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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자원봉사활동은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인적·물

적 자원의 결핍을 보완하고 문제해결의 기회를 확대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우리사회는 이미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자원봉사활동의 가치와 성과를 직접적으

로 체감해 왔고,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사회 전반에 이

타주의적인 사회복지의식이 폭넓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의식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집단

의식이며 사회적으로 학습되는 다양한 가치관과 태도의 

종합으로서, 그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복지의식은 복지재

정 및 제도의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한 사회의 사회복지의식 수준이 곧 복지국가의 수

준을 결정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미래사회의 복

지국가 수준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의 사회복

지의식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어질 확률이 높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와 사회복지의식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여 자원봉사활동

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복지의식의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대학생의 사회복지의식

  의식(consciousness)은 마음의 인식작용이라는 과정적 

측면과 인식결과로 생기고 축적되는 마음의 인식내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현실에서 체험하게 되는 모든 경험 

또는 자각하고 있는 정신현상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의식을 가치차원과 태도차원이 복합된 복지책

임주체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지로 규정하면서 사회복지

의식을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사회복지에 대한 태

도를 통해 복지의 책임주체에 대한 인식으로 구체화되고 

실천의지와의 상호결합을 통해 형성되고 학습된 경향이

라고 정의하였다.

  대학생들의 복지의식은 사회복지의 주체로서 국가주도 

민간보조형태를 선호하고 있으며, 가장 시급한 조사대상

자로는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아동을 들었다. 빈곤에 대

한 의식은 일관성이 없이 혼란된 상태였는데, 빈곤의 원

인을 개인보다는 사회에 두면서도 빈곤이 개인 책임성에 

근거하는 빈곤문화의 존재에 동의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부양의식은 매우 높게 나

타났으나 자신들의 노후생활은 매우 독립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자원봉사의식이 높아 대학생인력을 사회복지분

야에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원봉사의식

이 높아 대학생인력을 사회복지분야에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자원봉사활동과 사회복지의식

  자원봉사활동은 공동체의식이나 민주시민의식을 향상

시키며, 특히 청소년기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은 다

양한 삶의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폭넓게 이

해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책

임감이 증가한다.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이 타인이

나 사회를 이해하는 능력이 증가하고, 타인에 대한 관심

도 높아지며, 사회복지의식이 증진된다고 보고하였다.

  대학생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성인으로서,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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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차이가 없으나 봉사활동 경험의 유무에 따른 사회복지의식의 변화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보다 사회복지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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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은 농촌봉사활동, 야학,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공동체 발전에 매우 큰 기

여를 해왔다.

 Ⅲ. 연구방법 

  대학교 재학 중인 대학생 2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각 변인들의 기본적인 특성을 

알아보고자 빈도분석 및 기술적 통계를 실시하였다. 

  사회복지의식과 봉사활동경험의 상관관계를 산출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일반적 특성

  성별, 학력, 종교, 가구경제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사회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비중

봉사활동 경험
유 203 84.94

무 36 15.06

성별
남성 158 66.11

여성 81 33.89

학년

1학년 76 31.8

2학년 29 12.13
3학년 64 26.78

4학년 70 29.29

종교

무교 144 60.25

천주 15 6.28
개신 47 19.67

불교 16 6.69
기타 17 7.11

가구경제수준

상 5 2.09
중상 38 15.9

중중 132 55.23
중하 53 22.18

하 11 4.6
전체 239 100.00

2. 봉사활동 경험유무가 사회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

  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사람(학생) 보다 봉사활동 경험

이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의식에 대한 점수 평균이 약 

0.266점 가량 높게 나타났다.

표2. 봉사활동 경험 유무가 사회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

Ⅴ. 결론 

  연구결과에 따르면,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이 

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보다 사회복지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의 경험만으로도 복지의식 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복지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사회봉사과목을 더욱 활성화시켜 

대학생들에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함

께 의무적으로 사회봉사활동에 노출될 수 있도록 커리큘

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 내 전공별 자원봉사동아리를 구성하고 이

를 후원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

가 있다.

  셋째,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대학 동문 및 유관기관과의 사회자본 네트워

크(social capital network)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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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 S. E. P>t
봉사활동경험(ref:무)

유 0.266401 0.105538 0.012 *
성별(ref: 남성)

여성 0.111714 0.080426 0.166
학년(ref:1학년)

2학년 0.044022 0.128851 0.733
3학년 0.103036 0.099865 0.303
4학년 -0.16997 0.09662 0.08

종교(ref:무교)
천주 0.180517 0.159277 0.258
개신 0.047866 0.099678 0.632
불교 0.090468 0.15539 0.561
기타 0.050143 0.14911 0.737

가구경제수준(ref:상)
중상 -0.01262 0.276576 0.964
중중 0.047593 0.265383 0.858
중하 -0.11583 0.272755 0.671
하 -0.18013 0.314689 0.568

상수 3.596063 0.277276 0 ***
p***<0.001, p**<0.01, p*<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