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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 상 도서  자원 사자들의 직무만족에 향을 주는 요인에 해서 분석하 다. 이를 

해 국내외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심으로 자원 사자 직무만족의 향요인을 종합 으로 고찰한 후 요인들을 

추출하 다. 연구결과 개인특성요인  결혼여부, 연령, 학력, 사활동 참여경로에 따른 직무만족에 차이가 

있었으며, 참여동기요인  이기  동기는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타  동기는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환경요인은 보상모델, 이  경험, 역할모델 모두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활동가치인

식요인  기 합치, 업무 성이 직무만족과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research analyzes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job satisfaction of library volunteers 

for the disabled. Based on comparable literature review, this research extracts comprehensive 

factors that affect job satisfaction. The research found that job satisfaction depended on marital 

status, age, education and the channel that a volunteer went through to participate in assisting 

the disabled. Self-motivation also influenced the job satisfaction, but altruistic motivation did 

not. For environmental factors, compensation, prior experience, and roles did not influence 

the job satisfaction. For the factors related to the awareness of the value of volunteering, overall 

expectation and fitness of tasks were found to be passive with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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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우리나라는 OECD가입 후 사회 으로 자원

사활동에 참여하려는 자원 사자들이 꾸

히 증가하고 있다. 시민들의 사회참여는 시민

의식의 발달과 함께 앞으로도 양 으로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국내 공공도서  자원 사자의 

수는 2012년 기 으로 208,634명에 달하고 있

다. 이와 같은 수치는 2007년 문화체육 부 

첫 통계조사인 12,196명보다 161% 증가한 수

치로써 양 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 사자의 높은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질

으로는 자원 사자의 문성 결여, 자발 인 

행동에 따른 책임성, 책무성의 부족  지속

인 활동의 결여 등과 같은 질 인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질 인 문제 을 해결하고 도서  자

원 사활동의 양 인 확 와 함께 질  수 의 

제고를 해 도서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방

안을 모색하고 있다. 표 으로 자원 사자에 

한 홍보와 교육, 보상제도, 자원 사센터 확

충, 자원 사 기회의 확보, 재원마련, 련 제도

의 확충 등 이다. 이와 함께 고민되어야 할 사항

이 기존의 자원 사 참여자의 직무만족을 향상

시키는 것이다. 참여자의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활동이탈을 방지하고 지속성을 높여 자원 사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주변 사람

에 한 권유와 확산효과를 기 할 수 있기 때

문이다(고운미 2004, 9).

도서 에서 장애인을 한 자원 사자들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 

사서(직원)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 보조자, 이

용자의 활동( , 이동, 식사 등)을 보조하는 활

동 보조자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자원

사자가 사활동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도서

의 업무에 차질이 생기거나 장애인 이용자에

게 서비스가 제 로 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결과 으로 도서 과 장애인 이용자 간의 갈등

이 조성될 수 있다. 

자원 사 활동의 직무만족에 향을  수 

있는 요인은 기존의 문헌  선행연구에서 다

양하게 제언되고 있다. 선행연구의 분석 상은 

정부  공공기 , 사회복지기  등과 같은 특

수한 목 을 지닌 기 의 자원 사자를 상으

로 연구하거나, 참여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향요인을 분석하 다. 한 분석에 포

함된 향요인이 상이하거나 부분 이어서 자

원 사자의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으로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서  장애인서비스 

자원 사자들의 직무만족에 향을 주는 향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 으로 장애인과 

도서 만의 특징 인 새로운 변수와 선행연구

에서 제시된 독립변인을 포 으로 분석에 포

함시키는 한편, 특정한 연구에서만 발견되는 요

인( : 조직의사결정참여)은 배제하 다. 독립

변수들 간의 상  요성에 한 논의를 통하

여 보다 일반 인 수 에서 도서  장애인서비

스 자원 사자들의 직무만족에 향을 주는 요

인에 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서  장애인서비스 자원 사자

의 직무만족을 한 향요인이라고 단하기

에는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즉 특정 도서 을 

상으로 설문 표집을 하 기 때문에 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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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계 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직무에 

한 만족을 하지 못한 부분에 한 추가 인 연

구가 필요하다. 

1.2 선행 연구

Smith(1994)는 1975~1992년간 자원 사활

동참여의 향요인 문헌을 종합 으로 검토하

여 ‘환경요인’, ‘사회경제  배경요인’, ‘개인요

인’, ‘태도요인’, ‘상황요인’으로 분류하 다. 이

는 자원 사활동에 한 최 의 종합  문헌검

토이며, 이를 통한 향요인 분류라는 에서 

의의가 있다.

김인식, 오동근(2005)은 공공도서  자원

사자들의 참여동기를 악하고, 그 요인들이 자

원 사의 지속과 강도에 향을 주는지 실증․

분석하 다. 그 결과 참여동기는 자기발 , 성

취감, 보람감,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등으로 나

타났으며, 환경  요인, 역할모델 요인, 보상요

인, 인지요인, 충성도 등이 자원 사의 지속과 

강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황선 (2006)은 기존 문헌을 조사한 결과 

자원 사자의 개인  특성이 사활동의 만족

도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가에 해서 

부분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원 사활

동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떠한 특성들이 

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만족도를 높여주는

지에 해서는 기존 문헌들에서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주장하 다. 한 자원 사자의 직무만

족은 해당 자원 사자를 활용하는 기 이나 활

동 상자에게 요하다는 을 제안하 다. 

김 욱, 이승종(2011)은 새마을운동 자원

사자들의 활동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 다. 그 결과 조직의사결정참여, 동료

계, 활동가치인식 등의 요인이 참여만족도에 

미칠 잠재  요인이라고 제언하 다. 

그 외 연구들에서 자원 사자의 활동만족도

에 연 된 향요인을 검토한 바 있다. 이를 통

하여 기존의 연구들은 자원 사 참여자의 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향요인의 색출에 일정하게 

기여하 다.

기존 연구들은 분석 상을 소비자단체, 환경

단체 등 특수한 목 을 가진 일부 자원 사단

체 참여자만을 상으로 연구하거나 여성, 주

부, 학생과 같이 특정한 성별  신분의 참여

자만을 상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분석결

과의 일반화에서 일정한 제약을 가졌다. 한 

분석에 포함된 향요인이 상이하거나 부분

이어서 아직까지 자원 사자의 활동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에 한 악이 쉽

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도서 이라는 특정 공간 역과 도

서  서비스 역  장애인을 상으로 한 도

서  장애인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존재하며, 선행연구의 자원 사자들

의 직무만족 향요인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논문의 타당성이 있다.

2. 이론  배경

2.1 도서  장애인서비스 자원 사의 정의  

의의

자원 사란 단어는 1930년의 세계 사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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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단어의 어원

은 라틴어의 voluntas(자유의지)라는 단어에서 

유래하 다고 해지고 있다. 자발 인 것, 자

주 , 임의  자유의지를 의미한다(김범수, 신

우 2010, 360). ‘자원 사활동 기본법’의 제3

조(정의)에 의하면, 자원 사활동이라 함은 개

인 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인류사회를 

하여 가없이 자발 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

공하는 행 를 말하며, 자원 사자는 자원 사

활동을 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자원 사활동은 자원 사자의 개

인  가치, 의지  기 에 따라 차별 인 개인

ㆍ사회  기능을 수행하는 의도 인 과업선택

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Houle, Sagarin, 

and Kaplan 2005). 한, 자원 사는 체로 자

발성, 이타성, 무보수성, 사회복지성, 자아실

성, 조직성, 교육성, 지속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김정  2010, 4).

한편, 도서  자원 사는 도서 이라는 사회

 기구에 자원 사라는 사회  행 가 결합된 

개념이며, 도서 이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보

다 효과 으로 달성하기 한 사회  자원의 

활용이라 정의할 수 있다(문화체육 부 2009, 

42). 즉 자원 사활동이라는 개인  가치  사

회  활동 등의 특성이 도서 의 기능과 역할

에 맞추어 행해지는 행 이다. 한 도서  자

원 사의 역은 이론 으로 도서 의 모든 업

무에 해당되나, 자원 사가 용되는 업무의 

역과 자원 자의 자격 등을 고려하여 범

하게 용하고 있다.

도서  장애인서비스 자원 사는 장애인이

라는 특수한 이용자 계층을 상으로 새롭게 

그 의미가 창출되고 있다. 장애인을 한 도서

서비스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정보활

용능력  활용기회를 제고시키고, 문화 활동

의 지원함으로써 문화복지사회를 구 하기 

한 도서 의 정보서비스이다. 

이러한 도서  장애인서비스 자원 사는 도

서 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해 한 인력을 지원

하고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공익

성이 높은 도서 의 효율 인 운 과 발 을 

꾀할 뿐만 아니라, 자원 사의 사회  의의를 

실 하는 길이다. 한 도서  장애인서비스 

분야에 자원 사 인력을 개발․활용하는 것은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는 측면  질  서비스 

향상 측면에서 무엇보다 요하다. 

2.2 자원 사자의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직무에 한 태도의 하나로서 인

지․정서․행 의 복합체이므로 실제로 찰

되는 것처럼 정확하지는 않고, 구성원의 행

나 언어  표 으로 추론되는 것으로, 복합

인 개념이다(Lichtenstein 1984). 직무만족의 

최  연구자인 Hoppock(1935)은 직무만족을 

‘사람이 자신은 직무에 만족한다’라고 말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심리 ․생리 ․환경  상

황의 조화라고 정의 하 다. 한 Locke(1976)

는 직무만족이란 ‘개인이 직무나 직무경험에 

한 평가의 결과로 얻게 되는 즐겁고 정 인 

감정상태’로 정의하 다. 일반 으로 직무만족

이란 조직 구성원들이 직무와 련시켜 갖게 되

는 태도․가치․신념․욕구 등의 감정  상태

를 가리킨다. 

이러한 직무만족에 한 개념을 토 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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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이기 (2000)은 자원 사 직무만족을 “자

원 사활동과 련된 개인의 가치나 욕구의 달

성 과정에 한 주  감정상태의 정도”로 정

의하고 있으며, 고운미(2004)는 “자원 사활동

을 통해 원하는 것을 기 한 로 는 그 이상

으로 충족하고 감동받는 것으로, 활동의 재참

여  그와 련되는 활동에 해 지속되는 상

태”라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원 사자의 직무만족은 다양하

게 정의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자원 사자의 

직무만족이란 자원 사자가 자원 사활동을 통

해 느끼는 정 이거나, 부정 인 정서 상태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 충족에 한 주 인 

감정 상태 혹은 태도를 의미한다. 

2.3 자원 사자 직무만족의 향요인

자원 사자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표

으로 Smith(1994)는 자원 사활동 참여의 

향요인을 환경요인( : 지역규모), 사회경제

 배경( : 학력), 개인요인( : 개인  효과

성, 자기 통제성), 태도요인( : 집단 지향성), 

상황요인( :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 계), 타 

사회활동 참여 등으로 분류하 다. 기존 연구들

을 요약․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기존의 자원

사활동의 직무만족 향요인 연구는 연구에 따

라 포함되는 변수들이 체계 으로 분류되어 있

지 않고 연구결과도 각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자원 사활동 직무만족에 한 체계 인 

지식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게 제시되었

던 기존 연구의 향요인을 유형화하고 재분류

하 다. 그 과정을 구체 으로 서술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자원 사자의 개인특성요인이다. 개인

특성요인은 자원 사자 개인의 성별, 나이, 종

교, 연령, 경제  수  등 자원 사자 개인의 인

구통계학  특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

령, 학력, 종교, 결혼을 개인특성요인으로 고려

하 다. 이러한 개인특성요인의 변수들은 부

분의 선행연구에서 고려되어 온 것들로 본 연

구에서도 이들 연구들과의 비교를 하여 독립

변수에 포함하 다. 선행 연구에서 성별과 연

령  학력은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지 않고

(고운미 2004), 결혼은 직무만족도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성경 

1999; 고운미 2004). Sundeen(1992)의 연구에

서는 교육, 직업, 소득의 수 이 높을수록 자원

사활동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원 사자의 참여동기요인이다. 자원

사자의 참여동기란 자원 사의 구체 인 활

동을 하게하고 이를 지속화시킬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류기형 2009). 이는 참여이후의 활동

에 결정 인 향을 미친다. 자원 사 참여자

는 자신이 사활동을 통하여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지속 으로 노력하기 때문이

다(Tschirhart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복

잡하고, 다차원 인 자원 사 참여동기를 크게 

이타  동기와 이기  동기로 구분하 다. 이

타  동기란 타인의 복지 내지 이익을 도모하

기 한 이타  행동의 동기를 말하며, 외  보

상에 한 기 에 의해 동기화되지 않은 자발

 행동의 자원 사 참여동기이다(김 진 2011). 

이기  동기는 자아실 이나 성취욕구 등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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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상
향요인(독립변수)

종속변수
분류 소분류

Smith

(1994)
　문헌비교

환경요인 지역 규모

만족도

사회경제 배경요인 학력

개인요인 개인  효과성, 자기 통제성

태도요인 집단 지향성

상황요인 주변사람들과의 상호 계

고운미

(2004)

환경 NGO 

자원 사자

활동 계 활동 역, 활동 내용, 인식

만족도
인 계 가족지지, 친구지지

참여행태 참여기간, 참여시간, 참여경로, 참여동기

개인특성 성별, 학력, 연령, 소득, 종교, 결혼유무

김인식, 

오동근

(2005)

공공도서  

자원 사자

환경  요인 사단체, 경험

참여지속

참여강도

역할 모델 부모, 친지, 주변 군가에 자원 사를 하는 사람과 같은 역할 모델

인지 이타성, 필요성

보상 심리, 사회, 물질

충성도 도서  이용자의 충성도(이용빈도)

오세나

(2009)

도서 자원

사자

업무 자원 사를 수행하는 담당업무

만족도
업무배치유형 본인이 원하는 곳, 의, 지정

사참여경로 학교, 개인이 직 , 기타

자원 사동기 여가시간, 경력, 지역사회발 , 자아성장

김정

(2010)
구시민

개인  요인

일반 사항(연령, 학력, 성별, 직업, 소득, 종교)

만족도

개인의 동기(참여동기, 가족의 태도, 자발 의지, 자아실 (성취감))

경험, 성격

조직  요인 조직 체계, 조직 리, 조직 문화

환경  요인 자원 사지원체계, 지역사회

강 선 등 3명

(2010)
자원 사자

개인요인 성별, 직업유형, 교육수 , 종교, 소득수 , 연령, 주거형태, 거주기간 만족도

지속의지참여동기요인 기능주의 동기 

김 욱,

이승종

(2011)

구미시 

새마을회

참여자

주변맥락요인 주변지지, 동료 계

활동

만족도

활동가치인식요인 활동가치인식

참여요인 참여동기, 참여기간, 조직의사결정참여

개인특성요인 성별, 연령, 학력, 결혼

김 진

(2011)

사회복지시설

자원 사자
참여동기

이타 동기 직무만족

지속의지이기 동기

박건실

(2011)
자원 사활동

참여동기요인 이타 동기, 이기  동기

만족도
보상 요인 공식  보상, 비공식  보상

업무요인 업무인식도, 기 합치도, 업무 성

인 계요인 담당직원, 리자, 동료 자원 사자, 활동 상자와의 계

<표 1> 자원 사 직무만족의 향요인에 한 선행연구 결과

지향 인 동기를 말하는 것으로, 자원 사에 참

여한 사자의 참여동기가 이기 이고 경험추

구 인 동기 는 욕구에 의해 주도되는 특징

이 있다(김동배 2005). 즉, ‘타인을 돕고자, 사

회문제 해결을 해’하는 이타  요인과 ‘기술

을 습득하고자, 다양한 기회를 해, 시간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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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해’하는 이기  요인을 독립변수에 포

함하여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자원 사자의 참여행태요인이다. 참여

행태요인은 자원 사활동의 참여기간, 참여시

간, 참여경로 등이 있다. 자원 사활동의 참여

기간과 시간은 자원 사 직무만족에 향을 미

친다고 선행연구(고운미 2004)와 미치지 않는 

다는 선행연구(김 욱, 이승종 2011)가 있다.1) 

한 학교, 개인, 단체 등을 통한 자원 사활동

의 참여 경로는 자원 사활동의 직무만족에 

향을 끼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여행태

요인의 참여기간, 참여시간, 참여경로(학교, 개

인, 단체, 기타)를 독립변수에 포함하여 직무만

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한다.

넷째, 자원 사활동을 한 환경요인이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상황요인, 주변맥락요인 

등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환경요인은 

사활동 기간 에 부딪치는 담당직원, 동료, 

사 상자와의 계 등 자원 사자들이 자원

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주변의 모

든 환경  요소를 망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환경요인의 세부요인으로 담당직원, 동료자

원 사자, 사 상자와의 인 계요인과 자

원 사활동에 따른 보상(인증서 지원 등), 주변

의 역할모델,2) 자원 사활동 경험(유사 경력, 사

 교육 등)3)을 독립변수에 포함하여 직무만

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한다.

다섯째, 자원 사활동을 한 활동가치인식

요인이다. 활동가치에 한 인식도를 의미하는 

활동가치인식요인도 자원 사 활동만족도에 

향을 미친다. 자원 사활동 참여자들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활동의 가치에 한 인식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수행

하는 활동의 요성이 낮다고 단하거나, 자아

성취감 등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

면 만족도는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활동의 결

과가 사회 으로 의미가 있으며 자신들의 노력

과 기 했던 성과 간에 한 련이 있다고 

인식한다면 보다 높은 만족을 느끼게 된다(김

소 , 이기  2000; 고운미 2004). 

본 연구에서는 활동가치인식요인으로 업무

인식도,4) 자원 사자의 업무 는 공분야와 

사업무와의 업무연 성, 기 합치도,5) 업무

성6)을 세부요인으로 선정하 다. 

 1) 참여기간의 경우 사활동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지만(고운미 2004), 즉, 참여기

간이 길어져서 사활동만족도가 높아질 경우도 있으며, 참여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직무만족도의 차이가 있으므

로, 선행연구는 이러한 상호인과  계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 부모, 친지, 주변 군가에 자원 사를 하는 사람과 같은 역할.

 3) 배치나 교육훈련과 같은 리운  특성이 활동만족도에 향을 미친다는 일부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 : 김성경 1999). 

 4) 업무 인식도는 자원 사활동의 자율성, 요성, 완결성, 다양성, 결과 피드백으로 구성(황선  2006, 107).

본 연구에서의 업무인식도는 자원 사활동 업무에 한 ‘사  인지’와 업무에 련된 독립성  업무 수행 시 

허용되는 자유를 의미하는 ‘자율성’, 구성원과 집단에게 그들의 성과에 한 피드백은 물론, 직무설계와 과업환경

에 련된 모든 정보자료를 제공해 주는 ‘결과 피드백’ 3문항에 해서 질문을 설계하 음. 

 5) 기 합치도는 자원 사자가 활동을 시작하기 에 활동에 해 가지고 있던 기 와 실제 수행하는 활동내용간의 

일치 정도를 말한다.

 6) 업무의 성은 활동기 에서 배치된 업무에 해 자원 사자 자신이 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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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설계

3.1 연구 모형  가설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목 을 설정하 다 첫째, 개인요인이 

직무만족도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나는가에 

해 악하고자 하며, 둘째, 참여행태요인의 참

여경로에 따른 장애인 상 도서  자원 사의 

참여기간과 참여시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도서  장애인서비스 

자원 사자의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악하고자 참여동기요인, 환경요인, 활동가

치인식요인이 장애인서비스 자원 사활동의 직

무만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선 요인을 독립변수로 선정

하고, 직무만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 다. 연구

모형설계  연구문제는 <그림 1>과 같다.

∙연구문제 1. 도서  장애인서비스 자원 사자들의 직

무만족도는 인구통계학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2. 도서  장애인서비스 자원 사자들의 참

여경로에 따른 자원 사 참여기간  참여시간에 차이

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3. 도서  장애인서비스 자원 사자들의 참

여동기요인은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4. 도서  장애인서비스 자원 사자들의 환

경요인은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5. 도서  장애인서비스 자원 사자들의 활

동가치인식요인은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인가?

독립변수
종속변수

요인 세부요인

개인요인

성별

➡ 직무만족

연령

학력

종교

결혼

참여행태요인

참여기간

참여시간

참여경로(개인, 학교, 단체, 기타)

경험

동기요인
이타  동기

이기  동기

환경요인

인 계(담당직원, 동료, 사자)

보상

역할모델

사 교육(정보)

활동가치인식요인

업무 인식도

업무 연 성

기  합치도

업무 성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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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참여동기요인, 환경요인, 활동

가치인식요인이 사활동의 직무만족도에 미치

는 향력을 악하고 직무만족도를 설명하는 

향력을 밝히고자 하며, 연구모형에 한 다

회귀식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직무만족도(Y’)=B1 (동기요인)+B2 (환경요인)+

B3 (활동가치인식요인)+B0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도서  장애

인서비스 자원 사자들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력을 악하기 해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에 따른 

연구가설을 설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도서  장애인서비스 자원 사자들의 

직무만족도는 인구통계학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

을 것이다. 

∙연구가설 2. 도서  장애인서비스 자원 사자들 참

여경로에 따른 자원 사 참여기간  참여시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 도서  장애인서비스 자원 사자들의 

참여동기요인은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 도서  장애인서비스 자원 사자들의 

환경요인은 사활동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

이다.

∙연구가설 5. 도서  장애인서비스 자원 사자들의 

활동가치인식요인은 사활동 직무만족도에 향

을 미칠 것이다. 

3.2 조사 상, 자료수집  분석방법

3.2.1 조사 상의 일반  황

조사 상은 2012년에 설립된 A도서 (국

가 표 장애인도서 )의 장애인 상 자원

사자 145명7)을 표 으로 설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A도서 은 국가 표 장애인도서

으로서 2008년부터 장애인을 한 별도의 서

비스 공간을 개실하여 운 하고 있으며, 매년 

장애인을 하여 자원 사자를 모집하여 활용

하고 있다.

자원 사자의 활용분야는 시각장애인을 

한 면낭독  상물 화면해설, 속기 필 서

비스 제공과 인터넷, Web DB, 학술 DB 등 검

색 지원, 장애인 체자료 제작 지원, 장애인이

용자 이동  도서  이용 지원 등이 있다. 해당 

기 의 자원 사자 운  방법은 일정한 자격기

(경력, 공)에 한 검증을 통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자원 사자 개인 활동  참여 실 , 충

실성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활동범 를 조

정하고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3.2.2 자료 수집

설문조사는 2013년 1월 17일부터 2월 26일

까지 40일간에 걸쳐 자원 사자 145명을 상

으로 수조사를 실시하 다. 먼  담당 사서 

선생님의 조를 얻어 조사 목 과 방법에 

하여 자세히 설명한 후, 웹 설문지를 개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지에 응답한 사람

은 145명이며(회수율 100%), 회수된 설문지 

 불성실한 응답으로 보이는 경우는 분석 상

에서 제외하고 130부만을 분석에 이용하 다. 

3.2.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술통계, 신뢰도, 회귀분석을 

하기 하여 SPSS 20.0을 이용하 다. 연구는 

 7) 등록된 자원 사자는 총 237명이나, 1회 이상 자원 사를 한 자원 사자 145명을 연구 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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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 기술통계를 통

하여 연구 상자들의 인구통계학  분석을 실

시하 다. 둘째, 도서  장애인서비스 자원 사

자 직무만족 향요인 간의 상 계 분석을 실

시하 다. 셋째, 자원 사자들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요인을 알아보기 하여 다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4. 연구결과

4.1 인구통계학  분석

연구 상자들의 인구통계학  분석 결과 

즉, 개인특성요인의 설문조사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별은 남성 28명(21.5%), 여성 102명

(78.5%)으로 나타났다. 자원 사 참여자들의 연

령별 분석을 보면 20  48명(36.9%), 30  42명

(32.3%), 40  14명(10.8%), 50  20명(15.4%), 

60  6명(4.6%)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8

명(6.2%), 문 졸 30명(23.17%), 66명 졸

(50.8%), 학원 이상 22명(16.9%), 기타 4명

(3.1%)으로 나타났으며, 종교는 기독교 22명(16.9%), 

불교 32명(24.7%), 천주교 24명(18.4%), 무교

는 44명(33.87%)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3>은 참여행태요인의 설문조사 결

과이다. 사활동 참여기간은 3개월 미만 54명

(41.5%), 3개월~6개월 24명(18.5%), 6개월~ 

내용 구분 N %

개인특성요인

성별

남성 28 21.5

여성 102 78.5

계 130 100

결혼

미혼 86 66.2

기혼 44 33.8

계 130 100

연령

20 48 36.9

30 42 32.3

40 14 10.8

50 50 15.4

60 6 4.6

계 130 100

학력

고졸 8 6.2

문 졸 30 23.1

졸 66 50.8

학원 이상 22 16.9

기타 4 3.1

계 130 100

종교

기독교 22 16.9

불교 32 24.7

천주교 24 18.4

무교 44 33.8

기타 8 6.2

계 130 161.6

<표 2>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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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구분 N %

참여행태요인

사활동참여기간

3개월 미만 54 41.5

3개월~6개월 24 18.5

6개월~12개월 26 20.0

1년 이상~1년 6개월 18 13.8

1년 6개월 이상 8 6.2

계 130 100

사활동참여시간

1시간 미만 36 27.7

1시간~2시간 28 21.5

2시간~3시간 50 38.5

4시간 이상 16 12.3

계 130 100

사활동참여경로

스스로참여 44 33.8

학교권유 42 32.3

단체참여 22 16.9

가족권유 6 4.6

기타 16 12.3

계 130 100

<표 3>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학  분석

12개월 26명(20%), 1년이상~1년 6개월은 18

명(13.85), 1년 6개월 이상은 8명(6.2%)으로 

나타났으며, 사활동 참여시간에 한 질문에 

한 답은 1시간 미만은 36명(27.7%), 1시간~ 

2시간 28명(21.5%), 2시간~3시간 50명(38.5%), 

4시간 이상 16명(12.3%)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사활동 참여 경로를 보면 스스로 참여 

44명(33.8%), 학교권유 42명(32.3%), 단체권유 

22명(16.9%), 가족권유 6명(4.65%), 기타 16명

(12.3%)으로 나타났다. 

4.1.1 개인특성요인  참여행태요인의 직무

만족도에 한 변인별 차이

개인특성요인의 변인에 따른 장애인 상 도

서 자원 사자의 직무만족도 차이를 알아보

기 해 변량분석과 t-test를 실시하 다. 그 결

과는 <표 4>와 같다. 

<표 4>와 같이 성별에 따른 자원 사 직무만

족도의 차이(t=.643)는 유의미 하지 않게 나

타났다. 결혼여부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는 

t=6.32, p<.001로 통계 으로 유의미 하 다. 

즉 기혼이 미혼에 비해 높은 직무만족도를 보

다. 연령별 장애인 도서  자원 사서비스 

직무만족도의 차이는 F=3.74 p<.01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Scheffe를 통한 사후검증 

결과를 보면, 30 , 30 , 40 , 50 의 직무만

족도가 20 의 직무만족도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 장애인 상 도서  자원 사 직무만족

도의 차이는 F=3.10, p<0.5로 통계 으로 유

의미하 다. Scheffe를 통한 사후검증 결과를 

보면, 학원졸의 직무만족도가 문 졸의 직

무만족도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 자

원 사자들의 사활동 만족도와의 유의미한 

상 계가 없다고 주장한 일부 연구(이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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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구분 N 평균 표 편차 F/t Scheffe(사후검증)

성별
남성 28 3.96 1.09

.643
여성 102 3.94 1.11

결혼
미혼 86 3.58 .99

6.32***
기혼 44 4.64 .98

연령

20 48 3.31 .89

3.74**

20 <

30 , 40  

50 , 60

30 42 4.10 1.19

40 14 4.42 1.14

50 50 4.55 .75

60 6 4.75 .52

학력

고졸 8 3.75 .96

3.10*
문 졸<

학원졸

문 졸 30 3.36 .88

졸 66 4.15 1.17

학원졸 22 4.18 .95

기타 4 4.00 1.41

사활동

참여경로

개인 44 4.70 1.01

11.85***

학교, 단체

권유, 기타

<개인

학교 42 3.69 1.01

단체 22 3.54 .73

부모님권유 6 2.66 .25

기타 16 3.56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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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개인특성요인의 변인별 직무만족도 정도 분석

2011)와는 차별성이 존재한다. 

사활동 참여경로에 따른 장애인 상 도서  

자원 사서비스 직무만족도의 차이는 F=11.85, 

p<.001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Scheffe를 

통한 사후검증 결과를 보면, 스스로 찾아온 사

활동 참가자가 학교, 단체, 부모님 권유 등의 의

해 참여한 경우 보다 높은 직무만족도를 보 다. 

다른 인구통계학  변인인 종교는 사활동 직

무만족도의 차이는 유의미 하지 않게 나타났다. 

4.1.2 참여행태(참여경로)에 따른 참여시간 

 참여기간별 차이

참여행태(참여경로)에 따른 사활동 참여

시간  참여기간에 해 교차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와 같이 참여경로에 따른 1일 사활

동 참여 시간에 해 χ2=56.30, p<.001 수 에

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경로

에 사활동 참여 기간도 χ2=39.73, p<.001 수

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은 분석에 사용된 변수

들  개인특성요인, 참여행태요인 변수를 제

외한 동기(이타  동기, 개인  동기)요인, 환

경요인( 인 계, 보상요인, 역할모델, 이 경

험), 활동가치(업무인식, 공분야, 기 합치, 

업무 성)에 한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는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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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시간

1시간
1시간 과

2시간미만

2시간 과

3시간미만
4시간 종일

참여경로

개인 6 8 20 10 0

학교 5 12 22 4 0

단체 8 8 4 2 0

가족 6 0 0 0 0

기타 12 0 4 0 0

체 36 28 50 16 0

참여기간

3개월미만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1년이상

1년6개월미만
1년 6개월이상

참여경로

개인 10 8 12 10 4

학교 16 4 10 8 4

단체 10 8 4 0 0

가족 6 0 0 0 0

기타 2 4 0 0 0

체 54 24 26 18 8

<표 5> 장애인 상 도서 자원 사자의 참여경로에 따른 참여시간, 참여기간 분석

구분 N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직무만족도 130 1 5 4.03 .73

동기요인
이타 동기 130 1 5 3.22 .79

이기 동기 130 1 5 3.34 .78

환경요인

인 계 130 1 5 3.86 .71

보상요인 130 1 5 3.04 1.13

역할모델 130 1 5 3.27 1.11

이 경험 130 1 5 3.66 .79

활동가치

인식요인

업무인식 130 1 5 3.53 .61

공분야 130 1 5 3.10 1.37

기 합치도 130 1 5 3.93 .59

업무 성 130 1 5 3.65 .65

<표 6> 변수의 기술통계량

첫째, 도서  장애인서비스 자원 사자의 만

족도는 4.03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즉 자

원 사자들이 장애인을 한 도서  사활동

을 통해 목표했던 바가 비교  충족되었다고 

만족하고 있다. 이는 자원 사자들이 특별한 보

상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해 

사한다는 사명감을 크게 가지고 있고 장애인의 

문화향유에 한 사회  심과 평가가 향상된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이타  동기(3.22)보다 이기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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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가 만족도에서 높게 나타났다. 자원 사 

상자인 장애인의 복지 내지 이익을 도모하기 

한 이타  행동보다는 자원 사자들의 자아

실  는 자아지향 인 이기  동기에 의한 만

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 사활동은 

타인을 존 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이

타주의  정신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이타성은 

자원 사활동의 요한 특성 의 하나라 여겨

져 왔으나(남문  2009, 8), 본 연구에서는 이

기  동기가 직무만족도에 보다 높은 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의미가 있다. 

셋째, 환경요인은 인 계(3.86)와 이 경

험(3.66)이 다른 요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

것은 특별한 보상과 역할 수행을 해서보다는 

자원 사자와의 계, 사경험에 따른 참여가 

만족도를 높 다고 해석된다. 이희태(2011)의 

연구에서도 인 계가 자원 사자들의 사

활동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자원 사자들의 경우 사활동 과

정에서 동료, 활동 기  직원, 서비스 상자 등

과 직 인 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들과의 

계가 원만하고 조 일 경우 자원 사활동

에 한 만족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활동가치 인식요인은 기 합치도(3.93)

와 업무 성(3.65)이 공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자원 사활동 이 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사활동 업무들이 실제 사활동

에서 기 치와 맞게 떨어졌을 때 만족도가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 사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자신의 능력과 성에 부합할 뿐

만 아니라 업무의 양 한 당하여 정해진 시

간 내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활동에 

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4.3 자원 사자 직무만족도의 향요인 분석

직무만족도와 련 3가지 변수(참여동기요

인, 환경요인, 활동가치인식요인)들의 상 분

석을 실시하여 <표 7>에 제시하 다. <표 7>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참여동기  이타  

동기와 이기 동기가 직무만족도와 정 인 상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요인은 역

할모델만이 정인 상 을 보 으며, 활동가치

의 기 합치와 업무 성이 직무만족도와 정

인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P<.01). 상 계 분석결과는 참여동기요인(이

타 동기) r=.217, 참여동기요인(이기 동기) 

r=.382, 환경요인(역할모델) r=.212, 활동가치

인식요인(기 합치) r=472, 활동가치인식요인

(업무 성)은 r=.343에서로 나타났다.

동기

이타 동기

동기

이기 동기

환경요인

인 계

환경요인

보상요인

환경요인

역할모델

직무만족도 .217* .382** .117 .092 .212*

환경요인 

이 경험

활동가치

업무인식

활동가치 

공분야

활동가치

기 합치

활동가치 

업무 성

직무만족도 -.112 .142 -.098 .472** .343**

*p<.05,  **P<.01

<표 7> 직무만족도와 요인간의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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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장애인 상 도서  자원 사자

들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을 알아보고

자 단계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 다. 다 공선성 문제가 발생 할 때 회

귀분석의 기본가정이 무시되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이기종 2000). 요인들 간의 다 공선

성 문제를 진단하기 하여 직무만족도를 종속

변인으로 하고 련 요인들을 하 요인으로 투

입시키는 회귀분석에서 Dubin-Watson8)의 검

증을 실시하 으며, VIF9)값도 산출하 다. 이 

결과 Dubin-Watson의 검증으로 나타난 D값

이 1.85로 산출되었으며, VIF값도 1.29로 나타

나 독립변인들 사이의 다 공선성 문제가 심각

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표 8>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장애인 상 

도서 자원 사자들의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

독립변수
B

비표 화계수

β
표 회계수

t R2 R2의 변화량 F

상수 2.75

1단계
활동가치인식

(기 합치도)
.315 .482 6.62***

.50

.36

32.7482단계
동기요인

(이기 동기)
.146 .360 5.42*** .10

2단계
활동가치인식

(업무 성)
.209 .175 2.46** .02

제외된

변수

동기요인

(이타  동기)
.027 .018 .798

환경요인

( 인 게)
.176 .110 .272

환경요인

(보상요인)
.086 .022 .758

환경요인

(역할모델)
-.105 .060 .552

환경요인

(이  경험)
-.112 -.006 .596

활동가치인식

(업무인식)
.105 .006 .947

활동가치인식

( 공분야)
-.127 -.096 .204

**P<.01, *** P<.001

<표 8> 도서 장애인서비스 직무만족의 련변인들의 회귀분석 결과

 8) 독립성 검증에서 사용되는 Dubin-Watson의 임계치는 독립변인과 표본 수, 그리고 유의수 에 따라서 결정되는

데, 이 검증에서 산출되는 D값은 0에 근사할 경우 오차변량의 감소를 의미하고, 4에 근사할 경우 오차변량이 증

가함을 의미한다. 반면 D값이 2에 근사할 경우 독립변인들의 상 계를 무시해도 좋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9) 변량증폭요인(VIF: Variable Inflation Factor)은 변인들 간의 상호의존성 지수로 자주 사용되는 공차와 매우 

하게 련되어 있고, 사실상 공차의 역수로 정의한다. 즉 1번째 변인에 한 VIF값은 VIF=1(1-R2)이다. 

VIF값이 10 이상이며, 다 공선성이 존재함의 의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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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향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활동가치인

식요인 부분의 기  합치도(기 치, 사회 정, 

도움행동), 참여동기요인(이기  동기), 활동가

치인식요인(업무 성) 총 3개의 변수가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 변수들의 설명력은 F=32.74, 

p<.001로 나타났으며. 활동가치인식요인의 기

합치도(β=.482), 이기  동기(β=.360), 업

무 성(β=.175)이 자원 사자들의 직무만

족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나타

났다. 

이들이 직무만족도를 설명하는 변량은 체 

변량의 40%를 차지하 다. 즉, 도서  장애인

서비스 자원 사자들은 ‘기 합치도’가 직무만

족도에 가장 높은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사활동 이 에 담당자와 자

원 사활동에 한 업무에 한 의사소통을 통

해 서로의 이해수 을 충족시키는 것을 보여

다. 한 자원 사의 가장 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 인 도움행동과 이를 통한 사

회  정성을 발휘가 것이 자원 사활동의 직

무만족에 미친다는 고운미(2004), 김소 , 이

기 (2000)의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일치한

다. 도서  장애인서비스 자원 사의 특성상 

기 합치도의 세부내용과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활동의 기 치에 사활동의 내용이 부합

하여야 하며, 실제 장애인에 한 도움행동이 

이루어져야 높은 직무만족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활동가치인식요인의 ‘업무 성’

은 정 인 방향으로 자원 사자들의 직무만족

도를 증진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자원 사

활동이 사활동자들에게 느껴지는 한 업

무량이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원 사자 스스로 한 비가 이루어져 있

을수록 직무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기요인(이타  동기), 환

경요인 체요인과 환경 가치 인식의 ‘업무 인

식’과 ‘ 공분야’는 그 설명 변량이 낮아 자원

사자들의 직무만족도를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자원 사자의 활용은 사회 문제해결에 한 

시민들의 자발  참여를 이루어냄으로써 국민

의 복지가 국가  책임과 국민들의 참여에 의하

여 극 화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사회보

장이 제도화된 오늘날 자원 사는 사회복지구

을 한 요한 요소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내외 학자들의 선행연구에서 나

타난 자원 사자 직무만족의 향요인을 종합

하여 고찰한 후 장애인만을 상으로 한 도서

 자원 사활동의 직무만족에 향을 미칠 것

으로 단되는 변수들을 추출하여 독립변수로 

선정하 다. 즉 참여동기요인, 환경요인, 활동

가치 인식요인을 독립변수로 두고, 종속변수로

는 자원 사자의 직무만족으로 설정하 다. 

연구결과를 심으로 살펴본 연구가설에 

해, 첫째, 연구가설 1은 부분 지지하 다. 결혼, 

연령, 학력, 사활동 참여경로에 따른 직무만

족도에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 지만, 성별, 종

교와는 직무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연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성별, 연

령, 학력은 일 되게 통계 인 향이 없다고 보

고되고 있는 것과 참여기간, 결혼은 기존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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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종종 유의미한 설명변수 던 것과 본 연구

결과는 차이를 보인다(김 욱, 이승종 2011, 191; 

박건실 2011, 233).

둘째, 연구가설 2는 지지하 다. 도서  장애

인서비스 자원 사 참여경로에 따라 자원 사 

참여기간  참여시간에 차지가 있음을 입증하

다. 이것은 능동  참여가 수동  참여보다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오세나, 김기 (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연구가설 3은 부분지지 하 다. 참여동

기요인  이기  동기는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타  동기는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

기  동기가 자원 사 직무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오세나, 김기  1999; 김

소 , 이기  2000)와 동일하나, 이타주의  성

향이 강한 자원 사자일수록 자원 사활동에 더

욱 극 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김소 , 

이기 (2000), 이희태(2011) 등의 여러 선행 연

구결과와는 상이한 것이다. 

넷째, 연구가설 4은 지지하지 않았다. 환경요

인  보상모델, 이  경험, 역할모델 모두 직무

만족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 계는 자원 사활동의 만족도에 

요한 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결

과는 선행연구(강 선, 배의식, 류기형 2010; 김

욱, 이승종 2011; 이희태 2011; 박건실 2011)

결과와 일치한다.

다섯째, 연구가설 5는 부분지지하 다. 활동

가치인식요인의 기 합치도, 업무 성은 직무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업

무인식, 공분야는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의 성

은 이희태(2011), 박건실(2011) 등의 여러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상의 가설검정의 결과가 갖은 함의를 요약

하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  장애인서비스 자원 사는 일반

인 도서  자원 사와 다른 의미있는 행동이

며, 이러한 자원 사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

고 지속 인 사활동을 하여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환경요인의 인 계, 활동가치인식요

인의 기 합치도, 업무 성은 분야와 상을 

막론하고 일반 으로 자원 사활동 만족도의 

요한 향요인이다. 자원 사 활동만족도에 

한 부분의 연구에서 자원 사자와 사 상

자, 직장동료 등과의 계, 사활동의 활동가치

인식을 요한 향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에서 본 연구에서도 재확인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도서  장애인서비스 자원 사자들이 자원

사활동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자신들의 

사활동에 한 기 치 인식과 한 업무량  

인 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셋째, 도서  장애인서비스 자원 사활동의 

참여동기  이기  동기요인이 직무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은 자원 사활동이 

자아실 , 성취의욕 등 자아지향 인 동기에 의

해서 자원 사를 수행하며, 이 을 고려한 자원

사자의 경험, 욕구 등을 사 에 악하여 

처할 필요가 있다. 

첨언할 것은 본 연구는 도서  장애인서비스 

자원 사 활동의 직무만족도 향요인에 한 

보다 일반화된 모형의 추출을 목 으로 수행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상을 특정 도서 에 

소속된 자원 사자로 한정함으로써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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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화 가능성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

다. 도서  장애인서비스 자원 사활동이 아직

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차 으로 도서

에서 장애인을 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 로

그램이 증가하고 있다는 에서 개연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향후 도서  자원 사활동 연구

에서 추가 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장

애인만을 상으로 한 도서  자원 사활동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에서 제시한 세 가

지 함의는 체 인 타당성은 유지하게 될 것

으로 측된다. 본 연구에서 밝 진 향요인

은 향후 지속 인 도서  장애인서비스 자원

사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 사자들의 사활동을 활성화

시키며, 새로운 참여자 창출에 필요한 기

인 자료로 활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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