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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비영리조직의 존립 및 지속적 성장, 발전

을 위한 안정적인 기금 조성과 이를 위한 적극

적인 마케팅 활동이 비영리조직의 핵심이슈로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실질적이 대안으로 개인

기부자들의 지속적인 기부나 후원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Sargeant, 1999;

강철희, 2003; 김주원·김용준, 2008)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조직들이 실제적으로 기부금 조

성활동을 해오면서 당면한 부족한 재정적 기반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 개인들을

상대로 어떻게 효율적인 기금모금활동전략을 펼

칠 것인지를 마케팅적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파악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기부

행위에 대한 메카니즘 연구(Guy and Patton,

1989; Bendapudi et al., 1996; Sargent, 1999)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부자 관점에서 기부행

위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규명하는 작업이 필

요하며, 아울러 기부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

요 변수의 식별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를 낳고

있다.

기존의 기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기

부현황, 수준 등의 기술통계 수준의 연구(이한섭,

2009; 김승태, 2007; 권혁철, 1999; 박장원, 2007;

최미경, 2002; Bereczkei et al., 2007)들과 기부행

위에 대한 이유 및 동기 등의 요인을 파악하려

는 연구(유수진, 2000; 강철희, 2003; 한지선,

2004; 예종석·강명애, 2010), 그리고 최근에는 상

기의 기부동기를 심리사회적 또는 경험적 차원

에서 여러 가지 차원 등으로 구분하고 어떻게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고이

경, 2004; 김주원·김용준, 2008; 노정식·노은정,

2010)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에 대한 성과에 있어 중요

하게 거론되는 기부동기와 기부행위에 대한 대

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분명 중요한 시사점을 주

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한계 또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이러한 기부동기와 기부행위

의 관계가 실제로 잘 접목이 되지 않는다(홍은

진, 2005; 정정호·김민희, 2008, 서해진, 2012)는

데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분명 연구의 내용타당성

측면에서 기부동기와 기부행위간의 보이지 않는

블랙박스가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기부동기와 기부행위간의 관

계에 대해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관점

에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즉, 동기와 행위간의 스펙트럼에서 동기적 차

원 및 행위적 차원을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이 존

재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에 있어 문제제기의

시발점이며, 만약 이를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측

정할 수 있다면 보다 더 동기와 행위간의 설명을

더 정교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심리학 및 경영학의

일부 분야에서 행동과 관련되어 연구되어온 충

동성이라는 개념은 분명 동기와 행위간의 메카

니즘을 보다 더 정교하게 구성할 하나의 실마리

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서해진, 2012).

사실 충동성이라는 개념은 많은 연구들을 종

합하여 볼 때 동기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충동성이 기본적으로 개인이 어

떤 행동을 하거나 문제해결방식을 선택할 때 그

결과에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끊임없이 영향

을 주고 실제 행동에서 상당한 개인차를 유발하

는 근원이다(Anderson and Revelle, 1994)라는

점에서 하나의 통찰력을 가지고자 한다. 이를 비

영리단체의 기부상황에 접목할 경우 자선적 기

부충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자선적 기부충동의 개념은 아직까지 정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동안 기부에 대한 포괄적 정의

에 있어 부분적으로 언급(Schervish, 1993)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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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옥정원 외

(2009, p.350)의 연구에서 이러한 자선적 충동의

개념적 정의를 “사전에 구체적인 자선적 욕구가

없었으나 외부적․내부적인 자극에 의해 적극적

이고 자발적으로 확장된 자신을 대표하는 더 넓

은 지역사회에 이익을 주기 위한 욕구이며, 호의

적인 감정과 자부심을 동반하는 내재적 동기”로

간주하고 개인의 내적 동기 이론인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에 의한

자선적 충동의 개념을 이끌어냈다. 즉, 자선적

충동을 동기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자선적 충동

동기가 다차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자선

적 충동이 비영리단체에 대한 충성도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밝혀냈다. 하지만 자

선적 충동에 대한 개념 정립이 부족하고 자기결

정성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있지만 자선적 충동

에 대한 측정문항을 개발하지 못해 이를 제대로

측정 할 수 없다는 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기부자들로부터 기부행위

를 이끌어내는 요인을 밝히는데 있어서 기부자

내면의 근본적인 기부 충동 요인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기부행위를 파악하기 위

한 보다 근원적인 메카니즘의 존재를 이와 관련

된 기존연구(옥정원 외, 2009, 서해진, 2012) 등

을 확장하여 동기적 측면의 충동과 행위적 측면

의 충동을 포함한 다차원적 개념의 자선적 충동

성에 대한 내용타당성을 높이이고자 하며, 아울

러 보다 실체적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기부동기와

기부행위간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되며, 더 나아가 새로운 기부문화를 선

도하고자 하는 비영리조직의 실무적 마케팅 전

략의 수립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II. 이론적 고찰

1. 기부행위 관련 선행연구

기부행위란 자선 및 공공기관에 대해 물질과

시간을 기여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김용준·김

주원, 2005). 이러한 기부행위의 개념은 자선적

인 기부(charitable donation)와 박애적인 기부

(philanthropic don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자선적인 기부는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관대함,

주변사람들에 대한 관용과 동정심과 같은 개인

적인 차원의 관심과 자비심에 근거한 행동을 말

하고, 자선에 대해서 어떠한 분명한 결과를 요구

하기 보다는 기부에 따른 뿌듯함과 수혜자들의

고통과 필요가 어느 정도 줄었을 것이라는 믿음

으로 만족하는 기부행위를 말한다. 한편 박애적

인 기부는 공익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 자발적인

서비스, 자발적인 기부의 의도적이고 계획된 과

정이라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기부란 공공이익

을 위한 자발적 행위로 정의되며 이는 공공의

복지라는 목적과 자발성이라는 본성을 함께 내

포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기부행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측면의 연구로서 보통 기

부자의 연령(Feldstein and Clotfelter, 1976;

Clotfelter, 1980; Jencks, 1987), 종교, 교육수준에

따른 기부행위의 차이를 검증하고 있다는 특징

이 있다.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종교활동에

참여할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부행

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둘째, 기부자의 내면적 반응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목

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반응을 인지적 반응과

감정적 반응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감정적

반응의 경우 그러한 고통을 개인적으로 걱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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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불편해하는 감정상태인 개인적 고통과 동정

심, 애정 등의 감정상태로 이타행동과 연관이 되

는 것으로 구분(Batson et al., 1981)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인지적 반응의 경우 다른 사람의

내적 상태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여 결국에는

기부행위로 이어짐을 강조하고 있으며, 단순히

생리적인 감정상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감정

적 반응보다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하는 가운

데 인지적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함으로써 느끼는 반응이 중요하다(Shott,

1979)고 하였다.

셋째, 기부행위를 하는 기부자의 감정적인 요

인에 초점을 맞추되 이를 이타적 요인, 이기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연구들이 있다. 이타

적 동기로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보

다는 타인을 먼저 고려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지

며, 자발적이며 궁극적인 목적이 타인을 유익하

게 하려는 것이다. 보통 이타적 동기는 외부적인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

려는 측면으로,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기부행위는

친사회적인 행동이고, 동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타적 행동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질적으

로는 가장 수준 높은 행동으로 정리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신보다 타인을 이롭게 하려는 분

명한 동기를 갖고 행해진 행동”이라는 의미로 자

주 쓰이기도 한다(Shaffer 1994, p.325). 그렇기

때문에 이타적인 동기에 의한 기부는 자신보다

남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기부를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타주의적인 감정들은 오랫동안 기부

행위의 주된 원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최

근의 연구들은 기부행위가 순전히 이타적 동기

로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면

서 어떠한 보상을 기대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동

기, 즉 보상적 동기를 제시하면서 이기적 동기나

자기이익 위주의 동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공적인 일에 대해서도 또

다른 하나의 효용함수를 가지기 때문이다. 즉,

기부행위를 하는 것이 이타적일 수 있으나 그

일을 통하여 기부자 스스로 만족과 보람, 기쁨

등을 얻었다면 그것은 또 다른 하나의 효용을

얻은 것이다. 따라서 이기적 기부동기는 순수하

게 타인을 위한 것보다는 자아실현, 자아성취,

자긍심 등 자아중심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이기적 동기는 자신의 만족과 기쁨 등

을 얻기 위해 기부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관점에

서 기부행위를 바라보는데 세금공제 이익과 같

은 경제적 보상의 이유로,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기부행위를 알아주었을 때 기부자가 얻는 이익

에 대한 인식과 같은 심리적 보상의 이유로도

기부행위가 증가한다고 본다(정수영, 2005).

넷째, 상기의 연구들과는 달리 기부행위에 영

향을 주는 동기적 차원을 기부자와 기부대상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장기적인 기부행위의 전략적 중

요성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단순히 매력적

이지 않은 자선단체의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개인

기부자들에게 서로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또한

기부금 사용에 대한 바람직한 결과 및 변화 등을

논리적으로 보고함으로써 기부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Sargeant et al.,

2001; 강철희, 2003). 즉, 비영리조직에 기부하는

개인들은 비영리조직과 관련된 평판과 이미지가

좋아서 자부심을 갖게 되며 비영리조직이 사회

적으로 바람직한 활동을 한 것, 자신들의 기부금

이 잘 쓰인 것 등을 확인하면서 기부한 것에 대

해 더 만족하게 되고 기부한 보람을 느끼는 편

익(자기표현의 정체성 부각: Hogg and Abrams,

1988, 조직에 대한 일체감: Ashforth and Mael,

1989, 상호호혜성: Rousseau and Parks, 1993;

Farmer and Fador 1999; 김용준·김주원, 2005)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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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개인기부자의 장기적인 기부행위에 있

어 중요한 고려사항은 과거 기부만족을 통한 기

부행위와 관련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

를 들 수 있다. 즉, 개인기부자가 기부를 한 후

에 만족을 하면 지속적으로 재기부를 하고 타인

에게까지 기부를 하도록 긍정적인 구전행동을

하는 기부 충성도가 높은 기부자가 되어 결국은

기부율이 증가하여 비영리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김주원·김용준, 2008)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화적 관점에서 개인기부자는

모델링 과정을 거쳐 기부행위에 대한 인지 및 경

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실제 기부행

위를 하게 된다. 부모가 하는 자원봉사활동 또는

기부활동 등을 보는 자녀의 경우 이를 습득하게

된다는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을 통해서 경험적 요

인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을 바탕으로 살펴

본 가치전달 과정에서 부모의 가치가 자녀에게

전달되는 메카니즘은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

는데, 하나는 자녀의 부모 행동 모델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녀에게 올바른 행동을 교육하려는

의도적인 습관 또는 교육을 통한 것이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에게 단순히 적극적인 기부자가 되고,

아이들에게 기부행위가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

고 말하고, 자녀가 기부행위를 했을 때 긍정적인

강화를 사용함으로써 기부행위에 대해 가르칠 수

있다. 이러한 메카니즘을 통해 자녀는 부모의 기

부행위에 대해 모델링을 통한 경험을 하게 되고

이는 자녀 스스로의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Smith et al., 1995).

2. 기부충동 관련 선행연구  

2.1 기부충동 정의

본 연구에서 상정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선행

요소 중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자선적인

기부충동은 개념적으로 기존의 기부동기의 보이

지 않는 무의식적 동기와 무의식적 동기의 실체

적 요소로서 충동성이 결합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동기란 인간행동의 방향과 강도를

정해주는 심리적 요인으로 ‘개인의 행위를 고무

하고 지시하며 유지하는 내부 또는 외부로부터

의 힘’을 말한다(Steers and Porter, 1991). 이러

한 동기를 기부와 접목시켜보면 기부동기는 기

부자가 가지는 다양한 목표를 위해 기부행위를

일으키고 활성화시키는 힘으로 볼 수 있으며, 많

은 선행연구들(강철희 외, 2009; 김주원·김용준,

2008; Shaffer, 1994, Smith et al., 1995, David

and Mark, 2002) 이 동기와 행위간의 연결을 바

탕으로 기부동기와 기부행위간의 인과관계를 밝

히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기부동기의 차원을

규명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Reeve, 2011)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그 핵심은 기부자의 인식 속에서 의식적과

무의식적인 동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데 것으로,

그동안 많은 연구들의 한계점으로 지적이 되어

온 기부동기와 기부행위간의 접목이 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실마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즉, 기존의 기부동기와 기부행위간의 연구

들의 초점은 기부자의 의식적 동기 차원에 초점

을 맞추어 설명하기 때문에 이 이외의 현상적

설명을 설명할 이론적 토대가 부족했다는 점이

며, 이는 나아가 무의시적 동기가 중요하게 작용

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Strack과 Deutsch(2004)가 제안

한 사색적-충동적 사회행동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핵심은 인간은 행동적 결과(behavioral

outcome)는 의식적인 사색(conscious reflection)

과 무의식적 충동(unconscious impulse)의 결합

으로부터 나오며 이러한 결합의 이해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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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와의 연계성을 생각해 볼 때

논리적으로 기부를 하는데 있어서도 기부자의

의식적, 무의식적 기부동기가 각각 인지적인 메

커니즘과 정서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함께 작용

하기 때문에 무의식적 기부동기도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의식적 동기는 개인의 의식적 자각의 범위

외에서 작용하는 모든 동기, 정서, 태도, 판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자기보고를 통한 개인의 동기,

정서, 태도, 판단 등의 명시적 동기와는 근본적

으로 구별된다(McClelland et al., 1989). 후자가

학습된 가치들이나 인지적으로 정교화된 자기개

념적 측면들과 연관되어 있는 반면에, 전자는 정

서적 경험들과 연관이 더 깊다고 볼 수 있으며,

개인에게 무엇을 주목해야 할지 방향성을 제공

한다(McClelland, 1985; Schultheiss and Hale,

2007).

이러한 인간의 무의시적 동기는 정서적 활성화

와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목하는 한

편 그러한 신호들이 개인의 의식 속으로 들어오

도록 허용하는 방해받지 않는 경험(Brown and

Ryan, 2003)으로 대표되는 깨어있음(mindfulness)

의 수준이 높을 때, 암묵적이며 생산적인 방식으

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한다(Brown et al,, 2007)

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위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

부행위와 관련된 선행요소로서 기부동기의 무의

식적인 측면을 주목하고자 하며, 보다 행위적 측

면에서 그동안 경영학이나 사회심리학에서 다양

하게 접목되어온 충동성의 개념을 접목하여 설

명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이 두 가

지 측면에서 언급될 수 있는데, 실제로 용어적인

측면에서 무의식적 동기는 추동, 충동이라고도

지칭하고 있으며, 여기서 충동성이라는 개념은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문제해결방식을 선

택할 때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결과에 긍

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실제 행동에서 상당한 개인차를 유발하는 근원

(Anderson and Revelle, 1994)으로 설명되고 있

다는 데 기인한다.

또한 과정적 측면에서 무의식적, 암묵적 동기

가 정서적으로 연관된 주변 환경의 사건들에 자

동적으로 주목하게 만드는 것과 무의식적 충동

이 활성화 확산과 정서적인 메카니즘을 통해 행

위로 이어지는 부분은 서로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선행연구들을 기

반으로 기부행위를 유발하는 기부동기 측면에서

기부자의 학습된 가치들이나 인지적으로 정교화

된 자기개념적 측면들과 연관되어 있는 의식적

기부동기와는 달리, 개인의 의식적 자각의 범위

외에서 작용하고 주변 환경의 정서적으로 관련

된 사건들에 자동적으로 반응하여 기부행위로

이어지는 무의식적 기부동기를 기부충동으로 정

의하고자 한다(서해진, 2012).

2.2 기부충동의 요소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기부동기와 기부행위의

인과관계에 있어 보이지 않은 갭에 대한 문제제

기를 무의식적 동기에 초점을 두었으며, 그러한

무의식적 동기를 보다 더 실체화시키기 위하여

충동성의 개념을 적용하여 기부상황에 있어서

기부행위를 좀 더 강력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기부충동이라는 개념을 도출하였다.

본질적으로 기부충동의 구성개념은 충동성의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구조를 내포하기 있기에

이하에서는 충동성의 정의를 바탕으로 기부충동

의 다차원적 구조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적 관점에서 충동성은 ‘빠

르게 반응하며 사려성이 부족한 성향’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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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att, 1995)하는 것으로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대체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 성격지향성

(Eysenck and Eysenck, 1977; Gray, 1982;

Barratt, 1985) 및 행동지향성의 관점에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부충동의 이론

적 토대 역시 충동성이 가지는 성격지향적 특징

과 행동지향적 특징을 모두 포함하지만 기부라

는 특수한 상황적 특성 발현되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부정적인 성향 및 행동의 측면은 제외

하고자 한다. 이는 무질서, 부주의, 목표부재나

정신병적 경향, 비합리성, 미성숙, 통제력 부족

등의 충동성의 측면과는 기부충동이 본질적으로

연결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충동성을 부정적인 특질로만 간주했던

초기 연구자들의 견해와는 달리 충동성의 긍정

적 결과에 주목한 Dickman(1990)의 기능적 충동

성에 주목한 부분으로 이러한 기능적 충동성 개

념과 자아실현 욕구 성취와 관련된 구매충동성

의 개념은 기부충동의 한 특질로 포함되어야 하

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기능적 충동성은 모험성,

활동성, 사회성과 같은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를 이끌어내는 충동에 속

할 수 있고, 자아실현 욕구 성취를 위해 구매를

하게끔 만드는 구매충동의 특질 또한 기부자의

이기적 동기를 기부행위로 연결시키는 기부충동

의 한 성질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서해진,

2012).

따라서 기부충동은 무계획적인 충동성의 본질

적 측면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나 상황에 대

한 의식, 사회 전체에 대한 고려 등 기부자 자신

으로부터 확장된 세계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감

정이며, 순차적으로 발현하는 긍정적 행위의 동

기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부충동은 이론적으로 아래와 같이 4가지 차원

에서 살펴볼 수 있다.

2.2.1 기능적 충동성

충동성의 무질서, 부주의, 목표부재 등과 같은

부정적인 특성들뿐만 아니라 활동성, 열정, 생동

감 같은 긍정적인 특성들을 바탕으로 속도와 순

발력을 강조하여 빠른 것이 개인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기능적 충동성의 개념(Dickman,

1990)을 정립하였다. 이는 자신의 빠르고 순발력

있는 반응으로 인해 일의 수행과정에서 범하게

되는 오류를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생산적인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

됨으로써 자부심이 더 커지고 이는 차후의 행동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개념을 기부상황에 접목하면 기능적

충동성을 가진 기부자들은 그렇지 않은 기부자

들에 비해서 기부자 자신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써 기부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거나 나

는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 친사회적

인 사람으로, 한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기부

참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기부결정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2.2 평가 민감 충동성

평가 민감 충동성은 타인에 의해 평가되어지고,

비판되어지고, 판단되어지는 것에 대한 개인들의

두려움, 관심의 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충동성을 인지하는 사람들은 비호의적

인 평가를 받을 상황이나 가능성을 회피하는 방

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크며, 다른 사람들의 행

위에 귀속되어 촉진되는 행위인 사회적 조장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Mark, 1983)고 알려져 있다.

이를 기부행위의 연장선에서 설명하면 평가

민감 충동성은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떠오르는 기부자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판단과정들이 주변의 시선이나 평가

에 대한 지각에 의해서 과감하게 생략될 수 있

다는 가정에서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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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자신의 여러 가지 상태를 고려하

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선택 및 외부적인 평가

를 의식해서 행동하는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으

며,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여러 준거집단 등에

의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 긍정적으로 생각되

어진다는 이유로 단순히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

에도 해당될 수 있다(김주원·김용준, 2008), 또한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같은 기분으로 동화되고

자 하는 사회적 조장 근거의 행동 촉진 역시 대

표적인 형태로 간주된다.

2.2.3 보상 민감 충동성

일반적으로 행동주의적 동기체계에서 강조하

는 부분은 원하는 것에 대한 단서에 민감하며

그것을 성취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

으로 추구하려는 속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충동

의 기초(Patterson and Newman, 1993)를 형성하

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원리에 근거해서 보상 민감 충동성은

행위를 유도함에 있어서 보상이 주어지면 그 자

극에 충동적으로 바로 반응하는 성향을 말한다

고 볼 수 있다. 특히 보상이 현재에 또는 가까운

시점에 주어지는 작은 보상일 경우 충동적 행위

로 활성화가 된다.

이를 본 연구의 기부에 접목하면 기부대상 단

체에서 금전적인 비용을 지출해서 기부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리적인 보상이 될 수 있으며,

기부를 함으로써 기부자들이 스스로 얻게 되는

것은 심리적인 보상으로 표현될 수 있다.

가령, 제공되는 보상이 세제 공제 혜택이나 기

부를 한 단체의 마크가 새겨진 브로치라든가 기

부 단체에서 제작한 기부대상자들의 모습이 담

겨진 엽서나 달력의 제공, 기부모금 자체가 만찬

회나 바자회와 같이 기부자들도 즐기면서 기부

를 할 수 있는 모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등

기부자들이 기부에 대한 뿌듯한 감정을 느끼면

서 또한 소소하지만 의미있는 물질적 보상으로

추가적인 기쁨을 얻게 되면 복잡한 프로세스의

판단과정이 일어나는 기부가 충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서해진, 2012).

또한 기부자들이 기부를 하고 느끼는 심리적

보상으로 뿌듯함, 자기만족감, 감동, 자부심 등

다양한 긍정적인 감정들을 느끼면 일회성의 기

부가 충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일회성 기부 경험에서 느꼈던 감정들

로 인해서 차후의 기부, 정기적인 기부로 이어지

게 되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2.2.4 무계획 충동성

본질적으로 충동적인 성향은 사전계획과는 달

리 상황에 따른 무계획적인 행위의 특성을 내포

하고 있다. 이러한 무계획 충동성을 가진 사람들

은 즉각적으로 만족하기를 원하고 그들의 장기

적인 계획이나 현재의 상태와 불일치하는 성질

의 만족감을 추구하며(Youn and Faber, 2000),

감정적인 상태에 좀 더 민감하고 반응적이다

(Rook and Gardner, 1993).

기부행위에 대한 고려에 있어 이러한 무계획

충동성을 가진 사람들은 즉각적인 만족이나 새

롭거나 재밌는 일을 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기부

상황 자체에 대한 회피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들

의 감정 상태에 좀 더 민감하기 때문에 불편하

고 신경 쓰이는 상황을 제거하기 위해 실제 기

부 행위에 이르게 되고 이로 인해 마음의 안정

을 찾고자 하는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본 연구는 비영리조직의 기부와 관련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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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동안 설명되지 못했던 부분, 즉 기부동

기가 기부행위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풀어내기 위해 자선적 기부충동의 개념을 제시

하고 이를 측정하는 항목을 개발하는 것이 목

적이다.

이를 위해 자선적 기부충동의 다차원적 요인

의 분류와 함께 측정항목들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검증을 진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절

차는 다음과 같다.

1.1 문항추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자선적 기부충

동의 항목들은 기본적으로 상기의 이론적 배경

에서 제시한 선행연구 등의 문헌조사와 정성적

조사의 한 기법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조

사를 통하여 등을 통하여 초기 문항을 추출하였

다. 구체적으로 기부에 대한 관심도의 정도에 따

라 성인남녀 8명을 대상(표 1)으로 기부와 관련

된 여러 가지 충동적 부분을 상황적으로 나열하

고, 이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관련 선행연구들

을 통하여 총 38개의 측정항목을 선별하는 작업

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전문가 4인으로부터 인터뷰를 실시

하여 각 측정항목에 대한 안면타당도를 검증 받

은 후 최종적으로 26개의 측정문항(표 2)을 도출

하였다.

<표 1> 인터뷰 참여자의 인적사항

구분 성별 나이 직업

1 남 18세 대학생

2 남 20세 대학생

3 여 21세 대학생

4 여 29세 사무직

5 여 35세 연구원

6 여 40세 주부

7 여 43세 프리렌스

8 남 29세 영업직

1.2 요인설명

본 연구에서 설정하는 자선적 기부충동은 총

4가지 차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적 민감 충동성 차원이다. 이는 타

인 및 주변의 상황에 대한 인지에서 비롯되어

판단에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비

호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에 대한 사

람들의 염려와 관심에서 비롯되어 규칙이나 관

습에 순응, 친사회적 행동, 사회적 조장 등을 포

함한 사회심리적 현상에서 많이 관련되어 나타

난다(Leary, 1983). 기부행위를 결정해야 하는 상

황에서 떠오르는 기부자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

이나 판단과정들이 주변의 시선이나 평가에 대

한 지각에 의해서 과감하게 생략될 수 있도록

하는 충동성의 특질로 평가 민감 충동성을 정의

하고자 한다.

둘째, 기능적 충동성 차원이다. 이는 기능적

충동성은 “내가 재빠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

들이 나를 존경한다”와 같이 개인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유용한 특질이다(Dickman,

1990). 즉 더 동적이고 자부심이 큰 기능적 충동

성을 가진 기부자들은 그렇지 않은 기부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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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측정항목

보상적

민감

충동성

1. 기부를 해서 좋은 일이 생긴다면 계속해서 기부를 할 것 같다.

2. 기부를 한 후 잘했다고 느끼면 계속 기부를 하고 싶다.

3. 기부를 통해 물질적(예를 들면, 세금공제 혜택이나 무료 만찬회, 기념품 등)으로 원하는 바를 얻게

되면, 흥분되고 기운이 난다.

4. 기부를 통해 심리적(예를 들면, 뿌듯함이나 보람됨, 기쁨, 재미, 새로움 등)으로 원하는 바를 얻게 되

면, 흥분되고 기운이 난다.

5. 기부를 함으로써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거나 볼 기회를 가지게 되면 흥분된다.

6. 기부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 흔쾌히 기부하려고 한다.

평가적

민감

충동성

1. 기부 결정에 있어서 타인을 많이 의식하는 편이다.

2. 기부와 관련해서 잘못된 언행을 할 것 같아 걱정되고 조심스럽다.

3. 타인이 나의 기부 행동에 대해 평가하는 것에 매우 신경이 쓰인다.

4. 타인의 기부에 대한 의견이나 결정이 다르면, 타인에게 보여지는 나의 이미지나 인상에 대해 걱정한다.

5. 누군가와 기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지 생각하면서 얘기한다.

6. 내가 기부를 하지 않으면 타인들이 나를 좋게 봐줄 것 같지 않다는 걱정이 든다.

무계획적

충동성

1. 기부를 하기 전에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2. 기부를 하기 전에 장시간을 두고 곰곰이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3. 기부를 하기 전에 기부대상 단체에 대한 안전성이나 신뢰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4. 나의 재정상황에 대한 고민 없이 기부행동을 하는 편이다.

5. 기부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한 후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6. 기부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피하고 싶다.

7. 기부를 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귀찮고 곧 싫증이 난다.

기능적

충동성

1.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도 서로 도와주고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2.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기를 좋아한다.

3.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나의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이다.

4. 기부를 통해서 사회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5. 기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6. 누구나 사회에 환원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7.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기부행동을 통하여 작은 기여라도 해야 한다고 느낀다.

<표 2> 기부충동성의 구성요인 및 측정항목

비해서 기부동기가 있을 때 기부행위로 바로 이

어지는, 즉 기부충동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기부자 자신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기부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거나 나는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 친사회적인

사람으로, 한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기부참

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기부결정을 하게끔

하는 충동적 특질로 기능적 충동성을 정의하고

자 한다.

셋째, 보상적 민감 충동성 차원이다. 보상 민

감 충동성은 기부 상황에서 기부에 대한 물질적

이나 심리적 보상이 기부행위를 이끌어내는 강

력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가정에서 출발한다.

즉, 행위를 유도함에 있어서 보상이 주어지면 그

자극에 충동적으로 바로 반응하는 성향과 밀접

한 관련을 가진다(Carver and White, 1994). 일

반적으로 기부상황에서도 기부자가 인식하는 물

질적, 심리적 보상에 따른 충동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가령 기부에 대한 뿌듯한 감정을 느

끼면서 기부대상들로부터 받는 작은 선물이나

추후에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세금공제 등이 행

동적 프로세스에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긍정적인 감정들을 느끼면 일회성의 기부가 충

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한 단계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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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회성 기부 경험에서 느꼈던 감정들로 인해

서 차후의 기부, 정기적인 기부로 이어지게 되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넷째, 무계획적 충동성 차원이다. 이는 사전계

획을 세우기보다는 무계획적인 특성 및 감정적

상태에 민감하고 반응적 행동의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무

계획 충동성을 가진 사람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참

지 못하며, 장기적인 계획이나 현재의 상태와 불

일치하는 성질의 만족감을 추구한다고 밝혀져

있다(Youn and Faber, 2000). 이는 기부상황에

접했을 경우 느끼는 여러 가지 동정적 감정이

불편한 감정으로 전이되고 나아가 사전계획이

없었음에도 즉각적인 만족추구를 위해서 심사숙

고 없이 기부행위를 하는 것이 할 수 있다.

1.3 측정항목의 신뢰성 및 타당성

상기의 4가지 자선적 기부 충동성의 차원에

대한 구성개념 및 측정항목들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1일에서

23일까지 대략 1달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20대에서 40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층을 대상

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대략 500부를

배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420부가 회수되었으며,

최종적으로 343부의 설문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표 3> 응답자의 분포

내용 빈도(%)

성별
남 179(52)

여 164(48)

연령

20대 130(38)

30대 100(29)

40대 49(14)

50대 이상 64(19)

학력

중학교졸업 7(2)

고등학교졸업 38(11)

대학교재학 112(33)

대학교졸업 137(40)

대학원이상 49(14)

소득

150만원 이하 59(17)

150~250만원 이하 97(28)

250~350만원 이하 108(31)

350~450만원 이하 57(17)

450~500만원 이하 13(4)

500만원 이상 9(3)

직업

대학(원)생 147(43)

일반사무직(회사원) 74(22)

자영업자 13(4)

전문직 39(11)

관리직 40(12)

공무원 8(2)

기타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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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탐색적 요인분석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추출된 총 26개의 자

선적 기부 충동성과 관련된 문항들은 실증적 차

원의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최종 확인될 수 있

는데,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의 타당성 검증에

있어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베리멕스 직각회

전방식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1차적으로 요인적재값

이 0.5 미만인 항목들을 선별하여 제거(보상적 민

감충동성: 2, 5번 문항; 평가적 민감충동성: 5, 6

번 문항; 무계획적 충동성: 1, 2, 6, 7번 문항; 기

능적 충동성: 1, 2, 3번 문항)하여 최종적으로 15

개 항목을 추출하였으며, 도출된 요인들에 대한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파값으로 측정하였으며, 무

계획적 충동성(알파값=0.671)을 제외한 나머지 3

개의 요인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항목들

에 대한 신뢰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각각의 요인은 전체분산의 27.91%, 24.76%,

15.14%, 9.82%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4개의

요인이 전체분산의 77.63%를 설명하고 있다.

<표 4>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개념

신뢰도

성분

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평가

민감 충동성

(.886)

타인과 다른 기부결정에 대한 걱정 .789 -.013 .010 .058

타인의 평가에 대한 민감성 .872 -.132 -.192 .034

기부에 대한 대화에서 조심스러움 .761 -.278 -.122 .107

기부결정에 대한 타인 의식 .743 -.035 .229 .259

기능적 충동성

(.806)

사회의 구성원 의식 -.137 .798 .262 .226

환원에 대한 의식 -.074 .834 -.054 .152

기부에 대한 의견교류 -.011 .710 .223 .121

기부를 통한 사회 기여 -.059 .717 .217 -.356

보상

민감 충동성

(.798)

기부를 통해 발생한 좋은 기회 추구 -.118 .025 .738 -.139

기부를 통해 얻고자 함을 성취 .143 -.023 .855 .131

물질적 혜택 추구 -.113 .109 .645 -.157

심리적 혜택 추구 .019 .396 .534 -.302

무계획 충동성

(.671)

단체에 대한 무고려 .323 .117 .121 .734

재정상황에 대한 무고려 .033 .327 -.135 .728

신중하지 않은 기부행위 .268 -.179 -.144 .599

고유치 3.352 2.909 1.961 1.282

분산

추출값누적(%)
27.91 24.76 15.14 9.82

1.3.2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 의해 정제된 26개의 항목

으로 구성된 4개의 요인에 대해 LISREL 8.5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적합도는 기준치를 충족하거나 근접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모든

항목의 추정치는 0.5를 상회하고 있어 양호한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Hair et al., 1998). 측정도

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개념

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을 이용하였다.

개념신뢰도를 측정한 값이 0.6 이상이면(Bagozzi

and Yi, 1988)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평가된

다(표 5). 한편 기부충동성의 4가지 구성개념들

에 대한 판별타당성 검토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평균분산출출(AVE)값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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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크게

나타나 각 구성요인에 대한 판별타당성이 확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5>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변수 계수 R2 T-값 적합도

평가

민감

충동성

(0.852)

0.68 0.75 14.46

χ2 = 1453.21

df=356

p=0.00

AGFI=0.78

GFI=0.89

NFI=0.79

NNFI=0.79

CFI=0.81

0.52 0.51 12.23

0.67 0.71 13.54

0.83 0.72 18.47

기능적

충동성

(0.819)

0.63 0.48 11.25

0.64 0.52 11.43

0.72 0.55 15.22

0.82 0.63 16.87

보상

민감

충동성

(0.832)

0.67 0.45 13.05

0.53 0.32 10.51

0.91 0.83 18.92

0.74 0.59 14.91

무계획

충동성

(0.750)

0.77 0.45 10.01

0.78 0.59 14.53

0.69 0.42 9.90

<표 6> 상관관계분석결과

평가민감 충동성 기능적 충동성 보상민감 충동성 무계획 충동성

평가민감 충동성 .596* 　 　 　

기능적 충동성 -.159*** .533* 　 　

보상민감 충동성 .017*** .398*** .562* 　

무계획 충동성 .357*** .046*** -.065*** .501*

* : 대각선값(AVE), *** : p<. 001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단체들이 시행하는 여러

가지 기부촉진활동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연장

선에서 그 동안 중요하게 거론되었던 기부동기

와 기부행위와의 실질적 갭을 설명해 줄 수 있

는 이론적 기반이 부족함을 문제제기를 통하여

제시하고 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보완할 개념 및

이에 대한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무의식적 기부동기에 대한 문

헌고찰 및 이와 연관된 보다 측정, 관찰이 용이

한 개념으로써 그동안 심리학 및 경영학의 일부

분야에서 행동과 관련해 연구되어온 충동성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헌고찰을 통한 내용타당성의 검

증을 바탕으로 인터뷰 조사인 정성적 조사를 통

하여 기부충동과 관련된 4가지 구성개념들을 도

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측정항목들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자선적 기부충동성 측정을 위한 최

종 25항목의 척도가 완성되었으며, 이들은 ① 평

가민감 충동성, ② 기능적 충동성, ③ 보상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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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성, ④ 무계획 충동성 등의 4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이론적으로는 기존에 밝

혀진 기부동기의 차원에 있어 무의식적 동기에

대한 부분을 소비자의 충동적 관점에서 보다 세

분화하여 평가적, 기능적, 보상적, 무계획적으로

구분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향후 기부동기와

행위간의 실질적인 갭을 설명하는 데 있어 하나

의 이론적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틀로 작용할 것

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확장적 관

점에서 실무적인 시사점은 실제 기부동기와 관

련된 감정적인 부분을 특히 충동구매라는 소비

자행동의 개념과도 연관성이 있는 자선적 기부

충동이라는 개념을 통해 기부자의 무의식적 기

부동기를 밝히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비영리단체에서는 기

부자들이 기부를 하게 되는 심리체계를 보다 통

합적으로 파악하여 실제적으로 기부금 조성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전략을 세울 때 도움을 받

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보다 많은 안정적

인 기금 모금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단체가 실제

적으로 기금모금 전략수립 시 활용 가능한 가이

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발굴하고자 하

는 잠재기부자의 의식적 기부동기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기부동기 심리를 파악해서 그 심리

를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

나 호소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보다

많은 기부 의향자를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장

기적으로 적절한 자극을 줌으로써 일회성이나

단기성 기부자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주변

에 대한 권유 의향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궁극

적으로 기금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자선적 기부충동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한다면 비영리단체

마케팅의 표적이 되는 기부자들의 성향을 수치

적 결과로 얻을 수 있고 이를 쉽게 분류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기부자에 대한 효율적인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이타주의와 이기주의가 오랫동안 기

부동기의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많은

선행연구에서 기부자들의 기부동기가 명목적으

로 대부분 이타적인 동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부행위에 참여하는 기

부자들은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즉 어떤 심리

적인 만족, 인정받고 싶은 마음, 또는 자신의 체

면 등으로 인해서 기부를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

다(김주원·김용준 2008). 따라서 개인기부자의 기

부행위를 본인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 지 생각하

는 이기적인 측면과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이타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

다(Bendapudi et al., 1996). 그러나 겉으로 잘 드

러나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부분에 대한 파악은

어려운데, 향후 연구를 통해서 기부충동 측정도

구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기부자들의

기부 심리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개별 기부자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이타적이

거나 이기적인 기부동기를 구별해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기부자들에 대한

구별이 없이 막연하게 행해지던 비영리단체의

마케팅활동이 개별적으로 맞춤화되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기부를 더 이끌어낼 수 있고, 전략

의 효율성이 증가함으로써 비용절감 또한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소비자의 자선적 기부충동에

대한 부분을 기부충동성으로 설정하는 데 있어

관련 선행연구의 미비로 인해 다소 작위적인 개

념 정의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연령 및 지역, 표본 수 등에서 여러 가

지 부족한 점 등이 제한점으로 남는 것 또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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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다. 따라서 보다 정교한 척도의 개발을 위한

이론적 보완 및 향후 연구결과의 활용을 위한 후

속연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자선적 기부충동

성의 4가지 차원에 대한 타당성 검증의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본 연구에서

이끌어 낸 기부충동성은 소비자의 충동구매와

관련한 메카니즘을 바탕으로 설정한 측면이 강

하다. 향후 충동구매 이외의 논리적 근거를 탐색

하고 이를 기부충동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와는 상

대적으로 보다 인지적 관점의 기부행위에 대한

‘옳음’과 ‘그름’에 관한 기부 행위자의 추가적인

인지 메카니즘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선적 기부충동성의 측

정도구 개발에 맞는 타당성있는 측정방법에 대

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

인다. 최근의 측정도구 개발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수렴타당성, 판별

타당성, 구성타당성 이외의 예측타당성을 검증하

는 과정까지 거친 척도에 대한 완성된 척도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향후 이를 위해 본 연

구에서 개발된 자선적 기부충동성을 바탕으로

기부충동성과 인과관계가 있는 다른 구성개념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셋째, 기부대상 단체에 대한 발전된 연구방향

으로 신뢰도가 높고 잘 알려진 기부대상 단체에

대한 자선적 기부충동의 작용성과 신뢰도가 낮

고 낯선 기부대상 단체에 대한 것을 비교연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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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cale Development of Consumer’s Charity Impulse : Focusing on Donation

Behavior toward Non-profit Organization†

Ock, Jung-Won
*

ㆍSeo, Hae-Jin
**

Main research question of this study is based on situational gap between donation motivation

and behaviour in non-profit organization. However, researches investigating the gap were limited.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components of psychological variables. Specially, we proposed the

variables about consumer’s impulsive motivation or behavior on impulse literature in donation

toward non-profit organization.

This study conducted a scale development to measure consumer’s charity donation impulse based

on non-conscious viewpoint.

For the development of measurement tool for charity donation impulse, we conducted two stages

of research process. First, the measurement items of charity donation impulse were developed

through FGI and in-depth interview on experts. Secondly, the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and

then some items were eliminated through this analysis. As a result, we found the final scale with

26 items, which were named as evaluation sensitivity charity impulse, reward sensitivity charity

impulse, functional impulse, non-planning charity impulse.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measurement items developed in this study were confirmed to be useful tools for measuring charity

donation impulse.

Key Words: non-profit organization, evaluation sensitivity charity impulse, reward sensitivity

charity impulse, functional impulse, nonplanning charity impu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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