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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게임이론을 활용한 사회성 여가 참여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ocial Leisure Participation Using
Evolutionary Gam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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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 Ju-Young

Abstract : This study aim to be aware of the value of social leisure and to analyze
the strategy of promoting participation. In this study, social leisure is defined as a
quality of experience which provide a person with a self–satisfaction as a internal
compensation, altruistic behaviors and furthermore contributing society. In order to
analyze the strategy of promoting participation, the cooperation mechanism based on
evolutionary game theory is applied. It is used to explain altruistic behavior increase
the person’s happiness.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firstly, as strong as altruistic gene is, secondly as
many as social leisure is repeated and continued, as often as people are exposed to
social leisure, thirdly as much as social leisure is valued within organization and
community, more social leisure participation were promoted. These findings expect
that social leisure contribute to take root in a healthy and mature leisure culture in
a society.
Keywords : social leisure, volunteer, evolutionary game theory, mechanism of

cooperation, altruism
국문요지 : 본 연구는 사회성 여가의 가치를 인식하고,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을 분
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성 여가는 여가행위자의 내적보상인 자기만족
뿐 아니라 타인을 위하고 나아가 사회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여가로 정의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타적 행위가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이유를 증명하는데 사용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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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의 협력 메커니즘을 분석의 틀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이타적 유전적 영향
을 많이 받을수록, 둘째, 사회성 여가가 반복되고 지속될수록, 사회성 여가를 주변에서 자
주 접할수록, 셋째, 조직이나 집단 내에서 사회성 여가가 높이 평가될수록 사회성 여가
참여가 촉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사회성 여가를 통한 건전하
고 성숙한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열쇠말 : 사회성 여가, 자원봉사, 진화적 게임이론, 협력 메커니즘, 이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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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A -“이번 휴가 때는 좀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회사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신청했습니다. 회사에서 캄보디아의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프로그램인데, 다녀온 사람들의 평이 다들 좋더라
고요. 이제 인기가 많아서 신청한다고 다 갈수도 없고, 저는 지난해 재수하고
가는 거예요”
B-“(사회성 여가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들 좋다고 하던데… 저는 아직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요. 제가 그런 봉사를 하는 시간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기
개발을 하는 시간일 테고, 저는 그만큼 기회비용을 잃는 거잖아요. 일로 지치
니 뭔가 의미 있는 일도 좋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저를 위해서 그냥 쉬고
싶어서…”
개인의 여가권리 의식 신장과 사회경제적 욕구 수준의 변화, 근로시간 감소와 자유 시
간 증대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여가문화도 고도화되고 있다. 일보다 여가에서 의미를 찾
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여가생활은 긍정적인 정서와ﾠ정체성, 사회적 관계를 유지시켜
주며,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Iwasaki, 2008). ‘A’처럼 사회 개
선을 위해 여가를 의미 있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 ‘B’처럼 여유 없는 일
상에 자신만의 휴식을 위해 여가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4)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은 TV시청(51.4%)과 인터넷 검색(11.4%)으로 ‘B’와 같은 휴식지향형 여가이다.
TV시청과 같은 휴식형 여가는 특별한 물리적 혹은 인지적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Kyubey & Cikszentmihalyi, 1990) 즉각적인 편익은 크지만 소요되는 한계비용은 무
시할만큼 적기 때문이다(Frey, 2008). 휴식형 여가는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사회에서
지친 현대인들이 여가시간에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비용으로 볼 수 있다.
반면, ‘A’와 같이 개인의 내적보상으로서의 자기만족과 더불어 사회의 가치도 동시에
추구하는 여가를 ‘사회성 여가’라고 한다. 사회성 여가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원봉사를 들
수 있으며 이타적 여가, 사회공헌적 여가로 불리기도 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사회성 여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TV시청과 같은 휴식형 여가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기
회비용이 든다. 그럼에도 참여하는 이유는 보다 높은 편익이 제공되기 때문일까?
Stebbins(2011)는 자원봉사와 같은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가 일상적 여가(cas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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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sure)보다 깊이 있고 지속되는 행복감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또한 Frey(2008)는 자원
봉사가 삶의 만족을 높여주며,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인과관계
를 증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와 같은 사회성 여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람들은 왜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성 여가에 참여하는 것일까? 사회성 여가의 편익은
무엇일까? 경제학에서는 이같이 이타적인 행위를 진화적 게임이론(evolutionary game
theory)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경제학에서 전제하는 경제적인 인간, 호모 이코노미
쿠스(homo economicus)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일반
적인 게임이론은 여러 주체가 각자의 유인책(incentive)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상
황을 게임으로 가정하고 상호의존성과 개인적 합리성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분석하는 이
론이다(김영세, 2015). 그러나 타인을 돕는 행위나 사회협력 행위는 경제적 동기로 설명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진화경제학자들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이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Axelrod, 1984; Camerer, 2003; Camerer & Thaler, 1995; Fehr & Fischbacher,
2004; Roth, Prasnikar, Okuno-Fujiwara & Zamir, 1991; Sally, 1995). Bowles &
Gintis(2016)는 사람들이 비슷한 심성을 갖는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에서 기쁨을 얻거나
도덕적 의무감을 느끼는 반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죄의식을 느끼거나 사회적으로 제
제를 받을 때 느끼는 수치심 등의 감정으로 인류 진화에서 이타적 협력을 지속시키는 속
성으로 자리잡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사회적 선호(social preference)라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개인에게도 만족감을 제공하고 사회적으로도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사회성 여가는 사회적 선호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성 여가
분석 방법으로 진화적 게임이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사회성 여가가 혼자만의 여가가 아
니라 사회와 상호의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개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사회
성 여가 참여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화적 게임이론은 본 연구의 유용한
분석 틀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첫째, 사회성 여가가 이타적 개인의 일방적 시혜 성격
의 자원봉사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의 자발적 선택으로의 여가라는 점
에서 사회성 여가의 관점의 변화를 꾀하고자 한다. 둘째, 개인의 행복증진 뿐만 아니라
사회 가치 증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사회성 여가의 효과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셋
째, 사회성 여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봄으로써 사회성 여가의 이론적, 실질적 토대를 마
련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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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고찰
1. 사회성 여가
1) 개념
사회성 여가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개념으로서 사회
성 여가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 복지사업의 공백을 메우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방주영, 2013). 우리보다 앞서 사회성 여가에 주목한 일본은 1999년 레저백서의
주제를 ‘사회성 여가(社会性余暇)’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자유시간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람이나 사회와 관련되어 자신의 취미나 관심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 결과적으로 사회
에 도움이 되어, 그것이 스스로의 기쁨이나 사는 보람으로 연결되는 것 같은 사회성을
띤 여가’로 소개하였다(日本生産性本部, 1999). 또한 사회성 여가를 ‘이타적 여가’ 개념
으로 규정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자원봉사 활동은 자발적인 선택활동
이라는 점에서 여가와 맥락을 같이하지만 사회적 의무감과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사회성 여가와 동일시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다만 이러한
개념은 객관적인 현상이 아닌 개인의 주관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으로 문화에 따라서도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한편, 영어권에서는 ‘사회성 여가’, ‘사회적 여가’ 모두 ‘social leisure’로 번역하며,
사회성 여가를 보다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Agahi and Parker(2005)는 여
가유형(leisure type)을 사회문화적(social-cultural), 신체적(physical leisure), 지능
적(intellectual), 표현과 종교적 활동(expressive and religious activities)로 분류하였
으며, Passmore and French(2001)는 여가유형(leisure type)을 성취형(achievement
leisure), 교류형(social leisure), 휴식형(time-out leisure)로 분류하면서 ’social leisure’
에 대해 타인과 어울리기 위한 활동으로 친지방문, 외식, 여럿이서 하는 스포츠 등을 언
급하기도 하였다. 많은 외국 문헌에서 집에서(home), 혼자서 즐기는(solitary) 여가와 상
반되는 개념으로 사회적 혹은 사교적(social) 여가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자원봉사, 종교
활동, 공연관람, 외식 및 술자리, 친지 방문 및 초대, 전화통화 등을 모두 여가활동
(leisure activities) 중 사회성 활동(social activities)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Stebbins
(1992)는 여가를 일상적 여가(casual leisure)와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의 개념으로
분류하였다. 일상적 여가는 즉각적이고 본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며, 특별한 훈련이나 기
술이 필요하지 않는 여가로 상대적으로 짧은 즐거움을 주는 여가활동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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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진지한 여가는 유형을 아마추어(amateurism), 취미(hobbies), 그리고 자원봉사
(volunteering)로 구분하고 체계적으로 여가활동을 추구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는 진
지한 여가는 특정 수준의 기술과 지식, 경험을 얻고 표현하기 위해 경력이 중심이 되는
여가활동으로 일상적 여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깊이있고 지속적인 행복을 느낄 수 있
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구분은 자원봉사활동이 중요한 여가활동으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영어권에서는 사회성 여가(social leisure)라는 용어가 일본이나 한국처
럼 사회공헌형 여가나 이타적 여가의 의미와 직결되지 않는다. 대신 사회성 여가의 대표
적인 활동으로 꼽히는 자원봉사 활동이 국내의 사회성 여가와 보다 근접한 용어로 간주
된다. 자원봉사 활동이 국내에서는 헌신적이거나 자기 희생적인 의미가 부각되는 반면,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궁극적 목적인 활동 자체로부터 얻는
즐거움과 행복이 강조되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을 ‘이타적 여가’ 또는 ‘여가의 이타주의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국내에서 ‘사회성 여가’라는 개념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의 ‘사회성 여가 발굴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사회성 여가’란 여가행위자가 그 활동의
목적으로서 내적 보상인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것 이외에도 사회공헌적인 가치를 구현하
는 여가활동으로 자신의 삶을 보다 의미 있고 보람되게 만드는데 주어진 여가시간을 할
애하는 여가활동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08;
2010; 2012; 2014)와 여가백서(문화체육관광부, 2013)에서도 ‘사회성 여가활동’을 2008년
부터 별도 항목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방법활동, 마을 청소, 지역행사
도우미, 재해지역 복구, 재능 기부 등”을 사례로 들고 있다.
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여가’와 관련해서는 “일하고 남은 시간에서 생리
적 필수시간(취침, 식사시간)을 제외한 자유시간을 의미하며, 직업상의 일, 필수적인 가
사일, 수업 등과 같은 의무적인 활동 이외에 스포츠, 취미, 휴양 등의 활동에 할애되는
개인이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문화체육관광부, 2012)”으로 정의하
여 사회성 여가와 그 의미를 구별하고 있다. 기존의 여가활동은 개인의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개인 활동으로 국한되었지만, 사회와 경제가 발달하고 개인의 다양한 여
가경험이 쌓이면서 사회적 문제 의식이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활동으로 점차 여가
의 영역이 확대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성 여가는 혼자만이 아닌, 가족, 조직, 사회와
의 원만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의 기쁨이나 사는 보람으로 연결되는 이타주의적
인 성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사회성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된 연구들이 서서히 늘고 있다(권영숙,
2011; 김영우, 2009; 남은영·이재열·김민혜, 2012; 박준홍·이환·조수연·김매이, 2011; 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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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2013; 방주영, 2013; 박충우·권해수, 2014; 오세숙·신규리, 2009; 오훈성, 2009; 최정자·
이선화, 200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한상미, 2011). 본격적인 연구는 한국문화관광
연구원(2007)의 ‘사회성 여가 발굴 및 활성화 방안 연구’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
기서 사회성 여가에 대한 개념 설정과 특징을 밝히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인 활용을 위한 연구로 실행방안에 방점이 있어 사회성 여가와 관련
된 이론적 근거를 비롯한 학술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이후 사회성 여가를 보다 학술적으로 접근한 연구로는 사회성 여가로서의 대학생 사
회봉사 제약요인을 분석한 오세숙·신규리(2009)와 생활예술인의 사회성여가활동이 사회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방주영(201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기존 사회
성 여가라는 용어는 사용하였지만, 자원봉사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함으로써 사회성 여가
의 의미를 모두 아우르지 못하였다.

2) 사회성 여가와 유사개념
사회성 여가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자원봉사’(문화체육관광부, 2014)는 광의에
서는 같은 맥락이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자원봉사가 사회복지분야에서 시혜의 성격이나
사회적 의무를 수반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향(황선환, 2013)이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
회도 자원봉사활동을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이나 국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인간존중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
칙에 입각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타심의 실현과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여 사회적 의무감이나 진지함을 강조하였다. 자원봉사는 기본적으로 사
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반면 사회성 여가는 본질적으로 ‘여가’
의 특성인 즐거움과 행복에서 출발한다. 자원봉사와 사회성 여가는 모두 자발성과 자기
만족이 동반되지만 출발점에서 이와 같은 차이가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그러나 한국사회의 자원봉사 인식에 최근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전국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행정자치부, 2014)에 따르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동기는 2011년 사회적 문제
해결(72.9%),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 돕기(72.2%), 시민으로서 도덕적 의무와 책임
(69.3%) 순이었으나, 2014년 조사에서는 여가시간 활용(68.4%), 다양한 경험(67.2%)이
시민으로서 도덕적 의무와 책임(66.9%)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하여 우리 사회에서 자원
봉사를 의무감보다는 여가의 일부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를 여가시간을 의미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2008년 36.4%, 2011년 61.7%, 2014년 66.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사회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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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써 성격이 보다 강해질 전망이다. 해외에서 자원봉사의 의미는 사회성 여가 성격에
보다 가깝다. ‘자원봉사(volunteer)’의 어원은 자발적 의지와 욕망을 나타내는 라틴어의
자유의지(voluntas)에서 기원한 것으로 프랑스어로는 ‘기쁨의 정신’, 영어의 명사로는 ‘지
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자발적 의지에 바탕을 두고 타인이나 사회
를 위해 공헌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다(이병순 외, 2010).
자원봉사의 한 형태인 ‘재능기부’ 도 사회성 여가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재능기부’
란 “개인, 단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를 일컫
는 개념으로 자신의 역량을 마케팅이나 기술 개발에만 사용하지 않고 기부를 통해 적극
적인 활동을 벌임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려는 것(진무두, 2012)”으로 최근 들어 자원봉사에
서 한 단계 진화된 개념으로 평가(황선환, 2013)되고 있다. 그러나 재능기부는 각자의 전
문성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지속적인 기부 형태라는 점에서 사회성 여가와 구분된다.
한편 Stebbins(2005)는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사람들
이 여가를 통해 특정한 기술, 지식, 경험을 익히고 표현하면서 충분히 실체적이고 흥미
있으며 충만한 경험을 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그는 진지한 여가에 참여함으로써 개인
적인 충만감, 자아실현, 자기표현, 긍정적인 자아상과 자기만족, 재충전, 경제적 보상 등
의 개인적 이득 뿐만 아니라 사회적 매력, 집단의 성취, 집단의 유지 및 발전에 기여 등
의 사회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면은 사회성 여가와 유사한 특성
을 지닌다. 그러나 일상적 여가(casual leisure)와 구분된 진지한 여가로 여가활동에 대
해 사전에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수행하며 지속되는 여가활동을 통해 경험과 지
식, 특별한 기술이 상호작용하여 쌓이는 경력(career)을 강조한다(Stebbins, 2005)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공헌형 여가, 자원봉사, 재능기부, 진지한 여가 등 사회성 여가와 유사한 개념
을 사용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사회공헌형 여가(남은영 외, 2012; 박진경, 2013), 자
원봉사(권영숙, 2011; 김영우, 2009; 박충우·권해수, 2014; 윤현호, 2011; 최영희, 2009;
Becchetti, Ricca, & Pelloni., 2011; Hinterlong, 2002; Van Willing, 2000)나 재능기부
(김매이, 2010; 송정애·임원선, 2012; 윤지연·최승혁·허태국, 2013; 진무두, 2012;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2011), 진지한 여가(고동우·김병국, 2016; 서용석·김용근, 2007; Stebbins,
2005, 2012; Heo, Stebbins, Kim & Lee, 2013)등의 연구들은 사회성 여가의 유사 개념으
로 사회성 여가 개념과 본질적인 특징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자원봉사는 사회성 여가와 자발성, 공익성, 무보수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보다 강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재능기부와 진지한
여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경험과 지식, 기술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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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회성 여가보다 엄격한 조건을 갖고 있다. 유사 개념들과 사회성여가의 개념을 비교
하면서 사회성 여가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성 여가의 개념을 “여가행위자의 활동 목적으로 내적 보상인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동시에 타인을 위하고, 나아가 사회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여가
활동”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사회성 여가가 본질적 차원에서 ‘여가’로써 개인의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방점을 둔다. 사회성 여가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삶을 보다 의미있고
보람되게 만들어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본
다. 본문에서 사회성 여가 개념의 해석을 위해 자주 인용될 자원봉사 개념 역시 여가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사회적 의무감이나 책임감보다 개인의 자발성과 심리적 만족감 중심
의 활동을 일컫는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성 여가의 개념을 자원봉사라는 시혜성 개념에
서 벗어나 자신의 만족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합리적인 여가 활동임을 게임이
론을 통해 증명해보고자 한다.

2. 게임이론
게임이론(game theory)은 상호작용하는 합리적인 개인들의 전략적 선택을 연구한다
(MaCain, 2010). 게임이론은 두 사람(혹은 집단)이상이 상대방의 행동을 고려하면서 자
신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을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의 선택
이 상대방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역으로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감안하여 게임 참여자가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명한다. 게임이론
에서는 자신의 선택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한 타인의 행동변화가 다시 자신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 즉 상호의존적인(independence) 상황을 게임이 있는
상황(game situation)으로 본다. 이 안에서 상대방의 행동예측이나 기대를 바탕으로 자신
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행동(rational behavior)을 결정하는데 이것을 전략
(strategy)이라 한다(김완진, 2005). 게임이론의 상황적 본질은 상호의존성에 있고, 전략
의 기준은 합리적 행동에 있다.
1944년 등장한 게임이론은 다양한 경제현상에 적용이 가능하고 복잡한 현실을 간략
하게 설명해줄 수 있다는 유용성으로 90년대 이후 경제학의 표준 분석도구로 자리매김하
1)

였다. 다양한 현실에 게임이론을 적용한 연구자들이 노벨상 을 반복 수상하면서 게임이론
1) 게임이론을 소재로 연구한 학자들의 노벨상 수상 내역
1994년(John F. Nash, JR, John C. Harsanyi, Reinhard Selten : 게임이론의 발전에 공헌), 1996년
(Willam Vickrey : 게임이론 적용한 경매 입찰전략 분석), 2004년(Finn Kydland & Edward Presc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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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를 또 한번 입증하였다. 반면 전통적 게임이론은 완벽하게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
고 그들간의 전략적 상호관계를 분석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감정적이며 간혹 비이성적이
기도 한’ 실제 사람들의 행태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김영세, 2015). 사람
들은 게임상황에서 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
고 있다(Fehr & Gaechter, 2000; Issac & Walker, 1988; Thaler & Sunstein, 2003).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자연 선택이라는 생물학적 매커니즘
을 접목한 진화적 게임이론(evolutionary game theory)이 등장했다. 경제학과 생물학의
조우로 탄생한 진화적 게임이론은 전통적 게임이론으로는 설명하지 못했던 이타주의적인
성향들, 호혜성, 신뢰, 규범 준수행위 등의 다양한 개념을 아우르면서 설명력을 높였다
(Guth, 1995; Roth, Okuno & Zamir, 1991; Thaler, 1988, 2001; Camerer and Thaler,
1995 ; 최정규, 2013 재인용). 진화적 게임이론이 생물학과 조우를 통해 게임이론의 한계
를 극복하려고 했다면 행동게임이론(behavior game theory)은 신경과학과 접목하여 이
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Camere(2003)는 행동게임이론을 처음으로 개척한 연구자
로 실험과 검증을 통해 게임이론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고 평가받고 있다. 게임이론의 설
명력을 높이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들은 게임이론을 보다 강력한 도구로 만들었다. 게임이
론은 수학을 기반으로 경제학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정치학, 사회학,
생물학, 철학, 심리학, 전자공학 등 다양한 학문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김영세,
2015).
최근에는 여가와 관광분야에서도 게임이론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여가
분야에서는 야외 여가활동에서의 사회적 규범을 중심으로 게임이론을 적용한 분석
(Heywood, 1993), 게임이론과 여가제약을 이용하여 최적의 티켓 가격모델을 제안한 연구
(Xiang & Zhou, 2007)등이 있다. 관광분야에서는 개발에 따른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게임
이론으로 접근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지역 관광 개발을 위해서 급격한 개발의 부작
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전략 분석(Sheng, 2011), 지역관광 개발에 있어 협력과 경
쟁 전략 분석(Liang, Yang, & Liang, 2005),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의 커미션 구조 분석
(Zhang, Heung & Yan, 2009), 게임이론을 적용한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에 있어 지역의
참여 전략 분석(Sun and Bao, 2006),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추진과정에서의 지역관광
개발 갈등 분석(유광민·김진동·김남조, 2008), 제주도의 복합리조트 개발갈등 해소전략(강
: 정부거시정책의 동태적 일관성과 신뢰문제를 게임이론으로 해석), 2005년(Robert Auman &
Thomas Schelling-반복게임에서 경기자간 협력과 상생의 가능성 증명, 정치경제사회 실제 상황에
응용하여 설명력을 높임), 2007년(Leonid Hurwicz, Eric Maskin & Roger Myerson : 게임이론의
하부이론인 메커니즘 설계이론 개척), 2012년(Alvin E. Roth & Lloyd Shapley : 협조게임의 핵심이
론 정립 및 공공자원의 안정적 배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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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김지형·정철 , 2015) 등의 연구에서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갈등 주체 간 문제를 해결
하는 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고자 했다. 선행연구들은 대체적으로 갈등상황에
서 이해관계가 분명하여 게임이론을 통한 이해당자사간 이익의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하는 것인 반면, 사회나 공공재와 관련한 공동체의 협력을 위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
이다.

3. 게임이론과 사회성 여가
사회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화되면서 사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개인을 합리적으
로 설득해야 하는 과정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사회구성원 간 이해가 복잡하게 얽
혀있을 때 이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게임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게임이론에서 가정하는 개인은 자신의 기호나 의사를 분명
하게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합리적인 인간’으로 가정한다. 때문에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사회의 목적달성을 위
해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하는 지를 고려할 때 게임이론은 유용
한 도구가 된다(Watanabe, 2004).
본 연구에서는 게임이론 중 가장 대표적인 모델인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lema)
와 조정게임(coordination game)으로 사슴사냥게임(stag hunt game)을 활용하여 사회성
여가 참여를 위한 조건을 살펴보고, 진화적 게임이론에서 주장하는 이타성 행동의 메커니
즘을 적용하여 사회성 여가 참여 전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죄수의 딜레마는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각자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목적에서 보면 열등한 결
과를 초래하는(McCain, 2010) 상황을 말한다.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도 협조적 행
위의 진화를 연구할 때의 갈등을 잘 표현하여 군비경쟁이나 외교적 갈등, 도로 혼잡, 환경
오염 등의 다양한 주제에 적용되고 있다(Watanabe, 2004). 그러나 죄수의 딜레마 자체는
사회성 여가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개인의 사회성 여가 참여와 사회와의 관계가 갈
등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성 여가 참여여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게 드
러날만큼 참여가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개인들의 여가가 사회 가치 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은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확인
된 바 있다. Putnam(2000)은 스포츠클럽이나 음악동호회, 자원봉사와 같은 여가모임이 구
성원간 신뢰와 협력을 촉진시켜 사회자본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미국지역 50개주에서
실시한 실증연구를 통해 입증하였다. 특히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성여가의 가치는 직접적
인 측정이 어려워 그간 과소평가되어왔지만(주성수, 2013), 최근 다양한 형태로 가치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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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Salamon, Sokolowski & Haddock(2011)은 자원봉사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평가방법을 국가별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성 여가는 사회적 긴장과 갈등잠재력을 완화하고 나아가 사회구성
원간 신뢰와 유대를 촉진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의 기초를 마련하여 준다(박재묵·이정림,
2009).
한편, 개인의 여가활동이 협력을 통해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죄수의 딜레
마가 아닌 사슴사냥 게임을 적용해볼 수 있다. 사슴사냥게임은 Rousseau의 사회불평등기
원론(On the Origin and the Foundations of Inequality Among Mankind)에 나오는
우화에서 가져온 개념으로 사냥에 참여한 사람들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 개인들은 토끼
를 잡게 되지만, 서로 협력 했을 경우에는 토끼보다 더 이익이 큰 사슴을 사냥할 수 있다
는 면에서 협력을 중요성이 드러나는 게임이다(정태인·이수연, 2013). 즉,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보수표에서 협력의 값을 높이고 배신의 값을 줄여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다(Axelrod, 1980). 개인의 사회성 여가 참여 여부가 사회 갈등 야기하는 요소가 적고, 참
여를 통해 사회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성여가 참여는 사슴사냥
게임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볼수 있다.

III. 게임이론을 적용한 사회성 여가 참여행동 분석
1. 게임이론을 적용한 사회성 여가 보수(pay-off)
두 용의자 모두에게 가장 좋은 상황이 있음에도 개인의 상황만을 고려할 경우 최악
의 상황에 빠진다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이기적행동과 이타적 행동 사이의 갈등을 가
장 단순하지만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
용의자 A와 B(경기자player)는 범죄를 부인하거나 혹은 자백을 할 수 있다(전략
strategy). 서로 간의 전략에 따라서 용의자들이 받는 처벌(보수pay-off)은 달라진다. 서
로 범죄를 부인할 경우 각각 1년씩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용의자
들은 서로의 전략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면 서로
20년씩 처벌을 받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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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ncyclopadia Britanica, Inc(2006)

[그림 1] 죄수의 딜레마 게임

죄수의 딜레마 상황은 수많은 사회현상에 적용된다. Hardin(1982)는 영국의 공유지에
서 목동이 소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공유지가 황폐화되는 것을 묘사하면서 공유지의 비
극을 죄수의 딜레마 상황으로 묘사하였다. 정태인과 이수연(2013)은 한국사회의 사교육
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대표적인 죄수의 딜레마에 빗대어 설명하였다. 그 외에도 기업간
마케팅 경쟁, FTA와 같은 외교문제 등은 죄수의 딜레마가 적용된다. 일부 사회성 여가
에서도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상황을 찾아볼 수 있다.
사회성 여가의 예로 공정여행을 들어보자. 사회구성원들이 여가에 참여하게 될 때 얻
게되는 자기만족이 기본적인 편익이 될 것이다. 부가적으로 생산해내는 사회적 가치 역
시 부가 편익이 될 수 있다. 현지 주민이나 현지 여행사를 착취하는 구조의 값싼 여행상
품을 구매하기보다 상대적으로 비싸더라도 현지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공정여행 상
품을 구매했다고 가정한다면 나의 만족이라는 편익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생산이라는 사
회의 부가 편익이 생산될 수 있다. 반면, 공정여행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값싼 상품을 구
매했다고 한다면 개개인은 일시적으로 저렴한 상품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현지 여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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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할 수도 있다. 당장은 아니
지만 합리적인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현지 단속을 강화한다거나, 여행상품 등
급제 실시와 같은 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된다.
이에 <표 1>과 같이 사회구성원들을 경기자로 보고, 사회성 여가에 참여를 전략으로,
사회성 여가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참여자의 내적 만족과 사회적으로 얻을 수 있
는 부가적 가치들을 보수로 보기로 한다.
<표 1> 게임이론 구성요소의 적용
게임이론 구성

경기자player

전략strategy

보수pay-off

사회성 여가 적용

사회구성원

사회성 여가 참여

개인의 내적 만족
사회적 부가가치

주) 논자구성

죄수의 딜레마 게임 내 전략으로 보다 단순화하기 위해 사회구성원 개인이 사회성 여
가에 참여하는 활동을 시간이나 지불하는 재화를 기회비용 c로, 상대방 혹은 사회가 얻
는 편익을 b로 가정하면 <표 2>와 같은 보수행렬표를 얻을 수 있다. 이때 사회성 여가
참여로 인해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보다 상대방이 얻게될 편익의 크기가 크다면, 즉
b>c>0 가 성립하면 죄수의 딜레마 구조를 갖는다.
사회성 참여 여부에 따른 보수를 각각 비교해보면 첫째, 사회구성원 A, B 둘 다 사회
성 여가에 참여한다면 각자 서로에게 b만큼 이득을 주면서 c만큼 비용을 부담하여 b-c
만큼의 보수를 받게 된다. 둘째, A가 사회성 여가에 참여하고 B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A
는 이득은 없이 c를 부담하고 B는 비용없이 b만큼 이득을 얻는다. 그 역의 상황에서도
참여한 B는 c를 부담하고 참여하지 않은 A는 b만큼 이득을 얻는다. 셋째, 둘 다 참여하
지 않는다면 아무런 이득도 소득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때 각각의 보수는 0이다. 여기
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상대방이 사회성 여가에 참여하고, 자신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다. 사회성 여가에 참여한다면 b-c만큼 보수를 얻지만, 참여하지 않는다면 b만큼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상대방이 사회성 여가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하지
않는 것이 최적 대응이 된다. 사회성 여가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0의 보수를 받고 참여했
을 때는 –c만큼을 얻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상대방의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은 사회
성 여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이득이다. 동일한 논리가 상대방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으로 A, B 모두에게 참여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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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회성 여가 보수행렬(죄수의 딜레마 게임)
사회구성원 B
사회성 여가 비참여
사회구성원 A

사회성 여가 참여

사회성 여가 비참여

0,

0

b,

사회성 여가 참여

-c,

b

b-c,

-c
b-c

주) 최정규(2013) 이타적 협조게임 보수표 인용

일반적으로 강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일회성일 때 죄수의 딜
레마 게임의 구조를 가진다면 상호협조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게임이론의 일
반적인 분석이다(박종준, 2014). 사회성 여가는 엄밀하게 개인의 참여가 기회비용이 사용
되고, 상대방이 편익을 얻는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때문에 사회성 여가 전체 개념을 죄
수의 딜레마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사슴사냥 이론을 적용하기 위해 죄수의
딜레마 게임 보수표의 조정이 필요하다. 협력했을 때 이익이 더 많도록 게임의 보수를
변경하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다. <표 2> 와 같은 보수에서 사회성 여
가에 참여할 경우에 추가적인 보상 b’가 필요하다. b’>c 라는 전제 아래에서는 사회성 여
가 참여가 합리적 전략이 되도록 보수를 수정하면 <표 3>과 같은 값을 얻을 수 있다. 죄
수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다른 사람이 사회성 여가에 참여하면 나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었으나 사슴사냥게임에서는 상대방이 참여하면, 나도 참여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이다.
<표 3> 조정된 사회성 여가 보수행렬(사슴사냥 게임)
사회구성원 B
사회성 여가 비참여
사회구성원 A

사회성 여가 참여

사회성 여가 비참여

0,

0

b,

사회성 여가 참여

b’-c,

b

b+b’-c,

b’-c
b+b’-c

주) 논자구성

사회성 여가 참여가 합리적인 전략이 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보수 b’가 기회비용
c보다 크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까? Ostrom(1990)은 미국, 캐나다, 터키, 일본
등 세계 각지의 생태자원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공유지의 비극을 공동체의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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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관리 제도를 통해 죄수의 딜레마를 벗어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녀가 살펴본 성
공적인 자원 관리 사례는 대부분 정부의 개입이나 민간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이분법적
해법이 아니라 오랜기간 자체적으로 관리되어온 규범에 의해 유지와 관리가 되고 있었
다. 이는 죄수의 딜레마가 관련 제도나 규범을 통해 사슴사냥게임으로 변형이 가능하다
는 것을 증명하여 주었다. 규범은 사회적 선호(social preference)로도 대체될 수 있다. 사
회적 선호는 사람들이 비슷한 심성을 갖는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에서 기쁨을 얻거나 도
덕적 의무감을 느끼는 반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죄의식을 느끼거나 사회적으로 제제
를 받을 때 느끼는 수치심 등의 감정으로 인류 진화에서 이타적 협력을 지속시키는 속성
이다(Bowles & Gintis, 2016).
인류는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는 행동, 즉 사회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보복이나 처
벌을 가하고, 이타적 행위를 하면서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방향으로 진화하였다(최정규,
2013). 진화적 게임이론에서 밝히고자 했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음에도
이타적인 행위를 하게 하는 요인이나 환경, 제도 등을 활용한다면 보수 b’를 높이는 방
법, 즉 사회성 여가에 참여를 촉진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진화적 게임으로 보는 협력 메커니즘
진화적 게임이론에서 이타적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있
지만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가설은 ‘혈연선택(kin selection)’과 ‘반복호
혜성(reciprocity)’ 가설이다. Willam Hamilton(1960)이 이타적 행위의 이유를 부모
가 자식에게 헌신적인 이유를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려는 ‘이기적인 유전자’의 선
택 결과라는 주장에서 ‘포괄적합도(inclusive fitness)’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John
Maynard Smith(1964)는 유사한 발상으로 혈연선택(kin selection)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Richard Dawkins(1990)의 “이기적 유전자(The Selfish Gene)”에 의해 더욱 유명해
졌다(Nowak, 2006). 외견상 이타적인 행동이지만 유전자들의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되
었다는 것이 혈연선택의 핵심이다.
한편, 반복-호혜성 가설은 진화생물학자인 Robert Trivers(1971)가 일련의 조우를 통
해 동물들에게 이타적 성향을 밝혀내는 데서 시작되었고, 이는 Robert Axelrod(1984)를
통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tit-for-tat)’로 설명되는 ‘반복-호혜성’ 가설로 발전되었다.
일회성 만남이 아닌 관계가 오래 지속될수록 이타적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자
신의 긍정적 여가를 언젠가는 돌려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기저에 깔려있다. 이 두 가지
가설은 진화론적 게임이론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가설이지만 이타적 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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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지 않는 관계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점이나 혈연관계를 넘어 훨씬 넓은 인간관계에
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타적 행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Richerson과
Boyd(2005)는 진화생물학에서 설명하는 혈연과 호혜적 이타성 외에도 문화를 통해 협력
행동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문화를 ‘개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교육이나 모방,
기타 사회적인 관습에 의해 같은 종 안에 있는 다른 개체에서 획득한 정보’로 정의했다.
문화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에는 아이디어나 지식, 신념, 가치, 기술, 태도 등이 포함되고
진화와 마찬가지로 적응과 변이, 전달의 3단계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한편, Nowak(2006)은 선행연구들을 집대성하여 혈연선택(kin selection), 직접상호
성(direct reciprocity), 간접상호성(indirect reciprocity), 공간선택(spatial selection),
집단선택(group selection)으로 협력메커니즘을 분류하였다. 그에 따르면 혈연관계가 가
까울수록, 다시 만날 확률이 높은 관계일수록, 평판이 잘 알려질수록, 주변사람들 수가
적을수록, 집단 내 구성원의 수가 적고 집단수가 많을수록 이타적 행위나 나타날 확률이
나 협력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진화적 게임이론의 연구자별 협조전략 비교
연구자

협조전략

Willam Hamilton(1960)

유전적 적합도( Hamilton’s rule)

John Maynard Smith (1964)

혈연선택

Robert Trivers(1971)

상호적 이타주의(반복호혜)

Robert Axelrod(1984)

반복호혜 (Tit for Tat)

Richerson and Boyd(2005)

유전, 문화(아이디어, 지식, 신념, 가치, 기술, 태도)

友野典男(2006)

혈연관계, 호혜적 이타성, 문화적 진화, 집단의 도태, 문화의 변이
유지, 규범의 내부화, 사회적 감정, 마인드 리딩,

Martin Nowak(2006)

직접상호성, 간접상호성, 공간선택, 집단선택, 혈연선택

Yochai Benkler(2011)

평판, 투명성 호혜, 의사소통, 적합성, 공평성, 도덕성, 도덕시스템,
집단정체성, 다양성을 위한 설계, 보상처벌, 공감, 연대

최정규(2013)

혈연선택, 반복-상호성, 유유상종, 값비싼 신호보내기, 의사소통,
집단선택, 공간구조 효과

주) 논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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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이타적 성향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가설들이 제시되었다. 友野典男(2006)
는 혈연관계, 호혜적 이타성, 문화적 진화, 집단의 도태, 문화의 변이유지, 규범의 내부화,
사회적 감정, 마인드 리딩 등을 통해 협력행동이 촉진된다고 보았다. Benkler(2011)는 진
화적 게임이론에 근거한 협력을 넘어 사회학과 심리학, 경제학에 근거한 이론과 다양한
사회현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협력사례를 종합하여 협력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을 제시하
였다. 평판, 투명성 호혜, 의사소통, 적합성, 공평성, 도덕성, 도덕시스템, 집단정체성, 다
양성을 위한 설계, 보상처벌, 공감, 연대는 이기적인 사람들과 이기적인 시스템 안에서
믿음과 신뢰를 통해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요소라고 설명하였다. 최정규(2013)는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끼리 만나는 ‘유유상종(assortative interaction)’ 가설, 선행을 과시하기
위한 차원의 ‘값비싼 신호 보내기(signaling)’ 가설,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 이타
적 행위를 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의사소통(cheap talk)’ 가설, 이타적 행위가 집단 내
에서 혜택을 제공함으로 집단에서 권장된다는 ‘집단선택(group selection)’ 가설, 사회적
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상호작용과 지식습득을 통해 이타적 행위를 할 가
능성이 높다는 ‘공간구조 효과(spatial structure effect)’를 제시했다. 또한 그는 행위자
자신에게는 희생적인 행위이지만 남들에게 혜택을 주고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행동을
이타적 행위로 정의하며 대표적인 예로 자원봉사를 꼽았다. 나아가 이타성을 “자신에게
돌아오는 물질적 이득뿐 아니라 남을 도움으로써 일종의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는 성향”
이라 주장하며 이타적인 행위가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는 일은 다르게 표현하면 상대
방을 위하면서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기원을 찾는 문제와 같다고 보았다.

3. 진화적 게임이론으로 보는 사회성 여가 협력 메커니즘
협력을 촉진하는 협조전략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지만 이타적인 행위라는 사회성 여
가 특성에 근거해 참여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생물학적 유전 요인이다. 유전적 요인은 사회성 여가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
다. 인류는 오랜 역사 속에서 친족을 기반으로 하는 집단생활을 이어왔기 때문에 이타적
성향을 유지하고 진화해 오는데 혈연선택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사회성 여가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최정규, 2013). 그러나 혈연선택 가설은 가족의 테두리를 넘어서 존
재하는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대신 낯선 사람보다 가까운 친족에게
이타적 행위를 할 확률이 높여준다는 혈연선택의 개념을 확장하여 사회성 여가 참여자
를 대상으로 혈연 대신 정서적인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계
정에 돈을 기부하는 공공재게임(public goods game)에서 누가 얼마를 기부했는지 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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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보다 참여하는 사람끼리 서로 토론을 하거나 날씨 얘기만 하더라도 공공재에 기부하
는 금액이 늘어났다(Fehr, 1997)는 것은 관계의 중요성을 입증해준다. 또한 자원봉사 참
여 경로를 살펴보면 누군가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33%), 자원봉사를 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어서(21.7%)가 과반수에 이른다(행정자치부, 2015)는 점은 사회성 여가 참여에
서 주변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두 번째는 내재적 동기 요인이다. 반복-호혜성 가설이 주장하는 접촉의 관계가 자주
발생할수록, 오래 지속될수록 이타적 행위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사회성 여가에 적
용해볼 수 있다. 동호회와 같은 관계재 여가를 통해 행복감이 증진된다는 연구(남은영
외, 2013)나 여가를 목적으로 결성된 지역 모임들이 사회자본으로서 기능을 증명한
Putnam(2000)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 이러한 사람과 사람간의 교류는 사회성 여가를
활성화해줄 뿐 아니라 사회자본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직접적인 교류가 일어
날 확률이 낮고 실제로 만날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기능을
통해 사람들은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평판을 주고 받는다. 진화적 관점에서 사람들은
이러한 간접적인 평판을 고려하여 과시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
더라도 도움을 주고 받는다. 사회성 여가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건
전한 여가활동으로 권장되는 활동(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평판
을 받을 확률이 높다.사회에 긍정적인 평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은 개인의 내면화된
동기로 작용하여 사회성 여가 참여확률을 높이게 된다.
세 번째는 사회적 환경 요인이다. 개인을 둘러싼 주변 환경의 영향은 사회성 여가
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Richerson과 Boyd(2005)가 유전과 문화의 공진화
(coevolution)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협력에 관한 정보는 교육이나 모방 등을 통해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된다. 이것이 확산되고 반복되면서 협력이라는 사회의 규범이 성립하게
된다. 협력이라는 규범이 내부화 된다는 것은 서로 협력할 경우 보상을 받게되고, 협력하
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이나 사회에서 사회성 여가가 더
높이 평가받을수록 규범의 내부화를 통해 사회성 여가 참여는 활발해질 것이다. 규범의
내부화는 공간적 구조가 전역적(global)이기 보다 국지적(local)일 경우 이타적 행위가 더
욱 잘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Bowles & Gintis, 2016). 공간구조 효과는 유유상종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결과 집단 선택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이타적 행동에 유리한 조건이 된다(최정규, 2013). 이러한 점에서 사회성 여가
참여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다양한 보상체계,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의 사회적 규범이나 제도를 강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이타적 행위를 통해 심리적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최정규, 2013) 원리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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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진화게임이론 관점에서 보면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가 사회성 여가에 참여에 영향
을 주는 요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로
Lyubomirsky(2008)는 유전적 설정값을 50%, 여가나 이웃과의 교류 등 의도적 활동을
40%, 주거환경이나 자본 등 물리적 환경을 10%로 보아서 진화적 게임이론의 협력메커
니즘을 아우르고 있다. 진화적 게임이론이 인간의 본성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전략들은 사회성 여가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V. 논의 및 결론
사회성 여가는 개인에게는 건전한 여가활동으로서 만족감과 행복감을 제공하고 사회
에는 사회 공헌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자본의 역할을 한다. 사회성 여가는 개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결과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나아가 국가적 차원의
복지 역할을 민간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지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회성 여가는 사회경제적으로 국가의 부담은 줄여주고, 국민들
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활용가치가 높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연구는 일방적인 시혜 차원의 자원봉사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성 여가를 여가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재미와 행복을 추구하
는 여가의 본질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
한 사회성 여가를 통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사회적 가치 증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진화론적 게임이론을 활용하여 사회성 여가 참여를 촉
진하기 위한 전략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가지 사회성 여가 협력 메커니즘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유전에 기인한 협력이다. 동물들이나 생물들의 이타적 행동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고, 행복결정 요인에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도 하다. 둘째, 내
재적 동기요인이다. 직·간접 반복 호혜에 의해서 사회성 여가에 긍정적인 노출이 많이
될수록 사회성 여가에 참여할 확률도 높아진다. 마지막은 제도나 규범에 의해 조성된 사
회적 환경요인이다. 집단이나 사회 속에서 사회성 여가가 높이 평가받거나 인정받을 경
우 사회성 여가 참여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된다. 이와 같이 진화적 게임이론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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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협력메커니즘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진화를 통해 과학적으로 증
명되어 온 전략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점에 있다.
자기 만족과 더불어 사회공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성 여가를 촉진할 수 있
는 전략을 검토해봄으로써 사회성 여가가 건전하고 성숙한 여가문화로서 활용되는데 단
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여가연구에 있어서 진화 생물학과 경제학을 접
목하여 여가 연구의 관점을 다양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반면, 연구가 기존 선
행연구와 개념을 통한 분석으로 이루어져 실증적인 관계나 영향관계를 입증하는데는 한
계가 있다. 최정규(2006)는 진화적 게임이론의 제도와 규범을 설명하면서 좋은 정책은
이기적인 시민으로 하여금 공공의 목적에 맞게 행동하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정
책이며, 사람들의 이기심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 실증 연구 방법을 적용한다면 사회
성 여가 참여에 보다 유용하고 구체적인 유인체계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69

관광연구논총 제28권 제2호(통권 47)

▮

참고문헌

권영숙(2011).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특성 유형과 사회적 자본 형성의 관계분석,『지방행정
연구』, 25(1), 137-156.
김매이(2010). 여가활동으로서의 자원봉사 : 다양한 동일시 요인이 자워농사 참여의도에 미치
는 영향.『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4(3), 173-181.
김완진(2005). 경제적 합리성과 게임이론,『철학사상』, 20, 23-44.
김영세(2015).「게임이론」. 서울: 박영사
김영우(2009). 자원봉사관광 참여동기와 인식변화에 대한 연구: 태안해안국립공원지역 중심으로.
『관광연구』, 24(5), 315-339.
김용희․장훈․허태균(2010). 여가 강박 개념화 연구.『여가학연구』, 8(2), 59-82.
남은영․이재열․김민혜(2012). 행복감, 사회자본, 여가: 관계형 여가와 자원봉사활동의 함의를
중심으로.『한국사회학』, 46(5), 1-33
문화체육관광부(2008, 2010, 2012, 2014).「국민여가활동조사」
(2013).「여가백서」
박종준(2014).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IPD)모델과 공동체.『철학』, 118, 167-195
박준홍․이환․조수연․김매이(2011). 여가로서의 자원봉사: 대학생 해외자원봉사자의 기대일
치도, 환경만족도, 대인관계가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5(2), 89-1901.
박진경(2013). 사회공헌형여가인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성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여가학
연구』, 11(2), 101-117.
박충우․권해수(2014). 사회자본이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연구.『사회과학연구원논집』,
27(7), 29-59.
방주영(2013). 생활예술인의 사회성 여가활동이 사회적 자본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
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서용석․김용근(2007). 진지한 여가로서 수영매니아의 축제체험.『관광연구논총』, 19(1),
141-155.
오세숙․신규리(2009). 사회성여가로서의 대학생의 사회봉사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한국체
육과학회지』, 18(4), 375-387.
오훈성(2009). 사회성 여가를 통한 사회통합 사례,「학술연구발표 논문집」제5회 춘천국제여가
심포지엄. 춘천
윤지연․최승혁․허태균(2013). 여가강박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한국심리학회』, 19(2),
235-258.

70

진화게임이론을 활용한 사회성 여가 참여방안 연구

송정애․임원선(2012). 지역사회 재능기부 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정책연구』,
12(4), 271-288.
유광민․김진동․김남조(2008). 게임이론을 이용한 지역관광개발 갈등 분석 :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추진과정을 중심으로,『관광학연구』, 32(6), 233-251.
윤현호(2011). 축제 자원봉사활동 운영 체계 연구.『관광연구논총』, 23(1), 83-107.
이병순․김효정․오효근․박미혜․민승화(2010). 자원봉사론. 경기 : 공동체.
정태인․이수연(2013). 정태인의 협동의 경제학. 서울: 레디앙.
진무두(2013). 재능기부에 대한 이해와 활성화 방안.『도시와 빈곤』, 98, 23-31.
최영희(2009). 관광학적 측면에서 자원봉사관광의 개념적 접근.『관광연구논총』, 21(2), 21-38.
최정규(2006). 협조적 행위를 둘러싼 경제적 논리와 구조적 논리.『사회경제평론』, 27, 157-189.
(2013). 이타적 인간의 출현. 서울: 뿌리와 이파리.
최정자․이선화(2007). 국제회의 자원봉사자의 참여동기 이해: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를
중심으로.『관광연구』, 22(2), 1-16.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사회성 여가 발굴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08).「여가 그리고 정책 : 여가를 통해 미래사회를 바라본다」. 서울:
대왕사.
(2011).「문화예술분야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 연구」.
한상미(2011). 노인의 사회적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 : 여가만족과 고독감을 중심으로,『사회
복지연구』, 42(3), 157-182.
황선환(2013). 생활체육 : 스포츠 재능기부의 시대로. 스포츠과학. 124(0), 56-59
행정안전부 (2008, 2011, 2014).「전국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행정안전부 (2014).「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日本生産性本部(1999, 2014).「レーザー白書」
Agahi, N. & Parker, M, G. (2005). Are today’s older people more active than their
predecessors? participation in leisure time activities in Sweden in 1992-2002,
Aging and Society, 25(6), 925-941.
Axelrod(1984).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Basic Books, New York, 1984).
Becchetti, L., Ricca, E. G., & A. Pelloni.(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Leisure
and Life Satisfaction: Causality and Policy Implication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8(3), 453-490.
Benkler, Y. (2011). The penguin and the leviathan: How cooperation triumphs over
self-interest. Crown Business.

71

관광연구논총 제28권 제2호(통권 47)

Bowles, S., Choi, J. -K. & A. Hopfensitz, (2003). The Coevolution of Individual Behaviors
and Social Institutions, Journal of Theoretical Biology, 233(2), 135-147.
Bowles & Gintis(2011). A Cooperative Species: Human Reciprocity and Its Evolu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최정규·전용범·김영용역(2016). 협력하는
종, 한국경제신문 : 서울
Camerer, C. (2003). Behavioral Game Theory : Experiments. in Strategic Interac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Camerer, C., & Thaler, R. H. (1995). Anomalies: Ultimatums, dictators and manners.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9(2), 209-219.
Dawkins, R. (1990). The Selfish Gene, Oxford University Press. 홍영남 역(2002). 이기적
유전자, 을유문화사 : 서울.
Fehr, E. & Gaechter, S. (2000). Cooperation and Punishment in Public Goods Experiments,
American Economic Review, 90(4), 980-994.
Fehr, E., &Fischbacher, U. (2004). Third-party punishment and social norms.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25(2), 63-87.
Frey, B. S., & Stutzer, A. (2010). Happiness and economics: How the economy and
institutions affect human well-being. Princeton University Press.
Henrich, J., Boyd, R., Bowles, S., Camerer, C., Fehr, E., Gintis, H., & McElreath, R.
(2001). In Search of Homo Economicus: Behavioral Experiments in 15
Small-Scale Societies, American Economic Review, 91, 73-78.
Heo, J., Stebbins, R. A., Kim, J., & Lee, I. (2013). Serious leisure, life satisfaction, and
health of older adults. Leisure Sciences, 35,16-32.
Hinterlong, J. E. (2002). Productive engagement and well-being in later life: A study
of activity types, levels, and patterns. Ph.D. dissertation. School of Social Work.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MI.
Heywood, J. L.(1993). Game theory : A basis for analyzing emerging norms and
convetntions in outdoor recreation. Leisure Science, 15(1), 37-48.
Isaac, R. M. and Walker, J. M., (1988). “Group Size Effects in Public GoodsProvision:
The Voluntary Contribution Mechanis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3(1), 179-199.
Iwasaki Y. (2008). Pathways to meaning-making through leisure-like pursuits incontex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0(2), 231-249.
Kubey, R., & Csikszentmihalyi, M. (2002). Television addiction. Scientific American,

72

진화게임이론을 활용한 사회성 여가 참여방안 연구

286(2), 74-81.
Liang, Y., Yang, X., Liang & X. J. (2005). The Game-Theory Analysis on Regional
Toursim Cooperation and Competition. Geography and Geo-Information Science,
2(1), 1-2.
Lyubomirsky, S. (2008). The how of happiness: A scientific approach to getting the life
you want. Penguin.
Norio, Domono(2006). Behaviorl Economy. Kobunsha Co. Ltd. 이명희 역(2011). 행동
경제학. 지형
Nowak, M. (2006). Five Rules for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Science, 315, 1560-1563.
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윤홍근·안도경
역(2010). 알에이치코리아 : 서울
Roger A., McCain(2010). Game theory : A Nontechnical Introduction to the Analysis of
Strategy.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 Pte. Ltd. 이규억 역 (2013). 게임이론.
시그마프레스: 서울.
Roth, A. E., Prasnikar, V., Okuno-Fujiwara, M., & Zamir, S. (1991). Bargaining and
market behavior in Jerusalem, Ljubljana, Pittsburgh, and Tokyo: An experimental
stud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068-1095.
Richerson, P. J., Bettinger, R. L., & Boyd, R. (2005). Evolution on a restless planet:
Were environmental variability and environmental change major drivers of
human evolution. Handbook of evolution, 2, 223-242.
Sally, D. (1995). Conversation and cooperation in social dilemmas a meta-analysis of
experiments from 1958 to 1992. Rationality and society, 7(1), 58-92.
Sheng, L.(2011). Regional Competi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 Game Theory
Model for Tourism Destinations. European Planning Studies, 19(4). pp.669-681.
Stebbins, R. A.(1992). Amateurs, professionals, and serious leisure. Montreal: McGillQueen University Press.
Stebbins, R. (2005). Choice and experiential definition of leisure. Leisure Sciences, 27,
349-352.
Thaler, R. H. & Sunstein, C. R., (2003). Libertarian Paternalism, American Economic
Review. 93(2), 175-179.
Thoits, P. A., & Hewitt, L. N. (2001). Volunteer work and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2, 115-131.
Van Willigen, M. (2000). Differential benefits of volunteering across the life course. Journal

73

관광연구논총 제28권 제2호(통권 47)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5, 308-318.
Watanabe Takahiro(2004). Grimu Riron. Natsume Co., Ltd. 기미정 역(2014). 도해 게임이
론. 에이케이 커뮤니케이션즈: 서울.
Zhang, H. Q., Heung, V.CS. & Yan, Y.Q.(2009). Play or not to play- An anaylysis of
the mechanism of the zero-commission Chinese outbound tours through a game
theory approach. Tourism Management, 30(3), 366-371.

2016년 4월 18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16년 5월 12일 최종심사완료 및 게재확정 통보
2016년 5월 30일 최종 논문 도착
3인 익명 심사 畢

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