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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에서는 자원 사활동 경험(동기, 지속성, 만족도, 내용)을 독립변수로 진로의식 성숙도(결정성, 

여성, 독립성, 성향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각 하 요인에 한 평균차이와 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는 부산시내 ·고등학교에 재학 인 2학년 학생을 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법 조사가 이루어졌다. 519 

사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이  청소년 자원 사활동의 경험이 있는 376명을 상으로 자원 사 활동

과 진로의식 성숙간의 향 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는 결과는, 첫째, 자원 사활동 경험은 

청소년의 진로의식 성숙도에 향을 미쳤다. 즉, 자원 사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진로에 

한 심과 여 수 이 더 높으며, 진로  직업에 한 가치수 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자원 사활동 

경험은 진로의식 성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자원 사활동 동기가 이기 인 경우, 

자원 사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원 사활동을 많이 할수록 진로의식성숙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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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volunteer experience(motive, durability, satisfaction, content) was set up as an 

independent variable, career maturity degree(determinacy, involvement, independence, tendency) 

was set up as a dependent variable, and the average difference and effect of the sub factors for 

each of them were reviewed. For this purpose, questionnaires were performed with 519 students 

at the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in Busan. With 376 students having volunteer experiences 

among them, an analysis was done to find out the effect of volunteer experience on career 

matur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ether having volunteer experience or 

not affected the career maturity among youths. That is the group with volunteer experience had 

higher level of interest, involvement and value in career and jobs than the group without them. 

Second, it showed that volunteer experience affected career maturity among youths. Specifically, 

career maturity was higher as their motive for volunteer activities was selfish, their satisfaction 

for volunteer activities was higher and they had more volunteer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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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상 다양한 발달과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건강한 성인으로의 성장을 도모하여야 하

는 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자원 사 경험

은 청소년 시기의 가장 요한 발달과업인 정  자아

정체감의 형성에도 결정  향을 미치겠지만, 성인기

의 자원 사 참여에 정 인 향이 있을 것이라는 기

는 구체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의 자원 사활동은 학교에서 

지식 으로 배운 내용을 지역사회를 통해 실천함으로

써 시민참여의 좋은 모델을 체험하는 것이며 민주시민

의식을 익히는 유용한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1]. 이 시기의 건강한 경험은 평생의 삶의 좌

표가 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이는 자신의 진로를 결정

하는 요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로란 한 개인이 일생동안 일과 련하여 경험하고 

거쳐 가는 모든 체험들을 의미하며 개인이 가졌던 직업

으로서의 자리뿐만 아니라 일과 련된, 태도, 동기, 행

동을 의미하는 포  개념을 의미한다. 특히, 진로계

획, 진로탐색, 일의 세계에 한 태도와 지식, 직업에 

한 만족도, 승진, 직무에 한 동기, 직업 변경 등이 모

두가 진로라는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2]. 이러한 에

서 진로는 일생을 통해 지속 으로 발달시켜야 하며 매 

순간 선택을 한 결정이 요구되는 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소년의 자원 사활동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회에 한 선행  경험의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부여되지 못한 청소년의 사회  역할을 미

리 경험함으로써 미래 직업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의 자원 사

활동 경험과 청소년의 진로의식 성숙간의 계를 밝히

는 것은 매우 요하다. 즉, 자원 사활동에 한 인정

과 보상의 필요성과 이에 한 다양한 근에 앞서 청

소년들이 자신의 자원 사활동을 청소년의 장래의 진

로와 직·간 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는 청소년 자

원 사활동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자원 사 련 기 에서의 학생의 진로

지도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까지 청소년 자원 사활동의 효과성 연

구와 련하여서는 도덕성과 사회성 이타성, 사회  책

임감을 합하면 체 연구의 30.7%에 달한다[3]. 이는 자

원 사활동의 황을 제외한 효과와 련한 학자들의 

심이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한 국내의 자원 사활동에 한 선행연구는 부

분 자원 사활동의 인식실태  활성화[4-11], 자원

사활동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12][13], 자원

사활동의 지속성에 한 연구주제[14][15]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반면, 청소년의 진로의식 성숙 는 진로선택과 련

된 연구는 진로 로그램과의 향 계, 진로상담  진

로탐색 검사와의 상간 계 등을 밝히는데 을 두고 

있다. 그리고 자원 사활동 경험과 진로의식 성숙 는 

진로선택과 련 연구 한 학생이나 고등학생, 특히 

일반계 고등학생 주로 되어 있어 학진학을 한  

진로의식 성숙[16-20]의 측면을 살펴보고 있을 뿐이어

서 청소년들의 자원 사 활동 경험이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보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의 경우 학교를 졸업하기  진로선택을 

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 즉, 자신에게 합한 계열의 

고등학교를 선택하기 한 탐색을 시도하여야 하며 이

를 통하여 진로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고등학교의 계열 선택은 다수의 학생들이 최

로 시도하는 진로선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진로선택의 

과정에서 비록 부모님의 도움을 제로 하더라도 청소

년 스스로가 보다 자율 이며 주도 인 진로결정을 하

기 해서는 일정한 단계까지의 진로의식 성숙이 달성

되어야 한다. 이는 진로발달 이론들에서도 15세 이상의 

나이에서 진로발달의 요한 단계를 경험하게 된다[21]

는 내용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학생과 일반계와 특성

화의 모든 고등학생을 그 상으로 하여 청소년의 자원

사활동이 진로의식 성숙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자원 사활동을 지속시킬 수 

있는 요인들과 청소년 자원 사활동의 경험이 있는 

학생과 일반계  특성화 고등학생이 모두 포함된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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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들의 자원 사 경험이 자신들의 진로의식 성숙에 미

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기의 

자원 사활동을 통해 실질 으로 취득할 수 있는 진로

의식 성숙이라는 이익을 구체화시킴으로써 청소년 자

원 사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하여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자원 사경험유무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

의식 성숙도 수 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자원 사활동 경험이 청소년의 진로의식 

성숙도에 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경험
교육인 자원부[22]에 따르면 청소년 자원 사활동 

경험은 청소년의 정신, 육체라는 자원을 활용하여 자신

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소질을 발견하고 자신이 살아

갈 공동체 속에서 삶의 역을 체험함으로써 진정한 인

성의 함양과 배움을 실천 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를 기본으로 한국청소년개

발원[23]은 청소년자원 사활동 경험의 특성을 이타성, 

자발성, 지속성  계획성, 무보수성, 사회성, 공동체성, 

복지성의 7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먼 , 이타성은 자원

사활동 경험  친족 는 자신을 한 활동이 아니

라 사회나 타인을 한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둘째, 자발성은 자신의 사회  역할에 따르는 당연

한 의무수행의 일을 사활동이라 할 수 없으며, 의무

는 아니지만 사회의 발 과 타인에게 기여하려는 동기

로 타인이 시키지 않더라도 스스로 행하는 활동 경험을 

의미한다. 셋째, 지속성  계획성은 자원 사활동 경험

은 일시 이거나 우연 인 것이 아닌 특정 목 을 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으로 일정기간 동안 행해지는 

활동 경험을 의미한다. 넷째, 무보수성은 자원 사활동 

경험은 경제 인 보상을 받지 않는 활동 경험을 의미한

다. 다섯째, 사회성은 자원 사활동 경험은 자아실 이

라는 인간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나 의미 등을 달성하

는데 요 요소로 작용하는 사회성으로 인하여 이를 실

천에 옮기는 과정의 노력을 뜻한다는 의미이다. 여섯째, 

공동체성은 자원 사활동 경험은 공동체 의식을 높일 

뿐 아니라 사회에 한 소속감, 주인의식 등이 없이는 

불가능한 활동 경험임을 뜻한다. 일곱째, 복지성은 자원

사활동 경험이 인간사회의 발 과 개인의 발 에 목

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원 사활동 경험은 인간

존엄성을 시하여 사람다운 생활을 하는데 이바지 하

고 도움을 으로 복지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한다.

청소년기에 자원 사활동 경험으로 시민참여 의식이 

높아지고 민주시민의식이 고양된 성인은 자원 사활동

에 극 참여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그

것은 청소년 시기는 자신의 인생 과 세계 을 집

으로 형성하는 시기이므로[24] 술한 로 이 시기의 

건강한 경험은 평생의 삶의 좌표가 될 확률이 매우 높

다는 것과 련이 있기 때문이다.

한 청소년자원 사활동 경험은 청소년들로 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심을 갖고 그 곳에 사는 여

러 계층의 사람들과 직 , 간 으로 할 수 있는 기회

를 만들어 주어 지나친 자기 심 인 삶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주  환경을 둘러 으로

써 자신이 체 속의 한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간과 

인간 사회에 한 이해와 애정을 회복하고 지역 안에서 

지역인 들을 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동

기를 부여해  수 있는 활동이며 청소년들의 공동체의

식 확립과 더불어 인간성 회복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25][26]. 이에 한 구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먼  

권순미[27]는 청소년을 상으로 자원 사활동 참여 

후로 도덕성을 조사한 결과 사 보다 사후에 도덕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 으며, Pance와 

Pratt[28]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사 참여 후 타인에 

한 존경심 증가, 이타주의 향상, 리더십 배양  시민

정신에 한 이해가 향상되었다[29]고 하 다. 한 

Switzer 등[30]의 연구에서는 1년 동안 매주 사활동

에 참여한 후 남학생들은 학교와 지역사회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문제행동 표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의무 으로 일정시

간 자원 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게 의무 으로 실시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 Vol. 15 No. 11140

는 자원 사활동이 술한 시민참여  민주시민 의식

에 직 인 효과를 거양하기 해서는 좋은 로그램

과 바람직한 활동처가 제공되어야 할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재의 청소년 자원 사활동이 상 학교 진학

에 필요한 수를 해 형식 으로 시간을 채우는 식으

로 운 되고 있으며 이는 자원 사활동에 한 학교당

국과 교사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 큰 원인이라는 주장

이 많다[1][31-33]. 

2. 청소년과 진로의식 성숙
청소년은 구나 자신의 진로와 련하여 앞으로 나

아갈 방향과 목표를 결정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기반이 되

는 것이 자신들의 삶의 경험과 교육  경험을 통한 진

로의식 성숙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진로연구자들은 진로의식 성숙에서 청소년기를 

가장 요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것은 진로선택이 개

인의 생애사에 깊은 련을 두고 있어 장기간에 걸쳐 

구성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처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향을 받기 때문이다[34].

청소년의 진로의식 성숙에 하여 임언 외[35]는 ‘청

소년들이 자기주도 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기 

하여 필요한 정의  태도  인지  능력과 자신의 

결정을 실행하는 정도’로 정의하여 자신의 결정을 실행

하는 정도를 의도 으로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다. 김병

숙[36]은 청소년의 진로의식 성숙을 직업 으로 실

인 직업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이

며, 이런 탐색의 시기는 개인의 인생과 직업선택에 

한 목표를 구체화시켜 실에 맞게 목표를 여가는 단

계로 설명하고 있으며, 진로의식 성숙은 개인이 앞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단계에 하여 재 그 직업에서 

생활하고 있는 타인의 행동과 자신이 기 하는 행동 사

이의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37]고 하 다. 

한 청소년의 진로성숙은 직업선택의 일 성(시간, 장, 

수 , 가족), 직업선택의 지혜(능력, 흥미, 성격, 사회계

층), 직업선택의 능력(문제해결능력, 계획성, 직업정보, 

자아평가, 목표선택), 직업선택의 태도(선택과정에서의 

개입, 일에 한 방향성, 의사결정의 독립성, 직업태도 

요인에 한 선호성, 선택과정의 개념)등의 요인에 의

해 향을 받는 것으로 보았다.

강경찬[38]은 성숙의 구성요인을 진로선택에 한 태

도, 선택하고자하는 직업에 한 정보수집  계획성,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의 일 성, 자기특성의 구체  이

해 그리고 진로 문제에 있어서의 지혜 등 다섯 가지 차

원으로 개념화하 으며[1]. Crites[39]는 진로의식 성숙

의 요인으로 Super[40]가 가정한 진로선택의 일 성과 

실성외에 진로선택의 증력 요인과 태도 요인을 첨가

하여 진로의식 성숙 변인들을 나타내는 진로의식 성숙

도의 개념  모형을 제시하 다. 이 모형은 진로의식 

성숙의 역을 진로선택의 내용과 과정으로 구분하고 

진로선택의 내용은 자기의 실성을 바탕으로 한 것으

로 선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 성 있게 유지하느냐하

는 것을 말하며, 진로선택의 과정은 자기와 직업의 

계를 객 으로 평가하여 연계시킬 수 있는가하는 진

로선택의 능력과 어느 정도 자주  는 타 으로 나

가는가 하는 진로선택의 태도를 의미한다. 

청소년들의 진로의식 성숙과 련한 구체  연구 결

과를 살펴보면, 박향숙[41]은 일반계고등학교 3학년을 

상으로 진로의식 성숙도를 조사해 본 결과 성 차이와 

더불어 계열에 따라서 진로의식 성숙도에 차이를 보

다고 하 다. 한편, 이상선[42]과 김재 [43]의 연구에 

따르면 남학생의 진로의식수 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고 일반계고 학생들이 특성화고 학생들보

다 높았으며, 가정의 사회 경제  수 이 높은 학생들

이 낮은 학생들보다 높고, 보호자의 직업이 문직, 

리직, 사무직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진로의식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진로의식 성숙이 청소년 

시기의 다양한 활동과 특성  특히 청소년 자원 사활

동 경험을 통해 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진로의식 성숙
청소년의 자원 사활동 경험과 진로의식 성숙간의 

계는 동기와 지속성, 만족도와 자원 사 내용  측면

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  동기  측면에서는. 청소년

을 포함한 실제 자원 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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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동기를 가지고 활동에 참여하는 데 이타  동기와 

이기  동기 는 타인지향 인 동기와 자기지향 인 

동기가 그것이다. 이타  동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자

원 사에 참여하는 주된 원인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인 이타주의는 극히 드물며 이타주의는 상 이

라는 것이다. 한 개인이 타인을 돕기 해 활동 으로 

임할 때에는 이러한 도움에의 동기는 사실은 자기의 복

지를 증가시키거나 는 죄의식을 감소시키려는 욕구

에 의한 동기화된 것으로 가정한다[44][45]. 

기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활동의 수행이 성공할 것

이라는 기 와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 에서 그리고 

활동의 결과가 개인에게 정 인 가치를 부여할 것이

라는 기  속에서 특별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45]. 청

소년들은 자원 사활동을 통해 기 하는 바를 달성함

으로써 기 욕구를 충족하게 된다[46]. 자원 사활동의 

참여 동기는 청소년 자원 사활동을 지속시키는 주요

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동기는 이타

동기와 진로경력개발동기, 자기성장동기가 있을 수 있

다. 먼  이타  동기는 자원 사 참여 동기로 가장 많

이 언 되어진 동기이론 의 하나이며, 자원 사자들

이 갖는 이타  동기는 개인이 자원 사활동에 참여함

으로써 사회  자본과 연결고리를 형성하기도하고 사

회 체의 소속감, 상호호혜성과 연결되기도 하는

[47][48] 자원 사활동 참여의 핵심 인 동기 의 하나

로 지목하고 있다. 한 진로경력개발동기와 련하여 

청소년의 경우 자원 사활동 참여가 교육과정 내에서 

실시되면서 속성상 자원 사활동을 일종의 의무화된 

활동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이들의 자원 사 

참여 동기는 의무 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는 

학진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타 동

기로 자원 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와는  다른 성

질의 동기요인라고 할 수 있다[20].

박 숙․김성희[49]는 자원 사와 진로의식 성숙도

와의 계를 알아본 결과 자원 사 이타 , 이기  동

기와 결과는 직업체험, 자기발견과 유의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체험과 자기발견에 한 동기

가 높을수록 자원 사와 진로의식 성숙도간의 향력

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진로를 한 청소년의 자원

사에 이타  동기가 매우 요한 속성이기는 하나 이기

 동기 한 자원 사활동에 요한 동기가 될 수 있

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청소년 자원 사활동의 지속성과 진로의식 

성숙간의 계이다. 자원 사활동은 일회성이나 충동

 활동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자원 사활동이 자발

인 동기에 의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활동이 시작

되면 일방 으로 끝나서는 곤란하며 일정기간 동안 계

속되어야 한다[50]. 

청소년의 다양한 발달을 목표로 하고 있는 청소년 자

원 사는 사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목표 

달성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회활동 이론에 따르면 개인들은 자원 사활동을 사

회활동으로 인식하고 참여와 지속여부를 결정한다고 설

명한다. 즉, 사회활동이론에서 자원 사활동은 보상이 

있는 경제활동이 아니라 요한 사회활동으로 인식된다

는 것이다. 즉, 청소년들은 자원 사활동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아니라, 자원 사활동이 하나의 요한 

사회활동이 되기 때문에 참여한다는 것이다[50].

이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자원 사활동을 통해 

친구들과의 친목을 도모하거나, 다른 래들과 계 형

성을 할 수 있다는  등 자원 사가 하나의 사회  활

동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속 의지를 갖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송혜정[51]은 청소년 자원 사활동을 지속시키기 

한 요인  자원 사 실천성을 요 요인으로 들고 있

다. 자원 사실천성은 참여와 자율이라는 가치를 바탕

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도 인 역할을 수행

한다[52].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치 있는 삶의 추구는 

자아실 의 과정에서 아주 요한 기제가 되었고 이를 

통해 인생의 참 의미를 찾고자 하는 욕구들이 자원 사

활동을 통해 공 인 역에서 개인의 마음과 힘을 모아

주고 해결하는 모습으로 표출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52][53]. 한 홍 미라[54]의 연구에 의하면 자원 사

활동을 2년 이상 지속 으로 한 청소년들이 정서 ․

심리  정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청소년 자원 사활동의 지속성으로 인한 효과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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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진로의식 성숙에도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칠[55]과 오 석[56]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

년들의 성별과 학교성 , 자원 사 활동 경험유무에 따

라 자원 사활동의 지속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청소년 자원 사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청소년의 발달 단계와 생태학 상 진로의식 

성숙을 높이는 매우 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 자원 사활동 만족도와 진로의식 성숙

간의 계이다. 자원 사활동의 만족도란 기 이라는 

한 조직체계에서 사업무를 하는 것에 한 극  감

정지향의 정도라 정의할 수 있다[57][58]. 즉 사자 자

신이 자원 사활동의 경험을 통해 정 인 감정을 경

험하게 되면 만족의 상태에 이르고 이는 자원 사활동

의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자

원 사활동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해서는 자원 사활

동을 통해 자원 사자의 욕구가 얼마나 충족되었는가

를 살펴 야 할 것이다.

자원 사자의 욕구에 한 기존 연구들을 자원 사

자들이 진정한 자기성장의 욕구를 가지고 일의 경험, 

자기존엄의 확립, 일의 즐거움, 타인들과의 계, 가치 

있는 목표의 기여, 기  내지 직원들과의 조화 등의 욕

구에 의해 자원 사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 다[51][59]. 

이는 청소년들의 경우 자원 사활동이 진로의식 성숙

에 한 욕구를 만족시켜  때 자원 사활동에 참여하

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원 사활동의 만족도에 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학년간 차이, 종교의 유무, 그리고 가족의 심과 지지

정도 등을 들 수 있다[51][59-64].

성을 발견하여 키워나간다는 것은 교육 으로 

요한 목표가 될 수 있으며 자원 사활동의 만족도가 청

소년의 신체 , 정신 , 정서  건강을 획득함으로써 자

신의 장래진로 선택에 도움을  수 있다. 이는 한 청

소년을 비롯한 성인에게도 자원 사활동에 한 기

감을 높임으로써 자원 사활동의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청소년 자원 사활동 내용과 진로의식 성숙간

의 계이다. 자원 사활동의 내용은 자원 사활동의 

만족도 향을 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와 장의 

경험에서 증명된 바 있다. 자원 사활동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자원 사자들이 

사활동을 수행하게 되는 사 역과 련된다. 이는 

아동 역, 노인 역, 장애인 역 등 사활동이 이루어

지는 장소와 상과 련이 있다. 두 번째는 자원 사

의 업무 내용을 들 수 있다. 이는 사무보조나 직 서비

스, 홍보 등 각 개발 사 역에서 이루어지는 구체  

활동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정병오[65]에 의하면 자원 사자가 직업이나 성에 

맞는 사활동 내용을 경험할 때 사활동의 만족도와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음을 질  분석을 통해 밝히고 있

고, 모옥희[66]]의 연구에서도 활동의 배치가 한 경

우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Gidron[67]에 의하면 활동내용의 성은 자원 사자

가 자신의 활동내용이 성에 맞는 것인가의 여부뿐만 

아니라 일의 양, 일의 시간, 활동장소와의 거리, 일의 

비부담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고 하 다[68]. 즉, 자원

사가 효과 이기 해서는 청소년들이 자원 사를 통

해 어떤 경험을 했는가가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단순노력 사부터 본인의 강 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

까지 자원 사는 그 활동의 내용이 다양할 수 있으며 

어떤 활동을 했는가에 따라 자원 사에 한 인식과 지

속 의지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한, 어떤 장소에서 

자원 사활동을 경험했는가에 따라서도 자원 사에 

한 태도  이후 자원 사활동에 향을 미칠 것이다. 

청소년들의 자원 사활동 내용은 특정 역에 한 

호기심과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 진로성숙

에 보다 높은 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구체 으

로 남 [69]의 학생 자원 사활동에 한 연구  

공분야의 세분화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사활동 내용

은 진로결정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과 련 있는 자원 사활동 경험을 통해 선배들과 

기 에 근무하는 선생님, 교수님, 주변의 사하시는 어

른들이 미래상의 모델이 되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기도 하 다. 즉,  청소년 자원 사활동은 청소년

들이 자신이 장래의 이루고자 하는 직업뿐만 아니라 

공 선택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

사활동이 청소년의 진로발달 는 진로성숙과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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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 상은 부산시내 ·고등학교에 재학 

인 2학년 학생이다. 자료수집은 설문지법으로 자기기

입식으로 이루어졌다. 체 540부의 설문  응답이 불

성실한 21부를 제외한 519 사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

었다. 체 조사 상자  자원 사 경험이 있다고 응

답한 376명을 상으로 연구문제검증이 이루어졌다. 자

료수집 기간은 2014년 10월 6일부터 17일까지이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원 사활동 경험이 진로

결정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하여 자원 사활동

에서 경험과 련된 변인과 진로의식 성숙도 측정도구

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2.1 독립변수 :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경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청소년의 자원 사활동 경험

이다. 자원 사 경험의 하 역은 선행연구 등을 통해 

도출된 자원 사 동기, 자원 사 지속성, 자원 사 만족

도, 자원 사 내용 등이다. 먼  자원 사 동기는 오

일[20]이 사용한 척도로 자원 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하여  ‘이타  동기’(1), ‘이기  동기’(2)로 이

분하 다. 둘째, 자원 사 지속성은 홍 미라[54]의 척

도를 사용하 으며, 그 내용은 “귀하가 경험한 자원

사활동  가장 오랜 시간 지속한 기간은 어느 정도입

니까?” 질문에 해 ‘1개월 미만’(1)에서 ‘3년 이상’(7)로 

평정하 다. 셋째, 자원 사 만족도는 송혜정[51]가 사

용한 척도로 자원 사활동을 통해 도움 받은 정도를 16

개 문항을 통해 ‘  그 지 않다’(1)에서 ‘매우 그

다’(5)로 평정하여 체 평균값을 산출하 다. 자원 사

만족도 16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41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자원 사 내용은 교육인 자원부

[22]가 지정한 7개 학생 자원 사활동 유형인 일손돕기, 

문활동, 지도활동, 자선구호활동, 캠페인활동, 환경 

 시설보 활동, 지역사회개발활동에 해서 얼마나 

많이 참여 하 는지를 평정하는 척도이다[70]. ‘  참

여하지 못했다’(1)에서 ‘일주일에 한 두번’(5)로 평정되

며 수가 높을수록 자원 사 참여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 사활동 내용은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830이었다. 

2.2 종속변수 : 진로의식 성숙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진로의식 성숙을 측정하기 

해서는 Crites[71]가 제작한 CMI(Career Maturity 

Inventory)를 김원 [72]이 번안한 것을 본 연구자가 연

구의 목 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진

로의식 성숙을 측정하기 한 다섯 가지 하 요인(진로

결정성, 진로 여성, 진로독립성, 진로성향성, 진로타

성)으로 4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진로

타 성 역에서 문항간 상 이 무 낮게 나타나 이 

역을 제외한 4개 역을 사용하 다.

각 문항에 해 ‘  그 지 않다’(1)에서 ‘매우 그

다’(5)로 측정되며 수가 높을수록 진로의식 성숙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진로의식 성숙 척도의 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63로 나타났다. 하 변인에 한 김원

[72]의 연구에 따른 개념  정의와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다음과 같다. 먼  진로결정성은 개인이 진로문

제에 해 어느 정도나 뚜렷한 결정을 하고 있는가로 

정의 할 수 있으며,  진로선택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많은 요소들( 성, 능력, 흥미) 때문에 고민하고 망설이

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760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 여성은 

개인이 진로선택 과정에 얼마나 극 으로 여하는

가로 자신의 진로선택 과정에서 능동 인 참여의 정도

를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40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독립성은 개인이 진로

를 선택하는과정에서 얼마나 독립  는 의존 인가

를 측정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759로 나타났다. 넷째, 진로성향성은 

개인이 일이나 직업에 부여하는 가치 는 태도로 정의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진로 결정에 필요한 사  이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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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요  인

공통성진로
여성

진로
성향성

진로
독립성

진로
결정성

관여9 .674 -.076 -.074 .052 .544
관여4 .653 .176 .039 .130 .555
관여5 .564 .041 .050 .035 .455
관여7 .484 -.087 -.178 -.006 .475
관여1 .439 -.012 -.386 -.013 .569
성향7 -.094 -.699 .132 .081 .536
성향1 -.071 -.577 -.020 -.054 .539
성향9 -.030 -.565 -.151 .019 .627
성향10 .138 -.415 -.169 -.033 .568
성향8 .177 -.358 -.230 -.056 .515
독립2 .066 .095 -.701 .139 .580
독립6 .055 -.094 -.693 .133 .614
독립4 .112 .065 -.618 -.167 .571
결정1 .093 -.322 .143 .634 .544
결정2 .160 .184 .042 .576 .626

아이겐값 7.48 3.47 2.51 1.10
설명변량(%) 19.20 8.91 6.45 2.84
누적변량(%) 19.20 28.11 34.41 55.31

요인추출 방법 :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 직접 오블리민

요인추울의 준거 : 아이겐 값(1.0)

비의 정도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08로 나타났다.

[표 1]에서는 진로의식 성숙도 설문지에 한 타당도 

검사를 하여 요인분석 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진로

여성, 진로성향성, 진로독립성, 진로결정의 4가지 하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요인 재량 4.0이상을 기 으

로 문항을 포함시켰다. 체 요인의  설명력은 총 

분산의 55.21%로 나타났다. 요인별로는 진로 여성이 

19.2%, 진로성향성 8.91%, 진로독립성 6.45, 진로결정성 

2.84의 설명변량을 갖는다.  

표 1. 진로의식 성숙도 설문지 요인분석 결과

2.3 통제변수 :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일반  특성을 통제변수로 

산정하 다. 청소년의 일반  특성에서 성별은 남자(1), 

여자(2)로 측정되었으며, 학교 은 학교(1), 일반고

(2), 특성화고(3)로 측정되었다. 학 별 변수는 회귀분

석 시에는 학교를 기 변수로 하여 더미변수로 변환

하여 사용하 다. 학업성 은 체로 학교별로 수 편

차가 있어 성 을 표 수로 화하여 사용하여야 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이 인식하는 자신의 성

이라는 의미에서 학업성 이 아닌 학업성  인식도

라는 용어를 사용하 으며, 이는 ‘매우 못한다’(1)에서 

‘아주 잘 한다’(5)로 서열 평정하 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 18.0 을 사용하여 분석

되었다. 자료의 편집은 빈도분석을 통해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분석은 일원배치분산분석은 사후검증

(Scheffe)을 통해 집단 간 평균차이를 검증하 다. 다음

은 자원 사경험이 있는 학생을 상으로 계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회귀분석  단계로 련변수 간 

상 분석을 통해 독립변수 간 상호배타성을 알아보기 

한 다 공선성을 진단하 으며,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 간 상호 련성을 검증하 다. 한 변수들의 타당성 

검증을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통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자원 사활동이 진로의식 성숙도에 

미치는 향력을 검증하기 해 계  회귀분석을 실

시하 다. 가설검증은 .05수 에서 이루어졌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 상자 체와 자원 사경험자를 구분하여 두 

집단의 일반  특성을 빈도분석한 결과이다. 제 상

자 519명  남자는 50.3%(261명), 여자는 49.7%(258

명)로 성비구성이 비슷한 수 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 2년은 38.2%(198명)이며, 일반계고 2년은 

38%(197명), 특성화고 2년은 23.9%(124명)로 학교 의 

비율도 비슷하게 표집되었다. 성 은 ‘최하’에서 ‘최상’

으로 5등 으로 구분한 결과 ‘ ’이 42%(218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하’ 29.5%(153명), ‘상’ 18.5%(96명), 

‘최하’ 6.2%(32명), ‘최상’ 3.9%(20명) 순으로 나타났다. 

자원 사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76명에 한 인구

사회학  특성을 보면 성별에서는 여자가 52.7%(198

명), 남자는 47.3%(178명)로 나타나 여자의 비율이 조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 상자  자원 사 

경험이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음을 의미한다. 학교 에

서는 일반고가 41%(154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학교 39.4%(148명), 특성화고 19.7%(74명) 순으로 나타

나 특성화고의 자원 사경험이 상 으로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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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봉사활동 경험 유무에 따른 진로의식 성숙
의 평균차이

본 연구의 목 은 자원 사활동 경험이 청소년의 진

로의식 성숙도에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

를 한  단계로 자원 사활동 경험 유무에 따라 청

소년의 진로의식 성숙도가 어떤 차이를 나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자원 사활동 경험을 유무로 구분하여 집단간 진로

의식 성숙도에 평균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한 결과, 진로

여성과 진로성향성에서 통계  유의한 평균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 으로 자원 사활동 경험이 있는 집

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진로에 한 심과 여수 이 

더 높으며, 진로  직업에 한 가치수 이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통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진로의식 성숙도 모든 하 역에서 자원 사

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의 의식 수 이 그 지 않은 집

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볼 때 자원 사활동 

경험은 청소년의 진로의식 성숙도에 어느 정도 련성

이 있음을 측하게 한다.

표 2. 자원봉사활동 경험 유무에 따른 진로의식 성숙도 평균
차이

집단구분 응답수 평균 표 편차 t

진로결정성 있다 376 2.88 .65 -1.422없다 143 2.96 .60
진로관여성 있다 376 3.13 .52 3.027**없다 143 2.98 .48
진로독립성 있다 376 3.53 .52 .674없다 143 3.49 .56
진로성향성 있다 376 3.41 .59 2.085*없다 143 3.29 .61

전체 있다 376 3.24 .41 1.314없다 134 3.18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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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영향

자원 사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상으로 이들

의 자원 사활동 경험이 청소년의 진로의식 성숙도에 

미치는 향력을 검증하기 한 단계이다. 향력 검증

에 앞서 련 독립변수 간에 다 공선성의 험(r≧.80)

이 없는지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와 련성을 가지는

지를 살펴보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하 다. 독립변수

인 자원 사활동 경험의 하 역은 자원 사활동의 

지속성과 동기 그리고 만족도와 내용으로 선정하 고, 

진로의식 성숙도는 진로결정성, 진로 여성, 진로독립

성, 진로 성향성 등이다. 그리고 범주형 변수는 상 분

석을 할 수 없지만 자원 사활동 경험  자원 사 동

기는 이타성과 이기성으로 이분형 변수이므로 이를 더

미변수로 환하여 상 분석을 실시하 다. 상 분석 

이후에는 자원 사활동 경험과 통제변수가 청소년의 

진로의식 성숙도에 향력을 가지는지를 살펴보기 

해 종속변수인 진로의식 성숙도를 하 역으로 구분

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3.1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진로의식 성숙의 상관관계
우선 상 분석을 통해 독립변수 간 상호독립성을 검

증하기 해 다 공선성의 험을 살펴본 결과 독립변

수 간 상 계수가 가장 높은 것은 자원 사의 지속성과 

만족도로 상 계수가 .580으로 나타나 다 공선성의 

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독립변수들은 상

호 독립 으로 종속변수에 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와 상호 련성을 가지

는지를 살펴본 결과 모든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와 통계

으로 유의한 련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

으로 독립변수  자원 사 동기는 종속변수에 부의 

상 계를 가지며, 그 외 모든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

와 정의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 강도는 낮거나 간정도의 상 성을 가지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원 사활동의 지속성이 높을수

록,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원 사활동을 많이 할수록 청

소년의 진로의식 성숙도가 높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

이다. 그리고 자원 사활동의 동기가 이타 일수록 진

로의식 성숙도가 더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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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B S.E. β t B S.E. β t

상수 2.581 .203 12.724
*** 2.902 .282 10.304

***

통
제
변
수

성별 -.217 .061-.166-3.549
*** -.170 .082 -.128 -2.090

*
성적 .095 .035 .130 2.742

** .093 .044 .126 2.111*
일반고 .252 .070 .190 3.585

*** .227 .088 .171 2.583*
특성화고 .257 .083 .164 3.104

** .303 .114 .170 2.660**

독
립
변
수

지속성 .109 .046 .167 2.359*
동기 -.036 .043 -.054 -.846
만족도 .169 .057 .271 2.965**
내용 .057 .053 .093 1.073
R2

R2변화량
F

.079

7.344***

.134
.055**

4.162***

표 3.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진로의식 성숙의 상관관계

독립변수 : 자원 사활동 경험
종속변수 : 

진로의식 성숙도

지속성 동기 만족도 내용 결정성 관여성 독립성
지속성 1
동기 .317*** 1
만족도 .580*** -.287*** 1
내용 507*** -.329*** .695*** 1
결정성 .350*** -.264*** .387***.341*** 1
관여성 .232*** -.332*** .210***.314***.217*** 1
독립성 .303*** -.314*** .250***.297*** .161** .482*** 1
성향성 .345*** -.242*** .299***.251***.568***.456***.340***

**p<.01, ***p<.001 자원봉사동기 더미(기준: 이타성)

3.2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 성이 검증되었으므로 

자원 사활동 경험이 청소년의 진로의식 성숙도에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진로의식 성숙도의 

하 변인을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인구사회학  변인을 

통제한 후 자원 사활동 경험의 향력을 검증하 다. 

성별은 남자를 기 변수로 하 으며, 학교 은 학교

를 기 변수로 두고 일반고와 특성화고를 비교하 다. 

자원 사동기에서는 이타성을 기 변수로 두어 이기성

과 비교하 다.

먼  자원 사활동 경험이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향력을 검증하기 해 1단계는 통제변수만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통제변수에 더하여 독립변수를 투입하

다. 그 결과 1단계 통제변수의 종속변수에 한 설명력

은 7.9%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합도는 통계 으로 유

의미하 다(F=7.344, p<.001). 투입된 통제변수들은 모

두 진로결정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2단계는 통제변수에 더하여 독립변수를 투입한 

결과이다. 모형의 설명력은 13.4%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 단계에 비해 5.5% 증가한 것이다. 2단계 회귀모형

의 합도 역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4.161, p<.001). 투입변수  진로결정성에 유의한 

향력을 발휘하는 변수로는 통제변수에서는 성별

(t=-2.090, p<.01), 성 (t=2.111, p<.05), 일반고(t=2.583, 

p<.05), 특성화고(t=2.660, p<.05) 등이 나타났다. 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진로결정성이 더 높으며, 성 이 높을

수록 진로결정성 인식수 이 높음을 의미하며, 학교

에 비해 일반고와 특성화고가 진로결정성 수 이 높음

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 자원 사활동 경험에서는 

자원 사활동 지속성(t=2.359, p<.05)과 만족도(t=2.965, 

p<.01) 등이 나타났다. 반면, 자원 사의 동기와 내용은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원 사활동 

지속성이 오래될수록, 자원 사활동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에 한 결정성 수 이 더 높음을 보여주

는 반면, 자원 사활동 동기가 이타 이거나 이기 인 

것, 자원 사활동의 내용이 무엇인가는 진로결정성에 

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인의 진로

결정시에 고려해야 할 성, 능력, 흥미는 자원 사활동

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활동에 만족하는 경우

에는 향을 받지만, 자원 사활동의 동기와 자원 사

활동 내용에는 향을 받지 않음을 뜻한다. 결국 진로

결정성은 성 이 높을수록, 일반고가 학교보다 진로

의식 성숙도 수 이 더 높음을 의미하며, 자원 사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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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자원 사활동 경험이 진로 여성에 미치는 

향력을 검증하기 해 1단계는 통제변수만을 투입하

고 2단계에서는 통제변수에 더하여 독립변수를 투입하

다. 그 결과 1단계 통제변수의 종속변수에 한 설명

력은 10.5%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합도는 통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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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B S.E. β t B S.E. β t

상수 2.813 .160 17.538
*** 2.705.215 12.578

***
통
제
변
수

 성별 .259 .048 .247 5.361
*** .163 .062 .159 2.610*

성적 .022 .027 .037 .801 .043 .034 .075 1.268
일반고 .090 .056 .085 1.623 .093 .067 .091 1.381
특성화고-.166 .065 -.132 -2.534* -.069 .087-.050 -.788

독
립
변
수

지속성 .016 .035 .032 .460
동기 .092 .033 .179 2.812

**
만족도 .027 .043 .056 .622
내용 .116 .041 .245 2.846

**
R2

R2변화량
F

.105

10.060***

.145

.040
   4.551***

1단계 2단계
B S.E. β t B S.E. β t

상수 3.540 .161 21.967
*** 3.903.220 17.791

***

통
제
변
수

성별 .205 .049 .194 4.224
*** .174 .064 .166 2.741

**
성적 -.003 .027-.006 -.122 -.026.034-.044 -.751
일반고 .112 .056 .104 -2.001* .008 .069 .007 .115
특성화고 -.208 .066-.164 -3.166

** -.221.089-.157-2.493
*

독
립
변
수

지속성 .037 .036 .071 1.018
동기 -.027.033-.050 -.796
만족도 .134 .044 .272 3.023

**
내용 .177 .042 .364 4.269

***
R2

R2변화량
F

.114

11.036***

.160

.046
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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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진로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로 유의미하 다(F=10.060, p<.001). 2단계는 통제변수

에 더하여 독립변수를 투입한 결과이다. 모형의 설명력

은 14.5%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  단계에 비해 4% 설

명력이 증가한 것이다. 2단계 회귀모형의 합도 역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551, p<.001). 

투입변수  진로 여성에 유의한 향력을 발휘하는 

변수로는 통제변수에서는 성별(t=2.610, p<.05) 변수만

이 나타났다.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진로에 한 심 

 여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자원 사

활동 경험에서는 자원 사활동 동기(t=2.812, p<.01)와 

내용(t=2.846, p<.01) 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자원

사의 지속성과 만족도는 진로 여성과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결정성과는 반 의 결

과로 진로결정성이 진로의식수   진로선택을 한 

마지막 결정과 련된 내용이라면 진로 여성은 진로

의식수   진로선택을 한 과정과 련 내용이기 때

문에 두 변수의 결과가 반 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

다. 즉, 진로선택에서의 능동  참여는 자원 사활동의 

지속성과 만족도라는 자원 사활동의 결과 변수보다는 

자원 사활동의 동기와 내용이라는 과정상의 내용이 

더욱 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 으로 본 연

구에서 진로 여성은 자원 사활동의 동기가 이타 이

지 않고 이기 인 경우, 자원 사활동을 많이 할수록 

진로에 한 심과 여정도가 더 높음을 의미하는 결

과를 보 다.

표 5.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진로관여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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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자원 사활동 경험이 진로독립성에 미치는 

향력을 검증하기 해 1단계는 통제변수만을 투입하

고 2단계에서는 통제변수에 더하여 독립변수를 투입하

다. 그 결과 1단계 통제변수의 종속변수에 한 설명

력은 11.4%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합도는 통계 으

로 유의미하 다(F=11.036, p<.001). 2단계는 통제변수

에 더하여 독립변수를 투입한 결과이다. 모형의 설명력

은 16%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  단계에 비해 4.6% 설

명력이 증가한 것이다. 2단계 회귀모형의 합도 역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5.119, p<.001). 

투입변수  진로독립성에 유의한 향력을 발휘하는 

변수로는 통제변수에서는 성별(t=2.742, p<.01), 특성화

고(t=-2.493, p<.05)로 나타났으며, 자원 사활동 경험

에서는 자원 사활동 만족도(t=3.024, p<.01)와 내용

(t=4.269, p<.001) 등이 나타났다. 반면, 자원 사활동의 

지속성과 동기는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독립성은 실제 진로선택 과정에서 독립 인 

결정을 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원 사활동이 만족스럽고 활동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에 따라 스스로 진로를 독립 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원 사활동의 지속성과 동

기는 독립성보다는 자원 사에 임하는 성실한 태도와 

더욱 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진로독립성

에는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본 연

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에 한 독립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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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B S.E. β t B S.E. β t

상수 2.795.189 14.783
*** 2.685 .274 9.813***

통
제
변
수

 성별 .061 .057 .050 1.065 .071 .079 .057 .902
성적 .145 .032 .216 4.518

*** .155 .043 .225 3.635***
일반고 .131 .065 .107 2.008* .103 .085 .083 1.211
특성화고-.065.077-.045 -.844 .051 .111 .030 .457

독
립
변
수

지속성 .033 .045 .084 .738
동기 .011 .042 .017 .256
만족도 .088 .036 .134 2.427*
내용 .053 .052 .091 1.015
R2

R2변화량
F

.063

5.759***

.081

.018
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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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진로성향성에 미치는 영향
1단계 2단계

B S.E. β t B S.E. β t

상수 2.931 .134 21.942
*** 3.031 .147 20.798

***

통
제
변
수

 성별 .077 .040 .090 1.912 .007 .045 .008 .158
성적 .065 .023 .136 2.842

** .069 .025 .146 2.790**
일반고 .146 .046 .169 3.161

** .117 .050 .138 2.319*
특성화고-.046 .055 -.044 -.836 -.013 .059 -.012 -.216

독
립
변
수

지속성 .018 .028 .045 .662
동기 .080 .022 .109 2.268*
만족도 .093 .034 .123 2.443*
내용 .107 .032 .268 3.380**
R2

R2변화량
F

.061

5.548***

.194
.133***
6.864***

더 높으며, 학교가 특성화고보다 진로에 한 독립성

이 더 높았으며, 자원 사활동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

록, 자원 사활동을 많이 할수록 진로에 한 독립성 

수 이 더 높음을 의미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네 번째 자원 사활동 경험이 진로성향성에 미치는 

향력을 검증하기 해 1단계는 통제변수만을 투입하

고 2단계에서는 통제변수에 더하여 독립변수를 투입하

다. 그 결과 1단계 통제변수의 종속변수에 한 설명

력은 6.3%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합도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F=5.759, p<.001). 2단계는 통제변수에 

더하여 독립변수를 투입한 결과이다. 모형의 설명력은 

8.1%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  단계에 비해 1.8% 설명

력이 증가한 것이다. 2단계 회귀모형의 합도 역시 통

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184, p<.001).  

투입변수  진로성향성에 유의한 향력을 발휘하는 

변수로는 통제변수에서는 성 (t=3.635, p<.001) 변수만

이 나타났으며, 자원 사활동의 하 변수에서는 자원

사활동 만족도(t=2.427, p<.05) 변수가 진로성향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원 사

활동이 얼마나 만족스러웠느냐는 미래 직업에 한 개

인의 가치와 태도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원 사활동이 미래 직업에 한 체험으로서의 역

할을 만족스럽게 수행될 경우 그에 한 가치는 정

으로 부여될 것이다. 반면 자원 사활동의 지속성과 동

기, 내용은 미래 직업에 한 가치 부여와는 상 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진로성향성이 자원 사활

동의 체  만족도와 련이 있지 다른 세부  요소에

는 향을 받지 않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

는 성 이 높을수록, 자원 사 활동에서의 만족도가 높

을수록 진로성향 성숙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 사활동 경험이 진로성숙도 

체에 미치는 향력을 검증하기 해 1단계는 통제

변수만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통제변수에 더하여 독

립변수를 투입하 다. 그 결과 1단계 통제변수의 종속

변수에 한 설명력은 6.1%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합

도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F=5.548, p<.001). 2단

계는 통제변수에 더하여 독립변수를 투입한 결과이다. 

모형의 설명력은 19.4%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  단계

에 비해 13.3% 설명력이 증가한 것이다. 2단계 회귀모

형의 합도 역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6.864, p<.001). 투입변수  진로의식 성숙도에 유

의한 향력을 발휘하는 변수로는 통제변수에서는 성

(t=2.790, p<.01), 일반고(t=2.319, p<.05)로 나타났으

며, 자원 사활동 경험에서는 자원 사동기(t=2.268, 

p<.05), 자원 사 만족도(t=2.443, p<.05), 자원 사활동 

내용(t=3.380, p<.01) 변수 등이 나타났다. 이는 성 이 

높을수록, 일반고가 학교보다 진로의식 성숙도 수

이 더 높음을 의미하며, 자원 사동기가 이타 인 경우

보다는 이기 인 경우, 자원 사 활동경험이 만족스러

울수록, 자원 사활동 경험을 많이 할수록 진로의식 성

숙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영향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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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자원 사활동 경험이 청소년의 진로의식 

성숙도에 향에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실제 청소년

자원 사활동 경험이 진로의식 성숙도에 향을 미친

다면, 역으로 청소년 자원 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로부터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의 결과에 따라 청소년자원 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첫번째 연구문제인 자원 사

경험 유무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의식 성숙도 수 에는 

차이가 있는가?는 그 다고 나왔다. 본 연구에서 자원

사활동 경험을 유무로 구분하여 집단간 진로의식 성

숙도에 평균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한 결과, 진로 여성

과 진로성향성에서 통계  유의한 평균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 으로 자원 사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

는 집단에 비해 진로 여성 수 이 더 높으며, 진로성

향성 수 이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청소년자

원 사활동이 진로와도 무 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

는 것으로 학습의 연장선에서 시행되어야 할 자원 사

활동의 효과성을 검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자원 사활동 경험이 청소년의 

진로의식 성숙도에 향을 미치는가?에 한 연구결과

는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먼  자원 사활동이 지속 일수록 진로

결성이 높았으며, 자원 사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진로

결정성과 진로 여성, 진로독립성의 성숙도가 높았다. 

한 자원 사활동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결

정성과 진로독립성, 진로성향성의 성숙도가 높게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자원 사활동 내용은 진로 여성과 

진로독립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원 사활동의 만족도와 련하여서는 자원

사활동 동기가 이기 일 때 진로의식 성숙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23]에서 

이타성이 자원 사활동의 요한 요인이라고 한 것에

는 상반되나, 술한 박 숙․김성희[49]의 자원 사활

동의 직업체험과 자기발견에 한 동기가 높을수록 진

로의식 성숙에 한 향력이 높았다는 연구와는 일치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원 사활동 내용이 만족스러울수록, 

그리고 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진로의식 성숙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자원 사활동의 만족도는 체 자원

사활동 경험  내용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서 해석 

될 수 있으며, 이는 자원 사를 지속시키거나 내용을 

보다 확 하고 자원 사활동의 동기를 강화하는 등의 

활동이 자원 사활동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결국 

진로의식 성숙을 높이는데도 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원 사활동의 통합 이며 결과론 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원 사활동 경험의 하  

요인들 하나 하나에 한 개입은 청소년의 진로의식 성

숙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  개입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제변수인 성별과 학교 에 따른 자원 사

활동이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진

로 결정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특성을 보 다. 

이는 이상선[42]의 연구와 일치하 다. 반면, 진로 여

성의 수 과 진로독립성 정도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

았으며, 진로성향성은 비슷한 수 으로 나타나 박향숙

[41]의 연구와 일치하 다. 그리고 학교 별로는 진로

결정성은 고등학교가 학교보다 높은 인식수 을 가

지지만 진로 여성과 진로독립성은 일반고가 다른 집

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학교, 특성화고 

순이었다. 이는 박향숙[41]와 이상선[42]의 연구와 일치

으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가 학진학과 

하게 연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먼 , 청소년의 자원 사활동은 발달  차원과 교육  

차원에서 매우 요한 실천 방안으로 제안될 수 있다. 

즉, 자원 사활동이 학업의 연장선상에서 미래의 자신

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매우 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을 인지하고 청소년들이 극 으로 자원 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한 무경험자와 미온

 참여자들을 극 으로 참여 유도시키기 해서 포

상과 안행사와 같은 사후 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겠고, 자원 사활동에 한 인식제고를 해 학교 내 

자원 사 스쿨을 개최하거나 다양한 로그램의 개발

과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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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원 사활동의 지속성은 자원 사활동의 정

착화와 활성화에 매우 요한 변인이 될 수 있기 때문

에 요하다. 이러한 지속성을 확립하기 해서는 자원

사활동 경험이 일상 인 생활 속에서 체득화 되어야 

한다. 가족과 함께 이루어지는 자원 사의 확 와 학교

와 지역사회 그리고 자원 사 기 이 연계된 로그램

이 마련되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사들은 

청소년들의 다재다능한 재능을 발굴하여 재능나눔을 

한 다양한 사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주어지도록 배

려하고, 자원 사 써클을 지도할 수 있는 담교사, 

를 들어 학교사회사업가를 채용하여 청소년들의 사

업무 수행시 주체성과 자율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사학습의 개념을 극 도입하여 지도해 나가야 할 것

이다.

한 청소년들의 진로의식 성숙을 진시키기 해

서 직업훈련과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직업훈

련기 에도 사활동경험을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한 다양한 유  사활동경험을 통하여 진로의

식에 한 이해의 폭을 넓 가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

막으로 자원 사활동 내용은 다양한 활동 내용과 자원

사활동 과정의 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자원 사활동에서의 정 인 계의 수립은 원만한 

자원 사활동 경험에 있어 가장 요한 요소이자 그 자

체가 청소년에게 의미를  수 있다. 이를 해서는 먼

 자원 사자의 이야기를 열심히 경청하고 정 인 

심을 말로 표 하고 자원 사자의 개별성을 인정하

고 수용 이며 비심  태도를 가지며, 자원 사자의 

재 욕구와 감정에 민감해야 한다. 

셋째, 진로독립성에서 일반고가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교육 반이 학입시와 연계되어 있기 때

문이며, 특성화고보다 학교가 더 높다고 나타난 것은 

특성화고가 이미 특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즉, 학교가 다양한 진로선택

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반면, 특성화고는 상 으로 

진로선택의 방향이 결정된 것을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들에게 보다 다양한 자원 사활동을 개할 것

인가 아니면 자신의 진로와 맞는 자원 사활동에 참여

시킬 것인가는 개인별 근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

다. 무엇보다 자원 사활동마  입시와 연계해야만 하

는 차원에서 연구문제 1에서 검증된 자원 사활동 경

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진로의식 성숙도가 자원 사활

동 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더 높았다는 결과와 함께 

청소년 자원 사활동에 한 홍보와 그 결과에 한 기

감을 높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

국 입시에 한 부담감이나 진로에 한 불안감을 정

인 방향으로 환하는데 자원 사활동은 요한 도

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으로 청소년자원 사활동 경험은 청소년이 사

회에 한 경험을 자원 사라는 형태로 미리 체험하는 

장이 될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이 자신이 활동한 자원

사 수요처를 통해 미래의 진로를 결정하거나, 진로 결

정에 향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해서 청소년자원

사활동 경험이 가능한 다양한 수요처의 개발이 요구된

다. 특히 청소년자원 사활동은 지역사회 속에서 있는 

다양한 체계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체계 , 통합 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자원 사활동 경험은 지역

사회복지 , 지역사회복지시설, 교육청, ․ ․고등

학교, 학, 청소년단체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기

업, 가정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한 청소년자원 사활

동을 지원하기 해서는 사회복지사, 교사,  청소년지도

사, 공무원 등 문가의 참여와 워크가 으로 

필요하다. 이를 한 재정지원을 해서는 국가나 지방

단체가 법  제도장치를 실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부산의 학생과 고등학생  권역별로 나

어 표집하여 조사를 실시하 으나 인구 비 표  설

정을 하지 못하여 조사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데는 한계

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상자의 확 를 통해 국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즉, 재 자원 사활동이 학습과 배치된

다고 여겨지는 편견을 깨고 자원 사활동 경험이 미래

의 진로결정  진로의식 성숙에 정 인 향을 주기 

때문에 청소년의 자원 사활동에 한 참여가 학습권

에 도움을  수 있다는 논리는 국 인 조사를 통해

서 일반화 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과 고등학생을 심으로 실시된 본 연구

가 실제 진학과 취업이라는 결정사항에 얼마만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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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는지를 살펴보기 해서는 종단 인 연구가 요구

된다. 이는 일반  설문의 횡단  연구에서 그 결과를 

측하는 차원을 넘어 보다 구체 인 자원 사활동 경

험이 진로의식 성숙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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