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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노인도서  설립과 운  방안 제시라는 목 을 갖고 있다. 따라서 노인도서 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주 이용자로 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개념을 정립했고, 노인도서  

설립을 한 기본 방향, 세부 추진 방향, 조직 구성안, 설치  운 에 한 조례도 작성해 제시하 다. 한 공공도서

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30명을 상으로 사  비된 질문지를 기 로 반구조화 면담을 진행 

후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 도서  이용 목 은 로그램 참여를 해서라는 응답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도서

에 꼭 필요한 서비스로는 자서  쓰기 등 노인들에게 필요한 로그램이라는 응답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노인 학습실과 건강 정보실을 운 하고 있는 공공도서  두 곳의 운  사례를 조사한 결과, 노인도서 의 운 은 

지역  특성과 노인이라는 상의 특징을 잘 반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plan to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for a library 

for old adults. Therefore, the library for old adults defined to the concept of providing a specialized 

service by providing the necessary material with an elderly user over 65 focus. And presenting the 

basic direction and specific direction, organizational plan, and ordinance o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a library for older adults. In addition, after conducting a semi-structured interview 

based on a pre-prepared questionnaire targeting 30 elderly people aged 65 or older who had experiences 

using public libraries, the results were analyzed, and 20 responses indicated that the purpose of 

using the library was a way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as an essential service for the elderly. 

12 respondents stated that the purpose of using the library was possibly a necessity for such things 

as writing autobiographies and reflections of historical events. Lastly, investigating the operational 

cases of two public libraries that already utilize elderly learning and health information rooms, it 

was concluded that the operation of the elderly library also needs to reflect the regional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unique to older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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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노인도서  설립  운 의 필요성

국가도서 통계시스템 검색 결과 우리나라

에는 2018년 기  국립도서 이 5개, 공공도서

이 1,096개, 작은도서 이 6,330개, 학도서

이 453개(2017년 기 ), 학교도서 이 11,644

개, 기타 도서 이 699개(장애인도서  36개, 

교도소도서  52개, 문도서  611개)로 총 

20,227개의 도서 이 설립  운 되고 있다. 

따라서 해를 거듭할수록 1  당 인구수도 어

들고 있으며, ‘제3차 도서 발 종합계획(2019- 

2013)’과 삶의 질 개선을 한 ‘생활 SOC 3개

년 계획’에 따라 도서 이 추가로 증설되면, 도

서  이용 등의 생활 인 라는 더욱 나아질 것

으로 상된다. 

이어서 행정안 부의 주민등록 인구  세

황에 따르면 2020년 2월 재 우리나라의 총 

인구수는 51,844,627명이다. 이 인구수를 다시 

연령별 황으로 구분해 보면 0-9세는 4,134,824

명(7.98%), 10-19세는 4,920,794명(9.49%), 

20-29세는 6,786,097명(13.09%), 30-39세는 

7,026,850명(13.55%), 40-49세는 8,397,417명

(16.20%), 50-59세는 8,666,798명(16.72%), 

60-69세는 6,385,073명(12.31%), 70-79세는 

3,612,980명(6.97%), 80-89세는 1,656,304명

(3.19%), 90-99세는 236,899명(0.46%), 100세 

이상은 20,591(0.04%)명이다. 이 결과를 다시 

20세 미만과 60세 이상으로 구분해 보면 20세 

미만은 9,055,618명(17.47%)이고 60세 이상은 

11,911,847명(22.97%)이므로, 60세 이상의 비

율이 20세 미만보다 약 5.5% 높다고 할 수 있

다. 그런데 이런 격차는 730만 명에 달하는 베

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이 차례 로 노인 

인구에 편입이 되고, 출산 상이 지속됨으

로써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추

세가 계속될 경우 2050년 우리나라의 노인 인

구 비율이 약 35.9%에 달해 일본의 약 40.1%

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을 것이라고 

망한 미국 통계국(2016)의 보고가 그 가능성을 

뒷받침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가 장기화되면

서 노년을 가족에게 의지하여 쉬는 휴식기가 

아닌 재교육과 다양한 정보를 통해 보다 효율

으로 보내고 싶어 하는 노인의 요구도 날로 

커지고 있다. 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무엇

보다 요시 되고 있어 국민의 평생교육 필요

성이 증 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이 정보사

회, 지식기반사회의 새로운 변화에 응하며 

다양한 문화  혜택을 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지와 지원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

다(김은지 2013, 1). 

도서 계에서는 이에 응하여 공공도서  

에서 노인 특화를 기하는 곳이 생겼고, 노인 

학습실과 건강 정보실을 설치하거나 종합자료

실 내에 특성화 코 를 설치하여 고령화, 노인

복지 련 사회과학 도서  큰 자 책을 비치

한 곳도 있다. 한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독서 

문화 로그램을 운 한 곳도 많고 차 그 수

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공도서 에서도 고

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노인 이용자를 

주 고객으로 맞이하기 한 비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도서 , 청소년도서 , 장애인

도서 처럼 노인을 주 이용 상으로 삼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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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운 할 수 있는 노인도서 에 한 구체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모두 국립도서 이 설립  운

되고 있고, 공공도서  성격의 어린이 도서

이 국에 총 188개(공공도서  69개, 작은

도서  119개)나 있는 것과는 조 이다. 물

론 근성, 다른 세 와의 교류, 이미 갖추어

진 시설  장서, 인  자원을 활용하는 것의 

이 이 있기 때문에 기존 공공도서 에서 노

인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이 더욱 효율 일 수 

있다. 

그러나 체 인구 비 노인 인구의 비 , 노

인의 신체․생리 , 심리 , 인지 , 사회문화

 특성 등을 감안하면 용 도서 을 설립  

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노인들은 상

으로 교육 수 , 경제  상황, 건강 상태 등

에 따라 정보에 한 근이나 활용에 있어 정

보취약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편리하

게 이용하면서 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

인 상 문 도서  설립과 운 이 시 한 상

황이다. 

이호신(2019, 215-218)은 공공도서 이라고 

하는 사회 인 제도와 공간이 은퇴 노인들의 

삶에 남겨 놓은 얼룩과 무늬를 악하는 일로 

미세하게 시선을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하 다. 

왜냐하면 노인들의 도서  이용 경험은 각각 

규칙 인 생활을 한 거 , 재미와 활력, 새로

운 꿈꾸기를 한 보물창고, 노년을 견디는 

안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들에게 최 화된 도서

 설립과 운 이 필요하다는 을 인식시키고, 

나아가 구체 인 방안을 모색해 제안하는데 목

이 있다. 

1.2 연구 목   방법

본 연구는 노인도서 의 개념 정립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노인 문 도서 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한 설립  운  방안을 

수립해 구체 으로 제시하는데 목 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  달성을 해 다음의 연

구 질문을 제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질문 1. 노인도서 의 개념은 무엇

인가?

•연구 질문 2. 노인도서  설립을 해 고

려해야 할 은 무엇인가?

•연구 질문 3. 노인도서  운 을 한 방

안은 어떻게 제시되어야 하는가?

이어서 연구 목  달성을 한 연구의 방법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조사를 통해 유네스코, 미국도서

회, 도서 법에서 도서  노인 서비스에 

한 내용을 살펴보고, 국내 노인 련 도서

계의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노인도서 의 개념

을 정립하고 설립  운 을 한 고려사항을 

도출하 다.

둘째, 공공도서 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65

세 이상 노인 30명을 상으로 사  비된 질

문지를 기 로 반구조화 면담을 진행 후 그 결

과를 분석하여, 노인도서  설립과 운 을 

한 방안을 제시하 다. 

셋째, 공공도서  에서 노인  건강 특화

를 기하고 있는 두 곳의 사례를 조사  분석해 

노인도서  운  방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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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배경
 

2.1 노인의 개념

노인이라는 용어는 나이 들어 늙은 사람이라

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노화는 생물 , 심리 , 

사회  기능들이 쇠퇴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

닌다. 그러나 학술 인 용어로는 노인이라 하

지만 인간 발달 단계상 시간  의미로는 노년

기라고 하고, 장년층부터 노년층까지 보다 넓

은 인구를 이야기할 때는 고령자라고 한다(권

돈 2012). 

미국도서 회(ALA)에서 만든 도서  노

인 이용자를 한 서비스 지침에서는 노인의 연

령을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더불

어민주당 정세균 의원(  국무총리) 등이 2019

년 10월 31일에 발의한 실버 화 에 한 지

원 근거를 담은 화  비디오물의 진흥에 

한 법률 개정안에서도 노인의 연령을 55세 이

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학이 발달하면서 차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고 건강한 삶을 사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노인에 한 경계가 불명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이 65세 이상의 사

람을 노인시설 입소 자격 등 노인복지에 해당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UN도 노령화 사회에 한 정의를 내릴 때 65

세 이상의 인구를 기 으로 하는 것을 고려한

다면, 노인이란 65세 이상이 된 사람이라고 정

의할 수 있다(육근해 2009, 173-17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나이 들어 늙

은 사람으로 나이는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2 노인도서 의 개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아직 노인

들만을 한 문 도서 을 설립  운 하는 

곳은 없다. 이런 상에는 각 나라의 사회  문

화  상황에 따라 다른 원인들이 있겠지만, 보

편 으로 공공도서 에서 노인 상 서비스도 

함께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노인도서  

설립  운 에 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 노인 이용자들이 자신들

을 한 문 도서  설립과 운 을 극 으

로 요구했어야 하는데, 이런 측면도 부족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결과 으로 노인도서

이 설립  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

고, 노인도서 에 한 개념도 제 로 정립되

어 있지 않다. 따라서 노인도서 을 설립  운

하기 해서는 노인도서 에 한 개념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다. 

도서 법 제2조(정의) 4항에서는 공공도서

의 여러 유형 안에 장애인도서 , 병원도서

, 병 도서 , 교도소도서 , 어린이도서 을 

포함시켜 각각을 정의하고 있다. 그  장애인

도서 은 장애인에게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을 주된 목 으로 하는 곳이며, 어린이도

서 은 어린이에게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 으로 하는 곳이다. 그 다면 노

인도서 은 노인에게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을 주된 목 으로 하는 곳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어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양이

선(2017, 14-15)은 장애인도서 은 장애인들

이 근 가능한 자료를 제작․보  업무가 

심을 이루며 복지기 의 성격이 강하다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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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른 공공도서 과 차이가 있다고 구분하면

서, 일부 감각장애 는 노화로 인해 일반 인 

자료 이용을 하지 못하는 모든 독서 장애인에

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자료 이용  정보 근 

환경을 제공하며, 여가  문화 활동을 극

으로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는데 기여하는 곳이라고 하 다. 

문지 과 김정 (2008, 494)은 어린이도서

을 어린이들에게 좋은 책을 쉽게 할 수 있

게 해주고 어린 시 부터 독서습 과 도서  

이용습 을 형성시켜 주는 공간으로, 단순히 

책만 읽는 독서의 공간만이 아니라 다양한 

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문화  학습공간이라

고 정의하 다. 

김지완과 정 경(2019, 99)은 어린이도서

을 주로 13세 미만의 아부터 등학생까지를 

주 이용자로 하고, 어린이에게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로그램을 통하여 어린이의 독서습  형성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평생교육의 장이라고 

정의하 다.

따라서 노인도서 은 주로 65세 이상의 노인

들을 주 이용자로 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자료

를 구축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통합감 형성에 도움을 주는 등 으로 노인

에 한 사를 해 설립된 도서 이라고 정

의하고자 한다. 

2.3 노인을 한 도서  서비스

도서 법 제8장에는 지식정보 취약 계층의 

지식정보 격차의 해소를 해 도서 이 모든 국

민이 신체 ․지역 ․경제 ․사회  여건에 

계없이 공평한 도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지식정보 취약 계층이란 장애인복

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 생활보장법에 따

른 수 권자, 65세 이상의 노인, 농어 의 주민

을 뜻하는데, 그 다고 해서 그들을 한 각각

의 서비스 지침이 상세히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유네스코 선언(UNESCO Manifesto)에서도 

공공도서 은 만인의 교육을 통하여 민주주의 

신념을 실 하는 곳으로, 구나 자유롭게 이

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유

네스코와 국제도서 회(IFLA)의 공공도서

 선언 역시 공공도서 은 지역의 심지로서 

어느 구에게나 맞춤 서비스와 자료를 제공하

여야 하며, 모든 연령 의 이용자들이 필요한 

자료를 찾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다음은 미국도서 회(ALA)에서 

만든 55세 이상의 도서  노인 이용자를 한 

서비스 지침이다.

첫째, 고령층에 한 최신의 데이터를 수집

하고 이를 도서  산  계획 수립에 반 해

야 한다.

둘째, 지역 사회 노인들의 특정한 정보 욕구

와 심이 도서  장서, 로그램  서비스 개

발에 반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도서  장서와 시설은 노인 이용자들

이 이용하기에 안 하고 편안해야 한다.

넷째, 도서 이 노인 이용자들을 한 정보 

서비스 제공을 한 심 기 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다섯째, 노인층을 상으로 한 도서  로그

램을 개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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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도서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을 

한 아웃리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곱째, 도서  직원이 노인에게 의와 존

경심을 갖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교육시킨다.

이상의 지침을 김은지와 이성신(2014, 64)은 

다음의 일곱 가지 역으로 정리했다.

첫째, 노인 이용자의 정보 욕구 분석  반

둘째, 노인 이용자에 한 정보 서비스 역

셋째, 노인 이용자를 한 도서  자료/시설

/설비 역

넷째, 타 지역 기 과의 력/연계

다섯째, 노인 이용자에 한 평생학습 지원

여섯째, 노인 이용자들  특수 이용자 집단

에 한 서비스

일곱째, 도서  직원의 교육  훈련 

2.4 선행 연구

국내에서 노인도서  설립과 운 에 한 연

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000년  이

후 도서 계에서도 노인 련 연구들이 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고령화 사회

로의 진입을 앞둔 시 에서 도서 계도 노인 

이용자를 한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 한 고찰은 도

서 계 노인 련 연구와 함께 도서  설립(건

립)  운 의 측면으로 나 어 각각 실시하고

자 한다. 

그동안 발표된 노인 련 선행 연구는 ‘노인 

서비스 정책’(김선호 2002), ‘노인 서비스 운  

황’(장혜란 2002; 김선호 2003; 김선호 2004; 

김보일, 김선호 2017; 노아름, 오동근, 여지숙 

2015), ‘노인 로그램 분석’(이명희, 김미  

2010; 조은주, 장혜란 2010), ‘노인 서비스에 

한 인식 연구’(김 신 2007; 박옥화 2007; 

오선혜, 이성숙 2012; 김은지, 이성신 2014), 

‘노인 장서’(장혜란 2015), ‘노인 정보 검색’(김

정아, 장혜란 2016; 나경식, 정용선(2017), ‘정

보 취약 계층’(이정연 2011; 윤정옥, 곽동철, 심

경 2012; 윤희윤 2012; 장덕  2012; 김홍렬 

2016), ‘정보 격차’(조용완 2007; 이승민 2012), 

‘노인 서비스 공간 구성’(배경재 2018), ‘도서  

이용 경험’(이호신 2019), ‘공공도서  이용 가

치체계’(최유진, 차미경 2019) 등 다양한 측면

에서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배경재(2018)는 ‘도서  노인서비

스 공간 구성에 한 연구’를 통해, 노인 이용자

가 다른 이용자와 함께 교류하며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공 기 으로 도서 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며, 신체 ․정신 ․심리 ․사회 ․

경제  변화를 겪는 노인 이용자를 한 서비스 

공간 설계에 체계 인 근이 필요하다고 하

다. 따라서 노인 서비스 지침을 제정하고, 노인 

이용자를 진입기 노인, 환기 노인, 고령 노인

으로 세분화하여 서로 다른 정책을 비하며, 

노인 이용자의 요구와 최근의 도서  공간 구성 

경향을 고려하여 ‘개방형 노인 서비스 공간’과 

‘통합형 노인 서비스 공간’을 구성할 필요가 있

다고 제안하 다.

한 이호신(2019)은 ‘은퇴노인의 도서  이

용 경험에 한 내러티  탐구’ 연구를 통해, 클

랜디닌과 코넬리가 제안한 내러티  탐구방법

을 활용하여 은퇴 노인들의 도서  이용 경험

을 탐구하 다. 그 결과 노인들의 도서  이용 

경험은 규칙 인 생활을 한 거 , 재미와 활

력, 새로운 꿈꾸기를 한 보물창고, 노년을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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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는 안의 원천으로 해석되었다. 

이어서 최유진과 차미경(2019)은 ‘노인의 공

공도서  이용 가치체계에 한 연구: 서울 소

재 공공도서 을 심으로’를 통해, 서울 소재 

15개 공공도서 에서 만 60세 이상 이용자를 

상으로 공공도서  이용의 속성, 혜택, 가치 

연결 계를 가치계층도로 도식화하 고, 만 65

세를 기 으로 두 집단으로 나 어 비교하 다. 

분석 결과,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가치체계

는 ‘책을 읽거나 빌려본다(속성)’ ￫ ‘새로운 지

식을 얻을 수 있다(혜택)’ ￫ ‘나 자신에게 만족

한다(가치)’ 고, 두 집단 모두 공공도서 을 

이용함으로써 스스로에 한 만족, 성취감, 재

미와 즐거움, 삶에 활력이라는 가치에 도달하

게 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노인 련 도서 계의 

선행 연구들은 정보 취약 계층으로 타 상에 

비해 정보 격차가 큰 노인 이용자들을 해, 

정 정책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실시해 나갈 필

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서 도서  설립(건립)  운 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세훈과 심효정(2008)은 ‘지

역 표도서  설립  운  방안에 한 연구’

를 통해, 개정 도서 법에서 도서  정책의 지

방분권에 있어서 가장 핵심  수단으로 제시하

고 있는 지역 표도서 의 설립 는 지정 운

이 보다 안정 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에 따라 재정, 인력, 정책 우선순  등에서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시도에게 지역 표

도서 의 역할과 기능, 업무를 상세히 설명하고, 

지역 표도서  설립운 과 련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한 곽동철(2010)은 ‘국가과학도서  건립 

 운 에 한 고찰’을 통해, 한 나라의 국가과

학도서 은 국가 발 과 번 을 해 핵심 인 

과학기술지식정보 인 라로서 새로운 지식정

보의 생산 능력은 이러한 인 라의 용량에 의

존하며, 새로운 이론과 기술  새로운 비 의 

창출은 그 기능에 달려 있기 때문에 국가과학

도서  건립  운 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그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석(2014)은 ‘복합용도건축물 

내 공공도서  건립에 한 연구: 서울시 공공

도서 을 심으로’를 통해, 효율 인 인 라 

확충을 해 복합용도건축물 내에 공공도서

을 건립하는 방안을 모색하 다. 더불어 복합

용도건축물 내에 공공도서 을 건립하기 해

서는 도서 의 규모, 치, 공간구성에 해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더 많은 상

업시설, 학교시설 그리고 시설과의 복합화가 

필요하겠다고 제안하 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살펴본 도서  설립(건

립)  운 에 한 선행 연구에서는 각 도서

의 설립(건립)  운 을 해 기본 방향, 세부 

추진 방향, 조직 구성안, 서비스 정책, 공간 구

성, 조례 제정의 측면과 같은 정 기 (정책)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 을 도출할 수 

있었다. 

3. 노인도서  설립 방안

노인도서  설립을 해서는 우선 정 기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선행 연

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도서  설

립 방안을 기본 방향, 세부 추진 방향, 조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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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 서비스 정책, 공간 구성, 조례 제정의 측

면에서 정리한 것이다. 

3.1 기본 방향

노인도서 은 장애인도서 , 병원도서 , 병

도서 , 교도소도서 , 어린이도서 처럼 기

존의 공공도서 과 성격, 역할, 기능이 같다. 그

러나 지역  특징, 노인들의 신체  기능, 심

리․정서  측면, 선호하는 주제  서비스 등

을 고려하여 주로 노인들을 한 문 도서

이라는 측면에서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역마다 노인도서  설립  운 이 

필요한데, 련 조례를 제정하고 산을 마련

해야 하는 등 실제 운 이 될 때까지 오랜 기간

이 소요되므로, 그 이 까지는 다음과 같은 방

향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역 내 공공도서  에서 노인 인구

가 가장 많은 구나 동(읍이나 면)에 자리하고 

있는 곳이 노인도서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도록 한다.

둘째, 주제별 특화 분야가 ‘노인’이나 ‘건강’

으로 이미 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곳을 

노인도서 으로 지정 운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용시설 에서 

노인복지 이나 노인요양원과 같은 노인 련 

시설에 복합용도로 노인도서 을 우선 으로 

설치  운 할 수 있도록 한다. 

3.2 세부 추진 방향

노인도서  설립 시 가장 요하게 고려할 

은 역할과 기능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

이다. 한 큰 자 책이나 오디오 북을 주로 

한 장서 수집 계획과 실천 방안이 동시에 모색

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 내 유  기 들과 

긴 한 력 체계를 구성해 서로 도울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 1>은 제3차 도서 발 종합계획

에 담긴 내용을 참고해 작성한 노인도서  설

립에 한 세부 추진 방향으로, 비 , 략, 핵

심 과제, 추진 과제를 각각 정리해 본 것이다. 

비
1) 노인들을 한 문 도서  설립
2) 노인 독서문화 진흥 기반 조성

략 방향

1) 만남: 나, , 사회, 세계와 만남의 장이 되는 도서
2) 소통: 사람, 자료, 공간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도서
3) 모음: 지식과 경험들이 모여 자원을 생성하는 도서
4) 나눔: 사람과 사회로 번지는 나눔의 장이 되는 도서

핵심 과제

1) 노인(소외 계층) 정보 근의 편의성 확
2) 시민으로서의 힘을 키우는 문화서비스 확
3) 사람 간(세  간) 교류 력의 랫폼 기능 강화
4) 공동체 기억의 공유를 통한 나눔과 승

추진 과제

1) 큰 자 독서 확충, 이용자 맞춤 교육 로그램 개발과 실천
2) 인문․문화․ 술․체험․소통형 로그램 확
3) 도서 과 유  기 들과의 력 강화
4) 사람 기록 (개개인 역사 보존소) 설치  운

<표 1> 노인도서  설립 세부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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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내용들은 노인을 심에 두지만 결국 

공공도서 이기 때문에 모든 상을 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표 1>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비 은 

노인들을 한 문 도서  설립을 통한 노인 

독서문화 진흥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한 략 방향은 만남, 소통, 모음, 나눔의 네 

가지이며, 핵심 과제와 추진 과제는 략 방향

과 연결된 것들로 각각 네 가지를 설정했다. 

3.3 조직 구성안

노인도서 은 노인을 한 서비스를 주요 업

무로 설정해야 한다. 그에 따라 도서  운  지

원  타 기 과의 력 방안을 주로 모색하는 

지원 력과, 서비스 방안  정 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개발교육과, 열람 

 출과 디지털도서  서비스를 담당하는 정

보서비스과,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 약을 

신청한 분들을 한 방문서비스과를 설치할 필

요가 있다.

다음의 <표 2>는 노인도서 의 각 조직의 업

무 내용을 상세히 정리한 것이다.

<표 2>의 지원 력과는 행정 지원이나 기획, 

총무과에서 수행하는 업무 반을 담당하는 곳

이다. 한 개발교육과는 독서문화진흥과, 독서

진흥 , 장서개발 과 같은 역할이고, 정보서비

스과는 자료운 과, 서비스이용과, 정보시스템운

과, 정보자료과, 열람 사과에서 수행하는 업

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방문서비스과

는 지원 력과나 열람 사과의 역할과 같다. 

3.4 서비스 정책

노인도서 의 서비스 정책은 자료  보조 기

기 구입 등 장서의 개발에 한 산의 수립과 

고정화, 노인 문 사서  자원 사자 양성과 

배치, 인터페이스 개발, 서비스의 확  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수립되어야 

한다. 이 가운데 장서의 개발은 지역 특성․노

인 특성에 맞는 주제별 장서의 개발, 신문  뉴

스 자료의 확보, 음반  화 필름의 확보 등이 

해당되며, 인터페이스 개발은 노인들이 쉽게 활

용할 수 있는 웹 페이지의 개발, 건강․보건  

문화 인 라 콘텐츠 개발이 포함된다. 한 서

비스의 확  방안은 신체 ․감각  보조 기기 

 소 트웨어의 확보, 자료  정보 근에 

한 교육 로그램의 개발, 노인 련 기 (복지

, 보건소  병원 등)  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성, 직  방문 서비스의 확  실시, 인쇄 매체

의 낭독 서비스 제공, 입구에서 출구까지 착 

안내 서비스, 편의 시설의 확  등을 의미한다.

조직 업무 내용

지원 력과 도서  운  지원, 타 기 과의 력 방안 모색

개발교육과 서비스 방안  정 로그램 개발, 로그램 운

정보서비스과 열람, 출  반납, 디지털도서  서비스

방문서비스과 방문 약 수, 방문 출  반납

<표 2> 노인도서  조직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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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간 구성

노인도서 의 공간은 이용자의 요구와 최근 

도서  공간 구성의 경향을 반 하여 안락하면

서도 효율 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배경재

(2018, 16)는 노인 서비스 공간의 인식 환의 

측면에서 다음과 다섯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물론 이 다섯 가지 방안은 공공도서 에서의 

용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노인 문 도서

에 용해도 무리가 없을 내용이라 단되어 

인용하 다.

첫째, 노인 이용자의 요구와 최근의 도서  

공간 구성을 고려하면 ‘개방형 노인 서비스 공

간’ 유형과 ‘통합형 노인 서비스 공간’ 유형이 

바람직한 것으로 단된다.

둘째, 모든 도서 이 획일 인 공간 구성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

셋째, 거 , 지역 분  등 규모에 맞게 한 

커뮤니티에 소속된 노인의 학력, 직업, 선호 주

제 등 특성을 악하고 요구를 수렴하여 공간 

구성  동선이 필요하다.

넷째, 분리가 아닌 존 의 에서 별도의 

안락한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장애인 등의 지식 정보 취약계층과 

다른 특성, 즉 비 취약계층에서 취약계층으로 

이동된 이용자,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

로서 노인 이용자를 바라보는  유지가 필

요하다. 

3.6 조례 제정

다음의 <표 2>는 2011년 1월 10일에 제정된 

이후 2014년 11월에 일부 개정 차를 거친 안

양시 작은도서  조례 내용 에서 설치  운

 지원에 한 조항을 정리한 것으로, <표 4>

에 제시한 노인도서  설치  운 에 한 조

례 시안 작성을 한 기  자료이다.

<표 3>에 정리한 안양시 작은도서  설치  

운  지원에 한 조례에는 설치, 공간  치, 

설치 기 , 운  인력, 운  시간에 한 사항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노인도서  설

치  운  지원 조례 작성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표 4>는 <표 3>의 내용을 바탕

으로 작성한 노인도서  설치  운 에 한 

조례 시안이다.

<표 4>에 제시한 노인도서  설치  운 에 

한 조례 시안의 내용  <표 3>과 다른 곳

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설치 조항’에서는 뉴타운, 

재개발  아 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에는 

노인도서 을 단독 건물로 설치하거나, 혹은 

노인복지 이나 노인요양원과 같은 노인 련 

시설에 복합용도로 우선 으로 건립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꾸었다. 공용시설

로 노인복지 이나 노인요양원을 선택한 이유

는 많은 노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므로 도서

으로의 유입이 가장 쉬울 것이라 상했기 때

문이다. 이어서 ‘공간  치 조항’에서는 상

만 노인으로 바꾸었으며, ‘설치 기  조항’에서

는 노인들이 도서 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

을 만큼의 자료와 열람석을 충분히 구비할 필

요가 있다고 바꾸면서 정확한 수를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면 에 있어서는 단독 건물인 경

우 최소 500제곱미터(151.255평) 이상, 공용시

설을 사용하는 경우 33제곱미터(9.9825평) 이

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노인복지   작은도

서  설립의 최소 기 을 참고하여 제시하 다. 



노인도서  설립과 운 에 한 연구  333

조항 내용

제4조(작은도서  설치)
안양시장은 뉴타운, 재개발  아 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에 공공기  혹은 상업시설과 함께하는 

복합건물에 작은도서 을 우선 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9>

제5조(공간  치)

작은도서 의 공간  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 은 주민들이 가장 근하기 용이한 곳에 치하여야 한다. 
2. 지역의 공용시설 내에 도서 을 마련할 경우, 공용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 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제6조(설치 기 )

작은도서 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 2. 29>

1.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3. 기존 공용시설  건평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

제10조(운  인력)

1. 작은도서  운 자는 도서 출․반납, 운  인력 확보 등 반 인 운 사항에 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4>

2. 시장은 작은도서  운  인력의 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작은도서 이 지역 공동체의 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심으로 자원 사단을 

운 할 수 있으며, 자원 사자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  시간)

작은도서 의 운  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9, 2014. 11. 14>

1. 주 5일 이상, 1일 5시간 이상 개 하여야 한다.
2. 운  시간은 작은도서  운 원회를 통하여 작은도서 을 자율 으로 운 하되,운 자가 없는 시간은 

자원 사자를 활용하여 운 할 수 있다.

<표 3> 안양시 작은도서  설치  운  지원에 한 조례

조항 내용

노인도서  설치
시장은 뉴타운, 재개발  아 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에 단독 건물, 혹은 노인복지 이나 노인요양원과 

같은 노인 련 시설에 복합용도로 노인도서 을 우선 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간  치

노인도서 의 공간  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도서 은 노인들이 가장 근하기 용이한 곳에 치하여야 한다. 
2. 지역의 공용시설 내에 도서 을 마련할 경우, 공용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노인도서 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설치 기

노인도서 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큰 자 도서는 물론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자료와, 그 자료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조 기기들을 충분히 구비해야 한다.
2.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좌석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분리해 비해야 한다.

3. 단독 건물인 경우 최소 연면  500제곱미터(151.255평, 노인복지  설치 기  참고) 이상, 기존 공용시설

을 사용하는 경우 건평 33제곱미터(9.9825평, 작은도서  설치기  참고)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4. 노인을 비롯한  가족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

운  인력

1. 노인도서  운 자는 도서 출․반납, 운  인력 확보 등 반 인 운 사항에 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노인도서  운 에 합한 문 인력을 선발  배치해야 하며, 인력의 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노인도서 이 지역 내 노인들의 공동체 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가운데 노인들을 

심으로 자원 사단을 운 할 수 있으며, 자원 사자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운  시간

노인도서 의 운  요일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공서의 공휴일(※ 설 연휴와 추석 연휴 기간 의 일요일은 
휴 ), 기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을 휴 일로 정한다.

2. 이용 시간은 오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표 4> 노인도서  설치  운 에 한 조례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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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부분은 도서 법 시행령 제3조 ① 

법 제5조 1항에 따른 도서 의 종류별 시설  

도서  자료의 기 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  

성격의 단독 건물이라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 상 인구에 따라, 공용시설 내 복합용도라

면 <표 3>에 정리되어 있는 작은도서 의 시설

과 도서  자료 기 을 따르는 것도 한 방법이

다. ‘운  인력 조항’ 역시 도서 법 시행령 제4

조 1항 련 도서 의 사서 배치 기 을 따르는 

것이 하지만, 노인도서 이기 때문에 노인 

문 인력을 배치할 필요성에 해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운  시간 조항’은 국립 앙도서

의 휴 일  이용 시간 기 을 참고하여 제시

하 다.

3.7 설립  운  과정 도식화

신지연(2012, 73)은 설립  운 을 한 재

정을 국가에서 담당하며, 이  자료 선정  이

된 자료의 소유권은 참여도서 에서 갖고, 운

권은 지역 표도서 에서 담당하며, 이용과 

서비스 범 는 참여 도서  간의 공동 이용을 

보장하고, 참여 기 이 아닌 도서 과 지역 주

민에 이르기까지 지역에 개방하는 방향으로 나

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보

존도서  설립 모형을 개발해 제안했다. 

다음의 <그림 1>은 신지연(2012)의 모형을 

참고해 노인도서  설립과 운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총 여섯 단계로 노인도서  설립과 운  과

정을 도식화한 <그림 1>은, 가장 먼  각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 ․재정  기  마련과 지원

이 필요하다는 제 아래, 담 부서가 설치되

어 장기 운  계획이 수립된 후, 설립과 운 , 

평가  개선 방안 모색을 통해 지속 인 발

을 꾀할 수 있는 운  모형이다. 따라서 이 과정

이 체계 으로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각 지방

자치단체별 노인도서  설립과 운  한 원활

할 것으로 상된다.

1단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재정  기  마련과 지원

￬
2단계 노인도서  설립을 한 담 부서 설치

￬
3단계 노인도서  장기 운  계획 수립

￬
4단계 노인도서  설립

￬
5단계 노인도서  운

￬
6단계 노인도서  평가  개선 방안 모색

<그림 1> 노인도서  설립과 운  과정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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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도서  운  방안

노인도서 의 운  방안은 면담 조사와 운  

사례 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분석해 제시하

다. 면담 조사는 공공도서 을 이용한 경험

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30명을 상으로 반구

조화 된 질문을 실시해 얻은 답변을 분석했고, 

운  사례는 노인 학습실을 운  인 인천

역시교육청 주안도서 , 건강 정보실을 운  

인 수원시립 버드내도서 을 각각 조사 분석

하 다. 면담 조사와 운  사례 조사의 분석 결

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노인도서  운  

방안 제안을 한 기  자료로 삼기 해 활용

하 다. 

4.1 노인 이용자 면담 조사 결과 분석

노인 이용자 면담 조사는 공공도서 에서 운

하는 독서 문화 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65세 이상 30명을 상으로, 사  비된 

질문지를 기 로 반구조화 면담을 진행 후 그 

결과를 도출하 다. 반구조화 된 면담은 가이

드는 존재하지만 응답 내용은 미리 비되지 

않은 것으로, 구조화된 질문과 개방형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답변의 양과 질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정확한 답변을 듣기 해 먼  연구 내용을 상

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면담 조사에 응한 30명의 노인들은 연구자가 

은평구립 증산정보도서 , 서울도서 , 용인시

립 구성도서 에서 운 했던 독서 문화 로그

램에 참여했던 분들로, 면담 조사는 화 통화

를 통해 개인 당 10-20분 동안 이루어졌다. 

화 통화를 통한 면담은 면 조사가 어려운 시

임이 감안되어 선택된 방법이다. 다음의 <표 

5>는 면담 조사에 참여한 노인들의 인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표 5>에 정리한 면담 조사 참여 노인의 인

사항을 보면 남성이 12명, 여성이 18명이며, 

평균 연령은 73.06세이다. 

다음의 <표 6>에 정리한 네 가지 질문의 유

형은 사례 연구에 사용되는 면담을 효과 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Merriam(1998)이 소개한 것

으로, 면담 기에는 미리 비한 구조화된 질

문을 사용하다가 차 반구조화 된 질문으로 

이행하게 된다.

이어서 다음의 <표 7>은 <표 6>의 내용을 바

탕으로 조사에 응한 노인들에게 면담을 해 

개발한 질문을 정리한 것이다.

<표 7>에 정리한 가정  질문에 담긴 도서  

이용 빈도는 면담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실제 

경험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고, 안  질문인 

도서  이용 목 은 답변 내용에 따라 도서  

운  목 에 배되는 등 논쟁의 여지가 발생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구성한 것이다. 한 

도서  이용 시 불편한 에 해 묻는 이상  

질문은 부족한 면과 부정 인 면을 동시에 담

고 있는 것이며, 해석  질문인 노인도서 에 

꼭 필요한 서비스에 한 부분은 노인들 각자

의 견해 혹은 느낌을 알아보기 한 것이다.

다음의 <표 8>은 면담 조사 질문을 통해 얻

은 답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8>에 정리한 항목별 결과를 보면, ‘도서

 이용 빈도’에서는 응답자 30명 모두가 주 1

회 이상 도서 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 2회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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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독서 문화 로그램 참여 도서 성명 성별 연령

1

은평구립 증산정보도서

성** 여 70

2 김** 여 72

3 최** 남 69

4 이** 남 82

5 김** 남 74

6 배** 남 85

7 김** 여 68

8 정** 여 70

9 황** 남 83

10 김** 여 75

11

서울도서

강** 여 66

12 김** 남 76

13 김** 남 77

14 박** 여 74

15 안** 여 70

16 이** 여 74

17 ** 남 75

18 정** 여 65

19 정** 여 84

20 황보** 여 67

21

용인시립 구성도서

강** 여 82

22 이** 여 74

23 김** 여 67

24 김** 여 65

25 김** 여 65

26 박** 여 70

27 류** 남 76

28 박** 남 71

29 신** 남 66

30 임** 남 80

<표 5> 면담 조사 참여 노인의 인 사항

유형 내용

가정  질문 참여자의 실제 경험을 다루는 질문

안  질문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한 질문

이상  질문 로그램 평가에서 사용되는 정 인 면, 부정 인 면, 부족한 면 등에 한 질문

해석  질문 이해한 바를 확인하게 해주고 어떤 견해 는 느낌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질문

<표 6> 효과  면담 진행을 한 네 가지 질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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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질문

가정  질문 일주일 동안 도서 을 몇 번이나 이용하시나요?

안  질문 도서 을 이용하시는 목 은 무엇입니까?

이상  질문 도서  이용 시 불편한 은 무엇이었나요?

해석  질문 노인도서 에 꼭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7> 면담 조사 질문

조사 항목 면담 결과

도서  이용 빈도

① 주 1회: 7명
② 주 2회: 11명
③ 주 3회: 6명

④ 주 4회: 2명
⑤ 매일(휴 일 제외): 4명 

도서  이용 목

① 자료(도서․신문 등) 이용: 5
② 로그램 참여: 20명

③ 공부(열람실 이용): 2명
④ 만남의 장소(식당․카페): 1명
⑤ 휴식 공간: 1명

도서  이용 시 불편한 

① 자료의 자 크기(보조공학기기 부족): 11명

② 로그램 수: 12명
③ 은 노인 이용자: 2명
④ 답답한 구조: 1명

⑤ 불편한  없음: 4명

노인도서 에 꼭 필요한 서비스

① 교육(문해, 검정고시, 외국어, 미디어 등): 6명
② 로그램(자서  쓰기 등): 12명
③ 정보(건강 등): 5명

④ 가정 방문 배달: 4명 
⑤ 담 도우미: 3명

<표 8> 면담 조사 질문 분석 결과

을 제외한 매일 방문한다는 응답자도 4명이었

다. ‘도서  이용 목 ’은 로그램 참여가 20명

으로 가장 많았고, 도서나 신문 등의 자료를 이

용하기 한 목 이 5명이었다. ‘도서  이용 

시 불편한 ’에 해서는 인터넷을 사용할  

모르다 보니 사무실에 직  방문해서 로그램

을 수하는 것이 힘들다고 답한 응답자가 12

명으로 가장 많았고, 큰 자 자료가 거의 없고 

확 기(확 경)도 부족해 읽는데 어려움이 있

다고 답한 응답자도 11명이었다. 하지만  

불편한 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4명이

었다. ‘노인도서 에 꼭 필요한 서비스’ 항목에

서는 자서  쓰기 등 노인들에게 필요한 로

그램이 12명으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 고, 

문해나 검정고시, 외국어 미디어 등의 교육을 

원한다는 응답자도 6명이었다. 

이어서 다음의 <표 9>는 응답자들의 기타 의

견으로 노인 도서  설립 시 바라는 을 순번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기타 의견은 면담 조사 

상자 30명 가운데 10명이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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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답변

1
도서 에 갔을 때 은 사람들만 많아서 혹시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닐까 조심하게 되기 때문에, 노인 

용 도서 이 생겼으면 좋겠다.

2 복지 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운동, 놀이, 만들기 주와는 다른 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

4 복잡하지 않고 여유롭고 편안한 분 기 으면 좋겠다.

7 노인들을 공경할  아는 직원들이 근무했으면 좋겠다.

10 책 읽어주기나 정리 등의 사를 노인들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13
다리가 아  도서 에 자주 갈 수 없으니, 책을 많이 빌려주고 출 기간도 한 달 정도 여유 있게 주었으면 

좋겠다.

19 노인도서 이 여러 곳에 생겨서 쉽게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23 함께 책 읽고, 토론도 하고, 쓰기도 하는 좋은 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

25 모르는 것을 친 하게 알려주는 직원이나 자원 사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28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표 9> 노인 도서  설립 시 바라는 

<표 9>에 정리한 노인 응답자들의 답변 내용

을 정리하면, 여유롭고 편안한 분 기의 노인

도서 이 여러 곳에 생겼으면 좋겠고, 노인들

을 공경할  아는 직원이나 자원 사자들이 

많으며, 독서와 토론, 쓰기와 같은 로그램

들이 많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책을 많이 빌려주면서 출 기간도 여유 있기

를 바라고, 책 읽어주기나 정리 등의 사를 직

 할 수 있는 기회도 얻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2 주안도서  노인 학습실 운  사례 분석

인천 역시교육청 주안도서 은 인천 역시 

남구에 치하고 있다. 남구는 인천 역시에서 

노인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곳으로, 주안도서

에서는 이와 같은 지역  특성을 활용해 노

인을 한 로그램을 강구하다가 1990년부터 

별도의 노인 학습실을 개설해 운 하기 시작했

다. 인천 역시 유일의 노인 상 특화 도서실

은 주안도서  1층에 75제곱미터(20평)의 면

으로 설치가 으며, 지역 노인들의 상호작

용을 돕고 건 한 여가 선용  자기개발을 

한 학습의 장 제공, 바람직한 노후 지원을 해 

2009년에 동아리 운  규정을 제정하여 체계

으로 운 하고 있다. 다음의 <표 10>은 주안도

서  노인 학습실의 운  규정이다.

<표 10>에 제시한 운  규정에는 노인 학습

실의 운  방침과 정원, 회원 자격, 임원의 선출

과 직무에 이르는 내용이 간결하게 제시되어 

있다. 한 필요에 따라 부분 개정이 지속 으

로 이루어졌음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내

용은 노인도서  운  규정 제정에 참고가 될 

것이다. 

이어서 다음의 <표 11>은 노인 학습실에서 

실시가 되었던 평생학습 로그램 내용을 정리

한 것이다. 

<표 11>에 정리한 바와 같이 주안도서  노

인 학습실에서 운 했던 평생학습 로그램들

은, 지역  특성과 노인이라는 상의 특징을 

잘 반 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노인

들이 수동  학습자가 되어 단순히 참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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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습실 운  규정

2009. 1.  2. 제정

2011. 1. 17. 개정

2012. 7. 24. 개정

제1조 (목 ) 지역 어르신들의 건 한 여가 선용  자기개발을 한 학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제2조 (명칭) 인천 역시 주안도서  ‘노인 학습실’이라 칭한다.

제3조 (운  방침)

      ① 회원제로 운 하며, 회원은 입회 시 반드시 등록 차를 거쳐야 한다.

(입회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는 본, 사진)

         ※ 기존 회원은 연 단 로 입회 신청서를 새로 작성하도록 한다.

      ② 운  시간은 09:00-18:00로 하며, 휴 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단, 기 의 사정에 따라 임시 휴실할 수 있다.

      ③ 독서, 서화 등 다양한 취미  학습 공간으로 운 한다.

      ④ 좌석은 고정 좌석 없이 매일 오는 순서에 따라 정한다.

      ⑤ 매년 정비 기간을 두도록 한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⑥ 흡연․음주는 일체 하며, 차(茶) 외 음식물은 반입할 수 없다.

제4조 (회원 자격) 회원 자격은 만 60세 이상 인천 시민으로 한다.

제5조 (임원 선출) 임원은 회원 총회에서 매년 회장, 총무 각 1인씩 선출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직무) 회장은 회원을 총 하여 표하며, 총무는 회장을 도와 운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7조 (정원) 정원은 30인 이하로 한다.

제8조 (회원 자격 상실)

      ① 장이 정한 운  방침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②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하는 자

      ③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회원 자격이 상실된 날로부터 6개월 간 재등록할 수 없다.

제9조 (회원 모집) 연 2회로 하며, 모집 기간은 평생학습 회원 모집 기간 에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인천 역시 주안도서 장

<표 10> 주안도서  노인 학습실 운  규정

로그램 명 내용

할머니는 일학년

( 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인천 역시 남구는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성인문자해득교육 잠재수요자의 비율이 구(區)

단  에서 3번째로 높다. 이런 지역  특성에 맞게 2007년부터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시작하 으며, 2013년에는 인천 역시교육청 지정 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기

 1단계, 2014년에는 2단계, 2015년에는 3단계로 승격되어, 3년 동안 1-3 단계를 모두 

이수하면 등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운  이다.

<표 11> 노인 학습실 평생학습 로그램 내용(박샘이 2015, 5-14)



34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4권 제2호 2020

는 역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를 통해 

배우고 익힌 것을 정보소외계층이나 필요한 사

람들에게 능동 으로 나 어  수 있는 기회

로까지 연결된 은, 지역 내 우수 강사 발굴, 

도서  잠재 이용자 발굴 등 여러 측면에서의 

가치 창출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상된다. 나

아가 한민국 실버미술 과 같은 회에 참

여해 수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운 과

정은, 도서  자체의 성과를 넘어 참여 노인들

에게도 도서 의 필요성과 요성을 다시 느끼

게 되는 계기와, 아직 회원으로 가입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한 노인들에게 도서  노인 학습

실에 반드시 가입하고 싶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주안도서  노인 학

습실의 평생학습 로그램 운  사례는 향후 

설립  운 될 노인도서 에서의 로그램의 

운  방안에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

겠다.

4.3 버드내도서  건강 정보실 운  사례 분석

건강에 한 걱정과 심은 모든 세 가 갖

고 있는 공통의 주제이지만, 노인들 부분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라는 에서 다른 세

와의 차이 이 있다. 따라서 노인도서 에서는 

주로 건강 련 자료들을 수집해 서비스할 필

요가 있다.

2014년 11월에 개 한 수원시립 버드내도서

은 건강 련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의 문화

를 구축하여, 이용자들이 올바른 건강 정보를 

할 수 있도록 1층에 건강 정보 자료실을 운

하고 있다. 다음의 <표 12>는 버드내도서  건

강 정보 자료실에 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7년

도에 실시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

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39.7%는 자신의 신

체 건강을 ‘나쁘다’ 는 ‘매우 나쁘다’로 부정

인 평가를 했다. 한 3개월 이상 지속 으로 

앓고 있으며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로그램 명 내용

문인화 & 서

서 를 즐기는 어르신들을 상으로 사군자나 산수화를 곁들여 서 를 쓰는 ‘문인화 & 

서 ’ 수업을 운 하고, 매년 그 작품들은 도서 에 시도 하고 있다. 나아가 한민국 

실버미술 과 같은 회에 출품해 수상의 으로까지 이어가고 있다.

하모니카 & 신바람 노래교실

어르신들이 가장 손쉽게 배울 수 있는 악기인 하모니카 교실과 노래 교실을 운 해, 

건강한 신체, 건 한 여가 문화를 만들기 해 노력하고 있다. 하모니카 교실에서 갈고 

닦은 실력은 각종 회 출 과 수상으로도 이어졌으며, 도서   외부 행사가 있을 

때 참여해 공연 기부도 활발히 실천하고 있다.

각종 특별 로그램

상․하반기 정규 로그램 이외에도 가정의 달, 문화의 달, 노인의 날 등을 기념해 건강 

체조 교실, 웃음치료 교실 등 각종 특별 로그램을 운 하여 노인 수강생들의 극 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교육 기부

도서 에서 실시한 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익힌 실력과 풍부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께 배우는 삶의 지혜’, ‘3세  배움터’ 등의 어린이 상 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하여 

교육 사를 실시했으며, 지역아동센터에도 방문해서 지식정보 소외계층 아동들을 상으

로 ‘명심보감․서  로그램’ 등을 운 했다. 한 책 축제에서는 ‘가훈 써주기’ 사도 

실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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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규정 건강 정보 자료실만을 한 운  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수원시도서  운  규정에 따름

치 도서  1층

면 112제곱미터(30.25평)

좌석 19석

비치 자료

버드내도서 이 소장하고 있는 건강 련 도서 3,154권(2020년 3월 31일 기 ) 에서 큰 자 

도서 100권 내외와, 매달 선정하는 건강 련 주제 도서 20권 내외를 건강 정보 자료실에 함께 

비치하고 있음

기자재

키/몸무게 측정기 1 , 압 측정기 1 , 시력검사표 1개, 안마 의자 3 , 발 마사지기 2 를 설치 

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이용자들이 상시 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간단히 검하고 근육 

이완과 통증 완화, 액 순환 증진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연  운  로그램
이야기 할머니의 이야기(동화 구연, 매주 목요일)와 신바람 건강 미술(미술치료, 매주 화요일)을 

운  이며, 로그램 참여는 사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표 12> 버드내도서  건강 정보 자료실에 한 사항

노인은 89.5%에 달했고, 두 개 이상의 만성질

환을 갖고 있는 복합이환자도 73.0%로 나타났

으며, 체 노인이 평균 으로 2.7개의 만성질

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 다. 따라서 건강

리에 한 심도 한 높아 건강 검진 수진

율이 82.9%로 나타났고, 평소 운동을 실천하는 

노인은 68.0% 으며, 그 에서 주당 150분 이

상의 권장 수 을 충족하는 운동 실천율은 

48.2%, 주된 운동의 종류는 걷기가 71.7%로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들에게 가

장 심 있는 주제가 건강일 수밖에 없다는 

을 다시 확인시켜 주면서, 노인도서  운  방

안에는 <표 12>에 제시한 버드내도서  건강 

정보 자료실에 한 사항  ‘비치 자료’, ‘기자

재’, ‘연  운  로그램’의 내용들이 반 될 

필요도 있음을 증명해 다. 

5. 결론  제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세계 여

러 나라들은 장차 노인도서  설립과 운  혹

은 노인 상 서비스의 확장 방안에 한 모색

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구 비

의 증가로 인한 노년층의 요성이 여러 분야

에 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도서 계도 분

명히 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미 어린이, 청소년, 장

애인, 의료기 에 입원 인 환자나 보호자, 각

 부  내 장병들, 교도소에 수용 인 수감자 

등 상별 도서  설립과 운 을 활발히 실천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노인도서  설립과 운

도  세계에서 가장 먼  실천할 가능성이 높

다고 여겨, 노인도서 의 개념 정립을 통해 우

리 사회에서 노인 문 도서 의 필요성을 인

식하고, 설립  운  방안을 구체 으로 수립

해 제시하고자 하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 목  달성을 해 ‘노

인도서 의 개념은 무엇인가?’, ‘노인도서  설

립을 해 고려해야 할 은 무엇인가?’, ‘노인

도서  운 을 한 방안은 어떻게 제시되어야 

하는가?’라는 세 개의 연구 질문을 설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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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조사와 반구조화 면담, 사례 조사까지 진

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첫째, 노인도서 은 주로 65세 이상의 노인

들을 주 이용자로 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자료

를 구축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통합감 형성에 도움을 주는 등 으로 노인

에 한 사를 해 설립된 도서 이라고 정

의할 수 있다. 

둘째, 노인도서 은 어린이  청소년도서

처럼 기존의 공공도서 과 성격, 역할, 기능이 

같다. 그러나 노인들의 신체  기능, 심리․정

서  측면, 선호하는 주제  서비스 등을 고려

했을 때 신규 설립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노인

도서  설립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므

로, 그 이 까지 지역 내 공공도서   한 곳을 

지정 운 하는 것을 설립의 기본 방향으로 설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노인도서  설립 시 가장 요하게 고

려할 은 역할과 기능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

는 것이다. 한 큰 자 책이나 오디오 북을 

주로 한 장서 수집 계획 수립과 실천 방안이 

동시에 모색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 내 유

 기 들과 긴 한 력 체계를 구성해 서로 

도울 필요가 있다.

넷째, 노인도서  노인을 한 서비스를 주

요 업무로 설정해야 한다. 그에 따라 도서  운

 지원  타 기 과의 력 방안을 주로 모색

하는 지원 력과, 서비스 방안  정 로그

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개발교육과, 

열람  출과 디지털도서  서비스를 담당하

는 정보서비스과,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 

약을 신청한 분들을 한 방문서비스과를 설치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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