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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장애인서비스 문사서 양성 교과과정 모형개발을 한 기 연구이다. 이를 하여 문헌을 통한 이론  

연구를 수행하고 국내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장애인서비스 담당사서의 계속 교육과정  서울시 공공도서 의 장애인서비
스 황을 조사․분석하 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 학원 과정의 경우 재 각각 한 곳에 
장애인서비스 문사서 양성과 련된 교과과정이 개설되어 있었다. 둘째, 장애인서비스 담당사서의 계속 교육과정은 
국립 앙도서 에서 2010년 처음 강좌를 개설한 이후 매년 강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강좌 이수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수자들의 의견을 다음 강좌내용 선정에 반 하고 있다. 셋째, 재 공공도서 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시각장애인보다는 
지체장애, 정신지체, 정서․행동장애, 자폐성 장애가 있는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서비스는 외 출서비스
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일반자료를 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화인터뷰에 의하면 재 장애인서비스를 
극 으로 수행하고 있는 소수 기 의 담당사서들은 장애인에 한 이해, 장애인 문화 로그램 운 ․기획에 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erve as the basis for the librarian training curriculum model for the disability services. 

To achieve this, a theoretical study was carried out through literature and investigated and analyzed 
on the disability services of Public Libraries in Seoul and on the statu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urriculum for the disability services in Korea. The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nly one university and one graduate school in Korea offers a curriculum for training librarians for the 
disability services. Second, since 2010 a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for librarians in charge of the disability 
service has been offered every year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Librarians who completed this course 
have been surveyed for their opinions and the results have been reflected in the following course. Third, 
currently among the disabled users in public library the users with mental retardation,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and autism are more than the visually impaired users. Most of the disability service 
has been a lending for general materials. According to telephone interviews, librarians who actively carry 
out the disability service need to understand the disability and, more information about operations and 
planning of cultural program for the disabled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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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목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정보격차 해소를 한 

정보 근의 평등권이 사회 으로 요한 이슈

가 되고 있다. 한 정보사회에서 정보 활용능

력이 생존권과 사회․문화  소외 상에 향

을 미치게 됨에 따라 도서 서비스도 정보취약 

계층에 있는 이용자서비스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있다. 유엔은 1993년 장애인에게 평등

한 기회를 부여하는 표 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for oppor- 

tunit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제정

하 고, 우리나라도 2008년 4월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 등에 한 법률｣을 제정하 다. 

이러한 시  흐름에 따라 공공도서 도 정보 

취약계층에 한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에 한 정보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 정보 

취약계층 서비스를 본격 으로 시작하고 이를 

성공 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 수혜 상과 

장애인서비스에 한 이해는 재 장에서 근

무하고 있는 사서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서에게

도 요한 요인이므로 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문헌정보학과와 사서연수기 의 역할은 매

우 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더 나은 

장애인서비스를 수행하기 하여 문헌정보학과

와 장사서의 계속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

은 장애인서비스에 한 요성을 인식하고 이

에 한 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서비스 문사서 양성을 

한 교육과정 모형개발을 한 비과정으로 장

애인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이해, 공공도서

 장애인서비스 황, 국내외 장애인서비스 

련 교과과정  계속 교육 황을 분석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장에서 장애인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나 미래의 사서가 장애인서

비스 문사서로서 교육  기능과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한 장애인서비스 

문사서 교육모형 개발을 한 기  자료로 활

용하는데 있다.

1.2 연구방법

1) 문헌과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장애유형별 

특성  도서 서비스, 시울시공공도서  장애

인서비스 황을 조사한다.

2) 재 공공도서  장애인 서비스 담당 사

서와 화 인터뷰를 실시하여 장애인서비스 

황  어려운  등을 악한다.

3) 국내 문헌정보학과 홈페이지를 조사하여 

장애인서비스 련 교과목 개설 상황을 악한다.

4) 국립 앙도서  사서교육문화과에서 실

시한 장애인서비스 과정 담당직원과 화 인터

뷰를 하여 장애인서비스 사서의 계속교육 황

을 악한다.

 

1.3 선행연구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다양화에 따라 정

보량의 증가와 함께 주제 분야의 문화, 매체

와 정보이용자의 다양화가 진행되면서 좀 더 

문화된 정보 사 문직의 양성이 요구되고 있

다. 이용자들의 정보요구가 문화되고 이용자

의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문헌정보학과에서

도 정보이용자의 유형에 따른 정보서비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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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서를 양성하기 하

여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한 연구를 지속

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한 연구로는 문헌정보학 교과목 개설추이나 

시 에 따른 흐름 등에 한 연구, 주제 문사

서 양성을 한 교과과정연구와 이용자 유형에 

따른 연구 등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장애인서비스 문사서 양성에 

한 연구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유형에 

따른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한 연구를 살펴

보았다. 

국내 장애인서비스 문사서 교육과 련된 

선행연구로는 김선호(2010)의 “장애이슈에 

한 문헌정보학과의 교육 황 분석”이 유일하다. 

김선호는 장애 이용자의 도서 서비스에 한 

사서의 경험과 입장을 강화시키기 하여 문헌

정보학과의 교육환경을 장애 련 교과목, 교수

의 교과목 개설에 한 인식도, 강의 내용 등을 

조사 분석하여 장애인서비스 교육의 개선방향

을 제시하 다.

정보이용자 유형별 문사서 교육과정  어

린이 문사서 교육과정에 한 연구를 살펴보

면, 차미경(2007) 등은 공공도서  어린이 사

서를 한 계속 교육 로그램 개발을 목 으

로 국내 공공도서 의 어린이서비스와 어린이

사서 황을 조사하고 계속교육에 한 장의 

요구를 악하 다. 장윤 , 정행순(2008)은 공

공도서  어린이사서의 문성 강화를 한 계

속교육의 효과성  문제 을 악함으로써 공

공도서 의 어린이서비스가 보다 체계 이고 

실용 으로 제공될 수 있는 계속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다. 정혜미, 차미경(2007)은 공

공도서  어린이사서 양성을 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하여 어린

이 사서 양성과 련된 국내 문헌정보학과 교

과과정의 황을 조사하고 구체 인 교과과정 

모형 안을 제안하 다. 한복희(2010)는 어린이 

사서 양성과 련된 국내 문헌정보학과 교과

과정과 계속 교육과정 황을 조사하여 어린

이사서의 양성을 한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

과 계속 교육과정의 발 방안을 제시하 다. 

조사결과를 토 로 어린이사서를 한 교육과

정과 재교육의 황과 어린이실 사서들의 한계

을 악하고 어린이사서 교육과 계속 교육의 

활성화를 해 개선해야 할 을 제안하 다. 

박 주, 이상복(2010)은 어린이 서비스의 

문성 확보를 한 체계 이고 실질 인 교육

을 하여 어린이 문사서의 교육과정 모형

을 개발하 다. 

그 외에 교과과정에 한 연구는 아니지만 이

용자유형에 한 연구로는 김선호(2002)의 “공

공도서 의 노인서비스 정책에 한 연구”, 차

연호(2005)의 석사논문으로 “공공도서  서비

스 특성화에 한 연구”, 박옥화(2007)의 “공공

도서  고령 이용자에 한 연구: 지역 공

공도서 을 심으로” 등이 있다. 

외국의 장애인서비스 교과과정에 한 연구

로는 Kelly Blessinger와 Paul Hrycaj(2010)가 

문헌정보학의 교육  연구 황을 분석하 다. 

Janet Murray(2010)는 도서   특수 교육담

당 직원과의 계, 그리고 도서  서비스의 

근성에 따른 효과와 장애 학생의 정보 활용능력 

습득 간의 계에 을 두고 연구하 다. 연

구 결과, 일반 학교에 등록한 장애학생의 수가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는 학교 도서 사서가 장

애학생들의 요구를 인식하고 한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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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Ivan Chaw

와 Susan E.(2010)는 싱가포르 공공도서  하

지장애 청소년(13-19세로 정의)의 서비스 황 

악을 한 연구를 실시하 다. 연구 결과, 참

가자들은 공공도서  근을 어려워했으며 도

서  시설과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범

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장애인서비스를 제공

함에 있어서 장애인에 한 이해와 지식의 필요

성과 도서  장애인서비스 홍보의 요성을 알

게 되었다. 한 외부 인 요인으로 교통이 도

서  근에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도

서  시설과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어 

있는 건축구조가 물리 인 액세스에 어려움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밝 졌다. Linda Lucas 

Walling(2004)은 문헌정보학과에서 ADA, 장

애인서비스와 응기술에 한 교육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과거 25년 동

안 문헌정보학 교육자들에게 향을  문헌을 

살펴보았으며, 15개의 문헌정보학과 학생과 사

서에게 인터뷰와 찰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학교들의 

66%의 졸업생들이 ADA에 하여 교육을 받

았음을 알 수 있었다. Julie Klauber(1990)는 

장애인에 한 사회의 태도변화와 의학과 기술

인 발 으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는 장애이용

자에게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문헌

정보학과 교과과정에서 어떠한 교과목을 개설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 다. 연구 결과, 인쇄본 

출 물에서부터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이르

기까지 모든 종류의 정보자원의 근이 가능하

게 됨에 따라 사서는 장애이용자들의 정보요구

를 정확히 악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

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 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내외 장애인서

비스 문사서 교과과정에 한 연구는 아직 미

미하다. 그러나 정보 근의 문제가 사회  소외

상과 계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

애인서비스 문사서 양성에 한 연구는 반드

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이론  배경

공공도서 의 장애인서비스 담당사서들이 정

보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가장 먼  갖추어

야 할 자질은 장애인에 한 이해일 것이다. 본 

장에서는 장애인과 장애인서비스를 이해하기 

하여 문헌을 통하여 이에 한 이론을 살펴

보고자 한다. 

2.1 장애인의 정의  장애유형

WHO(1990)에서는 ‘장애’를 심신의 손상

(Impairment), 장애(disability), 사회  불리

(handicap) 세 가지 수 으로 이해할 것을 제

안하고, 선천 이든 후천 이든 신체 , 정신  

능력의 불완 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는 

사회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 하게 는 부분 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UN 역

시 장애인의 통상 인 생활에 통합할 수 있도

록 필요한 권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통  기

반과 거 틀을 제시하면서, “장애를 심신의 손

상(impairment), 장애(disability), 사회  불

리(handicap)로 보며, 특히 사회  불리는 손

상이나 기능제약으로 인하여 각자의 연령,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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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요인에 따른 일상생활의 수행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주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를 겪고 있다

는 것은 인간이 일상 인 활동에 불편을 느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계나 사회에서 불

이익, 편견, 차별 등을 받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에 명시된 장애인에 한 

정의를 보면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신체 ⋅

정신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

의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 

등에 한 법률｣에서는 ‘신체 ․정신  손상 

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래하는 상태를 

말하며, 장애인이라 함은 이에 따른 장애가 있

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한 법률｣

에서는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

산부 등 생활을 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

용  정보에의 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로 

정의함으로써 기능, 구조  손상으로 인한 활동

이나 행동의 제약, 나아가 이로 인한 일상, 사회

생활에 불이익으로 확  해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유형을 크게 지

장애와 신체장애로 구분하고 정신장애는 지

장애, 정신장애, 자페성 장애가 있으며 신체

장애는 외부 신체 기능 장애와 내부 기  장애

로 구분하고 있다. 장애등 은 장애유형을 지체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로 나 고 장애의 정도가 가장 심한 1등 부터 

6등 까지 나뉘어져 있다. 

2.2 우리나라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황

본 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분류한 구

분을 토 로 정보취득에 문제가 있는 장애유형

에 따라 장애유형을 재구성하 다. 

2.2.1 지체/뇌병변 장애

지체장애인은 우리나라 체 장애인의 71.7%

로 체 장애유형 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

지하고 있다. 장애부 별 분포를 보면 48.2%가 

하지장애로 이동상의 장애가 있으며, 23.5%가 

상지장애로 보행상의 장애는 없으나 일상 인 

행동, 특히 정보 근상의 장애가 있다(장애인 

실태조사 2011). 지체장애의 보행 장애 기 을 

용하면 체 지체장애인  55.6%가 법률

으로 보행상의 장애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

나 체 지체장애인  91.6%가 혼자서 외출이 

가능하다고 하며, 이  70.5%가 외출에 불편

을 느끼는 이유를 장애인 련 편의시설의 부족 

때문이라고 하 다(장애인 실태조사 2011).

뇌병변장애인의 장애부 로는 86.7%가 상․

하지에 모두 장애가 있으며, 복장애가 많아 

상․하지․척추 등의 장애로 인한 운동장애 이

외에 언어장애, 지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간질장애 등의 동반장애가 있다(장애인 실태조

사 2011). 뇌병변 장애인은 37.8%가 혼자서 외

출이 어려우며, 집밖 활동 시 불편을 느끼는 경

우가 75.6%로 많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집밖 활

동이 불편한 이유로 응답자의 49.7%는 ‘장애인 

련 편의시설 부족’이라고 답하 으며, 39.4%

가 ‘외출 시 동반지가 없는 ’을 들고 있다(장

애인 실태조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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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청각/언어장애

청각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하여 보행

상의 장애가 은 편이지만 청각장애인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소통상의 장애라고 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말’을 사용

하는 경우가 85.5%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수화’ 5.6%, ‘구화’ 4.1%의 순이다. 수화를 사

용하지 않는 94.6%  수화를 할 수 있는 사람

은 1.0%에 불과하다(장애인 실태조사 2011). 

청각장애인  읽고 쓰기가 힘들어 문자자료를 

통한 정보입수가 어려운 사람이 많다. 즉 1~3

에 해당하는 청각장애인  48.4%는 스스로 

한국어를 못한다고 답하 으며, 38.6%가 한국

어 문장이해력 부족으로 TV 자막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 다(장애인 실태조사 2011).

우리나라 장애인  언어장애인은 0.7%이

며 음성 기능 는 언어기능을 잃은 1, 2, 3 이 

53.8%, 음성,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이 곤란하

거나 언어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4 이 47.2%이다. 언어장애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사소통법은 67.4%로 ‘말’을 사

용하고 있으며, 몸짓 14.7%, 수화 6.1%, 구화 

5.9%, 필담 5.7%, 기타 0.3%의 방법을 사용하

고 있다(장애인 실태조사 2011).

2.2.3 시각장애인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은 1~2 이 17.5%, 3~6

이 82.5%로 실명보다 시력이 많으며, 시각

장애인  85.3%가 독립 인 외출이 가능하다

고 한다. 체 시각장애인의 93.9%가 자 사용

이 불가능하며, 재 자를 배우고 있는 경우

는 0.9%에 불과하다(장애인 실태조사 2011). 

따라서 시력 뿐만 아니라 실명인을 해서도 

자 이외의 청각을 통한 정보 제공방법을 연

구해야 할 것이다.

2.2.4 정신  장애인(지 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2조는 지 , 자폐

성, 정신장애를 정신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정신  장애인은 증장애인 비율이 체 장애

인 평균의 2.6배가 넘는 63.4%이며, 자폐성장애

의 경우는 80%를 넘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

히 자폐성장애인은 지 장애  경련성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부분으로 72.0%가 지 장

애를 동반하고 있으며, 그  1.2%는 지 장애

와 경련성질환을 모두 동반하고 있다(장애인 

실태조사 2011). 지 , 자폐성, 정신장애 모두 

혼자 외출이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

났다. 

2.2.5 기타 - 내부기 장애  안면장애

내부기 장애는 정도에 따라 운동능력을 완

히 상실하거나 정상 인 일상생활을 하

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혼자서 외출이나 생활이 

가능하다는 비율이 높다.

안면장애의 경우는 97.5%가 혼자 외출이 가

능하지만 ‘주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집밖 활

동이 불편하다고 답한 경우가 93.7%나 되었다

(장애인 실태조사 2011).

2.3 장애유형별 도서  서비스의 필요성

도서 에서 장애인서비스란 신체 장애인이나 

지 장애인 뿐만 아니라 도서  이용에 장애인

가 있는 사람들에 한 반 인 서비스를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후지 지토세 1996).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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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 장애는 이용자에 따라 출, 열람, 퍼

런스, 집회활동 등 도서  활동 등의 여러 가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동

이나 정보 근에 장애가 있다고 단되는 시각

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에 한정하여 장

애의 특성  유형에 따른 도서  장애인서비

스의 필요성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2.3.1 시각장애인을 한 도서 서비스의 

필요성

우리나라 장애인의 10.6%를 차지하고 있는 

시각 장애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보행이나 행

동상의 장애와 커뮤니 이션 장애이다(장애인 

실태조사 2011). 보행이나 행동상의 장애는 혼

자 거리를 걷거나 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험한 경우를 말하는데, 특히 정도가 심한 시각

장애인은 어쩔 수 없이 재택생활을 하거나 도와

주는 사람이 없으면 외출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일본도서 회 장애인서비스 원회 원장 후

지 지토세(1996)에 따르면, 커뮤니 이션 장애

는 출, 퍼런스, 집회행사 참가 등의 서비스

를 받을 때 수화 등의 방법으로 사서와 커뮤니

이션을 해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따라

서 수화나 자 기술은 장애인서비스 담당사서

가 반드시 익히고 있어야 할 커뮤니 이션 기술

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하는 것은 커

뮤니 이션 방법은 장애인에 따라 개인차가 있

다는 것이다. 만일 사서가 장애인과 의사를 소

통할 수 있는 커뮤니 이션 기술이 없더라도 상

의 의사를 짐작하거나 상 에게 사서의 의사

를 하고자 하는 열의와 노력을 보이는 것이 

요하다. 한 물리 인 장비로 팩스나 자기유

도 루  등 커뮤니 이션 보조 장비도 반드시 

비해 놓아야 한다. 이상에서 언 한 바와 같

이 시각장애인들은 도서  이용에 있어서 도서

 방문이 어려울 뿐 아니라 보통의 도서  자

료를 이용할 수 없다는 근본 인 취약 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알권리와 읽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이들의 정보장애

문제 해결을 해 도서 에서는 이에 한 서비

스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2.3.2 청각장애인을 한 도서 서비스의 

필요성

사람들이 정보의 70~80%를 청각을 통해서 

얻는다는 을 감안할 때 청각의 손실은 정보가 

차단된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서 에서

는 청각장애인의 정보 근과 련한 기능과 지

원을 강화해야 한다. 청각장애인은 2011년 

재 31만 명에 달하며, 이는 지체장애, 뇌병변장

애 다음으로 많은 수에 해당한다(장애인 실태

조사 2011). 하지만 시각장애인에 비해 청각장

애인에 한 도서 서비스는 무한 실정이다. 

청각장애인은 시각장애나 지체장애와는 달리 

한 으로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 은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자자료는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를 겪고 있으

므로 공공도서 에서는 청각장애인에 한 이

해와 서비스개발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청각장애로 인한 커뮤니 이션의 장애로는 

음성으로 커뮤니 이션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가장 크다. 청각장애인이 커뮤니 이션

의 장애정도는 실청 시기나 청력손실 정도에 따

라 다양하고 개인의 편차가 크다. 따라서 도서

에서는 청각장애의 정도와 그 특성을 이해하



4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6권 제3호 2012

고 이에 맞는 서비스를 이행해야 한다.

난청인이나 도 실청인의 경우는 문자를 읽

거나 발성이 가능하여 필담이나 구화가 가능하

나 선천성 청각장애인의 경우 음성언어 획득 이

에 실청하여, 수화가 요한 커뮤니 이션 방

법이라 할 수 있다. 한 언어를 습득해야 하는 

어린시기에 청력을 잃었을 경우, 청력을 통한 

언어습득이 어렵기 때문에 농학교나 가정에서 

언어를 하나하나 학습해야 한다(유은정 2010). 

그 때문에 읽고 쓰기가 힘든 사람도 있고, 읽기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여 문자자료가 많은 도서

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지체장애인

의 경우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등이 공공시설에

서 휠체어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비된 편의 시

설이라면 청각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은 수화통역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 에서는 청

각장애인들의 도서  이용을 해 수화통역가

나 수화통역장비를 비하거나, 문자자료 외에 

자막, 수화 삽입비디오 등과 같은 시각  상 

자료를 제공하는 등 청각장애인에게 한 서

비스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한 청각장애가 

도서 과 도서 자료의 이용에 제한이 되거나 

장애가 되지 않도록 도서 시설, 자료, 서비스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

각한다. 

2.3.3 지체장애인을 한 도서 서비스의 

필요성

팔이나 다리 등 사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인은 손이나 팔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

해 이동상의 불편함과 장애가 발생하거나 자료

를 들거나 페이지를 넘기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이동이나 자료이용 상의 장애는 도서

이용에 장애요인이 된다. 지체장애인의 도서  

이용 상의 어려움을 크게 상지와 하지로 나

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하지장애인

하지장애인이 도서 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도서 의 근성, 도서  주차

장에서 도서  까지, 에서 열람실까지 

등 편의시설 이용과 련한 문제이다. 도서

에서는 지체장애인이 도서 을 이용하는데 불

편을 느끼지 않도록 복도와 화장실, 열람실 책

상 등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서가와 서

가사이의 공간과 서가높이도 고려해야 할 것이

다. 장애인을 한 서비스의 경우 이러한 편의

시설  일 일 서비스 제공에 각별히 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상지장애인

상지장애인은 손을 사용하는 행 가 곤란하

므로 도서 에서 정보습득을 한 여러 가지 활

동 즉, 서가에서 책을 집거나 페이지를 넘기고, 

책을 덮고, 그것을 다시 서가에 돌려놓거나, 책

이 무거워서 서가에서 책을 꺼내어 책상까지 옮

길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볍고 펴기 쉬운 

자료를 서가에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컴퓨터를 통한 도서 자료의 

검색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 도서 에서는 이러

한 어려움에 비하여 상지장애인의 도서   

자료 근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이외에도 몸을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증장

애인은 도서 까지 이동․방문이 어려우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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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내에서 자료이용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도서 에서는 증장애인의 도서

근과 자료이용을 한 노력을 수행해야 할 

뿐 아니라 서가, 출입문, 화장실 등 도서 의 물

리 인 환경설계 시 지체장애인의 도서 이용

을 고려해야 한다(후지 지토세 1996). 한 신

체  장애에 따른 자료 근의 불편을 해소하기 

해 방문 출, 토킹북, 오디오북, 멀티미디어자

료 등의 서비스 편의와 자료편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4 공공도서 의 장애인서비스 사서의 역량 

 필요성

2.4.1 장애인서비스 문사서의 능력과 자질

랜덤하우스 웹스터 학생용 사 (2004)에

는 ‘역량'을 ‘어떤 목 을 해 당하거나 충분

한 기술, 지식, 경험 등'이라고 정의했다. 이상

의 정의에서 볼 때, ‘역량’의 의미를 ‘능력’과 ‘자

질’로 정의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IFLA 공공도서  서비스 가이드라인(2010)은 

공공도서  직원이 필요로 하는 능력과 기본  

능력과 자질을 정의하고 있으나 장애인서비스 

사서의 자질에 해서는 구체 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IFLA에서 정의하는 공공도서  직

원이 필요로 하는 기본  능력과 자질은 다음

과 같다.

∙사람들과 정 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이용자의 요구를 이해하는 능력 

∙지역사회의 개인이나 단체와 력하는 능력

∙문화  다양성에 한 이해와 지식

∙도서  장서를 구성하는 자료와 근 방

법에 한 지식

∙효과 인 도서  서비스 제공을 한 타

인과의 조능력

∙변화를 감지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유

연성을 갖춘 조직력

∙ 워크  지휘능력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 실행을 한 상상

력, 통찰력, 개방성

∙새로운 상황에 따른 업무 수단의 변화에 

처하는 능력

∙정보통신 기술변화에 한 지식 

 

이상에서와 같이 IFLA 공공도서  서비스 

가이드라인(2010)에서는 공공도서  직원이 필

요로 하는 기본  능력과 자질만을 정의하고 있

다. 하지만 공공도서 에서 장애인서비스 사서

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장애인을 둘러

싼 사회 환경과 장애인 문화에 한 이해, 교육

계 정보, 장애인서비스 자원 사자 리, 장

애인과 련된 다양한 미디어 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에서 볼 때 장애인서

비스 사서의 능력과 자질도 이에 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서비스 사서는 

지역 체 장애인의 독서환경을 향상하기 한 

조정자로서 장애인과 독서에 련된 다양한 네

트워크 조성, 자원 사자 교육과 활용, 일반 이

용자들에게 장애인서비스의 의의와 요성을 인

식시키는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연구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 장에서 

근무하는 사서들에게 도서 에서의 장애인서비

스 요성에 한 인식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

나 재 장애인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

은 장애인서비스 로그램에 한 체계 인 콘

텐츠 개발 부족, 장애인서비스 사서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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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을 한 교육 로그램 부족, 순환근무제로 

인한 빈번한 자리이동을 장애인서비스 운 의 

문제 으로 들고 있다. 장애인서비스가 효과

이고 문 으로 운 되려면 장애인을 배려한 

시설, 장애유형에 따라 하게 선택된 장서 

그리고 잘 훈련된 책임 있는 사서가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자는 재능 있는 장애인서비스 사서

로서 다음과 같은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을 제

안한다.

(1) 장애인과의 원활한 커뮤니 이션 능력

(2) 인 계,  업무, 문제해결 능력

(3)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할  아는 능력

(4) 솔선수범, 변화에 유연하고 이를 받아들

일 수 있는 능력

(5) 장애인에 한 이해, 이용자 요구분석, 

사와 로그램 계획, 리, 평가능력

(6)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문직으로 개발

하려는 열정

 한 연구자는 장애인서비스 문사서는 다

음과 같은 문지식과 장애인에 한 이해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 사회복지에 한 이해

(2) 장애유형  연령별 장애인에 한 이해

(심리와 행동발달)

(3) 특수교육에 한 이해

(4) 자원 사/활동  사자에 한 이해

(5) 특수자료  특수 장비의 개발․제작  

이용법

(6) 술  문화 활동에 한 이해

(7) 특수자료 는 기타 매체로 출 된 문학

서  

 

2.4.2 장애인서비스 문사서 양성의 필요성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장애인은 발달과

정에서 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신체 , 지

, 언어 , 행동 , 심리  발달과정  상태가 

비장애인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

을 상으로 하는 도서 서비스는 문화된 교

육과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서비스 사서는 장애인을 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도서나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바

깥세상과 이들을 연결하는 게이트웨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도서  

장에서 장애인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

은 장애인서비스 문사서로서의 문화된 서

비스 제공을 해서 필요한 지식과 소양  업

무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러나 연구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 문헌

정보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부분의 교육과정

은 주요 사 상을 비장애인으로 간주하여 이

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서비스에 한 교

육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문헌정보학과의 교육과정은 사회가 변화됨

에 따라 요구되는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변

화되어 왔다. 따라서 최근에 심이 증가하고 

있는 정보소외계층  도서  이용 시 가장 소

외되는 계층(장애인통계 2011)인 장애인에게 

문 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와 미래의 사서를 교육시키

고 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향후 

복지에 한 사회  인식이 높아질수록 장애인

에 한 사서의 서비스는 재뿐만 아니라 미래

에도 요한 도서 의 사회  책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하여 장의 사서와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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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가 도서  환경의 변화에 응하고 응하

도록 장애인서비스에 한 교육을 체계 이고 

정규 으로 받는다면, 이들은 장애인 이용자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것에 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마련해 으로써 만인에

게 편견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장애인서비스 교육 황  
요구분석

본 에서는 도서  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서비스 사서들의 문성과 국내 문헌정

보학과의 장애인서비스 교과과정 황을 알아

보기 하여 문헌과 문헌정보학과의 홈페이지

를 조사하고, 서울시 공공도서  장애인서비스 

황과 공공기 의 교육수행 황 등을 화인

터뷰를 통하여 조사하 다. 화 인터뷰는 사

서교육문화과에서 장애인서비스 로그램 이수

자와 공공도서  장애인서비스 담당사서를 

상으로 하여 2012년 1월 11~14일에 걸쳐 시행

하 다. 

3.1 국내 교육과정 황 분석

재 장애인서비스 문사서 양성과 련된 

교과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국내의 학은 나사

렛 학교 자문헌정보학과가 유일하다. 그러

나 나사렛 학교의 경우, 학과명에서 알 수 있

듯이 시각장애인의 정보서비스 문사서 양성

을 한 교과과정 심으로 강좌를 개설하고 있

다. 김선호(2010)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 소수

의 학 학부 강좌  부분 으로 장애 련법, 

서비스, AT(adaptive technologies), 장애유형 

등에 한 내용을 강의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교육의 이해라든가, 실질 으로 장애인을 이해

하는데 필요한 장애유형별 특성, 장애아 발달 

 심리, 특수교육, 장애인의 생애주기, 장애인

권리 등에 한 내용은 강의하고 있지 않았다.

3.1.1 장애인서비스 련 문헌정보학과 

교과목 황분석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서비스 련 문헌정보

학과 교과과정 황분석을 하여, 2011년도까

지 문헌정보학과의 학부와 학원에 개설된 장

애인서비스 련 강좌 황을 조사하 다. 본 조

사는 국내 40개 문헌정보학과(4년제 학교 33

개교)를 상으로 하 으며, 조사방법은 2012

년 1월 10~13일, 3일에 걸쳐 이들 학과의 학부

와 학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과과정과 개

요를 알아보았다. 조사결과, 학부과정에 교과목

으로 개설하고 있는 학과는 체 학과 에서 

5(%)인 2개 학과에 불과하며, 부분의 학과에

서 장애인서비스 련 강좌는 개설되어 있지 않

았다.

조사 상 학과의 학부과정에 장애 이슈의 교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학과는 <표 1>과 같다. 

학과의 구분 빈도(%)

개설학과 2(5)

비개설학과 31(95)

계 33(100)

  <표 1> 장애인서비스 련 교과목 개설 

학부학과의 수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각장애인서비스 문

교육을 하고 있는 나사렛 학교 자문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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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의 교과과정  장애인서비스와 련된 강

좌는 특수서비스론, 독서치료론, 보조공학 이

해, 특수매체 제작론, 자실습, 수화실습, 자

학개론 등이 있다. 그러나 나사렛 학교 자

문헌정보학과의 교과과정은 시각장애인 정보서

비스 심으로 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심리상태

나 정신  발달과정, 문화 로그램 기획․운  

등에 한 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강좌는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문헌정보학과의 학원 교과과정도 학부와 

마찬가지로 석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27개 

학원의 학과를 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원

의 학 과정에서 장애인서비스 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학과는 하나에 불과했다(<표 2> 

참조).

학과의 구분 빈도(%)

개설학과 1(4)

비개설학과 26(96)

계 27(100)

  <표 2> 장애인서비스 련 교과목 개설 

학원의 수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재 장애인

서비스 련 교과목은 문헌정보학과 학부․

학원 교과과정에서 거의 배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2 장애인서비스 담당사서의 교육 황 

재 국내 도서 에서 장애인서비스를 담당

하고 있는 사서들의 장애인서비스 련 교육 

황을 알아보기 하여 2012년 2월 15~17일, 3

일에 걸쳐 국립 앙도서  사서교육문화과 도

서 장애인서비스과정 교육 담당자와 화 인

터뷰를 하 다. 

모든 종의 직 사서를 상으로 한 도서  

장애인서비스과정은 2010년 처음으로 국립 앙

도서  사서교육문화과에서 실시되었으며, 매

년 수강인원 30명 정도의 규모로 교육을 시행하

고 있다. 교육내용은 장애인도서  서비스 정책

방향, 장애인 정보 리터 체험, 장애인을 한 

도서  력망 구축과 운 , 장애인(시각․청

각)에 한 이해, 정보교류, 체자료의 이해와 

활용, 성공화법(장애인과의 커뮤니 이션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의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강좌  강좌내용을 보강하고 있다. 

교육을 한 교재는 강좌를 맡은 강사들의 원고

를 주최 측에서 편집하여 제공하 다. 2010년의 

경우, 학 도서 에서 근무하는 사서 6명, 문

도서  2명, 국립 앙도서  2명, 공공도서  23

명으로 총 33명의 재 장애인서비스를 시행하

고 있는 사서들이 수강하 다. 

본 과정을 마친 후, 주최 측에서는 이수자들

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총 33명의 

이수자  32명이 설문에 응했으며, 설문은 복

수응답으로 진행되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참가자들 모두 재 도서 장애인서비

스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  장애인서비스 련 교육을 받아본 경험

이 있는 사서는 무했다. 

만족도에 한 질문에서 도서 장애인서비스

과정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수강자의 97%가 만

족한다고 응답하여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 으

며, 교과목과 강사진의 만족도에 한 질문에는 

각각 84%의 만족도를 표시하 다(<표 3> 참조). 

장애인서비스교육에 한 요구사항에 한 

질문에는 시각․청각 장애인에 한 이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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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한 이해), 강좌시간 연장을 요구한 응답

자가 3명(11%)이었다. 이수자  설문에 응한 

10명(30.3%)의 응답자는 장애유형  지 장

애를 추가해  것을 요구하 다. 장애체험, 보

조공학기 이용법 강좌를 요구한 응답자는 각각 

8명(24.2%), 15명(45.4%)으로 나타났다. 체

자료 이해와 활용법 시간 연장을 요구한 응답자

는 12명(36.3)으로 조사되었으며, 장사례 과

정 요구자는 1명, 3명의 응답자가 심화과정을 

개설해  것을 요구하 다(<표 4> 참조).

강 좌/요구사항 명(만족도, %)

도서 장애인서비스과정 31(97)

교과목 27(84)

강사진 27(84)

<표 3> 도서 장애인서비스과정 만족도

요구사항 명(%)

장애인(지체장애, 정신지체, 정서․행동장

애, 증․ 복장애, 자페성장애, 의사소통

자애)에 한 이해(어린이․청소년 포함)

11(3)

지 장애 추가 10(30.3)

장애체험 8(24.2)

보조공학기 이용법 15(45.4)

체자료 이해와 활용법 12(36.3)

장사례 1(3)

심화과정 2(6)

강좌시간 연장 3(11)

  <표 4> 도서 장애인서비스 교육과정의 

요구사항

국립 앙도서  사서교육문화과는 2010년 1

회, 25~30분의 분량으로 장애유형 이해, 체

자료 제작 련 등을 내용하는 총 14시간, 2일 과

정의 사이버교육과정을 개발하 다. 사서교육

문화과는 이번에 개발한 사이버교육 자료를 사

용하여, 2011년 9월부터 소집강의와 사이버강

의를 혼합한 장애인서비스 과정 블 디드 강좌

(blended lesson)를 시행하 다. 2012년 강좌

는 2011년 강좌 후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

로, 강좌내용을 수정 보강하여 시행할 계획

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서비스 

련 교육 수강자들은 새로 개설된 장애인서비스 

련 강좌에 만족하 다. 그러나 장에서 장애

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많은 사서들은 장애

인서비스에 한 문지식이나 교육경험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문헌정보학 역시 학에서 제공하는 교과과정은 

그 분야의 문가 양성에 토 가 되고 있고 앞으

로도 그럴 것이라는 에서 볼 때, 장애인 서비

스 련 교과과정의 개발이 시 하다 할 것이다. 

3.2 공공도서  장애인서비스 황

본 에서는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재 서울

시 공공도서 에서 제공되고 있는 장애인서비

스 황을 악하고 화인터뷰를 통하여 장애

인서비스 제공 시 어려운 과 받고 싶은 교육

에 하여 조사․분석하 다. 

3.2.1 공공도서  장애인 서비스 황

서울시 공공도서  장애인서비스 황 악을 

하여 2012년 1월 국립 앙도서 에서 시행한 

｢2011년 국도서  장애인서비스 황조사｣

 국공공도서  768 을 상으로 조사한 

통계자료  서울시공공도서  해당 통계를 

상으로 재구성하 다(<표 5> 참조). 



48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6권 제3호 2012

이용자 황/서비스 유형 응답 수 있다 없다

장애인서비스 코 (자료실) 104 43.6(42) 56.7(58)

장애인서비스 담 직원수 45 22.2(10) 77.8(35)

도서  장애인 등록회원

시각장애 99 22.2(22) 77.8(77)

청각장애 101 14.1(14) 85.9(87)

지체장애 104 40.4(42) 59.6(62)

기타장애 99 33.3(33) 66.7(66)

장애인코  방문자

시각장애 99 27.3(27) 72.7(72)

청각장애 99 17.2(17) 82.8(82)

지체장애 99 41.4(41) 58.6(58)

기타장애 99 37.4(37) 62.2(62)

시설(건축)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근로 104 83.7(87) 16.3(17)

장애인 용 주차구역 104 74.0(77) 26.0(27)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104 65.4(68) 34.6(36)

장애인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104 79.8(83) 20.2(21)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복도 104 69.2(72) 30.8(32)

장애인용 승강기 104 69.2(72) 30.8(32)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104 25.0(26) 75.0(78)

장애인용 변기 104 83.7(87) 16.3(17)

장애인용 소변기 104 67.3(70) 32.7(34)

장애인용 세면 104 6.35(7) 93.6(97)

근로 자블록 104 71.2(74) 28.8(30)

장애인용 안내 104 51.9(54) 48.1(50)

장애인용 음성 안내장치 104 5.8(6) 94.2(98)

경보피난설비 104 42.3(44) 57.7(60)

시각경보시스템 104 20.2(21) 79.8(83)

독서 보조장비

문서인식 S/W, H/W 104 12.5(13) 87.5(91)

형모니터 104 10.6(10) 89.4(94)

특수키보드 104 10.6(10) 89.4(94)

특수마우스 104 9.6(10) 90.4(94)

입력보조장치 104 3.8(3) 96.2(101)

자세보조장치 104 0.0(0) 100.0(104)

높낮이 조 작업 테이블 104 16.3(17) 83.7(87)

경사각 작업 테이블 104 1.0(1) 99.0(103)

휠체어용 작업테이블 104 12.5(13) 87.5(91)

특수자료 보유 황

자도서 104 39.4(41) 60.6(63)

묵 자혼용 104 14.4(15) 85.6(89)

자라벨도서 104 10.6(11) 89.4(93)

화면해설 상물(DVD) 104 0.8(1) 99.2(103)

수화자막 상물 104 1.0(1) 99.0(103)

수화 상물 104 0.0(0) 100.0(104)

자막 상물 104 2.9(3) 97.1(101)

<표 5> 서울시 공공도서  장애인서비스 황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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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공공도서  장애인 등록회원  

장애인코  방문자 

본 설문에 응답한 서울시 공공도서  104개  

 장애인서비스코  혹은 자료실이 따로 비

되어 있는 도서 은 43.6%인 42개 으로 조사

되었다. 도서  장애인 장애유형별 등록회원 

황을 살펴보면 33개 에 청각장애가 14.1%인 

14명으로 가장 었고, 지체장애가 40.4%로 42

명, 기타 유형의 장애가 33.3%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코  방문자 통계 역

시 지체장애가 41.4%로 41개 , 기타 장애유형

이 37.4%인 37개 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통

계자료에서 볼 때 장애유형  지체장애인이 공

공도서 을 가장 많이 이용하거나 잠재 이용집

단임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부분의 장애인

서비스 련 연구는 시각장애인을 상으로 하

으며, 공공도서  장애인서비스 역시 시각장

애인을 상으로 비해왔다. 그러나 통계자료

에 의하면 공공도서 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시

각장애인보다는 지체장애, 정신지체, 정서․행

동장애, 자폐성 장애가 있는 이용자가 많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체장애, 정신

지체, 정서․행동장애, 자폐성 장애가 있는 이용

자를 상으로 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

며, 이들을 한 서비스를 비해야 할 것이다. 

(2) 장애인용 시설(건축/장비)

재 장애인용 세면  6.35%(7), 장애인용 음

성 안내장치 5.8%(6), 시각경보장치 20.2%(21) 

등의 장애인용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공공도서

이용자 황/서비스 유형 응답 수 있다 없다

특수자료 보유 황

카세트테이 녹음도서 104 14.4(15) 85.6(89)

CD-ROM 녹음도서 104 16.3(17) 83.7(87)

자 자도서 104 0.0(0) 100.0(104)

디지털음성도서(DAISY) 104 4.8(5) 95.2(99)

각도서 104 3.8(4) 96.2(100)

큰 자도서 104 29.8(31) 70.2(73)

쉽게 쓴 책 104 2.9(3) 97.1(101)

보이스아이북 104 1.0(1) 99.0(103)

자료 출서비스

외 출 104 37.5(39) 62.5(65)

방문 출 104 16.3(17) 83.7(87)

우편 출 104 2.9(3) 97.1(101)

택배서비스 104 22.1(23) 77.9(81)

이동도서 104 0.0(0) 100.0(104)

책나래서비스 104 23.1(22) 87.5(78)

이동도서 서비스 104 0.0(0) 100.0(104)

내서비스

면낭독서비스 104 6.7(7) 93.3(97)

수화통역서비스 104 1.0(1) 99.0(103)

정보검색서비스 104 1.9(2) 98.1(102)

녹음서비스 104 7.7(8) 92.3(96)

역서비스 104 12.5(13) 87.5(91)

※ 출처: 국립 앙도서 . 2012. 2011년 국도서  장애인서비스 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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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

한 근로, 장애인용 주차구역, 높이차이가 제

거된 건축물 출입구, 장애인 출입이 가능한 출

입구(문), 장애인통행이 가능한 복도, 장애인용 

승강기, 변기, 소변기, 근로 자블록 등은 

70% 이상의 기 에 비되어 있었다. 그 밖에 

장애인용 안내 은 51.9%(54), 경보피난설비

는 42.3%(44)의 공공도서 에 설비되어 있었

다. 장애인 독서 보조장비 비율은 모두 10% 

내외 으며, 자세보정장치가 비되어 있는 도

서 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공공도서 에서는 공공

시설에 법 으로 설치되도록 지정되어 있는 장

애인을 한 시설은 갖추고 있었으나, 산 소

모가 큰 장비나 시설은 비가 미미한 것을 알 

수 있었다.

(3) 특수자료 보유 황

장애인용 특수자료 보유 황을 보면 묵․

자혼용 도서가 14.4%로 14개 에서 비되어 

있었고, 수화 상물을 비하고 있는 도서 은 

한 곳도 없었다. 공공도서  장애인 등록회원 

황이나 방문자수를 볼 때, 시각장애인의 이용

률은 조했음에 비하여 시각장애인을 한 특

수자료 보유율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공

공도서 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한 황 악

이나 이해가 부족한 채 장애인서비스를 비한 

것으로 생각된다. 

(4) 정보서비스

자료 출서비스는 일반자료를 상으로 이루

어지고 있었으며, 이동도서  서비스를 시행하

고 있는 도서 은 한 곳도 없었다. 한 이용자

가 직  방문하여 이용하는 외 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서 이 37.5%인 39개 으

로 가장 많았다. 인터뷰에 응답한 기   23.1%

인 22개 이 국립 앙도서  장애인지원센터

에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책나래서비스

에 가입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

다. 내서비스 황은 인터뷰에 응답한 기  

 12.5%인 13개 에서 수행하고 있었으며, 그 

밖의 서비스는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상의 조사에서 볼 때, 특수자료 보유 황에

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장애인서비스를 하여 

비한 자료와 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서비

스 유형이 일치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2.2 장애인서비스 담당사서의 요구분석

이상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공공도서 에서

의 장애인서비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

다. 본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 인 장애인서비

스 황을 악하기 하여 93개(문고포함)의 

서울시 공공도서 의 장애인서비스 담당사서를 

상으로 2012년 1월 17~19일, 3일간 화인

터뷰를 실시하 다.

화인터뷰에서 장애인서비스 담당사서에게 

질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월간 장애이용자 방문자수

∙방문자의 장애유형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유형

∙장애인서비스 제공 시 어려운 

∙장애인서비스 제공을 하여 받고 싶은 교

육내용

이상에서 언 한 통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인터뷰 결과 93개의 조사 상 도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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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21.5%)의 공공도서 에서 책나래서비스 서

비스만 제공하고 있었으며, 그 밖의 장애인서비

스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소수의 

공공도서 에서 장애인을 한 서비스에 고군

분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K도서 의 경우 성인의 경우 방문이용자는 1

일, 1~2명에 불과하지만 1일, 2~5명의 하지장

애, 청각장애, 정신지체장애, 자폐 등의 장애가 

있는 어린이․청소년이 도서 을 이용하고 있

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비교  시각장애인

을 한 서비스 비가 잘 되어있는 마포 평생

학습 의 이용을 유도하고 있었으며, 서비스 상

의 어려움으로는 장애인에 한 이해와 커뮤니

이션의 어려움, 담 인력의 부족, 장애인서

비스 련 계속 로그램 부족 등을 꼽았다. 

J도서 은 연  15~16차에 걸쳐 증, 복합

장애인 독서 로그램을 운 하고 있었다. 참여 

인원은 5명 정도이며, 장애유형으로는 자폐성 

장애아동, 정신지체아동, 정서․행동장애아동, 

학습장애아동 등이다. 이 도서 에서는 증․

복합 장애아동을 방문하여 책을 읽어주는 서비

스를 주 1회 시행하고 있는데, 장애아동에 한 

이해와 지 ․정서  발달에 한 이해나 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 다. 

G도서 은 청각장애아와 발달장애아를 상

으로 연  7~8회 책읽어주기 서비스를 시행하

고 있으며, 주변의 특수학교와 결연을 맺고 특

수학교 학생들을 상으로 매주 2시간씩(방학

제외) 장실습 직업체험을 하고 있다. 한 수

시로 장애아들에게 도서  이용교육을 하고 있

었다. 장애아를 상으로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은 역시 장애인에 한 이해와 

이와 련된 내용으로 장애유형별 특성, 장애아

의 정서  특성, 발달정도 이해부족을 언 했다. 

이상에서 인터뷰한 장애인서비스 담당사서

들은 장애인에 한 이해, 장애인 문화 로그램 

운 ․기획에 한 정보가 장애인서비스에 가

장 필요하다고 하 다. 

화인터뷰 조사에서 밝 진 바에 의하면 시

각장애인은 자도서 을 이용하는 경우가 

부분이며, 공공도서 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지

체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이 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한 장애인서비스로는 주로 택배서비

스(책나래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이용 

빈도는 월 1~2회에 불과했고, 이용이 없어 서

비스를 단한 도서 도 있었다. 장애인서비스

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도서 의 경우 

담당사서들은 장애인서비스에 필요한 문지식

이나 기술습득에 한 요구도 거의 없었다.

3.2.3 분석결과  요약

본 연구를 통하여 밝 진 국내 문헌정보학과 

장애인 서비스 교육 황과 공공도서  장애인

서비스 황에 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국내 문헌정보학과 학부․ 학원에는 

장애이슈의 교과목은 거의 개설되어 있지 있다. 

둘째, 통계자료에서 볼 때 공공도서 을 이용

하는 장애인은 시각장애인보다는 지체장애, 정

신지체, 정서․행동장애, 자폐성 장애가 있는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공공도서 에서는 공공기 에 법 으

로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시설은 갖추고 있었으

나, 산 소모가 큰 장비나 시설은 충분한 비

가 되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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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특수자료의 보유 황에 있어서 시행 

인 장애인서비스의 유형이나 방문하는 이용자

의 장애 유형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 재 장애인서비스 담당사서는 장애

인서비스에 한 교육이 무한 상태에서 정보

서비스 제공이나 그 밖의 문화 로그램 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장애인에 한 이

해, 서비스에 필요한 문지식이나 기술 습득, 특

수 자료에 한 문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4. 결론  제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문헌정보학

과의 교과과정에 장애인서비스 련 강좌를 개

설하고 있는 학교나 장애인서비스를 이슈로 하

여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다. 한 장애인서비

스 문사서를 한 계속교육도 기단계에 있

는 실정이며, 공공도서  장애인서비스 역시 활

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서

들이 장애인서비스에 심을 갖기 시작할 뿐 아

니라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공공도

서 에서는 극 으로 장애인서비스를 시행하

고 있었다. 정보 소외계층에 한 사회의 심

이 증가함에 따라 문헌정보학과에서도 장애인

의 정보서비스에 좀 더 극 으로 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장애인서비스 문사서를 

한 교과과정 개발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보이용자에 한 이해가 정보서비스

의 시작이라는 에서 장애인서비스 역시 장애

인에 한 이해가 가장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 한 이해, 이용자 연구 등 유

형별 장애이용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

양한 교과과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서비스의 경우 장애인이 정보를 

습득하는데 필요한 특수 장비와 특수 자료, 장애

인 체자료개발에 한 문지식에 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서비스 문사서의 경우, 다른 

유형의 이용자들을 상으로 정보를 서비스하

는 사서보다 장경험에서 얻은 노하우가 서비

스에 요한 역할을 하므로, 장애인서비스 장

실습과정이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앞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최근 사회복지와 정보취약계층에 한 심도

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장애이용자들의 

사회참여를 도울 수 있는 문화 로그램 기획․

운 , 등의 내용에 한 문 인 지식과 기술

을 습득할 수 있는 교과과정과 계속 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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