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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BACKGROUND
:  왜 팬덤의 기부문화에 주목하는가?



연구 배경

▪ 기부문화 변화, 연구의 필요성

- 친사회적 행동의 하나(Doviodiom 1984)

물질재화 무형재화 체험/소비

기술의 발전과 온택트(Ontact) 시대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면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 모금활동보다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기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물건의 소비, 모바일 기기나 SNS를 활용한 참여형 기부 등

소비 및 문화 트렌드와 맞물리는 기부로 영역 확장 추세



연구 배경

▪ 2019년 통계청 사회조사, <기부 경험과 향후 기부 의향>

- 기부 경험과 기부 의향은

모두 감소하는 추세

- 기부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51.9%)’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23.2%)’

‘기부단체 등을 신뢰할 수 없어서(14.9%)’

자료 : 통계청(2019), <사회조사 보도자료>



연구 배경

▪ 한국 대중문화 팬덤의 기부 증가세: 팬덤 필란트로피(Fandom philanthropy)

- 팬덤을 통한 기부의 규모는 확산하는 추세

Fandom

Philanthropy

Fandom 
philanthropy

자료 : (왼쪽부터 차례로) 위버스 매거진, 아이즈원 갤러리, 팬클럽 애낀다김희재



연구 질문

⚫ 한국 대중문화 팬덤의 기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팬덤은 왜 기부를 할까?

⚫ 팬덤의 기부문화 확산은 국내의 기부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RESEARCH
RESULTS 01
:  한국 대중문화 팬덤의 기부문화 ,  형성과 현황



한국 대중문화 팬덤의 기부문화 형성

▪ 기부 주체로서 ‘팬덤＇의 등장

- 2007년 8월, 공연마다 전시되는 축하 화환이 행사 이후 처치
곤란한 폐기물이 된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쌀로 화환을
제작해 행사를 마친 후엔 기부하는 <쌀화환> 시작

- 스타덤이 진행하는 모금활동, 자선 행사와 같은 기부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형태가 아닌 팬덤이 기부를 주도하는 주체로서
등장하게 되는 계기

자료 : 기부화환 드리米 홈페이지



한국 대중문화 팬덤의 기부 현황

물품 기부와 모금 활동 캠페인 참여 플랫폼 활용 간접 기부

자료 : (왼쪽부터 차례로) 푸른나무재단 공식블로그, 트리플래닛 공식홈페이지, 최애돌(셀럽) 공식블로그



1. 물품 기부

▪ 쌀화환

-공연, 제박발표회등을 통해

쌀화환기부

▪앨범, 굿즈기부

- 스타덤과 관련된 물건을 구매해

필요한 기관에 기부

▪일반물품기부

-이재민구호물품, 코로나19방역키트등필요한물품을기부단체를통해기부

자료 : 푸른나무재단 공식블로그



2. 모금 활동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모금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 주로 아름다운재단, 유니세프,

희망브릿지, 밀알복지재단 등

다양한 기부단체를 통함

자료 : 밀알복지재단 공식 홈페이지



3. (환경) 캠페인 참여

▪ 숲조성

-국내외숲조성캠페인진행

▪서울숲벤치입양

- 프로젝트 결과물의 70%가

대중문화 팬덤의 참여

자료 : 트리플래닛 공식홈페이지



4. 플랫폼을 통한 간접 기부

▪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나 플랫폼을 통해 스타덤에 대한 투표, 콘텐츠 조회와 같은

팬덤 고유의 활동을 하고, 그 결과물로 기부가 진행되는 특징적인 기부방식을 형성

- 최애돌, 최애돌셀럽 등

▪ 팬덤에서 기부처, 기부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플랫폼과

연계된 기부단체를 통해 기부 진행

자료 : 최애돌(셀럽) 공식블로그



RESEARCH
RESULTS 02
:  한국 대중문화 팬덤의 기부문화 경험 조사



▪ <한국 팬덤 기부활동 경험 및 인식조사>

- 눈덩이표집(snawball-sampling)을 통한 연쇄표집법을 활용해 조사집단을 구성,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조사자료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함

- 조사 기간 : 설문지는 2021년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1개월)

- 설문 답변을 요청한 100명 중 응답을 완료하고 연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재한 46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함

▪ 관계자 대상 심층면접

- 팬덤이 기부를 진행하는 과정에 연관되는 음반유통업체, 팬덤을 통해 물품을 기부받고 있는 기업체의 관

계자, 기부를 진행해본 팬덤 관계자, 실제 팬덤에서 진행하는 기부활동에 참여해본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심
층면접을 진행함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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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참여자의 기부 경험

1. 팬덤을 통한 기부 경험

▪ 조사 참여자의 84.8%는 팬덤을 통해 기부를 한 경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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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팬덤을 통한 기부 경험

▪ 전체 응답자의 65.2%는 팬덤을 통해 기부에 참여해본 적이 있고, 플랫폼 투표를 통한 간접적

기부가 56.7%로 가장 많았음



2. 팬덤이 기부하는 이유

▪ 스타덤과의 연관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 - 내재적-이기적 동기(Andreoni, 1990)

기부 참여 이유 빈도 퍼센트

스타가 해당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함께 참여하고 싶어서 18 60.0

스타가 기부대상 기관의 홍보대사를 맡고 있어서 5 16.7

팬 모임에서 기부 서포트를 진행해서 17 56.7

기부를 통해 스타를 알리고 싶어서 16 53.3

기타 1 3.3



• 기 부 의 ‘ 내 재 적 - 이 기 적 동 기 ’

: 기부행위의 결과로 개인의 내면에 발생하는 감정적 보상(기부

를 통해 얻는 행복감, 만족감, 사회적 책임을 완수한 보람 등)이

나 과거에 기부로 수혜를 받았거나 미래에 수혜를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같이, 이타심에서 비롯된 기부라 하더라

도 그 행위의 근간에는 개인의 이익추구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상호호혜적 동기(RECIPROCITY MOTIVE)가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

“기부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편익을 보고 행동
하는 순수하지 않은 이타주의자 (impure
altruists)에 의해 이루어진다”

- 안드레오니(Andreoni, 1990)



2. 팬덤이 기부하는 이유

▪ 심층면접 참여자들 역시 기부 동기의 ‘이기적’ 측면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 기부가 도구적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회의감을 비추기도 했으나,

- 결과적으로는 팬덤과 기부를 받는 대상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

고 있었음

“근데 사실 앨범 기부공구(공동구매)는 특히 초동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서, 결국 팬덤 만족을 위한 일 아닌가 싶어서

가끔 회의감도 들긴 해요. 학교나 보육기관 이런데에 기부가 되는데 보통, 그거 받고 기쁜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기도 하

고. 그래서 저는 앨범 기부보다는 콘서트 같은 거 할 때 하는 쌀 화환 이런 게 훨씬 기분 좋더라고요.”(D)



2. 팬덤이 기부하는 이유

▪ 또 한편으로 팬덤은 기부라는 서포트 방식 자체에 대한 선호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팬덤에서 진행하는 서포트는 팬덤 커뮤니티를 통해 자체적으로 결정되고 추진되는 팬덤 고유

의 자율적 활동

-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팬덤을 통한 기부활동에 참여해본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기부활동에 대

한 만족도가 컸다고 이야기하며, 팬덤을 통해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을 흔하지 않은 ‘좋은 기회’로

생각

“저같이 기부에 별 관심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팬덤에서 진행하는 기부 서포트는 자부심이 커요. 그나마

그런 걸 통해서라도 기부에 참여하는 뿌듯함이 생기고요. 그걸 진행해주는 분들에게 고맙죠.”(E)

경험자들이 팬덤을 통한 기부 참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추후 팬덤에서 또 다른

서포트를 진행하게 될 때도 기부를 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과거의 기부 경험이 기부행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해서 재기부를 할 수

있도록 동기화시키는 작용을 함(Smith et al. 1995; Sargeant 1999)



2. 팬덤이 기부하는 이유

▪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기부자들이 기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기부 단체는 매우 중요함(이수애·이

성태 2009; 노연희 외, 2020 등)

▪ 이러한 배경에서, 많은 개인이 팬덤을 기부의 매개체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팬덤에서 진행되는 기부활동은 기부처를 선정하고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

에 스스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 기부의 결과를 투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여

타의 단체를 통한 기부보다 신뢰감을 준다고 말함



2. 팬덤이 기부하는 이유

“기부처 선정하는 것도 투표하고 하니까, 그런 과정에 참여하는 것부터도 의미있다고 생각하고요.”(F)

“사람들이 기부처 신뢰를 못하니까 팬덤 통해서 하면 결과가 확실한게 있어서 저는 그것도 영향을 많이 받아

요.”(C)

“애초에 기부 목적으로 서포트가 열릴 때는 결과 정산서 메일로 받아보겠냐는 항목에 체크하게 되어있기도 하고

요. 그런게 신뢰가 더 높아지게 하는 것 같고요. ”(D)

“저는 다른 단체에 기부하는게 있긴한데, 사업보고서 나오고 이래도 제 돈이 정확히 어디 쓰였는진 잘 모르니까

팬덤기부하면 오히려 아 이거했네 하는 확실한 측면도 있어요.”(E)

기부는 팬덤이 스타덤을 위해 진행하는 집단 소비활동인 서포트의 한 방법이면서도, 

참여자들에게는 신뢰를 바탕으로 기부를 진행하는 매개체로 인지됨



3. 기부 참여와 유지의 경로, 팬덤

▪ 팬덤은 처음 기부를 경험하게 되는 경로로 역할 하기도 함

- 조사참여자의 8.7%는 팬덤을 통해 기부를 처음 경험함. 특히 이들 중 80%가 팬덤을 통한 기부 이후에는 또

다른 기부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팬덤이 기부를 학습하는 창구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팬덤을 통한 기부 전 기부 경험
팬덤을 통한 기부 후 기부 경험

있음 없음 전체

있음
팬덤을 통한 기부 경험 있음 22(47.83) 3(6.52) 25(54.35)

전체 22(47.83) 3(6.52) 255(54.35)

없음
팬덤을 통한 기부 경험

있음 4(8.70) 1(2.17) 5(10.87)

없음 0(0.00) 16(34.78) 16(34.78)

전체 4(8.70) 17(36.96) 21(45.65)

전체
팬덤을 통한 기부 경험

있음 26(56.52) 4(8.70) 30(65.22)

없음 0(0.00) 16(34.78) 16(34.78)

전체 26(56.52) 20(43.48) 46(100.00)



3. 기부 참여와 유지의 경로, 팬덤

▪ 또 팬덤을 통한 기부 이후 또 다른 기부를 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47.83%로,

- 이들 중 34.6%는 팬덤을 통해 기부를 했던 대상에 관심이 생겨서 추가 또는 지속적으로 기부하고 있으며,

- 57.7%는 기부활동 자체에 관심이 생겨 다른 기부활동에 참여한다고 함

- 또 팬덤의 또 다른 기부 서포트에 참여하는 비중도 53.8%로 높게 나타남

기부활동의 형태 빈도 퍼센트

팬덤을 통해 기부를 했던 대상(개인/단체/이슈)에 관심이 생겨서

추가 또는 지속적으로 기부함
9 34.6

기부활동 자체에 관심이 생겨서 다른 기부 활동에 참여함 15 57.7

팬덤의 또 다른 기부 서포트에 참여함 14 53.8



3. 기부 참여와 유지의 경로, 팬덤

▪ 또 팬덤을 통한 기부 경험이 있는 경우 향후 또 다시 팬덤을 통해 기부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며

(93.33%),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향후에는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1.43%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팬덤의 기부활동에 대한 이해는

팬덤문화만 아니라

기부문화 전반에 있어

그 중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팬덤기부경험
앞으로팬덤기부참여의향

전체
있음 없음

있음 앞으로 기부 참여 의향 1 28(93.33) 2(6.67) 30(100.0)

전체 28(93.33) 2(6.67) 30(100.0)

없음 앞으로 기부 참여 의향 1 10(71.43) 4(28.57) 14(100.0)

전체 10(71.43) 4(28.57) 14(100.0)

전체 앞으로 기부 참여 의향 1 38(86.36) 6(13.67) 44(100.0)

전체 38(86.36) 6(13.67) 44(100.0)



3. 기부 참여와 유지의 경로, 팬덤

▪ 심층면접 참여자D는 자신이 기부에 참여하고 유지하게 되는 주요한 매개체가 팬덤이며, 팬덤

활동과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소비활동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 끝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부라

는 이타적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어, 팬덤의 기부활동이 소비와 기부라는 두

가지 차원에 대한 만족을 충족시켜주는 활동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기부에 관심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그걸 알아보고 할 여력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던 걸. 어차피 굿즈나 앨

범은 사는데 그게 기부로 이어지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참여하는 마음이 크긴 해요.”(D)

‘착한소비’와 이어지는 맥락, 적극적이고 집단적으로 문화산업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집단

인 대중문화 팬덤이 착한 소비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은,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윤리

적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로 생각됨



4. 팬덤을 통한 기부 경험에 따른 기부 인식 차이

▪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 기부에 관심이 높다고 생각하거나(3.41점), 기부를 할 수 있는 구체적

인 방법을 잘 알고있다는 생각(3.57점)의 수준이 높지 않았으나, 기부는 누구나 할 수 있고(4.61

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4.33)은 높게 나타남

항목 빈도 평균

나는 기부에 관한 관심이 높다. 46 3.41

나는 기부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46 3.57

나는 팬덤을 통해 기부에 참여한 후 기부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39 3.49

기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46 4.61

기부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다. 46 4.33

팬덤 활동은 기부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46 3.83

팬덤 활동은 기부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46 4.00

팬덤이 기부를 하는 것은 스타에게 도움이 된다. 46 4.04

주 1) 전체 문항은 5점 척도로 조사됨



4. 팬덤을 통한 기부 경험에 따른 기부 인식 차이

▪ 정규성을 따르지 않는 두 집단의 표본분포를 순위합을 이용해 비교하는 만-위트니 검정(Mann-

Whitney Test)을 진행한 결과,

▪ 모든 항목에서 팬덤을 통한 기부를 경험한 집단의 순위합이 높게 나타남

- 특히 ‘팬덤 활동은 기부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에서, 팬덤을 통해 기부한 경험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팬덤 활동이 기부

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CONCLUSION
:  한국 대중문화 팬덤과 함께 성장하는 기부문화의 가능성



연구 결과

▪ 팬덤을 통한 기부의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

▪ 팬덤 활동이 팬덤 구성원들에게 기부 활동을 시작하고 유지하게 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

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고 있음

▪ 팬덤을 통한 기부 참여자들은 직접 기부처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일련의 참여과정과 기부 결과

를 투명하게 공유받는다는 점에서 팬덤을 신뢰성을 갖는 기부활동의 매개체로 인식하고 있음

전체 팬덤 모집단의 경향성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탐색적 차원이긴 하지만, 

팬덤이 기부문화의 중요한 주체로서 역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경향성이 지속 및 확대될 것임은 예측할 수 있음

팬덤의 기부 서포트에 대한 수요와 긍정적 인식이

기부 문화 발전과 걸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



질의응답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