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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봉사활동 참여 경험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음 1 1,395 95.2 95.2

없음 2 71 4.8 4.8

1,466 100.0 100.0

a1.1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과 관계 없어서 1 4 0.3 7.3

시간이 없어서 2 11 0.8 20.0

적당한 기회가 없어서 3 10 0.7 18.2

하는 방법을 몰라서 4 7 0.5 12.7

관심이 없어서 5 16 1.1 29.1

주변의 반대로 6 2 0.1 3.6

기타 7 5 0.3 9.1

비해당 0 1,395 95.2

무응답 9 16 1.1

1,466 100.0 100.0

a1.2 향후 봉사활동 참여 의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꼭 참여하겠다 1 9 0.6 15.5

참여할 생각이 있다 2 27 1.8 46.6

별로 참여할 생각이 없다 3 18 1.2 31.0

전혀 참여할 생각이 없다 4 4 0.3 6.9

비해당 0 1,395 95.2

무응답 9 13 0.9

1,466 100.0 100.0

1.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1-1.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2. 앞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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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1 봉사활동 참여하는 이유1: 내신 반영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571 38.9 41.5

약간 그렇다 2 668 45.6 48.5

별로 그렇지 않다 3 112 7.6 8.1

전혀 그렇지 않다 4 26 1.8 1.9

비해당 0 71 4.8

무응답 9 18 1.2

1,466 100.0 100.0

a2.2 봉사활동 참여하는 이유2: 새로운 것 배우고 경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72 4.9 5.3

약간 그렇다 2 558 38.1 41.2

별로 그렇지 않다 3 551 37.6 40.7

전혀 그렇지 않다 4 173 11.8 12.8

비해당 0 71 4.8

무응답 9 41 2.8

1,466 100.0 100.0

a2.3 봉사활동 참여하는 이유3: 이웃, 지역사회, 국가 등에 도움주고 싶어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71 4.8 5.2

약간 그렇다 2 559 38.1 41.3

별로 그렇지 않다 3 557 38.0 41.1

전혀 그렇지 않다 4 167 11.4 12.3

비해당 0 71 4.8

무응답 9 41 2.8

1,466 100.0 100.0

2.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동기)가 무엇인지 다음의 항목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
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내신성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동기)가 무엇인지 다음의 항목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
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2)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 해보고 싶어서

2.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동기)가 무엇인지 다음의 항목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
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3) 이웃이나 지역사회, 국가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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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4 봉사활동 참여하는 이유4: 나의 성장과 발전 위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111 7.6 8.2

약간 그렇다 2 514 35.1 38.0

별로 그렇지 않다 3 568 38.7 41.9

전혀 그렇지 않다 4 161 11.0 11.9

비해당 0 71 4.8

무응답 9 41 2.8

1,466 100.0 100.0

a2.5 봉사활동 참여하는 이유5: 장래 진로결정에 도움될것 같아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121 8.3 9.0

약간 그렇다 2 445 30.4 32.9

별로 그렇지 않다 3 567 38.7 42.0

전혀 그렇지 않다 4 218 14.9 16.1

비해당 0 71 4.8

무응답 9 44 3.0

1,466 100.0 100.0

a2.6 봉사활동 참여하는 이유6: 보람있는 여가생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73 5.0 5.4

약간 그렇다 2 412 28.1 30.5

별로 그렇지 않다 3 568 38.7 42.1

전혀 그렇지 않다 4 297 20.3 22.0

비해당 0 71 4.8

무응답 9 45 3.1

1,466 100.0 100.0

2.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동기)가 무엇인지 다음의 항목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
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4)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2.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동기)가 무엇인지 다음의 항목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
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5) 장래 진로결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동기)가 무엇인지 다음의 항목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
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6) 여가를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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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7 봉사활동 참여하는 이유7: 종교적 이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31 2.1 2.4

약간 그렇다 2 76 5.2 5.8

별로 그렇지 않다 3 347 23.7 26.4

전혀 그렇지 않다 4 861 58.7 65.5

비해당 0 71 4.8

무응답 9 80 5.5

1,466 100.0 100.0

a3.1 지난 학년 교내 봉사활동 시간

값

유효합계 1,205

최소값 0

최대값 160

평균 18.70

표준편차 16.525

a3.2 지난 학년 교외 봉사활동 시간

값

유효합계 1,205

최소값 0

최대값 200

평균 22.05

표준편차 21.877

2.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동기)가 무엇인지 다음의 항목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
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7) 종교적 이유 때문에

3. 지난 한 학년(현재 2학년은 1학년때, 현재 3학년은 2학년때,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중학교 3
학년때) 동안 참여한 봉사활동 시간은 모두 몇 시간입니까?
1) 학교 내 봉사활동 시간

3. 지난 한 학년(현재 2학년은 1학년때, 현재 3학년은 2학년때,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중학교 3
학년때) 동안 참여한 봉사활동 시간은 모두 몇 시간입니까?
2) 학교 외 봉사활동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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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1.1 지금까지 해본 봉사활동1: 사회복지시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630 43.0 46.5

그렇다 1 724 49.4 53.5

무응답 9 112 7.6

1,466 100.0 100.0

a4.1.2 지금까지 해본 봉사활동2: 일손돕기-학교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75 18.8 20.3

그렇다 1 1,079 73.6 79.7

무응답 9 112 7.6

1,466 100.0 100.0

a4.1.3 지금까지 해본 봉사활동3: 일손돕기-공공기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544 37.1 40.2

그렇다 1 810 55.3 59.8

무응답 9 112 7.6

1,466 100.0 100.0

a4.1.4 지금까지 해본 봉사활동4: 일손돕기-농어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204 82.1 88.9

그렇다 1 150 10.2 11.1

무응답 9 112 7.6

1,466 100.0 100.0

4. 다음 각 봉사활동에 대하여 참가해 본 적이 있는 활동 모두와 가장 최근에 한 활동 하나를 해당
하는 곳에 각각 ✔표시해 주세요.
사회복지시설에서 활동

4. 다음 각 봉사활동에 대하여 참가해 본 적이 있는 활동 모두와 가장 최근에 한 활동 하나를 해당
하는 곳에 각각 ✔표시해 주세요.
학교내 일손돕기

4. 다음 각 봉사활동에 대하여 참가해 본 적이 있는 활동 모두와 가장 최근에 한 활동 하나를 해당
하는 곳에 각각 ✔표시해 주세요.
공공기관 일손돕기

4. 다음 각 봉사활동에 대하여 참가해 본 적이 있는 활동 모두와 가장 최근에 한 활동 하나를 해당
하는 곳에 각각 ✔표시해 주세요.
농어촌 일손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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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1.5 지금까지 해본 봉사활동5: 위문활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003 68.4 74.1

그렇다 1 351 23.9 25.9

무응답 9 112 7.6

1,466 100.0 100.0

a4.1.6 지금까지 해본 봉사활동6: 지도상담활동-교통안전지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049 71.6 77.5

그렇다 1 305 20.8 22.5

무응답 9 112 7.6

1,466 100.0 100.0

a4.1.7 지금까지 해본 봉사활동7: 지도상담활동-동급생이나 하급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217 83.0 89.9

그렇다 1 137 9.3 10.1

무응답 9 112 7.6

1,466 100.0 100.0

a4.1.8 지금까지 해본 봉사활동8: 캠페인-교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000 68.2 73.9

그렇다 1 354 24.1 26.1

무응답 9 112 7.6

1,466 100.0 100.0

4. 다음 각 봉사활동에 대하여 참가해 본 적이 있는 활동 모두와 가장 최근에 한 활동 하나를 해당
하는 곳에 각각 ✔표시해 주세요.
동급생이나 하급생들의 부족 과목이나 특기 및 생활지도

4. 다음 각 봉사활동에 대하여 참가해 본 적이 있는 활동 모두와 가장 최근에 한 활동 하나를 해당
하는 곳에 각각 ✔표시해 주세요.
교내 각종 캠페인 활동

4. 다음 각 봉사활동에 대하여 참가해 본 적이 있는 활동 모두와 가장 최근에 한 활동 하나를 해당
하는 곳에 각각 ✔표시해 주세요.
고아원, 양로원, 병원, 장애인, 군부대 위문 등

4. 다음 각 봉사활동에 대하여 참가해 본 적이 있는 활동 모두와 가장 최근에 한 활동 하나를 해당
하는 곳에 각각 ✔표시해 주세요.
교통안전지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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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1.9 지금까지 해본 봉사활동9: 캠페인-교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004 68.5 74.2

그렇다 1 350 23.9 25.8

무응답 9 112 7.6

1,466 100.0 100.0

a4.1.10 지금까지 해본 봉사활동10: 자선구호-교내모금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927 63.2 68.5

그렇다 1 427 29.1 31.5

무응답 9 112 7.6

1,466 100.0 100.0

a4.1.11 지금까지 해본 봉사활동11: 교외구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172 79.9 86.6

그렇다 1 182 12.4 13.4

무응답 9 112 7.6

1,466 100.0 100.0

a4.1.12 지금까지 해본 봉사활동12: 환경시설보존활동-학교주변청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552 37.7 40.8

그렇다 1 802 54.7 59.2

무응답 9 112 7.6

1,466 100.0 100.0

4. 다음 각 봉사활동에 대하여 참가해 본 적이 있는 활동 모두와 가장 최근에 한 활동 하나를 해당
하는 곳에 각각 ✔표시해 주세요.
교외 각종 캠페인 활동

4. 다음 각 봉사활동에 대하여 참가해 본 적이 있는 활동 모두와 가장 최근에 한 활동 하나를 해당
하는 곳에 각각 ✔표시해 주세요.
불우이웃 및 재해구조를 위한 교내 모금활동

4. 다음 각 봉사활동에 대하여 참가해 본 적이 있는 활동 모두와 가장 최근에 한 활동 하나를 해당
하는 곳에 각각 ✔표시해 주세요.
교외에서의 각종 자선구호 활동

4. 다음 각 봉사활동에 대하여 참가해 본 적이 있는 활동 모두와 가장 최근에 한 활동 하나를 해당
하는 곳에 각각 ✔표시해 주세요.
학교주변 및 견학 후 주변 청소하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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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1.13 지금까지 해본 봉사활동13: 지역사회환경시설보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880 60.0 65.0

그렇다 1 474 32.3 35.0

무응답 9 112 7.6

1,466 100.0 100.0

a4.1.14 지금까지 해본 봉사활동14: 지역사회개발활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838 57.2 61.9

그렇다 1 516 35.2 38.1

무응답 9 112 7.6

1,466 100.0 100.0

a4.1.15 지금까지 해본 봉사활동15: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315 89.7 97.1

그렇다 1 39 2.7 2.9

무응답 9 112 7.6

1,466 100.0 100.0

4. 다음 각 봉사활동에 대하여 참가해 본 적이 있는 활동 모두와 가장 최근에 한 활동 하나를 해당
하는 곳에 각각 ✔표시해 주세요.
지역사회의 각종 환경 시설 보전 활동

4. 다음 각 봉사활동에 대하여 참가해 본 적이 있는 활동 모두와 가장 최근에 한 활동 하나를 해당
하는 곳에 각각 ✔표시해 주세요.
지역사회개발활동

4. 다음 각 봉사활동에 대하여 참가해 본 적이 있는 활동 모두와 가장 최근에 한 활동 하나를 해당
하는 곳에 각각 ✔표시해 주세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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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2.1 가장 최근에 한 봉사활동1: 사회복지시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278 87.2 87.2

그렇다 1 188 12.8 12.8

1,466 100.0 100.0

a4.2.2 가장 최근에 한 봉사활동2: 일손돕기-학교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129 77.0 77.0

그렇다 1 337 23.0 23.0

1,466 100.0 100.0

a4.2.3 가장 최근에 한 봉사활동3: 일손돕기-공공기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226 83.6 83.6

그렇다 1 240 16.4 16.4

1,466 100.0 100.0

a4.2.4 가장 최근에 한 봉사활동4: 일손돕기-농어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408 96.0 96.0

그렇다 1 58 4.0 4.0

1,466 100.0 100.0

4. 다음 각 봉사활동에 대하여 참가해 본 적이 있는 활동 모두와 가장 최근에 한 활동 하나를 해당
하는 곳에 각각 ✔표시해 주세요.
농어촌 일손돕기

4. 다음 각 봉사활동에 대하여 참가해 본 적이 있는 활동 모두와 가장 최근에 한 활동 하나를 해당
하는 곳에 각각 ✔표시해 주세요.
사회복지시설에서 활동

4. 다음 각 봉사활동에 대하여 참가해 본 적이 있는 활동 모두와 가장 최근에 한 활동 하나를 해당
하는 곳에 각각 ✔표시해 주세요.
학교내 일손돕기

4. 다음 각 봉사활동에 대하여 참가해 본 적이 있는 활동 모두와 가장 최근에 한 활동 하나를 해당
하는 곳에 각각 ✔표시해 주세요.
공공기관 일손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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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2.5 가장 최근에 한 봉사활동5: 위문활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394 95.1 95.1

그렇다 1 72 4.9 4.9

1,466 100.0 100.0

a4.2.6 가장 최근에 한 봉사활동6: 지도상담활동-교통안전지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408 96.0 96.0

그렇다 1 58 4.0 4.0

1,466 100.0 100.0

a4.2.7 가장 최근에 한 봉사활동7: 지도상담활동-동급생이나 하급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410 96.2 96.2

그렇다 1 56 3.8 3.8

1,466 100.0 100.0

a4.2.8 가장 최근에 한 봉사활동8: 캠페인-교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394 95.1 95.1

그렇다 1 72 4.9 4.9

1,466 100.0 100.0

4. 다음 각 봉사활동에 대하여 참가해 본 적이 있는 활동 모두와 가장 최근에 한 활동 하나를 해당
하는 곳에 각각 ✔표시해 주세요.
고아원, 양로원, 병원, 장애인, 군부대 위문 등

4. 다음 각 봉사활동에 대하여 참가해 본 적이 있는 활동 모두와 가장 최근에 한 활동 하나를 해당
하는 곳에 각각 ✔표시해 주세요.
교통안전지도 활동

4. 다음 각 봉사활동에 대하여 참가해 본 적이 있는 활동 모두와 가장 최근에 한 활동 하나를 해당
하는 곳에 각각 ✔표시해 주세요.
동급생이나 하급생들의 부족 과목이나 특기 및 생활지도

4. 다음 각 봉사활동에 대하여 참가해 본 적이 있는 활동 모두와 가장 최근에 한 활동 하나를 해당
하는 곳에 각각 ✔표시해 주세요.
교내 각종 캠페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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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2.9 가장 최근에 한 봉사활동9: 캠페인-교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393 95.0 95.0

그렇다 1 73 5.0 5.0

1,466 100.0 100.0

a4.2.10 가장 최근에 한 봉사활동10: 자선구호-교내모금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423 97.1 97.1

그렇다 1 43 2.9 2.9

1,466 100.0 100.0

a4.2.11 가장 최근에 한 봉사활동11: 교외구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419 96.8 96.8

그렇다 1 47 3.2 3.2

1,466 100.0 100.0

a4.2.12 가장 최근에 한 봉사활동12: 환경시설보존활동-학교주변청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347 91.9 91.9

그렇다 1 119 8.1 8.1

1,466 100.0 100.0

4. 다음 각 봉사활동에 대하여 참가해 본 적이 있는 활동 모두와 가장 최근에 한 활동 하나를 해당
하는 곳에 각각 ✔표시해 주세요.
불우이웃 및 재해구조를 위한 교내 모금활동

4. 다음 각 봉사활동에 대하여 참가해 본 적이 있는 활동 모두와 가장 최근에 한 활동 하나를 해당
하는 곳에 각각 ✔표시해 주세요.
교외에서의 각종 자선구호 활동

4. 다음 각 봉사활동에 대하여 참가해 본 적이 있는 활동 모두와 가장 최근에 한 활동 하나를 해당
하는 곳에 각각 ✔표시해 주세요.
학교주변 및 견학 후 주변 청소하기

4. 다음 각 봉사활동에 대하여 참가해 본 적이 있는 활동 모두와 가장 최근에 한 활동 하나를 해당
하는 곳에 각각 ✔표시해 주세요.
교외 각종 캠페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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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2.13 가장 최근에 한 봉사활동13: 지역사회환경시설보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396 95.2 95.2

그렇다 1 70 4.8 4.8

1,466 100.0 100.0

a4.2.14 가장 최근에 한 봉사활동14: 지역사회개발활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382 94.3 94.3

그렇다 1 84 5.7 5.7

1,466 100.0 100.0

a4.2.15 가장 최근에 한 봉사활동15: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439 98.2 98.2

그렇다 1 27 1.8 1.8

1,466 100.0 100.0

a5 가장 최근에 한 봉사활동 시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학기 중 수업시간 1 404 27.6 29.6

학기 중 방과후 시간 2 128 8.7 9.4

학기 중 주말,공휴일 3 208 14.2 15.2

방학기간 중 평일 4 331 22.6 24.2

방학기간 중 주말,공휴일 5 226 15.4 16.5

기타 6 69 4.7 5.1

무응답 9 100 6.8

1,466 100.0 100.0

5. 가장 최근에 한 봉사활동은 언제 한 것이었습니까?

4. 다음 각 봉사활동에 대하여 참가해 본 적이 있는 활동 모두와 가장 최근에 한 활동 하나를 해당
하는 곳에 각각 ✔표시해 주세요.
지역사회의 각종 환경 시설 보전 활동

4. 다음 각 봉사활동에 대하여 참가해 본 적이 있는 활동 모두와 가장 최근에 한 활동 하나를 해당
하는 곳에 각각 ✔표시해 주세요.
지역사회개발활동

4. 다음 각 봉사활동에 대하여 참가해 본 적이 있는 활동 모두와 가장 최근에 한 활동 하나를 해당
하는 곳에 각각 ✔표시해 주세요.
기타

12



A1-2008-0038
경기도 청소년 봉사활동 실태조사 : 중·고등학생

a6 가장 최근에 한 봉사활동 참여 방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개인적으로 직접 봉사할 곳을 찾아서 1 220 15.0 16.1

부모, 형제를 통해서 2 126 8.6 9.2

친구나 아는 사람의 소개로 3 288 19.6 21.1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4 429 29.3 31.4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5 54 3.7 3.9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해서 6 38 2.6 2.8

종교단체를 통해서 7 15 1.0 1.1

기타 단체나 동아리를 통해서 8 110 7.5 8.0

기타 9 88 6.0 6.4

무응답 99 98 6.7

1,466 100.0 100.0

a7 가장 최근에 한 봉사활동 참여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혼자서 1 135 9.2 9.8

가족과 함께 2 76 5.2 5.5

친구들과 함께 3 749 51.1 54.6

학교에서 단체로 4 308 21.0 22.4

기관 및 동아리에서 단체로 5 93 6.3 6.8

기타 6 12 0.8 0.9

무응답 9 93 6.3

1,466 100.0 100.0

a8 가장 최근에 한 봉사활동 만족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만족한다 1 280 19.1 20.3

약간 만족한다 2 673 45.9 48.8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3 308 21.0 22.4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 117 8.0 8.5

무응답 9 88 6.0

1,466 100.0 100.0

6. 가장 최근에 한 봉사활동은 어떻게 참여하였습니까?

7. 가장 최근에 한 봉사활동은 누구와 함께 참여하였습니까?

8. 가장 최근에 참여했던 봉사활동에 만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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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1 만족스러운 이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어려운 이웃이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1 242 16.5 25.6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얻어서 2 248 16.9 26.3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냈다는 자부심 때
문에

3 140 9.5 14.8

대학진학이나 취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4 121 8.3 12.8

여가를 보람있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5 118 8.0 12.5

기타 6 75 5.1 7.9

비해당 0 425 29.0

무응답 9 97 6.6

1,466 100.0 100.0

a8.2 불만족스러운 이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주어진 일이 마음에 안들어서 1 96 6.5 22.9

보람을 느낄 수 없어서 2 213 14.5 50.7

봉사활동기관의 관계자가 불친절해서 3 46 3.1 11.0

봉사활동대상자와 갈등이 있어서 4 6 0.4 1.4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사람과 갈등이 있어서 5 10 0.7 2.4

소요 경비가 많이 들어서 6 9 0.6 2.1

기타 7 40 2.7 9.5

비해당 0 953 65.0

무응답 9 93 6.3

1,466 100.0 100.0

a9 최근 봉사활동 사전교육 경험 유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1 579 39.5 41.7

없다 2 809 55.2 58.3

무응답 9 78 5.3

1,466 100.0 100.0

9. 귀하는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 학교 또는 봉사활동 관련 기관 등에서 봉사활동 사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8-1. 만족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8-2. 만족하지 않았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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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1 최근 봉사활동 사전교육 받은 기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학교 1 345 23.5 59.6

청소년단체나 시민단체 등 2 72 4.9 12.4

봉사활동을 직접 하였던 시설이나 기관 3 155 10.6 26.8

기타 4 7 0.5 1.2

비해당 0 809 55.2

무응답 9 78 5.3

1,466 100.0 100.0

a9.2 최근 봉사활동 사전교육 형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대규모 강의 1 141 9.6 25.4

소규모 강의 2 325 22.2 58.6

강의 없이 봉사활동에 관한 책자 또는 유인물로 대체 3 71 4.8 12.8

기타 4 18 1.2 3.2

비해당 0 809 55.2

무응답 9 102 7.0

1,466 100.0 100.0

a9.3.1 최근 봉사활동 사전교육 내용1: 봉사활동 개념,의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86 19.5 50.6

그렇다 1 279 19.0 49.4

비해당 8 809 55.2

무응답 9 92 6.3

1,466 100.0 100.0

9-1. 가장 최근에 봉사활동 사전교육을 받은 곳은 어디였습니까?

9-2. 가장 최근에 받은 사전교육은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었습니까?

9-3. 가장 최근에 받은 사전교육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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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3.2 최근 봉사활동 사전교육 내용2: 봉사활동 내용,기관소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278 19.0 49.2

그렇다 1 287 19.6 50.8

비해당 8 809 55.2

무응답 9 92 6.3

1,466 100.0 100.0

a9.3.3 최근 봉사활동 사전교육 내용3: 봉사활동 관련 안전사고 예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470 32.1 83.2

그렇다 1 95 6.5 16.8

비해당 8 809 55.2

무응답 9 92 6.3

1,466 100.0 100.0

a9.3.4 최근 봉사활동 사전교육 내용4: 개별 봉사활동시 필요한 봉사자 역할,자세,주의사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318 21.7 56.3

그렇다 1 247 16.8 43.7

비해당 8 809 55.2

무응답 9 92 6.3

1,466 100.0 100.0

a9.3.5 최근 봉사활동 사전교육 내용5: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556 37.9 98.4

그렇다 1 9 0.6 1.6

비해당 8 809 55.2

무응답 9 92 6.3

1,46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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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4.1 최근 봉사활동 사전교육 평가1: 충분했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105 7.2 18.8

약간 그렇다 2 319 21.8 57.0

별로 그렇지 않다 3 121 8.3 21.6

전혀 그렇지 않다 4 15 1.0 2.7

비해당 0 809 55.2

무응답 9 97 6.6

1,466 100.0 100.0

a9.4.2 최근 봉사활동 사전교육 평가2: 적극적으로 참여했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95 6.5 17.0

약간 그렇다 2 258 17.6 46.1

별로 그렇지 않다 3 180 12.3 32.1

전혀 그렇지 않다 4 27 1.8 4.8

비해당 0 809 55.2

무응답 9 97 6.6

1,466 100.0 100.0

a9.4.3 최근 봉사활동 사전교육 평가3: 봉사활동시 도움되었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99 6.8 17.7

약간 그렇다 2 251 17.1 45.0

별로 그렇지 않다 3 167 11.4 29.9

전혀 그렇지 않다 4 41 2.8 7.3

비해당 0 809 55.2

무응답 9 99 6.8

1,466 100.0 100.0

9-4. 다음의 각 문항은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받은 사전교육 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세하게
읽고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3) 사전교육은 봉사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9-4. 다음의 각 문항은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받은 사전교육 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세하게
읽고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1)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충분히 받았다

9-4. 다음의 각 문항은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받은 사전교육 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세하게
읽고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2) 사전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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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4.4 최근 봉사활동 사전교육 평가4: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62 4.2 11.2

약간 그렇다 2 218 14.9 39.2

별로 그렇지 않다 3 214 14.6 38.5

전혀 그렇지 않다 4 62 4.2 11.2

비해당 0 809 55.2

무응답 9 101 6.9

1,466 100.0 100.0

a10 사전교육 필요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174 11.9 12.8

약간 필요하다 2 753 51.4 55.3

별로 필요하지 않다 3 317 21.6 23.3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118 8.0 8.7

무응답 9 104 7.1

1,466 100.0 100.0

a11 가장 최근 봉사활동 평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있다 1 252 17.2 18.2

없다 2 1,131 77.1 81.8

무응답 9 83 5.7

1,466 100.0 100.0

9-4. 다음의 각 문항은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받은 사전교육 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세하게
읽고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4) 사전교육을 받고나서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10. 봉사활동에 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 봉사활동을 한 후 학교 또는 봉사활동 관련 기관 등에서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 본 적이 있습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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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1 가장 최근 봉사활동 장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학교 1 110 7.5 43.3

청소년단체나 시민단체 등 2 37 2.5 14.6

봉사활동을 직접 하였던 시설이나 기관 3 99 6.8 39.0

기타 4 8 0.5 3.1

비해당 0 1,131 77.1

무응답 9 81 5.5

1,466 100.0 100.0

a11.2 가장 최근 봉사활동 평가방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지도자나 선생님과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1 30 2.0 12.4

지도자나 선생님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모여서 집단적으 2 131 8.9 54.1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이루어졌다 3 31 2.1 12.8

개별적으로 일지를 제출했다 4 44 3.0 18.2

기타 5 6 0.4 2.5

비해당 0 1,131 77.1

무응답 9 93 6.3

1,466 100.0 100.0

a11.3.1 가장 최근 봉사활동 평가1: 충분했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49 3.3 19.4

약간 그렇다 2 124 8.5 49.2

별로 그렇지 않다 3 64 4.4 25.4

전혀 그렇지 않다 4 15 1.0 6.0

비해당 0 1,131 77.1

무응답 9 83 5.7

1,466 100.0 100.0

11-3. 다음의 각 문항은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경험한 봉사활동 평가 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봉사활동 후 평가를 충분히 했다

11-1. 가장 최근에 봉사활동 평가는 어디서 했습니까?

11-2. 가장 최근에 한 봉사활동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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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3.2 가장 최근 봉사활동 평가2: 적극적으로 참여했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71 4.8 28.4

약간 그렇다 2 110 7.5 44.0

별로 그렇지 않다 3 57 3.9 22.8

전혀 그렇지 않다 4 12 0.8 4.8

비해당 0 1,131 77.1

무응답 9 85 5.8

1,466 100.0 100.0

a11.3.3 가장 최근 봉사활동 평가3: 향후 봉사활동시 도움될것 같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56 3.8 22.4

약간 그렇다 2 121 8.3 48.4

별로 그렇지 않다 3 59 4.0 23.6

전혀 그렇지 않다 4 14 1.0 5.6

비해당 0 1,131 77.1

무응답 9 85 5.8

1,466 100.0 100.0

a11.3.4 가장 최근 봉사활동 평가4: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36 2.5 14.5

약간 그렇다 2 104 7.1 41.8

별로 그렇지 않다 3 84 5.7 33.7

전혀 그렇지 않다 4 25 1.7 10.0

비해당 0 1,131 77.1

무응답 9 86 5.9

1,466 100.0 100.0

11-3. 다음의 각 문항은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경험한 봉사활동 평가 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2) 봉사활동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1-3. 다음의 각 문항은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경험한 봉사활동 평가 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3) 봉사활동 평가는 앞으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11-3. 다음의 각 문항은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경험한 봉사활동 평가 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4) 봉사활동 평가를 하고나서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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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 봉사활동 후 평가 필요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 111 7.6 8.1

약간 필요하다 2 654 44.6 47.9

별로 필요하지 않다 3 451 30.8 33.1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148 10.1 10.9

무응답 9 102 7.0

1,466 100.0 100.0

a13 내신미반영시 봉사활동 참여 의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꼭 참여하겠다 1 68 4.6 4.9

참여할 생각이 있다 2 539 36.8 39.0

별로 참여할 생각이 없다 3 518 35.3 37.5

전혀 참여할 생각이 없다 4 257 17.5 18.6

무응답 9 84 5.7

1,466 100.0 100.0

a14 성인이 되어서도 봉사활동 참여 의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꼭 참여하겠다 1 107 7.3 7.8

참여할 생각이 있다 2 676 46.1 49.0

별로 참여할 생각이 없다 3 415 28.3 30.1

전혀 참여할 생각이 없다 4 182 12.4 13.2

무응답 9 86 5.9

1,466 100.0 100.0

14. 성인이 되어서도 봉사활동에 계속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까?

12. 봉사활동 후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3. 봉사활동이 내신에 반영되지 않아도 계속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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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1 봉사활동 참여의 어려움1: 할곳 찾기 어려웠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308 21.0 22.3

약간 그렇다 2 658 44.9 47.7

별로 그렇지 않다 3 303 20.7 22.0

전혀 그렇지 않다 4 111 7.6 8.0

무응답 9 86 5.9

1,466 100.0 100.0

a15.2 봉사활동 참여의 어려움2: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몰랐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197 13.4 14.3

약간 그렇다 2 604 41.2 43.8

별로 그렇지 않다 3 445 30.4 32.3

전혀 그렇지 않다 4 133 9.1 9.6

무응답 9 87 5.9

1,466 100.0 100.0

a15.3 봉사활동 참여의 어려움3: 부모 동의 얻기 어려웠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27 1.8 2.0

약간 그렇다 2 59 4.0 4.3

별로 그렇지 않다 3 374 25.5 27.3

전혀 그렇지 않다 4 912 62.2 66.5

무응답 9 94 6.4

1,466 100.0 100.0

15. 지금까지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점에 대하여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귀하
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봉사활동 할 곳을 찾기가 어려웠다

15. 지금까지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점에 대하여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귀하
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2) 봉사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랐다

15. 지금까지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점에 대하여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귀하
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3) 부모의 동의를 얻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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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4 봉사활동 참여의 어려움4: 하고싶은 활동 찾지 못했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219 14.9 15.9

약간 그렇다 2 556 37.9 40.5

별로 그렇지 않다 3 393 26.8 28.6

전혀 그렇지 않다 4 206 14.1 15.0

무응답 9 92 6.3

1,466 100.0 100.0

a15.5 봉사활동 참여의 어려움5: 활동시 필요한 기초지식,기술 없어 적응하기 어려웠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74 5.0 5.4

약간 그렇다 2 363 24.8 26.4

별로 그렇지 않다 3 605 41.3 44.0

전혀 그렇지 않다 4 334 22.8 24.3

무응답 9 90 6.1

1,466 100.0 100.0

a15.6 봉사활동 참여의 어려움6: 기관 직원과 갈등 있었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52 3.5 3.8

약간 그렇다 2 144 9.8 10.5

별로 그렇지 않다 3 449 30.6 32.7

전혀 그렇지 않다 4 726 49.5 53.0

무응답 9 95 6.5

1,466 100.0 100.0

15. 지금까지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점에 대하여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귀하
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6) 봉사활동 기관의 직원과 갈등이 있었다

15. 지금까지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점에 대하여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귀하
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4) 하고 싶은 봉사활동을 찾지 못했다

15. 지금까지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점에 대하여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귀하
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5) 활동시 필요한 기초지식과 기술이 없어 적응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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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7 봉사활동 참여의 어려움7: 기관에서 봉사활동거리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95 6.5 6.9

약간 그렇다 2 299 20.4 21.8

별로 그렇지 않다 3 533 36.4 38.8

전혀 그렇지 않다 4 447 30.5 32.5

무응답 9 92 6.3

1,466 100.0 100.0

a15.8 봉사활동 참여의 어려움8: 시간부족,시간확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241 16.4 17.5

약간 그렇다 2 502 34.2 36.4

별로 그렇지 않다 3 379 25.9 27.5

전혀 그렇지 않다 4 256 17.5 18.6

무응답 9 88 6.0

1,466 100.0 100.0

a15.9 봉사활동 참여의 어려움9: 일자체가 힘들었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135 9.2 9.8

약간 그렇다 2 389 26.5 28.2

별로 그렇지 않다 3 594 40.5 43.1

전혀 그렇지 않다 4 259 17.7 18.8

무응답 9 89 6.1

1,466 100.0 100.0

15. 지금까지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점에 대하여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귀하
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7) 봉사활동 기관에서 봉사활동 일거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15. 지금까지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점에 대하여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귀하
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8) 시간부족 및 시간확보의 어려움이 있었다

15. 지금까지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점에 대하여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귀하
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9) 봉사활동의 일 자체가 힘이 들었다

24



A1-2008-0038
경기도 청소년 봉사활동 실태조사 : 중·고등학생

a15.10 봉사활동 참여의 어려움10: 활동장소 교통불편하거나 너무 멀었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183 12.5 13.3

약간 그렇다 2 449 30.6 32.7

별로 그렇지 않다 3 454 31.0 33.1

전혀 그렇지 않다 4 285 19.4 20.8

무응답 9 95 6.5

1,466 100.0 100.0

a15.11 봉사활동 참여의 어려움11: 안전사고나 위험에 대한 보완책 부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78 5.3 5.8

약간 그렇다 2 232 15.8 17.2

별로 그렇지 않다 3 618 42.2 45.9

전혀 그렇지 않다 4 417 28.4 31.0

무응답 9 121 8.3

1,466 100.0 100.0

a16.1 봉사활동 제도의 문제점1: 시간채우기,허위확인서발급,시간부풀리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508 34.7 35.1

약간 그렇다 2 578 39.4 39.9

별로 그렇지 않다 3 266 18.1 18.4

전혀 그렇지 않다 4 97 6.6 6.7

무응답 9 17 1.2

1,466 100.0 100.0

16. 봉사활동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시하여 주십시오.
1) 단순히 시간 채우기, 허위확인서 발급 및 시간 부풀리기와 같은 문제가 있다

15. 지금까지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점에 대하여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귀하
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0) 봉사활동 할 곳이 교통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너무 멀었다

15. 지금까지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점에 대하여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귀하
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1) 안전사고나 위험에 대한 보완책이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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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2 봉사활동 제도의 문제점2: 점수화해 내신반영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고 있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565 38.5 39.0

약간 그렇다 2 589 40.2 40.6

별로 그렇지 않다 3 235 16.0 16.2

전혀 그렇지 않다 4 60 4.1 4.1

무응답 9 17 1.2

1,466 100.0 100.0

a16.3 봉사활동 제도의 문제점3: 봉사활동 의미,가치,방법 등에 대한 교육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391 26.7 27.1

약간 그렇다 2 592 40.4 41.0

별로 그렇지 않다 3 373 25.4 25.8

전혀 그렇지 않다 4 87 5.9 6.0

무응답 9 23 1.6

1,466 100.0 100.0

a16.4 봉사활동 제도의 문제점4: 흥미롭고 보람있는 프로그램 찾기 힘듦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440 30.0 30.4

약간 그렇다 2 633 43.2 43.8

별로 그렇지 않다 3 286 19.5 19.8

전혀 그렇지 않다 4 87 5.9 6.0

무응답 9 20 1.4

1,466 100.0 100.0

16. 봉사활동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시하여 주십시오.
2) 봉사활동을 점수화하여 내신에 반영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고 있다

16. 봉사활동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시하여 주십시오.
3) 봉사활동의 의미나 가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16. 봉사활동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시하여 주십시오.
4) 흥미롭고 보람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찾기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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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5 봉사활동 제도의 문제점5: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 얻기 어려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323 22.0 22.3

약간 그렇다 2 541 36.9 37.4

별로 그렇지 않다 3 452 30.8 31.2

전혀 그렇지 않다 4 132 9.0 9.1

무응답 9 18 1.2

1,466 100.0 100.0

a16.6 봉사활동 제도의 문제점6: 대상기관에서 받아주려고 하지 않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204 13.9 14.1

약간 그렇다 2 435 29.7 30.2

별로 그렇지 않다 3 533 36.4 37.0

전혀 그렇지 않다 4 270 18.4 18.7

무응답 9 24 1.6

1,466 100.0 100.0

a16.7 봉사활동 제도의 문제점7: 활동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대책 없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174 11.9 12.1

약간 그렇다 2 494 33.7 34.3

별로 그렇지 않다 3 599 40.9 41.6

전혀 그렇지 않다 4 174 11.9 12.1

무응답 9 25 1.7

1,466 100.0 100.0

16. 봉사활동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시하여 주십시오.
7) 봉사활동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대책이 없다

16. 봉사활동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시하여 주십시오.
5)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참여방법, 활동내용, 기관 등)를 얻기가 어렵다

16. 봉사활동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시하여 주십시오.
6) 봉사활동을 하려 해도 봉사활동 대상기관에서 받아 주려고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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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8 봉사활동 제도의 문제점8: 기관에 지도자 없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116 7.9 8.1

약간 그렇다 2 326 22.2 22.9

별로 그렇지 않다 3 610 41.6 42.8

전혀 그렇지 않다 4 373 25.4 26.2

무응답 9 41 2.8

1,466 100.0 100.0

a17 봉사활동 개선시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봉사활동할 기관에 대한 정보 1 234 16.0 16.1

자신에 맞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2 684 46.7 47.1

자발적 동기를 일으킬 수 있는 체계적 교육,훈련,평가 3 437 29.8 30.1

사고시 안전보장에 대한 대책 4 77 5.3 5.3

기타 5 19 1.3 1.3

무응답 9 15 1.0

1,466 100.0 100.0

a18 효과적인 봉사활동 방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개별적으로 정보를 얻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1 344 23.5 23.8

개인이 봉사활동 연계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2 318 21.7 22.0

학교의 안내를 받아서 개별적으로 3 321 21.9 22.2

학교와 봉사 관련 기관이 연계되어 단체활동으로 4 448 30.6 31.0

기타 5 14 1.0 1.0

무응답 9 21 1.4

1,466 100.0 100.0

16. 봉사활동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시하여 주십시오.
8) 봉사활동을 하는 기관에 지도자가 없다

17. 봉사활동을 개선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8. 봉사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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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9.1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인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들어본적 없다 1 793 54.1 57.0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히 모른다 2 475 32.4 34.1

회원으로 가입만 되어있다 3 20 1.4 1.4

이곳을 통해 봉사활동을 해본 적이있다 4 104 7.1 7.5

무응답 9 74 5.0

1,466 100.0 100.0

a19.2 자원봉사센터 인지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들어본적 없다 1 359 24.5 25.8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히 모른다 2 800 54.6 57.4

회원으로 가입만 되어있다 3 42 2.9 3.0

이곳을 통해 봉사활동을 해본 적이있다 4 192 13.1 13.8

무응답 9 73 5.0

1,466 100.0 100.0

a20 봉사활동 시간(3년 60시간) 적절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많다 1 659 45.0 46.4

적당하다 2 696 47.5 49.0

적다 3 65 4.4 4.6

무응답 9 46 3.1

1,466 100.0 100.0

20. 현재의 봉사활동 시간(3년 60시간 정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9. 청소년활동진흥센터나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청소년활동진흥센터

19. 청소년활동진흥센터나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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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1.1 향후 참여하고 싶은 봉사활동1: 사회복지시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049 71.6 73.5

그렇다 1 378 25.8 26.5

무응답 9 39 2.7

1,466 100.0 100.0

a21.2 향후 참여하고 싶은 봉사활동2: 일손돕기-학교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090 74.4 76.4

그렇다 1 337 23.0 23.6

무응답 9 39 2.7

1,466 100.0 100.0

a21.3 향후 참여하고 싶은 봉사활동3: 일손돕기-공공기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946 64.5 66.3

그렇다 1 481 32.8 33.7

무응답 9 39 2.7

1,466 100.0 100.0

a21.4 향후 참여하고 싶은 봉사활동4: 일손돕기-농어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074 73.3 75.3

그렇다 1 353 24.1 24.7

무응답 9 39 2.7

1,466 100.0 100.0

21. 앞으로 어떤 봉사활동에 가장 참여하고 싶은지 다음 표의 세부 활동 내용을 보고 두 가지만 선
택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사회복지시설에서 활동

21. 앞으로 어떤 봉사활동에 가장 참여하고 싶은지 다음 표의 세부 활동 내용을 보고 두 가지만 선
택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학교내 일손돕기

21. 앞으로 어떤 봉사활동에 가장 참여하고 싶은지 다음 표의 세부 활동 내용을 보고 두 가지만 선
택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공공기관 일손돕기

21. 앞으로 어떤 봉사활동에 가장 참여하고 싶은지 다음 표의 세부 활동 내용을 보고 두 가지만 선
택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농어촌 일손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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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1.5 향후 참여하고 싶은 봉사활동5: 위문활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202 82.0 84.2

그렇다 1 225 15.3 15.8

무응답 9 39 2.7

1,466 100.0 100.0

a21.6 향후 참여하고 싶은 봉사활동6: 지도상담활동-교통안전지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274 86.9 89.3

그렇다 1 153 10.4 10.7

무응답 9 39 2.7

1,466 100.0 100.0

a21.7 향후 참여하고 싶은 봉사활동7: 지도상담활동-동급생이나 하급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228 83.8 86.1

그렇다 1 199 13.6 13.9

무응답 9 39 2.7

1,466 100.0 100.0

a21.8 향후 참여하고 싶은 봉사활동8: 캠페인-교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290 88.0 90.4

그렇다 1 137 9.3 9.6

무응답 9 39 2.7

1,466 100.0 100.0

21. 앞으로 어떤 봉사활동에 가장 참여하고 싶은지 다음 표의 세부 활동 내용을 보고 두 가지만 선
택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교통안전지도 활동

21. 앞으로 어떤 봉사활동에 가장 참여하고 싶은지 다음 표의 세부 활동 내용을 보고 두 가지만 선
택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동급생이나 하급생들의 부족 과목이나 특기 및 생활지도

21. 앞으로 어떤 봉사활동에 가장 참여하고 싶은지 다음 표의 세부 활동 내용을 보고 두 가지만 선
택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교내 각종 캠페인 활동

21. 앞으로 어떤 봉사활동에 가장 참여하고 싶은지 다음 표의 세부 활동 내용을 보고 두 가지만 선
택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고아원, 양로원, 병원, 장애인, 군부대 위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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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1.9 향후 참여하고 싶은 봉사활동9: 캠페인-교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343 91.6 94.1

그렇다 1 84 5.7 5.9

무응답 9 39 2.7

1,466 100.0 100.0

a21.10 향후 참여하고 싶은 봉사활동10: 자선구호-교내모금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313 89.6 92.0

그렇다 1 114 7.8 8.0

무응답 9 39 2.7

1,466 100.0 100.0

a21.11 향후 참여하고 싶은 봉사활동11: 교외구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346 91.8 94.3

그렇다 1 81 5.5 5.7

무응답 9 39 2.7

1,466 100.0 100.0

a21.12 향후 참여하고 싶은 봉사활동12: 환경시설보존활동-학교주변청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212 82.7 84.9

그렇다 1 215 14.7 15.1

무응답 9 39 2.7

1,466 100.0 100.0

21. 앞으로 어떤 봉사활동에 가장 참여하고 싶은지 다음 표의 세부 활동 내용을 보고 두 가지만 선
택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학교주변 및 견학 후 주변 청소하기

21. 앞으로 어떤 봉사활동에 가장 참여하고 싶은지 다음 표의 세부 활동 내용을 보고 두 가지만 선
택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교외 각종 캠페인 활동

21. 앞으로 어떤 봉사활동에 가장 참여하고 싶은지 다음 표의 세부 활동 내용을 보고 두 가지만 선
택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불우이웃 및 재해구조를 위한 교내 모금활동

21. 앞으로 어떤 봉사활동에 가장 참여하고 싶은지 다음 표의 세부 활동 내용을 보고 두 가지만 선
택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교외에서의 각종 자선구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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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1.13 향후 참여하고 싶은 봉사활동13: 지역사회환경시설보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323 90.2 92.7

그렇다 1 104 7.1 7.3

무응답 9 39 2.7

1,466 100.0 100.0

a21.14 향후 참여하고 싶은 봉사활동14: 지역사회개발활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308 89.2 91.7

그렇다 1 119 8.1 8.3

무응답 9 39 2.7

1,466 100.0 100.0

a21.15 향후 참여하고 싶은 봉사활동15: 기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니다 0 1,414 96.5 99.1

그렇다 1 13 0.9 0.9

무응답 9 39 2.7

1,466 100.0 100.0

21. 앞으로 어떤 봉사활동에 가장 참여하고 싶은지 다음 표의 세부 활동 내용을 보고 두 가지만 선
택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지역사회의 각종 환경 시설 보전 활동

21. 앞으로 어떤 봉사활동에 가장 참여하고 싶은지 다음 표의 세부 활동 내용을 보고 두 가지만 선
택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지역사회개발활동

21. 앞으로 어떤 봉사활동에 가장 참여하고 싶은지 다음 표의 세부 활동 내용을 보고 두 가지만 선
택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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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2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 1 750 51.2 51.2

여 2 716 48.8 48.8

1,466 100.0 100.0

a23 응답자 학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중학교 2학년 1 382 26.1 26.1

중학교 3학년 2 382 26.1 26.1

고등학교 1학년 3 364 24.8 24.8

고등학교 2학년 4 338 23.1 23.1

1,466 100.0 100.0

a24 응답자 종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기독교 1 442 30.2 30.2

천주교 2 152 10.4 10.4

불교 3 141 9.6 9.6

종교없음 4 704 48.0 48.1

기타 5 26 1.8 1.8

무응답 9 1 0.1

1,466 100.0 100.0

24. 귀하의 종교는?

22. 귀하의 성별은?

23. 귀하의 학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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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5 응답자 성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상위권 1 303 20.7 20.8

중위권 2 794 54.2 54.6

하위권 3 358 24.4 24.6

무응답 9 11 0.8

1,466 100.0 100.0

a26 봉사활동 동아리 소속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205 14.0 14.0

아니요 2 1,257 85.7 86.0

무응답 9 4 0.3

1,466 100.0 100.0

a27 봉사활동에 대한 부모님/가족의 관심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관심이 많다 1 147 10.0 10.0

조금 관심이 있다 2 574 39.2 39.2

별로 관심이 없다 3 503 34.3 34.4

전혀 관심이 없다 4 240 16.4 16.4

무응답 9 2 0.1

1,466 100.0 100.0

a28 부모님 봉사활동 참여 경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현재 참여하고 계신다 1 138 9.4 9.4

참여하신 적이 있다 2 430 29.3 29.4

참여하신 적이 없다 3 189 12.9 12.9

잘 모르겠다 4 707 48.2 48.3

무응답 9 2 0.1

1,466 100.0 100.0

25. 귀하의 성적은?

26. 귀하는 봉사활동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27. 부모님이나 가족은 평소 귀하의 봉사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28. 귀하의 부모님께서 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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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학교구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중학생 1 764 52.1 52.1

일반계고 2 514 35.1 35.1

전문계고 3 188 12.8 12.8

1,466 100.0 100.0

area 조사지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수원 1 232 15.8 15.8

성남 2 148 10.1 10.1

부천 3 72 4.9 4.9

고양 4 144 9.8 9.8

안양 5 134 9.1 9.1

안산 6 138 9.4 9.4

용인 7 55 3.8 3.8

군포 8 67 4.6 4.6

김포 9 65 4.4 4.4

남양주 10 57 3.9 3.9

동두천 11 74 5.0 5.0

의왕 12 63 4.3 4.3

구리 13 74 5.0 5.0

평택 14 58 4.0 4.0

화성 15 49 3.3 3.3

양평 16 16 1.1 1.1

여주 17 4 0.3 0.3

청평 18 16 1.1 1.1

1,466 100.0 100.0

area_s 조사지역 규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대도시 1 596 40.7 40.7

중소도시 2 834 56.9 56.9

농촌 3 36 2.5 2.5

1,46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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