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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는비영리단체의마케팅활동에서지속적인기부를위해기부금사용내역의효과와기부금사용내역의공개
에 따른 인식 전환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실험은 2(기부금 사용 내역 피드백: 유vs무) ×

2(기부인식: 지출vs교환)를 2✕2 집단간요인설계에따라구성하였고,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부금 사용내역을 공개한 상황(M=5.125, SD=0.437)에서 더욱 높은 기부만족을 보였고, 기부금 사용내역을 공개한 상황

(M=5.328, SD=0.459)에서보다높은(p<0.01) 관계지속의도를나타냈다. 추가적으로부트스트래핑방법을사용하여주효과

를검증하였으며, 전체모형검증결과만족과신뢰(=0.843, p<0.01), 만족(=0.267, p<0.01)과 신뢰(=0.691, p<0.01)가 유

의한정(+)의 관계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바탕으로비영리단체들이기부자들의기부금사용내역을투명하고자세

하게공개하는노력을기울인다면기부자들로하여금신뢰를쌓을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향후연구에서는피드백의방

법 유형 등에 따라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비영리 마케팅, 관계지속, 피드백, 기부인식, 기부만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donation expenditure details and the shift in 
awareness as a result of disclosure of donation expenditure details in order to promote constant donation by nonprofit 
organizations in the course of marketing activities. The first experiment was configured through 2×2 intergroup 
element design based on 2(feedback on donation expenditure details: available vs. unavailable) × 2(donation 
awareness: expenditure vs. exchange), and furthermore, MANOVA was perform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atisfaction with donation was higher when the donation expenditure details were disclosed(M=5.125, SD=0.437) and 
that the relation maintenance intention was higher(p<0.01) when the donation expenditure details were disclosed 
M=5.328, SD=0.459). In addition, the main effect was validated by using the bootstrapping method. The results of 
overall model validation showed that satisfaction & trust(=0.843, p<0.01) and satisfaction(=0.267, p<0.01) and 
trust(=0.691, p<0.01) had a positive(+) relationship. Based on aforesaid results, donors are expected to have greater 
trust if nonprofit organizations make effort to ensure transparent and detailed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expenditure of donations made by donors. Succeeding studies would need to investigate the effect that might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feedback method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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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몇 해 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비리가 밝혀짐으로

인해서불우이웃돕기성금이재작년대비 50%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줄어든 모금액으로 인해서 도움의 손길이

끊긴많은불우이웃들이어려움을겪었다[1]. 비영리단체

의 전체재원 중에서 개인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이며[2]. 이처럼 개인 기부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

지하고있기때문에개인기부금은비영리단체들에있어

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재원이다. Sargent and

McKenzie(1998)은 비영리단체의 신규 기부자를 개발하

는것이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투자대비

이익이 작고, 신규 기부자 개발 활동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기존의 기부자가 기

부를 지속해야만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3].

비영리단체의 연구들은 신규기부자들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기부를 요청하는 광고 기법이나, 기부

자의 기부동기들을 살펴본 연구들[4-10]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신규 개

인기부자를 찾기 위해 동정심(sympathy)과 감정이입

(empathy) 등 과같이일회성의모금활동에영향을미치

는 요인들에 주된 관심을 집중해왔으며, 기존 기부자의

유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11].

‘잠재 고객의 획득과 획득된고객의유지’로 이어지는

관계마케팅의 기본 개념은 관계마케팅이라는 용어가 등

장하기훨씬전부터교회를비롯한비영리기관들에서이

미 실행해오고 있었다. 이 점을 상기한다면, 비영리조직

에대한관계마케팅관점의연구는비영리조직의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

근 Khodakarami, Petersen, Vankatesan(2015)이 기부자

와의관계를다룬연구를수행한바있으나여전히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이며, 국내의 경우에는 관련

연구를 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해당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효과적이고 투명한 비영리기관의 운영

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12].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고정기부자들의 비

영리단체와의관계지속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써, 일

부 비영리단체가 시행하는 관계지속노력의 일환인 기부

금 사용내역 공개의 효과 검증이다. 투명한 사용내역의

공개, 기부자에대한보상등이중요하다는것은이미많

은 비영리기관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나, 인지하고

있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기관들이 많은 것도 사

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학술적 차원에서 면밀히

검증하고 기존의 인식에 대한 강조 및 다른 방향에서의

논의를 촉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최

진균(1999)은 기부를 중단하게 되는 요인으로 비영리단

체의 투명성이 저하되면 이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기

부동기가 저하되고 이에 따라 기부를 중단하게 된다고

하였다[13]. 기부자들은 자신들의 기부금이 도움을 필요

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았을 때,

혹은어떻게사용되었는지를정확히알수없을때기부

를중단할것이라는논거를과거부터펼친바있다. 최근

트렌드모니터에서 실시한 ‘기부 관련 인식 조사’를 살펴

보면우리나라기부문화가저평가되고있는가장큰이유

로‘투명성’을 들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부

금 사용내역을 기부자들에게 공개해야한다고 하였다

[14]. 기부자-비영리조직 관계유지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것으로기대되는기부금액사용내역공개의관계마케

팅적 효과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연구의두번째목적은기부자들이기부에대한인

식전환에 비영리기관의 관계지속노력인 재원지출 내역

공개가미칠수있는영향을검증하는것이다. 마케팅분

야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교환(exchange)’의 틀에서 볼

때, 기부행동에서는개인기부자가자신의기부금을지불

하게되면본인스스로는좋은일을했다는무형의만족

감을얻는다고보고있다[15]. 즉, 이러한교환이현재잘

이루어지고 있는 기부자에게는 기부라는 행위의 결과를

‘정당한 교환’ 으로 느끼거나 기부에서의 편익을 지각하

고 있는 것으로해석할수 있다. 반면, 이것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않는다면 ‘단순한비용지출’로기부를인식하게

될수있다. 실제기부행위에참여하고있지만, 의무감등

의외적동기에의해서부득이하게기부를유지할수있

는 것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비영리단체의 관계지속노

력이 가해지면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비용지출’에서 ‘정당한 교환’으로의 인식전환

과함께기부를지속할의도가향상될수있는지를실증

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상의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한실증연구를수행함

으로써, 기존의비영리연구들이간과하고있던기부자들

과의관계지속에영향을미칠수있는요인에대한이론

적논의와실제비영리단체에서기부자의고정적인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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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지속, 향상시킬수있는방안에대한논의를통하

여관련연구들의확장하는데있어토대가될수있을것

으로 기대된다. 또한 궁극적으로 운영자금 등이 열악한

비영리조직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방식에 대한 시사

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관계지속과 기부금 사용내역 피드백
고정기부자와 비영리단체의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효과적인방법을찾는것이본연구의첫번째목적

이다. 이를 위해 먼저 비영리단체와 고정기부자들 관의

관계가 단절되는 즉, 기부자들이 기부를 중단하는 행위

에 대해 살펴보겠다. Sargeant(2001)는 기부자들이 처음

으로기부를한그해에신규기부자들의절반가까이가

기부행위를중단하고그다음해에는전해에남은기부자

들중에서약 30%가 기부행위를중단한다고하였다[16].

그리고 정호영(1990)은 후원자들의 약 50～80%가 1～2

년 이내에후원을중단한다고하였는데[17], 기부를중단

하게되는요인으로연령과종교적인특성[18], 기부자의

재정적인어려움[19] 등이있었다. 하지만기부를중단하

게되는가장큰원인으로는기부자들이비영리단체들의

기부금 사용을 신뢰하지 않고, 기부자와 수혜자와의 교

류형성을 위한 노력의 부족함,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

는지에대한정보미제공과소통방식의부제등을명시

하였다[11]. 이 같은 신규기부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기부자와비영리단체들의관계유지를위한노력으로영

리기업에서오래전부터행하고있는관계마케팅의개념

이도입되기시작하였다. 특히 Kotler & Andreasen(1987)

는 이미오래전에비영리단체들과기부자들의관계를기

반으로 한 모금 활동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서로간의교류의과정으로관계를발전시켜나가야한다

고 주장 하였다[20].

관계마케팅의 기본적인 개념은 기존고객을 유지하는

것이고객충성도를유발하고고객과기업모두에게긍정

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고, 관계마케팅을 통해 고객과

긍정적인관계를유지하여고객이탈을방지하는것이새

롭게 고객을 창출하는 것보다 비용과 효과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는사실은이미잘알려져있다[21]. 관계마케

팅에서주로다루어지고있는관계발전의매개변수는몰

입, 신뢰, 만족, 관계의질 등이있으며, 성공적인관계마

케팅노력은강력한관계를통해고객충성도와기업성과

를 향상시킬 수 있다[22-25]. 비영리조직 분야에서의 개

념적 연구로 Waters(2007)는 비영리단체들이 기부자와

의 관계를 적절히 유지하고 관리하였을 때 기부금 모금

성과가더높아진다고하였다[26]. 이처럼마케팅개념에

서신규고객을끌어들이는것보다기존고객을유지하는

것이 비용, 시간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것처럼, 비영리단

체들도신규기부자들과의관계지속노력을통해서신규

기부자들이 이탈하지 않고 고정기부자로 발전하여 지속

적인기부행위를하도록만드는것이신규기부자를발굴

하는 것보다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매

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 관계마케팅 분야에서, Morgan and Hunt(1994)

는 관계를 지속하는데 있어서 해당 조직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요인으로써 작용하고 이러한 신뢰가 관계지속의

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하였다[27]. 이러한기본

개념을 비영리조직 분야에 적용한 국내연구인 한지선

(2005)은 기부에 대한기부자의태도가 긍정적일수록기

부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28]. 또한 이희정(2006)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만족도가

기부금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9]. 그리

고기부기관에대한신뢰가기부동기와기부태도에긍적

적인영향을미친다는기존의연구결과도있다[30]. 이와

같이 기존 관계마케팅 연구에서 다루어진 신뢰와 만족

등의변수는비영리영역에서도여전히관계지속에영향

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부자들이기부활동에서이탈하

지 않고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와 만족을 얻고, 비영리

단체들과 관계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으로가격정보메시지에대한개념을제시하고이를적용

하려한다. 가격정보메시지는판매하고자하는제품의가

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는 것

이다[31]. Small & Loewenstein(2003)의 연구에서는 기

부자들에게기부금으로도움을받게될수혜자가누구인

가를확실히명시하였을때가명시하지않았을경우보다

기부금액을더 많이내는것으로나타났다[32]. 이를통

해 기부자들에게 본인이 낸 기부금이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되었다는 등의 기부금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

한다면수혜자가누구인가를명시했을경우와비슷한효

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McCarvi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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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mpton(1987)은 비영리 수영장에서 회원과 비회원을

대상으로 가격정보메시지의 유형에 따른 가격메시지의

효과에대한연구를시행하였는데, 가격정보메시지를제

공하였을 때가 제공하지 않은 경우보다가격 지불 의도가

더높다는결과를도출하였다[32]. 또한McCarvill(1991)

은 공공 에어로빅 수업에 대한 지불의지에 대한 연구에

서 에어로빅 프로그램정보만 제시한 경우보다 프로그램

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시하였

을때회원들이회비를지불할의지가더높게나타나는

것을 설명하였다[33]. 사회적기업 여행사의 여행상품 정

보 공개에 따른 여행자들의 추가 지불의사를 알아본 연

구에서는응답자의 40% 이상이여행상품에추가적인지

불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그리고 메

시지의유형에따라서기부의도와기부금액의 willing to

pay를측정한연구에따르면기부자에게초점을맞춘사

회적인 메시지를 제공하였을 때 기부의도와 기부금액의

willing to pay를 높인다는것이확인되었다[35]. 실제독

일의비영리단체에서진행한모금활동에서기부자가기

부한 즉시 기부금이 어떻게 전달되고 어떤 효과를 가져

오는지를즉시보여주는즉각적인피드백활동으로좋은

호응은 받은 사례도 있다[36]. 즉,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소비자들이나 기부자들의 지불의도와 금액이 변화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비영리단체와 기부자의 관

계의 맥락에 놓고 재해석 해 볼 수 있다. 앞서 소비자들

에게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었

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을 때 가격을 제시한 대상

에 대한 신뢰를 얻고 지불 의사가 더 높게 나타난 바와

같이, 비영리단체들이 기부자들에게 기부금액의 사용내

역을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면,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

가높아질뿐만아니라자신의기부행위에대한만족감

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만족과 신뢰가 관계지속의도에 미

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이미 관계마케팅 분야에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검증이 이루어진 내용이고, 이는 비영

리 기관에서의 활동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것으로기대한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앞서선

행연구들에서 사용된 만족과 신뢰, 관계지속의 개념들

중에서만족은기부자들이기부행동에있어서느끼는정

도, 신뢰는 기부자들이 기부행위를 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해 믿음의 정도, 관계지속은 기부자들이 해당 비영리

단체에지속적으로기부행위를하고싶은정도로정의하

고자 한다.

2.2 기부태도
기부태도측면에서기부행위는기본적으로기부자자

신의 시간이나 돈을 사용하여 남을 돕는 행위이기 때문

에 ‘교환이론(exchange theory)’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

부 행위를 통해 다른 보상을 얻는 행위로 인식 될 수 있

고, 단순히자신의시간이나돈을지출하는손해또는단

순 지출로서 인식 될 수가 있다.

김영욱과 김찬아(2004)는 기부의 유형을 ‘나눔으로서

의 기부’, ‘사회적 의무로서의 기부’,‘자선적⋅동정적 기

부’라는세가지수사학적유형을발견하였다. 여기서 ‘나

눔으로서의 기부’와 ‘자선적⋅동정적 기부’의 유형에 해

당되는기부자들은기부행위를통해남을돕는기쁨, 즐

거움, 행복등과같은감정을얻을수있다고하였다[37].

즉, 기부자들이 기부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봉사나 기부

금에대한대가로기쁨, 즐거움, 행복과같은감정을얻는

교환으로써기부행동을인식하는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의무로서의기부’ 유형에해당되는기부자들은기부행위

를 단순한 의무로써 인식한다고 하였다. 이는 단순히 의

무감에의해서기부자들이본인의봉사나기부금을지출

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Gourville(1998)의 연구

에서는 기부자들에게 기부행위가 손실로 지각되기 때문

에 기부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기부자

들에게기부금액을일별금액으로분할하여작은금액으

로제시하였을때기부에의한지출손실이실제손실보

다작게느낀다는연구결과를도출하였다[38]. 이는 기부

자들이 기부금을 내는 것을 지출로서 인식하기 때문에

한번에큰금액을기부하는것보다할부와같은개념으

로하루에매우작은금액을기부하는것을선호한다는

것이다.

이와반면에앞서살펴본바와같이기부를통해보상

을 받는 사회적 교환이론의 관점에서 보는 연구들이 있

다. 교환이론에 따라 봉사활동이나 금전적인 기부 행위

와 같은 자선활동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르며 보상은 심

리적 보상과 사회적 보상 그리고 경제적 보상으로 구분

할수가있다[39]. 심리적 보상관점에서볼때기부행위

를통해기부자의안녕감이나만족을의미하는것으로써,

사회적 보상은 기부행위를 통해 얻는 사회적 명성 등을

얻을 수 있고, 경제적 보상은 세금 혜택과 같은 경제적

이점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부자들이 기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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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하는데있어서남을돕기위한이타적인동기와본

인의 만족이나 다른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동기가 유발

되었을 때 기부자들의 욕구를 충족 시켜주는 것이 심리

적인 만족이라고 하였다[15]. Blau(1964)는 사회적 보상

관점에서자선행위에있어서기부자가자신의도움을받

는수혜자로부터직접적인보상을받지못하여도자신이

속한 집단 내에서 집단 구성원들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계속해서 수행한다고 하였다

[40]. 그리고경제적보상관점에서 Harbaugh(1998)는 사

업을하는기부자의기부행위가대중들에게알려질경우

에소득의증가나사업의이익이발생할수있는보상이

뒤따르기때문에기부행위에참여한다고하였다[41]. 이

를 바탕으로 볼 때, 행동적으로 기부라는 형태로 나타나

는 동일한 행위 속에서도, 기부자들이 기부행위에 대해

가지는 태도는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부를 하고는

있으나 이를 단순한 지출로써 지각하는 경우와, 기부행

위에자체를 자신의지출에대한정당한교환으로지각

하는두가지태도로구분할수있다. 따라서기본적으로

기부자가 가지고 있는 기부에 대한 태도도 이후의 기부

결과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더나아가서, 본 연구의두번째연구목적인

기부에 대한 인식전환 효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

서 언급한 기부금 사용내역의 공개는 여전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비영리단체에서

시행하는기부금사용내역의공개가기부에대해긍정적

으로 지각하고 있지 않은 기부자들의 인식을 바꾸어 가

는데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 향후 비영리단체들이

기존기부자들과의관계를발전시키고그질을향상시키

는데있어서많은실무적인시사점을제시할수있을것

이다. 이는 기존의 마케팅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는 프로

모션으로 인한 태도전환 효과와 그 논리를 비영리 분야

에적용하여연구의기여도를확장하는추가적인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비영리단체는 기존의 기부자들과 잠재적인 기부자들

의인식을변화시키기위해체계적인관리가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런 관리 활동을 통해서 기부에 대한 태

도뿐만 아니라 기부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42]. 즉, 비영리 단체들이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

동들이기부행동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

라기부자들이비영리단체나기부에대한태도에따라서

달라 질 수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부행동

의 영향요인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들 중 자아존중감과

이 기부행동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43].

또한노연희(2011)는 기부자의여러가지욕구나태도

에대해서적절하게반응하는비영리단체의활동은기부

자를 관리하는 활동의 핵심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기부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

로는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44]. 비

영리단체에대한기부자의신뢰는비영리단체의선호도

를높이고이러한선호가기부행동으로연결되기때문에

비영리단체의신뢰혹은태도는그중요성이매우강조

되고 있으며[45], 비영리단체들과의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몰입에 영향을 미치며, 몰입을 통해서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29]. 유수진(2001)

은 기부에대한태도를인지, 정서, 행동차원으로구분하

여, 태도가 기부경험과 기부참여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15].

3.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선행 연구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2(기부

금 사용 내역 피드백: 유 vs 무) × 2(기부인식: 지출 vs

교환)를독립변수로하는 2✕2 집단간요인설계에따라
구성되었다. 독립변수에따른종속변수는기부만족, 비영

리기관의 신뢰, 관계지속의도로서 이와 같은 연구의 개

념적 틀은 아래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1. Conceptual framework of research

3.2 가설설정
비영리기관과의 관계지속에서도 그 첫걸음은 기부자

의만족과신뢰를확보하는것이라고볼수있는것이다.

만족과 신뢰의 확보는 기부자들이 비영리단체에 바라는

교류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지속적인

기부, 즉 비영리단체와의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는데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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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바탕

으로이를바탕으로하여다음과같은가설을설정하였다.

H1 : 비영리단체에서기부금의사용내역을공개하는

것이공개하지않는것에비해서기부자의 (a)기

부만족, (b)비영리기관에대한신뢰, (c)관계지속

의도가 더 높을 것이다.

또한 기부태도를 단순지출로서 인식하고 의무적으로

기부행위를 하고 있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하는관계지속노력을기울인다면, 해당기부자가가

지고 있던 기부에 대한 인식을 단순지출에서 정당한 교

환으로전환시켜비영리단체와의관계지속의도역시높

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추론을 바

탕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들을 도출하였다.

H2: 기부행위를 ‘지출’이라고인식하는기부자에비해

서 ‘교환’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에 (a)기부만족과

(b)비영리기관에 대한 신뢰, (c)관계지속의도가

더 높을 것이다.

H3: 기부행위를 ‘교환’이라고인식하는경우에는기부

금사용내역공개유무에따른 (a)기부만족과 (b)

비영리기관에 대한 신뢰, (C)관계지속의도 차이

가 적을 것이고, 기부행위를 ‘지출’이라고 인식하

는 경우에는 기부금 사용 내역 공개 유무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날 것이다.

비영리단체에 대한 태도나 기부에 대한 인식은 비영

리단체의활동노력여부에따라서달라질수있으며그

러한 노력의 방안으로써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기부금

사용내역을기부자들에피드백하는노력이기부자들의

기부태도혹은인식변화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예측

해 볼 수 있다.

H4 : 기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경우에 기부에

대한 인식(태도)의 변화 폭이 더 클 것이다.

4. 연구방법 및 가설검증 
4.1 실험 1

4.1.1 실험설계 및 대상

실험은 2(기부금 사용 내역 피드백: 유 vs 무) × 2(기

부인식: 지출 vs 교환)를 독립변수로 하는 2✕2 집단 간
요인 설계에 따라 구성되었다. 독립변수에 따른 종속변

수는기부만족, 비영리기관의신뢰, 관계지속의도로서이

와 같은 연구의 개념적 틀은 아래 Fig. 1에 나타내었다.

본 실험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교에

서경영학과의산・학협동과정의학생 135명을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산・학 협동 과정의 학생들을 선정한 이
유는일반적인학부생들과는다르게경제적인활동을하

고있으며이에따라기부경험등이보다많을것으로예

상하였기 때문에 30대 이상으로 구성된 산・학 협동 과
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135명을 무작위로 두 집단(A:기부금

사용 내역 공개 상황, B:기부금 사용 내역 비공개 상황)

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다른 강의실로 배정하여 실

험에참여하도록하였다. 이때성별에따른편차를없애

기위해서남녀를구분하여두집단에고르게배정하였

다. 각두집단에배정된실험대상자들에게실험을실시

하기전실험에대한목적과설문지작성에관한설명을

충분하게 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없이 135명이

응답한설문지를모두분석에사용하였다. 응답자의 A집

단은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성 40명, 여성 27명이 참가

하였으며, B집단은 30세에서 50세까지의남성 42명, 여성

26명이 참가하였다.

4.1.2 실험절차 및 측정 도구
실험을실시하기에앞서각시나리오들의자극물들이

상황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가 3

명(마케팅교수 1, 조사전문가 1, 사회복지사 1)에게검토

를 의뢰하였고, 2회의 수정, 보완작업을 실시한 후 실험

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

집단의실험참가자들은각다른강의실에서본인이비영

리단체에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하고, 실험참가자들이 비영리단체로부터 기부금 납

부에 대한 감사 메일을 전달받는 상황의 자극물을 자세

히 읽고 설문에 응답하도록 유도하였다. 실험 조건에 따

라 A집단에서는본인이지난달에낸기부금사용내역을

공개하면서 기부금에 대한 감사 메일을 전달 받는 시나

리오를 제시하였고, B집단에서는 기부금 사용내역을 공

개하지 않고 단순히 기부자의 기부금 납부에 대한 감사

메일을 전달 받는 시나리오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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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자극물은강의실앞쪽에스크린에빔프로젝트를

활용하여제시하였다. 실험에사용된자극물은Appendix

1과 Appendix 2에첨부하였다. 실험을위해제작된자극

물에서실제비영리단체명은밝히지않았는데이는실제

비영리단체명을기재했을경우, 기존의실제비영리단체

에 대한 이미지가 실험참가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

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극물에 사용한 사진의 모델 역시

기부자와피기부자간의사회적거리(social distance)를

통제하기 위하여 모두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실

험 자극물에 사용한 이미지는 유니세프에서 기부 캠페

인활동시사용하였던이미지를동일하게사용하였으며

월 2만원의 금액은 유니세프나 기타 비영리단체들이 월

일정액기부를요청하는금액과동일한금액을적용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각 집단의 실험참가자들이 시나리오 자극물을

보기에앞서실험참가자들의기부에대한인식을파악하

기위하여설문지제일앞장에기부에대한인식을단순

히 ‘지출’로생각하는지본인의지출과이에따른만족감

을 얻는 정당한 ‘교환’이라고 생각하는지를 7점 척도로

응답하게하였다. 응답후시나리오자극물을보고난뒤

에 설문지를 다음 장으로 넘기도록 실험 과정을 통제하

였다.

설문 문항은 만족에 대한 질문으로 Moliner et

al(2007)와 최덕재(2012)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46, 47] ‘이 비영리 단체와의 관계

에만족한다’, ‘이 비영리단체의세심한배려(관심)에만

족 한다’, ‘이 비영리단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 한다’

3개의 문항을 리커트형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신뢰에 대한 질문으로 Delado et al(2001) 와 Moliner et

al(2007)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

여[45, 48] ‘이 비영리 단체를 신뢰 한다’, ‘이 비영리단체

는믿을만하다’ 2개의문항을 7점척도로사용하였다. 그

리고 관계지속에 대한 질문으로 Sargeant(2008)와 김세

범(2012) 연구에서사용된문항을본연구에맞게수정하

여[10, 49] ‘지속적으로 이 비영리단체에 기부를 하고 싶

다’, ‘새로운 비영리단체를 찾아 기부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비영리단체에계속기부를하는것이낫다고생각한

다’, ‘주변사람들에게 이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도록 추천

하고 싶다’ 3개의 문항을 7점 척도로 사용하였다.

실험을시작하기에앞서참가자들에게별도의이야기

가 있을 때까지 설문지를 다음 장으로 넘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교육 및 통제를 하였다.

4.1.3 측정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본격적인연구모형의검증에앞서측정변수들에대한

내적 일관성과 개념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측정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각 변수들의

타당성을살펴보았고, 확인된요인구조별로측정변수들

에대한 cronbach's α 계수를사용하여신뢰성분석을실

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문항들은 선행연구에서 사

용한문항들로서타당성과신뢰성이선행연구에의해입

증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변수들은 응답자들이 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

였으므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

지를검토하였다. 요인추출방법으로는주요인분석을사

용하였으며, 회전방법은베리맥스(varimax)에 의해실시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 결과는 아래

Table 1에제시되었다. 또한각변수들간의상관관계분

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Question
Compo
nent

Eigenvalue
(Variation)

Cronbach’s α

satisfaction
satisfaction 1 .946

2.604
(86.795)

0.951satisfaction 2 .939
satisfaction 3 3909

trust
trust 1 .953 1.817

(90.866)
0.872

trust 2 .952

relationship
continuity

RC 1 .961
3.640
(91.002)

0.854
RC 2 .954
RC 3 .951
RC 4 .950

Table 1. Analysis of Validity

satisfaction trust
relationship
continuity

satisfaction 1
trust .908** 1

relationship
continuity

.909** .937** 1

＜0.05

Table 2. Correlation result

4.2 가설 검증 결과
본연구에서는기부금사용내역(피드백유 vs 피드백

무)과 기부인식(지출 vs 교환)을 독립변수로 기부에 대

한 기부만족, 비영리기관에 대한 신뢰, 관계지속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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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로설정하였다. 가설검증을위해서 2✕2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실시하였다. 가설을검증하기위

한통계적분석도구로 SPSS 21K를 사용하였다. 다변량

검정 결과 Pillai의트레이스, Wilks의람다, Hotelling의트

레이스, Roy의 최대근이 모두 p<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나타났다. 또한개체간효과검정결과기부금사

용내역의 주효과 및 기부금 사용 내역 피드백 × 기부인

식의 이원상호작용효과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

로나타났다. 자세한내용은 Table 3과 Table 4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effect value F
hypothese
s
df

error
df

p
-value

inter
cept

Pillai’s Trace .997 12400.639b 3.000 129.000 .000
Wilks’s Lamda .003 12400.639b 3.000 129.000 .000
Hotelling’s Trace 288.387 12400.639b 3.000 129.000 .000
Roy’s Larget
Root

288.387 12400.639b 3.000 129.000 .000

dona
tion
perc
eptio
n
(A)

Pillai’s Trace .083 3.896b 3.000 129.000 .011

Wilks’s Lamda .917 3.896b 3.000 129.000 .011

Hotelling’s Trace .091 3.896b 3.000 129.000 .011

Roy의 최대근 .091 3.896b 3.000 129.000 .011

feed
back
(B)

Pillai’s Trace .937 639.110b 3.000 129.000 .000
Wilks’s Lamda .063 639.110b 3.000 129.000 .000
Hotelling’s Trace 14.863 639.110b 3.000 129.000 .000
Roy’s Larget
Root

14.863 639.110b 3.000 129.000 .000

(A) x
(B)

Pillai’s Trace .446 34.604b 3.000 129.000 .000
Wilks’s Lamda .554 34.604b 3.000 129.000 .000
Hotelling’s Trace .805 34.604b 3.000 129.000 .000
Roy’s Larget
Root

.805 34.604b 3.000 129.000 .000

Table 3. MANOVA result 기부금 사용내역 공개유무가 기부만족, 비영리기관에

대한 신뢰, 관계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부금 사용내역과 만족, 신뢰, 관계지속은 유의미한 상

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기부자는

기부금사용내역을공개하지않은상황(M=3.870, SD=0.444)

보다 기부금 사용내역을 공개한 상황(M=5.125, SD=0.437)

에서 더욱 높은 기부만족을 보였고, 기부자는 기부금 사

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M=3.847. SD=0.427)보다

기부금 사용내역을 공개한 상황(M=5.343, SD=0.368)에

서 보다 높은(p<0.01)비영리기관에 대한 신뢰를 보였다.

그리고기부자는기부금사용내역을공개하지않은상황

(M=3.353, SD=0.293)보다 기부금 사용내역을 공개한 상

황(M=5.328, SD=0.459)에서보다높은(p<0.01) 관계지속

의도를나타냈다. 이와같은결과는앞서예상한바와같

이 비영리 단체가 기부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

는 것이 기부자들로 하여금 기부에 대한 만족을 높여주

며(p<0.01), 비영리단체에대한신뢰를가지고계속해서

기부행위를이어가는데도움을줄수있는것으로볼수

있다. 따라서 가설1(a)(b)(c)는 지지되었다.

souce
제 III
유형
제곱합

df
mean
square

F
p
-valu
e

Correctio
n Model

satisfaction 82.625a 3 27.542 132.154 .000
trust 154.495b 3 51.498 257.113 .000
relationship
continuity 191.483c 3 63.828 519.474 .000

Intercept

satisfaction 2838.391 1 2838.391 13619.563 .000
trust 2909.627 1 2909.627 14526.779 .000
relationship
continuity 2743.382 1 2743.382 22327.560 .000

donation
perceptio
n
(A)

satisfaction 1.076 1 1.076 5.162 .025 H2a
trust .385 1 .385 1.923 .168 H2b
relationship
continuity

.923 1 .923 7.508 .007 H2c

feedback
(B)

satisfaction 78.019 1 78.019 374.360 .000 H1a
trust 142.836 1 142.836 713.132 .000 H1b

Table 4. between-subject effect result

relationship
continuity 180.215 1 180.215 1466.715 .000 H1c

(A) x (B)

satisfaction 2.585 1 2.585 12.406 .001 H3a
trust 10.689 1 10.689 53.369 .000 H3b
relationship
continuity 9.122 1 9.122 74.237 .000 H3c

error

satisfaction 27.301 131 .208 　 　
trust 26.239 131 .200 　 　
relationship
continuity 16.096 131 .123 　 　

total

satisfaction 2957.333 135 　 　 　
trust 3106.750 135 　 　 　
relationship
continuity 2963.875 135 　 　 　

depe
ndent
varia
ble

donat
ion
perc
eptio
n

mean sd N

cost
infor
matio
n

mean sd N
cost
inform
ation

mean sd N

satisf
action

expen
diture

4.465 .764 68

availab
le 5.581 0.526 35

availabl
e
5.363 .534 67

unavail
able

3.781 0.402 32

excha
nge
4.721 1.019 67

availab
le
5.125 0.437 32

unavail
able

3.833 .425 68
unavail
able 3.879 0.444 36

Table 5. satisfaction, trust, relationship continuity’s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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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의 기부인식에 따라서 기부만족, 비영리기관에

대한 신뢰, 관계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부인식과만족, 신뢰, 관계지속은유의미한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기부자는 기부를 지

출로인식하는경우(M=4.465, SD=.764)보다기부를교환

으로 인식하는 상황(M=4.721, SD=1.019)에서 더욱 높은

(p<0.01) 기부만족을보였고, 기부자는기부를지출로인

식하는경우(M=4.551, SD=.851)보다기부를교환으로인

식하는 상황(M=4.761, SD=1.407)에서 보다 높은 비영리

기관에대한신뢰를보였으나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부자는 기부를 지출로 인식

하는경우(M=4.378, SD=.877)보다기부를교환으로인식

하는 상황(M=4.660, SD=1.460)에서 보다 높은(p<0.01)

관계지속 의도를 나타냈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서 예상한

바와 같이 기부자들이 기부를 단순히 돈을 지출하는 것

이라고인식하는것보다기부를통해남을돕고나서무

엇인가를 얻게 되는 정당한 교환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더 높은 만족을 느끼고, 기부를 지

속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2는(a)(c)가 채

택되어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분석결과 가설

3(a)(b)(c)는 채택되었다. 기부자들이 기부를 교환과 지

출로 인식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사용내역을 피드백 한

경우가 피드백하지 않은 경우보다 만족, 신뢰, 관계지속

의도가더높게나타났으며기부를지출이라고인식하고

있는 상황이 교환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보다 기부금

사용내역 피드백유무에 따른 만족, 신뢰, 관계지속의도

차이가더크게나타났다. 자세한결과는 Table 5에 상세

히 나타내었다. 이는 기부행위를 교환으로 인식하고 있

는기부자라도본인들이기부한금액이어떻게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피드백을 비영리 단체가 제공하게 되면

본인의 기부에 대한 만족과 비영리 단체에 대한 신뢰와

기부지속의도가더높아진다는것을알수가있다. 또한

기부행위를 지출로 인식하고 있는 기부자들에게 피드백

을 제공하게 되면 교환으로 인식하고 있는 기부자들 보

다 더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기부금 사용내역 피드백 유무에 따른 인

식변화를분석한결과가설 4는지지되었다. 인식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부금사용내역 공개 전과 후의 차이

값을 계산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Table 6과 같이기부금사용내역을비공

개(M=0.132, SD=0.960)한 경우보다 공개(M=1.462,

SD=1.490)한경우인식변화가더크게(p<0.01) 나타났다.

즉, 기부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여 피드백 해주는 경우 기

부자의기부인식을지출에서교환으로변화시키는데더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

의 목적인 기부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여 피드백 해주는

활동이 기부자의 인식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단체들이 모금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기부자에게 기부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여

피드백해준다면기부를단순하게지출로만인식하여무

의미하게 기부행위를 하던 기부자들에게 기부는 정당한

교환의 행위로써 인식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variable N mean
standard
deviation

t-value p-value

perception
change

available 67 1.462 1.490
6.153 .000

unavailable 68 0.132 0.960

Table 6. feedback on perception change

4.3 추가 분석 1
가설검증을위한분석외에 추가분석을실시하였다.

첫 번째는기존의관계마케팅에서다루어진만족, 신뢰,

관계지속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본 연구의 맥락에서

다시검증하는것이다. 구조모형분석의경우, 변수들의

경로 간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PLS를 사용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 Table 7, Table 8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기본 모형의 수렴타당성, 신뢰성, 판별타당성

및 적합도(GoF) 모두 요구되는 수준을 충족키는 수준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trust

expen
diture

4.551 .851 68

availab
le 6.014 0.428 35

availabl
e
5.694 .521 67

unavail
able

3.390 0.549 32

excha
nge
4.761 1.407 67

availab
le 5.343 0.368 32

unavail
able

3.632 .536 68
unavail
able

3.847 0.427 36

relatio
nship
contin
uity

expen
diture

4.378 .977 68

availab
le
6.014 0.326 35

availabl
e
5.686 .522 67

unavail
able 3.179 0.306 32

excha
nge
4.660 1.460 67

availab
le 5.328 0.459 32

unavail
able

3.367 .346 68
unavail
able

3.534 0.293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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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measurem
ent

cross-loadings

loadi
ng
t-value AVE CR 

relatio
nship
contin
uity

satisf
actio
n
trust

satisf
action

satisfaction 1 0.788 0.907 0.754 0.907 68.290
0.873 0.965 0.951satisfaction 2 0.658 0.842 0.671 0.842 24.263

satisfaction 3 0.816 0.926 0.822 0.926 110.186

trust
trust 1 0.868 0.807 0.937 0.937 131.727

0.796 0.921 0.872
trust 2 0.844 0.768 0.932 0.932 119.554

relatio
nship
contin
uity

continuity 1 0.936 0.811 0.853 0.936 109.641

0.873 0.932 0.854
continuity 2 0.946 0.810 0.879 0.946 139.222
continuity 3 0.928 0.766 0.856 0.928 102.882
continuity 4 0.927 0.787 0.837 0.927 98.365

Table 7. convergent validity and reliability

relationship
continuity

satisfaction trust   GoF

relationship
continuity

0.932* 　 　 0.860

0.815satisfaction 0.849 0.892* 　

trust 0.916 0.843 0.934* 0.711

note : * AVE‘s square root

Table 8. discriminant validity and goodness of fit 

부트스트래핑방법을사용(Chin, 1998)하여주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전체모형 검증 결과를 요약한 결과를

Table 7을통해제시하였다. 만족(=0.267, p<0.01)과 신

뢰(=0.691, p<0.01)가 관계지속과 유의한 정(+)의 관계

에있으며만족과신뢰(=0.843, p<0.01) 역시유의한정

(+)의 관계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기존의연구결

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만족과 신뢰는 비

영리조직과의관계에서도여전히관계지속에큰영향력

을 발휘하는 변수이며, 이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피드백

제공 및 기부에 대한 인식변화 작업은 비영리 조직에게

있어서도중요한과제라는것을다시한번강조할수있

다.

path
path

coefficient
sd t-value

trust → relationship continuity 0.267 0.056 4.737 ***

satisfaction → trust 0.843 0.024 35.022***

trust → relationship continuity 0.691 0.056 12.351***

*** t>2.58 (p<0.01), ** t>1.96 (p<0.05), *t>1.65 (p<0.1)

Table 9. main-effect result

4.4 실험 2
앞선 실험은 기부금의 사용 내역 공개여부가 기부자

들이 기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

뢰와만족도, 관계지속의도에미치는영향을검증하고자

실험을 진행하였다. 즉, 기부자가 현재 기부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영리단체가 피드백 형식으로 기부금사

용내역의 공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기존의기부자들에게가격정보메세

지가 비영리단체와의 신뢰, 만족, 관계지속 의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부자들

과 비영리단체가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신규기부자들에

게 기부를 요청하는 활동에서도 가격정보메세지를 제시

하여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 만족, 관계지속의도를 높

일 수 있다면 향후 신규기부자들의 기부중단 행위를 줄

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실험 2에서는 대

상을달리하여새로운기부자들에게기부를요청하는경

우에 비영리단체가 기부금 사용 예정 내역을 공개하고,

공개하지않는경우에있어서신규기부자들에게도신뢰,

만족, 관계지속의도에 차별적 효과를 보이지는 지를 추

가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본 실험에서는 실험 1과 달리 기부자의 기부 인식에

대한 효과 검증을 배재하였다. 그 이유는 고정적인 기부

자의 경우 기부에 대한 인식이 생성되었겠지만, 신규기

부자의경우기부경험이없기때문에기부에대한인식

의영향력이명확하지않을것으로판단되었기때문이다.

실험 2에서도 신규 기부자들에게 비영리단체의 기부금

사용예정내역을밝히는것이비영리단체에대한신뢰,

만족, 관계지속의도가높게나타날것이라고예상하였다.

4.4.1 연구방법
4.4.1.1 실험설계 및 대상

본 실험은 2(기부금 사용 내역: 공개 vs 비공개) 집단

간 실험 설계를 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

고있는 4년제대학교의경영학과과목을수강하는학부

생들 중에서 기부 경험이 없는 70명의 학생들을 선정하

였고무작위로두집단(A, B)으로 구분하여각집단별로

다른 강의실로 배정하여 실험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불

성실하게 응답한 3명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67명이 응답

한설문지를분석에사용하였다. 응답자의A집단은 20세

에서 29세사이의남성이 20명, 여성이 15명, B집단은 20

세에서 25세 사이의 남성이 19명, 여성이 1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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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2 실험절차

실험을 실시하기에 앞서 각 시나리오들이 상황에 맞

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가 3명에게 검

토를의뢰하여실험에적합하다는결과를바탕으로실험

을 진행하였다.

각 집단의 실험 참가자들은 각 다른 강의실에서 비영

리단체가신규기부자들을대상으로기부금을모금하는

자극물을자세히읽어본후설문에응답하도록유도하였

는데 각 집단별 자극물은 강의실 앞에 설치된 스크린에

빔프로젝트로제시하였다. 실험조건에따라 A집단에서

는 기부금 사용 예정 내역을 공개하면서 기부금 요청을

나타낸 자극물을 제시하였고, B집단에서는 기부금 사용

예정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단순히 기부금 요청만 나타

낸 자극물을 제시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자극은

Appendix 3과 Appendix 4에 첨부하였다.

실험 1과 동일한절차대로실험 참가자들에게실험용

시나리오를자세히읽도록유도한후참가자들에게간단

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실험2에서 사용된 만족,

신뢰, 관계지속설문항목은실험1과동일한문항을사용

하여 조사하였다.

4.4.1.3 실험결과

실험 1의 추가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

하였다. 분석결과실험1의 결과와마찬가지로 새로운신

규기부자들에게기부를요청하는경우에도기부금사용

예정내역을공개한경우가기부금사용예정내역을공

개하지않은경우보다비영리단체에대한신뢰, 만족, 관

계지속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먼저 비영리 단체에 대

한기부자의만족은기부금사용내역을공개한상황에서

공개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기부금 사용

내역공개상황: M=5.467, SD=.283; 기부금사용내역비

공개상황: M=3.645, SD=.478, p=.000) 또한비영리단체

에 대한 기부자의 신뢰는 기부금 사용내역을 공개한 상

황에서 공개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기부

금 사용 내역 공개 상황: M=4.761, SD=1.407; 기부금 사

용 내역 비공개 상황: M=5.442, SD=.496, p=.000)그리고

비영리단체에대한기부자의관계지속의도역시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개한 상황에서 공개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높게나타났다.(기부금사용내역공개상황:M=5.487,

SD=.469; 기부금 사용 내역 비공개 상황: M=3.328,

SD=.441, p=.000)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실험 1의 결과와 같이 비영리

단체가기부자들의기부금이어디에어떻게사용되고있

는가를투명하게밝히고기부를요청한다면기부를처음

시작하는 이들에게도 만족과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신

규기부자들로하여금지속적으로기부를이어나가도록

유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5.1 연구요약 및 시사점
본연구는기부자들과비영리단체와의관계지속에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비영리 단체의 기부금 사용 내

역 공개의 효과 검정과 기부자들의 기부인식 전환에 비

영리단체의기부금사용내역공개효과를검정하는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기부자들에게 비

영리단체가 기부금의 사용내역을 피드백해주는 활동을

했을경우가그렇지않은경우보다기부자의만족, 신뢰,

관계지속의도가더높게나타났다. 이와같은결과는기

존의연구에서밝힌기부태도및기부기관의신뢰, 만족,

관계지속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밝혔던 연구결과보다 한

층더구체화한것으로피드백활동과기부기관의신뢰,

만족, 관계지속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밝혀졌다. 두번

째로기부자들의기부에대한인식이정당한교환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단순한 지출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보다

기부자의만족, 신뢰, 관계지속의도가더높게나타났다.

세 번째로 비영리단체의 기부금 사용내역 공개 유무와

기부자의인식에따른차이점을살펴보았는데, 기부자가

기부를정당한교환이라고인식하는경우와단순한지출

이라고인식하는두가지경우모두기부금사용내역을

공개한 상황이 그렇지 않은 상황보다 만족과 신뢰, 관계

지속 의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지출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교환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보다 기부금 사용내역에

따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부행위에

대해서 기부금의 사용내역을 피드백하는 경우에 기부인

식의 변화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최근 국내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과 도움

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나, 국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

터 나눔과 도움에 대한 활동들이 당연시되게 하나의 문

화로서 오랫동안 인식되어져 왔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

도 국외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왔으며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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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점차 이에 대한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기존연구들이영리기업의마케팅을답습하거나

단순히신규기부자들을끌어들이기위한일회성의전략

들을 중심으로 이루지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계마케팅의 개념으로써 비영리단체와 관계를 맺고 있

는고정기부자들의관계지속을통해비영리단체들이고

정적인 기부금을 통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보다좋은활동들을지속적으로해나갈수있는방법으

로써 기부금 사용내역 공개 방법을 제시하고 그 효과에

대해 검증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부 활동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

유가 비영리 단체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었고 실제 비영

리단체의비리적발보도를통해서이같은불신과의심

을 확실하게 해주었고 이는 기부금의 급격한 감소로 이

어졌다. 이에 따라 비영리 단체는 재원 부족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

의 손길이 끊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특히 2013년 기부관련 인식 조사의 기부 투명성 관련

인식조사결과에따르면응답자 900명중에서 58%가기부

금사용내역발표가필요하다고하였고, 응답자 533명중

60.5%는 홈페이지를 통한 사용내역 발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한국의기부문화수준이저평가되고

있는이유로응답자 779명중에서 66%가 ‘기부를받는기

관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믿을 수 없어서’라고 응답하

였다. 이 같은결과로볼때많은기부자들이비영리단체

들의기부금사용내역에대한많은의구심을가지고있

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비영리 단체들이 기부자들의

기부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고 자세하게 공개하는 등의

피드백활동을활발하게하여기부자들에게투명한정보

를전달하는노력을기울인다면기부자들로하여금신뢰

를쌓고안정적인재원확보를통해도움을필요로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고

기부자들역시본인의기부금이어디에어떻게사용되었

는가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본인들의 기부활동에 큰

만족을얻을수가있을것이다. 이와같은기부자들의만

족은 결국 기부지속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의 기부자들에게 기부에

대한인식을변화시킬수있는방안으로기존의단순히

보여주기식의정보제공이아닌상세한정보제공을통

하여 기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보다 긍정적인 효과

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2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하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2(기부금 사용 내역: 공개 vs 비공개) × 2(기부

인식: 단순지출 vs 정당한교환) 집단 간 실험 설계를 통

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는 비영리 단체의 기부금 사용

내역공개유무상황뿐만아니라기부인식을묻는과정

이포함되어있기에이같은영향으로인해실험참가자

들로 하여금 순수하게 기부금 사용 내역 공개 효과만을

검증했다고 보기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 도 있다고 생각

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기부금 사

용 내역 공개 유무뿐만 아니라 공개하는 방법, 공개하는

유형등의여러가지요소들에따라서어떻게영향을미

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기부자들의 인식의 유형을 파악하

는 척도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하게 실험

참가자들에게 기부를 정당한 교환이라고 생각하는지 단

순한 지출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만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

용한두가지인식차원뿐만아니라다른차원의인식유

형을찾고정확한척도개발을통해서유형을분류할수

있도록 해야겠다.

셋째, 가설 3의 검증 과정에서 밝힌바와 같이 기존의

관계마케팅의 개념에서 만족이 선행변수로서 다른 변수

들에영향을미치는것처럼기부활동에있어서도마찬가

지로 만족이 다른 변수들의 선행 변수로서 영향을 미치

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향후 연구에

서는기부지속의도등과같은변수의선행변수로서기

부만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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