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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노인 자원봉사 참여동기 수준이 노인 사회적 자본의 융복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인천지역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등에서 자원봉사에 참여 중인 노인들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총 390부의 자료를 모아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사회적 책임감과 자아실현(독
립변수)이 사회적 신뢰(종속변수)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자아실현(독립변수)이 사
회적 참여(종속변수)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그러나 사회적활동(독립변수)은 사회
적 신뢰와 사회적 참여(종속변수)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 관계를 갖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인들의 삶의 질
을 높이기 위한 사회활동지원과 관련된 정책 제안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제어 : 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 사회적 자본, 융복합, 사회적 신뢰, 사회적 참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effect of the volunteer participation motivation of the 
elderly on the convergence formation of the social capital. This study is based on the quantitative research of 
390 older adults who have participated on the volunteer programs run by welfare center and culture center for 
the elderly at Incheon a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ocial responsibility and self-realization 
(independent variables) have effect on social trust(dependent variable). Second, self-realization(independent 
variable) has effect on social participation(dependent variable). Third, but social activity(independent variables) 
have not effect on social trust and social participation(dependent variable). This study can be use to propose 
policies related to the social activity for the elder's good life.

Key Words : Volunteer activity, Participation motivation, Social Capital, Convergence, Social trust, Social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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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

가 진행되면서 노인인구가 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하 고, 오는 

2017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를 상회하는 고령사회

에 진입할 것이며, 그로부터 9년 후인 2026년에는 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이란 망이 나오고 있다[1].

이처럼 노인인구 비율이 큰 폭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극 인 응책이 미흡

하여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두되고 있는 실정

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상당수는 수입 감소로 인한 경

제  어려움, 노화에 따른 건강상태의 악화, 노년기의 무

와 무료, 사회생활의 단 로 인한 소외와 고독감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2].

개인 으로 는 국가나 사회 으로 미처 인구고령화

로 인한 여러 문제를 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구고령

화가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련하여 노

인 련 여러 지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재 우리나라는 노

인 련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컨 , 지난 2013년 기 으로 OECD 국가  우리나

라의 노인빈곤율은 48.0%로 가장 최악의 수 인 것으로 

조사 다[43]. 노인들의 자살 증가율도 OECD 국가  1

인데,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000년 34.2명에서 

2010년에 80.3명으로 격히 늘어났다[44].

이러한 여러 가지 노인문제들은 여러 선행연구들

[3,4,5]에서 밝 졌듯이 은퇴이후 마땅히 할 일이 없는 역

할상실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Havighurst, R. J(1968)의 활동이론(Activity theory)과 

그 이론에 근거한 선행연구들[6,7]에서 주장한 것처럼 은

퇴한 노인들이 자원 사활동이나 노인일자리 참여 등 보

람있는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할 경우 노후에도 역할이 

계속 주어지고 그로인해 상당한 자 심과 삶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은퇴이후 여러 활동  자원 사활동은 오늘날 사회

참여의 많은 형태 가운데 표 인 활동으로 간주되고 

있다. 역사 으로 지역사회 공동체는 항상 복지자원의 

부족을 경험해 왔고, 이에 해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자

원 사 참여를 통해 해결해 왔으며 자원 사를 통한 사

회참여는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8]. 

이처럼 자원 사활동은 참여노인의 사회  참여와 사

회  신뢰 등 사회  자본 구축으로 이어져 고독감 해소 

등 여러 노인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퇴

이후 자원 사 참여가 노인의 사회  자본 형성에 어떤 

향을 끼치는지에 해 연구하려는 본 연구는 인구 고

령화로 인한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

한편, 지 까지의 부분의 노인에 한 연구들이 노

인을 보호받아야 하는 수동 이고, 소모 인 존재로 보

고 근하여, 노인의 삶에 부정  향을 미치는 물리  

환경에 집 하여 연구 되어졌다[9]. 

그러나, 사회정책  차원에서 노인 자원 사활동은 평

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건강한 노인들의 여가활용을 한 

요한 안으로 권장되고 있으며, 노인들의 풍부한 경

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시킴으로써 요한 사회  자본

으로 인식되기도 한다[6]. 

이러한, 노인 자원 사활동이나 사회  자본과 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단편 으로 

연구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자원 사활동의 효과를 

심으로 노인 자원 사 참여와 참여노인의 삶의 만족도

나 삶의 질과의 계 연구 등 단편 인 연구가 주를 이루

고 있다[10,11].

둘째는 사회  자본과 련한 기존의 연구를 보면, 

개 사회  자본이 독립변수나 매개변수가 되어 종속변수

인 생활만족도, 삶의 질, 자기효능감 등에 향을 미치거

나 사회  자본 형성요인에 한 연구 등 단편 으로 진

행되었다[12,13]. 

셋째는 자원 사활동과 사회  자본의 계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제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주로 사

회  자본이 자원 사활동을 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명

제를 바탕으로 자원 사에 한 사회  자본의 향을 

단편 으로 분석하는데 을 맞춰왔다[14,15]. 이와는 

반 로 일부 연구에서는 자원 사 참여가 사회  자본을 

형성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8].

본 연구는 노인자원 사의 참여시간이나 참여경로 

악에서 벗어나 자원 사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유형화하

고, 참여동기의 수 과 사회  신뢰나 사회  참여와 같

은 사회  자본과의 향 계를 실증 으로 검증해보는 

데 을 두어 연구를 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

을 가질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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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 은 노인 자원 사 참여동기 수 이 노

인의 사회  자본 형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 연구

결과에 따라 고령사회에서 은퇴 노인들의 사회  활동의 

요성을 강조하는 각종 사회활동 지원 로그램의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하여, 우리나라가 

속히 다가오는 고령사회를 미리 비하는 정책과제 형

성에 기여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노인자원봉사

2.1.1 노인자원봉사의 개념정의

우리나라 자원 사활동기본법에 따르면 자원 사활

동이란 ‘개인 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인류사회를 

하여 가 없이 자발 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 ’를 말한다고 규정(제3조의 1)하고 있다. 

한 동법 제2조의 3에서는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  배경에 계없이 구든지 자

원 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

다. 

노인자원 사활동은 노인들이 여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고, 그들의 사회  상을 높여 으로써 후손들로

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며, 평생 동

안 축 된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은 세 를 지도하

고 공익사업에 유휴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발 에 기

여할 수 있게 해 다. 한 노인자원 사는 수혜 상자

던 노인들을 복지의 제공자로 환해  수 있는 활동

이라고 할 수 있다[16].

자원 사활동은 참여주체인 노인의 자기성장이나 자

아실 뿐만 아니라 타인이나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

는 사회참여활동이다. 자원 사활동에의 참여는 노인에

게 다음과 같은 이 을  수 있다. 

자원 사활동은 노인들의 건 한 여가생활을 가능하

게 한다. 노년기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여가시간이 증

가하게 되나, 실 으로 여가시설이나 로그램이 부족

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은 자원 사활동을 통하여 사

회·심리  고독감을 해소하고,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건

강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다. 

노인은 자원 사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퇴직 후의 소외감이나 무력감을 극

복하고 자신의 유용성을 인식하여 극 인 노년기를 보

낼 수 있다고 한다[17].

이러한 개념들을 종합하여 볼 때 노인자원 사란 노

인이 평생 동안 축 하여온 경험과 지혜를 사회발 에 

기여할 목 을 가지고 자발 으로 참여하는 건 한 여가

생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다.

2.1.2 노인자원봉사 참여동기

우리나라 자원 사활동기본법 제2조의 2에서 자원

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 리성, 비정 성, 

비종 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원 사활동의 무보수성과 자발성의 특성

은 결국 자원 사활동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의지가 무

엇보다 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으며, 이러한 에서 개별 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동

기의 요성을 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할 것이다. 

이에 인 자원 리에 한 필요성을 제안한 경 학을 

기반으로 최근 사회복지학에서도 동기의 요성은 지속

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18].

노인들이 자원 사활동에 참여하도록 동기부여를 하

고 자원 사활동을 조직화하고 자원 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선진국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명한 인구 고령화 처방안의 하나다. 

선진국에서 고령화사회 처방안으로 제시하는 가장 

효과 인 방법은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에게는 일할 기회

와 여건을 마련해 주거나 일하기를 원치 않는 노인에게

는 일생을 통해 연마해온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자원

사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활동  

노화(active aging)와 성공  노화(successful aging)를 

추구하면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노인들이 자원 사활동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

고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참여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고령화사회의 요한 국가 ․사회  과제이고 이는 한 

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 하기 한 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19]. 

이러한 노인자원 사 참여동기에 한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자원 사 참여동기는 다양하며 여러 학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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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인 자원 사 참여동기를 설명하고 있다. 

Bramwell(1994)은 자원 사 참여동기를 애타심, 자기

성취, 사회 인 것 등 세 가지로 보고 있다[20]. Clary et 

al.(1998)는 자원 사 참여동기를 경력동기, 사회성동기, 

가치동기, 강화동기, 보호성동기, 이해동기 등의 6개의 

하 역으로 나 었다[21]. 김창석․최수일(2012)은 자

원 사자가 자원 사활동에 한 동기가 분명하고 이를 

지각할 때, 자원 사활동에 지속 이고 성공 으로 참여

할 수 있다는 에서 자원 사활동의 참여 동기를 악

하는 것은 요하다고 하고 자원 사활동 참여 동기요인

으로 자아실 , 사회  활동, 사회  책임감, 개인성취가 

있다고 하 다[22].

자원 사활동 참여 동기와 련된 이론 에서 표

인 이론은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5단계 이론, 맥클

린드(McCelleand)의 성취동기 이론, 헤르츠버그

(Herzberg)의 동기 생 요인이론(motivation hygiene 

theory), 맥그리거(McGregor)의 XY 이론, 다니엘 핑크

(Danielpink)의 Motivation 3.0이론, Moore의 동기이론, 

Francies(1982)의 자원 사 동기-욕구 로필 이론 등이 

있다[22,23].

이종혜(2001)는 자원 사 참여동기를 보상  동기, 

계  동기, 의  동기로 구분하여, 보상  동기는 자신

의 경험을 살리고 교육을 받고 정보들 얻기 한 동기이

며, 계  동기는 자원 사활동을 통해 소속감이나 

인 계를 넓히려는 동기이고, 의  동기는 종교 , 사

회  심에 의한 동기로 정의하 다. 이  보상  동기

가 자원 사활동 참여에 가장 요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자원 사자에게 계  동기나 의  

동기를 가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24].

길귀숙(2004)은 자원 사 동기를 자원 사활동에 참

여할 수 있는 행동의 제공과 이를 지속시킬 힘으로 규정

하며, 자원 사의 동기부여 방법으로 제도 인 동기부여 

방법과 자발 인 동기부여 방법을 제안하고, 자원 사 

참여 동기 유형을 사회발 에 기여한다는 성취감, 격려 

 시상에 한 기 , 조직향상의 노력이라고 하 다[25].

이러한 선행연구의 여러 참여동기 유형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특성을 반 하여 노인자원 사 

참여동기를 자아실 , 사회  활동, 사회  책임감 등 세 

가지 하 요인으로 나 어 연구하고자 한다.

2.2 사회적 자본

2.2.1 사회적 자본의 개념정의

성숙한 선진 사회의 조건과 련하여 많은 심을 모

으고 있는 사회  자본 개념은 민주주의, 경제 성장, 교

육, 복지, 시민사회, 공동체, 지역개발 등과 련하여 다

양한 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안으로서 여

러 역의 학자들 뿐 만 아니라 정책 담당자들에게까지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통 으로 국가 발  특히 경제  발 과 련하여 

물  자본과 인  자본의 축 과 효율  활용의 문제가 

주된 심사 다. 그러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 을 해서는 물  자본 

 인  자본과 더불어 지식과 정보의 창출과 활용, 사회

 네트워크 등에 기 한 사회  자본의 요성이 함께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26]. 

이러한 사회  자본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데, 사회  자본에 한 최 의 논의는 

Bourdieu(1996)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는 자본의 형

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화  자본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회  자본을 설명하고 있다.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물

 자본 이외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징에 의해서 체

화되고 제도화된 문화  자본도 불평등한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 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사회  자본을 지

속 인 네트워크 혹은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되는 실제  혹은 잠재 인 자원의 결합체라고 정의

한다[27].

Putnam(1993)은 사회  자본(socialcapital)은 사회

계 속에 내재된 자원의 총합으로써, 사람들 간에 형성된 

네트워크에 기 하여 신뢰와 상호호혜성과 같은 문화  

요소를 결합하고 활용하여 생성된 자본형태를 말한다고 

하 다[28].

Coleman(1988)에 의하면 사회  자본은 사회 인 

계 속에서 발생하며, 개인의 특정한 행동을 진시키는 

자본으로, 이를 소유한 사람에게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새로운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자본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 다[29]. 

Nahapiet․Ghoshal(1998)은 사회 자본을 한 개인이

나 집단, 조직이 지니고 있는 연계로부터 도출되거나 배

태되어 있는 실질  혹은 잠재 인 자원으로 정의하고 

있다[30].  Tsai․Ghoshal(1998) 역시 사회  자본이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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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환  결합을 통해 신을 창출한다고 주장하 다

[31]. 

민진암(2013)의 연구에서는 사회  자본의 개념을 연

구의 상이 스스로의 노후 책과 정부의 책도 미흡하

여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고 행복을 추구해야할 노인이기

에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하고 기꺼이 자신들의 

호혜성 규범을 따르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32]. 

이와 같이 사회  자본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

게 정의되고 있는 데, 공통 은 통 인 물 자본이나 

인 자본의 개념과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신뢰와 네트워

크 속에서 서로 력 계를 증진시켜 새로운 자본으로서 

규정할 수 있다는 에서 기존의 물 자원이나 인 자원

과 구분할 수 있다고 하겠다.

2.2.2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인

사회  자본은 다양한 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개념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다의 이고 다차원 이

라고 할 수 있다. 한 사회  자본에 한 이론  근

방법과 이 연구자들마다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사회

 자본의 구성요인도 연구자들에 따라 제시되는 내용들

이 매우 다양하다. 

국외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구성요소를 고찰해보

면, Putnam(1995)은 네트워크, 규범, 사회  신뢰는 사회

 유기체의 형태를 띠며 상호간의 이익을 한 조직과 

력을 용이하게 하는 요소로 보았다[28]. 

Bourdieu(1986)는 사회  자본을 신뢰와 계망으로 

정의하 다[27]. 한 개념을 확장하고 정립하는 데 많은 

공헌을 했던 Coleman(1988)은 계망, 신뢰, 규범으로 제

시하고 있다[29].  Woolcock(1998)에 의하면 사회  자본

의 유형은 bonding(결속형), bridging(가교형), linking(연

계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결속형은 개별 집단 내에서, 

가교형은 집단 간, 연계형은 국가 간 차원에서 용시킬 

수 있다고 보면서 흔히 사회  자본이란 경제, 정치, 사회

 자원의 동원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정보의 교환  유 감, 통제를 통해 사회  자

원의 동원을 효율 으로 제고시킨다는 에서 그는 ‘신

뢰’를 가장 표 인 사회  자본으로 일컬었다[33].

국내 연구자들도 사회  자본의 개념 요소들을 신뢰, 

네트워크, 참여, 호혜성 규범, 가족 신뢰, 동료 신뢰, 이웃 

신뢰, 사회 참여, 정치 참여, 공식  네트워크, 비공식  

네트워크 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이들 요소 가운

데 신뢰나 네트워크, 규범과 같이 두세 가지의 핵심  요

소 주로 이해되거나, 연구자에 따라 선택 으로 추출

하여 구성요소와 표 인자로 제시되고 있다. 

민진암(2013)과 임 철(2014)은 사회  자본의 구성요

소로써 신뢰, 네트워크, 그리고 호혜  규범을 심으로 

연구하 다[32,34]. 정순둘․성민 (2012)은 각각의 연령

집단에 내재된 사회  자본의 사회참여, 신뢰, 네트워크, 

규범과 같은 요인들을 포 으로 고려하 다[35]. 

장유미(2011)는 가장 보편 으로 합의되고 있고, 노인

일자리사업을 통한 노인의 삶의 변화와 한 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단되는 신뢰, 계망, 사회참여를 사회

 자본의 구성요소로 하여 살펴보았다[7]. 문 주(2011)

는 사회  자본의 구성요소를 세 가지 차원으로 나 어 

구조  차원에서는 네트워크 연결성을, 인지  차원에서

는 비  설정  공유를, 계  차원에서는 호혜  규범, 

신뢰  력으로 구분하 다[36]. 

이와 같이 국내외 여러 학자들이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 사회  자본의 구성요소 에서 본 연구에서는 노

인의 사회활동 특성과 노인의 인구학  특성 등을 고려

하여 사회  신뢰와 사회  참여라는 두 가지 하 요인

으로 단순화시켜 연구하고자 한다. 

2.3 노인자원봉사 참여동기와 사회적 자본 형

성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및 가

설설정

본 연구의 연구목 은 노인자원 사 참여동기와 사회

 자본 형성과의 계를 고찰하여, 은퇴 노인의 역할상

실에 따른 체  역할로서 자원 사의 요성을 강조함

으로서 은퇴노인의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정책  시사

을 제공하려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출발 은 은퇴한 노인도 은퇴 이후 자원

사활동과 같은 새로운 역할을 계속한다는 것을 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장 이론  기 가 되는 일반이론

은 노년기 역할상실 혹은 감소에 따른 체  역할로서 

새로운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노년기의 생활만족감

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Havighurst, R. J.(1968)의 활동이

론(Activity theory)이다. 

이러한 활동이론은 Havighurst 등 의해 처음 주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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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Lemon 등에 의해 공식화되었는데, 이는 생물학  측

면을 제외하고는 노인은 근본 으로 년기 때와 같은 

심리 , 사회  욕구를 지니고 있어 노년기에 여 히 활

동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개인은 년기 는 노년기 등의 연령 와 상 없이 

동등한 수 의 사회활동을 유지하도록 기 하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직업활동을 체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 

사활동의 기회를 최 한 활용하며, 이를 통해 사회에 참

여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사회  자본이 축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년기 이

후의 활동수 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노년기 행복감을 증

진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노인의 행복감은 노년기 이

의 상실 혹은 감소된 역할에서 다른 것으로 체될 때 높

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6].

김 옥․권해수(2011)는 자원 사활동이 사회  자본 

형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자원 사는 사회참

여이고 사회참여의 증가는 사회  자본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 , 조직  요인 등이 자원

사활동에 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기본 으로 자원 사활

동의 증가는 사회  자본 형성에 향을 미치게 된다는 

제로 연구되었다[8]. 

자원 사활동의 하 변인은 참여빈도와 참여기간으

로 설정하 고, 사회  자본의 하 변인은 네트워크, 호

혜  규범, 인신뢰, 기 신뢰로 하 다. 연구결과 고

령층의 자원 사 참여빈도와 참여기간이 증가할수록 사

회  자본인 인신뢰와 네트워크에 한 인식이 정

인 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권 숙․이 민(2011)은 지역사회 자원 사활동 특성 

유형과 사회  자본 형성의 계 분석의 연구에서 자원

사자의 개인  특성  자원 사활동의 특성과 자원

사자의 사회  자본 형성의 련성을 분석한 결과, 하  

종속변인인 신뢰는 응답자 자신의 계층에 한 수 인식, 

자원 사에 한 심, 태도와 유의미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7]. 

네트워크 변인은 직업유무와 태도와 유의미한 련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규범형성의 경우 자

원 사에 한 심과 태도와 유의미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자(2012)는 자원 사 인정과 보상이 청소년의 지

역 사회자본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자원 사 

만족이 청소년의 지역 사회자본 요소 에서 규범과 사

회  연계망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

원 사 인정과 보상이 지역 사회자본 요소 에서 사회

 연계망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 사 

인정보상과 사회  연계망과의 계에서 청소년 자원

사자가 느끼는 만족의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이 낮은 집단 보다는 높은 집단에서 인정과 보상이 

사회  연계망에 미치는 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38]. 

남은 ․이재열․김민혜(2012)는 사회자본과 사회공

헌형 여가로 분류되는 자원 사활동과의 계 연구에서 

사회공헌형 여가인 자원 사활동에의 참여는 개인  흥

미와 심의 추구를 통하여 행복감을 높일 뿐 아니라 시

민사회참여를 높이고 사회자본의 축 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밝혔다[39]. 

김명숙․고종욱(2011)은 자본  생태환경 요인이 노

인자원 사활동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사회  

자본 변수를 비공식  상호작용과 공식  상호작용이라

는 두변수로 나 고, 사회  자본 요인들 에서 비공식

 상호작용은 자원 사 참여여부와 지속  자원 사 참

여의도에 향을 미치는 반면에 공식  상호작용은 지속

 자원 사 참여의도에만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밝혔다[2]. 

이 기(2010)는 많은 노인 자원 사활동 련 연구가 

사회  자본을 다른 자본 변수와 경쟁 계에 있는 하나

의 변수로만 취 하는 경향에 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사회  자본은 자원 사활동에 하여 독립  효과뿐만 

아니라 인  자본의 효과를 조 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고 주장하 다[14]. 

사회  자본이 공식  상호작용, 즉 사회단체와 같은 

자발  결사체의 맥락에서 노인자원 사를 진한다는 

도 논의하 다. 

김성경(2009)은 사회  자본요인  자원 사활동 요

인이 평균이상 자원 사활동 참여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사회  자본 요인인 타 자원 사자와의 교제가 

많을수록, 민간･자선기  신뢰가 높을수록 많은 시간 자

원 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  자본요인

이 자원 사활동 참여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

다[15].

양은서(2014)의 학생 자원 사 동아리 활동과 지역

사회 내 사회자본 형성의 계에 한 연구결과는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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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인 사회자본 형성의 하 요인인 신뢰, 네트워크, 

사회  규범 형성은 연구 상자의 성별, 학년, 자원 사 

횟수, 자원 사 활동분야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 상자의 네트워크 

형성은 자원 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자원 사 기간

이 그 이상인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뢰 

형성은 자원 사활동에 한 지식에 부 인 향과 자원

사활동에 한 태도에 정 인 향을 받고, 네트워크 

형성과 사회  규범 형성은 자원 사활동에 한 태도에 

정 인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40].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에서는 자원 사활동과 사회  

자본과의 계가 상호 향을 주면서 자원 사활동이 사

회  자본 형성에 향을 끼치기도 하고, 이와는 반 로 

사회  자본이 자원 사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와 Havighurst, R. J의 활동이론

(Activity theory)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 다.

H-1 노인자원 사 참여동기 수 은 참여노인의 사회

 신뢰 형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H-1.1 사회  책임감은 사회  신뢰 형성에 유의미

한 향을 미칠 것이다.

 H-1.2 사회  활동은 사회  신뢰 형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H-1.3 자아실 은 사회  신뢰 형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H-2 노인자원 사 참여동기 수 은 참여노인의 사회

 참여 형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H-2.1 사회  책임감은 사회  참여 형성에 유의미

한 향을 미칠 것이다.

 H-2.2 사회  활동은 사회  참여 형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H-2.3 자아실 은 사회  참여 형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자원 사 참여동기 수 의 

지표로서 사회  책임감, 사회  활동, 자아실 을 하

변인으로 채택하 으며, 자원 사에 참여 인 노인을 

상으로 이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노인의 사회  자본 

형성 간의 향 계를 확인하고자 하 다. 사회  자본

의 세부요인으로는 이론  배경에서 기술하 듯이 사회

 신뢰, 사회  참여를 하 변인으로 설정하 으며, 이

들 변수들 간의 계를 나타낸 연구모형은 [Fig. 1]과 같

다. 

Volunteer

Participation

Motivation

→

Social Capital of the 

elderly

‧

‧

‧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Activity

Self-Realization

‧

‧ 
Social Trust

Social 

 Participation

[Fig. 1] Research Model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인천시 소재 노인복지   노인문화센터 

등에서 자원 사에 참여 인 노인 400명을 비확률표집 

방법  유의표집법을 사용하여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설문조사는 30일간(2015. 1. 28 ~ 2015. 2. 28) 실시하

다. 총 500부를 배부하여 수집된 자료는 총 400부 으

며, 이  결측 값이 있는 10부를 제외한 390부를 자료분

석에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 

Ver.18.0을 이용하 다. 우선 연구 상의 인구사회학  

특성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으로 악하 고, 

두 번째는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하여 요인분

석을 실시하 는데 요인분석은 카이  규칙이 있는 직각

회 방법인 배리맥스를 이용한 주성분 요인분석

(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으며, 

측정변수의 신뢰성은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으

로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 다. 끝으로 세 번째는 

자원 사 참여동기 수 에 따른 노인의 사회  자본 형

성에 미치는 향과 참여노인의 만족도의 조 효과는 

계  회귀분석(hierarchial regression analysis)으로 확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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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변수의 측정도구

3.3.1 자원봉사 참여동기 수준

자원 사 참여동기의 3가지 하 요인은 김창석(2011)

의 연구[41]에서 사용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이용하 으며, ‘사회  책임감’은 “자원 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수 있다 –SCR1”, “자원 사

활동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SCR2”, “자원 사활동으로 더 행복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SCR3”의 3문항, ‘사회  활

동’은 “자원 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SA1”, “자원 사활동은 나의 사회  범

를 넓힐 수 있는 기회이다 –SA2”, “자원 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다 –SA3”, “자원 사활

동은 연령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이다 

–SA4”의 4문항, ‘자아실 ’은 “자원 사활동에서 내가 

가진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SR-1”, “나 자신의 

발 을 해서 자원 사활동을 하고 있다 –SR-2”, “자

원 사활동을 하면 내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 

–SR-3”, “자원 사활동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다 –SR-4”, “자원 사활동은 내 인격수양에 도움

이 된다 –SR-5”의 5문항, 총 12문항을 Likert 5  척도

로 측정하 다. 

3.3.2 사회적 자본

‘사회  신뢰’는 임 철(2014)의 연구[34]에서 사용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이용하 으며,“배우자

를 신뢰하십니까? -ST1”, “친구를 신뢰하십니까? 

-ST2”, “친척을 신뢰하십니까? -ST3”, “이웃을 신뢰하

십니까? -ST4”, 총 4문항을 Likert 5  척도로 측정하

다.  

‘사회  참여’는 장유미(2011)의 연구[42]에서 사용된 

도구를 이용하 으며, “지역사회에서 열리는 축제, 음악

회 행사에 극 으로 참여하십니까? -SP1”, “반상회에 

극 으로 참여하십니까? -SP2”, “종친회에 극 으

로 참여하십니까? -SP3”, “향우회에 극 으로 참여하

십니까? -SP4”, “동창회에 극 으로 참여하십니까? 

-SP5”, “시민단체에 극 으로 참여하십니까? -SP6”, 

총 6문항을 Likert 5  척도로 측정하 다. 

3.3.3 참여노인 만족도

‘참여노인 만족도’는 김창석(2011)의 연구[41]에서 사

용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이용하 으며, “

재 참여하고 있는 자원 사활동에 체로 만족하는 편이

다 –PS1”, “나는 자원 사활동을 통해 삶의 보람을 느

낀다 –PS2”, “자원 사활동이 내게 도움이 되어서 만족

한다 –PS3”, “자원 사활동이 내게 좋은 경험이어서 만

족한다 –PS4”, “자원 사활동을 통해 인 계를 넓힐 

수 있어서 만족한다 –PS5”, 총 5문항을 Likert 5  척도

로 측정하 다. 

3.4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가 연구하고자 하는 개념을 

하게 측정하 는가를 검증하기 해 요인분석을 실

시하 다. 먼  변수들 간의 상 계가 다른 변수에 의

해 잘 설명되는지 검정하기 해, Kaiser-Meyer-Olkim 

(KMO) 검정을 진행하 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모

두 KMO 값이 0.9이상으로 매우 좋은 편으로 나타남으로

써 요인분석을 한 변수들의 선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

로 단되었다. 

이와 함께, 선정된 변수들로 Barlett의 구형성 검정을 

통해 요인분석 모형의 합성 여부를 확인하 는데 그 

결과 유의확률이 p<0.01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요인분

석의 사용이 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

릴 수 있었다. <Table 1>에 요인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아이겐 값(고유치)이  1보다 큰 요인이 5개 추출되

었고 요인모델의 총 설명변량은 69.708%로 나타났고, 이

를 가설검증에 사용하 다.

3.5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검증할 목 으로 항목분석 

방법  Cronbach's Alpha계수를 이용하 다. 일반 으

로 이 계수가 0.6이상이면 비교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Table 2>에서와 같이 모든 

변수의 Cronbach's Alpha계수가 0.6이상으로 나타나, 신

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3.6 연구대상의 특성

연구 상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성별, 연령, 학력,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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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SR SP SA ST SCR

SR-4 .806 .148 .248 .020 .151

SR-1 .741 .095 .261 .079 .236

SR-2 .730 .118 .263 .072 .217

SR-3 .712 .054 .422 .064 .145

SR-5 .703 .117 .287 .135 .161

SP-4 -.021 .856 .067 .125 .155

SP-3 -.006 .821 .014 .178 .092

SP-2 .161 .739 -.072 .037 .107

SP-1 .365 .669 -.088 -.036 .164

SP-6 .353 .642 .153 .055 -.100

SP-5 -.108 .628 .190 .199 -.104

SA-3 .280 .057 .839 .047 .195

SA-2 .373 .059 .781 .083 .247

SA-4 .382 .056 .773 .121 .160

SA-1 .320 .022 .722 .094 .263

ST-2 .044 .045 .125 .855 .001

ST-1 -.054 -.009 .052 .745 .237

ST-3 .211 .362 .052 .704 .069

ST-4 .203 .440 .044 .660 .044

SCR-1 .243 .098 .188 .086 .818

SCR-2 .233 .116 .277 .167 .812

SCR-4 .262 .063 .331 .115 .670

Eigen Value 3.766 3.632 3.214 2.426 2.299

% of Variance 17.117 16.507 14.608 11.026 10.450

Cumulative  % 17.117 33.624 48.232 59.258 69.708

KMO Measure=0.896

Barlett x2= 5162.431 , df = 231 p=0.000 

*p<.05, **p<.01, ***p<.001 

PS: Participation Satisfaction, SP: Social Participation, SA: Social Activity, SR: Self-Realization, ST: Social Trust, SCR: SoCial Responsibility

 <Table 1> Factor Analysis

교, 주거상태, 직업, 월소득, 자원 사활동기간 등으로 구

분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Table 3>와 같이 남성이 

162명(41.5%), 여성이 228명(58.5%)이었고, 연령은 60세

∼64세가 39명(10.0%), 65세∼69세가 106명(27.2%),  70

세∼79세가 195명(50.0%), 80세 이상이 50명(12.8%)인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 Sub-Variable Cronbach's α

Volunteer 

Participation 

Motivation

SCR(Social 

Responsibility)
.846

SA(Social Activity) .915

SR(Self-Realization) .892

Social Capital of the 

elderly

ST(Social Trust) .792

SP(Social 

Participation)
.835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4. 연구결과 및 논의

4.1 자원봉사 참여동기 수준이 사회적 신뢰 

형성에 미치는 영향

은퇴 노인들의 자원 사 참여동기 수 이 노인의 사

회  자본의 하 요인의 하나인 사회  신뢰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인구사회학  특성을 통제하고 

자원 사 참여동기(사회  책임감, 사회  활동, 자아실

) 수 을 독립변수로 하고 사회  신뢰를 종속변수로 

하여 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먼  Model I은 <Table 3>과 같이 조사된 인구

통계학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모형으로 이들 변수  

학력과 주거( 구 임 )가 유의미한 향력을 나타냈다. 

Model I의 F값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 으며, 이들 요인

들의 체설명력 R²은 8.6% 다.

Model II에서는 인구사회학  특성을 통제하고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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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참여동기의 요인을 투입한 결과 사회  책임감(β

=.213, t=3.439, p<.01), 자아실 (β=.180, t=2.621, p<.01)

이 사회  신뢰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

회  책임감과 자아실  두 개의 요인 에서 사회  책

임감이 사회  신뢰에 한 향력이 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원 사 참여동기  사회  활동과 

사회  신뢰 간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갖지 못하 다. 

Model Ⅱ의 F값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 으며, 이들 요

인들의 체설명력 R²은 18.8% 다.

Classification N(%)

Gender
M 162(41.5)

F 228(58.5)

Age

60-64 39(10.0)

65-69 106(27.2)

70-79 195(50.0)

〉80 50(12.8)

Education

No Schooling 3(.8)

Elementary 69(17.7)

Middle 117(30.0)

High 157(40.3)

University 32(8.2)

Graduate 12(3.1)

Religion
Y 275(70.5)

N 115(29.5)

House

Owner 294(75.4)

Rent(by year) 58(14.9)

Rent(by month) 14(3.6)

Rent(permanent) 5(1.3)

etc 19(4.9)

Occupation
Y 67(17.2)

N 323(82.8)

Salary per month

〈₩ 100M 199(51.0)

₩100-150M 103(26.4)

₩150-200M 44(11.3)

₩200-250M 22(5.6)

₩250-300M 13(3.3)

〉₩ 300M 9(2.3)

Duration of 

volunteer

〈 1 year 76(19.5)

1-2 years 115(29.5)

3-4 years 97(24.9)

〉 5years 102(26.2)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4.2 자원봉사 참여동기 수준이 사회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

은퇴 노인들의 자원 사 참여동기 수 이 노인의 사

회  자본의 하 요인의 하나인 사회  참여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인구사회학  특성을 통제하고 

자원 사 참여동기 수 을 독립변수로 하고 사회  참여

를 종속변수로 하여 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Table 5>와 같다. 먼  Model I은 <Table 3>의 인

구통계학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모형으로 이들 변수  

연령, 학력과 활동기간에서 유의미한 향력을 나타냈다. 

Model I의 F값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 으며, 이들 요인

들의 체설명력 R²은 8.8% 다.

Model II에서는 인구사회학 특성을 통제하고 자원

사 참여동기의 요인을 투입한 결과 자아실 (β=.263, 

t=3.750, p<.001)이 사회  참여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사회  책임감과 사회  활동 두 개

의 요인은 사회  참여와 유의미한 결과를 갖지 못하

다. Model Ⅱ의 F값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 으며, 이들 

요인들의 체설명력 R²은 14.9% 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논문은 노인 자원 사 참여동기 수 이 노인의 사

회  자본 형성에 미치는 향과 자원 사 참여 만족도

의 조 효과가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살펴보았

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 사 참여동기  사회  책임감과 자아실

 동기수 이 사회  자본의 하 요인인 ‘사회  신뢰’

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되었다. 

이는 자원 사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노인의 사회  

책임감과 자아실  동기가 높을수록 배우자, 친구, 이웃 

등을 신뢰하는 즉 사회  신뢰 수 이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둘째, 사회  활동 동기와 사회  신뢰 간에는 유의미

한 결과를 갖지 못하 는데, 이는 사회  신뢰가 상 를 

믿는 심리  측면이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책임감이나 

자아실 과는 다른 단순히 사회  활동을 한 동기요인

이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셋째, 자원 사 참여동기  자아실  동기수 이 사

회  자본의 하 요인인 ‘사회  참여’에 유의미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악되었다. 

이는 자원 사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노인의 자아실  

동기가 높을수록 참여노인이 지역사회단체 행사나 반상

회, 향우회, 동창회, 시민단체 등에 극 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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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IV 

Model Ⅰ Model Ⅱ

B β t B β t

(constant) 2.873 9.843*** 1.625 4.893***

Demographic

Characteris-

tics

 Gender
1)

-.017 -.010 -.197 -.056 -.034 -.679

Age .053 .054 .973 .021 .022 .409

Education .145 .178 3.131** .085 .105 1.866

 Religion²
)

-.079 -.044 -.865 .014 .008 .161

 House3) 　 　 　 　 　 　

 House 1 -.207 -.091 -1.792 -.159 -.070 -1.440

 House 2 -.156 -.036 -.717 -.046 -.011 -.221

 House 3 -1.340 -.186 -3.731** -1.319 -.183 -3.865

House 4 -.110 -.029 -.582 -.109 -.029 -.607

Occupation⁴ -.068 -.032 -.605 -.128 -.060 -1.202

Salary -.024 -.036 -.673 -.004 -.005 -.106

Duration .065 .087 1.684 .020 .026 .525

Volunteer 

Participation

Motivation

SCR .235 .213 3.439
**

SA -.006 -.006 -.085

SR .187 .180 2.621**

F 3.244*** 6.206***

R² .086 0.188

△R
2

0.102

*
P<.05, 

**
P<.01, 

***
P<.001, 1) Gender(M=0, F=1), 2) Religion(Y=0, N=1), 3) House(Owner =0), House 1(Rent by year=1), House 2(Rent by 

month=1), House 3(Rent permanent=1), House 4(etc=1), 4) Occupation(Y=1, N=1)

<Table 4> Effect of Volunteer Participation Motivation on Social Trust

Model

IV 

Model Ⅰ Model Ⅱ

B β t B β t

         (constant) 1.790 　 5.391*** .830 　 2.144*

Demographic

Characteris-

tics

  Gender1) -.078 -.042 -.786 -.095 -.051 -.982

Age .151 .135 2.449* .142 .127 2.338*

Education .108 .117 2.052
*

.082 .089 1.552

 Religion²) -.192 -.095 -1.854 -.104 -.051 -1.015

 House3) 　 　 　 　 　 　

 House 1 .096 .037 .731 .122 .047 .953

 House 2 -.344 -.069 -1.385 -.278 -.056 -1.151

 House 3 -.253 -.031 -.619 -.273 -.033 -.686

House 4 -.057 -.013 -.264 -.050 -.012 -.240

 Occupation⁴ .053 .022 .417 -.005 -.002 -.043

Salary -.020 -.027 -.505 -.006 -.008 -.161

Duration .150 .175 3.390
**

.106 .124 2.433
*

Volunteer 

Participation

Motivation

SCR .123 .098 1.544

SA -.129 -.107 -1.501

SR .312 .263 3.750
***

F 3.333
***

4.705
***

R² .088 0.149

△R2 0.061

SCR= SoCial Responsibility, SA= Social Activity, SR= Self-Realization, P<.05, **P<.01, ***P<.001

1) Gender(M=0, F=1), 2) Religion(Y=0, N=1), 3) House(Owner =0), House 1(Rent by year=1), House 2(Rent by month=1), House 3(Rent 

permanent=1), House 4(etc=1), 4) Occupation(Y=1, N=1)

SCR= SoCial Responsibility, SA= Social Activity, SR= Self-Realization

<Table 5> Effect of Volunteer Participation Motivation on Social Act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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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사회  책임감과 사회  활동 두 개의 동기요인

은 사회  참여와 유의미한 향 계를 갖지 못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선행연구  김 옥․권해수[8]

의 연구결과와 부분 으로 일치한다. 김 옥․권해수의 

연구에서도 고령층의 자원 사 참여빈도와 참여기간

이 증가할수록 사회  자본인 인신뢰에 한 인식에 

정 인 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  참여에도 향을 미치는 으로 

밝 져 부분 으로 차이 이 나타났다. 

권 숙․이 민(2012)의 연구결과[37]와도 부분 으

로 일치한다. 즉 동 연구에서 하  종속변인인 신뢰는 자

원 사에 한 심과 태도와 유의미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남은 ․이재열․김민혜(2012)의 연구결과[39]에서도 

사회공헌형 여가인 자원 사활동에의 참여는 시민참여

를 높이고 사회  자본의 축 에도 기여한다고 밝힘으로

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가 자원 사의 참여동기를 시하여 참여동기와 참여노

인의 사회  신뢰와 사회  참여와 같은 사회  자본 형

성과의 계를 새롭게 밝힌 에서는 새로운 근방식이

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고령사회에서 은퇴 노인들의 

사회  활동의 요성을 강조하는 각종 사회활동 지원정

책 개발의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 노인인구의 증과 노인빈곤율 

증가, 노인자살율 증가 등 우리나라가 재 직면하고 있

는 노인의 사회  문제 해결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한 2015년 재 한국 쟁이후 출생한 베이비붐세

가 본격 으로 60 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고학력에 

다양한 욕구와 재능을 가진 고 인력을 국가의 인 자원

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한 정책  시사 을 제

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연구내용에서 몇 가지 한계 을 가지고 있

는데, 첫번째는 분석을 한 조사 상자들이 수도권에 

거주하여 향후 국에 분포된 노인자원 사자 표본에 

한 설문을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두번째는 노인자원 사 활동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활동 역별로 표본을 분류하여 연구 상의 표

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번째는 노인자원 사 참여동기와 사회  자본의 하

요인들은 선행연구결과와 학자들에 의해 매우 다양하

게 제시되어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 의 한계

로 참여동기에서는 3개의 하 요인과 사회  자본에서는 

2개의 하 요인 밖에 활용하지 못한 이 아쉽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좀 더 다양한 하 요인을 활용하여 변수간

의 효과성을 검증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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