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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회복지는종교연구의보고(寶庫)이다. 사회복지의기원을이념적으로나실천

적으로모두종교에서찾는다는데에이의는없다. 19세기말독일비스마르크(O.

von Bismarck, 1815~1898)의사회보험입법과제2차세계대전직후영국의베버리

지(W. Beveridge, 1879~1963) 보고서를기반으로체제를갖춘복지국가(Welfare

State)에 의해 사회복지의 핵심에서 물러서긴 했지만, 종교는 현실적으로 정부가

세세히관여할수없는각종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최대의민간주체로자리

매김을했다. 20세기말부터전세계적으로시작된복지국가의축소국면에서나타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7921173).

** 한국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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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또는복지혼합(welfare mix)에서요구되는민

간복지서비스는자연스럽게다시종교의주체적역할을요청하고있다. 특히우리

나라의경우, 복지국가가거의자리잡지못한상황에서벌어진 ‘IMF 사태’ 이후계

속된경제적위축은사회복지영역에서전형적인종교관련기관들에대한의존을

꾸준히유지시키고있다. 공식적인통계는집계되지않지만, 한연구보고서1)에따

르면 서울시의 경우 공립기관의 위수탁을 포함하여 38%의 사회복지기관이 종교

관련단체에의해운영되고있다. 이는기관의설립자또는시설장의개인적종교가

영향력을갖는경우를반영하지않은수치로, 실제로는절반이상의사회복지기관

이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이러한사회복지분야의종교적역할에대해서는국내외적으로연구자도

매우드물고연구결과도발견하기어렵다. 미시적으로개인의영성을사회복지실천

의방법으로접근하는분야가활성화되고있는것을제외하면다른주제는전무하고,

거시적으로사회복지에대한종교와국가의관계및갈등, 지역사회수준에서개별

종교시설의 사회복지 서비스 역할 수행 등에 대한 연구도 극히 희소한 실정이다.

종교와사회복지관련연구에서중범위(middle range)2) 주제를찾기위해서는지역

사회에대한이해가필수적인데,워렌3)의고전적인정의에따르면지역사회란지역

적인 수준에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적절한 사회적 기능들을 수행하는

사회적단위와체계의연합이다. 또한그가제안하는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

라는개념도주목할만한데, 이것은지역사회에서수행되는여러활동에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참여하도록하는것으로서, 이러한기능을수행하는가장대표적인제도

로종교를언급한다. 따라서종교계사회복지기관의성립은사회구조적으로당연한

1) 이충열, 서울시사회복지발전을위한종교계사회복지기관의역할과기대 , 영성과사회복
지학회 학술대회지, (영성과 사회복지학회, 2013) 참조.

2) 여기서중범위주제란단순히거시와미시수준사이의규모측면이아니라, 거시적경향성과
미시적영역을분석적차원에서매개하여설명할수있는주제를의미한다.본연구에서는
종교및사회복지기관의환경을거시수준으로, 자원봉사자개인의커뮤니케이션을미시
수준으로보고, 이둘의역동을이해하게해주는중범위개념으로지역사회참여또는
네트워킹을 도입하였다.

3) R. L. Warren, The Community in America (Chicago: Rand McNally, 1963), 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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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결이라고할수있다. 종교계사회복지기관(faith-based organization)이란 종교

교단이그자체로,또는다양한형태의직간접적관련성을가지고관계하는사회복지

조직을말하며, 이용어는주로미국의 1996년복지개혁이후민간참여자원으로

종교기관들이주목을받으면서널리사용되었다. 법적으로규정된용어는아니지만,

미국의국가봉사단인AmeriCorps Guidance 2003의정의에따르면종교교단또는

이사진이명확하게종교적으로동기화된기관에서설립한비영리조직을일컫는다.4)

이와같은배경으로본연구는거시-미시적관점을혼합하여자원봉사자와그를

둘러싼종교및지역사회라는환경간의상호작용을이해함에있어커뮤니케이션이

라는메커니즘중심으로탐색해보고자한다. 사전에따르면, 커뮤니케이션이란언

어·신호또는동작등을통하여조직내의개인또는조직단위상호간에어떤사실

이나의견·감정등을전달하고교류하는과정이다5). 다시말하면, 커뮤니케이션은

상호발생하고전달되는모든정보[記意, signifié]의흐름을일컫는다고할수있으

며, 그것은언어적또는비언어적형태[記標, signifiant]모두를포함한다. 결국자원

봉사의환경과자원봉사자가서로영향을주고받는관계가발생한다는것은, 둘사

이에커뮤니케이션이발생하기때문에가능한것이라는기본적사실이흔히생략되

고있음을상기할필요가있다. 여기서자원봉사자는자신이활동하고있는다양한

수준의환경에존재하고작용하는메커니즘들중커뮤니케이션의영향을가장민감

하게받을것으로예상된다. 자원봉사활동의특성상, 자원봉사자는기관과접촉빈

도와심도가가장낮고, 금전적이해(利害)나 서비스의기대등반대급부의교환을

통해조직참여에영향을주는다른요인이상대적으로거의없는환경에놓여있기

때문이다.6) 그중에서도종교계사회복지기관에서발생되는종교적커뮤니케이션

은 지역사회 수준에서 개별 종교시설이 자원봉사자인 신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으로 얻게 되는 관계의 질을 변화시키는 역동적 요인이 될 수도 있다.

4) V. L. Albertini, and J. Grenz, Synergistic Collaborations: Pastoral Care and Church
Social Work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12), 61.

5) 이종수,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2009), 네이버 제공 온라인 버전.
6) 이정기⋅문진영, 자원봉사자의커뮤니케이션적응과정에관한근거이론 , 한국사회복지
행정학 18/4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6),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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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휴먼서비스분야의선행연구들은조직내커뮤니케이션과조직구성원

의만족에대해서만검증하고있으며, 국내외적으로그결과물도많지않다. 자원봉

사조직커뮤니케이션이조직효과성에있어서중요한변수가된다는선행연구들조

차국내외통틀어서몇편에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의자원봉사센터종사자의커

뮤니케이션변인으로상급자와의사소통, 동료와의의사소통만족등을지적한연

구7)나, 효과적인자원봉사관리에명확한커뮤니케이션환경이필요하다는연구8),

자원봉사자의직무설명등과관련된커뮤니케이션의중요성및봉사활동담당직

원과자원봉사자의협력적관계를위해서는원활한커뮤니케이션이가장중요하다

고인식하고있음을보여준호주자원봉사기관의문건9) 정도이다. 종교와관련해서

는 한편이 있는데, 종교가없는 학생들보다 종교가 있는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를높게발견한이형탁등의연구에서사회적책임감을자극하거나경험

추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회로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10)

그러나위와같은연구들은자원봉사관리자를위한양적연구들로서, 사회복지기

관또는봉사자를다수활용하는비영리기관자원봉사자의의사소통실태를실제로

연구한 내용은 최근까지도 산출되지 않았다. 즉, 자원봉사자의 활동 현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종교계사회복지기관자원봉사자들의지역사회참여경험을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탐색하는것이본연구의목적이다. 자원봉사자가봉사활동현장에서활동

하면서경험한커뮤니케이션을후향적(retrospective)으로관찰한다는것은, 객관화

시키기쉽지않은커뮤니케이션의주관적, 심리적측면을이해할수있게해줄것이다.

7) 오홍석, 리더쉽과커뮤니케이션이자원봉사조직의운영효과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지역종합자원봉사센터를중심으로- , 지역사회개발학술지 11/1 (한국국제지역사회
개발학회, 2001), 149-175.

8) T. Taylor et al., "Using Psychological Contract Theory to Explore Issues in Effective
Volunteer Management," European Sport Management Quarterly 6(2) (European
Association for Sport Management, 2006), 123-147.

9) Volunteering Austrailia, National Survey of Volunteering Issues (2011).
10) 이형탁외, 종교성이자원봉사참여동기형성에미치는영향 , 로고스경영연구 11/2,
(한국로고스경영학회, 2013), 136.



종교계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자의 커뮤니케이션과 지역사회 참여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143

이로써종교계사회복지기관이라는자원봉사환경내커뮤니케이션을소재로기술적

(descriptive) 방법으로 분석하는 연구방법의 일례를 제공하려고 한다.

Ⅱ. 자원봉사자에 대한 현상학 관점의 적용

연구의 관점(standpoint)을 정한다는 것은, 연구의 주체와 연구 주제의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일과관련이있다. 본 연구의중심 관점을자원봉사자에

둔다는것은연구주제의당사자들을대상화하지않으려는의도를반영하고자한

것이다. 지금까지자원봉사에관한상당수의연구는자원봉사의관리행위에대한

것이었으며, 자원봉사자에대한연구도연구대상으로서자원봉사자에대한정태적

접근이많았던데에반해,본연구는자원봉사자의시선을통해당사자가존재하며

인식하는 자원봉사의 역동적 환경을 본격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당사자가곧연구주체가아님에도불구하고현상학의방법으로분석과기술(記述)

이 가능하다. 현상학은 ‘사태자체로(zu den Sachen selbst)’라는유명한언질대로,

인식자의 의식에 주어지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자 한다. 인식자가 자기

의식에주어진환경속의대상을직관적으로분석하고기술한다는것은, 존재하는

세계에 관한 최소한의 의견도 인식자의 현상학적 진술 안에 내포하고 있지 않는

진리 유형11)으로서 그 대상의 존재양식의 본질을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초기훗설(E. Husserl, 1859~1938)의의식중심의현상학은후기에생활세

계(Lebenswelt)12)에대한관심으로이어지고,훗설의현상학을가장충실히계승했

다고평가받는메를로퐁티(M. Merleau-Ponty, 1908~1961)는그연장선상에있다.

‘몸의현상학’을통해그는지각이모든형태의앎의근원이자귀착지라고믿는데,

우리몸이주관의외부에있는것들과마찬가지인인식대상이아니라몸을통해서만

11) 에드문트 훗설, 현상학적 심리학 강의, 신오현 옮김, (민음사, 1992[1962]), 364.
12) 훗설이 일상적 삶의 세계를 일컫는 용어. 생활세계는 주관적인 세계이며, 원칙적으로
지각할수없는객관적인참된세계와대비된다. 또한실제적인경험가능성, 즉직관할
수있는세계이므로현상학적기술의대상이될뿐아니라객관적탐구의정초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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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대상이주어지기때문이다. 의식이몸과분리될수없다는것을그는외부

세계를인하는화가의시선에비유하여 “화가는자기몸을세계에빌려주며, 이로써

세계를 회화(繪畵)로 바꾼다.”13)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외부 세계를 지각하는 ‘텅

빈의식’이나세계바깥의절대적인객관적관점이있는것이아니라, 존재의조직

안에들어있는눈(目)의관점에따라인간의몸과세계가교차하면서얽혀주체와

객체가 엄격히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위와같은몸의현상학관점을자원봉사의현장에적용할때, 자원봉사자는바로

자원봉사의환경14)을보는눈이된다. 자원봉사자는자신의몸을통해언어적의사

소통을포함한자원봉사활동의조직을지각하고경험하며, 그자신이또한그세계

에뒤섞여존재하고있다. 메를로퐁티의표현대로 ‘인간세계의모든것이지각과

몸짓으로이루어졌다15)’면, 자원봉사자가그의몸을통해무한한방식으로자원봉

사 환경이라는 세계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관점을 취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들의

언어적표현과뉘앙스, 사회복지시설이라는제도적, 물리적환경도정태적인것이

아니라현상학적지각을통해끊임없이자원봉사자와다양한내용으로커뮤니케이

션이이루어지는 역동적 환경이며, 현상학적 기술을 통해 그 의미와 본질을 밝힐

수있을것이라는필자의생각에따라, 자원봉사자의식의현상학적지향16)을실제

연구에서 기술하기 위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13) M. Merleau-Ponty, L’Oeil et l’Esprit (Paris: Gallimard, 1964), 16
14) 본연구에서 ‘환경’이란, 자원봉사자가포함된자원봉사현장전체를대상화하는관점이
아니라 자원봉사자의 입장에서 인식의 대상이 되는 환경을 의미한다.

15) M. Merleau-Ponty, Signes (Paris: Gallimard, 1960), 47.
16) 현상학에서지향성이란, 모든의식은언제나반드시어떤대상에관한의식이며, 어떤
대상을의미하고지향한다는차원에서의식의본질을일컫는다. 따라서 ‘지향성은모든
이론에 앞서 전적으로 직접적이며 내면적인 경험적 명증성에서 주어지는 것(Husserl,
1992[1962], 10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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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료 수집과 기술 연구의 방법

1.�현상학적�연구방법

미국의인본주의심리학자죠지(A. Giorgi, 1931~)는메를로퐁티의몸의현상학

을경험적기술방법으로응용한질적연구방법을개발하였다. 메를로퐁티는경험이

‘표현되는성향’을가지고있다고언명했는데, 죠지는여기에덧붙여 “표현이란더

완전한커뮤니케이션으로나아가는성향이있다”고주장한다.17) 이러한논리는, 자

원봉사자의 입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참여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려는 본 연구의 탐색적 목적에 매우 적절한 연구의 주제와 방법이

될 것이다.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내용과경로, 형태및그변형, 세밀한뉘앙스의차이를지닌비언어적의사전달의

인지와반응을포함한자원봉사자들의경험들을분석하기위해서는다양한방식의

자료수집이필요하다. 특히본연구에서는자원봉사자의종교유무나종교계사회복

지기관의 종교적 특성이 지경사회 참여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발생과 내용에

영향을미칠수있는지탐색할필요도있다고본다. 이를위해주로인터뷰자료를

분석하며,본연구에서분석방법으로채택한죠지의경험연구방법은현상학적체험

연구에서훗설의본질직관의방법적절차와가장유사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18)

본질직관이란바로그어떤본질을구현하고있는대상에서출발해자유변형을통해

그 본질을 구성하고 있는 무수한 개별적 대상들을 상상 속에서 산출해 나가면서

모든개별적대상들에공통적인보편적속성으로서의본질을파악하는과정을의미

한다. 이처럼 죠지는 연구 대상의 불변의측면을사고과정을통해 부단히도출해

내는상상적자유변형(free imaginative variation)에의해경험의본질에다가갈수

있다고주장한다.19) 그의기술적현상학(descriptive phenomenology)은인간의의식

17) A. Giorgi, "The Phenomenological Movement and Research in the Human
Sciences," Nursing Science Quarterly 18(1), (Sage Periodicals Inc, 2005), 80.

18) 이남인. 현상학과질적연구방법 , 철학과현상학연구 24 (한국현상학회, 2005), 107.



146 종교와 문화

속에드러나는것으로서의현상의본질을기술하는데충실한방법론이며, 체계적인

분석방법과 절차를 밟아나간다.

구체적으로연구방법에서자료분석을위한단계들은다음과같이정리된다20).

첫단계에서전체적맥락을짐작할수있게끔연구참여자들의진술을읽고, 자료가

어떤것인지이해할때까지머무른다. 둘째, 각참여자의진술문을처음부터다시

읽고의미단위(meaning units)를표기한다. 이것은장문의진술문을분석하도록돕

는구성(constitution)의과정이다. 의미단위는임의적이며연구자의태도와관련이

있으므로 그 자체로는 이론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셋째, 자료를 연구 참여자

(subject)가말한것의심리적인중요성을더직접적으로드러내는표현들로변환한

다. 달리말하여현상이연구되기위하여연구참여자가말한것의심리적가치가

명료해야한다. 이때, 상상적자유변형의방법을사용하는것은매우중요하며이

단계가핵심이다. 본연구에서는이단계의지침을따라변환된표현들을 ‘드러난

주제’와 ‘본질적주제’로 2단계로정렬하였다. 넷째로는직접적이고심리적으로더

감각적인표현들을검토하고상상적자유변형을통해경험의본질적구조를작성한

다. 본질적구조는연구에서원자료를해석하고명확하게하는데사용된다. 본연구

에서는 이 단계에서연구 참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른 고유한 경험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상황적 구조를 기술한 후, 마지막으로 일반적 구조 기술을

통해 정리하였다.

2.�연구의�과정

연구참여를위한자원봉사자는기관별 1-2명씩총 21사례를확보하였다. 연구

참여자의선정방법은경상남도(창원시, 진주시, 거제시, 산청군, 거창군)에위치한

종교계사회복지기관으로한정하여눈덩이표집방식으로사례의수를늘려갔으며,

19) 심지어죠지는인간과학을위한최상의모델은자연과학적개념과실천방법이아니라고
주장한다.

20) A. Giorgi,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Psychological Methodm,"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43, (Brill Academic Publishers, 2012),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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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및봉사자가특정종교에편중되지않도록유의하였다. 면접대상자는각기관

의자원봉사담당실무자에게의뢰하여한두명씩을추천받는방식으로선정하되,

정기적봉사자가아닌경우는제외해달라고요청하였다. 또한각기관의담당직원

은연구자의요청에따라적절하다고생각되는자원봉사자에게사전연락하여연구

참여에 동의를 구한 후 다시 연구자에게 확정 통보를 해주었다. 면접 장소는 네

명을제외하고자원봉사자가소속된사회복지기관의시설내부공간이었으며, 조용

한대화가가능한곳으로담당직원의안내를받았다. 면접시간은연구참여자가

기관을방문하는일시에맞추거나, 연구참여자가원하는시간에맞추어연구자가

방문, 진행하였다. 면접은질문지를미리작성하여활용하였으나, 연구참여자들이

스스로중요하다고생각하는내용을자유롭게말할수있도록하기위해연구참여

자들의발언을중간에차단하거나질문지의문항에국한된내용으로답변을유도하

지는않았다. 개별면접외에도각기관의담당직원과의대화중에필요한내용을

메모하였으며, 시설의분위기, 기관의홍보물, 종교적상징물등자원봉사자의커뮤

니케이션과관련이있을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현장자료로참고하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였으며, 자료 수집에협조한연구참여자의

명단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명단

번호 성별 연령 봉사자의종교 기관의종교 봉사활동기간 활동 내용
1 여 64 천주교 천주교 20년 이상 식사배달
2 남 76 천주교 천주교 7년 경로식당
3 여 56 천주교 개신교 15년 목욕봉사
4 여 51 천주교 천주교 10년 도시락
5 여 50 불교 불교 20년 이상 배식봉사
6 여 52 없음 불교 10년 교육봉사
7 여 59 천주교 천주교 20년 이상 주방조리
8 여 61 불교 천주교 5년 장애아동
9 여 51 불교 불교 20년 이상 교육봉사
10 남 76 불교 불교 10년 환경미화
11 여 51 천주교 천주교 8년 주방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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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참여자에�대한�윤리적�고려21)

연구자는시작단계에서연구의개요와녹취록의보관에관해작성된연구참여

설명서를제공하고연구참여동의서에서명을받았다. 자발적으로연구에참여할

것을동의한경우에만연구참여자로선정하였으며, 기관의담당자를통해연구참

여를권유받은모든자원봉사자들은흔쾌히연구참여에동의하였다. 면접의경우

연구자가연구참여자에게연락하기위한성명과연락처및전사(轉寫)를위한음성

녹음을수집하게되며, 이에따라연구윤리준수와개인정보보호를위해일반적으

로사용되는폐기수단을사용하기로하였다. 최근각사회복지기관에서는개인정

보보호강화에따라자원봉사자의성명과전화번호이외의정보를보유하지않고

있다. 따라서기관의자원봉사담당직원은시설외부에서면접을진행한사례에서

도 성명과 전화번호이외의정보를제공하지 않았으며, 그밖에모든 경우는 연구

참여자의봉사활동시간에맞추어담당직원이직접면접을주선한경우이므로담

당직원에게서는아무런개인정보를전달받지않았다. 따라서연구자는연구참여

자들에대해아무런사전정보가없는상태에서만난뒤, 성명과연령이외에자원봉

사와 관련된 범위를 벗어나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않았다.

21) 본연구를위해서강대학교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기관승인(승인번호 SGUIRB-A-17
02-01)을 취득하였다.

12 여 44 천주교 천주교 5년 주방보조
13 여 63 불교 개신교 20년 이상 재가요양
14 여 39 없음 개신교 6년 요리교실
15 여 47 천주교 불교 5년 재가방문
16 여 29 불교 불교 2년 재가방문
17 여 53 개신교 개신교 4년 유아돌봄
18 남 60 불교 개신교 6년 웃음치료
19 남 33 개신교 개신교 5년 태권도
20 여 50 개신교 개신교 4년 이미용
21 남 50 개신교 개신교 11년 이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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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의 결과 기술

1.�경험의�구조와�상황적�구조�기술

수집된면접자료에죠지의현상학적방법을적용하여분석을수행한결과76개의

드러난 주제와 7개의 본질적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경험의 구조

드러난 주제 본질적 주제
대상자와 부족한 대화

봉사자의 소극적 업무 수용
바쁜 일정에 맞춘 조급한 업무 처리

봉사자 의견 반영 안 됨
대상자와 불편한 대화

가치 있는 역할에 대한 의구심
불통의 경험들

직원과의 썰렁한 관계, 대화
끼리끼리 모이는 봉사자들
거리감 있었던 관장님
불편한 봉사자의 존재감
봉사자도 차별이 있음

기억나지 않는 봉사자 오리엔테이션

봉사활동의 불편한 분위기

관심 없는 콘텐츠가 담긴 소식지
뉴미디어의 이용
홍보지 열독자들

미디어의 양극화

대상자와 어울리는 대화
대상자를 수용하기

기관이나 대상자에 대한 뒷담화
대상자와 소통 변화의 경험
소통의 의미를 깨달음
선배 봉사자의 인생 충고
관록으로 소통 원활
직원에 대한 공감

동료 봉사자 수용과 융화
변화를 수용하는 가족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수용

코드가 맞아야 지속되는 봉사 독립활동가인 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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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주제 본질적 주제
봉사는 가족력

당연하게 여겨져 특별하지 않음
친구들에게 공감받지 못함
화제에 오르지 않는 봉사활동
봉사자 모집이 어려움
봉사자를 걸러서 추천함
노림수가 있는 봉사자들
봉사자에 대한 오해

봉사활동을 친구에게 권함
자녀에게 영향을 줌
기관에 의견을 냄
봉사자를 직접 모집함

열악해 보이는 종교 복지기관
기관 종교와 무관하게 자기 스타일대로
개인 성향에 따라 지역사회 네트워킹

신앙이 봉사활동의 바탕
종교 사회복지기관의 좋은 점과 차이점

선교활동과 연관지음
대상자와 같은 종교여서 친밀감을 가짐
기관의 종교와 같은 종교여서 편안함

종교적 의무감
드러나지 않는 종교색
죽음까지 거두는 자원봉사
지자체, 기업체와 협조함
지역사회에 대한 공간 개방

어려운 이웃에 헌신하는 종교의 모습
가깝고도 조심스런 지역사회
지역 주민의 오해에 맞서기

봉사자 겸 이용자
의외로 많은 봉사의 자원
종교적 편견과 거리 두기

봉사활동은 생활정보를 동반함
종교 기반 복지시설 신뢰

종교적 공감의 자부심

상을 받아 뿌듯함
가족들의 지지

봉사자를 위한 행사 참여
외면의 보상 - 환경의 지지

가치 있는 존재감
이타적으로 변화함
기쁜 마음이 생김

내면의 보상 - 기쁨과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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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봉사활동의 불편한 분위기

자원봉사자들은활동적이고의미와가치를추구하는중에도봉사활동처에서원

활하지못한커뮤니케이션때문에불편한분위기를경험하였다. 이현상은다양한

의미단위를통해드러나는데, 자원봉사자의만족에큰영향을미친다고알려져있

는대상자와의부족하거나불편한대화를나누는일도포함된다. 이것은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특성에도기인하지만, 자원봉사자가소극적으로맡은업무를수용

하는 태도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저는뭐시키는거만하다보니깐.맨날그러니깐그런갑다하고.맨날점심먹고

가잖아요. (웃음) 밥값은 하고 가야죠. (연구 참여자12)

특히자원봉사자들은대상자들의거친언행과비협조적이고달라지지않는태도

에대해많이불편을느끼고있다. 이럴경우대상자들과충돌하지않기위해인내심

을발휘하거나상황을모면하는기지를발휘하곤하지만, 특별히직원이나외부의

도움을요청하지않고대체로직접상황을감당하고있다. 또한자원봉사프로그램

의바쁜일정에맞춘조급한업무처리나부족한오리엔테이션등기관분위기에

따라서 이런 불편한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한다.

드러난 주제 본질적 주제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함
주변에서 칭찬 듣기
자기성찰과 반면교사
남을 위한 삶
커가는 자부심

성장하는 봉사 마인드: 생활의 묘약
동료의식의 성장: 함께 나누기

긍정적 자기평가
후회없는 만족

봉사처의 발전이 나의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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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뭐... 불편한거나그런건없었는데... 우리한테아는체를잘안한다이런

말을했지요... 알겠지요?무슨말인지요. 들어가면이케좀... 어? 아무리경상도

사람이지만 좀 아는 체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연구 참여자4)

말하자면직원들이 ‘보고도모르는척하는사람이많다’고느낀것이다. 직원과

대화가이루어지는경우대화의내용으로는사적인내용이거의없이대상자들에

관한정보교환또는활동평가의기회로이용되었다. 이런경색된분위기에서봉사

자의견이반영이되지않거나심지어가치있는역할에대한의구심에이르는경우

도있다. 자원봉사자의역할이나커뮤니케이션의깊이등에대해연구참여자들은

자원봉사자의 지위와 역할과 관련하여 ‘봉사자의 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제가 여기나오는데, 꼭 필요한지모르겠어요. 내가 하겠다고하니깐 허락한

건지, 필요해서하는건지모르겠어요. 제가뭐냐면할수있는데까지는하는데,

혹시 내가 일을 잘못해서 ‘이제 그만 두시죠’ 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여기 계속 나올 겁니다. (연구 참여자2)

이밖에도끼리끼리모이는봉사자들의분위기와시설장에게느끼는거리감역시

자원봉사자들이느끼는불편감의소재로등장한다. 반면교직자인시설장이자원봉

사자에게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 반응을 얻기도 한다.

스님은알죠. 자주가다보니까이야기는별로안나누는데그냥알아요. 인사하

고뭐수고한다이리하고그걸로그리끝나요. 일찍시장봐다주고그내리놓고

바로올라가시야지예절에기도드리러... 개인적으로대화는별로안나눠요. (연구

참여자8)

우리봉사할때마다나오시고설교도해주시고,격려해주시고봉사하는사람들

이매일같이힘이넘치는건아니잖아요. 지칠때도있고힘들때도있고,목사님이

힘도 실어 주시고... (연구 참여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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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디어의 양극화

거의 모든 기관들이 홍보매체를 발간하고 있으나, 연구 참여자들 중에 이것에

대해관심을갖고열독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보다는오히려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한 SNS 등으로 소통을 이어 가는 경우가 훨씬 선호되고 있으며, 이는 일 대

다수의일방적인메시지전달의방식보다는개별화된메시지제공을통해자원봉사

자의참여감을높이고상호교류를통해만족감을얻을수있기때문으로보인다.

뉴미디어를통한커뮤니케이션은자원봉사자들끼리만이아니라기관담당직원들

과자원봉사자사이에서도활발히이루어지는편이다. 결과적으로홍보매체에대하

여자원봉사자들은선호가분명히갈리는편이며,뉴미디어를이용한커뮤니케이션

의 이용 수준도 자원봉사자들 사이에 극단적인 차이를 보인다.

(소식지) 그거와도잘안봅니다저도. 시복지관에서제가우리아들하고그걸

했더만오는데, 한번도안뜯어보고그대로버리거든요거의다. (연구참여자7)

블로그도하고, 밴드도하고, 페북하고, 유튜브, 카스도다해요. (연구참여자18)

3)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수용

자원봉사자들은커뮤니케이션을통해자원봉사의대상자와담당직원, 동료봉사

자들을 수용하기도 하고, 가족에게 수용받기도 한다. 이러한 수용의 경험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은더욱원활한커뮤니케이션을수행하고소통의의미를깨닫는단계

에이르게된다. 이과정에서우선연구참여자들은대상자들과원만한커뮤니케이

션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 이를통해소통의과정과내용이변화하는경험을하게

된다.

오로지자기가혼자서식사를해야하는데밥같이먹어주는사람이최고좋다

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할아버지하고 점심 먹으러 같이 다녔지. 우리는 가족이

있고친구가있으니까그걸모르는거지예. 밥먹으러가자하고. 혼자먹는밥

편안하지. 그렇지만그어르신들은평생을혼자먹었기때문에혼자먹는게싫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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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죠. 그걸 해주는 게 봉사를 해주는 거였고. (연구 참여자13)

처음에할머니가너는여기왜왔어?할때살짝마음이... 그랬는데그할머니가

선생님왔어요~, 오늘도왔어요~, 다음주에도만나요~악수해주시고, 변하시

더라고요. (연구 참여자14)

자원봉사자들은자원봉사의현장에서다양한커뮤니케이션을통해인간관계와

소통능력의발전을경험하고있고, 이것은다른부류의사람들을수용하고공감하

는것을넘어서자신들이남들에게수용받는경험에이른다. 예를들어, 동료자원

봉사자와담당직원을수용하는태도를보여주거나, 단체로활동하는자원봉사자들

이개인으로참여하는자원봉사자를호의로맞으려는태도를보이거나, 가족봉사단

을운영하는기관에서는실제로가족봉사활동이가족관계에미치는긍정적영향을

확신하고 있다.

뭐 집안 이야기도 하고 애들 이야기도 다하고, 뭐 이렇게 다 물어봐요. 인자

뭐집안일있던거설거지하면서도이야기하고뭐이렇게하다보면다물어보고.

그런일이있었네뭐이러면서우리이야기도해주고들어도주고, 다그렇게편하게

지내고있어서삶의질을더배우죠봉사활동와서. 선배님들한테. (연구참여자6)

부모님이애기(막냇동생)가학교에서어떻게뭐가잘하고어떻게잘되는지모

르잖아요. 그냥선생님가정통신문으로받잖아요. 사춘기시절은말안하잖아요.

여기선한눈에알아가고상호작용이뛰어나거든요. 아이가잘하는것을찾아내기

도해요. 막내동생이손재주가좋은지몰랐거든요. 그래서부모님한테말해줬어

요. 가족에 대해 발견도 하기도 해요. 소통이 일어나요. (연구 참여자16)

4) 독립활동가인 봉사자

종교계사회복지기관은종교색을거의드러내지않는다. 자신과다른종교적상징

이나종교용어때문에낯설어했다는연구참여자는아무도없다. 기관에서는자원

봉사자의종교를파악하지않기때문에봉사자종교의차이로봉사활동이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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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서는곤란하다. 그러나현실적으로기관의운영법인과같은종교의신자들이

주로해당기관의자원봉사활동에참여하고있는것은종교적상황이결코무시될

수는없다는의미이다. 자원봉사자들은자신의봉사활동이신앙에근거하건그렇지

않건, 자신이수행하고있는봉사활동자체에의미를두고있다. 내면의신앙과외연

의실천이구분될수있다고믿는이현상은자원봉사자의자아분화(differentiation

of self)22)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심사위원으로이제그기관장님이라고하셔가지고오셨더라고요. 그스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그렇게 연결돼 그때 알았어요. (연구 참여자15)

특히연구참여자들은종교인구의고연령화로인해필요한자원봉사자를공급

하지못하는현상을절실한문제로여긴다. 이것은전통적인종교봉사단체가쇠퇴

하는데서비롯되며, 종교에기반하지않는봉사단체의활성화된모습과대비된다.

다수의연구참여자는젊은사람의부족으로종교기관자체행사의봉사자도구하

기 힘든 상황이니 외부로 봉사활동을 나갈 신자 인력은 더욱 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레지오23)도 이제 쇠퇴기에 들어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안 해요. 오죽하면

경로당이라고 하겠어요. 전국이 다 그래요. 아니 전 세계가... (연구 참여자2)

주부들은근데어느순간부터애들이좀크고나니까전부다용돈벌러나간다

고나간거예요. 그니까그사람이전부다빠진거예요. 그래가지고제가맨날

저는능력이없어서직장을못다니니까나만여기다닌다, 농담비슷하게맨날

그랬어요. (연구 참여자7)

22) 보웬(M. Bowen)의가족치료용어로서, 결혼후분가한가족구성원은원가족에서정서적으
로 적절하게 분리되어야 건강한 가족기능이 발휘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M. Bowen,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Y: Jason Aronson, 1978) 참조.

23) Legio Mariae. 천주교의 전통적인 신심봉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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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은자신이소속된교단이나봉사활동에참여하는기관쪽모두의

관심과 배려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무관심한 환경은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자신이담당하는업무와동료자원봉사자들을모집하는일, 기관과봉사자

에대한지역사회의뒷말에대해대처해본경험등에대해상당히주도적인방식으

로봉사활동에참여하도록만든다. 자원봉사자가소속된종교계사회복지기관이나

지역사회의정적(靜的)태도와무관심은거꾸로열성적자원봉사자가자기스타일

대로 봉사활동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아당연히한다생각하지그걸뭐한다이런얘길하지를않죠. 그것도가톨릭이

봉사단체라는것이사람들한테많이그게돼있잖아요. 그러니까그러는가보다

하지그게또뭐크게자랑거리다그런생각은제가볼때는안하는거같애요.

(연구 참여자7)

한번은그런적도있어서, 월회비가5천원이거든요. 월회비가회원으로서회비

를내는데이런봉사자들은회비를감해주자, 이런그게있었는데우리가거부했

어요. 그렇게되면특이한그게(특혜) 나타난다그거야. 우리는봉사자이고회원이

니깐 그거 필요 없다고... (연구 참여자10)

5) 종교적 공감의 자부심

연구참여자들은봉사활동참여에신앙적인영향을깊이받고있다. 공공기관의

특성을가진사회복지기관에서는종교색을거의드러내지않거나드러낼수없음에

도불구하고, 신앙을가진연구참여자들은사실상자신의봉사활동이종교생활과

밀접한관련을가진다고이야기하였다. 심지어 ‘인간관계의모든것이성당에서출

발한다’고말한연구참여자도있다. 봉사활동과결부된종교적환경이결코긍정적

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은 종교계 사회복지기관의 종교성에

대해대체로공감적반응을보이며, 종교적활동과봉사활동의연계를통한성과를

적극적으로발견하려고한다. 이러한태도는종교계사회복지기관을둘러싼봉사활

동 환경에 대한 자부심으로 확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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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종교적인 게 없을 때 (봉사활동을) 했을 때 하고 지금 이렇게 더 해야

하는 것 자체가 마인드가 바뀐 거 같아요. 지금 활동을하고 항상 봉사를 하고

남들보다 더 해야 하고 하니깐 신자가 아닌 분들보다는. (연구 참여자12)

이런종교가있는곳에그런사람보다는사랑을주지않겠나이런생각을했죠.

거기에근무하시는분들도다교회를다니시더라고요. 선생님들도그래서보면은.

뭐... 안다니시는분들도있었는데그런거보고하니까아무래도조금은다르지

않나 싶은데... (연구 참여자17)

종교에서인제뭔가하면거기에관련된뭐교회같은경우는교회다니는사람

들이또그안에서네트워크를이루어서봉사라든지후원이라든지이렇게민간단

체가그종교를끼지않고뭔가를이렇게사회복지기관으로올곧게서기에는쉽지

않을 거 같아요. (연구 참여자15)

연구참여자들은기관의종교또는봉사활동의대상자의종교가본인과같은종

교일 때 느끼는 반가움이나 편안함 같은 느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실제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봉사활동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만약현재의종교를가지지않았다면봉사활동을하지않았을까묻자, 다수의연구

참여자는그래도봉사활동은했을것이라고이야기하였다. 그러나이질문에긍정

하는연구참여자도소수있었는데, 가장극단적인경우는봉사활동을선교활동의

일환으로 간주하는 경우였다.

그런분을만났을때좀더친근감이가고제가세례명불러주면서씻겨드리기

도 하고, 그런 친밀감이 아무래도 좀 더 많아지죠.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거에대해서좀더안쓰럽기도하고말도한마디더따뜻하게대해줄수도있고

그렇죠. (연구 참여자3)

어르신을만나는거는좋아해서만나는건아니고하나님의이교회가잘되고

있는것도있고교회에와서단체가와서봉사하는거다물어보면 **교회에서

왔다 그런 거...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있으면 교회 다녀라... (연구 참여자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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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연구참여자들은지방자치단체나지역의유력기업체등과자원봉사단체

및봉사처를중개하거나연계에협력한경험들을가지고있다. 자원을받는쪽이든

자원을제공하는쪽이든방향에관계없이활발했던경험은긍정적인기억으로남아

있다. 이런경험들을토대로지역사회네트워크의기반으로서기관이지역사회를

위해어떤역할을하면좋을지나름의아이디어를가지고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특히종교계사회복지기관의지역사회참여와관련하여, 주로사회복지의사각지대

에 놓인 이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병원은섰을때복지사가아직안들어온상태라서업무는많고사람은없고

이래가지고종교단체에다가의뢰를했어요. 교회, 성당, 이렇게종교단체에다가

봉사자를모집을해주라, 그래서저는인제교회로해가지고봉사를시작을했어

요. (연구 참여자 17)

김장봉사이래시에서예산이나와갖고우리천주교서해갖고우리성당을

주도해갖고, 각주위에성당어려운사람들골라내가지고그그배달하고그리

같이도 김장봉사핸 적이 있어예. (연구 참여자1)

돌아가면서매일그래가지고정말그분은정말...누가그렇게끝에돌봐줬겠어

요. 자기혼자서죽어도모르고그럴판국이었는데. 그래가지고그렇게했던게

전 아, 그래도 신자라 해서 정말로 잘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당

근처에가까운데사는분이라서그구역에있는사람들이그렇게해줬어요. 구역

신자들이가서몇분이가서해주고밥맥여주고밥차려서갖고가는사람이나

중간에식당하는분들있는데그분도반찬도해서갖다주고계속그래그렇게

하고... (정부에서) 아무것도 해줄 그게 안 됐는갑다, 일단 성당이 다 해줬어요,

모든 것을. (연구 참여자7)

6) 외면의 보상 - 환경의 지지

자원봉사자들에게주어지는보상은거의없다고할수있다. 10년 이상활동한

장기봉사자가받는포상이간혹있고다수의자원봉사자가참석할수있는연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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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마련되지만자원봉사자들의참석은쉽지않다. 자원봉사의환경에서그나마

일반적인 현상은가족의지지를받는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의가족구성원들 중

봉사활동을말리는경우는없지만, 대체로무관심하거나지지하거나둘중하나의

태도를 보인다.

표창장 지난번에 한 번 받았고 올해 한 번 어디서 표창장을 받았어요. 올해

받았고예. 오래핸사람들은주긴주는갑대예. 저는생각도안하고있었는데상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 (연구 참여자 1)

연락오거든요. 오는데저녁에는저희가시간이안되기때문에못오죠. 봉사자

들 위한 그거 시간은 (일 년에) 하루 있더라고요. (연구 참여자11)

7) 내면의 보상 - 기쁨과 성장

장기간의자원봉사경험, 그리고그안에서점차원숙해지는커뮤니케이션의경

험들은자원봉사자들로하여금스스로기쁨과성장함을느끼도록만든다. 이러한

‘내면의보상’ 결과로기쁨과성장이이루어지기보다는, 기쁨과성장자체가자원봉

사자스스로에게부여하는내면의보상으로보인다. 따라서자원봉사자의기쁨과

성장은시간의흐름에따른결과이기도하지만, 단순히좋은자원봉사경험의주관

적결과가아니라개인적자원봉사의경험과더불어자원봉사의환경과네트워크와

같은조직적요인이모두중첩되어있는상황에서얻어진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장기간봉사활동을통해스스로가치있는존재감을느끼고, 봉사처의발전을기쁨

으로 여기는 등 남을 위한 삶에 익숙해진 모습을 보인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직업도 아니고 그래서 또 내가 또 이거를 얼만큼 또

할수있을까,끌어낼수있을까했던것들이, 되니까일정부분은이제아이거는

이제내가좀발전시켰다라는자신감, 안정감. 그래도이제이런게이어지니까

생각만하고그냥맨날가만히있었으면그냥성과도없을건데, 그런데역시잘했

다... (연구 참여자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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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가는데가발전되면사실우리스스로가그자체가행복이더라고예. (연구

참여자9)

특히자원봉사자들은자신이이타적으로변한것에큰의미를부여하고있는데,

이것은긍정적인자기평가와자부심의증대, 그리고심지어자원봉사를지속하기

위해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까지 이르게 한다.

활동하다보니까 인제는저 자신 스스로도 봉사활동이 조금 좀 단계를 밟고

있구나생각을하면서... 정말열심히봉사활동하시는분들이많다보니까. 그냥

주방에서만설거지하고만족을못하는거죠. 이제조금더나은봉사활동해보고

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아요. (연구 참여자5)

봉사도 건강하지못하면갈수없기때문에일단건강하려고노력을, 여기는

엄청노력을하고운동을많이하고이제건강한생각을많이하려고노력하는

거죠. (연구 참여자3)

정제된정서가아니라더감정적인상태를나타내는자원봉사자들의기쁜마음

은감사한마음과상통하며, 궁극적으로자원봉사자의만족과직결되는문제이다.

이와 관련된 표현들은 연구 참여자들 다수가 공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원봉사를안해본사람은몰라요. 이제 해본사람은돌아설때그성취감?

자아성취감, 그죠? 그 이런 표현하면 좀 그런데 이 뿌듯함? 조금 더 올라가면

희열? (연구 참여자18)

연구참여자들은봉사활동을통해자아의성숙을경험하고있다. 커뮤니케이션과

공감을통해자신들의활동과그대상을깊이숙고하고자기성찰과반면교사의기

회로삼고있을뿐아니라, 성장하는자원봉사의마인드는생활에활력을주는묘약

처럼작용하고있고, 단체봉사자의경우함께나누고어울리는활동들을통해동료

의식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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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활력소입니다. 재밌어요. 할머니할아버지들보면기가생기고. 이번달에

는 어떤 요리를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할까 하고 검색이나 책도 많이

보고해요. 어르신들딱딱한거못드시고자극적이게안하니까.웬만하면재밌게,

웬만하면맛있게, 이런걸많이생각을해요. 에너지라고생각해요. (연구참여자14)

저희는정말이게보면좋고.뭐또다음주로또기다려질만큼,또아니면사소한

거하나라도오늘은또동생들은또커피라도사가서언니들하고나눠먹어야지,

오늘간식은뭐를또조금챙겨갈고누가정해주지도않아요. 근데도우리스스로

도아~우리동생들좀뭘좀챙겨가서먹이고싶다, 우리팀장님매번이렇게

챙겨 갖고 오고. (연구 참여자6)

2.�일반적�구조�기술

종교계사회복지기관자원봉사자들의지역사회참여와커뮤니케이션을자원봉

사자중심관점에서관찰한결과, 핵심주제는 ‘빈약한소통에도불구하고종교적

공감으로관계의의미를찾아가는단독자24)’로최종분석하였다. 종교계사회복지

기관의자원봉사자들은각기다양한이유로자원봉사활동에참여하게되었으나, 기

관에서만나게되는직원이나봉사활동대상자들과만족할만큼원만한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분위기이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특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조직적인무관심이라고볼수있는데, 흥미를끌지못하는기관의커뮤니케이션미

디어들, 종교계시설이라고해서종교적관심을보이지않는것뿐아니라, 봉사자의

소속교단에서도봉사활동을당연시하여봉사활동은특별한주목이나관심을받게

되는것이아니다. 그러나자원봉사자들은봉사활동을자신의본연의의무라고생

각하고자원봉사현장에서만나게되는여러인적물적자원들에대해더적극적으

로다가가기위해노력하고, 이러한분위기는보통자원봉사자들스스로의역량으

24) Der Einzelne. 키에르케고르(S. Kierkegaard, 1813-1855)는 죽음에이르는병에서이렇
게 말한다. “자기란 자기에 관계되는하나의관계이다.” 이것은 인간을 하나의특정한
주관적존재로 받아들이고이를출발점으로삼을때인간은고독이나불안 등을통해
인간 실존의 진정한 모습을 명확히 한다는 실존주의 사상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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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관계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자원봉사자들은심리적으로종교적공감을추구하기도한다. 봉사활동처

가종교계기관이기때문에더신뢰하고, 기관과대상자의종교가자신과같기때문

에더호의적인태도를갖게되는심리적변화는, 비록기관과지역사회의분위기가

겉으로는종교성과무관한색채를나타내보이는사실과역설적으로대비되고있

다. 자원봉사자는자원봉사환경의냉랭한조건속에서독립적으로활동하는투사

와도같다. 자원봉사자들은자신의스타일대로봉사활동의현장에개입하고평가하

며, 종교적공감이라는호의를넘어서서자신의헌신에대한보상을스스로개척하

고있다. 특히기쁨과성장이라는내면적보상은자신의종교와지역사회의자원들

을 더 적극적으로 네트워킹하는 동력으로 작동한다.

Ⅴ. 결론

결론을 통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 분석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 가지의

논점을제공하고자한다. 첫째, 본연구의주제및방법과관련하여, 종교계사회복

지활동에 대한 자원봉사자 중심의 인식이 현상학적으로 더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미자원봉사자와관련한현상학적질적연구들은국내에서도간간히수행되었다.

예를들어결혼이민자의자원봉사경험의의미25)나중년기여성자원봉사자에대

해서도의미분석이이루어졌다.26) 장기간자원봉사활동을하는중고령자원봉사자

들의정체성은낯선세계로들어선방문자(visitor)로시작하여, 점차도움이되고자

하는조력자(helper)로변화하다가, 마침내새로운가치관을가지고일체감을누리

25) ‘차가운현실의벽앞에섬’, ‘마음에서우러나는고마움’, ‘처음으로느끼는나눔의기쁨’,
‘새로운나를발견함’, ‘잃어버린자신감을회복함’, ‘또다른세상의문을열게됨’, ‘한국사회
로들어감’ 등으로주제가도출되었다. 유정숙, 여성결혼이민자의자원봉사참여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 한국가족복지학 38 (한국가족복지학회, 2012), 103-137.

26) ‘자아존중감향상’, ‘가족관계순(順)영향’, ‘자녀의올바른성장’, ‘삶의의미재발견’, ‘중년기
건강향상’으로주제가도출되었다. 류화엽, 중년기여성의삶에서자원봉사의의미에
대한 질적 연구 ,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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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그들중의한사람(one of them)이됨을시간축에따라현상학적방법으로분석

한경우도있다.27) 본연구주제의직접적인선행연구로서가장최근의연구는종교

계사회복지기관에서활동하는비신자자원봉사자들의경험을현상학적으로탐색

하여 ‘머뭇거림과커뮤니케이션적응을통한융화의교점(node) 찾기’로핵심주제

를도출한것이다.28) 이는자원봉사자를주제로한연구에서최초로커뮤니케이션

에주목하였다는의미가있으나, 필자는특정교단에국한된자료를수집하였다는

것을 한계로 보고 지역과 교단의 범위를 확장하여 본 후속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자원봉사자중심의인식이앞으로자원봉사자에관한연구에서더욱강

조되어야하는이유는바로자원봉사자의역할정체감이열성적자원봉사활동참여

에미치는여러요인중에서가장영향력이있는요인이라는연구결과가있기때문

이다.29) 자원봉사자가스스로무엇인가를하고있다는정체성을느끼는것은스스

로를활동현장의중심에위치시키고자신을지각할수있을때에가장잘이루어질

수 있다. 정체성을 확인한다는것이단지활동의결과물로 주어지는것이아니라

인식의시선을옮김으로써가능하다면, 중요한사회적민간자원인자원봉사의활성

화를기대하기위해보다자원봉사자중심적인관점의변화가필요할것이다. 이것

은자원봉사자중심의전향적커뮤니케이션을유발하게될것이며, 이를수단으로

활용하는자원봉사자의정체성확립은단순히개인적요소에머무르지않고사회적

관계의 형성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로, 종교가사회적자본의생성에중요한역할을한다는입장과관련된논의

가가능하다. 그이유는사회적자본의구성요인인개인들사이의공식또는비공식

개별관계나사회적결합관계에기반한활동이가장적극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

곳이교회나성당또는사찰과같은종교기관이기때문이다.30) 이런입장은통계를

27) 이발희・윤현숙, 중,고령자세대의장기간자원봉사활동경험에관한질적연구 , 노인복
지연구 67 (한국노인복지학회, 2015), 197-228.

28) 이정기, 종교계사회복지기관비신자자원봉사자의경험에관한현상학적연구 , 신학과
사회 20/3 (21세기기독교사회문화아카데미, 2016), 109-154.

29) 김성경, 사회적자본요인및자원봉사활동요인이평균이상자원봉사활동참여에미치는
영향 연구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1/3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09), 317-337.

30) 전명수, 종교기반 시민사회단체의 복지활동과 시민사회의 발전: 종교 사회적 자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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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양적연구에서도유사한결과의도출로지지된다. 미국인패널자료를사용

한연구에서, 공식자원봉사는인적자본, 가정의아동수, 비공식적인사회적상호

작용및신앙심과양(+)의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31) 한편윌슨과재노스키는

종교적인회중(congregations)이곧사회적관계의네트워크라고규정하며, 회중의

사회참여는개인이종교공동체로통합하는정도를증가시킨다고본다. 다시말하

면종교공동체를통해이미자원봉사활동을하고있는다른사람들과접촉할수

있는기회가배가된다는점을적시한것이다.32) 따라서종교기반의사회복지활동

은사회적자본을통해시민사회의발전에기여할수있는가능성을여는데까지

이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종교계사회복지기관을비롯하여종교의지역사회참여에대한 더

적극적인태도를촉구하는입장을논의하고자한다. 종교의공공성과사회적역할에

대해여러편의연구결과를발표한전명수는공공성에대한논의를통해 '공(共)'의

의미를집단내구성원들간에서로함께공존하며소통하는것으로파악하며, 특히

종교의공공성은일반적으로나와타자, 개인과집단, 또는국가가공존하는관계를

좀더강조하는것으로이해한다. 따라서공공성은보편적실천윤리이고, 공동선이

며, 나와타자로이루어지는시민사회와의공존과소통이라는것이다.33) 그렇다면

종교기관이지역사회에서복지사각지대의발굴과대처에능동적으로참여함으로

써, 고독사나생활고로인한비관자살등의문제가지속적으로이슈가되는우리나

라의현실에대한관심과역할을기대할수있게된다. 이활동을실질적으로수행할

종교계사회복지기관의자원봉사자들이출석하는각교단에구성되어있는다양한

실행조직들, 예를들어연령회, 구제회, 선교회, 레지오마리애, 빈첸시오회, 사회복

중심으로 , 종교와 문화 30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6), 15.
31) J. Wilson, and M. Musick, "Who Cares? Toward an Integrated Theory of Volunteer
Work," American Sociological Review62,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1997),
694-713.

32) J. Wilson, and T. Janoski. "The Contribution of Religion to Volunteer Work," Sociology
of Religion 56(2), (Association for the Sociology of Religion, 1995), 138.

33) 전명수, 공공성강화를위한종교의사회적역할: 종교공공사회학적접근 , 종교와문화
32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7),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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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과, 구역모임, 신행모임등다양한단체들이자원봉사자들의몸을빌려지역사

회안에서사회복지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다양한사례들을발굴하고또실질적이

고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종교기관은자원봉사자라는인적자원뿐아니라일반적으로는물적자원을

제공할수있는충분한능력이존재한다. 자원봉사자의네트워크를통한물적자원

연계는자신이소속된종교기관에만한정되는것은아니라공공과민간영역을모

두포괄하고있으므로, 자원봉사자의지역사회참여는고착된자원순환방식에유

연성을제공할수있다. 한편으로는종교가지역사회와연계를통해적극적인사회

복지의가치를구현하는것은당연하다고할것이다. 그러나사회서비스의전달체

계가보다복잡해지고경쟁적으로되어가는현재복지국가의개혁상황에서, 자원

봉사자를통한지역사회거버넌스참여는종교계사회복지기관네트워크의외연을

확대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주제어: 지역사회참여, 종교사회복지, 자원봉사자, Giorgi 현상학, 비영리커뮤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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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Qualitative Research on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of the Volunteers 

in Faith-based Welfare Organizations

Lee, Jeonggi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spect of communication 

that volunteers of religious social welfare organizats experience while 

participating in community through volunteer activities. For this purpose, 

21 volunteers were interviewed at religious social welfare institutions in 

Gyeongsangnam - do, and Giorgi 's phenomenological descriptive research 

method was used. As a result, the volunteers are not receiving much attention 

from their religion and social welfare institutions, yet they volunteer 

themselves in a voluntary and independent manner to network various 

resources of the community. Here, the active communication of volunteers 

and religious sympathy are mediated. I have derived a core theme for 

volunteers of religious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s follows: “Der Einzelne” 

who seeks the meaning of a relationship through religious sympathy despite 

poor communication.

Key Words: Community Organization, Faith-based Organization, Volunteer 

Centered Approach, Religion and Social Welfare, 

Phenomenological Descriptive Resea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