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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종교와 세속적 기부행동(secular giving)의 관계에 있어 종교성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

로 검증함으로써 종교와 기부에 대한 새로운 지식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

해 본 연구는 아름다운재단의 ｢2012 기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종교 및 종교성과 

기부행동의 관계를 토빗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종교가 없는 경우에 비해 개신교와 

가톨릭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규모의 기부를 행하고, 동시에 개신교와 가톨릭의 종교적 배경과 

종교성은 기부의 절대적 규모에 정적인 방향에서 결합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대적 

기부규모에서 소득의 크기를 통제시킨 개념인 기부노력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결과, 종교유형의 영향

력은 유의하지 않고, 개신교와 가톨릭의 종교적 배경과 종교성이 기부노력에 정적인 방향에서 결합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종교와 종교성에 초점을 두며 이들 변수에서 기부로 이어지

는 기부행동 기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의 초석을 제공하고, 종교적 배경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관들

의 모금전략 수립에서 새로운 이해에 기반한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찾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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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속의 인간이 겪는 기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가 역사를 통해 발전시켜온 사회복지제도

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상호부조(mutual aid), 그리고 자선(charity/philanthropy)

으로 구분된다(Handel, 2009: ⅺ-ⅻ). 이 중 상호부조와 자선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는데 현  복지

국가의 등장과 함께 그 향력이 급속도로 쇠퇴한 상호부조와는 달리 자선은 오늘 날에도 민간 복지

자원의 기본 공급처로서 민간 역의 사회서비스가 생산 및 전달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자선의 뿌리를 보면 그 근간은 온전히 종교적인 것이다. 즉 신의 사랑에 보답하는 이웃

을 위한 돌봄의 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것으로 서구에서는 유 교의 전통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Robbins, 2006: 14). Charity라는 용어가 돌봄을 의미하는 ‘cares(오늘날의 care)’에서 파생된 것에서

도 알 수 있듯이, 신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그 사랑을 모방해서 이웃에 한 돌봄으로 실행하는 것

이 자선의 시작이었다. 이러한 전통을 기반으로 부분의 주요 종교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삶의 여건

이 취약한 사람들에 한 자선적 기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Wuthnow, 1991: 130), 자선적 활동

(charitable action)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해 왔다(Hodgkinson, 1990: 

292; Wuthnow, 1991: 155). 이렇게 발전해 온 자선은 종교를 토 로 진화해 온 사회복지제도의 하나

로 볼 수 있다. 오늘 날에도 자선의 구체적 실천방법인 기부는 민간 복지자원 공급의 핵심 기제로서 

선진국을 비롯한 부분의 국가에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공 복지자원이 매우 미약했던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기독교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모금된 해외로부터의 기부금은 주요 민간 복지자원의 부분을 차지했었다. 최근 들어 경제

적 발전을 토 로 기부 참여의 저변과 강도가 종교를 넘어 다각적으로 확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만, 종교를 갖는 시민들의 활동을 여전히 주목할 만하다. 2009년 기준 종교가 있는 시민들의 사회를 

위한 기부, 즉 세속적 기부(secular giving) 참여율은 66%1)인 반면 종교가 없는 시민들의 기부참여율

은 46%이다. 기부규모에 있어서도 종교가 있는 시민들의 세속적 기부규모는 23만원2)인데 반해 종교

가 없는 시민들의 기부규모는 1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름다운 재단, 2010: 226-231). 이러

한 통계자료만 보아도 기부행동에 있어 종교의 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증가하는 복지욕구에 비해 정부의 재정이 지속적인 제한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민의 

기부를 통한 민간 역에서의 복지재정 충당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종교와 관련된 시민들의 

기부행동은 실제적 기여의 비중을 볼 때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

서 자선과 기부행동 분야의 연구자들은 자선의 시발점이자 촉진 및 강화 기제라 할 수 있는 종교에 

해 지 한 관심을 가져왔다(Hodgkinson and Weitzman, 1996: Bekkers and Wiepking, 2007: 5에서 

1) 종교유형별 기부참여율은 개신교신자의 71%, 가톨릭신자의 67%, 불교신자의 59%임.

2) 종교유형별 평균 기부규모는 개신교신자 47만원, 가톨릭신자 35만원, 불교신자 25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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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용). 그리고 많은 실증적 연구들은 종교가 세속적 기부행동에 정적인 방향에서의 향력을 가진

다는 사실을 보고하고(황창순․강철희, 2002; 홍은진, 2005; 박태규 외, 2008; 김지혜․정익중, 2012; 

Regnerus et al., 1998; Park and Park, 2004; Bielefeld et al., 2005; Vaidyanathan et al., 2011), 종교

유형별 또는 교파별 기부행동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기도 한다(Van Slyke and Brooks, 2005; 

Bekkers and Schuyt, 2008; Vaidyanathan et al., 2011).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시민의 종교적 배경에 

따라서 기부행동이 상이한 수준에서 차이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종교유무 및 종교유형에 더하여 그 종교에 한 실제적 활동수준 또는 헌신수

준으로 정의되는 ‘종교성(religiosity)’이 주목받고 있다. Lyons와 Nivison-Smith(2006: 434)는 기부행

동의 예측요인에 있어 종교 그 자체보다도 종교에 한 헌신, 즉 종교성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지적

한다. 실제로 최근의 연구들은 종교성과 기부행동은 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고하는데(강철희 

외, 2012; Reed and Selbee, 2001; Lyons and Nivison-Smith, 2006; Bekkers and Schuyt, 2008; 

Vaidyanathan et al., 2011), 일부의 연구에서는 종교 및 종교성이 세속적 기부행동에 차별적 향력

을 갖지 못한다고도 보고하기도 한다(강철희․주명관, 2008; Lunn et al., 2001; Brooks, 2004; Eckel 

and Grossman, 2004; Brown and Ferris, 2007; Forbes and Zampelli, 2013). 

다양한 연구를 통한 지식의 확장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기부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종교 및 종교성에 한 연구와 이론적 지식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종교적 배경에 

기반한 모금활동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낸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기아 책기구, 컴패션 등의 

자선조직들의 성과를 고려할 때 우리사회에서도 기부에 한 종교와 종교성의 향력이 매우 클 것으

로 예측되지만, 관련된 실증적 연구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서 본 연구는 종교, 종교성, 세속적 기부행동의 관계에 해 분석하고자 

한다. 종교성은 종교가 있다는 전제조건이 성립해야 생성될 수 있는 것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모형설정에서 종교와 종교성을 서로 독립적인 변수로 가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수 있

다고 본다. 즉 기부행동의 예측요인을 검증함에 있어 종교와 종교성 중 하나의 변수만을 선택하거나 

두 변수를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과 논의를 진행해온 기존의 연구(Regnerus et al., 

1998; Bekkers and Schuyt, 2008; Vaidyanathan et al., 2011; Forbes and Zampelli, 2013)와는 달리, 

본 연구는 종교와 세속적 기부의 관계에 있어 종교성의 조절효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새로운 

실증적 분석은 종교와 기부에 한 기존의 이해를 넘는 이론적 지식의 구축에 기여하고, 더불어 비

리조직의 개인모금을 위한 전략 수립에 필요한 새로운 이해의 틀을 제공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

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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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종교와 기부행동의 관계에 대한 논의

앞서 강조하 듯이 자선(charity)과 그 구체적 실천방법의 하나인 기부는 종교를 토 로 진화해왔

으며, 현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고 로부터 인간은 자신들에게 생명

을 부여하고 다양한 돌봄을 제공하는 존재로 신을 개념화하면서 자신들도 돌봄을 제공하는 존재

(giver)가 됨으로써 신을 모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Robbins, 2004: 237). 이런 동인에서 발전된  자

선은 종교적 의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그 후 신에 한 사랑과 동시에 이웃에 한 사랑도 실천

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중심교리가 되면서 서양을 중심으로 자선은 이웃과 사회를 돌보는 핵심적 

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Payton, 2004: 374).

이처럼 자선은 종교적 가치와 실천을 통해 형성되고 발전되었다. 즉 부분의 주요 종교들은 가난

한 사람들과 삶의 여건이 취약한 사람들에 한 자선적 기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기적인 자선적 

기부의 실천까지도 의무화한 전통을 발전시켜왔다(Wuthnow, 1991: 130). 아울러 많은 종교조직들이 

신자들에게 타인에 한 돌봄과 연민(compassion)의 태도를 지니도록 교육하면서 자선적 활동

(charitable action)을 구체적인 실천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해 왔다(Hodgkinson, 1990: 

292; Wuthnow, 1991: 155). 특히 부분의 종교적 예배에서 헌금을 걷는 의식이 있는데, 이러한 의식

은 정기적인 헌금을 통해 타인을 돌보는 세속적 기부행동으로까지 이전 또는 확장시키는 기제가 되었

다고 해석되기도 한다(Chaves, 2004: 142-143).

이러한 배경에서 자선 및 기부행동에 한 연구에서 종교는 지 한 관심을 받아왔다(Hodgkinson 

and Weitzman, 1996: Bekkers and Wiepking, 2007: 5에서 재인용). 부분의 연구에서 종교를 갖는 

것과 세속적 기부참여 및 기부규모는 정적인 방향에서 관련성을 지닌다고 보고한다(황창순․강철희, 

2002; 홍은진, 2005; 박태규 외, 2008; 김지혜․정익중, 2012; Regnerus et al., 1998; Park and Park, 

2004; Bielefeld et al., 2005; Vaidyanathan et al., 2011).

이와 함께 종교유형별 또는 교파별 기부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다. Van Slyke

와 Brooks(2005: 207)의 연구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이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 기부참여 

가능성 및 기부규모가 상 적으로 더 높다고 보고한다. Bekkers와 Schuyt(2008: 88)의 연구에서는 준

거집단인 가톨릭에 비해 개신교 및 기독교 이외의 종교를 가진 경우 세속적 기부규모가 유의하게 더 

높다고 보고한다. 한편, Vaidyanathan 외(2011: 463-466)의 패널데이터 연구에서는 세속적 자선조직

에 한 기부(donations to noncongregational nonreligious charities)에서 유 교인들이 준거집단인 복

음주의 개신교인(Evangelical Protestant) 비해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고 기부규모도 더 크다

고 보고한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개인의 종교적 배경에 따라서 기부행동이 상이한 차이

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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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속적 기부규모에 있어서는 종교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들도 존재한다. Forbes와 

Zampelli(2013: 2486)는 세속적 기부규모에 있어서는 종교유형 간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한다. 

Brooks(2004: 427)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인식하는 것과 세속적 기부규모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

다고 보고한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종교유형에 따른 기부참여의 정기성 여부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없음이 보고된다(강철희․주명관, 2008).

이처럼 종교유무 및 종교유형이 기부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다수이지만, 관

련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들도 종종 보고되고 있다. 또한 어떤 종교유형이 세속적 기부행동에 더 적극

적인지에 한 결과도 연구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종교와 기부행동 간의 

관계에 한 실증적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2) 종교성과 기부행동의 관계에 대한 논의

종교유무 및 종교유형에 한 관심에 더해 최근 종교에 한 실제적 활동수준 또는 헌신수준으로 

정의되는 ‘종교성(religiosity)’에 주목해서 이의 기부행동에의 향력에 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관

련해서 Lyons와 Nivison-Smith (2006: 434)는 종교가 있지만 종교적 서비스에 거의 또는 전혀 참석

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도 낮고 기부규모도 

더 작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면서, 중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 종교성이라고 지적한다.

종교성과 관련해서 측정이 다양하게 이뤄지는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종교적 예배에의 참석빈도

(Regnerus et al., 1998; Eckel and Grossman, 2003; 2004; Bekkers and Schuyt, 2008; Vaidyanathan 

et al., 2011; Forbes and Zampelli, 2013)이다. 그 외에도 신앙의 중요성에 한 인식(Edmundson, 

1986; Reed and Selbee, 2001; Brown and Ferris, 2007; Wang and Graddy, 2008), 종교 활동 참여에

의 적극성(강철희 외, 2011; 2012) 등도 활용된다. 아울러서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배참석빈도와 신앙의 중요성에 한 인식을 동시에 활용하기도 한다(Regnerus et al., 1998; 

Vaidyanathan et al., 2011; Forbes and Zampelli, 2013).

종교성을 예배참석빈도로 측정하여 종교성과 기부행동의 연관성을 검증해 본 연구들은 예배참석빈

도가 기부규모에 정적인 방향에서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Regnerus et al., 1998; Bekkers, 2003; 

Eckel and Grossman, 2003; Lyons and Nivison-Smith, 2006; Bekkers and Schuyt, 2008).

종교성을 신앙의 중요성에 한 인식으로 측정한 연구 중 Reed와 Selbee (2001: 773)는 판별분석 

결과 신앙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할수록 기부, 자원봉사, 시민활동에의 핵심적인 참여자 집단(civic 

core)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한다. 신앙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할수록 기부에 참여

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Edmundson, 1986; Halfpenny, 1990)

종교성을 예배참석빈도와 신앙의 중요성에 한 인식 모두를 통해 측정한 연구에서는 예배참석빈

도와 신앙의 중요성 모두가 기부참여 및 기부규모에 정적인 방향에서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Regnerus et al., 1998; Vaidyanathan et al., 20113)). 한편 국내에서는 제한된 연구(강철희 외, 2011; 

2012)에서만 종교성과 관련된 분석이 이루어져왔는데, 종교성을 종교활동의 적극성으로 측정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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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도 종교성이 기부행동에 정적인 방향에서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이런 경향성과는 다르게 종교성이 세속적 기부행동에 미치는 향력이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Eckel과 Grossman(2004: 286)는 실험연구를 통해 예배 참석의 정기성을 통해 구분한 종교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세속적 기부규모에 있어 유의한 차이는 없다고 보고한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결과가 여러 연구들(Lunn et al., 2001; Wang and Graddy, 2008; Vaidyanathan et al., 20114); 

Forbes and Zampelli, 2013)에서 제시되고 있다. 한편 신앙의 중요성이 세속적 기부에 부적 향을 미

친다고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Brown and Ferris, 2007; Vaidyanathan et al., 2011); Forbes and 

Zampelli, 2013). 그런 이유는 신앙의 중요성이 강할수록 세속적 기부보다는 종교적 기부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Forbes and Zampelli, 2013: 2488).

이와 같이 최근의 해외연구들은 종교성이 기부행동에 미치는 향력에 해 다양한 실증적 분석 

및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성의 세속적 기부행동에의 향력에 한 검증 및 논의의 필요성이 크다. 특히 종교성은 종교가 

있다는 전제조건이 성립해야 생성될 수 있는 것이기에, 이전의 연구와는 다르게 종교와 세속적 기부

의 관계와 더불어 종교성의 조절효과에 주목해서 실증적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3)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

기부행동에 향을 미치는 그 밖의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크게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 나눔경험과 관련 요인 등으로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

는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 가구원 수, 결혼상태, 취업여부 등의 향력에 주목하고, 심리사회적 요

인에서는 사회적 신뢰와 기부 상과의 심리사회적 거리수용도 등의 향력에 주목한다. 나눔경험 요

인에서는 자원봉사활동과 다양한 나눔교육경험 등의 향력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이들 요인이 

기부행동에 미치는 향과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성과 관련해서는 성별에 따라 기부행동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황

창순․강철희, 2002; Bekkers, 2004; Van Slyke and Brooks, 2005). 연령 역시 많은 연구들에서 기부

행동과 정적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고되고(박태규 외, 2008; 김지혜․정익중, 2012; Putnam, 2000; 

Bekkers and Wiepking, 2007), 교육수준도 기부행동과 정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된다(김지혜․정익

중, 2012; Bekkers, 2004; Wilhelm, 2006). 또한 소득도 기부행동에 정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박태규 외, 2008; 김지혜․정익중, 2012; Auten et al., 2002; Havens et al., 2007; Hill and 

Vaidyanathan, 2011). 취업과 관련해서는 미취업 상태의 사람들이 취업상태인 사람들에 비해 기부에

의 참여가 미진하고 기부규모도 더 미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yons and Navison-Smith, 2006; 

Havens et al., 2007; Weerts and Ronca, 2007). 가구원 수도 기부행동과 정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으

3) 종교단체에서 운 하는 자선조직(charitable organizations by religious groups)에 한 기부
4) 세속단체에서 운 하는 자선조직(charitable organizations by nonreligious groups)에 한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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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논의된다(Jencks, 1987; Carroll et al., 2006). 기혼상태 역시 정적 방향에서 기부행동에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된다(Brooks, 2005; Wilhelm et al., 2008).

심리사회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신뢰가 기부에 해 핵심 향변수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

(Bekkers, 2004; Brooks, 2005)가 제시되고 있다. 기부 상과의 심리사회적 거리 수용의 경우, 일부 연

구에서는 기부 상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문제일 때 더 적극적인 기부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Feldstein and Clotfelter, 1976; Morgan et al., 1977), 이와는 반 로 일

반 사회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구촌의 문제에 한 수용도가 높을 경우 기부에 보다 적극적인 행

동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강철희․주명관, 2008).

나눔경험 요인 중 자원봉사경험은 거의 모든 연구에서 세속적 기부행동과 정적 관련성을 보인다고 

보고된다(홍은진, 2005; 강철희․주명관, 2008; 박태규 외, 2008; Reed and Selbee, 2001; Van Slyke 

and Brooks, 2005). 그러나 일부의 연구에서는 기부와 자원봉사는 체적 관계(substitutive 

relationship)일 수 있기에 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기도 한다(Jencks, 1987; Duncan, 1999). 또한 

일반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기에 나눔의 경험 그리고 그 가치와 의미에 한 교육, 즉 나눔교육(강철

희, 2006: 11)은 이후의 기부행동에 정적인 향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홍은진, 2005; 

Wilhelm et al., 2008).

전술한 바와 같이, 이들 요인들은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기부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들 요인들의 향력을 통제하면서 종교와 기부행동 간의 관

계를 검증해 본다.

3. 연구방법

1) 연구질문 및 연구모형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종교와 세속적 기부행동의 관계에 있어 특히 종교성의 조절효

과에 관심을 갖는다. 종교성은 종교유무 및 종교유형을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와 종교성 각각의 독립적 향력과 두 변수의 결합적 작용을 모두 검증하기 보다는 <그림 1>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종교와 종교성 두 변수의 결합적 작용에만 초점을 두어 모형을 구성한다5). 즉 본 

연구는 다른 향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기부행동에 한 종교의 직접적인 향력과 종교성의 조

절효과를 검증하는 모형을 구성한다.

5) 실제 통계분석 결과, 개신교와 종교성 간 상관계수가 0.373이었고, 이의 향으로 개신교와 개신교-

종교성의 상호작용항 간 상관계수가 0.91인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
됨. 이런 이유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기부행동에 한 종교의 향력 및 종교성의 조절효과에만 초점
을 두고 종교성의 독립적 향력 검증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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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모형 구성에 기반한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질문 1. 다른 향요인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종교는 기부행동에 유의한 향력을 갖는가?

연구질문 2. 다른 향요인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종교성은 종교와 기부행동 간 관계를 조절하는 효

과를 갖는가?

<그림 1>  연구모형

2) 변수의 구성 및 측정방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기부행동으로 기부규모(philanthropic amount)와 기부노력(philanthropic 

effort)으로 세분화된다. 첫 번째 종속변수인 기부규모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1

년 동안의 세속적 현금기부와 현물기부를 합산한 물질적 기부(경조사비와 종교단체에 한 헌금 및 

보시 제외)의 총금액으로 측정하 다. 현물기부의 경우는 현금으로 환산된 값을 갖고 총 세속적 기부

금액의 합산에 활용하 다.

또한 개인의 기부금액이 경제적 요인 즉 소득에 의해 절 적 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부

행동에 한 보다 다각적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해 기부금액을 가구소득으로 나눈 값인 기부노력

(philanthropic effort)을 두 번째 종속변수로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기부노력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세속적 기부금액(경조사비와 종교단체 헌금 및 보시 제외)을 연간

가구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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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종교(religion)이다. 종교는 개인이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종교의 유형

으로 ① 개신교 ② 가톨릭 ③ 불교/기타종교 ④ 종교없음으로 구분하 다. 모형의 검증 시에는 ‘종교

없음’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고 더미변수화하여 활용하 다.

(3) 조절변수

본 연구의 조절변수는 종교에 한 실제적 활동수준 또는 헌신수준으로 정의되는 종교성

(religiosity)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종교성을 측정함에 있어 예배참석빈도, 신앙의 중요성에 한 인

식, 종교활동의 적극성 등을 활용하곤 한다. 그러나 종교성을 기존의 방식으로 측정하는 변수가 본 연

구의 자료에서는 존재하지 않기에 종교성을 측정하는 리변수(proxy measure)로 ‘가구소득 비 종

교헌금의 비율’을 활용한다.6) 일반적으로 예배참석빈도나 신앙의 중요성에 한 인식은 종교헌금 규

모에 정적 향을 미치므로(Lunn et al., 2001; Wang and Graddy, 2008), 종교성과 종교헌금의 규모

는 유사한 양상(parallel pattern)을 보이기 때문이다(Wilhelm el al., 2007: 227-228). 그러나 소득이 

높을수록 종교헌금 총액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종교적 헌금의 절 적 규모 방식의 종교성 

측정은 다소의 문제를 지닐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소득 비 종교헌금의 비율이라는 상

적 방식에서 종교성을 측정한다. 즉 본 연구에서 종교성은 지난 1년간 종교단체에 헌금 및 보시한 

총 금액(현물의 경우는 현금으로 환산된 값)을 응답자의 연간가구소득으로 나눈 소득 비 종교헌금

의 비율로 측정한다.

그리고 종교와 종교성의 상호작용항을 이들 변수 간의 곱으로 환산하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

할 소지가 있기에 각 종교성의 값에서 종교성의 평균값을 뺀 편차점수를 활용하는 방법, 즉 중심화

(mean-centering)를 통한 편차점수 값을 사용하여 상호작용항을 측정(Cronbach, 1987: 415)한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선택한 통제 요인, 즉 인구사회학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 나눔경험의 요인에 속한 

변수들의 측정방법은 <표 1>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다.

6) 본 연구에서 활용한 조사자료는 “귀하는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어느 정도 참여하여 활동하고 
계신가요?”라는 문항이 있음. 응답은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1점)’에서부터 ‘전혀 활동하지도 
않는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종교적 참여에 한 주관적 기준일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활용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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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측정방법

종속
변수

기부행동
① 기부규모 = 연간 기부금 총액 (현금+현물)

② 기부노력 = 연간 기부총액(종교헌금, 경조사비 제외) ÷ 연간가구
소득 × 100

독립변수 종교(d) 종교없음=0,  개신교·가톨릭·불교/기타종교 각각=1

조절변수 종교성 연간 종교헌금 총액 / 연간가구소득 × 100 

통제변수

인구
사회
학적
요인

성(d) 남성=1,  여성=0

연령 만 연령

교육수준(d) 중학교 졸업 이하=0,  고등학교 졸업/전문 재학이상 각각=1

연가구소득 연간가구소득의 자연로그값

가구원 수 현재 동거하고 있는 가구원 수

결혼상태(d) 미혼․이혼․사별=0,  기혼=1

취업상태(d) 미취업=0,  취업=1

심리
사회적
요인

사회적 신뢰
기관, 단체 등 16개 사회기관에 한 신뢰수준의 평균값
응답척도 :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 ~ 매우 신뢰한다=4

기부 상
거리수용도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1

나와 관계가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2

국내의 일반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3

국제의 일반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4

나눔
경험
요인

자원봉사 
여부(d)

2011년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하지 않았음=0, 하 음=1

나눔교육경험 
유무(d)

학창시절 나눔에 한 교육/경험유무, 지인의 나눔 관찰유무
없음=0, 있음=1

(d): dummy variable

<표 1>  주요 변수의 내용과 측정 방법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2012 기부에 한 국

민인식조사(Giving Korea 2012)｣ 자료를 분석에 활용한다. 이 조사는 2012년 6월 21일부터 7월 26일

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상으로 실행되었다. 표본의 추출은 다단계 

지역표본추출법(multi-stage area sampling)과 할당표본추출(quota sampling)의 2단계 추출방식을 활

용하여 수행되었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전문 면접인에 의해 면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내용은 2011년 한 해 동안의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에 초

점을 두어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최종분석에 활용된 총 유효표본의 크기는 원자료와 마찬가지로 

1,02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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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방법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각 변수들에 한 기술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한다. 그리고 

연구모형에 한 검증을 위해서는 토빗 회귀분석(Tobit Regression)을 실시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

인 기부규모와 기부노력은 0의 값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통상적으로 최소자승법(OLS)에 

기초한 회귀분석을 적용하면 편의(bias)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Hill and Vaidyanathan, 2011: 166) 

기부규모 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는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최근 토빗 회귀분석이 활용되어 왔다

(Wang and Graddy, 2008; Wilhelm, 2010; Hill and Vaidyanathan, 2011; Forbes and Zampelli, 

2013). 이에 본 연구도 분석의 정확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토빗 회귀분석을 선택한다.

토빗 회귀모형은 표적인 이변량모형으로 자료 내에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특정한 값(본 

자료에서는 ‘0’)이 적지 않게 존재할 때 자료를 효과적으로 모형화 하는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

(Amemiya, 1984: 3). 즉 정보가 단절된 표본(censored sample) 또는 절삭된 표본(truncated sample)

에 해 최 우도법의 방식을 사용하여 본 자료의 종속변수에서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0’의 다양한 

의미에 해서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Maddala, 1983: 157-158). 본 연구 모형의 

검증을 위한 토빗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i f  ≻ 

  i f  ≤ 

4. 연구결과

1) 기술적 분석의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통제변수

본 조사의 상자에 관한 일반적 특성을 보면 원 자료가 한민국에 거주하는 시민의 일반 속성 분

포에 맞춰 표본을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특성과 거의 유사하다. <표 2>에서 정리되는 바

와 같이, 총 유효표본의 수 1,029 중 남성이 49.4%로 여성 50.6%와 거의 같은 분포이고, 연령은 

19~29세가 18.6%, 30~39세 20.5%, 40~49세 22.0%, 50~59세 18.7%, 60세 이상 20.3%로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를 갖는다. 평균 연령은 44.7세, 표준편차는 15.2세이다.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18.3%, 고등학교 졸업 37.3%, 전문  재학 이상 43.4%다. 월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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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
남성
여성

508

521

49.4

50.6

연령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91

211

226

192

209

18.6

20.5

22.0

18.7

20.3

평균 44.7세 표준편차 15.2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전문 재 이상
모름/무응답

188

384

447

10

18.3

37.3

43.4

1.0

월평균
가구
소득

99 만원  이하
100~199 만원
200~299 만원
300~399 만원
400~499 만원
500 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56

87

167

272

189

236

21

5.5

8.5

16.2

26.4

18.4

22.9

2.0

평균 352.9만원 표준편차 183.9

가구원
수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79

173

222

429

126

7.7

16.8

21.6

41.7

12.2

결혼
상태

미혼
기혼
이혼
사별

모름/무응답

245

711

21

47

5

23.9

69.4

2.0

4.6

0.5

직업
농‧림‧어업

자 업
판매․ 업․서비스직

31

140

122

3.0

13.6

11.9

<표 2>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n=1,029)

가구소득은 300~399만원이 2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다음으로 500만원 이상(22.9%), 

400~499만원(18.4%)의 순이다. 조사 상자의 평균 가구소득은 352.9만원이고 표준편차는 183.9원이다.

가구원 수는 4명인 가구가 4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갖고 3명인 가구 21.6%, 2명인 가구 16.8%의 

순이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23.9%, 기혼 69.4%, 이혼 2.0%, 사별 4.6%로 현재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가 없는 응답자에 비해 약 2배 정도 더 많다. 직업은 주부가 2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사무․관리․전문직(20.1%), 생산․기능․노무직(15.8%), 자 업(13.6%)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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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생산․기능․노무직
사무․관리․전문직

주부
학생

무직/퇴직/기타
모름/무응답

162

207

219

78

68

1

15.8

20.1

21.3

7.6

6.6

0.1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 값

사회적 신뢰
(n=1,029)

2.37 0.42 1 4

변수 구분 빈도 비율

기부 상 거리수용도
(n=992)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나와 관계가 있는 공동체를 위해
국내의 일반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의 일반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486

69

354

84

48.9

6.9

35.7

8.4

평균  2.04 표준편차 1.09

<표 3>  조사 상자의 사회  신뢰와 기부 상 거리수용도의 황

(2) 조사대상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및 나눔경험 특성: 통제변수

조사 상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표 3>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다. 조사 상자의 사회적 신뢰의 평

균은 2.37점으로 중간 점수인 2.5점보다 다소 낮다. 다시 말해 전반적으로 볼 때, 다양한 표적 사회

기관에 해 측정한 일반적 신뢰의 수준은 중간 이하 즉 다소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기부 상 거

리수용도는 범주형 응답으로 살펴보았을 때,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가 48.9%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국내의 일반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35.7%로 그 뒤를 이었다. 

이를 1~4점의 연속형 응답으로 간주하여 살펴보았을 때는 평균이 2.04점으로 나타나 중간점수인 2.5

점보다 다소 낮았다.

조사 상자의 나눔경험 분포를 보면, <표 4>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다. 먼저 자원봉사활동에서 해당

연도에 자원봉사활동을 행한 사람은 26.5%, 행하지 않은 사람이 73.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

한 형태의 나눔교육의 경험을 살펴보면, 가정 및 학교 등에서의 나눔교육 경험자는 77.7%로 무경험자

의 22.3%보다 3.5배 가량 많다. 즉 나눔에 한 직․간접적 참여교육의 경험을 3/4 이상이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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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종교유무
종교있음
종교없음

모름/무응답

518

498

13

50.3

48.4

1.3

종교유형

개신교
가톨릭
불교

기타종교

245

75

187

12

23.8

7.2

18.2

1.2

<표 5>  조사 상자의 종교 황

(n=1,029)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자원봉사활동 여부
(n=1,029)

하 음
하지 않았음

273

756

26.5

73.5

나눔교육경험 유무
(n=1,029)

있음
없음

799

230

77.7

22.3

<표 4>  조사 상자의 나눔경험 특성

(3) 조사대상자의 종교 및 종교성 현황: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종교의 현황은 <표 5>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다. 조사 상자 중 종교가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50.3%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비율과 거의 유사하다. 개신교 신자의 비율은 전체의 

23.8%, 가톨릭 신자의 비율 7.2%, 불교 신자의 비율 18.2%, 기타 종교 신자의 비율 1.2%이다.

한편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종교성과 관련해서 조사 상자의 가구소득 비 종교기부 규모로 환산

한 비율을 보면, <표 6>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다. 종교가 있는 사람과 종교가 없는 사람 모두를 포함

시켜 산정할 때,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개인은 연간 가구소득의 0.92% 수준에서 종교기부를 하고, 

종교가 있는 사람7)만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평균 연간 가구소득의 1.81% 수준에서 종교기부를 행

하며, 종교기부를 행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로만 한정할 경우 평균 연간 가구소득의 2.45% 수준에서 

종교기부를 행하고 있다. 

7)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종교기부에 참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종교기
부에 참여하는 사람들과는 n이 다르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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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 값

종교성
1,008명
512명
379명

0.92%

1.81%

2.45%

2.78

3.69

4.11

0%

0%

0.01%

41.67%

41.67%

41.67%

<표 6>  조사 상자의 종교성 황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개신교
가톨릭
불교

기타종교

242명
74명
185명
12명

2.77%

1.25%

0.77%

2.00%

4.74

1.60

2.13

2.61

<표 7>  조사 상자의 종교유형별 종교성 평균

(n=512)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기부여부
기부함
기부하지 않음

591

438

57.5

42.5

<표 8>  조사 상자의 기부참여 황

(n=1,029)

종교유형별 가구소득 비 종교기부 규모 즉 종교성의 평균을 산출해 보면, 개신교의 평균이 

2.77%로 가장 높고, 기타종교가 2.00%, 가톨릭이 1.25%, 불교가 0.77%의 순이다.

(4) 조사대상자의 기부 관련 현황: 종속변수

조사 상자의 기부 관련 현황 분석의 결과는 <표 8>와 <표 9>에 정리된 바와 같다. 조사 상자 중 

57.5%가 작년 한 해 동안 세속적 기부(secular giving)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범주에 

한 기부규모는 전체 평균이 129,480원이고, 기부 유경험자 즉 기부를 행한 사람만을 보았을 때는 그 

평균이 226,130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비 기부규모의 정도, 즉 기부노력(philanthropic 

effort)은 전체 평균이 0.34%, 기부 유경험자 평균이 0.59%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부를 행한 

사람과 기부를 행하지 않은 사람 모두를 포함시켜 산정할 때,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개인은 연간 

가구소득의 0.34% 정도를 기부하고, 기부를 행한 사람만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평균 연간 가구소득

의 0.59% 정도를 기부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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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a. 기부규모 1 　 　 　 　 　 　 　 　

b. 기부노력 .796*** 1 　 　 　 　 　 　 　

c. 개신교 .102** .088** 1 　 　 　 　 　 　

d. 가톨릭 .149*** .137*** -.159*** 1 　 　 　 　 　

e. 불교/기타 -.024 -.028 -.278*** -.139*** 1 　 　 　 　

f. 종교성 .155*** .197*** .373*** .032 -.016 1 　 　

g. 개신교×
   종교성

.102** .127*** .323*** -.052 -.091** .910*** 1 　

h. 가톨릭×
   종교성

.238*** .379*** -.031 .193*** -.027 .157*** -.010 1

i. 불교/기타×
  종교성

.008 .013 .009 .005 -.034 .346*** .003 .001 1

**p<.01  ***p<.001

<표 10>  주요 변수 간 상 계 분석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 값

기부규모
1,029명
589명

129.48천원
226.13천원

453.40

580.86

0원
1천원

5,220천원
5,220천원

기부노력
1,008명
579명

0.34%

0.59%

1.44

1.86

0%

0.002%

32.50%

32.50%

<표 9>  조사 상자의 기부규모  기부노력 황

2) 독립변수, 조절변수,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종속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본 결과는 <표 10>에서 정리되는 바

와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기부규모 및 기부노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

수는 가톨릭-종교성의 상호작용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신교는 종교성과 0.373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고, 개신교와 개신교-

종교성 상호작용항 간의 관계도 0.323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종교성 변수와 개신교-종교성의 상호작용항 간 상관계수가 0.910이고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신교 신자들이 가구소득 비 

상 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의 종교헌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8)

8) 앞서의 연구방법론에서도 설명하 듯이 이렇게 높은 상관관계가 발생되는 문제 때문에서도 종교성
을 독립변수로도 설정해서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본 연구의 모형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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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교가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종교성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

(1) 기부규모에 대한 토빗 회귀분석 결과

기부규모에 한 종교의 향력과 종교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심리

사회적 요인과 나눔경험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토빗 회귀분석(Tobit regression)을 실시하 다. 이

러한 방식에 의한 분석의 결과는 <표 11>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다.

먼저 독립변수 중 개신교와 가톨릭이 기부규모에 정적인 방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신교와 가톨릭의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종교를 갖지 않은 이들에 비해 더 

큰 규모의 기부를 행하고 있었다. 이는 기독교를 종교로 갖는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기부규모가 더 크다는 Van Slyke와 Brooks(2005: 2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지니는 특성, 즉 이웃에 한 돌봄의 실천을 통해 자기 종교의 기본 속성을 내재화하고 외

재화시키는 것(Robbins, 2006; 19)이 보편적으로 반 된 현상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조절변수 중에서는 기부규모에 개신교-종교성의 상호작용항과 가톨릭-종교성의 상호작용항이 정적

인 방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신교와 가톨릭을 종교적 배

경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개인의 종교성이 강할수록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더 큰 규모

의 세속적 기부를 행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성의 

기부행동에의 향과 관련된 연구결과들(강철희 외, 2011; 2012; Regnerus et al., 1998; Reed and 

Selbee, 2001; Bekkers, 2003; Eckel and Grossman, 2003; Lyons and Nivison-Smith, 2006; Bekkers 

and Schuyt, 2008; Vaidyanathan et al., 2011)에 더해 특정 종교적 배경이 종교성과 결합될 때 세속

적 기부행동이 상 적으로 보다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기부규모에 한 통제변수들의 향력은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결과들과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기혼인 경우, 취업자인 

경우, 기부 상에 한 거리수용도가 관 할수록,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경우, 다양한 형태의 나눔교

육 경험이 있는 경우, 기부금액의 규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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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기부노력 Coef. Std, Err t

독립변수

개신교1) 113.154 56.801 1.990*

가톨릭1) 169.197 85.299 1.980*

불교/기타종교1) 30.326 58.113 0.520

조절변수

개신교×종교성 20.529 9.275 2.210*

가톨릭×종교성 257.223 46.258 5.560***

불교/기타종교×종교성 -8.060 22.537 -0.360

통
제
변
수

인구사회
학적
요인

성2) -146.683 47.998 -3.060**

연령 7.420 2.339 3.170**

교육수준3) 고졸 53.543 72.257 0.740

재 이상 155.660 85.348 1.820

연간가구소득(log) 112.668 46.462 2.420*

가구원수 -9.262 21.094 -0.440

결혼상태4) 158.597 58.289 2.720**

취업여부 167.265 51.123 3.270**

심리사회적
요인

사회적신뢰 52.607 54.195 0.970

기부 상거리수용도 45.504 19.850 2.290*

나눔경험
요인

자원봉사여부 330.660 48.570 6.810***

나눔교육경험유무 185.632 56.741 3.270**

상수 -2076.230 408.538 -5.080***

LR Chi-Square 204.83***

number of obs 949

Log likelihood -4545.198

*p<.05  **p<.01  ***p<.001

1) ref. 종교없음   2) 남성=1, 여성=0   3) ref. 중졸이하   4) 기혼=1, 미혼․이혼․사별=0

<표 11>  기부규모에 한 토빗 회귀분석 결과

(2) 기부노력에 대한 토빗 회귀분석 결과

토빗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기부노력에 한 종교의 향력과 종교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12>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다.

먼저 독립변수인 종교는 기부노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절 적 크기를 나타내는 기부규모와는 달리 가구소득 비 기부규모 즉 기부의 상 적 

비중을 보여주는 기부노력에 있어서는 종교적 차이 그 자체의 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조절변수의 경우 기부노력에 한 개신교-종교성의 상호작용항과 가톨릭-종교성의 상호작

용항이 정적인 방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신교와 가톨릭을 

종교적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개인의 종교성이 강할수록 종교를 갖지 않은 이들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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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기부노력 Coef. Std, Err t

독립변수

개신교1) 0.258 0.174 1.480

가톨릭1) 0.294 0.265 1.110

불교/기타종교1) 0.026 0.177 0.150

조절변수

개신교×종교성 0.078 0.028 2.750**

가톨릭×종교성 1.324 0.142 9.300***

불교/기타종교×종교성 -0.031 0.068 -0.460

통
제
변
수

인구사회
학적
요인

성2) -0.464 0.147 -3.160**

연령 0.019 0.007 2.670**

교육수준3) 고졸 0.142 0.220 0.650

재이상 0.327 0.260 1.260

연간가구소득(log) -0.065 0.141 -0.460

가구원수 -0.011 0.064 -0.170

결혼상태4) 0.231 0.177 1.300

취업여부 0.524 0.156 3.350**

심리사회적
요인

사회적신뢰 0.296 0.166 1.780

기부 상거리수용도 0.071 0.061 1.180

나눔경험
요인

자원봉사여부 0.893 0.149 6.010***

나눔교육경험유무 0.614 0.174 3.530***

상수 -2.860 1.241 -2.310*

LR Chi-Square 221.55***

number of obs 949

Log likelihood -1321.419

*p<.05  **p<.01  ***p<.001

1) ref. 종교없음   2) 남성=1, 여성=0   3) ref. 중졸이하   4) 기혼=1, 미혼․이혼․사별=0

<표 12>  기부노력에 한 토빗 회귀분석 결과

해 소득 비 더 많은 기부, 즉 기부노력을 행하고 있음을 제시해 준다. 더 나아가 기부규모에 한 

분석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종교적 배경이 종교성과 결합될 때 세속적 기부행동, 구체적으로는 

기부노력이 보다 촉진되는 경향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부노력에 한 통제변수들의 향력은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결과들과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자인 경우,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경

우, 다양한 형태의 나눔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기부노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정리해 보면, 본 연구는 기부규모와 기부노력 모두에서 종교성이 개신교와 가톨릭의 종교와 기부행

동의 관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이는 종교유형이나 종교성의 강도라는 단편적인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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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더해 특정 종교적 배경이 종교성과 결합될 때 세속적 기부행동이 더욱 강화되어지는 양상이 존

재함을 새롭게 제시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5. 결론 및 함의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고 현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실제적 양상을 고려해 볼 때, 일반적 기부 

보다 정확하게는 세속적 기부행동(secular giving behavior)과 관련해서 종교는 핵심적 중요성을 갖는

다. 최근에는 종교의 향력에 더해서, 기부행동에 한 종교성의 향력에 한 관심도 제고되고 있

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종교와 세속적 기부행동의 관계에 있어 종교성의 조절효과를 실증적

으로 검증함으로써 종교와 기부에 한 기존의 이해를 넘는 이론적 지식의 구축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 하에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가 제시하는 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상자 전체의 세속적 기부의 평균 규모를 보면 연간 13만원 정도이고, 기부에 참여한 사

람들만을 상으로 한 평균 기부규모는 연간 23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비 각 개인

의 기부규모로 환산한 기부노력의 정도를 보면, 조사 상자 전체의 세속적 기부노력은 연 가구소득

비 평균 0.34%정도이고, 기부에 참여한 사람들만을 상으로 했을 때는 평균 0.59%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재의 종교적 배경과 관련해서는 조사 상자 중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비율은 48.4%, 종교

가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50.3%인데, 상 전체를 놓고 볼 때 개신교 신자의 비율은 23.8%, 가톨릭 

신자의 비율 7.2%, 불교 신자의 비율 18.2%, 기타 종교 신자의 비율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소득 비 종교헌금 규모로 측정한 종교성에 있어서, 조사 상자 전체 평균이 0.92% 고, 개신교

는 평균 2.77%, 기타종교 2.00%, 가톨릭 1.25%, 불교 0.7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세속적 기부의 절 적 규모에 한 종교적 배경에 따른 차이 및 종교성의 조절효과를 토빗 

회귀분석에 기초해 검증해본 결과, 종교가 없는 경우에 비해 개신교와 가톨릭의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큰 규모의 세속적 기부를 행하고 동시에 개신교와 가톨릭의 종교적 배경과 종교성은 

세속적 기부의 절 적 규모에 정적인 방향에서 결합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세속적 기부노력에 한 종교적 배경에 따른 차이 및 종교성의 조절효과를 토빗 회귀분석에 

기초해 검증해본 결과, 종교 변수만의 향력은 유의하지 않고, 개신교와 가톨릭의 종교적 배경과 종

교성은 세속적 기부의 상 적 규모 즉 기부노력에 정적인 방향에서 결합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전의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기부규모와 기부노력 모두에서 종교성이 종교와 기부행동의 관계

를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새롭게 제시해 준다.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 배경이 나눔행동의 원

천적 향력으로 작용한다는 이전의 연구 및 논의(Van Slyke and Brooks, 2005: 207)를 넘는 새로운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즉 세속적 기부행동에서 중요한 차이가 종교유형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에 더해서 종교유형과 종교성을 결합시켜 이해할 때 종교를 갖는 사람들의 세속적 기부행동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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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해 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이러한 현상이 경제적인 상황에 

향을 많이 받는 기부규모 보다는 경제적 상황을 통제한 기부노력에서 더 강하게 발생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이들 종교에서 종교성이 세속적 기부에 해 개인의 상황을 초월하는 효과를 

상 적으로 더욱 크게 지니고 있음을 제시해 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종교성은 가구소득 비 종교적 

기부의 비율로 측정되고 세속적 기부노력은 가구소득 비 세속적 기부의 비율로 측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부노력에 해 개신교 및 가톨릭의 배경이 종교성과 보다 높은 수준의 결합효과를 지니

고 있다는 결과는 이들 종교의 경우 개인 내에서 종교헌금의 상 적 규모와 사회를 위한 세속적 기부

의 상 적 규모가 어느 하나를 줄이는 효과 즉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의 관계로 설정되지 않

는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기도 한다.

정리해 보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미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종교, 종교성, 세속

적 기부로 이어지는 기부행동 선행요인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의 기초를 제공하는 의미를 갖는다. 특

히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해보지 못했던 종교와 종교성의 조절효과에 주목하여 기부

행동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기부행동에 한 새로운 이해의 토 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모금을 위한 전략의 수립에 있어서, 특히 종교적 

배경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관들의 모금전략 마련에서 새로운 이해에 기반한 접근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실천적 의미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기독교 배경을 갖는 사람들의 

경우 종교성과 세속적 기부행동이 구축효과의 관계가 아닌 구입효과(crowding-in effect)의 관계라는 

것은 종교적 헌신이 세속적 기부활동에 오히려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동인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이런 특정 종교를 갖는 사람들을 상으로 활동하는 기관들의 모금 확  및 강

화 전략의 수립 과정에서 종교적 헌신 즉 종교성이 기회적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의미와 시사점을 갖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차자료의 사용이라는 한계로 인해 주어진 

자료의 범위 내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제한적인 수준에서 파악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갖는다. 예

로, 종교성의 경우, 자료의 범위 내에서 최선의 타당도와 객관성을 확보해 보려했으나, 기존 선행연구

에서 활용되었던 다른 방식의 측정, 즉 예배참석빈도나 신앙의 중요성에 한 인식을 포괄적으로 활

용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아울러 세속적 기부행동에 중요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제 3의 변수들에 

한 포괄적 통제 등의 시각에서 볼 때 다소의 제한점을 지닐 수도 있다.

향후 본 연구의 제한성을 극복하는 보다 포괄적 자료 그리고 보다 정교한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을 

적용한 후속연구들이 지속되어 종교와 종교성, 그리고 세속적 기부행동의 관계에 한 보다 체계적이

고 견고한 지식 기반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후속연구의 강화와 확장을 통해 새로운 지식에 기반한 

민간 복지자원의 확 를 위한 노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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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Giving Behavior
-Analyzing Moderating Effect of Religi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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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religios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secular giving behavior (absolute amount and 

philanthropic effort). For the analysis, this study utilizes ‘Giving Korea 2012’ by 

the Beautiful Foundation and employs Tobit regression model.

Focusing on giving amount, major findings are that (1) Protestants and 

Catholics give greater amounts for secular cause than those with no religious 

affiliation; and (2) interaction between Protestants and religiosity and interaction 

between Catholics and religiosity have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citizens’ 

secular giving amount in a positive direction. Focusing on philanthropic effort 

(giving amount divided by family income), major findings are that (1)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types and citizens’ philanthropic effort 

and (2) interaction between Protestants and religiosity and interaction between 

Catholics and religiosity have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citizens’philanthropic 

effort in a positive direction.

This study provides new knowledge foundation on citizens’ secular giving 

behavior and contributes to developing effective fundraising strategi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on religion-related donor markets.

Key words: giving behavior, giving amount, philanthropic effort, religion, 

religiosity, moder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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