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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원 사활동이

자기개발과 사회성개발에 미치는 향분석:

자원 사활동의 의미성 척도를 심으로

허 성 호 정 태 연
†

앙 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 은 자원 사활동이 학생의 자기개발과 사회성개발에 미치는 향력을 검증

하고자 하는 것이다.연구 1에서는 자원 사활동의 15문항의 의미성척도를 개발하 고,428

명(남 193,여 235)의 상으로 탐색 요인분석을 거쳐,280명(남 124,여 156)의 확인 요

인분석을 실시하 으며,타당도를 검증하 다.연구 2에서는 학생 947명(남 461,여 486)을

상으로 사활동 /후 태도변화와 자원 사활동 의미성이 태도변화에 미치는 향력을

비교 검증하 으며,태도변화로는 자기개발요소와 사회성개발요소로 나 어 분석하 다.자

기개발요소는 자기평가,자아존 감,삶의 질로 구성하 고,사회성개발 요소는 타인수용,공

동체의식,민주시민의식으로 구성하 다.분석결과,자원 사활동 /후의 태도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자원 사활동의 의미성이 갖는 설명력은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자원 사활동은 실천한다는 그 자체로는 효과가 없으며, 사활동 실천 후의 심리 인

만족도에 해당하는 의미성이 매우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자원 사활동을 통해 내재화하는 가치와 그들이 기 하는 자기개발 사회성개발에 하여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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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리학회지:문화 사회문제

KoreanJournalofCultureandSocialIssues

2013,Vol.19,No.2,133∼158.



한국심리학회지:문화 사회문제

-134-

서 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 는 도시화,산업

화,정보화 과정을 거쳐 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물질문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우리

가 필요로 하는 재화나 용역은 풍족해졌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인간 계가 단 되거나

구성원이 고립되는 등의 사회 불균형 상

으로 인해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인간성

상실과 소외계층의 증 등 여러 가지 사회병

리 상이 나타나고 있다(김동배 외,2009;김

의철,박 신,2006).이에 따른 응으로 정부

는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한 각

종 정책을 연구하고 펼치고는 있으나,한정된

재원과 자원으로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

키기에는 어려운 것이 실이며,정부 차원의

정책만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지배 이다.즉,사회의 정상 유지를 해하는

사회문제는 증가하고 있기에,이를 해소하고

자 하는 복지욕구 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

다.

특히,사회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충

족시키기 해서는 사회 반 인 역에서

시민의 책임의식과 공동체 의식에 바탕을 둔

자원 사활동의 요성과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 다(김남희,2004).이것은 변화하는 한

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문제 응 방안에 모

든 시민의 자발 이고 극 인 참여가 요구

되며,많은 비정부 조직체의 활동이 필요함을

의미한다.따라서 사회가 화되고 복

잡해질수록 자원 사자의 역할에 한 기 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며,자원 사자의 극

인 참여는 필수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동배 외,2009).

즉,자원 사자의 역할이 사회분 기에 아

주 요한 항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

며,자원 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들 에 소외된 사람을 이해하고 나아

가 인간의 존엄성을 깨달을 수 있다.뿐만 아

니라,공동체의식을 증진하게 되고 사회문제

의 발생과 해결에 한 이해 실천 능력을

습득하게 되며,이에 기 한 사활동을 통해

사회개선을 체험함으로써 정신 ,심리 으로

성숙해 질 수 있다(정태연, 경숙,박은미,

2008). 한,다양한 자원 사활동을 강조하는

사회분 기가 확산된다면,한국사회의 공존과

화합에 필요한 핵심 구심 을 마련하는 것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이에,정부,

민간단체,언론계,교육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역에서 자원 사활동의 효용 가치에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다(정덕기,2001).

한편,자원 사 활동의 활성화는 학의 역

할에도 향을 주게 되었는데, 학이라는 사

회집단 역시,사회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

기 때문에 학생들은 지역사회 계발 과정에

있어서 소외계층을 외면할 수 없으며,지역사

회 발 에 동참하면서 다양한 장 경험을 통

해 자신의 잠재능력을 찾아내고 키워나가야

한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허성호,정태연,

2011).실제로,1995년도의 5.31교육개 이후

학의 3 기능인 교육의 기능,연구의 기능,

사회 사의 기능 사회 사 기능에 한 기

와 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이는

학이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해 지도 역

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 인식이 더욱 증

되었기 때문이며,사회 사활동이 학생들

의 교육과 훈련의 방법으로서도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새롭게 발견했기 때문

이기도 하다(한국 학사회 사 의회,1997).

그 다면 사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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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심리 인 특성은 무엇인가?일반 으로

학생들의 자원 사활동에 한 특성을 크게

자발성,공익성,무보수성,이타성으로 언 하

고 있다(조휘일,1998).그 외,헌신,학습,조

직,심리 보상,희생,공동체성,복지성,민

주성,개척성,지속성,교육성 등의 다양한 특

성들이 거론되고 있고,연구자의 쟁 에 따라

조 씩 다르게 정리되고 있다.하지만,이러한

개념들은 모두 자원 사활동에 한 지나친

희생과 이타성만을 강조하고 있으며,개인의

자아실 인 차원의 특성은 언 하고 않고

있다(Ilsley,1990;양창삼,1995;최용 외,2005;

이성록,2007).즉, 학생의 자원 사활동도

그 속성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만큼 한 자기 보상을 기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표면 으로는 이타 동기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진정 학생

들의 자원 사활동을 증 시키고 사회 공공

성을 추구하기 해서는 학생 자원 사자들

의 본래의 의의를 토 로 자기실 인 실

과정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무보수성이라는 특성 역시 학생 자원 사

활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개념을 재검토 제

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이들이 자기본 으로 기 하고

있는 보상에 한 가를 무보수성으로 설명

하기에는 그 동기 요소와 상충하기 때문이

다.이에 박은수(2003)는 개인의 자아실 욕구

를 만족시키며,능력을 키워야 할 시기에 무

보수성의 강조보다는 ‘인과성의 원칙’을 안

으로 제시하고 있다.즉,이들 학생들이 사

회 인 기여를 의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에 먼 자신의 기 를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 요하다.그 기 때문에

학생 자원 사자들이 과연 심리 인 인과성

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실질 인 자원 사활동의 활성화와 더불어,

보다 합리 인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지 상

자들에게 합한 의사결정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도구 기틀이 될 것이다(허성호,2012).

구체 으로 사활동 실천과정에서 살펴본

다면, 학생의 자원 사활동은 사회참여를

통해 자아실 의 기회를 제공받으면서 더욱

사실화 된다.즉,다른 사람들을 많이 하게

되는 과정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며,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오는 성취감은

정 인 자극제가 되어 삶을 보람 있고 의미

있게 해 다(조휘일,2001).그리고 의미 있는

자원 사활동은 개인 인 발 이나 태도개선

과 같은 의의를 가져다주며,동시에 공동체

의 맥락에서 사회 책임성․생산성․개방

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다(김

모,1993).먼 ,개인 의의 차원에서 자아실

이라는 것은 자기에 한 인간의 가치와 존

엄성의 신념을 강화시켜주어 자기 평가에도

요한 향을 미치게 되며,자신에 한 새

롭고 만족스러운 답변을 추구하고 그것에

한 가장 알맞은 가능성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다(양창삼,1995). 한,성취감으로 인하여

자원 사활동 당사자에게는 자아존 감의

상승으로 인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서 연,

1999), 반 으로 삶의 질에 한 정 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어 이를 통해 자기개발을

이루게 되는데(김범수,2007),그 과정에서 공

동체의식의 활동과제 기능이 수반되어 사회성

개발로 확산되는 것이다.구체 으로는 타인

과의 계성이 회복되거나 진 되고,지역사

회의 존 감이 조장되어 공동체의식과 시민의

식이 개발된다(Knowles,1982;이진석,1995).

결과 으로 자원 사활동을 통해 학생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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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개발과 사회성개발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

되는 자아실 이 향상되며(조휘일,1998),이것

은 앞서 언 한 이기 차원의 동기 요소와

매우 한 련이 있다.따라서 학생 자

원 사자들이 사활동을 통해 특정한 의미를

내재화하는 과정을 경험하고,여기서 형성된

의미성의 차이는 자기개발과 사회성개발을 기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허성호,2012).

그 다면,자원 사활동의 의미성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의미성이 이들의

자아실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요한 설명변

인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재까지

의 연구들(Shindler-Rainmain,et.al.,1984;Moore,

1985;정명숙,2006)에서는 자원 사활동에

한 평가도구로서 내재된 의미성을 평가하기보

다 만족도의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

이다(박건실,2011).하지만,만족도는 우선

으로 개인의 정 인 감정 상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실제로 사활동 과정에서 각

개인이 경험하는 사활동에 해 정 이고

유쾌한 감정 상태로 받아들여졌을 때만 만족

도가 높아진다는 한계 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이명 ,1995).혹은,자원 사활동을 하

고 나서 자원 사자들이 보고하는 만족도가

이들의 행동에 한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도

자신의 태도는 정 으로 유지하고자 애쓰는

경향이 나타나는 수가 있으며(김정배,2006),

이 과정에서 자원 사자들은 인지부조화를 경

험하게 되어 자신의 노력에 한 정당화 략

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정 인 의미만을 찾

아서 자신에게 이입하는 성향을 갖게 되는 것

이다(허성호 2012).그리고 이들 자원 사자들

이 실제로 참여한 사활동을 평가하는데 있

어서 어느 정도의 사회 바람직성의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Williams,et.al.,2002).

이에 자원 사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자원 사

활동에 한 만족도를 표 할 때,이미 자기

만족이라는 개념보다 사회 인 요소에 해당하

는 것만을 찾아서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rkus,et.al.,1993).결과 으로 자원 사활

동 만족도는 어느 정도 사회 인 분 기에 반

응하여 획일 인 방향으로 구성되는 개념이라

고 볼 수 있으며,이 개념으로 개개인의 다양

한 측면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자원 사활동의 의미성이라는 개념

은 지나치게 획일화되는 만족도의 개념을 더

욱 풍부하게 해 다(허성호,2012).즉,자원

사활동의 의미성이라는 것은 실존 인 가치에

주목하여 개인에게 요하여 심리 으로 내재

하게 되는 본질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실

제로 학생들이 자원 사활동을 경험하면서

지니게 되는 의미성은 개인마다 다양하게 나

타난다.그리고 사활동을 시작할 때는 다

수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사학습

을 경험하고 있으며,학교에서 하는 사활동

은 성 을 받기 해서 의무 으로 하게 된다

고 말할 수 있다(주성수,2005).따라서 자원

사활동의 의미성은 자원 사자들이 내재화하

는 자아 실의 결과에 하여 구체 인 설명

력을 높일 수 있는 안이 될 수 있으며,

차 개념으로 보았을 때 과정상으로는 자원

사활동의 의미성이 자기개발과 사회성개발

에 미치는 향력으로 선행되는 변수로 두어

그 설명력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허성호,

2012).

그리고 조휘일(2002)의 연구에서는 자원 사

활동의 의미성을 개인 의미와 사회 의미

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이것은 한 개

인이 동기 요소를 비롯하여 여러 련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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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허성호,2012).

즉,자원 사활동을 통해 스스로에게 내재화

할 때는 이 두 가지 차원에서의 의미성을 부

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특히,개인

의미가 강할수록 자아실 의 강도가 강하다고

주장하 고,이는 자기개발과 사회성개발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먼 자기개발의 측면에서 볼 때,한국 학

사회 사 의회(2007)는 사학습을 통한 자원

사활동은 학생 자원 사자의 입장에서 보

았을 때,생애발달 과정에서의 성숙과 스스로

의 재조명해 볼 수 있는 통찰 인 자기개발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즉,

자원 사활동의 특성상 사활동 상자는 다

양한 상들과 함께 상호 학습하는 체험학습

과정을 경험하고,나눔을 통하여 양자 간의

이해 과정을 배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인간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 ․

정서 ․사회 요소를 개발하여 자아실

경험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자기개

발에는 자기 자신에 한 정 인 평가나 자

아존 감과 같은 가치정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결과 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게 되는 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조휘일,1998;Koury,2001).

따라서 이러한 에서 자기개발 요소의 측

정변인들을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 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 ,자기 평가는 원래 자기의 부정 인

면을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자기수용척도를 의

미한다(차명숙,2005).하지만,본 연구 과정에

서 이 척도는 자원 사활동이라는 맥락에서

보았을 때,자기수용이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고 단하 다.이것은 자아수용이라는

개념 정의에서도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즉,자아수용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자

아에 한 기본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타

인이 보는 객 사실에 의한 평가라기보다

는 자기 스스로에 의해 투사되어 수용하는 정

도라고 할 수 있다(Hall&Lindzy,1957).자기

에 한 평가가 좋을수록 자아개념 한 정

이며,이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에 한

바람직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라고 도 과

언이 아닐 것이다(조학래,1996).실제로 사회

사활동을 경험하게 되면 자아의 발달수

역시 정 인 정체성으로 연결되는 것이며

(김 식,2000),이것은 자원 사의 만족도나

의미와도 매우 한 상 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김문조 외,1995).따라서 자원 사활동

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보다 정

인 방향으로 평가하게 되고,그 결과 자신의

행동에 한 신뢰와 자아존 감이 형성되며

결과 으로 자아실 의 한 맥락에서는 자기개

발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자아존 감이란 자신에게 내리는

정 평가로,자기 자신을 수용하거나 거부

하는 것을 나타내며,개인이 자기 자신을 능

력 있고,의미 있고,성공 이라고 믿는 정도

를 말한다(Coopersmith,1967).즉,개인이 자신

에 해 갖는 태도 속에 나타나는 자신에

한 가치의 단이며,자기의 가치나 능력에서

보여 지는 가치성의 개인 평가로 정의내릴

수 있다(강종구,1986).그리고 자아존 감은

자원 사활동을 통해 개선시킬 수 있다. 반

으로 자원 사활동이 청소년의 인성에 미치

는 향에 한 연구는 다양하며(김동배,조학

래,1997;김진숙,2000),청소년의 자원 사활

동이 이들의 자아존 감에 정 인 향을

다는 연구 결과가 지배 이다(Conrad &

Hedin,1991;Smith,1994).그 에 학생들

상으로 한 Wilson(1975)의 연구에서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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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해 사회 사운동에 참여한 학생들

이 보다 개방 인 마음을 가지게 되고,자아

존 감이 상승하여 여러 상황에 하게

처하는 사회 유능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

다. 한,Conrad와 Hedin(1991)의 연구에 따

르면 사회 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참여하

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문제해결능력과 같은

자신감이 더욱 향상되었으며,자원 사 경험

이 청소년 사회 발달과 심리 발달에 정

으로 향을 미쳤음을 보고하고 있다.즉,

학생들은 자원 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목표

를 실 시킬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정

인 자아개념과 자아존 감을 향상시키게 된

다.

세 번째,삶의 질은 자신의 삶의 가치 정도

를 종합 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궁극 으로

행복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요

한 구심 이 될 수 있다.그리고 자원 사활

동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한 활

동이 될 수 있다는 은 매우 요한 의의를

가진다. 한 학생 자원 사자는 다른 자원

사자에 비해 보다 체계 이며 문 인 활

동을 통해 자원 사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

다고 여겨지며,자원 사활동을 통해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어 궁극 인 개인

의 자기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김

범수,2007).국내에서 자원 사활동과 삶의

질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년여성의

자원 사활동이 삶의 질에 해 미치는 향

이 정 으로 나타났고(강경림,2004;남경인,

2005),자원 사활동 참여정도와 경력이 많을

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자원

사활동 종류에 따라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하 다(최지원,2001). 한,어릴

때의 자원 사활동 경험이 학생의 자아정체

성 삶의 질의 역에서 부분 으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이유경,

2002),자원 사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도덕성 발달에 정 인 향을 미치며,특히

건 한 여가활동으로 활용, 인 계의 요

성 인식,새로운 경험과 기술습득 기회,의미

있는 삶의 계기,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자각 등에 상 으로 많은 도움과 이

익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학래,1996).

한,한국 학사회 사 의회(2007)에서

는 자원 사 상자나 기 그리고 이들과의

상호 계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계심리학

인 사회성개발도 언 하고 있다.자원 사자

와 자원 사 상자의 측면에서 보는 사학

습은 만남과 맺음,나눔과 주고받음,느낌과

공유 그리고 새로움과 통의 상호의존

계학습이라 볼 수 있다.이러한 에서 사

학습은 자원 사자와 자원 사 상자간에 인

간 신뢰와 믿음을 제로 한 라포(rapport)

형성이 요시되는 학습이다.왜냐하면,자원

사자는 자원 사활동에 의한 자기발견의 학

습기회가 되고,자원 사 상자는 도움을 통

해 타인 발견의 학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

문이다.특히, 사학습은 학생들이 그들의

학습과 발달을 증진시키도록 의도 으로 설계

된 조직 인 기회와 함께 인간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한 활동에 참여하는

경험 교육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이

는 학생 자원 사자의 참여 동기를 높이고,

인 계를 향상시켜 자원 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어 궁극 으로 자원 사자들의 태

도를 개선시킨다는 을 지지하고 있는 것

이다.특히,한국 사회 내로 이민족의 유입이

증가하는 가운데,자원 사활동은 타인종이나

타민족을 포함한 타인을 수용하는 정도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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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여(김승일,2000;오성배,2006)우리 사회

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매우 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나아가 공동체의식과 민주시민의

식의 함양 의식을 개선 할 수도 있다(Buckley,

1967;이혜원,2006).따라서 타인과의 계성

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성개발 요소로 타인수

용,공동체의식,민주시민의식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구체 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타인수용은 한 개인이 다른 사물

이나 타인을 있는 그 로 받아들이려는 태도

는 신념을 말하는 것으로 Coms와 Snygg

(1959)에 의하면 타인수용은 개인의 성격특성

자신의 능력 발휘에 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타인수용이 높은 사람은 사물에 하여

객 으로 행동하며, 심 있는 타인의 행동

에 정신을 집 시킴으로써 행하고자 하는 개

인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달하고,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을 가져 자기 발 의 동기를 가지

게 된다.반면에 타인수용이 낮은 경우에는

인간 계에 손상을 가져와 스트 스,생활의

불안정,그리고 비능률을 가지고 온다고 한다.

실제로 타인수용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행

에 정 이게 때문에 타인과 원만하여 충분

한 인간 계를 경험함으로 사회 지지 능력이

성숙해지며,자기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

부 실에 한 통찰력이 향상되어 다양한 상

황에 해 객 인 평가력을 가진다고 한다

(안덕자,1970).따라서 타인수용 능력을 증 시

키는 훈련 로그램이나 심성계발 훈련을 통하

여 타인수용에 정 인 변화를 시도한다면(김

선웅,1989;강신민,1991), 재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인 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것이다.그리고

표 인 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

로 자원 사활동이다.즉, 학생들은 자원 사

활동을 경험함으로서 교육과 사회화 과정 속에

서 타인 수용 능력이 증 되고,이는 인의

이기 이고 자기 심 인 생활방식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김동배,2005).

두 번째,공동체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참여의 진정한 의미는 시민이 자신과 공동체

간의 질 인 발 을 목표로 하여 사회화 과정

에서 개인 는 집단 으로 연 하고,자발

으로 필요한 자원을 투여하고 다양한 향

력을 발휘하는 것이다(Richardson,1983).우리

는 이를 개인체계와 사회체계의 상호작용이라

는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왜냐하면 개인

체계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성숙,변화

과정을 겪고,다른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며, 체로서의 체계에도 향을 미치

기 때문이다.개인체계의 성장과 발 은 사회

체계를 통해 구 되며,다양한 사회조직의 모

형과도 연 이 된다(Buckley,1967).이 게 볼

때,자원 사활동은 건 한 개인체계 형성에

도움을 주며,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민주시

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다(최명숙,

2004). 한 사회 활동이라는 차원에서 자원

사활동을 평가할 때,활동의 질 인 향상은

사회의 공공복지증진과 더불어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킨다(최미애,2001).특히,청소년시기의

자원 사활동이 기여하는 바를 사회 인 측면

에서 평가하면 사회성발달에 도움을 주어 공

동체의식을 함양시켜주고,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한다(김남순,1997).

세 번째,민주시민의식은 공동체에서 한 사

람의 완 한 참여자로써 꼭 필요한 요건이다.

그러나 민주사회의 사회참여정신과 행동이

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이는 오랜 기

간의 민주주의 토양과 문화 속에서 교육에

의해 길러지는 것이며 생활 속에서 행동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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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습 화되는 것이다(이해주,1996).즉, 학

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은 참여활동을 통하여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지역사회에서 실천하고,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체험학습을 통해 보람

있는 경험을 형성할 수 있다.특히, 학생들

은 자신의 가정과 지역사회의 문화를 정

으로 이해하고,공공선을 구 하는 시민공동

체의 창조와 유지를 해 민주시민의식이 개

선되어야 하며,이러한 민주시민 태도는 사

회를 더 공평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시민행동

(civicaction)에 참여할 수 있는 지식,태도,기

능을 습득하도록 도와주게 될 것이다(모경환

외,2009).그리고 자원 사활동은 자기 자신

을 나타내는 자아 정체성과 타인에 한 배려

와 공정성을 나타내는 도덕성,그리고 민주시

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시민성 발달 수 을 개

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강수정,2001),이

것은 송복임(2002)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

가 나타났다.결과 으로 자원 사활동이

학생의 민주시민의식에 향을 주는 변인이라

고 볼 수 있으며,민주시민의식은 다문화에

필요한 매우 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자원

사로 개선할 수 있는 태도이기에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자원 사

활동을 통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를 측

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자원 사활동

이후 학생들에게 미치는 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개발과 사회성개발 개선정도를

검증할 것이다.

연구 1

연구 1에서는 학생들이 자원 사활동을

통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것은 자원 사활동을 참가하기 에 이들

이 개별 으로 추구하고 있는 자기 실

동기(자기개발/사회성개발)와 한 련이

있으며,동시에 사회 계발의 의미를 내포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조휘일,2002).비슷한

개념으로서 자원 사의 임 워먼트(Spritzer,

1995)나 자원 사활동의 만족도는 자원 사활

동을 통해 내재화하는 의미성이 충족되어

결정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Francies,

1982).

우선,자원 사활동을 실천한 학생을

상으로 이들이 어떤 의미성을 내재화하고 있

는지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기 해서

는 이들의 개방된 질문에 한 응답자료를 수

집하는 차가 필요하며,이 게 수집된 자료

를 유목화하기 해서 앞서 필요한 순차 자

료 수집 과정이 요구된다.따라서 본 연구에

서도 비연구를 통해 이들이 응답한 다양한

질 자료를 문장 단 로 유목화하는 세분화

된 차를 단계 으로 수행하 으며,각 단계

에 한 일정한 시간 경과는 편향을 야기할

만큼 큰 향력은 없다고 단하 다.왜냐하

면, 학생들은 비교 학기 단 로 생활양상

이 구분되어 지속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퇴학

이나 졸업과 같이 큰 사건이 결부되어 있지

않는 한,이들의 심리 과정은 비교 안정

이기 때문이다. 한,이들의 자원 사활동

지향성을 뒤집을 만한 큰 사회 쟁 도 나타

나지 않았다.결과 으로 이 비연구를 통해

비교 안정 으로 검증할 수 있는 측정도구

의 구체 인 문장형 문항들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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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상

비연구에서는 2차례 걸쳐 자료를 수집하

다.1차 비조사에서는 2009년 4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하 고,2차 비조사는 9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실시하 다.참여자들

은 모두 서울에서 자원 사활동을 실시한

학생 총 219명(남 100,여 119)의 응답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모두 8시간 이상 자원 사

활동을 한 상태이며,지원자를 모집하는 방식

을 통해 비교 자원 사활동을 자발 인 동

기로 참여한 상자들로 구성하 다.

본 연구에서 탐색 요인분석 자료는 2009

년 3월 25일부터 2009년 11월 24일까지 약 8

개월간 2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활동하는 평

균 연령 21세(남 22세,여 21세)의 학생 자

원 사자 총 428명(남 193,여 235)을 상으

로 설문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그리

고 확인 요인분석 자료는 2010년 9월 30일

부터 2010년 12월 14일까지 약 3개월간 1차

례에 걸쳐 서울에서 활동하는 평균 연령 22세

(남 22세,여 21세)의 학생 자원 사자 총

280명(남 124,여 156)을 상으로 설문을 실

시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분석 차

우선,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자원 사활

동의 경험이 가져다주는 의미성을 측정하기

한 목 으로,문항선정을 해 개방형 질문

으로 구성된 비조사를 실시하 다. 비조

사에 사용한 문항은 단문항(“여러분이 실시한

자원 사활동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 다고 생각하시나요?”)이며,수집된

219명의 응답 자료를 유사한 의미별로 분류하

여 16문항을 선정하 다.분류작업은 Francies

1982)와 Moore(1985)가 제시하는 자원 사 동기

-욕구 이론을 기 로 만들어진 조휘일(1991)의

연구에서 언 한 자원 사활동에 한 만족도

(16문항)와 동질 인 속성에 근간을 두었다.

한,Thomas와 Velthouse(1990)의 이론을 바탕

으로 사활동에 한 가치나 효능감에 한

심리 요인인 개인 역할에 한 측정도구를

개발한 Spritzer(1995)의 임 워먼트 척도(12문

항)를 고려하여 자원 사활동의 의미성에

련한 특성에 을 두고 문항을 개발하 다.

문항개발을 한 원칙은 상연령에 한

하 요인별 구성요소를 추출하고,불필요한

요소의 복을 최소화하며,최 개발한 문항

들을 2차례에 걸친 델 이분석과정을 통해 1

문항을 제거하 고,최종 15문항을 최종 개발

하 다.델 이분석1)과정은 우선 1차 비조

사에서 자원 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에게 설

문지를 통해 순 를 16개의 문항을 순차 으

로 배열하도록 실시하 으며,상 으로 거

리가 멀다고 평가되는 한 문항(“내가 안고 있

던 죄의식이나 부담감이 어느 정도 해소된

다.”)을 제거하 다. 체 문항의 평균은 8.0이

었고,제거된 문항의 평균 순 는 13.59 다.

참고로, 수가 낮을수록 순 가 높다.

다음으로는 비 연구를 통해 최종 선택한

15개의 문항들이 Shindler-Rainmain과 그의 동료

(1984)에서 주장하는 만족도에 근거하는 요소

1)1940년 미국 랜드연구소에서 Kaplan과 그의 동

료들에 의해 최 로 개발된 기법 의 하나이며,

결정에 필요한 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한 목 으로 고안되었다.익명 결정과 반복수

행,그리고 비 면 상황에서 의견을 수렴한다는

특징이 있으며,합의된 결과를 피드백하는 것도

으로 개인의 역량에 맞기는 집단 의 방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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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문항 순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볼 수 있게 한다. 4.62

물질 인 풍요보다 더 요한 인간애를 배우게 된다. 6.49

타인에 한 사회 인 편견이 거나 개선되는 계기가 된다. 8.34

내 자신에 한 존재감을 불어넣어 다. 8.29

나의 작은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기쁘다. 5.09

도움을 수 있다는 것에서 자신감을 얻는다. 6.93

사회 인 시설이나 로그램 지원의 필요성을 깨닫는다. 8.49

이사회의 장애우시설과 그들 생활에 해 심을 가지게 된다. 8.43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한다. 9.74

타인의 심정을 공감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 7.10

자신의 인성을 개선하게 한다. 8.95

서로 간의 차이를 이해하게 된다. 8.15

나와 다른 이웃에게 필요한 도움을 다. 7.41

내게 주어진 사회 의무를 실천하는 방법이다. 8.53

진정한 행복에 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7.88

표 1.자원 사활동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성 문항

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

인하 으며,이 게 선정된 문항을 근거로 탐

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분석에 사용된

측정문항들은 실제로 모든 문항이 다양한 의

미를 내포하는 요인들로 이루어져 있지만,본

연구에서는 조휘일(2002)의 개인 의미와 사

회 의미로 구성된 구도 형태를 잠재 으로

수용하고자 2-3개의 요인으로 추출될 확률이

많은 공분산 행렬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을 실

시하 다(권세 ,2005).회 방식으로는 Kaiser

가 제안한 varimax방식을 선택하 는데,이는

각 열 내의 부하량의 제곱 값이 최 화하는

방식이어서 직각 회 을 통해 발생하는 문항

간 차이에서 간명도는 낮지만 요인 간 차이를

명확하게 하는데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한 분석을 통해 같은 요인으로 묶인 문항들

간의 Cronbach'sα 계수를 통해 문항의 신뢰도

를 확인하 다.

마지막으로, 학생이 자원 사활동을 경험

하고 나서 가지게 되는 자원 사활동의 의미

성을 측정하는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탐색 요인분석 결과

결과 으로,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

에 활용된 15개의 문항들이 2개의 요인으로

구분 되었다.첫 번째로 나타난 문항들(“내 자

신에 한 존재감을 불어넣어 다.”,“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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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부하량

요인 1 요인 2

4.내 자신에 한 존재감을 불어넣어 다. .854 .118

6.도움을 수 있다는 것에서 자신감을 얻는다. .744 .308

5.나의 작은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기쁘다. .721 .347

15.진정한 행복에 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675 .298

1.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볼 수 있게 한다. .653 .339

2.물질 인 풍요보다 더 요한 인간애를 배우게 된다. .610 .461

11.자신의 인성을 개선하게 한다. .576 .433

14.내게 주어진 사회 의무를 실천하는 방법이다. .391 .830

8.이 사회의 장애우 시설과 그들 생활에 해 심을 가지게 된다. .278 .741

7.사회 인 시설이나 로그램 지원의 필요성을 깨닫는다. .083 .735

13.나와 다른 이웃에게 필요한 도움을 다. .355 .668

3.타인에 한 사회 인 편견이 거나 개선되는 계기가 된다. .415 .654

12.서로 간의 차이를 이해하게 된다. .392 .605

9.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한다. .479 .576

10.타인의 심정을 공감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 .492 .538

eigenvalue 4.55 4.47

설명량(%) 30.33 29.80

신뢰도(α) .89 .90

표 2.자원 사활동의 의미성 척도 탐색 요인분석 결과

수 있다는 것에서 자신감을 얻는다.”,“나

의 작은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기쁘다.”,“진

정한 행복에 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

다.”,“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볼 수 있게

한다.”,“물질 인 풍요보다 더 요한 인간애

를 배우게 된다.”,“자신의 인성을 개선하게

한다.”)에 한 요인은 ‘개인 의미’이라고 명

명 하 고,설명량은 30.33% 으며,신뢰도는

.89로 나타났다.두 번째로 나타난 문항들(“내

게 주어진 사회 의무를 실천하는 방법이

다.”,“이 사회의 장애우 시설과 그들 생활에

해 심을 가지게 된다.”,“사회 인 시설이

나 로그램 지원의 필요성을 깨닫는다.”,“나

와 다른 이웃에게 필요한 도움을 다.”,“타

인에 한 사회 인 편견이 거나 개선되는

계기가 된다.”,“서로 간의 차이를 이해하게

된다.”,“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한다.”,“타인의 심정을 공감하거나 이

해할 수 있다.”)에 한 요인은 ‘사회 의미’

라고 명명 하 고,설명량은 29.80% 으며,신

뢰도는 .9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두 요인들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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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자원 사활동의 의미성 척도 확인 요인분

석 결과

복 부하되는 문항이 나타났다.Tabachnick와

Fidell(2001)이 제안한 정 기 에 따르면 부하

값이 .32이상이면 해당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이런 문항이 10% 이상이면,공변량이

많음을 의미한다.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기

으로 보았을 때,다소 복 문항이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하지만,의미성이라는 개념 자체

가 상자들로 하여 계 으로 선택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과 본 연구의 기본 방향이

개인 의미와 사회 의미라는 이 두 가지

주성분으로 요인 분석하는 과정을 지지하여

이를 수용하는 에서 실시하 다는 을

고려하여 본 연구자는 의미성 척도를 두 개의

요인으로 최종 결정하 다.

이 후, 체모형의 설명비율은 60.14%

으며,모형의 유의성을 보여주는 KMO

(Kaiser-Mayer-Olkin)값도 .871로 양호하게 나타

났고,Bartlett검정결과도 유의하게 확인되면서

(4278.17,p< .01),단 행렬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다.다시 말해서 KMO 값이 .8이상

이고,Bartlett의 p값이 .05이하로 나타났기에

사용된 변수와 사례수가 요인분석을 하기에

하며,변수들이 요인분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검증되었다.

확인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고,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검증결과,모형이 자료와 합치된다는

가설은 기각되었으며( = 392.24,p< .001),

이는 표집단이 모집단과 동질성을 가지지 않

는다는 것을 의미한다.아울러 분석에 활용하

는 합도 지수는 합도지수(absolutefit

index)와 상 합도지수(relativefitindex)를 모

두 활용하고자 한다.우선, 합도지수는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모델이 표본공분산행렬

에 존재하는 분산/공분산을 설명할 수 있는

비율을 모델이 없는 경우의 설명량과 비교하

여 계산한 추정치이며,본 연구에서는 일반

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GFI(goodnessoffit

index),AGFI(adjusted goodnessoffitindex),

RMSEA(rootmeansquareerrorofapproximation)

지수를 비교하 다.상 합도지수는 연구자

가 설정한 이론모델이 모집단에서 찰변인들

간에 아무런 상 이 없는 모델,즉 변인들 간

의 공분산이 모두 0으로 설정된 기 모델

(baselinemodel)과 비교하여 얼마나 합도가

높은지를 평가해주는 비교부합도지수이며,본

연구에서는 NNFI(non-normed fitindex),NFI

(normedfitindex),CFI(comparativefitindex)지수

를 비교하 다(표 3참조).

합도 지수의 평가 기 은 연구자들마도

조 씩 차이는 있지만,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 에서 평가하고자 한다.우선,RMSEA

값은 .1보다 낮은 값이 자료에 한 합도가

하다고 할 수 있고 .05이하는 매우 좋은

자료이며 .01이하는 뛰어난 자료라고 단한

다(Steiger,1990).그리고 GFI,AGFI,NFI의

합도 지수는 표본 크기 200이상에서 .9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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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지수   GFI AGFI RMSEA NNFI NFI CFI

연구모형(1) 392.24*** 89 .83 .79 .11 .84 .83 .86

수정모형(2) 134.53*** 70 .94 .90 .06 .96 .94 .97

모형1:모형2 257.71*** 19 - - - - - -

***
p< .001

표 3.자원 사활동의 의미성 척도 확인 요인분석 합도 지수 비교

높으면 합하다고 단할 수 있다(권세 ,

2005;양병화,2006).NNFI와 CFI의 값 역시 .9

이상이면 합하다고 단할 수 있다(Bentler,

1990).

한편,의미성 척도의 문항은 조휘일(2002)가

언 하 듯이 두 가지 차원이 동시 으로 나

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 고,이는 각 문항

들 간에 어느 정도 공변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분석에서 이용한 AMOS

18.0 로그램은 측변수간의 상 계수가 통

제되지 않았다는 을 고려하 을 때,표집자

료의 특성을 더 잘 반 할 수 있도록 모형의

수정지수를 고려하여 수정모형을 제시할 필요

가 있다.따라서 자료의 특성을 더 잘 반 할

수 있는 모형을 탐색하기 해 부하량이 다소

복되는 문항과 수정지수를 고려하여 수정모

형을 제시한 결과, 합도 지수들이 모두 기

치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참조).

단,수정모형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측변인

들 간의 오차항의 공변계수만을 고려하여 통

제하 고 요인의 오차항은 통제하지 않았다.

아울러 두 요인간의 상 계수는 일반 인 타

당성 범 (.85이하)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이 기 은 양병화(2006),문수백(2009)가

언 한 단 지표이다.

마지막으로 Bentler와 Bonett(1980)의 카이자

승 차이검증을 통해서 수정모형의 합성 여

부를 단해 보았다. 기 연구모형과 수정모

형2)의 카이자승차이는 257.71(392.24-134.53)이

며,자유도 19(89-70)를 기 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 다.

공인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척도를 기 으로 공

인타당도를 검증하 다.우선,각 개인들이 가

지고 있는 임 워먼트의 수 을 악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었던 Thomas와 Velthouse(1990)

의 이론을 바탕으로 심리 요인인 개인 역할

에 한 측정도구를 개발한 Spritzer(1995)의 임

워먼트 척도를 사용하 다.이 척도의 하부

요인으로 의미성,역량,자기결정성, 향력의

4가지로 구성하 다.의미성이란 개인의 기

이나 이상에 비교해 단되는 업무 목표의 가

치를 말하는 것으로 스스로가 활동하고 있는

사활동에 한 가치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역량은 자원 사자들이 사활동을

실천하는 것에 한 효능감을 의미한다.그리

2)본 연구에서는 Amos 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정

모형을 고려하 으며,Lisrel에서의 수정모형과는

다른 의미이다.이는 단지 경로선상은 그 로 유

지하면서 잔존하는 공변만을 통제하여 공변량을

최소화한 경로 모형의 구조를 도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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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워먼트 척도
자원 사만족도

의미성 역량 자기결정 향력

개인 의미 .61
***

.49
***

.58
***

.45
***

.78
***

사회 의미 .56*** .55*** .48*** .60*** .74***

***p<.001

표 4.자원 사활동의 의미성 요인과의 상 계수 비교

고 자기결정성은 자율 의지를 가지고 지속

성을 유지한다는 의미이며, 향력은 사회

성과나 타인 의 계성이 정 으로 변한다

는 의미이다.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의 요성,업무 뿐만 아니라

개인 인 요성,기 혹은 조직에서 요성

의 문항을 포함하 다.7 Likert척도로 구성

되었으며, 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사활동

에 부여하는 의미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 측정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α의 값은 .87이었고,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원 사활동의 의미성과의 상 계수

는 .53(p<.001)으로 나타났다.결과 으로 공

인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표 4참

조).

사활동에 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해서

는 Francies(1982)가 제시하는 자원 사 동기-욕

구 이론을 기 로 만들어진 조휘일(1998)의 연

구와 자원 사활동의 활성화에 한 연구(김

수,1995),자원 사활동 만족도 련요

인에 한 연구(주문희,2000)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합한 16문항으로 수정하여 공인타당

도 측정도구로 활용하 다.각 문항에 한

응답 범주는 7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수가 높을수록 자원 사활동 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내도록 하 다.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94로 나타났다.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원 사활동의 의미성과 상 계수는 .75(p<

.001)로 나타났다.결과 으로 공인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표 4참조).

연구 2

연구 2에서는 자원 사활동 이후 학생들

에게 미치는 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개

발과 사회성개발 개선정도를 검증할 것이다.

먼 , 사활동 그 자체가 자원 사활동의

향력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것이며,동시에 연구 2에서 개발한 자원 사

활동의 의미성 척도를 활용하여 이 척도가 자

원 사활동의 향력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검증해 볼 것이다.이러한 설계 방

안을 기반으로 양 자료를 수집하여,결과

으로는 자원 사활동 /후 태도변화와 자원

사활동 의미성이 태도변화를 얼마나 잘 설

명하는지를 비교할 것이다.여기서, /후 태

도변화는 반복측정이지만 회기 이 두 개뿐이

고,분석의 방향에서도 t-검증과 논리 인 동

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측정검증 방

식 신 /후 집단간 t-검증을 실시하 다.한

편, 향력을 검증하기 해 구성한 태도 척

도는 크게 자기개발 요소와 사회성개발 요소

의 2가지로 나 어 측정하 다.자기개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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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자기평가,자아존 감,삶의 질의 3가지

변인으로 구성하고,사회성개발 요소는 타인

수용,타인종에 한 태도,공동체의식,민주

시민의식의 4가지 변인으로 구성하여 각각 그

향력을 검증하 다.

지 까지의 연구결과들을 고려하 을 때,

자원 사활동 그 자체의 향력이 어느 정도

높은 설명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

로 상되는데,그 이유는 자원 사자들이 실

제로 만족한 활동을 경험했다면 당연히 정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며,만약

그 지 못하더라도 인지부조화 과정을 경험

하여 내 역량을 강화하기 해 정 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스스로 유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김정배,2006).아울러 자원

사활동의 의미성 역시 기존의 사활동 만족

도와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설명

력을 보일 것이라고 측할 수 있으며,이러

한 들을 모두 고려하여 다음의 네 가지 가

설을 설정하여 이를 검증해 보았다.

가설 1.자원 사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의

자기개발 요소(자기평가,자아존 감,삶의 질)

가 개선될 것이다.

가설 2.자원 사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의

사회성개발 요소(타인수용,공동체의식,민주

시민의식)가 개선될 것이다.

가설 3.자원 사활동 이후, 사활동에

한 의미성이 높으면 자기개발 요소(자기평가,

자아존 감,삶의 질)가 개선될 것이다.

가설 4.자원 사활동 이후, 사활동에

한 의미성이 높으면 사회성개발 요소(타인수

용,공동체의식,민주시민의식)가 개선될 것이

다.

연구 상

본 연구에서 자원 사활동의 향력을 비교

검증하기 해 1년 이상 정기 인 자원 사활

동을 한 상을 제외하고,최근 4개월간 자원

사활동을 하지 않았던 상 선별하 다.결

과 으로 연구 참여 상자들은 서울에서 활

동하는 평균 연령 22세(남 22세,여 21세)의

학생 자원 사자 총 947명(남 461,여 486)

으로 구성되었으며,이들에게 설문을 실시하

여 자료를 수집하 다.이 과정에서 80여명의

락된 학생 자원 사자들이 있었으며,자

원 사활동은 체로 다문화 련 자원 사와

비 련 자원 사로 구분되었으며,다문화

련 자원 사자는 30% 이하 고,본 연구에서

는 이 자료를 통합하여 태도변화를 분석에 활

용하 다.구체 인 활동은 일손돕기, 문활

동,지도상담,캠페인활동,구호활동,환경보 ,

사회개발의 7가지 활동으로 구분되어 있었으

며,50%이상의 부분이 일손돕기를 한 것으

로 나타났다3)

측정도구

자원 사활동의 의미성

연구 1에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 다.각

문항에 한 응답 범주는 7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수가 높을수록 자원 사활동의 의

미가 높음을 나타내도록 하 다.척도의 신뢰

도 Cronbach́sα 계수는 .94로 나타났다.

3)실제로 응답자의 52%이상이 일손돕기에 편 되

어 있었으며,집단별 변량분석 결과에서도 모든

측정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

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련된 통제는

실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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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가

Phillips(1951)의 자아수용도(Self-Acceptance

Scale)검사를 박종권(1986)이 번안하 고,청소

년에게 합하도록 수정한 차명숙(2005)이 보

완한 자아수용 검사지(25문항)를 사용하 다.

하지만 자아수용이라는 척도는 기본 으로 문

항을 검토해보면 자기 평가에 한 문항이

다수다. 한,학술세미나를 통해 논의한 결과,

자원 사활동이라는 맥락 안에서는 자아수용

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 자기평가라고 명명하

는 것이 형평성의 논리로 보았을 때 하다

는 것이 문자문 원의 견해 다.이런

을 극 으로 수용하 고,본 연구에서는 자

기평가라고 명명하 다.애매한 문항을 제거

하고, 하게 수정 보완하여 문항 23개를

구성하 으며,검사 문항은 모두 부 척도로

형성되어 있고,일반 인 상황에서는 자기에

한 부 평가를 의미한다.즉,높은 수는

자기 자신과 자기의 부정 인 면을 수용하여

부정 으로 자기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검사는 2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각 문

항에 한 응답 범주는 7 리커트 척도를 사

용하여 수가 높을수록 자기평가 수가 낮음

을 나타내도록 하 다.하지만 분석에서는 역

척도화 하여 수가 높으면 자기평가 수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 고,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α 계수는 .89로 나타

났다.

자아존 감

자아존 감 측정을 해 Coopersmith(1967)에

의해 제작된 Self-Esteem Inventory를 강종구

(1986)가 한국 으로 표 화한 것을 사용하

다.이 검사는 25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이 24개의 문항을 선정하여 자아존 감을

측정하 다.평가는 7 리커트 척도를 사용

하 고,자신에 한 부정 인 문항 채 은

역으로 계산하 다.각 문항에 한 응답 범

주는 7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수가 높

을수록 자아존 감이 높음을 나타내도록 하

다.척도의 신뢰도 Cronbach́sα 계수는 .89로

나타났다.

삶의 질

삶의 질을 측정하기 해서는 신체 ,정신

,사회․경제 역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주 안녕(Subjectivewell-being)을 의미 하는

것으로 노유자(1988)가 개발한 척도를 본 연구

에 맞게 재정리하여 각 31문항에 지각하는 정

도에 따라 삶의 질의 정도를 측정할 것이다.

각 문항에 한 응답 범주는 7 리커트 척도

를 사용하여 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나타내도록 하 다.척도의 신뢰도

Cronbach'sα 계수는 .89로 나타났다.

타인수용

타인수용 측정 도구는 Fey(1955)의 타인수용

도(AcceptanceofOthers)의 검사를 박종권(1986)

이 번안하 고,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명숙(2005)이 수정한 타인수용 검사

지 20문항을 사용하 다.문항의 수는 타인

의 약 이나 결 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인정

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데,높은 수는 타인의 약 을 수용할 수 있

음을 나타내고,낮은 수는 타인의 약 을

수용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각 문항에 한

응답 범주는 7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수가 높을수록 타인수용이 높음을 나타내도록

하 다.척도의 신뢰도 Cronbach'sα 계수는 .74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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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사활동

M(SD)

사활동 후

M(SD)
t

자기평가

(N=932)
4.41(.89) 4.30(.95) 4.73

***

자아존 감

(N=941)
4.68(.79) 4.62(.78) 3.81***

삶의 질

(N=923)
4.75(.76) 4.73(.80) 1.13

***
p<.001

표 5. 사활동 /후 자기개발 요소의 차이검증

종속변인
사활동

M(SD)

사활동 후

M(SD)
t

타인수용

(N=940)
4.11(.59) 4.01(.58) 6.12

***

공동체의식

(N=938)
4.62(.67) 4.50(.63) 6.87

***

민주시민의식

(N=347)
5.09(.69) 5.07(.76) .37

***
p<.001

표 6. 사활동 /후 사회성개발 요소의 차이검증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은 김동배와 조학래(1997)가 사용

한 20문항으로 측정하 는데 이타성에 한

10개 문항과,사회문제에 한 심과 사회구

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사회 책임감에

한 1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각 문항

에 한 응답 범주는 7 리커트 척도를 사용

하여 수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음을

나타내도록 하 다.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1로 나타났다.

민주시민의식

민주시민성(democraticcitizenship)이란 개념은

말 그 로 ‘민주 인(democratic)’이란 단어와

‘시민성(citizenship)’이란 단어가 합성된 말로서

결국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필요로 하는 생

활태도와 행동양식을 갖춘 시민으로서의 자

질’을 의미한다.이 척도는 송복임(2002)사용

한 척도를 수정 보완한 14문항을 사용하여 측

정하 다.각 문항에 한 응답 범주는 7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수가 높을수록 자

원 사활동 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내도록 하

다.척도의 신뢰도 Cronbach'sα 계수는 .78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사활동 /후 차이검증 결과

사활동에 참여했을 때, 사활동 로그

램 자체가 학생 참여자들에게 미치는 자기

개발 사회성개발의 향력을 검증하 다.

먼 , 사활동이 자기개발에 미치는 향

력을 검증해 본 결과(표 5참조), 사활동이

자기평가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하 을 때,

오히려 사활동 후 집단(M=4.30)이 사활

동 집단(M=4.41)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

타났고,이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자아존 감 역시,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는데 사활동 후 집단(M=4.62)이 사

활동 집단(M = 4.68)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반면,삶의 질은 사활동 후 집단(M =

4.73)이 사활동 집단(M = 4.75)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통계 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사활동이 사회성개발에 미치는

향력을 검증해 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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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변인 R R2 adj.R2 B beta

자기평가 .10
**

.01 .01 .10 .10
**

자아존 감 .30
***

.09 .09 .25 .30
***

삶의 질 .39
***

.15 .15 .33 .39
***

**
p<.01,

***
p<.001

표 7. 체 의미성 측변인의 자기개발요소 회귀분

석 결과

거변인 R R
2
adj.R

2
B beta

타인수용 .16
***

.02 .02 .10 .16
***

공동체의식 .50*** .25 .25 .34 .50***

민주시민의식 .57
***

.32 .32 .44 .57
***

***p<.001

표 8. 체 의미성 측변인의 사회성개발요소 회귀

분석 결과

거변인 R R2 adj.R2 B beta

자기평가 .11
**

.01 .01 .10 .11
**

자아존 감 .31
***

.10 .10 .24 .31
***

삶의 질 .40
***

.16 .16 .31 .40
***

**
p<.01,

***
p<.001

표 9.개인 의미성 측변인의 자기개발요소 회귀

분석 결과

사활동이 타인수용에 미치는 향력을 분

석하 을 때,오히려 사활동 후 집단(M =

4.01)이 사활동 집단(M = 4.11)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공동체 의식 역시,유

사하게도 사활동 후 집단(M= 4.50)이 사

활동 집단(M = 4.62)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민주시민의식은 사활동

후 집단(M = 5.07)이 사활동 집단(M =

5.09)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이는 통

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

자원 사활동의 의미성 회귀분석 결과

자원 사활동의 의미성을 체 의미성,개

인 의미성,사회 의미성으로 나 어 분석

하 다.첫 번째,자원 사활동의 체 의미성

이 학생 자원 사자의 자기개발 사회성

개발 정도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검증하

다.우선,자기개발 요소의 설명력을 검증해

본 결과,모든 측정변인에서 통계 으로 유의

한 결과가 나타났다(표 7참조).즉,자원 사

활동을 경험한 후 반 인 의미성이 높을수

록 자기평가와 자아존 감,삶의 질이 향상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

었다.

자원 사활동의 체 의미성이 사회성개발

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분석한 결과,모든

측정변인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

났다(표 8참조).즉,자원 사활동을 경험한

후 반 인 의미성이 높을수록 타인수용,공

동체의식,민주시민의식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가설 4는 지지되었다.

두 번째,자원 사활동의 개인 의미성이

학생 자원 사자의 자기개발 사회성개발

요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검증하 다.우

선,자기개발 요소의 설명력을 검증해 본 결

과,모든 측정변인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결

과가 나타났다(표 9참조).

즉,자원 사활동을 경험한 후 개인 인 의

미성이 높을수록 자기평가와 자아존 감,삶

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 사활동의 개인 의미성이 사회성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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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변인 R R
2
adj.R

2
B beta

타인수용 .15*** .02 .02 .08 .15***

공동체의식 .45
***

.20 .20 .28 .45
***

민주시민의식 .50*** .25 .25 .36 .50***

***
p<.001

표 10.개인 의미성 측변인의 사회성개발요소

회귀분석 결과

거변인 R R
2
adj.R

2
B beta

자기평가 .08
*

.01 .01 .08 .08
*

자아존 감 .26
***

.07 .07 .21 .26
***

삶의 질 .35
***

.12 .12 .30 .35
***

*
p<.05,

***
p<.001

표 11.사회 의미성 측변인의 자기개발요소 회

귀분석 결과

거변인 R R
2
adj.R

2
B beta

타인수용 .15*** .02 .02 .09 .15***

공동체의식 .51
***

.26 .26 .34 .51
***

민주시민의식 .59*** .35 .35 .47 .59***

***
p<.001

표 12.사회 의미성 측변인의 사회성개발요소

회귀분석 결과

발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분석한 결과,모

든 측정변인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표 10참조).즉,자원 사활동을 경

험한 후 개인 인 의미성이 높을수록 타인수

용,공동체의식,민주시민의식이 개선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결과 으로, 체 의미성의 설명량에 비해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지만,가

설을 해할 만큼 큰 향력은 아니었다.단

지 개인 인 차원에서 가지는 의미성은 자기

개발 요소는 증가하 지만,사회성개발 요소

는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개인

의미를 강하게 내재화한다면,자기개발 요소

가 증 되는 효과를 더 크게 기 할 수 있다

고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자원 사활동의 사회 의미성이

학생 자원 사자의 자기개발 사회성개발

요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검증하 다.우

선,자기개발 요소의 설명력을 검증해 본 결

과,모든 측정변인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결

과가 나타났다(표 11참조).즉,자원 사활동

을 경험한 후 사회 인 의미성이 높을수록 자

기평가와 자아존 감,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자원 사활동의 사회 의미성이 사회성개

발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분석한 결과,모

든 측정변인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표 12참조).즉,자원 사활동을 경

험한 후 사회 인 의미성이 높을수록 타인수

용,공동체의식,민주시민의식이 개선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결과 으로, 체 의미성의 설명량에 비해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지만,가

설을 축소할 만큼 큰 향력은 아니었다.단

지 개인 인 차원에서 가지는 의미성은 자기

개발 요소는 감소시켰지만,사회성개발 요소

는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사회

의미를 강하게 내재화한다면,사회성개발 요

소가 증 되는 효과를 더 크게 기 할 수 있

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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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논의

연구 1에서는 자원 사활동을 마친 학생

들을 상으로 하여 그들이 자원 사활동을

경험한 후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 다.요인분석결과

합도와 공인타당도 검증 결과가 모두 유의하

게 나타났으며,이 척도 개발의 의의를 다음

과 같이 두고자 한다.

우선,문항을 비교한다면 Moore(1985)가 언

했던 다양한 수 에서의 만족도와 의미간의

연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검증하 으며,

특히,Francies(1982)의 두 가지 동기에서 만족

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주장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한,Thomas와

Velthouse(1990)가 강조한 가치나 의미성에

한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자원 사자의 만족도와는 상당히

한 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이에 앞으로

자원 사자의 만족도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구성되었는지를 알고,이들에게 필요한

한 자원이 제공된다면 보다 효율 인 사활

동이 될 것이다.

둘째,자원 사활동의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면서 요인을 선정하는 은 앞서 언

한 조휘일(1997)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

를 보여 주고 있었다.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자원 사활동의 의미성을 고려한

다면,자원 사활동 효과의 설명력은 자원

사활동 당사자들이 평가자로서의 기 을 섭렵

하는데 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며,지속

인 사활동으로 이어지는데 요하게 기능할

것으로 측할 수 있다.따라서 자원 사활동

의 의미성 척도는 개인의 기 수 을 검하

는 도구로서 활용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셋째,자원 사활동의 의미성 척도는 공공

기 단체 그리고,다양한 자원 사 운

조직들이 보다 체계 이고 실증 인 근거를

가지고,자원 사 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활용가치 면을 확 시켜 것이다.즉,자원

사자들이 사활동 이후 만족도에 한 평

가 그 이유에 한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며,동기 의미의 추구 방향에 따

라 유형별 자원 사활동을 구분하여 용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앞으로의 연구 과정에서 반 인 만

족도에 의한 애매한 설명보다 내재된 의미에

서 시작되는 심리 반응 그 결과를 보다

구체 이고 실제 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에서 그 활용도가 높으며,한 개인에게 요

구되는 동기 수 에서 자원 사활동의 만족

도나 효과를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이 게 개발된 척도가 실질

인 자원 사활동의 효과를 설명하는데 얼마나

유용한지 혹은 그 효과의 메커니즘은 어떤 과

정을 통해 흘러가는 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재 다수의 자원 사활동을 소개하

는 기 이나 단체에서는 자원 사활동에 참여

한 빈도수에 따라 자원 사활동의 효과를 평

가하고 있으며, 사활동 당사자들에게도

사활동의 참여 횟수를 기 으로 구분하는 경

향이 매우 강하다.그 다면,과연 자원 사활

동에 참여하 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자원 사

활동의 기 효과가 나타나는지,그리고 자원

사활동의 의미성을 측변수로 했을 때 얼

마나 설명력이 증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연구 2에서는 구체 인 자원

사활동의 효과를 검증하기 해 참여유무와

의미성 간의 설명력을 비교 검증하 고, 학

생 자원 사활동을 신장시키기 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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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2에서는 자원 사활동의 향력을 크

게 자기개발요소와 사회성개발요소로 구성하

여 각각의 개선효과를 검증하 다. 한, 사

활동 자체의 향력과 자원 사활동의 의미성

의 향력 서로 비시켜 분석하 으며,이를

토 로 도출한 논의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활동 그 자체의 향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오히려 태도변화가 부

정 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 다.따라서

학생들에게 사활동 그 자체만으로는 향력

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결론내릴 수 있으며,

앞으로 자원 사활동의 향력을 증 시키기

해서 무조건 인 사학습을 하는 것은 지

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사활동 그 자체의 향력 검증에서

자기평가,자아존 감,타인수용,공동체의식

은 오히려 상했던 결과와 상반된 결과가 나

왔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실시하는 자원 사

활동이 이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이러한 으로 미루

어 보아 사활동 로그램의 진단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이에 앞으로는 이러

한 맥락에서 보다 구체 인 분석과정을 거쳐

사활동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셋째,자원 사활동의 의미성이 높을수록

자기개발 요소의 개선효과는 매우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이것은 자원 사활동 이후의

당사자들이 가지는 의미성이 실재 인 개선효

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반 로 말해서,자원

사활동을 하더라도 스스로에게 의미성이 내

재화되지 않는다면,자기평가나 자아존 감,

그리고 삶의 질 인 측면이 모두 정 개선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따라서

자기 자신을 더욱 발 시키고자 하는 학생

자원 사자의 기 를 충족하기 해서는 사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내재화 되는 의

미성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즉,이들

이 어떤 동기에서 어떤 형태의 자원 사를 기

하는지 충분히 고려하여 사활동을 제공한

다면,보다 정 인 자원 사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자원 사활동의 의미성이 높을수록

사회성개발 요소 역시 정 인 것으로 나타

났다.특히,공동체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개

선시키는데 매우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학생들이 자원 사활동을 통해

의미성을 내포하게 된다면,사회 통합에 필

요한 소양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 이유는 일반 인 자원 사활동

그 자체가 이미 타인을 수용하고,사회공동체

의 공동선을 최우선시하는 성향을 개선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따

라서 앞으로 자원 사활동의 활성화와 더불어

그 사회 통합 효과의 증 가치를 최 화하

기 해서는 자원 사 단체 기 들이 이

을 반드시 고려하여 자원 사 로그램을 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끝으로,자원 사활동 그 자체의 향력 나

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제로 학생들이

실천한 사활동 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이

필요함을 역설할 수 있게 되었다.하지만

재 사활동 로그램은 자체 인 향력이

어느 정도 나타나 있는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

에,각 기 들의 평가 기록은 거의 형식 이

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행을 바로잡기

해서는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사활동 로

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즉,명목상의

자원 사와 심리 차원의 자원 사의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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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명목상

의 자원 사의 질 향상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실천했

던 사활동 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해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한편,

이러한 의의는 본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학

생 상에게만 논의 이 용된다는 한계 이

있기에,앞으로 학생들의 사활동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개선효과 증 방안에 하여

다차원 인 로그램 검의 필요성이 요구된

다고 할 수 있다. 한,그 효과성에 있어서도

자원 사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

의 사회문제 쟁 을 다룰 필요가 있다.실

제로 자원 사활동을 통한 타인수용능력은 다

문화주의 수용이나 타민족 타인종에 한

태도에도 요한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가 세부 이고

실질 인 구성타당성을 고려한 연구로 발 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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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ofvolunteeractivitiesonself-developmentand

sociability-developmentofundergraduates:

focusonmeaningofvolunteering

Hu,Sungho Jung,Taeyun

DepartmentofPsychology,Chung-AngUniversity

Thepresentresearchaimedatinvestigatingtheimpactsofvolunteeractivitiesonself-developmentand

sociability-development.Instudy1,thescalecomprisedof15itemswasdevelopedtomeasurethe

meaningfulnessofvolunteeractivities.Anexploratoryfactoranalysiswasconductedonthedataobtained

from 428undergraduates(193malesand235females).Aconfirmatoryfactoranalysiswasthen

conductedonthedataobtainedfrom280undergraduates(124malesand156females).Instudy2,the

impactsofvolunteeractivitieson947undergraduates(461malesand486females)wereanalyzedin

termsofself-developmentandsociability-development.Self-developmentconsistedofself-evaluation,

self-esteem,andqualityoflife.Sociability-developmentconsistedofpother-acceptances,senseofcommunity,

anddemocraticcitizenship.Theresultsshowedthatnotmorevolunteeractivitiesitselfbutmore

meaningfulnessofthoseactivitieshadstrongerrelationswithself-developmentandsociability-development.

Finally,avaluesoftheundergraduatesinternalizedforvolunteeractivitiesandtheirlevelsof

self-developmentandsociability-developmentexpectationwerediscussed.

Keywords:undergraduatesvolunteering,meaningfulnessofvolunteer,self-development,sociability-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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