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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인간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되는 대규모 공동 협력은 인류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종이 될 수 있었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와 
같은 집단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 중 하나로 배신자에 대한 처벌이 
연구 되어왔다. 하지만 처벌에는 비용이 따른다. 비협력자를 처벌하는 
사람은 개인적 비용을 지불하지만 비협력자를 처벌하지 않는 사람은 
개인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집단 내 높아진 협력 수준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기 때문에 2차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만약 비협력자를 
처벌하는 처벌자가 처벌에 들이는 비용보다 처벌 행동으로 인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면 2차 무임승차자 문제가 제기될 필요 없이 공동 협력 
상황에서 비처벌자에 대한 처벌이 진화할 수 있다. 비싼 신호 이론에 
따르면 다자관계에서의 비협력자 처벌이 처벌자의 강한 처벌 의지의 신호가 
되는 경우 관찰자들이 후속 상호작용에서 처벌자로부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처벌자에게 착취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자가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비자발적 호의에 의한 처벌자의 이익을 확인하기위해 본 
연구에서 처벌 옵션이 있는 공공재 게임과 후속하는 처벌 옵션이 있는 
독재자 게임을 실행 하였다. 또 공공재 게임이 끝난 후에 참여자들이 
독재자 게임의 파트너로 선호하는 조원을 조사하였다. 실험 결과, 
참여자들은 처벌 옵션이 있는 독재자 게임에서 공공재 게임의 비처벌자보다 
처벌자에게 더 공정한 분배를 하였다. 하지만 파트너 선호도 조사에서는 
처벌자를 파트너로 선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처벌 행동이 강한 처벌 
의지에 대한 신호가 되어 처벌자의 이익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처벌의 
비싼신호가설과 부합한다.  
 

 

주요어 : 협력, 처벌, 비싼신호이론, 호혜주의, 파트너 선택, 행동경제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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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일찍이 애덤 스미스 는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개인의 이기심과 집단의 이익은 

상보적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토마스 홉스(Hobbes, 1980)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 개인의 이기심과 집단의 이익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다. 특히 

다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에서의 일어나는 협력의 붕괴를 개럿 하딘 

(Hardin, 1968)은 은유적으로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표현했다.  

 

공유지의 비극 상황을 게임 이론에 적용하면 공공재 게임으로 구조화 할 수 

있다. 공공재 게임은 2명 이상의 참여자들이 집단으로 상호작용 할 때, 공공재에 

기여하거나 기여하지 않고도 공공재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한 

게임 구조에서 참여자들의 자발적 공공재 기여로 공공재가 유지될 수 있는지, 

아니면 무임승차자 문제로 공공재가 유지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한 행동 

실험이다. 공공재 게임에서 구성원 각각은 집단에 협력하거나 협력하지 않는 것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구성원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한 공공재는 협력한 

구성원에게나 협력하지 않은 구성원에게나 동일한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설계된 

상호작용 구조이다. 때문에 개별 구성원들에게는 협력의 비용을 아끼고 혜택의 

이익만 누리는 무임승차의 유혹이 생긴다. 예를 들어, 무작위로 그룹 지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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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끼리 익명으로 공공재 게임을 반복할 경우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과 

마찬가지로 회가 거듭될수록 무임승차자 문제가 일어나 공공재 기여율이 

떨어지고 협력이 붕괴된다(Olson, 1965). 이후 집단에서 협력을 유지시키는 

기제는 개인의 이기심이 아닌 홉스의 리바이어던적 중앙집권 기관의 힘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현실에서 항상 공공재가 유지되지 못하고, 협력이 붕괴되는 것은 

아니다. 엘리노어 오스트롬은 인류학적 사례 연구들에서 나타난 공유 자원 유지 

사례들을 분석하여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에서 공유 

자원이 지속 가능 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Ostrom, 1990). 그녀는 공유지의 

비극을 피하거나 해결해낸 사례들을 분석하여, 정부에 의한 규제 없이도 공공 

자원을 위한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집단 협력을 위한 명확한 규칙이 있고 집단 구성원 

스스로 감시와 처벌을 통해 집단 규칙을 위반한 구성원에 대한 적절한 제제를 

수행할 때 공공재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간 사회에서는 대규모 산업 

사회든, 소규모 부족 사회든 어디서나 대부분 규범 위반에 대한 처벌 기제가 

존재한다(Henrich et al., 2006, Guala, 2012).  

 

이후 점차 다양한 학문 분과에서 집단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로서 

배신자에 대한 처벌이 연구 되어왔다(Fehr & Gächter, 2000; 2002, Fehr, 

Fischbacher & Gächter, 2002, Nowak & Sigmund, 2005, Nowak, 2012, Boyd & 

Richerson, 1992, Boyd, Gintis & Bowles, 2010, dos Santos & Wedekin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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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른스트 페어와 사이먼 가흐터는 일반적인 공공재 게임에 무임승차자를 제재할 

수 있는 자발적 처벌 기회를 도입하여 공공재 게임을 같이 하는 조원 간 상호 

감시와 제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게임을 처벌 기회가 있는 공공재 

게임이라 한다. 이러한 행동 실험을 통해 공공재 게임에서 집단에 기여하지 

않거나 기여 수준이 낮은 조원을 다른 조원이 처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일반적 공공재 게임에서와 달리 반복되는 공공재 게임에서 집단 협력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였다(Fehr & Gchter, 2000). 심지어 처벌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비용을 지불해야 했음에도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처벌 옵션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실험실 안과 밖에서 구성원간의 상호 감시와 제제가 협력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기제라는 증거들이 확보되면서 다시 구성원간의 자발적 상호 감시와 

제제는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설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무임승차자에 대한 

처벌은 비협력자를 억제함으로써 집단 전체의 이익에 기여한다. 하지만 처벌에는 

비용이 따른다. 무임승차자를 처벌하는 사람은 개인적 비용을 지불하지만 

무임승차자를 처벌하지 않는 사람은 개인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집단내 

높아진 협력 수준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게 된다. 이에 따라 공공재 협력 여부를 

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개개인들은 무임승차자 처벌에 대해서도 무임승차 

유혹이 생긴다. 즉, 다른 사람이 무임승차자를 처벌하기위한 비용을 지불하고 

나는 처벌에 따른 이익만 누리고자 하는 유혹이 생길 수 있다. 때문에 처벌 행동 

자체가 또다른 공공재가 되어 무임승차자를 처벌하는 사람과 처벌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 2차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한다. 2차 무임승차자, 다시 말해 

무임승차자를 처벌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3차 무임승차자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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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하고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로 계속 고차 무임승차자 문제가 끝없이 이어지게 

되어 결국 처벌 기제 만으로는 인간의 공동 협력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일부 학자들은 무임승차자에 대한 처벌이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를 이타적 처벌이라고 명명하고 인간의 강한 상호성(strong reciprocity)의 

증거로 보았다(Ernst & Simon, 2002, Robert, Herbert, Samuel, & Peter, 2003, 

Gintis, Bowles, Boyd, & Fehr, 2003, Henrich, 2004, Bowles & Gintis, 2011, 

Richerson et al., 2016). 이들에 따르면 무임승차자를 처벌하는 행동은 처벌자에게 

개인적인 비용을 초래하고, 집단의 이익은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타적 처벌이며, 

무임승차자를 처벌하려는 성향을 개체 수준의 선택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집단 

선택, 다수준 선택을 통해 진화한 적응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만약 무임승차자 처벌자가 처벌에 들이는 비용보다 처벌 행동으로 인해 

더 큰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면 2차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비협력자에 대한 처벌 행동을 개체의 적합도를 높이는 개체 선택 수준의 

적응으로 설명 할 수 있다. 처벌이 발생한 시점에서는 처벌자의 개인적 이익은 

없으며 즉각적인 비용만 발생하지만, 반복적 상호작용 관계에서 처벌자가 처벌 

행동으로 인해 후속하는 다른 상호작용에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의 팀원들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에서 자기 몫을 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려는 팀원에게 다른 팀원 중 한 명(처벌자)이 “프로젝트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당신을 팀원 명단에서 빼는 것을 건의하겠다.”고 경고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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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자. 처벌자는 경고에 따른 비용(경고하기 위해 소모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에너지, 무임승차자의 보복 가능성 등)이 든다. 하지만 만약에 그 광경을 

목격하거나 전해 듣게 된 다른 팀원들이 처벌자를 다음 프로젝트의 팀장으로 

선호하거나, 개인적으로 처벌자와 만났을 때 더 협력적으로 행동한다면 처벌자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처벌 시점의 비용보다 후속하는 상호작용에서의 이익이 더 크다면 

무임승차자 처벌 행동도 지금까지 진화생물학에서 논의되었던 다른 협력적 

행동들과 같이 호혜주의나 비싼 신호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또한 

무임승차자 처벌 행동이 개체 선택만으로도 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처벌의 이익과 비용이 모두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이 강한 

상호성의 증거로, 다수준 선택으로 진화했음을 주장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에서 처벌자가 처벌 행동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후속하는 집단 구성원과의 다양한 상호작용 맥락에서 검토함으로써 무임승차자에 

대한 처벌 행동이 초래하는 처벌자의 비용과 이익을 분석하여 앞으로 인간의 

처벌과 협력 행동에 대한 논의가 더 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 2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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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상호 호혜주의 

 

인간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되는 대규모 공동 협력은 인류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종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원인으로 

지목된다(Henrich, 2016). 인간은 협력을 위해 종종 즉각적인 이익을 포기하거나 

손해를 감수하는데, 예를 들어 부상, 사망 등의 위험이 있는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전하는 행동에서부터 손에 든 쓰레기를 길거리에 함부로 버리지 않고, 

귀찮더라도 쓰레기통이 나타날 때까지 손에 들고 있는 행동까지 우리 일상의 

다양한 행동들이 이러한 범주에 포함된다. 이러한 행동들은 타인의 적합도 상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적합도나 물질적 보수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생물학적 

이타주의에 해당한다. 월리엄 해밀턴 (Hamilton, 1964)이 혈연선택설과 포괄적 

적합도 이론으로 혈연 간에 이타적 행동이 진화할 수 있음을 보였으나, 

혈연관계가 아닌 비혈연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이타적 행위는 이후 로버트 

트리버스(Trivers, 1971)가 반복되는 상호작용에서 이타적 행동이 상호 호혜적으로 

진화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전까지 진화생물학에서 혈연선택의 관점만으로는 

설명하기 난해한 수수께끼였다.  

 

인간의 이타적 행동은 그 대상이 혈연 선택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광범위한 

대상을 포괄한다. 트리버스는 이를 상호 호혜주의로 설명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비혈연간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이타적 행동은 계속 지속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지연된 상호협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계속 지속되는 관계에서 이타적 

행동을 하는 행위자가 이기적인 행위자보다 더 높은 적응적 이익을 누리기 



- 7 -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행위자는 다음 번 상호작용에서 상대방이 

이기적으로 행동하거나 상호작용 파트너로 선택되지 않기 때문에 첫번째 

상호작용 이후에는 더 이상 이익을 누릴 수 없지만, 이타적 행위자는 첫번째 

상호작용에서 이익이 이기적 행위자보다 적더라도 이후에 반복되는 상호작용에서 

계속 추가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타적 행동이 진화할 

수 있다.  

 

로버트 액셀로드와 윌리엄 해밀턴(Axelrod & Hamilton, 1981)은 행위자 기반 

모델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트리버스의 상호 호혜주의 개념에 따라 

유기체들의 개체군 내에서 쌍방 협력 행위가 진화적 과정으로 출현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들은 양자간에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확률로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협력하고 그 이후에는 파트너의 

행동에 따라 조건부로 협력 또는 배신하는 전략이 가장 성공적인 행위자 

모델임을 컴퓨터 시물레이션을 통해 증명하였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란 두 참여자에게 각각 ‘협력’ 또는 ‘배신’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권이 주어지고, 두명의 동시에 협력한 경우, 동시에 배신한 경우보다 더 

큰 이익이 있지만, 한명이 배신하고 한명이 협력한 경우 배신자의 이익이 동시에 

협력했을 때보다 더 크게 설계된 게임을 통칭한다. 죄수의 딜레마 구조에서 

각각의 참여자들은 배신에 대한 유인이 있어 상호 협력이 발생하기 힘들다. 

상대방이 배신 할 때와 협력 할 때, 모두 나의 이익을 최대화 하는 전략은 

배신이다. 따라서 일회적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최적 전략은 두 행위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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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이 된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두 사람 모두 협력할 경우 얻게 되는 이익보다 

더 작은 이익만 얻게 된다. 하지만 만약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일회적이 아니라 

두 사람 간에 종료 시점에 대한 정보 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일회적 

배신으로 얻는 이익보다 이후의 상호 협력으로 얻는 이익의 합이 더 크기 때문에 

협력이 최적 전략이 된다. 액셀로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 반복적인 

죄수의 딜레마 게임 상황에서 항상 배신, 항상 협력 등의 다른 전략들 보다 

처음에는 항상 협력하지만 이후에는 조건부로 상대방이 이전에 협력한 경우에만 

협력하고 상대방이 이전에 배신한 경우 배신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Tit for 

Tat) 전략이 가장 성공적인 전략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호혜성이 장기적 관계에서 

협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단기적으로 이타적으로 보이는 

행동이 실제로 장기적으로 적합도에 이득이 된다는 생각인 호혜적 이타주의를 

지지한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에서는 상대방이 협력하면 나도 협력으로 

보답하고, 상대방이 배신하면 나도 배신으로 보복하는 직접 상호주의적 행동이 

가능하지만, 다수의 참여자가 집단으로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는 집단에 

협력하지 않은 무임승차자에게 직접 보복할 수가 없다. 만약 무임승차자의 

배신에 보복하기 위해 협력하지 않으면 무임승차자 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 

구성원들에게도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올슨의 공공재 게임에서와 같이 집단 

협력은 점진적으로 붕괴하게 된다. 따라서 무임승차자에게만 보복할 수 있도록 

구성원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기회가 추가되어야 공공재 게임에서도 상호 

호혜주의가 일어나 협력이 지속될 수 있다. 실제 실험실 공공재 게임에서 조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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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기회 없이 공공재 게임만 반복하면 점점 협력 수준이 낮아지지만, 공공재 

게임 사이에 기여 수준이 낮은 조원을 처벌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하여 반복하면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처벌을 사용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협력이 유지된다(Fehr 

and Gachter 2000, 2002).  

 

하지만 무임승차자를 처벌하는 처벌자는 개인적 비용을 들여 공공재 

게임에서의 집단 협력 수준을 증가시키고, 무임승차자를 처벌하지 않는 

비처벌자는 개인적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집단내 높아진 협력 수준에 따른 

이익을 누리기 때문에, 집단 구성원들은 처벌자의 처벌 행동에 무임승차 하려는 

유인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무임승차자 처벌로 인해 높아진 집단 협력 수준과 

직접 호혜주의만으로는 처벌자가 왜 개인적 비용을 들여 무임승차자를 

처벌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만약 무임승차자 처벌 행동으로 인해 집단 전체의 이익과는 별개로 

처벌자의 개인적인 이익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단에서 

무임승차자에게 제재를 가한 처벌자가 후속하는 집단 구성원과의 개인적인 

상호작용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또 이러한 이익이 처벌에 든 비용을 

상회한다면 이는 처벌자의 개인적 이익이 된다. 이때 처벌자의 개인적 이익이 

처벌의 비용을 초과한다면, 처벌 행동을 간접 호혜주의, 또는 비싼 신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간접 호혜주의와 비싼 신호 이론을 검토하고 

처벌 행동을 설명하기에 더 적합한 이론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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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간접 호혜주의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직접적인 호혜성만으로는 인간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되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의 대규모 공동 협력을 

설명하기 어렵다. 3인 이상의 다자간 상호작용에서는 양자간 상호작용 관계보다 

직접 상호성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양자 관계와는 달리, 다자간의 

집단 상호작용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정확히 누가 배신 했고 누가 협력 했는지 

쉽게 알 수 없으며, 개인이 협력을 철회하는 것만으로는 집단에 협력하지 않은 

무임승차자에게 직접 보복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집단에서 개인들은 많은 수의 

파트너와 빈번하게 상호작용하며 주체적으로 상호작용 파트너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 상호주의의 이러한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이론적 설명은 양자간의 

직접적인 호혜주의가 아니라 다자간 관계에서의 간접 호혜성이다(Nowak & 

Sigmund, 2005, Ferh, 2004, Milinski, Semmann & Krambeck, 2002, Semmann, 

Krambeck & Milinski, 2005). 직접적인 호혜성이 “오늘 네가 내 등을 긁어주면, 

내일 내가 너의 등을 긁어주겠다.”로 대변된다면, 간접 호혜성은 “오늘 내가 너를 

도와 주면, 내일 다른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는 말로 나타낼 수 있다. 

이는 특정 행동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그 행동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 11 - 

 

간접 호혜성은 평판을 매개로 이루어지는데, 내가 한 바람직한 행동은 평판을 

통해 나에게 보상으로 돌아온다. 반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평판을 

깎아내려 나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온다. 높은 평판은 협력적 상호작용을 위한 

파트너 선택에서 우위를 점하게 하고 협력을 통한 이익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반면, 나쁜 평판은 협력 파트너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인간에게 

고도의 평판 관리 기제가 진화할 수 있는 것이다(Barclay, 2013). 밀린스키는 

심지어 인간에게 평판은 전세계 공용 통화 같은 역할을 한다고 까지 주장하였다 

(Milinski, 2016).  

 

혹스 등(Hawkes, O'Connell & Jones, 2001)은 하드자 수렵 채집민들은 관찰한 

연구에서 노획물을 잘 배분하는 사냥꾼이 공동체 내에서의 파트너 선택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버드와 파워(Bird & Power, 2015)는 마르투 

부족에서 사냥꾼들의 협력적 평판에 따라 사냥 네트워크의 중심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보였다. 밀린스키 등은(Milinski et al., 2002) 실험실에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재 게임과 후속하는 독재자 게임을 한 세트로 반복하는 간접 

상호성 게임 구조를 만들었다. 독재자 게임이란 2명의 참여자가 각각 ‘독재자’와 

‘수령자’의 역할에 배정되고, 일정 금액의 기본금이 독재자에게 지급되고, 

독재자가 이중 일부를 일방적으로 수령자에게 분배하는 실험이다1. 공공재 게임과 

                                           
1 독재자가 분배할 금액을 결정하면 수령자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고, 수동적으로 분배금을 받는

다. 독재자 게임은 독재자 역할을 맡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특별한 조건없이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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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 게임을 번갈아가며 반복하면 공공재 게임에서의 평판이 후속 독재자 

게임에서 독재자가 수령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통해 간접 상호성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실험 결과 공공재 게임에서 

협력한 조원은 평판을 통해 이어지는 독재자 게임에서 다른 조원들로부터 

무임승차자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았고, 공공재 게임에서의 협력 수준 역시 후속 

독재자 게임이 없을 때보다 매우 높게 유지됨을 보였다.  

 

판차나단과 보이드(Panchanathan & Boyd, 2004)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공공재 게임과 후속하는 간접 상호성 게임을 무한히 반복적으로 시행할 

때, 특정 조건 하에서는 공공재 게임에서는 협력하고, 간접 상호성 게임에서는 

공공재 게임에서 협력한 행위자에게 협력하는 것이 최적 전략이며, 따라서 

협력이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만약 공공재 게임에서 협력하는 것뿐 아니라 비처벌자를 처벌하는 행동까지도 

이후의 상호작용에서 다른 사람과의 우호적인 관계로 보상 받을 수 있다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처벌자의 적합도상 비용보다 이익이 더 큰 행위로, 처벌 행동 

역시 간접 호혜주의로 설명될 수 있다(Barclay, 2006). 하지만 상호 호혜성에서 

평판은 일반적으로 긍정적 자질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처벌자의 평판이 

처벌자의 긍정적 자질에 대한 관찰자의 자발적 보상으로 이어지면 간접 

호혜주의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 처벌자에 대한 관찰자의 보상이 자발적이지 

않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간접 호혜주의라고 할 수 없다. 후자의 경우, 처벌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비싼 신호 이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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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싼 신호 이론(Costly Signaling theory)  

 

처벌 행동에 대한 다른 또 한가지 설명으로 비싼 신호 이론이 있다. 비싼 신호 

이론이란 특정 행동이 행위자의 감춰진 특성에 대한 흉내내기 어려운 신호가 

된다는 것으로, 신호를 보내기 위한 행위에 수반되는 비용이 클 수록 행위자의 

특성에 대한 강한 신호가 되고 이에 따라 신호의 수신자와 후속하는 

상호작용에서 이익이 더 클 때 그러한 비용이 많이 드는 행동이 진화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Zahavi, 1975). 비싼 신호 이론은 공작새의 꼬리에서부터 인간의 

이타적 행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상에 대한 대안적 설명으로 제안되었는데, 

예를 들어 인간 사회에서의 식량 공유 현상이나, 의례적 축제에서 많은 식량을 

내놓는 것 등의 이타적 행동은 행위자의 뛰어난 자원 확보 능력, 협력적인 

파트너로서의 자질 등을 나타내는 신호가 될 수 있다(Boone, 1998, Smith & Bird, 

2000, Sosis, 2000, Fehrler & Przepiorka, 2012).   

 

비협력자를 처벌하는 행동에 비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처벌 행동을 통해 

처벌자가 이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곧 처벌자의 특정 자질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신호가 되고, 이에 따라 이후에 처벌자의 처벌 행위를 

관찰하거나 알게 된 다른 사람, 즉 수신자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처벌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처벌 행동을 비싼 신호 보내기 행동으로 설명 할 수 있다. 

비협력자에 대한 처벌 행동을 간접 상호성이나 비싼 신호 보내기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처벌 행동에 대한 후속 이익이 제 3자인 관찰자로부터 주어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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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유사하지만 관찰자가 처벌 행동을 그 자체로 바람직한 속성으로 보는지, 

꼭 그렇지 않아도 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간접 상호성 모델에서는 관찰자가 처벌 행동을 그 자체로 바람직한 속성으로 

인지하고 이에 따라 처벌자에게 우호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설명되지만, 

비싼 신호 모델에서는 처벌 행동이 그 자체로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은지는 

상관이 없다. 비싼 신호 보내기로 처벌 행동을 설명하면, 처벌자가 처벌 행동에 

수반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행위자의 관측 불가능한 다른 자질, 

예를 들면 미래의 상호작용에서도 비협력자를 처벌할 가능성(강한 처벌 의지) 

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관찰자는 처벌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비협력적 행동을 

하기 꺼려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호가 되는 행동 자체가 수신자에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상관 없이 신호를 보내는 사람에게는 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높은 공격성은 수신자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지만, 부정적 

신호가 꼭 후속 상호작용에 불리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집단 규범을 어기거나 집단에 협력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벌 행동은 집단 

차원에서는 집단의 협력 수준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친사회적 행동이지만, 

수신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처벌자와의 양자 상호작용 관계에서 배신할 경우 

처벌자로부터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정적 신호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처벌 신호가 관찰자로 하여금 처벌자를 양자 관계의 파트너로는 

선호하지 않거나 양자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보상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 예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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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하지만, 상호간 처벌이 가능한 상호작용에서 처벌자와 맞닥뜨리게 되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처벌자에게 더 공정하게 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실험실에서 수행된 연구는 대부분 간접 상호성 게임에서 처벌자가 얻는 

이익을 상대방의 자발적인 호의, 또는 처벌자에 대한 신뢰로 측정하고자 하였고, 

처벌자에 대한 관찰자의 두려움으로 인한 이익을 측정한 연구가 거의 이루이지 

않았다. 

 

 

1.3 선행연구 및 연구 가설 

 

1.3.1 선행연구 검토 

 

처벌 행동으로 인해 처벌자가 후속하는 상호작용에서 적합도 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무임승차자 처벌은 큰 틀에서 간접 호혜주의, 또는 비싼 신호 

보내기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을 위해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임승차자 처벌자가 정말 처벌로 인해 후속 상호작용에서 이익을 누리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Pat Barclay, 2006) (Raihani & Bshary, 2015a). 간접 호혜주의와 

비싼 신호 이론 모두 처벌자의 후속 이익을 전제하고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접 

호혜주의는 처벌자의 후속 이익을 관찰자의 자발적 보상으로, 또 관찰자가 

처벌자를 파트너로 선호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비싼 신호 이론은 관찰자가 

자발적 보상하거나 파트너로 선호하지 않더라도 처벌자의 후속 이익이 존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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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예측한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실험실 연구들에서 처벌자에 대한 관찰자의 호의적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측정된 처벌자의 이익을 확인할 수 없었고, 또한 다자 

관계에서 공공 처벌자의 이익에 대한 상이한 실험 결과들이 존재한다(Barclay, 

2006, Nelissen, 2008, Kiyonari & Barclay, 2008, Przepiorka & Liebe 2016, 

Balafoutas, Nikiforakis & Rockenbach, 2014, Gordon & Lea, 2016, Raihani & 

Bshary, 2015b, Jordan et al., 2016).  

 

패트릭 바클레이(Barclay, 2006)는 처벌 기회가 있는 공공재 게임과 후속하는 

독재자 게임 실험을 통해 무임승차자 처벌자가 독재자 게임에서 개인적 이익을 

얻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참여자들은 공공재 게임에서 무임승차자를 처벌한 

조원이 무임승차자를 처벌하지 않은 조원보다 더 신뢰감 있고, 존경 받을 만하고, 

집단 가치를 중시한다고 평가하면서도, 비처벌자 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평가 

하지는 않았다. 또, 실제 독재자 게임에서 참여자들은 처벌자와 양자 관계로 

만나게 될 경우 비처벌자와 비교해 더 많은 금액을 나눠주지 않았다. 토코 

키요나리와 바클레이(Kiyonari and Barclay 2008)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공재 게임이 끝나고 2번의 처벌 또는 보상 기회가 있는 일련의 간접 상호성 

게임을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무임승차자를 처벌한 조원에게 자발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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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라포타스 등(Balafoutas et al. 2014)은 실험실 밖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처벌 행동의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해, 사람들로 붐비는 기차역에서 실험을 

진행했다. 빈 커피 컵을 열차 승강장에 던져버리는 사람(규범 위반자), 이를 

제지하는 사람(처벌자), 제지하지 않는 사람(비처벌자)을 연출하고 그 장면을 

목격한 다른 사람들(관찰자)이 각각의 유형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즉 규범 위반자, 처벌자, 비처벌자가 가방을 떨어뜨려 소지품을 

쏟았을 때, 관찰자들이 도와주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하지만 역시 

실험실 실험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처벌자는 비처벌자보다 관찰자로부터 자발적 

도움을 더 얻지 못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간접 호혜주의 따른 처벌자의 

후속 이익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간접 호혜주의 이론으로는 무임승차자 

처벌 행동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반면, 비싼 신호 이론을 내세운 선행연구들은 공공재 게임의 처벌보다 주로 제 

3자 게임의 처벌자의 후속 상호작용 이익을 연구하였다. 제 3자 게임은 A와 B의 

상호작용을 관찰만 했을 뿐 그에 따른 아무 영향도 받지않은 제 3자 C에게 A 

또는 B의 이기적 행동을 처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구조의 게임이다. 

공공재 게임에서의 처벌은 양자 관계에서의 처벌과 3자 관계에서의 처벌의 

요소가 섞여있다(Raihani & Bshary, 2015a). 세피오르카와 리에베(Przepiorka & 

Liebe, 2016)는 2자 관계와 3자 관계에서의 처벌자의 이익을 각각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일반적인 독재자 게임에 수령자가 독재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회(2자 처벌)와 독재자 게임을 함께 하지 않은 제 3자가 독재자를 처벌 할 수 

있는 기회(3자 처벌)를 추가하였다. 각각의 경우에 처벌자가 후속하는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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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또 다른 제 3자인 관찰자로부터 비처벌자보다 더 신뢰 

받는지(설문조사), 실제로 더 많은 금액을 이전 받는지, 또 처벌자들이 이전 받은 

금액을 되돌려 줌으로써 처벌자의 신뢰성이 실제로 높은지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처벌자는 2자 처벌자, 3자 처벌자 모두 관찰자로부터 비처벌자보다 더 

신뢰받지 않았고, 신뢰 게임에서 2자 처벌자는 관찰자로부터 돈을 이전 받을 

확률이 더 낮았으며, 3자 처벌자는 비처벌자와 차이가 없었다. 처벌자가 신탁금을 

되돌려 주는 확률 역시 비처벌자와 차이가 없어 처벌자의 신뢰성이 실제로 

높다고 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기심에 대한 처벌이 신뢰도의 신호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단 예외적 결과로 Raihani and Bshary 2015b, 

Jordan et al 2016 등이 있다).  

 

하지만 처벌자가 관찰자로부터 자발적 보상이나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처벌 행동이 비싼 신호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처벌이 

다른 유형의 신호 정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처벌 행동은 처벌자가 강한 처벌 

의사와 처벌에 수반되는 비용을 기꺼이 감당할 강한 처벌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림으로써 관찰자로 하여금 처벌자에 대한 두려움, 또는 경각심을 일으켜 

착취적인 행동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두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처벌이 이기적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막스 크라스노 

등과 크리스티안 힐브와 트라울센의 연구가 있다(Krasnow et al., 2012, Hilbe & 

Traulsen, 2012). 하지만 공공재 게임의 처벌자와 양자 관계로 상호작용하게 될 

경우 관찰자의 이기적 행동이 억제되는지 확인한 선행 연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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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크라스노 등은 2자 간에 처벌 옵션이 있는 신뢰 게임을 반복함으로써 2자 

관계에서 배신자를 처벌한 처벌자는 후속 상호작용에서 처벌받은 상대방에게서 

더 협력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을 보였다. 크리스티안 힐브와 트라울센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일정 규모의 집단에서 처벌 옵션이 있는 독재자 

게임이 집단 구성원 간에 상대방을 바꿔가며 반복되고, 상대방이 이전 게임에서 

보인 행동에 대한 정보가 주어질 때, 행위자들이 처벌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이기적 행동을 자제한다면 정당한 처벌자가 집단내 다수를 차지할 수 있음을 

보였다. 하지만 이는 실제 사람들의 행동이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나는지, 

처벌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다.  

 

한편 이기적이거나 비협력적인 사람을 처벌하는 행동이 직접적으로 파트너 

선택에 미치는 영항을 직접 조사한 선행 연구로는 호리타(Horita, 2010)와 고든과 

레아(Gordon & Lea, 2016), 파틸과 쿠시먼(Patil & Cushman, 2018)의 연구가 

있다. 호리타는 공공재 게임의 처벌자가 다음 공공재 게임, 최후통첩게임, 독재자 

게임의 파트너로 선호되는지 조사하였는데, 각 게임에서 처벌자가 맡게 될 

역할에 따라, 분배자 역할로는 선호되는 경향을, 수령자 역할로는 선호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 고든과 레아는 제 3자 처벌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처벌 

행동이 리더로서 선호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참여자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처벌자의 경우 지위가 높은 비처벌자보다 리더로써 선호하였지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처벌자의 경우 지위가 낮은 비처벌자 보다 리더로 더 

선호하지 않았다. 파틸과 쿠시먼은 제 3자가 처벌과 보상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을 

때, 참여자들이 처벌보다 보상을 선택한 제 3자를 파트너로 더 선호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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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얻었다.  

 

아직까지 분배자, 지도자 등 특정 역할의 파트너로서가 아닌, 역할이 특정되지 

않는 일반적 파트너로서, 처벌자가 비처벌자보다 파트너로 덜 선호되는지 실제 

상호작용 실험을 통해 확인한 연구는 없다. 파트너 선택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공공재 게임의 처벌자가 아니라 제 3자 처벌자에 대한 파트너 

선호도를 측정하였으며, 실제 행동을 관찰한 결과가 아닌, 설문조사 형식으로 

선호도 측정이 이루어져 참여자들의 실제 상황에서도 동일한 선택을 할 지 

확실하지 않다. 공공재 게임에서 무임승차자 처벌 행동이 양자관계 파트너 선택 

시 미치는 영향은 선행 연구에서 실제 행동 실험을 통해 확인 된 바가 아직 없다.  

 

1.3.2 문제 제기 및 연구 가설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무임승차자 처벌자의 평판 이익을 

처벌자에게 참여자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호의적 행동을 보이는 지로 

측정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비처벌자와 비교했을 때 처벌자의 

이익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처벌자의 평판 이익을 상대방의 호감이나 자발적인 호의로만 

측정해서는 비싼 신호 효과에 따른 처벌자의 정확한 이익을 추정할 수 없다. 

공공재 게임에서 배신자에게 처벌을 가한 처벌자는 다른 조원들(관찰자)에게 

처벌자와 양자 관계로 상호작용할 때 상대방의 배신에 대해 보복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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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사람으로 여겨져 공공재 게임의 비처벌자보다 더 공정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처벌 행동으로 처벌자의 속성을 드러내어 

관찰자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 호혜주의보다는 비싼 신호 

보내기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한다. 이러한 가설 확인을 위해서는 실제 

사람들이 상대방으로부터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호작용에서 처벌자에게 더 

관대한 행동을 보이는지 확인하여 집단 내 무임승차자 처벌자의 이익을 직접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임승차자 처벌 행동이 양자관계의 파트너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관찰자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처벌자가 얻는 이익이나 

손해가 관찰자들의 자발적인 동기에 의한 것인지, 비자발적인 동기에 의한 

것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이상의 문제제기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후속 상호작용이 관찰자가 처벌자에게 

무임승차자자 처벌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구조로 이루어질 

때, 처벌자의 이익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실험실에서 익명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벌 옵션이 있는 공공재 게임’과 

후속하는 ‘처벌 옵션이 있는 독재자 게임’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재 

게임에서 무임승차자에게 제재를 가한 처벌자가 독재자 게임에서 참여자의 

상대방이 될 경우, 참여자들이 덜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일반적인 독재자 게임에서 독재자의 행동에 아무런 제제가 없기 때문에 

독재자가 수령자에게 분배한 금액을 바로 독재자의 자발적인 호의로 해석 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독재자는 수령자에게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독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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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의 자발적인 것인지, 처벌에 의한 두려움 때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참여자들이 독재자 게임의 파트너로 선호하는 조원을 조사하여, 독재자 

게임에서 처벌자에게 보인 행동이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확인하고자 했다.  

  



- 23 - 

 

2. 연구 방법 

 

2.1 실험 참여자 

 

서울대학교캠퍼스 내 참여자 모집 공고문과 서울대학교 학생 포털 사이트인 

스누라이프를 통해 실험에 관한 공고를 내고 참여의사를 밝힌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72명(여성: 30명, 남성 42명, 평균 나이 21.3세)의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또한 모집 공고문에 지금까지 행동경제실험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사람만 지원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참여자들은 연구를 참여에 대한 댓가로 교통비 

5,000원과 실험 수행 결과에 따른 소정의 인센티브(평균 약 3,000원)를 받았다.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유는 참여자들이 실험에서 수행하는 의사 

결정이 최대한 현실에서의 의사 결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본 실험에 참여하기에 앞서, 실험 진행자에 의해 실험 과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안내를 받고 동의서에 서면으로 서명한 후 실험에 참여하였다.  

 

 

2.2 진행 절차 

 

공공재 게임과 독재자 게임의 프로그래밍을 위해 z-Tree 소프트웨어 

(Fischbacher, 2007)가 사용되었다. 실험은 2019년 4월 5일부터 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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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컴퓨터 실습실에서 총 4회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참여자 총 72명이 4번의 실험 세션 중 한 번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서로간의 행동 관찰이나 대화가 불가능하도록 칸막이가 설치된 

좌석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다른 참가자의 행동을 알 수 없는 상태로 행동 실험을 

수행하였다. 참여자들은 게임 수행 전 실험 안내문과 함께 실험 조교로부터 실험 

진행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문할 기회가 있었다.  

 

참가자는 실험이 시작되면 참여자들은 무작위로 4명씩 짝지어진 한 조로 

배정되어 2단계로 나누어진 게임을 수행하였다. 1단계 그룹 게임에서 4명의 

조원이 함께 처벌 옵션이 있는 공공재 게임을 수행하고, 2단계 양자 게임에서는 

1단계를 함께한 4명의 조원 중 2명씩 짝지어져 처벌 옵션이 있는 독재자 게임을 

수행했다(그림 1). 또 1단계 공공재 게임과 2단계 독재자 게임 사이에 참여자들이 

독재자 게임의 파트너로 선호하는 조원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본 실험에서 이용한 독재자 게임은 일반적인 독재자 게임과 비교해 가져오기 

게임 구조와 처벌 옵션이라는 두가지 변형이 있다. 첫번째 변형은 독재자 게임이 

일반적인 나눠주기 게임(giving game)이 아니라 가져오기 게임(taking game)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나눠주기 게임과 가져오기 게임은 모두 두 명의 

참여자 중 한 명이 기본금을 둘 간에 어떻게 분배할지 결정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독재자 게임이다. 하지만 나눠주기 게임은 게임 시작 시점에 

독재자(나눠주는 사람)가 기본금을 모두 받고, 받은 기본금 중 얼마를 수령자에게 

나눠줄지 결정하는 반면, 가져오기 게임에서는 게임 시작 시점에 수령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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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을 모두 받고, 독재자는 수령자가 받은 기본금 중 얼마를 가져올지 

결정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독재자 게임이 독재자의 너그러움을 측정하고자 

한다면, 가져오기 게임은 독재자의 욕심(greedy)을 측정하고자 하는 프레임이다 

(Chowdhury, Jeon, & Saha 2017). 

 

본 실험의 두번째 변형은 일반적인 독재자 게임에서 수령자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이 독재자의 분배를 받아들여야 하는 반면, 본 실험에서는 수령자에게 처벌 

기회를 주어 독재자의 독단적 분배에 대한 응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설정은 수령자에게 처벌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최후통첩 게임과 유사하다. 

최후통첩 게임은 독재자 게임과 마찬가지로 양자간 상호작용 게임이다. 참여자는 

제안자 또는 응답자에 배정되어 상호작용을 한다. 제안자는 기본금 중 얼마를 

응답자에게 나눠줄지를 제안하고 응답자는 제안자가 받은 기본금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제안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응답자가 제안을 수락한다면 

제안자의 제안대로 나눠 가지게 된다. 그러나 만약 응답자가 제안을 거절한다면 

두 사람 모두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게임이 종료된다. 사실 응답자의 

입장에서는 제안자가 0 보다 큰 어떤 제안을 하든지, 무조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개인적 수입을 극대화 하는 전략이다. 하지만 응답자들은 흔히 불공정한 

제안을 한 제안자를 처벌하기 위해 불공정한 제안을 거절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때 처벌의 비용은 제안자가 제안한 금액이다.  

 

최후통첩 게임에서 응답자가 제안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분배 받은 금액 

모두를 포기해야 하며, 처벌의 효율성은 제안자가 제안한 금액에 따라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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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된다. 반면, 본 실험에서 도입한 처벌 옵션이 있는 독재자 게임에서는 

수령자가 처벌하기 위해 정해진 금액(500원)만 사용 할 수 있으며, 처벌의 

효율성(처벌 비용과 처벌 효과의 비율 1:3)이 고정적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현실에서는 최후통첩 게임처럼 상대방의 행동에 보복하기 위해 상대방이 제안한 

것을 모두 거절하여 두 사람 사이에 아무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것과는 별도로, 일정 비용을 추가로 들여 

상대방에게 보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상황은 최후통첩 게임보다 처벌 

기회가 있는 가져오기 게임으로 더 잘 구현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설정은 

1단계 그룹 게임의 조원 간 차감 단계에서 설정된 처벌 옵션과 동일한 처벌 

구조로 설정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처벌 단계에 대한 학습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사실 참여자들에게는 참여자들간에 무작위로 짝지어져 4명의 조원으로 

배정되고 2단계에서 두 역할 중 한 역할에 무작위로 배정된다고 알려주었지만, 

실제로 배정된 조에서 참여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조원은 미리 행동이 설정된 

컴퓨터 조원들이다. 또, 참여자는 2단계 독재자 게임에서 항상 짝이 받은 2단계 

기본금 중 일부를 가져오는 독재자 역할에 배정되었다. 참여자가 미리 설정된 

컴퓨터 플레이어와 게임을 수행한 것은 모든 실험 세션이 종료된 후 참여자 개인 

이메일을 통해 디브리핑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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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험 게임 진행 도식 

 

 

2.2.1 1단계 그룹 게임: 처벌 옵션이 있는 공공재 게임 

 

본 실험의 1단계 그룹 게임은 처벌 옵션이 있는 공공재 게임으로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공공재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금으로 각각 1,000원을 받았다. 

참여자들은 각자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1단계 기본금 1,000원을 그룹에 기여할지 

기여하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다(그림2). 그룹에 기여된 총 금액은 두 배가 되어 

기여 금액에 상관없이 4명의 집단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1/4로 분배된다(그림3). 

조원들이 모두 1,000원을 그룹에 기여할 때 집단 전체의 이익은 극대화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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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조원에게는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조원들이 1,000원을 기여하고 자신은 

기여하지 않을 때 개인적 이익이 극대화 된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그림 2> 공공재 게임의 그룹 기여 선택 화면 

 

 

 

 

 

 

 

<그림 3> 1단계 공공재 게임의 그룹 기여금 도식 

 

이때 공공재 게임에서의 각 조원이 그룹에 기여한 금액과 그룹 기여금 재분배 

 
x 2 

1/4 

1/4 1/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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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수입은 바로 다음 단계인 조원 간 처벌 단계 화면에 공개된다(그림4). 조원 간 

처벌 단계에서 각 조원들은 개인적인 비용을 들여 집단 내 다른 조원에게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 하지만 참여자들에게는 벌금이나 처벌이란 용어 대신 중립적인 

차감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다. 참여자들은 나머지 조원들의 그룹 기여 여부와 

수입금을 확인하고, 500원을 사용하여 다른 조원의 수입금 중 1,500원을 차감할 

수 있다. 처벌 비용과 처벌 효과의 비율은 선행 연구들을 고려하여 1:3의 비율로 

설정하였다.  

 

 

 

<그림4> 조원 간 처벌 단계 화면 예시 

 

 

미리 설정된 나머지 3명의 컴퓨터 플레이어 

실험 시작 시 참여자에게 다른 참여자들과 4명의 그룹으로 무작위 배정되어 

상호작용 한다고 알렸지만 실제로는 참여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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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은 사실 존재 하지 않으며 미리 설정된 컴퓨터 조원들이다. 컴퓨터로 

설정된 3명의 조원은 참여자가 공공재 게임에서 그룹에 기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공공재 게임과 조원 간 처벌 단계에서 다음 두 가지 경우로 행동하도록 미리 

프로그램 되었다.  

 

Case1. 참여자가 공공재 게임에서 협력한 경우 

참여자가 공공재 게임에서 협력한 경우 3명의 컴퓨터 조원은 각각 

처벌자, 비처벌자, 무임승차자의 행동을 하도록 미리 프로그램 되었다. 

처벌자와 비처벌자 조원은 공공재 게임에서 그룹에 기여하고 무임승차자 

조원은 그룹에 기여하지 않는다. 공공재 게임 직후 진행되는 처벌 

단계에서 처벌자는 무임승차자를 처벌하고 비처벌자와 무임승차자는 

다른 조원 중 아무도 처벌하지 않는다. 이후로 편의를 위해 처벌자 

조원을 협력+처벌 유형, 비처벌자 조원을 협력+비처벌 유형, 무임승차자 

조원을 비협력+비처벌 유형으로 표기하였다.  

 

Case2. 참여자가 공공재 게임에서 협력하지 않은 경우 

참여자가 공공재 게임에서 협력하지 않은 경우 3명의 컴퓨터 조원은 한 

명의 처벌자와 두 명의 비처벌자 행동을 하도록 프로그램 되었다. 

처벌자와 비처벌자 모두 공공재 게임에서 그룹에 기여한다. 참여자가 

그룹에 기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자를 무임승차자 유형의 조원으로 

볼 수 있다. 공공재 게임 직후 진행되는 조원 간 처벌 단계에서 3명의 

컴퓨터 조원 중 처벌자 만 그룹에 기여하지 않은 참여자(무임승차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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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고 나머지 두 명의 비처벌자들은 아무도 처벌하지 않는다. 편의를 

위해 처벌자 조원을 협력+처벌 유형, 비처벌자 조원을 협력+비처벌 

유형으로 표기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자가 공공재 게임에서 협력하지 

않은 경우, 비협력+비처벌 유형의 조원은 만나지 않는 대신, 한 명의 

협력+처벌 유형의 조원으로부터 처벌받으며 협력+비처벌 유형의 조원을 

2명 만난다. 

 

나머지 조원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미리 설정한 이유는 참여자가 공공재 

게임에서 비협력자를 처벌한 처벌자, 처벌하지 않은 비처벌자와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참여자의 의사 결정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며 만약 이러한 

설정이 없다면 참여자의 최대 70% 까지 협력적인 처벌자와 협력적인 비처벌자를 

동시에 만나게 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은 집단 내 협력 수준 등을 

통제하여 참여자의 의사 결정에 실험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독립변수 이외의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Barclay 2006, Kiyonari 

and Barclay 2008). 컴퓨터로 설정된 컴퓨터 조원들의 행동양식은 기존의 

행동경제게임 실험에서 흔히 나타나는 실체 참여자들의 행동 유형이다.  

 

또 참여자의 협력 여부에 따라 상호작용 그룹에서 만나는 조원들을 다르게 

프로그래밍한 것은 처벌의 간접 상호성 효과와 직접 상호성 효과 (Benard, 

2013)를 나누어 확인하기 위해서다. 본 실험에서 참여자가 그룹에 협력한 경우와 

협력하지 않은 경우 마주하게 되는 협력+처벌 유형 조원의 성격은 동일하지 않다. 

참여자가 협력한 경우, 협력+처벌 유형의 조원은 협력하지 않도록 프로그래밍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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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자 조원을 처벌했는데, 이에 따라 참여자는 처벌자의 행동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 처벌자의 처벌 행동(신호)를 간접적으로 관찰했을 뿐이다. 

하지만 참여자가 협력하지 않은 경우, 협력+처벌 유형의 조원은 무임승차자인 

참여자를 처벌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다. 따라서 참여자는 처벌 행동의 관찰자일 

뿐만 아니라 처벌자로부터 직접 처벌 받은 상대방이 된다. 이에 따라 참여자가 

협력한 경우, 즉 간접적으로 처벌 행동을 관찰한 경우를 처벌의 간접 상호성 

효과로, 참여자가 협력하지 않은 경우, 즉 직접적으로 처벌 받은 경우를 직접 

상호성 효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참여자들이 2단계 독재자 게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가져오는 금액을 선택할 때 

조원 순서에 따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총 4회의 실험 세션 중 2번의 세션은 

조원 유형 순서를 역순으로 프로그래밍 하였다.  

 

2.2.2 2단계 처벌 옵션이 있는 독재자 게임 

 

1단계 공공재 게임과 조원 간 처벌이 진행 된 후, 1단계를 함께한 4명의 

조원들은 2명씩 짝을 지어 가져오는 사람(독재자) 또는 가져가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상대방(수령자) 역할에 배정되어 2단계 처벌 옵션이 있는 독재자 게임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일반적인 독재자 게임과는 달리, 독재자가 기본금을 

가지고 원하는 만큼 수령자에게 분배하는 형식이 아니라, 수령자가 받은 

기본금에서 독재자가 원하는 만큼 가져오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또, 독재자가 

가져가는 금액에 따라 수령자가 개인적 비용을 들여 독재자를 처벌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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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추가하였다.  

 

만약 2단계에서 독재자에 배정되면, 짝이 받은 기본금 3,000원 중 1,000원, 

1,500원, 2,000원 중 하나를 가져올 수 있다(그림5).  만약 수령자에 배정되면 

독재자가 가져간 금액에 따라 500원을 사용하여 독재자의 계정에서 1,500원을 

차감할지, 차감하지 않을지 선택 할 수 있다(그림6). 또한 참여자들은 어떤 

역할에 배정되든 2단계 독재자 게임의 결정을 내리는 화면에서 본인을 포함한 

4명의 조원들의 1단계 공공재 게임에서 그룹 협력 여부와 처벌 여부, 수입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5> 2단계 독재자의 선택 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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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2단계 처벌 옵션이 있는 수령자의 선택 화면 예시 

 

 

참여자는 2단계에서 항상 독재자 역할에 배정 

실험 설명 단계에서 참여자들에게 2단계에서 독재자과 처벌 기회가 있는 

수령자의 역할에 무작위로 배정된다고 알렸지만 실제로는 참여자는 

2단계에서 항상 독재자 역할에 배정되어 나머지 3명의 컴퓨터 

조원(협력+처벌 유형, 협력+비처벌 유형, 비협력+비처벌 유형)과 각각 

짝이 될 경우 짝이 받은 기본금 3,000원에서 1,000원, 1,500원, 또는 

2,000원 중 얼마를 가져올지 결정했다2. 이는 참여자들이 상대방의 1단계 

공공재 게임 처벌 행동에 따라 분배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2 2단계는 전략 방법(strategy method) 으로 진행되어 참여자는 2명씩 짝지어지기 전에 먼저 나머지 

조원 3명과 각각 짝이 될 경우 짝이 받은 기본금 3,000원에서 1,000원, 1,500원, 또는 2,000원 중 

얼마를 가져올지 선택을 먼저 결정했다. 수령자가 될 경우 전략 게임에서 선택해야하는 전략 

개수를 단순화 하기 위해, 독재자의 선택지 중에 500원과 2,500원을 가져오는 선택은 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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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설정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서 기본금의 분배를 

결정하는 것은 독재자 역할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참여자가 1단계 공공재 게임에서 그룹에 기여한 경우, 참여자는 나머지 

세명의 조원(협력+처벌 유형, 협력+비처벌 유형, 비협력+비처벌 유형)이 

수령자가 될 경우, 각각의 조원이 받은 2단계 기본금 3,000원 중 얼마를 

가져올지, 1,000원, 1,500원, 2,000원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  

 

참여자가 1단계 공공재 게임에서 그룹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참여자는 

나머지 세 명의 조원(한 명의 협력+처벌 유형, 두 명의 협력+비처벌 

유형)이 수령자가 될 경우, 각각의 조원이 받은 2단계 기본금 3,000원 중 

얼마를 가져올지, 1,000원, 1,500원, 2,000원 중에 선택했다.      

 

2.2.3 파트너 선택 

 

1단계 공공재 게임에서의 처벌 행동이 양자 관계의 파트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1단계 게임이 끝나고 2단계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참여자들에게 나머지 조원 3명 중 누구와 2단계 게임을 함께 하고 싶은지 

질문하였다(그림 7). 이 때 참여자들은 실험 시작 전 실험 설명을 통해 2단계가 

처벌 옵션이 있는 독재자 게임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2단계에서 

자신이 독재자와 처벌 기회가 있는 수령자 중 어떤 역할을 하게 될 지는 알지 

못하는 상태로 2단계 파트너로 선호 하는 조원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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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단계 파트너로 선호하는 조원 선택 화면 예시 

 

 

참여자가 1단계 공공재 게임에서 협력한 경우, 참여자는 나머지 세명의 

조원(협력+처벌 유형, 협력+비처벌 유형, 비협력+비처벌 유형) 중 누구와 2단계 

게임을 함께 하고 싶은지 선택했다.  

 

참여자가 1단계 공공재 게임에서 협력하지 않은 경우, 참여자는 나머지 세명의 

조원(한 명의 협력+처벌 유형, 두 명의 협력+비처벌 유형) 중 누구와 2단계 

게임을 함께 하고 싶은지 선택했다.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2단계 게임에서 파트너가 되고 싶은 조원을 선택하는 

설문 단계가 있다는 것은 실험 전에 참여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으며, 

참여자들의 선호하는 파트너 선택은 실제 2단계 게임에서 실제 파트너가 어떤 

조원이 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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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험 가설 

 

본 실험의 목표는 참여자들이 공공재 게임 처벌자와의 개인적인 후속 

상호작용에서 더 공정한 행동을 하는지 확인하여 처벌 행동의 비싼 신호 보내기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즉 처벌자가 처벌 행동으로 인해 적합도 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본 실험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참여자들이 2단계 독재자 게임의 상대방이 1단계 공공재 게임의 처벌자일 

경우, 더 적은 금액을 가져온다.  

 

또, 참여자가 처벌을 간접적으로 관찰만 한 경우(참여자가 그룹에 기여한 

경우)와 참여자가 직접 처벌 받은 경우(참여자가 그룹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각각의 경우에 참여자들이 처벌자와의 개인적인 후속 상호작용에서 더 

공정한 행동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H1_1: 참여자들이 1단계에서 처벌을 간접적으로 관찰만 한 경우, 2단계 독재자 

게임의 상대방이 1단계 공공재 게임의 처벌자일 경우, 더 적은 금액을 가져온다. 

(처벌의 간접 상호성 효과)  

 

H1_2: 참여자들이 1단계에서 직접 처벌 받은 경우, 2단계 독재자 게임의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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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공공재 게임의 처벌자일 경우, 더 적은 금액을 가져온다. (처벌의 직접 

상호성 효과) 

 

참여자들에게 직접 파트너로 선호하는 조원을 질문함으로써, 참여자들이 2단계 

가져오기 게임에서 각 유형의 상대방에게 보인 행동의 자발성을 유추할 수 있다. 

참여자들이 2단계 파트너로 처벌자를 선호한다면, 2단계 게임에서 참여자들이 

처벌자에게 보이는 행동은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처벌자를 선호하지 않는다면, 2단계 게임에서 참여자들이 처벌자에게 보이는 

행동은 비자발적 행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비자발적 행동의 

원인은 처벌자가 처벌 옵션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파트너 선호도 조사에서는 처벌 

행동이 2자 관계의 파트너로서의 바람직한 속성으로 인식되어 관찰자가 2자 

관계의 파트너로 처벌자를 선호하는지, 아니면 처벌 행동은 파트너로서의 

바람직한 속성으로 여겨지지 않아 처벌자는 파트너로 선호되지 않는지 확인 

하고자 하였다. 파트너 선호에 대해서는 특정 방향으로 가설을 세우지 않고 

두가지 가능성 모두 동등하게 고려하였다. 

 

H2_1: 참여자들은 2단계 파트너로 처벌자를 선호한다. 

H2_2: 참여자들은 2단계 파트너로 처벌자를 선호하지 않는다. 

 

이상의 실험 가설을 확인함으로써 처벌의 비싼 신호 효과에 대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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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처벌자의 강한 처벌 의지로서의 신호와 그에 대한 

관찰자의 두려움에 따른 신호 효과를 검토하고, 처벌자의 적응적 이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 분석을 위해 SPSS v.25를 사용하였다. 상대방이 1단계에서 

처벌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참여자들이 2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가져오는 금액의 평균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표적인 

비모수 통계 분석 방법인 Mann-Whitney U 검정 3과 Wilcoxon sighed ranks 

검정을 실시하였고, 참여자들이 상대방 유형에 따른 파트너로 선호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대표적인 빈도분석 방법인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3 동일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반복 측정된 경우 Wilcoxon sighed ranks 검정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

적이지만, 전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직접 처벌받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의 경우 비

협력+비처벌 유형의 상대방이 없고, 협력+비처벌 유형의 상대방이 두 번 측정되었기 때문에 각 유

형별 사례수가 달라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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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3.1 1단계 처벌 옵션이 있는 공공재 게임 실험 결과 

 

 

<표1> 1단계 처벌 옵션이 있는 공공재 게임 실험 결과 

 

참여자 72명 중 그룹 기여 단계에서 협력한 참여자는 61명(85%), 그룹에 

협력하지 않은 참여자는 11명(15%)이었다. 조원 간 차감 단계에서 협력적인 

참여자 61명 중 26명(43%)이 그룹에 기여하지 않은 조원을 처벌(정당한 

처벌)하였고, 2(3%)명이 협력적인 조원을 처벌하는 행동(반사회적 처벌)을 보였다.  

 

비협력적인 참여자는 나머지 조원 중 그룹에 기여하지 않은 비협력적인 조원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협력적 참여자가 다른 비협력적 조원을 처벌한 경우는 

분석할 수 없었고, 비협력적 참여자 11명 중 2명(18%)이 나머지 3명의 협력적 

조원들을 모두 차감하여 강한 반사회적 처벌 행동을 보였다. 1단계 그룹 협력과 

처벌 행동에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당한 처벌 반사회적 처벌 처벌하지 않음 반사회적 처벌 처벌하지 않음

26명 2명 35명 2명 9명

기여 단계

처벌 단계

협력 비협력

61명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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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단계 처벌 옵션이 있는 독재자 게임 실험 결과 

 

 

<표2> 참여자가 2단계 처벌 옵션이 있는 독재자 게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가져온 금액(단위:원) 

 

 

참여자 72명은 모두 독재자 역할에 배정되어 그룹의 나머지 3명의 조원이 

수령자가 될 경우, 각각의 조원에게서 가져올 금액을 선택을 하였다(표 2). 

하지만 1단계 공공재 게임에서 참여자 스스로 그룹에 협력하지 않은 경우(11명) 

비협력+비처벌 유형의 조원을 만나지 않는 대신 협력+비처벌 유형의 조원을 2번 

만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있었기 때문에 총 72명의 참여자가 협력+처벌 유형의 

Z p

협력+처벌 협력+비처벌

1,711

비협력+비처벌

1,762

협력+처벌 협력+비처벌

1,730

비협력+비처벌

1,762

협력+처벌 협력+비처벌

1,727 1,659

3.67 0.00

0.42 0.67

1.94 0.053

2.77 0.01

2.89 0.00

참
여
자
유
형

전체
(n=72)

협력
(n=61)

비협력
(n=11)

1,632

1,615

상대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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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자로부터 가져올 금액을 선택한 경우가 72번, 협력+비처벌 유형의 

수령자로부터 가져올 금액을 선택한 경우가 83번, 비협력+비처벌 유형의 

수령자로부터 가져올 금액을 선택한 경우가 61번이었다.     

 

전체 참여자가 2단계 독재자 게임에서 협력+처벌 유형의 상대방으로부터 

가져온 금액은 평균 1,632원이며, 협력+비처벌 유형의 상대방으로부터 가져온 

금액은 평균 1,711원, 비협력+비처벌 유형의 상대방으로부터 가져온 금액은 평균 

1,762원이다. 한번 더 언급하자면, 이 실험은 독재자 게임을 가져오기 방식으로 

실행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독재자 게임에서 수령자에게 많이 분배하는 것이 

더 관대한 행동으로 해석하는 것과 반대로, 수령자로부터 더 적게 가져올수록 더 

관대한 행동으로 해석한다. 

 

가설 H1(참여자들이 2단계 독재자 게임의 상대방이 1단계 공공재 게임의 

처벌자일 경우, 더 적은 금액을 가져온다)을 확인하기 위해 2단계 독재자 

게임에서 상대방이 처벌자(협력+처벌 유형)인 경우와 비처벌자 (협력+비처벌 

유형과 비협력+비처벌)인 경우에 전체 참여자들이 상대방으로부터 가져온 평균 

금액을 비교하였다. 또한 처벌자 유형의 조원은 공공재 게임에서 그룹에 

협력하는 유형이었지만, 비처벌자 유형의 조원에는 공공재 게임의 협력자와 

무임승차자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협력+비처벌 유형과 비협력+비처벌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 협력+처벌 유형의 조원과 비교하였다.  

 



- 43 - 

 

결과적으로 참여자들은 상대방이 처벌자(협력+처벌 유형)인 경우 평균적으로 

1,632원을 가져와 상대방이 비처벌자(협력+비처벌 유형과 비협력+비처벌 유형)인 

경우 평균 1,732원보다 100원 더 적은 금액을 가져와 실험 가설과 

부합하였다(Mann-Whitney U Test, Z=-2.64, p=0.01). 

 

참여자들은 협력+비처벌 유형의 조원으로부터 가져온 금액과 비교했을 때 

협력+처벌 유형의 상대방으로부터 평균 79원(1,632원 vs 1,711원)을 덜 가져왔고, 

둘 간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약한 의미가 있었다(Mann-Whitney U Test, Z= 

1.94 p=0.053).  

 

또한 참여자들은 상대방이 비협력+비처벌 유형인 경우 중 가장 많은 평균 

1,762원을 가져왔으며, 이와 비교했을 때 협력+처벌 유형의 상대방으로부터 평균 

130원(1,632원 vs 1,711원)을 덜 가져왔다. 둘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Mann-Whitney U Test, Z=2.77 p=0.01).  

 

하지만 참여자들이 상대방이 협력+비처벌 유형일 경우와 비협력+비처벌 

유형인 경우 각각 가져온 평균 금액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Mann-Whitney U 

Test, Z=0.61 p=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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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전체 참여자가 독재자 게임에서 각 유형별 상대방으로부터 가져온 

금액(단위:원) 

 

전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2단계 독재자 게임 행동을 분석한 결과 협력+처벌 

유형의 상대방으로부터 가장 적은 금액을 가져와 처벌 행동이 후속 상호작용에서 

이익을 초래한다는 연구 가설을 지지하였다(그림 8). 하지만 참여자가 스스로 

협력한 경우(n=62)와 협력하지 않은 경우(n=11) 를 합쳐서 분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참여자가 스스로 협력한 경우와 비협력한 경우 마주하게 되는 

협력+처벌 유형 조원의 성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여자가 협력한 경우, 

처벌 유형의 조원은 협력하지 않은 다른 조원을 처벌했는데, 이에 따라 참여자는 

처벌자의 행동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고 처벌자의 처벌 행동(신호)를 

관찰했을 뿐이다. 하지만 참여자가 협력하지 않은 경우, 처벌 유형의 조원은 

참여자를 처벌했기 때문에 이때 참여자는 처벌 행동의 관찰자가 아닌 

처벌자로부터 직접 처벌 받은 상대방이 된다. 따라서 처벌 행동의 간접 효과와 

직접 효과를 구분하기 위해 참여자의 협력 여부에 따라 처벌 행동에 대한 영향을 

나누어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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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처벌의 간접 효과: 참여자가 1단계 공공재 게임에서 협력한 경우 

 

 

<그림9> 협력적 참여자가 독재자 게임에서 각 유형별 상대방으로부터 가져온 

금액(단위:원) 

 

 

참여자가 1단계 공공재 게임에서 협력한 경우(n= 61), 협력+처벌 유형의 

조원은 참여자가 아닌 나머지 조원 중 협력하지 않은 조원을 처벌하였다. 따라서 

협력적인 참여자가 2단계 독재자 게임에서 처벌자에게 보이는 행동은 처벌의 

간접 효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협력적 참여자들은 2단계 가져오기 게임에서 상대방이 

처벌자(협력+처벌 유형)인 경우 상대방이 비처벌자인 경우(협력+비처벌, 

비협력+비처벌 유형)에 비해 상대방으로부터 더 적은 금액을 가져와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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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_1(처벌을 간접적으로 관찰만 한 참여자들은 독재자 게임에서 상대방이 

처벌자일 경우 더 적은 금액을 가져온다)이 지지 되었다.  

 

협력적인 참여자들은 2단계 가져오기 게임에서 협력+처벌 유형의 

상대방으로부터 가져온 금액은 평균 1,615원이며, 협력+비처벌 유형의 

상대방으로부터 가져온 금액은 평균 1,730원, 비협력+비처벌 유형의 

상대방으로부터 가져온 금액은 평균 1,762원이다(그림9).  

 

마찬가지로 협력적인 참여자가 협력+처벌 유형 상대방에게서 가져온 금액을 

두가지 유형의 비처벌자, 협력+비처벌 유형과 비협력+비처벌 유형의 

상대방으로부터 가져온 금액을 각각 비교하였다. 협력적 참여자들은 협력+비처벌 

유형의 조원으로부터 가져온 금액과 비교했을 때 협력+처벌 유형의 

상대방으로부터 평균 115원(1,730원 vs 1,615원)을 덜 가져왔고, 둘 간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Wilcoxon signed-rank test, Z=2.89 p=0.00). 

협력적 참여자들은 상대방이 비협력+비처벌 유형인 경우 중 가장 많은 평균 

1,762원을 가져왔으며, 이와 비교했을 때 협력+처벌 유형의 상대방으로부터 평균 

147원(1,762원 vs 1,615원)을 덜 가져왔다. 둘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Wilcoxon signed-rank test, Z=3.67 p=0.00).  

 

이에 반해 협력적인 참여자들이 협력+비처벌 유형과 비협력+비처벌 

유형으로부터 가져온 금액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Wilcoxon 

signed-rank test, Z=0.87, p=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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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처벌의 직접 효과: 참여자가 공공재 게임에서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림10> 비협력적 참여자가 독재자 게임에서 각 유형의 상대방으로부터 가져온 

금액(단위:원) 

 

 

참여자가 공공재 게임에서 협력하지 않은 경우(n= 11), 참여자들은 조원 간 

처벌 단계에서 협력+처벌 유형의 조원에게 처벌받았다. 따라서 비협력적인 

참여자가 2단계 가져오기 게임에서 보이는 행동은 처벌의 직접 상호성 효과로 볼 

수 있다. 또 비협력적인 참여자는 비처벌+비협력 유형의 상대방은 만나지 않고, 

대신 협력+처벌 유형의 상대방을 1번, 협력+비처벌 유형의 상대방을 2번 만났다. 

따라서 비협력적인 참여자가 비처벌+비협력 유형 조원으로부터 가져온 금액은 

분석할 수 없었고, 협력+처벌 유형의 조원(n=11)과 협력+비처벌 유형의 

조원(n=22)으로부터 가져온 금액만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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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비협력적 참여자들은 독재자 게임에서 상대방이 처벌자인 경우 

상대방이 비처벌자인 경우에 비해 상대방으로부터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가져와 

가설 H1_2(직접 처벌 받은 참여자들은 독재자 게임에서 상대방이 처벌자일 경우 

더 적은 금액을 가져온다)을 지지하지 않았다(그림10).  

 

비협력적인 참여자가 2단계 가져오기 게임에서 협력+처벌 유형의 

상대방으로부터 가져온 금액은 평균 1,728원이며, 협력+비처벌 유형의 

상대방으로부터 가져온 금액은 평균 1,659원으로, 협력+처벌 유형의 

상대방으로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더 많은 금액을 

가져왔다(MWUT, Z=-0.42, p= 0.674). 사례수가 적어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처벌자로부터 처벌당한 참여자는 1단계에서 처벌 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2단계에서 처벌자로부터 더 많은 금액을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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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파트너 선택 결과 

 

 

<표3> 참여자 유형에 따라 처벌자와 비처벌자를 독재자 게임 파트너로 선호한 

비율 

 

전체 72명 중 27명이 협력+처벌 유형의 조원을 선호하였고, 45명이 

협력+비처벌 유형의 조원을 선호하였으며, 비협력+비처벌 유형의 조원을 선호한 

참여자는 아무도 없었다. 협력+처벌 유형과 협력+비처벌 유형 간 선호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χ2= 4.5, p=0.034). 따라서 가설 

H2_1(참여자들은 독재자 게임 파트너로 처벌자를 선호한다.)이 기각되고 가설 

H2_2(참여자들은 독재자 게임 파트너로 처벌자를 선호하지 않는다.)가 

지지되었다. 참여자들의 협력 여부에 따라서, 협력적인 참여자 61명 중 37명이 

협력+처벌 협력+비처벌

27(37%) 45(63%) 4.5 0.034

처벌
(n=26)

19(73%) 7(27%) 5.54 0.019

비처벌
(n=35)

5(15%) 30(85%) 19.57 0.00

3(27%) 8(73%) 2.27 0.132

전체
(n=72)

비협력
(n=11)

참
여
자

유
형

파트너로 선호하는 조원 유형

협력
(n=61)

χ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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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비처벌 유형의 조원을 선호하였고, 비협력적인 참여자 11명 중 8명이 

협력+비처벌 유형을 선호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3). 

 

파트너로 선호하는 조원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참여자 자신이 

무임승차자를 처벌했는지 여부였다. 협력적인 참여자만이 무임승차자인 

비협력+비처벌 유형 조원을 만났기 때문에 협력적 참여자들 만을 대상으로 

무인승차자 처벌 여부와 선호하는 조원 유형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협력적 

참여자 중에서 자신이 스스로 무임승차자 조원을 처벌한 협력+처벌 유형인 경우, 

26명 중 19명(73%)이 본일과 동일한 유형인 협력+처벌 유형의 조원을 선호한 

반면(χ2= 5.54, p=0.019), 협력적인 참여자 중에서 무임승차자 조원을 처벌하지 

않은 경우, 35명 중 30명이 협력+비처벌 유형의 조원을 선호(χ2= 19.57, 

p=0.00)하여 강한 유유상종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에따라 처벌자는 전반적으로는 

양자관계의 파트너로 선호되지 않지만, 같은 처벌자로부터는 더 선호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표4> 처벌자를 파트너로 선호한 참여자와 비처벌자를 파트너로 선호한 참여자가 

실제 2단계 가져오기 게임에서 각각의 유형의 상대방으로부터 가져온 

금액(단위:원) 

참여자가 선호한
파트너 유형

비협력 비협력

처벌 비처벌 비처벌 처벌 비처벌 비처벌

참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가져온 금액(원)

1,574 1,700 1,813 1,667 1,717 1,729

(n) (27) (30) (24) (45) (53) (37)

협력+처벌 협력+비처벌 

협력
상대방 유형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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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에게 파트너로 선호되는 것과 선호되지 않는 것이 실제로 가져오기 

게임에서 참여자가 가져오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표4). 

협력+처벌 유형의 조원을 파트너로 선호한 참여자들의 경우 협력+처벌 유형일 

때, 협력+비처벌 유형일 때보다 더 적은 금액을 가져와(1,574원 vs. 1,700원, 

MWU, Z= 1.87, p=0.063) 선호하는 파트너(협력+처벌)와 실제 더 공정하게 

대하는 파트너(협력+처벌)가 일치했다.  

 

협력+비처벌 유형의 조원을 파트너로 선호한 참여자들의 경우 실제 2단계 

게임에서 상대방이 협력+비처벌 유형일 때, 협력+처벌 유형일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져와(1,717원 vs. 1,667원, MWU, Z=0.94, p=0.336) 선호하는 

파트너(협력+비처벌)와 실제 더 공정하게 대하는 파트너(협력+처벌)가 달랐다. 

하지만 사례수가 너무 적어 참여자들의 파트너 선호와 가져오는 금액 사이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 52 - 

 

4. 토론 

 

본 연구에서 처벌 옵션이 있는 공공재 게임을 진행하고, 후속하는 처벌 옵션이 

있는 독재자 게임구조에서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확인한 결과 실험 

참여자들이 비처벌자보다 처벌자에게 더 공정한 분배를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처벌 행동의 비싼 신호 효과 모델로 예측한 실험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처벌을 간접적으로 관찰한 협력적 참여자들 집단에서 후속 상호작용에서 

처벌자의 이익이 두드러졌는데, 이러한 결과는 처벌의 신호 효과가 직접적일 

때보다 간접적일 때 처벌자가 이후의 상호작용에서 이익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실험에서는 실험 구조를 간략히 하기 위해 한 집단의 조원을 

4명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인간 사회에서 집단 협력이 일어나는 규모와 집단 

구성원의 수는 일반적으로 그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처벌의 신호 

효과로 인해 처벌자가 얻는 이익은 본 실험에서 측정된 것보다 더 클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협력자를 처벌하는 행동이 관찰자에게 처벌자의 속성에 대한 

비싼 신호 역할을 하고, 이에 따라 처벌자가 수신자들과의 후속 상호작용에서 

이익을 얻는다는 가설과 부합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처벌자는 양자 관계의 파트너로 선호되지 않았다. 이는 

처벌의 평판 효과나 비싼 신호 보내기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처벌이 그 



- 53 - 

 

자체로 수신자에게 긍정적인 행동으로 평가되거나, 긍정적 자질에 대한 신호로 

받아들여진다고 가정하는 것과 반대로 처벌 행동 자체는 양자 관계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관찰자가 처벌자를 양자 관계의 파트너로 선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관계로 처벌자를 대면했을 때, 비처벌자를 대면한 경우보다 더 공정하게 

분배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나타난 처벌자의 후속 이익은 

관찰자의 자발적인 호의, 신뢰 때문이라기 보다는 처벌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처벌 행동이 처벌자의 신뢰성이나 

도덕성에 대한 신호로 작용하기보다, 처벌자의 처벌 의지에 대한 신호로 

작용하여 관찰자들이 처벌자로부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즉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처벌자에게 더 공정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집단에서 무임승차자를 처벌하는 행동의 평판 이익 또는 신호 

효과를 처벌자에 대한 호감 또는 신뢰로 해석한 것과는 다르며, 처벌의 신호 

효과에 대한 다른 해석을 제시한다. 

 

처벌의 신호 효과가 처벌자의 신뢰성이나 도덕성이 아닌 처벌자의 강한 처벌 

의지의 신호라는 해석은 지금까지 처벌 행동의 평판 이익을 확인하기 위해, 처벌 

위험이 없는 독재자 게임에서 관찰자가 처벌자에게 나눠주는 금액으로 처벌의 

이익을 측정하려 했던 기존 연구 결과에서 처벌자의 이익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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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Barclay 2006, Kiyonari and Barclay 2008).  

 

또한 신뢰 게임에서 관찰자가 처벌자에게 이전하는 금액으로 처벌의 신호 

이익을 측정한 결과를 바로 처벌자에 대한 관찰자의 신뢰의 정도라고 바로 결론 

내리는 것에도 이의를 제기한다(Jordan et al., 2016). 조던과 동료들의 신뢰 

게임에서는 처벌 단계가 없기 때문에 관찰자가 처벌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이전한 것을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처벌자에 대한 신뢰의 

증거라고 결론 내렸지만, 만약 관찰자가 처벌자에게 상당 금액 이상 이전하지 

않으면 처벌자가 되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관찰자가 신뢰 게임에서 이익을 최대화 하기 위해 

처벌자에게 아무것도 이전하지 않는 것보다는 처벌자가 다시 되돌려 줄 정도의 

임계 금액 이상을 처벌자에게 이전하여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것이 관찰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신뢰 게임에서 처벌자의 이익을 

완전히 처벌자에 대한 신뢰의 정도로만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조던은 신뢰게임에서 처벌자가 되돌려 주는 금액이 비처벌자보다 더 

많았다는 것을 증거로 처벌 행동이 실제 처벌자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정직한 

신호라고 주장하지만, 처벌자가 비처벌자보다 관찰자로부터 더 많은 금액을 

받았으므로 이를 바로 처벌자의 신뢰성에 대한 정직한 신호로 결론지을 수 없다. 

세피오르카와 리에베의 연구(Przepiorka and Liebe 2016)에서 참여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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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자에 대한 신뢰도를 직접 물었을 때 참여자들은 처벌자를 비처벌자보다 더 

신뢰한다고 응답하지 않았으며, 신뢰 게임에서 처벌자와 비처벌자가 이전 받은 

금액의 차이가 없었고, 처벌자가 되돌려 주는 확률 역시 비처벌자와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조던 등이 연구에서 나타난 처벌자에 대한 호의적 행동 역시 

처벌자에 대한 신뢰, 호감으로 해석 하기보다는 처벌자의 처벌 가능성 대한 경계 

행동의 연장선으로 해석 가능하다. 

 

만약 처벌 행동이 처벌자의 신뢰성의 신호로 수신자에게 받아들여진다면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2단계 파트너로 처벌자를 더 선호해야 하지만 결과는 그와 

반대로 처벌자는 비처벌자보다 덜 선호되었다. 참여자들은 2단계에서 자신이 

독재자 역할에 배정될지 처벌 기회가 있는 수령자 역할로 배정될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독재자 게임의 파트너로 선호하는 조원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만약 

처벌자에 대한 두려움 보다 신뢰가 더 강하다면 처벌자를 파트너로 더 선호했을 

것이다. 따라서 처벌자가 덜 선호된다는 본 실험의 결과로 처벌 행동은 신뢰성 

보다 강한 처벌 의지로서의 신호 기능이 더 강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처벌자에게 직접 처벌 받지 않은 순수한 관찰자들 역시 처벌자를 

파트너로 선호하지 않았다. 처벌 행동을 간접적으로 관찰한 협력적 참여자들은 

처벌자를 2단계 파트너로 선호하지 않았지만, 실제 2단계 독재자 게임에서 

처벌자가 파트너일 경우 비처벌자인 경우보다 더 적은 금액을 가져와 처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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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공정한 배분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관찰자가 처벌자의 속성을 

양자관계에서 긍정적인 성격으로 인지하지 않지만, 처벌자의 강한 처벌 의지에 

대한 경계심으로 착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실험에서 나타난 처벌의 또 한가지 효과는 무임승차자 처벌자들이 강한 

유유상종 경향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처벌자는 협력+처벌 유형이 아닌 

참여자들로부터 양자관계의 파트너로 선호되지 않았지만, 같은 협력+처벌 유형의 

참여자들에게 더 선호되었다. 또 비처벌자를 파트너로 선호한 참여자들은 실제 

독재자 게임에서 비처벌자로부터, 처벌자에게서 가져온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져와 비처벌자에게 더 공정한 분배를 하지 않았지만, 처벌자를 파트너로 

선호한 참여자들은 독재자 게임에서 처벌자로부터, 비처벌자에게서 가져온 금액 

보다 더 적은 금액을 가져와 처벌자에게 더 공정한 분배를 하였다. 처벌이 

집단의 협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은 한다는 주장들을 상기해 볼 때, 처벌자들로 

이루어진 집단은 협력 수준이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무임승차자 처벌자끼리 유유상종을 통해 강한 결속력과 

협력성을 동시에 보이는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인간에게 사회적, 

정치적으로 강력한 연대는 매우 큰 적응적 이익으로, 이는 처벌의 신호 효과에 

따른 또 다른 이익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처벌의 추가적인 비용도 존재한다. 첫번째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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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상대방의 보복 가능성이다. 본 연구 결과는 처벌자로부터 직접 처벌을 받은 

참여자들의 경우 처벌자로부터 더 많은 금액을 가져와 오히려 처벌자의 후속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양자 관계의 신뢰 게임에서 

처벌이 상대방의 추가적인 배신을 막는 효과가 있다거나(Krasnow et al., 2012) 

양자 관계에서 더 공격적인 조원이 후속 상호작용에서 상대방의 공격성을 

떨어뜨린다(Benard, 2012)는 등의 양자 관계에서 직접 처벌 행동이 후속 

상호작용에서 이익을 초래한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반대된다. 또한 이로 인해 

전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협력+처벌 유형과 협력+비처벌 유형의 

상대방으로부터 가져온 금액의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처벌자에 대한 보복은 루카스 벨라포타스 등의 연구에서도 관찰되었는데, 제 

3자에게 처벌 받은 독재자는 추가적으로 제3자 처벌자에 대한 보복 기회가 

주어질 때, 자기 비용을 들여서라도 적극적으로 처벌자에게 보복을 

가하였다(Balafoutas, Grechenig & Nikiforakis, 2014). 하지만 본 실험에서 직접 

처벌받은 참여자의 사례 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황 준(2018)의 연구에서 조원 간 처벌 기회가 1회적인 경우보다 상호 

처벌이 무한히 가능할 경우 반사회적 처벌이 억제되는 경향이 보고되었는데, 

이와 비슷하게 버나드(Bernard, 2012)의 연구에서도 공격적인 상대방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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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초기에는 공격성이 상대방의 공격을 낮추는 효과가 없었지만, 

상호작용이 계속될수록 공격성이 상대방의 공격을 낮추는 효과가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1회적 처벌 기회는 처벌에 대한 보복을 억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크라스노 등(Krasnow et al., 2012)의 연구에서 도입된 신뢰 

게임의 처벌 기회는 1회적 이었지만 본 실험에서 도입된 처벌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었고, 2자 관계의 신뢰 게임에서의 처벌자와 다자 관계인 공공재 게임의 

처벌자에 대한 태도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실험의 결과만으로 

직접적인 처벌이 후속하는 상호작용에서 이익보다 비용을 초래하는지, 즉 처벌의 

직접 상호성 효과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제기되는 처벌자의 두번째 비용은 처벌자가 양자 관계 파트너로 

선호되지 않는데 따른 파트너 시장에서의 불이익이 있다. 호리타(Horita, 2010)는 

처벌자가 분배자로 선호되고 수령자로는 비선호됨을 보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가 

호리타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라고는 할 수 없다. 호리타의 연구에서는 양자 

게임에서 각각의 역할마다 처벌자가 선호되는지 선호되지 않는지를 분리해서 

조사하였고,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본인과 파트너가 각각 어떤 역할에 

배정될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선호하는 파트너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역할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처벌자가 파트너로 선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호리타의 연구에서도 최후통첩 게임의 응답자(reactor)로 처벌자가 

비선호 되었던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도 일정 부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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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나타난 파트너 선택에서의 불이익은 로켄바흐와 

밀린스키(Rockenbach & Milinski, 2011)의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공공재 게임에서 

처벌 옵션을 많이 사용한 경우, 파트너 선택 단계에서 자신의 처벌 사용 기록을 

다른 참여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경향에 대한 설명으로 제안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처벌자간 유유상종 효과가 발견되었고, 

처벌자가 분배자, 또는 지도자로 선호된다는 연구 결과(Horita 2010, Gordon & 

Lea 2016)도 있기 때문에 처벌 행동으로 인한 생물학적 파트너 시장에서의 

이익과 비용은 추가적으로 더 면밀히 조사될 필요가 있다.  

 

또 참여자의 성별에 따라 독재자 게임에서 참여자들이 가져온 금액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방으로부터 더 적은 금액을 가져왔는데 

(1,633원 vs 1,746원, MWUT, Z=-2.64, p=0.008) 이는 가져오기 방식으로 독재자 

게임을 진행했던 기존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성차와 일치한다(Chowdhury et al., 

2017). 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 나타난 성차가 일반적인 가져오기 방식의 

독재자 게임에서 나타난 성차와 동일한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여성이 처벌 

가능성에 더 민감한 행동을 보이기 때문인지는 본 실험을 통해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상대방 유형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남녀 모두 

처벌자가 상대방일 경우, 비처벌자가 상대방일 때 보다 더 적은 금액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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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비싼 신호 보내기 효과로 집단에서 무임승차자를 처벌하는 처벌자가 

개인적 비용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처벌 행동의 관찰자들과 이후의 후속 

상호작용에서 처벌의 비용을 초과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면 무임승차자 처벌 

감정과 행동이 고도의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진화적 적응으로 존재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포함한 관찰자와 처벌자의 후속 상호작용을 분석한 연구 

결과들은 처벌자가 처벌 행동으로 인해 이익을 누릴 수 있음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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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에서 처벌 옵션이 있는 공공재 게임을 진행하고, 후속하여 처벌 옵션이 

있는 독재자 게임을 실행한 결과 실험 참여자들이 비처벌자보다 처벌자에게 더 

공정한 분배를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처벌자에게 처벌 받은 상대방의 

보복, 파트너 선택에서의 불이익 등 예상하지 못했던 처벌의 다른 비용들도 

발견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몇가지 한계점도 존재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첫쩨,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에서 참여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조원은 

미리 설정된 컴퓨터 플레이어였고 참여자는 가져오기 게임에서 항상 가져오는 

역할에만 배정되었기 때문에, 다자 관계에서 무임승차자 처벌자가 실제로 양자 

관계에서도 더 처벌 가능성이 높은지, 즉 처벌 행동이 처벌자의 처벌 의지에 

대한 정직한 신호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실제 무임승차자 

처벌자들이 양자 관계에서도 처벌 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와 상호작용하는 컴퓨터 조원의 행동을 3가지 

유형으로만 미리 설정했기 때문에, 그룹에 협력한 조원을 처벌하는 반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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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또는 비협력적 조원이 다른 비협력적 조원을 처벌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반사회적 처벌이나 비협력자가 처벌한 

경우에도 후속 상호작용에서 이익을 초래하는지, 아니면 관찰자들로 하여금 처벌 

감정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하는지 더 조사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관찰자들은 무임승차자 조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금액을 가져옴으로써, 

무임승차자에 대한 간접적 처벌을 하였다. 이에 따라 무임승차에 대한 처벌 

감정과 처벌자의 공격성에 대한 두려움 중에 어떤 감정이 더 강하게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참여자가 협력한 경우와 비협력한 경우, 각각 협력+처벌 유형의 컴퓨터 

조원이 참여자를 처벌하지 않거나 처벌하도록 설정하여, 이에 따라 처벌의 간접 

상호성 효과와 직접 상호성 효과로 나누어 분석했기 때문에, 처벌의 간접 상호성 

효과에 비협력적 참여자가 처벌자가 다른 비협력적 조원을 처벌하는 것을 관찰만 

한 경우의 상호작용 효과가 포함되지 않았다. 처벌자가 집단 내 모든 

무임승차자를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처벌자에게 직접 처벌받지 않은 다른 

무임승차자가 처벌자와 양자 관계로 상호작용할 때 처벌 신호의 간접 상호성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 역시 후속 연구에서 추가적 검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발견된 처벌의 유유상종 효과에 대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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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본인 스스로 협력+처벌 유형이었던 참여자는 

마찬가지로 협력+처벌 유형의 조원을 양자 관계의 파트너로 선호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처벌자의 후속 이익을 조사한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으로, 

본 연구에서 새롭게 밝혀진 효과이다. 또한 참여자 수의 한계가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처벌자에게 가장 공정한 분배를 한 참여자 유형 역시 

협력+처벌 유형의 참여자였다. 따라서 향후 처벌자의 후속 이익 연구에서 

처벌자의 유유상종 효과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밝혀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무임승차자 처벌자의 평판 이익에 대한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처벌자에 대한 두려움에 따른 평판 상의 이익을 검토하고 

처벌자의 적응적 이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비협력자를 처벌하는 행동이 개체 선택을 통해 진화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얼핏 보기에 이타적일 수 있는 협력을 위한 기제들이 개체 선택을 통한 진화의 

산물임을 경험적으로 밝히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추가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비협력자를 처벌하는 처벌자가 처벌 행동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비용을 집단 구성원과의 다양한 상호작용 맥락에서 검토함으로써 처벌 

행동이 처벌자의 적합도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이후에 인간의 처벌 행동과 처벌 감정이 개체 선택으로 진화한 것인지 집단 

선택으로 진화한 것인지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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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ishment as a costly signal 

: Costs and Benefits of Punishing Free-r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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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scale cooperation that is widely observed in human societies is considered one 

of the reasons for that homo sapience has become the most successful species on 

earth now. Punishment for defectors (or free-riders) has been studied as one of the 

mechanisms enabling such collective cooperation. But punishment is costly. A person 

who punishes a non-cooperators pays personal expenses, but a person who does not 

punish non-cooperators enjoys the benefits of increased cooperation levels within 

the group without incurring personal costs, resulting in the problem of a secondary 

free-rider. If a punisher can benefit from his actions rather than the cost of the 

punishment, the punishment can evolve along with individual selection. The results 

of prior experimental studies that measure cooperative punisher’ benefit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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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ntary, favorable behavior toward the punisher often show contrasting results.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public goods game with punishment and following 

dictator game with punishment through behavioral experiments. In addition, we 

asked the participants who they preferred as a partner in dictator game with 

punishment. As a result, the participants in the experiment were more likely to 

distribute fairly to punishers. But they didn’t favor the Punisher as a partner. This 

study shows that the punishment of free-riders can result in punisher’s benefits. 

However, it is not because of observers’ voluntary favor for punisher, but because of 

observers’ fear of punishment. Even if it is punishment for free riders, it can be a 

costly signal to the observer about the fierceness of punisher.   

 

Keywords : Cooperation, Punishment, Costly Signaling, Reciprocity, Partner Choice, 

Behavioral Economic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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