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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 개인기부자들의 기부효용감이 

기부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기관신뢰감과 자기수용감의 매개효과와 경제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4)

이 원 

(경북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대구시와 경북지역 사회복지기관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기부효용감이 기부지속의도

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기관신뢰도와 자기수용감의 매개효과, 그리고 경제수준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방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토대로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고, 인과관계에 대

한 ‘경제수준’에 따른 비교를 위한 다집단 분석, 계수차이검증에 근거한 구조동일성 모형검증, 다중매

개검증,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 패키지는 SPSS 18, Amos 19, Mplus 6을 사용하였다. 분

석결과 밝혀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서적 효용감’과 ‘가시적 효용감’은 각각 ‘기관신뢰도’, 
‘자기수용’ 그리고 ‘기부지속의도’에 모두 정적 직접효과를 미쳤다. (2) ‘기관신뢰도’는 기부지속의도에 

정적 직접효과와, ‘정서적 효용감’ 및 ‘가시적 효용감’이 ‘기부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자기수

용감’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3) ‘자기수용감’은 ‘기부지속의도’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4) ‘기관신뢰도’가 ‘기부지속의도’에 미치는 정적 효과는 경제형편이 저조한 경우에

는 유의하지 않아, ‘경제수준’의 조절효과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기부행위를 통해 경험한 정서적, 

가시적 효용감은 기부 지속의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기부자들이 자기 수용감 증진에도 매우 긍정적인 

기여한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규명되었다. 따라서 기부자들을 자원제공자로만 보던 시각에서 기부행

위를 통한 수혜자(beneficiary)로까지 시각을 확대하였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적 함의를 논의

하였다.

주제어: 기부효용, 기부지속의도, 사회복지기관, 자기 수용감, 신뢰도, 경제수준

* 이 논문은 이원준의 박사학위논문(2012. 12)을 요약․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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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개인기부금 동원은 사회복지 조직들의 활동과 목적달성에 필요한 복지재원마련을 위해서 필수 불

가결한 활동이다. 최근 개인기부금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개인 중심의 기부문화가 정착되어가고 

있다(한국조사연구원, 2007: 정민주, 2008: 1에서 재인용; 아름다운재단 자료집, 2012). 규제와 통제가 

더 많은 정부지원금에 비해, 개인기부금은 기관의 자율성이 잘 반영된 사업을 운영하는데 훨씬 용이

한 측면이 있다. 전체 예산중에 민간자원, 특히 개인 기부금의 비중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일수록, 클라

이언트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강철희　정무성, 2002: 변은지, 2010: 1에서 재인용)는 개

인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모금활동의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해주고 있다. 새로운 기부자를 발굴하

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존 기부자들과 긴 한 관계를 유지하여 기부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post-campaign)이 사회복지조직의 중요한 활동(Rosso, 1991: 정호영, 2006: 26에서 

재인용)이다. 후원중단으로 인한 재원확보가 어려워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

지를 가지고 후원을 중단할 경우, 기관은 이중적 손실을 입게 된다(조소라, 1995). 새로운 후원자 발

굴이 기존 후원자를 중심으로 확장(박종미, 1995; 위정순, 2003: 42)되고 있다는 사실과, 기부중단이 

비영리 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기부자를 유지하고 확보하는 것

은 비영리단체의 사회적 신뢰도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정정호　김미희, 2008: 242).

선행연구(최진균, 1991; 조소라, 1995; 박종미, 1995; 최현영, 1999; 이정은, 2005; 정호영, 2006; 

Sargeant and Kaehler, 1998; Sargeant, 2001: 77; Burk, 2003; Sargeant and Jay, 2004: 171: 

Sargeant and Woodliff, 2007: 48에서 재인용)에서 높은 기부중단비율이 보고되고 있어, 이 문제는 후

원사업에서 극복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개인의 경제사정이 기부중단의 중요한 이유(최진균, 

1991; 조소라, 1995; 박종미, 1995; 서혜경, 2001)이긴 하지만, 후원활동에 대한 책임감 및 관심부족

(최진균, 1991; 조소라, 1995), 후원활동에 대한 보상결여, 기관관리에 대한 불만족 및 기관에 대한 신

뢰도와 같은 기관관련 요인들도 기부행동 및 기부지속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여

러 선행연구(강철희, 1998; 김근령, 2000; 서혜경, 2001: 47; 김유나, 2002; 오혜진, 2002; 한지선, 

2004; 고이경, 2004; 이정은, 2005; 정호영, 2006; 김해숙, 2008; 김준희, 2009; 강철희 외, 2010; 변은

지, 2010; 황용진, 2011; Sargeant and Woodliffe, 2005; 2007)에서 논의되어 왔다.

개인 기부자들의 기부지속 가능성은 이들의 기부동기 및 기대가 후원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체험한 

효용감(utility)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기부에 상응하는 어떤 혜택(benefit)의 지각에 의해서 동

기부여가 이루어진다는 사회교환 이론 관점에서 교환효용은 기부동기 및 기부지속행위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김해숙, 2008: 51; Sargeant et al., 2005: 4). 기부효용은 정서적 만

족 및 보람과 같은 정서적 효용뿐만 아니라, 세금공제혜택, 타인들로부터의 인정, 체면 및 위상 상승 

등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효용등 다양한 특성을 포함한다. 

Sargeant 외(2005: 9)는 ‘정서적 효용감’과 함께 기부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기부기관에 대한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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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ment), 즉 “기부자로 하여금 사회복지관과의 관계를 지속하여 기부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일

체감”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Sargeant 외(2005)의 연구를 토대로 한 정호영

(2006)의 연구에서도 기관 신뢰도가 기부기관 헌신에 미치는 영향력은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서적 효

용감(emotional utility)은 기부헌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세

금공제혜택 등을 포함한 실제적인 편익(benefit)등에 기초한 가시적 효용감이 기부헌신에 가장 강한 

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Sargeant 외(2005)와 정호영(2006)의 상충된 연구결과는 문화적 

차이, 사회적 규범 및 가치의 차이가 기부행위에 반영되었음을 시사해준다. 이 두 연구는 기부효용 및 

기관의 신뢰도가 각각 개인 기부자의 기부지속에 미치는 영향은 밝혔지만, 기부효용이 기관신뢰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규명이 없었다. 기부활동을 통해 체험하는 편익 및 보상인 기부효용은 

자신이 기부하는 기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고, 기부기관을 더 신뢰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기부기관에 대한 신뢰감은 기부행위를 통해 얻게 된 의미 있는 결과로 간주

할 수 있다. 개인기부자의 기관신뢰도는 기부활동을 통해 체험한 정서적, 가시적 기부효용감이 기부지

속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유의한 매개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부효용감은 기부자로서의 정체감과 긍정적 자아감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긍정적 자아감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기부행위를 지속하게 하는 동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신의 소중한 물

질(현금/현물)을 기꺼이 내어 줄 수 있는 ‘기부기관’은 기부자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의미 있는 대상’ 

(significant object)이다. 기부효용을 더 많이 체험할수록, 기부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고, 

기부기관은 개인기부자에게 더 의미 있고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부행

위를 통한 긍정적인 체험은 기부기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여 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대상인 기부기관에 대한 신뢰관계를 경험하는 것은, 기부

자가 보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인간의 자아 개념은 의미 있는 타

자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확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부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

을수록, 개인 기부자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수용감도 증진될 수 있

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기부효용감을 통해 기관신뢰감과 자기수용감이 증진되면서, 기부

지속 가능성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조직이 주로 후원자 발굴 및 모금액 달성에만 주력하면서 기부자들의 심리적 안

녕 및 개인적 성장을 위한 노력은 미진하였다. 개인기부자들이 기부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보

다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기수용감을 증진하고, 이들이 심리적인 안녕감 및 자기성장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 또한 기부기관의 중요한 역할이며, 후원사업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부와 같은 친사회적 행위를 통해 개인기부자들이 자기수용감을 높일 수 있다면, 개인 기

부자들은 자신을 사회복지조직에 자원을 주는 ‘제공자’이면서 동시에 ‘수혜자’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

다. 상호호혜성의 관점에서 이러한 이중 정체성은 기부자들이 지속적으로 기부행위에 헌신할 수 있게 

하는 순환적 순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부자를 일방적인 제공자로만 보는 제한된 시각에

서 벗어나, 기부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서적, 가시적 보상을 받을 뿐 만 아니라 자기성장을 도모

할 수 있는 수혜자로 볼 수 있는 상호호혜성의 관점에서 조명해보는 시각의 확대가 필요하다. 기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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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호영, 2006; 김해숙, 2008; Sargeant et al., 2005)과 기부지속에 대한 연구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

만, 개인기부자들이 기부행위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 심리적 안녕 및 성장에 대한 탐색은 여전히 간

과되고 있다. 

기부관련 선행연구(최진균, 1991; 조소라, 1995; 박종미, 1995; 서혜경, 2001)은 기부행위 및 기부

지속과 기부자의 경제형편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인과관계규명이 가능한 구조모형

(SEM)에 기초한 기부효용이 기부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몇편의 연구들(정호영, 2006; 김해숙, 

2008)에서도 기부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자의 경제수준에 대한 분석은 간과되었거

나, 경제수준을 단순 통제변수로만 분석한 방법론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기부지속에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이 기부자의 기부형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전술한 문제제기를 토대로, 본 연구는 기부자들이 체험한 기부효용이 기부지속의도, 자기수용감, 기

관신뢰도에 미치는 직접 효과 뿐 만 아니라, 기관신뢰감 및 자기수용감의 매개효과, 개인기부자의 경

제형편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2. 선행연구 검토

1) 기부개념 및 유형

Schervish(1993: 224)는 ‘기부’를 “타인을 보살피게 되는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자선적 마음의 요구

(charitable impluse)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방침 및 활동”이라고 포괄적인 개념을 제시하였다. 기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자신의 물질(현금, 현물) 또는 시간 및 노력(자원봉사, 재능봉사)

을 대가 없이 주는 것”이다. 기부는 참여형태에 따라서, 기관의 재정 및 물적 자원의 결핍을 지원해주

는 ‘물질적 기부’와, 시간을 내어 기관의 업무를 보조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인

적 자원의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자원봉사, 즉 ‘시간적 기부’로 분류할 수 있다(유수진, 2001: 34; 정수

영, 2005: 18). 기부 주체는 개인만이 아닌, 단체 및 조직(기관)도 될 수 있다. 사회복지조직에서 2000

년 이전에는 법인(단체)기부금의 비중이 개인기부보다 훨씬 많았지만, 최근에는 개인기부금이 사회복

지조직의 복지재원 마련에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졌다. 기업 기부액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사회복지

조직에서 대부분의 기부는 개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 기부는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높아

서(한국조사연구원, 2007: 정민주, 2008: 1에서 재인용), 많은 사회복지기관이 개인의 후원을 통한 복

지재원 마련에 비중을 두고 있다. 공공자원의 부족과 사회복지기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도 개인 

기부를 활성화 하는 것은 사회복지 조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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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지속의 중요성

사회복지조직에서 기부중단자 예방의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기부중단율이 보

고되고 있다(박종미, 1995; 조소라, 1995; 박정임, 1996; 최현영, 1999; 이정은, 2005; Sargeant and 

Kaehler, 1998; Burk, 2003; Sargeant and Woodliff, 2007: 48). 원치민(2002)은 보건복지부(1997)와 

최진균(1991)의 조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개별기관의 후원자들 중 50%~80%가 1년~2년 사이의 짧

은 기간에 후원을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다(원치민, 2002: 2에서 재인용). Courtney(2002)는 모금

(fundraising)을 기부자의 재정 지원을 찾아내고(identifying), 배양하고(cultivating), 안정화시키는

(securing)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신규 기부자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하는 후속

캠페인(post-campaign)의 중요성을 잘 반영해준다. 사회복지조직에서 기부중단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은 신규 기부자 발굴보다 더 필요하다는 주장은 비용의 효율성(Rosenberg and Czepiel, 1984)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기존 후원자가 신규후원자 영입의 중요한 자원(박종미, 

1995; 위정순, 2003: 42)이라는 측면에서도 크게 설득력을 가진다.

3) 기부효용이론

(1) 가시적 효용감

Sargeant 외(2005)는 기부를 통해 획득될 수 있는 혜택 및 편익을 ‘효용’으로 유형화하여 기부효용

개념을 소개하였다. Sargeant 외(2005:4)는 기부의 ‘가시적 효용’(demonstrable utility)을 크게 두 가

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경제적 고려의 결과로서 기부과정이 관련될 때와, 기부자가 속해 있는 사

회집단에서 타인들로부터의 인지가 기부행위의 동기가 될 때이다. 후자는 기부동기를 설명하기 위해 

이타적 모델의 대안적 모델(alternative model)로 제시한 Hollander(1990)의 ‘가치 있는 사회적 인

정’(valued social approval), Glazer와 Konrad(1996)의 ‘알림홍보효과’(signaling effect)의 개념과 일맥

상통한다. 가시적 효용감은 세금혜택, 기부기관으로부터 유용한 자료를 송부받음, 명성 및 위상, 타인

의 인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가시적 효용 관점에서 보면, 기관들이 성공적으로 보다 많은 기부를 유

인하기 위해서는 기부자들의 위신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부자가 기부행위를 통해 가시적 효용

감을 체험할수록, 기부기관에 대해 한층 더 신뢰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시적 효용감은 

기부자에게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기수용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정서적 효용감

Andreoni(2001)는 기부자들이 기부행위를 하면서 그들이 얻게 되는 가시적인 이익보다는 기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서적 경험 때문에 자선 기부를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Sargeant 외(2005:3)

는 ‘정서적 효용’(emotional utility)이라 명명하였다. 정서적 효용감은 Andreoni(1989)가 기부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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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기 위한 모델로 제시한 ‘온광효과’(warm glow effect)의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온광효과는 기부행위로부터 얻는 심리적인 ‘흐뭇함’, ‘기쁨’과 같은 순수한 내적 만족의 효과이다. 사람

들은 선행을 하면서 느끼는 흐뭇함, 심리적 만족과 같은 좋은 느낌을 갖기 원하거나, 도움행동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 느낄 수 있는 죄책감, 자존감 손상 등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기부를 

한다. 정서적 효용감은 서비스 수혜자들에 대한 감정이입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부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기부와 같이 선행을 하면서 얻는 만족감과 자책감에서 자유로우

면서 심리적으로 활기를 가질 수 있다. 정서적 동기가 강하여 기부행위에 참여한 사람의 경우, 이러한 

정서적 효용감에 대한 기대가 클 것이고, 이들의 경우 기부행위에 참여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시적인 

보상보다도 정서적인 효용이 클 때, 기부를 지속하려는 의향이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기부를 통

해 체험하는 정서적 효용감이 높을 때, 기부기관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기수용감도 증진될 수 있다는  연구가정을 설정해 

볼 수 있다. 

4) 자기수용감

‘자기수용’(self-acceptance)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만족스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다(Maccines, 2006). 자아존중감은 실제적 유능감과 능력에 의한 평가라기보다는, 자기를 수용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적절한 존중을 함으로써 생겨날 수 있다(김해숙, 2008: 35).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수용’은 ‘자아존중감’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선행조건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Rogers는 ‘자

기수용’은 인간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강조하였다(이수연, 1999: 5에서 재인

용). 자기수용감은 ‘자기존중감’ 향상(박미영, 1999: 이수연, 1999: 6에서 재인용; Rogers and 

Dymond, 1954)과 ‘자기성장’(Ryff and Keyes, 1995: 721)을 도모할 수 있는 심리적인 동인이라는 사

실은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Ryff(1989: 1072)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삶의 만족과 

긍정적 정서에 유의미한 관련성을 주는 특성이 자기수용임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 입증하였다. 

Chamberlain과 Haaga(2001)는 자기수용이 높은 사람들은 우울경향성과 불안정 자존감이 낮고, 자아 

탄력성이 더 높다고 밝혔고, Maccines(2006)도 자기수용과 심리적 건강과의 강한 상관성이 있음을 보

고하였다(이정민, 2009: 17 재인용). 종합해보면, 자기수용은 진정한 의미에서 견고한 자기존중감을 

갖기 위한 선행조건이며, 심리적 안녕감과 개인성장에 핵심적인 구성소임을 알 수 있다. Clary와 

Snyder(1991)는 ‘사회에 대한 이해증진 및 자신의 내적 성장과 관련된 이해기능’등을 소개하면서, 자

기존중 및 긍정적인 자기인식이 기부의 주요 동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바 있다. 타인을 위해 베풀

고 봉사한다는 내면적 만족과 보람을 통해서 개인의 자아가 강화될 수 있다(황용진, 2011: 11; 

Haggberg, 1992). 기부행위를 통한 긍정적인 체험(효용감)이 기부자의 긍정적인 자아감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기부자의 긍정적인 자아감은 기부행위를 지속하게 하는 기여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 기부자들이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기수용감은 기부행

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동기요인인 동시에 결과요인으로 모두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을 도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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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5) 기관신뢰도

신뢰성은 관계성을 유지시키는데 핵심개념이다(Deusch, 1958: 최상진 외, 2005: 2에서 재인용; 

Hosmer, 1995). 신뢰의 문제는 기관(단체)의 정직성, 공정함, 성실함과 연관된다(김유경, 2003: 정호

영, 2006: 36에서 재인용; Shelley and Polonsky, 2001). 김준희(2009: 328)는 기관신뢰의 조작적 정의

를 후원기관의 경영능력, 투명능력, 적절한 후원활동, 후원금 목적의 정직성을 가진 것이라고 규정하

였다. 김해숙(2008: 35)은 기부 기관에 대한 신뢰를 기부자들의 자선 및 복지 조직의 능력에 대한 믿

음, 투명성에 대한 믿음, 수혜자에 대한 봉사 수행에 대한 믿음, 기부금 사용의 적절성 등에 대한 믿음

으로 정의하였다. 신뢰는 자선단체와 기부자의 교환관계에서 불확실성, 취약성, 위험성 등을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Shabbir et al., 2007), 성공적인 모금전략의 핵심요소로 인정되고 있다(Morgan and 

Hunt, 1994: 김준희, 2009: 327에서 재인용). 기부활동을 통한 기부자의 긍정적인 체험들을 통해 기부

자가 기부기관에 대해 느끼는 신뢰는, 친사회적 활동인 기부에 참여하는 기부자로서의 정체성을 한층 

더 강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부기관은 기부자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대

상(타자)’이 될 수 있으며, 의미 있는 타자와의 신뢰적인 관계를 체험하면서, 개인 기부자가 긍정적인 

자아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부효용감, 기관신뢰, 그리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기수용감은 상호호혜적인 성격을 지닌다. 개인 기부자들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기부지속

을 가능하게 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부효용감이 기부지속의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때, 기관신뢰도는 유의한 매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도출해 볼 수 

있다. 

6) 사회경제적 배경과 기부행위

부유한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규범이다. 이러한 

개인의 규범적 행위는 ‘정체성 이론’(Stryker, 1968; McCall and Simmons 1978) 및 ‘사회정체성이

론’(Tajfel and Turner 1979; Turner, 1982; 1985)에서 이해할 수 있다. Sargeant(1999)의 연구에서는 

기부 중단의 가장 큰 이유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보고되었다. 원치민(2002: 11)은 소득과 기부지속 

가능성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는데, 안정적인 직장과 고정적인 수입을 가

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후원을 지속할 확률이 높고(조소라, 1995; 강철희, 1998; 장명인, 1998; 최현영, 

1999), 소득과 기부가 정비례하기 보다는 역U자 형태를 보여준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소득이 후원지

속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는 상충된 보고(서혜경, 2001; 위정순, 2003)도 있어, 선행연구결과는 다소 

혼재되어 있다. 객관적인 소득규모가 상당히 높은 경우에도, 지출규모나 물질에 대한 개인의 기대수준

에 따라서, 자신의 경제형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소득’규모 자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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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개인 기부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자신의 ‘경제형편’이 기부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해보는 것이 기부자의 기부지속여부를 파악하는데 현실적인 탐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

부지속에 경제형편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 보다는, 기부지속에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의 영향을 경제형편이 실제로 어느 정도 유의하게 조절(moderating)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

적인 규명이 필요할 것이다.

3.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그림 1>의 연구모형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연구질문을 설정하였다. 

1. 기부를 통해 경험한 기부자의 정서적 효용감 및 가시적 효용감은 기부지속 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가? 

2. 기부를 통해 경험한 기부자의 정서적 효용감 및 가시적 효용감은 기부자의 자기수용감 및 기관

신뢰도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가? 

3. 기부자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자기수용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4. 기부를 통해 경험한 기부자의 정서적 효용감 및 가시적 효용감이 기부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기관에 대한 신뢰도 및 자기수용감에 각각 매개역할을 하는가?

5. 기부자의 경제형편은 모형에 설정한 각 경로에 유의한 조절효과를 가지는가?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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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자료 분석에서 사용된 표본은 대구광역시와 경북지역의 사회복지 기관의 후원자들로 사전 

협조에 동의한 29개 기관을 중심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은 사회복지기관에 

적어도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현금 및 물품을 후원하는 개인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발송 및 회수는 사서함을 이용한 우편조사를 하였다. 임의표집방법에 의해 약 6000부를 배부하여 그 

중에 1292부를 회수하였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76부를 제외하고 1116부의 자료를 얻어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12년 8월초부터 9월 중순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3) 주요 변수 및 측정도구

(1) 기부지속의도

‘기부지속의도’는 “기부자가 기부를 지속하고 싶어 하는 정도”이다. 단순히 기부 지속여부 만을 묻

지 않고, 기부기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 기부헌신에 대한 태도들을 함께 파악하였다. ‘기부지속의

도’의 척도문항은 후원자가 현재 본인이 후원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관계지속, 기부지속, 증

액의도를 평가한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김해숙(2008: 89)의 ‘관계지속의도’ 척도와 변은지(2010: 43)

의 ‘충성도’ 척도를 참조하여 재구성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부지속의도 척도는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로 척도점수가 높은 수록 후원지속의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Cronbach’s ⍺계수로 평가한 내적 일치도는 .805 이였다.

(2) 정서적 효용감, 가시적 효용감

후원자가 기부활동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기부효용을 측정함에 있어서, ‘정서적 기부효용감’과 ‘가시

적 기부효용감’을 포함하였다. ‘정서적 효용감’은 “기부를 통하여 경험하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 때문

에 얻는 효용감”을 말한다. ‘정서적 효용감 척도’는 기부에 참여하면서 기부자가 경험한 느낌 및 감정

을 알아보는 내용이다. 즉, 기부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한 유익(예: 세금공제혜택, 자료획득, 인맥 

등)정도를 묻는 내용이다. 척도 내용은 Sargeant 외(2005: 9)의 ‘정서적, 가시적, 가족적 효용감’ 척도

내용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정서적 효용감 척도 및 가시적 효용감 척도는 모두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이다. 정서적효용감 척도는 삶의 활기, 잘한 일, 죄책감 면책에 관한 3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 계수로 평가한 내적 일치도는 .726 이였다. ‘가시적효용감’ 

척도는 주변인정, 자기체면, 공제혜택, 각종 자료제공 등에 관한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계수로 평가한 내적 일치도는 .628 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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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효용감 가시적효용감 기관신뢰 지속의도 자기수용

개념/합성 신뢰도 .935 .950 .994 .989 .990

집중/수렴타당도(A. V. E) .836 .831 .965 .971 .941

(3) 자기수용감

'자기수용감'은 자기의 장점, 단점, 신체적 조건, 느낌, 생각, 행동 등 여러 가지 심리적인 현상까지 

모두 포함하여,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고 책임지며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만족스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다(이수연, 1999: 5; Powell, 1969: 이정민, 2009: 17에서 재인용). ‘자기수용

감’(self-acceptance)척도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결과만족도, 자부심, 본인의 성격인정, 실수에 대한 관

용, 과거에 대한 만족, 지인과의 비교만족 등을 측정하는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Ryff와 Keyes(1995)

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척도(PWBS)의 6개 차원(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지배력, 삶

의 목적, 개인적 성장, 자기수용)중 자기수용 부분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수용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Cronbach’s ⍺ 
계수에 의한 신뢰도는 .859 로 측정되었다.

(4) 기관신뢰도

‘기관에 대한 신뢰성’(이하 ‘기관신뢰’) 척도는 기부자가 자신이 후원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에 대

한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목적․명분, 윤리, 절차·과정, 후원금 사용용도, 양심․정직, 후

원금 조성방법 등에 관한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Sargeant 외(2005: 11)의 ‘신뢰성’ 척도를 사용하였

으며,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계수가 .939 로 매우 높은 신뢰도가 측정되었다.

(5) 경제형편

경제형편은 이항변수(0, 1)이다. ‘꽤 어려움’에서 ‘조금 어려움’까지는 ‘경제형편이 저조한 집단’ (0)

으로, 경제형편이 ‘웬만함’에서 ‘여유 있음’까지는 ‘경제형편이 양호한 집단’(1)으로 분류하였다. 

4)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5개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평가해 보기 위해서 실시한 평균분산추

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개념신뢰도/합성신뢰도(C.R.R: Construct reliability or 

composite reliability)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5개 척도의 평균분산추출, 개념 신뢰도 혹은 합성신뢰도도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각 A.V.E 값 

및 C.R.R 값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V.E 값은 0.5 이상(Fornell and Larcker, 1981), C.R.R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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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이상(Bagozzi and Yi, 1988)이어야 양호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5개 척도는 집중/수렴 타당성과 

높은 개념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5) 분석방법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각 경로의 인과관계를 토대로, 기부효용(정서적 효용감, 가시적 효용감)이 기

부지속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확인하고, 기관신뢰도와 자기수용감의 매개효과를 각각 파악하기 위

해서 Amos 19와 Mplus 6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SEM)을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로는 절대

적합지수인 RMSEA와 상대적합지수인 CFI, TLI를 제시하였다. 조절변수인 ‘경제형편’에 따른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위하여 선행조건인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고, 전진방법을 이용한 경로

계수 차이검증(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 test)을 토대로 최적 구조동일화모형을 찾았다. 최적모형에 

근거하여 집단별 경로계수차이결과를 제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은 Shrout와 Bolger(2002)가 제시한 

표준오차를 수정하고, 편향(bias)이 수정된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검증은 모형 내 

다중매개가 존재하여 ,개별매개효과 검증이 용이한 Mplus 6를 이용하였다. 경제형편수준에 따른 각 

주요 잠재변인들의 평균값을 비교하기 위해 잠재평균분석을 하기위한 절편동일성을 검정하였다.

4.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배경

응답자들은 여성이 53.6%(598명), 남성 46.4%(518명)이다. ‘연령대’는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안정

적인 직업활동을 하는 연령대라고 할 수 있는 40대(29.7%, 331명)와 50대(31.1%, 347명)가 많다. 30

대는 18.4%(205명)이며, 30대 미만은 12.2%(136명)이다.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이 68.9%(789명)로 가

장 많고, 고졸이 24.6%(275명)이며, 중학교 이하 학력(72명)인 경우는 6.5%에 불과하다. ‘경제형편’에 

대해서는 ‘꽤 어렵거나’(3.3%, 37명), ‘여유가 있다’(6.5%, 73명)라고 응답한 경우는 아주 적고, ‘웬만

하다’라고 대답한 경우(66%, 737명)가 많았다. ‘월 평균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27.1%(302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23.9%, 267명)이다. 월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비율이 약 36%가 되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부기간’은 1년에서 3년 미만(23.7%, 264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5년 

미만(17.8%, 199명), 5~7년 미만(12%, 134명), 7~10년 미만(10.2%)순이었다. 기부기간이 6개월에서 

1년 미만인 응답자들은 약 18.4%(208명) 정도 되었다. 기부참여 비율을 후원기간별로 살펴보면, 처음 

기부를 시작하여 1~3년차가 23.7%로 가장 높고, 이후 기부기간이 길어질수록 후원자수가 계속 감소

하다가 10년 이상 장기후원자는 다시 높은 비율(17.7%, 197명)로 나타나, 10년 내내 후원을 중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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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이름 Mean SD skew c.r kurtosis c.r

정서적효용감
삶의 활기 3.53 .782 -.229 -3.117 .147 .963
잘한 일 2.96 .988 .094 1.277 -.766 -5.240

죄책감 면책 2.59 .934 .409 5.566 -.243 -1.686

가시적효용감

주변인정 3.05 .900 -.131 -1.788 -.194 -1.353
자기체면 2.23 .861 .559 7.621 .290 1.981
공제혜택 3.07 1.132 -.240 -3.264 -.737 -5.040
자료혜택 3.29 .882 -.413 -5.621 .174 1.145

신뢰

목적　명분 4.17 .661 -.333 -4.537 -.218 -1.517

윤리 4.17 .683 -.512 -6.980 .363 2.431

절차　과정 4.13 .681 -.419 -5.705 .192 1.268

사용　용도 4.23 .647 -.439 -5.976 .103 .665

양심　정직 4.23 .663 -.595 -8.109 .762 5.140

조성　방법 4.16 .670 -.482 -6.558 .442 2.967

기부지속의도
관계지속 3.11 .789 -.931 -12.684 .906 6.112
기부계속 3.10 .778 -.894 -12.173 .896 6.043
증액의도 2.44 .709 .138 1.886 -.210 -1.463

자기수용

결과만족 3.64 .838 -.875 -11.923 .734 4.944
자부심 3.82 .706 -.588 -8.009 .842 5.681
성격인정 3.33 .839 -.284 -3.867 -.443 -3.041
실수관용 3.65 .725 -.722 -9.830 .730 4.922
만족함 3.75 .689 .-776 -10.570 1..193 8.064
흐뭇함 3.56 .768 -.428 -5.830 .003 -.015

Multivariate 188.358 96.818

않은 안정된 지속 기부자들이 상당히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복지기관을 

후원하면서 기부자로서 분명한 정체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후원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가 약 

57.7%였는데, 이는 조소라(1995)의 연구에서 보고한 70%보다 다소 낮고, 한국복지재단(1997)의 조사

(30.4%)보다는 훨씬 높다. 

2) 변인들의 기술통계, 상관관계, 정규분포성

관측변수(22개)의 정규성 검증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표 2>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  정규성 분포(N=1116명)

구조모형에서 각 변인들이 정상분포를 크게 벗어날 경우, 표준오차 등의 모수추정치의 적합도가 정

확하지 않아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각 변수들의 왜도는 -.931~.657로 절대값 2미만이며, 첨도는 

-.766~1.193으로 절대값 7을 넘지 않아 각 변수의 일변량 정규분포성에 문제가 없었다(Curran et al., 

1996: 16-29). 전체 표본(1116명)을 대상으로 각 주요변수들(척도)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기관신뢰

감(4.181)과 자기수용감(3.626) 수준이 높은 편이다. 기관신뢰감 척도점수는 ‘그런 편’(4점) 보다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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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고, 자기수용감은 ‘그저 그렇다’(3점)보다 높고 ‘그런 편’(4점)보다 다소 낮다. 정서적 효용감

(3.029)은 ‘그저 그렇다’(3점) 수준을 약간 상회한 반면 가시적 효용감’(2.904)는 ‘그저 그렇다’(3점) 

수준을 약간 못 미치고 있어 정서적 효용감보다는 약간 낮은 편이다. '기부지속의도'의 경우, 다른 척

도들(5점)과 달리 4점 척도인데, 기부지속의도 척도의 평균값은 2.885이었다. 이 점수는 ‘기부지속의

도’에 부정적으로 응답 한 점수(1~2점) 범위를 분명히 벗어났지만, ‘기부지속의도’에 긍정적인 입장이 

분명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척도점수대(3~4점)에는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3) 확인적 요인분석

각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에 대한 측정지표들의 반영정도를 분석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모든 

변수들의 요인적재량(.461~.968)이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하였고, 모형의 적합도(χ²=1423.771, 

df=199, p=.000, CFI=.908, TLI=.893, RMSEA=.074)는 수용 가능한 범위로 확인되어, 모형에 포함

된 잠재변인이 측정모형의 경험적 자료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4) 전체모형 경로추정치 및 효과분해

연구모형의 각 경로에 대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는 <그림 2>, <표 3>에서 제시된 내용과 

동일하다. 모형에 포함된 총 9개 경로 중에서, ‘자기수용감➝기부지속의도’경로(경로계수=.006, 

c.r=.179, p=.858)만 제외한 나머지 8개 경로에서 모두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편향수정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모형 내 발생하는 4개의 매개경로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 기부자들이 기부활동을 통해 체험한 기부효용감이 기부지속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정한 두 경로, ‘가시적효용감➝기부지속의도’(.154)와 ‘정서적효용감➝기부지

속의도’(.067)는 모두 유의하였다. ‘가시적효용감➝자기수용감’(.225)과‘정서적효용감➝자기수용감’(.115), 

이 두 경로도 유의하여, 기부효용감이 자기수용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리

고 ‘가시적효용감➝기관신뢰도’(.194), ‘정서적  효용감➝기관신뢰도’(.106) 경로도 유의성이 입증되어 

기부효용감이 기관 신뢰도 증진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기부자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기부지

속의도(.142)와 자기수용감(.185)에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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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SE  C.R 

직접효과

기부지속의도←정서효용감 .067 .150 .072 2.100*

기부지속의도←가시효용감 .154 .249 .067 3.731***

기부지속의도←자기수용감 .006 .007 .042  .179

기부지속의도←기관신뢰도 .142 .193 .045 4.311***

자기수용감←정서효용감 .115 .215 .062 3.458***

자기수용감←가시효용감 .225 .304 .058 5.278***

자기수용감←기관신뢰도 .185 .211 .038 5.494***

기관신뢰도←정서효용감 .106 .174 .053 3.264**

기관신뢰도←가시효용감 .194 .230 .048 4.817***

간접효과 신뢰구간(하　상한값)

지속의도←신뢰←정서효용  .016  .036 .014  ̴ .077
지속의도←신뢰←가시효용 .029 .047 .014  ̴ .069
수용감←신뢰←정서효용 .020 .037 .014  ̴ .072
수용감←신뢰←가시효용 .036 .048 .016  ̴ .069

<그림 2>  연구모형 분석결과

본 연구결과는 기관에 대한 신뢰가 기부지속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일관성 있게 주장해온 선행연

구(한지선, 2004; 김준희, 2009; 강철희 외, 2010; Uslaner, 2002; Sargeant and Jay, 2004; Bekkers, 

2005; Sargeant and Woodliffe, 2007)와 일치한다. 정서적 효용감과 가시적 효용감이 기부지속의도 또

는 자기수용감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4개의 경로에서 매개변수인 ‘기관신뢰도’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편향수정 부트스트래핑(95%신뢰구간)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기관신뢰

도는 ‘정서적효용감’ 또는 ‘가시적 효용감’이 ‘기부지속의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매개하였다. ‘정

서적효용감’ 또는 ‘가시적 효용감’이 ‘자기수용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유의한 매개역할을 하

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N= 11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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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효과

지속의도←정서적효용감  .083  .186

지속의도←가시적효용감 .183 .296

수용감←정서적효용감 .135 .252

수용감←가시적효용감 .261 .353

경로 1-8 1 2 3 4 5 6 7 8

1 정서적 효용감➝기관신뢰도 .000
2 가시적 효용감➝자기수용감 1.657 .000
3 기관신뢰도➝기부지속의도 .272 -1.525 .000
4 정서적 효용감➝기부지속의도 -.273 -1.684 -.492 .000
5 가시적 효용감➝기부지속의도 .880 -.658 .651 1.049 .000
6 가시적 효용감➝기관신뢰도 .780 -1.063 .539 .929 -.249 .000
7 정서적 효용감➝자기수용감 .519 -1.066 .290 .705 -.371 -.183 .000
8 기관신뢰도➝자기수용감 .556 -1.237 .305 .747 -.496 -.293 -.06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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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체모형 계수차이검증결과 유의미한 비교경로(N=1116명)  

모형에 포함된 유의한 8개 경로들의 추정치는 모두 상이하여 계수에 따른 차이가 예상되었지만, 계

수차이검증 결과,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각 경로계수에 대한 

계수차이 검증 없이 단순히 계수의 수학적 크기만으로 인과관계의 영향력을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

석을 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 전체표본의 분석결과는 

개인기부자들의 ‘경제형편’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분석이 이루어졌다. 경제형편 수준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선행조건인 측정동일성 검증과 집단별로 정확한 계수

비교를 위해 최적 구조동일화모형 검증절차를 거쳐 최종분석모형을 제시하였다. 

5) 경제형편수준별 분석

(1) 측정동일성 확인

개인기부자 본인이 인식하는 경제형편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경제형편이 양호한 집

단(810명)과 저조한 집단(306명)간의 각 경로추정치 차이검증을 위하여,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먼저 

기저모형의 적합도(χ²=1900.639, df=400, p=.000, TLI=.866, CFI=.884, RMSEA=.058)를 확인한 

결과 수용 가능한 범위임을 확인하고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다. 카이자승 차이검증 결과 측정동일성 

모형의 적합도(χ²=1922.826, df=417, p=.000, TLI=.871, CFI=.884, RMSEA=.057)는 자유도 차이 

17에서 임계치(27.59, p<.05수준)보다 카이자승 차이값(△χ²=22.187)이 낮아서 측정동일성이 성립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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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단계

정서적
효용감➝
기관
신뢰도

가시적
효용감➝
자기 
수용감

기관
신뢰도➝
기부 
지속성

정서적
효용감➝
기부 
지속성

가시적
효용감➝
기부 
지속성

가시적
효용감➝
기관 
신뢰도

정서적
효용감➝
자기 
수용감

기관
신뢰도➝
자기 
수용감

자기 
수용감➝
기부 
지속성

1단계 .650 2.143 -1.885 1.459 -.561 -1.732 .268 .829 -.621

2단계 .655 2.233 -1.884 1.455 -.558 -1.738 .864 -.621

3단계 .655 2.254 -1.900 1.285 -1.725 .862 -.810

4단계 2.253 -1.910 1.293 -1.477 .836 -.811

5단계 2.211 -2.192 1.139 -1.474 .840

6단계 2.353 -2.215 1.141 -1.377

7단계 2.346 -2.049 -1.395

8단계 2.388 -2.151

9단계 2.390

모형비교

 χ² df p TLI CFI RMSEA 판정

기저모형 1900.639 400 .000 .866 .884 .058
측정동일성 1922.866 417 .000 .871 .884 .057

최적구조화 모형(1) 1922.926 418 .000 .872 .884 .057 채택
최적구조화 모형(2) 1923.193 419 .000 .872 .884 .057 채택
최적구조화 모형(3) 1923.552 420 .000 .872 .884 .057 채택
최적구조화 모형(4) 1924.201 421 .000 .873 .884 .057 채택
최적구조화 모형(5) 1924.901 422 .000 .873 .884 .057 채택
최적구조화 모형(6) 1926.184 423 .000 .873 .884 .056 채택
최적구조화 모형(7) 1928.058 424 .000 .874 .884 .056 채택
최적구조화 모형(8) 1932.633 425 .000 .874 .884 .056 기각

(2) 경제형편 수준별 두 집단비교를 위한 구조동일화 모형

최적 구조화모형을 찾기 위해서 두 집단 간 경로추정치를 비교 분석하였다.

<표 5>  경제수 별 두 집단분석을 한 최  구조동일화모형 검증

분석결과, 7단계에서 8단계로 가면서 카이자승차이(△χ²=4.575)가 자유도 1일때 임계치인 3.84를 

초과하여, 두 집단 간에 경로계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최적 구

조화모형 결과에서 ‘가시적효용감➝자기수용감’(t=2.388)과 ‘기관신뢰도➝기부지속의도’(t=-2.151) 경

로에서만 경제수준에 따른 두 집단 간의 경로추정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6>  최  구조화동일화모형의 단계별 경로계수차이

(3) 경제수준별 두 집단의 모형분석

경제수준이 양호한 집단은 ‘자기수용감➝기부지속의도’ 경로 한 개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형 내 설

정한 8개 경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그림3>). 정서적 효용감(.070*)과 가시적 효용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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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이 기부지속의도로 가는 경로는 모두 유의하였다. 정서적 효용감(.143***)과 가시적 효용감

(.115*)은 각각 자기수용감에도 긍정적인 직접효과를 마쳤다. 또한 정서적 효용감(.112**)과 가시적 

효용감(.206***) 모두 기관신뢰도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이 양호

한 기부자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자기수용감(.209***)뿐만 아니라 기부지속의도(.192***)에도 모두 

유의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관신뢰도의 매개효과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모

형 내 설정한 네 경로 즉, ‘정서적 효용감➝(기관신뢰도)➝기부지속의도’, ‘가시적효용감➝(기관신뢰

도)➝기부지속의도’, ‘정서적효용감➝(기관신뢰도)➝자기수용감’, ‘가시적효용감➝(기관신뢰도)➝자기

수용감’ 경로에서 ‘기관신뢰도’는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즉, 경제형편이 비교

적 양호한 경우, 개인 기부자들이 기부활동을 통해 경험한 정서적 효용감 및 가시적 효용감이 높을수

록 ‘기부지속의도’ 및 ‘자기수용감’도 각각 높아지는데, 이러한 효과는 기관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향

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형편이 저조한 집단의 경우, ‘자기수용➝기부지속의도’(-.021)와 ‘신뢰도➝기부지속의도’(.058), 

이 두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경제수준이 저조한 집단의 경우에서도 정서적 효용감이 기부지속의도

로 가는 경로(.065*)와 가시적 효용감(.119**)이 기부지속의도로 가는 경로가 모두 유의하였다. 정서

적 효용감(.101***)과 가시적 효용감(.280***)은 자기수용감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림 3>  경제형편 수 별 다집단분석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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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효과]
        비표준화추정치(SE)            표준화추정치

높음        SE     낮음       SE    높음     낮음

신뢰도←정서적효용감   .175** .054   .175** .054  .112  .093

신뢰도←가시적효용감   .227*** .047   .227*** .047  .206  .163

수용감←가시적효용감   .123* .051   .442*** .127  .115  .280

수용감←정서적효용감   .217*** .056   .217*** .056  .143  .101

수용감←기관신뢰도   .203*** .035   .203*** .035  .209  .178

지속성←기관신뢰도   .269*** .054   .073 .077  .192  .058

지속성←정서적효용감   .154* .072   .154* .072  .070  .065

지속성←가시적효용감   .207** .064   .207** .064  .133  .119

지속성←수용감  -.023 .046  -.023 .046 -.016 -.021

[총효과]

지속성←정서적효용감  .195 .161 .089 .068

지속성←가시적효용감 .264 .212 .170 .122

수용감←정서적효용감 .252 .252 .166 .118

수용감←가시적효용감 .169 .488 .158 .309

[간접효과]

지속성←정서적효용감  .041 .007 .019 .003

지속성←가시적효용감 .057 .005 .037 .003

수용감←정서적효용감 .035 .035 .023 .017

수용감←가시적효용감 .046 .046 .043 .029

간접효과검증 높음 낮음

지속←신뢰←정서효용 Lo .015  Hi .091    Lo -.013  Hi .052 (N.S)

지속←신뢰←가시효용 Lo .025  Hi .106    Lo -.016  Hi .053 (N.S)

수용←신뢰←정서효용 Lo .013  Hi .075    Lo  .013  Hi .075

수용←신뢰←가시효용 Lo .020  Hi .079    Lo  .020  Hi .079

정서적 효용감(.093**)과 가시적 효용감(.163***)은 기관신뢰도에도 각각 긍정적인 직접효과를 미

쳤다. 그러나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기부지속의도로 가는 경로(.054, p=.376)에서는 경제형편이 양호

한 집단에서와 달리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경제수준이 양호한 집단과 경제형편이 저조한 집

단간에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정서적 효용감 및 가시적 효용감이 기부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기

관신뢰도의 매개효과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경제형편이 저조한 기부자들의 

경우, 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이 기부지속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관신뢰도가 자기수용감

에 미치는 경로(.178**)는 경제 수준이 높은 집단분석결과와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경제형편이 저

조한 집단의 경우, 가시적 효용감이 자기수용감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경제형편이 양호한 집단에 비

해서 유의하게 더 높은 것도 주목된다.

<표 7>  경제형편 양호한 집단과 조한 집단의 효과분해

 (N=1116 명, 경제형편 양호집단=810명,  경제형편 저조집단=3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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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형편이 저조한 집단은 기부행위를 통해 얻는 효용감에서 정서적 효용감보다는 가시적 효용감

이 기부지속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과 함께, 앞서 경제형편이 저조한 기부자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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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이 기부지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조명해 볼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경제형편이 저조한 집단의 경우, ‘정서적 효용감➝(기관신뢰도)➝자기수용감’과 ‘가시적효용감➝(기

관신뢰도)➝자기수용감’, 이 두 경로에서만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입증되어, 개인기부자들의 기관신뢰

도가 향상될수록 기부활동을 통해 체험한 정서적, 가시적 효용감이 개인기부자들의 자기수용감 증진

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보면, 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은 경제수준과 관련 없이 

개인기부자들의 자기수용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기부지속의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단

지 경제형편이 양호한 집단에서만 발견되어 기부자의 경제형편수준에 따른 행동특성을 확인할 수 있

다.  경제형편이 저조한 집단에서는, 기관신뢰도가 기부지속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

데, 이러한 결과는 경제형편이 저조한 기부자의 경우, 기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기부 지속의도에 미

치는 영향이 약하고, 오히려 자신의 재정상황이 기부를 지속하는데 그 만큼 더 영향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경제형편이 비교적 양호한 기부자들의 경우에는 ‘기관신뢰도’수준이 좋을수록 기부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기관신뢰도가 높을수록 가시적 효용 및 정서적 효용이 기부지

속의도에 미치는 정적 직접효과를 한층 더 증폭시키고 있어, 기관신뢰도가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하였

다. 그러므로 경제형편이 양호한 기부자들에게는, 특히 기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기부지속의도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사실을 본 연구 분석을 통해서 재확인할 수 있었다. 반

면, 경제형편수준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기부자의 경우에는, 경제형편이 양호한 기부자들에 비해서 가

시적 효용감이 자기수용감에 미치는 정적 직접효과가 훨씬 더 유의하게 강한 것으로 입증되었다(<표 

6>). 따라서 개인 기부자들의 경제형편은 기부활동을 통해 체험한 개인 기부자들의 가시적 효용감이 

개인 기부자들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기수용감을 증진시키는 효과

를 조절해주고, 개인기부자들의 경제형편은 개인기부자들이 기관에 대해 가지는 신뢰도가 기부지속의

도에 미치는 효과도 유의하게 조절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4) 경제형편 수준별 두 집단간 잠재평균 차이분석

측정동일성 모형과 절편동일성 모형의 비교에서 변화된 카이자승값(△χ²= 185.929)은 임계치(△

df=22, △χ²=33.92)보다 높았고, 적합도도 상당히 나빠져서 절편동일성이 기각되었다. 잠재평균의 전

제조건인 절편동일성이 기각되어 잠재평균을 실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t-검증만을 실시하였다. 경제

형편 수준별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기관신뢰도를 제외한 4개의 변수(정서적 효용감, 가시적 

효용감, 기부지속의도, 자기수용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 4개 변수 모두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평균값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잠재평균분석을 통한 보다 정확한 두 집단 

비교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점이 있지만,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이 정서적 효

용감, 가시적 효용감, 기부지속의도, 자기 수용감 수준이 더 높은 현상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른 정서적, 가시적 효용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정호영(2006: 67)의 연구와 상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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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수
                          두 집단 차이(t-검증)

경제형편 양호집단 경제형편 저조집단
t(p) 평균 평균

정서적 효용감 -2.421(.016) 3.061 2.943

가시적 효용감  5.980(.000) 2.975 2.717

기부지속의도 -5.107(.000) 2.944 2.727

자기수용감 -8.882(.000) 3.729 3.351

기관신뢰도 -1.186(.236) 4.194 4.145

<표 8>  경제수 별 집단 간의 주요변인들의 평균값 차이

자료분석 결과 밝혀진 주요 발견점을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모형을 구축하여 설정한 9개의 경로(‘정서적 효용감➞기부지속의도’, ‘가시적 효용감➞기

부지속의도’, ‘자기수용감➞기부지속의도’, ‘기관신뢰도➞기부지속의도’, ‘정서적 효용감➞자기수용감’, 

‘가시적 효용감➞자기수용감’, ‘기관 신뢰도➞자기수용감’, ‘정서적 효용감➞기관신뢰도’, ‘가시적 효용

감➞기관신뢰도’)중에서 ‘자기수용감➞기부지속의도’ 경로 하나만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기관신뢰도’를 매개로 한 4개 경로(‘정서효용감➞기관신뢰도➞기부지속의도’, ‘가시적 효용감

➞기관신뢰도➞기부지속의도’, ‘정서적 효용감➞기관신뢰도➞자기수용감’, ‘가시적 효용감➞기관신뢰도

➞자기수용감’)도 유의하였다. 

셋째, 전술한 모형분석결과는 ‘경제형편’이 미칠 수 있는 조절효과를 배제한 분석결과이다. ‘경제형

편’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에 포함된 각 경로의 직　간접효과를 어느 정도 유의하게 조절하는

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제형편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던 분석결과와 상당히 유사하였지만, ‘경제형편이 저조한 집단’에서 ‘기관 신뢰도

➞기부지속의도’ 경로의 경우,  유의하지 않았다. 경제형편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집단의 경우에는 ‘기

관신뢰도’를 매개로 한 4개 경로(‘정서효용감➞기관신뢰도➞기부지속의도’, ‘가시적 효용감➞기관신뢰

도➞기부지속의도’, ‘정서적 효용감➞기관신뢰도➞자기수용감’, ‘가시적 효용감➞기관신뢰도➞자기수용

감’)도 모두 유의하였다. 그러나 ‘경제형편이 저조한 집단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기관신뢰도➞기부지

속의도’ 경로가 유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서효용감➞(기관신뢰도)➞기부지속의도’와 ‘가시적 효용

감➞(기관신뢰도)➞기부지속의도’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고, ‘정서적 효용감➞(기관신뢰도)➞자기수용

감’과 ‘가시적 효용감➞(기관신뢰도)➞자기수용감’ 경로 또한 유의하였다. 

넷째, 경제형편이 양호한 집단과 저조한 집단 간에 모형의 각 경로크기를 계수차이검증을 통해 비

교분석해 본 결과, 경제형편이 저조한 집단(.280)이 경제형편이 양호한 집단(.115)보다 가시적 효용감

이 자기수용감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유의하게 컸다. 경제형편이 양호한 집단(.192)의 경우에는 기

관신뢰도가 높을수록, 기부지속의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지만, 경제형편이 저조한 

집단의 경우(.058), 기관신뢰도는 기부지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경제형편의 조절효과

(moderating effect)는 입증되었다.

다섯째, 잠재평균분석은 선행조건(절편동일성, 모형적합도등)이 기각되었다. 대안으로, 측정변인들

에 대한 두 집단 평균비교(t-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경제형편이 양호한 집단이 저조한 집단보다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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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효용감, 가시적 효용감, 기부지속의도, 자기수용감, 기관신뢰도가 더 높았다. 비록 오차를 제거한 

이론변수들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닌 방법론적 한계점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양호한 개인 기부자들이 

기부지속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결론 및 논의

기부행위를 통한 정서적 효용감 및 가시적 효용감이 클수록 기부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 만 

아니라,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기수용감 또한 향상될 수 있다. 그리고 기관에 대한 신

뢰도가 기부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수준이 양호한 집단에서만 유의하고, 경제형편이 저조한 

집단은 경제수준이 양호한 집단에 비해서 가시적 효용감이 자기수용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

하게 높아, 기부자의 주관적 경제수준이 기부행위에 대한 기부자의 행동특성을 유의하게 조절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주요 발견점을 토대로 논의점과 시사점을 찾아보고, 사회복지 함의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정서적 효용감 뿐 만 아니라 가시적 효용감 모두 기부지속의도 증진에 긍정적인 기

여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가시적 효용감이 기부헌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Sargent 외

(2005)의 연구보고와, 정서적 효용감이 아닌 가시적 효용감이 기부자들의 기부기관의 헌신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는 정호영(2006)의 연구결과들과 상충된다. 가시적 효용감(.154)과 정서적 효용감

(.067)이 각각 기부지속의도에 미치는 경로추정치의 크기는 수학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경로계수

차이 검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서적 효용감과 가시적 효용감 모두 기부를 지

속하게 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중요한 측면이다. 둘째, 기부행위를 통해 체험한 정서적, 가시적 효용감

은 기부기관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며 후원을 하려는 기부지속의도 뿐만 아니라, 기부활동에 참여하

는 개인 기부자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기수용감 증진, 그리고 기부를 지속하게 하

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이 실증적으로 규명되었다. 

따라서 기부효용감(정서적 효용감, 가시적 효용감)을 향상시키는 것은 사회복지조직의 후원사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실천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 할 수 있다.

개인 기부자들의 가시적 효용감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부기관은 개인 기부자들이 세금공제혜

택, 유용한 자료 획득 등과 같은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편익(benefit)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업

무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자들(Hollander, 1990; Glazer and Konrad, 

1996; Harbaugh, 1998: 271)은 기부자들이 기부활동을 통해서 체험하는 가시적인 효용감은 물질적

(또는 물리적) 혜택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부행위에 대한 가족을 포함한 의미 있는 타자들로부터 인

정, 체면상승 및 유지 등 주변의 긍정적인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피력한 바 있다. 기부기관

은 기부자 ‘개인’에만 초점을 두는 관리방식에서 탈피하여, 기부자의 ‘의미 있는 타자들’도 개입대상으

로 간주하는 확대된 시각이 필요하다.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기부자들이 자신의 기부활동에 대해

서 주변의 의미 있는 타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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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및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기부기관을 돕는 개인기부자들의 친사회적 행위에 대한 알림

효과(signaling effect)가 보다 기능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기관은 지역의 홍보 전문가를 접촉하여 재능기부 형식 등으로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 기부기관은 개인 기부자들이 자주 활용할 수 있는 물품 등

에 기관의 로고 등을 넣어 기념품으로 전달한다면, 기부기관을 홍보할 수 있고, 더불어 개인 기부자의 

기부활동에 대한 ‘알림’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부행위가 자연스럽게 

알려지고 좋은 평판을 받으면 기부를 지속하려는 동기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기관은 제

한된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후원담당자는 

재능기부를 통해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고, 개인 기부자들에게 제공할 물품도 가능한 물품기부방식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부기관에서 주최하는 기부자 초대 및 각종 

행사 등에도 기부자를 포함한 기부자의 가족, 친구 및 의미 있는 타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해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부자가 처음 기부기관에 등록할 때, 간단한 설문조사 또는 면담을 통해

서 이와 관련된 기부자의 욕구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어떤 기부자들은 이러한 알림효과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기부자들의 정확한 사전욕구조사가 필요하다. 개인 기부자들이 온광효과(warm 

glow effect)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기부기관은 기부를 통한 모금활동이 어떻게 의미 있게 클

라이언트들을 돕고 있는지, 감동적인 성공사례를 찾아 그 이야기를 정서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개인 기부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기부동기 및 지속을 유발할 수 있는 효과적

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중 매체를 통해서 기부기관의 사업의 결실과 의미를 잘 홍보하여, 개

인기부자들에게 자긍심과 같은 심리적인 보상을 증진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기관의 신뢰도는 

기부지속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여러 선행연구(한지선, 2004; 김준희, 2009; 강철희 

외, 2010; Ulsander, 2002; Bekkers, 2005; Sargeant and Woodliffe, 2007)와 일치한다. 기관신뢰도는 

기부지속의도뿐만 아니라, 개인기부자들의 자기수용감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 효

용감 및 가시적 효용감이 기부지속의도 및 자기수용감에 미치는 영향을 한층 더 증폭시킬 수 있는 매

개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기관신뢰도의 중요성은 한층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기관의 신뢰

도는 기부금 활용에 대한 투명성을 개인기부자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서비스 업무강화뿐만 아니라,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체계적인 계획 및 연구 그리고 평가업

무의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기부행위를 통해 경험하는 개인기부자들의 정서적 효용감과 가시적 

효용감은 개인기부자의 자기수용감 증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개인기부자들

을 기부자 또는 제공자로만 간주하지 않고 기부기관의 의미 있는 수혜자로 볼 수 있는 관점의 확대가 

필요하다. 후원기관은 모금한 복지재원으로 수행하는 각종 사업의 대상(클라이언트)만을 원조하는 것

이 아니라, 기부자들의 자기수용감 향상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부자들도 기부기관의 

원조 개입 대상자인 서비스 수혜자로 포함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후원사업의 개념을 구축할 수 있

었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는 자기수용이 심리적 건강, 자기성장의 핵심개념이라는 측면에서, 실천영역

에서 기부와 같은 친사회적 행위에 참여하면서 자기수용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실천적,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향후 사회복지기관들은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기부자들이 단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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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자’만이 아닌, 기부행위를 통해 자기수용감이 증진되고, 자기성장과 심

리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수혜자’가 될 수 있음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개인 기부자 모집 및 기부

자 관리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제형편이 저조한 집단의 경우는 경제형

편이 양호한 집단과 달리, 기관의 신뢰도가 기부지속의도로 직접 연결되지 못하였다. 경제형편이 저조

한 기부자의 경우, ‘기부지속여부’가 기관 신뢰도보다는 자신이 처한 경제상황에 훨씬 더 민감하게 영

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개인 및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기부

지속 태도에 훨씬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오단이, 2007; 강철희 외, 2010: 213), 기부중단의 주요 이

유가 기부자의 재정상황이라고 지적한 선행연구결과(박종미, 1995; Sargeant and Jay, 2004)와도 부

합한다.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집단에서는 기관 신뢰도의 매개효과는 없었던 사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경제형편이 비교적 양호한 기부자들의 경우, 기관신뢰도 수준이 기부지속의도에 매우 

중요한 측면으로 드러났다. 기관 신뢰도는 경제형편이 양호한 집단에서는 정서적 효용감 및 가시적 

효용감이 기부지속의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경제형편이 양호한 집단의 

경우, 정서적 효용감과 가시적 효용감은 비슷하게 자기수용감 증진에 정적 직접효과를 미치지만, 경제

형편이 좋지 않은 개인 기부자들의 경우, 가시적 효용감이 자기수용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더 유

의하게 높았다. 경제형편이 저조한 경우, 기부활동을 통해 체험한 실제적인, 가시적인 편익을 많이 얻

을수록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자기수용감이 증진되는 현상이 훨씬 더 뚜렷하였다. 

경제형편이 어려운 경우, 기부행위를 통해 얻는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편익에 의해 긍정적인 자아감 

형성이 더 용이함을 시사해준다. 이는 내면의 보상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 세금공제 등 실질적

인 혜택에 이들이 더 민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사회복지기관에서 특히 개인 기

부자들의 ‘경제형편’을 고려한 ‘차별성’에 기반한 기부자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기부활동이 

개인의 자기성장 및 심리적 안녕에 매우 중요한 구성소인 ‘자기수용감’ 증진에 크게 기여 한다는 사실

을 밝혔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전략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본 연구에서 함께 다루지 못하였

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경제형편’만을 단일 조절변수로 분석하였다. 다양한 사회계층변인들(교육, 직

업 등)의 조절효과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기부효용’이 ‘기관신뢰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는 사실을 본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기부효용’과 ‘기관신뢰감’은 상호호혜성의 특성을 지

니고 있을 수 있어, ‘기관신뢰감’이 ‘기부효용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탐색이 간과되어, 후속연

구에는 경로설정을 일방형이 아닌 쌍방형으로 설정해서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개인기부자들이 

체험하는 정서적 효용감 및 가시적 효용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들에 대한 분석이 본 연구에서는 

간과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관의 특성을 기관 차원에서 함께 고려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

에서는 개인기부자들의 특성과 함께, 각 해당 기부기관들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 위계적 분석이 이루

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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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ect of Donors' Utility on Their Intention for 

Donation Continuity Focusing on Private Contribution to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Lee, Wonju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By viewing donors for social welfare organization as both givers and 

beneficiaries,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continuity 

of donors' contributions and enhanced sense of satisfaction as a consequence of 

participating in donation activities. 

The predominant concern of this study centers on: (1) the direct effects of 

individuals' emotional utility, demonstrable utility, trust toward donee 

organization, self acceptance on the continuation of their donation; (2) the direct 

effects of individuals' emotional utility, demonstrable utility, trust toward donee 

organizations on individuals' self-acceptance; (3) the direct effects of individuals' 

emotional utility, demonstrable utility on their trust toward a donee organization; 

(4) the indirect effects of individuals' self acceptance on two paths i.e. emotional 

utility➝trust➝self acceptance, and demonstrable utility➝trust➝self acceptance; 

(5) the indirect effects of individuals' individuals' trust toward donee organization 

on self acceptance on four paths i.e. emotional utility➝trust➝continuity of 

donation; demonstrable utility➝trust➝continuity of donation; emotional utility➝
trust➝self-acceptance, and demonstrable utility➝trust➝self-acceptance; (6) the 

moderating effects of 'financial status'  on the causal relationships in the 

prescribed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In order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financial status', multi-group analysis between each of the two groups 

were conducted. Research is based on a survey among 1116 donors who had 

made charitable, monetary contributions to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in Daegu 

and Kyungpook province. Data was collected from 29 organizations. In order 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s, structural equation were employed. A variety of 

tests are conducted(metric invariance, critical ratio for difference, structural 

invariance, multi-group analysis, bias-corrected boot-strapping, latent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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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including Cohen's effect test).

Key words: emotional utility, demonstrable utility, donor, donation, self-acceptance, 

trust, social welfare organization, financia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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