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오늘날 인간 생활의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중심의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개인생활의 공동터전인 지역사회에 관한 

인식이 소멸되어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1]. 이웃에 대한 

관심의 결여로 비인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산업사회의 풍요가 

우리의 삶의 가치를 향상 시킬 수 없다는 인식아래 시민의 책임의

식과 연대의식에 바탕을 둔 자원 봉사활동에 대한 요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2]. 현대 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의미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자원봉사활동이란 사회

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 및 공식적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영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 인간존중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동체에 함께 존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즉, 시간, 재능, 에너지를 이웃과 

사회에, 보수를 바라지 않고, 스스로 원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행동이라고 의미할 수 있다[3].

자원봉사의 일반적인 역할은 대상자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보조하며,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옹호하고, 사회복지조

직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하며[4], 자원봉사 활동은 단순

한 일손 돕기의 개념에서 현대에는 다양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

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원봉사가 더욱 증대 되고 있다[5]. 

다양한 전문기술과 기능을 갖춘 전문인들의 자원봉사 참여의 

증가는 봉사 서비스의 질 향상과 서비스 확대를 가져 올 것이며, 

다양한 봉사서비스 욕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6].

자원봉사 활동은 ‘제 4의 물결’로 어느 특정한 사람들의 활동

이 아닌 인간생활의 문화가 될 것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라 보고된 바 있으며, 현대 사회의 주 5일 근무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은퇴 이후의 시간 활용 등의 이유로 봉사활동이 점차 증가하

고 있다[7].

자원봉사활동은 급여를 전제로 생산적인 활동과는 달리 심리, 

정서적 측면의 보상이 강조되면서, 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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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8].

김 등[4]의 연구에서 자원봉사가 직업생활의 질(QWL)과 직무

만족에 미치는 연구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에 몰입하는 정도에 

따라 직업생활의 질 수준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박[9]의 연구에서도 간호사의 자원봉사활동요

인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임상에서 환자와의 소통을 위해서는 무엇

보다 남을 위해 희생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성을 갖추어야 

하며[10], 자원봉사의 경험은 치과위생사의 업무 수행 시 긍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치과위생사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의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아직 

치과위생사의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되거나 보편화 되어 있지 

않다. 전문성을 가진 치과위생사의 자원봉사활동과 직무만족의 

연구를 통해 치과위생사의 자원봉사 활동이 보편화되기 위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자원봉사활동경험이 직무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

하고 향후 자원봉사활동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9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산경남지역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한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임의 표본 추출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 동의를 얻어 설문에 참여 하였다. 표본 

크기는 G*power program 3.1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

기 .15, 검정력 .80의 조건하에 110명의 최소 표본크기로 산출되

었다. 설문에 참여한 120명을 대상자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5명을 제외한 115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 변수는 박[9]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맞게 참고하였으며, 직무만족 6문항, 참여 동기 6문항, 봉사활동 

인식 및 적절성 10문항, 기대합치도 4문항, 자원봉사 만족도 

8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아니다’ 1점. ‘아니

다’ 2점, ‘보통’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를 

산출하였다. 봉사활동 참여특성은 6문항, 일반적인 특성 11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 ver 25.0(IBM corp,. Armonk, 

NY, USA)으로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 .05에서 검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봉사활동 참여특성은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 및 자원봉사 만족

은 독립표본 t검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직무만족 및 자원봉사

만족, 봉사인식 적절성 기대합치도, 참여동기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봉사만족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5.2%, 여성 94.8%로 나타났고, 연령은 20대 

28.7%, 30대 40.0%, 40대 31.3%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전문대 

43.5%, 대학교 졸업 30.4%, 대학원이상 26.1%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은 5년차 이하가 33.9%로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형태는 

치과의원 53.0% 로 가장 높았고, 소득은 200만 원 이상 ~ 300만원

미만 60.0%, 종교는 무교 53.3%, 출신지는 도시 70.4%, 가족 

중 봉사경험은 없다 65.2%, 부모와 거주 중은 아니다 71.3%f로 

높게 나타났다.

2. 봉사활동 참여특성

연구대상자의 봉사활동 참여 특성을 Table 2와 같다.

봉사참여 형태는 개인적으로 참여 87.0%, 참여횟수는 월 1회 

64.3%, 평균참여시간은 3~4시간 60.9%, 시간대는 휴일, 공휴일 

89.6%가 높게 나타났다. 참여 시간대는 휴일, 공휴일 89.6%, 

장소는 치과관련시설 54.8%, 참여도는 보통 43.5%로 높게 나타

났다.

3. 봉사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봉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성별 (p<0.001), 연령(p<0.001), 교육(p=0.005), 근무지(p<0.001), 

소득(p<0.001), 종교(p<0.001), 출신지(p=0.008), 가족봉사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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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1), 부모 함께 거주여부(p<0.001)가 봉사만족도에 영향

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4. 직무만족, 참여 동기, 인식 및 적절성, 기대합치도, 

봉사활동 만족도의 상관관계

직무만족과 봉사활동 참여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Variables Group N %

Sex
Male 6 5.2

Female 109 94.8

Age

23~29 33 28.7

30~39 46 40.0

Over 40 36 31.3

Education

College 50 43.5

University 35 30.4

More than post 30 26.1

Career

Under 5year 39 33.9

6~10year 10 8.7

11~19year 36 31.3

Over 20year 30 26.1

Kind of work

Dental Clinic 61 53.0

Dental Hospital 12 10.4

General Hospital 12 10.4

Health Center 12 10.4

Etc. 18 15.7

Income

<200 34 29.6

200 ~ 300 69 60.0

>300 12 10.4

Religion

Buddhism 24 20.9

Christianity 24 20.9

Catholic 6 5.2

Have no religion 61 53.0

Native place
City 81 70.4

Countryside 34 29.6

Family volunteer 

experience

Yes 40 34.8

No 75 65.2

Live with parents
Yes 33 28.7

No 82 71.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Group N %

Participation
Individual 100 87.0

Club 15 13.0

Number of 

times to participate

1~2 (1M) 74 64.3

~3 (1M) 12 10.4

1(1W) 23 20.0

1 (6M) 6 5.2

Times

1~2 times 27 23.5

3~4 times 70 60.9

5~6 times 18 15.7

Date
Holiday 103 89.6

Free time 12 10.4

Place

A public institution 6 5.2

Social welfare facilities 22 19.1

A social activist group 24 20.9

Dental-related facilities 63 54.8

Participation status

Very passive 0 0

Passive 0 0

Nomal 50 43.5

Active 47 40.9

very active 18 15.7

<Table 2> Characteristics of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B SE β t p

Sex 1.090 .252 .526 4.328 <.001***

Age -.081 .016 -1.317 -4.945 <.001***

Education -.161 .056 -.286 -2.884 .005**

Career .027 .027 .114 1.013 .313

Kind of work .065 .014 1.025 4.717 <.001***

Income -.185 .044 -.337 -4.226 <.001***

Religion -.113 .027 -.308 -4.127 <.001***

Native place .305 .113 .302 2.705 .008**

Family volunteer experience .744 .071 .769 10.440 <.001***

Live with parents .279 .072 .274 3.871 <.001***

R2=.721 adj R2=.692 F=24.248 p<0.001
**
p<0.01, ***p<0.001 by complex sa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able 3> Factors affecting volunteering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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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은 봉사활동 참여 동기(r=0.595, p<0.001), 봉사만족도

(r=0.392, p<0.001)에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봉사만족은 

직무만족(r=0.392, p<0.001), 참여 동기((r=0.507, p<0.001), 봉사

활동 인식 및 적절성((r=0.537, p<0.001), 기대합치도((r=-0.296, 

p<0.01)에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5.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봉사참여형태(p<0.001), 장소(p<0.001), 참여도(p=0.004)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IV. 고찰

최근 우리사회는 국민의식의 향상으로 자원봉사에 관한 사회적

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정 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닌, 거의 

모든 계층에서 고루 참여하는 국민운동으로 발전되고 있다[10]. 

자원봉사의 만족은 자원봉사의 참여 증가 및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봉사 만족을 느껴야 중도에 탈락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봉사자가 증가할 수 있다[11].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

생사의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문성과 

기술을 가진 치과위생사의 자원봉사 중요성을 인식하여 치과위

생사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직무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를 알아보고, 향후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와 직무만족의 향상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성별은 남성이 

5.2%, 여성 94.8%로 나타났고, 연령은 20대 28.7%, 30대 40.0%, 

40대 31.3%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전문대 43.5%, 대학교 졸업 

30.4%, 대학원이상 26.1%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형태는 치과의

원 53.0%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득은 200만 원 이상 ~ 

300만원미만 60.0%, 종교는 무교 53.3%, 출신지는 도시 70.4%, 

가족 중 봉사경험은 없다 65.2%, 부모와 거주 중은 아니다 71.3%f

로 높게 나타났다.

봉사참여 형태는 개인적으로 참여 87.0%으로 강압적인 참여

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횟수는 

월 1회 64.3%, 평균참여시간은 3~4시간 60.9%, 시간대는 휴일, 

공휴일 89.6%가 높게 나타났다.

박 등[10]의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

면, 40%가 개별적으로 참여한다고 나타났으며, 정[15]의 연구에

서는 동아리 또는 소모임을 통해서 참여한다가 28.7% 높게 나타

났고, 이[7]의 연구에서는 개별적으로 32.7%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점 취득과 취업에 적용하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 실적 쌓기로 인해 반 자율적인 참여 형태가 

높았지만,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개인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박[9]의 간호사 

대상 연구에서는 한 병원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자발적인 

참여 보다는 비자발적인 참여가 94.8%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는 

반대의 경우를 나타냈다. 이는 특정병원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

에 관한 연구로 차이가 나타났다.

참여 시간대는 휴일, 공휴일 89.6%, 장소는 치과관련시설 

54.8%, 참여도는 보통 43.5%로 높게 나타났다. 치과위생사 특성 

상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곳의 봉사활동 참여가 높게 나타나, 

자원봉사의 활동 영역이 단순한 일손 돕기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원봉사로 더욱 확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무만족과 봉사활동 참여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직무만족은 봉사활동 참여 동기((r=0.595, p<0.001), 

봉사만족도(r=0.392, p<0.001)에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１ ２ ３ ４ ５

１ -

２   .595*** -

３ .172   .337*** -

４ .088 .132 -.453*** -

５   .392***   .507*** .587*** -.296** -

1: Job satisfaction, 2: Participation motive, 3: Adequacy, 4: Expected 

agreement, 5: volunteering satisfaction
**
p<0.01, ***p<0.001

<Table 4> Correlation of job satisfaction,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recognition and appropriateness, expected agreement, and service 

activity satisfaction
B SE β t p

Participation -1.389 .139 -.740 -9.981 <.001***

Number of times to participate -.041 .035 -.089 -1.165 .247

Times -.029 .092 -.029 -.318 .751

Date -.038 .071 -.037 -.537 .592

Place .128 .030 .357 4.292 <.001***

Participation status .195 .067 .221 2.923 .004**

R2=.535 adj R2=.509 F=20.694 p<0.001
**
p<0.01, ***p<0.001 by complex sa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able 5>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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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만족은 직무만족(r=0.392, p<0.001), 참여 동기((r=0.507, 

p<0.001), 봉사활동 인식 및 적절성((r=0.537, p<0.001), 기대합

치도((r=-0.296, p<0.01)에 상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박[9]의 연

구에서도 직무만족은 봉사활동 만족, 참여 동기, 인식 및 적절정, 

기대합치도에 상관성이 있음을 나타내,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조[12]의 연구에서도 업무특성은 자원봉사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봉사 만족에 자신에게 

적합한 업무를 수행했을 때 봉사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개인의 희망에 민감하게 반응하

는 것으로 여겨진다.

봉사활동의 참여와 봉사활동 만족은 직무수행 시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업무 

시간 외의 자원봉사활동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지역별 치과위생사 봉사 단체를 조직화하여 봉사활동에 자발

적으로 참여를 함으로서 지속성 및 봉사만족도를 높인다면, 치과위

생사의 업무만족까지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13].

봉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 근무지, 

소득, 출신지, 가족봉사경험, 부모 함께 거주여부로 나타났으며.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봉사참여형태, 장소, 참여도로 

나타났다. 가족봉사경험이 있는 경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봉사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양[14]의 연구에서 봉사활동

의 지속성은 봉사 만족도와 관련이 높으며, 봉사만족은 봉사의 

지속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직무의 만족도도 이끌어 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봉사의 시작 시기를 결정

할 때 정 등[15]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진로계획 및 공동체 의식, 사회적 책임감 등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어, 봉사활동의 시작을 학과 공부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어진다면, 직업적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치과위생사의 자원봉사활동의 조직을 위한 각 시도별 치과위생

사협회를 통한 자발적인 봉사조직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봉사의 마음을 학과 시절부터 심어주기 위해 치위생(학)과 학생

들의 전공분야와 연계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향후 직무만족

과 봉사활동참여의 관련성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종단적 

연구 및 질적 연구의 수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자원봉사경험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치과병⋅의원, 종합병원, 대학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11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봉사참여 형태는 개인적으로 참여 87.0%, 참여횟수는 월 

1회 64.3%, 평균참여시간은 3~4시간 60.9%, 시간대는 휴

일, 공휴일 89.6%가 높게 나타났다. 참여 시간대는 휴일, 

공휴일 89.6%, 장소는 치과관련시설 54.8%, 참여도는 보통 

43.5%로 높게 나타났다.

2. 봉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p<0.001), 연령

(p<0.001), 교육(p=0.005), 근무지(p<0.001), 소득, 출신지, 

가족봉사경험, 부모 함께 거주여부가 봉사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3. 직무만족과 봉사활동 참여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직무만족은 봉사활동 참여 동기(r=0.595, p<0.001), 봉사만

족도(r=0.392, p<0.001)에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봉사

만족은 직무만족(r=0.392, p<0.001), 참여 동기((r=0.507, 

p<0.001), 봉사활동 인식 및 적절성((r=0.537, p<0.001), 

기대합치도((r=-0.296, p<0.01)에 상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4.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봉사참여형태(p<0.001), 

장소(p<0.001), 참여도(p=0.004)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봉사활동 경험의 확대하기 위해 치과위생사의 자발

적 봉사단체의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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