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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기도에서 운 하고 있는 ‘노인 독서도우미’ 교육 로그램과 독서지도 활동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한 내용을 조사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노인독서도우미 로그램의 운  내용을 악하기 하여 경기도청의 

로그램 담당자에게 자료 조를 받았으며, 2011년 노인독서도우미 교육에 참가한 노인들을 상으로 일반  

배경, 교육 참여 목 , 로그램의 만족도, 개선방안 등에 한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설문지는 과정 

136부, 과정에서 166부가 수집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어르신 독서도우미 교육의 참여 목 은 

일하는 즐거움, 자원 사 등 개인의 문화  활동이나 자아실 에 한 의미가 강했으며 교육 로그램과 

독서지도 활동에 한 만족도는 체 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선되어야 할 으로는 문 인 내용의 교육, 

활동기간의 연장, 지역아동센터의 극 인 조 등이 지 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r the investigation into the education program and the reading 

guidance activity program of the Elderly Reading Assistant Program, which is operated by 

GyeongGi-Do. It is surveyed by material cooperation with the person in charge of the program 

in the GyeongGi-Do and by questionnaire the elderly who had participated in the GyeongGi 

Reading Assistant Education Program in 2011. The questionnaires are gathered based on general 

background, the participation object of education, the satisfaction of program, the improvement 

of the program by the elderly who had participated in the 138 beginner and the 166 intermediate 

course. As a result, it showed that the participation goal of the Elderly Reading Assistant Program 

is individual cultural activity or self-realization meaning such as the pleasure of working and 

the volunteer work, and the satisfaction in the education program and the reading guidance 

activity is high. It also presents the improvements of the program like professional education, 

the extension of activity period and the active cooperation from regional children’s center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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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사회에서 속하게 고령화가 진행

되고 있는 노인문제는 요한 사회문제 의 

하나로 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65

세 이상 노인인구가 체 인구의 7% 이상을 차

지하여 고령화사회1)로 진입하 고, 2018년에는 

14.3%가 되어 고령사회,2) 2026년에는 20.8%로 

고령사회3)에 도달할 정이라고 한다. 부

분의 선진국들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개 100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불과 26년만에 진입할 정이며 이러한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

르게 진척되고 있는 편이다. 우리 사회의 격한 

인구고령화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감소로 

인한 노인인구의 수와 상  비율이 증가

한 이 원인이지만, 한국 쟁 이후 1950년  출

생하여 재 년기에 속해있는 소  베이붐 세

가 한꺼번에 노인인구로 환되는 것도 결정

인 원인이다(김근홍 2010). 

수명연장과 노인 인구의 증가는 문명의 

의료기술과 사회발 에 따른 혜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노후생활에 한 책이 없는 노인들

의 증가는 오히려 커다란 사회문제로 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국가정책으로 본격 으

로 노인일자리사업4)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사업은 고령사회를 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

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  부담 경감, 국

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4). 2005년부

터 노인인력지원기 , 노인복지기  등 노인일

자리 수행기  산의 지방이양에 따라 지방정

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련해서 노인일자리

의 창출, 정책의 집행 그리고 민간 사업수행기

에 한 지원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고학력 은퇴 노인인구가 꾸 히 증가하고 있

는 가운데 경기도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친근한 독서환경을 조성한다는 목 으로 2010

년부터 노인을 상으로 한 ‘경기 어르신 독서

도우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식

과 경륜을 가진 55세 이상의 은퇴한 노인들을 

문 독서코칭 교육을 통해 이른바 ‘은빛 독서 

나눔이’로 육성, 지역아동센터와 보육기 , 소

외지역의 작은도서  등에 견하는 경기도의 

노인일자리 활성화 책  하나다. 이와 같은 

경기도의 노인을 상으로 한 독서도우미 교육

사업은 고령화시 에 시기 한 매우 바람직

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독서도우미의 활동은 학교도서 에

서 학부모가 아이들을 상으로 책을 읽어주는 

자원 사의 형태나 공공도서 에서 견한 독서

지도사가 다문화가정을 방문하며 독서 련 활동

을 하는 경우가 부분이었다. 최근 들어 몇몇 

공공도서 에서 독서도우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원 사자가 노인요양기 이나 장애인 기 을 

방문하여 책을 읽어주거나 말동무를 해주고 도

 1) 고령화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의 사회를 말한다. 

 2) 고령 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의 사회를 말한다. 

 3) 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의 사회를 말한다. 

 4) 노인일자리는 앙정부(보건복지부)가 지방정부가 사업 수행기 에 참여하여 어르신 보수  부 비용을 지원함

으로써 창출되는 일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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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출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아직

까지는 그 흐름이 미미한 편이다. 

소외계층 아동의 경우 가정의 부정 인 향

으로 인하여 정서 인 어려움이 많으며 집단생

활에서 부 응 행동 등이 다른 계층의 아동보

다 체로 높게 나타나며 부모나 가족의 불충

분한 양육지원과 무 심으로 청소년기에 문제

행동이 발생되는 경우가 상 으로 높은 편이

다(조미아 2010). 이러한 때에 체계 인 교육

을 받은 노인들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소외계

층 아동을 해 독서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있

는 경기도 독서도우미 사업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 

어르신 독서도우미 사례를 통하여 다른 지역의 

노인들을 한 독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확산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소외된 아동들이 독

서교육의 혜택을 본다면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

인들의 사회참여활동을 진시키기 한 사업

의 일환으로 운 되고 있는 경기도의 어르신 

독서도우미 교육과 활동에 한 분석을 통하여 

운 상의 문제   개선 을 조사하고 노인들

의 사회참여활동의 의미를 높이기 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노인일자리 사업의 정의  종류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 노인의 경제  

생산 활동은 주로 농업이나 단순노무직에 국한

되어 있으며, 사회참여 사와 같은 생산 활동

에 한 참여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정경희 외 

2005). 고학력, 고숙련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

지만 이들을 생산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사회

, 경제  인 라는 극히 취약하다. 따라서 노

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이 사회 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장려하고, 이들을 생산  활동으

로 인정하여 다양한 보상방안과 개인  계성 

확장을 통한 안정 인 신뢰를 조성하려는 시책

이다(장유미 2011).

노년기 생산  활동요인에서 노년기에 

한 일을 갖는 것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유

지시키는데 필수 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노

인의 생산  활동 요인의 국내외 여러 실증연

구들은 노인들이 생산  활동에 참여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많은 노인들이 경제 , 

사회 계망, 사회 , 신체 , 인지 , 심리  등

의 생산활동을 통해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Herzog et al. 1989; 혜

정 2004). 한 사회  기여나 공헌의 차원을 

떠나 노년기의 다양한 경제 , 사회 , 심리 , 

신체  생산  활동은 성공 인 노화의 측면에

서도 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활동들이 개

인차원을 넘어 사회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활

동으로 오직 자신의 즐거움만을 해 행해지는 

취미활동 등은 노년기 생산 활동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년기의 

경제  생산활동은 생계유지를 돕는 것은 물론

이며 역할상실에 따른 상실감을 치유하며, 사회

참여를 통하여 노인의 신체 , 심리  만족감을 

향상시키는 의미를 가진다(장유미 2011).

복지부(2004)에 따르면 일자리는 노인의 능

력과 성에 맞고 시간  연속성과 공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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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갖는 활동으로써 단편 인 활동 내용 심

의 일거리와는 구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

서 일자리는 자원 사사업의 활동 역과는 차

이가 있는 고용의 측면을 강조하고 직업 내지는 

직장의 의미를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

다. 이에 비하여 자원 사는 자신이 행한 노동

에 한 가를 지불 받지 않는 노동이나 행동 

는 활동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

원 사는 생산과 재생산이라는 측면으로서의 

사회  참여라기보다는 문화의 이 즉, 문화활

동이라는 측면에서 사회  참여하라고 할 수 있

기 때문에 노동시장과는  무 한 개인  사

회참여의 행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의 소득을 통한 생계보장

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여가활동을 통한 사회

 기여에 의미를 부여하는 자원 사활공과는 

사업의 역할이나 목 , 노동시장과의 계 그리

고 노인에게 미치는 향력 등의 역에서 근본

인 차이 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표 1> 

참조).

노인 일자리사업의 유형  공공분야는 공익

형, 교육형, 복지형으로 구분된다. 노인일자리 

사업  공익형은 문기술이 없거나 높은 연

령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층에게 사회

에 공헌할 기회를 제공할 목 으로 이루어지며 

등․하교길 학교 주변 교통정리, 등학교 

식도우미 지원, 주차 질서 계도, 지방세고지서

송달사업 등의 활동을 한다. 교육형 일자리는 

특정분야의 문지식이나 경험을 소유하 거

나 문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기   문화재

시설 등에서 피교육자를 상으로 강의 는 

해설하는 일자리이다. 각종 교과목  특기과

목 등의 학습을 필요로 하는 지역 내 교육기  

 련시설에 강사를 견하거나 문화재시설 

 자연생태 체험학습이 가능한 곳에 노인해설

사를 견하는 일이 이에 속한다. 복지형 일자

리는 사회 경제 문화  소외계층을 상으로 

제공되는 사회 서비스  노인 합형 일자리를 

창출․제공하여 사회서비스 확 를 도모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사회 응  안정  생활을 유

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이다. 복지형에

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인을 돌보는 일, 지

역아동센터에 노인인력을 견하여 사회  돌

이 필요한 아동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

하는 일 등이 속한다. 

구 분 일자리 사업 자원 사

노인에 미치는 향력 노인들의 소득보장에 직  향을 미친다.
노인들의 건 한 여가문화의 창달에 향을 미

친다.

노동시장과의 계 노동시장의 향권에 있음 노동시장과는 무 함

국가의 역할
국가의 극 인 개입이 필수 이며 일반 기업

들의 참여를 유도해내는 것이 요하다.

자발  참여의식 등이 시민의식의 고취가 필수

이며 국가의 극 인 개입보다는 민간비

리조직 심의 개입이 요하다.

사업의 목

경제  욕구의 충족이 목 (소득보장이 목 )

경제  안정을 통한 삶의 안정을 이루는 것이 

목 이라고 볼 수 있다.

정신  그리고 문화  욕구의 충족이 목 (자부

심이 목 ): 사회  기여를 통한 삶의 보람을 

찾는 것이 목

<표 1> 노인을 한 일자리사업과 자원 사의 차이 (지은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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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르신 독서도우미 사업은 노인이 유

아  학생을 상으로 한 교육활동을 수

행하므로 1-3세  강사 견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형 사업이며, 소외계층을 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 등에 견되는 사업이므로 

복지형 사업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경기도 어

르신 독서도우미 사업은 일자리사업  공공분

야의 사업  교육형과 복지형이 복합된 사업

이라고 볼 수 있다. 

2.2 선행연구 개  

노인을 상으로 한 독서 련 연구(정미자 

2004; 채란희 2008; 김혜  2010; 임성  2011)

가 수행되었다. 노인의 독서치료에 한 연구

가 실시되었는데 임성 (2011)은 독서 활동에 

내재되어 있는 치료  요인을 분석하여 노인의 

특성에 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고, 노

인의 정서  문제에 한 치료와 방으로서 

제시한 독서 활동의 활용과 방향을 모색하 다. 

독서 활동은 노인이 스스로 주도하여 내  욕

구를 충족시키고 창조  활동의 의미를 부여하

여 삶의 질을 높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

들의 내  갈등과 감정, 욕구, 생각 등 의식의 

깊은 부분을 표출하여 노인이 겪는 고통, 상처, 

아픔을 드러내어 치유한다는 에서도 의미 있

는 행 가 될 것이라고 하 다. 채란희(2008)

는 독서치료를 희망하는 노인 15명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독서치료 로그램이 노인의 인

지기능 향상, 우울감 감소, 인 계 향상에 독

서치료 로그램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결

론을 내렸다. 김혜 (2010)은 노인 독서 로

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 로그램이 노인의 

자아통합 증진과 우울 감소에 정 인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문가 면담과 노인 독

서실태 조사, 회상 련 문헌과 비수업을 바

탕으로 독서 로그램을 개발하 다. 모두 8차

시로 구성된 활동은 도입, 과거 수용, 재 수

용, 마무리의 네 단계로 구성되었는데 각 단계

에서는 수직  회상 기법을 사용하여 과거에서

부터 재까지 생애 과정 로 회상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개발된 독서 로그램을 실행한 결

과, 노인의 자아통합감 증진과 우울 감소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 졌다. 

정미자(2004)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 

238명을 상으로 우울정도를 악하고 노인의 

우울에 여가활동  사회 인구학  특성이 향

을 미치는지를 조사한 결과, 가장 향력이 있

는 변인으로는 주 인 건강 상태이며 다음으

로 독서활동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운동, 

취미, 문화, 여행, 가족모임, 친구모임, 교육활동, 

종교활동, 사활동, 단체활동, 신문보기, 독서, 

쇼핑 등의 여가활동을 게 할수록 우울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 노인 독서도우미가 교

육을 받고 독서 교육활동을 수행한 연구는 아직

까지 수행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경기도 어르신 독서도우미 
사업 황

3.1 경기 어르신 독서도우미 사업 진행

경기도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

으로 어르신 독서도우미 사업을 2010년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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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독서교육 문기

↔

공공도서

- 사업계획 수립

- 독서교육 문기   

공공도서  선정

- 로그램 지도, 감독

- 교육수료자 활동지원

- 독서코칭 로그램개발

- 문 강사진 확보

- 교육교재  수료증 제작

- 로그램 진행

- 활동 매뉴얼 제공

-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 어르신 수강생 모집

- 로그램 장소 제공

- 로그램 홍보  리

- 어르신 도서  이용유도

<그림 1> 경기독서도우미 사업진행 체계도

째 운 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 은 증하고 

있는 노인 인력의 자기계발․사회 사․경제활

동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의욕을 고취하기 하

여 은퇴한 노인들을 상으로 독서코칭 교육을 

실시하여 ‘경기 독서도우미’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처럼 체계 인 교육을 통하여 노인들을 독서 

문가로 양성해 지역아동센터, 보육기 , 소외

지역 도서  등에 견하여 정보소외계층 아동

의 독서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 어르신 독서도우미 사업은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독서교육 문기   공

공도서 의 선정, 로그램을 지도․감독하고 

교육수료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 독서교육 문기 은 강의  실습을 병행

한 독서코칭 로그램을 개발하고 문 강사진

을 확보하고 교재 작성  로그램을 진행한 

후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 공공도서 은 어르신 수강생을 모집하고 교

육 로그램 장소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공공

도서 의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어르신 독서도우미 과정을 수료

한 어르신들에게는 ‘어르신 독서도우미 도지사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3.2 경기 독서도우미 교육사업의 교육과정  

참가자

경기 어르신 독서도우미 교육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진다(<그림 2> 참조). 첫째, 

찾아가는 교육으로 은퇴 어르신 상의 3개월 

   과정 독서코칭 로그램 운 하

고 있다. 각 시․군 공공도서 을 문 강사가 

직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형태로 운 되

고 있다. 둘째, 수요자 맞춤형 교육으로 각 시․

군 공공도서 을 상으로 사  수요조사 실시 

후 과정 개설  교육 인원 확정하여 도서 별 

탄력 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때 담당자 간담

회, 독서지도교재 등 장 의견을 교육과정에 

반 하 다. 셋째, 경기도 인증 교육으로 이루

어졌다.  로그램 수료자에게는 ‘경기 독서

도우미 인증서’가 수여되며,  로그램 수

료자에게는  과정 수료증이 발 되었다. 넷

째,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 교육이다. 

경기도 독서도우미 교육과정은 3개월 동안 

12차시로 매주 2시간 교육으로 이루어졌다(<표 

2> 참조). 수업 방식은 단순주입식 교육방식에

서 벗어나 강의와 참여 교육을 병행하여, 독서

지도 활동에 유용한 각종 특강  지역아동센

터 등 견 기 에 한 이해  공공도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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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코칭 교육

⇒

수강생 평가

⇒

포상  인증

⇒

독서활동 지원사업

∙ ,  독서도우미 

양성 로그램 

∙독서력평가

∙수업참여도 

∙강사평가 등

∙우수 수강생 포상

(상장  부상)

∙ 로그램 수료증, 

도지사 인증서 수여

∙독서도우미 활동 

투입

<그림 2> 경기독서도우미 교육진행 로세스 

차시  교육내용  교육내용

1 ∙Orientation ∙Orientation

2 ∙어르신 독서도우미의 비 과 역할 ∙독서계획안 작성 원리

3 ∙ 체 내용을 한 에 한 장으로 만드는 이야기 지도 ∙교과 연계 통합 독서지도

4 ∙쉽게 만들GO 지식 쌓GO ∙독서과정 단계별 실  략

5 ∙할아버지표, 할머니표 구수한 구연동화 ∙동화 구연을 활용한 즐거운 독서수업

6 ∙사고력을 키우는 단계별 독서퀴즈 놀이 ∙독서 지도에서 쓰기와 논술

7 ∙이해력을 높이는 책 만들기 ∙다양한 독서 감상

8 ∙창의력을 높이는 책 만들기 ∙독서부진 해결 방안  생활 지도

9 ∙독서통합활동 독서신문 만들기 ∙미디어 활용 독서 지도

10 ∙특강: 지역아동센터의 이해, 특수아동 지도법 등 ∙특강: 지역아동센터의 이해, 특수아동 지도법 등

11 ∙아동 복지 시설 방문  지도 실습 ∙아동 복지 시설 방문  지도 실습

12 ∙평가  수료식 ∙평가  수료식

<표 2> 2011년 독서도우미 독서지도 과정 교육 내용

계 로그램 활용 방법을 교육하 으며 지역아

동센터, 공공도서 에서 독서지도 실습을 실시

하 다. 교육과정 종료 후 ‘어르신 구연 회’를 

개최하 고 경기 독서도우미 독서지도 활동 매

뉴얼을 제공하 다. 

독서코칭 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은 모

두 559명( 과정: 277명,  과정: 282명)

이었으며 참여자의 80.9%인 452명( 과정: 

186명, 과정: 266명)이 수료하 다. 과

정 참여자의 수료율이 94.3% 으나 과정 

참여자의 수료율은 67.1%에 불과하 다. 수료

생들은 다각 인 수강생 평가를 통해 교육활동

에 투입되었다. 수강생 평가는 출결사항(10%), 

독서신문 실습발표평가(강사: 40%), 강사평가

(수업마다 과제 부여 30%), 배웠던 것에 한 

주 식 서술형 시험평가(20%)를 통해 이루어

졌다. 수료생의 88.3%인 399명( 과정: 133

명, 과정: 266명)만이 교육활동에 투입되

었다. 그 에서 과정의 경우에는 수료자의 

100%가 투입된 반면에, 과정 수료자  교

육활동에 투입된 사람은 71.5% 다. 독서도우

미의 근무 조건은 2인 1조로 편성되어 1주일에 

2개 기 을 2시간씩 총 4시간 활동하며 한 달에 

지 받는 액은 40만원이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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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0년 2011년

교육과정 과정 3개월 ․ 과정 3개월

교육기간 2010. 4 ~ 2010. 7(4개월) 2011. 3 ~ 2011. 6(4개월)

참가도서 31개

교육인원 : 609명 559명( : 277명, : 282명)

수료인원 : 489명 452명( : 186명, : 266명)

교육기 교보문고 교보문고

졸업식  구연 회 2010. 8. 11 2011. 7. 14

독서도우미 활동 기간 2010. 8 ~ 2011. 1(5개월) 2011. 7 ~ 2011. 12(6개월)

투입기 360개 기 개 기

교육활동 투입인원 304명 399명( : 133명, : 266명)

근무방법 2인 1조로 편성 2인 1조로 편성

근무조건 1주 4시간(2시간씩 2개 기 ) 1주 4시간(2시간씩 2개 기 )

독서도우미 강사료 월 40만원 월 40만원

<표 3> 연도별 독서도우미 양성 교육 추진 황

4. 연구방법  결과

4.1 조사 방법 

어르신 독서도우미의 교육과정과 독서도우

미 활동을 악하기 하여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1년 어르신 독서도우미 교육 로그램의 

과정과 과정의 참여자에게 독서도우미 

교육 로그램에 한 의견을 설문지로 조사하

다. 한, 2011년 어르신 독서도우미 교육 

로그램 과정 참여자의 경우에는 2010년에 

독서도우미로 견되어 활동한 분들로 구성되

어 있었기 때문에 독서도우미로 활동한 내용에 

한 의견을 설문지로 조사하 다. 설문조사 

방법은 경기도의 각 도서  독서도우미 담당 

사서의 조를 얻어 독서도우미 교육 마지막 

날에 어르신 독서도우미 교육 참여자에게 배부

하도록 하 다. 설문지는 2011년 6월 7일부터 

배포되어 2011년 7월 20일까지 수집되었다. 회

수되어 자료분석이 가능한 설문지는 모두 302

부 으며 어르신 독서도우미 수료자 452명  

66.8%가 참여하 다(<표 4> 참조).

내 용 과정 과정 합계

회수된 

설문지 수(%)

136

(45%)

166

(55%)

302

(100%)

<표 4> 회수된 설문지 수 

4.2 조사 내용 

경기 어르신 독서도우미 교육  활동을 조

사하기 하여 설문지는 과정의 경우에는 

총 2개 항목인 응답자의 일반  특성, 어르신 

독서도우미 교육에 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과정의 경우에

는 총 3개 조사항목인 응답자의 일반  특성, 

어르신 독서도우미 교육, 아동을 교육하는 독

서도우미 활동에 한 질문을 포함하여 2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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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었다. 한 독서도우미 교육이나 

활동을 하시면서 느낀 이나 개선해야 할 

에 한 서술형 문항을 포함시킴으로써 독서도

우미 교육  활동의 효과와 개선 방안에 한 

다양한 의견을 반 하 다(<표 5> 참조). 

4.3 조사결과

4.3.1 응답자의 일반  특성

설문응답자의 일반  특성에 한 질문은 

<표 5>와 같이 총 5개 문항으로 성별, 연령, 학

력, 경제상태, 어서 가장 오랫동안 종사했던 

직업으로 구성되었다. 어르신 독서도우미 교육 

참가자의 일반  배경을 조사한 결과, 여성이 

많았으며 60 (63.3%)의 졸 이상(61%)의 

고학력이고 경제상태는 보통(76.5%)이 많았

다. 특히 었을 때 직업이 교직(43.4%), 리

사무직(13.2%)과 문직(9.6%)이 많은 것으

로 나타나 어린이를 한 독서교육에 합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참조).

항목 조사항목 해당 질문 응답자

응답자의 일반  특성

∙성별

∙연령

∙학력

∙경제상태

∙ 었을 때 오래 종사한 직업

․  참여자 

어르신 독서도우미 교육

∙교육에 참여하게 된 계기

∙교육에 참여한 목

∙담당 직원에 한 만족도

∙교육 담당 강사에 한 만족도

∙교육 내용에 한 만족도

∙교육 시간에 한 만족도

∙교육 기간에 한 만족도

∙교육내용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것

∙교육에 참여한 효과

․  참여자

독서도우미 교육 개선 방안
∙어르신 도우미 교육에서 느낀 이나 개선해야 할 

(서술형 문장)
․  참여자

아동교육하는 독서도우미 활동

∙독서도우미 활동 내용에 한 만족도

∙독서도우미 활동 시간에 한 만족도

∙강사료에 한 만족도

∙아동을 교육하는 일의 강도

∙독서도우미 활동  어려운 

∙교육 상 아동들의 계

∙독서도우미 활동에 참여한 효과

∙독서도우미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곳

 참여자

독서도우미 활동 개선방안
∙독서도우미 활동을 하시면서 느낀 이나 개선해야 할 

(서술형 문장)
 참여자

<표 5> 설문조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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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명(수)  명(수) 합계 명(수) 백분율(%)

성별
남 37 58 95 31.5

여 99 108 207 68.5

연령

55-59세 28 29 57 18.9

60-64세 51 45 96 31.8

65-69세 34 61 95 31.5

70세 이상 23 31 54 17.9

학력

졸 1 3 4 1.3

졸 4 8 12 4

고졸 46 35 81 26.8

문 졸 6 15 21 7

졸 66 71 137 45.4

학원졸 13 34 47 15.6

경제상태

매우 좋다 5 2 7 2.3

약간 좋다 8 14 22 7.3

보통이다 103 128 231 76.5

약간 어렵다 19 21 40 13.2

매우 어렵다 1 1 2 0.7

었을 때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

문직 13 16 29 9.6

리사무직 15 25 40 13.2

매 업서비스 8 4 12 4

교육직 61 70 131 43.4

상업 6 11 17 5.6

기술직 4 4 8 2.6

업주부 20 24 44 14.6

직업 없음 0 2 2 0.7

기타 8 10 18 6

<표 6> 응답자의 일반  특성

4.3.2 독서도우미 교육에 한 질문

1) 독서도우미 교육에 참여하게 된 계기

어르신들의 독서도우미 교육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기 소개와 홍보(48.3%)가 가장 많았고, 

친구․이웃소개(27.8%), 언론 매체(12.9%), 기

타(7.6%), 가족의 소개(3.3%)의 순으로 나타

났다. 기타의 경우에는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

회의 문자를 받고, 인터넷에서 도서  정보 찾

다가 알게 됨, 복지 , 노년시  신문의 경기도

청 계획을 통해, 독서회 활동  정보를 듣고 

참여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2010년 4월 

8일 교보문고와 경기도,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

회가 ‘어르신 독서도우미’ 양성을 한 MOU를 

체결하 으므로 문자 등의 홍보활동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악할 수 있다(<표 7> 참조).

2) 독서도우미 교육 참여 목

어르신들의 독서도우미 교육 참여 목 은 일

하는 즐거움(22%), 자원 사(22%), 새로운 인

생개발(16.4%), 여생을 즐겁게(13.2%)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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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 소개

홍보

친구

이웃소개
언론 매체 기타

가족의 

소개
합계

과정 명(수) 55 48 18 11 4 136

과정 명(수) 91 36 21 12 6 166

합 계

백분율(%)

146

(48.3%)

84

(27.8%)

39

(12.9%)

23

(7.6%)

10

(3.3%)

302

(100%)

<표 7> 독서도우미 교육에 참여하게 된 계기

많이 나타났으며 경제 인 이유인 용돈을 벌기 

해(8.7%), 생활비 벌기 해(2.7%) 교육에 

참여한 분들도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아이들

에게 구체 으로 도움을  수 있는 일을 배우

기 해, 어린이를 알고 싶어서, 40년 교육 장

의 경험으로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서, 

손자들 교육에 도움을 받고자, 사활동으로 신

청, 지역사회를 해 빛과 소 이 되는 역할 창

출, 제2인생 활성화, 활기찬 노후를 하여 등의 

의견이 나왔다(<표 8> 참조).

3) 독서도우미 담당 직원에 한 만족도

독서도우미 담당 직원에 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72.5%), 만족(16.6%), 보통(10.6%), 약간 

불만족(0.3%)순으로 나타나 담당직원에 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표 9> 참조).

4) 독서도우미 교육 담당 강사에 한 만족도

독서도우미 교육 담당 강사에 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68.9%), 만족(22.2%), 보통(8.3%), 

약간 불만족(0.7%)순으로 나타나 교육 담당 강

사에 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표 

10> 참조). 

5) 독서도우미 교육내용에 한 만족도

독서도우미 교육 내용에 한 만족도는 매우 

구분
일하는 
즐거움

자원
사

새로운 
인생 개발

여생 
즐겁게 

용돈
벌기 해

건강
새로운 
직업

생활비 
벌기 해

기타 합계

과정 명(수) 66 85 62 49 28 28 25 8 6 357

과정 명(수) 105 86 66 54 40 31 22 13 5 422

합 계
백분율(%)

171
(22%)

171
(22%)

128
(16.4%)

103
(13.2%)

68
(8.7%)

59
(7.6%)

47
(6%)

21
(2.7%)

11
(1.4%)

779
(100%)

<표 8> 독서도우미 교육 참여 목 (복수 응답)

구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과정 명(수) 100 29 7 0 0 136

과정 명(수) 119 21 25 1 0 166

합 계
백분율(%)

219
(72.5%)

50
(16.6%)

32
(10.6%)

1
(0.3%)

0
(0%)

302
(100%)

<표 9> 독서도우미 담당 직원에 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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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과정 명(수) 108 24 4 0 0 136

과정 명(수) 100 43 21 2 0 166

합 계

백분율(%)

208

(68.9%)

67

(22.2%)

25

(8.3%)

2

(0.7%)

0

(0%)

302

(100%)

<표 10> 독서도우미 교육 담당 강사에 한 만족도

만족(48%), 만족(34.8%), 보통(13.2%), 약간 

불만족(3.6%), 매우 불만족(0.3%) 순으로 나

타나 교육 내용에 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과정 참여자의 약간 불만족한 이

유로 ‘ 실감이 없었다’,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어린아이 수 이 어떤지 먼  악바란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일반 아동 상 교육내용이 아

니라 소외계층 아동 수 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1> 참조). 

6) 독서도우미 교육 시간에 한 만족도

독서도우미 교육 시간에 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44.7%), 만족(27.5%), 보통(22.5%), 약간 

불만족(5.3%)순으로 나타나 교육 시간에 한 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과정의 약간 

불만족한 이유로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

간으로 배려를 바란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과

정에서는 ‘  교재를 학습하기에는 교육시간이 

무 짧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표 12> 참조).

7) 독서도우미 교육 기간에 한 만족도

독서도우미 교육 기간에 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40.7%), 만족(27.8%), 보통(24.2%), 약간 

불만족(7.3%)순으로 나타났다. 과정에서 

불만족한 이유로 ‘교육기간 3개월은 길다’는 의

견이 나왔다(<표 13> 참조).

구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과정 명(수) 70 54 8 3 1 136

과정 명(수) 75 51 32 8 0 166

합 계

백분율(%)

145

(48%)

105

(34.8%)

40

(13.2%)

11

(3.6%)

1

(0.3%)

302

(100%)

<표 11> 독서도우미 교육내용에 한 만족도

구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과정 명(수) 57 47 23 9 0 136

과정 명(수) 78 36 45 7 0 166

합 계

백분율(%)

135

(44.7%)

83

(27.5%)

68

(22.5%)

16

(5.3%)

0

(0%)

302

(100%)

<표 12> 독서도우미 교육 시간에 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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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과정 명(수) 57 40 29 10 0 136

과정 명(수) 66 44 44 12 0 166

합 계

백분율(%)

123

(40.7%)

84

(27.8%)

73

(24.2%)

22

(7.3%)

0

(0%)

302

(100%)

<표 13> 독서도우미 교육 기간에 한 만족도

8) 독서도우미 교육 내용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것

독서도우미 교육 내용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것은 어린이 발달 단계(21.7%), 지역아동센터

(18.3%), 아동문학(18.2%) 순으로 많이 나왔

으며 소외계층 아동을 상으로 독서교육을 시

키기 때문에 발달장애아동에 한 교육(15.1%)

에 한 요구도 많은 편이었다. 

과정 참여자의 기타 의견으로는 장 학

습의 참여  교육을 원하는 분이 3명이었고, 

한국사  세계사 교육, 어린이 크 이션 교

육, 동화구연, 북아트 시간, 구연동화, 독서도우

미와 아동간의 유 감, 독서도우미 자세 확립

하는 내용을 요구하고 있었다. 

과정 참여자의 기타 의견으로는 동화구

연, ADHD장애아동에 한 특수교육 이해, 응

처치에 한 교육, 독서생활 활성화  독서

인구 변확 를 한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내용, 아동심리, 특수아동심리 등 문 인 내

용으로 교육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 밖에 ‘ 장에서 직  교육할 내용들을 구

체 으로 실습하는 내용과 시간을 강화하는 것

이 가장 요하다고 본다’, ‘책선정에서부터 가

르칠 때 필요한 상황을 실제 장에서 하는 것

처럼 세 히 악하고 배우는 게 장에 나가

서 지도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본다’는 

의견이 나타났다(<표 14> 참조).

9) 독서도우미 교육 참여 효과

독서도우미 교육 참여 효과에 한 의견으로는 

정신  건강(25.6%), 독서에 한 심(25.4%)

이 많이 나왔으며 자신감 생김(17.7%), 동창이 

생김(15.9%), 신체  건강(7.4%), 고독감 소외

감 극복(6.3%), 기타(1.6%)순으로 나왔다. 기타 

의견으로는 학교교육에서 부족한 독서교육 부분

을 많이 알게 되어서, 새로운 것을 공부할 수 있었

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표 15> 참조).

구분

어린이

발달

단계

지역

아동

센터

아동

문학

발달

장애

아동

도서

이용

교육

공공

도서

학교

도서
기타 합계

과정 명(수) 68 66 61 60 40 38 21 9 363

과정 명(수) 107 82 86 62 53 38 12 5 445

합 계

백분율(%)

175

(21.7%)

148

(18.3%)

147

(18.2%)

122

(15.1%)

93

(11.5%)

76

(9.4%)

33

(4.1%)

14

(1.7%)

808

(100%)

<표 14> 독서도우미 교육 내용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것(복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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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신
건강

독서에 
한 심

자신감
생김

동창이 
생김

신체
건강

고독감
소외감
극복

기타 합계

과정 명(수) 93 91 65 59 30 25 9 372

과정 명(수) 113 114 78 69 30 26 4 434

합 계
백분율(%)

206
(25.6%)

205
(25.4%)

143
(17.7%)

128
(15.9%)

60
(7.4%)

51
(6.3%)

13
(1.6%)

806
(100%)

<표 15> 독서도우미 교육 참여 효과(복수 응답)

10) 독서도우미 교육에서 느낀 과 개선

해야 할 

독서도우미 교육에서 과정에서는 다음

과 같은 의견이 나왔다. ‘책에 더 많은 심을 

갖게 되었고 독서에 한 한 향에 해 

새삼 각성하게 되었다’(15명), ‘생각했던 것보

다 많은 보람과 뿌듯함을 느 다’(11명), ‘좋은 

분들과 교육할 수 있어서 매우 즐겁고 좋았

다’(7명), ‘3개월의 교육시간이 부족하다’(7명), 

‘모두 다 활동할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5명)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필요한 인원만 연수

시켰으면 한다. 연수를 다 받고 시험을 서 떨

어뜨린다고 하니 자식과 부인을 볼 면목이 없

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과정에서는 

‘ 보다는 과정을 통해 내 자신이 많이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어 참 좋다’, ‘ 과정으

로 끝내지 말고 고 과정을 통해 보다 문

인 독서도우미로 발 하고 싶은 마음이다. 제

가 하는 일을 통해 사회에 조그만 기여를 할 수 

있다면 노후에 의 인생은 보람으로 빛나지 

않을까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독서도우미의 능력향상이 필요하다고 하면

서 구체 으로 ‘기본 권장도서는 반드시 숙지

해야 한다고 생각함(고 , , 동서양, 환타

지 동화 등 제반도서)’, ‘각종 분야에 한 책을 

읽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육내용에 한 개선 으로는 ‘아동에 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문 인 교육이었으

면 한다’, ‘아동문학에 해 좀 더 문 인 교

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독후활동을 

통해 심화시켜 다방면의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이것은 참

여자의 교육수 이 반 으로 높고 문직․

교육직 참가자가 많기 때문에 보다 수 높은 

교육과정을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악할 수 

있다. 

그 밖에 직 교사 던 분은 ‘교재에 오자, 

탈자  문맥상 연결이 어색한 부분이 있다. 교

정을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 으며 ‘기 이상

으로 좋다. 퇴직후 다시 찾아온 행운이라 생각

한다. 다시 팽팽한 긴장과 활력 그리고 기쁨으

로 장에서 열심히 펼쳐보이겠다. 감사하다’, 

‘정신  신체 으로 건강해진 느낌이며 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 기쁘며 앞으로의 

삶의 활력소가 될 것 같다’는 정 인 의견이 

있었다. 

4.3.3 아동을 교육하는 독서도우미 활동에 

한 질문( 과정)

1) 독서도우미 활동 내용에 한 만족도

독서도우미 활동내용에 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38.6%), 만족(34.3%), 보통(26.5%),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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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0.6%)순으로 나타나 독서도우미 활동 

내용에 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약

간 불만족한 이유로 ‘충분한 독서 도우미로 비

가 되었지만 비된 것을 반 시키지 못해 유감

이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표 16> 참조).

2) 독서도우미 활동 시간에 한 만족도

독서도우미 활동시간에 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36.1%), 만족(25.3%), 보통(35.5%), 약

간 불만족(3.0%)순으로 나타나 독서도우미 활

동 시간에 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약간 불

만족한 이유로 ‘학생들이 시간  여유가 많은 

방학기간에 활동하는 것이 효과 이다’는 의견

이 나왔다(<표 17> 참조).

3) 강사료에 한 만족도

독서도우미 강사료에 한 만족도는 보통

(45.2%), 약간 만족(23.5%), 매우 만족(16.9%), 

약간 불만족(7.8%), 매우 불만족(6.6%)순으

로 나타나 강사료에 한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강사료의 매우 불만족한 이유로 

‘기간도 짧고 보수도 다(7명)’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구체 으로 ‘강사료 40만원이 을 

뿐만 아니라 6개월이 지나면 교육이 끝난다. 연

 200만원도 되지 않는다. 특히 교육은 항구

성, 지속성이 제되어야 한다’, ‘지역상 거리가 

멀어서 교통비가 무 많이 들어간다(3명)’는 

의견이 있었다(<표 18> 참조).

4) 아동을 교육하는 일의 강도 

아동을 교육하는 일의 강도는 보통(41.9%), 

약간 당(25.3%), 매우 당(23.5%), 약간 힘

들다(9.6%) 순으로 나타났다. 약간 힘들다는 

의견을 내주신 분들은 ‘교안작성이 좀 어렵다’, 

‘행동장애 아동의 통제가 어렵다’, ‘아동지도가 

좀 힘들다’고 했다(<표 19> 참조).

구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명(수) 64 57 44 1 0 166

백분율(%) 38.6% 34.3% 26.5% 0.6% 0.0% 100.0%

<표 16> 독서도우미 활동 내용에 한 만족도

구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명(수) 60 42 59 5 0 166

백분율(%) 36.1% 25.3% 35.5% 3.0% 0.0% 100.0%

<표 17> 독서도우미 활동 시간에 한 만족도

구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명(수) 28 39 75 13 11 166

백분율(%) 16.9% 23.5% 45.2% 7.8% 6.6% 100.0%

<표 18> 강사료에 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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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우 당 약간 당 보통 약간 힘들다 매우 힘들다 합계

명(수) 39 42 69 16 0 166

백분율(%) 23.5% 25.3% 41.6% 9.6% 0.0% 100.0%

<표 19> 아동을 교육하는 일의 강도

5) 독서도우미 활동  어려운 

독서도우미 활동  어려운 으로는 아이들 

집 시키기 어렵다(29.1%), 강의장소 교육환경

이 나쁘다(16.9%), 독후활동지 비(15%), 수

이 낮은 아이들 교육이 힘들다(13.7%), 강의장

소교통이 불편하다(12.1%), 활동 비물이 많아 

힘들다(5.8%), 강의 내용 악이 어렵다(5.1%), 

기타(2.2%)순으로 나왔다. 기타 의견으로는 ‘지

역아동센터 시설부족으로 20여명을 몰아서 지도

하려니 무 힘들다’, ‘아이들 인원이 무 많아 

개인별 제 로 수업하기가 어렵다’, ‘지역아동센

터 아동을 1:1로 교육하게 되었는데 아동과의 친

감 때문에 센터측에서 지나친 심이라고 지

하여서 마음이 상하여 문제아동과 거리를 두

게 되었다’ 등이 나왔다(<표 20> 참조).

6) 교육 상 아동들과의 계

교육 상 아동들과의 계에서는 어려운 환

경 아이에게 연민이 느껴진다(38.8%), 손자처

럼 좋다(38.4%), 가르칠 의무  계(20.3%), 

기타(1.8%), 솔직히 귀찮다(0.7%)로 나타났

으며 심이 없다는 의견은 하나도 없었다. 기

타 의견으로는 ‘사랑이 부족한 것을 반성한다’, 

‘좀 더 정열 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

이들과 몇 개월 함께 하고 나니 정이 들어 헤어

지기 섭섭했다’, ‘애정이 가지만 통제하기 어려

울 때는 힘겹다’, ‘아이들은 볼수록 쁘다’ 등

이 나왔다(<표 21> 참조).

구분

아이들
집
시키기 
어렵다

강의
장소
교육
환경
나쁨 

독후
활동지

비

수
낮은
아이
교육이 
힘듬

강의
장소
교통
불편

활동
비물
많아
힘들다

강의
내용
악

어려움

기타 합계

명(수) 91 53 47 43 38 18 16 7 313

백분율(%) 29.1% 16.9% 15.0% 13.7% 12.1% 5.8% 5.1% 2.2% 100.0%

<표 20> 독서도우미 활동  어려운 (복수 응답)

구분

어려운
환경

아이에게
연민느낌

손자
처럼
좋다

가르칠 
의무

계
기타

솔직히
귀찮다

심이
없다

합계

명(수) 107 106 56 5 2 0 276

백분율(%) 38.8% 38.4% 20.3% 1.8% 0.7% 0.0% 100.0%

<표 21> 교육 상 아동들과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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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독서도우미 활동 참여 효과

독서도우미 활동 참여 효과에 한 응답은 정

신 으로 건강해진 것 같다(27.3%), 어려운 환

경의 아이를 도와줘서 좋다(20.8%), 자신감이 

생겼다(15.9%), 용돈이 생겨서 좋다(15.5%), 신

체 으로 건강해졌다(10.5%), 고독감 소외감이 

극복되었다(8.2%), 기타(1.9%) 순으로 나타났

다. 기타 의견으로는 ‘소외된 아이들에게 조

만이라도 기쁨을 주었으면 좋겠다’, ‘사회참여하

며 나라에 기둥이 될 새싹들을 돌본다고 하는 

일은 나의 존재가치로 인해 제2인생에 신난다’, 

‘나도 어린이가 된 것 같아서 무 좋다’ 등이 

나왔다(<표 22> 참조).

8) 독서도우미 활동 희망 장소

독서도우미 활동 희망 장소로는 아동센터

(26.6%), 유치원․어린이집(25.5%), 공공도서

(23.2%), 학교(17.8%), 보육원(6.6%), 기타

(0.4%) 순이었다(<표 23> 참조).

9) 독서도우미 활동에서 느낀 과 개선 방안

2010년에 독서도우미 활동을 하고 느낀 

과 개선 방안에 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활동기간이 길었으면 좋겠다(51명)’

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1년 내내 활동을 했으

면 좋겠다’, ‘교육활동기간이 몇 개월 동안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속성의 효과가 떨어지고 연도

가 바 어 상기 의 변동이 생기면 교육 상 

어린이들과의 연속 인 정서교감의 단 이 발

생될 수 있다’, ‘5-6개월 교육하다 단해 버린

다면 어린이 정서발달에 악 향을  것이며 

독서지도사에 한 인식도 매우 나빠질 것이다’

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둘째, ‘지역아동센터의 문제 (21명)’을 제

시한 의견이 많았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독서

도우미 받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기 의 

진행계획에 따라야 하므로 수업지도안 로 수

업을 할 수 없다’, ‘지역센터를 운 하는 담당자

와 충분한 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활동

구분
정신

건강

어려운

환경의

아이

도와줘

좋음

자신감

생김

용돈

생겨

좋음

신체

건강

고독감

소외감

극복

기타 합계

명(수) 127 97 74 72 49 38 9 466

백분율(%) 27.3% 20.8% 15.9% 15.5% 10.5% 8.2% 1.9% 100.0%

<표 22> 독서도우미 활동 참여 효과(복수 응답)

구분 아동센터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

도서
학교 보육원 기타 합계

명(수) 69 66 60 46 17 1 259

백분율(%) 26.6% 25.5% 23.2% 17.8% 6.6% 0.4% 100.0%

<표 23> 독서도우미 활동 희망 장소(복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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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 에서 독서도우미 하는 분들에 한 

인식을 좀 다르게 가졌으면 한다’, ‘공부 시작

에 비해주시는 것, 공부할 아이들의 환경이

나 정신 인 면이나, 행동 인 면 등 선지식을 

심어주는 배려도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아동 수 이상의 학습내용과 아동 리를 희망

하는 아동센터 리자의 인식은 개선되어야 한

다’, ‘자원 사하시는 분, 는 다른 분들이 수

업을 할 때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가끔 

센터측에서 독서도우미에 해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서 자존감이 상하는 경

우도 있었다. 기 에서도 교사로 우해주었으

면 한다’, ‘강사 상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셋째, 교육환경 열악(18명)을 제시하 다. ‘교

육환경이 무도 열악하여 책이 시 하다’, ‘지

도할 환경이 구비되지 않았다’, ‘ 학년, 고학년별 

교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한다’, 

‘아동센터에 빔 로젝터 설치를 원한다’는 의견

이 나왔다.

넷째, 지도 상 아동에 한 의견(8명)이 

있었다. ‘아이들에 한 비  상식이 없어 힘

든 이 있었다. 미리 비를 했으면 좋겠다’, 

‘지도하는 아이들의 연령차가 심해서 분리지도

를 해야 한다’, ‘산만한 아들이 의외로 많다’, ‘교

육 상 아이들의 수  차이가 많이 난다’, ‘요즈

음 아이들이 자를 싫어해서인지 책읽는 것을 

싫어하고 활동지를 같이 풀어보는데 딴청을 부

리고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섯째, 그 밖에 사활동 장소(5명)에 한 

의견이었다. ‘기동력이 없으므로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는 자리를 주셨으면 한다’, ‘지역

으로 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하여 자가

용을 이용하다보니 보수가 은 것 같다’는 의

견이 있었다.

그 밖에 ‘독서지도할 책이 여러 권 있었으면 

한다’(3명)의 의견이 있었다. ‘도우미가 원하는 

요일에 활동을 했으면 한다’, ‘아이들과 같이 

수업할 수 있는 자료비나 비물을 지원받았으

면 한다’,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문

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없다. 사이트를 

운 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 운 자는 

문인 즉 강사나 상담사 으면 한다’ 등의 의견

이 있었다.

4.4 조사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 경기도에서 운 하고 있는 ‘노

인 독서도우미’ 교육 로그램과 독서지도 활

동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한 내용과 개선 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경기도의 어르신 독서도우미 교육사업

에 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르신 독서도우미 교육의 참여 목

으로 일하는 즐거움, 자원 사, 새로운 인생개

발, 여생을 즐겁게 등의 의견이 많이 나왔다. 

둘째, 도서  담당직원, 교육담당강사, 교육

시간에 한 만족도는 체 으로 높은 편이

었다. 

셋째, 독서도우미 교육 내용에서는 어린이 

발달 단계, 지역아동센터, 아동문학에 해 배

우고 싶어 했으며 발달장애아동에 한 교육에 

한 요구도 많은 편이었다. 

2010년에 직  지역아동센터에 견되어 독

서 교육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과정의 

노인들을 상으로 독서교육을 지도할 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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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도우미 활동 내용과 활동시간에 

한 만족도는 큰 편이었으나 강사료는 40.4%

만이 만족하고 있었다. 

둘째, 독서도우미 활동  어려운 으로는 

아이들 집 시키는 문제, 강의 장소 교육환경

이 나쁘다, 독후활동지 비, 수 이 낮은 아이

들 교육이 힘들다는 의견이 주로 제시되었다. 

경기도 독서도우미 교육  독서활동에서 개

선되어야 할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도우미 활동기간이 몇 개월 동안으

로 제한되어 있어 지속성의 효과가 떨어지는 단

이 많이 지 되었다. 소외계층 아이들에 한 

독서교육은 지속되어야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

다. 그러므로 지속 인 독서도우미 활동을 해

서는 사업 산의 확보가 가장 필수 으로 수반

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산을 증가시키

는 것도 한 방안이겠지만 단  도서 별로 노인 

독서도우미를 소외계층 독서교육에 활용할 

산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독서활동을 수행하는 지역아동센터 등

에서 수업에 개입하고 어르신 독서도우미들을 

무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 이 도출되었다. 

독서활동을 수행할 기 을 선정할 때에는 기

을 상으로 독서도우미를 교육자로 인정하고 

수업지도안 로 독립 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약속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 지

역아동센터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문제가 많이 

제시되었다. 교육할 수 있는 공간과 빔 로젝

터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기 의 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활동 장소의 교통이 불편하면 교

통비도 많이 들고 특히, 노인의 경우에는 기동

성이 떨어지는 편이므로 사활동 장소를 일

으로 배정할 것이 아니라 독서도우미의 편의

를 고려하여 집과 가깝거나 교통이 편한 곳으

로 배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독서도우미 로그램에 참가하는 분들

의 다수가 학졸업 이상의 학력수 이 높은 

분들이고 교육직․ 문직이셨던 분들이 많이 

참가하므로 보 인 독서교육 내용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교육 수 을 높여서 보다 문

인 교육과정으로 보완하여 운 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5. 결론  제언

경기도에서 운 하고 있는 ‘노인 독서도우미’ 

교육 로그램과 독서지도 활동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해 조사한 결과, 어르신 독서도우미 

교육의 참여 목 은 일하는 즐거움, 자원 사 

등 개인의 문화  활동이나 자아실 에 한 

의미가 강했다. 이것은 참여자  교육직과 

문직이었던 분들의 참여가 높은 편이고 경제

으로 안정된 계층이 많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문화  활동이나 자아실 에 한 의미

가 강했다고 악할 수 있다. 교육 로그램과 

실제 독서지도 활동에 한 만족도가 부분 

높게 나타난 은 경기도의 노인독서도우미 사

업이 정 으로 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다 성공 인 노인독서도우미 사업을 운

하기 해서는 노인독서도우미 다수가 요구

하는 독서교육의 지속성을 한 활동기간의 연

장이 필수 인데 이를 해서는 더 많은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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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보가 요구된다. 독립 인 독서지도 수업

을 보장하기 해서는 노인독서도우미를 교사

로 인정하는 지역아동센터에의 의식 환이 필

요하며 노인들의 교통편의를 고려한 사활동 

장소 배치, 노인독서도우미 다수의 높은 학

력수 을 고려한 문 인 교육 내용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기도의 노인 인력을 활용한 독서교육은 노

인 일자리 창출  노인 1세 와 3세  어린이

를 잇는 교량 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매우 바

람직한 방안이다. 앞으로 노인독서도우미에게 

교육받은 소외계층 아동의 교육효과에 한 연

구가 수행되어 그 교육 효과가 증명될 수 있다

면 경기도 노인독서도우미 사례가 더 많은 지

역에 되는데 더 큰 향력을 미칠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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