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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youth voluntary on sense of citizenship, positive 
self-perception, and peer relations, which procedures was conducted by being comparison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and high school ones. This study also use the data given by 2st of the Seou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SELS), 
which subjects were 7,593 youths(3,566 in middles school students and 4,027 in high school ones).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for youth's peer relations was sense of citizenship both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 which indicates 
not only that it is encouraged by sense of citizenship but also that developing and leading the sense of citizenship 
for youth should be given by the school welfare policy. Positive self-perception in middle school youth influenced 
the second effect on their peer relations, but high school student's peer relation was impacted by the voluntary service 
into a secondary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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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의 영향력에서 점차적으로 벗

어나 자율성을 추구하면서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특

성이 있기 때문에 또래관계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기이다(Jo & Kim, 2011). 특히 우리나라 청

소년들은 가정 보다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

로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맺는 또래와의 관계는 청소년

의 학교생활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성인기의 삶을 좌지

우지할 만큼 청소년의 전반적 발달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Bronfenbrener(1979)가 청소년 발달에 결정적 영

향을 주는 요인은 친구관계로 밝힌 것으로 그 중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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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입증되었다. 청소년들은 부모와 공유할 수 없는 생

각, 고민, 그리고 가치관 등을 또래와 공유하고 나눔으로

써 다양한 영향을 친구로부터 받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각종 정보

와 놀이문화를 공유하고 사회적 규범을 학습하기도 하고

(Do, Lee, Kim, Choe, & Lee, 2005),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가치관을 형성하고 행동 준거의 틀을 갖게 된다. 선
행연구들은 개인이 처한 문화나 환경에 따라 또래관계의 

양상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지만 또래관계의 영향력은 청

소년기를 넘어서서 성인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을 주장하였다(Jang, 2005; Lee, 2011; Lee, 2007). 결

국 청소년 시기의 또래관계는 청소년 개인의 미래를 점

쳐볼 수 있을 만큼 청소년 발달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청소년기는 발달적으로 미숙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또

래관계에서 얻어진 가치관은 고스란히 청소년 개인의 전

반적 삶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은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Han(2006)은 긍정적 또래관계가 청소년에

게 사회적 지지나 정서적 안정감과 같은 심리 내적 측면

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도덕성 및 인지 능력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Yu, Han, and Kim(2002)은 청

소년이 또래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지 못할수록 공격

성이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또래와의 관계가 긍정적이

고, 또래로부터 얻는 인기가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하고 지도력을 갖게 하여 학교적응도 잘 하지만 또래와

의 관계가 부정적이거나 부적절하면 공격성이 높게 나타

나고 학업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Crik, 
1999; Lambert, 1999; Lee, 1999). 실제 경험적 연구에

서도 같은 맥락의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Lausen, 
Furman, and Mooney(2006)는 긍정적으로 형성된 또래

관계가 심리적 안녕감으로 이어지지만 부정적 또래관계

는 정서적 문제로 이어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기

의 또래관계가 긍정적이지 못할수록 청소년의 건강한 발

달에도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청소년이 보다 

긍정적 또래관계를 구축하도록 돕는 하나의 방안으로 청

소년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

볼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연

구들은 크게 가족 요인과 청소년 개인적 요인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먼저 가족요인으로, 부모 간 갈등,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기능을 들 수 있고

(Ahn & Lee, 2009; Minuchin, 1985; Jo, 2001; Smith 

& Sharp, 1994; Yu, 2005), 청소년 개인적 요인으로는 

공격성,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성격, 우울, 낮은 학업

성취(Egan & Perry, 1998: Lee, 2011; Jung, 2006: 
Lee & Lee, 2004; Olweus, 1993)를 들 수 있다. 이렇

게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다양한데,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주 5일 수업제가 시행되면서 청소

년들이 비교적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자

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어떻게 관련성을 갖

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동안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된 연구가 상당수 진행되어 왔지만 현 시점

에서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영향력

을 살펴본다는 것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관심을 고조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

동이 청소년 발달에 주는 이로움을 이미 증명된 바 있다. 
Lee와 Lee(2010)에 따르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청

소년기에 갖추어야할 건강한 자질을 갖추어 청소년 발달

에 긍정적인 영향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점쳐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발달적 특징 중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해가는 시기이다. 청소년들은 이 때 맺어

진 자기 가치관으로 사회와 본격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된

다. 선행연구들은 자원봉사활동은 자아관의 뚜렷한 변화

를 가져오는 청소년들에게 삶의 의미 기반을 쌓을 수 있

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뿐 아니라 개인적 측면인 자

기지각이나 진로, 그리고 사회적 측면으로서의 긍정적 

대인관계, 사회적 참여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Choe & Jung, 2010; Kim, 
2009: Kim, 2007). Kwon(2004)의 연구에서도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능력 차원으로 강조한 도덕성 발달에 청

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유력하게 예측된 것으로 나

타났다.
자원봉사활동은 특히 청소년의 대인관계 능력인 또래

관계에도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과 대인관계 차원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

를 수행한 Moon과 Moon(2009), 그리고 Gomez와 

Gunderson(2003)은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한 이후 친구와 더 잘 협력하고 더 원만한 친구관계를 유

지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연구들(Cconrad 
& Hedin, 1989: Debats, Drost, & Hasen, 1995: 
Hammilton & Fenzel, 1998: Markus, Howard, & 
King, 1993: Sundeen & Raskoff, 2000)에서도 청소년

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비 참여에 비해 청소년들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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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책임감 향상과 친구에 대한 이해, 친구관계 기술 및 

의사소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청소년이 직접 경험하면서 공감과 이타적 능력을 기

르며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이 청소

년기에 맺어가는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또래관계

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입증된 결과이다. 
시민의식은 ‘참여와 자원봉사 및 모든 시민을 위해서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공동체 개선을 지향

하는 것’으로 Ross(2007)는 정의하였다. Youniss와 

Yates(1999)가 밝힌 것처럼 청소년이 경험하는 자원봉

사활동은 시민의식을 기르는데 최적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Hong과 Nam(2004)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적 참여활동은 청소년 자신이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라는 정체성을 가질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민주적 절

차에 따른 다양한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민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Kim(2001)는 청소년들이 다

양한 사회체험활동을 많이 할수록 시민의식이 높아짐을 보

고하였고, Albanesi, Cicobnani, and Zani(2007)도 청소년

의 경험하는 다양한 참여활동이 공동체성을 높이는데 기여

하였음을 증명해 주었다. 이외 다른 연구들도 청소년의 자

원봉사활동만큼 시민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Chavis & Wandersman, 1990; Eun, 
2002; Kang, 2001: Kim, 2007; Kwak & Moon, 2010; 
Icholv, 1990: Lee & Lee, 2010).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사회의 한 일원임을 자연스

럽게 자각하게 되고, 사회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감이 특히 

청소년기 발달적 특성상 더 빨리 흡수되는 학습효과가 있

기 때문이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얻어진 시민의식은 청소년 발달

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도 청소년이 맺는 

대인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자원봉사

활동으로 발달된 시민의식이 대인관계 기술과 이타성으

로 대변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공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인관계가 증진되는 효과가 

있음을 말하였다(Hu & Jung, 2008: Yang, 1988). 비록 

사이버 상이지만 참여(participation)와 연대(solidarity)
를 통해 얻어지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의 관계를 검증

한 Jo와 Kim(2006)은 훈련된 공동체의식은 특히 대인관

계에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타인에 대한 배려가 친구관계 

증진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최근 밝혀진 실증적 연구

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할 때 초기

에는 자기중심으로 상대를 고르는 측면이 있었다면 집단

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이후에는 타인 중심으로의 변화가 

생기면서 교우관계가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Roh, 
2008). 또한 Cohn(2008)은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체득하게 된 공동체적 의식이 자기 자신을 보다 긍

정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도 어렵지 

않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이러한 근거로 

볼 때 청소년기의 자원봉사활동은 또래관계를 보다 긍정

적으로 이끌어가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자원

봉사활동을 통해 키워진 청소년의 시민의식이 또래관계

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발달된 시민의식이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효과를 가지면서 또래관계가 간접적으로 향상

되는 구조적 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다.
한편 Harter(1985, 1988)는 자기를 지각하는 개념이 

일반적으로는 연령 증가와 정비례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

을 어떻게 지각하느냐는 확장 영역인 또래관계, 앞으로

의 진로 및 직업 선택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몇몇 선행연구들(Jo, 1997; Klein, 1995)은 청소년기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었던 아동기에서 벗어나 점차적으로 

자기 외적 요인에서 자기 지각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고, 
청소년 시기에 맺어진 자기 지각이 긍정적이고 건강할수

록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며, 대인관계도 원만하지만 

자기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은 비합리적이고 소극

적이며, 타인을 불신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인과적 경로

를 말하기도 하였다. Kim(1987)는 건강한 자기지각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고, Yu(2005)는 대학생들의 마음과 정신을 가장 혼

돈하게 만드는 요인이 긍정적이지 못한 자기지각 때문임

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주장하였다. 이는 최근에 보고한 

한 연구(Choe, 2010)를 통해 입증되기도 하였다. 청소년

이 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각할수록 또래관계가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청소년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자기를 지각하는 자체가 또래관

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이 자기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데 도움

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몇몇 연구들은 청소년이 참

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영향력을 입증해 주었다. 
Kim(2009)은 청소년이 갖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만족

도가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감, 리더십 향상 및 자아존중

감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밝혔고, Oh(2007)도 청소년 

시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널리 알려진 자아감을 갖는데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피력 하였다. 자원봉사활동은 

이타성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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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oretical model of this study

지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더 좋아지기 때문이다

(Kim, 2009).
한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와 파생되는 영향이 발

달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oon과 

Moon(2009),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2008)는
일제히 중학생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비해 고등학생

의 참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Hu와 

Jung(2010)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의식을 검증하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중학생의 자원봉사활동

은 진로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밝히면서 중학

생과 고등학생은 비록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지만 

처해진 발달 환경과 자기지각 및 심리구조에는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따로 구분하여 살펴

보는 것이 타당한 분석방법임을 시사해주었다. 이로 미

루어 볼 때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

로 분명한 발달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으로 

학습되는 시민의식과 자기가치관, 그리고 행복감 등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Dong, 
Jeon, and Kim(2012)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

여 성취압력과 입시부담감이 공동체의식을 저하시켰다고 

보고하면서 팽배한 입시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대상이 

고등학생만은 아니기 때문에 중학생도 동시에 분석하여 

공동체 의식이 청소년 환경 변인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

는지를 구분해야 청소년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더욱이 Gross와 Dynneson(1991)도 시민의식은 선천

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 및 학교, 또는 사회의 

교육을 통해 학습된다고 밝히면서 학습된 시민의식이 성

인기 역할에도 기여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시민교육을 

함양하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를 중학교시기로 보고 측정 

자체를 발달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이와 같은 근거로 본 연구는 중학생과 고

등학생을 따로 구분하여 각 경로를 검증함으로써 자원봉

사활동이 또래관계에 이르는 경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실증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위의 선행연

구들을 토대로 종합해 볼 때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은 

또래관계를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시

민의식을 더욱 함양케 하며 청소년기 자기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는데 도움을 주면서 이러한 긍정적 인

과 과정이 결국에 청소년 시기에 매우 중요한 또래관계

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 연구는 내다본다. 이러한 구

조적 관계를 검증해 봄으로써 본 연구는 청소년들 간의 

또래관계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를 알아

보며, 청소년 상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본 연구가 세워본 연구문제와 

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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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봉사활동이 중학생의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

지각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자원봉사활동이 고등학생의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

기지각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

지각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계수

의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간 차이는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이 지난 2010년

부터 서울시 소재 초, 중, 고등학생 16,0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교육종단패널연구’에서 제공한 2차년도 데

이터를 사용하였다. '서울교육종단패널연구’는 서울지역 

학생들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변화 과정을 실증적으

로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 7월

부터 관내 초등학교 4학년 5,059명, 중학교 1학년 4,544
명, 고등학교 1학년 6,456명의 학생들을 패널로 하여 수

행된 조사연구 사업이다. 각 패널이 해당 학교급을 졸업

하는 시점인 향후 3년에서 초등학생 패널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2018년 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이

다. 2010년부터 시작된 서울교육종단연구의 목적은 서울

지역 학생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변화 과정을 실증적

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각 조

사 영역으로 고교체제, 교육격차, 사교육 및방과후학교, 
학업성취, 교수활동, 진로ㆍ적성, 학부모 참여, 정의적 

특성 등의 주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자원봉사활

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중학생 3,570명과 고등학생 

4,002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주어진 패널 자

료에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대한 측정이 없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서울교육종단패널 중 2011년에 조사된 

제2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각 척도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측정하기 위해서 서

울교육종단패널에서 제시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문항

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4문항으로 이루어졌고, ‘봉사

활동은 시간 낭비다’,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보람을 느

낀다’, ‘봉사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다’, ‘어른이 

되어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

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Likert 5
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봉

사활동에 대한 만족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문항의 신

뢰도는 중학생 .834, 고등학생 .859로 나타났다. 

2) 긍정적 자기지각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서울교육종단패널에서 제시한 ‘청
소년의 자아 개념’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교

육종단패널에서 자아개념으로 명명한 변인 명을 ‘긍정적 

자기지각’으로 바꾸었다. 일반적으로 자아개념은 자아지

각과 자기지각으로 혼용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종있고, 
구성된 문항 자체가 청소년이 자기 자신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지각하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이루어졌기 때

문에 변수의 명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문항은 총 5문항으로 이루어졌고, ‘나 자신이 좋은 성품

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

람이라고 생각한다’,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

각한다’,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자기 자

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항의 신뢰도

는 중학생 .923, 고등학생 .885로 나타났다. 

3) 시민의식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서울교육종

단패널에서 제시한 ‘청소년의 시민의식’ 문항을 사용하

였다. 문항은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졌고, ‘버스나 지하철

에서 노약자나 장애인이 타면 자리를 양보한다’, ‘어려움

을 겪는 친구들을 잘 도와준다’, ‘학교공부가 뒤쳐진 친

구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기위해 노력한다’, ‘우리반, 
우리 학교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든다’ 등으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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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s of variables *(high school students)
N=3,570(4,002)

Variables 1 2 3 4

1. Youth Voluntary Service 1

2. Sense of Citizenship .458***

(.436***) 1

3. Positive Self-Perception .286***

(.294***)
.502***

(.466***) 1

4. Peer Relationship .220***

(.242***)
.378***

(.413***)
.375***

(.378***) 1

***p<.001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

년이 갖는 시민의식이 높음을 보여준다. 이 문항의 신뢰

도는 중학생 .870, 고등학생 .834로 나타났다. 

4) 또래관계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서울교육종단

패널에서 제시한 ‘청소년의 또래관계’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4문항으로 이루어졌고, ‘믿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혼자 있기 보다

는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친구들과 서로 싸우더라도 금

방 화해 한다’,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도와준다’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

다’의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또래관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이 문항의 신

뢰도는 중학생 .734, 고등학생 .731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는 Cronbach's α 값의 추정

을 통해 척도의 신뢰도를 구하였고, 각 측정 변인들의 상

관관계를 산출하였는데, 이러한 기초적 분석은 SPSS 
12.0 Program을 사용하였다.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세

워본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통해 구축된 

측정변인들만을 가지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제시된 변인들의 하위요인을 나눌 수 없는 구조로 구성

되어 있어서 잠재변인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

해서 기존의 t-test 검증방식이 아닌 측정오차를 따로 통

제하여 보다 실질적인 차이를 검증해 볼 수 있는 각 경로

계수에 등가제약을 설정하여 두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

았다. 이에 대한 분석은 AMOS 7.0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AMOS를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하는데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이 사용되지만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자료의 결측치(missing values)로 인

해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

다. 일반적으로 FIML은 한 변수의 결측치가 무선적으로 발

생하였거나, 한 변수의 결측 여부가 다른 변수의 값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에 정확하게 미지수 추정을 하는데 용이하다

(Kim·Kim·Hong, 2007). FIML 방식을 이용하면 결측치가 

있는 자료라 하더라도 분석이 가능하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χ2 

검정과 다른 적

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여러 적합도가 있지

만 본 연구에서는 TLI, CFI, RMSEA를 사용하였는데, 
이 지수들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

문이다(Hong, 2000). TLI와 CFI의 경우 .90 값 이상일 

때, RMSEA는 .05 이하일 때 일반적으로 그 모형이 자

료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Ⅲ. 연구 결과

1.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각 변인들 간의 상관과 

예측된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의 적률상관관

계를 구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

다. 각 변인들의 방향성은 예측된 방향으로 나타났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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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it index of middle school students model

χ2/(df)/p TLI CFI RMSEA

5.864/(1)/.015 .982 .998 .037

N=3,570

                                                Significant Path Coeffic
 Non-significant Path Coefficient

***P<.001.

[Figure 2] Path model of middle school students

의한 상관은 중학생의 경우 .220에서 .502의 범위를 보였

고, 고등학생은 .242에서 .466의 범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시민의식, 긍정적 자기지각, 
또래관계 모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원봉사활동이 중학생의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

기지각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원봉사활동이 중학생의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지

각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론

적으로 세워본 연구모형 검증에 대한 결과는 <Table 2>
에 나타난 바와 같고, 경로계수의 값은 <Table 3>에서 

제시되었다. 일반적으로 모형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χ2
의 유의확률 >.05, TLI >.90-1사이, CFI >.90-1사이, 

RMSEA <.08이다(Bae, 2009; Hong, 2000). Figure 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χ2검정을 기준으로 본 연구모형을 판

단해 본다면 적합하지 않지만(χ2=5.864, p<.05), χ2 검정

은 사례수가 많아질수록 커지고 작아질수록 낮아지게 반

응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례 수와 모형의 간명성을 동

시에 고려하는 TLI, CFI, RMSEA로 모형의 적합도를 최

종적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TLI=.982, CFI=.998로 나

타나 적합하였고, RMSEA도 .037로 나타나 모형이 자료

를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므로 최종 모

형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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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gression weights of middle school students

Path Regression
Weights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S.E C.R

Voluntary Service →
Sense of Citizenship .335 .458 .012 30.842***

Voluntary Service →
Positive Self-Perception .072 .071 .016 4.390***

Voluntary Service →
Peer Relationship .038 .031 .011 1.756

Sense of Citizenship →
Positive Self-Perception .610 .469 .021 28.950***

Sense of Citizenship →
Peer Relationship .248 .255 .017 14.697***

Positive Self-Perception →
Peer Relationship .184 .246 .013 14.180***

***P<.001

<Table 4>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dependence
Variables

Dependence
Variable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Voluntary Service

Peer Relationship - .187 .187

Sense of Citizenship .458 - .458

Positive 
Self-Perception .071 .215 .286

Sense of Citizenship
Positive 

Self-Perception .469 - .469

Peer Relationship .255 .116 .371

Positive 
Self-Perception Peer Relationship .246 - .246

 중학생의 경로모형에 대한 직·간접 및 총 효과 분해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중학생의 자원봉사활동

은 시민의식에 .458, 긍정적 자기지각에 .071의 유효한 

직접 효과를 주었고, 간접경로로, 시민의식 또는 긍정적 

자기지각의 각각의 경로를 통해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

지각의 경로로 또래관계 .187의 간접효과를 미쳤다. 또

한 시민의식을 통해 긍정적 자기지각에 .215의 간접효과

를 주었다. 하지만 또래관계에 대한 .031의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를 설명하자면, 중학생

의 자원봉사활동은 비록 또래관계를 직접적으로 높이지 

못하였지만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지각을 직접적으로 

높였고, 이 두 변인이 상호작용하거나 각각의 경로로 또

래관계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높인 것이다. 
또한 중학생의 시민의식은 긍정적 자기지각에 .469, 

또래관계에 .255의 직접효과를 미쳤고, 긍정적 자기지각

을 통해 또래관계에 .116의 간접효과 준 것으로 나타났

다. 결국 중학생의 시민의식은 긍정적 자기지각과 또래

관계를 직접적으로 높였을 뿐 아니라 높아진 긍정적 자

기지각이 또래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결과가 나타났

다. 한편 긍정적 자기지각은 또래관계에 .246의 영향을 

주어 중학생이 자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또래

관계 또한 향상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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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it index of high school students model

χ2/(df)/p TLI CFI RMSEA

17.282/(1)/.001 .946 .995 .071

N=4,002
                                                     Significant Path Coefficient

***P<.001.

[Figure 3] Path model of high school students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중학생의 봉사활동은 또래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

기지각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나 자원봉사활동이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지각을 

높이면서 또래관계가 증진되는 경로를 보여주었다. 

 3. 자원봉사활동이 고등학생의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지각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원봉사활동이 중학생의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지

각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이

론적으로 세워본 연구모형 검증에 대한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고, 경로계수의 값은 <Table 6>에

서 제시되었다. 고등학생의 경로모형의 적합도는 χ2 값

이 17.282로 나타나 다소 부적합하게 나타났지만 사례수

(4,002)를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수용할만한 수치이다. 

다른 적합도들 또한TLI .946, CFI .995, RMSEA .071
로 나타났다. 모형이 자료를 대체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로모형에 대한 직·간접 및 총 효과 분해

는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고등학생의 자원봉사

활동은 또래관계에 .055, 시민의식에 .470, 긍정적 자기

지각에 .110의 직접효과를 주었고, 간접경로로, 시민의식

과 긍정적 자기지각만을 통해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지

각의 경로로 또래관계 .219의 간접효과를 미쳤다. 고등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이 또래관계에 주었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효과는 중학생의 경우와는 다른 결과이다. 
즉, 고등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은 또래관계, 시민의식, 긍

정적 자기지각을 직접적으로 높일 뿐 아니라 이 두 변인

이 상호작용하거나 각각의 경로로 또래관계를 간접적으

로 높이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시민의식은 긍정적 자기지각에 .555, 또래관계에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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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gression Weights of High School Students

Path Regression
Weights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S.E C.R

Voluntary Service →
Sense of Citizenship .378 .470 .013 30.161***

Voluntary Service →
Peer Relationship .057 .055 .013 4.292***

Voluntary Service →
Positive Self-Perception .121 .110 .023 4.585***

Sense of Citizenship →
Positive Self-Perception .743 .555 .020 37.825***

Sense of Citizenship →
Peer Relationship .356 .364 .019 18.499***

Positive Self-Perception → Peer 
Relationship .134 .183 .013 4.292***

***p<.001

<Table 7>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high school students

Independence
Variables

Dependence
Variable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Voluntary Service

Peer Relationship .073 .219 .292

Sense of Citizenship .470 - .470

Positive 
Self-Perception .110 .260 .370

Sense of Citizenship
Positive 

Self-Perception .555 - .555

Peer Relationship .364 .102 .466

Positive 
Self-Perception Peer Relationship .183 - .183

의 직접효과를 주었고, 긍정적 자기지각을 통해 또래관

계에 .102의 간접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고

등학생이 갖는 시민의식은 긍정적 자기지각과 또래관계

를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높아진 

긍정적 자기지각을 매개로 하여 또래관계를 높이는 결과

를 보여주었다. 한편 고등학생의 긍정적 자기지각은 또

래관계에 .183의 직접효과를 미침으로써 자기에 대한 고

등학생의 긍정적 지각이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었다.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고등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은 또

래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지각을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준 것으

로 나타나 중학생의 경우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고등

학생의 또래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변인은 중학생의 

경우와 같이 시민의식(.466)이었고, 이 변인은 직·간접 

모두의 영향을 주었다. 중학생과는 대조적으로 고등학생

의 자원봉사활동(.292)이 또래관계를 시민의식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친 변인으로 나타났다. 

4.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

기지각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학

생과 고등학생의 다집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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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Path coefficients comparison betwee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from non-equivalence 

constrain model

Equivalenced path DF χ2 TLI

Voluntary Service →
Sense of Citizenship 1 11.897** .037

Voluntary Service →
Peer Relationship 1 5.003* .016

Voluntary Service →
Positive Self-Perception 1 .158 .000

Sense of Citizenship →
Positive Self-Perception 1 1.292 .002

Sense of Citizenship →
Peer Relationship 1 5.121* .018

Positive Self-Perception → Peer 
Relationship 1 .098 .000

*P<.05, **P<.01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간 존재할 수 

있는 경로계수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

모형 내 존재하는 6개 모형 즉, 중학생은 a부터 f까지, 고
등학생은 a1부터 f1까지의 경로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6개를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과 

비교하였다. 이는 통해 각 경로계수의 실질적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는데 용이하다. <Table 8>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서 시민의식 간 경로

(중, .458; 고, .435), 자원봉사활동에서 또래관계의 경로

(중, .031; 고, .055), 시민의식에서 또래관계의 경로(중, 
.239; 고, .279)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의 경로계수에 

차이를 보였다. 즉, 자원봉사활동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중학생이 고등학생 보다 더 높았고, 자원봉사활

동에서 또래관계의 경로와 시민의식에서 또래관계의 경

로에서의 영향은 고등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발달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민감한 시기에 누구와 접촉

하며 상호작용하는가는 청소년 개인의 미래가 달려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청소년기는 좀 더 확장된 

대인관계 영역인 또래관계는 심리적 지지, 우울 및 학교

생활 부적응과 같은 청소년기 매우 중요한 생활 변인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본 결과, 청
소년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자원봉사활동은 또래 관계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시민의식과 긍정

적 자기지각을 높이는 특성 때문에 이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 중 하나가 또래관계 증진임을 시사해 주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청소년기 또래관계의 중요

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과 이로 이어지는 시민의식 및 긍정적 자기지각의 

매개효과를 탐색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및 상담 현장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이 제공한 자료 중에서 

평소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중학생 3,570명과 

고등학생 4,002명을 대상으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자원

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지각 및 또

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와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의 경로계수의 영향력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

해 검증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이 직접적으로 또

래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

지각을 매개로 하여 또래관계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이 또래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지각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었다. 결국,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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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봉사활동이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지각을 높이기 때

문에 높아진 이 두 변인들이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준다는데 대해서는 같았지만 또래관계에 미치는 직접

적인 경로에는 다소간에 차이를 보였다.
선행연구들(Kim, 1999; Lee, 2009; Moon & Moon, 

2009)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성을 

말하면서 자기정체감, 시민의식, 자아존중감과 같은 변인

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Kim(2007)과 Kim(2005)도 청소년

의 자원봉사활동은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때문에 자기 자

신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되면서 사회과 타

인에 대한 책임감이 증진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

구들은 본 연구와 같이 최종 종속 변인으로 또래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발달 및 책임

이라는 범주에 또래관계가 속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본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하는 양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중학생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이 또래관계를 직접

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지만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유의

미한 영향을 주었다. Hu와 Jung(2010)의 연구에서 자원

봉사활동이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의 사회적 관계인 부

모애착과 또래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과 또래관계를 

검증한 Kim과 An(2012)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시

간은 또래관계를 설명하지 못하였지만 자원봉사 활동 이

후의 만족도는 또래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onrad와 Hedin(1982)도 어린 나이에 자원봉사활

동에 참가할수록 가장 많이 발달하는 것은 도덕성과, 문

제해결능력, 그리고 친구관계가 포함된 사회적 관계임을 

말하였다. 
선행연구들의 일관된 결과를 주목해 볼 때 본 연구에

서 나타난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다소 다른 결과이다. 이

는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또래관계 및 부모 애착과 같은 

변인들을 매개변인으로 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 이

후에 종속 변인으로 영향을 준다는 가정으로 이론적 모

델을 검증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

기지각을 매개로 하는 최종 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나타난 결

과는 중학생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이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지각을 설명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직접이 아닌 

간접적으로만 또래관계를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추

측해 볼 수 있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이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지각 및 또래관계에 고루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래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연구에서는 

또래관계와 시민의식, 그리고 자기의식 간 선행되는 변

인이 무엇인지를 종단적 모형을 통해 자기회귀 교차 지

연과 같은 분석방법으로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또래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인은 중학생

과 고등학생 모두 시민의식인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의 구분 없이 중요한 변인으로 대두되었다. 
즉,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을 높이는 것은 또래관계를 보

다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됨을 본 연구는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의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얻어진 청소년들의 시민적 정체성이 대인관계 및 사회적 

책임감을 더욱 증진시킨 것으로 보고한 Youniss와 

Yates(1999)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최근 발표

된 연구에서 Ko와 Nam(2011)은 청소년이 참여하는 다

양한 체험활동 중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이 친구관계의 증

진에 가장 큰 효과 값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Kang, 
Palisano, Orin, Chiarello, King, and Polansky(2010)
는 자원봉사활동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또래관계 증진에 

교화가 있는지를 밝혀냈다. 그들에 따르면 청소년이 참

여하는 다양한 참여활동이 길어질수록 공동체의식이 발

달해가면서 심리적 안녕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청소년은 

주위 사람에 대한 배려심과 이타심이 발달함으로써 친구

관계가 좋아졌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보

다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시

민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청
소년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이 시민의식을 

갖게 하면서 이를 통해 발현되는 긍정적 또래관계의 효

과성을 선행연구들도 입증하고 있듯이, 교육 차원에서 

정규수업과정의 한 부분으로 채택한다면 장기적으로 청

소년들 간의 또래관계가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

을 것이다. 청소년이 갖는 시민의식은 청소년 개인의 영

역 차원에서도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범사회적 차원에서

도 긍정적 미래 사회의 확충과 사회적 비용의 감소 등과 

같은 이로운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자원봉사활동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중학

생이 고등학생 보다 더 높았고, 자원봉사활동에서 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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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경로와 시민의식에서 또래관계의 경로에서의 영

향은 고등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선행연구들이 검증해 본 

바가 적은 실정이지만 발달 시기별로 자원봉사활동의 참

여 실태를 조사한 Hu와 Jung(2010)은 중학생의 자원봉

사활동 참여 빈도가 고등학생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고

하였다. 전문화된 봉사활동 영역에서는 고등학교로 갈수

록 더 높았지만 중학교 집단에서는 캠페인과 위문활동, 
환경보존과 같은 영역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학

생과 고등학생 간 자원봉사의 효과성에서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말해주었다. Hamilton과 Fenzel(1998)
은 자원봉사활동의 다양한 영향력 중에 연령이 어릴수록 

자기를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한다거나 보다 건강한 사회

적 의식을 갖는데 용이한데 반해 상급 학년으로 올라갈

수록 사회적 관계 차원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가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뒷받침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성이 발

달 단계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결과

로 어린 나이 때부터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한다면 인지 

및 지각 차원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자원봉사활동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에게 다양한 

이로움을 준다. 인지와 의식 차원인 개인 변인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차원인 또래관계에도 직간

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으로 자

원봉사활동이 중학생에게는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지각

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또래관계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면 상급학년인 고등학생에게 자원

봉사활동은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지각을 높이면서 또

래관계를 간접적으로 설명할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영

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적 근

거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이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기지각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구분

하여 살펴보아 결과를 도출하였다는데 의의를 둔다.
후속연구를 위해 본 연구가 제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

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가 인구사회학적 변

인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 개인 및 환경 변인

에 대해서는 검증해 볼 수 없었던 것은 본 연구가 갖는 

분명한 한계점이다. 후속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는 성별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원

봉사활동이 청소년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지만 주로 시민의식, 공동체의

식,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과 같은 변인들과 단편적인 

관계만 살펴보고 있는 실정이어서 각 변인들 간 구조적 

관계가 어떠한지를 파악해 보는데 한계가 있다. 후속연

구에서는 통합적 모형을 설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이 청소

년 개인 변인과 환경적 변인에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갖

는지를 검증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시민의식, 긍정적 자기

지각, 또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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