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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능정보기반의 신기술 사회변화 속에서 중년의 건강에 대한 연구는 우울과 안녕감 등 정신적인 건강 등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인지건강에 대한 구체적인 척도로 구성된 연구의 필요성도 요구된다. 이 연구는 인지건강의 하위영역으로
사회적·정신적·신체적 인지건강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인지
건강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인지건강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중년여성에게 얼마나 바
람직하게 작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40세에서 59세까지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자원봉사활
동이 중년여성의 인지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중년여성의 바람직한 삶의 유지와 노년의 건강한 삶
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와 영향요소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중년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이 다양
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필요성을 인식조사를 통해 검증하여 도출하였다.
주제어 : 지능정보 기반, 자원봉사, 인지건강, 중년여성, 노년

Abstract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infrastructure at the addition to research on mental health such as depression
and well-being, research on middle-aged health requires a study consisting of specific measures of cognitive health.
This study used social, mental, and physical cognitive health as a sub-domain of cognitive healt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ositive effects of volunteer activities on cognitive health for middle-aged women.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middle-aged women aged 40 to 59, focusing on the question "How well
does cognitive health work for middle-aged women through volunteer activitie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volunteer activities on the cognitive health of middle-aged women and to analyze the meaning
and influencing factors of volunteer activities needed to maintain the desirable life of middle-aged women and the
healthy life of the elderly. The necessity to diversify and activate volunteer activities of middle-aged women was
proved through th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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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중년의 건강에 대한 연구는 우울과 안녕감등 정신적
인 건강 등에 대하여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인지건강

지능정보 기반의 신기술 사회로의 빠른 변화와 의료

에 대한 구체적인 척도로 구성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인간의 평균 수명이 점차로 늘어

서 다양한 방법으로의 인지건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나고 있다. 우리의 사회가 점차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사회 변화하고 있으며, 한 층 더 나아가 초고령사회† 로

인지건강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지를 알아보고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자 한다. “인지건강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중년여성

은 기본적인 생명존중과 더불어 그 삶의 질도 상당히 중

에게 얼마나 바람직하게 작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기

요하다. 노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며,

초로 40세에서 59세까지의 중년여성††[17]을 대상으로

이러한 준비는 중년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년의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이 중년여성

바람직한 삶의 연장선이 바로 노후의 삶과 직결되기 때

의 인지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되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

문이다. 따라서 중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고 중년여성의 바람직한 삶의 유지와 앞으로 맞이 할 노

필요하며 그러한 노력 중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중요한 요

년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원봉사활동의 의

소 중의 하나이다.

미와 영향요소 등을 밝혀보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중년

자원봉사활동이란 스스로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공동
체에 보수를 받지 않고 유익이 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이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야하는 필요성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로 기본적으로 자발성, 공익성, 무보수성과 1회의 선행으
로 끝나지 않는 지속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이타성과
더불어 이기적으로 구분하는 자아실현성[1] 등도 자원봉

2. 이론적 고찰

사활동의 특성이다. 자원봉사는 스스로 원하여 대가없이
하는 행동으로 개인이나 공동체 그리고 자원봉사자나 자

2.1 선행연구

원봉사대상자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유익이 되는 바람직

정보경(2015)의 연구에서는 중고령 여성의 노후준비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이 중년의

에 대한 정서적인 노후준비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이 유

삶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4]. 이러한 정서적인 노후준

는 것이다. 자원봉사와 건강사이의 관계를 입증한

비의 하나로 자원봉사활동을 들 수 있다. 이보람(2014)의

Yunqing Li and K.F. Ferraro(2006)의 연구에서는 보상

연구에서는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몰입하는 것이 개인

뿐 만 아니라 후반기 인생에서 자원봉사의 유익한 효과

의 심리적 안녕감과 우울감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

를 나타내었는데, 우울증 증상이 자원봉사 참여기간을

났다[5]. 강동우(2014)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참여집단

통해 감소되었다. 미국의 사회사업사전(Encyclopedia of

이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심리적 안녕감은 높고

Social Work)에서는 자원봉사를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우울감은 낮았으며, 자원봉사활동 몰입도가 높을수록 심

사회문제 예방과 개선하는 일에 종사하는 공·사의 여러

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6].

가지 조직에 대해 주어진 각종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

이러한 자원봉사활동 몰입도는 기부활동 몰입도보다 더

라고 정의하고 있다. 개정판에서는 자원봉사는 욕구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토대

인식되었을 때 어떤 구체적인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사

로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자원봉사활동 몰입도는 중요한

회적 책임이라는 태도로 선택하는 것이며 이는 시혜나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인지건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을 초월하
는 의미라고 덧붙이고 있다[2,3].
† 65세 이상의 비율이 전체 인구 중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그리고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이
다. 통계청 자료(KOSIS, 고령자인구비율, 2017)에 의하면 통
계청 추계인구는 7월1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비중을 17
년 13.8%, 18년 14.3%로 발표하였다.

†† 중년기의 범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
르다. Erikson(1963)은 35세에서 55세, Levinson(1986)은 초
기성인기를 17세에서 40세로, 후기 성인기를 역동적인 45세
에서 60대, 그리고 60세에서 65세를 후반 성인기의 전환기라
고 설명했다. Staudinger and Bluck(2001)은 40세에서 60세
사이로 경계가 유연하다고 보았다. Lachman(2004)는 경계
의 모호함을 들어 40세에 시작하여 60세나 65세까지를 말한
다고 하였다. (심영실, 201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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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할 수 있다. 더불

이는 개인이 인지하는 건강은 의미가 있음을 말해준다고

어 문재우·유연웅(2013)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참

할 수 있다. Mowday & Porter(1979)는 자원봉사활동 몰

가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입이 봉사자의 조직발전 및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

준 것으로 나타났다[7]. 여기에서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

향을 준다고 하였다[16-18]. 자원봉사활동 몰입이 인지건

한 척도로 주관적 건강상태인 본인의 인지건강에 대해서

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19,20].

‘평소의 건강상태의 정도’에 대한 생각만 조사하였는데,

이상에서와 같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중년

본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신체적 인지건강에 대해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몰입도, 기간과 교육이 인지

조사하였다. 또한 류화엽(2012)의 연구에서는 중년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살펴보았다.

의 자원봉사활동은 기간이나 횟수가 많을수록 갱년기의
심리적 증상인 우울증을 미약하게 느끼거나 느끼지 못한

2.2 연구모형 및 가설

것으로 나타났다[8].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중년

중년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이 인지건강에 미치는 영향

여성의 정신적 인지건강에 자원봉사활동이 기여했음을

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해서 선행연구를 기초로 연구문제

알 수 있다. 김선경(2011)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의 연구모형과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참여하지 않는 중년여성보다 참여하는 중년여성의 자기
조절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8,9]. 전경숙

2.2.1 연구모형

(2010)의 연구에서는 '중년의 위기'를 구체적으로 이해하
고, 현재 삶의 재평가를 통해 위기를 긍정적인 기회로 승
화시키고, 노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였
다[10].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중년의 삶
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위기 상황에 있으며, 긍정적으
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기회
의 하나로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고
려해 볼 수 있다. 주정아(2007)의 연구에서는 성인들의
자원봉사활동참여는 심리적 만족도를 높여준다고 하였
으며[11], 손영익(2005)의 연구에서도 건강상태가 영향을

Fig. 1. A research model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12]. Robert Grimm, Kimberly
Spring, Nathan Dietz(2007)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와

2.2.2 연구가설

건강사이에 지속적으로 중요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가설-1)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인지건강

또한 높은 자원봉사자 비율이 있는 주(state)에서 더 장
수하며 심장병 발병률이 낮을 것이라는 최초의 증거를
제시했다[13]. Michigan대학의 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다
른 사람을 돕는 것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도 도움이 되
며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이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평균
수명을

연장시켜준다고

밝혔고,

Yale대학,

Johns

Hopkins 대학, Ohio 주립대학 등에서 행해진 다른 연구

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자원봉사활동 몰입도는 인지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자원봉사활동 기간이 길수록 인지건강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자원봉사활동 교육은 인지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질병의 감염으로부터 우
리를 보호하는 면역체계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다[14].
Diener(1984)는 주관적인 행복영역에 대해 사람들이 자

2.3 조작적 정의
2.3.1 자원봉사활동 몰입도

신의 상황에 얼마나 만족하였는가는 개인 스스로가 설정

Mowday, Steers & Porter(1979)는 몰입이란 ‘한 개인이

한 표준이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15]. 이처럼 삶에 있어

특정한 활동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동일성(Identification)

서 개인적인 주관적 지표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 관여도(Involvement)의 상대적 강도(Relativ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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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하였는데, 개인이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를 구혜영

얼마나 일체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애착성

(2005)이 8개의 문항으로 수정보완한 척도로 사용하였으

향을 띠고 하느냐의 정도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8개의

며[6], 척도의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Likert 5점 척

문항에서 제시하듯이 ‘자신의 가치관, 자부심 등을 포함

도로 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몰입도가 높은 것을

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애착을 가지고 긍정

의미한다.

적으로 평가하는 정도가 일치하는 정도’를 자원봉사활동
몰입도라고 정의한다.

둘째, 자원봉사활동 경험에 대한 일반적인 항목으로는
자원봉사활동 경험 유무, 기간, 교육 유무로 구성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 사용된 자원봉사활동 몰입도에 대한

2.3.2 인지건강

신뢰도는 α계수 검증결과 Cronbach’s α=.903으로 나타났

인지건강은 자신이 인지하는 건강상태정도를 말하는

다.

것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인지건
강을 말한다. 사회적 인지건강이란 ‘개인 자신이 사회 환

나. 종속변수:

경에서 이루어지는 대인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네

첫째, 인지건강에 대한 척도로는 윤승민(2014)의 연구

트워크 형성’으로 정의하고, 또한 정신적 인지건강이란

에서 사용된 척도로써 신뢰도, 사회적 인지건강, 정신적

‘자신이 느끼는 심리적인 상태로써 우울감, 심리적인 안

인지건강,신체적 인지건강을 중심으로 적용한다[21]. 척

녕 상태 등’으로 정의하며. 마지막으로 신체적 인지건강

도의 구성은 사회적,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인지건강에

이란 ‘본인 자신이 느끼는 주관적인 건강상태로 신체적

대한 내용으로써 각 9문항씩 총 27문항이며, 응답방식은

으로 느끼는 건강의 정도’라고 정의한다.

Likert 5점 척도로써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 처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인지건강 전체에 대한 신뢰도

3. 연구방법 및 분석

는 α계수 검증결과 Cronbach’s α=.881으로 나타났다. 하
위영역인 사회적 인지건강은 α=.899, 정신적 인지건강은

3.1 연구대상 및 측정도구

α=.925, 신체적 인지건강은 α=.930으로 나타났다.

3.1.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
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대상으로 40세에
서 59세까지의 중년여성을 임의로 선정하여 연구의 목적

3.2 연구 분석
3.2.1 인구사회학적 특징 및 자원봉사경험, 기간,
교육에 관한 빈도분석

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총 203

를 설명하고,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

명 중 나이는 40-44세가 65명(32%)으로 가장 많았고, 학

기간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조사

력은 대졸이 104명(51.2%)으로 가장 높았으며, 혼인상태

하였다. 최종 20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고, 자원봉사활동

는 유배우자가 149명(73.4%)으로 무배우자보다 높게 나

참여자는 150명, 비참여자는 53명으로 조사되었다. 설문

타났다. 종교유무는 종교가 있는 사람이 126명(62.1%)이

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는 SPSS 19.0프로그램을 이

며, 직업유무에서는 직업이 있는 사람이 155명(76.4%)으

용하여 빈도, 기술통계, t-검정,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

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원봉사경험은 자원봉사활동 참여

을 실시하였다.

자가 150명(73.9%)이었고, 자원봉사기간은 3년 이상이
76명(50.7%), 자원봉사교육을 받은 대상자가 87명(58%)

3.1.2 측정도구
가. 독립변수:
첫째, 자원봉사활동 몰입도에 대한 척도는 강동우
(2014)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로써 척도의 구성은
Mowday, Steers & Porter(1979)의 활동몰입 측정도구

으로 나타났다.

지능정보사회기반에서 나타나는 중년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이 인지건강에 미치는 영향

3.2.3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와 비참여자와의 인지

Table 1. Analysis of frequency
Variables
Age

Education

Marital Status
Religion
Occupation
Volunteer
Experience
Volunteer
Period
Volunteer
Education
Total

N
65
58
44
36
2
78
104
19
149
54
126
77
155
48
150
53
74
76
87
63

40-44
45-49
50-54
55-59
Middle school
High School
Undergraduate
Graduate
Married
Unmarried
Yes
No
Yes
No
Yes
No
Under 3year
Over 3year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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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차이분석

%
32.0
28.6
21.7
17.7
1.0
38.4
51.2
9.4
73.4
26.6
62.1
37.9
76.4
23.6
73.9
26.1
49.3
50.7
58.0
42.0
100.0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와 비참여자와의 인지건강에 차
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t-검정을 한 결과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3. An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Cognitive
Health between Participants in Volunteer
Activities and Women in Life

Cognitive
Health

Volunteer
Participant
Mean(SD)

Volunteer
Non-participantMe
an(SD)

T-value

4.02(.53)

3.21(.55)

9.47***

중년여성의 인지건강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와 비참
여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9.47, p<.001). 자원봉사활동 참여자가 비

3.2.2 자원봉사활동 몰입도와 인지건강에 대한 기
술통계
자원봉사활동 몰입도에 대한 평균은 4.247로 나타났
고, 인지건강 전체에 대한 평균에서는 정신적 인지건강
이 3.891로 가장 높았으며,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에 대한
인지건강에서도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의 정신적 인지건
강이 4.0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 비참여
자의 인지건강에서도 3.397로 정신적 인지건강이 가장

참여자보다 평균 .81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원봉사
활동 참여자의 인지건강이 비참여자보다 좋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3.2.4.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피어슨의 상관계수
(r)를 통해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은 Table 4와 같다.

높게 나타났으나 참여자의 정신적 인지건강과는 .668의
차이를 보여 참여자의 인지건강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2. Technical statistics on volunteer activity
Involvement and cognitive health
Variables
Volunteer
Activity
Involvement
Social
Cognitive
Health
Mental
Cognitive
Health
Physical
Cognitive
Health

Mean

SD

Volunteer
Participant
Mean
SD

4.247

.568

4.247

.568

-

-

3.637

.733

3.843

.672

3.054

.572

3.891

.731

4.065

.648

3.397

.733

Total

Volunteer
Non-participant
Mean
SD

Table 4. Correlation between Volunteering Activity
Variables and Cognitive Health
1
1. Cognitive Health
2. Volunteer Activity
Involvement
3. Volunteer Period
4. Volunteer Education

1
**

.606

2

3

4

-

-

-

-

-

1
**

.348**

.222

1

-

.089

.393**

-.002

1

**p<.01

중년여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지건강은 자원봉
사활동 몰입도(r=.606)와 가장 관련성이 높았으며, 그 다
음으로 자원봉사기간(r=.348)과 관련성이 있다. 반면에

3.718

.768

3.911

.724

3.171

.615

자원봉사교육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중년여성의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인지건강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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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봉사활동 몰입도가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 기간이 길
수록 인지건강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3.2.6 가설검증 결과
Table 6은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요약하면, 총 4개의 가설 중, 3개의 가설(가설-1, 가설-2,

3.2.5 중년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이 인지건강에 미

가설-3)이 채택되었으며, 가설-4는 기각되었다.

치는 영향
중년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이 인지건강에 미치는 영향

Table 6. Results of hypothesis testing

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Hypothesis

Effects
(significance)

Adoption or
Rejection

창요인(VIF)이 10보다 작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에는 문제

Hypothesis-1

Positive effect (p<.001)

Adoption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을 위하여 자원봉사

Hypothesis-2

Positive effect (p<.001)

Adoption

Hypothesis-3

Positive effect (p<.001)

Adoption

Hypothesis-4

Negative effect (p<.05)

Rejection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공차한계는 0.1보다 크고 분산팽

활동 기간과 교육은 더미(dummy)변수로 바꾸어 사용하
였다.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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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ffects of volunteering
cognitive health

activities

Volunteer Activity
Variables

Cognitive Health
β

Volunteer Activity
Involvement

.619***

Volunteer Period

.210***

Volunteer Education

-.153*

F

37.467***

R²

.435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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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검정결과, 중년여성의 인지건강은 자원봉사활동 참
여자와 비참여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9.47, p<.001). 자원봉사활동 참
여자가 비참여자보다 평균 .81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자
원봉사활동 참여자의 인지건강이 비참여자보다 좋을 것
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인지건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 인지건강에 미치는 중년여성의 자원봉
사활동 변인으로는 자원봉사활동 몰입도와 자원봉사기

회귀분석 결과, 인지건강에 미치는 중년여성의 자원봉

간이 p<.001에서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사활동 변인으로는 자원봉사활동 몰입도와 자원봉사기

것으로 나타났고, 자원봉사교육은 p<.05에서 부적(-)으

간이 p<.001에서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것으로 나타났고, 자원봉사교육은 p<.05에서 부(-)적으

는 자원봉사활동 몰입도가 높을수록, 자원봉사기간이 길

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원

수록 인지건강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원봉사활

봉사활동 몰입도가 높을수록, 자원봉사기간이 길수록 중

동 몰입도와 기간이 인지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년여성의 인지건강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것이다’라는 가설이 성립된다. 반면에 ‘자원봉사활동 교

자원봉사교육에 있어서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인지

육은 인지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

건강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은 기각된다.

종속변수인 인지건강을 설명하는 독립변수의 설명력
은 43.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원봉사활동 몰입
도가 높을수록, 자원봉사기간이 길수록 인지건강이 양호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년여성에게 있어서 자원
봉사교육은 중요한 의미가 없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중년이라는 시기는 이미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
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논문은 중년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이 인지건강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며, 총 203명의 중년여성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와 비
참여자의 차이를 검증하고, 자원봉사활동 참여자를 대상
으로 자원봉사활동 몰입도, 기간과 교육이 인지건강에

지능정보사회기반에서 나타나는 중년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이 인지건강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년여성의 인지건강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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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변화도 사회변화의 한 흐름이며, 인간은 시대의 흐
름에 맞게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한다[23].

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 역시 그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야

의미가 있으며, 영향요소로는 자원봉사활동 참여, 자원봉

하며,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자

사활동 몰입도 그리고 자원봉사기간을 들 수 있다. 이러

원봉사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와

한 의미 있는 결과를 기초로 중년여성의 다양하고 적극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국민 개개

적인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함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이론

인의 질 높은 시민의식 또한 요구될 것이다[24].

적 함의를 기초로 한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은 자료수집에 있어서 일부지역의 중년여성을

첫째, 자원봉사자가 적극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대상으로 조사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는 한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의 적극적

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한 연구

인 참여와 참여유도를 위해서는 물리적인 거리를 배제할

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함의를 기초로 후속연구에

수 없다. 따라서 지역별 자원봉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서는 인지건강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전과 후를 비교하여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중년여성이 적극

인지건강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연

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이

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지속적인 자원봉사활
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연구는 결과적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으리라 판단되며, 자원봉사활동
을 통한 인지건강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해야 한다. 몰입은 내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나 자신의 일
처럼 느껴지고, 하고 있는 활동이 긍정적으로 다가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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