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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재 공공도서 의 자원 사자는 주로 내부 인력보충의 측면으로 리되고 자원 사자 에서의 고려가 부족하여 
참여의 지속성과 경 효과가 제한 이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  자원 사자의 참여 동기와 지속 요인들을 검토하고 이 
요인들이 자원 사자의 만족도와 마  의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해 자원 사자, 

만족도, 동기요인에 한 이론  개념을 기반으로 각 변수에 한 개념  측정요인을 확인하 으며, 자원 사자 5명의 
심층면담을 통해 연구가능성  고려요인을 검토하 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설문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자원 사자의 참여동기와 지속 요인은 보수 등의 리  요인보다 
정서 ·심리  요인들이 자원 사자 만족도와 마  의도에 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계 심  리 방식으로의 
변화의 필요성을 나타내며 자원 사자를 인력 충원의 으로 인식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자원 사자의 만족을 기반으로 
한 공공도서 의 마  자원으로서 활용가치를 높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Volunteers in public libraries are recognized only as internal manpower, so their sustainability and 

effectiveness are limited because the motivation for volunteering is hardly considered.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motivation for volunteering in public libraries and the factors to continuation of the 

volunteering, and to analyze how these factors affect volunteer satisfaction and marketing intentions. 

To this end, the variables in this studies including satisfaction and motivation was defined operationally 

based on the related research and a pilot study with several in-depth interviews. A questionnaire survey 

was executed with the defined variables and the survey data were analyzed statisticall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actors of emotional and psychological motivation influenced the satisfaction and marketing 

intention rather than the managerial factors such as remuneration. The results indicate the need for 

a change in volunteer management to a relationship-oriented management metho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pands the value of volunteers in public libraries from as managerial to as marketing resources 

for public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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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원 사활동은 자발성을 기반으로 지역사

회에 발생되는 사회문제를 방  해결하기 

하여(임옥빈, 2010) 개인의 자원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동이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문제

를 공공기 과 의논하고 문제의 규명과 해결책

을 모색하는 민주 인 행동 과정이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자원 사활동은 보수에 한 노동

력을 제공하는 인력이 아닌 자발  참여를 통

해 극 인 복지사회를 구 하고 사회문제를 

해결(최용, 2005)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재 공공도서  자원 사자 운 은 자원

사자들의 무보수성, 심리  동기, 자발성 등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무보수성에 비

을 두고 지속  참여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김 자, 2020)에서 내부인력 보충의 맥락

에서 리의 상으로만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운 은 자원 사자의 만족과 지속

성에 향을 주어 도탈락의 비율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자원 사자는 도서 의 목 이 

자신의 신념이나 동기와 동일시될 때, 자신의 

생각을 지인  지역사회에 달하는 매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재 공공도서 에서 

자원 사자는 사서의 보조 업무, 로그램 진

행 등으로 그 역할이 한정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도서  홍보나 지역사회의 요구를 달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도서

은 재까지 내부인력 측면으로만 자원 사자

를 인식했던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마  인

 자원으로서의 자원 사자의 가치를 재평가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학 분야에서는 최근 자원 사활동

의 동기와 만족도에 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

루어지고 있지만(강 선, 류기형, 2009; 성

단, 조남연, 2018; 승 희, 2008)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공공도서 에 자원 사자의 비율

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원 사자에 한 연구

는 황  발 방안, 사례 소개 등에 그쳐 매우 

제한 이다(김혜주 외, 2009; 설문원, 2002; 조

찬식, 2011). 자원 사활동은 심리 인 동인에 

의하며 자원 사자는 공공도서 에서는 다양

한 으로 이해되어야 하므로 자원 사자의 

인식과 동기에 한 근과 연구가 매우 필요

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공도서  자원 사자

의 참여 동기와 지속 요인을 악하고 어떠한 

요인이 자원 사자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지에 해 조사 분석하고 더 나아가 마  효

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해 공공도서 에서의 자원 사자의 개

념과 정의, 동기부여의 배경  자원 사활동

의 참여 동기, 지속 요인을 이론 으로 악하

여 자원 사자 요인을 도출하고 만족  마

 효과와의 계를 실증 으로 검토하고자 한

다. 이러한 연구목 에 따른 본고에서 제시하

는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질문 1. 자원 사자의 만족도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질문 2. 자원 사자의 마  활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상은 최근 3년 동안 공공도서

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원 사자로 설정하

으며 자원 사자에게 온라인  오 라인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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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조사를 진행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 분석을 실시하 다.

2. 이론적 배경

2.1 자원봉사에 대한 일반적 고찰

자원 사는 자기발견, 사회 인 책임에 한 

공유, 공익을 한 생산성 강화, 지역의 공동체 

건설이라는 사회  필요성에 부응하여 발 되

어 왔다(이팔환, 백남덕, 2003). 오늘날의 자원

사는 지역주민의 자발 인 참여로 인한 극

인 복지사회를 구 하기 하여 노력하고 있

다. 이러한 자원 사는 무보수성, 이타  속성

을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 으로 기업이나 기

의 보수를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력과 다

르게 근할 필요가 있다. 

자원 사(volunteer work)라는 말은 1930년

에 개최된 세계사회사업가 회에서 처음 사용

되었고 자원 사자(volunteer), 자원 사활동

(volunteerism)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서

재용, 2018). 이후 공익에 한 시민 의식이 높

아짐에 따라 자원 사활동을 시하는 사회 분

기가 형성되어 자원 사활동의 개념과 형태

가 경 학, 사회복지학, 업 등 폭넓은 분야

에서 다양하게 용되었으며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즉, 자원 사란 지역사회 내의 

개인이나 지역사회 문제를 방하고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하여 어떠한 

물질 인 보상 없이 자발 으로 이루어지는 조

직 인 활동이다(안은 , 2002). 

자원 사는 각 기   분야마다 개념과 특

성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공

통으로 제시하는 자원 사활동의 특성인 자발

성, 무보수성, 이타성, 공익성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자발성(自發性)은 타인의 지시나 의견에 

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

는 특성(고려 한국어 사 , 2009)이며 무보

수성(無報酬性)은 물질 인 보상을 자원 사

활동에 참여하는 목 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다(Musick & Wilson, 2003; 김종숙 2019). 이

타성(利他性)은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기

반하며 공익성(公益性)은 사회구성원 모두를 

한 공익 실천에 을 두며 구성원들과 사회

의 보편 이익으로 환원하는 것(구혜 , 2012)으

로 이해할 수 있다.

2.2 공공도서관의 자원봉사자

공공도서 은 지역을 표하는 문화기 으

로서 지역사회의 지식정보, 평생교육의 심센

터의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

를 제공한다. 공공도서 의 목 을 이루기 

하여 다수의 도서 에서 지역주민들을 도서  

운 에 참여시킴으로써 지역사회와 소통( 수

연, 2011)하기 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원

사자를 모집하여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듣는 모

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공공도서 이 자원 사

자를 마   소통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이

유는 공공도서 의 자원 사자는 도서 의 내

부 인  자원이며 동시에 이용자의 지 를 가

져, 도서 에서 본연의 역할  기능을 효과

으로 구 하기 한 자원으로 간주되기(김서정, 

2014)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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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에서 자원 사자는 사회복지기

의 지역사회 홍보  변자로서의 역할, 기

에 있어서 운 의 요한 인  자원이라는 

에서(정미경, 김승용, 2017) 주요하게 활용

되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다수의 공공도서

에서 지역주민을 자원 사자로 참여시키는 

가장 큰 목 은 내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

기 한 손쉬운 방편으로 자원 사자를 고려하

는 경향이(공민정, 2005) 높으며 실제로 도서

의 문화행사 지원, 서가 정리 등 보조업무에 

한 지원을 받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자원 사자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도서 에 

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며 도서  내부의 

인력으로써 도서  내부의 목소리를 변해주

기도 한다. 따라서 자원 사자에 한 기능

이고 리  측면에서 벗어난 근과 이해가 

필요하며 도서 과 지역사회를 연결해주는 

계  측면에서의 자원 사자의 역할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3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동기와 지속 

요인

동기는 개인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내

으로 발생하는 마음이며, 이는 개인이 행동으

로 옮길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진다. 이러한 측면

에서 자원 사자의 동기는 자원 사자 개인의 

자기발견, 사회  안정에 한 기여 등을 토

로 유발될 수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자원 사자의 개인  

특성인 동기부여  만족도에 한 연구가 다

수 이루어졌지만(강 선, 류기형, 2009; 성

단, 조남연, 2018; 승 희, 2008; 신언표, 2010)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공공도서 의 자원 사

자 연구는 미미하다. 2000년  이후 공공도서

 자원 사자와 사서의 인식, 행동요인, 동기

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김인식(2004)

은 자원 사자의 행동요인을 악하기 하여 

자원 사의 이론과 모델을 공공도서 에 용

하여 참여 동기 악  자원 사의 지속과 강

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 다. 

자원 사자의 동기에 하여 Gidron(1985)

은 자원 사자가 사활동에 처음 참여하게 하

는 참여 동기와 자원 사활동을 지속 으로 유

지 시켜주는 지속 요인으로 구분하 다. 첫째, 

참여 동기는 자원 사활동을 시작하거나 이를 

지속화시키는 힘을 말한다(류기형, 2015). 한국

갤럽과 (사)한국자원 사문화가 우리나라 국민

의 자원 사참여 동기를 2014년도와 2017년을 

비교․분석한 결과, 국민은 여가시간의 활용과 

같은 개인 인 참여 동기보다 사회 이고 시민

의 의무와 책임을 실 할 수 있는 공공 사 동

기를 시하고 있음을 악하 다. 공공 사 

동기는 사 이거나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이익이 

아니라 보다 큰 범주의 이익에 심을 기울이고 

행동하도록 하는 신념과 태도(Vandenabeele, 

2007)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 사 동기 요

인이 연구되었다(<표 1> 참조).

공공 사 동기 이론의 공통된 시각들을 반

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자원 사자

의 참여 동기를 공공 사 동기의 요인, 즉 합리

 동기, 규범기반  동기, 정서  동기를 용

하고 공공기 의 발 에 한 책임감을 추가로 

구성하여 사 참여 이유  동기를 확인하고

자 한다. 합리  동기는 자신의 효용을 극 화

하기 하여 자원 사활동을 하는 것(이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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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공공 사 동기 요인 구분

Perry & Wise (1990)
∙공공정책 결정에 한 심 ∙공익에 한 몰입 

∙동정심 ∙자기희생

Kim & Vandenanbeele (2013)
∙공공 참여에 한 의지 ∙희생 

∙공  가치에 한 의무감 ∙동정심

김 진, 이민창 (2012)
∙합리  동기 ∙규범  동기 

∙정서  동기

조태 , 윤수재 (2009)
∙이타  동기 ∙친 사회  행태 

∙사회의 안녕을 우선시하는 가치  신념체계

이근주 (2002) ∙도구  참여 동기 ∙이타  참여 동기

<표 1> 공공 사 동기 요인의 구성 요소

2002)이며, 규범기반  동기는 공익에 한 

사와 사회  형평성을 시하는 것이다(김상묵, 

2013). 정서  동기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담당

하는 사람이 에 한 애정 혹은 이들의 권

리를 보호하기 한 ‘선의의 애국심’과 같은 감

정을 기반으로 한다(Perry & Wise, 1990). 

둘째, 자원 사자의 지속 요인은 어떠한 목

표를 지향하기 한 행동을 유지하려는 의지

(Gordon, 1999)에 향을 주는 요인이다. 자원

사자의 지속 요인은 외재  요인과 내재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재  요인은 개인

의 행동을 통해 외부로부터 오는 보상을 얻기 

해 행동을 실행하는 욕구이며(Rigby, Deci, & 

Ryan, 1992), 내재  요인은 행동 자체가 목표

가 되고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박

혜성, 2010). 자원 사자의 자원 사활동을 지

속하게 하는 요인을 구체 으로 악하는 것은 

공공도서  측면에서 자원 사자의 효율 인 

운 에 도움을  수 있으며, 자원 사자 측면

에서도 만족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요한 의의

를 가진다. 

자원 사자의 지속 요인을 악한 연구는 오

동근, 김인식(2005), 수연(2011) 등의 연구

가 있다. 오동근, 김인식(2005)은 공공도서

의 자원 사활동을 하면서 얻게 되는 심리 , 

사회 , 물질 인 보상이 충족될 때 자원 사 

지속성이 유지되며 참여 지속과 강도에 한 

요인을 악하여 자원 사가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 다. 수연(2011)은 자원 사

활동을 한 기  리과정 요인의 주요 변수

들  교육, 지도와 리, 인정과 보상, 평가를 

도서  자원 사의 지속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선정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 사자의 지속 요인을 실

증 으로 분석하기 하여 직무 만족 이론으로 

잘 알려져 있는 허즈버그(F. Herzberg)의 동

기․ 생이론을 용하 다. 생요인은 주로 

직무수행 환경, 구성원 사이의 계에 한 것

이며 동기요인은 직무의 내재  측면과 련된 

것으로 조직구성원들의 직무만족요인으로 작

용하는 직무상의 성취, 인정, 직무내용 자체, 책

임감, 승진 등이 포함된다(서은선, 2016). 본 연

구에서는 허즈버그의 동기, 생이론을 심으

로 자원 사자의 지속 요인에 한 모형을 정교

화하고 직무 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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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직무 만족과 마케팅

만족이란 목표나 욕구를 달성하기 한 개인

의 심리 이고 주 인 감정상태이다(Burr, 

1970). 일반 으로 만족이라는 개념은 개인

인 만족과 동시에 사회체계에 갖는 감정 인 

상태를 의미하지만, 개인 인 감정에 더 집

되어 있다. Locke(1969)는 직무 만족을 정서

인 반응으로 정의하고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

무에 하여 정 이고 즐거운 정서 상태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 으며 김성국(2008)은 

근로자의 직무에 한 자기 스스로의 생각, 느

낌 믿음의 총체라고 정의하 다.

문헌정보학 분야 자원 사자의 연구는 제한

이며 자원 사자의 만족도에 을 둔 연구

는 찾아보기 어렵다. 문헌정보학 분야와는 달

리 사회복지, 경  분야에서는 자원 사자의 

만족도 측정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는데 강 선, 류기형(2009)은 기존 자원 사

자의 자원 사활동 만족도는 구  홍보의지에 

향을 미치는 매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자원

사의 직무특성과 활동만족도, 홍보의지와의 

선형 계를 악하여 자원 사자의 구  홍보 

의지의 증 를 한 자원 사 리  직무설

계의 함의를 도출하 다. 성 단, 조남연(2018)

은 자원 사의 활동지속성과 만족도를 측정하

기 해 서비스 품질 측정에 사용하는 측정지

표를 활용하 다. 

여러 분야에서 이미 자원 사자의 만족도는 

기 이나 기업의 성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자원

사자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자원으

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 에서도 자원

사자의 만족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한 자원 사자의 마  의도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을 악할 필요가 있다. 마 이란 

제품을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제공하

기 한 활동으로 개인과 집단이 다른 사람들과 

제품  가치의 교환을 통하여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획득하게 되는 사회  과정이다(정

무성, 2004). 앞서 자원 사자의 역할과 의의를 

살펴본 결과, 자원 사자는 도서 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인  자산(설문원, 2002)이며 

도서 의 발 을 함께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도

서 과 사서의 고충을 변해주는 역할을 한다. 

도서  마 은 이용자와의 소통을 한 과정

이기 때문에 자원 사자의 구 을 통한 마  

효과는 이용자의 도서 에 한 인식에 정

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 그동안 자원 사

자를 인력 부족의 해결방안으로 인식해왔던 것

에서 나아가 자원 사자의 역할을 재조명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참여 동기나 지속 요인

이 자원 사활동에 한 만족에 향을 미치는

지 악하고 자원 사자의 자발 인 구 으로 

인한 홍보를 포함하는 마  의도 효과를 확

인하고자 한다. 

3. 연구 설계

지 까지 자원 사자의 동기가 만족도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지 악하기 하여 자원

사자의 참여 동기, 지속 요인, 직무 만족, 마

에 한 선행연구와 문헌 조사를 진행하 다. 

이를 토 로 설문조사를 해 자원 사자의 동

기, 만족, 마  경험을 반 으로 가늠할 수 



공공도서  자원 사자의 참여동기와 지속요인이 자원 사활동 만족도와 마  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93

있도록 비연구를 진행하 다.

3.1 예비 연구 

설문조사를 해 자원 사자의 동기, 만족, 

마  경험을 반 으로 가늠할 수 있도록 사

연구를 설계하여 소수의 자원 사자를 상

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 다. 심층 면담을 통

해 공공도서 에서의 자원 사활동 참여 동기

와 지속 으로 활동을 이어가게 하는 동기가 만

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그들 간

의 계를 탐색하여 연구 가능성을 확인하 다. 

한 검증을 한 설문 문항 개발의 구성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하 다. 심층 면담의 상

은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 지역의 유사한 규모의 

공공도서  4곳을 선정하여 공공도서 에서 활

동 인 자원 사자를 섭외하 다. 심층 면담은 

2019년 7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면담자는 총 

5명의 자원 사자를 상으로 직  면담형식과 

비구조화 면담기법을 활용하여 공공도서  내

외에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된 면담을 진행하

다. 심층 면담의 형식은 피면담자 질문의 응

답에 한 재질문과 면담자의 응답 형식으로 진

행되었으며 유도된 화(Guided Dialog) 형태

를 채택하 다(<표 2> 참조). 

3.2 예비 연구 분석 결과

심층 면담의  과정을 자원 사자의 녹음 동

의하에 녹음을 진행하 으며 심층 면담 수행 후 

내용을 사하여 녹취록을 작성하 다. 심층 면

담 분석 결과 자원 사자들은 공공도서 에서 

자원 사활동을 하는 참여 동기와 도서  운

에 따른 자원 사활동의 지속 요인, 가족  지

인에게 도서 을 홍보하거나 도서  입장을 

변 하는 마  경험에 하여 표 하 다. 

첫째, 심층 면담자들의 도서  자원 사활동

에 참여하는 동기를 합리  동기, 규범기반  

동기, 정서  동기, 책임감 이 4가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합리  동기로서 공공도서

에서 활동하는 자원 사자들은 사활동의 

가치에 한 인식과 개인 인 이유로 자원 사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때 계기가 도서 을 지속 으로 다니면서 마

음속에는 사회에 사하는 삶을 약간은 구나 

꿈꾸잖아요. 도서  사하시는 분들보고 여기

서 사하면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겠다 하고 

시작했어요. (A) 

한, 면담자들의 참여 동기에 공익을 한 

A  B C D E

일자 2019.7.8 2019.7.11 2019.7.11 2019.7.13 2019.7.19

시간 1시간 14분 1시간 6분 1시간 10분 54분 20 1시간 21분

성별 여 여 여 여 여

연령 40 40 50 60 40

도서 탁 탁 탁  직  탁 

기간 10년 이상 3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표 2> 비 연구 심층 면담 상 자원 사자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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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나 신념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할 수 있다는 자체가 주민들에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 같아요. (D)

자원 사자인 면담자들은 인간 인 감성에 

기반하여 자신의 이익이나 명 보다 도움이 필

요한 상자를 해 사하는 마음이 참여 동

기로 나타나기도 하 다.

제가 일하면서 느끼는 게 갈 곳 없는 어르신들, 

사회에 소외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매일 오시는데, 는 도서 이 그런 분들

을 안아주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한 

도움이 되길 바라요. (A)

마지막으로, 면담자들의 참여 동기에 책임감

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하다 보니 도서 에 

일손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책

들이 오배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E)

둘째, 심층 면담자들의 도서  자원 사활동 

지속과 련한 개인의 동기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동기요인(내재  요인)과 생요인(외

재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면담자들의 

자원 사활동의 지속성에 향을 주는 동기요

인으로 지인  사서로부터의 인정, 자원 사

활동에 필요한 교육, 개인 인 혜택이 요하

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해줘서 고맙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사자들은 우리가 하는 로 따라야지 그런 식

으로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사자가 나가셨어

요. (D)

인터넷 가서 보거나 포스터를 야 하는 정보라 

그런 정보에 해서는 빨리 알 수 있죠. (B)

자원 사자의 지속 요인에 향을 주는 생

요인, 즉 외재  요인은 도서 의 자원 사자

의 리  운 , 자원 사활동을 하기 한 근

무환경, 사서와 동료 자원 사자들과의 인

계, 자원 사활동의 업무 내용에 한 의견을 

표 하 다. 

오래된 멤버들끼리 계가 가장 요한 것 같아

요. 돈이라던가 그런 게 목 이 아니기 때문에.. 

(D)

로그램을 하고 싶다 그래서 뭐 했냐면 낭독회

를 했어요. 우선 희가 제목을 정하죠. 회의해

서…. (E)

셋째, 자원 사자의 참여 동기, 지속 요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동기가 충족되면 자

원 사자들의 만족도에 향을 주는 동시에 도

서 의 홍보,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 사서 입장

을 변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사람들이 도서 에 한 불만을 이야기하면 

들어보고 합당한 이야기가 아니면 그건 이래

래 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런 설명을 해주

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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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비 연구 결과와 이론  배경

에서 제시한 자원 사자의 참여 동기, 지속 요

인을 바탕으로 자원 사자의 만족도  마

 활동 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악

하기 하여 연구 모형과 설문 문항을 개발하

다.

4. 연구방법

4.1 가설 및 측정도구 구성

선행연구와 비 연구를 통해 설정한 연구 

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으며 본 연구

의 연구 모형에 기반하여 연구 질문을 설정하

다. 이를 토 로 연구 가설을 세우고 이를 확

인하기 하여 통계 기법을 활용하 으며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 가설 1. 자원 사자의 참여 동기는 

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 2. 자원 사자의 지속 요인은 

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 3. 자원 사자의 참여 동기는 

마  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 4. 자원 사자의 지속 요인은 

마  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4.2 연구 대상 및 설문지 구성

연구의 상은 각 도서 에서 최근 3년 동안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재 자원 사활동을 진

행하고 있는 자원 사자로 설정하 다. 조사 

도구는 설문지법을 기반으로 자기평가기입법

(Self-Administrated Method)을 활용하여 조

사 상자가 자신의 인식과 생각을 기입하는 

방법을 활용하 으며, 자료 수집은 조사 도서

의 자원 사자를 담당하는 사서 는 리자

에게 연구에 한 취지  목 을 설명하고 

조를 요청하 다. 자료 수집은 2가지 형식으로 

종속변수

참여 동기

① 합리  동기

② 규범기반  동기

③ 정서  동기

④ 책임감

지속 요인 

⑤ 동기요인

⑥ 생요인

만족도

마  의도

가설 1

가설 2

가설 3

가설 4

독립변수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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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 으며, 직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

회수하거나 COVID-19의 향으로 휴 한 도

서 인 경우, 참여도를 높이기 하여 온라인 

설문 시스템을 활용하 다. 

표본은 다양한 도서 의 자원 사자를 상

으로 설문을 수행하고자 하 고 치는 서울, 

경기, 인천, 충청지역의 도서 으로 설정, 도서

 설립 주체는 도립․시립․구립, 운  주체

는 탁․직 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도서  자

원 사자의 동기와 만족도를 악하고자 하

다. 조사 기간은 2020년 7월 23일부터 8월 30일

까지 총 36일간 진행되었으며 최종 170부의 회

수가 이루어졌으나 응답이 불성실한 10부를 제

외하고 유효한 설문지 160부를 최종 연구 분석

에 활용하 다. 

본 연구를 한 설문 문항의 구성은 공공도

서  자원 사자의 자원 사활동에 한 동기 

 만족도에 한 인식을 측정항목으로 설정하

고 크게 참여 동기, 지속 요인, 만족도, 마  

의도와 련된 문항으로 구성하여 5  리커트 

척도를 통해 측정하 다. 총 설문지를 구성하

는 문항은 7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지 

구성은 <표 3>과 같다.

공공도서  자원 사자의 설문조사를 통해 

요인 측정 변수 측정 내용 문항 수 선행연구

참여

동기

합리  동기 개인  가치

17

Perry & Wise (1990)

김 진, 이민창 (2012)

비 연구

규범기반동기 공익추구

정서  동기 이타  마음

책임감 업무 책임

지속

동기

동기

인정감 타인으로부터 인정

12

김선희 (2005)

이재경 (2012)

이은용, 이수범, 윤혜  (2003)

수연 (2011)

Herzberg (1959)

비 연구

성장 가능성 교육으로 인한 성장

개인  혜택 혜택

생

보수 보상 정도

24

이재경 (2012) 

이은용, 이수범, 윤혜  (2003)

Herzberg (1959)

비 연구

근무환경 자원 사실 유무 등

정책  리 리, 감독

인 계 자원 사자, 사서 계

노동력 업무 합성

만족도

성취감 업무해결에 한 성취

14
강 선, 류기형 (2009)

신언표 (2010)
소통 사람 간 친 도

자기 만족감 활동에 한 만족감

마

의도
홍보  구 구  경험 4

강 선, 류기형 (2009)

Murk & Stephan (1991)

Bowen & Lawler (1992)

Wisner et al. (2005)

비연구

인구통계학  요인 7

<표 3> 참여 동기와 지속 요인의 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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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자료의 통계처리를 하여 SPSS 25.0 

로그램을 활용하 다. 설문 상자들의 인구

통계학  특성에 하여 백분율과 빈도를 구하

는 기술통계분석, 가설 검증을 한 기 분석

으로 조사 도구의 타당성  신뢰도를 검증하

기 한 변수별 탐색  요인분석,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요인에 한 신뢰도 분석, 

자원 사자의 참여 동기  지속 요인과 만족

도, 마  의도와의 계성과 그 정도를 악

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4.3 조사 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본고에서는 측정도구에 한 타당성을 검증

하기 하여 주성분 분석에 기반한 탐색  요

인 분석을 실시하 으며 직각회 방식의 하나

인 베리멕스(Varimax) 회 방식을 채택하

다. 공통성은 .5이상, Eigenvalue 1이상 되는 

요인을 추출하 으며, 이러한 요인들의 설명력

(Explained variance)을 고려하 다.

자원 사자의 참여 동기와 련된 17개 문항

을 기반으로 탐색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의 공통성이 .5이상으로 나타났으며 

Eigenvalue 1을 기 으로 요인 분석한 결과 설

명된 총 분산은 68.919% 으며 정서  동기, 

합리  동기, 책임감, 규범기반  동기 총 4개

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표 4> 참조).

자원 사자의 지속 요인과 련된 동기요인 

12개 문항을 기반으로 탐색  요인 분석을 실

시한 결과 모든 문항의 공통성이 .7이상으로 나

타났다. 한, Eigenvalue 1을 기 으로 요인 

분석한 결과 설명된 총 분산은 76.833% 으며 

인정감, 성장 가능성, 개인  혜택 총 3개의 요

인으로 추출되었다(<표 5> 참조).

항목
요인 분석

공통성 Cronbach’s α
정서  동기 합리  동기 책임감 규범기반  동기

약자에 한 동정심 .788 -.039 .194  .164 .744

.478
의존  존재 .748 .280 .088 -.045 .767

복지 요성 .742 .125 .176  .234 .649

도움의 가치 .606 .079 .387  .224 .737

도서  사 가치 .077 .861 .054  .130 .734

.652사활동의 가치 .154 .852 .153  .042 .574

사의 보람 .114 .635 .336  .347 .647

개인 책임감 정도 .193 .036 .817  .068 .688

.695업무에 한 책임감 .214 .159 .794  .120 .652

사 책임감 .195 .331 .657  .206 .717

개인  이득과는 무 함 .099 .111 .231  .813 .621
.702

시민의 복지서비스 제공 .255 .189 .050  .794 .710

*표 형성 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 .824

*근사카이제곱 = 630.921 (p<.001) 

* Total Explained Variance =68.919% 

<표 4> 참여 동기요인의 구조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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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요인 분석

공통성 Cronbach’s α
인정감 성장 가능성 개인  혜택

가족의 인정 .860 .143 .038 .778

.658지인의 인정 .835 .264 .108 .770

동료의 인정 .825 .161 .252 .761

교육 유무 .157 .871 .115 .759
.662

정보획득 유무 .267 .818 .135 .750

특별혜택 유무 .105 .123 .859 .764
.690

보상 유무 .149 .109 .846 .795

*표 형성 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 .773

*근사카이제곱 = 343.705 (p<.001) 

* Total Explained Variance =76.833%

<표 5> 지속 요인의 동기요인의 구조행렬

자원 사자의 지속 요인의  다른 요인인 

생요인의 24개 문항을 기반으로 탐색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의 공통성이 .5이

상으로 나타났다. 한, 고유치 1을 기 으로 

요인 분석한 결과 설명된 총 분산은 80.156%

으며 인 계, 보수, 노동력, 정책  리, 

근무환경 총 5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표 

6> 참조).

본고에서의 종속변수인 만족도와 마  의

도에 한 요인 분석한 결과 두 요인 모두 1개

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만족도는 14개 문항, 

마  의도는 4개 문항으로 모든 문항의 공통

성이 .5이상으로 나타났다. Eigenvalue 1을 기

으로 요인 분석한 결과 설명된 총 분산은 만

족도는 66.723% 으며 마  의도는 60.899%

로 나타났다(<표 7>, <표 8> 참조).

항목
요인 분석

공통성 Cronbach’s α
인 계 보수 노동력 정책  리 근무환경

모임  동아리 유무  .909  .016  .098 -.017 -.085 .973

.654자원 사자 모임 기회  .901  .053  .096 -.047 -.023 .804

자원 사자와 친 감  .608 -.056  .291  .321  .155 .783

사비에 한 생각  .037  .930 -.011  .066  .041 .830
.688

사비 증가에 한 생각  .001  .897  .050 -.200  .079 .648

업무 자율성  .030  .092  .869  .194 -.045 .873
.682

로그램 기획  .351 -.049  .805  .024  .093 .853

규정의 정  인식 -.053  .036  .021  .908 -.026 .584
.679

사시간 리  .170 -.257  .328  .659  .103 .843

자원 사실 유무 -.027  .103  .029  .036  .979 .826 .710

*표 형성 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 .650

*근사카이제곱 = 442.937 (p<.001) 

* Total Explained Variance = 80.156%

<표 6> 지속 요인의 생요인의 구조행렬



공공도서  자원 사자의 참여동기와 지속요인이 자원 사활동 만족도와 마  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99

항목 만족도 공통성 Cronbach’s α

사활동에 한 보람 .850 .723

.614

유용한 존재 .837 .700

사활동에 한 자부심 .832 .692

사활동의 가치 .815 .665

사활동에 한 만족 .746 .557

*표 형성 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 .811

*근사카이제곱 = 379.083 (p<.001) 

* Total Explained Variance = 66.723%

<표 7> 만족도의 구조행렬 

항목 마  의도 공통성 Cronbach’s α

지인에게 사 참여 권유 .798 .638

.622
도서  로그램 홍보 .797 .634

도서  입장 지인들에게 변 .783 .613

지인에게 사 활동 권유 .742 .551

*표 형성 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 .737

*근사카이제곱 = 169.835 (p<.001) 

* Total Explained Variance = 60.899%

<표 8> 마  의도의 구조행렬

5. 분석결과

5.1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를 하여 설문에 참여한 자원 사자

들의 배경을 확인하기 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응답자 총 160명의 성비를 확인해본 

결과 남자는 13(8.1%)명, 여자는 147(91.9%)명

으로 여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연령 분포는 40 (41.3%)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 (20%), 50 (19.4%), 60  이

상(13.1%), 30 (6.3%) 순으로 나타났다. 직

업의 분포는 업주부 91명(56.9%)으로 반 

이상의 분포가 나타났으며 학생을 포함한 기

타 직업이 38명(23.8%), 사무직 18명(11.3%) 

서비스직 8명(5%), 문직 4명(2.5%)으로 나

타났다. 자원 사자의 결혼 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혼이 119명(74.4%), 미혼이 41명(25.6%)로 

추출되었다. 자원 사자의 활동 기간에 해서 

이제 사활동을 시작한 1년에서 3년이 77명

(48.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3년에서 5

년이 38명(23.8%), 10년 이상이 18명(11.3%), 

5년에서 7년이 15명(9.4%), 7년에서 9년이 12

명(7.5%) 순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응

답자의 사활동 횟수 분포는 한 달에 한두 번

이 56명(35%), 일주일에 1번이 60명(37.5%), 

일주일에 2번이 32명(20%), 일주일에 3번이 9

명(5.6%), 거의 매일이 3명(1.9%)로 나타났다

(<표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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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응답자 수(명) 비율(%)

성별
남자 13 8.1 

여자 147 91.9 

연령

20 32 20.0 

30 10 6.3 

40 66 41.3 

50 31 19.4 

60  이상 21 13.1 

직업

업주부 91 56.9 

사무직 18 11.3 

생산직 0 0.0 

서비스직 8 5.0 

자 업 1 0.6 

문직 4 2.5 

기타( 학생포함) 38 23.8 

결혼여부
기혼 119 74.4 

미혼 41 25.6 

활동기간

1~3년 77 48.1 

3~5년 38 23.8 

5~7년 15 9.4 

7~9년 12 7.5 

10년 이상 18 11.3 

활동횟수

한달에 1~2번 56 35.0 

일주일에 1번 60 37.5 

일주일에 2번 32 20.0 

일주일에 3번 9 5.6 

거의 매일 3 1.9 

<표 9>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N=160)

5.2 가설 검증

자원 사자의 만족도와 마  의도에 참여 

동기와 지속 요인이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질문을 기반으로 설계된 가설을 검증하기 하

여 각 변인에 한 요인 수를 활용하여 회귀

분석을 진행하 다. 

[가설 1]인 자원 사자 자원 사활동의 참

여 동기와 만족도 간의 계를 악하기 하

여 요인 수를 이용한 다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참여 동기와 만족도의 계가 (4,145)= 

16.769, <.001수 에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

으며, ²은 .316이며 자유도를 반 한 Adjusted 

²은 .297로서 검증된 회귀모형은 29.7%의 효

과크기를 보여주었다. 각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자원 사자의 참여 동기  정서  

동기, 합리  동기, 책임감이 <.001로 만족도

에 높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규

범기반  동기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표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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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인 독립변인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표 오차 

만족도

상수 -3.055E-17 .068  .000

정서  동기 .278 .069 .278 4.043***

합리  동기 .411 069 .411 5.984***

책임감 .257 069 .257 3.740***

규범 기반  동기 .066 .069 .066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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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² = .316 *Adjusted R² = .297

<표 10> 참여 동기가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한 다 회귀분석 결과

[가설 2]인 자원 사자 자원 사활동의 지

속 요인과 만족도 간의 계를 악하기 하

여 요인 수를 이용한 다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지속 요인과 만족도의 계가 (8,140)= 

17.920, <.001수 에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

으며 ²은 .506, Adjusted ²은 .478로 종속변

수인 만족도를 47.8% 설명하고 있다.

각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자원 사

자의 지속 요인  인정감, 성장 가능성, 인

계, 노동력, 정책  리가 <.05로 자원 사

자의 만족도에 높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지만 개인  혜택, 보수, 근무환경은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가설 3]인 자원 사자 자원 사활동의 참

여 동기와 마  의도 간의 계를 악하기 

하여 요인 수를 이용한 다 회귀분석을 실

행한 결과, 참여 동기와 마  의도의 계가 

(4,145)=12.259, <.001수 에서 유의한 결과

로 나타났으며 ²은 .253, Adjusted ²은 .232

로 종속변수인 마  의도를 23.2% 설명하고 

있다(<표 12> 참조).

마지막으로 [가설 4]인 자원 사자 자원 사

종속 변인 독립변인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표 오차 

만족도

상수  .003 .059   .045

동기

인정감  .202 .066  .203  3.704**

성장가능성  .300 .067  .299  4.442***

개인 혜택 -.013 .069 -.013  -.191

생

인 계  .192 .074  .192  2.598*

보수 -.073 .060 -.073 -1.209

노동력  .235 .063  .234  3.732***

정책 리  .330 .064  .330  5.157***

근무환경 -.027 .060 -.027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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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² = .506 *Adjusted R² = .478

<표 11> 지속 요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한 다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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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인 독립변인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표 오차 

마

의도

상수 -8.355E-17 0.72  .000

정서  동기 .215 0.72 .215 2.991**

합리  동기 .427 0.72 .427 5.945***

책임감 .131 0.72 .131 1.824

규범 기반  동기 .086 0.72 .086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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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² = .253 *Adjusted R² = .232

<표 12> 참여동기가 마  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다 회귀분석 결과

활동의 지속 요인과 마  의도 간의 계를 

악하기 하여 요인 수를 이용한 다 회귀분석

을 실행한 결과, 지속 요인과 마  의도의 

계가 (8,140)=12.087, <.001수 에서 유의

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²은 .409, Adjusted ²

은 .375로 종속변수인 마  의도를 37.5% 설

명하고 있다. 각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자원 사자의 지속 요인  인정감, 성장 가능

성, 인 계, 노동력이 p<.05로 마  의도에 

높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인  

혜택, 보수, 정책 리, 근무환경은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5.3 토의

자원 사자의 참여 동기, 지속 요인과 만족도, 

마  의도 간의 계를 악하기 하여 수행

한 통계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표 14>와 같다.

본고에서는 국내 공공도서  자원 사자의 

참여 동기, 지속 요인이 만족도와 마  의도

에 향을 미치는 요소를 통계  검증을 통해 

도출하 다. 그 결과 자원 사자는 자원 사활

종속 변인 독립변인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표 오차 

마

의도

상수 -.004 .065 -.061

동기

인정감  .254 .072  .255 3.529**

성장 가능성  .180 .074  .179 2.438*

개인  혜택  .102 .076  .102 1.350

생

인 계  .318 .081  .317 3.923***

보수 -.050 .066 -.050 -.751

노동력  .235 .069  .234 3.409**

정책 리  .055 .070  .055  .782

근무환경 -.037 .066 -.037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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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² = .409 *Adjusted R² = .375

<표 13> 지속 요인이 마  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다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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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설 검증 결과

연구 가설 1

가설 1-1 자원 사자의 합리  동기는 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2 자원 사자의 규범기반  동기는 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1-3 자원 사자의 정서  동기는 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4 자원 사자의 책임감은 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연구 가설 2
가설 2-1 자원 사자의 동기요인은 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 2-2 자원 사자의 생요인은 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연구 가설 3

가설 3-1 자원 사자의 합리  동기는 마  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2 자원 사자의 규범기반  동기는 마  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3-3 자원 사자의 정서  동기는 마  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4 자원 사자의 책임감은 마  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연구 가설 4
가설 4-1 자원 사자의 동기요인은 마  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 4-2 자원 사자의 생요인은 마  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표 14> 가설 검증 결과

동을 참여할 때 자원 사에 한 가치와 보람 

등 내 으로 나타나는 가치 심 인 ‘합리  

동기’와 타인을 한 헌신 인 ‘이타 인 마음’, 

도서 에서의 사에 한 ‘책임감’이 클수록 

자원 사자의 만족도 높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과 으로 자원 사자는 보상

을 통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  자원이 아니

기 때문에 도서  측면에서 자원 사자의 이러

한 심리 으로 발 되는 참여 동기를 악하여 

자원 사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토 로 

자원 사자의 모집  리가 필요하다. 한 

자원 사자의 만족도에 향을 주는 지속 요인

은 가족  지인의 ‘인정감’과 도서  내에서 

자원 사자의 ‘성장 가능성’을 증 시킬 수 있

는 교육이나 기회, 사서  자원 사자와의 ‘

인 계’를 요하게 생각하 으며 동시에 ‘노

동력’  ‘정책 리’ 한 요한 요인으로 나

타났다. 이는 효율 인 자원 사자에 한 정

책  업무가 기본 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심

리 인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자원 사자의 

만족도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도서 은 자원 사자의 역량 강화를 

한 교육을 진행하거나 진행한 경험이 있다. 이

러한 교육은 자원 사자의 동기가 유발되기 때

문에 자원 사자에게 교육의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다. 한, 자원 사자 간 모임을 통한 교류

나 사서와의 친 한 계도 자원 사자의 만족

에 많은 향을 미치므로 도서  측면에서 자원

사자의 인 계에 한 의미를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이와 반 로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는 

보수( 식비, 실비 등)는 오히려 자원 사자의 

불만족에 향을  수 있고 자원 사실 제공, 

다과 제공이나 개별 으로 특별 혜택을 주는 것

은 만족에 큰 향을 미치지 않았다. 

자원 사자가 공공도서 에 한 구  홍보 

 역할 변 등의 마 터 역할을 수행하는데 

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의 가치, 이타  마

음, 인 계, 인정, 성장 가능성, 효율 인 노

동력이었으며 개인 인 혜택이나 보수, 정책 

 리, 근무환경은 마 터로서의 역할에 많

은 향을 주지 못하 다. 즉, 도서 이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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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에게 도서  내에서 모임이나 동아리를 지

원하고 자원 사자 간의 친 성을 유도하고 성

장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면 가족  지인에

게 도서 을 홍보하기도 하며 자원 사활동을 

권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원 사자의 만족도와 마  의도의 역할

은 매우 높은 계를 보이기 때문에 자원 사

자는 만족과 동시에 마 터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기도 한다. 따라서 공공도서 이 자원 사자

의 만족을 충족시켜 다면 도서 에 한 구  

마 은 자원 사자를 통해 효과 으로 이루

어질 것이다. 

기존 연구가 자원 사자를 내부인력 보충의 

측면으로 인식하여 자원 사자 황  사례 

등 제한 으로 진행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자

원 사자 만족도와 마 의도에 자원 사자

의 심리  요인이 요하게 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하 다. 

연구 결과를 토 로 자원 사자의 만족 증  

 도서  마  효과를 강화하기 해 도서

에서 자원 사자 리에 용하여 고려해 볼 

수 있는 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 사활동의 가치에 기반한 자원

사자 모집 방법이다. 지 까지 자원 사자를 

모집할 때 다수의 도서 에서는 도서  홈페이

지  게시 에 게시하는 홍보물에서 자원 사

자 혜택으로 소정의 실비 지  는 자원 사

실  등록에 한 내용이 일반 으로 포함되어

왔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면 

보수  개인 인 혜택보다는 도서  내외에서 

자원 사자들이 기획하고 진행하는 로그램

이나 지역사회에 사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을 

홍보하여 자원 사활동에 한 가치나 보람을 

일깨워주는 것이 자원 사자의 심리 인 참여 

동기를 높여주는 효율 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자원 사자 요구에 기반한 교육의 제

공이다. 도서 에서 자원 사자의 교육을 지속

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자원 사에 한 기

본 소양, 도서  구성  업무에 한 교육, 도

서 배열 등 도서  리 측면에서 자원 사자

의 효율  업무를 높이기 한 교육이 진행되

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이와 더불어 자원

사자의 요구를 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교육

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원 사자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자체 로그램 기획이다. 자원 사자들이 도서

에 필요한 로그램을 자체 으로 기획하고 

홍보하는 활동까지 도서 에서 지원해 다면 

자원 사자의 심리  동기를 유발하여 만족도

를 높이는 동시에 도서  측면에서도 로그램

의 다양화, 마  효과, 자원 사자의 충성도 

증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자원 사자의 보수  개인  혜택에 

한 고려이다. 다수 도서 은 보수나 자원

사자의 개인  혜택을 요한 동기유발 요인

으로 악하여 도서 출 권수  기간의 확 , 

로그램 우선 등록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 사자의 보수  개인  혜택이 

자원 사자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본 연구의 결과는 지 까지의 도서  자원

사자 리방안을 재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다섯째, 자원 사자의 정기 인 회의 참여이

다. 도서 에서 주기 으로 진행하는 업무 회의

에 자원 사자가 참여한다면 다양한 의견  지

역사회의 요구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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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동시에 자원 사자의 책임감  소속

감, 인정감에도 정 인 향을 주어 자원 사

자가 도서 을 하여 마 터의 역할을 수행하

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자원 사자의 만족과 지속  

참여  이를 통한 도서  마  효과를 극

화하기 한 방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지만, 

이는 도서  인력으로서 자원 사자의 충성도 

강화  효율 ․효과  인  자원 활용으로서

도 의미를 가질 수 있으리라 기 된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 에서 활동하는 자원

사자의 인식과 동기를 악하여 자원 사자의 

역할을 확인하고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실증

으로 탐색하 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이를 바

탕으로 공공도서 은 자원 사자에 한 근

과 역할에 한 새로운 고찰을 시도하여 효율

인 인  자원 리가 가능할 것이다. 

6. 결 론

본 연구는 공공도서 에서의 자원 사자의 

역할  동기를 심으로 만족도와 그에 따른 

마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자원

사자의 역할을 도서  내부 직원과 외부 이용

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보고 자원

사자의 역할의 요성, 다양성을 악하고 자

원 사자의 만족을 증 시키기 한 요인의 탐

색을 시도하 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자원

사자를 도서 의 요한 인  자원으로 인식

하고 지속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 인 배

경을 제공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심층 면담을 통한 비연구, 설문

조사  그 결과를 활용한 통계검증을 수행하

다. 

공공도서  자원 사자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참여 동기는 합리  동기, 정서  동기, 

책임감으로 나타났으며 규범기반  동기는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만족도

에 향을 미치는 지속 요인은 동기요인인 인

정감, 성장 가능성과 생요인인 인 계, 노

동력, 정책  리로 추출되었지만, 동기요인

인 개인  혜택과 보수  근무환경은 자원

사자의 만족도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 자원 사자의 마  역할을 실행하게 

하는 참여 동기는 합리  동기, 정서  동기이

고 책임감과 규범기반  동기는 유의하지 않았

다. 지속 요인은 동기요인인 인정감, 성장 가능

성, 생요인인 인 계, 노동력이 마  효

과  역할에 향을 주었고 개인  혜택이나 

보수, 정책 리, 근무환경은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재까지 공공도서 에서 

자원 사자를 리  지원하는 방식을 재검토

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도서 에서는 보

수  개인  혜택 제공보다는 자원 사자의 

합리  동기와 정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자원 사활동의 가치에 기반한 자원 사자 모

집 방법 모색, 자원 사자에 한 인정, 교육 제

공, 자원 사자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자

체 로그램 기획, 주기 인 사서 회의 참여 등

을 제공하여 자원 사자의 인정감  소속감, 

인 계, 성장 가능성을 모두 충족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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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원 사자에 한 지원과 리방안

은 자원 사자가 도서 에서 자원 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지속 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자원 사자가 자신이 사하는 도서

에 한 애착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여 도서

의 목표를 해 함께 노력하는 내  추진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COVID-19의 상황에서 도서 이 

부분 휴 하여 자원 사자 운 을 단하면

서 표본의 선정과 크기에 한계 을 가지고 있

어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 상과 수를 확 한

다면 본 연구보다 더 높은 신뢰성을 기반으로 

보다 정확한 자원 사자의 만족도와 마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자원 사자의 활용을 효율

으로 극 화하여 자원 사자가 도서  내부

의 인  자원으로서 도서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노력하는 마 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 자원 사자가 도서  랜딩의 하나로 

활용되고 공공도서 에서의 자원 사자에 

한 후속 연구가 더 다양하고 폭넓게 이루어져 

요한 인  자원으로서 인식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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