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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감정 , 심리  상처와 문제를 독자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독서치료는 일반 으로 일반인(비장애인)을 
상으로 책(치유서)을 이용하여 진행되는 자가치료법이다. 일반인과 다르게 장애인은 책이 아닌 체자료를 이용하

여 독서치료를 실시한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소외감, 불안감 등 여러 심리 인 상처를 받거나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게 된다. 장애인의 독서치료의 필요성에 해 인식하여 장애인도서 에서 각종 로그램을 개발  진행 에 
있지만, 아직 활성화 단계라고 볼 수 없다. 독서치료를 실시하기 해서는 독서치료를 한 자료에의 근을 도와주는 
독서치료 목록이 우선 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부분 일반인을 한 것으로 장애인을 
한 독서치료 체자료 목록, 혹은 병리증상 혹은 상황에 따라 카테고리화된 체자료 목록은 별도로 개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한 독서치료의 활성화를 한 일환으로, 장애인을 한 독서치료와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필요성에 해 살펴보고, 장애인의 독서치료를 한 체자료의 황,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의 
독서치료를 한 체자료 개발 방안에 해 제안한다.

ABSTRACT
Generally, Bibliotherapy is aimed to cure the emotional or psychological wounds by using books 

for common users as self-treatment. But, Bibliotherapy for disabled people is carried out by alternative 
formats instead of a book. In library for the disabled, it is developing various bibliotherapy programs, 
but not yet activated. In order to carry out bibliotherap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bibliotherapy 
catalog preferentially. However, most Bibliotherapy catalogs are created for the common users, not 
for disabled people specially. How to make the special catalog for disabled people and catalog of 
alternative formats according to pathological symptom or situation is still a big problem. Basing 
on this premise, the author examined the necessity of bibliotherapy catalog for disabled people, 
and the present situation of alternative materials for the bibliotherapy. And then, the author proposes 
plans of bibliotherapy for how to build the bibliotherapy for disable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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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변하는 사회와 가정에서 인들은 끊임

없는 경쟁, 각종 차별, 스트 스와 사고 등으로 

 지쳐가고 있다. 몸은 물론 마음까지 지쳐

있던 사람들은 차 자신의 감정, 정신건강, 심

리상처 등에 해 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

와 같은 심은 정신건강 치료법의 개발, 확산,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로 이어졌다. 

정신건강 치료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사

람들은 ‘자가치료’에 차 심을 가지기 시작

했다. ‘자가치료’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독

자 스스로 악한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

법으로,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근할 수 있는 

자가치료법은 책을 매체로 이용하여 치료를 진

행하는 “독서치료"가 있다(백재은 2015). 다시 

말해, 독서치료는 독서치료 참여자가 책을 선정

하고 읽으면서,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여 

치료에 도달하는 자가독서치료법이다(원동연, 

유혜숙, 유동  2013). 독서치료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필수 이고 요한 구성요소는 상자

(혹은 참여자), 독서행  그리고 치료를 도와주

는 도구인 치유서이다. 

일반 으로 독서치료는 인쇄물의 형태로 간

행된 책, 즉 치유서를 이용하여 실시된다. 참여

자가 독서라는 직 인 행 를 통해서 자신의 

상처와 감정을 치유 혹은 치료하는 독서치료를 

해서는 독서행 가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독서치료는 주로 일반인(이하 비장애인)을 

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

인 수1)는 체 국민수의 5.3%로 매년 증가하

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장애인은 선천  장

애와 후천  장애에 의하지만, 273만 명의 장애

인  88.9%는 사고․질환 등의 후천  원인으

로 발생하 다. 장애인은 장애의 원인에 계없

이 일반 으로 장애를 지니고 있기에 열등감, 

소외감, 불안감 등 여러 가지 심리 인 문제와 

상처 등을 가지고 있다(이 주, 강상경 2009). 

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우울감 경험률

과 자살 생각률이 2배 이상 높아 감정 , 정신

, 심리  문제 등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상태가 열악

하여 스트 스가 높을 수 있는 반면 심리사회  

자원은 부족하여 상 으로 우울의 험이 일반

인들보다 높을 수 있다(이 주, 강상경 2009). 

다시 말해서, 이는 장애인 역시 장애인을 한 

심리치료 혹은 정신건강 치료가 필요하고, 정신

건강 치료법의 하나로 독서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책은 독서치료에 있어 필수 요소로 이를 이용

하여 독서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비장애인 

에도 독서장애인과 같이 책을 읽지 못하는 사

람들이 지 않고, 장애인내에도 독서는 물론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해서 체자

료가 제작되어 제공되고 있다.

국립장애인도서 에서는 체자료를 “일반

인 인쇄물을 읽을 수 없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번안하여 제작한 자료"로 정의하고 

있다(국립장애인도서  2015). 체자료는 장

애인에게 있어 책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고, 

 1)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2014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 의하면, 국의 장애인은 2,726.9천 명으로 추정되며, 2011년에 

비해 43.4천 명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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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있어서 독서치료의 도구이자 매체

로 이용되는 것이다. 즉, 장애인을 한 독서치

료는 체자료를 이용하여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독서치료는 2000년 부터 본

격 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각 기   도

서 에서의 치유서 개발, 독서치료 로그램 시

행, 독서치료 독서목록 발간 등을 시작으로, 

재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 진행  치료 효

과 검증 등으로 발 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독

서치료 독서목록은 1999년 한국도서 회 상

황별 독서목록의 발행을 시작으로 남산도서 , 

울산남부 도서 , 부산 학교 도서  등 여러 

도서 과 기 에서 지속 으로 생산  개발되

고 있다. 

독서치료를 실시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독서치료 독서목록이 필요하고, 비되어야 한

다.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다양한 치유서를 제

공함으로, 이용자 스스로 치유서에 선택  

근하여 자가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

개체의 역할을 한다. 일반 으로 독서치료 독

서목록은 치유서를 상 키워드와 상황  병

리증상 키워드로 카테고리화하여 구성  제공

하고 있다. 그 외에는 독서목록의 작성과 이용

의 목 에 따라서 상자료가 함께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주로 인쇄물로 간행되

거나 각 기 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고, 

이들 독서목록은 부분 비장애인을 상으로 

작성된 것이다. 즉, 재 장애인을 한 독서치

료 독서목록은 별도로 개발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인쇄물의 형태로 간행된 

치유서를 이용하여 독서치료를 실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장애인 역시 정신건강 치료

를 필요로 하는 만큼, 체자료를 이용한 독서

치료가 실시되어야 하고, 이를 해서 독서치료 

체자료는 물론 체자료 목록이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독서치

료를 한 체자료에 해 조사  분석을 실

시하여, 장애인을 한 독서치료의 황을 살

펴보았다. 

연구목 을 해서 국립장애인도서 과 한

국 자도서 을 상으로 각 도서 에서 소장

하고 있는 체자료를 수집하여,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치유서와 비교를 실시, 독서치료를 

한 체자료의 여부를 조사하 다. 그리고 

각 도서 의 사서와 인터뷰  설문 조사를 실

시하여 체자료의 황을 악하고, 장애인의 

독서치료에 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장애인의 

독서치료를 한 체자료에 한 조사와 분석

을 토 로 장애인의 독서치료를 한 체자료 

목록 개발방안을 제안하 다. 

2. 이론  배경

2.1 독서치료와 독서치료 독서목록

독서치료는 biblio(책 혹은 문학)와 oepatteid 

(치료하다 혹은 도움이 되다)부터 생된 용어

로, ‘책의 도움을 받다 혹은 책으로 치료하다’로 

간결하게 정의할 수 있다(백재은 2015). 독서치

료의 요성과 필요성은 과거부터 리 알려져 

왔고, 20세기부터 본격 으로 활성화되기 시작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도서 의 독서치료 

로그램 개발  도입과 함께 치유서 개발, 독

서치료 독서목록의 발간 등으로 심이 고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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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재는 각종 분야에서의 연구진행과 함께 

독서치료를 통한 효과 검증이 실시되고 있다. 

독서치료에 있어서 가장 요한 요소는 이용

자( 상), 치유서(도구) 그리고 독서(행 )이

다. 김정근(2004)은 “독서치료에서 마음의 병

을 도와주는 이는 다른 사람이 아닌 독자 자신

이고, 그것을 돕는 이는 책(도서)이며 독서행  

자체"라고 서술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독서치

료에 있어서 이용자는 독서라는 행 를 통해 스

스로 행 자이자 치료자가 되고, 책은 치유서로

서 이용자의 치료를 도와주는 요한 매체이자 

도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유서는 독서치

료를 한 책으로, 책의 장르나 유형에 상 없

이 이용자가 책을 통해서 치유에 도움을 받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면, 모두 치

유서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치유서를 상황  

증상 키워드로 카테고리화하여 제공하는 목록

이 독서치료 독서목록이다.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독서치료를 원하는 이

용자를 상으로 작성된 치유서 목록으로, 이용

자가 치유서에 효율 으로 근할 수 있도록 도

움을 다.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일반 독서목록

과 다르게 도서를 상황, 감정, 증상, 장애 등과 

같은 키워드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고, 이용자

는 키워드를 활용하여 자신의 상황 혹은 증상에 

따라 원하는 치유서에 근할 수 있다. 

한국도서 회(2004)에서 간행된 ｢독서치

료를 한 상황별 독서목록｣에 의하면, 독서치

료 독서목록은 이용자의 목 과 상황, 이용자에

게 미치는 향과 가치를 요시해야 하고, 독

서목록의 개발을 해서 이용자의 모든 면을 

악하여 이용자 심으로 작성하고 치유서를 선

정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독서치료 독

서목록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없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

발되어야 하고, 이용자의 목 과 상황, 향 등

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2.2 장애인을 한 독서치료와 체자료

독서치료는 독서치료를 원하는 이용자 스스

로 치유서를 선택하여 독서를 실시하는 자가치료

법으로, 비장애인이 주 상자이다. 그러나 앞서 

언 했듯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사회

인 소외감과 차별, 자아존 감 결여 등과 같은 

다양한 심리 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독서치료의 상으로, 비장애인은 물론 독서장

애인2)을 포함한 장애인까지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서치료를 실시하기 해서는 이용자에게 

한 로그램과 매체를 제공해야 하고, 이용

자 한 자신에게 합한 매체를 선택해서 이용

해야 한다. 일반 으로 독서치료는 치유서(인쇄

물)를 주된 매체로 활용되고 있지만, 장애인은 

치유서가 아닌 체자료를 주된 매체로서 활용

하고 있다. 즉, 독서치료를 한 체자료는 책

을 신하는 매체이자, 장애인에게 있어 일반인

의 치유서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장애인을 

한 치유서’라고 표 할 수 있다. 

 2) 독서 장애인은 “시각장애, 노령화 등 신체  장애로 독서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를 의미한다(독서문화진흥법 

2조 3항). 다시 말해서, 일반인이라고 해도 책을 읽는 행 에 있어서 불편을 느낀다면 독서장애 혹은 독서장애인

이라고 표 한다(장보성, 김규환, 이 정 2009; 김정심, 남 , 서만덕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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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한 독서치료는 다양한 형태의 

체자료를 이용하여 책의 내용을 달받고 이해

하면서 스스로 상처를 치료 혹은 치유받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을 한 표 인 체자료로

는 녹음자료(오디오 북, 보이스 일 도서), 

자․묵자자료( 자라벨 도서), 비디오, 녹화

자료(CD-ROM), 수화 상도서, 시각원문 도

서(PDF, BBF) 등이 있다. 체자료는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고 있고, 체자료의 수 한 

 증가하고 있지만,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일

반자료에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국

립 앙도서  2014).

<그림 1>에서는 2.1장과 2.2장에서 언 한 

독서치료를 한 매체와 이용자와의 계에 

해서 간단히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이용자와 독서치료를 한 

매체들과의 계

2.3 선행연구

독서치료에 한 연구는 문헌정보학뿐 아니

라 심리학, 교육학, 정신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진행되고 있고, 장애인에 련된 연구 역시 

다양한 에서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문

헌정보학의 시각에서 독서치료와 체자료를 

심으로, 이와 련 있는 연구들을 나열하여 기

술하 다. 

김정심, 남 , 서만덕(2015)은 독서장애인

을 한 자책을 개발하기 해 장애인들이 가

지고 있는 자책 요구사항을 설문지 조사를 실

시하여 악하고 있다. 특히, 신체장애인을 

심으로 장애유형별 이용형태와 독서장애인의 

자책에 한 요구사항 등을 조사하여, 청각 

 시각 장애인들에게 있어 자책에 한 홍보

와 교육의 필요성, 콘텐츠의 다양성, 근성과 

최신성에 한 요구사항을 나열하고 있다. 이 

논문을 통해서 독서장애인에 한 개념과 함께 

자출 물에 한 조사, 자책에 한 독서

장애인의 직 인 요구사항을 통해서 독서장

애인에 한 반 인 요구사항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의 개념과 분석결과를 본 연구에 

참고하 다. 이 논문은 독서장애인이라고 하는 

넓은 범주 내에서 자책이라고 하는 체자료

를 분석했다는 이 본 연구와의 련성을 보

여 다.

백록담과 김유승(2016)은 장애인을 한 도

서  체자료의 제작  활용의 근거가 되는 

정책  법령, 도서  체자료에 한 문제  

등을 분석하고 있다. 한, 장애인의 지식정보 

근권을 추구하기 해 도서  발  종합 계획

에서의 장애인 서비스와 도서 법, 장애인 복지

법, 작권법 등을 면담분석과 함께 기술하고 

있다. 이 논문은 체자료에 련된 법령과 정

책을 심으로 살펴보고 있어 본 연구와 연구

방향이 조  다르지만, 연구 상으로 장애인을 

한 체자료를 활용하 다는 과 장애인의 

정보 근권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있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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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와 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김용수(2011)는 장애․비장애 학생 들을 

상으로 독서치료를 활용한 사회 통합 인성 

로그램을 실시하여 자아존 감 증진과 사회  

거리감 감소에 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결

과 으로 독서치료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아

존 감이 증진되고 사회  거리감이 감소된 것

으로 나타났고, 장애 유무에 계없이 동일한 

효과를 나타냈다. 다만, 지식측면의 사회  거

리감에서는 장애유무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 논문은 장애 학생들

이 가지는 심리 인 문제들로 인해 하된 자아

존 감을 높이기 한 방안으로 독서치료가 필

요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논문을 통해서 장

애인의 심리 인 문제와 직 인 독서치료 

로그램을 통한 자아존 감 증진효과를 확인하

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에게 있어 독서치료

의 필요성 한 재확인할 수 있었다. 

김선호(2011)는 2009년까지 장애를 주제로 

발표된 기존의 문헌정보학 련 연구논문을 신

체장애와 독서치료를 심으로 분석하여, 재

와 미래의 동향에 해 서술하고 있다. 2000년

에 들어오면서 장애를 주제로 한 연구는 차 

증가하 고, 신체장애  시각장애와 련된 연

구가 가장 많았다는 결과를 서술하고 있다. 그리

고 2000년을 기 으로 신체장애와 독서치료에 

련된 연구 생산량은 비슷하다는 결과를 함께 

나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논문을 통해서 본 

연구의 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체장애와 

독서치료의 연구동향에 해 검토할 수 있었고, 

독서치료와 장애인에 련된 연구는 지속되고 

있으며 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3. 장애인을 한 독서치료 황 조사

국립 앙도서 의 조사에 의하면 국 장애

인도서 은 39개 으로, 그 에서 독립건물과 

운 체제를 갖추고 있는 도서 은 8개 에 불과

했다(국립 앙도서  2012). 장애인자료실  

장애인 코 가 설치된 도서 은 261개 이 있지

만, 담 직원 혹은 사서가 배치된 곳은 85개

에 불과했다(표윤희 2014). 이는 장애인도서

은 물론 담당 직원 역시 아직 많이 부족하고, 장

애인도서 의 활성화를 해서는 지속 인 심

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독서치료에 한 

반 인 황을 살펴보기 해, 8개 의 장애인

도서  가운데 지속 인 발 을 꾀하고 있는 

표 인 장애인도서 , 국립장애인도서 과 한

국 자도서 을 조사 상으로 선정하여 사서와 

인터뷰  설문지 그리고 도서 의 웹사이트 조

사를 실시하 다. 

국립장애인도서 (2016)은 국립장애인도서

 지원센터를 확 하여 2012년 설립되었고, 

2015년 재 3만 권 이상의 체자료를 소장  

제공하고 있다.3) 한국 자도서 (2016)은 한국 

최 의 자도서 으로, 2000년부터 독서장애

인을 포함한 여러 장애인을 상으로 다양한 

체자료의 제공  개발과 함께 각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4) 장애인을 상으로 각종 서비

 3) 국립장애인도서  홈페이지. [online] <http://nlid.nl.go.kr/able?act=bookLibraryList>.

 4) 한국 자도서  홈페이지. [online] <http://infor.kbll.or.kr/index/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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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활발히 실시하고 있는 이들 도서 을 

상으로 다음과 같이 독서치료에 련해서 인터

뷰와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 다.

인터뷰와 설문지 조사는 도서 과 사서의 실

정에 따라 면과 서면인터뷰 모두 진행하 다. 

국립장애인도서 은 직  방문하여 사서와 

면인터뷰를 실시하 고, 한국 자도서 은 도

서  로그램 담당 사서와 서면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지는 독서치료 로그램과 독

서치료를 한 체자료 독서목록에 련된 문

항들로 구성하 다. <표 1>에서는 두 곳의 도서

 사서를 상으로 실시한 설문지 문항과 응답

을 동시에 표기하여 보여주고 있다. 

독서치료에 한 조사 결과를 나열하면, 설

문지 문항에 의한 응답은 두 곳의 도서  모두 

동일하 다. 우선, 두 도서 에서는 다양한 방

식으로 독서치료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다. 

독서치료 로그램은 재 진행 에 있고, 지

속 으로 실시할 정이라고 응답하 다. 

국립장애인도서 은 청각장애인을 한 독서

치료 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약 10~20명의 

청각장애인을 상으로 수화 상자료를 이용

하여 독서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단, 시각장

애인을 한 독서치료 로그램은 실시하고 있

지는 않았다. 한국 자도서 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없이 모두를 상으로 포함하여 

행복한 쓰기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다. 장

애인을 상으로 실시되는 독서치료 로그램

은 해당 도서 의 사서보다 주로 강사를 청하

여 강사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다. 장애로 인해 

자를 모르거나 읽지 못하는 경우가 지 않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인과의 직

인 소통을 해서 수화통역사가 로그램을 운

하고 있었다. 로그램 기에는 사서가 직  

로그램을 진행했지만, 장애인에게의 정보

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의사소통에 의한 

시간제약 등의 여러 애로사항들이 발생되면서, 

문강사를 빙하거나 사서가 직  강사들을 

교육하여 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시

하고 있었다. 두 곳의 도서 에서 재 진행 

인 독서치료 로그램은 1달에 1~2회 혹은 2주

에 1회의 간격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설문지 문항 네 아니오

 1. 독서치료 로그램(강연, 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네

 2. 독서치료 로그램을 지속 으로 실시할 정이다. 네

 3. 독서치료 로그램은 사서가 주 하여 실시한다. 아니오

 4. 독서치료 로그램은 강사를 청하여 실시한다. 네

 5. 강사가 로그램 진행 시, 직업과 문분야를 어주세요. 논술지도사, 수화통역사

 6. 독서치료 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진행 회수를 어주세요. 1~2회/1달

 7. 독서치료를 한 치유서 목록 혹은 체자료 목록을 사용  구비하고 있다. 아니오

 8. 독서치료를 한 치유서 목록 혹은 체자료 목록은  도서 에서 작성한 목록이다. 아니오

 9. 목록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목록의 서명과 자명을 작성해 주세요.

10. 장애인을 한 독서치료 로그램 혹은 목록에 한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표 1> 장애인의 독서치료 황조사를 한 설문지 문항과 응답

(국립장애인도서 과 한국 자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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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치료 로그램은 치유서 혹은 장애인을 

한 체자료들을 이용하여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도서 에서는 독서치료를 한 

체자료 목록 혹은 리스트는 별도로 작성  구

비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인터뷰에 응해주신 

사서를 통해 독서치료를 한 체자료 목록에 

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후천 인 장애로 인해 장애인이 된 경우, 심리

으로 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 장애인의 발생

시기와 장애명칭 등에 따른 독서치료 목록이 개

발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

‘가정의 구성원이 장애인일 경우, 를 들어, 장

애인 부모와 비장애인 자녀 혹은 이 반 의 경우

가 지 않다. 가족의 구성원에 의해 발생하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록이 있으

면 좋을 것 같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겪는 

문제들과 심리 인 변화 등에 해 상황별과 구

체 인 연령별로 구분된 목록이 있었으면 한다.’

국내 장애인도서 은 재 민간에 의해 운

되고 있고, 소수의 자도서 을 제외하고는 복

지 , 종교단체 내에 설치되어 있어 규모와 산

이 열악하다(황룽씬, 공순구 2015). 그러나 이들 

도서 에서는 독서치료와 련된 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 사서 역시 독서치료 로그램의 

필요성에 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두 곳의 장애인도서  사서와의 인터뷰와 설

문지를 통해서, 사서의 에서 장애인을 한 

독서치료에 해 살펴볼 수 있었다. 장애인을 

한 독서치료의 필요성, 로그램과 체자료

의 개발에 한 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만, 장애의 유형이 다양하고 장애인과의 의사소

통  정보 달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어 좀 더 구체 인 발 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체자료의 개발을 해서 

지 않은 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서치료를 

한 체자료의 개발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여러 면에서 아직 미흡하지만 독서치료 로

그램 실시와 독서치료를 한 체자료 개발 등

과 같이 장애인의 독서치료에 심을 가지고 실

행하고 있기에, 앞으로 충분히 발 가능성이 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4장에서는 장애인의 독서치

료를 한 체자료와, 체자료 목록의 작성 

 구성을 한 기 연구로 독서치료 련 체

자료의 황조사를 실시하 다.

    4. 독서치료를 한 체자료 
황 분석

4.1 독서치료 독서목록별 체자료 분석

부분의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인쇄물의 형

태로 간행된 도서자료로 구성되어 있고, 기  

혹은 로그램의 목 에 따라 상자료를 포함

하여 구성하고 있는 목록도 있다. 독서치료 독

서목록은 이용자의 근용이성을 높이기 한 

도구이자 치유서의 카테고리화를 해서, 증상 

 상황별 키워드와 상 키워드를 제공하고 있

고, 이를 이용하여 치유서를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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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부분 비장애

인을 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장애인을 한 

독서치료 독서목록(혹은 체자료 목록)은 별

도로 작성되거나 간행되어 있지 않다. 이는 2장

과 3장에서 실시한 선행연구와 인터뷰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

인의 독서치료를 한 체자료의 황조사의 

일환으로, 기존의 독서치료 독서목록 내의 치유

서와 장애인도서 에서 제공되는 체자료를 

조사  비교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그리고 

이를 토 로 독서치료 련 체자료의 황과 

함께 일차 으로 독서치료를 한 체자료 목

록을 제안하 다. 

장애인도서 에서는 기존의 도서  자료를 

다양한 형태로 번안하고 제작하여 체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서 에 소장되어 있는 체

자료 가운데 독서치료와 련성이 있는 체자

료를 악하기 해서는 기존의 독서치료 독서

목록에서 치유서로 선정된 도서와 동일한 체

자료가 제작되었는지에 한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제차료의 제작여부와 함

께 체자료가 나타내고 있는 키워드에 한 조

사를 아래의 3개의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 다.

① 국내의 표 독서치료 독서목록을 3개 선

택하여 각 독서목록에서 치유서를 모두 

수집한다.

② 체자료의 번안  제작 여부를 확인하

기 해, 국립장애인도서 과 한국 자도

서 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치유서

의 검색을 실시한다. 검색과정에서 치유

서와 체자료의 서지정보를 비교  검

토하여 체자료와의 동일성을 확인한다.

③ 독서치료와 련성이 있는 번안  제작

된 체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도서 별

로 분류하여, 도서 별로 구비하고 있는 

독서치료를 한 체자료의 /권수, 유

형, 키워드 등을 분석  나열한다.

국내의 다양한 독서치료 독서목록 가운데, 선정

한 3개의 독서치료 독서목록(총 10개의 목록)5)

으로부터 총 2,311권의 치유서를 수집하 고, 

체자료와 비교검색을 실시하 다. 다만, 검색

과 조사결과를 일 으로 나열하기에는 치유

서의 양이 방 하고 도서  내의 체자료 복

이 발생하고 있어 조사결과는 독서치료 독서목

록별로 구분하고 정리하여 나열하 다.

4.1.1 독서치료를 한 상황별 독서목록

(한국도서 회, 2007)

｢독서치료를 한 상황별 독서목록｣은 2007년 

한국도서 회에 의해 작성한 목록으로 도서

자료와 상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는 상 

키워드(성인, 청소년, 어린이)와 상황  증상 

키워드(상 개념 키워드와 하 개념 키워드)에 

의해 카테고리화되어 있고, 이들 자료 가운데 치

유서는 총 248권이 제공되고 있다.

치유서의 체자료 제작  번안 여부를 확인

하기 해 각 도서 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

여 치유서 검색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총 248권

의 치유서 가운데 도서 별 28 /권(국립장애

 5) 본 연구에서 활용한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남산도서 의 독서치료를 한 상황별 독서목록(2007~2014, 총 8개), 

부산 학교 도서 의 독서치료를 한 상황별 독서목록(2007~2014, 증보  1개), 한국도서 회의 독서치료를 

한 상황별 독서목록(2007, 증보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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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서 ), 100 /권(한국 자도서 )의 체

자료가 제작되어 소장  이용되고 있었다. 

체자료의 복여부를 확인하기 해 도서 의 

검색 결과를 통합하여 살펴보았고, 이 과정에서 

총 14 /권의 복자료를 발견하 다. 즉, ｢독

서치료를 한 상황별 독서목록｣에서 제공하는 

치유서와 동일한 체자료는 총 114 /권(치유

서의 45.96%)으로, 이들 자료는 장애인 이용자

를 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본 연구에서는 체자료의 제작여부와 체

자료의 형태조사를 동시에 진행하 다. 독서치

료와 련성이 있는 체자료의 자료유형은 

부분 아날로그 녹음도서와 ( 자) 자도서로, 

이 외에는 수화 상도서, 데이지자료(텍스트, 음

성, 음성과 텍스트), 보이스 일도서 등으로 

제작되어 있었다. <표 2>에서는 ｢독서치료를 

한 상황별 독서목록｣ 내의 치유서와 동일한 내

용을 가진 체자료의 /권수와 유형을 수치

로 보여주고 있다.

국립장애인도서 에서는 국가 체 종합 목록

을 통해서 소장자료뿐만 아니라 검색자료에 

한 타도서 의 소장여부  자료유형을 제공하

고 있다. 독서치료 련 체자료의 제작여부를 

좀 더 넓게 살펴보기 해 국가 체종합목록을 

이용하여 타도서 에서 제공하고 있는 독서치

료 련 체자료를 살펴보았다. 총 248권의 치

유서 가운데 120 /권(114 /권포함)이 국내

의 각 도서 에서 이용  소장되어 있었다.

상처, 증상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가 독서치료 련 체자료에 근

을 하기 해서는 자료에 근을 도와주는 키워드

가 필요하다. 이에 다음에서는 수집한 총 114 /

권의 독서치료 련 체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가 나타내고 있는 주제분야와 키워드를 기존 독

서목록의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조사하고 이를 

나열하 다.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목록의 작성

국립장애인 도서 한국 자도서

 데이지 

자료

음성 이 10

텍스트데이지 2

체데이지 8

( 자)

자 

자료

자도서 3 51

자라벨도서 14

자 자도서 3

아날로그 녹음도서 25

화면해설 상

수화 상도서 9

자막 상자료

시각원문자료 1

비디오녹화자료

보이스 일도서 1

 기타
TEXT 자도서 1

큰 자도서

합계 28 100

<표 2> 한국도서 회의 독서치료 목록 치유서와 동일한 체자료의 황



 장애인의 독서치료를 한 체자료 황  개발방안에 한 연구  175

목 과 특징에 따라서 상 키워드와 상황  

증상별 키워드의 명칭  구성이 조 씩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 키워드를 ‘성인’과 

‘청소년과 어린이’로 구분하고, 각 목록의 상

개념 키워드를 이용하여 체자료가 가지고 있

는 키워드 조사를 실시하 다. 

총 114 /권의 독서치료 련 체자료는 

42.31%의 성인자료와 57.69%의 청소년과 어린

이자료로 구성되어 성인자료에 비해 청소년과 

어린이자료가 좀 더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었

다. 성인자료에 있어서 주된 주제분야이자 상황 

 증상별 키워드에는 건강과 질병, 죽음(30.3%)

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성격과 정서(27.27%), 

정신건강에 한 이해, 가정/ 가족 계 등의 순서

로 체자료를 구성하고 있었다. 청소년과 어린

이자료에서는 가정(30.23%), 정서문제(23.26%)

에 련된 체자료가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자아성격, 학교, 학 /폭력/ 성폭력 등의 순으

로 체자료의 분야를 보여주고 있었다.

4.1.2 독서치료를 한 상황별 독서목록

(남산도서 , 2007~2014)

남산도서 의 ｢독서치료를 한 상황별 독서

목록｣은 2007년부터 간행되어 총 9개6)의 도서

자료집이 남산도서 의 웹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다. 총 9개의 독서목록은 모두 도서자료로 구

성되어 있고, 2015년을 제외한 8개의 독서목록

에서는 총 1,191권의 치유서를 제공하고 있다. 

각 도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총 1,191권의 치

유서를 조사  검색한 결과, 도서 별로 182

/권(국립장애인도서 ), 147 /권(한국 자도

서 )의 체자료가 제작되어 소장  이용되

고 있었다. 도서 별의 검색으로 인해 체자료

의 복이 발생될 수 있어 자료비교를 실시하여 

복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58 /권의 체자

료의 복이 확인되었다. 즉, 남산도서 의 ｢독

서치료를 한 상황별 독서목록｣의 체 치유

서 가운데 체자료는 총 271 /권으로, 치유서

의 22.75%가 체자료로 제작  소장되어 있

었다. 이들 체자료는 음성 데이지자료와 체

데이지자료, 자도서가 주된 자료유형이었고, 

그 외 자라벨도서, 수화 상도서 등으로 제작

되어 있었다. 

국가 체종합목록에 의하면, 총 1,191권의 치

유서 가운데 474 /권(271 /권을 포함)의 

체자료가 국내 도서 에 소장되어 있었고, 이들 

자료에는 휴먼음성자료, TEXT 자도서, 디지

털 음성자료 등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자료로 제

작되어 제공되고 있었다. <표 3>에서는 남산도서

의 ｢독서치료를 한 상황별 독서목록｣의 치

유서와 동일한 내용을 가진 체자료의 수량과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총 271 /권의 독

서치료 련 체자료의 상 키워드와 증상  

상황 키워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271 /권의 

체자료 가운데 성인자료가 50.64%, 청소년과 

어린이자료가 49.36%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었

고, 성인자료의 주된 키워드는 정신건강/마음의 

상처(21.01%), 직장/성공/사회(21.01%) 다. 

청소년과 어린이 자료는 정서(23.28%)가 가장 높

은 비 을 나타냈고, 신체(장애)/성문제(17.24%),  

 6) 2016년 10월 재, 남산도서 의 ‘독서치료를 한 상황별 독서목록’은 2015년에 발간된 도서자료집을 포함하여 

총 9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2015년의 도서자료집을 제외한 2014년까지의 독서목록, 총 8개의 독서

목록을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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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애인도서 한국 자도서

 데이지

 자료

음성 이 66

텍스트데이지

체데이지 90

 ( 자)

 자

 자료

자도서 6 71

자라벨도서 25

자 자도서 3

아날로그 녹음도서

화면해설 상

수화 상도서 41

자막 상자료

시각원문자료 6

비디오녹화자료

보이스 일도서 2

 기타
TEXT 자도서

큰 자도서 2

합계 147 182

<표 3> 남산도서 의 독서치료 독서목록 치유서와 동일한 체자료의 황

가정/가족 계, 인 계, 자아/진로 등의 순으

로 체자료가 구성되어 있었다.

4.1.3 상황별 독서치료목록

(부산 학교 도서 , 2014)

부산 학교 도서 의 ｢상황별 독서치료 목록｣

은 2006년부터 도서자료를 검토  발굴하여, 

재까지 개발한 4개의 독서목록을 웹사이트에

서 제공하고 있다. ｢상황별 독서치료 목록｣은 

학생을 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체자료의 

상 키워드는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생도 성인이라고 단

하여 상 키워드를 성인자료로 결정, 분석을 

실시하 다. 

｢상황별 독서치료 목록｣에서 제공하는 치유

서는 총 872권으로, 두 곳의 도서  데이터베이

스를 이용하여 체자료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도서 별로 91 /권(국립장애인도서 ), 80 /

권(한국 자도서 )의 체자료가 제작되어 소

장  이용되고 있었다. 이들 체자료의 복

여부를 확인하기 해 비교를 실시한 결과, 총 

25 /권의 복자료가 확인되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부산 학교 도서 의 ｢상황별 독서치료 

목록｣에서 제공하는 치유서와 동일한 내용을 가

진 체자료는 총 146 /권(치유서의 16.74%)

으로, 이들 자료는 음성 이 데이지자료, 체

데이지자료, 그리고 ( 자) 자도서와 같은 유

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표 4>에서 좀 더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성인을 상으로 하는 총 146 /권의 독서치

료 련 체자료의 증상  상황별 키워드를 

이어서 살펴보았다. 부산 학교 ｢상황별 독서

치료 목록｣은 6~8개의 상 개념 키워드를 이

용하는 치유서를 분류하는 다른 목록과 다르게, 

30개의 상 개념 키워드를 이용하여 치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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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애인도서 한국 자도서

데이지

자료

음성 이 56

텍스트데이지

체데이지 54

( 자)

 자

 자료

자도서 9 62

자라벨도서

자 자도서 3

아날로그 녹음도서 5

화면해설 상

수화 상도서 17

자막 상자료

시각원문자료 9

비디오녹화자료

보이스 일도서 1

기타
TEXT 자도서

큰 자도서 2

합계 91 80

<표 4> 부산 학교 도서 의 독서치료 독서목록 치유서와 동일한 체자료의 황

분류하고 있다. 다른 목록들에 비해 키워드가 

많기 때문에, 다른 목록의 결과보다는 체자료

가 좀 더 상세하게 분류되었고, 이로 인해 주제

별 비  한 수치가 게 나타났다.

총 146권의 체자료의 주된 증상  상황별 

키워드는 정신건강(13.7%)이었고, 그 다음으

로는 성장의 아픔(8.22%), 부모와 자녀, 삶과 

죽음, 인 계, 일상의 벽 등의 순으로 나열되

고 있었다. 

국내의 표 독서치료 독서목록을 이용하여 

치유서가 체자료로 번안  제작된 수량, 유

형, 그리고 체자료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

상, 증상  상황) 등에 해 살펴보았다. 많은 

양의 치유서로 인하여 각각의 목록별로 나눠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자료로 번안  제작

된 치유서는 있었으나 상 으로 매우 은 양

이었고, 일반 치유서에 비하면 매우 부족했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독서치료를 한 체

자료 목록의 작성과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앞

서 치유서 검색과 비교를 통해서 수집한 체자

료를 이용하여 독서치료를 한 체자료 목록

의 일부분을 시로 제안하 다.

4.2 장애인의 독서치료를 한 체자료 목록 

제안 

본 장에서는 4.1장에서 실시한 독서치료 련 

체자료 장조사와 국내 독서치료 독서목록

을 이용하여, 독서치료를 한 체자료 목록을 

간단히 제안하고자 한다. 

독서치료를 한 체자료 목록은 앞서 치유서 

검색을 통해서 수집된 체자료로 구성하 다. 

다만, 체자료의 수집은 독서 치료 독서목록별

로, 도서 별로 각각 실시했기 때문에 수집된 

체 자료 역시 복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

성이 지 않다. 그래서 체자료 목록의 제안



178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0권 제4호 2016

에 앞서 수집된 체 체자료의 복여부를 확

인하 다. 그 결과, 3개의 독서치료 독서목록에서 

제공하는 총 2,311권의 치유서 가운데 420 /권7)

이 체자료로 번안  제작되어 있었다.

총 420 /권의 독서치료 련 체자료를 가

지고 독서치료를 한 체자료 목록의 일부를 

작성하 다. 우선, 상 키워드를 용하여 분류

를 실시하여 체자료의 이용 상자를 확인하

다. 체의 체자료 가운데 성인을 상으로 한 

자료는 261 /권( 체의 62.14%), 청소년과 어린

이를 상으로 한 체자료는 159 /권( 체의 

37.86%)으로, 체자료의 목록에서 성인자료가 

청소년과 어린이 자료에 비해 약 1.5배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었다. 상 키워드와 함께, 증상 

 상황별 키워드를 활용하여 독서치료를 한 

체자료의 분류를 실시하 다.

성인자료는 36개의 증상  상황 키워드에 

의해서, 청소년과 어린이 자료는 13개의 키워드

에 의해서 카테고리화하 다. 이들 키워드는 

체자료 목록의 구성에 있어서 토 가 된 3개의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상 개념 키워드를 추출

하여 사용하 다. 이들 카테고리는 기존의 독서

치료 독서목록에서 치유서에 따라서 부여한 카

테고리이자 키워드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별도

의 카테고리를 제안 혹은 제공하지 않고 기존의 

카테고리를 활용하여 체자료를 분류하 다.

<표 5>에서는 체자료 목록에서 사용된 성인

자료와 청소년과 어린이자료의 상황  증상별 

카테고리와, 각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체자료의 

/권수를 정리해서 나열하고 있다. 이 게 구

성된 독서 치료를 한 체자료 목록의 일부

분의 는 <표 6>에서 보여주고 있다. <표 6>은 

성인 자료

가부장사회 1 가정/가족 계/부부 계 31 감정 리 1 강박 1

건강과 질병, 죽음 26 결혼과 이혼 5 나이듦/장애 7 인 계 9

마음의 평화 9 부모와 자녀 10 불안 1 사랑 2

상실감 4 삶과 죽음 5 성격과 정서 9 성인아이 1

성장의 아픔 9 성폭력 1 신체/성문제 1 소통 5

어른들의 몰이해 1 여자와남자 5 일상의벽 7 우울 2

자기존 4 자기학 1 자아/성격 9 자아찾기 6

정서 10 정신건강/마음의 상처 46 직장/성공/사회 26 독 1

학교 3 화/분노 1 독서치료 참고도서 2 화를 통한 치유 5

청소년/어린이 자료

가족/가족 계 30 건강/질병/죽음 2 인 계 21 일탈 1

자아/진로 16 신체(장애)/성문제 23 여자/성역할 4 자아/성격 5

자아정체성 1 정서/정서문제 37 청소년 일탈 7 학교 10

학 /폭력/성폭력 2

<표 5> 장애인의 독서치료를 한 체자료 목록의 카테고리와 /권수

 7) 3개의 독서치료 독서목록을 통해 수집된 치유서는 총 2,311권으로, 이 가운데 459 /권이 체자료로 번안되어 

제공되고 있었고, 39 /권의 체자료가 복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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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상황카테고리

체자료 

서명
소장도서 자료유형 서지정보

건강/질병/죽음

내 에는 

희망만 보 다

국립장애인

도서
자 자자료

자(역자) 강 우

출 사 두란노

한국 자

도서
자도서 출 일자 2012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국립장애인

도서
체DAISY자료 자(역자)

지안 지음

이 아 옮김

한국 자

도서

자도서 출 사 담

DAISY 녹음도서 출 일자 2012

청소년 일탈

게임 독 

벗어나기

국립장애인

도서
체DAISY자료

자(역자) 권재원

출 사 이담

출 일자 2010

까칠한 재석이가 

사라졌다 

국립장애인

도서

텍스트

데이지자료

자(역자) 고정욱

출 사
비 비엔피·애

북스

출 일자 2009

자도서
출 사 BF북스

출 일자 2013

큰 자도서
출 사 BF북스

출 일자 2012

TEXT 자도서
출 사

비 비엔피·애

북스

출 일자 2012

휴먼음성자료
출 사 인티큐

출 일자 2011

디지털음성자료
출 사 애 북스

출 일자 2008

한국 자

도서
큰 자도서

출 사 BF북스

출 일자 2012

<표 6> 장애인의 독서치료를 한 체자료 목록의 

장애인을 한 독서치료 체자료 목록 가운데 

청소년/어린이 자료의 일부분을 보여 다.

장애인의 독서치료를 한 체자료 목록에

서는 1 /권의 체자료당 5개의 서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상 키워드와 증상  상

황별 키워드(혹은 카테고리)를 1차 으로 제공

하고 있고, 이들 카테고리에 의해 분류된 각 

체자료는 자료별로 소장 도서 과 소장 도서

에서 제공하는 자료유형, 그리고 각 자료유형

에 따른 서지정보를 순차 으로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이용자는 독서치료 체자료 목록을 통

해서 여러 장애인도서 의 데이터베이스를 따

로 검색하지 않아도 자신의 상황  증상에 해

당하는 체자료, 자신이 원하는 자료유형으로 

제작된 체자료에 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양한 방면에서 체자료에 근할 수 있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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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를 들어, “청소년 일탈"에 심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가 이에 련된 체자료, 특히 

자도서에의 근을 원하는 경우, 이용자는 1차

으로 “청소년 일탈”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체자료에 근할 수 있고, 2차 으

로 자료유형을 통해서 원하는 체자료, 즉 

자자료로 제작된 ‘까칠한 재석이가 사라졌다’에 

근할 수 있게 된다. 

독서치료를 한 체자료 목록을 본격 으

로 구성하고 개발하기 해서는 장애인의 시각

에서 비되어야 하고, 장애인의 의견반 을 가

장 우선시해야 한다. 를 들면, 목록의 이용 

상자가 장애인일 경우 인쇄물이나 웹사이트에

서 제공하는 목록보다는 음성자료나 자자료

로 제작하여 제공하는 방안, 혹은 상 키워드

와 상황  증상별 키워드 작성을 해 장애 발

생시기, 명칭 등을 면 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좀 더 상세하게 체자료를 카테고리화하여 제

공하는 방안 등에 해서 검토하고, 장애인의 

시각을 고려해서 작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기존의 독서치료 독서 목록을 바

탕으로 장애인의 독서치료를 한 체자료 목

록을 구성  작성하여 제안하 다. 독서치료를 

한 체자료 목록은 독서치료를 한 체자

료에의 근을 도와  수 있는 가장 기본 인 

정보만을 담고 있어서 아직 많이 미흡한 상태라

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지속 인 연구와 분석을 

실시해야 하겠지만, 이 연구는 장애인의 독서치

료를 한 체자료 개발  목록 구성에 있어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5. 결 론

장애인은 장애를 지니고 있어 열등감, 소외

감, 불안감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와 상처를 가

지고 있고, 비장애인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2배나 높다. 그러나 장애인의 심리 인 상처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원은 많이 미흡하

고 부족한 상황이다. 

정신건강과 심리를 치유 혹은 치료하기 한 

치료법은 다양하다. 그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쉽게 근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는 책을 치료매

체로 이용하는 독서치료가 있다. 독서치료는 책

을 이용하여 혹은 독서를 통해서 치유되는 자가

치료법으로, 독서치료 상자, 독서치료를 한 

도구인 책, 그리고 책을 이용한 독서행 를 통

해서 실시된다. 독서치료에 있어 책은 필수요소

이자 매우 요한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독서치료는 일반 으로 비장애인을 상으

로 진행되고 있다. 독서행 를 실시하기 해서

는 독자가 스스로 책을 선정하여 독서를 실시해

야 하지만, 상 으로 장애인 가운데 책 는 

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책을 읽지는 못하지만 장애인이 책의 정보에 

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료, 책을 신하여 

제작된 체자료가 있다. 즉, 장애인을 한 독

서치료에서는 체자료가 독서치료의 도구이자 

매체이고, 체자료를 이용하여 장애인의 독서

치료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독서치료를 실시하기 해서는 독서치료를 

한 도서, 즉 치유서와 함께 치유서를 제공하

는 독서치료 독서목록이 필요하다. 독서치료 독

서목록은 다양한 치유서를 제공함으로, 이용자 

스스로 치유서에 선택  근하여 자가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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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재 각종 기  혹은 도서 에서 제공하

고 있는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부분 비장애인

을 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장애인을 한 독

서치료 독서목록은 별도로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심리 ,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원인 독서치료를 

한 체자료와 체자료 목록에 해 황조

사를 실시하고 분석하 다. 

연구조사와 분석은 장애인도서  사서와의 

인터뷰와 설문지 조사를 통해 진행하 고, 기존

의 독서치료 독서목록에서 제공하는 치유서를 

수집하여 장애인도서 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비

교 검색하여 체자료의 제작여부와 황을 살

펴보았다. 그 결과, 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 , 사서와의 설문지와 인터뷰조사를 통해

서 장애인도서 에서는 재 독서치료 로그

램을 지속 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장애인을 한 독서치료의 필요성에 한 인식

은 물론, 높은 심을 보이고 있었다. 한 3장

에서 언 했듯이 장애인의 독서치료를 한 

체자료 목록의 개발에도 큰 심을 보여주고 있

었다. 다만, 독서치료를 한 체자료의 제작

은 물론, 독서치료의 진행에 있어서 장애인 이

용자와의 의사소통, 정보 달에 있어서의 시간

제약 등과 같은 여러 문제 들이 발생하고 있어 

발 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어서, 기존의 독서치료 독서목록을 이용하

여 치유서와 동일한 체자료의 제작여부, 체

자료의 /권수와 유형에 해 살펴보았다. 각

각의 목록별로 치유서 검색을 실시하여 모두 취

합한 결과, 총 2,311권의 치유서 가운데 420 /

권이 체자료로 제작되어 있었다. 체 치유서

의 약 18%만이 체자료로 제작  번안되어 있

는 것으로, 이는 장애인의 주된 정보원으로 이용

되는 체자료의 부족한 황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줬다. 

독서치료를 해서는 체자료 목록이 필요

한 만큼, 자는 앞서 수집한 독서치료 련 

체자료를 분석하고 이용하여 장애인의 독서치

료를 한 체자료 목록을 제안하 다. 독서치

료를 한 체자료 목록은 기존의 독서치료 독

서목록과는 다르게 체자료의 고유성을 고려

하여 체자료의 소장도서 , 자료의 유형, 자

료의 유형에 따른 서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체자료별로 제공되는 이들 정보

들을 이용함으로 장애인 이용자는 다양한 방면

에서 원하는 정보원에 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

는 체자료 목록을 제안한 것이다.

자는 본 연구를 통해서, 장애인을 한 독

서치료는 물론 독서치료를 한 체자료, 그리

고 장애인의 독서치료를 한 체자료 목록의 

필요성과 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체자료 

역시 장애인 이용자에게 있어 필요한 정보원이

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자는 앞으로의 과제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독서치료를 한 체자료 목록에 한 검증과 

함께, 독서치료를 한 체자료 개발에 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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