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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에게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도서관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도서관의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정보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설문조사, 표적집단
면접, 전문가 자문회의를 하였다.
❍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 문헌 및 관련 법률을 검토함으로써 고령자 연령 기준
과 정의를 확인하였고, 현재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국외 가이드라인 및 사례 조사를 통해서는 가이드라
인 내용과 고령층의 도서관 이용행태 등을 검토함으로써 연구에 필요한 이론적 배
경과 사례를 파악하였다.
❍ 국내 도서관 사례 조사 결과, 국가도서관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고령자 대상 디
지털리터러시 교육과 사서 대상 고령자서비스 교육 과정을 실시하고 있었다. 공공
도서관에서는 노후 행복한 여가 생활을 위한 문화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독서 프
로그램을 제공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한글 교육, 컴퓨터
및 디지털 기기 교육을 통해 고령층의 리터러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치매
관련 정보 및 고령자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 운영을 하고 있었다.
❍ 국외 도서관 사례 조사결과, 국가도서관으로는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이 고령자를 위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대규모 지역대표도서관 또는 공공도서관 중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도서관과 뉴욕주 브루클린도서관 일본 지바 현립도서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립도서관이 연령통합을 위한 서비스나 고령자를 위한 특화된 서
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 국외 도서관은 50대를 포괄한 넓은 범위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큰글자도서, 오디오
북 형태의 여가용 읽을거리, 역사 및 족보 자료 등을 특화자료로 제공하고, 추천도
서 목록이나 별치 컬렉션을 운영하고 있었다. 고령층을 위한 문화 교육 강좌 및 행
사 개최와 동아리 활동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자체적으로 잡지와 패스파인더를
작성하여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외에 고령자에게는 외부 기관의 고령자서비스 링크
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도서관 직원 및 고령자서비스 관련 종사자에게는 도움이 되
는 정보를 별도의 웹사이트로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고령자를 위한 디지털 리
터러시 교육에 주력하는 도서관이 많았으며, 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고령 이용자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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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법률 및 가이드라인 분석 결과, 고령자는 장애인 및 임산부 등과 함께 지식정
보 취약계층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도서관 서비스 관련 법률 및 가이드라인은 대부
분 고령자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었다. 「도서관
법」에는 도서관 자료, 교육·문화 프로그램, 편의시설, 전문인력, 다른 도서관 및 관
련 단체와의 협력 등과 같이 도서관 내외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식정보격차 해소
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제시하고 있었다.
❍ 국외 가이드라인에서는 고령자를 취약계층으로 접근하기도 하였고, 활동적 노인으
로 접근하기도 하였다. 또한, 고령자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거나 치매와 같은 특수
한 상황에 한정하여 고령자서비스를 확장시키도 하였다.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고령
자서비스는 정보자원, 인적자원, 시설 및 설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홍보 및 마케
팅, 외부 기관과 연계 협력, 예산, 아웃리치 서비스 등 도서관의 모든 자원과 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었다.
❍ 설문조사는 2018년 9월 11일과 12일 이틀간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및 디지털도서
관을 방문하는 만 50세 이상 이용자 3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에 앞
서, 2018년 9월 4일, 본관 또는 디지털도서관을 이용하는 고령 이용자 4명을 대상
으로 사전 표적집단면접을 수행하였다. 도서관 이용 전반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만
족/불만족 사항과 개선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1차 개발한 설문문항을
수정 및 구체화하였다. 설문조사 이후 2018년 10월 25일과 26일에 사후 표적집단
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이용자 행태 및 요구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를 제시하고자 하
였다. 질문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이용목적 및 이용분야를 비롯한 이용행태와 이
용만족, 사서에 대한 인식, 정보기기 활용을 포함한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요구 및
서비스 요구에 관한 것이었다.
❍ 고령 이용자 요구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고령 이용자는 서초구 및 강남구에 거주하는 고학력 남성
이 대부분이었다.

§

고령 이용자는 본관과 디지털 도서관을 골고루 이용하는 편이었고, 주요 이용목적은
취미·여가활동, 연구조사, 경제활동이었다. 디지털도서관 주요 이용목적은 컴퓨터를
활용한 여가활동, 디지털 자료 이용, 개인학습이었으며 주로 이용하는 분야는 인문·철
학, 시사·정치, 문학, 역사로 나타났다.

§

사서에 대한 인식은 친절하고, 형평성이 있으며, 기꺼이 돕고자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
으로 긍정적인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지만 홈페이지 이용, 디지털도서관 컴퓨터 좌석
예약, 전자자료 이용과 같은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한 부분과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
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고령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로는 행사 및 프로그램, 추천도서 목록, 스마
트폰 활요이나 디지털 콘텐츠 작성, 컴퓨터 기초와 관련된 디지털 교육프로그램, 이용
보조장비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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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표적집단면접 결과로는 참여자 일부가 오리엔테이션의 부재, 개가 도서 부족, 패
스파인더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하였고, 디지털도서관 환경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문화 행사 및 프로그램의 확충, 추천도서 목록 제공 등을 요구하였다.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고령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사서와 국내 공공도
서관에서 선진적으로 고령 이용자 대상 서비스를 도입하였거나 현재 활발하게 운영
하고 있는 서비스 담당 사서를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국립중앙도서
관 사서 집단과 공공도서관 사서 집단으로 나누어 총 두 번 진행하였다. 국립중앙
도서관 사서 면접은 2018년 9월 6일 약 90분간 6명의 사서를 대상으로 시행하였
으며, 공공도서관 사서 면접은 2018년 9월 13일 약 70분간 4명의 사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면접에서는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과제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공공도서관 사서 면접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상황과의 유사성 정도를 확인하고,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도
서관 현장의 과제와 해결방안을 밝히고자 하였다.
❍ 사서 표적집단면접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령 이용자 중에는 매일 방문하여 하루를 보내는 남성 이용자가 많았다.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고령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자료는 조선총독부 관보, 판례집,
소송 자료이며 대체로 전자자료 보다는 인쇄자료를 선호하고 있었다.

§

고령자의 청력 감퇴로 인해 응대 시 소음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공간 재배치,
음악 방송, 필담, 방음 공간 마련이 대응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

많은 고령 이용자가 컴퓨터 활용이 미숙하여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반복 수강하더라도 습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을 파악하였다.

§

고령 이용자 응대시 어려운 점으로는 이용규정 비준수, 일방적인 의사소통, 화를 내는
감정표현, 심하게 단순 반복적인 민원, 사적인 요청, 직원에 대한 하대 등이 있었다.
이러한 점들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고 심각한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었다.

§

현재는 불평불만 민원에도 친절하게 경청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단호하
게 대처하거나 경찰을 부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문제 이용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요구가 높은 자료를 개가 서가로 조정, 고령자서
비스를 담당할 인력 확보 및 체제 마련, 사서를 대상으로 한 교육 확충, 문제이용자
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정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 사전, 사후 표적집단면접과 설문조사를 토대로 개발한 가이드라인과 정보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11월 24일 3명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하였다. 학계와
도서관 실무자 등 해당 분야 전문가 3명에게 연구진이 개발한 가이드라인과 정보
서비스 운영 모형을 전문가에게 제시하고 의견을 구하였다.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가이드라인은 「국립중앙도서관 고령자서비스 가이드
라인」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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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정보자원은 고령자의 요구와 흥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제로 구성하며 요구가
높은 인쇄자료는 개가 기간을 연장하고 별치 컬렉션으로 구성한다. 서고 자료 신청은
검색과 대출이 쉽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비인쇄자료로 오디오북, 영상자료,
음악자료 등은 최신성과 다양성을 반영하여 제공하고 전자자료에 대한 쉽고 편리한
접근점을 제공하도록 한다. 고령자 및 고령자서비스에 관한 고유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관 내부 및 외부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둘째, 인적자원 측면에서 사서가 갖추어야 할 역량 및 자질은 고령자의 요구와 문제
에 대한 충분한 이해, 말 걸기 쉽고 느긋한 태도와 공감능력, 인내력과 이해력, 의사
소통 및 협업능력, 규정의 공정한 적용, 공중 및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다. 이러한
역량 및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응대 업무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및 감정노동 관련 교육도 포함해야 한다. 고령자서비
스는 모든 직원의 기본 직무 중 하나로 하며 서비스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직원을 둔
다. 고령 이용자를 포함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고령 이용자가 자원봉사자가 될
기회에 대해 고려한다.

§

셋째, 시설 및 설비는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의 보편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유
니버설디자인 원리에 입각하여 설계 및 설치되도록 한다. 도서관 공간은 고령자의 신
체적 행동 특성과 편의를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에 따라 교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가구는 고령자의 인체표준정보를 고려하여 설계 및 설치하고 곳곳에 쉴 수
있는 간이 의자, 열람공간에 편안한 의자 및 적합한 조명 등을 마련한다. 고령자가
인쇄자료 및 전자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독서보조공학기기와 관련 소프트웨어
를 충분히 제공한다. 특히, 전자자료 이용을 위해 다양한 기기를 확보하고 도서관 홈
페이지를 고령 친화적으로 설계한다. 안내표지는 쉽고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
치하고 편의시설도 고령자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

넷째, 서비스 및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도서관 이용방법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유인
물, 면대면 교육, 온라인 콘텐츠 제공 등과 같이 다각적으로 제공하고 추천도서 목록,
패스파인더 등을 개발하며 고령자 참여형 문화행사를 기획한다. 디지털 리터러시 프
로그램은 수준별로 개설하고 신청 및 진행 방법도 고령자를 배려하여 운영한다. 고령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세대통합형 프로그램을 적절히 도입한다.

§

다섯째, 연계 협력은 고령자 관련 공공기관, 공공도서관, 국공립 학술문화기관, 기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도서관 자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다른 기관과 연계 협력을 통해 대처한다.

§

여섯째, 홍보 및 마케팅은 고령자가 도서관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온
라인과 오프라인 수단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오프라인에 사용하는 홍보물
은 고령자의 낮은 시력과 청력을 고려하여 제작하고 온라인 홍보는 도서관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고령자가 이용하는 웹사이트를 포괄하여 실시한다.

❍ 조사 결과와 개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설계한 정보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

첫째,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정보포털」 운영한다. 도서관 서비스를 위
한 고령자 관련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정리·가공하여 누구라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창구를 구축하도록 한다. 정보포털을 통해 고령자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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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고령자서비스 담당 사서, 연구자 등이 관련 통계 데이터 및 정책 자료, 학술 연
구자료, 고령자가 선호하는 주제 정보 및 추천도서, 도서관의 고령자서비스 운영 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둘째,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디
지털 정보활용능력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을 다양화하여 초급 과정에서는 기초
적인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활용법, 도서관 홈페이지 이용 방법을 교육하
고 중급 과정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전문자료, 오디오북 및 각종 미디어 자
료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며 고급과정에서는 정책정보서비스, 학술정보 활용,
디지털 콘텐츠 제작, 디지털과 인문 융합 교육 등을 실시한다. 초중급 과정과 별도로
이용 목적에 따른 저술, 창작, 주제정보별 교육을 개설한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는 고령자 대상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를 섭외하고 실습형 교육으로 진행할 때에
는 강사를 도울 지원 인력을 충분히 확보한다.

§

셋째, 고령자 지원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령자에게 기초적인 이용 안내
를 지원할 자원봉사자를 청소년 및 일반 성인과 은퇴 사서를 중심으로 모집한다. 활
동 목적 및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단순 지시형 질의에 대한 응답, 고령자 대상 프
로그램 진행 보조 등으로 활용한다.

§

넷째, 사서 교육 「도서관 고령자서비스」 기초 및 심화 과정을 운영한다. 국립중앙도
서관 및 공공도서관 등 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고령자를 이해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수준별로 마련한다. 기
초과정은 실무 경험이 부족한 신규 임용자와 고령자서비스 초임사서에 대해 필수 이
수 과정으로 운영한다.

§

다섯째, 고령자를 위한 「인문학 아카데미아」를 운영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를
활용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족보, 승정원일기, 근
현대사, 근대문학 자료 등이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 목적과 특성에 따라
기간, 규모, 진행 방식을 다양화한다. 특히, 중장기 소규모 운영 방식과 수강자 참여
형 진행방식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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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2000년에 고령화사회가 된 지 17년 만의
일이며, 약 10년 뒤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이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의
고령화를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
율이며, 7% 이상은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된다. 앞으로도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빠르
게 진행되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6년 20%를 돌파하고, 2060년 41%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통계청 2017).
❍ 전체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이들의 사회적 참여가 증가함
에 따라 도서관에도 고령 이용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서관 서비스 이용도
활발해지고 있다. 도서관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
주민과 더불어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정하여 지식정보 격
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 국립중앙도서관도 사회 고령화 현상이 반영되어 방문 이용자의 약 26%가 60대 이
상으로 전체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다. 지식정보 취약계층인 고령자의 특성과 국립중앙도서관 고령층 이용자 증
가 추세를 고려할 때,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고령자에 특화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일찍이 고령화가 진행된 외국에서는 국가적 수준에서 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개별 도서관 차원에서도 고령 이용자에 특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
례가 다수 있다. 한국은 2003년 「한국도서관기준」의 시설기준에 고령 이용자에 대
한 구체적 언급이 등장했지만 ‘노인’이라는 용어를 포함한 것에 그치고 있으며 국
가 차원의 기준 마련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고령 이용자의 요구와
서비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외 사례를 참고하여 장기적인 도서관 서비스 운
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도서관으로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선도적으로 지
속가능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정
보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고령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의 의의와
국내외 현황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 분석을 수행하였고, 국립중앙도서관의 고령 이
용자 및 국내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운영 특징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
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한 정보서비스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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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와 방법
가. 연구 범위
❍ 첫째, 도서관 서비스 대상인 이용자로서 고령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 둘째, 국내를 비롯하여 국외 주요 국가의 고령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과
실제 서비스 운영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 셋째,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및 디지털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고령 이용자의
도서관 서비스 및 정보 요구를 규명하였다.
❍ 넷째,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고령층 대상 서비스 경험이 풍부한 사서를 대상으로 표
적집단면접을 실시하여 운영 요건과 향후 과제를 도출하였다.
❍ 다섯째, 이상의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정보서비스를 개발하였다.

나.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정보서비스
개발을 위해 문헌연구, 설문조사,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 문헌연구, 설문조사, 표적집단면접을 통하여 도출한 내용과 시사점에 근거하여 가
이드라인 및 정보서비스 개발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연구팀이 작성한 개발안에 대
한 학계 및 도서관 실무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타당성 있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1) 문헌연구
❍ 문헌연구로는 국내 고령자 관련 법률 및 정책, 고령층 특성 및 도서관 서비스 요구
에 대한 이론 검토, 국내외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 분석을
하였다.
❍ 국내 문헌 및 관련 법률을 검토함으로써 고령자의 연령 기준과 정의를 확인하였고,
현재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
았다. 국외 가이드라인 및 사례 조사를 통해 가이드라인 내용 및 고령층의 도서관
이용행태 등을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 검토와 사례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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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
❍ 설문조사는 2018년 9월 11일과 12일 이틀간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및 디지털도서
관을 방문하는 만 50세 이상 이용자 3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2018년 10월
25일과 26일에 사후 표적집단면접을 추가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이용자 행태 및 요
구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 항목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이
용목적 및 이용분야를 비롯한 이용행태와 이용만족도, 사서에 대한 인식, 정보기기
활용을 포함한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요구 및 서비스 요구 문항을 포함하였다.
❍ 설문조사에 앞서, 2018년 9월 4일에 본관 또는 디지털도서관을 이용하는 고령 이
용자 4명을 대상으로 사전 표적집단면접을 수행하였다. 면접은 도서관 이용 전반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만족/불만족 사항과 개선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설문지의 내용을 수정 및 구체화하였다.

3) 표적집단면접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고령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사서와 국내 공공도
서관에서 선진적으로 고령 이용자 대상 서비스를 도입하였거나 현재 활발하게 운영
하고 있는 서비스 담당 사서를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 사서를 대상으로 한 표적집단면접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집단과 공공도서관 사서
집단으로 나누어 총 두 번을 진행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면접은 2018년 9월
6일 약 90분간 6명의 사서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사서 면접은
2018년 9월 13일 약 70분간 4명의 사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면접에서는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과제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
었고, 공공도서관 사서 면접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상황과의 유사성 정도를 확인하
고,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도서관 현장의 과제와 해결방안을
밝히고자 하였다.

4) 전문가 자문

❍ 1)~3)의 연구방법을 토대로 개발한 가이드라인과 정보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
해 2018년 11월 24일 3명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구하였다.
❍ 목적은 가이드라인과 정보서비스 모형 검증을 위함이며, 학계와 도서관 실무자 등
해당 분야 전문가 3명을 대상으로 연구진이 개발한 가이드라인과 정보서비스 운영
모형을 전문가에게 제시하고 의견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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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가. 국내 연구
❍ United Nations(UN, 2017)에 따르면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차지하
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
는 2000년에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7%로 되면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
했으며, 도서관계에서도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2000년 이후를 시
점으로 현재 2018년까지 발행된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를 중심으로 고령자에 관
련된 주요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1)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정책에 관한 연구
❍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정책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로써 선언적이며 분명
한 목적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정책과 관련된 연구로는 김선호(2002),
이정연(2011), 윤혜영(2017)의 연구가 있다.
❍ 김선호(2002)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함으로써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중요성
을 지적하며, 고령층 서비스 정책의 방향에 대해 4가지 주제(서비스 정책의 수립,
인터페이스의 개발, 장서의 개발, 서비스의 확대)와 17개의 세부사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 이정연(2011)은 고령자를 포함한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 문화복지 정책을 분
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복지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문화복지 도서관정책 부서 신설, 사회통합적 정보소외계층 도서관정보서비스 정책
마련, 실질적인 협력체계 강화, 정보이용자 중심의 자료 및 서비스 개발, 소외계층
정보서비스 전문가 양성을 제시하였다.
❍ 윤혜영(2017)은 고령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정책수립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기 위해 관련 법률 규정과 도서관분야 고령층 서비스 지침 및 현황
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는 고령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로 전국의 공공
도서관을 기본거점기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고령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가 공공도서관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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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자 대상 도서관 자료에 관한 연구
❍ 고령자 대상 도서관 자료는 기본적으로 모든 형태의 자료가 해당되며, 이들의 이용
을 위한 별도의 편의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 그 가운데 고령층 이용자가 별도의 도
구나 장비의 사용 없이도 이용 가능한 자료로 큰 활자로 인쇄된 큰글자도서가 있
다. 고령자 대상 도서관 자료 가운데 큰글자도서와 관련된 연구로는 육근해(2009)
와 장혜란(2015)의 연구가 있다.
❍ 육근해(2009)는 고령층을 위한 큰글자도서를 개발하고자 문자 모양과 크기, 문자의
행간, 도서의 판형 등에 대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참
여관찰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큰글자도서 출판에 대한 기준으로 맑은 고
딕의 문자 모양, 18포인트의 문자 크기, 130%의 행간, B5의 판형을 제안하였다.
❍ 장혜란(2015)은 고령자의 독서를 용이하게 만드는 큰글자도서의 생산, 수집, 접근
가능성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큰글자도서의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
하여 큰글자도서를 위한 서지통정 도구 마련, 도서관의 큰글자도서 수집 확대, 도
서관계의 체계적인 노력을 통한 큰글자도서 출판의 증대, 도서관 내 큰글자도서 이
용을 위한 홍보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3) 도서관 서비스 대상으로서의 정보취약계층에 관한 연구
❍ 고령자를 도서관 서비스 대상으로 장애인, 임산부 등과 함께 정보취약계층으로 포
함한 연구로는 남영준(2007), 윤정옥, 곽동철, 심경(2012), 윤희윤(2012), 장덕현
(2012)의 연구가 있다.
❍ 남영준(2007)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서비스 확산을 위해 필요한 개념과 기본
적인 정보서비스 전략을 제안하였다. 특히 고령자를 위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
는 시설과 경증 장애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기와 서비스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세부적인 전략으로 시설적 배려, 제도적 배려, 기기적 배려를 통한 서비스 전략을
제안하였다.
❍ 윤정옥, 곽동철과 심경(2012)은 정보취약계층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법률 및 국내외 관련 문헌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고령층을 포함한 정보취약계
층의 중복된 취약성과 각 하부집단의 고유성 및 소집단의 다양성을 확인하였다. 또
한, 도서관의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법적 책무를 재정비하고, 보다 발전적인 정보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을 위해 이들의 속성과 요구에
대한 구체적이며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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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윤(2012)은 고령자를 포함한 5대 취약계층(장애인, 다문화가족, 고령층, 농어촌
주민, 기초생활수급자)을 대상으로 지식정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지방자
치단체)의 무한 책무성 중시, 모든 도서관의 일반 대중과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 제
공, 도서관은 정부의 무한 책무성, 주체성과 중심성, 취약계층별 비차별성을 전제로
제공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최적성과 통합성 지향, 도서관 취약계층서비스 및
프로그램 규모 및 범위의 경제성 추구 등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였더.
❍ 장덕현(2012)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고령자를 포함한 3대 지식정보 취약계층(기초
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층)에 대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강화 방안으로 인프라구축,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삶의 변화 기회 제공 등을 제시
하였다.

4) 고령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설비에 관한 연구
❍ 고령층은 노화로 인한 신체적인 불편함 때문에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친화적 편의시설 및 설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편의시
설 및 설비과 관련된 연구로는 김선호(2003; 2004)의 연구가 있다.
❍ 김선호(2003)는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이 미숙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서
비스 제공을 위해 고령자용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텍스트, 글자 크기와
글자체, 색깔, 하이퍼링크, 사운드 등의 디자인 요소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 또한, 김선호(2004)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도서관 편의시설의 세부기준과 고령자의 표준 인체치수를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고령층 편의시설의 기준을 재구성하였다. 재구성한 기준은 고령자 대상 도
서관 서비스 지침이나 규정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5) 고령 이용자의 정보이용행태 및 정보요구분석에 관한 연구

❍ 고령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고령자의 정보이용행태 및
정보요구를 분석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령 이용자의 정보이용행태 및 정보
요구분석에 관한 연구로는 장혜란(2002), 김영신(2007), 김다은, 차미경(2016), 김
보일, 김선호(2017), 나경식, 정용선(2017)의 연구가 있다.
❍ 장혜란(2002)은 고령층을 위한 인터넷 기반 공공도서관 정보 서비스 개발을 위해
60세 이상의 1,060명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설문조사를 하여 주요 정보원
및 서비스 이용과 정보 요구, 정보이용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
보개발, 참고봉사, 인터페이스 교육 등으로 구성된 서비스 개발 모델과 협동 운영
방식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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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신(2007)은 대전지역 노인복지관 교육프로그램 수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도서관에 대한 잠재이용자로서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공공도
서관에 대한 인식수준은 매우 낮았으며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프로그램 유형이 다
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공공도서관 고령자 교육프로그램의
전문화, 고령 전용 자동차문고 서비스 개발, 고령자 교육기관과의 연계와 협력 등
을 제안하였다.
❍ 김다은과 차미경(2016)은 고령자에게 필요한 지역 정보의 유형 및 내용, 제공 방법
등을 조사하여 공공도서관의 지역 정보서비스를 통한 고령자서비스 강화 방안을 제
안하였다. 또한, 정보수집, 콘텐츠 구축, 담당자 교육, 타기관과의 협력 및 서비스
평가 등이 하나의 서비스로 이어져야 하며, 지역 정보수집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을 강화하고, 지역 정보 및 지역 정보제공 방법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
하였다.
❍ 김보일과 김선호(2017)는 LibQUAL+를 적용한 공공도서관 고령층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 이용자 환경변화에 따른 적합한 정보자료 및
서비스 제공과 고령 이용자의 세분화된 연령별 정보 요구에 따른 장서 개발,

고령

자서비스에 적합한 전담 인력 배치를 제안하였다.
❍ 나경식과 정용선(2017)은 고령층이 건강정보검색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감정변화를
경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10명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 조사를 실시하
였다. 조사 결과, 고령자들이 건강정보검색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는 인지적 어려
움이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신체적인 어려움 또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고령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서비스가 필요함
을 제안하였다.

6) 고령 이용자의 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 및 디지털 리터러시
(digital literacy)에 관한 연구
❍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활용에 따른 리터러시가 중요
하다. 더욱이 지식정보에 취약한 고령자의 경우,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디
지털)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하다. 이러한 고령 이용자의 정보리터러시 또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한 연구로는 고영삼, 조용완(2007), 이지연(2012), 김희섭, 김판수, 이
미숙(2014), 김희섭, 이미숙, 강보라(2015), 김희섭, 강보라(2016)의 연구가 있다.
❍ 고영삼과 조용완(2007)은 정보화의 역기능인 정보격차와 인터넷중독에 대해 조사하
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제언하였다. 특히 정보격차에 대
한 조사에서 소외계층의 전반적인 평균 정보격차지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나이든 고
령자의 경우는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도서관은 정보화의 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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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해소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 접근성 보장, 정보활용능력과 정보인식을 위
한 정보리터러시 서비스 제공, 정보안내서비스와 정보검색대행서비스 제공을 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

이지연(2012)은 32명의 고령 이용자와 심층면담을 통하여 정보 요구 및 이용행태를
파악하고 정보 접근 경로 및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고
령 이용자들이 주로 정보를 찾고자 하는 주제들은 건강과 뉴스, 여가 및 취미 생활로
드러났다. 주로 이용하는 매체는 TV, 라디오, 인터넷, 가족 및 친지, 신문 등이다. 소
셜 컴퓨팅 서비스 이용률은 낮게 나타났으나 고령 이용자의 온라인 사회활동 및 커뮤
니케이션을 통한 사회적 관계형성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희섭, 김판수와 이미숙(2014)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인터넷 정보활동 행태를 분
석하고, 인터넷 활용 장애 요인과 고령층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해결방안을 파악
하였다. 고령층은 인터넷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컴퓨터 미보급과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방법을 숙지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결책으
로는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 교육을 제시하였다.
❍ 김희섭, 이미숙과 강보라(2015)는 고령층의 정보화교육이 정보 활용으로 이어져 그
들의 삶의 만족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만 50세 이상 227명에게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 고령층의 정보화교육은 그들의 삶의 만족감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화교육은 정보활용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희섭과 강보라(2016)는 대구지역의 만 50세 이상의 고령층에 대하여 정보화교육
의 유용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화교육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 이
용 경험이 있는 고령층이 인지하는 정보화교육은 유용성이 있으며,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소결
❍ 국내에서는 다양한 연구주제를 통해 다각적인 관점에서 고령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고령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자료 중의 하나인 큰글자도서의 제작과 활용방안을 제
언하고 있다.

§

고령자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과 함께 정보취약계층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일
반 이용자와 동등한 수준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고령 이용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편의시설 및 설비에 적용되도록 할 필요
가 있다.

§

실제 고령 이용자 대상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정보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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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에 따른 도서관 인식 조사, 고령층 프로그램 비교분석, 도
서관 불안요소 측정,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품질평가 등을 통해 고령자의 도서
관이용행태를 분석하고 있다.

§

고령 이용자에 대한 정보화 교육은 정보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고령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는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취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동
등한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 고령 이용자에
대한 요구 및 실증적 조사를 통해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명확한 내용을 담은 정책을 통해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방향을 설정하고 지속적
이며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도서관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서
비스 지침 등에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 명시함으로써 정책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일반자료를 이용하는데 필요
한 독서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

도서관 현장에서는 고령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므로, 고령층 관련 자료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의 소장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료 이용 접근점을 확장하여야 한다.

§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는 보편성을 바탕으로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격차
가 해소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에 따른 시설 및 설비 구축에 고령자 특성을 고려하여 시
설 및 설비를 설치하고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에서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설
치기준 준수와 웹사이트의 웹접근성에 관한 지침을 통해 고령 이용자의 물리적인 접
근성을 해소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도서관 내외에 사인물 설치할 시에도 고령자의
노화에 따른 신체적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

고령자 대상 도서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 실제 서비스 대상인 고령층에 대
한 실증적인 방법의 정보 요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설계된 정
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요구
도 분석 및 품질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서
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효과적인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제 고령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행
태에 대하여 면밀한 관찰과 면담 등의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잠재
된 요구를 도출하고, 충족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구체화 된
서비스를 디자인 해야 한다.

§

고령 이용자의 정보(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서는 정보기기 및 정보 접근의 편의성 제
공뿐만 아니라 정보활용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는 정보기기 및 정보 접
근을 바탕으로 정보활용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정보(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이라는 순
환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만 제공되게 되면 고령 이용자에게 함양되
는 정보(디지털) 리터러시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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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외 연구
❍ 국외 연구는 현재 동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근 10년간 발표된 문헌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국외 선행연구는 도서관의 고령자서비스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 고령
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현황 및 이들의 도서관 이용행태 조사, 고령자의 정보이
용행태 및 정보 요구에 관한 연구, 고령자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한 연구로 나누
어 정리하였다.

1) 도서관의 고령자서비스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
❍ 미국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1946~64년에 태어난 사람들로 1946년에 태어난 경우
2011년에 65세가 되었다. Decker(2010)는 2010년대에는 고령 이용자가 증가하여
공공도서관에 변화가 일어날 것을 명확히 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입장에서 사회적
요구,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기술적 요구의 세 범주로 나누어 공공도서관 시스템
을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기술적 요구의 측면에서 보면 베이비붐 세대는 지금까
지 도서관의 고령 이용자 그룹 중 기술적인 면에 가장 능숙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
은 수준의 능력의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
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의 고령자 대상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인 권고 사항을 시설, 서비스, 기술, 직원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 溝上[미조우에] 외(2012)는 2006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 공공도서관
의 고령자서비스에 대해 논하였다. 제1부에서는 초고령사회 일본의 현황과 도서관,
공공도서관의 고령자서비스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제2부에서는 스웨덴, 미국, 한
국, 일본의 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

고령자를 일반적인 연령 기준으로 65세 이상 ‘초보 고령자’와 80세 이상 ‘베테랑 고
령자’로 설명하고,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자기완결형’과 ‘사회참가형’으로 나누었다.
자기완결형은 개인의 삶의 보람을 중시하고 취미, 교양이나 스포츠를 즐기고 개인생
활에 충실하기를 원하는 반면, 사회참가형은 현역에서 활약 중이면서 사회활동이나
지역형성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외에도 ‘영시니어(60~75세)’와 ‘올드시니어(75세 이
상)’, ‘활동적 시니어’와 ‘비활동적 시니어’로 나누는 방식을 소개하였다.

§

공공도서관에 요구되는 역할에 대해서는 현재 어린이보다 압도적으로 고령자가 많이
사는 지역에서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있지만, 고령자 대상 기획은 없
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먼저 실태를 파악할 것을 제안하였다. 고령자를 위한 서
비스로는 자기완결형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를 위한 장소로서의 도서관’과
사회참가형 고령자를 위한 ‘커뮤니티 개발기관(community developer)으로서의 공공
도서관’을 제시하였다. 전자의 서비스 예로는 고령자를 위한 책 읽어주기, 각종 강좌
개최, 공민관(일종의 평생교육시설)과 연계한 강좌 개최 및 아웃리치 서비스 실시, 자
료 택배서비스 실시 등이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고령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의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나 강연회를 위한 장소 제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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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고령자서비스를 장애인서비스의 하나로 간주하여 오다가 문부과학성이
2001년 발간한 공공도서관 관련 기준을 계기로 고령자를 독립된 이용자 그룹으로 인
식하기 시작했다.

❍ Johnson(2014)은 캐나다의 급격한 인구 변화 문제를 거론하고, 공공도서관은 친구
의 죽음, 건강 악화, 실업, 기동력 상실, 인지능력 상실과 같은 고령 인구가 직면한
도전들을 포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도서관의 고령 이용자를 고령
자(senior)가 아닌 베이비붐 세대 시민으로 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동안 고령
층을 위해 수동적으로 제공한 흥미 위주의 도서관 프로그램은 고령 이용자 중 가장
많고, 가장 젊고, 가장 떠들썩한 그룹인 베이비붐 세대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와 번영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태어난 베이비붐 세
대는 고등교육과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받았으며 구직에 어려움이 없는 등 안정적인
경제 상황에서 성장하였다. 사서는 이러한 세대적 특징을 파악하는 한편 모든 베이
비붐 세대가 건강하고, 부유하고, 교육수준이 높지 않음을 고려하여, 베이비붐 세대
를 도서관의 옹호자이자 조력자이면서 고정적인 이용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 Sabo(2017)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활동적인 고령자(active older)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과 운영사례를 조사하였다.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제3기 인생(third age)에 진입하고 있다. 제3기 인생은 퇴직해서 건강할 때까지를
가리키며 제3기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개인적 성취의 시기이다. 조사결과, 도서관
대부분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 못했지만, 이
들은 다른 기관의 평생학습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관심 있는 도서관 프로그램에
는 참석할 의사가 있었다. 고령자의 관심 주제는 취미·레저, 인문학, 사회·국제적
이슈, 종교·철학, 예술, 기술, 영양·건강·스트레스 관리 등이었다.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2017년에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도서관 서비스에 관
한 보고서 『초고령사회와 도서관: 삶의 보람 만들기부터 치매 지원까지(超高齢社会
と図書館: 生きがいづくりから認知症支援まで)』를 작성하였다. 도서관 사례는 고령
자가 도서관 운영을 돕는 주체로 활약하는 한 곳과 치매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두 곳을 조사하였고, 사례 도서관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2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도서관을 이용하는 그룹과 월 1회 미만 도서관을 이용하는 그룹으로 나누어
반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했다. 조사결과, 고령자의 일상적인 활동 및 도서관 이용행
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도서관의 물리적 접근성 증대가 필요하였고, 도서관 자료
및 정보, 도서관 장소 제공 기능에 대한 요구와 치매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었다.
또한 주체적인 사회참여에 대한 의욕이 있었다. 특히, 도서관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제공받기 보다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능동적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요구가 두드러지
게 나타났다. 도서관의 역할에는 고령자를 서비스의 대상으로 하여 삶의 보람을 만
드는 데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고령자가 주체적으로 사회에 참가하기 위한 평생
학습의 거점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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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현황 및 고령자의 도서관 이용행태 조사
❍ Piper, Palmer and Xie(2009)는 미국 메릴랜드주 공공도서관 3곳을 대상으로 고
령자를 위한 서비스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서관 관리자 9명과 고령 이용자 26
명에 대한 인터뷰와 함께 도서관 관찰을 수행한 뒤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 내용은
고령 이용자를 위해 제공되어 온 또는 제공될 서비스는 무엇인지, 도서관 서비스가
계획된 이유는 무엇인지,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 고령 이용자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조사 대상 도서관은 고령층을 위한 특화된 서비
스, 인력 및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지 않고 연령통합적인 형태로 제공하고 있
었으며,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소수 실시하고 있었다.
도서관의 서비스 방향에 대한 네 가지 권고 사항으로 타 기관과의 협력과 평생학습
을 촉진하기 위한 컴퓨터 교육강좌 실시, 고령층을 위한 아웃리치 서비스 확대, 고
령자에 대한 접근 확대, 소수자 또는 이민자인 고령 이용자 배려를 제안하였다.
❍ Bennett-Kapusniak(2013)은 도서관 대부분이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위한 프로
그램에는 주력하는 반면 고령층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 자료, 물리적 공간을 제공
하지 않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ALA의 고령 이용자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IMLS; 박물도서관지원기구)의 평생
학습에 대한 전략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고령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알
아보고자 미국 각 주의 주도시(capital city of each state)에 있는 50개 도서관을
조사했다. 그 결과,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우 적은 도서관만 고
령층에 특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사대상 도서관 중 74%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고령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단
지 8%의 도서관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도서관의 32%만이 컴퓨터 기초 관
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40%가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Perry(2014)는 공공도서관의 고령자 대상 서비스 운영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ALA
의 가이드라인, US Census data와 ALA의 「Keys to Engaging Older Adults at
Your Library」를 추가하여 면담지를 작성한 후, 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
다. 뉴욕, 애틀랜타, 조지아 지역의 공공도서관 91곳이며 65세 인구가 많은 지역이
낮은 지역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전체 도서관 중 8.8%만이 고령
자를 위한 자료 및 서비스에 대한 별도 예산을 편성하였고, 56%의 도서관은 ALA
의 가이드라인을 알지 못했다. 공공도서관 대부분은 큰글자도서와 오디오북을 제공
하고 있었으며 도서관 시설 및 웹사이트가 장애인법 기준을 준수하였다. 조사대상
공공도서관의 절반은 고령층의 정보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지역기관과 협력관
계를 맺고 있었으며, 협력대상 기관은 요양원, 재가복지기관, 미국은퇴자협회 등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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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yt and Ann(2011)은 싱가포르의 55~82세 공공도서관 이용자 32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독서 생활과 도서관 이용에 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성별, 경
제적 수준, 연령에 대한 인식, 독서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독서와 도서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손자녀 양육에 힘을 쏟는 만큼 남성보다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이용자에게 도서관은 냉
방 시설을 갖춘 피신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많은 응답자가 노화는 비생산적이고,
인지력과 학습력이 퇴화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도서
관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가치와 유용함을 평가절하하는데 크게 영향을 끼쳤다. 고
령 이용자의 독서가 기술 및 취직, 경제적 수입으로 연결된다는 고정관념이 고령기
에 즐길 수 있는 여가 및 심미(artistic) 독서를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Xiao(2013)는 중국의 공공도서관 고령층 대상 서비스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2002~2011년 인쇄자료로 발간된 도서관 규정 및 정책, 도서관 웹사이트 및 웹페이
지에서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공공도서관 271곳을 샘플로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는 강좌, 교육, 전시, 책 기증, 아웃리치 서비스, 독서
동아리, 여가활동, 도서관 참여와 같은 8가지 분야로 나뉘었다. 시설 및 설비 측면
에서는 돋보기, 끓인 물, 필기도구 등을 제공하는 도서관이 많으며 전자광학기기를
제공하는 곳도 있었다. 42개 도서관이 고령자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건강,
문학, 예술, 역사, 전기 등의 주제에 관하여 장서 개발을 하고 있었다.

3) 고령자의 정보이용행태 및 정보 요구에 관한 연구

❍ Todd(1984)는 영국에서 고령 인구에 관한 사회조사는 1947년 처음 실시되었지만
고령자의 정보 요구에 대한 연구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점을 지적하고, 고령 인
구 중 퇴직 직후의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어 그 특성과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퇴직자들의 정보 요구는 기존에 밝혀진 바와 같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
한 주거, 복지, 건강, 사회 서비스에 있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교육과 문화를 포괄
한 더 넓은 범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고령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고령층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서비스와 학습
및 여가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해야 하며, 퇴직한 고령층이 스스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 Wicks(2004)는 고령자의 정보탐색행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에서 개인이
처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다른 57세에서 95세 사이 29명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비교
적 젊은 고령자(young seniors)와 비교적 나이든 고령자(oldest old)로 그룹화하여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역할에 따라 사용하는 정보원과
정보의 경로가 다르다고 보는 역할이론(role theory)에 따라 고령층의 일상생활에
서의 정보추구행태를 조사하였는데, 역할에 따라 정보원이나 경로에 주목할만한 차
이는 없었다. 두 그룹 모두 의료적, 재정적 문제에 대해서는 익숙한 조직에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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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취미와 관련해서는 인쇄정보원을
선호하였다. 컴퓨터는 워드 프로세싱과 이메일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전자자료 이용에 불안을 느껴 대면 접촉이나 인쇄물을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미디어는 신문, 지역 방송, 라디오 방송, 케이블 방송 순으로 많이 이용하고,
이에 비해 도서관 서비스는 전체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했으나 참고서비스, 도서관
소장자료, 프로그램,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를 다양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Park and Lee(2011)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예정자의 정보이용행태를 조사하기 위
해 한국의 50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상에서의 정보 요구와 정보추구행태를 연구
하였다. 개별적인 심층 인터뷰를 근거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500명의 자료를 분석하
였다. 연구 결과는 개인정보환경, 개인정보추구태도, 온라인정보태도, 정보추구의
장애, 은퇴기대, 도서관기대라는 6개 변수의 상호 연관관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은
퇴예정그룹인 베이비붐 세대의 개인적 정보탐색은 40대 초반부터 은퇴를 전후로
인생 장기계획이나 개인적 가치추구에 대한 정보 요구와 연관성이 있었다. 일상생
활 속에서 선호하는 정보원은 인터넷 활용이었지만, 정보의 신뢰성이나 정보가치적
차원에서는 책과 인적 네트워크를 선호하였다. 도서관에 대해서는 현재 적극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지만, 개인 관심사에 대한 학습과 여가활동 등 은퇴기대가 높을수록
발전적 형태의 도서관 이용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고령자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한 연구
❍ Mead et al.(2000)는 도서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때 컴퓨터 사용 경험과 연령
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각 컴퓨터 사용 경험이 많은 사
람과 적은 사람으로 구성된 18~33세 그룹 20명과 61~80세 그룹 2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난이도의 검색 과제를 제시하고 수행 성과를 비교하였다. 젊은 그룹보다 나
이든 그룹에서 컴퓨터 사용 경험이 검색 결과의 성패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나이든 그룹은 비슷한 컴퓨터 사용 경험을 가진 젊은 그룹에 비해 전
반적으로 성공률이 낮고, 컴퓨터 구문과 필드 설정의 오류가 많으며 불리언 로직
(Boolean logic)과 키워드 검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Xie와 Jeager(2008)는 공공도서관에서 고령자를 위한 컴퓨터 교육 강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컴퓨터를 배우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공식적, 기술적, 온라인 측면은 물
론 비공식적, 계속적, 오프라인, 사회적 측면도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즉, 나이
든 이용자를 위한 컴퓨터 교육은 제한된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지
속적인 과정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컴퓨터 기술의 전달에 그
치지 않고 고령 이용자의 질 높은 삶(well-being)에 초점을 두고 강좌를 계획할
것,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정부 지원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이메일과 같은 단순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강좌에서 탈피할 것, 도서관이 아닌 외부 기관의 고령자서비
스도 안내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정보서비스 개발 연구｜14

❍ Linton(2009)은 은퇴자를 위한 대형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70~97세 고령자 30명의
정보통신기술 이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1996년부터 2008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컴퓨터 사용을 가
르치면서 연구참여자들의 컴퓨터 사용을 관찰하고 면담하였다. 연구결과, 컴퓨터는
고령층의 삶 속에서 기능성과 정보력을 상징하고, 컴퓨터 사용자들은 가족 및 친구
들과 디지털 영역에서 소통하며 사회적인 지지가 컴퓨터 활용을 촉진하기도 하였
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컴퓨터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생성
되고 발전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이었다.
❍ Singer와 Agosto(2013)은 미국 고령자(senior)가 디지털 기술을 제한적으로 사용
하는 현황을 고려하여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디지털 자원과 서비스의 종류를 조사
하고, 고령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도서관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북미 전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구 구성을 가진 지역에서 66명의 사서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55%의 응답자가 소
속 도서관에서 일반적인 컴퓨터 강좌를 제공하고 있고, 33%는 고령층을 위한 컴퓨
터 강좌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고령자를 위한 컴퓨터 강좌가 없다고 한
나머지 응답자들의 36%는 고령 이용자가 강좌에 참석한다고 하였다. 정규 강좌뿐
만 아니라 일대일로 교육하거나 예약이 없이 이루어지는 교육 세션도 있었다. 그러
나 제한된 인력과 전문성이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교육 공간 및 예산 확보에
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는 소규모 강좌 개설, 가이드라인
및 팁시트(tip sheets) 활용, 교육 종료 후 지원, 체험형 교육 시행, 친화적이며 정
서적인 응대, 개인별 배려를 제시하였다.

5) 소결
❍ 도서관의 고령자서비스는 고령화와 도서관 문화가 선진적으로 발달한 나라에서도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으며 아직 개발 도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미국에서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현황을 조사한 결과 특화된 서비스, 인력 및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례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에서는 인구 구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이 됨으로써 고령자서비스에 관한 관
심이 증가하였다.

§

일본도 도서관에서 고령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
하였다. 일본의 경우 고령자서비스는 장애인 서비스의 하나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차원에서 출발하였지만 현재는 활동적인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를 포함하여 확장되고
있다.

§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외국보다 뒤늦은 1955~63년에 태어난 사람들이며 1955년생
이 2020년에 65세가 된다. 평균수명이 급속히 길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에
서 고령자서비스는 앞으로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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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연구는 대부분 공공도서관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고령 인구의 증가는 곧 도
서관에서 환영해야 할 새로운 이용자 그룹의 등장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적극적으
로 도서관에 유입하려는 입장에서 서비스에 접근하고 있었다.
❍ 고령자를 가리키는 용어는 연구에 사용된 학술 영역에서나 도서관 실무 영역에서나
통일되지 않고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ld adults, older
people, elderly, seniors 등이 있으며, 현재 인구 구성에서 고령기에 진입한 세대
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baby boomers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

베이비붐 세대로 표현한 것은 도서관이 직면한 고령 이용자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
람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 변화를 경험한 세대라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
이다. 시대가 변해도 일정 연령이 되면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
현재 고령층이 된 사람들의 세대적 특성에 주목한 것이다.

§

용어 선택에서 야기되는 고정관념을 배제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old adults를 사용한 연구가 있었다.

§

도서관 서비스 대상자를 가리키는 용어는 사회적 선입견을 배제하고 대상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고령자 유형은 연령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신체적 활동성, 거주장
소, 생활 방식, 은퇴여부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는 고령
자 유형을 파악하는데 참고로 하며 유형별 특성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

비교적 젊은 연령대 고령자(60세 이상)와 나이든 고령자(75세 또는 80세 이상)로 나
누고, 초보 고령자와 베테랑 고령자, 영시니어와 올드시니어, 고령자와 초고령자 등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였다.

§

연령에 따른 구분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거동할 수 있는지, 인지 활동
이 가능한지 등을 가늠하기 위한 수량적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수
치를 정하지 않고 활동적 고령자와 비활동적 고령자, 제3기 인생과 제4기 인생, 건강
한 고령자와 장애가 있는 고령자, 자택에 거주하는 고령자와 요양기관에 거주하는 고
령자 등으로 구분되었다.

§

그밖에 개인생활을 중시하는지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지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
에 따라 자기완결형과 사회참가형, 은퇴 여부에 따라 퇴직자(은퇴자)와 현역 등으로
나누기도 하였다.

❍ 국외 선행연구를 참고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도서관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고령층 특화 자료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컴퓨터 기초 관련
강좌, 보조공학기기, 큰글자도서 및 오디오북, 장애인법 기준을 준수한 시설 및 웹
사이트, 유관기관과 협력, 전시, 아웃리치 서비스, 독서 동아리, 전용 공간 등이며,
고령 이용자가 도서관 업무를 돕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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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이용자의 관심 주제는 취미·레저, 인문학, 사회·국제적 이슈, 종교·철학, 예술,
기술, 영양·건강·스트레스 관리, 치매 등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층 특화 자료를 구성
할 때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

도서관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고령자서비스는 많지 않은 데 비해 나이가 든 뒤 도
서관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 이용자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고령자의 도서관 서비스 이용행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 물리적 접근성 향상, 자료 및 정보의 다양화, 장소 제공 기능 강화, 주체적인 참
여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서관은 고령층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학습 및 여가 생활에 필요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인쇄자료는 물론 전자자료, 인적 네트워크 등과 같
이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 리터러시는 젊은 세대뿐 아니라 고령 이용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슈로 도
서관 서비스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한 영역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고령 이용자는 컴퓨터나 인터넷 정보에 있어서 접근 및 이용에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느끼며, 연령이 낮은 이용자보다 컴퓨터 사용 경험과 검색 결과의 성공률이 더욱 밀
접한 관계에 있었다. 또한, 컴퓨터는 고령층의 삶에서 단순한 기술 장치를 넘어 기능
성과 정보력을 상징하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네트워크가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및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
기를 사용하고,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

이에 북미 도서관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별도의 컴퓨터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거
나 비공식적인 교육을 다수 진행하고 있었다. 고령층을 위한 컴퓨터 강좌는 정기
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으로 실시하고, 단순한 기술 교육이 아닌 고령 이용자의 삶
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으로는 소규모 개설, 가이드라인 및 팁시
트 활용, 교육 종료 후 지원, 체험형 교육 실시, 친화적이며 정서적인 응대, 개인별
배려 등이 제시되었으며 도서관의 제한된 인력과 전문성, 교육 공간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장애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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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도서관의 고령자 대상 서비스
1. 고령자의 정의와 특성
가. 고령자의 정의
❍ 현대 사회가 고령화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심신의 변
화, 법률, 사회적 인식 등의 차이에 따라 그 기준이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 고령자에 대한 연령 기준은 법률을 통해 제시되고 있으며, 개별 법률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보건복지의 대상으로써 고령자
에 대하여 65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고령자를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
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고령자에 대
하여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법」에서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으로서
의 고령자를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해야 하는 고령 수용자를 65세 이상인 수용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에서는
공통적으로 고령자에 대한 연령의 기준으로 65세를 규정하고 있다.
❍ 「국민연금법」에서는 노령연금 급여 대상자로서 고령자를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 대상으로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인’이라는 용어 대신에 ‘고령
자’로 명시하면서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
로 하며, 준고령자는 50세 이상인 자로서 고령자가 아닌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
정하고 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으로 고령자를 포
함하고 있으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령이 55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 도서관 서비스 대상으로서 고령자에 대한 연령의 기준을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고
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도서관법」은 지식정보취약계층으로서 고
령자를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의 고령층을 위한 도서관 서
비스 지침에서도 고령자에 대한 연령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ALA 산하의
Reference and User Services Association(RUSA)에서는 2017년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지침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with 60+ Audience: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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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s」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ALA의 고령자서비스 가이드라인에서는 고령 이
용자를

60세

이상의

이용자로

명시하고

있다.

캐나다도서관협회(Canadian

Library Association, CLA)에서는 2002년 「Canadian Guidelines o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for Older Adults」를 발표했다. 캐나다의 가이드라인
역시

고령자에

대하여

60세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호주도서관정보협회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ALIA)는 2011년(2012년 개
정) 호주의 공공도서관 12개 하위 항목의 서비스 기준과 20개 항목의 가이드라인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Australian Public Libraries」를 발표하였다. 호
주의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가이드라인(G19 Services for Older People)의 목표
는 지역사회의 고령층이 도서관 장서, 서비스, 프로그램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으로, 6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2018년
2월 16일 내각부의 결정에 따른 「高齢社会対策大綱(고령사회대책대강)」 개정안을
통해 고령자에 대한 연령 기준인 65세를 70세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고령자에 대한 연령 기준인 65세 이
상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고령자’로 보는 일반적인 경향은 더 이상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70세 또는 그 이상의 연령에서도 의욕·능력에 따라 힘을 발
휘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법률 및 지침에서는 대체로 65세를 기준으로 고령자에 대한 연령의 기준을 제시하
고 있으며, 사회 및 고용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서는 50세 이상 65세 이하에 대해
서도 고령자에 대한 연령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역 연령에 따른 정의
는 고령자 개개인의 노화 정도, 신체적·심리적 수준의 차이 등이 고려되지 않는다
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 실제 고령층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스스로에 대하여 고령자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앞서 법률과 지침에서와 같이 목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
령자에 대한 연령의 기준과는 상당한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7년도 노인실
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자를 규정하는 연령 기준에 대한 고령층의 생각을 살펴본 결
과 69세 이하로 응답한 고령자가 13.8%, 70~74세가 59.4%, 75~79세가 14.8%,
80세 이상이 12.1%로 평균 71.4세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이를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고령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80세 이상이라는 응답이 높아,
85세 이상 연령군의 경우 평균이 72.0세이다. 이는 고령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본인
을 고령자로 규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
원, 2017). 따라서 고령자 스스로 인식하는 연령의 기준은 연령군별 본인 의지에
따른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점에서 법률 및 지침에서의 기준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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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령에 따른 고령자 기준 현황
기준 연령
50세 이상

근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
라 동법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준용

55세 이상

-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과 종류 등)
제2항 제2호에 따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률」 시행령 기준 준용
-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신고의무 등) 제2항 제2호

60세 이상

- 미국 ALA의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with 60+ Audience:
Best Practices」
- 캐나다 CLA의 「Canadian Guidelines o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for Older Adults」
- 「노인복지법」제1조의2(정의) 제5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정의) 제1호
- 「기초연금법」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제1항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정의) 제1호

65세 이상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81조(노인수용자
등의 정의) 제1항
-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지식정보 취약계층 등) 제3호
- 호주 ALIA의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Australian Public

Libraries」
- 일본의 「高齢社会対策大綱」

❍ 1951년 제2회 국제노년학회에서는 고령자를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자
체조직에서 결핍된 사람,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하여 가는 시기에 있는 사
람, 인체기관, 조직기능 등에 있어서 감퇴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생활
자체의 적응이 정신적으로 결손 되어 가고 있는 사람, 인체의 조직 및 기능저장의
소모로 적응이 감퇴하여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안홍순(2013)은
고령자를 ‘인간의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심리적․환경적 변화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 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Breen(1960)은 고령자를 생리적 및 육체적으로 변화기에 있는 사람, 심리적인 면
에서 개성의 기능이 감퇴하고 있는 사람, 사회적 변화에 따라 사회적 관계가 과거
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안홍순 2013: 1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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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면 고령자는 연령별 기준으로 65세 이상을 고령자라
고 할 수 있으며, 55세부터 65세 미만은 개인적 환경 변화에 따라 고령자에 준할
수 있다.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제기능 수행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도서관 서비스 대상으로서의 고령자에는 법률적인 기준으로 적용
되는 65세 이상의 이용자와 제기능의 감퇴로 인하여 일반적인 도서관 서비스 이용
에 어려움을 겪는 50세 이상의 이용자가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개별적인
수준에 따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단, 고령 이용자를 가리키는 명
칭 또한 노인, 고령자, 노령, 장년, 시니어, 실버, 어르신 등으로 다양하며, 이용자
자신은 기대수명 연장과 사회 고령화 심화로 스스로 고령자로 인식하지 않고 사회
적으로 고령자로 불리는 것을 꺼리는 실정이다.

나. 고령자의 특성
❍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나이를 듦에 따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겪게 되며,
이러한 특성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요구 및 행동에도 반영이 되어 고령자 대상 도서
관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

❍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은 사람이 나이를 듦에 따라 가장 먼저 겪게 되는 신체 기능
의 저하 현상에 따른 것으로 신체 각 기관의 조절능력이 쇠퇴하고 외부자극에 민첩
하게 대응하지 못하며 면역기능도 떨어진다. 또한, 보행능력이 떨어져 움직이는 시
간이 적어지고 유연성과 동작이 어렵게 되며 시각의 변화로 시력저하, 색채지각,
빛 순응능력 등이 쇠퇴하여 사물 인지능력이 떨어진다(송효주, 2009). 청각중추경
로의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면서 노인성 난청을 겪게 되는데 이때 이명을 호소하거
나 평상시보다 말소리를 크게 내는 증상도 보인다(조현아, 2005). 이러한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은 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따른 물리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에, 도
서관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및 보조기기가 필요하다.

2) 고령자의 심리적 특성

❍ 고령자의 심리적 특성은 신체의 쇠퇴로 인하여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나타난
다. 심리적 변화는 고령자의 생활에 있어 신체적 변화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 고령
층은 가정에서의 세대차이 갈등, 새로운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소외감, 자신의 경제적 역할 축소 등에 따라 자존감이 저하될 수 있다(송효주
2009). 이러한 변화들은 고령자의 심리와 정서에 영향을 미쳐 이에 따른 우울증 발
생과 자신감 상실을 경험할 수 있고, 내성적이고 수동적이게 될 수 있다. 우울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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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지심, 강박관념, 무기력증, 체중의 감소, 식용감퇴, 자살 충동 등의 증상으로
나타난다(송효주 2009). 이러한 고령자의 심리적 특성이 도서관 이용에 반영되어
가정을 벗어나 무료한 시간을 저렴하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신문을 보거나
또래의 고령자들과 어울릴 수 있어 도서관을 여가 활용 장소로 이용하기도 한다.

<표 2> 고령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
단계

특성
-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 각 기관의 조정 능력이 쇠퇴하게 되어 신체․

신체적 특성

생리적인 변화가 생김
- 고령화(노화)로 인한 신체적인 변화에는 외견상 변화와 소화기, 신경계,
순환기 계통의 기능 퇴화와 피부의 탄력성 상실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정신기능도 쇠퇴하며 변화가 생기면서 심리적인
특성과 매사에 조심스럽고 신중해지는 경향이 나타남
- 우울해하거나 무기력해지는 경향과 의존성, 과거 지향적인 경향으로 과
거회상의 반복 경향이 나타남
심리적 특성

- 익숙한 사물에 대한 애착, 시간지각이나 성역할 지각에 변화가 생김
- 정신적·경제적인 안정감을 추구하고,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기 위해 배우고 싶어 함
- 건강하고 더 오래 살기를 원하며 친구, 가족과의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유대관계를 기대

- 신체적·정신적 쇠퇴로 노동력의 노후화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역할이나
업무처리에서 효율성이 떨어짐
사회적 특성

-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변화로, 무력감을 느끼거나 위축되기 쉬움
- 퇴직 등으로 사회적 역할이 상실될 경우, 경제적인 자신감이 저하되거나
노후에 대한 불안이나 무력감을 느끼며 우울해지기 쉬움
-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가족이나 사회적인 관계에서 소외감이 심화됨

*참고자료: 김현애, 이정연, 이정수(2015) <표 24>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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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자의 사회적 특성
❍ 고령자의 사회적 특성은 고령자의 은퇴와 함께 이들의 사회적 역할 축소,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소득의 급격한 변화와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특성이다. 가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상실하고 의존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며
사회적 변화를 직면한다. 또한, 취업 및 결혼을 통한 자녀들의 독립으로 심리적인
상실감과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송효주 2009). 이러한 사회적 특성을 가진 고령층
은 도서관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 또는 재능기부, 노인
일자리, 자기 계발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다.
❍ 따라서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고령층의 특성을 이해하고 배려하여 고령자 대상 도서
관 서비스를 계획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도서관 이용에 따른 편의성을 제고
하여야 한다.

2. 고령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가. 도서관 서비스의 의미
❍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는 별도로 제공되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서비스 전반에 걸쳐 있다. 『(개정판)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 따르면 도서관 서
비스는 ‘도서의 이용과 정보의 배포를 위하여 도서관이 제공하는 편의’로 정의
하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 서비스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잠재적 이용자를 포함
하여 모든 이용자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제한 없이 균형적으로 제공되어야 한
다. 따라서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에 있어서도 일반 이용자들과 동등한 수
준에서의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즉, 고
령친화적 서비스는 고령층만의 혜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령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이렇듯 고령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는 특정 항목으로 단정 지을 수 없으며 모
든 도서관 서비스를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서비스의 내용과 의미
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조용완(2007)은 고령자 관련 도서관 서비스 지침 가운데 국제도서관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 and Institutions; IFLA)
의 「IFLA/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2004)」, 「The Public Library
Service: The IFLA/UNESCO Guidelines for Development(2004)」’, 미국
ALA의

「Library Service to Older Adults Guidelines(2007)’, 캐나다 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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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Canadian Guidelines o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for

Older Adults(2002)」' 을 분석하여 규정된 도서관 서비스 항목과 규정 내용을
다음의 <표 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항목으로는
‘장서/컨텐츠’, ‘사서인력’, ‘서비스/프로그램’, ‘정보이용장비’, ‘편의시설’, ‘기
타’의 6개 항목이 있다. 그러나 <표 3>의 도서관 서비스 항목은 국내를 제외한
국외 고령자 관련 도서관 서비스 지침을 분석하여 도출한 것으로 일부 지침 등
규정의 내용 가운데 국내 실정에 맞지 않거나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국내
의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항목으로 직접 적용하기에는 제한적이다.

<표 3> 고령자 관련 지침 등에 규정된 도서관 서비스 항목
항목

지침 등 규정 내용
- 고령층에 맞는 다양한 자료(고령화(노화) 관련 자료 포함), 고령자 가족,

장서/컨텐츠

보호자, 고령 전문가를 위한 자료, 고령자에 적합한 다양한 포맷의 자료
제공(인쇄, 대활자, A/V, 자막포함 비디오자료, 전자자료, 인터넷 자료 등)

사서인력

- 고령자 서비스 담당 직원 배치, 고령자 서비스 관련 직원 교육
- 도서관 이용 및 정보기술(컴퓨터/인터넷) 교육, 정보이용 프로그램, 여가

서비스/

프로그램, 도서관 방문 어려운 고령자 대상 서비스(이동도서관, 방문대출,

프로그램

교통수단 제공, 각종 프로그램 개최 등), 난청자도 참여가능한 도서관 프
로그램, 고령자 전문 도서관 웹사이트 구축, 서가에서 자료 색출 대행
- 도서관 장서와 프로그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구, 문자전화

정보이용장비

기(TTY), TV/비디오 시청시 필요한 폐쇄자막 decoder, 대활자와 음성인
식 가능한 컴퓨터

편의시설

- 고령층을 위한 조명, 신호(안내), 가구, 도서관 건물에 대한 쉬운 접근
- 도서관 내 고령층 공손 응대, 고령층 도서관 직원/봉사자 채용, 고령자

기타

서비스에 대한 홍보(대중매체, 고령자 가정 대상), 고령자 단체에 대한 서
비스 자문, 지역사회 복지기관 및 평생학습기관과 협력(프로그램협력), 연
체료나 각종 요금 면제

❍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서관 서비스 관련 기준 및 지침 가운데 고령자 대상 도
서관 서비스 영역을 포함하는 「2013년판 한국도서관기준」, 「2018년도 전국 도
서관 운영평가 지표」, 『도서관 편람』 중 주요 도서관 서비스 항목을 조용완
(2007)이 제시한 도서관 서비스 항목과 비교 분석하여 공통적이거나 유사한 영
역을 통합해 <표 4>에서와 같이 맵핑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 이용자를 위한 도
서관 서비스 항목을 ‘정책, 시설 및 설비, 정보제공 서비스, 인적자원, 프로그
램 서비스, 대외협력’ 항목으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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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항목 도출
2013년판
한국도서관기준
-공공도서관-

2018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도서관편람』*

지표

-도서관서비스-

노인 대상
조용완

도서관 서비스
항목 도출

-공공도서관-

사명과 목적
예산

계획・정책연계

-

시설

-

-

정책

평가
시설

장서

자료

정보자원협력

조직 및 인적
자원

이용자봉사

-

인적자원

자료제공서비스
인적
정보서비스

정보서비스

이용자교육

독서・문화서비스

도서관 프로그램

정보격차해소

이용자별 도서관

서비스

서비스

교류・협력

-

정보이용장비

시설 및 설비

편의시설
장서/컨텐츠

⇒

사서인력

서비스/프로그램

기타

정보제공
서비스
인적자원

프로그램
서비스

대외협력

*『도서관편람』 의 ‘도서관 서비스’에서 ‘정보서비스 실무’는 도서관 서비스 항목으로 적합하지 않
아 제외함.

❍ 위의 <표 4>와 같이 도출한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항목은 도서관 서비스
전반에 걸쳐 고령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항목들로,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한 연구주제인 정책, 자료, 편의시설 및 설비, 도서관 서비스
등과도 맵핑이 되고 있다. 이 외에 정보리터러시의 경우는 고령자 대상에게 제
공되는 도서관 프로그램으로서 이용자 서비스 항목에 포함된다.
❍ 각각의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항목에 대한 의미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정책’은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의 목적과 기능, 역할에 대하여 명문화한 것을 의
미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이를 바탕으로 계획적이며 실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정책은 중장기발전계획, 연단위 사업계획,
장서개발정책, 도서관 서비스 이용헌장 등에 반영되어야 하며, 별도의 정책으로 마련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시설 및 설비’는 고령자가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온・오프
라인 상의 물리적인 것을 의미한다. 온라인상의 시설 및 설비로는 도서관 웹 또는 모
바일 사이트와 제공되는 콘텐츠 등이 있으며, 오프라인 상의 시설 및 설비로는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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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과 독서 보조기기 등을 포함한다. 특히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시설 및 설비는 접근성 제공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사용법 안내를 통해 고령
이용자가 주체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이다.
§

‘정보제공 서비스’는 고령층이 도서관을 통해 이용 가능한 인쇄・전자 형태의 정보자
원 이용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정보자원에 대한 고령 이용자
의 접근 및 이용을 포함하여 이들 특성에 따라 큰글자도서, 녹음도서, 읽기 쉬운 책,
고령 관련 주제정보원 등도 포함한다. 이외에도 도서관 소장 정보자원 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통해 접근하는 타 도서관 및 기관 소장 정보자원에 대한 상호대차 또는 정
보원 안내 등의 도서관 서비스도 해당한다.

§

‘인적자원’은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인
력을 의미한다. 이는 직원 및 자원봉사 인력뿐만 아니라 타 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을
통한 인력까지도 포함한다. 특히 고령 이용자를 직접적으로 서비스하는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고령 이용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고를 하며,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

‘프로그램 서비스’는 도서관 시설 및 설비와 정보자원이 매개가 되는 서비스뿐만 아니
라 고령 이용자의 정보욕구 충족과 여가 등을 위해 이루어지는 문화 및 평생교육 프
로그램과 행사를 의미한다. 고령자 대상 프로그램 서비스에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이
용자가 함께 이용 또는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되, 내용과 진행 등의 특성
을 고려하여 고령층 대상으로만 운영되는 것을 포함한다.

§

‘대외협력’은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타 관종 도서관과, 유관기
관과의 업무적인 협력을 의미한다. 업무적인 협력 내용으에는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
비스를 위해 필요한 기관 간의 업무 협조 및 지원, 인적 교류, 홍보 등이 포함된다.

나. 도서관 서비스 현황
1) 전국 공공도서관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평생교육 등을 위하여 운
영되는 도서관으로, 연령, 성별, 신체적 장애, 경제적, 교육수준 등에 관계없이 이
용이 가능해야 한다. 최근 고령화된 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의 노인 대상 서비스는 더
욱 중요하며, 서비스의 내용도 다변화하고 있다.
❍ 최근 3년(2016년~2018년) 동안의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에서 공공도
서관의 고령자 대상 서비스 사례를 분석해 보면, ‘독서활동’, ‘여가문화’, ‘리터러
시’, ‘자료제공’, ‘동아리지원’, ‘치매예방’, ‘자원봉사’, ‘일자리’, ‘건강운동’, ‘건강정
보’, ‘편의시설제공’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서전 쓰기와 독서를 매개로 하는 다양한 독서활동 서비스를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고령층에게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고령자가 노후를 건강하고 즐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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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낼 수 있도록 노래교실이나 웃음치료, 각종 취미 활동과 함께 자녀의 육아를 도
와줄 수 있도록 조부모 교육 등의 여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지식정보화 시대에 고령층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스마트폰 및 컴퓨터 기초 교
육과 초등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글교육 등의 리터러시 서비스
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를 수행하
기 위해 공공도서관에서도 기존의 치매예방 관련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자 ‘치매
극복 선도도서관’ 운영과 치매 관련 도서 비치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치매예방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고령자 대상 책읽어주기 등의 교육 후 활동을 통해 소액의 활동비 성격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서비스, 각종 재능을 활용한 자원봉사, 고령층의 건강
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과 요가 및 체조 등의 건강운동, 고령층의 편리한 도서관 이
용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각종 보조기기 구비, 고령자 대상 각종 동아리를 지원
하고 있다.
❍ 공공도서관의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유형에 따른 주요 서비스 내용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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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공공도서관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유형 및 주요 서비스 내용*
서비스 유형
독서활동

여가문화

리터러시

자료제공

동아리지원

주요 서비스 내용
- 자서전 쓰기, 인문학강좌, 시 낭송 및 쓰기 강좌, 독서교육, 실버 책놀이
등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 노래교실, 사군자, 실버육아교실, 어르신 아카데미, 인생설계 및 노후대
책을 위한 특강, 웃음치료, 생활원예, 추억의 영화 상영
- 스마트폰, 파워포인트, 컴퓨터 기초 교육 등의 정보활용 교육·비문해자
및 초등학력 인정 과정의 한글교육
- 큰글자도서 구입 및 비치, 어르신 대상 희망도서 구입, 대면 낭독프로그
램, 소리책 서비스
- 독서토론동아리, 실버독서회 등의 동아리 운영 및 지원

치매예방

- 치매극복도서관 지정, 치매예방교육, 치매관련 자료코너 운영

자원봉사

- 책 읽어주기 봉사, 구연동화 재능기부, 전문지식의 평생교육 자원활용

일자리

- 책읽어주는 방법에 대한 교육 후 어린이집, 복지관 등을 찾아가 활동하
는 형태의 일자리 사업(경기 은빛 독서 나눔이 사업)

건강운동

- 실버요가, 실버체조 등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건강정보

- 건강, 노후대책 등 노인계층 관심 분야 정보제공

편의시설제공

- 독서확대기 및 돋보기 안경 비치, 편의시설 설치

* 참고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2015년 실적)~2018년(2017년 실적)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2) 고령층의 독서 장려를 위한 큰글자도서 제작・배포
❍ 고령자는 노화로 인한 시력 감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시력을 상실하여 일반적인 글
자 크기의 정보를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고령층은 녹음된 음성
또는 Text to Speech(TTS)를 통해 문자를 소리로 변환해 출력되는 음성기반 매체
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기도 한다. 하지만 고령층은 노화에 따라 시력뿐
만 아니라 청력 감퇴 및 상실이 일어나 음성을 듣는 데에 불편함이 야기되어 문자
(글자)를 통한 정보이용을 선호하고 있다.
❍ 고령층은 독서확대기와 같은 독서보조기기를 활용해 문자를 확대해 이용하거나 큰
글자도서와 같이 일반 글자보다 크게 출력한 인쇄물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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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큰글자도서는 원래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독서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노화로 인해 시력이 낮은 고령자들에게도 이용되고 있다.
❍ 큰글자도서는 기성 출판사가 아니라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전문 기관에서 기존에
출판된 도서 가운데 저작권 및 출판권에 대한 해결하고 큰 활자로 재편집하여 출판
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성 출판사에서 이전 출판된 도서를 큰글자도서로 직
접 출판하고 있으며, 신간 도서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큰활자로 출간하는 노
력을 하고 있다.
<표 6> 2018년 큰글자도서 보급 목록*
번호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1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민음사

2

경제, 알아야 바꾼다

주진형

메디치

3

공터에서

김훈

해냄

4

길은 멀어도 마음만은

류수홍

소수

5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

김창옥

수오서재

6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나이토 요시히토

유노북스

7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류시화

더숲

8

생각하는 힘 노자인문학

최진석

위즈덤하우스

9

셈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

요나스 요나손

열린책들

10

숨결이 바람 될 때

폴 칼라니티

흐름출판

11

신경끄기의 기술

마크 맨슨

갤리온

12

어떻게 살 것인가

유시민

생각의길

13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노래1

성석제

창비

14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노래2

성석제

창비

15

예언

김진명

새움

16

오돌할멈 손자 오돌이

이호철

도서출판 지성사

17

오직 두 사람

김영하

문학동네

18

운을 읽는 변호사

나시나카 쓰토무

알투스

19

의사가 체험으로 말하는 요료법

김정희

산수야

20

인간과 문화의 무지개다리

이케다 다이사쿠

연합뉴스동북아센터

21

종의 기원

정유정

은행나무

22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유은정

21세기북스

*참고자료: 한국도서관협회. 2018. 「2018년 대활자본(큰글자책) 보급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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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법」 제43조(도서관의 책무) 및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과 「제2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14~2018)」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확대추진 전략에 따른 고령층에 대한 서비스 제고에 근거하여
큰글자도서 제작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부터 독서취약계층의 독서
를 장려하기 위해 독서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떨어지는 고령층과 저시력자 대
상으로 큰글자도서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공공도서관을 대상으
로 50대 이상에게 인기 있는 도서를 큰글자도서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보
급하는 큰글자도서는 일반 도서보다 약 1.5배 글자 크기를 키워 제작함으로써
좀 더 편안한 독서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18).

3.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사례
가. 국내 사례
❍ 국내 국가 단위 도서관 가운데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사례로 국립중앙도서관
은 사서 대상 고령자서비스 교육 과정 운영과 고령자 대상 디지털 정보활용능력 교
육을 실시하고 있다.
§

고령자서비스 교육은 국립중앙도서관 내 사서교육원에서 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고
령사회에서 요구되는 도서관의 역할과 직원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운영되는 교육
과정이다. 2014년에 「도서관 성인 및 노인서비스」 라는 명칭으로 운영되었던 것을
2015년부터 「도서관 노서비스」 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는 오프라인 집합교육
과정과 2018년에 신설된 「(사이버)고령사회와 도서관서비스전략」의 온라인 교육 과정
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고령자 대상 디지털 정보활용능력 교육은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에서 디지털정
보 격차 해소를 위한 고령자 이용 교육으로 55세 이상 고령층 이용자를 대상으로 상·
하반기에 나누어 문서편집 교육, 스마트폰 및 SNS 활용 등의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
다. 이외 고령자를 포함한 일반 이용자 대상의 디지털 정보활용능력 교육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고 있다.

❍ 국립중앙도서관을 제외한 국내 국가 단위 도서관 가운데에서는 일반적인 편의시설
설치와 돋보기와 같은 단순 독서보조기기를 구비하고 있을 뿐 고령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가 별도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내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사
례는 국가도서관뿐만 아니라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 국내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사례는 다양한 서비스 유형과 내용으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국가 단위의 도서관뿐만 아니라 일선 공공도서관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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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서활동 서비스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도서관 ‘내 인생을 쓰는 방법’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도서관은 중고령층(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도서관 상주 작가
와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자서전 프로그램인 ‘내
인생을 쓰는 방법’을 운영하였다.

§

특히, ‘2017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중고령층이 자서전 쓰기를 비
롯 다양한 활동을 통한 자기 이해 향상과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총 8회의 서
비스를 진행하였다.

§

도서관에서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작가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서전 쓰기를 배움
으로써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프로그램 종료 후 자발적인 후속 모임을 통해 지
역주민의 문학 커뮤니티가 구성되었으며, 상주작가와 자서전 제작 및 출간 기념 축하
를 하며 중고령층의 성취감을 고취하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켰다.

[그림 1]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도서관 ‘내 인생을 쓰는 방법’
❍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도서관 ‘책 읽는 풍경’
§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도서관은 정보문화에 소외된 고령자를 찾아가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독서자료 제공과 독후 프로그램 ‘책 읽는 풍경’을 운영하였다.

§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는 독서환경이 조성되도록 거제사랑의집을
방문하여 총 20회 차로 진행되었으며, 고령층에게 회 차별 선정된 책과 다양한 독후
활동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독후 프로그램 ‘책 읽는 풍경’으로 지역사회통합과 교육·문화·복지의 기반 기관으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통해 계층 간 지식·문화의 격
차를 해소하는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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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도서관 ‘책 읽는 풍경’

2) 여가문화 서비스

❍ 경기도 성남시 수정도서관 ‘손주돌봄교육’
§

경기도 성남시 수정도서관은 예비 조부모・조부모 어르신을 대상으로 육아상식과 독
서정보 등을 제공하는 ‘손주돌봄교육’을 운영하였다. 즉, 기초생활수급자, 조부모 가정
등의 거주비율이 높은 지역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자녀세대와의 육아 방법에 따른 갈등해소 및 조부모 역할 증대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손자녀와의 올바른 관계 만들기, 손자녀의 자존감 높이기,
사랑톡톡 성장쑥쑥 베이비마사지, 손자녀와의 대화법, 손자녀와의 책읽기와 책놀이,
부모, 자녀, 손자녀 3대가 행복하기 등이 있다.

§

건강한 육아 및 올바른 독서를 위한 독서정보를 제공하고 배려와 존중이 공존하는 가
족문화를 확산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림 3] 경기도 성남시 수정도서관 ‘손주돌봄교육’
❍ 대구 수성구 범어도서관 ‘행복한 100세 경영 아카데미’
§

대구 수성구 범어도서관은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은퇴 후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재무·건강·여가 활동 등 다양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알려줌으로
써 명품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행복한 100세 경영 아카데미’를 운영하였다.

§

100세 시대를 대비하고 전문적인 재무관리 및 건강·여가와 관련된 강연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노후 생활을 도울 정보 제공하였다. 한편, 은퇴 후 고령층의 스트레스 해소
나 정신적 공허함을 충족시켜 건강한 고령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 주고 있다.

§

상반기(3~5월) 하반기(9~11월)로 나누어 각 10차 총 20회를 운영하였으며, 정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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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강연을 통한 고령층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고령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 대구시 수성구 범어도서관 ‘행복한 100세 경영 아카데미’

3) 리터러시 서비스

❍ 울산시 울주군 울주도서관 ‘글나래학교’
§

울산시 울주군 울주도서관은 학령기에 학교를 다니지 못한 성인들에게 일상생활에 필
수적으로 요구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글나래학교’를 운영하였다.

§

학력기에 학교를 다니지 못한 성인들의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일상생
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사소통능력, 수리력, 문제해결 능력, 정보화 능력 등 기
초능력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

교육 과정은 교과 영역, 재량활동, 특별활동의 3단계로 운영되며, 평가는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로 구성되었다. 이수자에 대해서 향후 초등학력 인정을 위하여 학습이력을
누적 관리하였다.

[그림 5] 울산시 울주군 울주도서관 ‘글나래학교’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도서관 ‘5080 컴퓨터 교실’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도서관은 지식정보사회에 필요한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고 정보
소외계층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고령층을 위하여 컴퓨터 사용 기초 및 한
글, 인터넷 활용법을 중심으로 ‘5080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였다.

§

교육내용으로는 컴퓨터 사용 기초(프로그램 실행 및 종료, 폴더 활용), 한글 기초(문서

국립중앙도서관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정보서비스 개발 연구｜34

작성 및 저장, 표 및 그림 삽입, 인쇄하기 등), 인터넷 활용(검색창 활용법,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이메일 작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

‘5080 컴퓨터 교실’ 운영을 통해 고령층에게 도서관에서의 폭넓은 학습경험으로 도서
관 이용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도서관은 평생교육 증진을 통한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
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6]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도서관 ‘5080 컴퓨터 교실’

4) 자료제공 서비스

❍ 인천시 동구 화도진도서관 ‘대면낭독 프로그램’
§

인천시 동구 화도진도서관은 장기요양중인 요양원 고령자를 대상으로 건전한 여가 선
용과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는 독서활동을 통해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독서연계활
동을 통한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대면낭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해당 프로그램은 노인성질환 및 파킨슨씨 병으로 장기입원중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도
서관 내 ‘소리빛사랑회’ 봉사회원들이 고령층의 정서 및 이해력 수준에 맞는 도서 전
래동화나 동화책을 선정하여 읽어드리고 노래 같이 부르기, 간단한 대화 등으로 수업
을 진행한다.

§

2011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기 요양 고령자의 정서
적 안정감 도모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독서와 결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독서소외
및 장애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림 7] 인천시 동구 화도진도서관 ‘대면낭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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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울주군 선바위도서관 ‘청춘 60 코너’
§

울산 울주군 선바위도서관에서는 건강한 100세, 인생 2모작을 준비하는 고령자 대상
도서 코너인 ‘청춘 60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

‘청춘 60 코너’에는 문학 분야에 치우친 큰글자도서 뿐만 아니라 40대 이상의 중·장
년층을 대상으로 재테크와 건강 상식은 물론 인문학, 심리학, 여행까지 다양한 주제의
일반 도서를 함께 비치하고 있다.

§

또한, ‘청춘 60 코너’는 별도의 자료실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자료실 내 고령자를 위한 주제도서 및 큰글자도서를 비치하여 고령자 맞춤형 자료 제
공을 통해 고령층의 독서문화격차 해소 및 행복한 책읽기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그림 8] 울산시 울주군 선바위도서관 ‘청춘 60 코너’

5) 치매예방 서비스

❍ 대구시 수성구 고산도서관 ‘책으로 마음치유하기’
§

대구시 수성구 고산도서관은 정보소외계층인 경도인지장애 고령자에게 다양한 비약물
적 독서요법을 실시하여 정서적인 문제를 통찰하고, 우울증 감소 및 사회성 증진할
수 있도록 ‘책으로 마음치유하기’를 운영하였다.

§

‘책으로 마음치유하기’는 독서치료자격증 소지 강사가 약 5개월 동안 노인병원의 경
도인지장애 고령자를 주 1회 방문하여 그림책을 통한 우울증 감소와 기억력 향상을
위한 비 약물적 독서요법으로 진행되었다.

§

‘책으로 마음치유하기’ 프로그램을 통해 경도인지장애 고령자들의 인지력・감정균형・
자아존중감 향상, 대인관계 개선, 우울증 감소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림 9] 대구시 수성구 고산도서관 ‘책으로 마음치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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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유성구 관평도서관 ‘치매극복 프로젝트’
§

대전시 유성구 관평도서관은 치매극복선도도서관으로 도서관을 통해 최신 치매정보를
전달하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치매 관련 추천도서 및 영상•
큰글자도서•건강 도서 등을 제공하는 ‘치매극복 프로젝트’를 운영하였다.

§

‘치매극복 프로젝트’를 통해 치매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독립된
치매도서 코너 설치 운영하여 치매관련 전문가 추천도서 목록 제공 및 치매 영상 상
시 상영하고 큰글도서 코너를 함께 운영하였다.

§

이외에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시 고령자서비스 프로그램 요구를 조사하여 프로그램으
로 <두근두근 뇌운동> 운영하였다. <두근두근 뇌운동> 프로그램은 충남대학병원 신경
과 전문의 특강을 시작으로 대전광역치매센터 작업치료사가 진행한 신문을 활용한 인
지활동, 수공예 활동 등 치매 예방 및 극복에 도움이 되는 체험 위주의 뇌 운동교실
로 운영되었다.

[그림 10] 대전시 유성구 관평도서관 ‘치매극복 프로젝트’

6) 자원봉사 서비스

❍ 인천시 북구 북구도서관 ‘금빛 평생교육 봉사단’
§

인천시 북구 북구도서관은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100세 시대에
전문직 퇴직자의 우수한 노하우를 교육 봉사로 연계하여 고령층을 삶의 질 향상을 도
모하고자 ‘금빛 평생교육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

고령 인적자원 발굴 및 활용 극대화하기 위해 세대 교류 및 이해 증진,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재교육을 통한 봉사자 능력 개발, 수요처와의 파트너십 강
화를 통해 봉사활동 기반을 향상하였다.

§

실버세대의 ‘금빛 평생교육 봉사단’ 활동은 전문직 퇴직자에게 평생교육 봉사자로서
새로운 역할 부여 및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긍정적 은퇴자상을 확립하는데 기여
하였다. 한편,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고령인력을 지역사회 평생교육자원으
로 활용하여 실버세대의 교육기부 활성화를 통한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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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인천시 북구 북구도서관 ‘금빛 평생교육 봉사단’

7) 일자리 서비스

❍ 경기도 ‘경기 은빛 독서 나눔이’
§

경기도는 도내 26개 시・군 공공도서관을 통해 정보소외계층의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고령층과 어린이 간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경
기 은빛 독서 나눔이’를 운영하고 있다.

§

현직에서 은퇴한 고령자에게 정보소외계층 아동 대상 동화구연, 독서퀴즈, 독서토론,
독서논술, 공공도서관 이용법, 정보활용법 등 지도하고 경기은빛독서나눔이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부여하고 있다.

§

‘경기 은빛 독서 나눔이’ 통해 고령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도내 고령층 인력의
자기계발, 사회봉사, 경제활동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 있다.

[그림 12] 경기도 ‘경기 은빛 독서 나눔이’

8) 건강운동・건강정보서비스

❍ 경남 밀양시 밀양도서관 ‘튼튼방’ 운영
§

경남 밀양시 밀양도서관은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및 전신안마기, 온열침대, 실내
자전거 등 건강보조기구를 비치해 고령층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튼튼방 운영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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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밀양시 하남도서관 ‘도서관과 함께하는 힐링타임’
§

경남 밀양시 하남도서관은 농촌과 고령자 인구가 많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수지침 등
실생활 건강정보 제공하는 ‘도서관과 함께하는 힐링타임’을 운영하였다.

§

고령 인구가 많은 도서관 주변 환경을 분석하여 바쁜 농사철을 피하고 농번기를 고려
해 마을회관으로 찾아가서 지역 고령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석율과 만
족도와 호응도가 높게 진행되었다.

[그림 13] 경상남도 밀양시

[그림 14]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도서관

밀양도서관 ‘튼튼방’ 운영

‘도서관과 함께하는 힐링타임’

9) 소결
❍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를 국내 사례 조사 결과, 고령층의 사회문화적 환경변화
와 노화로 인한 신체 능력 저하, 건강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노후에 행복한 여가 생활을 위한 문화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독서 프로그
램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여 경제적 자립과 자존감 향상을 위해
일자리 사업 참여하는 사례를 확인하였다. 또한, 한글 교육과 컴퓨터, 디지털 기기
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고령층의 리터러시를 향상할 수 있는 사례, 치매 관련 정보
및 고령자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 운영 등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 국내 사례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의 고령층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접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디지털 기기에 대한 교육에 있어 수준별·기기별 등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후 사후 연계 프로그램으로 고령자의 개별적인 정보욕구에 따른 교육 프
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따라서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
해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운영하여 수강자인 고령자의 만족도 향상과 국립
중앙도서관 이용 활성화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이와 연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 수
료 이수자 가운데 선발하여 고령층 스스로가 고령자를 대상으로 1차적인 도서관 서비
스 제공자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고령 이용자의 자존감 향상과 국립중
앙도서관 내부 직원의 감정적인 피로도 및 업무량의 감쇄 효과 제고를 통해 국립중앙
도서관 노인 대상 도서관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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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일부 단위 공공도서관에서는 고령층 선호 주제의 큰글자도서 중심의 장서 제공
과 치매예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 수준의 사례가 있었다. 여기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고령층에 대한 단편적이고 전문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국립중
앙도서관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수혜자인
고령자와 제공자인 사서와 관련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이 요구된다. 제공 가능한 정보의 내용으로는 고령과 관
련된 관련 각종 통계자료, 선호 주제별 다양한 수준과 형태별 정보원, 고령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 정보 및 사례, 노인 대상 도서관 서비스 전문교육 등이 필요하다.

나. 국외 사례
❍ 해외 국가 도서관 가운데 고령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미
국, 캐나다,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스위스, 핀란드, 덴마크, 중국, 일본, 싱가포
르의 국가 도서관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싱가포르 국립도서관만이 고령 이용자에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의회도서관을 비롯한 국가
도서관 대부분은 고령 이용자만을 한정하지 않고 장애가 있는 이용자를 위한 도서
관 이용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 범주에 거동이 어려운 고령 이용자
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국외 도서관 사례는 국가 도서관에 한정하지 않고 고령화가 진전된 나라의 도시지
역에 위치한 지역대표도서관을 위주로 하였으며 고령층 대상 서비스 내용에 시사점
이 풍부하고 다양한 지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 조사대상 도서관은 싱가포르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Singapore), 일본 지바
현립도서관(千葉県立図書館),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도서관(California

State

Library),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도서관(Brooklyn Public Library),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주립도서관(State Library of New South Wale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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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 싱가포르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Singapore)은 홈페이지에 어린이, 청소년,
성인, 고령자(seniors)으로 나누어 연령대별 서비스 안내를 제공한다. 고령 이용자
는 50대 이상을 가리키며 소장 자료 안내(browse)와 추천 프로그램 메뉴에서 고령
자 대상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홈페이지
❍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이 제공하는 고령 이용자 대상 서비스는 고령자를 위한 자체
발간 잡지, 추천도서 목록, 전자자료, 큰글자도서, 무료 인터넷 핫스팟, 특화 교육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도서관 투어 등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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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의 고령 이용자 대상 서비스
구분

내용
- 2014년부터 연 4회 고령자를 위해 『Time Of Your Life』 발행.
- 내용은 모바일 앱 사용법, 건강 식품, 노후 생활, 사서의 책 추천, 스

잡지 발행

도쿠와 같은 숫자게임 등으로 구성됨.
- 공공도서관에 무료로 제공하며 디지털판을 다운받을 수도 있음.
- 영어, 중국어, 타밀어,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됨.
- 고령자를 위한 건강, 요리, 퇴직 후 재무 설계, 여행, 취미 등에 관한
추천도서 목록 ‘evergreen topics’을 제공함.

추천도서

- 도서관 홈페이지에 일부 공개하고 있으며 각 주제별로 선정된 책 표
지와 기본적인 서비사항 및 내용요약을 제공함.
- 영어, 중국어, 타밀어,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됨.

전자자료

- 전자책, 전자신문 등을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아이디로 집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싱가포르 내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큰글자도서를 이용할 수 있음

큰글자도서

-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목록에서 “large type books” 검색
하여 찾을 수 있음.

무료 인터넷

- 싱가포르 국민 혹은 영주거주자 중 고령자에게 매일 한 시간의 무료

핫스팟

인터넷 접근을 공공도서관 내 어느 멀티미디어 자료실에서든 제공함.

Silver
Infocomm
Junction

50+를 위한
취미 동아리

- 디지털 정보, 디지털 자원에 접근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함.
- 교육 프로그램 예시: ‘iKnow’ Computer(레벨 1, 레벨 2), ‘iPad’
series.
- 취미를 공유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그룹 도서관 직원이 도서관 자료
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을 정기적으로 운영함.
- 프로그램 예시: 최근이슈, 건강과 운동, 예술과 공예, 스토리리딩 등

고령
방문자를
위한 도서관

- 요청에 따라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안내를 제공함.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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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이 발행하는 고령자 대상 잡지
❍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은 2016년 성인의 독서 습관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6 National Reading Habits Study on Adults). 20대 이상 성인 3,515명에
대한 방문 조사와 연령별 18개 그룹 총 163명에 대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

조사 결과, 책을 읽는 성인의 98%는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논픽션류를 읽지만 57%
만이 픽션류를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픽션을 읽는다고 답한 20대는 82%인 것
에 비해 60대 이상은 35%에 그쳐, 연령이 높아질수록 픽션류를 적게 읽는 것으로 나
타났다.

§

60대 이상 남성은 논픽션류 중 싱가포르 관련 도서(69%), 시사정치 관련 도서(57%),
건강운동 관련 도서(42%) 순으로 많이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교육수준에 따라 차
이가 나타나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 건강운동 관련 도서보다 금융경제 관련 도서를
많이 읽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행, 컴퓨터 및 IT, 스포츠, 자조(self-help), 과학기술
관련서도 응답자의 30% 이상이 읽는다고 하여 많은 종류의 독서를 하였다.

§

60대 이상 여성은 싱가포르 관련 도서(58%), 요리 관련 도서(58%), 건강운동 관련 도
서(53%), 시사정치 관련 도서(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다양한 책을 읽었으며 남성과 달리 여행, 패션뷰티, 가족양육에 관한 도서를 읽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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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지바 현립도서관
❍ 지바 현립도서관(千葉県立図書館, Chiba Prefectural Library)은 지바현의 지역대
표도서관으로서 중앙도서관, 서부도서관, 동부도서관의 3곳이 있다. 현립도서관은
현 내 핵심적 조사연구도서관으로서의 기능, 공공도서관 네트워크 중심관으로서의
기능, 도서관 미설치 지역의 독서시설을 보완하는 기능, 공공도서관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실시 등을 기본 방침으로 운영된다.
❍ 특히, 동부도서관에서는 2014년 ‘시니어’ 지원 정보서비스로 자료 코너, 패스파인
더, 관련 링크, 관련 이벤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고령자를 지칭하기 위해 외래어
인 ‘시니어’를 사용하고 있다. 각 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일본 지바 현립도서관의 고령 이용자 대상 서비스
구분

내용
- 명칭은 ‘はつらつライフナビ’(발랄한 인생 내비게이션)이며 고령 세대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테마별로 전시함.

고령자를 위한
자료 코너

- 자료 코너의 테마는 병과 예방법 등 ‘건강’에 관한 자료, 즐거움과 보람
을 찾기 위한 ‘취미’ 관련 자료, 알찬 노후를 보내기 위한 ‘인생계획’ 관
련 자료 등이고, 코너에 소개한 자료 목록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확
인할 수 있으며 자료 이용 예약이 가능함.
- 자료 코너에서는 관련 사업의 팸플릿이나 전단지를 배부함.
- 특정 테마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찾고 싶을 때 참고하기 좋은 기본자료
와 조사 방법에 대해 사서가 작성한 안내문인 패스파인더를 제공함.
- 테마는 치바현 관계, 종합·신문잡지,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기술·

패스파인더

산업, 아동자료로 카테고리가 나누어져 있음.
- 고령자 지원 관련 정보로는 중장년 취업에 유용한 정보, 의료정보, 자서
전 쓰기, 상속 및 유언, 여생을 마무리하는 활동, 회상법, 치주병, 원예
등이 있음.
- 기본 PDF판으로 작성되며, HTML판으로도 작성되기도 함.
- 고령자 유관기관의 웹사이트를 안내함.
- 지바현 고령자 복지과(고령자 상담창구 안내, 현 내 고령자 관련 정보

관련 링크

등 게재), 지바현 지역포괄지원센터(지역 주민의 건강 및 생활 상담, 의
료 지원을 담당), 지바현 생애대학교(5세 이상 주민을 위한 현립(県立)교
육기관).
- 지바현립도서관이 주최한 관련 이벤트 정보를 제공함.

이벤트 정보

- 과거 노후 생활설계, 연금 기초지식,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는 식사, 건망
증과 치매 등과 관련한 강좌가 개최되었음.

국립중앙도서관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정보서비스 개발 연구｜44

[그림 17] 일본 지바 현립도서관 홈페이지
❍ 지바 현립도서관이 발간한 2017년 요람에는 이용자 서비스 업무 가운데 고령자 및
장애인 서비스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千葉県立図書館 2017). 고령자 중 시
력이 많이 쇠퇴하였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는 장애인 서비스와
공통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녹음도서의 대출 및 제작, 대면낭독, 활자자료를 텍스트 데이터로 만들어 음성 서비
스, 디지털 녹음도서의 인터넷 이용 제공, 도서관 낭독자 양성, 연수회 개최, 독서지
원기기 활용 강좌 개최, 장애인을 위한 인터넷도서관 활용 강좌 개최, 고령자서비스
관련 직원 연수회 개최 등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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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 공공도서관

❍ 미국 ALA에서 발간한 『50+ Library Services: Innovation in Aciton』(2013)에
따르면 미국 도서관에서 나이든 성인(older adults)을 위한 서비스는 현재 초보적
인 단계이며, 대체로 산발적이고 고르지 않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기관이나
전문가 차원에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Schull, 2013).
❍ 미국에서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발상은 2000년대 초반 대두되
기 시작하였으며 애리조나를 시작으로 코네티컷,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와 다른
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Schull, 2013).
❍ ALA, OLOS(Office for Literacy & Outreach Services)가 작성한 툴킷 「Keys
to Engaging Older Adults @ Your Library」(2010)에는 우수 프로그램으로 앨러
미다 카운티 도서관(Alameda County Library, Older adult services), 브루클린
공공도서관(Brooklyn Public Library, Service to the aging), 크랜스턴 공공도서
관(Cranston Public Library, Books at home), 올드브릿지 공공도서관(Old
Bridge Public Library, Senior spaces)을 소개하였다. 2018년 8월 각 도서관 홈
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현재에도 서비스를 운영하는 도서관은 세 곳이며, 앨러미다
카운티

도서관은

50세

이상

이용자의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는

서비스로서

Accessibility services로 명칭을 바꾸어 운영하고 있고, 브루클린 공공도서관은
Services for older adults로 제공하고 있다.
❍ 미국 사례는 위 우수 프로그램을 참고로 앨러미다 카운티 도서관이 있는 캘리포니
아주의 주립도서관과 도시지역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루클린
공공도서관을 심층 조사하였다.
❍ 미국 뉴욕주의 브루클린 공공도서관(Brooklyn Public Library)은 미국에서 5번째
로 큰 도서관 시스템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 고령화에 대한 서비스와 특별 부서를
설치하여 연령대가 높은 성인 서비스의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다. 아웃리치 서비스
와 성인 프로그램에 강한 전통을 배경으로 비교적 젊은 50대 이상을 포괄한 노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Schull 2013).
❍ 브루클린 공공도서관이 나이든 성인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50세 이상 이용자
를 대상으로 하며 강좌, 영화 상영, 각종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 미국 브루클린 도서관에서 50대 이상 이용자를 위해 제공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은 다음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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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 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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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 도서관의 고령 이용자 대상 서비스
구분

내용
- 도서관이 평생교육 예술분야 네트워크에 일원으로 참여하여 50세 이

Creative Aging

상을 위한 예술 워크숍을 제공.
- 공공도서관에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업인 Lifetime Arts와 협
력관계를 맺고 2011년 시작됨.

Library Lane

Never Too Late
To Learn
Our Streets
Our Stories

- Xbox를 사용하여 가상으로 볼링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매월 토너먼
트를 실시.
- 매 분기마다 고령자를 위한 컴퓨터 강의를 실시. 컴퓨터 기본, 인터
넷, 이메일, 온라인 건강정보, MS오피스(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페이스북 등의 활용법.
- 오랫동안 브루클린에 살아온 주민에게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구술사 기록을 남기는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운영.
- Books-to-Go: 요양기관, 시니어센터 등에 있는 고령자에게 읽을 거
리를 제공함. 영어로 된 큰글자도서, DVD, 오디오북 등.
- Books by Mail: 재택, 시력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자료배달 서비스

빠르고 편리한 자료 제공.
- 재택자들을 위한 원격 프로그램: 재택 또는 요양기관에 거주하는 고
령자를 위한 텔레컨퍼런스와 온라인 코스를 매월 실시함.
- 요양기관, 시니어센터, 레지던스 서비스: 도서관 직원이 거리 행사,
고령자 거주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브루클린 내 도서관 이벤트 및 강좌의 개최 일정을 공지함.

이벤트 및

- 도서관별로 혈압검사, 부담이 적은 운동, 의자 요가, 컴퓨터 기초,

강좌 개최

Ask a Tech, 은퇴후 여행 계획, 뜨개질 동아리, 성인 컬러링, 각종
보드게임, 글쓰기 프로그램이 열림.
- 도서관 직원이 선택한 추천도서 목록 ‘Staff picks’ 제공

추천도서

- 큰글자소설(로맨스), 여름독서, 과학과 영양으로 나누어 각 5~6권의
책 추천

❍ 브루클린 도서관의 고령화 서비스 부서에는 정규직원 외에 추가로 고령 이용자 중
유급 고령자 보조원(paid senior assistants)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고령자
보조원은 브루클린의 다양한 지역에서 열리는 프로그램 및 이벤트를 지원하는 역할
을 수행하며, 각자 한 요양기관이나 공공도서관과 같이 특정한 곳을 담당한다. 고
령자 보조원은 주민들과 밀접한 프로그램 계획을 제안하기도 하며 브루클린 도서관
고령자서비스의 심장이자 영혼이라고 평가받고 있다(Schul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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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클린 도서관 고령자 대상 서비스의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다(Schull 2013).
§

고령화(aging) 서비스 부서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으며 해당 부서가 도서관에서 핵
심적인 부분으로 인식되었고 전담 직원이 있음.

§

고령자서비스의 가치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해 노력함.

§

중년 및 고령 주민을 포함한 모든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광범한 프로그램 제공.

§

50+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문화 프로그램 마케팅에 집중함.

4)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립도서관

❍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 주립도서관(State Library of New South Wales)은 뉴사
우스웨일즈 공공도서관(New South Wales Public Library)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고서 『Active, Engaged, Valued: Older people and NSW Public Libraries』
(2006)를 발간하였다. 호주 사회의 고령화 현상에 대한 이해, 관련 법정책, 이해관
계자와 전략적 파트너십 등을 서술하고 도서관의 대응방법을 논하였다(Joseph
2006a; 2006b).
§

뉴사우스웨일즈 지방정부는 일반적인 고령자는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호주 원주민
은 45세 이상, 초고령자('old' old)는 85세 이상으로 파악하였다.

§

그동안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전형적으로 제공되어 온 고령자 대상 서비스는 여가를 위
한 독서 자료(문학, 취미와 관심사), 쉬운 영어로 된 정보(의회, 건강, 법 관련), 커뮤
니티 정보(지역 사회에서 이용가능한 서비스에 관한 디렉토리 및 데이터베이스로 대
부분 온라인 형태), 족보, 지역 역사 정보, 재택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큰글
자도서, 오디오북, 지역 언어 자료, 신문과 잡지, 독자지원 서비스 등이다.

§

고령자를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 사람, 간병인, 손주를 양육하는 조부모, 치매환자, 그
레이 노마드(grey nomad) 등과 같이 다양한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레이 노
마드는 최소 3개월 간 호주 국내를 혼자 여행하는 50세 이상의 사람을 가리키며 이
들의 도서관 방문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 정보, 커뮤니티 정보, 상호대차, 인터넷 접
근, 순회 컬렉션 등의 서비스가 요구되었다.

§

도서관에서 고령층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은 긍정인 일이지만 도서관 유급 직원과
구별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호주 국내 자원봉사 관련 단체를 소개하
였다.

§

도서관 직원 중에도 베이비붐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을 인식하고 인력 구
성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

도서관 건물은 세대통합적인 디자인과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설계할 것을 주문
하였다.

§

결론적으로 공공도서관이 고령층에게 핵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만남의 장
소, 생활 및 레저 관련 정보, 여가를 위한 독서자료, 인터넷 접근과 활용 능력 개발,
활기있고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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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립도서관 홈페이지
❍ 뉴사우스웨일즈 주립도서관 홈페이지에는 공공도서관의 중요한 이용자로 증가하고
있는 퇴직자와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가 중요함을 밝히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인
Tech Savvy Seniors 서비스, 각 도서관에서 고령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목록, 관련 링크가 제시되어 있다.
§

Tech Savvy Seniors는 뉴사우스웨일즈 정부와 정보통신 관련 민간 회사인 Telstra
가 협력하여 공공도서관과 지역대학에서 비용 부담 없이 고령층에게 기술 교육을 실
시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내용은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인터넷, 이메일, 소셜 미
디어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초 기술과 사이버 보안, 온라인 쇼핑, 온라인 뱅킹 활용
법 등을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영어 뿐만 아니라 아랍어, 중국어, 그리
스어, 힌디어, 이탈리아어, 한국어, 스페인어, 베트남어로도 제공되고 있다.

§

각 도서관에서 참고할 수 있는 고령자서비스 관련 자료는 정부 문서 및 연구보고서
등을 제공하고 있다.

§

관련 링크는 고령화 관련 공공기관 및 공공서비스 웹사이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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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도서관
❍ 캘리포니아 주립도서관(California State Library)은 50세 이상에 대한 정보제공
웹사이트 Transforming Life After 50(TLA50)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고령화 및
노화로 인한 변화를 둘러싼 다양한 정보 다루고 있으며 도서관뿐만 아니라 중년 성
인에 관련한 모든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 TLA50은 고령 이용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대
표도서관이 고령자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각 공공도서관 및 관련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과 책무에
국가도서관으로서 전국 도서관의 발전과 서비스를 지원·계도하는 선도적 역할이 있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례이다.
❍ TLA50은 미국 도서관계에서도 특유의 독자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며 교육, 온
라인 자원, 사업 기금, 네트워킹 포럼 등을 제공하고 주변 주와 협력하여 관련 프
로그램 확장하고 있다(Schull 2013). TLA50은 중년 및 고령 성인에 대한 이해와
도서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일종의 도서관 직원 교육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 캘리포니아 주립도서관은 2007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230명의 도서관 응답자 중
65%가 중년층 성인이었으며 이들은 도서관의 중요한 이용자이지만 6%만이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증가하는 고령 인구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TLA50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였다. TLA50 이니셔
티브의 모든 교육 내용, 도구 및 프로그램 모델이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며 새로
운 정보가 지속적으로 추가되었다.
❍ 캘리포니아 전역에 TLA50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아이다호 도서관, 오레곤주 주
립도서관 및 워싱턴주 주립도서관과 협력하게 됨에 따라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IMLS) Western Regional Fellowship이 도입되었다.
IMLS Fellowship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교육 받고자 하는 도서관 직원에게 1년
동안 계속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36개

도서관은

Library

Services

and

Technology

Act(LSTA) 기금을 통해 교육 받았고, 교육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였다. 이로 인해
계획 보조금, 새로운 커뮤니티 협력, 혁신적인 자원봉사 기회, 참신한 프로그램 모
델과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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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도서관이 운영하는 TLA50 홈페이지

6) 소결

❍ 조사대상 국외 도서관에서 고령자서비스의 적용 대상은 대체로 50세 이상 또는 55
세 이상이었으며 50대를 포괄한 넓은 범위의 연령대로 하고 있었다. 본격적인 노년
기에 들어가기 전 노년을 준비하는 시기부터 서비스를 설계하여 고령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서비스 명칭에는 seniors, older people, older adults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50+’와 같이 중립적인 숫자로 표기하거나 ‘발랄한 인생’과 같이
활동성이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Schull(2013)은 seniors가 아닌
55+와 활동적인 성인(active adults)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사소한 차이일
지 모르지만 도서관 입장에서 잠재적인 이용자에 대한 시각과 고령자에 대한 태도
에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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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자원과 관련한 서비스로는 큰글자도서, 오디오북과 같이 읽기 쉬운 형식의 자
료를 구비하고, 주제 측면에서 고령 이용자의 관심이 높은 각종 정보 자료, 여가용
독서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지역 역사 및 족보 자료도 적합한 자료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주제별로 추천도서 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거나 도서
관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컬렉션으로 제공하는 도서관이 있었다.
❍ 서비스 및 프로그램으로는 고령층을 위한 강좌 및 행사 개최, 동아리 활동 지원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고령 세대를 위한 잡지를 발행하거나 패스파인더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도서관이 있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투어를 실시
하여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이용방법 안내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고령자에게
필요한 정보로서 고령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의 웹사이트 링크
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도서관은 도서관 직원 및 관련
종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독자적인 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
고 있었다.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주력하고 있는 도서관은 강좌를 개설하고 신청자를 받는
형식으로 운영하였으며 교육 내용은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인터넷, 이메일, 소
셜미디어 등이 기초 이용법이 주로 많았다. 건강정보와 같은 디지털 정보 및 자원
이용법, 문서작성 소프트웨어, 온라인 쇼핑, 온라인 뱅킹 활용법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었다.
❍ 인적자원 측면에서는 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고령 세대에 대한 이해와 서비스 개
선 방안을 강구하는 교육 연수를 실시하거나 참고 자료 목록을 제공하는 도서관이
있었다. 도서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 이용자를 유급 보조원으로
활용하거나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도서관이 있었다.
❍ 시설 및 설비 측면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장애인 이용자와 더불어
신체적, 심리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한 곳이 많았다. 덧붙여 거동이 불편한
고령 이용자를 위하여 자료배달 서비스, 재택 도서관 서비스(거주지 방문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곳이 있었다.
❍ 국외 도서관의 고령자 대상 서비스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캘리
포니아 주립도서관 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이 다른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중선으로
구분하여 가장 오른쪽 열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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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국외 도서관의 고령자 대상 서비스
구분
서비스
대상

싱가포르 국립
- 50+

일본 지바 현립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

- ‘시니어’(연령 미표기)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 50+

- 55+(지방정부 기준)

- 도서관 직원 및 관련 종
사자 (고령자 범위는
50+)

여가용 독서자료
쉬운 영어로 된 정보
커뮤니티 정보
족보
큰글자도서, 오디오북
지역역사, 언어 자료
신문과 잡지

- 노화 및 사회 고령화 관
련 소식
- 커뮤니티, 경제적 안정,
건강, 평생학습, 정신건
강, 자원봉사, 일자리
등관련 정보

큰글자도서
전자자료 재택 이용
추천도서 목록
무료 인터넷

- 고령자를 위한 자료 코
너 설치: 건강, 취미, 인
생계획 주제 도서, 관련
사업 팸플릿 및 전단지
비치

- 추천도서 목록

-

서비스
및
프로그램

- 50+ 전용 잡지 발행
- 취미 동아리 활동 지원
- 도서관 투어 제공

- 패스파인더 제공
- 유관기관 웹사이트 링크
- 노후 생활에 관한 강좌
및 이벤트 개최

- 예술 활동 워크숍
- 가상 볼링
- 지역 주민 구술사 프록
젝트
- 자료배달 서비스
- 이벤트 및 강좌 개최

- 재택 이용자 서비스
- 독자지원 서비스
- 유관기관 웹사이트 링크

- TLA50 웹사이트 구축
운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 Silver
Infocomm
Junction: 디지털 정보
및 자원 이용, 컴퓨터
사용법, 태블릿 이용 강
좌 등

- 인터넷 트러블에 관한
패스파인더 제공

- Never Too Late To
Learn: 컴퓨터 기본, 인
터넷, 이메일, 온라인
건강정보, 문서작성 소
프트웨어, SNS 등

- Tech Savvy Seniors: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
폰, 인터넷, 이메일,소셜
미디어, 온라인 쇼핑,
온라인 뱅킹 활용법 등

(해당 없음)

- 유급 시니어 보조원 활
용

- 도서관 직원을 위한 참
고 자료 목록
- 고령 자원봉사자 활용
- 도서관 직원의 고령화
문제

- 도서관 직원 교육 모델
및 기금 지원

정보자원

인적자원

-

(확인 불가)

- 도서관 직원 연수회 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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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법률 및 가이드라인
가. 「도서관법」
❍ 「도서관법」은 우리나라에서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가장 기본적
인 근거가 되며 타 법률, 자치법규, 관련 기준에 대한 준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
다. 이러한 법률을 통해 도서관은 고령층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
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
생교육의 증진 등의 목적을 가지게 된다.
❍ 동법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를 통해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령자
를 포함한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에서 제
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에는 큰글자도서 및 녹음도서 등의 자료 확충, 제공 및 공동 활
용체제 구축이라는 측면의 정보자원 제공, 다양한 고령자 대상 교육·문화 프로그램
확충 및 제공, 물리적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시설(장비) 제공, 고령자 대상 도
서관 서비스 전문 인력 배치,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관 기관과
의 협력 등이 있다. 또한,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자료 지원, 편의시설(장비) 확충,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
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 「도서관법」에서의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의 근거는 동법을 모법으로 하는 도서
관에서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의 법적인 근거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도
서관 서비스의 내용으로 준용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법 [시행 2018.3.13.] [법률 제15167호, 2017.12.12., 일부개정]
(생략)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제43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
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도서관
은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
이라 한다)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2.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확충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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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2.17.]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개정 2012.2.17.>

1.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편의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제목개정 2012.2.17.]
(생략)

나. 「도서관법」 시행령
❍ 「도서관법」 시행령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법」제19조(업무) 제1항 제8호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고령층을
포함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환경을 개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도서관 서비
스 대상으로서 고령자에 대하여 65세 이상으로 규정하며, 장애인․수급권자․농어촌의
주민과 함께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별표 1] 도서관의 종
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을 통해서는 고령층
대상 이용자의 물리적인 도서관 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관종별 기준 가운데 공립
공공도서관의 전체 열람석 중 10퍼센트 범위의 열람석에 고령자와 장애인의 열람
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도서관법」 시행령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에서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모법으로
의 역할을 하는 법규에서 도서관 서비스의 대상으로 고령자의 범위를 구체적인 연
령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내의 고령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
하는 모든 관종의 도서관에 있어 서비스 대상으로서 고령자를 규정하는 법적인 근
거로서 작용되고 있다. 국가 대표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로 고령층 대
상 도서관 서비스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환경 개선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서 그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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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생략)
제12조(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
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1. 공중의 독서활동 촉진을 위한 독서 자료(「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독서
자료를 말한다) 및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제21조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3. 독서 관련 시설·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전문개정 2009.9.21.]
(중략)
제21조(지식정보 취약계층 등) 법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1.1.17.,
2012.8.13.>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65세 이상의 노인
4. 농어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의 주민
[제목개정 2009.9.21.]

(생략)

다. 「독서문화진흥법」
❍ 「독서문화진흥법」은 제2조(정의)를 통해 고령자를 시각 장애, 고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로서 ‘독서소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독서문화진흥정책을 통해 고령층의 독서 문화 증진,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도서관 등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은 고령자의 도서관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및 독서 기
기 등의 제공을 통한 개선과 고령층을 위한 독서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 「독서문화진흥법」에서는 고령층을 포함하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도서관법」 시행령에서와 같이 중앙행정기관인 국립중앙도서
관이 시행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독서문화진흥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428호, 2016.12.20., 일부개정]
(생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0.>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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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중략)
제2장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수립 등
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5.>

②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독서 자료의 생산과 유통 진흥에 관한 사항
6.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기본 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기본 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략)
제8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생략)

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통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하도록 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
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도서관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쉽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여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고령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기관인 국립중앙도
서관과 공공도서관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정보 접근
및 이용의 보장을 통해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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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 2018.1.25.] [법률 제14905호, 2017.10.24., 일부개정]
(생략)
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
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
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화(이하 "지역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
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중략)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
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
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
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
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
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
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④ 국가기관 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
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ㆍ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일 : 2018.8.22.] 제32조
※위임 행정규칙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17-7호, 2017. 8. 24., 타법개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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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013년판 한국도서관기준」
❍ 우리나라의 도서관기준은 최초 1981년에 발간되었으며 22년이 지난 후 2003년에
개정되어 발간되었다. 그러나 2006년․2009년에 이어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도서관기준에서 관종별 기준에 재검토와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3년에 현재의 한국도서관기준이
발간되었다.
❍ 한국도서관기준에서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관련 내용은 연령, 장애, 언어, 종
교, 교육수준 등 어떠한 이유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주민에 대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도서관기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준에서는 고령자 대상 이용
자의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을 준수하도록 하
고 있다. 고령자 대상 이용자의 지식정보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과의 협력을 통해 균등한 서비스가 수혜 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도서관기준은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법률로써의 효력은 없
지만 「도서관법」과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일선 도서관 현장에서 도서
관 서비스를 구성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으로 준용하고 있다.
2013년판 한국도서관기준
1. 공공도서관기준
1.1 사명과 목적
(중략)
1.1.2 목적
(중략)
7. 공공도서관은 지식정보의 접근․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어린이,
다문화, 이주민 등)의 도서관 이용기회를 증진시킴으로써 지역 또는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와 국가적 지식정보 확산에 기여한다.
(중략)
1.4 시설
1.4.1 일반원칙
(중략)
15. 공공도서관의 시설과 가구는 「장애인․노인․임산무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서 규정한 각종 기준을 준수하여 연령이나 신체적 장애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설계․
구비되어야 하며, 노인인구 증강 대비한 시설공간의 개선이나 리모델링이 가능하도
록 대비하여야 한다.
※ 1.4.2 시설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준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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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용자 서비스
1.6.1 일반원칙
1. 공공도서관은 무료이용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서비스 대상자의 연령, 인종, 종교,
국적, 언어, 사회적 신분 등을 불문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지식지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거
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략)
1.6.5 지식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1. 공공도서관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고립지역의 거주자, 병원환자, 교정시
설 수용자,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지식정보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2.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내의 다른 도서관, 특수서비스기관 등과 협력하여 특수 이용
집단에 서비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 인력의 배치와 적합한 장서개발이 전
제되어야 한다.
3. 공공도서관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이유로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식정보취
약에게 균등한 서비스 수혜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방문서비스,
낭독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아웃리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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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도서관발전종합계획」
❍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기
본적이고 종합적인 도서관 진흥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5년 단위(제1차: 2008
년~2013년, 제2차: 2014년~2018년, 제3차: 2019년~2023년)로 수립하고 매년 실행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고령자 관련 도서관발전계획을 살펴보면 「제1차 도서관발
전종합계획」에서는 고령자를 포함한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
대’를 통하여 지식정보격차 해소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주요 추진전략
으로는 다음과 같다.
∎추진전략
‣ 노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콘텐츠 제공
- 건강, 운동, 여가, 취미교육 등 관심분야 정보서비스 확대
- 노인 대상 인터넷 및 E-book 이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고령자를 위한 시설 및 자료 확충
- 노인인구를 위한 정보상담서비스 공간 마련 및 독서문화정보 공간 설치 운영
※ 대전 한밭도서관은 60세 이상 노인을 위한 공간인 청록실(99㎡)을 설치하여
독서, 영상, 정보검색 활동 지원
- 노인용 정보화기기 배치 및 큰활자 도서 제공
※ 대한출판문화협회에 큰활자 도서 제작, 판매 활성화 요청
- 노년층 전문서비스 담당사서 배치
‣ 저시력 노인층을 위한 노인친화형 독서환경 조성
- 공공도서관 독서확대기 설치 유도

- 공공도서관 돋보기 및 돋보기안경 배치 및 무료대여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고령층의 건강 등 관심분야 장서 및 정보서비스 개발・제공을 하고자 하였다. 특히
고령자의 경제·문화활동 증가 및 문화향유 수요 증대에 따른 도서관 정보·문화프로
그램 강화 필요가 있음을 직시하였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다음과 같다.
∎추진과제
‣ 대활자본 등 노년층을 위한 장서개발 확대
‣ 건강 등 노인 관심 분야 정보서비스 개발
‣ 노인 이용편의 도서관 환경 조성
‣ ‘책 읽어주는 실버문화봉사단 북북’ 등 독서나눔 활동 강화
※ 노년층 독서나눔 활동은 ‘책 읽어주는 실버문화봉사단 북북(문체부)’, ‘은빛독서

나

눔이 (경기도)’, ‘찾아가는 은빛 동화구연 사업(대전)’,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학
교 프로그램’ 등 운영
※ 영국의 <Books on Prescription> (영국 보건부와 공동 주관, 2013.5~)은 신경증이
나 우울증 등 비교적 경미한 정신질환에 대해 의료인(GP) 등이 처방한 인지행동치
료 장서목록을 작성, 공공도서관에서 약 600만 명에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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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타
❍ 고령자인 대상 도서관 서비스 관련 국내 법률 및 가이드라인으로 「장애인·노인·임
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도서관편
람」 등이 있다.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
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
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서관은 제1
종 근린생활시설로 공공도서관의 용도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시설과 교육연구시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로 구분된다. 따라서
도서관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와 관련하여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고령 이용자가 도서관의 시설 및 정보에 접근
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설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편람」에서는 ‘제2장 도서관 서비스’ 중 ‘2.6 이용자별 도서관 서비스’를 통
해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현황과 해외 고령자서비스의 가이
드라인 소개, 고령층의 도서관 이용 촉진 방법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아. 소결
❍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관련 국내 법률 및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먼저 고령층에 대해 도서관 서비스 대상으로서 장애인과 임산부 등의 계층과
함께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포함해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의
신체적․심리적․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도서관 서비스 이용행태를 볼 때 장애인․임산
부 등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별도의 도서관 서비스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로는 「도서관법」에서 도서관의 책무에서와 같이 자료의
확충 및 공동 활용, 프로그램 제공, 편의시설 및 설비 설치, 전문인력 양성 및 배
치, 유관기관 협력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를 제공하기에 앞서 고령층 당사자들의 정보욕구와 필요성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혜자의 측면을 고려한 설계 및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관련 국내 법률 및 가이드라인 대부분에서
고령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도서관법」
제43조(도서관의 책무)를 통해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도서관이 조치해야할 사항
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고령자를 포함
한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하여 독서환경을 개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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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가이드라인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대표적 국외 사례는
먼저 국제적인 수준에서 도서관계 국제기구인 IFLA의 관련 가이드라인을 검토하
고, 국가 수준에서는 시기성, 내용의 포괄성, 지역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미국, 영
국, 일본의 가이드라인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가.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1) 개요
❍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이 고령자과 관련해 처음 작성한 가이드라인은 2002년
「Guidelines for Libraries Serving Hospital Patients and the Elderly and
Disabled in Long-term Care Facilities」이다. 고령층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
함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후
2007년에는 치매 환자를 위한 도서관 지침인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to Persons with Dementia」를 발표하였다.
❍ IFLA의 2002년 가이드라인은 장기 요양시설에 있는 고령자 및 장애인과 병원 환
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가이드라인이다.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
는 것이므로 도서관의 고령 이용자는 활동에 있어 심신의 불편함이 있다는 전제 아
래 접근하고 있다.
❍ 2002년 가이드라인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사서들을 중심으로 각자의 경험을
기록하는 작업에서 시작하여 문헌조사, 온라인 설문조사, 각국 가이드라인 조사, 실
무 사서의 자문 등을 수행하여 작성되었다.
❍ 2007년 가이드라인은 문화, 문학, 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
이므로 치매 환자에게 기억의 자극과 즐거움을 주는 읽을거리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간 단계의 치매 환자일지라도 문학작품을 읽고 정보를 얻는 활
동이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준 경험에 바탕을 두고, 책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제공
하는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실질적인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치매에
대한 정의, 치매의 단계 등을 설명한 후 치매 환자와 의사소통 하는 법, 치매 환자
를 위한 도서관 자료, 아웃리치 서비스, 관련기관 직원과 협력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 서비스 모델, 큰소리로 읽기 프로그램, 소수자를 위한 서비스, 홍보
방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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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IFLA 2002년 가이드라인은 총 46쪽이며, 크게 서문(Preface), 서론(Introduction),
본론(Libraries for patients)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에는 가이드라인의 제정 이
유와 예비조사 방법 및 과정, 채택된 결과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서론에는 환자
대상 서비스의 역사적 배경,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범위, 용어 정의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가이드라인의 본론은 사명과 목적을 서술한 뒤, 일반적인 권고사항을 이용자, 기관,
물리적 시설, 인력, 예산, 장서, 프로그램과 서비스, 자동화, 홍보, 외부 자원, 고령
자 및 장애인을 위한 고려사항의 11가지 하위 범주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 가이드라인 가운데 장기 요양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활동적인 고령 이용자 대상 서
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인력
1. 규모와 유형
§

직원 규모와 배치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 먼저 모기관의 규모와 유형, 도서관 또는 도
서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대 이용자 수와 종류, 제공 자료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파악해야 한다.

§

적정 직원 수는 직원 유형별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직원 유형은 전문 직원으로서 사서
1명 이상, 전문직 보조원 1명 이상, 기술직 보조원, 사무직 직원의 네 가지이다. 특히,
어떤 경우라도 전문 직원(사서)이 없이는 보조 직원이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2. 역량
§

관리직 사서는 관리행정은 물론 사서직에 관한 철저한 지식, 조직 및 계획 능력, 도서
관 자료 및 서비스가 환자 치료에 기여하는 방법에 대한 강한 감각, 환자·고령자·장애
인의 문제와 도서관 요구에 대한 의식, 의학·심리학·정신의학 용어에 대한 지식, 명확
하게 쓰고 말하는 능력, 판단 능력과 유연성 등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

도서관 직원 모두는 도서관 활용 방법과 더불어 환자·고령자·장애인의 도서관 요구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갖추고, 컴퓨터 및 인터넷 자원을 제공할 때 필요한 기술적 전문성
을 겸비해야 한다.

§

환자를 직접 상대하는 직원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 말 붙이기
쉽고 느긋한 태도, 인내력, 이해력, 공감능력, 듣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 자원봉사자
§

개인 능력에 따라 잘 훈련된 자원봉사자는 도서관 업무의 많은 측면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반납, 기초적인 참고서비스나 정보서비스, 책 배달 서비스,
상호대차, 장서점검, 통계 산출, 파일 정리 등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4. 직무 명세
§

도서관은 유급 직원과 자원봉사자의 직무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67｜Ⅲ. 국내외 법률 및 가이드라인 사례 분석

5. 계속교육과 훈련
§

도서관 서비스 분야는 계속 변화하므로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훈련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및 훈련 내용은 모기관의 직무 연수, 지역
도서관 및 도서관 컨소시엄에서 제공하는 워크숍, 도서관 전문직 단체에서 지원하는
코스, 다른 유사한 도서관의 방문 견학,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되는 세미나, 대학 등에
서 제공하는 문헌정보학 원격교육 및 전자·우편 메일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전문도서
나 학술지, 도서관 관련 업체의 카탈로그 등도 교육 자료가 될 수 있다.

❍ 장서
§

일반적인 요소로서 자료가 좋은 상태일 것, 양질일 것, 가능하면 가볍고 다루기 쉬울
것, 시력이 좋지 않은 이용자를 위해 큰글자도서와 대안적인 형태로 테이프 및 CD,
점자 자료를 구비할 것, 논픽션 자료와 건강정보 자료는 최신성과 권위가 있는 것으로
대안적인 형태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을 제시하였다.

§

일반적으로 장서는 인쇄, 비인쇄 형태로 여가를 위한 독서자료와 건강정보 획득을 위
한 독서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

여가를 위한 인쇄형 독서자료: 하드커버와 페이퍼백, 잡지, 지역 및 전국 신문, 이중언
어 또는 외국어 자료, 점자 자료 및 촉각 자료, 인지적 장애에 대비하는 읽기 쉬운 자
료, 단계별 읽기 자료, 그림책과 같이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는 자료 등

§

건강정보 획득을 위한 인쇄형 독서자료: 일반적인 참고자료로서 사전, 백과사전, 디렉
토리, 의학용어 관련 도서, 주제별 서지 목록 등이 있으며 책, 잡지, 소식지, 팸플릿,
브로슈어 등 다양한 형태를 제공해야 한다.

§

인쇄형 자료의 장서수는 모기관의 규모(침상수)에 따라 다르며, 폐기 및 신규 도서 확
보를 통해 장서수의 일정 비율(최소 15%)을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

§

여가를 위한 비인쇄형 독서자료: 책의 대안 매체로서 오디오북을 카세트테이프, CD,
DVD 등 아날로그와 디지털 형태로 구비한다. 읽어주는 신문과 잡지, 영화·연극·쇼 등
영상 자료, 자막이 있는 것이 좋고 음악 CD, 휴대용 라디오, 게임, 퍼즐, 카드놀이 등
도 제공될 수 있다.

§

건강정보 획득을 위한 비인쇄형 독서자료: 인쇄형 자료와 주제는 같을 수 있으며 기관
내외부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넷을 포함한 각종 전자자료가 있다. 인터넷 자료
는 방대한 양으로 인해 양질의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유용하지만 도
서관이 인터넷 접속을 제공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짓지 않는 것으로 동의를 얻는 것
이 필요하다.

§

독서 보조기기: 돋보기, 독서대, 전자 페이지 넘기기, 책 읽어주는 기기, 청각장애인을
위한 텔레타이프라이터, 자막기, 컴퓨터 터치 스크린, 글자 확대 소프트웨어, 점자 키
보드, 점자 프린터 등을 구비하고, 보조기기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있
으므로 관련 정보를 의식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고려사항 중 고령자의 정의
§

고령자의 구분에 대해서는 연령 관점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60세 또는 65세 이상
을 고령자(elderly, older people)으로 보고 80세 이상은 나이든 고령자(oldest old)
으로 보는 기준과 미국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이 고령층을
65세 이상(aged sixty-five+)과 80세 이상(aged eighty+)로 나누고 있다. IFLA 가이
드라인에서는 ‘elderly’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65세 이상과 80세 이상의 범주로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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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

노화로 인해 고령자가 겪는 괴로움은 기력 감소, 감각능력 제한, 활동성 축소 등과 같
은 신체적 문제와 고독감, 인지능력 쇠퇴,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에서 나타날 수
있다.

§

독서 능력의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독자(active readers), 독서에 중간 정도의 흥미를
느끼는 사람, 독서에 무관심하거나 독서를 꺼리는 사람, 독서에 전혀 흥미가 없는 사
람, 읽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

❍ IFLA 2002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 IFLA 2002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구분
이용자
기관

물리적 시설
인력
예산

장서

내용
-이용자 범위, 도서관 서비스 계획 시 이용자 그룹별 고려사항.
-시설에 설치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연계
로 운영되는 도서관.
-위치, 입구 및 환경, 공간(사용목적, 수용력, 공간 배치), 조명, 가구, 서가,
장비.
-규모와 유형, 역량, 자원봉사자, 직무명세, 계속교육과 훈련.
-예산의 범위를 급여, 장서, 보조기기, 장비, 소모품, 기술 장비, 프로그램,
서비스, 네트워크 및 단체회원가입비 등으로 하고 고려사항을 제시함.
-기본요건, 여가 목적을 위한 독서자료와 건강정보 획득을 위한 독서자료를
인쇄/비인쇄 형태로 나누어 제시함.
-정기적인 자료배달 서비스, 시설 곳곳에 도서 코너 설치, 상호대차 서비스,

프로그램과
서비스

참고서비스, 독서상담, 주제별 서지 목록, 모기관의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
관련 자료 제공,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음악치료, 독서치료, 모임 및
토론 프로그램.

자동화
홍보

-도서관 서비스와 시스템을 자동화할 경우 고려사항 제시함.
-도서관 존재뿐 아니라 소장 자료와 서비스 홍보의 중요성과 방법 제시함.
-연계 협력을 위한 외부 자원으로서 지역의 공공도서관, 도서관 컨소시엄,

외부 자원

국립도서관, 도서관 전문직 단체, 의학 및 보건학 전문직 단체, 목록 업체,
출판사, 인터넷 토론 그룹을 제시함.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고려사항

-고령자에 대해서는 연령, 신체적 정신적 쇠약, 독서 능력, 장서 개발에
대한 고려사항을, 장애인은 장애의 종류와 그에 따른 장서 개발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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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도서관협회(ALA)
1) 개요

❍ 미국도서관협회(ALA)는 산하에 고령 이용자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조직인
RUSA를 두고 있다. RUSA는 다시 6개의 하위 섹션으로 구성되며, 그 가운데 하나
인 Reference Services Section(RSS)는 고령화인구위원회(Aging Population
Committee)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RUSA는 1987년 고령층을 위한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처음 개발하였다. 이후 약 10
년 단위로 1999년, 2008년에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최근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2017년 발표한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with 60+ Audience: Best
Practices」이다.
❍ ALA의 Office for Literacy & Outreach Services(OLOS)도 고령 이용자를 위한
전담팀(Older Adults Task Force)을 구성하고 2010년 툴킷을 발간한 바 있다. 고
령층을 활동적인 고령자(active older adults)와 쇠약한 고령자(frail elders)로 구
분하고 도서관이 고령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작 단계에서 할 일, 주요 용어
설명, 관계자의 참여와 실행을 이끄는 것, 자금지원처에 대한 예시, 고령자에게 접
근하는 방법, 도서관이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 도서관 우수 사례, 홍보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2) 주요 내용
❍ 2008년 가이드라인에서 고령자는 55세 이상을 의미하지만 2017년판에서는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령층에 대한 명칭도 2008년에는 ‘older adults’였으나
2017년에는 ‘60+ audience’로 바뀌었다. 60+ audience를 해석하면 60세 이상의
독자 또는 넓은 의미의 60세 이상의 이용자로 볼 수 있다(윤혜영 2017).
❍ 2017년 가이드라인의 서두에는 1980년대 첫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이래 고령 인구
의 급부상이 도서관에 미친 뚜렷한 영향을 언급한 뒤, 이번 가이드라인의 개정에서
전례 없이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지닌 고령 세대의 다양한 요구와 더불어 고령층
서비스를 위한 기본 원칙을 수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 2017년 가이드라인은 총 4쪽으로 직원 교육(staff training), 정보서비스와 장서
(information services and collections), 프로그램 기획과 제공(programming),
기술(technology), 아웃리치와 협력체제(outreach and partnerships), 재가 고령
자와 특수 환경의 고령 집단 서비스(services to the homebound and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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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s), 시설(facilities), 재원과 예산(funding and budgeting)으로 구성된
8가지 주요 내용과 53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ALA 2017년 가이드라인의 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원 교육
§

도서관 직원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이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

도서관 직원이 고령화 및 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

도서관 직원이 고령화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

모든 직원은 이용자가 흥미를 가질만한 도서관 서비스 혹은 프로그램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로비 서비스, 독자 서비스, 가정배달 서비스, 오디오북 컬렉션, 자원봉사 프로그
램, 독서 지원, 회비 혹은 요금의 취소 등

§

도서관 직원 교육을 위해 지역 기관들과 협약을 맺는다.

❍ 정보서비스와 장서
§

이용자 코디네이터(coordinator) 역할을 담당할 사서를 지정하고, 적어도 한 명의 지
정된 직원이 이용자의 입장에서 도서관 장서와 서비스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용자와 공동체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

표적집단면접 혹은 설문조사를 통해 흥미를 파악한다.

§

다양한 형태의 유인물(온라인, 인쇄물 등 접근이 용이한 형태)을 제작하여 도서관 서비
스를 알림으로써, 지역의 고령층 관련 기관, 고령자 영양 프로그램, 고령 봉사자 프로
그램, 다른 고령자서비스 제공 네트워크와 협업한다.

§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통합한다.

§

이용자, 간병인, 가족 구성원, 지역 사회의 전문 간병인들에게 유용한 자료를 도서관
장서에 포함해야 한다.

❍ 프로그램 기획과 제공
§

커뮤니티의 요구와 흥미에 기반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기회들을 규명해야 한다.

§

통계분석, 표적집단면접, 이용자 설문조사, 커뮤니티 자산 맵핑(community asset
mapping), 전략적 기획 등을 통해 이용자의 구체적인 흥미를 파악하고 이를 다루는
프로그램의 주제를 선정한다.

§

광범위하게 다양한 정보요구와 흥미를 인식하고, 평생학습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기
획한다.

§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특정한 세대 혹은
연령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커뮤니티의 다른 세대통합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지역
학교, 주간 보호시설, 커뮤니티 기관 등과의 협력체제를 고려한다.

§

이용자를 위한 지역 기반의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센터뿐만 아니라 고령자 센터, 지역
고령자 기관, 고령층 취업 기관, 다른 지역 기관들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위한 기회를
추구해야 한다. 협력을 위한 노력은 프로그램 기획 및 전달, 홍보 및 마케팅 프로그램
지원, 도서관 프로그램, 전시 및 서점 목록 제공 등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포함한다.

§

이용자의 발생할 수 있는 시력, 청력, 신체적 약화를 고려하면서 흥미로운 기술 프로
그램을 개발한다. 전자기기와 소셜 미디어 사용법 강좌를 제공한다.

71｜Ⅲ. 국내외 법률 및 가이드라인 사례 분석

§

시니어 센터, 커뮤니티 센터, 양로원, 시니어 주거시설과 같은 도서관 밖의 고령자에게
도서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아웃리치와 협력 기회를 탐색한다. 이와
같은 기관에서 기술 강좌 제공을 고려한다.

§

도서관 전시를 통해 ‘적극적 고령화’(active aging, 경제적 관점에서는 활동적 노화라
고 번역되기도 함)을 촉진한다.

§

도서관에서 이용자가 자원봉사자가 될 기회에 대해 고려한다.

§

효과 평가를 위해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성과 척도를 개발하고 적용한다.

❍ 기술
§

이용자를 위해 온라인 소식지, 도서관 홈페이지,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활용한다.

§

글자 크기를 확대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접근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서관 웹사이트
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다.

§

전자책이 등록된 기기를 제공한다.

§

와이파이나 데스크탑, 노트북, 아이패드, 전자 리더기(e-readers)등 다양한 장비를 구
비한 모바일 커뮤니티 기술 공간을 제공한다.

§

보조공학기기(assistive technology)와 단말기(adaptive hardware)를 제공하는 최신
디지털 자료를 통해 이용자를 유치한다.

§

요양시설, 대안주거시설, 고령자 주간 보호 시설, 배식센터, 고령자 커뮤니티 센터, 간
호센터, 양로원, 고령층 주거 시설 등에 컴퓨터 및 인터넷 교육을 제공한다.

❍ 아웃리치와 협력체제
§

정기적으로 고령 이용자에게 봉사하는 이들에게 도서관 정보를 제공한다.

§

지역 축제나 박람회와 같은 지역 행사에 참여하여 도서관의 인지도를 높인다.

§

커뮤니티에서 도서관의 지지자가 될 수 있는 60대 이상 봉사자를 채용한다.

§

액티비티 코디네이터를 고용한 시니어 센터와 같은 서비스 제공 기관뿐만 아니라 고령
화(노화) 관련 지역 기관과 지속적인 연계 협력을 추구한다.

§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헬스클럽, 대학, 박물관, 문화 기관, 동물원, 학교,
여가 센터 등과 협력을 모색한다.

§

고령층 주거 시설, 은퇴자를 위한 시설, 간호시설은 물론 성인 보호 시설, 주간 보호
시설 등 어떠한 형태든 공간 및 프로그램이 적합하면 도서관 자료를 제공한다.

§

집단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집단과 연계를 맺는다.

§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고령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아웃리치와 협력 기회
를 규명한다.

§

지역매체, 보건소, 고령 이용자와 함께 일하는 다른 기관에 도서관 서비스를 홍보한다.

❍ 재가 고령자와 특수 환경의 고령집단 서비스
§

재가 고령자와 인지 장애 등과 같은 특수 환경의 고령층 집단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의 인구통계학적 추이, 인구 예측, 주택 동향을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

요양시설, 대안주거시설, 고령자 주간 보호 시설, 배식센터, 고령층 커뮤니티 센터, 간
호센터, 양로원, 고령자 주거 시설에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도서관 자료를
집으로 옮길 수 없는 이들 혹은 개인 주거지에서 움직이기 힘든 이들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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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수행하기 위해 이용자와 협력하는 지역사회 기
관 및 단체와 협약을 수립하며 이를 통해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

직원, 봉사자, 메일 등 다양한 배달 방법을 사용하는 개별 이용자에게 각각의 독서 요
구나 생활 여건에 맞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원이보다 넓은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봉사자를 전략적으로 사용한다.

§

시각 장애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확장을 위해 지역
도서관과 협력한다.

§

「The Accessibility Guidelines for Buildings and Facilities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의거하여 도서관이 다양한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접근이 편
리한지 평가한다.

§

큰글자도서를 수서하거나 현재의 장서를 큰글자자료로 만든다.

❍ 시설
§

교류 공간을 설치하여 고령 이용자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서 있는 것이 불편한 이용자를 위해 로비, 안내 센터, 컴퓨터 검색대 등과 같은 장소
에 간이의자를 배치한다. 가능하다면 고령 이용자가 관심 있는 책과 잡지 옆에 편안한
의자를 배치하고 설계된 공간을 만든다.

§

고령 이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자료는 접근이 용이한 서가에 위치시킬 수 있도록 한다.

§

서가 사이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유지한다.

§

사인은 분명하고 점자가 갖추어져야 하며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한 누구라도 볼 수 있
어야 한다. 도서관 책자의 글자 크기는 적어도 14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 재원과 예산
§

필요한 예산을 산정한다.

§

도서 배달 서비스와 같은 아웃리치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맞추어 수행할 수 있
는 예산을 고려한다.

§

도서관 운영 예산에서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자료 및 서비스에 적절한 자금
(funding)을 설립한다.

§

다른 기관, 단체 및 재단과의 협력을 통한 보조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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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A 2017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 미국 ALA, RUSA 2017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 직원들로 하여금 고령화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장려.

직원 교육

- 모든 직원은 이용자가 흥미를 가질만한 도서관 서비스 혹은 프로그
램에 대해 숙지.

정보서비스 및
장서

-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사서를 정하고, 최소 한 명의 직원이 도서관
장서와 서비스를 이용자 입장에서 모니터링.
- 평생학습을 촉진하고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필요성과 흥미를 자극

프로그램

하는 참여 프로그램 제공.
- 특정한 세대 혹은 연령층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개별 프로그램을
계획.

기술

- 서비스에 웹 뉴스레터, 도서관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사이트 활용.
- 전자책을 탑재한 기기 제공 등.
- 헬스클럽, 대학, 박물관, 문화 기관, 동물원, 학교, 여가 센터 등과

아웃리치 및
파트너십

협력하여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실시.
- 액티비티 코디네이터를 고용한 시니어 센터와 같은 서비스 제공 기
관 뿐만 아니라 고령화 관련 지역 기관과 지속적인 협력 추구.
- 도서관 외부자가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협력 기회 마련.

재가 고령자 및 -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고령자와 인지 장애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특수환경의

고령층(special population)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실시.

고령자 집단

- 지역의 인구통계학적 추이, 인구 예측, 주택 동향을 파악하여 효과

서비스

적인 계획 수립.
- 서 있는 것이 불편한 이용자를 위해 로비, 안내 센터, 컴퓨터 검색

시설

대 등과 같은 장소에 간이 의자 설치.
- 이용이 빈번한 자료를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에 배치.
- 서가 사이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 확보.
- 도서 배달 서비스와 같은 아웃리치 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가에 대

자금 및
예산

응할 수 있는 예산 필요.
- 도서관 운영 예산에서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자료 및 서비스에
적절한

자금 투입.

국립중앙도서관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정보서비스 개발 연구｜74

다. 영국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1) 개요

❍ 영국에서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재정지원을 받아 2009년 「Library
Services for Older People: Good Practice Guide」가 작성되었다.
❍ 가이드라인의 저자는 전직 도서관 사서와 도서관·박물관·아카이브·갤러리 연계 사업
종사자이며, 영국 도서관장협회 협회장이 가이드라인 서문을 작성하였다.
❍ 고령 이용자는 ‘older people’로 표현하고 있으며, 보건부의 기준에 따라 세 가지
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고령에 진입한 고령자로 일반적으로 50세 이상 또는 공식
적으로 은퇴연령에 달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과도기 고령자로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과 노쇠 사이에 과도기에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쇠약기의 고령자이다.
❍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이유로 고령 이용자가 도서관의 개인 이용자로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많은 단체와 커뮤니티에서 도서관 서비스 홍보대사가 될 수
있고, 조부모로서 손자녀에 다가갈 수 있는 점을 제시하였다.
❍ 내용은

크게

고령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의

필요성

등을

언급한

서론

(introduction), 정책 배경(policy background), 고령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전
략 개발(Developing a library services strategy for older people), 실제
(practicalities)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54쪽 중 마지막 실제 부분이 구
체적 예시와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는 등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 영국 보건부 2009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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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 영국 보건부 2009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구분
서론

내용
- 도서관은 왜 고령자와 함께 해야 하는가?
- 적절한 가이드라인은 왜 필요한가?
- 고령자는 누구인가?
- 어떻게 보편적인 고령자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가?
- 어떻게 특정한 고령층 그룹의 요구를 알아낼 수 있는가?

정책

- 해당 지역의 고령자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

배경

- 다른 누구와 함께 일을 해야 하는가?
-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어떻게 도서관 업무를 주변에서 지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기관에서 협
조하도록 할 것인가?
- 협의: 전략 개발을 위해 고령 이용자,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
문받는 것.
- 직원 참여: 일선 직원과 더불어 관리직 직원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모든 직원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함.
- 편안하고 활기찬 환경: 도서관 이용자와 봉사자 모두에게 친화적인 환경이
필요하며 물리적 접근성, 보조기기 및 기술, 직원의 친절한 태도 등을 포
함.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전략 개발

- 마케팅: 마케팅은 필수적이며 서비스 인지도를 높임. 지역신문과 같은 미
디어와 협력 필요함.
- 다양성과 포용: 고령 이용자는 문화적 배경, 삶의 방식, 기술 활용 수준 등
이 다양하며 도서관의 새로운 전략 개발 시 이들을 포함해야 함.
- 협력체제: 고령 이용자 서비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복합적이고 전체적으로
접근해야 하므로 다른 기관과 협력이 필요함.
- 체크리스트: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서 체크리스트 활용.
- 자원: 고령층 서비스의 효과와 왜 자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다
양한 자원 확보가 필요함.
- 평가와 옹호: 이용자 수나 방문자 수의 기록은 물론 명백한 효과 측정을
위한 평가가 필요하며 적절한 평가 결과가 지지 획득으로 이어짐.
- 서비스 제공 태도에 대한 예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와 바람직한 경우.
- 고령층과 IT: IT에 대한 요구 예시.
- 고령 이용자로 인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연습문제.

실제

- 도서관 서비스 우수 사례 및 이용자 반응.
- 자원봉사자 관련 사항.
- 고령 이용자가 도서관 이용 및 정보요구에서 직면할 수 있는 장애물.
-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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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고령자 대상 서비스 전략 개발은 도서관 서비스 및 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연속성 측
면에서 중요함을 지적하고, 전략 개발의 핵심적인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협의(cousultation)
§

협의는 도서관의 고령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받는 것을 의미한다.

§

기본적인 방법으로 방문 이용자에게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대출대에서 짧은 설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재택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설문조사나 전화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고령 봉사자도 포괄한다.

§

또한,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기관
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사람들이 도서관 서비스와 활동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바라지 않는가?
도서관이 고령 이용자를 위해 잘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사용 가능한 자원 가운데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예. 장서, 서비스(재택
서비스 포함), 프로그램 등)
막 은퇴를 하였거나 10년 뒤 혹은 더 오래전 은퇴를 한 이들을 포함하여, 더 많은 고
령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도서관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도서관 환경이 고령 이용자에게 편안하고 안락한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

고령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협
의가 필요하다.

❍ 직원 참여(staff participation)
§

지금까지의 경험상 분관의 직원(branch staff)과 더불어 정책관리자(core policy
staff)를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각 분관에서 직원 한 명(예를 들어, 진심으로 고령
자와 일하기를 즐기는)이 전략 개발팀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이들은 다른 고령자 관련
기관 및 조직과 협력하거나 행사를 공동주관할 수 있다.

§

모든 직원이 전략 개발에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특히 대민 업무 직
원들이 이용자와 접촉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 있다.
신규 직원 연수에도 고령층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 편안하고 활기찬 환경(a comfortable and encouraging environment)
§

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자와 봉사자 모두에게 친근하고 안락해야 한다. 여기에는 물리적
인 접근을 둘러싼 문제, 보조기기 및 기술, 직원의 친절한 태도 등이 포함된다.

❍ 마케팅(marketing)
§

마케팅은 필수적이며, 마케팅을 통해서 도서관 서비스를 새로운 이용자에게 소개할 수
있고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된 서비스에 대해 소개할 수 있다. 모든 종류의 마케팅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를 상승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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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몇 도서관들은 지역신문 및 잡지와 생산적으로 연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고
령 이용자의 수를 급증시키고 기존 고령 이용자가 돌아오도록 만들었다. 어떤 도서관
들은 무료 광고를 대가로 고령 이용자의 생활 잡지(older people’s lifestyle title)를
무료로 배부하기도 한다. 미디어, 특히 지역 일간지와의 관계는 도서관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이용자에게 도서관을 알릴 수 있는 매우 성공적인 방법이다.

❍ 다양성과 포용(diversity and inclusiveness)
§

오늘날 사회는 문화, 성적 기호, 교육 및 훈련, 삶의 기회 및 기술의 관점에서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포괄하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고령자는 서로 다른 이들로 구성된 다양성을 지니는 그룹으로 보아야 한다.

❍ 협력체제(partnerships)
§

고령 이용자의 요구는 종종 복합적이며,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도서관은 건강센터 및 기부단체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 협업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은
지역의 적절한 기관들의 평가를 수행하고 어떻게 협력체제를 구성할지 결정해야 한다.

§

모든 도서관의 활동이 도서관에서 진행될 필요는 없으며 협력을 통해 고령층에게 서비
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접촉도 함께 제공 할 수 있다.

§

일부 도서관은 사회 서비스(social service)와 관할 당국이 같다. 이 경우 협업의 새로
운 방안, 특히 통합 이니셔티브를 통해 사회적 고립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촉
진시킬 수 있다. 종합적인 전략을 위해 도서관과 다른 기관은 필요한 업무들을 활발하
게 연계하며,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다.

❍ 체크리스트(checklist for progress)
§

체크리스트는 진행 상황을 모니터하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가이드라인 마지막에 첨부한 Checklist for Library Services for Older People은
도서관이 지역 인구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고령층 시설 및 기관과 잘 연결되어 있는
지, 커뮤니케이션, 적합한 도서관 활동 및 세대통합 프로젝트가 있는지, 장서, 고령자
와 함께 일하기 위한 직원의 조건, 접근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에 실용적인 도구이
다.

❍ 자원(resources)
§

본 가이드라인은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자원보다는 관점과 태도의 변화를 중시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비중이 큰 만큼 고령층을 위한 규정을 개
발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비스가 미치는 영
향력의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 평가와 옹호(evaluation and advocacy)
§

고령자의 새로운 삶을 지원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도서관의 이용자
수, 이벤트 및 활동 참여자 수를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항의 효과에 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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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라인에 첨부된 체크리스트는 현황 파악(the map), 네트워킹(networking),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communication and marketing), 서비스 및 프로그램
(activity), 장서(collection), 직원(staff)의 6가지 항목별 점검사항을 제시하고 있으
며 마지막으로 고령자 친화성(older people friendly) 아래 도서관 입구, 안내 사
인 및 공지, 도서관 내부의 접근성, 보조기기의 이용가능성, 시설, 소음의 항목별로
점검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각 점검사항은 현재 상태, 1년 계획, 1년 이후의 장기
적인 계획을 각각 기술하는 형태로 작성하게 되어 있다. 체크리스트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현황 파악
§

도서관의 봉사 지역 고령자 인구를 파악하고 있다. : 50-65세, 65-75세, 75세 이상

§

도서관 고령자 이용자의 비율을 파악하고 있다. : 50-65세, 65-75세, 75세 이상

B. 네트워킹
봉사 대상 지역의 고령자와 관련된 기관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다.
§

도서관은 다음 기관과의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고 있다. 고령자를 위한 모든 위원회,
고령자를 위한 모든 기관, 요양시설 및 보호시설

§

위의 모든 기관 및 서비스 시설과 적어도 연 1회 이상 모임을 한다.

§

고령자 관련 기관 및 단체가 활동과 모임을 위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
다.

C.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
고령층 관련 기관은 지지자(supporters)와 연계하기 위해 자체 신문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도서관은 이들 기관에 정기적인 소식과 기사를 제공한다.
§

지역 고령자 단체가 메일링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으며, 도서관의 이벤트 및 활동에 초
대한다. 메일 답변을 통해 메일에 대한 반응을 정기적으로 살핀다.

§

시각 장애 및 독서, 특수한 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자를 위한 지역 기관의 직원에게 정
보를 제공한다.

§

고령자를 위한 전시와 기타 공공 행사를 운영한다.

§

개별 고령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고령층 관련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도서관 웹사이트와 고령층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는 서로 배너를 제공한다.

§

고령자가 도서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
으며 이용자 패널과 고령층 관련 기관을 통해 의견을 파악한다. 고령 이용자의 잠재적
인 요구나 제안에 대해 열려 있다.

§

지역 매체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고령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활동과 서비스를 홍보하
기 위해 정기적으로 협력한다.

D. 서비스 및 프로그램
치료기관, 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 양로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매력적이고 다양한 장서를
구축하고, 각 시설의 고령자에게 접근한다.
§

시설 거주자가 도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자료(점자책 등), 주제별 장서에접근하는 것
을 돕기 위해 복지시설 관리자 및 직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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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관과 재가 고령자를 위한 ‘집에서 큰 소리로 읽기’ 등의 활동을 주도하고 지원한
다.

§

고령자가 독서동아리와 독서 안내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하고, 고령층을 위한 독서동
아리의 개시를 지원한다.

§

도서관과 관련 기술에 대한 강좌, 다양한 수준(고급과 기초 수준을 포함)의 컴퓨터 강
좌와 인터넷 강좌를 개설한다.

§

도서관은 세대통합 활동을 촉진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 독서 주간을 통한 활동, 양로
시설의 거주자와 미취학생 놀이그룹의 통합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낭독, 스토리텔링,
노래교실, 도서관 등에서 젊은이가 고령자에게 컴퓨터 관련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

도서관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library at home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재택
독자와 도서관을 연결하고 도서관의 홈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

도서관 목록을 사용하고 고령자와 협력하며, 책과 독서에 대한 교육을 자원봉사자에게
실시한다.

§

고령자 관련 기관의 직원, 자원봉사자, 구성원 등을 도서관 오리엔테이션에 정기적으
로 초대한다.

§

고령자를 위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 장서
장서는 고령층의 요구와 희망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역사, 여행, 원예, 취미, 건강, 음식 및 영양에 관한 충분한 장서

§

현대적인 큰글자도서와 오디오북

§

치매 환자를 위한 활동용 자료

도서관 직원은 장애인 독서 관련 기관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알린다.
F. 직원
고령층의 요구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모든 직원의 직무이며, 고령 이용자 개인별로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를 취한다.
§

특정 직원은 직무의 일환으로 고령자를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

모든 직원은 고령자와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도서관 서비스 개
선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 도서관의 고령자 친화성
다음 점검사항들은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항목이면서 잠재적인 고령 이용자가 직원에게 받
는 환대와 지원이라고 여길 수도 있는 항목이다. 고령 자원봉사자들은 도서관에 대한 심층
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원봉사자가 개발 및 감사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 도서관 입구
§

장애가 있는 이용자를 위한 평평하고 잘 정돈된 경사로가 있는가?

§

도서관 입구의 위치가 분명한가?

§

입구까지 이르는 데 조명이 충분한가?

§

나이나 장애 때문에 혼자 도서관에 올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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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사인 및 공지
§

누구나 혼동하지 않을 정도로 분명하고 큰 안내 사인이 도서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가?

§

입구 근처의 잘 보이는 장소에 안내 데스크가 있는가?

§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표시가 있고, 내부에도 사인이 분명하며 층별 안내가 잘
되어 있는가?

§

화장실 안내 사인이 분명한가?

§

문을 밀어야 하는지 당겨야 하는지가 분명히 표시되어 있는가?

§

모든 공지와 리플렛이 읽기 쉬울 정도로 크며 분명한가?

❍ 도서관 내부의 접근성
§

고령층은 건물의 물리적 접근성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알고, 도서관의 모든 요
소는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 또한, 매력적인 장서, 가구, 분위기, 직원 역시 중요한 역
할을 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

서가 사이에 휠체어, 카트, 보행 보조기가 통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가?

§

이동이 어렵거나 시각 장애가 있는 이용자가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
되었는가?

§

건물 전체에 조명이 적절한가?

§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눈부시지 않으며 패턴이 혼란스럽지 않은가?

§

벽과 바닥이 상반되는 색인가?

§

계단을 알 수 있는 표시가 있는가?

§

큰글자도서와 오디오북이 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배치되어 많이 걷지 않아도 접근할 수
있는가?

§

도서와 다른 자료들이 접근 가능한 높이에 있는가? 제목을 읽고 서가에서 꺼내기에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가?

§

좌석이 단단하고 높이가 적절한가? 앉고 일어설 때 팔을 짚을 곳이 있는가? 의자 다
리가 튀어나오거나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요소가 있는가?

§

좌석이 책장에서 가깝고 책 읽기에 적합한 조명을 갖추고 있는가?

§

컴퓨터 좌석 외에 필기 공간이 있는 좌석이 있는가?

§

시각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어려운 이용자에게 적합한 이동도서관(mobile library)을
제공하는가?

❍ 보조기기의 이용가능성
§

모든 이용 가능한 설비들이 공지되어 있고 지시사항이 분명한가?

§

직원은 설비가 보관된 곳을 파악하고 있는가?

§

카운터에 다양한 두께의 펜과 연필이 마련되어 있는가?

§

돋보기나 확대시트(magnifying sheet)와 같은 시각 지원 도구가 이용 가능한가?

§

확대, 음성 인식 등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있는가? 직원은 이
용자를 도울 수 있도록 교육되어 있는가?

§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휠체어, 보행보조기, 지팡이를 둘 장소가 있는가?

§

건물 안에서 보행보조기, 카트,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

안내데스크에 보청기 혹은 휴대용 청각 보조기가 마련되어 있는가? 청력이 나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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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보조하는 직원 체제가 마련되어 있는가?
§

Typetalk 또는 Minicom 텍스트 전화를 이용할 수 있고, 직원은 작동 방법 교육을 받
았는가?

❍ 시설
§

물품보관함이나 화장실이 찾기 쉬운 장소에 있는가?

§

층별 시설에 대한 안내가 분명한가?

§

여자/남자 화장실의 구분이 쉬운가?

§

물품보관함과 화장실 문이 열기 쉬운가?

§

화장실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가?

§

화장실 조명이 적절한가?

§

화장실에 손잡이나 잡기 쉬운 고리가 있는가?

§

세면대가 수동인가 자동인가?

§

물이 너무 뜨거워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가?

§

핸드 드라이어, 수건, 화장지, 손세정제가 닿기 쉬운 곳에 있고 사용하기 쉬운가?

❍ 소음
§

도서관이 방음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

고령층이 도서관을 즐기고 안정을 취할 수 있을 정도의 조용한 공간이 적어도 하나
있는가?

라. 일본도서관협회(JLA)
1) 개요
❍ 일본도서관협회(日本図書館協会, Japan Library Association; JLA)는 2016년 「장
애로 인한 차별 해소를 추진하기 위한 도서관 가이드라인(図書館における障害を理
由とする差別の解消の推進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을 작성하였다. 이 지침은 JLA의
장애인서비스위원회가 제작 책임을 맡고, 「장애로 인한 차별 해소 추진에 관한 법
률」(약칭 차별해소법)이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배려 제공
을 의무화한 것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 고령자를 장애인 및 장애아, 입원환자, 교정시설입소자, 임산부, 다문화인, 성소수
자 등과 더불어 도서관 이용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보고 이로 인한 격차를 해소
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 JLA는 내각부에서 발표한 장애로 인한 차별 해소 추진에 관한 방침의 공청 과정
때부터(2014년 12월) 공식적인 의견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환경이 빈약함을 지적하
고 정보제공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2015년 12월에는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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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 장애인 차별 해소에 관한 선언」을 발표한 뒤 2016년 3월 가이드라인을 제
정하였다(日本図書館協会・障害者サービス委員会 홈페이지).
❍ JLA는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에도 2016년 11월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
스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2017년 3월에는 가이드라인에 관한 Q&A를 정리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내용에 대
한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사후 대처에도 힘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주요 내용

❍ JLA 가이드라인은 총 18쪽이며 본문은 기본사항, 장애로 인한 차별과 도서관에 요
구되는 대응, 부당한 차별적 취급의 금지, 합리적 배려, 기초적인 환경 정비, 가이
드라인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것 등의 크게 여섯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말
에는 용어해설과 참고자료 목록이 있다.
❍ JLA 가이드라인에 고령자의 정의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공공기관
에서 실시하는 통계에서 고령자는 65세 이상을 가리키며, 65~74세를 전기 고령자,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자로 파악하고 있다(総務省統計局 2017, 内閣部 2018).
❍ 본문 가운데 도서관의 고령 이용자 대상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기초적인 환경 정비’ 등에 기술되어 있으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기초적인 환경 정비
§

기초적인 환경 정비의 개념
기초적인 환경 정비는 미리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
관의 시설, 설비, 자료, 서비스 등을 마련하는 것을 뜻한다. 연수 등에 의한 직원의 자
질 향상도 필수적이다.
기초적인 환경 정비는 신관을 개관할 경우는 물론 도서관의 중장기 계획에 포함하는
것 등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기술의 진보 등에 맞추어 적절히 수정한
다.
나아가 기초적인 환경 정비를 충실히 함으로써 보다 나은 합리적 배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합리적 배려의 제공이 어려웠던 사례나 만족할
수 있는 이용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라도 한 발 나아간 합리적 배려의 제공이 가능해
질 수 있다.

§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회
기본적으로 전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등을 실시한다. 다음은 예시이다.
① 권리조약 및 차별해소법과 장애인 서비스의 개념
② 다양한 장애 및 그 지원 방법, 커뮤니케이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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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애인 서비스(자료 및 서비스)의 구체적인 방법
실제 연수회의 내용 및 강사 등에 관해서는 도도부현립도서관 또는 일본도서관협회 등
에 상담할 수 있다.
§

시설설비의 정비
장애인과 고령자가 원활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개선과 정비를
추진한다.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통칭, 배리어프
리 신법)의 시행령 제10조에서 제23조에 정해진 「건축물 이동 등 원활화 기준」, 국토
교통성의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공공건축 정비 가이드라인」 등이 참고가
된다.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① 도서관 접근성: 가장 가까운 역부터 시각장애인 유도용 블록, 장애인용 교통 신호
부가 장치(음향식 신호기 등) 등
② 사인 및 안내: 점자, 픽토그램의 병용, 문자 사이즈 및 폰트, 이해하기 쉬운 표현,
색채 배려, 돌출된 게시물의 위치 등
③ 출입구 및 관내 이동 경로: 입구의 경사로 및 유도 차임벨, 인터폰 설치, 관내 시
각장애인 유도용 블록(점자 유도 블록), 단차 해소, 엘리베이터 등
④ 열람 공간: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서가 간격, 열람 책상 및 카운터의 높이 등
⑤ 대면낭독실, 장애인독서실: 휠체어 이용자 및 장애아와 그 보호자 등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함.
⑥ 관내 방송 및 게시판: 전자게시판, 플래시라이트, 음성안내 등 시·청각장애인을 배
려한 것.
⑦ 주차장 및 화장실: 휠체어와 기타 장애인을 배려한 것.

§

독서지원기기
다음의 기기류를 설치하고 더불어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이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여러 개를 준비하여 빌려줄 수 있도록 한다.
① 활자 자료 독서를 지원하는 것: 노안경, 확대독서기, 돋보기, 독서대, 타이포스코프,
음성독서기 등
② 장애인 서비스용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 DAISY 재생기, 태블릿 단말기
등
③ 컴퓨터 이용을 위한 것: 음성 소프트웨어, 화면 확대 소프트웨어 등

§

장애인 서비스용 자료
장애인 서비스용 자료에는 구입할 수 있는 것과 공공도서관 및 시각장애인 정보 제공
시설(점자도서관) 등에 의해 제작된 것이 있다. 제작된 것은 전국적인 상호대차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빌릴 수 있다. 시판된 것은 적지만 적극적으로 구입하여 이용하게 한
다. 판매도 제작도 되지 않은 자료는 국립국회도서관 및 도도부현립도서관에 제작을
의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다수의 도서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제작하기도 한다.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서는 개별 학생 상황에 맞춘 자료를 구입 또는 제작한다.
더불어 학교교육에서 초·중학교의 교과서에 관해서는 국가에서 무상 제공하는 확대 교
과서 및 비영리단체와 자원봉사자단체가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DAISY 교과서가 있다.
장애자 서비스용 자료의 특징 및 대상이 되는 이용자, 제공방법, 이용방법을 숙지하고,
개별 이용자에게 적합한 것을 제공한다.
① 주요 자료: 큰글자도서, 음성 DAISY, 카셋트테이프, 멀티미디어 DAISY, 텍스트
DAISY, 텍스트 데이터, 점자자료, 천그림책, 읽기 쉬운 책, 자막 및 수어(수화) 입력
영상자료, 접근성 높은 전자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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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히 구입하면 좋은 것: 큰글자도서, DAISY 자료, 점자가 있는 그림책, 천그림책,
읽기 쉬운 책 등
③ 상호대차로 상당 수 입수 가능한 것: 음성 DAISY, 점자자료
또한, 주로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료에는 점자 장비를 한다.
§

서비스
장애가 있는 이용자에 대해 일반 자료 및 장애인 서비스용 자료를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또한, 많은 장애인은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으므로
제공방법을 모색한다.
① 열람: 독서지원기기, 장애인 서비스용 자료, 기타 합리적 배려 제공
② 대면 낭독(대면 독서): 인쇄물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사람이 대상
③ 일반 도서 및 시청각 자료의 우편 대출: 방문이 어려운 사람이 대상
④ 점자 및 녹음 자료의 우편 대출: 시각장애인에게는 무료 우편 가능
⑤ 직원이 하는 택배 서비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이 대상
⑥ 접근성 높은 전자책 서비스
⑦ 수어로 하는 이야기 모임 개최
⑧ 기타 도서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것: 시설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입원 환자에 대
한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

§

접근성 높은 도서관 홈페이지와 홍보
① 접근성 높은 도서관 홈페이지: 작성할 때에는 JIS 규격을 참조.
② 점자 및 확대 문자, 음성, 쉬운 이용 안내 및 목록 등의 작성
③ 수어, 외국어, 점자를 할 수 있는 직원의 배치

§

규칙 개정
도서관 서비스 규칙은 장애인을 의식하지 않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장벽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장애인에게 의뢰를 받기 전에 전체를 수정하고, 규칙 등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지적을 받기 전에는 알아차릴 수 없기도 하므로 그럴 경우에는
되도록 빨리 수정한다. 수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적어도 합리적 배려로 대응한다.
예를 들어 ‘방문에 의한 이용 등록’ → 우편, 전화, FAX에 의한 등록방법 추가.
신규이용등록 용지의 성별란 → 성별란을 삭제하거나 기입을 임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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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LA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일본 JLA 2016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구분
기본사항
장애로 인한 차별과
도서관에 요구되는
대응

내용
- 가이드라인의 목적, 구성, 갱신.
- 대상 도서관, 대상 장애인, 대상 업무 및 서비스.
- 장애로 인한 차별이란.
-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 배려와 기초적인 환경정비.
- 차별해소법의 이념과 장애인 서비스와의 관계.
- 도서관의 구체적인 대응.
- 부당한 차별적 취급 금지와 합리적 배려의 제공.

부당한 차별적 취급
금지

- 도서관에서의 부당한 차별적 취급 예시.
- 도서관에서의 부당한 차별적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
- 도서관에서의 사회적 장벽 예시.
- 합리적 배려의 의의.

합리적 배려

- 과도한 부담의 의의.
- 도서관에서의 합리적 배려 예시.
- 기초적인 환경 정비의 의의.
-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회.
- 시설설비의 정비.

기초적인 환경 정비

- 독서지원기기.
- 장애인 서비스용 자료.
- 서비스.
- 접근성 높은 도서관 홈페이지와 홍보.
- 규칙 개정.
- 상담 체제와 합리적 배려의 판단 및 조정을 수행하는 책임자.

가이드라인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것

- 지역 공공도서관의 역할.
- 장애인 당사자(가족, 지원자 포함)의 참가.
- 장애가 있는 직원의 활용.

마. 소결
❍ IFLA와 일본 가이드라인은 장애인 등과 고령자를 함께 다루어 취약계층으로서 고
령층에 접근하였다면 미국과 영국은 활동적인 고령자를 포함하여 좀 더 포괄적으로
도서관 서비스에 필요한 지침을 제안하였다.
❍ 국외 가이드라인의 본문을 종합적으로 보면 영역 및 구성요소의 위계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공통적인 영역은 정보자원, 인적자원, 시설 및 설비, 서비스 및 프로
그램, 홍보 및 마케팅, 도서관 외부 기관 및 조직과의 연계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정보서비스 개발 연구｜86

디지털 환경에서의 고려사항은 별도 영역으로 구성하거나 영역 전반에 걸쳐 제시하
고 있다. 그밖에 예산, 아웃리치 서비스 등이 있다.
❍ 국외 가이드라인은 서비스 운영 방침에 대한 세부 사항은 물론 가이드라인의 목적
과 필요성, 적용 대상 등을 기술한 내용을 포함하며,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는 방법
및 전략,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본문에 첨부하거나 별도로 후속 발간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국외 가이드라인은 60대 이상의 나이든 성인에 대한 내용으로 도서관
을 이용하는 데 심신의 불편함이 있는 것을 전제로 제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50대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거나, 치매 증세가 있는 이용자에 한정하여 세분
화하는 등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확장되고 있다.
❍ 각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보자원 측면
§

도서관 장서는 고령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제와 형태로 마련되어야 한
다. 예시된 주제는 역사, 여행, 원예, 취미, 건강, 음식 및 영양이며 인쇄, 비인쇄자료
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

인쇄자료는 가볍고 다루기 쉬운 큰글자도서, 읽기 쉬운 자료 등을 준비하고, 비인쇄자
료는 종이책의 대안 매체로서 오디오북, 영상 자료,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넷을 포함한
각종 전자자료를 제공한다.

§

치매환자를 위한 활동용 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

❍ 인적자원 측면
§

고령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모든 직원의 직무이지만 특정 직원은 고령
층을 위한 서비스 정책 개발 직무를 담당해야 한다. 직원 규모와 배치 형태를 결정하
기 위해 먼저 기관의 규모와 유형, 기대이용자 수와 종료, 제공 자료와 서비스 및 프
로그램을 파악하고 직원 유형별로 고려해야 한다.

§

모든 직원은 도서관 활용 방법, 고령 이용자가 흥미 있을 만한 서비스에 대한 숙지와
더불어 고령자와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고령화및 노화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컴퓨터 및 인터넷 자원을 제공할 때 필요한
기술적 전문성을 겸비해야 한다.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 말 걸기
쉽고 느긋한 태도, 인내력, 이해력, 공감능력, 듣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직원의 역
량 향상을 위한 연수회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신규 직원 연수에도 고령자서
비스 관련 내용을 포함하며 직원 교육을 위해 지역기관과 협약할 수 있다.

§

교육 및 훈련 내용은 모기관의 직무 연수, 지역 도서관 및 도서관 컨소시엄에서 제공
하는 워크숍, 도서관 전문직 단체에서 지원하는 코스, 다른 유사한 도서관의 방문 견
학,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되는 세미나, 대학 등에서 제공하는 문헌정보학 원격교육 및
전자·우편 메일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전문도서나 학술지, 도서관 관련 업체의 카탈
로그 등도 교육 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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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이용자가 자원봉사자가 될 기회에 대해 고려한다. 지역사회에서 도서관 지지
자가 될 수 있는 60대 이상 봉사자를 채용한다. 개인 능력에 따라 잘 훈련된 자원봉
사자는 도서관 업무를 보조하여 많은 측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원봉사자는 서비
스 개발 및 감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도서관 서비스 분야는 계속 변화하므로 자
원봉사자에 대한 교육도 직원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이용자와 공동체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시설 및 설비 측면
§

고령 이용자가 원활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위치, 입구, 안내 사인 및
공지, 환경 및 공간, 조명, 가구 및 서가, 편의시설, 소음 및 방음, 각종 IT 기기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개선과 정비를 추진한다.

§

인쇄자료 독서를 지원하는 각종 독서보조기기를 확보하고, 전자책 및 전자자료를 이
용을 위한 음성 소프트웨어 및 화면 확대 소프트웨어 등을 구비한다. 보조기기 분야
는 새로운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서비스 및 프로그램 측면
§

이용자 집단의 요구와 흥미에 기반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

도서관에 방문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제별 추천도서 목록,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각종 독서 동아리, 전자기기 및 소셜 미디어 사용법 강좌, 적극적 노년에 관한 전시
등이 있다.

§

도서관에 방문할 수 없는 이용자를 위한 활동으로는 자료택배 서비스, 재택 독자를
위한 방문 서비스 등이 있다.

§

특정 세대나 연령을 위한 프로그램과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 홍보 및 마케팅 측면
§

도서관의 존재뿐만 아니라 소장 자료와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홍보하고, 인쇄자료, 온
라인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알린다.

§

지역신문 및 잡지, 보건소, 고령 이용자와 함께 일하는 다른 기관에 도서관 서비스를
홍보한다. 고령층 관련 기관은 후원인과 연계하기 위해 자체 신문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도서관은 이들 기관에 정기적인 소식과 기사를 제공한다.

§

도서관 웹사이트와 고령자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는 서로 배너를 제공한다.

§

지역 행사에 참여하여 도서관의 인지도를 높이고, 고령자를 위한 전시와 기타 공공
행사를 운영한다.

❍ 유관기관과 연계 및 협력 측면
§

연계 협력을 위한 도서관 외부 자원으로 지역의 공공도서관, 도서관 컨소시엄, 국립도
서관, 도서관 전문직 단체, 의학 및 보건학 전문직 단체, 출판사, 고령자 대상 서비스
제공 기관, 고령층 관련 지역 기관, 요양시설 및 보호시설 등이 있다.

§

고령층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속한 도서관 외부의 고령자, 즉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고령자에게 도서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아웃리치와 협력 기회를 탐색
하고 지속적인 연계 협력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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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층 관련 기관 및 단체가 그 활동과 모임을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정기적으로 고령자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도서관 정보를 제공한다.

§

나아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통합할 수 있
다.

❍ 예산 측면
§

예산의 범위에는 급여, 장서, 보조기기, 장비, 소모품, 기술 장비, 프로그램, 서비스,
네트워크 및 단체회원가입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자료택배 서비스와 같은 아웃리치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맞추어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을 고려한다.

§

필요에 따라 도서관 운영 예산에서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자료 및 서비스에 적절
한 자금을 설립하고, 다른 기관, 단체 및 재단과의 협력을 통한 보조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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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관련 국외 가이드라인
구분

국제 IFLA

미국 ALA, RUSA

영국 보건부

일본 JLA

최신판

2002년

2017년

2009년

2016년

「Library Services for Older

「図書館における障害を理由と

People

する差別の解消の推進に関す

「Guidelines
Serving
원표제

and

for

Libraries

Hospital

the

Patients

Elderly

Disabled

in

and

Long-term

「Guidelines

for

Services

with

Library
60+

Audience: Best Practices」

–

Good

Practice

Guide」

るガイドライン」

Care Facilities」
고령자 용어
고령자 범위
대상자 특징

elderly
65+, 80+
취약계층으로서 고령자
(병원환자와 요양시설거주자)

60+ audience
60+
활동적인 고령자

older people

高齢者(고령자)

진입기(50+ 또는 퇴직자), 과

연령 기준 없으나

도기, 쇠약기

통상 65+, 75+

활동적인 고령자

취약계층으로서 고령자
(장애인 등 포함)

- 이용자
- 기관
- 물리적 시설
- 인력
- 예산
주요 내용

- 장서
- 프로그램과 서비스
- 자동화
- 홍보
- 외부 자원
-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 직원 교육
- 정보서비스와 장서

- 현황 파악

- 프로그램 기획과 제공

- 네트워킹

- 기술

-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

- 아웃리치와 협력체제

- 서비스 및 프로그램

- 재가 고령자와 특수환경의

- 장서

고령자 집단 서비스
- 시설

- 직원
- 고령자 친화적

- 재원과 예산

- 기본사항
- 장애로 인한 차별과 도서관
에 요구되는 대응
- 부당한 차별적 취급 금지
- 합리적 배려
- 기초적인 환경 정비
- 가이드라인 실시를 위해 필
요한 것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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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립중앙도서관 현황 조사

1. 고령 이용자 요구조사
2. 사서 표적집단면접

Ⅳ. 국립중앙도서관 현황 조사
1. 고령 이용자 요구조사
❍ 본 조사는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하는 고령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하고
자 만 50세 이상 이용자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이용행태 및 이들의 요구를 확인하
고자 실시되었다.
§

연구대상: 국립중앙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한 만 50세 이상 이용자

§

연구기간: 2018년 9월~10월

§

연구방법: 양적조사(설문지)와 질적조사(표적집단면접)를 모두 진행

문헌 검토를 통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고령층의 요구사항 파악
↓
고령 이용자를 위한 국외 도서관 가이드라인 검토
↓
유사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 및 질문 문항 검토
↓
설문지 및 사전 표적집단면접 가이드라인 초안 개발
↓
연구진 및 국립중앙도서관 실무진과 회의를 통한 초안 수정
↓
사전 표적집단면접 진행(설문지 사전검사, 이용 경험 및 요구 파악)
↓
설문지 재수정 및 확정
↓
설문 진행 및 분석
↓
설문 분석을 토대로 사후 표적집단면접 가이드라인 초안 개발
↓
사후 표적집단면접 가이드라인 수정 및 확정
↓
사후 표적집단면접 진행
↓
사후 표적집단면접 분석 및 보고서 작성
[그림 21] 고령 이용자 요구조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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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표적집단면접(pre-focus group interview)1)
§

사전 표적집단면접은 2018년 9월 4일(화)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90분에
걸쳐 진행하였다. 만 65세 이상의 본관 또는 디지털도서관 이용자 4명이 참여하였으
며, 설문지 개발에 도움이 될 정보를 얻고자 도서관 이용 전반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만족/불만족 사항과 개선해야 할 점을 논의하였다. 이후 참여자들은 개발된 설문지에
직접 응답하고, 설문지 내용 및 형식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설문조사(Survey)2)
§

설문조사는 2018년 9월 11일(화)~12일(수)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다. 총 350부를 배포
하였고 그중 339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4부
를3)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335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

설문지를 350부 배포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립
중앙도서관 본관의 일평균 이용 인원은 1,893명, 디지털도서관의 일평균 인원은 995
명이다(박옥남 외. 2017). 「2017년 상·하반기 국립중앙도서관 이용만족도 조사보고서」
에 따르면 방문 이용자의 약 21%가 50대이고, 약 26%가 60대 이상이므로 본관 고령
이용자는 일평균 435명, 디지털도서관 고령 이용자는 일평균 229명으로 일평균 고령
이용자수는 합계 664명으로 추정된다(국립중앙도서관, 2017a, b). 이에, 50대 이상
일평균 이용자의 약 50% (332명)를 본 설문조사의 샘플로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신
뢰도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 330부의 설문지 획득을 목표로 총 350부를
배포하였다.

§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베이스틀 통해 2018년 본관 리모델링을 하고 재오픈을 한 이
후부터 설문조사 주간까지 약 6주간 본관과 디지털도서관을 방문한 50세 이상 이용
자 수를 확인하였다. 50대는 일평균 방문자 수는 약 1,475명이었고, 60세 이상은 약
2,504명으로 최근 2년 사이에 고령 이용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통해 50대 이상 이용자들이 일주일
에 평균 3-4회 정도를 방문한다고 가정할 경우, 50대는 일평균 369~491명, 60세 이
상은 일평균 626~834명이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예측될 수 있다. 따라
서 획득한 설문지 335부는 연구설계 당시의 목표였던 일평균 고령 이용자의 50%에
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약 30% 정도로 연구진은 충분한 샘플 사이즈라고 판단하였다.

§

본 설문조사 결과는 국내 및 국외에서 주로 고령자로 규정하는 만 65세 이상의 응답
자들과 10년 이내에 고령기에 접어드는 중장년(혹은 초기 고령기)에 해당하는 만 50
세 이상부터 만 64세 이하의 응답자들(이하 만 64세 이하)을 비교하여 분석한 것이다
(만 65세 이상: 141명; 만 64세 이하: 총 194명). 이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요구
사항을 우선하여 확인하기 위함이며, 나아가 향후 중장년(혹은 초기 고령기) 이용자들
의 요구사항과 어떠한 유사점 혹은 상이점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본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은 만 65세 이상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해
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만 64세 이하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미리 인
식함으로써 장기적인 서비스 및 정책 지침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1) 사전 표적집단면접 가이드라인은 부록으로 첨부함
2) 설문지는 부록으로 첨부함
3) 연구에 부합하지 않은 4부: 중도 응답 포기 1부, 만 50세 미만 응답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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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표적집단면접(post-focus group interview)4)
§

양적연구인 설문조사 결과는 질적연구에 비해 객관적이고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다. 그러나 설문 응답에 대한 응답자들의 상세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다는 한계
를 지닌다. 이에,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가로 파악해야 할 내용을 확인하고
사후 표적집단면접을 수행하였다.

§

설문자료 이후 표적집단면접과 같은 질적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양적연구에서 얻은 다
량의 수치화된 정보를 숫자 그 이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게 도와준다.
다시 말해서, 설문자료의 결과를 더욱 상세하고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점
에서 사후 표적집단면접 수행의 의의가 있다.

§

이에, 사후 표적집단면접은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이 빈번한 만 50대 이상 이용자 중에
서 성별 및 연령이 최대한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선별하였다. 그 결과 50대 중후
반부터 70대 초반의 남자 이용자 3명과 여자 이용자 1명을 한 그룹으로 선정하였다.
한 그룹은 디지털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 그룹이었고, 다른 한 그룹은 본관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 그룹이었다. 사후 표적집단 그룹은 2018년 10월 25일(목)~26
일(금) 양일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각 그룹별로 약 70분이 소요되었다.

가. 설문조사 결과
1) 설문 조사내용

❍ 설문조사는 크게 5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고령층의 성별, 나
이, 거주지역 등을 확인하였다.

§

둘째, 응답자의 이용행태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층의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
는 방식, 예를 들어, 이용목적과 분야, 도서관 소식을 얻는 방법 등을 확인하였다.

§

셋째, 국립중앙도서관 실내 및 실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응답자들의 만족도
를 확인하였다. 해당 내용에는 이용방법 및 절차(예: 회원가입 절차, 도서신청/열람,
디지털도서관 컴퓨터 좌석 예약 등), 이용환경(예: 입출입구, 안내표지, 실내환경, 카
페·식당 등 실외 편의시설), 행사 및 프로그램(예: 강연, 문화행사, 전시 등)을 포함한
다.

§

넷째,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에 대한 고령 이용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사서
이미지에 부합하는 형용사 8가지(예: 친절한, 신속한, 기꺼이 돕고자 하는, 전문적인
등)를 선정하고 이에 대비되는 형용사 8가지(예: 불친절한, 느린, 귀찮아하는, 아마추
어적인 등)와 각 쌍을 만들었다.

§

다섯째, 고령층이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과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이들의 시각에서 확인하고자 요구를 파악하는 질문을 하였다. 해당 내용에는 크게 고
령층을 위한 서비스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포함되었다.

❍ 수집된 335부의 설문지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T검정
등에 활용되었다.
4) 사후 표적집단면접 가이드라인은 부록으로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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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조사내용
조사내용
인구학적 특성
이용행태

세부내용
성별, 나이, 행정 거주지역, 결혼, 학력, 경제활동, 직업
도서관 소식을 얻는 방법, 이용목적, 이용분야, 주 이용 자료실, 문의
및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법

서비스 만족

이용방법 및 절차, 이용환경, 행사 및 프로그램

사서 이미지

사서에 대한 인식

요구사항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디지털 교육프로그램

2) 응답자 특성

❍ 응답자 중 만 65세 이상은 141명(42.1%)이었으며, 만 64세 이하는 194명(57.9%)
으로 전체 응답자는 335명이었다.
❍ 총 응답자 335명 중, 남자 응답자가 309명(92.5%)으로 여자 응답자(25명, 7.5%)와
비교하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만 65세 이상 응답자의 경우에는 남자가 137명
(97.9%)이었고, 만 64세 이하 응답자의 경우에는 남자가 172명(88.7%)이었다. 즉,
응답자 내에서는 만 65세 이상 응답자 집단의 남자 이용자 비율이 만 64세 이하
응답자 집단의 남자 이용자 비율보다 약 10% 이상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2] 응답자 특성: 성별
❍ 국립중앙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
았고(만 65세 이상: 46명, 34.3%; 만 64세 이하: 73명, 40.5%), 다음으로 강남구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이 많았다. 그 외 관악구, 동작구를 비롯해 서대문구, 중랑구, 동
대문구, 노원구 등이 있었고, 경기도와 인천 등 다양한 지역에서 고령 이용자들이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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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응답자 특성: 거주지역
❍ 약 90%의 응답자들은 기혼(65세 이상: 117명, 85.4%; 만 64세 이하: 173명,
89.6%)상태였다. 만 65세 이상의 응답자 집단의 경우 기혼 다음으로 동거(11명,
8.0%)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만 64세 이하는 미혼(13명, 6.7%)이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을 차지하였다.
❍ 응답자들의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나 높은 학식을 가진 이
용자들이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 65세 이상의
경우, 대학 졸업(83명, 61.0%) 및 대학원 졸업(31명, 22.8%)이 84%에 가까웠고,
만 64세 이하의 경우, 대학 졸업(120명, 61.5%) 및 대학원 졸업(58명, 29.9%)이
약 92%였다.
❍ 이처럼, 본 설문지에 대한 응답자들의 최종학력은 선행연구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
났다. 한국교육개발원(2010)에서 5,1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만 63세
이상 만 75세 이하는 약 12%가, 만 53세 이상 62세 이하는 약 33%가 대학교 이
상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만 65세 이상 이용자 집단에서 약
84%, 만 64세 이하 이용자 집단에서 약 92%가 대학교 졸업 이상이라 응답한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림 24] 응답자 특성: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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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 이상 중 100명(73.5%)이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반면, 만 64세 이하
는 112명(58.0%)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또는 은퇴 전 직업
은 일반사무직, 자영업/프리랜서, 생산/기술직 및 교육/연구직 등 매우 다양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응답자들은 복수의 직업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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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응답자 특성
만 65세 이상
성별

남자
여자

22 (11.3)

25 (7.5)

194 (100.0)

334 (99.7)

서울시 서초구

46 (34.3)

73 (40.5)

119 (37.9)

서울시 강남구

16 (11.9)

22 (12.2)

38 (12.1)

서울시 그 외

51 (38.1)

66 (36.7)

117 (37.3)

경기도

19 (14.2)

19 (10.6)

38 (12.1)

2 (1.5)

0 (0.0)

2 (0.6)

134 (100.0)

180 (100.0)

314 (100.0)

미혼

2 (1.5)

13 (6.7)

15 (4.5)

기혼

117 (85.4)

173 (89.6)

290 (87.9)

이혼

5 (3.6)

3 (1.6)

8 (2.4)

사별

2 (1.5)

1 (0.5)

3 (0.9)

동거

11 (8.0)

2 (1.0)

13 (3.9)

기타

0 (0.0)

1 (0.5)

1 (0.3)

137 (100.0)

193 (100.0)

330 (100.0)

무학/초중퇴

0 (0.0)

1 (0.5)

1 (0.3)

초졸

3 (2.2)

1 (0.5)

4 (1.2)

중졸

2 (1.5)

0 (0.0)

2 (0.6)

고졸

17 (12.5)

14 (7.2)

31 (9.4)

대졸

83 (61.0)

120 (61.9)

203 (61.5)

대학원졸

31 (22.8)

58 (29.9)

89 (27.0)

136 (100.0)

194 (100.0)

330 (100.0)

전체

전체

최종학력

전체
경제활동

현재 활동함

36 (26.5)

112 (58.0)

148 (45.0)

100 (73.5)

81 (42.0)

181 (55.0)

136 (100.0)

193 (100.0)

329 (100.0)

일반사무직

41 (30.4)

51 (26.7)

92 (28.2)

자영업/프리랜서

20 (14.8)

36 (18.8)

56 (17.2)

7 (5.2)

19 (9.9)

26 (8.0)

16 (11.9)

17 (8.9)

33 (10.1)

13 (9.6)

8 (4.2)

21 (6.4)

1 (0.7)

1 (0.5)

2 (0.6)

14 (10.4)

37 (19.4)

51 (15.6)

1 (0.7)

5 (2.6)

6 (1.8)

현재 활동 안 함

전체

판매/서비스/영업직
(은퇴 전)
직업

309 (92.5)

3 (2.1)

인천

결혼상태

172 (88.7)

140 (100.0)

전체

거주지

137 (97.9)

만 50세~64세

단위: 명 (%)
전체

생산/기술직
전문직
예체능관련직
교육/연구직
주부
기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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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6.3)

17 (8.9)

39 (12.0)

135 (100.0)

191 (100.0)

326 (100.0)

3) 응답자 이용행태
❍ 도서관 소식을 얻는 방법5)
§

두 집단의 응답자 모두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 소식을 가장 많이
얻는다고 응답하였다. 만 65세 이상의 응답자들은 69명(46.0%)이, 만 64세 이하의 응
답자들은 142명(71.4%)이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한다고 답하였다. 다음으로 “배너/
게시판”이 소식을 얻는 방법으로 두 집단에서 모두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을 얻었다.
기타의 방법에는 자녀나 친지, 친구 및 타 이용자, 원호청(現 국가보훈처), 인터넷, 경
험 있는 저자와 출판사 등이 포함되었다.

<표 18> 도서관 소식을 얻는 방법
만 65세 이상

소식 얻는
방법

만 50세~64세

단위: 명 (%)
전체

도서관 홈페이지

69 (46.0)

142 (71.4)

211 (60.5)

배너/게시판

32 (21.3)

22 (11.1)

54 (15.5)

안내책자/팸플릿

15 (10.0)

8 (4.0)

23 (6.6)

10 (6.7)

8 (4.0)

18 (5.2)

이메일

6 (4.0)

9 (4.5)

15 (4.3)

SNS/블로그

4 (2.7)

3 (1.5)

7 (2.0)

14 (9.3)

7 (3.5)

21 (6.0)

150 (100.0)

199 (100.0)

349 (100.0)

언론보도

기타
전체

[그림 25] 도서관 소식을 얻는 방법
❍ 주 이용 자료실6)
§

두 집단 모두 본관과 디지털도서관을 비교적 비슷하게 이용하는 편이었다. 본관을 주
로 이용하는 비율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 집단이 64명(49.6%)이었고, 만 64세 이하
이용자 집단이 74명(40.0%)이었다. 즉, 응답자 내에서는 만 64세 이하 이용자들이 만
65세 이상 이용자들보다 디지털도서관 이용률이 더 높은 편이었다.

5) 해당 문항은 단일응답 문항이었으나 일부 응답자가 복수응답으로 표기함
6) 5)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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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주 이용 자료실
만 65세 이상
주 이용
자료실

만 50세~64세

단위: 명 (%)
전체

본관

64 (49.6)

74 (40.0)

138 (43.9)

디지털도서관

57 (44.2)

104 (56.2)

161 (51.3)

8 (6.2)

7 (3.8)

15 (4.8)

129 (100.0)

185 (100.0)

314 (100.0)

둘 다

전체

[그림 26] 주 이용 자료실

❍ 전반적인 이용목적 (중복응답)
§

전체 응답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이용목적은 “취미/여가”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연
구조사”가 높은 응답을 차지하였다. 연령별 집단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 65세
이상 이용자 집단은 취미/여가(75명, 36.9%), 연구조사(32명, 15.8%), 건강/보험(27
명, 13.3%), 경제활동(26명, 12.8%)의 목적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한다고 응
답하였다. 반면, 만 64세 이하 이용자 집단은 취미/여가(92명, 34.5%), 연구조사(67
명, 25.1%), 경제활동(57명, 21.3%), 연금/재테크(17명, 6.4%) 순이 이용목적이었다.
그 외, 기타 응답으로는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 공부 및 업무를 위해, 본인 지식과 지
혜를 얻기 위해, 해외여행 준비 및 외국어 학습을 위해, 옛날 신문 및 뉴스, 시사 정
보 확인하기 위해, 재건축 자료 획득을 위해, 글쓰기 및 작곡을 위해, 미디어 편집을
위해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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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
만 65세 이상

이용목적

전체

만 50세~64세

단위: 명 (%)
전체

취미/여가

75 (36.9)

92 (34.5)

167 (35.5)

연구조사

32 (15.8)

67 (25.1)

99 (21.1)

건강/보건

27 (13.3)

15 (5.6)

42 (8.9)

경제활동

26 (12.8)

57 (21.3)

83 (17.7)

타기관에 없는 정보

16 (7.9)

3 (1.1)

19 (4.0)

연금/재테크

11 (5.4)

17 (6.4)

28 (6.0)

기타

16 (7.9)

16 (6.0)

32 (6.8)

203 (100.0)

267 (100.0)

470 (100.0)

[그림 27] 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

❍ 디지털도서관 주요 이용목적 (중복응답)
§

디지털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은 “컴퓨터를 활용한 여가활동”이 가장 높았고 “디지털
자료 이용”이 그다음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집단별로 살펴보면, 만 65세 이상
이용자 집단은 “디지털자료 이용”(33명, 29.7%)과 “컴퓨터를 활용한 여가활동”(32명,
28.8%)의 목적이 매우 유사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만 64세 이하 이용
자 집단은 “컴퓨터를 활용한 여가활동”(59명, 30.7%)의 목적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디지털자료 이용”(50명, 26.0%) 목적이었다. 기타로는 공부/연구 및 업무를 위한 이
용목적이 가장 많았고, 그밖에 주간지/월간지 및 신문 읽기 위해, 노트북을 이용하기
위해, 혹은 미디어/사진/음향을 편집하기 위해 등으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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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디지털도서관 이용 시 주요 이용목적
만 65세 이상

디지털도서관
주요
이용목적

만 50세~64세

단위: 명 (%)
전체

디지털자료

33 (29.7)

50 (26.0)

83 (27.4)

PC를 활용한 여가활동

32 (28.8)

59 (30.7)

91 (30.0)

개인학습

21 (18.9)

42 (21.9)

63 (20.8)

미디어자료

12 (10.8)

21 (10.9)

33 (10.9)

교육프로그램 참여

6 (5.4)

8 (4.2)

14 (4.6)

기타

7 (6.3)

12 (6.3)

19 (6.3)

전체

111 (100.0)

192 (100.0)

303 (100.0)

[그림 28] 디지털도서관 이용 시 주요 이용목적

❍ 이용분야 (중복응답)
§

국립중앙도서관 방문 목적과 함께 도서관 내에서 주로 이용하는 분야에 대한 질문이
함께 이루어졌고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인문/철학” 분야가 가장 높
게 이용되고 있었고, 그 외에 “시사/정치”, “문학”, “역사” 분야 역시 이용도가 두 집
단 모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연령별 집단에 따라 주 이용분야의 순위에서 약
간의 차이를 보였다. 즉, 만 65세 이상 이용자 집단은 “인문/철학”(59명, 21.1%)과
“역사”(46명, 16.5%) 분야의 이용 비중이 가장 높았다면 만 64세 이하 이용자 집단은
“인문/철학”(76명, 20.7%)과 “시사/정치”(54명, 14.7%) 분야의 이용이 가장 높았다.
기타 이용분야는 경제/재테크/재무가 가장 많았고, 여행, 모든 분야, 스포츠, 취미,
실용미용, 수어, IT, 경영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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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도서관에서 주로 이용하는 분야
단위: 명 (%)
만 65세 이상

이용분야

만 50세~64세

전체

인문/철학

59 (21.1)

76 (20.7)

135 (20.9)

역사

46 (16.5)

34 (9.2)

80 (12.4)

문학

44 (15.8)

51 (13.9)

95 (14.7)

시사/정치

44 (15.8)

54 (14.7)

98 (15.1)

과학/기술

21 (7.5)

42 (11.4)

63 (9.7)

종교

16 (5.7)

24 (6.5)

40 (6.2)

외국어

13 (4.7)

25 (6.8)

38 (5.9)

법/제도

11 (3.9)

20 (5.4)

31 (4.8)

예술

11 (3.9)

21 (5.7)

33 (5.1)

기타

14 (5.0)

21 (5.7)

34 (5.3)

279 (100.0)

368 (100.0)

647 (100.0)

전체

[그림 29] 도서관에서 주로 이용하는 분야
❍ 도서관 이용 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중복응답)
§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필요한 도움이나 문의 사항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이
용자 집단에서 모두 “사서/직원에게 문의한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만 65세 이
상: 95명, 51.1%; 만 64세 이하: 120명, 48.8%), 그다음은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방
법(만 65세 이상: 47명, 25.3%; 만 64세 이하: 87명, 35.4%)이었다. 이를 통해, 응답
자 내에서는 만 65세 이상이 사서 및 직원에게 문의하는 비율이 만 64세 이하에 비
해 조금 더 높고, 만 64세 이하는 만 65세 이상보다 인터넷 검색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응답으로는 자녀에게 물어본다는 답변이 있었다. 두 이용자 집단
모두 정보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는 점(만 65세
이상: 3명, 1.6%; 만 64세 이하: 2명, 0.8%)에서 적극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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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정보나 도움을 얻는 방법
만 65세 이상

정보 및
도움
획득방법

만 50세~64세

단위: 명 (%)
전체

사서/직원에게 문의

95 (51.1)

120 (48.8)

215 (49.8)

인터넷으로 검색

47 (25.3)

87 (35.4)

134 (31.0)

홈페이지/이메일 문의

17 (9.1)

22 (8.9)

39 (9.0)

타이용자에게 문의

12 (6.5)

3 (1.2)

15 (3.5)

전화로 문의

9 (4.8)

10 (4.1)

19 (4.4)

그냥 넘어감

3 (1.6)

2 (0.8)

5 (1.2)

기타

3 (1.6)

2 (0.8)

5 (1.2)

186 (100.0)

246 (100.0)

432 (100.0)

전체

[그림 30]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정보나 도움을 얻는 방법

4) 응답자 서비스 만족7)

❍ 국립중앙도서관 환경 및 서비스에 관한 만족도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조사되었
다: 이용방법 및 절차, 이용환경, 행사 및 프로그램. 각각의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1점)부터 매우 만족(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따랐다. 상세한 내
용은 다음과 같다.
❍ 이용방법 및 절차
§

이용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5가지 항목을 질문하였고, 5점 만점에 평균 만족도는
3.75점(65세 이상: 3.65점; 만 64세 이하: 3.81점)이었다. 그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회원가입 절차”로 만족도 5점 만점에 평균 4.36점(만 65세 이상: 4.47점; 만
64세 이하: 4.27점)이었으며 이용방법 및 절차 관련 항목에서 유일하게 4점이 넘었
다. 회원가입 절차가 상당 부분 전자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히 만 65세 이상 이용자
집단의 높은 만족도는 특기할 점이다.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여준 항목은 “전자자료

7) 응답자 서비스 만족에 관한 서술 응답 전체 내용은 별첨으로 첨부함

105｜Ⅳ. 국립중앙도서관 현황 조사

이용”으로 전체 평균 3.22점(만 65세 이상: 3.11점; 만 64세 이하: 3.30점)이었다.
§

이용방법 및 절차 중에서 “홈페이지 이용”과 “디지털도서관 컴퓨터 좌석예약”, “전자
자료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만 64세 이하 이용자 집단과 만 65세 이상 이용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해, 해당 항목들에서 만 65세 이상
이용자 집단의 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이 3가지 항목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
된 영역으로 만 65세 이상 이용자들이 전자기기 사용에 있어서 만 64세 이하 이용자
집단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1] 이용방법 및 절차
§

이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서술형 응답에서 디지털도서관 좌석예약 제한 시간 증대에
대한 요구가 다수 있었다. 개가서가의 확장에 대한 요구도 많은 편이었다. 응답자들은
본관의 리모델링 이후 이용도가 떨어지는 휴게공간이 넓어지고 진열된 책이 줄어든
것에 대해 아쉬워하였다. 또한, 도서관 야간 운영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본관의 경
우 2018년 10월부터 야간 운영이 시행되므로 요구 일부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디지털도서관의 경우, 여전히 저녁 6시에 운영이 마감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
가 필요할 것이다. 그 외에 문학실 좌석 확장, 직원의 신속한 응대 및 응답, 개인 가
방 휴대 요망, 옛날식 도서 열람카드 이용, 일반자료의 전자자료 전환 확충 등이 있었
다. 휴무일에 대한 공지가 좀 더 홍보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현재는 도
서명이 완전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 검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정
확한 도서의 제목을 알지 못해도 분야나 주제로 검색하거나 전방일치 혹은 키워드를
활용하여 관련 도서를 검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 이용환경
§

이용환경에 관하여 7가지 항목을 질문하였고, 5점 만점에 평균 만족도는 4.06점(만
65세 이상: 4.10점; 만 64세 이하: 4.04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만 65세 이상 이용자
집단은 7가지 항목 중 5가지 항목(입/출입구, 실내편의시설, 안내표지, 실내환경, 실
외편의시설)에서 4점(약간 만족) 이상의 만족도를 보인 반면, 만 64세 이하 이용자 집
단은 4가지 항목(입/출입구, 실내편의시설, 안내표지, 실내환경)에서 4점(약간 만족)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입/출입구”로 만 65세 이상 이
용자 집단의 평균 만족도는 4.57점, 만 64세 이하 이용자 집단의 평균 만족도는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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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었다. 반대로, 가장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전자자료” 이용환경으로 만 65세 이
상 이용자 집단의 평균 만족도는 3.45점, 만 64세 이하 이용자 집단의 평균 만족도는
3.66점이었다. 해당 항목의 경우, 두 집단 간 만족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용방법 및 절차와 유사하게 만 65세 이상의 이용자들이 전자
자료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및
봉사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2] 이용 환경
§

이용환경 관련 서술형 응답은 청결에 대한 건의가 많았다. 실내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지만(전체 평균 4.19점) 플라스틱 가방, 컴퓨터 자판, 헤드셋 등
공용물품에 대한 소독 및 청결관리 요구가 있었다. 그 외에 실내·외 편의시설에 대한
건의가 다수 있었다. 예를 들어, 커피 자판기가 본관 건물 층마다 디지털도서관 건물
안에 여러 대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고, 건물 환기에 대한 건의도 있었
다. 또한, 식당 메뉴의 다양성과 건강식 제공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국립중앙도서관
내의 편의점이 물품들을 외부 편의점보다 비싼 가격으로 책정한 것에 대한 시정 요구
가 있었다. 서점 외에 책 벼룩시장 등의 이벤트를 통해 서적의 교환이 이뤄지는 환경
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의견과 디지털도서관 내 화장실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소수
있었다.

❍ 행사 및 프로그램
§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4가지 항목으로 질문하였고, 5점 만점에 전체 평
균은 2.51점(만 65세 이상: 2.52점; 만 64세 이하: 2.52점)으로 매우 낮았다. “전시”
가 평균 만족도 2.83점(만 65세 이상: 3.02점; 만 64세 이하: 2.70점)으로 가장 높았
으나 이 역시 3점(보통)을 넘지 못했다. 다만, 만 65세 이상 이용자 집단에서는 해당
항목에서 유일하게 평균 3점이 넘는 3.02점의 만족도를 보였다. “디지털도서관 교육
프로그램”은 만 65세 이상의 이용자 집단에서 2.27점의 만족도를 보이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고, 만 64세 이하의 이용자 집단에서는 “강연”을 2.40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행사 및 프로그램의 항목들은 연령별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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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행사 및 프로그램
행사 및 프로그램과 관련한 서술형 응답에서는 음악회에 대한 요구가 많이 나왔다.

§

정기적으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사를 기획하는 방안에 대해 요청한 응답자도
있었고, 다수의 응답자는 행사를 진행할 경우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희망하였다. 또
한, 행사를 녹화하여 온라인으로 시청/참석할 수 있기를 원하는 이용자도 있었고 고
령층의 이슈를 주제로 노후생활, 재취업, 경제, 취미, 건강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
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표 24> 도서관 이용 만족도 – 이용방법 및 절차, 이용환경, 행사 및 프로그램

회원가입 절차
도서신청/열람

3.88

3.78

3.82

홈페이지 이용***

3.46

3.93

3.73

디도 컴퓨터 좌석예약***

3.35

3.78

3.60

전자자료이용*
입/출입구

3.11
3.65
4.57

3.30
3.81
4.37

3.22
3.75
4.45

실내편의시설

4.40

4.29

4.34

안내표지

4.27

4.11

4.17

실내환경

4.20

4.19

4.19

실외편의시설

4.02

3.96

3.99

인쇄자료

3.79

3.68

3.72

전자자료*
전시

3.45
4.10
3.02

3.66
4.04
2.70

3.58
4.06
2.83

행사 및

강연

2.45

2.40

2.42

프로그램

문화행사

2.33

2.42

2.38

디도 교육프로그램

2.27
2.52

2.54
2.52

2.43
2.51

이용방법 및
절차

전체

이용환경

전체

전체
*

범위: 1~5 (1: 매우 불만족, 5: 매우 만족)
만 65세 이상 만 50세~64세
전체
4.47
4.27
4.36

p <.05,

**

<.01,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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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답자의 사서 이미지

❍ 사서에 대한 인식
§

사서에 대한 이미지는 선행연구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직원들, 고령 이용자들의 사
전 표적집단면접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연구자들이 취합하고 논의를 통해 사서에
게 기대되는 긍정적인 형용사 8개를 선정하였다. 이후, 이에 상반되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 8개를 선택하고 각기 쌍을 지어 총 8개의 형용사 쌍을 만들어 질문하였다.

§

긍정적인 형용사는 다음과 같다: 친절한, 형평성 있는, 도움을 주는, 기꺼이 돕고자
하는, 유연한, 경청하는, 신속한, 전문적인

§

긍정적인 형용사에 반하는 부정적인 형용사는 다음과 같다: 불친절한, 형평성에 어긋
난, 불필요한, 귀찮아하는, 경직된, 성의 없는, 느린, 아마추어적인

§

사서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인 형용사에 가까울수록 1점(매우 불만족), 긍정적인 형
용사에 가까울수록 5점(매우 만족)으로 총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따랐다.
응답자의 사서에 대한 이미지 평균은 3.93점이었다(만 65세 이상: 3.99점; 만 64세
이하: 3.86점).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은 사서를 친절하고, 형평성이 있으며, 도움을 주
는 존재에 가깝게 인식하고 있었다.

§

만 65세 이상 이용자 집단이 만 64세 이하 이용자 집단보다 사서에 대한 인식이 대
체로 긍정적인 편이었다. 이들은 총 8가지 항목 중 4가지 항목에서 4점(약간 긍정적)
이상을 표기하였다. 즉, 사서를 “친절”하고, “형평성”이 있으며, “기꺼이 돕고자” 하
며 “도움을 주는” 집단으로 인식하는 편이었다.

§

“경청하는” 이미지에서는 만 65세 이상 이용자 집단의 인식이 만 64세 이하 이용자
집단보다 유일하게 더 낮았으며 이 평균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25> 도서관 사서에 대한 인식
범위: 1~5 (1: 매우 부정적, 5: 매우 긍정적)
만 65세 이상 만 50세~64세
전체

사서
이미지

친절한 ↔ 불친절한

4.25

4.07

4.14

형평성 있는 ↔ 형평성에 어긋난

4.17

3.93

4.03

도움을 주는 ↔불필요한

4.15

4.07

4.10

기꺼이 돕고자 하는 ↔ 귀찮아하는

4.02

3.93

3.97

유연한 ↔ 경직된

3.87

3.72

3.78

경청하는 ↔ 성의 없는*

3.86

3.91

3.89

신속한 ↔ 느린

3.80

3.76

3.78

전문적인 ↔ 아마추어적인

3.81

3.69

3.74

3.99

3.86

3.93

전체
*

p <.05,

**

<.01,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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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도서관 사서에 대한 인식

5) 응답자 요구사항

❍ 자원봉사 희망
§

만 65세 이상 이용자 집단(51명, 37.5&)과 만 64세 이하의 이용자 집단(62명,
32.1%)의 약 35% 정도가 자원봉사를 희망하였다.

<표 26>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희망 여부
만 65세 이상
자원봉사
전체

만 50세~64세

단위: 명 (%)
전체

희망함

51 (37.5)

62 (32.1)

113 (34.3)

비희망함

50 (36.8)

85 (44.0)

135 (41.0)

잘 모르겠음

35 (25.7)

46 (23.8)

81 (24.6)

136 (100.0)

194 (100.0)

329 (100.0)

[그림 35]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희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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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8) (중복응답)
§

두 집단에서 비슷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그 우선순위에서 약간의 차이가
보였다. 만 65세 이상의 이용자 집단은 “추천도서목록”(52명, 16.9%)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행사 및 프로그램”(41명, 13.4%), “디지털 교육프로그
램”(40명, 13.0%), “별도공간/좌석”(38명, 12.4%), “이용 보조 장비”(33명, 10.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만 64세 이하의 이용자 집단은 “행사 및 프로그램”(80명,
19.2%)에 대한 서비스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추천도서목록”(64
명, 15.3%), “디지털 교육프로그램”(46명, 11.0%), “큰글자자료”(44명, 10.6%), “이용
보조 장비”(42명, 10.1%)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

기타 응답으로는 건강자료 및 교육, 부부갈등 및 은퇴 후 인생 설계에 관한 프로그램,
키오스크 등의 화면이 천천히 바뀌는 것, 국립중앙도서관 이용 기본교육(예: 떠들지
않기, 핸드폰 무음으로 해놓기 등)이 나왔다.

<표 27> 50세 이상의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만 65세 이상

50+
필요한
서비스

만 50세~64세

단위: 명 (%)
전체72 (9.9)

추천도서목록

52 (16.9)

64 (15.3)

116 (16.0)

행사/프로그램

41 (13.4)

80 (19.2)

121 (16.7)

디지털 교육프로그램

40 (13.0)

46 (11.0)

86 (11.9)

별도공간/좌석

38 (12.4)

34 (8.2)

72 (9.9)

이용보조장비

33 (10.7)

42 (10.1)

75 (10.4)

큰글자 자료

27 (8.8)

44 (10.6)

71 (9.8)

이용교육

27 (8.8)

38 (9.1)

65 (9.0)

담당인력

21 (6.8)

24 (5.8)

45 (6.2)

오디오북

9 (2.9)

19 (4.6)

28 (3.9)

19 (6.2)

26 (6.2)

45 (6.2)

307 (100.0)

417 (100.0)

724 (100.0)

기타
전체

[그림 36] 50세 이상의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8) 고령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관한 서술 응답 전체 내용은 별첨으로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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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도서관 희망교육프로그램 (중복응답)
§

전반적으로 디지털 교육에 많은 관심이 있음이 응답을 통해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만
65세 이상의 이용자 집단은 “스마트폰 이용 교육”(72명, 19.5%)과 “컴퓨터 기초교
육”(65명, 17.6%)에 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만 64세 이하 이용자 집단은 ”디지털
콘텐츠 작성“(98명. 19.4%)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스마트폰 교육”(81명,
16.0%)에 대한 관심이 뒤따랐다.

§

기타 응답으로는 디지털 교육 외에 도서 관련 교육이나 행사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일부는 구청이나 재단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중복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표 28> 희망하는 디지털 교육프로그램

디도
희망교육

스마트폰
PC기초
전자자료 이용
인터넷 및 이에밀
문서작성
디지털콘텐츠 작성
SNS
기타

전체

만 65세 이상
72 (19.5)
65 (17.6)
47 (12.7)
46 (12.5)
45 (12.2)
44 (11.9)
40 (10.8)
10 (2.7)
369 (100.0)

만 50세~64세
81 (16.0)
66 (13.1)
70 (13.9)
44 (8.7)
55 (10.9)
98 (19.4)
73 (14.5)
18 (3.6)
505 (100.0)

단위: 명 (%)
전체
153 (17.5)
131 (15.0)
117 (13.4)
90 (10.3)
100 (11.4)
142 (16.2)
113 (12.9)
28 (3.2)
874 (100.0)

[그림 37] 희망하는 디지털 교육프로그램

6) 기타 주요 요구사항9) (서술문항)

❍ 고령 이용자의 이용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술 문항 요청에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9) 기타 주요 요구사항에 관한 서술 응답 전체 내용은 별첨으로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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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문제 이용자(예: 일부 고령층들의 고성, 불쾌한 감정 표현 등) 해소

§

시설 및 설비: 고령자 전용 공간, 개별 좌석 확충, 디지털 자료실의 컴퓨터의 글자 확
대, 큰 글자 안내물, 휴식공간 확충(커피자판기 증대 포함), 주차 시간 확대, 안락한
의자와 튼튼한 책상,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입출입구

§

자료: 고문헌 자료 확대 및 개가식 도서 배치 확대, 외부자료 반입 제한 해제

§

사서 및 직원: 적극적이고 친절한 서비스

§

교육: 도서관 이용 기초교육(예절교육 포함), 디지털 기초교육, 다양한 강의

나. 설문지 세부 조사결과: 만 65세 이상 응답자 집단
❍ 이용목적에 따른 이용분야는 다양한 편이었지만, 인문/철학 분야가 전반적으로 가
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건강/보건 및 경제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용
자는 인문/철학 또는 시사/정치 분야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었고, 취미/여가의 목적
인 이용자는 문학과 인문/철학 분야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타기관에 없는 정보
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는 역사 분야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연구조사 목적의 이용자 역시 인문/철학과 역사 분야의 이
용률이 높았다.
<표 29> 이용목적에 따른 이용분야
단위: 명 (%)
이용분야
인문/
철학

문학

시사/

법/

정치

제도

역사

외국

과학/

어

기술

예술

종교

기타

2

1

3

10

(4)
8

(2)
10

(5)
9

건강/

15

7

11

3

7

2

보건
취미/

(27)
29

(13)
31

(20)
25

(5)
2

(13)
26

(4)
8

여가
연금/

(18)
3

(20)

(16)
4

(1)
1

(17)
5

(5)
0

(6)
4

(5)
1

(6)
1

(6)
0

6

(20)
10

(5)
3

(25)
7

(0)
3

(20)
7

(5)
1

(5)
3

(0)
6

(21)

(10)

(17)

(5)

(12)

(5)

(12)

(2)

(5)

(10)

4

3

6

3

10

0

0

0

1

1

(14)

(11)

(21)

(11)

(36)

(0)

(0)

(0)

(4)

(4)

14

6

4

13

5

5

2

5

0

(24)
7

(10)
10

5

(7)
3

(22)
3

(9)
2

(9)
2

(3)
1

(9)
5

(0)
6

(16)

(23)

(11)

(7)

(7)

(5)

(5)

(2)

(11)

(14)

84

64

65

19

71

20

33

15

26

25

이 재태크
경제
용
활동
목 타기관
적 없는
정보
연구
조사
기타
전체

(15)
12

1(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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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

전체

56
158
20
58

28

58
44
422

❍ 이용목적에 따라 희망하는 서비스는 다양하였다. 건강/보건과 취미/여가가 국립중
앙도서관 방문의 주요 목적인 이용자들은 추천도서목록을 가장 희망하고 있었고,
연금/재테크가 주요 방문 목적인 이용자들은 별도공간/좌석 및 행사/프로그램을
선호하는 편이었다. 경제활동이 목적인 이용자들은 디지털교육을 보다 희망하고 있
었고, 타기관에 없는 정보를 이용하고자 국립중앙도서관에 방문하는 이용자들은 별
도공간/좌석과 이용보조장비를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용자들에 비해 좀 더 선
호하는 편이었다.
<표 30> 이용목적에 따른 50세 이상의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단위: 명 (%)
필요한 서비스
담당
인력

이
용
목
적

별도

큰

공간/

글자

좌석

자료

오디

이용

오북

교육

디지

행사/

추천

이용

털

프로

도서

보조

교육

그램

목록

장비

7 (9)

6 (8)

17

12

0

(23)

(16)

(0)

기타

건강/

6

12

8

0

7

보건

(8)

(16)

(11)

(0)

(9)

취미/

9

24

14

4

18

19

23

28

17

10

여가

(5)

(15)

(8)

(2)

(11)

(11)

(14)

(17)

(10)

(6)

연금/

4

6

2

2

4

6

5

5

1

(11)

(16)

(5)

(5)

(11)

(16)

(13)

(13)

(3)

6

3

6

12

9

11

7

0

(10)

(5)

(10)

(20)

(15)

(18)

(12)

(0)

1 (3)

2 (6)

7

8

0

(21)

(24)

(0)

재태크
경제

2

활동

(3)

타기관
없는
정보

2

8

3

0

3

(6)

(24)

(9)

(0)

(9)

4

3

8

9

11

9

3

6

(6)

(5)

(12)

(14)

(17)

(14)

(5)

(9)

5

0

0

7

5

4

5

6

(13)

(0)

(0)

(18)

(13)

(11)

(13)

(16)

42

12

46

58

62

81

57

23

연구

6

조사

(9)

기타
전체

5 (8)

3 (8)

3
(8)
32

6 (9)
3 (8)
64

전체

56
158
20
58

28

58
44
422

❍ 이용목적에 따른 사서 이미지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사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이 13~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 긍정적인 이미지(약간 긍정적 +
매우 긍정적)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이용목적과 상과없이 모두 60% 이상
이었다. 다만, 연금/재테크나 타 기관에 없는 정보 이용, 기타 목적으로 국립중앙도
서관을 방문하는 경우, 사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10% 이상으로 다른 이용목
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들보다 조금 높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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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이용목적에 따른 도서관 사서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사서 이미지
매우
부정적

약간
긍정적

매우
긍정적

전체

4 (2)

10 (5)

33 (15)

82 (38)

85 (40)

214

취미/여가

13 (2)

20 (4)

113 (20)

218 (38)

207 (36)

571

연금/재태크

1 (1)

8 (9)

20 (23)

31 (35)

28 (32)

88

경제활동

6 (3)

9 (4)

27 (13)

69 (33)

96 (46)

207

타기관에 없는 정보

5 (4)

7 (6)

26 (22)

34 (29)

45 (39)

117

연구조사

8 (3)

12 (5)

55 (23)

51 (21)

114 (48)

240

18 (12)

11 (8)

22 (15)

38 (26)

55 (38)

144

55

77

296

523

630

1581

용
적

보통

건강/보건
이
목

약간
부정적

기타
전체

❍ 이용분야에 따른 사서 이미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편이었다. 특히, 종교 분야를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55%로 가장 높았
으나 사서를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11%) 역시 다른 분야를 주로 이용하
는 이용자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표 32> 이용분야에 따른 도서관 사서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사서 이미지
매우
부정적
13 (3)

약간
부정적
33 (7)

매우
긍정적
179 (39)

전체

97 (21)

약간
긍정적
137 (30)

문학

9 (3)

22 (6)

40 (12)

140 (41)

133 (39)

344

시사/정치

7 (2)

10 (3)

77 (23)

102 (31)

134 (41)

330

법/제도

1 (1)

3 (4)

24 (30)

22 (28)

30 (38)

80

이용

역사

9 (3)

18 (5)

60 (17)

137 (38)

140 (39)

364

분야

외국어

5 (5)

4 (4)

22 (23)

31 (33)

33 (35)

95

과학/기술

2 (1)

6 (4)

18 (11)

58 (35)

84 (50)

168

예술

1 (1)

8 (10)

9 (11)

26 (33)

36 (45)

80

종교

13 (11)

1 (1)

18 (15)

22 (18)

66 (55)

120

기타

6 (5)

6 (5)

23 (20)

37 (31)

46 (39)

118

66

111

388

712

881

2158

인문/철학

전체

보통

459

❍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필요한 도움이나 문의 사항을 해결하는 방법에 따라
인식하는 사서 이미지가 어떠한지 확인한 결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약 50%가 사서/직원에게 문의를 하는 형태를 보였으며 이들의 사서에 대한 이미지
는 약간 긍정적과 매우 긍정적이 70% 이상으로 좋은 편이었다. 다만, 기타 방법
(예: 자녀, 지인 등)으로 문의 사항을 해결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정보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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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얻는 이용자들보다 사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약간 부정적 13% + 매우 부
정적 13% = 26%)를 가지고 있었다.
<표 33> 문의방법에 따른 도서관 사서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사서 이미지

문
의
방
법

매우

약간

부정적

부정적

보통

약간

매우

긍정적

긍정적

전체

타이용자에게 문의

4 (4)

3 (3)

21 (22)

19 (20)

49 (51)

96

사서/직원에게 문의

27 (4)

38 (5)

143 (20)

242 (33)

280 (38)

730

전화로 문의

4 (6)

0 (0)

22 (35)

3 (5)

34 (54)

63

홈페이지/이메일로 문의

2 (2)

9 (7)

17 (13)

52 (39)

55 (41)

135

인터넷검색

4 (1)

15 (4)

58 (16)

126 (36)

152 (43)

355

그냥 넘어감

1 (4)

1 (4)

6 (25)

8 (33)

8 (33)

24

기타

3 (13)

3 (13)

7 (29)

10 (42)

1 (4)

24

45

69

274

460

579

1427

전체

❍ 디지털도서관 이용목적에 따른 희망 교육프로그램을 확인한 결과, 목적에 상관없이
스마트폰 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디지털자료와 미디어자료, 개인학
습, 컴퓨터를 활용한 여가활동이 주요 목적인 이용자들은 컴퓨터 기초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기타 목적으로 디지털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경우, 디지털콘텐츠 작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보였다.
<표 34> 디지털도서관 이용목적에 따른 디지털교육 희망 프로그램
단위: 명 (%)
희망 서비스

디
지
털

디지털자료
미디어자료

도
서

개인학습

PC 활용한
여가활동
이
교육프로그램
용
참여
목
기타
적
전체
관

PC

문서

기초

작성

16
(18)
5
(20)
13
(18)
21
(22)
2
(15)
2
(13)
60

11
(12)
2
(8)
12
(17)
13
(14)
2
(15)
2
(8)
42

인터넷
11
(12)
3
(12)
5
(7)
9
(10)
1
(8)
4
(17)
33

스마트

전자

소셜

폰

자료

미디어

17
(19)
7
(28)
13
(18)
21
(22)
3
(23)
4
(17)
65

15
(16)
3
(12)
8
(11)
11
(12)
2
(15)
3
(13)
42

10
(11)
2
(8)
11
(16)
10
(11)
2
(15)
2
(8)
37

디지털
콘텐츠

기타

작성
10
(11)
3
(12)
7
(10)
8
(9)
1
(8)
5
(21)
34

1
(1)
0
(0)
2
(3)
1
(1)
0
(0)
1
(4)
5

전체

91
25
71
94
13
24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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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후 표적집단면접 결과10)
❍ 설문자료 분석결과 및 사서 표적집단면접 분석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중점적인 내
용을 더 자세히 이해하고자 고령 이용자를 대상으로 반구조화(Semi-structured)된
사후 표적집단면접을 2회에 걸쳐 시행하였다. 아래의 표는 사후 표적집단면접 내용
의 핵심 주제를 표로 작성한 것이다.
<표 35> 고령 이용자 사후 표적집단면접 분석 결과
상위 주제

하위 주제
이용자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부재

본관 전반적인 환경 및 서비스

디지털도서관 전반적인 환경 및
서비스
디지털교육 프로그램

미흡한 이용자 친화적 환경
개가 서적의 부족
패스파인더의 부족
디지털 기기들로부터 느껴지는 위압감
3시간 이용제한의 불편함
높은 심리적 진입장벽
단계의 비다양성과 적은 강좌 수
국립에서 진행하는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선입견
인기작가에 한정된 강연회

행사 및 프로그램

영화 상영시간의 불편함
다회성 교육프로그램의 부재

추천도서

행사 및 프로그램 홍보 부재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대출이 많
이 되는 자료 목록
이용자가 참여하는 방식의 도서추천

1) 본관 전반적인 환경 및 서비스

❍ 최근 본관이 리모델링 되어 새로 개관한 이후 (2018년 7월 재오픈) 이용자들의 전
반적인 이용 경험을 더욱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질문하였다.
§

이용자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부재: 이용자들이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면서 건물
내 열람실 위치나 활용방법, 제공 서비스 등에 대해 점차 익숙해지게 되지만 신규일
경우 어려움을 겪는다. 제공되는 팜플렛 역시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한 기본 정보만 적
혀 있어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공간 이해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

미흡한 이용자 친화적 환경: 참여자들은 국립중앙도서관의 환경과 서비스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세세한 부분에서 오히려 불편함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홈페이
지상에서 도서대출을 신청할 때, 5권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신청하기 버튼이 한 화면
에 나타나지 않는 점, 야간개장을 하는 층에 휴게실이 없는 점, 도서분류 번호가 너무

10) 노인 이용자 사후 표적집단면접의 하위 주제에 대한 주요 인용구(quotes)를 포함한 내용은 별첨으로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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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게 작성된 점 등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이용자들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용자 비
친화적이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

개가 서적의 부족: 현재 개축한 개가 서적 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으며 그
런 개가시설이 더 많아질 것을 요청하는 참여자들이 많았다. 이는 설문지에서도 서술
형 응답에서 여러 번 제기된 요구 사항과 동일하였다.

§

패스파인더 (Path finder)의 부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해 탐구하고 싶지만 정확한
도서 제목을 알지 못하는 경우 검색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는 설문지에서
도 서술형 응답에서 여러 번 제기된 불편사항과 동일하였다.

2) 디지털도서관 전반적인 환경 및 서비스

❍ 디지털도서관은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리모델링이 시행되지 않았다. 수많은 컴퓨터
와 전자기기들 사이에서 사서와 고령층 간의 갈등이 자주 조장된다는 사서 표적집
단면접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내용을 질문하였다.
§

디지털 기기들로부터 느껴지는 위압감: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은 참여자들의 경우, 디
지털도서관은 상당한 위압감이 드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낯선 기기(전자신
문 등)를 사용하는 데 도움을 받지 못해 디지털도서관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
다고 언급하며, 설명서를 읽으며 하는 것보다 자원봉사자들이 한 번 직접 시범을 보
여주면서 설명해주는 방법을 선호한다고 언급하였다.

§

컴퓨터 이용시간 제한의 불편함: 좌석을 별도의 컴퓨터에서 예약해야 하는 것, 사용시
간이 정해져 있는 것, 사용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다시 별도의 컴퓨터로 가서 등록해
야 하는 것 등 시간에 따른 이용제한과 관련한 불편을 언급하였다.

3) 디지털교육 프로그램

❍ 설문자료 분석결과에서 디지털 교육프로그램의 전체 평균 만족도가 2.43점이었고,
만 65세 이상 이용자 집단의 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에 2.27점, 만 64세 이하 이
용자 집단의 만족도 평균은 2.54점으로 매우 낮았다. 이에, 어떤 부분에서 디지털
교육프로그램이 불만족스러운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

높은 심리적 진입장벽: 컴퓨터에 익숙한 정도에 따라 관심이 있는 프로그램은 달랐지
만 새로운 디지털 기술 습득에 관한 관심은 대체로 모두 가지고 있었다. 다만, 교육프
로그램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심리적 두려움이 커 보였다. 이러
한 심리적 진입장벽은 디지털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참여자들보다 본관을 이용하는
참여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단계의 비다양성과 적은 강좌수: 참여자들이 느끼기에 디지털 교육프로그램의 단계가
초급자부터 고급자까지 모든 단계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느꼈다. 또한, 다수의 디지
털 교육프로그램이 빠르게 마감되어 참여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적다
는 것에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이에, 일부 참여자들은 기초과정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이용자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보며 스스로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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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사 및 프로그램

❍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낮게 나타났기에 인터뷰를 통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전시의 경우, 전체 평균 만족도가 5점 만점
에 2.83점, 강연의 전체 평균 만족도가 2.42점, 음악회 등의 문화행사에 대한 전체
평균 만족도가 2.38점이었다. 설문 기타 서술란에 행사 및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이
나 내용보다 외적인 부분(예: 빈도와 시간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기에 사후 표적집
단면접을 통해 보다 상세하게 불만족의 이유와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

영화 상영시간의 불편함: 영화상영이 오후 2시인데 다수의 고령 이용자들은 오전에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이 더 높아 영화 관람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의견이 있었다. 해당
참여자에 의하면, 오후 2시 영화 관람객의 대다수도 고령층이니 더 많은 고령 이용자
들이 볼 수 있게 오전으로 변경해주거나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다회성 교육프로그램의 부재: 행사 및 프로그램이 일회성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 참여
자들은 배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지역 학술원과의 연계를 통한
아카데미아 신설에 대한 요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제기되었다. 더불어, 전자책을 만드
는 과정을 기초 강의교육부터 실습하는 단계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다회성으
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

행사 및 프로그램 홍보 부재: 홈페이지, 게시판, 안내방송 등 다양한 형태로 행사 및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었지만,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홍보방법이 불충분하다는 견
해였다. 다수의 참여자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내 홍보란이 이용자들에게 친화적
이지 않고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나아가, 참여자들은
홍보에 있어 이용자들에게만 국한하지 말고 국립중앙도서관 비이용자들에게도 좋은
행사나 프로그램을 블로그나 유튜브(Youtube) 등에 간단하고 재미있게 홍보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 특히, 젊은 이용자들이 참여하고 도서관 이용자로 유입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내었다.

§

국립에서 진행하는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선입견: 몇몇 참여자는 국립에서 진행하
는 행사 및 프로그램은 적은 예산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선입견은 행사나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신뢰를 낮추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음악회나 강연회 등 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여해본 참여자들은 높은 수준의 내용에 만족감을 표하였다.

§

인기작가에 한정된 강연회: 참여자들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의 강연은 현재 인기작
가의 초청이 많은 편이었다. 이는 최근 추세를 아는 데 도움이 되지만 좀 더 다양한
작가의 발굴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정보를
제공해주길 원하는 의견이 있었다.

5) 추천도서

❍ 설문조사 분석결과 50세 이상 이용자들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문항에서 추
천도서목록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어떤 도서들을 어떤 방식으
로 추천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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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대출이 많이 되는 자료 목록: 설문조사 결
과와는 다르게 인터뷰에 참여한 참여자들 대부분은 추천도서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필수적이지는 않다는 의견을 개진
하였다. 다만, 대체적으로 다른 이용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도서에 대한 궁금증은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자가

참여하는

방식의

도서추천:

참여자들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유튜브

(Youtube) 등 온라인 채널을 생성해서 고령 이용자들이 구두로 책을 추천하는 방식
을 시도해보는 것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도서나 DVD 등 자료를 추천하는 영상
이 기록으로 남는 것에 대한 부담이 서평을 작성하는 작업과 작성한 글이 기록으로
남는 것에 대한 부담감보다 낮은 것으로 보여졌다.

라. 소결
❍ 설문조사 응답자는, 남자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서초구와 강남구에 거주하
는 고령 이용자들이 국립중앙도서관을 가장 많이 방문하였다. 최종학력은 매우 높
은 편으로 만 65세 이상의 이용자 중 약 84%가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
고 있었으며 만 64세 이하의 이용자는 약 92%가 대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을 받았
다. 이는 선행연구와 상이한 결과로 본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학력 수준이 매
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만 65세 이상과 만 64세 이하의 두 집단 모두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국립중
앙도서관의 소식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예: 행사 및 프로
그램, 디지털교육 프로그램, 이용시간 등)를 얻기 쉽게 디자인되어 있지 않다는 점
에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다.
❍ 고령 이용자들은 취미/여가와 연구조사의 목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하는 비
율이 가장 높았지만 여러 목적으로 방문하고 있었다. 이용목적의 범위가 넓은 만큼
이들의 요구는 다양할 수밖에 없기에 이들의 목적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용 분야 역시 다양한 편이었지만, 크게 4가지 분야 즉, 인문/철학,
역사, 문학, 시사/정치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 고령 이용자들은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도움이나 문의 사항을 매우 적극적
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약 1% 정도였고, 약 50%가 사서나
직원에게 문의함으로써 해결하는 편이었다. 이는, 사후 표적그룹면접에서 누군가
옆에서 직접 도와주거나 설명해주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쉽다고 말한 고령 이용자
의 응답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도서관 시설 및 환경, 정책 등 다
양한 분야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 고령 이용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서
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은 이들에게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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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주된 정보 및 도움의 획득방법이 사서 및 직원이기에 고령 이용자들에게 사
서는 중요한 정보의 출처이자 도움을 주는 전문가들이었다. 고령 이용자들의 사서
에 대한 인식은 5점 만점에 평균 3.93점이었고, 만 65세 이상의 이용자들이 사서
를 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사서를 친절하고, 형평성이 있으며,
기꺼이 돕고자 하고, 또 실제로 도움을 주는 존재로 판단하였다. 다만, 사서가 자신
들의 말을 경청하거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게 나왔다. 또한, 전문적인 이미지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3.81점이 나왔는데 이
는 설문조사 및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역사나 천문 등 하나의 분야를 깊이 탐구하
는 고령 이용자에게 도서 전반에 대해 책임지는 일반 사서에게 전문 사서와 같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조심스럽게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 본관과 디지털도서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비슷하였다. 다만, 설문조사에 응답한 이
용자들의 경우, 만 64세 이하의 이용자들이 디지털도서관을 약 12%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전반적인 이용방법 및 절차, 환경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
운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회원가입 절차나 입출입구, 실내편의시설, 안내표
지, 실내환경 등에서는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점 이상을 기록하였다. 그럼에도 몇
가지 개선될 점이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해 나타났다. 먼저, 본관을 이용함에 있어
개가 서적과 패스파인더의 부족이 제기되었고, 다양한 실들이 나뉘어 있는 만큼 신
규이용자들에게 공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이 있었다.
디지털도서관의 경우, 사전인터뷰에서 본관에 비해 전자기기로 인한 공기와 소음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외에 사후인터뷰에서는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이용
자에게는 위압감이 느껴지는 공간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용시간 제한으로 인한
불편이 설문과 사후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다.
❍ 디지털도서관을 이용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여가활동으로 나타났다. 즉, 고령 이용
자들도 일정 수준의 디지털 기기 활용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컴퓨터 활용 기초부터 디지털콘텐츠 작성
까지 기초부터 고급단계까지 상당히 고른 분포로 디지털교육 프로그램을 희망하였
다. 그중에서도 가장 희망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활용 교육으로 고령 이용
자의 약 18%가 요청하였다.
❍ 행사 및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51점으로 낮은 편에 속하였다. 불
만족한 부분은 행사 또는 프로그램의 내용적인 부분이 아니라 홍보 또는 횟수 등
내용 외적인 요소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행
사와 프로그램의 요청은 그 횟수가 충분치 않거나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
미할 수 있다. 인터뷰에서는 일회성이 아닌 다회성 프로그램의 요구가 여러 번 제
기되었다.
❍ 50세 이상을 위한 서비스 요구가 다양하게 나타났고, 그중에서도 두 그룹 모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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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및 프로그램과 추천도서목록이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추천도서목록의 경우,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의견도 있었으나 50세 이
상 또는 도서관 이용자 전체에게 인기 있는 도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은 보편
적인 것으로 보였다. 또한, 도서를 추천하는 방식에 있어 사서에게만 의존하기보다
는 국립학술원 같은 한 분야의 석학의 추천을 받거나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고령 이용자들이 도서추천에 참여하는 방식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 고령 이용자들의 약 35%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로 봉사하기를 희망하였
다.

2. 사서 표적집단면접11)12)
❍ 고령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소속 도서관 및
부서의 개별적인 상황, 서비스 노하우 및 의견을 조사하고,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
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끌어낼 수 있는 표적집단면접을 진행하였다.
❍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와 공공도서관 사서 두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소요시
간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표적집단면접은 2018년 9월 6일 6명을 대상으로 약 90
분간, 공공도서관 사서 표적집단면접은 2018년 9월 13일 4명을 대상으로 약 70분
간 진행하였다.
❍ 사서 표적집단면접은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사서가 생각하는 고령자의 특성 및
판단 기준, 고령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현황,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업무 수행에
어려운 점, 현재 대응방법과 앞으로 개선 방안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원활한 논의를 위해 사전에 참여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 연구 목적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표적집단면접에서는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
고 문제점 및 과제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고령자 특화 프로그램에 대한 경
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공공도서관 사서 표적집단면접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과 유사
한 상황인지를 확인하고,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 표적집단면접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뒤 녹음하였고, 녹음 내용을 텍스트화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 내용을 발언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인한 경험
이 아닌 기관 서비스 전반에 걸친 현황으로 파악하고자 했기 때문에 내용을 기준으
로 의미단위별로 주제를 분석한 후 범주화하여 연구주제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
을 찾았다.
11) 사서 표적집단면접 가이드라인은 부록으로 첨부함
12) 사서 표적집단면접의 하위 주제에 대한 주요 인용구(quotes)를 포함한 내용은 별첨으로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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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참여자는 본관 소속 5명, 디지털도서관 소속 1명이었다. 공공
도서관 사서 참여자는 수도권 지역 도서관 가운데 지속적으로 고령자 대상 서비스
를 운영한 곳으로 도서관 규모와 서비스의 특징 측면에서 참고가 될만한 네 곳에서
각 1명씩 선정하였다.
❍ 다음은 표적집단면접 분석 결과 도출한 핵심 내용을 표로 작성한 것이다.
<표 36> 사서 표적집단면접 분석 결과
상위 주제

하위 주제
노화로 인한 외모, 신체 능력의 감퇴
컴퓨터 활용 미숙

고령자의 특성

연령 기준 다양
일방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일대일 서비스 선호
화를 내거나 고집 부리는 불평불만 행동이 많음
주로 이용하는 자료 분야
전자자료 보다 인쇄자료 선호

고령자 이용 행태

자주 방문하여 하루를 보내는 남성 고령 이용자가 많음
컴퓨터 이용 시 영상 시청, 인터넷 검색하는 경우 많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수강해도 쉽게 습득하지 못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자기중심적임
용건 외에 사적인 이야기나 요청이 많음
청력이 쇠퇴한 이용자로 인한 소음 문제

서비스 제공의 어려운 점

심하게 단순 반복적인 민원
고령자의 도서관 및 사서에 대한 이해 부족
언어 폭력, 성추행 및 성희롱, 폭행
사서 인력 부족 및 사서로서 고령자에 대한 이해 부족
고령자 특화 프로그램 운영
친절한 태도로 경청하고, 상황이 심각하면 단호하게 대처함

대응방법 및 개선방안

사서 인력 확보 및 사서 대상 교육 확충 필요
방음공간, 공간 재배치, 음악방송, 필담을 통해 소음문제 대처
심각한 문제이용자를 실질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규정 필요

123｜Ⅳ. 국립중앙도서관 현황 조사

가. 고령자의 특성
❍ 고령자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먼저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시력 및 청력과 같은 신
체 능력이 감퇴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 외모 다음으로 도서관 이용 방법이나 컴퓨터 활용이 미숙한 이용자라는 응답이 많
았다.

❍ 연령 측면에서는 대체로 60대 이상으로 보고 있었지만 무료 회원증 발급 기준, 프
로그램 접수 기준 등으로 보면 50세 이상부터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까
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 외모 이외의 판단 기준으로는 대화를 해봤을 때 소통이 잘 안 되거나 용건 이외의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 도서관 이용 규칙을 지키지 않고 이용자 본인만을 위한 일대일 서비스를 강하게 요
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 고령 이용자의 특징으로는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이며 의사표현을 강하고 일방적
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 이용 규칙에 따라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수긍하지 않고 화를 크게 내거나
고집을 부리고 억지를 쓰는 경우가 많다는 응답이 다수 있었다.

나. 고령자 이용 행태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로 이용하는 자료는 조선총독부 관보, 판례집, 소송 자료이
며 체감적으로는 고문헌실, 연속간행물실, 디지털도서관에 고령 이용자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공공도서관에서 주로 이용하는 자료는 족보, 신문, 잡지, 건강 분야 도
서, 시리즈물 소설, 고전 인문, 부동산 분야라고 응답하였다. 여성 고령 이용자는
문학, 특히 시를 선호하고 남성 고령 이용자는 실용서, 원예, 철학 분야 도서를 선
호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 컴퓨터를 통해 보는 원문보다는 인쇄자료를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 디지털도서관에서는 자료를 이용하러 오는 고령자가 매우 적고 단순 작업을 하거나
소일거리로 오는 이용자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공공도서관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하
는 이용자는 자료 이용보다는 유튜브와 같은 영상 시청을 많이 하고, 문서작성 소
프트웨어를 시험 삼아 이용하러 오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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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의 고령 이용자 중에는 남산에 도서관이 있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이
용하고 있는 장기 이용자와 거의 매일 방문하여 하루를 보내는 상주 이용자가 많다
고 응답하였다. 공공도서관에서는 4~5년 전부터 고령 이용자의 증가를 체감하고 있
으며 평일 낮 자료실 이용자 중 남성 고령자 비율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 고령 이용자는 컴퓨터, 스마트폰 활용에 무지하거나 미숙하여 교육 등을 의욕적으
로 반복 수강하지만 쉽게 디지털 리터러시가 습득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응답
하였다.

다. 서비스 제공의 어려운 점
❍ 서비스 제공하는 어려움으로, 규정을 무시하는 점이 고령 이용자의 일반적인 특징
이라고 언급되었으며 원하는 것을 강요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점이 지적되었다. 고
령 이용자가 화를 심하게 내는 경우는 과도한 요구라도 어쩔 수 없이 예외적인 서
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응답하였다. 도서관의 고유한 기능인 자료 이용을 위해
방문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거나 사적인 문서 작성을 부탁하는
등 개인적 용무를 위해 오는 고령 이용자가 많으며 이에 대한 응대가 어려운 점으
로 나타났다.
❍ 청력이 감퇴하여 잘 들리지 않는 경우 고령 이용자와 응대하는 사서의 목소리도 커
져서 소음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며 2차 민원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점이 어렵다고
하였다. 한편, 이용자 본인이 큰 소리를 내는 것과는 별개로 다른 사람이 내는 소
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여 소음 민원이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 같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이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고유 업무
가 아닌 단순 문의가 심하게 반복될 경우 직무 스트레스를 느끼며 직업적 자존감과
정체성에 회의가 든다는 응답이 있었다.
❍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직원을 대할 때 하대하는 이용자 문제가 있
다고 응답하였다. 심한 경우 반말을 하고 사서를 부르는 호칭도 아가씨나 미스 아
무개와 같이 부르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신규 젊은 직원에게 문제가 자주 발생하
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심각한 경우 위협을 하기도 하며 언어폭력, 성추행 및 성희
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실제로 폭력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 인력 측면에서는 고령자서비스를 담당할 절대적인 사서 수가 부족하며, 이용자 다
수가 고령자이므로 전담 사서를 배치하는 것이 무의미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사
서로서 고령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 업무상 애로사항이 주로 이야기 되었지만 도서관과 사서에게 호의적이며 주인 의식
이 강하고 협조적인 이용자도 상당수 있는 점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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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응방법 및 개선방안
❍ 공공도서관의 고령자 특화 프로그램이 성공한 사례로는 자서전 쓰기, 세대통합 프
로그램, 자신의 이야기를 낭독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고령 이용자
들 사이의 소통과 관계 형성이 중요하며, 고령 이용자가 주도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을 운영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 서비스 개선 방안으로 도서관 고령자서비스 지침 개발과 고령자를 위한 추천도서
목록과 같은 도서관만의 고령층 특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 공공도서관의 고령자 특화 프로그램이 실패한 사례로는 자료택배 서비스, 고령자
대상 특화 강좌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 공공도서관에서는 고령 이용자가 고정 직원과 신뢰를 쌓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담당
자를 배치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한편, 고령자를 담당
하는 인력이 필요하면서도 전담 사서 양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 고령자서비스를 위해 도서관의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을 개선해야 한
다고 응답하였다.
❍ 현재 고령 이용자의 민원 발생 시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공감하는 대답을 하면서 경
청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반복적으로 설명하면 대부분 수긍
한다고 응답하였다. 상황에 따라 단호하게 저지하거나 윗선으로 안내하여 엄격하게
대처하거나 규정과 직무명세서를 근거로 요구 해결이 불가능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이때 명확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손하거나 저자세인 것과는 다르다고 응답하였다.
❍ 현재 힐링 교육과 같은 직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서를 위한 도서관 차원의
사전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령 이용자와 사서 사이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이를 위해 사
서에게는 고령자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고령 이용자에게는 재사회화 교육을 제안
하는 의견이 있었다.
❍ 소음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는 이용자와 사서가 독대해도 위험을 느끼지 않는 방음
공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공간을 재배치하여 소음 발생해도 괜찮은 분위
기를 형성하고 관내에 음악을 틀고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청력 감퇴 이용자에게는
말이 아닌 메모를 활용하여 필담을 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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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서고 자료나 원문 DB 자료 중 이용 빈도가 높은 자료는 개
가 서가에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이용자에 대해서 이용 제한 처분을 내
리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규칙은 즉각 적용이 어려우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
이 있었다. 서비스를 개발할 때 기관 차원에서 직원을 보호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고령자를 소외계층으로 이해하고, 이들을 도서관으로
유도하는 개선 방법을 찾는 것을 향후 과제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마. 소결
❍ 국내외 문헌연구, 사례조사, 가이드라인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사서 의견조사에
서도 고령자서비스를 결정 짓는 연령 기준은 프로그램에 따라 50세 이상부터 70세
이상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고령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자료는 조선총독부 관보, 판례
집, 소송 자료이며, 전자자료 보다는 인쇄자료를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에서 주로 이용하는 자료는 족보, 신문, 잡지, 건강 분야 도서, 시리즈물
소설, 고전 인문, 부동산 분야라고 응답하였다. 공공도서관의 여성 고령 이용자는
문학, 특히 시를 선호하고 남성 고령 이용자는 실용서, 원예, 철학 분야 도서를 선
호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자료 목록을 제공하거나 별치 컬렉션을 구성할 경우 요구
가 높은 이들 자료를 우선 대상으로 해야할 것이다.
❍ 고령자로 판단하는 공통적인 특성은 노화로 인한 외모 변화, 시력 및 청력과 같은
신체 능력의 감퇴로 나타났다. 신체적 변화로 인한 특성 중 잘 들리지 않는 이용자
를 응대할 때 소음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청력이 쇠퇴한 이용자는 큰 목소
리를 내기도 하지만 다른 이용자의 작은 소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었다.
소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간을 재배치하거나 음악 방송을 하여 생활 소음을 유
지하고, 청력이 감퇴한 이용자에게는 필담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와
독대하더라도 안전한 방음 공간 마련이 개선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고령자를 응대
할 때에는 감각능력 쇠퇴로 인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배려해야하며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 다음으로 고령자의 특성은 컴퓨터 활용을 못하거나 미숙한 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고령 이용자 중에는 거의 매일 방문하여 하루를 보내는 남성 이용자가 많으며 인쇄
자료 이용보다는 영상 시청, 인터넷 검색 등 단순한 컴퓨터 작업을 위해 도서관에
방문하고 불편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이용에 대한 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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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고령자의 특성으로 거론될 만큼 대부분이 겪고 있는 문제이므로 시설 및 설비
측면에서 고령 친화적인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고
령 이용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내용은 기초적인
컴퓨터 활용 방법에서 도서관의 자료검색 방법과 전자자료를 활용하는 법 등 포괄
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다만, 고령 이용자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의욕적으로 반복 수강하지만 쉽게 능
력이 습득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고령 이용자에게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을 구성하고, 교육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
은 안내 인력을 확충하여 면대면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 고령 이용자의 특징으로는 자기중심적으로 이용 규칙을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고 일
대일 서비스만을 요구하는 점, 서비스가 되지 않을 경우 화를 내거나 고집을 부리
는 점, 일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국
립중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모두 고령 이용자의 특징, 고령층으로 판단하는 기준,
서비스 제공의 어려운 점을 질문하였을 때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고령자의 불평
불만 행동은 심각할 경우 언어 폭력 및 폭행과 같은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고령자를 응대할 때 같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사적인 이야기를 길게 하여
사서를 독점하는 점도 애로 사항으로 파악되었다. 도서관 고유 업무가 아닌 단순
문의와 사적인 요청이 심하게 반복될 경우 업무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 고령자의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직원을 하대하는 문제도 주요한
어려움의 하나였다. 심각한 경우 언어 폭력, 성추행 및 성희롱, 폭행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문제는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서의 직무 스트레스에 심
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단순 반복적인 민원을 처리
할 방법을 강구하면서 사서의 감정노동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체제와 직원 및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현재 고령자 민원에 대한 대응방법으로는 경청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불평불만 민
원에도 친절하게 응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상황이 심각하면 단호하게 대처하고
그래도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규정과 직무명세서를 근거로 고
령 이용자의 특정 요구가 수락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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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적인 경험과 역량에 따라 대응 방법에 차이가 있
었으며 경력이 짧은 사서가 응대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 이에 국립중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모두 사서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고령자를 직접 응대하기 전에 고령자의 특성을 파악
하고 고령자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는 사전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체제 및 교육 또한 필요하다.
❍ 공공도서관에서는 고령 이용자가 고정적인 직원과 신뢰를 쌓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담당자를 두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그러나 많은 수를 차
지하는 고령자를 전담하는 사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인력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공공도서관에서 성공한 고령자 대상 특화 프로그램은 자서전 쓰기, 세대통합 프로
그램, 자신의 이야기를 낭독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고령자는 자신
의 삶과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참여형 프로그램과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프로그램 기획에 이러한 점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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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립중앙도서관 고령자 서비스 가이드라인(안)

1. 고령자서비스 가이드라인(안)의
기본 방향
2. 고령자서비스 기본 원칙
3. 정보자원
4. 인적자원
5. 시설 및 설비
6. 서비스 및 프로그램
7. 홍보 및 마케팅

Ⅴ. 국립중앙도서관 고령자서비스 가이드라인(안)
❍ 앞 장에서 살펴본 국내외 선행연구, 관련 법률 및 가이드라인 조사, 고령 이용자
요구조사, 사서 표적집단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노인 대상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 가이드라인의 명칭은 「국립중앙도서관 고령자서비스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으로 한다.
❍ 본 명칭과 함께 고려했던 것은 「국립중앙도서관 노인서비스 가이드라인」과 「국립중
앙도서관 65+서비스 가이드라인」과 같이 연령을 표기하는 방법이다. ‘노인’은 법적
인 용어로 쓰이고 있지만 본 서비스의 주요 대상인 활동적인 고령자를 연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고, 서비스 대상자가 선호하지 않는다는 제한점이 있다.
❍ 연령으로 서비스 대상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중립적인 수치를 사용하여 ‘노인’이라
는 용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선입견을 해소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이용자 그룹을 일관성 있게 구분할 수 없었고, 연령보
다 개개인의 신체적 심리적인 활동성, 사회문화적 경험 등이 이용행태 및 요구를
결정하는 데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법적인 용어로 쓰이면서 사회적 선입견이 없고, 나이가 많은 성인을 포괄적
으로 가리키는 용어인 ‘고령자’로 서비스 대상자를 표현하였다.
❍ 이 가이드라인은 크게 고령자서비스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과 기본 원칙, 영역별
세부조항으로 구성된다.
❍ 기본 방향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과 목적, 고령자서비스 가이드라인의 목적,
고령자서비스의 대상과 범위, 고령자서비스의 적용과 개정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
다.
❍ 기본 원칙에는 고령자서비스 가이드라인 전체에 일관되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 가이드라인의 세부조항은 영역별로 정보자원, 인적자원, 시설 및 설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홍보 및 마케팅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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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자서비스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
가.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과 책무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지적 문화유산을 보존
하고 한국인의 지식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외 지식정보의 포괄적 수집,
안전한 보존, 신속한 제공을 통한 문화선진국 지식강국화에 기여’해야 할 사명이
있다.
❍ 한국 지식문화유산의 구심체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적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생산·유통되는 지식정보와 지적 문화유산을 최대한 수집·보존하는 국가
지식보고, 국민의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이용권을 보장하고 정보취약(소외)계층의 상
대적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국가정보서비스센터, 전국 모든 도서관의 발전과 서비
스를 지원·계도하는 선도자, 다른 국가의 도서관과 교류·협력하는 창구로서의 책무
와 역할을 수행한다.
❍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책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고령자를 포함한 국민 누구나가
국립중앙도서관이 망라적으로 수집·제공·보존 관리하는 국내외 도서관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쓴다.

나. 고령자서비스 가이드라인의 목적
❍ 이 가이드라인은 사회의 고령화 추세로 인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고령자에게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국립중앙도서관은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서관의 고령자와 관련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밝힌다.

다. 고령자서비스의 대상과 범위
❍ 이 가이드라인에서 ‘고령자’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한 이
용자 중 연령이 높은 이용자를 말한다. 고령자서비스 전체를 일괄하는 특정 연령은
정하지 않으며 다음 법규 등을 참고로, 필요에 따라 연령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에서 준용하는 고령자는 55세 이상이고, 준고령자는 50세
이상이다.

§

「국민연금법」에서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60세 이상이다.

§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서 노인과 「노인복지법」에서 노인
학대 관련 범죄를 정의할 때 노인은 65세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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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령자서비스 가이드라인의 적용과 개정
❍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은 양질의 고령자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가이드라
인의 내용을 숙지하고 인쇄된 가이드라인을 비치하여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도서관 직원이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과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직원
대상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한다.
❍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규정, 다른 가이드라인 및 서비스 매뉴
얼 등과 맞추어 상보적으로 적용한다.
❍ 가이드라인은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규정 및 방침의 변경, 사회 변화, 이용자의 요
구 변화 등에 따라 부분 개정 및 전면 개정을 한다.
❍ 부분 개정은 특정 내용에 대한 부분 수정, 용어의 변경, 내용의 일부 삭제 및 추가
등의 경우에 이루어지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부
분 개정은 필요에 따라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전면 개정은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 및 원칙의 변경, 다른 관련 가이드라인과의
통합, 사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내용에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지
며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고령자서비스 기본 원칙
❍ 고령자서비스는 고령자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고령 친
화적인 서비스로서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서비스이다.
❍ 고령자를 배려한다고 하여 고령자에게 다른 이용자가 지켜야 하는 규정을 탄력적으
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한다. 이용 규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등하게 적용한다.
❍ 고령자서비스를 기획, 실시, 평가할 때는 실질적인 조사 결과를 참고로 한다. 예를
들어, 고령자의 이용이 많은 주제 분야를 이용자 요구 분석을 통해 정기적으로 파
악하고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흥미를 규명한 뒤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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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례
▶ 미국 가이드라인은 표적집단면접,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고령자의 요구와 흥미를 파악하도록
하였고, 영국 가이드라인에는 공식적인 조사는 물론 대출대에서 비공식적인 짧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용자 요구 조사를 수행할 것을 명시하였다.
▶ ‘도서관 정보 나루’는 공공도서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60대 이상 이용자가 가장
많이 읽은 도서 목록과 지역별, 성별, 연령별 다대출 도서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s://www.data4library.kr/>

❍ 도서관을 처음 방문하거나 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고령자도 서비스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정보자원
❍ 고령자의 요구와 흥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제를 적합한 형태로 제공한다.
❍ 정보자원의 주제별, 형태별 목록 및 패스파인더 등을 작성하여 다양한 접근점을 제
공한다.

가. 인쇄자료
❍ 큰글자도서 및 요구가 높은 인쇄자료는 개가 기간을 길게 하여 서고 신청 없이 즉
각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결과
ü 재개관 이후 개가 자료 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더 많은 자료를 개가 공간에서 볼 수
있도록 개가 자료의 확대를 요구하였다.
ü 고령자는 전자자료로 구축된 자료라도 인쇄자료로 보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요구가 높은 인쇄자료 및 특정한 목적에 따른 인쇄자료는 컬렉션으로 구성하여 별
치한다.

참고사례
▶ 울산시 울주군 선바위도서관은 ‘청춘 60 코너’를 설치하여 큰글자도서 뿐만 아니라 재테크,
건강, 인문학, 심리학, 여행 등의 고령자 대상 도서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 일본 지바 현립도서관은 고령자용 자료 코너를 설치하여 건강, 취미, 인생계획과 관련한 자
료를 제공하고 있다.

❍ 개가 기간 연장과 별치 컬렉션 대상 자료로 인문·철학, 시사·정치, 문학, 역사 분야
의 자료 및 조선총독부 관보, 판례집, 소송자료, 족보를 우선 대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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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ü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분야는 인문·철학(20.9%), 시사·정치(15.1%), 문학(14.7%), 역사
(12.4%) 순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과 64세 이하 모두 인문·철학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
었지만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분야는 65세 이상은 역사, 64세 이하는 시사·정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ü 사서 표적집단면접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조선총독부 관보, 판례집, 소송자료, 족보의
이용이 많고, 공공도서관에서는 신문·잡지, 건강 분야 도서, 시리즈물 소설, 고전·인문, 부동
산 분야의 자료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고 자료 신청은 검색과 대출이 쉽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조사결과
ü 서고 자료 신청 시 도서관 홈페이지의 불편사항과 신청 후 책을 입수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나. 비인쇄자료
❍ 인쇄자료의 대안 매체로서 오디오북을 제공한다.

참고사례
▶ IFLA 가이드라인은 비인쇄 독서자료로서 오디오북을 제공하고 카세트테이프, CD, DVD 등
아날로그와 디지털 형태로 마련하도록 하였다. 읽어주는 신문과 잡지, 자막이 있는 각종 영
상자료와 음악 CD, 휴대용 라디오, 게임, 퍼즐, 카드놀이 등도 고령자용 자료로 제시하였다.
▶ 일본 지바 현립도서관은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해 녹음도서의 대출, 인쇄자료를 텍스트 데
이터로 만들어 음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디지털 녹음도서의 인터넷을 통한 이용 제공, 낭
독자 양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영상자료와 음악자료는 최신성과 다양성을 반영하여 제공하고 요구에 따라 아날로
그와 디지털 형태를 선택적 또는 포괄적으로 구비한다.
조사결과
ü 디지털도서관 DVD 자료에 대해 최신 상영작을 확충하고 다양한 작품을 확보하여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전자자료는 요구가 높은 것을 규명하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쉽고 편리한 접근점을
제공한다.
❍ 전자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도서관 정보광장 좌석은 고령자를 위
한 좌석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이용시간을 길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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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ü 전자자료를 어려움 없이 이용하는 고령자도 있지만 전자자료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
으로 낮게 나타났다. 평균 3.22점으로 만 65세 이상 이용자는 3.11점, 만 64세 이하 이용자
는 3.30점이었다.
ü 전자자료 이용, 홈페이지 이용, 디지털도서관 컴퓨터 좌석예약에 대해 만 65세 이상 이용자
는 만 64세 이하 이용자 보다 유의미하게 만족도가 낮았다.
ü 디지털도서관 컴퓨터 좌석예약 시간을 현행 3시간에서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다수
있었다.

다. 고유한 콘텐츠 개발 및 제공
❍ 고령자 및 고령자서비스에 관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하여 내부
적으로 활용하고 다른 공공도서관 및 유관기관 등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사례
▶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도서관은 TLA50+라는 독립적인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도서관은 물론
중년 성인 관련 기관에 고령화 및 노화에 관한 새로운 소식과 커뮤니티, 경제적 안정, 건강,
평생학습, 정신건강, 자원봉사, 일자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https://www.transforminglifeafter50.org/>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립도서관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 고령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자료 목록에는 정부 문서
및 연구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https://www.sl.nsw.gov.au/public-library-services/services-information-working-group
s/older-peoples-services>
▶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은 자체적으로 고령자 대상 잡지를 발행하여 건강 정보, 싱가포르의 역
사, 사서 서평 등을 기사로 싣고 있다.
<https://www.nlb.gov.sg/Browse/TimeofYourLifeGoodReadsforthe50plu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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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적자원
가. 서비스 제공에 요구되는 사서의 역량 및 자질
⓵ 고령자의 요구와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
⓶ 말 걸기 쉽고 느긋한 태도와 공감능력
⓷ 인내력과 이해력
⓸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⓹ 규정의 공정한 적용
⓺ 공중 및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

❍ 고령자는 연령과 세대적 경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편적인 특성이 있는 반면 성별,
건강, 교육, 경제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로 구성된 다양성을 지니는
그룹으로 보아야 한다. 고령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더불어 도서관에 방문하는 고령
이용자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한다.

참고사례
▶ 영국 가이드라인은 오늘날 사회가 문화, 성적 기호, 교육 및 훈련, 삶의 기회 및 기술의 관
점에서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며 이러한 구성원들을 포괄하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고령자 개개인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포용할 것을 명시하였다.

조사결과
ü 고령 이용자는 서초구 및 강남구에 거주하는 고학력 기혼 남성이 많고, 거의 매일 방문하여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자 개인별로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로 경청하고 공감하는 표현을 사용하며 응대
한다.
❍ 고령자의 감정 및 의사표현의 특징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집중한다.

조사결과
ü 고령자의 특징으로는 자기중심적으로 이용 규칙을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고 서비스가 되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고집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비스 대상으로서 고령자 및 자원봉사자로서 고령자가 도서관 업무에 대해 이해하
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도서관 직원 간, 필요에 따라 다른 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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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ü 고령 이용자의 두 명 중 한 명(49.8%)은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필요한 도움이나 문
의사항을 사서 및 직원에게 요청하며 어떤 식으로든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1.2%)
고 응답하였다.

❍ 규정을 공정하게 적용 및 이행하며, 규정을 위배하는 요구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
이용자의 요구 사항은 어떤 상황에서도 꼭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서비
스가 무엇인지 논의해 반영한다.

조사결과
ü 고령 이용자는 사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친절하고(4.14점), 돕고자
하고(4.10점), 형평성이 있는(4.03점)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었다.
ü 사서 표적집단면접에서 과도하게 단순 반복적인 문의, 사적인 이야기 및 요청, 직원에 대한
하대 등으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직업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다.

❍ 시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이
해하고 수행한다.

나. 인적자원의 교육 및 훈련
❍ 직원의 역량 향상을 위해 고령자서비스에 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
시한다.

참고사례
▶ 미국 가이드라인은 도서관 직원이 고령화에 대해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고령 이용자의 흥미
가 있을 만한 도서관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해 숙지할 것을 제시하였다.
▶ 영국 가이드라인은 모든 직원이 고령자와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도서
관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을 제시하였다.
▶ 일본 가이드라인은 도서관 전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회를 실시하여 관련 법제에 대
한 지식 및 구체적인 서비스 방법 등을 습득할 것을 제시하였다.

❍ 신임 사서 교육과 직원 전체교육에 고령자서비스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이용자 응
대를 담당하는 직원에게는 고령자서비스에 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 교육훈련 내용에는 고령자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특성, 고령자의 도서관 요구에
대한 지식, 고령자 응대 방법, 독서 보조공학기기 및 소프트웨어 사용법, 고령자 관
련 법규 및 공공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체계적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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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ü 사서 표적집단면접에서 사서로서 고령 이용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만 사서를 대상으로
한 고령자서비스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자 응대 중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실행한다. 교육훈련 시 실습을 통해 숙달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사례
▶ 『공공도서관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2015)에는 응급처치 교육 내용과 더불어 위기별
안전관리를 위해 정신질환(치매 및 이상행동), 관내소란, 성폭력, 고의성 민원, 이용자간 문
제, 직원에 대한 위해 등의 항목별로 예방 및 대비 방법과 대응 및 복구 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참고할 수 있다.
▶ 『도서관이용자 응대서비스 매뉴얼 개발 연구』(2011)에는 문제이용자를 도서관 이용규정에
반박하여 화를 내는 자, 정신질환자, 이상 행동자, 성추행 및 성희롱자 등과 같이 유형별로
나누어 응대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참고할 수 있다.

❍ 교육훈련 시 이용자 응대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노동에 대하여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안건을 논의하며 개선 조치를 마련한다. 예를 들어 스
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이나 감정노동으로 인한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교육훈련 방법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직무 연수, 도서관 전문직 단체에서 지원하는
교육 과정, 다른 유사한 도서관의 방문 견학, 외부 기관에서 제공되는 세미나, 대학
등에서 제공하는 문헌정보학 교육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참고사례
▶ IFLA 가이드라인은 교육 및 훈련에 모기관의 직무 연수, 지역 도서관 및 도서관 컨소시엄에
서 제공하는 워크숍, 도서관 전문직 단체에서 지원하는 코스, 다른 유사한 도서관의 방문 견
학,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되는 세미나, 대학 등에서 제공하는 문헌정보학 원격교육 및 전자·
우편 메일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전문도서나 학술지, 도서관 관련 업체의 카탈로그 등도
교육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다. 직원 및 조직
❍ 고령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을 모든 직원의 기본 직무 중 하나로 한다.

참고사례
▶ IFLA와 영국 가이드라인은 고령자 응대를 모든 직원의 직무 중 하나로 보고, 전담 직원은
고령자서비스 정책 전반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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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 본관과 국립디지털도서관에 2명 이상의 전담 직원을 두고 고령자서
비스 정책 개발 직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전담 직원은 이용자와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와 직원 모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 필요에 따라 고령자서비스를 담당할 조직 및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고령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해결하고 도와주는 도서관 내의 공식적인
제도와 절차를 마련한다. 개별 직원이 응대하기 어려운 요구에 대한 조직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라. 자문위원회
❍ 고령자를 포함한 이용자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참고사례
▶ 미국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와 공동체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 현행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 자문위원회는 고령자서비스에 관한 사항에 의견을 내고 개선방안을 건의하며 가이
드라인 개정 시 자문에 응한다.

마. 자원봉사자
❍ 도서관 이용자가 자원봉사자가 될 기회에 대해 고려한다. 고령자는 물론 만 16세
이상 청소년 및 대학생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

참고사례
▶ 미국 가이드라인은 커뮤니티에서 도서관의 지지자가 될 수 있는 60대 이상 봉사자를 채용
할 것을 명시하였다.
▶ 인천 북구 북구도서관에서는 고령 이용자의 자원봉사자를 조직화하여 ‘금빛 평생교육 봉사
단’을 운영하고, 경기도에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 ‘경기 은빛 독서 나눔이’ 사업
을 운영하고 있다.

조사결과
ü 설문조사 응답자의 30% 이상이 자원봉사자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ü 도서관과 사서에 대해 호의적이며 주인의식이 강하고 협조적인 이용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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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자는 도서관 직원이 모든 서비스를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며 도서관 직
원을 대체하는 인력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자원봉사자는 직원의 감독과 공식적 협
약 아래 도서관 활동에 참여하고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조사결과
ü 디지털도서관은 디지털 환경이 친숙하지 않은 고령자에게 위압감을 주고 처음 이용이 어려
우므로 좌석 예약 방법은 직접 시범을 통해 설명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ü 고령자들은 일대일로 직접 설명해 주는 방법을 선호하지만 단순 반복적인 문의가 많으며 이
에 대응할 사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봉사자는 공식적인 지원절차를 통하여 선발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해야 한다.

5. 시설 및 설비
❍ 도서관의 시설과 설비는 노화에 따른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의 보편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유니버설디자인 원리에 입각하여 설계 및
설치되도록 한다.

참고사례
▶ 일반적인 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서관에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가. 공간
❍ 도서관 서비스 공간은 고령자의 신체적 행동 특성과 편의를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
한다.
❍ 서가 사이에 고령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간격을 두고 배치가 되도록 해야 하
며, 부득이 서가 공간의 협소로 인해 고령자가 직접 서가에서 원하는 도서를 찾을 수
없을 때는 도와 줄 수 있는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동행한다.

❍ 고령자들의 교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고령자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휴식
을 취할 수 있도록 약간의 소란스러움이 허용되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단, 다른
이용자들과의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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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례
▶ 미국 가이드라인은 교류 공간을 설치하여 고령 이용자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 주요 출입구는 고령자의 눈에 잘 띄도록 하며, 본관과 디지털도서관을 이어주는 이
동 통로 안내는 다른 유형의 안내와 명확히 구분하여 쉽게 인지되도록 한다.

조사결과
ü 이용환경 중 입출입구의 평균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가구
❍ 서가, 검색대, 회원가입 컴퓨터 등은 고령자의 인체표준정보를 고려하여 설계 및
설치한다.
❍ 서 있는 것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해 로비, 휴게시설, 서가 근처, 검색대 또는 회원
가입 컴퓨터, 음수대 등이 있는 장소에는 앉아서 쉬거나 대기할 수 있는 의자를 둔
다.
❍ 고령자가 자주 이용하는 자료와 관심이 높은 자료는 접근이 용이한 서가에 두고 제
목을 읽고 서가에서 꺼내기에 적절한 위치에 둔다. 서가 옆에는 편안한 의자와 적
합한 조명을 배치한다.

다. 기기
❍ 고령자가 인쇄자료 및 전자자료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독서 보조공학기기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확보하여 제공한다. 특히, 전자자료 이용을 위한 고령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조사결과
ü 전자자료 이용환경에 대해 고령자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았으며(3.45점) 만 65세 이상 이
용자는 만 64세 이하 이용자 보다 유의미하게 만족도가 낮았다.

❍ 보조공학기기는 고령자가 직접 사용하는데 필요한 작동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안전
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서를 제공한다.
❍ 보조공학기기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
로 확인하여 도입,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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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자료 독서를 위한 보조기기로는 다양한 형태와 도수의 돋보기, 타이포스코프,
독서대, 페이지 넘겨주는 기기 등을 제공한다.

참고사례
▶ 일본 가이드라인은 활자자료 독서를 지원하는 기기로 노안경, 확대독서기, 돋보기, 독서대,
타이포스코프, 음성독서기 등을, 장애인 서비스용 자료 이용을 위한 기기로 DAISY 재생기,
태블릿 단말기 등을, 컴퓨터 이용을 위한 기기로 음성 소프트웨어, 화면 확대 소프트웨어 등
을 제시하였다.

❍ 오디오북, 영상자료, 음악자료를 감상할 수 있는 충분한 기기를 제공한다.
❍ 전자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 전자책 단말기 등 다양한 장
비를 제공한다.

참고사례
▶ 미국 가이드라인은 전자책 등록 기기, 와이파이, 데스크탑, 노트북, 아이패드, 전자 리더기
(e-readers) 등 다양한 장비를 구비한 모바일 커뮤니티 기술 공간을 제공하고 최신 디지털
자료를 통해 이용자를 유치할 것을 제시하였다.

❍ 전자책 및 전자자료를 읽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책 읽어주는 음성 소프트웨어, 글자
및 화면 확대 소프트웨어, 자막기 등을 제공한다.
❍ 전자자료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커다란 시각적
요소의 사용, 정보 구조의 단순화, 마우스 조작에 의한 쉬운 네비게이션 등을 적용
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 전자자료 이용 시 별도의 화면 확대가 필요하지 않도록 충분한 크기의 모니터와 무
소음 키보드를 제공한다.
❍ 청력이 나쁜 이용자를 위해 보청기 및 휴대용 청각 보조기기를 제공하고, 필담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필기도구를 제공한다.
참고사례
▶ 영국 가이드라인은 컴퓨터 좌석 외에 필기 공간이 있는 좌석, 보청기 및 휴대용 청각 보조
기기, 다양한 두께의 펜과 연필 등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라. 안내표지
❍ 도서관 내 설치된 사인은 사인의 유형과 설치방식에 따라 고령자가 쉽고 분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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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할 수 있도록 글꼴, 글자 크기, 색채, 형태, 설치 위치, 조명 등을 고려하여 통
일성과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설치한다.

마. 편의시설
❍ 도서관 자료 및 서비스 공간 외에 휴게공간, 식당, 편의점, 서점, 주차공간과 같은
편의시설도 고령 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조사결과
ü 야간 개관에 맞추어 음료 자판기가 있는 휴게 공간 이용 시간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ü 식당 메뉴의 다양화와 건강식 제공에 대한 요구가 다수 있었다.

6.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가. 오리엔테이션
❍ 도서관 이용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참고사례
▶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은 요청이 있을 경우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 투어를 통해 도서관 서비스
안내를 제공한다.

❍ 신규 이용자를 비롯하여 기존 이용자이더라도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를 대상
으로 실시한다.
❍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도서관 서비스 전반에 관한 것과 서비스별 상세 안내 등으로
구성하고 오프라인 공간 및 자료 이용방법과 홈페이지 이용방법을 포함한다.
❍ 제공 형식은 팸플릿과 같은 유인물 배포, 면대면으로 일대일 교육이나 집합 교육으
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동영상 콘텐츠, 튜토리얼 등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다.

조사결과
ü 신규 이용자이거나 기존에 회원가입을 했더라도 오랜만에 방문한 이용자는 도서관 서비스를
스스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ü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및 디지털도서관 이용 방법은 물론 외국 도서관의 전자자료를 이용하
는 방법까지 체계적인 도서관 이용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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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서 지원 및 정보서비스
❍ 고령자의 취미 및 여가, 건강 및 보건,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추천도서 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한다.

참고사례
▶ IFLA 가이드라인에서는 고령자용 자료를 여가와 건강정보 획득을 위한 자료로 나누고, 건강
정보 획득을 위한 인쇄자료에는 사전, 백과사전, 디렉토리, 의학용어 관련 도서, 주제별 서지
목록 등이 있으며 책, 잡지, 소식지, 팸플릿, 브로슈어 등 다양한 형태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
였다. 또한 건강정보에 관해 도서관 내외부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넷을 포함한 각종
전자자료를 제공하되 도서관이 정보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
▶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은 고령자 대상 추천도서 목록을 여가, 요리, 퇴직 후 재무 설계 등에
관해 ‘evergreen topics’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 도서관은 도서관 직원이 선택한 큰글자 로맨스 소설, 여름 독서, 과학
과 영양에 관한 추천도서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조사결과
ü 도서관 이용 목적은 취미·여가(35.5%), 연구조사(21.1%), 경제활동(17.7%) 순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과 64세 이하 모두 취미·여가가 일순위 목적이었고 그 다음으로 65세 이상은 건
강·보건을 위해, 64세 이하는 연구조사와 경제활동을 위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ü 취미·여가, 건강·보건을 위해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한 응답자들이 추천도서 목록이 필요하다
고 다수 응답하였다.

❍ 대출 통계를 통해 많이 이용된 자료 목록이나 이용자가 직접 추천하는 자료 목록을
제공한다.

조사결과
ü 다른 이용자들이 많이 보는 자료에 높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ü 고령자가 직접 자료를 추천할 경우 참여 방법은 글로 작성하는 서평보다 구두로 취재할 수
있는 동영상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는 패스파인더를 개발하여 제공한다.

참고사례
▶ 일본 지바 현립도서관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중장년 취업에 유용한 정보, 의료정보,
자서전 쓰기, 상속 및 유언 등과 같이 고령자의 요구가 높은 주제에 관한 패스파인더를 작
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s://www.library.pref.chiba.lg.jp/reference/pathfinder/index.html>

조사결과
ü 관심 있는 분야를 탐구하고 싶지만 정확한 도서명을 모르는 경우 검색이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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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도서관 및 외부 기관에서 제공 받을 수 있는 고령자서비스를 안내한다.

참고사례
▶ 일본 지바 현립도서관은 고령자용 자료 코너에서 지역의 고령자 대상 사업 팸플릿과 전단지
를 배부하고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지역의 고령자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 목록을 제공하고 있
다.
▶ 영국 가이드라인은 도서관 홈페이지와 고령자 관련 기관 홈페이지는 서로 배너를 제공하여
서비스를 안내하도록 하였다.

다. 문화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 고령자 참여형 진행 방식으로 전문성 있는 강연 및 세미나를 기획하고 다회성 프로
그램도 적절히 도입한다.

참고사례
▶ 대구 수성구 범어도서관은 은퇴 후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재무, 건강, 여가 활동 등에 관
한 강연 프로그램인 ‘행복한 100세 경영 아카데미’를 운영하였다.
▶ 미국 브루클린 도서관은 오랫동안 지역에 거주한 주민의 구술사를 기록하는 ‘Our Streets
Our Stories’ 프로젝트를 운영하였다.

조사결과
ü 행사 및 프로그램, 추천도서 목록,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이용보조장비 순으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ü 만 64세 이하 이용자는 행사 및 프로그램 중 강연에 가장 낮은 만족도(2.40점)을 보였다.
ü 대중성 있는 강연을 일회적으로 개최하기 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적으로 열었으면 좋겠다는 요구와 고령 이용자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기회 있었으
면 좋겠다는 요구가 다수 있었다.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초부터 고급과정까지 수준별로 개설
한다.

참고사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도서관은 고령자를 위한 컴퓨터 사용 기초 및 한글, 인터넷 활용법을
중심으로 ‘5080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였다.
▶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 도서관은 매 분기 고령자를 위해 컴퓨터 기본, 인터넷, 이메일, 온라
인 건강정보, 문서작성 소프트웨어, SNS 등의 활용법에 관한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립도서관은 민간 회사와 협력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태블
릿, 스마트폰, 인터넷, 이메일, SNS 활용 방법과 온라인 쇼핑, 온라인 뱅킹 활용법에 관한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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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ü 디지털도서관 교육 프로그램은 평균 만족도가 낮은 편(2.43점)이었고, 만 65세 이상 이용자
는 행사 및 프로그램 중 가장 낮은 만족도(2.27점)를 보였다.
ü 고령자 전반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관심이 있었으며 스마트폰 이용 교육(17.5%),
디지털 콘텐츠 작성 교육(16.2%), 컴퓨터 기초교육(15.0%) 순으로 요구가 높았다.
ü 고령자의 특성으로 컴퓨터 사용 미숙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컴퓨터 사용에 관한 고령자 민
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ü 현재 운영 중인 디지털도서관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며
초급부터 고급까지 여러 단계의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기를 요구하였다.

❍ 교육 프로그램은 고령자를 배려하는 신청 방법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필요에 따라
특정 연령이나 전화 및 방문 신청 인원에 제한을 두고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
다.

조사결과
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만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빨리 마감되는 점이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 프로그램은 고령자의 시력, 청력, 신체적 약화를 고려하여 진행 속도를 조절
하고 강사 뿐 아니라 실습 도우미와 같은 교육 인력을 충분히 확보한다.

조사결과
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진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 프로그램은 필요에 따라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는 동영상 콘텐츠, 튜토리얼
등으로 개발하여 제공한다.

조사결과
ü 교육 프로그램은 혼자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일 경우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동영상 콘텐츠로 만들어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 프로그램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과 세대통합으로 하는
방법 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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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례
▶ 미국 가이드라인은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특정
한 세대 또는 연령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세대통합 프로그램도 제공
하며 커뮤니티의 다른 기관과 협력하는 세대통합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제시하였다.
▶ 영국 가이드라인은 어린이와 고령자가 함께 즐기는 놀이, 스토리텔링, 노래교실 프로그램 및
청년 세대가 노인에게 컴퓨터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 등 세대통합 활동을 촉진할 것을 제시
하였다.

조사결과
ü 공공도서관에서 고령자와 청소년이 함께 참여한 1, 3세대 통합 프로그램이 성공적이었다는
응답이 있었다.

❍ 전시, 음악회와 같은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조사결과
ü 전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2.83점)이었으며, 음악회에 대한 요구가 다수 있었다.

라. 연계 및 협력
❍ 노인종합복지관, 치매예방센터, 50+센터와 같은 고령자 관련 공공기관, 지역의 공
공도서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공립 학술문화기관, 기타 유관 기관을 파악하고 이
들 기관과 연계 협력을 추진한다.
참고사례
▶ IFLA 가이드라인은 연계 협력할 수 있는 외부 기관으로 지역의 공공도서관, 도서관 컨소시
엄, 국립도서관, 도서관 전문직 단체, 의학 및 보건학 전문직 단체, 목록 업체, 출판사, 인터
넷 토론 그룹을 제시하였다.
▶ 미국 가이드라인은 지역 기반의 교육센터, 고령자 취업기관 및 각종 고령자 관련 기관 등과
협력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니어 센터, 커뮤니티 센
터, 양로원, 고령자 주거시설과 같은 도서관 밖의 고령자에게 도서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아웃리치와 협력 기회를 탐색해야 한다고 하였다.

❍ 도서관 자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다른 기관과 연계 협력
을 통해 대처한다. 지역의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병원 등과 문제에 따라 신속히
소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예를 들어, 건강위험 이용자의 응급상황을 위해
전문의료진이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한다.

조사결과
ü 사서 표적집단면접에서 건강위험 이용자에 대한 대응이 업무상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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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나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 경찰을
부르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들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7. 홍보 및 마케팅
❍ 고령자가 개관 일정, 소장 자료, 프로그램, 편의시설 등 도서관 서비스를 쉽고 편리
하게 알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 고령자의 요구를 도서관 이용 목적, 이용 자료, 이용 공간, 이용 프로그램, 연령,
잠재적 이용자 등으로 세분화하여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홍보 및 마케팅을
추진한다.

가. 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
❍ 노화로 인해 시력이 낮은 고령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가 큰 리플릿,
팸플릿 등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 도서관 내 방송 및 게시판, 배너는 좀 더 연령이 높은 고령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할 수 있도록 관내 방송은 음량 크기와 속도를 조절하고, 게시판 및 배너는 글꼴,
글자 크기, 색채, 형태, 설치 위치, 조명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조사결과
ü 고령자는 도서관 홈페이지와 관내 배너 및 게시판을 통해 도서관 소식을 주로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홈페이지의 경우 만 65세 이상은 46.0%가, 만 64세 이하는 71.4%가 소식
을 얻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고, 관내 배너 및 게시판은 만 65세 이상의 21.3%가, 만 64
세 이하의 11.1%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고령자를 위한 홈페이지
공지를 강화하면서 비교적 나이든 고령자를 고려한 배너 및 게시판 공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스크린 정보전달 시스템을 통한 홍보 시에는 빠른 화면 전환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고령자가 직접 화면 전환을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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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온라인 홍보 및 마케팅
❍ 온라인 소식지, 도서관 홈페이지, SNS,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고령자서비스를 홍보
한다.

조사결과
ü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필요한 도움이나 문의사항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31%는 인터넷으로 검
색하고, 9%가 홈페이지 및 이메일로 문의한다고 응답하였다. 약 40%의 고령자가 온라인을
통해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ü 도서관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블로그,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간단하고 재미있게 홍보함으로
써 고령자 뿐 아니라 젊은 이용자의 유입을 기대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고령자 개개인의 관심분야에 맞추어 최신 정보를 알리는 선택적 정보제공 서비스
(SDI)를 제공한다.

다. 외부 홍보 및 마케팅
❍ 필요에 따라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 복지기관, 취업기관 등 다른 기
관과 신문·방송 및 잡지 등에 고령자서비스를 홍보한다.

참고사례
▶ 미국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형태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지역의 고령자 관련 기관, 고령자 영
양 프로그램, 고령 봉사자 프로그램, 다른 고령자서비스 네트워크에 홍보할 것을 제시하였
다.
▶ 영국 가이드라인은 도서관이 지역 매체와 관계를 맺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활동과 서비스
홍보를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협력할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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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국립중앙도서관 고령자 대상 정보서비스
1. 정보서비스의 목적
❍ 국립중앙도서관 정보서비스의 목적은 망라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있는 각종 지식정보
자원에 고령자를 포함한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대표도
서관으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 국립중앙도서관은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고령자 대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한 사람으로서의 고령자에 대해 도서관을 통한 문화 복지를 실현하는데 기여한다.

2. 정보서비스 개발 방향
❍ 지식정보에 취약한 고령자를 위하여 일반 단위 도서관의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
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한
다.
❍ 고령자의 지속적인 도서관 이용과 개인의 정보 요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리터러시
교육을 수행한다.
❍ 각종 도서관에서의 고령자 친화적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3. 정보서비스 운영 내용
가.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정보포털」
❍ 운영 목표
§

고령자 관련 도서관 서비스를 위하여 포괄적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포털」을 운영한
다.

§

효과적인 정보포털 운영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중심으로 관련 정부 부처, 유관 기관,
각종 도서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마련한다.

❍ 운영 배경
§

고령화 된 사회 환경 속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로
변화가 제기된다.

§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고령자 관련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정리·가공하여 누구
라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공하는 통합 창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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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개요
<표 37> 「정보포털」 운영 개요
서비스 대상

고령 이용자,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담당 사서, 관련 연구자, 고
령자에 대해 궁금한 일반인 등
§
§

주요 서비스
§

운영형식

고령자 관련 각종 통계 데이터
각종 고령자 대상 정보이용행태
연구 등의 결과물
고령자 선호 주제별 다양한 수
준 및 형태별 정보원

§
§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정보 및 사례 공유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전문교육정보

국립중앙도서관 내 오프라인 정보포털 운영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소
셜네트워크(Social Network Sites; SNS)를 활용한 온라인 정보포털
운영 병행

❍ 주요 서비스 내용
§

통계 데이터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연계 고령자 통계, 도서관 정보나루 연동 고령 이
용자 관련 데이터, 중앙치매센터 치매극복 선도 도서관 현황, 노인 복지시설 현황, 한
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 일자리’ 정보,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이즈코리아’ 인체표준정보
등 고령자 관련 각종 데이터 제공.

§

주제정보서비스 : 고령자 대상 관심 주제에 대한 게이트웨이 역할을 위해 주제정보서
비스 제공. 고령자 대상 주요 선호 주제정보(건강, 여가, 취미, 취업, 귀농·귀촌, 육아,
족보·향토정보 등), 고령자 대상 주제별 추천도서 및 전문 기관 연계 큐레이션 서비스
등 포함

§

서비스 사례 : 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포털 운영자를 통한 등록제로 국내외 고령자 대
상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 수집된 도서관 서비스 사례는 회원제로
정보 공유

§

정보공유 :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관련한 법률, 정책정보자료, 학술 및 연구자
료, 고령자서비스 제공 도서관 및 유관 기관 정보 등을 누구나 이용 가능할 수 있도
록 정보 플랫폼 구현

❍ 고려 사항
§

정보포털 운영의 자문을 위한 전문 위원회를 구성한다. 전문 위원회 위원은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경력 사서 및 연구자, 노인 복지 전문가,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국립중앙도서관 정보포털 운영 책임자 등으로 한다.

§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정보포털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전문인력
을 충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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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 운영 목표
§

고령자의 요구와 능력별 수준에 따른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한다.

§

정보불평등 해소와 교육 선택 기회의 폭을 넓혀 고령 이용자의 국립중앙도서관 이용
만족도 향상과 이용 활성화를 제고한다.

❍ 운영 배경
§

고령 이용자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정보자료 이용에 따른 이용방법 안내, 활용 교육
등의 요구가 제기된다.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고령자 대상 디지털 정보활용능력 교육 프로그
램의 교육 내용과 수준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 운영 개요
<표 38>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운영 개요
서비스 대상

주요 서비스

국립중앙도서관 고령 이용자
§

국립중앙도서관 처음 이용자를 위한 초급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

디지털

§

전문 정보 이용을 위한 고급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

도서관 이용 목적에 따른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정보 활용을 위한 중급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단, 일반적인 PC를 통한 인터넷 이용, 스마트폰 및 SNS 활용, 문서편집 기초 등
의 교육은 최소한의 규모로 실시하며, 단위 공공도서관의 교육 안내를 통해 국가
도서관과 일반 공공도서관과의 차별성 유지)

단순 강의형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이용자 실습형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형식

운영. 실습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인력풀 운영. 운영 주기는 정기와 상
시로 구분

❍ 주요 서비스 내용
§

국립중앙도서관 처음 이용자를 위한 초급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정기): 도서관 홈페
이지 회원 가입, 이용증 발급(현장, 모바일), 본관 및 디지털도서관 이용 절차에 필요
한 디지털 기기활용법, 도서 검색 및 자료당일신청, 시설 및 기기 예약 등 포함.

§

디지털 정보 활용을 위한 중급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정기):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
하고 있는 고문서, 고문헌, 족보, 향토자료 등의 전문 자료, 오디오북, 미디어 자료 등
의 이용

§

전문 정보 이용을 위한 고급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정기): 정책정보서비스, 학술정
보 활용, 디지털 콘텐츠 제작, 디지털-인문 융합 교육 등

§

도서관 이용목적에 따른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상시): 교육내용으로 개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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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저술, 창작, 선호 주제정보(건강, 여가, 취미, 취업, 귀농·귀촌, 육아 등)의 개인 이
용 목적에 따른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 고려 사항
§

고령자 대상 전문 교육 강사 운영과 실습형 교육 시 고령 이용자의 실습 지원을 위하
여 자원봉사자 인력 교육 및 인력 풀을 운영한다.

다. 고령자 자원봉사자
❍ 운영 목표
§

고령자 대상 1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서관 현장에서 은퇴한 사서, 청소년 및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국립중앙도서관 방문 이용에 필요한 사
항에 대한 지원과 고령자 대상 프로그램 진행 시 활동을 보조한다.

§

고령자와 다른 세대 간 도서관을 매개로 교감하며, 사서들의 고령 이용자 대상 업무
피로를 감쇄한다.

❍ 운영 배경
§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충분한 인력 부재로 고령 이용자의 불만과
도서관 직원의 업무 피로도가 상승한다.

§

고령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개별적인 도서관 이용 지원을 위한 인력 발굴 및 교육이
필요하다.

❍ 운영 개요
<표 39> 고령자 자원봉사자 운영개요
서비스 대상

고령 이용자(수혜자),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자원봉
사자(은퇴 사서, 청소년 및 일반 성인)

주요 서비스

고령 이용자의 본관 및 디지털도서관 이용 시 1차 적인 서비스 포인
트로서 기초적인 이용 안내 지원, 고령 이용자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시 강의 진행 보조 등

운영형식

자원봉사자 인력 풀 제도 운영을 통해 필요 시 상시 활동 체제 구축.
고령 이용자 자원봉사자 지원 예약 시스템을 통해 상시 지원

❍ 주요 서비스 내용
§

도서관 이용 안내: 본관 1층 로비와 디지털도서관 2층 출입구에 고령 이용자 도서관
이용 안내 데스크 설치. 각 장소 마다 도서관 현장에서 은퇴한 사서 2명 이상 동시
자원 활동이 되도록 인력 구성. 주요 활동 내용으로 도서관 이용 안내, 도서관 이용
시 필요한 기기 사용방법 안내, 단순 지시형 질의에 대한 응답 등. 필요 시 고령자
외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이용 안내 지원

§

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도서관 내 고령자 대상 프로그램(디지털활용교육, 고령자 대상
인문학 아카데미아 등) 진행 시 보조 인력으로 청소년 및 일반 성인 자원봉사자 활용.
젊은 연령의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운영함으로써 고령 이용자와 세대 교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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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자 인력 풀 시스템 운영: 고령 이용자 대상 도서관 이용에 따른 이용 안내,
고령 이용자 대상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운영 시 강의 진행 보조를 위한 전문 자원봉
사자 인력 풀 시스템으로 등록·교육·활동의 구성 체제로 구성. 고령 이용자는 자원봉
사자 예약 시스템을 통해 필요 시 신청하며,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은 고령 이용자의
신청 내역을 확인하여 자율 선택. 단, 활동 장소는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및 디지털도
서관 내로 제한

❍ 고려 사항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내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사회봉사’와 ‘장애인자원봉사’와의 연
계한 종합 자원봉사(사회봉사) 창구를 운영한다.

§

도서관 현장 은퇴 사서의 자원봉사 활동 시 국립중앙도서관 재직 사서들의 업무와 중
첩되지 않도록 활동 목적 및 활동 범위를 분명히 구분한다.

라. 사서 교육 도서관 고령자서비스 기초 및 심화 과정
❍ 운영 목표
§

고령화 사회에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의 변화를 모색한다.

§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개
발한다.

§

사서 실무 경험 수준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포괄적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운영 배경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원 프로그램 과정 중 「도서관노인서비스」와 「(사이버)고
령사회와 도서관 서비스 전략」과정을 통해서는 변화된 사회 환경에서의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서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부족하다.

§

사서의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실무 경험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한 수준의 교육
내용으로 운영이 필요하다.

❍ 운영 개요
<표 40> 사서교육 도서관 고령자서비스 기초 및 심화과정 운영 개요
서비스 대상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직원
고령화 사회와 도서관, 고령 이용자에 대한 이해(고령자의 정의, 특성

주요 서비스

등),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자료, 프로그램, 시설 및 환경, 이용자
요구 분석, 관련 법제도, 국내외 서비스 사례),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
비스 기획·운영·평가, 고령 이용자 안전 및 직원 자기방어교육 등
사서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필요에 따라 서비스 업무 제공 경험에

운영형식

따른 수준별 과정으로 운영.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원에서 운
영하는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방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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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서비스 내용
§

도서관 고령자서비스(기초) 과정: 고령화 사회와 도서관(고령 인구 변화와 문화복지의
필요성), 고령 이용자에 대한 이해(고령자에 대한 개념,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측면에
서의 특성),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관련 국내외 법제도, 고령자 대상 국내외 도
서관 서비스 사례, 관련 자료유형에 대한 지식, 고령 이용자 응대 요령, 고령 이용자
를 이해하려는 심리적 태도, 안전문제 발생 시 대처 요령, 직원에 대한 위해에 따른
자기방어교육 등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기초적인 배경 지식 중심

§

도서관 고령자서비스(심화) 과정: 고령 이용자 요구 조사·분석에 대한 지식, 고령 이용
자의 도서관 이용 행태 분석, 시장 세분화 전략,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의 전략적
마케팅 및 홍보, 고령자 관련 유관 기관 협력 방법,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평가
방법에 대한 지식 등

❍ 고려 사항
§

기초과정은 실무 경험이 부족한 국립중앙도서관 신규 임용자와 각종 고령자 대상 도
서관 서비스 제공 도서관 초임 사서에 대해 필수 이수 교육과정으로 지정 운영한다.

마. 고령자를 위한 인문학 아카데미아
❍ 운영 목표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지적 문화유산을 활용한 인문학 강좌 운영을 통해 고령자에 대
한 독서 진흥 활동 및 평생교육을 지원한다.

§

고령자 맞춤형 인문학 강좌 운영으로 고령자의 인문정신을 증진한다.

❍ 운영 배경
§

50세 이상 이용자 대상으로 진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서비스 요구 조사 결과 고령자 대
상 인문학 프로그램의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고령자를 포함한 공중의 독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독서
자료 및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독서환경 개선 등의 국립중앙도서관 업무 수
행 근거가 필요하다.

❍ 운영 개요
<표 41> 인문학 아카데미아 운영 개요
서비스 대상

50세 이상 고령자

주요 서비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가운데 고문헌, 고지도, 족보, 근현대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고령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

운영형식

강좌의 내용 특성에 따라 단기 강좌는 지양하고 연중 진행되는 강좌
로 운영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지속성 유지. 강좌별 주제 및 내용에 따
라 다양한 학문과 융합한 통섭형 인문학 강좌 운영. 강의형 강좌 운영
과 함께 수강자 참여 토론식 강좌 병행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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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서비스 내용
§

족보, 나의 뿌리: 우리나라 주요 성씨에 대한 족보를 탐독하여 유래, 시조, 가계도, 해
당 문중 주요 인물 등에 대한 연속 강좌. 족보 관련 전문가의 개론적 강의와 해당 성
씨의 고령자들의 직접 참여를 결합한 심층적 강좌 운영. 해당 성씨 종친회와 연계하
여 새로운 족보자료 정보 공개

§

고지도 속 지명학: 고지도 속에 나타나는 지명을 중심으로 지명에 대한 어원적·역사
적·지리적·생활 문화적 측면에 입각한 융복합 인문학 강좌. 지명학에서의 거주지명과
지형지명이라는 차원에서 지명의 뿌리를 찾고, 일제 잔재로서의 지명을 바로 잡는 기
회 마련

§

승정원일기 강독: 승정원일기 번역문을 기본 자료로 하여 원문과 비교해 가며 육성으
로 읽고 필사하면서 뜻을 밝혀 풀이하는 강좌. 왕의 사후 여러 기록을 종합하여 편찬
한

「조선왕조실록」과 달리 가공되지 않은 조선 왕들의 기록인

「승정원일기」의 강독

을 통해 조선 정치사를 이해하는 계기 마련.
§

대한민국 근현대사 강론 1. 임시정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대하여 주제별 연속 강
론 강좌 운영. 첫 번째 강론 주제로 20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
하여

상하이시기(1919~1932),

이동시기(1932~1940),

충칭시기(1940~1945),

환국

(1945~)으로 구분되는 시기별 임시정부와 관련된 우리나라 근현대사 강의. 근현대사
전문 강사의 기본강의와 실제 임시정부 활동 독립운동가 및 후손의 증언 관련 현장
탐방으로 구성되는 입체적 인문학 강좌 운영
§

한국 근대문학 리딩 케어: 근대문학에 관심 있는 고령자와 젊은 세대의 국립중앙도서
관 소장 한국 근대문학 작품 함께 읽기 강좌. 근대문학 작품 함께 읽기를 통해 당시
의 시대상에 대한 고령자의 해설과 작가 및 원전의 분석 등에 대해 세대 간 토론 및
현장 탐방 등 진행. 한국 근대문학 함께 읽기를 통해 근대문학 작품에 대한 젊은 세
대의 올바른 이해를 도와주고 서로 간의 교감을 통해 세대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계기
마련

❍ 고려 사항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문열차 삶을 달리다」 프로그램과 별개 운
영 또는 일부 병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결정한다.

4. 정보서비스 기대효과
❍ 이 연구에서 제시한 국립중앙도서관 고령자 대상 정보서비스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위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고령자 대상 정보서비스와의 차별성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진다.
§

포괄적인 고령자 관련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해 관련 기관 및 단체, 고령자에 대해 궁
금한 일반인에게도 정보를 제공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국립중앙도서관 고유 정보자료와 고령 이용자의 요구 수준에 따른 맞춤형 디지털 리
터러시 교육을 통해 디지털 정보격차를 실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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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별 사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에 기여
하고 문화복지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다.

§

고령 이용자 지원 자원활동가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 이용자 만족도 향상 및 도서관
직원 업무 피로도 감쇄를 유도하여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제고할
수 있다.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중심 융복합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령 이용자의 도
서관 이용 만족도를 향상하고 단위 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참신한 인문학 프로그
램을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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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Ⅶ.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는 사회 고령화에 따라 전체 이용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 고령자에게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의 고령자 대
상 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정보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설문조사, 표적집단면접,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
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국내 도서관 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국가도서관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고령자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사서 대상 고령자서비스 교육 과정을 실시하고 있음
을 파악하였다.
❍ 국내 공공도서관에서는 노후에 행복한 여가 생활을 위한 문화 및 평생교육 프로그
램과 독서 프로그램, 도서관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여 경제적 자립과 자존감 향상을
위해 일자리 사업 참여하는 등의 사례를 확인하였다. 또한, 한글 교육과 컴퓨터 및
디지털 기기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고령층의 리터러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례와 치
매 관련 정보 및 고령자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 운영 등의 사례가 있었
다.
❍ 국외 도서관 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국가도서관으로는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이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대규모 지역대표도서관 또는 공공도서관으
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도서관과 뉴욕주 브루클린도서관 일본 지바 현립도서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립도서관이 특색 있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 국외 도서관은 50대를 포괄한 넓은 범위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큰글자도서, 오디오
북 형태로 여가용 읽을거리와 역사 및 족보 자료 등을 특화 자료로 제공하고 추천
도서 목록이나 별치 컬렉션을 운영하고 있었다. 고령층을 위한 문화 교육 강좌 및
행사 개최와 동아리 활동 지원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자체적으로 잡지와
패스파인더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도서관이 있었다. 고령자에게 필요한 정보로서 도
서관 외부 기관의 고령자서비스 링크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도서관 직원 및
고령자서비스 관련 종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별도의 웹사이트로 구축하여 제
공하는 도서관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고령자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주력
하는 도서관이 많았으며 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고령 이용
자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사례를 확인하였다.
❍ 국내 법률 및 가이드라인 분석을 통해 고령자는 장애인 및 임산부 등과 함께 지식
정보 취약계층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서관 서비스 관련 법률 및 가
이드라인은 대부분 고령자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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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도서관법」에는 도서관 자료, 교육·문화 프로그램, 편의시설, 전문인력,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과 같이 도서관 내외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식정
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제시하고 있었다.
❍ 국외 가이드라인 분석을 통해 고령자를 취약계층으로 접근하는 입장과 활동적인 고
령자로 접근하는 입장이 있으며 고령자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거나 치매와 같은 특
수한 상황에 한정하여 고령자서비스를 확장시키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국내법과 마
찬가지로 국외 가이드라인에서도 고령자서비스는 정보자원, 인적자원, 시설 및 설
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홍보 및 마케팅, 외부 기관과 연계 협력, 예산, 아웃리치
서비스 등 도서관의 모든 자원과 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제공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었다.
❍ 고령 이용자 요구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고령 이용자는 서초구 및 강남구에 거주하는 고학력 남성
이 매우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고령 이용자는 본관과 디지털 도서관을 골고루 이용하는 편이었고, 주요 이용목적은
취미·여가활동, 연구조사, 경제활동이었다. 디지털도서관의 주요 이용목적은 컴퓨터를
활용한 여가활동, 디지털 자료 이용, 개인학습이었다. 주로 이용하는 분야는 인문·철
학, 시사·정치, 문학, 역사로 나타났다.

§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도서관 소식을 얻는 경우가 많았다. 고령 이용자는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필요한 도움이나 문의사항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두 명 중
한 명은 사서 및 직원에게 문의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

사서에 대한 인식은 친절하고, 형평성이 있으며, 기꺼이 돕고자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
으로 긍정적인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지만 홈페이지 이용, 디지털도서관 컴퓨터 좌석
예약, 전자자료 이용과 같은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한 부분과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
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고령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로는 행사 및 프로그램, 추천도서 목록, 디지털 교육프로그
램, 이용보조장비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디지털 교육프로그램 내용은 스마트
폰 활용, 디지털 콘텐츠 작성, 컴퓨터 기초을 희망하는 고령자가 많았다.

§

그밖에 사후 표적집단면접에서 오리엔테이션의 부재, 개가 도서 부족, 패스파인더 부
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디지털도서관 환경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문화 행사 및 프로그램의 확충, 추천도서 목록 제공 등이 요구되었다.

❍ 사서 표적집단면접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령 이용자 중에는 매일 방문하여 하루를 보내는 남성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
었다.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고령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자료는 조선총독부 관보, 판례집,
소송 자료이며 대체로 전자자료 보다는 인쇄자료를 선호하고 있었다.

§

고령자의 청력 감퇴로 인해 응대 시 발생하는 소음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공간 재
배치, 음악 방송, 필담, 방음 공간 마련이 대응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

많은 고령 이용자가 컴퓨터 활용을 못하거나 미숙하여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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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불편을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반복 수강하더라도 습
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을 파악하였다.
§

이용규정 비준수, 일방적인 의사소통, 화를 내는 감정표현, 심하게 단순 반복적인 민
원, 사적인 요청, 직원에 대한 하대 등이 고령자 응대에 어려운 점으로 파악되었다.
이로 인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고 심각한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었다.

§

현재 고령자 응대는 불평불만 민원에도 친절하게 경청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거나 경찰을 부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요구가 높은 자료를 개가 서가로 조정, 고령자서비스를 담당할 인력 확보 및 체제 마
련, 사서를 대상으로 한 교육 확충, 문제이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정 마련 등이
개선방안으로 제기되었다.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가이드라인은 「국립중앙도서관 고령자서비스 가이드
라인」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정보자원은 고령자의 요구와 흥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제로 구성하며 요구가
높은 인쇄자료는 개가 기간을 연장하고 별치 컬렉션으로 구성한다. 서고 자료 신청은
검색과 대출이 쉽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비인쇄자료로 오디오북, 영상자료,
음악자료 등은 최신성과 다양성을 반영하여 제공하고 전자자료에 대한 쉽고 편리한
접근점을 제공하도록 한다. 고령자 및 고령자서비스에 관한 고유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관 내부 및 외부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둘째, 인적자원 측면에서 사서가 갖추어야 할 역량 및 자질은 고령자의 요구와 문제
에 대한 충분한 이해, 말 걸기 쉽고 느긋한 태도와 공감능력, 인내력과 이해력, 의사
소통 및 협업능력, 규정의 공정한 적용, 공중 및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다. 이러한
역량 및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응대 업무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및 감정노동 관련 교육도 포함해야 한다. 고령자서비
스는 모든 직원의 기본 직무 중 하나로 하며 서비스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직원을 둔
다. 고령 이용자를 포함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고령 이용자가 자원봉사자가 될
기회에 대해 고려한다.

§

셋째, 시설 및 설비는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의 보편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유
니버설디자인 원리에 입각하여 설계 및 설치되도록 한다. 도서관 공간은 고령자의 신
체적 행동 특성과 편의를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에 따라 교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가구는 고령자의 인체표준정보를 고려하여 설계 및 설치하고 곳곳에 쉴 수
있는 간이 의자, 열람공간에 편안한 의자 및 적합한 조명 등을 마련한다. 고령자가 인
쇄자료 및 전자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독서보조공학기기와 관련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제공한다. 특히, 전자자료 이용을 위해 다양한 기기를 확보하고 도서관 홈페이
지를 고령 친화적으로 설계한다. 안내표지는 쉽고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
고 편의시설도 고령자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

넷째, 서비스 및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도서관 이용방법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유인
물, 면대면 교육, 온라인 콘텐츠 제공 등과 같이 다각적으로 제공하고 추천도서 목록,
패스파인더 등을 개발하며 고령자 참여형 문화행사를 기획한다. 디지털 리터러시 프
로그램은 수준별로 개설하고 신청 및 진행 방법도 고령자를 배려하여 운영한다. 고령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세대통합형 프로그램을 적절히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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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연계 협력은 고령자 관련 공공기관, 공공도서관, 국공립 학술문화기관, 기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도서관 자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다른 기관과 연계 협력을 통해 대처한다.

§

여섯째, 홍보 및 마케팅은 고령자가 도서관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온
라인과 오프라인 수단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오프라인에 사용하는 홍보물
은 고령자의 낮은 시력과 청력을 고려하여 제작하고 온라인 홍보는 도서관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고령자가 이용하는 웹사이트를 포괄하여 실시한다.

❍ 조사 결과와 개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설계한 정보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

첫째,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정보포털」 운영이다.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고령자 관련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정리·가공하여 누구라도 쉽고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창구를 구축하도록 한다. 정보포털을 통해 고령자를 비롯
한 고령자서비스 담당 사서, 연구자 등이 관련 통계 데이터 및 정책 자료, 학술 연구
자료, 고령자가 선호하는 주제 정보 및 추천도서, 도서관의 고령자서비스 운영 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둘째,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디지
털 정보활용능력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을 다양화하여 초급 과정에서는 기초적
인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활용법, 도서관 홈페이지 이용 방법을 교육하고
중급 과정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전문자료, 오디오북 및 각종 미디어 자료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며 고급과정에서는 정책정보서비스, 학술정보 활용, 디지
털 콘텐츠 제작, 디지털과 인문 융합 교육 등을 실시한다. 초중급 과정과 별도로 이용
목적에 따른 저술, 창작, 주제정보별 교육을 개설한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는 고
령자 대상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를 섭외하고 실습형 교육으로 진행할 때에는 강
사를 도울 지원 인력을 충분히 확보한다.

§

셋째, 고령자 지원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령자에게 기초적인 이용 안내
를 지원할 자원봉사자를 청소년 및 일반 성인과 은퇴 사서를 중심으로 모집한다. 활
동 목적 및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단순 지시형 질의에 대한 응답, 고령자 대상 프
로그램 진행 보조 등으로 활용한다.

§

넷째, 사서 교육 「도서관 고령자서비스」 기초 및 심화 과정을 운영한다. 국립중앙도서
관 및 공공도서관 등 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고령자를 이해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수준별로 마련한다. 기초
과정은 실무 경험이 부족한 신규 임용자와 고령자서비스 초임사서에 대해 필수 이수
과정으로 운영한다.

§

다섯째, 고령자를 위한 「인문학 아카데미아」를 운영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를
활용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족보, 승정원일기, 근
현대사, 근대문학 자료 등이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 목적과 특성에 따라
기간, 규모, 진행 방식을 다양화한다. 특히, 중장기 소규모 운영 방식과 수강자 참여
형 진행방식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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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국내외 연구 및 사례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고령 이용자와 사서를 대상
으로 하는 실증적 조사를 통해 가이드라인과 정보서비스를 제시하여 국립중앙도서
관 고령자서비스의 현실적인 운영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수의 고령자를 맞이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서도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증가하는
고령 이용자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결과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방문하고 있는 고령 이용자에 초점을 맞추어 도출
한 것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에 큰 어려움이 없는 고령자를 주 대상으로 하
고 있다. 향후 도서관 고령자서비스의 전반적인 향상을 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
로 노년을 준비하는 비교적 젊은 고령자, 거동이 불편하고 감각 능력이나 인지능력
이 쇠약해진 초고령자를 포괄하고, 생활양식과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고령자 그룹
을 세분화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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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국립중앙도서관 고령 이용자 사전 표적집단면접 가이드라인13)

Ÿ

인사말, 녹음에 대한 동의

소개

Ÿ

연구진 및 연구참여자 상호 소개

5-10분

Ÿ

연구목적 및 소요시간 안내

Ÿ

시작 전 질의응답

Ÿ

언제, 어떤 연유로 국립중앙도서관을 처음 이용하게 되셨나요?

Ÿ

어떤 이유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주로 방문하시는 편인가요?

Ÿ

주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편인가요? (그 이유는...?)

Ÿ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시면 어떤 서비스에 만족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Ÿ

그럼에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나 개선되길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

도입 질문
10분

시겠어요?
Ÿ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시면서 50대 혹은 60대 이상의 이용자들이 이용

핵심 질문

하는 데 불편하다고 느끼셨거나 직접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

30-40분

면 그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배려받지 못했다고 느껴졌던 경험?
Ÿ

국립중앙도서관이 50대 혹은 60대 이상의 이용자들에게 어떤 서비스 제
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Ÿ

국립중앙도서관이 더 나은 국가도서관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변해야 한다
고 생각하시나요? (필요 시 질문)

Ÿ

버, 시니어, 어르신, 장년, 선생님 혹은 또 다른 용어들을 사용해서 호칭

마침 질문
10-15분

선생님들, 요새 60대 이상, 심지어 때로는 50대 이상 분들에게 노인, 실
하고 있는데요. 혹시 어떤 호칭으로 주로 불리시나요?

Ÿ

이렇게 많은 용어들 중에서 특별히 선호하시거나 불호하시는 용어가 있으
신가요? (이유는...?)

설문지
응답
15-20분
설문지
피드백
수렴
10-15분
마무리
5분

Ÿ

설문목적 재설명

Ÿ

설문 응답 요청

Ÿ

설문 문항 수나 응답하는 데 소요된 시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Ÿ

설문 내용 글씨 크기나 글씨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Ÿ

설문에 응답하시면서 잘 이해가 가지 않았던 질문 내용이 있습니까?

Ÿ

설문 내용에 추가되거나 빠져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Ÿ

혹시 설문지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Ÿ

참여에 대한 감사 인사

13) 본 내용은 가이드라인으로 상황에 따라 질문을 가감하여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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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국립중앙도서관 고령 이용자 사후 표적집단면접 가이드라인14)

Ÿ

인사말, 녹음에 대한 동의

소개

Ÿ

연구진 및 연구참여자 상호 소개

3-5분

Ÿ

연구목적 및 소요시간 안내, 녹음에 대한 동의

Ÿ

시작 전 질의응답

도입 질문

Ÿ

국립중앙도서관은 언제부터 방문하기 시작하셨습니까?

5-10분

Ÿ

국립중앙도서관을 주로 방문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Ÿ

도서관 이용에 있어 불편하셨던 점이 있다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Ÿ

도서관 인쇄자료 (도서, 족보, 신문, 잡지 등 모든 종류의 인쇄된 자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Ÿ
핵심 질문
30-40분

전자자료 (컴퓨터로 옮겨진 도서, 족보, 전자저널 아티클 등)에 대해 어떻
게 평가하십니까?

Ÿ

추천도서에 대한 요구가 설문조사에서 많이 제기되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홍보/추천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Ÿ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다면 말
씀해 주십시오 (음악회, 강연, 전시 등)

Ÿ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디지털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다면 말
씀해 주십시오.

마침 질문

Ÿ

10분

인터뷰를 마치기 전에 도서관이 50세 이상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
스를 제공하는데 저희가 알아야 할 내용이나 개인의 경험담이 있으신가
요?

마무리
5분

Ÿ

참여에 대한 감사 인사 및 답례 제공

14) 본 내용은 가이드라인으로 상황에 따라 질문을 가감하여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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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표적집단면접 가이드라인15)

Ÿ

인사말, 녹음에 대한 동의

소개

Ÿ

연구진 및 연구참여자 상호 소개

5-10분

Ÿ

연구목적 및 소요시간 안내

Ÿ

시작 전 질의응답

Ÿ

선생님이 느끼시기에 국립중앙도서관 전체 또는 담당하신 자료실에 오시

도입 질문

는 고령 이용자는 전체 이용자 중 비율로 하면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생

10분

각하시는지요?
Ÿ

어떤 경우에 고령 이용자로 판단할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도 있을텐데요.
업무를 하시면서 경험상, 이용자 스스로 고령자로 대해주기를 바란 일이
있다거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기준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Ÿ

현재 도서관에서 고령 이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해 말씀해 주
십시오.

Ÿ

말씀하신 이용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요. 말
씀하신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고령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이나 힘든 점이 있으신지요.

Ÿ

고령 이용자를 대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
까요?

핵심 질문

Ÿ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고령자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또는 고령 이
용자를 대하는 개인적인(또는 기관차원의) 노하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

30-40분

시오.
Ÿ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서와 도서관에 있어 필요하다
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Ÿ

고령자 대상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부족한 도서관 자원은 무엇입니까?
또는 현재 도서관이 가진 자원 가운데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을지
요?

예비 질문
Ÿ

고령 이용자에게 가장 많이 접수되는 민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불편 사
항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만족한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도 있을
거 같습니다.

마침 질문

Ÿ

10-15분
마무리
5분

업무를 하시면서 평소 생각하신 고령층 서비스 개선 방안이 있다면 말씀
해 주십시오.

Ÿ

참여에 대한 감사 인사

15) 본 내용은 가이드라인으로 상황에 따라 질문을 가감하여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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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공공도서관 사서 표적집단면접 가이드라인16)

Ÿ

인사말, 녹음에 대한 동의

소개

Ÿ

연구진 및 연구참여자 상호 소개

5-10분

Ÿ

연구목적 및 소요시간 안내

Ÿ

시작 전 질의응답

Ÿ

선생님이 느끼시기에 도서관에 오시는 고령 이용자는 전체 이용자 중

도입 질문
5-10분

비율로 하면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Ÿ

어떤 경우에 고령 이용자로 판단할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도 있을텐데
요. 업무를 하시면서 경험상, 이용자 스스로 고령자로 대해 주기를 바
란 일이 있다거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기준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
립니다.

Ÿ

현재 도서관에서 고령 이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Ÿ

말씀하신 이용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요.
말씀하신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고령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운
영에 어려움이나 힘든 점이 있으신지요.

Ÿ
핵심 질문
30-40분

고령 이용자를 대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점이 있
을까요?

Ÿ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고령자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또는 고령
이용자를 대하는 개인적인(또는 기관차원의) 노하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Ÿ

고령 이용자를 고려하여 기획한 서비스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 이용
자 반응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이용자 반응이 좋아 계
속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 이용자 반응이 좋지 않아 일시적으로 운영
하고 종료한 서비스가 있는지요?

Ÿ

고령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서와 도서관에 있어 필요하
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Ÿ

고령층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부족한 도서관 자원은 무엇입니까? 또는
현재 도서관이 가진 자원 가운데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을지
요?

마침 질문

Ÿ

10-15분

업무를 하시면서 평소 생각하신 고령층 서비스 개선 방안이 있다면 말
씀해 주십시오.

마무리

Ÿ

참여에 대한 감사 인사

5-10분

Ÿ

인터뷰 답례 제공을 위한 필요 서류 확인

16) 본 내용은 가이드라인으로 상황에 따라 질문을 가감하여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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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국립중앙도서관 서비스 요구 조사 설문지

설문조사원용

국립중앙도서관 서비스 요구 조사
- 50세 이상 이용자를 중심으로 -

No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의뢰로 50세 이상의 도서관 이
용자들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 노인 대상 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정보 서비스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50세 이상 이용자층이 증가함에 따라
연령대에 적합한 서비스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을 방
문하는 50세 이상 이용자들의 정보 요구 및 도서관 서비스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시면서 경험하거나 느꼈던 부분들을 본 설문을 통해 자유롭
게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솔직한 답변은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하시는 50세
이상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 정책 수립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입니다.
이 안내문을 읽고 해당 설문지에 응답한 후 제출함으로써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연구의 설문 참여는 자발적이므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연구 참여에 대
한 동의를 철회하고 응답을 멈추실 수 있습니다. 설문에 끝까지 응하지 않으시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답변하신 내
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설문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책임연구자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소
속: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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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미 경
김 소 영, 김 보 일, 김 종 희
이화여자대학교
cha@ewha.ac.kr

I. 도서관 이용 행태에 관한 질문
1. 귀하께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관한 소식은 주로 어디에서 얻으십니까?
___① 도서관 홈페이지

___② 안내책자/팸플릿

___③ 도서관 내 배너 및 게시판

___④ 언론 보도

___⑤ 전자 이메일

___⑥ 소셜네트워크 및 블로그

___⑦ 기타 (

)

2. 귀하께서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___① 건강 및 보건 등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___② 취미 및 여가활동을 위해
___③ 연금 및 재테크 등 노후경제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___④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기 위해
___⑤ 족보 및 관보 등 다른 기관에 없는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___⑥ 연구조사를 위해
___⑦ 기타 (

)

3. 귀하께서 주로 이용하시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___① 인문/철학

___② 문학

___③ 시사/정치

___④ 법/제도

___⑤ 역사

___⑥ 외국어

___⑦ 과학/기술

___⑧ 예술

___⑨ 종교

___⑩ 기타 (

)

4. 귀하께서 주로 이용하시는 자료실은 어디입니까?
___① 본관 → 5번으로

___② 디지털도서관 → 4-1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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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디지털도서관을 주로 이용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① 디지털자료 이용 (전자책, 전자잡지, 원문 DB 등)
___② 미디어자료 이용 (영화, 방송 프로그램 등)
___③ 개인 학습 (어학, 인터넷 강연 수강 등)
___④ PC를 활용한 여가활동 (인터넷 검색, 동영상 시청 등)
___⑤ 교육프로그램 참여 (정보활용교육, 영화 관람 등)
___⑥ 기타 (

)

5. 귀하께서는 도서관 이용 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주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___① 다른 이용자에게 문의

___② 사서 및 직원에게 문의

___③ 전화로 문의

___④ 도서관홈페이지나 이메일로 문의

___⑤ 인터넷으로 검색

___⑥ 그냥 넘어간다

___⑦ 기타 (

)

II.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질문
6. 다음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마다 귀하께서 만족하시는 정도에 V표시하여 주십시오.
이용
안함

회원가입 절차
홈페이지 이용

만족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중간

약간
매우
불만족 불만족

⑥
⑤
④
③
②
⑥
⑤
④
③
②
디지털도서관 컴퓨터 좌석예약 ⑥
⑤
④
③
②
도서 신청/열람
⑥
⑤
④
③
②
전자자료 이용
⑥
⑤
④
③
②
국립중앙도서관의 이용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건의사항이나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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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①
①
①
①
요구

7. 다음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이용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마다
귀하께서 만족하시는 정도에 V표시하여 주십시오.
이용
안함

입·출입구
안내/표지
인쇄자료
전자자료
실내환경 (가구배치, 조명 등)
실내 편의시설 (화장실,
휴게실, 물품보관실 등)
실외 편의시설 (카페, 식당,
편의점, 휴식공간, 주차공간 등)

만족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중간

약간
매우
불만족 불만족

⑥
⑥
⑥
⑥
⑥

⑤
⑤
⑤
⑤
⑤

④
④
④
④
④

③
③
③
③
③

②
②
②
②
②

①
①
①
①
①

⑥

⑤

④

③

②

①

⑥

⑤

④

③

②

①

국립중앙도서관의 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건의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있다
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8. 다음은 국립중앙도서관의 행사 및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
목마다 귀하께서 만족하시는 정도에 V표시하여 주십시오.
이용
안함

강연 (책 읽는 주말, 작가와
함께하는 소소한 교육)
문화행사 (음악회 등)

전시 (고문헌실/본관 1층 전시)
디지털도서관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중간

약간
매우
불만족 불만족

⑥

⑤

④

③

②

①

⑥
⑥
⑥

⑤
⑤
⑤

④
④
④

③
③
③

②
②
②

①
①
①

국립중앙도서관의 행사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건의사항이나 요구사항
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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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에 대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반대되는 두 단어로
제시했습니다.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지 〇안에 V표시하여 주
십시오.
친절한

불친절한

느린

신속한

형평성 있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성의없는

경청하는

전문적인

아마추어적인

귀찮아하는

기꺼이 돕고자 하는

유연한

경직된

불필요한

도움을 주는

III. 도서관 이용자 요구에 관한 질문
10. 귀하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경우 참여하실 의향
이 있으십니까?

___① 있다

___② 없다

___③ 잘 모르겠다

11.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50세 이상의 이용자를 위해 다음 중 무엇
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___① 노인담당 인력 배치

___② 노인 별도 공간/좌석 마련

___③ 큰글자 자료 제공

___④ 오디오북 제공

___⑤ 도서관 이용 교육 실시 ___⑥ 디지털 이용 교육
___⑦ 행사/프로그램 증대

___⑧ 50세 이상을 위한 추천도서 목록

___⑨ 이용 보조 장비 제공 (돋보기, 확대경 등)
___⑩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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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디지털 이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___① 컴퓨터 및 태블릿 PC 이용 기초
___②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글, MS-Office 등)
___③ 인터넷 및 이메일 활용 방법
___④ 스마트폰 활용 방법(유용한 앱 소개 및 이용법 등)
___⑤ 전자자료 이용 방법(오디오북, 전자책, 데이터베이스 등)
___⑥ 소셜 네트워크 활용 방법(밴드,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___⑦ 디지털 콘텐츠 작성 및 이용 방법(유튜브, 동영상 제작 등)
___⑧ 기타 (

)

13. 국립중앙도서관의 50세 이상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마련에 관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세하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IV. 이용자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
14.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___① 남자

___② 여자

15.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__________세

16.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행정구역은 어디입니까?
___① 서울 (

구)

___②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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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귀하의 결혼상태는 어떠십니까?
___① 미혼

___② 기혼

___③ 이혼

___④ 사별

___⑤ 동거

___⑥ 기타 (

18.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떠십니까?
___① 무학/초중퇴

___② 초졸

___③ 중졸

___④ 고졸

___⑤ 대졸

___⑥ 대학원졸

19. 귀하의 현 경제활동 상태는 어떠십니까?
___① 경제활동을 한다

___② 경제활동을 안 한다

20. 귀하의 직업은 (은퇴한 경우, 은퇴 전 직업) 무엇입니까?
___① 일반사무직

___② 자영업/프리랜서

___③ 판매/서비스/영업직

___④ 생산/기술직

___⑤ 전문직 (의사, 변호사 등)

___⑥ 예체능관련직

___⑦ 교육/연구직

___⑧ 주부

___⑨ 기타 (

)

★ 모든 설문을 마쳤습니다 ★
★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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