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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앱 시장이 발달하면서 사용자들이 앱을 사용한 만큼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모바일 

기부 앱이 등장하 다. 새로운 형태의 모바일 기부 앱은 모바일 앱의 기능과 기부의 시 지 효과를 

통해 기부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바일 

앱 시장을 확장한다는 에서 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종류의 모바일 기부 

앱 서비스가 사용자의 사용 의도를 증 시킬지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익연계 

마  이론을 바탕으로 어떠한 형태의 모바일 기부 앱이 사용 의도에 더 큰 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하여 첫째, 직  혹은 간  모바일 기부 앱이 지각된 효과성과 공익 여도를 매개로 

하여 모바일 기부 앱 사용 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실험을 모바일 앱 사용자들을 상으로 

실시하 다. 분산분석 결과, 간  모바일 기부 앱이 직  모바일 기부 앱보다 지각된 효과성과 

공익 여도에 더 높은 향을 미치며 PLS 경로 분석을 통하여 지각된 효과성과 공익 여도가 높을수록 

모바일 기부 앱 사용 의도를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추가연구에서는 간  모바일 기부 

앱의 실용 , 쾌락  속성이 지각된 효과성과 공익 여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실험을 

진행하 다. 그 결과, 실용  속성이 더 많은 향을 다는 사실을 일원분산분석을 통하여 입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모바일 기부 앱 활성화를 해 실증 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모바일 기부 앱, 직  모바일 기부, 간  모바일 기부, 공익연계 마 , 쾌락  

속성, 실용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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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모바일 미디어가 차  속에서 자리매김하

면서, 모바일은 오 라인과 온라인에서 행해지던 

기부 활동 역을 확장하고 사람들의 참여를 유

도하는 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Campbell and  

Kwak, 2010; Chen and Givens, 2013). 기 단계의 

모바일 기부는 주로 문자 메시지나 모바일 웹을 

통해 참여하는 데 그쳐서 온라인 기부와 다른 

을 찾기 힘들었다(Chen and Givens, 2013). 스마트

폰 사용 증가 덕분에 모바일 앱(Application) 시장

이 풍부해졌고, 기부를 한 모바일 앱 한 등장

하 다(유민 , 김보연, 2015; Wasserman, 2010). 

기부와 모바일 앱이 만나 사용자들은 심 있는 

기부 캠페인에 한 정보를 앱에서 쉽게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부 과정 한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여 기부하는 과정이 간소화되었다.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모바일 기부 앱은 기부의 

목 을 게임, GPS, 화, 오락, 건강 등과 같은 모

바일 앱 서비스와 연 시키는 새로운 시도를 선보

다. 이 모바일 기부 앱에서는 사용자들이 서비

스를 이용하면서 포인트를 쌓고 그 포인트를 통해 

기부에 참여하게 된다. 를 들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모바일 기부 앱  하나인 빅워크는 

기부의 목 과 걸음 측정 기능이 합쳐져서, GPS 

기반의 치 정보를 통하여 사용자가 10m를 걸을 

때마다 1원이 립된다(김민지 등, 2015). 돈으로 

환산된 기부 포인트는 지원 단체를 통하여 걷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의족, 휠체어, 수술비 등으로 

기부된다(김민지 등, 2015; 노태 , 2013). 다시 말

해, 서비스 사용자는 자신의 돈을 쓰지 않고도 서

비스 사용만으로 기부 을 마련하여 캠페인에 참

여할 수 있게 된다. 기의 모바일 기부 앱들이 

단순히 기부 캠페인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쳤다면, 새로운 형태의 모바일 기부 앱은 앱 서

비스를 사용하면서 얻는 가치를 통해 기부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이끈다(김민지 등, 2015; 유민 , 

김보연, 2015).

Chen and Givens(2013)의 연구에 따르면, 모바

일 기부는 재 기부 참여 수와 기부  측면에서 

성장하는 추세고, 온-오 라인에서의 통 인 

기부 방식이 가졌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가

능성을 제시하 다. 특히, 새로운 모바일 기부 앱

은 보다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사용자가 앱 서

비스만 사용해도 자동으로 기부에 참여하게 만들

었다. 이처럼, 모바일 기부 앱은 모바일 앱의 기

능과 기부의 시 지 효과를 통해 기부 시장을 활

성화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에서 

요한 의의를 지닌다(신지  등,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기부에 한 연구

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존 모바일 기부 연구의 

상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직  기부 을 내는 

통 인 형태의 서비스가 부분이다(Chen and 

Givens, 2013; Martin, 2014). 를 들어, 문자 메시

지를 송하여 기부하는 방식에 한 연구  

부분은 정치 인 기부 참여를 이끌기 한 요인

들에 하여 분석하 다(Campbell and Kwak, 2010; 

Martin, 2014). 그 외에도 모바일 기부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나이, 성별 등과 같은 인구통계

학  측면에서 규명한 연구도 있었다(Chen and 

Givens, 2013). 새로운 형태의 모바일 기부 앱에 

한 연구는 극소수이고(김민지 등, 2015), 이는 

사례 연구와 인터뷰 심의 질  연구가 부분

이므로 결과를 수치상 일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공익연계 마  

(Cause-related marketing) 련 선행 연구들을 기

반으로 실증 인 방법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모

바일 기부 앱의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소

들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공익연계 마 은 

간 으로 기부에 참여한다는 에서 새로운 형

태의 모바일 기부 앱과 핵심 인 공통 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합한 이론  틀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모바일 기부 앱이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을 지각된 효과성과 공익 

여도라는 두 개의 매개변수를 통하여 검정하고자 

하 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추가실험에서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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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의도에 더 정 인 향을  간  모바일 

기부 앱을 쾌락  혹은 실용  서비스 속성에 따

라 사용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악하고자 

하 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실험을 통해 

모바일 기부 랫폼의 지속 참여 유도를 해 

용할 수 있는 구체  서비스 략  디자인 가이

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  배경

2.1 공익연계 마

공유 가치 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s)은 

기업과 사회를 공생 계로 보고, 기업이 사회의 

도움으로 성장한 만큼 사회에 다시 환원한다는 

개념이다. Porter and Kramer(2011)는 기업의 공유

가치 역을 제품 시장의 재구성, 가치 사슬 생산

성의 정의, 로컬 클러스터 개발로부터 창출된다

고 말하 다(윤각, 이은주, 2014).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기업의 이윤 추구를 도모하는 

공유 가치 창출은 ‘인간의 혼을 울리는’ 미래형 

마 과 비슷하다(Kotler et al., 2010). 공유 가치 

창출의 표 인 사례로 공익연계 마 을 들 수 

있다. 공익연계 마 이란 기업의 자선행 와 

같은 공익활동을 소비자의 구매 행 와 연결하는 

마  략이다(김정 , 2003; Samu and Wymer, 

2009). 따라서 제품 가격에 기부 이 포함되어 소

비자들은 물건만 구입을 하더라도 간 으로 기

부에 참여하게 된다(Müller et al., 2014). 기업의 

측면에서 공익연계 마 의 목 은 공익의 이미

지를 통한 랜드 이미지 재고와 이윤 창출이다 

(Polonsky and Wood, 2001). 특히, 공익연계 마

을 통한 이윤 창출을 해선 제품의 구매를 기

부를 한 조건으로 제시하여 기부를 원하는 소

비자의 구매 의도를 높이는 것이 요하다. 련 

연구들을 통해서 제품 가격에 포함되는 기부 이 

공익연계 마 을 통한 구매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Koschate-Fischer et 

al., 2012). 그 외에도, 기부 행 가 남을 돕고자 하

는 감정 인 동기에 의해 일어나는 행 이기 때

문에 소비자의 특성 한 공익연계 마 의 성

공 요인으로 고려된다. Pracejus and Olsen(2004)은 

기부에 의한 소비자 공익과 회사의 연 성이 구

매를 통한 기부에 향을 다고 말하 다. 윤각, 

이은주(2014)의 연구에 따르면, 공유 가치 창출의 

효과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해 느끼는 진

실성의 정도와 소비자가 인지하는 자신과의 일체감

정도로 평가될 수 있다. Koschate-Fischer et al.(2012)

은 공익연계 마 과 련 상품 구매 의도 사이

에 향을 주는 소비자의 특성을 기부와 련된 

특성과 공익과 련된 특성으로 나 었다. 

첫 번째, 기부와 련된 특성인 지각된 효과성 

(Perceived effectiveness)은 기업이 약속한 만큼의 

기부 을 실제로 기부를 할 것이라고 믿는 정도이

다(Müller et al., 2014). 정보 통합 이론(Information 

integration theory)에 따르면, 소비자는 공익연계

마  제품을 구매하기  기부에 해 평가하

는 내재 인 의사결정을 거친다. 특히, 제품 구

매를 통해 간 으로 기부하기 때문에 기부 

차나 결과에 해 평가하는 지각된 효과성은 구

매 의도에 큰 향을 미치게 된다. 기부를 하려

는 사람들은 기부가 된다는 기 를 가지고 참여

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부 활동이 수혜자들에게 

향을 다고 믿는 기부 캠페인을 찾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Smith et al., 2013). 지각된 효과성이 

증가하면 기부 행 를 통해 느끼는 감정 인 만

족뿐만 아니라 기부행  자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Cryder et al., 2013). 다시 말해, 사람들은 

그들의 기부 참여가 수혜자들에게 효과 이라

고 인지할 때 더 많이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한다

(Warren and Walker, 1991). Sargeant et al.(2004)은 

공익연계 마 에서 소비자의 인식이 구매의도

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 결과, 지각된 효과성이 

구매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밝혔다. 이 외에도 많은 연구들에서 지각된 효과

성이 공익연계 마  제품의 구매의도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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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할을 한다고 증명했다(Fries, 2010; Müller et 

al., 2014; Sargeant et al., 2004).

두 번째로, 공익과 련된 특성으로는 공익 

여도(Cause involvement)가 표 이다. 공익 여

도란 소비자가 특정한 공익 로젝트에 해서 

개인 으로 얼마나 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에 

한 정도를 뜻한다(Grau and Folse, 2007). 정교화 

가능성 모델(Elaboration likelihood model)에 따르

면, 개인  여도가 설득을 유도하는 경로를 결

정하여, 높은 여도 일수록 제품과 연 된 정보에 

해 진지하게 고려하는 동기가 높아진다(홍순근, 

2008). 공익 여도를 이러한 에서 바라볼 

때, 소비자는 공익연계 마 을 자신이 심 있

는 공익을 심으로 마  메시지를 단하고 

참여 의사를 결정한다(Bigné-Alcañiz et al., 2010). 

한, 소비자의 구매 행동은 물건을 구매하면서 

생기게 될 결과에 한 기 치에 향을 받는다

(Atkinson, 1964; Eccles and Wigfield, 2002). 공익에 

한 기 에는 기부 행 를 통해 얻는 이기  효

용이나 도덕  만족감인 웜 로우(Warm glow)가 

포함되어 있어서, 자신과 련이 높은 공익에 해 

높은 기 를 가진다(Koschate-Fischer et al., 2012). 

따라서 많은 공익연계 마 련 연구에서 공익 

한 구매 결과에 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

에, 소비자가 공익 련 마 의 제품을 살 때 

공익에 한 기 치가 클수록 제품을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 냈다. 

2.2 모바일 기부 앱

이러한 공익연계 마 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용할 수 있다. 기존의 매체 풍부도(Media rich-

ness)가 높은 인터넷, 웹사이트 배 처럼 모바일 

역시 미디어와 사용자 간에 상호작용이 높다. 이는 

사용자가 미디어를 통해 련 정보를 더 자세하게, 

더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되도록 하여 정보에 해 

더 극 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Cauberghe and 

De Pelsmacker, 2010; Liu and Shrum, 2002). 최근 

시장에서 기업-고객 간 활발한 상호작용을 시하

면서 고객 인게이지먼트(Consumer engagement)는 

랜드 는 서비스에 한 정 인 입소문을 

해 필수 이다(윤각, 이은주, 2014). 스마트 기기는 

소비자와 상호작용하는 시간과 다양성이 높으므

로 소비자의 인게이지먼트를 높이는 데 요한 매

체가 되었다(Chen and Givens, 2013). 이러한 마

은 공익의 에서 정부나 시민단체 등이 QR 

코드와 같이 상호작용성이 높은 고를 통해 시민

들의 시선을 사로잡아 참여를 유도할 때 한 유용

하다(Lorenzi et al., 2014). 경제  에서도, 모바

일을 이용한 기부는 은 산으로 효과 으로 정

보를 달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공익 참여를 증진

하는 데 요하다(Norris, 2001). 새로운 모바일 기

부 앱은 공익을 한 인터 티  마  략으로

써, 단순히 캠페인에 한 정보를 얻고 기부를 하

기보단 상호작용이 높은 앱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사용자들이 기부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2.3 모바일 기부 앱과 공익연계 마

새로운 형태의 간  모바일 기부 앱 한 

반 인 서비스 이용 심으로 디자인하되, 해당 서

비스의 이용을 통해 간 으로 기부에 참여한다

는 에서 공익연계 마 과 련이 깊다. 유민 , 

김보연(2015)의 모바일 기부 앱 사례 연구를 보면, 

사용자가 직  결제하지 않고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원동력은 공유가치창출 시스템에서 나온다. 

즉, 공익연계 마 과 새로운 형태의 모바일 기

부 앱은 공유 가치의 창출 활동이라는 에서 핵

심  가치를 공유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익연계 마 의 기존 이

론과 연구들을 바탕으로 모바일 기부 앱의 종류

에 따른 사용자의 모바일 기부 앱 사용 의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에서 살펴본 공익연계 

마  연구 분야에서 요한 성공 요소로 밝

진 지각된 효과성과 공익 여도를 매개로 하여 

모바일 기부 앱의 사용 의도를 살펴 으로써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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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일 기부 앱 서비스에 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Ⅲ. 연구 가설, 방법  결과

3.1 연구가설

재 새로운 모바일 기부 앱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직  기부 형식의 모바일 기부 앱과는 

달리 간 이다. 기에 등장한 모바일 기부 앱

은 재 진행 인 기부 캠페인들을 기부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소개하고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모바일 앱으로, 사용자는 앱 내의 결제 과정

을 통해 원하는 만큼 기부 을 직  지 한다. 

기 모바일 기부 앱은 모든 서비스가 기부로 

이 맞춰져 있으므로 사용자가 기부하고자 하는 의

지가 없다면 앱 사용 의도 역시 없어지게 된다. 

Andreoni(1989)의 비순수 이타주의(Impure altru-

ism)에 따르면, 이러한 기부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

은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얻는 이타  속성에 

향을 받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반면에 새롭

게 등장한 간  모바일 기부 앱은 모바일 앱 시

장이 성장함에 따라, 모바일 앱이 제공하는 서비

스에 기부 목 이 합쳐진 것으로, 사용자는 결제

하지 않고도 앱 서비스를 사용할 때마다 간 으

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Krishna, 2011). 새로운 

형태의 모바일 기부 앱은 기부의 목 뿐만 아니라 

기부 참여를 한 앱 서비스 한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부에 

극 인 사용자가 아니라도 앱 서비스의 가치가 

높을수록 소비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모바일 기부 

앱을 사용할 의향을 가진다. 이러한 기부 앱은 이

타  속성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 즉 기부 활동

을 통해 얻게 되는 이기  이익도 함께 고려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기부하고 싶은 만

큼 결제하는 기 모바일 기부 앱을 직  모바

일 기부 앱으로, 앱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쌓은 포

인트를 기부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 앱을 간  

모바일 기부 앱으로 정의하 다.

지각된 효과성은 사용자와 약속한 만큼 기업

이 실제로 기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기부 효과에 한 기부 앱 사용자의 인식

에 향을 받는다. Müller et al.(2004)은 공익연계 

마 에서 같은 기부 이라도 이 에 따라 

소비자의 인식이 다르다고 증명하 다. Müller et 

al.(2004)에 따르면 기부 이  가치로 보여

질 때, 기부자들은 가격에 민하게 반응하여 가

격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기부 활동에 해 회의

인 입장을 가지게 된다. 반면, 기부 이 물건 

등 비  가치로 보일 때 비교  가격이 높아

지더라도 부정 인 인식이 늘어나지 않았다. 이

를 토 로, 직  기부 앱은 사용자가 직  액

을 입력하고 결제하기 때문에 기업의 기부 활동

에 해 의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간

 기부 앱은 사용자가  투자 신 앱 서

비스를 사용하는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이러한 

투자가 기부 결과물일 때만  가치로 환산

되기 때문에 직  기부 앱을 사용할 때보다 기

업의 기부 효과에 한 의심을 게 하게 된다. 

한, 기부를 한 앱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형성

된 유 감은 사용자의 기부 행 에 한 강한 확

신을 주고 그 결과 확신은 지각된 효과성을 증가

시킨다(Cojuharenco et al., 2014). 따라서 간  

기부 앱이 직  기부 앱보다 지각된 효과성에 

더 많은 향을 미칠 것이다. 

공익 여도는 기부 앱에서 제공하는 즉각

인 서비스나 캠페인 속성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에서 제품 여도보다는 메시지 여도에 가깝

다(윤각, 이은주, 2014). 소비자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메시지 여도가 바 는데 기업 공

익활동에 해 소비자가 참여를 많이 할수록 메

시지 여도가 높아진다(윤각, 이은주, 2014). Lee 

et al.(1999)은 사활동과 같이 기부를 해 시간

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돈을 기부하는 것보다 

기부 상과 기부자 간의 상호작용이 높아져 기부 

의도에 보다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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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액의 돈이 기부 되더라도, 직  기부 앱

에서는 기부자가 기부 을 한 번에 결제하는 일

회성 과정을 거치는데 반해, 간  기부 앱은 기

부자가 앱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

하는 과정에서 지속 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다는 에서 기부 상과 방향으로 교류가 가

능하다. 이처럼 기부 상과의 방향 인 경험

이 많아질수록 여도가 높아진다(Grau and Folse, 

2007). 를 들어, 직  기부 앱을 사용할 경우, 

기부할 때만 기부 수혜자에 해 생각을 하게 되

기 때문에 상 으로 공익 여도가 낮다. 이와 

달리 ‘빅워크’ 모바일 앱의 경우, 사용자가 10m를 

걸을 때마다 1원씩 걷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기부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앱을 사용하며 걸을 때마

다 수혜자들을 떠올리게 되면서 공익 여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직  기부 앱보

다 풍부한 공익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는 간  

기부 앱이 공익 여도에 더 많이 향을 미칠 것

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 다. 

H1: 간  기부가 지각된 효과성에 더 많은 

향을 미칠 것이다.

H2: 간  기부가 공익 여도에 더 많은 

향을 미칠 것이다.

지각된 효과성은 모바일 기부 앱에서 사용 의

도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

론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공익연

계 마  연구에서는 지각된 효과성이 높을수

록 사람들이 련 상품을 많이 구매한다고 밝혔

다(Warren and Walker, 1991). 이는 지각된 효과성

이 높을수록 공익연계 마  상품을 통한 기부

에 해 신뢰성과 감정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

문이다(Cryder et al., 2013). Müller et al.(2014)은 

공익연계 마 에서 약속한 만큼 기부가 된다

는 믿음이나 그 노력이 소비자들에게 이타 인 

동기로 여겨졌을 때 공익연계 마 이 성공

일 수 있기 때문에, 지각된 효과성이 공익연계 마

에서 요한 요인이라고 하 다. 공익연계 

마 과 같이, 모바일 기부 앱에서도 지각된 효

과성은 요하다. 사용자들이 모바일 기부 앱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해 사용된다고 믿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인지하

여, 사용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해 모바일 

기부 앱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바일 기부 

앱의 지각된 효과성은 모바일 기부 앱의 사용 의

도에 정 으로 향을 미칠 것이라고 상할 

수 있다. 

모바일 기부 앱에서 공익 여도 역시 기부 앱

의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공익연계 마  연구에서 공익과 

더 련된 개인이 그 기부캠페인을 더 좋아하고 

참여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Grau and Folse, 

2007), 공익 여도가 높을수록 사람들이 련 상

품을 구매할 의도가 증가하며 비 리 단체를 후원

할 의도가 높아진다고 밝힌 바 있다(Bigné-Alcañiz 

et al., 2010). Lafferty(1996)는 공익연계 마 에

서 소비자들이 그 공익이 자신들에게 더 요하

다고 느낄수록 그에 한 반응이 더 정 이라

고 증명하 다. 이는 자신이 정 인 향을 

만큼 그 기부에 한 만족감을 더 크게 느끼기 때

문이다(Koschate-Fischer et al., 2012). 모바일 기부 

앱에서 역시 사용자는 해당 앱에서 제공하는 공

익 캠페인이나 련 콘텐츠가 사용자와 련이 

많다고 느낄수록 앱 사용에 한 의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 다. 

H3: 지각된 효과성은 모바일 기부 앱의 사용 

의도에 정 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

H4: 공익 여도는 모바일 기부 앱의 사용 의도

에 정 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

본 실험의 연구모형  분석방법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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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 설문 문항 참고문헌

지각된

효과성

PE1 이 기부 앱의 기부 들이 목 에 맞게 사용된다고 생각한다.

Sargeant and Lee(2004), 

Fries et al.(2010),

Webb et al.(2000)

PE2 이 기부 앱에서 명시된 만큼 실제로 기부된다고 생각한다.

PE3 이 기부 앱의 기부 들이 이유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된다고 생각한다.

PE4 이 기부 앱의 기부 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된다고 생각한다.

PE5 이 기부 앱의 기부 들 에서 낭비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공익

여도

CI1 이 기부 앱의 수혜자는 나와 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Grau and Folse(2007), 

Müller et al.(2014)

CI2 이 기부 앱은 수혜자는 나에게 요하다고 생각한다.

CI3 이 기부 앱은 수혜자는 나에게 의미가 많다고 생각한다.

CI4 이 기부 앱의 수혜자는 나와 연 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용

의도

IU1 나는 계속 이 기부 앱을 사용하고 싶다.

Grau and Folse(2007)
IU2 나는 향후에 이 기부 앱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IU3 나는 이 기부 앱이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한다.

IU4 나는 기부 앱을 기꺼이 사용할 것이다.

<표 1> 매개변수  종속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항목

<그림 1> 본 실험의 연구모형  분석방법

3.2 연구방법

3.2.1 연구 변수의 조작  정의

모바일 기부 앱에 한 사용 의도를 살펴보기 

해 스마트폰 사용자를 상으로 실험을 시행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측정 항목들은 타당성 보장

을 해 선행연구를 통해 그 타당성이 입증된 항

목만을 사용하 고,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수정

하 다. <표 1>은 변수들의 조작  정의와 출처

를 제시하고 있으며, 모든 변수는 리커트 5  척

도(5-Likert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본 연

구에서 사용된 매개변수는 지각된 효과성과 공익 

여도로 정의하 고, 종속변수는 사용 의도다.

3.2.2 자료수집 방법  내용

본 연구는 직  모바일 기부 앱과 간  모

바일 기부 앱의 비교를 하여 실제 사용되고 있

는 모바일 기부 앱을 바탕으로 두 가지 실험 자극

을 개발하 다. 실험  각 실험 참가자들은 인구

통계학  설문  모바일 기부 앱 련 설문에 응

답하 다. 실험 참가자들은 실험 자극에 한 설

명을 들으면서 스크린샷을 본 후, 지각된 효과성과 

공익 여도, 그리고 사용 의도를 측정하는 설문

에 응답하 다. <그림 2>는 실험 자극을 해 사

용된 두 가지 기부 앱의 스크린샷 이미지들이다.  

간  모바일 기부 앱은 걸음을 측정하는 기

부 앱인 빅워크를 사용하 다. 앱을 실행하여 [시

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걸음 측정과 련된 시

간, 칼로리, 거리 수치와 함께 거리에 비례하여 

립될 포인트에 한 정보를 보여 다. 사용자

가 앱을 실행한 채로 걸으면 GPS를 추 하여 움

직인 거리를 측정한다. 운동 정보와 포인트 수치

는 자동으로 업데이트된다. [종료] 버튼을 클릭하

면 진행 인 캠페인 정보와 함께 립된 포인트

가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되어 자동으로 기부되

었다는 문구를 보여 다. 기부  형태는 직  

 간  모바일 기부 앱 둘 다 걷지 못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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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구 분 (%)

성별

남 62

휴 폰 

사용시간

1시간 미만 2

여 38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10

소계 100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22

연령

20세 이상 23세 미만 25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23

23세 이상 26세 미만 61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18

26세 이상 29세 미만 11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 12

29세 이상 3 6시간 이상 13

소계 100 소계 100

<표 2> 응답자 인구통계학  특성

<그림 2> 직  모바일 기부 앱(좌)과 간  모바일 기부 앱(우)

이에게 의족을 기부하는 것으로 통제하 다.

실험은 학(원)생  스마트폰 사용자 약 203

명을 상으로 하 다. 표본집단을 학(원)생으

로 선정한 이유는 다른 연령 에 비해 정보통신기

술 활용 능력이 높아 다양한 모바일 앱을 사용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 기부 

앱의 주 사용자로 단되었기 때문이다. 최종 분

석에는 불성실 참여자 3명을 제외한 총 200개의 

참여자(직  모바일 기부: 100명, 간  모바

일 기부: 100명)가 사용되었다. 체 참여자의 인

구통계학  분포는 <표 2>와 같다. 총 참여자  

남성 참여자는 62%, 여성 참여자는 38%를 차지하

다. 표본의 연령 는 20~30세로, 평균 23.62세이

었으며 참여자의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하루 

기  4.02시간이었다.

3.3 결과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두 가지의 다른 분석 

방법으로 근할 수 있다(Xu et al., 2014). 모바일 

기부 앱의 특성에 따른 지각된 효과성과 공익 여

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해 SPSS를 이용한 일원분

산분석(ANOVA)을 실행하 다. 그리고 지각된 효

과성과 공익 여도가 모바일 기부 앱의 사용 의도

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해 SmartPLS 3.0을 

이용하여 PLS 분석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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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 표 화 계수 t값 복합신뢰도 AVE 크론바알

지각된 효과성

PE1 0.844 29.516

0.933 0.734 0.910

PE2 0.848 37.490

PE3 0.847 25.652

PE4 0.902 64.569

PE5 0.843 34.565

공익 여도

CI1 0.898 47.105

0.952 0.834 0.933
CI2 0.917 49.848

CI3 0.910 67.593

CI4 0.928 87.324

사용 의도

IU1 0.787 19.767

0.948 0.821 0.926
IU2 0.930 88.413

IU3 0.949 113.618

IU4 0.947 117.018

<표 3> 수렴타당성과 신뢰성 분석결과

3.3.1 측정 모형 분석

가설 검정에 앞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분석하

다. <표 3>은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신뢰성(Reliability)의 값을 나타낸다. 신뢰도를 나

타내 주는 크론바알 (Cronbach’s alpha) 값과 복

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의 값이 권고지수

인 0.7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측정항목에 한 

신뢰성을 확보하 다(Nunnally and Bernstein, 1978). 

그리고 집 타당성을 알 수 있는 AVE(Average var-

iance extracted) 값 역시 권고치인 0.5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측정항목에 

한 집 타당성을 확보하 다(Fornell and Larcker, 

1981). 측정항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한 표

화 계수를 보면, 각 항목의 수치가 0.7보다 크기 

때문에 각 항목의 타당성을 확보하 다(Chin, 

1998).

다음으로 변수 간의 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분석하 다. 별타당성이 확보되기 

해서는 AVE의 제곱근 값이 상 계수의 값보다 

커야 한다(Fornell and Larcker, 1981).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요인의 AVE제곱근 값이 상 계

수의 값보다 크기 때문에, 변수간의 별타당성

을 확보하 다.

변수 PE CI IU

지각된 효과성 0.857

공익 여도 0.561 0.913

사용 의도 0.592 0.793 0.906

<표 4> 별타당성 분석결과 

주) 각 행렬에 있는 값들은 각 변수의 AVE제곱근 값.

3.3.2 가설검증

본 연구는 모바일 기부의 형태에 따른 지각된 

효과성과 공익 여도를 비교하고 지각된 효과성

과 공익 여도가 사용 의도 미치는 향을 살펴

보았다. 먼 , 모바일 기부의 형태에 따른 지각된 

효과성과 공익 여도를 비교하기 해 분산분석

을 시행하 다. 그 결과, 간  기부 앱이 직

 기부 앱보다 지각된 효과성(F(1,198) = 6.746, p

< 0.001)과 공익 여도(F(1,198) = 38.155, p < 0.001)

에 더 큰 향을 주었다(<그림 3> 참조). 따라서 

가설 1과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지각된 효과성과 공익 여도가 모바일 기부 

앱의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을 PLS 분석을 통

해 알아보았다. PLS는 LISREL, EQS, 혹은 AMOS

처럼 기존의 공분산분석을 기본으로 하는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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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001

<그림 3> 직  기부와 간  기부가 지각된 효과성과 공익 여도에 미치는 향

가설 경로 경로 계수 t값

H3 지각된 효과성 → 사용 의도 0.215  4.268***

H4 공익 여도 → 사용 의도 0.673 16.286***

<표 5> 지각된 효과성과 공익 여도가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 

***p < 0.001.

구조방정식 모형과는 달리 총 분산이 주성분을 

기반으로 한 구조방정식 모형이다. PLS 모형은 

특히 기존의 정립된 이론 검증보다는 탐색  인

과 계 측에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분석 도구

이다(Fornell and Bookstein, 1982). 이러한 PLS의 

특성은 새로운 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략 수

립을 한 각 변수 간 계수 측정  측에 효과

이므로 최근 정보시스템 연구자들 사이에 심

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Chin et al., 2003). 본 연

구는 지각된 효과성과 공익 여도가 앱 사용 의

도에 미치는 향을 측하는 탐색  연구이기 

때문에 PLS 모형이 더 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 5>는 PLS 분석 결과를 보여 다. 그 결과 지

각된 효과성( = 0.215, p < 0.001)과 공익 여도 

( = 0.673, p < 0.001)가 모바일 기부 앱의 사용 의

도에 미치는 향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다는 것

을 밝혔다(R
2

= 0.661). 따라서 가설 3과 가설 4 

한 채택되었다.

3.3.3 토의

본 연구는 모바일 기부의 형태에 따른 사용 

의도를 지각된 효과성과 공익 여도를 매개변

수로 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  모바일 기부 앱보다 

간  모바일 기부 앱에서 지각된 효과성과 공

익 여도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 다. 간

 기부 앱은 사용자가 그 앱의 서비스를 사용

함으로써 기부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형성된 유 감과 경험으로 인해 지각된 효과성

과 공익 여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익연계 마  연구와 마찬가지로 지

각된 효과성과 공익 여도가 모바일 기부 앱의 

사용 의도에 정 으로 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하 다. 이는 모바일 기부 앱을 사용할 때 사

용자 본인과 기부가 연 되고, 그 기부가 믿을 

만 하다고 느낄수록 사용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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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쾌락  속성의 모바일 기부 앱(좌)과 실용  속성의 모바일 기부 앱(우)

3.4 추가실험

 연구에서 직  모바일 기부 앱보다 간  

모바일 기부 앱에서 지각된 효과성과 공익 여도

가 높고, 지각된 효과성과 공익 여도가 모바일 

앱의 사용 의도에 정 으로 향을 미친다는 것

을 증명하 다. 직  모바일 기부 앱은 캠페인

을 소개하고 기부 을 결제하는 간단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험 자극을 통해 설명할 수 있

지만, 간  모바일 기부 앱의 경우, 앱에서 제공

하는 서비스의 속성에 따라서 사용자의 태도가 달

라질 가능성이 있다(정수연, 박철, 2007). 따라서, 

더 높은 사용 의도를 보인 간  모바일 기부 앱

을 서비스 속성에 따라 이원화하여 추가실험을 진

행하 다. 앱 서비스 속성은 기존 선행 연구를 통

해 실용  속성과 쾌락  속성으로 분류하 다

(Nysveen et al., 2005). 

실용  가치와 쾌락  가치는 소비자 태도를 

이해하는데 가장 보편 인 근법이다(Batra and 

Ahtola, 1991; Hoffman and Novak, 1996). 실용  가

치는 기능 이거나 경제 인 도움, 혹은 생산 인 

경험으로부터 느끼는 만족감의 결과물이다(Babin 

et al., 1994; Hirschman and Holbrook, 1982; Kim 

and Hwang, 2012). Kleijnen et al.(2007)에 의하면, 

모바일 앱의 실용  가치는 사용의 용도의 유연성

(Flexibility of use), 시공간의 편의성(Convenience 

of time and place), 개인화(Personalization)를 통해 

향상된다. 실용 인 목 으로 사용하는 표 인 

모바일 앱은 캘린더, 주식 거래, 모바일 은행 서비

스 등을 시로 들 수 있다.

쾌락  시스템은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재미를 

제공하고 즐거움을 지향한다(Kim and Hwang, 

2012). 이러한 시스템의 특성을 살펴보면, 재미있고

(Fun), 기분 좋고(Pleasurable), 즐거운(Enjoyable) 

경험을 선사한다(Babin et al., 1994). 모바일 서비

스 콘텐츠에서 보았을 때, 쾌락  가치는 다른 사

람들과 화를 하거나 모바일 기술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즉각 인 즐거움을 통해 생긴다(Kim and 

Hwang, 2012). 쾌락 인 목 으로 사용하는 모바

일 앱은 게임, 음악 이어, 소셜미디어 서비스 

등이 표 이다.

3.4.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쾌락  모바일 기부 앱과 실용  모

바일 기부 앱의 비교를 하여 실제 사용되고 있

는 모바일 기부 앱을 바탕으로 두 가지 실험자극

을 개발하 다. 실험  각 실험 참가자들은 인구

통계학  설문  모바일 기부 앱 련 설문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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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05, **p < 0.01

<그림 5> 쾌락  속성과 실용  속성이 지각된 효과성과 공익 여도에 미치는 향 

답하 다. 실험 참가자들은 실험 자극에 한 설

명을 들으면서 스크린샷을 본 후, 지각된 효과성

과 공익 여도를 측정하는 설문에 응답하 다. 

쾌락  속성의 기부 앱에는 아기 나무 지키기 게

임을 통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트리 래닛을 

사용하 고, 실용  속성의 기부 앱에는 걸으면

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빅워크를 사용하 다. 

두 앱의 기부 단계는 스크린샷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되었다(<그림 4> 참조). 사용자는 트리 래

닛을 통해 나무 한 그루를, 빅워크을 통해 의족이

나 수술비 등을 기부하게 되는데, 기부  형태의 

차이가 미치는 향을 통제하기 해 앱을 사용

하면서 립한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하여 기부한

다고 가정하 다. 기부 캠페인의 경우 두 기부 앱 

모두 콘텐츠와 연 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 기

에 기부 수혜자에 해서는 수정하지 않았다. 

실험은 본 실험과 마찬가지로 학(원)생 약 

132명을 상으로 시행하 으며, 불성실 응답자 

4명을 제외한 총 128개의 참여자(쾌락  모바일 

기부 앱: 66명, 실용  모바일 기부 앱: 62명) 응답

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인구통계학  분포

는 본 실험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총 실험 참여

자  남성 참여자가 43%, 여성 참여자가 57%를 

차지하 다. 표본의 연령 는 19~34세로, 평균 

24.24세이다. 참여자의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

은 하루 기  3.84시간이었다.

3.4.2 결과

간  모바일 기부 앱의 서비스 속성에 따른 

지각된 효과성과 공익 여도를 비교하기 해 

SPSS를 이용해 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 쾌락  

속성을 가지는 모바일 기부 앱 보다 실용  속성

을 가지는 모바일 기부 앱이 지각된 효과성(F(1,126) 

= 5.801, p < 0.05)과 공익 여도(F(1,126) = 7.474, p

< 0.01)에 더 많은 향을 미쳤다(<그림 5> 참조). 

3.4.3 토의

심연구를 바탕으로 한 추가실험을 통해 간

 모바일 기부 앱 서비스 특성을 쾌락  속성

과 실용  속성으로 나 어 지각된 효과성과 공

익 여도를 살펴보았다. 추가실험에서는 기존 

공익연계 마  연구에서 실용  속성보다 쾌락

 속성의 제품이 쇼핑할 때, 사람들의 감정을 더 

증폭시켜 주기 때문에 공익연계 마  제품의 

구매의도에 더 많은 향을 미친다(Müller et al., 

2014; Strahilevitz and Myers, 1998)고 밝혔던 것과

는 달리, 쾌락  속성보다 실용  속성의 기부 앱

에서 지각된 효과성과 공익 여도가 더 높았다. 

이는 모바일 앱이 실생활과 더 하게 연 이 

되면서 사용자들이 모바일 앱을 사용할 때,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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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흥미를 시하는 쾌락  속성의 앱보다 일상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는 실용  속

성을 더 고려하기 때문이다. 목  일치도(Goal 

congruence) 이론에 의하면 하나의 제품에 다른 

기능이 추가될 때, 기본 제품의 기능이 가진 목

과 추가된 기능의 목 이 일치하면 제품  서비

스 사용 의도와 지  의도가 높아지지만 반 의 

경우 사용 의도와 지  의도 모두 낮아진다(Gill, 

2008; Gill and Lei, 2009; Spreng and Olshavsky, 

1993). 모바일 기부 앱들의  서비스의 속성은 

다르지만 공통 으로 모바일 기부 앱은 기부 을 

해 포인트를 모은다는 실용  목 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기부라는 실용  목 과 모바일 기

부 앱의 주 서비스의 실용  목 이 일치되면, 모

바일 기부 앱의 지각된 효과성과 공익 여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사용 의도에 한 정 인 

향을 미친다.

Ⅳ. 결  론

4.1 연구의 시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  시사 을 지닌

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 공익연계 마 에서 

용되던 변수들을 모바일로 확장해서 새로운 형

태의 모바일 기부 앱을 설명하 다. 이 의 공익

연계 마 에서는 기부 액을 독립변수로 구매 

의도에 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를 측정하 다 

(Koschate-Fischer et al., 2012; Müller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기부 앱의 종류를 직  

앱과 간  앱으로 나 고, 추가실험을 통해 새

로운 모바일 기부 앱의 서비스 속성을 쾌락  속

성과 실용  속성으로 나눔으로써 모바일 기부 

앱에서의 모바일 IT 속성을 고려하 다. 한, 기

부와 련된 지각된 효과성과 공익 여도를 매

개변수로 용하여 모바일 기부 앱의 사용 의도

를 알아보았다. 이는 모바일 IT 속성과 기부의 속

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이에 한 유의미한 결과

를 도출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두 번째로, 기존 기부와 차별되는 모바일 기부 

앱의 특성을 악하여 모바일 기부에 한 연구

를 확장했다. 이  연구에서 다룬 모바일 기부 

랫폼은 부분 문자 메시지를 송하거나, 모바

일 웹에 속하여 직  기부 을 지 하는 방식

이다. 이와 달리 새로운 형식의 모바일 기부 앱은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지 하지 않고도 앱 서비

스를 활발히 이용하는 행 를 통해 기부에 참여

하는 간  기부의 특성이 있다. 본 연구는 새로

운 형태의 모바일 기부 앱의 간  특성이 어떻

게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지 알아 으로써 

모바일 기부에 한 연구를 확장했다.

본 연구는 실용  면에서 실무자들에게 모바

일 기부 앱의 략 혹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

공할 수 있다. 첫째, 사용자들은 새로운 모바일 

기부 앱의 서비스 속성이 재미를 추구할 때보다 

실용 이고 유용할 때 기부에 한 효과성이나 

여도와 같은 기부 참여에 한 인식이 더 호의

이기 때문에 모바일 기부 앱 디자이 들은 실

용 인 서비스에 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쓰게 되는 기능(메모, 알

람, 잠  화면 등)과 목하면, 명확한 앱 사용 목

을 제시하면서 반복 인 사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를 들어, 잠  화면을 어서 해제할 

때 고를 보여주는 ‘캐시 슬라이드’는 사용자가 

고를 보면서 휴 폰 잠  화면을 해제할 때마

다 소액의 포인트를 다. 이처럼 사람들이 스마

트폰으로 자주 사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패턴을 

찾아서 모바일 기부 앱과 목하면 지속 인 기

부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지각된 효과성이 모바일 기부 앱의 사용 

의도에 정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모바일 기부 앱은 사용자에게 기부가 잘 되

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해 피드백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 효과 이다. 모바일 기부 앱 트리

래닛은 기에 고유한 정보를 통해 개별 인 확

인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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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에 의해 서비스가 개

선되었다(조성혜, 박재완, 2015). 모바일 기부 앱

을 실행할 때 작은 팝업 창이나 알림을 통해 기부 

확인 메시지를 보여 다면 사용자들은 그에 한 

만족감을 느끼고 계속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의 공익 

여도가 높을수록 모바일 기부 앱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높다. 따라서 모바일 기부 앱에서 진

행 인 캠페인을 사용자의 사회  심사와 연

결하면 정 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

고 이러한 성격의 캠페인을 일 되게 진행한다면 

공익 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2 한계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지니고 있다. 

첫째, 실험 자극을 통해 모바일 기부 앱의 여러 

특성을 제시하고 사용 의도를 측정하 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여러 형태의 기부 앱을 직  지

속해서 사용한 사람들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면 더욱 실 인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향후 연구에서 지각된 효과성과 공익 여

도뿐만 아니라 간  기부와 련된 여러 조  변

수를 연구 모델에 추가한다면 다양한 에서 

모바일 기부 앱에 한 사용자의 태도를 악할 

수 있을 것이다. 들 들어, 기존 공익연계 마

 연구에 의하면 제품의 랜드 이미지는 구매 

의도에 큰 향을 다(Müller et al., 2014). 향후 

연구에서 랜드 이미지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

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구한다면 조  더 풍성

한 연구 결과와 이론 , 실질  시사 을 도출될 

것으로 단된다.

참 고 문 헌

 [1] 김민지, 민병아, 신 식, 황성욱, 이인성, 김진우, 

“해석수  이론에 기반한 모바일 기부 랫폼 

사례연구: 빅워크와 트리 래닛을 상으로”, 

Information Systems Review, 제17권, 제3호, 

2015, pp. 135-157. 

 [2] 김정 , “연구논문: 효과 인 마  수단 공

익연계 마 : 그 개념  사례 연구를 심으

로”, 복지행정연구, 제19권, 2003, pp. 153-173. 

 [3] 노태 , “ 기 사회 기업의 기부네트워크

랫폼 구축: ㈜ 빅워크 컨설  사례”, 경 컨설

연구, 제13권, 제4호, 2013, pp. 409-427.

 [4] 신지 , 문정빈, 문재윤, “스마트폰 애 리

이션을 이용한 신형 사회  기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Korea Business Review, 제17권, 

제4호, 2013, pp. 49-74. 

 [5] 유민 , 김보연, “기부 애 리 이션의 체험 

이론에 따른 사용성 평가”, 디지털디자인학연구, 

제15권, 제1호, 2015, pp. 317-328. 

 [6] 윤  각, 이은주, “기업의 사회  책임(CSR) 

과 공유가치창출(CSV) 의 효과에 한 연구: 

자기효능감과 여도를 심으로”, 고학연구, 

제25권, 제2호, 2014, pp. 53-72.

 [7] 정수연, 박철, “서비스 유형의 조 효과를 고

려한 모바일 서비스 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 모바일 게임과 모바일 융 서비스를 

심으로”, Information Systems Review, 제9권, 

제1호, 2007, pp. 23-44.

 [8] 조성혜, 박재완, “소비자 경험 증진을 한 

공익  랜딩 방안”, 디지털디자인학연구, 

제15권, 제2호, 2015, pp. 441-450. 

 [9] 홍순근, “정보시스템 수용의 외생   내재  

동기의 효과에 한 개인  여도의 조 효

과”, e-비즈니스연구, 제9권, 제3호, 2008, pp. 

65-83.

[10] Andreoni, J., “Giving with impure altruism: Ap-

plications to charity and ricardian equivalence”,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97, No.6, 

1989, pp. 1447-1458.

[11] Atkinson, J. W., An Introduction to Motivation, 

Oxford, England, 1964.



 모바일 기부 앱의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실증 연구

2016. 6. 121

[12] Babin, B. J., W. R. Darden, and M. Griffin, “Work 

and/or fun: Measuring hedonic and utilitarian 

shopping valu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20, No.4, 1994, pp. 644-656. 

[13] Batra, R. and O. T. Ahtola, “Measuring the he-

donic and utilitarian sources of consumer atti-

tudes”, Marketing Letters, Vol.2, No.2, 1991, pp. 

159-170. 

[14] Bigné-Alcañiz, E., R. Currás-Pérez, C. Ruiz-

Mafé, and S. Sanz-Blas, “Consumer behavioural 

intentions in cause-related marketing: The role 

of identification and social cause involvement”, 

International Review on Public and Nonprofit 

Marketing, Vol.7, No.2, 2010, pp. 127-143. 

[15] Campbell, S. W. and N. Kwak, “Mobile communi-

cation and civic life: Linking patterns of use to 

civic and political engage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Vol.60, No.3, 2010, pp. 536-555. 

[16] Cauberghe, V. and P. De Pelsmacker, “The effec-

tiveness of telescopicads delivered via interactive 

digital television: The impact of the amount of 

information and the level of interactivity on brand 

responses”, Journal of Interactive Marketing, 

Vol.24, No.4, 2010, pp. 297-308.

[17] Chen, W. and T. Givens, “Mobile donation in 

America”, Mobile Media & Communication, 

Vol.1, No.2, 2013, pp. 196-212. 

[18] Chin, W. W., “The partial least squares approach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odern Methods 

for Business Research, Vol.295, No.2, 1998, pp. 

295-336.

[19] Chin, W. W., B. L. Marcolin, and P. R. Newsted, 

“A partial least squares latent variable modeling 

approach for measuring interaction effects: 

Results from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and 

an electronic-mail emotion/adoption study”, In-

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14, No.2, pp. 

189-217.

[20] Cojuharenco, I., G. Cornelissen, and N. Karelaia, 

“Yes, I Can: Feeling Connected to Others Increases 

Perceived Consumer Effectiveness and Socially 

Responsible Behavior”, INSEAD Working Paper 

2012/126/DS, 2014.

[21] Cryder, C. E., G. Loewenstein, and R. Scheines, 

“The donor is in the detail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120, 

No.1, 2013, pp. 15-23. 

[22] Eccles, J. S. and A. Wigfield, “Motivational be-

liefs, values, and goal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53, No.1, 2002, pp. 109-132. 

[23] Fornell, C. and D. F. Larcker,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

ment error: Algebra and statistic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18, No.3, 1981, pp. 

382-388.

[24] Fornell, C. and F. L. Bookstein, “Two structural 

equation models: LISREL and PLS applied to 

consumer exit-voice theory”,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982, pp. 440-452.

[25] Fries, A., K. Gedenk, and F. Völckner, Cause-

Related Marketing: Designing Successful Cam-

paigns, University of Cologne Working Paper, 

2010.

[26] Gill, T. and J. Lei, “Convergence in the high-

technology consumer markets: Not all brands gain 

equally from adding new functionalities to prod-

ucts”, Marketing Letters, Vol.20, 2009, pp. 91-103. 

[27] Gill, T., “Convergent products: What function-

alities add more value to the base”, Journal of 

Marketing, Vol.72, 2008, pp. 46-62.

[28] Grau, S. L. and J. A. G. Folse, “Cause-related 

marketing (CRM): The influence of donation 

proximity and message-framing cues on the 

less-involved consumer”, Journal of Advertising, 

Vol.36, No.4, 2007, pp. 19-33. 

[29] Hirschman, E. C. and M. B. Holbrook, “Hedonic 



김 민 경․최 의 주․최 보 름

122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18, No.2

consumption: Emerging concepts, methods and 

propositions”, The Journal of Marketing, Vol.46, 

No.3, 1982, pp. 92-101. 

[30] Hoffman, D. L. and T. P. Novak, “Marketing 

in hypermedia computer-mediated environments: 

Conceptual foundations”, The Journal of Market-

ing, Vol.60, No.3, 1996, pp. 50-68. 

[31] Kim, D. J. and Y. Hwang, “A study of mobile 

internet user’s service quality perceptions from 

a user’s utilitarian and hedonic value tendency 

perspectives”, Information Systems Frontiers, 

Vol.14, No.2, 2012, pp. 409-421. 

[32] Kleijnen, M., K. De Ruyter, and M. Wetzels, 

“An assessment of value creation in mobile serv-

ice delivery and the moderating role of time con-

sciousness”, Journal of Retailing, Vol.83, No.1, 

2007, pp. 33-46. 

[33] Koschate-Fischer, N., I. V. Stefan, and W. D. 

Hoyer, “Willingness to pay for cause-related mar-

keting: The impact of donation amount and moder-

ating effect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49, No.6, 2012, pp. 910-927.

[34] Kotler, P., H. Kartajaya, and I. Setiawan, Market-

ing 3.0: From Products to Customers to the 

Human Spirit, John Wiley & Sons, 2010.

[35] Krishna, A., “Can supporting a cause decrease 

donations and happiness? The cause marketing 

paradox”,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Vol.21, No.3, 2011, pp. 338-345. 

[36] Lafferty, B. A., “Cause-Related Marketing: Does 

the Cause Make a Difference in Consumers’ 

Attitudes and Purchase Intentions toward the 

Product?”, Working Paper, Department of Market-

ing, Florida State University, 1996.

[37] Lee, L., J. A. Piliavin, and V. R. Call, “Giving 

time, money, and blood: Similarities and differ-

enc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62, 

No.3, 1999, pp. 276-290.

[38] Liu, Y. and L. Shrum, “What is interactivity and 

is it always such a good thing? implications of 

definition, person, and situation for the influence 

of interactivity on advertising effectiveness”, 

Journal of Advertising, Vol.31, No.4, 2002, pp. 

53-64.

[39] Lorenzi, D., J. Vaidya, S. Chun, B. Shafiq, and 

V. Atluri, “Enhancing the government service 

experience through QR codes on mobile plat-

forms”,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Vol.31, 

No.1, 2014, pp. 6-16.

[40] Martin, J. A., “Mobile media and political partic-

ipation: Defining and developing an emerging 

field”, Mobile Media & Communication, Vol.2, 

No.2, 2014, pp. 173-195. 

[41] Müller, S. S., A. J. Fries, and K. Gedenk, “How 

much to give?: The effect of donationsize on 

tactical and strategic success in cause-related mar-

ke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Marketing, Vol.31, No.2, 2014, pp. 178-191. 

[42] Norris, P., Digital Divide: Civic Engagement, 

Information Poverty, and the Internet Worldwid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43] Nunnally, J. C. and I. H. Bernstein,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1978.

[44] Nysveen, H., P. E. Pedersen, and H. Thorbjørnsen, 

“Intentions to use mobile services: Antecedents 

and cross-service comparison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Vol.33, No.3, 

2005, pp. 330-346.

[45] Polonsky, M. J. and G. Wood, “Can the over 

commercialization of cause-related marketing 

harm society?”, Journal of Macromarketing, 

Vol.21, No.1, 2001, pp. 8-22.

[46] Porter, M. E. and M. R. Kramer, “The big idea: 

Creating shared value”, Harvard Business Review, 

Vol.89, No.1/2, 2011, pp. 62-77.

[47] Pracejus, J. W. and G. D. Olsen, “The role of 



 모바일 기부 앱의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실증 연구

2016. 6. 123

brand/cause fit in the effectiveness of cause-re-

lated marketing campaign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57, No.6, 2004, pp. 635-640.

[48] Samu, S. and W. Wymer, “The effect of fit and 

dominance in cause marketing communication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62, No.4, 2009, 

pp. 432-440. 

[49] Sargeant, A. and S. Lee, “Trust and relationship 

commitment in the united kingdom voluntary sec-

tor: Determinants of donor behavior”, Psychology 

& Marketing, Vol.21, No.8, 2004, pp. 613-635.

[50] Sargeant, A., D. C. West, and J. B. Ford, “Does 

perception matter?: An empirical analysis of do-

nor behaviour”, The Service Industries Journal, 

Vol.24, No.6, 2004, pp. 19-36.

[51] Smith, R. W., D. Faro, and K. A. Burson, “More 

for the many: The influence of entitativity on 

charitable giv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39, No.5, 2013, pp. 961-976. 

[52] Spreng, R. A. and R. W. Olshavsky, “A desires 

congruency model of consumer satisfaction”,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Vol.21, No.3, 1993, pp. 169-177. 

[53] Strahilevitz, M. A. and J. Myers, “Donations to 

charity as purchase incentives: How well they 

work may depend on what you are trying to 

sell”,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24, 

No.4, 1998, p. 434. 

[54] Warren, P. E. and I. Walker, “Empathy, effective-

ness and donations to charity: social psychology's 

contribu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

ogy, Vol.30, No.4, 1991, pp. 325-337. 

[55] Wasserman, A. I., Software engineering issues 

for mobile application development, Paper Presented 

at the Foundation of Software Engineering, Santa 

Fe, New Mexico, USA, 2010.

[56] Webb, D. J., C. L. Green, and T. G. Brashear,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cales to measure 

attitudes influencing monetary donations to chari-

table organization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Vol.28, No.2, 2000, pp. 

299-309.

[57] Xu, J. D., I. Benbasat, and R. T. Cenfetelli, “The 

nature and consequences of trade-off transparency 

in the context of recommendation agents”, MIS 

Quarterly, Vol.38, No.2, 2014, pp. 379-406.



김 민 경․최 의 주․최 보 름

124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18, No.2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ume 18 Number 2

June 2016

Empirical Research on Types and Service Attributes 
of Mobile Donation Applications

Mingyung Kim*․Uiju Choi**․Boreum Choi***

Abstract

With the rapid growth of the mobile application market, mobile donation applications have emerged 

as a new type of application that enables users to donate without actual payments. To date, limited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provide guidelines on how to design new types of mobile donation 

applications. Using cause-related marketing theory as theoretical framework,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eatures of mobile donation applications that increase the intention of users to use such applications. 

To achieve this goal, we conducted two experiments. The results of an ANOVA test in the first experiment 

showed that indirect mobile donation applications (i.e., applications without actual payment) have a stron-

ger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effectiveness and cause involvement than direct mobile donation applica-

tions (i.e., applications with actual payment). In addition, perceived effectiveness and cause involvement 

yield positive effects on the intention to use mobile donation applications. The results of the second 

experiment showed that indirect mobile donation applications with utilitarian functions have a greater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effectiveness and cause involvement than mobile donation applications with 

hedonic functions. These results contribute to mobile application and donation research as well as provide 

guidelines for practitioners on the design of mobile donation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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