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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사람들은 적은 금액이지만 자신이 가진 큰 부분을 낸

기부자와 많은 금액이지만 가진 것 중 일부만을 낸 기부자를

어떻게 평가할까? 둘 중 어떤 기부자가 더 이타적이며, 어떤 기부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평가할까? 만일 두 기부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면 그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위 질문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일관된 답을 내리고 있지 않은 듯 보인다.  

기부 평가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절대적인 돈의 크기를

의미하는 기부 금액과 가진 것 중 기부한 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기부 비율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부 금액과 기부 비율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것이 기부자의

이타성을 평가하는 데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또, 기부

금액과 비율의 영향력이 사람에 따라 더 커지거나 작아지도록

조절하는 요인에 대해 탐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부 정보에 따라

기부자의 이타성 평가가 달라진다면, 이 평가가 기부의 의미와 가치

평가를 예측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각 150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두 번의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기부자의

이타성을 평가하는 데에는 기부 금액보다 기부 비율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때 개인의 순수 이타성 신념에

따라 기부 비율의 영향력이 조절되었다. 또한 기부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기부자의 이타성 평가가 기부의 의미와 가치 평가의

변화를 매개할 수 있음을 보였다. 종합 논의에서는 연구 결과의

이론적, 실천적 함의와 한계를 다루고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기부, 이타성 평가, 순수 이타성 신념, 조절 효과, 매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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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게 뼈다귀를 주는 것은 기부가 아니다. 

기부란 개만큼 배고픈 상황에서 뼈다귀를 개와 나누는 것이다.”

-Jack London, 소설가

“우리는 기부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만큼

그들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Reinier Spruit, 국제 자선기금 모금가

당신은 가진 것의 일부일 뿐이지만 많은 돈을 나눈 사람과

적은 돈이지만 가진 것의 전부를 나눈 사람에 대해 각각 어떻게

평가하는가? 어떤 사람은 한 소설가처럼 같은 뼈다귀 하나를

기부하더라도 가진 것의 일부를 기부한 사람보다 가진 것의 큰

부분을 기부한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할 것이다. 혹은 한 모금가처럼

수혜자들이 기부를 통해 더 큰 도움을 받을수록 기부자를 높이

평가할 수도 있다. 이처럼 기부자를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사람들은 기부자에 대해 여러 가지를 평가한다(Milinski, 

Semmann과 Krambeck, 2002). 예를 들면 기부자가 얼마나

도덕적인지를 평가하거나(Sperber와 Baumard, 2012), 얼마나

친사회적인지를 평가한다(Bromley, 1993). 또, 기부자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평가하기도 한다(Milinski 등, 2002). 

이렇게 사람들은 기부자에 대한 많은 요인을 평가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기부자가 얼마나 이타적인지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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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의 이타성이다(Selten과 Ockenfels, 1998). 이러한

기부자의 이타성 평가에 관해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탐구하였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기부자의 이타성을 평가하는

동기는 무엇이며(Krebs, 1978),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지(Batson, 

2014) 등을 탐구해왔다. 그 중에서도 기부자의 이타성을 평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Hoffman, 1981). 여러 연구에 따르면 기부자가

개인인지 단체인지(Olson, 2009), 기부자가 익명으로 기부하였는지

실명으로 기부하였는지(Frank, 1988), 기부 대상이

무엇인지(Miller, 2001) 등에 따라 사람들은 기부자의 이타성을

다르게 평가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기부자의 이타성을 평가한다. 때문에 그 요인들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Miller, 2001).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기부자의 이타성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요인이 있다. 바로 기부자가 기부를 하기 위해 감수한

비용(cost), 즉 기부 금액이다(Piliavin과 Charng, 1990). 

그렇다면 사람들은 기부자가 기부한 금액이 클수록 그를 더

이타적이라고 평가할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이 질문에 대해

일관적인 답을 내리고 있지 않은 듯하다. Andreoni와 Miller 

(2002)에 따르면 사람들은 기부자가 큰 금액을 기부할수록 그를

더 이타적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그와 달리 Klein과 Epley 

(2014)에 따르면 사람들은 기부자가 내놓은 금액이 일정 크기

이상이기만 하면 그를 이타적이라고 평가한다. 또 사람들은

기부자가 가진 것에 비해 큰 금액을 기부할수록 그를 이타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Yoon, Gurhan‐Canli와 Schwarz, 2006). 이렇게

기부 금액이 기부자의 이타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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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은 이유는 ‘큰 기부 금액’의 의미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부 금액이 얼마나 큰가’라는

질문은 1) ‘절대적으로 얼마나 큰 금액을 기부했는지’에 대한

질문이자 2) ‘가진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큰 금액을

기부했는지(기부 비율)’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여러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정의가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

결과들이 비일관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한편 기부 금액의 두 가지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고 기부자의 이타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함께 검증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기부자의 이타성을 평가하는

데에 미치는 기부 금액과 기부 비율의 영향력을 동시에 확인하고

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기부자의 이타성을 평가할 때에는 기부 금액이나

비율뿐만 아니라 이타성에 관한 사람들의 신념도 영향을 미친다. 

이타성에 관련된 개인의 신념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진정으로 타인을 위해 나누는 이타적인 사람이 존재한다고 믿는

이타적 신념(Hegi와 Bergner, 2010), 사람이 타인을 돕는 이유는

오로지 자신의 이득을 위함이라고 믿는 이기적 신념(Feinberg, 

2007), 타인을 진정으로 돕는 사람을 의심하는 냉소적

불신(Greenglass와 Julkunen, 1989)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이타성

신념들은 개인의 태도에 관한 것으로, 타인의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와는 무관하다(Carlson과 Zaki, 2018). 반면 순수 이타성

신념(pure altruism belief)은 타인의 이타적 행위에 관한 정보를

보고 이기적인 동기가 있는지 판단하고, 그 동기의 유무에 따라

행위의 이타성을 평가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순수 이타성

신념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금전 기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그 기부가 이기적 동기(예: 세금 감면)에서 비롯되었다면 그가

이타적이지 않다고 평가한다(Choi, Kim, Kim과 Choi, 2020).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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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순수 이타성 신념이 높은 사람들은 기부자의 이타성을 평가할

때 기부 금액이나 비율 정보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기부 금액과 비율 정보는 기부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이기에 그것을 통해 기부자의 동기가 이기적인지 이타적인지

추론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수 이타성 신념이

높은 사람들은 기부자의 이타성을 평가하는 데에 기부 정보의

영향을 덜 받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부자에 대한 이타성 평가는 그것이 예측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부자의

이타성 평가는 기부자의 사회적 평판(Lyle과 Smith, 2014), 

기부에 대한 공적인 칭찬(Carlson과 Zaki, 2018), 기부자와의 협력

의향(Rushton, 1982), 기부자에 대한 존경심(Price, 2003) 등을

예측한다. 그런데 이 요인들 중 대부분은 사람들이 기부자와 장기적

관계를 맺거나(Farrelly, Clemson과 Guthrie, 2016) 상호

작용(Lyle과 Smith, 2014)할 것을 전제하고 평가한 것이다. 만일

이러한 전제가 없다면 기부자의 이타성에 관한 평가는 어떤 요인을

예측할 수 있을까? 이는 Schlumpf 등 (2008)의 연구를 통해

예상할 수 있다. 그들에 따르면 기부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부가 이타적인 행위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기부를 보는 사람들도 기부자의 이타성을 평가하는 것에서

나아가 기부의 의미와 가치를 평가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부 정보에 따라 기부자의 이타성을 달리

평가한다면, 이러한 이타성 평가가 기부의 의미와 가치 평가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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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의 이타성 평가

사람들은 기부를 보고 기부자가 가진 여러 특징을 평가한다

(Milinski 등, 2002). 타인이 평가하는 기부자의 특징에는 도덕성

(Sperber와 Baumard, 2012), 친사회성(Bromley, 1993), 신뢰성

(Milinski 등, 2002) 등이 있다. Trivers(1971)에 따르면 사람들

은 누군가 기부를 했을 때 그 기부가 이기적인 계산이나 감정적인

동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도덕성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판단한다. 또한 기부를 한 사람이 얼마나 친사회적인지 평가하고 이

에 관한 평판을 만든다(Barclay, 2006). 또, Alexander(1987)에

따르면 협력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누군가 기부를 했을 때 그가 잠

재적 협력 파트너로서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 평가한다. 이렇게

사람들은 금전 기부자를 보고 그가 가진 여러 가지 특징을 평가하

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기부자의 이타성이다(Selten과

Ockenfels, 1998). 이타성(altruism)은 보상을 바라는 의도를 가지

고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돕는 행위 그 자체

를 목적으로 무조건적인 친절을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Andreoni, 

1989). 즉, 타인의 이타성을 평가하는 것은 그가 자신을 위한 동기

없이 다른 사람의 안녕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희생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Fehr과 Schmidt, 2000). 

그렇다면 기부자의 이타성을 평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일까? Wicksell (1958)에 따르면 사람들은 기부자가

자신의 이익과 관련 있는 대상에 기부하면 그를 이타적이지 않다고

평가한다. 심지어 기부 대상이 공익을 실현하는 단체이더라도 그

단체의 공익 실현이 기부자의 사적 이익을 실현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그 기부를 이기적인 행위라고 평가한다. 또한 Ol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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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에 따르면 사람들은 기부자 수에 따라 그들의 이타성을

달리 평가한다. 예를 들어 소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기부를

했을 때에는 다수로 구성된 집단에 비하여 그들을 이타적이라고

평가한다. 집단의 구성원이 적으면 기부를 하기 위해 각 구성원이

감수해야 하는 비용이 클 것이라고 추론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타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그 요인들 중 어떤 요인이 기부자의 이타성을

평가하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다(Miller, 2001).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기부자 이타성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검증된 요인은 ‘이타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 행위자가 감수하는 비용(cost)’이다(Piliavin과

Charng, 1990; Miller, 2001). 기부자가 감수하는 비용이란

타인을 돕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 즉 기부 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기부자의 이타성을 평가할 때 기부 금액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부 금액과 비율이

기부자 이타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기부 금액이 기부자의 이타성을 평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결론이 다르다. 

Andreoni와 Miller (2002)의 실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기부자가 타인을 위해 큰 금액을 기부할수록 그를 이타적이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Klein과 Epley(2014)에 따르면 기부자가 일정

금액을 기부하도록 요청 받았을 때, 요청 받은 금액보다 적게

기부하면 사람들은 그가 이기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반면 기부자가

요청 받은 금액 이상을 기부했다면,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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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를 더 이타적이라고 평가하지는

않았다. 즉, 요청한 금액 수준만 넘으면 기부 금액의 크기가

기부자의 이타성을 평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연구는 기부 금액과 기부자의 이타성 평가에 관한 흥미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기부자에게 직접 기부를 요청하는 특수한

상황을 가정하면서도 기부 요청의 맥락(Penner, Dovidio, 

Piliavin과 Schroeder, 2005), 수단(Guéguen과 Jacob, 2001) 등

기부 평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Yoon 등(2006)에 따르면 사람들이

기업의 사회적 활동(Co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평가할

때, 광고 비용 대비 기부 금액의 비율(기부 금액/광고 비용)이 높은

기업이 더 이타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즉 사람들은 기업이 기부를

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기부 금액)이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광고비)보다 클수록 기업의 의도가 이타적이라고 판단하였다. 

해당 연구는 사람들이 기부를 평가할 때 고려하는 기부 금액의

크기가 절대적 크기가 아닌 상대적인 크기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기부를 하는 주체와 기부를

평가하는 주체를 각각 기업과 소비자로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기부자의 이타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기부 금액의 크기는 연구마다 1) 기부 금액의 절대적 크기로

정의되기도 하고, 2) 기부 금액의 상대적 크기(기부 비율)로

정의되기도 한다. 따라서 위 연구들은 대부분 절대적 기부 금액과

상대적 기부 금액(기부 비율)의 영향력을 각각 검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기부자 이타성 평가 맥락에서 기부 금액과 기부 비율의 의미를

구분하여 다룬 연구도 있었다(Yuan, Wu와 Kou, 2018). Y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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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2018)에 따르면 사람들은 기부자의 이타성을 평가할 때

기부자의 소득 대비 기부한 금액인 기부 비율을 고려한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두 기부자의 기부 비율이 동일할 때, 소득이 더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사람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즉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기부자가 더 진실한 동기(authentic 

motivation)를 가지고 기부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 결과는 기부

평가의 맥락에 기부 비율을 활용하여 도출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소득 대비 기부한 금액을 의미하는

기부 비율이라는 정보를 사용하면서도 두 기부자 간 기부 비율이

다를 때 평가가 달라지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부 금액이나

비율 정보에 따른 평가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해당 연구의 관심 변인이 기부자의 사회적 지위였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소득(사회적 지위)만을 변화시켜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해당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기부자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냉소적

의심(Critcher와 Dunning, 2011) 혹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 대한 부정적 편견(Fiske, Cuddy, Glick과 Xu, 2002)으로

설명 가능하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는 기부

금액과 기부 비율의 의미를 구분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처럼 기부 금액과 비율의 영향력을 함께 검증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기부자의 이타성을 평가하는 데에 미치는 기부

금액과 기부 비율의 영향력을 동시에 검증하고 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부자의 이타성을 평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기부 금액(Piliavin과 Charng, 1990)과 기부 비율(Yuan 

등, 2018) 정보의 영향력을 비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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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과 비율 정보의 영향력 비교  기부 금액의 크고 작음과 기부

비율의 크고 작음은 기부자의 이타성을 평가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기부 금액은 얼마만큼의 돈을 기부했는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개념이다. 기부 비율은 자신이 가진 것 중 기부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개념이다. 기부

금액이 돈에 관한 절대적인 정보이고, 기부 비율이 돈에 관한

상대적인 정보라고 정의하면, 이 둘의 영향력을 유추할 수 있는

흥미로운 연구들이 있다.

Buechel와 Morewedge (2014)에 따르면 사람들은

‘원(￦)’,’달러($)’ 등 단위로 표현할 수 있는 절대적인 돈에는

둔감하다. 그 이유는 돈의 두 가지 특성 때문이다. 첫째, 돈에는

내재적인 가치(intrinsic value)가 없다. 돈은 약물이나

열(heat)과는 달리 그 자체로 특정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가치가 없다(Yang, Hsee 와 Zheng, 2012). 따라서 돈은 절대적인

양이 많아져도 그에 비례하여 효용이 커지지 않는다. 또한, 내재적

가치가 없는 돈을 세기 위해 사용하는 단위도 인간이 인위적으로

정한 개념일 뿐이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가치를 느끼지는 않는다. 즉, 같은 금액일지라도 누군가는

그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지만 다른 이는 매우 낮게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돈은 단위가 허락하는 한 무한히 많을 수 있다. 돈에는

상한선이나 한계가 없다. 따라서 특정한 금액을 다른 금액과

비교하여 그 둘의 차이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절대적인 금액의 가치를

평가할 때 수많은 기준들을 사용한다(Thaler, 1985). 그 중 가장

효과적인 가치 평가 방법은 돈에 상대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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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고 그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다(Kahneman과 Frederick, 

2002).

사람들은 절대적 돈과는 달리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

상대적 의미의 돈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Hsee, Loewenstein, 

Blount과 Bazerman, 1999). Hsee (1998)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동일한 선물을 주고 한 집단에는 최저-최고 가격 정보를

높게(50달러~500달러), 다른 집단에는 낮게(5달러~50달러) 

전달했을 때 전자의 사람들이 선물을 준 사람이 더 마음이

넓다고(generous) 평가하였다. 해당 연구의 참여자들은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이라는 범위 정보를 기준으로 그 정보의 크고

작음에 따라 가치를 평가한 것이다. 또,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타인을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Solnick과

Hemenway, 1998). Solnick과 Hemenway(1998)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지만 타인보다

가난한 것과 지금보다 더 적은 돈을 가지게 되지만 타인보다

부자인 것 중 후자를 더 선호했다. 전자를 선택하면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돈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지만 후자를 선택하면

지금보다 절대적으로 더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절대적 부가 아닌 타인과

비교한 상대적인 부유함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였다. 즉

사람들은 지금보다 절대적으로 적은 돈을 가지게 되더라도

타인보다 부유한 상황을 선호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돈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절대적인 금액보다는 타인과의

비교한 상대적인 금액을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사람들은 타인뿐 아니라 자신을 기준으로 비교한 상대적 금액에도

민감하다. Kahneman과 Tversky (2013)에 따르면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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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적 손실과 이익을 판단할 때 절대적 금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자신이 현재 가진 것을 기준으로 금액적인 변화가 손실인지

이익인지를 판단한다. 즉, 개인이 현재 가진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위 연구들은 사람들이 돈의 가치, 이익 혹은 손실을 절대적

관점보다는 상대적인 관점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처럼 사람들이 돈에 관한 절대적인 정보보다 상대적인 정보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타인의 금전 기부를 평가할 때에도 기부에 관한

절대적인 정보보다 상대적인 정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때, 기부 금액은 기부금이 얼마인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절대적이고, 기부 비율은 기부자가 가진 것 대비

기부한 비중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타인의 기부를 평가할 때 기부 금액의 크고 작음보다 기부 비율의

크고 작음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부 비율 정보가 기부 금액보다

기부자 이타성 평가에 큰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였다. 

순수 이타성 신념이

기부자 이타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누군가는 기부 금액 혹은 기부 비율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타인을 위해 금전을 내놓는 행위 자체를 이타적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혹은 기부 금액이나 비율 정보에 상관없이 타인의 금전

기부가 진정으로 이타적이지 않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즉 개인이

이타성에 대해 가진 신념에 따라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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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이타적이라고 평가하고, 어떤 사람은 이타적이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타성에 관련된 개인의 다양한 신념을

정의해왔다. Hegi와 Bergner (2010)에 따르면 사람들은 진정으로

타인을 위한 의도를 가지고 선행을 베푸는 인간의 존재에 관한

신념이 있다. 이를 이타적 신념(beliefs in altruism)이라고 하며, 

이타적 신념이 높은 사람들은 이기적 동기 없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는 인간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와 달리 이기적 신념(psychological egoism)은 인간의

모든 행동에 이기적인 동기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Feinberg, 

2007). 이기적 신념이 높은 사람들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며 모든 행위에는 이기적 동기가 있다고 믿는다. 이와

비슷한 냉소적 불신(cynical distrust)은 인간의 행동에 이기적인

동기가 있는지 의심하는 것이다(Greenglass와 Julkunen, 1989). 

냉소적 불신이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인간이 자신의 이기적

동기를 이타적인 것으로 포장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연구들의

공통점은 타인의 이타적 행위가 어떤 것인지와는 무관한 사람들의

내적 신념을 다루었다는 것이다(Carlson과 Zaki, 2018).

 

이에 반해 순수 이타성 신념(pure altruism belief)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행위에 관한 정보를 참고하여 그를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순수 이타성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이타적

행위에 대한 정보를 보고 이기적인 동기를 추론할 수 있다면 그

행위가 이타적이지 않다고 평가한다(Choi 등, 2020). Choi 

등(2020)에 따르면 순수 이타성 신념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기업이 기업 활동을 통해 경제적 이윤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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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그 기업의 활동이 이타적이지 않다고 평가한다. 즉 다른

이타성 신념과는 달리 순수 이타성 신념이 높은 사람들은 기부

정보를 통해 그 기부가 이기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판단하고, 

기부 동기가 이기적이라면 기부자가 이타적이지 않다고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영향력을 비교하고자 하는 기부 금액과 기부 비율은

기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이므로 사람들이 그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는 이기적인 동기를 파악하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순수

이타성 신념이 높은 사람들은 기부 금액 및 비율 정보가

제공되더라도 그에 따라 기부자의 이타성 평가가 영향을 받는

정도가 덜 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기부 정보가

기부자의 이타성을 평가하는 데에 미치는 영향이 순수 이타성

신념에 의해 조절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기부자 이타성 평가가

기부의 의미 및 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

기부자에 대한 이타성 평가는 다양한 요인을 예측한다. Lyle과

Smith (2014)에 따르면 타인을 위해 기부한 사람이 이타적이라고

평가받을수록 그 사람의 관대함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평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았다. 또, 사람들이 기부자를 이타적이라고

평가할수록 그를 공개적으로 칭찬하거나(Carlson과 Zaki, 2018), 

그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였다(Price, 2003). 또한 사람들은

이타적이라고 평가한 기부자와 더 협력하고자 하는 의향을

보였다(Rushton, 1982). 하지만 이와 같이 기부자에 대한 이타성

평가가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은 대부분 기부자와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것이거나(Farrelly 등, 2016) 

향후 기부자와 상호 작용할 것을 가정하고 측정한 것이다(Lyl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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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th, 2014). 만일 이러한 전제가 없다면 기부자의 이타성에 관한

평가는 어떤 요인을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Schlumpf 등(2008)의 연구를 통해 기부자의 이타성 평가와

관련이 있을 만한 요인을 예상할 수 있다. 그들에 따르면

기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부가 이타적인 행위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실제로 자신의 기부가 베풂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한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에 큰

만족감을 느꼈다. 또, 향후 다시 기부를 할 확률도 높았다. 따라서

기부를 보는 사람들도 기부자의 이타성을 평가하는 것에서 나아가

기부의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부 비율의 크고 작음에 따라 기부의 의미와

가치 평가도 달라지는지, 그렇다면 이를 기부자의 이타성 평가가

매개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 개요

본 연구에서는 기부 금액과 기부 비율이 기부자가 얼마나

이타적인지를 평가하는 데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기부

금액은 단위로 표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금액을, 기부 비율이란

기부자의 소득 대비 기부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런데 기부자

소득의 높고 낮음이 기부자의 사회적 지위를 유추하게 하여 기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Yuan 등, 2018), 본 연구에서는

기부자의 직업 및 근로 소득을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대신에 근로

소득 중 세금 등 필수적 지출을 하고 남은 잉여 소득(Lippit, 

1985)을 조작하여 기부 비율의 차이를 만들었다. 즉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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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들의 절대적 소득 수준은 비슷한 상황에서 기부 금액 정보와

잉여 소득 대비 기부한 금액의 비율 정보가 기부자의 이타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또 기부 비율이 기부 금액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따라서 첫 번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금전 기부자의 이타성을 평가하는 데에 기부 금액과

기부 비율이 영향을 미친다. 이때 기부 금액보다는 기부 비율의

영향력이 더 클 것이다.

기부 비율이 기부자의 이타성을 평가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순수 이타성 신념이 높은 사람들은 기부 정보를 보고

추론할 수 있는 이기적 동기의 유무에 따라 이타성을 평가한다. 

그런데 기부 비율은 기부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기부의 동기를 추론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순수

이타성 신념이 높은 사람들은 기부 비율 정보에 따라 이타`성
평가가 덜 변화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두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 기부 비율이 기부자의 이타성을 평가할 때 미치는

영향은 순수 이타성 신념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기부자의 이타성 평가는 기부에 관한 다양한 요인을 예측할 수

있다. 그 요인들 외에 기부자의 이타성이 기부의 의미와 가치

평가를 예측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즉, 사람들이 기부

비율의 크고 작음에 따라 기부자의 이타성을 달리 평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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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타성 평가가 기부의 의미와 가치 평가를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세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3: 기부 비율의 크고 작음에 따라 기부의 의미와 가치

평가가 달라진다. 이때, 기부자의 이타성 평가가 이를 매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세 가지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실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1에서는 가설 1과 2를 검증하였다. 

연구 1의 참여자들은 두 명의 기부자를 평가한다. 이 때 참여자들은

기부자에 대해 제공받는 정보에 따라 세 가지 집단으로 나뉜다. 첫

번째 집단은 두 기부자가 기부한 금액 정보만 제공받는다(이하

집단 1). 즉, 두 기부자 중 한 명은 많은 금액, 다른 한 명은 적은

금액을 기부했다는 정보를 제공받는다. 두 번째 집단은 기부 비율

정보만 제공받는다(이하 집단 2). 즉, 두 기부자 중 한 명은 큰

비율, 다른 한명은 작은 비율로 기부했다는 정보를 제공받는다. 세

번째 집단은 금액과 비율 정보를 모두 제공받는다(이하 집단 3). 

그리고 집단별로 각 기부자가 얼마나 이타적인지 평가한다. 또, 

자신의 순수 이타성 신념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다. 세 집단 간

비교를 통해 기부자의 이타성 평가에 미치는 기부 금액과 기부

비율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연구 2에서는 가설 1과 2를

반복검증하고, 가설 3을 검증하였다. 연구 2의 구조는 연구 1과

동일하다. 다만 연구 2의 참여자들은 두 기부자가 얼마나

이타적인지를 평가하는 것에 더해 각 기부자의 기부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 얼마나 인정을 받을 만한지 평가한다. 이때

기부자가 얼마나 이타적인지에 대한 평가가 기부의 의미와 가치

평가를 매개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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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금전 기부자의

이타성을 평가하는 데에 기부 금액과 기부 비율이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이 때 기부 금액보다 기부 비율의 영향력이 더 큰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기부자의 이타성을 평가하는 데에 미치는 기부

비율의 영향력을 순수 이타성 신념이 조절하는지 탐구하였다. 

나아가 기부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평가 또한 기부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기부자에 대한 이타성 이를 매개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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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 기부 금액과 비율의 영향력 비교

및 순수 이타성 신념의 조절 효과

연구 1에서는 사람들이 기부자가 얼마나 이타적인지를

평가하는 데에 미치는 기부 금액과 기부 비율의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또, 기부 금액과 비율 정보에 따라 기부자의 이타성을

달리 평가한다면 이 효과가 순수 이타성 신념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다. 즉, 순수 이타성 신념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

방법

연구 참여자 Cohen (2013)이 제시한 F-분포 상 중간(.25)에서

큰(.40) 효과 크기를 얻는 데 필요한 연구 참여자의 수를 G*power 

3.1 소프트웨어(Faul, Erdfelder, Lang과 Buchner, 2007)를 통해

산출하였다. 계산 결과 필요한 연구 참여자 수는

100~251명이었다. 이를 목표로 온라인 설문 플랫폼 Prolific을

통해 설문을 시행하여 총 155명을 모집하였다. 설문 시간은

6분이었으며, 참여자 당 0.75파운드를 참여 대가로 지급하였다. 

설문 중 주의 집중을 판단하는 문항을 통과하지 못한 2명과 응답

수집을 거부한 3명의 응답을 제외하였다. 총 150명(여성 70명)의

응답을 수집하였으며, 참여자들의 평균 나이는

30.26세(표준편차=9.9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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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도구

기부자 프로필과 시나리오: 연구 참여자들은 이번 달에 기부를

한 두 사람(A와 B)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이때, 제공된 기부

정보를 기준으로 세 집단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집단(집단 1)은

각 기부자가 기부한 금액(A: 900달러, B: 15,000달러)정보만

제공받고, 두 번째 집단(집단 2)은 기부한 비율(A: 90%, B: 

5%)정보만, 세 번째 집단(집단 3)은 기부 금액과 기부 비율

정보(A: 900달러/90%, B: 15,000달러/5%)를 모두 제공받았다. 

집단별로 50명의 참여자가 무선 할당되었다. 시나리오에는 각

기부자의 기부 금액 및 비율 정보 외에도 두 기부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거의 동일하다는 정보가 제시되었다. 사람들이 기부 금액을

보고 기부자의 사회적 지위를 유추하여 사회적 지위를 기준으로

기부자를 평가할 수 있기(Yuan 등, 2018)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두 기부자의 소득 및 직업, 부모의 직업, 성장환경 그리고 가계

자산은 거의 같다고 안내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기부자의 프로필과

시나리오는 부록 1에 실어 두었다. 

조작 변인: 연구 참여자들이 두 기부자의 사회적 지위가

비슷하다고 인식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각 기부자에 대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평가하게 하였다. 이때 사회경제적 지위를

평가하기 위해 Adler, Epel, Castellazzo와 Ickovics(2000)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은 열 계단으로 구성된 사다리 그림을

제공받는다. 가장 위의 계단에는 교육 수준이 높고, 좋은 직업을

가졌으며, 소득 수준도 높은 사람들이 위치하며 가장 아래에는 교육

수준이 가장 낮고. 직업이 없거나 좋지 않은 직업을 가진, 낮은

소득의 사람들이 위치한다. 참여자들은 두 기부자가 각 계단 중

어떤 위치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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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인: 연구 참여자들은 제공된 기부자 프로필을 보고 두

기부자가 각각 얼마나 이타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7점 척도(1: 

전혀 이타적이지 않다, 7: 매우 이타적이다)로 평가하였다. 

조절 변인: 조절 변인으로서 연구 참여자들의 순수 이타성

신념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Choi 등(2020)이 사용한 순수

이타성 신념 문항을 사용하였다. 순수 이타성 신념은 “긍정적인

평판을 얻기 위해 타인을 돕는 것은 진정으로 이타적인 행위가

아니다” 를 포함한 다섯 개의 문항들로 측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 문항들에 7점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매우 동의한다)로 응답하였다. 

통제 변인: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과 나이를

통제하였다. 하지만 통제 변인은 대부분의 실험에 걸쳐 종속 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통제 변인을 제외하여도 분석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 성별과

나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보고하지 않았다. 

절차 연구 참여자들은 온라인 설문 플랫폼 Prolific을 통해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사전에 실험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이때, 

실험은 ‘세상에 대한 의견(thoughts about the world)’을

알아보는 것이라고 안내하였다. 이후 참여자들은 실험 동의 여부와

성별과 나이 등의 인구학적 정보를 묻는 질문에 응답하였다. 실험

참여에 동의하면 무선 할당된 각 집단별로 기부자의 프로필과

시나리오를 제공받는다. 연구 참여자들은 각 기부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타성을 평가하고 자신의 순수 이타성 신념에 관해

응답하였다. 해당 문항들은 주의 집중을 확인하는 문항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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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들에게 무작위 순서로 제시되었다. 참여자들이 모든

질문에 응답을 한 후 그들에게 실제 목적을 안내하였다. 그들이

여전히 실험 참여 및 응답 수집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응답을

수집하였다. 

결과

조작 변인 기부 금액과 비율 정보는 사람들이 기부자의 사회적

지위를 유추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Yuan 등,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에게 각 기부자의 직업, 소득, 부모의 직업, 

가계 자산이 거의 비슷하다고 안내한 바 있다. 분석 결과

참여자들이 기부 금액이나 기부 비율을 통해 유추한 두 기부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르지 않았다(b=-0.08, SE=0.23, 

t(146)=-.34, p=.73).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되었다. 

집단별 기부자 이타성 평가 각 집단 내 두 기부자에 대한 이타성

평가를 비교하기 위한 분석 구조는 각 집단별로 기부자(A와 B)를

기준으로 성별과 나이를 통제한 채 평가치를 비교한 반복 측정

일원공분산분석(one way repeated analysis of covariance)이다. 

집단 1, 2, 3에 대해 각각 세 번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각 집단별로 두 기부자가 얼마나 이타적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달랐다. 구체적으로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집단 1의

참여자들은 더 큰 금액을 기부한 사람을 더 이타적이라고

평가하였다(b=0.21, SE=0.08, t(49)=2.49, p=.02,). 집단 2의

참여자들은 더 큰 비율로 기부한 사람을 더 이타적이라고

평가하였다(b=-0.60, SE=0.15, t(49)=-4.12, p<.001).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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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3의 참여자들은 기부 금액은 적지만 더 큰 비율로 기부한

사람을 더 이타적이라고 평가하였다(b=-1.14, SE=0.157, 

t(49)=-7.24, p<.001). 이 중 집단 3의 경우, 남성 참여자가 모든

기부자들의 이타성을 높게 평가하였다(b=0.72, SE=0.322, 

t(47)=2.23, p<.05).

<표 1> 각 조건별 기부자에 대한 이타성 평가 평균

집단

기부자 제공받은 기부 정보

A B A B

집단 1 4.9(1.39) 5.32(1.42) 900달러 기부 15,000달러 기부

집단 2 5.46(1.49)  4.26(1.19)   90% 기부 5% 기부

집단 3 6.06(1.33)  3.78(1.58) 900달러, 90% 기부 15,000달러, 5% 기부

()안은 표준 편차임.

기부 금액과 기부 비율의 상대적인 영향력 기부자의 이타성을

평가하는 데에 미치는 기부 금액과 기부 비율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 구조는 집단 3개(집단 1 vs. 집단 2 vs. 집단

3) X 기부자 2명(A와 B) 의 혼합 측정 분석 구조이다. 세 집단 중

집단 1과 집단 3을 비교하고, 집단 2와 집단 3을 비교하였다. 집단

1과 집단 3의 차이점은 집단 3의 참여자들이 기부 비율 정보까지

알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해당 집단의 비교를 통해 기부 비율 정보가

기부자의 이타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집단

2와 집단 3의 차이점은 집단 3의 참여자들이 기부 금액 정보까지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 비교를 통해서는 기부 금액 정보가

기부자의 이타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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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실험에서 한 참여자가 두 기부자(A와 B)를 평가했기

때문에 분석 시에는 반복 측정에 따른 임의 효과(random effect)를

보정하였다. 또, 기부 금액과 비율의 상대적 영향력과 순수 이타성

신념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각 집단을 대조코딩(contrast 

coding)한 후 비교하였다. 따라서 분석에는 선형 혼합 모형(linear 

mixed model)을 사용하였다(West, Aiken과 Krull, 1996). 이를

위해 R 소프트웨어의 nlme 패키지 (Pinheiro, Bates, DebRoy, 

Sarkar, Heisterkamp, Van Willigen과 Maintainer, 2017)를

활용하였다. 

집단 1 vs. 집단 3: 이 두 집단의 차이점은 집단 3의

참여자들이 기부 비율까지 알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집단의

참여자가 두 기부자의 이타성을 유의미하게 달리 평가한다면 기부

비율에 대해 아는 것이 이타성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가설대로 집단 1과 집단 3의 참여자들은 두

기부자의 이타성을 다르게 평가하였다(b=-2.88, SE=0.43, 

t(147)=-6.67, p<.001).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단순 기울기 검정(simple slopes test)을 실시한 결과 기부자가

적은 금액을 기부했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는 집단 1의 참여자보다

기부자가 적은 금액이지만 큰 비율로 기부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집단 3의 참여자가 해당 기부자를 더 이타적이라고

평가하였다(b=1.16, SE=0.33, t(145)=3.58, p<.001). 반면, 

기부자가 많은 금액을 기부했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는 집단 1의

참여자보다 기부자가 많은 금액이지만 작은 비율로 기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집단 3의 참여자가 해당 기부자를 덜

이타적이라고 평가하였다(b=-1.72, SE=0.32, t(145)=-5.30, 

p<.001). 이는 기부 비율이 기부자의 이타성을 평가하는 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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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2 vs. 집단 3: 이 두 집단의 차이점은 집단 3의

참여자들이 기부 금액까지 알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집단

연구 참여자가 두 기부자의 이타성을 유의미하게 달리 평가한다면

기부 금액을 아는 것이 이타성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집단 2와 집단 3의 참여자들은 두 기부자의

이타성을 다르게 평가하지 않았다(b=0.36, SE=0.43, 

t(147)=0.83, p=.41). 단순 기울기 검정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즉, 

기부자가 작은 비율로 기부했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는 집단 2의

참여자와 작은 비율이지만 큰 금액을 기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집단 3의 참여자가 평가한 해당 기부자의 이타성은 다르지

않았다(b=0.04, SE=0.33, t(145)=0.12, p=.91). 또, 기부자가

큰 비율로 기부했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는 집단 2의 참여자와 큰

비율이지만 작은 금액을 기부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집단 3의

참여자가 해당 기부자의 이타성을 다르게 평가하지

않았다(b=-0.40, SE=0.33, t(145)=-1.23, p=.22). 이는 기부

금액이 기부자의 이타성을 평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형 혼합 모형 분석 결과는 <표 2>에, 시각화

결과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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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이타성 평가에 대한 선형 혼합 모형 분석 결과

고정 효과　
DV: 이타성 평가

b SE df t-value p-value

절편 4.66 .30 147 15.36 <.001***

나이 .006 .008 145 .63 .53

성별 .24 .17 145 1.47 .14

기부자(A, B) -1.02 .15 147 -6.68 <.001***

집단 1 vs. 집단 3 -.28 .24 145 -1.16 .25

집단 2 vs. 집단 3 .22 .24 145 .89 .37

기부자(A, B)*(집단 1 vs. 집단 3) -2.88 .43 147 -6.67 <.001***

기부자(A, B)*(집단 1 vs. 집단 3) .36 .43 147 .83 .41

임의 효과 SD correlation L ratio p-value 　

절편 .97

(기부자|id) 1.71 -.005 1.95 .58

잔차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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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1

A : $900

B : $15,000

집단 3

A : $900 & 90%

B : $15,000 & 5%

집단 2

A : 90%

B : 5%

집단 3

A : $900 & 90%

B : $15,000 & 5%

<그림 1> 기부자 이타성 평가에 미치는 기부 금액과 비율의 영향력 비교. 오차
막대는 표준 오차를 의미함.

순수 이타성 신념의 조절 효과 앞서 기부 비율이 기부자의

이타성을 평가하는 데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이때, 순수 이타성 신념에 따라 기부 비율이 미치는 영향이

조절되는지 상호 작용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순수 이타성 신념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상호작용 분석 구조는 집단 3개(집단

1, 2, 3) X 기부자 2명(A와 B) X 조절 변인(순수 이타성 신념)의

혼합 측정 분석 구조이다. 마찬가지로 세 집단 중 집단 1과 집단

3을 비교하고, 집단 2와 집단 3을 비교하였다. 집단별로 순수

이타성 신념 분포가 다르지 않았으므로(F(1,148)=0.33, p=.57, 

평균집단1=4.01, 평균집단2=4.14, 평균집단3=3.89) 순수 이타성 신념

문항의 응답 값 그대로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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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기부 비율 정보가 기부자의 이타성을 평가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순수 이타성 신념에 의해 조절됨을

확인하였다(b=1.33, SE=0.38, t(144)=3.45, p<.001). <그림 2> 

같이 순수 이타성 신념이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낮은(-1SD) 

참여자들의 두 기부자에 대한 이타성 평가가 더 크게 변화했고, 

순수 이타성 신념이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높은(+1SD) 참여자들의

이타성 평가는 더 적게 변화하였다. 

순수 이타성 신념이 낮은 사람(-1SD) 순수 이타성 신념이 높은 사람(+1SD)

집단 1

A : $900

B : $15,000

집단 3

A : $900 & 90%

B : $15,000 & 5%

집단 1

A : $900

B : $15,000

집단 3

A : $900 & 90%

B : $15,000 & 5%

<그림 2> 순수 이타성 신념의 조절 효과. 오차 막대는 표준 오차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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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단순 기울기 검정을 시

행하였다. 순수 이타성 신념이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낮은 사람들은

기부 비율을 알면 더 큰 비율을 기부한 사람의 이타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b=1.87, SE=0.44, t(141)=4.21, p<.001), 더 작은 비

율로 기부한 사람의 이타성을 더 낮게 평가하였다(b=-2.45, 

SE=0.45, t(141)=-5.46, p<.001). 한편 순수 이타성 신념이 평

균보다 1 표준편차 높은 사람들은 기부 비율을 알더라도 더 큰 비

율을 기부한 사람에 대해 더 이타적이라고 평가하지는 않았으며

(b=0.49, SE=0.44, t(141)=1.10, p=.27), 더 작은 비율로 기부

한 사람의 이타성은 더 낮게 평가하였다(b=-1.04, SE=0.45, 

t(141)=-2.33, p<.05). 이를 통해 기부 비율이 기부자의 이타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순수 이타성 신념에 의해 조절됨을 밝혔다. 

논의

사람들은 두 기부자 중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한 사람을 더

이타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또, 두 기부자 중 더 큰 비율로 기부한

사람을 더 이타적이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기부 금액과 비율 정보

모두가 제공되었을 때에는 많은 금액을 작은 비율로 기부한

사람보다 적은 금액을 큰 비율로 기부한 사람이 더 이타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많은 금액을 기부하는 것보다는 큰

비율로 기부하는 것이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가설은 더 엄격한 방식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부 금액과 비율 중 한 가지 정보만을 알고

있는 참여자들과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참여자들이 두 기부자의

이타성을 평가한 것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사람들이 기부자가 큰

비율로 기부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그의 기부 금액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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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더라도 그를 더 이타적이라고 평가하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반면 기부자가 많은 금액을 기부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이타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때 만일 참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금액과 비율의 상대적 중요성을 물어보고 그를

비교했다면 참여자들이 실험의 실제 목적을 알게 되어 응답이

왜곡되었을 것이다. 이에 반해 본 연구가 사용한 방식은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였다.

사람들이 기부자의 이타성을 평가할 때 기부 비율이 미치는

영향은 순수 이타성 신념에 의해 조절되었다. 순수 이타성 신념이

높은 사람들은 기부 금액만 알고 있는 집단과 금액과 비율 모두를

알고 있는 집단을 비교했을 때 기부자의 이타성에 대한 평가

차이가 없었다. 이는 순수 이타성 신념이 높은 사람들은 기부

비율이라는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기부의 동기가 이기적인지

이타적인지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중

더욱 인상적인 점은 순수 이타성 신념이 높은 사람들은 기부자가

적은 금액을 기부하였다는 사실만을 아는 사람들과 적은

금액일지라도 큰 비율을 기부하였다는 사실도 아는 사람들이

기부자의 이타성을 달리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순수

이타성 신념이 낮은 사람들은 기부자가 적은 금액이더라도 큰

비율로 기부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기부자가 적은 금액으로

기부했다는 사실만 아는 사람들보다 기부자가 더 이타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즉 순수 이타성 신념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기부자가

기부한 금액이 적더라도 큰 비율로 기부했다는 사실이 기부자의

이타성을 달리 평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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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의 이타성에 대한 평가는 기부에 대한 다양한 요인들을

예측할 수 있다. 연구 2에서는 기부자의 이타성 평가가 예측할 수

있는 요인 중 기부의 의미와 가치 평가에 관해 다루었다. 즉, 기부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기부자의 이타성 평가가 기부의 의미와 가치

평가를 매개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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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 기부 비율과 기부 평가 간 관계에

미치는 이타성 평가의 조절된 매개 효과

기부자에 대한 이타성 평가는 기부에 관한 중요한 요인들을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부자의 이타성 평가는 기부자의

사회적 평판(Lyle과 Smith, 2014)을 예측하며, 기부자에 대한

공적인 칭찬(Clarkson과 Zaki, 2018), 존경심(Price, 2003) 및

기부자와의 협력 의향(Rushton, 1982) 등을 예측한다. 그런데

이러한 요인들은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기부자와 상호 작용할 것을

전제하고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람들이 기부자를

평가하는 상황은 대부분 기부자와 가깝지 않은 입장에서 기부를

보는 제 3자로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부자와의 상호 작용을 전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평가한

기부자의 이타성이 예측할 만한 요인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그

요인을 예상하기 위해 기부자가 본인의 기부에 관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가

이타적인 행위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Schlumpf, 2008). 따라서 기부를 보는 사람들도 기부자의

이타성을 평가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기부의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연구 2에서는 기부자의 이타성

평가가 기부의 의미 및 가치 평가를 매개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 1에서 검증한 가설을 반복 검증하기 위해 기부 비율과

기부 금액이 기부자의 이타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과 순수 이타성의

조절 효과를 다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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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연구 참여자 Cohen (2013)이 제시한 F-분포 상 중간(.25)에서

큰(.40) 효과 크기를 얻는 데 필요한 연구 참여자의 수를 G*power 

3.1 소프트웨어(Faul 등, 2007)를 통해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

필요한 연구 참여자 수는 100~251명이었다. 이를 목표로 온라인

설문 플랫폼 Prolific을 통해 151명을 모집하였다. 연구 1과 동일한

설문 플랫폼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id 선별을 통해 연구 1에 응답한

참여자는 배제하고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설문 시간은

6분이었으며, 참여자 당 0.75파운드를 참여 대가로 지급하였다. 

응답 수집을 거부한 1명의 응답을 제외하였으며, 응답 수집에는

동의하였으나 나이, 성별 등 인구학적 정보 수집을 거부한 1명의

응답은 그 정보를 제외하고 수집되었다. 총 150명(여성 44명, 남성

105명, 거부 1명)의 응답을 수집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나이는 27.37세(표준편차=9.51)였다. 

측정 도구

기부자 프로필과 시나리오: 기부자 프로필과 기부자에 대한

이타성 평가 문항, 통제 변인, 조작 변인 등은 연구 1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하다. 한 집단(집단 1)은 두 기부자가 기부한 금액(A: 

900달러, B: 15,000달러)만 제공받고, 다른 집단(집단 2)은

기부한 비율(A: 90%, B: 5%)만, 마지막 집단(집단 3)은 기부

금액과 기부 비율 정보를 모두 제공받았다. 각 집단별로 50명의

실험참여자가 무선 할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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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변인: 참여자들이 두 기부자의 사회적 지위가 비슷하다고

인식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각 기부자에 대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평가하게 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 1과 동일하게

Adler 등 (2000)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종속 변인:  기부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 받는다는

것은 총 세 가지를 평가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세 가지란 1) 

기부의 의미(meaningfulness), 2) 기부의 가치(value), 3) 기부가

공적으로 인정(public recognition)을 받을 만한지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각 기부자가 얼마나 이타적인지, 기부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 기부가 공적으로 인정을 받을 만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각 질문에 대해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조절 변인: 조절 변인으로서 연구 참여자들의 순수 이타성

신념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Choi 등(2020)이 사용한 순수

이타성 신념 문항을 사용하였다. 

통제 변인: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과 나이를

통제하였다. 하지만 통제 변인이 대부분의 분석에 걸쳐 유의미하지

않았기에 그 경우 성별과 나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보고에서

제외하였다. 

절차  연구 참여자들은 온라인 설문 플랫폼 Prolific을 통해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때, 참여자들은 사전에 실험이 ‘세상에

대한 의견(thoughts about the world)’을 알아보는 것이라고

안내 받았다. 이후 실험 동의 여부와 인구학적 요소를 측정하였다. 



34

실험 참여에 동의하면 무선 할당된 각 집단 별로 기부자의

프로필을 제공받는다. 연구 참여자들은 두 명의 기부자가 각각

얼마나 이타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 기부의 의미와

가치를 평가하는 질문, 공적 인정에 관한 질문, 주의 집중을

확인하는 문항에 무작위 순서로 응답하였다. 실험 종료 후 연구

참여자에게 실험의 실제 목적을 안내하고 여전히 연구 참여 및

응답 수집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응답을 수집하였다. 

결과

조작 변인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기부 정보를 통해 기부자의

사회적 지위를 유추하는 것(Yuan 등, 2018)을 방지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조작한 바 있다. 조작 확인 결과 각 집단의 참여자들은

두 기부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다르지 않게 평가하였다(b=-0.19, 

SE=0.12, t(146)=-1.62, p=.11). 즉 두 기부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평가가 성공적으로 조작되었다.

집단별 기부자 이타성 평가 각 집단의 참여자들이 평가한 두 기

부자의 이타성을 비교하기 위한 분석 구조는 참여자의 성별과 나이

를 통제한 반복 측정 일원 공분산 분석이다. 세 집단에 대해 각각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앞선 연구와 마찬가지로 각 집단별로

두 기부자가 얼마나 이타적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달랐다<표 3>. 기

부 금액만 알고 있는 집단 1의 참여자들은 더 큰 금액을 기부한 사

람을 더 이타적이라고 평가하였다(b=0.60, SE=0.191, 

t(49)=3.13, p<.01). 기부 비율만 알고 있는 집단 2의 참여자들은

더 큰 비율로 기부한 사람을 더 이타적이라고 평가하였다

(b=-0.55, SE=0.163, t(47)=-3.34, p<.01). 한편, 기부 금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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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비율 모두 알고 있는 집단 3의 참여자들은 기부 금액은 적은

돈이지만 더 큰 비율로 기부한 사람을 더 이타적이라고 평가하였다

(b=-1.38, SE=0.305, t(49)=-4.52, p<.001). 

<표 3> 집단별 기부자 이타성 평가 평균(반복 검증)

집단
기부자 제공받은 기부 정보

A B A B

집단 1 5.12(1.66) 5.72(1.75) 900달러 기부 15,000달러 기부

집단 2 6.22(1.31)  4.62(1.38)   90% 기부 5% 기부

집단 3 5.98(1.44)  4.60(1.56) 900달러, 90% 기부 15,000달러, 5% 기부

()안은 표준편차임. 

기부 금액과 기부 비율이 이타성 평가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

기부 금액과 비율이 기부자의 이타성을 평가하는 데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한 분석 구조는 집단 3개 X 기부자 2명의 혼합

측정 분석 구조이다. 연구 1과 동일하게 기부 비율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집단 1과 집단 3을 비교하고, 기부 금액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집단 2와 집단 3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가설을

다시 검증할 수 있었다. 선형 복합 모형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즉, 집단 1과 집단 3의 참여자들은 두 기부자의 이타성을

다르게 평가하였다(b=-0.38, SE=0.12, t(145)=-3.14, p<.01). 

반면 집단 2와 집단 3의 참여자들은 두 기부자의 이타성을 다르게

평가하지 않았다(b=0.14, SE=0.41, t(145)=0.35,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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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의 결과는 대부분 연구 1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하지만

연구 1의 결과와 다른 점은 통제 변인이 기부자의 이타성을

평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나이가

많을수록 기부자의 이타성을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b=0.14, 

SE=0.01, t(145)=14.19, p<.001). 또, 남성 연구 참여자들이 두

기부자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더 이타적이라고 평가하였다(b=1.14, 

SE=0.33, t(145)=3.4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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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기부자 이타성 평가 선형 혼합 모형 분석 결과(반복 검증)

고정 효과　
DV: 이타성 평가

b SE df t-value p-value

절편 .14 .07 145 2.25 <.05*

나이 .14 .01 145 14.19 <.001***

성별 1.14 .33 145 3.42 <.001***

기부자(A, B) -.72 .17 145 -4.39 <.001***

집단 1 vs. 집단 3 -.04 .42 145 -.10 .92

집단 2 vs. 집단 3 -.01 .42 145 -.02 .98

기부자(A, B)*(집단 1 vs. 집단 3) -.38 .12 145 -3.14 <.01**

기부자(A, B)*(집단 1 vs. 집단 3) .14 .41 145 .35 .73

임의 효과 SD correlation L ratio p-value 　

절편 1.98

(기부자|id) 1.67 -.03 2.52 .22

잔차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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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이타성 신념의 조절 효과 기부 비율이 기부자의 이타성을

평가하는 데에 미치는 영향을 순수 이타성 신념이 조절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 구조는 집단 3개 X 

기부자 2명 X 순수 이타성 신념의 혼합 측정 분석 구조이다. 

집단별로 참여자들의 순수 이타성 신념 분포가 다르지 않았으므로

(F(1,148)=0.03, p=.86, 평균집단1=3.84, 평균집단2=3.36, 

평균집단3=3.80), 순수 이타성 신념 문항의 응답 값 그대로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기부자의 이타성을 평가하는 데에 미치는 기부 비율의

영향력은 참여자들의 순수 이타성 신념에 의해

조절되었다(b=-0.32, SE=0.07, t(142)=-4.58, p<.001). 순수

이타성 신념이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낮은 사람(-1SD)들은 비율

정보를 아는 것에 따라 기부자의 이타성을 달리 평가하는 정도가

더 컸고, 순수 이타성 신념이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높은

사람(+1SD)들은 비율 정보에 따라 기부자의 이타성에 대한 평가가

덜 변화하였다. 

기부 평가에 대한 상관 및 요인 분석 기부자의 이타성에 대한

평가가 기부의 의미, 가치, 인정에 관한 평가를 매개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부의 가치, 의미, 인정에 관한 평가와 기부자의

이타성 평가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때, 기부 금액 정보만

제공받은 집단 1이나 기부 비율만 제공받은 집단 2의 참여자들은

정보를 제한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평가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기부 금액과 기부 비율 모두 아는 집단 3의 참여자들이 각

기부자에 대해 보고한 평가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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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집단 3 참여자들의 기부 평가 항목 간 상관

평가 항목
기부자 A (900달러, 90% 기부)

M SD 1 2 3 4

1. 기부의 가치 6.16 1.13 1

2. 기부의 의미 6.34 1.12 .60*** 1

3. 공적 인정을 받을 만한지 5.58 2.11 .21 .24† 1

4. 기부자의 이타성 5.98 1.44 -.04 .21 .08 1

평가 항목
기부자 B (15,000달러, 5% 기부)

M SD 1 2 3 4

1. 기부의 가치 5.66 1.51 1

2. 기부의 의미 5.24 1.76 .17*** 1

3. 공적 인정을 받을 만한지 3.96 2.21 -.02† .42** 1

4. 기부자의 이타성 4.60 1.56 .05† .49*** .44** 1

주: N=50, †p<.10, **p<.01, ***p<.001

상관 분석 결과 기부자의 이타성에 관한 평가가 기부의 가치

및 의미 등과 갖는 상관 관계가 기부자별로 일관적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기부자 A의 이타성 평가와 나머지 평가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없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평가

요인을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요인 분석을 통해

엄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 만일 기부의 가치, 의미, 인정, 

이타성이 하나의 요인으로 취급될 수 있다면, 기부자의 이타성

평가가 기부의 가치, 의미, 인정 평가를 매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반면 기부의 가치, 의미, 인정에

대한 평가와 기부자의 이타성 평가가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면 매개

효과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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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각 기부자에 대한 네 가지의

평가 항목을 하나의 요인으로 합치는 시도를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2)=2.43, =.30; 

 (2)=1.39, 

=.50). 그 결과,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s) 0.5를

기준(Yong과 Pearce, 2013)으로 기부자가 얼마나 이타적인지에

대한 평가는 기부의 가치 및 의미와 같은 개념으로 취급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표 6>). 특히 공적으로 인정을 받을

만한지에 대한 평가는 기부자 B에 대해서만 기부의 가치 및 의미와

같은 개념으로 취급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두 기부자

모두에 대한 하나의 평가 요인으로 취급할 수 있는 기부의 가치와

의미를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기부 가치와 의미를 평가하는

데에 기부 비율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또, 조절된 매개

분석을 통해 기부자의 이타성 평가가 기부의 가치와 의미 평가를

매개하는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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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각 기부 평가 항목의 요인 적재량

평가 항목
기부자 A

요인 1 적재량

(χ2(2)=2.43, p=.30)

기부자 B

요인 1 적재량

(χ2(2)=1.39, p=.50)

1. 기부의 가치 .603 .697

2. 기부의 의미 .997 .604

3. 공적 인정을 받을 만한지 .244 .708

4. 기부자의 이타성 .208 .108

고윳값(eigenvalue) 1.462 1.363

공통 변량(%) 36.5% 34.1%

KMO=.50,

Bartlett’s 

χ2=28.43(p<.001)

KMO=.65,

Bartlett’s 

χ2=27.77(p<.001)

기부 금액과 기부 비율이 의미와 가치 평가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 기부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평가 또한 기부 금액이 아닌

비율의 영향을 받았다(<그림 3>). 집단 1과 집단 3의 참여자들을

비교하였을 때 기부 비율 정보에 따라 기부의 의미와 가치 평가가

달랐다(b=-0.40, SE=0.11, t(145)=-3.49, p<.001). 반면 집단

2와 집단 3의 참여자들을 비교하였을 때 기부의 의미와 가치

평가는 다르지 않았다(b=-0.20, SE=0.33, t(145)=-0.61,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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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1

A : $900

B : $15,000

집단 3

A : $900 & 90%

B : $15,000 & 5%

집단 2

A : 90%

B : 5%

집단 3

A : $900 & 90%

B : $15,000 & 5%

<그림 3> 기부의 의미 및 가치 평가에 미치는 기부 금액과 기부 비율의

상대적인 영향력. 오차 막대는 표준 오차를 의미함.

이를 통해 기부의 의미와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기부

금액보다는 기부 비율의 크고 작음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기부자에 대한 이타성 평가가 기부의 의미와 가치

평가를 매개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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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비율과 기부 평가의 관계에 미치는 이타성 평가의 조절된

매개 효과 기부자에 대한 이타성 평가가 기부 비율과 기부 의미

및 가치 평가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절된 매개

효과 분석 모형은 <그림 4>과 같다. 조절된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 분석과 매개 분석을 동시에 시행하였다. 즉, 기부에 대해

어떤 정보(금액 혹은 금액과 비율)가 주어지는지에 따라 각

기부자의 기부를 달리 평가하고(조절 효과), 이를 각 기부자의

이타성 평가가 예측함(매개 효과)을 확인하였다.  조절된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 (2012)의 조건부경로분석

(conditional process analysis)의 모형 중 8을 사용하였다. 

분석에는 R 소프트웨어의 processR 패키지(Moon, 2020)를

사용하였다.

<그림 4> 조절된 매개 효과 분석 모형(Hayes, 2012의 모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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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된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Muller, Judd와 Yzerbyt 

(2005)가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제공된 기부 정보를

기준으로 나눈 집단(Group)에 따라 기부자(Donor)가 한 기부의

의미 및 가치 평가(Value)를 이타성 평가(Altruism)가 조절

매개하는 모형식은 다음과 같다. 이 모형식에서 독립 변수는

집단(G), 종속 변수는 의미 및 가치 평가(V), 매개 변수는

기부자의 이타성 평가(A), 조절 변수는 기부자(D)이다. 

××××× ⋯ 

모형식 (1)에서, β14이 0과 유의미하게 다르면 기부의 의미와

가치 평가(V)를 이타성 평가(A)가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 ⋯ 

한편 모형식 (2)에서 매개 변인인 이타성 평가(A)가 집단과

기부자(G×D)에 따라 달라지면 즉, β23이 0과 유의미하게 다르면

이타성 평가의 매개 효과가 조절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수식

(1)에서 기부의 의미와 가치 평가(V)가 집단과 기부자(G×D)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면(β13=0), 조절된 매개 효과가 완전하다고

해석 가능하며, 집단과 기부자에 따라 달라지면(β13≠0) 조절된

매개 효과가 부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앞선

분석에서 집단별 기부자에 따라 기부자의 이타성(β23≠0)과 의미

및 가치(β13≠0)에 대한 평가가 달랐음을 밝혀냈기 때문에 조절된

매개 효과가 부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금액 정보만 제공받은 집단 1과 금액과 비율 정보를

제공받은 집단 3의 참여자들을 비교하였다. 즉 기부 비율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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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이타성 평가가 달라지는데, 이러한 이타성 평가가 기부의

의미와 가치 평가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참여자들은 기부에 대해 어떠한 정보가

주어지는지에 따라 각 기부자의 이타성을 다르게

평가하였다(b=-1.98, SE=.43, p<.001). 또, 이타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기부의 의미와 가치를 달리 평가하였다(b=.24, 

SE=.04, p<.001). 이때 각 기부에 대해 제공된 정보는 기부자의

이타성 평가를 매개하지 않고도 기부의 의미와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b=.99, SE=.34, p<.01). 따라서 조절된 매개

효과가 부분적으로 작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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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기부 정보와 기부 평가의 관계에 미치는 이타성 평가의 조절된 매개 효과 분석

매개 변수: 이타성

b SE Z p-value β

집단 1 vs. 집단 3 -.13 .22 -.6 .55 -.03

기부자(A, B) -.79 .18 -4.47 <.001*** -.24

기부자(A, B)*(집단 1 vs. 집단 3) (β23) -1.98 .43 -4.55 <.001*** -.25

종속 변수: 의미와 가치

b SE Z p-value β

이타성(β14) .24 .04 5.53 <.001*** .31

집단 1 vs. 집단 3 -.20 .16 -1.22 .22 -.06

기부자(A, B) -.29 .14 -2.09 <.05* -.11

기부자(A, B)*(집단 1 vs. 집단 3) (β13) -.99 .34 -2.93 <.01** -.16

조절된 부분 매개 효과 b SE Z p-value

β23*β14 -.47 .14 -3.5 <.001***

잔차의 표준 오차=1.16(df=295), R2=.179, 수정된 R2=.168, F(4,295)=16.11, p<.001.



47

논의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결과를 반복 검증하였다. 즉 기부자의

이타성을 평가하는 데에 기부 금액보다는 기부 비율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며, 이 영향력을 순수 이타성 신념이 조절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다. 나아가 연구 2에서는 기부 비율에 따라 사람들이

기부자의 이타성을 달리 평가하는데, 달라진 평가가 기부의 의미와

가치 평가를 매개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즉 사람들은 한

기부자가 다른 기부자에 비해 더 이타적이라고 평가할수록 그의

기부가 가진 의미와 가치도 다른 기부자에 비해 높다고 평가하였다. 

이때 인상적인 것은 기부가 가진 의미와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는

기부자의 이타성 평가 외에도 기부 비율 정보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연구 1과 2에 걸쳐 기부 금액보다는 기부 비율이

기부를 평가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했음을 의미한다. 

누군가는 기부자의 이타성을 평가하는 것과 그 기부의 의미와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 요인들을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하지 않고 구분해서

분석하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상관

분석과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사람들이 기부자의 이타성을

평가하는 일과 기부의 의미 및 가치를 평가하는 일은 서로 다른

것임을 밝혔다. 또한 기부자에 대한 이타성 평가가 기부의 의미 및

가치 평가를 매개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기부 비율이 기부자의

이타성 및 의미와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탐구하였다. 



48

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는 기부 금액과 기부 비율이 기부를 평가하는 데에

미치는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기부 금액보다

기부 비율이 기부 평가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기부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는 기부 비율의 크고

작음에 따라 사람들의 기부에 대한 평가가 변화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시행한 두 실험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기부자들을 평가할 때 사람들은 서론에서 언급한 소설가처럼 기부

금액이 적더라도 자신이 가진 것 중 큰 부분을 기부한 사람이 더

이타적이며, 그의 기부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평가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기부 금액보다 기부 비율의 영향력이 더 큰 이유는

무엇일까? 가능성 있는 설명 중 하나는 금액은 상한이 없는

반면(Buechel와 Morewedge, 2014)에 비율은 100%라는 상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무한히 커질 수 있는 기부 금액과 달리

기부 비율은 최댓값이 정해져있다. 따라서 기부 비율이 커짐에 따라

기부 비율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한편, 기부 비율이 기부자의 이타성을 평가하는 데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크기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이타성에 관해 가지고 있는 신념 중 조절

효과를 검증해 볼만한 것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순수 이타성

신념이 높은 사람들, 즉 겉보기에 이타적인 타인의 행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에 이기적 동기가 있다면 그 행위가 이타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부 비율을 아는 것이 기부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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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평가가 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기부

비율이라는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기부 동기의 이타성 혹은

이기성을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부자의 이타성 평가는 나아가 기부의 의미와 가치 평가를

매개하였다. 즉 사람들은 기부 비율이 클수록 그 기부자가

이타적이라고 평가하고, 기부자가 이타적이라고 평가할수록 그

기부의 의미와 가치 또한 더 높다고 평가하였다.

가진 것이 많으면 큰 금액을 기부해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까?

본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기부 금액이 적더라도 큰 비율로

기부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기부자가 더 이타적이라고 평가한다. 

또, 그 기부가 가진 의미와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다. 그렇다면

아무리 큰 금액을 기부해도 가진 것이 많으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기부자의

이타성, 기부의 의미 및 가치 등의 요인을 1-7점 척도로

평가하였고, 대부분의 평가치가 4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참여자들은 기부에 관해 어떤 정보가 제공되든 대부분의 경우 두

기부자 모두 이타적이며 그 기부가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평가하였다. 단지 두 기부자에 대한 평가를‘비교’했을 때 작은

비율로 기부한 사람에 비해 큰 비율로 기부한 사람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큰 금액을 기부하더라도 기부 비율이 작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리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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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기부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만일 사람들이 어떤 기부자가 큰 금액이면서 그가 집을

수리하는 데 쓸 수 있었던 돈 중 90%를 기부하였다는 정보를 알게

되면 어떨까? 소득에 비하면 작은 비율로 기부했다는 사실을 알

때보다 사람들이 이 기부를 더 좋게 평가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참고하면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던 대부분의 돈을 타인을 위해 썼다는 사실에

주목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 대비 작은 비율로

기부하더라도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비율을 의미하는 맥락을

강조한다면 기부가 더 좋은 평가를 받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부자들에게 자신의 기부가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기부를 새롭게 프레이밍하는 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연구의 시사점

많은 연구들(James III와 Sharpe, 2007; Schervish와

Havens, 1995)이 기부 비율을 ‘소득 대비 기부한 금액’으로

정의해온 바 있다. 하지만 기부 비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기부에

관해 탐구한 연구들은 대개 그 주제가 한정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기부 비율과 소득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계층 하위인 사람들이

상위인 사람들보다 소득 대비 큰 금액을 기부하는 이유에 대해

탐구하거나 소득과 기부 비율 간 특정한 유형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기존 연구의 주 관심사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부 비율이

연구될만한 여지가 있음을 드러내는 가치 있는 연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 현상을 설명하는 것에만 기부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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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고

기부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기부 비율을 탐구하고 그

영향력을 검증한 점에 의의가 있다. 

한편 기부 비율과 기부 평가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은 평가에

미치는 기부 비율의 영향력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식한

기부자의 사회적 지위의 영향을 반복 검증했다는 비판을 자주

받아왔다(Critcher와 Dunning, 2011; Fiske 등, 2002). 사람들은

자산이나 소득 대비 기부한 금액인 비율 정보에 따라 기부자의

사회적 지위를 다르게 유추하고 그로 인해 기부를 달리 평가하기

때문이다(Yuan 등, 2018).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를

조작하고 잉여 소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기부 비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지위 추론에 따른 편견이 기부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성공적으로 차단하였다. 

본 연구는 기부 금액과 비율이라는 객관적인 정보가 기부를

평가하는 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비교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부를 평가하는 사람과 기부를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기부를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본 연구 결과는

그동안 타인의 기부를 어떠한 시각으로 평가해왔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기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기부가 더 좋은 평가를 받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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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본 연구의 두 가지 실험 연구는 온라인 설문 플랫폼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여 수행되었다. 주의 집중을 확인하는 문항을 통해

응답의 질을 통제하였으나 비대면으로 응답을 수집하는 온라인

설문 플랫폼의 특성상 참여자들의 주의 집중 정도를 엄밀히

확인하고 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는 대부분

영어권 국가의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이로 인해 문화적 차이가 미칠

수 있는 효과를 검증하지 못하는 등 연구 결과를 보다 엄밀히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율 정보에 관해 한 가지 조합(5% vs. 

90%)만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기부 비율이 어느 수준

이상이어야만 사람들이 기부를 높게 평가하는 것인지, 단지 여러

기부들 중 비율이 더 큰 기부를 높게 평가하는 것인지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비율 조건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기부 비율이 기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두 사람의 기부 금액이

매우 큰 폭으로 차이가 날 때 기부 비율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한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한편 기부를 받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기부를 평가할 때 기부

금액과 기부 비율의 영향력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제

3자의 입장에서 기부를 평가했던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금전 기부의 수혜자로서 기부를

평가한다면 타인의 기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용에 더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 즉 비율의 중요성이 감소하거나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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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이 증가할 수 있다. 또 돈을 기부한 사람뿐 아니라 시간을

기부한 사람에 대해 평가할 때 절대적 정보와 상대적 정보가

미치는 영향을 비교할 수도 있다. 선행 연구에서 사람들이 돈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절대적 정보에 둔감한 이유 중 하나는 돈의

절대적 크기가 무한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시간은 돈과 달리 모두에게 한정적으로 주어진다. 즉 시간은

무한히 많아질 수 없다. 이처럼 돈과 대조되는 성격을 가진 시간을

기부한 사람을 평가할 때 절대적 정보와 상대적 정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절대적인 시간은

적지만 자유 시간 중 대부분을 봉사한 사람과 절대적인 시간은

많지만 자유 시간에 비해 작은 비율로 봉사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지 확인한다면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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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집단별 기부자 프로필 및 시나리오

  1) 집단 1

Below is the amount of money of A and B, given to charity 

out of their surplus income* this month. Their current job, 

grown-up environment, parents’ job and household assets 

are nearly the same.

*surplus income: disposable income that one has left after 

taxes, other government obligations and necessary living 

expenses 

A B

Money given to charity($) 900 15,000

  2) 집단 2

Below is the proportion of A and B, given to charity this 

month out of their surplus income*. Their current job, 

grown-up environment, parents’ job and household assets 

are nearly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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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plus income: disposable income that one has left after 

taxes, other government obligations and necessary living 

expenses 

A B

% of money given to charity 90% 5%

  3) 집단 3

Below is A and B’s surplus income* for this month, money 

given to charity and proportion of money given to charity 

this month out of their surplus income. Their current job, 

grown-up environment, parents’ job and household assets 

are nearly the same.

*surplus income: disposable income that one has left after 

taxes, other government obligations and necessary living 

expenses 

A B

Surplus income($) 1,000 300,000

Money given to charity($) 900 15,000

% of money given to charity 9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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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ve influence of donation 

amount and percentage 

on donation evaluation

Soolim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magine there are two donors: one donating a small 

amount but a large portion of his or her own, and the other 

donating a large amount but only a small portion of what he 

or she has. Which of the two donors would people evaluate 

as more altruistic? Which of the two donations do people 

think is more meaningful and valuable? What makes the 

evaluation of the two donations different? There has been no 

consistent answers to the above questions. One possible 

reason for explaining the inconsistent results is that in the 

previous studies on donation evaluation, the donation amount 

and the donation percentage were not clearly distinguished. 

The present study patently defined the donation amount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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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bsolute value of money and the donation percentage as 

the ratio of the donated amount to surplus income. Two 

studies examined the relative influence the donation amount 

and percentage have on evaluating donors’altruism. In 

addition, the moderating factor controlling the influence of 

the donation amount and percentage was explored. Finally, if 

the donor's altruism evaluation varies according to the 

donation information, it was checked whether this evaluation 

can predict the meaning and value of donation. The donation 

percentage had a greater influence on the donors’altruism 

than the donation amount. The influence of the donation 

percentage was moderated by the pure altruism beliefs. In 

addition, altruism evaluation on donors mediated changes in 

the meaning and value of donation. In the general discussio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addressed, and 

limitations and ideas for future research were proposed. 

keywords : donation, altruism evaluation, pure altruism 
belief, moderation effect, mediation effect
Student Number : 2019-20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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