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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최근 한국의 기부문화는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학, 의료단

어떤 분들은 이 매뉴얼이 다른 영역의 비영리기관을 위한 매뉴얼과의 차별성

체, 자선단체를 중심으로 기부문화의 선진국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한

은 무엇일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 사실 문화예술단체의

국에서 해외의 모금 이론과 방법은 아직 비현실적이거나 이상(�想)에 불과하

모금의 원리는 대학, 병원, 자선 단체의 모금과 그 근본에는 차이가 없다.

다’
고 모금 활동을 주저하던 많은 비영리기관들이 다른 기관들의 비약적인
발전을 지켜보며 놀라고 있다.

모금은 한 단체가 잠재기부자를 포함한 대중과 소통하는 전반적인 활동으로
이 매뉴얼의 특정 부분만 활용하기보다는 단체 구성원들이 이 매뉴얼을 전반

국제적으로 모금전문가들 사이에 수 십 년 동안 전개되고 있는 논쟁은‘모금

적으로 소화하실 것을 권한다. 근본적으로 모금 과정은 예술가가 자기를 표현

다. 사실 모금은
(fundraising)은 예술(art)인가 아니면 과학(science)인가?’

하고 공감을 얻어가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나의 공연이나 작품을 구

정밀과학의 분야에 속하는 분석과 전략이라는 면도 있는 반면, 뭔가 말로 표

상할 때의 예술적 설렘으로 모금 활동에 임하시기를 바란다.

현할 수 없는 직관적인 면이나 불확실한 면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본 매뉴얼
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내외의 모금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한국에 문화예술단체들의 모금 사례가 거의 없어 본 매

들로 구성되었다. 집필자들이 우리나라 문화예술단체가 본격적인 모금 활동

뉴얼에는 국내 사례를 거의 담지 못했다. 이 매뉴얼을 활용하실 여러분들이 우

을 앞두고 습득해야 할 요소들을 담백하게 담으려고 노력했지만, 모금 활동에

리나라 문화예술단체들의 좋은 모금 사례들을 만들어서 머지 않은 미래에 더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는 여전히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미리

욱 발전된 매뉴얼이 제작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매뉴얼을 통해 모금에 대

양해를 구한다.

한 자신감을 갖게 되시거나, 도전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생
기는 것만으로도 집필진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기쁨을 느끼리라 생각한다.

최영우 ㄜ도움과나눔 대표이사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기부금 모금 - 입문 편

6 | 7

모금 용어 정리
거액모금 Major Gifts
전체 모금 금액 중 1~10% 정도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거액 기부자를 통한 모금으로
거액의 기준은 단체의 모금 규모에 따라 상이함
계획기부 Planned Giving
향후 발생하는 소득의 기부를 미리 지정하거나 현재 보유 자산의 향후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및 자산의 기부 지정을 통해 모금하는 방법
기부 Donation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는 행위.
Contribution라는 용어로도 사용됨

모금위원회 Fundraising Committee
조직의 모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부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모금에 관한 기부자들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위원회. 후원회, 모금캠페인위원회, 자원개발위원회라고도
불리움
모금이벤트 Fundraising Event
모금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서 연례모금, 집중거액모금캠페인 등 모금캠페인 유형에
따라 다양한 행사 기획 가능
사명 Mission
조직 및 단체가 설립된 이유 및 존재 이유, 설립 취지라는 용어로도 사용됨

기부자 Donor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는 사람,
Contributor, donator라는 용어로도 사용됨

우편모금 Direct Mail Fundraising
우편 대량 발송을 통한 모금 방법으로 효율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다수의
잠재기부자와의 접촉이 가능한 모금 방법

기부자 예우 Recognition / Acknowledge
기부를 이미 실행한 분들에 대해 예의를 지켜 정중하게 대우

자원봉사자 Volunteer
어떤 일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돕는 사람

대중 모금 Public Fundraising
다수의 소액기부자들을 주요 대상자로 하는 모금 방법

잠재기부자 Prospect / Prospective donor
현재 기부자는 아니지만 향후 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자격을 갖춘 대상

모금 Fundraising
기부자와의 건전한 관계 형성을 통해 기부금이나 성금 따위를 모으는 활동

전략 Strategy
단체가 도달하고자 하는 위치 혹은 향하고 있는 방향으로써 단체가 과거와 달리
취하고 있는 새로운 방향

모금리더십 Fundraising Leadership
모금 조직을 이끌어 가는 주요 의사결정자들
모금 명분 Case
비영리단체의 모금 활동에 대중의 공감과 참여를 목적으로 만들어내는 논거
모금명분서 Case for support / Case statement
모금 명분을 기술한 자료로서 현재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요소를
중심으로 작성한 문서
모금 상품 Fundraising Item
비영리단체의 기부 소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기부자들의 구체적인 기부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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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모금 Phonathon
전화 통화를 통하여 모금을 요청하는 방법으로써 잠재기부자 발굴, 기부자 관리,
기부요청, 기부자 예우 등의 기능 담당
지원금 Grants
정부, 기업, 재단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후원금으로서 보조금, 장려금, 교부금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됨
집중거액 모금 캠페인 Capital Campaign
대규모의 자본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대개 4~5년)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이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모금을 강화하는 캠페인의 요소가 담긴 모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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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 사회가 본질을 추구하는 힘을 강화하도록 돕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이다. 문화예술단체가 모금활동을 하는 과정은 사람들의 가슴에 문화예술을 심어가는

I

1. 문화예술단체 모금의 사회적 의미

‘예술 행위’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성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모금(募�, fundraising)이라는 말이‘돈을 모은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재정 기반의 확보

다’
는 좁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어떤 이들은 재원조성(Resource Mobilization)
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문화예술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의 활동이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문화예술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책임을 공유해왔다. 선진국의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20세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기부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

문화예술 재원조성 모델은 크게 유럽모델과 미국모델로 나뉜다. 대체적으로 유럽국

어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문화예술단체들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민간의 예술에 대한

가들은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조되고, 미국은 민간부분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 우

자선적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동시에 문화

리나라는 유럽과 미국의 중간형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분야에

예술단체들의 모금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대한 정부의 지원도 막대하지만 충분하지 않고 민간의 기부는 미국만큼 활발하지 않
은 상황이라 할 것이다.

모금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문화예술단체가 모금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긴요한 과제이다. 모금은 단순히‘필요한 돈을 모은다’
는 측면을 넘어서 다음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정이론의 변천을

같은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교육, 의료,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
에 해당할 것이다.
조하는 것은 행정이론 중에서는‘큰 정부(rowing government)’
세금의 상당부분이 문화예술의 인프라 유지를 위해서 쓰이고 있는 서유럽과 북유럽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

국가들의 예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반면에‘작은 정부’
는 많은 부분을 민간의 활력
에 맡기고 정부는 심판과 경찰의 기능을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모금은‘비영리단체가 자신의 존재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사회와 공유하며 참여시키

미국의 모델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문화예술분야의 발전은

는 지속적 과정’
이다. 모금은 단순히‘기부자에서 비영리단체’
로 자원을 이동시키는

민간의 자발적 기부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화 중 하

일방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금을 통해서 비영리단체는 사회에 자신

나는 1980년대에 영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행정이론이 가버넌스 이론(governance

이 대변하거나 대표하고 있는 이슈, 가치, 철학, 컨텐츠 등을 공유하는 쌍방적인 커뮤

theory)이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정부, 기업, 비영리섹터 등 모든 주

니케이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문화예술단체의 모금이 그 사회에서 활발해진다는 것은

체가 공동으로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대영박물관(British Museum) 등을 포함

그 사회에 문화예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예술에 대

한 영국의 주요 문화예술 인프라의 민간재단화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1980년

한 기부문화가 활발한 사회는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커진다.

대 이후 영국의 문화예술단체들 사이에서 미국의 문화예술단체들과 같은 모금운동
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한 갤러리의 모금 책자에는‘예술은 그 사회가 본질을 추구하는 힘을
공급한다’는 과감한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그 갤러리에 기부를 하는 것은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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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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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은 비영리단체가 그들의 미션과 철학을 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사회로부터 재원을

로 늘리겠지만, 사회의 성장과 성숙에 따라 요구되는 문화예술분야의 질적, 양적 확

국제적 동향

I

장 요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화예술 인프라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민간의 자선적 기부도 동시에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강력하게 제기되는 이유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미국은 전통적으로 개별 문화예술단체들이 적극적인 모금캠페인
문화예술단체에 있어 모금의 의미

을 통해서 막대한 모금을 하고 있다.

문화예술기관의 조직 역동성 강화

[그림1-1] GIVING USA 통계(2009)

1

많은 비영리조직들이 모금을 도입하면서‘재정적인 기여’
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의 역
동성을 만들어내는 모금의 기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한 기관이 모금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그 기관의‘스토리’
들을 정리해야 하고 미래전략
계획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각 기관들은 내부적
인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모금과정은 외부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폭을 넓혀주고 이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변화시켜서 조직의 환경적응력을 높여준다.

2. 문화예술단체에 있어 모금의 위상

문화예술단체가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아래 표와 같은 범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표1-1] 문화예술단체 재원 조달 방법
구분

특징

공적지원

중앙, 지방정부의 지원

유료서비스

공연, 교육 등 수입

모금

기업, 재단, 개인 등 민간부문의 자선적 기부유도

수익사업

공연장에서의 음식물, 기념품, 안내 프로그램 판매 등

기본재산수입

건물 임대수입, 기본재산 기금의 이자수입 등
출처 : (주)도움과나눔 모금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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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Giving USA 2010

그러나 보다 더 주목되는 것은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의 문화예술단체가 적극적
으로 모금에 뛰어들고 있는 현상이다. 영국에서 1990년대에 시작된 이러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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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영박물관, 테이트갤러리, 로열오페라의 과감한 집중거액모금 캠페인으로 본격

[그림1-2] 2009년도 국내 주요 기부대상 및 1인당 평균 기부금액

2

I

화되었고 그 움직임이 최근에는 유럽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문화예술단체에 있어 모금의 의미

이와 같은 유럽 문화예술단체들의 변화는 앞에서 밝힌 것과 같이 1980년대를 중심
으로 세계의 보편적인 행정이론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버넌스 이론과 그 맥을 같이한
다. 정부가 정부 재정지원을 줄이지는 않지만 민간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
고 유도한다는 것이다.
새롭게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를 정부차원에서 늘리고 있는 아시아의 경우 미국과 유
럽의 발전모델을 통합한 형태로 기부문화가 성장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현실
한국의 문화예술단체들 사이에서도 모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심만큼 조

출처 : 기빙코리아 2010

직의 모금역량 강화를 위해서 과감히 전략적 투자를 하거나 이를 통해서 모금의 성
과가 크게 향상된 곳들이 쉽게 눈에 뛰지 않는다.
대부분의 문화예술단체가“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모금이 중요해지는 것 같다”
는
변화의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한

● 문화예술 마케팅 미흡
사회에서‘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투자’
자체를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노력
이 부족하다.

국의 문화예술단체들 사이에서 모금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면서도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장애요인들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문화예술기관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서 모금의 낮은 중요성
주요 국/공립 문화예술기관들의 기관장 평가나 기관의 평가에서 모금이 핵
심적인 평가 기준으로 설정되지 않고 있다.

● 문화예술기관의 지배구조 취약
문화예술기관의‘지배구조’
의 안정성과 공공성이 전반적으로 취약하다.

● 문화예술 모금 전문 인력 부족
문화예술기관 모금 전문가의 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문화예술기관의 투명성 및 정체성 미확립
문화예술기관에 투명성의 이슈가 상존하고 비영리와 영리의 중간지대에서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곳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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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 전문 모금기관 부재
모금매개기관이 분명히 형성되어 있지 않고 이들의 활동이 미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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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금의 핵심원리
문화예술단체의 모금이 확대될 것이라는 것에는 누구도 의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수 있는 민간자원의 성숙은 이미 상당 부분 진전되어 있기 때문에 각 단체들의 역량

모금은 교육이다

강화가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모금은 사회를 교육하는 과정이다. 모금하는 과정은 넓게는 사
한국에서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모금의 확대는‘정부지원을 대신할 모금’
이 아니라

회 전반 좁게는 기부자를 교육하는 효과를 가진다. 모금과정을 통해서 기부자들은

‘견고한 정부지원 위에 플러스알파로 늘어날 모금’
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계

문화예술단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

전반은 정부와 이러한 신사협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한 경험은 기부자들에게 새로운 통찰력과 학습의 기회, 그리고 네트워크를 제공한

예산 지원 삭감을 대체할 민간기부는 공감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다. 환경 이슈에 기부하는 사람들은 자연을 보호하는 일상의 습관들을 체득하게 되
고, 인권단체에 기부하는 사람들은 인권이슈에 민감하게 되어 생활 속에서 인권을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문화예술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

존중하는 삶의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면서 향후 정부는 어느 때보다도 문화예술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의 맛을 내기 위해서‘문화예술’
이라는 소금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절감할

따라서 문화예술단체가 모금 프로그램을 디자인할 때 모금이 가지고 있는‘교육적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부는 문화예술에 대한 보다 큰 사회적 투자의 가능성을

효과’
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목할 것이고 이와 같은 에너지를 현실적으로 문화예술계에‘물대기’
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모금은 친구 맺기이다
전반적인 문화예술계에 대한 기부문화의 확대 추세와 별개로 괄목할만한 모금 성과
를 달성하는‘스타 단체’
들이 생각보다 빨리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단체들의

모금은 기부자의 친구가 되는 것이다. 단순히 기부자의 돈을 노리는, 돈이 이동되는

성공은 다른 단체들의 과감한 투자를 견인하게 될 것이다.

순간 모든 거래가 끝나는 과정이 아니다. 친구가 된다는 것은 지속적인 관계를 상정
하는 것이다. 친구가 되는 것은 때론 나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한다.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기부자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심리적인 공간이
없는 비영리단체의 모금 역량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는 없다.
때때로 친구가 된다는 것은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 친구가 된다는 것은 나의 이익보

다도 상대의 이익을 더 많이 고려해야 할 때도 있다. 특히 거액모금의 경우 한번의
만남이나 접촉으로 모금이 성사되지는 않는다. 서로 신뢰를 형성하는 상당한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기부 이후에 단체에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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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단체에 있어 모금의 의미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미 사회전반에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를 할

모금은 책임의 분담이다

면을 갖는다. 문화예술단체는 하나의 날개로는 높이 멀리 날 수 없다.

I

모금을 한다는 것은‘이 단체는 내 것이 아니라 사회 공공의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
문화예술단체에 있어 모금의 의미

하는 것이다. 비영리단체는 공익을 위해서 모금하는 것이고 이 단체에서 창출한 사

성공적인 모금을 위한 6R

회적 가치는 사회로 환원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모금의 합리적 기반이
만들어질 수 없다. 모금은 어떤 면에서는 사회에 그들의 책임을 상기시키는 과정이

모금이 성공하려면 아래의 6R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 즉 문화예술 인프라를 가꾸어 가야 하는 책임은 해당 기관의 종사자들에게만 있
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있다. 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가

● 적절한 대상(right prospect)에게

위임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선의의 관리자’
이다.

● 적절한 명분(right cause)으로
● 적절한 시간(right time)에

으로 만들지 않는다. 기부자에게 주인
따라서 효과적인 모금단체는 기부자들을‘손님’

● 적절한 사람(right solicitor)이

의식을 심어준다. 주인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많은 비영리단체들이 계획을 확정하

● 적절한 방식(right way)으로

기 전에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들의 제안과 피드백을 반영한다.

● 적절한 금액(right amount)을 요청해야 한다.

상당히 많은 경우 계획을 수정하기도 한다. 특히 거액모금의 경우 사업의 초창기에
는 상당한 개방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잠재기부자들과 열린 대화를 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다수의 소액기부자에게 단체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할 수 있는‘모니터링’
창구
를 만들어주는 것도 이러한 취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기부는 사람이 사람에게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모금과정에는 사람의
이야기가 부각되어야 하고 사람에 대한 깊은 배려가 녹아있어야 한다. 모금을 위한
관계형성에서 위의 6가지 수수께끼를 다 풀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모금 요

모금은 부의 불균형을 반영한다

청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잘 준비된 모금 요청은 요청 받는 사람을 행복
하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요청 받는 사람이 당황한다.

모금에서는 20:80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숫자로는 상위 20%의 기부자가 통상 금

액으로 80% 이상을 기부한다는 것이다. 통계학자인 파레토가 제반 사회현상을 분

모금은 한 사람의 행위라기보다는 조직적인 활동이다. 모든 비영리단체가 모금친화

석하며 이론화시켜 유명해진 이 파레토 법칙은 모금기관의 전략에 오랫동안 유용하

적이어야 하고 비영리단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모금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는

게 사용되고 있다. 숫자로는 20%에 불과하지만 금액으로는 80%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모금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구성원이 모금에 뛰어들어야 된

거액기부자들을 위한 모금기술인 거액모금기술은, 숫자로는 80%이상을 차지하지만

이다. 모
다는 것은 아니다. 모금의 기술은 학습할 수 있다기보다는‘생래적(生來的)’

금액으로는 20%미만을 형성하는 다수의 소액기부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대중모금

금 활동을 보다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모금을 집중적으

기술과 질적인 차이를 갖는다. 문화예술단체에는 이 두 가지 범주에 속하는 기부자들

로 하도록 투자하는 것이 조직으로서는 지혜롭다.‘모든 사람이 모금을 잘 해야 하고

을 골고루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금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거액모금 기술이

잘 할 수 있다’
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반한 판단이다. 이러

효과적이지만 대중모금기술은 사회 일반과 미래의 거액기부자들에 대한 투자라는 측

한 폐단을 비영리단체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모
금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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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의 장르 중에서 거액모금과 대중모금은 그 접근방법에 많은 기술적 차이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 투입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다르다. 거액모금을
담당하는 인력은 유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청취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반
면 대중모금을 담당하는 사람은 치밀하고 전략적이며 분석적인 능력이 더 중요하다.

모금은 전문적 기술이다
모금의 기술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다양한 문화 속에서 발전해왔다. 특히 1800년대
중후반 영국과 미국의 활발한 자선적 에너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대
부분의 모금기술의 기초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지난 20세기는 이 핵심 기술이 다양
한 옷을 입고 진화하고 융합되어 왔다. 모금기술의 기본을 관통하고 있는 원리들과
각각 개별 기술들에 내재된 다이나믹스를 배우는 것은 보다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모
금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지난 100여 년 축적된 기술의 혜택과 수많
은 비영리단체들이 가졌던 고민의 흔적을 단순히 구시대적 기술로 무시하고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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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모금상품 디자인

■ 모금 명분 : 비영리단체의 모금 활동에 대중의 공감과 참여를 목적으로 만들어내는

■ 모금상품 디자인을 위한 고려사항

논거이다.

II

모금 명분과 모금명분서 작성

모금 명분 설정과 모금 상품 디자인

- 상품에 대한 정보 : 이름, 명분, 모금 목표액, 기간, 재정 계획 등
- 기대되는 사회적 효과

■ 모금명분서는 모금 명분 소개 자료로서 현재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요소를 중심으로 작성
■ 모금명분서 작성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 단체의 과거 및 현재자료 취합

- 기부 방법
-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예우 프로그램)

■ 모금상품 디자인 과정
- 기부자 발굴 및 내부 구성원들의 협력 강화를 위해 내부의 목소리를 수렴

■ 모금명분서 분량: A4 사이즈의 문서 기준 20장 이내가 적절

- 유사한 상품군은 통합하고,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 우선 순위 결정

- 대형 단체 10~15장 / 지역 단체 4~5장

■ 주요 모금 방법들
■ 모금명분서의 주요 요소 : 단체의 역사, 서비스 수혜대상, 서비스제공에 있어 도전적
요소, 미래의 목표, 모금 소요,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등

- 거액모금
- 우편모금
- 전화모금

■ 효과적인 모금명분서는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명시

- 모금이벤트

- 왜 우리 기관인가?(Why us?)

- 정부, 기업, 재단후원금

- 왜 지금 기부해야 하는가?(Why now?)

- 계획 기부

- 왜 당신이 기부해야 하는가?(Why you?)

- 집중거액모금캠페인

■ 모금명분서의 주요 기능
- 내부용 : 내부 커뮤니케이션, 사업계획서 작성
- 외부용 : 단체 소개, 홍보용 자료 제작 참고, 기부 요청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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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금 명분과 모금명분서 작성

● 사명 선언문(mission statement)
● 기관 연혁
● 프로그램과 서비스

모금 명분의 정의

● 회원 및 기부자 정보 관련 데이터
● 우리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증명할 만한 객관적이거나 타당한

II

근거 (예: 각종 통계, 수행 업적, 수상 경력, 추천의 글 등)
● 기관 관련 기사 및 보도 내용

자들은 그 단체의 사명과 활동 목적에 동의할 때 기부를 결심하게 된다. 모금명분이

● 브로슈어 등 홍보물

란 비영리단체가 조직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모금을 필요로 할 때 대중의 공감

● 최근 기관에서 작성하거나 기획한 뉴스레터, 광고, 연차보고서, 편지, 제안서 등

과 참여를 목적으로 만들어내는 논거(argument)이다.

● 기관 건물 등 유형적 요소에 대한 사진 혹은 이미지 자료
● 조직 구성도

모금 명분은 잠재기부자로 하여금 기부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

● 인력 현황

라, 기부 규모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모금 명분은 우리 단체에 기부해야 되는

● 연차보고서 등의 재정 정보

이유뿐만 아니라 거액 기부가 요구되는 이유가 잘 반영되어야 한다.

● 우리 기관을 지지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정보(사진, 인터뷰 내용 등)

모금명분서

모금명분서의 주요 요소

모금명분서는 모금 명분에 대해 소개하는 자료로 대부분 문서의 형태로 작성되고, 최

모금명분서 작성을 위한 특정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기관의 활동 내용이나 성격

근에는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온라인상에서 소개되거나 DVD 형태로 전달되기도 한

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될 수 있으며, 분량 또한 정해져 있지 않다. 대체로 모금명분

다. 모금명분서는 단체의 모든 프로그램과 그에 대한 명분이 실리는 것보다는 현재

서는 A4 사이즈의 문서 기준 4-5장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아래

단체에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좋다.

와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4

모금명분서 작성을 위한 준비

● 단체의 역사
- 설립 연도와 설립자

모금명분서 작성을 위해서는 단체의 과거 및 현재의 자료 취합 작업이 선행되어야

- 주요 성과
- 연혁

한다. 기관 곳곳에 흩어져 있던 자료들을 모으다 보면 우리 기관은 어떤 곳인지, 우
리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 모였는지에 대해 정리할 수 있게 된다. 모금명분서 작성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은 아래와 같다. 3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기부금 모금 - 입문 편

● 단체의 서비스 수혜 대상
- 주요 정보 : 연령, 인종, 성별, 지역, 사회경제적 배경, 종교 등
- 서비스 수혜자의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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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가 어느 특정 기관에 기부를 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의 기부

할 때에는 한번에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기보다는 내부구성원과 우리단체에 대해
● 서비스 수혜자들이 직면해 있는 필요들
- 단체가 고심하고 있는 내용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가며 여러차례 수정보완 작업을 거치는 것이 좋
다. 특히 우리 단체의 기부자이거나, 향후 잠재 거액기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

- 도전적 요소들

들의 의견을 구하는 일은 향후 기부자들이 우리 단체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의견들을

● 도전적 요소들에 대응하는 단체의 방법
- 단체가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

미리 듣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 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 재정 책임(fiscal responsibility)과 관련한 근거 (예: 흑자 경영)

문서가 되어 버린다거나 예상했던 분량을 훨씬 넘는 긴 글이 되어버리기 십상이다. 1
차 완성된 모금 명분서는 자가 진단을 통해 수정 및 보완해야 할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모금명분서가 아래의 세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

● 기획 과정
- 기획 과정에 참여한 사람 :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사람들이 참여했을 때

는 것이다. 5

설득력이 높아짐
- 기획 규모

● 왜 우리 기관인가?(Why us?)

- 기획 과정의 정밀도

● 왜 지금 기부해야 하는가?(Why now?)

● 미래의 목표 : 이 부분이 모금명분서에서 가장 중요함

● 왜 당신이 기부해야 하는가?(Why you?)

- 프로그램, 재정, 시설, 기술, 행정, 운영, 인력 운용 등에 대한 목표
- 위의 요소들이 어떻게 제공 및 운용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
● 기부자 투자의 사용처
- 모금캠페인이 필요한 이유
- 단체의 예산 집중 투자 분야
- 단체의 사명 및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투자의 연계성

이제는 모금명분서의 길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길이로 써야 적당한지 궁금할 것이
다. 모금 명분서의 길이는 단체의 규모와도 연관이 있다. 종합대학이나 대형 의료기
관처럼 규모가 큰 단체의 경우 A4 크기의 문서 기준으로 10~15장 정도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고,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작은 규모의 단체의 경우 4~5장 정도로 작성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규모가 크던지 작던지 간에 모금명분서의 길이가 20장을 넘

● 기부자의 예우 계획
- 기부 방법
-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부자가 원하는 것은 장황한 단체 소개나 자랑, 혹은
하소연이 아니라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간단명료한 답이다.
마지막으로 모금명분서는 텍스트로만 작성되면 지루한 느낌을 주고, 가독성도 떨어
질 수 있으므로 단체와 관련된 사진, 특히 서비스 수혜자나 기부자의 사진, 제공하는

모금명분서 가안 작성 및 수정
모금명분서를 작성하는 일은 1차 작성에서 최종 완료까지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을 정도로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모금명분서를 처음 작성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기부금 모금 - 입문 편

프로그램과 관련된 표나 차트 등의 이미지와 함께 구성되는 것이 좋다. 모금명분서
의 사진, 표, 차트 등을 선택할 때에는 기부자가 글을 읽지 않고 그 이미지만 보게 되
더라도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미래 계획에 대해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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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의 지속성과 관련된 근거

II

모금명분서에 욕심껏 여러 내용들을 싣다 보면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성격의
● 단체의 경영 및 사업 감각에 대한 평판

모금명분서의 활용

2. 모금상품 디자인
작성된 모금명분서는 조직 안팎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처음 작성할 때에
조직 전체의 의견을 취합하고, 여러 번 수정 보완 작업을 거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작성할 것을 권고한다. 모금명분서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모금상품 디자인의 핵심 요소
비영리기관에서 어떠한 명분으로 언제까지 얼마 정도 규모의 모금이 필요하다는 내

● 잠재기부자에게 기관 및 모금 활동을 소개할 때

용이 내부에서 합의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어떻게 잘 포장해서 대중들에게 전달할

●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제작할 때의 참고 자료

지 디자인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모금 상품 디자인’작업이다. 모금상품을 디자인
할 때는 다음의 핵심 네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기부 요청시 참고 자료 등
● 상품에 대한 정보 : 이름, 명분, 모금 목표액, 기간, 재정 계획 등
● 기대되는 사회적 효과
● 기부 방법

모금명분서 작성 사례

●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 예우 프로그램

모금명분서를 작성할 때 다른 기관의 모금명분서를 벤치마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
다. 아쉽게도 국내 비영리기관들 가운데에 모금명분서를 작성해 놓은 곳은 손가락으
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적으며, 홈페이지 등에 공개 게재해 놓은 곳은 거의 없다. 기부

모금 상품 디자인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문화와 더불어 모금 문화도 발달한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홈페이지에 PDF파일 형태
로 게재해 놓은 비영리기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본 자료에서는 문화예술과 관련

비영리기관의 모금 상품 디자인은 모금 담당자 한 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구성원

된 모금캠페인 명분서 네 가지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P. 134 [부록 2. 해외모금명분

들이 함께 모여 브레인스토밍 방식의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 명 혹은 소수의 구

서 사례] 참조

성원들의 의견으로만 모금 상품이 기획될 경우 다수의 구성원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한 두 사람만의 의견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모금캠페인을 진행할 때는 외부의 기
부자들을 발굴하고, 요청하는 작업만큼이나 내부 구성원들의 협력과 선도적인 기부
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양한 내부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것이 좋다.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논의할 주제들이 사전에 준비되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다음 12가
지 항목들은 논의 내용에 포함시키기를 권한다.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기부금 모금 - 입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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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작성시

II

● 조직 내부 구성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동의를 구할 때

● 지역 사회에서 요구되는 니즈는 무엇인가?
● 기관 내부로부터의 니즈는 무엇인가?
●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가?

● 예시1
기부자수

● 기관 사명과는 연계성이 있는가?

잠재기부자수

기부금액

합계

20,000,000

20,000,000

● 조직 내부의 준비도는 어떠한가?

2

6

10,000,000

20,000,000

● 모금 목표액과 기부표(gift table)는 어떻게 예상되는가? ☞P. 57 모금 목표 설정 참조

4

12

5,000,000

20,000,000

● 잠재기부자로 예상되는 사람(업)들은 몇 명(곳)이며 어떤 사람(기업)들인가?

8

24

2,500,000

20,000,000

20

60

1,000,000

20,000,000

40

120

500,000

20,000,000

80

240

250,000

20,000,000

200

600

100,000

20,000,000

400

1,200

50,000

20,000,000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 제안된 모금상품들은 유사한 상품군들끼리 통합하고, 중

800

2,400

25,000

20,000,000

요도와 시급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모금 상품수가

1,555

4,665

● 어떤 모금 방법이 적절할 것인가? ☞P. 36 주요 모금 방법들 참조
● 모금 캠페인은 언제부터 얼마의 기간 동안 진행할 것인가?
● 조성된 재원은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 기부자에게는 어떠한 혜택을 제공할 것인가?

200,000,000

너무 많으면 기부자가 혼란을 느낄 수 있으며, 모금 캠페인 자체도 집중도가 떨어져
산만해질 수 있다.
● 예시2

[참고] 모금목표액과 기부표

기부자수

가능성

잠재기부자

기부금액

합계

1

18

3

40,000,000

40,000,000

기관에서 모금이 필요한 프로젝트들을 나열해 본 후 각 프로젝트들이 필요한 금액을 적어

2

36

6

20,000,000

40,000,000

본다. 총 합계 금액이 모금 목표액이다. 만일 모금 목표액이 2억원이라고 하면 아래와 같

4

72

12

10,000,000

40,000,000

이 기부표를 작성할 수 있다. 예시1과 2를 살펴보면 모금목표액은 같은데 기부금액 범위

8

144

24

5,000,000

40,000,000

에 따라 기부자수와 잠재기부자수가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고액을 기

16

288

48

2,500,000

40,000,000

부하는 기부자수가 많을수록 기관이 접촉해야 할 잠재기부자 및 기부자수가 적어진다. 또

31

558

93

200,000,000

한 통상적으로 기부 가능성이 높은 잠재기부자 3명을 접촉할 때 그 중 한 명만이 기부를
실현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때 3명의 잠재기부자는 18명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suspect)
들 리스트 중에서 가능성이 높은 3인이다.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기부금 모금 - 입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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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I

1

● 기관의 경쟁적 우위는 어떠한가?

모금 상품 사례
● 영국 국립극장(National Theatre)
모금상품명

내용
매년 20작품 이상이 공연되는데 후원금의 덕분으로 매년 100,000
좌석 이상을 10파운드(약 20,000원)에 제공 가능해졌으며, 가장 비

II

On stage

싼 좌석도 42.5파운드(약 85,000원) 밖에 되지 않음

NT Studio

Touring

매년 150만 파운드(약 30억원) 이상을 100,000명 넘는 사람들
을 위한 교육을 위해 사용함.
새로운 작품을 위해 예술가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는
공간임
다른 공연단들과의 협력 및 영국 공연장들의 성장을 위해 투어

● 미국 내셔널 갤러리(National Gallery of Art)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모금상품명

● 미국 할렘댄스씨어터(Dance Theatre of Harlem)
모금상품명
Next Generation
Fund

모금 명분 설정과 모금 상품 디자인

Education

내용

내용

Art Acquisition

예술품 수집

Special Exhibitions

특별 전시

Educational Outreach Programs

교육 프로그램

Scholarship and Research Activities

장학금 지원 및 연구 활동

Conservation

예술품 보존

참여자의 65%가 장학금 등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더 나은
재능 개발 프로그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 많은 재능 있는
학생들 발굴을 위해 모금이 필요함

Fund for Artistic

2013년까지 전문적인 무용단 수준에서 국가의 무용단 수준으로

Excellence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및 기술 지원이 필요함

Community

매년 뉴욕 및 뉴저지 지역의 공립학교에 제공하고 있는 교육 프

Engagement Fund

로그램 유지를 위해 모금이 필요함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기부금 모금 - 입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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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모금 방법들

회가 되기도 한다. 전화 모금을 위해 많은 기관들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기도 하며,
전문기관에 아웃소싱 서비스를 의뢰하기도 한다. 전문적인 스킬이 요구되는 모금 방

● 거액모금

법이므로 제대로 훈련받은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액모금은 잠재기부자 발굴, 관계 형성, 요청 과정이 요구되는 매우 관계 중심적인
● 모금 이벤트

방법이다. 기부 요청은 조직의 리더 및 펀드레이저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즉 이사

모금 만찬, 자선골프대회, 예술품 경매, 마라톤, 걷기대회, 바자회 등 모금이벤트의

회 구성원, 발전위원회 위원, 소위원회 위원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종류와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원래의 모금 이벤트 목적과 방법과는 달리 많은 비영

II

모금 방법이다. 거액모금방법은 모금 방법들 중에 가장 비용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리기관들이 직접적인 후원 요청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우회적인 방법으로 가장
쉽게 떠올리는 모금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제대로 모금 이벤트를 기획하고 준비

가 형성되기 위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소요될 만큼 생각처럼 쉽고 간단한 모금 방법은 아니다.

조직의 리더가 업무 시간의 50% 이상을 잠재 기부자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모금 실무 부서에서는 리더가 지속적으로 잠재기부자와 관련된 정

모금 이벤트를 기획할 때는 이벤트를 통해 모금하고자 하는 모금 목표액을 잠재기부

보를 얻고 만남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해야 한다.

자 리스트 및 기부표 등을 활용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주요 초청 대상자들과의 사전
관계 형성 및 그들의 선도적 기부가 이루어져야 모금 목표액에 달성 가능하다. 이러

● 우편모금

한 목표가 없이는 순수 이익 금액이 투입된 인적, 물적 자원에 비해 낮게 될 가능성

우편모금은 주로 새로운 후원자를 발굴하거나, 현재 후원자들이 후원 금액을 증액하

이 높다.

도록 요청하거나, 후원 중단된 기부자들이 다시 후원을 재개하도록 요청할 때 많이
사용되며, 일반적인 기관의 프로그램 및 활동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 정부, 기업, 재단후원금

정부, 기업, 재단 등에서 비영리기관에 후원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후원금액도
우편모금은 후원자 정보가 대체로 잘 정리되어 있고, 우편 발송의 목적이 명확하며,

소액에서부터 거액에 이르기까지 액수 또한 다양하다. 현재 많은 문화예술단체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담겨 있으면 성공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대체

가장 의존하고 있는 모금 방법이기도 하다. 많은 비영리단체들이 정부, 기업, 재단

로 투자비용 대비 효과는 낮은 편이며, 때때로 모금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후원받

후원금을 가장 중요한 재원 조성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 전체 기부금액

은 금액과 비슷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후원자 DB 정선

의 80% 이상은 개인 기부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작업 및 메일링 테스팅 작업을 거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재단 후원금은 어떤 프로젝트나 사업에 대한 제안서 공모 과정을
● 전화모금

거쳐 선발된 비영리기관이 해당 프로젝트 혹은 사업비를 지급받고 수행하는 형태가

전화모금은 매우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모금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영리기관

많으며, 정부 지원금은 특정 분야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

들이 조직 내에 전문적인 전화 모금 스킬을 갖춘 인력이 없어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전화모금은 잠재기부자에게 1:1로 조직의 모금명분을 전

● 계획기부

달하고, 기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우리 조직 활동에 대한 여론을 들어볼 수 있는 기

사실 대부분의 기부가 기부자의 사전 계획에 의해 실현된다는 점에서‘계획기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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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모금 방법은 투자 대비 수익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부와의 충분한 로맨스

는 용어 자체만으로는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애매할 수도 있으며, 지급이 지연된 기
부(deferred giving)라고 생각하면 쉽다. 계획기부의 상당 부분은 유산기부, 증여 등
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유산 기부의 경우 기부자가 기부 약정을 하고 실제 기부 실
현은 기부자 사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획기부의 전형적인 예이다.
기부자의 입장에서는 증여세, 상속세, 부동산 관련 세금 등을 절감시켜주면서 동시
에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획기부는 매력 있는 모금방법이다. 기관의
입장에서도 약정부터 기부 실현까지는 다소 오랜 시간이 소요되나, 큰 금액을 모금
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모금방법이다. 실제로 많은 미국과 유럽의 문화예술단체들
이 계획기부에 대한 홍보에 힘쓰고 있다.
계획기부는 다른 모금방법보다 법적, 세무적 요소들과 맞물려 있으므로, 계획기부를 수
용하기 전에 기관 내에 계획기부 수용 관련 규정 및 정책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집중거액 모금 캠페인

집중거액모금캠페인은 건물을 짓는다거나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마
련 등 캠페인 자체만으로 최소 3~5년 이상 소요되는 전략적인 중장기 모금 방법이

III
모금 전략 수립과
모금 목표 설정

다. 집중거액모금캠페인을 위해서는 잠재기부자가 납득할 만한 명확한 모금명분이
마련되어야 하며, 기관의 중장기 발전계획도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더불어 집중적
으로 투자가 필요한 프로젝트나 분야 및 모금목표액도 정리되어야 한다. 성공적인
집중거액모금캠페인을 위해서는 조직 내외부의 동의, 내부 준비도, 자원봉사 리더십
포함 조직 리더들의 헌신, 잠재기부자풀이 중요하며, 기부자들을 위한 매력적인 예
우 프로그램도 준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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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모금 전략 수립
■ 단체 내부 분석과 단체 외부의 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 단체에

■ 모금 방법 적용
- 한국적 현실: 소액모금방법의 적용가능성
- 모금 방법의 통합적인 적용

적절한 전략을 선택해야 함
■ 킴 클라인의 세 가지 모금 전략
■ 전략은 단체가 도달하고자 하는‘위치’혹은 향하고 있는‘방향’
으로서
단체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방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 일회성 기부
- 정기 기부

III

- 거액 기부

■ 모금 전략은 모금과 관련된 근본적인 방향을 의미

- G(Growth: 성장)

모금 목표 설정

모금 전략 수립과 모금 목표 설정

■ 5대 모금 전략(GIVES 모델)

■ 모금 목표 설정시 고려 사항

- I(Involvement: 참여)

- 낙관적인 목표와 현실적인 목표의 대립

- V(Visibility: 인지도)

- 대담한 모금 목표와 세부 실행목표

- E(Efficiency: 효율)

- 전략별 목표 설정

- S(Stability: 안정)

■ 모금 목표액 선정 접근 방식
■ 모금 전략 선택
- 조직 내부 진단 결과 고려

- 수요 중심(Needs based)
- 잠재기부자 중심(Prospect based)

- 점진적 개선이 아닌 획기적 전환
- 2~3년마다 전략적 계획 재검토
- 모금 전략 선택 체크리스트 활용

■ 모금 목표액 수립 방법 5가지
- 기존 기부 분석 방법
- 이사회 거액 기부 비중 기반 방법

■ 모금 전략 활용

- 타당성 분석(Feasibility Study) 방법

- 1개의 핵심 전략과 1개의 보조 전략

- 통계적 수치 대입 방법

- 진입전략과 유지전략

- 개인별 평가 종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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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모금 전략

1. 모금 전략의 개념과 종류
각각의 전략들은 단체의 미션을 보완하고 다양한 유익을 제공한다. 7

지난 장에서 왜 모금이 필요한지, 왜 모금을 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 모금을

전 략

유 익

할지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면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명분과 도구를 어떤 전략으로

성장 전략

다수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포함하는 단체 미션 수행을 보완

참여 전략

단체의 미션이 새로운 이해와 지식에 있어서의 발전을 일으키는 것에 관련된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모금 명분이 아무리 절실하고, 도구가 다양하
고 이에 대한 활용이 숙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풀어나가는 방향과 자원배분이 적
절하지 않다면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로 인해 한치 앞을 예상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
는 단체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조직에게는 모두 적용되는 사
항일 것이다.

단체를 지원
단체의 미션이 대규모 사회에 큰 영향을 줄 필요가 있는 단체를 위해 유익

효율 전략

다수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에게 유익

안정 전략

단체의 미션이 장기간의 꾸준함을 요구할 경우에 유익

III

인지도 전략

‘어떤 전략으로 모금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전에 우선 현재 우
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체 내부 분석과 단체 외부의 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 단체에 적절한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진단, 설

GIVES 모델은 아래 표와 같이 속성, 성격, 주요 모금 전술, 대표 사례, 미션 특징,
요구되는 노력 등에서 각 전략 별로 다른 특징을 가진다.

문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 심층인터뷰 혹은 내부 인원의 자체적인 SWOT 분석 등
의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표3-1] 5대 모금 전략 비교표 (GIVES 모델)
전략

전략은 단체가 도달하고자 하는‘위치’혹은 향하고 있는‘방향’
으로서 단체가 과거
와는 다른 새로운 방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모금 전략은 모금과 관

속성

8

성장 (G)

참여 (I)

인지도 (V)

효율 (E)

안정 (S)

(Growth)

(Involvement)

(Visibility)

(Efficiency)

(Stability)

역동적인

보답하는

친근한

문제해결능력이 지속성 있는
뛰어난

련된 근본적인 방향을 의미하며 이러한 각각의 모금 전략들은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모금 전략 이론 중 맬 워익(Mal Warwick)의 GIVES 모델이 널리 적용

성격

6

자원봉사

용감한 리더십, 프로그램,

된다. GIVES 모델은 G(Growth, 성장). I(Involvement, 참여), V(Visibility, 인지

소액의

도), E(Efficiency, 효율), S(Stability, 안정)의 5가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풀뿌리 로비

초기 기부

GIVES 모금 전략을 문화 예술 단체에 적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아래에 설명된
GIVES 모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담한 계획,

주요 모금
전술

DM획득

폭넓은 공공의 관심, 비용에 민감함,

변함없는 가치,

잘 정비된 전략

끊임없는 필요,

여론이 중요,
많은 이해관계자, 브

방대한 재정적

랜드 인지도

기초

전화모금

TV/

계획/거액기부

기본재산기금

DM멤버십

특별행사

재단/기업

다양한 모금

뉴스레터

CRM

월정 기부

전자결제

환영 Package 출판

Radio

직장 기부
정부지원금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기부금 모금 - 입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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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단체에 대한 내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모든 단체에 적용할 수 있는 만능 전

대표 사례

미션의 특징

요구되는

환경단체

박물관

의학연구조직

사회서비스단체 대학

동물구호단체

공연단체

긴급자선구호

병원

신생 단체

공공정책 그룹

모금 방법

전형적 성장전략의 적용

재단기부

특별한 해당 없음. 재단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경우

건전한 재정,

기업기부

기업의 endorsement marketing, 직원기부 외 해당없음

광범위한 공공의

실질적인

인지와 이해,

현금유보,

거액기부

성장전략을 위한 특별기부 및 조직동원

Impact

브랜드 인지도, 행동

장기적 관점

집중거액 모금 캠페인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

자원집약적

계획기부

해당 무

편지모금

핵심 성장 전략

전화모금

편지와 연계되면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음

온라인모금

매력적 방법

특별행사

지역 조직 및 소규모 조직을 위해 유용

언론연계모금

한국상황에서 유력(?), 리스트를 얻기 어려움

자원 집약적

인력의 노력

일반적으로

인력과 시간

자원집약적

집약적

특히 문화예술 단체의 경우,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참여 전략이 효과적인 전략으로 선택될 수 있다. 하지만 신생

출처 : (주)도움과나눔 모금아카데미

III

광범위한 접근, 공공의 참여

노력

절약하는 경영

생활시설

[표3-2] 전형적 성장전략의 적용

단체의 경우에는 참여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성장 전략이 선행
관계자들의 참여를 도모하는 것은 많은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또한 단체의 외부 인
지도가 쌓여가면서 대중 매체를 활용한 인지도 전략을 활용할 수도 있다. 즉 한 번
선택된 전략은 고정불변된 것이 아니라 외부 상황의 변화와 단체의 성장에 따라 변
경될 수 있다.

● 참여전략

참여 전략은 외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이해와 조직의 지적 역량 발달
을 도모하는 단체에 필요한 전략이다. 이 전략은 모금 금액의 차이에 따른 모금 방법
보다 단체의 미션에 동참하는 개개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모금 방법이 널리 활용될
수 있다. 편지 모금, 전화 모금, 온라인 모금, 특별 행사와 같은 대중 모금 방법뿐만
아니라 거액 기부와 같은 방법들도 활용 가능하다.

● 성장전략

성장 전략은 수많은 대중과의 접촉을 강화하려는 조직 미션을 가진 단체에 적합한
전략으로서 자원 집약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는 신생 단체가 우선적으로 고려해

[표3-3] 전형적 참여전략의 적용
모금 방법

전형적 참여전략의 적용

야 할 전략이다. 일반적으로 대중 모금 방법 (편지, 전화, 온라인)이 성장 전략에 적

재단기부

신규프로그램 지원 외 직접적 연관 무

합한 모금 방법으로 통용되지만 성장 전략을 위한 거액 기부와 집중거액 모금 캠페

기업기부

신규프로그램 지원 외 직접적 연관 무

인 방법 ☞P. 38 참조 역시도 고려 가능한 수단이다. 단체가 대대적인 전환을 모색하

거액기부

유용한 방법론

는 경우에도 성장전략이 적합하다.

집중거액 모금 캠페인

적절하게 활용하면 참여를 견인, 다른 참여에서 배제해나가는 역효과를 만들
기도 함

계획기부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기부금 모금 - 입문 편

직접적 연관이 어려움

편지모금

유용한 방법론

전화모금

매우 유용한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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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계획적으로 외부의 이해

온라인모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영역

● 효율전략

특별행사

자원봉사자 주도의 특별행사가 특히 유용

효율전략은 대규모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에 적합한 전략으로서 내부 인력과

기타

언론연계는 유용하지 않음

자본의 투입 대비 결과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전략이다. 특히 재단기부, 기업기부,
출처 : (주)도움과나눔 모금아카데미

거액기부, 집중거액 모금 캠페인, 온라인 모금, 자원봉사모금과 같이 투입되는 내부
인력과 자원 대비하여 모금 성과가 우수한 모금 방법이 주로 활용된다. 대규모 자본
이 소모되는 대중 모금 방법은 효율전략에서는 기피되어야 하는 모금 방법이다.

● 인지도전략

인지도전략은 사회에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단체에 유용한 전략이다. 단체의 친
근한 이미지를 통해 기업기부와 집중거액 모금 캠페인과 같은 거액 마련의 기회를

[표3-5] 전형적 효율전략의 적용
모금 방법

전형적 효율전략의 적용

재단기부

매우 효과적

방법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도 있다. 다양한 대중의 폭넓은 관심이 필요한 경우 인

기업기부

매우 효과적

지도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전문연구기관, 국제구호단체와 같이 대중적

거액기부

매우 효과적

인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단체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전략이다. 서비스료(Service

집중거액 모금 캠페인

매우 효과적

fee)나 지역색이 강한 경우에도 이 전략이 적용할 수 있다.

계획기부

장기적 투자가 가능할 때 매우 효과적

편지모금

월정기부 및 고액 기부클럽 외에 덜 효과적

전화모금

월정기부 및 고액 기부클럽 외에 고비용 구조임

모금 방법

전형적 인지도전략의 적용

온라인모금

매우 효과적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덜 효과적
효과적인 방법

재단기부

화제성의 기부가 아니면 직접적 연관이 없음

특별행사

기업기부

CRM, Social Marketing 등 유용함

자원봉사주도모금

거액기부

화제성 기부 외에는 직접적 연관이 없음

집중거액 모금 캠페인

유용한 방법론

계획기부

화제성 기부 외에는 직접적 연관이 없음

편지모금

다소 비싼 인지도 전략 방법론

전화모금

너무 비쌈

온라인모금

매우 유용한 방법론

특별행사

유명인사가 있을 때 매우 유용한 방법, 거리모금

언론연계모금

한국상황에서 유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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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 전형적 인지도전략의 적용

III

가질 수도 있으며 강화된 브랜드를 활용하여 온라인 모금과 거리 모금과 같은 모금

출처 : (주)도움과나눔 모금아카데미

● 안정전략

안정전략은 장기간 안정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단체에 적합한 전략으로서 장기적인

출처 : (주)도움과나눔 모금아카데미

관점에서 단체의 재정적인 안정과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단체에 적합한 전략이다.
이 전략에서도 효율 전략과 유사하게 재단기부, 기업기부, 거액기부, 집중거액 모금
캠페인, 계획 기부와 같은 비대중 모금 방법뿐만 아니라 온라인 모금을 적절히 활용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은 일반적으로 대학과 같은 단체에 적합한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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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6] 전형적 안정전략의 적용
모금 방법

연적인 발전, 외부적인 영향, 그리고 조직 발전의 경로에 따라 현재 모금 전략의 재
전형적 안정전략의 적용

재단기부

매우 유용함

기업기부

매우 유용함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2~3년 후의 상황을 대비하여 현재의 모금 전략을 선택하
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조직 발달 과정에 따라 조직의 모금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거액기부

매우 유용하고 불가피한 방법

집중거액 모금 캠페인

매우 유용함

계획기부

장기적으로 매우 유용하고 불가피한 방법

편지모금

고효율의 월정기부 및 고액기부 클럽 결성시 유용

전화모금

고효율의 월정기부 및 고액기부 클럽 결성시 유용

E 단위 모금액 모금을 위한 비용을 최소화

온라인모금

필수적임

S 조직의 장기적이고 안정된 운영을 보장

특별행사

후원자보상 및 후원자참여에 유용, 현금마련을 위해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방법

E 단위 모금액 모금을 위한 비용을 최소화

[표3-7] 모금 전략 선택 체크리스트

9

질문

G

I

V

E

S

해당사항
글쎄요
없음

III

V 대중 인지도 확보

언론연계모금
출처 : (주)도움과나눔 모금아카데미

E 단위 모금액 모금을 위한 비용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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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부자 참여 - 자원봉사자, 적극참여자, 지지자

모금 전략의 선택
● 조직 내부 진단 결과 고려

조직의 미션, 비전, 목적에 대한 조직 내부의 공유와 더불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재정립도 필요하다. 또한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활용 가능한 자원 및 인력에 대한 파
악과 조직 문화에 대한 파악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다. 이와 더불어 직면한
기회와 위험에 대한 파악 역시 필요하다.

E 단위 모금액 모금을 위한 비용 최소화
G 조직 성장을 위한 모금 수입의 증대
S 조직의 장기적이고 안정된 운영 보장
V 대중 인지도 확보
S 조직의 장기적이고 안정된 운영 보장
I 기부자 참여 - 자원봉사자, 적극참여자. 지지자
S 조직의 장기적이고 안정된 운영 보장
G 조직 성장을 위한 모금 수입의 증대

● 점진적 개선이 아닌 획기적 전환이 목표

전략 기획은 조직 내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여건을 타파하
기 위한 적극적 노력임을 명심해야 한다. 모금 전략 선택 시에는 점진적인 개선을 통
해 조건 충족 시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획기적인 전환을 목표로 하여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V 대중 인지도 확보
I 기부자 참여 - 자원봉사자, 적극참여자. 지지자
V 대중 인지도 확보
G 조직 성장을 위한 모금 수입의 증대
I 기부자 참여 - 자원봉사자, 적극참여자, 지지자

● 조직의 전략적 계획을 매 2~3년마다 재검토

영원히 유효한 전략은 없으므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모금 기술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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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조직 성장을 위한 모금 수입의 증대
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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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금 전략 선택 체크리스트

모금 전략 활용

모금 전략 선택 방법 중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위 [표3-7]과 같은 체크리스트
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위 체크리스트의 각 질문에 해당하는 경우 체크한 후 3회 이

이미 언급하였듯이 전략이란, 이 지점에서 저 지점으로 옮겨나는 방법에 관한 것이

상 체크된 전략을 핵심 전략으로 선택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의 결과는 [표3-8]을 참

아니라, 단체가 도달하고자 하는‘위치’혹은 향하고 있는‘방향’
으로서 단체가 과거

고하여 해석할 수 있다.

와는 다른 새로운 방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모금 전략은 모금과 관
련된 근본적인 방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모금 전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
양한 활용법이 도입될 수 있다. 특히 1개의 핵심 전략과 1개의 보조 전략을 활용하는

[표3-8] 모금 전략 선택 체크리스트 점수 해석

10

3번 이상 체크된 글자

해

G (성장)

수입의 증가든 기부자나 회원수의 증가든 여러분의 주요 목적은 성장이다. 여러

방법은 모금전략을 극대화 하는 모금 전략 활용법이다.

석

● 핵심 전략과 보조 전략 선택

분의 개발 프로그램도 고도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요구들 (Demands)과 비용

여러분 조직 미션의 중심은 기부자들의 참여에 있다. 여러분은 자원봉사자 활동

을 한다. 반면에 인간 행동과 그룹 역학의 복잡성으로 인한 낮은 예측 가능성은 단일

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참여, 풀뿌리 로비, 또는 물품 판매 등을 필요로 하며 또

전략의 한계를 보여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핵심 전략 이외의 보조 전략이 필요

한 각종 특별행사들에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여러분의 모금 활동들은

한 것이다. 특히 보조전략은 핵심전략의 경계와 범위를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기부자들이 조직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검토되
어야 한다.
V (인지도)

여러분 조직의 미션은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만 얻을 수 있는 공공 대중의 폭넓은
지원을 필요로 한다. 모금 프로그램도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야 하며, 그 프로그램의 실행도 그 목적에 맞게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E (효율)

여러분 조직의 모금 전략의 특징은 효율이다. 따라서 단위 모금액 비용을 최소
로 해야 한다는 것에 우선적으로 모금 활동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S (안정)

핵심전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

GIVES 모델의 5가지 모금 전략은 상황별, 조직의 발전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모
델이다. 반면에‘모든 전략이 다 좋아 보이므로 다 해보자’
는 발상은 조직 전체의 모
금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모든 것을 다 한다
는 것은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

안정은 여러분 조직의 모금 개발 전략의 핵심이다. 여러분의 노력과 창의성은
오로지 조직의 장기적 안정 운영을 확실히 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

각 전략 간에는 상충되는 면들이 존재한다. 특히 성장전략과 안정 전략을 동시에 취

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다. 또한 모금 전략 선택 이전에 각 전략의 특징
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단계 역시 필요하다. 비용 효율성이 요구되는 단체에게 대규
모 광고와 외부 노출로 인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인지도전략은 어울리지 않는 것
처럼 핵심전략과 보조전략 선택시에는 그 관계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
해 [표3-9]를 참고하면 핵심전략과 어울리는 보조전략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다. 상충되는 면들이 존재하는 전략 간에도 상호 보충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
기에 조직의 발전 단계 및 내부 상황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기부금 모금 - 입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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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핵심 전략은 한정된 자원의 배분을 집중하여 자원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

III

I (참여)

들에 따라 형성될 것이다

보조전략의 경우, 핵심전략을 지원하여 핵심전략이 더 강력하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
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성장 전략을 실행할 때에는 인지도 전략이 효과적으로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단일 전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
다. 또한, 효율전략에서는 투입되는 자원과 인력에 대한 세밀한 계산으로 인해 기부
자 보상이 다소 미흡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한계는 참여 전략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
다. 즉 보조 전략은 기존 핵심 전략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
당한다.

[표3-9] 핵심전략과 보조전략과의 관계
핵심전략

비영리단체가 자원 이동 허용을 통해 더 높은 효율성 추진 가능

성장

기부자 기반 확대를 통해 비영리단체 수익 채널 다양성 부족 극복

참여

거액 기부 및 계획 기부와 같은 새로운 모금 기회 수용하는 기부 기
회 확대

안정
인지도

기부자들에게 만족과 명성을 제공

효율

증가하는 효율성은 추가적인 모금 활동 투자에 필요한 자본 마련으로
모금 활동의 다양성 확보

보조전략

관계

참여

기부자 참여 기회는 다수의 기부자의 기부 의사 증가

인지도

기부자 확보 노력에 대한 잠재기부자의 반응 향상

효율

향후 투자 기금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다수의 잠재기부자에게 어필

새롭게 조직을 키워나가는 신생 단체의 경우, 진입 전략이 적절한 전략이다. 조직의

안정

안정적인 모금 기반은 기부자 확보 노력 과정에서 위험 감수 허용

모금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성장

성장

증가하는 기부자 기반은 기부자 참여를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개선

전략을 통한 재무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요 기부자 그룹(critical mass)의 확보

인지도

높은 대중 인지도는 참여자에게 기부자 참여에 대한 보상 제고

효율

높은 효율성은 기부자 참여 활동 투자 기금을 자유롭게 활용 가능

안정

다양한 자원봉사자 확보, 기부자 참여 기회 제공,
신규 참여 활동 개선을 위한 투자 가능

성장

증가하는 기부자 기반은 최고의 홍보수단인 입소문 개선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인지도 상승 및 자원봉사자의 의지 향상

인지도

안정

참여

기부자 참여활동(자원봉사)은 비영리단체 활동의 대중적 인지 홍보

효율

효율적인 모금 프로그램은 인지도 노력에 투입되는 기금을 개설

안정

인지도 상승에 투입하는 비영리단체의 역량 향상 및 언론매체에 대한
단체의 신뢰도 상승

● 진입 전략 : 성장(G) + 인지도(V) + 효율(E)

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 인지도는 중요 기부자 그룹(의 확보에 중요한 요소이며 단체
의 활동 범위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국가 전체적 혹은 지역적으로 일정 수준
의 인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인지도=신뢰도”
라는 인식이 강하게 존재하며 기부 단체에 대한 낮은 신뢰도가 주요 기부 기피 요인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기에 기부 단체에 대한 신뢰도 향상, 즉 인지도 향상에 대한
조직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신생 단체는 경제적 안정성이 낮으므로 최대한 경제적인 모금 즉, 효율성이 보장된
모금 전략을 선택하여야 한다. 신생 단체의 경우, 모금 효율성은 단체의 성과를 나타
내는 지표로 활용되며 잠재기부자들의 기부 대상 선정시 이를 주요 기부 결정 요소
로 활용하기에 단체의 향후 발전을 위해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지표이다. 또한 부족

성장

기부자 기부 확대 및 기부자 개발 프로그램 단위당 비용 절감을 통해
효율성 증가

효율

참여

기부자 업그레이드 뿐만 아니라 거액 기부 및 계획 기부 요청 노력
강화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기부금 모금 - 입문 편

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단체의 존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
다. 효율 전략은 일부분에서 성장 전략과 상충되기는 하지만 양자 상호 보완적 입장
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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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높은 대중 인지도는 기부자 확보 및 기부 재 요청시 응답 향상

III

성장

11

인지도

[그림3-1] 진입 전략(Entry Strategy)과 유지 전략(Maintain Strategy)

방지하는 수준에서 단체 인지도를 관리해야 한다. 즉 적극적인 인지도 상승을 기대
하기보다 추가적인 인지도 하락을 위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진입전략을 넘어서 유지전략으로 전환된 비영리단체는 거의 없
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단체는 아직 진입전략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한국
비영리단체의 사회적 성숙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국내 모금 분야에서 선도
적 위치를 달리고 있는 일부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성장전략을 추진 중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국내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보이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국제
적인 기준으로는 현재 재정 수입 대비 모금 비중이 해외 우수 대학에 비해 낮은 수준
이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결과이다. 국제기구의 경우에는 강력한 브랜드파워와 인지
도를 기반으로 다소 안정화된 모금 채널과 방법을 보유하고 있기에 국내 단체들보다

출처 : (주)도움과나눔 모금아카데미

한 국내 비영리단체에게 권장되는 전략은 성장, 인지도, 효율 중의 1~2개일 것이다.

을 선택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 유지 전략 : 안정(S) + 참여(I) + 인지도(V)

모금 방법 적용
일정의 모금 시스템을 조직 내에 갖추게 되면 특별한 이유나 환경 변화가 없는 한 기
존시스템을 유지하는 안정전략을 핵심전략으로 선택하는 유지 전략이 필요하다.

● 한국적 현실

참여 전략은 일정 수준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전략으로서 일련의 비용이

전화 모금, 편지 모금, 거리 모금과 같은 전통적 방식의 소액모금방법론은 한국의 문

수반되더라도 기존 기부자의 능동적 참여와 지속적 관계 유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

화예술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성공 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은 미개척 분야이다. 기부 방

다. 외부 이해관계자의 내부 과정에 대한 참여는 비전 공유, 복잡한 커뮤니케이션 과

법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소액모금방법에 대한 논의 역시 아

정을 거치기 때문에 참여 전략 실행 이전에 기반 조성이 필요하며 전략 실행 과정 중

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참여 전략이 주요 전략으로 사용될 때에는 효
율전략과 상충됨으로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해야 한다.

소액모금방법 역시 단일 방법보다는 적절하게 혼합되었을 경우 강력하게 작동을 한
다. 편지 발송 후 확인 전화를 동반하면 그 효과가 향상되며 거리모금 후 전화와 이

반면에 유지 전략에서는 인지도 전략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기도 한다. 조직

메일, 인터넷, 편지 모금 방법까지 동반한다면 모금 성과는 이전보다 나아질 것이다.

이 추구하는 가치가 알려지고, 모금 등의 조직 운영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인지도를
도구나 목표로 활용한 적극적인 모금보다는 인지도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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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모금 기반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국내 현실에서 참여 전략과 안정 전략

III

는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현 시점에서 대부분의 문화예술단체를 포함

● 통합적 모금법

2. 모금 목표 설정
우리 기관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친숙도, 경험, 숙련도
- 인적/물적 여유

단체에 대한 내부 진단을 바탕으로 조직 발달 과정에 적합한 모금 전략을 선택하였

- 여타 재정 확보 방법

다면 이제는 조직에 필요한 모금 목표를 구체적으로 결정할 순간이다. 문화 예술 단

- 보완 기술 : 홈페이지, 후원자 DB 등

체의 경우 공연장 건립과 예술 기금(Endowment)과 같은 거액이 필요한 경우도 있

- 활동 지역 내에서의 인지도

을 수 있고, 전시회, 연극, 예술제와 같은 프로그램 운영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각

- 기관/CEO의 네트워크 등

모금 소요에 따라, 모금 목표액 선정 접근 방식에 따라, 목표액 수립 방법에 따라, 모
금 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할 수가 있다. 또한 모금 목표에 따른 기부표를 작성하여 세
부 모금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세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구체화할 수 있다.

III

킴 클라인의 세 가지 모금 전략
맬 워익(Mal Warwick)의 GIVES 모금 전략 이외에도 다양한 모금 전략들이 존재한
중심으로 전략을 구분하였기에 킴 클라인의 모금 전략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부자

와의 관계 형성 및 발전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3-10]과 같이 기부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부 기회를 제공하여 일회성 기부를 하게 하여 기부자로 확보하고 이
후 추가적으로 기부 기회를 제공하여 정기 기부자로 만든다. 마지막으로 정기 기부자
들의 기부 금액을 증가시켜 고급 기부자로 업그레이드시킨다. 이러한 모금 전략은 에
너지와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단체의 모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이다.

모금 목표 설정시 고려사항
● 낙관적인 목표와 현실적인 목표의 대립

사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낙관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새로운 서비스나 사업 제공시 필요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명확한 준비를 가능하게 하며 또한 지나친 낙관주의로 인한 위
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 대담한 모금 목표와 세부 실행목표

[표3-10] 킴 클라인의 세 가지 모금 전략
분류

기부형태

확보 전략

일회성 기부

12

모금 목표는 단체의 역량 이상으로 대담하게 설정하여 단체의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 용
기부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요 모금 방법
편지모금, 온라인, 행사

모금액 활용처
연간 예산

정기적 기부

기존 기부자들에게 추가기부

All

연간 예산

전략

거액 기부

서 바라보는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세밀한 세부 실행목표를 수반하지 않는 모금
목표는 실현 불가능한 허상에 불과하기에 모금 목표 달성을 위해 자세한 세부 실행

기회 제공
업그레이드

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담한 목표 설정은‘단체의 미래에 대한 창의적 상상’
에서
출발하는데 이를 위해 기존의 활동 공간에서 벗어나 자신의 단체를 제3자적 입장에

기부 기회 제공
유지 전략

낼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 목표는 현실적이며 또한, 구체적으

기부 금액의 증가를 권유

편지모금, 전화모금,

연간 예산

(정기 업데이트, 유산기부)

행사, 대면(F2F)

시설 자금

목표를 설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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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킴 클라인(Kim Klein)의 세 가지 모금전략에서는 기부자와의 관계구축을

● 전략별 목표 설정

모금 목표액 선정 접근 방식

모금 목표는 단체가 취하는 모금 전략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표3-11]는

GIVES 모델의 5가지 전략 유형에 따른 모금 목표 설정의 예시를 보여준다. 성장전

모금 목표액 선정 접근 방식에는 [그림3-2]와 같이 수요중심(Needs based) 방식과

략은 기부자 증가와 같은 목표를 주로 설정하며, 참여전략은 외부 이해관계자의 조

잠재기부자 중심(Prospect based)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수요중심 방식은 기부

직 내부 의사 결정 과정 및 활동 과정에 대한 참여도 증가 및 커뮤니케이션 개선을

금을 필요로 하는 입장에서 모금 목표를 산정하는 방식이며 잠재기부자 중심 방식은

주요 목표로 설정한다. 인지도 전략은 언론 매체 활용과 전문가를 활용한 대외 이미

기부금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모금 목표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수요중심 방식에서는

지 개선이 주요 목표이다. 또한 효율 전략은 모금 효율성 증가, 기부금액 증가와 같

인력, 프로그램, 장소 및 공간과 관련된 단체의 필요를 중심으로 모금 목표를 설정하

은 목표를 설정하며 안정전략은 수입 구조 다변화, 지속 가능성 확보와 같은 목표에

며 잠재기부자 중심 방식은 기부금을 제공하는 사람의 보유 재산 및 현재 소득 수준

주로 초점을 맞춘다.

에 따라 모금 목표를 설정한다.

전략

13

전략별 목표

� 5년 내 연간 500만원 이상 기부자를 30% 늘리기

수요 중심

Target

잠재기부자
중심

모금 전략 수립과 모금 목표 설정

� 3년 안에 모금 회원의 수를 2배로 증가시키기
성장전략

[그림3-2] 모금 목표액 선정 접근법

III

[표3-11] 전략 유형별 목표 설정

� 지난 공연 관람객으로부터 기부금 수입을 50% 더 확보하기
� 매월 최소 5명 이상의 거액기부자를 본부에 초청하기
참여전략

� 월1회 이상 웹진 형태의 보고서와 정보를 제공하기
� 세 개의 신규 연례 기부자 모임 (annual giving society)에 참여할
10%의 회원을 추가 확보하기

기부금을 사용할 곳

기부금을 낼 사람∙곳

∙사람
∙프로그램
∙장소/공간 등

∙거액기부자
∙소액기부자
∙정기기부자 등

� 지역 신문사에 월 2회 이상 기고하기
� 지역 신문사의 편집국과 최고 인기 필자와의 폭넓고 실질적인 관계
인지도전략

출처 : (주)도움과나눔 모금아카데미

형성하기
� TV 취재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자원봉사 기회들의 초점과 구성을
재조정하기
� 저명인사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 수입 대 지출의 비율을 2:2에서 3:1로 개선하여 모금 소요 비용 1달러 당

효율전략

안정전략

최소 3달러의 수입 올리기

모금 목표액 수립 방법 5가지 14
● 기존 기부 분석 방법

� 3년 연속으로 수익을 내지 못한 모든 특별 행사의 폐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기존 기부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기부

� 거액기부자의 기부금액을 2배로 늘리기

목표액을 예측할 수 있다. 최근의 기부 동향을 반영하여 개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

� 한 가지 자원금의 모금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유지

다른 방법에 비해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총 모금액을 기초로

� 30% 이상의 수입을 다년 약정 소액 월정기부자로 충당하기

하여 최근 추세를 반영한 손실 예상액과 지속 가능 기부액의 증가 예상액을 반영하

� 최소 수입의 25%를 거액기부자들의 다년간 약정 기부로 확보하기

여 모금 목표액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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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2] 기존 기부 분석 방법의 예

● 타당성 분석(Feasibility Study) 방법

지난해 총 모금액
(-)지난해 모금액 중 손실 예상액 (최근 추세 반영)

123,456,000
-

올해 지속 기부
올해 지속 기부 증가분 10% (최근 추세 반영)
지속 기부 소계
새로운 기부 예상액 (최근 추세 반영)
예상되는 총 모금액

7,540,000
115,916,000

+

11,591,600

선도적인 거액기부를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 및 그들의 기부 의도 확인을 통해 잠
재기부자의 기부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다. 집중거액 모금 캠페인에서 주로 사용되
는 이 방법은 기부자 군을 기부금액에 따라 10등분하고 상위 세 등급에 해당하는 최
소 20여명의 잠재기부자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이 총 모금액의 40~50%를 넘는다면 이 방법을 통해 설정된 모금 목표의 실현 가능

127,507,600

성이 높을 것이다. 단체에 긍정적인 이미지, 단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단체 활동

8,200,000

에 대한 참여, 기부 이력, 기부 의지 등에 대한 의견을 확보할 수 있다. [표3-14]에는

135,707,600

미국 메릴랜드대학의 예가 설명되어 있지만 문화예술단체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활
용하여 모금 목표액을 설정할 수 있다.

● 이사회 거액기부 비중 기반 방법

직원 및 컨설턴트 250명의 개별 인터뷰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비중을 기초로 총 모금액을 설정할 수가 있다. 거액 기부 중 이사회가 기여하는 비
율, 이사회가 기여하는 거액기부금, 전체 모금액 중 거액기부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파
악한다면 이를 통해 모금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는 전체 모금액에서 이사회 임원
의 거액기부가 모금액 달성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활용한 방법이다.

[표3-13] 이사회 거액기부 비중 기반 방법의 예

이사회가 기여하는 거액기부금
총 거액기부금 (20,000,000/0.2)
전체 모금액 중 거액기부자가 차지하는 비율
소액기부금 (100,000,000*0.25)
예상되는 총 모금액

20%
20,000,000
100,000,000
80%

기간 : 2004년 2월~7월 (6개월)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거액잠재기부자

76%

학교 전반에 관심

45%

단대, 학과,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78%

지난 1년 내 학교를 방문한 경험이 있음

89%

학교가 지난 10년간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

85%

우수한 학생을 메릴랜드 대학에 추천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

99%

장학금이 모금캠페인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

76%

기부의 최상위 3개 기관 안에 학교를 포함

44%

학교에 $50,000이상 기부했다고 응답

42%

향후 6개월에서 1년 이내 학교로부터의 기부요청에 응답

48%

25,000,000
125,000,000

● 통계적인 수치 대입 방법

가능한 모든 모금 활동과 그 결과를 수치화하여 통계를 내고 그 활동의 확대/축소에
따라 예상치를 추정한다. 각 모금 방법 별로 지난해 결과(대상자수, 획득수, 획득률,
평균금액, 총계 등)를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올해 예상 목표 금액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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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 전략 수립과 모금 목표 설정

모금 목표 설정 방법 중 두 번째 방법은 전체 기부액 중 이사회가 차지하는 거액기부

거액 기부 중 이사회가 기여하는 비율

III

[표3-14] 타당성 분석 방법의 예 : 메릴랜드 대학

[표3-15] 통계적인 수치 대입 방법의 예
`

지난해

올해

대상자수

획득수

획득률

평균금액

총계

대상자수

예상금액

편지모금

100,000

1,300

1.30%

9,000

11,700,000

120,000

14,040,000

전화모금

3,000

98

3.27%

95,000

9,310,000

3,300

10,241,000

이벤트

2,000

78

3.90%

25,000

1,950,000

2,000

1,950,000

25

6

24.00%

480,000

2,880,000

30

3,456,000

12,500

15

0.12%

5,600

84,000

13,000

87,360

1:1 면담
E-mail
계

25,924,000

29,774,360

● 개인별 평가 종합 방법

모든 잠재기부자에 대해 개인별로 요청할 금액과 기부확률을 추정, 합산하여 모금
목표 금액을 설정할 수 있다. 잠재기부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요청 가
능액과 기부확률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러한 방법은 잠재기부
자 발굴과 관계 수립 후 잠재기부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IV
모금 프로세스의
이해와 정립

[표3-16] 개인별 평가 종합 방법의 예
요청가능액

기부확률

가 기업

100,000,000

80%

80,000,000

나 기업

30,000,000

60%

18,000,000

다 기업

5,000,000

40%

2,000,000

갑씨

5,000,000

80%

4,000,000

을씨

2,500,000

40%

1,000,000

병씨

1,000,000

20%

200,000

A 재단

6,000,000

80%

4,800,000

B 재단

5,000,000

60%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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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모금 프로세스의 이해와 정립

잠재기부자 관계관리
■ 관계 형성

■ 기부금 조성의 4단계
- 잠재기부자 조사(Research) : 단체의 위상에 대한 선행 조사 및 잠재기부자 그룹 및
개인에 대한 정보 파악 단계
- 잠재기부자 관계 배양(Romance) : 기부에 동기를 부여하고 교육하며 단체에 대한 이
해 및 필요를 공유하는 단계
- 기부 요청(Request) : 잠재기부자와의 공식화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식으로 기부
요청하는 단계
- 감사 및 예우(Recognition) : 기부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 단계

- 단체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고 단체의 미션과 명분을 공유하여 최종적으로 기부를 획
득하는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과정
- 관계형성의 과정은 짧게는 두세 번의 만남으로도 가능하지만 길게는 1년 이상의 기간
을 두고 관계를 지속
- 가장 손쉬운 관계 형성 방법: 단체가 발행하는 소식지와 이메일 등을 제공

■ 기부 요청
- 요청 전 준비도 체크 : ①

잠재기부자 분석
■ 잠재기부자의 정의
- 잠재기부자 : 현재 기부자는 아니지만 향후 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자격
을 갖춘 대상
- 최대한 많은 리스트 확보가 관건
- 대상리스트 확보 후 리스트 구분 및 세분화 필요

■ 잠재기부자 식별
- 잠재기부자 식별의 원천 : 단체가 보유하고 있던 각종 데이터
- 각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조사하여 식별하는 과정 필요
- 기부자 관련 정보(재정 현황, 단체와의 관계, 접촉 가능한 지인, 관심 분야, 기부 경력)를
조사/식별, 관리
- 프로파일링 : 개별 기부자 대한 상세 정보를 파악하는 과정

■ 잠재기부자 분류

적절한 기부요청자 선정

②

잠재기부자의 기부 이슈 선점

③

요청 여부 판단

④

요청 금액

⑤

요청 방식 및 요청 내용

- 요청하기 전에 시나리오 구성 및 스크립트 작성 필수
- 요청 진행 순서 : ①

탐색(Probing)

②

연결(Match)

③

확인(Confirmation)

④

매듭(Closing)

⑤

후속조치(Follow up)

- 요청 실패 요인 : ①
②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요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급한 요청, 준비되지 않은 요청 역시 주요 실패 요인

■ 기부자 관리 및 예우
- 기부자 예우의 시작은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 감사는 한 번의 기부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7번 정도 해야 함.

- 잠재기부자의 프로파일링을 통해 잠재기부자의 정보 및 내용을 확보한 후에 기부자를 분류

- 기부자 예우는 기부 및 자선적 지원에 대한 단체의 의지와 관심을 표현 과정

- 이를 위해 기부표를 구성하고 그에 따라 분류

- 기부자 예우 기획시 고려사항: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과 단체만의 독특한 예우를 구성

■ 잠재기부자 평가
- 기부 능력 및 단체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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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기부자 조사

1. 모금 프로세스의 이해

잠재기부자 탐색에 앞서, 단체의 위상에 대한 조사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 단체와 사

업의 모금명분과 발전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보고 매력적인 모금상품에 대
한 정리와 합의가 필요하다.

기부금 조성의 4단계
이후에 잠재기부자 그룹 및 개인에 관한 정보를 파악한다. 잠재기부자 개인/집단/기
일반적으로 기부자를 확보하고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4-1]과 같

업의 재산규모, 성향, 관심, 잠재기부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 잠재기부자가 갖는

은 전략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거액을 기부할 만한 잠재기부자를 탐색하고 관계를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그리고 단체와 각 잠재기부자간의 연결이 되어주는 사람(door

형성하며 기금을 요청하고 단체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데에 1년 6

opener) 등이 있는지 탐색한다. 이 과정에서 거액기부자의 경우 프로파일링(세부 정

개월에서 2년은 평균적으로 소요된다.

보 수집)을 시행할 수 있다.

잠재기부자를 확보하여 지속적인 기금을 유도하는 모금의 과정을 [그림4-1]에서와

이 조사의 과정은 기부 창출에 약 25% 정도 기여한다. 또한, 전체 방향을 잡기 위해서

같이 4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는 이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데, 방향이 잘못 되면 그 다음의 모든 단계가 어려워진다.
● 잠재기부자 관계 배양

예상되는 잠재기부자에게 기부 동기를 부여하고 교육하며 분위기를 조성하는 단계로
하여 제공하는 과정이다.

� 조사
(Research)

� 예우
(Recognition)

는데 전체 기부 창출의 60% 정도를 기여한다.
● 기부 요청

기부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단계로, 잠재기부자와 공식화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해야

1.5년~2년

한다. 이 때 요청 금액에 대해서 단체의 리더십과 실무진은 잠재기부자의 부와 단체

에 대한 관심도 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요청해야 한다. 성급한 요청과 마무리, 낮

� 요청
(Request)

� 배양
(Romance, Cultivation)

은 금액 요청하기(under asking, 잠재기부자의 실제 기부능력에 비해 낮은 금액을
요청하는 것)은 실패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된다. 이 단계는 기부 창출에 단지 5%
정도 기여한다는 통계가 있다.

출처 : (주)도움과나눔 모금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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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 프로세스의 이해와 정립

이 과정은 기부를 창출하는 전체 기간 중 과반수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게 되

IV

서 잠재기부대상에게 기금조성을 홍보하고 관련단체의 사업과 모금상품 등을 가공
[그림4-1] 기금조성의 4단계 전략

● 감사 및 예우

회 등), 현재의 기부자, 전/현직 임직원 및 그들의 지인, 단체의 수혜대상, 단체의 서

기부자에게 향후를 기약하며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단계로서 감사의 표현은

비스 및 이벤트 등에 참여했던 사람들, 단체가 발행하는 소식지 구독자, 다양한 방식

진심을 담아 즉각적이고 적절하게 해야 하며 이 때 기금사용의 용도와 절차를 공개

으로 단체와 관계되었던 사람들의 명단, 단체의 가족 등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해야 한다. 이 단계는 기부자가 향후 기부를 더 많이 하거나 중단하거나 하는 판단에

이렇게 찾은 잠재기부자들을 크게 개인, 기업, 단체/집단, 재단, 정부 등으로 대상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을 구분한 후, 탐색한 각 대상군 별로 어떤 경로로 단체와 관계를 맺었는지 세분화할

수 있다.
모금 프로세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과 논의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자 한다.

잠재 기부자 식별
● 식별의 원천과 방법

2. 잠재기부자 분석
잠재기부자 식별의 원천은 단체가 보유하고 있던 각종 데이터이다. 조직 내부의 데이

터 및 조직 내의 네트워크에서부터 찾을 수 있는 잠재기부자 대상은 다음과 같다.

잠재기부자의 정의와 탐색 대상

- 현재의 연례 및 월정기부자
- 단체의 행사, 캠페인, 교육 등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강연자

자격을 갖춘 대상을 말한다.

- 단체의 사업을 지원했던 재단, 기업, 거래처

모금 프로세스의 이해와 정립

잠재기부자란, 현재 기부자는 아니지만 단체에 앞으로 기부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IV

- 일시적 기부자, 기존에 후원했으나, 후원을 중단한 기업/개인

- 전∙현직 임직원
기존에 기부한 경험이 있는 기부자 및 잊힌 과거의 모든 기부자를 다 포함하여 단체

- 단체의 지인

에 관계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단체의 모금명분과 단체의 필요(모금 아

- 관극회원

이템)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확보하는 것이 잠재기부자를 탐색하는 과정이다.

- 고객 및 티켓 구매자
- 온/오프라인 소식지 구독자

잠재기부자를 찾기 위해서는 기존에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리스트를 점검하

- 웹사이트 회원

는 것에서 시작한다. 나아가 단체의 전 임직원과 주요 지인들의 네트워크를 파악하
는 등 단체 내외부관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많은 리

단체 내부의 데이터를 확보한 다음에는 단체와 관계된 인적 네트워크 및 공개된 데

스트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터를 통해 잠재기부자명단을 확보할 수 있다.

가능한 잠재기부자 대상은 단체의 임직원, 주요 외부 위원회(자문단, 고문, 운영위원

비슷한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단체의 기부자들도 잠재기부자군이 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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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해당기관의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정기소식지, 뉴스, 웹사이트 등을 통해

[표4-1] 기부자와 관련하여 탐색할 정보

게재된 기부자 및 자원봉사자 명단에서 기부자 리스트를 확보할 수 있다.
재정현황

기부하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단체의 명분이 괜찮다면 언제든지 다른 단체에

∙수입
∙자산, 소유 기업 정보

도 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 기부하는 기부자들도 우리에게 좋은
잠재기부자들이다.

단체와의 관계
∙참여활동 분야 - 기부, 자원봉사, 캠페인, 교육 등

공개된 정보의 경우,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원하는 경우 찾을 수 있다. 특히 기업/기

∙친밀도/충성도 수준 - 참여 횟수/년도, 전화/이메일/만남 등 접촉밀도

업인 관련자료는 언론자료나 회사 자료를 통해 찾을 수 있고 지역상공회의소 등에
등재된 기업정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접촉 가능한 지인
∙조직 내외부 리더(이사, 위원, 대표, 기존 거액기부자 등)
∙현직/퇴직 직원, 조직 내부 관계자들의 지인

매출 상위 1000대 기업이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기업, 문화예술에 관심이 높은 기업, 특성화 분야 연관기업 등은 리서치를
통해 단체와의 연계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공개된 인적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

관심 분야, 기부경력
∙타 단체에 기부 경력 및 그 분야
∙단체에 관심 있는 수혜대상, 프로그램 등

정부나 기업, 재단에서 운영하는 각종인명록, 연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로터리클
출처 : (주)도움과나눔 모금아카데미

럽, 라이온스클럽 등의 다양한 호혜조직, 교회/사찰 등의 종교기관의 활동 정보도 유

이때 각 잠재기부대상자의 기부능력은 개인별 재정현황을 상세히 파악하여 예측할
수도 있고, 또는 기본 신상정보(예를 들어 연령/직업의 수준/평소 평균 기부금액 정

대하는 대상자 등 관계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리스트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주소 등)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

가능한 조직의 모든 사람을 동원하여 리스트를 구성할 필요가 있고, 이때 타 부서(사
업부, 홍보부, 회원/고객관리부, 자원봉사관리부 등)와의 워크숍을 통해 리스트를 확
보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리스트 확보 후에, 프로파일링 등을 통

● 프로파일링(Profiling) 절차 및 방법

해 각 대상자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조사하여 식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프로파일링은 개별 기부자, 특히 거액기부자에 대한 상세 정보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 수집해야 할 기부자 정보

4단계에 걸쳐 프로파일링의 단계를 거치는데 그 방법은 아래 [표4-2]와 같다

리스트 각 대상자에 대해 탐색할 정보는 다양하다. 그러나 모금을 위해서는 다음 [표

프로파일링은 노동집약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모든 리스트를 대상으로 시행하기는

4-1]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부자 관련 정보(재정현황, 단체와의 관계, 접촉 가능한 지

어렵다. 그러나 거액모금 대상자의 정보를 파악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프

인, 관심 분야, 기부 경력)를 탐색하여 관리해야 한다.

로파일링은 개인 뿐 아니라, 기관, 재단,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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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확보에 있어서 최대 관건은 단체와 조금이라도 연관되거나 향후 연관되길 기

IV

효한 정보로서 가치가 있다.

[표4-2] 프로파일링 절차 및 방법

부의 관계를 규명하며 표현한 것이다. 예를 들면 20% 제품이 전체 매출이나 이익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전체 고객 중 핵심 고객 20%가 매출의 80%를 소비하는 현

1차 프로파일링
단계

인물

기업

∙기관 통합 DB

1단계

∙중앙일보 유료 인물 정보 Bio/학력사항/경력사항/수상내역/논문 및

기본정보

상을 규명한 것인데, 모금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전체 기부자 중에서

∙Yahoo 기업정보

20%의 기부자가 80%의 모금액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실제 모금하는 과정에

∙기업 홈페이지 및 기타 경제지표 활용

서 여러 번 검증된 바 있다. 이는 또한 80%의 기부자가 20%의 모금액을 감당해야

∙인물검색: 네이버/엠파스
- 기업개요/최근 연혁/경영진/기업관련인

저서/가족관계

(기업)현황/주주현황

하므로, 거액의 모금과 소액의 모금이 적절히 균형 잡혀 있어야 단체가 안정적인 모
금을 달성한다는 내용을 뒷받침 해준다.

∙신문기사 리서치: 네이버/구글

∙신문기사 리서치: 네이버/구글

2단계

∙소식지 및 연간보고서

∙소식지 및 연간보고서/각종 출판물

예를 들어, 50억 원의 모금을 해야 하는 경우, [표4-3]과 같이 표준형의 기부표를 만

심화자료

∙기업 및 각종 단체 홈페이지 - 지인/

∙각종 단체 홈페이지 및 타 단체 기부사이트

들 수 있다. 단체는 잠재기부자 리스트군과 현황을 고려하여 기부표 각 범위 의 목표

자산현황/기부경력/기타활동/보도자료

- 기부경력/기타사회공헌/기타

금액과 타깃 대상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2차 프로파일링
1차 프로파일링을 가진 인물 혹은 기업 중, 잠재적 기부성향이 크다고 판단되거나
특정 목적기부에 적합한 대상으로 진행. 용량 : 1-2페이지

[표4-3] 50억원 모금을 위한 기부표

3단계

∙1차 프로파일링 담당자의 정보 평가 및 권고사항 기재

조사담당 권고

∙확인여부가 필요한 자료 검토 요청

정보수집

∙기업의 경우, 기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결

합계

%

누계

5억원

3-5

1

5억원

10%

5억원

2.5억원

6-10

2

5억원

10%

10억원

1억원

15-25

5

5억원

10%

15억원

∙직접 접촉이 가능한 모든 루트를 탐색하고 활용

5천만원

30-50

10

5억원

10%

20억원

출처 : (주)도움과나눔 모금아카데미

2.5천만원

60-100

20

5억원

10%

25억원

1천만원

150-250

50

5억원

10%

30억원

자료는 향후 접촉, 만남, 제안 등의 활동을 계획할 때 주요 정보가 된다.

5백만원

300-500

100

5억원

10%

35억원

2.5백만원

600-1000

200

5억원

10%

40억원

● 잠재기부자 분류

1백만원

1500-2500

500

5억원

10%

45억원

Many

5억원

10%

50억원

확보된 잠재기부자의 프로파일링을 통해 잠재기부자의 정보 및 내용을 확보한 후에

888+

50억원

100%

50억원

1백만원 미만
계

2644-4440+

기부자를 분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부표(Gift table)를 이해해야 한다. 기부
표는 모금의 원리에도 파레토법칙이 적용됨을 보여준다. 80%의 효과는 20%의 노
력으로 얻어진다는 파레토법칙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파레토(Pareto)가 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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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내외부 인맥(임직원, 이사, 고문, 위원 등) 활용

기부자수

IV

∙기관의 임원진을 통한 정보수집

접촉을 통한

잠재기부자

기부액

∙전화, 방문 등의 직접 접촉

4단계

Goal: 50억원

[표4-3] 을 바탕으로 잠재기부자 분류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울 수 있다.
- 5억원의 초거액 기부에서부터 1백만원 정도의 기부까지 폭넓게 다양한 범위의
기부가 이루어지도록 잠재기부자의 범위와 대상도 다양해야 한다.
- 하나의 기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질 잠재기부자가 적어도 3~5명이 필요
하다.
- 따라서, 50억원의 모금을 위해서는 총 888명 이상의 실제 기부자들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부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4,440명 이상의 잠재기

기부능력을 평가할 때에도 프로파일링, 잠재기부자의 지인들, 자원봉사자, 직접 면
담 등을 통해 부의 정보를 파악한 후 평가미팅에서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현실적으
들을 아는‘부자’
들이 평
로 잠재기부자의 능력(wealth)을 평가하기 위해서는‘부자’
가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평가미팅에 참석할 실무자와 내∙외부리더십(후원회, 이사
회, 평가위원회 등)을 별도로 선정하고, 정기적으로 미팅을 갖고 기부자를 평가하여
접근계획을 세우고, 지속적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상세한 정보파악이 어려운 경우
직업, 주소 등을 통해 매우 개략적으로 기부자의 능력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다.

부자가 필요하다.
- 전체 모금액의 80%에 해당하는 40억원의 모금에는 388명의 기부자가 필요한
데, 이는 전체의 약 20%에 해당하는 기부자이다.

아래 표와 같이 기부능력과 단체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하여 잠재기부자들을 평가하
여 그 기준에 따라 잠재기부자들을 분류하고 잠재기부자 개발을 위한 우선순위를 결
정하도록 한다.

전체 모금액의 80%를 차지하는 중∙거액 모금에는 유력한 자원봉사 리더십 및 단
체의 주요 임원 등의 노동집약적 에너지가 투입되는 모금기술이 필요하다. 반면,

20%를 충당하고 있는 다수의 소액기부자를 발굴하는 기법은 중∙거액모금기법과

[표4-4] 잠재기부자 평가에 따른 분류

는 다른 기술을 필요로 한다.
● 잠재기부자 평가

High

1사분면
적극적 개발

적절히 자원 투입

우선순위

IV

3사분면
장기 전략에 따라

잠재기부자 평가를 위해서는 데이터 발굴 및 선별, 조사, 평가위원회 미팅, 설문조사,
능력

기부자의 라이프스타일에 관련된 질문, 가족관계, 취미, 친구관계, 주요 업적, 자랑스
러운 일들, 과거 기부 경력, 관심사 등을 질문하면서 기관의 필요(Needs)를 노출하고

4사분면

2사분면

소액모금전략

1사분면을 충분히

Low

모금 프로세스의 이해와 정립

정성적으로 지인이나 실제 잠재기부자에게 직접 묻는 방법 등을 활용해야 한다. 잠재

개발한 후 접근

기부동기유발 및 전략적 정보를 나눌 수 있다. 또한, 혹여 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 있는지 확인하며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편이 되기도 한다.
Low

준비도/선호도

High

잠재기부자를 평가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는데, 기부 능력과
단체에 대한 선호도이다. 단체에 대한 선호도는 선호도가 높아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보이는 수준부터 관심도가 적거나 아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수준까지 정성적으로

잠재기부자 평가의 결과가 단체가 개발하고자 하는 기부자의 수와 기부금 목표에 상

판단하여 기부자를 평가한다. 이때, 단체의 다양한 프로그램/이벤트 참여 횟수, 참여

응하지 못한다면 1) 추가로 잠재기부자를 확보하거나, 2) 단체의 기부목표액을 조정

한 프로그램/이벤트의 내용, 기타 단체와 관계했던 활동들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거나, 3) 잠재기부자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는 않았는지 잠재기부자 리스트를 함
께 평가했던 단체의 임직원 및 자원봉사자와 피드백을 가져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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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기부자개발에 시간과 재정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단체에는 적절치 않

3. 잠재기부자 관계 형성

다’
, 또는‘우리 단체 내에는 잠재기부자와 관계형성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
고 생각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모금을 할 의도가 없다는 표현과 다
름이 없다.

관계형성
관계형성은 모금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활동이다. 단체가 관계형성 계획
● 모금을 위한 관계 형성의 의미

을 잘 디자인 한다면, 향후 소액기부자는 중∙거액기부자로, 단순 회원 또는 관심자
는 기부자로 발전시켜갈 수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단체에게 있어 잠재기부자 및 주변의 여러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맺는 과정
은 단체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고 단체의 미션과 명분을 공유하여 최종적으로 기부를
획득하는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과정이다. 단순히 친분 중심 혹은 단체의 필요에 의해

● 관계형성 단계

형성되는 일시적이며 일방적인 과정이 아니다.
관계형성의 과정은 짧게는 두세 번의 만남으로도 가능하지만 길게는 1년 이상의 기

따라서 잠재기부자와의 관계 맺기의 시작은 잠재기부자 각 개인에 대한 심도 깊은

간을 두고 지속해야 한다. 거액모금일수록 관계형성과 관계심화에 들이는 노력과 시

이해와 단체의 비전을 공유하는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에서부터 이루어진다.

간이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잠재기부자와 기관 상호간에 이해와 신뢰를 쌓아
기부와 동참을 이끌어내고 단체의 미션에 동화된 적극적인 수행의 주체가 되도록 하
는 데에 단체의 의지와 노력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IV

이 과정을 통해 잠재기부자의 관심사와 그들의 염려에 대해 반응하고 그 이슈를 함
께 해결하고자 하는 모색이 단체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기부자와의 관계 형성은 임의적이거나 그들의 반응에 대응하는 정도로만 움직여서

(Romance) 과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것은 일회적인 기부를 성사시키는 것이 아

는 안되고 단체에서 먼저 기획하여 역동적이며 참신하게 실행해야 한다. 이때 미팅,

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부하고 충실한 후원자로 남도록 하는 과정의 가장

전화, 이메일, 초청, 만남 등을 활용하여 세심하게 구성할 수 있다.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기부자와의 관계형성은 잠재기부자 각 개인에게 특화된 단계와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별 맞춤형(customized) 전략은 정성이 들어가야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실행

[표4-5]는 한 명의 잠재기부자와 관계를 형성하여 관계를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단계

할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이때, 실행계획을 복잡하고 다양하게

별로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사전에 미리 계획된 준비와 내용으로 리

세우기보다는 간단하지만 임팩트 있는 프로그램을 몇 개 준비하여 반복적으로 활용

더십, 실무진, 그리고 자원봉사자 각각의 역할에 따른 활동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좋다.
관계형성에 있어서는 여러 사람들의 동시다발적인 협력이 중요한데, 모금 담당부서
종종‘관계형성은 초거액의 기부자만을 위한 전략이다’
라든지,‘거액모금이 손쉬운

의 실무진과 단체의 리더십, 그리고 잠재기부자와 호의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대규모의 비영리단체에만 해당된다’
는 생각은 위험하다.‘지금 당장 모금이 필요

자원봉사자, 타 부서 직원 모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실무팀은 잠재기부자와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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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관계형성의 과정을 단체와 잠재기부자가 서로를 알아가는 로맨스

[표4-5] 관계형성 단계

하다. 이런 관계형성 과정을 통해 자원봉사 리더십을 발굴할 수도 있고, 거액모금캠

관계 형성
기간

요청 12~18개월전 시작

관계 개발

관계 심화

요청 전 최소 6개월까지

이때, 기관의 전∙현직 이사, 이사 후보군,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기부자, 고객이나

∙홍보책자, 뉴스레터
∙기부자관리프로그램(예우프로그램)
∙기부자정보 입력시스템
준비 사항

∙자원봉사자 확보 및 교육
∙모금상품마련

페인의 위원 및 위원장, 고문 등을 발굴할 수 있다.

요청 1~6개월전

∙요청 관련 자료 준비

∙자원봉사자용 키트

고객의 가족 및 지인 등이 자원봉사 리더십의 후보가 될 수 있다.

∙(제안)

∙전담요원 배치
∙다양한 형태의 미팅 세팅

∙요청 기획
∙(개별 미팅 혹은 이벤트)

∙편지, email, 동영상 및 각종 템

충실한 관계형성과정을 거치면, 요청시 거절의 가능성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성공
률도 높아지며, 잠재기부자로부터 또 다른 잠재기부자를 소개받을 수도 있다.

플릿

관계형성이 잘 이루어지면 잠재기부자는 기관의 미션, 모금 명분에 동의하게 되고
리더십

∙잠재기부자 명단 제공

∙잠재기부자 기관에 초청

∙기관의 특별 행사에 초대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넘어서 기부자 자신이 자발적으로 기부한다는 심리적 만족감

∙주요 기부자 현황 파악

∙미팅, 간담회 등 진행

∙직접방문/식사초대

을 얻게 된다.

∙주요 자원봉사자 미팅

∙추가잠재기부자 명단 제공

∙편지/전화

● 관계 형성 채널 및 활용

∙잠재기부자 DB 마련

실무

∙관계형성 자료준비

∙주요 행사 및 만남 기획

∙1:1 전담 관리

∙홈페이지 등 제반사항 조정

∙잠재기부자 요청에 따른 자

∙리더십과 기부자의 미팅

료 발송

관계 형성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식과 채널을 활용할 수 있다.

기획 및 주선

∙각종 자료 발송

- 정보 제공 : 기관의 미션과 비전, 미래발전계획, 현재 진행중인 사업, 기관의 성공
사례, 유력 기부자, 리더십 및 실무그룹, 주요 뉴스 등의 정보를 제공
하는 방법

촉을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모금명분서, 브로슈어, 사업소개서, 편지 등
관계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들을 구비해야 한다. 이를 가지고 잠재기부자와 실
질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단체의 리더십과 자원봉사자의 역할이다. 자원봉사 리더십
이 관계개발 과정에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단체 내 동화를 위
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며 교육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 만남 주선 : 기관의 리더십, 수혜자, 직원, 홍보대사, 유력기부자, 주요 사업의 자원
봉사자 등과의 개별적 혹은 소그룹 미팅 등의 만남을 주선하는 방법
- 축하 : 잠재기부자의 생일, 결혼기념일, 승진, 개업, 등 개인적인 기념일을 특별하
게 축하하는 방법
- 참여 : 현장을 방문하게 하거나, 공연에 초청하거나, 강연이나 특강의 연사가 되
어 줄 것을 요청하거나 기관이 진행하는 서비스를 체험하게 하는 등 참여
를 통해 소속감을 높이고 동료의식을 제고하는 방법

전략을 세울 때에는 잠재기부자 대상의 특성에 맞는 접촉 프로세스와 관계형성 방식
을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한 개발과정이 기관 내에 구조화 되어야 한다. 거액모금 대

상기에 설명된 방식과 채널을 구체화하는 가장 손쉬운 관계형성 방법은 단체가 발행

상자는 개별화된 전략이 필요하지만, 소액모금대상의 경우는 소식지 발송, SMS발

하고 있는 소식지와 이메일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편리하게 기관의 사업

송, 정기적인 전화연락,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등의 대중적 관계형성 전략이 필요

과 필요를 폭넓고 효과적으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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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주)도움과나눔 모금아카데미

IV

∙만남 기획 및 주선

좀 더 깊이 있고 정감 있는 교감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편지와 전화 등을 접촉 수단으

기부요청

로 활용할 수 있고, 단체의 사무실 및 주요 행사, 공연, 이벤트에 초청하거나, 만찬,
식사, 강연회 등에 초청하는 것도 좋다. 일대일 혹은 소그룹으로 편안한 만남을 유도

● 요청 전 준비도 체크

하는 것은 관계의 친밀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요청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관계형성이 충분히 잘 이루어져 잠재기부
자가 단체에 대해 면밀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동참에 대한 심리적 밀착도가 증가

[표4-6] 관계형성을 위한 채널
채널

되었어야 한다. 잠재기부자와 요청을 할 자원봉사 리더십을 적절하게 매치하여 수차
특징

례의 미팅이 진행되었어야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잠재기부자가 기부할 준비가 되었

∙관계형성의 첫 시작으로 쉽고 편리

는지 파악해야 한다. 실무진은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하여, 적정한 요청을 위한 여러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전달 가능

요소를 결정해야 한다.

∙소식지가 늘 제공하는 정보를 노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소식지

- 기관의 성과를 중점적으로 알릴 수 있음

이메일

- 늘 명쾌하고 단순하게 계획된 기부 요청란을 포함할 수 있음

잠재기부자의 기관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나 의심들이 해소가 되었는지, 그의 관심을

- 기부자 명단을 소식지에 실어 기부내용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뜻을 전달하는

기관 내에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는지, 언제 어떻게 얼마의 기금을 요청할 것인지 등

활동을 알릴 수 있음

의 전략이 모두 마련되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체크

∙감동적, 고백적, 비판적 스토리텔링 가능

해 보도록 한다.
개인적 편지

∙승진 축하, 기념일 축하, 출장 중 쓴 안부편지, 손으로 쓴 편지 등
∙이때 기부요청을 하는 편지의 내용은 적절치 않음

방문/투어

형성 했던 자원봉사 리더십이 요청까지 하는 것도 좋으나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식사보다는 덜 부담스러움

- 잠재기부자의 기부 이슈 점검 : 잠재기부자의 기부 이슈가 해결되었는지 점검한다. 기부를
꺼리는 이유나 기관에 대한 염려가 잠재기부자의 염려가 해소가 되기 전에 요청하는 것은

∙식사, 만찬, 강연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마련할 수 있음
∙함께 참석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 사전에 알려주는 것이 좋음.
∙기관으로의 초청은 기관에 대한 인상을 더욱 친근하게 느끼게 함

좋지 않다.
- 요청 여부 판단 : 잠재기부자가 요청을 기다리는 순간까지 왔는지 파악한다.
- 요청 금액 : 요청 금액을 결정한다.

행사/공연 등 초청

∙간단하게라도 의전 진행(대량 초청이 아니고, 배려하고 있음을 표현함)
∙소규모의 경우 발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음(축사, 건배사 등)

- 요청 방식 및 요청 내용 : 요청 방식 및 요청의 내용을 결정한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요청
을 제안할 것인지, 언제 요청할 것인지, 어떻게 요청할 것인지(어디서 요청할 것인지, 누구

온라인

∙Facebook, Twitter 등 SNS 활용

를 배석시킬 것인지), 어떤 예우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인지 등

∙단체의 이름이 아닌 본인의 이름으로 전달하며 친밀감을 형성
출처 : (주)도움과나눔 모금아카데미

요청을 위해 스크립트를 준비하거나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잠재기부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여러 가지 반응을 예상하여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다. 그리고 이
때 no라는 반응에 대해서도 대응전략을 마련하도록 한다. 요청에 대한 두려움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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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의 초청은 기관에 대한 인상을 더욱 친근하게 느끼게 함

사교모임

IV

- 적정한 기부요청자 선정 : 잠재기부자에게 요청할 적정한 요청자를 매치한다. 이 때 관계
∙기관 및 기관의 주요한 장소에 공식/비공식적으로 초청함

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은 보이지 않는 기부자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응대하는 것이므로 스크립트가 매우
중요하며, 순발력 있게 응대하는 것이 관건이다.
요청을 위한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간단 명료하고, 매력적인 모금상품을 제시한 후,

● 요청방식

기부자가 요청에 응하는 경우와, 거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스크립트를 작성해야 한
소액모금을 위한 요청은 전화, 편지, 이메일로도 가능하지만, 거액을 위한 요청은 직

다. 스크립트를 활용한 전화 모금 방법 혹은 대면 요청 방법을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접 대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 어떠한 요청이든 간에, 요청하기 전에 시나리오를

요청기술을 습득하는 훈련(role playing)이 필요하다.

구성하는 것이 좋고, 스크립트를 작성해야 한다. 이 때 스크립트는 요청하는 사람 자

신의 말로 기록하는 것이 좋다. 스크립트를 보다 다양하게 작성하여 잠재기부자의

편지와 이메일을 통해 기부요청을 할 경우, 전화로 후속조치 하게 되면 모금 성공률

다양한 답변과 대응에 대해 사전에 미리 예상하여 기록하는 것이 좋다.

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소액요청에 있어서 관계형성의 기간을 길게 잡거나 복잡
한 관계형성 프로세스를 거칠 필요는 없다. 다만, 요청의 그 순간을 위해 먼저 어떤

전화 요청을 할 경우, 스크립트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전화 요

방식으로든 단체를 자세히 알려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요청의 성공률을 높이는데 중
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표4-7] 요청방식별 특징

대면하여 요청하는 방식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가장 성공률이 높은 방식

대면

∙효과적으로 의미 전달

� 잠재기부자의 관심, 야망, 기부의 동기, 단체에 대한 경험 및 호불호 등이 무엇인지 파악

∙만남을 위한 약속 마련 어려움. 거절에 대한
∙시간과 노력이 가장 많이 소요됨

� 이 탐색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린 질문을 활용해야 한다. 네/아니오로 대답하지 않도
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개 및 만남 요청 시 사용

대면, 이벤트
편지 및 전화

∙모금명분서의 내용 요약

편지

∙너무 자세한 내용은 피하는 것이 좋음
∙다른 우편물과 차별화 되어야 함
∙모금 내용 전달에 효과적임

대면, 이벤트
편지, 전화, e메일

∙수신률∙반응률이 낮고 요청 효과가 낮음

� 대면하기 때문에 잠재기부자가 요청자의‘반응’
을 읽을 수 있다. 잠재기부자의 대화 내
용 중 핵심내용을 노트하는 진지함을 보이는 것이 좋다. 이 노트 내용은 다음의 연결
(Match)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 때 모든 사안에 일대일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제해
야 한다.
� 탐색에는 전체 미팅 시간에 1/3을 활용하면 좋다.

∙상대방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음
∙쉽게 거절당할 수 있음

전화

∙모금 요청의 내용 및 의메에 대해 충분히
전달하기 쉬운 방법은 아님
∙요청이 가볍게 생각될 수 있음

- 연결(Match) : 잠재기부자의 문제의식 및 니즈(Needs)와 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연결시켜 본다.
� 탐색을 통해 잠재기부자의 니즈(Needs)와 관심사 등의 몇 가지 핵심내용을 찾은 후, 이

출처 : (주)도움과나눔 모금아카데미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기부금 모금 - 입문 편

82 | 83

모금 프로세스의 이해와 정립

하는 것이다

두려움 큼

대면, 이벤트

- 탐색(Probing) : 잠재기부자의 의사와 니즈(Needs)를 탐색한다

IV

∙직접적으로 요청, 설득, 협상 가능

에 대하여 단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단체의 필요목록을 연결시켜 보는 작업
을 하는 것이다.

서 요청하면 된다. 그리고 잠재기부자에게 시간을 주도록 한다.
� 긍정적인 확인 이후, 매듭단계로 잠재기부자가 기부 요청을 거절한다면 그 이유를 확인

� 단체 단독으로만 단체가 필요로 하는 모금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를 통해 잠재기
부자와 단체가 공동으로 이슈를 해결하는 것을 모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잠재기부자가 기부하는 그 이유와 의지가 단체를 통해 이 사회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공익을 창출,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상호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하고 이유를 설명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미팅을 마무리한다.
� 대부분의 거액기부는 한 번의 요청 미팅에서 결정되기 보다는 수 차례의 만남의 결과
임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빠른 의사결정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거액의 기부
일수록 심사숙고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 이러한 몇 번의 요청 미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에 익숙해 질 것이며 잠재기부자

- 확인(Confirmation) : 잠재기부자의 니즈가 단체의 모금아이템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의 니즈를 곧 잘 파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요청에 노하우가 생겨 두려움도 약화될 것
이며, 여유를 가지고 잠재기부자를 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단체가 제시하는 프로그램이 진정으로 잠재기부자가 원하고 지원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지레짐작으로 의당 긍정적인 답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확답을 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 요청자가‘확인 진술’
을 하고 잠재기부자가 동의를 하거나, 단체의 프로그램에 대해 잠
재기부자가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직접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

- 후속조치(Follow up)
� 요청 후에는 반드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잠재기부자가 요청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기부를 동의하였을 때 기부 및 약정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이를 위해서는 요청을 위한 미팅 전에, 요청에 수락했을 때를 대비하여 기부 방법에 대

문으로 확정하는 것이 좋다. 잠재기부자의 분명한 대답을 들어야 한다. 확인은 요청을 위

한 세밀한 디자인을 해 놓아야 기부와 관련된 상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미리 예우 프

한 미팅에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게 된다.

로그램에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해 놓아야 바로 응대할 수 있다.

� 이 때‘반대’
에 직면할 수 있다. 잠재기부자의 반대 의견은 잠재기부자가 기관에 대해 관

중에 하나이므로, 절대 도망가지 말고 해결하는 것이 좋다.
� 반대의 질을 잘 구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다.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 기부할 준비가 아
직 안 된 것인지, 기부를 하고자 하는데 완전하게 기부자 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것인지
등등 그 본질을 파악한다.

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기부 및 약정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표현이 필요하다, 편지, 전화, 대면 등 다양한 방식으
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고, 이러한 감사 표현과 함께 기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
해 줄 수 있다. 이때부터 단체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 추후 만남에 대한 안내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날짜 및 시간을 잡는 것이 좋다. 모든 만
남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의 미팅이나 후속조치 방식을 미리 약속하는 것이 좋다.

- 매듭(Closing) : 기부를 요청하는 단계이며 또한 기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다
음단계로의 진행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는 단계이다.

� 매 번의 만남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기부자 관계관리
의 기본적인 사항이다.

� 확인의 단계 이후 매듭을 위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게 좋다.
� 실무진들이 만든 매듭을 위한 도구들을 적절히 활용한다. 또래집단의 기부 수준, 기부
표, 기부자보상체계 등이 매듭을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
� 유려한 말이나 감동을 주어서 기부를 이끌어 낼 필요는 없다. 가치를 공유하는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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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많이 개입되어 있는 징조이다. 반대는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

� 잠재기부자가 희망하는 방식의 기부금품, 약정기간, 이와 관련된 세금 등 법률적인 부분

IV

� 잠재기부자의 바디 랭귀지(Body language)에 주목하고 그 긍정적 의미에 대해 닫힌 질

● 요청 실패 요인

하여 개인적 존중과 감사가 우러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요청자, 단체의 리더십, 실
무진, 모금사업 아이템 담당자가 각각 감사하는 편지, 전화, 메시지, 이메일을 보내

모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요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

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혹은 수혜를 받는 사람이 직접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것 역

면, 단체의 입장에서 성급하게 단체의 필요를 알리고, 잠재기부자를 기부만 하는 사

시 좋은 방법이다.

람으로만 인식하는 자세도 요청에서 실패 확률을 높이기 때문에 잠재기부자에게 충

기부금이 사용되는 현장이나 프로그램에 기부자를 초청하여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

분한 시간을 주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적절하게 준비하지 않았을 때에도 실패의 확

다. 정기소식지에 기부자의 이름이 게재된 소식지를 발송한다. 단체의 연례보고서에

률이 높다.

기부자의 명단을 세밀하게 살펴 누락되는 기부자가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요청은 어렵다. 생각해보라. 살아오면서 가까운 지인에게 조차도 무엇인가 부

● 기부자 예우의 주요내용

탁을 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평소에 아주 가깝게 지내오던 사람도
아니었는데, 몇 번의 만남과 단체가 가진 좋은 평판과 활동만으로 기부가 이루어질

기부자 예우는 기부 및 자선적 지원에 대한 단체의 의지와 관심을 표현하는 과정이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이러한 방법은 기부자의 기대와 기부행위에 존경을 표하는 것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 기부자 예우의 기본

미국의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는 기부자 관계를 예우와 동일하게 사용한다. 어떤 표
현을 사용하든, 두 가지 용어 모두 보다 점진적인 활동의 용어로서 아래의 내용들을

카네기멜론 대학교에서, 기부자가 진정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예우가 무엇인지 조사

포함하면 된다.

[그림4-2] 기부자 관계관리의 기본 구조

모금 프로세스의 이해와 정립

- 단체가 약정이나 기부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매우 정중하면서도 간단한 공지를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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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 있는데 다음과 같다.

- 가족과의 저녁식사 시간과 같은 때에 전화하지 않는 사려 깊은 태도
- 기부자의 기부가 어떻게 사용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 제공

기부내용 확인과 감사

- 첫 기부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

Innovation
&
Creativity

- 단체의 최근 뉴스, 기부 요청 없는 일상적인 친밀한 안부 전화

기부자 예우의 시작은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기부금의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감

기술 정보관리 실행지원

사하는 것이다. 감사는 다음의 기부를 이끌어내는 첫 단추이다. 감사를 표현하는 데에는
단체의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러한 노력을 기부자가 인지하

기부자 예우

기금 사용에 대한
보고 및 관리

는 것이 좋다. 감사는 한 번의 기부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7번 정도를 해야 한다.
기부금을 받는 즉시 영수증과 감사장을 보내야 한다. 거액인 경우 직접 손으로 작성
출처 : (주)도움과나눔 모금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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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내용 확인과 감사(Gift acknowledgment)

는 1) 이벤트의 방식과 기부자의 방식을 매치하는 것이다. 최고의 기부자인정 순

모든 (사실적인)기금에 대한 정확하고 시의 적절한 확인: 정확하게 기금을 제

간은 이벤트가 기부자를 위한 특별히 맞추어 졌을 때이다. 독특하고 창의적인 이

공한 사람, 그 기금의 수혜대상, 기금의 종류, 기금이 단체 및 이 사회에 가지

벤트가 되도록 구성하여 2) 초대리스트를 특별하게 관리하고 3) 이벤트의 매 순

는 가치, 기금의 약정기간, 기금의 필요성 등을 알린다.

간이 정성이 담기도록 구성해야 한다.

� 감사 표현 : 격식을 차려, 단체의 입장에서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기부내용
에 대한 기록과 영수증을 함께 동봉한다.
� 리포트 발송 : 기부자와 단체의 관계 속에서 미래의 상호작용에 대한 청사진과
향후 여러 종류의 정보와 기금의 결과에 대한 리포트를 발송한다.

� 발행물의 관리
우리의 잡지나 뉴스레터는 다른 특별한 노력 없이도 기부자 인정을 표현할 수 있
다. 프린트된 내용은 기부자인정의 순간을 영원히 남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순간을 무한정 배포할 수도 있다.

� 단체 모금명분의 강화 : 기부자가 제공한 기금이 필요한 명확한 이유와 명분을
간단하지만 웅장하게 작성한다.

인쇄된 기부자인정을 위한 두 가지 주요 이슈는 1) 정확하게 기부자 인정이 표현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가 기부자를 오래도록 존경할 수 있고 그들의 기분이

- 기부자 예우(Donor recognition)

특별히 익명으로 기록되기를 바라는 기부자를 제외하고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우선이다. 2) 우리의 출판과 홍보가 우리의 사업을
알리는 것에서 충분히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단체에서 발행하
는 다양한 출판물에 기부자 예우의 내용을 담을 수 있으면 좋다.

방법을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
� 기부자 명명
� 고액기부자클럽(Premium giving club)

단체의 건물 또는 시설 및 기물, 기금 등에 기부자의 이름을‘OOO기금’,‘OOO
부자 명명을 지속하는 기간, 명명을 부여하는 기부금액수준 등을 잘 고려하여 계

금을 축소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획해야 한다.

가입조건에는 기부자에게 매력적이거나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상징을 제
안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특별한 휘장이나 엠블럼을 주거나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여 명예롭게 하는 방법이 이에 해당한다.
고액기부자 클럽을 설계할 때 1) 프리미엄의 비용이‘프리미엄 본래의 상품권’
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2) 프리미엄은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고안하고, 3) 프리미엄

- 기금 사용에 대한 보고 및 관리(Supervision & Reporting)

많은 단체들이 기금이나 제한된 펀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금은 단체의 여러 활동을 지원하거나 단체의 공연기획가, 배우, 예
술가를 지원하거나, 공연 및 프로그램 지원 혹은 연구기금이나 다른 목적으
로도 진행 가능하다.

은 전략적이며, 4) 프리미엄을 위해 사용된 아이템은 멤버십에 의해서만 획득되
도록 해야 한다.

지정 및 제한 기금의 사용에 있어 단체의 주요한 책임이 있는데, 1) 기부자에
의해 의도된 지정 및 제한의 내용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결정

� 이벤트
대부분의 기부자들은 어떤 종류이든 공적으로 기부자인정을 해주는 것에 대해

해야 하고 2) 해당 기금의 역할에 대해 즉 기금의 입출금상황, 납입과 잔금,
적절한 투자와 지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만족감을 느낀다. 성공적인 기부자인정 이벤트를 위한 필수적인 가이드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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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홀’,‘OOO객석’등의 형태로 붙여 기부자를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때 기

많은 기금을 유도하게 하고 다른 기부 수준과의 구분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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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은 전략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가입 조건(giving bars)을 설정하여 더

이러한 태도를 통해 기부자가 다음과 같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단체 내에, 재정회계위원회를 단체 내외의 사람들로 구성하고 규
정에 따라 진행되는지 감사해야 한다. 또한 단체의 미션에 동화된 모금위원

- 특별하게 대우를 받는다

회를 두어 정기적으로 이러한 기금의 진행이 이루어지는지 살펴야 하며, 그

- 단체가 진정으로 감사히 여기고 있다

결과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 기부자의 기부행위가 단체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 단체에서 기부자를 잘 알아가고 있다

또한, 지정 기금의 규약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기부자에 대한 보고를 위해
수혜 받는 배우나 예술가 그리고 기부자를 예우하는 부서 및 실무진 사이에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감사의 표현, 보고서, 예우프로그램 등과 관련하여 원
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부자 예우 논의는 기술과 정보 시스템에 대한 언급 없이는 부적절하다. 기부
자 중심적인 활동에 있어, 관련된 모금 소프트웨어는 우리의 기부자 감사 표현
및 체계, 기부자인정, 그리고 단체의 보고 시스템을 개인화하고 맞춤화하는 노
력을 경감시킬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부자예우 프로그램을 단체 내에 정
착시키기 위해서는 창의적으로 모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원과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단체가 들이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고려
하여 기부자 예우에 들어가는 자원과 방법을 범주화 및 순위화하여 상대적 가치에
따라 구성하도록 한다. 이때 무엇보다도 기부자 입장에서의 가치와 만족도를 고려하
여 단체만의 특색을 살린 창조적이고도 독특한 방법으로 구성한다. 예우비용은 기부
금액의 3%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거액기부자를 위한 예우 프로그램도 기부자의 욕구와 기부 규모 및 방식에 따라 맞
춤형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 이 때 기부자의 기대와 실제 예우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소통하여 기부자와의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발성이 아닌 지속적 관계 유지와 향상을 유도하게 되면 예우를 통한 부가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적극적인 기부 예우의 실현은 기부 재창출의 결과를 도출한다.

기부자 예우를 기획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은,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과 단체만의 독특
한 예우를 구성하는 것이다. 기부자에 대한 충분한 감사, 그리고 기부자와의 지속적

이고 점차 심화되는 커뮤니케이션이 기부자 예우의 기본이다.
예우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단체는 기부자에게 먼저 물어보고, 듣는 습관을
체질화해야 한다. 그리고 기부자의 욕구에 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야 한다. 정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최선이다. 기부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과도한 약속

또한 예우프로그램은 창의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기부자의 취향과 관심을 파악
하여 기부자가 특별히 선호하는 의미 있는 예우가 되도록 한다. 기부자가 단체에 더
욱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은 무상의 예우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기부자에 대해 개별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프로파일링 자료와 함께 담당자가 관
리하면 기부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을 해서는 안되며, 사과를 해야 할 경우에도 정직하게 대응하는 것이 단체에 대한 신
뢰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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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자 예우 설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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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와의 관계를 적절히 형성하고 지속하는 방식으로 예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

V
모금 조직과
리더십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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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모금 조직의 중요성
■ 모금은 기부금을 필요로 하는 조직의 전체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되는 활동
■ 모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사회, 최고운영자, 모금실무
부서 그리고 모금을 위한 자원봉사자 그룹

■ 모금실무조직의 설치와 운용
- 모금 전담 부서가 단체 내에 반드시 존재해야 함
- 단체의 규모가 커지고 모금 액수와 기부자의 수가 커져감에 따라서 모금조직은 영역별로
분화되어야 함
-‘조직’
과‘모금’
,‘후원자’
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원기능(행정, IT 등)이 강화되어야 함

■ 모금실무조직의 업무

모금과 이사회
■ 모금에서 이사회의 중요성 : 모금에 대한 이사회의 적극성과 책임성 강화
■ 모금을 위한 이사회의 세 가지 역할

- 전체 모금 활동을 기획하고 조정하며 통제(평가)하는 업무
- 모금 실행 업무(거액, 소∙중액)
- 위 두 가지 범주의 업무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며
유지하는 업무

- 모금목표 설정, 계획 승인 및 감사
- 실질적인 기여
- 모금 활동에의 참여

■ 이사의 모금 역할 확대 방안
- 모금에 대한 교육, 지원, 감사와 예우, 단계적 접근 등이 필요

모금실무부서 직원의 역할과 업무
■ 모금(개발)부서 책임자의 역할
- 자원개발의 전 영역(기획, 판단, 조정, 실행, 관리)에 대해 책임
- CEO에게 조직 전반의 목적과 프로그램, 절차, 정책 등에 관해 조언하고 제안

모금과 최고 경영자

- 모금 부서장의 세부 업무 내용 : ①

■ 모금을 위한 CEO의 자질
- 철학적 자질: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가치 및 지역사회 욕구의 기본구조 파악
- 전술적 자질: 기존 회원의 유지 및 기여의 확대에 대한 강화
- 전략적 자질: 전략 계획의 수립과 이의 실천을 위한 투자와 지원

전체 모금(개발)부의 기능적 관리

②

모금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

③

거액기부자의 관리

■ 모금 부서 담당자들의 역할
- 모금 부서의 담당은 기획과 실행, 지원으로 구분
- 추가적인 부서 확대가 필요한 경우 더 세분화되어 업무를 담당

■ 모금에서 CEO의 실질적 역할과 책임
- 정기적으로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네트워킹에 참여
- 모금 및 자원개발부서에 필요한 지원 역할을 수행

자원봉사자와 모금
■ 모금에서 자원봉사자의 역할
- 자원봉사자는 비영리조직의 모금 역동성 형성에 기여

■ 모금위원회의 운용

모금담당 실무조직
■ 모금조직에 대한 오해

- 자원봉사자를 모금에서 활용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기부자 중심의 모금
위원회와 같은 상설기구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
- 모금위원회는 위원장(규모에 따라 복수도 가능)과 위원으로 구성

- 기존 직원에게 모금 업무 할당 및 전체 직원에게 목표 후원자수 할당하는 방법의 한계 인식 필요
- 모금에 대한 조직적 접근을 위해선 전담 실무 조직을 설치하고 전체 임직원이 모금 활동에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기부금 모금 - 입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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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자와 잠재기부자에게 조직의‘목소리’
와‘얼굴’
로서 봉사

V

-‘이사회’
의 선행 투자가 결정적이며 이사회를 설득하고 협력을 얻어내는 것은 최고경영자의 몫

1. 모금 조직의 중요성

2. 모금과 이사회

모금은 모금전문가(펀드레이저) 단독으로 수행하는 활동이라기보다는 기부금을 필요

모금에서 이사회의 중요성

로 하는 조직의 전체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되는 활동이다. 기부금이나후원자를모집

하고예우하며관련업무를관리하는부서와부서원은물론이사회와기관최고운영자

이사회가 문화예술단체의 모금에 얼마나 관여하고 헌신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단체

(CEO) 더 나아가 공연자나 공연기획자, 홍보담당자 및 티켓판매원에 이르기까지 모

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잠재기부자 접근가능성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든 조직구성원들이 모금 활동에 관여된다.

다시 말해 이사회가 모금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무책임한 조직인 경우, 모금에는 한계

따라서 문화예술단체의 구성원은 물론 자원봉사자나 회원 중에 핵심이 되는 회원 등

가 많다.

에 대한 명확한 모금 관련 업무 분장과 업무 활동의 통합 조정이 성공적인 모금에 이
단체의 모금 목표액이 클수록 기업 및 거액기부자에게 영향력 행사 가능한‘이사회’

르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다.

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의 사회적
일반적으로 모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사회, 최고운영자, 모

네트워크가 거액기부가 가능한 기업이나 개인과 더 밀접하며 사회적 지위에 따른 신

금실무부서 그리고 모금을 위한 자원봉사자 그룹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CEO

뢰도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와 이사회, 모금부서장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특히, 단체가 초기에 결성될 때 재정 확보 및 모금에 있어서 설립자금, 초창기 운영자
모금을 위한 이상의 4개 조직 축들은 각기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 모금 활동을 수행

금 등을 확보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 시기에 이사들은 설립을 위한 거액기부자가

하기 보다는 역할의 분담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모금의 성공을 도모한다. 그러므

되거나 거액기부자를 확보하는 활동에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

로 어느 한 축이 강하기보다는 4개축이 골고루 강화되고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설립을 보류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다.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문화예술단체를 포함한 대부분의 비영리기관에서 이사회는 모금 역할의 책임
하고, 모금을 실행하는 훈련이나 역량도 부족하며, 모금실무부서에 대한 전략적 지원이

모금을 위한 이사회의 세 가지 역할
모금위원회
실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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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 마인드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향후 이사회의 모금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사회

CEO

V

성에 대해 자각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모금원리와 전략, 방법에 대한 이해도 부족

[그림5-1] 문화예술 단체에서 모금 조직의 구조

● 모금의 목표와 실행 목표의 설정과 승인 및 관리

등에서 단체가 기부금을 필요로 하며 해당 단체가 기부금을 받을만한 자격과 준비

- 이사회는 첫째로 단체의 중장기 미션, 비전과 부합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모금

를 갖추고 있음을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목표를 설정하고 최고운영자가 작성한 모금 활동 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 연간모금목표는 물론 프로그램별 모금목표 그리고 상황에 따라 집중거액 모금

- 원론적으로 볼 때 이사는 적절한 재원을‘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소개하거나’
,아
니면‘조직을 떠나거나’
하는 것이 모금 입장에서 타당한 조치이다.

캠페인의 모금 목표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의 달성을 위한 단체의 모금 활동 계획
이 적절한지 검토하여 승인한다.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사가 위와 같이 행동할 수 없는 것이 문화예술단체

- 또한 모금목표가 달성되었는지에 대해서 평가(감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한편으

의 현실이므로 이사회의 구성상, 재정과 모금에 기여할 수 있는 이사를 전체의 50%

로는 모금목표가 달성되도록 최고운영자나 실무부서의 모금 활동을 적극 지원해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 내에 모금위원회를 두는 것을

야 한다. 이와 같은 모금 활동 지원의 역할이 영리단체와 비교되는 비영리단체 이

권장한다. (모금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모금위원회를 단체가 부담스러워하여‘대외

사의 역할 중 하나이다.

협력위원회’
,‘홍보위원회’등의 이름으로 우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장기
적으로 모금 역할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기금에 관한 청지기 정신과 실질적 기여

- 이사회의 100% 물질적 기여 없이는 더 많은 기부자를 확보하기 어렵다. 법률상
단체의 책임그룹인 이사회가 재정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경우 여타의 외부로부터

이 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원봉사자 항목에서 자세히 소개되므
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기여를 요청하기도 힘들뿐더러 기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도 어렵기 때문이다.
- 따라서 매 회기 년도 모금은 이사의 기부부터 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이사회 대

이사의 모금 역할 확대 방안

상 모금캠페인은 회기 년도 2개월 전부터는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매년 10월 정
도가 되면 이사회에 대한 차년도 기부를 요청해야 한다.

- 이사회가 기여하는 기부금의 규모는 단체가 차기년도에 목표로 하는 전체 모금의
20~30% 이상을 충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사는 매년 상당한 규모의 거액기부

전술한 대로 한국에서 문화예술단체의 이사들은 모금에의 경험도 일천하고 익숙하
지도 않으며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갑자기 모금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깊이 참여시키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어려울 수 있다.

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개별적 기부가 문화예술단체 이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V

동시에 영리기관 이사와 극명하게 대별되는 역할이다.
[표5-1] 이사가 모금 활동을 꺼려하는 이유(미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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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이 필요하다’
는 외침(Advocacy)과 실질적 요청이 필요하다.

- 이사는 단체의 재정적 안정에 대해 늘 책임의식을 공유해야 하며, 기회가 되는 대

- 모금을 구걸(begging for money)이라고 생각해서

로(더 나아가 의도적으로) 단체에 기부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 기존의 좋은 관계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알려야 하며, 기부금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집행한다는 것을 보증해

-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야 한다.

-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 따라서 이사는 개인적인 면담, 편지, 이벤트 등에서의 연설, 각종 기고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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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갑작스러운 압박보다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이사의

책임을 지고 부담스럽지 않게 참여하기 때문에 비교적 어렵지 않게 모금과 친해질

모금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National Center for Nonprofit Boards).

수 있다.

모금과 관련된 이사 워크숍이나 교육을 실시한다. 전체 이사를 한 자리에 모아 1박2

이사의 모금 관련 역할을 강화하는 데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방법은 이사들로 하여금

일 정도의 일정으로 모금 관련 내용을 포함한 연수회 등을 매년 개최할 수 있다. 연

우리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참관토록 하는 것이다. 우리 단체의 활동과 활

수회에서는 모금 관련 내용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이사의 역할, 단체의 비전과 사

동 여건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며 눈으로 확인하고 직원이나 공연자, 공연 관객 등

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이사 간의 친밀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도 포함한다.

을 직접 만나는 것은 모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연수회를 진행하는 전문가나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

빠질 수 없는 요인이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이사들로 하여금 사무실 방문, 공연장 방

법이다.

문 등을 할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심리적 부담이 덜하거나 비교적 덜 어려운 일부터 모금에 참여시킨다. 예
를 들면, 잠재기부자 소개, 현물 기부 소개, 제안서나 요청 편지에 사인, 홈 페이지
등에 글/사례 올리기, 감사 프로그램에의 참여/연설 등이다. 이렇게 해서 모금 활동
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3. 모금과 최고경영자(CEO)

이사의 모금 활동 기여에 대한 충분한 감사와 예우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기부자에 대한 예우만을 시행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활발한 모금 활동을
벌인 이사에 대해서 기부자에 준하는 예우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부자 예우 관련 내

모금과 관련된 이사의 기여와 역할이 중요하지만, 단체의 모금은 CEO에게 책임이

용에서 관련 항목을 참고하면 된다.

있다. 공연이나 전시, 각종 프로그램을 훌륭하게 준비하여 추진하는 것만큼이나 안
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CEO에게는 아주 중요하다.

이사 혼자서 활동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역동적으로 기여하는 다른 이사를
소개시켜주거나 관련 미팅을 주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른 이사라 함은 단체의

모금을 위한 CEO의 자질

V

이사인 경우가 좋지만 타 단체의 이사도 만남을 주선할 수만 있다면 좋다. 다만 주의
문화예술단체의 CEO는 재정확보의 중요한 방법인 모금과 관련한 모든 면에서 지식

배려해야 한다.

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철학적, 전략적, 실무적(전술적) 자질을 보유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다른 이사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단체의 다른 자원봉사자(이사가 아닌)나 모
금에 숙련된 직원과 협력하여 모금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팀

모금과 관련된 CEO의 철학적 자질로 CEO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와 지

을 구성하여 잠재기부자를 만나러 가거나, 모금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하거나,

역사회 욕구의 기본 구조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자원을 소유한 지역

모금만찬이나 이벤트 등을 같이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동으로

사회가 문화예술단체 특히 해당 단체에 기부를 해야만 하는 명분을 정리하고,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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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은 너무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을 처음부터 만나서 기가 죽는 일이 없도록

이 기부자들의 선호도나 관심사와 부합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검토하고 정립하는

선투자가 문제 해결의 방법이며, 이사회를 설득하고 협력을 얻어내는 것은 최고경영

것이다. 이를 위해 단체의 소명헌장을 문서화하여 단체 내외에 공유하는 것이 필요

자의 몫이다.

하며, 단체의 윤리적 가치와 행동 기준 등을 정립하여 믿을만하고 제대로 일을 하는
단체로 인식되는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모금과 기부 및 자원봉사의 가치

모금과 관련된 전술적인 사항은 사실 최고경영자가 실무자에게 대부분 위임해도 되

를 정립하여 자신의 세계관으로 확립함은 물론 이를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

는 사안이다. 재정의 투입이 필요한 적절한 시점에 모금 활동이나 캠페인이 완료되는

해야 하며, 그들의 태도와 행동이 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동기부여 해야 한다.

지 점검하거나, 계획된 일정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등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최고경영

하지만 규모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지적으로 동의하

자의 역할이다. 전술적 차원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두는 것이 일반적으로‘신규 후원

기는 하나 실행이 잘 안 되는 경향이 높으며 이로 인해 단체의 지속적이고 영향력 있

자/회원’
의 증가인데 이는 모금액수나 비용 상으로 기존 회원의 증액이나 재후원보

는 모금이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최고경영자는 당장의 프로그램

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전술적 차원에서 CEO가 높은 관심을 두어야 하는 사

운용 등에서 별도의 시간을 내어 모금에 관한 철학적 차원을 깊이 성찰하고 이를 실

안은‘신규 후원자/회원’
의 증가 대신,‘기존 회원의 유지 및 기여의 확대’
가 되어야

행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해외의 모금 우

한다. 전술적인 역할은 문화예술단체를 포함하여 대체적인 비영리기관에서 최고경영

수 단체를 방문하거나 모금 관련 컨퍼런스 등에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가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관심을 두는 영역이기는 하나, 이 영역보다는 이미 설명
한 대로 철학적 차원이나 전략적 차원에서의 관심과 자질 함양이 더 중요하다.

모금과 관련된 전략적 자질은 전략 계획의 수립과 이의 실천을 위한 투자와 지원이
해당된다. 다시 말해 어떻게 모금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수단을

정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금을 포함한 단체 미션 달성 전략에 대

모금에서 CEO의 실질적 역할과 책임

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응하는 모금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모금
전략이나 계획을 수립하려면 모금 전략의 유형(예: GIVES 모금전략), 모금 전술(예:

행동으로 드러나는 최고경영자의 모금 관련 책임과 역할은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

전화모금, 편지모금, 대면모금, 이벤트모금), 모금 절차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해 볼 수 있다.

선결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모금으로의 자원배분과 투자에 대해 최고경영자가 책
임을 져야 한다. 적절한 수준에서 모금 예산과 인력을 배정하되, 모금 전략과 전술에

● 기부자와 잠재기부자에게 조직의‘목소리’
와‘얼굴’
로서 봉사하는 것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을 배정해야 한다.
게 기부를 요청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를 위해 최고경영자는 실무직원과 협조하

정적 지원 역할도 해당 직원에게 부여해야만 원활한 모금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여 최소 20명에서 100명의 거액 (잠재)기부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여기
에는 거액기부자에게 감사를 표하거나, 조직과 관련된 더 깊은 정보를 제공하고 초청

이와 같은 전략적 수준에서의 이해와 노력에 대해 문화예술단체장들은 열망은 가지

를강
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른바‘모금 후 관계(after fundraising relationship)’

고 있지만 실천이 미흡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열악한 재정적 여건으로 인해 모

화하는 것인데, 예우를 포함한 모금 후 관계가 부실할 경우에 후속 기부로 연결되지

금에 투자하거나 전담 인력을 두기 어렵고 이로 인해 모금이 저조한 악순환 구조를

못할 확률이 높으며, 기부자 만족도 저하에 따른 신뢰도나 브랜드 이미지 하락을 가

의
보이는 경향이 있다. 모금 악순환을 단절하고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려면‘이사회’

져올 수도 있으므로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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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할 중에서도 거액 기부가 가능한 비교적 소수의 잠재기부자를 개발하고 이들에

을 강조해야 하며, 거액모금담당과 소액모금담당을 구분 배정함은 물론 기술적, 행

V

특히, 모금은‘무료’
가 아니라,‘투자’
를 해야 적절한‘성과’
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

● 정기적으로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네트워킹에 참여

4. 모금 실무조직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타 문화예술단체는 물론이고 특히 기부성향이나 능력
이 높은 사람들이나 기관의 모임 등에 참여하여 단체의 인지도나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따라서 공연이나 프로그램만을 챙기거나 사무실 안에서 대부분의

모금조직에 대한 오해

시간을 보내는 CEO는 모금 입장에서 볼 때 그리 우수한 최고경영자는 아닐 수 있
다.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외부 네트워킹을 통해 모금위원회 등과 같은 자원봉사 조직

모금의 경험이 일천한 단체에서 처음 모금을 시작할 때에는 주로 기존 직원에게 업

을 구성하고 운용하는 것도 최고경영자의 역할이다. 상황에 따라 외부 모금위원회가

무 시간과 노력의 일부를 할당하여(예를 들면 홍보 담당자에게 시간과 노력의 30%

구성되지 않거나 이사회 안에 구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금의 실질적 책임자인 최

를 모금에 투입하라고 하는 것)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거나, 모금 목표액이 커지면 전

고경영자가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다.

체 직원에게 목표 후원자수를 할당하는(예를 들면‘후원자 배가 운동’
,‘1인당 10명
씩 후원자 늘리기’
)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 모금 및 자원개발부서에 필요한 지원 역할을 수행

물론 단체의 전체 임직원이 모금이나 후원자 증대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모금은 경제적으로 볼 때 ROI(Return Of Investment, 투자수익률)가 매우 높은 활

것은 사실이지만 위와 같은 방법에는 한계도 많고(실제 그렇게 늘어나는 확률도 낮

동임에도 불구하고 단체 내 위상이 낮은 게 현실인데 이는 CEO가 적절한 위상을 부

고), 적절한 자원배분도 아니다. (후원자 확보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직

여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다. 모금 부서 직원이 되는 것이 한직으로 몰려

원도 있다) 따라서 모금에 대한 조직적 접근을 위해선 위와 같은 오해에서 벗어나 전

났다는 인식이 단체 내에 형성되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하며, 모금 개발부서의 든든

담 실무조직을 설치하고 전체 임직원이 모금활동에 협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한 지지세력이 되어야만 한다. 특히 이미 설명한 대로 적절한 예산과 인력에 대한 충
분한 지원이 필요하며, 전략적 관점에서의 CEO는 모금부서의 의사결정을 가이드하
고 행동 지침을 정해 주어야만 한다.

모금 실무 조직의 설치와 운용

한다. 만약 임직원이 단 두 명뿐이라 하더라도 그 둘 중 하나는 모금 전담자가 되어야

에 따라서는 예술가로서 무대에 오르는 것을 단원들에게 양보해야 할 수도 있다. 또

하는 게 원칙이다.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작은 규모의 조직에서도 모금에 70% 이상

한 모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하며, 모금 부서장 및 담당자와 실질적인

의 시간을 투입하는 전담직원이 적어도 1명 이상은 있어야 한다.

모금전략에 대한 깊은 상의를 할 수 있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체의 규모가 커지고 모금 액수와 기부자의 수가 커져감에 따라서 모금조직은 영역
별로 분화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영역별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기부자의 유형에 따라

나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기업모금, 재단/정부관련 모금, 개인소액모금, 개
인거액모금 등의 영역으로 나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영역별로 나누는 것은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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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모금 전담조직이 기관 내에 반드시 존재해야

술단체의 최고경영자는 결국 노력과 시간의 50% 이상을 모금에 쏟아야 한다. 경우

V

위와 같은 자질을 기반으로 모금과 관련된 역할과 책임이 제대로 수행되려면 문화예

자로 하여금 같은 단체에서 질서 없는 요청을 복잡하게 받게 되는‘무례’
를 피하기

[그림5-2] 모금 부서의 업무 구분

위함이며, 기부자 관계관리나 예우 등에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로 사업/프로젝트/시설 별로 모금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형태를 취하는

기획

조정

관리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단체 차원에서의 모금 일관성, 기부자와의 소통, 예우 등에서 문
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다.

∙장기/연간/특별

∙부서내

∙평가

∙모금 아이템

∙기관내

∙보고

∙기관 외부

과‘모금’
,‘후원자’
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원기능이 강화되어야 한
그리고‘조직’
다. 기부자 조사연구, 자료입력과 확인, DB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 홍보와 자료개발

등의 간접 업무는 물론, 사무실의 유지, 인사관리, 행정관리, 출납 등의 관리 업무도
증가하게 된다. 조직의 확대로 인해 지원 및 행정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기능
대상

개인거액 유산

이 자리에 예술가나 모금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기능전문가를
우선으로 선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조직이 성장함에 따라 반드시

조사

관계형성

기부요청

예우

정의

초청

제안

개인 맞춤형

프로파일링

방문

미팅

평가

1:1 만남

기업/단체

리포트

조직화

‘사용자 친화적’
인 기부자개발 소프트웨어를 구비하여 합리적인 DB 구축 및 관리
가 필요하다. 만약 수많은 잠재기부자 개발 및 기부자 관계 형성을 위한 효율적인

DB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여 활

개인소액

리스트 획득

소식지

DM, TM

Basic (영수증)

보류

이메일

이벤트

일괄 상징물

홈페이지

DD

이벤트

온라인 등

정기기부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타

모금 실무조직의 업무
관리 / 지원

모금 부서의 업무는 [그림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뉜다.

(캠페인)를 선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단체내 타 부서와의 업무 협조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 DB

인사

약정/이첩

유통

홈페이지

총무

PR / 홍보
출처 : (주)도움과나눔 모금아카데미

단체 외부인(기관)과의 모금 관련 조정 업무가 포함된다. 그리고 연간 또는 프로젝
트, 캠페인 단위 별로 성과와 과정을 평가하는 것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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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는 중장기 및 연간, 단기 모금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모금 프로젝트

재무 / 회계

V

● 전체 모금활동을 기획하고 조정하며 통제(평가)하는 업무

인프라

● 모금 관련업무의 실행과 관련된 업무

[그림5-3] 모금 업무에 따른 인력배정

여기에는 잠재기부자를 탐색, 발굴, 조사하는 기능, 잠재기부자와 관계를 형성하여
기부 동기를 고양하는 기능, 실제로 기부를 요청하는 기능이 포함되며, 기부자에게

기획
기획팀

조정

관리

1. 사업부/기관/단대 담당

감사를 표하고 예우하며, 보고하는 업무까지 포함된다.

2. 동문회/위원회 담당
● 위 두 범주의 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 관리, 유지하는 업무
기능
대상

조사

관계형성

기부요청

예우

여기에는 모금을 위한 예산의 확보와 지출관리, 모금부서 인력을 획득하고 활용하며
개인거액 유산

보상하는 등의 인적자원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 및 조달하는 업무

4. 거액모금

가 포함되며, 모금 활동을 위한 각종 자료의 개발과 홈페이지 관리, 언론 관계 등의
모금 홍보 업무가 해당된다. 특히 이 범주에 해당하는 업무에는 기부금을 재정부서

모금팀

기업/단체

나 사용부서에 넘겨주는 이첩관리, DB의 생성과 유지, 관리 및 모금 소프트웨어의

개인소액

도입과 유지, 활용과 관련된 기술적 인프라 업무도 포함된다.

정기기부

이와 같은 업무 구분에 따라, 모금부서는 첫째 업무를 담당하는 모금기획팀, 두 번째

기타

(기업/단체, 개인, 유산)

3.
조사연구

6.
기부자예우
5. 소액모금
(DM, TM, 이벤트, 온라인)
(동문, 학부모, 주민)

업무를 담당하는 모금(실행)팀 그리고 세 번째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지원팀으로 나
누어질 수 있다.
모금실행팀은 전술한 대로 기부자 유형별(영역별)로 담당자가 배정되어 기업/재단/
단체 담당, 개인거액모금담당, 개인소액모금담당 등으로 인력이 배정된다. 다만, 조

관리 / 지원
관리팀

인프라

7. DB & 기록
8. 모금홍보

사연구와 예우는 전체 기부자에 대한 통합적이고 일관된 접근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출처 : (주)도움과나눔 모금아카데미

V

이를 위한 별도의 전임자를 두게 된다. 실행업무가 더 분화되는 경우에는 이상의 각
담당자 업무를 횡적으로 지원하는 제안서 담당이나 이벤트 담당, 유산(계획기부) 담

모금 조직과 리더십의 역할

당, 현물 담당 등을 두기도 한다.
그리고 이미 설명한 대로 관리/지원팀에는 기획팀이나 모금실행 전문가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전문성에 따라 담당 전문가를 배치한다.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기부금 모금 - 입문 편

108 | 109

5. 모금 실무부서 직원의 역할과 의무

사례 1

모금 부서장 직무기술서 16

● 직책 : 모금 및 커뮤니케이션 부서장

모금(개발)부서 책임자의 역할
- 연봉(통화 명시) : 약 60,000유로(경력 및 성과에 따라 협상 가능)

모금부서 책임자는 보통 CEO에 의해 임명되고, 업무지시를 받으며, 업무 보고의 의

- 근무지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무를 지닌다. 부서장은 전담을 원칙으로 하나, 초기에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홍보 또
는 기획 부서의 하위 부서로 위치하는 경우도 있다.

● 직무내용

모금부서장의 직책은 모금팀장, 자원동원본부장, 대외협력처장, 홍보개발실장 등으로

- 구인배경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부서와 부서장이‘모금’
에 주요 업무가 있는 부서라는 점
이 단체 내외에 확실히 인식되어야 하며 애매한 역할과 위상을 혼합해 놓는 것은 바람

마마 캐시(Mama Cash)는 네덜란드에서 1983년에 창설된 가장 오래된 국제 여

직하지 않다. 모금부서장은 자원개발의 전 영역-기획, 판단, 조정, 실행, 관리-에 대

성 펀드이다. 마마 캐시는 세계 모든 여성이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힘과 자

해 책임을 지며, CEO에게 조직 전반의 목적과 프로그램, 절차, 정책 등에 관해 조언

원을 가지고, 자신을 몸의 주인으로 여기며, 평화로운 방식으로 발전 가능한 세상

하고 제안하게 된다. 특히 모금부서장은 모금의 입장에서 모금 외의 다른 업무 영역에

을 만드는 일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기관의 미션으로 삼고 있다. 세계의 도전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평가와 대책 등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이 모금부

적이고, 혁신적인 여성 단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공동의 파트너십을 구축하

서가‘단순히 돈을 모아 오는 심부름꾼’
이 아니라, 단체의 미션과 비전을 기부자 및 재

고 있다. 또한, 여성 인권을 세계적으로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일을 재정적으로 지

정과 통합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인정받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과거에는 모금부
서장이 프로그램이나 사업부서장보다 낮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CEO 바
로 아래의 위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모금 부서장의 임금 수준도 프로그램이나 사업부
서장을 넘어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모금부서장은 모금을 위한 리더십 역

원하는 여러 기부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1983년 창설 이래, 지금까지 마마 캐시는 6,000 여개의 여성 단체를 후원했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연안 국가, 유럽, 신생 독립국가

V

에 이르기까지 3천만 유로의 기금을 보조해주었다.

량을 보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조직의 미션과 목표, 강
마마 캐시가 야심차게 진행 중인 2009년-2013년 전략 계획은 우리의 후원자 풀

필수적이며, 모금전략과 방법, 프로세스, 여타 단체의 모금 동향, 기부자의 기부성향

(pool)을 (유럽 선진국의 직접 지원, 기업 후원, 개인 후원에 중점을 두고) 다각화

등에 대한 적절한 교육훈련과 거액 및 소액 모금에 대한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하는 동시에, 마지막 5차 연도까지 기금의 실질적인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마
마 캐시는 네덜란드와 유럽에서의 기존 입지를 강화하는 한 편, 온라인 커뮤니케이

이와 같은 책임과 자질에 대해서는 모금부서장의 직무기술서(또는 모집공고 내용)에

션을 통해 후원의 이동성도 높일 계획이다.

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국내 문화예술단체에는 적절한 사례가 미비하므로 아래의 해
외 사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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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전달하는 것- 이외에도 모금 부서 직원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 및 관리 능력이

- 직무개요

기금 관리 및 개발
� 기존 및 예비 후원자(기관 및 개인)를 찾고, 교육하고,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을

모금 및 커뮤니케이션 부서장은 마마 캐시의 재원 관리 및 개발 뿐 아니라, 기금

찾고, 다각화를 모색

에 대한 일반 인지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리더십, 전략 방향 설정, 시장 예측, 코디

� 고액 기부를 제안하는 기획서와 보고서의 편집 및 책임

네이션, 우선업무 결정능력이 요구된다. 부서장은 주요 후원자를 찾아내고, 관리하

� 주요 개인 및 기관 후원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 발전, 관리

고, 기부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중간 관리자 그룹의 일원으로서

� 후원에 대한 감사 인사말 책임

전체 조직을 위한 리더십과 지도력이 필요하다. 직무의 핵심은 모금활동이며, 업

� 후원자에게 마마 캐시를 대변하며, 후원자 간의 모임을 진행

무시간의 75%는 이에 할애하고, 나머지 25%를 커뮤니케이션 관련 업무에 수행
한다.

예산 기획 및 재무
� 관리부서의 협조와 담당서부서 직원과 함께 연간 예산 수립

- 필수 업무 영역

� 모금 및 커뮤니케이션 부서 예산 및 지출 승인 및 감독
� 후원자 연간 수입 상황 파악 및 보고

리더십, 부서 관리 및 감독

� 후원자에게 정확한 보고서 제공

� 모금 및 커뮤니케이션 부서 직원 7명(9명으로 증원 예정)에 대한 감독 및 관

� 매월 재정 보고서를 감독하고, 회계와 모금 데이터 시스템 간의 정보 일치화

리. 각 직원이 업무수행에서 필요한 수단과 훈련 파악
� 직원 5명 직접 관리 (4명이 모금활동 담당자)

자문위원회 및 부서장 회의

� 부서의 우선과제와 전체 방향성 제시

� 부서장 회의에서 정기적으로 업무성과를 보고하고, 이사진의 모금활동과 커뮤

� 부서의 수행능력이 즉각적, 효과적, 효율적일 수 있도록 업무를 전문화, 세분화

니케이션 참여를 유도
� 기부 관련 자문위원회를 만드는 일을 감독하고, 새로운 자문단 선출을 책임짐.

비전 수립, 전략 기획, 동기 부여

필요할 경우, 새로운 자문위원회 구조를 개발

� 2009년 - 2013년 전략 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모금 및 커뮤니케이션 목표 달
성을 위해 과업 수행

획 관련 문서를 작성

� 특별 모금 프로젝트를 창안, 추진, 감독하며, 일련의 활동이 조직 가치와 내부
역량에 부합하는지 확인

팀과 다른 부서와의 협력을 도모
� 필요할 경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을 할 수 있으며, 컨퍼런스에서 마

모금 조직과 리더십의 역할

� 연간 업무 수행의 실행을 감독

� 커뮤니케이션 관리 및 직원과 컨설턴트 사이의 중재자 역할 수행. 펀드레이징

마 캐시를 대표해서 발제할 수 있음
� 모금과 커뮤니케이션 업무 관련 사외 모임에 회원으로 참석

� 프로젝트의 성공과 개발에 있어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외부 컨설턴트와의 협
의 담당

조직 리더십 및 관리
� 관리부서의 업무지침 수행
� 전체 회사 직원에게 리더십의 귀감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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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금 및 커뮤니케이션 업무의 연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할 경우, 기타 전략 계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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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팀의 조직 내 화합을 도모
� 조직 전체를 고려하는 전략적 판단
� 회사의 비전, 가치, 전략을 이해하고 공유

적 인 차원의 기부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후원자 교육 및 참여 기회 개발
� 예비 또는 기존 후원자와의 직접 대화 혹은 전화 통화를 통해 기부를 유도한
경험 보유. 관련 업무 수행에 불편함이 없어야 함
� 다른 가치와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협력할 수 있어야 하며, 자산

● 조직 내 위치

가와의 만남이 불편하지 않아야 함
� 문화, 인종, 민족, 사회계층별 다양성에 대한 의식 및 동의

사내 관계

� 탁월한 글쓰기 능력

� 최고 경영자와 기금 모금, 후원자 관리, 커뮤니케이션, 특별 프로젝트, 조직 전

� 일반인 상대 강연 능력

체 경영 관련 문제와 관련해 밀접하게 일함
� 프로그램 부서장과 모금 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의 목표 점검, 사업
계획, 특별 프로그램 기획과 관련해 밀접하게 일함

� 효율적인 업무처리 계획 및 업무 우선순위선정 지도
� 비전과 가치 전달 능력
� 비판적, 객관적, 분석적, 전략적 사고 능력

� 재정 및 운영 부서장과 연간 예산 기획 및 점검 관련해 밀접하게 일함

� 예산 수립 능력

� 관리부서의 경영지침을 이행함

� 조직 리더십에 대한 이해도

� 기관 후원을 담당하는 모금 담당 수석 직원, 소액 개인 후원 담당 직원, 주요

� 스트레스 관리 및 유머 감각

개인 후원 담당 직원, 후원 멤버십 담당 직원, 선임 커뮤니케이션 담당 직원을

� (네덜란드 국내 및 해외) 여행 가능자

직접 관리

� 유창하고 능숙한 네덜란드어 구사 능력. 영어 필수. (문서 작성 및 대화)

대외 관계

교육 및 경력

� 컨퍼런스와 모임에서 회사를 대표

� 후원자 중심의 펀드레이징 관리 업무 5년 이상 경력

� 다른 사교 모임과 네트워크의 회원으로 조직을 대표할 수 있음

� 관련 분야 석사 소지자 선호

� 다양한 장소에서 일반인을 위한 강연할 수 있음

� 현물 기부, 후원 설득, 멤버십 관리, 후원자 발견 및 행정을 포함한 모금 업무

� 주요 후원자 중점 관리

전반의 업무 능력이 검증된 경력자

● 요구자질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경력자

지식 및 기술
� 마마 캐시의 미션, 비전, 가치에 대한 열정적인 믿음
� 탁월한 리더십, 관리 및 감독 능력
� 기금 개발과 여성 인권 관련 국제적 지식정보와 조직의 사업과 비전을 명확하

모금 조직과 리더십의 역할

� 기부 및 재원 마련 캠페인 유경험자
� 최소 5년 이상의 직원 관리 및 감독 경력
� 검증된 부서 관리 능력 요구
� 국제 사회기부활동 및 국제 여성인권에 대한 지식 및 경험 보유
� 후원 설득 및 참여 업무 관련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식 및 경험 보유

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
� 펀드레이징 전문가로서 (개인 및 기업 후원 모두)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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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레이징 전략 계획 및 개발, 개인, 재단, 회사의 대규모 기부금 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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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중거액모금캠페인을 추진하는 대학 등)에는 전체 부서원의 규모가 500명이 넘

모금 부서장의 세부 업무 내용

는 경우도 있다.
모금 부서장의 세부 업무는 전체 모금(개발)부의 기능적 관리, 모금 프로그램의 개발
과 실행, 그리고 거액기부자의 관리로 구분된다. 이 세 가지 세부 업무의 주요 내용

각 담당들은 위 그림에 제시된 업무에 따라 구체적으로 할당된 모금 방법과 지원 업

은 [표5-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개발부서장의 지시에 따르며, 사전에 계획된 절차와 스케
줄을 준수하는 게 필요하다. 이들의 업무는 담당 업무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
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업무로 이들의 업무가 구성된다.

[표5-2] 모금 부서장의 세부 업무
● 모금(개발)부서의 기능 관리
- 부서 직원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획득, 유지, 지시 및 감독

[표5-3] 모금 담당 직원들의 세부업무 사례

- 모금(개발)위원회와 타 부서의 연결 책임자
- 데이터베이스 관리 감독

- 구체적인 모금 활동 : 편지모금, 전화모금, 행사, 온라인 등의 실행

- 기부자 감사 및 예우 체계의 감독

- 연례 모금, 예를 들면 연 30만원 이하의 기부

- 모금 부서 예산 수립과 집행 감독

- 기부자 감사 및 예우 체계의 실행: 멤버십 관리, 감사편지 등
- 거액기부 및 계획기부를 위한 잠재기부자의 탐색

● 모금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

- 기업 및 재단에의 제안서 작성
- 거액기부자의 탐색과 기부 요청

- 특별 이벤트의 기획과 진행

- 기업과 재단 모금 관리

- 데이터베이스의 유지 관리

- 소액 요청 프로그램의 관리

- 각종 모금 활동의 지원 : 모금편지 디자인 등

- 모금위원회(자원봉사 조직)의 실무 총괄
출처 : (주)도움과나눔 모금아카데미

● 거액기부 및 계획기부의 관리
- 업무 시간의 25~50%를 거액 기부자 또는 계획기부자를 직접 만나는
관계 형성을 위해 사용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모금분야에서 자기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

모금부서 담당자들의 역할

문서작성과 의사소통기술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모금부서의 각 업무 담당자들은 개발부서장의 추천에 의해 CEO에 의해 임명하고

그리고 거액모금 담당자인 경우 긍정적인 대인관계와 팀 기술이 강조되며, 모금이 개

모든 업무와 관련해서는 모금(개발)부서장에게 지시를 받고 보고 의무를 지닌다. 이

인의 업무 활동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업무간의 협업으로 성과가 나타나므

미 설명한 바와 같이 모금 부서의 담당은 기획과 실행, 지원으로 나누어지고 확대가

로 거액모금 담당자에게 이 자질은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모금 담당 직원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더 세분화되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모금 부서의 규모가 큰 경우(거대

도 적절한 교육훈련과 현장 경험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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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약 2년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업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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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 담당 직원들은 모금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의 능력과 상당한 경험을 보유하고
출처 : (주)도움과나눔 모금아카데미

이와 같은 업무 내용과 자질 등에 대해서는 역시 직무기술서나 모집 공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데, 그 중 지역모금담당자에 관한 내용을 사례 2.에서 볼 수 있다.

후원 유치
- 지역에 대한 리서치를 통해 후원 가능성이 있는 개인, 단체, 회사를 찾고, 펀드레이
징 매니저와 함께 대면 또는 서면으로 접촉

사례

지역 모금담당자 직무기술서

● 직무명 : 지역모금 담당자

- 모든 기부자와 후원자들에게 신속한 답변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 후원
을 유치할 수 있는 관계 형성

이벤트 및 캠페인 조직
- 높은 액수의 기부, 후원,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대규모 모금 행사를 펀드

● 업무개요 : 모금활동 담당. 일반 인지도 제고

레이징 팀장과 함께 계획, 조직, 평가
- 이벤트 업체와 회사 사이의 중재자 역할 수행. 조직의 명성을 보호.

● 직속 관리자 : 지역 모금 팀장
대외 인지도 향상

● 직속 직원 : 없음

- 지역 언론과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고, 지속적인 기사의 소재를 제공. 홍보 기회를
탐색. 보도자료 제작. 사진 촬영 계획.
- 사외 모임이나 조직에서 회사를 대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

● 세부업무내용
팀 업무
관리 및 행정
- SMS 데이터베이스(예비 및 기존 후원자) 개발, 유지 및 최대한 활용
- 모든 후원 기록, 계좌, 공지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하고, 필요할 경우, 재정 및 기

- 지역 단위 또는, 특별 이벤트 및 캠페인의 질과 효율성 높이기
- 광역 및 지역 모임의 공헌도 높이기
- 팀 동료와 함께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 아이디어와 경험 공유

타 기록 발행
- 법령, 회사 방침 및 규정 일치 여부를 확인

활동에 대한 개발과 실행 계획 수립
- 필요할 경우, 보강 계획 수립

- 인적관계 형성 및 유지
모금 조직과 리더십의 역할

- 펀드레이징 팀장과 함께 지역의 모든 분야를 타깃으로 하는 넓은 범위의 모금

V

기획 및 감독

● 개인 업무능력

- 커뮤니케이션 능력
- 효율적인 업무처리능력
- 사업 기획 및 조직
- 문제 해결 및 결정

위원회 및 자원봉사자 업무
- 장기적인 지역 후원 그룹을 만들고, 협력 기회 탐색

- 품질 지향적 태도
- 전문성

- 모금 활동과 행정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고용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기부금 모금 - 입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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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중심의 성과 중심
- 공동의 정보 공유

6. 자원봉사자와 모금

- 높은 성취욕
- 혁신적 태도
- 폭넓은 이해와 관심

● 자격 요건

모금에서 자원봉사자의 역할
자원봉사자는 비영리조직의 모금 역동성 형성에 많은 기여를 한다.‘자원봉사’
라하

면 일반적으로 노력봉사나 단순 노동력 제공 등을 연상하는 경우가 많으나, 모금에
- 일반 고등 교육 이수자. 특히, 문서 작성, 숫자, 재무 기초 지식 요구.

서는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음의 [그림5-4]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에

- MS 워드, 엑셀, 액세스, 로터스 노트 또는, 이와 동등한 컴퓨터 친화적 업무 처리

서는 자원봉사 활동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가 바로‘모금’분야이다.

능력
- 자가 출퇴근 가능

모금 자원봉사 활동에는 잠재기부자의 발굴 및 평가, 모금캠페인 추진 핵심 멤버 발

- 시간 외 업무 수행 가능

굴, 모금이벤트에의 기획/실행, 소액기부 후원자의 발굴 등 비영리 모금활동 전반이
해당된다. 이 중에서 전화 모금(TM), 편지 모금(DM), 거리 모금 등의 방법을 통해 소

● 경력 요건

액기부 후원자를 발굴할 때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높은 편이며, 각종 이벤트에서도 연
설자, 안내자, 자료 제작과 배포 등의 다양한 역할로 자원봉사자가 활동할 수 있다.

- 스트레스와 경쟁을 피할 수 없는 환경에서 펀드레이징 또는 영업, 마케팅 관련 업
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직접 모금 활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첫 기부에 대한 감사 전화, 감사 편지나 소식
지의 송부, 기념품의 배송, 기부자 신상 명세 정정 등의 업무에 참여하는 것도 자원
봉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자원봉사자의 인력풀을 가지고 수시로 도움을 요청하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 직원 명

원봉사자 관리가 이루어져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자원봉사자를 모금에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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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관리하듯이 자원봉사자 명부를 관리하고 직원의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듯이 자

V

모금활동에 자원봉사자를 효과적으로 참여시키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금담당자가

[그림5-4] 미국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비중

모금위원회의 운용

주요 기관의 자원활동가 주요 업무별 기여도

자원봉사자를 모금에서 활용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기부자 중심의

2008년 9월

모금위원회와 같은 상설기구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다. 후원회라 하기도 하고 모금

캠페인위원회, 자원개발위원회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 특히 일반적인 모금액보다 수
기금모금 또는 이를 위한 물건 판매

십 배에 이르는 집중거액모금캠페인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캠페인위원회를 반드
시 구성해야만 한다.

강의 또는 교육
음식 준비, 판매 또는 배달

후원회를 조직하고 관리하려면 이들에게 구체적인 역할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우선
적인 역할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거액기부를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모금전략에 대

노동 또는 이동 보조

한 의견을 내고, 모금활동에 요청자로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자원봉사자 입장
전문 업무 또는 관리 보조

에서 다른 자원봉사자를 추천 및 선정하거나 그 역할 참여와 완수를 독려하고 동기
부여하는 것도 모금위원의 역할이다. 이와 같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

스포츠 팀 코치, 심판, 감독 활동

우라면, 앞에서 서술한‘이사의 모금 참여 확대’
에 유사한 방법을 활용하여 위원들의
활동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 멘토 활동
일반 사무 업무

모금위원회는 위원장(규모에 따라 복수도 가능)과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기관

의 최고경영자가 담당하기보다는 외부 기부자 중 유력한 인사 혹은 이사장이 겸하는

음악, 공연, 이외의 예술재능 기부

경우가 일반적이다. 위원의 구성에는 내부인의 참여를 최소화하고 외부인으로 대부

수표, 리셉션 담당

분 위촉한다. 그 규모는 클수록 좋으나 단체 내부에서 관리 가능한 정도로 한정하는
것이 좋다.

의류, 수공예품 등의 물건 수집, 제작, 판매

모금위원회의 규모가 크고, 단체의 활동이 다양하고 광범위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소위원회를 운용하더라도 모든 모금위원

위의 활동에 균일하게 참여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다. 다만 소위원회 위원장은 모금 위원
중에서 맡도록 한다.

미국 정보 서비스 노동통계팀 조사

그리고 소액기부 회원 중심의 조직일지라도 회원들의 자발성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원봉사 리더십의 역할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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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드시 소위원회에 배정될 필요는 없으며, 모금 위원이 아니더라도 소위원회에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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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카운슬링, 의료, 재난 등의 보호 서비스

7. 모금 조직 운영을 위한 제언

모금은 문화예술 단체의 모금담당자만이 수행하는 업무라기보다는 CEO, 이사회,
자원봉사 리더십 및 모금 담당조직 등이 포괄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활동이다.
모금활동에 있어 자원활동가들의 역동적인 구성은 모금을 성공적으로 이끈다. 특히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영향력 있는 자원봉사 리더십의 존재는 거액모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한국의 문화예술단체가 성공적인 모금을 하려면 이사회의 모금 관련 역할이 강화되
어야 하며, 단체장은 노력과 시간의 1/2이상을 모금에 할애해야 한다. 모금 직원은
모금만 할 수 있도록 전담자를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들을 위한 적절한 투자
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모금 전담자가 배정되었다 하더라도 모금조직
내부의 유기적 협력 활동은 물론 타 부서와의 협력이 성공적 모금에 꼭 필요하다.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더라도 전형적이고 완벽한 모금 조직구
조는 없다. 따라서 더 나은 모금 단체가 되려면 지속적인 개선과 강화가 필요하다.
모금 부서의 설계와 운용은 프로그램이나 사업부서와 같은 형태로 설계될 필요가 없
다. 모금부서는 기부자가 기부하기에 가장 편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기부자의 혼
란을 최소화하면서 일관되고 지속성 있게 업무가 진행되도록 설계 운용되어야 한다.

있는 상당히 유기적인 구조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USA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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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되고 대응되는 것이 아니어서 부서원의 역량과 지혜를 공유하여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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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부서는 사람과 사람의 행동을 다루는 것이어서, 상황의 변화가 심하고 기계적으

인용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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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과 전략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비전과 전략 � 미션과 비전
1-1

1-2

1-3

부록

1

1-4

비영리조직 능력 진단
체크리스트
이 체크리스트는 비영리 조직에서 모금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

기관이 성취하려고 하거나 되려고 열망하는 것에 대해
조직 내외적으로 분명하고도 강력한 이해가 있다.
명확한 비전이 구성원의 행동과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관이 달성하려고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명백하고
대담한 일련의 목표들이 존재한다.

비전과 전략 � 전략과 목표
1-5

1-6

1-7

는 조직운영 현황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비전 및 전략, 실행관리, 인적자원,
시스템과 인프라, 조직구조와 문화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속하는 실체로서 조직의 가치와 궁극적 목적을 반영한
‘조직의 존재이유’
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있다.

1-8

진단결과를 원하시는 분은 (주)도움과 나눔 홈페이지의 조직진단 프로그램을

미션, 비전,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논
리 정연한 전략이 있다.
전략의 개발과 실행에 요구되는 광범위한 지식을 바탕으
로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전략계획을 위해 내부 전문지식, 또는 외부의 질 높는 자
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성과 목표가 매년 정기적으로 수립되고 구체적인 이정표
가 발표된다.

비전과 전력 � 프로그램 능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doumnet.net

지역 내 또는 다른 지역의 잠재적인 서비스 수혜자들의 욕

1-9

구에 부응하도록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현재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수혜자 욕구에 충족하기 위한 능력과 현재 프로그램 수행

1-10 능력 간의 차이에 대한 평가가 계속 있고 차이에 따른 조정
이 항상 이루어진다.

1-11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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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출처로부터 다각화된 재정조달 방식을 취하고 있
으며, 재무적 불안정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재정조달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으며, 다른 비영리들
이 우리 기관의 모금 활동이나 전략을 학습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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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비영리조직 능력 진단 체크리스트

전혀
그렇지
않다

●실행관리

●인적자원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실행관리 - 실행시스템
서충실하고, 간결하며, 잘짜여진일련의과정들(예: 의사결정, 계

잘 발달되고 포괄적인 성과측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
성과를 측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목표를 체계적으
로 조정, 개선하고 있다.

2-3

3-2
3-3

2-5
2-6

3-6

고 있다.

3-7

하고 통합하는 과정으로부터 전략적 도구로 사용된다.

3-8
할 수 있는 대단히 발달된 내부 모금 기술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2-9

3-9

실행관리 - 외부관계
2-10
2-11
2-12

하고 있으며,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지방과 전국적 수준에서, 기관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책개발에 사전/사후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기부금 모금 - 입문 편

최고경영자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중간관리자는 그 자리를
잘 채우고 있다.
중간관리자는 비영리 또는 영리 조직의 관리 경험이 많거
나 타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과 실적을 올린 바 있다.
중간관리자는 개인성장과 학습 의욕이 높으며, 전염성이
있을 만큼 에너지와 능력이 넘치고 헌신되어 있다.

직원의 대부분은 부서간 구분을 넘은 특별 프로젝트와 협

3-10 력을 기꺼이 하려 하며,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와 추진력
의 주요한 원천이 된다.

부)과의 든든하고 강력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공익연계 마케팅 등 마케팅을 위한 고품질의 자원을 보유

서 직관적이고 예리한 감각이 있다.

인적자원 - 자원봉사자

수익사업을 선정하고 운영하는 데 우수한 경험과 기술이 있다.

다양하고 적합한 집단들 (영리, 비영리, 지역사회조직, 지방정

최고경영자는 재정적 판단에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인적자원 - 직원

다양한 재정적 원천으로부터 필요한 대부분의 것을 충족

2-8

비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에
서도 정부에 입각한 명확한 결정을 내린다.

실행관리 - 예산 및 재정 운영 시스템
2-7

적이고 긍정적이며 강력한 메시지를 개발하고 그들이 자

최고경영자는 복잡한 현상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예리하고

3-5

며, 외부의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산은 전체 운영에 통합되어 조직적 욕구와 목표를 반영

을 알 수 있도록 비전성취의 길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신의 선택에 책임지도록 격려하고 있다.

인적자원계획에 필요한 대다수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으
프로그램 운영계획과 인적자원 계획은 정기적으로 작성되

최고경영자(팀)는 기관의 비전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진행 방향

최고경영자(팀)는 우호적인 협력자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

3-4

능력과 운영계획의 작성과 실행에서 아주 중요한 대다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사 개선과 이사회 성과 평가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인적자원 - 최고경영층

발달되어 있고 효과적인 내부 법률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개발하고 세련되게 다듬는

2-4

정부 등)로 구성되어 있고, 기관의 성공, 사명과 비전에 대
한 뛰어난 헌신을 보이며, 소위원회에 성실하게 참가한다.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일에 대한 대응체계가 잘

실행관리 - 프로그램 및 인력 운영

매우
그렇다

이사회는 현장과 전문가의 다양한 인물(비영리, 학계, 기업,

3-1

획, 집행, 평가)이존재한다.

2-2

그런
편이다

인적자원 - 이사회

기관의효율적이고효과적인기능을담보하기위해모든영역에

2-1

그렇지
않은
편이다

3-11
3-12

자원봉사자는 믿음직하고 성실하며 기관의 성공과‘일이 되도록
하는’
데 아주 헌신되어 있어 맡은 일 이상을 할 때가 자주 있다.
자원봉사자는 다양한 직원들과 잘 일할 수 있으며 특별한
감독 없이도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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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 시스템과 인프라

● 조직구조와 문화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시스템과 인프라 - 업무추진 시스템
시스템과 의사결정 시스템이 있으며, 위기에 대응하는 위

5-1

기대응 계획도 존재한다.

4-2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조직구조와 문화 - 조직구조

모든 관련된 업무 영역에서 명확하고 공식적인 업무 추진

4-1

그렇지
않은
편이다

가 잘 형성되어 있다.

이사회는 조직 목표를 능동적으로 정하고 CEO에게 그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해석, 전달과 함께 실질적

5-2

이고 적절하며,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진다.

이사회와 경영자간에 역할이 분명하며 협력과 견제 관계

달성 책임을 일임하며, CEO의 선임과 해임의 권한을
행사한다.

시스템과 인프라 - 재정 통제
모든 재정사업은 내부 통제체제에 따라 예산수립, 의사결

4-3

정의 과정을 거치며, 기관의 목적과 전략적 목표와 통합
되어

5-3

후계자 및 핵심 관리자의 채용과 개발에 CEO/최고책임

5-4

성이나 목적 달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직원의 개발 계획, 적절한

조직구조와 문화 - 조직문화
교육훈련, 직무순환, 코치/피

드백과 지속적인 성과평가가 제도화되어 있다.

모든 개인들은 달성될 수 있고 확실하게 정의된 핵심 역

5-5

이 있으며, 직원들을 동기부여하는데

효과적인 시스템

을 갖추고 있다.

할들과, 다른 개인과 차이를 보이는 독창적인 재량권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

잘 디자인되고, 명백하며, 수용성이 높은 인센티브 시스템

4-6

부서간의 상호조정은 위계질서나 정치보다는 기관의 필요

자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수한 후계자 개발
을 위한 계획이 존재한다.

4-5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고 서로 보완적이다.

시스템적으로 운영된다.

시스템과 인프라 - 인사관리시스템
4-4

모든 부서의 역할과 책임 (예: 본부, 지역과 지역사무소)이

총체적으로 사회적, 재정적, 조직적인 영향력에 기여한 바

5-6

에 따라 체계적으로 직원을 채용, 보상하고 승진시키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시스템과 인프라 - 물리적 인프라
사무실 공간, 사무기기, 통신시스템 등은 기관의 효율성과

4-7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고,

현재 그리고

일치된 기본적 신념과 가치, 관습이 기관 내에 널리 공유

5-7

정하는 명백한 방향이 있다.

예상되는 미래 필요성에 잘 맞추어져 있다.

전통, 의식, 불문율, 이야기, 영웅이나 역할모델, 상징, 언

클라이언트, 직원, 자원봉사자 관련 정보 및 프로그램, 재

4-8

정정보 등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정교한 전자 데이터

시스템과 경영보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기부금 모금 - 입문 편

되어 있으며, 구성원들에게 정체감을 제공하고 행동을 규

5-8

어,

복장 등이 기관의 총체적인 목적을 명백히 지지하고

성취하도록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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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 |

앤 아버 여름페스티벌

Ann Arbor Summer Festival
부록 | 해외 모금명분서 사례

부록

2

해외
문화예술단체∙기관
모금명분서 사례

미국 미시건대학과 연계하여 매년 여름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으며, 연간 60,000여 명이
참가함에도 개최 비용의 35%가 부족한 상황이다. 예술적 완성도, 프로그램 다양화, 지역사
회 공헌, 교육적 효과 등을 증대시키기 위한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기부금 모금 - 입문 편

134 | 135

미국 | 앤 아버 여름페스티벌

Ann Arbor Summer Festival
부록 | 해외 모금명분서 사례

단체의 미션, 핵심 가치, 역사 등 정보가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2009년 현재 축제가 어느 규모이며,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잘 설명하
고 있다.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기부금 모금 - 입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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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앤 아버 여름페스티벌

Ann Arbor Summer Festival
부록 | 해외 모금명분서 사례

페스티벌이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축제

페스티벌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연간 120만 달러가 필요한데, 티켓 판매 등의 수익으로는 총

의 수혜자가 예술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예산의 65%밖에 충당되지 않아 정부, 기업, 대중의 재정적 도움이 필요함을 호소하고 있다
(OUR CHALLENGE). 후원자나 자원봉사자는 축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며, 양질의 프로
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후원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YOUR COMMITMENT).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기부금 모금 - 입문 편

138 | 139

미국 | 앤 아버 여름페스티벌

Ann Arbor Summer Festival
부록 | 해외 모금명분서 사례

축제를 후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OUTRIGHT GIFTS). 현금,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예술품 등 현물 기부 등을 통해 후원에 참여할 수 있다.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기부금 모금 - 입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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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앤 아버 여름페스티벌

Ann Arbor Summer Festival
부록 | 해외 모금명분서 사례

기타 후원 방법으로 매칭그랜트, $5,000 약정($5,000을 수년에 걸쳐 후원할 것을 약정하는
방법), 계획기부(유산, 증여 등), 기금을 통한 지원 등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모금명분서에
후원 방법이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필요에 따라 쉽게 첨부될 수 있도록, 모금명분서와
같이 기획하는 것도 모금 실무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기부금 모금 - 입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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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캐나다 서스캐처원 어린이 디스커버리 박물관
부록 | 해외 모금명분서 사례

Children’s Discovery Museum
on the Saskatchewanl

캐나다 도시의 어린이들을 위한 미술관 운영 후원을 통해 캐나다 어린이들이 지적 능력과
창조력을 키울 수 있는 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기부금 모금 - 입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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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서스캐처원 어린이 디스커버리 박물관

Children’s Discovery Museum on the Saskatchewan
부록 | 해외 모금명분서 사례

개관 첫 해 11,000명이 방문했던 어린이 디스커버리 박물관이 전년에는 74,000명이 넘게 방

영양분 섭취와 수면과 같이 노는 것은 어린이들의 건강, 지적 능력, 창조력과 깊은 관련이 있

문하였다. 더욱 양질의 프로그램과 흥미로운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후원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박물관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있다.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기부금 모금 - 입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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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서스캐처원 어린이 디스커버리 박물관

Children’s Discovery Museum on the Saskatchewan
부록 | 해외 모금명분서 사례

박물관의 존재 이유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어린이를 위해 있다고 강조하는 등 운영 목적의

박물관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프로그램 소개가 너무 길거나 자세하면 후원 요청에 대한 내용

비영리성과 건강함에 대해 드러내고 있다.

보다 홍보적 성격이 부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기부금 모금 - 입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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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서스캐처원 어린이 디스커버리 박물관

Children’s Discovery Museum on the Saskatchewan
부록 | 해외 모금명분서 사례

전시 공간 등을 더 확보하고, 개조하겠다는 앞으로의 목표를 밝히고 있다.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기부금 모금 - 입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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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서스캐처원 어린이 디스커버리 박물관

Children’s Discovery Museum on the Saskatchewan
부록 | 해외 모금명분서 사례

후원이 우리 지역사회 어린이에게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후원을 요청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기관을 후원해달라는 요청보다 훨씬 대중의 참여를 이끌기
쉬운 메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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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서스캐처원 어린이 디스커버리 박물관

Children’s Discovery Museum on the Saskatchewan
부록 | 해외 모금명분서 사례

기관 외부 사람들의 메시지는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메시지보다 대중들에게 훨씬 더 강

박물관 이사회 소개를 이사들의 어릴 적 사진으로 한 것이 흥미롭다.

력하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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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서스캐처원 어린이 디스커버리 박물관

Children’s Discovery Museum on the Saskatchewan
부록 | 해외 모금명분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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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서스캐처원 어린이 디스커버리 박물관

Children’s Discovery Museum on the Saskatchewan
부록 | 해외 모금명분서 사례

모금명분서 전반에 걸쳐 사진이 적절하게 사용되었고, 외부인들의 메시지를 잘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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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케틀스 야드 갤러리
부록 | 해외 모금명분서 사례

Kettle’s Yard Gallery

1957년 영국 캠브리지대학 내에 설립된 갤러리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장이자 주요 명소
였던 케틀스 야드가 최근 방문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협소하여 공간을 확충하고, 케틀스

케틀스 야드의 설립 배경을 설명하고 있고, 그 가치를 외부인의 메시지를 통해 드러내고

야드의 가치를 보존하고 확산하는 일에 함께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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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케틀스 야드 갤러리

Kettle’s Yard Gallery
부록 | 해외 모금명분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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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케틀스 야드 갤러리

Kettle’s Yard Gallery
부록 | 해외 모금명분서 사례

모금을 통한 공간 확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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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케틀스 야드 갤러리

Kettle’s Yard Gallery
부록 | 해외 모금명분서 사례

외부 사람들의 메시지를 인용함으로써 케틀스 야드의 가치를 어필하고 있다.

크게 세가지 목적을 위해 5백만 파운드(약 100억원) 모금을 목표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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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케틀스 야드 갤러리

Kettle’s Yard Gallery
미국 |

버지니아 공대 아트센터

Virginia Tech Center for the Arts
부록 | 해외 모금명분서 사례

버지니아 공대의‘미래를 발명하라(Invent the Future)’캠페인의 일환으로 예술공간 건립
을 위한 후원을 요청하고 있다. 과학기술 명문대학에서의 전인적 인재양성을 위한 창조적
공간이자 지역사회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서의 센터 건립의 중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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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버지니아 공대 아트센터

Virginia Tech Center for the Arts
부록 | 해외 모금명분서 사례

전인교육을 위해 예술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총장의 메시지로 모금명분서를 시작하고 있다.

전인교육을 위한 예술교육의 필요성, 특히 과학기술대학으로서 학생들의 창조력의 함양을 위
해 예술 교육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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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버지니아 공대 아트센터

Virginia Tech Center for the Arts
부록 | 해외 모금명분서 사례

현재 재학중인 학생의 스토리를 통해 교육에 있어서 예술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모금명

교육에서 예술을 역할을 확대하는 Art Initiative라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을

분서에는 서비스 수혜자의 스토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설명하며, 이 프로젝트가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소개
하고 있다. 이러한 후원의 거시적인 의미는 모금명분서에서 제시되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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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버지니아 공대 아트센터

Virginia Tech Center for the Arts
부록 | 해외 모금명분서 사례

예술센터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예술센터 건립을 통해 대학 전체에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규모에 대해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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