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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양한 기관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효과는 기부수혜자들을 표현하는 정보의 특징과 수혜시점의 시간지향성의 
상호작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며, 이는 주체기관의 사회적 활동에 대해 공감하는 정도에 의해 사회적 지원활동
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부수혜시점의 시간지향성과(단기지향성 vs. 장기지향성) 수혜자 인식
가능성(개인 vs. 집단)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기부 메시지를 구성하였고, 이를 실험을 통해 검정하였다. 기부수혜시점의 
시간지향성이 가까운 미래이고 수혜자가 특정된 개인인 경우, 긍정적인 태도와 감정으로 메시지를 평가하였다. 이에 
기부수혜시점의 시간지향성이 먼 미래이고 수혜자가 집단으로 표현된 경우 기부태도와 기부감정에 긍정적 효과를 보였
다. 또한 매개된 조절효과 검정 결과 주체기관에 대한 공감은 수혜자 인식가능성의 조절효과를 기부 태도, 긍정적 감정
에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부에서의 주체기관의 지원활동에 대한 시간지향성과 수혜자 인
식가능성의 영향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적 활동 메시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주제어 : 기부메시지, 사회적 활동, 해석수준이론, 공감, 기부수혜자의 인식가능성

Abstract  As many CSR activities grow steadily, how charitable giving messages affect donation attitude 
is received attention. In the current research, temporal orientation and donation recipients is presented 
an effective variables to judge a organization activities. This article based on CLT theory, we establish 
the experimental condition focused on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wo variables: time orientation in 
charitable activities outcomes(near future: a week vs. far future: a year); and based on the 
recognizability of recipients(a individual child vs. collective group). Result from study, charitable 
activities outcomes generated in near future orientation(far future orientation) increase donation 
attitude and affective when messages are used in a specific(general group) context. Furthermore, 
empathy of CSR organization is a mediator on donation attitude and affective. We expect that these 
findings have important implication for charitable giv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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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업의 사회적 활동은 지속가능한 경영의 중요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소비의 주요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MZ세대는 ‘가치 소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회적으로 
의롭다 느껴지는 기업의 제품을 사고자 하는 성향을 보
여 준다1). 기부에 대하여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의 국민 
개인 기부총액이 2015년 총 7조 9328억원, 2016년 8조 
939억원, 2017년 8조 2660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것도 지속적인 사회적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전
제되어 있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하는 기업과 
기부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기업의 사회
적 활동과 그에 대한 관심 및 행동을 유도하는 기부 캠페
인에 관한 연구들 역시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적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는 기부 캠페인은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하여 대중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발전되어 왔다. 대부분의 캠페인들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
진 유명인들의 봉사활동 모습을 보여주거나, 도움이 필요
한 사람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강조하며 사람들의 관
심을 유발하고자 한다[1]. 사람들의 기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부 캠페인 메시지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에 따
르면[2],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효과적인 메시지를 제작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감정적 요인으로서 공감
(empathy)은 상대에 대한 정서적 반응의 정도에 따라 
기부에 대한 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성공적
인 기부 캠페인을 위하여 기부캠페인의 메시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3, 4]. 

기존의 기부캠페인 메시지 선행연구들은 기부메시지
의 형태가 기부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해왔
다. 예를 들어, 기부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메시지
들의 유형으로 종교적 신념을 강조하거나 사람의 감정적 
반응에 호소하는 메시지[5-8]들이 효과적이거나, 사회적 
책임[7]을 강조한 형태의 메시지 등[9]이 중심이 되어왔
다. 특히 시간적 편향(immediate bias)과 시간의 지향
성(temporal orientation)이 사용된 메시지의 캠페인이 
기부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메
시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람들의 기부
행동을 위해 주체기관 지원활동 측면에서 살펴보는 연구
는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이 소비자들

1) “‘내 아바타 언제나와?’ 친환경 MZ 세대들 러쉬로 러시, 왜?”, 
중앙일보 온라인, 2020년 9월 22일

이 받아들이는 정보전달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정보를 비교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부메시지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부 수혜자와 
기부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종전의 연구에서 감정적 요인으로서의 공감을 매
개요인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도 공감을 메시지
의 효과성을 높이는 하나의 변인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좀 더 나아가, 사회적 활동의 주체가 
되는 기관들의 활동에 대한 공감을 변인으로 다루고 있
다. 주체기관들이 시행하는 기부활동들에 대하여 소비자
들이 얼마나 공감하는지,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지 여부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공감요인을 살펴보았다는
데 본 연구의 차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캠페인 기부 메시지 내에서 기부 유도
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시간적 거리(temporal 
distance)를 설정하고, 어떻게 기부 메시지가 구성되었
을 때 기부자들이 더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쉽고 나아
가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메시지 내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부 수혜자들
이 얻게 될 혜택의 시점을 표현하는 방식(가까운 미래 
vs. 먼 미래)과 기부 수혜자의 특성(구체적 vs. 추상적)을 
나타내는 방식의 조합에 따라 기부효과가 어떻게 달라지
는지 알아보고, 사람들이 주체기관의 사회적 활동에 느끼
는 공감이 기부태도 및 기부에 대한 감정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캠페인 메시지에 나타난 인식가능한 수혜자에 
    따른 기부효과

기부행위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기부 수혜자에 
대한 묘사도 기부 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0]. 기
부 수혜자가 입은 재해의 내용이나 묘사에 대한 표현이 
기부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미디어를 통한 잦은 노출이 
높은 기부금 모금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부가 필요한 재해지역에 대한 정보량이 높고 자세할수
록, 피해자들에 대한 이미지 형성을 구체화시켜 기부의도
를 증가시킨다[11]. 기부 캠페인에 나타난 기부 수혜자의 
신원 정보가 기부 행동에 미치는 연구들에 따르면, 기부 
수혜자에 대한 정보는 구체적일수록 기부의도에 높은 영
향을 미쳤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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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대한 뚜렷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정보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정보가 구체적이고 생생하
게 표현될수록 쉽게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 14]. 피해자에 대해 명시적이고 뚜렷한 정보는 강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이런 구체적인 정보는 이
름, 성별, 나이와 같은 개인에 대한 정보이다. 이를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identifiable victim effect)’라고 
하여 숫자로 제시된 통계적 피해자(statistical victims)
보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인식가능한 피해자(identifiable 
victim)가 기부자의 감정몰입도[13, 14]를 높여 주의를 
더 기울이게 만들고 기부의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12, 
15]. 특히 인식가능한 피해자 효과는 수혜자가 복수 일 
때와 비교하여, 수혜자가 한명일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6]. 연구에 따르면 이는 생생함(Vividness)과 확실성 효
과(Certainty effect)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통계적인 
수치나 일반적인 수혜자의 정보보다는 수혜자에 대한 구
체적이고 자세히 설명된 정보가 심리적인 동정심을 더 
유발시키고, 수혜자에 대한 감정이입을 강화시켜 기부에 
대한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6]. 이와 더불
어 통계적인 수치로 제시된 수혜자의 정보는 확률적으로 
인식되어 불확실하게 다가오지만, 구체적인 정보로 제시된 
수혜자의 정보는 확실하게 다가와 수혜자의 고통이나 기부
가 미치는 잠재적 결과가 명확하게 인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혜자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기부 설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기
대하며, 본 연구에서는 수혜자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있어
서 특정 개인(코림)과 익명의 다수(쇼타마을 사람들)라는 
수혜자를 설정하였다.

2.2 캠페인 메시지에 제시된 수혜시점에 대한 시간적 
    거리감에 따른 해석수준의 변화

본 연구에서 캠페인 메시지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
로서 해석수준 이론(Construal Level Theory; 이하 
CLT)[17-19]을 이용하여 조작메시지를 구성하고 있다. 
해석수준 이론(CLT)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인식하는 시
간적 거리에 따라서 정보를 해석하는 수준이 변한다고 
말하고 있다. 시간적 거리는 가깝거나 먼 미래에 일어나
는 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과 현재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지각된 간격(Perceived distance)을 의
미한다. 해석 수준은 대상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는 방법
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런 시간적 거리와 해석수
준이 소비자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이나 경영학, 행동경제학 분야에서 다

양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해석수준이론에 따르면, 지각된 시간적 간격이 현재시

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일수록 상위 수준의 해석
을 하며, 상대적으로 시간적 간격이 가까운 대상일수록 
하위 수준의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18-20]. 일반적으
로 사람들은 주어지는 정보의 대상과 얼마나 떨어져 있
는지 시간적 거리를 인식하는데 사용하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이다. 시간상으로 가까운 미래라고 느껴지는 경우에
는 명시적인 특성에 대한 세부 묘사를 중심으로 하위수
준(low level construal)의 개념들을 이용한다. 먼 미래
에 대해서는 대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추상
적이고 관념적인 상위수준(high level construal)의 개
념들을 이용한다[21]. 하위수준의 해석은 상대적으로 구
체적(concrete), 상황맥락적(contextualized)이며, 종
속적(subordinate)이지만, 상위수준의 해석은 추상적
(abstract)이고, 탈맥락적(decontextualized), 포괄적
(superordinate)이다[18]. 상위수준의 해석에 비하여 하
위수준의 해석이 상황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세부적인 
정보 기반의 특징을 보인다. 해석수준은 같은 대상이라
도, 사람들이 가지는 시간적 거리에 따라 서로 다른 수준
으로 해석한다.

해석수준이론은 목표 행위에 대한 해석을 위하여 실행
가능성(feasibility)과 바람직성(desirability)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실행가능성은 실행하기 위해 수단이나 방
법, 어려운 정도와 관련이 있는 ‘실행가능성(feasibility)’
에 초점을 맞추고, 높은 수준의 해석은 최종 목표에 초점
을 둔 ‘바람직성(desirability)’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 
따라서 캠페인 메시지를 과정이나 수단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와 달성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를 구분하였고, 실험 결과 시간상 거리가 먼 경우에
는 바람직성을, 시간상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실행가능
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즉, 대상
에 대한 거리감이 멀어질수록 대상과 관련된 높은 수준
의 가치인 바람직성을 활성화 시켜 추상적인 특징을 강
조하는 메시지가 효과적이고, 대상에 대한 거리감이 가까
워지면 실행가능성을 활성화 시켜 구체적인 특성을 강조
하는 메시지가 효과적이다. 결과적으로 캠페인 메시지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떤 대상과 시간적 간격을 구
성하는 것이 가능하다[19, 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캠
페인을 통해 수혜를 받는 시점을 시간상 거리가 가까운 
경우(일주일 후)와 먼 거리(일 년 후)로 나누어 수혜자를 
설명하는 메시지의 특성과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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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가설
Fujita et al.[23]은 돌고래를 대상으로 한 야생동물 

후원 캠페인 실험에서 특정 돌고래 한 마리가 명시되었
을 때와 일반적인 돌고래집단으로 표현하였을 때 기부되
는 금액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개인은 하위수준
으로, 추상적인 다수인 조직이나 집단은 상위수준으로 해
석되었다. 캠페인 메시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수혜자 인식가능성이 반영될 것이며, 구체적인 개인을 표
현한 메시지는 하위수준으로, 다수의 일반적 집단을 표현
한 메시지는 상위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록 주체기관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개인적 선호가 
다를 수 있지만, 시간적 지향성을 바탕으로 지원활동이 
전달되는 시간을 다르게 해석할 것이다. 사람들은 주체기
관의 지원활동의 수혜시점이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경우 
구체적이며 하위수준에 초점을 두고, 반면 먼 미래에 발
생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위수준에 초점을 둔 추상적 
해석에 초점을 둘 것이다. 따라서 수혜시점이 가까운 미
래(일주일 후)인 경우, 수혜자를 인식할 수 있는 정보는 
추상적인 다수(집단)보다 구체적인 특정 수혜자(개인)를 
제시하였을 때 기부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주체기관의 사회적 활동의 결과가 발생하는 
수혜시점이 먼 미래(일 년 후)일 경우, 추상적인 다수(집
단)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명시된 특정 수혜자(개
인)를 제시한 정보보다 기부의도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1. 기부수혜시점이 가까운 미래(일주일 후)일 경
우, 수혜자가 추상적인 다수일 경우보다 구체
적인 개인의 경우 더 큰 기부의도를 유발할 것
이다.

가설2. 기부수혜시점이 먼 미래(일 년후)일 경우, 수혜
자가 구체적인 개인일 경우보다 추상적인 다수
인 경우 더 큰 기부의도를 유발할 것이다.

공감은 타인의 정서적 상태에 대하여 걱정과 이해로 
발생하는 감정적인 상태로, 상황과 감정에 흡수되고 감정
적 경험을 공유하고 몰입하는 정서적 반응이다[24].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 공통된 목표의 협업에서 필수요소이다. 
또한 공감은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은 제한하고, 타인
에게 도움이 되는 이타적 행동을 유도한다[25]. 기존 연
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면, 이타적
인 도움 행동은 더욱 강하게 발생하며 이 또한 예측이 가

능하다[25]. 그리고 공감은 기부상황에서 기부에 대한 태
도와 기부금액 및 기부횟수[26]와 같은 종속변수에도 영
향을 미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상에 대한 공감의 정도
가 강할수록 기부의도가 높게 나타나며, 공감하는 대상에 
따라서 기부의도가 지향하는 목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이다.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들에 대한 캠페인 활동을 
보면서 사람들은 안쓰럽고 걱정하는 마음으로써 아이들
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25, 27]. 

또한 기부효과를 유발하는 요인은 수혜자의 특성[6],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및 수혜자와 기부자간의 관계 
설정의 방식[28]에 따라 공감의 정도가 다르며 이는 기부
행동 및 기부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캠페인에 참여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에 대한 근거가 되며, 이를 통해 기
부 수혜자에 대한 공감을 통해서 지원활동이 촉진 될 것
이다. 

기존연구에서 수혜자에 대한 감정적인 공감에 집중되
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체기관이 시행하는 캠페인 
활동에 대한 공감에 따라 기부행동이 다를 것이라고 기
대한다.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거나 지지함으로써 
소비자가 타인을 돕는 행위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주체기
관을 통해 사람들이 사회적 활동에 동참하는 것을 유사
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연
구를 살펴보면, 주체기관의 활동에 높은 공감을 할수록 
기업의 사회적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29, 30]. 주
체기관의 지원활동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람들
은 주체기관에 대한 감정적 교감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지원활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높은 의도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혜자의 인식가능성과 기부수
혜시점의 시간적 지향성에 따라 사람들은 주체기관에 대
한 공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때 발생한 조절효과들이 가
설1-1과 1-2에서 제시된 기부태도와 긍정적 감정에 대
한 조절효과들의 원천으로 작용하게 되는 매개된 조절효
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
하였다. 

가설 3. 기부수혜시점의 시간적 지향성과 수혜자 인식
가능성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주체기관에 
대한 공감을 통해 기부태도 및 긍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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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설계 및 분석결과 
4.1 응답자 및 절차

본 실험은 시간지향성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식가능한 수혜자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2{지원활동의 결과가 발생하는 기부 수
혜시점: 가까운 미래(일주일 후) vs. 먼 미래(일 년후)} × 
2{수혜자 인식가능성: 구체적인 개인(코림) vs. 추상적인 
다수(쇼타마을 사람들)}의 실험 연구로 구성되었다. 실험
대상으로 학부 학생 102명이 참가하였으며 이중 불성실
하게 응답한 2명을 제외하고, 각 셀당 25씩 100명에 대
한 자료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실험 대상들은 네 가
지 실험조건에 무작위로 할당되었으며 분석대상의 평균
연령은 22세였고 이 중 남학생은 59%인 것으로 나타났
다. 모든 실험 참가자들은 실험을 완료한 후 소정의 상품
을 제공하였다. 시간적 지향점은 가까운 미래이고, 수혜
자 인식가능성 정보의 구체성과 추상성에 대한 조작물을 
Fig. 1에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We are the international relief and development organization 
working for our neighbors around the world.

Since 1973, we have been working to assist those in need due to 
poverty, war and natural disasters.

We are currently on the project for the poor in Africa.
Korim, in Niger Africa, is always hungry.

He can be provided with nutritious porridge through your support.
It will help him to get healthy and happy after a week of eating 

nutritious porridge.
Shota villagers, in Niger Africa, are always hungry.

They can be provided with nutritious porridge through your support.
It will help them to get healthy and happy after a week of eating 

nutritious porridge.

Fig. 1. Manipulation Messages

실험에 사용된 기부수혜시점의 시간적 지향성은, ‘시
간-해석(temporal-construal)’ 현상에 기반하여
(Trope, 2004) 시간적 거리에 대한 해석수준을 활성화 
시키는 요인으로 시간상으로 먼 거리(일 년후)와 가까운 
거리(일주일 후)를 조작하였으며, 이는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조작하였다[31]. 인식가능한 수혜자에 대한 정보는 
기존 연구[8]를 따라 구체적인 수혜자의 이름 정보(코림)
를 명시하여 조작하였고, 반대로 수혜자의 정보를 집단형
태(쇼타마을 사람들)로 제시하여 추상적으로 인식가능한 
수혜자를 실험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조작하였다. 

4.2 분석결과
기부태도를 측정하는 항목은 Gurhan-Canli와 

Maheswaran[32]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바탕으로 
4개의 문항(나쁘다/좋다, 호감이 가지 않는다/호감이 간
다, 좋아하지 않는다/좋아한다, 부정적이다/긍정적이다)
을 7점 의미분별척도법으로 측정되었다(Cronbach’s α 
= 0.937). 메시지로부터 발생하는 긍정적 감정은 Shiv 
and Nowlis[33]의 연구에서 사용된 항목들(거슬린다/거
슬리지 않는다, 불쾌하다/유쾌하다, 슬프다/행복하다, 부
정적이다/긍정적이다,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좋다)을 선
정하여 측정하였다(Cronbach’s α = 0.96). 주체기관에 
대한 공감은 Megrabian and Epstein[34], Davis[35], 
Shin[36]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바탕으로 3개의 문
항(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경험하고자 노력했다/경험을 공
유하고자 했다/기업의 사업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사안처
럼 느껴졌다)을 수정 및 재구성하였다. 항목에 대한 변수는 
Likert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Cronbach’s α = 0.806).

기부수혜시점의 시간적 지향성에 대한 기부태도
(F=1.349, 유의확률 0.248>0.05)와 긍정적 감정
(F=3.206, 유의확률 0.0706>0.05)에 미치는 영향은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수혜자 인식가능성에 
대한 기부태도(F=0.115, 유의확률 0.735>0.05)와 긍정
적 감정(F=0.032, 유의확률 0.859>0.05)에 미치는 영향
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기부수혜시점
의 시간지향성과 수혜자 인식가능성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부태도의 영향은 유의수준 0.10에서 유의미한 차이
(F=2.951, 유의확률 0.089<0.10)를, 긍정적 감정의 영향
은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F=4.813, 유의확률 
0.031<0.05)를 보인다(Table 1, Fig. 2).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Time don_att 1.695 1 1.695 1.349 0.248
emo 2.563 1 2.563 3.206 0.076

Object don_att 0.145 1 0.145 0.115 0.735
emo 0.025 1 0.025 0.032 0.859

Time*
Object

don_att 3.708 1 3.708 2.951 0.089
emo 3.848 1 3.848 4.813 0.031

Table 1. Tests of Between-Subject Effects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부수혜시점의 시간적 지향성과 
수혜자 인식가능성이 기부태도와 기부에 대한 긍정적 감
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
과 기업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공감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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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시간적 지향성과 수혜자 
인식 가능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주체기관에 대한 공감을 
통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수에 대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행하였다.

주체기관 공감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기부수혜시점의 
시간지향성(F=0.209, 유의확률 0.648>0.01)과 수혜자 
인식가능성의(F=0.062, 유의확률 0.805>0.01)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부수혜시점의 시간
지향성과 수혜자 정체성의 상호작용은 유의하게 나타났
다(F=5.369, 유의확률 0.023<0.05).

Fig. 3. Estimated Marginal Means of Empathy

Fig. 3은 지원기관 공감에 대한 기부수혜시점의 시간
지향성과 수혜자 정체성의 상호작용을 나타냈다. 가설 3
의 검정 결과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적인 결과를 보
였고, 시간지향성과 수혜자 인식가능성의 조절효과가 주
체기관에 대한 공감에 조절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
인다. 이 조절효과가 매개되어 기부태도와 긍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Muller et al.[37]의 절차를 이용했다. 이 절차는 Baron 
and Kenny[38]의 매개효과의 검증절차를 확장했다.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검정절차와 Muller et al.
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정절차에 대한 비교는 Appendix 
1에 붙인다. 

주체기관 공감이 기부수혜시점의 시간지향성과 수혜
자 정체성의 조절효과를 매개하여 Muller et al.이 제시
한 네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SPSS 20
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기부수혜시점의 시
간지향성과 수혜자 인식가능성은 –1, +1 코딩(contrast 
coding)을 이용하였고, 매개변수로 측정된 지원기관 공
감은 해석과 모델 검정의 편의를 위해 Cohen et al.[39]
의 추천을 따라 중심화 과정을 거쳤다. 

수혜자 인식가능성의 조절효과가 매개된 조절효과의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각각의 
종속변수에 대해(기부태도, 긍정적 감정) 기부수혜시점의 
시간지향성, 수혜자 인식가능성, 기부수혜시점의 시간지
향성과 수혜자 인식가능성의 상호작용을 독립변수로 하
는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세 모델에서 기부수혜시점의 
시간지향성과 수혜자 인식가능성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부수혜시점의 시간지향성과 수혜자 
인식가능성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매개
된 조절효과의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Table 2).

Dependent variables
Donation attitude Emotion

b t b t
Time  0.034  0.339   0.017  0.178
Object 0.115 1.161  0.175 1.791

Time*Object  0.171 1.1718*   0.214  2.194**

Mediation variable_Empathy
b t

Time 0.022 0.223
Object 0.048 0.490

Time*Object  0.232  2.368**

Table 2. Regression for Dependent and Mediation 
Variables

Fig. 2. Estimated Marginal Means of Depende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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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에는 주체기관 공감이 매개된 조절효과의 조

건을 만족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행한 회귀분석 통계
량이 요약되어 있다. 주체기관 공감은 기부태도와 긍정적 
감정에 대해서 모두 유의적인 효과를 보였다(계수 값이 
각각 0.586, 0.474). 또한 수혜자 인식가능성과 기부수
혜시점 시간지향성의 상호작용 계수도 Table 2의 결과
와 비교해 보았을 때 기부태도의 경우 0.171에서 0.032
로 긍정적 감정의 경우는 0.214에서 0.104로 감소하였
다. 주체기관 공감은 매개된 조절 효과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유의한 값으로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기부수혜
시점의 시간지향성에 대한 수혜자 인식가능성의 조절효
과를 기부태도, 긍정적 감정에 전이시키는 매개된 조절효
과를 보였다. 

Donation attitude Emotion
b t b t

Time 0.070 0.811 0.139 1.528
Object  0.063  0.727  0.020  0.215

Time*Object  0.032  0.367  0.104  1.140
Empathy  0.586 6.583***  0.474 5.025***

Empathy*Time 0.058 0.651  0.034  0.368
Empathy*Object 0.079 0.888 0.067 0.714

Table 3. Mediated Moderation of Empathy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거리감을 다룬 해석수준 이론 

기반의 연구[23, 40]들을 확장하여, 사람들의 기부의도에 
효과적인 메시지를 설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
인으로 기부수혜시점의 시간지향성과 기부수혜자들의 인
식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기부수혜시점의 시간 지향성이 
단기적일 경우, 수혜자들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명
시적인 개인 수혜자일수록 기부태도와 기부에 대한 긍정
적 감정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부메시지에서 제공하는 
시간적 지향성이 수혜자에 대한 인식가능한 정보와 상호
작용하여 정보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나타내며, 이로 인해 기부 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기부활동을 유도하는 메시지 내에서 
정서적인 접근으로 주체기관에 대한 공감의 매개역할을 확
인했다. 특히, 사회적 활동을 주체하는 기관에 대한 공감이 
높을수록 캠페인 지원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가 해석수준 이론과 공감을 바탕으로 사회적 

활동을 제시하는 메시지 전략을 수립하는데 새로운 시각
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몇 가지 중요한 한계를 가지고 있
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 본 연구의 해석수준이론을 기본개념으로 사용하
여 사회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심리적 거리감을 중
심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해석수준이론은 심리적 거리
감을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거리감 등 세밀하게 나누어 
제시[20, 41]하고 있으므로, 정교한 심리적 거리의 작동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회적 활동의 상황을 다양하
게 표현할 수 있는 실제 상황을 적용하여 잠재적 사회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국
내 실존 기업들이 실행하고 있는 사회적 활동 상황이라던
가 혹은 기부수혜자의 정체성을 해외가 아니라 국내의 경
우로 설정하는 등 보다 심리적 거리감의 긴밀성을 강조하
고, 이를 반영한 국내외 차원에서의 비교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수혜시점의 시간적 지향성과 수혜
자 인식가능성에 대한 적합성을 살펴보았다. 특정 개인 
수혜자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사람들에
게 정확성과 확신을 느끼게 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유발
한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표현한 집단에 대한 정보는 
특정 개인의 정보보다 확신성이 낮을 것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 지향성과 수혜자 인식가
능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실험을 수행하였으므로, 차후 주
체기관의 실제 기부상황이나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심리
적 변수들을 정교한 실험설계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필
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적 활동에 대한 이성적, 감성적 메시지 
접근에 대한 논의 뿐 만 아니라 감정적인 소구로써 주체
기관에 대한 공감을 매개로 심층적으로 살펴본 데서 의
의가 있다. 또한 Muller et al.[37]이 제시한 매개된 조절
효과의 검정절차를 확장 적용하여 주체기관 공감의 매개
변수를 하나의 회귀분석 모델에서 동시에 고려하여 매개
변수의 상대적 효과를 검증하였다[39]. 또한 최근 점점 
늘어가고 있는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메시지 요인들을 전략적 요소로 제시한다
는데 실무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활동이 중요한 기업의 전략 수단[42]이 되면
서, 사회적 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사
람들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유입[43]해야 하는 것은 중요
한 과제이다. 특히 사회적 활동을 나타내는 메시지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시간지향성에 대한 이해는 실무적으로
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후원기금 
모금을 전달하는 메시지 전략을 기부수혜자의 명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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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기부수혜시점의 시간지향성을 가깝거나 멀게 
표현한 특성에 따라, 개인으로 혹은 집단으로 표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실제 주체기관에서 실행하는 지원활동이 
수혜자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하면, 수혜자를 불특정한 다
수의 문제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특정 개인의 구체적인 
문제로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기부 활
동을 위한 전략으로 메시지를 통한 소구, 이미지를 통한 
활용하여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경영
을 위한 사회적 활동이 필수적인 전략으로 자리 잡은 시
점에서 캠페인 활동을 하는 주체기관에 시사 하는 점이 
있다. 

사회적 활동을 전달하는 다양한 메시지들을 설정할 때 
기부 수혜자에 대해 심리적으로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
록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주체하는 기관의 사회적 활동
에 대한 공감을 더 높이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은, 
지원활동에 대한 당위성과 지지적인 감정을 유도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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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ion Effect
(Baron and Kenny 1986)

Mediated Moderation Effect
(Muller et al. 2005)

1
The independent variable (x) shows a significant result for the 
dependent variable (y) (i.e.,  is significant in the model of 

y=  +  x).
Ⅰ

There is a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 
(x) and the moderation variable (mo) with respect to the dependent 
variable (y) (i.e.,  is significant in y =  + x  + mo + 

x*mo).

2
The independent variable (x) shows a significant result for the 
mediation (me)  (i.e.,  is significant in the model of me = 

  + x).
Ⅱ

There is a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 
(x) and the moderator (mo) for the mediator(me). (i.e.,  is 

significant in me =  + x  + mo + x*mo).

3
When independent variables and mediation considered at the 
same time, the mediation show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dependent variable (i.e.,  is significant in the model of y = 
 + x  + ).

Ⅲ

When independent variable (x), mediator (me), moderator (mo), 
interaction of independent variable and moderator (x*mo), and 

interaction of mediator and moderator (me*mo) ar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the moderator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dependent 

variable
(i.e.,   is significant in y =  + x  + mo + me 

+ x*mo + me*mo).

4
When the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mediation ar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the magnitude of the coefficient 
of the independent variable should be smaller than that of no 
mediation (i.e.,   in model 3 should be smaller than  of 

model 1).
Ⅳ

When independent variable (x), mediator (me), moderator(mo), 
interaction of independent variable and moderator(x*mo), and 

interaction of mediator and moderator(me*mo) ar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the magnitude of the coefficient for the interaction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control variable should be 
smaller than that in the case of no parameter (ie,  in model III 

should be smaller than  in model I).

Appendix 1. The Comparison of Mediation Effect and Mediated moderation Eff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