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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논문은 고령화 사회의 공공도서 에서 제공되는 노인 

상 로그램 개발의 기 자료 수집을 해 서울시 소재 

노인종합복지 과 공공도서  홈페이지의 노인교육 로

그램을 비교하 다. 로그램 내용을 건강, 문해/교양, 정

보화교육, 죽음 비교육, 취미, 취업/자원 사의 6가지 세

부주제로 구분하여 각 기 별 해당 주제를 조사하 다. 두 

기 에서 가장 많은 교육 로그램이 제공된 분야는 취미

분야 으며, 노인종합복지 에서는 공공도서 보다 3배 

이상의 로그램을 운 하고 있었다. 공공도서 의 경우, 

취미(34.1%), 기타, 문해/교양(24.4%), 건강과 정보화교

육(22.0%), 취업/자원 사(17.1%), 죽음 비(7.3%)순

으로 로그램이 제공되었으며, 문제 에 따른 제언을 제

시하 다. 그리고 죽음 비교육 로그램의 일환으로 ‘행

복지도 만들기’를 14주차에 걸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로

그램을 시하 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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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grasp senior education 

programs with the purpose of providing senior education 

services and researching program development of public 

libraries for elderly population of an aging society. Senior 

education programs provided by 33 Senior Welfare 

Centers and 41 public libraries in Seoul were compared 

in terms of, 6 subjects such as health, literacy/education, 

information education, death preparation education, hob- 

bies and employment/volunteer. The Senior Welfare 

Center provided much more senior programs, whereas 

the public libraries appeared that the number of institu- 

tions participating in senior services was very few, and 

the program provision for elderly population appeared 

to be extremely insufficient. A specific course schedule 

of the program of ‘making of a happiness map' of death 

preparation education, which is one theme among them, 

was developed.  

【Keywords】

Senior Education Services, Public Library, Senior 

Welfare Centers, Senior Program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2000년  반에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사회 반

에 걸쳐 가시화된 이래 정착화 단계에 어들고 있다. 2000

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체 인구의 7.2%(UN의 고

령화기 : 인구의 7%)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09년에는 10.7%(2009년 평균수명 80세), 2022년에는 

14.3%로 크게 증가하여 본격 인 고령화 사회가 망되

고 있다(통계청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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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시행된 도서 법 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

소’ 부분의 제43조에 도서 은 노인을 비롯한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근  이용편의를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공평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받게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격차 해소의 지원책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

책을 강구1)하고, 이들의 지식정보 근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하여 도서 이 도서 자료, 시설, 정보기기 

 소 트웨어 등을 구비하는데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2) 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계층이 도서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작재산권자에게 

지 하여야 하는 보상 에 하여 산의 범 에서 그 

부 는 일부를 보조3)할 수 있게 하 다. 

최근 공공도서 이 정보소외계층을 상으로 수강료 

감면정책을 실시하고 이들을 도서 으로 끌어들여 평생

교육의 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로그램을 개발

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공공도서 의 주요 

사 상 에서 노인 이용자층을 상으로 한 정보서

비스와 로그램은 여 히 미흡한 상태이다. 한, 정보

의 양과 생성속도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도

서 의 존재 가치는 이용자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보를 시에 제공하는 데에 있으나 실제 으로 실

은 공공도서 이 노인 이용자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

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 심각한 은 고령화 사

회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 인구의 구성비가 격

히 증가하는 실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공도서  사

서들은 노인정보 서비스의 요성에 하여 그다지 심

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한편, 고령화 사회 진입 과정에서 경제력과 여가시간

을 가진 노인들은 정보 근권과 알권리에 한 동기부

여가 이루어져 스스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범 도 넓

어지고 여가시간을 통하여 사회복지기 의 컴퓨터 교실 

등 기 에서 무료나 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로그램

에 근하고 있다. 특히, 비교  오래 부터 노인들을 

한 서비스를 제공해온 노인종합복지 에서는 각 지역구

청과 연계하여 다양한 로그램을 체계 이고 합한 

맞춤형 형태의 교육으로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은 노인종합복지 과 공공도서 에서 제공되

는 노인 상 교육 로그램을 비교하여 노인정보 서비

스에 한 기 자료를 악하고 궁극 으로 노인들이 

제공받기 원하는 정보서비스를 공공도서 을 통하여 

근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계층간의 정보격

차의 해소  노인집단을 한 평생교육에 기여할 목

으로 시도되었다. 

1.2 연구내용  연구방법 

앞에서 제기된 연구문제를 심으로 공공도서 에서 

제공되는 노인 상 교육 로그램 에 해 수행된 본 연

구의 연구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에 한 일반 인 정의와 노인의 특성, 공공도

서  사 상 노인 황 악, 여가의 정의와 노인

의 여가활동의 요성, 노인 여가활동의 실태 등을 

조사한다. 연구방법은 국내외 사례를 문헌연구와 

인터넷을 통한 각종 통계자료 등을 활용한다. 

2) 국내 노인종합복지 과 공공도서 의 정의, 역사, 

제공 로그램을 조사하고, 선행연구로서 국내외 

공공도서 과 노인복지 측면에서 제공하는 노인

정보서비스에 한 다양한 연구논문을 국내외 문

헌조사와 인터넷을 비롯한 자료를 상으로 조사

한다. 

3) 노인 상 로그램 황조사를 하여 서울시 소

재 노인종합복지 과 공공도서 의 업무와 제공 

로그램을 비교. 조사한 후 문제 을 도출한다. 

연구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각 기 의 홈페이지 조

사와 문헌연구,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한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련기 을 선정하여 자료를 추출한 후

에 주제별로 련 로그램을 구분한다. 

4) 개선방안  하나의 로그램 개발연구에서는 

황 악을 토 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노인교육 

련 주제를 6가지로 구분한 후 하나의 주제를 선

정하여 교육 로그램을 개발․ 시한다. 연구방

법은 재 공공도서 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례를 

보완하여 하나의 주제에 하여 개별 로그램을 

작성한다.

 1) ꡔ도서 법ꡕ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2항(법률 제9528호 개정 2009.3.25). 

 2) ꡔ정보격차해소에 한 법률ꡕ 제11조 제2항 3호(법률 제9705호(국가정보화기본법) 폐지 2009.05.22).

 3) ꡔ 작권법ꡕ 제31조 제1항, 제5항(법률 제9785호(타)일부개정 200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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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한계 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는 서울

시 소재 공공도서 과 노인복지 의 웹사이트에 나타난 

노인집단 로그램만을 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온

라인 상에 나타나지 않은 로그램을 포 하지 못할 수

도 있고, 지역을 서울로만 제한하 으므로 국 인 규

모로 연구결과를 확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 노인복

지회 과 공공도서 은 설립취지나 목 이 다르므로 단

순히 노인복지회 에서 제공되는 교육 로그램과 공공

도서 에서 제공되는 노인 상 교육 로그램을 동일 기

선상에서 비교하여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결론 도출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3) 노인복지회 과 공

공도서 에서 실시하는 노인교육 로그램 뿐 아니라 

서울시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노인교육 로그

램도 수집 상에 포함시켰더라면 보다 완 한 데이터

를 가질 수 있었겠지만 공식 인 노인 사회교육 로그

램만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이들 기 의 데이터를 

포함하지 못하 다. 4) 최근 정부의 노인정책이 변하

여 행정기 간의 자료에서 용어  통계자료가 일부 불

일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출처가 불명확하여 재인

용의 타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 이론  배경

2.1 노인의 특성 

노인은 신체 , 심리 , 사회  측면에서 노화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라마다 노인의 기 과 특성을 

일 으로 규정하기에는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Atchiley(1998)는 이 에서 비교  공통 인 요소를 

용하여 노인의 개념을 연 순, 인생의 주기, 기능  연령

의 세 가지로 제시하 다. 이에 따르면, 연 순 연령은 출

생 후 달력의 시간에 의한 연령으로 일반 으로 65세 이

상인 사람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 으로 65세는 

각종 연 의 혜택이 주어지고 정년퇴직을 하는 시기로 

되어 있어 국가간 비교를 한 65세 이상 인구는 사회통

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둘째, 인생주기에 의한 노인의 정의는 사춘기, 청년기, 

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나뉜다. 이러한 정의는 신체 , 

심리 , 성격  특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나 는 것

으로서 각 단계마다 보편 으로 나타나는 성향들이 있

다. 노년기에는 신체  쇠약, 심리  축, 사회  역할

상실로 인한 성격  변화 등을 경험하게 된다. 한, 노

인의 신체 인 특성은 생리  신체조직  기능의 하

와 장애로 인해 생활 응력 감퇴, 운동능력 감퇴, 만성질

환과 면역성 감소와 감염, 신경세포의 퇴화로 순간 인 

반응이나 단력 하, 기억력 감퇴, 건망증 등을 나타낸

다. 노인의 심리 인 특성은 신체 , 배우자, 직업 상실 

등 망감으로 노화를 받아들이는데 심리 인 항을 

가지게 되고, 외로움으로 인한 존재에 한 허무감과 장

래에 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노인들은 망상태에 빠

지기 쉽다. 소극 이고 폐쇄 인 생활로 인해 신체 으

로나 정신 으로 격한 퇴화 상을 보이기 쉽다. 한편, 

노인의 성격  특성은 우울증경향, 경직성, 의존심 증가, 

내향성  수동성, 조심성, 성역할 지각 변화, 친근한 사

물에 한 애착심, 가정에서나 사회에서의 역할 수행

하에 따른 무기력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소외감과 고

독감을 갖게 된다. 

셋째, 기능  연령에 의한 노인의 정의는 개인의 신체

, 심리  기능 정도에 따라 규정되는 것을 말하는데, 사

실상 기능  연령은 개인차가 크므로 이 지표를 가지고 

사회  로그램을 수행하거나 법 으로 용하는 경우

는 극히 드물다. 그 이유는 보편 으로 용되는 기 은 

주름진 피부, 회색 머리, 굽은 자세, 시력  청력감퇴 등

이나 실제로는 이러한 기능  쇠퇴는 개인차가 커서 진

행되는 을 찾기가 어렵고 진 으로 진행되는 경우

가 많아서 단을 내리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혹은 고령자의 범 가 법에 따라 

약간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생활보호법에서는 노인을 

65세로, 노인복지법과 국민연 법에서는 60세로 규정하

고 있다. 통상 으로 만 60세를 회갑년으로 보는 통이 

내려오고 있으나,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에서는 보

호노인 상자를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에서도 보호노인 상자를 65세 이상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령에 따라 노인을 구분

한 견해는 인간의 일생을 성장과 발달에 따라 단계 으

로 나 어 본다는 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령규정은 물리  시간으로 정해진 것으로서 인간

의 생리  노화과정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노인

들의 성격  특성은 노인 특유의 신체 , 심리 , 사회  

변화 때문에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일반  견해이다(정

경희 외 2005). 

따라서 의 결과를 토 로 노인에 한 특성을 정리

하면, “노인이란 기능 측면에서 신체  생활이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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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0 2009 2019 2026

남자평균수명(세) 72.3 75.5 77.5 78.0

여자평균수명(세) 79.6 82.6 84.1 84.5

노인인구수(명) 3,395,000 5,193,000 7,341,000 10,218,000

65세 이상 인구구성비(%) 7.2 10.7 12.1 20.8

노령화지수 34.3 63.5 119.0 178.6

<표 1> 연도에 따른 노인인구의 양  변화 추이

감퇴되고 심리  측면에서는 불안감, 고독감, 보수성, 자

기 심성  의존성이 증가하며 한 경제  측면에서 

경제활동을 단하는 시기에 놓여있는 65세 이상의 사

람”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2000년 이후의 고령화 사회에

서 실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김재옥 2000). 그러나 

2009년 재 평균연령이 80세인 것을 감안할 때, 미래의 

고령화 노인 인구수의 지속 인 증가와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등으로 보아 노인측정 인구연령이 70세 이상으로 

될 수도 있다고 측된다. 

2009년 통계청에서 작성한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통계

자료는 <표 1>과 같다(통계청 2009).

<표 1>에서 보면,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었을 때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가  인구의 7.2%에 해당되었지만, 

2009년 재, 노인 인구수가 체인구의 10.7%로 해당되

고, 2019년에는 12.1%, 그리고 2026년에는 20.8%로 측

되어 노령화 지수도 격히 높아진다. 평균수명 역시 2019

년에는 남녀 평균 80세를 넘어서게 된다. 이와 같이 2000

년 이후 우리 사회도 고령화 사회로 어들었고, 고령후기 

노인의 증가 등으로 노인문제에 한 사회  심이 새롭

게 인식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2 공공도서 의 사 상 노인 황 

2009년 인구 황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는 10,208,302

명이고, 그  65세 고령자는 935,757명으로서 서울시 체 

인구의 9.2%에 해당된다. 노인인구 구성비로 구별 공공도

서  사 상 인구를 공공도서  수와 노인인구수, 1 당 

사 상 노인수로 조사하면 <표 2>와 같다. 2009년 재 

서울시의 78개의 공공도서 수를 구별로 구분하고, 도서

수 비 노인수를 악하여 1 당 사 상 노인수를 

추출한 후 순 를 산정하 다. 노인수가 가장 많은 곳은 

노원구(54,647명), 송 구(49,855명), 성북구(49,239명) 

순이고, 도서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10개), 강동

구, 구로구(각각 5개), 강서구, 노원구, 성동구, 종로구(각

각 4개)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수 비 공공도서  수를 

산정하면, 1 당 사 상 노인수가 가장 은 경우는 강남

<표 2> 서울시 구별 공공도서  사 상 노인인구수4)

번호 구별
도서
수

노인
인구수

1 당 사 상 
노인수

순 번호 구별
도서
수

노인
인구수

1 당 사 상 
노인수

순

1 강남구 10 40,899 4,090 1 14 서 문구 2 37,260 18,630 18

2 강동구 5 36,474 7,295 3 15 서 구 1 33,923 33,923 25

3 강북구 3 38,661 12,887 12 16 성동구 4 30,133 7,533 6

4 강서구 4 47,421 11,855 9 17 성북구 2 49,239 24,120 22

5 악구 3 46,826 15,609 16 18 송 구 2 49,855 24,928 24

6 진구 3 29,979 9,993 8 19 양천구 2 36,966 18,483 17

7 구로구 5 36,475 7,295 3 20 등포구 3 39,412 13,137 13

8 천구 3 22,141 7,380 5 21 용산구 2 27,888 13,944 15

9 노원구 4 54,647 13,662 14 22 은평구 2 48,819 24,410 23

10 도 구 3 36,184 12,061 10 23 종로구 4 20,545 5,136 2

11 동 문구 2 39,466 19,733 20 24 구 2 15,760 7,880 7

12 동작구 2 39,705 19,853 21 25 랑구 2 39,053 19,527 19

13 마포구 3 38,026 12,675 11 계 　25 78 935,757  

 4) 2009년 서울시 통계자료와 도서  연감, 서울시도서 길잡이(http://lib.go.kr)를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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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4,090명(1 ), 종로구 5,136명(2 ), 강동구 7,295명(3

) 순으로 조사되었다. 강남구는 노인 인구가 많지만 공

공도서 수 역시 많은 계로 1 당 노인인구수는 4,090

명으로 사 상 노인수가 가장 은 양호한 환경임이 밝

졌으나, 서 구는 1개 도서  밖에 없어 33,923명을 

사해야 하는 가장 취약지구로 드러났다. 한 노인 인구수

가 가장 많은 노원구(54,647명)는 4개 의 공공도서 을 

가지고 있어서 1 당 사 상 노인인구수는 14 에 머물

다. 결과 으로, 향후 서울시의 노인인구수는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상되나 존하는 공공도서 의 수는 제한되

어 있으므로 공공도서 의 노인집단을 한 서비스는 확

되어야 할 것이다.

2.3 노인의 여가활동

인간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의 기간이 계속 늘어

나고 있으며, 이는 노후 여가시간의 연장을 의미한다. 따

라서 노년기 늘어난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어야 할 것

인가의 문제는 노년기 ‘삶의 질’과 련하여, 21세기 노인

이 비해야할 새로운 과제의 하나로 두되고 있다. 

지 까지 여가활동에 한 연구는 주로 선진국에서 진

행되어 왔으며, 일반 으로 여가란 개인이 가정, 노동  

기타 사회  의무감으로부터 자유로움을 향유할 수 있는 

자발  선택행 에 의한 여유로운 시간을 의미한다. 과거 

산업사회 이 에는 노동과 여가의 개념이 분명히 구분되

지 않았으나 산업사회에서는 노동과 휴식의 장소로서 직

장과 가정의 구분이 이루어지면서 여가는 노동재생산을 

한 휴양과 피로회복의 시간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향

후 여가란 양질의 노동력을 창출하기 한 휴식, 재충

의 의미뿐만 아니라 지식과 능력의 향상, 창조력의 발휘 

등 자기개발  사회  성취 등의 의미를 지닌, 보다 폭넓

은 개념으로 확 되었다(조명환 외 2010, 23).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단순히 노동이나 직장활동으로

부터 휴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생활에 필요한 

심신건강의 유지, 재미있고 보람 있는 활동, 그리고 사회

인 을 통하여 생산 이며 통합 인 생활을 유지

하여 나가는 생활 략이라 하겠다. 그러나 실 으로는 

부분의 노인들이 여가활동에 한 인식, 경험, 기술, 

교육 등이 부족하여 무료한 생활을 보내고 있으며, 사회

에서 제공되는 여가활동의 공간, 시설과 로그램 부족

은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커다란 제약 조건이 되고 있다. 

더구나 여가활동에 한 정부와 가족들의 지원과 이해

의 부족 상은 노인들의 심과 욕구를 하시킨다. 따

라서 국가 차원에서 노인집단을 한 여가공간  시설

과 로그램을 개발할 시 에 와 있다 하겠다.

최근 한국 노인들이 즐기는 여가활동의 종류와 참여비

율을 조사한 정경희 등의 연구결과를 보면, 한국 노인들

의 공통 인 욕구는 경제  보장과 사회  지  유지  

가족과 친척, 친구와의 , 한 여가 생활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외 2005, 통계청 2009). <표 3>에

서 보면, 남성노인은 텔 비 ․라디오(95.5%), 친구․

친척모임(49.1%), 신문․책읽기(48.6%), 바둑․장기․화

투(30.5%), 운동․등산․낚시(26.7%), 종교생활(23.4%) 

등의 순서로 비교  다양하게 참여하며 평균 3개의 여가

활동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텔 비 ․라디오(94.0%), 종교생활(40.3%), 친구․친척 

여가활동 종류 참여남성(%) 참여여성(%) 평 균

T.V. 라디오

친구․친척모임

종교생활

신문․책읽기

바둑, 장기, 화투

운동, 등산, 낚시

정원손질

외식, 화 람, 시회

뜨개질, 수 , 바느질

운동경기 람

서 , 악기연주, 합창, 그림

우표․골동품 수집 

95.5

49.1

23.4

48.6

30.5

26.7

14.5

11.0

 0.5

 2.4

 4.7

 0.6

94.0

35.8

40.3

13.8

13.1

 9.1

15.8

 6.7

 6.7

 0.6

 1.2

 0.2

94.6

41.0

33.6

27.6

20.0

16.1

15.3

 8.4

 4.2

 1.3

 2.6

 0.4

평균(개)  3.1  2.4  2.6

<표 3> 성별에 따른 노인의 여가활동 종류 참여 비율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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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35.8%), 정원손질(15.8%), 신문․책읽기(13.8%) 등

의 순서로 평균 2개 이상의 여가활동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노인들은 친구․친척모임이나 운동․등

산․낚시 는 바둑․장기․화투 등 가정 밖에서의 여가

활동이 많은 편인 반면 여성 노인들은 가정 내에서나 종

교생활을 통한 정 인 활동이 많고 운동이나 서 , 그림, 

음악, 놀이,  등의 동 인 취미활동은 비교  조하

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노년기의 여가활동이 인 이거나 동 인 

활동보다는 개인 이고 정 인 활동 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오늘날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과거에 비해 가정

심 활동에서 가족외 활동으로 차 변화되고 있다. 이러

한 이유는 가족 구조의 변화, 가정 내 노인역할의 감소, 

가정 외 활동기회의 증가 등으로 노인들이 가정 내에서 

머무는 요인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에 한 연구를 해 한

국갤럽조사연구소(2000)가 한국․일본․미국 등 6개국 

노인의 의식구조를 비교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한국노

인의 1인당 평균 취미활동 수는 2.2개로서 태국(2.6개),

일본(3.3개), 이태리(5.1개), 덴마크(5.8개), 미국(8.4개)

의 6개국  제일 은 활동을 보이고 있다. 여가활동의 

세부사항을 보면, 한국노인의 경우에는 주로 텔 비  보

는 일(73.7%), 라디오 듣는 일(32.4%) 는 화투, 바둑, 

장기 등의 비활동 인 놀이(20.1%) 등에 약간 참여하고 

있었으며, 낚시/운동(6.0%)이나 음악감상(3.8%), 그

림․서  등의 창작활동(1.8%) 참여가 매우 조한 편

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인들은 일본노인이나 미국 노인들에 비해 텔

비  보는 일, 라디오 듣는 일, 놀이(화투, 바둑, 장기) 등 

수동 이고 시간 활용 주의 여가활동을 주로 하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 일본노인의 경우는 텔 비  보는 일

(63.8%), 여행(35.8%), 정원손질(30.2%), 독서(25.7%), 

산보(19.3%), 운동경기 람(19.2%)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국노인의 경우 텔 비  보는 일(85.0%), 독서(81.1%), 

음악감상(80.9%), 여행(69.9%), 라디오 듣는 일(69.5%), 

산보(67.7%), 놀이(56.2%), 요리(52.6%), 운동경기 람

(51.1%) 등 9가지 여가활동에서 각각 50%를 넘는 사람

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노인의 여가문화

가 발달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노인여가 활용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므로 자신의 여가시간을 

잘 즐기지 못하는데 비하여 선진국에서는 노년의 여가문

화가 비교  오래 부터 발달해 왔기 때문에 경제력이나  

 국명
여가활동 종류 한 국 일 본 태 국 미 국 덴마크 이태리

독 서 16.7 25.7 17.2 81.1 67.3 51.6

텔 비  보는 일 73.7 63.8 44.2 85.0 81.0 83.1

라디오 듣는 일 32.4 17.3 45.0 69.5 69.9 46.1

뜨개질/바느질 5.0 18.0 14.0 34.6 39.0 32.0

요 리 3.6 8.6 18.4 52.6 41.7 42.6

여 행 11.3 35.8 5.6 69.9 35.8 27.7

정원손질 5.5 30.2 26.2 41.9 44.0 35.8

운동경기 람 3.8 19.2 4.3 51.1 6.9 23.1

낚시/운동 6.1 12.7 2.1 35.3 9.9 5.5

산 보 13.2 19.3 41.9 67.7 33.6 45.4

화/연극/ 술작품 감상 1.2 8.0 3.3 44.7 19.2 15.1

음악감상 3.8 5.6 3.2 80.9 51.7 41.1

악기연주, 노래하기 1.0 8.9 0.4 23.0 10.3 9.7

돈내기 노름 1.4 1.5 1.5 18.5 13.5 5.6

그림, 서  등의 창작활동 1.8 8.6 0.4 13.1 7.4 4.1

놀이(화투, 바둑, 장기 등) 20.1 9.6 1.8 56.2 32.2 31.4

기 타 1.1 4.9 3.1 10.7 3.4 1.7

별로 하는게 없다 14.7 8.5 11.3 0.1 1.4 2.8

무용담 - - - - 0.5 -

계 216.4 306.2 243.9 835.9 568.7 504.4

1인당 취미활동 수 2.2 3.3 2.6 8.4 5.8 5.1

<표 4> 각국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상황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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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뿐만 아니라 취미 등 개인 여가시간을 비교  잘 활

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의학 발달  경제성장으로 인해 노인인구의 평균

수명은 연장되고 출생률 감소에 따른 고령화 사회가 진행

됨에 따라 신체 으로 건강하고 경제력과 고학력을 가진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노

인들은 경제력을 지니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 교육수  

한 높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증하는 추세이므로 이런 노인층을 상으로 하는 다양한 

여가활동 제공이 필요하다. 노인들에게 삶의 즐거움을  

수 있는 다양한 여가활동의 활성화 방안이 시 하며, 

한 이들이 당면한 여가 문제 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

인지가 사회 인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노인의 특성과 한 

연 계를 가지고 있으며, 노인은 노인 용의 콘텐츠를 

요구하고 있다(권 돈 2004, 350). <표 5>는 노인집단이 

선호하며 요구가 많은 노인 련 정보를 치매정보, 평생교

육 정보, 노년건강 정보, 학술자료 정보, 노인 포츠 정보, 

노인 복지시설 정보, 실버용품 정보, 간병인 정보의 8가지

로 구분한 다음 이를 다시 세분화하 다. 노인의 특성

상 객 으로 주로 신체 인 문제에 따른 정보의 요구

도 요하지만 노인복지 이나 공공도서 의 정보제공

서비스에 한 은 단순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자료서비스를 지속 으로 제공

하는 것으로부터 개별 기 이 잘 할 수 있거나 혹은 다른 

기 이 할 수 없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정 보 명 내 용

1 치매정보
치매에 한 증상, 방, 치매 문병원, 
요양시설 안내 정보

2 평생교육 정보
노인 상 평생교육기 , 평생교육 
로그램 안내  교양강좌 정보

3 노년건강 정보 노인병, 질환, 운동, 양 련 정보

4 학술자료 정보 노인 련 복지, 문화 등의 련 논문 정보

5
노인 포츠 
정보

게이트볼 규칙, 경기법 등 노인 오락  취미 
로그램 정보

6
노인 복지시설 

정보
노인 복지 , 양로원 등 노인 용 복지시설 
정보

7 실버용품 정보
지팡이, 용변기구 등 노인 용 용품, 
장례용품 정보

8 간병인 정보
간병 기 상식, 응 처치, 복지서비스, 
강좌  세미나 정보

<표 5> 노인이 요구하는 정보 콘텐츠 분야

2.4 평생교육을 한 노인 상 교육 서비스

노인종합복지 에서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와 공공도

서 의 노인 상 교육서비스는 질과 양, 다양성 등에 있

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노인복지 은 노인들의 복지

와 교육, 문화, 여가활동지원을 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비해 공공도서 에서는 서비스 상 의 하나로 노인

상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한 서비스 제공 

기간도 약 20여년의 차이가 나므로 교육서비스의 질과 

양, 다양성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기 을 비교 상으로 삼은 이유는 공공도서 의 

노인 상 서비스가 시행된지는 매우 근간의 일로서 다

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데 비하여 노인복지 에

서는 비교  오래 부터 이들을 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기 때문에 후발주자인 공공도서 에서 밴치마킹할 내

용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2.4.1 노인종합복지 의 노인 상 교육서비스

노인복지 (이하 노인종합복지 )은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등에 한 각종 정보와 서비

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등 그 밖의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

을 목 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법으로 정의되어 있다. 

노인종합복지 에서 운  인 주요사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상담사업, 2) 기능회복사업, 3) 진료사업, 4) 후

기고령노인 평생교육 사업, 5) 재가복지 사업, 6) 사회교

육 사업, 7) 정보화교육 사업, 8)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 

9) 고령자 취업알선 사업, 10) 경로당 활성화 사업, 11) 복

리후생 사업, 12) 자원 사자 리․육성사업, 13) 결연․

후원사업, 14)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15) 지역복지 동

사업, 16) 특화사업, 17) 복지  운  지원사업, 18) 교육

훈련사업, 19) 출 ․홍보사업, 20) 노인돌  기본사업, 

21) 노인치매주간 보호센터 등의 업무 등이다(김 숙 

2003). 

우리나라 노인복지사업의 근거는 1981년에 최 로 노

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개정을 거치면서 2008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거 노인복지 이 운 되고 있으며, 명칭

도 변경되어 노인복지회 에서 노인복지 으로 불리며, 

특히 서울시에서는 노인종합복지 이라고 지칭되었다. 

1989년부터 경로당과 노인복지회 의 설립, 1990년 노인

여가시설의 리근거를 마련, 1991년부터 문교육 강사

를 입, 사회교육 로그램을 신설, 1997년 노인자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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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창단, 2000년 이후 노인자원 사 활동 활성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추진,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의 노인

문가가 방문하여 노인 여가, 건강증진, 지역사회자원연계 

사업 실시, 2005년 노인 일자리 사업, 2006년 국 노인건

강 축제, 2007년 독거노인생활지도사 견사업(노인돌

기본서비스)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 국

으로 노인복지회  120개, 경로당 43,243개, 노인교실 617

개, 노인휴양소 6개가 설치되었고, 2009년 서울특별시에

는 33개의 복지 이 운 되고 있다.

2.4.2 공공도서 의 노인 상 교육서비스 

공공도서 의 노인을 한 서비스와 련한 지침은 

Gill(1997)이 작성한 1997년 IFLA/UNESCO 가이드라인

에 나타나 있다. 노인 상 도서  서비스는 도서  체

의 계획, 산, 서비스 로그램에 통합된 기본 인 서비

스로 진행되어야 하며, 향후 노인 서비스에 한 요구가 

지속 으로 증가할 것을 비해야 한다고 지 하고 있다. 

특히 노인 련 지침에 규정된 도서  서비스 항목은 장

서/컨텐츠, 사서 인력, 서비스/ 로그램, 정보이용 장비, 

편의시설, 기타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캐나다도서 회(2000)에서 발표한 노인을 한 도

서 서비스 지침에는 공공도서 의 노인정보서비스에 

하여 언 하고 있다: 1) 노인에 한 최신 데이터를 수집

하며, 기회와 산 속에 이러한 활동을 반 한다. 2) 노인

의 특별한 요구와 심을 도서 의 장서, 로그램, 그리

고 서비스에 반 한다. 3) 노인을 하여 도서  시설이 

안 하고 안락하며 매력을 끌도록 만든다. 4) 도서 이 노

인 정보의 요한 센터가 되어야 한다. 5) 노인을 주요

상으로 하는 도서  로그램을 개발한다. 6) 도서 에 올 

수 없는 노인을 하여 방문 서비스를 실시한다. 7) 존경

심을 갖고 노인에 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도서  

직원을 교육시킨다. 

한 2002년에 발표된 정보통신부의 권장지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 은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정보통신제품 구매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장

애인․노인 등이 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웹문서를 

제작하도록 한다5)고 되어 있다.

이러한 지침들은 정보격차해소를 해서 노인과 정보

취약계층에 한 정보제공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국

가  지방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 에서도 노력할 것

을 권장하고 이러한 권장지침에 따라 노인에게도 정보통

신제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터넷 근의 균등한 기회

를 제공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1981년도의 한국도서 기 에는 9개항으로 제시된 공

공도서 의 목   교육과 문화  여가활동은 포함되

어 있으나 정보 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1987년에 개

정된 도서 법에는 정보이용, 교양, 조사, 연구  교육, 

문화 활동의 증진에 두었으며 도서 진흥법(1991.3.8 개

정)과 도서   독서진흥법(1994.3.24 개정)에서는 공

공도서 의 주된 목 을 ‘공 의 정보 이용과 문화 활동 

 평생 교육을 증진함’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2000년 이후 고령화 사회가 정착화된 이래 노인들의 여

가활동은 시간에서나 리 측면에서 일반 성인이나 청소

년의 경우보다 훨씬 요성을 가지고 있다. 재의 노인

집단은 수입․재정․사회보장제도, 주택, 건강과 양 등 

다양한 노인문제에 심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도서 의 

고령층에 한 차별화된 정보제공 서비스가 실하게 요

청됨에도 불구하고 실은 공공도서 의 여건 미비로 인

하여 노인을 한 다양한 서비스가 시에 한 형태

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제공되는 노인 교육 

로그램은 종 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

다. 를 들면, 노인 이용자가 어떤 목 으로 도서 을 

방문하여 무엇을 알고 싶어하는지, 어떤 구체 인 상담

(참고 사)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한 체계 인 방법과 

해결책을 제시하 는지, 그 이용자가 제공된 해결책에 

만족을 하고 돌아갔는지 등에 한 구체 인 데이터가 

축 되어 있지 않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2009년 3월부터 소외계층을 

한 서울특별시조례(제4758호)  서울특별시립도서  

 평생학습  사용료 징수 등에 한 개정조례가 시행

됨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 에서는 강

습․교육 참여자  노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한 수

강료 감면에 한 사항을 신설하여 용해오고 있다. 평

생교육 로그램 참여자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강

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만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수강료 100%( 액)를 감면해 주며, 만 60-64세 

이하인 경우는 50%(반액)를 감면해 주는 조항이 신설

되어 정신 , 신체 으로 건강한 노인은 구나 자신의 

선택에 따라 서울시에 있는 공공도서   시립도서  

 평생학습 (22개 )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평생학습

 5) 정보통신부.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근성 향상을 한 권장 지침, 제6조(국가  지방단체 등에의 권장),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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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강좌를 스스로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이 마

련되었다.

2.5 선행연구

국내 선행연구는 공공도서 의 노인 상 로그램에 

한 연구 자료를 심으로 개발 운 하고 있는 사례와 

노인 로그램의 실태분석, 노인을 한 서비스 정책과 

이용만족도, 평생교육 요성과 노인정보서비스 개발 등

을 심으로 조사되었다. 노인 상 로그램 개발에 

한 연구에서 유혜숙(1997)은 독서치료분야 로그램에

서 독서요법 실시를 하 고, 김승환(1999)은 노인 상

의 독서 로그램을 개발하 으며, 고경희(2002)는 노인

층의 요구에 합한 각종 로그램을 제시하 고, 배

숙(2009)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합한 서비

스 제공을 제시하 다. , 노인서비스의 정보원과 정

보 이용에 한 요구  황을 조사한 연구에서 장혜란

(2002)은 노인들의 요구정보는 건강의료, 뉴스, 취미, 종

교, 여행의 순서임을 식별하 고, 진주헌(2005)은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담당자와 이용자, 비이용자로

부터 설문조사를 하 으며, 송지인(2008)은 노인 이용자

를 한 서비스 확 를 주장하 다. 노인 정보서비스 정

책과 이용에 한 만족도  의식에 한 연구에서 이진

(1997)은 공공도서 에서 지역사회 사를 한 후원

회 조직과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계개선 등

을 갖기를 주장하 고, 정종기(2001)는 공공도서 의 

로그램 개발의 정책은 노인이 참여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지 하 다. 김선호(2002)는 노인 서비

스 확 의 경우에 도서  정책의 개발과 서비스 환경 조

성이 필요함을 지 하 고, 박옥화(2007)는 노인집단의 

공공도서  이용특성  만족도와 도서  이용이 그들에

게 미치는 향을 연구하 고, 이진경(2007)은 노인 

상 로그램은 문해교육, 정보화 교육, 건강강좌 등 로

그램과 취미․문화여가 역임을 악하 다. 

노인복지분야에서는 일 부터 노인 여가활동  노인

평생교육 등에 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특히, 노

인 련 정보화교육 등 노인교육과 노인종합복지 의 노

인교육 황과 문제 , 노인교육  평생교육, 죽음 비

교육 등이 연구되었다. 김명자(1993)는 여가 로그램을 

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요구되며, 노인의 유료 크리

에이션 센터나 휴양  등의 개발과 운 에 역할분담을 

해 민간기업의 참여가 구된다고 제언하 고, 이병순

(2000)은 노인교육 로그램 개선을 한 방안을 제시하

다. 윤성빈(2001)은 노인평생교육 체제의 황과 문제

을 분석하고, 안창선(2003)은 노인복지 선진국의 노인

평생교육체제를 분석하여 교육이념과 목 ,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 교육 로그램, 계법령 등을 조사하 다. 김

동아(2003)는 노인정보화교육사업의 요성을 인식하고, 

복지정책의 발 방안을 조사하 으며, 김 숙(2003)은, 

노인복지회  노인교육 로그램의 운 실태를 분석하

고, 이이정(2003)은 노인 학습자에게 합한 죽음교육 

로그램을 개발하 다. 

국외연구에서 Schwartz, Hemon(1993)은 도서  서비

스 패러다임을 제안하 고, Petterson(1977)은 노인교육

의 방향을, McClusky(1971)는 노인들의 교육  욕구를, 

Dave(1976)는 통합개념으로서의 평생교육을 주장하

다. 성인교육 로그램 개발과 측정효과 등에 한 연구

가 Maclean(1994)과 Yang 등(1998), Sork(2000), Lawer 

& King(2000), Marby & Wilson(2001) 등에 의해 진행

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보면, 측된 것처럼 공공도서  분야

에서 제공되는 노인정보 서비스  련 로그램은 노

인종합복지 에서 제공되는 로그램에 비하여 질과 양

인 면에서 매우 빈약한 반면 일 부터 노인복지 을 

통하여 서비스와 로그램을 비교  많이 제공했던 노

인복지 분야에서는 비교  많은 연구와 다양한 로그

램의 시도  평가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들 두 기 을 비교하는 이유는 앞에서 밝

힌 것처럼 노인복지 에서는 비교  오래 부터 이들을 

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기 때문에 후발주자인 공공도

서 에서 밴치마킹할 내용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

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는 이들 두 종류의 기 에서 

제공되는 노인교육 로그램 황을 조사한 후, 공공도

서 에서 운 할 수 있는 각 분야별 로그램 개발을 목

으로 구체 인 하나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선행연구

와 차별화를 기하 다. 

3. 노인 상 로그램 황조사 

노인집단을 상으로 한 노인교육 로그램 운 은 

재 공공도서 보다 노인종합복지 에서 더욱 활성화되

어 있어서 서울시에 소재한 노인종합복지 (노인종합복

지 , 노인복지 , 노인복지센터, 실버복지센터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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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과 공공도서 (시립, 구립, 사립도서  등에서 어린

이 련 도서 을 제외한 41개)을 조사 상 기 으로 선

정하 다. 조사 상의 범 를 서울시로 한정한 이유는 서

울시가 한민국을 표하는 핵심도시로서 재 거주하

고 있는 노인인구 수와 공공도서  이용자수를 확인할 

정확한 데이터 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다른 지

역보다 노인집단의 공공도서  이용 사례가 빈번하며, 앞

으로 지역사회 평생교육센터로서의 공공도서  노인

로그램 개발의 활용가치나 발  가능성 면에서 어느 지

역보다 양호할 것으로 기 되어서 선정하 다.

3.1 노인 상 로그램의 구분  내용

노인 정보를 제공하기 한 로그램의 주제를 구분

한 연구는 고경희(2002), 이진경(2007), 장혜란(2002), 

등의 연구가 있다. 고경희(2002)의 연구는 주제를 문화, 

학습, 취미, 건강 로그램으로 4구분하여 정리하 고, 이

진경(2007)의 연구 역시 문해교육, 정보화교육, 건강강

좌, 취미․문화여가로 주제를 4구분하 다. 미국 온타리

오 공공도서 의 경우는 건강, 오락, 사회 사, 주택제공

으로 4구분하여 사한 가 있으며, 캐나다 토론토 공

공도서 의 경우는 컴퓨터, 독서, 건강, 교양, 문화, 술, 

여행, 이민자 등으로 노인정보 서비스 제공을 8구분하

다(CLA 2000).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하여 노인 로그램을 제공한 

노인종합복지 의 실무 담당자와의 면담, 인터넷과 문헌

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종합복지 에서 운 되고 있는 사

회교육 로그램의 주제를 ①건강 ②문해/교양 ③정보

화교육 ④죽음 비 ⑤취미 ⑥취업/자원 사 ⑦기타의 

7가지 주제로 구분하 다. 한, 공공도서 에서 제공되

고 있는 노인 련 로그램의 주제구분을 노인종합복지

에서 구분한 기 에 따라 용하 으며, 같은 기 에 

의하여 각각의 항목을 비교하 다. 

7개 주제로 구분된 각 주제별 로그램의 구체 인 사

례는 다음과 같다: 

(1)건강교육 로그램의 내용은 신체노화로 인해 활

동이 부자유스러워 운동량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다양한 신체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신체기능을 

유지하기 한 것으로서, 사례에는 생활체조, 단

기공체조, 타이치( 염)체조, 생활요가, 요실

체조, 장수체조 등이 있다. 

(2)문해/교양 교육 로그램의 내용은 고령 노인들에

게 심리․정서  지지 로그램 참여의 기회를 제

공하여 정서안정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기 한 

것으로서 사례는 한 과 어를 해득하지 못한 

노인을 상으로 짓기와 문단작성 요령 등을 

제공하는 어학 련 로그램과 웃음교실, 음악교

실, 이야기마당 등을 포함한 교양분야의 로그램

이 속한다. 

(3)정보화교육 로그램의 내용은 변화하는 사회에 

한 응과 컴퓨터를 통해 정보들을 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며 가족 간의 융화, 은 세 와

의 간격을 완화하기 해 운 되는 것으로서, 사

례는 컴퓨터 기 , 한  2007, 인터넷 기 , 인터

넷 , 인터넷 고 , 포토샵 기 , 포토샵 활용

으로 구성되어 있다. 

(4)죽음 비교육 로그램의 내용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사회 통합을 목 으로 노인

의 실과 가까운 미래생활의 처방법을 비시

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화와 토의 등 의견교

환을 함으로써 자아형성과 련 정보학습을 제공

하여 건강한 노인상을 확립하는데 있다. 사례로는 

효과 인 화기법, 가족, 사회 속 역할 학습, 더

불어 사는 삶, 아름다운 노년의 성, 아름다운 삶, 

마무리, 정사진 촬 , 내 삶의 발자취, 행복앨범 

만들기 등이 포함된다. 

(5)취미 로그램의 내용은 다양한 여가 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흥미와 즐거움을 유발하고, 개별 여

가생활을 통해 노후의 삶의 활력소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사례는 음악, 스포츠, 미술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6)취업/자원 사 로그램의 내용은 기 화나 

내방상담을 통한 구직자의 욕구 악  신규 등

록을 하여 취업알선을 통해 취업의 기회 제공  

노인의 실질 인 소득 보장으로 구인업체의 조건

과 부합하는 취업희망어르신에게 일자리 제공하

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사례로는 취업/자원 사

와 이에 따른 사후 리를 하고 재취업교육을 연

계하고 있다. 

(7)기타 로그램은 특별기획으로서 그 내용은 참여

의 기회가 은 노인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간담회를 통해 보다 극 인 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자 다양한 로그램을 구성한 것

으로서, 사례는 화상 , 통놀이, 이용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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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단 로그램 등이 있다.

3.2 노인종합복지  제공 노인교육 로그램 황조사

2009년 말 재 개 한 서울시 노인종합복지  수는 33

개 기 이며, 이용방법을 살펴보면 노인들이 직  방문하

여 이용할 수 있는 사회교육분야 서비스로서 만 60세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을 상으로 하고 있다. 조사 상 

노인 로그램을 7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조사한 후 주제별

로 분류하여 추출한 결과는 아래 <표 6>으로 나타났다.

<표 6>에 의하면, 노인복지 에서 제공하는 건강 련 

주제 로그램은 건강체조, 맷돌체조, 다이어트 스, 요

가 스, 스스포츠, 에어로빅, 기공체조 등 체력단련 

로그램이며, 문해/교양(32개 ) 련 주제의 로그램

은 교양강의, 시청각교육, 한 ․산수 / 교실, 

한문․한  서 , 어, 일본어, 국어 ․ 교실 등

로그램이며, 정보화교육(30개 ) 련 로그램은 컴

퓨터 기 , 활용, 인터넷, 포토샵 등으로 나타났다. 죽음

비(5개 ) 련 로그램으로는 부부아카데미, 더불

어 사는 삶, 정사진 기, 아름다운 삶 마무리 등을 운

하고 있다. 취미 련 로그램은 크로마하 , 하모니

카, 드럼, 장구, 바둑․장기, 까롬, 스스포츠, 통리듬

체조, 다이어트, 우리춤, 탁구 반, 포켓볼, 장구교실, 

민요교실, 우리춤 한마당, 통리듬 등으로, 두 분야 모

두 체 33개 복지 에서 운 하고 있었다. 

취업/자원 사(28개 ) 주제분야에서는 취업인 경우,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여 실버강사 견으로 한자, 

, 종이 기, 구연동화, 지구 문화, 경제, 단 호흡, 맷

돌체조, 가요, 민요, 서 , 수지침 등 노인의 풍부한 지식

과 경험을 활용하여 세 간 교류를 통한 인성교육을 지

원하고 있고, 자원 사로는 실버도우미로 술 사단으

로 지역사회 생활시설, 요양원, 보육기  등에서 한국무

용, 포크 스를 가르치는 사활동과 건강 사단으로 

지역사회 경로당  독거노인들을 상으로 발마사지 

사활동을 하며, 등하교 사단으로 특수학교에서 등하

교길 동행과 등학교 등하교실 신호수 사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기타(29개 )사항으로는 자율 로그

램, 도서 , 인터넷카페, 독서실, 기자단/종교지도와 특

별행사로 수료식, 반별척사 회, 단합 나들이, 연극발표

회, 송년모임, 순회 문공연 등 동아리활동을 실시하

고, 특화 로그램으로 출 -신문발간, 기자교육  간

담회를 운 하는 곳도 있었다.

주제 제공 기 수  로 그 램 명 비고

건강 33

건강체조, 맷돌체조, 다이어트 스, 요가 스, 스 스포츠, 에어로빅, 

기공체조 등 체력단련 로그램

치료목 , 재가당뇨 리, 원스톱클리닉, 한방, 안과치료 등 각종 의학 상담

문해/교양 32
교양강의, 시청각교육, 한 ․산수 / 교실, 한문․한  서 , 

어, 일본어, 국어 / 교실 등

계제외

(한 , 외국어 포함)

정보화교육 30 컴퓨터 기 , 활용, 인터넷, 포토샵 등
논골, 역 ,

계제외

죽음 비 5 부부아카데미, 더불어 사는 삶, 정사진 기, 아름다운 삶 마무리 등
강남구,

노원, 논골, 동작, 성북

취미 33

크로마하 , 하모니카, 드럼, 장구, 바둑․장기, 까롬, 미술 등 서울시 

어르신 연합음악회 

부부앙상불, 스스포츠, 통리듬체조, 다이어트, 우리춤, 탁구 반, 

포켓볼, 종이조각 등(클럽동아리)

덩더쿵 장구교실, 민요교실, 우리춤 한마당, 통리듬체조( 통문화)

취업/자원 사 28
한자, , 종이 기, 구연동화, 지구 문화, 경제, 단 호흡, 맷돌체조, 

가요, 민요, 서 , 수지침 등(특강  상담)

실버강사

견, 사활동 

기타 29

자율 로그램, 도서 , 인터넷카페, 독서실, 기자단/종교지도
강북, 강서,

역 , 등포 

4곳 제외

수료식, 반별척사 회, 단합 나들이, 연극발표회, 송년모임, 

순회 문공연 등(특별행사)

출  - 신문발간, 기자교육  간담회 등(특화 로그램)

계 190(기 )

* 2개 이상의 로그램에 해 복수 응답 가능.

<표 6> 노인종합복지  제공 노인교육 로그램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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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제공

기 수
로그램명 비고

건강 9
건강, 의학정보, 독서치료, 연극치료, 독서여행, 치매무료 

검진 등

강서, 고척, 남산, 노원, 도 , 양천, 등포, 노원정보, 랑

구립정보

문해/

교양
10

한 , 어, 일본어, 국어 련어학 분야  경제, 인문학 

강좌, 한국사이해 등 특강

강남, 강서, 노원, 서 문, 송 , 양천, 등포, 종로, 성 동

작은, 악문화

정보화

교육 9
컴퓨터 기 교육

고덕, 노원, 도 , 등포, 강북문화정보, 노원정보, 서 문

구이진아, 성북정보, 거마도서정보

죽음 비 3 
인간 계학습, 생활에티켓, 노년의 성, 삶마무리, 정사진 

비, 내 삶의 발자취 등 
노원, 양천, 종로

취미 14

그림책읽기, 실내원 , 동화/동요, 종이공 , 문방가구, 이

야기세상, 한도서  한책읽기,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옛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 자앨범

강동, 노원, 도 , 송 , 양천, 어린이, 등포, 정독, 종로, 

강북문화정보, 진정보, 천구립가산정보, 서 문구이

진아, 성북정보

취업/

자원 사
7 훈장자격, 이야기 문가, 고사성어, 동화구연가, 옛이야기 남산, 동 문, 정독, 악문화 , 진정보, 아리랑정보

기타 10
특강, 연극동아리, 독서교실, 학습동아리, 실버이야기, 황

혼 찬 낭독회

강남, 강서, 남산, 노원, 도 , 양천, 종로, 천구립가산정

보, 아리랑정보, 은평구립

계 62

 * 2개 이상의 로그램에 해 복수 응답하 음.

<표 7> 공공도서  제공 노인교육 로그램 황

3.3 공공도서  제공 노인교육 로그램 황조사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는 노인교육 로그램 황을 

악하기 해 2009년 12월 재 서울시에 있는 공공도

서  78개   어린이 주의 소규모 도서 으로서 노

인 상 교육 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37개 은 조사

상에서 제외 되었다. 노인 상 교육 로그램을 제공

하는 41개 공공도서 을 선정하여 노인 상 교육 로그

램을 추출하고 노인종합복지 과 동일하게 7개 주제를 

구분한 결과는 의 <표 7>과 같다.

<표 7>의 결과, 건강(9개 )분야의 로그램은 건강, 

의학정보, 독서치료, 연극치료, 치매무료검진 등이 있었

고, 문해/교양(10개 ) 분야의 로그램은 한 , 어 

등 외국어 기본과 경제, 인문학 강좌, 한국사 이해, 독서

여행 등 특강이 제공되고 있었다. 정보화교육(9개 ) 분

야 로그램은 컴퓨터 기 교육이며, 죽음 비교육(3개

)분야 로그램은 인간 계학습, 생활에티켓, 노년의 

성, 삶 마무리, 정사진 비, 내 삶의 발자취 등이 제공

되고 있었고, 취미(14개 )분야 로그램은 그림책 읽

기, 실내원 , 동화/동요, 종이공 , 문방가구, 이야기세

상, 한 도서  한 책읽기,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옛이

야기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 자앨범 등이 제공되고 있

었다. 취업/자원 사(7개 )분야 로그램으로 훈장자

격, 이야기 문가, 고사성어, 동화구연가, 옛이야기 등을 

제공하 으며, 기타(10개 )분야 로그램은 특강, 연극

동아리, 독서교실, 학습동아리, 한국사 이해, 실버이야기, 

황혼 찬 낭독회 등이 운 되고 있다.

3.4 기 별 노인교육 로그램  문제  비교

노인종합복지 과 공공도서 의 노인교육 로그램

을 비교해 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 결과는 측된 

것처럼 노인종합복지 (33개 )에서 월등히 많은 노인

상 교육 로그램을 제공하는 반면, 공공도서 (41개

구분 수 건강 문해/교양 정보화교육 죽음 비 취미 취업/자원 사 기타 계

노인종합복지 33
33 32 30 5 33 28 29 194

100.0 97.0 90.9 15.2 100.0 84.8 87.9 (%)

공공도서 41
9 10 9 3 14 7 10 62

22.0 24.4 22.0 7.3 34.1 17.1 24.4 (%)

* 동일 기 의 로그램에 따라 복수응답 하 음.

<표 8> 기 별 노인교육 로그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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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노인교육 로그램에 참여하는 기 의 

수가 매우 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집단에 한 교육

로그램 제공이 미흡하 다. 그  가장 많은 교육 로그

램이 제공된 취미분야를 비교하면, 모든 노인종합복지

(100.0%)에서는 취미분야 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며, 

공공도서 에서도 취미분야(34.1%)에서 가장 많은 강

좌가 제공되었지만 아직 미흡한 것으로 악되었다. 노

인종합복지 의 경우 건강과 취미(100.0%), 문해/교양

(97.0%), 정보화교육(90.9%), 기타(87.9%), 취업/자원

사(84.8%), 죽음 비(15.2%) 순으로 로그램이 제

공된 데 비하여 공공도서 의 경우는 취미(34.1%), 기

타, 문해/교양(24.4%), 건강과 정보화교육(22.0%), 취

업/자원 사(17.1%), 죽음 비(7.3%)순으로 제공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죽음 비교육은 두 기  모두 가

장 조한 수치로 나타났다.

두 기 의 로그램 운  황에 따른 문제 을 먼  

노인종합복지 을 심으로 살펴보면, 서울시 노인종합

복지 은 타지역보다 시설과 인력 지원면에서 비교  

양호한 편이지만, 여 히 법  기 을 채우지 못하는 실

정이다. 상담실  교육실이 설치되어 있어도 제기능을 

못하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도 다수인 것으로 나

타났다. 시설면에서 컴퓨터실, 휴게실, 소규모 강의실 시

청각 교육실 등도 미비하여 기능을 제 로 수행하지 못

한 소규모인 곳이 있고, 강당에는 방음시설이 되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미흡하 다. 시청각 기자재, 노래방 기기, 

음향시설 등과 련해 자기기에 익숙하지 못한 노인

들에 한 배려 부족과 오작동으로 인한 기기고장 시보

수가 신속하지 않으며, 기  근성과 련하여 노인들

을 한 교통수단이 마련되지 않고, 부분 노인교육

로그램이 건강한 노인들을 상으로 하고 있어 몸이 불

편한 노인이 2층 이상의 교육장을 이용 시 엘리베이터 

사용 는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태로 나타났다.

부분의 노인종합복지 에서 운 되는 로그램은 

지역  특성이 반 되지 않은 유사한 로그램이거나 

수 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한 교실, 어교실, 일어교실, 스스포츠, 고 무

용, 컴퓨터일반 수업에서만 수 별에 따른 반을 편성하

여 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한 노인복지회 을 

이용하는 노인수가 시설규모나 문인력에 비하여 무 

많아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미비, 로그램 실시의 형식

 진행, 실  주의 시행정 등의 문제 과 연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도서 은 노인종합복지 에 비해 일회성 로그

램의 운 이나 몇 가지 로그램 주로 소극 으로 교

육 로그램을 운 하여 노인 이용자들로부터 외면당하

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교육 내용과 강사채용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노인 이용자들은 해당분야의 문인 

는 학교수를 강사로 채용해 주기를 원하지만 이를 만

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노인들이 선호하는 주제 분야는 일반교양, 건강

문제와 취미ㆍ 사분야 등의 순서로 나타나 노인종합복

지 에 한 요구사항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노인들이 원하는 로그램은 노인종합복지 이나 공

공도서 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 문제는 

신 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정보를 제공하는 기  

고유의 기능에 충실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우선으로 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공공도서  노인 상 로그램의 최  장애요인은 제

공되는 노인 로그램의 기반이 으로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공도서  내부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정보 제공의 필요성에 한 인식이 그다지 심각하

지 않다는 을 들 수 있다. 이의 극복을 해 노인용 

로그램 제공을 한 산을 별도로 설정하여 노인 로

그램을 개발, 운 해 으로써 더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 하다.

4. 개선방안  로그램 개발연구

4.1 개선방안

평생교육 인 면에서 공공도서 의 노인교육 제공서

비스를 활성화시키기 하여 노인종합복지 과 공공도

서 의 노인교육 제공 황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

을 개선하기 한 방안을 다음과 제시하 다.

1) 고령화 사회에서는 경제  자립과 풍부한 문화여

가활동의 경험을 가진 고학력의 노인 이용자들이 

다양한 공공도서  노인 로그램 제공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노인 서비스를 확 , 

개선하기 하여 취미활동, 건강증진 등을 한 스

포츠 활동, 자기개발을 한 학습활동, 지역사회를 

한 사활동 등 다양한 주제에 걸친 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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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노인교육 련 

로그램을 성별, 연령, 학력수 , 건강상태, 생활수

 등과 같은 노인들의 특성  욕구를 세분화하

여 로그램 개발에 반 함으로써 그들의 만족도

를 높여야 할 것이다. 

2) 노인 집단은 노인 특유의 신체 , 심리 , 사회  

변화 때문에 소외계층으로서의 독특한 성격  특

성을 가지고 있다. 한, 노인수명의 연장과 여가

시간의 증 로 인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 다양한 

노인 서비스를 기 한다. 따라서 공공도서 의 

요한 구성원인 노인집단을 한 정보 제공의 원활

화를 해서는 노인집단의 특성과 노인정보를 잘 

이해하는 담 참고사서와 서비스 문가를 배치

할 필요가 있다. 

3) 공공도서  정보정책 산의 우선순 에 노인집

단을 한 정보제공과 로그램 개발을 둘 필요가 

있다. 그동안 공공도서  정보 정책은 주로 어린

이, 청소년이나 성인계층을 심으로 진행되어 왔

으며 노년층은 도서  정책의 심계층으로 인식

되지 못하 다. 그러나 노령화가 빨리 진 되는 

사회에서 노인교육 로그램의 요성은 어

느 때보다 강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투자

하는 정도는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공공도서

 장기 발 계획에 노인 분야를 포함시켜서 노

인교육 로그램의 충분한 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4) 노인집단에게 제공되는 로그램을 일자리창출을 

한 재취업교육에 한 로그램과 연계·제공하

여 취업상담, 사후 리서비스를 시행하여 숙련된 

문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 으로 우수한 문인력 양성에 드

는 비용을 감할 수 있다. 청년층의 실업 못지 않

게 노년층의 속한 증가에 따른 노년층의 일자리 

창출은 요한 사회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

이므로 이 한 청년실업 못지않게 해결되어야 할 

요한 정책  안이다. 를 들면, 특정분야의 

문직 퇴직자를 강사로 채용하여 유아· · 등학

생 상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1-3세  강사 견

지원사업’ 등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더욱 확 되어야 할 분야이다(한

국노인인력개발원 2010). 

5) 노인들의 극 인 사회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인 자원 사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노인들의 사

회의 고독감과 소외감을 경감시키고, 아직도 내가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 으로써 자

존감 회복으로 인한 정서 인 안정을 유지시켜주고 

노년기의 삶에 활 력을 불어 넣어  수 있다 

6) 공공도서  사서 본인에게 노년 이용자층의 교육 

로그램의 필요성에 한 인식 환의 요성과 

그 의미, 효과를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요

하다. 사서와 같은 매개 인력이 교육 로그램에 

한 이해도를 제고하게 되면 노인 계층 교육 

로그램 활성화에 매우 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

이다. 

7) 노인종합복지 과 공공도서 에서 제공되는 노인

상 교육 로그램은 질과 양, 다양성에서 매우 차

이가 나지만 복된 로그램은 상당히 많으며 노

인들도 별로 그 차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 않

다. 그러나 두 기 은 설립취지나 목  등에서 분

명히 차이가 있으므로 복된 로그램 제공을 지

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 에서는 공공

도서  목 에 합한 노인 상 로그램을 개발.

운 하고 노인 이용자가 노인복지 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에는 양 기 이 력 네트워

크 체계를 구성하여 산이나 인력 등의 면에서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하여 두 기

의 긴 한 조가 필요할 것이다. 

4.2 로그램 개발의 사례: 죽음 비교육 로그램

노년의 죽음 비교육 로그램은 기존의 건강 리 

로그램보다 한 단계 진일보한 로그램으로서 장차 다

가올 죽음에 비하여 아름다운 죽음을 비하게 도와

주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  공동체  사회 통합을 목

으로 제공되는 로그램이다. 죽음 비교육 로그램

은 재 서울시내 몇몇 공공도서 에서 실시되고 있는 

로그램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일정을 참고하여 

새 로그램을 개발하 다. <표 9>에 나타난 ‘죽음 비 

교육 로그램‘은 공공도서 을 정기 으로 이용하는 노

인집단을 상으로 문강사를 활용하여 노인의 실과 

가까운 미래 생활을 살아가는 방법에 해 자신의 생각

과 느낌을 화와 토의 등으로 의견을 교환하게 하는 방

법이다. 한, 건 한 자아상 확립, 련 정보 학습을 제

공하여 인지․정서  통합 학습을 통한 건강한 노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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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제 목 강의내용 담당자

1 개강식  오리엔테이션 문사서

2 효과 인 화기법(1) 인간 계 학습(1): 인사/소개/친교

문강사

활용

3 효과 인 화기법(2) 인간 계 학습(2): 가족/친구/이웃

4 생활 에티켓(1) 더불어 사는 삶(1): 행동의 장 /단

5 생활 에티켓(2) 더불어 사는 삶(2): 실습/교정

6 노년의 성(1) 이론(1): 바른 이해

7 노년의 성(2) 사례(2): 리/감사

8 죽음 비교육(1) 아름다운 삶 마무리(1): 바른 이해와 비

9 죽음 비교육(2) 아름다운 삶 마무리(2): 자서  쓰기․유언장 작성/발표

10 죽음 비교육(3) 정사진 촬

11 사진 자서 (1) 내 삶의 발자취(1): 추억 - 희로애락 

12 사진 자서 (2) 내 삶의 발자취(2): 기억/사람, 물건 정리 

13 사진 자서 (3) 행복 앨범 만들기: 사진 편집/발표

14 종강식( 크리에이션) 문사서

<표 9> 죽음 비교육 로그램 내용

확립과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

<표 9>의 내용을 크게 나 면, (1)효과 인 화기법, 

(2)생활에티켓, (3)노년의 성, (4)죽음 비 교육, (5)

사진 자서 의 5부분으로 구분된다. (1) ‘효과 인 화

기법’에서는 ‘인간 계의 학습’을 하여 인사 나 기, 별

칭 짓기, 자기 소개하기, 친교와 교제시간, 가족, 사회 속

의 역할학습 등이 포함된다. (2) ‘생활에티켓’에서는 남과 

더불어 살기 하여 본인 행동의 장․단 , 가족, 친지, 

남에게 미치는 향 등이 포함되며, (3) ‘노년의 성’에서

는 노인기의 성 리와 이해 등이 포함되며, (4) ‘죽음 

비교육’에서는 죽음에 한 개념과 의미, 태도, 임종 과정, 

잘못된 죽음 등 죽음 비교육에 한 반 인 이해를 

포함한다. (5) ‘사진 자서 ’에서는 유언장, 자서  쓰기, 

묘비명 작성, 정사진 촬 , 사진자서  남기기 등이 포

함된다. 

5. 결론  제언

공공도서 은 지역사회에 지식과 문화를 달하고 시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창출해 왔으나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정보소외계층인 노인집단을 한 

공공도서 의 정보서비스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들에 한 심과 노력이 실한 시 이다. 이에 본 논

문은 고령화사회의 노인집단을 한 공공도서  정보서

비스 제공  로그램 개발연구를 목 으로 노인 상 

로그램을 운 하고 있는 서울시 소재 33개 노인종합

복지 과 41개 공공도서  홈페이지로부터 노인교육 

로그램을 조사하 다. 먼 , 노인종합복지 과 공공도서

에서 운 되는 사회교육 로그램을 건강, 문해/교양, 

정보화교육, 죽음 비교육, 취미, 취업/자원 사, 기타의 

7가지 세부주제로 구분하여 기타 항목을 제외한 6개 주

제분야에서 이들을 각각 비교연구 하 다. 

노인종합복지 과 공공도서  제공 노인교육 로그

램을 비교한 결과, 노인종합복지 에서 월등히 많은 노

인 상 로그램을 제공하는 반면, 공공도서 의 경우에

는 노인 서비스에 참여하는 기 의 수가 매우 은 것으

로 나타나 노인집단에 한 로그램 제공이 극히 미흡

한 것을 확인하 다. 두 기  모두 가장 선호하는 로

그램은 취미분야 로그램으로서, 100.0%의 노인종합복

지 과 34.1%의 공공도서 에서 제공되고 있었다. 그밖

에 노인종합복지 의 경우 건강과 취미(100.0%), 문해/

교양(97.0%), 정보화교육(90.9%), 기타(87.9%), 취업/

자원 사(84.8%), 죽음 비(15.2%) 순으로 로그램이 

제공된 데 비하여, 공공도서 의 경우는 취미(34.1%), 기

타, 문해/교양(24.4%), 건강과 정보화교육(22.0%), 취

업/자원 사(17.1%), 죽음 비(7.3%) 순으로 제공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문제 의 개선 방안으로는 1) 고학력의 노인 이용자들

을 한 취미활동, 건강증진 등을 한 스포츠 활동, 자기

개발을 한 학습활동, 지역사회를 한 사활동 등 다

양한 주제에 걸친 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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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2) 노인과 노인정보를 잘 이해하는 담 참고사서와 

서비스 문가를 배치하며, 3) 공공도서  장기 발 계

획에 노인분야를 포함시켜서 노인교육 로그램의 충분

한 산을 확보할 것, 4) 노인집단에게 재취업교육에 

한 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상담, 사후 리서비스를 시

행하고, 5) 노인 자원 사 활동의 활성화, 6) 노년 이용자 

교육 로그램의 필요성에 한 사서 자체의 인식의 

환을 제안하 다. 

공공도서 에서 노인 이용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로그램 개발을 하여 노인정보를 의 6 주제로 구분

하고, 특히 그 에서 죽음 비교육 로그램을 개발․

제시하 다. 이 로그램은 (1)효과 인 화기법, (2)

생활에티켓, (3)노년의 성, (4)죽음 비 교육, (5)사

진 자서 의 5부분으로 구성된다. (1) ‘효과 인 화기

법’에서는 ‘인간 계의 학습’을 하여 인사 나 기, 별

칭 짓기, 자기 소개하기, 친교와 교제시간, 가족, 사회 속

의 역할학습 등이 포함된다. (2) ‘생활에티켓’에서는 남

과 더불어 살기 하여 본인 행동의 장․단 , 가족, 친

지, 남에게 미치는 향 등이 포함되며, (3) ‘노년의 성’

에서는 노인기의 성 리와 이해 등이 포함되고, (4) ‘죽

음 비교육’에서는 죽음에 한 개념과 의미, 태도, 임

종 과정, 잘못된 죽음 등 죽음 비교육에 한 반 인 

이해를 포함한다. (5) ‘사진 자서 ’에서는 유언장, 자서

 쓰기, 묘비명 작성, 정사진 촬 , 사진자서  남기

기 등이 포함된다. 

이 연구에서 비교된 두 기 의 노인 상 교육 로그

램의 결과를 가지고 노인복지 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보

다 공공도서 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질과 양 인 면

에서 매우 취약하다고 단순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험

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노인복지 과 공공도서 은 설

립목 이나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노인복지 에서 제공

하는 노인 상 교육 로그램과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

는 노인 상 교육 로그램의 질과 양이나 다양성에 있

어서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

에서 이루어진 비교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면

이 있으므로 결과만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

가 있다. 한, 노인 계층에 한 정보서비스는 교육 

로그램만이 부는 아니며, 노인들이 지식과 정보를 활

용할 수 있도록 노인 상 정보의 확충, 노인층의 정보

근성의 제고를 한 방안 강구, 정보 이용기기  편의

시설 제공 등으로 노인 이용자의 공공도서  서비스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이에 못지않게 요한 일이기도 하

다. 추후 노인 상 정보서비스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다각 인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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