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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InthisstudyIexaminedtheeffectofincomelevelandself-construalon

thedonationactivities.Especially,Iinvestigatedthattypesofself-construal

playedanessentialmoderatingroleintherelationshipbetweenincomelevel

anddonationactivities.

According to the results,as income levelwas increased,consumers'

donation amounttended to beincreased,butthedonation amountswere

decreased when theincomelevelwasvery low.Also,theresultofthe

two-way interaction showed that consumers with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were more donated than consumer with independent

self-construalinthecaseofhighincomelevelormiddleincomelevel.But,

when income levelwas low,there was no difference ofthe types of

self-construalinthedonationamount.

Keywords:incomelevel,self-construal,donation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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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 넘게(구체 으로 1987년 6월 항쟁 이후)시민단

체 NGO 같은 비 리조직의 숫자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최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한 하나의 안으로 비 리

조직에 한 심,나아가 사회 기업1)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NEWSPIM,2011).비 리 조직과 련해서는 시민단체,재단법인,환경단체,

여성단체,소비자 단체,사회복지기 ,민간병원이나 사립학교를 포함한 범

한 시민들의 조직과 단체들을 통해 사회발 과 민주주의 성장을 만들어 내

려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참여와 노력은 비 리조직의 발 에 핵심 인 기여를

하고 있다.특히 안정된 재정 인 기반을 갖지 않은 비 리조직에 한 시민

들의 기부행동은 이들 조직을 보다 안정화시키는데 매우 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alamon,1999;황창순,강철희,2002).이처럼 개인의 기

부활동은 비 리조직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주고,사회발 과 사회통합에도 커

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수

에서 사회 공익을 한 기부활동을 개하고 있는지에 해 체계 인 연구

가 이 지지 않고 있다.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제수 이 향상됨에 따라 과거

에 비해 양 인 성장에서 삶의 질 인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으

며,사회복지에 한 요구 수요가 크게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김주

원,김용 ,2008),어느 정도의 기부노력을 개하고 있는지,그리고 그들의

기부노력에 어떠한 요인들이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가 아직도 부족한

1)사회 기업이란 사회 목 을 우선 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 매 등 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비 리법인을 포함한다.사회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

공하고 사회 필요 충족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문화,보육,간병 등 사회서비스를 확충

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사회 기업은 꾸 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반 기업에

비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NEWSPIM,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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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

한 효율 으로 기 모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부분 비 리조직

의 공통과제로서 무엇보다 고정 으로 기부할 수 있는 개인기부자들을 개발

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이와 련해 Kotler& Andreasen(1991)은 상이한

계층의 고정기부자를 확보해 나가기 해서는 기 모 활동의 개념이 개발단

계2)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기부행동과 련된 연구들은 기부자의 소득,교육수 ,연령,종

교,결혼상태 등의 인구통계학 속성에 따라 기부행 가 달라질 수 있고,기

부와 련된 개인 인 경험 등에 따라서도 기부행 의 양상이 다를 수 있음

에 제시되어 왔다.그리고 이러한 요인과 더불어 이타심,동정심,공감,사회

책임감,죄의식 등의 심리 요인과 같은 내 동기에서의 차이에 의해서

도 기부행동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기부에 따른

세제혜택,그리고 주변의 권유나 요청 등의 외 동기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음이 제시되어 왔다(강철희,고언정,정혜 ,2009).

그러나 인구통계학 특성과 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은 기부자의 소득수

과 기부행 에 한 혼재된 연구결과이다.소득수 과 련된 연구들을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소득수 이 낮은 사람에 비하여 소득수 이 높은

사람이 기부에 해 더 정 인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BankandTanner,

1999;Autenetal.,2002조소라,1995)과 반 로 소득수 과 기부행 간의

상 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들(유수진,2002;강철희,1998),그리고

오히려 소득이 높은 집단보다는 소득이 낮은 집단이 기부기 의 극 인 요

청과 주변인의 권유로 기부한다(김남숙,2007)는 결과들이 혼재되어 있다.소

득수 과 기부행 간의 계를 밝힌 기존 연구들을 잘 살펴보면,혼재된 결

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추론해볼 수 있다.첫째는 소득과 기

부행 간의 계를 밝힌 연구들이 서로 다른 종속변수를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둘째는 소득수 과 기부행 간의 계에 있어 기부동기 같은 새

로운 조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다시 말해 소득수 이 높더라

2)여기서 말하는 개발단계는 기 모 활동의 략 마 의 실시단계로 볼 수 있으며,이 단계의

기본 사고는 자 공 원에 노력을 집 하여 그곳에 있는 다양한 기부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청원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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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부동기나 낮다면 소득수 과 기부행 간의 정의 상 계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이에 본 연구는 소득수 과 기부행 간의 계에

있어 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조 변수로 소비자의 자아해석

(self-construal)의 조 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다시 말해,기존 연구들은 소

득수 이 기부행 에 미치는 직 효과만을 고찰하거나,기부동기 이외에 다

른 조 요인에 한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 다.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부행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소득수 과 이들의 계를 조 할 수 있는

새로운 변수로 소비자의 자아해석 수 이 미치는 조 효과를 제시하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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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구의 목

본 연구의 목 은 크게 세 가지 이다.먼 기존 연구에서는 소득의 수

이 기부행 에 미치는 효과를 고찰하 는데,본 연구에서는 실제 소득이

아닌 시나리오를 통해 월소득을 크게 세 가지 수 으로 확 하여 기존의 혼

재된 결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한,소비자의 기부행 에 향을 미칠 수 있

는 새로운 요인으로 소비자의 자아해석 수 을 제시하고자 한다.소비자의

자아해석 수 은 독립 자아해석과 상호의존 자아해석으로 구분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 계나 다른 사람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상호의존 자

아해석 성향이 높은 소비자들이 사회의 복지나 사회 단체 등에 심이 많

아 기부행 에 한 의도도 높게 형상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한,기존 연구에서는 소득수 이 기부행 에 미치는 효과에 주목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 이 높거나 낮더라도,소비자의 자아해석 수

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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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연구의 구성

제1장에서는 개인의 기부에 한 심,나아가 비 리 조직에 증 와 더

불어 개인기부의 요성을 언 하고,개인기부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소득

과 소비자의 자아해석 수 이 미치는 향에 한 연구목 을 밝히고,본 연

구를 수행하기 한 구체 인 방법과 차를 제시하 다.

제2장에서는 기부와 련된 문헌을 고찰하고자 한다.그리고 이를 바탕

으로 세 가지 연구가설을 설정할 것이다.첫 번째 가설을 기부행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학 변수로 개인의 소득수 과 기부 액 양과의 계

를 제시는 가설이며,두 번째 가설은 기부행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

른 개인차 변수로 소비자의 자아해석 수 과 기부 액 양과의 계를 제시하

는 가설이며,마지막 가설은 소득수 과 소비자의 자아해석 수 간의 상호

작용 효과에 한 가설이다.

제3장에서는 개인의 소득수 과 소비자의 자아해석 수 이 기부 액의

양에 미치는 효과를 실험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연구의 결론에 한 요약 이에 따른 시사 을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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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헌고찰

제1 기부개념

기부는 원론 으로 무엇인가를 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즉,기부

행 란 자선기 공공기 에 한 기여, 는 가없이 공헌을 하는 것을

뜻한다. 한 국어사 을 보면 기부에 해 ‘어떠한 일에 보조의 목 으로 재

물을 내어주다’라고 쓰이고 있으며, 미권에서는 ‘giving’,‘donation’,‘gift’등

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그러나 실에서는 기부의 개념에는 재물뿐만 아

니라 시간,즉 사활동의 개념이 포함되며,자선 활동을 뜻하기 때문에 단

순히 사 의미로만 이해한다는 것은 기부의 일부분만을 볼 수 있는 오류

를 범할 수도 있을 것이다.더 구체 으로 기부행 의 개념은 자선 인 기부

(charitabledonation)와 박애 인 기부(philanthropicdonation)로 구분할 수

있다.따라서 자선(charity)이라 함은 ‘사랑으로 주어진 기부(givegivenout

oflove)’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의미로 불우한 환경의 사람들에게는 하

며,그밖에 사람들에게는 동정심과 용 등의 개인 인 차원의 심과 자비

심에 근거한 행 를 말한다. 한,박애(philanthropy)는 ‘깊은 인간애(loveof

humanity)’라는 라틴어에서 생된 말로서 기부행 의 동기에서 구별된다.이

는 미시 인 으로 인간존재와 가치,세계에 한 비 과 정 인식,경

험에 한 깊은 확신,그리고 교환가치를 지닌 일방향 으로 가없이 주는

것을 뜻한다.그러나 이는 개인 인 차원보다는 좀 더 한 의미로 인류라

는 집합 인 차원에서,인류의 발 그리고 사회서비스를 한 규모의 기

혹은 조직화된 기구에 으로 기부하는 행 를 의미한다(Payton,1989,

오혜진;재인용).그리고 국내의 경우 강철희(1998)는 기부의 개념을 선행연구

자들의 연구를 토 로 좀 더 확장하 는데,그는 기부행 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상 방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자발 인 친사회 행동의 일부

분이라고 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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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기부 련 연구

1.기부동기

기부와 련한 연구들은 주로 기부동기와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차

이에 한 연구가 주류이다.먼 기부동기와 련된 연구들은 주로 직

인 편익을 얻기 한 동기(Andreoni,1990),이타 동기(Smithetal.,1995),

일체감에 의한 동기(Maeland Ashforth,1992),사회 동기(Glazerand

Konrad,1996),체면 동기(Harbaugh,1988),그리고 정체성 부각동기(Arnett

etal.,2003)등의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이들 연구 Smithetal.(1995)은

과거의 기부행 여부가 재 기부행 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 는

데,이들 결과에 의하면,과거의 기부경험이 기부행 에 해 정 인 인식

을 갖도록 하여 재기부를 할 수 있도록 동기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체성 부각과 련하여 Arnettetal.(2003)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속했던 조직과 련되어 혹은 자신이 지지하던 과 련되어 강한 정체성을

형성할 경우,사람들은 자신의 조직을 해 물질을 기부하고,나아가 정

인 구 활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제시하 다.

그러나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기부행 는 일반 으로 이타 동

기에서 연유된다.하지만 기부행 가 항상 이타 동기로 인해 형성되기보다

는 이기 동기에서 발생될 수 도 있다(Cialdinietal.,1997;Holmesetal.,

2002).최근 들어 Shangetal.(2008)은 기부에 한 평가에 있어 정체성과 자

심(self-esteem),그리고 사람들의 집 성향(selffocusvs.otherfocus)의

효과를 제시하면서 기존 연구들에 한 혼재된 결과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다.이들 결과에 의하면,자신의 정체성이 (불)일치할 경우 기부에 해 더

(낮)높게 평가하 으며,이러한 결과는 자 심 수 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 심이 낮을 때(vs.자 심

이 높을 때)기부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반 로 정체성이 일치할 경우에

는 자 심이 높을 때(vs.자 심이 낲을 때)기부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 심성향(selffocus)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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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심성향(otherfocus)사람들에 비해 기부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

나,정체성이 일치할 경우에는 사람들의 집 성향(selffocusvs.otherfocus)

에 따른 기부비율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의도와 련된 국내 연구의 경우,김용 과 김주원(2005)은 학기부

자의 기부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학기부자들은 일체감보다는 상호

호혜성을,감성 인 기부태도보다는 이성 인 기부태도를,이기 인 기부보다

는 이타 인 기부태도를 더 요시 여기며,특히 이성 인 기부태도는 학

기부자의 기부의도에 큰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제시하 다.그리고 김용

과 김주원(2008)은 자선단체기부자의 기부동기를 한층 더 확장하 는데,이들

결과에 의하면,비 리조직과 련된 기부동기 요인인 정체성 부각동기가 기

부행동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상호 호혜성,이성 동

기,그리고 이타 동기가 기부행 에 정 인 향을 미치며,이 때 개인

기부자의 기부만족 경험이 기부행동에 유의한 조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황성욱과 이종 (2010)은 정치인의 자선 행 가 의 PI( 통

령의 정체성)인식과 정치인의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고찰하 는데,이들 결과

에 의하면, 통령의 기부사실에 한 태도는 체로 우호 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동기와 련하여 기부에 한 외 동기를 들 수 있다.외 동기

와 련해서 세재혜택과 련된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기존 연구에 의

하면 세제혜택은 기부의향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기부의향이 있는 사람

들에게 세제혜택이 없을 때에 비해 기부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유인하

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이러한 세제혜택을 경제학 시각에서는 기

부의 가격으로 개념화해서 설명하기도 한다.즉 세제혜택으로 인해서 실제로

기부하게 되는 가격이 상 으로 더 낮아지게 된다면 이는 사람들의 기부를

더욱 진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많은 연구들은 제시하고 있다(Eckeland

Grossman,2003;EckelandGrossman,2004;Bekkers,2005;Karlanand

List,2006).국내의 경우 조선주(2008)도 기부 활성화를 한 세제혜택은 바

로 이런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실제 상황을 조

사한바 있는데,그의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기부행동에 한 세 의 향은

그리 크지 않은 사실이다.우리나라에서 기부행동과 련해서 세제혜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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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이 크지 않은 것은 두 가지 경우와 련되어지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경제 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보다 정확하게는 세제혜택의

규모가 일정한 수 이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 경우에만 세제혜택이

라는 외 자극이 동인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두 번째로는 세제혜택

의 규모가 일정한 수 이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도 기부동

기가 어떤 형태로든 잠재되어져 있는 경우에만 세제혜택이라는 외 자극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한,Auten& Joulfaian(1996)의 연

구에서는 고령의 부자 부모와 그들의 자녀와의 세제기록을 분석하 는데,부

모의 생애기부와 유산기부는 자녀의 소득과 세제와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특히 과세 상 재산에 해 세 이 1% 감소할수록 유산부비율 2.5%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인구통계학 특성

기부행동은 스스로가 갖는 경제 상황에 한 인식에 의해서 향 받을

수 있다.즉 일부의 사람들에 있어서는 경제 여유 자체가 기부의 외 동기

로 작동할 수 있다.이와 련해 Havensetal.(2007)은 사람들 스스로의 재

정 상황에 한 인식,즉 경제 여유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 보다

한 기부자가 되게 하는데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Bennett&

Kottasz(2000)에 의하면 타인에 비해서 경제 으로 여유롭다고 생각하는 경

우에 더 높은 수 의 기부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는데,이러한 상은

경제 여유에 의한 직 인 향력이라기보다는 다른 동기 요인들과의 결

합 향력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즉 기부에의 요청과 자극에 반응하는 형

태에서 경제 여유는 기부행동의 요 동기로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본

다(Okuunade,1996;Schlegelmilchetal.,1997).

한,인구통계학 특성과 련하여 Micklewright& Schnepf(2009)는

고등교육을 받을수록,직업상 리직 혹은 문직의 지 를 가질수록,자국

내 기부보다는 해외 기부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 으며, 한 해

외에 기부하는 기부자의 경우,국내 단체들에도 기부하는 경향성이 높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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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되었는데,특히 환경,종교 등의 특정 역에의 기부참여와 연 성

이 높다고 제시하 다.한편 소득과 련해서는 소득이 낮을 경우 주로 국내

역에 기부를 하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해외 역에 한 기부 경향성이 높

아지는 것으로도 보고하 다.Rajanetal.(2008)은 여성일수록,자원 사자일

수록,이민자일수록,고소득자일수록,고학력자일수록,종교성이 높을수록,정

치의식과 참여도가 높을수록 국내기부보다는 해외 역에 기부할 가능성이 높

다는 사실을 제시하 다.

그리고 본 연구와 련하여 국내의 경우 소득과 기부행 와 련하여 많

은 연구가 이루어졌다.다시 말해서 기부자들의 경제 인 여유인 가구소득은

기부행 의 요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미국의 경우 가구소득에 한 기부

의 비율인 기부노력의 정도는 가구소득의 약 1.9%로서,소득수 이 높은 사

람의 97%가 자선활동을 한 기부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BankandTanner,

1999;Autenetal.,2002),우리나라의 경우 기부자들은 자신들의 경제 수

으로 본 층 50%, 하소득층 26.3%, 상소득층의 16.3% 순으로 간

소득층을 심으로 기부행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다른 연구에서도 기부행

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제 수 을 보면 주로 하 소득층과 소

득층이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기부자의 소득과 기부의향의 계에서

기부액이 연 1백만원 이상인 경우가 1백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기부의향이 높

고(조소라,1995),가구의 소득수 이 기부행동의 정기성과 정 인 련성을

갖는다고 설명한다.반면,소득이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서 련성을 갖지

않다는 연구도 존재한다(유수진,2002).그리고 기부노력의 측면에서는 정(+)

인 계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강철희,1998).이처럼 소득과 기

부행 간의 계에 해서 일 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종속변수의

설정에 따라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보고한다. 한 기부자들의 소득과 기부

동기와의 계에서 소득이 높은 집단보다는 낮은 집단이 기부기 의 극

인 요청과 주변인의 권유로 기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남숙,2007).

결과 으로 소득수 과 기부행 간에는 항상 정의 상 계가 존재하지

않고,경우에 따라 혼재된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이에 본 연구에서

는 립가설을 설정하여 소득수 과 기부행 간의 계를 재고찰하고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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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소비자의 소득수 과 기부 액 간에는 정(+)의 계가 존재할

것이다.

가설 2:소비자의 소득수 과 기부 액 간에는 부(-)의 계가 존재할

것이다.



-12-

제3 자아해석(Self-Construal)

자아해석(self-construal)은 사람들이 자신을 독립된 존재(독립 자아해

석[independentself-construal])로 보는지 혹은 다른 사람들과 연 내지

계된 존재(상호의존 자아해석[interdependentself-construal])로 지각하는지

를 나타내는 개념이다(MarkusandKitayama,1991).독립된 자아해석이 강

한 사람들은 집단과 구별되는 자율 이고 독립 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독특성과 개인 인 성취 등의 가치를 요하게 고려한다.즉,‘나(I)’라는

이 사고나 행동의 심이 되는 것이다.반면,상호의존 자아해석이 강한 사

람들은 자신을 집단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성,동조,

조화 등에 가치를 부여하며,‘우리(We)’라는 이 지배하는 것이다.사람들

에게는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자아해석이 모두 존재하고 있으며,개인 인

성향이나 상황 인 요인에 따라 특정 유형이 더욱 강하게 발 될 수 있는 것

으로 제시되었다(AakerandLee,2001;Cross,Hardin,andGercek-Swing,

2011).특히,자아해석은 문화와 매우 하게 련되어 있어,서양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독립 자아해석이,동양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상

호의존 자아해석이 기본 인 성향(chronic)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Gardner, Gabriel, and Lee, 1999; Oyserman, Coon, and

Kemmelmeier,2002).

자아해석은 사회 인 상황뿐만 아니라 소비상황에서도 요한 역할을 수

행할 것으로 상되어,최근 마 문헌에서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첫째,자아해석은 소비자의 목표추구 목표부합(Downieetal.2006),

그리고 범주화 형성(Jain,Desai,andMao,2007)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이와 련하여 Downieetal.(2006)은 자아해석의 두 가지 유형이

자신의 목표(goal)를 어떻게 추구하는지에 한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본 연

구결과에 의하면,독립 자아해석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개인 목표

(personal-goal)를 지향하는 반면,상호의존 자아해석 성향을 지닌 사람들

은 집단 내 목표(in-groupgoal)에 우선순 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상호의존 자아해석이 높은 사람들은 수용태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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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다른 사람들과의 조정이나 타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 목표추구에

한 수행이 복잡하고,자기의 심과 가치보다는 다른 사람이 원하거나 생

각하는 것에 심을 두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둘째,자아해석은 소비자의 설득(AgrawalandMaheswaran,2005)과

단(Krishna,Zhou,and Zhang,2008)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AgrawalandMaheswaran(2005)은 소비자의 자아해석과 랜드 몰입수 에

따른 설득효과의 차이를 고찰하 다.분석결과에 의하면, 랜드 몰입수 이

높을 경우에는 ‘본연의 자아와 일치하는 자아(chronicself)’가 ‘본연의 자아와

불일치하는 자아’보다 해당 랜드를 더 높게 평가하 으며,반 로 랜드

몰입수 이 낮은 경우에는 ‘열된 자아와 일치하는 자아(primedself)’가 그

지 않은 자아에 비하여 랜드를 더 호의 으로 평가하 다.좀 더 구체

으로 랜드 몰입수 이 높은 소비자들은 해당 랜드에 한 강한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이러한 태도가 해당 제품에 한 신념을 강하게 형성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자들은 선택 정보처리를 하며,새로운 정보를 호의 으

로 평가하 다. 한 소비자 태도는 자아 이미지와 제품이미지의 일치성

(self-imageandproduct-imagecongruity)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본연

(chronic)인 독립 자아를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그룹에서 자신을 독특하

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랜드에 해 더 높게 나타났다.반면 랜드 몰

입수 이 낮은 소비자들은 랜드에 한 태도가 약하며,믿을만한 신념을

지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몰입수 이 낮은 경우에는 맥락 으로 열된 자아

와 일치하는 자아가(vs. 열된 자아와 일치되지 않는 자아) 랜드에 한

련성을 고려하여 해당 랜드를 더 호의 으로 평가하 다.

셋째,자아해석은 랜드 확장평가(Ahluwalia,2008;Banerjee etal.,

2010) 랜드 계(Escalasand Bettman,2005;Swaminathan etal.,

2007)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먼 랜드 확장평가와 련하여

Ahluwalia(2008)는 자아해석이 랜드 확장 평가에 미치는 심리 매커니즘

을 고찰하 다.일반 으로 랜드 확장의 경우 모 랜드(parentbrand)와 확

장 랜드(extensionbrand)간의 합성(fit)효과가 요한데,본 연구는 자아

해석이 랜드 확장의 합성 효과에도 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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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즉 계 정보처리를 강조하는 상호의존 자아해석이 높은 소비자

들이 모 랜드와 확장 랜드의 유사성에 해 더 깊은 통찰을 하기 때문에

지각된 합성을 더 강하게 기 하고,수용가능성 한 높게 나타났으며,반

로 분류식 범주에 을 두는 상호의존 자아해석이 낮은 사람들(독립

자아해석을 지닌 소비자들)은 모 랜드와 확장 랜드 간에 범주와 속성의 유

사성에만 을 두기 때문에 합성에 한 기 가 낮고,수용가능성도 더

낮게 평가하 다.그러나 상호의존 자아해석이 높은 소비자들에게서 나타

나는 이러한 결과는 동기화 수 에 의해 조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랜

드 확장정보에 한 정교화가 높을 때 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존

연구에 의하면 상호의존성이 높은 소비자들은 불일치 정보가 존재할 때 정교

화 정도가 증가하지 않았지만(일치하는 정보를 덜 요하게 생각함),독립

자아해석이 높은 사람들은 불일치 정보에 한 정교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Cross, Morris,andGore,2002).그리고 Banerjeeetal.(2010)은 소비자의

자아해석이 의사결정과정의 인지모드(cognitionmode)에 향을 미친다는 기

존 연구(MongaandJohn,2007)를 토 로 소비자의 자아해석이 랜드 확장

(prototype-basedvs.exemplar-based)평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독립 자기해석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비맥락 (de-contextual)이고 다른 사

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랜드의 구체 인 (example)보다는 행

동의 추상성으로부터 생된 반 인 랜드 신념에 을 두는 반면,상

호의존 자아해석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계,나아가

상을 평가할 때 맥락 인 정보처리 모드와 더 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랜드의 구체 연상(association)이나 (example)에 더 심을 지닌다.그

러므로 독립 자아해석 성향이 높은 소비자들은 랜드의 구체 인 ( ,

소니의 TV)보다는 랜드의 추상 컨셉( ,소니의 스타일)을 더 호의 으

로 평가하 으며,반 로 상호의존 자아해석이 높은 사람들은 랜드의 추

상 컨셉( ,소니의 스타일)보다 랜드의 구체 인 ( ,소니의 TV)를

더 호의 으로 평가하 다.그리고 ‘소비자- 랜드 계’는 개인 혹은 그룹

수 의 연결 계(connection)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Swaminathan et

al.(2007)은 ‘자아개념 연결 계(self-conceptconnection)’와 ‘랜드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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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계(brandcountry-of-originconnection)’가 자아해석에 향을 받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분석결과에 의하면,독립 자아해석 상황에서는

자아개념 연결 계(self-conceptconnection)가 요하며,상호의존 자아해

석 상황에서는 랜드 원산지 연결 계(brand country-of-origin

connection)가 더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본 연구에서는 독립 자아

해석이 높은 경우에 ‘자아개념 연결 계(self-conceptconnection)’가 두드러

지게 나타났는데,그 이유는 ‘자아개념 연결 계(self-conceptconnection)’는

소비자 자신들의 열망(desires)을 표 하는 기반이 되며,다름 사람과 자신을

구별하는 토 가 되기 때문이다.

넷째, 자아해석은 충동소비(Zhang and Shrum 2009)와 진유형

(Winterichetal.2008)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먼 Zhang

andShrum(2009)독립 자아해석(vs.상호의존 자아해석)이 높은 소비자

들이 즉각 인 충동소비에 해 정 인 태도를 보 다.그리고 독립 자

아해석이 높은 사람들의 충동 소비는 동료(peer)가 존재할 때 더 증가하 으

며,반 로 상호의존 자아해석이 높은 사람들의 충동 소비는 동료가 존재

할 때 더욱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동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둘 간의

차이 없음). 한,정보처리에 한 자원이 제약되는 추가 인 실험상황에서

는 상호의존 자아해석이 높은 소비자들은 정보처리에 한 자원이 고갈되

면 동료가 존재하더라도 오히려 충동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그리고

Winterichetal.(2008)은 독립 자아해석이 높은 사람들은 개인의 생각과 감

정에 을 두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독립 자아해석 성향이 높은 소비

자들은 ‘독 형태의 진 략(exclusively-framedpromotion; ,생일 특

별할인,특별 고객할인)’이 개인의 독특한 감정에 을 둘 때 자신들의 목

표와 부합하여 더 호의 인 반응을 보이며,나아가 ‘독 형태의 진 략’

으로 인한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났다.그러나 상호의존 자아해석이 높은

사람들은 구매의도에 있어서 ‘비독 형태의 진 략(inclusively-framed

promotion; ,정규 할인)’의 효과에 더 정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측

하 으나,실제 결과에서는 독립 자아해석이 높은 사람들과의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따라서 진 략의 유형(특히,exclusively-framedpromotio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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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응에 있어서는 독립 자아해석을 지닌 소비자들만이 구매의도에 호

의 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와 련하여 자아해석 유형은 소비자의 기부행 에 향

을 미칠 수 있음이 제기되었다.이와 려하여 Winterich& Barone(2011)는

소비자의 자아해석 성향이 로모션 선호와 선택에 향을 미치는 효과를 고

찰하면서,이들 계에 있어 자선능력(charityefficiency;자선기 에 의해 기

부 이 모여지는 정도)의 조 효과를 제시하 는데,이들 결과에 의하면 독립

자아해석 성향이 강한 소비자들은 자선능력에 따라 기부기반 로모션

(donation-basedpromotion)의 선택비율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상호의존

자아해석이 높은 소비자들은 자선능력이 높게 평가될 때 기부기반 로모

션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상호의존 자아해

석이 높은 소비자들이 집단주의 목표(goal;다른 사람을 돕거나,다른 사람

들과의 계)를 강화시키기 해 기부행 를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제시해

다.따라서 자아해석과 련된 기존 연구결과와 자아해석 유형의 특성들을

살펴볼 때 기부와 련해서는 독립 자아해석 성향을 지닌 소비자들보다 상

호의존 자아해석 성향을 지닌 소비자들이 기부행 를 더 호의 으로 평가

할 가능성이 높음을 측할 수 있다.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3:독립 자아해석 성향을 지닌 소비자들보다 상호의존 자아

해석을 지닌 소비자들이 더 많은 기부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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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소득수 과 자아해석의 상호작용 효과

반 소득과 련한 선행연구는 세 가지 형태의 연구결과로 집약될 수

있다.우선 소득의 증가에 따른 기부행동에서의 정 방향에서의 변화가 확

인되고 있다(Autenetal.,2002;BanksandTanner,1999;Steinberg,1990).

그러나 일부의 연구들은 소득의 증가가 필연 으로 기부 의 증 로 이어지

는 선형 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보고한다(Hodgkinson and Weitman,

1996;McClellandandBrooks,2004;SchervishandHavens,1995).더 나아

가 소득 비 기부 의 규모로 측정되는 기부노력(Philanthropiceffort)의 측

면에서 보면 소득과 기부행동의 계에서 역U자의 계가 형성됨을 보고한

다(HodkinsonandWeiztman,1996;SchervishandHavens,1995).국내의

연구결과 역시 소득과 기부행동의 계에 해서 종속변수의 설정에 따라 다

소 다양한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강철희,1998;박무량,2002;박정미,1995;

정수 ,2005;조소라,1995).이는 성별,연령,결혼상태에 한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소득과 기부행동의 계 역시 기부행동과 련된 종속변수의 설

정이나 분석자료의 구성 속성 분석방법의 차이,나아가 새로운 조 변

수 등에 의한 차이일 수 있음을 시사해 다.

결과 으로 소득수 과 기부행 와 련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볼 때 소

득수 과 기부행 간에 항상 정(+)의 상 계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이는 소득수 이 기부행 에 향을 미치는데 있어

다른 향요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

의 자아해석 수 이 소득수 과 기부행 간에 차별 향을 미칠 수 있음

을 제시하고 한다.

특히 소득수 이 낮은 경우에는 기부에 커다란 향을 미치지 않지만,

소득수 이 높은 경우 항상 기부행 가 높을 수도 있고,높지 않을 수도 있

다는 기존의 혼재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본 연구에서는 소득수 이 높더라

도 기부행 가 높을 수도 혹은 낮을 수도 있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지니고 있

는 자아해석 성향 때문이라고 상하 다.그동안 자아해석과 기부와의 계

를 유일하게 밝힌 Winterich& Barone(2011)는 상호의존 자아해석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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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자선능력이 높게 평가될 때 기부기반 로모션을 더 많이 선택한

다는 사실을 제시하 다.이 결과를 통해볼 때 우리는 소득수 이 높더라도

상호의존 자아해석이 높은 소비자들이 더 많은 기부를 할 것이며,반면 소

득수 이 높더라도 독립 자아해석 성향을 지닌 소비자들은 기부행 에 소

극 일 수 있다는 사실을 추론해볼 수 있다.이에 따라 소득수 이 낮은 경

우에는 소비자의 자아해석 유형에 따른 기부행 차이는 없지만,소득수 이

높아지게 되면 소비자의 자아해석 유형에 따라 기부행 에 한 태도가 달라

질 것으로 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4:소득수 이 낮은 경우 자아해석 유형에 따른 통계 차이는

없으나,소득수 이 높아질수록 독립 자아해석을 지닌 소비

자들보다 상호의존 자아해석을 지닌 소비자들이 기부를 더

많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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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실험

제1 연구목

본 연구의 목 은 개인의 소득수 과 자기해석 성향이 기부행 에 미치

는 효과를 살펴보기 함이다.특히 개인의 소득 수 을 세 차원(소득 vs.

소득 vs.소득 고)으로 구분하여 소득수 이 증가하면 기부에 한 액의

크기가 달라지는지,그리고 이러한 효과에 있어 소비자들의 자아해석 성향이

기부행 에 조 작용을 하는지를 살펴보기 함이다.

제2 실험설계 응답자 특성

실험은 개인의 소득 수 의 정도(월 200만원 vs.월 350만원 vs.월 500

만원)와 소비자의 자아해석 성향(독립 자아해석 vs.상호의존 자아해석)

을 독립변수로 하는 3x2집단 간 완 요인설계에 따라 구성되었으며,168

명(남 82명,여 86명)의 일반인이 각 실험집단에 무작 로 배정되어 실험에

참가하 다.연령 는 20 가 35명,30 가 41명,40 가 67명,50 이상이

25명이었다.응답자들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28

명,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43명,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38명,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16명,500만원 이상이 38명,미체크 응답자 5명

이었다.학력은 고졸이 4명, 문 졸이 33명, 학졸업이 104명, 학원 졸업

이 27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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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실험 차 변수조작

실험에 앞서 실험참가자들에게 기부활동에 한 평소 의견을 조사한다고

언 하 다.그리고 자극물 첫 페이지에는 주의사항과 함께 실험 차에 한

간략한 소개를 하 다.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 시나리오를 통해 소득수 을

조작하 다.소득수 이 가장 낮은 시나리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

“귀하께서는 평소 일을 하면서 직장으로부터 매달 200만원 정도씩 받고

있습니다.그러던 연말이 되자 기업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해 자

발 으로 성 을 모은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강제성도 없으며,익

명으로 기부하기 때문에 가 얼마나 기부를 했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

다.그 다면 귀하께서는 얼마정도 기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매달 200

만원의 월 을 받는다는 을 고려하여 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한 달에 200만원을 받는다면: __________________만원

응답자들에게 시나리오를 제시한 후 월 여를 통해 소득 수 을 가정하

게 하게 하 다.이 부분에서 소득이 간 정도인 그룹은 300만원을,소득이

높은 그룹은 500만원을 제시하 다.그리고 응답자들로 하여 실험책자에

제시된 종속변수와 개인차이 변수 등에 한 다양한 질문을 응답하게 하 으

며,마지막 부분에서는 소비자의 자아해석 성향을 측정하 는데,자아해석 성

향은 Singelis(1994)가 개발하고 Escalas& Bettman(2005)이 제시한 척도를

사용하 다(독립 자아해석에 한 7 척도 질문 5문항,상호의존 자아해

석에 한 7 척도 질문 5문항-측정 후 평균 차이로 집단 구분).실험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볼펜)을 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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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변수측정

1.종속변수

본 실험에서는 기부양에 한 소비자들의 심리 반응을 알아보기 하

여 ‘내가 한 달에 OO를 받는다면 얼마를 기부할 것인가’에 한 기부 액을

측정하 다.그리고 해당 액을 종속변수로 사용하 다.

2.통제변수

소득 비 기부 액의 양을 측정하는데 있어 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차

변수로 기부에 한 평소 여도를 측정하 다.구체 인 항목은 ‘요’,‘

심’,‘계’의 세 항목을 바탕으로 7 척도를 사용하 다(Lichtenstein,Bloch,

andBlack,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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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분석결과

1.신뢰성 조작화 검증

실험에서 측정된 변수들의 내 일 성을 검증하기 하여 Cronbach

alpha값을 계산한 결과,측정 변수들의 alpha값이 .7을 과하 다(기부에

한 여도=.883).그리고 실험에서 조작된 소득 수 에 한 인지도 검정 결

과 시나리오 상에서 제시한 소득수 을 모두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2.가설 검정

소득수 에 따른 소비자의 자아해석 성향의 조 효과를 살펴보기 하여

소득수 과 자아해석 성향을 집단 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응답자의 개인차

변수인 기부에 한 여도를 공변량으로 포함시켜,기부 액을 종속변수로

하는 3x2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소득수 에 따른 주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2,

161)=15.720,p<.001).구체 으로 살펴보면,소득 수 이 높아질수록 기부

액의 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득 :7만 1천원 vs.소득 :14만

3천원 vs.소득 고:21만 6천원).따라서 소득수 과 기부 액 간에 정(+)의

상 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 1>은 통계 수 에서 지지되었으며,소

득수 과 기부 액 간에 부(-)의 상 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 2>는

기각됨을 알 수 있었다. 한,소비자의 자아해석 수 에 따른 기부양의 주효

과도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1,161)=7.784,p<.01).구체 으로 살

펴보면,독립 자아해석 성향을 지닌 소비자들보다 상호의존 자아해석 성

향을 지닌 소비자들이 기부 액에 한 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만

3천원 vs.26만 5천원).따라서 독립 자아해석 성향을 지닌 소비자들보다

상호의존 자아해석 성향을 지닌 소비자들이 기부 액이 많을 것이라는

<가설 3>도 통계 수 에서 지지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개인의 소득수 과 소비자의 자아해석 성향의 2원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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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0%수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F(2,161)=2.434,p=.091).분석결과,소득

수 이 낮은 경우(월 200만원)에는 독립 자아해석 성향을 지닌 소비자(기부

액:7만원)와 상호의존 자아해석을 지닌 소비자(기부 액:7만 1천원)들

간의 기부 액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소득수 이 간인 경

우(월350만원)에는 독립 자아해석을 지닌 소비자들(기부 액:10만 9천원)

보다 상호의존 자아해석을 지닌 소비자들(기부 액:17만 8천원)이 기부

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소득수 이 높은 경우(월 500만원)에

도 독립 자아해석을 지닌 소비자들(기부 액:15만 7천원)보다 상호의존

자아해석을 지닌 소비자들(기부 액:26만 5천원)이 기부 액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이러한 차이를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하여 각 집단별로

t-검정을 실시하 다.그 결과 소득수 이 낮은 경우에는 통계 차이를 보이

지 않았으나(t=.034,p=.973),소득수 이 간인 경우 소비자의 자아해석 유

형에 따른 통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10만 9천원 vs.17만 8천원;

t=2.059,p<.05). 한,소득수 이 높은 경우에도 소비자의 자아해석 유형에

따른 통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15만 7천원 vs.26만 5천원;t=2.292,

p<.05).

<그림 1>기부 액에 한 소득수 과

소비자의 자아해석 간의 2원 상호작용효과(단 -만원)

7

10.9

15 .7

7.1

17 .8

26.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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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

25

30

소득 200만원 소득 350만원 소득 500만원

독립적 자아해석

상호의존적 자아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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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기부 액에 한 공분산 분석 결과

독립 자아해석 상호의존 자아해석

200만원 350만원 500만원 200만원 350만원 500만원

Mean 7만원 10만 9천원 15만 7천원 7만 1천원 17만 8천원 26만 5천원

Source df MS F Sig

수정모형

여도

소득수 (A)

자아해석 성향(B)

6

1

2

1

1367.504

115.212

2641.393

1307.889

8.139

.686

15.720

7.784

.000

.409

.000

.006

A☓ B 2 109.056 2.434 .091

오차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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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 론

제 1 연구결과 요약 의의

본 연구는 소득수 이 소비자들의 기부행 에 향을 미치는데 있어 기

존의 혼재된 결과를 실험을 통해 다시 검증하 다.그리고 소비자들의 자아

해석 유형에 따라 소비자들의 기부행 가 달라지는지를 추가 으로 고찰하

다.구체 인 분석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먼 ,소득수 이 높아질수록 소비자들은 기부 액에 한 크기가 더 커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독립 자아해석 성향을 지닌 소비자들보다

계나 맥락을 시하는 상호의존 자아해석을 지닌 소비자들이 기부 액에

한 양의 크기가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이러한 결과는 상호의존

자아해석이 높은 소비자들이 집단주의 목표(goal;다른 사람을 돕거나,다

른 사람들과의 계)를 강화시키기 해 기부행 를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제시해 다(WinterichandBarone,2011).

끝으로 소득수 이 기부양에 미치는 효과는 소비자들의 자아해석 수 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소득수 이 낮은 경우 자아해석 유형에

따른 기부 액의 통계 차이는 없으나,소득수 이 높아질수록 독립 자아

해석을 지닌 소비자들보다 상호의존 자아해석을 지닌 소비자들이 더 많은

기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반 으로 상호의존 자아해

석이 높은 소비자들이 독립 자아해석 성향을 지닌 소비자들에 비하여 기부

에 더 많이 동참하나(혹은 기부양이 더 많거나),이러한 성향은 소득수 이

높아질 때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제시해 다.실제로 분석결과에 의하면 소득

수 이 낮은 경우에는 독립 자아해석과 상호의존 자아해석 유형에 따른

기부양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 측면에서 몇 가지 시사 을 지니고 있다.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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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에서 밝 졌듯이 소득수 이 실제로 기부행 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재검증하 으며,본 연구에서는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동일한 소득

수 이라 하더라도 소비자들의 자아해석 성향에 따라 기부행 에 한 차이

가 다르다는 사실을 추가 으로 제시하 다. 한,최근 소비자의 자아해석에

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는 시 에서 본 연구는 소비자의 자아해석의 유형을

기부맥락에 용시켰다는 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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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의 한계 향후연구

우선,본 연구는 시나리오를 통해 소비자의 소득 수 을 가정하게 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그러다보니 실제 소득과의 많은 차이를 야기했을 가능성

이 존재한다.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소득 비 실제 기부 액에 한

양을 측정하여 본 연구결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본 연구는 인구통계학 측면에서 응답자들의 소득수 만을 고려

하 으나,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기부양의 차이

를 밝히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하지만 단지 인구통계학 특성보다는 이

러한 인구통계학 특성을 조 할만한 새로운 변수를 고찰하여,상호작용 효

과를 함께 고찰한다면 더 흥미로운 결과를 측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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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하십니 ?

는 학  경 학원 사과 에 재학중  용운 니다.

 

본 지는  사학  하여 준비  것 로, 사람들  

활동에 한 

내용  다루고 습니다.

 

귀하께  답하신 내용  학  목 로만 사용 고, 철 한 비밀  

보  것 니다. 

 

귀하  협 에 진심 로 감사 드리 , 귀하  직하고 실한 답 탁 

드립니다. 

 

 

활동에 한 비 견 사

소속:조선 학교 경 학원 석사과정

연구원:이용운

지도교수:박 종 철

l 귀하께서 아래 시나리오를 잘 읽어보시고 해당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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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없다. 1---2---3---4---5---6---7 매우 심이 많다.

요하지 않다. 1---2---3---4---5---6---7 매우 요하다.

나와는 계가 없다. 1---2---3---4---5---6---7 나와는 계가 있다.

귀하께서는 평소 일을 하면서 직장으로부터 매달 200만원정도씩받고있

습니다.그러던 연말이 되자 기업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해 자발 으

로 성 을 모은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강제성도 없으며,익명으로 기

부하기 때문에 가 얼마나 기부를 했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그 다면 귀

하께서는 얼마정도 기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매달 200만원의 월 을 받는

다는 을 고려하여 어주시기 바랍니다.

1.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은 기부자의 능력

으로부터 연유된다고 생각한다.
그 지 않다 매우 그 다

2.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기 해서는 기부자

의 자원이 요하다고 생각한다.
1--2--3--4--5--6--7

3.사회 책임이 있는 기업은 좋은 품질의 제

품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한다.
1--2--3--4--5--6--7

4.사회 책임이 있는 기업은 높은 기술

문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1--2--3--4--5--6--7

5.사회 책임을 잘 수행하는 기업은 제품도

잘 만들어 낼 것 같다고 생각한다.
1--2--3--4--5--6--7

6.사회 책임이 있는 기업은 품질이 떨어지

는 제품에 해서 보상하려는 노력을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1--2--3--4--5--6--7

7.사회공헌 활동을 한 자원은 좋은 제품을

만들어냄으로써 얻게 되는 수익에서 연유된

다고 생각한다.

1--2--3--4--5--6--7

바랍니다.

<시나리오 >

내가 만일 한 달에 200만원을 받는다면: __________________만원

1.귀하께서는 평소기부활동에 하여어떠한생각하십니까?

2.기부활동에 한 귀하의 평소 생각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3.다음에 제시된 각 항목에 해,귀하의 성향에 따라 응답해주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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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 않다 매우

그 다

1.나는 오해를 받기보다는 확실히 아니라고 말하는

편이다.
1--2--3--4--5--6--7

2.내가 속한 그룹에서 조화를 유지하는 것은 나에게

매우 요하다.
1--2--3--4--5--6--7

3.내가 속한 그룹의 이익을 해서는 나의 개인의

흥미를 희생할 수 있다.
1--2--3--4--5--6--7

4.나의 성취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계가 더 요하

다고 생각한다.
1--2--3--4--5--6--7

5.나는 구와 있든 상 없이 일 되게 행동한다. 1--2--3--4--5--6--7

6.나이 많은 사람과 만나더라도 치 보지 않는다. 1--2--3--4--5--6--7

7.그룹이 내린 결정을 존 하는 것은 나에게 요한

일이다.
1--2--3--4--5--6--7

8.나는 여러 면에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독특하기

를 원한다.
1--2--3--4--5--6--7

9.내 형제나 자매가 시험을 매우 못 봤을 때 나는

그것에 한 책임을 느낀다.
1--2--3--4--5--6--7

10.다른 사람과 독립된 나만의 개성은 나에게 아주

요하다.
1--2--3--4--5--6--7

그 지 않다 매우

그 다

1.자유시장경제는 효율 인 체계이다. 1--2--3--4--5--6--7

2.자유시장경제에서는 자신들이 노력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수입을 얻게 된다.
1--2--3--4--5--6--7

3.기업이 경쟁기업에 비해 더 경쟁력을 지니지 해

서는 기업규모( ;종업원 감축,비용 감 등)를

조정할 수 있다.

1--2--3--4--5--6--7

4.자유시장경제에서는 사람들이 공정한 보상을 얻지

못한다.
1--2--3--4--5--6--7

5.교육수 이 높은 직원이 교육수 이 낮은 직원보

다 더 높은 임 을 받는 것은 공정한 것이다.
1--2--3--4--5--6--7

6.자유시장경제는 공정한 체계이다. 1--2--3--4--5--6--7

7.출세하지 못한 사람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비난 1--2--3--4--5--6--7

다.

4.다음 질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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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여야 한

다.

8.경제 지 가 그 사람의 삶의 성취를 반 하는

것이다.
1--2--3--4--5--6--7

9.극히 부유한 사람과 극히 가난한 사람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경제체제는 불공정한 체제이다.
1--2--3--4--5--6--7

10.모든 사람들의 소득을 동일하게 만들려는 것은

이치에 어 난다.
1--2--3--4--5--6--7

5.앞서 제시된 시나리오상에서 귀하의 월 소득은 얼마 습니까?______만원

6.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한 질문입니다.

1.귀하의 성별은? ①__남자 ②__여자

2.귀하의 연령은? 만__________세

3.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① 99만원 미만 ② 100만원 -199만원 ③ 200만원 -299만원

④ 300만원 -399만원 ⑤ 400만원 -499만원 ⑥ 500만원 이상

4.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졸 ② 고졸 ③ 학 재학 ④ 졸 ⑤ 학원 재학 ⑥ 학원 졸업

5.귀하의 직업은?

① 주부 ② 학생 ③ 자 업 ④ 공무원 ⑤ 교육자

⑥ 일반 사무 리직 ⑦ 기술직 기능직 ⑧ 기타( )

6.사회 사단체 가입여부? ① (단체이름: ) ② 아니오

-설문에 응해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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