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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심은 돕기의 동기를 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국제 기아 돕기 캠페인의 달에서 

개인 성향으로서의 공감  심이 미치는 향과 ㆍ부정 이 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맥락  차별성을 조사하 다. 

176명을 상으로 실험 연구를 실행하 으며, 개인 성향은 시간  격차를 두고 선행 조사하여 설문조사로 인한 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 다. 실험은 공감  심(2) × ㆍ부정 이 (2)으로 설계하 으며, 기된 정서(만족감과 

죄책감)의 역할에 을 맞추어 분석하 다. 그 결과, 공감  심이 높은 개인들은 낮은 개인들에 비해 상 으로 

기된 만족감이 크고 행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  심에 따른 기된 죄책감의 차별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공감  심과 ㆍ부정 이 과 상호작용에서는 기된 만족감이 행  의도를 매개하는 반면, 기된 죄책감

은 매개 작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이론 , 실용  의미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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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한국국제기아 책기구에 따르면 최근에도 여 히 지구  곳곳에서 5 에 1명, 하루에 만 8천여 

명의 아이들이 굶주림 는 양실조에 따른 질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한다(www.kfhi.or.kr). 세계

 지원단체인 유니세 는 가뭄, 내 , 식량 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2011년 재 아 리카에서 기아에 

시달리는 인구가 수백만 명에 달하고 있고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죽어 가고 있는데도, 기아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요원하다고 망하고 있다(www.unicef.org).  세계의 기아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국제 사회의 도움이 실한 상황인 것이다. 최근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두면서 우리 사회에

서도 해외의 기아 돕기 활동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방송되었던 “단비”라는 아 리카의 

식수 문제를 돕고자 했던 방송 로그램은 이러한 경향을 반 하고 있다. 

기아 돕기는 방송, 인터넷, 혹은 길거리에서 공익 캠페인의 형태로 많이 진행된다. 본 연구는 기아 

돕기 캠페인의 제작과 달에 있어 표  수용자(target audience)를 고려하여 더욱 소구력이 높은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목 을 담고 있다. 이를 해 개인 성향으로서의 공감  심(empathic concern)과 

캠페인 구성 방식인 ㆍ부정 이 이 정서  반응과 행  의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감  심은 돕기 행 의 동기를 진하는 심리  요소로, 어떤 상황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지만 개인 성향으로 내재되어 있는 선행 요인이기도 하다(Davis et al., 1999). 공감  심이 높은 

개인들은 돕기 행 에 한 잠재력이 높아 돕기 캠페인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표  상이 된다. 

* 이 논문은 2011년도 앙 학교 연구장학기  지원에 의한 것임. 

** 앙 학교 신문방송학부 조교수(ijoylee@cau.ac.kr), 교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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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면에서 행해진 개인 성향에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성향과 일치하거나 자신의 

성향을 표출하기에 합한 상황을 선호하고, 선택하려는 경향을 표출한다(Ickes, Snyder, & Garcia, 

1997; Palmgreen et al., 2001). 그래서 공감  심이 높은 개인들에게 소구력이 높은 형태로 내용과 

형식을 구성하는 것은 돕기 캠페인을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한 한 략이 된다. 

ㆍ부정 이 은 다양한 캠페인의 제작에서 상황  필요에 따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조  

형식이다. 정  이 이란 캠페인의 정보를 실행하 을 때 성취할 수 있는 결과를 강조하는 

형태이다. 부정  이 은 그 정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잃을 수 있는 결과를 강조하는 형태이다. 

ㆍ부정 이 은 상품(김재휘ㆍ부수 , 2007), 건강(Donovan & Jalleh, 2000), 환경(김정 , 2008) 

등 다양한 분야의 고 혹은 캠페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상황에 따라 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식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최근 들어 돕기 분야에서도 캠페인의 구성과 련하여 ㆍ부정 이

의 역할에 한 심이 늘어나고 있다(Reinhart, Marshall, Feeley, & Tutzauer, 2007). 

돕기 캠페인에서 공감  심과 ㆍ부정 이 이 미치는 향을 특히 기된 정서(anticipated 

emotion)와 행  의도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기된 정서는 특정 행 를 하면 수반될 것으로 

상되는 정서를 의미한다(Smith et al., 2009). 돕기 캠페인에 하는 동안, 수용자들은 돕기를 하 을 

때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이나 혹은 돕기를 하지 않았을 때 느낄 수 있는 죄책감 등을 미리 상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기된 정서는 행 나 행  의도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Patrick, Chun, & Macinnis, 2009). 공감  심이 높은 개인들은 타인의 처지에 한 정서  동화와 

반응의 정도가 높은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은 공감  심이 낮은 개인들에 비해 상 으로 돕기의 

결과로 인한 만족감이나 돕지 않아 생기는 죄책감 등 기된 정서에 한 반응이 높을 것이며 결과 으

로 행  의도도 높을 것으로 측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향이 ㆍ부정의 형식  

차별화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탐구는 실용 으로 국제 기아 돕기를 진하고자 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실무자들에게 공감  

심이 높은 집단에게 소구력인 높은 략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공감  심이 높은 집단이 돕기 캠페인의 주요 표  집단임을 고려하면, 실무 인 차원에서 상당히 

요한 정보로 이용될 수 있다. 이론 으로는 돕기 분야에서 개인 성향과 ㆍ부정 이 의 향을 

더욱 심층 으로 조사하여 기존 연구의 역을 확장하는 효과가 기 된다. 특히 기된 정서의 역할을 

조명하여 돕기 캠페인에서 정서  역할을 다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공감적 관심

공감  심은 공감(empathy)이라는 개념에서 생된 용어이다. 공감은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단순히 타인의 정서 반응이 이되어 경험하는 정서로 설명하거나(Berger, 1962), 타인과 자신을 동일

시하여 경험하는 리 정서 반응으로 규정하기도 하며(Bryant & Miron, 2002), 혹은 타인의 정서를 

리 경험하지만 타인과 정체성의 일치는 일어나지 않는 반응으로 해석한다(Escalas & Ster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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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에는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닌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에 한 

정서  반응이라는 에서 공통 을 찾을 수 있다. 공감  심은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에 한 

단순한 정서  반응(공감)을 넘어 타인의 처지를 더 나은 상태로 향상시켜 주려고 하는 심을 강조하

는 개념이다(Batson, et al., 2007). 여기에서 심이란 세상의 특정한 상태를 선호하는 다소간의 경향을 

의미한다(Frida, 1988). 돕기 연구 분야에서 공감  심이 유발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정서  이를 

넘어 곤궁한 처지에 놓은 타인을 도와주어 그 상태를 벗어나게 해주고자 하는 성향이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타인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같이 즐거워할 수는 있지만 그 상태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놓고 싶은 심을 유발하는 경우는 희소하다. 질투와 같이 타인의 처지가 더 나쁜 방향을 바 었으면 

하는 정서는 흔히 유발하지만 반 인 경우는 드물다. 반면 곤궁에 빠진 타인들의 처지를 보고 그 

경험을 공유하며 그 처지를 개선시켜주는 데 심을 갖게 되는 경우는 많이 볼 수 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공감  심을 불러일으키면 타인의 곤궁을 도우려는 이타  동기를 강력히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ovidio, Allen, & Schroeder, 1990). 공감  심이 유도되면 심지어 그 상의 

결 을 알게 되더라도 상 방을 돕고 싶은 동기를 계속 유지할 정도로 공감  심은 돕기에서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tson & Ahmad, 2001). 

공감  심은 특정 상황이나 사건에 의해 발 되기도 하지만, 한편 개인의 성향으로서 찰되기도 

한다(Davis et al., 1999). 데이비스(Davis, 1983a)는 역할 참여, 고통, 상상력 등의 다른 개인 성향들과 

달리 유일하게 공감  심만이 근이양증(muscular dystrophy) 환자들을 한 기부방송을 시청하고 

참여하는 정도와 유의미한 상 계를 보 다고 보고하 다. Smith(1992)도 공감  심이 높은 사람들

이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많이 선택하며, 통제력만 주어진다면 그런 상황을 더욱 정 으로 

망한다고 보고하 다. 반면 공감  심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통제력이 부여되는 것과 상 없이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잘 선택하지 않는 경향을 보 다. 공감  심은 일시 인 도움뿐만 

아니라 지속 인 자원 사와도 상 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Unger & Thumuluri, 1997). 

공감  심과 다른 개인 성향과의 상 계를 조사한 데이비스(Davis, 1983b)의 연구에 따르면 

공감  심은 자존감(self-esteem)과의 상 계는 약하지만, 타인에 한 이타 인 심과는 높은 

상 계를 보 다. 한 정서  민감성과도 유의미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감  

심이 자신보다는 타인을 향한 성향이며, 정서  차원에서 돕기와 연 되는 요소임을 드러낸다. 

돕기와 련된 표 인 개인 성향으로서 공감  심 외에  수용(perspective taking)이 있다. 

 수용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단하는 능력이나 의지를 의미하는데(이승조ㆍ최남도, 2011), 

공감  심이 정서  측면에서 돕기의 동기를 활성화한다면  수용은 인지  차원을 반 한다고 

알려져 있다(Unger & Thumuluri, 1997). 본 연구는 돕기 행 에서 기된 정서의 역할을 조명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인지  차원을 반 하는  수용보다 정서  차원을 반 하는 공감  심이 정서  

역할에 한 연구에 더욱 유효할 것이라 단하여 공감  심을 측 변인으로 선정하 다. 

2) 예기된 정서와 행위 의도

기된 정서는 행 의 선택으로 인하여 발생할 미래의 사건에 해 기 되고 상되는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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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다(Bakker, Buunk, & Manstead, 1997). 기된 정서는 행 를 결정함에 있어 상되는 정  

정서를 극 화하고, 부정  정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능한다(Zhang & Fishbach, 2005). 기된 

정서의 역할에 한 연구는 계획된 행동 이론(planned behavior theory)을 근간으로 한다(Ajzen, 1991). 

원래 계획된 행동 이론은 몰입과 같이 이성 인 단에 향을 주는 변인들로 주로 구성되었다(Bae 

& Kang, 2008). 하지만, 1990년  반이래로 설득에서 정서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계획된 행동이론에

서도 기된 정서의 역할이 심의 상이 되었다(Richard, van der Pligt, & de Vries, 1996). 련 

연구들은 행동을 계획함에 있어 상되는 정  정서 혹은 부정  정서가 부분 으로 혹은 결정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컨 , 리차드 등은 음주, 약물 이용, 공부 등의 행  측에서 

피험자 자신이 이 행 들을 했을 때 상되는 정서가 그 상들에 한 일반 인 태도와는 독립 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을 발견하 다(Richard et al., 1996). 

돕기 연구 분야에서는 기된 만족감과 기된 죄책감이 기된 정서의 역할과 련하여 주로 

논의되었다. 비록 구체 으로 기된 정서로 구분하여 그 역할을 탐구한 것은 비교  최근의 일이지만

(Davis et al., 1999; Lindsey, 2005), 만족감과 죄책감은 돕기의 동기를 매개 혹은 진할 수 있는 정서로 

부터 심을 받아왔다. 만족감은 자신이 필요하고 원한다고 여기는 과제를 성취했을 때 느끼는 

정서다(Weinstein & Ryan, 2010). 시알디니와 동료들은 이타주의와 자기만족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서로 상쇄될 수 있다고 주장하 다(Baumann, Cialdini, & Kendrick, 1981; Cialdini et al., 1987). 

컨 , 다른 사람의 불행에 공감하도록 유도한 사람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자기만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돕고자하는 행 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Schaller & Cialdini, 1988). 이는 돕기 

행 에서 만족감의 역할이 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돕기 캠페인에서는 돕기 행 를 통한 만족감을 

암시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죄책감은 자신의 기 에 반하는 잘못된 행 를 질 다고 믿을 때 느끼는 정서로 자신의 행 를 

고치거나 다르게 행동했으면 하는 생각을 수반한다(Hibbert, Smith, Davies, & Ireland, 2007). 죄책감을 

느끼면 자신의 행동을 타인들을 고려한 방식으로 수정하려는 동기가 증폭된다(Burnett & Lunsford, 

1994). 고에 나타난 죄책감을 내용 분석한 연구는 죄책감이 자선과 건강 련 내용의 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Huhmann & Brotherton, 1997). 실제로 이윤을 추구하는 상품보다 

돕기 등의 비 리사업에서 죄책감은 더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Keefe & Figgé, 1999). 

그래서 통 으로 죄책감은 돕기에 향을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돕기 캠페인에서 만족감이나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돕기를 하 을 때 혹은 하지 않았을 때를 

상상하는 데서 발생할 것이다(Davis et al., 1999; Lindsey, 2005). 고나 캠페인에서 만족감 혹은 죄책감

에 호소하는 것은 행 의 선택으로 인하여 미래에 느끼게 될 정서, 즉 기된 정서에 한 소구인 

것이다(Huhmann & Brotherton, 1997). 데이비스와 동료들에 따르면 기된 만족감이 높을수록 동정심

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더 선호하 다(Davis et al., 1999). 린제이(Lindsey, 2005)는 돕기 캠페인의 

내용 구성에 따라 기된 죄책감의 발 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행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다. 하지만, 린제이(Lindsey, 2005)가 지 하고 있듯이 돕기 행 에서 기된 정서의 

역할은 아직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향, 즉 공감  심에 따라 기된 정서 

반응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공감  심이 크다는 것은 자신이 직  경험하지 않은 상황을 

정서 으로 경험하는 정도가 높은 것이니,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정서에 해서도 경험하는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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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 것으로 상할 수 있다. 한편, 린제이(Lindsey, 2005)의 결과에 따르면 기된 정서의 반응이 

커지면 높은 행  의도를 수반할 것이라는 측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수립하 다.

가설 1. 캠페인을 보는 동안 공감  심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기된 만족감을 

더 크게 느낄 것이다. 

가설 2. 캠페인을 보는 동안 공감  심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기된 죄책감을 

더 크게 느낄 것이다. 

가설 3. 캠페인을 본 후 공감  심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더 높은 행  의도를 

표 할 것이다. 

3) 돕기와 긍ㆍ부정 프레이밍

캠페인 연구에서 ㆍ부정 이 은 획득/손실(gain/loss), 유리/불리(advantage/ disadvantage) 등으

로 다양하게 지칭된다(Shen & Dillard, 2007; Steward, Schneider, Pizarro, & Salovey, 2003). 하지만 이

을 구성하고 차별화하는 원리에는 공통 인 부분이 있다. 정  이 은 캠페인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이행하 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강조하는 형태라면, 부정  이 은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손해를 강조하는 형태이다(Kühberger, 1998). 그 과정에서 정  이 은 

정  정서를 유도하게 되고, 부정  이 은 부정  정서를 유발한다(이승조ㆍ최남도, 2011). 

이 의 구성 원칙은 동일한 내용을 제시하되 형식만 바꾸는 것으로 ㆍ부정 이 의 효과는 

정서  소구의 차별화에서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인지 으로 엄 하게 단한다면, 

형식  차이일 뿐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을 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ㆍ부정 이 의 형식  차별성이 발 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ㆍ부정 이 의 차별화는 그 주제가 우리의 삶에 상당히 향을 주는 내용일 

때 주로 나타난다. 로스만과 살로비(Rothman & Salovey, 1997)는 ㆍ부정 이 의 차별  향에 

한 문헌 연구에서 건강 분야에서 임의 효과가 잘 나타나는 이유는 건강이 사람들의 한 

심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다. 그 다면 사람들의 심사가 높지 않은 주제에는 ㆍ부정 

이 의 주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측도 가능하다. 본 연구의 주제는 해외에서 기아에 

처한 타인들을 돕기 한 것으로, 재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 으로 향을 주는 내용은 

아니다. 실제로 국제 기아 돕기를 주제로 한 기존 연구들은 ㆍ부정 이 의 주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 다(이승조ㆍ연보 ㆍ구세희, 2010; 이승조ㆍ최남도, 2011).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주제에 맞는 개인 성향과 연 시키면 ㆍ부정 이 의 상  차별성이 

드러날 수 있다. 셴과 딜라드(Shen & Dillard, 2007)는 행  근/회피 체계(behavioral inhibition/approach 

system)라는 개인 성향에 따른 ㆍ부정 이 의 차별  향을 살펴보았다. 행  근/회피 

체계는 어떤 상을 성취하기 해 추구하는 성향이 강한지, 혹은 험한 상으로부터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한지를 각각 측정하기 한 도구이다(Carver & White, 1994). 그 결과 근하려는 개인  

성향은 정  이 에서만 인지 반응의 활성화와 정  상 계를 보 고, 회피하려는 성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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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이 에서만 인지 반응과 정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의 성향과 다른 

이 에서는 개인  성향과 인지 반응의 상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김정 (2008)은 환경 문제에 

해 ㆍ부정 이 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각된 험의 성향이 높은 개인들에게는 

부정  이 이 더 효과 인 것으로 보고하 다. 특정 개인 성향과 결부되면 ㆍ부정 이 의 

잠재  차별성이 발 되는 것이다. 

의 논의에서 공감  심이 높은 개인들은 돕기 캠페인을 했을 때 기된 정서를 더 강하게 

느낄 것이라고 측하 다. 그런데 그 강도는 이 의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  이 은 도와주었을 때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을 수반하는 형태이며, 부정  이 은 

도와주지 않았을 때 느낄 수 있는 죄책감을 유도하는 형태이다. 돕기와 같은 개인과 하게 연 되지 

않은 주제에서 ㆍ부정 이 이라는 형식  차이는 발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는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그 정서  차별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즉, 공감  심이 

높은 개인들은 낮은 개인들보다 정  이 이 기된 만족감을 높이거나 혹은 부정  이

이 기된 죄책감을 높이는 형태에 더욱 강하게 반응할 것이다. 반 의 경우, 즉 부정  이 에서

의 기된 만족감 반응이나 정  이 에서의 기된 죄책감 반응에서는 방향성이 달라서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기된 정서에 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작용과 

련된 가설들을 수립하 다. 

가설 4. 국제 기아 돕기 캠페인을 보는 동안 공감  심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정  이 에서 기된 만족감을 더 크게 느낄 것이지만, 부정  이 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5. 국제 기아 돕기 캠페인을 보는 동안 공감  심이 높은 사람들이 부정  이 에서 

기된 죄책감을 더 크게 느낄 것이지만, 정  이 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기된 정서는 정 이든 부정 이든 행  의도에 향을 미치는데, 그 향력에 있어 상황  

요인에 따라 정  정서가 우 에 있거나 부정  정서가 우 에 있을 수 있다(Smith, Kay, Hoyt, 

& Bernard, 2009). 국제 기아 돕기 캠페인에서 기된 만족감이나 기된 죄책감의 향력에 상  

우 가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 행  의도의 반응에서 공감  심과 ㆍ부정 이 의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국제 기아 돕기 캠페인에서 기된 정서  정  혹은 부정  정서의 

우 를 단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치 않다. 만약에 공감  심이 높은 개인들에게 정  이 이 

기된 만족감을 높이는 정도와 부정  이 이 기된 죄책감을 높이는 정도가 유사하고, 각각의 

기된 정서가 행 의도에 미치는 향이 일정하다면 공감  심과 ㆍ부정 이 이 행  의도

에 미치는 향에서 상호작용은 없을 것이다. <가설 4>와 <가설 5>는 이 에 따라 기된 

정서의 상  발 의 차이를 측할 뿐, 체 으로 행  의도에 향을 미치는 데 있어 상  

우 에 한 측을 암시하지는 않는다. 체  상황에서 공감  심과 ㆍ부정 이 의 행  

의도에 한 상호작용은 <가설 4>, <가설 5>의 결과에 향을 받을 것이다. 컨 , <가설 4>, 

<가설 5> 에서 하나만 채택이 되고 다른 하나가 채택이 되지 않는 다면, 그 결과에 향을 받아 

채택이 된 가설과 유사한 방향으로 상호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행  의도에서 상호작용이 나타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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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기 캠페인에서 기된 만족감과 죄책감의 상  우 에 한 실마리를 제공하게 된다. 재의 

논의에서는 그 측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행 의도에 한 상호작용은 연구문제로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국제 기아 돕기 캠페인을 본 후 행  의도에 한 반응에서 공감  심과 ㆍ부정 

이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을 것인가? 

3. 연구방법

1) 실험 설계 

본 연구는 실험으로 진행되었는데, 국제 기아 돕기 캠페인을 달하는 과정에서 공감  심과 

ㆍ부정 이 을 독립 변인으로, 기된 정서(만족감과 죄책감)와 행  의도를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 다. 실험은 공감  심(2: 고/ ) × ㆍ부정 이 (2: 정 /부정 )의 요인 설계로 

구성하 으며, 사  서베이와 본 실험으로 나 어 진행하 다. 사  서베이는 공감  심 등 개인 

성향에 한 사  정보를 얻기 해 이용되었다. 사  서베이를 배포한 지 7~10일이 경과한 후 

본 실험이 실시되었다. 실험 참여 상은 서울 소재 한 학의 학생들로 구성하 으며, 총 176명을 

상으로 하여 실시하 다. 실험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20.72세(SD = 2.24) 이었으며, 이  남성은 

90명, 여성은 86명이었다. 실험 참가자 에서 언어 이해에 어려움을 보인 외국인 피험자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피험자(총 5명)는 분석에서 제외하 다. 학생들은 돕기에 한 심이 충분한 집단으로 

기존 연구에서 이용되었으며(김 욱ㆍ김찬아, 2005), 최근 우리나라 학생들 에서 해외의 어려운 

이웃들을 하여 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한 실험 상자라고 단하 다. 실험은 2011년 

3월~6월 사이에 교양 과목과 신문방송학부 학생들을 상으로 실시하 다. 

2) 실험 자극물

실험 자극물로 이용된 국제 기아 돕기 캠페인은 세 부분으로 구성하 다. 상단에 기아 어린이의 

사진을 배치하 고, 간 부분에는 재 기아의 실태를 묘사하는 내용을 소개하 으며, 하단 부분에는 

기아에 처한 이들에 한 도움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ㆍ부정 이 은 상단의 사진과 하단의 

도움 호소를 차별화하여 조작하 다. 정  이 의 경우 상단의 사진을 도움을 받아 활짝 웃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하단의 도움 호소 은 캠페인에 동참하 을 경우 국제 기아 

어린이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강조하도록 구성하 다. 컨 , “당신의 도움을 받아 내 과 가난의 

상처가 남아있는 땅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와 같이 도움을 주었을 때의 구원을 강조하

다. 부정  이 의 경우 상단의 사진을 갈비 가 앙상하고 굶주림에 지쳐 보이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하단의 도움 호소 은 캠페인에 동참하지 않았을 경우 그 상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 다. 가령 의 정  이 에서 사용된 시 문장은 “당신의 도움의 손길이 없다면 내 과 

가난의 상처가 남아있는 땅의 아이들은 계속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와 같이 손실을 강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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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수정하 다. 이와 같이 문장 구성의 차이와 서로 다른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은 ㆍ부정 이

의 형식  차별성을 담보하기 해 기존에 사용된 방식이다(Schneider et al., 2001). 

3) 독립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공감  심과 ㆍ부정 이 으로 구성하 다. ㆍ부정 이 의 

개념과 조작  정의는 앞의 실험 자극물 항목에서 설명된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 공감  심은 

불우한 처지에 놓인 타인을 보고 느끼는 정서  반응을 의미하며, 데이비스(Davis, 1983b)가 제시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입증한 설문 문항을 이용하 다. 개인 성향으로서 공감  심의 측정은 ① 군가

가 이용당하는 것을 보면, 나는 그들을 보호해 주고 싶어진다, ② 군가가 불공평한 일을 당할 때, 

가끔 나는 그들을 크게 불 히 여겨지지 않는다(역코딩), ③ 종종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에게 다정하고 

걱정되는 느낌을 갖는다, ④ 나는 상당히 인정이 많은 사람인 것 같다, ⑤ 가끔 다른 사람들이 곤란에 

빠진 것을 보아도 걱정되지 않는다(역코딩), ⑥ 다른 사람의 불행은 보통 나를 크게 불안하게 하지 

않는다(역코딩), ⑦ 나는 종종 목격한 일들에 해 상당히 감동을 받는다 등 총 일곱 문항(7  척도, 

 그 지 않다－매우 그 다)으로 구성하 다. 공감  심으로 측정된 일곱 다섯 문항 간의 신뢰도

(Cronbach’s ɑ)는 .78이었는데, 공감  심의 통상 인 신뢰도 범 가 .70에서 .80 사이임을 고려할 

때 하다고 단된다(Davis, 1980b). 공감  심은 수 분할을 실시하여 두 개의 집단을 생성하

는데, 수는 4.86이었다. 

4) 종속변인 

• 기된 만족감: 기된 만족감은 도움을 주었을 때 상되는 만족감으로 정의한다(Davis et 

al, 1999).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Davis et al, 1999), 기된 만족감의 측정은 국제 기아 돕기 

활동에 참여한다면, ① 스스로 지를 느낄 것이다, ② 나 자신에 해 만족스러울 것이다, 

③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등 총 3문항 (7  척도,  그 지 않다－매우 그 다)로 구성하 다. 

실험 후 분석된 세 문항간의 신뢰도(Cronbach’s ɑ)는 .83이었다.

• 기된 죄책감: 기된 죄책감은 도움을 주지 않았을 때 상되는 죄책감으로 정의한다(Lindsey, 

2005).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Lindsey, 2005), 기된 죄책감의 측정은 국제 기아 돕기 활동에 

참여한다면, ① 후회할 것이다, ②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③ 크게 미안하지는 않을 것이다(역코

딩) 등 총 3문항 (7  척도,  그 지 않다－매우 그 다)로 구성하 다. 실험 후 분석된 

세 문항간의 신뢰도(Cronbach’s ɑ)는 .79이었다.

• 행  의도: 행  의도는 캠페인을 보고 난 후 돕기 행 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하는 정도로 

정의한다. 행  의도는 ① 기회가 온다면 국제 기아 돕기에 참여할 생각이다, ② 여건만 허락한다

면 국제 기아 돕기의 참여를 고려하겠다, ③ 앞으로 한 시기에 국제 기아 돕기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등 총 3문항 (7  척도,  그 지 않다－매우 그 다)로 구성하 다. 실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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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된 세 문항 간의 신뢰도(Cronbach’s ɑ)는 .87이었다.

5) 실험 절차

실험에 앞서 공감  심 등에 한 개인의 성향에 한 설문을 먼  실시하 다. 선행 설문에서 

측정된 공감  심의 성향은 재 연구에 이용되었으며, 그 이외의 문항은 다른 연구를 한 것이었다.1) 

실험 참가자는 주로 강의실에서 양해를 구해 자발 으로 모집하 다. 모집에 동의하면 비 참가자를 

상으로 사  설문을 제시하고 그 응답을 받았다. 본 실험은 20~30명의 내외의 집단으로 실시하 으며, 

50명 내외를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에서 진행하 다. 본 실험에서 참가자는 먼  실험의 진행에 한 

안내를 하고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 다. 그리고 실험 처치물과 설문지가 들어 있는 소책자를 배포하

다. 시간은 략 10분에서 끝나는 시간까지 제한 없이 주어질 것이라고 안내하 다. 하나의 실험 집단에

서 개개의 피험자는 정  혹은 부정  이 의  한 종류의 실험 처치물만을 배정받았다. 한 

실험 집단을 략 반으로 나 어서 무작 로 정  유형과 부정  유형을 각각 배포하 다. 실험 

집단에서 피험자들은 가능하면 하나의 책상을 사이에 두고 띄어 앉도록 유도하 으며, 피험자간의 

의사소통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자극물을 본 후, 이  조작 검, 기된 정서, 행  의도, 

인구통계학  특성 순으로 구성된 실험 설문에 답하도록 하 다. 

4. 연구 결과

분석 결과는 먼  조작 검을 실시한 다음, 각 종속 변인별로 제시하 다. 분석은 가설과 연구문제

에서 제기된 공감  심의 주효과와 ㆍ부정 이 과의 상호작용을 심으로 실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 다. 그리고 행  의도에 한 기된 정서의 역할을 심층 으로 살펴보기 해 매개 

분석을 실시하 다. 

1) 조작 점검

ㆍ부정 이임의 조작 검을 해 실험 참가자들이 캠페인을 보는 동안 느낀 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정도를 측정하 다. 정  정서의 측정은 ① 행복한, ② 즐거운, ③ 유쾌한의 세 

문항으로 구성하 다(7  척도,  느끼지 못했다－매우 강하게 느 다, Cronbach’s ɑ = .80). 부정  

정서의 측정은 ① 불안한, ② 괴로운, ③ 불편한, ④ 침울한, ⑤ 고통스러운의 다섯 문항으로 구성하 다

(7  척도,  느끼지 못했다－매우 강하게 느 다, Cronbach’s ɑ = .83). 각각의 항목에 하여 

공감  심 × ㆍ부정 이 으로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시행하 다. 공감  심을 

포함하여 분석한 것은 조작 검과는 직 으로 연 되지 않지만 어떤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함이었다. 정  정서에 한 이 의 주효과는 유의미하 으며(F (1, 167) = 9.96, 

1) 본 연구 데이터의 일부는 이승조ㆍ최남도(2011)의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같이 수집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그 분석 상을 달리하여 이승조ㆍ최남도(2011)의 연구와는 다른 시각에서 구성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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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1), 정  이 (M = 2.01, SD = 1.11)에서 부정  이 (M = 1.51, SD = .87)보다 

정  정서를 더 크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정서에 한 이 의 주효과 역시 유의미하

으며(F (1, 167) = 5.75, p = .01), 부정  이 (M = 4.30, SD = 1.17)에서 정  이 (M 

= 3.89, SD = 1.11)보다 부정  정서를 더 크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캠페인의 

ㆍ부정 이 이 의도한 로 조작되었음을 보여 다. 분석에서 공감  심의 주효과나 공감  

심 × 이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어떤 유의미한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부, p > .10), 

이는 캠페인을 하여 직 으로 경험하는 정 /부정  정서는 개인 성향의 향을 받지 않고 

캠페인의 구성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보여 다. 

2) 예기된 만족감

기된 만족감에 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하여 공감  심(2: 고 vs. ) × ㆍ부정 이 (2: 

정 vs. 부정)의 설계로 이원변량분석을 실행하 다. <표 1>을 보면, 기된 만족감에 하여 <가설 

1>에서 측한 로 공감  심의 주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  심이 높은 집단(M 

= 5.49, SD = .92)이 낮은 집단(M = 4.93, SD = 1.05)에 비해 기된 만족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설 4>에서 측한 공감  심 × ㆍ부정 이 의 상호작용 

역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1>과 <그림 1> 참조). 정  이 에서 공감  심이 높은 

집단(M = 5.73, SD = .85)이 낮은 집단(M = 4.86, SD = 1.04)에 비해 기된 만족감을 상 으로 

더 크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이 에서는 공감  심이 높은 집단(M = 5.16, 

SD = .93)과 낮은 집단(M = 5.00, SD = 1.06)의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차이를 세부 으로 

살펴보기 해 유의확률 .05 수 에서 사후 검정(Tukey HSD test)를 실시하 다. 그 결과, 공감  심의 

집단 간 차이는 정  이 에서는 유의미 하 지만, 부정  이 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df mean square F p

주효과
공감  심 1 10.97 11.57 .00

이 1 1.92 2.03 .15

상호작용효과 공감  심 × 이 1 5.35 5.65 .01

오차 167

<표 1> 기된 만족감에 한 공감  심과 ㆍ부정 이 의 분산분석

<그림 1> 기된 만족감에 한 공감
 심× ㆍ부정 이 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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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기된 죄책감

기된 죄책감에 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하여 공감  심(2: 고 vs. ) × ㆍ부정 이

(2: 정 vs. 부정)의 설계로 이원변량분석을 실행하 다. <표 2>를 보면, 기된 죄책감에 하여 

<가설 2>에서 측한 공감  심의 주효과는 유의미한 차이에 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

 심이 높은 집단(M = 3.85, SD = 1.08)이 낮은 집단(M = 3.53, SD = 1.24)에 비해 기된 

죄책감이 상 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방향성은 측과 일치하 다. <가설 5>에서 측한 공

감  심 × ㆍ부정 이 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df mean square F p

주효과
공감  심 1 3.74 2.76 .09

이 1 .47 .34 .55

상호작용효과 공감  심 × 이 1 1.40 1.03 .31

오차 167

<표 2> 기된 죄책감에 한 공감  심과 ㆍ부정 이 의 분산분석

4) 행위 의도

행  의도에 한 가설과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하여 공감  심(2: 고 vs. ) × ㆍ부정 

이 (2: 정 vs. 부정)의 설계로 이원변량분석을 실행하 다. <표 3>을 보면, 행  의도에 한 

<가설 3>에서 측한 로 공감  심의 주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공감  심이 높은 집

단(M = 5.60, SD = .86)이 낮은 집단(M = 4.83, SD = 1.18)에 비해 행  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문제>에서 제기한 공감  심 × ㆍ부정 이 의 상호작용은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과 <그림 2> 참조). 정  이 에서 공감  심이 높은 집단

(M = 5.84, SD = .75)이 낮은 집단(M = 4.73, SD = 1.03)에 비해 행  의도가 상 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이 에서는 공감  심이 높은 집단(M = 5.27, SD = .90)과 

낮은 집단(M = 4.92, SD = 1.33)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차이를 세부 으로 살펴보

기 해 유의확률 .05 수 에서 사후 검정(Tukey HSD test)를 실시하 다. 그 결과, 공감  심의 

집단 간 차이는 정  이 에서는 유의미하 지만, 부정  이 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

다. 이는 기된 만족감에서 나타난 방향성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df mean square F p

주효과
공감  심 1 22.12 21.36 .00

이 1 1.55 1.50 .22

상호작용효과 공감  심 × 이 1 6.11 5.90 .01

오차 167

<표 3> 행  의도에 한 공감  심과 ㆍ부정 이 의 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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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행  의도에 한 공감  심 × 
ㆍ부정 이  상호작용

5) 예기된 정서의 행위 의도에 대한 매개 작용

에서 실행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공감  심과 ㆍ부정 이 의 상호작용의 방향성이 

기된 만족감과 행  의도에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기된 죄책감에 해서는 유의미한 상호작

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공감  심 × ㆍ부정 이 의 상호작용이 행  의도에 미치는 

향을 기된 만족감이 매개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에 한 분석을 해 기된 만족감과 기된 

죄책감이 행  의도를 매개하는지 바론과 니(Baron & Kenny, 1986)가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 다. 

이는 상호 작용에 한 <연구문제>의 결과를 심층 으로 보완하기 하여 실행되었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공감  심 × ㆍ부정 이 이 기된 만족감을 측하는지(경로 1), 기된 만족감이 

행  의도를 측하는지(경로 2), 그리고 공감  심 × ㆍ부정 이 이 행  의도를 측하는지

(경로 3)를 검증하 다. 마지막으로 매개 작용을 검증하기 하여 기된 정서를 포함하 을 때, 

공감  심 × ㆍ부정 이 의 상호작용이 여 히 행  의도에 향을 미치는지(경로 4)를 

검증하 다.2) 

분석 결과, 경로 1, 경로 2, 경로 3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매개 분석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경로 3에서 유의미하 던 공감  심 × ㆍ부정 이 의 

상호작용은 경로 4에서 기된 만족감을 투입하 을 때 유의미하지 않은 값으로 바 었다. 이 감소는 

유의미하여(Sobel test = 2.31, p = .02), 기된 만족감이 공감  심과 ㆍ부정 이 이 행  

의도에 미치는 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된 죄책감에 한 매개 검증도 같은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그 결과, 공감  심 × ㆍ부정 이 이 기된 죄책감을 측하는지(경로 1)의 

검증이 유의미하지 않아(t < 1), 분석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 다. 경로 4에서 기된 죄책감을 

투입하여도, 공감  심 × ㆍ부정 이 의 상호작용은 여 히 유의미하여 매개 작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공감  심 × ㆍ부정 이 의 상호 작용 모형은 각각의 변인의 주효과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두 변인의 

향을 체 으로 살펴보기 한 방식이다(Steward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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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표준 계수(b)    표준 계수(β) t p

경로 1: → 기된 만족감

공감  심× ㆍ부정 .71 .60  2.37 .01

경로 2: → 행  의도

기된 만족감  .68 .64 10.98 .00

경로 3: → 행  의도

공감  심× ㆍ부정 .76 .59  2.43 .01

경로 4: → 행  의도

공감  심× ㆍ부정

기된 만족감 

.30 .24  1.20 .23

.63 .58  9.65 .00

<표 4> 기된 만족감의 매개 작용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기아 돕기 캠페인을 했을 때 타인의 불행한 처지에 공감하고 심을 갖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나타나는 차별  반응과 ㆍ부정 이 과의 상호작용이 그 반응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공감  심이 높은 개인들은 기된 만족감과 행  의도에서 낮은 개인들에 비해 유의미

한 수 에서 높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된 죄책감에서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  심과 ㆍ부정 이 과의 상호작용은 기된 만족감과 행  의도에서 

같은 방향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반면, 기된 죄책감에서는 공감  심과 ㆍ부정 

이 의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된 죄책감이 돕기 행 에 요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존 연구의 견해와는 다소 배치되는 형태이다. 

이 결과는 공감  심이라는 개인 성향의 특징에서 생하 을 가능성이 높다. 공감  심이라는 

개인 성향의 특징은 데이비스(Davis, 1983b)가 다른 성향과 비교한 연구에서 잘 드러난다. 데이비스

(Davis, 1983b)의 연구에 나타난 요한 결과를 간추려 보면, 먼  공감  심은 불안감(anxiety)과 

유의미한 상 계가 있었다. 가 나를 보고 있는 상황(audience anxiety)이나 사회  계를 맺는 

상황(social anxiety)을 포 하여 공감  심이 높을수록 불안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감  심은 정서  민감성과 유의미한 상 계를 보 다. 공감  심이 높을수록 정서 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공포심을 잘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감  심이 높을수록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혹은 다른 사람의 기분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  심이 

타자 지향 인 성향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과 련하여 기된 정서에 한 결과를 

결부시켜 해석해 볼 수 있다. 

기된 만족감의 경우 정  이 에서는 공감  심이 높은 개인들이 낮은 개인들에 비해 

높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정  이 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이 은 행 를 하 을 때의 즐거움을 상상하게 하는 형태로 정서 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감  심이 높은 개인들이 이러한 상상에 더 극 이었거나 혹은 그러한 상상에 더 크게 정서 으

로 반응을 하 음을 나타낸다. 부정  이 에서도 도와주는 상상이 가능하지만, 부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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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도와주지 않는 경우에 일어날 일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상은 제한 일 수밖에 없다. 

에서 한 논의에 따르면, 공감  심이 높을수록 불안감, 공포와 같은 부정 인 정서를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인 정서를 강하게 느끼는 개인일수록 그러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Lang, Shin, & Lee, 2005). 그래서 부정  이 이 유도하는 부정  상상( 기된 죄책감)

을 많이 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물론 부정  상상을 했지만 공감  심이 높은 개인들이 정서 으로 

더 크게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감  심이 높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불우한 처지에 정서 으로 쉽게 동화되고 심을 갖는 정도가 크다는 것과 연 되기 때문에 그 보다는 

돕지 않았을 때를 상상하는 것을 회피하 을 것이라는 추정이 설득력이 더 높다. 그 다면, 공감  심이 

높은 개인들에게는 부정 으로 이 하는 것은 소구력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정 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다른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정  

이 이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구성일 가능성이 있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기된 죄책감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기 하여 돕기에 한 자연스러운 내용보다는 죄책감을 확실히 

강조할 수 있는 형태로 실험 자극물을 제작하 다(Lindsey, 2005).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정  이 은 

문장 구성 등에서 죄책감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확실히 죄책감을 높이기 해 

고안된 형태는 아니다. 공감  심이 높은 개인들에게 기된 죄책감을 유인하는 것이 캠페인 략에서 

유효한지를 더욱 심층 으로 악하기 해서는 그에 맞는 캠페인 조작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ㆍ부정 이 을 포함하여 이와 련된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기된 죄책감의 

정도를 높게 실험 자극물을 조작하여 재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는 방법이 유용할 것이다. 하지만, 

기된 죄책감의 강도를 높이기 한 처치를 하여 연구하기 해서는 유의할 들이 있다. 첫째, 

자연스러운 캠페인 구성이 아닌 지나치게 왜곡된 형태의 캠페인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생태학  타당도(ecological validity)의 측면에서 실험 결과의 실제 용에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둘째, 기존 연구에 따르면 지나치게 부정  정서를 강조하면 그 캠페인 자체를 회피하는 상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이다. 공포, 죄책감 등의 연구에 따르면 지나치게 부정 으로 캠페인을 구성하면, 

캠페인 자체를 회피하여 자칫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Lang & Yegiyan, 2008). 추후 기된 죄책감의 

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돕기 캠페인을 구성하여 연구한다면 이런 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행  의도의 결과에 나타난 방향성은 기된 만족감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은 기된 죄책감보다는 기된 만족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제 기아 돕기 캠페인 구성에 더 요하

다는 것을 암시한다. 캠페인의 제작에서 표  집단의 특성과 목 에 맞게 ㆍ부정 이 을 조 하

는 것이 요하다. 물론 사 에 캠페인 상자의 특성을 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표  집단이 

분명하다면 그 특성에 맞게 캠페인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감  심이 높은 개인들은 돕기에 

한 동기가 높은 집단으로 국제 기아 돕기 캠페인의 주요 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집단의 

성향과 선호도를 악하여 캠페인 략을 수립하는 것은 효과 으로 목 을 성취하기 해 필요하다. 

기존 돕기 연구의 부분은 돕기 캠페인의 달에서 부정  정서의 요성을 강조하 다. 곤경에 

처한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는 것은 슬픔, 분노 등의 부정  정서들로 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Vitaglione & Barnett, 2003). 부정  정서를 심으로 한 공감의 활성화가 돕기를 한 동기를 증진시키

는 것은 많은 연구 결과가 뒷받침한다(Batson et al., 2007). 하지만, 그것이 행 로 옮겨지기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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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과정이 필요하다. 뱃슨(Batson, 1997)이 인정했듯이 공감  심은 돕기를 한 동기를 제공할 

뿐 행 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행 에 직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된 

정서의 역할을 살펴보아 돕기의 동기가 큰 공감  심이 높은 개인들을 행 로 유도할 수 있는 

과정을 더욱 심층 으로 조사하 다. 그 결과는 공감  심이 높은 개인들을 행 로 유도하기 해서

는 캠페인의 제작에 있어 기된 만족감을 높이는 형태로 제작하는 것이 요함을 보여 다. 즉, 

공감  심이 높은 사람들을 행 로 유도하기 해서는 단순히 어려운 처지를 강조하기보다 행 를 

하 을 때의 만족감을 강조하는 형태로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기한 

공감  심이 높은 개인들에게 한 세 한 략을 수립하기 해서는 추후 다양한 변인과 상황 

제시를 달리하여 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를 하여 본 연구가 갖는 한계 에 한 인식이 필요하다. 첫째, 폐쇄된 공간에서의 

실험이라는 방법론의 채택으로 인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구체 으로 용하기 해서는 

실제 장 조사와 설문 등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근할 필요가 있다. 컨 , 실제 돕기 기구를 

통해 후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감  심의 성향이 강한지, 후원을 통한 자기 만족감을 추구하는지 

등에 한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이용된 공감  심은 돕기에 직 인 동기를 

제공하는 다양한 개인의 성향들  하나일 뿐이다. 연령, 소득, 후원 경험, 사회 혹은 가족 규범 등 

다양한 개인들의 성향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내용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컨 , 홍종필ㆍ김유경(2004)

에 따르면 연령, 소득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고학력일수록 인터넷 사용자의 자선 단체에 한 기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개인 성향의 차이에 따른 ㆍ부정 이 의 차별  

효과가 이와 같은 변인들을 고려하여도 일정하게 나타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행  의도는 단기 인 변화를 측하는 도구이다. 실제 돕기 활동은 일생에 걸쳐 지속 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 인 측면보다는 장기 인 측면에서 추  찰하는 연구 방법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한계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개인 성향과 형식  특성이 기된 정서의 역할과 행  

의도에 미치는 향을 탐구하여 돕기 분야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끝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범람 속에 복잡한 생각을 유도하기 보다는 이미지라든가 감성 인 근의 효용성이 요해지고 있다. 

특히, 돕기 캠페인에서는 통 으로 이성  소구도 요하지만 정서  소구의 요성이 강조되어왔

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 기아 돕기 캠페인에서 요한 변인으로 부각될 수 있는 기된 정서의 

역할과 정서간의 상  우 를 더욱 심층 으로 살펴본 데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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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act of Empathic Concern and Message Framing on Anticipated 
Emotions and Behavioral Intention in Help Campaign

Seung-Jo Lee*
3)ㆍHye-Lim Baek**

4)

Empathic concern is a major psychological factor which activates motives for help.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impact of empathic concern, as a personal trait, and the interaction with positive/negative framing 
influences responses towards help campaigns. Experiments with 176 subjects were conducted and the 
data were analyzed focusing on the role of anticipated emotions(satisfaction and guilt). The results were 
that people high in empathic concern showed larger anticipated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compared to people low. The main effect was weak for anticipated guilt. Evidence suggests that anticipated 
satisfaction mediate the influence of the interaction of empathic concern and framing on behavioral 
intention. Anticipated guilt did not appear to act as an mediating variabl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Campaign of Helping the Hungry, Positive Framing, Negative Framing, Empathic Concern, 
Anticipated Satisfaction, Anticipated Guilt, Behavioral Int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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