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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이슈 기부 캠페인이란,
자연 재해(태풍, 지진)와 인재(화재, 붕괴)를 포함하는 재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의 생명 및 신체적 피해와 사회적 기반 체계의 마비를 해결하기 위한 기부 캠페인이다.

I. INTORODUCTION

INTRODUCTION
재난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복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며, 국가적 기반 체계의 마비를 수반하므로,
다른 기부 이슈 보다 특히나 민간차원의 사회적 안전망인 기부가 매우 중요하다.
(Oosterhof,, Heuvelman, & Peters, 2009; Govekar, Govekar, and Rishi, 2002; Muller, & Kräussl, 2011)

이에, 다양한 비영리 조직들은 재난 사건에 특화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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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상황의 심각성과 위급성을 알리기 위해,
무고한 수혜자들의 처참한 처지를 보여 주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한다.
(Batson, Early, Shannon, & Salvarani , Giovanni, 1997;
Hung & Wyer, 2009; 서문식, 안진우, 오대양, 2010)

Victim Focused Massage

수혜자의 문제 상황을 강조하는 것은 동정심을 자극하여, 기부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재난 이슈는 대규모의 사상자, 처참한 사건 경위 등
죽음과 관련한 생각을 점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부 이슈와 차별화 될 필요가 있다.
(Greenberg & Arndt, 2011; Hirschberger, Ein-Dor, & Almakias, 2008; Pyszczynski, Greenberg, & Solomon, 1999)

죽음 점화는 인간의 사고 및 행동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며, 특수한 방어 기제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PURPOSE
본 연구는 기부 캠페인을 재난 상황으로 구체화하여,
죽음 점화로 인한 심리적 기제를 고려한 기부 메시지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STUDY

1

 재난 이슈 기부 캠페인에서
효과적인 메시지 전략이 무엇인지 확인
 이러한 효과의 원인 기제는
죽음점화에 의한 공포관리 기제임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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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2

 기부는 사회적 맥락 속 개인의 행동
 재난 이슈에 대한 기부 메시지 효과가
사회 속에서 자기를 보는 관점
에 의해 조절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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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BACK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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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이슈의 죽음 점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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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이슈의 죽음 점화 효과

재난 이슈 기부 캠페인은 다른 목적의 기부 캠페인과 달리, 문제 사건 자체가 대부분 죽음을 포함한다.
사람들은 타인의 죽음을 보고 나의 죽음 까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Cai & Wyer, 2015)

공감-전망이론 모델

공포관리 이론

죽음 점화 연구

타인의 손실-이득을
나의 손실-이득 처럼 느껴,
타인의 손실 상황에서도
손실 회피 경향성 나타남

예상치 못한 타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나의 죽음 생각하게 함

실증적 죽음 점화 연구들은
죽음 점화를
재난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처치함

(Lee & Murnigha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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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berg, & Arndt, 2012)

(Nelson, Moore, Olivetti, & Scott,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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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이슈의 죽음 점화 효과

죽음은 다른 부정적 사건들(e.g., 열악한 교육환경, 질병)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사건이다.
-

죽음은 인간의 모든 욕망(소유, 인지, 통제, 성장)을 위협함,
죽음은 모든 사회적 관계로 부터의 격리를 의미함
죽음은 인간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소멸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여, 실존적 자존감에 위협을 가함
(Burke, Martens, & Faucher, 2010; Greenberg, & Arndt, 2012; Greenberg, Pyszczynski,
Solomon, Rosenblatt, Veeder, Kirkland, & Lyon, 1990; 박지선 & 최인철,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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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이슈의 죽음 점화 효과

따라서 죽음 점화는 특수한 방어 기제를 발동시킬 수 있다.

죽음의 공포관리 이론

(Burke, Martens, & Faucher, 2010; Greenberg, & Arndt, 2012; Greenberg, Landau, Kosloff &
Solomon, 2010; Greenberg, Pyszczynski, Solomon, Rosenblatt, Veeder, Kirkland, & Lyon, 1990;
Jonas, Martens, Kayser, & Frische, 2008)

문화적 세계관 보호 & 자존감 회복을 위해 사회적 소속 행동 수행
자신이 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영속한다고 믿는 상징적 방어 기제

사회적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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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이슈의 죽음 점화 효과

따라서 죽음 점화는 특수한 방어 기제를 발동시킬 수 있다.

죽음의 공포관리 이론

(Burke, Martens, & Faucher, 2010; Greenberg, & Arndt, 2012; Greenberg, Landau, Kosloff &
Solomon, 2010; Greenberg, Pyszczynski, Solomon, Rosenblatt, Veeder, Kirkland, & Lyon, 1990;
Jonas, Martens, Kayser, & Frische, 2008)

문화적 세계관 보호 & 자존감 회복을 위해 사회적 소속 행동 수행
자신이 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영속한다고 믿는 상징적 방어 기제

사회적 동기

 사회적 규범 준수(Gailliot, et al. 2008; 박지선, 최인철, 2002)
 내집단 편향(Harmon-Jones, et al., 1996; Marchlewski, 2012)
 Top-dog 브랜드 선호(전승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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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재난 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기부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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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기부 메시지

기부는 사회적 목표행동이다. (김재휘, 강윤희, 권나진, 2014)
이에, 기부 캠페인은 “수혜자”나 다른 “기부자”, 즉 타인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Cai, & Wyer, 2015; 서문식 등, 2010)

수혜자 필요 메시지
인식 가능한 수혜자 처지의 심각성을 보여줌
수혜자에 대한 동정에 호소
앞으로 더 많은 도움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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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규범 메시지
사회 다수의 기부행동을 보여줌
사회적 가치 동참 요구
지금까지 많은 기부 행해졌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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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기부 메시지

기부는 사회적 목표행동이다. (김재휘, 강윤희, 권나진, 2014)
이에, 기부 캠페인은 “수혜자”나 다른 “기부자”, 즉 타인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Cai, & Wyer, 2015; 서문식 등, 2010)

수혜자 필요 메시지
인식 가능한 수혜자 처지의 심각성을 보여줌
수혜자에 대한 동정에 호소
앞으로 더 많은 도움 필요 강조

2015-04-03 광고학회

사회적 규범 메시지
사회 다수의 기부행동을 보여줌
사회적 가치 동참 요구
지금까지 많은 기부 행해졌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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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기부 메시지

일반적으로 동정심을 기부 행동을 촉구하는 핵심요소로서 강조하지만, (Small & Verrochi, 2009; 성영신 등, 2011)
상황맥락에 따라서는 사회적 소속감에 의한 기부 동기가 더욱 강해질 수도 있다. (Cialdini, Reno, & Kallgren, 1990)

수혜자 필요 메시지

일반적인
기부행동의
핵심요소

2015-04-03 광고학회

사회적 규범 메시지

동정심

소속감

상황맥락에
따라 영향력
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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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기부 메시지

재난 이슈로 죽음이 점화되었을 때는 공포 관리 기제로 “사회적 동기”가 강력해 지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 메시지”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잠재 기부자에게 소구할 수 있을 것이다..

수혜자 필요 메시지




죽음 점화 시, 기부자(have) 집단에
비해 수혜자(have-not)는 외집단
죽음 점화는 내집단 편향과 동시에,
외집단 폄하 유도, 정당한 세상 신념

사회적 규범 메시지

동정심

소속감




사회적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과
유사한 준거집단의 행동에 초점
규범 메시지는 기부로 사회적 동기를
충족할 수 있다는 느낌 제공

사회적 동기

(Zagefka & James, 2015; Jonas, & Fritsche,
2013; Marchlewski, & Detlef,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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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ldini, Reno, & Kallgren, 1990;
Frey & Mei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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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가설 1
재난 상황으로 죽음이 점화된 기부 캠페인에서,

수혜자 필요 메시지 보다 사회적 규범 메시지가 기부 태도 및 의도를 더 높일 것이다.

2015-04-03 광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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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TUDY 1

가설 1 검증

Study1 METHOD
 실험 설계
•

2(기부메시지: 사회적 규범/수혜자 필요)

•

종속 변인: 기부 태도, 기부 의도

기부 메시지

사회적
규범

수혜자
필요

기부 태도
기부 의도

총116명 중 96명 분석 (남42 / 여54)
평균연령 21.9세
2015-04-03 광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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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1 METHOD
 실험 설계
•

2(기부메시지: 사회적 규범/수혜자 필요)

•

종속 변인: 기부 태도, 기부 의도

 실험 자극 및 절차

 기부 메시지 처치:

 기부 이슈 죽음 점화:

사회적 규범 메시지- “지금까지 많은 기부자들이 모금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태풍 재해 (시신, 사망자, 죽음의 공포)

수혜자 필요 메시지- “아직도 많은 수혜자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2015-04-03 광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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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1 RESULT
 조작점검
•

•

기부 이슈의 죽음 점화
-

실험에서 제시된 이슈(태풍 재해)에 대한 사후 기억 측정

-

죽음에 대한 생각 접근성 측정 문항 5개 (M=5)

메시지 처지: 사회적 메시지 vs. 수혜자 메시지
-

캠페인 메시지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하는지 7점 척도 (숫자 작을 수록 사회적 메시지)

- 사회적 규범 메시지 조건(M=3.29) vs. 수혜자 필요 메시지 조건(M=5.37)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확인(t=-6.77,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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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1 RESULT
 가설 1 검증: 재난 이슈 기부 캠페인에서 사회적vs.수혜자 메시지의 상대적 영향력
•

독립 집단 t검정을 통해 메시지에 따른 2집단 간 차이 확인

•

사회적 규범 메시지가 수혜자 필요 메시지보다 기부 태도 및 의도를 증가시킴  가설1 지지
█사회적 규범
█수혜자 필요

█사회적 규범
█수혜자 필요

4.33

3.99
3.45

3.8

기부의도

기부태도
기부태도
기부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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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사회적
수혜자
사회적
수혜자

N
49
47
49
47

평균
4.33
3.80
3.99
3.45

표준편차
.90
1.06
.92
1.22

t
2.66*
2.43*
*P

<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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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메시지와 자기 해석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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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메시지와 문화적 자기 해석의 상호작용

기부는 사회적 맥락 속의 의사결정이고, 특히 재난 이슈 기부의 죽음 점화는 사회적 동기를 유발한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인 “자기 해석(Self-Construal)” 또한
기부 커뮤니케이션 전략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지선, 김태훈, 김재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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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메시지와 자기 해석의 상호작용
자기 해석 이론은 문화권이나 상황 맥락에 따라 자신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는데,
자기 해석 유형에 따른 심리적 상태의 차이는 재난 이슈에 의한 공포 관리 기제에 차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aker, & Lee 2001; Crosset al. 2011; Ross, Xun, & Wilson, 2002; 박지선, & 최인철).

자기 해석 유형

독립적 자기 해석

상호의존적 자기 해석

성취와 독특성 가치 중요
만성적 사회 정체성이 약함
자존감 회복 동기 강함

연결, 조화적 가치 중요
만성적 사회 정체성이 강함
자존감 회복 동기 약함

(Rhee, Uleman, Lee & Roman, 1995; Cousins, 1989; 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McCusker, & Hui, 1990); Heine, & Lehma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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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메시지와 자기 해석의 상호작용
자기 해석 이론은 문화권이나 상황 맥락에 따라 자신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는데,
자기 해석 유형에 따른 심리적 상태의 차이는 재난 이슈에 의한 공포 관리 기제에 차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aker, & Lee 2001; Crosset al. 2011; Ross, Xun, & Wilson, 2002; 박지선, & 최인철).

자기 해석 유형

독립적 자기 해석

상호의존적 자기 해석

성취와 독특성 가치 중요
만성적 사회 정체성이 약함
자존감 회복 동기 강함

연결, 조화적 가치 중요
만성적 사회 정체성이 강함
자존감 회복 동기 약함

 죽음의 공포 관리 효과 강력
2015-04-03 광고학회

사회적 동기
사회적 규범 메시지

 죽음의 공포 관리 효과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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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메시지와 자기 해석의 상호작용
자기 해석 이론은 문화권이나 상황 맥락에 따라 자신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는데,
자기 해석 유형에 따른 심리적 상태의 차이는 재난 이슈에 의한 공포 관리 기제에 차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aker, & Lee 2001; Crosset al. 2011; Ross, Xun, & Wilson, 2002; 박지선, & 최인철).

자기 해석 유형

독립적 자기 해석

상호의존적 자기 해석

성취와 독특성 가치 중요
만성적 사회 정체성이 약함
자존감 회복 동기 강함

연결, 조화적 가치 중요
만성적 사회 정체성이 강함
자존감 회복 동기 약함

 죽음의 공포 관리 효과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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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심 동기
수혜자 필요 메시지

 죽음의 공포 관리 효과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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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가설 2
재난 상황으로 죽음이 점화된 기부 캠페인에서,
기부 메시지의 효과는 자기 해석 수준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가설 2-1
독립적 자기인 경우, 사회적 규범 메시지가 수혜자 필요 메시지 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가설 2-2
상호의존적 자기인 경우, 수혜자 필요 메시지가 사회적 규범 메시지 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2015-04-03 광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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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STUDY 2

가설 2 검증

Study2 METHOD
 실험 설계
•

2(기부메시지: 사회적/수혜자) X 2(자기해석수준: 독립적/상호의존적)

•

종속 변인: 기부 태도, 기부 의도

기부 메시지

사회적
메시지

자
기
해
석
수
준

수혜자
메시지

독립적
기부 태도
기부 의도
상호의존

총110명 중 93명 분석 (남56 / 여37)
평균연령 20.4세
2015-04-03 광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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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2 METHOD
 실험 설계
•

2(기부메시지: 사회적/수혜자) X 2(자기해석수준: 독립적/상호의존적)

•

종속 변인: 기부 태도, 기부 의도

 실험 자극 및 절차
 자기해석수준 처치:

 기부 이슈 죽음 점화

독립- 타인과의 차이점 서술

원전 폭발 방사능 누출

PANAS 검사

 기부 메시지 처치
사회적 메시지/ 수혜자 메시지

상호의존-타인과의 공통점 서술

Vs.

2015-04-03 광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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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2 RESULT
 조작점검
•

재난 이슈의 죽음 점화: 실험에서 제시된 원전 폭발 사고 대한 사후 기억 측정
- PANAS 측정 결과, 실험집단(M=-.86)은 죽음을 점화하지 않은 통제 집단(M=.73) 보다 더 부정적 정서를 경험했으나,
부정적 정서가 실험의 효과를 매개하지 않음

•

자기 해석 수준:

-

자신의 독특성을 생각했는지, 타인과의 유사성을 생각했는지 7점 척도 (숫자 작을 수록 독립적 자기해석)
독립적
자기 해석 조건(M=2.05) vs.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조건(M=4.79)
.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확인(t=-8.94, p<.001)

•

메시지 처치:
-

캠페인 메시지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하는지 7점 척도 (숫자 작을 수록 사회적 메시지)
- 사회적 메시지 조건(M=2.39) vs. 수혜자 메시지 조건(M=5.49)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확인(t=-9.71, p<.001)
2015-04-03 광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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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2 RESULT
 가설 2검증: 기부 메시지와 자기해석수준의 상호작용 효과 – 기부 태도에 대하여
•

이원 분산분석(ANOVA)를 통해 메시지와 자기해석수준의 상호작용 확인

•

독립적 자기일 때 사회적 규범 메시지, 상호 의존적 자기일 때 수혜자 필요 메시지가 효과적  가설2 지지
기부 태도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
4.53

수혜자 필요메시지
사회적 규범메시지

3.83
3.57
3.29
독립적 자기해석

2015-04-03 광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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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2 RESULT
 가설 2검증: 기부 메시지와 자기해석수준의 상호작용 효과 – 기부 의도에 대하여
•

이원 분산분석(ANOVA)를 통해 메시지와 자기해석수준의 상호작용 확인

•

독립적 자기일 때 사회적 규범 메시지, 상호 의존적 자기일 때 수혜자 필요 메시지가 효과적  가설2 지지
기부 의도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
3.93

수혜자 필요메시지
사회적 규범메시지

3.39

2.89

독립적 자기해석

2015-04-03 광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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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DISCUSSION

SUMMARY
본 연구는 공포 관리 이론을 근거로 재난 이슈의 기부 캠페인에서 효과적인 메시지를 제안하
였다. 이 때, 사회적 맥락 속에서 촉발 될 수 있는 자기 해석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STUDY

1

STUDY

2

 자연 재해 상황에서 검증

 사고 상황에서 재검증

 죽음이 점화되는 재난 이슈에 대한 캠페인일 때,

 기부 메시지와 자기 해석 수준의 상호작용 검증,

동정심을 소구하는 수혜자 필요 메시지 보다

- 독립적 자기인 경우 사회적 규범 메시지

사회적 규범 메시지가 더 효과적이었음.

- 상호의존적 자기인 경우 수혜자 필요 메시지

 이는 죽음 점화로 인한 사회적 동기 때문

2015-04-03 광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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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CATION
이론적 시사점


기부 캠페인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재난 이슈에 초점을 두어 기부 메시지 효과 검증



일반적으로 기부 행동 촉구에 핵심 요소라고 강조된 수혜자 필요 메시지의 효과에 경계 조건 제시



기부 상황에서 공포 관리 이론의 효과를 조절할 수 있는 자기 해석과 기부 메시지의 상호작용 확인

실무적 시사점


죽음이 점화되는 재난 이슈에 대해 기부 캠페인을 기획할 때,
사회적 규범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 효과적,

(e.g., 소셜 인터렉션 기반의 기부 어플, SNS 등의 사회적 매체)


글로벌 비영리 단체들이 세계 각지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기부 메시지의 지역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음

2015-04-03 광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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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ATION & FUTURE STUDY
한계 & 후속연구

11)

재난 이슈가 정말 죽음을 점화시킬 수 있는가? 사회적 동기의 매개 효과인가?


21)

수혜자 필요 메시지와 사회적 규범 메시지가 상호배타적인 변인인가?


32)

기부자에 초점을 둔 메시지는 사회적 규범을 강조할 수도 있고, 기부자의 이익을 강조할 수도 있고, 벤드웨건 현
상을 보여줄 수도 있기에, 메시지를 더욱 구체화 하여 재검증할 필요 있음.

자기 해석 수준을 처치하여 효과를 본 실험 결과를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43)

재난 이슈가 다른 기부 이슈(e.g., 열악한 교육 환경, 불우 이웃)과 달리 죽음점화를 시키는지 죽음 생각 접근성
(accessibility of death related thought)을 측정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동기의 매개효과를 확인해 보아야 함.

개인차를 넘어서서 메시지 프레이밍 혹은 상황적 맥락으로 다르게 촉발될 수 있는 자기 해석의 영향을 재검증
한다면 더욱 폭 넓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죽음 점화가 자기 해석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가?


본 연구는 자기 해석 유형에 의해 죽음 점화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지만, 재난 이슈의 죽음
점화로 인해 자기 해석 유형이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함. 자기해석의 사전-사후 측정을 비교해 볼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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