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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도덕성, 봉사업무적절성, 봉사지속의지의 정도를 파악하고 봉사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이 연구는 2018년도 11월에서 12월까지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일
개대학 간호대학생 중 연구에 동의하고 설문지를 완성한 17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4.0을 이용하여
t-test, ANOVA 및 Scheffe 사후검정,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산출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도덕성, 봉사업무의 적절성, 봉사기간, 적극성이 지속의지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
학생의 지속적인 봉사를 위해 전공과 연계되고 자율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봉사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제언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자원봉사, 도덕성, 적절성, 지속의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egree of mortality, appropriateness  and 
continuance willingness of voluntary activities in nursing students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ir 
continuance willingness of voluntary activities. This study was carried out from November to Decemer 
2018 a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among 174 university nursing 
students who agreed to the research and completed the questionnaire.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and Scheffe pos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calcu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4.0.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morality, service appropriateness, service 
period, and aggressivenes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ontinuance willingness. It proposes that a 
volunteer program that can engage with the majors and participate voluntarily and positively for the 
continuous service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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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자원봉사는 타인에게 유익함을 주기위한 목적을 가지

고 조직에 의해 수행되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행위이며[1]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자발
적으로 하는 활동이다[2]. 또한 봉사활동은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경험하게 하고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여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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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증가시킨다[3]. 
대학은 교육과 연구뿐만 아니라 봉사기관으로서의 역

할을 위해 대학생의 사회봉사를 전담해서 관리하는 부서
를 만들어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장려정책으로 봉
사활동 참여를 장려하여[4] 졸업 후에도 봉사활동을 지속
하여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5].

대학 시기의 자원봉사활동은 인격적으로 성장하게하
고 잠재능력을 실현시킬 뿐만 아니라[6]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봉사를 지속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에 중요하다
[7]. 사회발전에 소중한 의의를 지니는[8] 대학생의 자원
봉사는 강의실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여 바람직
한 인간으로 성장함에 도움을 준다[9]. 대학생은 다른 자
원봉사자에 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활동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타인과의 유대관계
를 통하여 사회적 책임감이 형성되기도 한다[10].

자원봉사의 참여기간은 도덕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며[11]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은 국가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감과 이타성을 중요시하는 도덕성
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좋은 경험이다[10]. 간호
대학생은 심리적, 신체적, 영적으로 불편한 대상자를 간
호해야 하는 예비간호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도덕성을 가
지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회개선을 체험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성숙해 질 수 있
는 사회봉사를[12]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를 고
려하여 적절한 업무에 배치하고 봉사활동업무에서 능력
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등 봉사자를 배려하는 것
이 중요하다[13]. 이는 전공과 관련된 형태로 봉사활동이 
이루어져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14]. 간호대학생 중에 
전공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소극적일 때 학교생활에 대
한 부적응이 높아져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는데[15], 전공
과 연계된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함으로써[16]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졸업이후의 진
로에 대하여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간호
대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봉사업무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회인으로 성장시켜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에게 있어 봉사활동은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 이해를 돕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
가는데 필요한 경험을 제공하여 인간에 대한 사랑과 배
려를 알도록 한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자원봉
사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온 것은 자원봉사자가 6개
월 이내에 봉사활동을 그만두는 지속성의 문제이다[8]. 
대학생들은 소속대학이 운영하는 학점, 졸업여건,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17]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계되어야하는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은 의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
정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며[18], 일반적으
로 얼마나 자주하는가, 얼마나 오래하는가, 하고자하는 
의지는 어떠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등과 관
련된다[19]. 자원봉사의 지속은 자원봉사 자원의 손실을 
감소시키고 사회경험을 축적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
지만 대학생들은 단기적이거나 일회적으로 참여하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13]. 이는 봉사활동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20].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4,13,21,22],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도덕성, 업무의 적절성과 봉사지속의
지와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도덕성, 봉사업무적절
성, 봉사지속의지 간의 상관관계와 봉사지속의지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
여할 수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봉사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봉사관련 특성에 따른 봉
사지속의지의 차이를 확인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도덕성, 봉사업무적절성, 봉사지
속의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봉사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도덕

성, 봉사업무적절성, 봉사지속의지를 조사하고, 봉사지속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
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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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Range) 
or N(%)  

Age(yrs) 21.71±2.89
(19-45)

Gender
Female 145(83.3)

Male  29(16.7)

Grade
1st  32(18.4)

2nd  43(24.7)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74)

2.2 연구 대상
C시 일개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을 편의 추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표본 크기는 Yang[29]의 연구를 근거로 
하였으며 G*Power 3.1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다중회
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 효과크기 
0.15, 독립변수 11개를 입력하여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152명으로 나타났다. 총 180개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미
완성된 6개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74개의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도덕성은 Cho[23]가 제작·활용한 설문문항을 참고하

여 대학생수준에 맞게 Seo[11]이 재구성한 도구를 이용
하였다. 본 도구는 16문항으로 이타성, 사회적 책임감 2
개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그렇다’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은 16점에서 최고 80점의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
덕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Seo[11] 연구의 Cronbach’s 
alpha는 .73이었으며 본 연구는 .85이었다. 

봉사업무의 적절성은 Kwon[24]이 개발하였으며 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우 그렇다’ 5점부터 ‘전혀 그렇
지 않다’의 1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은 5
점에서 최고 25점의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봉사업
무가 적절한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Cronbach’s alpha는 .70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는 .87이었다. 

봉사지속의지 측정도구는 Bai[25]가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우 그렇다’ 5
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
어 있다. 총점은 5점에서 최고 25점의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봉사지속의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Cronbach’s alpha는 .92였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는 .94이었다. 

2.4 자료 수집방법
본 자료는 2018년 11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일개 

대학교 간호대학생 4개 학년으로부터 수집되었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4.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봉사관련 특
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특

성에 따른 봉사지속의지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고, 사후 검증은 Scheffe방법을 이용하였다. 도덕
성, 봉사업무적절성, 봉사지속의지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봉사지속의지에 미
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 시 먼저 해당교수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았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고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은 후 실
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평균 10~15분 정도 소요되었다.

2.7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1개 대학을 편의 추출한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수행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
해야 한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봉사관련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나이는 

19-45세 사이이며 평균 21.71세이었다. 여학생이 
83.3%(145명)이었으며, 54.6%(95명)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봉사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애타심과 취업이 각
각 24.2%(44명), 23.1%(42명)로 1위, 2위를 차지하였으
며, 대상자의 54%(94명)가 동아리나 소모임 형태로 참여
하였다. 봉사기간은 1개월~1년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46%), 노력봉사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8.3%). 57.5%(100명)가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있었으며, 20.7%(36명)는 보통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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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d  43(24.7)

4th  56(32.2)

Religion
Yes  95(54.6)

No  79(45.4)

Participation motivation 
of voluntary activities

Acquisition of credit 32(17.6)

Thinking
about others 44(24.2)

Various life 
experiences 28(15.4)

Interest in
society  3( 1.6)

Rewarding
leisure 10( 5.5)

Religious
conviction  5( 2.7)

Employment 42(23.1)

Other 10( 5.5)

Participation route of 
voluntary activities

Personally 38(21.8)

Friend 22(12.6)

Circles 94(54.0)

Service
subject 13( 7.5)

Other  7( 4.0)

Participation period of
voluntary activities

＜1month 27(15.5)

≥1month~
＜1year 80(46.0)

≥1year~
＜3years 46(26.4)

≥3years 21(12.1)

Volunteer Activities

Effort service 84(48.3)

Learning and life 
guidance 41(23.6)

Housework support   5( 2.9)

Recreation   9( 5.2)

Public
relations
activities

  8( 4.6)

Service
abroad   7( 4.0)

Other  20(11.5)

Volunteer
attitude

Very active  23(13.2)

active 100(57.5)

usually  36(20.7)

passive  11( 6.3)

Very passive   4( 2.3)

Characte-
ristics Categories

 Continuance Willingness 

M±SD t/F(p) 
Scheffe

Gender Female 18.74± 3.30 0.66(.514)Male 18.10± 4.95

Grade

1sta 96.60±16.27
6.46(＜.001)

a>c, d
2ndb 88.90± 8.46
3rdc 80.50±14.87
4thd 83.00±13.16

Religion Yes 19.06± 3.46 1.73(.085)No 18.11± 3.75

Participation 
motivation of 
voluntary 
activities

Acquisition of 
credita 16.97± 3.59

4.24(＜.001)
a<e

Thinking
about
othersb

19.77± 3.18

Various life 
experiencesc 19.36± 4.01

Interest in
societyd 19.00± 1.00

Rewarding
leisuree 21.70± 2.58

Table 3. Differences of Continuance Willing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4)

3.2 도덕성, 봉사업무적절성, 봉사지속의지
대상자의 도덕성, 봉사업무적절성, 봉사지속의지 점수

는 Table 2와 같이 각각 57.54점, 18.07점, 18.63점이
었다.

Variable M±SD Range  

Morality 57.54±7.28 34-80

Appropriateness 18.07±2.96  8-25

Continuance willingness 18.63±3.62  5-25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3.3 봉사지속의지의 인구사회학적 및 봉사관련특성
    에 따른 차이 

인구사회학적특성과 봉사관련특성에 따른 봉사지속의
지를 파악한 결과 Table 3과 같이 학년(F=6.46, 
p<.001), 참여동기(F=4.24, p<.001), 참여기간(F=6.37, 
p<.001), 적극성(F=17.99,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봉사지속의지는 1학년이 3학년, 4학년에 비해 높았으
며, 보람된 여가를 위해 참여한 집단이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참여한 집단에 비하여 높았다. 그리고 1년 넘게 봉
사를 하고 있는 집단이 1개월도 안된 집단보다 봉사지속
의지가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
이 보통으로 참여, 소극적으로 참여, 매우 소극적으로 참
여하는 집단에 비해 높았다. 그리고 적극적인 집단은 보
통으로 참여하거나 매우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에 비
해 봉사지속의지가 높았고  보통으로 참여하는 집단은 
매우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에 비해 봉사지속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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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gious
convictionf 19.40± 4.03

Employmentg 18.00± 2.86
Otherh 16.00± 4.57

Participation 
route of 
voluntary 
activities

Personally 18.42± 3.49

1.51(.200)

Friend 18.82± 2.97
Circles,
Small 18.98± 3.64

Service
subject 18.00± 3.62

Other 15.71± 5.15

Participation 
period of
voluntary 
activities

＜1montha 16.56± 3.82

6.37(＜.001)
a<c,d

≥1month~
＜1yearb 18.51± 2.99

≥1year~
＜3yearsc 19.04± 3.25

≥3yearsd 20.86± 4.85

Volunteer 
Activities

Effort
service 18.55± 2.99

1.54(.167)

Learning
and life
guidance

19.66± 3.62

Housework 
support 18.20± 2.95

Recreation 17.78± 2.33
Public
relations
activities

17.13± 3.94

Service
abroad 20.29± 5.46

Other 17.40± 5.19

Volunteer
attitude

Very activea 21.22± 2.96
17.99

(＜.001)
a>c,d,e
b>c,e

e<a,b,c,d

activeb 19.18± 3.32
usuallyc 17.06± 2.15
passived 16.91± 2.77
Very
passivee  9.00± 4.54

  
3.4 변수간의 상관관계

봉사업무의 적절성은 Table 4와 같이 도덕성과(r=.46 
p<.001)과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봉사지속
의지는 도덕성(r=.58 p<.001), 봉사업무적절성(r=.47 
p<.001)과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Morality r(p) Appropriateness r(p) 

Appropriateness .46(<.001)

Continuance 
Willingness .58(<.001) .47(<.001)

Table 4. Correlations Among Observed Variables

  
3.5 봉사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학과 학생의 봉사지속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에 봉사지속의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년, 참여동기, 
봉사기간, 봉사태도와 봉사지속의지와 유의한 상관관계

를 나타낸 도덕성, 봉사업무적절성을 독립변수로 회귀모
델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디자인된 회귀모델의 
공차는 .75에서 .95사이로 산출되었으며 분산팽창인자 
범위는 1.05-1.32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본 회귀모
델이 다중공선성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
한다.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실시한 Durbin-Watson값 
역시 1.87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6개 변수들은 봉사지속의지 총변
동의 45.4%를 설명하였으며 (F=23.11, p<.001) Table 
5와 같이 예측변수 6개 중 도덕성, 봉사업무적절성, 봉사
기간, 봉사활동적극성 등 4개 변수가 봉사지속의지를 설
명하는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성이 높을수
록, 봉사업무가 적절할수록 봉사지속의지가 높았다. 그리
고 봉사기간이 1년 이상인 집단이 1개월 미만인 집단에 
비해 봉사지속의지가 높았다. 또한, 봉사에 매우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집단이 보통으로 참여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에 비해 봉사지속의지가 높았으며 봉사에 
적극적인 집단은 보통인 집단에 비해 봉사지속의지가 높
았다. 그러나 매우 소극적으로 봉사에 참여하는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봉사지속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  t p

Grade .084 1.43 .152
Participation motivation of 
voluntary activities -.107 -1.82 .069

Participation period of 
voluntary activities -.138 -2.34 .020

Volunteer attitude  .136 2.24 .026

Morality .428 6.57 <.001

Appropriateness .205 3.11 .002

           R2=.454     F=23.11 <.001

Table 5. Factors Affecting Continuance Willingness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봉사지속의지가 인구사회학
적 특성과 봉사관련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
단되어 이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 도덕성, 봉사업무적절
성간의 상관관계와 봉사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졸업 후에도 사회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도덕성 점수는 57.54점으로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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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치위생과 학생의 사회성과 도덕성을 연구한 
Lee[26]의 연구나 다양한 계열을 전공하는 대학생을 대
상으로 봉사활동 경험여부에 따른 시민성, 사회성, 도덕
성을 연구한 Seo[11]의 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도덕성과 직업가치관을 연구한 Park[10]의 결과와는 유
사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도덕
성이 타계열의 대학생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타성과 사회적 책임감의 소양을 가지고 있는 
간호대학생에게 사회봉사활동은 도덕성을 지속적으로 유
지하기 위한 좋은 분야라고 생각한다. 신체적, 심리적으
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대상자에게 간호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활동을 수행
한다면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이는 학교생활의 
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 여겨진다.        

본 연구대상자의 봉사업무적절성은 18.07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 Park[27]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봉사업
무가 부담되거나 과하지 않고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경우에 54%가 대학동아리나 소모임을 통
하여 국가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허가한 기관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봉사센
터와 연계되어 있어, 봉사센터가 대학생들에게 적절한 업
무가 주어지는 기관으로 잘 연계시켜주고 있음을 간접적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간만 채우는 봉사활동이 아니
라 내용면에서 간호 대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봉사기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기관의 운영철학이나 봉사를 할 대상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참여하도록 지도해야할 것이다. 

봉사지속의지는 18.63점으로 보통이상으로 나타나 대
학생의 참여동기가 봉사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한 Lee & Cho[4]의 연구의 17.83점이나 힐링자원봉사
의 봉사지속의지에 대하여 조사한 Lee[13]의 연구 
17.25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Lee & Cho[4] 연구
의 대상자는 일개 대학교의 사회봉사센터에 참여하여 봉
사활동을 경험한 대학생이었고 Lee[13]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6개시의 사회봉사기관에서 봉사지속의지를 보이
고 있는 대학생이었다. 이들 연구의 봉사지속의지도 보통 
이상이었다. 도덕성과 마찬가지로 타계열대학생에 비하
여 간호대학생의 봉사지속의지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간호 대학생이 봉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봉사
에 대한 관심을 갖고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1학년이 3학년이나 4학년에 
비해 봉사지속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3학년이나 4학년의 
경우에는 1학년에 비해 학업에 대한 부담과 임상실습 등

으로 봉사시간을 갖기 힘든 여건에 놓여있으며 졸업이수
를 위한 봉사시간이 확보된 학생이 많은 반면에 1학년은 
그렇지 않은 학생이 더 많은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
한다. 또한 이는 졸업 후 사회인으로서의 봉사활동지속여
부가 불확실함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고 고학년의 봉사지속의지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봉사관련특성 중에는 봉사참
여동기, 봉사기간, 봉사에 대한 태도에 따라 봉사지속의
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참여동기에 따라 
지속의지 정도가 달라지는 Kim & Lee[28]의 연구와 유
사하였으며, Hong[9]의 연구에서는 6개월이상 봉사활동
에 참여한 집단이 지속의지가 높아 본 연구결과를 지지
하고 있다. 그리고 Lee[13]의 연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학생이 봉사지속의지가 높아 본 연구와 같은 결
과를 보였다. 이는 봉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학점이나 
졸업이수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서는 봉사
이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봉사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덕성, 봉사업무적절성, 봉사기간, 적극성이 확인되었
다. 간호대학생의 도덕성이나 봉사업무적절성에 대해서
는 보통이상으로 높은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1년 이상
은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봉사에 참여할 때
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Lee[13]는 양적인 측
면보다는 질적으로 안정된 수준에서 봉사활동이 이루어
져야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Yang[29]은 
참여동기와 만족도가 봉사지속의지에 중요한 요인임을 
설명하였다. 도덕성과 봉사업무적절성이 봉사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임을 비교할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
로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도덕성, 봉사업무적절성, 
봉사지속의지를 확인하고 봉사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요
인을 조사하였다. 

도덕성, 봉사업무적절성, 봉사기간, 적극성이 봉사지
속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
구한 봉사지속의지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대학생의 
도덕성이나 봉사업무적절성이 보통이상이라는 점과 봉사
지속의지의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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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봉사를 지속하게 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한 
만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가 반복되기를 
제언한다. 또한 타전공 계열학생에 대한 연구를 통해 타
계열 대학생의 도덕성은 어떠하며 봉사업무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졸업 후에도 지속적인 봉
사활동을 위한 기반이 되는 연구의 수행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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