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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부행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 자원을 남과 공유함으로써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자선과 복지 분야에 기여한
다. 기부행동의 원동력에는 소득, 연령대, 성별, 종교, 교육수준, 주거지역, 조세정책 등과 같은 사회 인구학적 요소들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을 포함하는 사회 인구학적 특성 외에 자아존중감과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 등의 요
인을 중심으로 기부에 대한 참여 여부, 기부노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바탕
으로 통계적 분석을 시도한 결과, 소득과 자아존중감은 기부에의 참여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복지책임주체가 정부
에 있다고 생각할수록 참여의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에 대한 기부액수 비율로 정의되는 기
부노력은 소득만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기부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나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은 기부노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 기부행동, 기부노력, 자아존중감, 사회적 복지, 토빗 모형
Abstract  Giving behavior can be defined to be a behavior intended to benefit the society's charity works and 
public works via sharing one's financial resources. The determinants of giving behavior largely consist of 
sociodemographic factors, such as the income, age, gender, religion, education level, residential areas, and tax 
deduction policy, etc. This paper considers the income level, self-esteem, and perceived responsibility toward 
social welfare, as the major research variables. Statistical results, based on 2014 Korean Welfare Panel data, 
show that the income level and self-esteem have positive influence on participation intention in charitable 
giving. However, welfare responsibility has negative impact on participation intention. Second, household income 
was the only salient, negative factor for giving efforts defined as the amount of donation over income, 
implying that the higher income brackets are giving less money relative to their income level, than those with 
lower income level. Contrary to our expectation, self-esteem and welfare responsibility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explanatory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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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나눔은 자발적 의사를 가진 개인이나 단체가 사회구

성원들의복지향상과공익적인목적을위해현금이나그

외 가치 있는 개인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현시

대 구성원들의 공감대로 정리되어야 할 개념이다. 나눔

은 자발적 의사를 전제로 하므로 강제성이 없으며 또한

나눔의 대가로서 별도의 등가적 대가를 바라지도 않는

행위이며 이타적이면서도 자기애를 반영한다. 개인이나

단체에게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에는 현물, 신체 일

부, 시간, 재능 등과 같은 유·무형의 자원이 포함된다[1].

나눔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행위는 기부행위

이다. 골프나 야구, 피겨스케이팅과 같은 분야의 인기스

타들이나유명연예인들의기부소식을신선한충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여러 기업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서의 기부활동도 사

회복지 차원에서 상당한 교감을 불러일으킨다. 참고로

‘국내 나눔실태 2014’에 의하면 2013년도 개인과법인의

기부금은 총 12조 4,900억 원이며, 이 중 개인의 기부는

약 62.7%로 법인 기부금 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발표

되었다[1]. 절대적인액수는상당하지만국민소득을감안

한다면 그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 영국의 자선관련기관

인 CAF가 발표한 기부지수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은 조

사대상 135개국 가운데 64위였다. 2011년 57위, 2012년

45위였음을 감안한다면 한국은 오히려 기부문화가 후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현금기부만을 따져본다면 55

위 수준에머물고있다[2]. 세계기부지수에서는미얀마가

1위, 미국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금기부지수도 미얀

마가 1위이다. 우리나라가 2016년 GDP규모가전세계 11

위 정도로추정된다는것을감안한다면한국의기부지수

는경제규모에비해상대적으로제위치를지키고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국민들은아직기부문화에익숙하지않으며

세금제도 등의 정책적 뒷받침도 미진하다. 2013년도 통

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기부나 자원봉사에 참여해 본 적

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무려 57.5%로 나타나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나 나눔 문화에는 다소 인색한 수

준이라고평할수있다[3]. 복지혜택의사각지대에있는

많은 사회구성원들은 정부나 공공기관 외에도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규모가 줄어들면 조직 자체의 지속가능

경영과 복지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 기부를

통한 재정확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부활동은 소

외계층을도와준다는일차적인효과외에도사회계층및

구성원 간의 신뢰 구축을 통해 안정적이고 건전한 사회

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눔에 대한 문화적 공감대를 형

성하는역할을하기도한다[4]. 특정조직에대한기부는

사회구성원들이 그 조직을 신뢰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증거가되기때문에자선조직입장에서는개인

이나기업으로부터의기부액수는조직의사회적신뢰성

평가의 중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렇지만기부행동, 특히그비중이높은개인의기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 성별, 종교, 교육수

준, 기부금에대한세제감면제도, 가치관 등매우다양하

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감면을 제외하고는 인위적으로

개인의기부행동을유도할만한단기적요인은찾기쉽지

않다. 외국의 기부행동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벗어나 다각적인 방면에서 기부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기부행동은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사람의행위로이해해야하는데, 실제적으로도기부행동

의 동기 중 하나로 자아존중감을 제시한 다양한 연구결

과도 발표된 바 있다[5,6]. 인구사회학적 요인 외에도 자

신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사회나 조직의 공공복지사업

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축이론을 통해서도 기부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을 논의해 볼 수 있다. 구축이론은 복지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이 증가하면 민간투자

가감소한다고이론이다. 즉, 정부의복지관련예산증가

는 복지의 책임 주체가 정부에게 있음을 시사하게 되고,

이와 같은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은

기부활동을 축소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소득수준을포함하는인구사회학적특

성 외에 자아존중감과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 등의

요인을 중심으로 기부에 대한 참여 여부, 기부노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2. 기부행동의 이론적 배경
2.1 소득과 기부행동
기부행동은재화소비를동반하므로소득이충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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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면 적극적인 기부행동을 하기 힘들다. 소득이 많아

지면경제적으로여유가생겨기부를많이하게될것으

로예상해볼수있다[7]. 그렇지만기부할의사가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소득계층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8,9]. 2002년 자료를 활용한 연구[9,10]에서

도소득은기부참여의사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최근 연구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기부 참여의

사가강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10,11]. 과거에는소득이

기부참여의사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지만,

최근에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부참여도가 높아지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선단

체에 더 많은 기부를 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들도 보고된

바 있는데, 이는 아마도 기부에 수반되는 세금공제 혜택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7,12,13].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고소득계층은 동일 금액을 기부하더라도 저소득층

에비해상대적으로세금혜택비율이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소득수준이높을수록실제기부에소요되는실질

적 비용이 줄어들어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소득이 높을수록 기부

총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

그렇지만소득수준이높을수록그에비례해서기부금

액이 증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일부 선행연

구[16, 18]에서는소득이소득대비기부금액에부정적영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저소득층일수록오히려소득

대비 기부금액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13,15]. 또한

흥미로운 연구결과로서 U자형 함수형태를 제시한 연구

[12,16]도 발표된 바 있다. 즉, 소득이 낮거나 또는 높은

집단에서는소득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비율의금액을

기부하지만중산층은오히려낮은비율의금액을기부한

다는 의미이다. 국내 연구에서도 소득대비 기부금액에

대한연구는그결과가일치하지않는데, 예를들어아름

다운재단의 2012년 연구에서는 U자형 함수형태가 제시

된바 있지만[17], 종교조직에서의 기부를 분석에서 제외

하면U자형태가나타나지않는다는결과도보고된바있

다[18]. 저소득층의경우기부금액에서종교성기부가차

지하는비율이높아이를제외하면U자형함수형태가도

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2 자아존중감과 기부행동

자아존중감은자신의가치에대한주관적이고감정적

인평가를반영한다. 자신에대한평가일뿐만아니라자

신에 대한 믿음이나 태도이기도 하다. 자아존중감은 사

회심리학적 연구요인으로도 많이 사용되는데, 학업성과

나행복, 직무에대한만족감, 자기효능감, 스트레스와갈

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념화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이다[19,20,21,22]. 자아존중감은 자기가치 또는

자존감과유사개념으로도볼수있다. Rosenberg [23]는

자아존중감을자신에대한객관적평가가아니라개인이

자신에 대해 지각하는 주관적 가치로, 자아에 대해 가지

게 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정의한 바 있다.

이와같이자아존중감은개인의성격이나행동을이해하

는데도움을주는중요선행요인으로인지적, 행동적, 정

서적 측면까지 포함한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에서알수있듯이자아존중감이높으면심리적으로

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주위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할 것이

며, 타인을 배려하는 능력이나 업무 수행능력도 높을 것

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기부행동과 관련하여서는 Komter[5], Sargeant[6],

Dawson[24] 등이 기부행동은 자신의 자아 이미지와 사

회적가치를증대시킬것이라는기대감속에서기부행동

을하게된다고보고한바있다. 자아존중감이높은사람

은 남이 자신에 대해 갖게 되는 인상을 중시하며, 봉사

활동에서 느끼게 되는 만족이나 보람도 개인의 자아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자발적 기부행동을 유도한다는 것이

다. 기부행동은 기부자의 사회적인 평판을 높이고 체면

상승을이끌어내게되어자아를강화시키는역할도한다.

2.3 구축이론과 기부행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은 공공

재 공급에 대한 책임을 많이 질수록 적절한 조세감면혜

택이 없다면 개인의 이타심이나 자발적 협력에 의한 기

부행동은위축될것이라고주장한바있다[25]. 기부행동

에 관한 일종의 구축이론(crowding-out effect)이라 할

수 있다. 사회구성원들이 국가가 세금으로 공공재를 구

입하여 취약계층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구태여 자신이 타인을 도와야 할 책임이나 의무를 느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복지활

동이 늘어나게 되면 취약계층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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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생각하게 되며, 이런 추세가 지속될수록 민간의

기부행동은 구축된다는 것이다.

대다수사람들이다양한많은복지서비스를요구하지

만개인에게부과하는세금을올려서재원을확보하자는

대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기부문화가아직활성화되지않고이에대한세제혜택도

마련되지않은상황에서, 복지서비스의책임주체가정부

에있다고생각할수록개인의기부행위는위축될가능성

이 높다. 사회문제 영역별로 정부지출금액과 민간 기부

액간의관계를살펴본 Payne[26]의 연구를참고하면정

부의 사회복지예산이 1달러 증가할 때마다 민간 기부액

은 53센트나 감소한다는 통계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Bielefeld et al.[27]도 국가의사회서비스분야에대한지

출규모가커질수록민간이기부에참여할가능성이낮아

지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재정지출금액과민간복지의재원금액

간의관계를실증적으로분석하기보다는인식적차원에

서 접근하고자 한다. 국가의 복지제도는 이해관계, 사회

규범, 가치관 등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구성원의 행동 변

화를초래하는데[28], 복지에대한총체적인책임이정부

에있다고생각할수록민간의기부활동을구축시킬커진

다. 그렇지만 오단이와 김사현[14]의 연구에서처럼 정부

의복지확대를선호하는사람일수록기부액수준과기부

노력이높으며, 정부의복지제한을선호하는사람일수록

기부노력이 낮다는 정반대의 결과도 발표한 바 있다.

2.4 그 외 기부행동 영향요인
기부행동에는 소득수준, 자아존중감, 복지책임주체에

대한인식등의요인외에도성별, 연령, 종교, 거주지역,

교육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요인을 통제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기부행동에 대한 성별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이타적인 성향을 가지며 돌봄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

도는강하지만기부금액에있어서는큰차이가없다[29].

연령은기부행동과연관성이높은데, 연령대가높아질수

록 경제적 여유가 생겨 기부행동이 강화되는 것으로 평

가해 볼 수 있는데, 상당수 실증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

[11,14,30]. 교육수준은기부행동에상당한영향을미치는

데 교육수준과 기부행동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14,30,31], 기부금액규모를결정하는중요설명요인으로

밝혀졌다[14,32]. 종교역시기부행동에상당한영향을미

치는데, 종교 유무는 기부액수[13,14,32], 기부노력[1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도 기부행동과 다소 간의 연관성이 있는 것

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취약계층의 존재가 인

근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민간의 자선행위를

이끌어낼여지가크다. 자선적행동은개인적측면뿐아

니라 자신이 소속된 지역의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

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증연구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거

주지역은기부참여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되는데,

Carroll, McCarthy와 Newman[33]은 대도시에살수록기

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밝힌 바 있는데

도시지역일수록기부요청을자주받게되기때문인것으

로 보고 있다. 반면 Bekkers와 Wiepking[7]은 소도시에

살수록 기부에의 참여확률이 높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는데, 시골일수록 지역사회의 안정성과 소

속감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3. 설문자료의 속성과 통계적 분석과정
3.1 연구문제와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기부활동에의 참여 여부와 기부노력,

즉 소득에 대한 기부금액의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각기 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소득수준과 자아존중

감 및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 차이가 기부참여자의

기부참여와 기부노력에 미칠 영향 정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분석 모형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고용여부, 종교유무, 거주지역등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연구문제분석을위한자료로는서울대학교사회복지

연구소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실시한한국복지패널조

사 8차년도자료[34]를 일부이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

사는 소득과 기부금액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구사회학적특성과자아존중감이나복지서비스구축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특성에 관한 항목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인식에 관한 부가적인 항목에 대한

응답결과가필요하므로전체조사자료 17,984 사례중복

지인식에 관한 항목이 포함된 4,213 사례를 연구대상으

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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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요 연구요인의 정의
본연구에서는소득수준, 자아존중감및복지책임주체

에대한인식등이개인의기부노력에미치는영향을분

석해보고자 한다.

기부노력은소득수준대비기부금액을의미하며연간

기부총액을연간총소득으로나누어계산한비율을말한

다. 소득수준은 해당 가구의 총소득으로 세금이나 각종

사회보장관련보험료를내기전의소득액으로정의하였

다. 기부노력요인의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

부총액을가구소득으로나눈값에자연로그를취한값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자아존중감은 <Table 1>에제시된 Rosenberg [23]의

Self-Esteem Scale을 활용하였다. 10개문항모두 4점리

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일부 항목은 역코딩하여 점

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처리하였다.

1 On the whole, I am satisfied with myself.
2 At times I think I am no good at all.
3 I feel that I have a number of good qualities.
4 I am able to do things as well as most other people.
5 I feel I do not have much to be proud of.
6 I certainly feel useless at times.

7
I feel that I'm a person of worth, at least on an equal plane
with others.

8 I wish I could have more respect for myself.
9 All in all, I am inclined to feel that I am a failure.
10 I take a positive attitude toward myself.
* Item 2, 5, 6, 8, 9 are reverse scored.

<Table 1> Self-Esteem Scale by Rosenberg[23]

1 A mother should take care of her children.

2
Social welfare programs should not cover the entire population;
instead, it should target only the poor population below the
poverty line.

3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the minimum cost of living to
the people in need, even to those who are employed or capable
of working.

4
The sons and daughters are entirely responsible for supporting
their parents.

5
The government should only provide the minimal healthcare
insurances and individuals should cover the rest with private
insurances.

6 Education programs (until college) should be provided for free.
7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should be provided for free.
* Item 1, 2, 4, 5 are reverse scored.

<Table 2> Scale for Perceived Responsibility toward 
Social Welfare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항목은 한국복지패널의 복지인

식 부가조사 10개 항목 중 7개 문항을 선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그내역은 <Table 2>에제시되어있다. 이

들문항은 5점리커트척도로구성되었으며일부문항은

역코딩을 통해 그 값이 클수록 복지책임주체가 정부에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3.3 통계적 분석과정
기부행동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응답자 중 기

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태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

에 대한 것이다. 기부하지 않는 응답자들은 기부금액에

대해 무응답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조건에 의해 발생

한 것이다. 기부금액에 응답한 사람만을 표본으로 선정

하게 되면 일종의 표본 선택편의가 발생한다. 모집단으

로부터의 표본선택과정이 연구문제에서의 결과변수와

무관하게독립적으로이루어지지않으면편의추론이나

타나게 된다. 본 연구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험이없거나혹은일정수준이하의활동을 0으로처

리하여 좌측이 절단된 자료(left-censoring)들을 최소자

승법을이용하여추정하게되면추정치에편의가초래된

다.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흔히 Tobit 모형과

Type Ⅱ Tobit 모형[10,14] 등을 활용한다.

Tobit 모형은 기부행동을 하나의 함수로 가정하고 기

부참여와기부노력의설명요인이동일하다고가정하고

이를동시에추정하는방법이다. 반면 Type Ⅱ Tobit 모

형은 기부참여와 기부노력의 결정과정을 분리하여 통계

적으로 분석한다. Type Ⅱ Tobit 하에서는 기부참여와

기부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기부참여 여부와 기부노력에 영향

을미치는설명요인들이서로다를수있을것으로가정

하고 Type Ⅱ Tobit 모형을 사용하고자 한다.

Type II Tobit 모형은두단계로구성되는데, 첫번째

단계는 참여여부에 대한 분석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은 관측 불가능한 변수를 의미하는데, 은 
이면 1이

고아니면 0의값을갖는변수이다. 제 2단계는결과방정

식(outcome equation)을 도출하는과정인데, 이 단계에서


는관측불가능한관심변수로  = 1일때만관측되며,

관측된 값을 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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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II Tobit 모형은 다음과 같은 모형을 가정한다.


 

′,  ′
이 모형의 핵심은 오차항인 과  사이에 상관관계

가존재할때, 를추정하는데에있다. 과  간의상

관관계를 의미하는 의 추정값 또는 람다값(lambda, 또

는 Inverse Mills ratio)이 유의미하지않으면 제 1단계인

선택모형과 제 2단계인 결과모형 간의 상관관계가 없음

을 의미하며, 이 경우 일반선형모형을 통해서도 분석이

가능해진다. 즉, Type Ⅱ Tobit 모형을통해분석하는것

이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람다값을 활용한다.

Type Ⅱ Tobit 모형을 가중치적용이 가능한 최우

(Maximum Likelihood) 추정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Heckman의 2단계 추정방법과는 달리 이변량 정규분포

를 따른다는 추가적인 가정이 필요하다. Type Ⅱ Tobit

모형에서 1단계와 2단계에서 동일한 설명변수들을 사용

할 경우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

으로 1차 선택모형에서사용한설명변수중하나이상의

변수를 2차 모형에서 생략하고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10,14] 본 연구에서도이방법을따르고있다.

4. 통계적 분석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 데이터[34]는 응답자가 총

4,213명으로남자가 1956명으로 46.4%, 여자가 2,257명으

로 53.6%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연령은 47.7세로 나타

났다. 교육수준은대학수준이상이 1,981명(48%), 대학수

준 미만이 2,232명(52%)으로 나타났으며, 종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2,189명(53%),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2,024명(47%)이다. 거주지역은서울이 857명으로 20.4%,

광역시가 1,020명으로 24.2%, 시지역이 가장 많은 1,994

명(47.3%), 그 외 군지역이 342명(8.1%)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사용한종속변수는기부참여여부와기부

노력 두 가지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종교적 기부를 제외

한다면 전체 4213명 중에서 11.9%인 500명만이 기부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일반인들의 기부활동

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부참

여자들의기부액평균은 58.61만원이고중앙값은 30만원

으로기부액규모역시그리크지않음을알수있다. 로

그를취한기부노력의평균값은 0.89인것으로파악되었다.

4.2 기부노력의 영향요인 분석
Type Ⅱ Tobit 모형은기부참여여부를분석하는 1단

계와기부노력에의영향요인을분석하는 2단계를하나의

모형으로 분석한다. 제 1단계에서는 기부행동에의 참여

여부(1 또는 0)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소득수준, 자아존중감, 복지책임주체등의 3개요인을도

입했으며, 통제변수로는성별, 연령, 종교유무, 거주지역,

교육수준, 고용여부 등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3>에요약되어있다. 1단계의기

부참여 모형과 2단계의 기부노력 모형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는모수인 rho의 95% 신뢰구간은 0.086에서 0.619이

며, 람다계수의 95% 신뢰구간은 0.096에서 0.875로 추정

되어, 두 계수값 모두 통계적으로 0이 아닌 것으로 나타

났다. 기부참여 모형과 기부노력 모형의 상관관계 검정

은 우도비 통계량을 사용하였는데, Wald test의 p값이

0.012로 나타나 Type Ⅱ Tobit 모형의 사용에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로 회귀계수의 유의성 평

가에사용되는 Wald Chi2의 p값은 .00으로유의한것으

로 분석되었다.

1단계 기부참여여부에관한 주요독립변수의유의성

을 살펴보면, 우선 소득수준은 계수값이 0.416(p < .000)

로 기부참여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자아존중감 역시 계수값이 0.318(p < .004)로 기

부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책임주체는 계수값이 –0.252(p < .05)로 나타나 기부참

여에부정적인영향을 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복지

책임주체 인식에 대한 값이 클수록 책임주체가 정부에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므로, 계수값이 0보다작다는 것은

복지책임주체를 정부라고 인식할수록 기부참여 가능성

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통제변수들의영향력여부를살펴보면, 우선연령대가

높을수록, 대학 이상의 학력을 보유할수록, 직장을 가진

취업자일수록, 그리고 종교를 가질수록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거지역에 따라

서는 기부노력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기부노력에관한주요 독립변수의유의성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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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우선 소득수준은계수값이 -0.446(p < .003)으로

기부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소득액의 증가율에 비해 기부액 증가율이 상대적으

로 천천히 증가한다는 것을 말한다. 자아존중감과 복지

책임주체에 대한 인식은 1단계의 경우와는 달리 종속변

수인기부노력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

것으로나타났다. 통제변수의 영향정도는 1단계 기부참

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선 연령대가 높을수록, 대학

수준 이상의 학력을 보유할수록, 그리고 종교를 가질수

록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용여부는유의수준 10%에서는다소약한영향을미치

는 것을 파악되었다.

5. 결론
저 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복지비용이 급증하고 다양

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정부와

시장이 아닌 개인과 기업의 민간영역에서의 기부활동에

대한 관심이 더해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는 소득수준, 자아존중감,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 등

이 기부참여와 기부노력으로 구성된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소득수준은 기부행동에의 참

여 및 기부노력에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나타났다. 일부선행연구에서는소득수준이기부참여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지배적이었지

만[11,13], 최근 자료를 활용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한 사람들

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또 다른 모형에서는 소득수준이

기부노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과 기부노력이 부적 관계임을 밝힌 선행연구

[16,17]를 지지하는결과이다. 이처럼소득수준과기부노

력 간에 부정적 관계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Wiepking

[16]은 기부자들이 얼마를 기부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때공통적으로적용될수있는최저하한선역할을하는

기준금액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도

기부금액이 월평균 1만원, 2만원, 3만원인 경우가 매우

많게 나타남으로써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기준금액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기부에의참여여부에는유의한정적영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선행연구[8,9] 결과와도일치

하지만, 기부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소득에 대

한기부액을의미하는기부노력에는별다른영향을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 또

한 자아존중감과 마찬가지로 기부에의 참여여부에는 유

의한정적영향을미치지만기부노력에는통계적으로유

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분석되었다. 즉, 복지의

Stage 1 : Participation Intention in
Giving

Stage 1 : Giving Efforts
(the Ratio of Donated Money to

Annual Income)

coefficients P >  coefficients P > 

Independent
Variables

Income .416 .000 -.446 .003
Self-esteem .318 .004 .107 .645

Perceived Responsibility
toward Social Welfare

-.252 .008 .237 .241

Control
Variables

Gender .045 .585
Age .009 .002 .027 .000

Education .630 .000 .511 .014
Employment .387 .000 .379 .093
Religion .201 .013 .533 .002

Residential Area .190 .149

coefficients P >  [95% Conf. Interval]

Rho .387 .086 .619
Sigma 1.263 1.112 1.434
Lambda .486 .096 .875

Wald Test(rho=0) 6.20 .012

<Table 3> Statistical Results from Type II Tobi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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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국가라고 인식하면 할수록 기부 그 자체에 대해

서는 소극적이지만, 막상 기부하기로 마음을 먹은 후에

는복지책임주체에대한인식이기부노력에는별다른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지만, 통제변수인 연령,

교육수준, 종교유무등은기부참여와기부노력에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지면

경제적여유가생기기때문에기부에참여하게된다. 또

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장이 있는 사람일수록 기부

에참여할가능성이높다는결과는연령대와마찬가지로

경제적여유가기부의전제조건이라는것으로해석할수

있다. 한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기부참여율이 높다는

것은 종교집단내에서는 기부활동의 사회적 가치나 당위

성에대한논의가활발하고또한기부요청자체를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기부에의참여여부와소득수준에대비한

기부금액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부활동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기부금액 규

모 자체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집단의 특성에 따른 차

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기 다른 홍보 전략을

세우며, 또한 기부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적극성을 이끌

어내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기부행동을기부참여와기부노력으로나누

어 각각의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기부행동 연구

의 체계화에 다소나마 기여했다는 데에 그 의의를 찾을

수있다. 이를위해 Type Ⅱ Tobit 모형을 도입하였으며

통제변수의 설정, 적용과정 및 결과의 해석 측면에서 다

양한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2단계 의사결정이 개입될

수있는사회과학문제의이해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기부관련연구에서는 Type Ⅱ Tobit 모

형이나 Heckman의 2단계 추정방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적용하는경우도있어결과해석에있어이해가어

려운 경우가 발생하곤 하였다. 실무적으로도 기부를 통

한 공익달성에 주력하는 여러 비영리법인들의 마케팅전

략도 구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소득수준은기부참여에영향을미치므로잠재적인기

부대상층의 확보는 대중마케팅적인 속성을 띠는 홍보전

략이적절하겠지만, 기부한사람들만을대상으로한다면

소득수준이 기부노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기부자

들의라이프스타일이나계층별기부니즈등을토대로세

분화한 뒤, 각 계층별 홍보전략을 모색하는 것도 대안이

될수있을것이다. 무작정소구활동을전개하는것보다

는 소득수준이 기부노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

록차별화된전략의전개가요구된다는점을시사해준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

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

에는 기부와 관련한 변수가 많지 않다. 본 자료를 통해

비정기적기부나기부동기에관한자료를획득하기는쉽

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 자아존중감, 복지책임

주체의영향만을살펴보았는데, 후속연구에서는기부노

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무엇이 있을지 탐색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기부 관련 변수를 다양화함

으로써기부행동과기부노력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

한 심도 깊은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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