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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해외자원봉사활동 참여자들의 임파워먼트에 관한 실증연구
이다. 특히, 해외자원봉사활동 중 의료봉사활동 참여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조직차원에서 해
외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장기려기념 의료선교센터 해외의료
봉사활동 참여자들의 사전과 사후 임파워먼트 변화량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해외의료봉사
활동 참여자들의 임파워먼트와 하위구성요소(업무수행과 관련한 환경통제, 업무수행과 관련
된 관계성, 개인의 업무지향)의 변화량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사전보다 사후 평균
이 높아졌으며, 참여자들은 해외의료봉사활동을 통해 임파워먼트가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향후 해외의료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조직구성원들의 임파
워먼트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화, 질적·양적 접근을 통한 평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자원봉사
관리과정의 도입 등 실천적 함의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해외자원봉사활동, 해외의료봉사활동, 해외의료봉사활동 참여자 임파워먼트

1. 서론
최근 정부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복지활동의 일원으로 해외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학생들을 비롯하여 국민들 사이에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해외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부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 있으며, 2009년 KOICA를 중심으로
정부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외자원봉사활동은『World Friend Korea: WFK』통합
브랜드로 운영되고 있다.1) 민간단체들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체적으
로 봉사단을 구성하여 해외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단체로는 사회복지단
체, 비영리단체(NGO), 대학교, 종교단체 등2)이 있으며, 향후 이들의 활동은 더욱 활성
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해외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와 민간단체들과
의 협력, 민간단체들 간의 협력과 다학문간 협력이 요구되며, 무엇보다 해외자원봉사활
동 참여자들에 대한 관심 증대 및 효율적인 자원봉사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해외자원봉사활동은 언어, 종교, 정치, 사회경제적 장애를 뛰어넘어 어떠한 보상
을 기대하지 않고 자원(自願,Volunteer)하여 국제사회에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참여자들은 스스로 원하고 선택해서 자신이
가진 재능, 창의성, 열정, 시간, 능력을 동원하여 사회복지, 보건의료, 사회변화, 경제발
전, 환경보존, 생활개선 등의 활동에 동참하여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소중한 인적자원들
1) 2013년까지 매년 4천여 명의 봉사단원이 WFK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봉사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김병관,
2011: 29). 다른 나라의 경우 미국의 평화봉사단(US Peace Corps),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J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가 운영하는 일본해외청년협력대(JOCV, Japan Overseas Cooperation Volunterrs) 등이 있다
(김병관, 2011: 30).
2) 비영리단체(NGO)인 (사)코피온(COPOIN)은 매년 대학생 70~80명을 6개월~1년(중·단기)동안 개발도상국에
파견하며,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1,300여 명을 10일~2주간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에 단기자원봉사활동으로 보
내고 있다(코피온, 2011; 이창호·김연우, 2012: 244 재인용). 또한,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전국 190여 대학 총·
학장들의 모임)는 1997년부터 방학을 활용하여 매년 대학생 300여명을 3주 일정의 해외자원봉사활동을 위해
국외로 파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파견자 수는 7,000명이 넘는다(이창호·김연우, 2012: 244). 이 밖에도 국제
워크캠프, 아시아태평양협회(PAS), 한국해비타트, 국제기아대책 등 다양한 NGO들과 대학교가 자체적으로 또
는 위탁을 받아 해외자원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현재 국제원조·봉사관련 NGO는 매년 1만 여명 이상을 해외
자원봉사활동으로 파견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이 대학생 등 20대 초반 청소년일 것으로 추산된다(이창호,
2011; 이창호·김연우, 2012: 24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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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이들이 해외자원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
고,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동기부여 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봉사활동 그 자체가 교육적 성격을 가지
고 있으며, 봉사활동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배우고 인내심을 키울 수 있을 뿐 아니
라(이혜숙, 2003), 스스로 타인에게 혹은 타인과 더불어 활동하며 문제해결을 통하여 자
기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김은주, 2002; 임신자·석류, 2012; Stanzel & Feendy,
1976)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 즉, 자원봉사자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본인 스스로 긍정적
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의 긍정적인 측면 중에서도 본
연구는 자원봉사자들의 임파워먼트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자원봉사자의 임파워먼트
란, 봉사자들이 본인에게 주어진 봉사활동이나 업무에 몰입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인 동시에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기 성장을 가져와 조직 내 창의성과 신속성,
자율성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게 빨리 다가갈 수 있는 역할을 의미하는 것(구혜영,
2007: 4)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개인, 업무수행 관계, 업무환경의 영향력 하에서 형성되
는 주관적 인지상태로서, 스스로 지각하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신감, 일에 대한 영향력,
일을 수행하기 위한 환경 조절·통제능력, 업무수행 능력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자 임파워먼트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 중에
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각하는 ‘할 수 있다’는 신념,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생각·느낌·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라 정
의하고자 한다.
자원봉사자 임파워먼트 효과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구혜영, 2007; 구혜영·박미숙,
2010; 이수연·김형모, 2011; 최명민, 2004)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임파워먼트가 증진된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원봉사자들의 임파워먼트
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관련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연구대상자들이 국내 자
원봉사활동 참여자들에 국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가 파견하는
장·단기 해외자원봉사활동 참여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매년 1만명 이상을 해외자원
봉사활동단으로 파견하고 있음(이창호, 2011)에도 불구하고 해외자원봉사활동 참여자
들의 임파워먼트에 관한 국내연구(이창호·김연우, 2012; 임신자·석류, 2012)는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해외의료봉사활동 참여자들의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는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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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처음 검증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연구와 달리, 다수의 국외연구에서는 해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의 임파워먼트가 증진된다는 것을 검증하고 있다(Cross,
1998; EVS 2001; Fantini and Tirmizi 2007; Morrissey and Werner-Wilson, 2005; Mutz and
Schwimmbeck, 2005; Powell and Bratovic, 2007; Purvis, 1993; Smith et al., 2002; Stien
1996; Thomas, 2001; Wilson, 2000; 이창호·김연우, 2012: 247-249 재인용).
이에, 본 연구는 해외자원봉사활동 중에서 해외의료봉사활동 참여자들에게 일차
적인 관심을 두고, 해외의료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참여자들의 임파워먼트 증진에 효과
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의료봉
사활동 참여 전후 참여자들의 임파워먼트의 변화량을 파악한다. 둘째, 참여자들의 임파
워먼트 증진 및 효율적인 국제사회복지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2. 이론적 배경
1) 임파워먼트(Empowerment)
본 장에서는 임파워먼트 개념, 의미, 도입배경, 수준과 과정에 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
의 일차적인 목적이 해외의료봉사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의 임파워먼트의 변화량을 실
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있지만, 향후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임파워먼트 증진 방안을 모
색하기 위해서는 임파워먼트에 관한 이론적 배경이 확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임파워먼트를 단어그대로 해석하면 ‘파워(Power)'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
다. 그런데 여기에서 파워는 권한과 능력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Webster 사전은 ‘empower'의 뜻을 ‘권한을 부여하다(give authority to)'와 '능력을 부여하
다(give ability to)의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Conger and Kanungo(1988)은 임파워먼트
란 일반적으로 구성원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스스로 자기효능감(Self-sfficacy)을 가
지도록 고무시킴으로써 무력감을 없애고, 기를 살리는 것으로 일에서의 보람과 조직몰
입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Thomas and Velthouse(1990)은 임파워먼
트는 단순한 권한위양의 차원이 아닌, 내재적 과업 수행 동기 부여과정으로서 조직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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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의 동기부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의 경영기법이라 하였다.
임파워먼트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임파워된 종사자들로 구성된 조직은 조직구
조가 환경변화에 탄력적이고 직원의 사기와 직무 만족도가 높아 조직의 생산성이 증가
하고 서비스의 질도 강화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황성철, 2002: 71). 따라서 임파워먼
트란 구성원의 업무 수행 능력을 제고시키고, 리더자들이 지니고 있는 권한을 구성원에
게 이양하여 그들의 책임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 능력 및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임파워먼트의 다양한 의미는
<표1>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표1> 임파워먼트의 다양한 의미
· 자신과 구성원으로부터 최고/최선을 추구하는 것
· 개인 속에 구속된 파워를 키워주고 풀어주는 것
· 사람의 능력을(잠재력까지도) 최대한 활용하는 것

내용

역량증대
활용, 확산

목적

능동, 자율,
창조경영을
통한 성과증진

· 수동적, 상황 적응적 관리(reactive management)를 지양하고 능동적, 상황
창조적 관리(flexible management)를 추구
· 조직 내 구성원으로 하여금 수동적 보다는 능동적인 삶을 살게 함
· 조직의 지속적 성장을 추구

권한이전

· 위임을 넘어서서 가장 효과적으로 파워가 쓰이는 곳에 실질적으로 파워를
부여하는 것
· Power delegation 보다는 Power devolution 관점임
· 파워를 잃는 것도 주는 것도 아니고, 파워를 풀어주고 키워주는 것

방법

(박원우(1997)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임파워먼트의 도입배경을 살펴볼 때, 흔히 임파워먼트는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고 고객만족을 추구하고자 상대적으로 조직의 하위계층 사람들에게 의사
결정 권한을 많이 위양 · 위임하는 것” 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는 1980년대 중반 경 미국
기업 내에 만연되었던 무력감(powerlessness)을 해소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더욱 일에
몰입하면서 변화와 성과를 추구케하여 기업의 혁신과 도약을 도모하는 수단으로서 등
장하게 되었다(박원우, 2003). Stewart(1991)는 경영학 관점에서 임파워먼트는 개인과
팀에 대해 경영적 통제를 풀고 그들의 독립성을 인정함으로써, 조직의 목적 내에서 보
다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인과 팀을 동기화(서진환·이선혜·정수경, 2001: 418 재
인용)하는 것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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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최근 사회복지실천이론이 의료중심 또는 문제중
심에서 강점시각을 바탕으로 한 임파워먼트 모델로 이동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
다. 여기에서 임파워먼트 모델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기 삶에 대한 결정과 행위에
있어서 파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이는 클라이언트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힘
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사회적 및 개인적 장해들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힘
사용에 대한 역량과 자신감을 증가시키고, 환경으로부터 개인에게로 힘을 전환시킴으
로써 가능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서진환 외, 2001: 418). 또한, 임파워먼트 모델은 클
라이언트와 대면관계를 형성하여 원조활동을 전개하는 임상적 또는 미시적 실천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빈곤가족, 자조 집단 등 다양한 유형의 클라이언트 집단에 활용되
고, 또한 사회복지 조직 및 기관을 비롯하여 지역사회나 전체 사회를 대상으로 한 거시
적 실천현장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황성철, 2001: 65)을 알 수 있다.
박원우(2003)에 의하면 임파워먼트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파워의 전체 크기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속에서 구성원들이 그 정해진 파워를 서로 나눠 갖는다고 생각하는 전
통적 파워 개념의 관점(Zero-sum approach)이 크기 자체가 정해져 있다는 가정을 깨고,
그 크기 자체를 확대하고자 하는 관점(Positive-sum approach)으로 전환된 것에 큰 영향
을 받았다는 것이다. 즉, 조직 전체의 또는 한 부서나 구성원의 파워 크기가 정해져 있다
고 보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결과 서로의 파워가 원래보다 더 커질 수 있으며 나아
가 조직 전체의 파워가 늘어난다는 관점이다. 이는 임파워먼트 수준 및 과정과 연결되
어 설명되어진다.
임파워먼트 수준은 자기 임파워먼트, 집단 임파워먼트 그리고 조직 임파워먼트로
구분된다. 첫째, 자기 임파워먼트이다. 조직 내에 임파워먼트가 있기 위해서는 조직 구
성원 개개인의 파워증진이 선행되어야 하며, 자기 자신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신뢰하
는 자긍심이 커져야 하는데, 이것이 자기 임파워먼트이다. 이어서 조직 내에서 스스로
임파워된 사람이 사전에 자신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역할 수행 능력이 있는
타인에게 파워 이전(역할과 권한부여)을 할 때 개인 임파워먼트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개인수준에서의 임파워먼트는 전체 임파워먼트 과정의 출발점이자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집단 임파워먼트이다. 이는 자기 임파워먼트를 기반으로 타인의 임파워
먼트까지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 때 파워의 이동 및 확산은 조직 내의 상급자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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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평과 수직의 어느 쪽에서도 먼저 시작될 수 있
다. 셋째, 조직 임파워먼트이다. 자기 임파워먼트와 집단 임파워먼트는 조직의 제도나
구조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될 때 조직전체가 능동적 경영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
고 있다. 따라서 집단 임파워먼트가 조직 전반에 확산되면서 조직 내 제도나 문화의 변
화를 통한 임파워먼트 의향이나 행동을 정책해야 하며, 이를 조직 임파워먼트라고 한다
(박원우, 2003: 54-59). 임파워먼트 수준에 관한 내용은 <표2>와 같다.

<표 2> 임파워먼트의 수준
개인
임파워먼트
Individual
empowerment

· 개인의 자기 자긍심 증진
· 개인의 사고변화와 역량증대
· 자신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해결하는
능력과 관련한 감정과 생각

집단
임파워먼트
group
empowerment

· 역량확산(타인의 역량증대)
· 권한이전과 관계증진
·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경험

조직
임파워먼트
organization
empowerment

· 집단 임파워먼트의 조직 확산
· 제도/구조 변화를 통한 임파워먼트의 의향과
행동정착
· 자조 노력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조직(사회)제도

micro
임파워
먼트

meso
임파워
먼트

macro
임파워
먼트

(박원우, 2003: 56의 내용을 수정·보완)

임파워먼트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 접근은 Conger and Kanungo(1988)의 연구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심리적 차원에서 임파워먼트 과정을 <그림1>과 같이 설명하였으며
임파워먼트 과정을 구성원의 임파워먼트에 방해되는 심리적 상태들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조직구성원들의 심리적 상태를 저해하는 요
인은 크게 조직변수, 리더십변수, 보상체계, 직무설계특성으로 나열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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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onger and Kanungo(1988)의 임파워먼트 과정 모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임파워먼트를
저해하는 심리적
상태(무력감)를
야기하는 요인
파악

임파워먼트를
저해하는
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경영전략과 기법
활용

자기효능감
(self- efficacy)
에 관한 정보
제공

조직구성원들이
임파워먼트 됨.

행동적 효과
발생

⇨
- 조직요인
- 감독
- 보상체계
- 직무특성

- 참여적 경영
- 목표설정
- 피드백 시스템
- 모델링
- 능력급 보수
- 직무충실화

⇨

⇨

⇨
- 노력․성과에
대한 기대
증진
- 개인적 효과에
대한 신념
강화

- 대리경험
- 언어적 설득
- 감정적 각성
(고양)

- 과업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의
주도성 및
지속성

1단계
상황제거
(Conger, J and Kanungo, R. N., 1988; 475)

<표3> 조직구성원들의 심리적 상태를 저해하는 요인
구분

저해요인

조직변수

유의한 조직변수, 모험적인 사업의 착수, 경쟁압박, 비인격적인 관료제도 환경,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리더십
변수

전제주의 리더형, 부정·회의 리더형, 행동결과의 합리성이 결여된 리더형 등

보상체계

임의의 보너스가 없거나 보수에 비해 낮은 인센티브, 가치, 능력주의 보상의 결여,
혁신주의 보상의 결여

직무설계

역할의 불명료, 훈련과 기술자원의 부족, 일의 다양성 결여, 철저한 규칙과 명령,
상사와의 제한된 접촉
(Conger, J and Kanungo, R. N., 1988)

또한, Vogt and Murrell(1990)은 임파워먼트 과정을 자아에서 출발하여 조직이라는
수준까지 확대시켰다. <그림 2>와 같이 개인과 조직에 대한 신뢰를 상승시키는데 있
어서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질문,경청,격려 등)이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과
정이 진행되면서 진정한 자아가 표출될 수 있으며, 피드백 정보를 받아들일 기회가 생
성된다. 그 속에서 개인은 임파워된다. 이렇게 임파워된 개인은 조직목표에 헌신하게
되고, 기술, 전문지식, 자기관리 능력을 통한 팀웍과 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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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는 조직의 활성화가 진행된다고 보았다. 이 모델에서는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아를 출발로 하여 개인, 집단, 조직의 세 수준이 끊임없이 상
호작용하는 과정이 내포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림 2> Vogt and Murrell(1990)의 임파워먼트 과정 모델

문화

➜

커뮤니
케이션

신뢰

몰입





➜ 자아(self)

임파워된
임파워된
➜
➜
자아
자아들





참여

능력

➜

팀 웍
➜ 조직활성화

➜

질향상

(Vogt and Murrell, 1990; 69)

Vogt and Murrell(1990)의 연 구이후 임파워먼트 과정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
루어졌다. 자기효능감에 초점을 둔 Thomas and Velthouse(1990)의 내적 직무동기의 인
지과정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임파워먼트를 심리적, 인지적 변수로서 파악하고 의미
(Meaning), 능력(Competence), 자기 결정감(Self determination), 영향(Impact)을 구체화된
동기부여적 요소로 보고 실증적으로 타당도를 입증한 Spretzer(1995)의 연구가 있다. 또
한, 파워와 임파워먼트 통합과정에 관한 Liden and Arad(1996)의 연구가 있다. 이와 같이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파악하고 있는 임파워먼트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조직구
성원에게 임파워먼트가 형성된다면 조직혁신 및 과업목표달성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
져올 수 있다는 점과, 이러한 임파워먼트를 높이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무력감을 제거하
고, 개인의 내재적인 자기 효능감을 증진하도록 조직의 제도적, 구조적, 문화적 차원에
서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최혜경, 2004; 16).
일반적으로 임파워된 조직은 주로 창조적인 문제해결과 능력향상이라는 잇점을 경
험하기 때문에 더욱 더 임파워된 조직을 추구하려고 하는 성향이 존재한다. 또한 임파
워된 조직은 유기적인 구조틀 안에서 신축성 있고 유기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 중심의 특성만을 논하게 된다면 실제로 실천현장에서 임파워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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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위한 조직노력을 어떻게 전개해야하는가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된다. 따라서 임파
워 시켜주는 조직이 되기 위한 조직 환경과 특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임파워먼트가 실행되도록 개인의 잠재력 발휘에 기여하는 조직의 핵심활동은 임
파워먼트 목적의 이해와 몰입을 유도, 초기에 기술(skill)과 자신감 구축, 긍정적인 변화
자세의 유도, 임파워먼트 실행에 필요한 촉진요인의 도입, 관련 보상제도의 수립, 지속
적인 학습, 구성원들에게 정보 지원 등이 있다. 임파워먼트가 실행될 토대를 마련해주
는 구조적 요소들은 권력, 권한의 위양, 분권화, 정보의 확산, 팀 기능의 활성화, 필요한
자원과 정보에 접근이 가능토록 하는 네트워크의 구축, 폭넓게 책임을 공유, 통제자로
서가 아닌 코치, 멘토하는 관리자의 행위 등이 제시되고 있다.

2) 해외의료봉사활동
본 연구는 해외자원봉사활동 중에서도 의료봉사활동에 주목하였기에 해외의료봉사활
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해증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2009년 한
국국제보건의료재단3)에서 실시한 “해외의료봉사단체 사업수행 실태” 설문조사 보고
서4)를 활용하여 해외의료봉사활동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제시되어 있는
어려움과 개선사항을 파악함으로 협력방안 모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009년
조사 이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여러 단체들과 협력하여 해외의료봉사 안내서를
발간5)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해외의료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더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민관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영역에서
해외의료봉사활동에 관한 기초정보를 습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 목적에 따라

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FIH : Kore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은 나눔을 통해 세계를 치유하는
대한민국 대표 보건의료 지원전문기관으로 개발도상국 및 북한 등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사업, 해외재난 긴급구
호 사업,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 및 재외동포 등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정부출연 기관이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09: 1).
4) 본 조사는 2007년에서 2009년까지 해외의료봉사단 파견 사례가 있거나 파견중인 62개 단체(국내NGO, 각 종교
소속 의료선교단체, 대학 및 기업, 의료기관 사회공헌팀 등)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해당 단체들을 대상으로 단
체 현황 및 봉사활동 수행체계, 어려움, 향후 개선사항을 조사함으로써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한
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09: 4).
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발간한 해외의료봉사 안내서는 2011년 <제1권 몽골 의료봉사>와 2012년 <제2권
캄보디아 의료봉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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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의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해외의료봉사단체 인원구성 및 일반현황과 관련된 내용이다. 해외의료봉사
활동 단체 세부 인원구성 비율은 여성비율이 다소 높은 편(여성 60.9%, 남성39.1%)이
며, 연령별로 30대(31.8%)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단체의 85.7%는 서울 경
기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단체에 가입한 평균 회원 수는 약 4,800명이며 가입회원
수가 2,000명 이상인 단체는 26.8%로 보고되고 있다. 단체의 일반자원봉사자 직업은
학생 41.1%, 자유전문직 26.8%, 사무기술직 12.5%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둘째, 해외의료봉사활동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71.1%의 단체에서 다양
한 형태(보고회, 평가회, 발표회, 중간평가, 감사팀의 감사보고, 재단본부평가, 이사회
보고, 실무진 자체평가서 작성, 진료실적 분석, 참가대원의 만족도 평가 등)로 자체적으
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외의료봉사활동이 진행되는 현지 주민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27.1%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해외의료봉사활동 관련 백서 또는 보고서를 정례적으
로 발간하는 비율은 30.6%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셋째, 해외의료봉사활동의 주요활동내용과 관련된 부분이다. 환자 무료진료가
94.6%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보건위생교육 57.1%, 진료소 건립 및 의료시설 지원
51.8%, 중증환자 초청수술 46.4%, 현지 의료진 교육 또는 국내 초청교육 42.9%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예방접종은 10.7%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보고되고 있다. 기타활동
으로 모바일 클리닉과 의료기자재기증 등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의료봉사단을 파견한 지역에 대한 내용이다. 동남아시아(베트남, 라오스, 인
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에서 71.4%의 의료봉사활동이 이루어졌으며, 극동아시
아(북한, 중국, 몽골 등) 46.4%, 서남아시아(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44.6%, 아프
리카 26.8%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파견 국가는 전반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파견 계획 국가는 과거 파견국가와 동일하게 캄보디아, 몽
골, 베트남 순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섯째, 1회 의료봉사 시 평균 체류기간, 봉사활동기간, 진료 환자수와 진료과목에
대한 내용이다. 체류기간은 평균 19.8일, 의료봉사활동기간은 평균 16.3일이며, 단체 가
입회원수가 많은 단체에서 체류기간과 봉사활동 기간이 다소 긴 경향을 보이고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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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료봉사 기준으로 평균 진료 환자 수는 약 685명이며, 진료과목은 내과 78.9%, 안과
66.1%, 치과 64.3%, 외과 62.5%, 소아청소년과 58.9% 순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섯째, 전문인력 충원방법, 네트워크 및 홍보매체에 관한 내용이다. 전문 인력은
홍보 단체 기등록 회원 참여 독려, 과거 참여인력을 통한 추천, 공개모집, 단체 직원이
개별섭외 등으로 충원되고 있으며, 회원 수가 많은 단체일수록 공개모집을 활용하고 있
다. 해외의료봉사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을 맺고 있는 단체 및 기관으로 ‘종교단체
기관’과 ‘NGO 단체’가 67.9%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의료봉사활동 홍보매체는 기관
홈페이지 게시 39.3%, 후원회원 네트워크 활용 17.9%, 기사홍보 12.5% 순이며, 대중매
체와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곱째, 해외의료봉사활동 애로사항 및 제안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협력방안
모색과 연결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애로사항으로는 재정확보 및 경비부족
50.0%, 해당국가 허가 과정 42.9%, 현지시설 및 약품부족 37.5% 등이 있으며, 특히, 의
약품 통관 및 사용허가 과정에서 응답단체의 75.5%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중 51.8%
는 일정대로 운송하였지만, 19.6%는 통관 과정에서 운송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한, 의료행위와 관련해서 해당국가로부터 허가받는 과정의 어려움 사항으로 의료기와
의약품 반입 48.2%가 가장 높고, 허가과정의 어려움, 시간소요, 현지국가의 이해와 협
조부족, 서류 제출과정의 복잡함,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에 지원요청 사항으로는 후원금 지원 48.4%, 의약품 지원 32.3%, 의료 인력 지
원 12.9% 순으로 제시되고 있다. 개선사항으로는 체계적인 관리 및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 40.3%, 봉사마인드에 대한 교육, 의료봉사 지역 재차 방문 희망, 아프리카 지역으
로의 의료봉사활동 희망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응답단체들은 단체 간 네트워
킹, 정보공유, 협력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 해외의료봉사활동 참여자들의 임파워먼트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해외의료봉사활동을 통한 참여자들의 임파워먼트
효과에 관한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서론에서 제시하였듯이 해외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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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참여자들에 관한 국내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6). 더욱이 해외의료봉사활동 참여
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없다. 따라서, 의료봉사활동 또한 자원봉사활동이라는
커다란 범주 안에 포함되는 활동이기에 해외자원봉사활동 참여자들의 임파워먼트 효
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가름하고자 한다.
국내연구 중 해외자원봉사활동 참여자들에 관한 연구는 태권도학과생들의 해외봉
사경험을 통한 자아정체성 탐색연구(임신자·석류, 2012)가 질적 연구방법으로 진행되
었고, 청소년들의 해외자원봉사활동의 임파워먼트 효과에 관한 연구(이창호·김연우,
2012)가 양적 연구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임신자·석류(201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구
참여자들은 해외봉사경험을 통해 목표지향성, 주체성, 자기 수용성, 주도성과 같은 자
아개념들이 자존감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최명민(2002:
5-8)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임파워먼트의 개인적 측면을 구성하는 요소인 자기효
능감, 자신감, 자존감, 자기통제감, 도전의식, 목적의식, 이타성, 책임감 등(최명민,
2004: 93 재인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신자·석
류(2012)의 연구결과를 참여자들은 해외봉사경험을 통해 임파워먼트의 개인적 측면에
서의 효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최명민(2004: 93)은 자원봉
사가 바로 이러한 측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제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을 제시
하고 있다. 이창호·김연우(2012: 245)는 청소년들의 해외자원 봉사활동 참여 전과 후의
사회적 책임성과 봉사활동 지속의지를 비교하였을 때 봉사활동 참가 청소년들의 사회
적 책임성과 봉사활동 지속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보고하
고 있다. 즉, 해외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통하여 청소년들은 사회적 책임성과 봉사활동
지속의지가 증진되는 임파워먼트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임
파워먼트 효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자원봉사자의 적극적 태도이며,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참여자일수록 임파워먼트 효과가 더욱 높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반면, 국외에서는 해외의료봉사활동 참여자들의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가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수의 국외연구에서는 해외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
들의 성숙감, 자존심, 자아효능감, 자의식과 독립심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Cross,

6) 해외자원봉사활동에 관련한 연구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학위논문이나 학술지에 개재된 논문은
10편 미만이다(이창호·김연우, 2012: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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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Thomas, 2001; Wilson, 2000), 시민적 가치와 기술을 고양하는 시민학습에 참여하
는 결과를 낳게 하며(EVS 2001; Mutz and Schwimmbeck, 2005; Smith et al., 2002), 지구
촌의 공동선을 증진하는 책임감이 증진되며(Fantini and Tirmizi 2007; Powell and
Bratovic, 2007; Purvis, 1993), 이를 이창우·김연우(2012: 247)는 사회적 책임성 임파워먼
트 효과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이후 참여자들은 봉사 지향적으로 변화
하고(Riecken, 1952), 민주시민으로서의 참여정신을 함양하고(Conrad and Hedin, 1989),
지역사회 활동 참여가 증진되며(Morrissey and Werner-Wilson, 2005) 이를 이창호·김연
우(2012: 249)는 임파워먼트의 효과의 또 다른 측면인 지역사회·정치적 임파워먼트 효
과라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해외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참여자들의 임파워먼트가 증진된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가 해외의료봉사활동 참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
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3. 연구방법
1) 연구가설
본 연구는 해외의료봉사활동이 참여자들에게 임파워먼트(업무수행과 관련한 환경통
제, 업무수행과 관련된 관계성, 개인의 업무지향)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해외의료봉사활동 사전 · 사후 임파워먼트 변화량을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설정
한 연구가설은 <표4>와 같다.

<표4> 연구가설

가설 1

해외의료봉사활동 참여자들의 사전·사후 임파워먼트 변화량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해외의료봉사활동 참여자들의 사전·사후 임파워먼트 하위요소(업무수행과 관련한 환경
통제, 업무수행과 관련된 관계성, 개인의 업무지향)별 변화량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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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장기려기념 의료선교센터에서 진행한 해외
의료봉사활동 필하모니7)팀 6차와 9차 참여자들이다. 6차 팀은 2010년 9월 17일 ~ 9월
23일 필리핀 민도르섬에서 진료(내과, 외과, 치과), 투약 및 주사, 예방보건 교육, 어린이
및 문화 활동 등을 진행하였다. 총11명이 참여하였고, 8명이 설문에 응답해 주었다. 9차
팀은 2011년 6월 21일 ~ 6월 30일 필리핀 뚜게가라오에서 진료, 투약 및 주사, 요오드
결핍현황 조사, 갑상선 초음파 검사, 수질검사, 어린이 및 문화 활동 등을 진행하였다.
총25명이 참여하였고, 18명이 설문에 응답해 주었다. 설문에 응답해 준 26명(6차 8명과
9차 18명)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으며, 6차와 9차 활동 모두에 참여한 자는
없다.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참여자들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사
전 설문지는 해외의료봉사활동 출발 비행기 안에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사후 설문지
는 봉사활동 후 평가모임에서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준비과정에서부터 평
가모임까지 해외의료봉사활동 전 과정에 참여하여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측정도구와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임파워먼트 척도는 Leslie, Holzhalb and Holland(1998)의 척도이다.
이를 강철희·윤민화(2000)가 번역 사용하였고, 이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최승아
(2002)의 임파워먼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임파워먼트 척도는 총18문항으로 업무수행과
관련한 업무 환경 통제 정도(Control of work environment) 6문항, 업무수행과 관련된 관
계성(Work relationships) 6문항, 개인의 업무지향 정도(Personal work orientation)6문항의
3개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척도는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이며, 하위구성요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수행과 관련한
7) 필하모니팀은 2008년 결성되어 2010년 2월까지 필리핀 뚜게가라오에서 5차까지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해 왔다.
2010년 9월 6차 팀은 필리핀 민도르섬으로 의료봉사활동 지역을 넓히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필하모니팀은
2011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필리핀 뚜게가라오와 민도르섬에서 각각 연2회 이상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 7월 현재 필하모니 13차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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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환경 통제 정도는 조직구성원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통제력 지각정
도, 파워 및 의사결정의 위임에 대한 지각 정도를 의미한다. 둘째, 업무수행과 관련된 관
계성은 동료에게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 직무수행과 관련된 상
호관계 정도를 의미한다. 셋째, 개인의 업무지향 정도는 일과 관련된 업무성과 및 조직
에 의해 가치평가 되어지는 자기효능감에 대한 지각정도를 의미한다.
위와 같은 척도를 통해 본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측정 자료는 해외의료
봉사활동 참여자(실험집단)만의 사전 · 사후 임파워먼트(업무수행과 관련한 환경통제,
업무수행과 관련된 관계성, 개인의 업무지향) 비교에 해당되는 것이다. 수집된 자료는
사회과학 통계패키지(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대응
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다.

4. 결과 및 분석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5>와 같다. 전체응답자 26명중 남성이 11
명(42.3%), 여성이 15명(57.7%)이었으며, 응답자 중 24명(92.3%)이 미혼이었다. 직업은
의과대학생이 9명(34.6%)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사 7명(26.9%), 의사 6명(23.1%), 일
반 4명(15.4%)이었다. 참여 팀은 필하모니 6차 팀 8명(30.8%)과 9차 팀 18명(69.2%)이
었다. 해외의료봉사 참여경험은 2회가 9명(34.6%)로 가장 많았으며, 5회 이상 6명
(23.0%), 1회 5명(19.2%), 3회, 4회, 0회가 각각 2명(7.7%)순으로 나타났다.

● 48

<표 5>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특성

명(%)
남성

특성

11(42.3)

성별

명(%)

필하모니 6차

8(30.8)

참여팀
여성

15(57.7)

필하모니 9차

18(69.2)

기혼

2(7.7)

0회

2(7.7)

미혼

24(92.3)

1회

5(19.2)

의사

6(23.1)

2회

9(34.6)

간호사

7(26.9)

3회

2(7.7)

의과대학생

9(34.6)

4회

2(7.7)

기타

4(15.4)

5회 이상

6(23.0)

결혼

해외의료봉사
참여경험

직업

2) 해외의료봉사활동 참여자들의 임파워먼트 변화
해외의료봉사활동 임파워먼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참여자들의 임파워먼트와 임파워
먼트 하위구성요소별 사전과 사후 평균 변화량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
다.

<표 6> 해외의료봉사활동 참여자들의 임파워먼트와 하위구성요소별 사전·사후 평균비교
구분

집단

평균

표준편차

사전

58.84

8.43

사후

63.54

9.58

사전

19.96

3.23

사후

21.34

3.14

사전

18.69

3.54

사후

20.38

4.27

사전

20.19

3.57

사후

21.80

3.86

전체 임파워먼트

업무수행과 관련한
환경통제

업무수행과 관련된 관계성

개인의 업무지향

t값

p-value

-3.331

.003**

-2.483

.020*

-2.848

.009**

-2.911

.007**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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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과 같이 가설1과 관련해서 해외의료봉사활동 참여 후 참여자들의 임파워
먼트는 사전 58.84점에서 사후 63.54점으로 4.70점 높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1). 가설2와 관련해서 임파워먼트 하위구성요소별 변화를 살펴보
면, 첫째, 업무수행과 관련한 환경통제는 사전 19.96점에서 사후 21.34점으로 1.38점 높
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둘째, 업무수행과 관련된 관계
성은 사전 18.69점에서 사후 21.38점으로 2.69점 높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p<.01). 셋째, 개인의 업무지향은 사전 20.19점에서 사후 21.80점으로 1.61
점 높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1). 따라서, 본 연구가설 1과 2
는 모두 채택되었으며, 참여자들은 해외의료봉사활동을 통해 임파워먼트가 증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이창호·김연우, 2012; 임신자·석류, 2012)의 해외자원봉
사활동 참여자들의 임파워먼트 효과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해외의료봉사활동 특성에 대한 분석
본 장에서는 해외의료봉사활동 참여자들의 임파워먼트 효과가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
보고자 한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해외의료봉사활동의 특성은 구성원들 간 공유하고
있는 각종보고서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이 장기려기념 의료선교센터에서
진행한 필하모니 6차와 9차 팀에 제한되어 있지만, 조직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해외
의료봉사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해외의료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적극
적인 활동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향후 임파워먼트에 미치
는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연구가 진행되어 보다 분명하게 규명해야하겠지만, 본 장에서
는 몇 가지 주요한 특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가름하고자 한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해외의료봉사활동은 1989년 필리핀 첫 해외의료봉사활동
에서 시작되었다. 2013년 2월 현재 필리핀, 중국, 인도, 페루, 네팔, 우즈베키스탄, 남아
프리카공화국, 카메룬, 베트남, 동티모르, 가나 등 10여개의 개발도상국에 60여 회의 의
료봉사활동을 시행하였고, 1,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국제 보건의료 향상과 개발도
상국 현지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혜택을 제공하였다. 최근 2007년부터는 매년
참가국이 4개국, 참가인원이 100여명, 그리고 진료인원도 만여 명으로 활성화되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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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고 있다. 더욱이 의미있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참여자들의 개인비용부담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병원차원에서 약품과 의료장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만, 거의 대부분의 비용은 참여자들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충당된다. 그 어떠한 외부지
원 없이 자체적으로 23년 동안 해외의료봉사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 뚜렷한
목적의식과 참여 동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주요한 특성은 다
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의료인과 의료단체 및 지역사회단체들과의 지속적 협력관계 구축을
들 수 있다. 해외의료봉사활동을 수행하면서 국내·외의 관련단체 및 의료인들과의 지속
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각 단체 및 개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대상지역이
가진 필요를 효과적으로 채워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협력
의 노력으로 국내 소외계층 및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의료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
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동원 가능한 의료단체 및 의료인들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
고 있다. 이러한 협력과정은 단순히 의료적인 면을 넘어서 각 단체가 가진 고유한 문화
와 특성들을 준중하고 교류하며 서로 배우고 발전해 나가는 토대가 되고 있다.
둘째, 해외의료봉사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였다. 1회의 의료봉사로 끝나고 마는
대부분의 의료봉사와 달리 한 지역에 집중함으로서 지역사회와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
하고, 문화와 전통의 교류까지 가능한 해외의료봉사의 새로운 사례를 제시하였다. 필리
핀 뚜게가라오 현지에 진료소를 개설하고 초음파 진단기, 백내장 수술 장비 및 수술실
설비 일체 등의 의료장비를 기증받아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의 의료장비와 기술의 우수
성을 선보이고 현지의료인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전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필리핀 마닐라 경찰청과 의료봉사에 관련된 협약체결, 뚜게가
라오 가가얀 의대학생들과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강좌 개최 등 현지 의료단체들
과의 계속적인 접촉으로 유대를 맺고 있다.
셋째, 상호 문화교류 및 다양성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단순히 시혜
적인 의료봉사의 차원을 넘어 대상국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아름다운 한국 문화와
전통을 선보여 상호 교류하며 지구상 다양한 민족과 국가의 문화를 교류하는 것을 또
다른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해외의료봉사기간에도 태권도, 부채춤, 사물놀이 공연, 차
력시범 등 한국 문화와 전통을 알 수 있는 문화공연을 준비하여 선보였고, 대상국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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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춤과 음악 등의 공연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 문화 교류 및 다양성을 즐길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해외의료봉사활동 관련 연구 전문 학술지 등재 및 다학문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해외의료봉사활동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전문 학술지에 투고하여 출
판함으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이 지속적인 해외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전공지식을 활용하고 개발하도록 촉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신
땅 지역 언청이 수술시 현지 역학 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학술지에 언청이의 원인에 대
한 학술발표를 하였고(박대진 외, 2006), 필리핀 뚜게가라오에서 주민지도자를 선발하
여 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지역사회 전반의 건강수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
력했으며, 3회의 마을보건원 교육은 일차 진료의 제공만으로 끝나는 기존의 해외의료
봉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국내에서는 최초의 사례라 할 수 있다(김정민
외, 2008; 김정민 외, 2009). 또한, 사회복지법인 안나원 협력으로 해외단기의료봉사활
동이 진행되고 있는 4개국 5지역 현지인들의 삶의 만족도 실태를 파악하여, 해외단기의
료봉사활동의 지속성과 효과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실증연
구를 실시하였다(최혜경·옥철호·김혜수, 2011).
다섯째, 병원의 지역사회와 해외를 향한 봉사경영에 이바지하였다. 2003년 고신대
학교 복음병원의 부도사태 이후 선교와 지역봉사에 대한 병원차원의 공식적인 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필하모니 의료봉사팀을 중심으로 러브 아마존, 러브 카메룬 등 해외의료
봉사팀은 한 세계 거점지역을 섬기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료봉사와 구호사역을 지속적
으로 전개하여 직원들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본 병원이 소속된
종교기관에도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2009년 3월 병원 내에서
이러한 활동이 결실을 맺게 되어 선교·구제 병원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고, 체계적인 해
외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장기려 기념 의료선교 센터가 개소될 수 있었다. 현
재,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은 장기려기념 의료선교 센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해외의
료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5.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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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외자원봉사활동 참여자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해외자원봉사활동
참여자들은 스스로 원하고 선택해서 자신이 가진 재능, 창의성, 열정, 시간, 능력을 동원
하여 사회복지, 보건의료, 사회변화, 경제발전, 환경보존, 생활개선 등의 활동에 동참하
여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소중한 인적자원들이다. 이와 같은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해외자원봉사활동 중 해외의료봉사활동에 관심을 두고, 해외의료봉사활동 참여자들의
사전과 사후 임파워먼트 변화량을 분석함으로 해외의료봉사활동의 임파워먼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해외의료봉사활동 참여자들의 임파워먼트와 하위구성요소(업무수행과
관련한 환경통제, 업무수행과 관련된 관계성, 개인의 업무지향)의 변화량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사전보다 사후 평균이 높아졌으며, 해외의료봉사활
동을 통해 참여자들의 임파워먼트가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해외의료봉사활동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실천적 함의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
시하고자 한다.
먼저, 해외의료봉사활동의 임파워먼트 효과가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조직
임파워먼트 증진을 위한 출발점인 자기 임파워먼트가 해외의료봉사활동을 통해 확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외의료봉사활동을 통해 조직구성원들의 임파워먼트
가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해외의료봉사활동 과정 및 내용을 정리하여 조직구성원들의 임파워먼트 증
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체계화하여 실천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류기형 외
(2004: 194)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의도된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함으로
써 사람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다. 아울러, 서로 다른 역할과 책
임을 가진 구성원들의 행동을 기술한 것이고 변화를 창출해 내는 자원봉사자 및 클라이
언트 등 관련된 구성원 간의 관계에 대한 방법과 규범을 제공하는 것이라 하였다.
둘째, 조직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해외의료봉사활동들을 통합하여
정리·분석하고, 이에 대한 질적·양적 접근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평가과
정 속에는 본 활동은 노력을 들일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조직과 참여자가 만족했는지,
결과가 예측되었는지,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이를 통해 조직 내 직원의 신념체
계가 향상되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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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해외의료봉사활동의 역사는 23년에 이른다. 분명, 운영
노하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자원봉사활동 관리과정
을 도입할 경우 해외의료봉사활동의 효과성은 더욱 증진될 것으로 사료된다. 류기형 외
(2004; 166)은 “자원봉사 관리과정이 제대로 행해지지 못할 경우 시간과 노력을 들여 확
보한 자원봉사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원봉사자의 기대도 충족시
킬 수 없다” 하였다. 따라서, 자원봉사관리과정(기관의 비전 수립, 기관의 자원봉사 관
리 체계 수립,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 자원봉사 업무개발, 자원봉사자 모집, 면접 및
배치,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훈련, 감독 및 동기부여, 인정, 평가)에 맞게 기존의 활동과
정을 분석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선행연구에서 임파워먼트 과정을 통해 조직구성원에게 임파워먼트가 형성
된다면 조직혁신 및 과업목표달성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
다. 또한, 이러한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무력감을 제거하고, 개
인의 내적인 자기효능감을 증진하도록 조직의 제도적, 구조적, 문화적 차원에서의 다양
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조직차원에서 임파워먼트 목적의 이해
와 몰입 유도, 기술과 자신감 구축, 긍정적인 변화자세의 유도, 임파워먼트 실행에 필요
한 촉진요인의 도입, 관련 보상제도의 수립, 지속적인 학습, 구성원들에게 정보 지원 등
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해외의료봉사활동 참
여자들의 개별적인 경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질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
째, 보다 많은 해외의료봉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임파워먼트 관련 실증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와 임파워먼트가 조직활성화
등 보다 거시적인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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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the Empowerment
of International Medical Volunteers
Chul Ho Oak (Institute for International Health Cooperation, Kosi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M.D., Ph.D.)
Hae Kyung Choi (Ahnna Welfare Institu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Ph. D. Can.)

This empirical study focused on the empowerment of international volunteers
whose activities have widely expanded in recent years. A particular focus was given to medical volunteers who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medical voluntary
services. The authors measured changes in pre-test and post-test scores of empowerment of the international medical volunteers. The data analysis showed significant changes in the study volunteers' empowerment scores and in the
sub-components of empowerment such as the control of work environment, work
relationship, and personal work orientation. The pre-test and post-test comparison
revealed that the International medical volunteers experienced meaningful improvement in empowerment scores as a result of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voluntary services. Based on this result, the authors provided some implications
for empowerment program development,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evaluation,
and professional volunteer management.
Key words: International Medical Volunteers; International Medical Voluntary
Services; Volunteer Empowe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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