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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기능주의 관점에서 자원봉사자의 동기와 혜택을 부합시킬 수 있는 자원봉사과업설계 및 

자원봉사자 배치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여 자원봉사동기가 자원봉사과업만족도 및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

장 중요한 자원봉사동기의 유형은 사회적 동기, 상승동기, 가치동기 순으로 나타났고, 각각의 동기는 

자원봉사과업만족도 및 지속의지에 각기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

에 대한 실천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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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지역사회복지조직에서 연령, 성 등에서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이 동일과업에 참여하는 것 또 이

질적인 과업에 동질적인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활동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런 현상이 되었다.1) 이러

한 현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동일한 태도를 취할 수 있고, 또 같은 자원봉사활동

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개인적 동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Phillips, 2005 등). 그러므로 자원봉

사활동은 자원봉사자의 개인적 가치, 의지 및 기대에 따라 차별적인 개인적ㆍ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의도적인 과업선택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Clary, Snyder and Ridge, 1992; Clary et al., 1998; 

Independent Sector, 2001; Houle, Sagarin and Kaplan, 2005).

자원봉사활동이 제공하는 개인적ㆍ사회적 기능에 의해 자원봉사자가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은 첫째, 

현재의 과업 및 활동이 자신이 추구하는 동기충족에 어느 정도로 기여하는가 즉, 혜택을 평가한다는 

것이고 둘째, 이러한 평가결과에 따라 한편으로는 현재 조직에서의 과업 유지나 다른 과업으로의 변

경을 요청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과업을 제공할 수 있는 조직으로 소속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안적으로는 기존기관과 새로운 기관 둘 다에서 서로 다른 기능적 의미를 갖는 

과업 2~3개를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기는 경험 및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속성이 있다

는 측면에서, 향후 자원봉사현장에서는 다양한 동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과업선택으로의 

자원봉사이동성이 조직 내ㆍ외에서 더욱 더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는 지역사회복지조직의 핵

심적 인적자원인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유지를 위한 경쟁이 조직간에 더욱 치열해진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복지조직은 현재의 과업들이 자원봉사자가 기대하는 혜택을 충족시켜주고 있는가 

즉, 자원봉사자의 동기에 부합하는 과업설계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자원봉사자의 만족도 증진 및 지

속의지 유지라는 조직성과를 지속화하며 자원봉사활동 현장의 시장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동기는 목적지향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또 촉진시키며 그 강도와 방향성에 향을 미치는 욕

구, 이유, 기대 등의 내적상태 및 조건이라고 간략히 정의할 수 있다(Kleinginna and Kleinginna, 

1981; 한덕웅, 1990; Huitt, 2001; Boz and Palaz, 2007). 그러므로 사람들이 왜 자원봉사자가 되고, 또 

무엇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을 지속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Penner, Midili, and 

Kegelmeyer, 1997; Clary et al., 1998; Houle, Sagarin, and Kaplan, 2005). 따라서 자원봉사자의 동기

는 자원봉사자의 만족도와 지속의지에 의미 있는 설명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Clary et al., 1998; 

Finkelstein, 2007).

자원봉사활동의 동기에 대한 기능주의 접근은 1990년대부터 클레리 등(Clary, Snyder and Ridge, 

1992; Clary et. al, 1998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기능주의 접근의 기본 전제는 사람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태도나 행동은 특정한 심리적 기능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1) 보건복지가족부ㆍ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08.『2007 사회복지 자원봉사통계 연보 자료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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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자원봉사자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이 제공하는 기능들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 다(Clary and Snyder, 1991; Snyder and Omoto, 1992). 클레리 등은 이타

주의와 휴머니즘적인 가치를 표현하는 가치기능(value), 학습경험을 획득 또는 사용되지 않은 기술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이해기능(understanding),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는 사회적 기능(social), 경력

과 관련한 혜택을 얻고자 하는 경력개발기능(career),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줄이고자 하는 보호

기능(protective), 심리적 성장과 관련된 상승기능(enhancement)을 자원봉사활동의 기능으로 유형화

하여 제시하 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능주의 접근은 첫째, 개인적 동기와 자원봉사활동이 제공하는 혜택과의 연

결을 통해서 자원봉사자의 동기 및 선호에 부합하는 과업을 확인할 수 있고 둘째, 특정동기에 의해 

특성화되는 과업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과업에 대한 만족이나 지속의지를 유지시킬 

수 있는 매우 설득적인 과업을 설계할 수 있다는 관리상의 장점을 제공한다(Clary et al., 1998; Houle, 

Sagarin and Kaplan, 2005; Papadakis, Griffin and Frater, 2004). 한마디로 자원봉사자가 가지고 있

는 목적, 목표에 따라 자원봉사과업을 세분화(segmentation)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의 동기와 자원봉사활동의 조직성과인 만족도 및 지속의지에 관한 국ㆍ내외 연구결과

들은 동기가 자원봉사자의 만족도와2) 지속의지 및 지속성3)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는 관계로 주

로 설정하고 있다(Clary et al., 1998; Mesch, Tschirhart, Perry and Lee, 1998; 권지성, 1999; 주문희, 

2000; Silverberg, Marshall and Ellis, 2001; 박봉규ㆍ조재완, 2004; Davis, Hall and Meyer, 2003; 

Penner, 2004; Phillips, 2005; 오현주, 2005; Finkelstein, 2007; Yoshioka, Brown and Ashcraft, 2007; 

오효근ㆍ김욱, 2008 등).4) 특히 외국의 연구들은 1990년대 이후 주로 기능주의 모형에 기반한 동기와 

만족도 및 지속의지와의 직접적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특정한 동기를 

만족시키는 특정 과업이 존재하며, 이 둘 간의 부합에 의해 자원봉사자들의 과업선택이 결정되는 경

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동기와 부합된 과업을 선택하거나 수행하는 자원봉사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원봉사자에 비해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더욱 더 만족하거나 지속의지 및 활동기간이 긴 것으

로 나타났다(Finkelstein, 2007 등). 이에 반해 국내의 연구들은 자원봉사활동의 동기에 대해 부분적으

로 기능주의 접근의 동기변수를 사용하고는 있으나,5) 경력개발, 지식, 자긍심 유지, 치유 등 다양한 

2) 자원봉사활동 관련 만족도 용어 및 측정에 대한 문헌고찰 결과, 크게 3가지로 연구목적에 따라 조금
씩 다르게 용어사용과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용어를 보면, 자원봉사자만족도(Ficklestein 

등), 자원봉사활동만족도(activity), 직무 및 과업만족도(Job or Task satisfaction)가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측정 측면에서는 첫째, 욕구나 가치측면에서 정서적 심리적 측면의 만족정도(Francies, 1983; 

권지성, 1999 등), 동기 요인별 충족정도에 따라 만족도구성(Finkelstein, 2007 등), 자원봉사활동의 
조직관리 및 환경 측면에서의 요소별 만족도 측정(Phillips, 2005; 오현주, 2005) 등이 있다. 최근에
는 조직관리 차원의 요소로 만족도를 구성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자원봉사활동
이 수혜자보다는 주로 조직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Penner, 2004), 또 자신의 이익이나 혜
택을 고려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선택한다는 경향(Clary et al., 1998)과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3) 지속성 개념에는 지속기간 및 시간, 지속의지 및 참여강도가 그 구성요소로 포함되어 주로 사용되고 
있다(권순미, 2001; 오효근ㆍ김욱, 2008 등). 그리고 지속의지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지속성 척도에 
공통으로 포함되고 있다.

4) 물론 동기, 만족도 및 지속의지와의 경로관계를 설정하여 직ㆍ간접효과를 다루는 연구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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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의 동기요소를 충분히 반 하지 못한다는 제한과, 자원봉사자의 동기특성에 따른 과업설계 개

발이라는 조직관리 측면에서 함의가 풍부하지 못하다는 제한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기능주의 관점에서 현재 지역사회복지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동기특성에 따른 자원봉사과업만족도와 지속의지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혀, 자원봉사자 동기와 자

원봉사활동의 혜택을 부합시킬 수 있는 과업설계의 개발 및 자원봉사자배치에 대한 기초자료와 시사

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1) 기능주의 관점의 동기 개념

기능주의 동기 이론의 가장 주요한 전제는 같은 자원봉사활동 속에서도 자원봉사자간에는 서로 다

른 개인의 동기, 욕구 및 목적이 한 가지 이상 존재하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활동 과업은 혜택측면에

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다(Clary and Snyder, 1999; Houle, Sagarin and Kaplan, 2005). 이러한 

기능주의 동기 시각에서 클레리 등은 자원봉사활동의 기능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하 다(Clary 

et al., 1998).

첫째, 가치기능이다. 가치기능은 다른 사람의 복지에 대한 관심으로 표현되며, 이타주의와 휴머니즘

과 연결된다. 즉 개인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매우 증요하다는 확고한 믿음 때문에 자원봉사활동

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가치기능은 여러 연구에서 자원봉사활동의 가장 핵심적이면서 공통적인 동기

라고 밝혀지고 있다(Farrell, Johnston and Twynam, 1998; Esmond and Dunlop, 2004 등). 그리고 가

치동기가 강한 자원봉사자는 약속한 활동기간을 지키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lary 

and Miller, 1986; Clary and Orenstein, 1991).

둘째, 이해기능이다. 이는 자원봉사자들이 세계에 대한 지식을 확대하고 또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

게 하는 이해기능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활동을 배움과 자기개발 경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Gidron, 1978).

셋째, 경력기능이다. 자원봉사활동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직업획득 가능성과 경력개발에 혜택이 되

는 경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특성은 주로 청소년이나 

학생집단에서 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Beale, 1984).

넷째, 사회적기능이다.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승인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과 관련된다. 사회적 

동기는 개인에게 의미 있는 타자 또는 사회집단과 그 규범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다((Houle, Sagarin and Kaplan, 2005). 이러한 의미에서 자원봉사활동은 사회적 적응기능

5) 예를 들면, 이타주의 동기, 이기적 동기, 사회적 동기(이수 , 1991; 오효근ㆍ김욱, 2008 등),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주문희, 2000), 내재적 동기(박봉규ㆍ조재완, 2004)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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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th, Bruner and White, 1956)이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욕구(Francies, 1983)의 충족

을 위한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동기는 결국 비슷한 사람들간의 정보와 기회를 공

유하는 상보성이 강한 집단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Gisburg and Weisband, 2002). 

다섯째, 보호기능이다. 이는 개인들이 자신의 내적 불안이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

들보다 행운을 더 가진 자신에 대한 죄책감 등의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은 보호기능을 위한 수단적 의미를 갖는다(Esmond and Dunlop, 

2004). 이 기능은 카츠(Katz, 1960)의 에고 방어기능, 프랜시스(Francies, 1983)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

한 감정표출의 욕구에 기반하고 있다.

여섯째, 상승 또는 자긍심향상기능이다. 이는 자긍심, 자기 확신 및 자기증진(self-improvement)에 

기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의 기능과 관련된다. 예를 들면, 정신병원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자기 수용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King, Walder and 

Pavey, 1970).

이러한 기능주의 동기는 자원봉사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동기를 자원봉사활동과업의 기능과 혜택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다. 따라서 기능주의 동기이해를 통하

여 지역사회복지조직이나 자원봉사활동관리자는 자원봉사자의 동기 및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과업설

계에 필요한 지식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겠다.

2) 자원봉사 동기와 자원봉사과업에 대한 만족과 현재기관에서의 지속의지와의 관계

대부분의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 개인들은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과업을 제시받고, 그들이 수행하

고자 하는 과업을 선택하도록 요청받는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복지관의 후원자모집캠페인에서 자원

봉사자는 봉투 붙이기, 주민들에게 전화하기, 이웃들에게 부탁하기 등의 다양한 과업들 중에서 선택하

도록 요청받을 것이다. 개인들은 어떠한 과업을 선택할 것인가? 기능주의적 접근은 개인들이 그들의 

동기와 부합하는 과업을 선택할 것이고, 이러한 선택에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그들이 지향하는 동

기를 충족 또는 만족시키고자 하는 혜택에 대한 기대가 그 근저에 있다고 본다(Snyder, Clary and 

Stukas, 2000). 

기능주의 이론에 기반한 자원봉사자들의 동기특성에 대한 클레리 등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과거 

1년 정도의 경험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은 가치, 상승, 사회, 이해 기능을 중요하게 인식하지만 경력이

나 보호기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lary et al., 1998). 그

러나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공통적인 자원봉사활동의 기능은 가치기능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는 여러 연구결과에서도 지지되고 있다(Clary et al., 1998; Esmond and Dunlop, 2004; Yoshioka, 

Brown and Ashcraft, 2007 등). 특히 가치와 사회적 기능은 자원봉사활동기간이 증가할수록 더욱 중

요하게 인식되지만 경력기능의 중요성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lary et al., 1998). 그리

고 자원봉사자의 연령, 활동기간 등의 개인적 조건과 경험에 따라 이들 간의 중요도가 달라지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젊은 자원봉사자들은 노인자원봉사자들에 비하여 경력, 이해, 보호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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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자의 개인적 동기 및 동

기변화에 따라 그 기능과 혜택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과 또 어떤 자원봉사활동도 모든 동기를 다 충

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와 관련한 연구결과들을 연구목적에 비추어서 구체적으로 제시ㆍ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봉사자 동기에 따라 조직, 과업 등에서 선택 및 선호 차이가 존재한다(Clary and 

Orenstein, 1991; Clary et al., 1998; Clary, Snyder and Stukas, 1996; Finkelstein and Penner, 2004; 

Papadakis, Griffin and Frater, 2004; Houl, Sagarin and Kaplan, 2005). 이러한 선택 및 선호에는 자

원봉사활동에 대한 동기 충족 및 만족이라는 개인적 기대가 내재해있으므로, 자원봉사과업에 대한 만

족도 역시 지원봉사자의 동기에 의해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스트카스 등(Stukas et al., 2009)의 

실증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원봉사동기와 부합된 과업을 배치 받은 자원봉사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

원봉사자들보다 더욱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회복지조직 자원봉사자들의 만족도 및 지속의지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

로 나타나고 있다(Tewksbury and Dabney, 2004 등). 이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조직에 기여한다는 자

원봉사자의 느낌에서 비롯된다(Tewksbury and Dabney, 2004). 사회복지조직에 소속됐다는 것 자체

가 이미 동기충족의 경험으로 인식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원봉사자 참여 동기의 유형과 만족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

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이타주의 목적 즉 가치와 관련된 동기가 강할수록 만족감이 높다

는 연구(Tschirhart et al., 2001), 이타주의는 만족감에 향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Wisner et al., 

2005), 그리고 이타주의동기보다는 이기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 및 태도가 만족감에 향력을 가진다

는 연구(주문희, 2000; 오효근ㆍ김욱, 2008) 등 다양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6) 기능주의 동기모델을 

통하여 노인자원봉사자의 동기와 만족도와의 관계를 규명한 핀클스테인(Finkelstein, 2007)의 연구결

과에 의하면, 가치 동기, 이해 동기, 사회적 동기, 상승 동기는 자원봉사자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향

을 미치지만, 경력과 보호 동기는 유의미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력개발 동

기는 과업과의 부합 여하에 상관없이 자원봉사자의 만족에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ukas et al., 2009). 전술한 자원봉사활동경험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의 동기특성과 상당히 연관되는 

결과라고 하겠다.

넷째, 동기와 지속의지 및 지속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치된 결과들이 드물다. 방, 원과 김(Bang, 

Won, and Kim, 2009)의 스포츠 이벤트 참여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속의지에 향을 

미치는 동기는 지역사회참여와 외적보상뿐이었고, 가치, 사회적 동기와 관련된 대인접촉 동기, 경력 

지향, 개인적 성장은 유의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웨이스너 등(Wisner et al., 2005)의 

연구에서도 이타주의는 지속의지에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이수

(1991)의 연구결과에서는 이기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가 활동의 지속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이기주의 동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경력 증진 동기가 지속의지 및 자원봉사활동 기간에 

6) 이들 연구들에서 사용한 만족도는 개념정의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선행연구 
고찰에는 어느 정도 개념상의 불일치 등의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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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하고 있다(Wisner et al., 2005; Finkelstein, Penner and 

Brannick, 2005).

이와는 상이하게 이타주의 목적을 가진 자원봉사자가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

(Tschirhart et al., 2001), 또 가치 및 이타주의 동기 둘 다가 지속의지 및 서비스 시간 및 기간에 긍

정적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Penner and Finkelstein, 1998; Papadakis, Griffin and Frater, 

2004) 등 연구대상, 조직 및 활동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경력개발동기를 제외하면(Stukas et al., 2009), 자원봉사활동의 동기를 충족하는 과업을 부

여받은 자원봉사자들은 같은 조직에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할 의지가 좀 더 강하다는 것이 대

다수 연구의 일치된 결과라고 하겠다(Clary et al., 1998; Clary and Snyder, 1999: Snyder, Clary and 

Stukas, 2000; Davis, Hall and Meyers, 2003; Stukas, Daley and Cowling, 2005; Stukas et al., 2009).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역사회복지관에 소속한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과업에 대

한 만족도와 현재 조직에서의 지속적인 활동 의지는 각자의 동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

정 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유형별 자원봉사과업만족도와 현 조직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의 지속의지 변수를 구성하여 자원봉사동기와의 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1) 조사대상과 분석방법

본 연구는 부산시에 소재한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조사시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활동한 20세 이상

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통하여 수행하 다. 부산의 16개 구ㆍ군별로 1개 이상의 지역

사회복지관이 포함되도록 하 고, 또한 각 구별 지역사회복지관의 수를 고려하여 해운대구(5개), 도

구(5개), 북구(8개), 사하구(5개)는 각각 2개의 복지관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그리고 모든 구임대아

파트지역의 지역사회복지관이 조사대상에 포함되도록 유의표집하 다. 2008년 6월 1일 현재 부산시에 

위치한 지역사회복지관의 총수는 49개로 각 구별 평균 3개이었고, 구임대아파트 총수는 10개이다. 

모든 구임대아파트 지역사회복지관을 포함시킨 이유는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전달하

는 자원봉사자가 관리대상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실무자들로부터의 정보에 따라 수혜자에게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의 특성이 조사결과에 최대한 반 되게 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의도에

서 비롯되었다. 조사대상기관은 총 30개소이다.    

설문지는 우편발송을 통해서 2008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20부를 배포하 고, 이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응답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제외한 29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수

집된 자료는 SPSS/WIN 14.0을 이용하여 주요 변수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 고, 독립변수인 동기유

형이 종속변수인 유형별 자원봉사과업 만족도와 지속의지에 미치는 향의 상대적 크기를 분석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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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그리고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 다.

2) 주요 변수의 측정

(1) 독립변수: 자원봉사활동 동기 측정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기능주의 동기이론에 기반 한 6가지 동기유형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인식

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Clary, Snyder and Ridge(1992)가 개발한 자원봉사기능측정도구

(Volunteer Function Inventory Scale)의 29문항과 Clary, Snyder and Stukas(1996)의 “자원봉사자의 

동기: 자원봉사자의 기부와 동기에 대한 전국조사로부터 발견된 사실(Volunteers' Motivations: 

Findings from a Nation Survey)”에 사용한 13문항을 리뷰하 다.7) 본 연구의 문항선정기준은 기능

주의 동기 개념에 대한 타당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문항의 간명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최종적

으로 Clary, Snyder and Stukas(1996)의 문항을 기본으로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에

의 접근성 증진, 새로운 직장과의 계약에서의 도움정도의 경력개발 2문항은 현재 우리나라 자원봉사

자의 특성과 지역사회복지관이라는 사회복지조직특성을 고려할 때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연구자들의 

판단에 의해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11문항이 선정되었다. 그리고 척도수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

하여 각 문항을 자기보고식 라이커드식 5점 척도로 사용하 다. 즉 ‘전혀 아니다’는 1점, ‘매우 그렇다’

는 5점을 부여하여 응답자의 동의정도를 측정하 으며 문항별 가중치 없이 계산하 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가치동기에는 돕는 행위의 중요성의 정도, 대의명분에의 기여의지 

정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동료애 느낌의 정도를 묻는 3가지 문항이 포함되었다. 둘째, 경력개

발동기에는 경력을 좋게 하는 정도, 새로운 경력개발에의 도움 정도를 묻는 2가지 문항이 포함되었고, 

셋째, 이해 동기에는 잠재력 발견 가능성의 정도,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게 하는 정도, 사물에 대

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정도를 묻는 3문항이 포함되었다. 넷째, 사회적 동기는 새로운 인간관계 

확대에의 기여정도를 묻는 단일문항이었고 다섯째, 보호동기는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 정

도를 묻는 단일문항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상승동기의 문항에는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제공하

는 정도를 묻는 단일문항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52이었다.

(2) 종속변수: 유형별 자원봉사과업만족도, 현재기관에서의 활동 지속의지

본 연구에서 자원봉사자는 무급의 스텝(Papadakis, Toyna and Joel, 2004: 류기형, 2008 재인용)으

로서 조직관리 및 인적자원개발의 대상이고, 또 자원봉사활동의 과업설계에 대한 함의 제시라는 연구

목적에 비추어, 자원봉사과업만족도로 용어사용 및 만족도 측정을 하고자 한다. 자원봉사과업만족도 

조사도구는 지역사회복지조직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한다는 것과 그 활

동은 주로 조직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하여 구성하 다. 즉 자원봉사과업에 대한 만족도는 

7) 이 연구에는 가치문항 3, 경력개발문항 4, 이해문항 3, 그리고 사회, 상승, 보호 각 1문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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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들이 과업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적, 내재적 욕구가 조직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장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지각된 반응으로 정의하고, 조직의 관리요소에 따른 만족도의 하위차원을 선정하

다. 이를 위해 여러 연구자들의 직무만족, 과업만족 등의 연구모형을 검토하 고, 최종적으로 위즈

너(Wisner et al., 2005) 등이 제시한 스케줄유연성(schedule flexibility), 오리엔테이션과 훈련

(orientation and training), 임파워먼트, 사회적 상호작용, 반 (reflection), 보상 및 인정 특성에 작업

환경의 안전성요소를 추가하여 결정하 다. 그리고 이들 7가지 요소에 따른 각각의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범위를 갖는 라이커드 척도로 응답자들의 동의 정도를 측정

하 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75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스케줄 유연성은 지역사회복지조직이 자원봉사자의 시간배치에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는가와 관련된 개념으로 여기에는 과도한 시간 할애 요구의 정도(역문항 처리), 

자원봉사자 상황에 적합한 봉사활동시간의 정도를 묻는 2문항이 포함되었다. 둘째, 오리엔테이션과 트

레이닝은 지역사회복지조직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오리엔테이션과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참여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가를 묻는 단일문항으로 측정하 다. 셋째, 임파워먼트는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복지조

직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는가와 관련된 개념으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계획ㆍ

조정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자율성 정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자원봉사자 의견반 의 중요도의 정도, 

파트너 인식 정도를 묻는 3문항으로 측정하 다. 넷째, 사회적 상호작용은 자원봉사자들이 새로운 인

적네트워크의 창출 및 유급 직원이나 동료 자원봉사자들과의 상호작용의 질과 관련된 개념으로, 인간

관계를 넓히는 정도, 자원봉사관리자가 자원봉사자를 이해하는 정도, 다른 동료자원봉사자로부터 받

는 지지의 정도를 묻는 3문항으로 측정하 다. 다섯째, 반 (reflection)은 지역사회복지조직이 자원봉

사자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의 경험과 시각을 공유할 기회를 공식적으로 제공하는가, 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반 (reflection)을 촉진시키는가와 관련된 개념으로, 자원봉사활동 관련 사전 정보 

제공의 충분성 정도, 자원봉사관리자의 조언과 지도의 적절성의 정도를 묻는 2문항으로 측정하 다. 

여섯째, 보상 및 인정은 그 적절성을 묻는 단일문항으로 측정하 다. 마지막으로 기관의 안전한 환경 

제공 정도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또 다른 종속변수인 현재기관에서의 활동 지속의지 변수는 최연창ㆍ장연심(2008)의 조사도구를 참

조하 다. 이에는 현재기관에서의 지속적 참여의사 정도, 현재 자원봉사활동에서의 즐거움을 찾는 노

력 정도, 현재 활동기관에 대한 추가 홍보 계획의 정도를 묻는 3문항이 포함되었고, ‘전혀 아니다’ 1점

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범위를 갖는 5점 라이커드 척도로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99이었다.

(3) 통제변수

조사대상자의 사회ㆍ인구학적 배경을 나타내는 성별, 연령, 자원봉사활동기간은 독립변수뿐만 아니

라 종속변수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세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독립

변수들의 상대적 향력을 평가하고 또한 연구결과의 내적 타당도도 아울러 높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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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20%, 여성이 80%로 여성이 매우 많았다. 직업

유형은 주부(36.9%), 학생(23.4%) 순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 직업유형이 전체의 70.3%를 차지하

고 있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5.2%, 중학교졸업이 12.1%, 고등학교졸업이 44.5%, 대학

교 졸업이 38.2%로 나타났다. 주거형태와 관련하여서는 전체 조사대상자 중 69.7%가 자가 주택에 거

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100만원 미만이 36.9%, 100만원이상~200만원 미만이 24.8%, 

200만원이상~300만원 미만이 19.3%, 300만원이상~400만원 미만이 9.7%, 400만원이상이 9.3%로 나

타났다. 조사대상자 74.8%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 다. 연령대에서는 20대(36.5%), 40대

(22.8%), 50대(21.0%) 순으로 나타났고, 평균나이는 약 41세이었다. 그리고 부산에서의 평균 거주기

간은 26.8년 정도이었다.

<표 1>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전체사례수: 290)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성별
남 58(20%)

종교
 유 214(74.8%)

여 232(80%)  무 76(26.2%)

직업유형

경 / 리층 7(2.4%)

소득수

100만원 미만 107(36.9%)

문직 13(4.5%) 100-200만원 미만 72(24.8%)

기술직 3(1.0%) 200-300만원미만 56(19.3%)

사무직 27(9.3%) 300-400만원미만 28(9.7%)

서비스/ 업직 11(3.8%)

400만원 이상 27(9.3%)
생산/단순노무직/기능직 4(1.7%)

주부 107(36.9%)

학생 68(23.4%)

기타 39(13.4%) 연령

20 106(36.5%)

30 22(7.6%)

40 66(22.8%)

50 61(21.0%)

60  이상 35(12.1%)

교육수

졸 15(5.2%)

주거형태

자가 201(69.7%)

졸 35(12.1%) 세 38(13.2%)

고졸 129(44.5%) 월세 17(5.9%)

졸 111(38.2%)
구임 아 트 11(3.8%)

기타 22(6.9%)

부산 거주기간(년/표 편차) 26.8년(15.377) 나이(세/표 편차) 41.01세(1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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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기유형별 중요도 순위에 대한 기술 분석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각각의 동기에 대해 조사대상자가 인식하는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분석을 실시하 다. <표 2>에 나타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사회적동기(M=4.114)가 가

장 높았고 이어서 상승동기(M=.4.093), 가치동기(M=.4036), 경력개발동기(M=.3.862), 이해동기

(M=.3.845), 보호동기(M=3.743) 순으로 나타났다.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클레리연구 결과와 유사

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  동기유형별 요도에 한 기술통계량

구분 순 평균(표 편차) 구분 순 평균(표 편차) N

사회  동기 1 4.114(.7040) 경력개발동기 4 3.862(.8175)

290상승동기 2 4.093(.7168) 이해동기 5 3.845(.680)

가치동기 3 4.036(.9421) 보호동기 6 3.743(.876)

3) 변수간 상관관계분석

<표 3>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원봉사과업 만족도의 하위요인 및 현재 기

관에서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속의지와 독립변수인 동기요인들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분석결과 대

체로 요인들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그리고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닌 것

으로 나타났다.

<표 3>  변수간 상 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성(1) 1

연령(2) .154** 1

활동기간(3) .192
**

.568*
**

1

가치(4) -.014 .109 .133
*

1

경력(5) -.043 -.186** -.034 .248*** 1

이해(6) -.042 -.070 .069 .306
***

.603
***

1

사회(7) -.066 .001 .084 .235
***

.461
***

.600
***

1

상승(8) -.019 -.010 .070 .236*** .392*** .570*** .452*** 1

보호(9) -.001 .156
**

.230
***

.256
***

.338
***

.511
***

.346
***

.464
***

1

시간유연성(10) -.047 -.062 .036 .125* .128* .172** .160** .290*** .140* 1

교육과 훈련(11) -.087 .038 .147* .113 .233*** .288*** .355*** .256*** .380*** .291*** 1

임 워먼트(12) -.065 .113 .249*** .289*** .317*** .488*** .368*** .412*** .440*** .467*** .565*** 1

상호작용(13) -.123* .137* .236*** .280*** .367*** .460*** .468*** .435*** .415*** .389*** .500*** .635*** 1

반 (14) -.191** -.031 .034 .172** .287*** .312*** .359*** .297*** .312*** .464*** .681*** .601*** .620*** 1

보상(15) -.143* -.256*** -.072 .039 .342*** .279*** .214*** .232*** .258*** .350*** .334*** .387*** .450*** .386*** 1

안 (16) -.071 -.019 .136* .206*** .212*** .324*** .257*** .311*** .259*** .606*** .450*** .656*** .513*** .587*** .357*** 1

지속의지(17) .034 .268*** .276*** .314*** .316*** .446*** .479*** .409*** .438*** .429*** .469*** .652*** .648*** .538*** .267*** .554*** 1

 *p<.05, **p<.01, ***p<.001

 ※ 성, 연령, 활동기간은 통제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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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기유형에 따른 유형별 자원봉사과업만족도와 지속의지와의 관계분석

동기유형에 따른 활동과업의 유형별 만족도 및 현재 기관에서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속의지와

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우선 성, 연령, 자원봉사활동기간을 통제한 상태에서 동기와 활동과업 유형별 만족도간의 관계를 살

펴보면, 첫째, 자원봉사활동의 시간유연성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은 상승

동기(β=.217) 뿐이었고 설명력은 8.2%이었다. 둘째, 교육과 훈련에 대한 만족도에는 보호동기(β

=.291), 사회적 동기(β=.261)가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고 있었고, 설명력은 18.9%이었다. 표준화된 

계수에서 알 수 있듯이 보호동기가 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임파워먼트에는 이

해동기(β=.237), 보호동기(β=.159), 상승동기(β=.128)가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 중 이해

동기가 상대적으로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27.0%이었다. 넷째, 상호작용에 대한 만족

도에 향을 미치는 동기변수는 사회적 동기(β=.219), 상승동기(β=.154), 보호동기(β=.116)이었다. 

이중 사회적 동기가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향을 미치고 있었고, 설명력은 29.3%이었다. 다섯째, 반

에는 사회적 동기(β=.229), 보호동기(β=.171)가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 중 사회적 동기

가 상대적으로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18.2%이었다. 여섯째, 보상에는 경력개발동기

(β=.264), 보호동기(β=.164)가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중 경력개발동기가 상대적으로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16.5%이었다. 일곱째, 기관의 안전한 봉사활동환경 제공에 대

한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은 통제변수인 자원봉사활동기간 외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구분

자원 사과업만족도
지속의지

시간유연성 교육과 훈련 임 워먼트 상호작용 반 보상 안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성 -.060 -.040 -.180 -.079 -.133 -.084 -.226
**

-.143 -.304
**

-.171 -.304 -.106 -.123 -.076 .015 .010

연령 -.005 -.124 -.001 -.015 .001 .014 .002 .059 .000 -.011 -.019** -.262 -.005 -.130 .007** .188

기간 .024 .089 .034 .086 .050
**

.179 .047
**

.168 .004 .013 .033 .065 .051
**

.178 .024 .090

가치 .043 .067 -.039 -.040 .067 .098 .053 .079 .022 .029 -.071 -.059 .068 .098 .074
*

.115

경력 -.020 -.028 .054 .049 .021 .027 .083 .107 .081 .093 .299** .214 -.021 -.027 .040 .054

이해 -.008 -.009 -.095 -.070 .224
**

.237 .080 .086 -.028 -.027 .014 .008 .150 .156 .087 .097

사회 .035 .040 .338
***

.261 .052 .057 .197
***

.219 .232
**

.229 .048 .029 .049 .053 .229
***

.267

상승 .217
***

.257 .053 .042 .115
*

.128 .137
*

.154 .094 .094 .069 .043 .122 .133 .091 .107

보호 .005 .008 .303*** .291 .116** .159 .084* .116 .139** .171 .248** .189 .046 .062 .101* .146

상수 2.890 1.217 1.397 1.306 2.041 1.950 2.623 1.021

R
2

.101 .224 .347 .386 .228 .220 .172 .406

수정 R
2

.072 .198 .326 .365 .202 .195 .145 .386

▵R
2

.082 .189 .270 .293 .182 .126 .124 .312

<표 4>  동기유형에 따른 유형별 과업만족도와 지속의지와의 계에 한 다 회귀분석

*p<.05, **p<.01, ***p<.001

※ 지면관계상 표준오차(S.E)는 싣지 못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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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조직에서의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동기변수는 가치동기(β

=.115), 사회적동기(β=.267), 보호동기(β=.146)이었고, 이중 사회적 동기가 상대적으로 가장 향력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31.2%이었다.

5. 결론 및 제언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에게 중요한 동기의 충족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는 자원봉사활동이 자원봉사자에게 개인적 의미를 갖는 혜택과 부합될 때 자원봉사자의 

만족도 및 지속의지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원봉사자의 만족도 증진과 지속

의지의 유지라는 성과를 위해서 지역사회복지조직은 자원봉사자의 동기와 혜택을 부합시킬 수 있는 

자원봉사과업설계의 개발 및 조직 환경의 조성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능주의 관점의 동기유형에 따른 유형별 자원봉사과업만족도와 현재 기관에서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속의지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 고,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지역사회복지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동기는 사회적 동기가 가장 중요

하게 나타났고, 이어서 상승동기, 가치 동기, 경력개발동기, 이해동기, 보호동기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

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동기가 강하다는 것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

사활동 및 조직선택을 고려하고 계획할 때, 동질적인 인간관계 확장 및 상보적인 교류에 대한 가능성

을 기대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과업특성을 고려한 자원봉사과업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동기요인들은 그 유형에 따라서 다

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시간유연성에는 상승동기가, 교육과 훈련에는 보호동기와 사회적 동기가, 

임파워먼트에는 이해동기, 보호동기, 상승동기가 각기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상호작용에 대한 만족도에는 사회적 동기, 상승동기, 보호동기가, 반 에는 사회적동기와 보호동기

가, 보상에는 경력개발동기와 보호동기가 각각 유의미하 다. 또한 각각의 만족도에 대한 동기유형의 

향력의 크기도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보호동기는 교육과 훈련에 대한 만족도에, 

이해동기는 임파워먼트에 대한 만족도에, 사회적 동기는 상호작용과 반 , 경력개발동기는 보상에 대

한 만족도에 가장 강력한 향요인이었다. 이는 자원봉사자의 개인적 동기 및 중요도에 따라 자원봉

사과업이 제공하는 혜택에 대한 인식 및 반응이 차별적이라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또한 

자원봉사자의 동기와 부합할 수 있는 혜택에 기반해서 과업 및 과업특성을 분류할 수 있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셋째, 현재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속의지에는 가치동기, 사회적 동기, 보호동기가 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 중 사회적동기가 가장 강력하 다. 그러므로 자원봉사자의 현재의 활동 및 조직에서의 지

속의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조직은 우선적으로 자원봉사자에게 인간관계 확대에의 기회

와 경험을 의도적으로 과업설계의 방향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비슷한 동기를 가진 자원봉사자

들과의 교류나 모임형성 등을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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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의 사회적동기, 가치동기, 보호동기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자원봉사과업설계 및 자원봉사자배치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복지조직은 비슷한 동기를 가진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대면적 모임, 오프라인 모임 

등의 집단형성과 지원을 과업설계상의 주요 추진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자 동기의 동

질성은 과업선택 및 목적에서 유사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므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목적, 과업과 관

련한 경험적 공통기반이 자원봉사자들 사이에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서로의 지식과 경험의 공

유 등 상보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러므로 집단내의 상보성, 응집력, 신뢰 등 

사회적 자본형성의 관점에서 자원봉사자모임이나 집단의 상호작용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

는 관리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동기와 유형별 자원봉사과업만족도 관계모형에 기반해서 자원봉사자의 배치의 전략을 활용해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동기와 자원봉사과업만족도 매치 선택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선택지에

는 자원봉사자의 동기우선순위와 유형별 자원봉사과업만족도에 근거해서 과업특성이 분류되고, 또 실

제적으로 선택 가능한 과업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자원봉사자의 동기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동기의 충족을 경험한 자원봉사자는 다른 과업에 대한 욕구를 가질 수 있으므로 자원봉사자의 동기에

는 기간별로 초ㆍ중, 단기 또는 6개월 미만, 6개월~1년 이하 등의 기간에 따른 동기수준의 사정 내용

도 포함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러 연구에서 자원봉사자 50%~60%는 보통 6개월 내에 탈락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시기를 기초선으로 하여 주기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자원봉사동기와 혜택의 부합을 기반으로 한 과업선택, 만족도 증진의 관리를 체계

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양식을 활용하여 자원봉사관리자와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의 

설정이나 목적의 변경, 과업의 선택 등에 대해 쉽고 유용하게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부록 1참조). 

이러한 합의에 의한 과업제공은 자원봉사자에게 자신의 선호에 의한 배치로 인식될 것이다.

셋째, 자원봉사자의 지속의지에는 사회적 동기, 가치동기, 보호동기가 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그

러므로 동질적 동기를 가진 자원봉사자들의 집단형성 및 지원과 더불어 현재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가

치를 실현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평가회나 수혜자의 감사편지, 조직의 연간보고서 등을 통하여 자원봉

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개인적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실 등의 조직 환경의 구축 및 활용 독려가 활발히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는 조사대상의 한계와 지역사회복지관 및 자원봉사관리자의 특성이 자원봉사동기, 

과업만족도 및 지속의지에 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조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 향후 사회복지관 및 전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고, 또한 지역사회복지조직특성 및 자원봉사관리자의 특성을 반 한 연구모델을 통

한 추후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가치동기보다는 사회적 동기 및 보호동

기가 강하다는 것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여성 혹은 전업주부, 학생들이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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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조사대상에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지 혹은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의 실태특성인지

에 대해서는 좀 더 엄 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추후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 형성 측면에

서 자원봉사활동의 동기, 동기충족도 및 성과에 대한 실증적ㆍ심층적 고찰이 매우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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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olunteers' Motive, Task 

Satisfaction and Retention Will 
- Functional Perspectives of Motivation -

Kang, Dae-Sun

(Uiduk University)

Bae, Ui-Sik

(Busan Digital University)

Ryu, Ki-Hyung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implications of volunteering's task 

design and the volunteer's placement that make the motive-benefit matching from 

the functional perspective of motivation. For this study. we conducted a 

multi-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volunteer motivation on 

task satisfaction and retention will. Results showed that first, volunteers‘ most 

important motive for  volunteering was social motive, followed by enhancement, 

value. Secondly, each motive influenced the task satisfaction and retention will of 

volunteers differentially.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Key words: Volunteers' motivation, Volunteering's function, Task satisfaction, 

Motive-benefit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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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자원 사자동기- 자원 사과업만족도 매치 선택지

만족도
시간

유연성

교육과

훈련
임 워먼트

상호

작용
반 보상

자원 사자동기

동기의 수

동기 기 6개월 6~1년
1~3년

이하

가치 2순

이해 +

사회 + + +

상승 + + + 1순

보호 + + + +

경력개발동기 +

선택

가능한 과업
A1, A2 A, A2, A2, A4, A5

A4, A5, 

A7
A5, A7 A10

선택한 과업  A1

주의사항

+ 정  향 계,

- 부정 인 향 계,

+ 핵심  향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