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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구

• CAPS(Asia Center for Philanthropy and Society)

• 아시아 16개국 사회공익단체(Social Delivery 

Organization) 환경조사

• 규제 / 세금 및 재정정책 / 정부조달 / 생태계



국제연구

• Indiana University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이하 IU)
• Global Philanthropy Environment Index / Global Philanthropy Tracker

https://research.beautifulfund.org/blog/2021/02/09/global-philanthr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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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요

• IU가빌앤멜린다재단의지원을받아국제연구수행. 기부문화연구소는한국

파트너로참여.

• 연구목적 :기존의전통적인기부방식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새로운기부방식

및기부규모파악.

• 2021년 10개국. 2022년 40여개국비교연구예정.

• 각국의잠재기부데이터탐색 :  신용카드, 모바일,  크라우드펀딩, 직장기부, 

기부자조언기금(donor-advised fund), 임팩트투자등파악가능한데이터 + 설문

• 본 연구는 한국의 기부 방식과 방식별 기부금액을 조사함.



2. 조사방법

조사방법 내용

선행연구

- “한국의기부문화 조망 20년”. 아름다운재단 – 8개기부방식참조

- 기부방식(Giving Vehicle)과결제방식(payment method)를구분

- 추가자료조사하여 10개기부방식으로 정리

전문가

그룹인터뷰

- 주요모금기관 22개대상으로 모금부서 5년차또는팀장급 이상 1차 13명, 2

차 6명참석

- 기부방식별 정의, 데이터 수집방법에 대한의견청취

- 코로나상황에서의 기부방식변화질의응답

- 이중 8개기관으로부터 데이터 수령

조사일정
- 2021.2월~8월

- 데이터 수집기준 : 2016~2020년 5년간



2. 조사방법

전통적방식



2. 조사방법
새로운방식



3. 조사결과 : 1) 개괄적현황





인플레이션 반영

2015=100



종교기부금을제외한기부금규모추정



개괄적현황
• 9개기부방식의 5년간누적총액. 총액파악이어려운자선아이템은제외.

• 각기부방식별총기부금액수집방법의차이로상호비교는불가능.

• Ex) 유산기부는국세청자료로전수조사에준하지만팬덤기부 , P2P 등은기사검색으로제한된데이터임.

• 총액파악이어려운자선아이템은제외

• 유산기부국세청자료는 2019년까지존재. 2020년은 2019년과동일한금액반영후인플레이션적용. 1조 7천억원



기부방식별현황

• 최근 5년간누적액이가장많은방식은유산기부로, 총 5,441억원.

• 유산기부가상대적으로많은이유는유산기부금액을국세청자료를바탕으로

산출하였고이는사실상전수조사에해당하기때문.

• 대면모금을통한기부는총 4,689억원이며, 고액기부클럽 2,839억원, 지로 2,199억원, 

크라우드펀딩 1,055억원, ARS 870억원.

• 대면모금을통한약정기부, 유산기부, 고액기부는외국에서는전통적인기부방식에

속하지만한국에서는비교적새로운기부방식이며, 이러한새로운기부방식을통한

기부가지난 5년간상당한성장을한것으로보임.

• 전통적모금방식인 ARS나거리모금은고액기부, 지로기부등에비해적은금액.

• P2P를통한기부금은 211억원으로조사되었으며, 팬덤기부 69억원, 거리모금

167억원. P2P, 팬덤기부, 크라우펀딩등 IT 기술을바탕으로한온라인플랫폼을이용한

기부가지난 5년동안상당히많이증가하였음을알수있음.



기부방식별현황
단위: 백만원, 물가상승률: 2015=100



기부방식별현황

• 유산기부는 2016과 2017년사에급격한상승을보인후, 소폭을증가와감소를반복.

• 대면모금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일정수준에서소폭의상승과하락을반복.

• 고액기부는꾸준히증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고, 코로나펜데믹상황에서고액

기부와팬덤기부등새로운기부방식을통한기부가크게증가.

• ARS와지로를통한기부는점차적으로줄어드는추세를보이고있었으나, ARS 통한

기부는코로나기간동안급상승. ARS를통한기부에대한선호가반등했기보다는

언택트시기동안일시적으로상승한것으로보임.

• 크라우딩펀드, 팬덤기부, P2P 등새로운기부방식을통한기부는점진적으로증가.



조사결과 : 2) 기부방식별세부현황



① ARS

• ARS는 ‘Audio Response System’의 준말 ‘자동응답전화’ . 소액, 즉시기부편리함.

• 최초정규편성모금프로그램- 1997년시작된 KBS ‘사랑의리퀘스트’. 첫해 연 71억원, SBS 

<기아체험 24시간> 하루만에 24억원모금.

• 1) 지속편성형 2) 재해형 3) 불우이웃돕기(연말연시) 4) 특집형 (최희정, 2002)

• ARS를통한일시소액기부하락추세. 최근몇년간대형모금기관, 국제NGO 등 DRTV(Direct 

Response TV) 방식으로전환.



① ARS

• 총 100억원사이에서소폭의상승과하락을반복.
• 2017년이후 ARS를통한기부는점진적으로감소하는추세.
• 2020년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특수한상황에서급상승.
• 재난상황에서전통적기부방식의재조명가능성시사.



②지로

• 공과금이나기타요금납부를관리하기위한결제수단.  모금기관의기부요청수단. 

• 본연구에서는결제수단이아닌기부방식으로, 전국민을대상으로발송한지로용지로적십자

지로로한정함.

• 1952년말당시한국적십자의명예총장이던이승만대통령이전쟁고아, 전쟁사상자들의

구호를위한포고문을발표하면서시작.

• 적십자외한국컴패션,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밀알복지재단, 한국해비타트, 승가원등.

• 적십자와의경쟁에서열세, 용지제작및발송비용의부담, 납입방식이자동이체나신용카드로

변화함에따라점점그규모가축소됨. 지로납부를원하는일부기부자유지.

이미지출처 : https://blog.naver.com/phak0501/222189759179



②지로

• 대한적십자를통한지로를기부금은점차감소.

• 2016년 500억, 2017년 459억, 2020년은 390억원대로지속하락.

• 최근의무납부에대한비판과개인정보이슈로인해점차감소추이.

• 2023년부터지로발송을중단예정.



③거리모금 : 현금기부

• 거리에서대면하여바로현금을기부하는방식으로주로소액일회성기부. 

• 자선냄비는 1928년 12월 15일당시구세군한국에의해서울에서처음으로시작되어

현재까지도매년 11월, 12월에전국적으로진행.

• 자선냄비는 2000년~2005년 급성장하여

2013년 48.8억모금으로역대최대치를

기록했으나, 그이후 30억원대로하락.

• 최근자선냄비의개수와금액이줄어드는

추세로온라인자선냄비와현장에서도

현금외결제방법도사용하나모금액이

예전수준으로회복되지는못함.

출처 : 전현경, 장윤주. (2020). 한국기부문화 20년조망. 아름다운재단



③거리모금

• 적십자외한국컴패션,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밀알복지재단, 한국해비타트, 승가원등.

• 적십자와의경쟁에서열세, 용지제작및발송비용의부담, 납입방식이자동이체나신용카드로

변화함에따라점점그규모가축소됨. 지로납부를원하는일부기부자유지.



④대면모금(Face to Face)

• 현장에서현금을직접받지않고기부약정서를받음.

• 1990년대유럽에서시작된모금방식으로, 한국에서는 2005년한국앰네스티가 ‘도움과나눔’의

컨설팅을받으며처음시작. 

• 당시기부자수가천명도되지않았던한국앰네스티는대면모금도입후모금이급성장하여

2011년에는기부자만명이넘는중형기관으로발돋움할

• 2010년대온라인모금방식에대한관심이높아지는시기, 대면모금의폭발적성공은의외였음.

• 대면모금을대행하는업체의수도 2005년 1개에불과하던것이 2018년에는 40개까지늘어남.

• 잠재기부자인대중을만나기관의활동을알리는

기회.



④대면모금
• 7개대표기관의 금액.  

• 2005년이후전체규모가급성장하였으나, 2016년부터는완만한성장기. 

• 대면모금에크게의존해온모금조직의경우 2020년코로나19의영향으로오프라인에

대한한계를느끼고 DRTV, 온라인플랫폼등디지털모금시장으로방향전환.

• 대면모금을꾸준히유지하는경향은잠재기부자대상홍보수단으로활용하기때문.



⑤ P2P                       

개인및비공식집단이자선적(Philanthropy) 목적으로모금을개설하고그모금의과정과
결과가 SNS를통해확산되어기부자가자발적으로기부하는방식

기존모금기관에익숙하지않거나, 신뢰가낮은기부자들이선호하는기부방식

장점 : 기존모금기관보다더빠르게이슈를제안, SNS를통해빠르게확산되는경향
참여자들은쌍방향의사소통을바탕으로모금과정중에공동체적연대감경험

단점 : 개인 SNS 채널기반이기때문에모금정보부정확하거나허위정보가능성
기부금에대한세제혜택어려움

최근, 직접모금대신개인 SNS 계정에기부증명서, 지인기부독려, 캠페인해시태그참여
등다양한기부문화조성하는장으로변화



⑤ P2P                      

2016년 1억 9천만원, 2017년 2억 3천만원, 2018년 1억 1천만원, 2019년 1억
4천만원으로, 소폭의상승과하락을반복. 2020년총기부금액은 13억 6,700만원

2020년 P2P를통한기부가급격히증가하였는데, 대학생들을중심으로코로나19 
재난구호를위한모금이활발히진행되었기때문



⑤ P2P: 재난성기부

P2P 기부는태풍이나수해와같은재난이슈에서많이이루어지는경향

2019년산출된 P2P 총기부금중약 31%(4천5백만원) 정도가강원도산불기부금. 
2020년코로나19 대유행기간동안전체 P2P 기부중코로나19 지원을위한재난성기부
급격히증가

기부의과정과결과가 SNS를통해투명하게공개되면서, 학생들간의 P2P 기부활발
기부자모집부터모금현황, 사용처까지그과정을투명하게공개, 기부자반응매우긍정적



⑥크라우드펀딩

온라인플랫폼을통해다수의개인들로부터기부금을모으는행위

온라인및모바일을통해시공간의제약을해결하여접근성증가, 플랫폼에서모금과정이
투명하게공개, 모금및기부금수여의투명성강화

비영리조직의크기와상관없이다양한분야의목적을위해모금개설가능하며, 기부자도
다양한기부상품중자신이원하는분야에자율적으로기부

해피빈 : 2005년 7월아름다운재단과네이버함께시작한온라인기부포털사이트.
2009년해피빈별도재단독립.

카카오같이가치 : 2007년 12월다음 “희망모금”으로시작. 
2015년누적기부금 100억원달성
2016년 “같이가치 with KaKao” 개편



⑥크라우드펀딩

“해피빈”과 “카카오같이가치”가홈페이지에공개한연도별기부금총합분석

“해피빈” 2005년에 10억미만의금액으로시작, 2020년까지총기부금액상승/하락을
반복하였지만, 꾸준한상승세. 

2007년 “카카오같이가치” 등장이후기부금액증가, 2020년 347억 5천만원기부
2005년에비해 34배이상성장



현금성기부는 2006년부터점진적증가. 비현금성기부자수에비해현금성기부자수가절대적으로적고그증가폭은
크지않지만, 참여자수의증가폭은크지않지만꾸준히증가.

“콩” 기부자수는 2009~2011년사이에급격하게늘었다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하향세. 그러나 2018년부터
다시상승세. 

⑥크라우드펀딩:
비현금성기부 - 해피빈

크라우드펀딩은 기부자들이
비현금성요소를이용해기부할수
있음이특징.

해피빈 – “네이버“ 서비스이용
대가로사이버머니 “콩(bean)” 
지급. 

이용자는 “해피빈” 모금함에
자신이가진 “콩”을기부

“네이버”는모금된콩에상응하는
금액(1콩=100원)을대신기부



현금성기부는연도별등락이있지만점진적증가추세

2016년(카카오같이가치로개편) 이후비현금성기부참여급증. 댓글참여원만하게 상승. 응원참여는 2018년이후에
급격하게상승. 공유참여는 2017년까지증가하다 18년도부터하락경향.

“카카오같이가치”
비현금성참여유형
공유:외부플랫폼으로모금공유
응원:모금함에좋아요를누름
댓글:모금함에댓글작성

모두 1회참여당 100원기부.
개인은총 3번중복적참여가능

한모금함당최대 300원의
비현금성기부가능

금액적립, 추후사용안되고
모금함내에서만활동이이루어짐

⑥크라우드펀딩:
비현금성기부 - 카카오같이가치



⑥크라우드펀딩: 시사점

직접기부뿐만아니라기부를응원, 독려하는일상적온라인활동으로기부참여경험

- 해피빈 : 네이버포인트를기부할수있게연결하여기업활동촉진및사회공헌동시수행

- 카카오 : 쉽고다양한참여방법을통해사람들에게기부관심및참여유도

온라인에서이루어지는비현금성기부방식중간편한방법선호

즉, 좋아요 > 댓글 > 공유순으로사람들이기부에참여

두플랫폼이외의소규모펀딩플랫폼이만들어진바있으나대부분유지어려움

최근, 대형모금기관에서자체적으로펀딩플랫폼을개설하고운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크라우드펀딩”, 한국컴패션 “우리들의펀딩“, “옥스팜 “트레일워커기부펀딩”



⑦자선물품구매

모금단체가자선아이템(굿즈)을제작, 판매하는것을구매함으로써기부에참여하는방법

MZ세대의가치소비와결합되어다양한형태의자선아이템시장이발전현재는기부
캠페인에버튼이나각종굿즈가제공되는것이일상화에코백부터명품쥬얼리까지굿즈의
종류도다양

한국의자선아이템구매형태
1) 물품구매 : 자선단체가제작한물품을현금을주고구매
2) 기부약정리워드 : 정기기부를신청한기부자에게소정의리워드제공. 

리워드(선물)를받기위한기부참여

출처:불가리, 루이비통홈페이지



⑦자선물품구매: 물품구매형

물품구매형의성공사례 – 세이브더칠드런 “신생아모자뜨기” 캠페인
2007년시작. 12,000원(2019년기준)을후원하면모자뜨기키트를기부자에게전달.
기부자가완성한털모자는다시세이브더칠드런으로배송.
2020년 7월기준 14기완료. 연간 10억원기부추정.

기부자가물건을직접제작함으로써기부의의미를상기하고주변에확산하는역할수행
내가이기부과정에관여하고있다는경험을제공하는것이성공의핵심

기부자감사아이템들도다양화, 활용증가. 
기부자에게선택의기회제공으로기부만족증대

출처:세이브더칠드런신생아살리기캠페인



⑦자선물품구매: 기부약정리워드형

모금기관에서자체제작한리워드아이템의디자인이뛰어나이를소장하기위해기부약정을
위한리워드는정기후원을유입하는방법으로활용.

우수한디자인으로악세서리효과 + 기부참여자라는것을타인에게알릴수있음
Ex) 유니세프-TEAM 팔찌, 호프링 / 초록우산어린이재단-찬스팔찌, 기아대책-희망팔찌

모금처에따라현지생산된제품을리워드로제공하여부가적으로현지생산성증대효과
Ex) 굿네이버스-<좋은이웃, 나눔원정대>

출처: 유니세프, 굿네이버스홈페이지



⑧팬덤기부

연예인의팬클럽활동의일환으로팬클럽내에서자발적으로기부를위한모금활동
셀럽의이름또는팬클럽의이름으로기부행위가이루어짐

기본적으로팬클럽내부에서모금을통한현금성기부, 앨범이나쌀, 연탄같은물품기
부부터자원봉사같은자선활동, 비영리단체와연계하여숲조성, 나무심기, 우물짓기등의
다양한캠페인에도셀럽의이름을달아참여

팬덤의소비활동과연관되는실시간랭킹차트를통해 1위를한연예인이름으로기부되는
플랫폼도나타나남(2020년 기부금누적 1억 4천 7백여만원)

상시적팬덤활동으로자리잡은기부문화. BTS 팬클럽은자체기부페이지와트위터운영.
모금기관에서도팬덤기부연결을위한노력
(밀알복지재단-팬기부챌린지, 사랑의달팽이-고액팬덤클럽운영)



⑧팬덤기부

2016년총7억7천만원, 2017년 12억 5천여만원, 2018년 4억 7천여만원, 2019년 9억 2 
천여만원이기부. 2020년에는 34억 5천여만원이팬덤을통해기부된것으로조사. 

취합된기사대부분이 1천만원이상기부, 소액기부가누락되었을것을감안하면, 팬덤기부의
규모는조사된금액보다더클것. 

팬덤기부의목적은다양한데, 특히국가재난상황(예, 2019 강릉산불, 2020년코로나등)이
있을때기부가활발히일어났음



⑧팬덤기부:             셀럽유형별비교

K-pop Star 팬덤: 2017년 국내 K-pop 오디션 프로그램 여파로 크게 증가, 2019년부터는 BTS의 팬덤 기부 활동이 두드러지며 기부

금액크게증가.

배우팬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기적기부양상관측, 같은단체에지속적기부패턴.

가수팬덤: 다른셀럽유형에비해일부가수팬덤의고정적인기부. 또한가수의앨범발매, 활동이있었던연도에기부활동이두드러짐

운동선수팬덤: 셀럽과함께모금을진행. 따라서운동선수의휴지기나실적이부진한경우모금이개설되지않는경향(2018년).

트로트가수팬덤: 2020년 트로트오디션 TV Show가대국민적유행을타면서기부건수와금액이크게증가.



⑧팬덤기부: 기부동기별비교

팬덤기부동기①셀럽기부선행②기념일기부③자체기획④기타

2016년~2017년은셀럽의이미지와브랜드를홍보하기위한기념적기부가흥행 2019년을기점으로
팬덤내부에서기부를자체기획으로변화

앞선 두 활동이 자선적 기부라면, 자체 기획을 통한 기부는 필란트로피적인 성격을 가지고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기부활동에참여하는형태



⑨고액기부

1억원이상또는연간 1000만원이상의금액을일시또는약정기부

2007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고액기부자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의성공을계기로
고액기부에대한관심과참여가높아졌으며, 한국의새로운기부문화의하나로
고액기부클럽이상당한관심

모금기관에서고액기부클럽을전략적으로강화. 이는일반개인의기부금감소및
기부참여율감소에대응하기위한모금조직의전략과고액기부클럽의선한영향력이언론을
통해지속적으로노출된영향

지난 5년간한국의고액기부금액조사
고액기부클럽을운영하는것으로파악된총 19개중 8개기관이설문에응답



⑨고액기부

8개 조직의 클럽기부금은 2016년 384억원, 2018년 489억, 2019년 939억, 그리고 2020년
584억으로조사.

고액기부는지난 5년간꾸준한상승세, 특히 2019년큰폭으로증가.
(201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0억이상맞춤형기금을운영, 연이은초고액기부의영향으로큰폭상승)

고액기부가전통적인부자, 즉자산이 많은고연령층에서이루질것이라는 사회적인식과는달리
IT 벤쳐비즈니스에서성공한젊은창업자의고액기부클럽참여가증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⑨고액기부

고액기부자들을 멤버로등록하여
기부자간의교류, 기부자소속감
부여, 지속적인기부금액의증가
등고액기부 활성화수단

최근 5년간고액기부자모임
개설또한크게증가

10억원이상의초고액기부자
클럽이나천만원이상의소액기부
클럽등고액기부시장이
세분화되고있음



⑩유산기부

사후에남겨질재산을기부하는것

기부방법은부동산, 현금, 주식, 사망보험금, 조의금등으로다양하고, 공익목적으로
출연된(기부되는) 유산분은상속세를면제

한국은기부문화가꾸준히확산돼왔음에도유산기부는매우저조한수준. (전체기부금
규모에서유산기부비중약 0.5%)

한국에서유산기부가활성화되지못하는이유 (이상신, 2019)
1) 현행세법하에서는기부자가유산기부를통해세금혜택이나 편의성증진등의혜택을얻기

어렵다는점
2) 유류분제도로인해모금기관과 유가족간의법적분쟁의소지



⑩유산기부

지난 5년간한국에서유산기부는상승과하락을반복하면서꾸준한증가세를보여 2019년
총 1,244 억원이유산기부금으로신고

매해마다유산기부의규모가다른이유는한번유산기부가이루어지면많은금액의유산이
기부되기때문

2013년에는총 1,903억원이유산기부를통해서기부되었으며, 이는 2012년도(약
8,55억원)에비해약 23배이상많은금액



요약및함의



연구요약

본연구를통하여선정된한국의기부방식 10가지
①ARS ②지로③거리모금-현금기부④대면모금-약정기부⑤P2P 
⑥크라우드펀딩⑦자선아이템⑧팬덤기부⑨고액기부⑩유산기부

연구의함의및한계
기부방식별총액을제시하는기존자료또는연구가부재함으로 2차자료를통해각각의방식별
기부규모를최대한추정. 2차자료수집및사례연구등각각다른자료수집방식을통해추정된
것으로전체규모를파악하는데는한계

새로운기부방식의증가
ARS, 지로, 현금기부등전통적인기부방식보다는새로운기부방식(대면모금-약정기부, 유산기부, 
고액기부)을통한기부금이증가

코로나팬데믹으로인해변화한기부방식
ARS를통한기부는 2017년을기점으로하락세를보였으나, 언택트(untact)라는특수한상황으로
인해 2020년에다시증가
P2P, 팬덤기부등이급격하게증가, P2P, 팬덤기부는국가재난상황에서특히상당한영향력을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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