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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와 수혜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강화군과 중앙정부에서는 어떻
게 지원해야 하는지 그 역할에 대하여 연구한 것이다.
오늘날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는 사회문제는 지역사회 주민들에 의해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상부상조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라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 즉 현대 사회의 문제는 너무나 광범위 하고 다양하여 정부가 직접 참여
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 보다 모든 사회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공동노력
으로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자원봉사는 갑작스런 재해나 재난,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참여하는 수준의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사회의 어둠을 밝혀줄 횃불로
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선진복지 사회로 가는데 필수적인 사회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원봉사자와 수혜자, 그리고 조정자
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고 연구 하였고,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자치단체)는 자원봉사 업무를 일원화 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의 5개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업무를 주관부처에서 관장토록하고
주관부처는 지원부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관련부처에서는 수혜자의 입
장에서 주관부처의 지원을 받아 소관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도 통폐합 시켜 전담부서를 설치토록
해야 하며 추진지침과 예산의 성립 및 집행의 일원화, 교육체계 및 홍보, 전문가

육성 등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자원봉사자의 관리 및 자질향상에 대한 자치단체와 자원봉사자의 자세
를 바로 세워 나가야 한다. 강화군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성향을 파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종합자원봉사센터를 통하여 자원봉사단체와
정보를 공유하여야 하며, 이를 네트워크화 하여 수혜자의 요청과 자원봉사자들
취향이 어우러지는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체계적인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정감 제고를 위한 등급제 관리 또
한 필요하다. 또한 자원봉사자는 초심을 유지하며 사회의 횃불로서의 역할
에 충실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수혜자의 요구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에
정진해야 한다.
셋째, 수혜자(처)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사회로부터 도움 받아야
하는 점을 인식시켜 나가야 하며, 계획적이고 지속적인(수혜)계획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요청하며, 임직원의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자원봉사의
고귀한 봉사정신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사회운동이기 때문
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나친 주도와 간섭은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도움
이 되지는 못 한다. 그러므로 순수 민간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 직
하다. 그러나 현재의 자원봉사활동을 볼 때 체계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정립되기
까지는 적극적이고 통일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업무 및 관리체계에 대하여는 정부와 자치단체에, 자원봉사자의 관리
및 자질향상에 대해서는 강화군과 자원봉사자에게, 그리고 수혜자(처)의 인식
제고에 대해서는 수혜자(처)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자원
봉사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 본다.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2

제2장 자원봉사의 이론적 배경 및 현황
제1절 자원봉사 활동의 정의......................................................3
제2절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11
제3절 자원봉사 활동의 발전과정.............................................17
제4절 강화군 자원봉사 활동 현황...........................................40
제5절 선행연구........................................................................42

제3장 조사방법
제1절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44
제2절 조사내용.........................................................................45
제3절 조사 분석방법................................................................46

제4장 분석결과
제1절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47
제2절 자원봉사활동 현황 관련 사항 .....................................55
제3절 자원봉사 교육관련 사항...............................................61
제4절 자원봉사활동 기관․시설에 관한 사항 ..........................65
제5절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에 관한 사항............................68
제6절 자원봉사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72

제5장 자원봉사 활동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제1절 문제점..........................................................................76
제2절 활성화 방안..................................................................83

제6장 결론 ...............................................................................89

참고문헌.....................................................................................93
설문지........................................................................................96

표 목 차
<표2-1>중앙정부 부서별 업무내용 ...........................................................30
<표2-2>자원봉사활동 행정체계 ................................................................33
<표2-3>지역별 사회복지관 현황 ..............................................................34
<표2-4>자원봉사센터 현황 .......................................................................35
<표2-5>자원봉사현황.................................................................................35
<표2-6>자원봉사자 1인당 평균봉사기간 및 횟수 ....................................36
<표2-7>봉사시간대별 활동현황..................................................................36
<표2-8>분기별 봉사활동 현황...................................................................37
<표2-9>자원봉사 교육실시 현황................................................................38
<표2-10>자원봉사자 교육이수 현황..........................................................38
<표2-11>인증서 발급 현황........................................................................39
<표2-12>자원봉사센터운영 ......................................................................40
<표2-13> 2003년 활동실적.......................................................................41
<표3-1>설문지 문항내용............................................................................45
<표4-1>성별과의 상관관계.........................................................................47
<표4-2>연령과의 상관관계.........................................................................48
<표4-3>성별...............................................................................................50
<표4-4>연령별...........................................................................................50
<표4-5>교육수준........................................................................................51
<표4-6>종교...............................................................................................52
<표4-7>혼인여부........................................................................................52

<표4-8>직업...............................................................................................53
<표4-9>월수입...........................................................................................54
<표4-10>강화군의 거주기간.......................................................................54
<표4-11>강화군의 자원봉사활동 필요성....................................................56
<표4-12>자원봉사활동 참여기간................................................................57
<표4-13>자원봉사활동 참여주기................................................................57
<표4-14>참여형태......................................................................................58
<표4-15>참여분야......................................................................................58
<표4-16>앞으로 하고 싶은 봉사활동.........................................................59
<표4-17>봉사활동 기관과 시설.................................................................60
<표4-18>활동하게 된 경로........................................................................60
<표4-19>직업과 교육성과의 교차분석.......................................................61
<표4-20>교육경험......................................................................................63
<표4-21>교육받은 내용.............................................................................63
<표4-22>교육이 봉사활동에 도움이 되었는지...........................................64
<표4-23>어떤 내용의 교육이 필요한지.....................................................64
<표4-24>수입과 기관의 태도와의 교차분석..............................................65
<표4-25>기관, 시설(관계직원)의 태도......................................................66
<표4-26>건의사상......................................................................................67
<표4-27>학력, 거주기관과 만족도와의 교차분석.......................................68
<표4-28>활동 참여 동기............................................................................69
<표4-29>좋은 점........................................................................................70
<표4-30>어려운 점....................................................................................71

<표4-31>만족도.........................................................................................71
<표4-32>향후 활동계획.............................................................................72
<표4-33>자원봉사를 통하여 받은 것.........................................................73
<표4-34>지원이 필요한 사항.....................................................................74
<표4-35>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75
<표5-1>사회복지시설 현황.........................................................................79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
들의 자원봉사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원봉사가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라
는 인식이 높아지고 최근 들어 2001년 세계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이하면서
활발하게 전개됨에 따라 국민적 사회운동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오늘날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는 사회문제의 예방과 해결은 정부의 시책에
의해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역사회 주민들에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
으로 한 상부상조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라 해결이 이루어 질 수도 있다.
즉 사회문제의 해결책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에 의한 공동노력으로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로 자원봉사자나 수혜자, 그리고 국민적
인식의 공감이 없이는 그 사회에 자원봉사제도의 성공이 있을 수 없으며, 이를
위해 자원봉사가 갖는 의미와 자원봉사 실태를 널리 홍보해야 함은 물론, 국민
누구나 공감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시책의 추진과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자원봉사는 혼자만이 하는 일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와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도움수요자,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리조정자(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를 이루기 위해서 강화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와 현황과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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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출해 내고 자원봉사 활성화방안을 찾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본 논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개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먼저 자원봉사활동의 개념과 필요성, 자원봉사활동의 기능
과 역할에 대해 기존에 있는 문헌을 가지고 연구, 정리, 검토하였다.
문헌연구의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강화군 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
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 설정은 자원봉사활동의 현황과 자원봉사자들의 의식(활동 동기, 활동
분야, 어려운 점, 만족도) 자원봉사자들이 원하는 보상(혜택) 등을 알아보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문을 연구목적에 맞추어 본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였으며,
설문절차는 강화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하게 하는 집 단 조 사 식 및 개 별 식 을 혼합한 질문기법을 사용하였으
며, 설문지는 2004년 2월 16일부터 2004년 3월15일까지 285명을 설문조사하
여 연구, 분석하였다.
결과분석은 회수된 설문지를 토대로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WIN 10.0을
사용하여 기호화 한 후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내용은 제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로 자원봉사의 이론적 배경 및 현황, 제3
장에서는 조사방법, 제4장에서는 분석결과, 제5장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문제
점 및 활성화방안, 제6장에서는 전장에서 연구한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으
로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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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원봉사의 이론적 배경 및 현황
제1절 자원봉사활동의 정의

1. 자원봉사활동의 개념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인간은 사회를 만들어 그 속에서
서로 돕고 어려움도 극복하면서 인종이나 계급, 성별, 학력, 직업, 신체조건에 관계
없이 ‘인간’ 이란 존재를 귀중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
난다. 이것이 자원봉사의 출발이다. 자원봉사활동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 그리고 시간과 물질의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활동이다.
자원봉사(voluntarism)의 어원은 라틴어의 volo, 즉 “의지”에서 유래하였
으며, 이 volo에서 voluntas 라고 하는 말이 생겨 자발, 자주, 임의, 자유의
뜻으로 쓰인다. 자원봉사란 voluntary에 사람을 표현하는 접미어-eer를 붙인
말이다. 이 용어의 의미는 유지자, 지원병 등으로 통용되고 법적으로는 임의
대행자, 무상봉사자 등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점차적으로 사회사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 자원봉사활동을 의미하게 되었다.

1)

한국사회복지협의회(1987)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란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1)김영호, “Volunteer 활동의 이념”,「사회복지와 Volunteer」, 사회복지협의회, 1983,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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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국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의 공식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
하여 영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도 인간존중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
하여 낮선 타인들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이타심의 구현을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동’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
미국의 사회사업가협회(NASW)가 발행한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77)에 의하면 ‘자원봉사자란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의 영향을 예방하고 통제하며, 혹은 개선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공, 사의 여러 조직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가지 참여활동에 대한 가치에 상응
하는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다’라고 정의되고 있다.3)
다빌(Giles Darvill)과 먼데이(Brian Munday)가 편집한 “Volunteers in the
Personal Social Service” (1987)에 의하면 “자원봉사자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사람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무보수로 서비스하는 사람이다. 자원봉사자는 일반적
으로 비공식적인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서라기보다는 공식조직을 통해서 서비스
하는 사람이다”

4)라고

정의하였다.

한국 사회복지 총람에 의하면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하는 집단이나
기관의 책임 일부를 감당하는 자로 노력의 대가를 지불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5) 이외에 H. B. Trecker는 ‘자원봉사자

2)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활동 현황 및 활성화 방안」, 1987, p.1.
3) V. M. Sider ＆ D. C. Kirshbaum, “Volunteers", Encyclopedia of Social Work.
Volume 2. 1977, p.1582, 백종혜, “주부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1995, p.7.
4) Giles Darvill ＆ Brian Munday, Volunteers in the Personal Social Service,
Tavistock Publications London and New York, 1984, p.3.
5) 남경헌, “자원봉사",「사회복지총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77, 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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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관여하는 사회기관에서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노력
하는 사람’ 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자원봉사에 관한용어와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어 용어사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정의를 내린다면 자원봉사란 ‘자발성
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실행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명의
소중함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 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정신적인 보람과
만족 외에 어떠한 물질적인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모두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헌신한다는 개척 사명의식으로 실천되어지는 활동’
이라고 할 수 있다.

2. 자원봉사활동의 원리

자원봉사활동의 철학은 인간성을 회복하고 서로 협조하는 공동사회를 창조
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행동하며
권력이나 외부세력의 영향, 또는 체면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웃
이라는 연대감과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주고받으며 사는 존재라는 상호의존성
을 강조하는 개념이다.6)
즉 자원봉사활동(Volunteer Activity)은 볼런타리즘(Voluntarism)과 민주
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자발적으로 이웃과 더불어 무보수로 행하는
‘사랑의 복지활동’이라고 말 할 수 있으므로 복지사회 실현에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6) 문인숙, “자원봉사활동의 이론과 실제",「여성과 자원봉사활동」, 이화여자대학교 한국
여성연구소, 1982,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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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원봉사활동은 권력이나 외부의 강제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을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지역사회의 일원
으로서 이웃이라고 하는 공동사회의 발전과 사회문제에 책임을 느낌으로서,
사회적 연대감 및 자기성숙과 자기희생에 의한 자발적인 활동으로 발전하는
것이다.7) 즉 개인으로서의 사랑에 의한 인간존중과 자유, 평등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4개의 지주에 의해 뒷받침되는 민주주의 철학이 바로 자원봉사의
철학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기계화, 제도화, 정보화, 등의 심화로 인간이 무력화, 또는 비인간화 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 인간성 회복내지는 개발의 길은 사랑을 기반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은 민주주의 이념을 기초로 한 인간해방, 인간의 자기
실현, 혹은 자기창조와 인간 동지의 협동에 의한 공동사회개발에 있어서
책임의 수행이다.8)
즉 자원봉사활동은 R. M. Maclver가 말하는 “커뮤니티 유대감” 의 형성을 위한
사랑의 활동이며, 링컨이 표명한 민주주의 원리, 즉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이 되며 그 방법은 전 국민이 직, 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고 자발적
인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은 전 국민의 공동복지 내지
는 사회복지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은 인간의 행복한 삶의 과정으로서 우리들이 살아
가면서 협동과 책임감을 갖고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7) 김영, "자원복지 이론과 실제", 홍익제, 1994, p.30.
8) 앞의 논문,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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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봉사활동의 기능

자원봉사활동은 국가적 차원에서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데 사회복지기관과 지역사회, 가정 그리고 자기개발 측면에서의 기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9)

1)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 기능
인간관계가 형식화되고 연대감과 상부상조의 공동체가 상실된 현대사회에서
사회적으로 탈락한 자들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복지시설입소가 있다. 이 복지시설은
사적인 생활이 존재하지 않는 집단생활이며 가정적인 분위기를 가질 수 없다.
시설직원들은 개별적인 서비스를 증대하고 또한 가정적인 체험을 갖도록 노
력하지만, 그 시설직원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입소시설에 있어
서의 자원봉사활동은 시설직원 및 시설입소자를 돕는 것과 시설사업을 보
완하는 의미를 갖는다. 즉 시설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은 심리적, 육체적인 노
동부담을 덜어주어 서비스를 보다 능률적,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
원하며, 시설입소자의 고독감을 덜어주고 올바른 인격형성과 사회적 재활 및
시설의 사회화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10)

2) 가정복지의 서비스의 기능
오늘날 사회복지의 노력은 시설보호 보다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가치를 실현

9) 조휘일, “볼런티어 활동의 기능과 역할”,「 자원봉사론」, 1994, pp.55∼58.
10)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자의 활용실태와 수요전망에 관한
조사연구”, 1995,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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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모든 인간의 행복을 실현하는 장소로서 가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가족구조, 의식체계 및 지역사회가 갖는 가치체계는 장애자
문제 등에 대한 차별의식 또는 편견 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가정을 방문하여 그들과 대화를 나눈다던가, 돌봐준다
든가 하는 가정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은 이와 같은 주민의 차별과 편견 및 이웃
과의 단절을 없애고 복지문제의 예방과 함께 산다고 하는 연대적인 인간관계
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3) 지역사회 재형성의 기능
지역사회는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장소이며, 노인과 장애인을 비롯한 전 가족
이 함께 안심하고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결국 자원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의 주인의식과 연대의식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감정을
형성하게 하며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의 상호협동과 참여를 통하여 해결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4) 개인의 자기개발 기능
자원봉사활동은 각 개인을 사회적 존재로서 자각하게 하며 타인과 더불어 봉사하는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인격적 성장과 발달 그리고 자신의 잠재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은 자기발전과 성숙의 기반이 되는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러한 사회성은 자아
실현이라는 인생의 목표를 확보하고 달성하는데 꼭 필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11) 이상과 같은 기능을 가진 자원봉사활동은 최근 사회복지기관 및
11) 조휘일, 앞의 논문,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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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4. 자원봉사활동의 특성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은 자발성, 무보수성, 사회복지성, 지속성, 계획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자발성이란, 자신의 의사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지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 활동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며, 무보수성이란 경제적
보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음을
뜻한다. 사회복지성은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이 인간사회의 복리와 발전에
있으며, 인간이 인간다운 처우를 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
을 주는 것을 의미 한다. 지속성․계획성이란 자원봉사활동은 우연적이거나 일
시적인 선행과는 구분되는 지속성과 계획성을 가진 활동을 말한다. 선행이란
선한동기에서 남을 도와주는 행동, 곧 대가나 이익을 바라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선행 그 자체를 보람으로 여겨 남을 도와주는 착한행동을 말한다.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대상자를 더 잘 이해하고 현장 활동
에 필요한 지식습득을 통해 능숙해져서 더 좋은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다.12)
이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은 인간애를 기반으로 하는 자발적인 (volunteerism),
자발적인 복지활동(voluntary action), 그리고 자발적인 기관(voluntary agenc
ies)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의 3대원칙으로 ①활동의 초점을
기본적 인권변호에 두며 ②활동함에 있어서 시민적 성격을 견지하는 것이고
③활동함에 있어서 민주주의 정신과 절차나 방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
12) 홍승혜, “자원봉사활동의 동향과 과제”,「 한국사회복지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
미, 1995, 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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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고 있다.13)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의 원칙과 함께 자원봉자활동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14) 같다.
첫째, 자원봉사활동은 각 개인이 사회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타인
에게 또는 타인과 함께 봉사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인격적 성장을 가져옴과 동시에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하는 자아실현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성 및 자주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자발성
이나 자주성이란 자원봉사가 자신의 의사로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므로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어야 하며, 이웃이라는 연대감 속에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한다.
셋째, 자원봉사활동은 경제적으로 유급이 아니고 순수한 의미에서의 무보수성
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즉 이것은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비영리적인 행위의 활동을 말한다.
넷째, 자원봉사활동은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치관에 바탕
을 두고 있는 이타성을 기초로 한다.
다섯째, 자원봉사활동은 사회에 영향을 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성
을 특성으로 한다. 사회성이란 각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통성을 가졌다고
의식하고 소속감을 가질 때 발생한다. 그러므로 자원봉사활동은 자기발전과
자기성숙의 밑바탕이 되는 사회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여섯째, 자원봉사활동은 공동체 의식을 높일 뿐 아니라 그러한 생활을 실현
하는 장이다. 공동체성은 사회에 대한 소속감, 주인의식,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며 자원봉사활동은 이러한 특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
13) 최일섭 외 1인,「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 1996, p.368.
14) 양창삼, 「사회봉사의 철학과 기능」, 한양대학교 사회봉사단, 대학의 사회봉사, 한양
대학교 출판원, 1995, pp.19∼27.

- 10 -

일곱째, 자발성에 바탕을 둔 행위가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구성원
이나 욕구를 지닌 사람들의 복지향상과 관련된 복지성을 특성으로 한다. 이것은
자원봉사활동이 자신의 영리나 어느 특정종교의 확장, 또는 특정집단의 이익
이나 특권을 지지하는 활동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덟째, 자원봉사활동은 영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 인간존중의 정신과 민주
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실현시키
는데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은 민주주의 철학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홉째,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으로 개척성과 지속성이다. 자원봉사활동에서는
모두가 공동체건설에 헌신한다는 개척자적 사명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자원봉
사활동은 일회적이고 우연한 활동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획된 활동으로서 일
정기간 지속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활동자체가 임의로 변경되거
나 단절되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제2절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과거에 비해 점차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대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됨에 따라 사회구성원이
분자화 되고 인간관계가 단절화, 익명화되는 반면 사회의 정상적 유지를 저해
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는 점점 증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들이 다양
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을 정부나 정치조직과 같은 전통적
인 사회조직 들 만이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비정부조직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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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이 유급직으로 채워지며, 조직 활동
의 대부분은 다수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정부조직
의 활성화 여부는 유능한 전문직원의 활동 못지않게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활동에
좌우되며, 더 나아가 자원봉사자들의 양과 질은 현대사회가 각종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잠재능력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그 의의와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기술이 발달하고 개인의 권리가 신장됨에 따라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여가시간이 증가하여 여가의 건전한 활용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노동의 분업화로 인하여 노동으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이러한 소외를 극복하고 자아실현을 위한 하나의 장으로서 자원
봉사활동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개인은 자원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능력향상과 인격의
성숙을 도모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자아실현의 계기를 만들
어 간다. 이는 다른 의미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장이 학교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현장체험을 제공하여 평생교육, 사회교육의 장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자원봉사활동은 민주사회의 기반이며, 공동체형성을
위한 모태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적 사회제도를 가진 국가, 지방, 그리고
지역공동체 등의 조직체나 단체는 자체의 유지와 안정, 성장 및 발전을 위
하여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시간제공과 그들의 에너지제공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원봉사는 사회구성원의 자발적 참여과정이며, 동시에 구성원의
기본적 욕구충족과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15)
15) 조휘일, “현대사회와 자원봉사”, 홍익재, 1998, pp.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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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민사회, 지역 공동체의 모든 문제와 공동체 구성원의 모든 비 복지현상
이 자원봉사 활동영역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과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노력의 조직화인데 이것은 자원
봉사자들이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일이며, 나아가 사회 및 국가발전에 공헌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16)

1. 지역사회 공동체의 건설

지역사회 공동체조직의 활성화 방법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이미
환경운동, 소비자보호운동 등에서 시민활동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지방
화시대를 맞아 지역사회의 재편성이나 지역사회를 창조하는 과제를 목표로 하는
시대가 되면 ‘고발형’ 보다는 ‘창조형’ 이나 ‘서비스 활동형’ 이라는 부드러운
주민참가가 중시 되리라고 생각된다.
또 조직사회 속에서 타율화, 획일화에 도전하는 의미에서 한사람의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사는 모양을 표현 할 수 있는 마당이 요구되고 있고, 지역사회
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런데 행정력만으로는 결코 인간적인 유대나 윤택한 지역사회를 창조할 수
없다.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널리 예술, 문화, 스포츠,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은 그러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참가를 보장하는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주체는 시민이고 특히 자원봉사자는
16) 박재택, 앞의 논문, pp.23∼28,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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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2. 자원봉사자의 자아실현과 능력개발

적극적, 자발적 사회참여는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능력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많은 자원봉사자의 의식구조에 관한 경험조사에서 사회봉사
를 위한 동기가 자원봉사의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동기는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그 자체가 교육적
성격을 띠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배우고, 인내심을
키우며, 사회복지와 지역공동체의 현실을 알고 한 시민으로서 주체적 역량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구미 등지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교육활동과 인간적 성숙의 중요한 계기로 생각
하는 경향이 있다. 자원봉사활동 경력은 진학이나 취업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많은 사회심리학적 연구에서 인간의 욕구는 계층을 이루고
있으며 생존욕구나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면 궁극적으로 자아실현
욕구가 충족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이런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된다.

3. 유휴인력의 활용

우리나라에는 고급 유휴인력이 많다. 이 유휴인력의 구성은 다양하게 이루
어질 수 있지만 대표적인 그룹이 여성인력과 퇴직자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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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인력의 활용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의 욕구가 계속 증대되고 있지만 이들 여성인력에 대한
적절한 활용대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여성 고급인력의 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여성이 그들의
능력을 활용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
리라는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는 여성 유휴인력을 흡수, 활용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
이다. 능력과 여가 있는 여성 유휴인력을 사회복지 분야나 정부 및 공공기
관의 대민업무에 자원봉사자로 활용한다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복지서비스
수요를 충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보람 있는 사회
활동을 통해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근면한 국민정신을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이 과거 수동적인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삶의 가능성
을 추구하는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존적 인간으로서의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17)

2) 퇴직자와 노인의 활용
의학의 발달, 경제적 풍요로 인간의 평균수명은 늘어가고 있다. 그로인해
우리나라도 점차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고급교육을 받고
오랜 기간동안 각 분야에서 경륜을 쌓은 사람들이 단지 정년을 넘겼다는
17) 정무장관 제2실,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결과 보고서, 1992,
p.5, 조휘일, 발제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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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만으로 사회 한구석으로 몰린 채 그들의 능력을 사장시키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은퇴한 전문인들의 능력과 경륜을 살려 사회발전을 위
해 다시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
다. 과거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런 경제적 보상 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봉사활동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한 평생을
통해 사회에서 얻은 것을 다시 사회로 환원한다는 생각이야말로 선진사회를
지탱하는 한, 지주가 되고 있다. 어느 정도 경제적 성장을 이룬 시점에서 이
런 요구는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그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4. 공공기관의 예산 절약과 국민 참여

경제적 발전, 도시화,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정부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제도를 정비하고 경제성장만 이루면 정부가 해야 할 임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점차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는 가족기능의 약화로 노인이나 아동, 장애자들을 가족
이나 친척들이 수용해서 보살피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
응하는 것에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대
부분의 자치단체가 현재와 같은 낮은 재정자립으로는 기본적인 복지기능도
수행하기가 어렵다.
공적, 제도적인 복지로는 연금이나, 생활보호 등의 경제적 보장,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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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설치, 의료보호, 간호 등의 전문적인 인적서비스 등으로 대변할 수 있
다. 그러나 점차 노령인구의 증가로 연금급부나 의료비가 증가하고 그로 인
해 시설의 증설과 복지종사자를 늘리고 재택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적으로 증가시키게 된다.
자원봉사활동은 세금의 증액이 아닌 국민의 자조노력으로 이러한 재정상의 문
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제3절 자원봉사활동의 발전과정

1.국 내, 외 발전과정

1) 영 국
자원봉사활동의 발상지라고 말할 수 있는 영국은 약2백 년 전 어느 구두수선 노인
이 점포에 놀러오는 빈민가의 아동들을 가르친 것이 계기가 되어 빈민학교가 세워
졌으며 이에 관심을 지닌 자원봉사자들이 무료로 야간과 휴일에 가르치기
시작했던 빈민학교운동이 영국 자원봉사활동의 시발이 되었다.
독지가 로버트 오웬(Robert Owen, 1771~1853)은 사유지화 (Enclouser
Movement) 으로 농촌에서 추방당한 농민들이 도시에서 비참한 생활을 면치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1800년부터 효시적인 산업복지사업을 벌였다. 그는
직공들이 살고 있는 주택개량에 착수했고 일용품을 시가보다 싸게 팔 수 있는
점포개설 및 청소년 교육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였다.18)

18) 박재택, 「자원봉사, 여기에 미래가 있다」, 사철나무, 1995, p.191.

- 17 -

영국에서는 19세기 후반에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사회체제 그 자체
가 문제라고 하는 주장이 생기게 되었고 아울러 사회 개량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사상의 실천하나가 세틀먼트운동(Settlement Movement)으로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활동이 행하여졌는데, 자선에 의한 사회복지는 일반시민의
참여를 불러일으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선에 의한 산발적인 활동이
되었으므로 노력에 비해 큰 효과는 없었으며 부작용도 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자선활동에 있어서 조직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 배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9세기 후반의 조직적인 자원봉사 활동의 대표적인 것은 자선조직화협회
(Charity Organization Society)와 세틀먼트운동(Social Settlement Movement
)이다.19)
자선조직화협회는 교회의 자선활동과 민간 사회봉사활동을 효과적, 능동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것으로 런던시를 몇 개의 지구로 나누어 각
지구에 구빈회를 두고 우호방문을 통하여 빈곤자를 지도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
와 같이 구빈사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일반시민의 참여를 필요로 했었
다. 세틀먼트운동은 어떤 토지에 정착하는 것이며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당시
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의미인데 빈곤지구에 정주하면서 그 주민을 교화하
며 분리되고 있는 사회계급간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하여 지역의 문제를 서로가
같이 생각하며,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었다.
이 사업의 특색은 다수의 일반시민이 인보관(Settlement)에 상주하면서 지
역주민과 우애 관계를 갖고 원조를 행하는 것이었다. 즉 사회문제가 집중적

19) 김순서, “한국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7,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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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고 있는 빈민지역에 정주하면서 사회악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출하
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세틀먼트운동’ 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악과의 싸움을 위해 지원하는 지원병이 볼런티어인데 여기
에서 볼런티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세틀먼트운동은 영국에서
1884년 바넷(Canon Barnett)목사에 의한 ‘토인비홀’ (Toynbee Hall)에서부
터 시작되어 그 거점이 되었다. 즉, 지역사회의 토인비 홀을 중심으로 자원
복지 활동원을 육성시키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참여를 확대시켜 나가
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더불어 해결하고 예방하며, 지역공동체를
강화시킬 수 있었다. 그것이 기초가 되어 오늘날에도 지역사회문제를 위해
서 주민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자원복지센터(the Volunteer Center)에 의한 민간 활동의 전국조직
(1991)에 의하면, 18세기 이상 인구의 51%인 2,300만의 국민이 조직적인 활동
을 통해 열번에 한번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고 한다.20)
또한 영국의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된 데는 다음과 같은 정부의 법제적

지

원이 있었으므로 가능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21)
① 1970년에 제정된 지방당국 사회복지서비스 법(The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 Act) 및 만성병환자와 장애자 그리고 노인을 위한 법(The Chronic
Sick and Disabled Persons Act)
② 1960년 영국의 현대적 자선체계의 법적근거가 된 자선 (Charities Acts)

③ 1986년 전국민간단체협의회(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z
20) 김순선, “한국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 1997, p21.
21) 위의 논문, pp.22∼24.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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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ions) 의 ‘모금에 있어서의 부정’(Malpractice in Fundraising) 보고서
④ 1987년 홈 오피스(The Home Office)의 자선 법 개선에 관한 우드필드
보고서 (The Woodfield Report)
⑤ 1989년 자선 미래를 위한 틀을 제공한 홈 오피스 백서(1989 Home Office
white paper)
⑥ 1990년 나텐(Nathan) 경이 의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의 전국 민간단체활동
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나텐 보고서(Nathan Report for 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zations)
⑦ 1992년 메이어 수상에 의한 자선의 적절한 관리 및 공적책임성을 위한 법
적 틀을 제공한 자선 법(the Charities Act 1992) 제정 등이 영국의 자원봉사
활동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 미 국
영국의 자선조직협회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1877년 험프리스 구틴(Humphreys
Gurteen)에 의해 버훨로(Buffalo)에 설립되었으며 1887년 영국의 Toynbee홀
의

인보사업은

뉴욕동부에 근린조합(Neighborhood Guild)과 시카고 Hull

House에 의해 시작되고 시카고시의 헐 하우스(Hull House)에서부터 비롯되어
1900년 대학연맹지역사회사업협회 (The Intercollegiate community Service
Association)가 발족하여 대학생들이 인보활동을 지도하기에 이르렀다.

22)

1926년 보스톤에서 최초로 자원봉사자 사무국(Volunteer Bureau)이 세워
져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민간사회단체를 조사하고, 인종 및 신앙에 관
계없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모집, 교육하여 활용기관에 배치하는
22) 김덕준 외, 「신 사회사업개론」, 한국사회복지연구소, 1970, pp.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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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했다. 1933년에는 사회사업 자원봉사자 전국위원회가 생겨 전 분야
에서 자원봉사자의 업무에 대해 최초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1938년에는 소아마비환자 구호모금운동(March of dimes)을 전개하여 조직
적 시민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23)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연방정부
가 시민방위청(Office of civilian Defense)을 전쟁 피해자 구조의 목적으로 조
직하였는데, 인종, 직업, 종교, 연령을 불문하고 약 1,10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호응하였다.
이런 연방계획이 발전됨에 따라 자원봉사 사무국(Volunteer Bureau)이 각지
에 설치되었다. 1945년에는 시민협력위원회(Nation Advisory Committee on
Citizen Participation)가 세워져 자원봉사 사무국의 운영을 돕고 자원봉사자
를 모집, 교육, 배치, 표창하는 등 제반의 방법개선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자원
봉사활동에 대한 제 원칙을 정하였고, 1950년에는 자원봉사자 사무국협회
( Volunteer Bureau Association)가 조직되어 회원단체의 기능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간행물을 발간하였다. 1951년에는 자원봉사국 및 자원봉사활동 프로
그램의 조정,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새로운 표준개발과 함께 신규 자원봉사국을
개설하는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후원하였다.24)
1961년에는 케네디(J. F. Kennedy)대통령이 국제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평화
봉사단(Peace Corps)을 창설하였으며 후진국의 경제 및 사회개발을 도와주는
일과 자신들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1963년에는 존슨(L. B. Johnson)대통령이 VISTA(Volunteer In Service To
Americe)라는 봉사단체를 조직하여 빈부의 격차를 좁히는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23) 정영희, “자원봉사자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
18.
24) 김범수, 「재가 복지론」, 홍익재, 1992, p.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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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950년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부산물로 나타난 빈부의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에 관심 있는 주민을 동원하고 교육하여 그들의 정력과 잠재력
을 빈민을 돕는 사업에 연결시키고 지원하기 위한 인력관리기구 이다. 이 기구
의 특성은 종래의 무급의 단기근무 봉사자와 1년간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
받으면서 해당지역에 주재하면서 봉사하는 정규봉사자를 병행하여 활용하고
있다.25) 1967년에는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으로부터 자원봉사활동
에 대한 법적인 지위를 확보했으며 그 후 1969년에는 행정부의 자원봉사활동부
(Office of Voluntary Action)를 세웠는데 여기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행정조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1970년에는 NCVA( National Center of Voluntary Action)을 창설하게 되었다.
이는 1950년 자원봉사자 사무국협회(Volunteer Bureau Association)의 기능을
확 대시 킨 기 구로 사회 문 제가 자 원 봉자에 의해 해결될 것을 강화하고
회원단체의 사업을 도와주는 비영리 조직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의 지도력
(Voluntary Action Leadership)」이라는 책을 발간하는 등 많은 기능을 발
휘하고 있다.
1976년 미국 독립 2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전국자원봉사활동 대회가
개최되고 1979년에는 전국 자원봉사활동센터가 The National Information
Center on Volunteerism과 통합되면서 VOLUNTEER (The National Center
for Citizen Involvement)로 개명하게 되었다.
VOLUNTEER는 오늘날의 자원봉사활동센터 개념을 확립하고 촛불재단(POLF
: Point of Light Foundation)과 통합 이후에는 50여개에서 400개나 되는 자원
25) 이은경,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자원 봉사자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pp.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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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국과 자원봉사활동센터를 연결하였다.26)
1985년 메릴랜드 주는 미국최초로 주내 모든 고등학교들이 자원봉사를 선택
과목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1992년에는 이 조치를 더욱 강화해서 모든
고등학생들이 75시간의 자원봉사를 해야 졸업장을 주는 것을 합법화 했다.27)
1993년 9월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자원봉사활동촉진법(National Service Trust
Act) 법인은 지역사회 서비스를 위한 국가자문위원회(The National Commission
on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와 1971년 창설된 ACTION을 합하여 새
로운 단체인 국립자원봉사활동협력기구(Cortion for National Service)를 창
설하였다.28)
미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는 전체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육성체계 안에서
청소년 자원봉사가 통합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특히 주 차원에서 각 지방에
따라 다양하게 육성되고 있다. 학생 자원봉사제도는 성인들의 자원봉사활동과
달리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고 있으며, 자원봉사를 17개주가 고교졸업의 필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10시간에서 많게는
200시간까지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보스톤의 15개 공립 고등학교는 60시간
을, 메릴랜드 주의 203개 고등학교는 75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하여야 졸업
을 시킨다. 메릴랜드 주 교육위원회의 경우 1992년에 자원봉사활동이 고등
학교 졸업의 필수임을 법으로 제정하였으며, 1993년에는 메릴랜드 주 학생봉사
후원회(MSSA)가 1,600명의 교사들에게 봉사활동학습을 훈련시켰고 이들 교

26) 한국여성개발원편, 「자원봉사 활동 운영의 실제」, 1984, p.98.
27) 홍석현,「시민사회 자원봉사의 길」, 중앙일보 자원봉사국 상 개념 편, 1995,
p.102.
28) Point of Light Foundation, Out Line of Legislation : National Service
lnitiative, 1993,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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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은 곳곳에서 학교중심의 봉사활동 학습프로그램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
다.29)

3) 일 본
일본의 자원봉사활동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 패전초기의 긴급구호
와 재건사업의 테두리 안에서 시작되어 1947년에 조직된 방면위원제도가
그 시초라 할 수 있다.30)
1951년에는 사회협의회가 발족되었고 지역 복지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민
참여를 권장하였으며 활동력 또한 증가하였다. 1955년부터는 사회복지협의회
현․시 협의회가 조직되었다.
1952년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조직이 발족되었고
활동으로는 아동의 건전육성이 주된 일 이었지만, 그 외에도 노인 복지시설
위문, 공동모금에도 참여하였으며 1973년에는 14지역에 조직되었다.
1956년 이후 경제발전정책의 추진,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이 과제가 되었던 시기를
지나 1961년에서 1969년까지는 경제사회발전이 급속하게 추진되었던 시기로
이에 따른 사회 제반문제가 일어나면서, 학생자원봉사 활동과 주부자원봉사
활동이 각기개인의 활동에서 상호 협력하는 활동으로 이행하려는 경향을 보이
면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즉 이제까지 사회발
전을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것이기에 시민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고에서 이제
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민들이 동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의식
29) 이강현, “자원봉사 우리의 희망”, 「자원봉사활동 실태와 그 발전방향」,한국시민
단체의회, 1994. p.19.
30) 신연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1994,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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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환되었다. 1970년대에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기로서 번영
속의 빈곤에 대한문제가 논의되었고, 경제성장 우선에 관한 반성의 소리가
높았다. 또한 노후문제가 관심의 초점이 되었으며, 후반기에 들어서는 행정부
와 시민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만 시민의 건전한 삶과 환경이 보장된다는
원칙 하에 지방정부의 자금지원으로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자원봉사활동센터
가 설치되었다. 1977년 전국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자원봉사활동센터(Central
Volunteer Activities Promotion Center)가 신설되었으며, 문부성에서는 청소년

지역자원봉사활동사업, 청소년단체지도자 사회참가 촉진사업(볼런티어 뱅크
사업)을 시작했다. 1978년에는 290개의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센터가 운영되
었다.31) 1980년에 접어들어 지식편중의 교육,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의
급격한 대두로 청소년 육성문제로서 볼런티어가 부각되었다. 1984년에는
10대의 볼런티어를 육성하는 전국지도자 세미나가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후
생성에서는 볼런토피아 사업을 실시하면서 볼런티어붐을 사회전반에 일으키
기 시작했다. 1988년에는 문부성이 전국의 초․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봉사 등 체
험학습 연구시범 학교를 지정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자원봉사 협력교는 잘
조직된 자원봉사활동 조직이다. 마을단위로 정부, 사회복지기관, 단체, 학교, 기
업들이 나서서 불우이웃을 돕는 지역사회 보호 시스템을 개발하자는 복지마을
운동에 협력교 학생들의 자원봉사가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32) 일본 청소년봉사
협회(JYVA : Japan Youth Volunteer Association)는 청소년들 특히 중․고․대학생들
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체로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각종교재,

31) 이요식,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17.
32) 김범수, 앞의 논문, p.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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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영화를 제작하여 보급, 대여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청소
년 자원봉사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매년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서도 매년 사회복지계통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참가를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본에서는 초․중․고교의 교재 안에 자원봉사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으며,
또한 교육 텔레비전에서도 정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것을 소개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

1) 자원봉사활동의 유래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은 고대부터 농촌부락 단위로 공동경작, 공동채집에 참
가하면서 자발적으로 상부상조하는 두레와 농촌 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순화, 덕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식인간의 자치적 협동조직인 향약 등은
자원봉사활동의 초기단계인 상부상조 활동이나 전통적 자선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33) 두레는 공동체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집합적인 것이며, 마을 주
민의 연대의식을 가지고 평등한 관계로 형성되는 단체의 성격을 가졌다. 일손이
부족할 때는 이웃 농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일로 갚는 품앗이를 하기도 하고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힘든 일은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일을 하는 협동의 생활방
식이었다.
향약은 그 범위가 면 단위 정도의 지역사회였으므로 두레와 같이 자연공동체의
성원 모두가 직접 참여하는 체제는 아니었다. 지원자에 의하여 참여한다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반상계층이었던 그 당시 누가 입약자
33) 최현기, “주부자원 봉사자의 활용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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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느냐 하는 데에는 신분적 제약도 뒤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율곡 이이는 파주향약, 서원향약, 해주향약을 만들어 그 지역사회에서 실시하
였다. 율곡은 파주향약에서 목적을 두 가지로 집약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향
촌의 모든 일(공동관심사)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고자 하
는 것이다. 서원향약(청주)에서는 주민교화와 더불어 주민조직방법을 구체화
하였으며 해주향약에서는 그 기반을 향토연대의식에 두고 있다.
즉 약원들 가운데 수재와 화재를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상부상조하는 정신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지역사회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보편적으로 협동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계’라고 할 수 있다. ‘계’는 공통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지역적, 혈연적
상호협동으로 조직된 공동 사회적 조직이다. 조선시대의 계는 양반에 의하여
지도되는 향약과는 달리 현실적인 이익과 친목과 공제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의 전통사회에서는 계의 조직을 잘 운영하여 이웃 간에
서로 협동하는 생활풍습이 이루어져 왔다.34)
우리나라의 현대적 의미의 자원봉사는 1903년 이 땅에 기독교 봉사단체로
첫발을 내딛었던 YMCA와 1920년대에 설립된 태화기독교복지관이 설립되면서
교회,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퍼져 나갔다.
1938년 서울에 관립의 서부인보관이 설립됨에 따라 상부상조와 국민자각
향상 활동이 있었고, 1960년대는 인도주의와 자원봉사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적십자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며 1970년대 각종 사회복지단체를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의 개발과 활용이 가속화되었다.
그 후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은’ 자원봉사의 정점을 이루면서 전국적으
34) 박재택, 앞의 논문, 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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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원봉사를 인식시키고 확산시키는 분기점이 되었다.

35)

이러한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성공적이었음이 알려지자 ‘86 아시안 게임
과 ’88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는 소요인력 대부분을 자원봉사자로 확보, 대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대회경비를 절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36)
당시 모집결과 11만 6천 294명이 신청하였고, 아시안 게임에서는 1만 7천명
이 최종 선발되어 대회운영을 도왔다. ‘88올림픽 대회에서도 약 3만여 명의 자원
봉사자가 대회운영을 위해 활동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자원봉사활동은 이전까지의 산발적인 봉사활동에서
각종 사회복지단체를 중심으로 한 봉사활동으로 전환되었다. 대체로 사회단체,
언론기관, 외국의 원조기관과 국내 사회사업기관, 여성단체들에 의해 활발하
게 전개되어 왔으며 정부당국의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도 차츰 커 나갔다.
그러나 대규모 국제대회나 행사에는 많은 자원봉사자가 몰리지만 자원봉사가
가장 필요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자원봉사자 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최초의 자원봉사인력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봉사안내소가 한국
사회복지협회 부설로 1978년에 개설되었다.
사회봉사 안내소는 ‘도움의 전화’를 통하여 전국의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를
안내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게 하며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집,
훈련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는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1984년부터 여성의
의식을 개발하고 시민으로서 이타심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인력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여성자원봉사활동인력은행을 설치, 운영하

35) 보건복지부, 「자원봉사활동의 길잡이」, 1994, p.20.
36) 보건복지부, “우리나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부역할에 관한 연구”, 경희대
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p.20∼22.

- 28 -

였으며, 전국14개 ‘여성자원봉사활동인력은행’에서는 지역별로 연1~3회 자원
봉사자들을 기능별로 재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업이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면서 긍정적 평가를 받자 1991년에 국무총
리 지침으로 인구 15만 이상의 시․구에 자치적으로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를 설치, 운영토록 한 바 있다. 1986년 12월에 발족한 한국자원봉사능력개
발연구회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화해와 사랑의 사회, 서로 나눔으로써 균형 있
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것을 조직의 대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 단체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양성, 배치 및 사후관리, 자원봉사 지도자 양성, 자원봉사에
관한 홍보 출판, 조사연구, 국제교류사업, 세계 자원봉사의 날 행사추진 등의 사
업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는 사회복지법인의 복지재단의 명칭 아래 “자원봉사
능력개발연구회”의 사업과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의”라는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2년 전국 1백 40여개 지역에 설립된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에 커다란 관심과 과제를 안겨준 사업
이라 할 수 있다.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편부․ 편모가정 등 가족기
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
게 가사, 간병, 정서, 결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78년에 창설된 한국

사회복지협의회는 전국 15개시․도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및 부설 지역복지봉사
센터를 두어 운영중이다.

이 협의회는 아동시설, 장애시설, 노인시설, 정신요양

시설, 부녀시설, 부랑인시설, 나환자시설, 결핵요양시설 등 사회복지 수용시설에
자원봉사자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민간복지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순수한 민간기관협의체계로 재편성한 바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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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297개소의 사회복지관에 지역단위 자원
봉사센터를 신설하여 민간복지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고 있다.37)

2)행정지원체계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중앙행정부서는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문화
관광부, 법무부가 있다. 중앙정부의 자원봉사활동 관련 행정체계를 정리하면
<표2-1>에서 보는바와 같다.
<표2-1>중앙정부 부처별 업무내용
부 처 별

업 무 내 용
-자원봉사활동 영역을 모든 공공분야로 확대할 필요에 따라
‘95년 자원봉사활동 총괄 주무부처 지정
-시 도 및 시군구 단위의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지원

행정자치부
(‘99. 152개소)
-전산관리프로그램 보급 및 우수프로그램 선정지원
-자원봉사관련 행사지원 및 포상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여성부
-여성자원봉사 유공자 포상
-사회복지자원봉사 정보안내센터(사회복지협의회)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재가봉사센터 운영(사회복지관)
-자원봉사전산망(VT-Net)운영, 자원봉사프로그램 보급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지원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결성

법무부
-사회봉사 명령제, 소년원 퇴소생 자원봉사 등
37) 국민복지기획단,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 최종보고서,
1996.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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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에 대한 근거 법은 없으나 1995년부터
자원봉사 주무부처로 정해진 후 민간협력과 에서 주요업무 중 하나로 자원
봉사업무를 총괄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기 위해 전국 시, 군, 구에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체계화 되어가고 있으나 운영은
직영과 민간위탁을 병행하고 있으며 재정지원은 2000년도에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와 운영비로 1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교육과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자원봉사를 육성시키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단지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다.
복지지원과 에서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에 대한지원
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설 자원봉사 안내센터와 각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부설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함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육성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자원봉사활동기관 및 단체안내,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상담과 연결,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조사연구,
대정부 정책건의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국고에 의해 설립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설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는 중
앙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며 국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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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부설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 등은 지방비로 지
원 받고 있다.

나. 여 성 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여성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
정되어 있다.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는 현재 여성부의 산하조직으로서 우리나
라 여성자원봉사활동에서 중추적인 관리조직이라 할 수 있으며 최초의 자원봉
사센터이다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는 정부기관 내에 설치되고 있어 설치비
가 적게 들고 운영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로 지원받고 있다.

라.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자원봉사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청소년
기본법”에 두고 있다. 1995년 개정된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청소년 수련
활동에는 “사회봉사”가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이며, “청소년수련거리” 즉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제11조(청
소년 활동의 영역구분과 지원체계)에서 사회봉사 등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
동의 영역을 “수련활동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3조(청소
년 단체의 육성지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하였다.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청소년기획과 이며
청소년 자원봉사 센터를 통해 자원봉사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특징은 봉사학습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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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고있어 교육적 차원에서

설립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중앙센터로서 설치 및 운영
비를 국고로 지원받고 있으며 시, 도 센터는 지방비에서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
다. 현재 중앙센터는 지역 센터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고 지역 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타 부처의 자원봉사센터에 비해 운영체계가 앞서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5개의 지역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시, 도에서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
영하고 있다.
이제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원봉사 참여의식에 비례하여 다양화되고
있는 수혜처의 전문화된 자원봉사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에 대
하여 정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상(사회적 보상)이 요구되고 있다.
다음은 정부 각 부처별로 자원봉사 담당업무를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관련 행정체계<표2-2>를 살펴본다.

<표2-2>자원봉사활동 행정체계

대통령
국무총리
중 앙 부 처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여 성 부

민간협력과

복지지원과

청소년 기획과

협력지원부

사회복지과

청 소 년 과 가정복지과

민간(시민)협력과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과
자원봉사정보
센

터

방 자원봉사센터

안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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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여 성 자 원

자원봉사센터 활 동 센 터

3)우리나라 자원봉사 일반현황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시회문제 발생지역에 사회
복지관을 설치하여 전문사회복지사 및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통한 포괄적인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지
역사회 복지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있다.
사회복지기관이 기능은 첫째, 지역사회주민의 욕구파악 및 평가. 둘째, 주민
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종합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셋째, 지역사회 통합의
매개역할. 넷째, 지역사회 민간자원의 발굴 및 활용. 다섯째, 주민을 위한 사회
교육의 매체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첫째, 가정 복지사업. 둘째,
아동복지사업. 셋째, 청소년 복지사업. 넷째, 노인 복지사업. 다섯째, 장애인
복지사업. 여섯째, 지역 복지사업 등이 있다.
자원봉사 일반현황은 2002년 12월 6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설 사회복지
정보센터에서 발행된 ‘전국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집’을 참고 하여 우리나라
의 현황에 인천광역시가 차지하는 부분을 분석하여 보았다.
지역별 사회복지관 현황을 보면 <표2-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2-3>지역별 사회복지관 현황
구
분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울 산 구 천 주 전 산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시설수 338 94 46 26 13 17 15

3

3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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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0 14 13 14 16

3

지역별 사회복지현황을 보면, 전국 338개소에 인천광역시 13개소로3.8% 가
소개 하고 있다.

<표2-4>자원봉사센터 현황(2001년 2월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계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여성부

계

698

339

17

181

161

인 천

29

12

1

4

12

우리나라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은 16개 시,도에 69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운영 주체별로 보면 보건복지부가 339개소(48.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행
정자치부 181개소(26%) 여성부 161개소(23.1%) 순위였다. 인천광역시에는
전국(698개소)의 4.2%인 29개소의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표2-5>자원봉사자현황
자원봉사자(명)
구 분

인구(천명)

A/B
(%)

계(A)

남

여

계(B)

남

여

전 국

61,369

18,525

42,844

47,639

23,984

23,655

0.128

인 천

2,942

754

2,188

2,587

1,310

1,277

0.114

인구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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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5>에서 보듯이 인구대비 자원봉사참여율은 전국이 0.128%이며 인천
광역시는 그보다 적은 0.114%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의 인구는 전국의
5.4%로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2-6>자원봉사자 1인당 평균봉사시간 및 횟수 (1월간)
사회복지(시설별)
구분 평균

전국
인천

아 동 노 인 장애인 여 성

정신
요양

보건
법인

부랑인 복지관

단체

의료

기타

1.38

1.22

1.30

0.81

0.68

0.58

1.49

1.41

2.36 2.39 1.93

0.39

0.41

0.42

0.20

0.29

0.23

0.31

0.45

0.62 0.35 0.49

1.77

2.51

1.04

1.22

0.22

0.53

1.43

1.36

1.57

-

4.19

0.62

1.00

0.36

0.35

0.11

0.14

0.73

0.52

0.41

_

0.94

<표2-6>의 자원봉사자 1인당 평균봉사시간을 보면 전국평균 1.38시간 보
다 많은 1.77시간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봉사 횟수도 전국평균 0.39회였으나
0.62회로 전국평균에 상회하고 있어 인천지역의 자원봉사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활발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2-7>봉사시간대별 활동현황
평 일(월-금)
구 분

총 계
계

오전
0-12시

오후

주 말(토-일)
저녁

12-18시 18-24시

계

오전
0-12시

오후

저녁

12-18시 18-24시

전 국 496,820 411,175 142,773 248,371 20,031 85,645 26,315 54,628 4,702
인 천 38,137 31,404 12,199 17,115

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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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3

3,011

3,284

438

<표2-7>에서 자원봉사 시간대 활동현황을 살펴보았다. 전국적인 활동은
평일에 82.8%(인천의 경우 82.3%)가 활동하였으며, 주말봉사활동에 17.2%
(인천의 경우 17.7%)가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었다. 시간대별로는 평일 12시
-18시까지 60.4%(인천은 54.5%)로 가장 많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주말의 경우는 오후12-18시까지 63.8%(인천은 48.8%)로 가장 많이 봉사활동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8>분기별 봉사활동현황

2001년
구 분 총 계
계

2002년

1/4

2/4

3/4

4/4

분기

분기

분기

분기

계

1/4

2/4

3/4

분기

분기

분기

전 국 496,820 217,999 43,672 55,372 57,902 61,053 278,821 86,669 106,206 85,946
인 천 38,137 12,888 2,559 3,368 3,302 3,659 25,249 7,995 9,733 7,521

<표2-8>에서 분기별 봉사활동과 2001년과 2002년의 봉사활동 증가현황을
살펴보았다.
2001년에는 전국적으로 4/4분기에 28%(인천이 28.4%)로 가장 많이 참여
하였으며, 2002년에는 전국적으로 2/4분기에 38.1%(인천이 38.5%)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 2001년 3/4분기까지를 대비 2002년 자원봉사 증가율을
보면, 전국적으로 77.7%가 증가 하였으나, 인천광역시는 무려 173.6%의 증가율
을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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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9>자원봉사자 교육실시 현황(시설종별)
사 회 복 지
구 분합 계

계

아동 노인

장애인

시설 시설
전 국 400 318
인천

6

16

40

여 성 정신

부랑인

시 설 요양
40

0

1

1

복지 법인/
관

단체

75

145

보건
의료
5

기타
77

-

6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현황<표2-9>을 파악 하였다. 각 시,도에서 총 400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인천광역시의 교육실적은 6회에 지나지 않았다.

<표2-10>자원봉사자 교육이수현황(직업별)
기술
구분

계 무
공
원

사무

문
전
직

관리직

자영

단순

서비스

농수

학
군인 주부

산업

인천

69

- -

1

무직 기

직
) 타
초등 중등 고등 대학 (퇴

노무
전 국 2,671 31 123 43

생

166

8

5

2 1,028

53

-

-

-

-

-

64

236 143 605
-

-

-

46 182
- 4

교육 이수현황<표2-10>을 살펴보면 전국 각 시,도에서 2,671명이 교육을
이수 하였으나, 인천광역시는 69명에 불과하여 사회복지자원봉사 분야의 교육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시,도의 교육계획과 실시의 방법
이 각각 달라 지방자치 단체별로 종합적인 교육계획을 가지고 실시하는 관계
로 본 자료로는 각 시․도별 자원봉사자 전반에 관한 교육정도를 측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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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1>인증서 발급현황
사 회 복 지
구분 합 계

아동 노인
계

보 건

여성 정신
장애인

시설 시설

법인
부랑인 복지관

시설 요양

단체

전 국 16,454 12,433 1,027 3,508 3,928

49

50

3

3,337

인천

-

-

-

114

561

525

90

117

-

기타

의 료

531 2,805 1.805
144

-

36

인증서 발급현황<표2-11>을 보면 각 시․도별로 16,454명에게 인증서가
발급 되었다. 인천광역시는 561명에게 발급되어 3.4%의 비율을 보였으며, 시
설별로는 노인시설이 177명으로 가장 많이 발급되었으며 다음이 법인, 단체
가 144명, 복지관이 114명, 아동시설이 90명, 기타 36명 순이었다.

4) 인천광역시의 자원봉사현황
전국사회복지자원봉사통계집을 토대로 인천광역시의 자원봉사활동을 검토해본
결과 사회복지기관은 13개소로 전국 338개소의 3.8%, 자원봉사센터는 29개소로
전국 698개소의 4.2%, 자원봉사자는 2,942명으로 전국 61,369명의 4.7%, 자원봉
사자 교육실시현황은 전국적으로 400회를 실시하였으나, 6회에 불과 하였으며, 교
육이수 현황은 총, 2671명중 69명으로 2.6%로 나타나, 통계청의 장례인구추계
2001의 총, 인구 47,639천명의 5.4%(2,587천명)를 차지하는 인천광역시 인구비
율에 대비하여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의 통계 수치는 다른 광역 자치단체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면을 볼 수 있으나, 2001년도 자원봉사활동과 2002년에 참여한 실
적 증가율을 비교 해보면, 전국적으로는 77.7%의 증가율을 보인반면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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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73.6%의 증가율을 보여 자원봉사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활성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4절 강화군의 자원봉사 활동현황

1. 자원봉사현황

강화군의 종합자원봉사센터<표2-12>는 2000년11월 설치되어 강화군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1년 7월 강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여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의 설치,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의 종합지원 체계를 갖추었다.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총 21개 자원봉사단체에 1,407명
의 자원봉사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2-12>자원봉사센터 운영
센터 명

설치시기

조례제정 운영형태 상근인력 단체수 회원수

강화군종합
자원봉사센터

2000.11.6 2001.7.28

직 영

1명

21

1,407

강화군의 자원봉사 운영체계는 강화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주민자치과 에서 관장
하고 있으며 강화군청 내에 7개부서 및 21개 자원봉사 단체와 2개의 유관기관
의 자원봉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또한 강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원봉사운영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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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단체의 자원봉사 참여
현황은 일반봉사단으로, 해병전우회 등 13개 단체와 전문봉사단으로, 재가노인도시
락봉사단 등 8개 단체, 총 21개 단체가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자원봉사 활동실적

2003년도 활동실적<표2-13>은 418회에 3,432명이 참여하였으며, 기초생활
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에게 급식 및 도시락 배달봉사를 주2~3회 실시, 총135
회에 2,430명, 중증장애인 목욕봉사 78회에 116명, 저소득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이미용 및 도배봉사 47회에 92명, 관광강화 알리기 가이드 봉사 98회
281명, 방범교통봉사 36회에 130명, 환경 가꾸기 및 체육문화행사 24회에 383명
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표2-13>2003년 활동실적
봉사활동분야

운영

봉 사 대 상

계

활동실적
418회 3,432명

급식, 도시락 배달

주2-3회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135회 2,430명

목욕, 이미용, 도배 봉사

수시

중증장애인, 사회복지시설 125회 208명
관광객, 단체연수생, 취약지

관광가이드, 방범교통질서,
수시

관광지, 다중집합장소,

환경정화, 체육문화활동 등

선수 및 관람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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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회 794명

3. 2004년 자원봉사관리 및 지원계획

2004년도 주요 추진계획을 보면, 자원봉사자 사기앙양 및 안정감제고를 위
하여 400만원의 예산으로 1,000명의 자원봉사자에게 상해보험을 가입토록
하여, 자원봉사로 인한 만약의 사태 발생시 6,000만원(사망, 후유 장애시) 까
지 보장토록 하는 한편, 1일 5천원의 실비를 지원하고, 모자, 우비, 자원봉사
수첩을 제작, 비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이 우수한 10명의 자원
봉사자를 선정 표창할 계획이다. 자원봉사자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2회에 걸쳐
상반기는 기초교육, 하반기에는 전문교육을 실시하며, 자원봉사단체장 간담회를
2회실시, 봉사자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부여할 계획이다. 자원봉사자 지원을
통한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우수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홍보 팜프렛
제작 및 인터넷, 언론홍보와 자원봉사자 가두모집을 실시한다.

제5절 선행연구

우리나라 학술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방안에 관련된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김기원(1997)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로 자원봉사활동은 자율성과 무보수성을 특징으로 법률적 경제적 동기유발수
단을 사용하여 활성화시키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통상적인 조직 활동 활성화
방안이 아닌 나름대로 독특한 특징을 지니는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
안으로는 의식변화를 통한 자원봉사 동기부여, 자원봉사활동의 교육, 홍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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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하였다.
황대하(2002)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홍보와 동기부여가 미약할수
록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이 결여 된다고 보고 있고 활성화 방안으로는 교육
이 통일 되여야 하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유내희(1999), 이해웅(1999)의 연구에서는 노인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노인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홍보부족, 자원봉사인력 활용
기관의 부재, 노인의 경제 및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제도나 기구를 통한 조
직적 노인자원 봉사활동 개발체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다양한 프
로그램 미비를 지적하였다. 또한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노
인의 의식변화를 통한 자원봉사 동기부여, 노인자원봉사활동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노인의 건강 및 경제 수준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노
인의료보장정책과 소득보장정책의 개선, 노인자원봉사 전담기구의 설치와 운
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원봉사활성화 방안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는 그 동안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객관적 분석방법을 통해 이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드문 편이
다. 위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논문을 살펴보더라도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관한연구는 문헌고찰과 도시 중심적으로 자원봉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농촌을 중심으로 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논문이 없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농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들과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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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사방법

제1절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조사는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을 통해 만족도와 욕구를 살펴 보고 그 결과
를 바탕으로 강화지역의 자원봉사 활성화방안을 찾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조사 대상지는 강화군 전지역 (1읍․12면)에서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선
정하였다. 그 이유는 강화군내 총21개 자원봉사단체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기보다는 읍․면에 고루 분포되어있는 자원봉사자를 인구분포에 비례하고 활
동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중․하 로 표본 추출하여 선
정하였다. 조사내용은 자원봉사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징, 자원봉사 현황과 참여
실태, 만족도 및 향후계획, 자원봉사교육 및 효과 그리고 필요성, 기관, 시설에
대한 태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조사서
는 2004년 2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 작성하였고, 설문조사는 2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강화군의 총 자원봉사자 1,407명중 400
명을 대상으로, 읍․면 담당공무원의 협조로 설문지를 배부 314부를 회수하였으
며, 그 중 조사내용이 분명치 않은 29부를 제외하고 285부를 본 조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조사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강화군의 자원봉사
현실을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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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사내용

본 조사에 사용한 설문의 내용은 <표3-1>과 같이 일반적인 사항에 관해
묻는 8개 문항과, 자원봉사현황에 관한 8문항, 그리고 자원봉사활동과 교육
에 관련하여 묻는 4문항, 자원봉사 활동기관에 관련한 2문항,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에 관한 5문항,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3문항으로써 총
3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 졌다.

<표 3-1>설문지 문항 내용
구 분
사회 인구학적
자원봉사 활동 현황
자원봉사 교육 관련
자원봉사
활동기관․시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
자원봉사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내 용
성별, 연령, 학력, 종교, 혼인여부, 직업,
월수입, 거주기간,
참여기간, 참여정도, 참여분야, 기관과 시설,
참여경로 등

문항수
8
8

교육경험, 받은 내용, 필요성, 필요한 교육,

4

봉사기관의 태도, 봉사기관에 요구사항,

2

참여 동기, 좋은 점, 어려운 점, 만족도,
향후계획,
지원받은 것, 필요한 것, 활성화 요구사항,

5
3

<표3-1>의 설문문항 내용을 보면, 첫째, 일반사항으로 인구특성을 알아보았고,
둘째, 자원봉사 현황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과 봉사자가 얼마동안 참여
했는지, 단기간 참여 하고 있는지, 장기간 참여하고 있는지, 와 현재 자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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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와
주로 하고 있는 활동분야는 무엇인지, 그렇다면 앞으로 하고 싶은 봉사활동
과 어떻게 활동할 것 인지, 어떤 경로로 시작하게 되였는지를 물었다. 셋째,
자원봉사 교육 관련으로 자원봉사에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와 교
육을 받았다면 어떤 내용을 교육 받았는지, 또 교육받은 내용이 봉사활동에
도움이 되었는지,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내용으로는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물었고, 넷째, 활동기관, 시설에 대한 의견으로 기관. 시설의
태도에 대한 인식과, 기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다섯째, 활동에 대한 만족도로써 봉사활동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무엇인지, 자원봉사를 하므로 인해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자원봉
사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향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에 대
하여 물었으며, 여섯째, 자원봉사 활성화방안 및 기타 의견으로는 자원봉사 활
동시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과,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3절 조사 분석 방법

본 논문작성을 위해 조사된 설문내용 분석을 위해 SPSS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항목마다 빈도분포와 백분율을 산출 하였으며 항목별 관련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Cross tab 분석과 함께 Chi-Square Tests 검증을 실시하
여 Asymp. Sig 0.05이하의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에
대한 결과를 분석 자료로 표본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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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분석결과

제1절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자 일반현황에 따라 각 항목별 상관관계를 교차분석을 통하여 분석
하였다.
<표4-1>성별과의 상관관계
구 분

항

항 목
합
앞으로
하 고 싶은
봉사활동

활동시설

계

상담 및 말벗
보호활동 및 심리적의지
이웃돕기(결연 등)
기술봉사
생활 및 가사지원
관광강화 알리기
노력봉사(환경정화, 목욕, 등)
교육 및 지원
기
타
합

성

목

계

사회복지기관과 시설
의료기관과 시설
공공기관(행정기관 등)
재가봉사(모자가정 독거노인 등)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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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백분율

계

남

여

(%)

285

174

111

100

40
20
61
19
41
18
46
20
20

27
15
41
18
21
11
14
12
15

13
5
20
1
20
7
32
8
5

14
7
21.4
6.7
14.4
6.3
16.2
7
7

285

174

111

100

50
9
122
55
49

24
5
88
24
33

26
4
34
31
16

17.5
3.2
42.8
19.3
17.2

<표4-1>의 분석결과를 보면 앞으로 하고 싶은 봉사활동에 대한 성별과의
상관관계는 (V):38.110 (A):0.000으로 유의수준 5%미만으로 성별과 봉사활
동 분야와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겠다. 특히 남자는 기술봉사와 보호활동
및 심리적 의지에 빈도가 높았으며, 여자는 생활 및 가사지원과 노력봉사(환
경정화, 목욕, 김치 담그기 등)에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활동시설에 대한 성별과의 관계를 보면 (V):19.774 (A):0.001로 유의수
준 5%미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원봉사자의 성별과 상관관계에 있는 활
동분야, 활동시설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자의 소질과 능력을 감안하여 희망에
따른 업무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표4-2>연령과의 상관관계

연령
구분

연
항

목

합
계
활동형태 소속봉사단체
개인적으로
합
계
상담 및 말벗
보호 및 의지
앞으로
이웃돕기
하고 싶은
기술봉사

계

285
172
113
285
40
20
61
19
봉사활동 생활 및 가사지원 41
관광안내
18
노력봉사
46
교육 및 지원 20
기 타
20

령

20세 20-30 30-40 40-50 50-60 60세
미만
8
5
3
8
5
1
1

1

미만
19
6
13
19
4
3
3
3
2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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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51
20
31
51
5
1
13
3
9
1
13
4
2

%

미만 미만 이상
105
81
21 100
75
55
11 60.4
30
26
10 39.6
105
81
21 100
13
9
5
14.1
6
5
5
7
24
18
2
21.4
9
2
1
6.7
10
18
2
13.4
13
3
1
6.3
19
11
2
16.1
8
7
7
4
8
3
7

<표4-2>에서는 연령과의 활동형태의 상관관계는(V):23.981 (A):0.000으로
유의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봉사활동과의 관계(V):131.510 (A):0.000
으로 나타났다. 특히 40-50세 미만에서 기관이나 소속단체를 통해 참여한다
가 제일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40세 미만에서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과 만족도는 (V):55.562 (A):0.000의 유의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거주기간과
활동시설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V):72.841 (A):0.000 로 높은 유의수
준을 보이고 있었다. 거주기간과 만족도는 (V):46.463 (A):0.001의 유의수준
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성별은 ‘남성’이 174명으로 61.1%, ‘여성’이 111명으로 38.9%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40-50대’가 105명으로 36.8%를 차지, 참여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60대’가

81명으로

28.4%,

‘30-40대’가 51명으로

17.9%순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최종학력을 보면 ‘고졸’이 125명으로 43.9%를
차지 가장 높았고, ‘중졸’이 87명으로 30.5%, ‘초등 졸’이 39명으로 13.8%, ‘전문대
이상’이 34명으로 12%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별 분포는 ‘종교 없음’이 92명으로
32.3%로 가장 높았고, ‘기독교’ 88명으로 30.8%, ‘불교’ 74명으로 26.0%, ‘천주교’
19명으로 6.7%로 나타났다. 혼인여부는 자원봉사자 238명인 83.5% 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미혼’이 34명으로 1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직업의 분포는 ‘자영업’이 86명으로 30.2%를 차지, 가장 참여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주부’가 78명으로 27.4%, ‘농업’이 60명으로 22.5%순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개인의 월수입 정도는 ‘100만원 미만’이 98명으로 34.4%, ‘150만원 미만’
이 66명으로 23.2%, ‘200만원 미만’이 59명으로 20.7%, ‘250만원 미만’이 38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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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3.8%순으로 나타났으며, 강화군에 거주하고 있었던 기간은 ‘출생지’가 148
명으로 52%를 차지하여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10년 이상’ 거주자가 95명으
로 33.3%로 나타났다.

<표4-3 >성

별

항

목

참 여 인 원

백분율(%)

합

계

285

100

남

자

174

61.1

여

자

111

38.9

<표4-3>에서 강화지역 자원봉사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
의 참여율(61.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4>연 령 별
항

목

참 여 인 원

백분율 (%)

합

계

285

100

20대 미만

8

2.8

20-30대미만

19

6.7

30-40대미만

51

17.9

40-50대미만

105

36.8

50-60대미만

81

28.4

60세 이상

21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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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연령분포는<표4-4>에서 보듯이 40대에서 60대가 총 65.2%
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적인 여유와 함께 사회문제에 관심과 참여
의식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20대 미만과 60대 이상 참여자
는 총 10.2%에 지나지 않았다.

<표4-5>교 육 수 준
항

목

참여인원

백분율(%)

합

계

285

100

졸

39

13.7

중

졸

87

30.5

고

졸

125

43.9

전문대졸 이상

34

11.9

초

등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자의 교육정도는 ‘고졸’이 43.9%로
가 장 많았으며, ‘중졸’이 30.5%, ‘초등 졸’이 13.7%, ‘전문대졸 이상’이
11.9%로 나타났다. ‘중졸’과 ‘초등 졸’이 전체의 44.2%로 높게 나타난 이유
는 응답자 층의 연령(40-60대가 전체의 65.2%)이 높고, 51.9%가 농촌지역
인 강화군에서 출생하여 60-70년대 농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단편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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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6>종

교

항

목

참여인원

백분율(%)

합

계

285

100

기 독 교

88

30.8

천 주 교

19

6.7

불

교

74

26.0

기

타

12

4.2

92

32.3

없음(유교)

<표4-6>를 분석 해보면, 자원봉사자의 63.6%가 종교를 갖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기독교’가 30.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불교’가
26.0%, ‘천주교’가 6.7%, ‘없음’ 32.3%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 중에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경로를 보면, ‘종교 및 사회단
체<표4-18>를 통해서’ 라고 12.6%가 응답한 결과를 보면 종교적 요인이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동기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표4-7>혼 인 여 부
항

목

참여인원

백분율 (%)

합

계

285

100

미

혼

34

11.9

기

혼

238

83.5

13

4.6

이혼, 별거, 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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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7>에서 대부분(83.5%)의 자원봉사자가 기혼으로 ‘배우자 및 가족과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혼’이 11.9%, 이혼, 별거, 사별이 4.6%로 파
악되었다.

<표4-8>직 업
항

목

참여인원

백분율(%)

합

계

285

100

학

생

9

3.1

주

부

78

27.4

무직, 퇴직

7

2.4

자영업

86

30.2

사무직

17

6.0

판매생산직

3

1.1

전문직

9

3.2

일용직

12

4.2

기타(농업)

64

22.4

<표4-8>에서 직업별 분포를 보면, ‘주부’가 27.4%, ‘자영업’이 30.2%,
‘농업’이 22.4%로 총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본 항목을 분석해 보면 자기 스스
로 시간을 관리 할 수 있는 직업군에서 봉사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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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월 수 입
항

목

참 여 인 원

백 분 율 (%)

합

계

285

100

100 만원 미만

98

34.4

100-149 만원

66

23.2

150-199 만원

59

20.7

200-249 만원

38

13.3

250-299 만원

14

4.9

300 만 원 이상

10

3.5

<표4-9>에서 월수입별로는 ‘100만원 미만’이 34.4%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주부, 학생, 무직이며, ‘250만원 이상’ 층은 4.9%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경제적인 여유만으로는 자원봉사 참여와 관련성을 연구하는 자료로
활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4-10>강화군에 거주기간
항

목

참 여 인 원

참 여 율 (%)

합
계
출 생 지

285
148

100
52

10년 이상
5년 이상

95
10

33.3
3.5

3년 이상

18

6.3

1년~2년 미만

14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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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에서 참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강화에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속담이 전해져오고 있다. “강화에는 들어올 때 울고 들어왔다 나갈 때도
울고 나간다.”고 한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처음 정붙이기는 어려워도 좀 살다보면 흠뻑 정이 들어 나
갈 때는 그간의 정을 그리며 울고 나간다는 것이다. 본 항목의 설문결과 ‘출생지’
와 ‘10년 이상’ 거주자가 봉사활동 참여율이 85.3%로 자원봉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를 보아 강화의 특성을 말해주는 것 같다.

제2절 자원봉사활동 현황 관련 사항

강화군에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매우 필요하다’가
61명으로 21.4%, ‘필요하다’ 가 184명으로 64.6%를 차지하여 86%의 답변이
긍정적으로 자원봉사활동 필요성에 대하여 답 하였으며, 자원봉사 참여기
간은 ‘6개월 미만’이 149명으로 52.2%, ‘6개월부터 1년 미만’이 24명으로
8.4%, ‘1년 이상 2년 미만’이 28명으로 9.8% ‘2년 이상’이 84명으로 29.5%로
분포되었다.
참여 활동주기는, ‘월1회 이상’이 98명으로 34.4%, ‘월2회 이상’이 38명
으로 13.3%, ‘주1회 이상’이 34명 11.9%순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자원 봉 사
참 여 형 태 를 보 면 , ‘기관 이 나 소 속 단체 를 통해 서 ’가 172명으로 60.4%
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참여한다’가 113명으로 39.6%로 파
악되었다.
주로 참여하는 활동 분야는 ‘노력봉사’(노력봉사, 김치 담가주기, 등)가 99명으로
34.9%, ‘상담 및 말벗’이 65명으로 22.7%, ‘이웃돕기’(결연 등)가 21.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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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포되어 있었으며, 앞으로 하고 싶은 봉사활동에 대한 답변은 ‘어려운
이웃과의 결연 및 돕기’가 61명으로 21.4%를 차지하여 빈도가 제일 높았으
며 ‘노력봉사’가 46명으로 16.1%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과 시설은 ‘공공기관’(행정기관, 등)이 122명으로
42.8%로 빈도가 제일 높았으며, ‘재가봉사’(모자가정, 독거노인, 등)가 55명으로
19.3%,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이 50명으로 17.5%, ‘기타 및 의료기관’ 순으로 나
타났다.
자원봉사 참여 경로를 살펴보면 ‘행정기관의 홍보 및 소개’가 83명으로
29.1%를 차지하여 제일 높았으며 ‘기관, 시설, 단체의 홍보지 및 안내를 통
해서’가 47명으로 16.5%, ‘친구, 동료 또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45명으로
15.8%, ‘종교 및 사회단체의 권유’ 36명으로 12.6%로 나타났다.

<표4-11>강화군의 자원봉사활동 필요성
항

목

참여인원

백분율(%)

합

계

285

100

매우필요하다

61

21.4

필 요 하 다

184

64.6

그저 그렇다

38

13.3

필 요 없다

2

0.7

<표4-11>에서 보는바와 같이 자원봉사자 대부분인 86%가 ‘자원봉사의 필
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었으며, ‘그저 그렇다’ 13.3%순으로 나타나 자원
봉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매우 공감하는 분위기를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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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2>자원봉사활동참여기간
항

목

참여인원

백분율(%)

합

계

285

100

6개월 미만

149

52.2

6-1년 미만

24

8.5

1년-2년 미만

28

9.8

2년 이상

84

29.5

<표4-12>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참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원봉
사자가 절반이 넘는 52.2%이며, ‘2년 이상’ 활동을 유지해 오고 있는 자원봉사
자가 29.5%로 나타났다.

<표4-13>자원봉사활동 참여주기
항

목

참 여 인 원

백 분 율 (%)

합
계
주3회 이상

285
12

100
4.2

주2회

18

6.3

주1회
월2회

34
38

11.9
13.4

월1회

98

34.4

85

29.8

기

타

<표4-13>에서 봉사활동 참여 주기를 살펴보면 ‘월1회 참여’가 11.9%, ‘월2회
참여’가 13.4%, ‘주1회 참여’가 11.9%, ‘주2회 이상’ 참여한다가 10.5%로 나타
났으며, 이는 강화군의 특성상 농촌지역 이며, 자원봉사 수혜처가 적은 것도
자주 참여할 수 없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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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4>참여 형태
항목

참여인원

백분율(%)

합계

285

100

기관이나 소속 단체를 통해

172

60.4

개인적으로

113

39.6

<표4-14>에서 참여형태를 보면, ‘기관 및 소속단체’를 통해 활동한다가
60.4%, 개인적으로 참여한다가 39.6%로 분포 되었다.

<표4-15>참여 분야
항

목

참여인원

백분율(%)

합

계

285

100

상담 및 보호(말벗, 생활지도)

65

22.7

이웃돕기(결연, 등)

62

21.6

기 술 봉 사

17

6.1

노력봉사(환경정화, 목욕, 김치담기)

99

34.9

관 광 안 내

19

6.8

교육 및 지원

16

5.5

기

7

2.4

타

<표4-15>에서 조사된 내용을 보면 ‘노력봉사’가 34.9%로 참여율이 가장 높
았고, ‘상담 및 보호’가 22.7%, ‘이웃돕기’ 21.6%로 분포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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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6>앞으로 하고 싶은 봉사활동
항

목

참여인원

백분율(%)

합

계

285

100

상담 및 말벗

40

14

보호활동 및 심리적 의지

20

7

이웃돕기(결연, 등)

61

21.4

기 술 봉 사
생활 및 가사지원

19
41

6.7
14.4

관 광 안 내

18

6.3

노력봉사(환경정화, 목욕, 김치담기)

46

16.2

교육 및 지원

20

7

20

7

기

타

<표4-16>에서 보면 앞으로 하고 싶은 봉사활동은, ‘이웃돕기’가 21.4%, ‘노
력봉사’가 16.2%, ‘생활 및 가사지원’이 14.4%, ‘상담 및 말벗’이 14%순으로
나타났다.

<표4-17>봉사활동 기관과 시설
항

목

참여인원

백분율(%)

합

계

285

100

사회복지기관과 시설

50

17.5

의료기관과 시설

9

3.2

공공기관(행정기관, 등)

122

42.8

재가봉사(모자, 독거노인, 등)

55

19.3

49

17.2

기

타 (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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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7>에서 보면 ‘공공기관’ (행정기관, 등)에서가 42.8%로 제일 빈도
가 높았으며, ‘재가봉사’(모자가정, 독거노인, 등)가 19.3%, ‘기타’(사회단
체)가 17.2%,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이 17.5%순으로 나타났다. 봉사자들의
활동기관과 시설을 보아, 도시지역은 사회복지기관과 의료기관에 편중 되여
있는 반면에 강화군에서는 행정기관과 재가봉사에 편중되어 있었다.

<표4-18>활동하게 된 경로
항

목

합

계

참여인원

백분율(%)

285

100

TV,신문, 등 대중매체

19

6.7

기관, 시설, 단체의 홍보

47

16.5

행정기관의 소개

83

29.1

친구 및 직장동료

45

15.8

기존자원봉사자의 권유

27

9.5

종교 및 사회단체

36

12.6

28

9.8

기

타

<표4-18>에서 나타났듯이 ‘행정기관의 소개’가 29.1%로 제일 높았으며 ‘기관,
시설, 단체의 홍보’가 16.5%, ‘친구 및 직장동료’가 15.8%, ‘종교 및 사회단체’가 12.6%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보아 행정기관의 소개가 29.1%로 제일 높아 자원봉사
활동이 관주도에서 점차 민간주도로 추진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 참여
의식이 정착되고 민간운동의 한분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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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자원봉사 교육관련 사항

자원봉사 교육과 관련하여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교차분석을 통한 상관관계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4-19>직업과 교육성과의 교차분석
구 분
직

합

계

(%)

업
합

계

79(100)

학

생

3(3.8)

주

부

19(24.1)

무직. 퇴직

3(3.8)

자

영 업

사 무 직

교

육

많은 도움 도움이 되었다
19(24.1)

48(60.8)

7(8.9)

11(13.9)

28(35.4)

7(8.9)

5(6.3)

3(3.8)

4(5.1)

안 되었다
8(10.1)
2(2.5)

1(1.3)

16(20.3)

4(5.1)

일

용 직

3(3.8)

(3.8)
2(2.5)

5(6.3)
2(2.5)

4(5.1)

14(17.7)

안 되었다

3(3.8)

문 직

타

과

전혀 도움이 별로도움이

1(1.3)

전

기

성

10(12.7)

1(1.3)

1(1.3)

<표4-19>에서 나타난 직업과 교육성과의 Chi-Square Tests는 (V):
42.903, (A):0.003으로 유의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직업과 필요한 교육은
(V):50.056, (A):0.698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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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도 교육경험은 (V):7.784, (A):0.169이며, 교육내용은 (A):9.619,
(A):0.087, 교육성과는 (V):7.054, (A):0.070으로 교육에 관련하여 사회 인구
학적 특성과 상관관계는 직업과 교육성과 이외의 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었다.
자원봉사 관련 교육수료 여부를 조사한 결과, 78명이 ‘수료’하여 27.4%를
‘교육경험이 없다’가 207명으로 72.6%로 나타났다.
교육받은 내용을 보면 ‘기초이론 교육(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업무)’ 이 31명으로
39.7%, ‘오리엔테이션(봉사자의 기본임무)’ 이 20명으로 25.7%, ‘실무교육
(지식을 실천에 옮기기)’ 이 8명으로 10.3%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받은 내용이 봉사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에 대한 질문에 ‘도움이 되
었다’가 47명으로 60.2%, ‘매우 많은 도움이 되었다’가 19명으로 24.4%, ‘별
로 도움 되지 않았다’가 8명으로 10.3%순으로 나타났다. 어떤 내용의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가 96명으로 33.7%, ‘전문적인 원조
방법 및 기술교육’이 74명으로 26%, ‘봉사대상과의 관계형성 및 상담기법’이
44명으로 15.4%, ‘사회복지 실천교육’이 26명으로 9.1%순으로 나타났다.

<표4-20>교 육 경 험
항

목

참여인원

백분율(%)

합

계

285

100

있

다

78

27.4

없

다

207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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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0>에서 ‘교육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7.4%였으며, ‘없다’가 72.6%
로 파악 되었다.
<표 4-21>교육받은 내용
항

목

참여인원

백분율(%)

합

계

78

100

오리엔테이션(기본임무)

20

25.7

기초이론교육(역할 및 임무)

31

39.7

실무교육(지식을 실천하기)

8

10.3

재교육(자질향상 및 갈등해소)

3

3.8

지도감독(정기적인 지도)

4

5.1

12

15.4

기

타

<표4-21>의 교육받은 내용을 보면 ‘기초이론교육’ 수료가 39.7%, ‘오리
엔테이션’ 25.7%, ‘실무교육’이 10.3%, ‘재교육’ 3.8%, ‘지도감독’이 5.1%로
나타났으며 ‘재교육’과 ‘지도감독교육’의 비율이 낮았다.

<표4-22>교육이 봉사활동에 도움이 되었는지
항

목

참여인원

백분율(%)

합

계

78

100

매우 많은 도움

19

24.4

도움이 되었다

47

60.2

별로 도움 안 됨

4

5.1

전혀 도움 안 됨

8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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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2>에서 응답자의 84.6%가 ‘도움이 되었다’(매우 많은 도움 24.4%
도움 60.2%)라고 답하여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해야할
필요성을 실감 하였다. ‘도움이 안 되었다’ 는 응답자는 15.4%에 불과 하였다.

<표4-23>어떤 내용의 교육이 필요한지
항

목

참여인원

백분율(%)

합

계

285

100

봉사에 대한 이해

96

33.7

전문적인 원조방법 및 기술교육

74

26

대상과의 관계형성 및 상담기법

44

15.4

사회복지 실천

26

9.1

경험자의 사례발표연구

19

6.7

자원봉사계획 및 평가

4

1.4

14

4.9

8

2.8

기

타

필요 없다

<표4-23>에서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는 ‘자원봉사활동의 이해’가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전문적인 원조방법 및 기술교육’이 26%, ‘봉사대상과의 관계형성 및 상담 기
법’이 15.4%, ‘사회복지실천’이 9.1%, ‘경험자의 사례발표 및 연구’가 6.7%순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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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자원봉사활동 기관, 시설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 기관과 시설에 대한 빈도분석결과, 아래 항목에 대하여 교차분석
을 실시하였다.

<표4-24>월수입과 기관의 태도와의 교차분석
구 분

기관의 태도
합 계(%)

월수입

매우친절

협조가
잘

되는 편

대체로
무관심

고압적

기타

285(100)

38(13.3) 151(50.3)

55(19.3) 12(4.2) 29(10.2)

100만원미만

98(34.4)

27(9.5)

35(12.3)

19(6.7)

1(0.4)

16(5.6)

100∼149만원

66(23.2)

1(0.4)

45(15.8)

10(3.5)

4(1.4)

6(2.1)

150∼199만원

59(20.7)

3(1.1)

39(13.7)

14(4.9)

1(0.4)

2(0.7)

200∼249만원

38(13.3)

3(1.1)

19(6.7)

8(2.8)

6(2.1)

2(0.7)

250∼299만원

14(4.9)

3(1.1)

8(2.8)

1(0.4)

2(0.7)

300만 원 이상

10(3.5)

1(0.4)

5(1.8)

3(1.1)

1(0.4)

합

계

<표4-24>에서 자원봉사자의 월수입, 즉 소득수준과 기관과 시설에 대한
느낌을 교차분석 한 pearson Chi-Square수치는 (V):67.174, (A):0.000으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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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거주기간과 기관, 시설의 태도에 대한 교차분석은 (V):33.613, (A):0.029
이며, 성별과 기관의 태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V):1.530, (A):0.821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관과 시설의 태도에 관한 질문에는 ‘협조가 잘 이루어
지는 편’이 151명으로 50.3%를 차지 제일 높았으며, ‘대체로 무관심 하다’가
55명으로 19.3%, ‘매우 친절하다’가 38명으로 13.3%, ‘기타’가 29명으로
10.2%순으로 나타났다.
봉사기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자원봉사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67명
으로 23.5%, ‘담당직원의 배려와 관심’이 55명으로 19.3%, ‘활동비 지원’이
45명으로 15.8%, ‘정기적인 자원봉사 교육 실시’가 44명으로 15.4%, ‘없
다’가 32명으로 11.2%로 분포되어 있었다.

<표4-25>기관, 시설(관계직원)의 태도
항

목

참여인원

백분율(%)

합

계

285

100

전직원이 매우 친절하다

38

13.3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편

151

53

대체로 무관심하다

55

19.3

고압적이다

12

4.2

기

29

10.2

타

<표4-25>에서 ‘전 직원이 매우친절’(13.3%)하며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편’(53%)이 전체의 66.3%를 차지하여 긍정적인 면을 보였다. 그러나 ‘대체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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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19.3%, ‘고압적’(4.2%), 기타(10.2%)를 합쳐 33.7%로 나타나 일부
기관과 시설관계자의 태도도 변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표4-26>건 의 사 항
항

목

참여인원

백분율(%)

합

계

285

100

없

다

32

11.2

담당직원의 배려와 관심

55

19.3

활동비 지원(실비 외)

45

15.8

정기적인 교육실시

44

15.4

자원봉사 프로그램 마련

67

23.5

봉사자 휴식 공간 마련

13

4.6

직원과의 깊은 대화

15

5.3

14

4.9

기

타

<표4-26>에서 건의 사항을 파악해 보았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마련’이 23.5%로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으며, ‘담당직원의 배려와 관심’이 19.3%, ‘활동비 지원이’
15.8%로 나타났듯이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실비외 활동비 지원을 원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기적인 교육 실시’가 15.4%, ‘건의사항이 없다’가 11.2%, 순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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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자원봉사활동의 만족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활동 과정 및 만족도를 사회 인구학적 빈도분석 결과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4-27>학력, 거주기간과 만족도와의 교차분석 결과
만

만족도

족

도

합 계
매우만족 만족한편 그저 그렇다

구 분

불만족

매우불만

132(46.3)

12(4.2)

6(2.1)

력

285(100)

25(8.8)

110(38.6)

초등 졸

39(13.7)

8(2.8)

13(4.6)

16(5.6)

2(0.7)

중 졸

87(30.5)

5(1.8)

38(13.3)

42(14.7)

2(0.7)

고 졸

125(43.9)

7(2.5)

49(17.2)

62(21.8)

3(1.1)

4(1.4)

전문대졸이상

34(12)

5(1.8)

10(3.5)

12(4.3)

5(1.8)

2(0.7)

거주기간

285(100)

25(8.8)

110(38.6)

132(46.3)

12(4.2)

6(2.1)

5년 미만

32(11.2)

8(2.8)

10(3.5)

10(3.5)

2(0.7)

2(0.7)

5년 이상

10(3.5)

2(0.7)

1(0.4)

7(2.5)

10년 이상

95(33.3)

2(0.7)

41(14.4)

47(16.5)

2(0.7)

3(1.1)

출생지

148(51.9)

13(4.6)

58(20.4)

68(23.9)

8(2.8)

1(0.4)

학

<표4-27>의 학력의 빈도분석결과와 만족도를 교차분석 한 결과(V):55.562,
(A):0.000이며, 거주기간과 만족도의 교차분석결과는 (V):46.463, (A):0.001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종교의 빈도분석 결
과와 만족도의 교차분석 결과는 (V):32.700, (A):0.008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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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이웃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가 98명으로 34.4%를 차지하였으며 ‘단체
에서 하는 봉사활동의 일환’이 81명으로 28.4%, ‘사회경험과 인간관계’가 31명으로
10.9%, ‘여가를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함’이 27명으로 9.5%순으로 나타났다. 자
원봉사를 하면서 좋은 점은 ‘남을 도울 수가 있어서’ 105명으로 36.8%로 제
일 많았으며, ‘주위를 보고 반성할 기회를 가져서’가 59명으로 20.7%, ‘시간을
보람 있게 보내서’가 41명으로 14.4%를, ‘발전과 성장에 도움이 되서’가 28
명으로 9.8%순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여가시간
부족’이 47명으로 16.5%, ‘활동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가 46명으로 16.1%,
‘지식과 경험부족’이 41명으로 14.4%, ‘행정적 지원미약’이 29명으로 10.2%
순으로 빈도가 분포되어 있었다. 만족도에 대하여는 47.4%가 ‘매우만족’(25명
8.8%), ‘만족한편’(110명 38.6%)이라 답하였으며 ‘보통’이 132명으로 46.3%순으로
답하였다. 향후 봉사활동 계획에 대하여는 ‘지금과 비슷한 수준’에서 가 177
명으로 62.1%,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가 69명으로 24.2%빈도로
나타났다.
<표4-28>활동 참여 동기
항

목

합
계
이웃에 도움이 되기 위해
사회경험과 인간관계
여가를 보람 있게 보내기위해
지식과 기술습득
단체에서 하는 봉사활동 일환
주위사람 권유
할 수 있다는 성취감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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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백분율(%)

285
98
31
27
6
81
12
14
16

100
34.4
10.9
9.5
2.1
28.4
4.2
4.9
5.6

<표4-28>에서 참여 동기를 파악하여 보았다. ‘이웃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가 34.4%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단체에서 하는 봉사활동의 일환’이28.4%,
‘사회경험과 인간관계’가 10.9%로 나타나고 있다.

<표4-29>좋은 점
항

목

참여인원

백분율(%)

합

계

285

100

남을 도울 수 있어서

105

36.8

시간을 보람 있게 보내서

41

14.4

주위를 보고 반성할 기회

59

20.7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

13

4.6

발전과 성장에 도움

28

9.8

다양한 인간관계

21

7.4

18

6.3

기

타

<표4-29>에서 보듯이 좋은 점에 대한 질문에 답변은 ‘남을 도울 수가 있
어서’가 36.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주위를 보고 반성할 기회가 되어서’
가 20.7%, ‘시간을 보람 있게’가 14.4% ‘발전과 성장에 도움’이 9.8%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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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0>어려운 점

항

목

참여인원

백분율(%)

합

계

285

100

육체적으로 힘들고 피곤

23

8.1

활동시간이 맞지 않는다.

46

16.1

여가시간이 너무 없다

47

16.5

활동내용이 맘에 안 든다.

3

1

실질적인 활동이 없다

16

5.6

장비와 경비가 필요하다

23

8.1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41

14.4

수혜자(시설) 의 배려부족

17

6

행정적 지원이 미약하다

29

10.2

어려운 점이 없다

19

6.7

21

7.3

기

타

<표4-30>에서 어려운 점을 파악해 보았다. ‘여가시간이 너무 없다’가
16.5%로 제일 많았으며 ‘활동시간을 맞추기가 힘들다’가 16.1%, ‘지식과 경
험의 부족’이 14.4%, ‘행정적 지원이 미약하다’가 10.2%로 분포되어 있었다.
<표4-31>만족도
항

목

참여인원

백분율(%)

합

계

285

100

매우 만족 한다

25

8.8

만족 한다

110

38.6

보

132

46.3

불만족스럽다

12

4.2

매우 불만족 하다

6

2.1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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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1>에서 만족도를 조사해 보았다. ‘만족하다’는 응답 47.4%, ‘매우만족’이8.8%,
‘만족’이 38.6% 이었으며 이는 강화군의 자원봉사활동이 점차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보통’이 46.3%, ‘불만’은 6.3%불과
하였다.
<표4-32>향후 활동 계획
항

목

참여인원

백분율(%)

합

계

285

100

지금보다 더 많이

69

24.2

지금과 비슷한 수준

177

62.1

지금보다 줄여서

17

6

그만둘 생각이다

22

7.7

<표4-32>에서 향후 활동계획을 살펴보면 ‘지금과 비슷한 수준에서 활동한
다.’가 62.1%로 제일 많았으며 ‘지금보다 더 많이 활동 하겠다’가 24.2%, ‘그만
둘 생각’이 7.7%, ‘지금보다 줄여서’가 6%로 나타나 향후 강화군의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었다 하겠다.

제6절 자원봉사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원받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지원
받은바 없다’가 111명으로 38.9%를 차지하였으며 ‘봉사자간의 친목주선과 기
관행사에 초대’가 50명으로 17.6%, ‘교통비, 식사비등 실비지원’이 43명으로
15.1%, ‘감사장이나 표창장’이 31명으로 10.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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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시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교통비, 식사
대 등 실비제공’이 63명으로 22.1%를 차지하였으며

‘사고 대비 보험가입’이

51명으로 17.9%, ‘자치단체 시설사용료 면제 및 할인혜택’이 40명으로 14%, ‘봉
사활동 경력인정’이 34명으로 11.9%, ‘봉사활동 저축제도’가 31명으로10.9%,
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자원봉사
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66명으로 23.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봉사자
들 간에 친목도모를 위한 서비스 제공’이 44명으로 15.4%, ‘봉사자에 대한 적
절한 업무 배치’가 35명으로 12.3%, ‘자원봉사자 저변확대’가 29명으로
10.2%, ‘체계적인 교육이나 훈련’이 28명으로 9.8%, ‘보험가입 및 수첩
발급’이 26명으로 9.1%, ‘경력인정 및 저축제도’가 22명으로 7.7%, ‘교통비,
식사비등 실비지원’이 16명으로 5.6%를 나타났다.

<표 4-33>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받은 것
항

목

참 여 인 원

백분율 (%)

합

계

285

100

교통비, 식사비등 실비지원

43

15.1

봉사자간 친목주선, 행사초대

50

17.6

감사장이나 표창장

31

10.9

활동 기념품 제공

22

7.7

없

다

111

38.9

기

타

28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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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3>에서 나타났듯이 ‘받은 것이 없다’가 38.9%로 제일 높게 나타
났으며 ‘자원봉사자 간에 친목주선이나 기관행사에 초대’가 17.6%, ‘교통비,
식사비 등 실비의 지원’이 15.1%, ‘감사장이나 표창장’이 10.9%, ‘활동기념품
제공’이 7.7%, ‘기타’가 9.8%로 나타났다.

<표4-34>지원이 필요한 사항
항

목

참여인원

백분율(%)

합

계

285

100

교통비. 식사비 등 실비 제공

63

22.1

사고대비 보험 가입

51

17.9

사례금이나 선물

12

4.2

봉사활동 경력인정(각 종 가산 점 인정)

34

11.9

자원봉사 저축제도(봉사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31

10.9

표창 및 감사패

7

2.5

각종행사에 초대

25

8.8

자치단체 운영시설 사용료 면제 및 활인

40

14.0

22

7.7

기

타

<표4-34>에서 조사된 자원봉사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통비,
식사비등 실비 제공’이 22.1%가 원하여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사고대비 보험
가입’이 17.9%, ‘자치단체 운영시설의 사용료면제나 할인’ 이 14%, ‘봉사활동
경력인정’이 11.9%, ‘노후에 받을 자원봉사 저축제도’가 10.9%, ‘각종행사에
초대’가 8.8%, ‘표창 및 감사패’는 2.5%로 원하는 바가 미약 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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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5>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항

목

참여인원

백분율(%)

합

계

285

100

교통비, 식사비등 실비지원

16

5.6

자원봉사자의 저변확대

29

10.2

체계적인 교육이나 훈련

28

9.8

적절한 업무배치

35

12.3

자원봉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66

23.2

봉사자 친목도모를 위한 서비스제공

44

15.4

자원봉사 경력인정 및 저축제도

22

7.7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및 수첩발급

26

9.1

19

6.7

기

타

<표4-35>에서 보듯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에 대한 적
극적이 홍보’가 23.2%로 제일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원봉사자 친목도모
를 위한 서비스 제공’이 15.4%, ‘적절한 업무배치’가 12.3%, ‘자원봉사자의 저변
확대’가 10.2%, ‘체계적인 교육이나 훈련’이 9.8%, ‘보험가입 및 수첩발급’이
9.1%, ‘자원봉사 경력인정 저축제도’는 7.7%, ‘교통비, 식사비 등 실비지원’이
5.6%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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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자원봉사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제1절 문제점

1. 자원봉사자 측면

강화군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인<표4-28>를 보면 활동 참여
동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 남을 위한 동기로 참여한 비율이 65.2%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참여기간<표4-12>을 볼 때
6개월 미만이 52.2%인데 반해 1년 이내가 8.5%, 1년~2년 사이가 9.8%로
낮아지는 이유는 초기에 가졌던 순수함과 열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게
됨을 발견하게 된다. 봉사활동 자체가 항상 만족을 가져다주지 않으면 힘들고
벅찰 때가 많으며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38)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자 개발사업의 과정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문
제점을 살펴본다.
첫째, 인적, 물적 재원의 부족이다. 현제 모든 지자체나 봉사단체에는 1명의
담당자나 간사가 각종 정보의 안내와 상담, 자원봉사자의 개발사업 등 전반적
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로 자원봉사 성․패의 관건이 되는 교육 및
자원관리, 수혜자와 봉사자의 연결 등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되기
보다는 관례 답습적인 추진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강화군도 동일한 현상이
다. 이러한 경향이 인적자원의 부족(전담부서)과 예산의 부족으로 오는 결과
38) 김기선.1992. “자원봉사의 이론과 실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P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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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강화군의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결과<표4-20>에서
보듯이 교육경험은 27.4%에 지나지 않으며<표4-23>에 97.2%가 교육의 필
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숙련되고 전문화된 자원
봉사자를 필요로 하나 자원부족으로 활용치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이다.
둘째, 자원봉사자교육기간이 짧고 내용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강화군에 교육
경험이 있는(27.4%) 자원봉사자 중 오리엔테이션, 기초이론교육 수료자가
65.4%로 기초교육이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원봉사자가 담당할 업무분야는 다양
하며 자신이 하고자하는 활동 또한 개인에 따라 각각 다르나 이를 봉사자가
원하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에도 현실여건이 따라주지 못하는 점이 아쉬운 실정이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년2회의 교육기회는 봉사자의 기본지식이나 기술습득에 부족하나 모든 봉사자
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육의 기회가 좀 더 많이 주어져야 하겠다.
아울러 교육을 받지 않아도 기본적인 기술과 봉사자세가 갖추어진 봉사자가
있으나, <표4-23>에서 보듯이 33.7%가 자원봉사의 이해를 가장 필요한 교육
과목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아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 현장의 배치는
원래의 봉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그로 인해
봉사자 자신에게도 흥미와 의욕을 떨어드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강화군에도
21개 자원봉사 단체가 있다. 단체의 대표와 실무 책임자에게도 정기적인 전문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이들의 인식의 전환이 자원봉사의 성, 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셋째, 교육 이수자들의 사후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강화군의 년2회 교육
은 상반기에는 자원봉사의 참 의미, 활동의 자세와 태도 등 기초교육이며,
하반기에는 활동수범사례, 각종 프로그램 안내 등 전문 교육으로 짜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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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은 다년간 의지와 건강이 허락 하는 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관
계로 교육 이수자들의 기호에 맡는 교육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교육 이수자들에게 기초교육을 받으라고 한다면 교육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넷째, 자원봉사자 스스로 자기 개발 의지가 부족하다. ①자원봉사자 스스로
전문분야를 개발하여 성장해 보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②봉사의식과 책임
감의 결여로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다. ③개인사정이나 자원봉사에 대한 회
의감 등으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단체나 기관에 연락하지 않
는다. ④충동적이며, 무계획적인 1회용 참여자가 있는가 하면 상대의 입장을 전
혀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봉사자도 있다.

2. 봉사시설 측면

자원봉사활동 기관과 시설에 대한설문조사 결과<표4-17>에서 보듯이 ‘재
가봉사’(모자가정, 독거노인 등)가 19.3%,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이 17.5%,
로 나타났다.

1)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의 문제
강화군의 사회복지시설을 살펴보면<표5-1>에서 보듯이 10개소에 553명이
보호 관리되고 있다.
대부분의 시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여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자
원봉사활동에 사회복지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17.5%)은 도시지역에 비
해 적으나 몇 개의 시설을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의 손길을 항상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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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1>사회복지시설현황
구

분

10개소,553명

정신요양시설

아동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1개소, 153명

1개소,91명

6개소,245명

2개소,64명

그러나 단체장의 이해부족으로 시설자체의 공개를 기피하고 있는 시설이
있어 자원봉사의 손길이 필요함에도 의식적으로 경계와 배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자가 시설자체의 운영상황을 알아 업무에 방해될 것
이라는 염려에서 비롯된 잘못 된 판단일 것이다

2) 재가봉사의 문제
가정을 방문하여 봉사하는 관계로 수혜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봉
사자 자체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수혜자들이 정기적으로 봉사
하고 있는 봉사자들의 고마움을 알고 있으나, <표4-30>에서 보듯이 행정
지원 즉 홍보부족과 수혜자의 배려부족이 16.2%로 자원봉사를 보수를 받으
며 하는 일로 오인하여 봉사를 당연시 하거나 고마움을 모른체 더 큰 봉사
를 요구하여 순수한 봉사자들을 당혹하게 하는 일이 있다.

3) 기타 기관의 문제
자원봉사를 단순한 업무보조나 청소 및 잔심부름꾼 정도로 인식하며 자원
봉사를 요청 해놓고 계획된 일은 하지 않고 할일 없이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봉사활동계획에 의하지 않고 필요하면 언제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자원봉사의 고귀한 정신을 훼손하여 자원
봉사자를 실망 시키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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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은<표4-30>에서 보듯이 자원봉사활동 시 어려운 점에서 “수
혜자(시설)의 배려부족”, “실질적인 활동이 없다”, “활동내용이 맘에 들지 않는
다” 에 응답한 강화군의 자원봉사자가 12.6%로 나타나고 있다.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 측면

1) 자원봉사자 모집과정의 비전문화
강화군의 자원봉사자의 참여 경로<표4-18>를 보면 행정기관의 소개가
29.1%로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직 강화군의 자원봉사활동이 관
주도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이란, 인간자신이 정신적, 육
체적 자원을 활용하여 자발적인 의도로 타인이나 사회를 위하여 계획을 가
지고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일정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일하면서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소질을 발견 하면서 자신
이 살아갈 공동체적 삶의 영역을 체험함으로서 건강한 인성을 형성해 나가
는 수련활동의 한 영역이다.” 라는 정의를 보더라도 관의 주도로 자원봉사활동
이 이루어질 때 자발적이고 스스로 참여하는 민간운동이 위축될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봉사자의 참여역시 자발적 의도에서가 아
닌 행정선상에 있는 사람들로 채워져 맡은바 직책이나 임기가 끝나면 봉사
활동도 마감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2) 자원봉사에 대한 홍보부족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국민 대부분이 누구나 참여해보고 싶은 활동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의 의미와 필요성 자원봉사 실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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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국민적 홍보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적 참여 의식은 높
으나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자원봉사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
여야 하나,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뚜렷한 홍
보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표4-35>에서 보듯이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중
가장 필요한 것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23.2%)를 꼽았으며, 우
리 국민 중 성인의 70%이상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으나 “어디
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실정으로 이는 자원봉사의 수요와 공
급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킬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난다.

3) 자원봉사자 관리체계의 미비
강화군에는<표2-12>의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표2-13>의 2003년도 활
동실적과 2004년 자원봉사관리 및 지원계획, <표5-1>의 사회복지 시설현황
등이 파악되고 있을 뿐 자원봉사자의 일반적인 현황분석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자원봉사자의 관리는 봉사자가 소속된 각 자원봉사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단체는 소속 자원봉사자의 능력과 소질을
파악하고 하고 싶은 일과 꺼리는 일을 구분하며, 활동할 수 있는 시간 등 전반
적인 사항을 파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혜자(처)와 자원봉사자를 직접 연결
하는 교량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를 기초적으로 관리하여
야 하는 봉사단체의 인적구성 및 예산이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
서 각 자원봉사단체를 관리하고, 총괄적인 업무를 주관해 나가야할 종합자원
봉사센터의 기능 역시 각 단체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봉사단체 스스로 능률 제고
를 위한 프로그램도입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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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적 측면

2003년, 한국의 사회지표(2003년, 통계청. P,543)를 보면 자원봉사활성화
대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자원봉사 프로그램개발 및 관리주관기관 지
정이 28%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1995년부터 자원봉사업무 총괄 주무부서로 행정자치부가 정해 졌다고 하나
정부 5개 부처에서 각자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없이는 자
원봉사활동은 제자리걸음을 걷게 될 것이다.

1)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
자원봉사는 이제 우리사회의 한 부분의 학문으로 자리 잡을 만큼 국민적 관
심과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각종 레크레이션의 전문가가 양산되어 그들
이 직업전선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듯이 자원봉사활동을 한 단계 발전시
키기 위해서는 반듯이 전문화된 자원봉사자의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나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으며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의 어느 한
부처도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
또한 사회적 전반에 걸쳐 날로 수요가 증가하는 자원봉사의 수요에 비례
하여 다변화된 요구에 부응할 지식 또는 기능을 가진 전문 자원봉사자가 필요
한 실정이나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재가봉사에는 말벗이나 산책동행, 상담 등의 단순한 봉사활동에 그쳐
수혜자를 만족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표4-8>직업 분포도를 보더라
도 전문직이 설문대상자중 3.2%에 지나지 않아 전문직 봉사자 즉 의사, 간호
사, 물리치료사, 약사 등의 참여가 아쉬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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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원화된 업무체계
자원봉사업무는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문화관광부, 법무부에서 각
부처별 소관업무에 대해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고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각 부처별 지원예산 규모가 다르고, 운영지침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업무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자원봉사단체 또한 중앙정부
의 지침에 따름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와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서로 별개의 봉사단체로 활동함으로서 종합자원
봉사센터의 종합적인 자원봉사활동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원
봉사의 통계도 정부 각 부처별로 작성되고 있는 실정이다.(예, 전국 사회복
지 자원봉사 통계 집)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업무혼란은 더욱 심하며,
각 자치단체별로 담당부서의 명칭이 서로 다르고 자원봉사 단체별로 주관부서가
다르다보니,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총괄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제2절 활성화 방안

지금까지 살펴본 자원봉사활동현황에서 제기 되었던 여려가지 문제점들과 강
화군의 자원봉사자들의 설문조사 분석을 토대로 자원봉사자와 수혜자(처), 조
정자의 삼위일체를 구축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1. 자원봉사자의 관리 및 자질향상

자원봉사활동은 특정의 주민이나 경제적 빈부의 차이, 여가시간의 유무, 남․여,
연령, 직업 등의 조건에 관계없이 인간이면 누구나 참여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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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에 대한 국민적 참여의식은 선진국 수준에 다가 왔다.
따라서 자원봉사자의 자질 향상으로 봉사의 질을 높여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선봉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자원봉사는 참여하는 자가 수혜자에
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 시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첫째, 봉사자들의 다양한 성향을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적성에
맞는 활동을 하게 함으로서, 도중에 활동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먼저 강화군 1,407명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연령, 학력, 종교, 각종성향, 능력
과 소질 등을 파악 관리하고 21개 자원봉사단체를 네트워크화 하여 단 체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총괄 관리하는 체제로 조속히 전
환 되어야 한다.
둘째, 자원봉사 교육을 강화하여 봉사의식과 책임감을 제고 시켜야 한다.
자원봉사자 스스로 교육의 기회를 원하듯 년2회의 교육기회에 가급적 모든
자원봉사자가 참여토록 유도하여, 교육 수료율을 높이고 상반기 기초교육 수
료 후 하반기 전문교육까지 이수토록 하며, 다양한 수혜자(처)의 요구에 부
응할 전문교육의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또한 21개 단체의 관리자 및 간사
에 대해서는 년1회 이상 전문교육을 수료하게 하여야 한다.
셋째, 활동을 중단한 봉사자의 이유를 분석하여 향후 탈락자에 대비해야 한다.
<표4-18>에서 보듯이 참여경로로는, 행정기관의 소개가 29.1%를 차지한다.
이는 대부분이 행정선상에 있는 리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으로 마을에
서 직책에 대한 임기종료와 동시에 자원봉사자로서의 임무도 대부분 마감
한다. 또한 처음의 의욕과 열정이 여러 가지의 요인으로 감소되어, 활동을 중
단하게 된다. 이러한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탈락자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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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종합자원봉사센터는 각 봉사단체와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자원봉사자
와 수혜자(처)를 직접 연결시켜 관리하고, 이를 전산화여 부족한 면을 보충
하여주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아울러 수혜자(처)가 직접 자원봉사 단체
에 봉사를 요청하는 체계적인 연락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원봉사자의 등급제 관리가 필요하며 등급의 인증제를 실시 이를 홍
보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존경을 받도록 해야 한다.
자원봉사자의 경력과 봉사실적을 계량화하고 이를 분석평가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와 경력을 포함하여 우수 봉사자에 대하여는 “봉사장” 칭호와 증표
를 수여하는 한편, 이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존경받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문제는 제도적인 보호와 예방의 수단
만으로 해결 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이웃사랑운동이 실천
되고 이사회에 뿌리 내릴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안정된 사회가 조
성될 것이다. 안정된 사회의 초석이 자원봉사활동이며 자원봉사활동의 성․
패는 자원봉사자에게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2. 수혜자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제고

수혜자는 자신(시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역사회로부터 도움 받아야
하는 점을 인식시켜, 자연스럽게 자원봉사활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몇 가지 개선해야할 점이 요구된다.
강화군의 자원봉사활동 기관과 시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도시지역
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재가봉사가 19.3%,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이 17.5%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분야에 활동비율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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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며, 수혜자는 필요로 하
는 부분을 계획성 있게 요구하고, 자원봉사자는 무리 없이 지원하는 체계를 갖
추어 서로의 관계를 돈독히 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자원봉사의 고귀한 봉사정신을 존중해야 한다.
<표4-28>에서 보듯이 자원봉사자의 59.7%가 이웃에 도움주기 위해, 인
간관계 형성, 여가를 보람 있게, 성취감을 참여 동기로 선택 하였으며, <표
4-29>에서 나타났듯이 자원봉사자의 81.7%가 남을 도울 수 있어서, 시간
을 보람 있게, 반성할 기회, 발전과 성장에 도움 되기 위해서라고 좋은 점
에 대해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더라도 자원봉사자의 순수한 봉사정신을
존중해야 한다.
둘째,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수혜)계획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요청하며,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 봉사단체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수혜자(시설) 스스로 자신을 홍보 하여야 하며, 수혜자의 상황을 사회가 인
식하여 자연스럽게 봉사의 손길이 미치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넷째, 임직원의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원봉사는 청소
및 잔일을 하는 단순 업무보조의 역할로 생각하는 인식을 개선하고, 계획된 시간
에 봉사활동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업무량을 부여 하여야 한다.
다섯째, 수혜자(시설)와 연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는 수혜자에게 자원
봉사에 의해 혜택과 지원을 받는다는 점을 인식시켜 주어야 하며 봉사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여 봉사자와 수혜자간에 관계를 돈독
히 하는데 일익이 되어야 한다. 물론 자원봉사활동의 모체는 사회의 문제해
결에 보탬이 되고자 자원하여 참여한 봉사자들이다. 수혜자의 태도가 실망스럽
다 하여 자원봉사자에 초기의 순수한 마음이 변화한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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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혜자의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없이는 자원봉사활동의 발
전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지장을 초래 할 것이다.

3. 자원봉사 업무 및 관리기관의 체계화
- 정부의 다원화된 업무 및 관리체계의 개선-

자원봉사를 단순한 복지적 차원이 아닌 인간성 및 공동체 회복의 메커니즘
으로 파악하면서, 선진국에서는 80년대 중반이후 자원봉사에 대한 각종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39) 이러한 제도화 노력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나타
났는데, 정부가 공공정책의 일환으로 자원봉사를 육성하거나 기업은 민간이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미국은 60년대 케네디, 존슨 대통령에 의해 평화봉사단(Peace Corps), 빈곤
퇴치자원봉사단, 은퇴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 등 공공자원 봉사자들의 활동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자원봉사를 전통적인 민간 활동으로 남겨두기 보다는
국가가 앞장서서 특별한 집단이나 조직으로 관리한 것이다.
이후 80년대에 레이건의 특별기구가 설치되었고 최근 클린턴정부에서 “아메리코”
(Americops)라고 하는 연방자원봉사단과 ACTION을 대신한 연방기구가 창
설되어 더욱더 그 규모와 활동을 넓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업무는 <표2-1>에서 보듯이 정부의5개 부처에서 각
부처별 고유 업무와 접목시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부처업무와 관련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업무의 혼선과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서로 같지 않으며 지원과 활동지침도 서로 다르다.
39)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백과」1997. pp.326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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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혼재된 업무와 관리체계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
에서 열거한바 있다. 서로가 나름대로 자기의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한
다고 하면서 등한시하고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원봉사 홍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문제점에서 지적 했듯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적극적인 홍보
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의 진정한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보람, 어떻게 참여하며,
어디서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 등 정부 차원의 단일화된 홍보체계 및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강화군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 시행될 때 다양화되고
있는 자원봉사의 수요와 공급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문자원봉사자 양성이 사회적인 바램이다.
자원봉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복지사회로 가는 원천적 에너지이며 사회
적 기반이라 볼 수 있다. 인증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전문자원봉사
자 라고 볼 수 없다. 대학에 자원봉사 학과를 설립하고 전문인 양성 교육
기관을 운영하여 대중화되고 다양화되는 자원봉사 분야를 이끌어가고 발전
시킬 전문인을 양성 하여야 한다.
셋째,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자원봉사 업무의 통폐합이 이루어 져야한다.
자원봉사업무 주관부처에서는 모든 자원봉사 업무를 관장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며
지원부처의 역할에 충실하고, 관련부처에서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주관부처의
지원을 받아 소관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예산
과 인력의 절감효과는 자원봉사운동에 재투자 되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에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자원봉사
운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발전할 수 있다. 전담부서의 설치는 중앙정
부의 업무 통폐합이 전재되어야 하며, 전담부서의 설치 및 정원의 승인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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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에 그 권한이 있다.
이러한 방안이 반영될 때 자원봉사단체의 지원과 활동지침도 통일될 것이며
예산편성 및 집행, 봉사활동실적 및 평가, 체계적인 교육제도의 정립,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대국민홍보의 일원화 등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사회적 바람에
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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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수준은 자원봉사 경험만으로 볼 때 15세 이상 인구
의 13%로 40) 미국의 25%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영국의 15%수준에
와 있으며 중앙일보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65%가 가능하면 자원봉사
에 참여 하겠다고 응답한 결과를 보더라도 자원봉사에 대한 국민에 호응적
참여 분위기가 정착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자원봉사가 단순한 봉사적 차원이기에 앞서 사회문제에
대해 참여해야 하는 책임의식으로 점차 전환되어 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많은 분야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
지가 보이지 않고 있는 침체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
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봉사자는 자랑스러운 사회의 일꾼으로 부각
이제까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원봉사도 자원봉사 단체별로 책임과 의무감
그리고 꾸준히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갖추
어진 지원자를 가려내는 심사절차를 거처 선발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또한 자원봉사에 대한 대국민적 홍보를 강화하여, 봉사활동의 의미, 필요성,
가치 등을 명확히 알려 자원봉사자를 자랑스럽고 귀하게 여기는 풍토를 조성
해야 한다.
둘째, 자원봉사활동 관리 및 운영체계의 네트워크 구축
현재 자원봉사 활동범위는 대부분 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의 복지시설이나 수혜자

40) 한국의 사회지표(통계청). 2003. p.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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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봉사단체 및 사회복지시설별로 자원
봉사자 관리나 수혜처 파악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
한 관리체계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 가능시간, 능력과 소
질, 하고 싶은 봉사활동 등을 수혜자(시설)의 요청에 의해 자원하고, 자원봉
사 단체나 관리기관에서는 소속 자원봉사자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부
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원봉사 체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야 한다.
셋째, 자치단체별 자원봉사 전담부서 설치필요
이제 자원봉사는 갑작스런 재해나 재난 시,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에 참여하는 수준의 자원봉사라고 볼 수 없다.
우리사회의 어두움을 구석구석 밝혀줄 우리사회의 횃불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선진복지사회로 가는데 필수적인 사회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한 분
위기는 점차 무르익어 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에 불을 집히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원봉사를 전담하는 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며, 자원봉사자와 단체에 대한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지원과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지위와 보상에 대한 방안강구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참여기간을 살펴보면 29.5%가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네트워크구축, 자원봉사자의 개
별적인 활동사항을 관리하여 등급별 인정제도를 운영함으로서, 이를 지역
사회에 알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 각 부처별 예산편성
및 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한 동일 된 지
침의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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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교육체계의 개선과 전문인 육성 체계 구축
전국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집(2002년. 보건복지부 P.5)에 사회복지분야 등
록 자원봉사자를 보면 61,369명중, 교육이수자 현황(통계집 P.45)은 2,671명
으로 4.5%에 불과한 실정으로, 교육이 봉사활동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
문조사에서 84.6%가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한 결과를 보더라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계획의 수립 시행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또한 건의사항에 나타
났듯이 강화군과 안양시의 자원봉사자의 설문조사<표4-26>결과 ‘정기적인
교육실시’가 15.4%로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정부의 자원봉사관련부처의 일원화
2003년 한국의 사회지표(2003년 통계청.P543)를 보면 자원봉사활성화대책
에 대한 조사결과, 자원봉사 프로그램개발 및 관리주관기관 지정이 28%로
자원봉사 활성화 대책에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1995년부터 자원봉사업무 총괄 주무부서로 행정자치부가 정해졌다고 하나, 보
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자원봉사분야를, 여성부는 여성자원봉사를, 문화관
광부에서는 청소년분야, 법무부에서는 범죄예방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담당 하고 있어 이를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활동 또한 주관부서를
파악하기 힘들 뿐 아니라, 담당부서의 명칭조차 각 자치단체별로 통일되어 있
지 않아 혼선을 빗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
로 한 이웃사랑운동이 실천되고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때 모든 문제가 해결
되고 안정된 사회가 조성될 것이다. 안정된 초석이 자원봉사활동에서 비롯
되며, 자원봉사활동의 성, 패는 봉사자와 수혜자, 그리고 조정자(행정)의 삼
위일체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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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하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배우고 있는 대학원생 입
니다
먼저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보냅니다.
이 설문지는 강화군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보다 만족스러
운 자원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느낌과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사항을 보시고 다소 답변하시기에 곤란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해당되는 번호에 V표하여 주시고 기타에 해
당하는 응답 란에는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조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04년
조사자

2월
하 수 영

(☎ 930-3544, 932-5506, 933-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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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항목에 V표 하거나 ___안에 직접 답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남자

②여자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20세미만

②20-30세 미만

③30-40세 미만

④40-50세 미만 ⑤50-60세 미만

⑥60세 이상

3.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①무학 ②초등학교 졸 ③중졸 ④고졸 ⑤전문대졸 ⑥대학 졸 ⑦대학원졸
4.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기독교 ②천주교 ③불교 ④없음

⑤기타 _______

5. 귀하의 혼인 여부는 어디에 속합니까?
①미혼 ②기혼 ③이혼, 별거 ④사별
6.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학생

②주부

③무직/퇴직

④자영업

⑤사무직

⑥판매생산직 ⑦전문직 ⑧일용직 ⑨기타_______
7. 귀하의 가정의 월수입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100만원 미만 ②100 ~ 149만원 ③150 ~199만원
④200 ~ 249만원 ⑤250 ~ 299만원 ⑥3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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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귀하는 강화군에 얼마나 사셨나요?
①1년 미만 ②2년 이상 ③3년 이상 ④5년 이상 ⑤10년 이상 ⑥출생지
▣ 자원봉사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9. 강화군에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①매우 필요하다 ②필요하다

③그저 그렇다 ④필요 없다

⑤전혀 필요 없다
10. 귀하는 얼마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셨습니까?
①1개월 미만 ②1-6개월 미만 ③6-12개월 미만 ④12개월 -2년 미만
⑤2년 이상
11. 귀하는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어느 정도 하시고 계십니까?
①주3회 이상 ②주2회 ③주1회 ④월1회 ⑤월2회 ⑥기타 ______
12. 귀하는 현재 어떤 형태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①기관이나 소속봉사 단체를 통해서

②개인적으로

13. 귀하께서 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 분야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골라주세
요.(

)

그렇다면 앞으로 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 분야는? 1가지만 골라주세요(

①상담

②말벗 ③어려운 이웃과의 결연

)

④교육 및 지원 ⑤ 기술봉사

⑥보호활동 ⑦생활지도 ⑧심리적 의지 ⑨문화. 관광안내 및 강화 알리기
⑩생활 및 가사지원

⑪기능 활동(이, 미용, 컴퓨터, 운전 등) ⑫노력봉사

(목욕, 김치 담아주기 등) ⑬기타 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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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귀하께서 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 기관. 시설은 어느 곳입니까?
①사회복지기관․시설 ②의료기관 . 시설 ③공공기관(행정기관 등)
④재가봉사(모자가정 , 독거노인가정 등)

⑤기타 _________

15. 귀하는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①TV,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②기관․시설․단체의 홍보지 및 안내문을 통해서
③행정기관의 소개를 받아서
④친구, 직장동료 또는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⑤기존 자원봉사자의 권유를 통해서
⑥종교 및 사회단체의 권유를 통해서
⑦기타 _________
▣ 활동에 대한 만족도 관련입니다. 해당항목에 V표 하거나 ___안에 직접 답
하여 주십시오.
16. 귀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이웃에 도움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②다양한 사회경험과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
③여가를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서
④본인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⑤단체에서 하는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⑥주위 사람의 권유로
⑦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위해서
⑧기타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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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귀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좋은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남을 도울 수 있어서
②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아 좋아서
③주위를 돌아보고 반성할 기회가 되어서
④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익힐 수 있어서
⑤자기 발전과 성장에 도움이 되어서
⑥인간관계가 다양해져서
⑦기타 _______
18.귀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①육체적으로 일이 힘들고 피곤하다
②봉사기관과 활동시간이 맞지 않는다.
③개인적 여가시간이 너무 없다
④봉사활동 내용이 맘에 들지 않는다.
⑤시간만 채우고 실질적인 활동이 없다
⑥활동하는데 장비와 경비가 부담된다.
⑦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
⑧봉사시설의 배려가 부족하다
⑨행정적 지원이 부족하다
⑩애로사항이 없다
⑪기타 _________
19. 귀하는 전반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매우 만족한다.

②만족한 편이다

④불만족스럽다

⑤매우 불만족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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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그저 그렇다

20. 귀하는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①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활동 ②지금과 비슷한 수준에서 활동 유지
③지금보다는 시간을 줄여서 활동

④그만 둘 생각이다

▣ 자원봉사활동 교육 관련입니다. 해당항목에 V표하거나 __안에 직접
답하여 주십시오.
21. 귀하께서는 자원봉사에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21-1번으로 가십시오)

②없다 (22번으로 가십시오)

21-1. 귀하께서 교육을 받으셨다면 그 때 받은 교육 내용은?
①오리엔테이션(기관소개, 자원봉사자의 기본임무 등)
②기초이론교육(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업무에 관한 교육)
③실무 교육(이론적 지식을 실천에 옮기는데 필요한 교육)
④재교육(자원봉사자의 자질향상 및 갈등해소를 위한 교육)
⑤지도감독(봉사활동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
⑥기 타 __________

21-2. 귀하께서 교육받으신 내용이 봉사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매우 많은 도움이 되었다 ②도움이 되었다
③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④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22. 귀하께서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어떤 내용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이해 교육
②봉사대상자를 돕는 전문적인 원조 방법 및 기술교육
③봉사대상자와 관계형성 및 상담기법
④사회복지 실천 교육
⑤경험자의 사례발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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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자원봉사 계획 및 평가에 관한 내용
⑦기타_____
⑧필요 없다.
▣ 자원봉사 활동기관 관련입니다. 해당항목에 V표 하거나 ___안에 직접 답
하여 주십시오.
23.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관. 시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①전 직원이 매우 친절하다 ②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편이다
③대체로 무관심하다

④고압적이다

⑤기타 _____

24. 귀하가 봉사기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무엇입니까? 모두 골라주세요
①없다

②담당직원의 배려와 관심

③활동비 지원(실비외)

④정기적인 자원봉사 교육실시

⑤자원봉사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⑥자원봉사자 휴식공간 마련

⑦직원과의 깊은 대화

⑧기타 _____________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항목에 V표 하거나 __안에 직
접 답하여 주십시오.
25. 귀하께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받은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교통비, 식사비 등의 실비 지원
②자원봉사자간의 친목주선이나 기관행사에 초대
③감사장이나 표창장
④활동 기념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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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없다
⑥기타 _________
26. 귀하는 자원봉사활동시 다음의 지원 중 어느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2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①실비를 제외한(교통비, 실비)등
②사고대비 보험가입
③사례금이나 선물
④봉사활동 경력 인정(취직, 승진, 외국여행, 대학입시 가산점 부여)
⑤자원봉사 저축제도 (봉사한 것을 후에 봉사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
⑥표창, 감사패
⑦각종 행사에 초대
⑧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 사용료 면제 또는 할인혜택제공
⑨기타 _________
27.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가
지를 골라 주십시오.
①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교통비, 식사비 등)지원
(※실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함)
②자원봉사자의 저변확대
③사전에 체계적인 교육이나 훈련
④봉사자에게 적절한 업무배치
⑤자원봉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⑥봉사자들 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서비스 제공
⑦자원봉사에 대한 경력 인정 및 저축제도
⑧자원봉사 보험가입 및 수첩발급
⑨기타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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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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