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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인간 사회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유전적으로 관련이 없는 개체들 

간의 대규모 협력이다. 이와 같은 집단 협력은 자연계에서 예외적인 

현상이다. 규모가 제한적인 집단에서는 이타적 호혜주의나 평판에 

기반한 간접 호혜성이 비친족 간의 협력과 이타적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익명성이 강화되어 평판의 효과가 

작용하기 어려워진다. 대규모 집단에서는 협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 

혜택은 누리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불거지는데, 이러한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협력은 쉽게 붕괴된다. 처벌은 무임승차를 

저지해 대규모 협력을 가능케하는 기제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처벌은 

처벌자에게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2차 무임승차의 문제를 낳고 

누가 처벌을 맡을지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처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간의 이기심을 억제해 협력에 기여했을 한가지 기제로 종교가 

제시된다. 

샤리프와 노렌자얀(Shariff & Norenzayan, 2007)의 실험연구에서는 

종교를 점화하면 사람들이 행동경제게임에서 더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종교는 다른 사람이 주변에 없을 때도 나의 행동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초자연적 존재나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사람들을 

보다 이타적이고 협력 규범을 준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신과 

같은 초자연적 존재의 처벌은 다른 인간이나 기관에 의한 처벌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종교가 친사회성을 증진시킨다는 샤리프와 노렌자얀의 

연구결과와 이에 기반한 후속연구들은 초자연적인 감시와 처벌을 

시사하는 종교적 믿음이 적응적 이득을 제공해 인류사에서 개체 또는 

집단 수준에서 선택되었다는 가설들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종교와 

친사회성 간의 관계가 인간 사회의 협력 양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소수의 서구 

국가들에서 수행되었다. 따라서 종교 점화의 효과를 보다 다양한 



 

문화권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샤리프와 노렌자얀의 연구에서 관찰된 종교 점화와 친사회성 증진 간의 

인과적 관계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인지 

확인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참여자들로 하여금 문장구성과제를 수행하게 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종교적 개념이나 도덕적 판단과 관련된 세속적 

제도, 또는 한국인에게서 초자연적 감시와 처벌의 느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예상되는 종교적 개념을 점화했다. 이어서 참여자들은 낯선 

익명의 상대방과 돈을 나눠 가지는 독재자 게임에서 분배자 역할을 

맡았다. 이를 통해 종교나 세속적 제도와 관련된 단어를 점화한 

참여자들이 독재자 게임에서 더 관대하게 돈을 분배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실험 결과, 선행연구 종교 조건, 세속적 제도 조건, 한국 종교 

조건에 배정된 참여자들은 통제조건의 참여자들보다 더 관대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참여자의 종교나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도 분배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최근 동아시아 문화에서 종교적 친사회성 

가설을 검증하였으나 유의미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한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하며, 해당 가설의 일반화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동아시아 

문화에서도 초자연적 감시와 처벌에 대한 믿음이 협력을 증진시켜 

대규모 사회 형성 및 유지에 기여했는지, 만일 아니라면 동아시아나 

한국에서 친사회성을 촉진시키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주요어 : 협력, 종교, 초자연적 감시, 초자연적 처벌, 친사회성, 독재자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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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소개 

 

인간 사회는 유전적으로 관련이 없는 개체들 간의 대규모 협력이 

일어나는데, 이는 다른 종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독특한 현상이다. 인간 

사회의 대규모 협력을 이해하는데 있어 많은 연구들이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Boyd & Richerson, 1992; Fehr & Gächter, 2002; Henrich & 

Boyd, 2001). 사회의 규모가 커지면 개개인의 익명성도 커지게 된다. 

한번 상호작용을 한 사람을 다시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다른 

사람들의 이전 행동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력을 유인하는데 있어 

호혜성이 작동하기 어렵고 사회적 평판의 효과가 약화된다. 이러한 

익명성은 협력의 적(Norenzayan, 2016)인데, 사회적 협동의 혜택은 

누리면서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불거진다. 

무임승차나 배신(defection)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협력적 

연대(cooperative coalition)는 쉽게 붕괴된다(Buss, 2014). 처벌은 

무임승차나 배신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인데, 공공재 게임을 

활용한 연구들은 비협력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경우 협력이 증진됨을 

보여주었다(Fehr & Gächter 2000, 2002; Gürek et al., 2006). 처벌은 

협력 유지에 효과적이지만, 처벌자에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누가 

처벌을 맡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처벌자는 보복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Balafoutas et al., 2014; Nikiforakis, 2008), 처벌 자체가 

공공재가 되는데 이러한 처벌에는 참여하지 않고 그 혜택만 누리는 2차 

무임승차의 문제도 발생한다. 이러한 처벌의 문제에 대한 한가지 

해결책으로 초자연적인 감시와 처벌을 시사하는 종교 1 가 

 

1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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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었다(Johnson & Krüger, 2004; Norenzayan & Shariff, 2008). 

여러 연구가 종교나 신에 대해 상기하거나 점화하면 평판의 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더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입증하였다(Ahmed & Hammarstedt, 2011; Ahmed & Salas, 2011; 

Randolph-Seng & Nielsen, 2007; Shariff & Norenzayan, 2007; White 

et al., 2019; Zhang et al., 2020). 이 가운데 샤리프와 노렌자얀(Shariff 

& Norenzayan, 2007)의 논문은 종교 점화와 친사회성 간의 관계를 

실험적으로 탐구한 초기 연구 중 하나로 많은 후속연구에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캐나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문장구성과제(scrambled 

sentence task)를 통해 신 관련 단어들을 암묵적으로 점화한 뒤 독재자 

게임2에서 상대방에게 나눠준 금액을 비교했는데, 종교를 점화한 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더 관대하게 돈을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종교 점화가 참여자들로 하여금 초자연적 

감시자의 존재를 상정하게 만들어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켰을 것이라는 

설명을 제시했다. 신과 같은 초자연적 존재는 매우 효과적인 처벌자가 

되는데, 모든 행동을 감시할 수 있으며 보복을 당할 염려가 없고 2차 

무임승차의 문제도 해결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Johnson, 2011). 

샤리프와 노렌자얀(Shariff & Norenzayan, 2007)의 결과와 이에 

기반한 후속연구들은 인간 사회가 대규모 집단으로 변화하는데 친사회적 

종교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주장하는 문화적 진화 가설(Norenzayan et 

al., 2016)과 초자연적 감시와 처벌에 대한 종교적 믿음이 개체의 

적합도를 증가시켜 진화적으로 선택되었을 것이라는 가설(Johnson, 

 

초자연적 감시/처벌 가설의 특성과 타일러(Tylor, 2008)의 정의에 기반해 초자

연적인 존재나 힘에 대한 믿음으로서의 종교에 초점을 맞춘다. 
2 독재자 게임: 행동경제게임의 한 종류로 2명의 참여자가 각각 독재자(분배

자)와 수령자의 역할에 배정된다. 독재자는 일정한 양의 자원(주로 돈)을 지급

받으며, 이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령자와 나눠 가질 수 있다. 인간의 친사회

성을 측정하는데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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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을 지지하는 주요 증거로 제시되어왔다(Norenzayan, 2015; 

Schloss & Murray, 2011). 샤리프와 노렌자얀(Shariff & Norenzayan, 

2007)의 연구가 발표된 이후 종교 점화의 효과를 조사한 여러 

연구(Ahmed & Hammarstedt, 2011; Ahmed & Salas, 2011; White et 

al., 2019; Zhang et al., 2020)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지만,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한 연구들도 존재한다(Billingsley et al., 2018; 

Gomes & McCullough, 2015; Miyatake & Higuchi, 2017). 또한 

대부분은 서구 일부 국가들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종교 점화 

연구를 보다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재현해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Aveyard, 2014; Shariff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샤리프와 노렌자얀(Shariff & Norenzayan, 2007)의 연구를 한국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재현하여, 종교 점화와 친사회성 증진 간의 인과적 

관계가 한국에서도 발견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하여 종교적 친사회성 가설의 일반화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고자 했다. 

 

1.2. 이론적 배경 

 

1.2.1. 호혜적 이타주의 및 간접 호혜성 

  

대규모 집단 협력은 인간 사회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일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촘촘한 협력의 망에 기반하고 

있으며, 집단의 일원으로서 이기적으로만 행동하지 않고 협력을 위해 

자신이 손해나 불편을 감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인간 사회는 협력으로 

가득하지만(노왁 & 하이필드, 2012), 인간의 협력 양상은 자연계에서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다. 드물게 개미나 벌 같은 사회적 곤충이 

대규모로 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러한 협력은 높은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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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적 관계에 기반한다(Fehr & Fischbacher, 2003). 전통적 진화 

이론에 따르면 자연선택은 자신의 적합도를 감소시키면서 타인을 돕는 

이타적 개체보다 자신의 적합도만을 극대화하는 이기적 개체를 더 

선호할 것이다. 인간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비친족 간의 협력과 

이타성은 진화적 수수께끼였으며, 이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됐다. 

트리버스(Trivers, 1971)는 친족 선택(kin selection)이 적용될 수 

없는 타인 간에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이타적 행동이 장기적으로 해당 

개체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선택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트리버스의 

호혜적 이타주의 모델에 따르면, 공여자의 비용보다 수혜자의 이득이 

크고, 도움 준 개체를 식별할 수 있으며, 자신이 준 도움을 미래에 

돌려받을 수 있을 경우 이타적 행동은 선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을 

사람이 물에 빠진 것을 목격했을 때, 밧줄을 던져서 그를 구해줄 수도 

있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 상대를 구하려는 시도는 약간의 위험과 

에너지 소모라는 비용을 동반한다. 하지만 향후에 자신이 물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웃을 구하려고 했던 사람은 그 이웃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무시했던 사람은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즉 서로 간의 상호의존성이 높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돕고 후에 그 도움을 돌려받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 관찰되는 협력은 양자간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노왁과 지그문트(Nowak & Sigmund, 1998, 2005)는 이미지 

점수를 이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호혜적 이타주의의 주요 가정 

– 같은 사람과 반복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상황 – 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협력 행동이 선택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협력 행동은 

비용이 들지만, 이를 통해 집단 내에서 가치 있는 구성원이라는 긍정적 

평판을 얻게 된다. 집단 구성원들은 상대방이 과거에 자신을 직접 

도와준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그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경향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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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면 그에게 이타적으로 행동한다. 이러한 간접 호혜성은 “내가 

너의 등을 긁어주면 다른 누군가가 내 등을 긁어줄 것이다”(Nowak & 

Sigmund, 2005, p. 1291)라는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다. 

간접 호혜성 전략에서는 상대방의 평판에 따라 협력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집단 내에서 협력적 개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좋은 

평판을 유지해야 하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평판을 높이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무임승차나 이기적 행동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알게 되는 사람들로부터 미래에 도움을 기대할 수 없기에 

장기적으로는 해가 되고, 평판은 집단 협동에 참여할 유인으로 작용한다. 

평판이 이처럼 협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예민하며 관찰되고 있다는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실제로 여러 실험 연구가 사람들은 남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더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베이트슨 등(Bateson et al., 2006)은 대학교 휴게실에 있는 커피 무인 

판매대에 사람의 눈(eye) 사진과 꽃 사진을 격주로 붙여 놓았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커피나 차를 타 마시고 옆에 놓인 ‘정직 

상자(honesty box)’에 음료값을 넣을 수 있었다. 실험 결과 사람들은 

눈 사진이 붙여진 주에 평균 2.76배 더 많은 돈을 냈다. 또한 박물관에 

놓아두는 기부 요청 상자에 사람의 눈 사진을 붙여 놓은 경우, 코나 입 

또는 의자 사진을 붙여 둔 경우보다 방문객당 평균 기부액이 더 

높았다(Kelsey et al., 2018). 헤일리와 페슬러(Haley & Fessler, 

2005)의 연구에서는 눈 모양 그림의 존재만으로도 경제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더 관대하게 분배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인간이 자신을 감시하는 타인의 시선에 매우 민감한 경향이 있음을 잘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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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익명성과 처벌 

  

호혜성은 인간의 협력을 이해하는데 중요하지만, 인간 사회에서 

목격되는 협력 양상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는 않다.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다른 사람들의 이전 행동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워지고, 

익명성이 강화된다. 따라서 사회적 평판이 개인들의 행동을 조절하는 

효과가 약화된다. 어느 개인이 집단 구성원들이 함께 협동하는 작업에서 

몰래 빠지는 경우, 그가 빠진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파악하기 어렵거나 

미래에 협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그는 자신의 

비용은 들이지 않고 협동의 혜택은 누리는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무임승차나 배신의 문제는 실로 심각해서, 집단 협력을 쉽게 

붕괴시킨다(Buss, 2014). 이는 현재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비친족 

간의 대규모 협력 현상은 무임승차나 배신이 다른 기제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제 중 하나가 처벌이다. 

페어와 게히터(Fehr & Gächter, 2002)는 스위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재 게임 3에서 처벌(자신의 1단위 비용으로 공공재에 기여하지 

않는 집단 구성원에게 3단위 손해를 초래) 조건과 비처벌 조건으로 

나누어 처벌이 협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실험은 익명으로 

진행되었고, 게임이 반복될 때마다 집단의 구성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평판이 구축될 수 없었다. 처벌이 없는 조건에서는 게임이 

반복될수록 평균 기여액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게임이 

 

3 공공재 게임: 인간의 협력 행동을 관찰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행동경제게임으

로, 2명 이상의 참여자가 한 조를 이루고 각각 기본금(endowment)을 지급받는

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기본금 중 원하는 만큼을 공공재 계정에 기여할 수 있는

데, 공공재 계정에 모인 금액은 일정 가중치가 곱해진 뒤 조원들에게 똑같이 나

뉘어진다. 이러한 게임 구조에서 참여자는 자신이 공공재 계정에 기여했는지 여

부와 상관없이 공공재를 받기에, 개인에게 최적 전략은 공공재 생산에 전혀 기

여하지 않고 남들이 생산한 공공재의 혜택만 받는 것이 된다. 



7 

 

거듭될수록 참여자들이 무임승차의 유혹에 빠진 것이다. 이에 반해 

처벌이 가능한 조건에서는 참여자들은 비협력자를 처벌했으며, 평균 

공공재 기여액이 비처벌 조건보다 높았고 게임이 반복될수록 기여액이 

증가했다. 귀렉 등(Gürek et al., 2006)의 연구는 공공재 게임에서 

무임승차를 막고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처벌이 보상보다 훨씬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처벌은 낯선 타인들 간에 협력을 효과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지만, 처벌자에게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무임승차자에 대한 

처벌은 집단 내에서 협력 수준을 증진시키므로 집단의 모든 구성원에게 

이득이 되는 공공재가 된다. 이는 2차 무임승차의 문제로 이어지는데, 

집단 협력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용을 들여 무임승차자나 

비협력자를 처벌하는 개체보다, 협력에 참여는 하되 처벌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한 처벌의 혜택만 누리는 개체가 더 큰 이득을 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2차 무임승차자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게 되고, 이는 

3차, 4차 무임승차와 처벌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연속적 

고차의 처벌은 현실적이지 않다(Henrich & Boyd, 2001). 

처벌의 비용은 개인과 집단의 실질적 이득의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공공재 게임에서 잦은 처벌은 공공재 계정에 대한 평균 기여액은 

증가시켰지만, 처벌자가 부담한 비용과 처벌로 인한 처벌 대상자의 

손실을 벌충하지는 못해서 구성원들의 평균 수익은 처벌이 없는 

조건보다 더 낮았다(Egas & Riedl, 2008). 반복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활용한 드레버 등(Dreber et al., 2008)의 연구에서도 처벌은 집단의 

평균 수익을 증가시키지 못했으며, 개인의 처벌 사용 빈도와 수익 

간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실에서는 

배신하거나 무임승차하는 구성원에 대한 처벌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처벌자가 보복을 당할 위험성도 있다. 실제로 공공재 게임에서 

자신을 처벌한 사람을 처벌하는(counter-punishment) 보복이 가능한 

경우, 공공재 계정에 집단의 평균보다 적게 기여해 처벌을 받은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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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1%가 자신을 처벌한 사람에게 보복을 가하였다. 보복의 위협이 

있는 조건에서 참여자들은 보복이 불가능한 조건보다 무임승차자를 덜 

처벌했으며, 이에 따라 게임이 반복되며 협력이 무너지는 양상이 

나타났다(Nikiforakis, 2008). 밸라포타스 등(Balafoutas et al., 2014)의 

연구에서는 제3자 처벌에 대한 보복이 관찰되었는데, 상당수의 참여자가 

자신과 직접 상호작용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이기적 행동을 관찰하고 

처벌한 제3자에게 보복을 가했으며, 이러한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해 

제3자의 처벌률은 매우 낮았다. 

한 사회 내에서 협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형태의 직접적, 

간접적 제재가 인류 사회에 있어왔는데, 현대 사회에서 주로 사용되는 

경찰과 사법체계와 같은 제도화된 처벌이 2차 무임승차나 직접처벌자에 

대한 보복의 문제에 대한 한가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적인 세속적 처벌 제도가 등장한 것은 인류사에서 최근의 일이기에, 

과거 오랜 시간동안 인간의 이기적 행동을 억제하고 대규모 협력을 

가능케 한 기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이에 대한 

한가지 해답으로 인간을 보다 친사회적으로 만드는 종교가 

제시된다(Johnson & Bering, 2006; Johnson & Krüger, 2004; 

Norenzayan et al., 2016). 

 

1.3. 선행연구 검토 및 문제 제기 

 

1.3.1. 종교와 친사회성 

 

종교가 인간을 더 도덕적이고 이타적으로 만든다는 인식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 2014)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39개국 중 24개국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신에 대한 믿음이 도덕성(morality)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종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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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이지만, 종교적인 사람들이 과연 더 

친사회적인지에 대해서는 혼재된 결과들이 존재한다(Xygalatas & Lang, 

2016). 종교성이 친사회적 성격이나 관대한 경향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여러 결과들(Brooks, 2003; Furrow et al., 2004; 

McCullough & Worthington, 1999; Myers, 2009)이 있지만, 주로 

방법론적 엄밀성이 결여된 자기보고식 연구방법에 의존한 경우가 많고 

그 결과들도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만을 보여준다는 문제점이 

있다(Norenzayan & Shariff, 2008). 그러므로 종교가 인간을 더 

친사회적으로 만들어 협력을 증진시킨다는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행동실험 연구들이 유용하다. 제3의 변수나 방향성의 문제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관 연구와 다르게 효과적으로 인과관계를 밝혀줄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와 친사회성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여러 

연구에서 종교적 개념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환기시키는 

점화(priming) 기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점화는 피험자들을 특정 

자극에 노출시켜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는 영역에서의 반응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방법으로, 실험조건에 피험자들을 무작위 

배분하여 종속변수인 행동에 차이가 확인되면 이를 점화의 효과로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Willard et al., 2016). 

점화 기법을 사용한 초기 연구들은 종교적 개념을 활성화하는 것이 

피험자들을 보다 친사회적이고 정직하게 행동하게 만든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예컨대 종교적 표상(representation)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연구(Randolph-Seng & Nielsen, 2007)에서는 

참여자들을 세 집단으로 나눈 뒤 종교적인 단어, 스포츠 관련 단어, 

중립적인 단어들을 주고 문장구성과제(뒤섞여 제시된 단어들 중 하나를 

제외하고 재배치하여 문법적인 문장을 만드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다. 

참여자들은 이어서 혼자 있는 방에서 눈을 감고 작은 원(circle)들에 

특정 숫자를 적어 넣는 과제를 수행했는데, 이를 통해 참여자가 얼마나 

정직하게 행동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종교 단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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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화한 집단의 참여자들이 다른 두 집단보다 부정행위를 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단어를 아주 잠깐 화면에 노출해 무의식적으로 

점화한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참여자들의 종교성은 

부정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샤리프와 노렌자얀(Shariff & Norenzayan, 2007)의 연구는 독재자 

게임을 활용한 단순한 실험구조에서 종교 점화가 참여자의 친사회성에 

미치는 강력한 효과를 보여주며 후속 연구와 논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첫번째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캐나다 대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한 집단은 신(God)과 관련된 목표 단어들이 포함된 문장구성과제를 

수행하게 해 종교를 암묵적으로 점화했고 다른 비교집단은 아무 점화도 

하지 않았다. 이어 참여자들은 익명의 독재자 게임을 수행했는데, 

10달러씩을 받은 뒤 이 중 원하는 금액만큼을 상대방 참여자(실제로는 

연구 관계자)에게 줄 수 있었다. 실험 결과 통제집단은 평균 1.84달러를 

나눠준 반면, 신 관련 단어에 노출된 집단은 평균 4.22달러를 나눠주어 

더 관대하게 행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를 다양화한 두번째 

실험에서는 종교 점화 집단, 도덕성과 관련되는 세속적(secular) 제도를 

점화하는 집단, 중립적인 단어들로 구성된 문장구성과제를 수행하는 

통제집단의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독재자 게임의 분배금액을 분석한 

결과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종교 점화 조건 참여자들은 통제조건 

참여자들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이 분배했으며, 세속적 제도 점화는 종교 

점화와 유사한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의 유사한 결과에 대해 랜돌프 셍과 닐슨(Randolph-Seng 

& Nielsen, 2007)은 종교를 점화한 것이 종교성이나 종교인에 대한 

전형적인 표상을 자동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반면 샤리프와 노렌자얀(Shariff & Norenzayan, 

2007)은 이러한 관념운동적(ideomotor-action) 설명보다 신과 관련된 

단어들을 상기시킨 것이 참여자들로 하여금 초자연적 감시자가 지켜보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익명성의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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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되며 참여자들이 이기적 욕구를 억누르고 보다 친사회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종교 점화가 어떠한 기제를 통해 

친사회성을 증진시키는 지에 대해 후속 연구들(Gervais & Norenzayan, 

2012a; Laurin et al., 2012; Shariff & Norenzayan, 2011; Shariff & 

Rhemtulla, 2012; Yilmaz & Bahçekapili, 2016)은 샤리프와 

노렌자얀(Shariff & Norenzayan, 2007)의 해석을 더 지지했다. 

 

1.3.2. 초자연적 감시와 처벌 

  

종교와 협력의 관계에 대해 탐구한 연구들(Johnson & Krüger, 

2004; Norenzayan & Shariff, 2008)에 따르면, 나의 행동이 감시되고 

현생이나 사후세계에서 초자연적인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믿음은 

체계화된 사회적 감시나 처벌이 없던 시기에도 효과적으로 규범 

위반이나 이기적 행동을 억제해 대규모 협력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여러 연구가 종교와 친사회성 간의 관계에서 신과 같은 

초자연적 존재의 감시하고 처벌하는 성격이 중요함을 보였다. 

저베이스와 노렌자얀(Gervais & Norenzayan, 2012a)의 연구에서는 

신앙심이 높은 참여자들의 경우 신을 상기시키면 공적인 

자기인식(public self-awareness)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을 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심리적으로 유사하다는 저자들의 해석을 뒷받침했다. 

존슨(Johnson, 2011)은 신과 같은 초자연적 존재는 규범 위반자나 

무임승차자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에 이기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특히 뛰어나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이 

처벌자라면 2차 무임승차나 보복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한 초자연적 

처벌의 위협은 협력의 기저선을 높여 1차 무임승차자의 숫자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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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샤리프와 노렌자얀(Shariff & Norenzayan, 2011)은 신을 

엄격하고 처벌적인 존재로 인식(신을 관용적이고 인정 많은 존재로 보는 

정도와 반비례 관계가 있다)하는 참여자들은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과제에서 부정행위를 덜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일마즈와 

바체카필리(Yilmaz & Bahçekapili, 2016)의 연구에서는 처벌적인 

성격의 종교 관련 단어를 점화한 집단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을 할 의향이 

높게 나타났지만, 처벌적이지 않은 종교 단어를 점화한 집단에서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로린 등(Laurin et al., 2012)은 신에 

대한 믿음을 상기한 경우, 강력하고 인간사에 개입하는 신을 믿을수록 

제3자 처벌 게임(제3자에게 자신의 비용을 들여 협력 규범을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할 기회를 제공)에서 돈을 이기적으로 분배하는 비협력자를 

덜 처벌하며, 회사의 돈을 훔친 범죄자에 대한 공적 처벌을 덜 지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즉 신이 처벌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면 사적 

처벌이나 세속적 처벌의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이다. 이는 감시와 

처벌을 맡아 이를 수행하는 신이나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은 실제 

처벌과 무관하게 대규모 집단에서 낯선 타인들 간의 협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1.3.3. 집단 선택과 개체 선택 

  

종교와 친사회성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인류 역사와 진화에 

중요한 함의가 있는 가설들로 확장되었다. 거대한 신(big gods)4 가설을 

제시한 학자들(Norenzayan et al., 2016)은 종교가 인간 사회의 변화에 

미친 영향에 있어서 집단 수준의 선택을 강조한다. 문화적 집단 선택은 

문화를 통해 전달되는 특정 믿음이나 가치 등이 이를 가진 집단에게 

 

4 전지적이며 인간의 도덕성에 관심을 갖고 행동을 감시한다고 여겨지는 초자

연적 주체들을 일컫는다(Norenzayan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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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경쟁우위로 인해 확산되는 과정을 일컫는다(Henrich, 2006: 

Buss, 2014, p. 279에서 재인용). 노렌자얀(2016)에 따르면 약 1만 

2천년 전 농업혁명이 일어난 이후 인간 사회가 게마인샤프트(결속력이 

강한 소규모 집단)에서 게젤샤프트(익명의 거대한 사회)로 변화할 수 

있게 한 강력한 힘은 인간을 감시하는 거대한 신을 믿는 친사회적 

종교였다. 초자연적인 감시와 처벌을 시사하는 존재에 대한 믿음은 

그러한 요소가 없는 종교보다 집단 내 협력과 결속을 효과적으로 

증진시켰을 것이다. 따라서 거대한 신에 대한 믿음은 이를 가진 집단을 

인류 역사에서 고조되는 집단간 경쟁과 갈등에서 승리자로 만들었고, 

그러한 믿음은 집단이 성공적으로 확장하면서 더욱 퍼져 나갔을 것이다. 

즉 거대한 신에 대한 믿음과 크고 복잡한 사회는 서로를 추동하며 

공진화했다는 것이다(Norenzayan et al., 2016). 

반면 일부 학자들(Johnson & Bering, 2006; Johnson & Krüger, 

2004)은 종교적 믿음이 개체 수준에서 적합도(fitness)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초자연적 존재나 힘에 의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이기적 행동을 자제하게 만드는데, 이기적 행동은 발각되면 집단 

구성원들에게 처벌이나 보복을 당할 수 있다. 인간의 의도 추론 

능력(intentionality system)과 언어 능력의 발전은 이기적 행동이 

드러날 가능성을 높였는데, 행동에 대한 초자연적 결과를 믿는 개체는 

보다 협력적으로 행동하고 규범 위반에 따르는 비용을 피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믿음이 없어서 이기적 욕구대로 행동하는 개체보다 유리했을 

것이다. 즉 초자연적 처벌 등의 종교적 믿음을 가지는 성향은 개체의 

적합도를 증가시켰고, 따라서 개체 선택을 통해 진화된 

적응(adaptation)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존슨(Johnson, 

2016)은 종교의 협력 증진 효과가 인격화된 신을 믿는 서구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현생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카르마(karma)가 쌓이고 이는 그 사람의 

윤회를 결정하므로, 개인들에게 이기심을 누르고 관대하고 이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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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할 유인이 된다. 초자연적 보상과 처벌은 문화에 따라 신뿐만 

아니라 천사, 마녀, 조상, 귀신, 영혼 등의 다양한 존재와 카르마와 같은 

비인격적인 힘의 결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1.3.4.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위의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종교가 인간 사회의 대규모 협력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며, 초자연적 감시와 처벌에 대한 종교적 믿음은 

인간에게 뿌리가 깊은 특성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종교가 인간을 

보다 친사회적으로 만든다는 주장은 종교의 진화와 적응적 가치에 대한 

거시적인 가설들의 기반이 되었는데, 이러한 가설들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종교 점화의 인과적 효과를 보다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샤리프 등(Shariff et al., 2016)은 종교 점화 효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고자 메타분석을 활용하였다. 종교 점화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25개 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 종교 점화는 

통제조건과 비교 시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는 효과(trim and fill 

방법을 적용해 보정한 효과크기 g=0.18, 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 엘크 등(van Elk et al., 2015)은 위의 메타분석이 

출판 편향(publication bias) 5의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방법론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반 엘크 등은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샤리프 등의 자료를 두가지 다른 메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재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PET-PEESE(Precision-Effect 

Testing and Precision-Effect-Estimate with Standard Error) 방법을 

사용한 메타분석에서는 종교 점화가 친사회성에 미치는 효과가 없는 

 

5 연구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거나 기존 이론과 반대되는 연구들은 

학술저널 등에 게재되기 어려운 경향을 일컫는다. 메타분석에서 실제 효과를 과

대 추정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Carter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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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으나, 베이지안(Bayesian bias correction) 기법을 활용한 

메타분석에서는 종교 점화가 친사회성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순되는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메타분석만으로는 

특정 효과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출판 편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사전등록된(pre-registered) 재현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교가 친사회성을 증진시킨다는 주장이 진화적 관점에서 

인간의 협력과 종교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점화의 효과를 탐구한 연구의 대부분은 소수의 서구 

국가들에서 수행되었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해당 주장의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낳는데, 헨릭 등(Henrich et al., 2010)은 

WEIRD 6 (교육수준이 높고 산업화되었으며 부유하고 민주적인 서구 

사회들) 사회의 참여자들은 인류 전체에 대한 대표적인 표본이 아닐 

뿐더러 각종 행동실험 결과들을 비교 시 인구집단에 따른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인간의 심리나 행동에 대한 보편성을 

시사하는 주장을 제기하려면 보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해당 주장이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종교 점화 

연구를 다양한 문화권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재현해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Aveyard, 2014; Shariff et al., 2016). 특히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종교 점화와 협력 및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예외로 Berniūnas et al., 2020, 

Miyatake & Higuchi, 2017 등이 있다), 연구자가 아는 한 한국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의 문제 제기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샤리프와 노렌자얀(Shariff 

 

6 Western, Educated, Industrialized, Rich and Democratic의 약자로, 학술 저

널에 출판되는 심리학 연구들의 대부분이 수행되는 일부 서구 국가들을 일컫는

다(Henrich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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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enzayan, 2007)의 연구를 한국적 문화 배경에서 재현하여, 종교 

점화와 친사회성 증진 간의 인과적 관계가 관찰되는지를 검증하고자 

했다. 종교 점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서구 국가들과 문화적 배경이 

매우 다른 한국 사회에서 행동실험을 실시하여 종교적 친사회성이 여러 

문화적 맥락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그 일반화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종교 점화 시 한국 

사회의 종교 문화에 맞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북미와 

비교 시 종교가 없는 인구의 비율이 높으며, 지배적인 종교가 없고 

종교들의 상호 공존 정도가 높다는 특성이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은기수 & 한내창, 2002; Pew Research Center, 2012). 하지만 이것이 

세속화된 무신론자가 많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강정원, 2020; 

임영빈 & 정재영, 2017). 한국갤럽조사연구소(2015)의 2014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비종교인 중 22%는 귀신/악마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으며, 죽음 이후 영혼의 존재를 믿는 비율은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규(2007)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외부의 종교 사상들을 

수용하고 기존의 종교 이념들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성격의 종교 

관념들을 혼합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인은 동시에 유교적이며, 

불교적이고, 무교(巫敎)적이며 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 

주도적 종교가 없고 여러 종교들이 공존하는 경향을 고려하여, 특정 

종교에 국한되지 않으면서 한국인들에게서 초자연적 감시나 처벌의 

느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되는 단어들을 점화 자극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샤리프와 노렌자얀(Shariff & Norenzayan, 2007)의 

실험 2를 기반으로 하되, 한국 종교 단어 조건을 추가하였다. 

참여자들은 먼저 종교 또는 세속에서 도덕적 판단과 관련된 단어들을 

포함하는 문장구성과제를 수행해 종교나 세속적 권위를 상기한 뒤, 

익명으로 이뤄지는 독재자 게임에서 분배자의 역할을 맡았다. 이를 통해 

종교적 개념이나 세속적 제도를 점화하는 것이 한국인 참여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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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독재자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보다 관대하게 행동하도록 

만드는지를 검증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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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실험 참여자 

 

본 연구는 20세 이상의 한국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온라인 리서치 전문 업체인 마크로밀 엠브레인(www.embrain.com)에 

의뢰하여 참여자를 모집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샤리프와 

노렌자얀(Shariff & Norenzayan, 2007)의 연구는 대면으로 

진행되었지만,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유행 

상황으로 대규모 대면조사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아미르 등(Amir et al., 2012)은 온라인 조사 

플랫폼인 Amazon Mechanical Turk(MTurk)에서 1달러가 걸린 독재자 

게임과 금전적 보상이 걸리지 않은 독재자 게임의 결과를 비교 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1달러라는 적은 금액도 효과가 있으며, 1달러가 

걸린 독재자 게임에서 참여자들의 평균적인 행동이 실제 연구실에서 더 

큰 금액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독재자 게임에서의 행동과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종교 점화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샤리프 등(Shariff et al., 

2016)은 실험 장소(실험실, 온라인, 현장)에 따른 효과 차이는 없으며, 

온라인으로 진행된 연구들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온라인이라는 실험 환경은 독재자 게임에서 참여자들의 익명성이 사실상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Billingsley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특정 연령대의 참여자가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령대(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를 동일 비중으로 할당표집하였다. 참여자들은 PC 접속을 

통해 본 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모바일 접속을 통한 참여는 

배제되었다. 참여자들은 연구 참여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참가비를 

엠브레인 적립금으로 지급받았으며, 독재자 게임 결과에 따른 

http://www.embr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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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0원~1,000원)를 추가적립금으로 받았다. 본 연구는 2020년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449명의 유효한 결과지를 

회수하였다. 

 

2.2. 실험 절차 

 

참여자들은 먼저 연구에 대한 설명문을 읽고 참여에 동의하였다. 본 

연구는 ‘단어 유창성과 경제적 의사결정’이라고 소개되었으며, 비대면 

상황에서 언어 처리 과정과 경제적 의사결정에서의 선택 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라고 안내되었다. 문장구성과제와 독재자 게임 

지시문 등의 실험자료는 샤리프와 노렌자얀(Shariff & Norenzayan, 

2007)이 사용한 자료 및 해당 연구를 온라인에서 재현한 빌링슬리 

등(Billingsley et al., 2018)이 사용한 자료를 번역하여 작성하였으며,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 적합하도록 일부 표현과 설문 문항을 수정하였다. 

번역된 자료는 종교학 박사 1인과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영어 통번역사 

1인의 검토를 받아 사용되었다. 또한, 한국 종교 조건을 추가하여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은 통제조건, 선행연구 종교 조건, 세속적 제도 조건, 한국 

종교 조건이라는 4가지 조건 중 하나에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네 조건은 

문장구성과제에서 사용되는 단어 외에는 모든 것이 동일하였다. 

참여자들은 먼저 ‘단어 유창성 과제’로 소개되는 문장구성과제(Srull 

& Wyer, 1979) 10개를 수행하였다. 각 문장구성과제에서는 5개 단어가 

뒤섞여 제시되는데, 참여자들은 이 중 관련이 없는 한 개를 제외하고 

올바른 순서로 재배치해 문장을 완성하였다. 예를 들어 ‘자료를, 나는, 

우편으로, 파견, 보냈다’는 파견을 제외하고 ‘나는 자료를 우편으로 

보냈다’가 된다. 

암묵적(implicit) 점화 기법 중 하나인 문장구성과제는 참여자들이 



20 

 

점화 자극(단어)을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최소화하며 연구자가 

원하는 개념을 활성화한다. 참여자들은 단어를 

식역상(supraliminal)으로 지각은 하지만, 자신이 종교에 대해 

생각하게끔 유도되었다는 사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이러한 암묵적 

점화는 참여자의 종교적 믿음에 대한 질문이나 종교 경전 구절 읽기 

등의 방식으로 종교 개념을 활성화하는 외현적(explicit) 점화보다 

요구특성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Shariff et al., 2016; 

Billingsley et al., 2018). 

 

 

그림 1. 참여자들에게 제시된 문장구성과제 화면 예시 (네 조건 공통 

문항) 

 

통제조건의 참여자들은 특정한 개념을 환기시키려는 목표 단어들이 

포함되지 않은 중립적인 문장구성과제 10개를 수행했다. 선행연구 종교 

조건에서는 10개의 과제 중 5개에 샤리프와 노렌자얀(Shariff & 

Norenzayan, 2007)이 종교 점화를 위해 사용한 ‘spirit, divine, God, 

prophet, sacred’을 번역한 ‘영혼, 천상의, 신, 예언자, 신성한’이 

각각 포함되었다. 세속적 제도 조건에서는 샤리프와 노렌자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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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과 관련된 세속적 제도를 점화하기 위해 사용한 ‘civic, jury, 

court, police, contract’을 번역한 ‘시민(의), 배심원, 법정, 경찰, 

계약’이 각각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추가된 한국 종교 

조건의 경우, 연구자가 먼저 문헌 검토(금장태, 2009; 김덕묵, 2015; 

김성례, 2002; 김승혜, 2003; 김정숙, 2015; 박경준, 2011; 안병국, 

1995; 양종승, 1999; 오강남, 2016; 임순록, 2009; 자넬리 & 임돈희, 

2000; Lovins, 2015)를 통해 (1) 한국인 일반 대중에게 익숙한 

단어로서 (2) 특정 종교에 배타적으로 속하는 개념이라 여겨지지 않고 

(3) 초자연적 존재나 힘, 원리와 관련되는 성격을 띠고 초자연적 

감시/처벌의 느낌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라는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후보단어 11개(조상, 귀신, 하늘, 지옥, 인과응보, 업보, 저승, 

천벌, 무당, 제사, 신령)를 1차적으로 선정한 뒤, 종교학 박사 6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의 자문을 얻어 5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한국 

종교 조건 참여자들이 수행한 문장구성과제에서는 10개 문제 중 5개에 

하늘, 인과응보, 조상, 지옥, 귀신이 각각 포함되었으며, 나머지 5개는 

통제조건과 동일하였다. 

문장구성과제를 완료한 참여자들은 ‘경제적 의사결정 과제’로 

제시된 일회성 독재자 게임을 수행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이 

과제에서 ‘분배자’ 역할에 배정되었으며 다른 참여자가 ‘수령자’가 

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지만 실제로는 모든 참여자가 분배자 역할에 

배정되었다.7  분배자가 된 참여자에게는 1,000원이 지급되었으며, 이중 

원하는 만큼을 본인이 가질 수 있고 남는 금액은 수령자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안내되었다. 샤리프와 노렌자얀(Shariff & Norenzayan, 

2007)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평판에 대한 우려를 제거하기 위해 

 

7 독재자 게임에서는 분배자만 의사결정을 하고 수령자는 분배자의 결정을 수

용할 수밖에 없기에, 참여자를 수령자 역할에 배정하는 것은 참여자의 행동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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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자와 연구자는 분배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안내되었다. 또한 

참여자가 가지기로 선택하는 금액은 조사가 종료된 후 추가적립금으로 

지급된다고 안내하여, 참여자들이 내리는 결정이 현실에서의 의사결정을 

반영하도록 유도했다. 참여자들은 1,000원 중 얼마를 자신이 가질 

것인지를 0원부터 1,000원까지 100원 단위로 제시되는 11개의 금액 

중에 선택했다. 본 연구의 실제 목적과 독재자 게임에서 모든 참여자가 

분배자에 배정되어 수령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실험이 종료된 즉시 

제시된 사후설명문을 통해 디브리핑되었다. 

 

 

그림 2. 독재자 게임 선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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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 게임을 완료한 뒤 참여자들은 간단한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본 연구의 실제 목적을 정확하게 추측하거나 의심하는 참여자를 

제외하기 위해 연구의 내용에 대한 참여자의 생각 및 연구에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상하다고 느낀 점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들과 독재자 게임 

참여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이어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종교 및 월 평균 

가구 소득을 묻는 문항들에 답하였으며, 신의 존재를 믿는 정도에 대해 

7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정당한 곳이라는 

믿음(Belief in Just World; Lerner, 1977)이 독재자 게임에서의 분배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김은하와 동료들(2017)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어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The 

Korean version of the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K-BJWS)를 

활용했다. 해당 척도 중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에 해당하는 

4문항(“나는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과 처벌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물을 

받는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질 자격이 있는 만큼 가진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공정한 대가를 받는다”)을 7점 척도로 

설문하였다. 

 

2.3. 연구 가설 및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한국 참여자들에게 종교적 개념을 점화하면 독재자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더 관대하게 분배하는 경향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여, 종교가 사람들을 더 친사회적으로 만든다는 주장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했다. 종교가 인류 역사에서 초자연적 감시와 

처벌을 시사해 사람들로 하여금 규범을 준수하고 친사회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어 대규모 협력을 가능하게 한 보편적 기제라면, 종교의 친사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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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 효과가 한국인들에게도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선행연구 종교 조건의 참여자들은 통제조건의 참여자들에 비해 

독재자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더 많은 금액을 나눠줄 것이다. 

H2: 한국 종교 조건의 참여자들은 통제조건의 참여자들에 비해 

독재자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더 많은 금액을 나눠줄 것이다. 

볼테르나 루소와 같은 철학자들은 종교를 통해 얻어지는 도덕적 

이득이 비종교적인 원천(source)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얻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사법 체계와 사회적 계약은 현대 사회에서 그런 

도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세속적 원천이다(Shariff & Norenzayan, 

2007). 이에 따라 샤리프와 노렌자얀은 실험 2에서 경찰, 법정, 계약 등 

도덕성과 관련된 세속적 제도를 점화하는 조건을 추가하여 그 효과를 

종교 점화 조건과 비교하였다. 세속적 제도 점화는 종교 점화와 비슷한 

정도로 독재자 게임에서 분배금액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과 정부는 심리적으로 서로 대체 가능하며, 종교뿐 아니라 

세속적 기제도 친사회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Norenzayan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산업화되었고 민주주의 국가이며 사법 체계가 존재하는 

한국에서도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H3: 세속적 제도 조건의 참여자들은 통제조건의 참여자들에 비해 

독재자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더 많은 금액을 나눠줄 것이다. 

위의 세가지 가설을 검증하는데 있어서 종속변수는 각 조건에서 

참여자들이 독재자 게임 상대방에게 나눠준 평균 금액이다. 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샤리프와 노렌자얀(Shariff & Norenzayan, 2007)의 실험 

2에서는 t-검정을 사용하여 통제조건과 종교 점화조건, 통제조건과 

세속적 제도 점화조건을 각각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제조건과 선행연구 종교 조건, 통제조건과 세속적 제도 조건, 

통제조건과 한국 종교 조건 간 각각 t-검정을 실시하여 종교나 세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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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점화하면 독재자 게임에서 더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또한 ANOVA 분석을 실시하여 유의수준 

0.05에서 네 조건간 분배금액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여기에 t-검정은 일반적으로 정규분포를 띠지 않는 독재자 게임 

분배금액의 분포 경향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점(Gomes & 

McCullough, 2015)을 고려하여 비모수적 통계방법인 Kruskal-Wallis 

검증을 추가로 실시하여 네 조건간 분배금액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독재자 게임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성별, 연령, 종교, 월평균 가구 소득의 

인구통계학적 요소와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 및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독립변수로 하는 탐색적 분석들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 분석을 위해 STATA v.16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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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3.1. 분석 대상 

 

참여자 449명의 평균 연령은 44.62세(표준편차 13.75, 범위 

21~69)였으며, 남녀 비율은 남성 222명(49.44%), 여성 

227명(50.56%)이었다. 본 연구는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령대별 할당표집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20대(85명, 18.93%), 

30대(85명, 18.93%), 40대(95명, 21.16%), 50대(93명, 20.71%), 

60대(91명, 20.27%)가 고르게 실험에 참여하였다.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하기 위해 연구자는 먼저 참여자들의 

문장구성과제 답안을 모두 검토하였다. 제시된 단어 5개 중 4개를 

사용하여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을 만든 경우 정답으로 처리하였으며, 

3개 이하 또는 5개의 단어로 문장을 만들거나, 보기에 없는 단어를 

추가하거나 제시된 단어를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단순 오타나 조사 

누락/추가는 제외)는 오답으로 처리하였다. 참여자 중 오답이 5개 

이상인 3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독재자 게임에서 수령자의 

존재에 의심을 나타낸 참여자 2명도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444명(통제조건 112명, 선행연구 종교 조건 112명, 세속적 제도 조건 

110명, 한국 종교 조건 110명)을 분석에 사용했다. 

 

3.2. 실험조건에 따른 독재자 게임 결과 차이 

 

참여자들(n=444)은 독재자 게임에서 자신에게 지급된 기본금 

1,000원 중 평균 259.23원(표준편차 250.74)을 수령자에게 나누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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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조건 N 평균 분배금액(원) 표준편차 

통제조건 112 288.39 256.71 

선행연구 종교 조건 112 254.46 248.20 

세속적 제도 조건 110 241.82 244.34 

한국 종교 조건 110 251.82 254.40 

표 1. 실험조건별 독재자 게임 평균 분배금액 및 표준편차 

 

독재자 게임 분배금액에 대한 ANOVA 분석 결과 네 실험조건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F(3, 440)=0.73, 

p=0.537). 

3개 실험조건(선행연구 종교 조건, 한국 종교 조건, 세속적 제도 

조건)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각 조건을 통제조건과 t-검정(two-

tailed)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선행연구 종교 조건 참여자들이 독재자 

게임에서 나눠준 평균 금액(254.46원)을 통제조건 참여자들의 평균 

금액(288.39원)과 비교한 결과, 두 조건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df=222, t=1.01, p=0.316). 따라서 가설 H1(선행연구 

종교 조건의 참여자들은 통제조건의 참여자들에 비해 독재자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더 많은 금액을 나눠줄 것이다)은 지지되지 않았다. 

한국 종교 조건 참여자들의 경우 독재자게임에서 평균 251.82원을 

나눠준 반면 통제조건의 참여자들은 평균 288.39원을 나눠주었는데, 두 

조건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df=220, t=1.07, 

p=0.288). 따라서 가설 H2(한국 종교 조건의 참여자들은 통제조건의 

참여자들에 비해 독재자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더 많은 금액을 나눠줄 

것이다)는 지지되지 않았다. 

세속적 제도 조건 참여자들은 네 조건 중 가장 적은 

금액(241.82원)을 나눠주었는데, 통제조건 참여자들이 나눠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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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288.39원)과 비교 시 둘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df=220, t=1.38, p=0.168). 이러한 결과는 가설 H3(세속적 

제도 조건의 참여자들은 통제조건의 참여자들에 비해 독재자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더 많은 금액을 나눠줄 것이다)와 부합하지 않았다. 

 

 

* 오차막대: ±1 표준오차 

그림 3. 실험조건별 독재자 게임 평균 분배금액 (단위: 원) 

 

독재자 게임 분배 금액의 분포를 살펴보면, 상대방에게 돈을 전혀 

주지 않고 자신이 모두 갖는 사람의 비율(36.5%)이 가장 높고, 

공정하게 절반(500원)을 나눠주는 사람이 그 다음으로 많아서(28.4%) 

분배금액 분포는 왼쪽으로 치우친 형태를 띠었다(그림 4). 이러한 분포 

특성을 고려하여, 네 조건의 분배금액에 대해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는 

Kruskal-Wallis 검정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네 조건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²=2.44, p=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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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실험조건별 독재자 게임 분배금액 분포 (단위: 명) 

 

ANOVA, t-검정, Kruskal-Wallis 검정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네 

실험조건 간에는 독재자 게임의 분배금액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종교 단어, 세속적 

제도와 관련된 단어, 그리고 한국인에게 초자연적 감시 및 처벌의 

느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한 단어를 점화한 참여자들은 중립적인 

단어를 점화한 참여자들보다 독재자 게임에서 더 친사회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3.3. 참여자 특성에 따른 독재자 게임 결과 차이 

 

3.3.1. 종교와 신에 대한 믿음 

 

본 연구에서 분석한 참여자 444명의 종교를 살펴보면, 개신교라고 

답한 참여자가 81명(18.24%), 불교라고 답한 참여자가 48명(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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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라고 답한 참여자가 53명(11.94%)이었으며 종교가 없다고 답한 

참여자는 257명(57.88%)이었고 기타 8 를 선택한 참여자가 

5명(1.13%)이었다. 종교별 참여자 비율은 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개신교 19.7%, 불교 15.5%, 천주교 7.9%, 종교없음 56.1%)와 

비교 시 불교의 비율이 다소 낮고 천주교의 비율이 다소 높았지만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참여자의 종교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 경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5개 종교집단 간 독재자 게임 평균 분배금액 

차이를 ANOVA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5개 종교집단 

간에는 평균 분배금액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F(4, 439)=0.36, 

p=0.835). 

 

종교 N 평균 분배금액(원) 표준편차 

개신교 81 232.10 234.43 

천주교 53 279.25 238.07 

불교 48 252.08 266.57 

종교없음 257 264.98 255.14 

기타 5 260.0 320.94 

표 2. 종교집단별 독재자 게임 평균 분배금액 및 표준편차 

 

참여자들을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친 기독교, 불교, 종교없음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독재자 게임 분배금액을 비교한 결과, 세 집단 역시 

독재자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나눠준 금액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ANOVA, F(2, 440)=0.23, p=0.797) (그림 5). 

 

8 기독교라고 답한 2명과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답한 2명을 포함하며, 이 4명은 

아래의 분석들에서는 기독교 분류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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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을 종교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으로 나누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종교가 있는 참여자들(n=187)은 독재자 게임에서 평균 

251.34원을 나눠주었고 종교가 없는 참여자들(n=257)은 평균 

264.98원을 나눠주어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df=442, 

t=0.566, p=0.572). 즉 종교가 있는 참여자들은 종교가 없는 

참여자들에 비해 독재자 게임에서 더 관대하게 행동하지도 않았다. 

 

 

* 오차막대: ±1 표준오차 

그림 5. 주요 종교집단별 독재자 게임 평균 분배금액 (단위: 원) 

 

종교와 더불어, 신의 존재에 대한 참여자의 주관적 믿음의 정도가 

독재자 게임 분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재자 게임 

분배금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신에 대한 믿음을 독립변수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자의 신에 대한 믿음은 

독재자 게임에서 수령자에게 나눠준 금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1, 442)=0.12, p=0.725). 

위의 실험조건별 비교에서는 통제조건과 선행연구 종교 조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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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 게임 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선행연구 종교 

조건에서 사용된 점화 단어들 – 신, 영혼, 천상의, 예언자, 신성한 – 은 

샤리프와 노렌자얀(Shariff & Norenzayan, 2007)이 인구의 2/3 이상이 

기독교도인 캐나다(Pew Research Center, 2012)에서 진행된 실험을 

위해 선정한 단어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해당 단어들의 친사회성 

증진 효과가 기독교도인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통제조건 참여자 중 자신이 기독교라고 답한 참여자들(n=31)은 

독재자 게임에서 수령자에게 1,000원 중 평균 264.52원을 나눠준 반면, 

선행연구 종교 조건 참여자 중 종교가 기독교라고 답한 

참여자들(n=42)의 평균 분배금액은 238.10원이었다. 두 금액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검정, df=71, t=0.476, 

p=0.636). 다시 말해, 선행연구 종교 조건에서 사용된 점화 단어들은 

기독교도인 참여자들을 통제조건에 비해 더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들지 않았다. 

통제조건과 선행연구 종교 조건 참여자 중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높은 사람들(신의 존재를 얼마나 믿는지 묻는 문항에서 7점 척도 중 

4점 이상이라고 답변한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비교했을 때도, 

통제조건 참여자들(n=61)은 평균 259.02원을 나눠주고 선행연구 종교 

조건 참여자들(n=71)은 236.62원을 건네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

검정, df=130, t=0.558, p=0.578). 

 

3.3.2. 성별, 연령, 가구 소득 및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이 독재자 게임 행동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요소들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활용한 탐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남성 참여자들이 독재자 게임에서 평균적으로 나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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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263.47원)은 여성 참여자들이 나눠준 평균 금액(255.11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검정, df=442, 

t=0.351, p=0.726).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선행연구 종교 조건, 세속적 제도 조건, 

한국 종교 조건이 각각 통제조건에 비해 독재자 게임 분배 금액에서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 종교 조건과 한국 종교 조건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통제조건에서 나눠준 평균 금액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남성의 경우 세속적 제도 조건에서는 

예상한 가설(H3)과 반대의 행동 경향이 관찰되었다. 통제조건의 남성 

참여자들(n=53)은 독재자 게임 상대방에게 기본금 1,000원 중 평균 

309.43원을 나눠준 반면 세속적 제도 조건의 남성 참여자들(n=57)은 

평균적으로 224.56원을 나눠주어 통계적으로 약한 차이가 있었다(t-

검정, df=108, t=1.736, p=0.085). 여성의 경우 통제조건(n=59)에서의 

평균 분배금액은 269.49원, 세속적 제도 조건(n=53)에서의 평균 

분배금액은 260.38원으로 차이가 없었다(t-검정, df=110, t=0.196, 

p=0.845). 즉 남성의 경우 경찰이나 법정과 같은 단어를 점화한 집단은 

중립적인 단어를 점화한 집단보다 독재자 게임에서 덜 관대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음으로 참여자의 연령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참여자 간에 독재자 게임 

분배금액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ANOVA 분석 결과 5개 

연령집단 간에는 평균 분배금액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F(4, 439)=0.87, p=0.484). 

연속형 변수로 측정한 월평균 가구 소득의 경우 단순회귀분석 결과 

독재자 게임에서 참여자의 분배금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1, 442)=2.11, p=0.147). 

이어서 한국어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K-BJWS)의 

하위요인 중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결과)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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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믿음을 측정하는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distributive justice for others)이 독재자 게임 분배금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단순회귀분석 결과 참여자의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Cronbach’s alpha=0.883)은 독재자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나눠준 금액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F(1, 

442)=0.06, p=0.803). 즉 세상은 정당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해서 독재자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돈을 더 많이 나눠주거나 

적게 나눠주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여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그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 독재자 게임 분배금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종교 

유무, 성별(모두 명목형 변수)과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 연령, 가구 

소득,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모두 연속형 변수)을 독립변수로 하는 

모델을 구성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독재자 게임 

분배금액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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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ef. (Std.Err) p-value 

종교 유무 

종교 없음 

종교 있음 

 

0 (base) 

-13.718 (30.903) 

 

 

0.657 

성별 

남성 

여성 

 

0 (base) 

-5.758 (23.996) 

 

 

0.810 

신에 대한 믿음 -0.523 (7.516) 0.945 

연령 0.167 (0.910) 0.854 

가구 소득 -6.992 (4.841) 0.149 

정당한 세상 믿음 3.394 (9.794) 0.729 

Constant 287.727 (59.596) 0.000 

N 444 

F 0.44 

표 3. 독재자 게임 분배금액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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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토론 

  

본 연구는 종교적 개념을 환기하면 행동경제게임에서 더 관대하게 

행동한다는 기존의 실험 결과(Shariff & Norenzayan, 2007)가 한국인을 

대상으로도 관찰되는지를 확인하여, 종교가 사람들을 친사회적으로 

만든다는 종교적 친사회성 가설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종교 

단어나 도덕적 판단과 관련된 세속 단어를 점화하면 독재자 게임에서 더 

관대하게 행동한다는 샤리프와 노렌자얀(Shariff & Norenzayan, 

2007)의 연구 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건간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종교 단어와, 한국인에게서 

초자연적 감시나 처벌의 느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예상된 종교적 

단어 및 세속적 권위와 관련된 단어를 점화한 참여자들이 통제조건의 

참여자들보다 독재자 게임에서 더 관대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즉 종교 

점화와 친사회성 증진 간의 인과적 관계가 한국인 참여자들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최근 동아시아 문화에서 종교적 친사회성 

가설을 검증하였으나 유의미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한 연구들(Berniūnas 

et al., 2020; Miyatake & Higuchi, 2017)과 맥락을 같이 한다. 

미야타케와 히구치(Miyatake & Higuchi, 2017)는 종교 점화가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기존 연구들 대부분이 서구적 배경에서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서구와 종교문화 차이가 큰 일본에서 샤리프와 

노렌자얀(Shariff & Norenzayan, 2007)의 실험 2를 재현하였다. 실험 

결과 신과 영혼 등의 종교적 단어를 점화한 집단과, 법정, 배심원 등 

정의와 관련된 세속 단어를 점화한 집단 모두 통제집단과 비교 시 

독재자 게임에서 상대에게 나눠준 금액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베르니우나스 등(Berniūnas et al., 2020)은 업형(Kammatic) 불교의 

영향이 두드러지는 몽골에서 카르마 개념을 점화하는 것이 타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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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적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문장구성과제를 이용해 카르마를 점화한 집단과 통제집단 간에는 독재자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나눠준 금액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자들은 종교 점화가 친사회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몽골 참여자들이 기존 독재자 게임 연구들(Engel, 2011)과 

비교 시 매우 관대하게 돈을 나눠줘서 종교 점화로 인한 효과를 

식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점화기법을 사용한 

인과관계 연구는 아니지만, 거 등(Ge et al., 2019)은 중국의 실제 

마을들에서 기부 게임(참여자에게 일정 금액을 준 뒤 이 중 원하는 

만큼을 종교기관 또는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한 게임)을 진행해 

참여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조사했다. 연구 결과, 

신의(divine) 처벌이나 보상에 대한 믿음은 기부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다른 게임에서도 

정직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신의 처벌이나 

보상에 대한 믿음이 현실세계에서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 기제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실험 결과들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도 종교가 

과연 친사회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는다. 

토마센(Thomassen, 2014)은 노렌자얀(2016)의 거대한 신 가설이 

역사적 증거와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인도와 중국, 일본은 모두 

감시하는 신의 도움 없이도 단결된 사회를 발전시켰다고 주장했다. 

사르키시안(Sarkissian, 2015) 역시 중국은 가장 오래되고 성공적인 

문명 중 하나이지만 거대한 신이나 초자연적 감시자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고 지적한다. 사르키시안에 따르면 쌀 농사가 일찍부터 발달한 

중국은 대규모 협력과 조율이 특히 중요했고, 따라서 조화(harmony)가 

중요한 도덕적 가치로 여겨졌으며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미치는 영향과 

남들의 기대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 또한 고대 중국에서는 

자기감시(self-monitoring)도 중요했는데, 다른 사람이 주변에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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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도 스스로의 행동을 조심하는 태도는 초기 유교 가르침의 핵심이었다. 

이러한 설명은 많은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된 서구와 동아시아 문화 

간의 심리적, 인지적 차이(Markus & Kitayama, 1991; Nisbett et al., 

2001)와도 부합한다. 

본 연구를 비롯해 종교 점화의 친사회성 증진 효과를 발견하지 못한 

여러 연구들(Berniūnas et al., 2020; Billingsley et al., 2018; Gomes & 

McCullough, 2015; Miyatake & Higuchi, 2017)은 종교가 초자연적 

감시와 처벌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인간을 보다 친사회적으로 만들어 낯선 

타인들 간의 대규모 협력을 가능하게 했으며, 따라서 인류 역사에서 

집단 또는 개체 수준에서 선택되어왔을 것이라는 주장의 설득력에 

의문을 제기한다. 거시적인 진화인지 이론이라면 특정 종교나 국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보편적인 설명력이 입증되어야 한다. 와츠 

등(Watts et al., 2016)은 종교적 친사회성과 관련된 기존 점화, 

경제게임, 자기보고식 연구 대부분이 아브라함 종교(Abrahamic 

religions) 9  전통에 제한되는데, 이는 종교의 친사회성 효과를 

일반화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초기 인간 사회에 존재했던 

다양한 종교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탐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력하고 인간사에 개입하는 신을 믿는 친사회적 종교를 통해 인간 

사회가 대규모 집단 협력 사회로 진화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역사적, 

비교문화적 분석에서도 충분한 실증적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민족지 

지도(Ethnographic Atlas, EA)와 표준 교차문화 표본(Standard Cross-

Cultural Sample, SCCS)에 포함된 많은 사회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들은 지고신(high god) 10  변수와 사회 크기 간에 유의미한 정적 

 

9 아브라함의 유일신 신앙에 기원을 두고 공통된 철학을 가진 종교들을 일컬으

며,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등이 포함된다. 
10 지고신은 ‘세계를 창조하고 관장한다고 여겨지는 영적 존재’로 정의되는

데, EA와 SCCS는 각 사회에서 지고신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인간사에 

개입하고 인간의 도덕성에 관심이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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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이 있음을 보고했다(Johnson, 2005; Roes & Raymond, 2003). 

인간의 도덕성을 지지하는 지고신이 규모가 큰 사회에서 더 많이 

발견되었다는 점은 그러한 신의 존재가 협력에 기여하고 사회가 

확장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해석되었다. 하지만 

와츠 등(Watts et al., 2016)은 SCCS에서 인간의 도덕성에 관심이 

지대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지고신이 관찰되는 사회의 80%가 

기독교 또는 이슬람교 문화에 속해 실험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종교에 편향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며, 거대한 신과 친사회성 간의 

관계를 지지하는 증거로 해석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화이트하우스 등(Whitehouse et al., 2019)은 인간의 행동에 

관심을 갖는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 사회 진화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대규모의 세계 역사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이용해 지난 

1만년 동안 세계 30개 지역에서 존재한 414개 사회의 기록을 분석했다. 

그 결과 도덕적인 신(moralizing gods) 11 은 인구 약 백만명 이상의 

대규모 사회가 등장한 이후, 즉 사회 복잡성 증가 이전이 아닌 이후에 

나타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통제조건에 비해 선행연구 종교 조건, 세속적 제도 조건, 한국 종교 

조건의 참여자들이 독재자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더 적은 금액을 

나눠주었다. 세속적 제도 조건의 평균 분배금액이 241.82원으로 가장 

낮았다. 즉 종교 점화뿐 아니라, 샤리프와 노렌자얀(Shariff & 

Norenzayan, 2007)의 연구에서 관찰된 세속적 제도 점화의 친사회성 

증진 효과도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샤리프와 노렌자얀의 연구에서는 

 

(Johnson, 2005)의 연구에서는 초자연적 처벌에 대한 믿음을 대신하는 변수로 

사용되었다. 
11 지고신 개념과 이기적인 행동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초자연적인 주체나 과정

(broad supernatural punishment, BSP)에 대한 믿음을 모두 포함한다

(Whitehouse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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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속적 제도를 점화한 조건은 종교를 점화한 조건과 비슷한 정도로 

관대하게 돈을 나눠 가졌다. 노렌자얀(2016)은 이러한 결과는 종교만이 

친사회성을 촉진하는 요소가 아니며, 잘 작동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속적 기제들도 사람들을 친사회적으로 행동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산업화된 현대 사회는 대부분 그 구성원들을 감시하고 

규범을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사법 및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다. 

노렌자얀 등(Norenzayan et al., 2016)은 신과 정부는 문화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서로 대체가능한 것(interchangeable)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북미 지역에서는 무신론자(atheist)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반감이 존재하는데,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반감과 편견의 기반에는 

무신론자에 대한 불신이 작동한다고 보고하였다(Gervais, 2013; 

Gervais et al., 2011). 감시하는 신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기적 행동을 자제하게 만드는데, 종교적 믿음이 없는 무신론자는 

그러한 유인이 없으므로 비도덕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대상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만일 종교와 세속적 권위가 협력을 증진하는데 

유사한 심리적,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면, 신 이외의 다른 효율적인 

감시 기제가 작동한다고 인식할 경우 무신론자에 대한 불신이 옅어질 수 

있다. 실제로 저베이스와 노렌자얀(Gervais & Norenzayan, 2012b)은 

경찰 등의 세속적 권위를 점화하면 통제집단에 비해 무신론자에 대한 

불신이 감소함을 보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세속적 권위를 점화해도 더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남녀로 나누어서 분석 시 여성은 

통제조건과 차이가 없었다. 한편 남성들은 기본금 1,000원 중 평균 

224.56원을 나눠주어 309.43원을 분배한 통제조건 남성 참여자들과 

비교 시 통계적으로 약한 차이가 있었다(df=108, t=1.736, p=0.085). 

남성의 경우 도덕적 판단과 관련된 세속 단어를 점화하면 오히려 독재자 

게임에서 덜 관대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관찰된 것이다. 이러한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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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통제조건의 남성들이 다른 조건과 비교 시 분배금액이 다소 높은 

경향(선행연구 종교 조건의 남성들은 평균 273.08원을, 한국 종교 

조건의 남성들은 평균 250.88원을 나눠주었다)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지만, 경찰이나 법정 등의 세속적 제도를 상기하는 것이 친사회성을 

증진시키지 못하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왜 기존 연구(Shariff & Norenzayan, 2007)에서 발견된 효과가 

한국 참여자들을 대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는지를 이해하려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만,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세속적 권위 점화가 무신론자에 대한 불신을 

감소시킨 위 연구결과(Gervais & Norenzayan, 2012b)에 대해 

연구자들은 해당 효과는 사람들이 정부가 얼마나 잘 작동하며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는지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OECD(2015)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법 신뢰도는 OECD 회원국 

중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27%였는데, 이는 조사대상 42개국 중 39번째이며 OECD 회원국 

평균인 54%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수치였다. 사법 체계에 대한 이러한 

낮은 신뢰 때문에 경찰, 법정, 배심원과 같은 점화 단어들이 친사회성을 

증진시키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세속적 점화의 효과는 종교 

점화보다 선행 연구가 적어서 그 작동 기제와 경계조건(boundary 

condition) 등을 잘 이해하려면 보다 면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종교가 인간의 친사회성을 증가시킨다는 인과적 증거로 

광범위하게 인용된 실험(Shariff & Norenzayan, 2007)을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한국에서 수행하여 종교 점화가 행동경제게임에서 관대하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문화적 조건들을 뛰어넘어 일관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인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실험 결과 종교적 개념을 

상기시키는 것은 한국 참여자들로 하여금 익명의 타인과 돈을 

나눠가지는 과제에서 더 이타적으로 행동하게끔 만들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 점화의 효과를 발견하지 못한 기존 연구들(Berniūnas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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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Billingsley et al., 2018; Gomes & McCullough, 2015; Miyatake 

& Higuchi, 2017)과 더불어 초자연적 감시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인류진화사에서 대규모 협력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기능을 했을 

것이라는 주장의 보편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초자연적 감시와 

처벌에 대한 믿음이 개인과 집단에 이득이 돼 선택되어 왔다는 주장은 

인간 사회의 협력과 진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따라서 

서구에서 진행된 일부 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종교의 진화사적 역할에 

대한 거시적인 주장을 하기 전에, 다양한 문화권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보다 엄격한 검토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 연구(Ahmed & Hammarstedt, 2011; 

Ahmed & Salas, 2011; Randolph-Seng & Nielsen, 2007; Shariff & 

Norenzayan, 2007; Zhang et al., 2020)에서 점화 효과가 검증된 방법인 

문장구성과제를 사용하여 참여자들에게 종교를 상기하였으나 독재자 

게임에서 친사회성이 증가되는 경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애비야드(Aveyard, 2014)는 아랍에미리트의 무슬림을 대상으로 종교를 

점화하는 것이 후속 수학과제에서 부정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문장구성과제를 사용해 종교를 점화한 첫번째 실험에서는 점화조건과 

비교조건 간 정직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이슬람교에서 

예배시간을 알리는 소리인 아잔(athan)이 섞인 녹음을 활용한 두번째 

실험에서는 아잔이 섞인 녹음을 들은 조건의 참여자들이 비교조건 

참여자들보다 후속과제에서 정직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처럼 

점화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온 결과에 대해 애비야드는 중동의 

무슬림의 경우 일상 생활에 종교가 깊게 배어 있는 만큼 종교 단어가 

사용된 문장이 종교적 인지(cognition)를 활성화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을 

수 있으며, 종교가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가 종교나 

문화마다 다를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점화 단어들과 종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선택된 한국어 단어들을 

활용하였는데, 해당 단어들이 한국인들에게 초자연적 존재나 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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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속적 제도에 대한 생각을 활성화하는데 적합하거나 충분하지 않아서 

친사회성 증진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단어나 점화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에서 종교 점화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적 단어나 도덕성과 관련된 세속 단어를 

점화하는 것이 독재자 게임에서의 관대함으로 측정되는 참여자들의 

친사회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종교 

유무나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 성별 및 연령과 가구 소득 등도 독재자 

게임에서 참여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렇다면 한국인에게서 친사회성을 촉진시키는 요인은 무엇인지, 

한국 사회에서 대규모 협력을 유지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한 힘은 

무엇이었나 하는 흥미로운 질문으로 이어진다. 존슨(Johnson, 2016)은 

표준 교차문화 표본(SCCS)을 이용한 분석에서 인간의 도덕성에 관심을 

갖고 개입하는 신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대규모의 협력적인 사회를 이룬 

걸로 보이는 예외적 사례로 고대 로마와 바빌로니아 문명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적 기제들이 필요했음을 

의미하는데, 존슨에 따르면 로마는 명예, 의무, 시민의식(citizenship)이 

사회의 핵심적인 가치로 작동했으며, 이와 더불어 복잡한 통치체계가 

협력을 촉진했다. 오랜 농경사회의 전통과 공동체의 질서와 유대를 

중시하는 유교문화의 영향이 강한 한국사회에서도 종교가 아닌 다른 

기제들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외현적 점화 방식을 사용한 랜드 등(Rand et al., 2014)의 

연구에서는 자선에 관한 기독교 경전의 한 구절을 읽게 하는 것은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기독교 참여자들의 협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 자선에 관한 힌두교 경전의 구절을 읽은 힌두교 

참여자들(대부분 인도인이었다)은 통제조건과 비교 시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협력 정도에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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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두교 점화가 힌두교도 참여자들의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는 

사회적 수치(shaming)와 제재 가능 여부 같은 다른 요소에 달려있을 

가능성을 하나의 이유로 제시했다. 또한 고대 중국에서 중요했던 사회적 

감시와 자기감시가 오늘날의 집단주의(collectivist) 사회들에서도 

계속해서 친사회성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거대한 신이나 거대한 

정부의 필요성을 줄일 가능성(Huebner & Sarkissian, 2016)을 고려할 

때, 집단주의 문화로 꼽히는 한국에서도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눈치)이나 체면, 창피함, 사회적 순응 등의 여러가지 

기제가 친사회성 증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탐구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협력 양상과 

그 기저에 있는 한국인의 심리를 자세히 이해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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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각 실험조건에서 사용된 문장구성과제 

 

(1) 통제조건 

1. 걱정을, 떨어졌다, 늘, 했다, 그녀는 

2. 바꾸자, 오래된, 주다, 신발은, 그 

3. 휴일을, 되돌아가다, 보내길, 즐거운, 바랍니다 

4. 한번, 그거, 종이, 해봐라, 더 

5. 자료를, 나는, 우편으로, 파견, 보냈다 

6. 보았다, 망치, 기차를, 그는, 지나가는 

7. 어제, 가로지르다, 일을, 그는, 끝냈다 

8. 바다는, 매끄럽게, 그날의, 푸르렀다, 매우 

9. 자신의, 예상하는, 묶었다, 그는, 신발끈을 

10. 준비가, 은퇴했다, 대충, 나는, 됐다 

 

(2) 선행연구 종교 조건 

1. 존재를, 그녀는, 제거, 영혼의, 느꼈다 

2. 맛이었다, 그, 젓가락, 천상의, 케이크는 

3. 사실이, 그녀가, 고마웠다, 상상하다, 참석했다는 

4. 한번, 그거, 종이, 해봐라, 더 

5. 자료를, 나는, 우편으로, 파견, 보냈다 

6. 감사해야, 악하다, 우리는, 한다, 신에게 

7. 어제, 가로지르다, 일을, 그는, 끝냈다 

8. 신성한, 했다, 책이라고, 참고, 그것은 

9. 간단하다, 엿보게, 예언자는, 해준다, 미래를 

10. 준비가, 은퇴했다, 대충, 나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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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속적 제도 조건 

1. 너의, 그것은, 의무이다, 악하다, 시민으로서 

2. 이야기를, 그녀는, 그리다, 했다, 배심원들에게 

3. 사실이, 그녀가, 고마웠다, 상상하다, 참석했다는 

4. 한번, 그거, 종이, 해봐라, 더 

5. 자료를, 나는, 우편으로, 파견, 보냈다 

6. 법정에서, 그들은, 가렸다, 실수하다, 시비를 

7. 어제, 가로지르다, 일을, 그는, 끝냈다 

8. 온다, 경찰은, 자주, 복잡하다, 여기에 

9. 했다, 계약에, 사회적이다, 그녀는, 서명을 

10. 준비가, 은퇴했다, 대충, 나는, 됐다 

 

(4) 한국 종교 조건 

1. 가방, 귀신이, 노릇이다, 정말, 곡할 

2. 없다, 사각형, 면목이, 뵐, 조상님을 

3. 휴일을, 되돌아가다, 보내길, 즐거운, 바랍니다 

4. 한번, 그거, 종이, 해봐라, 더 

5. 자료를, 나는, 우편으로, 파견, 보냈다 

6. 앉았다, 인과응보에, 설명했다, 선생님이, 대해 

7. 어제, 가로지르다, 일을, 그는, 끝냈다 

8. 알까, 식사, 무서웠다, 그는, 하늘이 

9. 시간을, 전화, 지옥, 보냈다, 같은 

10. 준비가, 은퇴했다, 대충, 나는, 됐다 

 

 

 



59 

 

Abstract 

The effects of religious pri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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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key characteristics of human society is large-scale 

cooperation among genetically unrelated individuals. Such group 

cooperation is unique in the animal world. In a relatively small group, 

reciprocal altruism or indirect reciprocity based on reputation can 

lead to cooperation and altruistic behavior among non-kin. However, 

as the size of the group grows, anonymity is strengthened, and it is 

harder for reputation to influence people’s behavior. Free-riders, 

who do not participate in cooperative efforts but reap the benefits of 

such cooperation, pose a serious threat to a large group and can 

easily result in the collapse of cooperative efforts. Studies have 

shown that punishment is an effective mechanism that can help 

maintain large-scale cooperation by deterring free-r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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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ishment, however, incurs costs to the punishing individuals and 

thus raises the question of who will bear such costs, creating the 

problem of second-order free-riders. Religion has been put forward 

as one mechanism that could have contributed to large-scale 

cooperation by solving the problems of punishment and suppressing 

selfishness. 

In their highly cited experiment, Shariff and Norenzayan(2007) 

showed that priming participants with religious concepts made them 

behave more prosocially in an anonymous economic game. It has been 

suggested that religion can make people more altruistic and 

observant of social norms through beliefs in supernatural agents or 

power that monitor and punish people even when others are not 

around. Punishment by supernatural agents like God can be much 

more effective than punishment carried out by other humans or 

institutions. Shariff and Norenzayan(2007)’s study demonstrating 

that religion promotes prosociality and subsequent studies inspired 

by their results have expanded to hypotheses that religious beliefs, 

which often entail supernatural monitoring and punishment, provided 

adaptive benefits and thus have been selected at the individual or 

group level over the course of human history. However, alth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prosociality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human cooperation, most studies on 

the topic to date have been conducted in Western contexts. 

Therefore, the need to empirically test the effect of religious priming 

on a more diverse sample is raised.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priming and increased prosocial 

tendencies observed in Shariff and Norenzayan(2007)’s experiment 

can be generalized to different cultural con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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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Korean participants first performed a scrambled 

sentence task designed to implicitly prime religious concepts used in 

previous studies, secular concepts related to moral authority, or 

religious concepts that were expected to evoke thoughts of 

supernatural monitoring or punishment in Koreans. Participants then 

played a one-shot dictator game, in which they were assigned to the 

role of “giver” and asked to decide how to share an endowment with 

an anonymous receiver. Through this experiment, the researcher 

investigated whether the participants primed with religious words 

and words related to secular institutions of morality made more 

generous offers in the dictator game. The results showed that, 

compared to the participants in the control condition, participants 

primed with religious words used in previous studies, words related 

to secular moral authority, and Korean religious words did not behave 

more prosocially in the dictator game. Participants’ religion and self-

reported belief in God also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allocation 

amou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in line with those of recent studies 

which tested the effect of religious priming in East Asian contexts 

but failed to find a significant effect, raising questions about the 

generalizability of religious priming. More thorough investigations are 

needed to better understand whether beliefs in supernatural 

monitoring and punishment have, by promoting cooperation, 

contributed to the emergence and maintenance of large societies in 

East Asian cultures, and if not, what are the factors facilitating 

prosociality in East Asia 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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