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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학교도서  학부모 자원 사자들의 사활동과 만족도를 악하기 하여 안양․과천지역 34개교 등학교 자원 사자

를 상으로 개인  배경, 사활동 경험, 사교육, 인 계, 만족도 등에 한 조사를 수행하고 분석하 다. 2011년 
11월 2주간 수행된 설문조사에 524명이 응답하 으며(응답률 60.6%), 데이터는 기술  통계, t검증, 분산분석, 상 계로 
분석하 다. 학부모 자원 사자는 여성, 36-40세, 졸이 가장 많고, 사기간은 7-12개월, 최근 6개월간 사빈도는 
6회 미만, 사시간은 6시간 이하가 많다. 74.0%가 사 교육을 받았으며, 50.9%가 계속교육 경험이 있다. 사활동에 
한 체 만족도는 5  척도에 3.64 이다. 만족도 분석 결과, 성별, 학력, 사활동과 계속교육 수 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고학력, 사 경력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다. 인 계 요인과 
만족도의 계는 정  상 계가 있으며, 동료 사자와의 계가 원만할수록 만족도가 높다. 분석 결과에 기 하여, 

사활동의 효과와 만족도 향상을 한 자원 사자 리방안을 제언하 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activities and satisfaction of school library parent volunteers. 

The questionnaire survey, which consisted of questions regarding personal background, volunteering 

experience, training, interpersonal relation, and satisfaction, was administered for two weeks in November 

2011 to volunteers in 34 elementary schools in Anyang and Gwacheon area. Data collected from 524 volunteers 

(response rate was 60.6%)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correlation analysis. 

Most of the volunteers were female, 36-40 in age, and with college education. The biggest group had seven 

to 12 months volunteering experience, less than six hours, and frequencies for the last six months. 

Seventy-four percent had training before the volunteer service and 50.9% had continuing education 

experience. The mean score of satisfaction was 3.64 on a five-point Likert scale. There were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s in satisfaction, depending on sex, education, level of volunteering experience, and 

continuing education.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recommendations for systematic volunteer management were suggested to improve 

effectiveness and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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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학교도서 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  학교에

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 지원을 목

으로 하는 도서 이다. 학교도서 에서는 타도

서 과 마찬가지로 정보자료를 수집하고 조직

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기본 인 역할과 

동시에 교과활동과 련된 교육 인 기능이 강

조되고 있다. 

지난 10여 년에 걸쳐 학교도서 에 한 심

은 계속 높아져 왔다. 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5년간 총 3,000억원을 들여 학교도서 의 기본

시설과 장서 확충, 활용 로그램 강화, 담 

리인력 배치  문성 제고, 민 력체계 구

축을 내용으로 한 ｢학교도서  활성화 종합방

안｣을 시행한 결과, 2002년 80.4%이었던 학교

도서 의 설치율이 2008년에는 94%로 증가되

었고, 2010년 재 학교도서  설치율은 98.4%

에 이르게 되었다(국회 2011). 

그러나 많은 산을 들여 최신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장서를 확충하는 등의 외형  성장을 거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이라고 할 수 있

는 인력 문제가 상 으로 소홀히 다루어져서, 

학교도서 은 더 큰 성과를 달성하는 차원으로 

발 하지 못하고 있다. 

부분의 학교도서 은 사서 는 담당교

사 1인 체계로 운 되고 있다. 학교도서  사

서는 도서  운  외에 학생들의 정보활용능

력 함양과 독서활동을 계획하고 지도하는 업

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부족한 인력의 부분을 

자원 사활동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자원

사자는 학교도서 의 요한 인 자원을 구

성하고 있으며, 학생의 연령 가 낮은 등학

교 도서 에서는, 주로 학부모가 자원 사자

로 활동한다.

최근 우리사회의 자원 사활동은 드라마틱

한 변화를 겪고 있다. 자원 사자는 모든 비

리기 의 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도서 계에

서도 새로운 도 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

원 사활동은 사회  의무감이나 주 의 강요

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원 사자 스스로의 사활동에 한 심리 , 

정서  만족은 자원 사활동의 효과를 측정하

는 척도가 되며, 자원 사자를 활용하는 기

에서는 참여자들이 사과정에서 만족할 수 있

는 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학교도서  련 연구  자원 사자에 

한 연구는 주로 사활동 황, 활성화 방안, 

사서  자원 사자의 인식에 집 되어 있으며, 

자원 사자의 만족도를 체계 으로 조사하여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의 목 은 등학교 도서 에서 자원

사활동을 하는 학부모 자원 사자를 상으

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분석함으로써 사활

동 황을 악하고, 개인  배경, 사 경험, 

사 련 교육, 인 계 등 다양한 요인과 만족

도의 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자원 사 활동의 효과를 입증할 뿐 아

니라 만족도의 차이를 래하고 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원 사자들

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효율 인 학교도서  

학부모 자원 사자 운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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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배경

2.1 학교도서 의 자원 사활동

학교도서  자원 사자에 한 기 연구가 

드문 편이지만, 학교도서 이 발 한 미국에서

는 1950년 에 학생 수 증가와 교사 부족 상

을 극복하기 하여 자원 사가 시도되었으며, 

그 후, 60년 와 70년 를 통하여 활성화된 것

으로 나타나 있다(Bennett 1984). 1971년 미국

도서 회가 도서  자원 사에 한 ｢Guide- 

lines for Using Volunteers in Libraries｣를 제

시한 이 후, 도서  자원 사는 체계를 갖추고 

사회 안에서 리 수용되었다. 1976년의 발표

에 따르면, 당시 미국에는 약 250만 명의 도서

 자원 사자가 있었으며, 그  약 25만 명이 

학교도서 에서 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McCauley 1976).

우리나라의 자원 사활동은 1960년  이후 

십자 운동으로 조직화되었으며, 1978년 사회

복지 의회가 발족되었고, 1980년 에 한국여

성개발원의 자원 사인력은행과 서울올림픽조

직 원회의 자원 사단이 설립됨에 따라 국민 

의식이 고조되었다. 1990년  이후에는 자원

사활동이 양 으로 히 늘어났으며, 2005년 

｢자원 사활동기본법｣(법률 제 8852호) 제정과 

함께 제도 으로 보편화되었다. 자원 사는 다

양한 복지기 을 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사

회의 다원화에 따라 사 역과 사자의 범

 한 세분화 되었다. 

도서 의 자원 사활동은 비교  역사가 짧

아, 1990년  반 이후에 활성화되었고, 2001

년에는 한국도서 회에서 도서  자원 사 

실태조사와 표 모델을 개발하 다. ｢도서 법

시행령｣(법률 제 10588호)에 ‘도서  이용 등에 

한 민간참여  자원 사 활성화’ 조항이 포함

되고, 각  도서 에서 자원 사자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도서  자원 사자 수가 양

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문화체육 부에서는, 2007년과 2008년 2회

에 걸쳐, 공공도서   학교도서 을 상으

로 자원 사자 황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보

고서에 따르면(문화체육 부 2008), 우리나

라의 10,149개 학교도서   53.06%인 5,385

이 조사에 참여하 고, 그  46%인 2,483

이 자원 사자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자원 사자 수는 학교도서  1  당 26명

이나, 주로 경기도와 서울 지역에 편 되어 있

다. 학교도서 의 자원 사업무는 운 반 40%, 

열람 사 34%로 주로 단순 반복 인 일에 치

되어 있다. 자원 사자의 모집에서 타 기 과

의 연계 비율은 2%에 불과하며, 자원 사자에 

한 교육은 93%의 학교도서 이 실시하고 있

지만, 리자에 한 교육은 9%밖에 되지 않아, 

사자를 한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에 한 문

제가 제기되고 있다. 

학교도서 은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 지방

단체로부터 추가 인력을 지원받지 않는 한 1인 

체계로 운 되므로, 학부모 자원 사자의 활용

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학교도서  사서나 담당

교사가 보다 문 인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하

며, 사회비용의 감 효과를 래하고, 자원 사

자들에게는 자아실 과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등학교 도

서 의 학부모 자원 사자에 한 체계 인 

리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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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원 사활동과 만족도

자원 사의 어원은 라틴어의 자유의지(voluntas)

에서 기원한 것으로 인간의 자발  의지(will)

와 욕망(desire)을 나타낸다. 자원 사활동에 

한 개념을 살펴보면, 미국의 National Associa- 

tion of Social Workers에서 발행한 Encyclopedia 

of Social Work에서는 ‘욕구가 인식되었을 때 

어떤 구체 인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사회  책

임의 태도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며, 가를 기

하거나 의무 으로 행하는 것을 월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 고(Dunn 1995), 국의 Volun- 

teering Unit은 자원 사활동이 ‘자신이나 가

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해 직 인 보상 없

이, 국가나 기 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수행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하 다

(Sheard 1995). 우리나라의 ｢자원 사활동기본

법｣에서는 ‘개인 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인류사회를 하여 가없이 자발 으로 시

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 ’라고 자원 사활동

을 정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정의를 종합하

여 볼 때, 자원 사는 공공의 목 을 해 가

를 바라지 않고 자발 으로 펼치는 자유로운 활

동이며 자발성, 무보수성, 복지성의 특성을 지

닌다고 할 수 있다. 

자원 사활동이 자원 사자를 활용하고 있

는 기 에 주는 효과성에 한 측정은 사자

의 수, 기여도, 시간 등을 화폐 단 로 환산한 

계량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원 사자 개

인에게 주는 효과는 수치로 측정하기 어렵다. 

자원 사 활동이 자원 사자 개인에게 주는 효

과는 물질  측면 보다 심리 ․정서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자원 사활동에 한 인정

과 보상에는 다양한 방법이 고려되고 있지만, 

다수의 자원 사자는 물질  보상 보다 사회

인 인정과 심리 , 정서  측면의 보상을 더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서울시정개발연

구원 1995). 

심리 ․정서  측면을 측정하기 해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 ‘만족’이다. McCormick(1974)

은 조직 내 성원들에 의해 유지되는 태도의 특

정 부분집합으로 직무에 해 성원들이 갖는 감

정  반응인 만족은 개개인의 가치나 욕구와 

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Locke(1975)는 만족이

란 감정  반응이기 때문에 내성의 과정에서만 

발견되거나 악되며, 직무만족은 종업원이 자

신의 직무에 해 평가하여 받을 수 있는 정

인 감정 상태라고 하 다. 윤익수(1981)는 만

족이란 사회체계와 련하여 일반  만족과 직

무만족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사회체계의 구성

원이 체계에 하여 갖는 극 인 감정의 정

도가 일반  만족이라면, 사회체계의 일부로서 

조직에 하여 갖는 만족이 직무만족이라고 정

의하 다. Moore(1985)는 자원 사자의 만족

도에 해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하 는데, 자원

사자들이 무보수로 일하는 것은 자원 사활

동에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 자

원 사활동에서 욕구가 충족되면 만족을 경험

할 것이며, 만족감을 린다면 자원 사활동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족은 개인이 가지는 감정  반응 는 태도

라고 할 수 있으며, 욕구 충족의 정도로 측정할 

수 있고, 자원 사활동에 있어서도 자원 사자

가 자원 사활동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욕

구 충족의 정도로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다. 따

라서 이러한 만족도의 개념은 자원 사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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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측정하기 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자원 사활동의 만족도는 단순히 자원

사활동의 효과를 측정하기 해서 뿐만 아니

라, 자원 사자를 활용하는 기 에게도 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원 사자가 활동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기 의 업무에 차질이 생기거나 

사 상자에게 서비스가 제 로 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결과 으로 기 과 서비스와의 

계에서 생기는 갈등은 사 련자 모두에게 

해를 주게 되는 것이다. 만족은 한 사활동

의 지속여부에 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 에

서는 자원 사자들의 불만족을 방하고 만족

을 향상시키기 하여 만족도와 계가 있는 

요인을 악할 필요가 있다. 

2.3 학부모 자원 사에 한 선행연구

사회복지 분야의 다양한 역과 비교하면 도

서 의 자원 사활동 연구는 상 으로 미흡

한 편이며, 최근에 수행된 연구들은 학교도서

 보다 공공도서 에 집 되어 있다. 등학

교 도서 의 자원 사활동은 주체가 학부모라

는 에서 다른 유형의 도서 과 차이가 있다. 

학부모 자원 사자를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박문 (2004)은 학교도서 이 교수-학습정

보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해 담 인력

의 배치와 문성을 제고해야 하며, 문성 제

고의 일환으로 학교도서 의 자원 사자를 

상으로 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지역

교육청별로 학교도서  활용수업지원단을 구성

하여 연수과정을 신설하고, 연수 로그램을 다

양화하며 교내 학부모단체와 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제언

하 다.

이미경(2006)은 안산지역 50개 등학교  

학부모 자원 사자를 활용하고 있는 28개교의 

사서와 자원 사자를 상으로 자원 사활동에 

한 인식을 조사하 다. 총 32명의 사서와 158

명의 학부모 자원 사자가 설문에 응답하 으

며, 사참여 동기에 한 인식에 차이가 있었

고, 사 교육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하 으나, 

사 교육의 내용에는 인식 차이가 있었다. 사서

와 학부모 자원 사자의 계는 서로 호의 이

나, 학부모 자원 사자에 한 학교의 응은 

평소 무 심하여 학교 차원의 지속  심이 필

요하다고 제언하 다. 

윤명자(2008)는 구지역 205개 등학교 

도서 담당 (사서)교사를 상으로 학부모 자

원 사자의 활용에 해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81명의 사서로부터 응답을 받아 분석한 결

과, 자원 사자가 업무 내용에 해 제 로 인

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교육청의 지속 인 교육

과 자원 사자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인력 

풀 가동, 공공도서 과의 연계 력, 교육인

자원부의 자원 사활동에 한 실비 지원 등을 

제언하 다.

정혜선(2009)은 주지역 ․ 학교  학

부모 자원 사자를 활용하는 25개 등학교와 

2개 학교의 사서와 학부모 자원 사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사서 27명과 학

부모 자원 사자 206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자원 사자를 리․감독 하는 사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요하며, 사활동 지속을 한 자원

사자의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고취시킬 동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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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되어야 하고, 동기부여의 방법으로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 다. 지역교육청의 지원으로 

사활동에 한 업무개발, 행사기획, 교육, 평

가와 같은 인력 리와 운  모델 구축을 제언하

다.

장유미(2010)는 양지역 사서 미배치 등

학교 5개 학교도서 의 학부모 자원 사자를 

상으로 조사하 다. 124건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자원 사자는 자료에 한 질문에 답을 

못하거나, 찾아주지 못할 때 사활동에 해 

어려움을 느끼며, 수서와 장서 검, 교과와 연

계한 도서  활용수업에서 사의 한계가 있지

만, 사활동이 학교도서 에 매우 도움이 되고, 

부족한 인 자원을 보완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학교도서 의 학부모 자원 사

에 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학교도서 의 자

원 사자의 활용, 학부모의 참여 동기, 사서와 

학부모의 인식에 한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하

으며, 사자 교육과 학교 당국  정부의 지

원 등에 해 제언하 다. 학교도서  학부모 

자원 사활동의 효과를 측정하고 효율 인 

리 방안을 도출할 자원 사자 만족도에 한 

체계  연구는 수행되지 못하 다. 

3. 연구 방법

3.1 조사 상 

본 연구에서는 자원 사 활용 수 이 높은 경

기도의 안양․과천 지역에 있는 등학교 도서

의 학부모 자원 사자를 조사 상으로 하

다. 경기도에는 총 25개의 교육지원청이 있고, 

각 교육지원청 당 평균 45개 등학교에서 평균 

1,387명의 학부모 자원 사자가 학교도서 에

서 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경기도교

육청 2010). 안양․과천지역에는 44개 등학

교가 있으며, 학부모 자원 사자는 총 1,248명으

로, 지역교육청의 평균치와 큰 차이가 없다. 

학부모 자원 사자 황을 악하기 하여 

2011년 9월에 구두로 문의한 결과, 44개 등학

교  학부모 자원 사자가 없는 5개교를 제외

한 39개교가 조사 상이 되었다. 학기 에 등록

한 학부모 자원 사자 에 이사, 취업, 육아 등 

기타 개인 인 사정으로 도에 그만둔 경우가 

있어, 실제 활동 사자 수는 1,004명이었다. 여

러 가지 사정으로 조사에 조하지 않은 5개교

를 제외한 총 34개교 등학교 도서 의 학부

모 자원 사자 865명을 상으로 조사를 실시

하 다. 조사 상 34개 등학교 도서 의 담

당자 황을 살펴보면, 2명의 사서교사와 32명

의 사서직원(무기계약직 25명, 기간계약직 7명)

으로 구성되어 있다. 

3.2 측정도구의 설계

자원 사활동의 만족도에 하여 청소년, 

학생, 여성, ․장년층, 노인 등 참여자에 따라, 

보건․의료, 환경․교통, 문화․ 술, 국제 력 

등 활동분야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만족도와 련하여 인구사회  요인, 사참여 

동기와 업무, 운  요인 등이 조사되었으며, 보

다 최근에는 사활동 경험, 사교육, 인 계 

등과 같은 요인들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 분야의 연구결과에 주목하여, 학교도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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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원 사자 만족도에 작용할 것으로 간주

되는, 개인  배경, 사활동 경험, 사교육, 

인 계 등 다양한 요소와 자원 사 만족도를 측

정요소로 설정하 다. 

학부모 자원 사자의 개인  배경으로 성별, 

연령, 학력, 직업에 한 문항을 포함하 다. 

사활동 경험은 사 기간, 횟수, 시간, 이  사

경험 여부에 한 문항을 포함하 고, 사교육

에 하여는 사 교육과 내용, 계속교육 이수 여

부와 빈도, 시간, 유형, 도움 정도에 한 문항을 

포함하 다. 인 계는 자원 사자와 사활

동 상자인 학생, 담당교사 는 사서, 동료 자

원 사자 간의 계 각각에 해 3문항씩 총 9

개 문항을 포함하 고, 그밖에 참여 동기, 활동

내용, 지속 여부에 한 문항도 포함하 다. 

자원 사활동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해 

Francies(1982)가 제시한 척도를 번안하여 사

용한 조휘일(1991)과 권지성(1999)의 척도를 

본 연구의 상과 목 에 맞추어 수정하 다. 

Francies의 척도는 자원 사활동의 욕구 혹은 동

기에 을 두고 있으며, 경험 추구, 사회  책

임감, 사회  , 타인 기  부응, 사회  인정, 

사회  교환, 성취의 일곱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권지성(1999)이 사용한 척도는 2000년  들어 

김정은(2005), 김은애(2008), 방미혜(2008), 김

미선(2009), 정 숙(2009) 등이 축소하여 사용

하 다. 본 연구에서는 권지성(1999)이 사용하

던 총 21문항  사회복지기 에 해당하는 6개 

문항을 제외한 15개 문항을 채택하 다. 선행연

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0.7013에서 0.9121의 범 이다. 

설문지의 내용과 문항 구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설문지 문항 수는 총 44개이며, 문항 에는 

복수선택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설문 안에 

해 배경이 다른 학부모 자원 사자 3명을 

상으로 사 테스트를 실시하여 사용된 용어와 

표  방식을 응답하기 쉽게 수정하 다.

조사 역 세부항목 문항 수

개인  배경 성별, 연령, 학력, 직업 4

사활동 경험 

참여 동기  경로(2)
사 기간, 빈도  시간(2) 

이  사경험(2) 
사활동 내용(1) 

7

사 교육 사 교육(2)과 계속교육(5) 7

인정  지원 사회  인정  지원 1

인 계 
담당교사/사서와의 계(3)
동료자원 사자와의 계(3) 
활동 상자와의 계(3) 

9

지속 의지 사활동 지속 의지 1

사 만족도
경험추구(2), 사회  (3), 사회  책임(3)
사회  인정(2), 타인기 부응(2)
성취(2), 사회  교환(1) 욕구

15

계 44 

<표 1> 설문지의 내용과 문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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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데이터 수집 차

설문지는 안양․과천 지역의 34개 등학교 

도서 담당 사서 는 사서교사를 통하여 조사

상자들에게 달되었으며, 2011년 11월 2일

부터 2주간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조사 상 학

부모 자원 사자 총 865명  524명이 응답하

여 60.6%의 회수율을 보 다. 불성실한 설문지

가 없었으므로 524부 모두 분석에 사용되었고, 

설문의 일부를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통계 분

석에서 무응답으로 처리하 다.

3.4 통계 분석 방법

각 문항에 해 기술통계를 분석하 고, 학

부모 자원 사자의 개인  배경, 사경력, 교

육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t검정과 변량분석

(ANOVA)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한 피어

슨상 계 분석을 통하여 학부모 자원 사자의 

인 계 변인과 사활동 만족도의 계를 살

펴보았다. 데이터의 분석을 하여 SPSSWIN 

18.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 다. 

4. 데이터 분석 결과

4.1 만족도 기 통계 분석

자원 사활동에 한 만족도는 경험 추구, 

사회  , 사회  책임, 사회  인정, 타인 

기  부응, 성취, 사회  교환의 일곱 가지 욕구

(Francies 1982)가 얼마나 충족되었는가를 측

정하 다. 역에 따라 1~3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각 문항은 리커트 5  척도로 되어 있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0.651~0.829

의 범 에 있다. 응답자의 자원 사활동 만족

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구 분 사례수 평균(표 편차)

경험 추구 욕구 504 3.88(.66)

사회   욕구 502 3.62(.68)

사회  책임 욕구 504 3.36(.73)

사회  인정 욕구 503 3.78(.63)

타인 기  부응 욕구 500 3.62(.69)

성취 욕구 503 3.82(.70)

사회  교환 욕구 496 3.60(.75)

만족도 체 3.64(.60)

<표 2> 자원 사활동 만족도 기 통계 분석

만족도 세부 역을 보면, ‘경험 추구 욕구’가 

평균 3.88 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성취 욕

구’가 평균 3.82 , ‘사회  인정 욕구’가 평균 

3.78  순서로 되어 있다. ‘사회   욕구’가 

평균 3.62 , ‘타인 기  부응 욕구’가 평균 3.62

, ‘사회  교환 욕구’가 평균 3.60 으로 간 

정도이며, ‘사회  책임 욕구’는 평균 3.36 으

로 상 으로 낮다. 자원 사활동 만족도 체 

평균은 3.64 으로 ‘보통’과 ‘그런 편이다’의 사

이에 있다. 동일한 만족도 척도(권지성 1999)를 

사용한 다른 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학부모 

자원 사자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장년층 

자원 사자의 만족도를 조사한 김미선(2009)의 

연구에서는 체 만족도가 평균 3.69 이었으

며, 학생 자원 사자의 만족도를 조사한 김

은애(2008)의 연구에서는 체 만족도가 평균 

3.61 , 학생상담 자원 사자의 만족도를 조사

한 방미혜(2008)의 연구에서는 체 만족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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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3.66 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유사한 

수 이다. 

응답자들의 자원 사 활동 만족도는, 자원

사자 개인의 자아성장, 지식, 경험 등을 쌓는 것

과 련 있는 ‘경험 추구 욕구’나 ‘성취 욕구’에

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사회에 한 공

헌이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감에서 

사활동을 하는 이타 인 동기 보다는 자신을 발

시키려는 이기 인 동기로 사에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도서  학부모 자원 사자를 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설문  1개 문항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이미경(2006)의 연구에서는, 

응답자 149명 에서 ‘매우만족한다’가 12.75%, 

‘만족한다’가 56.38%로 나타났다. 사서미배치 

등학교도서  자원 사자를 상으로 조사한 장

유미(2010)의 연구에서도 1개 문항으로 만족도

를 조사하 는데, 자원 사자 124명 에서 ‘매

우만족한다’에 54.84%, ‘만족한다’에 37.10%가 

응답하여 비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자원 사활동의 지속 의지에 한 문항에서

는, 응답자의 부분인 92.1%가 지속 으로 참

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자

원 사자들은 자녀의 해당 등학교 재학 에

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활동을 단하

는 경우는 드믈 것으로 보인다. 

4.2 개인  배경과 만족도 

응답자의 개인  배경과 자원 사활동에 

한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

과 같다.

변인 구분 사례 수 비율(%) 만족도 평균(표 편차) t or F

성별
남자 5 1.0 3.30(.24)

-3.51*
여자 499 99.0 3.65(.60)

연령

30-35세 64 13.5 3.50(.57)

2.1536-40세 282 59.4 3.64(.58)

41세- 129 27.2 3.69(.64)

학력

졸 2 0.4 2.94(.00)

2.47*

고졸 59 11.7 3.46(.66)

문 졸 89 17.7 3.63(.64)

졸 322 63.9 3.68(.57)

학원졸 32 6.3 3.70(.62)

직업

업주부 427 85.1 3.61(.60)

2.76**

자 업 16 3.2 3.53(.60)

문직 25 5.2 3.80(.54)

리직 2 0.4 4.61(.00)

사무직 13 2.6 3.92(.57)

서비스직 12 2.4 4.02(.46)

일용직 2 0.4 4.08(.00)

기타 5 1.0 3.96(.11)

*p<0.05, **p<0.01

<표 3> 개인  배경과 만족도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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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은 여자가 99.0%로 남자에 비해 압도

으로 많다. 성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고(t=-3.51, p<0.05), 여

자의 평균이 3.65 으로 남자의 평균 3.30  보

다 높다. 연령은 ‘36세 이상 40세 이하’가 59.4%, 

‘41세 이상’이 27.1%이며, 만족도는 평균 3.50 - 

3.69 의 범 에 있다. 연령별 만족도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학력은 ‘ 졸’이 63.9%

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 문 졸’이 17.7%로 

체로 높고, 학력에 따라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

가 있다(F=2.47, p<0.05). 응답자의 다수인 

85.1%가 업주부이다. 리직, 서비스직이 만

족도가 높고, 자 업과 업주부의 만족도는 상

으로 낮은 편이며, 직업별 만족도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F=2.76, p<0.01). 

4.3 사활동 경험과 만족도 

응답자의 사활동 경험과 자원 사에 한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학부모 자원 사자의 사기간은 ‘7-12개월’

이 49.8%로 가장 많고, 만족도는 ‘25개월 이상’ 

사한 집단이 평균 3.76 으로 가장 높다. 

사경력에 따라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F=4.09, p<0.05). 최근 6개월 간 총 사활동 

횟수는 ‘5회 이하’가 37.7%, ‘6-10회’가 32.1%

로, 10회 이하로 사한 응답자가 체의 약 

70%를 차지한다. 만족도는 ‘16-20회’가 평균 

3.99 , ‘21회 이상’이 평균 3.95 으로 높다. 

사횟수에 따른 만족도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1.16, p<0.001).

변인 구분 사례 수 비율(%) 만족도 평균(표 편차) t or F

사경력

-6개월 50 9.7 3.61(.77)

4.09**
7-12개월 256 49.9 3.56(.56)

13-24개월 91 17.7 3.75(.59)

25개월 - 116 22.6 3.76(.56)

사횟수

(최근 6개월)

-5회 183 37.7 3.56(.60)

11.16**

6-10회 156 32.1 3.52(.53)

11-15회 46 9.5 3.79(.46)

16-20회 23 4.7 3.99(.55)

21회 - 78 16.0 3.95(.60)

사시간

(최근 6개월)

-6시간 146 30.7 3.51(.59) 

7.10***

7-12시간 132 27.8 3.68(.58)

13-18시간 56 11.8 3.60(.60)

19-24시간 56 11.8 3.70(.49)

25시간 - 85 17.9 3.93(.58)

타기

사경험

유 91 18.2 3.95(.61)
5.20***

무 408 81.8 3.59(.57)

*p<0.05, **p<0.01, ***p<0.001

<표 4> 사활동 경험과 만족도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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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간별 만족도는 ‘25시간 이상’이 평균 3.93

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9-24시간’이 평균 

3.70 이며, 사시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다(F=7.10, p<0.001). 타기

에서의 자원 사활동 경험에 해 응답자의 

81.8%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기  

사 유경험자의 만족도 평균은 3.95 으로, 무

경험자의 만족도평균 3.59 보다 히 높고, 

경험유무에 따라 만족도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t=5.20, p<0.001). 

4.4 자원 사 교육과 만족도 

자원 사 교육과 자원 사활동 만족도의 차

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응답자의 74.0%가 자원 사활동에 한 사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시 205개 

등학교 도서 담당교사를 상으로 조사하

던 윤명자(2007)의 분석 결과를 보면, 응답 도

서 (N=81)  87.7%에 해당하는 71개교가 

사자를 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 것

으로 나타났다. 양 지역의 사서미배치 등

학교도서 의 자원 사자를 상으로 조사하

던 장유미(2010)의 분석에서는, 응답자 124

명  80.64%가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 결과를 보면 사 교육 이수 

비율이 다소 낮아, 학부모 자원 사자의 26%

가 아무런 교육 없이 사에 투입되는 교육 부

재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 교육 여

부에 따른 만족도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계속교육은 응답자의 49.1%가 받지 못하 고,

변인 구분 사례 수 비율(%) 만족도 평균(표 편차) t or F

사 교육

여부

사 교육 유 382 74.0 3.65(.59)
.37

사 교육 무 134 26.0 3.63(.62)

계속교육

여부

계속교육 유 262 50.9 3.78(.56)
5.50***

계속교육 무 253 49.1 3.50(.60)

계속교육

이수빈도

1회 67 27.0  3.65(.58)

3.48*
2회 83 33.5 3.77(.56)

3회 34 13.7 3.88(.55)

4회 이상 64 25.8 3.94(.50)

계속교육

이수시간

1시간 30 13.6  3.52(.66)

7.32***

2시간 71 32.3 3.67(.50)

3시간 24 10.9 3.51(.56)

4시간 22 10.0 3.96(.51)

5-10시간 44 20.0 4.05(.53)

11시간 이상 29 13.2 4.05(.46)

계속교육

도움정도

그  그 다 14 5.7 3.20(.85)

11.14***도움이 되었다 169 69.0 3.77(.54)

매우 도움이 되었다 62 25.3 3.95(.42)

*p<0.05, **p<0.01, ***p<0.001

<표 5> 자원 사 교육과 만족도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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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교육을 받은 집단의 만족도는 평균 3.78

으로 그 지 않은 집단의 만족도 평균 3.50 보

다 높다. 계속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만족도에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t=5.50, p<0.001). 

계속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262명을 상

으로 조사한 결과, 계속교육의 이수 빈도는 ‘1

회’ 27.0%, ‘2회’ 33.5%로, 2회 이하 교육받은 

응답자가 체의 약 60%를 차지하지만, ‘4회 이

상’ 교육을 받은 응답자도 25.8%로 나타나, 계

속교육 이수 실태에 편차가 크다. 계속교육의 

이수 빈도에 따른 만족도는 평균 3.65-3.94 의 

범 에 있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F=3.48, p<0.05). 

계속교육의 이수 시간은 ‘2시간'이라고 응답

한 경우가 32.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10

시간'이 20.0%, ‘1시간'이 13.6%의 순이다. 평균 

교육시간은 6.35시간이지만 표 편차가 9.96으

로 응답자 간의 편차가 크다. 계속교육 이수 시

간에 따른 사활동 만족도의 차이는 통계 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7.32, p<0.001). 

한 계속교육에 해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69.0%,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25.3%로 체로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속교육 유용성

에 한 응답자의 인식에 따라 만족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F=1.14, p<0.01). 

4.5 사자 인 계와 만족도 

자원 사활동의 인 계는 자원 사자와 활

동 상자와의 계, 담당 사서 는 교사와의 

계, 동료 자원 사자와의 계, 세 가지로 구분

하여 각각 3문항씩 총 9문항을 리커트 5  척도

로 조사하 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0.794~0.864의 범 에 있다. 인 계 요인

별로 학부모 자원 사자들의 응답에 한 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구 분 사례 수
인 계측정치 

평균(표 편차)

활동 상자와의 계 516 3.71(.65)

담당 사서/교사와의 계 517 4.26(.62)

동료 자원 사자와의 계 490 3.86(.72)

   <표 6> 자원 사자 인 계 요인별 

기 통계 분석

활동 상자인 학생들과의 계, 학생들의 고

마움 표시, 학생들의 만족 표시 등에 해 조사

한 자원 사자와 활동 상자와의 인 계 측

정치 평균은 3.71 으로 나타났다. 자원 사활

동을 리 감독하는 담당 사서 는 교사의 친

과 근성, 수용성, 명확성에 해 조사한 자원

사자와 사서/교사와의 인 계 측정치 평균

은 4.26으로 나타났다. 동료 자원 사자들과의 

계에 해 상호 이해, 친교, 력에 해 조사

한 자원 사자와 동료자원 사자들과의 인

계 측정치 평균은 3.86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인 계측정치는 담당 사서 

는 교사와의 계에서 가장 높아 원만한 계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동료 자원 사자와의 

계이고, 활동 상자인 학생들과의 계가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인 계 요인과 사활동 만족

도 간의 계를 악하기 하여 상 계 분석

을 수행한 결과가 <표 7>에 나타나 있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인 계 요

인이 사활동 만족도와 비교  높은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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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상자 계 담당 사서/교사 계 동료자원 사자 계

만족도 .50*** .44*** .52***

*p<0.05, **p<0.01, ***p<0.001

<표 7> 자원 사자 인 계와 만족도 상 계 분석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 사자의 인

계  만족도와 가장 큰 상 계가 있는 것은 

동료 자원 사자와의 인 계이다(r=0.52). 동

료자원 사자와 계가 좋을수록 는 원만할

수록, 자원 사활동에 한 만족도가 높아진다. 

다음으로 활동 상자인 학생과의 인 계와 만

족도는 상 계수 0.50이다. 사서 는 사서교사

와의 인 계와 만족도의 상 계수는 비교  

낮은 0.44로 나타나, 동료자원 사자나 학생과

의 인 계보다 자원 사활동의 만족도에 향

을 덜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제언

최근 학생과 교사의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학교도서 에 한 심은 정책 인 지원과 함

께 높아지고 있지만, 1인사서 체계인 부분의 

학교도서 은 업무의 상당 부분을 자원 사활

동에 의지하고 있으며, 등학교 도서 에서는 

학부모들이 자원 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본 논

문의 목 은 학부모 자원 사자의 황과 활동 

그리고 사활동 만족도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자원 사활동의 효과를 측정하고 효율 인 

리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안양․과천지역의 

34개 등학교 도서 의 학부모 자원 사자 865

명을 상으로 2011년 11월 개인  배경, 사

활동 경험, 사교육, 인 계, 사활동 만족

도 등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524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 자원 사자의 99.9%는 여자이

고, 연령은 36세-40세가 59.4%로, 자녀가 입학

할 즈음 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력은 

문 학 졸업 이상이 87.9%로 높은 편이고, 직

업은 85.1%가 업주부이다. 사활동 경험을 

보면, 사기간은 7개월-12개월, 사횟수는 최

근 6개월간 10회 이하, 사시간은 12시간 이하

가 가장 많아 자원 사자의 과반수가 학기 에 

활동을 시작하고, 한 달에 1~2회 정도로 사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원 사자의 74.0%가 사

교육을 받았으며, 과반수가 계속교육을 받았

지만, 계속교육이수 빈도는 2회 이하, 시간은 2

시간 이하가 지배 이며, 편차가 심하다. 계속교

육이수자의 94.3%가 계속교육의 유용성에 해 

매우 정 이다. 자원 사자의 인 계는 담

당 사서 는 교사와의 계가 5 척도에서 4.26

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동료와의 계, 학

생과의 계로 나타났다.

둘째, 경험추구, 사회  , 사회  책임, 사

회  인정, 타인 기  부응, 성취, 사회  교환 

역으로 세분하여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경험 

추구 욕구’가 평균 3.88 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

로 ‘성취 욕구’가 평균 3.82 , ‘사회  인정 욕구’

가 평균 3.78  순서로 되어 있다. ‘사회   

욕구’가 평균 3.62 , ‘타인 기  부응 욕구’가 평

균 3.62 , ‘사회  교환 욕구’가 평균 3.60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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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 정도이며, ‘사회  책임 욕구’는 평균 

3.36 으로 상 으로 낮다. 자원 사활동 만

족도 체 평균은 3.64 으로 ‘보통’과 ‘그런 편

이다’의 사이에 있다. 한편 체 응답자의 92.1%

가 자원 사활동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부모 자원 사자의 자원 사활동 만

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개인  배경  성별

(t=-3.505, p<0.05), 학력(F=2.467, p<0.05), 

직업(F=2.759, p<0.01)에 유의한 차이가 있고, 

연령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남자보다 여자 

자원 사자의 만족도가 높고, 고학력일수록 만

족도가 높았지만, 학부모 자원 사자의 다수

인 업주부의 만족도는 조사한 직업군  두 번

째로 낮은 만족도를 보 다. 사활동 경험에 따

른 만족도는, 사 기간(F=2.711, p<0.05), 횟수

(F=11.161, p<0.001), 시간(F=7.098, p<0.001)

에 따라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고, 사활동 수

에 따라 만족도가 높고, 타기  사경험 여

부에 따라서도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t=5.201, p<0.001). 사활동에 한 사 교

육 여부에 따라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계속교육 이수 여부는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t=5.498, p<0.001). 계속교육을 받은 집

단이 만족도가 높고, 횟수(F=3.479, p<0.05)와 

시간(F=7.316, p<0.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다. 한 계속교육 유용성에 한 인식에 

따라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F=1.135, 

p<0.01). 자원 사자의 인 계와 만족도에 

해 상 계 분석을 한 결과, 모든 요인에서 비

교  높은 정  상 계가 있으나, 동료 자원

사자와의 계가(r=0.52, p<0.001)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제언이 가능하다. 

첫째, 학부모 자원 사자들은 업주부가 

부분이나 체로 졸 이상 학력으로 교육 수

이 높고, 학력과 직업에 따라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한 경험 추구와 성취 욕구가 강

하여, 단순 보조 활동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

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교도서 의 업무는 도서

 운 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정보리터러시 함

양은 물론 독서활동의 계획과 지도, 그리고 보다 

최근에는 창의  체험활동까지 포함하게 되었

다. 학부모 사자의 업무 배치 과정에서 사자 

특성, 교육 수 , 공, 사 경험 등을 고려해야 

만족도를 높이고 사활동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부모 자원 사자를 한 체계 인 교

육 로그램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사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사활동을 시작한 학부모가 

체의 1/4이며, 자원 사자의 과반수는 계속교

육을 이수한 경험이 없다. 사 교육은 반드시 

사에 선행되어야 하며,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계속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자원 사 교육은 보다 문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형식 인 단순성을 지양하고, 개별 학교

도서  차원을 벗어나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와 연계하여, 역별 수 별로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자원 사는 이타 인 동기에서 시작되

지만, 본 조사의 응답자인 학부모들에서는 이기

 욕구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자원 사자들이 

교육을 통해 자 심을 갖고 사에 임하게 되면,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나아가 도서  서비

스 발 을 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부모 자원 사자들의 인 계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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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만족도와 한 계가 있다. 학부모들은 

담당 사서 는 교사와의 계에 정 으로 응

답하 으나, 만족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원 사자 동료들 간의 계로 나타났

다. 학교도서 은 학부모 사자들이 어울리면

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볼런테인먼트의 개발

과 지원에 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학부모 자

원 사자들이 조직에 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

도록 온라인/오 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친

목을 도모하고 모임이 가능하도록 편의시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등학교 도서 은, 획기 인 변화가 없는 한,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효과 으로 달성하기 

해 학부모의 자원 사활동에 계속 의존할 것이

다. 학부모 자원 사자의 리는 인 자원 활용

에 한 인사 리에 해당되는 것이며, 체계 인 

운 과 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과를 기

하기 어렵다. 학교도서  학부모 자원 사자

들을 효율 으로 리하기 하여, 국내 다른 

종에 한 선행연구(조찬식 외 2009)나 외국의 

선행연구(Todaro and Smith 2006) 등을 참조

하여 자원 사자의 모집과 선발, 배치, 교육, 평

가, 지원 등에 한 구체 인 지침서가 마련된다

면, 학교 당국은 물론, 담당 사서와 교사, 그리고 

자원 사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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