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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조직 모금활동의  
성공과 실패요인 분석 
:모금 캠페인 사례를 중심으로  



1. 문제제기  
 

1) 비영리조직은 일반 시민들로부터 재정자원
을 모금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가? 
 

2) 이러한 모금활동의 수행과정에서는 어떤 일
들이 일어나는가? 
 

3) 어떠한 요인들이 모금활동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가? 

     

 



2. 문헌검토 

• 기부자 특성에 관한 연구 

    - 기부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특정단체 기부자 특성 

    - 기부지속〮중단자 특성  

 

• 비영리조직의 자원동원활동에 관한 연구  

    - 기부자와의 관계형성 

    - 조직특성과 자원동원성과 

    - 기부요청방식과 기부행위 



3. 연구방법 
 

• 다중사례연구 
 

• 사례(분석단위): 일반시민 대상의 모금캠페인 
 

• 자료수집: 비영리조직 모금가 대상 심층면접 
 

• 연구대상: 모금활동 담당자 12인  



4. 분석결과 

분류주제 사례 
성공 또는 실패요인 

조직차원 전략차원 

어려운 사회적 이슈를 적절하게 풀
어내다 

사례1 
사례2 

사업의 차별성 시기적절한 메시지 
선택, 유명인 참여  

평소에 쌓아온 신뢰와 친밀함이 모
금을 이끌어내다 

사례3 
사례4 

조직의 인지도 및 친
밀도 

네트워크의 활용, 직
접적인 의사소통, 지
속적인 정보제공 

전략적으로 세분화된 이슈로 장기
모금캠페인으로 정착하다 

사례5 조직에 대한 신뢰 이슈의 세분화, 적절
한 수혜대상 선정 

정성스런 조직의 반응이 기부자를 
감동시키다 

사례6 
사례7 

조직정체성과 사업의 
연관성, 조직에 대한 
신뢰, 모금구조 체계
화 

기부자 욕구분석,  
개별화된 조직의 반
응, 
적절한 메시지 선정 

장기적인 노력이 고액기부라는 결
실을 맺다  

사례8 조직의 미션 네트워크 활용, 장기
적이고 체계적인 기
부자 관리 

1) 사례 분류 



분류주제 사례 
성공 또는 실패요인 

조직차원 전략차원 

일대일 관계형성은 어떤 경우에
도 성공의 요인이 된다 

사례9 모금기획능력 개별화된 관계형성,
적절한 이미지 사용, 
적절한 모금스토리 
구성 

좋은 행사도 모금에 대한 욕구가 
없으면 실패한다 

사례
10 

조직 내 협력실패 모금욕구/목표의 부
재, 직접적인 요청의 
실패 

알려지지 않은 조직이 이름을 너
무 강조하여 실패하다 

사례
11 

조직의 낮은 인지도 낮은수준의 홍보내
용, 구체적이지 않은
메시지 

홍보와 모금은 다르다 사례
12 

기준모금액 산정실
패, 기부개념화 실패 

모금을 위한 모금이 되다 사례
13 

조직의 목표달성에 
맞지 않는 모금활동 

모금액, 기부자수, 
기부문화 확산 등에
서의 성공 

기부자의 만족도는 높지만 양날
의 칼이 되다 

사례
14 

기부에 대한 잘못된  
인식 

대상자에 대한 편견 



2) 사례분석 요약  

• 핵심메시지: 아동에 초점(네 가지 사례) 
 

• 영향요인 
 

① 조직적 차원: 신뢰도, 친밀감, 인지도, 조직미션 또는 정
체성과 관련된 사업, 조직의 차별성, 체계적인 모금구조 
및 모금기획 능력 

② 전략적 차원: 구체화된 메시지, 기부자의 체계적 관리
(피드백, 기부자 욕구에 따른 반응 등) 지속적인 의사소
통, 정보제공, 개별화된 관계의 형성, 네트워크 활용 



5. 결론 

• 특수성이 아닌 보편성에 기반한 활동 

   - 커뮤니케이션 전략: 감정적 반응 유도 

   - 자원동원을 위한 기본적 활동의 수행 

   - 조직의 미션/목표와 연관된 전략의 수립 

 

• 비영리조직은 모금을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 조직의 목표는 무엇이며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 어떤 내용으로 구체화하여 전달할 것인가? 

   - 자원동원을 위한 기본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