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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함의 메타포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연결욕구와 공감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Warmth Metaphor on Prosocial Behavior:
The Need for Social Connectedness and Em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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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감각을 통한 경험은 해당 경험이 가지고 있는 ‘메타포(Metaphor)’를 통해 판단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특히 후각과 관련하여, 따뜻한 향의 시뮬레이션
이 활성화시키는 메타포 연관 개념이 판단과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사
람들이 따뜻함을 지각할 때, 따뜻함이 내포하고 있는 ‘배려,’ ‘온화함,’ ‘가까움’과
같은 의미의 메타포 연관 개념들이 함께 활성화되는데, 이렇게 활성화된 개념은 다
른 사람을 돕거나 관계 맺는 것에 대한 경향성을 커지게 한다. 이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따뜻한 자극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사회적 연결욕구를 높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친사회적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감각 자극 중 후각을 활용하였고, 이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메타포의 활성화
가 친사회적 캠페인의 참여의도(실험 1)와 친사회적 상품의 구매의도(실험 2)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따뜻한 후각 자극의 시뮬레이션은 해당 향을 시
뮬레이션 하지 않았을 때보다, 피험자들을 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이끌었다.
이러한 관계는 사회적 연결욕구에 의하여 매개되었으며(실험 1과 2), 사회적 연결
욕구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감의 조절효과는 사회적 연결욕구가
낮을 때만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연결욕구가 높을 땐, 광고에 대한 공감의 수준과
는 관계없이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실험 2).
정리하면, 본 연구는 따뜻한 후각 자극의 시뮬레이션이 친사회적 캠페인의 참
여의도와 친사회적 상품의 구매의도라는 소비자의 친사회적 활동 참여에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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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기업들이 친사회적 캠페인을 진행할 때
소비자의 참여를 이끄는 데 있어 전략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단절이 주는 불안과
고립감이 심화되는 요즘, 사람들 간의 연결감을 회복하면서도 친사회적 활동을 이
끌어낼 수 있는 수단으로도 본 연구결과가 유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주제어: 따뜻함, 메타포, 친사회적 행동, 사회적 연결욕구, 공감,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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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eriences through the senses influence judgments and behavior through the
‘metaphor’ of the experience.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 of metaphorrelated concepts activated by the simulation of a warm scent on judgment and
choice in relation to olfactory sensations. When individuals perceive warmth,
metaphor-related concepts such as ‘caring,’ ‘gentleness,’ and ‘closeness,’ all
attributes that warmth implies, are activated. This study predicts that the
simulation of warm olfactory stimul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ion
of prosocial behavior promoting public interest by increasing the need for social
connectedness. This was investigated in two experiments. Specifically, the
intentions to participate in a prosocial campaign (Exp. 1) and purchase prosocial
products (Exp. 2) were surveyed. The simulation of a warm olfactory stimulus
(i.e., vanilla scent) had a positive effect on prosocial behavior. This relationship
was mediated by the person's need for social connectedness (Exp. 1 and 2).
The effect of the metaphor of warmth on prosocial behavior exists regardless
of the empathy level of the content (Exp. 2).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simulation of warm olfactory stimul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ubjects’ participation in prosocial behaviors, such
as the intention to join a prosocial campaign or the intention to purchase a
prosocial product. The result applies as an effective tool when companies conduct
campaigns related to their prosocial practices, and the anxiety and isolation
among their audience (for example caused by pandemic-related social
disconnectedness) interferes.
Key words: Warmth, Metaphor, Prosocial behavior, Need for social
connectedness, Empathy,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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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들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친사회적 경영을 목표로 사업
을 전개하고 있다. 기업들은 미세먼지와 플라스틱 폐기물,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
경 문제에 공감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줄여 나가기 위한 친환경 마케팅 등을 통해
친사회적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착한 소비’
를 이끌고, 더 나아가 브랜드 이미지에도 보탬이 되는,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볼보나 애플, 스타벅스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탄소중립화를 선
언하였고, 프라다와 버버리도 전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그린 테일(Green
과 Retail의 합성어)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재생 나일론소재인 에코닐(ECONYL®)을
활용한 패션 아이템 등을 출시하는 등 지속 가능한 환경과 패션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이렇듯 핵심 경영전략으로 친사회적 마케팅을 활용하는 기업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친사회적 경영은 장기적인 기업 활동 영위 및 지속 가능한 조직
과 더 나아가 사회의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주제이다.
그런데 이러한 친사회적 경영은 소비자의 이해와 친사회적 행위가 함께 이루어졌
을 때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소비자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e.g., 현대 자동차의 롱기스트 런, 틱톡 참여형 기부 콘서트), 그들 스스로 이
해를 통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e.g., 플라스틱백 대신
제공되는 손잡이 없는 종이봉투, 플라스틱 빨대 대신 제공되는 종이 빨대 혹은 전
분 빨대 및 빨대 없이 사용 가능한 일회용 잔 뚜껑).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들과
다양한 환경 및 시민 단체들이 소비자의 인식 전환과 친사회적 행동 유도를 위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지만 ‘옳은 일’이라는 인식과는 별개로 참
여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최근 들어 감각 자극을 통해 소비자의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마케팅 전
략에 대한 연구들이 등장하며,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부여와 감각 간 관련성이 주
목받고 있다. 여러 연구들은 감각 자극을 통하여 비교적 덜 가시적인 방식을 통해
서도 행동 유도가 가능함을 밝혀냈는데, 소비자에게 마케팅 메시지로 해석되지 않
는 감각 자극들은 광고나 프로모션에 대하여 일반적인 저항과는 다른 양상을 보
이며, 자연스럽게 기업이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Watch,
2015). 예를 들어 깨끗한 느낌을 주는 향기를 경험한 피험자들이 그렇지 않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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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자들보다 친사회적 행동(i.e., 기부 및 호혜적 행동)을 더 많이 하려고 한다거나
(Liljenquist, Zhong & Galinsky, 2010), 폭신한 카펫을 접촉한 후 제품 평가 시 딱
딱한 타일을 만진 후 평가 할 때 보다 해당 제품이 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준
다고 판단하는 것이다(Levy, Zhu & Jiang, 2010). 이는 감각 자극을 통해 메타포
(Metaphor)와 연관된 개념이 활성화가 되어 피험자의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미쳤
기 때문인데, 메타포는 만져질 수 없는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대상을 다른
유사한 대상에 빗대어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이른다(Lakoff, 1992). 예를 들
어 친밀함이나 배려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따뜻하다’와 같은 표
현을 활용한다거나, 쉽거나 수월함을 설명하기 위해 ‘부드럽다’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실험 예시처럼, 신체적 상태
가 감각 처리 과정(Sensory Processing)에서 메타포와 연관된 개념을 이끌어 내기
도 하는데(Krishna & Schwarz, 2014), 달콤한 맛의 초콜릿을 먹은 집단이 타인과
자기 스스로를 더 상냥할 것이라 평가 한다거나(Meier et al., 2012), 책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더 중요한 책이라 여기는 것(Zhang & Li, 2012)이 그 예이다. 이는 달
콤함과 무거움의 감각 경험을 통해 활성화된 상냥함과 중요함이라는 개념이 무의
식적으로 피험자의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메타포 중 따뜻함과 연관된 메타포를 탐구하였는데, 따뜻
함의 감각 경험이 ‘따뜻한 방향’으로의 판단이나 선택으로 이어짐에 있어 거의 활
용되지 않았던 후각적 자극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따뜻함의 메타포는 사회적 연결
감(Social connectedness)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Inagaki et al., 2015), 따뜻함
의 메타포가 내포하고 있는 온화, 가까움, 배려와 같은 개념이 다른 사람을 돕거나
관계 맺는 것에 대한 경향성을 커지게 하기 때문이다(Zhang & Yang, 2019). 또한
높아진 사회적 연결 욕구는 자선 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하는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Karremans et al., 2005).
따라서 본 연구는 따뜻함과 연관된 후각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친사회적 활동에 대한 참여 의도나 구매 의도를 더 높게 가질 것이라고 예측
하였다. 또한 따뜻한 향을 통하여 발현된 높은 사회적 연결욕구는 컨텐츠의 공감
수준과 관계없이 친사회적 행동에 강력한 동기로 관여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그
간 친사회적 행동에 있어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공감이 탐구되어 왔으나(Batson et
al., 1991, Eisenberg & Miller, 1987), 높아진 사회적 연결욕구는 공감을 넘어 정서
적 그리고 신체적 동일시까지도 구축하기 때문이다(Cwir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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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두 차례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따뜻함의 메타
포와 연관된 후각 시뮬레이션이 친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지와, 이러한 과정이
따뜻함과 연관되어진 개념을 활성화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인지 매개 변수인 사회
적 연결욕구를 통하여 탐구하였다(실험 1).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높아진 사회
적 연결욕구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공감이 조절하는지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실험 2).
본 탐구를 통하여 주로 촉각이나 시각, 미각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오던 감각
연구의 지평을 후각과 후각 시뮬레이션이라는 영역으로의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성과는 코로나19와 같은 펜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빠르게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 되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의 소비자 참여의 동기로서 매우 유용
하게 활용되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Ⅱ. 이론적 배 경
1. 메타포와 후각 메타포
1) 메타포(Metaphor)
사람들은 종종 사회적 관계나 사람의 특성과 같이 모호한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
메타포적 표현을 쓰고는 한다. 즉 ‘따뜻한’ 사람들은 언제나 ‘가깝게’ 느껴지고, 그
들의 대화는 늘 ‘달콤하다’와 같이 온도나 공간적 거리, 맛 등을 활용하여 서로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추상적인 개념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사람들의 보편적인 지각 경험(Perceptual experience)에서 습득된 좀 더 실제
적인 소스와 대상을 연결하여 표현하는 방식으로(Lee et al., 2015), 그리스어 동사
인 ‘Metapherein’에서 유래되었으며, ‘옮기다(To transport)’와 ‘전이하다(Transfer)’
의 합성어이다. 즉 하나의 의미가 다른 영역으로 전이되는 것을 일컫는데 이는 단
어가 의미하는 맥락이 새롭게 옮겨지는 것을 뜻하며(Draaisma, 2000), 누군가를 돕는
행위를 표현하기 위해 ‘온정의 손길’ 혹은 ‘따뜻한 마음’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사
용하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이렇듯 메타포란 하나의 대상을 유사한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언어적 방식이자 인지적 경험을 의미화 하는 추상화 과정이며
(Lakoff, 1992),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전달을 위해 필수적인 표현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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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영유아 시기부터 무언가를 만지고, 듣거나 보고, 맛보거나 냄새를 맡는
행위를 통해 감각적 경험과 동시에 사고와 학습을 한다. 추상화란 그러한 경험에
서 학습된 물리적 개념들을 기반으로 하여 보거나 만질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으로(Piaget & Inhelder, 1969),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추상적 사고가
유도되며, 이 과정에서 사고와 경험을 연결해주는 메타포가 형성되는데, 이는 정
보를 처리하거나 이해하는 과정에서 사용된다.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메
타포적 표현들은 사람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감각 지각과 학습 등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이러한 지식은 무의식적인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미
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주변에 타인들이 북적일 때 느껴지는 ‘온기’와
주변이 한산할 때 느껴지는 ‘한기’라는 경험되어진 감각을 통해 따뜻함은 곧 타인
과의 근접성, 싸늘함은 곧 타인과의 단절성이라는 경험 지식이 자연스럽게 체득되
어져 인간관계의 물리적 혹은 심리적 거리감에 대한 추상적 표현에 ‘따뜻함, 차가
움’이라는 표현을 활용하는데, 이러한 메타포적 개념은 감각 자극을 통해 무의식
적으로 활성화되어, 그와 연관되어진 판단이나 선택을 내리게 할 수 있다. 즉 따뜻
함에 대한 감각 경험이 메타포와 연관된 개념을 활성화시켜 따뜻한 방향으로의
판단이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 후각 메타포
후각 메타포는 사회적 관계나 성격, 도덕심, 의심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
고 표현하기 위해 자주 쓰인다. 예를 들면, 의심이라는 개념과 메타포적으로 연관
된 지각 경험은 바로 냄새인데(Lakoff & Johnson, 1980; Soriano & Valenzuela,
2008), 사람들은 아주 예전부터 진화적 메커니즘에 의해 부패한 음식물의 섭취가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는 곧 그들로 하여금 ‘냄새
가 나는 것은 의심스러운 물질’이라는 연결고리를 만들어냈다(Lee et al., 2015). 즉
우리가 수상쩍은 상황과 냄새를 연결 지어 ‘수상한 냄새가 난다(Something smells
fishy)’는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는 데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경험을 통해 냄새는
곧 수상함과 연결 지어진 다는 것을 체득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일관되게, 외로움
이나 배제와 같이 타인과의 교류 단절과 관련 깊은 상황 일 때 ‘차갑다’는 메타포
적 표현을 많이 활용하는 것 역시 타인과의 거리감이 멀 때, 상대적으로 온기가
적어지는 신체적 경험을 학습했기 때문에 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러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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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경험들이 메타포와 연결된 개념을 활성화하여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신체적 차가움이 외로움(i.e., 사회적 추위)을 증가시키고
(Bargh & Shalev, 2012). 따뜻한 음료를 손에 쥔 것 만으로도(i.e., 신체적 따뜻함)
좀 더 따뜻한 방향으로의 판단이나 행동을 보이게 하며(Williams & Bargh, 2008),
거친 사포의 촉각 경험이 타인과의 관계를 더 거칠게(i.e. 어렵고, 적대적이고, 다
름)느끼게 하기도 한다(Ackermen et al., 2010). 더하여 단맛과 관련된 경험이 타인
을 더 상냥하게 평가하게 하거나(Meier et al., 2012),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달
콤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더 신경질적일 것이라 예측 한 연구 결과도 있다(Ji
et al., 2013).
이처럼 감각 자극에 의해 활성화되는 메타포와 연결된 개념이 선택과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오감을 통해(i.e., 촉각, 미각, 후각, 시각, 청각) 활발
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후각과 관련된 메타포에 대한 연구는 다른 감각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문 편인데(안아림, 민동원 2017), 그 동안 후각적 자극과 관련된 연
구의 상당수는 향 그 자체의 존재 여부나 향의 종류 및 강도 혹은 적합성으로 인
한 기억력의 향상이나 만족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후각적 단서를 통해 활성화되는 메타포와 연관된 개념에 대한 연구들이 비
교적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예를 들면 비린내를 맡은 집단이 의심이라는 개
념이 활성화되어 좀 더 날카롭고 꼼꼼한 정보 처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Lee
et al., 2015), 따뜻한 향기인 바닐라 향을 맡은 집단이 차가운 향기인 페퍼민트 향
을 맡은 집단에 비해 공간에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 지각, 이것이 파워리스로 이어
져 럭셔리 제품의 구매 의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Madzharov et
al., 2015). 또한 Liljenquist et al., (2010)의 연구에서는 깨끗함을 연상시키는 향은
도덕성을 활성화시켜 친사회적 행동을 유도한다고 하였고, 이와 유사하게 시트러
스 향이 깨끗함과 관련된 어휘에 대한 감도를 높이고, 환경적으로 주위를 좀 더 청
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Holland et al., 2005).
이처럼 메타포와 연관된 개념을 활성화시키는 감각 경험은 메타포적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방향으로 무의식적인 소비자의 행동 변화에 기여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감 중 가장 非가시적으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각에 집중하여, 특정 후각 경험이(i.e., 따뜻함)이 내포하고 있는 메타포
와 연관된 개념(i.e., 배려, 도움, 가까움)의 활성화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에 집중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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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도 관련 메타포
따뜻함이나 차가움과 같은 온도를 나타내는 표현은 사회적 관계 혹은 타인에 대
한 추상적인 특징을 묘사하는데 빈번하게 차용되고는 한다. 대인 관계에서의 부정
적인 징조나 우정의 단절 등을 나타낼 때 ‘싸늘한 반응’, ‘차가운 벽’와 같은 표현
을 쓰고 긍정적인 징조나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 ‘따뜻한 느낌’, ‘뜨거운 사이’라는
표현들을 쓰고는 한다. 이러한 온도와 연관되어 있는 메타포들은 실제 신체적 상
태나 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따뜻함이나 차가움과 메타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들이 활성화되면 그와 연관된 선택이나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
면, 신체적 차가움의 지각은 외로움, 사회적 배제와 관련이 높고(Bargh & Shalev, 2012;
Zhong & Leonardelli, 2008), 신체적 따뜻함의 지각은 대인관계, 친사회적 행위, 사
회적 거리감, 사회적 연결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Fay & Maner, 2012;
Fetterman et al., 2018; Ijzerman & Semin, 2010; Inagaki et al., 2015; Williams &
Bargh, 2008). 이는 신체적 따뜻함에 대한 경험은 긍정적인 대인 관계와의 연관성
이, 신체적 차가움에 대한 경험은 배제와 자기중심적 관계와 관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인데, 특히 신체적 따뜻함은 밀접한 대인 관계와 깊은 연관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신체적 따뜻함이 친근하거나 밀접한 대인관계와 관련 지어지는
것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신체적으로 따뜻함의 경험은 곧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갓 태어난 아기들은 생의
첫 순간부터 엄마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육체적 온기를 경험한다. 또한 영아들
의 삶이 영위되기 위해선 보호자와 긴밀한 신체적 접촉이 빈번히 이루어져야만
하며, 이는 그들로 하여금 양육자의 따뜻한 체온에 대한 경험을 동반하게끔 한다
(Bowlby, 1969). 실제로 체온이 느껴지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공간적 제
약인데, 사람의 몸은 따뜻하지만 그 온기가 타인에게까지 전해지기 위해서는 서로
의 몸이 가까운 상태여야 하기 때문이다(Fay & Maner, 2012). 즉 따뜻함은 따뜻한
대상과의 공간적 밀접함이 수반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밀접함이나 친밀함과 같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을 해석하는 수단으
로서 따뜻함의 지각을 사용되는 것이다(IJzerman et al., 2013; Williams et al.,
2009). 이는 Fay & Maner (2012)의 연구를 통해서도 검증되었는데, 따뜻함에 대한
초기의 경험적 지식이 결핍 되어있을 경우, 따뜻함과 메타포적으로 연결된 개념이
활성화되지 않음을 탐구, 해당 메타포가 생애 최초부터 이어져온 감각 경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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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체득되었음을 밝혀냈다.
그리고 이러한 따뜻함에 대한 메타포는 감각 자극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활성화
되곤 하는데, 타인과 가깝게 있으면 실제 온도가 변화가 없음에도 온도 상승이 되
었다고 지각한다거나(Ijzerman & Semin, 2010), 따뜻한 컵을 손에 잡은 후, 대상과
의 물리적 거리를 더 가깝게 인식하게 하는 것이 그 예이다(Fay & Maner, 2012).
또한 따뜻한(vs. 차가운) 치료용 패드나 따뜻한 잔을 만지는 것만으로 나를 위한
선택보다 타인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며(Williams & Bargh, 2008), 따뜻한 주변 조
명(vs. 차가운 조명)이 높은 기부 의도 및 친밀감을 이끄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Beak et al., 2018; Crumpler & Grossman, 2008). 또한 실제 온도가 동일하다 하더
라도 따뜻함의 메타포를 내포하고 있는 붉은색 상품이(i.e., 스카프와 트레이) 더
따뜻할 것으로 유추되기도 하며(Fenko et al., 2010), 이와 유사하게 온도가 동일한
정제수 임에도 붉은 색의 경우 노란색이나 무색보다 좀 더 따뜻할 것이라 판단하
였으며, 초록색의 경우엔 좀 더 차가울 것이라 여겼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시각
을 차단했을 경우엔 유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Michael & Rolhion,
2008). 또한 실제 신체적 따뜻함이 가해졌을 때(i.e., 따뜻한 팩 들기)와 사회적 따
뜻함이 점화되었을 때(i.e., 가까운 사람이 보내온 사랑스러운 메시지 읽기), 둘 다
동일한 영역에서의 신경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서 사회적 그리고
신체적 따뜻함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공유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Inagaki &
Eisenberger, 2013).
그런데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온도와 연관된 메타포의 효과는 후각을
통해서도 활성화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뜻한 향기가 공간 지각에 대한 편향(i.e.
따뜻함은 곧 가까움, 따라서 공간에 사람들이 북적일 것이라 지각하는 것)을 가져
오게 한다거나(Madzharov et al., 2015), 따뜻한 향기의 치료용 겔팩 보다 시원한
향기의 치료용 겔팩이 손을 식히는 효과가 더 높을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Krishna et al.,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도와 연관된 메타포를 내포
하고 있는 후각적 단서를 통해서도 사회적 관계와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판단이
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3. 사회적 연결욕구와 친사회적 행동
사회적 연결감(Social connectedness)은 다른 사람이나 그룹과 정서적으로 가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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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어 있다는 심리적 소속감으로(Lee & Robbins, 1995), 개인이 자신을 둘러싸
고 있는 대인관계 및 사회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개인과 가까
운 사람과의 친밀성을 넘어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에 대한 소속감까지도 아우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혹은 동료 친밀감과는 차이가 있다
(Lee & Robbins, 2000). 이러한 사회적 연결감이 높은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은 자
신이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 주위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와 주위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경향이 강하다. 행
동적으로도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사회적 연결감이 높은 개인들은 주어진 활동에
적극성을 보이며 참여함으로서 사회적 연결감을 만족시키고 강화시키는 반면에
낮은 집단의 경우 사회적 배제나 사람들로 부터의 배척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회
활동 참여에 소극적이며, 대인 관계에서 발생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약하다(Lee &
Robbins, 1995).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연결욕구(Need for social connectedness:
NFC)가 높아지면, 개인은 조직에 순응하려 노력하며 사회적 조화를 위해 사회적
규범을 존중하고 더 많은 협력을 하려한다(Cross & Bacon, 2000).
선행 연구들은 사회적 연결욕구와 친사회적 행동 사이의 긍정적인 영향들을 살
펴보았는데, 사회적 연결 욕구의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자원봉사에 참여하려 하며(Karremanset al., 2005), 사회적 연결 욕구가 높은 사람
들은 도움이 필요한 타인에 대해 호혜적이며 관대한 결정을 하였다(Duclos &
Barasch, 2014). 더하여 보다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유도하기도 한다
(Cojuharenco et al., 2016).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연결욕구는 외부 자극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기도 하는데,
심리적인 따뜻함이나 신체적인 따뜻함이 그 단서가 된다. Zhang & Yang(2019)에
따르면, 따뜻한 호소가 따뜻함과 연관된 개념을 활성화시켜 타인에게 더 많은 주
의를 기울이고 관계를 형성하려는 경향성이 커지게 하여, 사회적 연결 욕구를 강
화시키는데, 이는 따뜻한 신체 상태일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구강 온도 조작 실험
을 진행한 Inagaki et al.(2016) 또한 주위 온도와 피부 온도의 경험 뿐 아니라 내부
체온의 상승도 사회적 연결욕구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정리하면, 따뜻함
에 대한 경험은 사회적으로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를 높히고, 높아진 사회적 연결
욕구는 친사회적 행동의 동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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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감
공감(Empathy)은 그리스어인 ‘Empatheia’에서 유래하였으며, 안을 의미하는 En과
열정을 의미하는 Pathos가 더해진 합성어로, Titchner(1909)에 의하여 최초로
‘Empathy’로 명명되었다. 공감은 타인이 느끼는 것을 유사하게 인식하며 타인의
관점에서 상상하거나, 대리적으로 지각 혹은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초기 연
구에서는 주로 정서적 측면의 공감이 연구되어왔지만, Mead(1934)와 Piaget(1932)
의 연구 이후로 인지적 측면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어왔다. 이렇듯 공감은 연구자
에 따라 달리 정의되어 왔는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인지나 정서 어느 한 가지 측
면만 가진 단일한 개념이 아닌 다차원적 개념으로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특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의하고 있다(Davis, 1980, 1983; Kaplan & Arbuthnot, 1985).
또한 공감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회적 능력이나 유능성과
관련이 높은 주요인으로 알려져 왔다(Zhou et al., 2002). 특히 다양한 선행 연구들에
서 공감은 친사회적 행동의 선행요인으로 논의되어 왔으며(Barr & Higgins, 2007;
Eisenberg et al., 2006; Hoffman, 1976), 공감을 중심으로 하여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다
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Batson et al., 1987; Coke et al., 1978; Hoffman, 1976).
즉 공감은 도덕적 행위의 동기로서 작용하며, 높은 공감 수준은 곧 높은 친사회적
행동으로도 연결됨을 알 수 있다(Eisenberg et al., 2006; Eisenberg & Miller, 1987).
이렇듯 공감은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적 역할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다.
한편 광고 등 마케팅커뮤니케이션의 효과 면에 있어서도 단순한 설득보다 공감
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김항중 & 남승규, 2014), 마케팅 맥락에서 공감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려면, 인지적 과정을 통한 공감 발생, 공감적 각성, 공감적 소통
등의 다양한 요소가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공감 발생을 위해선 컨텐츠
의 특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윤대홍, 2015; 전종우, 2016; 최윤슬 외,
2015). 이처럼 마케팅 맥락에서 소비자의 공감 유발은 긍정적 의도와 연결되어 지
지만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사회적 연결욕구의 경우,
타인에 대한 감정상태(Emotional states) 및 생리적 각성(Physiological arousal)까지
유사하게 경험하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공감적 효과가 내재되어 있다. Cwir et
al.(2011)은 사회적 연결욕구 조작 실험을 통해 높은 사회적 연결욕구가 타인과 유
사한 감정을 느끼게 하고 유사한 생리적 경험까지도 가지게 함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높은 사회적 연결욕구 그 자체가 타인과의 교류 기간과는 무관하게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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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공유 상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Walton et al., 2012). 즉 높아
진 사회적 연결욕구는 공감을 넘어선 동일시의 효과를 불러일으킴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높아진 사회적 연결욕구는 광고에 대한 공감 형성과는 무관하
게 소비자의 행동적 동기를 끌어낼 수 있을 것임을 예측하였으며, 사회적 연결욕
구가 낮을 땐, 기존 선행문헌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광고에 대한 공감이 소비자의
반응을 조절하는 변수로서 작용할 것이라 보았다.

Ⅲ. 가 설
앞서 고찰하였던 선행연구를 근간으로 하여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가설을 수립
하고(<그림 1> 참조), 이를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H1. 따뜻한 향의 시뮬레이션은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따뜻한 향의 시뮬레이션은 사회적 연결욕구를 높게 지각하게 할 것이다.
H3. 높아진 사회적 연결욕구는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따뜻한 향의 시뮬레이션은 사회적 연결욕구를 높게 지각하게 하여 친사회
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따뜻한 향의 시뮬레이션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연결욕
구에 의하여 매개되며, 공감은 사회적 연결욕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친사
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절된 매개 효과)
<그림 1> 연구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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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 험
본 연구는 두 번의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실험 1에서는 메타포와 연관된 개념을
활성화시키는 도구로서 ‘따뜻한 향의 시뮬레이션’이 효과가 있는지를 친사회적 행
동의도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그러한 결과가 메타포와 연관된 개념의 활성화
때문인지 검증하기 위하여, 매개변수인 사회적 연결욕구를 추가하였다. 이후 실험
2에서는 높아진 사회적 연결욕구가 캠페인에 대한 광고(<APPENDIX 2> 참조)의
공감 여부와 관계없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검
증하였다.

1. 실험 1
본 실험에서는 따뜻한 향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실제 향이 존재
하지 않는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으로도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그 기저에 메타포와
연관된 개념의 활성화가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사회적 연결욕구를 함께 측정할 것
이다. 또한 본 실험의 종속변수인 친사회적 행동의도는 친환경 캠페인 참여의도로
보았다.
1) 실험 참가자 및 설계
MTurk(Amazon Mechanical Turk)에서 총 746명(여: 286명)의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나이 18-70세; M = 32.94, SD = 10.33). 실험은 2(메타포: 따뜻함 vs. 통제) 집단
간 설계를 채택하였고, 종속변수로 친사회적 행동의도(i.e., 친환경 캠페인 참여의
도), 매개변수로는 사회적 연결욕구를 조사하였다.
2) 실험 자극 및 절차
먼저 실험에 참여한 모든 피험자들이 실험과 무관한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이후
실험 집단의 경우 따뜻한 향을 점화시키기 위해 따뜻한 향의 종류와 간단한 묘사
문을 읽게 하였으며(i.e. 코지한 바닐라향이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고 부드럽게 만
들어준다는 내용.), 실험과 무관한 스터디와 향 점화를 위한 자극물은 색조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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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제하기 위해 모두 무채색화 시켰다. 이어서 방금 읽은 향에 대한 묘사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하여 따뜻함(vs. 통제)과 연관된 형용사를 활용하여 질
문하는 것으로, 조작 점검을 진행하였다(따뜻함 연관 형용사: -3 = finicky vs. 3 =
mild, -3 = touchy vs. 3 = peaceful, -3 = unfamiliar vs. 3 = familiar; α = .73; 뉴트
럴 형용사: -3 = boring vs. 3 = funny, -3 = cowardly vs. 3 = courageous, -3 =
inauthentic vs. 3 = authentic)1) 이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둘 다 실험과 관련된
캠페인에 노출되었으며(<APPENDIX 1>참조), 친환경 캠페인의 참여의도에 대한
두개의 문항에 ‘I want to participate in this campaign’, ‘I want to participate in the
light out campaign’(α = .95)에 7점 척도로 응답하였고(-3 = 전혀 참여 해보고 싶지
않다 vs. 3 = 매우 참여 해보고 싶다), 이어 Aron & Smollan(1992)이 제시하였으
며, 사회적 연결욕구 측정에 활용 가능한(Ng & Lai, 2009), IOS(Inclusion of other
in the self scale)를 활용하여 자신의 대인관계와 가장 비슷한 그림을 고르도록 하
였다. 마지막으로 피험자들의 성별과 나이가 조사되었으며, 모든 실험 절차가 완
료된 후 감사 인사와 함께 리워드를 $0.10 지급 하였다.
3) 결과
① 조작 점검 결과
실험 집단에 속한 361명의 피험자만을 대상으로 한 형용사 테스트에서 따뜻함 형
용사와 뉴트럴 형용사 간의 차이가 유의하여(Mwarmth-related
Mneutral-related

adjectives

adjectives

= 5.14 vs.

= 4.94; t(360) = 2.02, p < .05), 따뜻함(vs. 통제) 조작이 성공적

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② 실험 결과
따뜻한 향기(vs. 통제)를 독립 변수로 친사회적 행동의도(i.e., 친환경 캠페인 참여
의도)를 종속변수로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친사회적 행동의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따뜻한 향기 시뮬레이션을 한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캠페인 참여의도가 높게 나타났다(Mwarm = 5.71 vs.
Mneutral = 5.47; t(744) = 2.49, p < .01). 이후 따뜻한 향기가 친사회적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사회적 연결욕구가 매개변수로서 작용 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1) 실험이 영어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실험에서 사용한 영어를 그대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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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es(2018)의 PROCESS 모델 No. 4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 메
타포(따뜻한 향기 시뮬레이션 집단의 피험자들을 1로 통제 집단의 피험자들을 -1
로 코딩)가, 종속변수로는 친사회적 행동의도(i.e., 친환경 캠페인 참여의도), 매개
변수로 사회적 연결욕구가 입력되었다. Bootstrapping을 위해 재추출한 표본수는
10,000개였고, 95% 신뢰구간(Confidential Interval)에서 매개 효과 계수의 하한값
(LLCI)과 상한값(ULCI)을 구하였다. 그 결과, 친환경 캠페인 참여의도에 대한 하
한값과 상한값이 .05와 .15로 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결과가 도출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향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유발시
킨 따뜻함에 대한 메타포가 친사회적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연
결욕구의 매개효과가 검증 되었다(<표 1> 참조). 마지막으로, 통제 변수로 조사한
나이 그리고 성별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하지 않았다(ps > .1).
③ 실험 결과 토의
실험 결과, 따뜻한 향기 시뮬레이션 경험이 친사회적 행동의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실제 향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향에 시뮬레이션만으로 가능 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따뜻함의 메타포와 관련된 개념이 활성화되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음을, 매개변수인 사회적 연결욕구를 통하여 알 수 있었
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따뜻함에 대한 경험은 사회적으로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
를 높이고, 이는 친사회적 행동의 동인이 되는데, 이번 실험을 통하여 이러한 반응
은 시뮬레이션으로도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 따뜻함의 메타포와 친사회적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연결욕구의 매개효과
95% 신뢰구간

종속변수

매개변수

간접효과
계수

Boot
표준오차

boot LLCI

boot ULCI

친환경 캠페인
참여의도

사회적
연결욕구

.09

.02

.05

.15

2. 실험 2
두번째 실험에서는 따뜻한 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매개변수인
사회적 연결욕구에 대하여 좀 더 깊게 탐구해 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연결
욕구의 수준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감의 조절 효과에 대하여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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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볼 것인데, 본 실험에서는 실험 1과 달리 친환경 캠페인의 참여가 아닌 친환경
상품의 구매를 통하여 검증 하였다. 또한 친사회적 상품과 일반 상품의 가격적인
측면을 동일하게 제시할 경우, ‘같은 가격이면 좀 더 착한 선택’의 효과를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친사회적 상품의 가격이 좀 더 비쌀 것이
라는 조건을 설정하여(10%의 차등), 실험을 진행하였다(<APPENDIX 2>참조).
1) 실험 참가자 및 설계
Mturk에서 총 72명(여: 33명)의 참가자를 모집하였다(나이 21-66세; M = 34.22,
SD = 10.61). 실험은 2(메타포: 따뜻함 vs. 통제) 집단 간 설계를 채택하였고, 종속
변수로 친사회적 상품 구매의도, 매개변수로는 사회적 연결욕구, 마지막 조절변수
로는 공감이 조사되었다.
2) 실험 자극 및 절차
실험의 절차는 실험 1와 동일하게 진행하였으며, 조작 점검 또한 실험 1와 동일한
방식인 따뜻함(vs. 통제)와 관련된 형용사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진행하였다(α =
.76). 이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둘 다 실험과 관련된 친환경 상품의 구매의도(-3 =
전혀 구매하고 싶지 않다 vs. 3 = 매우 구매하고 싶다)와 공감을 측정하기 위한 7
점 척도의 4개 문항에 응답하였다. 공감의 측정 문항은 Escalas & Stern(2003)에서
쓰인 공감 측정 문항을 광고에 대한 공감 측정에 알맞도록 수정한 변예경, 윤각 &
조재수(2017)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나는 이 광고
문제가 마치 내 문제 인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 광고를 볼 때 별 탈 없이 마
음을 열 수 있었다’, ‘나에게 이 광고는 먼 느낌보다 가까운 느낌으로 다가온다’,
‘이 광고에 대하여 만족한다’(-3 = 전혀 그렇지 않다 vs. 매우 그렇다 = 3)로 구성
하였다(α = .90). 마지막으로 Lee & Robins(1995)에서 개발된 사회적 연결욕구에
대한 8개의 문항에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나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원활한
편이다, 나는 주위사람들과 하나 된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나는 사람들과 지낼
때 뭔가 거리감을 느끼는 편이다(역코딩), 나는 친구들과 있을 때 함께 라는 생각
이 든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역코딩), 나
는 내 친구들을 형제나 자매처럼 느낀다, 나는 친구들이나 많은 그룹에 속한 사람
같다, 나는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좋은 편이다(α = .95)에 7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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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전혀 그렇지 않다 vs. 매우 그렇다 = 3). 에 답변한 후(α = .91), 피험자들의
성별과 나이가 조사되었다. 모든 실험 절차가 완료된 후 감사 인사와 함께 피험자
들에게 $0.10의 리워드를 지급하였다.
3) 결과
① 조작 점검 결과
총 32명의 실험 집단 피험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따뜻함 형용사와 뉴트럴 형용사
간의 차이가 유의하여(Mwarmth-related

adjectives

= 5.83 vs. Mneutral-related

adjectives

= 5.52; t(31) =

2.65, p < .01), 따뜻함(vs. 통제) 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② 실험 결과
따뜻함 메타포(vs. 통제)를 독립변수로 친사회적 행동의도를 종속변수로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친사회적 행동의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따뜻한 향 시뮬레이션을 통해 메타포와 연관된 개념을 활성화
시킨 집단에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높은 구매의도가 나타났으며 (Mwarm = 5.94 vs.
Mcontrol = 5.33; t(70) = 1.89, p < .05), 사회적 연결욕구 수준의 매개와 공감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Hayes(2018)의 PROCESS 모델 No. 14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 따뜻함 메타포(실험 집단의 피험자들을 1로 통제 집단의
피험자들을 -1로 코딩)가, 종속변수로는 친사회적 행동의도, 매개변수로 사회적 연
결욕구, 조절변수로 공감이 입력되었다. Bootstrapping을 위해 재추출한 표본수는
10,000개였고, 95% 신뢰구간에서 조절효과 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구하였다.
먼저 친환경 제품 구매의도의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연결욕구×공감의 하한값
과 상한값이 -.51과 -.14로 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사회적 연결욕구×공감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사회적 연결 욕구가 낮
을 때, 공감의 조절 효과가 유의한 것을 볼 수 있었다. PROCESS 분석 결과
Johnson-Neyman 포인트(Hayes, 2013)는 –.11과 .58에서 나타났고, 이 구간 내의 공
감 수준에서는 사회적 연결욕구의 수준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
지 않았다(<표 2> 참조). 마지막으로 조절된 매개효과의 경우 신뢰 구간의 상한값
과 하한값이 각각 -.47과 -.05로 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그 효과가 유의하였
는데, <표 3>에서 보이는 것처럼, 따뜻한 향기 경험을 통하여 고조된 사회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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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공감 수준에서의 Johnson-Neyman 포인트
공감 수준

β

표준오차

t-value

CI

1.00

2.22

.45

4.83

1.30, 3.14***

1.30

2.12

.43

4.91

1.26, 2.98***

1.60

2.02

.40

5.00

1.21, 2.83***

1.90

1.92

.37

5.09

1.17, 2.68***

2.20

1.82

.35

5.19

1.12, 2.52***

2.50

1.72

.32

5.31

1.07, 2.37***

2.80

1.62

.29

5.44

1.03, 2.22***

3.10

1.52

.27

5.59

.98, 2.07***

3.40

1.43

.24

5.75

.93, 1.92***

3.70

1.33

.22

5.93

.88, 1.77***

4.00

1.23

.20

6.12

.83, 1.63***

4.30

1.13

.17

6.13

.77, 1.49***

4.60

1.03

.16

6.45

.71, 1.35***

4.90

.93

.14

6.50

.64, 1.22***

5.20

.83

.13

6.35

.57, 1.09***

5.50

.73

.12

5.90

.48, .98***

5.80

.63

.12

5.13

.38, .88***

6.10

.53

.12

4.14

.27, 79***

6.40

.43

.14

3.10

.15, 71***

6.70

.33

.15

2.15

.02, .65**

6.75

.31

.16

1.99

.00, .63*

7.00

.23

.17

1.36

-.11, .58

Note: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결과
결과변수: 친사회적 제품 구매의도
비표준화계수
상수
사회적 연결욕구

β

표준오차

-10.15

3.16

2.55

.55

t

boot LLCI boot ULCI

-3.20**
***

4.63

-16.46

-3.83

1.45

3.65

***

공감

2.10

.55

3.79

.99

3.21

사회적 연결욕구 x 공감

-.33

.09

-3.49***

-.51

-.14

Note: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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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는 친사회적 행동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또한 공감, 사회적 연결욕구 그리
고 이 둘의 상호작용항이 친사회적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공
감, 사회적 연결욕구 각각의 조건부 효과(conditional effect)가 유의했다. 더하여 상
위의 효과인 둘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여, 조절된 매개모형이 지지되었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기 위해 조절변수인 공감의 세가지 수준에 따라(즉 높은 공감 수준은 평
균으로부터 + 1SD, 중간 공감 수준은 평균, 낮은 공감 수준은 평균으로부터 –
1SD) 사회적 연결욕구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시각화하여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따라서 따뜻한 향기 경험이 사회적 연결욕구의 고취를 통하여 친사회
적 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공감 수준에 따라 조건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통제 변수로 조사한 나이 그리고 성별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의 유
의하지 않았다(ps > .1).
<그림 2> 사회적 연결욕구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감의 조절효과

Note: 높은 공감 수준은 평균으로부터 + 1SD, 중간 공감 수준은 평균,
낮은 공감 수준은 평균으로부터 – 1SD

③ 실험 결과 토의
실험 결과, 따뜻한 향기를 통한 시뮬레이션으로 높아진 사회적 연결욕구는, 컨텐
츠에 대한 공감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의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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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회적 연결욕구는 공감을 뛰어넘어, 더욱 단단한
친사회적 행동의도에 주요 변수로서 작용됨을 시사하는 바이다.

Ⅴ. 결 론
1.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따뜻함과 관련된 자극이 따뜻한 행동을 이끄는 것에 있어 실제 자
극물이 존재 하지 않는 환경에서 시뮬레이션만으로도 가능함을 밝혀냈다. 또한 그
간 감각 연구에서 주를 이루었던 촉각 뿐 아니라 후각에서도 이러한 효과가 유의
미하다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광고에 대한 공감과는 무관하게 행동
의 동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펜데믹으로 인한 언텍트 시대로 성큼 다가서며, 소비자의 행동 패턴이 급변하고
있는 요즈음 마케터들도 빠르게 변화한 소비자의 행동 패턴에 따라 그들에게 적
합한 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후각적 시뮬레이
션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이 이에 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소비자
들의 행동 유도를 이끌어내기에 적절한 메타포와 연관된 개념이 시뮬레이트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극물들을 활용 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시뮬레이션은 특별한
마케팅 도구 없이 소비자들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개념만
알고 있다면 매우 간단하게 설득에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좀 더 온
화한 마음으로 그리고 덜 집중하여 약관이나 사과문을 읽길 바란다면, 배려나 가
까움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따뜻함의 메타포와 연관된 개념을 시뮬레이트 시키
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자사몰 등에서 방문자들에게 따뜻한 향이 상상될
수 있는 한 줄의 문장이나 시뮬레이션 가능한 따뜻한 향과 관련 된 수단들을 곳곳
에 배치한다면 좀 더 수월하게 설득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꼼꼼한 정
보처리를 하여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바를 모두 이해하길 원한다면, 그들의 신경
이 바짝 긴장 될 수 있도록 날카로운 페퍼민트향을 시뮬레이트 시킬 수도 있을 것
이다. 이는 언텍트 시대에 맞춰 직접적으로 감각에 자극을 주지 않아도 모두 시뮬
레이션을 통해 가능한 수단들 이기때문에, 시류에 적합할 뿐 아니라 해당 마케팅을
집행하기 위한 비용 또한 매우 적게 활용하게 되어 의미 있는 결과로 보답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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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특히 최근 들어 급격하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고 있는 산업군에서는 더욱
유의미하게 해당 연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를 포용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에 대한 국내외 기업
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기 때문이다(ITworld, 2021). 메타버스나 AR, VR 환경에서
도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친사회적 행동에 소비자의 참여를 더욱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상공간 내 배경이나 인물들, 오브제들의 색이나 이미지를 통
하여 따뜻함을 시뮬레이트 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최근처럼 비재무적 지표인 ESG를 통해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고, 더 나아가 투
자까지 고려하는 시대에는 지속가능 경영과 기업의 친사회적 행보가 해당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ESG는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는 회사의 리스크를 미리
짐작할 수 있는 비재무적 지표로서 그간 재무적 지표로만 기업의 가치를 판단했
던 투자자들이 해당 지표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높
게 주목하고 있는데(Weston, 2020), 이러한 지표의 상승을 위해선 책임경영의지가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친환경, 준법 경영을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소비자와 함께 할 때 더욱 빛이 날 수 있다. 즉 친사회적 경영을 통해 소비자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메타포의 개념을 지니고 있는 해당 향을 상상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비자가 설득되어, 해당 개념과 연관된
행동까지 이를 수 있게 할 것이다. 더하여 이러한 효과는 설득의 주요 요인인 ‘공
감’과 무관하게,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으로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2. 학문적 시사점
우리는 두 번의 실험을 통하여 첫째, 온도에 대한 메타포가 후각 자극(i.e., 향기)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발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둘째, 이러한 자극이
메타포와 연관된 개념을 통해 활성화 되는 것을 매개변수인 ‘사회적 연결욕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향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강력하게 형성된
사회적 연결욕구는 광고에 대한 공감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그간 다른 감각(주로
촉각)을 통해서 발현되었던 현상이 후각을 통해서도 충분히 발현 가능함을 알 수
있게 하였고, 더하여 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점화를 통하여 좀 더 간단하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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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으로도 후각 감각 자극의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혀낸 것으로도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감각 연구 중 유독 후각에 대한 연구가 적었던 이유는 향이나 냄새를 통
제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각과 관련된 연구들은 메타
포 보다는 단순하게 향의 지각 혹은 일치를 통한 기억이나 정서에 미치는 영향들
을 살펴 보아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따뜻함이라는 감각’을
‘후각’을 통해 확장하여 검증한 것에도 그 의미가 깊다.
특히 소비자 참여가 절실한 종류의 캠페인과 같은 컨텐츠들의 경우, 그 기저에
‘공감’이라는 요소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공감이 소비자들의 참여 동인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기 때문이다(Barr & Higgins, 2007; Eisenberg et al., 2006;
Hoffman, 1976). 그러나 오롯이 컨텐츠의 내용만으로 소비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본 탐구를 통하여 소비자 참여 동인으로서 후각 메
타포의 강력함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이것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가능 하다
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3. 향후 연구 제안 및 본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사람들이 따뜻한 향을 통해서 따뜻한 행동에 이르는지에 대해서 살펴
보았는데, 따뜻한 향과 유사한 메타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Meier et al.,
2012), 달콤한 향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따뜻한 향과 유
사하게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타인에 대한 평가까지도 유연하
게 만드는, 주로 미각을 통해 연구 되어진, 달콤함의 메타포 또한 이번 연구와 유
사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본다면, 달콤한 향도 큰 맥락에서 따뜻함의 범주에
속할 수 있을 것인지를 탐구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친사
회적 행동을 기업에서의 비지니스적 활동으로 한정 지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의 친사회적 행동을 살펴본다면 더욱 다채로울 것이라 생각된
다. 예를 들어, 기업과 개인간의 친사회적 관계가 아닌 개인과 개인간의 호혜적 활
동의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포함한 그 간의 감각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하나의 감각
에 집중하여 그 결과를 탐구하여 왔는데, 하나의 감각을 넘어 궤를 같이 하는 자
극이 여러 감각에서 동시에 제시된다면 어떠한 결과로 표출 될 지 살펴보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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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따뜻한 후각 자극과 따뜻한 시각 자극이
함께 제시 되었을 때, 따뜻한 감각이 메타포를 불러 일으켜 긍정적인 행동을 유발
하는 효과가 더 확장 될지, 혹은 천장 효과(Ceiling effect)로 인하여 외려 감소되거
나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지를 살펴본다면 실무적 관점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
가 도출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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