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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은 중고대학생 1,230명을 대상으로 기부실태와 기부유형별 기부경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들은 시간기부, 물질기부, 재능기부 순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기부 관련 변인들 즉 기부동기, 기부태도, 자아존중감, 공동체 의식 및 기부기관 신뢰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
였다. 셋째, 청소년 물질기부 경험 유무의 예측변인은 성별, 연령, 기부 외적 동기, 기부태도, 공동체 의식 및 기부기
관 신뢰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간기부 경험 유무의 예측변인은 성별과 공동체 의식이었으며, 재능기부 경험 유무 예
측변인은 연령, 기부 내적동기 및 공동체 의식으로 나타나 기부유형별 기부경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이 다
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기부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 기부, 물질기부, 시간기부, 재능기부

Abstract This paper aimed to verify the current status of adolescents’ donations and predictors influencing their
donation behaviors. First, the result revealed that adolescents’ donations were higher in the order of time,
material, and talent donation. Second, donation motives, attitude towards donation, self-esteem, a sense of
community, and trust in charitable organization were positively correlated. Third, the predictors of material
donation behaviors of adolescents were gender, age, extrinsic motives, attitude towards donation, sense of
community, and trust in charitable organization. And the predictors of time donation behaviors were gender and
sense of community, and those of talent donation were age, intrinsic motives and sense of community. The
strategies for the activation of adolescents’ donations were suggested.

Key Words : Adolescent, Donation, Material donation, Time donation, Talent donation

1. 서론

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
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기부자 수가 소

기부활동은 민주주의 및 성숙한 시민사회의 수준을

수에 불과하고 액수도 소액에 지나지 않는다는 특성이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로 여겨지고 있는데, 기부에 관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청소년은 어느 정도 현재

학문적 관심은 경제활동을 하는 기부자나 재력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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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부 가능성뿐만 아니라 잠재적 기부자로서 미래 기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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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화 조성 및 정착을 위해 중요한 대상이며, 한번 기부

문이며,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경험자는 계속해서 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1]

따라서 이 연구는 청소년의 기부 유형에 따른 실태를

고려할 때 기부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다. 또한 청소년의

파악하고, 이들의 기부행위와 관련된 변인을 파악하여

기부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회발전 및 건강한 사

청소년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

회유지를 돕는 요인의 하나가 되는 동시에 사회적 결속

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문제는

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비록 성인이

첫째, 청소년들의 물질, 시간 및 재능기부 실태는 어떠한

아니지만 자신들이 속해있는 지역사회와 이상을 위해서

가? 둘째, 청소년의 기부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무엇인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힘을 가지고 있으

가? 로 설정하였다.

며 사회 변화에 동참하는 시민 정신을 학습할 수 있는 방
법이 되고 있다[2]. 따라서 청소년의 기부는 단지 부족한
자원의 재정을 확충하는 차원을 넘어 성원들 간에 연대

2. 이론적 배경

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활동이자 공동체 의식을 고
양시키는 적절한 방법이 된다.

2.1 기부의 개념

기부현황을 보면 한국 기부는 시간이나 재능기부 뿐

기부(寄附)란 자신이 가진 돈이나 물품, 능력을 대가

만 아니라 물질기부도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

를 바라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웃이나 사회의

타났다. 19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아름다운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돕는

재단[3]의 보고에 의하면 종교적 기부나 경조사 기부를

활동을 의미한다[8]. 즉, 개인이 이타주의 실천을 위하여

제외한 기부 참여는 개인의 55.7%가 기부를 한 적이 있

어려운 개인이나 이웃을 위해 선행의 돈이나 물품 및 능

으며, 순수 기부 금액은 2000년 기부자 평균 기부금 9만

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기부란 공공

9천원에서 2009년에는 1인당 18만 2천원으로 약 2배의

의 사회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을 개인,

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국민의 기부지수가

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여 사회변화를 이끌어 내는 행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어린이재단[4]

이며,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라고 정의하는 경향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2009년 청소년 기부자의

이 있다[9]. 이러한 정의는 기부를 개인적 차원보다는 사

수는 지속적인 성장 곡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100원부터

회 변혁의 차원에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기부의 두 정

할 수 있는 콩 모으기 기부나 인터넷 포털 업체 NHN이

의는 목적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무상의 의미와 이타

진행한 해피빈 프로젝트를 보면, 소액을 기부하는 대부

주의라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분의 기부자들은 10대~20대 연령층으로, 청소년 기부층

한편 기부와 유사한 개념인 자선(charity)과 박애(phil

이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anthropy)를 기부와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먼

시간기부의 하나인 재능기부는 기부자가 직접 자신의 시

저 자선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용 및 동정심과 같은

간과 재능을 투입하는 것으로서, 봉사자에게는 자기 분

개인적인 차원의 관심과 자비심에 근거한 행위를 강조하

야의 경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봉사하는 기회를 갖게

는 의미로 사용된다. 즉, 자선에 내포된 기본적 사회관계

하고, 수혜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혜택을 지

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간의 관계이며, 불행한 자를 위한다

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5] 특징이 있어 청소년 기부

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자선은 주는 자와 받는

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자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를 내포하는데, 자선을 받는 자

한편 청소년 기부에 대한 연구는 시간기부인 자원봉

가 이를 제공하는 자보다 덜 가치 있는 사회구성원이라

사에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기부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선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초보단계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기부로서 지역사회 생활이나 종교 생활의 일부로 이루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부관련 연구는 현재 시간기부인

진다[10].

자원봉사에 집중되고 있으나, 물질기부나 재능기부는 소

박애는 대규모 활동을 의미하기도 하여 개인적인 차

수의 연구만이 발표되고 있다[6][7]. 이 또한 석사학위논

원보다는 집합적인 차원에서 인류의 발전 혹은 사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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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위한 대규모의 기관 혹은 조직화된 기구가 기부

따르면, 종교를 가진 응답자들 가운데 75%가 기부경험이

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11]. 즉, 박

있었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응답자 중에는 64%만

애인 philanthropy의 경우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인류의

이 기부경험이 있었다. 또한 종교가 기부에 영향을 준다

발전 혹은 사회 서비스를 위한 조직화된 기구에 돈을 기

는 연구에[23][24][14][15][25] 의하면 종교가 자원봉사,

부하는 행동을 의미한다[12].

현금기부, 지역사회 원조 등 여러 가지 친사회적 행동을

최근 돈이나 물품을 기부하는 물질기부와 함께 시간

장려하기 때문으로[26] 보고 있다.

기부의 하위영역으로 재능기부의 개념이 대되되고 있다.
재능기부는 기부자가 직접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투입하

2.2.2 심리적 특성 요인

는 것으로서, 봉사자에게는 자기 분야의 경력을 충분히

기부동기. 기부동기는 기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발휘하면서 봉사하는 기회를 갖게 하고, 수혜자들은 자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다양한 동기에 의하여 기부

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타인을 이롭게 하려는 행동

수 있는[5] 장점이 있다. 특히 대학생들은 일정한 소득이

자체의 목적 때문에 보상의 기대감이나 의무감 없이 행

없어 물질기부보다는 재능기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

해지는 이타적 동기가 타인들에게 알리려는 욕구, 사회

연구는 이를 하나의 유형으로 다루고자 한다.

적 위신이나 지위 획득, 세제혜택, 보상선호 등과 같은
이타적 동기보다 더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다[27][2

2.2 기부관련 요인

8][29][30][26]. 반면 체면이나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자

기부와 관련있는 요인은 다양한 것으로 많은 연구에

하는 이기적 동기가 높다는 연구결과[30][31]도 보고되

서 밝혀지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요인들을 일반적 특

고 있다.
기부태도. 태도는 대상과 상황에 대해 과거의 지속적

성 요인, 심리적 요인 및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
고자 한다.

인 경험으로 조직화된 개인의 반응인데[32] 기부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지속적인 기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2.1 일반적 특성 요인

[18][31][26], 자신기관 및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태도 또

성별. 성별이 기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그렇지

한

않다는 연구 결과가 상존한다. 여성이 기부를 더 많이 한

긍정적일수록

기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33][29]26].

다는 연구가[1] 있는데, 이는 여성이 평소 양육적이고 자기

자아존중감.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

희생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남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이타적

적이고 가치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인 자아존중감이

이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13]. 반면 남성의 기부율과 기부

[34]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인으로 보고되

액이 여성보다 많다는 연구결과도[14][15] 제시되고 있는

고 있으나[35]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이 기부에 영향을 주

데 이는 남성의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는 독립변인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령. 연령의 기부에 대한 영향력도 연구에 따라 다소
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경제활동이 왕성한 연령대에

2.2.3 사회적 특성 요인

기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16][17][18]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은 공동체를 일정한 지리적

[19][20][21]. 그러한 이유는 항상소득가설로 설명이 가능

영역에서 공동의 유대감을 가지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

한데 청년층과 노년층은 소득이 제한되어 있고 특히, 노

는 인간 집단으로 보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지

년층의 경우 미래에 소득이 중단되기 때문에 겪을 재정

리적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감, 연대감을 의

적 어려움에 대한 염려로 기부행동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미한다[36]. 선행연구에 의하면 공동체 의식이 기부 내적

보고 있다.

및 외적 동기, 기부태도의 예측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종교. 종교가 있는 사람이 기부를 많이 한다는 연구결
과가 보고되고 있다. Independent Sector[23]의 보고에

[37].
기부기관신뢰. 기부와 관련하여 기부기관에 대한 태
도를 살펴본 국내의 연구로는, 기부결정시 고려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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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기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78.9%로 큰 비중을 차지

3.2.2 기부태도

하고 있어[38] 기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변인으로

기부태도 척도는 Salamon[36]의 척도를 유수진 [31]과

나타났다. 또한 기부처에 대한 신뢰수준이 증가할수록

하희정[27]이 부분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기부참여는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18].

Likert 5점 척도로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
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정말 그렇다”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기부태도가 높음을 의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미하며,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727로 나타났다.
3.3.3 공동체 의식

중고등학생 표집을 위하여 4개시군의 중고등학교, 대

공동체의식 척도는 은지용[40]과 주주자[41]가 각각

학생 표집을 위하여 2개시의 대학교의 학생들을 편의표

사용한 것을 최영아[42]가 재구성한 전체 8문항을 사용

집하였다.

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정

조사대상 지역별 중고등학생은 S시가 35.3%로 가장

말 그렇다”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

많고, 다음 D시 25.4%, H군 24.9%, T군이 14.4%로 이들

체의식이

지역 중 중학생이 32.6%, 고등학생 40.4%였다. 대학생은

Cronbach's α=.849로 나타났다.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H대학교 69.3%, S대학교 30.7%로 선정하였다. 전체 연
구대상 청소년 수는 1,230명이다.

3.3.4 자아존중감

연구대상자의 성별을 보면 남학생이 41.4% 여학생이

자아존중감은 Rosenberg[43]의 Self-Esteem Scale을

58.9%이었으며, 연령은 14세에서 28세끼지 이었으며, 평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인 문항 5문항,

균연령은 17.9세이고, 18세가 28.5%로 최빈 연령을 보였

부정적인 문항 5문항의 총 10개 문항으로 자기수용 측면

다. 종교는 기독교가 30.1%, 불교가 9.6%, 천주교 7.4%이

의 측정도구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며,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51.1%였다.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3.2 조사도구

신뢰도 Cronbach's α=.744으로 나타났다.

3.2.1 기부동기

기부 외적 동기는 유수진이[31] 조휘일의 [39]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13개의 문항 중 청소년의 동기
측정에 적합한 5문항을 사용하였다.

3.3.5 기부기관 신뢰

기부기관 신뢰 척도는 Drollinger[44]가 개발한 기부기
관에 대한 태도 척도를 김유나가[30] 한국적 상황에 맞게

기부 내적 동기 척도는 하희정의[26] 10문항 중 ‘기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기부기관에 대해 신뢰성, 유용

를 통해 보람을 느끼고 싶기 때문이다’, ‘만일 기부를 하

성 및 필요성으로 분류하여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게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

신뢰성은 기관의 기능에 대한 신뢰, 기부금 사용에 대한

기 때문이다’ 등의 5문항을 사용하였다.

신뢰정도를 의미하고 유용성 및 필요성은 기관 기능의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기부동기가 높음을 의미하며,

효율성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

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의 Likert 5점 척

다” 5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동기 전체의 신뢰

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 Cronbach's α=.752다.

도 Cronbach's α=.746, 내적 동기 Cronbach's α=.442, 외
적 동기 Cronbach's α=.836으로 나타나 내적 동기의 신

3.3.6 종속변인

뢰도가 낮았으나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삭제하지

종속변인인 기부실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물질기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부, 시간기부 및 재능기부를 1-4회 및 없음으로 측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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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7].

로 외적동기와 공동체 의식(r=.524, p<.01), 기부태도와
공동체 의식이 다음으로 높은 상관관계(r=.488, p<.01)을

3.3.7 기타 변인

보였다(<Table 2>).

청소년의 성별, 연령, 종교(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of main
variables

기타, 무교)를 측정하였다.

1

3.3 자료분석
자료는 SPSS PC+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조사대상의 특성 파악을 위하여 빈도분석, 주
요변인간의 상관관계 파악을 위하여 상관분석, 그리고
기부유형별 기부경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파악을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3

4

5

1
.383**

1

.250**

.610**

1

.349**

.524**

.488**

1

.058*

.138**

.158**

.292**

1

.258**

.252**

.342**

.283**

.121**

4.3 청소년의 기부경험 유무에 영향을 주는

청소년의 기부실태를 파악한 결과 물질기부는 청소년
76.5%가, 시간기부는 88.7%, 그리고 재능기부는 34.7%가
1회 이상 경험하였고, 청소년의 시간기부 경험이 가장 많
았다. 또한 물질기부는 1회가 27.4%로 가장 많은 반면 시
간기부는 4회 이상이 42.9%, 재능기부는 4회이상이
15.5%로 나타나 시간기부와 재능기부는 물질기부와 비
교하여 상대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변인
4.3.1 청소년의 물질기부 경험 유무에 영향을 주
는 변인

청소년의 기부경험 유무에 영향을 주는 예측변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 물질기부 경험 유무를 종속변인
으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은
X2=187.034(df=9, p<.001)로 접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류 정확도는 76.95%로 나타났다(<Table 3>).
청소년의 물질기부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성별, 연령,

<Table 1> Current status of donation by
adolescents

Once
Twice
Third
Above
fourth
None
Total

2

*p<.05, **p<.01

4.1 청소년의 기부실태

Class.

1. Intrinsic
motives
2. Extrinsic
motives
3. Attitude
4. Sense of
community
5. Self-esteem
6. Trust in
charitable
Organization

기부 외적동기, 기부태도, 공동체의식, 자존감이었으며,

Material
donation
f
%
326
27.4
228
19.2
118
9.9

Time
donation
f
%
158
13.3
161
13.6
225
18.9

Talent
donation
f
%
86
7.4
49
4.2
89
7.6

238

20.0

510

42.9

180

15.5

280
1190

23.5
100.0

134
1188

11.3
100.0

761
1165

65.3
100.0

종교, 기부내적 동기와 기관 신뢰는 유의미한 변인이 아
니었다. 즉, 물질기부 경험은 성별이 여자보다 남자인 경
우, 연령이 높을수록, 기부외적 동기가 낮을수록, 기부태
도가 긍정적일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그리고 기
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3.2 청소년의 시간기부 경험 유무에 영향을 주
는 변인

4.2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상관분석 결과 상관변인에 투입한 모든 변인간에 유
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특히, 기부태도와 외적
동기가 가장 높은 상관(r=.610, p<.01)을 보였고 다음으

시간기부 경험 유무를 종속변인으로 한 로지스틱 회
귀분석 결과 회귀 모형은 38.768(df=9, p<.001)로 접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류 정확도는 88.4%로 높게 나타났
다. 시간기부 경험 유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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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material donation

Gender(M=1)
Age
Religion
(Christian=1)
Extrinsic motive
Intrinsic motive
Attitude towards donation
A sense of community
Self-esteem
Trust in charitable
organization
Constant

B
.301
.320

S.E.
.152
.039

Wald
3.927
68.441

D.F.
1
1

p
.048
.000

Exp(B)
1.351
1.377

.254

.163

2.416

1

.120

1.289

-.352
.190
.817
.408
.617

.150
.164
.188
.147
.142

5.538
1.339
18.854
7.670
18.799

1
1
1
1
1

.019
.247
.000
.006
.000

.703
1.209
2.263
1.504
1.854

-.093

.153

.367

1

.545

.912

.000

.000

-9.716
1.039
87.364
1
X2=187.034(df=9, p<.001), -2LL=1108.253, Nagelkerke R2=.220

<Table 4>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time donation

Gender(M=1)
Age
Religion
(Christian=1)
Extrinsic motive
Intrinsic motive
Attitude towards
donation
A sense of community
Self-esteem
Trust in charitable
organization
Constant

B
.499
.319

S.E.
.196
.053

Wald
6.509
36.787

D.F.
1
1

p
.011
.000

Exp(B)
1.648
1.376

-.191

.218

.770

1

.380

.826

.162
-.243

.193
.213

.703
1.299

1
1

.402
.254

1.176
.784

.027

.247

.012

1

.912

1.028

.557
.166

.194
.183

8.268
.817

1
1

.004
.366

1.745
1.180

-.125

.198

.398

1

.528

.882

.000

.004

-5.419
1.277
18.018
1
2
2
X =91.210(df=9, p<.001), -2LL=744.218, Nagelkerke R =.147

변인은 성별과 공동체 의식으로 나타났으나 연령, 종교,

부내적 동기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있는

기부동기, 기부태도, 자존감 그리고 기관신뢰는 영향을

것으로 나타났다.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3.3 청소년의 재능기부 경험 유무에 영향을 주

5. 논의 및 결론

는 변인

청소년의 재능기부 경험 유무를 종속변인으로 한 로
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Table 5와 같다. 회귀 모형은
X2=36.597(df=9, p<.001)로 접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류 정확도는 88.0%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능기부 경험
유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은 연령, 기부
내적 동기, 공동체 의식으로 나타났으나 성별, 종교, 기부
외적동기, 기부태도 및 자존감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재능기부 경험은 연령이 높을수록, 기

청소년의 기부와 관련 변인을 논의하면서 결론을 내
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기부실태를 파악한 결과 청소년은 시간
기부를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물질기부와 재
능기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시간
기부는 자원봉사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장 높았
으나 상대적으로 물질기부도 높은 경험을 보였다. 반면
재능기부는 가장 낮은 경험 수준을 보였는데 조사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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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talent donation

Gender(M=1)
Age
Religion
(Christian=1)
Extrinsic motive
Intrinsic motive
Attitude towards
donation
A sense of community
Self-esteem
Trust in charitable
organization
Constant

B
.143
.883

S.E.
.174
.056

Wald
.676
250.686

D.F.
1
1

p
.411
.000

Exp(B)
1.154
2.418

-.071

.186

.148

1

.700

.931

-.276
.385

.170
.178

2.625
4.669

1
1

.105
.031

.759
1.470

.107

.202

.278

1

.598

1.113

.391
.248

.164
.159

5.661
2.417

1
1

.017
.120

1.478
1.281

.182

.163

1.253

1

.263

1.200

.000

.000

-19.674
1.336
216.948
1
X2=598.936(df=9, p<.001), -2LL=894.288, Nagelkerke R2=.557

중고생이 많아 재능기부를 하기에는 낮은 연령층이 포함

동체 의식은 세가지 기부유형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

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기부활성화를

둘째, 상관분석 결과 기부동기, 기부태도, 자아존중감,

위해서는 우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을 의미하였다.

공동체 의식 및 기부기관 신뢰 등 모든 변인들간 유의미

본 연구는 기부실태를 파악함에 있어 단순하게 물질,

한 정적 상상관계를 보여, 기부경험 증대를 위해서는 다

시간 및 재능기부를 포괄적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는데

양한 변인들을 고려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구체적인 기부경험을 규명하는데 실패하

셋째, 회귀분석 결과 물질기부 경험은 성별이 여자보

였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구체적인 기부경험을 조사

다 남자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기부외적 동기가 낮을

하여 기부유형에 따른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수록, 기부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

하다.

록, 그리고 기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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