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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자원봉사 참여동기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the University Students’ Social Support and Volunteer 
Motivation on their Multicultural Acceptance

나동석*

Ra, Dong-Seok*

요 약 본 연구는 후기 청소년으로서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자원봉사 참여동기가 매개효

과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충청북도에 위치한 대학교에 재학생 중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한

256명이다. 통계처리는 SPSS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한 결과,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다문화수

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관계에서 자원봉사 참여동기는 완전매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는 자원봉사 참여동기를 매개로 하여 다문화수용성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를 밝혀낸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이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대인관계에서 긍정적 관점

을 유지시키고 갈등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할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 참여동기의 수

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기주도성을 강화하여야할 것이다.

주요어 : 대학생, 사회적 지지, 자원봉사 참여동기, 다문화수용성

Abstract  This study was to analyze whether volunteer motivation represents a mediated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by university students as a late adolescent. 
Among the students attending a university located in North Chungcheong Province, 256 participants have 
experienced volunteer work. Data analysis conduc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and analysis 
showed that social support of university students affected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that volunteer motivation 
in their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was fully mediated. Based on these 
results, it has revealed a path that the social support of university students affects multicultural acceptance 
through volunteer motivation. Therefore, in order to gain social support, university students should improve their 
ability to maintain a positive view of interpersonal relations and to cope with conflicts efficiently. They will 
also have to strengthen self-directing capacity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motivation for volunteer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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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이제 우리 사회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많아졌

다. 이주여성결혼, 취업연수생, 단기체류자 등의 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2015년에 등록된 외국인은 114만명에

이르고[1], 2016년에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3배 이상 증

가하였으며[2], 관광객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숫자가 된

다. 대학생들은 우리의 문화적 가치와 다른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야할 지를 고민하게 된다. 또한 2018년도의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떨어진 저출산에 대한 대안으

로 다문화사회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한다는 주장도

참고가 되는 시점이다[3].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

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

다문화수용성은 다민족 다문화 사회가 진행되는 것

을 받아들이고 다민족과 다인종의 공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수용하는 태도이다[5].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

여 가정, 학교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6][7][8]. 가정에서는 부모와의 관계, 학교에서는 교사

와 교우와의 관계,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과의 관계

와 같은 대인관계에서 비롯된 요인들이 다문화수용성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인관계에서는 실제적으로 관계를 맺는 상대와의

신뢰정도, 의사소통의 원활한 정도 및 자신의 만족도

등에 따라 상대방과 늘 연결되어 있고 친밀한 의사소통

이 가능해진다는 결속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결속관계

에서 공통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요인은 서로 간에 영

향을 주고받으면서 긍정적 자원으로서 힘이 되는 사회

적 지지일 것이다[9][10].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사회적

응을 돕는 주요한 요인이다[11][12][13].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에게 긍정적으로 사회적응에 효과를 제공하기

때문이다[14]. 그래서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응과 관련된

다문화수용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15][16][17]. 이것은 중요한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

성하여 사회적 지지를 받는 수준이 높을수록 시민의식

이나 공동체의식이 발달되어 나아가 문화적 배경이 다

른 사람일지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공동체의 구

성원으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적응한다[12].

공동체에서 구성원들과 지속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받고 주는 경우 서로에게 포용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아울러 다른 사람에게도 포용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며

나아가 타인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사

회적 지지의 기능을 중요하게 인정하게 된다[18][19].

대체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대인관계의 수준

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20]

[21]에서와 같이 다문화상황에서 다문화적 경험이 많을

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게 나타난다[22]. 즉, 대학생이

대인관계로부터 얻게 되는 사회적 지지는 다문화 수용

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

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23][24][25].

한편, 자원봉사를 통해서도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26][27][28][29]. 이들

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대학생들이 해외

자원봉사에서 다문화와의 접촉을 통하여 그들을 이해

하는 경험을 갖게 됨으로서 다문화수용성에 변화를 가

져왔다고 밝히고 있다[30]. 이들이 변화하는 원인은 남

을 돕는다는 단순한 차원에서의 봉사가 아니라, 해외에

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통하여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

람들과 접촉하고 함께 교류하여 호흡하면서 그들을 바

라보는 내면적인 변화에 영향을 준 것이다.

또한 대학교에서 인성교육차원으로 이루어지는 자원

봉사는 개인이 선택한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

의 과정이긴 하지만 사회문제에 따른 공익의 요소를 증

진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해 실천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사회복지대상자들에게 자원봉사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대학생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제공할 유형과 정도는

자신의 동기를 반영한 개인적 차이에 따라 선택하게 된

다. 특히, 자발적이고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

름대로의 자원봉사 참여동기는 중요하다[31].

동기는 인간이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움직이게 하는

근원으로 볼 수 있는데, 인간행동을 활성화하게 하는

내적인 상태를 말하고, 목표지향을 위한 통로를 마련하

게 한다[32]. 또한 동기는 개인이 목표지향적 행동을 유

지시킬 수 있는 내 외적 상황에서 얻게 되는 힘들의 총

체이다[33]. 이에 따라 자원봉사 참여동기는 구체적인

자원봉사라는 행동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게 하고[34], 자

원봉사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힘[35]과 추진력[36]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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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명확성의 여부에 따라 만족도와 대상자에 대한

친근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37].

따라서, 대학생은 자원봉사 참여동기를 통해 얻어진

힘이 다른 목표에 기반적으로 기능하여 친사회적으로

다른 이웃으로 확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다문화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사

람들과 사회관계를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들

에 대한 다문화수용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생이 받은 사회적 지지는 자원봉사 참여동

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38][39]. 이

러한 연구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자원봉사를 지속하는 경

우에는 가족의 지지가 중요하게 작용되어 참여동기를 강

화시킨다. 또한 일반적으로 교환의 관점에서도 사회적

지지를 받으면 타인에게 사회적 지지를 줄 수 있기

(receiving and giving social support) 때문에 자원봉사

에 참여하는 동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사회적

지지를 주고받은 상황에서 이익을 고려한다면 사회적 지

지의 상호호혜성이 작용[40]되므로 대학교에서의 학점취

득이라는 매력으로 자원봉사 참여동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Lee[41]는 자원봉사의 참여를 ‘주어진 것(given)’으

로 간주한다는 점에서도 지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생

의 사회적 지지는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가 자원봉사 참여동

기에 영향을 미치고 아울러 자원봉사 참여동기가 다문

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관

계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자원봉사 참여동기가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다문

화수용성의 관계에서 자원봉사 참여동기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다문화수용성에 영향

을 미치는가?

둘째,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사회봉사 참여동기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대학생의 사회봉사 참여동기는 다문화수용성

에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다문화수용성의 관계

에서 자원봉사활동은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수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충청북도에 소재한 4개의 대

학교 재학생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의 이용자

들에게 자원봉사로 참여한 256명이다. 설문지의 배포와

수집은 2017년 10월10일～31일 중에 임의추출방법을 적

용하여 각 대학교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대

상으로 동의를 얻어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수행했다. 설

문지를 수거하고 자원봉사를 수행한 표본을 선택하였

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와 종속변수

인 다문화수용성과 관계를 알아보고, 매개변수인 자원

봉사 참여동기가 두 변수의 관계에서 매개하는가를 분

석하기 위하여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

하였다. 그리고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서 연령, 성별, 학년과 종교를 통제변수로 두었다.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3. 측정도구

1)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는 척도는 Ahn, Min과

Kim[42]이 개발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하위척도는 다양

성, 관계성과 보편성으로 두었고 총 16문항으로 이루어

졌다. 측정은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이다. 편집과정에서

역문항은 역산하여 채점하였다. 따라서 합산의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의 수준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문화수용성의 신뢰도 α값은 .785

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의 측정은 Macdonald[43]가 제작한 척도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들이 대인관계하는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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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변수 구분 명수 백분율(%)

연령

19세이하 116 58.6

20 39 15.2

21 32 12.5

22 24 9.4

23 26 10.2

24 19 7.4

성별
남학생 133 52.0

여학생 124 48.0

학년

1학년 139 54.3

2학년 34 13.3

3학년 53 20.7

4학년 30 11.7

종교
유 131 51.2

무 125 48.8

봉사

대상

아동 53 20.7

청소년 13 5.1

노인 125 48.8

장애인 61 23.8

여성 4 1.6

구들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데 적합하다. 하위척도

는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도구적지지, 인정적지지이

고, 각각 7문항씩 전체적으로 28문항을 사용하였다. 측

정은 5점 척도로 이루어졌고 질문에 대한 응답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로

구성하였다. 역문항은 역코딩하여 처리하였고 합산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뢰도 α값은 .870으로 나

타났다.

3)자원봉사 참여동기

자원봉사 참여동기의 측정은 Francies[44]가 개발하

고 Cho[33]가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

원봉사자의 참여동기를 알아보고 그 수준을 파악하여

지도감독함으로써 자원봉사의 효과를 높이도록 활용하

기 위하여 제작하였다. 참여동기의 하위척도는 경험, 사

회적 책임감, 사회적 접촉, 타인기대부응, 사회적 인정

과 성취에 따라 전체적으로 14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측

정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이고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자원봉사 참

여동기는 높은 편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

원봉사 참여동기의 신뢰도 α값은 .822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질문지는 부호화과정과 오류검

토작업을 거친 후, 모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

해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모든 분

석에서의 유의수준은 p<.05 수준으로 정하였다. 통계처

리는 SPSS 18을 이용하였고, 분석내용은 기술통계측면

에서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변수를 먼저 살펴본 후,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일반

적 배경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자원봉사 참여동기, 사회

적 지지에 따른 평균차이를 분석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에 대해서는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

다. 그리고 자원봉사 참여동기가 사회적 지지와 다문화

수용성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

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참여자의 특성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성별, 학년과

종교를 표 1에서 살펴보면, 연령은 19세 이하가

58.6%(116명)이고 이어서 20세가 15.2%(39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52.0%(133명) 여학생이

48.0%(124명)로 나타났고, 학년에서는 1학년이

54.3%(139명), 3학년이 20.7%(53명), 2학년이 13.3%(34

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에 있어서 종교를 가진 학

생은 51.2%(131명)이고 안가진 학생은 48.8%(125명)로

나타났다. 이들의 봉사대상은 노인이 48.8%(12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장애인이 23.8%(61명) 아동이

20.7%(5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주요변수의특성으로최소값,최대값, 평균,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해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로서

다문화수용성의 평균값을 표 2에서 보면 51.53(표준편차

=6.462)로나타났고, 독립변수로서사회적지지의평균값은

83.52(표준편차=3.782)로나타났으며, 매개변수로서자원봉

사 참여동기의 평균값은 38.75(표준편차=6.854)로 나타났

다. 변수의정규성에가깝도록하기위해서왜도는2이하여

야 되고 첨도는 7이하여야 한다. 각각의 변수가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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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변수
최소

값

최대

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다문화

수용성
30 70

51.53

(6.462)

.195

(.153)

1.270

(.304)

사회적

지지
73 93

83.52

(3.782)

-.206

(.154)

.268

(.307)

자원봉사

참여동기
15 54

38.75

(6.854)

-.187

(.155)

.996

(.309)

있는 왜도와 첨도는 정규성을 만족시키고 있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

다문화수용성, 사회적지지와자원봉사참여동기에대

하여일반적특성으로연령, 성별, 종교에따라차이가있

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

Table 3. Differences of major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구 분

다문화

수용성

사회적

지지

자원봉사

참여동기

평균

(표준편

차)

유의도

/Scheffe

평균

(표준

편차)

유의도

/Scheffe

평균

(표준

편차)

유의도

/Scheffe

연

령

19세a
51.01

(6.32)

2.134
*

(a,b,c<f)

83.64

(3.62)

2.463
*

(d,e<f)

38.32

(5.59)

1.347

20세b
50.35

(5.64)

83.33

(3.69)

38.33

(5.32)

21세
c 50.72

(6.92)

83.34

(3.75)

37.13

(6.22)

22세d
51.92

(7.69)

81.88

(4.58)

39.08

(7.03)

23세e
52.48

(4.91)

82.41

(3.51)

40.40

(6.89)

24세f
56.11

(6.51)

85.39

(2.03)

41.05

(5.14)

성

별

남
51.83

(7.28)
.738

83.81

(4.06)
1.203

38.91

(6.65)
.435

여
51.23

(5.46)

83.24

(3.46)

38.59

(4.92)

종

교

유
51.68

(6.49)
.351

83.88

(3.27)
1.506

38.91

(5.51)
.446

무
51.39

(6.45)

83.16

(4.25)

38.58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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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변수의 특성을 살

펴보면, 다문화수용성은 대학생의 연령에 따라

F=2.134(p<.5)로 24세의 학생은 19세에서 21세의 학생

보다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

지는 대학생의 연령에 따라 F=2.463(p<.5)으로 24세의

학생이 19세-21세의 학생들 보다 사회적 지지를 더 많

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자원봉사 참여동기의 매개효과분석

자원봉사 참여동기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파악해 보아야한다. 문

화수용성, 사회적 지지, 자원봉사 참여동기 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였다. 결과를 보면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경우는 자원봉사 참여동기와 다문화수용성 간에 r=.451

로 나타났고, 이어서 사회적 지지와 자원봉사 참여동기

간에 r=.234, 사회적 지지와 다문화수용성 간에 r=.164

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보통수준이하의 상관을 보여 독

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표 4.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of major variables

다문화수용성 사회적 지지
자원봉사

참여동기

다문화수용성 1

사회적 지지 .164** 1

자원봉사

참여동기
.451** .23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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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개효과의 분석은 Baron과 Kenny[45]의 세 단계모

형분석에 따라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5와 같다. 세 단계

모형에서매개효과를알아보기위한과정을살펴보면첫

째로, 독립변수인사회적지지가종속변수인다문화수용

성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둘째로,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

지가 매개변수인 자원봉사 참여동기에 영향을 미쳐야하

며 셋째로,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와 매개변수인 자원

봉사 참여동기가 종속변수인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

향의여부에따라매개변수의매개효과를판단하게된다.

즉, 1 단계모형에서는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다문화수

용성에미치는영향에대한분석이다. 1 단계모형에서변

수의영향을살펴보면, 통제변수로생각한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

립변수인 사회적 지지가 종속변수인 다문화수용성에 미

치는 영향은 β값이 .125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

로나타났다. 즉, 대학생의사회적지지가높으면높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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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다문화수용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5. 매개효과 분석

Table 5. Analysis of mediating effect

1 단계 모형 2 단계 모형 3 단계 모형

사회적 지지

→다문화수용성

사회적 지지

→자원봉사

참여동기

사회적 지지,

자원봉사 참여동기

→다문화수용성

B(S.E.) β B(S.E.) β B(S.E.) β

상수
64.974

(12.941)

57.977

(11.875)

32.088

(12.480)

연령

성별

학년

종교

.544(.382)

-.235(.892)

-.008(.604)

-.589(.811)

.129

-.012

-.003

-.069

.612(.350)

-.072(.825)

-.626(.553)

-.698(.749)

.189
*

-.006

-.117

-.059

.305(.351)

.214(.823)

.352(.552)

-.202(.749)

.087

.017

.061

-.016

사회

적

지지

.279(.110) .125* .350(.100) .227** -.068(.103) -.040

자원

봉사

참여

동기

.466(.065) .429***

R
2

(수

정된

R
2
)

F

.054

(.034)

2.499
*

.074

(.055)

3.759
**

.223

(.202)

11.067
***

더미변수; 성별(남=0, 여=1), 종교(유=0, 무=1)
* p<.05, ** p<.01, *** p<.001.

2 단계모형에서는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가 매개변

수인자원봉사참여동기에미치는영향에대한분석이다.

구체적으로변수의영향을살펴보면, 통제변수로생각한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만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가 매개변수인

자원봉사참여동기에 미치는영향은 β값이 .227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원봉사 참여동기도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어서 3 단계모형에서는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와

매개변수인 자원봉사 참여동기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분석으로 구체적으로 변수의 영향을 살

펴보면, 통제변수인연구참여자의일반적특성은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립변수인 대학생의 사

회적지지는다문화수용성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매개변수인자원봉사참여동기는다문

화수용성에 β값이 .429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

로 밝혀져 자원봉사 참여동기는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단계별분석내용을중심으로대학생의자원봉

사참여동기가사회적지지와다문화수용성간에매개역

할을하는가를분석해보면, 1 단계모형에서사회적지지

는다문화수용성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고, 2 단

계모형에서 사회적 지지가 자원봉사 참여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 단계모형에서는 다문화수

용성에영향을미쳤던사회적지지의영향력이없어졌고

자원봉사 참여동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매개변수인 자원봉사

참여동기는 완전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즉, 자원봉사 참여동기는 사회적 지지와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의 효과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와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에서 자원봉사 참여동기가 매개효과

를 갖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충청북도

의 4개 대학교에서 재학생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한 256

명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사회적지지는다문화수용성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

타났다. Park와 Lee[46]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다문

화수용성에영향을미치는연구결과와일치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단일민족성, 사회적 거리감과 같은 다른

요인들과함께동시투입하여영향력을보았을때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력의 순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자원봉사 참여동기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자

원봉사 참여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47]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

의참여와봉사태도를살펴본연구[48], 지속성을살펴본

연구[44], 만족도를 살펴본 연구[49]의 결과들에서도 사

회적 지지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정도일치한다고유추할수있다. 이러한결과는사

회적 지지를 얻는 것이 이타적 태도를 통하여 사회봉사

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강화함으로써 사회봉사에 만족도

를 높여 지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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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원봉사참여동기는다문화수용성에영향을미

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해외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참여동기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준 Han[2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다. 즉, 자원봉사에 뚜렷한 참여동기가 높으면 다문화수

용성은높다고말할수있는것이다. 또한자원봉사나해

외자원봉사요인이다문화수용성에차이분석에따라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22][28][51].

넷째, 자원봉사참여동기는사회적지지와다문화수용

성 간에 완전 매개역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

지는 자원봉사 참여동기를 거쳐서 다문화수용성에 영향

을 미치는 경로로 분석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학생들

이 사회적 지지를 많이 얻을수록 자원봉사 참여동기가

높아질것이고이렇게높아진자원봉사참여동기는다문

화를더욱수용하도록영향을미치게된다고말할수있

다. 사회적 지지를 얻었다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받아들

이는 긍정적 자원이 높아진 것이고 받아들여진 긍정적

자원은자원봉사참여동기를통하여다문화에관련된이

해나 사람들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의의는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을높이기위해선사회적지지를얻도록하

는것뿐만아니라자원봉사참여동기도중요하게영향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수용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학생이사회적지지를추구하는능력과자원봉사참여

동기의수준을향상시키는개입방안을모색하는것이중

요할 것이다. 그 개입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 대학생이 사회적 지지를 얻는 능력을 향상

시키기위해서는긍정적인대인관계를유지하고, 갈등상

황에서 효율적 대처전략을 펼치도록 하며, 이러한 요인

을고려하여개발한대인관계프로그램을활용하도록한

다.

둘째, 자원봉사참여동기를향상시키기위해서는대학

교의자원봉사프로그램관리자가자원봉사의목적, 가치

와 욕구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지도하고 감독함으로써

자원봉사수준은높아지게될것이다. 또한자기주도성이

높으면자원봉사 참여동기의수준에영향을미칠수있

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 이 연구에서

의제한점을찾아보고추후진행해야할연구주제도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학생의 개인적인 자기주

도성과 같은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학생이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되면 어떤 심리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공동체의식

으로 이를 함양시켜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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