 행동을 촉진시켰다. 다음으로, 실험2는 실험1의 설계상의 한계점을 보
완하여, 같은 재난 이슈에 대하여 죽음 현저성이 높거나 낮게 프레이밍될 
경우의 메시지 효과를 확인하였다. 죽음 현저성이 높은 경우에는 사회적 규
범 메시지의 영향력이 두드러진 반면, 죽음 현저성이 낮은 경우에는 기부 
이슈가 재난이라고 하더라도 수혜자 필요 메시지의 영향력이 강해졌다. 마
지막으로 실험3은 앞선 실험들의 결과가 자기해석 유형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죽음 현저성에 따라 메시지의 차별적 효과가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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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죽음 점화 상황에서 사회적 동기라는 공포관리 기제가 강해지기 때문
인데, 자기해석 유형은 이러한 공포관리 기제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었다. 

1)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2가지 측면의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첫 번째로, 기부 연구 흐름에 대한 시사점이다. 지금까지 소비자 행동 관점
에서의 기부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고, 특히나 재난 이슈 기부 캠페인을 집
중적으로 조망한 연구는 거의 없다(Zagefka et al., 2012). 그러나 본 연구
는 기부 캠페인을 재난 이슈로 좁히고, 이에 대한 메시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소비자 행동의 관점을 적용하였다. 기부라는 행위도 소비 행동과 특
정 효익을 위해 재화를 지출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소비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맥락과 그로 인한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여, 기부 설
득 메시지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기부 캠
페인 중 재난이라는 죽음 점화 맥락에서는 기부 행동이 수혜자에 대한 동
정심 동기보다 사회적 소속감의 동기에 근거한다는 점을 밝혔고, 이에 따라 
차별적인 메시지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는 또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간과
되어온 사회적 동기의 영향을 새롭게 조망하는 것이기에, 향후 기부 연구에 
더욱 폭넓은 통찰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두 번째로, 죽음 점화 효과를 정리한 공포관리 이론(TMT)에 대한 시사점
이다. 대다수 TMT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기부 이슈라는 죽음 점화 자극
과 기부태도, 기부의도, 기부WTP라는 종속 변인 측정치 간의 연관이 긴밀
하다. 예를 들어, TMT 선행 연구들은 자신의 죽음을 가정한 글을 쓰게 하
고 쇼핑을 시키면서 죽음점화가 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거나, 길
거리에서 죽음과 관련한 팸플릿을 나눠주고 친사회적 행동을 얼마나 하는
지를 확인하였다(Greenberg & Arndt, 2012). 즉, 죽음 점화가 종속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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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무관한 처치로 이루어지거나, 현실적인 맥락을 무시한 채 우연에 의해 
죽음 자극에 노출되는 것으로 상황을 설정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
는 현실적으로 죽음 점화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기부 맥락에 의한 
죽음 점화와 그에 따른 효과적인 메시지를 제안하였다. 이로써, TMT연구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과 죽음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실무적 시사점

실무적으로도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의 시사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재해 상황의 피해자들을 돕는 기부 캠페인에서 본 연구가 제안한 
사회적 규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
부 캠페인을 기획하는 실무자들은 재난 관련 기부 캠페인을 진행할 때, 일
방향적 인쇄 광고나 옥외 광고 보다는 SNS와 같은 쌍방향 소통 매체를 적
극 활용한다든지, 소셜 게임(social game)과 같이 내집단과의 사회적 상호
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기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
로 루게릭 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기부금 모금을 목표로 했던 ‘아이
스 버킷 챌린지’ 캠페인에서는 나의 기부 행동이 자신의 주변인들에게 공개
되고, 유튜브를 통한 기부자 간의 활발한 메시지 공유가 성공적인 모금을 
이끌 수 있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온라인 모금 캠페인에서 나의 기부 행
동과 타인의 기부 행동이 명시적으로 공개되고, 그에 대한 댓글 등의 동조 
정보가 제시되는 경쟁적 이타주의 메시지(Griskevicius & Tybur, 2010) 
또한 죽음 점화 기부 맥락에서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기부 메시지와 자기해석 유형 간의 상호작용은 국제적 재난 
구호를 주 업무로 하는 모금단체에 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다양한 재해, 재난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통신 교통의 발달로 지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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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 또한 여러 미디어를 통해 보도된다. 또 다양한 구
호 단체나 비영리 모금 기관들은 규모가 크고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재난 
사건의 경우,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전 세계에서 모금활동을 펼친다. 
즉, 동일한 재난 이슈에 대한 기부 캠페인이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진행되
는 것이다. 이 때 본 연구에서 검증한 자기 해석 유형이 기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집단 속
에서 자기를 해석하는 방식은 문화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이것이 
죽음 점화 효과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해석에 따라 공포관리의 
기제가 억제되거나 활성화되고, 메시지 효과가 역전될 수 있다.

3) 한계점 및 후속연구 제안

이러한 시사점과 더불어,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을 
4가지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실험1의 보충연구에서 밝힌 TMT의 메커니
즘을 좀 더 정교한 상황에서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비록 재난이
슈를 보는 것이 죽음 생각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 규범 준수 행동을 하게 
된다고 밝혔으나, 그것이 직접적인 사회적 동기의 상승을 보여주지 않기 때
문이다. 또 사회적 규범 준수 행동은 실험지의 지시에 따르는 정도로 측정
하였는데, 이러한 측정 방식에는 대안적 설명이 있을 수 있다. 즉, 실험 지
시를 준수했던 이유가 죽음 점화로 인해 발현된 사회적 동기 때문이 아니
라 다른 이유로도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험자가 단순히 
인지적 자원이 많거나, 실험 상황에 집중하여 지시문을 꼼꼼히 읽었다면, 
실험상의 사회적 규범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실험 상황에서 사용된 기부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지에 대해 향후 더욱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메시지의 효과를 더욱 극
대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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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2에서는 수혜자 필요 메시지의 동정심 호소를 위해 스토리텔링 기법을 
사용하였고, 사회적 규범 메시지는 시각적인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이 기법
들과 더불어, 향후 연구에서는 기부자에 대해서도 스토리텔링 혹은 인터뷰
를 사용한다거나, 수혜자와 기부자 각각에게 발생하는 이득을 강조하는 등
의 구체적인 메시지 기법을 사용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실제로는 기부 
메시지에서 수혜자에 대한 설명과 다른 기부자에 대한 설명이 함께 제시되
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수혜자와 기부자에 대한 메시
지를 모두 제시하는 조건을 추가하여, 세 메시지 집단 간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본 연구에서의 자기 해석 유형은 타인과의 공통점 혹은 차이점
을 기술하는 과제를 실시하여 처치하였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인위적 조작
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자기 해석 유형이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고, 상황 맥락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점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험 상황에서 벗어나 외적 타당도를 높이는 방향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광고 메시지 프레이밍 혹은 기부 캠페인을 접하게 되는 특정 상
황 맥락으로 자기 해석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더욱이 국제적 비영리 단체
의 모금활동에 시사점을 주기 위하여 비교 문화적인 연구를 보충한다면, 더
욱 넓은 장면에서 본 연구가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기해석 유형이외에도 공포관리 기제를 조절하는 다양한 조
절 변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선행연구(Maheswaran & Agarwal, 
2004)에서 밝혀온 자기 감시성(self-monitoring; Shavitt, Lowrey, & 
Han, 1992; Snyder, 1987), 통제에 대한 욕구(desire for control, DFC; 
Burger & Cooper, 1979), 성별(Kasser & Sheldon, 2000), 종교, 자존감
(전승우, 2012) 등의 조절 변인들을 재난 기부 맥락에서 확인해 보면 보다 
구체적인 타깃을 대상으로 한 기부 메시지 전략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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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 필요 메시지

부록 – 설문지
  

1. 연구1
 1.1 재난이슈: 죽음점화 처치

1.2 독립변인: 2(기부메시지) -집단 간 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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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종속변인: 기부태도, 기부의도



재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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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슈

2. 연구1의 보충연구

2.1 독립변인: 2(기부이슈) -집단 간 처치

2.2 PANAS: 즉각적 정서상태 측정, 죽음 무의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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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매개변인: 죽음생각접근성 측정 -단어완성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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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종속변인: 사회적 규범준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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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현저성 고

3. 연구2
3.1 독립변인: 2(재난이슈의 죽음현저성) x 2(기부 메시지) -집단 간 처치

죽음현저성 저

수혜자 필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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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종속변인: 기부의도, 기부W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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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존적 자기해석

4. 연구3
4.1 독립변인: 2(자기해석 유형) -집단 간 처치

독립적 자기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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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난이슈: 죽음점화 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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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PANAS: 죽음 무의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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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규범 메시지

수혜자 필요 메시지

4.4 조절변인: 2(기부 메시지) -집단 간 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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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종속변인: 기부태도, 기부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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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재난이슈 기부 캠페인의 효과적인 메시지전략
: 공포 관리 이론(TMT)을 중심으로

김 진 희

심리학과 소비자 및 광고심리학 전공
중앙대학교 대학원

기부 캠페인 메시지는 기부 행동을 촉구하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다. 따
라서 소비자 행동의 관점에서 잠재 기부자가 마주하는 맥락과 그에 따른 
동기를 고려하여, 기부 메시지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재난이슈’에 대한 기부 캠페인에 초점을 맞추고, 효과적인 기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재난이슈 기부 캠페인은 대규모 죽음이나 처참한 사건 경위를 연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부 맥락과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죽음 점화 
효과의 기제를 이론화한 ‘공포관리이론’에 따르면, 죽음에 대한 단순한 생
각만으로 인간 사고와 행동이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
로, 죽음 점화는 자신의 세계관과 존재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동
기’를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강력하게 유발한다. 죽음이 자신과 연결된 모든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고, 이 단절의 가능성에서 공포를 느낀
다면, 사회적 소속감 느끼는 행동을 할 때 그 공포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죽음을 점화하는 재난이슈 기부 캠페인을 기획할 때, 죽음
이 야기하는 이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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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는 사회적 목표 행동이기 때문에, 기부 메시지는 주로 기부를 둘러싼 
‘타인’, 즉 수혜자와 기부자에 대한 서술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혜
자에 초점을 두고 동정심에 소구하는 메시지를 ‘수혜자 필요 메시지’라고 
하고, 기부자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소속감에 소구하는 메시지를 ‘사회적 
규범 메시지’라고 한다. 이 중, 수혜자에 대한 동정심은 기부행동의 핵심적 
요소라고 알려져 왔으며,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수혜자 필요 메시지가 효과
적인 기부를 이끌기 위한 필수적 기법임을 밝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집
중하는 재난이슈 기부 캠페인에서는 죽음 점화에 의해 ‘사회적 동기’가 강
하게 작용하므로, 사회적 규범 메시지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증명하고 공포관리 이론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확인하기 위
해, 4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1에서는 죽음 점화 재난이슈에 대하여 
사회적 규범 메시지의 효과 우위를 확인하여, 본 연구의 기본적인 가정을 
검증하였다. 이를 보완한 보충연구에서는 연구1에서 사용된 재난이슈가 무
의식적 수준의 죽음 생각 접근성을 매개하여, 사회적 규범 준수 행동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 죽음 점화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알아
보았다. 다음으로, 연구2에서는 재난이슈임에도 죽음 현저성이 낮은 비교집
단을 추가하여 연구1의 결과를 재확인함으로써, 본 연구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3은 자기해석 유형에 따라 죽음의 공포관리기제
가 억제되거나 극대화 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여, 시사점을 확장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공포관리 이론의 메커니즘을 기부 캠페인 상황에 
적용하고 특히 재난이슈의 죽음 점화 효과에 주목하여, 차별적인 메시지 전
략을 제안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핵심어: 재난이슈 기부 캠페인, 수혜자 필요 메시지, 사회적 규범 메시지, 죽음 점
화, 죽음 생각 접근성, 죽음 현저성, 공포 관리 이론, 자기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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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ive donation appeals for disaster relief campaign
: Focusing on the Terror Management Theory(TMT)

Kim, Jin-hee

Department of Psychology
Major in Consumer and Advertising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Donation appeals have a strong purpose of persuasion. 
Therefore, when it comes to construct donation messages, 
consumer behavioral perspective, that people’s behavior can be 
determined by a specific context and psychological motivation, 
should be significantly considered. This research focused on 
disaster relief campaign, so as to suggest its effective donation 
communication strategy.

Disaster issues can easily trigger death-related thoughts, since 
disaster includes massive casualties and appalling scenes of the 
accident. This is why disaster relief campaign should be discussed 
in a different manner from other donation issues. According to 
the Terror Management Theory, high accessibility of death-theme 
thoughts change human mind and behavior in various ways. 
Specifically, mortality salience leads motivational copping 
mechanism in an unconscious level to protect cultural world-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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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makes people pursue socially supported behaviors. Since 
the fear of death resides in the disconnection from every social 
relations, restoring a sense of socially belonging can alleviate the 
fear.

Meanwhile, donation generally happens in a social situation. So, 
charitable messages usually include descriptions about others, 
mainly victims(helpee) and givers(helper). When a donation appeal 
focuses on victims, it is called ‘Victims' Need-focused Appeal.’ It 
emphasizes the victims’ need for help and arouses sympathy 
toward them. On the other hand, when a donation appeal focuses 
on the other donors’ behavior, we call it ‘Social Norm-focused 
Appeal.’ This strategy aims at stimulating social motivation to 
belong. Between these two message strategies, Need-focused 
Appeal has been highlighted. A number of previous research have 
stressed the feeling of sympathy toward victims as a primary key 
factor in raising donation money. However, in the context of 
disaster relief campaign this effect can change. We assumed that 
in the context of high mortality salience, Social Norm-focused 
Appeal is more effective than Victims’ Need-focused Appeal. 

To prove this assumption and verify TMT’s psychological 
mechanism, 4 experiments are conducted. Experiment 1 simply 
examined the basic assumption that Social Norm-focused Message 
is more effective than Victims’ Need-focused Message in the 
disaster relief campaign. Followed supplementary experiment tried 
to reveal the psychological mechanism of death priming trigg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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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eeing a disaster relief campaign. Specifically, disaster issues 
could increase the social norm observation tendency, and this 
effect was mediated by the accessibility of death-related thoughts. 
Furthermore, in Experiment 2, the mortality salience manipulation 
of disaster issue was added, so as to elaborate the previous 
experimental design. In the low mortality salience condition, 
Victims’ Need-focused Message was more effective. However, in 
the high mortality salience condition, as we predicted, Social 
Norm-focused Message was more effective. Lastly, Experiment 3 
suggested a boundary condition, by examining that TMT 
mechanism can be moderated by Self-Construal types. The 
copping mechanism against the fear of death becomes stronger 
for Independent Self-Construal people than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people. Accordingly, Social Norm-focused Message 
can effectively appeal for the former, while Victims' Need-focused 
Message can effectively appeal for the latter.

Keywords: Donation to disaster relief campaign, victims' need- 
focused appeal, social norm-focused appeal, mortality salience, 
accessibility of death-related thoughts, self constru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