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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영향력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문헌고찰 및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독립변수로 개인특성변인, 참여관련변
인, 관리과정변인 등 융복합적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종속변수은 지속적 참여의 두 가지 차원인 지속적 참여의사, 

참여강도의 두 가지 차원으로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
어 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높은 자원봉사에 대한 행동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주부들에 대
한 자원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홍보방안이나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자원봉사활동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는 월평균 참여횟수가 3회이상, 1회 활동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원봉
사활동 참여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동체 발전의 원동력임과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활동임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식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자원봉사활동 주관 단체는 활동 참가자
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노력들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자원봉사, 지속성, 지속의지, 참여강도, 참여동기, 융복합적 요인

Abstract  This study targeted volunteers to identify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attitude for participating in the 
volunteer activities going forth, and their effect. The independent are consisted of personal characteristic 
variables, participation related variables, management process variables. As for the dependent variables, they 
included the will to participate continually and degree of participation.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First, volunteer work agency try to activate housewives‘ participants. Second, the volunteer work agency need 
to improve and develop the programs which are consisted of more 3-hours per participation and three times per 
month. Third, so the motivations are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affect the sustainability, volunteer programs 
must be established to realize effective experience learning and social participation. Forth, a systematic 
management for the volunteer programs must be established to activate more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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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성인의 자원 사 참여율은 1999년 7.2%이었

던 것이 2014년에는 22.5%로 증가하여 커다란 양 성장

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5년 기 으로 국 시·군·구에 

247개의 자원 사센터가 운 되고 있으며, 그곳에 등록

된 자원 사자의 수는 3백만 명에 달한다. 이를 리하는 

민간 문 인력도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1,16].

그 지만 자원 사활동의 참여자의 규모는 격한 양

 성장을 이루었으나 여 히 개선되어야 할 들이 제

기되고 있는데, 자원 사활동의 목 과 부합하지 않는 

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정 시기

에 단순하고 일회 인 참여 비율이 높고, 정기 으로 꾸

히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지  등이 있다. 

한 리기 의 인 자원 개발  리체계도 개선되어

야 할 문제 으로 제시되고 있다[1,2,3].

이러한 문제 은 자원 사활동의 이 창기에는 

자원 사자의 수, 즉 양  성장에 맞추어졌지만 자원

사활동이 성숙단계에 어들면서 자원 사 참여주체  

활동 역의 다양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 참여자들에 

한 체계 ・효율  리 등과 같은 질  성장으로의 

방향성 환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3,4].

자원 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참여자들이 지속 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한 외 상 격히 

증가한 자원 사 참여자 증가와 유사하게 도에 탈락하

는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음이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도탈락 문제 들은 자원 사 련 기 의 담당직원들로

부터 제기되어지는 실질 인 부분이란 에 주의가 모아

지고 있다.  이러한 도탈락과 련된 문제 을 해결하

기 해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은 자원 사활

동의 지속성에 미치는 향요인 분석에 이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다[5,6,7].  

선행연구들에 한 검토 결과 자원 사자 참여의 지

속성에 미치는 향요인은 자원 사활동의 참여 동기뿐

만 아니라, 자원 사자에 한 리과정 등 다양한 향

요인이 존재한다. 그리고 자원 사 기 의 역할에 따라 

지속성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악할 수 있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원 사자의 참여활동 지속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속성 향요인 

 상  향요인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실증 으로 

분석하 다. 한 분석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효율 인 

자원 사 리체계 구축과 자원 사자들의 지속 인 참

여 유지를 한 정책 인 시사 을 제시하 다.

2. 이론적 배경 

2.1 자원봉사 지속성의 개념 

최근의 자원 사와 련된 연구들은 자원 사활동 참

여자들의 극 이고 지속 인 참여에 심을 기울이고 

있다[5,6]. 자원 사활동에 한 기의 연구들이 개인

인 특성을 반 하는 참여 동기나 만족도에 을 두었

다면, 최근의 연구들은 지속성과 련된 연구들로서 상

황 이고 환경 인 요인 특성에 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8]. 이러한 지속성 개념은 지속의지, 지속기간  참

여강도 등을 포함하여 설명되고 있다[9]. 이 연구에서는 

자원 사활동의 지속의지  참여강도 향요인에 하

여 논의하고자 하 다. 

지속성은 목 성을 띠고 일정기간 지속 으로 이루어

지는 행 이며, 우연 이거나 일시  충동으로 이루어지

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10]. 일반 으

로 자원 사활동에서의 지속성은 지속의지와 일정기간 

지속되는 시간 인 의미의 결합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5,9].  

자원 사활동에 1회 이상 참여한 자원 사자 가운데 

정기 으로 활동하는 자원 사자는 2014년 기  37.7%

이고, 주 1회 이상 참여자는 30%, 월 1회 이상 자원 사

활동을 하는 비율은 42.5%로 나타났다[16].  기 별  

지속율을 종합한 체  지속율을 보면 사활동을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나면 사자 체의 35%가 단하

고 65%만이 활동을 지속한다고 조사되었다[11]. 이러한 

격한 단율은 4-5개월 사이에는 다소 진정되다가 6-7

개월 째 다시 증가하여 6개월이 지나면 무려 반의 자원

사자들이 활동을 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

므로 6개월이 자원 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하나의 

환 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2]. 

권순미는 자원 사활동 참여 의무시간과 계없이 ‘일

평생 계속하고 싶다’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하

고 싶다’고 응답할 경우 지속의지가 확실한 집단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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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다.  한 ‘시간과 기회가 허락한다면 하고 싶

다’고 응답할 경우 보통정도의 집단으로,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응답할 경우에는 지속의지가 없는 집단

으로 규정하고 있다[9]. 

지속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부분의 연구자들은 사

활동을 하고 있는 지속 기간과 향후 사활동에 참여할 

지속의지와 극 으로 사활동에 참여하는 참여강도

를 자원 사활동의 지속성으로 보았다[5,9].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지속성의 개념은 

자원 사활동의 지속기간  시간, 지속의지  참여강

도 등을 그 구성요소로 되어 주로 사용되고 있다[9,11].  

그리고 지속의지는 부분의 연구에서 지속성을 나타내

는 척도에 공통 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

속성을 지속의지와 참여강도가 결합된 형태로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하 다.

지속의지는 재 사활동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자원

사활동에 참여할 것인가에 한 개인의 의지를 의미한

다.  즉 향후 행동의지는 자원 사활동에 한 지속의지

를 나타내며, 지속의지는 자원 사활동에 한 향후 참

여 의지뿐만 아니라 자원 사활동에 한 만족이나 타인

에 한 자원 사활동의 권유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

는 개념으로 악하 다. 참여강도는 자원 사 참여시 

개인이 사활동에 극 으로 참여할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활동 몰입과도 연결되며 사활동의 지속성으

로 이어진다.  한 사활동의 참여강도는 인지  요인

뿐만 아니라 정서  동기요인들이 내포되어 있어 참여강

도는 사활동을 극 이고 지속 으로 유지하는데 

요한 요인이다. 지속성으로서 참여강도는 개인  수 에

서 자원 사활동 참여자가 할당된 과업이나 업무에 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의 정도 혹은 기 되

는 효과로부터 나올 수 있으며, 사회 으로는 개개인들

이 인지하고 있는 규범이나 상황  압력에 의해서도 

향을 받을 수 있다[5].  참여강도와 련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참여강도란 개인이 지각한 극성의 정도나 혹은 

사참여자들이 활동한 총 시간 등으로 측정할 수 있으

나, 이러한 양 측정만으로 자원 사자들이 수행하는 과

업 혹은 업무 특성을 온 히 반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

문에 투입한 시간으로만 참여강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 이 있다[6]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참여강도를 조직몰입 는 

활동몰입의 수 으로 보면서 지속성의 하  개념  하

나로 설명하고 있다.  조직몰입이란 조직의 구성원이 자

신과 조직을 동일시하면서 자신이 속한 조직에 감성  

애착을 느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Allen & Myer, 

1990; [5], 재인용).  이러한 조직몰입의 상태는 환경의 변

화와 덜 향을 받으며, 조직내에서 본인에게 할당된 과

업에 해 심리 인 애착을 느끼며 이러한 심리  상태

를 매개로하여 공헌하고자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

서, 자원 사활동의 몰입이라 함은 사활동기 이나 

련 조직과 련한 자원 사자 개인의 심리  상태를 설

명하는 것으로 참여강도는 소속해 있는 조직에서 제공하

는 외재  보상이나 는 가치일치 등에 의해 향을 받

으며, 이처럼 개인과 조직 간의 목표 는 가치 등의 일

치가 가장 핵심 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4,5].

2.2 자원봉사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원 사자와 리자가 자원 사 지속과 단의 원인

에 한 인식차이를 비교한 국내문헌 심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원 사활동 지속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심

리 (동기)요인과 리과정 등 두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11].

첫째, 심리  (동기)요인으로는 사회  책임성, 참여동

기, 사회    교환요구, 그리고 만족도와 련하여 

활동만족도, 직무  업무내용 만족도 등으로 나타났다

[5].  동기부여이론에서 공통 으로 주장하는 동기유발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가정하에 조직의 목표를 

해 노력하는 자발  의지를 이끌어내는데 심을 둔다.  

이러한 개인  욕구를 어떻게 조직의 목표로 연결시킬 

것인가에 한 문제는 자원 사활동의 참여동기와 지속

성의 계를 논의하는 것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17].  Gidron에 의하면, 자원 사 참여자의 동기는 자원

사를 시작하게 하는 참여동기와 활동 참여를 유지하게 

하는 지속동기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참여동기는 

개인의 특성과 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려운 

반면, 지속동기는 외부  요인, 즉 리기 의 특성과 역

량에 따라 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고 있다[18]. 그런데, 자

원 사활동에 한 참여 동기는 개인  동기와 이타  

동기로 구분한 연구들이 많은데, 참여 동기는 개인  동

기와 이타  동기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악하는 것

이 보다 실 이며[19], 이러한 이분법  구분은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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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활동의 참여동기를 이해하는데 명확하고 타당한 이론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17].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참

여동기를 개인  동기와 이타 동기로 구분하여 논의하

다.

둘째, 리과정 요인으로 인간 계와 련하여서 자원

사활동 참여자와의 계, 상자  클라이언트와의 

계, 그리고 사활동 담당자  리자의 태도와 리 

감독 유형 등으로 나타났으며[4,7], 업무인식도, 기 의 

분 기  유형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13,15]. 자원 사활

동을 리하고 지원하는 기   근무자들은 자원 사자

들의 참여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다양

한 복지 수요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

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자원

사활동 리과정은 자원 사자의 활동참여 지속의지

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질  수

을 결정하는 핵심 인 요인으로 논의할 수 있다[7,18]. 

이러한 맥락에서 자원 사활동에 한 교육과 훈련, 지

도 리, 인정  보상, 자원 사 담당부서의 역할 등 다차

원 인 역의 변수들이 활동 지속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자원 사활동의 지속성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원 사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인간 계

성을 들고 있다[7,14].  이러한 로써, 자원 사자들과 

서비스 상자와 계가 좋을수록, 동료 자원 사자들과

의 계가 우호 일수록, 는 자원 사 활용기  담당

직원과의 계가 원만할수록 자원 사활동에 투여하는 

시간이나 지속성이 높다는 것이다[1]. 이러한 인간 계망

의 우호성은 자원 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한 요

인이며, 동시에 사자들로 하여  꾸 히 자원 사활동

에 참여를 유도한다고 하 다[7,14].

3. 연구의 방법 

3.1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자원 사자의 지속성에 미치는 향을 살

펴보기 해 안산지역의 자원 사센터에 등록된 자원

사자 210명의 자원 사자를 조사 상으로 선정하여 설문 

조사하 다. ・ ・고 학생은 제외하고, 일반 성인을 

조사 상으로 선정했으며, 일정한 사기간이나 사조

건은 없으며 자원 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구나 조사

상으로 선정했다. 본 설문조사는 2014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주간 실시하 다. 표본추출 방법으로는 

임으로 추출하는 편의표집 방법을 사용하 으며, 응답자

가 직  기입하도록 하는 자기기입법을 이용하 다. 설

문조사를 해 연구자가 직  자원 사센터를 방문하여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자원 사자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

다. 총 250부를 배부하여 210부를 회수하 다. 이  불

성실한 응답을 한 5부는 분석에서 제외시켜 유효한 응답

은 205부 으며, 이를 분석에 사용하 다. 

3.2 측정도구, 연구의 모형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개인특성변인, 참여동기, 리

과정 등 융복합 으로 하 으며, 구체 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자원 사 활동 참여자의 개인  특성에 따

른 것으로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생활정도, 자원

사 활동시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참여동기는 이

타  참여동기(어려운 이웃을 도움, 사회발 에 기여, 지

역사회 발 에 기여) 3문항과 개인  참여동기(새로운 

경험, 사의 즐거움, 인 계 확 , 여가 활용) 4문항으

로 구성하 다.  셋째, 리과정은 교육・훈련( 사교육 

지속, 사활동에 도움, 사활동 특성에 ) 3문항, 지

도 리( 리자의 지도, 자원 사 특성에 맞음, 사활동 

지도에 도움) 3문항, 인정・보상(인정・보상에 한 만

족, 성장기회 제공, 정신  보상, 자원 사활동 인정) 4문

항, 자원 사 담당부서(담당부서의 도움, 질 향상을 한 

교육, 정보제공 받음, 자원 사 진 역할) 4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이 게 구성된 독립변수의 세부항목은 총 21

문항이다. 설문지는 각 설문문항별로 만족도가 가장 높

은 응답을 5 으로 하고, 만족도가 가장 낮은 응답을 1

으로 하는 리커트(Likert) 5  척도를 사용하 다. 응답 

항목은 동일하게 1 은 “  그 지 않다”, 2 은 “그

지 않다”, 3 은 “보통이다”, 4 은 “그 다”, 5 은 “매우 

그 다”로 구성하 다. 지속성에 한 조사항목과 설문

문항 구성표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종속변수는 지속성으로서 하 변인은 지속의지와 참

여강도로 2개 역으로 세분화 되었다. 첫째, 지속의지

(활동 지속의지, 활동의 즐거움, 타인에게 권유, 지속 인 

교육 참여, 평생 사 참여의지), 둘째, 참여강도(참여의 

극성, 신념과 일치, 일생의 유익함, 사활동에 한 지

식, 시간과 비용 투자)로 구성되었다. 이 게 구성된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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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세부 항목은 10개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각 설문

문항별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응답을 5 으로 하고, 만족

도가 가장 낮은 응답을 1 으로 리커트(Likert) 5  척도

를 사용하 다.  응답 항목은 동일하게 1 은 “  그

지 않다”, 2 은 “그 지 않다”, 3 은 “보통이다”, 4 은 

“그 다”, 5 은 “매우 그 다”로 구성하 다. 본 연구에

서도 신뢰도(Reliability)를 검정하기 해서 체 항목과 

구성요소별로 Cronbach의 α계수를 이용하 다.  본 연구

에 사용된 이타  동기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0.785, 이기  동기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0.754

로 나타났다.  그리고 리과정 척도의 각 하 요인별 신

뢰도 Cronbach's α는 교육·훈련 0.782, 지도 리 0.853, 

인정·보상 0.847, 그리고 담당 부서 0.855로 모두 0.6 이상

으로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원 사

활동의 지속의지는 0.895, 자원 사활동의 참여강도는 

0.865로 체로 Cronbach's α값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

를 한 분석의 신뢰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Items 

Independent 

variable

Individual

charatoeristic

factors

Gender, Age, Education, Employment 

type, Religion 

Participation-relate

d factors

Participation years, Participation 

per month, Working hours per 

participation. Arrival time to 

workplace, Altruistic Motivation 

Indivisual Motivation

Management

Process

Education․Training,

Management, recognition․reward, 

role of agency

Dependent 

variable
Sustainability

Intestion to continuel

Participatory intensity

<Table 1> Items of qustionnaire

3.3 자료의 처리 

본 연구의 통계  자료처리를 해 SPSS 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우선 표본으로 선정된 집단의 특성을 살

펴보기 해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기술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 다. 설문항목의 

내  일치도를 측정하기 하여 신뢰도 분석을 하 으며, 

척도는 Cronbach's Alpha를 사용하 다. 그리고 설문응

답자의 참여동기, 리과정, 등 자원 사자의 지속성에 

따라 각 항목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하여 t-test 

 집단 간의 비교를 하여 분산분석의 F검정을 실시하

고, 자원 사자의 지속성에 미치는 향요인을 분석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3. 연구의 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응답자의 일반 인 특성으로는 남자가 53

명(25.9%), 여자가 152명(74.1%)으로 여자 응답자가 남

자에 비해 약 3배 정도 많았다. 연령 별로는 50 가 77

명(37.6%), 40 가 54명(26.3%), 60 가 33명(16.1%), 20

가 17명(8.3%) 순이었다. 학력은 고졸이 82명(41.4%)

로 가장 많았으며, 졸이상(34.8%), 문 졸(14.6%), 

졸(9.1%) 순이었다. 직업은 업주부가 101명(49.5%)로 

반에 가까운 분포를 보 으며, 사무직, 기타, 자 업, 

노무직, 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천주교가 76명

(37.4%), 종교없음, 개신교, 불교, 기타종교 순이었다. 경

제  수 은 자신이 간층( 하, , 상)이라고 응

답한 비율이 95.5%로 다수를 차지하 으며, 하라고 응

답한 비율은 4.5%로 나타났다. 

Items
frequency

(persons)

Percentage

(%)

Gender
Male 53 25.9

Female 152 74.1

Age

20-29 17 8.3

30-39 24 11.7

40-49 54 26.3

50-59 77 37.6

60 & older 33 16.1

Education

Middel school 18 9.1

High school 82 41.4

College 29 14.6

Univ.  or higher 69 34.8

Emplyment 

Type

Whire-color job 38 18.6

Self employment 22 10.8

Blue-color job 10 4.9

Housewives 101 49.5

Students 9 4.4

etc. 24 11.8

Religion

Chrischan 32 15.8

Chatolic 76 37.4

Buddist 28 13.8

None 59 29.1

etc. 8 3.9

<Table 2> Generral charateristic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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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독립변수와 지속성간의 관계

3.1.1 개인특성변인과 지속의지, 참여강도와의 관계

응답자들의 사회인구학  특성과 자원 사활동의 지

속의지와 참여강도와의 계를 분석하 다. 먼 , 성별로

는 여성이 남성보다 지속의지  참여강도에서 높은 행

동의사를 나타냈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지속

성에 해 높은 수분포를 보 으나, 집단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Items
Intention to continue Paticipatory intensity

fre. M S.D. t/F fre. M SD t/F

Gender
M 49 3.86 .74

.077
48 3.82 .75

.184
F 143 4.08 .69 145 3.90 .70

Age

20s 17 3.67 .699

2.369

17 3.65 .756

1.426

30s 22 3.80 .523 22 3.85 .605

40s 50 4.04 .711 51 3.79 .656

50s 74 4.07 .687 73 3.93 .714

60s 29 4.22 .784 30 4.09 .828

Edu.

middle 16 4.26 .795

1.628

17 4.10 .821

.994

high 77 4.07 .729 77 3.87 .755

college 28 3.88 .607 28 3.72 .563

univ. 

or 

more

66 3.91 .680 67 3.88 .685

Religion

chrisch

an
31 4.12 .631

.387

31 3.98 .768

.459
catholic 73 3.96 .798 73 3.86 .753

budist 24 4.10 .556 26 3.75 .698

none 55 3.98 .696 54 3.90 .657

etc. 8 4.02 .580 8 4.02 .671

<Table 3> Relations between demogratic
           charicteristcs and sustainabilrity

3.1.2 참여관련 변인과 지속의지, 참여강도와의

      관계

자원 사 참여기간과 자원 사 지속의지  참여강도

를 측정하기 해 참여기간을 1년이하, 1년 과∼3년이

하, 3년 과∼4년이하, 5년 과 등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자원 사 지속의지  참여강도와의 계를 분석한 결과 

자원 사 지속의지  참여강도 모두 참여기간이 길수록 

모두 높아지는 특성을 나타냈다. 그런데 지속의지는 집

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참여강도는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만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을 벗어나 

있었다. 월평균 자원 사 참여 횟수를 1회, 2회, 3~4회, 5

회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자원 사 지속의지  참

여강도와의 계를 분석하 을 때는 반 으로 참여횟

수가 잦을수록 지속의지와 참여강도의 수분포가 높아

지는 경향을 보 으며, 월평균 참여 횟수와 자원 사 지

속의지  참여강도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회 활동시간과 자원 사 지속의지  참여강

도와의 계는 1회 활동시간이 길수록 수분포가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간 수분포는 통계 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자원 사활동에 한 극  

태도를 갖게 하기 해서는 1회 사활동 시간을 3시간 

이상으로 편성하여 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지만 사지까지 이동거리와 자원 사 지속의

지  참여강도와  계에 있어서는 집단간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타   개인  참여동기와 자원 사 지속의지  

참여강도와의 계를 분석하기 해 독립변수를 세 집단

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과 자원 사 지속의지  참여강

도와의 계를 분석하 다.  이타   개인  동기의 수

이 높을수록 자원 사 지속의지  참여강도가 매우 

큰 차이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고, 각 집단 간 

차이는 통계 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Items
Intention to continue Paticipatory intensity

fre. M SD t/F fre. M SD t/F

Participa

tion 

years

less 1yr. 30 3.74 .708

5.574**

30 3.78 .576

1.917
1-3 yr. 50 3.96 .650 52 3.92 .726

3-5 yr. 26 4.13 .508 25 3.85 .552

more 5yr. 69 4.29 .681 68 4.10 .716

Participa

tion per 

month

1 times 52 3.95 .639

4.744**

50 3.74 .668

6.307**
2times 40 3.92 .643 40 3.78 .618

3-4 times 44 4.30 .607 46 4.18 .664

5 or more 36 4.31 .680 36 4.20 .656

Working 

hours 

per 

participa

tion

1hr. 32 3.63 .681

10.536**

30 3.52 .554

10.183**

2hr. 31 3.68 .680 33 3.55 .676

3hr. 38 4.22 .550 38 4.00 .662

4hr. 50 4.31 .561 50 4.16 .569

5hr. or 

more
29 4.29 .664 30 4.26 .673

Arrival 

time to 

workplace 

10min.or 

less
29 3.96 .623

.862

28 3.90 .607

.164

11∼20mni. 41 4.21 .690 42 4.01 .733

21∼30min. 61 4.09 .717 60 3.92 .703

31∼50min. 18 3.94 .597 18 3.90 .407

51min. or 

more
28 4.00 .724 29 3.94 .815

Altluistic 

motiva-

tion

low 40 3.47 .536

30.864**
39 3.36 .603

20.011**middle 116 4.03 .661 117 3.92 .648

high 30 4.62 .491 30 4.34 .720

Iindividu

al moti-

vation

low 22 3.80 .996

9.453**
22 3.73 .838

10.271**middle 140 3.94 .634 140 3.79 .669

high 22 4.58 .555 22 4.49 .603

 *p＜0.05, **p＜0.01

<Table 4> Relations between participation- related
factors and sustainabil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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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관리과정 변인과 지속의지, 참여강도와의

      관계

자원 사활동을 주 하는 기 의 리과정과 지속성

과의 계를 분석하 는데, 리과정은 교육훈련, 지도

리, 인정보상, 담당부서의 역할 등 4개 차원으로 구분하

여 지속성과의 계를 분석하 다.

자원 사활동 련 교육과 자원 사 지속의지  참

여강도와의 계에서는 수분포가 상, , 하 집단 간 매

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자원 사활

동 련 교육이 자원 사자들의 극  태도에 매우 

요한 향요인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정보상과 자원 사 지속성  참여강도와는 집단에 

따라 큰 수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자원 사 담당부서

의 역할과 지속성  참여강도와의 계에서 집단간 

수분포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통계 으로도 매

우 유의미한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Items
Intention to continue Paticipatory intensity

fre. M SD t/F fre. M SD t/F

Educati

on․Tra

ining

low 33 3.70 .781

20.528
**

35 3.55 .667

16.666
**mid-

dle
123 3.95 .634 122 3.83 .651

high 27 4.71 .464 27 4.51 .713

Manage

ment

하 19 3.61 .707

12.342
**

20 3.45 .689

12.724
**

141 3.98 .674 139 3.87 .665

상 24 4.57 .528 25 4.43 .636

Recogni

tion 

․Rewa

rd

하 31 3.76 .813

14.193**

31 3.51 .703

16.726**
129 3.97 .649 128 3.86 .656

상 23 4.67 .420 24 4.53 .570

Role of 

agency

하 24 3.61 .835

18.970**
25 3.71 .135

19.436**136 3.96 .650 134 3.77 .058

상 26 4.68 .362 27 4.60 .090

*p＜0.05, **p＜0.01

<Table 5> Relations between management process
and sustainabilrity 

3.3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대한 영향력 분석

자원 사활동 참여자들의 참여 련 변인, 이타   

개인  동기변인, 리과정 변인이 자원 사활동의 지속

성에 미치는 각각의 향력을 비교하기 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의 항목은 지속의지와의 계에서 9개 변수 으

며, 참여강도와의 계에서는 8개 변수가 사용되었다. 각

각의 항목들은 ANOVA분석 결과 집단간 차이를 나타낸 

변수들이다.  

회귀분석결과 자원 사의 지속의지에 해 F값은 

11.007(p<.001)로 회귀식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418이었으며, 참여강도에 해서는 F값은 

12.515(p<.001)로 회귀식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420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자원 사 지속의지에 미치는 상  향력은 

이타  참여동기가 β값이 .259로 이 모델에 있어서 가장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향력이 큰 변

인는 이기  참여동기로 β값이 .217으로 나타나 자원

사의 지속성 참여는 참여동기에 의해 크게 향을 받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세 번째 향력이 큰 변인는 담

당부서의 역할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1회 활동시간, 참여

기간, 지도 리, 인정보상, 자원 사횟수(월), 교육훈련 

순이었다. 그리고 자원 사 참여강도에 미치는 상  

향력은 이타  참여동기가 β값이 .259로 이 모델에 있

어서 가장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향

력이 큰 변인는 이타  참여동기와 1회 활동시간으로 β

값이 .203으로 나타났으며, 교육훈련, 인정보상, 개인  

참여동기, 월간 참여 횟수, 담당부서의 역할, 지도 리 순

으로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Indipendent 

Variables

Intend to continue Participatory intensity

Β Beta t-value Β Beta t-value

(costant) 1.024 - 3.146** 1.036 3.149**

Period of 

participation 
.018 .139 2.099* - - -

Times per month .002 .015 .215 .018 .104 1.531

Working hours per 

participation
.079 .156 2.220* .106 .203 2.924**

Altluistic 

motivation
.260 .259 3.373** .207 .203 2.668**

Individual 

motivation
.183 .217 2.876

**
.130 .151 2.004

*

Education․

Training
.010 .012 .124 .152 .173 1.831

Management .061 .069 .679 -.032 -.035 -.362

Recognition․

Reward
.054 .059 .597 .152 .164 1.673

Role of Agency .154 .174 1.721 .073 .082 .816

F R2 sig. F R2 sig

11.007
**

.418 .000 .420 12.515
**

.000

*p＜0.05, **p＜0.01

<Table 6> Impact on Sustainability of volunteer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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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자원 사자의 자원 사활동에 한 지속성

(지속의지와 참여강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명

하기 해 다양한 차원의 향요인들을 융복합 으로 구

성하고, 각 변인이 자원 사자의 지속의지  참여강도

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다. 실증분석

을 통해 나타난 결과들을 토 로 효과 인 자원 사 리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 사자들의 지속 인 참여의지를 

증진시키기 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첫째, 응답자들의 사회인구학  특성과 자원 사활동

의 지속의지와 참여강도와의 계를 분석하 다. 먼 ,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지속의지  참여강도에서 높

은 행동의사를 나타냈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지속성에 해 높은 수분포를 보 다. 그 지만 집단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학

력과 자원 사활동의 지속성과는 련성이 없었으며, 직

업별로는 주부가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  높은 수분

포를 나타냈다. 종교별 차이에서도 집단 간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으며, 생활수 과도 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개인의 참여 련변인과 지속성간의 계를 분석

한 결과 자원 사활동 참여기간이 길수록, 월평균 자원

사활동 횟수가 많을수록, 1회활동시간이 길수록 높은 

지속성 수분포를 보 으나, 사지까지의 이동시간과

는 집단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셋째, 응답자들의 참여동기와 지속성간의 계를 분석

한 결과 이타  동기와 개인  동기 수 이 높을수록 자

원 사활동 지속의지와 참여강도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하 다. 

넷째, 자원 사활동을 주 하는 기 의 리과정과 지

속성과의 계를 분석하 는데, 리과정은 교육훈련, 지

도 리, 인정보상, 담당부서의 역할 등 4차원으로 구분하

여 지속성과의 계를 분석하 다. 실증분석 결과 4개 차

원의 변인들의 수가 높을수록 자원 사활동의 지속의

지와 참여강도도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토 로 자원 사활동 참여

자의 지속성 수 을 향상시키기 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들의 반 정도가 주부이며, 주부들의 지

속성에 한 수분포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은 수

으로 조사되었다.  자원 사활동 참여에 있어서 직업에 

따라 사자들을 선별할 수는 없지만, 상 으로 시간

 여유가 있으며, 높은 행동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주부

들에 한 자원 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홍보방안이나 

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월평균 3회 이상 자원 사활동에 참여하고, 1회 

자원 사활동시간이 3시간 이상인 집단에서 다른 집단에

서보다 매우 높은 지속성 수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따

라서 자원 사활동을 주 하는 기 에서는 월평균 참여

횟수가 3회이상, 1회 활동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활동 

로그램을 구성하고, 자원 사 활동 참여 희망자가 쉽게 

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원 사활동 참여동기는 자원 사활동의 지속

성에 가장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원 사

활동 이나 활동 에 자원 사활동 참여자들이 자원

사활동이 지역사회의 발 과 복지 공동체로 나아가는 원

동력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발 을 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활동임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식시키도록 노력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자원 사활동 주  단체의 자원 사활동에 한 

리도 활동참여자의 지속성에 매우 요한 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밝 졌다. 따라서 활동 참가자에 한 다양

한 차원, 즉, 교육훈련, 기 의 지도  담당부서의 역할 

제고, 참가자에 한 한 정신  보상 등에 한 황

을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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