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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기업자원 사자가 사활동을 수행한 다음에 보이는 차등 인 반응에 주목하여 어떤 요인이 

차등 인 반응에 기여하는가를 밝히려는 목 으로 수행되었다. 자원 사에 한 정  반응은 만족도와 

기여도로, 부정  반응은 소진으로 개념화하 다. 자원 사에 한 반응을 측하는 요인으로 가족의 지지, 

회사의 자원 사 지원제도, 그리고 자원 사 장에서의 다양한 인간 계의 향력을 검증하 다. 250명의 

기업자원 사자를 표본으로 선정했으며 설문조사로 수집한 자료를 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 다. 분

석결과 가족의 지지는 자원 사에 한 반응에 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회사의 자원 사지원

제도는 의미 있는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사 장에서의 사 상자와의 계와 기 의 

자원 사 담당자와의 계는 자원 사만족도와 인지된 기여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

정  반응인 소진에는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구결과의 함축성으로 기업의 경우 기업자원 사자

를 극 으로 동기화시키는 사지원제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 리조직의 자원 사 리자의 경

우 자원 사 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간 계의 향과 요성을 인식한다면 기업자원 사자의 만족도

와 인지된 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자원봉사만족도∣인지된 기여∣소진∣회사봉사지원제도∣봉사현장의 인간관계∣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predicting the responses after volunteering 

activities among corporate volunteers. While positive responses to volunteering are 

conceptualized as both the degree of satisfaction from volunteering and the perceived contribution 

of volunteering, negative responses are conceptualized as the degree of burnout. Family supports, 

the volunteering support system of corporation, various human relations in volunteering sites are 

selected and empirically tested as variables predicting the differential responses after volunteer 

activities. Questionnaire data were collected from 250 corporate volunteers and analyzed through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while family supports have no 

significant effects on volunteering responses, corporate support system of volunteering have 

significant effects. Additionally, human relations with clients and volunteers managers have 

strong and positive significant effects on positive responses including the degree of satisfaction 

and the perceived contribution. However, no significant effect has been found on negative 

responses represented by burnout. Findings from this stud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human 

relations management in volunteering sites  for corporate and nonprofit volunteer managers to 

increase the positive response from corporate volunteers.

■ keyword :∣Volunteering∣Satisfaction∣Perceived Contribution∣Burnout∣Human Relations∣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순천향 학교 교수연구년제에 의하여 연구하 음.

수일자 : 2016년 10월 10일

수정일자 : 2016년 10월 20일

심사완료일 : 2016년 10월 20일

교신 자 : 황창순, e-mail : cshwang@sch.ac.kr



기업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493

I. 서 론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원 사활동에 

한 심이 지속 으로 증 해 왔다. 자원 사는 사자 

개인에게는 자아실 과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사회복지조직을 포함한 다양한 비 리조직에게

는 조직운 과 행정에 필수 인 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는 기부, 자선, 나눔의 철학을 

바탕으로 자발 이고 활성화된 시민의 자원 사활동을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한 요한 자원의 하나로 간

주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 사의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원 사활동이 여러 인구 층에서 그

리고 다양한 맥락에서 수행되지만 자원 사활동 참여

자가 자원 사 활동을 수행한 이후에 보이는 반응은 커

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람에 따라 그리고 자원

사활동이 이루어지는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자원 사

에서 보람을 느껴 자원 사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원 사에 실망하거나 

감정 으로 소진해서 사활동을 단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에 주목하여 무엇이 자원 사활동

에 한 이러한 차등 인 반응을 보이게 하며, 어떤 요

인으로 인해 자원 사참여자가 자원 사이후 자원 사

에 해 정 인 반응이나 부정 인 반응을 보이는가

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요인이 밝 진다면 자원

사활동을 더욱 정 인 경험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

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 인 반응과 연 된 요

인이나 자원 사 참여자를 좌 시키는 조건을 악하

여 부정  반응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자원 사에 참여하는 다양한 자원 사자 

가운데, 특히 기업자원 사자(corporate volunteers)의 

자원 사활동 실태와 자원 사활동에 한 반응에 

심이 있다. 기업자원 사자에 심을 보이는 이유는 이

들 집단에 한 연구가 별로 없을뿐더러 최근 우리나라

에서도 기업사회공헌에 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사회  요구에 부응하여 종업원

의 자원 사활동을 독려하고 이를 체계 으로 지원하

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해 경련

이 수행한 가장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2014년을 기 으

로 응답기업 10곳  5곳 이상(52.7%)이 자사 임직원의 

평균 50% 이상이 자원 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활동에 참여하는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연간 사활

동 시간은 17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많은 기

업들이 임직원의 사활동을 추진하기 해 우수 사

자 표창제도와 사휴가제도 등과 같은 자원 사 지원

제도를 운 하고 있다는 것이다[1]. 한마디로 한국기업

의 사회공헌활동이 최근 들어 비교  활발하며 특히 기

업자원 사자들이 지역사회에 직  여하는 비율이 

차 증 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자원 사자는 범사회  통합의 상징으로서의 역

할과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자원 사자로부터 직

인 도움을 받는 비 리조직의 입장에서도 조직운

에 필요한 요한 인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2]. 

특히 기업자원 사자는 지역사회의 다른 자원 사자와

는 다른 맥락에서 자원 사에 참여하고 있다. 많은 기

업에서 기업자원 사 참여자에 한 기업 내부 인 다

양한 정책이나 인센티 를 가지고 있어 지역사회의 일

반시민의 자원 사와는 자원 사에 참여하는 동기도 

다를 수 있고 그 기 때문에 자원 사에 한 반응도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탐구하기 해 다음 장에서는 기

업자원 사활동과 자원 사이후의 반응에 한 이론  

배경을 살펴보고, 이론을 근거로 자원 사에 한 반응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정하여 이를 경험 으로 검

증하고자 한다. 특히 이론에서 제기된 가설을 검증하기 

해 결과변수를 측함에 있어서 독립변수의 설명력

을 검증하고, 제기된 각 요인이 자원 사에 한 반응

에 유의미한 련성이 있는가를 검토한다. 이 연구의 

결과 자원 사 반응에 련된 요인들이 제시하는 함축

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원 사 리부서, 지역사회의 

비 리조직, 그리고 자원 사정책기 에 도움이 되는 

자원 사 리에 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기업사회공헌과 기업자원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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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원 사자에 한 선행연구는 일반 자원 사자

에 한 연구에 비해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

사에 련된 다양한 연구가운데 기업자원 사자를 연

구 상으로 삼은 연구와 자원 사반응에 련된 연구

를 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기업자원

사는 특정 기업체의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자원 사에 

참여한다는 에서 일반자원 사와 유사 과 차이 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기업자원 사가 일반자원 사와 

다른 은 많은 경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는 이다. 

그런 이유로 일반자원 사에 비해 기업이 주도하는 정

책이나 로그램의 향을 받는 편이다[3]. 

국내에서 기업자원 사자를 연구 상으로 삼은 연구

는 기업자원 사참여자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의 연구[4][5]와 만족도를 향상하기 한 지원방안연

구[6]가 표 이다. 나아가 기업자원 사활동을 독립

변수로 삼아서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탐구한다든

지[7] 장애인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연

구[8]가 있다. 

외국에서도 기업자원 사자를 연구 상으로 삼은 연

구는 노인이나 청소년을 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많지 

않다. 표 으로 포르투칼에서 기업의 자원 사를 연

구한 최근의 연구[9]에 의하면 기업이 여하는 자원

사는 특별한 기술  지원, 강의나 워커샵, 조직에 한 

인  물  지원, 기부  모 에 참여하기, 정서  지원, 

특정의 목 을 달성하기 한 캠페인 등이 있다. 이 분

야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자원 사에 한 기존의 연구

는 일반자원 사에 한 연구 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가장 표 인 연구가 자원 사에 한 참여 동기의 연

구이다. 자원 사 활동이 사회문제 개선에 기여한다든

지 사자 개인에게 보람과 만족감을 주는 측면은 일반

자원 사자나 기업자원 사자나 마찬가지이지만 하나

의 차이 은 기업자원 사자는 기업의 명성이나 이미

지에도 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이 분야의 최근 연

구는 성별에 따라 그리고 회사의 근무경력에 따라서 참

여동기가 차이가 있는가를 탐구한 것이다. Nave and 

Paco의 연구[9]에 의하면 성별에 따라서 자원 사참여

의 동기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원 사를 통해 이해측면(지식, 기술, 능력을 획득하

는 것)과 보호측면(부정 인 감정을 이고 문제를 해

결하기)을 더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의 경력

에 따라서도 참여동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와 30 의 기업자원 사자는 이해측면과 경력을 

시하는 데 반해 40  이상의 경력자들은 지역사회기

여와 사회  약자보호를 더 요한 동기로 삼고 있다. 

하지만 국외의 연구에서도 기업자원 사자의 자원 사

이후의 반응을 연구한 결과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 우

리나라에서 이러한 종류의 연구와 련이 있는 표

인 연구는 년여성의 자원 사에 한 반응을 탐색한 

연구[10]와 학생 자원 사자의 사활동 지속의지에 

한 연구[11-13]가 발표되기도 하 다. 하지만 기업자

원 사자의 자원 사이후의 반응에 한 연구는 무

하다.

2. 자원봉사활동 반응이론
자원 사활동 반응이론은 자원 사활동에 참여한 이

후 참여자가 보이는 반응에 한 논리를 의미한다. 자

원 사활동을 수행한 다음 어떤 반응이 형 이며 이

러한 반응을 어떤 이론  틀로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인

가에 한 심이다. 자원 사 이후의 반응에 한 가

장 단순한 논리는 자원 사자가 수혜자의 상황을 개선

시키는데 성공할 때 정 인 경험을 가질 것이다. 하

지만 자원 사활동은 어쩔 수 없이 소진을 포함한 부정

 반응이나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14][15]. 이 분

야에 한 연구로 유명한 Kulik은 이스라엘 자원 사자

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원 사활동의 정  반응

을 자원 사자의 개인 인 복지를 증진시키는 반응과 

지각으로 정의하 다[16]. Kulik은 자원 사활동의 

정 인 반응을 자원 사활동 만족도와 수혜자에 한 

인지된 기여로 나 어서 고찰한 반면, 자원 사활동에 

한 부정 인 반응을 자원 사자의 개인 인 안녕으

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반응과 인식으로 정의하며 소진

을 유발하는 것으로 개념화하 다[16]. 본 연구도 이 분

야의 선행연구에 따라 자원 사에 한 반응을 정  

반응과 부정  반응으로 나 어서 고찰한다. 정  반

응은 세부 으로 자원 사활동에 한 만족도와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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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가 인지한 기여도로 나  수 있는 반면 소진은 

부정  반응을 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1 자원봉사 만족도 
자원 사활동은 체로 자발 으로 참여하는 신 

활동을 통해 보람과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욕구와 련

되어 있다. 결국 만족감은 자원 사활동에서 얻어지는 

일종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고 인 사회  교환

이론에 의하면 다양한 사회  맥락에서의 만족은 활동

의 비용과 혜택사이의 균형에 달려있다는 것이다[17]. 

자원 사활동의 혜택이 비용보다 클 때 만족의 수 이 

높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론할 수 있다[18]. 자원 사

활동이 사기 에 주는 효과는 참여 자원 사자의 수, 

그들이 제공한 기여시간, 화폐단 로 환산한 시간당 기

여액 등으로 자원 사자활동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19]. 나아가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자원 사자 수의 증

가, 자원 사 활동으로 인한 서비스 증가의 기여액 등

으로 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자원 사자 개인

에게 주는 효과는 이러한 수치로 단순하게 측정하기는 

비교  어렵다. 그 이유는 사자 개인에게 주는 효과

는 쉽게 계량화 할 수 없는 심리 , 정서  측면이 존재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리 , 정서  측면을 측정하기 

해 사용되는 개념이 만족도이다. 일반 으로 만족은 

‘개인이 가지는 감정  반응 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만족도는 일종의 가치나 욕구와 련되어 있는 것이고 

만족도를 측정하기 해서는 자원 사활동을 통해 자

원 사자가 얼마나 욕구를 충족시켰는가를 악해야 

하는 것이다[12][20-22]. 

2.2 인지된 기여
자원 사자는 자신이 하는 사가 클라이언트 는 

그 기 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그 사활동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자

신이 하는 사가 기 이나 클라이언트에게 별다른 기

여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될 때 사자는 그 활동을 통

한 보람이 감소할 것이고, 그로 인해 사의욕에 부정

 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자원 사활동을 교환이론으

로 살펴본다면 타인에게 무엇인가 베푸는 정 인 경

험을 요한 상호작용으로 강조한다[17]. 그래서 자원

사자와 수혜자 사이의 계는 일방 이기 보다는 상

호 호혜  계라고 할 수 있다. 자원 사자들이 클라

이언트의 상황을 개선시키는데 성공할 때 그들은 정

인 경험으로부터 혜택을 받으며 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한 인지된 기여로 나타난다[23]. 자원 사자

가 자원 사활동을 지속하거나 단하려는 것은 자원

사자 자신의 태도와 련되어 있다. 이는 자원 사자

가 사회복지기 을 포함한 여러 기 에서 사업무와 

련하여 정  태도 는 부정 인 태도를 가지느냐

에 따라 자원 사활동의 참여와 지속성에 강한 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2.3 자원봉사와 소진
자원 사연구에서 소진의 개념은 사회사업가의 자원

사활동에서 먼  등장하 다. Freudenberger에 따르

면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에서 자원 사에 참여한 사

회사업가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소모와 피로를 느끼고, 

의욕을 잃기 시작하여 마침내 클라이언트에게 냉정하

게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와 같은 상을 소진이라고 

불 다[24]. 소진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헌신

으로 수행하 으나 기 하 던 성과나 보상도 없이 인

간  회의감이나 좌 감을 겪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

다. 

자원 사자도 자원 사 상황에서 개인의 필요, 요구, 

능력, 가치 등의 개인  특성이 외부 인 환경요인에 

가로막  실 되지 못하거나, 일치되지 못하는 상황일 

때 스트 스를 경험할 수 있다.  감정이나 태도, 성취

감의 결여로 인하여 지속이나 극성 는 도탈락 등

에 요한 향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자원 사자도 소

진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Kulik은 이스라엘 

자원 사자에 한 반응의 측연구에서 자원 사에서

의 소진은 사소하고, 성가시고, 지속 인 스트 스에 의

해 야기되는 육체 , 감정 , 정신  고갈의 주 인 

경험으로 정의하 다[16][25][26]. 나아가 그녀는 개인

이 경험하는 소진은 고통스러운 실로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업무능력을 상실하게 한

다고 하 다. 1990년  이래 소진을 다루는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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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직장에 을 두었는데 특히 무시할 수 없는 

감정 , 정신  투자가 필요한 직업에 맞추어졌으며

[27], 이 주제가 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원 사자에 

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고 지 하며, 자원 사에 한 

부정  반응으로 소진을 분석하 다. 국내의 경우 소진

에 한 연구로는 사회복지 문직이나 인간을 원조하

는 문직에서 주로 연구되었으며, 일반자원 사자에 

한 연구[28][29]가 두 편 정도 있고 노인자원 사자의 

소진에 한 연구[30]도 최근 발표되었지만 기업자원

사자의 소진에 한 연구는 무하다. 지 까지 자원

사활동을 수행한 이후의 반응에 한 기존의 이론과 연

구결과를 제시하 는데, 이어지는 에서는 이러한 반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변수를 고찰하고자 한다. 

3. 자원봉사활동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원 사활동을 수행한 이후에 나타나는 반응은 어

느 한 측면에서 악될 수 있는 일차원 인 문제가 아

니라 개인의 특성과 사활동 장 그리고 기 의 조직

 환경의 요소들에 의해서 상호 역동 으로 작용하는 

다차원 인 문제이다. 정  반응으로서의 만족도와 

인지된 기여, 부정  반응으로서의 소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사회인구학적 특성
자원 사를 측하거나 련성을 논하는 연구에서 

흔히 주목하는 사회인구학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종교, 결혼지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배

경변수 가운데 특히 기업체 자원 사자의 사활동 인

식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연령, 학력, 결혼지 , 그리고 

종교 활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연령은 우선 회사의 근

무경력과도 연 되며 자원 사에 한 연령의 효과는 

나이가 들수록 서서히 증가한다는 것이다[14]. 교육수

은 자원 사연구에서 가장 요하게 간주된 변수

다[14]. 교육이 자원 사를 유도하는 논리는 교육수

이 높을수록 사회문제에 한 의식이 높아지고 감정이

입이 증 하며, 자기 확신을 분명히 정립하기 때문이다

[31]. 결혼지 가 자원 사에 미치는 향은 가족 계

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일반 으로 기혼자가 미

혼자보다 자원 사에 참여할 확률이 높지만 결혼지

와 자원 사 사이의 계는 복합 이다[32]. 자원 사

가 실시되는 장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정치분야의 

자원 사에서는 결혼지 의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33]. 다른 인구학  변수로 종교성이 자원 사활

동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 다. 종교성은 개 개인의 

세상에 한 심의 거시 인 그림을 제공하기 때문에 

고려되었는데 이는 가치, 규범, 그리고 남을 돕는 것에 

한 신념을 포함한다. 종교와 성인 자원 사자의 반응 

사이의 계에 한 발견은 일 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

지 못하고 있다. 몇몇 연구자들은 종교성과 자원 사활

동의 소진 사이의 부정 인 상 계를 밝 낸 반면, 

다른 연구는 그 지 못했다[34]. 종교와 자원 사 참여

에 해서는 종교  신념의 차이나 확신의 강도는 자원

사참여와 아무런 련이 없으나[35], 종교  행동이

나 교회참여의 빈도는 정 으로 련되어 있다는 보

고가 있다[36]. 

3.2 가족의 지지
가족의 지지는 부분의 자원 사참여자에게 직·간

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기업자

원 사자에게도 가족의 지지가 참여이후의 반응이나 

태도에 향을 미칠 개연성은 충분하다. 기존연구들

[37][38]에 의하면 가족요인은 자원 사활동 참여에 주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나 주변사

람들의 심과 지지, 격려가 자원 사 만족도를 높인다

고 하 다. 사회  지지의 하 체계로서 가족의 지지, 

친구의 지지, 상사의 지지, 동료의 지지에 한 연구가 

많으며, 특히 가족의 지지가 높은 향을 미치는 결과

를 보고한 연구가 있다[39]. 더욱 구체 으로 가족의 지

지에는 가족의 정 인 지지나 격려뿐 아니라 사활

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사분담을 해 주는 등 도구  도

움까지 포함된다. 가족의 지지는 자원 사활동 만족이

라는 정  반응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

으나, 가족의 부정 인 태도는 제약 요인이 될 가능성

도 있다[36]. 이러한 논의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가설

은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원 사만족도와 인지된 

기여는 높고 소진은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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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업체 내부적 요인: 자원봉사 지원제도
자원 사 반응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내부  

변수는 기업체가 회사차원에서 기업자원 사자에게 제

공하는 자원 사 지원제도가 있다. 최근 경련의 실태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많은 기업들이 기업자원 사자의 

자원 사활동을 장려하고 진하기 해 사자 지원

제도와 표창제도, 그리고 사휴가제도 등을 운 하고 

있다[1]. 이러한 자원 사 지원제도가 기업자원 사자

의 반응에 향을 미칠 개연성이 충분하다. 기업자원

사 로그램을 운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략으로 기업자원 사자를 충원하고  지속 인 참여

를 유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 분야에 한 연구에 

의하면 기업들이 가장 흔히 사용하는 지원제도는 략 

여섯 가지로 나  수 있다[40]. 정보제공, 집단활동조직, 

매칭 인센티 제공, 인정  칭찬, 직무수행 평가에 반

, 그리고 업무시간면제가 바로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기업체가 가지는 지원방법에 따라 기업자원 사자

의 반응에 어떤 연 성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여

섯 가지 자원 사 지원제도의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제공이다. 이 제도는 자원 사자가 소

속된 회사는 지역사회의 욕구와 자원 사를 할 수 있는 

기회에 한 정보를 종업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집단활동조직이다. 이 제도는 자원 사자가 소속

된 회사는 자원 사 활동 을 조직해서 종업원들이 함

께 일 할 수 있도록 집단활동을 조직해 다. 셋째, 매칭

인센티  제공이다. 이 제도는 자원 사자가 소속된 회

사는 종업원에 의해 기여된 자원 사 시간에 한 보상

으로 종업원들이 선택한 자원 사활동에 해서 회사

차원에서 재무 인 기부를 하는 매칭인센티  로그

램을 제공한다. 넷째, 활동을 인정하고 칭찬하기이다. 

이 제도는 자원 사자가 소속된 회사는 종업원의 자원

사활동 상황을 사내신문, 시상, 그리고 여러 매체나 

수단을 통해 칭찬하고 인정한다. 다섯째, 직무수행평가

에 반 이다. 이 제도는 자원 사자가 소속된 회사는 

자원 사활동 로젝트에 한 참여를 통해 업무 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회사에 도움을 다고 단하여 종

업원의 직무수행평가에서 자원 사참여를 반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시간면제이다. 이 제도는 자원 사자

가 소속된 회사는 자원 사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해 

업무시간을 면제해주거나, 아니면 자원 사를 한 자

유 시간을 제공해 다. 부분의 기업에서는 의 여섯 

가지 략을 복합 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특정한 지원

략이나 정책이 다른 정책보다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35]. 본 연구에서는 각 회사에서 가장 주도 인 정책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자원 사에 한 반응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3.4 조직내 대인관계요인
자원 사자는 사활동을 통해 많은 인간 계를 맺

는다. 수혜자를 직  면해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자

원 사 리자와 계를 맺거나 동료자원 사자들과 

정 인 계를 유지함으로써 사활동이 즐거워질 

수도 있다. 반면에 자원 사 장에서의 부정 인 인간

계는 사활동을 좌 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3.4.1 담당직원과의 계

자원 사자는 사활동에 한 반 인 지도와 감

독을 자원 사자를 리하는 직원을 통하여 받게 된다. 

자원 사자의 업무가 많은 경우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

무를 보조하기 때문이다. 자원 사자는 개 비 문가

이기 때문에 업무수행과정에서 끊임없이 담당직원의 

도움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담당

직원과의 계가 자원 사자에게 향을 미치는 것은 

쉽게 측할 수 있다[30]. 결국 담당직원과의 계는 자

원 사 장에서 발생하는 인간 계 요인  자원 사

자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담당직원과의 계는 자원 사활동의 만족

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1]. 이러한 논의

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가설은 비 리조직이나 사회복

지기 의 자원 사담당자와 계가 좋을수록 자원 사

만족도와 인지된 기여는 높고, 소진은 낮을 것이다.

3.4.2 동료 자원 사자와의 계

자원 사자들에게 장에서 함께 활동하는 동료자원

사자와의 계도 무시할 수 없다. 이들 사이에는 함

께 사한다는 동료의식이 생기고 자원 사 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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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동료 계를 지원함으로써 효과 인 사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30]. 말하자면 자원 사자들끼리의 유

계가 자원 사활동의 만족에 무시 못 할 향을 미

칠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자원 사활동을 통

하여 친근감과 공감 가 생기고  서로 간에 친교집단

이 형성될 것이며, 이런 동료와의 사귐은 자원 사활동

의 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만족도와 

소진에 한 이론  논의와 선행연구에서 제기될 수 있

는 가설은 자원 사동료와의 계가 좋을수록 자원

사만족도와 인지된 기여는 높고, 소진은 낮을 것이다. 

3.4.3 활동 상자와의 계

자원 사 장에서는 때로는 사활동의 직 인 

수혜자나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부를 수 있는 상이 

존재한다. 모든 자원 사자가 인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 을 통한 직  사활동을 수행하

는 자원 사자들에게 활동 상자와의 계가 사활동

에 한 평가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다. 자원 사

자는 자원 사활동 상자로부터 정서  지지나 일종

의 감사반응을 받지 못할 때 자신의 노력과 기여를 회

의 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논리

와 선행연구의 결과로부터 기 할 수 있는 가설은 자원

사 상자와의 계가 좋을수록 자원 사만족도와 인

지된 기여는 높고, 소진은 낮을 것이다.

4. 개념적 모형 및 연구질문
기업자원 사자의 자원 사 반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앞서 논의한 이론  논의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개념  모형을 아래의 [그

림 1]과 같이 구체화 하 다. 선행연구에서 자원 사 반

응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인구사회학  변수 

가운데 기업체 자원 사자에게 향을  수 있다고 알

려진 사자 개인의 연령, 교육수 , 결혼지 , 종교활

동 빈도를 통제변수로 투입하 다. 독립변수는 가족의 

지지와 회사의 자원 사 지원정책을 가정  기업의 상

황  요인으로 개념화 하 고, 마지막으로 자원 사

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조직내 인간 계가 자원 사 

반응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개념화 하 다. 제시된 

개념  모형에 근거하여 본 연구가 제기하는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연구질문 1. 가족의 지지가 자원 사활동에 한 반

응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연구질문 2. 각 기업체에서 회사차원에서 자원 사자

를 충원하고 독려하기 해 사용하는 여

러 자원 사 지원제도는 기업자원 사자

의 자원 사에 한 반응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연구질문 3. 자원 사활동이 수행되는 조직에서 발생

하는 자원 사 담당직원과의 계, 동료

자원 사자와의 계, 그리고 사활동 

상자와의 계는 자원 사에 한 

정  는 부정  반응에 어떤 향을 미

치는가?

독립변수 종속변수

가족의지지
기업체의 사활동 지원정책
자원 사 장에서의 인간 계
- 담당직원과의 인간 계
- 동료자원 사자와의 계
- 상자와의 인간 계

자원 사의 정  반응
- 자원 사만족도 
- 인지된 기여
자원 사의 부정  반응
- 소진

통제변수

연령
교육수
결혼지
종교활동

그림 1. 자원봉사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개념
적 모형

III. 연구방법 

1.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연구 상은 기업체 자원 사자이다. 기업

체에서 견되거나 기업의 이름으로 자원 사에 참여

하는 기업자원 사자인 연구 상은 두가지 방법으로 

선정되었다. 사실 우리나라에 많은 자원 사자가 있지

만 기업체에서 기업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사 장에 

나온 사자를 상으로 표성이 높은 표본을 선정하

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기업체의 조가 없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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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일조차 어렵다. 이런 

이유로 연구의 취지를 잘 이해하는 지역과 기업집단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첫 번째 방식은 사회복지시

설에서 자원 사를 수행하고 있는 사자를 상으로 

직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충남 지역의 주요 지역사

회복지 이나 복지시설에서 자원 사를 실시하는 사

자 가운데 기업체 기반 사자를 상으로 연구 상을 

선정하 다. 이를 해 충남지역의 복지기 의 자원

사 리 책임자  리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 을 설

명하고 이들이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 다. 두 번째 

방식은 국내에서 임직원 자원 사활동이 비교  활발

한 A그룹의 각 계열사를 상으로 연구 상을 선정하

다. A그룹에 속한 각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부서의 

조를 받아 각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가 자원 사에 비

교  활발히 참여하는 임직원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자료수집은 2013년 8월부터 11월까지 3개

월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자료수집은 자기기입 설문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체 300여부의 설문지를 

배포해서 최종 으로 270부가 수거되었고 이 가운데 

응답에 빠진 문항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으

로 분석에 포함된 사례는 252부이다. 연구 상 가운데 

68명은 주로 충남지역의 지역사회복지 에서 사활동

에 참여한 사자이고 나머지 202부는 A그룹의 계열사

에 속한 자원 사자이다. 본 연구는 연구 상 선정이 

비확률 표집방법인 할당표집을 사용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2. 측정변수 및 측정방법 
2.1 종속변수: 자원봉사만족도
자원 사활동에 한 만족도는 하나의 질문지에 기

해서 측정되었다. 참여자들은 1 에서 7 까지의 척

도에서 자신의 반 인 자원 사활동에 한 만족도

를 표시하도록 하 다. 이 척도는 Kulik이 이스라엘의 

청소년과 성인 상으로 자원 사활동에 한 반응에

서 사용한 항목과 동일한 질문이다[16].

2.2 종속변수: 자원봉사활동의 인지된 기여
이 척도도 만족도와 유사하게 하나의 질문에 기 해

서 측정되었다. 참여자들은 5  척도상에서 자신들의 

자원 사활동이 수혜자에게 기여하는지를 지 하도록 

요구받았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자원 사활동의 인지

된 기여의 측정도 의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이 분야의 

연구로 유명한 Kulik이 그녀의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을 

참조해서 질문 문항을 만들었다[16]. 

2.3 종속변수: 소진
소진 척도는 Pines와 그의 동료들[42]이 개발한 척도

를 홍근표[43]가 번안한 것을 사용했으며 직장에서의 

소진을 검토한 21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에 

한 반응은 소진을 ‘  경험한 이 없다’ 1 에서부

터 ‘항상 경험한다’ 7 까지 나타나며 소진 경험의 정도

는 이 척도의 평균치로 나타내며 측정치가 높을수록 소

진경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질문지는 구성타당

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를 들어 유의미한 부

정 인 상 계가 소진과 직업만족도(r=-.63, P<.001), 

그리고 소진과 삶의 만족도(r=-.65, P<.001) 사이에서 

나타났음을 보고하고 있다(Pines, 1984).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소진에 해 질문지에 답하 고, 이것을 

자원 사의 맥락에 용하 다. 이 척도의 Cronbach’s 

알 계수는 .78로서 신뢰도가 높은 척도로 평가되었다. 

2.4 독립변수: 가족의지지
자원 사 참여의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가족의 

지지인데 자원 사에 한 반응에도 가족의 지지가 

요하다. 자원 사활동에 한 가족의 지지정도의 측정

치는 박경미와 정지애가 사용한 가족지지도 문항을 사

용하 다[44][45]. 총 4문항으로 ‘매우 그 다’에서 ‘

 그 지 않다’까지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며, 수

가 높을수록 자원 사활동에 한 가족지지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값은 0.874

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5 독립변수: 기업체의 자원봉사 지원제도
기업체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자원 사를 지원하

기 한 여섯 가지의 지원제도 가운데 응답자가 소속된 

기업이 가장 핵심 으로 사용하는 략을 질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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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가지 지원제도는 정보제공, 집단활동조직, 매칭인

센티  제공, 활동을 인정하고 칭찬하기, 직무수행평가

에 반 , 업무시간면제 항목으로 나 어져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이들 여섯가지 지원제도를 다시 크게 세가지

로 구분하 는데, 정보제공집단, 집단활동조직집단은 

각각 하나의 독립된 범주로 간주하 다. 최 의 여섯 

범주 가운데 회귀분석에 사용하기 해서 응답 빈도가 

낮지만 공통성을 지니는 범주를 하나로 묶었다. 이들 

네가지 범주들은 자원 사활동에 해 다양한 방식으

로 평가에 반 하거나 보상 등을 하는 등의 공통 이 

있어 이를 크게 보상제공집단으로 묶어서 범주화하

다. 기업체의 자원 사지원제도를 더미 변수화하여 특

정의 자원 사지원제도가 향을 미치는지 검토하

다. 지원제도 가운데 가장 소극  방법에 속하는 정보

제공집단을 거집단으로 삼았으며 집단활동조직집단

과 보상제공집단을 각각 더미변수화하 다. 

2.6 독립변수: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의 인간관계
자원 사활동이 이루어지는 조직내의 환경과 여건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직내 인 계에 주로 

심을 가진다. 이는 사자들이 사활동을 수행함에 있

어 조직 내·외 으로 맺게 되는 인간 계를 말하는 것

으로 자원 사담당자와의 계, 동료자원 사자와의 계, 

활동 상자와의 계로 구분하 으며, 질문 문항은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인 계에 한 설문문항

은 정지애가 사용한 문항을 활용하 다[45]. 본 연구에 

활용된 조직에서의 인간 계 척도의 Cronbach's alpha값

은 담당자와의 계 0.895, 동료자원 사자와의 계 

0.901, 상자와의 계 0.885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2.7 통제변수
선행연구와 이론  논의에서 자원 사자의 반응에 

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변수

로 투입하 다. 특히 참여자의 다양한 인구사회학  요

인 가운데 연령, 교육수 , 결혼지 , 종교활동 빈도를 

통제하 다. 연령은 더미화했으며 30세 미만을 거집

단으로 설정하 다. 교육수 도 더미화 했으며 졸이

상을 거집단으로 설정하 다( 졸이상과 고졸이하). 

결혼지 는 기혼과 기혼이 아닌 항목(미혼 등)으로 더

미화 했으며 기혼을 거집단으로 설정하 다. 마지막

으로 종교활동 빈도(월2회 이상과 월1회 이하)는 월 2

회 이상을 거집단으로 더미화하 다.  

IV. 연구의 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에 포함된 조사 상자인 기업체의 자원 사

활동 로그램 기반 자원 사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우선 연령별로는 30  회사

원이 118명(46.6%)으로 가장 많이 포함되었고, 30세미

만은 97명으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40 와 50 의 

연령층은 14.6%만 포함되어 부분의 기업체 자원 사

자는 20 와 30 가 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조사

상자의 학력은 졸이 152명(60%), 고졸은 80명(31.6%)

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원졸업 이상의 학력자도 18명

(7.1%)이 포함되었다. 조사 상자의 종교는 종교가 없

다고 답한 사람이 122명(48.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 에서는 

개신교 58명(22.9%), 불교 40명(15.8%), 가톨릭 26명

(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결혼지 는 미혼

자가 131명(51.8%)이고, 기혼자는 118명으로 46.6%를 

차지하고 있다.

변수명 항목 빈도 백분율(%)

연령
30세미만 97 38.4
30-39 118 46.6
40이상 37 14.6
계 252 100.0

학력
고졸 80 31.6
대졸 152 60.1
대학원이상 18 7.1
계 250 100.0

종교

가톨릭 26 10.3
개신교 58 22.9
불교 40 15.8
종교없음 122 48.2
기타종교 3 1.2
계 249 100.0

결혼
지위

기혼 118 46.6
미혼 131 51.8
이혼 3 1.2
계 252 100.0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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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에 포함된 주요 변수의 서술적 통계 및 
   상관관계
아래의 [표 2]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 인 질문의 분

석에 포함된 주요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평균과 표

편차를 보여 주고 있다. 우선 사만족도는 7  척도에

서 ‘약간 만족한다’와 ‘만족한다’ 사이의 수에 해당하

는 5.7 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기여도는 5  척도에

서 ‘보통이다’와 ‘약간 기여한다’ 사이에 해당하는 3.81

을 보여주고 있다. 상 으로 자원 사기여도에 비

하여 만족도 수가 약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부정 인 반응에 해당하는 소진 수는 7  척도에서 

수가 높은 것이 소진을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두번’과 ‘드물게’의 사이에 해당하는 2.45 을 기록해 

그 게 자주 소진을 경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

다. 독립변수인 가족지지 수, 담당자와의 계 수, 

사를 함께 수행하는 동료와의 계 수, 사 상자와

의 계 수는 5  척도에서 각각 3.34, 3.85, 4.02, 3.78

로 나타났다.

변수명 사례수 평균 표 편차
봉사만족도 251 5.17 1.427
봉사기여도 251 3.81 0.895
소진점수 230 2.45 0.566
가족지지점수 250 3.34 0.930
담당자관계 247 3.85 0.799
동료봉사자관계 250 4.02 0.749
봉사대상자관계 251 3.78 0.748

표 2. 주요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표본평균과 표준편차

아래의 [표 3]은 분석에 포함된 주요독립변수 사이의 

상 계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가족의 지지와 자원

사 장에서의 모든 인간 계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

계가 있으며 장에서의 인간 계 사이에서도 유의

미한 상 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명 담당자 계 동료 계 상자 계
가족지지 .436** .470** .471**
담당자관계 - .629** .620**
동료관계 - .629**
대상자관계 -
* P<.05,  ** P<.01, *** P<.001

표 3. 분석에 포함된 주요 변수사이의 상관관계 

3. 결과변수를 예측함에 있어서 독립변수의 설명력
본 연구의 결과변수인 자원 사에 한 반응을 설명

함에 있어서 독립변수의 종합 인 기여정도를 밝히기 

해 계  회귀분석을 각각의 결과변수에 해 시행

하 다. 첫 번째 회귀분석에서는 통제변수를 독립변수

로 투입하 는데 연령, 학력, 결혼지 , 종교활동 빈도

가 그것이다. 두 번째 회귀분석에서는 기업 자원 사자

에 한 가족의 지지와 회사의 지원제도가 추가로 투입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귀분석에서는 조직에서의 세 

가지 인간 계 요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 이러한 세단계의 과정을 자원 사활동

에 한 정 인 반응으로서의 자원 사활동만족도와 

인지된 기여로 나 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부정

 반응으로서의 소진에 해서도 동일한 차를 사용

하 다.

우선 본 연구에서 투입된 독립변수는 두 가지 종속변

수의 변량에서 비교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두 가지는 정  반응으로서의 자원

사만족도와 인지된 기여이다. 자원 사만족도의 경우 

독립변수가 변량의 40.7%를 설명하 고 인지된 기여의 

경우 독립변수가 변량의 27.9%를 설명하 다. 반면 부

정  반응으로서의 소진은 독립변수의 설명력이 낮게 

나타났는데 소진변량의 6.4%만을 설명할 수 있었다. 우

선 가족지지와 회사의 지원제도의 경우 종속변수에 따

라서 변량의 설명력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만족도의 

16.3%, 인지된 기여의 4.6%, 그리고 소진의 1.1%를 각

각 설명하 다. 한편 사 장에서의 인간 계요인은 

추가 으로 만족도의 23.4%, 인지된 기여의 19.5% 그

리고 소진의 3.6%를 설명하 다. 

다음의 [표 4]는 자원 사에 한 만족도를 종속변수

로 사용한 계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회귀분석에 앞

서 독립변수들 사이의 다 공선성을 악하기 해 공

차한계(tolerance)와 변량증폭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산출하 다. 개 VIF값이 10 이상이면 다

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는데[46], 독립변수의 VIF를 산

출한 결과 가족지지 1.45, 담당자 계 수 2.04, 동료

계 수 2.33, 상자와의 계 1.83으로 나타나 다 공

선성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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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지지의 경우 2단계를 보면 자원 사만족도에 강하고 

유의미한 계를 보이나 3단계 체모델에서 조직요인

과 함께 투입 되었을 때 가족지지 변수의 계성은 유

의미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자원 사 

지원제도의 경우 만족도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기여

를 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정보제공, 집단활동지원, 보

상제공의 세가지 지원제도 가운데 정보제공집단을 

거집단으로 삼아 다른 집단이 정보제공집단에 비해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 다. [표 4]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보상제공 더미변수는 다른 두집단에 비해 

자원 사활동만족도에 유의미한 정 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단계 모델과 3단계 모델 모두에

서 일 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집단활동 더미

변수는 유의미한 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

으로 조직에서의 인간 계 요인은 [표 4]의 3단계 모델

이 보여주듯이 기 담당자와의 계와 사 상자와의 

계가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 상자와의 계는 만족도에 강한 

유의미한 계를 보여주고 있다(p<.001). 결국 투입된 

독립변수는 자원 사활동 만족도에 있어서 총 40.7%의 

설명력을 가지고 그 가운데 보상제공 지원제도, 그리고 

기 담당자의 계  사 상자와의 계가 정

이고 유의미한 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보상제공을 

받는 집단일수록 그리고 기 의 담당자나 사 상자

와의 계가 좋을수록 자원 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단계 1 단계 2 단계 3
상수 5.093 2.345 -.853
연령 -.059 .064 .130
학력 -.060 .200  .033
결혼지위 .323 -.005 -.182
종교활동빈도 -.019 -.043 -.051
가족지지 .649***  .205
지원제도(정보제공 기준)
집단활동 -.243 .154
보상제공 .739* .725**
기관담당자관계  .374*
동료관계  .162
봉사대상자관계 .741***
R-square .010 .173  .407
Adj. R-square -.017 .132  .363
* P<.05,  ** P<.01, *** P<.001

표 4. 자원봉사활동만족도의 회귀분석결과

[표 5]는 자원 사활동에 한 인지된 기여를 종속변

수로 사용해서 앞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체 으로는 자원 사만족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회귀분석결과가 보여주

듯이 투입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인 인지된 기여에 있

어 총 27.2%의 설명력을 가지며 그 가운데 회사의 지원

제도 가운데 보상제공집단, 그리고 자원 사담당자와

의 계와 사 상자와의 계, 즉 두 가지의 조직내 

인간 계 요인이 정 이고 유의미한 계를 보여주

고 있다. 먼  회사의 자원 사 지원제도 가운데 보상

제공을 실시하는 경우 만족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

지된 기여와 유의미한 정  계(P<.05)를 보여 다. 

기업의 자원 사 지원제도 가운데 보상제공을 주요 지

원제도로 꼽은 사자가 다른 집단에 비해 인지된 기여

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의 3단계 모델

에서 알 수 있듯이 인지된 기여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 사 상자와의 계의 련성의 강도가 만족도

의 경우와 비교해서 약해지고 있지만(P<.001에서 

P<.05) 여 히 유의미한 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만족

도와 마찬가지로 자원 사담당자와의 계 변수도 강

하고 유의미한 계(P<.01)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사 상자나 기 담당자와의 계가 좋을수록 인지된 

기여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상제공을 제공받

은 집단은 다른 집단들에 비해 인지된 기여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단계 1 단계 2 단계 3
상수 3.712 2.921 1.147
연령 -.086 -.056 -.070
학력  .059 .135  .013
결혼지위 .145  .090  .021
종교활동빈도  .279  .278  .262
가족지지 .082    -.080
지원제도(정보제공 기준)
집단활동  .268  .239
보상제공 .402* .432*
기관담당자관계  .320**
동료관계  .131
봉사대상자관계  .232*
R-square .031 .077  .272
Adj. R-square .005 .030  .226
* P<.05,  ** P<.01, *** P<.001

표 5. 자원봉사활동의 인지된 기여의 회귀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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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표 6]은 자원 사에 한 부정  반응으

로서 소진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계  회귀분석의 결

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가족지지 변수는 2단계 모델

에서나 3단계 체모델에서 공통 으로 소진과 유의미

한 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회사의 지원제도도 

마찬가지로 2단계 모델에서나 3단계 체모델에서 소

진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직내 인간 계 요인도 앞에서 분석한 만족도나 인지

된 기여와는 다르게 소진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못하

고 있다.  정  반응에 속하는 만족도와 인지된 기여

는 사 상자와의 계나 기 의 담당자와의 계가 

유의미한 계를 가지는데 반해 소진은 조직내 인간

계 요인과 별다른 유의미한 계를 보이지 못하고 있

다. 이러한 결과는 추가 인 연구를 통해 밝 져야 하

겠지만 부정  반응인 소진의 경우 정 인 반응인 만

족도나 인지된 기여와는 다른 인과  메카니즘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변수 단계 1 단계 2 단계 3
상수 2.475 2.391 2.604
연령 -.163 -.134 -.137
학력  .039 -.004 -.016
결혼지위 .067  .079  .146
종교활동빈도 -.053 -.033 -.048
가족지지 -.014   .032
지원제도(정보제공 기준)
집단활동  .149  .153
보상제공 .158 .168
기관담당자관계  .112
동료관계 -.167
봉사대상자관계  -.042  
R-square .017 .028  .064
Adj. R-square -.013 -.025  -.012
* P<.05,  ** P<.01, *** P<.001

표 6. 자원봉사활동 소진의 다중회귀분석결과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기업자원 사자의 자원 사활동 수행 이

후의 반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려고 하 다. 

자원 사에 한 정  반응과 부정  반응에 연 된 

향요인을 밝 서 자원 사를 정 인 경험이 되도

록 하는 방안과 부정  반응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에 기 하

여 연구결과에 한 논의와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기업자원 사자의 자원 사활

동에 한 반응은 체로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만족도와 사기여도는 보통이상의 수 을 

보여주고 있으며 부정 인 반응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소진은 그 게 자주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다른 집단의 반응 수와 직

인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 인 비교는 어렵지

만 우리나라 기업자원 사자의 자원 사활동에 한 

평가가 반 으로 건 하고 정 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기업에서의 회사 내부  자원 사 지원제도는 

자원 사자의 정  반응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졌다. 더욱 구체 으로 여섯 가지의 지원제도 가운데 

넓은 의미에서 보상을 제공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기업에서 견된 자원 사자가 다른 지원제도를 주로 

사용하는 기업에서 견된 자원 사자 집단에 비해 

사만족도와 인지된 기여를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사실은 기업의 경우 단순한 정보제공이나 

집단활동조직을 지원하는 수 을 넘어 더욱 극 으

로 자원 사 참여성과를 다양한 방식의 보상과 연결시

키는 것이 더욱 효과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가 제시하는 분명한 함의는 자

원 사자가 사회복지기 이나 휴먼서비스기 에서 자

원 사활동을 수행할 때 자원 사 상, 는 자원 사 

수혜자와의 계가 자원 사자가 자원 사활동을 지속

하느냐의 여부에 심 한 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자

원 사자의 도움을 받은 상과의 원만한 인간 계는 

만족도를 높이고 자원 사자로 하여  무엇인가 도움

을 주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여 자원 사활동을 지속

하게 하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자원 사를 리하

는 비 리조직이나 사회복지기 의 경우 자원 사의 

상이 되는 수혜자와 기업체에서 견된 자원 사자 

사이의 원만한 인간 계를 증 하고 자원 사활동 기

간에도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한다면 자원 사자를 지속 으로 충원하고 

만족도와 기여도가 높은 자원 사자를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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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기 담당자와의 인간 계도 자원 사 상자와

의 인간 계 못지않게 기업자원 사자에게 자원 사 

이후의 정  반응에 의미 있는 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가지는 함의는 기 담당자의 친 하고 

문 인 행정 처리와 연계는 많은 기업자원 사자의 

만족도와 인지된 기여에 향을 주고 있으며, 비 리조

직에서 자원 사활동을 소개하고 조정하고 연계하는 

담당자 역할의 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고 있

다. 하지만 부정  반응인 기업자원 사자의 소진은 

정 인 반응과는 사뭇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에 비

추어 자원 사자가 경험하는 소진 상은 별도의 인과

 메카니즘이 있을 수 있다는 은 후속연구에서 따로 

밝 야 할 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원 사자를 모집하고 리하는 

것이 주 업무인 기업내부의 자원 자 리자, 기업자원

사자들을 지역사회와 연결시키려는 사회복지기 이

나 비 리조직의 자원 사 리자(volunteering managers)

에게 의미 있는 함의를 담고 있다. 기업자원 사자는 

우리나라의 비 리조직이나 사회복지조직이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사자라고 할 수 있다. 기업체 내부에서

는 자원 사자를 더욱 극 으로 동기화시키는 자원

사지원제도를 개발하고, 자원 사의 장에서 발생

하는 다양한 인간 계를 히 리 조정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자원 사 참여자의 증 에 획기 으로 기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 사에 참여한 이후 만족

도와 인지된 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할당표집의 방법으로 연

구 상을 선정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한

계가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지역 으로나 기업의 구

성의 측면에서 표성을 가지는 표본을 선정해서 연구

를 한다면 연구결과의 일반화의 범 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지원제도를 제외하

고는 기업자원 사자가 직면한 회사내부  요인이나 

조건에 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후속연

구에서는 기업 사자가 처한 회사내부  변수를 모델

화해서 분석에 반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

구의 측변수가 정  반응인 만족도와 인지된 기여

에 해서는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지만 부정  반응

인 소진과는 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자원

사자의 소진을 설명하고 측하는 이론  모델이 추가

연구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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