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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행복한 사람들이 보이는 친사회적 행동을 다양한 맥락에서 

검증하고, 두 변인 간의 관계에 이기적인 동기가 매개효과를 지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행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의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일상에서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일반적인 도움 행동만을 친사회적 

행동으로 정의하고 연구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친사회적 행동의 

다른 종류인 협력 행동에 행복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또 다른 주요 연구 질문은 행복한 사람들의 친사회적 행동을 그들의 

이기심이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한 사람들의 

협력 행동에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개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 

1에서는 신뢰 게임을 활용하여 양자 간 상호작용에서의 협력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행복감이 높은 연구 참여자들이 타인의 이득을 

배려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친사회적 결정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본인의 이득을 예상하는 것이 위 현상을 매개하였다.  

연구 2는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가설을 검증하고자 실행되었다. 공공재 

딜레마를 활용하여 다자 간 상호작용에서의 협력 행동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부 결정과 더불어 처벌 결정에 미치는 행복의 효과를 탐색하여 

종속변인을 다양화하였다. 처벌은 공동체 동료의 이득에 해를 입히는 

것으로, 반대로 처벌을 가하지 않는 것은 협력 상황에서의 친사회적 

행동이다. 연구 2 결과 행복 수준이 높은 연구 참여자들이 더 낮은 처벌 

경향성을 보였다. 이를 타인으로부터의 처벌을 낮게 예측하는 것이 

매개하였다. 이는 행복한 사람들의 협력 행동이 단순히 이타성 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1)행복한 

사람들이 협력 맥락에서 친사회적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과, 2) 이 

행동이 자기중심적인 의도로 설명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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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 means Win-Win, Confrontation means Lose-Lose 

- Zhu Feng 

 

행복한 사람들이 이타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는 다양한 

맥락에서 일관적으로 보고되었다. 행복한 사람들은 시간, 돈, 노력 등 

자신의 자원을 타인을 위해 기꺼이 사용한다(Aderman, 1972; Baron, 

1997; Baron & Bronfen, 1994; Cunningham, Steinberg, & Grev, 

1980; O'Malley & Andrews, 1983). 행복과 도움 행동 간의 관계는 

오랫동안 많은 주목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문헌들로부터 

규명되지 않은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행복한 사람들은 과연 

공동체 내의 구성원으로서 공익을 위해 협력을 할 것인가? Dovidio, 

Piliavin, Schroeder, and Penner (2006)에 의하면 친사회적 행동은 

도움행동, 이타적 행동, 그리고 협력으로 분류된다. 앞선 두 가지의 

행동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가 비교적 풍부한 반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동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증거가 제한되어 있다.  

둘째, 행복한 사람들은 순수히 이타적인 동기에 의해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가? 친사회적 행동 분야의 연구자들은 사람들의 이기적, 이타적 

동기에 대해서 오랜 시간 논쟁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들의 선행이 이타적인 이유에서 비롯되는지, 혹은 이기적인 

이유에서 비롯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본 연구는 이같은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행복한 사람들의 협력 행동을 

알아보았다. 또한 선행이 순수 이타성으로 동기부여 된 것이 아니라 

행위자 본인의 이해관계에 영향 받았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행복감과 협력행동에서의 친사회성 

 

행복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행복과 이타적인 행동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새롭고 흥미로운 것이 아닐 수 있다. 다수의 연구들이 행복과 

친사회적 행동의 양방향적 관계를 밝혀왔다. 먼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행위자 자신의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이 알려졌다. 타인을 

위해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은 행위자 자신의 행복을 높이는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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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Aknin, Dunn, & Norton, 2012; Borgonovi, 2008; Dunn, Aknin, 

& Norton, 2008; Harbaugh, Mayr, & Burghart, 2007; Thoits & 

Hewitt, 2001; Wilson & Musick, 2003). 또한 행복한 감정이 친사회적 

행동을 야기하기도 한다. Isen and Levin (1972)의 고전적인 연구에서 

그들은 한 조건의 참가자들에게는 미리 쿠키를 나눠주어 기분을 좋게 

하고 다른 조건의 참가자들에게는 나눠주지 않은 다음, 실험 진행 

보조를 도와줄 의향이 있는지, 얼마나 길게 할 것인지를 물었다. 그 

결과 미리 쿠키를 받은 집단의 참여자들이 더 많이 도움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분이 상승된 참여자들이 타인을 도와주고자 하는 

의향이 더 높았다. 그 외 많은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선단체에 더 기부를 많이 했고(Cunningham 

et al., 1980; Isen, 1970)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손길을 

내 었고(Rosenhan, Underwood, & Moore, 1974), 헌혈을 더 자주 

하며(O'Malley & Andrews, 1983), 실험이 끝난 후 기꺼이 더 

추가적인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었다(Aderman, 1972; Baron & 

Bronfen, 1994; Baron, Rea, & Daniels, 1992; Berkowitz, 1987; 

Rosenhan, Salovey, & Hargis, 1981). 행복과 선행의 관계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매우 일관적이고 탄탄하게 드러났으며, 일각에서는 이를 

“기분이 좋으면 행동도 좋다 (feel good, do good)”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Lyubomirsky, King, & Diener, 2005). 하지만 많은 

연구들이 행복과 친사회적 행동 간 관계를 살펴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한계점을 갖는다: 1) 다양한 맥락에서의 

친사회적 행동을 살펴보는 것이 부족했다; 2) 행복한 사람들의 심리적 

동기를 살펴보지 않았다.  

 

협력 맥락에서의 행복 

 

기존 행복-선행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극히 제한된 

맥락에서만 진행되어 왔다. 친사회적 행동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흔히 떠올리는 일반적인 선행들이 속하는 도움 행동 (helping), 타인의 

복지 증진이 목표인 이타적인 행동 (altruism) 이외에도 

협력(cooperation)이 있다(Dovidio et al., 2006).  협력은 하나의 단체 

내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모두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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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조화로운 행동을 서로에게 기대하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Dovidio et al., 

2006; 강조는 원문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비교적 일상생활에서 흔히 생각하는 선행들에 치우쳐져 있었다. 행복한 

사람들이 실험자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고(Aderman, 1972; Baron & 

Bronfen, 1994; Berkowitz, 1987; Isen & Levin, 1972; Rosenhan et 

al., 1981), 조직 동료들을 더 많이 도와주고(George & Brief, 1992; 

Williams & Shiaw, 1999) 떨어트린 물건을 대신 주워주는 

등(Cunningham et al., 1980)의 도움행동을 많이 한다고 보고한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행복한 사람들이 헌혈이나 기부, 사회 봉사 등 타인의 

복지를 위한 이타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도 그 증거가 

상당하다(Cunningham et al., 1980; Isen, 1970; Magen & Aharoni, 

1991; O'Malley & Andrews, 1983; Son & Wilson, 2012; Thoits & 

Hewitt, 2001). 이에 반해 협력 행동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비교적 

적고, 존재하는 연구들 조차도 혼재된 결과를 보고한다. 어떤 연구들은 

고양된 기분이 협력행동을 높인다고 보고하는 반면 이기적인 행동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Batson, Lishner, & Stocks, 2015; 

Konow & Earley, 2008; Lount Jr, 2010; Morse & Afifi, 2012; Tan & 

Forgas, 2010).   

행복감과 일반적 도움행동, 이타적 행동과의 연결고리가 

견고하다 해서 협력 행동에서도 그러리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만약 행복 

수준이 높을수록 협력 행동을 많이 하는 결과가 도출된다 하더라도 이를 

다른 두 가지 선행과의 관계와 동일선상에 놓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협력행동은 다른 두 가지 행동과 마찬가지로 친사회적 행동이지만, 

그들과는 분명히 구별되기 때문이다(Schroeder & Graziano, 2015a). 

협력과 도움행동의 차이점은 우선 도움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다. 앞선 

두 가지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한 사람(혹은 그룹)이 일방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혹은 그룹)에게 도움을 주는 상황에서 일어난다. 

반대로 협력의 경우는 하나의 집단 내의 동등한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함께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때, 집단 내 상호작용이란 양자 상호작용과 그 이상의 그룹 상호작용 

둘 모두를 지칭하며, 공동의 목표란 사회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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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협력자(cooperator)들은 자신의 공동 노력에서 

비롯되는 상호 편익을 예측하게 된다. 타인에게 단독적으로 도움을 주는 

상황에 비해 함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에서는 전체 집단의 

이득과 자신에게 돌아올 잠재적인 이득을 훨씬 현저하게 지각할 수 있다. 

이는 협력상황에서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에서 오는 이득을 일정 수준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협력 행동은 이처럼 친사회적 

행동의 범주에 속하면서도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과 행복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다룬 논문은 다른 두 카테고리를 다룬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그 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협력 

상황에서 행복한 사람들의 친사회적 행동을 연구하는 것은 필요하다. 

 행복한 사람들의 협력행동을 탐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의의가 있다. 사회에서 개인 간 선의가 빈번히 존재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 만큼이나, 한 그룹이나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공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 역시 빈번하고 중요하다. 공유지의 비극(Hardin, 1968)은 사람들의 

사리사욕으로 인해 공익이 파괴되는 고전적 사례이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는 데 성공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미국 메인 주 연안에서는 

남획으로 인하여 바닷가재를 잃을 위기에 처하자 어부들이 직접 규율을 

만들어 각자 일정하게 포획량을 유지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났다 

(Acheson, 2003). 이 분야의 대가인 경제학자 Ostrom (2015) 은 그 

비결을 사회의 장치적인 수준에서 해석하였다. 그러나 개인적 수준의 

설명도 필요하다. 구성원의 행복 수준은 이러한 친사회적인 협력 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아직 명쾌한 해답은 없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실험실에서 

여러가지 변인을 탐색하고 검증함으로써 실제 현상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관심 중 하나는 친사회적 행동의 세 

가지 하위 카테고리 중 개인의 협력 행동에 각자의 행복 수준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는 것에 있다. 즉, 개인의 행복 수준이 협력 

상황에서 친사회적 결정을 내리는 경향성을 높이는지 검증하여 선행 

연구들이 다루지 않은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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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사회적 행동과 이기적, 이타적 동기 

 

 

 행복-친사회적 행동 관련 문헌의 두 번째 한계점은 행복한 

사람들의 동기를 잘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행복한 사람들이 왜 

타인을 도와주는지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기존 연구는 행복한 

사람들이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친사회적 

행동의 심리적 원인에 대해 연구하지 않았다. 행복과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논의는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인지적 기제의 영향 여부, 정서적 기제의 영향 여부, 그리고 

행복 영향의 직/간접성 여부가 그것이다.  

인지적 기제의 영향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친사회적 행동은 

행복이 인지과정에 주는 영향에서 기인한다. 행복감은 뇌에서 행복 관련 

점화를 일으키며 이는 긍정적 기억을 쉽게 인출하고 판단하도록 한다. 

행복한 사람들은 도움 상황, 도움이 필요한 상대방, 그리고 도움으로 

일어날 결과들을 긍정적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더 높은 친사회적 행동을 

보인다(Bower, 1981; D. M. Clark & Teasdale, 1985; Forgas, Bower, 

& Krantz, 1984; Isen, Shalker, Clark, & Karp, 1978). 행복과 선행의 

관계를 정서적으로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양된 

기분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를 가능케 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선행 역시 그러한 기능이 있는 행동 중 하나로 

제시된다(M. S. Clark & Isen, 1982; Dulin & Hill, 2003; Forest, Clark, 

Mills, & Isen, 1979; Isen & Daubman, 1984). 마지막으로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행복 영향의 직/간접성을 탐색한 학자들이 있다. 이들은 

선행이 행복감의 직접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행복한 상태가 가져오는 

여러 변화들에 의한 단순 부산물이라고 설명한다(Cialdini, 1984; Clore, 

1975; Manucia, Baumann, & Cialdini, 1984). 일련의 결과들이 행복과 

선행 간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들의 심리적 동기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바가 없다. 행복한 

사람들은 왜 타인을 도와주는가? 인간의 친사회적 동기에 대한 연구는 

이에 대한 답을 일부 제시한다.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동기는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이다. Batson (2011)에 따르면 이기적 동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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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사회적 행동은 행위자가 보상을 얻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친사회적 

행동이다. 사회적 평판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행동이 대표적 

예이다. 이기적인 동기의 가장 큰 특징은 행위의 이유가 궁극적으로 

행위자의 이득이며, 타인을 돕는 행동은 이익을 위한 도구라는 것이다. 

이와 다르게, 이타적인 동기는 반대로 친사회적 행동의 궁극적인 이유가 

타인의 안녕을 위한 것일 때를 일컫는다. 이 경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얻는 이득은 부수적인 것이다. 친사회적 행동의 주요 동기가 이기적 

동기와 이타적 동기 중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적인 사안이다. 

  전통적으로 심리학자들은 이타주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외면하려 애써왔다(Brown & Cialdini, 2015). 인간 행동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즉각적, 혹은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초기 행동주의(Skinner, 1965)는 도움 

행동은 이기적이고 행위자의 쾌락을 위한 행동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받는 여러 보상에 의해 강화된다고 설명하였다. 선행 후의 감사 표시, 

타인의 칭찬, 뿌듯함, 사회적 평판 등 여러 보상을 겪고 나면 후에 더 

많은 도움행동이 촉진된다. Reddy (1980)는 자선 단체 기부의 결정적 

동기는 다름아닌 세금 공제였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간접적 호혜 이론 

(indirect reciprocity theory; Alexander, 1987) 이나 값비싼 신호 

보내기 이론(costly signaling theory; Grafen, 1990)은 자신의 자원을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사실상 결과적으로 행위자에게 사회적 

지위나 평판 등의 이득을 가져와 준다고 설명한다(Smith & Bird, 2000). 

이 밖에도 많은 연구들은 선행에서 얻는 감정적 고양(Bierhoff, 2002; 

Cialdini, Kenrick, & Baumann, 1982), 사회적 규범(Warburton & 

Terry, 2000), 처벌(Axelrod, 1986) 등이 친사회적 행동을 강화하는 

요인임을 밝혔다.  

 이와 다르게 어떤 학자들은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Batson, 1991, 1998, 

2011). 타인이 고통받는 것을 관찰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공감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타인의 고통을 해소해 주려는 동기로 연결된다. 

타인의 고통으로 인한 불편감을 해소하는 것이 선행의 보상이라는 등 

이기주의적 관점의 대안가설들도 제기되었지만 대부분 

기각되었다(Batson et al., 2015). Batson과 동료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도 피험자들이 공감적 관심으로 인한 도움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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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Batson, Duncan, Ackerman, Buckley, & 

Birch, 1981; Batson et al., 1988): 1) 도움 행동으로 인한 정서적 

고양을 통제했을 때; 2) 도움을 주지 못한 점에 대해 죄책감이나 사회적 

책임을 느끼지 못하도록 충분한 정당화를 부여하였을 때: 3) 사회적 

처벌을 제거하였을 때: 4) 공감적 고통(empathic distress)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매우 용이하게 만들었을 때. 이는 

이기주의적 설명을 지지하는 이론들의 예측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타적 동기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이 점차적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기적 동기 관련 설명이 지배적이다. 학계의 

연구자들은 어떤 도움행동을 설명할 다른 뚜렷한 기제가 보이지 않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이기적 동기를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로 

제시한다(Schroeder & Graziano, 2015a). 즉 사람들의 기본적인 

동기는 이기심이지만 간혹 순수 이타적인 이유로 선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 연구 결과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다.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에 대한 질문은 행복한 사람들의 동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다. 행복한 사람들의 선행은 

이타심의 발로인가 이기심의 발로인가? 먼저, 행복한 사람들에게도 

인간의 기본적 동기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들도 보상을 기대하고 

선행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이들에게 순수 이타성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행복한 사람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사회적이고, 따뜻하고 동정심 

가득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Nelson, 2009; Schimmack, Oishi, 

Furr, & Funder, 2004). 많은 연구들이 이기심과 이타심을 친사회적 

행동의 매우 주요한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를 행복한 사람들의 동기로써 논의한 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자는 두 가지 동기를 선행 연구들이 다뤄오지 않은 이유를 앞선 

연구들이 수행되었던 맥락에서 찾아보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행복과 친사회적 행동은 대부분 일방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맥락에서 연구되었는데, 이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이 

선행에서 얻어지는 보상을 추구하는 것이 제한되었을 수 있다. 

Cunningham 등 (1980)의 실험에서 실험 공모자는 각각 기분 좋은 

조건과 기분 나쁜 조건의 사람들에게 접촉하여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펀드에 기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때 도움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사로운 이익은 기부 후의 뿌듯함, 사회적 평판, 혹은 세금 공제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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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된다. 그러나 보상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도움 맥락에서 

외현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행위자가 이를 스스로 지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연구자가 이기적인 동기를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것은 어렵다. 이기적인 동기를 연구하는 것은 도움 행동에서 돌아오는 

개인의 이득이 누구에게나 명백할 경우에 훨씬 수월할 것이다.  

 일반적 도움행동을 드러내놓고 실험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역시 

동기가 연구되지 못했던 이유가 될 수 있다. 피험자가 도움 행동을 

실험의 주요 내용으로 인식하게 되면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라 다른 

행동방식을 보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선행 연구는 도움 행동을 마치 

실험과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측정하였다. 실험자들의 다른 

추가적 실험이나 부탁에 응하는 행동을 종속 변인으로 한 수많은 

연구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Aderman, 1972; Baron & Bronfen, 

1994; Berkowitz, 1987; Isen & Levin, 1972; Rosenhan et al., 1981). 

이런 경우 도움 행동이 실험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핵심이므로 

행동의 동기를 후속 설문 등으로 탐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여 

행복한 사람들이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동기를 탐색하는 것이다. 동기에 

대한 선행 연구가 희소함에 따라, 먼저 행복한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이기적인 동기에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앞서 언급한 실험 

과정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사회적 딜레마를 사용하여 

이기적인 동기를 측정하였다. 

 

사회적 딜레마에서의 행복과 친사회적 행동 

 

 

 사회적 딜레마는 개인의 합리성에 기초한 결정이 사회적으로는 

최선의 결정이 아닌 상황으로 정의된다. 이것의 특징은 간단하다: 

공동체의 구성원인 개인이 공동체의 공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고, 

그룹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 개인의 이득을 위한 최선의 결정과 

상충된다는 것이다(Dovidio et al., 2006, p. 271; Parks, 2015).  

사회적 딜레마는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인 행복과 협력 상황의 

친사회적 행동 간 관계를 밝혀내는 데에 적격이다. 협력 행동의 정의 

역시 동등한 개인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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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도록 노력하는(Dovidio et al., 2006, p. 27) 것임을 감안한다면 

사회적 딜레마가 협력행동을 연구해왔던 경제학자들,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에게 주로 사용되어 온 사실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Camerer, 2003; Dawes, 1980; De Cremer, 2002; Fehr & 

Gächter, 2002; Hauert, De Monte, Hofbauer, & Sigmund, 2002; Kerr 

& Kaufman-Gilliland, 1994; Parks, Joireman, & Van Lange, 2013; 

Sigmund, Hauert, & Nowak, 2001). 2인의 협력 상황부터(예: 신뢰 

게임, 최후통첩 게임, 죄수의 딜레마 등) 그 이상 단체의 

협력상황(공공재 게임)까지, 사회적 딜레마의 다양한 상황들은 협력 

행동을 연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여러 가지의 사회적 딜레마 중에서 신뢰 게임 (Trust game; 

Berg, Dickhaut, & McCabe, 1995) 과 공공재 게임 (Public Goods 

Game; Fehr & Gächter, 2002)이 사용되었다. 사회적 딜레마 중 하나인 

신뢰 게임에서는 양자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시작에 앞서 

신뢰자(trustor)에게 일정량의 돈이 제공된다. 신뢰자는 피 

신뢰자(trustee)에게 제공받은 돈 중 얼마만큼을 나눠줄 지를 결정한다. 

신뢰자가 피 신뢰자에게 송금한 돈은 일정 비율로 증대되어 전달되고 피 

신뢰자는 이 돈을 어떻게 신뢰자와 분배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 때,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1원도 보내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신뢰자가 피 신뢰자에게 돈을 건넨다면 그 행위는 협력 행동으로 

여겨진다. 

공공재 게임에서는 4인의 다자 간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한 

그룹의 구성원들이 각자 일정량의 토큰을 받고, 이를 공공 펀드에 

얼마나 기부할지 정해야 한다. 이 공동펀드는 모든 구성원들의 기부 

총액을 일정 배수(예: 2배)로 늘려 1/n씩 동등하게 재분배-기부 

액수와는 상관 없이-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공동체의 더 큰 이득을 

위해 자신의 토큰을 기부하는 것은 협력 행동으로 간주된다. 

공공재 게임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을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기부 단계(donation stage) 후에 익명으로 기부 내역이 

공개된다. 이를 토대로 참여자들은 자신의 토큰을 이용하여 각자 다른 

구성원들의 이득을 깎을 수 있다. 이를 처벌 단계(punishment 

stage)라고 한다. 개인이 판단하기에 부적절한 행동을 취한 구성원을 

응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나타나는 처벌의 종류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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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이다. 첫 번째는 반사회적 처벌로(antisocial punishment; 

Herrmann, Thöni, & Gächter, 2008), 자신과 같거나 혹은 많이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높인 구성원을 처벌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이득을 높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므로 이 

처벌의 동기를 탐색하고자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밝혀진 

동기들은 자기 개념에 대한 위협(Minson & Monin, 2012),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에 대한 반발(Irwin & Horne, 2013), 순수한 악의(Abbink & 

Sadrieh, 2009), 앙심(Fehr, Hoff, & Kshetramade, 2008), 

복수(Herrmann et al., 2008) 등이 있다. 이는 반사회적 처벌의 동기가 

악의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구자들은 반사회적 처벌이 협력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효과를 지닌다는 점을 밝혀냈다. 반사회적 처벌은 

구성원들의 협력 수준을 낮추고 집단 공동 이익까지 

저해하였다(Herrmann et al., 2008). 즉 반사회적 처벌은 악의적인 

행동일 뿐 아니라, 공동체의 이득에도 해를 끼친다. 두 번째 처벌은 

자신보다 적게 기부한 구성원을 처벌하는 것으로 이를 이타적인 

처벌(Fehr & Gächter, 2002)이라고 칭한다. 그룹의 이득에 해를 끼친 

무임 승차자를 자신의 재산을 소비하면서까지 처벌하기 때문에 

이타적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이 처벌의 동기로는 무임승차자에 대한 

응징(Carlsmith, Darley, & Robinson, 2002), 다른 액수를 기부하고도 

같은 액수를 받은 것에 대한 반발(T. Johnson, Dawes, Fowler, 

McElreath, & Smirnov, 2009; Lelieveld, Van Dijk, Van Beest, & Van 

Kleef, 2012) 등이 있다. 그러나 이유 불문하고 처벌은 타인의 금전적 

결과에 의도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것이며 타인의 안녕을 해하는 

행동이다. 그러므로 반사회적 처벌과 이타적 처벌 모두 타인의 이득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처벌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친사회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재 딜레마 상황은 기부 행동과 처벌 행동의 두 가지 

협력행동을 살펴볼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사회적 딜레마는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 이기적인 동기의 

탐색에도 적합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행복과 친사회적 행동이 연구된 

기부, 헌혈, 자원봉사 같은 상황에서는 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명료하지 않아 이기적인 동기를 연구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반면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는 공익추구와 동시에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례로 신뢰자가 피 신뢰자를 믿어 일정 액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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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고 피 신뢰자가 그 믿음에 부응하여 적정 액수를 다시 신뢰자에게 

돌려준다면, 결과적으로 그 둘은 각자 더 높은 금전적 보상을 얻게 된다. 

공공재 게임에서도 공동 펀드에 구성원들이 각자 많이 기부할수록 공공 

펀드의 수익 구조에 의해 함께 더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 경우엔 

구성원 모두에게 상호 이득과 사익의 구조가 명백하여 이해관계를 

계산하는 것도 용이하다(Parks, 2015). 상호 편익을 통해 자신에게 

이득이 돌아오리라고 예측하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때 

만약 자신에게 돌아올 이득을 예측하는 것이 친사회적 결정을 내리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결정 배경에 이기적인 동기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을 적극 활용하여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의 

친사회적 행동에 있어 이기적인 동기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협력 

맥락에서의 친사회적 행동과 이기적인 동기를 탐색하기에 사회적 

딜레마는 매우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실험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연구 목적 및 연구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행복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성을 다른 

맥락에서 재 검증하고, 이기적인 동기가 이에 설명력을 지니는지를 

검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행복이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도 협력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것을 보상을 추구하는 동기가 

매개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사회적 딜레마가 사용되었다.  연구 

1에서는 신뢰 게임이, 연구 2에서는 공공재 게임이 이용되었다. 연구 

1의 신뢰 게임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을 다른 참여자와 두 명씩 무작위로 

짝지어서 신뢰자 (실제로는 연구 참여자와 짝지어진 파트너는 가상의 

인물이어서, 무조건 연구 참여자들이 신뢰자 역할을 맡았다) 역할을 

맡은 연구 참여자에게 10,000원을 수여하였다. 이 때 연구 참여자들이 

피 신뢰자에게 투자하기로 결정한 액수가 행복감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지, 만일 존재한다면 이를 이기적인 동기가 매개하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이기적인 동기는 파트너가 다시 나에게 돌려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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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는 액수로 조작적 정의되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이득을 

챙기면서도 자신의 이득 역시도 기대하는 심리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볼 것이다.  

 이어지는 연구 2에는 공공재 게임이 시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을 4명으로 짝지어 (연구 1과 마찬가지로, 각 그룹 당 

연구참여자 1명 이외의 3명의 다른 사람들은 사실은 가상의 인물이다) 

각자 20토큰씩 나눠주고 이를 공동 펀드에 얼마나 기부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토큰을 기부하는 의사결정을 마치면, 

익명으로 각자의 기부 내역이 공개된다. 참여자는 기부 내역을 보고 

다른 구성원을 얼마나 처벌할 지를 결정하였다.  

연구 2의 실험 방법으로 공공재 게임을 채택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공공재 딜레마에서는 여러 명이 그룹을 이루어 

공공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의 협력 행동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Rand, Dreber, Ellingsen, Fudenberg, & Nowak, 2009). 신뢰 

게임에서 두 사람이 서로의 이득을 위해 협력한다면, 공공재 게임에서는 

여러 명의 집단원이 집단 전체의 이득을 위해 협력한다. 공공재 게임을 

연구 2의 실험 방법으로 활용한 것은 다양한 조건에서의 협력 행동을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구성원들의 처벌행동을 탐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처벌 행동은 다른 구성원들의 이득에 타격을 

줌으로써 공격하는 장치이며(Dovidio et al., 2006) 때때로 집단 내에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Parks, 2015). 따라서 연구 2에서는 처벌을 않는 

것을 공공재 게임 내에서의 친사회적 행동으로 규정하고 행복의 효과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2의 첫 번째 목적은 연구 1과 마찬가지로 행복 수준이 

협력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행복한 사람들은 공공 

펀드에 더 많이 기여함으로써 공동체의 이득을 높이는 데에 협력할 

것이다. 또한 다른 구성원들을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이득을 

보호할 것이다. 연구 2의 두 번째 연구질문은 처벌 행동의 동기이다. 

행복한 사람들이 처벌 행동을 덜 하는 성향을 보인다면 이것의 동기가 

순수히 다른 구성원들의 이득을 지켜주기 위한 것인지 이기적인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구 1과 유사하게 연구 참여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가해질 처벌을 예측하도록 하여 행복-처벌 간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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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종합하면 연구 2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감이 

높을수록 기부에 사용된 토큰이 더 많을 것이다. 둘째, 행복감이 

높을수록 처벌에(두 가지 처벌 모두) 사용된 토큰이 더 적을 것이다. 

셋째, 행복과 낮은 처벌 경향성 간 관계는 다른 구성원들이 자신을 

처벌하리라고 예측한 토큰 수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즉 행복한 

사람들은 다른 그룹 구성원들의 이득에 손해를 끼치지 않지만, 이는 

자신들의 이득이 타격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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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1 

 

 

연구 1은 행복한 사람들이 협력 맥락에서도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실험 참가자들로 하여금 신뢰 게임에 

참여하여 자신의 파트너에게 초기 자본금 중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파트너가 자신이 송금한 금액 중 얼마나 

자신에게 다시 돌려줄 것인지를 예상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이 

파트너에게 송금한 금액은 친사회적 행동, 돌려받으리라고 예측한 

금액은 이기적인 동기의 측정치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예측한 금액이란 

이기심 이외에도 타인에 대한 단순 긍정적 태도를 반영하는 측정치일 수 

있다. 따라서 행복의 효과가 일반적인 신뢰도(general trust)를 

통제하고도 발견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신뢰 수준이 측정되었다.  

 연구 1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한 사람들은 

파트너에게 더 많은 액수를 투자할 것이다. 둘째, 행복한 사람들이 

파트너에 투자한 액수는 파트너가 자신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예측한 

액수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이로써 행복한 사람들의 높은 협력 수준은 

자신에게도 생길 보상을 예상하는 것에 기인한다는 점이 확인될 것이다. 

 

방법 

 

 

 연구 참가자  서울대학교 학생 237명 (남 139명, 여 

98명, 평균연령 20.86세)이 기본 5000원의 참가비를 받고 실험에 

참여하였다. 최종 실험 종료 후 전체 참여자 중 상위 20%의 높은 

수익을 거둔 참여자들에게는 추가로 5,000원을 더 지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위 사항을 실험 시작 전에 미리 안내하였다.   

 

 절차   연구 참여자들은 실험실로 방문하여 컴퓨터로 

설문에 응답하였다. 먼저 실험 참여자들에게 신뢰 게임의 규칙이 

소개되었다. 본 연구의 절차는 Berg 등 (1995)의 절차와 거의 

동일하며 연구 참여자들의 계산상 편의를 위해 약간의 수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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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 (실제 규칙 안내문은 부록 1 참고). 참여자들에게는 그들이 

짝을 지어 신뢰 게임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과, 컴퓨터가 그들을 임의로 

신뢰자(게임 내에서는 “플레이어 A”로 지칭되었다)와 피 신뢰자의 

역할(게임 내에서는 “플레이어 B”로 지칭되었다)로 할당할 것임을 

알려주었다. 신뢰자에게는 10,000원이 수여될 것이며 신뢰자는 이 중 

얼마만큼의 액수를 피 신뢰자인 파트너에게 투자할지를 결정한다. 송금 

가능한 액수는 0원부터 10,000원까지였으며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돈은 플레이어 A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 신뢰자가 파트너에게 보낸 

돈은 4배가 되어 피신뢰자에게 전달되고, 피신뢰자는 이 돈을 받아 다시 

얼마를 상대에게 되돌려줄 지를 결정한다. 피신뢰자에게도 한 푼도 

되돌려보내지 않을 권리가 있었으며 되돌려주지 않은 돈은 피신뢰자의 

재산으로 귀속됨을 알려주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시가 제시되었다: 

 

참여자 X(플레이어 A)가 지급받은 10,000원 중 

5,000원을 나눠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참여자 

Y(플레이어 B)는 20,000원을 확인하고 플레이어 A가 

5,000원을 넘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여자 Y는 

20,000원 중 7,000원을 플레이어 A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수익은 X가 12,000원, 

Y가 13,000원이 되었습니다. 

 

모든 피험자들은 위와 같은 결정을 한 번만 내리게 될 것이며, 함께 

짝지어진 연구 참여자와 마주치게 될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안내되었다. 모든 실험은 칸막이가 쳐 진 책상에서 컴퓨터를 통해 

진행되었으므로, 연구 참여자가 서로의 결정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결정은 기 로 유지될 것이며 익명성은 철저히 

보호될 것임을 명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신뢰 게임의 규칙과 수익 계산법을 명확히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예습 문제를 풀었으며 문제의 정답을 

맞히지 못한 참여자는 실험에서 제외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신뢰자의 

역할에 할당되어 초기 수여 금액인 10,000원을 받고 자신의 파트너인 

피 신뢰자(가상의 인물)에게 송금할 금액을 결정하였다. 피 신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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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려줄 금액을 결정하는 동안-실제로는 컴퓨터가 연구 참여자가 

보낸 금액의 1.5배를 계산하여 돌려주었다-연구 참여자들은 파트너가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예상 금액을 적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돌려받은 금액을 확인하면 실험이 종료되었다. 이후 행복과 성격 

질문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측정도구 

 

 

 게임 관련 문항  연구 참여자들은 두 가지 문항에 

답하였다: “상대방에게 얼마를 보내시겠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나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구 참여자들이 송금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연구의 종속 변인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한 금액은 연구의 매개 변인으로 사용되었다.  

 

 주관적 안녕감  연구 참여자들의 행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와 긍정 정서 및 부정 정서 

척도(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Watson, Clark, & 

Tellegen, 1988))가 사용되었다. 이 두 가지 척도는 각각 행복감의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삶의 

만족도 척도의 경우 연구 참여자들은 7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총 

5가지 문항에 자신들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표시하였다 (e.g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α=.808로 나타났다. 긍정 

및 부정 정서 척도의 경우 연구 참여자들은 총 20개의 정서를 평소 

얼마나 강하게 느끼는지 표시하였다(긍정정서 10문항, e.g., “즐거운”; 

부정정서 10문항, e.g., “화난”). 긍정 정서를 측정하는 10가지 문항의 

신뢰도는 α=.823, 부정 정서를 측정하는 10가지 문항의 신뢰도는 

α=.860으로 확인되었다.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점수를 

표준화하여 주관적 안녕감 지표를 계산하였다 

(Z삶의만족도+Z긍정정서-Z부정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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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 척도  연구 참여자들은 신뢰 척도(Yamagishi, 

1986)에 응답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세상과 

주변인들에 가지는 신뢰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예시 문항은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들을 잘 알게 되기 전까지 그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6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총 5문항에 응답하였으며 이 

척도의 신뢰도는 α=.622 이었다. 일반적 신뢰감은 신뢰 게임의 매우 

중요한 설명 변인으로 밝혀졌으므로(Berg et al., 1995) 본 연구에서는 

신뢰감을 통제 변인으로 포함하여 결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기술통계 실험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평균적으로 

4917.59원 (SD=3095.633)을 상대방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61개의 신뢰 게임을 메타분석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평균적으로 

초기 수여금의 50%를 송금한 것으로 밝혀진 것과 일치하는 수치이다(N. 

D. Johnson & Mislin, 2011). 돌려받을 것이라 기대한 금액의 평균은 

7516.95원(SD=6486.285)이었다. 이는 평균 투자액의 1.5배에 달하는 

수치로 참여자들이 자신이 보낸 금액보다는 돌려받는 금액이 크리라고 

낙관적으로 예측했음을 시사한다. 

 

 표 1. 연구 1의 주요 측정 변인들 간 상관 

Variable 1 2 3 4 5 6 7 

1. 주관적 안녕감 1       

2. 삶의 만족도 .831** 1      

3. 긍정정서 .730** .714** 1     

4. 부정정서 -.597** -.244** -.036 1    

5. 기부한 액수 .148* .099* .030 -.190** 1   

6. 예측한 액수 .151* .098 .018 -.209** .909** 1  

7. 일반적 신뢰감 .204* .143* .177* -.121 .016 .067 1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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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삶의 만족도는 4.276 (SD=1.018), 평균 

긍정정서는 3.06 (SD=.61), 부정정서는 2.263 (SD=.681)이었다. 평균 

일반적 신뢰감은 3.093 (SD=.628)로 나타났다. 측정 변인들 간의 단순 

상관 분석 결과 연구 가설과 일치하는 방향의 결과들이 나타났다 (표 1 

참조). 주관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타인에게 더 많은 돈을 

투자하였고(γ=.148, p<.05), 타인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γ=.151, p<.05).  

 상관분석 결과 중 흥미로운 것은 주관적 안녕감의 세 하위요인 

들 간에 일정한 상관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삶의 만족도와 

긍정정서(γ=.714, p<.01), 부정정서(γ=-.244, p<.01) 간 상관은 

유의하였다. 긍정정서와 부정정서 간 상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γ 

=-.036, ns). 세 하위요인들 간에 일관적으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만큼 주관적 안녕감이라는 하나의 지표만으로 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주관적 안녕감의 세 하위요인들이 

독립적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제기한 다른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Bradburn, 1969; Busseri & Sadava, 2010; Diener, Scollon, 

& Lucas, 2003; Watson & Tellegen, 198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삶에 대한 만족도와 긍정, 부정정서의 효과를 각각 확인하여 세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회귀 분석 행복감이 높아질수록 기부 금액이 커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신뢰감을 

통제하기 위해 1단계에 신뢰감을 입력하였고, 2단계에 주관적 안녕감을 

입력하였다. 그 결과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신뢰감을 

통제한 뒤에도 타인에게 높은 금액을 보내려는 경향성을 보였다 

(β=237.262, p<.05).  

행복의 각 하위 요인들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계적으로 유의한 

회귀 방정식이 도출되었다 (F(4,232)= 2.370, p=.053, ΔR2 =.023). 

하위요인들 중에서는 부정정서의 효과만이 유의하였으며(β=-801.219, 

p<.01), 삶의 만족도(β=191.394, ns)와 긍정정서(β=-45.114, ns)의 

경우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협력 행동에 있어 

부정정서의 효과가 가장 강력한 설명력을 지님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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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관적 안녕감과 투자한 액수 간 관계를 돌려받으리라 예측한 
액수가 매개하는 모형 

 

 

매개 분석 행복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 상대방이 

돌려주리라 예측하는 돈의 액수가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기 위해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Hayes PROCESS(Hayes, 2012)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가설과 일치하였다. 행복이 투자한 금액에 

미치는 효과는 다시 돌려받을 것이라고 예측한 금액에 의해 매개되었다 

(그림 1, 표 2 참조). 행복과 예측한 액수 사이의 회귀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β=471.764, p<.05), 예측한 액수와 송금한 

액수의 관계 역시 유의하였다(β=.434, p<.01). 결정적으로, 행복과 

송금한 액수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β=237.262, p<.05) 

매개효과를 고려한 후에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β=32.661, 

p=.46). 매개 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절차를 

활용하였다. 부트스트랩 표본수는 5,000개로 지정하였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만약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연구 가설대로, 돌려받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금액의 매개효과는 추정치가 204.60, 신뢰구간이 [32.197, 381.498]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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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1의 매개효과 추정치, 표준오차, 신뢰구간 및 유의도 수준 

경로  계수 표준오차 상위 하위 P 

신뢰감  
예측한  
액수 389.83 680.68 -951.22 1730.88 .56 

신뢰감  
전달한  
액수 -241.67 136.80 -511.21 27.86 .08 

주관적  
안녕감 

 
예측한  
액수 471.76** 216.50 45.20 898.31 .04 

주관적  
안녕감 

 
전달한  
액수 237.26** 103.44 33.47 441.05 .02 

예측한  
액수 

 
전달한  
액수 .434** .01 .41 .46 .00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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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연구 1은 행복한 사람들의 친사회적 행동에 이기적인 동기가 

작동하는지 탐색하려는 시도였다. 실험 결과 1)행복한 사람들이 협력 

상황에서도 친사회적 결정을 내린다는 것과 2)이 결정의 배경에는 

자신의 이득을 고려하는 심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기 소유의 10,000원 

중 더 많은 돈을 타인에게 전달하였다. 구체적으로, 행복 수준 상위 

50%에 속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약 5,378원을 투자하여, 4,445원을 

투자한 하위 50%의 참여자들보다 무려 1,000원 가까이 더 투자하였다. 

그러나 이 행동의 이면에는 상대방이 돌려준 돈으로 자신의 이득 역시 

올릴 수 있으리라는 예상이 존재했다. 높은 금액을 전달한 것은 분명 

친사회적 행동이지만, 투자의 성격도 동시에 띠고 있다. 이는 행복한 

사람들의 친사회적 행동이 순수 이타성의 발로만으로는 볼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행복의 세 하위 요인 중에서는 부적 정서만이 유의한 설명력을 

지녔고, 삶의 만족도나 긍정 정서의 경우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이것은 

높은 부적 정서 수준이 협력 맥락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저해함을 

시사한다.  

 연구 1의 한계점은 행복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신뢰 게임 뒤에 

위치했다는 것이다. 이는 참여자들이 신뢰 게임 전 다양한 설문들에 

노출됨으로써 받는 인지적 부하로 인해 정작 게임의 복잡한 규칙에 

집중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결정한 사항이었다. 그러나 이는 게임 

행동에서의 친사회적 행동이 행복감을 높인 것이라는 대안가설을 

불러일으킨다. 연구 2에서는 순서를 상쇄 평형화(counterbalancing) 

시켜 이러한 우려를 없애고 다시 한 번 연구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 1과는 다른 맥락에서 결과를 다시 재현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연구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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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2 

 

 

연구 2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여러 명이 집단을 

이뤄 협력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행복이 친사회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1의 신뢰 게임에서는 두 사람이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이득을 결정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여러 명의 

집단 구성원들이 공익을 창출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행복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는 보다 다양한 맥락에서의 협력 행동을 탐구한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공동체 동료의 이득에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는 처벌 

행동에는 행복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처벌 성향을 보임으로써 

구성원들의 이득을 보호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이를 이기적인 

동기가 매개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공공재 게임에 참여하여 

초기 수여된 토큰 중 얼마를 공공 펀드에 기부할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는 기부단계에서의 친사회적 행동으로 간주되었다. 처벌 단계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익명으로 표시된 구성원의 기부 현황을 확인하고 다른 

구성원들을 처벌하는 데에 자신의 재산에서 몇 토큰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였다. 이타적 처벌과 반사회적 처벌은 모두 집단원을 공격하는 

행동이지만, 행동의 배경과 본질이 매우 다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처벌 경향성과 행복의 관계를 탐색함과 더불어, 두 

가지 처벌 행동에 행복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자신보다 

적게 기부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이타적 처벌, 같거나 많이 기부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반사회적 처벌, 이 둘을 합한 것은 전체적 처벌로 

계산되었다. 매개변인으로는 다른 3명의 그룹 구성원으로부터 자신이 

받을 것이라고 예상한 처벌의 크기가 사용되었다. 자신보다 적게 기부한 

구성원으로부터 예상되는 처벌, 같거나 많이 기부한 구성원으로부터 

예상되는 처벌, 전체 구성원 모두로부터 예상되는 처벌이 구분되어 

계산되었다. 이를 이용하여 연구참여자가 각각에 가한 처벌이 처벌 

대상으로부터 예상되는 처벌의 정도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 2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한 사람들은 처벌에 

토큰을 덜 사용하는 경향성을 보일 것이며, 이것은 이타적 처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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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처벌에서 모두 같을 것이다. 둘째, 이러한 경향성은 

상대로부터 자신에게 가해질 처벌을 적게 예측하는 것에서 기인할 

것이다. 

 

 

방법 

 

 

 연구 참가자 서울대학교 학생 257명 (남 115명 여 142명, 

평균연령 22.18세)이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실험실에 방문하여 

컴퓨터로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실험 참여 대가로 5,000원을 

지급받았다.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최종 실험 종료 후 전체 참여자 중 

상위 20%의 수익을 거둔 참여자들에게는 5,000원이 추가로 주어졌다.  

 

절차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의 컴퓨터가 모두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참여자들이 임의로 4명씩 짝지어져서 

공공재 게임을 수행하게 될 것임을 안내 받았다.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자들은 모두 A, B, C, D 중 하나의 알파벳으로 구별될 것이며, 

그룹 구성원들의 정체는 절대 알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구참여자 1명을 제외한 다른 3명의 그룹 구성원들은 가상의 

인물들이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무조건 “A”의 아이디를 배정받았다.  

참여자들은 공공재 게임의 규칙을 읽고 숙지하였다. 본 연구의 

공공재 게임은 Herrmann 등 (2008)의 연구를 토대로 설계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약간의 수정이 이루어졌다(실제 

규칙 안내문은 부록 2 참고). 게임 시작과 동시에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20개의 토큰을 받는다. 먼저 “기부 단계”는 그들이 각자 20토큰 중 

얼마를 공공 펀드에 기부할지 결정하는 단계이다. 참여자들에게는 

1토큰도 기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으며, 그들이 기부하고 남은 토큰은 

각자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 이 공공 펀드는 4명의 그룹 구성원들의 총 

기부액이 2배로 불어 4명에게 1/4씩, 기부 액수와 무관하게 동등하게 

재분배된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만약 4명의 그룹 멤버 전부가 

10토큰씩 기부한다면 공공 펀드에는 40토큰이 모이게 된다. 공공 

펀드는 이를 2배로 불려 80토큰으로 만든 후에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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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토큰씩(80/4=20) 재분배한다. 이 경우 모든 그룹 멤버는 초기 

20토큰을 30토큰으로(기부하고 남았던 10토큰 + 펀드에서 재분배 된 

20토큰) 불릴 수 있다.  

기부 결정을 내린 다음의 화면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각 그룹 

구성원들의 펀드 기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구성원들은 

알파벳으로 구별되므로 기부의 익명성은 안전하게 보장된다). 그 다음 

“처벌 단계”는 이 기부 현황을 토대로 상대방을 처벌하는 단계로, 

단계 시작과 함께 이를 위한 10토큰이 추가로 주어진다. 참여자들이 

처벌을 위해 소비하는 1토큰 당 처벌 대상 구성원의 재산에서 3토큰이 

차감된다. 참여자들은 0토큰에서 10토큰까지 처벌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으며, 처벌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토큰은 각자의 재산으로 인정된다. 

각 참여자들의 처벌 결정은 엄격하게 기 로 유지된다. 처벌 단계 

후에는 기부 단계와 처벌 단계를 합산한 최종 수익이 각자 안내되며 

오직 자신의 최종 수익만이 각자에게 공개된다.  

 규칙이 안내된 다음 참여자들의 규칙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연습 문제가 주어졌다.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연습 문제의 정답을 맞히지 

못해 규칙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참여자의 경우 실험에서 

제외되었다. 규칙을 숙지한 연구 참여자들은 실험 아이디 (전부 “A”) 

를 부여받은 후 공공재 게임에 임하였다. 게임 후 실험과 관련한 몇 

가지 문항에 응답하고 나면 실험이 종료되었다.  

  공공재 게임에서 본 연구자는 실험이 연구 목적을 좀 더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을 임의대로 지정하였다. 먼저 

한 그룹 내에서 반사회적 처벌과 이타적인 처벌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었다. 나머지 3명의 기부 현황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플레이어 B”는 연구 

참여자와 같은 토큰을, “플레이어 C”는 연구 참여자보다 -4만큼을, 

“플레이어 D”는 연구 참여자보다 +9만큼 기부한 것으로 

지정되었다(그러나 토큰의 하한선이 0, 상한선이 20이었으므로 만일 

참여자가 3토큰을 기부했다면 플레이어 C는 0토큰으로, 참여자가 

15토큰을 기부했다면 플레이어 D는 20토큰으로 나타나도록 

설정하였다). 플레이어 C에 대한 처벌은 이타적 처벌, B와 D에 가한 

처벌은 반사회적 처벌로 간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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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도구 

 

  

 게임 관련 문항  기부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항이 

제시되었다: "당신은 얼마를 공공 펀드에 기부하겠습니까?" 처벌 

단계에서는 두 가지 문항이 제시되었는데, 처벌 의사를 묻는 문항(e.g. 

"당신은 플레이어 B (C, D)를 처벌하는 데에 얼마의 토큰을 

사용하겠습니까?")과 자신에게 가해질 처벌을 예측하는 문항(e.g. 

"플레이어 B(C, D) 는 당신을 처벌하는 데에 몇 토큰을 사용했을 것 

같습니까?")이었다. 이 때 연구 참여자 자신보다 적게 기부한 플레이어 

C의 처벌에 쓰인 토큰은 이타적인 처벌로, 같은 만큼을 기부한 플레이어 

B와 9개 더 기부한 플레이어 D의 처벌에 쓰인 토큰은 반사회적 처벌로 

계산되었으며 세 명 모두에게 쓴 토큰 수를 합쳐 전체적 처벌 경향성을 

계산하였다. 예측한 처벌 역시 플레이어 C로부터 예측된 처벌과 

플레이어 B와 D로부터 예측된 처벌로 구분하여 계산하였다. 이는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바가 처벌 받을 것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여 

처벌을 하는지 여부이므로, 예측된 처벌의 행위자와 시행하는 처벌의 

대상자가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주관적 안녕감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삶의 만족도, 

그리고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이로부터 주관적 

안녕감 지표가 계산되었다. 삶의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는 α=.838, 

긍정정서 10문항의 신뢰도는 α=.862, 부정정서 10문항의 신뢰도는 

α=.869로 나타났다. 

 

 

결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연구들 간의 실험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평균적으로 10.63개의 토큰 (SD=4.212)을 공공 펀드에 

기부하였다. 참여자들 중 76.7%(197명)가 처벌을 시행하였다. 이타적 

처벌을 시행한 참여자들은 68.1%(175명)이었다. 반사회적 처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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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38.9%(100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공공 펀드에 많이 기부한 

구성원들을 처벌하는 반사회적 처벌을 시행하였다. 그룹 구성원을 

처벌하는 데에는 평균적으로 2.33(SD=2.136)개의 토큰이 

사용되었으며 그 중에서 무임승차자를 처벌하는 데에 사용한 토큰은 

1.54(SD=1.43)개, 반사회적 처벌에 사용한 토큰은 

0.79(SD=1.31)개였다. 게임 규칙에 따르면 처벌에 사용된 1토큰이 

실제로는 처벌 대상자의 3토큰을 차감하는 효과가 있었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무임승차자의 재산에서 약 4.5개, 협력한 구성원들의 

재산에서는 약 2.4개의 토큰을 차감하려 한 셈이다. 참여자들은 

평균적으로 3.3(SD=3.07)개의 토큰이 자신을 처벌하는 데에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자신과 같거나 많이 기부한 사람들이 자신을 

처벌하는 경우에는 2.2개(SD=2.07), 자신보다 적게 기부한 사람의 

경우 1.09개(SD=1.61)의 토큰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주요 측정 변인들 간의 단순 상관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의 결과들은 대부분 가설의 방향과 일치하였다. 부정정서는 

공공펀드에 기부하는 토큰의 수와 한계적인 상관을 보였다(γ=-.111, 

p=.07). 즉 부정정서가 낮은 연구 참여자들이 기부단계에서 더 협력 

행동을 보였다. 주관적 안녕감 지표와 부정정서는 전체적 처벌 경향성과 

유의한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다(γ=-.175, p<.01; γ=.241, p<.01). 

이는 처벌 단계에서 부적 정서 수준이 높은 연구 참여자들이 더 많이 

집단 구성원들을 공격하였음을 의미한다. 반사회적 처벌의 경우 

부정정서와 정적 상관이(γ=.261, p<.01), 이타적 처벌의 경우 주관적 

안녕감과 긍정정서와 부적 상관(γ=-.190, p<.γ01; γ=-.124, 

p<.05)이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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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 2의 주요 측정 변인들 간 상관 

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1. 주관적 안녕감 1           

2. 삶의 만족도 .794** 1          

3. 긍정정서 .601** .336** 1         

4. 부정정서 -.524** -.188** -.182** 1        

5. 기부한 토큰 .078 .025 .013 -,111 1       

6. 전체 처벌 행동 -.175** -.073 -.022 .241** -.214** 1      

7. 이타적 처벌 -.190** -.121 -.124* 120 -.204** .798** 1     

8. 반사회적 처벌 -.076 .014 .101 .261** -.124* .752** .203** 1    

9. 무임승차자로부터 

예측한 처벌 
.100 .111 .179** .098 .075 -.092 -.673** .587** 1   

10. 같거나 많이 기부한 

구성원으로부터  

예측한 처벌  

-.137* -.015 .042 .289** -.263** .562** .405** .469** .019 1  

11. 예측한 

    전체 처벌 
-.090 -.009 .095 .260** -.240** .576** .360** .542** .112 .876** 1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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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전체적 처벌, 반사회적 처벌, 이타적 처벌에 대한 회귀분석 

 전체적 처벌 
(이타적+반사회적)

반사회적 처벌 이타적 처벌 

Step 1 Step 2 Step 1 Step 2 Step 1 Step 2 

기부 금액 -.108** -.095** -.039* -.030 -.070** -.065** 

삶의 만족도  -.010  .064  -.074 

긍정정서  -.185  .075  -.259 

부정정서  .754**  .508  .246 

R2 변화량  .052  .067  .032 

R2 .046 .097 .015 .082 .042 .074 

*p < .05. **p < .01. 

 

 

 

회귀 분석  행복한 사람들이 낮은 처벌 경향성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주관적 안녕감이 각자의 기부 금액을 통제한 후에도 전체적인 처벌 

경향성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β=-.177, p<.01). 즉 행복한 사람들은 

타인의 이득에 손해를 입히는 행동을 덜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행복의 세 가지 하위 요인은 각각 어떤 효과를 갖는지 탐색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한 회귀방정식이 나타났으며 (F(4,252)=6.785, p<.01, 

ΔR2=.052) 이 중 부정정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지녔다(β=.754, p<.01). 삶의 만족도(β=-.010, ns)와 긍정정서 

(β=-.185, ns)의 경우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이는 부정정서가 높은 

사람들이 그룹 동료들을 처벌하는 성향을 더 높게 보임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이타적인 처벌과 반사회적 처벌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두 처벌은 집단 구성원을 공격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특성을 띠지만, 처벌 대상의 속성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반사회적 처벌과 이타적 처벌의 본질적 차이로 인해 행동의 

패턴과 동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따로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반사회적 처벌  반사회적 처벌에 미치는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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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감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관적 안녕감 

지표는 반사회적 처벌에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β=-.046, ns). 행복의 

하위 요인들을 동시에 입력한 다중회귀분석의 경우 유의한 회귀 모형이 

도출되었는데 (F(4,252)=5.665, p<.01) 이 때 부정정서가 유의하게 

반사회적 처벌을 예측하였다 (β=.508, p<.01). 삶의 만족도(β=.064, 

ns)와 긍정정서(β=.075, ns)의 경우 유의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부정정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행위자 본인과 같거나 많이 기부한 

동료들을 처벌하는 행위에 더 많이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타적 처벌 이타적 처벌에 미치는 주관적 안녕감과 행복의 

세 하위 요인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은 이타적인 처벌에 예측효과가 있었으며, 이는 개인의 기부 토큰 

수를 통제한 후에도 유의하였다 (β=-.132, p<.01). 행복의 하위 

요인들의 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유의한 회귀 

방정식이 도출되었다 (F(4,252)= 5.033, p<.01). 긍정정서(β=-.259, 

p=.06)와 부정정서(β =.246, p=.085)의 한계적 유의효과가 나타나, 

긍정정서 수준이 높을수록 처벌을 적게 하고 부정정서 수준이 높을수록 

처벌을 많이 하는 패턴을 확인하였다. 삶의 만족도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β=-.074, ns).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행복한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처벌 경향성이 낮았으며, 특히 부적 정서가 낮은 사람들이 

그러하였다. 두 가지 처벌 행동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반사회적 

처벌에는 부적 정서가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이타적 처벌의 경우 긍정 

정서와는 부적 패턴, 부정 정서와는 정적인 패턴이 발견되었다.   

 

매개 분석 행복한 사람들이 낮은 처벌경향성을 보이는 

현상이 그들의 이기적인 동기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일련의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행복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낮은 

처벌경향성을 보이는 것이 자신의 이득이 타격입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인지를 검증하였다. 즉, 다른 플레이어 B, C, D를 덜 

처벌한 이유가 그 세 명으로부터의 처벌을 낮게 예측하기 때문임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부정정서와 전체적 처벌 경향성과의 관계를 자신이 

처벌받으리라 예측한 토큰의 수가 매개하였다 (그림 2, 표 5 참조). 

먼저 부정정서와 예측한 처벌 사이의 회귀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β=1.113, p<.01), 예측한 처벌과 시행한 처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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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유의하였다(β =.370, p<.01). 주목할만한 점은 부적 정서와 

시행한 처벌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β=.721, p<.01) 

매개효과를 고려한 후에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아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이다(β =.309, ns). 매개 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절차를 활용하였다. 부트스트랩 표본수는 

5,000개,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돌려받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금액의 매개효과는 추정치가 .412, 신뢰구간이 [.161, .808]로 효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로 부정정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처벌을 시행하는 데에는 자신이 처벌받을 것으로 예측하는 심리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반사회적 처벌과 부적 정서간에 발견된 경향성을 

이기적인 동기가 매개하는지 확인하였다. 즉 플레이어 B와 D를 

처벌하지 않은 것이 그 두 명으로부터의 처벌을 낮게 예측한 데서 

비롯된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부정정서와 반사회적 처벌과의 

관계를 처벌받으리라 예측한 토큰의 수가 매개하였다 (그림 3, 표 6 

참조). 먼저 부정정서는 예상된 처벌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β=.837, 

p<.01), 예상한 처벌과 반사회적 처벌의 관계 역시 유의하였다(β 

=.273, p<.01). 

 

 

 

 

 

 

 
그림 2. 부정정서와 전체적 처벌 간 관계를 예측한 처벌이 매개하는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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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매개효과 추정치, 표준오차, 신뢰구간 및 유의도수준 

Path   계수 표준오차 하위 상위 P 

기부 
토큰 

 
예측한 
처벌 -.156 .043 -.241 -.070 .01 

기부 
토큰 

 
시행한 
처벌 -.038 .026 -.906 .014 .15 

부정 
정서 

 
예측한 
처벌 1.113 .280 .560 1.665 .01 

부정 
정서 

 
시행한 
처벌 .309 .173 -.031 .649 .08 

예측한 
처벌 

 
시행한 
처벌 .370 .037 .296 .444 .01 

*p < .05. **p < .01. 

 

 

 

부적 정서와 반사회적 처벌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β=.504, p<.01) 매개효과를 고려한 후에도 여전히 유의하였다(β 

=.275, p<.05). 예측한 처벌의 매개효과는 추정치가 .229, 신뢰구간이 

[.08, .507]로 유의하였다. 즉 부정정서가 높은 사람들이 공공의 편익을 

높인 구성원을 처벌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가해질 처벌을 더 크게 

예측하기 때문임이 발견되었다.  

긍정정서와 이타적인 처벌의 부적 관계를 예측한 처벌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긍정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플레이어 C로부터의 처벌을 높게 

예측하고도(β=.450, p<.01) 처벌을 적게 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이기적 동기를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자신보다 많이 기부한 플레이어 B와 D로부터의 처벌을 예상하고 

자신보다 적게 기부한 플레이어 C를 처벌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이를 확인해보았다. 분석 결과, 예측한 처벌의 정도는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없었다. 매개효과는 추정치가 .036, 신뢰구간이 

[-.061, .128]로 유의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즉 긍정정서가 높은 

사람들이 이타적 처벌을 덜 시행하는 것은 그들이 예측하는 처벌(양 

방향 모두)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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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매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정정서와 전체적인 처벌 

경향성, 부정정서와 반사회적 처벌 간 관련성은 자신에게 가해지리라고 

예상한 처벌의 정도에 의해 매개되었다. 즉 불행한 사람들이 타인의 

이득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자신의 이득이 타격 받으리라 예상하는 것에 

기인하였다. 그러나 이 매개효과는 긍정 정서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그림 3. 부정정서와 반사회적 처벌 간 관계를 (같거나 많이 기부한 
구성원으로부터)예측한 처벌이 매개하는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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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매개효과 추정치, 표준오차, 신뢰구간 및 유의도수준 

 

Path  계수 표준오차 하위 상위 P 

기부 
토큰 

 
예측한 

반사회 처벌 -.114 .028 -.171 -.058 .01 

기부 
토큰 

 
시행한 

반사회 처벌 .001 ,017 -.033 .036 .94 

부정 
정서 

 
예측한 

반사회 처벌 .837 .186 .470 1.204 .01 

부정 
정서 

 
시행한 

반사회 처벌 .275 .116 .047 .502 .02 

예측한 
처벌 

 
시행한 

반사회 처벌 
.273 .037 -.917 .280 .30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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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연구 2의 주요 목적은 여러 명의 구성원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상황에서 행복한 사람들의 친사회적 행동을 탐색하고 기저에 

깔린 이기적인 동기를 검증하는 것에 있었다. 연구 결과 연구 1과 

일관적인 패턴이 발견되었다. 즉 부정정서가 낮은 사람들일수록 더 많은 

토큰을 기부하였다. 행복한 사람들은 낮은 처벌 행동을 보였는데, 

이것은 다른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리라는 예측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처벌을 이원적으로 나누어 분석한 경우 행복감이 

높을수록 반사회적 처벌 성향이 낮았으며 이 역시 상대로부터 예측한 

처벌 수준이 매개하였다. 이타적인 처벌의 경우 역시 행복감이 높을수록 

그 강도가 낮았으나, 이를 이기적인 동기가 매개하지는 않았다. 요컨대 

연구 2에서는 연구 1과 마찬가지로 행복한 사람들이 협력 맥락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그 기저에는 이기적인 

동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2의 결과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부정정서의 효과이다. 

전체적인 처벌 경향성, 그리고 반사회적 처벌에서 모두 부정정서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타적인 처벌에서는 

긍정정서와 함께 한계적 유의효과를 보였다. 이는 연구 1에서 

부정정서가 친사회적 협력과 강한 연관성을 보인 것과 일관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반대로 삶의 만족도와 긍정정서는 부정정서만큼의 

영향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협력 행동에서의 친사회적 행동의 경우 

행복의 하위 요인 중에서도 특히 부정정서가 강한 설명력을 지님을 

시사한다.  

처벌의 행동을 이원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는 조금 더 

흥미로운 결과가 발견되었다. 행복한 사람들 중에서도 부정정서가 낮은 

사람들이 반사회적 처벌을 덜 하고, 긍정정서가 높은 사람들은 이타적 

처벌을 덜 하는 현상이 밝혀졌다. 부정정서의 효과는 이기적인 동기, 즉 

타인의 처벌을 예측하는 것에 의해 매개되어 가설과 일치된 반면, 

긍정정서의 효과는 그렇지 않았다. 이는 긍정정서와 부정정서가 

구별되어 작용한 결과로 주목할 만한 결과이며, 향후 자세히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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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논  의 

 

연구 결과 요약  

 

 행복하면 너그러워진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던 긴 연구 

목록을 나열하지 않더라도 이것에 동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의 선행이 모든 맥락에서 충분히 검증되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물음에서 출발하였다. 친사회적 행동은 일반적 도움 행동, 

이타적 행동, 협력 행동으로 나뉜다(Dovidio et al., 2006). 그런데 앞의 

두 가지 행동과는 달리 협력의 경우 행복간의 관계가 풍부히 탐구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협력 상황에서는 행복한 사람들의 

친사회적 행동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또한 선행 

연구들에서 행복한 사람들의 동기를 다루지 못했던 점에 주목하여 

그들의 선행이 순수 이타적인 것인지 이기적인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에 다다르기 위하여 사회적 딜레마를 이용한 연구 두 

가지가 수행되었다.  

연구 1에서는 행복한 사람들이 신뢰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더 

많이 돈을 건네주었다. 이 효과는 행복한 사람들이 상대방이 돌려줄 

액수를 더 많이 예상하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행복한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더 많은 돈을 송금함으로써 상대의 이득을 보장해주었지만, 

이는 한편으론 투자의 일환이기도 했다. 연구 2에서는 부정정서가 높은 

사람들이 공공 펀드에 토큰을 더 적게 기부하는 패턴이 관찰되었다. 또, 

행복한 사람들은 집단 동료를 덜 처벌하였다. 이들은 공익을 높이고, 

타인의 이득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그런데 행복과 처벌 

경향성의 부적 관계의 이면에는 행복한 사람들이 처벌을 낮게 예측한 

것이 있었다. 행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득을 보호해주었지만, 

이는 자신의 이득에 위협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종합하자면, 

연구 1과 2를 통해 발견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두 가지이다. 첫째, 

행복한 사람들이 협력 맥락에서도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행복한 사람들이 선행을 자주 한다는 것은 앞선 

연구들에서도 충분히 논의되어 왔으나, 협력행동이 다른 종류의 

친사회적 행동들과는 차이점이 있어 그 연관성을 협력 맥락에서도 

발견하리라고 확신할 수 없다(Dovidio et al., 2006). 본 연구에서 

행복한 사람들의 협력 행동을 밝힌 것은 행복과 선행 간 관계의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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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탠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행복한 사람들의 친사회적 행동이 순수 

이타성만으로는 설명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두 

연구에서 모두 행복한 사람들의 친사회적 행동은 자신에게 돌아올 

이득을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것에 의해 매개되었다. 만약 행복한 

사람들이 오직 타인의 이득을 배려하려는 의도로 친사회적 행동을 한 

것이라면 돌아올 이득과는 상관 없이 친사회적 행동을 보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그와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한 사람들의 협력 행동 뒤에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심리가 있음을 밝혀내어, 행복한 사람들이 순수 이타적인 동기로만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의의  

 

  연구자가 아는 한, 본 연구는 친사회적 행동에 있어 행복한 

사람들의 이기적인 동기를 밝혀내려 한 첫 시도이다. 행복한 사람들 

역시 가장 기본적이자 강력한 동기인 이기심(Schroeder & Graziano, 

2015b)을 가지고 선행을 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의 의의는 단순히 

행복한 사람들의 이기적 동기를 밝히는 것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기존 문헌들은 행복한 사람들을 아주 이상적으로 묘사해 왔다. 

행복은 대부분의 삶의 요소와 정적인 상관이 있다. 구체적으로, 행복은 

직업적 만족, 경제력, 건강, 사회적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Lyubomirsky 

et al., 2005). 행복한 사람들은 더 좋은 건강상태를 보고한다(Mroczek 

& Spiro III, 2005). 그리고 직업적으로 더 성공하고 그에 

만족한다(Connolly & Viswesvaran, 2000; Staw, Sutton, & Pelled, 

1994). 그들은 사회적 지지를 더 크게 느끼며(Baldassare, Rosenfield, 

& Rook, 1984; Pinquart & Sörensen, 2000) 더 외향적이고 

사회적이다(Costa & McCrae, 1980; Headey & Wearing, 1989). 

심지어 사람들 역시 그들을 더 좋아한다. 행복한 사람들은 타인들로부터 

더 좋은 사람, 능력있는 사람, 덜 이기적인 사람, 덜 잘난 체 하는 

사람으로 평가받는다(Taylor, Lerner, Sherman, Sage, & McDowell, 

2003). 행복의 신화(神話)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행복한 사람들이 

항상 이상적이기만 한 존재는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행복한 사람들도 

뭇 사람들처럼 이기적인 면을 보였다. 자신의 이익을 기대하고 협력했다. 

행복의 이상적 효과들 틈에서 이러한 결과는 행복 연구 문헌들을 더 

풍성하게 만든다. 추후 연구들에서도 행복의 다방면적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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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다면 더욱 흥미로운 결과를 보탤 수 있을 것이다.  

행복한 사람들의 이기적인 동기를 밝혀낸 것은 이 연구의 핵심 

결과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오도되지 않아야 할 점은, 동기가 

순수 이타적이지 않더라도 이것이 친사회적 행동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행복한 사람들은 게임을 함께 하는 상대방의 이득을 

배려하였다. 이익을 깎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신의 이득을 높이는 것만 최우선으로 했다면 애초에 대다수의 

이기적인 사람들이 그랬듯 공동체를 배신하였을 것이다(Balliet, Parks, 

& Joireman, 2009; Van Lange, 1999; Van Lange, De Bruin, Otten, & 

Joireman, 1997). 그들은 그 대신 그룹 구성원들 모두가 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게임이 단일 라운드로 

진행되어 협력의 향후 효과를 관찰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먼저 협력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 공동체 차원의 협력 수준을 높여 

궁극적으로 더 큰 이득을 내는 시너지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힌 바 

있다(King-Casas et al., 2005). 행복한 사람의 선행에는 이기적인 

동기가 작용하지만, 그 선행은 모두가 윈-윈하는 현명한 선택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실험실 밖에서도 결코 작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협력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결과를 얻었다. 행복한 사람들은 

협력상황에 함께 한 동료 구성원들을 처벌하지 않는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신뢰 게임과 공공재 게임과 같은 상황들은 현실에서도 다수 

존재한다. 아파트의 단수 상황에서 주민들의 협력이나 공영방송의 

TV수신료와 같은 미시적 문제에서 지구온난화와 같은 거시적 상황까지 

현실 속 사회적 딜레마는 무수히 존재한다. Parks (2015)가 지적하듯이 

실험실에서는 사람들의 딜레마를 연구하고 협력을 높이는 변인들을 

밝혀내어 현실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에 통찰력을 부여할 수 있다. 

여기에 본 연구의 현실적 의의가 있다 하겠다.  

 

후속 연구 제언 

 

연구 2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두 가지 처벌 종류에 따라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의 역할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먼저 

반사회적 처벌의 경우 부정정서와의 정적 연관성이 매우 뚜렷했다. 즉 

공동체의 이득을 위해 많이 기부한 구성원을 처벌하는 데에 있어서는 

평소 부정정서의 수준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불행한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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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반사회적 처벌을 많이 시행하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본 연구자는 한 가지 가능한 설명으로 복수를 제시한다. 이는 반사회적 

처벌을 설명하는 가장 잘 알려진 동기이다(Herrmann et al., 2008). 이 

가설에 따르면 여러 라운드에 걸쳐 공공재 게임을 수행하는 경우, 

사람들은 지난 라운드에서 자신이 받은 처벌을 자신보다 많이 기부한 

사람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앙심을 품고 다음 라운드에 

자신보다 많이 기부한 구성원들을 처벌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라운드로 실험을 설계하였기 때문에 복수 가설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연구 참여자가 가한 처벌을 예측한 처벌이 유의하게 

설명했다는 것은 이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잠재적인 위협을 지각하고 미리 복수를 시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 자극의 지각은 부정정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Gray, 1987; MacLeod & Mathews, 

1988; Mogg, Mathews, Bird, & Macgregor-Morris, 1990).  

부정정서가 높은 사람들은 잠재적 처벌에 더 예민하기 때문에 상대의 

처벌을 더 현저하게 예측하여 이에 대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본 연구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부정정서와 

반사회적 행동 간의 강력한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제를 

선행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흥미로울 것이다.  

 반대로 이타적 처벌의 경우 긍정정서와 부정정서 모두 한계적 

연관성을 보였는데, 긍정정서가 높을수록 이타적 처벌을 덜 하고 

부정정서가 높을수록 더 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긍정정서의 경우 본 연구의 가설과는 반대로 무임승차자로부터 처벌을 

더 많이 예측했는데도 그들을 낮게 처벌하였다. 이는 이기주의적 관점이 

예측하는 바와는 다른 패턴으로, 긍정정서의 친사회적 행동에는 다른 

동기가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긍정정서가 높은 사람들은 공감이 

높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을 (처벌행동이 

아니라)피해자들을 보상하여 상쇄하고자 할지도 모른다(Leliveld, Dijk, 

& Beest, 2012). 혹은 무임승차자를 이타적으로 용서하는 것일 수도 

있다. 긍정정서와 이타적 처벌 간 부적 연관성이 나타난 이유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본 연구에서 제한되어 있다. 향후 연구에서 긍정정서가 

높은 사람들의 동기에 대해 자세히 탐구한다면 행복한 사람들의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 더 풍부한 해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연구 2에서 처벌의 종류에 따른 정서의 이원적 효과가 

관찰되었지만 연구 1과 2에 걸쳐 일관적으로 강력한 설명력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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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부정정서였다. 연구 1의 신뢰 게임에서 파트너에게 보내는 돈을 

행복감이 예측하였으나, 부정정서와 긍정정서, 삶의 만족도를 한꺼번에 

입력하였을 경우 부정정서만이 유의한 예측력이 있었다. 연구 2에서도 

공공 펀드에 기부하는 토큰 수를 한계적이나마 부정정서가 유일하게 

예측하였으며, 처벌행동 역시 부정정서가 가장 강력한 설명력을 지녔다. 

이는 평소 부정정서가 높은 사람들이 타인을 비롯한 공동체의 이득을 

저해하는 경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행복의 세 하위 

요인의 효과를 탐색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었으므로 위 결과는 본 

연구가 예상한 바는 아니었다. 행복감의 세 하위 요인 중 부정정서의 

강력한 예측력을 더 자세히 실험하고, 어떤 이유에서 혹은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경향성이 두드러지는지를 탐구하는 후속 연구 역시 

필요하다 하겠다.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상대방이 돌려줄 

것이라고 기대한 금액(연구 1)이나 처벌에 대한 예측(연구 2)이 이기적 

동기를 측정하는 최적의 측정치가 아닐 수 있다. 연구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재산을 크게 예측하는 것을 이기적인 동기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는 타인에 대한 긍정적 기대의 발현일 수도 있다. 즉 

행복한 사람들이 이득을 높게 예상하는 것은 그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타인을 더 신뢰하므로 호혜성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구 1에서 행복과 친사회적 행동 간 관계는 

타인을 신뢰하는 정도를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유의하였다. 

돌려받으리라 예측한 금액 역시 신뢰감 통제 후에 여전히 행복-

친사회적 행동 간 관계를 완전매개하였다. 이 결과는 위와 같은 

대안가설을 약화시킬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가 밝혀낸 이기적인 동기는 Batson 

(2011)이 정의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Batson은 선행으로 인해 

개인의 이득을 얻게 되더라도 본인의 궁극적인 의도가 상대방의 안녕을 

증진시키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이타적인 동기라고 설명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상대방이 돌려줄 돈의 액수, 그리고 자신에게 가해질 처벌의 

정도를 예측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득을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인지, 아니면 예측한 이득을 그저 부수적인 차원으로 여겼는지 여부는 

아주 엄격하게 따지면 본 연구에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동기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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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행동으로부터 추론되며 직접 사람들이 응답하는 경우에도 

정확하지 않다. Batson과 동료들 조차도 직접적으로 이타적인 동기를 

연구하는 대신 대안가설을 기각해 나가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제시하였다(Dovidio et al., 2006, p. 134). 본 연구에서 밝혀낸 

이기적인 동기가 Batson의 기준과 완벽히 부합하지 않더라도 행복한 

사람들의 선행의 배경을 이기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로 하여금 가상의 인물들과 상호작용을 

하도록 한 점, 단일 라운드로 실험을 진행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가상이 아닌 실제 인물로 구성하면 더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일례로 신뢰 게임에서 피신뢰자가 신뢰자에게 

돈을 얼마나 돌려주는지 실제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재 

게임에서의 기부와 처벌도 마찬가지이다. 4명의 구성원들이 실제로 내린 

결정을 토대로 기부와 처벌을 분석한다면 집단 내 상호작용을 더 

풍부하게 분석할 수 있다. 여러 라운드로 게임을 진행한다면 전 

라운드가 이후 라운드에 갖는 효과를 살펴보거나, 집단의 역동성을 

확인해 볼 수 있어 더욱 재미있는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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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신뢰 게임 규칙 안내문 

 

다음 설명을 잘 읽고 설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귀하는 지금부터 다른 실험 참여자와 짝을 이루어 실험에 참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귀하의 파트너는 귀하와 동일한 시간대에 실험에 참여하는 다른 

학생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될 것입니다. 

   

 이 실험에서의 참여자들의 목표는 높은 수익을 거두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각각 랜덤으로 "A"와 "B"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역할에 따라 수익을 거두는 과정이 달라지므로, 아래를 잘 읽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A"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는 가상의 돈 10,000 원을 먼저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지급받은 후, A 는 이 10,000 원을 B 에게 얼마나 나눠줄 지 

결정합니다.  

A 는 B 에게 돈을 하나도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원하는 만큼 일부를 

나눠주기로 결정할 수도 있으며, 10,000 원 전액을 다 B 에게 주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1) A 가 B 에게 금액을 나눠주지 않고 전부 가진다면, 그대로 실험은 

종료됩니다.  A 의 최종 수익은 10,000 원이고, B 는 0 원이 됩니다. 

  

2) 만약 A 가 10,000 원의 일부를 B 에게 나눠준다면,  A 가 B 에게 주는 

금액은 4 배가 되어 B 에게 전달됩니다. 

  

 "B"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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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는 A 가 보낸 돈의 4 배가 된 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다시 

얼마나 A 에게 재분배할지 결정합니다.  

B 역시 A 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전액 가질 수도 있고, 일부 돌려줄 

수도 있으며, 전액 다 되돌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B 가 A 에게 돈을 전달할 때는 B 가 결정한 금액 그대로 전달되며, 

4 배가 되지 않습니다.  

B 가 A 에게 돈을 얼마나 돌려줄 지 결정하고 나면 A 가 돈을 

돌려받고, 해당 실험은 종료됩니다. 

  

  

  

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 A 와 B 의 수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A = (처음 지급된 10,000 원 - B 에게 나눠준 돈)  

+ (B 가 되돌려준 돈) 

  

B = (A 가 준 돈의 4 배 - A 에게 되돌려주기로 결정한 돈) 

  

 귀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으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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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귀하가 실험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예비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예비 문제를 맞춰야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페이지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가능하다면 펜과 

종이를 이용해 메모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화살표를 눌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십시오.  
 
 
 

 

 

 

 

 

 

 

 

 



 

 50

부록 2. 공공재 게임 규칙 안내문  

 

 

지금부터 귀하는 다른 3 명의 플레이어들과 한 그룹을 이루어,  
실험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그룹의 멤버들은 플레이어 A,B,C,D 라는 아이디로 식별됩니다. 
 

본 실험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단계에서는 귀하를 포함한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각각 20 토큰이 
지급되며, 귀하가 해야 할 일은 이 20 토큰을 '공동 펀드' 에 얼마나 
기부할 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 펀드는 플레이어들이 기부한 

토큰을 2 배로 불려 똑같이 재분배해 줄 것입니다. 
 

2 단계에서는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10 토큰이 추가 지급되며, 
이 단계에서는 다른 플레이어들의 기부액을 보고 이들을 처벌할 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 두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귀하가 부여받은 토큰으로  
얼만큼의 소득을 얻었는지 계산해서 알려드립니다. 

기부단계와 처벌단계에서의 결정에 따라 귀하의 소득이 달라지므로, 
이 두 가지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 정하는 것은  

귀하에게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어지는 실험 순서와 방법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읽고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실험과정에서 메모와 간단한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펜과 종이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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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 기부 단계 > 
 
  
먼저 1 단계에서는 20 토큰을 받고, 공동 펀드에 얼마나 자신의 토큰을 
기부할 지 결정하게 됩니다. 네 명의 플레이어들은 0 부터 20 토큰까지 
자신의 기부 액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펀드에 모일 수 
있는 토큰의 수는 최소 0 에서 최대 80 토큰이 될 것입니다.  
  
플레이어가 얼마의 토큰을 기부하고, 얼마의 토큰을 남기기로 
결정하냐에 따라   
각 토큰이 계산되는 방식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동 펀드에 기부하기로 결정한 토큰이 계산되는 방식 
 
이 '공동 펀드' 는 기부된 모든 토큰을 두 배로 불려주는 펀드입니다. 
펀드에 기부된 모든 토큰은 두 배로 불어난 후에,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1/4 씩 똑같이 분배됩니다.  

 

다시 말하면, 귀하가 1 토큰을 펀드에 기부하면, 귀하가 되돌려받는 
이득은 0.5 토큰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다른 세 명의 
플레이어들도 0.5 토큰이 돌아가기 때문에, 귀하의 1 토큰으로 만들 수 
있는 전체 그룹의 이득은 0.5*4= 2 토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플레이어들이 1 토큰을 낼 때마다 당신의 이득이 
0.5 토큰만큼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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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그룹의 이득은 2 토큰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위의 설명을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 펀드에서 얻는 각 플레이어들의 이득   
= (모든 플레이어가 기부한 토큰의 총 합) * 2 / 4  
 
(ex. 플레이어 A~D 가 기부한 토큰의 수가 총 12 개라면 펀드는 
24 토큰을 창출하게 되고,  
모두는 각자 6 개씩 가져가게 됩니다) 
   
 
2) 공동 펀드에 기부하지 않고 남기기로 결정한 토큰이 계산되는 방식 
  
 
토큰을 기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받은 20 개의 토큰 중에서 
공동 펀드에 기부하고  
남은 토큰은 남은 만큼 그대로 자신의 소득이 됩니다.  
  
즉, 20 토큰 중에서 10 토큰을 기부하였다면 나머지 10 토큰은 그대로 
소득으로 남는 것입니다.  
토큰을 얼마나 펀드에 기부할지를 결정하고 나면, 2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2 단계 - 처벌 단계> 
 
2 단계에서는 플레이어들 각자에게 4 명의 플레이어가 각각 프로젝트에 
얼마씩 기여하였는지 
알려드립니다. 귀하를 포함한 모든 플레이어들은 타 플레이어들의 기부 
토큰 수를 보고  
다른 플레이어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단계를 위하여 토큰 10 개가 추가로 지급되며, 이 토큰을 0 개부터 
10 개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토큰 역시 처벌에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남길 수도 있습니다. 
  
다른 플레이어들에 대한 처벌은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자신의 1 토큰을 처벌에 사용할 때마다, 상대방의 보유 자산에서 3 
토큰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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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만일 본인의 1 토큰으로 A 를 처벌하고, 3 토큰으로 B 를 
처벌하고 싶다면 
자신의 4(=1+3)토큰을 사용하여 A 의 자산에서는 3 토큰을, B 의 
자산에서는 9 토큰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차감된 토큰을 
처벌한 사람이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누가 누구의 토큰을 얼마나 차감했는지 알 수 없으며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처벌에 사용하고 남은 토큰은 남은 만큼 그대로 자신의 소득에 
포함됩니다.  
만약 10 토큰 중 5 토큰을 처벌에 사용하기로 하였다면 남은 5 토큰이 
내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최종 소득 안내> 
  
  
모든 시행이 끝나면  자신이 얻은 총 소득이 공개됩니다.  
귀하가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거치기 전까지는 소득에 대한 중간 안내, 
중간 합산은 이뤄지지 않으며, 1단계, 2단계 각각의 결과 역시 최종 단계
에서 알려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소득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플레이어들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내 소득 =   (모두가 펀드에 기부한 총 토큰 수) * 2 /4   
   
                 +  (최초 지급된 토큰 20개 -  펀드에 기부한 토큰)  
 

+  (추가 지급된 토큰 10개 - 내가 타인을 처벌하기  
위해 사용한 토큰의 수 ) 

  
                 – ( 타인이 나를 처벌하기 위해 사용한 토큰 수 * 3 ) 
  
  
  
실험 설명문을 읽고 이해가 되셨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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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삶의 만족도 척도  

 

아래의 글을 읽고, 평소에 여러분
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는 정도에 가장 가까
운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7점 척
도) 
 

 

 

                               

매우 전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반적으로 나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에 가깝다. 
1 2 3 4 5 6 7 

나의 삶의 조건은 매우 훌륭하다. 1 2 3 4 5 6 7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1 2 3 4 5 6 7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원했던

것들을 모두 얻었다. 
1 2 3 4 5 6 7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그대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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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척도  

 

다음의 단어들은 감정이나 기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각 단어를 읽고  

평소 당신이 느끼는 기분의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낸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5 점 척도)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많이 

그렇다 

흥미진진한 1 2 3 4 5 

짜증난 1 2 3 4 5 

괴로운 1 2 3 4 5 

정신이 맑게 깨어있는 1 2 3 4 5 

신나는 1 2 3 4 5 

부끄러운 1 2 3 4 5 

화난 1 2 3 4 5 

감명받은 1 2 3 4 5 

강인한 1 2 3 4 5 

불안한 1 2 3 4 5 

죄책감 드는 1 2 3 4 5 

단호한 1 2 3 4 5 

겁에 질린 1 2 3 4 5 

집중하는 1 2 3 4 5 

적대적인 1 2 3 4 5 

조바심 나는 1 2 3 4 5 

열정적인 1 2 3 4 5 

활기찬 1 2 3 4 5 

자랑스러운 1 2 3 4 5 

두려운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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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and Prosocial Behavior 
in Cooperation Setting: Mediation 

Effect of Selfish Motive 
 

Eunju Son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ast research suggests that happy people tend to be more 

prosocial than others. However, sparse research investigates 

whether they still behave altruistically when they are in social 

decision making situation. Also, explanatory motives that might 

indicate why happy people behave prosocially have not yet been 

thoroughly explored. To address this issue, the present research 

conducted 2 studies using the trust game and the public goods game 

procedures. This study proposes that people with higher subjective 

well-being have more positive expectations of their profit from 

their prosocial decision, which consequently result in prosocial 

behavior. Those with higher levels of subjective well-being 

expected their counterpart to be more compensating, thus making a 

generous offer to their partner (Study 1). Likewise, happy people 

executed less punishment because they anticipated that other 

people would also not harm their benefit by punishing them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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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se findings suggest happy people behave more prosocially in 

cooperative situation, and anticipation of positive outcome serves as 

a possible underlying mechanism of prosocial behavior in happy 

people. 

 

 

Keywords : Happiness, Prosocial behavior, Social dilemma, Trust 

game, Public goods game, Selfish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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