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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과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 활동 연계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linkage plan of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donation bank caring activities with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for the prevention of lonely death in the elderly

최선경

Choi, sun-kyoung*

요 약 최근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지역사회 복지관 역시 고독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지역사회 노인돌봄 관련

의 종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문제는 지속가능하면서, 비전문이 아닌 훈련받은 준전문에 준하는, 자원봉사자가 필

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력의 지속적 보충 및 전문화를 기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현장에 적

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의 주요한 자원으로 연계 됨을 목적으로, 실제 이를 적용해 봄으로서,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

복지전공대학생의 자원봉사자 활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노인고독사 예방, 사회복지전공 대학생,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연계방안, 탐색적 연구

Abstract Recently, community welfare centers including the elderly welfare centers are also interested in the 
issue of loneliness and are attempting a comprehensive approach to care for the elderly in the community.The 
problem is that there is a need for volunteers who are sustainable, but trained semi-professionals rather than 
non-professionals.Therefore, ways to provide education programs that can be based on continuous 
supplementation and specialization of manpower and to apply them to the field are being sought.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plan through examples with the aim of linking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as a major resource for preventing loneliness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in local communities 
through volunteer activities. It was suggested that volunteer activitie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should be provided more systematically to the elderly living alone in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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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고령화 현상은 단순히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다

양한 사회문제 이상의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고독사이다. 이는 고위험 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복지소

외계층의 증가 및 현상과 맞물려 있다. 즉, 분명히 도

움은 필요하나 그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복지서비스를

적용받지 못하는 고위험군 위기가족을 포함한다. 문제

는 취약계층이 갖고 있는 복지정보의 취약성에 있다.

복지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는 노인은 복지 자원을 삶에

적용시킬 방법을 모르며, 이로써 긴급지원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이는 노인 고독사 발생 원인과 같은 맥락에서 전

개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가족의 부재와 경제적

빈곤은 질병과 연관되며 건강악화에 따른 고독사의 위

험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1].

독거노인의 4명 중 3명은 경제적인 노후준비가 전

혀 없고 62%는 절대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가진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독거노인의 15%는 한달에 한

번도 가족과 연락하지 않고, 8%는 형제자매나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사회적 소외에 처할 위

험이 높다. 이 밖에 독거노인의 96%는 만성질환을 앓

고 있으며 62%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쁘게 평가하는

등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들보다 건강상태가 더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2].

이와 관련하여, 최근 지역사회 차원에서 독거노인

의 문제 해결에 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노노케

어,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안전돌봄 사업 등의 노인프

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3].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거나 식사 제공이나 집안일, 말벗

등 단순서비스 제공에 치중되고 있음을 부인 할 수 없

다. 최근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지역사회 복지관 역시

고독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지역사회 노인돌

봄 관련의 종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문제는 지속

가능하면서, 비전문이 아닌 훈련받은 준전문에 준하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력의 지속

적 보충 및 전문화를 기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정부와 그리고 각 지역사

회의 민간 기관 차원에서 함께 협약하여 지역사회 노

인돌봄 시스템을 조직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 보

건복지부에서 새로운 모델로 제시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이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말벗서비스,

집안 일 도와드리기 등 노인돌봄 봉사활동을 포인트(1

시간 1포인트)로 축적하여 추후 동일한 서비스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포인트의 사용방법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하거나 본인이 65세

이후에 돌봄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

원봉사활동의 동기와 지속성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지

역사회의 활용가능한 인적자원을 발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훈련받은 준 전문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이 복

지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독거노인의 돌봄 서비스의 주

요한 자원으로 연계되고, 이를 통해 노인의 자살예방

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의 주요한 자원으로 연계 됨을

목적으로, 그 가능성을 모색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이

를 위해 본 연구는 부산시 H 복지관의 노인돌봄 프로

그램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 활동과 사회복지전공 대

학생의 자원봉사 연계 방안을 탐색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지역사회 노인 돌봄과 고독사

우리나라에서 ‘고독사’라는 용어는 학술적으로 합의

되어 사용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일본의 고령사

회백서(2014)에 따르면 고독사는 ‘아무도 돌보지 않은

상태에서 숨진 뒤 상당 기간 방치되는 것’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4]은 기간에 대해 ‘상당기

간’ 또는 ‘일정한 시간’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가 논

의의 중점이 되기도 한다고 하면서 고독사라는 것이

‘얼마동안’ 격리된 채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겪다가 사

망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사망 후 얼마 만에

발견되었느냐에 따라 고독사냐 아니냐를 구별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논의는 실익이 없다고

밝히면서 고독사란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채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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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외로운 상황에서 발생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

라고 정의 하였다. 즉, 가족과 혈연, 친구 등과 연락 없

이 외로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 초점이다. 이는 인

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문제와 같은 선상에서 이 문제

를 분석하고 사회안전망 확보와 같은 대안을 제시해

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체가 함

께 고민해야 할 윤리적 쟁점이라는 것이다.

[5]는 고독사를 현대사외의 극도로 개인화된 사회

적 현상의 하나로 이해해야 하는지 개인의 자유를 존

중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고독사를 사회적인 문제

로 이해하고 생명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관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

에 관한 법윤리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

로 축소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및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우리 헌법이 보

장하는 기본권 중에서 최고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생

명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업성도 지켜낼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앞서 [4]의 인간

의 존엄성, 인간다운 삶,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와

같은 맥락으로서 개인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죽음을 맞

이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의 중요성을 함의하고 있다.

2. 노인 돌봄과 대학생 자원봉사

고령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인대

상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첫째, 노인 및 노인복지

에 대한 인식[6], 노인에 대한 태도 및 부양의식[7] 등,

노인의 측면에서의 영향을 주로 살펴본 연구가 있다.

둘째, 자원봉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자원봉사 참

여동기, 성취, 만족도[8], 참여경험[9]등 자원봉사자의

측면에서의 영향을 주로 살펴본 연구가 있다. 셋째, 노

인대상 대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모색하

는 연구로 분류된다[10]. 지역사회자원봉사활동은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자발적인 시민의식에 의해 지역주민

들이 지역사회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지역사회에서 발

생하는 제반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경제적인 보상을 바

라지 않고 무보수로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활동은 지역구성원들 간에 신뢰와

연대감을 형성하며 개인의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데 영

향을 미친다[11]. 따라서 경제적 빈곤을 동반하고 있는

독거 노인에 대한 자원봉사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

속감과 안정감을 부여한다.

다만, 자원봉사 활동이 자원봉사자 당사자의 활동

만을 강조할 때 자원봉사 자체는 연계자원으로서가 아

닌 자원봉사자 개인을 지지하는 접근만이 강조되며,

반대로 자원봉사를 통해 얻게 되는 사회적 효과만을

강조하면 자원봉사자의 지속성 및 소진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즉,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독거노인의 양

측 모두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러한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서는 자원봉

사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

돌봄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구성원들 간의 연대

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지원부터

사회복지 전반의 가치와 기술을 요하는 범위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확장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3.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 노인 돌봄 봉사 범위와

내용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2015년 대구 달서구(월성

종합사회복지관), 충북 청주시(충북노인종합복지관) 2

개 지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 전국 17개 지역

으로 확대시행되었다. 돌봄활동 지원 등 상호 협력체

계 구축을 위한 돌봄활동참여 4개 기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사업수행기관) 3자간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한전산업개발주식회사, 한양대학교,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신한카드주식회사가 이에 참여하였다.

이는 공공돌봄서비스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노인돌봄

수요를 지역사회상호부조와 나눔을 통해 보완하는 사

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

이다. 그 동안 수적 확대 뿐만아니라 사업 내실화를 위

한 제도보완으로서 돌봄 대상자- 돌봄봉사자 연계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우선 연계기준 마련, 돌봄 봉사자

의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교육시기 정예화(월 1회

이상) 및 현장중심의 교육내용 강화 등이 거론되었고

어르신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 부양가족 유무, 경제적

수준 등의 고려가 필요함이 대두되었다[1](사회공헌활

동 기부은행 홈페이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이란 돌

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말

벗, 가사활동 등)을 제공하면 이를 돌봄 포인트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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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관리하고, 만 65세 이후에 본인·가족·제 3자가 돌봄

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돌봄활동

의 범위는 <Table 1>과 같이 크게 인지활동 및 정서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주택 안전관리 4가지 차

원에서 이루어진다. 다만, 사고 및 법적분쟁의 우려가

있는 신체활동 지원, 외출동행,건강관리 등의 영역은

돌봄활동영역에서 제외 된다. 돌봄봉사자는 만 13세

이상 참여할 수 있으며, 돌봄교육 신청 후 4시간의 기

본교육(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본교육시간은 돌봄

포인트로 적립되며, 기존에 봉사활동 경험이 있을 시 2

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반대로 돌봄대상자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수행기관의 상담을 통해 돌봄

봉사자 신청/접수,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통해 진행된

다. 이어 사회공헌 기부은행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

해 돌봄활동과 연계된다. 돌봄대상자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사업이 운영 중인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사례관리자,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가

돌봄활동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이거나, 만 40세 이

후 본인이 적립한 돌봄포인트와 기부받은 돌봄 포인트

의 합계가 100포인트 이상이면 돌봄대상자가 될 수 있

다. 단, 노인장기요양서비스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은 제외된다. 돌봄 활동 1시간 제공 시

1돌봄 포인트가 적립되며(단 이동시간 1시간 이상인

경우 1돌봄 포인트 추가 인정), 돌봄활동 1시간 사용

시 1돌봄 포인트가 차감된다, 1일 최대 4돌봄 포인트,

연간 200돌봄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다, 사망, 탈퇴 등의

경우 해당 회원의 돌봄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만 40세 이전 적립된 돌봄포인트는 적립기간 10년 이

후부터 적립 역순으로 소멸된다. 단, 만 40세 이전에

적립한 돌봄포인트는 본인 사용이 불가능하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나 제 3자 에게 기부할 수 있다.

표 1. 노인돌봄활동의 범위
Table 1. Range of Elderly Care Activities

Ⅲ. 연구방법 및 과정

연구대상은 부산시 소재 S대학의 사회복지학과 학

생 50명이며 <그림 1>의 과정을 통해 노인종합사회복

지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교육과 연계 되어 돌

봄 활동을 수행하였다.

그림 1. 돌봄활동 연계 과정
Figure 1. Process and procedure for linking caring activities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복

지 실천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개입될 수 있

다. 하나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맥락이고, 또하나는

통합사례관리모형에 근거하여 접근할 수 있다. 첫째,

range Contents

Cognitive activity
and emotional
support

Malbot, leisure activity assistance,
dementia activity, elderly depression

prevention activity, etc.

Housework and
daily life support

Catering: Cooking food, arranging the
kitchen, delivering lunch boxes and
side dishes, meal assistance, etc.
Laundry: Washing and organizing

bedding and clothes such as blankets
Daily work agency: purchase of daily
necessities, government office

administration, schedule management,
ghostwriting

Appearance management: beauty and
beauty, make-up assistance, hair care,

etc.

Home safety
management

Indoor electricity and gas stability
check, fluorescent lamp

(light)replacement,fall prevention
measures, home renovation, etc.

Provision of
welfare service
information

Provision of information on public and
private welfare programs that can be

used by carers

【Education on basic case management theory and courses】

⇩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of Lonely Death for the

Elderly in the Community】

⇩

【Derivation of causes and problems of loneliness in local

communities】

⇩

【Search for an institution that suits your needs and targets】

⇩

【Contact/Volunteer decision with the person in charge of the

selected institution】

⇩

【Caring education for donation banks for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

【Implementation of outreach and home visits in connection

with welfare centers to prevent lone death in loc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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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로서의 접근은 아웃리치를 통해 위기상황

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이 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자원으로서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통합사례관리 차원에서 대상자 발굴을 위

해 지역주민, 유관기관 및 이웃들과의 비공식적 지지

망을 활용할 수 있다.

활동 명 영구임대단지 등 영세지역 자율 아웃-리치  

일    시 2019. 6. 1 ~ 2019. 6. 10
장    소 부산시 영세지역 및 임대단지 아웃리치

참여인원
○ 계획인원 : 50 명, ○ 실제참석인원 : 50

명

내용
영세지역을 조사하고 노인 거주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

여 자율 아웃리치 실행 

그림 2 기부은행과 연계한 돌봄활동 사례
Figure 2. Cases of caring outreach activities linked to donation

banks for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활동 명 복지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독거노인 가정방문 

일    시 2019. 6. 1 ~ 2019. 6. 10
장    소 부산시 영세지역 및 임대단지

참여인원
○ 계획인원 : 50 명, ○ 실제참석인원 : 50

명

내용
A 노인복지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돌봄활동에 대학생

들이 참여하여 사례관리 보조 활동 수행

그림 3. 기부 은행과 연계한 가정 방문 활동 사례
Figure 3. Cases of caring home visit activities linked with

donation banks for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Ⅳ. 결론 및 제언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복

지 실천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개입될 수 있

다. 하나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맥락이고, 또 하나는

통합사례관리모형에 근거하여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복지로서의 접근은 아웃리치를 통해 위기상황

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이 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자원으로서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통합사례관리 차원에서 대상자 발굴을 위해

지역주민, 유관기관 및 이웃들과의 비공식적 지지망을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지속가능한 전문인력의 확보이다. 고독사 문

제는 1인가구의 증가현상도 중요하지만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현실성 있게 마련

해야 한다.

고독사 문제는 기존 가족관계망의 해체 차원에서

지역사회가 그 기능을 어디까지 대행할 수 있는가에

관한 윤리적 쟁점이기도 하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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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민간 차원의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

그 이행 주체가 될 수 있는 인력확보로서의 준비가 필

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네트워크 확보와 더불

어 노인과 실질적으로 접촉을 많이 할 수 있고, 사회복

지전공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활용을 좀 더 체계적인 모형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접촉의 빈도와 더불어 접촉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가

장 현실 가능한 인적자본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입장에서도 자원봉사의

실적이 당사자의 역량을 확장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있음을 전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노인의 고독사 문제를 지역사회 주요 현

안으로 상정하고, 고독사 예방이라는 윤리적 이슈를

다룰 수 있는 훈련된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을 주요 인

력으로 상정하여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탐

색적으로 모색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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