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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한국의 고령화로 증가한 노인인구가 행복한 노년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요소 의 하나로 사회활동의 참

여가 있다. 다양한 사회활동의 하나  자원 사활동은 사회 으로는 시민사회의 기반이 되는 역할을 하며 

개인 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의 자원 사활동 황과 자원

사활동 참여 요인을 분석하되 노인인구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연령집단별로 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한국 고령화 연구 패 의 2차년도 자료에서 55세 이상의 노인을 비노인(55세-65세), 기노인(65세-74

세), 후기노인(75세 이상)으로 분류하여 기술통계와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 다. 분석 결과, 노인의 

자원 사활동 참여율은 매우 낮았으며, 노인의 사회  계가 노인이 자원 사활동 참여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 졌다. 한 연령별 다양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확인되었다.   

 
■ 중심어 :∣자원봉사참여∣노인∣사회적 관계∣

Abstract

With the increase of the aging population in Korea, the welfare of Korean elderly has become 

one of main concerns of the society. One essential factor that may enhance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is the active social participation. Involvement in the volunteer activity is one form 

of social participation that benefits both society and individu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vel of Korean elderly's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and factors related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context of different age group. People aged 55 and over from wave 2 

data of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are grouped into pre-old(55-64), young old(65-75), 

and old old (75 and older). Main analytic tools include descriptive statistic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social relationships of the elderly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related with their participation with voluntary activities. Also highlighted is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the diversity among the older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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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사회의 격한 사회변동의 결과 다양한 사회문

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그에 처할 만한 사회  안정망

의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소외와 고독을 경험하는 인구

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그러한 변동 에서 가장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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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화  하나는 고령화이며 이처럼 작스  증가하

는 노년층이 직면하는 문제들은 각별한 사회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이들에 한 사회복지제도 

차원의 정책  지원을 늘리고 있으나 그 한 아직은 미

흡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3섹터로서 

시민사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의 요성이 부각되고 그 

주요 역의 하나인 자원 사에 심을 기울이기 시작하

다. 한국의 자원 사활동 수 은 성인의 자원 사참

가율이 2006년 5.7%에서 2011년 12.9%로 꾸 히 증가

하는 추세이지만[1],  다른 조사에서는 2005년 20.5%

이던 것이 2008년에도 여 히 20%선에 머무는 답보상

태에 있어서 선진국에 비해서는 조한 편이다[2].

한편으로 노년학에서는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한 다양한 이론  논의를 하고 있다. 그  

표 인 이론  인 성공  노화론[3]에서는 노인

의 활발한 활동의 요성을 강조한다. 타인과 계를 

맺는 사회  활동은 성공  노화의 핵심 인 요소 의 

하나이며 그러한 사회  활동 에 표 인 것이 자원

사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얻는 한 가지 시사 은 노인

은 사회  서비스가 필요한 자원 사의 상이 될 수도 

있으나 동시에 자원 사활동에 참여하는 주체일 때는 

사회 으로는 요한 인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자원

사활동을 통한 사회통합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4]. 

개인 으로는 자원 사에 참여함으로써 사회활동을 통

한 사회  계를 형성하여 삶의 질의 향상의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그 밖에도 자원 사의 개인  효과

에 해서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여러모로 입증한 바 있

다[4-6].

이처럼 노인의 삶에 한 자원 사활동의 효과가 명

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의 자원 사 참여율은 

체 한국 성인의 자원 사참여율보다도 더 조하다. 

2011년 노인실태조사[7]에서 65세이상 노인의 자원 사

참여율은 3.9%에 불과하고, 86.9%는 평생 자원 사를 

한 이 없다고 응답하 다. 이는 주요 외국의 노인 자

원 사활동 참여율이 미국, 23.8%, 일본, 26.0%, 국은 

53%인 것에 비해 매우 조하다고 할 수 있다[8]. 

노인의 자원 사활동이 사회 으로 뿐만 아니라 개

인 으로 정 인 향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인의 자원 사참여가 조한 것은 자원 사활동에 

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최근 노인

일자리사업을 통한 다른 형태의 사회  활동이 활성화 

되고 자원 사활동에 한 사회  인식이 향상하면서 

노인의 자원 사활동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기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다만 좀더 극 으로 노인의 자원

사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해서는 구체 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연 이 있는지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재 국내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자원 사 황과 자

원 사활동의 참여가 노인에게 미치는 향을 경험

으로 분석하거나[9][10], 자원 사자의 리나 련 매

뉴얼 개발 등과 련된 연구들로 노인의 자원 사에 

한 연구가 실시되었으나[11], 참여자체와 련된 개인

의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한 노인을 상으

로 연구할 때 기 수명의 상승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함

에 따라 노인인구의 내  다양성이 뚜렷해지고 특히 생

애주기의 에서 노인인구라 해도 연령층별로 경험

이 다를 수 있다는 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는 지 이 

있다[12-14]. 그 다면 이들 노인인구의 자원 사를 비

롯한 여러 상도 일단 연령별로 나 어 분석해 볼 필

요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노

인의 자원 사참여와 련된 요인을 연령별로 나 어 

분석함으로써 그에 걸맞은 노인의 자원 사활성화를 

한 정책  함의를 고찰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 노인의 자원 사활동 참여 정도는 어떠한가?

2. 한국 노인의 자원 사활동 참여여부와 련 있는 

변인은 어떤 것인가? 

3. 이들의 자원 사활동 참여 정도  이에 계되는 

요인들은 노년층의 연령범주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선
행연구

노년학의 표 인 이론으로 성공  노화의 을 

비롯하여 활동이론(Activity theory), 연속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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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ity theory) 등이 있는데 특히 활동이론은 사회

참여(social participation)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요한 향을 미친다고 본다. 노년기에 이르러 역할상실 

는 감소를 경험하면서 이를 체하는 것으로 사회활

동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 있다는 것이다. 사회참여는 

사회활동(social activity)과 혼용하는 개념으로 사회  

계(social relationship) 형성의 주요기제의 하나이며

[15], 사회참여나 사회활동을 통해 사회  계를 형성

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인은 사회  계를 통한 사회  유 감의 형성

으로 생존율을 높일 수도 있으며[16], 삶의 만족도를 높

이며[17], 우울감을 감소시키기도 한다는 사실 등을 발

견한 연구들이 있다[18].

일반 으로 자원 사활동을 설명하는 이론  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본 논문의 주제와 직  련 

있는 보기만 몇 가지 제시하면[19][20], Kahneman의 

Frame이론,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활동이

론 등을 들 수 있다. Kahneman의 Frame이론은 노인의 

마음(생각)의 틀을 바꿈으로서 자원 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하고[21], 교환이론에서는 합리

 존재인 인간은 자신에게 돌아올 보상을 최 화 하는 

행동이나 인간 계를 선택하기 때문에, 자원 사라는 

이타 인 행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집단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이 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자원 사

활동에 참여한다고 설명한다[22].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원 사활동을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활동이론은 사회  활동에 많이 참여

하고 친 한 활동을 할수록 노년기의 정  응과 안

녕, 그리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특히 퇴직으로 인하여 상실한 역할을 

치할만한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도 

지 하고 있다. 자원 사는 그러한 사회  활동의 한 

유형이므로 노인의 만족도에 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

이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한 사회  계 

형성의 기제로 작용하는 사회활동  자원 사활동의 

요한 역할을 설명하는 표  이론은 활동이론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련성은 노후 활동의 유형과 노

인 각자의 처한 상황  활동에 한 개인의 의미부여

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을 주목할 것을 주문하고 있

다[9][23]. 

한편, 상기 이론들이 자원 사활동과 련된 개인의 

심리사회  차원에 치우쳐 있다는 에 비추어 외부환

경  요소도 강조해야 한다는 도 있다. 이 기[24]

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 계를 강조하는 일반생태학 이

론과 부르디외와 퍼트만의 사회자본의 개념[25]을 근간

으로 하는 자원이론으로 노인의 자원 사활동을 설명

하고자 하 다. 노인의 자원 사활동은 외부 인 요인

들 즉, 생태 환경, 정책 환경, 물리  환경 등과 자원

사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  계망, 집단소속, 가족유  

등과 같은 사회자본의 향하에 결정된다는 것이다

[24].  

국내의 노인의 자원 사와 련된 연구들은 노인의 

자원 사 황이나 자원 사활동의 참여의 효과의 검

증이나 기 차원에서 자원 사자의 리에 한 연구

가[26] 주로 있다. 자원 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우울, 

삶의 만족도 등과 같은 심리사회  안녕감에서 정

인 효과를 경험하며[9][10][27], 한 이러한 정 인 

면이 노인의 참여 지속성에도 향을 미치기도 하 다

[9]. 한 자원 사활동의 특성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가 

있으며[28] 국내 자원 사 로그램을 평가하며 지역사

회의 극 인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하 다

[26].

국내외의 선행연구에서는 경험  차원에서 노인의 

자원 사 참여요인으로 연령, 성별, 교육수 , 소득, 종

교와 같은 인구학  변수와 신체  건강, 사회  계

와 같은 것을 밝 내기도 하 다[5][19]. 그 결과를 요

약하면, 교육수 과 소득수 이 높을수록 자원 사에 

참여할 확률이 높고, 종교가 있으면 자원 사 참여율이 

높았다[29][30]. 연령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낮은 결과도 

있는 반면[25], 연령과는 유의한 계가 있지 않은 결과

도 있었다[9]. 신체 으로 건강한 노인이 사회활동참여

율이 높으며[31][32], 공식  상호작용, 비공식 상호작

용, 네트워크 등과 같은 사회자본이 많을수록 자원 사

활동과 련이 있었다[25]. Kim 외[33]는 사회자본의 

에서 학력이나 건강상태는 인  자본요인이 될 수 

있으며, 종교는 문화  자본요인, 독거여부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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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사회자본 요인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연령, 

종교, 독거여부가 자원 사참여와 연 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다양한 이론  에서 노인이 자원 사활동에 참

여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질에 정 인 향을 미친다

는 것은 이미 밝 졌고 노인의 자원 사 참여를 가능하

게 하는 요인들에 한 연구도 개인  요인들에 한 

탐색 는 사회자본의 에서 검토되어 왔음에도 불

구하고 국내 노인의 자원 사 참여율이 조한 것은 물

론 인 라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 첫째 이유일 것이

다 [11]. 국내에서 노인의 자원 사는 한국노인종합복

지 회, 서울특별시노인종합복지 회,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에서 다양한 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

는 것은 사실이나 통합 으로 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 도 있다[11]. 그 다

면 정책 으로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자원 사 참여를 

하는 노인 당사자에 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며[11], 노

인의 자원 사참여에 한 연구가 소수 진행되었기 때

문에 이에 한 축 된 경험  자료가 요구되는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요인들

인 인구학  변인, 건강요인, 그리고 사회  계 요인

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이들의 상  향력을 탐색

하고자 한다. 

2. 노인인구의 다양성
통 으로 에릭슨의 인간발달단계이론에 의하면 노

년기는 인간발달의 마지막 단계로 생애를 돌아보며 자

아통합이라는 과업을 달성하는 시기로 본다. 그러나 기

수명의 상승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년기를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근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노년

기를 단일하게 규정하기 보다는 연령의 범 와 범주를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12][34]. Neugarten[35]은 

기존의 생애주기 에서의 노년기를 더 세부 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 고, 이러한 지 은 최근 노년학에

서도 노인을 동일집단으로 간주하지 않고 신체 으로

나 심리사회 으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연령집단으로 

나 어 논의하기 시작하 다[14]. 

재 국내 정부통계에서 가장 많이 용하는 기 에 

따라 많은 연구가 노인을 65세 이상 인구집단으로 간주

한다[36]. 그러나 Levinson[37]이 제시한 생애주기별 발

달단계 에서는 노년에 이르는 과도기(60-65세), 노

년기(65세 이상)로 구분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65세

부터 75세까지를 기노인, 75세부터 90세까지를 후기

노인, 그리고 90세 이상을 고령 노인으로 구분하는 

도 있지만, 외국에서는 55-75세를 기노인, 75세 이

상을 후기노인으로 간주하기도 한다[36]. 이처럼 아직

까지는 노인의 연령집단에 한 확고한 이론  틀이 잡

 있지는 않으나 노인인구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는 것에 한 학문  동의는 존재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연령별로 나 어 

분석하고자 하는 근과 함께 고령화의 상범 를 확

할 필요성도 등장하 다. 베이비부머에 한 심의 

증 와 아울러 45세 이상자의 고령자 집단을 포함하

여 노화를 이해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는 추세다[34]. 

노인인구의 다양성의 인정과 노인인구 범주의 확 로 

비노인(55-64세), 연소노인(65-74세), 고령노인(75세 

이상)으로 구분하는 연구도 있다[38]. 

이와 같이 노인의 범주를 나 어 분석한 연구에서는 

실지로 집단별의 차이를 발견하 고 연령에 따른 상이

한 실천 , 정책  함의를 구하기도 하 다. 를 들어 

기노인과 후기노인의 삶의 질을 비교한 결과 후기노

인이 신체 , 경제 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는 차이 을 발견한 것이다[13][39]. 그러나 후기노인이 

모든 면에서 부정 인 상황에 처해있지는 않을 수도 있

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가령 노인암환자의 삶의 질 

연구에서는 연령집단이 높은 노인암환자의 정서  삶

의 질은 연령이 낮은 노인암환자보다 높았다는 것을 발

견하 다[40]. 한 자원 사활동의 참여와 연령의 

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일 된 결과를 보이지 않

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이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원 사를 포함한 사회활동은 연령에 따른 신체  요

인의 향을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자원 사활동 참

여에 한 분석도 연령별로 실시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임을 뚜렷이 시사하는 연구결과들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노인의 자원 사 참여와 련

된 요인들을 노인 개인의 차원에서 탐색하되 연령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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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범주를 나 어 분석함으로써 노인집단의 자원 사

활동 참여를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잠재 노인들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에 주목

하고 그에 필요한 지식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2008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 

고령화 연구 패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의 2차년 연구자료를 활용하 다. 고령화 연구 

패 의 자료수집방법은 지역  주거형태별로 층화된 

모집단 조사구로부터 단순무작 방법으로 표본가구를 

추출하는 방법이며, 표본가구를 심으로 면 이 방

문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인면 법(CAPI)으로 설문

을 실시하 다. 원자료는 45세 이상을 상으로 조사하

으나 본 연구는 비노인(55세이상 65세미만, 2,397

명), 기노인(65세이상 75세미만, 2,505명), 후기노인

(75세이상, 1,535명)의 세 연령집단에 한정하여 비교 분

석하 다.

2. 주요 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자원 사활동 참여 여부로 자

원 사단체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 답으로 이변변인이다. 

독립변인으로는 성별, 학력, 종교, 노동여부, 도시 

 소도시와 읍면부의 거주지역, 독거여부, 경제상태

에 한 만족감(0-100 )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  변

인, 본인의 건강상태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가리

키는 주  건강상태(매우 좋음-매우 나쁨의 5  척

도)와 CES-D10으로 측정한 우울의 정도 등의 건강

련 변인, 배우자와의 계에 한 만족도(0-100 ), 자

녀와의 연락 빈도(1 거의 매일-10 연락하며 지내지 않

음), 자원 사활동을 제외한 사회활동의 참여 수 (종

교모임, 친목모임, 여가 련단체, 정치단체 등 참여하

는 활동의 개수), 친구나 이웃과 같은 친한 사람과의 만

남의 빈도(1거의 매일-10 친하게 지내는 사람 없음) 등 

사회  계와 련된 변인 등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Statistics Version 19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 다. 분석 상자의 특성을 분석하기 

한 빈도분석과 노인의 자원 사 참여와 련된 변인의 

조사를 한 교차분석을 통한 χ2 검증과 t-검증을 실시

하 다. 그리고 자원 사 참여요인을 분석하기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한국노인을 비노인, 기노인 그리고 후기노인으

로 나 어 분석하기 때문에 연령별로 나 어 분석하

고 조사 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비노인, 기

노인, 후기노인별로 성별, 학력, 노동여부 등에서 상이

한 인구학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빈도,%)

구분
비노인
(N=2397)

기노인
(N=2505)

후기노인
(N=1535)

성별 남 1117(46.6) 1115(44.5) 569(37.1)
여 1280(53.4) 1390(55.5) 966(62.9)

연령(평균, sd) 59.4, 2.83 69.3, 2.81 80.5, 4.66

학력
초졸이하 888(37.0) 1572(62.8) 1226(79.9)
중졸 567(23.7) 368(14.7) 123(8.0)
고졸 697(29.1) 377(15.0) 113(7.4)

대졸이상 245(10.2) 188(7.5) 73(4.8)

종교
기독교 659(27.5) 684(27.3) 427(27.8)
불교 621(25.9) 613(24.5) 322(21.0)
기타 16(0.7) 15(0.6) 6(0.4)
없음 1101(45.9) 1193(47.6) 780(50.8)

거주지
역

도시 1858(77.5) 1758(70.2) 1047(68.2)
읍면부 539(22.5) 747(29.8) 488(31.8)

동거가
족

독거 157(6.5) 361(14.4) 295(19.2)
비독거 2240(93.5) 2144(85.6) 1240(80.8)

노동여
부

예 1239(51.7) 754(30.1) 141(9.2)
아니오 1158(48.3) 1751(69.9) 1394(90.8)

경제상태만족감
평균(sd) 53.5(21.22) 47.9(21.80) 42.9(22.04)

인구학  특성 외에 건강 련 변인, 사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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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변인들은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연령집단별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사회활동 유형별로 볼 때 비

노인이나 기노인은 종교모임이나 침목모임에 참여한

다는 응답이 50%이상이었으나, 후기노인은 각 모임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가장 많이 참여한다고 응답

한 친목모임도 39.9% 정도에 그쳐서 후기노인의 사회

활동참여가 제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2. 인구학적 특성 외의 주요 변인(평균, sd)

구분
비노인
(N=2397)

기노인
(N=2505)

후기노인
(N=1535)

주관적 건강상태(범위 1-5) 3.2(0.88) 2.8(0.89) 2.5(0.88)
우울 (범위 0-10) 3.3(2.83) 4.2(2.99) 5.2(2.97)
배우자관계만족도
(범위 0-100) 68.8(17.50) 66.4(17.70) 65.1(19.08)
자녀연락빈도a(범위 1-10) 3.2(2.38) 3.6(1.54) 4.1(1.67)
사회활동참여(범위 0-5) 1.2(0.77) 0.9(0.76) 0.7(0.70)
  종교모임참여(빈도,%) 1839(76.7) 1927(76.9) 293(19.1)
  친목모임참여(빈도,%) 1653(69.0) 1377(55.0) 613(39.9)
  여가모임참여(빈도,%) 91(3.8) 109(4.4) 47(3.1)
  동창회참여(빈도,%) 490(20.4) 267(10.7) 84(5.5)
  정당참여(빈도,%) 12(0.5) 7(0.3) 2(0.1)
친한사람만남빈도a

(범위 1-10) 3.2(2.38) 3.0(2.50) 3.6(3.09)

a. 점수가 낮을수록 빈도가 높음.

2. 자원봉사참여율과 참여요인
연령별 자원 사활동 참여율은 [표 3]에서 볼 수 있

듯이 반 으로 매우 조하다. 2011년 조사한 65세 

이상의 자원 사참여율이 3.9%인 것과 비슷한 수 이

며 [표 2]의 다른 사회활동과 비교해 볼 때도 그 수 이 

상당히 낮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집단별 참여율의 차이

가 있었다.

표 3.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빈도, %)

구분
비노인
(N=2397)

기노인
(N=2505)

후기노인
(N=1535)

χ2

자원봉사참여 95 (3.9%) 63 (2.5%) 15 (0.9%) 31.583***
(df=2)자원봉사비참여 2302(96.1%) 2442(97.5%) 1520(99.0%)

노인의 자원 사활동과 련된 요인을 분석하기 

해 여러가지 특성별로 자원 사활동 참여가 다른지 교

차분석 는 t-검증으로 분석하여 본 결과는 [표 4]에서 

볼 수 있다. 

비노인집단은 성별(유의도 .10 수 ), 학력, 종교, 

노동여부, 경제상태에 한 만족의 정도, 주  건강상

태, 우울의 정도, 배우자와의 계에 한 만족도, 자녀

와의 연락빈도, 사회활동참여의 정도, 친한 사람과의 만

남의 빈도에 따라 자원 사활동 참여여부가 달랐다. 

기노인집단은 비노인집단과 비슷하 으나, 차이 은 

도시에 사는 사람의 참여도가 읍면부 지역에 사는 사람

보다 자원 사참여율이 높다는 과, 자녀와의 연락빈

도의 유의도가 .10 수 이며 남녀 성별의 차이가 없다

는 것이다. 후기노인은 비노인이나 기노인에 비해 

자원 사활동 참여여부와 련있는 요인이 었다. 즉, 

성별(유의도 .10수 ), 학력, 종교(유의도 .10수 ), 거주

지역, 독거여부(유의도 .10수 ), 경제상태에 한 만족

도, 주  건강상태, 우울의 정도, 자녀와의 연락빈도, 

그리고 사회활동 참여의 정도 등에서만 약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노인의 특성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여부

구분

비노인
(N=2397)

기노인
(N=2505)

후기노인
(N=1535)

참여(%)
a
p
b
참여(%)

a
p
b
참여(%)

a
p
b

성별 남 35(3.1) .063 30(2.7) .615 9(1.6) .065여 59(4.6) 33(2.4) 6(0.6)

학력
초졸이하 19(2.1)

.000
19(1.2)

.000
6(0.5)

.001중졸 18(3.2) 8(2.2) 3(2.4)
고졸 31(4.4) 20(5.3) 2(1.8)
대졸이상 26(10.6) 16(8.5) 4(5.5)

종교
기독교 58(8.8)

.000
37(5.4)

.000
9(2.1)

.067불교 17(2.7) 10(1.6) 2(0.6)
기타 2(12.5) 1(6.7) 0
없음 17(1.5) 15(1.3) 4(0.5)

거 주
지역

도시 74(4.0) .774 57(3.2) .000 14(1.3) .047읍면부 20(3.7) 6(0.8) 1(0.2)
동 거
가족

독거 7(7.4) .720 9(2.5) .977 6(2.0) .051비독거 87(3.9) 54(2.5) 9(0.7)
노 동
여부

예 32(2.6) .000 11(1.5) .027 2(1.4) .641아니오 62(5.4) 52(3.0) 13(0.9)
구분 평균(sd) p/t 평균(sd) p/t 평균(sd) p/t

경제 상태
만족감

참여 65.3(20.2) .000
5.57

56.8(22.1) .001
3.32

60.7(24.0) .002
3.15불참 53.0(21.1) 47.6(21.7) 42.7(22.0)

주관 적건
강상태

참여 3.4(.84) .005
2.83

3.1(.88) .001
3.36

3.2(0.8) .001
3.22불참 3.17(.88) 2.8(.89) 2.5(0.9)

우울 참여 2.2(2.4) .000
-3.9

3.2(2.8) .005
-2.8

3.6(3.1) .040
-2.1불참 3.3(2.8) 4.3(3.0) 5.2(3.0)

배우 자관
계만족도

참여 77.7(16.3) .000
4.78

74.4(17.3) .001
3.24

72.9(18.0) .282
1.08불참 68.4(17.5) 66.2(17.6) 65.1(19.1)

자녀 연락
빈도

참여 2.6(1.0) .002
-3.2

3.2(2.8) .061
-1.9

3.2(1.4) .045
-2.0불참 3.2(1.6) 4.3(3.0) 4.1(1.7)

사회 활동
참여

참여 1.7(1.0) .000
6.9

1.6(0.9) .000
7.5

1.5(0.7) .000
4.5불참 1.2(0.8) 0.9(0.7) 0.7(0.7)

친한 사람
만남빈도

참여 2.1(1.4) .000
-4.4

2.2(2.0) .009
-2.6

2.4(2.3) .149
-1.4불참 3.2(2.4) 3.0(2.5) 3.6(3.1)

a.교차분석은 참여하지 않은 노인도 포함한 것이며 표에서 제시한 참여율
은 각 구분별 자원봉사 참여율을 의미함. 

b. Chi-sqaure 또는 Fishers'  exact test의 p-value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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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기 변수)

비노인

(N=2397)

기노인

(N=2505)

후기노인

(N=1535)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상수 -24.346 22495.84 0.000 -23.618 15877.948 0.000 -22.910 22643.481 0.000

인구사
회학적
변인

성별(남자) 0.374 0.324 1.454 0.395 0.371 1.484 -0.144 1.278 0.866
학력 0.410** 0.148 1.507 0.515** 0.163 1.674 0.572 0.432 1.772
종교(없음)  
  기독교 1.639*** 0.361 5.152 0.937* 0.362 2.552 1.607 0.992 4.989
  불교 0.488 0.432 1.277 -0.456 .550 0.634 -16.203 2820.485 0.000
  기타 1.978+ 1.126 7.226 -17.419 11256.296 0.000 -11.557 40192.970 0.000
독거 17.194 22411.192 29321694 16.359 15877.948 12721331 -1.521 22930.546 0.218
읍면부
(대중소도시) -0.3446 0.330 0.708 0.705 0.470 2.024 17.029 1987.593 24876957
노동함 -0.827** 0.309 0.437 -0.577 0.403 0.562 1.329 1.402 3.777
경제상태만족감 0.023** 0.009 1.023 0.005 0.009 1.005 0.053* 0.026 1.055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0.115 0.184 1.122 0.021 0.200 1.021 0.335 0.699 1.397
우울정도 0.010 0.062 1.010 0.017 0.061 1.017 0.148 0.193 1.159

사회적
관계

배우자관계만족도 0.015 0.010 1.015 0.015 0.010 1.015 -0.016 0.032 0.985
자녀연락빈도a -0.110 0.109 0.895 -0.014 0.111 0.986 -1.027* 0.515 0.358
사회활동참여 0.364*** 0.166 1.440 0.550** 0.185 1.734 0.643 0.606 1.903
친한사람만남빈도a -0.256* 0.100 0.774 -0.190+ 0.102 0.827 0.022 0.175 1.022

-2LogL = 454.916
Chi-Square = 125.224*** df=15

-2LogL = 360.961
Chi-Square = 88.581*** df=15

-2LogL = 44.842
Chi-Square = 33.720** df=15

a.점수가 낮을수록 빈도가 높음 + p<.10, * p<.05, ** p<.01, *** p<.001 

표 5. 노인의 자원봉사참여 영향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이러한 요인들이 다른 변인들을 통제했을 때 어느 정

도 유효한 향이 있는가를 검증하기 해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실시하 다[표 5]. 

비노인의 자원 사참여여부와 련 있는 요인들을 

악하기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학력이 높을

수록, 기독교를 종교로 응답한 노인이 종교가 없는 노

인들보다, 그리고 노동을 하지 않는 노인들이 노동을 

하는 노인보다, 자원 사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 사회

 계를 심으로 보면,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수

록, 그리고 친한 사람과의 만남의 빈도가 높을수록 자

원 사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 그 외에 비록 .10

의 유의수 이지만, 기타종교를 믿는 사람이 종교가 없

는 사람보다 참여확률이 높았으며, 경제상태에 만족할

수록 자원 사에 참여하는 확률이 높았다. 51%가량 아

직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의 참

여가 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력, 종교, 그리고 사회  

계 등을 사회자본으로 볼 때, 이러한 사회자본이 많

은 것이 자원 사 참여를 가능하게 함을 알 수 있다. 

기노인은 학력이 높을수록, 기독교인이 종교가 없

는 사람보다 자원 사참여 확률이 높았으며, 사회  

계 에서는 참여하는 사회활동이 많을수록 확률이 높

고, 유의도 .10의 수 이었으나 친한 사람과의 만남의 

빈도가 높을수록 자원 사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

다. 건강이나 경제  상태, 노동여부를 개별 으로 분석

할 때에는 참여여부와 연 이 있었으나 다른 요인과 함

께 분석했을 때 비노인과는 달리 경제 인 면의 향

력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 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드러

난 소득수 과의 연 성과는 다른 결과이면서 경제  

수 의 향을 받는 후기노인과도 다른 결과이기 때문

에 노인의 연령집단을 나 어 야 할 필요성을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다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

에 해서는 추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후기노인은 자녀와의 연락빈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원 사활동에 참여할 확

률이 높았다. 후기노인에게는 다른 사회  계 보다는 

자녀와의 계가 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사회활동 

참여수 이 개별 으로 분석하 을 때 자원 사활동 

참여여부와 련이 있었으나 다른 요인들을 함께 고려

한 분석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향을 미쳤던 인구학

인 것이나 건강요인보다는 경제 인 것과 자녀와의 

계가 요한 결과를 보 다. 기본 으로 사회활동참여

율이 조하며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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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노인에게 가족 특히 자녀가 요한 사회  계망

의 역할을 함을 시사하며 선행연구에서 발견한 경제  

상태는 기노인보다는 연령이 높은 고령층에게 요

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비교  조한 한국 노인의 자원 사활동

의 황에 비추어 자원 사 참여와 련 있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노인의 자원 사 

참여가 노인의 삶의 질에 정 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검증한 바 있으나 자원 사의 참여와 

련된 요인에 한 국내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이다. 

본 연구는 한국 고령화 연구 패 의 체계  표집방법으

로 표집된 샘 을 상으로 실시한 한국 노인의 자원

사 참여율을 살피고 참여와 련된 요인이 무엇인지 분

석하 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노인의 자원 사참여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노인의 범주를 확 하고 노인집단의 다양성

을 고려하여 비노인, 기노인, 후기노인으로 나 어 

분석하 을 때, 각각 응답자  3.9%, 2.5%, 0.9%만이 

자원 사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하 다. 이들 노인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종교활동이나 친목활동 등 기타 사

회활동의 참여율에 비하면 히 낮았다. 특히 75세 

이상의 후기노인은 친목모임(39.9%)이나 종교모임

(19.1%)에 한 참여율도 낮은 편이라 반 으로 사회

활동참여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개별요인을 놓고 보았을 때, 인구사회학  요

인, 건강 련요인, 사회  계 요인 모두 각각의 연령

집단의 자원 사활동참여와 련이 있었다. 세 집단 공

통으로는 인구사회학  변인  학력과 경제  만족감, 

건강요인인 주  건강상태와 우울 수 , 그리고 사회

 계  자녀와의 연락빈도( 기노인 .10수 ), 사회

활동참여의 정도가 노인의 자원 사활동 참여여부와 

연 이 있었다. 동시에 세 집단별로 상이한 요인이 

향을 미치기도 하는 결과도 있었다. 를 들어, 다른 연

령집단에서 거주지역과 자원 사 참여여부가 연 이 

있는 것과는 달리 기노인집단은 거주지역에 따라 참

여율이 다르지 않았고, 후기노인은 비노인이나 기

노인과는 다른 양상을 보 다. 

셋째, 모든 변인들의 향요인을 종합 으로 고려하

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별로 상이한 

변인들이 자원 사활동 참여여부와 련이 있었다. 

비노인집단과 기노인집단은 학력이나 종교와 같은 

인구사회학  변인과 사회  계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의 정도가 자원 사활동 참여와 유의한 계가 있

었던 반면, 후기노인집단에서는 자녀와의 연락과 경제

상태에 한 만족감이 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함의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재로서는 참여율이 조한 한국노인의 자원

사활동의 참여를 구할 수 있는 사회 , 제도  노

력이 필요하다. 노인이 고립되어 있는 것보다는 사회

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삶의 질 향상을 해 요하다

는 것은 리 인식하고 강조하는 이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은퇴나 자녀의 성장으로 이른바 ‘빈 보 자리

(empty nest)'가 되는 등 가족생애주기의 변화로 역할

의 환을 경험하는 노인인구가 자원 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증가하는 추세다. 물론 한국의 노인빈곤율

이 2011년 45.1%로 OECD국가에서 가장 높은 것[41]을 

고려할 때,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경제 으로 

안정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 한 것이 정책  안

임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노

인일자리사업 실시 때문에 자원 사참여율이 오히려 

어 들 수 있다는 지 도 있고[10], 본 연구의 결과에

서도 노동을 하고 있는 비노인이나 기노인은 시장

경제가 일단 자원 사활동 참여에 제약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노동에 참여하는 노인인구는 많이 참

여해도 50% 정도에 국한되기 때문에, 노인의 여가생활 

활용은 그들의 삶의 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따

라서 TV시청이라든지 공원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

는 행 와 같은 수동  활동보다는 사회참여가 활발하

고 친 한 인간 계를 형성하기에도 유리한 자원 사

활동과 같은 능동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

는 것이 요하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해서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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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원 등의 연구보고서[8][11]에서 제안하듯이 기

존의 다양한 부처에서 마련하는 정책과 로그램을 실

시할 때 통합 으로 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  계가 노인의 자원 사활동 참여에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비노인이나 기노인집

단은 기타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친 한 인간 계를 유

지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자원 사활동에 참여할 확률

이 높았다. 그런 기타 사회활동이란 종교활동, 친목활동 

등을 뜻하며 넓은 의미의 사회 계 형성으로 친분있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포함한다. 후기노인들도 자녀와 연

락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자원 사활동에 참여할 확률

이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사회  계망과 

참여율의 계를 확인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주목할 것은 개별요인만을 따로 분석해 보면 경제  

상황이나 신체  건강도 요한 요인으로 밝 졌으나 

모든 요인을 같이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  계

가 가장 요한 요인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는 사회  

계망이 안정 으로 구축되어 있는 노인은 다양한 사

회활동에 그만큼 참여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이므로 

우선 으로 종교기 이나 노인의 친목단체 등 노인들

이 참여하는 기  등을 통해 노인의 자원 사참여를 높

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장에서는 이러한 경로로 노

인의 자원 사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11][27]. 노인의 

자원 사에 한 인식을 높이기 해 미디어나 노인이 

많이 이용하는 기 들에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함으로

써 그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반 로 사회  계망이 은 노인은 더 소외될 가능

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사회  배제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42] 이처럼 사회  계망이 

취약한 노인에게 자원 사활동 참여는 곧 이들에게 더

욱 실한 사회  계의 형성을 의미하므로 더 요하

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원 사센터를 심으로 지

역사회의 여러 기 , 단체들과 연계하여 이런 노인층을 

극 으로 찾아내고 아웃리치를 할 로그램을 마련

하는 것이 요하다. 노인들의 여가이용에서 부분을 

TV시청이 차지하는 것[43]을 감안하여 노인을 상으

로 하는 자원 사에 한 홍보를 효과 으로 할 수 있

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 은 특

히 자원 사 임 이론에서 강조하는 것으로서 정부

와 시민사회는 각종 매체와 사회평생교육 로그램에

서 유휴노년층을 상 로 자원 사에 한 교육과 실천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사회  콘텐츠 개발 차원에서 매

우 의미있는 사업이 될 것이 분명하다.  

셋째, 노인집단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인구 세 집단 모두 유사하게 

사회  계의 요성이 부각되었으나, 기노인과 후

기노인은 거주지역의 향을 받고, 비노인과 기노

인은 노동시장 참여의 향을 받으며, 후기노인은 독거

여부가 향을 미치는 반면, 다른 집단과는 달리 친한 

사람과의 만남 빈도가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는 등 

세 집단이 동일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

집단의 자원 사활동 활성화를 해서는 각 연령별 특

성을 분석하여 각기 집단에 합하고 의미있는 자원

사 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하는 효과 인 방안의 모색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의 자원 사의 황을 살펴 

보기 해 한국 고령자 연구 패 이라는 국단 의 자

료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자료수집이 2008년이라는 

지난 3, 4년간의 변화를 감안하지 못한다는 지 이 있

을 수 있으나, 서두에서 밝힌 로 한국의 자원 사 참

여율은 지난 수년간 20% 에서 정체를 보이는 것이 특

징이므로 그 문제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노인의 자원 사활동 참여율 자체가 매우 조하

기 때문에 참여여부만을 가지고 분석하는 데에는 통계

으로 기술 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지 까지

는 주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노인을 분석하는 연구에 

집 해 있어서 참여하지 않는 노인과 비교해서 분석하

는 과업도 노인의 자원 사활동 참여 활성화를 한 방

안 모색에 요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름 의

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차 자료의 분석이란 

원천 으로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변인들을 모두 담아

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노인의 자원 사활동에 한 

심리  요인을 포함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객  요

인의 분석을 통해 자원 사활동 참여의 방해요인

(barriers)의 발견을 가능하게 하고[44], 특히 사회  

계의 요성을 부각시킨 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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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무엇보다도 자원 사 활동 참여가 노년의 삶의 

질 향상과 심리사회  건강을 해 단히 요한 정

 요인이라는 을 간 으로나마 밝힐 수 있었고, 

증하는 노년인구의 행복한 삶을 해 노인 자원 사 

운동의 활성화가 얼마나 요한지를 시사할 수 있었다

는 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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