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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대출데이터를 활용한 남녀 노령자의 독서 주제 분석

Analysis of Reading Domian of Men and Women Elderly 

Using Book Lend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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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PFNET :PathFinder Network) 본연구는도서의대출정보를활용해가중네트워크 분석을수행함으로써특수계층으로서
남녀노령자에의해자주읽히는도서의주제와특성을이해하고이들의독서양태가일반성인남녀와어떠한차이를보이는

. 4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남녀 노령자와 일반 성인 남녀로 구성된 개 집단을 대상으로 도서관 빅데이터의 인기 대출도서를

. PNNC(Parallel Nearest Neighbor 기반으로 동시대출도서 행렬을 산출하고 이를 활용해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Clustering) (Pearson 알고리즘으로 대출도서 군집을 형성한 후 대출도서에 계산된 중심성지수를 기반으로 피어슨 상관분석

Correlation Analysis) . , , 을수행해집단간의상관성을파악하였다 그결과자기계발 재태크 육아등다양한분야의도서를대출하는

, 일반성인남녀에비해노령자계층은한국현대소설에집중된독서활동을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특정인기저자의저작에
. , 집중된도서대출경향을보였다 한편여성노령자가일본소설 영미소설을포함해상대적으로다양한분야를대출하는반면

. r=-0.222남성노령자는극단적으로한국대하소설에집중하는경향을나타냈다 상관분석에서도남성노령자는성인남성과 의

, 약한음의상관성을보였으며 다른모든집단과도음의방향성을보여대출도서의중심성이반대경향을가지는것으로분석
.되었다

: , , , 키워드 대출데이터 동시대출도서정보 가중네트워크 분석 도서관 빅데이터

ABSTRACT

This study understand the subject domain of book which has been read by men and woman elderly by analizying 

the PFNET using library big data and confirm the difference between adult at age 30-40. This study extract 

co-occurrence matrix of book lending on the popular book list from library big data, for 4 group, men/woman 

elderly, men/woman adult. With these matrix, this study performs FP network analysis. And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based on the Triangle Betweenness Centrality calculated on the loan book was performed to understand 

the correlation among the 4 clusters which has been created by PNNC algorithm. As a result, reading trend 

which has been focused on modern korean novel has been revealed in elderly regardless gender, among them, 

men elderly show extreme tendency concentrated on modern korean long series novel. In the correlation 

analysis, the male elderly showed a weak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adult male of r = -0.222, and the negative 

direction of all the other groups showed that the tendency of male elderly s loan book was oppos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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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2018 14% , 년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는 로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통

20% 2020계청 추계에 의하면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이상인 초고령 사회는 년대 이후

. 도달될 전망이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생산 활동 인구의 감소와 복지 예산 증대로 이어지면서

.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인들은 은퇴를 통해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며 사회적

. 지위와 소득의 변화를 통해 고립을 경험하게 된다 더불어 가정에서 의존자로서의 지위를 갖

( , 2017). 게 되면서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 김보일 김선호 경제적 문제와 함께 사회적 고립감

을 가진 노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복지와 같은 사회제도는 중요하지 않

. 을 수 없겠다 그중 노인의 평생교육은 노후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노인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를 치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 노인 복

. 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주요 평생교육 시설 중 하나인 공공도서관은 자아개

, , , 발 취미활동 문화활동 관련 도서를 제공하거나 재교육과 자원봉사 취업 등 노후 생활을 지

. 원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을 위한 교육은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 자기주도적 활동으로 이루어

, 지므로 노령자의 독서 요구와 흥미 평생교육 수요에 부합하는 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

( 2018). 는다면 유명 무실하다 허정무

, , 한편 최근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의 확산 스마트폰을 포함한 디지털 기기의 보급 소셜미디

. 어 확대 등으로 민간과 공공의 전 영역에 걸쳐 빅데이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공공 시설인

도서관에서도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도서관 빅데이터가 조성되고 있어 이를 통해 독서 생

. 태 변화에 관한 새로운 시각이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서관 빅데이터

에 축적된 도서 대출데이터를 통해 도서관의 노령층 이용자의 독서 경향을 추적해 보고자 한

. 800다 도서관 빅데이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여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데이

(KISTI)터가 축적돼 조성된 데이터로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가 운영하

. 는 도서관 빅데이터 플렛폼 정보나루를 통해 개방되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빅데이터는 이용

, , 자패턴분석 맞춤도서 선정 뿐 아니라 도서관의 수서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사서의 의사

. 결정에도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녀 노령자가 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 및 해당 도서와 함께 대출된 도서

(PFNET) , 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가중네트워크분석 을 수행해 대출된 도서에 대한 군집을

. 형성하고 그 군집의 차이나 관련성을 밝히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특수 계층으로서 남녀

노령자에 의해 자주 읽히는 도서의 주제와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의 독서 양태가 일반 성인

, 남녀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 확인해 노인 복지와 평생교육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개발과

.  활성화를 위한 기초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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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Ⅱ

, , , , , 노인의 독서 관련 연구는 국문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문헌정보학 언어학 정신의학 분야

, 에서 다학제적으로 접근되고 있으나 그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으로서 독서프로그램에 관한

. 연구와 독서치료에 관한 연구로 양분할 수 있겠다

. (2018)먼저 평생교육으로서의 노인독서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허정무 는 평생

, , , 교육으로서 독서프로그램은 주로 복지관 도서관 교육센터 보호센터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

, , , , , 으며 도서치료 문학치료 시치료 교육학습 책읽어주기 형태의 유형이 주를 이룬다고 하였

. (2015)다 최지향 은 지자체별로 공공도서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노인독서프로그램의 수요와

, , , , 운영 내용을 분석한 결과 문해력 신장 자아효능감향상 건강생활에 대한 정보 근린관계형성

, . , 재취업 재교육 목적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하였다 또한 독서치료 독후활동 등

44.3%, , , 도서를 이용한 프로그램이 기초문해 컴퓨터 대활자본 등 독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

40%, , , 15.7%이는 프로그램이 건강 취미 여가 등 도서관 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로 구성되

. (2013)어 있다고 하였다 김종은 은 노인들은 도서관을 지식습득의 수단이 아니라 무료한 여

, 가 시간을 보내기에 적당한 공간으로 여기고 있으며 독서는 건전한 오락의 하나로 생각하는

. 40%, 경향이 늘고 있다고 하였다 대출도서 통계를 보면 소설․수필․시 등 문학도서가 철학․종

20%, 16% , 교도서가 보건․건강 도서가 순을 이루어 허구 중심의 문학작품을 가장 선호한다

. 2030 26.8%고 하였다 년까지 전체 인구의 를 노령자가 점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싱가폴에서

,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에서 운영되는 시니어 독서클럽에 참여하는 노령자들

은 단순한 즐거움의 추구보다는 도구적 목적을 가지며 여성 노령자에게 있어서 더욱 도서관

. , 은 사회적 소통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독서클럽은 비슷한 사회 경제적 신

(Luyt, Chow, Ng, 분을 공유하는 노령자들로 구성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

Lim 2011). 65 26.7%전체 인구 중 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에 달해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 일본은 국가평생교육체계의 틀을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보고 있다 개인의 인생은 교육사회

1 , 2 , 화의 과제를 가진 세대 가정과 사회를 책임지는 세대 은퇴했으나 건강하고 활발한 노령

3 , 4 , 기인 세대 그리고 의존과 노화의 시기인 세대로 구분되며 초고령사회의 국가평생교육체

3 . (2017)계는 세대에 진입한 노령기에 주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은 정책

3연구보고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를 지탱하는 세대의 평생교육적 과제가 앞으로의 도서관이

4주목해야 할 바이며 개인이 가진 혼란 상태를 공감적 이해로 치유하는 치매지원서비스도 세

. 대의 고령자를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2010)한편 독서치료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은주와 장혜란 은 독

, 서치료 프로그램이 노인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했는데 그 결과 스트레스가 높

. 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독서치료에 의한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큼을 밝혔다 황인담과 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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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 , 식 도 독서요법이 경증 치매노인의 인지력 우울 자아존중감 사회성 등에 미치는 효

. 과를 알아 보았다 경증치매를 가진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

여 독서요법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경증 치매노인들의 인지도가 향상되고 우울증은 감소하

, . (2011)였고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임성관 은 독서 활동의 치료적 요

. 인을 분석하여 노인의 정서적 문제에 대한 예방과 치료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독서 활동은

, , 노인이 주도하여 내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내적 갈등과 감정 욕

. (2007)구 등 의식의 깊은 부분을 표출하여 치유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홍을표 등은 노인

정신 질환의 독서 치료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아동기의 독서치료가 주로 발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노년기의 독서치료는 노년기 특유의 정신 심리적 상태에 적응하기

. 위한 차별화된 해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의 정신

, 문제에 대한 독서 치료 요법 사례를 고찰하고 국내 적용을 위한 이론적 임상적 가능성을 모

. 색하였다

연구의 방법. Ⅲ

800본 연구는 도서관 빅데이터 플렛폼인 도서관 정보나루에 누적된 우리나라 여개 도서관

. 의 대출정보를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도서관 정보나루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원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개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빅데이터 플렛폼으로 각종 데이터가

CSV, API . 2017 6 1 2018 5 31오픈 방식으로 개방되어 있다 여기에서 년 월 일에서 년 월 일까

1 60 200지 년동안 세 이상의 남녀 노령자가 각각 대출한 도서 중 상위 개의 인기 대출도서에

, , KDC , 5대한 서명 저자명 분류 기호를 추출하였으며 해당 도서와 함께 대출된 건의 도서명

. 을 추출해 동시대출도서행렬을 산출하였다 더불어 노령자의 독서 경향을 일반 성인과 비교

30-40하기 위하여 대 성인 남녀 계층의 인기 대출도서 및 동시 대출도서리스트도 동일한

. Co-occurrence Co-word, 방식으로 추출하였다 동시대출도서행렬은 분석에서 응용되는

Co-citation, Co-readership과 같이 해당 도서와 함께 대출된 도서에 대한 목록으로 네트

. 워크 분석을 위한 인접 행렬로 활용 가능하다

. , 위와 같이 추출된 데이타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남녀 노령자와

4 200 KDC(Korea Decimal Classification)성인남녀 개집단각 건씩추출된인기대출도서의  

분석을 통해 분류된 주제가 집단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피고 집단별로 특정 저

. 50자에 인기 대출도서가 집중되는 정도의 차이도 파악하였다 그 다음 각 집단 상위 건의 동

시대출도서행렬을 대상으로 가중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해 남녀 노령자가 대출한 도서가 형성

. , 4한 군집의 특성을 이해해 보았다 더불어 남녀 노령자 성인 남녀 개 그룹 도서에서 계산된

(Triangle Betweenness Centrality) 삼각매개중심성 지수를 활용해 상관분석을 수행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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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써 개 집단의 도서 대출 양태에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PathFinder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가중네트워크 분석은 중요한 링크가 존재하는 노드들만

. 을 남기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표시하므로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식이다

COOC 본 연구에서는 추출한 키워드를 대상으로 이재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해 동시출

. 현행렬을산출하고피어슨상관계수를사용해가중네트워크분석을수행하였다 더불어병렬최

(PNNC:Parallel Nearest Neighbor Clustering)근접이웃클러스터링 을수행해도서군집을

( 2006), WNET(http://cafe.daum.net/wnets)형성하였는데 이재윤 이역시이재윤이개발한

. 을 사용해 처리하였다

분석 결과 . Ⅳ

남성 노령자와 성인 남성 대출도서의 차이 1. 

, . 먼저 남성 노령자와 성인 남성의 인기대출도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해 보도록 한다 인기

200 KDC , , PF 대출도서 건의 분석 저자의 분포정도를 살펴보며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산출

, PNNC .  된 대출 도서간 상관성 알고리즘 기반의 군집 분석 결과를 제시해 보도록 한다

가 인기 대출도서 분석 결과 . 

200 KDC , 인기 대출도서 건의 와 저자 분포 정도 그리고 함께 대출된 도서쌍에 대한 분석

.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KDC < 1>첫 번째 남성 노령자의 인기 대출도서를 분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 표

. 75% KDC 과 같이 한국현대소설에 편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체의 가 기호

813 , , 813.6으로 분류된 한국소설에 집중되고 있었으며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으로

20C(1999 ) . 5%분류된 년까지 발행 현대소설로 나타났다 한국소설을 제외하면 중국소설이

. 를 나타냈으며 다른 분야는 미미한 통계적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 집중된

, , .  한국현대소설은 ‘정글만리’ ‘아리랑’ ‘태백산맥’과 같은 대하시리즈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성인 남성의 인기 대출도서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노령자만큼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한

. 18% KDC 813국현대소설에 편중된 현상은 존재하였다 전체의 가 기호 으로 분류된 한국소

. 327 14%설에 집중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소설이외에도 로 분류된 금융 분야가 를 차지해

, 12%부동산 재태크와 관련된 도서에 대한 대출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일본 소설도 로

. , , ,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밖에 영미소설 경제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가 존재해 노령

.  자에 비해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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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노령자 성인 남성

분류 내용 빈도 %비율 분류 내용 빈도 %비율

813 한국현대소설 150
75

*813.6 50%–

813 한국현대소설 35
18 

*813.6 6.5%–

327 금융 27 14

833 일본현대문학 23 12
823 중국소설 10 5

711 한국어문자 16 8

818 르포르타쥬 16 8
833 일본소설 6 3

407 교육자료 11 5.5

911 한국역사 7 4
199 도덕 5 2.5

001 지식 6 3

331 사회학 5 3
814 수필 5 2.5

843 영미소설 6 3

029 독서 4 2
818 르포르타쥬 4 2

189 응용심리 3 2

321 경제 3 2
331 사회학 3 1.5

325 경영관리 4 2

863 프랑스소설 4 2
911 한국역사 3 1.5

199.1 도덕훈 3 1.5

802 문장작법 3 1.5
843 영미소설 2 1

340 정치 2 1

341 국가 2 1
981 아시아지리 2 1

408 전집 2 1

740 영어 2 1

기타 10 5 859 게르만문학 2 1

기타 13 6.5

표 남성 노령자와 성인 남성의 인기 대출도서의 분야 차이< 1> KDC 

, 200두 번째 인기 대출도서 건의 저자 분포정도를 살펴본 결과에 있어서도 남성 노령자와

. 5일반 성인 남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였다 남성 노령자에 있어 인기저자 상위 명이 점유하

49% , **(19%), **(12.5%) 는 정도는 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그중 조 김 등 특정 저자의 저

. 작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들 저자는 대하시리즈물의 저자로 앞서 한국대하소설

. 5에 집중된 남성 노령자의 대출 경향과 관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성인 남성에 있어 상위 순

12%위가 차지하는 비율은 로 노령자에 비해 낮은 분포를 보여 다양한 저자의 저작이 읽히고

. **(16%)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높은 분포를 보인 저자는 아동 자료를 발행하는 올 로 나타났

, ** . **으며 그밖에 앤 와 같은 해외 저자들의 도서도 많이 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는 초

, **등학생들에게 인기있는 도서를 편집하는 스토리텔링 전문기업이며 앤 는 호주의 아동작가

. ** **이다 올 나 앤 와 같은 아동 작가가 인기 대출도서의 저자로 나타난 이유는 해당 연령대의

. 성인 남성들이 자녀를 위한 도서를 대신하여 대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 Co-occurrence 세 번째 동시대출도서에 대한 행렬을 피어슨 상관계수로 산출한 결과

< 3> . 표 과 같이 노령자의 인기대출도서에 있어서는 시리즈물간에 강한 상관성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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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쌍간에 나타나는 강한 상관성은 해당 도서쌍이 함께 대출된 경우가 많은 경우에 나타나

, . , 는데 여기에서는 대하소설 시리즈를 동시에 대출하는 현상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Co-occurrence 성인 남성의 동시대출도서에 대한 행렬을 피어슨 상관계수로 산출한 결과

, , , 를 살펴보면 노령자의 경우와 달리 자기계발서 부동산투자서 특정 저자의 저작물간에 강한

. , , 상관성을 나타냈다 ‘타이탄의 도구들’과 ‘부의추월차선’ ‘대한민국부동산투자’ ‘부동산애널

, 리스타가 알려주는 돈되는 아파트 돈안되는 아파트’간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나의 한국현

, . 대사’ ‘유시민의 글쓰기특강’ 등 특정 저자의 저작간에도 높은 상관성을 나타냈다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남성 노령자 성인 남성

0.9 이상

고구려 시리즈간

아리랑 시리즈간

정글만리 시리즈간

등

-타이탄의도구들 부의추월차선

-나의한국현대사 유시민의글쓰기특강

-표현의기술 유시민의글쓰기특강

-대한민국부동산투자 부동산애널리스트가알려주는돈

되는아파트돈안되는아파트

등

표 남성 노령자와 성인 남성에게 있어 높은 상관계수를 보인 동시대출도서 예시 < 3> 

나 동시대출도서 행렬을 활용한 대출 도서 군집 형성 결과. 

그렇다면대출도서는어떠한군집을이루는지동시대출도서행렬을활용한네트워크분석결

. < 3> < 4> PNNC 과를살펴보도록하겠다 표 과 표 에서 알고리즘에의한군집분석결과를제시

< 1~2> nodeXL . 하며 이어 그림 에서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로 시각화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 남성 노령자와 성인 남성의 인기대출 도서는 각기 다른 군집을 형성하였는데 남성 노령자

4 . 4에게 있어서는 한국현대소설을 중심으로만 개의 군집이 형성되었다 더구나 개의 군집 중

3 . , 개의 군집이 특정 대하소설 시리즈로만 구성되는 특이한 양상이 나타났다 ‘고구려’ ‘한강’

C2 C4 C3시리즈가 각각 와 로 독립된 군집을 형성하였으며 ‘아리랑’과 ‘태백산맥’은 함께 을

. 813.6 99 . 형성하였다 이들도서는모두 으로분류된 년이전에출판된한국대하소설이다 이들

(C1) , 2000세 군집을 제외한 나머지 군집도 역시 한국현대소설 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년

5남성 노령자의 인기대출도서의 저자 상위 순위 5성인 남성 인기대출도서의 저자 상위 순위

**조 19% **올 4.1%

**김 12.5% **김 2.3%

**이 6.5% **윤 2.3%

**김 6% **조 1.8%

**황 5% **, **, **앤 유 히 1.5%

5상위 순위 점유율 49% 5상위 순위 점유율 12%

표 남성 노령자와 성인 남성 인기 대출도서의 저자 집중정도 차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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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7) , (199.1), 이후에출간된최신한국현대소설 이주류를이루며 많지는않지만윤리 세계

(909) . , 사 분야의도서가포함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통해볼때 노령층남성의도서

2000대출은한국현대소설특히 년이전에출판된대하소설에편중되는경향이매우강하고연

. 속적 속성을 가진 해당 도서의 시리즈를 집중적으로 대출하고 있는 것으로 종합할 수 있겠다

4남성 노령자의 독서 주제가 한국현대소설을 중심으로만 개의 군집을 형성한 것과 달리

. 4 2성인 남성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고른 주제 분야의 군집이 생성되었다 개의 군집 중 개

(C2, C4) , 의 군집 은 현대소설이지만 그중 한 개의 군집은 외국 특히 일본현대소설이 다수

, 2 (C3), , IT,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개의 군집은 자기계발이나 부동산 사회 경제

(C1) . C1 ,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었다 또한 에는 아동 분야의 도서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30-40아동을 동반한 대 성인 남성이 부모로서 아동을 대신해 대출하는 경향이 반영되고 있

. 었다 종합해 보자면 한국현대소설 특히 한국대하소설에 대출이 편중되는 노인층과 달리 일

, , , 반 성인 남성은 부동산투자나 재태크 영어공부 자기개발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 관련 도

. 서를 두루 읽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다

Cluester Item Cluester Item

C1 , , , 한국대하소설 한국현대소설 세계사 도덕훈 C3 한국대하소설

C2 한국대하소설 C4 한국대하소설

표 남성 노령자의 대출 도서 군집< 4> 

그림 남성 노령자의 대출 도서에 대한 네트워크 지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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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ster Item Cluester Item

C1
, , IT사회 역사

, 경제 아동
C3 , 부동산 자기개발

C2 , , 한국현대소설 외국현대소설 역사 C4 한국대하소설

표 성인 남성의 대출 도서 군집< 5> 

그림 성인 남성의 대출 도서에 대한 네트워크 지도< 2> 

여성 노령자와 성인 여성 대출도서의 차이 2.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 노령자가 성인 여성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

. 200 KDC , 시해 보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인기 대출도서 건의 분석 상위저자의 분포정도를

, PF , PNNC 살펴보며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산출된 대출도서간 상관성 알고리즘 기반의 군

.  집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가 인기 대출도서 분석 결과 . 

< 6> KDC 표 과 같이 여성 노령자의 인기 대출도서를 분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 역시 남성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한국현대소설이 가장 많이 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그러나 한국현대소설이외에도 수필 일본소설 영미소설 등 다양한 주제 분야를 보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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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노령자와 달리 여성 노령자의 관심사는 폭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수

52% , 48% , 치를 살펴보면 한국현대소설에 가 집중되어 있으나 나머지 는 한국현대수필 일본

, / , . 1999현대문학 도덕윤리 영미 및 유럽소설 등에 분포되었다 한국현대소설 중 년 이전 출판

35% 50% . 된 소설에 집중된 비율도 로 를 보이는 남성 노령자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  그러나 여성 노령자의 도서 대출 경향은 일반 성인 여성과는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30-40 , 대 여성 독자는 외국소설 뿐 아니라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하고 있는

. 19.5%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현대소설이 차지하는 비중도 로 여성 노령자에 비해 현저하게

, 813.6 (1999 )낮으며 노령층에게 집중적으로 대출되고 있는 번 년 이전 한국현대소설 대의 대

3.5% 4 . 출 비율도 로 개 집단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 노령자 성인 여성

분류 내용 빈도 %비율 분류 내용 빈도 %비율

813 한국현대소설 104
52

*813.6 35.5%–
813 한국현대소설 40

19.5

*813.6 3.5%–

833 일본현대문학 29 14.5
814 한국현대수필 17 8.5

711 ( )한국어문자 아동 13 6.5

843 영미소설 13 6.5833 일본현대문학 17 8.5

818 르포르타주 11 5.5
199 도덕 9 4.5

814 한국현대수필 10 5.0

863 프랑스소설 8 4.0
843 영미소설 8 4

327 재태크 7 3.5

598 육아 6 3.0818 르포르타주 7 3.5

740 영어 6 3.0
331 사회학 3 1.5

911 한국역사 6 3.0

199 도덕 5 2.5
853 독일소설 3 1.5

595 주택관리 5 2.5

189 응용심리 4 2.0863 프랑스소설 3 1.5

373 학습지도 3 1.512189 응용심리
859 게르만문학 3 1.5

12220 불교 001 도서학 2 1.0

209 종교사 2 1.0
12340 정치

182 차이심리학 2 1.0

331 사회학 2 1.012834 일본수필

375 유아초등교육 2 1.0
12859 게르만문학

378 사회교육 2 1.0

591 가정관리 2 1.0
19.5기타

기타 13 6.5　

표 여성 노령자와 성인 여성의 인기 대출도서 분야 차이< 6> KDC 

, < 7>두 번째 표 과 같이 여성 노령자와 성인 여성 간에는 인기 대출도서의 저자 분포정도

. 5 34%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 노령자의 경우 상위 순위 저자가 점유하는 비율이

49% 18.5%으로 나타나 인 남성 노령자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를 보인 일반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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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에 비하면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여성은 한국현대소설 작가들이 높은 점유

율을 보이는 노령층과 달리 일본 저자를 포함한 외국 저자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인 남성층과 유사하게 아동 도서의 저자들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5여성 노령자의 인기대출도서의 저자 상위 순위 5성인 여성 인기대출도서의 저자 상위 순위

**조 19.0% **올 5.5%

**최 5.0% **히 4.0%

**김 4.5% **기

**김

**앤

**유

3.0%

**히 3.0% 3.0%

**공 2.5% 3.0%

5상위 순위 점유율 34% 5상위 순위 점유율 18.5%

표 여성 노령자와 성인 여성 인기 대출도서의 저자 집중정도 차이< 7> 

co-occurrence < 8>한편 동시대출도서에 대한 행렬을 피어슨 상관계수로 산출한 표 의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 노령자는 남성 노령자와는 달리 대하소설 시리즈물간에 극단적으로 높

. 은 상관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본 소설간 그리고 아동 도서간에 높은 상관성을

.나타낸 성인 여성과는 달리 국내 저작을 중심으로 관련성을 보였다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여성노령자 성인 여성

0.9 이상

82 -년생김지영 오직두사람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법률스님의행복

등

-기린의날개 위험한비너스

-위험한비너스 기린의날개

-감기걸린물고기 수박수영장

-수박수영장 장수탕선녀님

등

표 여성 노령자와 성인 여성에게 있어 높은 상관계수를 보인 동시대출도서 예시< 8> 

나 동시대출도서 행렬을 활용한 대출 도서 군집. 

< 9-10> < 3-4>한편 표 과 그림 와 같이 동시대출도서 행렬을 활용한 군집형성 결과를

. , , , ,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 노령자의 경우 남성 노령자와 달리 외국소설 사회학 세계사

, (C1) . 수필 도덕훈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가장 큰 군집 이 형성되었다 물론 한국현대소설

(C3, C4) (C1, C2)도 주요 군집을 구성하고 있으나 일본현대소설이 포함된 주요 군집 이 등

. 장했다는 점이 남성 노령자와 크게 다르다 남성 노령자가 한국대하소설에 관심이 집중되어

, , 있다면 여성 노령자는 일본소설 뿐 아니라 영미유럽권 소설 수필 도덕훈 등 다양한 분야에

. (C2)관심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반 성인 여성에 있어서는 일본소설 과 아동

(C3) , , 도서 가 각각 독립된 군집을 형성하였으며 육아 영어교육 심리 등으로 구성된 대형 군

(C1) .  집 이 형성되어 여성 노령자의 관심사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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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ster Item Cluester Item

C1
, , , 한국현대소설 도덕 수필

, , 외국소설 사회학 세계사

C2 한국 및 일본 현대소설

C3 한국현대소설

C4 한국대하소설

표 여성 노령자의 대출 도서 군집< 9> 

그림 여성 노령자의 대출 도서에 대한 네트워크 지도< 3> 

개 집단 대출도서의 중심성 지수를 기반으로 한 상관성 분석 결과 3. 4

4다음은 대출도서의 중심성을 활용해 개 집단의 대출 경향에서 나타나는 관련성을 살펴보

. PF (Triangle 도록 한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산출된 대출도서의 상대적삼각매개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 (Pearson Correlation Analysis)지수를 활용해 피어슨 상관분석

을 (+) (-) . 수행함으로써 집단간의 양 또는 의 상관성이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삼각매개중

심성은 한 노드가 다른 노드를 매개하는 결속 정도를 나타내 가중네트워크 분석에서 전역중

( 2013). 0-1심성 지수로 사용된다 이재윤 여기에서는 삼각매개중심성을 사이값으로 정규화

. 한 상대적삼각매개중심성을 활용해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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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ster Item Cluester Item

C1  , , , 소설 육아 사회 영어교육
C2 일본소설

C3 아동

표 성인 여성의 대출 도서 군집< 10> 

그림 성인 여성의 대출도서에 대한 네트워크 지도< 4> 

< 11>그 결과 표 과 같이 여성 노령자 대출도서의 중심성은 중년층과 약한 양의 상관성을

, . 가지나 남성 노령자의 경우는 중년층과 약한 음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의

상관성을 가진다는 것은 특정 집단에서 도서의 중심성 값이 높으면 다른 집단에서도 높을 가

, 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음의 상관성을 가진다는 것은 특정 집단에서 높으면 다른 집단에서

. 는 낮아 반대 경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r=0.167여성 노령자와 성인 여성간은 로 약한 양의 상관성이 나타났으나 남성 노령자와 성

r=-0.222인 남성간은 의 약한 음의 상관성이 존재해 대출 도서의 중심성이 반대 경향을 가

. 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r=0.195, 한편 성인 남성과 성인 여성 사이에는 여성 노령자와 성인 남성 사이는

r=0.139의 약한 상관성이 존재해 인기도서를 중심으로 대출 도서의 중심성에 약간의 관련성

. 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남성 노령자는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성인 남성 뿐 아니라 여성 노령자

r=-0.086, r=-355 , 와 성인 여성과도 로 모두 음의 방향성을 보여 다른 집단과는 유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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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 어려운 고유한 독서 양태를 가졌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남성 노령자 성인 남성 여성 노령 성인 여성

남성 노령자
Pearson  상관계수 1 -0.222 -0.086 -0.355

( )유의확률 양쪽 　 0.011 0.331 0.000

성인 남성
Pearson  상관계수 -0.222 1 0.139 0.195

( )유의확률 양쪽 0.011 　 0.117 0.027

여성 노령자
Pearson  상관계수 -0.086 0.139 1 0.167

( )유의확률 양쪽 0.331 0.117 　 0.059

성인 여성
Pearson  상관계수 -0.355 0.195* 0.167 1

( )유의확률 양쪽 0.000 0.027 0.059 　

표 개 집단 대출도서의 중심성지수를 기반으로 한 상관계수< 11> 4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논의  4. 

< 12>표 와 같이 앞에서 분석한 바를 종합해 보면 노령자를 포함한 국내 성인 남녀의 인기

. 대출도서는 한국현대소설에 집중된 현상을 보였다 인기대출도서의 한국현대소설 점유정도

75%, 52%, 18%, 19.5% , 20% 는 남성 노령자 여성노령자 성인남성 성인여성 를 나타내 미

, 50%만을 보이는 중년층과 달리 노령자가 선택한 대출도서의 이상은 한국현대소설이 차지하

. 5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 대출도서의 저자 분포정도를 살펴봐도 상위 순위의 집중정

49%, 34%, 12%, 18.5%도가 남성노령자 여성노령자 성인남성 성인여성 를 나타내 노령자

. 층은 특정 저자에 편중된 독서를 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시대출도서 행렬을

, 4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 결과 남성노령자에게는 한국대하소설을 중심으로 개의 군집

, 이 생성된 반면 여성노령자계층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현대문학류를 중심으로 다양한 군집이

. , , IT 생성되는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성인 남성이 부동산과 자기계발 경제 도서에 집중하는

, , 반면 성인 여성은 일본소설 육아 영어 교육 관련 도서를 집중적으로 대출해 중년층 남녀간

. 4 , 에도 차이가 존재함이 드러났다 정리하면 개의 집단 모두 다른 독서 양태를 나타냈는데

, 노령자들은 성별에 무관하게 한국현대소설에 집중된 독서 활동을 하며 그 중 남성 노령자는

.   극단적으로 한국대하소설 시리즈물에 집중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 , 종합해 볼 때 다양한 분야에 두루 관심을 보이며 생애주기에 있어 주요 과제인 자기계발

, 육아와 관련된 독서 양태를 보이는 중년층과 달리 노령층은 남녀 모두 취미와 흥미 위주의

. 독서 경향을 보인다 특히 남성 노령자는 장구한 시대의 변화와 흐름과 맞춰 방대하게 서술된

. 장편 소설을 통해 본인의 인생을 회고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젊은 독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으며 근현대사를 조명하는 컨텐츠를 통해 개인의 역사를 회고하는 독서

. (Erikson 1959)욕구로 해석된다 에릭슨 의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에 비추어 보면 노령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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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경향은 지금까지 거쳐 온 생애를 돌이켜보고 각 단계의 덕목을 포괄적으로 통합해 절망

. 이라는 상반된 과제의 균형을 이루는 노년기 과제를 반영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노령자를 위한 열람 및 대출서비스와 각종 독서기반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에서는 일반 성인과 다른 양상의 독서 행태를 보이는 노령자를 위해 차별화된 장서 선정과

.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겠다 막연한 추측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은 유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 힘들다 다른 성향을 가진 남녀 노령자의 독서 수요와 기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효한 서비

.  스가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구분 남성 노령자 여성 노령자 성인 남성 성인 여성

한국소설

집중도
75% 52% 18% 19.5%

5상위 순위

저자집중도
49% 34% 12% 18.5%

주제군집

C1_한국현대소설

C2_ ( )한국현대소설 대하시리즈

C3_ ( )한국현대소설 대하시리즈

C4_ ( )한국현대소설 대하시리즈

C1_한국현대소설 외

C2_일본현대소설 외

C3_한국현대소설

C4_한국현대소설

    ( )대하시리즈

C1_ , , IT경제 사회

C2_한국현대소설 외

C3_ , 부동산 자기계발

C4_한국현대소설

    ( )대하시리즈

C1_ ,한국현대소설

    , 육아 영어교육

C2_일본현대소설

C3_아동

표 개 집단의 대출도서 분석 결과 비교< 12> 4

결론. Ⅴ

625일제강점기와 ․ 를 겪었으면서 경제에 앞장섰고 반공의식의 교육을 받았던 노인 세대가

있는가 하면 높은 학력과 치열한 경쟁 구조 속에서 고도성장의 주역으로 살아온 베이비부머

. 세대가 노인세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현재의 노인세대는 예측할 수 없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

. 다 평생교육 기관 중 하나로 노인의 재교육과 여가활동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도서

관은 이러한 노인세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들이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

. 록 지원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한 목적으로 도서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노인들의 독서 경향을 분석한 본 연구에서는

. 남녀 노령자에게 존재하는 큰 차이를 발견하였다 남녀 노령자 모두 허구 중심의 한국현대소

설을 대출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많은 부분에 고른 관심이 분포되어 있어 폭넓은 독서가 이

루어지고 있는 여성에 비해 남성 노령자의 독서는 한국대하소설에 편중된 현상을 발견하였

. 다 여성노령자의 대출 경향은 일반적인 성인 여성들의 독서 경향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

, 30-40만 남성 노령자의 독서 경향은 대의 남성들의 독서 경향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

. , , IT , 점도 주목된다 블록체인 부동산 등 새로운 기술이나 경제 자기 개발 등 고른 주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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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에 관심이 분산된 대 남성에 비해 노령자 남성의 경우는 새로운 기술이나 자기 개발에

, . 관련된 도서 대출은 매우 저조하며 한정된 저자의 대하소설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를

, , 통해 남성고령자의 독서는 지식을 쌓거나 노후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 자기 개발 학습

, . 이 아니라 즐거움 마음의 치유를 위한 독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시대의 변

화와 흐름과 맞춰 방대하게 서술된 컨텐츠를 통해 개인의 역사를 회고하는 노인들의 독서 욕

. 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령자 층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도서관에

. 서는 이러한 남녀 노령자의 독서 경향을 반영하여 이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 가령 남녀 노령자가 집중하여 대출하고 있는 대하 시리즈물을 기반으로 문학기행 글쓰기 저

자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후 활동을 기획하거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개발하는 것도 바람

. 직할 것이다

, 한편 이러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노인 세대의 독서율은 저조하다고 보고된 바

. 2017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년 국민독서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7) 60 47.8%에서 책을 읽었느냐는 질문을 통해 집계한 독서 인구는 세 이상에서 로 나타

. 2015나 노인 중 절반은 책을 읽지 않는다고 보고된 바 있다 교보문고가 집계한 년 성·연령별

60 2.5% ( 2015). 판매 비중에서도 세 이상은 만을 차지했다 국민일보 노인세대는 이와 같이

. (2019) , 책을 읽는 습관이나 문화 자체가 취약하다 그러나 서울시 의 조사에 의하면 장노년층

, 80%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는 높으며 공공도서관을 잘 알지 못하지만 에 근접한 응답자가

.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도서관이 노

, 령자를 독립적인 서비스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특수계층을 위한 유니버설 서

. 60 , 비스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대 이상의 삶의 문제해결의 장 사회적 안전망으

. 로서 공공도서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겠다 더불어 고령자가 존엄을 유지하면서 자립 생

활을 하기 위해 사회로부터 지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는 환

. 경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이 갖는 지식과 경험 기술을 차세대로 전승하는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에서 비호하는 고령자에서 지역 사회의 주역으로 활약하는 노인상으로

. 변화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이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1981 , 1999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이 년에 시행되었고 년 평생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노인

. 세대들이 교육을 받거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공시설이 많아졌다 그러나 그러한 시설과

프로그램에 노인이 적응을 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인 것처럼 노인에게 맞게 학습하고 문화를

.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에서는 남녀 노령자의 독서 경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관련 자료의 충분한 공급과 이들 도서를 기반으로 하는 독서프로그램

. 이나 독후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노령자가 도서관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 그러는 한편 과학기술로 인해 인지적 육체적 환경적으로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노

령자들을 위해 독서를 통한 계속적인 학습과 자기계발도 유도해 양자가 균형을 이루도록 지

. 원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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