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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d messages related to donation beneficiaries read about the hard situations of the poor, young
children, abandoned dogs, poor elders who live alone, and children of the third world nations. The
other groups received two messages focusing on the users and two messages about donation
beneficiaries. The donation type was divided into cash donations and participation donations, such as
walking donations, donations of points collected after viewing advertisements, or donations of points
accumulated by the way of photo-taking of related issues through mobile donation applications. In
addition, considering personal dispositions, participants' levels of altruism, perception toward social
norms (subjective norm, personal descriptive norm, personal injunctive norm, societal descriptive
norm, and societal injunctive norm), and self-esteem were included. The study found that the
donation method had an effect on donation intention and application use intention. Moreover, in
terms of donation type, participants who were in the method of participation donation exhibited
higher donation intention and application use intention than those in the method of cash donation.
The difference between message strategies was not significant to have an effect on donation or
application use intention. Although the group difference with respect to the message type was not
significant, the group that received the message focused on the users showed higher donation
intention and application use intention than other groups. In addition, descriptive norms were
significant in predicting donation intention and application use intention. The higher descriptive norms
participants perceived, the higher donation intention and application use intention they had. With
such results, the importance of social norms in donations was confirmed. Given the decreased
donation rate in South Korea, the study suggests that mobile donation applications can be developed
by using various message strategies, while offering diverse donation methods that people can easily
and effectively utilize.

Keywords: mobile donation, message strategy, donation method, donation intention, application us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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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모바일 디바이스의 성장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었다. 특히 모바일폰은 일상생활의 영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시민 참여를 가능케하는 중
요한 도구(tool)이다(Rheingold, 2002). 모바일폰을 이용한 다양한 활동 중에서 기부는 시민
참여의 대표적 행위의 하나이며, 과거와 다르게 기부의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기부 관련 애플리케
이션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
동, 비영리 단체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사람들이 기부하기 쉬운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다. 또한
직접적 현금 기부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응원 댓글을 달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를
기부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걷기나 운동을 하는 만큼 기부가 되는 등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현재 온라인에서 기부 모금을 하는 대표적인 곳은 ‘해피빈’(네이버), ‘같이 가치’(카카오) 등
이다. 해피빈은 2005년에 설립되었고, 2017년 기준 누적 사용자가 1,300만 명, 누적 기부액이
700억 원 정도에 이른다(주선영, 2017.10.29.). 온라인에서 기부를 할 수 있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모바일 기부 애플리케이션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방식이다. 온라인에서의 기부 행위는
현금 기부 외에 응원 기부, 댓글 기부 등 간접 기부 방식이 있지만, 모바일 기부 애플리케이션들
이 개발되면서 기부할 수 있는 방식이 더욱 다양해졌다. 미국의 유명 애플리케이션인 ‘Charity
Miles’(http://www.charitymiles.org/)는 이용자가 걷거나, 뛰거나, 자전거를 타는 동안 돈
을 적립해서 그 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1마일(대략
1.61km)당 10센트, 걷거나 뛰는 이용자들은 1마일 당 25센트를 적립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
운 방식의 모바일 기부 애플리케이션은 사람들이 쉽고 편리하게 기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어주었다. 또한 모바일 기부 애플리케이션은 편리한 결제방식으로 간편하게 직접 현금 기부를 가
능하게 해준다. 카드를 한번 등록하면 등록된 카드를 통해서 쉽게 기부 결제가 되거나, 삼성페이
와 같은 간편 결제 시스템을 통해 지문만 입력하면 손쉽게 기부를 할 수 있다. 즉, 이용자들은 모
바일 기부의 새로운 접근방식을 통해 편리하게 기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부 방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부
인구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영국 자선지원재단(Charities Aid Foundation: CAF)의 세계
나눔지수(World Giving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누적 기준으
로 한국의 기부지수 점수는 34%로 126개국 중 38위였다(김경윤, 2020.05.04.).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순위는 20위로 칠레(44%)나 슬로바키아(36%)보다 낮았다. 대한민국 통계청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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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서도 기부 경험이 있는 인구수가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4.6%에서 2017
년에는 26.7%, 그리고 2019년 5월에는 25.6%까지 하락했다. 향후 기부 의도가 있는 사람들의
수치 역시 2013년 48.4%에서 2019년에는 39.9%로 감소하였다. 2019년의 조사에 따르면 기
부를 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51.9%),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25.2%), ‘기부
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14.9%) 등이었고, 특히 ‘기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에 해당하는 항
목은 2년 전보다 6% 증가하였다(통계청, 2019).
이러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부에 대한 문화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 기부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여유가 없더라도 다양한 방식의 기부
가 가능하고, 기부는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의미가 있음을 기부자들이 지각해야 한다. 이를 지
각할 때 사람들이 좀 더 다양한 방식과 즐거운 마음으로 기부 행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기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바일 기부 애플리케이션에서
공지나 메시지로 줄 수 있는 메시지 전략과 기부 참여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모바일 기부 애플리케이션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 애플리케이션의 효과 연
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메시지 전략의 경우, 기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집중한
메시지, 예를 들어, 이용자가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전통적인 기부 메시지,
즉, 기부 수혜자의 상황을 기술하는 메시지, 또는 이 둘을 혼합한 메시지에 따라 이용자들의 기
부의도나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가 다를 수 있다. 또한 기부방식은 현금 기부와 참여 기부로 나
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방식--기부 메시지 전략(이용자 집중 메시지 vs. 기부 수
혜자 집중 메시지 vs. 이용자 + 기부 수혜자 메시지 혼합) X 기부 방식(현금 기부 vs. 참여 기
부)--이 기부의도, 애플리케이션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메시지 전략 다양성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부 단체에서
기부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에게 보내는 공지 방식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기부 단체들은 이용
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기부 수혜자에 대한 내용을 보내는 방식 등을 이
용하면서 기부 행위를 독려한다. 그러나, 기부 수혜자에 대한 소식도 중요하지만, 기부를 실질적
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한 메시지를 제시하는 것도 이용자들이 기부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방
법이다.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 사람들의 장기기증 서약 확률이 높다는 선행연구
(D’Alessandro, Peltierc, & Dahlc, 2012)를 토대로 추측해보았을 때, 타인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여 본다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자를 위한 메시지(예: 이용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거나 이용자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 등)를 제공하였을 때, 기부에 대한 태도나 애플리케이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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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도가 긍정적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집중하는 메
시지, 기부 수혜자에게 집중하는 메시지, 이를 혼합한 메시지로 집단을 나누어 집단간 차이를 검
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기부 방식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현재의 기부 방식은 전통적인 현금
기부 외에도 퍼네이션(funation)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참여 기부가 있다. 퍼네이션은 재미
(fun)과 기부(donation)의 합성어로 생활 속에서 나눔을 생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퍼네이션
은 ‘얼마를’ 기부하느냐보다 ‘어떻게’ 기부를 하는지에 집중한다. 걷기를 통한 걸음 수를 기부하거
나, 사진을 찍어 올려 기부하거나, 댓글을 달거나, 광고를 보고 포인트를 받아 적립을 하는 등의
방식이 퍼네이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메시지 전략과 기부 방식(현금
기부 vs. 참여 기부)에 따라서 기부태도, 기부의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에 차이가 있
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기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들인 이타주의, 사회규범, 자아
존중감을 포함하여 연구의 정교성을 높이고자 한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모바일 기부 개발자
들에게는 이용자들이 기부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용자들에게는 다양한 기
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기부에 대한 시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1) 기부 환경과 방식의 변화
스마트 미디어의 등장으로 이용자가 타인과 즉각적인 연결을 할 수 있고, 정보의 공유 및 전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 되었다. 모바일 기술의 진보를 통해 개인의 이동성(mobility)이 확대되었
고, 이동성은 공간적 이동 외에 개인에게 사회적, 물리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창조적 경험을
제공하였다(Diminescu, Licoppe, Smoreda, & Ziemlicki, 2009). 특히, 스마트폰은 개인이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참여할 수 있게 했고(Rheingold, 2007), 개인의 일상적인 생활에도 많
은 영향을 미쳤다(Campbell & Kwak, 2010). 예를 들어, <나눔연구 2019> 보고서는 기부 경
험자들 중 소셜미디어로 기부를 한 비율이 2016년에는 5.5%, 2017년에는 7.4%, 2018년에는
9.0%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마트 미디어의 등장은 기부 방식도 다양하게 만들었다. 먼저, 소셜미디어의 확산과 함께
2014년 ‘아이스 버킷 챌린지(ice bucket challenge)’는 기부 문화의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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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받는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한 기부 모금운동으로 소셜미디어
에서 지목을 받은 사람들이 얼음물을 뒤집어써서 루게릭병 환자의 느낌을 공감하거나, 아니면
100달러를 ALS협회(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ssociation)에 기부해야 하는 이벤
트였다. 미국 ALS협회에 따르면 기부금은 시작 후 3주 만에 320억원 정도가 모인 것으로 기록
되었다(아주경제신문, 2014.08.24.).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소셜미디어로 전달되어 많은 사람
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으며, 기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러한 이벤
트는 기부의 진정성 부족이나 단순 행위(얼음물을 뒤집어쓰는 것)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기부
에 대한 관심을 조성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14). 아이스
버킷 챌린지 외에도 페이스북을 이용한 사회적 이벤트 홍보, 기부 호소 활동 등, 모바일을 통한
기부 및 모금 활동이 넓게 확장되고 있다(Warren, Sulaiman, & Jaafar, 2014). 또한 페이
스북에서는 기부 페이지로 접속한 후 기부 페이지에서 자신이 기부하고 싶은 단체에 기부를 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해시태그를 달아 공유하거나, 소셜미디어에 댓글을 달면 해시태그의 수 또
는 댓글의 수만큼 스폰서 기업에서 기부를 하기도 한다.
또한 스마트폰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스마트폰을 통해 보
다 많은 이슈에 접근할 수 있다. 일례로 유튜브를 통한 모금 활동을 생중계 하거나 댓글을 통한
기부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모금 기관과 기부자들 사이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이다(박미
희․노법래․전현경․유재윤․강수진, 2019). 스마트폰 등장과 함께 두드러진 변화 중의 하나
는 기부 애플리케이션의 등장이다. 현재 기부 관련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하며, 2016년부
터 2018년까지 기부 경험자들 중에서 스마트폰 기부 애플리케이션으로 기부한 비율은 각
11.3%, 9.2%, 10.5%였다(고경환․장영식․이연희․한솔희․진재현, 2019). 계좌이체나 모
금함, ARS 등 전통적인 현금 기부 방식1)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치이지만, 2017년 스마트폰을
활용한 기부 방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60.1%에서 2018년에는 67.7%로 증가한 것을
보면, 앞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기부의 비중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세
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굿네이버스(Good Neighbors)’와 같은 비영리단체들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손쉽게 후원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며, CSR 활동의 차원에서
삼성은 ‘Samsung Global Goals’라는 기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이 기부한 금액만큼 삼성
이 같은 금액을 기부하고 있다. 이처럼 비영리단체의 애플리케이션이나 기업의 CSR 활동으로

1) <나눔실태 2018>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계좌이체로 기부를 하는 비율은 57.9%, 모금함은 32%, ARS 후
원금은 22.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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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는 기부 애플리케이션은 결제수단의 간편화를 통해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간
편하고 빠르게 현금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부 애플리케이션은 현금 기부 방식
외에도 간접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제공한다. 특히, 참여형 기부에서는 기부 참여
자가 어떠한 행위를 할 경우 모금이 적립되어 실제 기부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참여형 기부는 앞
에서 언급한 퍼네이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기부 방식을 넘어서 개인이 참여하는 방
식에 따라서 모인 금액이 기부되기도 한다. 또한 해시태그나 댓글을 달 경우, 해시태그 갯수에
따라서 스폰서 기업에서 기부를 해주거나, 광고를 시청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기부 애플리케이
션을 통해 걸음 수를 측정하고 걸음 수만큼 걸음을 기부할 수 있는 방식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참여만으로도 기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따라서 과거의
직접적인 기부 또는 봉사활동만 있던 시기와는 달리 기부의 개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참여행위를 통해 기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기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부 방식에 따라서 기부에 대한 태도,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용의도
가 달라지는지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기부 방식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2) 기부 메시지와 기부 행위의 관계
기부에 대한 태도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기부 역시 광고를 하거나 기부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꾸준히 노출시켜야 한다. 기부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기부 광고나 기
부 메시지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기부 메시지는 주로 이득/손실 프레임으로 연
구되었으며(박하연․성영신․김지연, 2013; 예종석․강명애, 2014; 이광재, 2018), 특정 대상
을 명확히 규정할 때는 손실 프레임이 실험 대상자들의 동정심을 유발시켰지만(박하연 외,
2013), 특정 대상을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긍정 프레임이 기부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
쳤다(예종석․강명애, 2014;, 이광재, 2018). 긍정적인 메시지 프레임은 비영리단체의 브랜드
에 대한 태도와 기부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다(이광재, 2018). 또한 기부 메시지에서
책임을 누구에게 둘 것이냐도 기부의도에 영향을 미쳤는데, 기부 수혜자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수혜자의 책임 정도가 낮게 묘사되면 책임 정도가 높게 묘사된 것보다 기부 유도 효과가 큰 것으
로 나타났다(예종석․이상균․김영미, 2017).
한편, 기부 메시지에서 기부 수혜자 또는 기부 단체와의 심리적 거리를 측정하여 심리적 거
리가 기부의도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도 있는데(안종영․성용준, 2019; Lii, Wu,
& Ding, 2013; Rim, Uleman, & Trope, 2009), 이러한 연구들은 사람들이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고 느낄수록 기부 수혜자 또는 기부 단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고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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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심리적 거리는 개인이 지각하는 특정 대상과의 거리로(Trope & Leberman, 2010), 심
리적 거리에 따라 대상에 대한 태도가 변하게 된다. 심리적 거리감에 따라 개인은 어떤 정보에
집중할 것인지를 지각하고, 정보의 판단, 평가, 그리고 행동을 결정하기도 한다(Fujita, Eyal,
Chaiken, Trope, & Liberman, 2008). 또한 사람들이 특정 대상에 대해 사회적 거리가 가깝
다고 느끼게 되면 그렇지 않은 대상보다 흥미를 갖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Liviatan,
Trope, & Liberman, 2008). 사회적 거리는 대상과 얼마나 친밀한지의 사회적 관계성에 토대
를 둔 개념으로, 근접성이 높을수록(Moreland & Topolinski, 2010), 그리고 자신의 관심, 가
치관, 성격 등 개인과 유사성이 높을수록(Edwards, Lee, & Ferle, 2009) 사회적 거리감을
가깝게 느끼게 되어 특정 대상에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위의 선행연구들은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이득/손실 또는 긍정/부정 프레이
밍은 기부 수혜자 또는 기부단체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는 있지만, 실제 기부를 이끌어내기 위해
서는 기부 당사자 또는 기부단체/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심리적
거리감에 따라 개인이 지각하는 태도는 바뀔 수 있으며, 기부단체 또는 기부 수혜자에 대한 심리
적 거리감에 따라 기부 의도나 기부 행위가 달라진다는 것은 의미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내집단/외
집단으로 나누어 사회적 거리를 평가하거나(안정용․성용준, 2019), 기부 수혜자가 한국 사람이
거나 외국 사람인 것으로 실험 조작을 하여 사회적 거리감을 구분하였다(남경태, 2017).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부 수혜자 또는 기부단체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
이다.
요즈음 인스턴트 메신저 플랫폼에서 친구를 맺으면 기부단체에서 하루에 한번 또는 가끔씩
이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온다. 이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공지나 안내를 해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는 기부 행위에 대한 생각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메시지를 어떻게 제시하느냐
는 개인의 기부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이용자들이 프라이밍
(priming) 된다면 개인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Higgins & King, 1981). 최근 기부 애플
리케이션은 주로 ‘푸쉬알람’을 통해 공지를 보내기도 하고,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보
내기도 한다. 따라서 기부를 상기시킬 수 있는 메시지의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첸과 기븐스(Chen & Givens, 2013)는 모바일 기부를 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모바일폰의 기능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정도와 관계적 모바일 커뮤니
케이션을 하는 정도가 모바일 기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최와 김
(Choi & Kim, 2016)은 모바일 기부의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여 모바일 기부 애플리케이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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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원인을 살펴보았으며, 이름 기능과 연결된 기부앱(예: Big Walk)보
다는 정확하게 기부하는 대상을 알려주는 이름(예: Save the Children)이 모바일 기부 애플리
케이션의 이용의도를 높인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최와 김(Choi & Kim, 2016)의 연구는 사람
들이 자신과 관련된 일의 특정 원인을 고려하는 정도인 원인 관여도(cause involvement)와 애
플리케이션에 대한 지각된 효율성이 모바일 기부 애플리케이션 지속적 이용의도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방식의 기부 행위를 고려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애플리케이션의 기능과 의도가 잘 맞는지에 대한 정도만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실
험 대상자들의 기부 방식과 행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부 방식과 광고 메시지를 고려하여 기부의도,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모바일 기부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메시지가 이용자들만을 위한 것과 기부 수혜
자들에 대한 것, 또는 애플리케이션 이용자에 중점을 둔 메시지와 기부 수혜자들에 대한 메시지
를 섞어서 제공하는 것이 기부의도,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의 차이를 가져올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실험 참여자들이 메시지를 받은 후, 이들이 느끼는 애플리케이션 기부 메시지의
신뢰도, 기부의도,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를 살펴볼 것이다. 기부 메시지의 신뢰도를 살
펴보는 것은 대상에 대한 신뢰와 기부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박미희 외,
2019). 메시지에 대한 신뢰가 높다면, 기부에 대한 태도 역시 긍정적이거나 기부의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메시지만 노출시켰을 때의 메시지 신뢰도를 함께 측정하고자 한
다. 또한 본 연구에서 기부의도와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를 나누는 이유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설치가 기부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참여 기부 애플리케이션 ‘빅워크’
의 경우 가장 핵심적 기능은 만보 걷기 기능이며, 이는 매일 얼마나 걸었는지를 리포트 형식으로
보여준다. 이용자들은 걸음 기부를 위해 애플리케이션의 유저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이용하여 ‘기부하기’로 들어가서 다양한 주제를 골라 기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부의도와 애플
리케이션 이용의도를 나눌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1. 기부 메시지의 유형(앱 이용자 중심 vs. 기부 수혜자 중심 vs. 이용자 + 기부 수혜자
혼합)에 따라 개인이 지각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메시지 신뢰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1-2. 기부 메시지의 유형(앱 이용자 중심 vs. 기부 수혜자 중심 vs. 이용자 + 기부 수혜자
혼합)에 따라 개인의 기부의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1-3. 기부 메시지의 유형(앱 이용자 중심 vs. 기부 수혜자 중심 vs. 이용자 + 기부 수혜자
혼합)에 따라 개인의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에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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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유형의 효과를 측정하고 난 후, 기부 방식을 다르게 제공하여(현금기부 vs. 참여기
부) 기부 방식에 대한 태도, 기부의도,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
다. 또한 메시지의 유형과 기부 방식이 결합되었을때 기부에 대한 지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한국인들의 기부 실태를 조사한 <나눔보고 2019> 보고서에 따르면, 기부를
꺼리는 대표적인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었다. 참여기부 방식의 경우, 경제적 여유와 상관없이 참
여할 수 있다. 현금기부에 비해 참여기부는 진입장벽이 낮고, 쉬운 방법이기에 현금기부에 비해
긍정적일 태도를 가질 확률이 높을 것이다. 이럴 경우, 이용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의 유형에 따라
서 기부의도가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금기부는 참여기부에 비해 진입장벽이
다소 높다고 볼 수 있지만, 기부 단체의 메시지가 이용자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만들었다면, 기부
의도 또는 기부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부 메시지가 주는 내용에 따라 이용자가
충분히 공감을 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부 메시지의 유형과 기부
방식에 따른 기부의도와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2-1. 기부 메시지의 유형(앱 이용자 중심 vs. 기부 수혜자 중심 vs. 이용자 +기부 수혜자
혼합)와 기부 방식(현금기부/참여기부)이 기부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2. 기부 메시지의 유형(앱 이용자 중심 vs. 기부 수혜자 중심 vs. 이용자 +기부 수혜자
혼합)와 기부 방식(현금기부/참여기부)이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가?

3) 기부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타주의, 사회규범, 자아존중감
기부는 친사회적 행동의 하나이며, 기부의도와 기부 행위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는 다양하지만 크게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내
적인 원인은 행복 증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함, 기분과 정서의 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누
군가를 돕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은 외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Kenrick, Neuberg, &
Cialidi, 2015). 본 연구는 기부 행위에 미치는 요인들 중 내적인 원인(이타주의)과 외적인 원
인(사회규범)을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 외에, 개인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인 자아존중감(self esteem)의 영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타주의는 타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는 것, 또는 이를 통해
동기화된 행동(Blum, 1980)이다. 또한 이타주의는 외적 보상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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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롭게 하려는 마음 또는 행동(Batson, 1991)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타주의는 사람들의 태
도나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 중 하나이며(Morgan, 200l), 특히,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데 중
요한 변인이다. 이타주의와 기부는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병관․최명일, 2008).
높은 이타주의적 행동은 기부 행위를 증진시키고(Steele et al., 2008), 가치있는 일에 기부를
함으로써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타주의가 기부 행위를 통해 행복으로 이어진다(Arnett,
German, & Hunt, 2003).
실제 기부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개인의 이타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장기기증에 긍
정적인 태도를 보이며(이병관․최명일, 2008), 장기기증 서약서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opfman & Smith, 1996; Morgan & Miller, 2002). 또한 이타주의가 높은 사람
들은 헌혈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Steete et al., 2008). 이처럼 이타주의와
관련한 연구들은 실질적으로 장기기증이나 헌혈과 같은 신체 관련한 기부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는 대가성 없이 타인을 순수하게 돕고자 하는 성향이 기부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러한 이타주의 성향은 현금 기부 또는 참여 기부와 같은 다른 형태의 기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가설1-1. 이타주의는 기부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1-2. 이타주의는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규범은 인간의 행동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변인이다. 사회규범은 기술적 규범(descriptive norm)과 명령적 규범(injunctive norm)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기술적 규범은 사람들이 특정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효과적
이라고 간주하는 행동을 따르는 것이다(Cialdini, Kallgren, & Reno, 1991).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정 행동을 한다고 지각하면 그 행동을 따르는 것이다(Lapinski & Rimal, 2005).
명령적 규범은 사회문화적 영향에 따라 승인 또는 승인되지 않는 행동들이 정해져 있으며, 사회
적 제재 속에서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Cialdini et al., 1991). 이는 개인이 특정
행위를 해야할지를 결정할 때 주변 사람들의 압력이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Park, Oh,
& Kang, 2015). 기술적 규범은 대부분의 타인들이 하는 행동이 옳은 행동일 가능성이 높으므
로, 이를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옳다라는 지각이고, 명령적 규범은 특정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으
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므로 특정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지각이다(정일권․김은미․백영
민, 2014). 이외에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또한 사회규범의 하나로, 명령적 규범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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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며,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행동을 이끄는 특성을 지닌다(Ajzen, 1991;
Fishbein & Ajzen, 1975). 기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은 다시 개인적 수준과 사회적 수준으
로 나누어볼 수 있다. 개인적 수준은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고려하는 것이고, 사회적 수준은 사회의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고려하는 것이다(Park &
Smith, 2007). 기부 행동은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개인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의견과 행동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회에서 기대하는 사회적 문화적 기대에 따라서 개인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규범을 사회적 수준과 개인적 수준으로 나누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규범은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사회규범을 고려하여 올바른 행동을 하려 하며(Lapinski &
Rimal, 2005),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사회규범은 기부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높다. 즉, 개인이 사회규범을 상기할수록 타인을 도울 가능성이 증가하며(De Groot &
Steg, 2009), 타인을 의식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Van
Bommel, Van Prooijen, Elffers, & Van Lange, 2012). 타인이 생각했을 때 옳은 일, 사
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을 하려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속성이므로, 사회규범이 친사회적 행
동의 하나인 기부의도, 또는 기부 행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최미
현과 박남기(2019)는 개인이 주관적 규범, 개인적 기술규범, 사회적 기술규범을 높게 지각할수
록, 재해구호 성금 기부의도가 높음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의 외적인 요인으로
사회규범을 적용하여 개인이 받은 메시지 유형과 기부 방식에 따라 기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지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가설2-1. (a) 주관적 규범, (b) 개인적 기술규범, ⒞ 개인적 명령규범, (d) 사회적 기술규범,
(e) 사회적 명령규범은 기부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2-2. (a) 주관적 규범, (b) 개인적 기술규범, ⒞ 개인적 명령규범, (d) 사회적 기술규범,
(e) 사회적 명령규범은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이며(Leary & Baumeister,
2000), 사람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는지를 일컫기도 한다(Scheff, Retzinger, & Ryan,
1989).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만족, 가치, 효율에 대한 감정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킬 수 있고
(Jones, 1973), 개인의 성격과 행동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변인이기도 하다(Blascovich &
Tomaka, 1991).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는 긍정적인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주관적 안녕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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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연관이 깊으며(Leary & Baumeister, 2000), 자신의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
력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성이 실질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으로 연결된다(Eisenberg,
Farbes, & Spinrad, 2006).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이
는 타인을 돕는 행동이 스스로의 지각과 사회적 연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Browne, Holyle, & Nicholson, 2012). 남을 돕는 행위는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줄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을 돕는 행위로 자신의 안녕감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자아존중감은 기부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기부 동기 중 하나인 이유는 기
부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고(Dawson, 1988), 기부와 자신의 이미지를
동일시하기도 한다(김해숙, 2009).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이 기부의도와 기부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연구가설3-1. 자아존중감은 기부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3-2. 자아존중감은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3(기부 메시지 유형: 이용자에 집중 vs. 기부 수혜자에 집중 vs. 이용자와 기부 수혜
자 혼합) × 2(기부 방식: 현금 기부 vs. 참여 기부)로 설계한 피험자 간 실험설계를 이용하였다.

1) 표본
본 연구는 전국 패널을 보유한 온라인 리서치 회사인 마크로밀엠브레인을 통해 2020년 9월 4일
부터 9월 8일까지 온라인 실험·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성별과 연령(20대-50대)을 기준으로
할당표집을 했다. 표본의 연령대를 제한한 이유는 이 연구가 모바일 기부 애플리케이션 이용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연령대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정책연구원(2019)에서 발표한 <디지털 디바이드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연령층
에서 애플리케이션 설치 및 삭제가 가능한 응답자는 7.5%에 불과하였다. 또한 기부의 방식이 현
금 기부와 참여 기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사회,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대를 고려하여 표본의 연
령대를 제한하였다. 본 연구는 이용자에게 집중한 기부 메시지(그룹 1), 기부 수혜자에 집중한
기부 메시지(그룹 2), 이용자와 기부 대상 둘 다 집중한 기부 메시지(그룹 3)에 대한 조작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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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문항으로 실시하였다. “위 메시지들의 내용은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에 대한 질
문에 대해 그룹 1은 ‘기부 앱 이용자’ 또는 ‘기부 수혜자’ 중 선택, 그룹 2는 ‘기부 앱 이용자’ 또는
‘아픈 아이/독거노인/세계 기아/유기견’ 중 선택, 그룹 3은 각각 그룹 1과 그룹 2에서 제시된 문
항을 두 번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작점검에서 실패한 실험 참여자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실
험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아래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Socio-demographic Distribution of Sample
Variable
Gender
Age

Education

House income (￦)

Marital status

Child status

n

%

Male

95

45.9

Female

112

54.1

20-29

69

33.8

30-39

75

36.2

40-49

45

21.7

50-59

18

8.7

High school

28

13.5

Undergraduate

20

9.7

Bachelor’s

145

64.7

Grad school

7

3.4

Post grad school

18

8.7

below 200

19

8.7

200-400

40

33.8

400-600

57

27.5

600-800

42

20.3

800-1,000

13

6.3

1,000 above

7

3.4

Married

79

38.2

Unmarried

124

59.9

Divorced/Bereaved

4

1.9

Have

65

31.45

142

68.6

None
Note. House income was entered in the unit of 10,000 won.

2) 실험 자극물 구성 및 절차
실험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째, 실험 참여자는 온라인 실험·설문 시작 전 연구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들었으며, 실험 참여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설문 중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받
았다. 둘째, 실험 참여자에게 가상의 기부 애플리케이션(개더 투게더, Gather Together)에 대
해 소개하였으며, 참여자들은 이 애플리케이션이 보내는 기부 메시지를 메신저 형태의 자극물로
받았다. 기부 메시지의 경우, 실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카카오
톡(KakaoTalk)과 비슷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직접 구현하여 제시하였으며(Appendix G1-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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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실험 참여자는 세 개의 그룹 중 한 그룹에 무작위로 배치되었다. 메시지는 총 4개로 구성
되었으며, 기부 애플리케이션 이용자에게 집중하는 메시지에서는 ‘오늘 하루를 위로해줄 차(tea)
의 종류’, ‘오늘의 유머’, ‘나의 마음 상태를 확인하는 법’, ‘나의 자존감 올리는 법’에 대한 내용이
제공되었다. 주제를 이와 같이 네 가지로 정한 이유는 이들이 실제로 카카오의 기부 단체 같이가
치에서 제공하는 주제들이기도 하며, 사람들의 흥미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
이다. 기부 수혜자에게 집중한 메시지에서는 ‘아픈 아이’, ‘독거노인’, ‘세계 기아’, ‘유기견’과 관련
한 내용이 제시되었다. 네이버의 ‘해피빈’, 카카오의 ‘같이가치’, ‘빅워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서 현재 진행중인 현금 또는 참여 기부 이벤트를 참고하여,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들 네
가지 주제가 선정되었다. 앱 이용자와 기부 수혜자의 내용을 혼합한 그룹 3에게는 ‘오늘 하루를
위로해줄 차의 종류’, ‘나의 자존감을 올리는 법’, ‘아픈 아이’, ‘독거노인’에 관련된 내용을 교대로
보여주었다. 많은 기부 단체에서 집중하는 국내 사업은 ‘아픈 아동’과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메시지를 선정하였다. 셋째, 기부 메시지를 받은 실험 참여자들은 기부 메시지에 대한
신뢰도, 기부의도, 기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용의도에 대해 응답하였다. 넷째, 실험 참여자들
은 두 개의 기부 방식(현금 기부 또는 참여 기부) 중 하나의 그룹에 무작위로 배치되었으며, 기
부 방식은 실험 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이미지와 함께(Appendix D1-D2 참조) 제시
되었다. 이로써, 기부 메시지 유형과 기부 방식에 따라 실험 참여자들은 여섯 집단 중 한 곳에 배
치되었다. 다섯째, 기부 방식에 대한 이미지와 설명을 본 실험 참여자들은 기부 방식에 대한 조
작점검 문항에 답하였으며, 기부 방식에 의한 기부의도, 기부 방식에 따른 기부 애플리케이션 이
용의도에 답했다. 또한 실험 참여자들은 이타주의, 사회규범,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설문에 답
했다. 설문 완료 후, 참여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실험·설문이 종료되었다.

3) 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

(1) 기부 메시지에 대한 신뢰도
기부 메시지에 대한 신뢰도는 유종숙, 정만수, 그리고 조삼섭(2007)의 메시지 신뢰도 문항을 기
부 상황에 맞게 수정한 후 사용했으며, “기부 애플리케이션의 메시지 내용은 ‘믿을 수 있다’, ‘정
확하다’, ‘확신을 준다’, ‘공감을 준다’”는 네 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Cronbach’s α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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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의도
기부 메시지 노출 후 실험 참여자가 갖는 기부의도(서문식․강명주․안진우, 2010)는 “기부할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구체적인 기부 계획을 세울 것이다”의 두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였다(r = .80).

(3) 기부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
기부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는 자이태멀, 베리, 그리고 파라수라만(Zeithaml, Berry, &
Parasuraman, 1996)의 행동의도 문항들을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나는 앞으로 당
분간은 ‘개더 투게더’를 이용할 것이다”, “내가 기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면 ‘개더 투게더’가 1
순위일 것이다” 등의 4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
렇다)로 측정하였다(Cronbach’s α = .94).

(4) 이타주의
이타주의는 러쉬톤, 크리스존, 그리고 페켄(Rushton, Chrisjohn, & Fekken, 1981)의 연구
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14개 문항으로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이는 “나는 타인에게 길을 가르쳐 준
적이 있다”, “나는 자선 단체에 돈을 기부한 적이 있다”, “나는 타인을 위해 줄서기를 양보한 적이
있다” 등을 포함한다(Cronbach’s α = .87).

(5) 사회규범
사회규범(Park & Smith, 2007)은 다섯 가지 하위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주관적 규범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가 기부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가치있는 의
견을 주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가 기부에 참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등 3문항으로 측정했다
(Cronbach’s α = .93). 개인적 기술규범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부에 참여할
것이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부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다” 등 3문항으로 측정하
였으며(Cronbach’s α = .95), 개인적 명령규범은 “나에게 가치있는 의견을 주는 사람들의 대
부분은 내가 기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할 것이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가
기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지지할 것이다” 등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Cronbach’s α = .95).
사회적 기술규범은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기부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그들의 주변 사람들이 기부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표현할 것이다” 등 3문항이며(Cronbach’s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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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사회적 명령규범은 “대다수 한국인들은 기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대다수
의 한국인들은 기부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등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Cronbach’s α =
.92). 모든 문항은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6)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로젠버그(Rosenberg, 1979)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4점 척도로 측
정하였다(1 = 매우 그렇다, 4 = 전혀 그렇지 않다). 총 10문항으로 측정 항목은 “나는 대체로
나 자신에 만족한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은 할 수 있다”, “나는 가치있는 사람
이다” 등으로 구성되었다(Cronbach’s α = .87).

4. 분석결과

연구문제와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 전에,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의 결과는 아래의 <Table 2>와 같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among Measured Variables
1

2

1.GM

1

2.GDM

.02

1

3.MC

.12

-.07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4.GTDI

.08

-.03 .61**

5.GTAUI

.05

-.04 .59** .78**

6.DI

-.05 .35** .36** .57** .50**

7.AUI

-.03 .19** .53** .68** .76** .76**

8.SN

-.04

.02

.21** .54** .38** .46** .39**

9.PDN

-.07

.01

.23** .54** .42** .49** .46** .86**

10.PIN

-.04

-.05 .37** .30** .29** .35** .34** .45** .52**

11.SDN

-.07

-.05 .33** .47** .40** .42** .46** .57** .63** .57**

12.SIN

-.01

-.06 .41** .33** .31** .29** .36** .37** .43** .65** .71**

13.ALT

-.02

-.01 .28** .25** .15* .27** .20** .30** .39** .41** .31** .34**

14.SE

.04

.00

.07

1

.01

1

.01

1

.06

1

.05

1
1
1

.19** .21** .17*

1

.07

1
.06

1
.36**

1

M

SD

-

-

-

-

3.05

.74

3.18

1.31

3.38

1.25

3.96

1.4

3.75

1.29

3.29

1.27

3.53

1.34

4.49

1.38

3.62

1.15

4.15

1.23

3.61

.61

2.73

.49

*p ＜ .05, **p ＜ .01, ***p ＜ .001.
Note. GM= Group Message, GDM = Group Donation Method, MC = Message Credability, GTDI = Donation Intention to GatherTogether,
GTAUI = Application Use Intention to GatherTogether, DI = Donation Intention, AUI = Application Use Intention, SN = Subjective Norm,
PDN = Personal Descriptive Norms, PIN = Personal Injunctive Norms, SDN = Societal Descriptive Norms, SIN = Societal Injunctive
Norms, ALT = Altruism, SE = Self 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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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 메시지 유형이 기부 메세지 신뢰도, 기부의도,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기부 메시지 유형이 기부 애플리케이션의 메시지 신뢰도, 기부의도,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인들간의 상관관계가
.50 - .60 사이로 공분산 분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ox의 공변량 동질성 검사를
통해, 집단간 동질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M = 6.95, F(12, 156064.58) =
.57 p = .87].
기부 메시지 유형에 따라 메시지 신뢰도<연구문제1-1>, 기부의도<연구문제1-2>, 애플리케
이션 이용의도<연구문제1-3>가 달라지는지 확인한 결과는 아래의 <Table 3>과 같다. 공변량으
로 투입된 사회규범과 자존감은 부분적으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변량을 통제한 후, 기부 메시지 유형의 영향을 살펴보면, 메시지 신뢰도[F(2, 198) =
5.43, p = .005]와 기부의도[F(2, 198)= 4.85, p = .009]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사후분석을 살펴보면, 먼저 메시지 신뢰도의 경우 이용자에게 집중한 메시지 유형보다 기부 수혜
자에게 집중했을 때 메시지 신뢰도가 높았다(difference of M = - .35, p = .004). 기부의도
의 경우, 이용자에게 집중했을 때보다 기부 수혜자에게 집중했을 때 기부의도가 높았다
(difference of M = - .53, p = .009).
공변량 중에서는 개인적 기술규범이 기부의도[F (1, 197)= 5.67, p = .024]와 애플리
케이션 이용의도[F(1, 197) = 4.40, p = .04]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명령규범이 메시지
신뢰도[F(1, 197) = 5.56, p = .018]에 영향을 미쳤다. 자존감은 기부의도[F(1, 197) =
4.91, p = .028]에 영향을 미쳤다.
Table 3. The Result of Analysis of Covariance
Variable
Message

Dependent variable
Message credibility
Intention to donate
App Use Intention

df

MS

F

p

Partial 

2
2

2.33
5.54

5.43**
4.85**

.005
.009

.052
.047

2

1.63

1.21

.301

.012

Message credibility
Subjective norms Intention to donate
App Use Intention

1
1

.00
4.37

.00
3.83

.998
.069

.00
.017

1

.18

.13

.754

.000

Message credibility
Personal
Intention to donate
descriptive norms
App Use Intention

1
1

.022
6.46

.05
5.67*

.820
.024

.000
.025

1

5.95

4.40*

.040

.021

Message credibility
Intention to donate

1
1

1.05
.07

2.45
.06

.120
.700

.001
.000

App Use Intention

1

.05

.04

.898

.012

personal
injunctive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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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Dependent variable

Message credibility
societal
Intention to donate
descriptive norms
App Use Intention
Message credibility
Societal
Intention to donate
injunctive norms
App Use Intention
Message credibility
Altruism
Intention to donate
App Use Intention
Message credibility
Self esteem
Intention to donate
App Use Intention
*p ＜ .05, **p ＜ .01, ***p ＜ .001.

df

MS

F

p

Partial 

1
1
1
1
1
1
1
1
1
1
1
1

.22
1.47
3.31
2.39
.16
.16
1.30
.76
.44
.012
5.59
1.21

.50
1.29
2.45
5.56*
.14
.12
3.03
.67
.33
.029
4.91*
.89

.470
.204
.104
.018
.600
.684
.085
.414
.569
.865
.028
.346

.003
.008
.013
.028
.003
.002
.015
.000
.004
.000
.024
.005

2) 기부 메시지 유형과 기부 방식이 기부의도와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에 미치는 효과
연구문제2를 통해서 기부 메시지의 유형과 기부 방식이 기부의도<연구문제2-1>와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연구문제2-2>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다변량 공분산분석(multivariate
covariance analysis, MANCOVA)을 실시하였다. 공변량의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집단 간
동질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M = 25.76, F(15, 158944.98) = 1.67, p =
.049]. MANCOVA 검증의 결과는 아래의 <Table 4>와 같다.
Table 4. Results of Analysis Multivariate Covariance
Dependent
Variable
Intention to donate
Message
App Use Intention
Donation
Intention to donate
methods
App Use Intention
Subjective
Intention to donate
norms
App Use Intention
Personal
Intention to donate
descriptive norms
App Use Intention
personal
Intention to donate
injunctive norms
App Use Intention
societal
Intention to donate
descriptive norms
App Use Intention
Societal
Intention to donate
injunctive norms
App Use Intention
Intention to donate
Altruism
App Use Intention
Intention to donate
Self esteem
App Use Intention
Message
Intention to donate
X Donation method App Use Intention
*p ＜ .05, **p ＜ .01, ***p ＜ .001.
Variable

Wilks’
Lambda
.994
F = .28
.856
F = 16.20***
.992
F = .83
.973
F = 2.70
.994
F = .62
.970
F = 3.02
.989
F = 1.05
.981
F = 1.88
.989
F = 1.04
.993
F = .34

F

p

Eta 2

.13
.33
32.55***
11.17**
.79
.05
3.01
5.20*
1.11
.11
3.91*
5.56*
.50
.36
2.48
.00
1.97
.32
.851
.170

.875
.719
＜ .001
.001
.375
.833
.084
.024
.293
.738
.049
.019
.482
.548
.117
.982
.162
.574
.428
.844

.001
.003
.144
.054
.004
.000
.015
.026
.006
.001
.020
.028
.003
.002
.013
.000
.010
.002
.009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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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1>은 기부 메시지 유형과 기부 방식이 기부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
이었다. 연구결과, 기부 방식만 기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5, 201) =
32.55, p ＜ .001]. 참여 기부를 접한 사람들이 현금 기부를 접한 사람들보다 기부의도가 높았
다(<Table 5>). 또한 기부 메시지 유형과 기부 방식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
구문제 2-2>에서 확인한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 역시 기부 방식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5,
201) = 11.17, p = .001].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 역시 참여 기부 방식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기부 메시지의 유형과 기부 방식의 상호작용 효과는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공변량을 통해 기부의도와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를 살펴보았을 때, 이타주의와 관련한
<연구가설1>은 모두 기각되었다. 사회규범과 관련한 <연구가설2>의 경우, <연구가설2-1>에서는
사회적 기술규범<연구가설2-1(d)>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F(1, 194) = 3.91, p = .049]. 애
플리케이션 이용의도와 관련해서는 <연구가설2-2(b)>와 <연구가설2-2(d)>, 즉 개인적 기술규범
[F(1, 194)= 5.20, p = .024]과 사회적 기술규범[F(1, 194) = 5.56, p = .019]이 애플리
케이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적 기술규범과 사회적 기술규범을
높게 지각할수록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은 기부의도나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자아존중감과 관련한 <연구가설3>은 모두 기각되었다.

Table 5. Bonferroni Test Results
Dependent variable

Comparison

MD

SE

p

Intention to donate

Cash vs. Participation

-.939

.165

<.001

App use intention

Cash vs. Participation

-.547

.163

.001

기부 메시지 유형과 기부 방식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1>과 <Figure 2>를 보면, 기부의도와 애플리케이션 이용
의도는 모두 참여 기부 방식에서 높았다. 참여 기부에서는 기부 수혜자에게 집중한 메시지를 받
은 경우보다 이용자에게 집중한 메시지를 받은 집단에서 기부의도와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현금 기부에서는 혼합된 메시지를 받은 이용자 집단에서 기부의도와 애플리케이
션 이용의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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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stimated Average of Intention to Donate

Figure 2. Estimated Average of Application Us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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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기부 애플리케이션이 이용자에게 제시하는 메시지의 유형과 기부 방식이 기부의도와
기부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모바일 기부 애플리케이션의 효
과를 검증해보고자 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메시지 유형이 메시지 신뢰도, 기부의도,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 결과, 메시지에 대한 신뢰도와 기부의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집단간 차이는 이
용자 중심 메시지 집단과 기부 수혜자 메시지 집단 사이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메
시지에 대한 신뢰도는 기부 수혜자 메시지 집단이 가지는 메시지 신뢰도가 높았고, 다음으로 혼
합 메시지, 이용자 집중 메시지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기부 메시지 유형이 기부의도에 미치는
영향 역시 기부 수혜자에게 집중한 메시지, 혼합된 메시지, 이용자에게 집중한 메시지 순으로 기
부의도가 높았다. 그동안 기부 단체에서는 TV 광고, 인터넷 광고를 비롯, 기부 수혜자에게 초점
을 맞추어 메시지를 제시해왔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집중한 메시지가 실험 참여자들에게 다소 어
색하고 낯선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둘째, 메시지 유형과 기부 방식이 기부의도,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메시지 유형의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기부 방식에 따라 기부의도,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참여 기부 방식이 현금 기부 방식보다 기부
의도,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
하지는 않았지만, 추정된 평균치를 살펴보았을 때, 참여 기부에서는 이용자에게 집중한 메시지를
받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기부의도와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가 높은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현금 기부에서는 혼합된 메시지를 받은 집단에서 기부의도와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가 높
았다. 이를 통해 통계적으로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이용자에게 집중한 메시지가
기부의도와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공변량과의 종속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사회적 기술규범과 기부의도의 긍
정적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개인적 기술규범, 사회적 기술규범이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타주의나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를 통해, 기부의도와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개인적 기술규범이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개인적 기술규범은 특정 상황에서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행동하
는 모습을 보고 행동을 따라하는 것으로, 기부 이슈를 자주 접했을 경우, 개인적 기술규범의 지
각을 통해 기부의도와 기부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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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 기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자의 입장에서 바라
본다면, 기부 메시지를 다양한 유형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구문제1>의 결과를 보면, 이용
자에게 집중한 메시지를 받은 경우 메시지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았지
만, 메시지 유형과 기부 방식이 기부의도와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이용자
에게 집중한 메시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였다. 지금까지 기부 광고의 방식이 주
로 기부 수혜자에게 집중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집중하는 메시지는 처음 받아들일
때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부 단체에서 이용자에게 집중한 메시지를 지
속적으로 이용자와 공유한다면 공감 또는 친밀감이 형성되어 기부의도나 기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부 수혜자에게 메시지를 집중하는 것보다 기부 애플리케이션을 이
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용자를 위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보다 기부 단체에 마음을 열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겠다.
둘째, 참여 기부를 통한 기부의도,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가 높은 것을 보았을 때, 기부 방
식의 다양성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전통적인 기부 방식(예: 현금기부, 헌혈, 장
기기증)(De Groot & Steg, 2009; Morgan & Miller, 2002; Radecki & Jaccard, 1997)
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부에 대한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
한다. 한국의 경우, 기부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높기 때문에(나눔기부연구, 2019 참조),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참여 기부는 실질적으로 기부자의 경제력이 크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출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현금 기부보
다 참여 기부를 통한 기부의도,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참여 기부
에 대한 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다. 실험 결과에서 기부 방식(걸음 기부, 광고 시청후 포인트 기
부, 사진찍은 후 기부) 중, 걸음 기부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았으며, 광고를 시청한 후 포인트
를 기부하는 것, 사진 찍은 것으로 기부하는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걸음 기부는 개인의 건강을
지키면서 기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람들의 기부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지금까지 기부에 대한 논의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으며, 전
통적인 기부 방식, 예를 들어 현금 기부(남경태, 2017), 장기기증(D’Alessandro, Peltierc, &
Dahlc, 2012), 혈액 기부(Steele et al., 2008)와 같은 전통적 기부 방식과 친사회적 행동이
나 이타주의가 적용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람들이 사용하
는 디지털 디바이스가 변화하면서, 다양한 기부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했다는
점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셋째, 사회규범 중 개인적 기술규범이 기부의도와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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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통해 사회규범이 기부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사회적 기술규범은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최미현․박남기,
2019; Kenrick et al., 2015), 본 연구 또한 이를 확인하였다. 사회규범 중에서 명령규범은 기
부의도나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명령규범이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한
다라는 명령적 규제임을 고려할 때, 기부의 성격이 규제에 따른 행동과는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점
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명령규범의 경우, 개인이 명령규범을 따르지 않
을 경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 기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적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명령규범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반면, 기술규범은 타인의 행동 관찰을 통해 나타나는 지각임을 고려할 때, 최근 코로나 팬
데믹 현상으로 인해 기부와 관련된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환경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연예인, 대기업, NGO 단체들이 물리적,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뉴스들이 언론
에서 보도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에 대한 보도가 증가된 시점인 2020년 2월부터 9월 중순까지
‘코로나 기부’라는 키워드로 검색된 기사의 수는 거의 20만건에 달했다. 이러한 현상이 기부에 대
한 노출을 높이고, 개인들로 하여금 사회적 압력으로 느끼도록 하여 기부 관련 지각과 태도에 영
향을 미쳤을 수 있다. 사회규범을 지각할수록 사람들이 타인을 도울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선행연
구(De Groot & Steg, 2009)는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한다.
주관적 규범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주관적 규범이 개인이 생각하는 중요
한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심리적, 사회적 압력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타인의 기대
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부의도나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가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타주의는 모든 종속변인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Morgan, 2001;
Morgan & Miller, 2002; Steete et al., 2008)에서 밝힌 결과와는 상반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규범의 역할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간 행동은 타인의 시선이나 평
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타인의 시선을 느끼는 경우에는 물건을 구매할 시, 사회적 기
업의 물건을 고르는 등 윤리적 소비를 하는 경우가 있다(정대현․설선혜․이민우․김학진,
2014). 또한 타인을 의식하는 순간 도움 행동을 하는 연구결과(Van Bommel et al., 2012)를
통해서도 타인을 신경쓰는 것이 이타주의보다 더 큰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개인
이 가지고 있는 내적 이타주의 성향보다는 사회규범이나 타인의 시선을 신경쓰는 요인이 기부의
도와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에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그동안 많은 선
행연구들은 기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이타주의를 들어 설명했다(Morgan, 2001; Morg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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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er, 2002; Steete et al., 2008). 그러나 본 연구는 이타주의보다 사회의 압력이 기부에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자아존중감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친사회적 행동으로 연
결된다는 선행연구(Eisenberg et al., 2006)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선행연구에서 타인을 돕는
행동이 스스로의 지각과 사회적 연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Browne, Holyle, &
Nicholson, 2012)을 고려하였을 때, 자아존중감과 기부 행동의 관계를 추후 연구에서 좀 더 심
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유저
인터페이스의 방식은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카카오톡 방식을 구현하였으나, 모
바일 기부 애플리케이션에서 구현하는 다양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지는 못하였다. 둘째, 실
험 설계를 할 때, 현금 기부와 참여 기부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지만, 참여 기부는 종
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참여 기부를 좀 더 세부적인 집단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면 보다 명확
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메시지를 일회성으로 노출을 하였지만,
다회성으로 실험 참여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노출시킨다면 메시지 유형에 따른 실질적 효과도
나타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메시지 유형과 기부 방식이 기부의도와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
에 나타난 경향성을 살펴보았을 때, 주기적으로 다회성 노출을 시킨다면 메시지의 효과도 긍정적
으로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기부관련 의도와 행동에 있어 사
회규범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가 기부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성향인 이타주의나 자아존중감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지만, 본 연구는
사회적 영향인 사회규범에 초점을 맞추고 그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기부관련 연구의 이론적 발전
에 기여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향후 기부 애플리케이션이 좀 더 긍정적으
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
구의 결과는 기부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제시하고, 모바일 기부 애플리케이션을 개
발하는 개발자에게 아이디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 방식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이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역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기부에 대한 지나친
홍보는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메시지 전략을 다양화, 세
분화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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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Ⅱ.
G1. 이용자에게 집중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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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

G2. 기부 대상자에게 집중
e.

g.

f.

h.

G3. 기부대상자x이용자 혼합
a –e –b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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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현금 기부: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간편 결제방식을 통해 원하는 후원단체에 손쉽게 현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는 스폰서 기업이나 기부 단체에서 부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미지 출처: 각 ‘굿네이버스’, ‘돌고’, ‘samsung global goals’ 애플리케이션 소개 화면

D2-1. 걸음 기부:
하루에 걷는 걸음 수만큼 다양한 곳에 걸음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폰서 기업이 이용
자의 걸음 수만큼 기부를 하게 됩니다.

이미지 출처: ‘빅워크’ 애플리케이션 소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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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2. 광고 기부:
앱에서 보이는 광고 또는 기사를 읽을 경우 포인트가 쌓이게 됩니다. 이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
으며 포인트가 모이면 스폰서 기업에서 포인트만큼 대신 기부를 합니다.

이미지 출처: ‘애플트리’ 애플리케이션 소개화면

D2-3. 사진 공유 기부:
다양한 주제와 사회이슈로 구성된 모금 캠페인이 진행되며 사진 참여를 통해 누구나 기부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캠페인에 참여하면 기부 단체에서 대신 기부금을 지원합니다.

이미치 출처: ‘불꽃’ 애플리케이션 소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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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모바일 기부 애플리케이션의 메시지 형태와 기부 방식이
모바일 기부 의도에 미치는 영향
김윤경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강사)
박남기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신은수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언론홍보영상학과 박사과정)
장은채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언론홍보영상학과 석사과정)
본 연구는 모바일 기부를 증진시키는 방법의 일환으로, 모바일 기부 애플리케이션의 메시지 유형과 기부
방식이 기부의도와 기부 애플리케이션의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즉, 모바일 기부 애플리케
이션 메시지의 유형(이용자에 집중한 메시지 vs. 기부 수혜자에 집중한 메시지 vs. 혼합 메시지)과 기부
방식(현금 기부 vs. 참여 기부)이 기부의도와 기부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개인적인 성향을 고려하여 이타주의, 사회규범, 자아존중감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부
방식이 기부의도와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참여 기부의 경우 개인의 기부의
도와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부 메시지 유형과 기부 방식의 상호작용 효과
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이용자에게 집중한 메시지를
받은 집단에서 기부의도와 애플리케이션 이용의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기
부 애플리케이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기부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메
시지 전략과 기부 방식의 다양화로 잠재적 기부자들에게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모바일 기부, 메시지 전략, 기부 방식, 기부의도, 애플리케이션 이용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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