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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 증가에 따라 도서관서비스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인 이용자가 처한

특수상황에 맞는 맞춤형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서관장애인서비스 전문사서 교과 과정 모형을 개발하

였다 이를 위하여 도서관장애인서비스 전문사서 교과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인을 선별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의 도서관장애인서비스와 장애인서비스 전문사서 교과과정을 조사 분석하였다· .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도서관장애인서비스를 위한 전문사서 양성 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교과 내용과

교과 과정을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키워드 장애인서비스 장애인서비스 전문 교육 장애인서비스 현황 전문 사서 교과 과정 정보소외 계층: , , , , , 

ABSTRACT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curriculum model for the librarian training courses of disability services

in the LIS curriculum. For this purpose, curriculums for the librarian disability service training courses

in domestic and foreign were researched and analysed. The finally developed curriculum for the librarian

training courses of disability service suggests a comprehensive necessarily share the curriculum content

to be included in training courses for professional librarian library services to disability continued

specialized courses and disability specialized courses.

Keywords: The disabled users servic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curriculum, Disabled service

curriculum,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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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년 전면 개정되고 년 월 일 시행된 도서관법 은 도서관 특히 공공도서관이 2006 2007 4 5 , ｢ ｣

지금까지 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의 제 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항목 내의 조항들은 . < 8 >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모든 

도서관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자료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누구나 공평한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 2007

년 월 일 법률 제 호로 제정되어 년 월 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4 10 8341 2008 4 11 ｢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장애인차별금지법” 은 도서관이 과도한 부담이나 업무수)

행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필요

한 장서 시설 장비 서비스 등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볼 때 공공도, , , . 

서관은 지역 주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기존의 도서관 이용자뿐, 

만 아니라 그동안 서비스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정보소외계층에게도 동등하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장애인서비스를 받아들이는 방법으로는 도서관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 모든 사람에 대해서 

도서관이 대응할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과 모든 이용자에게 평등하게 서비

스를 제공해야한다는 점에 주안을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해 도서관을 이용할 권리를 갖고 있는 . 

이용자에 대해 도서관측이 가진 장애 를 벗어 던지는 것이 장애인서비스의 목표가 되어야 ‘ ’

한다 장애인이용자는 어린이이용자와 마찬가지로 특수이용자로 분류되므로 이들에게 도서. 

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나 어린이와 같은 특수이용자에게 도서관서비스 제

공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사렛대학교를 제외한 우리나라 . 

문헌정보학과의 학부 혹은 대학원 교과 과정에는 도서관장애인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전문 과

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 김혜주 주제전문사서의 경우 탄탄한 주제배경을 갖춘 ( 2012, 46). , 

사서가 최상의 주제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듯이 장애인서비스 역시 이용자의 심리발달 과

정 지적 언어적 행동적 발달 정도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에 대한 전문적이며 폭넓, · · ·

은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최상의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년 발표한 문헌정보학과 장애인서비스 교과 과정에 관한 기초 연구 의 후2012 ｢ ｣

속연구로서 미래의 장애인서비스 전문사서가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익힐 , 

수 있는 도서관장애인서비스 전문사서 교과 과정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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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방법2.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현재 도서관장애인서비스 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교과 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 

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정보학과 도서관장애인서비스 전문사서 교과 과정을 조사 분석한다· .  

둘째 도서관장애인서비스 교과 과정 내용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년 년까지 , 2008 2014 7∼

년간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선정한 국내 도서관장애인서비스 우수 사례를 조사 분석한다· .

셋째 해외 도서관장애인서비스의 현황과 내용을 조사 분석하여 전문적인 도서관장애인, ·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교과내용을 도출한다.  

이론적 배경. Ⅱ

본 장에서는 장애인서비스 전문사서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규정하기 위하여 공공도IFLA �

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공공도서관 선언 영국의 버킹엄셔카운티도서IFLA/UNESO , � � �

관 의 (Buckinghamshire County Library) ‘이용자 헌장’ 등을 검토하였다 . 

도서관장애인서비스 전문사서의 자질1. 

장애인서비스가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되려면 장애인을 배려한 시설 적절하게 선택, 

된 장서 그리고 잘 훈련된 책임 있는 사서가 필요하다 년 출간된 공공도서관 . 2010 IFLA �

서비스 가이드라인 공공도서관선언 버킹엄셔카운티도서관의 , IFLA/UNESCO , � � � ‘이용자헌

장’ 공공도서관선언 추가 퀸즐랜드 주 공공도서관 기준 가이드라인 은 시각 장애, IFLA ( ) , /� � � �

인과 같은 특수 집단에 적합한 유형의 장서개발 및 신체적 지각적 장애가 있는 이용자를 포·

함한 모든 사람에게 도서관이 열려 있음을 확신시켜야 한다고 하였으며 신체 지적장애인 , ·

등 특정 요구가 있는 개인과 집단이 독립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누구

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세계의 관문이 되어 정보의 빈부격차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서 

읽기 쉬운 자료 점자자료 등의 특수자료 특수장비 홍보계획 등 다방면에서 장애인을 배려, , ,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내용을 참고로 하여 도서관에서 전문적인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다

음과 같은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 , 

장애인 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장애인과 관련된 교육 생활 의료 미디어 등의 다양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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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역 전체 장애인의 독서환경을 향상하기 위한 조정자 . , 

역할로서 장애인과 독서에 관련된 다양한 네트워크 조성 자원 봉사자의 양성과 활용 도서관, , 

을 이용하는 비장애 이용자들에게 도서관장애인서비스의 의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일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이용자의 요구 이해 장애유형별 대체자료에 대한 이해와 . , , 

사용법 교육 능력 보조공학기 사용 및 교육 능력을 갖추어할 것이다 넷째 장서개발 능력으, . , 

로 대체자료의 선택과 제작 장애유형 및 연령에 적절한 맞춤형 독서물 개발 등의 업무수행 , 

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은 마케팅 능력으로 모든 유형의 장애이용자와 장애. 

어린이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캠페인 설계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장애인서비스 전문사서 양성의 필요성2. 

장애인서비스 전문사서는 장애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도서나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바깥세상과 장애인을 연결하는 게이트웨이로, 

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 장애인서비스를 담당하고 . 

있는 사서에 대한 특별한 자격이나 교육과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년 연구자가 수행한 . 2012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담당사서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따르면 장애인서비스 수행 시 , 

가장 어려운 점은 장애이용자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상의 조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도서관 현장에서 장애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는 장애인서비스 전문사서로서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식 및 업무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문헌정보학과의 대부분의 . 

교육과정은 비장애인을 주요 봉사대상으로 간주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정보소외계층 중 도서관 이용 시 가장 소외되는 계층

장애인통계 인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 2014)

는 사서와 미래의 사서를 교육시키고 준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국립 장애인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서비스 교육 및 워크샵이나 국립중앙도

서관 사서문화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장애인서비스 과정 등을 통해 현재 장애인서비스 업무를 

맡고 있는 사서들에게 장애인서비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복지에 대한 사. 

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에 대한 요구가 많아질수록 장애인에 대한 사서

의 서비스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더욱 더 중요한 도서관의 사회적 책무가 될 것이다. 

도서관은 장애인에게 도서관의 존재와 기능을 알리고 정보유통 장애를 제거해야 할 중요한 , 

사명이 있다 동시에 도서관은 장애인의 독서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사회기관이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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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서의 확보가 시급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장의 사서와 미래의 사서가 도서관 .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도록 장애인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이며 정기적으로 받

는다면 이들은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도서관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며 장애인 , , 

이용자는 더 이상 정보접근의 어려움으로 겪는 여러 가지 불이익으로부터 해방 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3. 

가 국내 장애인서비스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 

년 도서관법 개정과 년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개소를 전후로 장애인서비2006 2007� �

스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특수이용자에 속하는 장애인이용자에게 도. 

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이나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현재 국내외 문헌정보학계에서 이루어진 장애인서비스 전문사서 양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김선호 는 (2010) ‘장애 이슈에 대한 문헌정보학과의 교육 현황 분석’에서 현재 현장에서 근

무하고 있는 사서 뿐 아니라 미래의 사서에게도 도서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장애 이슈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문헌정보학과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현장의 사서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서도 장애 이슈의 교육을 통해 . 

장애인의 요구와 그들의 정보입수 행위를 규명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장애 이용자의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사서의 경험과 입장을 강화. 

시키기 위하여 장애 관련 교과목 교수의 교과목 개설에 대한 인식도 그리고 그들의 강의 내, 

용을 조사 분석하여 개선된 문헌정보학과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혜주 는 (2012) ‘문헌정보학과 장애인서비스 교과과정에 관한 기초 연구’에서 장애인서비

스 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과 계속교육 과정 모형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 및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이해 국내외 장애인서비스 관련 교과. , 

과정 및 계속 교육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담당사서를 .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하여 장애인서비스 현황과 사서들의 직무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파

악하였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서비스 사서를 위한 교육과정과 재교육 현황 그리고 장. 

애인서비스 사서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장애인서비스 사서 교육과 계속교육 과정 모형개발 방

향을 제시하였다. 

배경재 는 도서관장애인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사서 양성을 위해 장애인서비스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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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문헌정보학계의 관심을 제고하고 각 대학 문헌정보학과에서 장애인서비스 교과과정을 

개설 할 경우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였다 도서관과 장애인서비스 장애인이용자. , 

에 대한 이해 장애인 커뮤니케이션 장애인대체자료에 대한 이해 보조공학기기 활용 도서관, , , , 

장애인서비스의 실제 도서관장애인서비스 시설 및 환경 인적자원 활용 및 유관기관 협력 등 , , 

총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8 . 

그러나 김선호 논문의 경우 (2010)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교육’에 관한 논문이라기보다는 

‘장애이슈’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엄밀히 말하여 논제가 ‘장애인서비스 전문사서 양

성’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외국 장애인서비스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 

는 에서 인증 받은 개의 문헌정보학과의 교과목을 대상으로 장애관련 Carlos(2005) ALA 9

서비스와 교육의 종류와 정도를 조사한 결과 도서관서비스를 AT(Adaptive Technologies) , 

이용하는 장애인 이용자수가 늘어나고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사서의 관심이 높아지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문헌정보학과에서는 아직까지 장애 이슈에 대한 교육이 표준화, 

되지 않았으며 조사대상 학과 모두 장애인 법 서비스 그리고 교육의 개선 및 강화에 , , AT 

동의하고 있음을 밝혔다.

는 문헌정보학과에서 Janet Murray(2010) ADA(the 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장애인서비스와 적응기술에 관한 교육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과거 년 25

동안 문헌정보학 교육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문헌을 검토하고 개의 문헌정보학과 학생과 15

사서에게 인터뷰와 관찰법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응답한 학교들의 . , 

의 졸업생들이 에 관하여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을 받은 사서들이 그렇지 않은 66% ADA ADA

사서들에 비하여 장애인서비스에 더 적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태도변화와 의학과 기술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증가Anna(2008)

하고 있는 장애인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헌정보학과 교과 과정에서 

개설하고 있는 장애인서비스 관련 교과목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인쇄본 출판물에서부터 . , 

데이터베이스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정보자원의 접근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사서

는 장애인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내외 장애인서비스 전문사서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 접근 능력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됨에 따라 장애인. 

의 정보접근의 문제는 사회적 소외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까지 도서관이라는 문화공간은 장애인에게 있어서 매우 낯선 장소이며 도서관 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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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므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공간·

에 대한 두려움도 공존하고 있다 도서관서비스에 있어서도 장애인에게 하는 서비스는 이제. 

까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오던 도서관서비스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서비. 

스 대상에게 적합한 자료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서비스 전문사서 양성에 

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도서관장애인서비스 교과과정 설계. Ⅲ

국내외 문헌정보학과 도서관장애인서비스 교과과정 분석1. 1)

본 절에서는 교과내용 선정을 위하여 교과내용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문헌정보학과

의 장애인서비스 교과과정 현황 파악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관련 문헌 검토하였다 또한 , . 

년 월 일 일에 걸쳐 문헌정보학과 홈페이지와 장애인서비스 관련 교과목이 개2015 5 10 12∼

설되어 있는 해당 학과 관계자와 년 월 일에는 년 국립장애인도서관의 2015 8 7 2014 2015∼

지원으로 시행한 장애인서비스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 대학의 관계자와 전화인터뷰를 실시

하였다.

가 국내 장애인서비스 관련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 조사 분석. ·

년 월 현재 국내 문헌정보학과는 년제 대학교에 개 학과 년제 대학에 개 학2015 5 4 34 , 2 5

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문헌정보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곳은 나사렛대학교와 대구대학교에 , 9

개의 장애인서비스 관련 강좌가 있다 문헌정보학과의 학부과정에 장애인서비스 관련 교과목. 

을 개설하고 있는 학과는 표 과 같다< 1> . 

학과 구분 빈도(%) 개설강좌 수 전체 강좌(%)/ 1,158

개설학과 2(5) 9(0.77)

비개설학과 37(95) 0(0.00)

계 39(100) 9(0.77)

표 문헌정보학과 학부과정 장애인서비스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 1> 

나사렛대학교 점자문헌정보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장애인서비스와 관련된 강좌는 특수서비

1) 본 내용은 년 월 일 일에 걸쳐 조사된 내용이며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가 년 월 일  2012 1 10 13 , 2015 6 5 6∼ ∼

전국 문헌정보학과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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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론 독서치료론 보조공학 이해 특수매체제작론 점자실습 수화실습 점자학개론으, , , 1·2, , , 

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나사렛대학교 점자문헌정보학과는 수화실습을 제외한 모든 강좌가 시. 

각장애인서비스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심리상태나 정신적 발달과정 문화프로그램 , , 

기획 운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강좌는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대구대학교 · . 

학부과정에는 독서장애치료와 특수봉사가 개설되어 있었다 인천대학교의 경우 년 개. , 2011

설되었던 장애인서비스 관련 과목으로 보이는 특수봉사 강좌는 조사 결과 년 월 현재 2015 5

개설되지 않은 강좌로 밝혀졌다 다음의 표 는 년 월 현재 개 대학 문헌정보학과 . < 2> 2015 5 2 

학부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장애인서비스 관련 교과목과 교과내용을 보여주는 것이다. 

개설대학 학년 구분 시수 과목명 교과내용

나사렛

대학교

1 전선 3 점자학개론 점자의 배경 및 역사 등 점자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을 학습한다.

2 전필 3 특수매체제작론1

장애인이 이용하는 특수 매체의 수집 정리 이용 보관 등에 대한 , , , 

이론과 실제를 배운다 특히 점자도서 촉각도서 큰 글자 도서의 특. , , 

징과 제작과정을 배우고 실습을 통해 직접 제작한다. 

2 전선 3 수화실습
청각장애인의 주요 의사소통 도구인 수화에 관한 이론교육 및 수화

실습을 통하여 수화를 습득한다.

2 전선 3 점자실습
점자의 발전 및 중요성을 익히며 ‘점역교정사’자격증 취득에 대한 

동기부여를 한다.

3 전필 3 특수정보서비스론
시각 청각 지체 정신장애인과 병원 양로원 교도소 군대 등 특수, , , , , , 

기관 이용자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다룬다.

4 전선 3 보조공학이해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정보습득을 돕는 보조공학기에 대한 이론과 

지식을 학습한다.

4 전선 3 특수매체제작론2
음성도서의 특징을 배우고 제작과정을 습득하여 디지털 음성도서

의 편집 제작 능력을 배양한다(DAISY) · .

대구

대학교

3 전선 3 특수봉사

도서관의 특수봉사대상 중의 하나인 정보소외계층 특히 장애인과 , 

노인의 정보욕구 및 정보입수행위 등에 관한 이론과 조사 및 분석

기법 등을 학습하고 관련 지식을 제고한다. 

4 전선 3 독서장애치료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

한 이해와 치료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표 장애인서비스 관련 교과목 및 교과내용< 2> 

문헌정보학과에 석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개 대학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서비스 관· 28

련 교과목의 개설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장애인서비스 관련 교과. 

목을 개설하고 있는 학과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 3>).

학과의 구분 빈도(%)

개설학과 0(0)

비개설학과 28(100)

계 28(100)

표 장애인서비스 관련 교과목 개설 대학원의 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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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애인도서관은 년에 걸쳐 교재와 강사를 지원하여 건국대학교 경북대2014 2015 , ∼

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상명대학교 중앙대학교 등 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서 학년을 대, , , 5 3

상으로 장애인서비스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다음의 표 는 장애인서비스 특강을 실. < 4>

시한 대학의 강의 내용과 시간 등을 정리한 표이다. 

대 학 강의 내용 및 형식 강의 대상 강좌 시간 수

건국대학교 점자도서관 실무자 강의 학년3 강좌 주1 (1 )

경북대학교 장애인서비스 특강 학년3 강좌 주1 (1 )

동덕여자대학교 청각장애 특수보조기구, 학년3 강좌 주2 (2 )

상명대학교 학술대회  장애인서비스 주제 발표 학년3 시간 1

중앙대학교
장애인도서관 견학 장애인에 대한 기본자세 대체자료 보조공학기 경험, , , , 

수화 및 점자체험 
학년3 강좌 주4 (4 )

표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 장애인서비스 특강 내용< 4> 

이상의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국내 문헌정보학과에서 개설되어 있는 장애인, 

서비스 관련 강좌로는 장애인서비스 전문 교과 영역 선정을 위한 기준 설정에 어려움이 있어, 

년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개발한 도서관장애인서비스 교육 교재인 도서관장애인서비2014 �

스의 이해 를 검토하였다 본 교재를 각 장별로 살펴보면 장 도서관과 장애인서비스는 도서. , 1�

관과 장애인서비스의 개괄적 이해를 위해 도서관장애인서비스의 필요성 및 개념 이념적 기, 

초 법적 기초를 설명하였으며 장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이해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개념, , 2 , 

유형별 장애특성을 소개하여 장애 유형별 특성 이해와 장애유형별로 고려해야 할 도서관서비

스 요소를 규명하였다 장은 장애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내용으로 장애인과 의사소통에 필. 3

요한 점자와 수화를 소개하고 있다 장 장애인대체자료에 대한 이해로 대체자료를 전자유형. 4

과 비전자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대체자료 종류별로 특성 및 활용법을 소개하였다 장 보조. 5

공학기기 활용에서는 시각장애인 청각 언어장애인 지체 뇌병변장애인을 중심으로 하여 , · , ·

도서관에서 독서 및 정보탐색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독서보조기기를 장애 유형별로 소개하

고 그 활용법을 안내하였다 장 도서관장애인서비스 실제는 도서관장애인서비스를 참고정. 6

보서비스와 교육 문화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자세히 다루고 장애 유형별로 장애· , 

인서비스 제공 시 고려사항 및 서비스 사례를 제시하였다 장 도서관장애인서비스 시설 및 . 7

환경에서는 정보자원 현황 정보자원 관련 지침 장서관리정책 장애인을 위한 공간구성 및 , , , 

시설 계획을 위한 설치기준 현황 사례를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장 인적자원 활용 및 유, , . 8

관기관 협력에서는 적절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운영하기 위한 고려사항

을 제시하였다 다음의 표 는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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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목 교과내용

도서관과 장애인서비스�

도서관장애인서비스의 필요성 및 개념�

도서관장애인서비스의 이념적 기초�

도서관장애인서비스의 법적 기초�

장애인이용자에 대한 이해�

장애인의 정의 및 유형�

신체적 장애인에 대한 이해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 , �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이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 �

장애인커뮤니케이션�

시각장애인과의 소통 점자( )�

청각장애인과의 소통 수화( )�

장애인 대체자료에 대한 이해� 대체자료의 개념 종류 유형별 활용법 전자유형 비전자유형, , : , �

보조공학기기 활용�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보조공학기기의 종류�

장애유형별 독서보조기기 소개 및 활용법�

도서관장애인서비스의 실제�

도서관장애인서비스의 이해�

시각장애인 도서관서비스�

청각장애인 도서관서비스�

지체장애인 도서관서비스�

발달장애인도서관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통합형 도서관서비스�

도서관장애인서비스 시설 및 환경�

정보자원관리�

공간구성 및 시설�

인적자원 활용 및 유관기관 협력�

인적자원의 운용�

자원봉사자 활용�

유관기관 협력 유형과 사례�

표 도서관장애인서비스의 이해 내용 요약< 5> �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개의 문헌정보학과에 개설된 강좌 국립장애인도서관 지2 , 

원 장애인서비스 특강 및 장애인서비스 교육 교재에서 중복된 주제를 빈도순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 과 같다< 6> .

현재 개설된 강좌 장애인서비스 특강 장애인서비스 교육 교재 중복주제 빈도

점자학개론�

수화실습 점자실습/�

특수매체제작론1�

특수매체제작론2�

보조공학이해�

특수정보서비스론�

특수봉사�

독서장애치료�

점자도서관 실무자 강의 �

장애인서비스 특강�

청각장애 특수보조 기구, �

학술대회 장애인서비스�

주제 발표

장애인도서관 견학, �

장애인에 대한 기본 자세, 

대체자료 보조 공학기 경험, , 

수화 및 점자체험 

장애인커뮤니케이션: �

수화 점자, 

장애인이용자에 대한 이해�

장애인 대체자료에 대한 이해�

보조공학기기 활용�

도서관장애인 서비스의 실제�

인적자원 활용 및 유관기관�

협력  

도서관장애인 서비스 시설 �

및 환경

도서관과 장애인 서비스�

도서관장애인서비스 특수1. : 

정보서비스론 특수봉사, (5) 

점자2. (4)

특수매체 대체자료3. : (4)

보조공학기4. (3)

수화5. (3)

장애인이용자에 대한 6. 

이해(3)

인적자원 활용 및 유기관 7. 

협력(1) 

도서관장애인서비스 시설 8. 

및 환경(1)

독서장애치료9. (1)

표 현행 장애인서비스 개설 강좌와 교육 교재내용< 6> 



도서관장애인서비스 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문헌정보학 교과 과정 안 개발에 관한 연구( )   11

- 335 -

나 해외 문헌정보학과 도서관장애인서비스 교과과정 조사 분석. ·

해외 문헌정보학과의 홈페이지를 분석하여 장애인서비스 관련 개설 강좌 현황을 파악하여 

도서관장애인서비스 교과과정 안 의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려 했으나 홈페이지에서 얻을 ( )

수 있는 정보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는 해외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의 대학을 선정하여 년도 문헌정보, , , 2015

학 교과과정 중 장애인서비스 관련 강좌 개설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 · . 

선정기준은 미국대학의 경우 US News Education Grad School(library and information 

이 평가한 미국 내 문헌정보학과 순위 위 내에 있는 대학 캐나다는 박사과Studies, 2015) 20 , 

정이 개설된 개 대학 호주와 영국은 급 논문을 검색하여 최근 년간4 , SSCI 5 (2010 2015) ∼

가장 논문을 많이 발표한 대학을 선정 기준으로 하여 총 개 대학을 선정하였다28 . 

조사 결과 도서관 정보센터경영학 영역에 다음과 같은 과목명으로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 ·

개교 불과했다 다음의 표 은 장애 관련 교과목이다3 . < 7> . 

과목명 동일 과목명 채택 학교 수

특수계층 정보서비스�

(Information Services 

for Specific Populations)

Literacy and Services to Underserved Populations: �

Issues and Responses

Seminar in Information Resources and Services for �

Special Clienteles

3

표 해외 문헌정보학과 장애 관련 교과목 현황< 7> 

문헌연구를 살펴보면 는 에서 인증 받은 개의 문헌정보학과의 교과목, Carlos(2004) ALA 9

을 대상으로 장애관련 서비스 에 대한 교육의 종류와 정도를 조사한 결과 다음의 표 , AT < 8>

과 같은 교과목에서 장애 이슈에 관한 내용을 강의하고 있었다 연구 결과 도서관서비스를 . , 

이용하는 장애 이용자수가 늘어나고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사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문헌정보학과에서는 아직까지 장애 이슈에 대한 교육이 표준화되지 

학교명 과목명 내용

Dominica University Planing and Equipping Libraries� 에 따른 도서관 설계ADA

Indiana University Library Automation�

접근 가능한 자동화 도서관시스템의 

구축

State University of N.Y. Albany Computing and Disability� 웹 접근성

the University of Maryland 
Building the Human �

-Computer Interface
서비스

the University of kentucky
Information Policy and�

Technology Regulation
서비스

San Jose State University Reference and Information Services� 서비스

표 대학별 장애 이슈 강의 교과목 및 내용<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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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며 조사대상 학과 모두 장애인 법 서비스 그리고 교육의 개선 및 강화에 동의하, , AT 

고 있음이 밝혀졌다.

은 에서 인증 받은 개의 문헌정보학과 프로그램 중에서 개의 프Walling(2004) ALA 55 336

로그램을 대상으로 와 관련된 교육 서비스ADA(the 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 , 

에 관한 강의 내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는 개 학과의 AT(adaptive technologies) . ADA 30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서비스는 개 학과의 프로그램에서 는 개 학과의 프로그램에서 , 31 , AT 25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장애 관련 교과목을 제시하였다 표 (< 9>).

구 분 영 역 과목명 

전공

필수
와 서비스ADA

Manage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Reference and Information Services�

Introduction to the Information Professions�

Information Professions�

Fundamental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Understanding Information�

전공

필수 
AT

Founda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Facilities�

Manage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전공

선택 
와 서비스ADA

Information Transfer Among Special Population�

Interface Design�

Public Librarie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Administration of Public Library Work with Children�

Human Resources Management �

Research for SLMCs�

Government Information Sources�

전공

선택 
와 서비스ADA

Materials and Services for Adults�

Public Relations for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Web site Development and Administration�

전공

선택 
AT

System Analysis and Design�

Design of Automated Systems�

Public Libraries�

Academic Libraries�

Children's Literature�

Library Programs for Children�

Internet/Web Page Design�

Demonstrations in courses at the request of the instructor�

표 장애 관련 교과목< 9>

이상의 연구를 볼 때 교과명칭에 장애인서비스임을 나타내고 있는 강좌는 강좌에 불과했, 3

으나 와 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개의 강좌에서 장애인서비스 관련 Carlos Walling 33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국외 문헌정보학과 장애인서비스 개설 강좌 조사와 문헌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장애

인서비스 교육내용을 종합하면 다음의 표 과 같다<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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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os(2004)
해외 문헌정보학과

개설 강좌
Walling(2005)

개설 빈도순 

강좌내용

Planing & �

Equipping 

Libraries

에 따른 (ADA

도서관 설계)

Library Automation�  

접근 가능한 자동화 (

도서관 시스템의 구축)

Computing & �

웹 접근성Disability( )

Building the �

Human-Computer 

서비스Interface( )

Information Policy�  

& Technology 

서비스Regulation( )

 

Reference & �

Information 

서비스Services( )

Information �

Services for 

Specific Population

특수계층 정보서비스( )

Management of Library and �

Information Services

Reference and Information �

Services

Introduction to the Information �

Professions

Information Professions�

Fundamentals of Library and �

Information Science  

Understanding Information�

Foundations of Information �

Technology Facilities

Management of Library and �

Information Services

Information Transfer Among �

Special Population

Interface Design�

Public Librarie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Administration of Public Library �

Work with Children 

Human Resources Management �

Research for SLMCs�

Government Information �

Sources

Materials and Services for �

Adults

Public Relations for Libraries �

and Information Centers

Web site Development and �

Administration

System Analysis and Design�

Design of Automated Systems�

Public Libraries�

Academic Libraries�

Children's Literature�

Library Programs for Children�

Internet/Web Page Design�

Demonstrations in courses at �

the request of the instructor   

1. Computing & 

Disability(6) 

2. Information 

Services(5) 

3. Children’s 

services(3)

4. Information 

Professions(2)

5. Building & 

Facilities(2)

6. Library 

Automation(2)

7. Information Policy & 

Technology 

Regulation(1)

8. Information Transfer 

Among Special 

Population(1)

9. Materials and Services 

for Adults(1)

10. Demonstrations in 

courses at the 

request of the 

instructor(1) 

11. Public Relations for 

Libraries & 

Information Centers 

12. Academic Libraries

13. Understanding 

Information

표 국외 문헌정보학과 장애인서비스 개설 강좌 및 문헌 연구< 10> 

이상에서 살펴본 국내외 문헌정보학과 장애인서비스 강좌와 국내 장애인서비스 교육 교재의 

내용 그리고 국외 문헌정보학과 장애인서비스 개설 강좌 및 문헌 연구에서 회 이상 나타난 주, 2

제는 도서관장애인서비스 특수정보서비스Computing & Disability, Information Services, : 

론 특수봉사, , Children’ 점자 특수매체 대체자료s services, , : , Information Professions, 

보조공학기 수화이다 표 Building & Facilities, Library Automation, ,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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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강좌 및 문헌내용 빈도 
국내 강좌 

및 교육내용 빈도 
빈도순위

 1. Computing & Disability(6) 

 2. Information Services(5) 

 3. Children’s services(3)

 4. Information Professions(2)

 5. Building & Facilities(2)

 6. Library Automation(2)

 7. Information Policy & 

Technology Regulation(1)

 8. Information Transfer Among 

Special Population(1) 

 9. Materials and Services for 

Adults(1)

10. Demonstrations in courses at 

there quest of the instructor(1)

11. Public Relations for Libraries 

& Information Centers(1) 

12. Academic Libraries(1)

13. Understanding Information(1)

도서관장애인서비스1. : 

특수정보서비스론, 

특수봉사(4)

점자2. (3)

특수매체 대체자료3. : (3)

보조공학기4. (2)

수화5. (2)

인적자원 활용 및 유관 6. 

기관협력(1)

도서관장애인서비스 시설 7. 

및 환경(1)

독서장애치료8. (1)

장애인이용자에 대한 9. 

이해(1)

1. Computing & Disability 

2. Information Services

도서관장애인서비스 특수정보서비스론3. : , 

특수봉사 

4. Children’ 점자 특수매체s services, : 

대체자료

5. Information Professions, Building & 

보조 Facilities, Library Automation, 

공학기 수화, 

6. Information Policy & Technology 

Regulation, Information Transfer 

Among Special Population, Materials 

and Services for Adults, 

Demonstrations in courses at there 

quest of the instructor, Public 

Relations for Libraries & Information 

Centers Academic Libraries, 

Understanding Information, 

인적자원 활용 및 유관기관협력, 

도서관장애 인서비스 시설 및 환경 독서 , 

장애치료 장애인이용자에 대한 이해, 

표 국내외 빈도순 강좌 및 교육내용< 11>

다 도서관장애인서비스 관련 전문가와의 인터뷰 분석. 

이상의 빈도 분석결과의 주제를 포괄하는 교과 영역 설정에 있어서 실무적 토대를 마련하

기 위하여 년 월 일 서울시 공공도서관 중 년도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2015 8 6 2008 2014∼

장애인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개 개관의 장애인서비스 담당사서와 장애인서비스 관련 4

프로젝트 및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많은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 문헌정보학과 교수진과 전

화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실문적 토대 마련을 위한 전화인터뷰에서는 총 개의 질문을 하였는. 4

데 질문 는 질문 를 답한 이유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장애인서비스를 수행, , , ① ② ③ ④

하고 있는 사서들에게만 수행하였으며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서비스 수행 시 어려운 점 원인/① 

장애인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 경험유무② 

장애인서비스 수행 시 필요한 교과 원하는 교과( )③ 

문헌정보학 학부과정에 장애인서비스 강좌 개설 시 추천 교과 영역④ 

인터뷰에 응한 장애인 담당사서들이 수행한 서비스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으로 서비스 수·

행 시 어려웠던 점으로는 서비스대상의 능력차이 장애인 전문 독서 강사 섭외 봉사자 인력 , , 

확보 장애커뮤니티 장애 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 및 편견 예산부족 등을 들었다 이러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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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의 가장 큰 원인 역시 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 및 편견이었으며 그 이유는 응답자 모, 

두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교육의 부재’라고 하였다 질문 는 설문에 응답한 사서 모두 경험. ②

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장애인서비스를 처음 수행해 본 사서들도 상당수 있었다 질문 에 , . ③

대한 대답 역시 장애커뮤니티 유형별 장애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장애인서비스 · ·

확대 시 필요한 장애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특수자료 보조공학기기 장애어린이서비스 등에 , , , 

관한 강좌를 요구하였다 질문 에 대하여 교수는 도서관장애인서비스 원론 장애인 정보. P1 , ④

서비스 장애인커뮤니케이션 장애어린이서비스를 추천하였으며 교수는 도서관장애인서, , , P2 

비스 원론 웹 접근성 및 멀티미디어 장애인커뮤니케이션 특수자료 및 보조공학기 장애어린, , , , 

이서비스를 교과 영역으로 추천하였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표이다 표 . (< 12>).

질문  응 답 A B C D P1 P2

①

서비스 대상의 능력차이� O X O X - -

인력 확보 강사 자원봉사자 등( , )� O O O O - -

장애 장애인 장애커뮤니티에 대한 이해부족 및 편견· ·� O O O O - -

예산부족� O O O O - -

② 장애인서비스 교육 경험 유 무( · )� X X X X - -

③

장애 장애인 장애커뮤니티에 대한 이해· ·� O O O O O O

장애인 커뮤니케이션� O O O O O O

특수자료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이해·� O O O O O O

장애어린이서비스� O O O O O O

④

장애인서비스 원론� O O O O O O

장애인 정보서비스� X X O O O X

장애인 커뮤니케이션� O O O O O O

장애어린이서비스� O O O O O O

웹 접근성 및 멀티미디어� O O X X X O

특수자료 및 보조공학기� O O X X X O

표 장애인서비스 담당사서 및 교수진 인터뷰 결과< 12> 

이상의 표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명의 응답자가 질문 에 공통적으로 답한 내< 12> 6 , ③ ④

용은 다음과 같다 질문 은 장애 장애인 장애커뮤니티에 대한 이해 장애인커뮤니케이션. · · , , ③

특수자료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이해 유형별 장애어린이서비스이다 질문 는 장애인서비· , . ④

스 원론 장애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조사 되었다, .

연구자는 이상의 결과에 따라 도서관장애인서비스 교과 영역을 장애인서비스 원론 장애인 , 

정보서비스 장애인 커뮤니케이션 점자 수화 장애어린이서비스의 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 · ), 4 . 

라 국내외 도서관장애인서비스 사례 분석. 

도서관장애인서비스 교과목 중 핵심과목으로 지정할 내용선정을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

에서 선정한 국내 도서관장애인서비스 우수도서관과 해외 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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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료를 바탕으로 질적 통계 프로그램인 을 사용하여 각 서비스에 노드를 부여한 , Nvivo10

후 반복되는 서비스를 도출하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교과 영역과 해당 서비스를 매치하였다.

각 영역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서비스는 웹 인터넷 검색 서비스 수화통역서비스 문화( ) , , ·

대체자료 대출서비스이다 표 (< 13>).

교과 영역 서비스 항목 빈도 빈도순위

정보서비스

웹 인터넷 검색 서비스( ) 109 7

멀티미디어 영화 열람서비스· 100 9

온라인자료 검색서비스 93 10

이용자정보제공서비스 102 8

일상 개인정보지원서비스 45 23

도서관 이용 체험 견학서비스· · 56 18

참고정보 레퍼런스 서비스( ) 88 12

각종 카탈로그 서비스 41 24

전화제공 신문정보서비스 32 26

도시정보안내서비스 25 28

잡지기사색인서비스 23 29

시사정보제공서비스 18 30

복지관계기관지 정보제공시설정보서비스· 7 34

이동도서관서비스 74 15

정보대리검색서비스 66 16

장애인커뮤니케이션 

점자 수화( · )

수화통역서비스 80 13

점자 녹음도서 목록제공서비스· 51 21

장애어린이서비스
문화 교육프로그램 음악 미술 독서 등등 · : , , 139 5

멀티미디어 영화 열람서비스· 100 9

도서관장애인

서비스 원론

자막 수화비디오 대출서비스· /DVD 145 3

인쇄도서 열람 대출 서비스· 76 14

우편대출서비스 49 22

상호대차서비스 38 25

도서관자료복사서비스 15 31

지역사회기관 연계서비스 140 4

장애인상담서비스 54 20

대체자료대출서비스 240 1

도서관장애인

서비스 원론

대체자료 제작서비스 166 2

대체자료 개인 맞춤서비스 90 11

포맷전환서비스 62 17

라디오도서서비스 10 33

보조공학기기 대여서비스 116 6

보조공학기기 지원서비스 31 27

특수 장비 대여서비스 55 19

특수 장비 수리서비스 10 32

표 국내외 장애인서비스 분석 결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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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장애인서비스 교과과정 모형개발2. 

가 교과목 및 내용. 

본 연구의 최종 교과내용 선정에 있어서 아래의 표 는 국내외에서 수행 중인 장애인< 14>

서비스의 빈도를 조사한 것이므로 시설 설비 장애인서비스 관련법 장애 장애인에 대한 · , , ·

이해 등의 관리적 측면이나 장애인서비스에 관한 일반이론에 관한 주제 도출이 불가능하여 

이상의 에서 수행한 전문가 집단의 전화인터뷰와 을 사용하여 도출한 서비3.1, 3) NVivo10

스 항목의 빈도순위에 따라 구분한 기초 심화 과정의 교과내용이다 서비스빈도가 높다는 것, . 

은 많은 도서관에서 같은 서비스를 수행한다는 의미이고 이용자가 선호하는 서비스임을 의미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서비스를 원하는 미래의 사서라면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총 . 

개의 서비스 항목 중 서비스빈도가 높은 순서로 장애인전문서비스 사서의 기초과정에 편34 

성하고 장애유형이나 특수자료 장비 이용에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원할 경우 선택할 수 , 

있도록 심화과정을 선정하였다 표 (< 14>). 

나 기초과정 교과목 및 내용 구성. 

기초과정의 교과목은 ‘도서관장애인서비스 원론’이며, ‘도서관장애인서비스’, ‘특수매체 대(

체자료서비스)’, ‘보조공학기’, ‘시설 설비 및 관련 법규· ’의 네 분야로 나누어 전문적인 장애

인서비스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교과목 구분 교과내용

도서관장애인

서비스원론 
기초

도서관장애인서비스・

장애 장애인에 대한 이해- ·

장애인서비스 전문사서의 전문성 및 역할- 

장애관련 법률 장애인서비스 관련 규정 및 장애인 관련법 이해 시설 설비 관련법- : , ·

장애인복지의 이해・

인력관리 자원봉사자 운영 및 관리- : 

장애인자료실의 운영 및 관리・

특수매체 대체자료서비스( )・

대체자료대출서비스 시 청각- ( · ) 

대체자료 제작 개인 맞춤서비스- /

라디오도서서비스・

멀티미디어 영화 열람서비스- ·

보조공학기 수리 제작 대여 이용법/ / /・

정보서비스・

각종 찾아가는 서비스 우편 택배 포함- ( · )

장애인 상담 정보제공서비스- /

생활정보대리검색서비스- 

잡지기사색인서비스-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점자 녹음도서목록제공서비스- ·

표 장애인서비스 전문 교과 과정 모형 안<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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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장애인서비스 ① 

장애인서비스 전문사서에 대한 정의 및 전문성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장애인서비스 전문사

서의 자질 역량 전문성 역할 장애인에 대한 이해 유형별 장애인 아 의 발달 및 심리 유형별 , , , , ( ( ) , 

장애인의 특성 장애인 정보소외계층 서비스 관련 규정 장애인 관련 법규 그리고 장애인복지), ( ) , 

의 이해 자원봉사자 운영 및 관리 장애인자료실의 운영 및 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 .

특수매체 대체자료서비스( )② 

‘특수매체’는 시 청각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에 관한 내용으로 대체자료대출서비스 대· , 

체자료 제작서비스 대체자료 개인 맞춤서비스 라디오도서서비스 멀티미디어 영화 열람서, , , ·

비스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보조공학기③ 

‘보조공학기’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며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수자

료 제공과 보조공학기 이용법을 목적으로 장애인유형별 대체자료와 보조공학기에 관한 내용

으로 구성한다. 

정보서비스④ 

장애인서비스의 특성 장애인상담 정보제공서비스 이동도서관서비스 각종 찾아가는 서비, / , , 

스 우편 택배서비스 정보대리검색서비스 잡지기사색인서비스 라디오도서서비스 문화프, · , , , , 

로그램 개발 및 평가 등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정보서비스 심화

웹 인터넷 검색 서비스( )・

온라인자료 검색서비스 온라인 정보제공서비스( )・

이용자정보제공서비스・

멀티미디어 영화 열람서비스·・

도서관 이용 체험 견학서비스· ·・

참고정보 레퍼런스 서비스( )・

각종 카탈로그 서비스・

전화제공 신문정보서비스・

도시정보안내서비스・

잡지기사색인서비스・

시사정보제공서비스・

복지관계기관지 정보제공시설정보서비스·・

생활 의료정보원 안내서비스·・

도서관자료복사서비스・

장애인커뮤니케이션

점자 수화( · )
심화

시각장애인과의 소통 점자( )・

청각장애인과의 소통 수화( )・

장애어린이 청소년·

서비스
심화

유형별 장애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이해·・

문화 교육프로그램 음악 미술 독서 프로그램 스토리텔링 독서지도 문학치유 수화강· : , , , , , , ・

좌 점자강좌 각종강의 문학세미나 전시 공연 포맷전환서비스, , · , · , 

멀티미디어 영화 열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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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화과정 교과목 및 내용 구성. 

심화과정의 교과목은 ‘정보서비스’, ‘장애인커뮤니케이션’, ‘장애어린이 청소년서비스· ’로 

나누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서비스 전문사서 교육을 위한 심화적인 교과내용으

로 구성한다.

정보서비스 ① 

‘정보서비스’는 도서관장애인서비스의 핵심 영역으로 보다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장애인서

비스를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이에 필요한 참고정보서비스 생활 의료정보원 안내서비스 등, ·

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장애인커뮤니케이션② 

‘장애인커뮤니케이션’은 시각장애인과의 소통 점자 청각장애인과의 소통 수화 점자( ), ( ), ·

녹음도서목록제공서비스의 교과내용으로 구성한다.

장애어린이 청소년서비스·③ 

‘장애어린이 청소년서비스· ’는 음악 미술 독서 등등 프로그램스토리텔링 독서지도 문학, , , , 

치유 수화강좌 점자 익히기 미술 공예 음악 악기 노래 강좌 각종 강의 문학세미나 전, , , · , ( , ) , · , 

시 공연 멀티미디어 영화 열람서비스 포맷전환서비스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 · , .

결론 및 제언. Ⅳ

결론1.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서비스 전문사서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모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

여 문헌연구 및 이론 분석 설문조사 국내외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 국내외 도서관장애인서, , , 

비스를 분석하였다 장애인서비스 전문사서 교육과정 모형은 도서관장애인서비스 특수매체. , , 

웹 접근성 및 도서관자동화 특수봉사 보조공학기의 이해 장애어린이 청소년서비스 장애, , , · , 

인커뮤니케이션 정보서비스의 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교육과정 교과목 및 내용 선정에 관, 8 , , 

한 모형 안 을 제시하였다( ) . 

첫째 교육과정은 ,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고 교육대상은 도서관장애인서비스 , 

전문사서를 목표로 공부하는 문헌정보학과 학생으로 하였다 심화과정은 기초과정을 수강하. 

고 좀 더 전문적인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미래의 장애인서비스 전문가를 교육대상

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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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과목 선정에서 기초과정을 위한 교과목으로는 도서관장애인서비스 특수매체 웹 , , , 

접근성 및 도서관자동화 특수봉사로 구성하였다 심화과정의 경우는 보조공학기의 이해 장, . , 

애어린이 청소년서비스 장애인커뮤니케이션 정보서비스로 편성하였다· , , . 

제언 및 향후 연구2. 

이제까지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도서관장애인서비스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

진바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정보화되어 가고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 

수록 사회약자이며 정보소외계층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의 정보접근성도 더욱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학부생의 학위 취득을 위한 졸업 학점 수가 줄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

인서비스를 위한 교과 과정을 개설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전공필. 

수 과정은 아니라도 장애인서비스 기초과정은 학년 선택과목으로 심화과정은 학년이나 대3 , 4

학원 과정에 세미나 형식으로 개설하여 미래의 사서들이 앞으로 도래할 복지사회에서 장애인

에게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장애인서비스 교과과정의 모형을 제안함으로서 도서관장애인서비스

에 관심을 갖고 있는 예비사서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전문적인 도서관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전된 교과

과정의 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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