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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리더십에 관한 연구
13)

이 종 남*

문 영 미**

본 연구는 중고생들의 자원봉사활동과 리더십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하였다. 조사대상은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와 서울시 소재 중학교
재학생 402명이었고 자료는 SPSS WIN 12.0(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를 이용하여 인구사회
학적 특성, 중고생자원봉사활동과 리더십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중고생자원봉사활동 총시
간, 자원봉사활동 태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리더십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의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자원봉사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기에는 비교적 짧
은 1회 1~2시간이었다는 점, 자원봉사활동 태도와 만족도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사례가 더 많았던 것
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단순히 청소년 자원봉사활동만으로는 리더십이 높아지지
는 않는다는 것이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자원봉사활동
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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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5년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첫 통합기구인 청소년위원회가 출범되면서 청소년위원회
는 정책과제로 지식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과 잠재력 개발, 학교 주5일제 시행에 따른
다양한 활동기회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청소년에게 그들의 현재와 미래
를 진단하고 준비할 수 있는 참여와 기회가 보다 구체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장과
참여 패러다임 속에서 청소년은 사회적 자원으로서 이해되며 사회변화를 이끌어 가는 적극
적인 존재로 인식된다(Nagorski, 1999; Pittman, 2000; 이광호, 2005).
특히 선진국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정책도 청소년에게 학교와 지역사회를
즐거운 생활의 장으로 인식하게 해주고 봉사활동을 비롯한 여러 청소년활동을 통해 인성을
배양하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 질 인재로서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게 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색 가운데 한국의 청소년교육과 정책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청소년
활동 중의 하나가 바로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인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최근 현장의 활동가와 청소년전문가들의 연구경향은 청소년은 문제 중심적 접근에
서 탈피하여 보다 긍정적인 개발을 위한 새로운 실천 지향적 접근으로 시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Pittman, k. 1996; Benson, P.L., 1994; Perkin, D.F., 1997, 김진화, 2000; 허남순⋅이
칭찬, 2003; 이광호⋅맹영임, 2003). 이들은 청소년이 가진 잠재력을 개발하고 긍정적인 발달
을 이루기 위해 건전한(healthy) 성인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 발달
과제에 주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이채식, 2005).
이러한 긍정적 청소년개발에 있어서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발달과제의 중요한 요소가 바
로 리더십이다. 리더십은 사회참여를 통한 상호의존적인 사회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이므로 성인이전에 배양해두어야 하는 능력인 것이다. 청소년기는 모든 영역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리더십개발 역시 또래와의 삶을 배우기 시작하는 청소년기가 개발
의 결정적인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 리더십 개발은 청소년이 자신에게 미치
는 영향력과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능력,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추며 성인기로 성공적 이행이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조혜연,

2005).
이에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기관에서는 다양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시행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참여형태, 지
속성, 동기, 만족도 등의 효과성과 활성화 방안, 지속 방안 등 단순한 결과에 대한 것이 주
류를 이루고 있다. 즉,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임에도 아직까
지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와 관련된 변인들과 그 참여변인들의 수준에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
다는 것이다. 또한 , 청소년 참여와 관련하여 리더십이 청소년자원봉사활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힌 연구 또한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적자원개발의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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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고생들의 청소년자원봉사활동과 리더십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에 이 연구의 목적을
두고 보다 의미 있는 중고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고생들의 자원봉사활동총시간이 길수록 리더십생활기술이 높다.
[연구문제 2] 중고생들의 자원봉사활동태도가 적극적일수록 리더십생활기술이 높다.
[연구문제 3] 중고생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만족도가 높을수록 리더십생활기술이 높다.

2.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청소년기에 필요한 인성과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청소년기의 자원봉사활동은
자기개발과 성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98)는 자원봉사활동이 기본 인권의 신장과 사회발전을 위해 사회자
원(social resource)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자원
활동(資源活動)으로 규정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국여성개발원(1994)은 “체험학습을 통해 개인적 만족감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사회참여
의 기회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기회가 되고,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학습을 통하여 얻은 지
식과 기술을 지역사회에 실천함으로써 그 지식과 기술을 보다 실제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
는 행동”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정의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2001)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신 및 육체라는 자원을 활용하여 자신이 가
진 재능이나 소질을 발견하며, 자신이 살아갈 공동체 삶의 영역을 체험함으로써 건강한 인
성을 형성하고 배움을 실천하는 청소년활동으로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정의하고 있다.

Crews(1995), 김진숙(2000)은 청소년들이 아직 성장과정에 있기에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
이란 완전한 의미의 자원봉사활동이라기 보다는 봉사활동을 통한 경험학습적 의미인 봉사학
습의 개념에 가깝다고 보았다. 동일한 맥락에서 오치선 외(1999)는 참여주체가 청소년이기에
교육적 의미를 가지며, 실천적 체험학습활동이라고 하였다. 즉,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은 활동
대상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자발성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봉사활동보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천할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서 봉사활동을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참여하는 활동으로 청소년의 개인
적인 성장과 발달 및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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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중고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한정하여 그들의 활동과
참여를 통해 삶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사회참여활동과 의미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
도록 청소년기에 획득해야 하는 덕성과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한 체험 학습의 실천활동이라
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2) 리더십생활기술의 개념
리더십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특징과 특성이 있다라고도
밝혔고,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리더십이 형성된다고 보기도 했다. 또한 리더십은 상황에 따
라 다르게 요구된다고 하는 등 리더십과 관련하여 다양한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다. 이처럼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보다 우
위에 있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며 인생의 발달단계에 있어서 정체
성을 형성하는 중고교 시절에 정체성 확립과 함께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다
양하게 제공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교생들의 리더십을 파악하기 위한 척도로 생활기술을 활용하고자 한다.
리더십생활기술의 개념은 생활기술에서 유래한 것으로 Miller(1904)가 청소년 조직의 구
성원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65년 뉴욕 YMCA 청소년을 위한 훈
련 자료(Training Resources for Youth)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최초의 생활기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boyd, 1991).

Himsl(1973)은 “생활기술이란 어떤 개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응용되는 가장 적절
하고 책임 있는 문제해결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어 Mullen(1981)은 현대 사회에서 살아
가기 위해 필요한 공통된 핵심 수단들 즉, 인간관계기술, 문제해결 기술, 자신의 가치에 대
한 이해를 지칭하는 것이라 하였다.

Weatherford와 Weatherford(1985)는 기존의 생활기술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여, 생
활기술에는 능력, 대처, 공헌의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하였다. 기술의 하위영역 중 공헌

(contributory)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Miller(1976)는 리더십생활기술의 개념을 실
제 생활 속에서 리더십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되어지는 생활기술로, 자기 평가적이고
조직과 관련된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즉, 청소년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필요로 하고 사
용해야 하는 리더십 기술을 청소년리더십생활기술이라고 보았다.

Boyd(1991)는 “상호의존적인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능력”으로 리
더십생활기술을 정의하였다. 여기에는 커뮤니케이션능력, 대응능력, 인간관계능력, 문제해결
능력, 의사결정능력이 포함된다.
리더십생활기술에 대한 학자들의 개념 정의는 대체로 생활기술의 하위영역 중에서 리더
십과 관련된 자아(self)에 대한 기술과 조직이나 집단과 관련된 기술들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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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ris, 1996).
국내에서 최창욱(2001)이 처음으로 청소년리더십생활기술을 연구하며 “리더십 생활기술이
란 경험학습을 통하여 획득되어지는 상호의존적인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유용하고, 실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리더십생활기술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자 한다. 청소년 즉,
중고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상호의존적인 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사회에 자연스럽게 참
여를 하게 되는데 이 때 필요한 능력이 커뮤니케이션 기술(communication skill), 의사결정
기술(decision-making skill), 인간관계 기술(skill in getting along with other), 학습능력 기술

(learning skill), 자기이해 기술(skill in understanding self), 집단활동 기술(skill in working
with groups) 이다. 이러한 리더십생활기술들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개발이 가능한
잠재된 능력으로 청소년기를 거치며 획득해야 하는 발달과업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원봉
사활동과 같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3) 리더십생활기술 구성요소
리더십생활기술 척도 개발 및 이론에 대한 연구는 Miller(1975), Miller(1976), Weatherford

& Weatherford(1985), Darter(1989), Seevers, Dormody & Clason(1995)등의 연구에서 행해졌
으며, 그 구체적인 구성 요소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의사결정 기술, 인간관계 기술, 학습능력
기술, 자기이해 기술, 집단활동 기술이다.

(1) 커뮤니케이션 기술(communication skill)
Rogers & Kincaid는 커뮤니케이션이란 두 참여자가 상호간의 이해를 위해 서로 정보를
창출, 공유하는 과정이라 하였다.
커뮤니케이션기술은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특히 리더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천부적으로 커뮤니케이션기술이 뛰어난 사
람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발달과정의 환경이나 훈련에 의하여 개발될 수 있다(이민희 외,

1999).
청소년이 커뮤니케이션기술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필요로 하며, 이는 일시적으로
단기간 내에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으로 일생동안에 걸쳐서 개발되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느냐에 관심을 기울이
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리더십 발달과 매우 밀접한 관
련성이 있기 때문이다(오치선 외, 2000).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연결시켜 주는 교량과 같은 역할을 하며, 관계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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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시켜 준다.

(2) 의사결정기술(decision-making skill)
의사결정은 다수의 대립적인 양식 중에서 하나를 대안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
사결정은 윤리적⋅사회적으로 책임성 있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스스로 의사결정
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보다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오치선 외, 2000).

Tolbert(1980)는 의사결정기술이란 청소년 자신의 삶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따
라 우선순위와 요구를 결정하여 주도적이고 결단력 있게 실천해 옮기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불가피한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선택하는 기술이며 판단
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이 다양한 환경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의사결정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3) 인간관계기술(skills in getting along with other)
인간관계기술이란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게 대하며 호의를 베풀고,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
고 존중하여 궁극적으로 나 이외에 다른 사람과 조직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상생하게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김은경, 2005).
인간관계기술은 특정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의 감정이나 그것에 대한 민감성을 이해하
고, 직접 혹은 간접적인 여러 형태의 의사소통을 이해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취향과 그들만의 독특한 태도를 이해하여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
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 지향적 인간관계 기술을 사용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효
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동기화된 분위기를 구축하고 지원
하는 것을 의미한다(오치선 외, 2000).
청소년기의 중요한 대인관계는 또래관계, 부모․형제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만나게 되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

(4) 학습능력기술(learning skills)
청소년기의 발달 중에서 신체와 성적발달만큼 현격한 발달을 보이는 영역이 바로 인지발
달이며, 이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확장해간다(방은령, 1999). 즉, 인지발달능력이란 개념
을 이해하고, 사고하는 기술을 습득하여 문제해결과 응용하는 능력, 곧 지적능력을 의미한다

(김광웅, 1988).
청소년기에는 인지적 발달이 급격히 진행되어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이용하는 지적 능력
이 절정에 달하며, 추상적 사고, 가설 연역적 사고 및 은유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진다(정옥
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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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지적 발달과 관련하여 학습능력기술이란 전체 학습과정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적절히 부호화시켜 효과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고, 재생과정을 통해 학업을 성취하며,
합리적인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학습능력기술은 청소년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성취결과에 따라 성공적인 성취와 실패로 나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
는다. 이는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의 하나가 지적 능력의 신장이며, 인지적 발달과 사
회, 정서적 발달의 밀접한 상호 관련성을 갖기 때문이다(서윤경, 2003).

(5) 자기이해기술(skill in understanding self)
청소년기의 발달된 인지능력으로 자신의 견해뿐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자신을 이해하
고 평가할 수 있게 된다(정옥분, 1998). 이와 관련하여 자기이해기술이란 자아존중감과 자기
효능감, 그리고 자아정체감의 통합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갖는 자신의 유능감과 가치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포함하는 개념으
로, 자신을 인정하는 태도를 나타낸다(Kirby & Fraser, 1997).
특히 청소년기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 자기 확신, 잠재적 지도력, 사회적 기술, 실용적 지
식 등의 특성을 가져 올바른 성장발달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한다(서윤경, 2003).

Bandura는 자기효능감을 “특정산물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
행할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으로 정의하였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노력을 많이 하지만, 자기효
능감이 약하면 노력을 적게 하거나 아예 포기해 버린다(Luthar, 1991).
자아정체감에 대해 서봉연(1995)은 대인관계, 역할, 목표, 가치 및 이념 등에 있어서 자기
통합성, 일관성을 견지해 나가려는 의식, 무의식의 노력이라고 하였다. 청소년기를 전후로
발달하기 시작하는 자아정체감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기 때문에
자기이해 기술이 높은 청소년들은 다양한 대인적, 과업적 상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숙한
성인으로 거듭 나게 된다.

(6) 집단 활동기술(skills in working with groups)
협력(Collaboration)은 함께 일하기 위해서 공유된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
께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우정자 외, 2003).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집단 활동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공개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룹 활동은 활동 자체가 청소년
들의 관심에서 출발하여 활동의 계획과 운영이 청소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집단 활동에 임할 때 다른 형태의 청소년 활동에서 보다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활동의 범주가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보다 다양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김은경,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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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 연구
청소년활동과 청소년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단체활동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이론
적 측면(조영하, 1993; 권이종, 1994; 김성수, 1995; 오치선⋅권일남, 1998; 권일남⋅정효진,

1998)과 이를 실증적으로 밝히기 위한 연구(Carter & Spontanski, 1989; Boyd, 1991; Boyd,
Herring & Brier, 1992; Mckinley, Birkenholz & Stewar, 1993; Miller & Bowen, 1993;
Wingenbach, 1995; Dormody & Seevers, 1995; Morris, 1996; 이동현, 2001; 김정명, 1993; 전
현숙, 2002; 임지연, 1997; 최병술, 2001)들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청소년 단체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단체의 활성화 방안을 다룬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청소년 단체 활동을 통한 청소년리더십생활기술에 대한 연구들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연
구 Boyd(1991), Morris(1996), Wingenbach(1995)와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이영구(2004),
이은경(2004), 배성민(2001), 박정희(1994) 등이 있다.
청소년활동 참여정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Boyd, Herring & Brier(1992)는 활동참여정도
가 리더십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혔으며, Morris(1996)는 청소년의 학교활동 참여가
청소년리더십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박정희(1994)는 걸스카우트활동이 청소년의
사회성과 지도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으며, 이영구(2004)는 스카우트 활동을
하는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 보다 리더십생활기술 수준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최창욱(2001)은 청소년의 리더십생활기술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 단체 활동
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리더십생활기술 수준이 높음을 밝혔다. 이채식(2005)은 청소년리더십
기술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 분석 연구에서 다양한 요인변인 중 청소년이 학교에서 자치활동
참여와 청소년 단체 활동 참여의 정도를 통해 청소년참여활동이 리더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 청소년활동이 청소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3. 조사연구
1) 조사방법 및 척도 설명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와 서울시 소재 중학교 1개교씩을 선택하여 2007년 12월

16일~23일까지 총 4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36부의 설문지는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02부의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자료는 SPSS WIN 12.0(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를 이용하여 청소년자원봉사
활동 경험이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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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생활기술의 측정도구는 Dormody와 Seevers(1995), Morris(1996), Seevers, Dormody
와 Clason(1995), Wingenbach(1995) 등이 그들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의 신뢰도는 Seevers, Dormody와 Clason(1995)은 리더십생활기술 척도의

Cronbach α계수를 .98로 보고하였고 Wingenbach(1995)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57, 의사결정
기술 .84, 인간관계 기술 .89, 학습능력 기술 .80, 조직관리 기술 .67, 자기이해 기술 .87, 그
룹활동 기술 .76으로 나왔다.
본 연구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측정된 리더십생활기술 척도의 신뢰도는 전체 Cronbach α
계수가 .86이며,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86, 의사결정 기술이 .84, 인간관계 기술이 .84, 학습
능력 기술이 .84, 자기이해 기술이 .82, 집단활동 기술이 .83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조사결과
(1) 인구사회학적 배경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의【표1】과 같다.
남학생은 202명(50.2%), 여학생은 200명(50.1%)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고, 이중 중학교를 다
닌다고 응답한 학생은 198명(49.5%)이었으며, 고등학교를 다닌다고 응답한 학생은 204명

(50.5%)이었다.
응답자의 종교는 기독교라고 대답한 학생이 177명(4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천주교(122
명, 30.4%), 불교(49명, 12.2%), 유교(37명, 9.2%), 기타(11명, 2.7%), 없다(5명, 1.2%)의 순으
로 나타났다. 본 설문에 응답한 학생 부모님들의 최종학력은 대졸이 200명(50.3%)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137명, 34.4%), 대학원졸(48명, 12.1%), 중졸(9명, 2.3%), 초졸(4명, 1%)의 순
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은 200만원~3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95명(25.5%)으로
가장 많았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성별

현재 다니는 학교

빈도

백분율

남자

202

50.2

여자

200

49.8

무응답

0

0

중학교

198

49.5

고등학교

204

50.5

0

0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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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학생의 성적

177

44.0

천주교

122

30.3

불교

49

12.2

유교

37

9.2

없다

5

1.2

기타

11

2.7

무응답

1

0.2

1등~10등

150

37.3

11등~20등

114

28.4

21등~30등

84

20.9

31등~

50

12.4

무응답

4

1.0

초졸

4

1.0

중졸

9

2.2

고졸

137

34.1

대졸

200

49.8

대학원졸

48

11.9

무응답

4

1.0

100만원 미만

9

2.2

100만원~200만원 미만

42

10.4

200만원~300만원 미만

95

23.6

300만원~400만원 미만

81

20.1

400만원~500만원 미만

65

16.2

500만원 이상

81

20.1

무응답

29

7.2

402

100.0

부의 학력

평균소득

기독교

Total

(2) 자원봉사활동 관련 사항
응답자들의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최근 1년 동안 자원봉
사활동에 참여한 총시간은 11시간~20시간이 192명(4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원봉사활동

1회 평균 시간은 1시간이 135명(33.6%), 2시간이 103명(25.6%)으로 자원봉사 1회 평균 시간
이 1시간~2시간이 약 60%로 나타났다. 이상의 응답을 통해서 설문에 응답자들은 1년 평균
열흘 정도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 태도는 대체로 적극적이다(71명, 17.7%), 매우 적극적이고 열성적이다(20명,

5.0%)의 긍정적인 태도보다는 마지못해 하고 있다(72명, 17.9%), 적극적이지 못하다(110명,
27.4%)의 부정적인 태도가 2배 이상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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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만족 역시 매우 만족(35명, 8.7%), 만족(49명, 12.2%)의 긍정적인 측
면 보다는 불만족(82명, 20.4%), 매우 불만족(24명, 6.0%)의 부정적인 측면이 약간 높았다.

<표 2> 자원봉사활동 관련 사항
구분

최근 1년
자원봉사활동
총 참여시간

자원봉사활동 1회
평균 시간

빈도

백분율

10시간 이하

157

39.1

11시간~20시간

192

47.8

21시간~30시간

22

5.5

31시간~40시간

15

3.7

40시간 이상

14

3.5

무응답

2

0.5

1시간

135

33.6

2시간

103

25.6

3시간

70

17.4

4시간

47

11.7

5시간

45

11.1

2

0.5

6개월 미만

110

27.4

6개월~1년

72

17.9

1년1개월~2년

59

14.7

2년1개월~3년

44

10.9

3년 이상

108

26.9

무응답

자원봉사활동
지속기간

무응답

9

2.2

마지못해 하고 있다

72

17.9

적극적이지 못하다

110

27.4

보통이다

126

31.3

대체로 적극적이다

71

17.7

매우 적극적이고 열성적이다

20

5.0

자원봉사활동 태도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무응답

3

0.7

매우 만족

35

8.7

만족

49

12.2

보통

210

52.2

불만족

82

20.4

매우 불만족

24

6.0

무응답
Total

- 151 -

2

0.5

402

100.0

임상사회사업연구

(3) 자원봉사 활동 총 참여시간, 자원봉사 활동 태도,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리더십 생활
기술간의 상관 관계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자원봉사 활동 총 참여시간과
주요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원봉사활동 1회 소요시간(r=.354), 자원봉사활동 지속기간

(r=.107), 자원봉사 활동 태도(r=.303), 자원봉사 활동 만족도(r=.118)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며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자원봉사 활동 총 참여시간이 많을수록 1회 소요시간
도 많고, 자원봉사활동 지속기간도 길며, 자원봉사 활동 태도도 적극적이고 자원봉사 활동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 총 참여시간과 리더십생활기술의 하위 변인간
의 상관관계는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으나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결정 기술, 인간관계 기술, 자기 이해 기술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나,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능력 기술(r=.135), 집단활
동 기술(r=.126)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활동 태도와 자원봉사 활동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는 r=.416으로 정적인 상관관계
를 가지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더십 생활기술의 하위변인과는 의
사결정기술(r=.106), 인간관계 기술(r=.216), 학습능력 기술(r=.110), 자기이해 기술(r=.159), 집
단활동 기술(r=.132)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와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리더십 생활기술의 하위변인 중
인간관계 기술(r=.129), 자기이해 기술(r=.118), 집단활동 기술(r=.125)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변수간 상관관계
최근1년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커뮤니
자원봉사 자원봉사
1회
활동
활동
활동
케이션
활동 총 활동
만족도
기술
참여시간 소요시간 지속기간 태도
최근 1년
자원봉사활동
총참여시간

1

자원봉사활동
1회 소요시간

.354**

1

자원봉사활동
지속기간

.107*

.023

1

자원봉사활동
태도

.303**

.186**

.091

1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118*

.050

.033

.416**

1

커뮤니케이션

-.077

-.085

.091

.063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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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의사결정기술

.051

.047

.092

.106*

.087

.477**

1

인간관계기술

.003

-.043

.176**

.216**

.129*

.510**

.470**

1

학습능력기술

.135**

.087

.073

.110*

.052

.348**

.601**

.390**

1

자기이해기술

.082

.082

.106*

.159**

.118*

.473**

.623**

.566**

.688**

1

집단활동기술

.126*

.046

.076

.132**

.125*

.440**

.518**

.550**

.523**

.643**

*P<.05 **P<.01

(4) 리더십생활기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4> 자원봉사활동총시간, 자원봉사활동 태도,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
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독립변수
B

S.E

상수

2.963

.109

최근 1년 자원봉사활동
총 참여시간

.030

.033

자원봉사활동 태도

.052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035

표준화
계수

공선성 통계량
t

Sig.

Beta(β)

toleranc
e

VIF

27.253

.000

.051

.937

.349

.921

1.086

.029

.106

1.795

.074

.769

1.300

.034

.059

1.037

.300

.821

1.218

2

R

.027

F

3.283*

2
R 변화량

.018

연구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자원봉사활동 총시간, 자원봉사활동 태도, 자원봉사 활동 만족
도가 리더십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

sion)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공선성 통계량 공차한계(tolerance)는 모든
변수에서 .7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도 1-2사이에 있어, 다
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자원봉사활동 총 참여시간이 리더십생활기술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자
원봉사활동 총 참여시간의 베타계수(β)가 .051로 참여시간이 길수록 리더십생활기술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자원봉사활동 태도의 베타계수(β)는 .106으로 자원봉사활동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리더십
생활기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리더십생활기술활동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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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베타계수(β)가 .059로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리더십생활기술이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문제1 자원봉사활동총시간이 길수록 리더십생활기술이 높다.’, ‘연구문제 2자
원봉사활동태도가 적극적일수록 리더십생활기술이 높다.’, ‘연구문제 3 자원봉사활동에 만족
도가 높을수록 리더십생활기술이 높다.’ 모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에 대한 설명력 역시 2.7%로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이 리더십생활기술을 설명하기에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 참여정도와 리더십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이 리더십생활기
술 수준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힌 최창욱(2001), 이영구(2004), 이채식(2005)의 연
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경험이 리더십생활기술 수준 향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중고생들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리더십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
다.
먼저,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남학생(202명, 50.2%)과 여학생(200
명, 49.8%)이 고른 분포를 보였고, 이중 중학교를 다닌다고 응답한 학생(198명, 49.5%)과 고
등학교를 다닌다고 응답한 학생(204명, 50.5%) 역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1년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총
시간은 11시간~20시간이 192명(47.8%)로 가장 많았으며, 자원봉사활동 1회 평균 시간은 1시
간~2시간이 약 60%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의 태도는 대체로 적극적이다(71명, 17.7%), 매
우 적극적이고 열성적이다(20명, 5.0%)의 긍정적인 태도보다는 마지못해 하고 있다(72명,

17.9%), 적극적이지 못하다(110명, 27.4%)의 부정적인 태도가 2배 이상 많았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만족 역시 매우 만족(35명, 8.7%), 만족(49명, 12.2%)의 긍정적인 측
면 보다는 불만족(82명, 20.4%), 매우 불만족(24명, 6.0%)의 부정적인 측면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중고교생들의 자원봉사활동 총시간, 자원봉사활동 태도,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리더십생
활기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의 연구문제1, 2, 3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인 중고교생의 자원봉사활동이 학교에서 배운
기술과 지식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통로 없이 일정시간 의무적인 봉사활동
을 수행한다는 점,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자원봉사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기에는 비교적 짧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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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1~2시간이었다는 점, 자원봉사활동 태도와 만족도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사례가 더 많
았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단순히 중고교생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만
으로는 리더십생활기술이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1995년 5월부터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인성 함양을 도
우려는 목적으로 제도적으로 도입된 학생봉사활동이 제도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리더십 생활기술을 향상시키는 것
과 같이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자원봉사활동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단계에서부터 청소년
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욕구 파악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만족을 갖고 나아가 리더십을 높이기 위해
서는 학교 또는 지역사회에 관련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와 활동 내용들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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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Teenagers’ voluntary service
experience and Leadership
Lee, Jong Nam
Dept. of Social Welfare, Far East University

Moon, Young Mi
Dept. of Social Welfare, BaeSeok Art College
The Study is for the purpose of look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teenagers' voluntary service experience and leadership.
To this end, the present study studied literature and conducted a research. the study subjects were high
school students from Gyeonggi-do as well as junior high school students from Seoul. 438 students in all.
From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36 deemed inappropriate for using as data were discarded with a total
402 questionnaires used for the analysis. SPSS WIN 12.0(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in order to find out social-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relationship between teenagers' voluntary service experience and leadership life skill.
In result of this study, total hours, attitude, satisfaction degree of teenagers' voluntary service don't affect
to upgrade leadership life skill. This result are caused by the below to fact. First, this research project's voluntary service is only 1~2 hours which is very short of concentrating in voluntary service. Two, the attitude
and satisfaction degree of voluntary service has more negative case that positive case. So, this research
show that a simple teenagers' voluntary service doesn't upgrade leadership life skill. We conclude voluntary have to be managed more thoroughly to increase leadership life skill by teenagers' voluntary service.
Key word :Teenagers', Vountary service experience,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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