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사회복지기관의 모금과 

후원자 개발

“ Earn as much as you can.

Save as much as you can.

Give as much as you can. ”

John Wesley

조석인 (구굿닷컴)



Ⅰ. 개요

1. 밥 피어스의 어록을 통해 본 모금원칙

⑴ 모금은 사랑으로 하는 것

"Let my heart be broken by the things that break the heart of God."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로 인하여 내 마음도 상하게 하소서.

⑵ 모금은 창조적으로 하는 것

"God help us if we are only doing what any normal human being can do." 

만약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만을 한다면,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⑶ 모금은 믿음으로 하는 것

"I hope the day will never come when World Vision isn't utterly dependent 

upon the Lord."

월드비전의 사역이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결코 오게 되지 

않기를 나는 바랍니다. 

2. 우리나라 모금시장의 특성

⑴ 감성적 기부

⑵ 지속성의 결여

⑶ 기부문화의 확산

⑷ 인터넷 모금의 활성화

⑸ 모금단체의 경쟁 심화

⑹ 모금단체의 불투명성

3. 성공적인 모금의 조건

⑴ 좋은 사업

⑵ 좋은 직원

⑶ 좋은 팀웍



4. 모금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

⑴ 소명헌장(Mission Statement) : 무엇을 하나? (What do you do?)

① 목적 (Why)

② 상품/서비스 (What)

③ 고객/수혜자 (Who)

④ 범위 (Where)

⑵ 합리적(Relevant)이고, 중요(Important)하며, 긴급(Urgent)한 이유

⑶ 상품

⑷ 기술과 전문성, 사명감 있는 직원

⑸ 비용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프로그램

Ⅱ. 마케팅 개요

1. 마케팅의 정의

“마케팅이란 교환과정을 통하여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유도하는데 관련된 모든 인간 행동이다.”

(필립 코틀러)

2. 마케팅 전략수립의 절차



3. 고객의 욕구분석

4. SWOT분석



5. 목표의 기본 요소 (SMART)

⑴ 구체성 (specific)

⑵ 측정가능성 (measurable)

⑶ 달성가능성 (attainable)

⑷ 연관성 (relevant)

⑸ 시간성 (time bounded)

6. marketing mix (4Ps)

⑴ 상품 (Product)

⑵ 가격 (Price)

⑶ 유통 (place)

⑷ 판매촉진 (promotion)

Ⅲ. 마케팅

1. 여러 가지 모금 프로그램

⑴ 개인적인 권유

⑵ DM

⑶ 바자, 모금만찬, 음악회, 달리기 등 이벤트

⑷ 모금함

⑸ 기업협찬, 기업제휴(CRM)

⑹ 매체광고

⑺ 인터넷

⑻ 후원자에 의한 후원자 모집

⑼ 설명회

⑽ 상설지로



2. 모금의 원칙

⑴ 사명감이 가장 중요하다.

⑵ 기부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⑶ 사람들은 요청할 때 기부한다.

⑷ 모금하기에 앞서 먼저 친구를 만들라.

⑸ 당신의 열정을 보여줘라

⑹ 먼저 마음을 열게 하라, 생각을 열게 하라.

   그리고 돈지갑을 열게 하라

⑺ 후원자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라.

⑻ 나이 든 후원자가 좋은 후원자이다.

⑼ 각각의 후원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얼마를 요구해야 하고 언제 요구해야 하는지를 알라.

⑽ 우수 후원자들을 특별히 대우하라. (후원자 세분화)

⑾ 후원자들에게 항상 정직하라.

⑿ 감사를 잊지 말라.

3. 지역자원개발의 원칙

⑴ 지역의 자원지도를 그려라

⑵ 개발하기에 앞서 먼저 기존의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라.

⑶ 사람개발이 자원개발임을 명심하라.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⑷ 언제까지 얼만큼의 사람들을 만날 것인가를 정해서 사람들을 만나라.

⑸ 핵심인물을 조직 안에 끌어 들이고 역할을 부여하라.

⑹ 지역자원정보를 DB화하여 관리하라.

⑺ 정기적으로 소식을 알리고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하라.

⑻ 자원개발의 범위를 지역에만 국한하지 말라.



4. 이벤트

⑴ 다른 모금 상품에 비해 비용이 높게 드나 통합 모금 프로그램으로서 

   효과 있음

⑵ 기관을 홍보할 수 있으며 잠재적 후원자와의 접촉점을 마련

⑶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오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강한

   충격을 주어 참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음

⑷ 이벤트 자체가 하나의 좋은 취재거리가 되므로 매스컴을 타기 

위한 홍보전략으로 유용

5. 성공적인 이벤트가 되려면

⑴ 흥미와 감동 (기획과 연출)

⑵ 역할분장과 팀웍

⑶ 점검과 리허설

⑷ 임기응변과 유연성





 







Ⅳ.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1. 설명회

⑴ 특정한 대상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음

⑵ 청중들과 강력한 유대를 형성할 수 있음

⑶ 시청각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음

⑷ 일시에 많은 지지자, 후원자를 얻을 수 있음

⑸ 효과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듬

2.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⑴ “no communication, no marketing"

⑵ 생산자의 제품이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하고 제품을 구매, 소비케 하기 

위해서는 가교역할, 촉진역할을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반드시 필요

⑶ <DM, 신문광고, 이벤트, 텔레마케팅, 프리젠테이션, 퍼블리시티 등>

3. 마케팅은 브랜딩이다

⑴ 마케팅은 잠재 고객의 기억 속에 브랜드를 형성하는 것(상표화 과정).

⑵ 강력한 브랜드를 형성할 수 있으면 강력한 마케팅 계획을 가질 

수 있다.

⑶ 마크, 로고타입, 칼러

⑷ CI

⑸ PI

4. 좋은 메시지의 조건

⑴ 탁월한 자료

⑵ 읽기 쉽게

⑶ 간결하게

⑷ 감성적으로

⑸ 설득력있게



5. AIDA 이론

⑴ A : Attention

(집중적인 주의를 끌고 있는가?)

⑵ I : Interest

(흥미를 느끼게 하는가?)

⑶ D : Desire

(참여 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가?)

⑷ A : Action

(참여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6. 오감(五感) 커뮤니케이션(5 senses communication)

⑴ 사람이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은 대상을 감지하는 감각(sensation)

   으로부터 시작

⑵ 홍보자료를 만들 때 오감으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글, 비주얼, 

음향)

7. 한비야의 호소서신

『...... 외국인, 그것도 동양 여자를 보고 호기심 많은 아이 20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과 손짓 발짓에 그림까지 그려가며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아이들과 친구가 된 후, “너희들, 정말 600원짜리 링거 한 병 

맞으면 낫는 병 때문에 죽으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라며 아이들에게 꼭 

살아남아 달라고 마음속으로 빌며 돌아서는데, 누군가 수줍게 빵을 

건넸습니다. 한쪽 다리와 팔이 잘려나갔지만 눈동자가 머루같이 까맣게 



빛나는 여자 아이였습니다. 귀한 양식을 잠깐 놀아준 ‘친구’에게 주려는 

거였습니다. 내가 빵을 받아 덥석 베어 물으니 다른 아이들이 손뼉치고 

어깨를 들썩이며 좋아했습니다. 그 날 결심했습니다. 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 나를 아낌없이 쓰겠다고....... 

     탈레반의 폭정은 5년 전에도 무시무시했습니다. 사람들은 흰색 

탈레반군기만 보아도 무릎이 오그라든다고 했습니다......상상만 해도 아프간 

양민의 주검과 피 냄새로 몸서리가 납니다...... 뼈 속을 에이는 혹한에 

임시천막에서 배고파 울고 있는 그 아이들은 정치를 모릅니다. 단지 따뜻한 

잠자리와 먹을 음식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곧바로 이 

어린이들의 목숨을 건지는 일에 쓰이게 됩니다. 무엇을 더 망설이십니까? 』



Ⅴ. 인터넷 모금









1. 사진 및 영상물의 활용

⑴ 21세기는 감성, 영상의 시대 (EQ, VQ)

⑵ 영상은 감성에 파고들어 설득하는 강력한 힘이 있음

⑶ 홍보 인쇄물, 보도, 홈페이지, 이벤트, 프리젠테이션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음

⑷ 모금 마케터는 사진과 영상자료의 가치를 알고 수집, 응용,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

2. 사진전

⑴ 어느 장소에서나 쉽게 할 수 있다.

⑵ 교육 및 홍보 효과가 높다.

⑶ 각종 행사 시 분위기 연출의 효과가 있다.

⑷ 제작방법이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다.

⑸ 최신자료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야 한다.



3. 비디오

⑴ 설득력이 강하다.

⑵ 영화의 효과를 볼 수 있다.

⑶ 전문적인 제작 기술이 필요하다.

⑷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⑸ 대중집회에서 영상물 상영 시 사전 확인

Ⅵ. 친선대사 운영

1. 친선대사 선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⑴ 단체의 성격과 이미지에 부합되는 사람

⑵ 한 분야에 탁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중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호감도가 높은 사람

⑶ 생활이 건전하며 장래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

⑷ 가급적 타 단체의 친선대사가 아닌 사람

2. 친선대사의 교육

⑴ 최초 임명 시 친선대사의 역할에 대하여 명확히 알림

⑵ 기관의 정신과 이념을 깊이 이해하며 숙지하도록 함

⑶ 친선대사로서 알아야 할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는 ‘친선대사 수첩’을 

   만들어 줌

⑷ 지속적으로 기관의 소식을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공

3. 친선대사의 관리

⑴ 친선대사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둠

⑵ 친선대사의 역할과 운영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만듬

⑶ 주요행사에 초청하며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제공



⑷ 담당자는 친선대사가 책임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

⑸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여 참여시킴

⑹ 친선대사가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4. 친선대사의 활용분야

⑴ 캠페인

⑵ 홍보물 제작

⑶ 후원권유

⑷ 기업협찬

⑸ 각종 이벤트

⑹ 후원자 사은행사

⑺ 매체에 출연 및 원고 기고, 인터뷰

Ⅶ. 매체 홍보

1. 매체를 통한 홍보(Publicity)

⑴ 매체

마케팅 메시지를 담아서 마케팅 수용자에게 보내는 메시지 운반체

(message vegicle)로서 신문, 잡지, TV, 라디오, 인터넷 등

⑵ Publicity

언론매체에 자사에 관한 호의적인 기사가 나가게 하기 위한 

활동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보도자료배포(news release)임.

2. 보도자료의 작성원칙

⑴ 대상 언론매체의 보도영역과 관련성이 있을 것

⑵ 편집자, 취재기자의 고나심과 의문에 답하는 내용일 것

⑶ 광고가 아닐 것

⑷ 분명한 사실일 것



⑸ 근거 없이 최상급 단어를 나열하지 않을 것

⑹ 객관적으로 쓸 것

3. 매력적인 보도자료 작성법

⑴ 보도자료 제목을 그대로 기사제목으로 쓸 수 있게

⑵ 5W1H 기준으로 쓴다.

⑶ 중요한 내용은 앞에(역피라미드 형)

⑷ 문장은 짧게

⑸ 분량이 너무 많지 않게

⑹ 전문용어는 설명을

⑺ 뉴스가 되겠는가를 먼저 생각하라.

⑻ 보도 매체별로 성격에 맞는 내용, 형식을 고른다.

⑼ 홍보담당자에게 직접, 쉽게 연락될 수 있게

⑽ 정확하게

⑾ 보도자료를 보낸 다음에는 확인을

⑿ 보충취재를 할 수 있도록 여유있게 보낸다.

4. 그 밖의 홍보활동

⑴ 비공식적 기자간담회

⑵ 단독회견

⑶ 성명발표

⑷ 기자 초청 간담회

⑸ 개인적인 접촉

⑹ 취재여행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 빌립보서 4장 19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