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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 Dialogue 캠페인
F2F사업부 박미정
１ Direct Dialogue 캠페인이란
거리캠페인은 거리를 오가는 시민(잠재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NGO단체와 NPO단체의 활동과 비전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기부자로 참여를 요청하는 직접대면 (Face to Face, Direct Dialogue) 모금방식이
다. 이 방식은 기존의 기부자개발 방식과는 달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에 잠재기부자
Database 없이도 캠페인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기부자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거리모금가의 전문적인 기술(시선, 제스춰, 설명방식, 홍보자료 활용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도 효과적
인 요청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잠재기부자들의 즉각적인 반응 및 요구들을 직접 수용함으로써 단체
와 기부자들의 관계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에 매력적인 모금방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Direct Dialog (face to face fundraising campaign )는 1972년, 영국의 각 도시와 지방을 망라해 전 지
역에서 시작되었고, 1990년대부터는 유럽과 호주, 북미 등에도 확산되어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고 있
다. ㈜도움과나눔은 이러한 선진국의 F2F 모델을 바탕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한국형 거리캠페인
을 진행해 오고 있다.

２ 국내 거리캠페인의 현 주소
국내 대부분의 거리모금은 단체가 가진 모금상품을 소재로 한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각 단체의 모
금행사는 여러 모금형태(모금함, 물건판매 등)와 서명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월정기부자 개발보다는
서명이나 현장에서 즉시적인 모금에 더 집중되고 있다. 오늘날 해외에서의 모금 또는 기부자개발 관
련분야는 기술적으로 전문화된 팀이나 모금전문가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반면 국내의 단체 대다수는
전 직원, 혹은 각 부서가 부분적으로, 또는 순환적으로 이 분야를 경험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에, 경험축적 및 전문성 획득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
거리모금전문가의 부재로 인해 잠재 기부자들은 단체의 사업이나 비전,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
한 상태에서 기부약정을 하게 된다. 때때로 이러한 인력운영의 부담을 자원봉사자로 대체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되어 잠재기부자와 즉석 토론을 하거나 단순한 감정적 호소로만 참여
를 유도하는 상황이 잦아지게 된다. 물론 어느 정도의 성과는 이루어내고 있으나, 캠페인을 지속적으
로 진행하기에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３ 거리캠페인의 장점
가) 거리를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잠재기부자 Database 없이
도 즉시 모금 실행이 가능하다.
나) 모든 연령대의 잠재기부자들과 접촉이 가능하며 단체가 만나기 어려웠던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과도 접촉할 수 있다. (거리모금캠페인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잠재기부자들 중에
는 젊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많다)
다) 잠재기부자들을 1:1로 만나 대화를 통해 단체를 소개하게 되므로, 각각의 시민들은 개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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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맞추어진 상세하고도 정확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라) 매월 지속적인 회원증가를 통해 단체의 재원확대가 가능하고, 단체는 이를 통해 보다 안정
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하다.
마) 매일, 매주, 매월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을 통해 단체의 큰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다.

４ 거리캠페인의 직접적 효과
가) 1명의 캠페이너가 하루에 평균 250여명의 시민에게 단체의 이름으로 인사하게 되고, 그 중
8~10명의 시민이 5~10분간 정확하고 상세한 단체의 소개를 듣게 된다.
나) 3~4명의 캠페이너가 한 팀이 되어 한 달간 거리모금캠페인을 지속하게 된다면 20,000명이
단체의 이름을 듣게 되고, 그 중 800여명이 단체의 사업과 비전을 자세히 소개받게 된다.
다) 이러한 방식으로 3개 팀이 1년간 운영되면, 720,000명이 단체의 이름을 듣게 되고, 그 중
96,000명이 단체의 사업과 비전을 자세히 소개받게 된다.

５ 거리캠페인의 간접적 효과
전통적인 모금 방식과 달리, 기부현장에서 잠재기부자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고, 즉각적으로 기부
자의 요구에 반응할 수 있다.
직접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자연스럽고도 강력하게 홍보하여 단체의 인지도를 효율
적으로 높일 수 있다.

６ 거리캠페인의 문제점
가) 국내에 거리모금 전문가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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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리모금 실패에 대한 위험을 감당해야 한다.
다) 모금가들 스스로가 소속된 단체로부터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라) 개발된 기부자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 거리모금가들의 구인과 훈련, 관리가 관건이나, 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바) 거리모금 캠페인에 적절한 장소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사) 거리모금 캠페인은 환경적인 어려움(기온, 기후변화, 계절 등)에 민감하다.

７ 거리캠페인의 실행 과정

８ 거리캠페인의 전망
가) 현재 선진적인 월정기부자 개발방식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리모금을 국내에 적용, 성공적인
결과를 도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국내 월정기부자 개발 방식 중 지속성과 효율성을 갖춘 강력한 방법이 될 것이다.
다) NGO 및 거리모금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지기간이 필요하므로, 현재의 과도기를 벗어나면
그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라) 노동집약적인 캠페인 방식으로, 많은 모금전문가의 양성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거리모금의
보편화, 발전 가능성이 높다.

마) 잠재기부자 Database 없이 착수 가능한 가장 강력하고 매력적인 모금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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