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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 은 공공도서  시니어이용자의 정보이용요구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니어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하여 인구통계  공공도서  통계를 분석하 고, 강서구 도서 의 시니어이용자를 상으

로, 도서 의 장서, 로그램, 서비스, 공간에 한 의견과 요구를 조사하 다. 조사는 설문과 면담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니어서비스 개선은 콘텐츠 맞춤화 장서, 과거․ 재․미래를 연결하는 로그램, 근과 

홍보가 강화된 서비스, 시니어를 배려하는 용공간 확보 등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제안하 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ormation need of senior users of public libraries 

and to present ways to improve senior services based on this. To this end, demographics and public 

library statistics were analyzed, and opinions and demands on book collection, programs, services, 

and spaces were investigated for senior users of Gangseo-gu libraries.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surveys and interviews,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it was suggested that the 

improvement of senior service should be carried out to customized contents collection, program 

connecting the past, present and future, services with enhanced access and publicity and securing 

dedicated space for sen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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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과학기술의 발 으로 인간 수명이 길어지면

서 노인인구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 고, ｢장

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25년에는 65세 인구

가 체 인구의 20.6%를 차지하게 되어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 측된다(통계청, 2021). 노

인인구의 증가는 노인빈곤, 근로세  감소, 사

회 복지 지출의 증가, 노인층의 정보 소외  

정보격차 문제 등을 야기하 다. 한, 소외된 

노인인구 뿐만 아니라 신체 으로 건강하며 경

제력과 고학력을 가진, 여 히 극 인 사회 

활동 의사가 있는 노인인구들도 증가하 고 이

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기 의 요

성도 두되고 있다(윤민석, 문진 , 2018). 

도서 계에서도 변화된 인구구조를 바탕으

로 노인들을 한 서비스에 심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미국도서 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산하 RUSA(Reference & User 

Services Association)에서 1987년 시니어서비

스를 한 가이드라인을 처음 발표한 후, 2017

년에는 ｢60세 이상 노인이용자를 한 도서  

서비스 가이드라인: 모범사례(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with 60+ Audience: Best 

Practices)｣를 제작하여 노인에게 최 화된 서

비스의 기 를 총 8개 범주(직원교육, 정보서

비스  작성, 로그램 기획  제공, 기술, 아

웃리치와 트 십, 재가 고령자와 특수 환경

의 시니어서비스)의 53개 항목으로 제안하고 

있다(국립 앙도서 , 2017, 87-89).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을 장애인, 다문화, 농

어 주민, 기 생활수 자 등과 함께 정보격차

해소를 하여 집 인 도서  서비스가 필요

한 상으로 보고 있다(김홍렬, 2016). 그러나 

실천 인 측면에서는 노인을 타겟으로 하는 서

비스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차원의 노

인 정보격차 해소 책은 활자본 제작 보  

외에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우며, 노인인구의 

정보 요구를 수용하여 개발된 도서  로그램

도 다른 연령별 이용자를 한 로그램에 비

하여 충분하지 않으며, 활동력이 있는 노인을 

수용할 비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노

인서비스는 복지 을 심으로 사회 복지 차원

에서 제공되는 사례가 더 많으며 도서 의 역

할이나 기능에 한 인지가 부족하고 도서  이

용에 한 홍보 한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학계에서도 지식정보취약계층인 노인층

에 한 정책과 서비스가 부진하며 극 인 해

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노인에게 

합한 정보자료  서비스, 노인 이용자의 세분

화된 연령별 정보요구, 장서개발, 담인력  

용공간 등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김보일, 

김선호, 2017; 이정연, 2011; 윤희윤, 2012; 윤

정옥, 2012; 김홍렬, 2016).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도서 의 

노인서비스가 계획, 설계, 실행의 모든 단계에

서 부진함을 인식하고, 노인인구의 도서  이

용 황  정보요구를 악하여, 노인인구를 

한 서비스 개선안을 제안하는 데 목 을 두

고 있다. 연구를 한 조사는 강서구내 공공도

서 을 심으로 수행되며, 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노인서비스를 한 비 과 사명을 설정

하고, 장서, 서비스, 로그램, 공간  환경의 

네 가지 역에서 서비스의 방향성을 제안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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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배경

2.1 노인인구에 한 정의

노인 범주를 의미하는 연령  분류는 국가와 

기 에 따라 다양하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50세에서 64세를 고령자, 65세 이상을 고령

자로 규정하여 각종 통계 분석을 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 26조에서는 보호노인 상자를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서 법 시행

령｣ 제 12조와 제 21조에서는 65세 이상의 노

인을 ‘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

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미국도서 회에서는 

고령자(older adults)를 만 55세 이상의 사람으

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서비스 개선안을 제안함에 있

어서, 노인인구의 연령별 요구를 폭넓게 수렴하

기 하여 연령 기 은 55세 이상으로 하 고, 

이들 55세 이상의 공공도서  이용자를 ‘시니어

이용자’로 정의하여 연구에 사용하고자 한다. 

2.2 선행연구

도서 의 노인서비스에 한 연구는 노인서

비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노인서비스에 포함

되어야 할 내용과 특성 등 방향성을 제안한 연

구들이 부분이다. 주요 연구를 개 하면 다

음과 같다. 

노인서비스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로, 김은

지와 이성신(2014)은 노인 이용자를 한 맞춤

식 서비스, 로그램, 장서, 시설, 설비 확충이 

필요하며, 도서  직원의 노인 서비스 련 

문지식과 정기 인 교육이 필수 임을 강조하

다. 한 김보일과 김선호(2017)는 이용자 연

령, 서비스 내용 등에 따라 노인 서비스 범 를 

재설정하고 새로운 에서 노인 서비스를 제

공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 다. 윤혜 (2017)

은 노인서비스가 노인의 정보격차해소를 한 

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 고, 

노인층을 도서  정책의 심계층으로 인식하

고 련 정책과 지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

다. 

노인서비스의 구체  방향성 련 연구로, 오

선혜와 이성숙(2012)은 시니어들의 도서 불

안연구에서 시니어들은 디지털 정보에 한 불

안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자교육 로

그램을 시니어 맞춤형으로 개발  운 할 것

을 강조하 고, 이용빈도가 도서 불안 정도에 

향을 미치므로 시니어 용공간을 설치하여 

시니어들이 도서 에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도

록 할 것을 제시하 고 시니어 특성화 로그

램을 마련해 도서  자체에 한 부정  인식

을 없앨 것과 도서 을 통해 소외감을 이고 

친 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니어 자원 사단 

구성을 제안하 다. 차유진과 차미경(2019)은 

공공도서 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에게 있어 공

공도서  이용은 삶의 일부이자 생활습 으로 

고령사회를 구성하는 노인은 과거의 노인세

와는 다른 배경화 성향을 가진 신노년으로 이

들을 한 새로운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 고, 이호신(2019)은 은퇴 노인들의 도

서  이용경험에 한 내러티 탐구에서 은퇴

노인들의 도서  이용경험은 과거부터 지속해

온 독서, 도서 이 갖는 장소로서의 특별한 의

미, 건강한 삶을 향한 열망과 분투라는 공통

이 있음을 확인하 고 은퇴 노인에 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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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서 노인들의 건강과 연령에 따라서 상이한 

략이 필요함을 제언하 다. 배경재(2021)는 

공공도서 은 노인서비스에 한 요성을 인

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노인서비스 제공

기 과 차별화된 노인서비스 개발은 미흡함을 

지 하 다. 노인서비스는 연령에 따른 세분된 

로그램, 사회참여 로그램, 큰활자나 음성도

서와 같은 체자료의 확충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제언하 다. 

국외 연구로 Lensta, Oguz와 Duval(2019)

은 미국 내 226개 공공도서 을 상으로 시니

어서비스에 한 설문을 진행하 다. 가장 많

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시니어이용자의 개인

인 사용을 한 무료 인터넷 속, 컴퓨터 액세

스 제공, 공공 모임 공간 제공, 지역사회 단체와

의 력, 한 아웃리치 서비스 제공으로 나

타났고, 가장 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직원교

육  개발, 은퇴정보  재정계획에 한 정보

제공, 고  기술교육 제공으로 나타났다. 한 

도서 은 시니어이용자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고, 인 라  직원

개발을 해 노력하기도 하나, 일부 도서 에

서는 시니어를 한 로그램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도서  사

이의 격차가 있음을 악하 다. 

Roberts와 Bauman(2012)은 시니어서비스를 

한 사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는데, 시

니어들은 이 보다는 더 건강하고 교육을 받은 

세 로, 평생교육  계속교육에 한 요구가 

있으며, 건강한 삶을 하여 사회  상호작용

이 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간의 경우, 조

용하고 편안할 것, 근 가능할 것, 화장실과 입

구가 가까운 곳, 당한 조명이 있는 곳, 높은 

서가보다는 당한 높이의 서가, 손주들과 함

께할 수 있는 공간, 작은 모임을 할 수 있는 공

간을 강조하 다. 시설은 린터, 돋보기, 오디

오북이나 화를 볼 수 있는 기기,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시설 등 자료의 근성을 확보할 수 있

는 시설, 장서는 연령별 다양한 노인세 의 요

구를 반 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을 요시

하 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노인인구가 증가하

면서 사회  구심 으로의 공공도서 의 시니어

서비스의 필요성을 언 하며, 공공도서 의 시

니어 로그램 활성화를 한 개선방안으로 시니

어 맞춤형 서비스  로그램 개발, 산 확보, 

시니어 담사서 배치 등을 제안하 다. 공공도

서  시니어서비스의 발 을 하여 공공도서

의 시니어서비스 실태조사와 후속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재 상황

에 용 가능한 실질 인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연구의 내용  방법

본 연구의 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니어이용자의 정보이용행태를 분석

하 다. 국가통계포털시스템 ｢주민등록인구

황｣, 국가도서 통계시스템 ｢공공도서 통계｣

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공

공도서  회원등록 황과 출 황을 분석하

여 이용행태 추이를 분석하여, 강서구 도서  

시니어 인구의 황  시니어이용자 이용행태

를 조사하 다.

둘째, 시니어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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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서구 공공도서  시니어이용자 상의 

설문조사와 면 조사를 진행하 다. 공공도서

 이용경험, 공공도서  이용목   이용행

태, 공공도서  이용 해요인, 공공도서  서

비스 만족도, 도서 의 장서, 로그램, 서비스, 

공간에 한 의견을 조사하여 시니어이용자에 

합한 서비스 방안을 도출하는 데이터로 활용

하 다. 

셋째, 시니어이용자의 정보이용행태와 정보

요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니어서비스 개선

안을 제안하 다. 서비스 개선안은 장서, 서비

스, 로그램, 공간  환경을 유기 으로 연계

하고, 시니어이용자의 정보요구와 특수성을 반

한 맞춤형 장서, 서비스, 로그램, 공간구성 

등을 제안하 다. 

  4. 공공도서  시니어이용자의 
정보이용행태

4.1 시니어 인구 황

2020년 9월 기 ,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황｣을 살펴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 인구에서 55세 이상 시니어 인구가 차지

하는 비율은 31.88%, 서울의 경우는 30.90%, 

강서구의 경우는 30.09%로 조사되었다(국가

통계포털시스템, ｢주민등록인구 황｣ 2020년 9

월 기 ). 

4.2 시니어이용자의 공공도서  회원 등록 

황

2017년-2019년 ｢공공도서  통계｣에 의하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인의 도서  회원 

등록 비율은 국 기 으로 2017년 76.87%, 

2018년 79.12%, 2019년 80.57%, 서울 기 으

로는 2017년 82.60%, 2018년 83.95%, 2019년 

86.54%로 국과 서울 모두 조 씩 증가하는 

추세로 어린이와 청소년 회원등록 비율과 비교

하 을 때 압도 으로 높은 비율을 보 다. 강

서구의 경우는 2017년 80.25%, 2018년 78.99%, 

2019년 80.21%로 국이나 서울의 회원등록 비

율보다 약간 낮은 수 이지만, 어린이와 청소년 

회원 등록자와 비교할 때 국, 서울과 마찬가지

로 상 으로 높은 등록 비율을 보이고 있다

(국가도서 통계시스템, ｢공공도서  통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강서구의 회

원등록 황은 <표 3>,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년간 평균 1,545명이 회원등록을 하여 강

서구 체 성인 회원 등록자 수 평균인 99,367

명(<표 2> 참조)의 1.55%에 불과하 다. 연령

이 을수록 등록 비율이 높으며 특히 55세-60

구분 총 인구 수(명) 55세+ 인구 수(명)
총 인구 비 

55+ 인구 비율(%)

국 51,841,786 16,527,505 31.88

서울특별시  9,699,232  2,997,981 30.90

강서구  583,544  175,590 30.09

<표 1> 시니어 인구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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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지역 구분
회원 등록자 수

어린이(명) 청소년(명) 성인(명)* 합계(명) 성인비율(%)

2017년

국 2,921,933 2,930,099 19,467,151 25,319,183 76.87

서울 401,210 487,121 4,216,918 5,105,249 82.60

강서구 7,865 11,978 80,620 100,463 80.25 

2018년

국 2,614,345 2,762,586 20,380,721 25,757,652 79.12 

서울 367,219 472,811 4,395,357 5,235,387 83.95

강서구 10,049 17,866 104,925 132,840 78.99

2019년

국 2,433,956 2,739,415 21,445,934 26,619,305 80.57

서울 307,018 442,871 4,819,452 5,569,341 86.54

강서구 10,753 17,016 112,556 140,325 80.21 

*국가도서 통계시스템의 성인은 20세 이상임

<표 2> 공공도서  회원등록 황(2017년-2019년)

구분
55-60세(명)
(1960-1965년)

61-65세(명)
(1955-1959년)

66-70세(명)
(1950-1954년)

71-75세(명)
(1945-1949년)

76세 이상(명)
(1944년 이 )

체(명)

2017년 712 411 185 150 91 1,549

2018년 662 462 219 146 83 1,572

2019년 665 438 196 141 73 1,513

3년 평균 680 437 200 146 82 1,545

<표 3> 강서구 시니어이용자 회원등록 황(2017년-2019년)

<그림 1> 강서구 시니어이용자 회원등록 황(2017-2019년 평균)

세의 회원 등록자 수는 체 시니어 회원 등록

자 수의 약 72.30%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로

는 큰 차이가 없이 회원 등록자 수가 근사하게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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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니어이용자의 공공도서  출자 황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체 출자 

수 비 성인 출자 수는 <표 4>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국 기 으로 2017년 71.07%, 2018년 

73.81%, 2019년 75.26%를 차지하며, 서울 기

으로는 2017년 75.61%, 2018년 79.13%, 2019

년 76.88%의 수 이다. 국 기 과 서울 기  

모두 출자  성인 출자의 비율은 3년 연속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며, 어린이와 청소년 

출자에 비하여 압도 으로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강서구의 체 출자 수 비 성인 

출자 수는 2017년 67.33%, 2018년 76.88%, 

2019년 76.41%로, 2019년을 제외하면 강서구

의 성인 출자 비율은 국과 서울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국가도서 통계시스템, ｢공공

도서  통계｣). 

강서구의 경우는 <표 5>, <그림 2>와 같이, 

55세-60세 출자가 시니어 체 출자의 약 

36%, 61세-65세 출자가 시니어 체 출자

의 약 30%를 차지하여 시니어 출자  66%

가 65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을수

록 출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서구 도서  55세 이상 시니어 출자 수는 3년

간 평균 약 1,385명으로 강서구 성인 출자 수 

3년 평균 98,403명의 3.91% 정도에 해당하는 

수 임을 알 수 있다.

시니어이용자의 회원등록  출 황 분석 

년도 지역 구분
출자 수

어린이(명) 청소년(명) 성인(명)* 합계(명) 성인비율(%)

2017년

국 2,655,506 1,383,307 9,922,197 13,961,010 71.07 

서울 346,972 160,168 1,572,533 2,079,673 75.61 

강서구 36,059 9,511 93,926 139,496 67.33 

2018년

국 2,264,249 1,150,768 9,623,364 13,038,381 73.81 

서울 314,900 154,026 1,777,906 2,246,832 79.13 

강서구 10,728 6,210 56,337 73,275 76.88 

2019년

국 2,072,796 1,108,792 9,676,654 12,858,242 75.26 

서울 299,037 191,020 1,889,059 2,379,116 79.40 

강서구 13,320 6,131 62,988 82,439 76.41 

*국가도서 통계시스템의 성인은 20세 이상임

<표 4> 공공도서  출자 수 황(2017년-2019년)

구분
55-60세(명)

(1960-1965년)

61-65세(명)

(1955-1959년)

66-70세(명)

(1950-1954년)

71-75세(명)

(1945-1949년)

76세 이상(명)

(1944년 이 )
체(명)

2017년 1,411 1,098 589 416 280 3,794

2018년 1,372 1,176 629 423 255 3,855

2019년 1,364 1,243 631 414 251 3,903

3년 평균 1,382 1,172 616 418 262 3,850

<표 5> 강서구 시니어 출자 수 황(2017년-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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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강서구 시니어 출자 수 황(2017년-2019년)

결과를 종합하면, 체 인구 비 55세 이상의 

시니어 인구는 국 으로 30% 이상을 차지하

지만, 이들  공공도서 을 방문하여 회원등록

을 하고 출을 한 경험이 있는 인구는 매우 

음을 알 수 있었다. 강서구의 사례를 보았을 때, 

공공도서 을 회원등록은 20세 이상 성인 비 

1.55%에 불과하고 출 경험은 역시 3.91%에 

불과하여, 시니어 인구는 정보 소외계층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시니어이용자

를 한 도서 의 장서, 로그램, 서비스, 공간

구성을 해서는 시니어이용자를 한 면 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5. 공공도서  시니어이용자의 
정보요구

5.1 정보요구조사 개요

시니어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조사하기 하

여 설문조사와 면 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

사는 2020년 8월 11일부터 8월 21일까지 강서

구 내 8개 도서 을 방문한 55세 이용자를 

상으로 수행되었다. 모두 104명이 참여하 다. 

조사도구는 선행연구와 사  이용 황을 참고

하여 ‘개인 인 배경과 최근 심사’, ‘공공도서

에 한 인식과 이용 경험’, ‘공공도서  이용 

목   이용 행태’, ‘도서  이용 해요인’, ‘서

비스 만족도’의 5개 역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면 조사는 이용하는 공공도서 의 장서, 서비

스, 로그램, 공간에 한 구체 인 의견을 청

취하기 한 것으로 강서구 내 8개 도서 으로

부터 55세 이상의 극 인 도서  이용자 10

명을 추천받아 2020년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5명씩 진행하 으며, 1인당 약 평균 22

분이 소요되었다. 상세한 조사 내용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5.2 정보요구 설문조사 결과

5.2.1 개인 인 배경  심사

총 104명의 응답자  남성 29.8%, 여성 70.2%

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령별로는 55세-60세가 

25.0%, 61세-65세 35.6%, 66세-70세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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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 역 조사 내용

설문조사

공공도서 에 한 인식과 이용 경험
∙공공도서 의 기능과 역할에 한 인식
∙공공도서  이용 빈도
∙공공도서  이용 시간

공공도서  이용 목   이용 행태

∙공공도서  이용 목

∙주로 이용하는 자료 유형
∙주로 이용하는 도서 장르  주제
∙주로 이용하는 로그램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주로 이용하는 공간

도서  이용 해요인 ∙도서  이용을 해하는 요인들

서비스 만족도

∙장서 구성에 한 만족도
∙ 로그램에 한 만족도 

∙교육  서비스에 한 만족도 
∙공간  환경에 한 만족도
∙직원에 한 만족도 

∙공공도서  시니어서비스 개선을 한 자유 의견

개인배경 / 심사 ∙성별, 연령, 학력, 경제활동 유무, 사회활동 유무, 최근 심사

면 조사

장서에 한 의견
∙장서 구성의 균형에 한 의견
∙도서의 열람, 출, 이용에 한 의견
∙시니어 장서 구성에 한 의견

서비스에 한 의견
∙희망도서신청, 타도서 출, 돋보기․확 기 여 서비스, 

출 반납 서비스 인지  이용경험에 한 의견

로그램에 한 의견
∙참여한 로그램과 경험 기반 의견
∙개설 희망 로그램에 한 의견
∙ 로그램에 한 만족/불만족 의견

공간  환경에 한 의견

∙시니어 용공간의 필요/불필요에 한 의견

∙ 재 공간의 문제 에 한 의견

∙디지털기기, 가구, 조명 등에 한 의견

<표 6> 조사 내용 

71세-75세 17.3%, 76세 이상 7.7%로 분포되었

다. 학력별로는 등학교 졸업 2.9%, 등학교 

졸업 3.8%, 고등학교 졸업 22.3%, 문 학 졸

업 15.5%, 학교 졸업 42.7%, 학원 졸업 이

상 12.6%로 나타났다. 한, 경제활동에 해

서, 재 경제활동을 하는 응답자 40.2%, 은퇴

한 응답자 47.8%,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응답자 

12%로 분포되었고, 사회활동( 사활동, 여가활

동, 종교활동, 정치활동) 참여 황별로는 재 

사회활동 참여 응답자 60.4%, 재는 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경험이 있는 응답자 24.8%, 사

회활동 경험이 없는 응답자 14.8%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최근 심사는 <표 7>에서 보는 바

와 같이 ‘헬스/웰니스’에 한 심이 총 69명

(16.3%)이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책읽기’ 57명(13.5%), ‘경제’ 46명(10.9%), ‘스

마트폰 등 최신 정보기기 활용’ 32명(7.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심사는 다양한 주제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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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응답수(명) 비율(%) 심사 응답수(명) 비율(%)

헬스/웰니스 69 16.3 요리 25 5.9

책읽기 57 13.5 자녀(손주) 교육  육아 24 5.7

경제(부동산, 재테크, 주식 등) 46 10.9 기억, 추억(자서 , 책쓰기) 17 4.0 

스마트폰 등 최신 정보기기 활용 32 7.6 그림그리기 16 3.8

정치/사회 30 7.1 뜨개질, 바느질, 수 15 3.5

TV 등 문화 30 7.1 반려동물 키우기 12 2.8

교육( 어, 인터넷 등) 28 6.6 기타 22 5.2

N 423 100

<표 7> 최근 심사(복수응답)

5.2.2 공공도서 에 한 인식과 이용 경험

공공도서 의 기능과 역할에 하여 <표 8>

과 같이 ‘독서 자료 제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31명(24.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이

용자 공간, 시설, 정보기기 제공’ 23명(18.4%), 

‘문화 로그램 제공’ 21명(16.8%), ‘사회  이

슈, 심사와 련된 정보 제공’과 ‘정보활용교

육 제공’ 각각 15명(12.0%)으로 나타났다.

도서  이용 빈도는 ‘일주일에 1-3회’ 이용이 

47명(45.6%)로 가장 많았고, ‘한 달에 1-3회’ 

25명(24.3%), ‘거의 매일’ 19명(18.5%), ‘일 년

에 3-4회 6명(5.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자의 과반수가 넘는 64%가 어도 일주일에 

1번은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도서

에 방문하 을 때, 머물러서 이용하는 시간은 

‘1시간~3시간’이 64명(62.7%)으로 가장 많은 

응답이 있었고, ‘30분~1시간’이 22명(21.7%)

로 나타났다(<표 9> 참조).

5.2.3 공공도서  이용 목   이용 행태

공공도서 을 이용하는 목 은 ‘책을 읽거나 

빌리기 하여’가 86명(34.7%)으로 가장 많았

으며, 다음으로는 ‘도서 의 행사, 로그램, 교

육 등에 참여하기 하여’ 59명(23.8%), ‘필요

한 정보를 찾기 하여’ 44명(17.7%), ‘공부하

기 하여’ 29명(11.7%)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도서 에서 DVD나 화 등을 보기 하여’, 

‘휴식을 하기 하여’ 이용한다는 응답은 상

공공도서 의 기능과 역할 응답(명) 비율(%)

독서 자료 제공 31 24.8

이용자 공간, 시설, 정보기기 제공 23 18.4

문화 로그램 제공 21 16.8

사회  이슈, 심사와 련된 정보 제공 15 12.0

정보활용교육 제공 15 12.0

지역 내 복지센터, 공서, 학교 등과 연계한 로그램을 제공 11 8.8 

동아리 조직  활동을 한 여건을 지원 9 7.2

N 125 100

<표 8> 공공도서 의 기능과 역할에 한 인식(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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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도 응답수(명) 비율(%) 이용시간 응답수(명) 비율(%)

거의 매일(주 4회 이상) 19 18.5 30분 미만 4 3.9

일주일에 1-3회 47 45.6 30분 ~ 1시간 22 21.7

한 달에 1-3회 25 24.3 1시간 ~ 3시간 64 62.7

일 년에 3-4회 6 5.9 3시간 ~ 5시간 9 8.8

일 년에 1-2회 2 1.9 5시간 이상 3 2.9

잘 모르겠으나 이용해본 은 있음 2 1.9 N 102 100

기타 2 1.9

N 103 100

<표 9> 도서  이용빈도  이용시간

으로 낮았는데, 응답자들이 공공도서 의 

다양한 기능에 한 인지가 부족하기 떄문에 나

타난 결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도서 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료로는 ‘도

서(인쇄본)’로 80명(46.0%)이 응답하 음. 다

음으로는 ‘신문, 잡지’ 36명(20.7%), ‘큰 자

도서’ 27명(15.5%),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보’ 

18명(10.3%), ‘멀티미디어(DVD, CD 등)’ 9명

(5.2%), ‘ 자책, 오디오책’ 4명(2.3%)의 순으

로 조사되었다(<표 10> 참조).

도서 에서 주로 이용하는 도서의 장르  주

제는 ‘문학’으로 63명(18.4%)이 응답하 으며, 

‘역사’ 50명(14.6%) ‘여행’ 41명(12.0%), ‘헬스

/웰니스(건강, 운동, 양, 치매, 알츠하이머, 주

거 등)’와 ‘경제(부동산, 재테크, 주식, 은퇴 후 

재정)’ 각각 32명(9.4%), ‘ 술/ 문화/미술

/음악’ 27명(7.9%)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서 에서 주로 이용하는 로그램에 하

여 조사하 다.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차지한 

로그램은 ‘독서 로그램’으로 44명(25.7%)이 

응답하 고, 그 다음으로는 ‘강연’ 38명(22.2%), 

‘취미 련 로그램’ 30명(17.5%), ‘어학교실’, ‘

사활동 참여’, ‘ 쓰기’가 각각 15명(8.8%)이며,

‘자원 사교육 로그램’은 14명(8.2%)의 가장 

낮은 비율을 보 다(<표 11> 참조). 

도서 에서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는 ‘ 내 

이용 목 응답수(명) 비율(%) 주로 이용하는 자료 유형 응답수(명) 비율(%)

책을 읽거나 빌리기 하여 86 34.7 도서(인쇄본) 80 46.0

도서 의 행사, 로그램, 교육 등에 
참여하기 하여

59 23.8
신문, 잡지 36 20.7

큰 자도서 27 15.5

필요한 정보를 찾기 하여 44 17.7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보 18 10.3

공부하기 하여 29 11.7 멀티미디어(DVD, CD) 9 5.2

인터넷을 사용하기 하여 16 6.5 자책, 오디오책 4 2.3

휴식을 취하기 하여 9 3.6 N 174 100

도서 에서 DVD나 화 등을 보기 
하여

5 2

N 243 98

<표 10> 도서  이용 목   주로 이용하는 자료 유형(복수응답)



46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6권 제1호 2022

주로 이용하는 도서의 장르  주제 응답수(명) 비율(%) 주로 이용하는 로그램 응답수(명) 비율(%)

문학 63 18.4 독서 로그램( . 독서회, 독서동
아리, 낭독회)

44 25.7
역사 50 14.6

여행 41 12 강연( . 행복한 조부모되기) 38 22.2

헬스/웰니스 32 9.4 취미 련 로그램( . 뜨개질, 
캘리그라피, 염색, 서 , 문인화, 
게임 등)

30 17.5 경제 32 9.4

술/ 문화/미술/음악 27 7.9

종교 23 6.7 어학 교실( . 실버 어교실) 15 8.8

정치/사회 22 6.4
사활동 참여( . 할머니동화구연) 15 8.8

교육 20 5.8

과학 18 5.3
쓰기( . 우장문학동산-에세이

쓰기, 자서 쓰기 등)
15 8.8어학 14 4.1 

N 342 100

자원 사교육 로그램 14 8.2

N 171 100

<표 11> 주로 이용하는 도서의 장르 주제  로그램(복수응답)

열람’으로 76명(24.0%)이 응답하 으며, 그 다

음으로는 ‘ 외 출’ 69명(21.8%), ‘교육  

로그램 참여’ 50명(15.8%), ‘타도서  출’ 

25명(7.9%), ‘희망도서 신청’ 23명(7.3%), ‘휴

식이나 만남(동아리) 공간 이용’ 21명(6.6%), 

‘인터넷, 컴퓨터, 린터 등 사용’ 18명(5.7%), 

‘큰 자 도서 이용’ 17명(5.4%), ‘사서에게 질문’ 

12명(3.8%), ‘돋보기, 확 기 활용’ 5명(1.6%)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도서 에서 주로 이용하는 공간은 

‘스터디룸(학습을 한 공간)’으로 76명(34.7%)

이 응답하 고, 다음으로는 ‘열람실(책을 읽는 

공간)’ 69명(21.8%), ‘디지털자료실(정보검색, 

컴퓨터 사용, CD/DVD 출  이용을 한 

공간)’ 28명(12.8%), ‘시청각실 / 교육실(강연회, 

화상 회, 음악회, 교육을 한 공간)’ 26명

(11.9%), ‘자료실(도서가 정리되어 있는 공간)’ 

16명(7.3%), ‘문화교실(교육문화 로그램을 

한 공간)’ 2명(0.9%) 순으로 응답하 다(<표 12> 

참조).

5.2.4 공공도서  이용 해요인

시니어이용자가 공공도서 을 보다 극

으로 이용하는데 제약을 주는 해요인이 무엇

인지 조사하 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수응답 문항으로 모두 152개의 응답을 수집

하 다. 응답비율이 높은 상  응답은 ‘시니어 

용공간이 부족하거나 없다’ 39명(25.7%), ‘도

서 의 좌석이 부족하여 앉을 자리가 없고 공

간 한 소하다’ 25명(16.4%), ‘읽을 만한 책

이나 원하는 책이 없다’ 23명(15.1%) 순으로 

나타났는데, 시니어이용자가 공공도서  이용

에 어려움을 겪는 요인은 공간과 장서로 인한 

부분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2.5 만족도  개선 요구도 조사

(1) 만족도  개선 요구도 결과

공공도서  시니어서비스의 장서, 로그램, 

서비스, 공간  환경, 직원에 한 만족도  

개선 요구도를 조사하 다. 만족도 수 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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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응답수(명) 비율(%) 주로 이용하는 공간 응답수(명) 비율(%)

내 열람 76 24.0 스터디룸(학습을 한 공간) 76 34.7

외 출 69 21.8 열람실(책을 읽는 공간) 71 32.4

교육  로그램 참여 50 15.8 디지털자료실(정보검색, 컴퓨터 

사용, CD/DVD 출 이용을 한 

공간)

28 12.8타도서  출 25 7.9

희망도서 신청 23 7.3

휴식이나 만남(동아리) 공간 이용 21 6.6
시청각실 / 교육실(강연회, 화상

회, 음악회, 교육을 한 공간)
26 11.9인터넷, 검퓨터, 린터 등 사용 18 5.7

큰 자 도서 이용 17 5.3

사서에게 질문 12 3.7
자료실(도서가 정리되어 있는 공간) 16 7.3

돋보기, 확 기 활용 5 1.6

기타 1 0.3 문화교실(교육문화 로그램을 한 

공간)
2 0.9

N 317 100

N 219 100

<표 12>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공간(복수응답)

이용 해 요인 응답수(명) 비율(%)

시니어 용공간이 부족하거나 없다. 39 25.7

도서 의 좌석이 부족하여 앉을 자리가 없고 공간 한 소하다. 25 16.4

읽을 만한 책이나 원하는 책이 없다. 23 15.1

도서 에서 어떤 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잘 모른다. 12 7.9

손주(자녀)와 함께 할 로그램과 공간이 부족하다. 12 7.9 

직장, 가사, 육아, 사회활동 등으로 바빠서 이용할 시간이 없다. 10 6.6

도서 보다 더 유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기 이 있다. 9 5.9

도서 의 환경이 조용하고 아늑하지 않다. 7 4.6

직원(사서)의 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도서 추천, 독서 상담, 도서  이용 방법 안내를 

제 로 받을 수 없다. 
6 3.9

도서 이 제공하는 로그램과 서비스가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 5 3.3

도서  이용방법을 잘 모른다. 3 2.0

신체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서 도서 을 이용하기 어렵다. 1 0.7

N 152 100

<표 13> 공공도서  이용 해 요인(복수응답)

라 최하 1 부터 최고 5 까지 부여하도록 하

다.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서  사

서들에 한 만족도가 4.02 으로 가장 높았으

며, 로그램과 서비스는 3.89 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장서 만족도는 3.61 으로 조사되었

다. 도서 의 환경과 공간에 한 만족도가 

3.52 으로 가장 낮았으며, 체로 만족도는 보

통 이상의 수 으로 나타났으며, 장서와 공간

에 한 개선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서 의 장서, 로그램, 서비

스, 공간  환경, 직원들에 다양한 의견을 자유

롭게 기술하도록 하 다. 자유기술 응답 내용



46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6권 제1호 2022

만족도  개선 요구 사항 N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원하는 장서(도서, 잡지, 신문 등)는 잘 구비되어 있다. 98 2 5 3.61 .727

도서 이 제공하는 로그램은 유익하다. 93 1 5 3.89 .758

도서 이 제공하는 교육은 도서 과 정보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87 1 5 3.89 .855

도서 의 기자재와 공간들은 잘 갖춰져 있다. 88 1 5 3.52 .857

도서 의 사서(직원)들은 도서 을 이용하는데 도움을 다. 91 1 5 4.02 .882

<표 14> 도서 서비스 만족도  개선 요구도 

을 분석한 결과, 장서에 있어서는 반 인 장

서의 부족, 신간도서의 입수, 문도서의 입수 

요구가 있었다. 로그램에서는 서울시가 주도

의 문 로그램 리, 극 인 홍보, 시니어 

용 로그램 확 , 다양한 주제와 심사를 

반 한 로그램 개발 등을 요구하 으며, 서

비스에서는 우편 출서비스(찾아가는 서비스)

의 확 , 열람시간의 확 , 도서 서비스에 

한 극 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공간  환경에 있어서는 반 으로 공

간이 소하며, 로그램을 한 용공간, 휴

게공간, 좀 더 편리하고 넓은 다양도 테이블, 서

가, 의자, 시니어를 한 디지털 기자재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 다. 직원에 해서는 직원서비

스에 한 불만은 거의 없고, 사서의 피로도가 

느껴지기 때문에 충원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

이 있었다. 

(2) 응답자 개인배경에 따른 만족도  개선 

요구도 차이 분석

응답자 개인배경(성별, 연령별, 학력별, 경제

활동 유무, 사회활동유무)에 따라 만족도  개

선요구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추

가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응답자의 개

인배경에 따른 만족도 차이는 성별, 연령별, 학

력별, 경제활동 유무에 따라 통계 인 차이가 

없었으나,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활

동 경험유무에 따른 집단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계를 보 다. 사회활동의 참여가 도

서 서비스에 한 정  마인드를 갖도록 하

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도서

은 사회활동의 구심체 공간으로 확 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3 정보요구 면 조사 결과

5.3.1 장서에 한 의견

주로 이용하는 공공도서 의 장서 구성의 균

형감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원하는 책

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지, 시니어를 한 

구성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 장서와 

련된 의견을 알아보고자 하 다. 

장서 구성에 해서는 공공도서  수 에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문 술 분야 등 

재보다 다양한 주제의 서 , 깊이 있게 공부

할 수 있는 문 서 에 한 요구가 있었다. 

원하는 책이 출 이거나 소장 자료가 아니

어서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공도서

의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큰 불만 요소는 아니

며 희망도서를 신청하거나 다른 도서 으로 연

계하거나 혹은 서 을 이용하는 식으로 보완한

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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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개선 요구도 집단 N 평균 표 편차 F p

원하는 장서(도서, 잡지, 신문 등)는 잘 구비되어

있다.

사회활동 59 3.75 0.733

3.269  0.042*과거에 활동 23 3.30 0.765

활동경험 없음 15 3.53 0.516

도서 이 제공하는 로그램은 유익하다.

사회활동 57 4.00 0.707

1.866 0.161과거에 활동 22 3.64 0.953

활동경험 없음 13 3.85 0.555

도서 이 제공하는 교육은 도서 과 정보를 이용

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회활동 49 4.08 0.759

3.310  0.041*과거에 활동 23 3.57 1.080

활동경험 없음 15 3.73 0.594

도서 의 기자재와 공간들은 잘 갖춰져 있다.

사회활동 51 3.75 0.771

5.235  0.007*과거에 활동 23 3.09 0.949

활동경험 없음 14 3.43 0.756

도서 의 사서(직원)들은 도서 을 이용하는데 

도움을 다.

사회활동 53 4.23 0.669

4.154  0.019*과거에 활동 23 3.65 1.071

활동경험 없음 14 4.07 0.730

* p<0.05

<표 15> 사회활동 경험별 서비스 만족도  개선 요구도 차이분석 결과 

시니어이용자만을 타겟으로 하는 장서구성

보다는 세 를 아우르며 세상과 소통할 수 있

는 장서로 구성됨이 바람직하며, 큰 자 도서

는 시니어이용자의 신체  한계를 극복해 주는 

유용한 미디어로 생각하고 있는데, 주제 으로 

한정되어 있고 양 으로도 부족해서 극 으

로 이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장서

에 한 면 조사 내용은 <표 16>과 같다. 

5.3.2 서비스에 한 의견

시니어이용자의 공공도서  서비스 이용 경

험과 서비스에 한 반 인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고자 하 다. 면 에 참여한 시니어이용

자가 서비스의 범주에 하여 이해를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희망도서신청, 타도서

출, 확보기 돋보기 여, 출, 반납, 열람 등 도

서 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 개념을 조사 

에 설명하 다. 

희망도서신청과 타도서 출 서비스에 

해서는 부분 인지하고 있고 이용경험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도 

앞으로 필요하다면 이용할 의사는 있다고 하

다. 조사의 다른 역들보다 의견 제시에 소극

이었다. 서비스에 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서비스의 실체와 이용 방법

에 한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서비

스에 한 면 조사 내용은 <표 17>과 같다.

5.3.3 로그램에 한 의견

공공도서 이 제공하는 로그램에 한 참

여 경험, 개설되기 바라는 로그램, 로그램

에 한 만족․불만족 요인 등에 하여 조사

하 다. 

시니어이용자들은 독서, 쓰기, 기행, 인문

학 주의 로그램에 참여하 고 반응도 정

이었다. 개설을 희망하는 로그램에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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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서에 한 의견

장서 구성의 

균형

“도서 에서는 시니어가 볼만한 다양한 장서가 구비되어 있는 편이고, 큰 자 도서도 있어서 나이가 

많아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도서를 이용할 수 있다.”

“  베스트셀러도 많이 구비 되어 있고, 장서가 부족해서 불편하다고 느낀 은 없다.”

“이용하는 도서 의 규모가 작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장서가 알찬 것 같다.”

장서의 질  

양  수

“(철학책을 주로 이용하는데) 도서 에서 찾는 것이 어렵지는 않고, 도서가 없으면 근처 도서 을 

이용하거나 희망도서를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어서 만족한다.”

“항상 부족함, 깊이 있는 공부가 아닌, 다양한 정보를 원하는데 다양성이 부족한 것 같다.” 

“역사에 한 내용 등 특수한 내용을 찾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분야의 책은 공공도서 에 부족할 

때가 있다. 그런 경우 스스로 구입해서 이용하지만 도서 에서 조  더 다양한 장서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공공도서 이라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시니어 용 

장서구성

“장서의 타겟을 시니어로 한정하고 분리하기보다는 다양한 연령층이 융화되고 어우러져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출 /미소장 

자료 이용방법

“ 출 이어서 이용을 하지 못한 경험은 있다. 단 유명 신간 도서는 바로 구비 되어 있진 않기 때문에 

기다렸다 출해야 하는 은 있다.”

“희망도서도 자주 신청하는 편이다. 희망도서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도 기다릴 만하다고 생각한다.”

“책은 부족하다. 근처 서 에서도 책을 이용  구입하는 편이다.”

“여러 도서 들을 이용하는데, 도서 별로 책을 비치하고 정리하는 방법이 달라서 가끔 혼란스럽지만, 

장서의 구성이나 이용은 체로 괜찮다. 도서 에 찾는 책이 없더라도 다른 곳에서 찾거나, 방문한 

도서 에서 차선을 찾아보는 편이다.”

“책을 출할 때 체로 70%정도는 도서 에 있는 것 같다. 나머지 30% 정도는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 

있거나, 도서 에 구비되지 않은 경우이다.” 

큰 자 도서의 

필요성

“나는 이 좋아서 큰 자도서의 필요는 크게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객 으로 보았을 때, 시니어들의 

신체  요건을 고려하여 한 정도의 배려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활자가 작은 책은 이용하는 데에 있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체 도서의 10%정도는 큰 자도서로 

갖추었으면 좋겠다.”

<표 16> 장서에 한 의견

구분 서비스에 한 의견

희망도서신청서비스에 

한 인지와 이용경험

“희망도서신청서비스를 이용해본 은 없으나 해볼 의향은 있다.”

“희망도서신청 서비스, 상호 차 서비스와 함께 자주 이용한다. 만족하는 서비스이다.” 

“희망도서신청 서비스에 하여 알고 있고 이용해본 이 있지만,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길어서 스스로 

구입하거나 다른 도서 에서 이용하는 등 다른 방법을 찾는 편이다.” 

타도서 출서비스 

인지와 이용경험

“타도서 의 책을 책두 로 이용한 은 있는데, 이용이 가능한 책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용하기 쉽지 

않고, 신청을 한 다음 책을 받을 때까지의 시차가 있어서 불편을 느끼기도 했다.”

돋보기 확 기 

여서비스 

인지와 이용경험

“큰 자도서를 사용해 본 은 없으나 큰 자도서가 노인에게 있어 활용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크기가 크고 무겁고 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안다.”

“도서 에 비치한 돋보기와 확 경은 본인 것이 아니면 잘 사용하게 되지 않을 것 같다.”

<표 17> 서비스에 한 의견

는 세 가 공감하고,  연령을 아우르며 함께 

할 수 있는 로그램으로, 손주와 함께 할 수 

있는 로그램, 디지털정보교육 로그램의 필

요성을 구체 으로 언 하기도 하 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반으로 자원

사자, 로그램 개발자  강사로 활동하고 싶

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이미 재

능기부로 도서  내 로그램을 운 한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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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시니어도 있었다. 

도서 의 로그램은 노인복지 의 로그

램과 차별  운 이 필요하며, 특히 도서 의 

로그램은 일정 수  이상의 교육  효과를 

갖도록 설계되어 도서 의 정체성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래교실, 야외운동 로그램과 같이 가볍게 다

가갈 수 있는 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싶지만 신청 방법에 

서투르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복잡성이 있어서 

신청 차를 간단히 하거나 신청 방법의 홍보

를 유 기   지역 매체 등을 활용하여 다양

하게 개하기를 바라며, 유용한 로그램이 

사  공지없이 갑자기 폐지되는 일들에 해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외에도 지속

으로 유지되는 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 

반 로 부담없이 단기로 참여할 수 있는 로

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

었다. 로그램에 한 주요 면 조사 내용은 

<표 18>과 같다.

구분 로그램에 한 의견

로그램 참여 경험

“우장산 도서 에서 자서  로그램 참석 권유를 받아 참석, 자서 을 쓰게 되었다. 시와 수필을 쓰는 
경험, 문학 련 로그램에 꾸 하게 참여하면서 을 쓰는 활동에 재미가 생겼다.”
“작가와의 만남, 인문학기행, 견학 로그램 등 참여, 도서  서가 정리 사활동 참여 후 성취감을 
느 다.”
“역사 인문학 로그램이 기억에 남았다. 고등학교 이후로 역사에 처음 하게 되었고,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주 에는 이론을 공부하고 주말의 장 답사도 무척 흥미로웠다.”
“ 어 로그램 참여(주 1회 6개월), 서양 철학 강좌, 좋아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참여한 이 있다.”
“주로 시 문화 연극 등의 로그램에 참여 이다.” 
“도서 에서 짓기 로그램에 참여하고 cd를 만드는 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지 의 라디오 활동으로 
연결되기도 했다.  시낭송 동아리의 활동이 지 의 시낭송 활동으로 연결되었다.”

개설 희망 로그램

“리폼을 좋아해서 바느질, 수  등과 련된 로그램이 있으면 좋겠고, 만드는 것 외에도 람도 좋아하기 
때문에 강좌에도 참여하고 싶다.”
“ 무 어려운 것보단 기 에 충실한 한국사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교육(손주가 
있다면 그런 지식을 활용하여 교육과 교감을 하고 싶음)도 재미있을 것 같다.” 
“주민들이 함께하는 야외 활동 로그램, 클래식, 팝송 등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한 올드팝 련 
로그램을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아이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마술 로그램도 좋을 것 같다.”

“1-2주 정도의 단발 인 로그램이나, 참여가 자유인 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로그램을 신청해서 
참여하는 경우 참여 자체에 한 부담이 있어서 신청을 망설이게 되기도 한다.”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나 그에 련한 도서  이용 교육 로그램이 있어도 좋을 것 같다.”
“도서 이 공식 인 교육을 뛰어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참여나 흥미 유발을 해서는 
체조 교실이나, 트로트교실과 같은 활동도 있었으면 좋겠다.”
“다양한 연령을 아우를 수 있는 로그램이 좋겠다. 시니어만을 상으로 하는 로그램에 집 하는 
것 보다는,  연령을 아우를 수 있고 공공도서 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수 이기를 바란다.” 
“도서 이니만큼, 동사무소나 다른 문화센터와는 달리 차별화된 정체성을 유지하며 련한 로그램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로그램의 개발  
강사로의 참여 의사

“ 로그램 참여자가 아닌 재능기부 형태의 로그램 강사로 활동할 의향이 있다. 청소년과 같은 아이들에게 
잔소리가 아닌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 실제로 간단하게 상담 로그램을 진행해 본 이 있다.”

로그램 참여 방법
“홈페이지 통합도서  열린 공간에서 로그램을 확인 후 참여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
“시니어이용자의 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려면 선착순 신청 방법과 모바일 신청 방법 등 다양하게 근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해 주어야 할 것 같다.”

<표 18> 로그램에 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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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공간  환경에 한 의견

시니어이용자의 공공도서  공간 구성  환

경에 한 의견을 조사하 다. 시니어이용자 

용공간의 필요성, 재 공간 이용상의 어려

움, 디지털 기기, 가구  조명과 같은 환경  

요소에 한 의견을 조사하 다. 

시니어 용공간에 해서는 여건이 허락된

다면 구성되기를 바라지만, 시니어를 특별히 

더 배려해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세  간에 단 되지 않는 것을 요하게 여겼

다. 다양한 연령  이용자들 간에 서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하며 합리 인 공간 배분으로 

함께 공간을 사용하기 바라는 의견도 다수 있

었다. 용공간에 한 반  입장이라기 보다

는 공공도서 의 공공성이 시니어이용자에게 

집 되기 어렵다는 실을 정 으로 수용하

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시니어이용

자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공간의 필요는 언

하 고, 실질 인 공간 분리가 아니더라도 편

리한 동선, 시니어를 한 큐 이션 서가, 조명, 

티션 설치와 같은 변화와 개선으로 공간을 

효율 으로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기기의 활용, 열람석이 만석인 경

우 우선 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지정열람석 

등은 시니어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로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다. 시니어 용공간에 

한 면 조사 내용은 <표 19>와 같다. 

구분 공간  환경에 한 의견

용공간에 한 의견 
– 용공간이 필요함

“공부하는 공간보단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신문 넘기는 소리가 무 시끄러워 분리 공간이 있었으면 한다. 노인을 한 분리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도서  공간이 좁아서 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까 우려되어서 노인 용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비슷한 연령 끼리 공감 를 형성하고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시니어를 한 분리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간이 분리되지 않을 경우, 세 나 연령  간에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지  이용하는 도서 의 경우에는 실버 좌석이 분리되어 비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시니어이용자들은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좌석을 
분리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료이용실과는 별개로 휴게공간이 분리되어있었으면 좋겠다. 장서를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휴게공간과 자료이용공간은 분리되어 있기를 바란다.” 

용공간에 한 의견 
– 용공간이 필요하지 

않음

“시니어 용공간 보다는 모든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다만, 학생들의 
시험 기간에 도서 을 방문하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민한 것 같아 어색한 분 기가 조성되기도 
한다.” 
“청소년 공간과 시니어 공간 이 게 완 한 분리보단 자유로울 수 있는 휴게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완 한 분리는 오히려 싫다.”
“시니어 용공간보다  연령을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별도 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미안하다. 노년층의 
이용률이 높다면 그 공간이 필요하겠지만 아이들에게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구, 조명, 디지털환경에 
한 의견

“은은한 낮은 조도의 조명, 독서를 한 경사진 책상이 있으면 좋겠다.”
“편안한 소 에서 간단히 커피나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면 좋을 것 같다.”
“밝은 조명이나 식물이 있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다.”
“서가 이동하기가 불편하기도 하다. 내가 자주보는 혹은 노인들이 꼭 야하는 책들을 이동하기 편한 
곳에 모아놓으면 편리할 것 같다.”
“어떤 날은 도서 에 자리가 없어서 그냥 돌아올 때가 있다. 많은 좌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하철 
노약자석처럼 우선 으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한 두 개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표 19> 공간  환경에 한 의견



 공공도서  시니어 이용자의 정보이용요구 조사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467

   6. 공공도서  시니어서비스 
개선방안 논의

고령사회의 공공도서 은 시니어가 개인의 

삶을 유지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구심체로 

작용해야 하는 사회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다

시 말하여, 공공도서 은 시니어가 풍요로운 삶

을 향유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사

회․문화  상징공간으로 발 되어야 한다. 

한 시니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 , 문화  

경험을 회상하고 복원하며 이를 통해 건강한 노

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시니어의 과거․ 재․

미래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재의 시니어서

비스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기 한 데이터를 

얻기 하여 시니어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설문

과 면담을 통하여 조사하 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도서  시니어서비스의 개선 방

향에 하여 장서, 로그램, 서비스, 공간을 

심으로 논의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장서와 련된 황과 요구조사 결과를 보면, 

시니어들은 주로 문학, 역사, 여행, 헬스/웰니스 

등다양한 역의 심을 갖고 있고 이용하는 책

의 주제도 이와 유사하다. 인문 교양이나 취미 

수 으로 책을 읽기도 하지만 배움의 욕구를 충

족시킬 수 의 깊이 있는 문서 에 한 욕구

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서의 형태에서는 

인쇄본 도서나 신문 잡지를 선호하지만 큰 자

도서에도 심을 보 으나, 멀티미디어, 자책, 

오디오책에 해서는 생소한 느낌을 갖는 것으

로 보 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환경에 한 교

육 로그램을 원하는 것으로 볼 때 합한 교육

을 통해 새로운 미디어와 시니어이용자를 연결

시켜 더욱 풍부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시니어를 한 장서는 시니어의 

재의 심을 반 하고, 시니어가 세상과 단 되

지 않기 하여 필요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신

체의 다양한 감각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콘

텐츠를 다양하게 구비하는 시니어를 한 콘텐

츠 맞춤화를 목표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 시니어서비스가 추구하는 시니어의 사회 , 

정신 , 육체  삶의 조화  균형, 사회를 구성

하는 요한 세 로서의 연결고리를 하여 큐

이션의 정교화를 통해 양질의 장서를 선별하

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장서 

련 산의 확충  큐 이션의 정교화가 수반되

어야 한다. 

시니어를 한 도서  로그램은 재의 독

서 로그램 심에서 벗어나 변화된 시니어 이

용행태를 반 하여 개선될 필요가 있다. 재

의 시니어 이용자는 이  시 의 시니어보다 

훨씬 건강하고 교육을 많은 세 로, 여 히 생

산 인 삶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뇌능력, 학

습능력  경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뿐만아

니라 한 평생교육  계속교육에 한 요구

와 건강한 삶에 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도서 의 로그램이 필

요하다. 이른바. 활동의 연결과 연장을 하여 

시니어의 과거․ 재․미래를 잇는 추  역

할을 할 수 있는 로그램, 사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사회  참여 는 모임을 장할 수 

있는 로그램, 소속감과 유 감을 높일 수 있

는 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설문  이용자 면담에 따르면 시니어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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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머무르는 시간이 1시간 이상 3시간 이하가 

가장 많은 비 을 나타내고 있는 등 다른 이용

자에 비해 도서 을 이용하는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이용자 면담에 따르면 시니

어는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도서 의 기능을 

독서로 응답하 으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목  

역시 독서 으며, 역사  문학 주제에 한 흥

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반 하여, 일회

성 로그램보다는 지속 인 로그램이 필요

하고, 독서에 한 정보요구를 충분히 반 하고 

역사, 문학, 종교 련 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학문  요구와 함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여가, 취미, 술 분야 등의 로그램도 조

화롭게 구성되는 방향으로 시니어 로그램에 

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공도서  서비스는 도서 의 자원인 장서, 

장비, 공간, 사서를 통하여 시니어들의 범

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여, 공공도서 은 시니어의 독서, 취

미, 여가, 웰니스, 평생교육, 사회  상호작용 

등 다방면의 요구를 폭넓게 수용하고 요구에 

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니어는 

장서 이용(도서  내의 출, 반납, 열람)과 같

은 통 인 도서  서비스에 해서는 만족도

가 높고 이용목 도 높은 편이지만, 그 외 다른 

서비스에 한 인식은 상 으로 높지 않다. 

이러한 도서 의 요 기능은 외부의 련 기

이나 문가 그리고 커뮤니티들과 력하여 

제공하면 시 지를 낼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책

배달  이동도서  서비스 등의 근성 향상

을 한 서비스, 장서 심의 인문학 강연  

독서클럽, 시니어를 한 ‘사서에게 물어보세

요’ 서비스  특정 요구를 한 지역사회 연결

하는 다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조사 결과에 기반해 보면 시니어이용자

들에게는 홍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

서 서비스 근을 해서, 온라인 마  뿐만 

아니라 오 라인을 통한 마 이 함께 이루어

져야 효과 일 수 있으며, 도서  서비스에 

한 물리  근성  디지털 근성 등 한 

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도서 의 공간과 환경  요인들은 도서 이 

역할을 수행하기 한 물리  실체들이다. 

한 도서 은 책과 독서를 한 공간일 뿐만 아

니라 평생교육의 공간으로 시니어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시니어이용자는 은퇴를 하

거나 공식 인 교육을 마친 상태로 규칙 인 

사회생활 공간이 필요하고 도서 이 이러한 역

할을 해주기를 기 하고 있음을 이번 조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시니어이용자의 공간은 

신체  정서  상황이 고려된 공간이어야 한다. 

시니어이용자들간의 교류가 가능한 공간이 확

보되어야 하고, 연령 가 다른 이용자와 단

되지 않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연령

인 특성을 고려하여 시니어를 배려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도서 이 처한 여

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용공간으로 구성되어 

운 될 필요가 있고 공간은 시니어이용자들이 

삶의 활기를 충 하는 편안한 공간으로 배치되

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니어이용자들은 

시니어 용공간의 부재를 도서  이용하는 가

장 큰 해 요인으로 꼽았으며, 만족도 조사에

서도 서비스의 다른 역보다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조사 결과에서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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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어 용공간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도 한편

으로는 도서 의 공공성이 시니어이용자의 모

든 요구를 반 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어서, 

물리  공간의 면 인 재구성 보다는 재 

환경의 효율  사용을 바람직한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들을 반 하고 공공도서 이 갖

는 실 인 한계를 수용하면서, 시니어를 

하여 큐 이션된 서가 공간, 시니어 용 로

그램과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분리된 공간, 

시니어들간의 친목을 조성하고 휴식을 취하며 

음식 섭취가 가능한 휴게공간을 확보하는 방향

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 연구는 시니어서비스에 한 

개선방향을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기반으로 

논의하여 제시하 다. 다만, 조사에 참여한 시

니어는 체로 연령 가 고, 교육수 이 높

으며,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하며, 

도서 에 한 이해와 심이 높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조사 결과는 보편 인 시니어의 정보

이용행태와 요구로 일반화하기에 충분하지 않

으며, 시니어 집단 내에서 개인이 갖는 특성별

로 개선안을 체계화하여 제시하지 못했다는 

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다. 향후 후속연구에서

는 도서 에 한 경험이 없거나 은 시니어

를 상으로 정보이용행태를 조사하고, 이를 

반 하여 시니어 집단 내에서의 맞춤형 장서구

성, 로그램, 서비스, 공간구성들을 개해 나

갈 수 있는 방안들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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