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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서 국내 공공도서  노인서비스 황을 악하여 개선 을 도출하기 한 목 으로 

수행되었다. 국의 도시지역 공공도서 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총 172개 도서 이 

응답하 다. 연구 결과, 국내 공공도서 은 체로 노인이용자의 요성에 해서 인식하고 있으나, 극 인 

응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  장서  공간/시설에 해 우선 으로 강화해야 할 역은 

큰활자․음성도서/정기간행물 장서 확충과 높은 서가의 책을 찾기 해 직원에게 도움 요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으로 조사되었다. 도서  서비스/ 로그램의 경우 우선 으로 강화해야 할 역은 사회참여 

로그램과 인문학 로그램으로 분석되었다. 정보서비스 담당 사서들은 다른 노인서비스 기 과 차별화된 

도서 만의 노인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노인세 의 계층을 세분화하고 보다 문화된 서비스  로그램

을 기획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 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identifying the current state and improvements 

of the public library services for older adult in Korea. According to the online survey of public 

libraries in urban areas across the country, a total of 172 libraries responded. Research shows 

that public libraries generall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lderly users, but there are 

limitations in active efforts. The priority area for library collection and space/facilities was 

to be strengthened by the expansion of large type and voice books/periodical books, as well 

as the need to ask librarians for help to find books in high bookshelves. In the case of library 

services/programs, the areas that need to be strengthened first were analyzed as social 

participation programs and humanities programs. The librarians in charge of information 

services expressed their opinions that more specialized services and programs should be planned 

and subdivided for the elderly generation in order to provide older adults’ services unique 

to other older adults’ service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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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고령화는 출산과 함께 최근 우리나라의 인

구사회학  특징을 표 하는 핵심 상이며, 도

서 을 포함하여 공 을 해 서비스하는 사회

문화 기 에게는 이용자 계층 변화의 에서 

주목받는 주제이기도 하다. 

202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령자통계에 따

르면 우리나라의 202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12만 5천 명으로 체 인구의 15.7%를 차지하

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통계청, 2020). 이 통계자료에 의

하면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여가시간은 6

시간 51분으로 이  미디어 이용 시간은 3시간 

50분, 교제  참여 시간은 1시간 23분, 스포츠 

 포츠 시간 47분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노

인세 의 여가시간  미디어 이용시간이 상당

히 높은 비 을 차지하며, 정보 제공기 인 도서

이 노인세 의 여가시간 활용에 기여할 수 있

는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 다. 

이와 같은 가능성은 공공도서 에서 노인이

용자의 회원 가입  정보서비스 이용 비 이 

차 증가하는데 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공공

도서  통계조사 결과(문화체육 부, 2020)

에서는 노인 상의 별도 통계조사 결과를 제공

하고 있지 않으나, 노인이용자를 포함한 성인이

용자의 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다른 연령 와의 

조사결과와 비교한 추이를 악할 수 있다. 공

공도서  회원등록자의 연령별 비율의 경우, 

어린이와 청소년 비율은 감소했으며, 성인 비

율은 꾸 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구체 으로 

성인 80.6%, 청소년 10.3%, 어린이 9.1% 순으

로 나타났으며, 성인이용자의 회원등록비율은 

년 비 1.5% 증가하 다. 공공도서  출

자 비율 한 성인 75.2%, 어린이 16.2%, 청소

년 8.6%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인이용자의 

출자 비율은 년 비 1.8% 증가하 다. 2019

년 연령별 공공도서  출권수는 성인 이용자

의 출권수가 6.0% 증가하여 어린이 4.0%, 청

소년 2.4%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

다. 

이와 같이 도서  노인서비스 이용 요구가 심

화되는 상황에서 도서 이 노인이용자를 해 

보다 고도화된 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

으며, 이를 해 우선 으로 필요한 과제는 

재 우리나라 도서 의 노인서비스 황과 수

을 악하여 발 의 방향성을 찾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 인 도서  운 황 

조사인 공공도서  통계조사에서도 노인서비스 

상의 구분된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련 연구 한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

는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주목하여 국내 

공공도서 의 노인서비스 황을 도시지역 

주로 조사하여 개선 을 도출하고자 하 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재 시 의 우리나

라의 도서  노인서비스 수 을 가늠하게 할 뿐

만 아니라, 사서의 인식을 기반으로 향후 도서

 노인서비스 발 의 방향성을 도출하는데 도

움을  것으로 기 된다. 

 

1.2 선행 연구 

최근 속한 우리나라 고령화 상에 따라 다



 우리나라 공공도서  노인서비스 황과 개선방안에 한 연구  201

양한 지식정보 취약계층 에서도 노인 이용자

에 한 연구가 활발히 개되고 있다. 이정연, 

김 애(2020)는 노인의 정보활동과 도서  이

용 경험에 한 연구를 장애인 연구와 더불어 

진행하 다. 연구결과 취약계층을 한 정보복

지를 실 하기 해 지역사회 공공도서 이 특

수도서 , 유형별 복지 , 행정 기  등과 유기

체 으로 력하여 아웃리치 서비스, 인  리에

종 서비스 강화, 력 장서 개발, 문화복지 로

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하 다. 

국립 앙도서 (2020)은 사회의 고령화 추

세를 반 하고, 고령의 이용자에게 하고 지

속가능한 서비스를 운 할 수 있도록 그 기 을 

제시하기 해서 국립 앙도서  고령자 서비

스 가이드라인을 발간하 다. 

임성 (2020)은 노인도서  설립과 운  방

안 제시를 한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30명

을 상으로 면담을 진행한 결과, 노인 이용자의 

도서  이용 목 은 로그램 참여를 해서라

는 응답이 많았으며, 꼭 필요한 서비스로는 자서

 쓰기 등 노인 이용자를 해 특성화된 로그

램이라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보다 심층 으로 노인이 공공도서 을 이용

하는 이유에 해 규명하고자 시도된 연구도 최

근 이루어졌다. 최유진, 차미경(2019)은 서울 소

재 15개 공공도서 을 이용하는 노인 이용자를 

상으로 분석한 결과, 독서를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얻고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노인이용자

의 가치체계를 도식화하여 결과 으로 공공도

서 이 노인에게 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밝혔다. 

노인이용자의 계층과 연령 구분이 다변화되

고, 50 에 비교  빠른 은퇴가 이루어지는 

재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심

자 , 서은경(2018)은 55세 이상의 국회도서  

이용자의 이용행태  검색행태를 조사하 고 

이러한 행태와 만족도를 시니어 세 별 즉 베이

비붐 세 의 액티 시니어 그룹과 노인세 의 

시니어 그룹으로 나 어 비교․분석하 다. 그 

결과, 노인세 는 국회도서 을 여가를 목 으

로 방문하며 정치․사회, 종교․철학, 역사․지

리분야를 선호하 으나, 베이비붐 세 는 자기

계발을 목 으로 경제․재테크, 술․문화 분

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서 이 노인 이

용자의 세 구분에 따라 세분화된 정보요구를 

충족시켜야 함을 시사하 다. 

2018년에 정보불평등 상별 도서 서비스 

정책과 서비스 황을 진단하기 한 연구(안

인자, 노 희, 장로사, 2018)에서 국내 도서  

노인서비스 정책과 서비스 연구 황을 조사한 

바 있다. 연구 결과 정책개발로는 정책연구, 정

책수립 고려사항, 활성화 방안, 략 등 10개 논

문, 황조사  통계/평가는 4개 논문, 문화

로그램은 문헌정보학 분야의 신체장애  독서

치료와 련된 1개 논문, 력네트워크로는 경

기도 도서 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에 

한 1개 논문. 정보서비스는 공공도서 의 노인

용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한 1개 논문이 있음

을 밝 서 그간의 도서  노인서비스 연구가 

주로 정책연구 주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국  단 의 도서  노인서비스 

황을 악하기 한 연구가 미흡한 반면, 미

국에서 비교  최근 국  단 의 규모 연

구가 진행된 바 있다. Hughes(2017)는 미국과 

캐나다 721개 지방지역 공공도서 을 상으로 



202  정보 리학회지 제38권 제3호 2021

65세 이상 노인이용자 서비스 황을 조사하기 

해, 산, 장서, 략  계획, 담직원 구성, 

기술의 이용, 기  력, 아웃리치 서비스, 건물

설계와 근성을 범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 결과 제한된 산과 자원에도 불구하

고 도서  사서들의 노력과 창의성으로 외부 

기  력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로그램을 

극 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며, 특히 노인 이

용자들이 도서  서비스에 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와 마 하는 것이 요하다는 사

서의 인식을 보여주었다.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국내의 도서  노인

서비스 련 연구는 주로 이용자 요구 분석과 

정책 연구개발을 심으로 진행되어 온 반면, 

도서 의 련 황 분석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

다. 도서  노인 서비스의 발 을 해서는 

재의 황과 문제 을 진단하고, 서비스 제공자

인 사서의 인식을 악하는 연구가 기 연구로

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설문방법

본 연구는 노인이용자와 같이 세분화된 이용

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최소 수  이

상의 도서  인 라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단 

하에 조사 상 도서 을 수도권  도시지역

(서울, 부산, 구, 인천, 주, , 울산, 세종, 

경기) 공공도서 으로 한정하 다. 2019년 기

 국의 수도권  도시지역 공공도서  581

개 을 상으로 2020년 6월 4일부터 6월 30

일까지 정보서비스 담당 사서에게 설문조사를 

안내하고 웹을 통해 조사하는 온라인 설문조

사 방식을 이용하 다. 설문조사 결과 총 172개 

도서 이 설문에 응답하 으며 상기  비 

회수율은 29.6%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서 지칭하는 노인은 65세 이상 이용자를 의미

한다. 

 

2.2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표 1>과 같이 일반 황(3개), 

노인서비스 황(7개), 도서  장서  공간/시

설(2개), 도서  서비스/ 로그램(2개), 기타사

항(3개)의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조사

항목 도출을 해 Hughes(2017) 연구를 참고

하여 산, 장서, 략  계획, 담직원 구성, 

기술의 이용, 기  력, 아웃리치 서비스, 건물

설계와 근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설계

하 다. 

3. 연구의 결과 

3.1 설문참여도서관 기본사항 

설문에 참여한 공공도서 의 운 주체는 지

방자치단체 탁이 39.5%로 가장 높았고, 다음

으로 기 자치단체 직 (35.5%), 역 교육청 

직 (9.3%) 등의 순으로 높았다. 공공도서 의 

소재지는 서울이 81개 (47.1%)으로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 경기․인천(36.0%) 등의 순으로 

많았다(<표 2> 참조).

공공도서 의 노인 상 도서  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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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내용

일반 황

1. 도서  운 주체

2. 도서  소재지

3. 노인 이용자 상 도서  로그램 운  여부

노인서비스 황

1. 도서  사명/목 에 노인집단 요구 충족 포함 여부

2. 노인 이용자 상 데이터 수집 황

  - 데이터 수집 여부

  - 데이터 수집 주기

  - 데이터의 반  여부

  - 데이터 수집 방법

3. 요구  심사 활용 방법

4. 노인서비스 력기  유형

도서  장서  

공간/시설

1. 도서  장서  공간/시설 요도

2. 도서  장서  공간/시설 수행도

도서

서비스/ 로그램

1. 도서  서비스/ 로그램의 요도

2. 도서  서비스/ 로그램의 수행도

기타사항

1. 도서  방문이 어려운 노인 이용자를 한 도서  서비스

2. 노인 이용자에 한 도서  직원교육 황

3. 도서  노인서비스를 활성화 방안

<표 1> 설문지 구성

구분 사례수

지자체 직 교육청 직 탁/사립/기타

역자치단체

(시․도) 

직

기 자치단체

(시․군․구) 

직

역 교육청 

직

지방자치

단체 탁
사립 기타

체 (172) 5.2 35.5 9.3 39.5 5.2 5.2

운 주체

지자체 직 (70) 12.8 87.1 0.0 0.0 0.0 0.0

교육청 직 (16) 0.0 0.0 100.0 0.0 0.0 0.0

탁/사립/기타 (86) 0.0 0.0 0.0 79.1 10.5 10.5

지역
서울 (81) 4.9 19.8 6.2 63.0 0.0 6.2

서울 외 지역 (91) 5.5 49.5 12.1 18.7 9.9 4.4

<표 2> 설문참여도서  기본사항
(Base: 체, N=172, 단 : %)

별도로 운 하지 않고 신 노인이용자를 포함

한 체 성인을 상으로 포 으로 운 한다

는 응답이 51.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운

하지 않음(26.7%) 등의 순으로 높았다. 노인 

이용자만을 한 특정 로그램을 운 하는 도

서 은 12.2%이다(<그림 1> 참조).

3.2 노인서비스 현황

3.2.1 도서  사명․목 에 노인집단 요구 

충족 포함 여부

공공도서 의 도서  사명, 목 을 서술하는 

공식 인 문서에서 노인집단 요구 충족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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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노인 상 도서  로그램 운  여부

(Base: 체, 단 : %, 복수응답)

포함되어 있다는 응답이 71.5%로 포함되지 않

았다(27.9%) 보다 높았다.

3.2.2 노인 이용자 상 데이터 수집 

노인 이용자를 상으로 한 데이터를 수집하

지 않는다는 응답이 52.9%로 수집함 44.8%(제

한 으로 수집 40.1% + 극 으로 수집 4.7%) 

보다 높았다. 노인서비스 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주기는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수집이 58.4%로 가

장 높았고, 다음으로 연간 1회(31.2%) 등 순으

로 높았다. 한 노인서비스 련 데이터를 도서

 서비스  장서 계획과 산계획에 반 한다

는 응답이 93.5%( 극 으로 반  13.0% + 제

한 으로 반  80.5%)로 반 되지 않음(6.5%)

보다 높았다. 

노인서비스 련 데이터를 수집하기 한 방

법은 노인 상 도서  서비스  로그램 평가

조사가 5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방자

치단체  지역의 련 통계 수집(45.5%), 정기

인 노인 상 조사(18.2%) 등의 순으로 높았

다(<그림 2> 참조).

3.2.3 요구  심사 활용 방법

노인 이용자의 요구와 심사를 도서  장서 

 로그램, 서비스에 반 하기 해 활용하

는 방법으로 도서  서비스  로그램 홍보

를 노인 요구  심사에 을 맞춰 실행하

는 방법이 3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노

인 련기 과 력 계 체결(35.5%), 자원

사자로 노인이용자 활용(27.9%)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그림 3> 참조).

3.2.4 노인서비스 력기  유형

노인서비스를 해 력하는 기  유형은 복

지 (노인복지 )이 55.2%로 가장 높았고, 다

음으로 민간 운 기 /단체(21.5%), 치매 방

센터(20.9%) 등의 순으로 높았다. 

3.3 노인 서비스 장서 및 공간․시설 

현황 분석

3.3.1 GAP 분석

GAP분석은 요도와 수행도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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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노인서비스 데이터 수집 방법

(Base: 데이터 수집 기 , 단 : %, 복수응답)

<그림 3> 요구  심사 활용 방법

(Base: 체, 단 : %, 복수응답)

요도 비 수행도가 낮은 서비스 속성을 찾

아 개선의 방향을 찾는 방법이다. GAP분석의 

강화 역은 요도가 높고 수행도의 GAP 결

과값도 평균 비 크지 않은 역으로 볼 수 있

으며, 개선 역은 상 으로 요도가 높으나 

요도 비 수행도가 낮은 서비스 역이라고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강화 역은 (1) 높은 서가의 책을 

찾기 해 직원에게 도움 요청 가능 여부, (3) 

큰활자 음성도서/정기간행물 이용 가능 여부 

등으로 보인다. 개선 역은 (4) 노인을 한 독

서보조기기 구비와 (5) 도서  내부 사인물의 

가시성을 우선 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

다(<표 3> 참조). 

3.3.2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

IPA는 요도와 수행도를 좌표화하고 평균

비 요도와 수행도로 구분하여, 강화 역

과 개선 역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리 알려

진 분석방법이다.

IPA 결과, 강화 역은 (1) 높은 서가의 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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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도

(A)

수행도

(B)

GAP

(B-A)

(1) 서가 높은 곳에 치한 책을 찾기 해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4.41 4.38 -0.03

(2) 도서  건물은 노인이용자의 용이한 근성을 충족시키고 있다. 4.35 3.76 -0.59

(3) 큰활자도서, 음성도서, 정기간행물이 이용 가능하다. 4.28 3.92 -0.36

(4)
도서  내부 사인물은 휠체어 이용자 는 시력자에게도 잘 보일 정도로 

명확하고, 선명한 색상으로 표 되어 있다.
4.16 3.48 -0.68

(5) 노인을 한 독서보조기기(휴 용 독서확 기 등)가 구비되어 있다. 4.14 3.51 -0.63

(6)
장시간 서있는 것이 불편한 이용자를 해 서비스 제공 치마다 좌석이 

비되어 있다.
4.08 3.67 -0.41

(7) 운 진의 실내 조도는 노인에게 한 수 이다. 4.03 3.84 -0.19

(8) 서가 사이의 간격은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을 보장할 만큼 떨어져 있다. 4.01 3.31 -0.70

(9)
노인이용자에 자주 이용되는 장서가 도서 에서 쉽게 근 가능한 서가에 

치되어 있다.
3.99 3.65 -0.34

(10) 도서  홈페이지는 웹사이트 근성을 보장한다. 3.96 3.51 -0.45

(11) 시력자를 해 어도 한  이상의 컴퓨터에 독서확 기가 설치되어 있다. 3.92 3.40 -0.52

(12) 도서  홍보물  로셔는 최소한 14포인트 이상으로 제작된다. 3.73 3.03 -0.70

(13)
청각이 좋지 않은 이용자를 해 자막 상자료  독서보조기기를 구비하고 

있다.
3.72 2.92 -0.80

평균 4.06 3.57 -0.49

<표 3> 도서  장서  공간/시설 GAP분석

찾기 해 직원에게 도움 요청 가능 여부, (3) 

큰활자 음성도서/정기간행물 이용 가능 여부로 

나타났으며, 우선 개선해야 하는 역은 (4) 노

인을 한 독서보조기기 구비와 (5) 도서  내

부 사인물의 가시성 개선으로 보인다(<그림 4>, 

<표 4> 참조).

3.3.3 GAP분석과 IPA 비교 결과 

GAP 분석과 IPA를 종합하여 비교해 보면, 

공통 인 우선 강화 역은 (1) 높은 서가의 책을 

찾기 해 직원에게 도움 요청 가능 여부, (3) 큰

활자․음성도서/정기간행물 이용가능 여부로 분

석되었다. 

공통 인 우선 개선 역은 (4) 노인을 한 

독서보조기기 구비, (5) 도서  내부 사인물의 

가시성 개선이다(<표 5> 참조).

3.4 노인 서비스/프로그램 현황 분석

3.4.1 GAP 분석

GAP 분석 결과 도서  노인 서비스/ 로그램 

 사회참여 로그램과 인문학 로그램이 요

도와 수행도가 높아 강화해야 하는 역으로 나

타났으며, 상담 로그램과 세 교류 로그램은 

요도는 상 으로 높지만, 수행도가 낮아 개

선이 필요한 역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3.4.2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 

IPA 결과 사회참여 로그램, 인문학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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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도서  장서  공간/시설 IPA 분석 결과

(Base: 체, 단 : %)

최우선 개선 역 개선 검토 역 상  강 역 유지 리 역

- 도서  내부 사인물의 

가시성

- 노인을 한 독서보조

기기 구비

- 청각이 좋지 않은 이용자를 한 자막

상자료  독서보조기기 구비

- 도서  홍보물의 가시성

- 휠체어 이용자를 한 서가 사이의 

간격

- 도서  홈페이지의 근성

- 시력자를 한 독서확 기 설치

- 노인 이용자의 도서  근성

- 서비스 제공 치마다 좌석설치

- 큰활자․음성도서/정기 간행물 

이용 가능여부

- 높은 서가의 책을 찾기 해 직원

에게 도움요청 가능여부

- 실내 조도의 성

- 노인 이용자가 자주 이

용하는 장서의 근가

능성

<표 4> 도서  장서  공간/시설 IPA 분석 결과

구분 GAP 분석 IPA 공통

우선 

강화 

역

(1) 높은 서가의 책을 찾기 해 

직원에게 도움 요청 가능 여부

(3) 큰활자․음성도서/정기간행물 

이용가능여부

(1) 높은 서가의 책을 찾기 해 

직원에게 도움 요청 가능 여부

(3) 큰활자․음성도서/정기간행물 

이용가능여부

(6) 서비스 제공 치마다 좌석 설치

(1) 높은 서가의 책을 찾기 해 

직원에게 도움 요청 가능 여부

(3) 큰활자․음성도서/정기간행물 

이용가능여부

우선 

개선 

역

(4) 노인을 한 독서보조기기 구비

(5) 도서  내부 사인물의 가시성 

개선

(4) 노인을 한 독서보조기기 구비

(5) 도서  내부 사인물의 가시성 

개선

(4) 노인을 한 독서보조기기 구비

(5) 도서  내부 사인물의 가시성 

개선

<표 5> 도서  장서  공간/시설 - GAP분석과 IPA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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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도

(A)

수행도

(B)

GAP

(B-A)

정보화교육 4.04 2.69 -1.35 

사회참여 로그램 4.03 3.29 -0.74 

인문학 로그램 3.90 3.61 -0.29 

상담 로그램 3.82 2.33 -1.49 

독서토론 로그램 3.79 3.03 -0.76 

세 교류 로그램 3.79 2.58 -1.21 

문화 로그램 3.78 2.90 -0.88 

능 로그램 3.73 2.87 -0.86 

취미 로그램 3.72 2.63 -1.09 

건강생활 로그램 3.70 2.55 -1.15 

한 교육 3.52 2.22 -1.30 

경제 련 로그램 3.44 2.33 -1.11 

외국어교육 3.05 2.32 -0.73 

체육 로그램 3.05 1.90 -1.15 

평균 3.67 2.66 -1.01

<표 6> 도서  서비스/ 로그램 GAP분석

그램, 정보화교육, 문화 로그램, 능 로그

램 등은 상  강 으로 강화해야 하는 역

으로 보이며, 상담 로그램, 세 교류 로그

램, 취미 로그램, 건강생활 로그램 등은 

요도는 높지만 수행도가 상 으로 낮아 개선

이 필요한 역으로 나타났다(<그림 5>, <표 7> 

참조).

3.4.3 GAP분석과 IPA 비교 결과 

GAP 분석과 IPA를 종합하여 비교해 보면, 

공통 인 우선 강화 역은 사회참여 로그램

과 인문학 로그램으로 분석되었다. 공통 인 

우선 개선 역은 상담 로그램, 세 교류 

로그램으로 나타났다.

3.4.4 GAP분석과 IPA 비교 결과

(<표 8> 참조)

3.5 기타 사항

3.5.1 도서  방문이 어려운 노인이용자를 

한 도서  서비스

도서  방문이 어려운 노인이용자를 한 서

비스로는 지역 장애인 복지  등 장애인 련

기 과 력(40.1%)과 노인 련기 에 도서

 연계서비스 제공(39.0%)이 가장 높았고, 다

음으로 아웃리치 서비스제공(25.6%) 등의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6> 참조).

3.5.2 노인이용자에 한 도서  직원교육 

황

노인이용자에 한 도서  직원교육 황과 

련하여 직원들이 노인이용자가 심 있어 할 

만한 장서, 서비스, 로그램 등을 숙지하고 있

다는 응답이 4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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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도서  서비스/ 로그램 IPA 분석 결과

(Base: 체)

최우선 개선 역 개선 검토 역 상  강 역 유지 리 역

- 취미 로그램

- 건강생활 로그램

- 상담 로그램

- 세 교류 로그램

- 한 교육

- 외국어교육

- 체육 로그램

- 경제 련 로그램

- 독서토론 로그램

- 정보화교육

- 인문학 로그램

- 능 로그램

- 문화 로그램

- 사회참여 로그램

-

<표 7> 도서  서비스/ 로그램 IPA 분석 결과

구분 GAP 분석 IPA 공통

우선 

강화 

역

- 사회참여 로그램

- 인문학 로그램

- 사회참여 로그램 

- 인문학 로그램 

- 정보화교육

- 문화 로그램

- 능 로그램 

- 사회참여 로그램 

- 인문학 로그램

우선 

개선

역

- 상담 로그램

- 세 교류 로그램

- 상담 로그램

- 세 교류 로그램 

- 취미 로그램

- 건강생활 로그램 

- 상담 로그램 

- 세 교류 로그램

<표 8> 도서  서비스/ 로그램 - GAP분석과 IPA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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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도서  방문이 어려운 노인이용자를 한 도서  서비스

(Base: 체, 단 : %, 복수응답)

도서  직원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인력으로서 

노인을 고용한다(33.7%)는 응답이 많았다. 좀 

더 극 인 교육방법으로서 노인이용자에 

한 부정  고정 념 탈피를 해 교육을 실시

(11.6%)한다거나, 도서  이용시 노인이용자

의 불편사항 이해를 해 직원 교육을 실시

(5.8%)하는 방법은 상 으로 낮은 응답비율

을 보여주었다(<그림 7> 참조).

3.5.3 도서  노인서비스 활성화 방안 

노인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한 의견으로는 

<표 9>와 같이 다양한 로그램 개발  운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8건(27.3%)으로 가장 많

았고, 다음으로 도서  노인서비스/ 로그램에 

한 극 인 홍보 필요(21건, 11.9%), 련 

교육(직원 상 노인서비스 교육, 노인 이용자 

상 문해교육/정보화교육 등)이 필요(20건, 

11.4%) 하다는 의견이 많이 언 되었다.

노인이용자를 해 다양한 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이유로 아래와 같이 노인이용자의 특성

상 면 한 상층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림 7> 노인이용자에 한 도서  직원교육 시행 황

(Base: 체,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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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사항  의견 건 %

다양한 로그램 개발  운  필요(독서동아리, 연령 별, 노인 이용자 의견반  등) 48 27.3

극 인 홍보 필요(도서  이용 안내, 도서  로그램, 노인서비스 등) 21 11.9

련 교육 필요(직원 상 노인서비스 교육, 노인 이용자 상 문해교육/정보화교육 등) 20 11.4

노인서비스 개선 필요(노인서비스에 한 인식개선, 이용 안내 확  등) 15 8.5

유 기 , 지역, 민  등 력 필요 13 7.4

노인 이용자를 한 공간/시설 마련 필요 12 6.8

담/ 문인력 충원, 연령 가 비슷한 인력 구성 등 필요 11 6.3

노인 인력 활용  자원 사 연계 필요 10 5.7

큰 자 도서 구비 확 9 5.1

산 확보(도서 구입비, 로그램 운 비 등) 8 4.5

노인 상 다양한 장서 필요 3 1.7

사서의 노인에 한 인식개선 필요 2 1.1

사회 소통 공간 마련 필요 2 1.1

정부 주도의 정책 마련 필요 2 1.1

<표 9> 노인서비스 활성화 방안
(단 : 건, %, 복응답)

(응답자 A) “ 은 세 에 비해 노인층의 경우 

연령 와 성별에 따라 도서 에서 이용하는 서비

스의 종류가 차이가 있으므로, 좀 더 면 하고 

섬세한 상층 구분과 그에 맞는 서비스가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한, 단순 시설 이용과 독서

와 계없는 문화 로그램 수강 이외에 ‘독서' 

컨텐츠를 극 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다양

한 경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  노인서비스가 활성화되기 해서는 

타 노인시설과 차별화된 로그램이 제공되어

야 하며, 이와 함께 홍보와 인력보강이 병행되

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되었다. 

(응답자 B) “복지 , 경로당 등에서 제공하는 노

인 상 서비스가 도서 에서도 같이 제공된다

면 굳이 도서 에 올 이유가 없을 겁니다. 차별화된 

노인 로그램이 필요하고, 노인 인구가 익숙한 

련 기 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서

 노인 서비스에 한 홍보가 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도서 에 노인 상에 한 이해도가 높고 문성 

있는 사서 인력 보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 노인이용자가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

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서비스 제공

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응답자 C) “질문들의 부분이 ‘제공'에 이 

맞춰져 있는데 노인 인력을 최 한 활용할 수 

있는 참여의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희는 노인 자원활동가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그림연극 공연을 매월 1회 진행을 하고 있고 도서

 특별 로그램에 참여하여 함께 운 을 해 

나가는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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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서 도서 이 노인이

용자를 해 더욱 고도화된 사회  서비스 기

으로 발 하기 해 재의 국내 도서  노

인서비스 상황을 악하여 그 황을 분석하고 

시사 을 얻고자 진행되었다. 국의 도시지역 

공공도서 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

행한 결과 총 172개 도서 이 응답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첫째, 국내 공공도서 은 체로 노인이용자

의 요성에 해서 인식하고 있으나, 극 인 

응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

서 의 사명, 목 을 서술하는 공식 인 문서에

서 노인이용자 요구 충족 여부가 포함되어 있다

는 응답이 71.5%로 부분의 도서 이 노인이

용자에 해 요하게 인식하며, 노인 이용자를 

상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52.9%)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성에 

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노인이용자의 불편사

항 이해를 해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는 응답

이 5.8%에 불과하는 등 노인이용자에게 우호

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환경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도서  장서  공간/시설에 해 우

선 으로 강화해야 할 역은 높은 서가의 책

을 찾기 해 직원에게 도움 요청 가능 여부와, 

큰활자․음성도서/정기간행물 이용가능 여부

로 분석되었다. 우선 개선 역은 노인을 한 

독서보조기기 구비, 도서  내부 사인물의 가

시성 개선이다. 이는 노인이용자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직원이 충분히 배치되어야 하

며, 노인이용자가 선호할 만한 장서를 갖추는 

것이 도서 에게 노인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매

우 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독서보조

기기와 가시성이 높은 도서  내부 사인물은 

실 으로 다른 사항보다도 우선 으로 시

히 개선되어야 할 역으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도서  서비스/ 로그램의 경우 우선

으로 강화해야 할 역은 사회참여 로그램과 

인문학 로그램으로 분석되었으며, 우선 개선

역은 상담 로그램, 세 교류 로그램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 로그램과 인문학 로그

램은 재 공공도서 에서 노인이용자 상으로 

가장 활성화된 로그램임과 동시에 수요 한 

높은 유형의 로그램으로 조사된 것이다. 다만, 

상담 로그램과 세 교류 로그램은 그 필요

성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로그램으로서 해당 

로그램을 강화하기 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넷째, 정보서비스 담당 사서들은 타 노인서

비스 복지․문화 기 과 차별화된 도서  노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베이비붐 세 가 노

령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노인세

의 계층을 세분화하여 보다 문화된 서비스 

 로그램을 기획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

하 다. 이와 같이 문성이 확보된 로그램

을 제공하기 해서는 노인이용자에 해 문

성을 갖춘 사서직원을 충원하는 등 서비스 제

공을 한 산과 인 자원을 갖추는 것은 당

연한 일일 것이다. 

아직 국내에서 공공도서 의 노인서비스 

황에 해 국 인 단 로 수행된 연구가 없

는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는 추후 도서  노인

서비스 황을 더욱 면 하게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한 시작 으로서 의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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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기 한다. 향후 공공도서 이 노인

이용자가 여가생활을 즐기기 해 이용할 수 

있는 보편 인 문화기 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

는 방안에 해 실제 인 실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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