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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오늘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노인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되어 가고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노후 생활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준비를 미
처 갖추지 못한 채 노후를 맞이하여 많은 문제들에 당면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 노인들의 경우 기본적인 생각이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
어 노후는 자녀에게 의존하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살아왔으나 산업화
·현대화의 물결과 함께 서구의 개인주의 풍토가 확산되면서 자녀에 대한
기대가 어긋나 상당한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강생활연구소,
1999). 사회적 변화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한 현대화 과정 속에서 가족
구조와 가치관 및 생활양식 등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고 (임춘식, 1997),
현대화 정도가 높아지고 생산기술의 발전과 교육의 대중화가 함께 이루어
지면서 노인의 지위는 점차 저하되어지고 이에 따른 노인문제도 극도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노인들이 현대화 과정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제
는 역할상실의 문제, 여가문제, 경제적 문제, 건강의 약화 문제, 부양 및
보호문제, 사회적 심리적 고립과 소외의 문제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80년대 말만해도 우리 나라에서는 경로효친(敬老孝親) 이
념만을 내세우며 노인문제는 가족이 해결해야만 한다. 는 입장을 보였었
다. 그러나 서구문화의 도입과 함께 개인주의 가치의식이 보편화되어졌고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경로효친 사
상이 그 빛을 잃게 되었다. 또한 노인인구가 해마다 급격하게 늘어가면서
결국 노인문제는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게 되었고 정
부도 정책차원에서 노인문제 해결에 접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
였다 (중앙일보 1999. 11. 25.). 그러나 정부에서 제시하는 정책적인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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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들의 대부분이 노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문제, 건강보호문제, 주택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며, 고립·소외와 같
은 사회 심리적인 문제, 긴 여가시간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프로그램들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생산체계의 변화 및 생산기술의 발전으로 생산에 필요
한 노동력이 줄어 노동력이 제한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으로 기능이 약화된 노인은 젊은 세대들과의 경쟁에 뒤져 생산현장에서
밀려나게 되는 퇴직이란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장인협 외, 1997). 퇴직
이 제도화되면서 노인은 직업역할 즉 사회적인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가정 내에서도 생계유지자로서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함께
잃게 되었다. 이러한 역할상실은 노인이 가정 내에만 머물면서 사회로부
터 소외감을 느끼게끔 만든다. 노인 자원봉사활동은 노인 개인에게 새로
운 지위와 역할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으로 인해 상실했던 사회적
역할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노인도 사회에 유용
한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소외감에서 극
복될 수 있도록 돕는다 (윤영호, 1995). 또한 노인계층의 경우 퇴직으로
사회활동을 중단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단절하고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고립되어 살게 될 수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단절되
었던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시켜 고립과 소외라는 사회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노인 자원봉사활동은 노인에게 새로운 경험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이는
노인이 사회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
기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노후에 대한 인상을
긍정적으로 심어 줄 수 있으며 노인 스스로가 남을 돕는 일에 나섬으로써
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 (김정후 외, 1998). 또 노인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동료자원봉사자들과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노인
에게 소속감을 갖도록 하여 자신이 소외되어 있다는 심리적 불안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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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과 같이 평균수명은 길어지고 상대적으로 근무연수가 짧아지는
새로운 현상 속에서 노인이 새롭게 겪게 되는 문제는 길어진 노령기의 무
료한 여가시간을 어떻게 하면 즐겁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다. 20~30년의 노년기의 삶에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노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노년기
에 관심을 둘 수 있는 많은 여가활동 중 가장 발전된 형태 또는 궁극적으
로 지향해야 할 여가형태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이것은 자신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면서 봉사활동에 시간을 보내며 보람을 찾음으로 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 갈 수 있도록 한다 (김성순, 1995).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우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은퇴한 노인들 중 저소
득층 노인에게 활동기간의 식대, 의료보험비 등 적정 수준의 활동급여 및
수당을 제공하여 주고 있는데 (주성수, 2000), 이러한 노인 자원봉사활동
을 통한 금전적인 보상의 제공은 경제력을 상실한 노인에게 소득보장의
기회로 이용될 수 있다. 이는 노인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다주어 노후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란 특정한 요구의 인식 하에 사회적 책임감의 태도를 가지고
금전적 이득에 대한 관심 없이 또한 기본적 의무감으로부터 벗어나 행동
할 것을 선택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조휘일, 1995). 노인 집단 자원봉
사활동은 그가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타인들이 인식하게
됨에 따라 노인은 불필요한 잉여인간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고 (Rosenblatt, 1996), 현대사회의 가정과 사회 속에서 소외되거나 도태
되어질 수 있는 노인계층이 자원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동시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
회에 공헌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은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사회적으로 유
능한 인적 자원이 활용되어 질 수 있도록 도우며, 이렇게 노인 자원봉사
자를 활용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적 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라고 볼 수 있
다 (이향숙,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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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오늘날 노인 자원봉사활동은 노인이 궁극적으로 지향해나가야
할 여가형태로써, 노인이 갖게 되는 고립·소외와 같은 사회 심리적인 문
제를 해결해 주는 방안으로써, 그리고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으
로써 최근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노인들로 구성된 봉사단체가 생겨나게 되고
지역사회 복지관 내에서도 노인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노인 자원봉사자의 수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노인 자원봉사자들
이 봉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노인 자원
봉사자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 자원봉
사자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점차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지고 있
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노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이
노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태조사에만 국한되어져 있고,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도와 관련된 변인 분
석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와 관련이 있는 변인
들을 다각적으로 조사함으로써 노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와 관련이 있는
변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노인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을 마련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노인 자원봉사활
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도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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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겨지는 많은 변인들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도와 관련된 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와 노인 자
원봉사활동의 참여도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들을 밝혀 노인 자원봉사활
동의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노인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초
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 절.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 문헌조사연구와 설문조사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1. 문 헌 조 사 연 구

노인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자료를 통하여 현대사회에서
노인이 갖고 있는 문제,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의의와 필요성, 노인 자원봉
사활동의 참여도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변인들에 대한 선행연구와 이
론을 알아본다.

2. 설 문 조 사 연 구

현재 사회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노인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와 관련되어져 있다고 여겨지는 제 변수인 개인적 특성 변인, 참여
동기 변인, 대인적 상황 변인, 업무변인, 관리변인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고,
노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를 알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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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 이론적 배경
제 1 절. 현대사회에서 노인이 갖는 문제
1. 역 할 상 실 의 문 제

평균수명은 연장되어 노인인구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고, 사회
내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나 생
산기술의 기계화로 노동력은 제한이 되어지고 이에 신체적·정신적으로
기능이 약한 노인계층은 생산현장에서 밀려나 자신의 직업적 역할을 상실
하고 있다. 강제적인 퇴직은 동시대 사회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노인에
게 사회적 거부와 비난을 경험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경험은 노인에게 부
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도록 하며 자신을 무능력하다고 평가하게끔 만들
수 있다 (건강생활연구소, 1999). 즉 직업적 역할은 자아(self) 또는 사회적
자아(social self)를 지켜주는 지지대로 볼 수 있는데, 노인의 직업역할 상
실은 자아의 지지기반을 잃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장인협 외, 1997).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현대화, 산업화를 최근 20~30년 동안 이룬 우
리 나라의 노인들도 사회에서 노령기에 적절한 역할과 규범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어 역할상실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장인협 외, 1997).
자의적으로 또는 타의적으로 인해 사회적 역할을 상실한 노인들은 가정
에만 머물며 무의미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김민정, 1998), 사회적인
역할이 위축되고 주도적인 역할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면서 사회의 다양한
조직으로부터 노인계층이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사회 경제적
역할의 상실은 고립이라는 사회적 문제 외에도 정신적 불안정, 심리적 혼
돈상태와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함께 발생시킨다. 또한 퇴직으로 인한 직
업 역할 상실은 경제적 악화문제로 이어져 노인인구를 빈곤 상태에 빠뜨
리며, 자녀에게 생활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물리적인 어려움과 함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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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고통을 가져다준다.
배우자의 상실 또한 역할상실의 중요한 문제요인으로 꼽힌다. 노부부
단독세대에서 배우자의 상실은 가사내용을 크게 변화시키며 부부생활 자
체도 해체시켜 (이선미, 1991) 심리적 불안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
다.
퇴직과 배우자의 상실은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는 역할 상실을 경험
하게끔 한다 (장인협 외, 1997)고 한다.
역할상실은 고립, 고독, 소외감, 빈곤 등의 여러 문제들을 야기하며, 역
할상실이 가져다주는 비인간성은 삶을 왜곡, 본인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
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긴장과 갈등을 야기하는 등 인간의 고통 중 가장
극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동배, 1999).

2. 여 가 문 제

의료 및 보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평균수명은 연장되고, 퇴직제도로
인하여 사회적인 의미의 노인 1)이 증가하게 되면서 노령기는 연장되었지
만 사회 내에서 직업역할, 가정 내에서 생계유지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노인들은 아무런 역할을 가지지 못한 채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Burgress(1950)가 말한 것처럼 노령기는 역할 없는 역할(roless role)에 사로
잡히는 시간이 되어 무엇을 하며 지내야 할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장인협 외, 1997).
원래 여가란 일을 하다가 쉴 틈 으로 정의되어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
서 멀어지는 시간의 여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의 여가는 정년
퇴직 이후 부여된 길고 무료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젊은 세대의 여가와는 그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1. 사회적인 의미의 노인이란 주요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적 직업활동에서 퇴직 또는 가정에서의 주부의 지위
와 역할을 이양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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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의 여가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역할상실을 방지하여
노인의 생존가치를 높여주고, 현대사회로부터 노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
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고 나아가 중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 후기
성인의 인력개발을 시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김동배, 1999).
이처럼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현대 노인의 가장 큰 과
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노인에게 있어 여가는 자신을 위한 여유 있는 개인적 시간이라고
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자유로운 시간, 자신이 만들어 가는 창조적
인 삶,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해체되어 가는 가정과
지역사회를 복지공동체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사회참여의 기
회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인수, 1999).

3. 경 제 적 인 문 제

퇴직으로 인한 정기적인 수입의 단절은 노인인구를 빈곤상태에 처하게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조기 정년제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미비로 노인
의 경제 생활은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건강생활연구소, 1999). 이러
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또 다른 노인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경제적 어려움
은 노인들이 자신의 생활을 자녀들에게 의존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경제
적인 의존은 노인들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주게 되며 자존심을 상하게도
만든다. 또한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적절하게 건강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건강의 악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4. 건 강 의 약 화 문 제

생물학적 또는 신체적 노화에 의한 건강의 약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막
기 힘들지만 많은 경우 노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하여 적절하게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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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받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의 건강상태는 경제적 수준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연구가 많은데 (Wan, 1985), 이는 경제적 여건이 높을
수록 건강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좋기 때문이다 (장인협 외, 1997).
기능적으로 활발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노인의 건강보호에 관한
문제는 크게 유의되어야 할 것이다.

5. 부 양 문 제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쇠퇴, 사회적 역할의 상실, 경제적 수입의 감소,
사회적 유대관계의 소멸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노년기에는 의존성이 증가
하게 된다 (Kalish, 1969). 사회적으로 비생산 인구에 속하게 된 노인은 피
부양 인구로서 의존적 존재가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녀에 대한 의존
성이 증가하는 노인과 노부 부양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자녀와
의 사이에 상호 기대와 균형이 결여되어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 (건강생활
연구소, 1999). 자녀세대 또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부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자녀세대의 가치관 퇴락, 가치관의 차이로 부양을 하지 못하
는 경우도 있으며, 핵가족화와 여성의 취업 증가로 부모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6. 사 회 적 및 심 리 적 고 립 과 소 외 의 문 제

역할상실의 문제에서 역할상실은 노인들에게 고립과 같은 사회적인 문
제와 고독, 소외와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지리적인 이동은 노인단독세대 또
는 핵가족의 비율을 증가시키고 이는 부모 자녀간의 공간적 격리를 만들
어 결국 사회와 노인간, 젊은이와 노인세대간, 가정 내의 부모와 자녀간의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라는 노인문제를 발생시킨다 (장인협 외,
1997). 또한 핵가족화는 전통적 대가족제도에서의 가장권을 약화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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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초래하게 하여 노인계층이 가족 내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며
교육의 대중화는 교육의 정도에 있어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차이를
만들어 세대간의 갈등과 고립을 야기시킨다. 이렇듯 노인의 고립과 소외
는 노인이 갖는 문제 중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제 2 절.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의의와 필요성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인층의 증가, 노인의 여가시간 증대 및 노인의 건
강수준의 향상과 (최성재 외, 1995) 사회에 유익한 활동을 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찾고자 하는 노인의 열망이 증가되어감에 따라 (이향숙, 1999) 자
원봉사활동은 노인계층에게까지 기대되어지기 시작하였다.

과거에는 일

반적으로 노인을 서비스를 받는 자, 도움을 받는 자로 인식하여 왔으나
오늘날에는 노인을 건강하고 활발한 활동이 가능하며 오랜 기간동안 축적
한 지식과 기술, 가지고 있는 능력과 경험을 후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활동이론에 따르면 모든 노인은 높은 수준의 사회활동을 필요로 한다고
가정하면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정당성을 제공하고 있다.
활동이론가들은 노인의 자아개념은 자신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유지를 위해서는 은퇴나 사별 등으로 상실된 역할을
대신할 새로운 역할을 필요로 하며, 노인은 새로이 획득한 역할에서의 활
동이 증가함에 따라 만족도도 증가한다고 보았다 (건강생활연구소, 1999).
노인의 자원봉사는 노인들이 그들의 시간과 능력을 타인과 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노인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개
인적 이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봉사조직 안에서 새로운 지
위와 그에 따른 역할을 획득하게 된다. 노인의 노후생활적응에 관한 이론
중 활동론에 의하면 노인은 노화로 인하여 생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지
만 심리 사회적인 욕구는 중년기 때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안정되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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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에 퇴직으로 인한 역할 부재에 대신할 활동을 찾게 된다고 한다
(김성순, 1995). 그러므로 자원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참여를 추구하는
것은 노인 개인에게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일이다. 즉 노인 자원봉사활동은 노인에게 퇴직으로 인해 상실되었
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
으로써 자신이 아직도 사회에 유용하고 주요한 존재라는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며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신체적, 정신적으로 기능이 저하된 노인계층은 사회활동과 주변에
대해 관심이 줄어들게 되고 안정을 추구하게 되어 보수적이 되어가기 쉽
다. 이러한 성향은 노인의 활동영역을 제한하고 노인의 생활공간을 가정
에 한정시키며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단절하고 고립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만든다 (이향숙, 1999). 노인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주민과의 교류를 형
성하여 줌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고취시키는 적극적인 시도이
며 (김민정, 1998), 사회에서의 고립과 소외라는 사회 심리적인 문제를 해
결해줌과 동시에 노인이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자원봉사활동은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이타적인 행동으로, 자원봉사
자는 봉사활동 과정을 통해 사회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 경험을 축적함으
로써 보다 성숙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이향숙, 1999). 또 자원봉사활
동을 통하여 창의적인 활동, 능력 그리고 책임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받을 수 있다. 노령기에도 자기성취, 자기성장, 자기실현을 욕구를
충족하기 원하므로 (장인협 외, 1997) 노인에게 자원봉사활동은 이러한 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넷째, Michigan대학의 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자
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정기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눈에 띄게 평균수명을 연장시킨다고 하였다
(김민정, 1998). 즉 노인이 목적의식을 갖고, 인생을 의미 있게 느끼며, 그
들 스스로가 유용하고 능동적이고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역
사회에 덜 관여하는 노인들에 비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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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sland, 1994). 그러므로 노인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노인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노인 자원봉사자들은 봉사 집단에 속해 동료와 관계를 맺음으
로써 고독감을 해소하고 소속감을 가질 수 있으며 서로 어려운 처지에 도
움을 청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할 수 있다.
여섯째, 노인 자원봉사활동은 조기정년제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길어진 노령기의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노인의
경우 무료한 여가시간을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보내고자 하는 욕구, 사회
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남들로부터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 등이 있는데 (이인수,
1999), 노인 자원봉사활동은 이러한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노인
의 여가시간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일곱째, 노인 자원봉사활동은 노인에게 소득보장의 기회로 제공되어질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음으로써 생활에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노인의 자원봉사는 노인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 이외에도 다음과 같
은 사회적 이익이 있다.
첫째, 노인 자원봉사자들은 젊을 때부터 관여해 온 직업이나 오래된 취
미활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김동배, 1999) 자신의 지
식과 기술, 경험을 후손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노인의 잠재적 생산력은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자원이므로 사
회자원의 합리적인 관리에 의한 국력배양이 요구되고 있는 복지사회에서
노인자원봉사활동은 가장 효율적인 자원동원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향숙, 1999).
둘째, 노인 자원봉사활동은 같은 연령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라 하더라
도 모두가 같은 정도의 노화상태에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줌으로써 노인
또는 노화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고, 노인 스
스로도 늙었다고 해서 자신을 과소평가 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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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적극적이고 활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사회에 중요
한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장인협 외, 1997).
이처럼 노인 자원봉사활동은 노인들이 남은 여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
도록 해주며, 사회적 위상을 높임으로써 후손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평생 축적한 경험과 지혜를 활용함으로써 젊은이를
지도·선도하고, 공익사업에 유효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김동배, 1999).

또 봉사활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생활을 접해

보고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한 환경을 접해보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
며 삶의 보람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제 3 절.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도와 관련된 변인
1. 개 인 적 특 성 변 인

1) 성별

일반적으로 이타주의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여성이 대부분 양육적이
고 자기 희생적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더 이타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고 한다 (이향숙, 1999). 또 충북도내 사회복지관련 기관
에서 자원봉사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에 대한 조사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
해 봉사업무를 통하여 얻는 욕구충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진, 1995). 조휘일(1988)의 연구에 의하면 참여강도는 남성과 여성간에 차
이가 없다고 하였고, 두 집단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적극성에 있어
서도 큰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또 지속도에 있어서는 여성의 참여율이
높고 봉사활동을 지속하는 기간이 길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장태성,
1998)고 했는데, 노인 자원봉사자의 참여정도에도 남성과 여성간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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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

Tibbitts(1960)에 의하면 사회적 활동과 상호대인관계에 관한 심리적 욕
구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증가한다고 하였고, 인지발달론의 입
장에서 보면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타적 행위는 연령과 관련이
있다고 했으며 (홍승혜, 1995), 이타적 행위의 기본이 되는 감정이입의 이
해도 연령에 따라 증가한다고 하였다 (장태성, 1998). 또 미국의 경우 갤
럽조사(1988)에서 노인층(65~74세)이 주당 자원봉사시간이 가장 많고 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며 그
만족도 또한 높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의 경우에도
연령에 따라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도가 다르게 다타날 수 있다.

3) 건강상태

노인에게 있어서 건강은 곧 생리적인 적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강
은 노인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민정, 1998). 건강상태가
나빠지면 노인의 역할은 독립적인 것으로부터 의존적인 것으로 전환되며,
이와 같은 변화는 개인의 독립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개인주의적 가
치관 아래서 노인들이 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건강생활연
구소, 1999). 건강상태는 만성 질병의 유무와 같은 객관적 건강상태와 스
스로 평가하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통해 측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주관적
및 객관적 건강상태는 여가활동 참여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여가활동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윤에스더, 1999). 또 질병이 있는 노인의 경우 장기간 무기력 상태에 있
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장기 무력증은 정상적인 활동을 축소한다고 한다
(송정선, 1996). 이처럼 건강상태는 노인의 일상적인 활동에도 많은 영향
을 미치므로 노인 개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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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우자의 유무

노년기란 그 어느 가족주기단계보다 부부단계가 가장 중심적이고 모든
생활의 기본이 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상실은 남은 사람에게
절망과 고독을 느끼게 하고, 특히 여성에게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하락
을 의미한다 (윤에스더, 1999). 또 남·녀별로 구분 지어 생각해 보면, 남
자 노인이 사회생활은 다양하게 경험하지만 긴밀한 친구관계가 적고 같은
처지에 있는 남자 노인이 드물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을 경우 여자 노인
보다 적응상태가 낮은 경향이 있다 (Adams, 1980). 이렇게 노인에게 있어
배우자의 유무는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노인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도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참여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5) 가족 동거 형태

활동이론에 따르면 독신인 노인은 배우자나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노
인보다 더 자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이 관점에 대해 SERVE Programs의 보고서는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가족
의 역할을 대체할 만한 수단을 제공하므로 배우자의 사망이나 자녀의 분
가로 인한 가족역할의 상실이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큰 영향을 준다는
이 이론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정옥희, 1994).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인의 가족과의 동거 형태에 따라 노인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정도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6) 생활수준

노인의 경제적 상황은 객관적 소득수준과 주관적 만족감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되며 Quinn(1983)은 노인의 경제적 상황은 객관적 소득 못
지 않게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감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건강생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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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1999). 주영길(1987)의 연구에 의하면 자원봉사자의 사회, 경제적 계층
이 자원봉사동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80%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자신
을 중산층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에 관한 국내의 한 인식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생보노인의 자원봉사 희망
률은 9.4%로 나타나 자원봉사에 대해 가장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모, 1990).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은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
구 면에서는 물론 건강을 유지하면서 여가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노인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경제적 생활 수준은 노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도와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7) 종교

한국사회복지협의회(1988)의 조사에 의하면 자원봉사자의 활동태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는 종교로 나타난 바 있다. 즉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봉사활동에 대해서 항상 만족한다는 답변을 하며, 비록 자원봉사
활동을 중단하더라도 개인적인 이유를 제시한다고 한다 (홍승혜, 1995).
또 이성록(1993)의 연구에 따르면 종교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했는데, 종교인이 비종교인보다 만족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을 보살피고, 봉사하고, 동정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자원봉사활동은 상당부분 종교적인 윤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았을 때 (장태성, 1998)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도도 종교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8) 학력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욕구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
한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대체로 생리적이나 안전 등의 하위수준의 욕구
보다 사회적 인정, 자존심, 성취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등의 고등한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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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의해 행동이 좌우된다는 것이다 (한덕웅, 1985). 또 고졸이하와 대졸
이상의 집단의 자원봉사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차이가 있었다. 대졸이상
의 학력수준이 높은 집단의 자원봉사의 욕구충족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진, 1995). 노인의 경우에도 학력에 따라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도에 차이
가 있을 수 있다.

9) 직업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봉사업무에의 흥미, 봉사업무의 욕구
충족 등의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
1995). 또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문직과 관리 사무직 출신의 노인들이 자
원봉사활동에 대한 경험률과 희망률이 다른 노인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김영모, 1990). 노인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도 봉사자가 현
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와 직업의 형태(현재의 직업이나 과거의
직업)에 의해 참여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0) 자원봉사활동 경험 및 경력

Gidron(1985)의 연구에 의하면 자원봉사 경험 유무에 따라 만족도에 유
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 (권지성, 1998).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이전의 자원봉사 경험이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
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만족도가 높은 봉사활동일수록 그 참
여도와 지속도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이
젊었을 때 자원봉사활동을 했었는지의 여부와 현재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는지는 현재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정도에 차이를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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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 여 동 기 변 인

인간은 신체적 내지 심리적 요구로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동하게 된다. 자원봉사활동은 자신의 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특정한 행동을 취해 충족되리라 여겨지는 다양한 욕구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홍승혜, 1995). 그러므로 효과적인 자원봉사활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동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는 이타적 동기와 이기
적 동기 또는 타인 지향적 동기와 자기 지향적 동기로 나룰 수 있다 (조
휘일, 1990). 그러나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는 자기 지향적인 동기와 타인
지향적인 동기가 결합된 동기를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학래, 1996). 또 자원봉사 동기의 제 3부류를 든다면 종교적
및 도덕적 동기를 꼽을 수 있다. 역사시대를 통하여 보살핌, 봉사, 동정,
희생 등은 시대를 초월한 윤리적 원칙들인데 여기에는 하나님 은혜에 대
한 보답이라든가 불교교리의 실천 등에서 오는 사랑과 자비가 포함된다
(김기선, 1992). Francies(1982)의 자원봉사 욕구 - 동기 프로필2)은 자원봉
2. F ran cies (1982) 동기- 욕구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험추구의 욕구(n eed t o ex p erien ce )로 실질적인 이득과 자아성장을 하
고자 하는 동기를 의미한다. 새로운 것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회를 통해 개인
이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이다.
둘째, 사회적 책임감 표현의 욕구(n eed to ex pr es s s ocial r espon sibility )로 이
타적인 동기를 의미한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배려를 보이고, 지역사회 및 사
회문제 해결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의 삶의 변화와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셋째, 타인의 기대 부응에 대한 욕구(n eed for m eetin g oth er ' s ex p ect ation )로
의미 있는 주위사람들 또는 조직의 압력과 영향을 말한다. 가족, 친구, 도움을 받
는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인정해 주고 모든 사람의 기대가 나의 노력과 일치
한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욕구이다.
넷째, 사회적 인정의 욕구(n eed for social approv al)로 사회적 존중의 욕구를
의미한다. 내가 하는 일로 인해 주위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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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로 자원봉사자의 이
기적 동기와 이타적 동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 도구와 종교적 및 도
덕적 동기 그리고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살펴볼 참여동기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참여동
기
둘째, 새로운 지식이나 경험을 얻고자 하는 참여동기
셋째, 여가시간을 보람있게 보내고자 하는 참여동기
넷째, 여러 사람들과의 친교를 목적으로 한 참여동기
다섯째, 종교적인 소명의식으로 인한 참여동기
여섯째,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참여동기
일곱째, 주위 사람의 권유에 의한 참여동기
여덟째,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감에 의한 참여동기
이러한 8가지 참여동기 요인들은 인간의 타고난 유전적 특성에 의해 어
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봉사하려는 이타적 동기, 여가선용이나 신앙생활의
일부 또는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활용하여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기적 동기, 사회문제의 위기감에 의한 사회적 의무감과 사회적 관
계, 사회적 승인, 사회적 성취 등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
심리적 동기로 크게 구분되어질 수 있다.

다.
다섯째, 사회적 접촉의 욕구(n eed for s ocial con tact )로 친교 및 사교의 경험에
대한 욕구를 의미한다. 다른 사람과의 만남, 누군가에 의해 필요하고 유용한 존
재임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욕구이다.
여섯째, 사회적 교환의 욕구(n eed t o pr ov ide fu tu r e retu rn s )로 미래의 보상에
대한 욕구를 말한다. 현재의 나의 활동이 언젠가 보상을 받을 것에 대한 욕구이
다.
일곱째, 개인적 성취의 욕구(n eed t o achiev e )로 자원봉사활동에 투입된 노력으
로 상황을 변화시키고 구체적인 진전과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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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개인적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므로 어떤 동기요인이 노인 자원봉사자에게 많이
나타나는지와 참여동기 요인에 따라

노인 자원봉사자의 참여정도가 차이

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3. 대 인 적 상 황 변 인

1) 자원봉사활동 대상자와의 관계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 대상자로부터 정서적 지지나 감사하다는 반
응을 받지 못할 때 자신의 적임성을 의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과
도한 요구나 노력한 만큼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중단을 선택하게 된
다 (김옥라·김현자 역, 1989). 또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활동 대상자와
의 관계가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성록, 1993). 그러므로 노인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도 봉사자가
도움을 주고 있는 대상자와의 관계에 따라 봉사활동에 대한 참여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2) 동료자원봉사자와의 관계

동료자원봉사자와의 유대관계와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동료자원봉사자와의 유대관계가 클수록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가 높게 나타났다 (김상욱, 1990). 노인의 경우 사회적 활동에 제한을 가
지고 있어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을 통
한 동료자원봉사자들과 친근감과 공감대를 형성은 노인 자원봉사자에게
있어서도 참여도에 차이를 주는 중요한 변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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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봉사활동 담당자와의 관계

기존의 연구들에서 자원봉사활동 담당자와의 관계는 자원봉사태도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자원봉사자들의 업무가 대부분
자원봉사활동 담당자들의 수행 업무의 보조적 역할로서 이들의 배치와 결
정에 따라야 하며,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활동과정
에서 계속해서 담당자의 원조와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홍승혜,
1995). 노인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도 자원봉사활동 담당자와의 관계는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정도에 차이를 주는 변인이 될 것이다.

4. 업 무 변 인

1) 봉사업무의 내용

현재 하고 있는 자원봉사의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가 다르
게 나타날 수 있다. 단순한 노력봉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더 창의적
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의 활동에 다른 감정
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감정은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정도에 차이를 줄
것이다.

2) 봉사업무의 적절성

자원봉사자의 특성, 욕구, 적성 등을 고려한 업무 배치의 적절성은 자원
봉사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원봉사자가 직업이나 적성에 맞는 업무
를 할 때 만족도와 지속도가 높다고 했다 (정병오, 1997). 업무의 적절성
은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업무가 적성에 맞는 것인가의 여부뿐만 아니라
업무량, 업무시간, 활동장소와의 거리, 업무준비부담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고 (Gidron, 1985) 했다. 이러한 업무의 적절성을 구성하는 변인들은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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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의 참여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3) 봉사업무에 대한 인식도

자원봉사자의 봉사업무 인식도는 자신의 업무를 통하여 무엇인가에 공
헌한다는 봉사업무의 공헌성 인식과 봉사업무를 통하여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자아성취감 인식 정도
및 소속기관의 봉사업무에 대한 평가와 배려에 따른 신임성 인식으로 결
정된다 (이성록, 1993). 김상욱(1990)은 봉사업무 인식도를 자율성, 중요성,
완결성, 다양성, 협력성으로 구성하고 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는데 다
른 요인들에 비해 봉사업무 인식도가 자원봉사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지성, 1998).3) 노인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도 자신의
봉사활동이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기관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
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참여정도에 차이를 나타
낼 것이다.

3. 김상욱(1990)의 연구에서 봉사업무 인식도의 하위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자율성(A u ton om y ) : 업무에 관련된 독립성 및 업무수행시 허용되는 자유.
중요성(Sig nifican ce ) : 업무가 봉사조직내외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
또는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완결성(Iden tity ) : 일단위의 업무 중 그 일부분이 아닌 업무 일단위 전체를
수행하는 정도 또는 자기노력의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
다양성(V ariety ) :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광범한 활동이 요구되는 정도
또는 업무수행시 다양한 장비 또는 절차를 사용하여야 하는 정도.
협력성(D ealin g w ith oth er ) :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같
이 일을 해야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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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 리 변 인

1) 교육

자원봉사자 교육은 주어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잠재적 능
력의 개발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며 (홍승혜, 1995), 자원봉사자 교육의 유무에 따라 자원봉
사활동에 대한 업무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숙,
1998). 그러므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기에 앞서 봉사활동 업무와 관련된 적
절한 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교육
의 유무와 자원봉사활동 참여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 것이
다.

2) 보상

자원봉사자들이 모집된 후에 활동을 통하여 만족을 느끼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하게 하는 데에 가장 크게 활용되는 것이 인정과 보상이다
(장태성, 1998). 서울시 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경우 봉사활동에 대해
구 예산으로 봉사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 자원봉사는 사회역할
로부터 소외되어 가고 있는 노인들에게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유휴노인들에게
소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가옥, 2000). 노인의 경우 경제적인 소득이 끊긴 상
태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금전적인 보상(기관의 간
행물 우송, 감사패, 표창, 봉사원들간의 친목회 주선, 각종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초대)과 경제적 보상(실비나 최소한의 교통비를 지급) 모두가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도에 차이를 주는 변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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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료 자원봉사자들과의 모임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와 그 이유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면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고 대답한 경우 그 만족
이유를 동료간의 관계에서 지적하고 있다 (김선숙, 1998). 노인의 경우 의
존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아닌 동반자적인 대인관계를 즐기려는 욕구를 자
원봉사활동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수가 많으므로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도와 동료 자원봉사자들끼리의 정기적인 모임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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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설계 및 연구가설
1. 연 구 설 계

노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변인을 5가지 영
역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노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변인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개인적 특성 변인,
참여동기 변인, 업무변인, 관리변인, 대인적 상황 변인이 이에 속한다.

[그림 1] 연구설계

노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도

개인적 특성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배우자의 유무
-가족 동거형태
-생활수준
-종교의 유무
-학력
-직업의 유무
-자원봉사
경험의 유무

참여동기

-이기적
동기

업무변인

-업무의
내용

관리변인

대인적 상황

-교육

-동료
자원봉사자와
의 관계

-보상
-이타적

-업무의

동기

적절성

-사회
심리적
동기

-업무에
대한
인식도

-자원봉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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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모임

-자원봉사활동
대상자와의
관계
-자원봉사활동
담당자와의
관계

그 세부내용은 개인적 특성 변인(성별, 연령, 건강상태, 배우자의 유무,
가족의 동거형태, 생활수준, 종교의 유무, 학력, 직업의 유무, 자원봉사 경
험 유무, 자원봉사 경력), 참여동기 변인(이타적 동기, 이기적 동기, 사회
심리적 동기), 대인적 상황 변인(동료 자원봉사자와의 관계, 자원봉사활동
대상자와의 관계, 자원봉사활동 담당자와의 관계), 업무변인(업무내용, 업
무 적절성, 업무에 대한 인식도), 관리변인(교육, 보상, 자원봉사자 모임)으
로 구성했다.
[그림 1]에서와 같은 연구 설계로 노인 자원봉사자들이 갖고 있는 일반
적인 사항들을 알아보고, 노인 자원봉사자의 참여도와 관련이 있다고 여
겨지는 영역 안의 하부 변인들 중 어떤 변인이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에 차
이를 주는 변인인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설계에 제시한 여러 변인들 중 대인적 상황 변인은 노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도에 차이를 주는 중요한 변인일 것으로 추측되었으나, 설문 조
사 결과 조사대상자들이 대인적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 변별력 있는 응
답을 하지 못하여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와의 상관관계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조사대상자가 대인적 상황 변인 각각의 질문에 대해 변별력 있는
응답을 하지 못한 이유는 대인적 상황의 하위 변인인 동료 자원봉사자와
의 관계, 자원봉사활동 대상자와의 관계, 자원봉사활동 담당자와의 관계가
조사대상자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묻는 질문이어서 대부분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응답을 하였기 때문이다.
2. 연 구 가 설

본 연구에서는 앞의 연구모형에 의하여 실증분석의 주제가 될 주된 연
구가설을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 개인적인 특성 변인(성별, 연령, 건강상태, 배우자의 유무,
가족의 동거형태, 생활수준, 종교의 유무, 학력, 직업의 유무, 자원봉사 경
험)에 따라 노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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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2 : 참여동기 변인(이타적 동기, 이기적 동기, 사회 심리적 동
기)에 따라 노인 자원봉사활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 : 대인적 상황(동료 자원봉사자와의 관계, 자원봉사활동 대
상자와의 관계, 자원봉사활동 담당자와의 관계)에 따라 노인 자원봉사활
동 참여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4 : 업무변인(업무의 내용, 업무의 적절성, 업무에 대한 인식
도)에 따라 노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5 : 관리변인(교육의 유무, 보상의 유무, 자원봉사자 모임의 유
무)에 따라 노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 2 절. 조사방법
1. 조 사 대 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노인종합복지관 내에서 노인 자원봉사단에
소속되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 자원봉사자들을 대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기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선정한 것은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에 비해 노인 자원봉사자들이 다양한 형
태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고 활동하고 있는 노인 자원봉사자의 수가 많
았기 때문이다.

2. 측 정 방 법

1) 개인적 특성 변인

개인적 특성 변인이란 자원봉사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인적 특성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
령, 건강상태, 배우자의 유무, 가족의 동거형태, 생활수준, 종교, 학력,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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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자원봉사활동 경험유무와 자원봉사활동 경력을 보았다.

2) 참여동기 변인

참여동기 변인이란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말하
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타적 동기, 이기적 동기, 사회 심리적 동기라
는 3개의 영역에 속하는 8가지 동기 요인4)을 살펴보았다.

3) 대인적 상황 변인

대인적 상황 변인이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되
는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동료 자원봉사자와의
관계, 자원봉사활동 대상자와의 관계, 자원봉사활동 담당자와의 관계를 살
펴보았다.

4) 업무변인

업무변인이란 자원봉사자가 하고 있는 봉사업무에 관련된 것으로 본 연
구에서는 자원봉사자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 업무의 적절성(희망
활동이었는지의 여부,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활동인지의 여부, 시간의 적
절성, 거리의 적절성), 그리고 업무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보았다.
4.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참여동기 요인 8가지는 아래와 같다.
첫째,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
둘째, 새로운 지식이나 경험을 얻고자 하는 동기
셋째, 여가시간을 보람있게 보내고자 하는 동기
넷째, 여러 사람들과의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동기
다섯째, 종교적인 소명의식에 의한 동기
여섯째,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동기
일곱째, 주위 사람의 권유에 의한 동기
여덟째,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감에 의한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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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변인

관리변인이란 자원봉사자가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에
서의 관리를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전에 자
원봉사교육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
는지의 여부,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끼리의 모임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6) 자원봉사활동 참여도

자원봉사활동 참여도란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업무를 얼마나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참여
도를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의 빈도
와 한 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봉사활동에 투여
하고 있는가를 알아봄으로써 측정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에 참여하는 빈도와 한 번 참여시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알아보았고, 자원
봉사활동 빈도와 시간을 통합하여 자원봉사활동 참여도를 높고 낮음으로
구분함으로써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원봉사활동 빈도와 시간의 통합 방식
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한 달에 1-2번이면서 회당 2시간 미
만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를 자원봉사활동 참여도가 낮은 경우로, 이
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를 자원봉사활동 참여도가 높은 경우로 구분하여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독립변수와의 상관관계
를 측정하여 보았다. 참여도의 높고 낮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노인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
한 정옥희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사례수를 적절하게
배분하여 분석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하였다. 선행연구(정옥희, 1994)의
조사에 따르면 1개월에 1, 2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조사한 노인
자원봉사자의 약 50%였고, 그 이상의 빈도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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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가 약 50%였다.

3. 설 문 지

본 연구의 설문 내용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표 3-1] 질문지 구성

변수

질문지
대인적 상황 변인
개인적 특성 변인

내용

참여동기 변인
독립변수 업무변인

관리변인

문항수
총 13문항
총 15문항
총 1문항

업무의 내용
업무 적절성

총 1문항
총 4문항

업무 인식도
교육
보상

총 1문항
총 2문항
총 3문항

자원봉사자 모임

총 3문항
총 4문항

종속변수 참여도

전체적인 질문지의 구성은 [표 3-1]과 같이 독립변수 5영역, 종속변수 1
영역의 총 4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문지의 질문 내용은 조사대상자가 노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관식
문항 없이 객관식 문항으로만 구성하였으며, 척도는 3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 대상자가 응답하기 쉽도록 하였다.

4. 자 료 수 집 방 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0년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루어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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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조사는 대부분 일대일 면접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중 설문협조를 수락한 2개 기관
의 노인 자원봉사자 담당 사회복지사의 협조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실질적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설문지를 구성하고 있는 설문
내용이 조사 대상자에게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7부의 설문지를 가지
고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지의 문항이
조사 대상자가 응답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작업 없
이 설문 조사에 착수하였다.
사전 조사를 마친 후 설문 조사를 허락한 2개의 노인종합복지관을 직접
방문하여 12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이 중 86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70%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조사가 불충분하게 이루어진
2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8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5. 분 석 방 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분포 및 특성을 알
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카
이스퀘어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중 Kendall's tau를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인적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 조사 대상자
들이 변별력 있는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가 노
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적 생각을 묻는 질문에 관해서는 대부분 이상
적이라고 여겨지는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함께 자원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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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있는 동료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설문지를 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대부분이었고, 조
사자가 그 기관의 사회사업가였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 담당자에 대한 질
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본 연구의 조사자는 처음 조사하고자 의도하였던 변인 중 대인적 상황 변
인을 분석에서 제외시키고 개인적 특성 변인, 참여동기 변인, 업무변인,
관리변인과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와의 관계만을 검증하여 보았다.
본 연구의 한계는 노인계층이 다른 연령층보다 이상적이고 긍정적인 대
답을 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는 변별력 없는 답변을 얻을 확률이 높아 정확한 분석을 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즉 노인층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조사만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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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 변인, 참여동기 변인, 업무변인, 관리변인이
노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노인종합복지관 내에서 노인 자원봉사활동을 활
성화 할 수 있는 개입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우선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인 자원봉사자가 어
떠한 개인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
령, 건강상태, 배우자의 유무, 가족의 동거형태, 생활수준, 종교, 학력, 직
업, 과거의 봉사활동 경험유무, 봉사활동 경력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1. 성 별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중 성별에 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노인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여성임을 알 수 있었
다.
아래 [표 4-1]에는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가 나타나 있다.

[표 4-1] 조사대상자의 성별

성별

빈도

백분율(%)

남성

17

20.2

여성
합계

67
84

79.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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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나타난 여성과 남성의 수를 비교하여 보면 여성은 79.8%로 20.2%
인 남성에 비해 약 4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조사대
상자로 선정된 노인 자원봉사자의 성별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2. 연 령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65세~69세의 나이를 가진
노인이 가장 많았다. 아래 [표 4-2]에는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가 나타
나 있다.

[표 4-2] 조사대상자의 연령

연령

빈도

백분율(%)

60 ~ 64세
65 ~ 69세
70 ~ 74세

17
37
21

20.2
44.0
25.0

75세 이상
합계

9
84

10.7
100.0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노인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노인은
65~69세가 44.0%로 가장 많았고, 70~74세가 25.0%, 60~64세가 20.2%로 나
타났으며, 75세 이상은 10.7%로 가장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젊은 노인일
수록 자원봉사활동을 할 확률이 높고 나이가 든 노인일수록 자원봉사활동
을 할 확률이 낮을 것이라는 추측이 맞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75세 이상의 노인 자원봉사자가 전체 자원봉사자의 10.7%뿐인 것을 보면
고령의 나이에 있는 노인 자원봉사자의 수가 실질적으로 적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34 -

3. 건 강 상 태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많은 수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
는 노인이 자신이 건강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아래 [표 4-3]은 조사대상자
의 건상상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표 4-3]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빈도
15
43

백분율(%)
17.9
51.2

가끔 아프다

24

28.6

자주 아프다
합계

2
84

2.4
100.0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 중 69.0%가 자신을 건강한 편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31%가 자신이 건강하지 못한 편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즉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의 과반수 이상이 자신을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4. 배 우 자 의 유 무

조사대상자의 배우자의 유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51.2%는 배우자가 있고, 48.8%는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확인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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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조사대상자의 배우자의 유무

배우자의 유무
배우자가 있다
배우자가 없다

빈도
43
41

백분율(%)
51.2
48.8

합계

84

100.0

5. 가 족 의 동 거 형 태

조사대상자의 현재 동거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5] 조사대상자의 동거형태

동거형태

빈도

백분율(%)

혼자

9

10.7

배우자
미혼 자녀
배우자 + 미혼자녀

25
3
13

29.8
3.6
15.5

배우자 + 결혼한 자녀
결혼한 자녀
합계

12
22
84

14.3
26.2
100.0

위의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 중 노인이 혼자 살고 있는 경우는
10.7%였으며, 89.3%의 조사대상자가 다른 가족 구성원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노인 자원봉사자들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
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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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 활 수 준

조사대상자의 경제적인 생활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가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자신의 경제적 생활정도를 살펴
보면 97.6%의 대상자들이 자신을 중산층 이상으로 여기고 있었다. 즉 노
인 자원봉사자들 대부분이 자신의 생활 수준을 보통 이상으로 보고 있다
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4-6] 조사대상자의 생활수준

생활수준
잘 사는 편이다
보통이다

빈도
3
79

백분율(%)
3.6
94.0

못사는 편이다

2

2.4

합계

84

100.0

7. 종 교

조사대상자의 종교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7] 조사대상자의 종교

종교

빈도

백분율(%)

무교
기독교

20
18

23.8
21.4

불교

31

36.9

천주교

15

17.9

합계

8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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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76.2%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23.8%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종합복지관
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 대부분이 특정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8. 교 육 정 도

조사대상자의 교육정도는 [표 4-8]과 같다.

[표 4-8] 조사대상자의 교육정도

교육정도

빈도

백분율(%)

무학
초등학교, 서당(중퇴포함)
중학교(중퇴포함)

5
19
20

6.0
22.6
23.8

고등학교(중퇴포함)
대학교 이상
합계

28
12
84

33.3
14.3
100.0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교육정도는 무학의 경우가 6.0%였고,
초·중학교를 나온 경우가 46.4%,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47.6%로 나타났다. 즉 과반수에 가까운 조사대상자들이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9. 현 재 직 업 의 유 무

조사대상자가 현재도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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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조사대상자의 직업유무

직업유무
있다
없다

빈도
6
78

백분율(%)
7.1
92.9

합계

84

100.0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가 60세 이상의 노인이기 때문에 92.9%의 대상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조사대상자 중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직업 형태를 살펴보면 농업이 2명(2.4%), 자영업자가 3명
(3.6%), 그리고 서비스직이 1명(1.2%)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조사대상
자가 젊었을 때 종사하던 일을 그만둠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
적 지위를 상실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0. 과 거 의 직 업 형 태

조사대상자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직업의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과거 직업별 분포는 전업주부가
44.0%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이 17.9%, 자영업자가 15.5%, 관리 사무직이
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으로 선택한 대상자 중 과반수 이상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직업을 전업주부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고 추정된다.
대부분의 여성 노인 자원봉사자들이 과거에는 집안의 살림과 아이들 뒷바
라지로 인해 다른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39 -

[표 4-10] 조사대상자의 직업형태

직업형태
농업
자영업자

빈도
4
13

백분율(%)
4.8
15.5

생산직, 기술직
관리, 사무직
공무원

3
9
15

3.6
10.7
17.9

전문직
서비스직
전업주부

1
2
37

1.2
2.4
44.0

합계

84

100.0

11. 과 거 의 자 원 봉 사 활 동 경 험

조사대상자가 젊었을 때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
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1] 조사대상자의 과거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유무

과거의 경험

빈도

백분율(%)

있다

24

28.6

없다
합계

60
84

71.4
100.0

조사대상자의 7 1.4%가 젊었을 때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없었으며,
28.6%만이 젊었을 때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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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봉 사 활 동 경 력

조사대상자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한지 얼마나 되었는지, 자원봉사활동
의 지속정도에 관해 물은 질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3개월 미만의 자원봉사활동 지속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는 23.8%, 3개월~1년 미만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는
26.2%, 그리고 1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지속해 온 경우는 50.0%로 나타
났다.

[표 4-12] 자원봉사 경력

경력

빈도

백분율(%)

3개월 미만
3개월~1년 미만
1년~3년 미만

20
23
21

23.8
27.4
25.0

3년 이상
합계

20
84

23.8
100.0

위와 같은 결과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
자원봉사자들 대부분이 오랜 기간동안 자원봉사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제 2 절. 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 실태
조사대상자가 어떤 참여동기로 자원봉사활동을 참여하였는지에 관한 분
포는 아래 표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57.1%)이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이타적
동기에 의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이기적 동기
에 의한 경우가 43.7%가 이기적 동기에 의해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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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응답하였으며, 1.2%만이 사회적 책임감에 의한 사회 심리적 동기에
의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4-13] 조사대상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

참여동기

빈도

백분율(%)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48

57.1

새로운 지식이나 경험을 얻기 위해서
여가시간을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

6
18

7.1
2 1.4

여러 사람들과 사귀어 보기 위해서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서

5
3
3

6.0
3.6
3.6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사회적인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인해
합계

0
1
84

0
1.2
100.0

이와 같은 결과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봉사활
동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의해 수동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이웃을 위해 능동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
인시켜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제 3 절. 자원봉사활동의 업무 실태
1. 업 무 내 용

조사대상자가 현재 하고 있는 봉사업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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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조사대상자의 업무내용

업무내용
교육활동
노력봉사활동

빈도
9
32

백분율(%)
10.7
38.1

업무보조
프로그램활동 보조
재가복지서비스

13
28
2

15.5
33.3
2.4

합계

84

100.0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10.7%, 노력봉사활동(배식봉사, 목욕봉사
등)을 하고 있는 경우가 38.1%, 업무보조(이용자 안내, 사무보조 등)를 하
고 있는 경우가 15.5%, 프로그램활동 보조를 하고 있는 경우가 33.3%, 그
리고 재가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는 경우가 2.4%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기관내의 노인 자원봉사단 에 소속되어 봉사활
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행하는 봉사업무보다는 기관에서 기관
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 활동과 연
관되어진 집단 형태의 봉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2. 업 무 의 적 절 성

1) 현재활동과 희망활동과의 차이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이 자신이 하고 싶었던 봉사활동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67.9%가 자신이 원하는 봉사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고, 1.2%만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봉사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대부분의 노인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이 하기 원하는 봉사활동
을 선택하여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43 -

[표 4-15] 현재활동과 희망활동과의 차이

내가 원하던 활동이다

빈도

백분율(%)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57

67.9

그저 그렇다
아니다(대체로 그렇지 않다)

26
1

31.0
1.2

합계

84

100.0

2) 능력과 적성에의 적절성

현재 조사대상자들이 하고 있는 봉사업무가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
한 활동인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들 중 65.5%가 현재 하고 있는 봉사활동이 자신의 능력과 적
성에 적절한 활동이라는 응답을 하였고, 6.0%만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적절하지 않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16] 능력과 적성에의 적절성

능력과 적성에 잘 맞는다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빈도
55
24

백분율(%)
65.5
28.6

아니다(대체로 그렇지 않다)
합계

5
84

6.0
100.0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의하면 과반수 이상의 조사대상자들이 자신의 능
력과 적성에 맞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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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의 적절성

조사대상자가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들이는 시간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표 4-17] 시간의 적절성

봉사활동을 하는데 들이는 시간은 적절하다

빈도

백분율(%)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아니다(대체로 그렇지 않다)

55
23
6

65.5
27.4
7.1

합계

84

100.0

조사대상자들 중 65.5%가 자신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들이는 시간이 적
절하다고 여기고 있었고, 7.1%의 조사대상자만이 자신이 봉사활동을 하는
데 들이는 시간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었다.

4) 거리의 적절성

조사대상자에게 있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과 자신의 집까지의
거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52.4%의 응답자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기관과 집의 거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2 1.4%였다.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기관의 다른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
용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과 기관과의 거리가 멀어도 자
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있는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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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거리의 적절성

봉사하는 곳까지의 거리는 적절하다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빈도
44
22

백분율(%)
52.4
26.2

아니다(대체로 그렇지 않다)
합계

18
84

21.4
100.0

3. 업 무 에 대 한 인 식 도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가 자신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생각되어 지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본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의 73.8%가 자신의 봉사업무를 기관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봉사업무가 기관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조사대상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
는 노인 자원봉사자 대부분이 자신의 업무가 기관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4-19] 업무의 중요성

내 봉사업무는 기관에서 중요한

빈도

백분율(%)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62
22

73.8
26.2

아니다(대체로 그렇지 않다)
합계

0
84

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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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자원봉사활동의 관리 현황
1. 교 육

1) 자원봉사 교육의 참여여부

조사대상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전에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을 받
았는지의 여부를 물은 질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20] 교육에의 참여여부

교육에의 참여
교육이 없었다
교육이 있었는데 참여하지 않았다

빈도
19
20

백분율(%)
22.6
23.8

교육에 참여했다
합계

45
84

53.6
100.0

조사 결과에 의하면 46.4%의 조사대상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전에
자원봉사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고, 53.6%의 조사대상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전에 자원봉사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육의 도움 정도

자원봉사교육이 조사대상자들의 자원봉사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
는지에 관해 자원봉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는 아래 표 [4-2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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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1] 자원봉사 교육의 도움정도

교육의 도움정도
정말 도움이 되었다
그저 그렇다

빈도
34
12

백분율(%)
72.3
25.5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합계

1
47

2.1
100.0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아본 결과 자원봉사 교육을 받은 조사대상자
의 72.3%가 정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2.1%만이 도움이 되지 않
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자원봉사 교육을 받은 조사대상
자 대부분이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받은 교육이 자신의 봉사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다.

3. 보 상

1) 보상의 유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22] 보상의 유무

보상

빈도

백분율(%)

있다
없다

42
42

50.0
50.0

합계

8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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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보상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물은 질문에 대해서
50.0%가 봉사활동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었으며, 50.0%가 봉사활동에 대
한 보상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기관
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어떤 대상보다도 노인이라는 대상이 자신
의 봉사활동에 대한 노력의 대가를 많이 받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2) 보상의 필요성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표 4-23] 보상의 필요성

보상의 필요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합계

빈도
21
38
25
84

백분율(%)
25.0
45.2
29.8
100.0

조사대상자 중 보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는 29.8%였다. 이러
한 결과는 노인 자원봉사자 대다수가 봉사활동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노력
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여기고 있음을 나타낸다.

3) 보상의 내용

조사대상자들 중 자신의 봉사활동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는 경우 어떤
형태의 보상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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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보상의 내용

보상의

내용

빈도

백분율(%)

봉사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통비나 식사비 제공

8

18.6

봉사자들간의 모임, 야유회 등 준비
감사패나 표창

23
7

53.5
16.3

자원봉사증 및 활동증명서
합계

5
43

11.6
100.0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기관에서 노인 자원봉사자들에게 주고 있
는 봉사활동에 대한 보상의 형태 중 가장 많은 것이 노인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모임이나 야유회를 마련해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4. 자 원 봉 사 자 모 임

1) 자원봉사자 모임의 유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조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함께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자체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질문한
것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표 4-25] 자원봉사자 모임의 유무

모임

빈도

백분율(%)

있다

63

75.0

없다

21

25.0

합계

8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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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노인 자원봉사자들끼리 자체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75.0%가 모임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노인종
합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노인 대부분이 기관의 다른 프
로그램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친목을 위한 모임을 자
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즉 대부분의 노인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친목을 도모하
며 봉사활동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 자원봉사자 모임의 활동정도

조사대상자 중 자원봉사모임을 갖고 있는 대상자에게 모임의 활동정도
를 물은 질문에서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노인 자원봉사자들이 자체적인 모임을 가질 경우
그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26] 모임의 활동정도

활동정도

빈도

백분율(%)

활발하다
그저 그렇다
별로 활발하지 않다

38
23
2

60.3
36.5
3.2

합계

63

100.0

3) 자원봉사자 모임의 필요성

조사대상자들을 대상을 자원봉사자들끼리의 자체적인 모임이 필요한지
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대부분의 응답자가 모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
다.

- 51 -

[표 4-27] 모임의 필요성

모임의 필요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저 그렇다

빈도
67
13

백분율(%)
79.8
15.5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합계

4
84

4.8
100.0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들 중 79.8%가 자원봉사자들끼리의 자
체적인 모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4.8%만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
고 여기고 있었다. 즉 노인 자원봉사자들의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들의 모
임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5 절.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실태
자원봉사활동 참여도는 실제 주당 참여횟수와 실제 주당 참여시간을 측
정함으로써 노인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
고 있는지를 알아본 것이다.

1. 빈 도

아래의 표는 자원봉사활동의 빈도의 결과이다.
노인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자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한 대답을 살펴보면 한 달에 1-2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45.2%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에 한 번 봉사활동
에 참여하는 경우가 25.0%, 일주일에 2-3번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22.6%, 일주일에 4번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7.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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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자원봉사활동 빈도

활동횟수
한 달에 1-2번
일주일에 한 번

빈도
38
21

백분율(%)
45.2
25.0

일주일에 2-3번
일주일에 4번 이상
합계

19
6
84

22.6
7.1
100.0

위와 같은 결과로 많은 수의 노인 자원봉사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봉
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시 간

아래의 표는 1회 참여시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결과이다.

[표 4-29] 1회 참여시 자원봉사활동 시간

참여시간
2시간 미만

빈도
41

백분율(%)
48.8

2~4시간 미만
4~6시간 미만

34
8

40.5
9.5

6시간 이상

1

1.2

합계

84

100.0

[표 4-29]는 회당 자원봉사활동 시간으로서 그 결과를 살펴보면 2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5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
인 자원봉사자의 경우 한 번 자원봉사를 할 때 2시간 이상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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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 원 봉 사 활 동 참 여 도

참여도의 통합방식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한 달에 1-2번
이면서 회당 2시간 미만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를 자원봉사활동 참여
도가 낮은 경우로, 이보다 참여 횟수와 시간이 많은 나머지 경우를 자원
봉사활동 높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참여도를 통합하여 본 실태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4-30] 자원봉사활동 참여도

참여도

빈도

백분율(%)

낮음
높음
합계

38
46
84

45.2
54.8
100.0

참여도를 통합한 실태를 살펴보면 참여도가 높은 경우가 54.8%, 참여도
가 낮은 경우가 45.2%로 나타나 노인 자원봉사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높
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6 절. 개인적 특성 변인과 노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도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변인 중 노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와 유의미
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은 건강상태와 자원봉사활동 경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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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개별적 특성 변인과 자원봉사활동 참여도

항

목

자원봉 사활동
참 여 도
낮음
높음
계
x²
n (%)
n (%) n (%)
38(100) 46(100) 84(100)
6(16)
11(24) 17(20) .851

계
성별

남

연령

여
60 - 64세
65 - 69세

P

.356

32(84)
6(16)
16(42)

35(76)
11(24)
2 1(46)

67(80)
17(20)
37(44)

70세 이상
건강상태
건강한 편이다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16(42)
2 1(55)
17(45)

14(30)
37(80)
9(20)

30(36)
58(69) 6.619 .0 13
26(31)

배우자의
유무
가족의

17(45)
2 1(55)
2(5)

26(57)
20(43)
7(15)

43(51)
41(49)
9(11)

동거형태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잘사는 편이다

36(95)
1(3)

39(85)
2(4)

75(89)
3(4)

생활정도

보통이다

37(97)

42(92)

79(94)

종교

못사는 편이다
없다
있다

11(29)
27(71)

2(4)
9(20)
37(80)

2(2)
20(24) 1.10 10 .315
64(76)

교육정도

무학
초·중학교
고등학교 이상

3(8)
18(47)
17(45)

2(4)
2 1(46)
23(50)

5(6)
39(46)
40(48)

직업의
유무

있다
없다

2(5)
36(95)

4(9)
42(91)

6(7)
78(93)

자원봉사

있다

7(18)

17(37)

24(29) 3.503 .061

경험유무

없다

31(82)

29(63)

60(7 1)

자원봉사
경력

3개월 미만
3개월 - 1년 미만

19(50)
17(45)

1(2)
5(11)

2(5)

40(87)

있다
없다
혼자 사는 경우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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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 .465

1.157 .282

20(24)
22(26) 56.880 .000
42(50)

카이스퀘어 검증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와 개인적 특성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은 개인이 주관적
으로 느끼고 있는 건강상태와 자원봉사활동 경력이었다. 그러나 가족의
동거형태, 생활정도, 교육정도, 직업의 유무는 각 셀(Cell)의 기대빈도
(expected frequency)가 5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전체 셀(Cell) 수의 20%
가 넘어 그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상관관계분석의 Kendall's tau를
이용하여 다시 분석해 보았다.

[표 4-32] 개인적 특성 변인과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와의 상관관계

항목

상관계수

가족의 동거형태
생활정도
교육정도

-.089
.000
.054

직업의 유무

.066

상관관계분석 결과 카이스퀘어 검증 때와 마찬가지로 가족의 동거형태,
생활정도, 교육정도, 직업의 유무는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에 차이를 주지
않는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표 4-31], [표 4-32]의 결과에 따르면 성별, 연령, 배우자의 유무,
가족과의 동거형태(혼자 거주하고 있는 경우와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함
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생활수준, 종교, 학력, 직업, 과거의 자원봉사활
동경험 유무 등의 개인적 특성 변인은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에 차이를 주
지 않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 자원봉사자가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자
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노인 자원봉사자일수록 자원봉사활
동에 참여하는 횟수와 시간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 56 -

또 노인자원봉사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원봉사활동을 지속해 왔는지의
여부도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 경력이 많은 노인 자원봉사자일수
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횟수와 시간이 증가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
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경력은 노인 자원봉사활동 참여
도와 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제 7 절. 참여동기와 노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도
노인 자원봉사자가 어떤 참여동기를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느냐
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해
보기 위해 이기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집단과 이타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해 보았다.

[표 4-33] 참여동기와 자원봉사활동 참여도

항

목 자원봉 사활동

계
참여동기

참 여 도
낮음
높음

합계

n (%)

n (%)

n (%)

이기적 동기

38(100) 46(100)
16(42) 19(4 1)

84(100)
35(42)

이타적 동기

22(58)

49(58)

27(59)

x²

.005

P

.941

연구설계 과정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동기를 이타적 동기, 이기적
동기, 사회 심리적 동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사회 심리적 동기
에 의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조사대상자가 한 명밖에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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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사회 심리적 참여동기를 이타적 동기에 포함시켜 이타적 동기
를 가진 집단과 이기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집단간에 자원봉사활동 참여
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4-33]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노인 자원봉사자가 이기적 동기에
의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든 이타적인 동기에 의해 자원봉사활동에 참
여하든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노인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참여동기 변인은 자원봉사활동의 빈
도, 시간과 관련이 없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8 절. 업무변인과 노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도
업무변인은 업무내용, 업무의 적절성, 업무에 대한 인식도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업무의 적절성은 자신이 하고 있는 봉사활동 업무가 자신이 원
하던 활동이었는가, 업무가 자신의 능력과 특성을 고려한 활동인가, 업무
를 하는데 들이는 시간과 거리는 적절한가에 관련된 사항을 물어본 것이
며, 업무에 대한 인식도는 자신이 하고 있는 봉사활동 업무가 봉사를 하
고 있는 기관 내에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
를 알아본 것이다. 업무변인과 노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업무변인의 하부 변인인 업무내용은 노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의
하위 변인들은 노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표 4-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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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4] 업무변인과 자원봉사활동 참여도

항

업무내용
희망활동
여부

목

자원봉 사활동
참 여 도
낮음
높음

합계

n (%)

n (%)

38(100) 46(100) 84(100)
25(66) 22(48) 47(56) 2.725

단순노력봉사

활동적인 봉사
13(34)
그저 그렇다
22(58)
희망하던 활동이다 15(39)

능력과 적성
고려한 활동
인지의 여부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시간의

적절하지 않다

6(16)

적절성

그저 그렇다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적절하다
그저 그렇다
중요하게 여겨진다

17(45)
15(39)
11(29)
15(39)
12(32)
18(47)
20(53)

거리의
적절성
업무
인식도

n (%)

x²

24(52)
4(9)
42(91)

5(13)
20(53)
4(9)
13(34) 42(91)

37(44)
26(31) 24.564
57(68)

P

.099
.000

5(6)
24(29)
55(65)
6(7)

6(13)
40(87)
7(15)
7(15)
32(70)
4(9)
42(91)

23(28)
55(65)
18(2 1) 12.238
22(26)
44(53)
22(26) 16.100
62(74)

.002

.000

카이스퀘어 검증결과 업무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변인들은 P값이
0.05이하로 나타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되었지만, 능
력과 적성을 고려하였는지의 여부와 시간의 적절성에 관한 문항은 셀
(Cell)의 기대빈도(expected frequency)가 5이상이 되지 않는 셀(Cell)의 수가
전체의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그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변인들은 상관관계분석인 Kendall's tau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활동인지의 여부와 시간의 적절성은 카이스퀘어 검
증 때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에 차이를 주는 변인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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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

[표 4-35] 업무변인과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와의 상관관계

항목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상관계수
.554**

시간의 적절성

.475**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 1 level ( 2-tailed).

첫 번째로 현재 조사대상자가 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에 따라 자원
봉사활동 참여도에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분석을 위해 노력봉사활동,
업무보조, 재가복지서비스는 단순봉사활동으로, 프로그램활동 보조와 교육
활동은 활동적 봉사활동으로 구분하여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와의 상관관계
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업무의 내용이 무엇이든간
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정도에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지금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이 자신이 희망하던 활동이었는
지의 여부는 노인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이 희망활동이 아니
라고 응답한 사람이 1명이었기 때문에 이를 무응답으로 처리하고 현재 하
고 있는 봉사활동이 희망활동이었냐는 질문에 그렇다 라고 응답한 사람
과 그저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경우의 차이를 확인해 보았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신이 희망하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원봉사활동에 들
이는 시간과 횟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로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서도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에 차이가 있었다. 즉 노
인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할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횟수와 시간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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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네 번째로 노인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봉사활동을 위해 들이는 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들여야 하는 시간이 자
신에게 있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노인 자원봉사자일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시간과 횟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 번째로 자신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과 자신의 집까지의 거
리가 적절한지의 여부도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에 차이를 주었다. 분석 결
과에 의하면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까지의 거
리가 적절하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횟수
와 시간이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노인 자원봉사자 스스로가 현재 하고 있는 봉사활동이 기관
에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에 차이를 줄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해 보았다. 자신의 자원봉사활
동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고 느끼고
있는 조사대상자는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그렇다 라고 응답한 집
단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라고 응답한 집단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봉사활동에 대한 노인 자원봉사자 자신의 인식도
는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자원봉사활동 업무가 기관에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노인 자원봉사자일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횟수와 시간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업무변인으로 제시한 하위 변인 중 업무내용을 제외한 모든 하위변인들
이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업무변인이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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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절. 관리변인과 노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도
관리변인으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자원
봉사활동에 대한 보상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정기적인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표 4-36] 관리변인과 자원봉사활동 참여도

항

목

자원봉 사활동

계

참 여 도
낮음
높음

합계

n (%)

n (%)

n (%)

x²

교육의 유무

불참

38(100) 46(100) 84(100)
32(84)
7(15) 39(46) 39.825

보상의 유무

참여
없음
있음

6(16)
35(92)
3(8)

39(85)
7(15)
39(85)

45(54)
42(50)
42(50)

없음
있음

15(39)
23(61)

6(13)
40(87)

2 1(25)
63(75)

모임의 유무

P

.000

49.208

.000

7.753

.005

관리변인으로 살펴본 교육, 보상, 자원봉사자 모임이라는 3가지 변인은
모두 노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첫 번째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전에 노인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교
육에 참여하였는지의 여부가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에 차이를 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자원봉사 교육에 참여한 집단과 자원봉사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간에는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에 영향을 미친다
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은 노인 자원봉
사자가 자원봉사활동 교육을 받지 않은 노인 자원봉사자들보다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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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참여하는 횟수와 시간이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에게 보상이 주어지고 있는지
의 여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보상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즉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노인 자원봉사자의 참여 횟수와 시간이
보상을 받은 경험이 없는 노인 자원봉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 자원봉사자들끼리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본 결과 자원봉사자
들끼리의 모임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원봉사활동 참여도
가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동료 자원봉사자들과
모임을 갖고 있는 노인 자원봉사자일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횟수
와 시간이 높게 나타났다.
관리변인으로 제시한 교육, 보상, 자원봉사자 모임 모두는 통합적 참여
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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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도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
는 여러 변인들을 다각적으로 조사함으로써 노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와
관련이 있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노인 자원
봉사활동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노인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내에서 활동하
고 있는 노인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그 실태를 조사해 보고 개인적 특
성 변인, 참여동기 변인, 업무변인, 관리변인과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 자원봉사자의 일반적 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자원봉사자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의 성별 비율은 여성이 4배 이상
높았다. 즉 남성 노인보다 더 많은 수의 여성 노인이 자원봉사활동에 참
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수가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상되어진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연령상으로는 65세~69세의 연령을 가지고 있는 노인 자원봉사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60세~69세의 연령을 가진 노인 자원봉사자
가 64.2%라는 점을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 자원봉사자 중
젊은 노인에 속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69.0%에 해당하
는 노인 자원봉사자가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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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다고 생각하는 노인일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노인 자원봉사자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거의 비슷한 비
율로 나타났으며, 89.3%의 조사대상자가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거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즉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배우자
가 없다 할지라도 혼자 살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96.4%가 자신을 중산층 이상이
라고 여기고 있어 비교적 생활이 안정된 노인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조사 대상 기관 중 한 곳이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자체가 중산층 이상의 안정적인 생활수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조사 대상자의 생활수준도 높게 측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종교상으로는 불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6.2%의 조사대상
자가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이 노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보다도 불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난 것이라
고 생각된다.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7.1%로 나타나 대부분의 노인이 사회
적 역할을 상실한 후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거의
직업형태로는 전업주부가 44.0%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조사대상자 중 여
성의 비율이 높았던 것을 감안할 때 예상되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 자원봉사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노인은 28.6%밖에 되지 않았
다. 면접 설문 조사시 대부분의 여성 노인들이 젊었을 때는 집안 일에 얽
매어 자원봉사활동을 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즉 대부분의 자원봉사활
동을 하는 노인들이 과거에 자신이 봉사활동을 했던 경험에 의해 봉사활
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종합복지관의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로 있다가 봉사활동에 대해 알고 이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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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경력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48.8%가 1년 이상 봉사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었다. 즉 노인 자원봉사자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
속정도가 다른 연령층의 자원봉사자에 비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
었다.
둘째,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동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57.1%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와 같은 이타적 동기에 의해 자원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개인의 성장과 욕구에 의한
이기적 동기에 의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42.9%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 자원봉사자의 업무와 관련된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자원봉사활동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는 38.1%가 노력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3.3%가 프로그
램 보조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교육활동이 10.7%,
업무보조가 15.5%, 재가복지서비스가 2.4%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양한 형
태의 업무를 노인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조사
대상 기관이 노인종합복지관이었기 때문이다. 일반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대부분의 노인 자원봉사자는 배식과 관련된 노력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 업무를 노인에게
할당하고 있고, 노인 자원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의 봉사업무를 관리
하고 있었다.
자신이 하고 있는 봉사활동 업무가 자신이 희망하던 활동이었는지의 여
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67.9%의 조사대상자가 원하던 활동이라고 응답
하였고, 희망하지 않던 활동이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1명밖에 되지 않
았다. 이러한 응답은 노인 자원봉사자들이 실제로 희망하고 있었던 활동
을 하고 있어서 일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이 자신의 주관적 생각을 묻
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대답을 꺼려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 업무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것이었는지를 묻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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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의 조사대상자가 현재 자신의 봉사활동이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응답하여, 자신이 현재하고 있는 봉사활
동 업무가 자신에게 적절한 업무라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들이는 시간이 적절한지에 관해 물은 질문에 대
해서도 과반수 이상의 조사대상자가 적절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노인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이외의 다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간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길지라도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그 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
우가 많았다.
자신의 집과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곳까지의 거리가 적절한지를 묻는 질
문에 대해서 52.4%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
우는 2 1.4%였다. 적절하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대부분이 그 기관의 다
른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 있는 기관의 이용자로 기관이 속한 지역 주민
이었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그 기
관을 찾는 사람들이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자신의 자원봉사활동 업무가 기관
에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의 봉사활동
업무가 기관에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거의 모든 조사 대상자가 자신의 업무가 지관에 필요한 것이라
고 여기고 있음을 확인했다.
넷째, 관리변인 실태를 살펴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 중 자원봉사교육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53.6%로 나타나 많
은 수의 노인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교육을 받은 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7.4%의 조사대상자가 자원봉사교육의 실시
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대답하여, 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 교육을 정기적
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원봉사 교육을 받은
조사대상자 중 72.3%가 자원봉사 교육이 자신의 봉사활동에 도움이 되었
다고 응답하여 노인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도 자원봉사 교육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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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대상자 중 자신의 봉사활동 업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는
경우는 50.0%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50.0%였다. 다른 연령층 자원봉사
자들에 비해 많은 수의 노인 자원봉사자가 기관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보
상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상의 형태는 대부분이 자원봉
사자들을 위한 모임이나 야유회를 정기적으로 기관에서 열어주는 것이었
고, 감사패나 표창을 받는 경우도 16.3%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29.8%만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어 노
인 자원봉사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기를 바
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관해서는 75.0%가 모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조사 대상 기관이
노인종합복지관이었고,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그 기관의 이용자였기 때
문에 자원봉사활동 이외에도 함께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이를 활발하게
운영하며 친목을 도모하고 있었다. 그리고 79.8%의 조사대상자가 이러한
모임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어 노인 자원봉사자에게 있어서 동료 자원봉
사자들과의 관계 또한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노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도 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가 얼마나 자주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빈도를 조사
한 결과 한 달에 1-2번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45.2%였고, 일주일

에 1번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54.7%로 나타나 조사대상
자의 다수가 자주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한 번 자원봉사활동 참여시 얼마나 오랜 시간을 투여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2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51.2%를 차
지해 오랜 시간을 자원봉사활동에 투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빈도와 시간을 통합하여 자원봉사활동 참여도
를 정의하여 보았다. 자원봉사활동 참여도를 참여도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참여정도를 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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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한 달에 1-2번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회
당 2시간 미만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를 통합적 참여도가 낮은 경우로 그
리고 그 이외의 나머지 경우를 자원봉사활동 참여도가 높은 경우로 구분
하였다. 그 결과 참여도가 높은 경우가 54.8%, 참여도가 낮은 경우가
45.2%로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 변인과 노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적 특성 변인 중 성별, 연령, 배우자의 유무, 가족과의 동거형태(노
인이 혼자 살고 있는 경우와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생활수준, 종교, 학력, 직업의 유무, 과거의 자원봉사활동 경험 유
무는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이타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남성보다 자원봉사활동
참여도가 높을 것이라는 선행연구 결과와는 달리 노인 자원봉사활동에 있
어서는 남, 여간의 참여도에는 차이가 없었고, 연령이 낮을수록 자원봉사
활동을 희망하는 노인이 많다는 선행연구(김영모, 1992)의 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참여도의 차이가 없었다. 또 대부분의 노인
자원봉사자가 자신을 중산층 이상이라고 여기고 있었지만 생활정도의 차
이와 자원봉사활동 참여도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노인이 배우자가 없거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을
경우 즉 노인이 혼자 생활을 하여 가정 내에서의 역할이 없을 경우 자원
봉사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도 기각되었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 자원봉사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것도
예상과는 달리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
았다.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자원봉사활
동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더 적극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것이
라는 가설도 기각되어 학력의 정도는 노인 자원봉사활동 참여정도에 영향
을 미치지 못함을 확인했다. 또한 과거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경험이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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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자극이 되어 노인이 된 후에도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도 예상과는 달리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와 유의미한 상
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 변인 중 건강상태와 자원봉
사활동 경력은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와 매우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자신이 건강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노인 자원봉사자일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횟수와 시간이 많았고, 자원봉사활동을 오랜 기
간동안 지속해온 노인 자원봉사자일수록 그렇지 않은 노인 자원봉사자보
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횟수와 시간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참여동기 변인과 노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타적 동기에 의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집단과 이기적 동기에 의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집단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참여동기는 참여하는 횟수와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업무변인과 노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현재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업무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횟수와 시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기각되었다. 즉 봉
사업무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와는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반해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봉사활동
업무가 희망하던 활동일수록,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활동일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횟수와 시간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봉사활동을 하는데 들이는 시간이 적절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기관까지의
거리가 적절한 노인 자원봉사자일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 자원봉사자의 욕구와
능력을 고려한 자원봉사활동일수록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정도를 높여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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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활동 업무가 기
관에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노인 자원봉사자일수록
활동의 참여정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는 기관에서 필요로
되어지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노인 자원봉사자들에게 긍정적
인 자극을 주어 활동의 참여도를 높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
였다.

관리변인과 노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관리변인으로 제시한 자원봉사 교육, 보상, 자원봉사자 모임은 모두 통
합적 참여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교육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상, 동료 자원봉사자
들의 모임은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촉매제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특히 보상의 경우는 다른 관리변인 영역의
하부 변인들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보상
이 특정한 이득을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것이 아닐지라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고 자신이 기관 내에서 특정한 지
위를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정도를 높일 수 있는 변인이 된다는 사실을 확
인시켜 주었다.

제 2 절. 제 언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노인종합복지관 내에서 노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질 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정
도도 함께 증가되기 때문에 노인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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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한 노인이 이 활동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관에서 노인 자원봉사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봉사활동의 업무를 부여한 후 지속적으로 관
심을 가지고 이들이 봉사활동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어려움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자원봉사활동 업무중에 생기는 어려움이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노인 자원봉사자에게 제시하여 줌으로써 노인 자
원봉사자들이 자신의 봉사활동을 계속적으로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
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 자원봉사활동에 있어 중요한 것은 노인 자원봉사자의 희망
활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업무를 부여하는 일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자신이 희망하던 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 자원봉사자의 참
여도가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자신이 원하지 않은 봉사활
동을 할 경우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줄어 참여하는 횟
수나 시간이 줄게 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자원
봉사활동의 업무를 할당하여 주는 기관의 담당자는 자원봉사활동을 원하
는 노인이 있을 때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봉사활동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들이 어떤 활동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알고 그들의 개인적 욕구를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활동을 배정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정하여 줄 때는 그 자원봉사자가 정말 그
일을 수행해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능력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을 하고 있는 노인 자원봉사자가 그렇지 않은 노인 자원봉사자보다 자원
봉사활동 참여도가 높다는 분석 결과를 보면, 자신의 능력에 적절하지 않
은 봉사활동 업무를 기관에서 부여할 경우 봉사활동을 하는 당사자는 일
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낼 수 없게 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므로 기관의 자원봉사활동 담당자는 봉사
활동을 원하는 노인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일을 해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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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 확인하고 봉사자의 능력에 적절한 업무를 할당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업무를 수행하는데 들이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는 안된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이 자원봉사활
동을 하는데 들이는 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노인 자원봉사자의 참여
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봉사활동
업무가 능력을 초과하는 일이라서 느끼는 부담도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의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게 된다고 생각하여 봉사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그러므로 자신의 시간을 할
당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 자원봉사자들에게 일상적인 생활에 피
해를 줄만큼의 시간을 할애하여 봉사활동을 하길 권하게 되면 봉사자들은
이러한 활동에 대해 부담을 느끼게 되고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기관의 자원봉사 담당자는 노인 자원봉사자가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게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결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관에서는 자원봉사들이 하고 있는 봉사활동 업무가 기관에서
매우 필요로 되어지고 있으며 기관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활동이라는 사실
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이 하고 있는 봉사
활동 업무가 기관에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노인 자
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노인 자원봉사자의 경우 사회적 역할이나 가정에서의 역할이 상실된 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자원봉사활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관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자신이 기관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역할이 생기게 되면 그 일에 더욱
열심히 참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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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연구 결과 자원봉사활동 교육을 받은 노인 자원봉사자의 자원
봉사활동 참여도가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노인 자원봉사
자를 활용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
해야 한다. 노인 자원봉사자의 경우 많은 여가시간을 좀더 의미 있게 보
내기 위해 봉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자원봉사활동의 의미
와 필요성,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
이 이를 지속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된다. 노인 자원봉사자가 자신이
하고 있는 역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봉사활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자원봉사활동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일곱째, 노인 자원봉사자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
구의 결과에 의하면 다른 연령층의 자원봉사자 보다도 노인층의 자원봉사
자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형태
의 보상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노인에게 봉사활동에 대한 사기를 높여줄
뿐 아니라 더욱 열심히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촉매제 역
할을 할 것이다.

여덟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원봉사자들의 정기적인 모임이 이루어지
고 있는 집단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도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높게 나
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끼리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친교나 사교를 자원봉사활동의
2차적인 목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
한 노인 자원봉사자들의 친교나 사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동료 자원봉사자끼리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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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도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사업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
다. 저는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도」에 관한 연구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인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도와 지속에 관련된 사항들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응답하신 설문지는 연구를 위한 통계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
을 것이므로 개인의 의견은 절대 공개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질문에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년 10월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지도교수 : 홍순혜
조 사 자 : 주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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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귀하의 자 원 봉 사 활 동 현 황 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ⅴ표를 하거나 ( )안에 직접 답하여 주십시오.
1) 귀하가 현재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내용은 무엇입니까 ?
___

교육활동

___

노력봉사활동 (배식봉사, 목욕봉사 등)

___

업무보조

___

프로그램 활동 보조

___

재가복지 서비스

___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 귀하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가 장 중 요 하 다 고 생 각 되 는 이 유 를
하 나 만 골 라 주 십 시 오 .)
___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___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나 경험을 얻고 싶어서

___

여가시간을 보람있게 보내고 싶어서

___

다른 여러 사람들과의 사귀어 보고 싶어서

___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서

___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봉사활동에 이용해 보기 위해

___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해보라고 권유해서

___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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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만나게 되는 사 람 과 의 관 계 에 관한 질
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ⅴ표를 하거나 ( )안에 직접 답하여 주십시오.
1) 함 께 일 하 고 있 는 자 원 봉 사 자 와의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ⅴ표를 해주십시오.
그렇다

그저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

1) 나는 함께 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친하게
지낸다.
2) 봉사 일을 할 때 함께 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과 서로 협력한다.
3)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서로를
잘 이해해 주고, 함께 대화의 시간도 갖는다
4) 봉사활동을 하다가 어려울 때는 서로 돕는다.

2) 다음은 귀하의 자 원 봉 사 활 동 을 담 당 하 고 있 는 사 람 과 의 관 계 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ⅴ표를 해주십시오.
그렇다

그저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

1) 자원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나의 특성과
장점을 잘 이해해 준다.
2) 자원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나의 제안을
잘 받아들인다.
3) 자원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할 봉사
업무를 나의 능력과 특성에 맞게 정해준다.
4) 자원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하는 봉
사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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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그저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

5) 자원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한 봉
사업무에 대해 적절한 지도와 평가를 해준다.

3) 현재 내가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ⅴ표를 해주십시오.
그렇다

그저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

1) 내가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은 내 생각을 잘 따라
준다.
2) 내가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은 나의 봉사활동으로
인해 즐거워한다.
3) 내가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과 계속 만나고 싶다.
4) 내가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은 나의 봉사활동에 만
족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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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물 리 적 상 황 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ⅴ표를 하거
나 ( )안에 직접 답하여 주십시오.
1) 귀 하 가 하 고 있 는 봉 사 활 동 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ⅴ표
를 해주십시오.
그렇다

그저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

1) 현재 하고있는 봉사활동은 내가 하고 싶었던 활
동이다.
2) 현재 하고있는 봉사활동은 나의 능력과 적성에
잘 맞는 것이다.
3) 내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들이는 시간을 적절하
다.
4) 나의 집에서 내가 봉사활동을 하는 곳(송파노인
종합복지관)까지의 거리는 적절하다.

2) 다음은 귀하가 하고 있는 봉 사 활 동 의 중 요 성 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ⅴ표를 해주십시오.
그렇다

그저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

1) 내 봉사업무는 봉사하고 있는 기관에서 중요하
고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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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봉 사 활 동 을 하 고 있 는 기 관 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ⅴ표
를 해주십시오.
(1) 자원봉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셨습니까 ?
_____① 교육이 없었다.
_____② 교육이 있었는데 참가하지 않았다.
_____③ 교육에 참가했다.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에 참가한 경험이 있으신 분은 답하
십시오.
(2)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이 귀하의 자원봉사활동에 도움
이 되었습니까 ?
___

정말 도움이 되었다.

___

그저 그렇다.

___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3) 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상을 받고 계십니까 ?
_____

아니오

_____

예

보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해당되는 곳에 모두 ⅴ표를 해주십시오.
___① 봉사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통비나 식사비 지급
___② 정기적인 기관간행물(소식지, 잡지)을 받는다.
___③ 봉사자들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이 있다.
___④ 감사패나 표창을 받는다.
___⑤ 자원봉사증 및 활동증명서를 받는다.
___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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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위의 보기에 나타나 있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___

그저 그렇다.

___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5) 기관에서 자원봉사자들끼리의 모임이 있습니까 ?
_____

아니오

_____

예
자원봉사자들끼리의 모임이 있다면 활동은 어떠합니까 ?
___

활발하다.

___

그저 그렇다.

___

별로 활발하지 않다.

(6) 자원봉사자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필요하다.

___

그저 그렇다.

___

별로 필요하지 않다.

Ⅳ. 다음은 지 속 도 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ⅴ표를 해주십시오.
1) 귀하가 자원봉사활동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
___

1개월 미만

___

1개월 ~ 3개월 미만

___

3개월 ~ 6개월 미만

___

6개월 ~ 1년 미만

___

1년 ~ 3년 미만

___

3년 이상

2)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습니까 ?
_____

예

_____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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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라고 대답한 경우 봉사활동을 그만 둔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_____

나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_____

현재 하는 봉사활동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아니므로

_____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동료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_____

현재 봉사활동 대상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_____

자원봉사활동 담당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_____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이 좋지 않아서

--> 아니오 라고 대답한 경우 봉사활동을 그만 둔 이후에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
_____

지금과는 다른 종류의 봉사활동을 하겠다.

_____

다른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겠다.

_____

더 이상 봉사활동을 하지 않겠다.

Ⅴ. 다음은 참 여 도 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ⅴ표를 해주십시오.
1) 현재의 봉사활동은 어느 정도 자주 하고 있습니까 ?
_____

한 달에 1번

_____

한 달에 2번(이 주일에 1번)

_____

일주일에 1번

_____

일주일에 2-3번

_____

일주일에 4번 이상

2) 한 번 봉사활동을 하면 몇 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까 ?
_____

1시간 미만

_____

1 - 2시간 미만

_____

2 - 4시간 미만

_____

4 - 6시간 미만

_____

6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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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는 현재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얼마나 잘 참여하고
있습니까 ?
___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___

보통으로 활동하고 있다.

___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___

마지못해 참여하고 있다.

4) 귀하가 앞으로 계속 자원봉사활동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어떻게
참여하시려고 합니까 ?
___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___

보통으로 활동할 것이다.

___

소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___

마지못해 참여할 것이다.

Ⅵ. 다음 문항은 현재 설문지에 답하고 있는 본 인 의 개 인 적 인 사 항 에 관
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ⅴ표를 하거나 (

)안에 직접 답하여 주십

시오.
1) 귀하의 성별은 ?

_____① 남

_____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
___① 60 ~ 64세 ___② 65 ~ 69세 ___③ 70 ~ 74세 ___④ 75세 이상
3) 귀하의 건강상태는 ?
__① 매우 건강하다.

__② 건강한 편이다.

__③ 가끔 아프다.

__④ 자주 아프다.

4) 귀하의 배우자는 ?
_____① 있다.

_____② 없다. (사별, 이혼, 별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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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하는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
_____① 혼자

_____② 배우자

배우자

_____③

미혼

+

배우자

_____④

_____⑤ 결혼한 자녀

+

결혼한

자녀

_____⑥ 미혼자녀

6) 귀하의 경제적인 생활정도는 ?
___① 잘사는 편이다.

___② 보통이다.

___③ 못사는 편이다.

7) 귀하의 종교는 ?
__① 없다.

__② 기독교

__③ 불교

__④ 천주교

__⑤ 기타 ( _______ )

8) 귀하의 교육정도는 ?
___① 무학

___② 초등학교, 서당(중퇴포함)

___④ 고등학교(중퇴포함)

___③ 중학교(중퇴포함)

___⑤ 대학교 이상(중퇴포함)

9) 귀하가 젊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직업은 무엇입니까 ?
_____① 농업
_____② 자영업자(자신의 가게나 사업체 운영)
_____

생산직, 기술직

_____

관리, 사무직

_____

공무원(군인, 교사 포함)

_____

전문직(교수, 약사, 의사, 변호사, 예술가)

_____

서비스직(기사, 영업, 판매 등)

_____

전업주부

_____

단순노동자(청소, 일용직)

_____⑩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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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귀하는 지금도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
_____① 아니오
_____② 예
--> 지금도 직업이 있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
___① 농업
___② 소규모 자영업자
___

생산직, 기술직

___

관리, 사무직

___

공무원(군인, 교사 포함)

___

전문직(교수, 약사, 의사, 변호사, 예술가)

___

서비스직(기사, 영업, 판매 등)

___

전업주부

___

단순노동자(청소, 일용직)

___⑩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 )
11) 귀하가 젊으셨을 때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_____① 있다.

_____② 없다.

12)귀하는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
___

정말 만족하고 있다.

___

대체로 만족스러운 편이다.

___

그저 그렇다.

___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___

전혀 만족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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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STRACT

Study on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of the aged

Joo hee-j in
D epartm en t of Social W ork
The Gradu ate School of
Seoul W om en ' s Un 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affecting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of the aged by investigating various factors considered to be related with it
from many different angles, and on the basis of these draw up a concrete plan to
increase it.
To attain this purpose, I investigated the actual conditions of volunteer activities
for the aged, who played as volunteers in gener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Also,

I

looked

into

the

mutual

relations

between

factor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sex, age, health, presence of his/her partner, living style of family, level
of living, religion, educational background, job, experience of volunteer activities,
volunteering

careers),

factors

workers(contents, appropriateness,

of

participation
recognition

motive(selfish

or

altruistic),

of works), management(education,

compensation, mee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dividual characteristics, women volunteers were more than four times of
men volunteers and most of their age was from sixty-five to sixty-nine. 69 % a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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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bjects of investigation thought that they themselves had good health and 96.4 %
of them answered that their levels of living were more than the middle classes. The
rate of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his/her partner was almost equal and 89.3 % of
them lived with other members of their family. 76.2 % of them had their religions
and only 7.6 % of them had their jobs now;

Most of the old volunteers didn 't have

their jobs. The volunteers who have experiences in volunteer activities past, also were
merely 28.6%, and 48.9 % of them lasted now their volunteer activities for more than
one year.
Second, for participation motive, 57.1% of them participated in the activities by
altruistic motives, whereas the others of 42.9 % by selfish motives.
Third, for works, the volunteers who served simply were 56%, and others who
served positively were 67.9 %. More than the majority of them said that they played
volunteering activities appropriate to their aptitude and capabilities in proper time.
Moreover, most of them thought that the institutions, in which they played the
activities, regarded their activities as meaningful.
Fourth, for management, 53.6 % of them had been educated volunteer activities,
50 % of them were compensated for the activities and 75.0 % of them had regular
meetings between other volunteers.
In result, correlation with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of the aged and
factor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participation motive, work, and management is as
follows.
First, it showed that factors affecting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among
factor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were health and career of volunteer activities; the
more volunteer workers think they are healthy and participated in volunteer activities
for a long time, the more frequency and time of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increased.
Second, I found that factor of participation motive did not affect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the participation motive did not affect degree of participation
whether the participation motive is altruistic or selfish .
Third, for factor of works, the more volunteer workers participated they want,
did volunteer activities to meet with their abilities and aptitudes, spent proper tim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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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nteer activities, and thought that the institutions considered their service activities
to be meaningful, the more frequency and time of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Forth, I found that education, compensation, and meeting -which I suggested as
management factors in the above- were important factors differentiating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the more volunteer workers who received education on
volunteer services, were compensated for volunteer activities, and participated in
meeting with other volunteer workers, the more frequency and time of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increas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I suggest methods to increase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of the aged as follows.
First, the personnel in charge of social welfare, who is responsible for volunteer
activities of the aged, should support the activities emotionally so that the aged
volunteer workers do volunteer activities continuously.
Second, we should understand correctly what kind of services the aged
volunteer worker wishes and decide services to satisfy their individual desires.
Third, we should understand individual abilities and aptitude of the aged
volunteer workers and divide services to meet their abilities.
Forth, we should help the aged volunteer workers decide service time without
affecting their daily lifes; it causes inconvenience in personal life if it spends too
much time in services.
Fifth, we should consider whether a distance between the house of the aged
volunteer worker and the institution is appropriate.
Sixth, institutions, in which the aged volunteer workers perform their activities,
should help the aged volunteer workers consider that they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those institutions.
Seventh, education for volunteer activities should be performed in advance.
Eighth, we should prepare an appropriate compensation system for services and
pay the cost for their services to the aged volunteer workers.
Ninth, we should make regular meeting so that the aged volunteer workers
discuss the problems or discontent in services and support them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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