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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nterest in volunteer activities has recently increase, the number of volunteers is
also rapidly increasing.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continue to continue on
volunteering after their first volunteering experience, however, is not hig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fit between purpose in life
and voluntary service (fit P-V) on the continuance of volunteering. Specifically, we
hypothesized that the higher the fit P-V is, the greater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volunteering activities and the awareness of the change in life become. These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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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 the willingness to continue to volunteer. A total of 181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multiple mediat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fit P-V
Purpose in Life,
positively affected the intention to continue volunteering activities. The mediating role
Volunteering,
Person-Environment Fit (P-E of the satisfaction with volunteering and awareness of change in life was also found.
Institutional efforts considering the fit P-V can increase the willingness of continuous
Fit)
volunteering. These efforts could enhance the willingness of volunteering activities by
helping the youth to experience subjective satisfaction and self-realization through
volunteer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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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가 봉사활동의 지속
적인 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측하고, 그 효과를 검정하고자 하였
다. 특히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가 높을수록 개인의 봉사활동에 대
한 만족도와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이 변화했다는 인식 정도가 높아지고,
이것이 다시 지속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가정하였다. 연구에는
봉사활동 수업을 수강 중인 서울 지역 대학생 181명이 참여하였다. 분석 결과
삶의 목적-봉사활동 적합도는 봉사활동 지속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
며,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이 변화했다는 인식
정도는 삶의-목적 봉사활동 적합도와 봉사활동 지속의사 사이를 매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의
적합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적·제도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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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봉사활동은 청소년 발달과 교육 측면에서 중요하다. 봉사활동 경험은 청소년의 유능감, 행
복, 삶의 만족을 높이는 등 건강한 발달을 도울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의식을 높임으로써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Weinstein & Ryan, 2010; Yorio & Ye, 2012). 이에 따라 대학생을 비롯
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 교육 프로그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봉사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봉사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봉사자의 전문성 계발이나 봉사활동의 질적 발전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종수, 2012; 오효근·김욱, 2008). 이와 관련하여 봉사활동의 지속의사를 높이기 위한 여러 연
구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지속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선
행연구들은 주로 봉사자의 개인 특성과 봉사활동 기관과 관련된 환경 특성을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해왔다. 개인 특성과 환경 특성을 구분하는 접근은 봉사활동 지속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세밀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보다 개인과 환경 간의 역동성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
는 두 요인을 구분하기보다는 함께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개인적, 환경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개인-환경 적합도(P–E fit,
person-environment fit)는 유용한 접근의 틀이 될 수 있다. 개인-환경 적합도 접근에 따르면 특정
행동에 대한 만족도,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 특성과 조직·환경 간의 일치도가 높아야 한
다(Jansen & Kristof-Brown, 2006; Tom, 1971). 즉, 가치, 신념, 성격 등 개인의 특성과 담당 업무,
상사 및 동료, 기업 문화와 같은 조직적·환경적 특성 간에 일치도가 높을 때, 개인은 자신의 활
동에 만족하고, 더욱 전념하게 된다. 봉사활동 지속의사를 설명하는 데에도 개인-환경 적합도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봉사활동 과정에서도 개인의 특성, 가치가 봉사 업무, 조직 특성과 일
치할수록 봉사자는 더욱 만족감을 느끼고, 이는 다시 봉사활동 지속의사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봉사활동의 경우 별도의 경제적 보수가 제공되지 않고 활동 자체의 의미
가 중요한 참여 동기이기 때문에 봉사자가 자신과 봉사활동 간에 일치도가 낮다고 지각할 경우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급격히 줄어들 위험이 있다.
연구자들은 개인-환경 적합도 가운데 가치 측면에서 개인과 조직이 일치하는 것이 특히 중
요하다고 강조한다(Edwards & Cable, 2009; Chatman, 1989; Kristof, 1996).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
치와 관련하여 최근 삶의 목적(purpose in life)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삶의 목적은 내가 왜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한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의미이자 궁극의 목표이다
(Bronk, 2013; Damon, 2008). 삶의 목적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하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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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와 가치를 판단하는 데 준거로서 기능한다(Han, 2015; McKnight & Kashdan, 2009). 삶의
목적과 하위 목표들 간에 통일성이 부여될 때 개인은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며, 활동에 더
잘 몰입할 수 있게 된다(Bronk, 2013; Kashdan & McKnight, 2009). 같은 맥락에서 개인의 삶의 목
적과 봉사활동 간 관련이 높을 경우 개인은 봉사활동 경험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
게 되며 이는 봉사활동에 대한 지속적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개인-환경 적합도의 관
점에서 개인의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와 지속의사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드문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일치도가 지속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일
치도가 지속의사에 영향을 끼치는 데에는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이 얼마나 변화했는지에 대한 지각이 매개 효과를 가질 것이라 예측하였다.
두 가지 이유에서 매개 효과를 가정하였다. 첫째, 기존 개인-환경 적합도 접근에서 제시하듯
삶의 목적과 같은 개인의 가치관과 봉사활동 경험 사이에 일치도가 높을 경우 개인이 봉사활동
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은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봉사활동 지속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끼
칠 수 있기 때문이다. 봉사활동에 대한 기능주의적 접근(functional approach)에서는 봉사자가 봉
사활동 과정에서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일종의 만족감을 느끼며, 이 만족
감이 봉사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에 핵심적이라고 지적한다(Clary et al., 1998). 실제 몇몇
연구들에서도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봉사활동을 통해 충분히 구현되었다는 인식은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봉사활동 지속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박철훈, 김행열, 2013; Finkelstein,
2008). 그러나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환경 간 일치 수준과 봉사활동 지속의사 사이를 봉사활동
에 대한 만족도가 매개하는지를 직접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는 점에서 이 관계를 좀 더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삶의 목적이 인생 전반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환경
간 일치도가 높을 경우 봉사활동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 자체가 변화하는 경험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봉사활동 지속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봉사활동과 자신의 삶의
목적이 일치할 경우, 개인에게는 봉사활동 경험은 곧 자신의 삶의 목적을 실천하는 기회가 된
다. 삶의 목적에 따른 헌신과 실천은 삶의 목적 발달을 돕는 식으로 선순환하는 발달적 경향을
보인다(Bronk, 2011). 이는 삶의 목적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특정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
해 다시 고민하는 등 삶의 목적의 의미를 더 분명히 지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의 관련성이 높을 경우 이 효과는 삶 전반에 걸친 긍정적 변화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봉사활동 지속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가 봉사활동 지속의사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지각된 삶의 변화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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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지속의사를 높이는 데 있어 개인의 삶의 목적에 대한 고려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삶
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가 지속의사에 영향을 끼치는 구체적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속적인 봉사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삶의 목적-봉사활동 간 적합도는 봉사활동 지속의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연구문제 2. 삶의 목적-봉사활동 간 적합도와 봉사활동 지속의사의 관계를 봉사활동에 대
한 만족도가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3. 삶의 목적-봉사활동 간 적합도와 봉사활동 지속의사의 관계를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매개하는가?

Ⅱ. 이론적 배경
A.

봉사활동 지속의사

봉사활동 지속의사는 봉사활동 지속성의 하위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다(배성은·김태진·정윤
수, 2015; 오효근·김욱, 2008). 봉사활동 지속성은 봉사활동에 한 번 참여를 경험한 후 다시 봉사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느냐와 관련된 개념이다(Penner, 2002). 일반적으로 봉사활동의 효과는 활
동 기간이 길수록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봉사활동 지속의사는 봉사활동 과정에서 중요
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Astin & Sax, 1998).
봉사활동 지속의사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흐름으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기능주의적 관
점에서 개인의 봉사활동 참여 동기가 얼마나 충족되느냐가 지속의사에 있어 중요하다는 연구들
이다(Clary & Snyder, 1999). 기능주의적 관점에서는 개인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각 동기의 충족 여부에 따라 지속의사가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여섯 가
지 동기에는 타인을 돕고자 하는 가치(values) 동기, 자신이 배운 기술을 활용하거나 학습을 증
진시키려는 이해(understanding) 동기, 자신의 심리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향상(enhancement) 동기,
이후 진로에 도움이 되고자하는 경력(career) 동기, 타인과 관계 맺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사회적
(social) 동기, 자신의 문제로부터 회피하고자 하는 보호(protective) 동기가 포함된다. 실제 여러 연
구에서 봉사활동 참여 동기가 충족될수록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 지속의사가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Clary et a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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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역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강대선 등(2010)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동기는 향상동기, 가치 동
기, 경력 동기, 이해 동기, 보호 동기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가치 동기, 사회적 동기, 보호
동기가 봉사활동 지속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봉사 참
여자의 동기가 충족되는 경험은 봉사활동 지속의사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
다.
봉사활동 지속의사와 관련된 또 다른 연구 흐름은 봉사활동 관련 기관의 관리 방식, 직무
특성과 같은 조직적 차원이 봉사활동 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
에서는 봉사자 교육, 효율적 직무배치와 같은 체계적인 봉사자 관리가 지속의사에 중요한 영향
을 끼친다고 강조한다(김제법, 2011; 강종수, 2012; 류기형, 2008; 배성은·김태진·정윤수, 2015). 이
외에도 봉사자들에 대한 적절한 심리적 인정과 보상, 봉사자에 대한 처우와 피드백 또한 조직
차원에서 봉사활동 지속의사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되었다(Penner, 2002). 조직
이 봉사자들에게 공평하고 정당하게 대우할수록 또 활동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수록
봉사활동 지속의사가 높았다. 이 연구들은 봉사 참여자의 개인 변인 이외에 봉사 활동 및 기관
의 특성 또한 지속의사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두 연구 흐름이 전적으로 구분되는 것만은 아니다. 개인적 특성과 조직적 특성이
서로 별개로 봉사활동 지속의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개인적 특성과
조직적 특성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Penner(2002)는 봉사활동 지
속의사를 설명하는 데 있어 인구 통계학적 특성, 개인적인 신념과 가치, 친사회적 성격, 참여
특성 등 개인적 요소와 조직과의 관계와 같은 환경적 요소가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에,
지속적인 봉사참여를 설명하는 데 있어 개인과 조직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을 강조한다. 봉사활동 지속의사에 대한 Penner의 모델에서 봉사활동의 지속성은 개인의 기질적
요소와 업무 및 동료 특성 등 환경적 요소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다. 즉 봉사활동 지속의사
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인, 봉사활동, 봉사활동 조직의 특성 등을 보다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
요가 있다.
B.

삶의 목적-봉사활동 적합도

최근 산업 및 조직 심리학 분야에서도 개인과 환경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점을 강조한다. 이들에 따르면 개인과 환경 간의 적합 정도(Person-environment fit)가 높을수록
특정 행동에 대한 만족도, 동기가 높아진다. 실제 산업 및 조직 심리학 분야 논문 172편을 메타
분석한 Kristof-Brown 등의 연구(Kristof-Brown, Zimmerman, & Johnson, 2005)에 따르면 개인-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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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가 높을수록 업무에 대한 만족도, 참여가 높았고, 이직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환경 간의 적합도의 긍정적 기능은 봉사활동에서도 나타났다. 388명의 봉사자를 대상으로
개인-환경 적합도, 봉사활동 만족도, 지속의사 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Van Vianen, Nijstad, &
Voskuijl, 2008)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 특성과 조직 간의 일치도 정도는 봉사활동 지속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
개인과 환경 간의 적합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인은 개인이 가진 가치와 조직이 얼마나 일
치하느냐이다. 21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개인-환경 적합도와 직무 만족도, 헌신 수준, 지속의지
간의 관계를 메타분석한 연구(Verquer, Beehr, & Wagner, 2003)에 따르면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
는 가치와 조직이 중요시하는 가치가 일치할 때 가장 높은 직무 만족도, 헌신 수준, 지속의지를
보였다. 가치에 있어서 일치 수준은 목표 일치 수준이나, 성격 일치 수준보다 지속의지와 더 높
은 상관이 있었다. 이는 봉사활동 과정에서도 가치에 있어 일치성이 지속의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개인이 가진 가치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개념 중 하나는 개인이 가진 삶의 목적이
다. 삶의 목적은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의미이자 궁극의 목표이다(Bronk, 2013; Damon, 2008). 삶
의 목적은 개인에게 삶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활동들에 의미를 부여
한다는 점에서 최상위의 목표이자 가치이기도 하다(McKnight & Kashdan, 2009). 실제 여러 연구
에서 개인은 삶의 목적과 일치하는 활동을 할 때 행복감을 느끼며, 활동에 부여하는 의미 또한
높았다(Bronk, 2008). 자신의 삶의 목적과 유사한 활동에 참여하거나 비슷한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과 만나는 등의 경험은 활동의 의미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봉사활동 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 봉사활동 기관에서 부여한 역할, 업무,
환경을 비롯하여 봉사활동 중 만나는 사람들, 봉사활동에 필요한 능력 등이 자신이 중요시하는
삶의 목적과 일치할 경우 개인은 해당 활동에서 의미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봉사활동에 대
한 지속적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삶의 목적이 소외된 이웃을 돕는 것
인 참여자의 경우 봉사활동 중 자신이 하는 일, 기관의 성격, 만나는 사람 등이 소외된 이웃을
돕는다는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일치할 경우 봉사활동 경험을 더욱 의미있는 것으로 지각할 가능
성이 있으며, 이는 해당 봉사활동에 대한 지속의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삶
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가 높을 경우 봉사활동에 대한 지속의사 또한 높아질 것이라 예
측해 볼 수 있다.
C.

봉사활동 만족도
봉사활동 만족도는 봉사활동을 얼마나 즐기고, 중요도를 부여하느냐와 관련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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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봉사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정서와 관련 있다. 봉사활동 만족도는 봉사
활동 지속의사와 유사하게 개인이 가진 동기적 특성, 조직의 특성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를 통해 볼 때,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일치도가 높을 경우 이는 개인에게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만족도와 지속의사를 높일 수 있다(Clary et al., 1998)
그러나 봉사활동 만족도와 지속의사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봉사활동 만족도는 봉사활동
중에 경험하는 반면, 봉사활동 지속의사는 봉사활동이 끝난 후에 유사한 활동을 지속할 것인지
와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봉사활동 만족도는 봉사활동 지속의사의 선행 변인이다(Marta
& Pozzi, 2008; Omoto & Snyder, 1995). 실제 봉사활동 만족도와 지속의사 간의 관계를 탐구한 연
구들에서 봉사활동 만족도와 지속의사 간에는 대략 .20~.40의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봉사활동 만족도에는 봉사활동에서의 긍정적 경험이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만, 봉사
활동 지속의사에는 긍정적 경험 이외에 봉사 정체성(volunrteer role identity)와 같은 다른 요소들
또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두 변인 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도 봉사
활동 만족도와 봉사활동 지속의사를 구분하고, 만족도를 지속의사에 선행하는 변인으로 설정하
고 있다(Marta & Pozzi, 2008; Omoto & Snyder, 1995).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봉사활동 만족도
가 삶의 목적-봉사활동 적합도와 봉사활동 지속의사를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Gidron, 1983).

D.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참여자 스스로 봉사활동을 통해 삶
의 방향이 얼마나 변화했는가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삶의 목적은 개인이 일생에
걸쳐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삶의 목적과 현재 진행 중인 활동 사이에 일치도가 높
을 경우, 이는 개인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Hill & Burrow, 2012). 실제로 삶의
목적에 따라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삶을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Bronk, 2011)에 따르면
이들은 삶의 목적에 따른 활동을 할 때 삶의 의미를 높게 지각하며, 이는 다시 해당 활동에 대
한 참여를 높이는 선순환을 보였다. 즉 삶의 목적에 따른 삶을 살 때, 개인은 자신의 삶이 의미
있게 변화하고 있다고 지각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봉사활동 지속의사를 높일 수 있다. 다른
연구에서도 봉사활동을 통해 스스로 성장했다는 주관적 인식은 봉사활동에 대한 지속의사를 높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omkovick, Lester, Flunker. & Wells, 2008)
따라서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는 개인에게 자신의 삶이 변화한다는 인식을 높이
고, 이에 따라 봉사활동 참여의사 또한 높아질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봉사활동
에 따른 삶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와 봉사활동 참여의사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 결과에 따라 연구모형을 아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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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설정하였다.

1]

[그림 1] 연구 모형

Ⅲ. 연구 방법
A.

연구 참여자

서울시 소재 대학교에서 봉사활동 수업을 수강 중인 학생 181명이 참여하였다. 평균 연령은
22.3세(표준편차=2.01세)였으며, 여학생 114명(62.98%), 남학생 67명(37.02%) 이었다. 이 대학의
봉사활동 수업은 1학점 강의로 대학에서 선정한 봉사활동 기관 중 한 곳을 학생이 선택하여 한
학기 동안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봉사활동 기관은 시각장애인 복지센터,
장애인 지원센터, 환경보호 관련 기관 등 다양했다. 대학에서는 교수자 1명을 선정하여 학기초
와 학기말에 봉사활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정리 활동을 진행하고, 학기 중에는 어려움에
대해 조언 등의 도움을 제공한다. 한 강좌당 대략 10~20명의 학생이 수업을 수강하며, 본 연구
는 총 24개 강의를 대상으로 연구 참여의사를 밝힌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B.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Moran과 Mariano (2013)가 대학생 봉사활동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
도를 번안하여 활용하였다. 번안 과정에서 영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한 연구자가 1차 번안을 한
후, 이를 재번역하여 의미 전달에서 오류가 없는지를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Mora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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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척도 중 봉사활동 만족도,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 봉사활동 지속의사의 경
우 단일문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점과 관련해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 주의가 필요
하다. 단일문항 사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몇 몇 연구에서는 만족도, 지속의
사를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기도 했으며, 이렇게 측정한 경우 타당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Fisher, Matthews, & Gibbons, 2015; Wanous, Reichers, Hudy, 1997). 특히 측
정하고자 하는 구인이 분명할 경우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는 것은 좋은 선택일 수 있다
(Diamantopoulos, Sarstedt, Fuchs, Wilczynski, & Kaiser, 2012). 그러나 여전히 단일 문항을 사용하는
것은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
다(e.g. DeVellis, 2016).
Mariano(2013)

1.

봉사활동 지속의사

지속의사는 학기말에 이후 같은 유형의 봉사활동에 더 참여하고 싶은지를 통해 확인하였다.
5점 척도로 된 단일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본 수업 이후에 이런 유형의 활동에 더 참여하고 싶
습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2.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는 참여자의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경험 간의 일치 수준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였다. 학기말에 자신의 삶의 목적과 지금까지 진행한 봉사활동 경험을
떠올리게 한 후, 이 경험과 자신의 삶의 목적 간의 일치 수준에 대해 평정하도록 하였다. 3점
척도로 된 7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본 수업의 현장실습과 내 삶의
목적은 ‘비슷한 환경이다’, ‘유사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비슷한 역할이 포함되어 있다’, ‘비슷
한 유형의 동료들이 있다’, ‘비슷한 유형의 도움을 받는 사람과 만난다’,‘내 정체성, 자아개념에
있어 중요하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비슷한 지식, 기술을 활용한다’였으며, 신뢰도 (Cronbach-α)는
.846로 높게 나타났다.
3.

봉사활동 만족도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봉사활동 과정 중 느낀 주관적 만족감에 대해 측정하였다. 6점
척도로 된 단일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최근 봉사활동 경험을 떠올리게 한 후 이때 ‘얼마나 만족
감을 느꼈는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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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는 학기말에 봉사활동 경험을 통해 삶의 방향이 얼마나 바뀌었는
지를 묻는 단일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봉사활동을 통해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문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 정도를 6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C.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봉사활동 수업을 수강 중인 학생 중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학기 초에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 및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의사
를 밝힌 학생들의 이메일 주소를 우선 수집하였으며, 이후 학기 종료 후에 학생들에게 이메일
을 통해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이 모두 종료된 후에 설문지를 작성하도
록 요청하였다. 설문지에는 자신의 삶의 목적과 최근 봉사활동 경험을 떠올리게 한 후, 봉사활
동에 대한 만족도,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후 봉사활동
에 따른 삶의 변화에 대해 응답하도록 한 후, 마지막으로 봉사활동 지속의사에 대한 질문에 응
답하도록 하였다. 봉사활동 수업 수강 여부를 제외하고는 연구 참여에 별도 제한을 두지는 않
았다.
D.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를 독립변인으로, 봉사활동 만족도, 봉사활동
에 따른 삶의 변화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고, 각 변인이 봉사활동 지속의사에 어떤 영향을 끼
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매개변인이 2개이기 때문에 Hayes 등이 제안한 다중매개효과
(multiple mediation) 검정 절차를 사용하였다(Hayes, 2013; Preacher & Hayes, 2008). 이 절차는 다른
매개요인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각 매개변인의 효과 검정을 실시하기 때문에 연구 모형에
2개 이상의 매개변인을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SPSS 프로그램 상에 PROCESS 옵션을
1)

독립변인을 X, 종속변인을 Y, i번째 매개변인을 각각  , 오차항을 e라 할 때, I번째 매개변인은 다음
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Hayes, 2013).
         (이때  는 독립변인이 i번째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력)
전체 매개 모형은 아래와 같다.
            (  는 독립변인의 영향력(c)과 다른 매개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 i번째 매개변인의 영향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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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http://afhayes.com/public/docaddendum.pdf). 부트스트랩 방식을 활용하
였으며, 표본은 1,000회로,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Ⅳ. 연구 결과
A.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 봉사활동 만족도,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 봉사활동
지속의사의 평균, 표준편차 및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변인들 간의 상관
은 .23 ~ 49의 범위를 보였으며, 모든 변인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에서 왜도는 절댓값 2이하, 첨도는 절댓값 4이하로 나타나 정상분포조건을 만족하였
으며(Curran, West, & Finch, 1996), 다중공선성 검정 결과 분산팽창도(VIF)는 2이하로 나타나 회귀
분석을 실시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
1
2
3
4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
봉사활동 만족도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
봉사활동 지속의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1
.23***
.27***
.28***
1.00
0.46
0.18
-0.32

2

3

4

.38***
.49***
3.94
1.01
-0.26
0.46

.44***
3.19
1.25
-0.17
-0.80

3.47
1.14
-0.35
-0.82

** p < .01, *** p < .001

B.

다중 매개효과 검정

매개변인 투입 전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가 봉사활동 지속의사를 유의하게 예측하
는 지를 우선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는 봉사활동 지속의사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63, t = 3.85, p 〈 .001).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가 높아질수록 봉사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의사 또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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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와 봉사활동 지속의사의 관계를 봉사활동 만족도와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가 매개하는지 확인하였다. 우선 매개변인인 봉사활동 만족도를 종
속변수로,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이 종속변수 분산의 7% 정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목적과 봉사활
동 간 적합도는 봉사활동 만족도를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했다 (β = .31, t = 3.71, p = .002).
또 다른 매개변인인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 정도를 종속변수로 두고 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에는 설정한 모형이 종속변수 분산의 5%를 유의하게 설명했다.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
합도가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를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 .18,
t = 3.19, p 〈 .001). 즉,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가 높을수록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 정도에 대한 지각,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 봉사활동 만족도,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 모두를 독립
변인으로 두고, 봉사활동 지속의사를 종속변인으로 둔 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형은 종속변수 분
산의 3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의 설명 정도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β = .11, t = 1.90, p = .060), 봉사활동 만족도,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의 영향력은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 서로의 효과를 통제하고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각각 β = .34, t = 5.18, p = .002, β = .26, t = 3.93, p = .001).
부트스트랩 방식을 활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봉사활동 만
족도의 매개 효과는 .1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변화 정도의 매개효과 또
한 .1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매개효과를 고려하기 전에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가
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지만, 앞서 살펴보았듯 매개효과를 통제했을 경우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의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두 간접 효과
만이 지속의사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검정 결과를 <표 2>
에 매개효과 검정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2> 삶의 목적·봉사활동 적합도와 봉사활동 지속의사 간 관계에 있어 봉사활동 만족도
와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검정 결과

직접 효과
(적합도 → 지속의사)
간접 효과
(적합도 → 만족도 → 지속의사)
간접 효과
(적합도 → 삶의 변화 → 지속의사)

효과

표준 오차

.28

.15

[-0.02, 0.58]

.18

.07

[0.07, 0.34]

.16

.06

[0.07, 0.30]

95%

신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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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삶의 목적·봉사활동 적합도와 봉사활동 지속의사 간 관계에 있어 봉사활동 만족도
와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의 매개효과 검정 결과

독립변인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
독립변인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
독립변인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
봉사활동 만족도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

R²
.07***

R²
.05**

종속변인: 봉사활동 만족도 [매개변인]
표준
β
B
t
오차

95%

신뢰구간

.31

0.67

.18

3.71***

[0.31, 1.03]

.18

0.48

.15

3.19***

[0.18. 0.78]

종속변인: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 [매개변인]
표준
β
B
t
95% 신뢰구간
오차
종속변인: 봉사활동 지속의사
표준
B
t
오차

신뢰구간

R²

β

.30***

.11

0.28

.15

1.90

[-0.02, 0.58]

.34

0.38

.07

5.18***

[0.23, 0.52]

.26

0.24

.06

3.93***

[0.12,0.36]

95%

** p < .01, *** p < .001

Ⅴ. 논의
본 연구에서는 봉사활동 과정에서 대학생의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일치 수준이 봉사활동
지속의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또 이 과정에서 봉사활동 만족도와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 정도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대학생의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는 봉사활동 지속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일치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봉사활동 지속의사가 높아졌다. 이
는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조직이 중요시하는 가치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조직에 대한 헌
신, 지속의사 등이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Edwards & Cable, 2009; Ostroff, Shin,
& Kinicki, 2005; Verquer et al., 2003).

둘째,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일치도가 지속의사에 미치는 효과를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
도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일치도가 높아짐에 따라 봉사활동에

110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대한 만족도와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에 대한 지각 정도가 높아지고, 이는 다시 봉사활동
지속의사에 영향을 끼쳤다. 기능주의적 접근에 따르면 봉사활동에서 자신의 욕구가 충족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 만족감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지속의사가 높아진다(Clary et al., 1998). 자신
의 삶의 목적과 유사한 활동을 했다는 인식 또한 일종의 욕구 충족 경험으로 간주해볼 수 있
다. 자신에게 맞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희망 또한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의 하나
이기 때문이다(Steger, Kashdan, Sullivan, & Lorentz, 2008; Steger, Oishi, & Kashdan, 2009). 따라서 삶
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높은 일치는 일종의 욕구 충족 과정으로 작용하여 봉사활동 만족도를
높이고, 이로써 지속의사를 높인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셋째, 삶의 변화에 대한 지각 또한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일치도와 봉사활동 지속의사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삶의 목적의 발달적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삶
의 목적의 발달은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 실천 사이를 계속 순환하는 구조를
보인다. 다시 말해 인식 자체가 실천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실천의 과정 자체가 다시
인식을 높이는 식으로 작용하기도 한다(Bronk, 2011). 봉사활동 과정과 자신의 삶의 목적 간에
일치도가 높을 경우 봉사활동 과정은 곧 자신의 삶의 목적을 실천해보는 기회로 작용하게 되
고, 이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보다 더 분명히 하도록 도움으로써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
다. 이런 삶의 변화는 다시 봉사활동에 대한 실천 의지를 높이는 식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학기라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이 변화했다는 인식이
나타났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결과를 통해 볼 때, 대학생의 봉사활동 지속의사를 높이기 위해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 개인이 가진 삶의 목적을 살피고, 이와 유사성이 높은 활동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학생의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자신의 삶이 변화했다는 생각을 높임으
로써 지속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미 의무로 봉사활동
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단순히 참여를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봉사활동에 임함에 있어
개인의 가치와 본인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한 후, 이와 유사한 활
동을 안내하는 등의 사전 작업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삶의 목적과 봉사
활동 간의 적합도를 높임으로써 봉사활동에 대한 장기적 참여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관련을 높일 방법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청소년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 또한 중요하다.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일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
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불행히도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청
소년의 비율은 60% 정도에 불과하다(Moran, 2014). 이는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로, 입시
위주의 교육 등으로 인해 청소년의 삶의 발달에 대한 관심이 적은 한국 학생들은 이 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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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을 수도 있다. 한국 청소년들이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삶의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삶의 목적이 청소년
의 건강한 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Damon, 2008), 삶의 목적에
대한 교육은 청소년 개인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봉사활동 시작 전 단계
에서도 삶의 목적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진로 교육 과정에서 삶의 목적에 대한 교육을 함께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
요가 있다. 청소년의 보다 전인적인 성장을 고려할 때, 진로 교육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와
같은 접근에서 벗어나, 어떤 삶을 살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지도 개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자칫 직업 선택만 강조할 경우 특정 직업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에 대한 고민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삶의 목적에 대한
고민은 자신의 일상적 활동 및 직업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삶의 허무를 줄이고 보다 개인의
만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후 교육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삶의 목적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더 높게 지각하도록 한 후에, 이에 적합한 봉사
활동을 구안함으로써 봉사활동의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진로 교육을 비롯하여
다양한 교육적 실천에 청소년의 삶의 목적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한계 또한 존재한다. 첫째, 자기보고식 검사 이외에 다양한 측정
방법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지속의사를 연구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의사를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였지만 여기서 측정한 지속의사가 실제 추후 봉사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사회적 바람직성 등으로 인해 자신의 지속의사를 과잉
보고했을 가능성 또한 있다. 추후 지속의사를 밝힌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봉사활동을 지
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 방법 부분에서 언급했듯 연구에 사용한 일부 변수를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비록 직무 만족도 등에 있어 단일 문항과 복수 문항 간 상
관이 받아들일만한 수준이라는 연구가 존재하지만, 단일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우려
또한 높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비록 본 연구에
서는 현실상의 제약 때문에 단일 문항을 사용하였지만, 이후 연구에서는 복수 문항으로서 측정
했을 경우 현재의 연구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지를 확인하고, 이 차이가 측정방식
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OLS (ordinary least square) 추정방법의 경우
척도의 등간성 가정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일부 측정도구의 경우 등간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추후 연구에서 활용하는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참여자가 서울 소재 대학의 봉사활동 수업에 참여 중인 학생들에 국한되었
다는 점 또한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특정 지역, 특정 대학 학생들을 편의 표집한 데이
터를 활용해 분석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약이 있으며, 이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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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 연구 결과를 신중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추후 지역과 대학을 달리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 또한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경험 간의 일치 정도를 살폈지만, 구체적으로
개인들이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봉사활동 경험을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일치한
다고 지각하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삶의 목적의 내용에 따라 봉사활동 경험과 일치 수준의
지각이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와 봉사활동 경험 간의 관련 정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가진 삶의 목적 내용에 따라 어떤 봉사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청소년의 인성계발과 건강한 심리
적 발달을 돕고, 보다 공동체지향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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