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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participation motivation of hospital

volunteers, their awareness of hospital image, hospital management of volunteers, the organizational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volunteers and their satisfaction with volunteer activities on the

continuance of their volunteer activities.

The subjects were 480 volunteers who did volunteer activities in 37 hospitals in Busan, 399 subjects

were respons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unlike relevant earlier studies of medicine, it

attempted to make an integrative analysis of the influential factors for volunteer activities continuance

and to make use of structural equation, a more advanced analysis technique. Besides, this study gave

some suggestions on the customized management of hospital volunteers, its objects and related logical

model.

Key Words : Hospital Volunteer Activities, Volunteer Activities Satisfaction, Volunteer Activities

Continu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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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지역사회 복지를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

한 방안 중에 하나로써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봉사활동은 복

지사회를 이루는데 있어서의 필요한 요소로서 그

가치가 중요할 뿐 아니라,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위

한 사회구성원의 기본적 책무로서도 그 의미가 부

각되고 있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이 높

아지면서, 자원봉사자의 수도 증가되고 있으며, 중·

고등학생에서부터 주부 그리고 노년층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활동영역도

교육, 지역사회개발, 보건·의료 등 등 광범위한 영

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1].

특히, 병원에서의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봉사활

동은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와 함께 의료이용량의 급속한 증가와 대응 의

료자원의 부족, 의료서비스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

여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병원 자원봉사활동에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

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첫째 사회적 문제의 해결

책으로써 자원봉사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2].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와 정신적 스트레스의 증

가는 국민들의 건강에 많은 위협이 되고 있으며,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는 지역사회가 노령인구에 대

한 수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은 점진

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둘째, 병원자원봉사는 의료자원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자원과 수요의 공백을 보

완해 주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

리 사회의 의료이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반해 다양한 차원의 수요대응방안은 다

소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병

원자원봉사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대다수 사람들은 병원에 대한 다양한 정

보와 진료경험을 근거로 병원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병원생존 전략의 하나로서 자원봉사활동이

요구되어진다. 의료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와 그

로 인한 병원이미지의 향상, 병원경영의 합리화를

꾀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다[3].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병원자원봉사활동에 대

한 병원경영층의 인식도 부족하고 참여수준도 미

흡한 실정이다[4]. 병원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프로

그램 준비 미흡과 담당직원의 의식 부족, 체계적인

관리부재로 인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려 자원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

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5].

이에 본 연구는 부산지역에 소재하는 의료기관

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병원자원봉사활동 지

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그 요인들

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규명함으로써 봉사

자들이 병원자원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병원에서

병원자원봉사자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관리방안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범위

부산지역 병원급 이상 243곳의 의료기관 중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71개 의료기관 중

병원규모와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수를 고려하여

무작위로 대학병원 4곳, 종합병원 10곳, 병원 10곳,

요양병원 13곳 등 총 37개 병원을 선정하여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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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1년 4월 16일부터 2011년 5월 2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해당기관에 총 480부의 설문지를 배

부하여 총 415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

답을 제외한 399부(83.1%)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

용하였다.

2. 조사분석 방법

문헌고찰을 통하여 병원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대한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측정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을 선행연구를 통해 원용하고 연구자가 만든

문항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패키지와 AMOS 7.0을 사용하여, 문항

간 일치도를 알기 위한 신뢰도 측정을 하여

Cronbach's ⍺값을 구하였으며, 측정문항의 타당성

을 검증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

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하였으며,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

여 구조방정식 모델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을 통한 경로분석을 하였다.

3. 연구모형

병원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

구로 자원봉사기관의 특성(병원이미지 인식 요인,

자원봉사자 관리 요인, 조직 내 대인관계 요인)의

측면에서 실증 분석하고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효

과적인 병원자원봉사활동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과정을 도식화 하면 다음의 <그

림 1>과 같다.

참여동기참여동기

병원이미지1병원이미지1

병원이미지2병원이미지2

교육지도교육지도

인정보상인정보상

대인관계1
직원

대인관계1
직원

대인관계2
관리자

대인관계2
관리자

대인관계3 
대상자

대인관계3 
대상자

대인관계4
동료

대인관계4
동료

자원봉사
만족도

자원봉사
만족도

자원봉사
지속도

자원봉사
지속도

<그림 1> 연구의 개념적 모형 및 과정

설문항목 설문문항 출처 요인 또는 변수  문항수
인구사회학적 요인   연구자 작성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직업, 종교 6
참여동기   남문현(2008) 이타적 요인, 이기적 요인 10
병원이미지 인식

  강경희(2006)
  김미녀(2009)
  연구자

 병원의 특성 인지 여부
 명성, 평판, 신뢰도, 애호도 14

자원봉사자 관리   오효근(2007)
  연구자 교육, 지도관리, 인정보상 17

조직내 대인관계   김숙경(2001)
  오효근(2007)

 직원과의 관계/ 관리(담당)자와의 관계
 대상자와의 관계/동료봉사자와의 관계 18

봉사활동 만족도   오효근(2007)  활동 만족도  7
봉사활동
지속성

  박진호(1998)
  김정애(2005)
  남문현(2008)

지속참여 의지
참여경로, 봉사활동업무, 
봉사경력, 봉사량, 1회 봉사시간

 6

<표 1> 설문문항의 출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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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내용은 7개의 범주로 나누어 인구사회학적,

참여동기[6], 병원이미지 인식[7][8], 자원봉사자 관

리[9], 조직 내 대인관계[9][10], 봉사활동만족도[9],

봉사활동지속성[11][12][6] 등 총 78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설문의 척도는 병원이미지 인식정도,

자원봉사자 관리과정의 일부 문항과, 자원봉사활동

실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은 리

커트식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표 1>.

4. 가설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의

개념적 모형에서 논의한 병원자원봉사활동 지속성

영향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다음과 같

이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 자원봉사기관 특성,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등의 변이를 사용하여 가설

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병원자원봉사자의 참여동기가 강할수록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병원자원봉사자의 참여동기가 강할수록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3. 자원봉사기관의 특성은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4. 자원봉사기관의 특성은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5. 자원봉사자의 활동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이 높을 것이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직업, 종교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의 <표 2>와 같다. 성별은 ‘여자’333명(83.5%), ‘남

자’66명(16.5%)으로 여자가 많았고, 연령을 최고 77

세에서 최소 17세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

연령은 44세로 나타났고, 연령별 분포는 50〜59세

가 2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결혼 상

태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기

혼이 64.7%, 미혼이 35.3%로 기혼자가 상대적으로

2배 가까이 더 많았다. 학력은 고졸 46.4%과 대졸

이상 43.7%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중졸이하가

10.0%였다. 직업은 주부가 49.1%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불교가 33.3% 무교 26.8%, 기독교 18.8%,

천주교 17.3%, 기타 3.8% 순이었고, 종교를 가진

사람이 전체 69.4%로 분석되었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 분 빈도 %
성별 남자 66 16.5

여자 333 83.5
연령 10〜19세 29 7.3

20〜29세 90 22.6
30〜39세 29 7.3
40〜49세 50 12.5
50〜59세 106 26.6
60〜69세 76 19.0
70세 이상 19 4.8

연령(평균±표준편차) 44.28±17.2
결혼
상태

기혼 258 64.7
미혼 141 35.3

학력 중졸 이하 40 10.0
고졸 185 46.4
대졸 이상 174 43.7

직업 회사원 25 6.3
자영업 15 3.8
주부 196 49.1
학생 101 25.3
전문직 17 4.3
무직 21 5.3
기타 24 6.0

종교 무교 107 26.8
기독교 75 18.8
천주교 69 17.3
불교 133 33.3
기타 15 3.8

　  계 39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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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원봉사활동 관련 주요 설문문항의 신뢰도 검증

요인 설문내용 평균 표준편차 Cronbach 알파
참여동기
(3)　

사회발전 기여 3.49 .92
.727대인관계 확대 3.13 1.01

지역사회 좋은 미래 조성 3.64  .92

병원이미지 
인식(9)

병원이미지1- 사회적 명성 3.78 .71

.906

의술 신뢰감 3.74 .67

병원이미지2 
서비스경영

직원서비스 신뢰감 3.81 .74
서비스 개발 노력 3.85 .68
지역사회 발전기여 3.83 .70
환자를 위한 경영실천 3.79 .72
병원에 대한 친밀감 3.91 .73
병원 발전가능성 3.96 .69
의료서비스에 대한 호의적 태도 3.75 .72

자원봉사자 
관리(11)　

교육 지도 관리

지속적 실시 3.79 .73

.920

봉사활동에 유익함 4.02 .63
교육의 적절성 3.85 .69
관리자의 적절한 지도관리 3.96 .71
지도관리의 적절성 3.89 .67
지도관리의 유익함 3.93 .67

인정과 보상
적절한 인정과 보상 3.69 .84
인정과 보상에 대한 만족 3.61 .83
성장기회 제공 3.69 .82
관리자로부터 정신적 보상 3.69 .80
대상자로부터 정신적 보상 3.66 .81

봉사활동 
조직 내 
대인관계
(17)

직원관계
병원직원과의 업무관계 만족 3.75 .72

.931

병원직원과의 정서적 관계 만족 3.73 .75
직원의 태도만족 3.80 .78

관리자관계
관리자의 관심 3.91 .70
관리자의 적절한 지도와 평가 3.88 .76
관리자의 대우 3.89 .73
관리자의 제안수용 3.84 .78
관리자의 인정과 격려 3.93 .74

대상자관계
시간할애 3.89 .70
대상자의 긍정적 변화 3.75 .68
대상자의 협조 3.86 .69
대상자의 관계유지 3.70 .78

동료관계
동료봉사자와의 관계 4.03 .69
동료와의 시간 4.08 .68
동료와 상호 협력 4.00 .71
동료간의 지지 3.83 .76
동료간의 의견충돌 부재 4.03 .73

봉사활동 만족도(6)

전반적 자원봉사 만족도 4.10 .60
.873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4.06 .61
봉사활동의 적합성 3.99 .64
봉사활동의 보람 4.17 .60
봉사활동의 능력발휘 3.77 .77
봉사활동을 통한 자기계발 3.99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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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봉사활동 영향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설문에서 사용된 주요변수의 특성과 설문의 주

요항목별 신뢰도 값은 <표 3>과 같다. 본 연구에

서는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내적일관성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을 고려하는

Cronbach's ⍺계수를 이용하였으며, Cronbach's ⍺
값이 .70 이상인 항목만 선택하여 본 연구를 위한

최종 문항으로 하였다.

<표 4> 자원봉사활동 관련 주요 설문 항목의 요인분석

구분 성분
1 2 3 4 5 6 7 8 9

참여동기 사회발전 기여 -.076 .107 .049 .869 -.011 -.081 .068 .041 .047대인관계 확대 .025 .175 .110 .729 -.005 -.124 -.121 .053 .167지역사회 좋은 미래 조성 .122 .262 .067 .810 .112 -.198 -.101 .097 -.057

병 원이 미지 인식

1요인 사회적 명성 .157 .213 .435 .126 .298 -.119 -.105 .899 .051의술 신뢰감 .254 .350 .570 .093 .299 -.234 -.335 .816 .189

2요인

직원서비스 신뢰감 .390 .251 .805 .020 .352 -.276 -.415 .354 .360서비스 개발 노력 .277 .178 .760 .075 .271 -.212 -.320 .403 .235지역사회 발전기여 .218 .211 .720 .048 .357 -.333 -.340 .365 .226환자를 위한 경영실천 .342 .233 .846 .079 .360 -.259 -.385 .298 .337병원에 대한 친밀감 .334 .310 .782 .137 .355 -.259 -.364 .233 .169병원 발전가능성 .294 .308 .819 .085 .417 -.212 -.311 .334 .117의료서비스에 대한 호감 .403 .172 .765 .091 .389 -.258 -.430 .332 .265

자 원봉 사자 관리

교육 지도 관리

지속적 실시 .256 .157 .333 -.008 .781 -.203 -.334 .340 .259봉사활동에 유익함 .320 .206 .348 .066 .818 -.269 -.325 .185 .156교육의 적절성 .405 .206 .397 .054 .860 -.249 -.422 .143 .260관리자의 적절한 지도관리 .615 .347 .448 .124 .715 -.219 -.561 .044 .171지도관리의 적절성 .586 .371 .457 .099 .727 -.258 -.617 .029 .282지도관리의 유익함 .572 .325 .422 .052 .749 -.235 -.487 .033 .225
인 정 과 보상

적절한 인정과 보상 .423 .330 .444 .064 .468 -.335 -.876 .076 .410인정과 보상에 대한 만족 .396 .286 .435 -.006 .418 -.260 -.896 .084 .410성장기회 제공 .445 .277 .389 .066 .389 -.346 -.836 .110 .395관리자로부터 정신적 보상 .654 .339 .360 .133 .384 -.378 -.774 .138 .442대상자로부터 정신적 보상 .486 .306 .278 .098 .318 -.489 -.794 .149 .454

봉 사활 동 조 직내 대인 관계

직원관계 병원직원과의 업무관계 만족 .547 .361 .345 .107 .357 -.341 -.546 .090 .860병원직원과의 정서적관계 만족 .550 .373 .366 .102 .346 -.366 -.556 .124 .867직원의 태도만족 .558 .361 .373 .110 .341 -.367 -.535 .004 .828
관 리 자 관계

관리자의 관심 .829 .389 .294 .086 .435 -.336 -.416 .101 .517관리자의 적절한 지도와 평가 .858 .390 .328 .055 .453 -.382 -.515 .080 .388관리자의 대우 .884 .435 .366 .036 .343 -.412 -.446 .035 .403관리자의 제안수용 .876 .418 .394 .004 .373 -.423 -.476 .151 .390관리자의 인정과 격려 .872 .438 .407 .002 .365 -.389 -.450 .122 .401
대 상 자 관계

시간할애 .317 .370 .206 .095 .233 -.746 -.261 .100 .238대상자의 긍정적 변화 .436 .548 .241 .237 .215 -.736 -.250 .028 .150대상자의 협조 .399 .459 .262 .155 .245 -.833 -.390 .026 .230대상자의  관계유지 .294 .356 .263 .114 .201 -.845 -.322 .133 .261

동료관계
동료봉사자와의 관계 .362 .915 .241 .168 .215 -.432 -.244 .134 .196동료와의 시간 .362 .921 .187 .194 .191 -.403 -.219 .136 .158동료와 상호 협력 .386 .905 .259 .229 .205 -.451 -.305 .136 .213동료간의 지지 .392 .842 .241 .127 .170 -.442 -.281 .221 .273동료간의 의견충돌 부재 .402 .708 .208 .277 .168 -.380 -.302 .001 .291고유치(Eigenvalues) 15.012 3.441 2.809 1.803 1.698 1.400 1.296 .963 .900% 분산 37.530 8.602 7.022 4.507 4.245 3.499 3.240 2.407 2.251% 누적 37.530 46.132 53.154 57.662 61.907 65.406 68.646 71.053 73.304KMO와 Bartlett의 검정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93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9515.007자유도 780유의확률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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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값이 참여동

기는 .727이었고, 병원이미지 인식 .906, 자원봉사

자 관리 .920, 조직 내 대인관계 .931 그리고 봉사

활동 만족도는 .873이었다<표 3>.

3. 측정도구의 타당도 분석

연구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직접 오블리민(Direct Oblimin)방법의 사각회전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KMO값이 일

반적으로 0.9이상이면 적합한 모델로 평가하는데

0.935로서 요인분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9

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표 4>.

<그림 2> 자원봉사활동 주요 요인을 중심으로 한 경로회귀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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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의 경로회귀 분석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X²=1970.733(df=980),

p=.000였으며, TLI= .909, GFI=.921, RMSEA=.050

으로 나타나 최적 모형의 적합수준에 가까운 수치

를 나타내고 있어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본 연구의 자원봉사활동 주요 요인을 중심으

로 한 경로회귀모형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는 <그

림 2>와 같다.

4. 연구가설의 검정

병원자원봉사활동의 참여동기, 병원이미지 인식,

자원봉사자관리, 조직 내 대인관계, 자원봉사 만족

도가 병원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가설 1과 가설 2인 ‘병원자원봉사자의 참여동기

가 강할수록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와 지속도가 높

을 것이다’는 것은 기각되었다. 가설 3 ‘자원봉사기

관의 특성은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

이다’은 일부만 채택되었다. 자원봉사기관의 특성

인 조직 내 대인관계의 세부요소 중 대상자와의

관계와 동료 간의 관계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분석되어 일부만 채택되었다. 가설 4 ‘자원봉사

기관의 특성은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도 일부만 채택되었다. 자원봉사기관의 특

성인 관리자에 의해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이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 가설 5 ‘자원봉사자의 활동만족

도가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이 높을 것이

다.’는 채택되었다. 즉 표준화계수 .632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CR(t값) 8.711에 대한 유의

확률 p값이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5> 가설검증 결과

구분 경로회귀계수 S.E. C.R. P 채택
여부비표준화 표준화

자원봉사만족도 ⇦ 참여동기요소 0.052 0.09 0.029 1.804 0.071 기각
⇦ 병원이미지(1) 0.064 0.075 0.057 1.123 0.261 기각
⇦ 병원이미지(2) 0.042 0.055 0.06 0.696 0.487 기각
⇦ 교육지도 0.068 0.071 0.074 0.923 0.356 기각
⇦ 인정과 보상 0.083 0.135 0.054 1.534 0.125 기각
⇦ 대인관계1직원 0.023 0.033 0.054 0.434 0.664 기각
⇦ 대인관계2관리자 -0.038 -0.047 0.064 -0.584 0.559 기각
⇦ 대인관계3대상자 0.321 0.324 0.077 4.169 *** 채택
⇦ 대인관계4동료 0.172 0.235 0.045 3.787 *** 채택

자원봉사지속성 ⇦ 참여동기요소 -0.034 -0.043 0.04 -0.847 0.397 기각
⇦ 병원이미지(1) 0.11 0.094 0.079 1.39 0.165 기각
⇦ 병원이미지(2) 0.01 0.01 0.083 0.118 0.906 기각
⇦ 교육지도 0.117 0.09 0.103 1.143 0.253 기각
⇦ 인정과 보상 -0.102 -0.121 0.075 -1.35 0.177 기각
⇦ 대인관계1직원 -0.07 -0.073 0.074 -0.95 0.342 기각
⇦ 대인관계2관리자 -0.234 -0.217 0.09 -2.614 0.009 채택
⇦ 대인관계3대상자 0.108 0.08 0.107 1.005 0.315 기각
⇦ 대인관계4동료 0.047 0.047 0.063 0.741 0.459 기각

　 ⇦ 자원봉사만족도 0.862 0.632 0.099 8.711 *** 채택
모형 적합도 x² = 1970.733

df = 980
p = 0.000
TLI = 0.909

GFI = 0.921
RMSEA =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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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봉사활동 만족도와 지속성에 대한 요인들의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

내생변수 외생변수 총영향 직접 간접
자원봉사만족도 ⇦ 참여동기요소 0.090 0.090 0

⇦ 병원이미지(1) 0.075 0.075 0
⇦ 병원이미지(2) 0.055 0.055 0
⇦ 교육지도 0.071 0.071 0
⇦ 인정과 보상 0.135 0.135 0
⇦ 대인관계1직원 0.033 0.033 0
⇦ 대인관계2관리자 -0.047 -0.047 0
⇦ 대인관계3대상자 0.324 0.324 0
⇦ 대인관계4동료 0.235 0.235 0

자원봉사지속성 ⇦ 참여동기요소 0.014 -0.043 0.057
⇦ 병원이미지(1) 0.141 0.094 0.047
⇦ 병원이미지(2) 0.044 0.010 0.035
⇦ 교육지도 0.135 0.090 0.045
⇦ 인정과 보상 -0.036 -0.121 0.085
⇦ 대인관계1직원 -0.052 -0.073 0.021
⇦ 대인관계2관리자 -0.247 -0.217 -0.030
⇦ 대인관계3대상자 0.285 0.080 0.205
⇦ 대인관계4동료 0.196 0.047 0.149

　 ⇦ 자원봉사만족도 0.632 0.632 0
* : 영향력이 유의한 경우

5. 변수들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봉사활동 만족도와 지속성에 대한 요인들의 직·

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보면 <표 6>과 같다.

본 연구의 경로 추정치에서 봉사활동 만족도에

가장 큰 효과를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3대상자

0.324, 대인관계4동료 0.235였다. 봉사활동 지속성

에 가장 큰 효과를 미치는 변인은 자원봉사만족도

0.632였다.

지속성에 대한 총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대인

관계3대상자 요인으로 0.285로 조사되었고, 간접효

과가 0.205로서 직접적인 효과보다 더 높았다. 다

음은 대인관계2관리자로 총 효과는 -0.247, 직접효

과는 -0.217, 간접효과는 -0.03로 분석되었다. 또한,

대인관계4동료 요인도 총 효과 0.196, 직접효과

0.047, 간접효과 0.149로 조사되어 간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봉사활동 지속성에 대한 변인들의 효과를 요약

하면 봉사활동지속성에 자원봉사만족도가 큰 효과

를 보였고, 자원봉사만족도에는 대인관계3대상자,

대인관계4동료가 가장 큰 효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병원자원봉사자가 조직 내 봉사대상자와 봉사활동

동료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봉사만족도가 높아지며,

봉사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봉사활동 지속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봉사활동 만족

도가 매개변인으로서 조절효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Ⅳ. 고찰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에서 봉사활동 만족도

와 봉사활동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여동기와 봉사활동 만족도 및 지속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본 연구 결과에서 병원자원봉사

자의 참여동기는 이타적 동기가 이기적 동기보다

앞서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참여동기가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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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조영아(2005)[13], 오효근(2007)[9]의

연구에서 참여동기가 강하면 자원봉사 만족도가

높고 자원봉사 지속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난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반면에 안소윤

(2007)[2]의 연구에서 활동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일치하였다.

병원에 대한 이미지 인식정도와 봉사활동 만족

도 및 지속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병원의 명성에

대한 인식과 병원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답이 높게 나왔으나 병원에 대한 이미지인식 정도

가 봉사활동 만족도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명숙(1999)[14]의 연구

에서 차별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김미녀(2009)[8]의 연구에

서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내지 못한 결과와는 동일

함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자 관리수준과 봉사활동 만족도 및 지

속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본 연구 결과에서 자원봉

사자 관리과정에서 교육은 활동에 도움이 되고 관

리(담당)자의 지도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

지만 지속적인 교육과 봉사활동 특성에 맞는 적절

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인정보상에 각별한 관

심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원봉사

활동 관리수준이 봉사자들의 봉사활동 만족도나

지속성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는 김숙경(2001)[10]의 연구에서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오효근(2007)[9]의 연구에서 지속

성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대인관계와 봉사활동 만족도 및 지속성과의 관

계에 있어서는 본 연구 결과에서 대인관계는 자원

봉사 만족도를 통해서 지속성에 효과를 일부 요소

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경

로 유의미성 검증결과 대인관계는 부분 매개의 효

과로 지속성으로 가는 경로의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병원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은

대인관계가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음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인관계가 만족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권지성(1999)[15], 한

수정(1999)[16], 오효근(2006)[9], 승금희(2008)[5]의

연구와 일치하며, 대인관계가 지속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Gidron(1984)[17], 김숙경(2001)[10],

이성록(2001)[18], 이병순(2004)[19]의 연구 결과와

도 일치하고 있다. 병원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대상

자와의 관계, 동료 자원봉사자와의 관계가 긍정적

일수록 자원봉사 만족과 지속성의 효과가 있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는 병원을 이용하는 의

료소비자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

다. 병원에 있어서 환자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

는 데[20] 있어서 보다 넓은 차원에서의 자원봉사

활동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사려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병원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그 요인들의 영향력은 어

느 정도인지를 규명함으로써 봉사자들이 병원자원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미치

는 영향요인을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에 포함된 변

수는 외생변수로 참여동기, 병원이미지 인식, 자원

봉사자 관리, 조직 내 대인관계이며, 내생변수는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와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이었

다.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대한 요인들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가장 큰 효과를 보였고, 자

원봉사만족도에는 자원봉사 대상자와의 관계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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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봉사자 동료 간의 관계가 가장 큰 효과를 보였

다. 그러므로 병원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대상자와

봉사활동 동료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봉사만족도가

높아지며, 봉사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봉사활동

지속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봉

사활동 만족도가 매개변인으로서 조절효과로 작용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병원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개발

함으로써, 병원자원봉사 활동 지속성의 설명력을

한 단계 향상 시켰다고 본다. 본 연구 이전에도 사

회복지분야의 연구에서는 유사한 이론적 모형을

통한 연구가 있었으나, 의료분야에서는 선례가 없

으며 지속성에 대한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병원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 지

속성에 영향을 주는 개념 간 관계를 모형화 함으

로써 선행연구들에서 자원봉사 만족도 분석에 그

쳤던 변인들을 지속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계를

연결하여 병원자원봉사 지속성 요인에 대한 입체

적인 과정의 설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을 더 체계

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만족도라는

개념을 상호연계하여 제시하였는데, 자원봉사활동

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연

구가 향후 요구된다고 보여진다. 연구결과, 병원자

원봉사 활동에 있어서 봉사 대상자와 봉사자동료

간 대인관계가 자원봉사 만족도를 통해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병원자

원봉사자들의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이 되기 위해

서는 대인관계 관련 세부요인을 실천현장에서 명

확하게 파악하고 지지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만족

도를 충족시켜 자원봉사의 지속성을 높여야 한다

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대인관계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유기적이고 원활한 관계가 형성

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쓰고 대인관계 접점관리

를 통하여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기대를 충족

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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