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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교회도서  자원 사 운 에 한 반 인 황과 문제 을 악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101개 교회도서 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72개(71.2%) 교회도서 으로부

터 담당자용 73부(응답률 68.2%)와 자원 사자용 221부(응답률 79.4%)를 회수하 다. 조사 결과 교회도서  

업무 반에 자원 사가 활용되고 있으며 자원 사자들은 자원 사활동에 부분 만족하고 있으나 교육과 

지속 인 동기부여가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원 사자 활용 업무와 보상에 하여 담당자와 자원 사자 

사이에 인식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 다. 이를 바탕으로 교회도서  자원 사 운   리요소와 제반 환경에 

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ABSTRACT

This research conducted questionnaire surveys of church library managers and volunteers 

in church libraries, in order to improve volunteer management in church libraries by the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with regards to operating volunteer activities. Seventy one 

church library managers out of 101 church libraries, and 221 volunteers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The survey results indicated that volunteers’ satisfaction with their work and 

need for education and continuous motivation Perception gap was found between managers 

and volunteers on application of task and the reward system Based on the results, this research 

suggests the ways of improvement for operating and training volunteers in church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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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목

교회도서 은 모기 인 교회에 소속된 부설

기 으로, 각 도서 의 설립 취지와 규모에 따

라 다르지만, 기본 으로 교인들이 신앙 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목회자들의 

설교 비, 신앙연구  교회학교 교사들의 교회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교회도

서 은 1990년 부터 일부 형교회 주로 운

되어 왔으나, 2000년  이후에는 소형교회

에서도 운 하기 시작하여 그 수가 증가하고 있

다. 최근에는 21세기 문화목회에 힘입어 교회도

서 이 단순히 책을 빌려보는 곳이 아닌 주민들

의 모임과 휴식공간, 그리고 문화공간으로 차 

발 해 가고 있다(조용훈 2013).

교회도서 은 목회자의 목회방침에 따라 

신학 문도서 , 지역사회주민을 한 개방형 

공공도서 , 어린이를 주요 상으로 하는 어

린이도서 , 교회역사 자료를 수집하는 사료

 등 여러 형태로 운 하고 있다. 교회도서

이 그 역할을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사서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자원

사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실제로 교회도서

 자원 사자의 참여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

이다. 곽지원(2005)의 연구에 의하면, 교회도

서 을 운 하는 운 자  비 임 자원 사자

의 비율이 56.25%로 가장 높았다. 한 이명희

(2010)의 연구에서도, 교회도서 의 평균 인

자원은 문사서가 0.7명, 임 비 문사서가 

0.8명, 자원 사자가 월 22.9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수 교회에서 자원 사 운 을 한 

계획이나 지침 없이 자원 사자들을 활용하고 

있다. 

교회도서 에서의 자원 사는 자원 사자

의 부분이 소속 교회 교인들이라는 실을 

감안할 때, 교회 산 감 효과와 함께, 도서

의 업무에 한 경험을 통해 도서 에 한 

이해를 넓  도서  홍보에도 정 인 향을 

 수 있다. 자원 사자로서는 도서  자원

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계기

가 되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아 실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에서 그 활용가치가 

높다.

그러나 부분의 교회도서 에서는 자원

사 운 에 한 별도의 계획이나 지침 없이 단

순보조 업무에 사자들을 배치하고 있으며, 

당면한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해 손쉬운 방법

으로 모집하고 운 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교

회도서 의 체계 인 자원 사 운 은 자원

사자의 도서 에 한 만족도  지속성에 결정

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에도 향을 미치므로, 궁극 으로 

이용자들에게 보다 더 나은 정보제공을 가능하

게 해 다. 

교회도서 에서의 자원 사자 역할에 한 

요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연구는 교회도서 의 규정개발, 운  연구와 

활성화 방안에 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으

며, 교회도서  자원 사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 은 교회도

서  자원 사 운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 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교회도서  자원

사에 한 체계 이고 효과 인 운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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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 교회도서  자원 사 운

에 한 황을 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

하기 하여 문헌 연구와 미국교회도서  사례 

조사  국내 황 조사를 진행하 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교회도서 의 의의와 

조직, 교회 자원 사의 개념  기능, 교회도서

 자원 사의 의의에 하여 조사하 다. 

둘째, 미국 교회도서 의 자원 사 운 에 

하여 5개의 교회도서  사례를 살펴보았다. 

셋째, 국내 황 조사를 하여 교회도서  

자원 사 운 에 한 설문조사를 하 다. 

1.3 선행연구

교회도서 에 한 연구는 부분 교회도서

 설치와 조직 운 에 한 연구를 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교회도서  자원 사 운 과 

리에 한 선행 연구는 거의 없다. 

이 직(1985), Dotts(1988), McMichael(1998), 

Campbell(2010) 등은 교회도서  설치와 운

에 하여 연구하 다. 이 직(1985)은 외국자

료를 번역하여 교회도서  규정, 시설, 발 방

향  운 에 한 반  내용을 소개하 다. 

Dotts(1988)는 교회도서  운  시에 도서  

목 을 명확히 결정하고, 목 에 따라 이용 상

자의 범 와 서비스내용을 분명히 하여, 장서 

수집을 신학분야로 할 것인지, 다양한 분야의 

자료로 확 해 수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

다고 하 다. McMichael(1998)은 미국의 200

여개 교회도서 을 상으로 도서  황과 활

성화 방안을 분석하 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

탕으로, 교회도서 의 필요성, 설치방안, 직원선

발, 활성화 방안, 재정조달 방법 등에 하여 제

시하 다. Campbell(2010) 등은 각 교회에서 교

회도서 을 설립하여 운 할 때 필요한 정책  

차에 한 매뉴얼을 출 하여, 도서  사서나 

담당자가 도서 을 운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

다. 

교회도서 의 활성화 련 연구로는 장 운

(1991), 김명옥(2000c), Ward(2004), 김미경

(2004), 염혜선(2005), 송성수(2009), 이명희

(2010), 김희진(2013) 등이 있다. 장 운(1991)

은 우리나라 교회도서 의 발 방안에 한 연

구에서, 교회도서 에 한 목회자의 극 지

원과 교회도서  문 인력 양성, 설치  운

방법에 한 교단 신학 학 지원의 필요성을 

논하 다. 김명옥(2000c)은 교회도서 의 직원, 

시설, 열람 사, 산화, 산항목 등과 같이 

도서  반에 하여 운  황과 문제 을 

분석하 다. 아울러, 교회도서  활성화 방안

으로 직원, 자료, 산을 확보하고 산화를 이

루어야 한다고 서술하 다. Ward(2004)는 교

회 도서  활성화를 한 하나의 정형화된 비

법은 없다고 하 다. 교회도서 을 활성화하기 

한 방법으로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활성화를 한 그 각각의 노력들은 도서 의 

목 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

다. 

김미경(2004)은 교회도서  문사서가 있

는 7개 교회도서 을 선정하여 사서와 이용자

를 상으로 운  황과 이용자 정보요구 조사

를 실시하여, 교회도서 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발 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 다. 

염혜선(2005)은 교회도서  활성화를 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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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타 기 과의 력체제 구성, 문화 로그

램 운   특성화된 교회도서  육성이 시 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 다. 송성수(2009)

는 기존의 한국 교회도서 이 도나 선교의 방

법으로 교회도서 을 설립하고 운 하는 소극

인 태도를 보 다고 지 하 다. 이에 양상이

론과 교회 표지 근을 통한 교회도서 의 신학

 철학  이론을 제공하여 교회도서 을 교회

교육과 기독교문화 형성을 한 교회교육의 허

로서 극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언하

다. 이명희(2010) 역시 교회교육의 정상화와 기

독교 문화 형성을 하여 교회도서 의 황과 

문제 을 악하여 교회도서 의 활성화 방안

을 제시하 다. 김희진(2013)은 교회도서  활

성화를 한 방안을 모색하기 해 경기도내 교

회도서  운 자를 상으로 운  황에 따른 

운 자 만족인식도를 조사하 다. 연구결과, 교

회도서  운 을 한 산확보가 우선시 되어

야 하며, 문 인력 배치를 통한 교회도서  운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교회도서 에 한 인식 연구는 곽지원(2005), 

신동민(2014) 등이 수행하 다. 곽지원(2005)

은 교회도서 에 한 일반 인 인식, 교회도

서  설치, 운 에 한 황을 악하여 목회

자의 인식이 교회도서  활성화를 해 가장 

요하다고 언 하 다. 신동민(2014)은 교회도

서 의 이용률 조와 소규모로 운 되는 을 

지 하 고, 교회도서  이용률을 높이기 해

서는 홍보강화, 지역사회 개방, 종교도서와 일반

도서의 한 장서구성이 필요하다고 서술하

다. 

도서  자원 사 리모델  로그램에 

한 연구는 McCune과 Nelson(1995), 설문원

(2002) 등이 있다. McCune과 Nelson(1995)은 

도서 의 질 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해서

는 자원 사활동이 필요한데, 이를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해 모집  리방안에 있어 구체

이고 체계 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서술하

다. 설문원(2002)은 자원 사의 활용은 도서  

서비스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요한 

략으로서, 활용 역을 극 개발하고 체계 으

로 리할 필요가 있다고 단하고, 공공도서

이 자원 사를 효과 으로 리하기 한 

리모델을 제시하 다. 

자원 사자 리  교육에 한 연구로는 

Cumins(1998), Famer(2006), 김미선(2012) 등

이 있다. Cumins(1998)는 자원 사 조직에서 

조직 목표나 자원 사자의 목표, 정보 흐름은 

결정 인 역할을 한다고 언 하 다. 아울러 

극 인 경청, 상담제, 평가 등이 자원 사 조

직을 이끌어 가는데 요한 요소임을 강조하

다. Famer(2006)는 자기 경 을 통한 자원

사자 리를 통해 자원 사자를 리하는 방법

을 언 하 다. 

김미선(2012)은 경기지역 공공도서 에서 자

원 사자를 활용함에 있어 도서 마다 자원

사자에 한 리방침의 부재 는 인식 부족

으로 효율 이고 체계 인 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논하 다. 

도서  자원 사의 활성화를 한 연구로는 

Barnes와 Sharpe(2009), 조찬식 외(2009) 등

의 연구가 있다. Barnes와 Sharpe(2009)는 자

원 사의 감소에 하여 자원 사자들의 생활

방식의 복잡화, 비공식 이고 비체계 인 조직, 

자원 사와 기 과의 충돌이 원인이라고 지

하 다. 조찬식 외(2009)는 재 우리나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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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도서  자원 사의 운 과 리 실태를 기획

부문, 리부문, 행정부문으로 나 어 조사하

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도서  자원 사의 활

성화 방안과 망을 제시하 다. 

도서  자원 사 운   리에 한 연구로

는 공민정(2005), 김혜주 외(2009) 등의 연구

가 있다. 공민정(2005)은 자원 사활동을 보다 

체계 이고 효율 으로 추진하기 해서는 자

원 사자를 지도, 육성할 수 있는 담부서  

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시하 다. 김혜

주 외(2009)는 국내 자원 사자 18만여명을 

상으로 자원 사자 참여, 담당업무, 리  운

(교육, 모집), 문화 로그램 사로 나 어 

활동 황을 조사․분석하 다. 

이처럼, 그동안 진행된 연구는 교회도서  분

야에서는 설치  운 , 규정, 인식  활성화 방

안에 해 주로 이루어졌다. 한, 자원 사와 

련된 연구는 주로 공공도서 을 상으로 진

행되었고, 교회 자원 사에 한 연구는 있으나 

교회도서 의 자원 사에 한 연구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아 이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2. 교회도서 의 자원 사

2.1 교회도서 의 의의와 조직

교회도서 은 목회자나 교회학교 교사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교육  기능에서부터 도서  

고유의 기능, 신학 문도서 , 공공도서 , 학

교도서 , 어린이도서 , 사료  등 다양한 기

능을 가지고 있다. 도서 법에서 명시하고 있

는 종별 도서 의 기능  수행업무를 교회

도서 과 비교해 보면, 교회도서 은 문도서

에서부터 공공도서 , 학교도서 , 어린이도

서  등 모든 종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도서 을 운 하는 각 교회는 교

회의 목표와 목회자의 목회방침에 따라 다양한 

교회도서 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 하거나, 한 

분야를 특성화하여 집 으로 운 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회의 도서 은 지역사회주민에게 필요

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기 이다. 

교회도서 은 도서 의 사명에 따라 교인들의 

신앙생활  지역사회 주민에게 필요한 모든 지

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기 이다. 교회도서

은 기독교 인 측면에서 볼 때, 청년들에게 여

가 공간과 독서를 통한 신앙성장과 인 체험

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 도서 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요성이 인정된다.

도서 에서의 조직은 도서  경 리의 일

환으로 도서  내의 모든 직원, 직 , 보고 계 

 공식 인 커뮤니 이션 라인을 나타내는 시

스템이다. 이러한 도서 조직의 특징은 도서

의 목 , 방침, 구성원  조직구조에 의하여 형

성된다(김명옥 2000b). 교회도서 은 모기 인 

교회의 사명이나 목표에 향을 받는다. 교회는 

목회자(목사, 도사)와 직분자(장로, 권사, 집

사) 그리고 평신도로 구성된다. 그리고 교회 내

에 여러 기 을 두어 각각의 맡은 바 역할을 분

담한다(이종문, 장 운 1992).

2.2 교회 자원 사의 특징 

기독교  입장에서 자원 사는 먼  성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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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성서에는 자원

사와 련된 많은 명령과 비유가 있지만, 자원

사의 극치와 형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

(  10:25-37)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회에서 

자원 사의 진정한 의미는 ‘치유와 화목의 행

’로써 상처를 싸매주고, 갈라진 틈을 메우며, 

공동체의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노력에서 찾을 

수 있다(Cox 1996). 일반 으로 자원 사는 어

떤 일을 가 없이 자발 으로 참여하여 돕는 

것을 의미하지만, 곽효문(2000)은 교회 자원

사는 일반 인 자원 사와는 달리 성서와 교리

에 따라 실천된다는 과 인 구원과 구원

받은 데 한 감사와 기쁨을 함께 리는 공동

체를 만들고 사회변화를 도모한다는 거시 인 

목표를 추구한다고 보았다. 교회에서의 자원

사는 시간이 남아서 실천하는 잔여 인 사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기본 인 자질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류 사랑에 한 응

답으로서의 책임  사라고 할 수 있다. 자원

사는 하나님의 철 한 요구사항인 동시에 기

독교인들이 삶 가운데서 실천해야 할 필수 인 

요소로 볼 수 있다(윤철원 2004). 

김동배(2007)는 기독교 자원 사를 구제와 

사회보호(Caring), 상담과 교육(Curing), 지역

사회개발과 사회행동(Changing)의 세 역으

로 분류하 다. 그리고, 지 까지는 우리나라 교

회의 자원 사활동이 구제와 사회보호 역에 

치 하 는데, 앞으로는 상담과 교육, 지역사회

개발과 사회행동에도 심을 기울여야 함을 강

조하 다. 

이와 같이 교회 자원 사는 기독교 에서 

소외된 인간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구원을 지향

하기 때문에 자기만족이나 개별 인 보상과는 

무 하며, 하나님의 보상을 기 하는 것으로 그

리스도인들이 자원 사에 자발 이고 신속하게 

나서도록 하는 동기가 된다.

2.3 교회도서  자원 사의 의의

도서  자원 사는 도서 이라는 사회  기

구에 자원 사라는 사회  행 가 결합된 개념

으로, 자발성, 복지성, 무보수성의 특성을 지닌 

사회  활동이 도서 의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서  운 에 반 된 것이다. 

한, 도서 이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보다 효과

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사회  자원을 활용

하는 것이며, 도서 이나 자원 사자, 나아가 

지역사회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많

은 역이다(조찬식 2011).

교회도서 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부분

은 도서기증과 사자들의 자원 사를 통해 이

루어지고 있다. 자료기증은 도서나 도서 에 

필요한 물품을 도서 에 기증하는 것이고, 자

원 사는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도서 에 헌신

하여 도서 의 운 을 돕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교회도서 은 모기 인 교회 내 인 자

원의 참여가 다른 종의 도서 에 비해 용이

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소

속교회에 한 사명감과 헌신, 사정신이 투

철하다. 

한, 교회는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문

가들이 많이 있어, 도서  문화 로그램에 각 

분야의 문가들이 참여함으로 수 이 높은 교

육 로그램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교회 주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산을 감시키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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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업무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도

서 에 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 자

원 사자 측면에서는 다양한 경험의 축 과 함

께, 각종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기발 을 꾀할 

수 있고, 자아실 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 활

용가치가 높다.

 

2.4 미국 교회도서 의 자원 사 운

미국 Church and Synagogue Library As- 

sociation에서 1999년 발행된 Recruiting and 

Training Volunteers for Church and Syn- 

agogue Libraries 와 ALA에서 2011년 발행

된 Managing Library Volunteers 를 기 로 

교회도서 의 자원 사 모집방법, 사인원, 

사자질  자격, 사업무, 모집가이드 등에 

한 사항을 분석하 다. American Library Di- 

rectory(2013-2014)에서 운 주체가 개신교(장

로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루터교, 성공회, 구

세군, 순복음, 교 ) 교회인 교회도서  199개 

도서 을 상으로 교회  교회도서  홈페이

지를 재방문하여, 교회에서 자원 사 로그램

이 운 되고 있으며, 교회도서  자원 사에 

한 직무기술서를 제공하고 있는 5개 기 을 선

정하여 분석하 다. 

달라스 제1침례교회(First Baptist Church 

of Dallas)는 1868년에 창립된 침례교 교단 소

속의 교회이다. 이 교회에서 운 하는 트루엣 기

념도서 (Truett Memorial Library)은 1989년

에 설립되었다. 도서  자원 사는 교회차원에

서 조직되어 운 하고 있는 자원 사 로그램

을 통해 운 된다. 도서  자원 사를 비롯하

여 각 부서에서 자원 사를 희망하는 사자는 

교회 홈페이지의 메뉴 가운데 ‘Serve’ 항목의 

‘SERVE@FBD’를 통해서 자원 사활동에 

련된 모든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사를 희망

하는 사자는 먼  자신의  재능(spiritual 

gift, 은사)을 악하고, 시간을 헌신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사함으로써 자신의 목 과 성취

감을 발견할 수 있는 비가 되어있는지 검

한다. 검 결과와 함께 심이 있는 부서를 체

크하여 교회 사담당부서에 제출하면, 사담

당부서에서는 비 사자에게 합한 부서와 

연결한다. 이 교회도서 의 ‘ 사 부서  업무 

소개(SERVE Job Board)’ 항목에서는 교회 내

에서 사를 필요로 하는 부서의 사역들을 9개

의 범주로 나 어 소개하며, ‘SERVE Other 

Opportunities’에서 사업무, 사에 요구되는 

능력, 사시간, 사에 필요한 자세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알링턴 제1침례교회(First Baptist Church)

에서 운 하는 메 디스 기념도서 (Meredith 

Memorial Library)은 2001년에 설립되었다. 교

회도서 은 특정부서에 속해 있지 않으며, 교회

부설기 으로, 주로 자원 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원 사에 한 내용은 도서  홈페이지

의 ‘자원 사/서비스(Volunteer/Service)’ 항목

을 통하여 담당업무 설명과 자원 사 지원서를 

제공하고 있다. 도서 에서 자원 사자가 담당

하는 업무는 도서의 출, 반납, 서가배열, 신간

자료의 처리 등이며, 사자에게 요구되는 능

력이나  재능, 사시간 등은 홈페이지 상

에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도서  사를 희

망하는 사자는 도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

는 자원 사 지원서를 온라인상에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자원 사 지원서는 이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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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주소, 연락처, 교인 확인, 사시간 선택으

로 구성되어 있다. 

자원 사 신청은 교회홈페이지에서도 가능

하다. 교회 홈페이지 상단 메뉴  ‘Contact’ 항

목에서 ‘Volunteer Application’을 통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서 

사역은 도서  사를 포함하여 총 16개이며, 

각 사역들마다 그 사역에 합한 ‘Leadership 

Opportunities’를 제공하여 리더 사역을 요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eadershipNEXT’

는 알링턴 제1침례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자들을 한 리더 교육으로, 사하고 있는 

부서에서 리더로 사하기를 원하는 사자들

에게 교육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로

그램이다. 

애즈버리 제1연합 감리교회(Asbury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의 애즈버리 도서

(The Asbury First Resource Library)은 

1977년에 설립되었으며, 교회의 교육부서에 속

해 있다. 자원 사는 도서 원회에서 리

하며, 사자는 도서  리, 자료의 등록  

처리, 자료의 출․반납, 도서  행사 계획  

비, 도서 리뷰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사를 희망하는 사자는 모집공고 확인 후, 

자원 사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자원

사 지원서는 사자의 인 사항과 함께 사자

가 직  사를 희망하는 부서를 선택하게 되

어있다. 그리고 사자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작성하며, 자신의 기술이나 재

능을 발견하고 심있는 역을 기록하도록 되

어 있다. 이를 통해 사자는 자신에게 합한 

자원 사의 기회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콜로라도 스 링스 제1장로교회(First Pres- 

byterian Church)의 가드  기념도서 (John 

C. Gardner Memorial Library)은 이용자의 문

의에 답을 제공하고, 자료를 찾아  수 있는 훈

련된 자원 사자들이 항상 비되어 있다. 자원

사자들은 매월 으로 모여 도서 의 자료와 

도서 을 이용하는 모든 연령 의 이용자들을 

연결해 주기 한 방법을 연구한다. 사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자료의 출․반납, 바깥출입

이 쉽지 않은 교인들에게 서비스하기, 어린이

에게 방문하여 책 읽어주기, 컴퓨터 기술을 활

용한 문서작업, 자료 목록하기, 도서 의 환경 

장식 등이다. 교회 자체 으로 사자들이 자신

들의 재능을 지속 으로 리될 수 있도록 ‘재능

목록 채 가이드(The Gifts Inventory Scoring 

Guide)’를 비하여 사자들이 기록할 수 있

도록 장려하며, 교회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리한다.

미장로교회(The National Presbyterian 

Church & Center, 이하 NPC)는 1947년에 창

립된 장로교 교단의 교회이며, 컬버트슨 기념

도서 (William Smith Culbertson Memorial 

Library), 새틀라이트 도서 (Satellite Library)

과 어빈 채 먼 기념 아카이 (The Ervin N. 

Chapman Memorial Archives)를 운 하고 

있다. 도서 은 ‘양육(Grow)’ 부서에 소속되어 

있으며, 담당직원 1명과 자원 사 에 의해 운

된다. 자원 사자들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는 

자료의 출  반납, 자료의 목록, 도서  뉴스

터 작성, 신간도서 리뷰와 아카이 에서의 업

무를 돕는 것이다. 한, 컬버트슨 기념도서

에서는 자원 사의 확 된 개념으로 도서  후

원그룹인 도서 친구들이 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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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회도서  자원 사 운  황 
분석

 

3.1 설문조사 상  방법

교회도서  자원 사 운  황 분석을 하

여 교회도서  담당자와 자원 사자들을 상

으로 자우편과 우편  방문을 통한 설문 조

사를 실시하 다. 

설문 문항은 김미선(2012), 수연(2011), 장

운(1991)의 연구와 2009년 문화체육 부

에서 발간한 도서  자원 사 활성화를 한 

교육 로그램개발  연구보고서를 참조하 으며, 

담당자용과 자원 사자용을 별도로 작성하 다. 

설문지의 내용을 보완하기 해 교회도서 에

서 2년 이상 근무한 4인의 담당자와 자원 사자

들에게 비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 상 

선정을 하여, 문화체육 부 국가도서  통

계시스템에서 ‘교회도서 ’으로 검색된 도서

과 건물명이 교회로 검색된 기 을 일차 으로 

수집하고, 화로 운 주체가 교회인지 확인하

다. 한 국가도서  통계시스템에서는 검색

이 되지 않았으나, 홈페이지 상에서 해당구청에 

작은 도서 으로 등록이 확인된 교회도서 도 

조사 상에 포함하 다. 

와 같은 과정으로 수집된 교회도서  238

개를 상으로 4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1차 

화설문을 실시하여, 자원 사조직 유무와 

사인원, 담당자, 담당자 자우편 주소와 설문

참여 여부를 조사하 다. 설문 결과, 도서  운

이 단, 공사 , 등록된 화번호가 없는 번

호로 나오는 기 을 제외하고, 설문조사에 참

여하겠다고 정 으로 응답한 교회도서  101

개 기 에 담당자용 설문지 107부와 자원 사

자용 설문지 278부를 배포하 다. 2014년 4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자우편, 우편설문, 직

방문을 통해 72개(71.2%)기 으로부터 담

당자용 73부(68.2%)와 자원 사자용 221부

(79.4%)를 회수하 으며, 이 에 무응답 항목

이 많은 담당자용 설문지 2부를 제외한 후에 설

문결과 분석을 진행하 다. 

3.2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3.2.1 응답자  도서  일반사항

교회도서  담당자를 상으로 성별, 자원

사 수에 한 설문을 진행하 다. 설문 응답자 

71명의 성별은 남성 42명(59.2%), 여성 29명

(40.8%)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게 악되었다. 

이는 담당자  목사, 부목사, 도사와 같은 사역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연령은 30 부터 50 가 차지하는 비율이 

체의 90.1%를 차지하 으며, 21∼30세는 7.0%, 

61세 이상은 2.8%의 응답률을 보 다.

근무경력은 5년 미만이 40명(61.5%)으로 가

장 많았으나, 10년 이상은 9명(13.9%)으로 비

교  낮게 나타났다. 자원 사자 수는 20명 미

만이 87.7%로 부분을 차지하 고, 20명 이상

은 12.3%로 상 으로 낮게 악되었다(<표 

1> 참조).

교회도서  설립년도는 1996년 이후부터 시

작하여 2001～2010년 사이에 67.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교회도서  설립이 이 시기에 이

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서  연간

산은 1,0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률이 73%로 조

사되어, 다수의 교회도서 이 재정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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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사항 응답수(명) 백분율(%)

근무경력

3년 미만 22 33.8

3년∼5년 미만 18 27.7

5년∼10년 미만 16 24.6

10년∼15년 미만 5 7.7

15년 이상 4 6.2

계 65 100.0

자원 사 수

1∼2명 20 30.8

3∼4명 10 15.4

5∼10명 미만 11 16.9

10∼20명 미만 16 24.6

20∼30명 미만 5 7.7

30∼49명 미만 2 3.1

50명 이상 1 1.5

계 65 100.0

<표 1> 담당자 근무경력  자원 사자 수

구분 세부사항 응답수(명) 백분율(%)

설립년도

1980년 이 1 1.6

1980∼1990년 1 1.6

1991∼1995년 1 1.6

1996∼2000년 9 14.1

2001∼2005년 15 23.4

2006∼2010년 28 43.8

2011년 이후 9 14.1

계 64 100.0

연간 산

500만원 미만 33 52.4

500∼1,000만원 미만 13 20.6

1,000∼2,000만원 미만 10 15.9

2,000∼3,000만원 미만 2 3.2

3,000∼5,000만원 미만 2 3.2

5,000∼1억원 미만 2 3.2

1억원 이상 1 1.6

계 63 100.0

<표 2> 교회도서  설립년도  연간 산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표 2> 참조).

교회도서 의 담당자는 무 사자 20명

(28.2%), 담임목사 14명(19.7%), 문사서 14

명(19.7%)의 순으로 문사서의 비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담임목사, 부목사, 도사

를 포함한 사역자의 비율이 33.8%로 문사서

와 비 문가1)를 합한 도서  담직원 비율 

31.0%보다 약간 높게 악되었다. 고용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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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명의 응답자  무 사자가 50명(70.4%)

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월 제 정식직원은 

15명(21.1%)으로 조사되었다(<표 3> 참조). 

교회도서  담당자 가운데 사서자격증을 보

유하고 있는 사서는 18명(25.4%)으로 낮게 

악되었고, 독서 련 자격증이 9명(12.7%), 교

육 련 자격증이 6명(8.5%), 컴퓨터 련 자격

증이 3명(4.2%)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5명

(49.3%)은 어떠한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나, 문자격을 갖춘 사서 채용

이 시 함을 알 수 있었다.

3.2.2 자원 사 운

1) 조직  모집

교회도서 에서 자원 사자를 활용하는 목

은 도서  담당직원의 업무를 보완하기 해

서가 31.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 다(<표 

4> 참조). 

구분 세부사항 응답수(명) 백분율(%)

담당자

무 사자 20 28.2

담임목사 14 19.7

문사서 14 19.7

비 문가 8 11.3

도사 7 9.9

부목사 3 4.2

유 사자 1 1.4

기타 4 5.6

계 71 100.0

고용형태

무 사자 50 70.4

월 제 정식직원 15 21.1

유 사자 4 5.6

월 제 계약직원 2 2.8

계 71 100.0

<표 3> 교회도서  담당자  고용형태

구분 세부사항 응답수(명) 백분율(%)

활용목 *

담당직원의 업무 보완 42 31.6

사하는 삶의 기회 제공 29 21.8

교인들의 신앙성장 20 15.0

지역사회와의 유 강화 14 10.5

지역주민들에게 도서  홍보 10 7.5

교육  문화 로그램 제공 10 7.5

기타 8 6.0

계 133 100.0

*복수응답

<표 4> 자원 사자 활용목

 1) 설문지에서는 ‘비 문사서’라고 표 하 으나, 본문에서 비 문가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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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도서 에서 자원 사자 모집은 자원

사자 직 방문이 가장 많으며, 소개 교회 자원

사학교 등이 부분으로 나타나 사자 모집

이 소극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자원 사자 모집기 은 소속교회 교인을 

상으로 모집이 5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하여 반을 넘었다. 다음으로 모집 상 제

한 없음이 20.5%, 교회주변의 지역주민 상이 

10.2%, 인근 ․고등학교 학생 상이 9.1%, 

필요한 분야 문가 상이 2.3%의 응답률을 

보 다(<표 5> 참조).

자원 사자가 도서 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하여 자원 사자들의 86.4%는 단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도서 편목  분류, 독서  문

화 로그램 진행과 같은 문 업무는 13.6%만

이 담당하고 있었다(<표 6> 참조). 

자원 사자 업무배치는 도서 에 필요한 분

야의 업무에 우선 배치가 42명(64.6%)으로 가

장 많이 차지하여 자원 사자의 개인  의사 보

다는 도서  업무를 우선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사자의 의사를 

존 한다가 17명(26.2%), 성, 소질  능력에 

따라가 4명(6.2%)의 순으로 나타났다.

2) 교육  평가

자원 사자 교육 실시여부에 하여 실시하

지 않는다가 34명(52.3%), 실시하고 있다가 31

명(47.7%)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

다고 응답한 31명의 담당자를 상으로 교육방

식에 해 문의결과, 도서 에서 자체 으로 실

시한다가 24명(77.4%), 경력이 오래된 사자

가 실시한다가 3명(9.7%), 외부기 에 의뢰한

다와 교회 자원 사 학교에서 담당한다가 2명

(6.5%)으로 응답하 다. 이를 통하여 부분의 

교회도서 에서 외부기 에 의뢰하기 보다는 자

체 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분 세부사항 응답수(명) 백분율(%)

모집방법*

자원 사자 직 방문 28 26.7

도서 장, 직원, 사자 소개 24 22.9

교회 자원 사학교 22 21.0

자원 사 련기  조 8 7.6

교회 홈페이지 모집공고 7 6.7

도서  홈페이지 모집공고 5 4.8

기타 11 10.5

계 106 100.0

모집기 *

소속교회 교인 상 50 56.8

모집 상 제한 없음 18 20.5

교회주변의 지역주민 상 9 10.2

인근 ․고등학교 학생 상 8 9.1

필요한 분야 문가 상 2 2.3

기타 1 1.1

계 88 100.0

*복수응답

<표 5> 자원 사자 모집방법  모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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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사항 응답수(명) 백분율(%)

수행업무

범 *

도서  서가정리 55 15.5

도서 출  반납 52 14.7

도서  청소 41 11.6

도서장비작업 37 10.5

․오손도서 수리 28 7.9

도서  이용  정숙지도 27 7.6

도서 편목(목록), 분류 24 6.8

구입도서 선정 21 5.9

산시스템 보조 14 4.0

독서 로그램 진행 13 3.7

문화 로그램 진행 11 3.1

행정  행사지원 11 3.1

도서  운  기획, 자문 10 2.8

로그램 지원 8 2.3

기타 2 0.6

계 354 100.0

*복수응답

<표 6> 자원 사자 수행업무 범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교육  

훈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가 15명(44.1%)

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 다. 다음으로 직원부족이 

10명(29.4%), 산부족이 4명(11.8%) 등의 순

이었다. 교육  훈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다는 비율이 44.1%로 거의 반에 육박하고 있

는데, 과거에 양질의 자원 사 로그램을 운

한 이 없어서 자원 사자 교육의 요성을 깨

닫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도 그 원인 의 

하나라고 평가된다.

자원 사활동 평가와 련하여 51명(78.5%)

의 응답자가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답

하여, 많은 교회들이 자원 사활동 평가를 시

행하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자원 사활동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담당자 14명

(21.5%)을 상으로 평가시기, 평가주체에 

하여 질문하 다. 평가시기는 활동 (월별, 분

기별, 연 1회 등)과 기타가 5명(35.7%), 상황에 

따라가 3명(21.4%), 활동 시작 직후가 1명(7.1%)

으로 조사되었다. 자원 사활동 평가 방법은 

찰이 7명(50.0%), 인터뷰가 4명(28.6%), 로그

램 기록이 2명(14.3%), 질문지법이 1명(7.1%) 

순으로 조사되었다.

자원 사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해

서는 평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27명

(52.9%)으로 가장 높은 순 를 차지하여, 교회

도서  담당자들이 자원 사활동에 있어서 평

가의 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평가기 의 부재가 13명

(25.2%), 평가를 담당할 직원 부족이 8명(1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의의  필요성

자원 사활동의 의미에 하여 설문결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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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을 주는 일 30명(42.3%), 자

유의지에 따라 자발 으로 하는 일 19명(26.8%), 

무보수로 남을 돕는 일 12명(16.9%), 사자의 

성장에 도움이 9명(12.7%)의 순으로 나타

났다. 

자원 사자 활용의 필요성에 해서는 설문

에 응답한 담당자의 88.7%가 정 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 자원 사자 활용의 도움 정도에 

해서는 95.8%가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하여, 교회도서  담당자들이 자원 사자 활용

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고 할 수 있다(<표 7> 참조). 

도서  담당자를 상으로 자원 사자 활용이 

가장 필요한 업무에 해 조사한 결과, 도서  

서가정리가 16.4%, 도서 출  반납이 14.6%, 

도서장비작업(등록번호, 이블 부착)이 11.8%, 

도서  청소가 10.5%의 순으로 높게 악되었

다(<표 8> 참조). 이 결과는 <표 6>의 자원 사자 

수행업무 범 에 한 질문에서 1, 2순 를 차

지한 응답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어 담당자들은 

문 인 업무에 사자들을 배치하기보다는 

단순 업무에서의 활용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보상  리방안

자원 사활동에 한 보상에 한 설문결

과, 교회도서  담당자들의 55명(77.5%)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으나, 6명(8.4%)

은 필요 없다, 10명(14.1%)은 그  그 다 라

고 응답하 다. 윤철원(2004)은 교회에서의 

사활동은 사자의 자기만족이나 개별 인 

보상과는 무 하며, 하나님의 보상이 자원 사

활동을 자발 으로 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 된다고 하 으나, 교회도서  담당자들

은 사활동이 사자의 자율 인 의지에서 이

루어지는 것인 만큼 자원 사활동에 정 인 

향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단

된다. 

자원 사활동의 활성화를 해 가장 우선

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기존 자원 사

자에게 지속 인 동기 부여라는 응답이 31.4%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표 9> 참조).

구분 세부사항 응답수(명) 백분율(%)

활용 필요성

매우 필요하다 37 52.1

체로 필요하다 26 36.6

그  그 다 6 8.5

별로 필요없다 2 2.8

 필요없다 0 0.0

계 71 100.0

도움 정도

매우 도움이 된다 37 52.1

체로 도움이 된다 31 43.7

그  그 다 2 2.8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1.4

 도움이 되지 않는다 0 0.0

계 71 100.0

<표 7> 자원 사자 활용의 필요성  도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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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사항 응답수(명) 백분율(%)

활용 필요업무*

도서  서가정리 53 16.4

도서 출  반납 47 14.6

도서장비작업 38 11.8

도서  청소 34 10.5

도서  이용  정숙지도 25 7.7

․오손도서 수리 23 7.1

도서 편목(목록), 분류 22 6.8

독서 로그램 진행 18 5.6

문화 로그램 진행 13 4.0

구입도서 선정 11 3.4

도서  운  기획, 자문 11 3.4

행정  호보지원 11 3.4

산시스템 보조 9 2.8

로그램지원 6 1.9

필요한 업무 없음 1 0.3

기타 1 0.3

계 323 100.0

*복수응답

<표 8> 자원 사자 활용이 가장 필요한 업무

구분 세부사항 응답수(명) 백분율(%)

개선사항*

지속  동기부여 54 31.4

한 업무배치 27 15.7

사 교육  훈련, 재교육 25 14.5

체계  조직과 보상책 마련 18 10.5

홍보와 다양한 로그램 개발 16 9.3

기록  사후 리 14 8.1

정기 인 간담회(회식) 실시 8 4.7

담당자의 자질 향상, 태도 개선 5 2.9

자원 사자실 마련 3 1.7

기타 2 1.2

계 172 100.0

*복수응답

<표 9> 자원 사활동의 활성화를 한 개선사항

5) 활용 효과와 장애요인

교회도서 에서 자원 사자를 활용하는 효과

에 하여 담당자들에게 문의한 결과, 인력보완의 

효과가 2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다

음으로 교인들에게 사기회 제공이 21.2%로 두 

번째로 높았다(<표 10> 참조). 이를 통해, 교회도

서  운 에서 자원 사자들이 차지하는 비 과 

역할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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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사항 응답수(명) 백분율(%)

활용 효과*

인력보완의 효과 48 26.1

교인들에게 사기회 제공 39 21.2

운  로그램 확 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 효과 26 14.1

도서  홍보 효과 19 10.3

교인들의 신앙 성장 효과 18 9.8

도서 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문분야 서비스 제공 효과 16 8.7

부족한 산의 보충 효과 16 8.7

기타 2 1.1

　계 184 100.0

*복수응답

<표 10> 자원 사자 활용 효과

구분 세부사항 응답수(명) 백분율(%)

장애요인*

자원 사자 활동의 지속성과 도탈락의 문제 37 28.5

문지식 보유 지원자 부족 32 24.6

담 리 직원 부족 16 12.3

자원 사자 심  조 부족 13 10.0

사자 활용 업무개발 어려움 13 10.0

자원 사활동을 할 수 있는 교회 내 분 기 조성이 안됨 8 6.2

자원 사활동보다 사자 개인사정이 더 우선시됨 8 6.2

기타 3 2.3

계 130 100.0

*복수응답

<표 11> 자원 사자 활용의 장애요인

교회도서 에서 자원 사자 활용 시에 발생

하는 장애요인으로는 자원 사자의 활동이 지

속 이지 않거나 도탈락의 문제가 있다고 응

답한 경우가 28.5%, 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지

원자의 수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4.6%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11> 참조). 

3.3 자원 사자 설문조사 결과 

3.3.1 응답자 일반사항

응답자 일반사항에 해 살펴보기 해 교회

도서  자원 사자를 상으로 성별, 연령, 학

력, 직업, 신앙경력, 직분  자격증에 한 설문

조사를 수행하 다. 설문 결과, 응답자 221명의 

성별은 남성 33명(14.9%), 여성 188명(85.1%)

으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은 30  이상

의 비율이 93.7%로 조사되었다. 교회도서  자

원 사자의 학력은 재․졸 130명(58.8%), 직

업은 주부 117명(52.9%), 신앙경력은 15년 이상 

163명(73.8%), 교회직분은 집사 126명(57.0%)

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표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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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사항 응답수(명) 백분율(%)

연령

15세 이하 1 0.5

16∼20세 3 1.4

21∼30세 10 4.5

31∼40세 31 14.0

41∼50세 83 37.6

51∼60세 63 28.5

61세 이상 30 13.6

계 221 100.0

학력

졸 4 1.8

고졸 46 20.8

재․졸 130 58.8

학원 이상 37 16.7

기타 4 1.8

계 221 100.0

직업

주부 117 52.9

회사원 24 10.9

퇴직 15 6.8

자 업 14 6.3

학생 13 5.9

공무원 3 1.4

무직 3 1.4

기타 32 14.5

계 221 100.0

신앙경력

1년 미만 1 0.5

1-5년 10 4.5

6-10년 20 9.0

11-15년 19 8.6

15년 이상 163 73.8

기독교인 아님 8 3.6

계 221 100.0

교회직분

장로 7 3.2

권사 32 14.5

집사 126 57.0

평신도 36 16.3

기타 20 9.0

계 221 100.0

<표 12> 자원 사자의 인구학  배경

자원 사자들의 자격에 해서는 자격증 없

음이 112명(50.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하 으며, 다음으로 교육 련(유치원, ․

․고등)이 55명(24.9%), 독서지도 련이 11

명(5.0%), 사서자격증이 10명(4.5%), 사회복지 

련이 8명(3.6%), 체능 련이 5명(2.3%), 

평생교육 련이 2명(0.9%)의 순으로 악되

었다. 한편, 기타 응답은 18명(8.1%)으로 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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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상담사, 도슨트, 컴퓨터, 의료 련 자격증

이 있었다.

3.3.2 자원 사활동

1) 참여 경로  담당 업무

자원 사활동에 참여한 경로를 조사한 결과, 

개인 홍보(직원, 자원 사자, 친구, 지인)가 91명

(41.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회 고

(주보 고, 홈페이지)를 통해서가 57명(25.8%)

을 차지하 다(<표 13> 참조). 개인 홍보와 교

회 고를 통해 참여하게 된 비율이 67.0%로 

악되어 다수 응답자들이 이 경로를 통해 

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단된다.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해 조사한 결과, 도

구분 세부사항 응답수(명) 백분율(%)

자원 사활동

참여 경로

개인 홍보 91 41.2

교회 고 57 25.8

교회도서  직  방문 38 17.2

교회 자원 사학교를 통해 20 9.0

교회도서  소식지 5 2.3

교회도서  홈페이지 모집공고 1 0.5

기타 9 4.1

계 221 100.0

<표 13> 자원 사활동 참여 경로

구분 세부사항 응답수(명) 백분율(%)

자원 사자

담당업무*

도서 출  반납 177 24.7

도서  서가정리 138 19.2

도서  청소 82 11.4

도서장비작업 60 8.4

도서 이용지도, 정숙지도 54 7.5

․오손도서수리 40 5.6

도서편목(목록), 분류 30 4.2

구입도서 선정 26 3.6

도서  운 기획, 자문 21 2.9

독서 로그램진행 20 2.8

로그램 지원 20 2.8

행정  홍보지원 20 2.8

산시스템 보조 16 2.2

문화 로그램진행 4 0.6

기타 10 1.4

계 718 100.0

*복수응답

<표 14> 자원 사자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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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출  반납 177명(24.7%), 도서  서가정

리 138명(19.2%), 도서  청소 82명(11.4%)의 

순으로 높게 분석되었다(<표 14> 참조). 기타 

응답으로는 도서 내 카페 리, 신문정리 등으

로 답하 다. 

교인 수에 따른 자원 사자 담당업무에 해 

분석한 결과, 도서 출  반납, 도서  서가정

리가 가장 높게 나타나, 체 으로 교인 수에 

계없이 자원 사자 담당업무가 정해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교인 수 50인 이하에서는 도서 편

목(목록), 분류가 세 번째를 차지하 으며, 50∼ 

200명 이하에서는 도서  청소가 도서 출  

반납, 도서  서가정리와 함께 가장 높은 순

를 보 다. 200∼1,000명 이하에서는 도서장비

작업이 세 번째에 치하 으며, 1,000∼5,000

명 이하에서는 구입도서선정, 도서 청소, 도서

 이용  정숙지도가 세 번째 다. 5,000∼

50,000명 이내에서는 도서 출  반납, 도서 

 서가정리와 함께 ․오손도서 수리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그리고 50,000∼500,00명 이

하, 500,000명 이상 교인 수를 가진 교회의 도

서 은 설문 개수가 각각 1개씩밖에 안되어 제

외하 다(<표 15> 참조).

2) 참여 목   교육

자원 사활동의 의미에 해 문의한 결과, 

하나님과 교회를 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24.0%, 자유의지에 따라 자발 으로 하는 일이 

　구분
　50명 이하

50∼

200명 이하

200∼

1,000명 이하

1,000∼

5,000명 이하

5,000∼

50,000명 이하

응답수 백분율 응답수 백분율 응답수 백분율 응답수 백분율 응답수 백분율

도서 출, 반납 6 14.0% 11 15.7% 15 13.9% 11 15.3% 6 14.3%

도서장비작업

(등록번호, 이블 부착)
4 9.3% 6 8.6% 14 13.0% 6 8.3% 5 11.9%

도서 편목(목록), 분류 5 11.6% 4 5.7% 8 7.4% 5 6.9% 1 2.4%

도서  서가정리 7 16.3% 11 15.7% 18 16.7% 10 13.9% 6 14.3%

․오손도서 수리 3 7.0% 5 7.1% 6 5.6% 5 6.9% 6 14.3%

독서 로그램 진행

(독서지도, 동화구연)
2 4.7% 3 4.3% 5 4.6% 2 2.8% 1 2.4%

로그램 지원 1 2.3% 1 1.4% 2 1.9% 2 2.8% 2 4.8%

문화 로그램 진행

(음악, 미술 등 교양강좌)
2 4.7% 3 4.3% 5 4.6% 1 1.4% 0 0.0%

구입도서 선정 2 4.7% 5 7.1% 4 3.7% 7 9.7% 2 4.8%

도서  운  기획, 자문 1 2.3% 1 1.4% 2 1.9% 3 4.2% 2 4.8%

도서  청소 5 11.6% 11 15.7% 13 12.0% 7 9.7% 3 7.1%

도서  이용  정숙지도 2 4.7% 5 7.1% 6 5.6% 7 9.7% 4 9.5%

산시스템 보조 1 2.3% 2 2.9% 5 4.6% 4 5.6% 2 4.8%

행정지원(도서  홍보, 안내서 작성, 

후원조직, 단순행정 보조 등)
2 4.7% 1 1.4% 5 4.6% 1 1.4% 2 4.8%

기타 0 0.0% 1 1.4% 0 0.0% 1 1.4% 0 0.0%

계 43 100.0% 70 100.0% 108 100.0% 72 100.0% 42 100.0%

<표 15> 교인 수에 따른 자원 사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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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나 어 주는 일

이 20.7%, 무보수로 남을 돕는 일이 13%, 교인

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10.2%,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이 9.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 자원 사자가 갖추어야 할 요한 덕목에 

해 조사한 결과, 책임감이 46.8%, 사정신

이 39.4%, 성숙한 신앙심이 10.9%, 지식이나 

재능이 1.8%, 사회  정의감이 0.4%로 조사되

었다. 

자원 사자들에게 교회에서 운 하는 자원

사 련 교육과정 이수여부에 해 질문한 결

과, 아니오 172명(77.8%),  49명(22.2%)으

로 나타나, 부분의 응답자가 교회에서 운 하

는 자원 사와 련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

으로 악되었다. 라고 답변한 응답자 49명을 

상으로 교육기간을 조사한 결과, 교육과정 이

수기간은 1～3주간이 65.3%로 가장 높은 응답

률을 보 다. 다음으로 4∼6주간과 10주간 이상

이 8명(16.3%), 7∼9주간은 1명(2.0%)으로 응

답하 다.

교육과정내용에 한 조사에서는 오리엔테

이션(기 소개, 자원 사자 자질, 업무 등)이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원

사 련 자체교육(신앙 강좌)이 26.4%, 교회 

각 부서 소개  업무 소개가 23.6%, 청강연

이 9.7%의 순이었다.

교회도서 에서 업무와 련된 교육 이수에 

하여는 받았다 140명(63.3%), 받지 않았다 

81명(36.7%)으로 분석되어 도서 에서 처음 

사를 시작할 때 사자들은 부분 도서  업

무와 련된 교육을 받고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원 사 업무 련 교육을 받은 140명

(63.3%)의 응답자들 가운데 51.9%가 실무교육

(자원 사자 담당역할  업무)을 받았다고 응

답한 반면, 문교육(목록업무나 컴퓨터업무)은 

10.2%의 응답률을 차지하 다. 오리엔테이션은 

37.4%가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원 사자 교육을 받은 후 활동에 실질 인 

도움이 되었는가에 해 조사한 결과, 정

인 응답이 84.2%로 응답자들은 도서 에서 자

원 사 교육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0.7%, 보통이다는 15%

의 응답률을 보 다.

3) 개선사항

자원 사 담부서  리자의 필요성에 

해서는 필요하다 193명(87.3%), 필요없다 28명

(12.7%)으로 악되어 교회도서  담당자들과 

같이 자원 사자들의 다수가 자원 사 담

부서와 리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원 사 리에서 가장 우선순 에 

두어야 할 과정에 해 문의한 결과, 교육  

훈련과정과 배치  업무부여가 차지하는 비

율이 77.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앙생활이 

25명(11.3%), 모집과정이 16명(7.2%), 평가과

정은 3명(1.4%), 기타가 5명(2.3%)으로 응답

되었다. 

자원 사활동의 효율성을 해 가장 우선

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해 질문하 다. 

자원 사활동에 한 기술이나 지식 등의 교육

기회 제공이 111명(50.2%)으로 가장 높은 순

를 차지하 다(<표 16> 참조).

자원 사활용이 합한 도서  서비스 분야에 

한 조사 결과, 아동서비스(독서지도, 화상 , 

스토리텔링 등) 107명(48.4%), 자료정리(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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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사항 응답수(명) 백분율(%)

효율성

교육기회 제공 111 50.2

친 한 분 기 조성 54 24.4

체계  조직과 보상책 마련 22 10.0

기록  사후 리 16 7.2

로그램이나 책자 개발 11 5.0

기타 7 3.2

계 221 100.0

<표 16> 효율성 방안

리, 목록입력, 장서 검 등) 49명(22.2%), 행

정지원(도서  안내서 작성, 도서  홍보작업, 

각종 행사보조 등) 27명(12.2%), 출  참고

사(도서 출  반납, 이용자서비스) 24명

(10.9%), 외국인을 한 서비스(통역안내, 정보

검색 등) 9명(4.1%)의 순으로 답변하 다. 

자원 사자들이 교회도서  자원 사를 지

속하는데 발생하는 장애요인으로는 시간 부

족, 건강상․신체 인 어려움 등의 개인 인 

문제가 32.9%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표 17> 

참조).

자원 사 활성화를 해 개선해야 할 사항에 

한 조사 결과, 기존 자원 사자에게 지속  

동기 부여가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18> 참조). 기타 응답으로는 교회도서  담

직원, 담 사자의 충원의 필요성 등이 포함

되었다. 

자원 사활동을 단하는 이유에 한 분석 

결과, 시간 ․경제  여유가 되지 않아서가 

53.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 고, 약 25%

의 응답자는 자원 사활동 단에 해 생각해 

본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참조). 

구분 세부사항 응답수(명) 백분율(%)

장애요인*

개인 인 문제 102 32.9

문성 부족 56 18.1

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25 8.1

교통수단 불편 25 8.1

신앙상태 23 7.4

지원과 혜택 미비 17 5.5

도서  이용자의 불만족 17 5.5

사자의 활동 만족도 하 12 3.9

직원과의 력 계 어려움 6 1.9

기타 27 8.7

계 310 100.0

*복수응답

<표 17> 자원 사의 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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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사항 응답수(명) 백분율(%)

활성화를 한 

개선사항*

지속  동기 부여 134 33.8

사 교육  훈련, 재교육 58 14.6

홍보  로그램 개발 57 14.4

한 업무배치 50 12.6

교통비 등 실비 지 24 6.1

자원 사 조직, 리기구 마련 22 5.6

간담회 실시 18 4.5

담당직원의 태도 개선 12 3.0

자원 사자실 마련 11 2.8

기타 10 2.5

계 396 100.0

*복수응답

<표 18> 자원 사 활성화를 한 개선사항

구분 세부사항 응답수(명) 백분율(%)

사활동

단 이유*

시간 ․경제  이유 145 53.7

활동 단 안함 68 25.2

보람과 만족도 하 26 9.6

가족과 주변사람의 반 로 6 2.2

신앙  문제 5 1.9

이용자와 립 3 1.1

동료 사자와 립 2 0.7

자원 사 리에 한 불만 2 0.7

담당직원과의 립 1 0.4

기타 12 4.4

계 270 100.0

*복수응답

<표 19> 자원 사활동 단의 이유

자원 사자 모집이나 홍보로 가장 효과 인 

방법에 해 문의한 결과, 교회 주보와 홈페이

지를 이용한 홍보가 114명(51.6%)으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도서  소식지와 

홍보물 등을 통한 홍보가 49명(22.2%)으로 나

타났다. 사자들은 교회주보나 홈페이지를 통

한 모집을 가장 선호하는 경향을 보 다. 이외에 

기존 사자의 소개를 통해서가 39명(17.6%), 

교회자원 사학교를 통해서가 17명(7.7%)으

로 나타났다.

4. 개선방안

4.1 자원 사자 모집  홍보

자원 사자 모집과 홍보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황조사 결과, 자원 사자들은 개인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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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나 교회주보 는 교회홈페이지에 게시한 

고를 통해서 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반

면, 담당자들은 개인 으로 찾아오거나 소개를 

통해 소극  형태로 사자를 모집하고 있었

다. 따라서, 직원, 자원 사자, 친구, 지인 등을 

통한 개인 홍보를 확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주보  교회홈페이지 

등과 같은 교회 고를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 

교회 고를 통한 홍보 시에는 교회도서 에서 

추구하는 서비스 방향과 사 업무  필요한 

자원 사자의 요건을 구체 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4.2 자원 사자 업무배치와 교육 

자원 사자 업무배치 시에 자원 사자의 

성이나 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담당자 입

장에서는 도서  업무에 우선 으로 자원 사

자들을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원

사자들의 성이나 소질, 능력을 고려한 업무

배치가 이루어져야 안정 이고 지속 인 자원

사를 기 할 수 있다. 한, 자원 사활동에 

련된 업무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업무지침

에 포함된 사업무에 한 기술서는 자원 사

자들이 사업무를 이해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원 사자의 업무능력 개선을 한 교육 

로그램이 필요하다. 자원 사자들은 도서  업

무에 한 오리엔테이션과 실무교육 주로 교

육을 받고 단순보조 업무에 투입되고 있었으며, 

문 인 로그램 진행을 한 교육은 받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 

교회도서  자원 사자의 업무능력 개선을 

한 문 인 교육 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를 들어, 어린이 독서지도, 컴퓨터 활용능력 향

상, 정보검색 방법 등에 한 교육이 진행되어

야 한다. 

 

4.3 자원 사자 평가방법  보상체계 

자원 사활동에 한 평가방법 수립이 필요

하다. 자원 사활동의 평가는 담당자와 자원

사자들이 사활동에 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견해의 차이를 좁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자원 사자들이 사활동 

가운데 느끼는 어려움에 한 한 방안을 

제공해 주며, 자원 사활동의 지속성과 효율성

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므로 자원 사활동에 

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평가방

법으로는 찰, 인터뷰, 로그램 기록, 질문지

법  하나 는 둘 이상을 선택하여 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원 사자에게 지속 인 동기부여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보상기 을 마련

하여야 한다. 정 보상 정도에 하여, 담당자

들은 교통비나 식사비 정도의 물질  보상에 

을 두고 답하 으나, 자원 사자들은 물질  

보상보다는 자원 사활동에 한 기술이나 지식 

등의 교육기회 제공을 더 선호하고 있었다. 

Farrar(1985)의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

처럼, 교회도서  사자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실천하기 함이 사의 동기요인임을 담당자들

이 인식해야 한다. 교회의 사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해서’와 ‘교회를 한 사랑을 실천하기 

해서’ 사한다고 하 기 때문이다. 이는 자원

사자가 생각하는 자원 사활동의 의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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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다. ‘하나님과 교회를 

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응답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트루엣 기념도서 처럼, 자원

사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발견하는 

방법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한 강연과 설

교를 동 상으로 제공해 주거나, 사활동을 통

해 사자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질을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연을 제공해주는 것도 좋은 

보상방법 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4.4 문인력 확보

교회도서  담당자로 교역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교회도서 의 활성화와 자원

사 운 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타 종과 비교하여 교회도서 은 담당자 에

서 사서의 비율이 19.7%로 하게 낮았다. 

교회도서 의 활성화와 정상 인 운 을 해 

재 무 사자의 비율이 높은 담당자의 고용

형태를 유 형태로 환해야하며, 문교육을 

받은 정인원의 사서를 충원하여, 교회행사로 

인해 교회도서 의 업무가 후순 로 리지 않

도록 해야 한다. 한, 학교도서  순회사서 지

원 로그램을 교회도서 에 용하여 교단별

이나 종별로 순회사서 지원 로그램을 용

하는 방법도 문사서가 부족한 교회도서 에 

실 인 안이 될 것이다. 

도서  활성화를 해 문교육을 받은 사서

가 필요하다는 목회자의 인식 환이 요구된다. 

교회도서 은 교회에 소속된 기 으로 담임목

사의 의지에 많은 향을 받는다. 따라서 도서

 운 에는 문교육을 받은 사서가 필요하다

는 목회자의 인식 환과 노력이 필요하다. 교

회도서 이 문사서가 아닌 사람들에게 도서

 업무를 맡긴다면, 교회도서 의 정상 인 

운 은  어려워질 것이다. 

5. 결 론
 

교회도서 은 인원, 산상의 한계로 인해 담

당자 한 명이 모든 역할을 수행하기가 실 으

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를 보완하기 해 교회 

규모나 성격에 따라 상이하지만, 한 명에서 수

십 명의 자원 사자들이 조직되어 운  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회도서  자원 사 운  실태

를 조사하고 문제 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

로 교회도서 에서 자원 사자 운 에 한 개

선 방안을 제언하 다.

교회도서 의 정상 인 운 과 활성화를 

해 담당자 고용형태를 유 으로 환하고, 문

사서의 충원이 가장 먼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자원 사자의 모집은 주로 사자가 개인 으

로 찾아오거나 소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도서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은 매우 낮게 나타

났다. 미국 교회도서 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하

여 자원 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사부서, 

사업무, 사시간, 사에 필요한 자질이나 

능력 등을 소개하여, 사자가 희망하는 부서

를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사지원서를 제출하

도록 되어 있다. 교회도서  홈페이지를 개선

하면 자원 사자의 모집을 확 할 수 있을 것

이다. 

자원 사자들은 교회도서  자원 사활동에 

부분 만족함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지속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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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부여를 자원 사활동의 가장 요한 요소

로 보았다. 보상에 하여, 교회도서  담당자

들은 자원 사자들의 사활동에 한 물질  

보상과 사회 ․도덕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

식한 반면, 자원 사자들은 보상보다는 자원

사활동에 한 기술이나 지식 등의 교육기회 제

공에 한 심이 높았다. 따라서, 자원 사자 

입장을 반 한 한 보상체계와 지속 인 동

기 부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원 사활동

의 활성화를 해 자원 사 업무에 자원 사자

의 재능기부가 연결될 수 있도록 문  업무 

분야에 한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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