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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2005년 자원봉사기본법 제정 이후, 자원봉사 성과 평가는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주요한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7).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정책에서도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이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실제로 자원봉사가 참여하는 

개인에게,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하는 것을 비교적 중점을 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자원봉사 영역은 관련 정책 환경, 시민의 욕구 등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조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실천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특히 중앙정부는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3차 

국가기본계획을 세우게 됨에 따라 자원봉사의 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협치정책을 내세우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주거재생,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사회적경제 활성화, 녹색에너지, 공원녹지 조성 

및 운영, 청년지원, 생활안전, 베이비부머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과 같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병순·김지유, 2018). 이는 국가정책이 국가의 일방적인 정책수행을 넘어 시민과 국민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원봉사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원봉사 영역은 자원봉사를 통해 변화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변화,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집단적 영향력(Collective Impact)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물이 요구되고 있다. 자원봉사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이 어떠한 생각과 의지를 갖게 되었는지, 

어떠한 실천적 태도와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자원봉사에 대한 막연한 이상과 

피상적인 방향성만을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자원봉사자 개인, 집단간 결집력,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연결망,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영향력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전문적으로 제시하고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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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성과지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계성은 조직의 미션/비전 혹은 사업의 추구 방향 

및 전략과의 연관성을 높게 가져야 하고, 결과중심으로 사업이 추진하는 목적에 적합한 지표여야 

한다. 편의성은 가능한 쉽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하고, 판별성은 목표 

달성여부를 명확히 파악하는데 기여하는 지표로, 계량적 지표를 선호한다. 신뢰성은 임의적 

조작이 쉽지 않고 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비교가능성은 가능하다면, 과거의 성과 

혹은 다른 사업의 성과와 비교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적시성은 사업의 진행상황의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로서의 유용성을 가져야 한다.

바람직하지 않은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비계량 정성지표는 평가기준 및 관리기준 설정 

상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객관성이 결여되어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입 혹은 과정중심지표는 조직 관리상의 내적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효용가치가 일부 

존재할 수 있으나,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큰 괴리를 가질 수 있다. 너무 잡다하게 많은 

성과지표는 지표간의 갈등적 결과를 파생시킬 가능성이 높고, 사업 통제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어렵게 하며, 조직원의 에너지 집중을 저해할 수 있다. 개입이 속성과 거리가 먼 지표는 물리적 

환경변화나 취업지원 등 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위한 개입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변화에만 초점을 둔 성과지표를 의미한다. 

성과측정은 객관적으로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지표내용과 참여자의 인식을 기반으로 측정하는 

지표내용, 그리고 참여 당사자의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 

조성우 외(2009)는 이러한 성과지표를 누가 측정하든 동일한 점수로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클라이언트 수, 참가기간 등)와 사람의 판단에 의존해서 측정되는 판단지표(설문지, 

심리감서응답자료 등)로 구분하기도 한다. 

자원봉사 성과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단체, 자원봉사센터, 비영리기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과정, 산출, 영향력 등에 관한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를 

살펴보고 있다. 이명신(2018)은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성과지표를 과정차원, 결과차원으로 

구분하여 5개 하위영역 18개문항을 구성하여 성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명신(2018)의 

성과지표는 자원봉사를 운영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사업의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가치와 다층적 이해관계자의 내용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단순하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란희 외(2012)연구는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영향력 측정지표를 개발하였는데, 자원봉사자, 조직, 사회로 구분하여 각각의 해당하는 내용을 

자원봉사 성과평가는 자원봉사자가 활동에 참여하는 투입단계에서부터 종결단계까지의 과정과 

결과물 산출, 장기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다. 사회복지, 평생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정량적 방법과 정서적 방법을 사용하여 사업의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지표 개발은 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다. 

즉 기존 다양한 연구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어 있다. 이러한 

지표는 다층적이고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며, 높은 수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고 있다. 

자원봉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개념화하면, 기존의 사업성과를 

설명하는 지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 성과평가는 각개별적인 사업의 특성과 목적, 목표에 맞춘 적합한 성과지표를 

선택해야 한다. 지표는 증거나 정보로서, 우리가 묻고자하는 현상들을 대변한다(김영종, 2004). 

김교성(2008)은 성과정의를 위한 몇가지 고려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고려사항은 첫째, 성과는 

실제적이고 성취가능한가? 둘째, 성과는 변화를 반영하는가? 셋째, 성과는 클라이언트 만족도 

이상의 범위로 기술되어 있는가? 넷째, 단기/중기/장기성과는 논리적으로 연결되는가? 다섯째, 

성과에 지나친 비약은 없는가? 여섯째, 성과는 산출중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인가? 일곱째, 

프로그램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성과내용에 동의하는가? 여덟째,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통제할 수 있는가? 아홉째, 프로그램 산출을 통해 얻어진 성과 그 이상을 뻗어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였는가?로 제시하고 있다. 노혜진(2016)은 성과지표를 명확히 할 때, 사업기획자, 

사업수행자, 사업참여자 등 여러 단계의 사업 관련자들이 성과목표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오차 

없이 공유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사업수행에 대한 성과를 살펴보는 것은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사업의 기간, 

목표의 현실성, 투입되는 자원, 주변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성과지표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강철희(2017)는 바람직한 성과지표와 

바람직하지 못한 성과지표의 특성을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강철희(2017) 연구에 따르면, 

바람직한 성과지표는 연계성, 결과중심, 편의성, 판별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적시성을 

가져야한다고 한다.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성과지표는 비계량 정성지표, 투입 혹은 

과정중심지표, 너무 잡다하게 많은 성과지표, 개입의 속성과 거리가 먼 지표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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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제시한 자원봉사 성과지표 모듈을 활용하여 제시된 자원봉사 사업의 성과를 

측정·분석하여 시범활용의 실제사례를 제시한다.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자원봉사자는 가치(10문항), 역량(6문항), 참여(6문항)라는 

3개 하위영역으로 하였고, 조직은 재무(3문항), 외부고객(5문항), 내부고객(6문항), 

내부프로세스(4문항) 4개 하위영역으로 나누었다. 사회는 학습과 성장(5문항), 수혜자(8문항), 

지역사회일반(6문항), 자원봉사를 통한 변화(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는 

자원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변화와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자원봉사의 전체적 상황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성과지표로서 자원봉사자, 조직, 사회 등의 해당 주체를 구분하고자 

하였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지표내용으로 부족하다. 특히 자원봉사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실천하는 실무자는 현실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자원봉사 관련 사업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설명할 수 있는 성과지표 내용이 필요하다. 자원봉사 성과는 

자원봉사자가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별 어떠한 단계로 변화하는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그 

변화된 상황은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어떻게 집단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성과지표 도구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자원봉사 실천현장에서 실무자가 자원봉사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목적에 따른 자원봉사 성과를 선택할 수 있는 성과지표 모듈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천 

현장에서 직접적이고, 장기적으로 자원봉사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이나 태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성과지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본 

연구는 자원봉사 사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당사자를 중심으로 자원봉사를 통해 변화된 태도, 

인식, 관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자원봉사 성과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봉사 성과 관련 선행연구 및 자원봉사자 대상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자원봉사 

성과영역과 세부측정내용을 탐색한다. 

둘째, 자원봉사 사업에서 추구하는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지표 내용을 모듈로 구성하여 

일반적으로 범용되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자원봉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심사업을 사례로 자원봉사 성과지표 모듈 내성과 

지표를 구성하여 제안한다. 



14     

자원봉사 목적별 적용 가능한 

자원봉사 성과지표 모듈개발 연구

수월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넷째, 자원봉사 성과측정 사례로 선택된 자원봉사 사업의 해당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모듈 성과지표를 사용하여 자원봉사 사업 사례의 자원봉사 성과를 

과학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과정을 통해 자원봉사 현장 실무자가 

시범사례 기초분석결과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자원봉사 사업의 성과를 설명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자원봉사 목적에 따른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실질적인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과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 자원봉사 관련 연구에서 자원봉사를 통한 성과를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실증적으로 증명된 성과지표를 탐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원봉사 당사자인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자원봉사를 통해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지역사회나 공동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등의 

변화성과가 무엇인지를 탐색하려고 한다. 

둘째, 선행연구 고찰과 자원봉사자 심층인터뷰를 통해 구성된 성과 내용을 기반으로 기존 

연구에서 과학적으로 제시한 성과지표를 내용적 타당성과 연결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복지, 

교육학, 심리학, 자원봉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 단체, 지역사회의 변화 성과를 자원봉사자를 

기준으로 개인 변화, 관계 변화, 지역사회 연계변화 등의 범주로 구분하여 자원봉사 성과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측정지표를 구성한다. 기존 사회과학연구 분야에서 제시한 다양한 측정지표를 

활용하여 내용적 타당도와 신뢰도를 기반으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하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 사업 사례를 

선정하여, 성과지표 모듈 내에서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를 선택 구성하여 측정한다. 선택 구성한 

사례는 자원봉사 성과지표에서 제시한 다양한 지표내용을 모듈화로 구성하는 사례를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성과를 측정하는 내용구성, 분석, 내용해석, 기초선을 구성하여 현장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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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성과 관련 고찰

1. 자원봉사 성과 관련 문헌고찰 

	 1)	자원봉사자,	개인적	측면	성과	연구	

	 2)	자원봉사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측면	성과	연구	

2. 자원봉사자 심층인터뷰 연구조사	

	 :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성과에	관한	인식을	중심으로	

	 1)	심층인터뷰	연구조사	개요

	 2)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성과	인식에	관한	

	 	 질적	분석내용

	 	 (1)	자원봉사자	개인의	인식	및	태도에	관한	변화성과

	 	 (2)	자원봉사자	관계적	변화성과

	 	 (3)	지역사회	변화가능성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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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봉사 성과 관련 문헌고찰 

자원봉사 성과 관련 기존연구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자원봉사자, 즉 개인적 차원에서 

자원봉사를 통해 변화되는 영역이나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찾는 연구이다. 둘째, 자원봉사 

사업을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와 같은 기관이 변화·성장하는 성과를 측정하고 제시하는 

연구이다. 셋째,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 지역사회 등 관계의 확장이나 사회참여 의식 등의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잠재력을 설명하는 연구이다. 

1) 자원봉사자, 개인적 측면 성과 연구 

자원봉사자 개인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성과를 살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개인적 차원의 

자원봉사자의 성과 연구는 크게 내적인지와 외적관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개인내적인지는 자원봉사자의 성과를 개인적성장·지적발달·사회적 성장(김동배·조학래, 

1997), 자원봉사 만족감과 자원봉사 성취감의 생성감(김미령, 2018),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문재우·유연웅, 2013), 자아존중감·자아통제감·삶의만족도(김욱, 2016), 

자기효능감·자아성취감(신남주·김혜리, 2018), 인지건강(심영실 김영미, 2018), 

성공적노화(소득관리, 사회참여, 평생교육, 건강관리)·자아효능감(이수영·이선희, 2015), 

가치·역량·참여(이란희 외, 2012), 생활만족도·생성감·자아통합감(한정란, 2015), 

자아효능감(허준수, 2012), 개인적 의미·사회적의미(허성호·정태연, 2012)로 보고 있다. 

자원봉사자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조절하며,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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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의 변화성장을 가져오는 영역을 살펴보고 있다. 

개인외적관계는 자원봉사자의 성과를 사회적자본(신뢰, 네트워크, 호혜성)·시민참여 

의식(관심도, 참여도, 의향) (김대건·김동철, 2014), 공동체의식(김선숙·안재숙, 2016), 

노인부양의식·노인이미지(심미영·서보준·정정숙, 2016), 시민의식·사회참여(전지원·전자배, 

2018), 사회적 책임성(심정수, 문재우, 2014), 진로성숙도·공동체의식(안재인·김성숙·이경상, 

2017), 사회공동체성·학교적응생활·다문화수용도(이경혜·김해인, 2018)으로 살펴보고 있다. 

기존 연구가 자원봉사로 제시하는 것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개인의 관계가 확장되는 단계의 

정보를 알게 되고, 그 정보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쌓이며, 공동체성을 쌓게 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연대감을 생산하는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자원봉사를 통해 개인이 타인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관계의 질이 향상됨으로써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간다는 

것을 성과로 보고 있다. 

 	[표	1]	자원봉사를	통한	개인적	측면	성과연구	현황	

구분 연구자 성과	내용 대상	

개
인
내
적

김동배·조학래(1997) 개인적	성장과	발달,	지적	성장과	발달,	사회적	성장과	발달 청소년

김미령(2018) 생성감(자원봉사	만족감,	자원봉사	성취감) 베이비붐세대

김욱(2016) 자아존중감,	자아통제감,	삶의만족도 대학생

문재우·유연웅(2013)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일반성인

신남주·김혜리(2018) 자기효능감,	자아성취감 일반성인

심영실·김영미(2018) 인지건강 중년여성

이수영·이선희(2015) 성공적	노화(소득관리,	사회참여,	평생교육,	건강관리),	자아효능감 노인

이란희	외(2012) 가치,	역량,	참여 일반성인

한정란(2015) 생활만족도,	생성감,	자아통합감 노인

허준수(2012) 자아효능감 노인	

허성호·정태연(2015) 개인적	의미,	사회적	의미 대학생

개
인
외
적
적

김대건·김동철(2014)
사회적	자본(신뢰,	네트워크,	호혜성),	시민참여의식
(관심도,	참여도,	의향)

일반성인

김선숙·안재숙(2016) 공동체의식 청소년

심미영·서보준·정정숙
(2018)

노인부양의식,	노인이미지 중학생	

전지원·전자배(2018) 시민의식,	사회참여 청소년

심정수·문재우(2014) 사회적	책임성 청소년

안재진·김선숙·이경상
(2017)

진로성숙도,	공동체의식 청소년

이경혜·김해인(2018) 사회공동체성,	학교적응생활,	다문화수용도 청소년

2) 자원봉사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측면 성과 연구 

  

자원봉사 관련 기관과 지역사회 측면의 성과연구는 기관관련 성과, 지역사회관련 성과, 기관과 

지역사회관련 성과를 함께 고려한 연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자원봉사를 운영하는 

주체를 구분하여 다차원으로 자원봉사 성과를 구분한 것이다. 

우 선  기 관 차 원 에 서 의  자 원 봉 사  성 과 는  자 원 봉 사 를  운 영 하 는  주 체 기 관 의 

운 영 능 력 과  외 부 조 직  및  고 객 과 의  관 계 를  보 고  있 다 .  구 체 적 으 로  살 펴 보 면 , 

서울시자원봉사센터·(사)자원봉사문화(2012)의 연구는 자원봉사센터의 비전/전략, 사업/

프로그램, 조직/인력, 예산, 업무프로세스/물적인프라, 네트워크를 성과내용으로 보고 

있다. 정진경 외(2012)도 기관의 재무, 학습과 성장, 내부 프로세스, 고객으로 살펴본다. 

Susan(2003)은 기관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어 기획과 자원, 직원, 자원봉사 

직무설계, 모집, 면접과 선발, 오리엔테이션과 교육훈련, 자원봉사자와 직원 관계, 지도감독, 

인정, 기록보관과 보고, 평가, 자원봉사자 참여 등으로 성과를 보고 있다. 

자원봉사 성과를 자원봉사 관련 기관과 일반성인을 모두 살펴보는 연구도 있다. 이란희 

외(2012)는 조직(재무, 외부고객, 내부고객, 내부프로세스)와 사회(학습과 성장, 수혜자, 

지역사회 일반, 자원봉사를 통한 변화)를 구분하여 성과를 측정하고자 했다. 이명신(2018)은 

자원봉사 중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의 성과지표를 제안하고 있는데, 과정차원에서 

주도성, 혁신성, 협력성과 결과차원에서 사회변화, 확산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명신(2018)의 

연구에서도 자원봉사 관련 기관과 일반성인인 개인자원봉사자가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성과를 보았다. 한국노인종합사회복지관(2009)에서도 지역사회 영향력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수행기관의 변화, 봉사자의 변화, 사회자본 형성 3개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영국 

HLF((Heritage Lottery Fund, 2011)도 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자원봉사 개인에 대한 

영향력,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구분하여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모두 고려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자원봉사 성과연구 중 지역사회 변화성과를 측정하는 연구도 있다. 김태룡·안희정(2009), 



Ⅱ. 자원봉사 성과 관련 고찰  23     22     

자원봉사 목적별 적용 가능한 

자원봉사 성과지표 모듈개발 연구

우정자(2012)는 지역 사회적 자본을 성과로 보고, 각각 신뢰, 네트워크, 호혜성과 규범, 

신뢰, 사회적 연계망을 사회적 자본으로 개념화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류태건(2014)은 

호혜성이라는 지역사회 성과를 명명하여 도덕의식, 도움활동, 관용성, 공공정신을 측정하였다. 

곽서연·강순화(2014)는 사회적 자본으로 대인신뢰, 기관신뢰, 규범, 네트워크를 측정하고, 

조직시민행동으로 이타행동, 양심과 배려, 시민정신, 스포츠맨쉽을 측정하여 자원봉사 성과를 

제시하였다. 이종수(2018)는 동네효과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지역 행복도, 이웃관계 신뢰를 

성과로 제시하여 설명하고 있다. 

자원봉사 관련 기관과 지역사회 측면에서 살펴본 자원봉사 성과는 자원봉사를 운영하는 기관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이나 자원봉사자 관리방법, 외부 네트워크의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거나 확장되는 측면을 살펴보고 있다. 지역사회, 

즉 대다수의 시민에게 영향을 주는 자원봉사 성과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포괄적 의미를 

사용함으로써 신뢰, 네트워크, 규범, 호혜성, 관용, 이타행동, 지역 행복, 시민정신 등을 

연구자별로 개념정의를 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는 자원봉사 참여하는 동기, 자원봉사를 지속하는 이유, 자원봉사 만족 

등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자원봉사자가 활동에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원봉사 성과는 연구자의 연역적 사고에 

의해 자원봉사 성과라도 개념화하는 영역에 대해서 실증적인 검증의 과정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표	2]	자원봉사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측면	성과연구	현황

구분 연구자 성과	내용 대상	

기
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사)한국자원봉사문화
(2012)

비전/전략,	사업/프로그램.	조직/인력,	예산,	업무프로세스/
물적인프라,	네트워크

자원봉사	기관

정진경·최영훈·최유미
(2012)

재무,	학습과	성장,	내부	프로세스,	고객 자원봉사	기관

Susan(2003)
기획과	자원,	직원,	자원봉사	직무설계,	모집,	면접과	선발,	
오리엔테이션과	교육훈련,	자원봉사자와	직원관계,	지도감독,	
인정,	기록보관과	보고,	평가,	자원봉사자	참여

자원봉사	기관

기
관
및
지
역
사
회

이란희	외(2012)
조직(재무,	외부고객,	내부고객,	내부프로세스)
사회(학습과성장,	수혜자,	지역사회일반,	자원봉사를	통한	
변화)

자원봉사	관련	
기관,	일반성인

이명신(2018)
과정차원-	주도성,	혁신성,	협력성	
결과차원-사회변화,	확산성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성과지표)

자원봉사	관련	
기관,	일반성인

한국노인종합사회복지관
(2009)

수행기관의	변화
봉사자의	변화
사회자본	형성	
(Community	Impact	평가지표)

자원봉사	관련	
기관,	일반성인

HLF(Heritage	Lottery	
Fund)
(2011)	

자원봉사자	특성
개인에	대한	영향력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
(영국	자원봉사	프로젝트	사회적	영향력	측정	평가)

자원봉사	기관
일반성인

지
역
사
회

김태룡·안희정
(2009)

사회적자본(신뢰,	네트워크,	호혜성) 일반성인	

우정자(2012) 지역	사회자본(규범,	신뢰,	사회적	연계망) 청소년

류태건(2014) 호혜성(도덕의식,	도움활동,	관용성,	공공정신) 일반성인

곽서연·강순화
(2014)

사회적자본(대인신뢰,	기관신뢰,	규범,	네트워크),	
조직시민행동(이타행동,	양심과	배려,	시민정신,	스포츠맨쉽)

일반성인	

이종수(2018) 동네효과,	지역	행복지수,	이웃관계	신뢰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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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봉사자 심층인터뷰 연구조사 :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성과에 관한 인식을 중심으로 

1) 심층인터뷰 연구조사 개요 

 

본 연구는 자원봉사 당사자가 인식하는 자원봉사 성과에 대한 탐색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 자원봉사자 개인이 밝히는 자원봉사 

성과의 영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터뷰할 자원봉사자는 1년 이상의 자원봉사 경험이 있어 

활동에 대한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봉사자로 정하여,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등 자원봉사 관련 

기관에서 추천받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인터뷰 조사는 2019년 6월 13일~7월 5일까지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질적연구자 2명이 

자원봉사 성과와 관련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하여 2-3명씩 집단으로 2시간 내외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인터뷰 내용은 질적내용 분석을 활용하였고, 질적연구자 

2명의 분석내용을 공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자원봉사 성과에 대한 분석을 순환적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반구조화 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질문은 자원봉사자가 개인적 측면, 관계적 측면, 

사회적 측면의 인식, 관점 등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1. 자원봉사를 통해 개인적인 생활상의 변화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자원봉사를 통해 개인의 심리정서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3. 자원봉사를 통해 개인의 신체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4. 자원봉사를 통해 개인의 사회적 관계가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5. 자원봉사를 통해 개인이 사회를 보는 인식이나 관점에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6. 자원봉사를 통해 개인이 국가를 보는 인식이나 관점에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7. 자원봉사를 통해 개인이 사회적 이슈과 관련하여 직접 참여하는 등의 행동적인  

       변화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8. 자원봉사를 통해 개인의 삶에 대한 태도가 변화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9. 자원봉사를 시작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10. 자원봉사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1. 자원봉사를 통해서 만족하거나 보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2. 자원봉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층인터뷰 참가 대상자는 여자 13명, 남자 2명이고, 평균 나이는 44.9세이고, 자원봉사 

경험이 1년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다. 자원봉사 활동은 단체활동, 캠프활동, 교육멘토, 

아파트봉사단, 교육강사 등의 다양한 경험을 보였다. 

[표	3]	심층인터뷰	대상자	현황	

번호 대상	 소속 나이	 성별	 자원봉사활동

1 P00 OO자원봉사센터 45세 여 단체활동

2 K00 00구자원봉사센터 60세 여 켐프활동

3 Y00 00구자원봉사센터 55세 여 캠프활동

4 H00 00구자원봉사센터 53세 여 캠프활동

5 K00 00구자원봉사센터 52세 여 교육멘토

6 K100 00구자원봉사센터 46세 여 교육멘토

7 A00 00구자원봉사센터 55세 여 아파트봉사단

8 B00 00구자원봉사센터 40세 남	 캠프활동

9 I00 00구자원봉사센터 51세 여 교육강사

10 L00 00구자원봉사센터 48세 남 지역활동

11 J00 00시자원봉사센터 29세 여 기업활동

12 H100 00시자원봉사센터 23세 여 멘토활동

13 P100 00시자원봉사센터 21세 여 멘토활동

14 K100 00구자원봉사센터 47세 여 단체활동

15 K200 00구자원봉사센터 48세	 여 단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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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성과 인식에 관한 질적 분석내용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성과인식에 관한 인터뷰를 질적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뷰 

내용 중 의미단위는 총 179개를 제시하였고, 소범주 theme은 59개, 중범주 theme은 27개, 

대범주는 17개로 드러났다. 17개 대범주는 3개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영역은 자원봉사자 

개인의 인식 및 태도에 관한 변화성과이고, 두 번째 영역은 자원봉사자 관계적 변화성과이며, 

셋째 영역은 지역사회 변화가능성 성과로 구분하였다. 

(1) 자원봉사자 개인의 인식 및 태도에 관한 변화성과 

대범주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자원봉사활동 자체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자원봉사 만족’, ‘자원봉사 재참여 의지 향상’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성과로 

볼 수 있다.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의미에 동감하고 자원봉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둘째, 자원봉사 성과로 ‘삶의 만족도 향상’이라고 드러났다. 자원봉사자는 보람된 삶이라고 

여기고, 삶이 즐거워지며,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여겼다.                        

셋째, 자원봉사 성과는 자원봉사자의 인식에 대한 성과로 ‘자아효능감 향상’, ‘자아존중감 향상’, 

‘건강인지도 향상’을 들 수 있다. 자원봉사자는 스스로 잘하려는 의지가 강화되고, 스스로를 

존중하게 되며, 신체적 건강이 회복하였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넷째,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성과로 ‘긍정적 태도 형성’이라고 드러났다. 자원봉사자의 긍정적 

태도 변화 내용은 가치를 중시하는 태도,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삶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가 생겼다고 드러났다. 

다섯째,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측면이 나왔다. 자원봉사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내제적인 

역량이 강화되었거나, 자원봉사자가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평판이나 인식되는 정도가 외현화 

되었다고 나타났다. 개인적 역량강화는 본인 스스로가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고, 자기개발을 

하여 역량이 높아졌다고 여겼으며, 전문교육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 계속 

업그레이드된다고 여겼다. 또한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역량이 외현화되는 과정도 경험하였다. 

자원봉사자는 전문교육을 받기 위한 진학을 생각하기도 하였고, 기존 봉사활동과 다른 봉사활동 

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진로방향을 잡아 나아가기도 하였다. 또한 주변의 지인들이 

자원봉사자 당사자덕분에 지역사회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평판을 듣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자원봉사자는 개인의 인식이나 인지, 생활에 대한 태도 등이 변화하였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변화과정을 통해 개인이 생활을 대처하는 능력이 전문화되고, 다양화되며, 

다른 주변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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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봉사자 관계적 변화성과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 자원봉사자는 관계의 변화도 보이고 있다. 관계의 변화는 가족과의 

관계와 사회적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변화는 ‘가족의사소통 향상’, ‘가족관계 만족’으로 나누어서 드러났다.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가족간에 자원봉사자 당사자가 참여하는 활동 이야기를 

나누고, 관련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나타났다. 자원봉사자가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은 그러한 모습이 자랑스럽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가족간의 존중과 

배려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관계의 변화는 ‘대인관계 기술 향상’, ‘사회적지지 형성’, ‘이웃관계 

형성’으로 대범주화하였다. 이는 자원봉사자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나자신의 태도와 접근방법이 변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연대감을 

이루는 순환의 과정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대인관계 기술 향상’은 대인관계가 확장됨으로써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새로운 대인관계를 만들고, 이러한 관계가 즐거운 관계가 되며, 나아가 만족스러운 

관계로 성장변화되고 있다. 

‘사회적지지 형성’은 신뢰할 수 있는 대인관계가 만들어짐에 따라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겠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봉사자는 주변 지인들이니 지역주민들 사이에 

평판이 좋아지고,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이 자원봉사자는 

사회적 지지를 만들어가게 되었다고 여겼다. 

‘이웃관계 형성’은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다양한 자원과 능력을 주변 이웃들과 함께 주고받는 

호혜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인식이다. 자원봉사자는 평소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 더 많은 어려운 현실을 알고자 하였고, 자신의 능력이나 자원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드러났다. 

	[표			]	자원봉사자	개인의	인식	및	태도에	관한	변화성과

	

소범주Theme 중범주	theme 대범주

상대방의	변화에	봉사의	가치를	알게	됨
다른	사람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봉사활동을	하게	됨
주변	지인을	통해	봉사활동을	하게	됨

자원봉사	의미	동감 자원봉사	만족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싶음
시간인증이	필요해서	봉사활동을	하게	됨
좋은	행사를	지원하고자	봉사활동을	하게	됨

자원봉사를	계속하고자	함
자원봉사	재참여	

의지	향상

보람과	만족으로	봉사를	계속유지하게	됨
보람을	느낌	
뿌듯함이	생겨	정신적으로	건강해짐

보람된	삶이라고	여김

삶의	만족도	향상

삶의	즐거움을	찾게	됨
삶의	활기가	생김
마음이	편안하고	인상도	변화됨

삶이	즐거워짐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됨

더	잘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생김
현재	하는	일에	집중하게	됨

스스로	잘하려는	의지	강화 이웃관계형성	

이루어냈다는	자긍심이	높아짐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아짐

스스로를	존중하게	됨 자아존중감	향상

신체적	건강이	좋아짐 신체적	건강	회복 건강인지도	향상

가치를	중시하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됨 가치를	중시하는	태도

긍정적	태도	형성

건강을	챙기는	습관이	생김
경제적	절약습관이	생김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

다양함을	인정할	수	있는	태도가	생김
대인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려는	태도가	생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활태도가	생김
부드러운	대화태도가	생김
적극적인	생활태도가	생김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

성장하는	기회가	됨
자기개발을	통해	역량이	높아짐
전문교육	강사가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내용	업그레이드함
전문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개인적	역량강화

역량강화

전문교육을	받기	위해	진학을	함
전문교육을	받아	다양한	봉사활동	능력을	갖게	됨
진로와	같은	삶의	방향을	잡도록	해줌
주변에서	지역참여를	이끌어내는	사람이라고	여겨짐

개인	역량의	외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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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 변화가능성 성과

자원봉사를 통한 지역사회 변화는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실천형태에 

대한 경험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는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으로 ‘공동체 의식 향상’, ‘사회적 

책임감 형성’을 보였고, 지역사회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실천태도로서 ‘사회참여 태도 

형성’과 ‘지역사회자본 형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으로 우선 ‘공동체 의식 향상’은 자원봉사자는 기존에 자신 스스로가 

지역사회에 대하여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이 변하였다고 한다. 자원봉사자는 타인과 주변을 

인식하는 시선이 바뀜에 따라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자원봉사자는 자신이 받고 있는 것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던 것을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갖고 대하는 태도가 생겼으며, 다양한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났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서로 상호간에 나누고자하는 의지가 만들어졌다. 

‘사회적 책임감 형성’은 자원봉사자는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관심은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책임감있는 

태도를 갖게 되었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행동을 보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참여 태도 형성’은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는지를 객관적으로 봄으로써 형성되었다. 지역사회의 모습을 지역의 많은 사람이 

살기좋은 우리 동네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은 더욱 지역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실천적 태도로서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지역사회자본 형성’은 자원봉사자가 스스로의 참여와 동료, 지역 주민들과의 신뢰와 공감, 

연대의 힘으로써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는 사회문제를 

스스로의 참여활동으로서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자원봉사자에게 

상호간에 호혜적 활동으로 타인과도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쌓여서 지역사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상시적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 시민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진 자본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	자원봉사자	관계적	변화성과	

소범주Theme 중범주	theme 대범주

가족	간	이해와	소통이	많아짐
가족	간	의사소통이	활발해짐

가족간	이해의	기회 가족	의사소통	향상

가족관계가	화목해짐
가족간에	존경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됨
가족간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임

존중하는	가족관계 가족관계	만족

관련	정보를	폭넓게	알게	됨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만듦
새로운	대인관계를	만듦
즐거운	대인관계를	만듦

대인관계	확장 대인관계기술	향상

공동체의식을	느낄	수	있는	대인관계가	만들어짐
주변평판이	좋아짐
함께	성장하는	대인관계를	만듦

신뢰할	수	있는	대인관형	형성 사회적지지	형성

받은	고마움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게	됨 이웃관계를	만듦
이웃관계형성	

이웃에	대한	관심이	생김 이웃에	관심을	가짐

소범주Theme 중범주	theme 대범주

주변을	인식하는	시선이	변화됨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뀜

주변을	다르게	바라봄

공동체	의식	향상나라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생김
다양함을	인정할	수	있는	태도가	생김
받은	고마움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게	됨

공동체를	위하는	의식	강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됨
지역사회에	연대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듦

지역사회에	책임의식을	갖게	됨 사회적	책임감	형성

살기좋은	동네를	만드는	것에	참여함
마을만들기	등	
사회에	참여하게	됨

사회참여	태도	형성

지역사회	활동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싶음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게	됨
호혜적	활동으로	서로가	변화됨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김

지역사회자본	형성
좋은	활동이	연결되어	다른	사람에게도	확대됨 공감하는	연대의	힘이	생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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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영역별 성과지표 구성

Ⅲ장은 자원봉사자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자원봉사 성과에 관한 탐색적 영역에 부합하는 

지표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가 인식하는 성과나 

장기적으로 사회적인 영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지표내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자원봉사 성과는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개인적 측면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측면, 자원봉사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사업운영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자원봉사자 개인적 측면은 6개 하위영역으로 자원봉사 만족, 신체 및 정신 건강, 인지, 

심리정서, 관계, 사회참여로 나누었다. 자원봉사 만족은 참여자 개인의 욕구별 만족과 자원봉사 

자체에 대한 만족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에 

재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안하였다. 

신체 및 정신 건강영역은 자원봉사자가 건강에 대한 인지도를 측정하는 내용이다. 인지영역은 

자원봉사자 개인의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역량강화에 관련된 내용으로 개인의 내적인 인지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심리정서영역은 자원봉사자의 긍정적 태도, 삶의 만족도, 정서적/사회적 고립감을 

제시하였는데, 자원봉사자가 삶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대응에 대한 태도를 살펴볼 수 있다. 

관계영역은 자원봉사자의 대인관계 기술,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지지, 집합적 효능감, 

가족의사소통에 관한 내용을 구성하였다. 자원봉사자 개인이 외현을 확장하면서 거치는 과정을 

관계로 보고, 가족과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장해 나가는 가족의사소통 내용으로 살펴 

볼 수 있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확장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대인관계 기술이 

변화되는 내용을 측정할 수 있으며, 상호간의 지지를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내용과 집단으로 

형성되었을 때 인식되는 유용함과 효율적 이용이 가능한 인지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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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 영역은 자원봉사자 개인이 갖고 있는 공동체 의식, 사회적 안녕감, 사회적 책임감, 

사회참여태도를 살펴보고 있다. 자원봉사자 개인이 외부환경에 대한 준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인이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얼마나 긍정인 방향으로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지의 

이타성,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살펴볼 수 있다. 사회적 안녕감은 

타임을 인정하는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하며 공동체의 일부분이라고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감은 공동체의식 향상,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회적 책임,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소속된 단체의 중요성 인식, 협동의 중요성 인식,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이해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사회참여태도는 공식 및 비공식적 사회활동 등에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측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단 측면은 네트워크 영역을 제시하였다. 자원봉사자를 넘어 집단과 기관 중심의 내용으로 

살펴보는 내용이다. 개인별 연계활동이 아닌 집단과 기관간 네트워크 활동을 살펴보는 내용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가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요인별로 측정할 수 있는 

내용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사회 측면은 자원봉사자 개인간 연결망을 중장기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지역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으로 2가지의 지표내용을 제안하는데, 하나는 

개인간 집단의 내부적인 결속력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간 집단을 넘어 

지역사회 전반적인 공동체의식의 인식정도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웃유대(사회적 

관계형성)은 개인간 일상적 교류와 사회적 교류내용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다. 

마을만들기 참여도는 서울시 정책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마을사업과 같은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의 진행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즉, 마을 주민이 마을사업과 같은 

공동체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지역사회자본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자원을 얻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 동원할 수 있는 상호면식, 인식을 통한 직·간접적 인맥의 총합을 의미한다. 

즉,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6] 자원봉사 성과지표 영역별 구성

구분 영역 내용

1
자원봉사자
개인	측면

자원봉사	만족 1	자원봉사	만족도

신체	및	정신	건강 2	신체적	건강인지도

인지
3	자아존중감
4	자아효능감
5	역량강화

심리정서
6	긍정적	태도
7	삶의	만족도	
8	정서적/사회적	고립감

관계

9	대인관계	기술
10	의사소통	능력
11	사회적지지
12	집합적	효능감
13	가족의사소통
14	공감능력	

사회참여	

15	공동체의식
16	사회적	안녕감
17	사회적	책임감
18	사회참여태도
19	자기	성장	주장성	

2
집단	측면

네트워크
1	네트워크	체계적	요인
2	네트워크	효과성	인식

3
지역사회	측면

연결망

1	지역공동체의식	
2	공동체의식
3	이웃유대(사회적	관계형성)
4	마을만들기	참여도
5	지역사회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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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영역별 성과지표 활용 지침 

본 연구는 자원봉사 성과를 자원봉사자 개인적 측면, 집단 측면, 지역사회 측면의 변화성과를 

측정하고 하였으며, 성과지표 내용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선별과정을 거쳤다. 

우선, 1차적으로 기존에 출간된 사회복지 관련 척도집의 자료를 통해 척도자료를 수집하였다. 

나눔의 집에서 출간된 「사회복지척도집」,  지성계에서 출간된 「사회복지 활용 척도집」, 

공동모금회의 「알기쉽고 바로 활용하는 사회복지 성과측정 자료집」, 「공동모금회 배분사업 

성과측정을 위한 척도집」등에 수록된 기존 척도들을 검토하여 선별 한 후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척도들을 수집하였다. 

둘째, 1차적으로 검토하여 수집된 척도와 더불어 1995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회복지,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등 관련 박사학위나 전문학술지 등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셋째, 자원봉사영역에서 개발한 성과 및 영향력에 관련된 연구의 지표 및 척도를 수집하였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연구한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영향력 측정지표 개발 연구」, 

「민간풀뿌리단체의 사회적 영향력 측정지표 개발 및 적용」연구 등 성과지표와 관련 연구의 

내용에서도 수집하였다. 

넷째, 수집된 척도들은 실천현장의 전문가들이 활용하는데 용이하도록 척도명, 

척도소개(척도설명, 척도의 하위영역, 출처, 신뢰도 및 타당도 등), 측정방법, 해석방법, 

참고문헌, 척도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수집한 지표는 국내에서 개발된 척도를 우선적으로 수집하였고, 수정 및 

번안된 지표의 경우 국내에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여 한국형으로 검증된 척도들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성과지표는 사용지표에 대한 올바른 검증이 이루어진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올바른 척도를 검증할 때 제시되는 기준은 다양하나 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타당도와 일관된 측정능력을 의미하는 신뢰도가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타당도란 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의미한다. 

좋은 지표는 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벗어난 내용 또는 타 개념과 겹치거나 모호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척도가 타당도를 확보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내용타당도, 

기준관련타당도, 구성타당도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내용타당도는 특정 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주관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기준관련타당도는 해당 지표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무엇인가를 활용하여 검증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준관련타당도에는 

동시타당도, 예측타당도, 집단비교타당도 등이 속해 있다. 

신뢰도는 측정의 일관성을 의미한다. 지표가 동일한 현상에 대해 측정시점과 시기에 따라 매번 

다른 결과를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러한 측정도구를 신뢰하여 사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측정의 

일관성은 측정도구가 갖추어야할 중요한 요소이다. 측정도구가 신뢰도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은 크게 4가지가 있다. 검사-재검사기법(test-retest, 복수양식법(parallel-

forms), 반분법(split), 크론바하의 알파계수(Cronbach’s alpha, a)가 대표적이다. 

여기서 주로 사용되는 신뢰도 측정방법은 크론바하의 알파계수를 주로 사용한다. 이 방법은 

척도를 연구대상에게 1회 측정한 결과를 문항별로 나누어 문항 간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계산하여 문항 간의 일관성 여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즉 지표 내 문항들의 측정결과를 다른 

전체 문항들의 결과와 일일이 비교해 일관되게 나왔는지를 계산해내는 기법이다. 따라서 

크론바하의 신뢰도계수는 어떠한 문항이 다른 문항에 비해 일관성이 높은지 낮은지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리나 어떠한 문항을 제거할 경우 전체 척도문항의 일관성이 높아지는지 등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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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기법이다. 크론바하의 신뢰도 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좋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며, 탐색적 연구는 0.6점, 설명적 연구는 0.8점 이상 되는 

지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3. 자원봉사 성과지표 내용 : 개인 측면 

1) 자원봉사 만족

■  연구자

자원봉사자들의 심리적 욕구만족은 Ilardi, Leone, Kasser, and Ryan이 사용했던 Need 

satisfaction Scale(1993)사용, 자원봉사자 참여만족도는 Lee, Reisinger, Kim, and 

Yoon(2014)의 Volunteer Satisfaction Scale을 사용하였으며, 자원봉사자들의 재참여 의도는 

Bang, Lee and Swart(2014)의 Volunteers’ Intervention to Return Scale을  김대환, 박찬민, 

김하니(2019)에서 수정사용하였다. 

■  목적

자원봉사자가 활동에 참여한 후에 자원봉사자의 욕구 및 상황에 따른 만족정도와 자원봉사 

경험자체에 대한 만족과 재참여를 의사를 측정한다. 

■  소개

자원봉사 만족은 5개 하위영역으로 나뉘며, 자율성 욕구만족(3개문항, 1~3번), 유능성 

욕구만족(3개문항, 4~6번), 관계성 욕구만족(3개문항, 7~9번), 자원봉사 참여만족(8개문항, 

10~17번), 재참여 의도(3개문항, 18~20번)으로 구분된다. 

■  신뢰도

구성개념신뢰도 는 .81에서 .94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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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보상에 만족한다

18. 기회가 된다면 나는 향후 관련 자원봉사를 다시 할 것이다

19. 만약 관련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권한다면 기꺼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것이다

20. 나는 분명히 관련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계획이다

■  측정방법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며,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한다.

■  해석방법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  참고문헌

대환·박찬민·김하니(2019),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의 심리적욕구만족이 

자원봉사 재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 및 올림픽 관여도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24(1), 96-111.

■  지표내용

1. 나는 자원봉사 중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다

2. 나는 자원봉사 중 나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다

3. 자원봉사 중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4. 나는 자원봉사를 할 때 매우 유능하다고 느꼈다

5. 자 원봉사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6. 자원봉사를 하고 있을 때 종종 유능하다고 느꼈다

7. 봉사하는 동안 나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좋았다

8. 나는 자원봉사업무를 하는 사람들과 잘 지냈다

9.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상당히 친절하다

10. 나는 나의 자원봉사 활동에 만족한다

11. 나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기로 한 나의 결정에 만족한다

12. 나는 기대했던 것에 비해 나의 자원봉사활동에 만족한다

13. 나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나의 결정이 옳다고 믿는다

14. 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에 만족한다

15. 자원봉사 업무활동에 만족한다

16. 자원봉사 조직 내의 관계에 만족한다

전체	자원봉사자의	만족도	확인이	가능한	활용도가	높은	지표입니다.

정기적인	자원봉사자와	1회성	자원봉사자들에게	모두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조직	관계	만족도에	대한	비교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	조직	관계	관련	교육	

프로그램	구성도	가능합니다.	

[적용가능사업예]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자원봉사캠프활동가(상담가)	개인	활동	만족도	조사	

•1회성	자원봉사	프로그램	(테마봉사	등)	참여한	개인자원봉사자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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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인지도 

■  연구자

윤승민(2014), 장세진(1994)의 사회심리적 건강측정도구(Psychosocial Well-being 

Index)(이하 PWI)의 설문내용 중 신체적 건겅상태와 심리적 건강상태에 대한 설문문항과 

이지윤(2008)의 사회성발달을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성에 대한 설문문항을 수정하여 윤승민(2014)이 사용하였다. 

■  목적 

 건강인지도는 현재 자신의 신체적 건강, 정서적 건강, 사회적 건강상태를 어느 정도 판단하고 

의식하고 있느냐로 규명한다.  

■  소개

 건강인지도는 3개 하위영역으로 신체적 건강(9문항, 1~9번), 정서적 건강(9문항, 10~18번), 

사회적 건강상태(9문항, 19~27번)으로 구분된다. 

■  신뢰도

a값은 .833~.909로 높은 내적 신뢰도를 보인다. 

■  측정방법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면, 1=매우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한다. 

■  해석방법

부정적 문항들은 역채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  참고문헌

윤승민(2014), 중고등학생 스포츠 참여와 건강인지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지표내용

1. 나는 친한 친구가 없어 외롭다*

2. 나는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

3. 나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없다*

4. 나는 여러 유형의 사람과 친밀하게 지낸다

5. 사람들은 나와 쉽게 친해질 수 있다고 한다

6. 나는 친구들과 집단으로 행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7. 나는 사람이 적은 곳이나 구석에 앉는 것이 편하다*

8. 나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

9. 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도 어울린다

10. 불행감과 우울감을 느낀다*

11.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지고 있다*

12. 안전부절 못하거나 성질이 심술궂게 되어진다*

13. 다른 사람에 비해 뒤져있다고 생각한다*

14. 해야 할 모든 일들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

15.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

16.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한다*

17. 밤이면 심란해지거나 불안해진다*

18. 아무런 이유없이 겁이 나고 공포감을 느낀다*

19. 신체가 편안하며 건강하다고 느낀다

20. 신체의 에너지가 충만함을 느낀다

21. 정심이 많고 깨끗하다고 느낀다

22. 기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졌다고 느낀다*

23. 일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진다*

24. 매우 피곤하고 지쳐 있어 먹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느낀다*

25. 가슴이 조이거나 압박감을 느낀다*

26. 평상시 일을 할 때 의욕이나 흥미를 잃고 있다*

27. 개인적인 취미생활에 흥미가 떨어지고 있다*

(*은 역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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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아존중감 

■  연구자

Moris Rosenberg

MCP(Measures for Clinic Practice: A Sourcebook, vol. 1. 610-611.

■  목적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  소개

오랫동안 광범위한 집단에 사용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신뢰도

신뢰도는 평균 a값이 .92로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여줌.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5와 .88의 

상관관계를 보여줌으로써 탁월한 안정성을 보였다. 타당도에서도 적적한 수준의 동시타당도, 

예측타당도, 구성타당도를 가지고 있다. 

■  측정방법

리커트 4점 척도로 측정함. 1=매우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 

■  해석방법

로젠버그 자아존중감 척도는 모든 항목의 점수를 합하여 자아존중감을 평가할 수 있다. 

역문항(3, 5, 8, 9, 10번 문항)의 경우에는 역으로 채점하게 되며, 총점은 최저10점에서 초고 

40점까지의 범위를 갖게 된다. 본 척도는 높은 점수가 나올수록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참고문헌

오승환(2001), 저소득 결손가족 청소년의 적응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참여활동이	가능하고,	설문조사가	가능한	어르신의	봉사활동	효과를	살펴보는데	유용합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어르신과	참여하지	않은	어르신의	건강인지도	비교도	가능합니다.	

[적용가능사업예]

•시니어봉사단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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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지표내용

1.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2. 나는 내가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느낀다.

3.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

 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7. 나는 자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8.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9.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은 역점수)

4) 자아효능감

■   연구자 : 조강혜(2009)

Chen, Gully and Eden(2001)에 의해 개발되어 김명진(2003)의 연구에서 검증된 도구를 

조강혜(2009)가 수정하여 사용한 것이다.

■  목적

개인의 자아효능감을 측정하는 것이다.

■  소개

총 8문항으로 되어 있고, 어떤 행동이나 상황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 

■  측정방법

5점 리커트으로 측정하며,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 

매우 그렇다고 측정하였다. 

■  신뢰도

a값은 .869로 내적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해석방법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효능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조강혜, 2009, 조직원의 자아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 와의 관계에서 집단효능감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새롭게	시작하는	주요한	리더	봉사자의	활동에서	사전과	사후로	조사하면	유용할	것입니다.

[적용가능사업예]

•자원봉사단체리더	(간담회.	보수교육	등)

•청소년	동아리	리더	

•자원봉사캠프활동가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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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내용 

1.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세운 대부분의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나는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3. 일반적으로 나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얻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4. 내가 전력을 다하면, 무슨 일이든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5. 나는 어려운 상황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6. 나는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7. 나는 다른 사람보다 대부분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8. 힘든 상황에서도, 나는 무슨 일이든 잘 해낼 수 있다. 

5) 역량강화 

■   연구자 : 이윤화(2000)

 Korean,DeChillo & Friensen(1992)의 Family Empowerment Scale(FES), Hoyle(1987)의 

자기존중감, Rohe & Stegman(1999)의 통제감, Zimmerman & Zahniser(1991)의 정치적 

통제력 관련 문항을 이윤화(2000)가 수정했다.

■   목적

 역량강화는 무력함을 경험하는 사람, 집단, 지역사회의 잠재적 파워를 개발하는 일련의 과정의 

내용을 설명한다. 

■   소개

총 27개 문항으로 3개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3개 하위요인은 개인내적변화, 대인적 변화, 

사회정치적 변화요인이다. 

■   신뢰도

 a값은 .9306으로 내적 일관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개인내적 변화 a값은 .8292, 대인적 

변화 a값은 .8813, 사회정치적 변화 a값은 .8229로 각 하위요인별 내적 신뢰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측정방법

 리커트 4점 척도를 사용하고,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매우 

그렇다로 설정한다.

■   해석방법

점수가 높을수록 역량강화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원봉사자가	활동	참여	이후에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는데	유용할	것입니다.	

[적용가능사업예]

•자원봉사단체리더

•직원내부교육

•수요처관리자	보수교육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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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이윤화(2000), 지역사회복지관 이용자의 역량강화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지역사회복지학 8, 115-138.

■   지표내용

1. 희망을 갖게 됨

2. 자신감을 갖게 됨

3.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4. 잠재능력을 발견하게 됨

5. 스스로 해내려는 경향이 강해짐

6. 실수만회에 대한 자신감이 생김

7. 봉사참여는 당연한 것

8. 봉사가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만은 아님

9. 봉사 내용에 내 의견 우선 반영

10. 봉사 활동 결정시 내 의견 반영이 당연함

11. 필요한 자원의 소재를 알게 됨

12. 필요한 봉사활동 방법을 알게 됨

13. 봉사활동 목표와 운영방침을 알게 됨

14. 봉사활동 개선방안 의견을 갖게 됨

15. 문제 원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됨

16. 여러 가지 정보를 알게 됨

17. 어려운 일의 해결기술을 알게 됨

18. 상황에 따른 대처능력이 생김

19. 새로운 기술 배우려고 노력하게 됨

20. 주위사람에게 도움요청으로 발전함

21. 원하는 것을 기관에 요청하게 됨. 

22.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협력이 중요함

23. 지역문제 해결에 동참 필요

24. 이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25. 자원봉사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려고 함

26. 사회문제와 내 문제를 연관짓게 됨

27. 문제해결 위해 지역의원을 만날 수 있음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효과성을	살펴보는데	유용할	것입니다.	

자원봉사	참여활동시기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스스로	인식하는	정도를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적용가능사업예]

•시니어봉사단

•자원봉사캠프	활동가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기본교육	사후	평가서

•기업자원봉사활동	참여자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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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긍정적 태도 

■   연구자

현경자(2009), 남정훈(2010), 남정훈·강지훈(2010)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긍정적 인지와 

긍정적 정서에 대한 정도를 설명하는 내용의 척도를 윤정헌·이정학(2011)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   목적

긍정적 태도는 주변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진지와 긍정적 정서 정도를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   소개 

총 21문항이며,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사회적적응(6문항 / 1~6번), 긍정관점(5문항 / 

7~11번), 자기수용(4문항 / 12~15번), 사회수용(3문항 / 16~18번), 자기조절(3문항 / 19~21번)

■   신뢰도

 a값은 사회적응 .909, 긍정관점 .833, 자기수용 .740, 사회수용 .898, 자기조절 .749로 내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측정방법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며,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한다.

■   해석방법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태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   참고문헌

• 윤정헌·이정학(2011), 일과 생활의 조화, 긍정적 태도와 여가 및 관광활동  간의 영향관제, 

관광레저연구 23(4). 59-78.

• 현경자(2009), 역경 극복을 돕는 성인 한국인의 긍정적 탐색: 긍정적 태도 척도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23(2), 13-42.

• 남정훈(2010), 댄스스포츠 동호인들의 심리욕구, 인지-정서적 상태, 긍정적 태도와 

관계모형검증,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34(4), 67-81.

■   지표내용 

1.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살기가 힘들어진다고 느끼지 않음

2.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경우에 한 가지 이상의 해결책을 생각해 냄

3.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맞추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음

4. 사회가 점차 다양해지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음

5. 세상이 노력하며 사는 사람에게 좌절감을 준다고 느끼지 않음

6. 늘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이 흥미로움

7. 어려운 일에 처하면 다양한 각도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음

8. 어려운 일이 닥치면 좋고 나쁨을 생각해 긍정적인 면을 참음

9. 행복은 마음에 달렸음으로 마음을 다스려 긍정적인 생각을 함. 

10.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즐겁게 생활하려고 노력함.

11. 나는 매사에 긍정적임

12. 나름대로 의미있는 삶을 살고 있음

13.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고 생각하지 않음

14. 나는 성실하게 사는 내 자신에 만족함

15. 나름대로 상황에 맞게 열심히 살아가는 내 자신이 좋음

16. 비슷한 사람끼리 정을 나누고 사는 우리 사회가 좋음

17. 문제가 많은 한국을 떠나면 삶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음

18.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함. 

19. 힘들거나 답답한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함

20.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내 자신이 좋음

21. 속상한 일이 생겨도 자신을 잘 다스려 주위 사람들과 어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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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삶의 만족도 

■   연구자

Ed Diner, Robert A. Emmons, Randy J. Larsen, and Sharon Griffin(1985) 

(MCP(Measures for Clinic Practice: A Sourcebook, vol. 2. 652-653.)

■   목적

주관적인 삶에 대한 만족을 평가하는 조사이다. 

■   소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 삶의 만족에 대한 인지판단적 양상에 관련됨. 삶의 질에 

대한 개인 자신의 판단을 나타낸다. 

■   신뢰도

내적 일관성은 a값은 .87로 검사-재검사 신뢰도에서 .82의 상관관계를 갖는 매운 안정적이고 

높은 신뢰도를 보인다. 

■   측정방법

 리커트 7점으로 설정하고, 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동의하지 않음, 3=약간 동의하지 않음, 

4=동의하지도 동의하지 않는 것도 아님, 5=약간 동의함, 6=동의함, 7=매우동의함으로 

측정한다. 

■   해석방법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d Diner, Robert A. Emmons, Randy J. Larsen, and Sharon Griffin(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un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자원봉사센터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변화를	확인하는데	

유용할	것입니다.

[적용가능사업예]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자원봉사캠프	활동가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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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내용 

1. 내 삶은 대부분의 과정에서 나의 이상에 가까웠다.

2. 내 삶의 상황들은 매우 좋다.

3. 내 삶에 만족한다.

4. 지금까지 내가 삶에서 원했던 중요한 것들을 얻어왔다.

5. 내 삶을 다시 산다면, 거의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8) 정서적/사회적 고립감

■   연구자

Harry Vincenzi and Fran Grabosky, MCP(Measures for Clinic Practice: A Sourcebook, 

vol. 2, 281-283.

■   목적

사회 정서적인 면에서의 외로움 고립감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된 도구이다. 

■   소개

총 30문항으로 4개 하위요임을 가진다. 사회적 외로움(항목 1-8), 사회적 고립(항목 9-15), 

정서적 외로움(항목 16-23), 정서적 고립(24-30)을 구분하는 4개 요인을 갖고 있다. 

■   신뢰도

 하위척도의 a값이 .80에서 .86으로 좋은 내적 일관성을 지닌다. 전체점수에서 검사-재검사를 

거친 신뢰도는 0.80으로 나왔다.

■   측정방법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고,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가끔그렇다, 4= 자주 

그렇다, 5=항상 그렇다로 측정한다. 

■   해석방법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것이다. 

■   참고문헌

 Harry Vincenzi and Fran Grabosky(1987), Measuring the emotion / social aspects of 

loneliness and isolation,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 257-270.

자원봉사	활동	참여	이후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원봉사가	개인적	차원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성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적용가능사업예]

•자원봉사캠프	사업

•가족봉사단	사업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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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내용

1. 나는 가까운 친구가 없다

2. 내가 사람들과 어울릴 때 사람들은 나를 이용한다.

3. 나는 짝이 없다.(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4.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문제를 부담주는 것이 싫다. 

5. 나의 인생에는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6. 나는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하는 어떤 관계도 가지지 않는다. 

7. 나의 인생에는 나를 이해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8. 나의 인생에는 나와 관계 맺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9. 나는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낸다.

10. 나는 사회적인 집단이나 조직의 성원이 아니다.

11. 나는 오늘 아무하고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12. 나는 나의 주위의 사람들과 공통적으로 이야기 할 소재를 많이 가지지 않는다.

13.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14. 나는 사회적 모험을 하지 않는다. 

15. 사람들은 나를 재미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16. 나는 친한 친구를 갖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는다,

17. 나는 다른 사람들을 믿을까 두렵다.

18. 내가 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는다.(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19.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나의 문제를 공유할 때 짐스러움을 느낀다.

20. 나른 다른 사라에게 중요하거나 필요로 된다고 느끼지 않는다.

21. 나는 어느 누구와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22.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한다고 느끼지 않는다. 

23. 나는 다른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24.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25. 나는 사회집단이나 조직의 성원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26. 나는 오늘 누구와 접촉했던 것으로 좋게 느끼지 않는다.

27. 나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어떤 것을 가진다고 느끼지 않는다.

28. 나는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29. 나는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주변에서 당황할까봐 두렵다.

30. 나는 재미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는	노령층이나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수혜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졌을	때,	자원봉사	참여자와	자원봉사	수혜자의	변화를	확인하는데	유용한	내용입니다.	

[적용가능사업예]

•노-노케어	관련	사업	참여자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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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인관계 기술

■   번안자 : 박현선

 Schlein and Guerney의 대인관계변화 척도(relation change scale:RCS)를 전석균(1994)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척도 중에서 박현선 연구의 목적에 적절한 문항을 선별하여 

타당화하였다.

■   목적

대인관계기술 척도는 대인관계기술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   소개

본 척도는 총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신뢰도

대인관계기술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평균 a값이 사전조사 .70, 본조사 .77로 적절한 

수준의 내적 일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타당도에서도 내용타당도와 구성타당도를 가지고 있다. 

■   측정저방법

4점 리커드 척도를 사용하며, 1=전혀 그렇지 않다. 2=거의 그렇지 않다. 3=가끔그렇다, 

4=매우 그렇다로 측정한다. 

■   해석방법

대인관계기술 척도는 모든 항목의 점수를 합하여 총점을 구한다. 총점은 최저7점에서 최고 

29점까지의 범위를 갖게되며, 높은 점수가 나올수록 대인관계 기술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   참고문헌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석균(1994),  정신분열증 환자의 재활을 위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지표내용 

1. 나는 친구를 쉽게 사귄다.

2.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걸기 전에 먼저 말을 건다.

3. 나는 친구가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을 때 잘 들어준다.

4.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잘 해준다.

5. 다른 사람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싸우지 않고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6.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낼 때 덩달아 화를 내지 않고 참을 수 있다.

7.  친구와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간의	관계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내용입니다.	

[적용가능사업예]

•자원봉사리더	보수교육

•자원봉사캠프상담가

•수요처	신규	관리자	교육

•자원봉사교육봉사단	양성교육

Tip



Ⅲ. 자원봉사 성과지표 모듈  65     64     

자원봉사 목적별 적용 가능한 

자원봉사 성과지표 모듈개발 연구

10) 의사소통능력

■   연구자

허경호의(2003)의 GICC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를 정영수(2013)가 재인용하여 

사용하였다. 

■   목적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잘 하는가를 

측정한다. 

■   소개

총 17문항이며, 5개 하위개념으로 구성된다. 

언어소통(10문항/1~10번), 비언어적소통(2문항/11~12번), 자기표현(2문항/13~14번), 

청취력(2문항/15 ~16번), 언어표현력(1문항/17번)으로 구성된다.  

■   신뢰도 : a값이 .950으로 내적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측정방법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며,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약간그렇다, 4=대체로 

그렇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다. 

■   해석방법 : 점수가 높으면 의사소통 능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   참고문헌 

• 정영수(2013), 간호사의 의사소통, 직무만족, 조직몰입 관계연구 : 경북 S병원을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경호(2003),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 능력척도 개발 및 타당성 검증, 한국언록학회지, 47(6). 

115-124.

■   지표내용

1. 나는 친구들이 내가 진실로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2.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수 있다. 

3. 나는 여러 상황에서 편하게 느낀다.

4.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한다.

5. 나는 내 의견을 주장한다.

6. 나는 대화할 대 상대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다.

7. 나는 어떤 주제를 다룰지 협의함으로써 내가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

 8. 나는 내 자신을 말로서 잘 표현한다.

 9. 나는 내 자신을 비언어적으로 잘 표현한다.

10. 사람들은 내가 따뜻하다고 한다.

11. 친구들은 내가 자시들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

12. 나는 대화를 효율적으로 한다.

13. 나는 높임말과 반말 등을 상대에 맞게 적절히 구사한다. 

14. 나는 논리 정연하게 말한다.

15. 나는 대화도중 상대의 대화 목적을 쉽게 알아차린다.

16.  나는 대화할 때 내가 상대의 말을 잘 알아듣고 있음을 말이나 고개짓으로 알린다.

17. 나는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간의	관계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내용입니다.	

[적용가능사업예]

•자원봉사리더	보수교육

•자원봉사캠프상담가

•수요처	신규	관리자	교육

•자원봉사교육봉사단	양성교육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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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적 지지

■   개발자 : 김인숙

■   목적

개인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   소개

박지원(1985)이 신뢰도와 타당도의 검증을 통해 개발한 척도 내에서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 

척도’를 기준으로 재구성하여 타당화 한 것이다. 원래 박지원의 척도는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지지 등의 4가지 하위영역,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김인숙 연구의 사전조사 결과가 

4개의 지지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평가적 지지에 해당하는 

문항과 다른 문항들과의 상관관계가 지나치게 낮은 문항을 제외하고 나마지 16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   신뢰도

신뢰도를 살펴보면 평균 a값이 사전조사 .9867, 본조사 .9767의 매우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타당도에서도 기준관련 타당도와 구성타당도를 가지고 있다.

■   측정방법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면, 1=거의 그렇지 않다고 느낀다, 2=약간그렇다고 느낀다, 3=보통 

그렇다고 느낀다, 4=많이 그렇다고 느낀다, 5=아주 많이 그렇다고 느낀다로 측정한다.

■   해석방법

사회적지지 척도는 각 문항 당 6개의 지지출처가 있으며, 각 지지출처마다 지지에 대한 지각 

점수를 1에서 5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평가한다. 따라서 한 문항에서 최저 6점에서 30점까지의 

범위를 갖게 되며, 16문항 총점의 범위는 최저96점에서 최고 480점까지이다. 높은 점수가 

나올수록 사회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의미한다. 

■   지표내용

1. 그들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2. 그들은 내가 필요로 하면 아무리 큰돈이라고 마련해준다.

3. 그들은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4. 그들은 배울 점이 많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다.

5. 그들은 자신이 직접 도움을 줄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나를 돕는다.

6. 그들은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7. 그들은 내가 잘했을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8.  그들은 무슨 일이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를 돕는다.

9.  그들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준다.

10. 그들은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준다.

11. 그들은 내가 결단을 못 내리고 망설일 때 결단을 내리게 자극, 용기를 준다.

12. 그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충고해준다.

13. 그들은 내게 생긴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데도 도움 되는 정보를 제공해준다.

14. 그들은 내가 몸져누워 있을 때 일을 대신해준다.

15. 그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조언해준다.

16. 그들은 내가 기분 언짢아 할 때 내 감정을 이해하고 기분을 전환시켜주려고 노력한다. 

자원봉사자들간의	관계	정도가	깊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표내용에서	‘그들’은	 ‘사회적지지’가	생성되었다고	기대하는	집단이나	상황에	함께하는	관련된	

이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원봉사	사업의	특성과	상황에	맞추어	함께	교류하는	집단이나	모임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적용가능사업예]

•자원봉사캠프활동가들간의	평가회

•자원봉사리더	워크샵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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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집합적 효능감

■   연구자

Robert(1997)가 개발한 도구를 월드비전(2009이 번안하여 수정보완하였다. 

■   목적

동네주민들이 이웃의 문제행동과 상황에 관심과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   소개

총 12문항으로 2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 비공식적 사회통제(5문항 / 1~5번), 사회적 애착과 

신뢰(7문항 / 6~12번)로 구성된다. 

적용대상은 지역주민으로 지표문항에서 나온 아동청소년 문제대상은 현장상황에 맞게 

변경가능하다.

■   신뢰도 : a값이 .841~.930으로 내적일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   측정방법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며,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그렇다 

로 측정한다.

■   해석방법 : 점수가 높을수록 집합적 효능감이 높다고 해석한다.

■   참고문헌

월드비전(2009), 아동 삶의 질 향상조사연구보고서(외부용).

Robert, J. S.(1997), Neighborhood and violent crime :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 918-924.

■   지표내용

1.  아동·청소년이 학교에 가지 않고 길거리를 배회한다면 우리 이웃 사람들은 무엇인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

2.  아동·청소년이 동네 건물에 함부로 낙서를 한다면 우리 이웃사람들이 나서서 무엇인가 

초지를 취할 것이다.

3.  아동·청소년이 어른들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면 우리의 이웃들이 조치를 취할 것이다.

4.  우리 이웃에서 아동·청소년들끼리 싸움이 벌어진다면 이웃사람들이 나서서 무엇인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 

5.  이웃에서 치안과 관련된 문제가 생긴다면, 이웃사람들이 나서서 무엇인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 

6. 우리 이웃 사람들은 아동·청소년을 보살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7. 우리 이웃 사람들은 아동·청소년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8. 이웃 사람들의 활동들이 아동·청소년들로부터 믿음을 얻고 있다.

9.  우리 이웃 사람들은 아동·청소년들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리기를 바란다.

10. 우리 이웃 사람들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단체를 만들고 활동하고 있다.

11. 우리 이웃 사람들은 서로 믿을 수 있다.

12. 아동·청소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웃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자원봉사를	통해	다양한	모임과	단체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임이나	단체가	함께	활동함으로써	

어떠한	잠재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주제나	이슈를	해결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상황에서	그	집단이나	모임에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가능사업예]

•마을봉사단	리더교육

•청소년	자원봉사	리더	대상	교육

•직능단체	대상	교육

•자원봉사캠프활동가	보수교육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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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족의사소통 척도 

■   연구자

김영식 등(2012)이 Olson(2008)이 개발한 FACES IV의 가족의사소통(FCS)의 한국형 척도를 

제시하였다.

■   목적

한 가족 단위의 구성원들 사이에 정보, 생각, 사상, 감정 등을 알리는 행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이다. 

■   소개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신뢰도 : a값은 .92~.93으로 내적 신뢰도가 높다. 

■   측정방법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며,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로 측정한다.

■   해석방법

모든 문항 점수를 합한 총점으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효과적인 가족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   참고문헌

김영식·김병수·박훈기·옥선화·차동혁(2012), FACES IV의 가족의사소통 척도(FCS)의 

한국어판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1), 241-258.

Olson,  D. H.(2008), FACES IV manual, Retrieved form hppp;//www.faces.com

■   지표내용

1. 우리 가족은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만족한다.

2. 우리 가족은 서로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3. 우리 가족은 서로 애정을 표현한다. 

4. 우리 가족은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우리 가족은 문제가 있을 때 침착하게 함께 의논할 수 있다. 

6. 우리 가족은 생각이나 신념을 서로 의논할 수 있다.

7.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솔직한 대답을 들을 수 있다.

8. 우리 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9. 화가 났을 때,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일이 거의 없다.

10. 우리 가족은 서로 솔직하게 감정표현을 한다. 

가족봉사단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의	변화를	확인하는데	유용합니다.	

가족봉사단의	부모와	자녀를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도	유용할	것입니다.

[적용가능사업예]

•가복봉사단	사업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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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감능력

■    연구자 : 허순향(2018)

공감능력 지표는 Davis(1983)이 개발한 대인간 반응성 지수를 Kang(2009)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어판 IRI를 사용하고, 대인관계능력지표는 Buhrmester, Furman, Wittenberg, 

Reis(1988)이 개발한 것을 한나리와 이동귀(2010)가 한국어판으로 번역 사용한 것으로 

적용하였으며, 의사소통능력지표로는 Navran(1967)이 부부 의사소통 검사를 하기 위해 개발한 

PCI를 모의회와 김재환(2002)이 번역한 지표를 수정한 박영선(2009)의 지표를 사용하였다. 

■   목적

인지적/정서적/행동적으로 다차원적인 공감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   소개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3개 하위영역으로 나뉜다. 3개 하위영역은 인지적 영역(12개 

문항, 1~12번), 정서적 영역(12개 문항, 13~24번), 행동적 영역(12개 문항, 25~36번)으로 

구성되어 었다.  

■   신뢰도 : a값은 .77~.90으로 내적 신뢰도는 높게 나타났다. 

■   측정방법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며,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한다.

■   해석방법 :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   참고문헌

허순향(2018), 공감능력 척도 및 프로그램 개발, 대전대학교 박사논문. 

■   지표내용

1.  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내가 그들의 처지였다면 어떠할지를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 

2.  내가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나는 대게 잠시 동안이라도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3.  나는 해로운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친한 친구에게(그것이 정당화되더라도) 내 감정을 폭발하지 

않는 것을 잘한다. 

4.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나의 결정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려고 

노력한다. 

5.  나는 친한 친구와 싸울 때 화가 난 감정을 참을 수 있는 것을 잘한다.

6.  나는 친구에게 화가 났을 때,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녀)가 타당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잘한다.

7. 나는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편이다.

8. 나는 급박한 상황에서 걱정스러워하며 어쩔줄 몰라 한다.

9. 나는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응급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면 어쩔 줄 몰라 한다. 

10. 나는 때때로 매우 감정적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든다.

11. 나는 긴장되는 상황이 두렵다.

12. 때때로 나는 곤경에 처한 타인을 보고도 많이 측은해하지 않는다.

13.  나는 데이트 상태나 지인이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것을 하도록 요청했을 때 ‘No’라고 

말하는 것을 잘한다.

14. 나는 친구의 합리적이지 않은 요청을 거절하는 것을 잘한다. 

15. 나는 친구에게 그(녀)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다고 말하는 것을 잘한다.

16. 나는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친구에게 맞서는 것을 잘한다.

17.  나는 친구가 내가 원하지 않는 운동을 같이 하자고 할 때, 친구에게 분명하게 거절을 할 수 

있다.

18. 나는 친구가 나를 무시하거나 배려하지 않을 때 나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잘한다.

19. 나는 좋은 영화를 볼 때, 아주 쉽게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 생각할 수 있다.

20. 때따로 나는 곤경에 처한 타인을 보고도 측은해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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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나는 흥미로운 이야기나 소설을 읽으면서, 이야기속의 사건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어떨지 

상상한다.

22. 나는 연극이나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마치 극중에 나오는 한 인물이 된 듯한 느낌이 든다.

23. 나는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흔히 동정심을 가진다.

24. 나는 흔히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될 일에 대해서도 쉽게 감동을 받는다. 

25. 나와 친구들은 서로의 개인적인 일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한다.

26. 나는 친구들과 아주 터놓고 이야기를 잘한다.

27. 나는 친구들과 나의 감정에 대하여 종종 대화를 통해 감정을 나눈다.

28. 나는 그 날 있었던 유쾌한 일에 대하여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주 이야기한다.

29. 친구들은 나에게 말하기 힘든 이성 문제에 대하여도 종종 이야기한다.

30.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듣는 편이다.

31.  나는 새로운 사람에게 함께 모이거나 무엇인가를 같이 하자고 요구하거나 제안하는 것을 

잘한다. 

32. 나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모임에 가는 것을 잘한다. 

33.  나는 사람들을 처음 알게 될 때, 함께 하면 흥미롭고 유쾌한 사람이라는 걸 알리는 것을 

잘한다.

34. 나는 내가 알고 싶은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이끌어 가는 것을 잘한다.

35.  나는 흥미를 느끼거나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사람과 함께 할 것을 찾거나 

제안하는 것을 잘한다. 

36. 나는 알고 싶은 사람(혹은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에게 스스로를 소개하는 것을 잘 한다. 

15) 공동체 의식

■   연구자 : 김동배·조학개(1997)

■   목적

공동체의식은 이타성,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살펴보는 것이다. 

■   소개 :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신뢰도 :

■   측정방법

5점 리커드 척도를 사용하고,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그렇다고 측정한다. 부정적인 방향의 문항(*)은 역코딩 후 계산한다. 

■   해석방법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지표내용 

 1.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보다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히 하는 것이 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

 2. 일반적으로 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데에 적극적이다.

 3. 이재민이 도움을 요청한다면, 나는 생활이 불편하더라도 당분간 그들과 함께 살겠다.

 4.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보다는 자신의 노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5.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용의가 있다. 

 6. 남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기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7. 내가 손해를 입더라도 다른 사람이 행복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8. 나는 사실 내심으로는 남을 돕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자원봉사	단체를	새롭게	구성하거나	자조모임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	및	시범사업과정에서	

참여구성원들간의	관계가	변화되는	모습을	확인하는데	유용합니다.	

[적용가능사업예]

•자원봉사캠프사업	

•지역사회내	다양한	단체의	연합활동	사업	

•자원봉사단체사업	

Tip



Ⅲ. 자원봉사 성과지표 모듈  77     76     

자원봉사 목적별 적용 가능한 

자원봉사 성과지표 모듈개발 연구

 9.  버스나 지하철에서 내 앞의 노약자가 서 있다면, 나는 몸이 피곤하여도 자리를 양보할 

것이다.

10. 내가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은 어쩔 수 없다*

11. 청소시간에 선생님과 친구들이 잘 보지 않는 곳은 대충 해버린다*

12.  나는 학교에서 불우이웃 돕기나 환경정리와 같은 특별한 일이나 행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3.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사회문제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14. 내가 맡은 일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나는 최선을 다한다.

15. 청소년들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사회문제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16.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소속된 단체를 위해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17.  기아에 처한 소말리아 상황이 아무리 비참하다고 하더라도, 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제에 우리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18. 우리 집 주위에 장애인 시설이 생긴다해도 반대할 생각은 없다

19.  불우아동, 노인,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20.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펴야 할 사회적 책임은 나에게 없다*

(*은 역점수)

16) 사회적 안녕감

■   번안자 : 김은아

■   목적

 타인을 인정하는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며 공동체의 일부분이라고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   소개

이 척도는 총 12개 문항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일관성 (3문항/1~3번), 사회적 

통합(3문항/4~6번), 사회적 기여(3문항/7~9번), 사회적 실현(3문항/ 10~12번)으로 구성된다. 

Keyes(1988)가 개발한 척도를 현대사회에 맞게 재구성한 Shapiro & Keyes(2008)의 척도를 

김은아(2016)가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이다. 

■   신뢰도

신뢰도는 a값이 07.9 ~ .868로 내적 신뢰도가 높게 나왔다. 

■   측정방법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고,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그렇다 로 측정한다. *역문항은 1, 2, 4, 8, 9, 11, 12번으로 점수를 바꾸어 계산한다. 

■   해석방법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안녕감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자원보사	활동	중	지역사회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나,	이웃과의	관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활동에서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는데	유용한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자	개인이	지역사회를	대하는	인식과	태도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적용가능사업예]

•신규자원봉사	교육

•기업봉사단	

•직능단체	대상	교육

•마을봉사단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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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내용 

 1. 세상은 나에게 너무나 복잡하다.*

 2.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3. 나는 미래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예측할 수 있다.

 4. 나는 공동체에 속한 것 같지 않다.*

 5. 나는 나의 공동체에 다른 사람들과 가깝다고 느꼈다. 

 6. 나는 공동체를 통해 안식을 얻는다.

 7. 나는 이 세상에 내놓을 뭔가 가치 있는 걸 가지고 있다.

 8. 내 일상 활동은 나의 공동체에 있어 어떠한 가치 있는 것도 제공하지 못한다.*

 9. 나는 사회에 중요한 어떤 것도 기여할 수 없다.*

10. 세상은 모두에게 점점 더 나은 장소가 되고 있다.

11. 사회는 발전해 나가는 것을 멈췄다.*

12. 사회는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은 역점수)

17) 사회적 책임성 

■   연구자 : 심정수·문재우(2014)

조경신(2009) 사회적 책임성 척도 7개 문항 중 심정수·문재우(2014)가 수정보완하여 

재인용하였다.

■   목적

사회적 책임성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관심의 의식 정도를 보는 것이다.

■   소개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체의식,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회적 책임,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소속된 단체의 중요성 인식, 협동의 중요성 인식,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이해 

중심에 관련 내용이다. 

■   신뢰도

a값은 .941로 내적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   측정방법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고, 1=전혀 아니다, 2=아니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한다. 

■   해석방법 :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책임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   참고문헌

심정수·문재우(2014), 청소년의 자원봉사 기간이 사회적 책임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3, 225-247.

자원봉사를	통해	자원봉사자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나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태도와	인식을	

살펴보는데	유용한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나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활동하는	사업의	내용에	활용하기에	

유용합니다.	

[적용가능사업예]

•마을봉사단

•시니어봉사단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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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내용

1. 나는 봉사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이 향상되었다.

2. 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보살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3. 나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4.  나는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내가 소속된 단체를 위해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5. 나는 봉사활동을 통해 협동의 중요성을 배웠다.

6. 나는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증진되었다.

18) 사회참여태도 

■ 번안자 : 여미옥(2010)

Mangen & Peterson(1982)이 개발한 사회참여 태도 및 만족도 척도 중에서 권중돈· 

손의성(2010)이 11개 항목을 추출하였으나, 여미옥(2013)이 다시 재구성하였다. 

■   목적

공식 및 비공식적 사회활동 등에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   소개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신뢰도

a값이 .861으로 내적 신뢰도가 높게 나왔다. 

■   측정방법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며,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한다.

■   해석방법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참여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자원봉사가	지역사회	전체에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자원봉사자	개인의	의지와	

실천	측면을	살펴보는데	유용한	내용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자원봉사가	개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돕는	

내용입니다.	

[적용가능사업예]

•기업봉사단

•자원봉사단체

•마을봉사단

•자원봉사캠프	활동가

•자원봉사캠프	봉사활동	수혜자

•청소년자원봉사활동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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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내용

1. 집에 있는 것보다 나가 활동하는 것이 더 즐겁다

2. 사회활동을 하지 않으면 시간낭비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3. 사회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은 남은 인생에 도움을 준다.

4. 사회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알 수 있다. 

5. 사회활동을 하면 인생이 무료하지 않다.

6. 사회활동은 내 인생의 활력소가 되어 삶의 의욕을 준다. 

19) 자기 성장 주장성 

■   연구자 : 손단비(2016)

Rathus(1973)에 의해 개발된 척도를 공지은(2002)이 5단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손단비(2016)에 의해서 4단계로 재수정하여 사용하였다.

■   목적

자신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주체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   소개

총 16개 문항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 하위영역은 변화를 위한 준비(4개 문항, 

1~4번), 계획능력(5개 문항, 5~9번), 자원활용(2개 문항, 10~11번), 의도적 행동(4개 문항, 

12~16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신뢰도

a값은 .79~.87까지로 내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측정방법

 5점 리커트 척도도 측정되며,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한다.

■   해석방법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   참고문헌 

손단비(2016), 한국판 자기성장 주도성 척도Ⅱ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자원봉사자가	스스로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찾아서	참여한는	적극적	태도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원봉사	사업이	개인이	사회를	대하는	태도가	변화하였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적용가능사업예]

•시니어/영시니어	봉사단	활동	

•자원봉사단체	활용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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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내용

1. 나는 자신의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 준비가 된 때(혹은 된 때가 언제인지)를 말할 수 있다.

2. 나는 자신의 무엇이 바뀔 필요가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

3. 나는 언제 나에게 구체적 변화가 필요한지 안다.

4. 나는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변화할 시기를 한다.

5. 나는 나 자신의 변화시키기 원하는 것을 위해 현실적 목표를 세운다.

6. 나는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현실적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안다.

7. 나는 변화시키려 할 때, 나는 나의 개인적 성장을 위한 현실적 계획을 세운다.

8. 나는 자신의 변화를 만들기 위한 현실적 목표를 세울 줄 안다. 

9. 나는 자신의 의지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절차들을 안다.

10.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 할 때, 나는 도움을 요청한다.

11. 나는 성장하기를 시도할 때 자원들을 이용한다.

12. 나는 변화시키고자 노력할 때, 나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찾는다.

13. 나는 성장을 위해서라면 기회가 올 때 모든 기회를 받아들인다.

14. 나는 나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다(혹은 활동한다).

15. 나는 개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16. 나는 개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기회들을 모색한다. 

4. 자원봉사 성좌지표 모듈 : 집단 측면 

1) 네트워크 체계적 요인 

■   연구자 : 우수명(2005)

Cross & Parker(2001)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혜원·우수명(2005)이 보완한 척도를 우수명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이다. 

■   목적

조직 내, 타 조직과의 관계, 네트워크를 둘러싼 외적 조건과 환경 등 체계적 관점에서 

네트워크의 활동 정도를 평가한다. 

■   소개

총 18문항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조직내 요인(7문항), 타 조직과의 관계요인(6문항), 

네트워크를 둘러싼 외적 조건과 환경에 대한 인식 요인(5문항)으로 구성된다. 

■   신뢰도

a값이 조직내 차원 .834, 타조직과의 관계차원 .741, 네트워크 외적 조건 .732, .896로 내적 

신뢰도가 높게 나왔고, 타당도에서도 내용타당도가 적합하다. 

■   측정방법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고, 1=매우아니다, 2=아니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를 

사용한다.

■   해석방법 : 점수가 높을수록 기관의 네트워크 활동 수준이 높다고 해석한다.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하는데	수동적인	자세와	태도에서	적극적이고,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는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면서	본인의	준비,	계획,	자원활용,	의도적	행동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적용가능사업예]

•자원봉사단체	활동	

•자원봉사캠프	활동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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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내용

1) 조직 내차원

 1. 조직 내에서 연계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2. 연계활동에 대한 조직 내의 지원과 도움이 있다.

 3. 대표/기관장은 연계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4. 연계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이 배정되어 있다.

 5. 연계활동에 대한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6. 대표/기관장은 연계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7. 대표/기관장은 직원의 연계활동 참여를 독려한다.

2) 타 조직 연계 차원

 1. 타 조직과의 신뢰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지역복지를 위한 공통의 관심사나 노력이 있다.

 3. 연계횔동을 주도하는 인물/조직이 있다.

 4. 조직 사이의 가치 및 이념의 차이가 커 조율이 어렵다.

 5. 연계활동 시 의견 조정이 용이하고 양보적인 분위기이다.

 6. 조직 간 중복되는 프로그램이나 대상자들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3) 네트워크 외적 조건

 1. 연계횔동을 위한 모두 모이는 교육훈련 체계가 부족하다.

 2. 적절한 연계사업(내용)이 부족하다.

 3. 타 조직 연계사업에 대한 정부예산지원이 미흡하다.

 4. 실적위주의 평가제도로 타 조직 연계사업의 진행이 어렵다.

 5. 이유 중심의 사업으로 연계활동의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기관	및	집단	간의	네트워크	활동에	대하여	기관	및	집단	내에서	생각하는	정도,	외부	집단과의	

네트워크	활동이	이루어지는	정도,	네트워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개인	자원봉사자들보다는	자원봉사	관련	기관	및	단체간의	활동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적용가능사업예]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	

•직원	역량강화교육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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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트워크 효과성 인식 척도

■   연구자 : 이우영(2013)

    유혜자(2002), 김영숙(2005)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이우영(2013)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   목적

조사대상자가 기관의 네트워크 활동의 효과성에 대해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   소개 :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신뢰 : a값은 .85로 내적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   측정방법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며,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한다.

■   해석방법

점수가 높을수록 네트워크 활동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   참고문헌 

• 김영숙(2005), 지역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담당업무별 네트워크 형태와 강화방안 : 

 재가복지 및 아동청소년복지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혜자(2002), 지역복지 전달체계 구축 방안연구 :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우영 (2013),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네트워크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지표내용

1. 조직 간의 네트워크는 업무처리 및 사업수행에 도움이 된다.

2. 조직 간의 네트워크는 자신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강화에 도움이 된다

3. 조직 간의 네트워크는 귀 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확보에 도움이 된다.

4. 조직 간의 네트워크는 귀 기관의 설립목적 및 운영에 도움이 된다.

5. 조직 간의 네트워크는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

6. 조직 간의 네트워크는 이용자 서비스 중복 및 누락 방지에 도움이 된다

7.  조직 간의 네트워크는 기관들 간의 협력 및 결속력에 도움이  된다.

8. 조직 간의 네트워크는 기관들간의 신뢰 향상에 도움이 된다.

9.  조직 간의 네트워크는 기관들의 지역사회 영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10.  조직 간의 네트워크는 지역사회 자본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된다.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어떠한	영향과	성과를	이루어	내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트워크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세부적으로	나열되어	있으므로,	각	내용을	성과로	생각하여	

네트워크	활동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적용가능사업예]

•자원봉사캠프

•동주민센터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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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원봉사 성좌지표 모듈 : 지역사회 측면 

1) 지역공동체의식

■   연구자 : Tartaglia(2006)가 개발하였으며, 김은아(2016)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   목적

지역공동체의식은 같은 지역성을 토대로 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함께 공유하는 집단 속에서 

구성원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장소애착, 욕구충족, 상호영향, 유대감, 

연대감 등의 의미를 측정한다. 

■   소개

총 15문항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하며, 장소애착(6문항 / 1~6번), 욕구충족 및 

상호영향의식(3문항 / 7~9번), 사회적 유대(6문항 / 10~15번)로 구성되어 있다. 

■   신뢰도

a값은 장소애착 .900, 욕구충족 및 상호영향의식 .844, 협력적 참여 .868으로 내적 일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   측정방법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며,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한다. 역문항(*)은 10, 14번으로 문항값을 역으로 바꾸어 계산한다.

■   해석방법 :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   참고문헌

김은아 (2016), 마을만들기 참여가 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지역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Tartajglia, S.(2006), A preliminary study of a new model of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4(1), 25-36.

■   지표내용

1.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좋아한다. 

2. 이곳은 좋은 마을이다.

3. 내가 여행할 때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자랑스럽게 말한다.

4. 나는 여기에 속한다고 느낀다.

5.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좋아한다.

6. 나는 여기에서 안전하다고 느낀다.

7. 이 마을은 나에게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8. 여기 사람들이 조직화되면 그들은 그들의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9.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이 마을은 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

10. 나는 나의 이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11. 이 마을의 사람들은 공손하고 예의바르다.

12. 이 마을의 많은 사람들은 만약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줄 수 있다. 

13. 이 마을에는 내가 보통 존중하는 풍습과 전통이 있다.

14. 이 마을에서는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기 어렵다.*

15. 나는 이 마을로부터 이사를 하고 싶다. 

지역사회라는	공간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장기적으로	자원봉사자가	지역에	대한	유대와	

상호간의	신뢰를	쌓아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에	대한	장소애착,	욕구충족	및	상호영향,	사회적	유대가	생성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용가능사업예]

•마을봉사단			 •지역거주	자원봉사단체	 	 •직능단체	회원중심의	단체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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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체 의식 

■ 연구자

김명준·김은식(2006), 양덕순·강영순(2008), 엄대영 등(2010), 강애양(2011), 

최춘삼·김범식(2011)의 연구를 토대로 강순화(2015)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 목적

집단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소속감, 구성원들이 집단의 영향을 

받으면서 또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느낌, 구성원들의 욕구가 헌신적 노력으로 

충족된다는 믿음을 측정한다. 

■ 소개

총 16문항의 4개 하위 개념으로 구성된다. 

- 충족감(5문항) :  구성원들의 욕구가 함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모자람이 없이 충분히 

충족된다는 공유된 믿음(1~5번)

- 연대감(4문항) :  구성원들이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함께 한다는 

느낌(6~9번)

- 소속감(4문항) : 구성원들이 느끼는 소속된 마음(10~13번)

- 정서적 친밀감(3문항) :  지역사회 및 구성원들과 친밀한 느낌을 가지는 마음(14~16번) 

■ 신뢰도

a값은 충족감 .911, 연대감 .912, 소속감 .912, 정서적 친밀감 .913으로 내적 일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 측정방법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며,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한다. 

■ 해석방법 :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다고 해석한다. 

■ 참고문헌

•  강순화(2015), 메가이벤트 개최지의 사회자본과 사회적 가치, 공동체의 협력의사 간의 

영향관계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애양(2011), 도시평판 결정요인이 도시평판, 지역공동체의식, 거주만족,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명준·김은식(2006), 지역주민의 스포츠이벤트 유치 중요도 평가와 공동체의식 및 

협력의사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9(3), 357-372.

•  양덕순·강영순(2008), 지역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 71-89.

•  엄대영·김형렬·박진기(2010), 2011 대구세계 육상선수권대회 개최 중요도와 공동체의식이 

협력의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학회지, 19(2), 137-152.

•  최춘삼·김범식(2011), 베이징 대학생의 올림픽 기대감과 사회신뢰, 공동체의식, 협력의사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0(3), 215-225.

■ 지표내용 

1. 우리 지역사회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2. 우리 지역사회에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은 힘을 모아 해결한다. 

3. 우리 지역사회는 지역주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할 수 있다.

5. 이 지역사회에 속해 있으므로 혜택을 받고 있다.

6. 주민들이 단결하면 어떤 문제도 잘 해결될 것이다. 

7. 이웃이 고통을 당하면 내 마음도 아프다.

8. 이웃이 잘 되면 나도 좋다.

9. 지역사회 주민들은 공동의 운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10.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11. 우리 지역사회에만 있는 고유한 정신이나 질서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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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역사회는 나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3. 내가 노력하면 지역사회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4. 당장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지역사회에서 찾을 수 있다. 

15. 나는 지역사회에서 좀처럼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16. 지역사회는 나를 염려해 주는 가족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 

3) 이웃유대(사회적 관계형성)

■ 번안자 : 김영미(2014)

Woldoff(2002)의 척도를 김영미(2014)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 목적

이웃 간 일상적 교류와 사회적 교류의 정도를 측정한다. 

■ 소개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신뢰도

a값은 .9526으로 내적 일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측정방법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고,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한다. 

■ 해석방법 

점수가 높을수록 이웃유대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 참고문헌

• 김영미(2014), 주거 관련 특성이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Woldoff, R. A.(2002), The effects of local stressors on neighborhood attachment. 

Social Force. 81(1), 87-116.

개인이나	단체	자원봉사자가	장기적으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친밀감,	

집단내외간	연대감,	충족감이	향상됨으로써	공동체의식이	형성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개인이	집단	내에서	소속감과	유대감	등의	결속감이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적용가능사업예]

•마을봉사단

•자원봉사캠프활동가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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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내용

1. 평상시 거리낌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

2. 이웃과 간단한 살림도구나 연장 등을 서로 빌려 쓴다.

3. 이웃을 도와주거나 도움을 받고 있다.(김장, 아이 돌보기 등)

4. 이웃과 종종 명절 선물이나 경조사 부조를 주고 받는다.

5. 종종 생일 등 가족행사에 이웃을 초대한다.

6.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상의를 해오거나 조언을 구할 이웃이 있다.

7. 이웃과 종종 잡담을 나눈다.

4) 마을만들기 참여도

■ 연구자

임승빈(2005),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6), 박종관(2011)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최문형(2013)의 연구에서 제시한 주민참여 척도 가운데 마을만들기 활동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김은아(2016)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 목적

마을만들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참여유형 및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내용이다. 

■ 소개구성

총 12문항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 정보제공형 참여(4문항 / 1~4번), 주민주도적 

참여(5문항 / 5~9번), 협력적 참여(3문항 / 10~12번)로 ㄱ분한다. 정보제공형 참여, 주민주도적 

참여, 협력적 참여로 구성되며, 구체적으로 정보제공형 참여의 경우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공청회, 설명회 등에 대한 참여를 의미하며, 주민주도적 참여는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협력적 참여의 경우에는 주민과 관련 기관, 공무원들이 협의함으로써 참여가 

이루어지는 유형을 의미한다. 

■ 신뢰도

a값은 정보제공형 참여 .879, 주민주도적 참여 .932, 협력적 참여 .932로 내적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측정방법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며,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한다.

■ 해석방법 : 점수가 높을수록 마을만들기 활동참여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자원봉사가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와	수혜를	받는	대상자들	모두에게	상호간의	신뢰를	통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성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자가	관련	단체나	활동,	집단	속에서	본인의	생활태도를	확인함으로써	유대감이	형성되어진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적용가능사업예]

•마을봉사단

•자원봉사리더교육/역량강화	교육

•자원봉사캠프활동가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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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김은아(2016), 마을만들기 참여가 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지역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종관(2011), 의사소통 활성활를 위한 주민참여 방안, 공공행정연구, 12(2). 1-18.

•임승빈(2005), 지방자치론, 법문사.

• 최문형(2013),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성규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6),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수준 

진단과 발전방안. 

■ 지표내용

1. 나는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한다.

2. 나는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설명회에 적극적으로 응한다.

3. 나는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공청회에 적극적으로 응한다.

4. 나는 동네에서 보내는 안내문에 관심을 가진다.

5. 나는 우리 동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 제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6. 나는 우리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디어 모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7. 나는 우리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발안(서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8. 나는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주민투표에 적극적으로 응한다.

9. 나는 우리 동네의 발전을 위한 주민조직에 적극 참여한다.

10. 나는 우리 동네의 문제와 관련된 민관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1. 나는 우리 동네에 관한 민관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2. 나는 우리 동네 문제와 관련된 자문을 적극 제공한다. 

5) 지역사회 자본

■ 연구자

네트워크 척도는 Williams(2006)이 개발하고, 양소은(2013)이 재구성한 척도를 

박주현(2017)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이다. 신뢰척도는 김영옥(2011)과 김태룡(2006)의 

척도를 박주현(2017)연구에서 사용한 것이다. 호혜성 척도는 홍영란 등(2008)의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를 재구성한 김미혜(2012)의 척도를 박주현(2017)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이다.

■ 목적

사회적으로 유용한 자원을 얻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동원할 수 있는 상호면식과 인식을 통한 

직·간접적 인맥의 총합을 의미하는 지역사회 자본의 수준을 측정한다.

■ 소개

총 30문항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네트워크(16문항), 신뢰(9문항), 호혜성(5문항)으로 

구성된다. 

■ 신뢰도

a값은 .895(네트워크 .874, 신뢰 .851, 호혜성 .730으로 내적 일관성이 높게 나왔다.

■ 측정방법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고,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4=그렇다. 

5=매우그렇다로 측정한다.

■ 해석방법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자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대하여	유형과	참여자의	접근태도,	협력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자가	마을이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참여하는	활동의	유형을	구분하고,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를	설명함으로써	잠재적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적용가능사업예]

•마을봉사단(리더)	 	 •자원봉사캠프활동가	 	 •직능단체	리더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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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내용 

1) 네트워크

1. 내 고민을 해결해 줄 믿을만한 사람이 있다.

2. 나는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다.

3. 나는 외로움을 느낄 때, 대화할 사람이 있다.

4. 내가 급할 때, 5천원을 빌려줄 사람이 있다.

5. 사람들은 나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할 것이다.

6. 사람들은 마지막 동전 100원까지도 나와 나눌 것이다.

7. 내가 정의를 위해 싸울 때 도와줄 사람이 있다.

8. 내가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 내편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

9. 나는 우리 동네 밖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이다.

10. 나는 새로운 것에 시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11. 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 관심이 있다.

12. 나는 다른 지역, 세계에 대해 호기심을 느낀다.

13. 나는 내가 지금 속한 집단보다 더 큰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

14. 나는 더 큰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15. 세계의 모든 구성원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16. 새로운 사람과 대화할 기회는 많다고 생각한다. 

2) 신뢰

1. 나는 가족들을 믿는다.

2. 나는 주변 이웃들을 믿는다.

3. 나는 주변 상인 또는 거래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믿는다.

4. 나는 지방의회를 믿는다.

5. 나는 자치단체를 믿는다.

6. 나는 학교를 믿는다.

7. 나는 종교단체를 믿는다.

8. 나는 사회단체를 믿는다.

9. 나는 지역사회조직을 믿는다.

3) 호혜성

1. 지금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면 훗날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2.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준 적이 있다.

3.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준 경험이 있다.

4. 나는 차례지키기, 교통질서, 도서관에서 휴대폰 끄기 등과 같은 규범과 규칙을 지킨다. 

5.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조심한다. 

자원봉사가	장기적이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자원이나	비경제적	자본으로서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원봉사는	사람들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간에	신뢰를	쌓으며,	서로간의	자원을	나눌	수	있는	

호혜성을	생성하게	되어	지역회	자본이	형성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적용가능사업예]

•지역사회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단체	활동

•자원봉사캠프	활동

•마을만들기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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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성과지표
모듈을 이용한 
설문 구성 사례 

1. 기획 자원봉사단의 

 자원봉사 성과(outcome) 지표구성 

	 교육	및	실천활동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성과(outcome)	지표	제안

	 노-노케어	임팩트사업의	

	 자원봉사	성과(outcome)	지표	제안	

	 인정보상과	자원봉사	활동만족의	

				성과(outcome)	지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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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장에서는	자원봉사	사업을	대상으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듈	기반의	설문지를	구성하여	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1. 기획 자원봉사단의 자원봉사 성과(outcome) 지표구성 

■ 취지 

기관 사업 및 활동과 관련된 특화된 봉사활동을 이해하고, 새로운 내용을 기획하고, 

실천해봄으로써 사회문제해결을 시도하는 봉사단의 개인 자원봉사자 변화정도를 성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 목적 

새롭고, 혁신적 활동을 도전하는 자원봉사단의 참여자 개인적 차원의 변화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 목표 

- 개인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만족 정도를 파악한다.

- 개인 자원봉사자의 스스로의 자아효능감 정도를 파악한다.

- 개인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 되는 정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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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자원봉사자의 자기 성장 주장성 정도를 파악한다. 

- 개인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책임성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 

- 기획 봉사단의 의미에 동의하고 참여하고 있는 개인 자원봉사자

 

■ 구성 내용

- 인구사회학적 요인

- 기획봉사단 참여활동 내용 

- 자원봉사 활동 만족

- 개인 자원봉사자의 자아효능감

- 개인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

- 개인 자원봉사자의 자기 성장 주장성

- 개인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책임성 

■ 세부 설문지 구성 

- 첨부 자료 1 참고

첨부자료 1. [기획봉사단 성과 설문지]

Ⅰ.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학력은?

	 										①초등학교 졸업이하  										②중학교 재학 및 졸업   										③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

 										④대학교 재학 및 졸업  										⑤대학원 이상	

4.		 귀	댁의	생활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상    										②중상    										③중중    										④중하    										⑤하

	

5.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상    										②중상    										③중중    										④중하    										⑤하

6.		 귀하의	결혼상태는	어떠하십니까?	

	 										①미혼  										②유배우자  										③별거  										④이혼  										⑤사별

7.		 현재	귀하는	어떤	사회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①직장인(자영업 포함)  										②시간제 직장인  										③프리랜서  

 										④은퇴자   										⑤학생     										⑥전업주부  

 										⑦무직 또는 취업준비  										⑧기타(                                    )

      *직장인 :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하여 전일제로 근무하는 직장인(농업, 어업, 자영업 포함)

      *시간제 직장인 :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직장인(아르바이트 포함, 단 학생은 제외)

      *학생 : 일반휴학생, 군휴학으로 복무중인 군인 등을 포함한 학생

      *전업주부 : 직업 없이 가정에서 가사업무 또는 부양업무를 담당하는 자(남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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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원봉사	관련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8.	 귀하가	소속된	기획봉사단은	무엇입니까?

	 										①기업마케터  										②V세상커뮤티케이터 										③동행서포터즈

	 										④동행그루터기   										⑤동행글로벌서포터즈 										⑥동행모니터링단      

	 										⑦동행펠로우쉽   										⑧기타(                                                      )

	

9.	 귀하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획봉사단	활동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년 																					월

		

10.	귀하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획봉사단의	참여	횟수는	몇	번입니까?			

	 월 평균(              )회,   1회 평균(              )시간

11.	 	귀하는	기획	봉사단	진행	관련	보기와	같은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체크해주십시오.)			

	 										①자원봉사 기초교육       										②이슈발굴방법교육        										③집단운영 관리교육 

 									④홍보매체활용 관련교육  										⑤이슈관련 전문분야교육  

 									⑥기타(                                               ) 

Ⅲ.	자원봉사	활동	만족	관련	사항입니다.		

13.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	만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질문별로	해당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자원봉사	중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다

2
나는	자원봉사	중	나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다

3 자원봉사	중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4 나는	자원봉사를	할	때	매우	유능하다고	느꼈다

5
자원봉사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6
전국체육대회	자원봉사를	하고	있을	때	종종	

유능하다고	느꼈다

7 봉사하는	동안	나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좋았다

8 나는	자원봉사업무를	하는	사람들과	잘	지냈다

9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상당히	

친절하다

10 나는	나의	자원봉사	활동에	만족한다

11
나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기로	한	나의	결정에	

만족한다

12 나는	기대했던	것에	비해	나의	자원봉사활동에	만족한다

13
나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나의	결정이	

옳다고	믿는다

14 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에	만족한다

15 자원봉사	업무활동에	만족한다

16 자원봉사단체	내	구성원들간의	관계에	만족한다

17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보상에	만족한다

18
기회가	된다면	나는	향후	전국체육대회	자원봉사를	

다시	할	것이다

19
만약	전국체육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자원봉사를	권한다면	

기꺼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것이다

20
나는	분명히	전국체육대회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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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원봉사자	개인의	자아효능감에	관련	사항입니다.	

14.	다음은	자아효능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질문별로	해당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세운	대부분의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나는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3
일반적으로	나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얻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4 내가	전력을	다하면,	무슨	일이든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5 나는	어려운	상황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6 나는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7 나는	다른	사람보다	대부분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8 힘든	상황에서도,	나는	무슨	일이든	잘	해낼	수	있다.	

Ⅴ.	자원봉사자	개인의	역량강화	상황	관련	사항입니다.	

15.	 	다음은	귀하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인식하거나	경험한	역량강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질문별로	해당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됨

2 자신감을	갖게	됨

3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4 잠재능력을	발견하게	됨

5 스스로	해내려는	경향이	강해짐

6 실수만회에	대한	자신감이	생김

7 봉사참여는	당연한	것

8 봉사가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만은	아님

9 봉사	내용에	내	의견	우선	반영되었음

10 봉사	활동에서	내	의견이	잘	반영됨

11 필요한	자원의	소재를	알게	됨

12 필요한	봉사활동	방법을	알게	됨

13 봉사활동	목표와	운영방침을	알게	됨

14 봉사활동	개선방안	의견을	갖게	됨

15 문제	원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됨

16 여러	가지	정보를	알게	됨

17 어려운	일의	해결기술을	알게	됨

18 상황에	따른	대처능력이	생김

19 새로운	기술	배우려고	노력하게	됨

20 주위사람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내	자신이	발전함

21 원하는	것을	기관에	요청하게	됨.	

22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협력이	중요함

23 지역문제	해결에	동참	필요

24 이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25 자원봉사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려고	함

26 사회문제와	내	문제를	연관짓게	됨

27 문제해결	위해	지역의원을	만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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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자원봉사자	개인의	자기	성장	주장성에	관련	사항입니다.	

16.	다음은	자기	성장	주장성데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질문별로	해당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자신의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	준비가	된	때

(혹은	된	때가	언제인지)를	말할	수	있다.

2 나는	자신의	무엇이	바뀔	필요가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

3 나는	언제	나에게	구체적	변화가	필요한지	안다.

4 나는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변화할	시기를	한다.

5
나는	나	자신의	변화시키기	원하는	것을	위해	현실적	

목표를	세운다.

6
나는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현실적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안다.

7
나는	변화시키려	할	때,	나는	나의	개인적	성장을	위한	

현실적	계획을	세운다.

8
나는	자신의	변화를	만들기	위한	현실적	목표를	

세울	줄	안다.	

9
나는	자신의	의지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절차들을	안다.

10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	할	때,	나는	도움을	요청한다.

11 나는	성장하기를	시도할	때	자원들을	이용한다.

12
나는	변화시키고자	노력할	때,	나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찾는다.

13
나는	성장을	위해서라면	기회가	올	때	모든	기회를	

받아들인다.

14
나는	나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다

(혹은	활동한다).

15 나는	개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16 나는	개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기회들을	모색한다.	

Ⅶ.	자원봉사자	개인의	사회적	책임감에	관련	사항입니다.	

17.	다음은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질문별로	해당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봉사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이	향상되었다.

2
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보살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3
나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4
나는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내가	소속된	

단체를	위해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5 나는	봉사활동을	통해	협동의	중요성을	배웠다.

6
나는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증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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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이 구성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기초교육, 멘토링강사단교육, 상담가교육, 

자원봉사단체 형성관련 교육 등을 진행하고, 이러한 교육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자원봉사자가 

정해진 일정기간 동안 직접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즉 교육과 활동 

참여 전체과정에 대한 자원봉사자 개인의 사회적 참여태도와 사회적 책임감을 성과로 설명할 수 

있다. (예, 교육강사단 양성교육, 멘토링강사단 육성교육, 캠프상담가 양성교육, 시민학교 교육 

등)

■ 목적 

자원봉사를 시작하기 위한 교육 및 교육과 연관된 실천활동으로 연결되는 교육사업의 성과를 

자원봉사자의 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태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한다. 

■ 목표 

- 개인 자원봉사자의 사회참여태도 정도를 파악한다. 

- 개인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책임감 정도를 파악한다. 

- 개인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만족 정도를 파악한다.

교육 및 실천활동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성과(outcome) 지표 제안

■ 대상 

- 자원봉사 관련 교육과 관련 실천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 구성 내용

- 인구사회학적 요인

- 교육 및 관련 참여 활동 내용

- 개인 자원봉사자의 사회참여 태도 

 :  공식적·비공식적 사회활동 등에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설명

- 개인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책임성 

 :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관심의 의식정도 설명

- 자원봉사 활동 만족

 :  자율성 욕구만족, 유능성 욕구만족, 관계성 욕구만족, 자원봉사 참여만족, 자원봉사 

재참여의도 관련 내용 설명

■ 세부 설문지 구성 : 첨부 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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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학력은?

	 										①초등학교 졸업이하 										②중학교 재학 및 졸업  										③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

	 										④대학교 재학 및 졸업 										⑤대학원 이상 

4.		 귀	댁의	생활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상    										②중상    										③중중    										④중하    										⑤하

5.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상    										②중상    										③중중    										④중하    										⑤하

6.		 귀하의	결혼상태는	어떠하십니까?	

	 										①미혼  										②유배우자  										③별거  										④이혼  										⑤사별

본	설문지는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교육을	받고,	관련	내용을	실천활동으로	구성하여	진행한	자원봉사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내용입니다.	교육관련	자원봉사	사업의	성과는	참여	자원봉사자가	교육을	받고	난	이후,	관련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인	참여하고	하는	의지를	성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조사는	자원봉사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진행되는	연구로서,	자원봉사	제도와	정책	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은	모두	전산	처리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치	않을	것을	약속드리니,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 첨부 자료 2 ] 교육 및 실천활동 관련 자원봉사 성과 설문지 
7.		 현재	귀하는	어떤	사회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①직장인(자영업 포함)  										②시간제 직장인  										③프리랜서  

 										④은퇴자   										⑤학생     										⑥전업주부  

 										⑦무직 또는 취업준비  										⑧기타(                                    )

      *직장인 :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하여 전일제로 근무하는 직장인(농업, 어업, 자영업 포함)

      *시간제 직장인 :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직장인(아르바이트 포함, 단 학생은 제외)

      *학생 : 일반휴학생, 군휴학으로 복무중인 군인 등을 포함한 학생

      *전업주부 : 직업 없이 가정에서 가사업무 또는 부양업무를 담당하는 자(남성 포함)

Ⅱ.	자원봉사	관련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8.	귀하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교육	및	실천활동과	관련된	교육을	몇	시간	받으셨습니까?

(*해당년도	1년간)																											시간

9.	귀하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교육	및	실천활동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년 																					월

10.	귀하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교육	및	실천활동의	참여	횟수는	몇	번입니까?			

월 평균 													 회,   1회 평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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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원봉사자	개인의	사회참여태도에	관련	사항입니다.	

11.	다음은	사회참여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질문별로	해당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집에	있는	것보다	나가	활동하는	것이	더	즐겁다.

2 사회활동을	하지	않으면	시간낭비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3 사회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은	남은	인생에	도움을	준다.

4 사회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알	수	있다.	

5 사회활동을	하면	인생이	무료하지	않다.

6 사회활동은	내	인생의	활력소가	되어	삶의	의욕을	준다.	

Ⅳ.	자원봉사자	개인의	사회적	책임감에	관련	사항입니다.	

12.		다음은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질문별로	해당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봉사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이	향상되었다.

2
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보살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3
나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4
나는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내가	소속된	단체를	

위해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5 나는	봉사활동을	통해	협동의	중요성을	배웠다.

6
나는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증진되었다.

Ⅴ.	교육	및	실천	관련	자원봉사	활동	만족	관련	사항입니다.		

13.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	만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질문별로	해당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자원봉사	중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다

2
나는	자원봉사	중	나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다

3 자원봉사	중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4 나는	자원봉사를	할	때	매우	유능하다고	느꼈다

5
자원봉사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6 자원봉사를	하고	있을	때	종종	유능하다고	느꼈다

7 봉사하는	동안	나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좋았다

8 나는	자원봉사업무를	하는	사람들과	잘	지냈다

9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상당히	친절하다

10 나는	나의	자원봉사	활동에	만족한다

11
나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기로	한	나의	결정에	

만족한다

12 나는	기대했던	것에	비해	나의	자원봉사활동에	만족한다

13
나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나의	결정이	

옳다고	믿는다

14 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에	만족한다

15 자원봉사	업무활동에	만족한다

16 자원봉사	조직	내의	관계에	만족한다

17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보상에	만족한다

18 기회가	된다면	나는	향후	자원봉사를	다시	할	것이다

19
만약	관련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권한다면	기꺼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것이다

20
나는	분명히	다른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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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이 구성은 생애주기별 자원봉사 중 노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는 기획 중 노령자가 

노령자의 삶의 외로움와 고립감을 감소시키고, 노년의 삶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노령층의 삶에서 고립감과 외로움을 감소하는 

것을 성과로 설명할 수 있다.(예, 중구자원봉사센터의 ‘방밖으로 나오세요~ 으랏차차 신나는 

어르신 학교 등)

■ 목적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령층과 수혜를 받는 노령층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자원봉사를 

통해 노령층의 삶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감소시키고, 활기찬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을 성과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한다. 

■ 목표 

- 개인 자원봉사자의 정서적/사회적 고립감 정도를 파악한다. 

- 자원봉사 수혜자의 정서적/사회적 고립감 정도를 파악한다. 

노-노케어 임팩트사업의 
자원봉사 성과(outcome) 지표 제안

■ 대상 

- 노-노케어 임팩스사업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노령층과 수혜 노령층 

■ 구성 내용

- 인구사회학적 요인

- 교육 및 관련 참여 활동 내용

- 정서적/사회적 고립감

   : 사회적 외로옴, 사회적 고립, 정서적 외로움, 정서적 고립의 정도를 설명 

■ 세부 설문지 구성 : 첨부 자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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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학력은?

	 										①초등학교 졸업이하 										②중학교 재학 및 졸업  										③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

	 										④대학교 재학 및 졸업 										⑤대학원 이상 

4.		 귀	댁의	생활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상    										②중상    										③중중    										④중하    										⑤하

5.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상    										②중상    										③중중    										④중하    										⑤하

6.		 귀하의	결혼상태는	어떠하십니까?	

	 										①미혼  										②유배우자  										③별거  										④이혼  										⑤사별

[ 첨부 자료 3 ] 노-노케어 임팩트사업 관련 자원봉사 성과 설문지

본	설문지는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교육을	받고,	관련	내용을	실천활동으로	구성하여	진행한	자원봉사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내용입니다.	교육관련	자원봉사	사업의	성과는	참여	자원봉사자가	교육을	받고	난	이후,	관련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인	참여하고	하는	의지를	성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조사는	자원봉사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진행되는	연구로서,	자원봉사	제도와	정책	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은	모두	전산	처리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치	않을	것을	약속드리니,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Ⅱ.	어르신	학교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7.		 귀하는	최근	1년간	자원봉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없다  										②5회 미만  										③ 10회 미만  										④월1회 이상   

8.		 귀하는	최근	1년간	어르신	학교	프로그램과	유사한	단체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	있습니까?

	 										①없다  										 ②있다.

9.		 귀하는	어르신	학교	시작	전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정도	였습니까?

	 										①매우 낮음  										 ②낮음  										 ③보통  										 ④높음  										 ⑤매우 높음. 

10.		귀하는	어르신	학교	프로그램으로	본인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아니다  										 ②아니다  										 ③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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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서적/사회적	고립감에	관한	사항입니다.	항입니다.	

11.	다음은	정서적/사회적	고립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질문별로	해당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가까운	친구가	없다

2 내가	사람들과	어울릴	때	사람들은	나를	이용한다.

3 나는	짝이	없다.(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4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문제를	부담주는	것이	싫다.	

5 나의	인생에는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6 나는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하는	어떤	관계도	가지지	않는다.	

7 나의	인생에는	나를	이해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8
나의	인생에는	나와	관계	맺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9 나는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낸다.

10 나는	사회적인	집단이나	조직의	성원이	아니다.

11 나는	오늘	아무하고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12
나는	나의	주위의	사람들과	공통적으로	이야기	할	소재를	

많이	가지지	않는다.

13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14 나는	사회적으로	무모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하지	않는다.	

15 사람들은	나를	재미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16 나는	친한	친구를	갖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는다,

17 나는	다른	사람들을	믿을까	두렵다.

18
내가	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는다.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19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나의	문제를	공유할	때	

짐스러움을	느낀다.

20 나는	다른	사람에게	중요하거나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21
나는	어느	누구와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22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한다고	느끼지	않는다.	

23
나는	다른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24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25 나는	사회집단이나	조직의	성원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26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도	좋게	느끼지	않는다.

27 나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어떤	것을	가진다고	느끼지	않는다.

28 나는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29
나는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지낼	때,	스스로가	

당황할까봐	두렵다.

30 나는	재미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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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이 구성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모든 사업에서 자원봉사 활동 자체에 대한 

만족정도를 성과로 설명하는 내용이다. 특히 자원봉사자가 경험한 인정보상과 자원봉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정보상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자원봉사 활동만족의 정도를 평가하여 

효과적인 자원봉사 관리까지 연결하여 파악할 수 있다. 

■ 목적 

자원봉사 참여 이후에 활동에 대한 만족정도를 성과로 파악하여 측정한다. 동시에 자원봉사가 

경험한 인정보상과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인정보상을 살펴봄으로써 자원봉사 활동만족정도와의 

관계를 동시에 측정한다. 

■ 목표 

- 개인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활동만족 정도를 파악한다.  

- 개인 자원봉사자가 경험한 인정보상의 종류와 체험정도를 파악한다.

- 개인 자원봉사자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인정보상의 종류와 정도를 파악한다. 

인정보상과 자원봉사 활동만족의 

성과(outcome) 지표 제안

■ 대상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모든 청소년 및 성인 

■ 구성 내용

- 인구사회학적 요인

- 자원봉사 활동 만족 내용 

 :  자율성 욕구만족, 유능성 욕구만족, 관계성 욕구만족, 자원봉사 참여만족, 자원봉사 

재참여의도 관련 내용 설명

- 인정보상 경험정도 내용

 : 경제적 및 비경제적 인정보상 18가지 제시 

-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인정보상 내용

 : 경제적 및 비경제적 인정보상 18가지 제시 

■ 세부 설문지 구성 : 첨부 자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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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학력은?

	 										①초등학교 졸업이하 										②중학교 재학 및 졸업  										③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

	 										④대학교 재학 및 졸업 										⑤대학원 이상 

4.		 귀	댁의	생활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상    										②중상    										③중중    										④중하    										⑤하

5.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상    										②중상    										③중중    										④중하    										⑤하

6.		 귀하의	결혼상태는	어떠하십니까?	

	 										①미혼  										②유배우자  										③별거  										④이혼  										⑤사별

[ 첨부 자료 4 ] 인정보상과 자원봉사 활동만족 성과 설문지

본	설문지는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교육을	받고,	관련	내용을	실천활동으로	구성하여	진행한	자원봉사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내용입니다.	교육관련	자원봉사	사업의	성과는	참여	자원봉사자가	교육을	받고	난	이후,	관련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인	참여하고	하는	의지를	성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조사는	자원봉사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진행되는	연구로서,	자원봉사	제도와	정책	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은	모두	전산	처리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치	않을	것을	약속드리니,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7.		 현재	귀하는	어떤	사회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①직장인(자영업 포함)  										②시간제 직장인  										③프리랜서  

 										④은퇴자   										⑤학생     										⑥전업주부  

 										⑦무직 또는 취업준비  										⑧기타(                                    )

      *직장인 :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하여 전일제로 근무하는 직장인(농업, 어업, 자영업 포함)

      *시간제 직장인 :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직장인(아르바이트 포함, 단 학생은 제외)

      *학생 : 일반휴학생, 군휴학으로 복무중인 군인 등을 포함한 학생

      *전업주부 : 직업 없이 가정에서 가사업무 또는 부양업무를 담당하는 자(남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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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원봉사	활동	만족	관련	사항입니다.		

8.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	만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질문별로	해당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자원봉사	중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다

2
나는	자원봉사	중	나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다

3 자원봉사	중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4 나는	자원봉사를	할	때	매우	유능하다고	느꼈다

5
자원봉사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6 자원봉사를	하고	있을	때	종종	유능하다고	느꼈다

7 봉사하는	동안	나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좋았다

8 나는	자원봉사업무를	하는	사람들과	잘	지냈다

9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상당히	친절하다

10 나는	나의	자원봉사	활동에	만족한다

11
나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기로	한	나의	

결정에	만족한다

12 나는	기대했던	것에	비해	나의	자원봉사활동에	만족한다

13
나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나의	결정이	

옳다고	믿는다

14 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에	만족한다

15 자원봉사	업무활동에	만족한다

16 자원봉사	조직	내의	관계에	만족한다

17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보상에	만족한다

18 기회가	된다면	나는	향후	자원봉사를	다시	할	것이다

19
만약	관련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권한다면	기꺼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것이다

20
나는	분명히	다른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계획이다



  133     132     

Ⅲ.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인정보상의	경험	및	인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9.	 귀하는	자원봉사를	하신	기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정보상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해당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없음 때때로	있음 자주	있음

1 개인적	•	정서적	감사	표시	

2 감사편지나	카드	

3 생일축하나	개인행사

4 교육훈련의	기회	제공	

5 국내	•	외	행사	참여	기회	부여	

6 새로운	경험과	업무	기회	제공

7 봉사시간에	따른	뱃지	제공

8 기념품	제공

9 공연	티켓이나	문화상품권	등	제공

10 할인가맹점	이용

11 교통비(현금)

12 식비(현금)

13 활동관련실비(재료비	등	현금)

14 식사(현물)

15 주차권	•		편의시설	이용권

16 포상	또는	포상	추천

17 언론을	통한	홍보

18 자원봉사자를	위한	이벤트나	행사

10.	귀하는	다음의	내용들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인정하는	데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개인적	•	정서적	감사	표시	

2 감사편지나	카드	

3 생일축하나	개인행사

4 교육훈련의	기회	제공	

5 국내	•	외	행사	참여	기회	부여	

6 새로운	경험과	업무	기회	제공

7 봉사시간에	따른	뱃지	제공

8 기념품	제공

9 공연	티켓이나	문화상품권	등	제공

10 할인가맹점	이용

11 교통비(현금)

12 식비(현금)

13 활동관련실비(재료비	등	현금)

14 식사(현물)

15 주차권	•	편의시설	이용권

16 포상	또는	포상	추천

17 언론을	통한	홍보

18 자원봉사자를	위한	이벤트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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