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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시각장애 연구자의 학술정보 획득 및 활용에 대한 경험을 시각장애 연구자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그 경험의 , 
내재된 본질을 탐색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시각장애 연구자 명을 심층 면담하고 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12 Colaizzi
으로 분석하였다 개의 의미 있는 진술과 이를 통해 구성된 의미에서 개의 주제 개의 주제묶음을 확인하여 구분한 . 107 44 , 12
결과 총 개의 범주가 최종적으로 도출되었다, 4 . ‘학술정보 확보 및 활용’ 범주는 학술정보 제공 사이트의 웹 접근성 및  
원문 접근성 수준이 낮아 시각장애 연구자들이 자료 검색 확보 활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보여준다- - . ‘인식 및 감정의 
변화’ 범주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각장애 연구자의 인식 및 감정을 , ‘지원인력과의 관계’ 범주는 지원인력 확보의 어려움, 
지원인력의 역량 문제 지원인력 관리와 관련하여 시각장애 연구자가 겪는 고충을 보여준다, . ‘개선요구사항 범주’는 연구 
참여자들이 학술정보 획득 및 활용과 관련하여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술하고 있다.

키워드 시각장애 연구자 학술정보 질적 연구 현상학적 연구: ,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experience of visually impaired academic researchers’ use 
of scholarly contents and to explore intrinsic nature of the experience.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a total number of twelve visually impaired academic researchers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olaizz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A total of 107 significant statements were extracted, divided into 44 themes 
and 12 theme clusters. The statements were then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The ‘scholarly contents 
acquisition and use’ category has to do with difficulties that these experience when negotiating with internet 
sites with poor web accessibility and full-text availability. The ‘changes in perception and emotions’ category 
deals with transitions in perception and mood experienced by visually impaired academic researchers’ over 
time. The ‘relationships with support personnel’ category includes issues related with the difficulty of securing 
support person, support person’s inadequate level of competence, and establishing/sustaining personal 
relationships. Finally, the ‘improvement requirements’ category includes issues that these researchers want 
resolved with regard to contents acquisition an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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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학술정보는 연구자들의 지적 노력이 집약된 산물로 학술활동의 토대가 된다 연구자의 연. 

구 성과에 의해 생산 기록되어지는 학술정보는 연구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공유·

된다 한국도서관협회 연구자는 누구나 여러 채널의 학술정보커뮤니케이션 과( 2010, 383). 

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연구 성과를 뒷받침해 줄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고자 노력한

다 인쇄형태의 학술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에 비해 오늘날의 학술정보 이용 환경은 . 

연구자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 학술정보 제공 기관들은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 

도입하여 정보접근 방식 및 매체를 다각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연구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방대한 정보에 접근하여 필요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학술정보 이용 환경이 활용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학술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연구자들이 있다 시각장애가 . 

있는 연구자들은 시력을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점자나 음성 기반의 접근 가능한 대

체 형태로 가공되지 않거나 음성지원소프트웨어로 접근이 불가능한 자료는 읽을 수가 없다.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어 온 학술정보가 인쇄본 또는 이미지 가 대부분이라는 점과 학술· PDF

정보 제공 시스템의 접근성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시각장애 연구자는 인쇄

형태의 학술정보가 유통되던 시기부터 전자형태의 학술정보가 보편화되고 있는 오늘날까지 

학술정보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겪어 왔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가 널리 확산되면서 국내 여러 법률들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서는 . 20｢ ｣ ‘개인 법·

인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 조에서는 , 21 ‘출판물을 정

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

출판물 전자출판물을 포함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라고 정하고 있

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또한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 2016). 

정책의 수립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조에서는 · 32｢ ｣ ‘국가

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인터넷 및 모바일 콘텐츠 제공서비스 , (

포함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도서관법 에서도 관련 내( 2015). ｢ ｣

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도서관법 제 조는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도서관 자료의 확충 제,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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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을 도서관의 책무로 기술하고 있다 도서관법 ( 2016).

위의 법 조항들을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개선에 관한 사안은 우리사회 여러 분야

에 걸쳐진 공통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학술정보서비스 분야도 학술정보 이용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 연구자의 정보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

가 있다 학술정보서비스 분야에서 지원 대상으로 삼아야 할 시각장애 연구자는 대학원 과정 이상. 

에서 전문 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 혹은 저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이 범주에 속하. 

는 시각장애인들은 대학원 졸업과 동시에 기존 학교시스템 내에서 받던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서비스 등에서 제외되고 정부나 학술정보서비스 운영기관으로부터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기 , 

때문에 연구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각종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시각장애 연구자가 비시각장애 연구자와 동등하게 학술정보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시각장애 연구자 관점에서 이들의 학술 활동

을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 연구자의 학술정보 획득 및 활용에 대한 경. 

험을 시각장애 연구자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그 경험의 내재된 본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

시각장애 연구자의 학술활동. Ⅱ

본 절에서는 대학원 과정 이상에서 전문 학위를 취득한 후 본격적으로 논문 작성이나 연구 

혹은 저술 활동을 하는 시각장애 연구자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각장애인의 학업과 관련된 선, 

행 연구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시각장애 연구자 현황1. 

석 박사 학위를 취득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현황은 공식적으로 조사된 바가 없다 현재로· . 

서는 시각장애인 관련 모임 또는 개인이 필요에 의해 정리한 자료들을 취합하여 분석하는 것

이 최선의 대안이다. 

시각장애인 학술 모임인 한국시각장애인아카데미에서 발간한 회지 ‘지성과 실천 제 호 한5 (

국시각장애인아카데미 2016, 36-39)’와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집필한 ‘한국시각장애실록

김기창 ( 2015, 62-72)’의 주요 인물 부분 그리고 본 연구의 심층면담에 참여한 연구자 현, 

황에 근거하여 추정해 볼 때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중 대학원 과정 이상에서 전문 학위를 취, 

득 예정 포함 한 시각장애인은 약 명 정도로 파악된다 이는 전수조사 결과가 아니라 현 ( ) 151 .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대안적인 방법으로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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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시각장애인이 명 박사학위를 취득한 시각장애인이 명 정도인 . 75 , 76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들의 절반 이상은 특수교육 또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것으로 나타났, 

고 그 외 신학 직업재활 대체의학 경제 경영 분야에서 수학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 , , , · < 1>.

표 시각장애인 석 박사 학위 취득자 현황 추정< 1> ·
단위 명( : )

구분 계 특수교육 사회복지 신학 직업재활
대체의학·

한의학
경제 경영· 기타

석사학위 취득 

예정 포함( )
75 21 20 8 1 - 1 24

박사학위 취득 

예정 포함( )
76 23 10 4 4 4 3 28

계 151 44 30 12 5 4 4 52

기타 철학 정치학 행정학 공학 음악 등 * : , , , ,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년 말 기준 국내 거주 박사학위 소지자 수 명 과학기2012 220,085 (

술정책연구원 과 년 현재 시각장애인 박사학위 취득자 수 명을 대응해 보2013, 24) 2017 76

면 전체 박사학위 소지자 중 시각장애인의 비율은 약 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전체 인, 0.03% . 

구의 약 가 시각장애인 통계청 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각장애인의 박사학위 취5% ( 2017a)

득률은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사회활동 관련 주요 지표 통계청 와 년 장2015 ( 2017b) 2014

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결과를 분석해 보면 전체 국민 명 중 대( 2014, 276) , 49,705,663

학 이상의 교육 즉 년제 미만 대학 년제 이상 대학 대학원 교육을 받은 비율은 , 4 , 4 , 37.3% 

명 로 나타난 것에 반해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체 명 중 (18,563,604 ) 274,483 16.7% 

명 만이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이 대학 이상의 교육(46,387 ) . 

을 받은 비율은 전체 국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 1>.

그림 전체 국민과 시각장애인의 대학 이상 교육을 받은 비율 차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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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이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지 못하는 이유를 교육부는 대학 내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이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과 비교할 때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

과학기술부 시각장애 연구자 인원이 많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2009, 7). .

시각장애인 학업 관련 연구 현황2. 

대학 학부과정을 넘어서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시각장애 연구자의 학술정보 획득 및 

활용 경험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아직 수행된 적이 없다 장애 대학생의 학업과 관련된 . 

연구는 일부 있으나 이 또한 장애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진행되어 오다가 년대에 들어서2000

면서 시각장애 대학생의 학업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시각장애 대학생의 학업과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는 주로 학업성취 실태 학업지, 

원서비스에 대한 인식 수준 및 요구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들은 일반적인 학부생 . 

수준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다룬 것으로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석사학위 이상을 , 

취득한 시각장애 연구자의 학술 활동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 

연구들을 통해서 시각장애 대학생이 학업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고 어떠한 지, 

원을 필요로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미흡하나마 시각장애 연구자가 학술활동 중에 

겪는 고충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년부터 특수교육대상자 대학 특별전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학에 입학하는 장애학1995

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한 특수교. 2016

육대상자는 명으로 명에 불과하던 년보다 약 배 이상 증가하였다 교육부 816 113 1995 7 (

교육부 일반 전형을 통해 입학하는 장애학생들까지 포함했을 때 2000, 27; 2016a, 107). 

20 년 기준 장애 대학생 수 대학원 포함 는 개 대학의 명이다 교육부 15 ( ) 714 8,598 ( 2016b, 

문제는 장애 대학생 수는 증가하는데 반해 학사경고 혹은 중도 탈락하는 장애 대학생 17). 

수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애 박찬웅 이해균 양재신 ( , , 2003, 335; 2000, 

특히 시각장애 학생의 경우 대학 입학 인원은 다른 장애유형의 학생들과 비슷하지만 학41). 

업을 완수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김미선 박중휘 ( , 2010a, 26), 

타 유형의 장애학생들보다 휴학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미선 박중휘 ( , 2010b, 

이는 시력을 필요로 하는 학습 환경에서 시각장애 학생들은 학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228). 

어려움을 겪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김미선 이옥경 ( 2012, 99; 2004, 172-173).

시각장애 대학생들의 학업문제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시각장애 대학생이 학업과정에, 

서 겪는 어려움의 핵심이 정보 접근 및 활용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 . 

학업 수행 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연구 김천우 ( 2001, 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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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체장애 학생들은 답안지 작성 청각장애 학생들은 강의 수강하기인 반면에 시각장애 , 

학생들은 과제물 제출로 나타났는데 시각장애 학생의 는 자신의 학점이 낮은 이유가 , 73.3%

자료 수집과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다른 연구 김미선 . (

에서 시각장애 대학생들은 점자정보단말기 독서확대기 점역 교재 음성파2012, 105-106) , , , 

일이 지원되지 않아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시각장애 대학생의 도서관 이용. 

에 관한 조사한 연구 윤혜숙 김영일 에서도 시각장애 학생들이 자료를 검색하고 ( , 2006, 24)

활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엿볼 수 있다 시각장애 대학생은 과제물 작성에 필요한 . 

자료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검색하고 검색을 통해 선정한 자료를 최종 입수해도 직접 , 

읽을 수 없다는 것에 좌절감을 느끼며 학습에 필요한 교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재 , 

없이 수업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각장애 대학생들은 자신들의 학습을 위해 강의 개설 전 교재 점역 전공과 교양 관련 점, 

자도서 제작 전공 관련 큰 글자도서 제작 학습자료 선 제공 원본파일 제공 학습도우미 등 , , , , 

인적자원 활용 여건 조성 보조공학기기 제공 소속 학과 차원에서의 과제활동 지원 등을 요, , 

구하고 있다 김미선 박중휘 이에 대해 교육부는 년 장애인 고등교육 ( , 2010a, 24-37). 2009

접근성 확대 장애 친화적 인프라 구축 장애대학생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장애대학생 고등, , , 

교육 질 관리 시스템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 방안 을 발표하고 장애 ' ' , 

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점차 확대해 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 2009, 1).

시각장애 대학생의 학습 지원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영국을 비롯한 핀. , 

란드 호주 일본 등도 대학 내 시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 

대표적으로 미국 핀란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주로 과제물 제출시간 연, , , 

장 수업자료를 접근 가능한 형태로 변환할 수 있도록 미리 제공 수업내용을 녹음할 수 있도, , 

록 허락 수업 및 시험을 위해 대필자 또는 낭독자 연계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공학기기 대, , 

여 등을 실시하고 있다(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09, 13-19). 

핀란드의 경우에는 개인 컴퓨터 및 필기용 보조공학기기 대여 점자교재 또는 큰 글자교재 제, 

공 시험시간 연장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일본의 경우에는 수업, ( 2011, 137), 

과 관련하여 텍스트 교재 제공 학습자료 점역 실기 및 실습 배려 화면낭독프로그램 등 보조, , , 

공학기기 사용 허가 지원인력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 , 2011, 79).石田久之 天野和彦 

이상의 연구들은 시각장애인이 시력 활용의 제한으로 학업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경우 누군가의 도움 없. 

이는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학습 자료나 과제물 작성 등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정보를 획득 및 활용하는데 비시각장애인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원활한 학습 활동을 위해 접근 가능한 형태의 자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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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독프로그램 혹은 화면확대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컴퓨터 지원인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비, . 

록 이 연구들은 시각장애 대학생에 국한된 연구들이지만 시각장애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의 일면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의미 있는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

연구방법. Ⅲ

본 연구는 시각장애 연구자의 학술정보 획득 및 활용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그 의미

를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해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Colaizzi

귀납적으로 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의 현상학적 연구 분석방법1. Colaizzi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현상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와 설명을 추구하는 접근법으로 탐구의 영

역은 경험이며 경험의 구조를 분석하여 경험의 기저에 깔려 있는 이성을 밝히려는 연구방법, 

이다 즉 이론이나 모델을 개발하고 일반적인 (Marton 1986, 31; Richardson 1999, 53). , 

설명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중인 현상의 경험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연구 대상자의 기술 을 분석하여 인간이 경험하는 현상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description)

귀납적이고 기술적인 접근 방법인 것이다 김분한 외 ( 1999, 1209).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 분석방법은 생활세계에서의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인간을 Colaizzi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철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은성 ( 2013, 107). 

연구방법은 다른 현상학적 분석방법과는 달리 개인적인 속성보다는 전체 연구 참여Colaizzi 

자의 공통된 속성을 도출해 내는 데 초점을 맞춘 분석방법이다 김분한 강화정 ( , 2014, 225). 

또한 분석방법에서의 주제 는 연구자의 정련된 언어로 기술하는 다른 현상Colaizzi (theme)

학적 연구방법과는 달리 연구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를 빌어서 기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김분한 외 이러한 의 현상학적 연구 분석방법은 시각장애 연구자들( 1999, 1217). Colaizzi

의 학술정보 획득 및 활용 경험을 연구 참여자 관점에서 심층적이고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본 연구에 잘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절차 및 방법2. 

시각장애 연구자의 학술정보 획득 및 활용 경험의 본질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절차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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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 참여자 선정. 

질적 연구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는 적절성과 충분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적절성은 .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해 생생하고 풍부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알아내어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고 충분성은 연구현상들에 대해 충분하고 풍부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 

료가 포화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수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Baker, Edwards and Doidge 

2012, 16; Morse et al. 2002, 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 연구자들의 학술정보 획득 및 활용 경험을 생생하고 풍부하

게 얻기 위해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을 논문심사를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학술등재지에 

회 이상 학술논문을 게재한 경험이 있는 시각장애 연구자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1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람으로 정하였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시. 

각장애 연구자를 모집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통신망 곳 넓은마을 아BBS 2 ( , 

이프리 에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문을 게재하였다 게시물을 확인한 시각장애인 명이 연구) . 1

자의 지인에게 연락을 하여 맹학교 교사 명을 추천해 주었고 이를 계기로 국립서울맹학교5 , 

에서 년 월 일 개최된 2017 1 18 ‘전국 맹학교 이료교사 모임’에 초대를 받아 맹학교 교사 명5

을 심층인터뷰 하였다 하지만 참여자 모집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신청. 

자가 없어 나머지는 과거에 업무 관련해서 만들어진 연구자의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였

다 연구하려는 내용과 관련하여 깊이 있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례들을 의도. 

면담자

코 드

장애

등급

잔존시력

활용여부
학위과정 전공분야

학위논문 제출여부 학술지 논문 
기타 특이사항

석사 박사 게재 수 예정 수

A 급1 × 박사수료 대체의학 석 박( · ) ◦ 진행 1 1

B 급1 × 박사졸업 특수교육 석 박( · ) ◦ ◦ 10 - 이료교과 교재 집필

C 급1 × 석사졸업 특수교육 석( ) ◦ × 1 - 이료교과 교재 집필

D 급1 × 박사졸업
상담심리 석( )

대체의학 석 박( · )
◦ ◦ 2 -

이료교과 교재 집필

석사학위 개 취득2

E 급1 × 석사졸업 특수교육 석( ) ◦ × 1 - 이료교과 교재 집필

F 급1 × 박사수료 특수교육 석 박( · ) ◦ 진행 2 - 이료교과 교재 집필

G 급1 ◦ 박사재학
관광문화학 석( )

도시사회학 박( )
◦ 진행 1 -

H 급1 × 박사수료
특수교육 석 물( ) 

리치료 석 박( · )
◦ 진행 3 -

이료교과 교재 집필

석사학위 개 취득2

I 급1 × 박사졸업
특수교육 석 물( ) 

리치료 석 박( · )
◦ ◦ 9 - 석사학위 개 취득2

J 급1 × 박사재학 사회복지 석 박( · ) × 진행 1 1
미국 석사학위

연구용역사업 참여

K 급1 ◦ 박사졸업 특수교육 석 박( · ) ◦ ◦ 9 -

L 급1 × 박사재학 사회복지 석 박( · ) ◦ 진행 - 2 연구용역사업 참여

* 이료 수기요법과 자극요법으로 건강 증진을 꾀하는 의료 유사업에 속한 처치 방법 서울맹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 ( 2003)

표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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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선정하는 목적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추가 인원을 확보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명의 인터뷰를 마친 후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아 자료의 포화상태라는 것을 인지9

했지만 사전 연락된 명의 참여자가 면담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이 사람들에 대해 추가 면담, 3

을 수행하였다 추가 면담한 명 중 명은 당초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지. 3 2

는 않았지만 현재 박사과정 학생들로 학술논문을 게재한 경험과 연구용역사업의 공동 연구자

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

고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사항은 표 와 같다. < 2> .

나 자료수집. 

시각장애 연구자의 학술정보 획득 및 활용 경험에 관한 자료는 년 월 일에 실시한 2017 1 11

예비면담을 시작으로 년 월 일까지 연구 참여자와 일대일 개별면담을 통해 수집하였2017 2 1

다 면담은 연구자 중 명이 직접 실시하였다 면담을 실시한 연구자는 년가량 도서관 및 . 1 . 20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면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고 특히 시각장애인 가족의 , 

학술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어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 그 본질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면담 이전에 각 참여자에게 전화를 하여 일정을 조정한 후 연구 참여자가 희망하는 장소로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였다 연구자의 지인을 통해 추천 받은 명은 국립서울맹학교의 해부학실. 5

에서 면담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명은 연구 참여자의 자택 인근에 있는 카페 또는 연구 참여자 , 7

소속 대학도서관 휴게실에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최저 시간에서 최고 시간가량 소요. 1 3

되었으며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어느 정도 공감이 형성이 될 때까지 일상적인 이야기와 최근 , 

근황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시간 연구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 

낭독한 시간을 제외하고 연구 질문에 집중하여 면담한 소요시간은 평균 시간 정도이다1 .

연구자는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

고 답을 유도하거나 암시를 주지 않기 위해서 개방적이며 비구조적인 질문형태를 유지하였다, . 

면담 시 사용된 질문은 ‘학술정보 획득 및 활용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 ‘학술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한 경험은 어떤 의미입니까? , ’ ‘학술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 ’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 ’ ‘지원

인력에 대한 느낌은 어떠한가요? , ’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등으로 이 질 

문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풍부한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면담 시 참여자와의 대화 내용을 .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여 필사함으로써 내용의 누락을 방지하였고 면담 시의 참여자 태도, 

를 관찰하고 기록하여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 연구자가 . 

직접 필사하였으며 면담 도중 작성한 메모도 참고하면서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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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내용은 최대한 면담 당일에 전사하고자 하였고 그렇지 못할 경우 당일의 녹취내용을 다시 , 

듣고 필기한 내용과 대조하면서 면담 시의 분위기 연구 참여자의 진술 의도 등을 되새긴 후 , 

늦어도 일 이내에 전사를 완료하여 중요한 사안들이 왜곡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3 . 

후에 궁금한 점이나 맥락상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점들에 대해 전화 인터뷰를 추가 실시하였다.

다 자료분석 방법. 

시각장애 연구자의 학술정보 획득 및 활용 경험을 귀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의 Colaizzi

단계 분석방법을 따랐다 분석방법은 참여자로부터 기술된 내용에서 의미 있는 문6 . Colaizzi 

장이나 구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한 다, 

음 주제 주제묶음 범주를 도출한 후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김분, , (

한 강화정 이은성 구체적인 절차는 그림 와 같다, 2014, 225-226; 2013, 107). < 2> .

단계1 … 자료에서 느낌을 얻기 위해 대상자의 기술을 반복해서 읽음

단계2 …
탐구하는 현상을 포함하는 구문장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 도출(significant statements) 

단계3 …
의미 있는 진술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중복되는 표현을 배제한 후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general restatement)

단계4 … 의미 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터 구성된 의미 도출(formulated meaning) 

단계5 … 도출된 의미를 주제 주제묶음 범주 로 조직(themes), (theme clusters), (categories)

단계6 …
주제를 관심 있는 현상과 관련시켜 명확한 진술로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기술(exhaustive description)

그림 의 단계 분석방법< 2> Colaizzi 6

분석 단계에서는 자료에서 느낌을 얻기 위해 전사한 면담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1

의미 있는 내용에 표시하였다 단계에서는 탐구현상을 포함하는 구 문장에서 의미 있는 진. 2 ·

술을 도출하기 위해 주요 진술을 추출하여 엑셀에 기록하였다 단계에서는 단계에서 추출. 3 2

한 진술을 일반적인 진술로 수정하여 기록하였다 단계에서는 의미 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 4

터 구성된 의미를 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인 현상학적 반성을 통해 진술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단계에서는 도출된 의미를 주제 주제묶음 범주로 조직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학술활5 , , . 6

동에 대한 시각장애 연구자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라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 참여를 결정하고 면담하기에 앞서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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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원할 시에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 철회가 가능하며 참여자 이름은 로 환원해서 관리하, ID

기 때문에 비밀보장과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 

면담 내용이 녹음되며 녹음된 자료는 문서로 기록된다는 것 그리고 참여자가 제공한 정보는 ,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고 연구 종료 시 모두 폐기됨을 알려주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 

연구 참여자가 모두 이해한 후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고 면담을 시작하였다 단 연구 참여자 . , 

명 중 명은 잔존시력이 활용 가능하여 연구 참여 동의서에 직접 사인을 하였지만 나머지 12 2

명은 잔존시력을 활용할 수 없는 전맹인이었기 때문에 연구자에게 동의서 사인을 대신 해 10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구두 승인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마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연구 참여자의 의도가 연구자에 의해 잘못 해석되는 오류를 없, 

애기 위해 연구과정 동안 지속적으로 연구자 간의 합의 과정을 거쳤으며 매 절차마다 연구자 , 

반성을 통해 왜곡된 시각을 배제하고자 노력하였다 녹취한 내용을 전사한 이후 의미 있는 . , 

진술 을 도출하는 것부터 도출된 의미를 주제 주제묶음(significant statements) (themes), 

범주 화 하는 전 과정에 본 연구의 심층면담 대상자였던 (theme clusters), (categories) A 

참여자가 함께 동참하여 자료 분석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었

다 또한 최종적으로 구성한 내용을 각 연구 참여자에게 전화로 낭독하여 잘못 해석하거나 . 

잘못 분류한 내용은 없는지 재차 확인함으로써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시각장애 연구자의 학술정보 획득 및 활용 경험 분석. Ⅳ

학술정보 획득 및 활용 경험에 대한 인터뷰에서 시각장애 연구자들이 언급한 내용을 의미

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가지 항목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살펴볼 항목들은 학술정보 획3 . 

득 및 활용 관련 주요 현황 매체 유형에 따른 학술정보 획득 및 활용 과정 학술정보 획득 , , 

및 활용 경험의 의미이다.

주요 현황1. 

아래에 기술된 사항들은 시각장애 연구자들이 학술정보를 획득 및 활용하는 과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정보원과 보조공학기기 학술활동 시 활용하는 지원인력에 대한 현황을 보여준다, .

가 주로 사용하는 정보원. 

시각장애 연구자들은 화면낭독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웹 사이트에 접근하는데 국내의 학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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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제공 사이트들의 웹 접근성 수준이 좋지 않아서 사이트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 

키보드로 하나하나 이동하면서 소리에 의존한 채 사이트 구조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로움이 많아서 자신에게 익숙한 사이트 곳을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1~2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 연구자들이 전자형태의 자료를 찾을 때 가장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 

는 관련 학회 홈페이지 순이었으며 인쇄형태의 자료가 필요할 때는 텍스트로 Riss, Google, , 

변환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주로 구입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 3>.

구분

전자형태 인쇄형태

Riss Google
학회

사이트
Naver DBpia NDSL KISS

국외사이트

/DB
구입

국립중앙

도서관

국회

도서관

A ◦ ◦ ◦

B ◦ ◦

C ◦ ◦ ◦ ◦

D ◦ ◦ ◦ ◦

E ◦

F ◦

G ◦ ◦

H ◦ ◦

I ◦ ◦ ◦

J ◦ ◦ ◦

K ◦ ◦

L ◦ ◦ ◦ ◦ ◦

계 10 4 3 2 1 1 1 4 4 1 1

표 시각장애 연구자가 주로 사용하는 정보원< 3> 

나 주로 사용하는 보조공학기기. 

잔존시력 활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참여자가 학술정보를 획득 및 활용하기 위해서 화면 

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점자정보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잔존시력이 활용 가, 

능한 참여자는 시력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화면확대프로그램 혹은 

확대경을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텍스트 추출을 위한 스캐너와 프로그. OCR

램은 워드입력 또는 낭독을 지원할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자료의 대략적인 내용만을 확

인할 때 대안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4>.

다 지원인력 및 의뢰 내용. 

시각장애 연구자는 학술 활동을 위해 가족 활동보조인 친구 동료 자원봉사자 아르바이, , · , , 

트생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친구 동료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고 , ·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원인력으로부터 가장 빈번하게 도움을 받는 분야는 워드입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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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열이었고 그 다음으로 검색 다운로드 논문 편집 복사 낭독 녹음 행정절차 순으로 나, · , , , · , 

타났다 표 워드입력과 교열의 비중이 높은 것은 시각장애 연구자가 학술정보의 내용에 < 5>. 

접근하고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말해 준다.

구분
자료획득 및 활용 텍스트 추출

화면낭독프로그램 점자정보단말기 화면확대프로그램 확대경 스캐너 프로그램OCR

A ◦ ◦

B ◦ ◦

C ◦ ◦

D ◦ ◦ ◦ ◦

E ◦ ◦

F ◦ ◦ ◦ ◦

G ◦ ◦ ◦ ◦ ◦ ◦

H ◦ ◦ ◦ ◦

I ◦ ◦ ◦ ◦

J ◦ ◦ ◦ ◦

K ◦ ◦ ◦ ◦

L ◦ ◦ ◦ ◦

계 12 12 2 2 8 8

표 시각장애 연구자가 주로 사용하는 보조공학기기< 4> 

구분

활용 인력 의뢰 내용

가족
활동

보조인

친구·

동료

자원

봉사자

아르

바이트생

자료검색 입수· 내용접근 논문작성

검색·

다운로드
복사

워드입

력 교열·

낭독·

녹음
논문편집 행정절차

A ◦ ◦ ◦ ◦ ◦ ◦ ◦ ◦ ◦

B ◦ ◦ ◦ ◦ ◦ ◦

C ◦ ◦ ◦ ◦ ◦ ◦

D ◦ ◦ ◦ ◦ ◦ ◦ ◦ ◦ ◦

E ◦ ◦ ◦ ◦ ◦

F ◦ o o ◦ o

G ◦ ◦ ◦ ◦

H ◦ o o ◦

I ◦ ◦ ◦

J ◦ ◦ ◦ ◦ ◦ ◦ ◦

K ◦ ◦ ◦

L ◦ ◦ ◦ ◦ ◦ ◦

계 5 4 10 5 4 7 5 12 5 7 3

표 시각장애 연구자가 활용하는 지원인력 현황< 5> 

학술정보 획득 및 활용 과정2. 

시각장애 연구자들은 시력을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학술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

는 과정에서 비시각장애 연구자와 차이가 있었다 면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시각장애 연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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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술정보 획득 및 활용 과정은 매체 형태에 따라서 크게 가지로 구분되었는데 획득 및 2 , 

활용하고자 하는 정보가 전자형태일 경우와 인쇄형태일 경우 각각 접근방법이 달랐다.

 

가 전자형태의 학술정보. 

시각장애 연구자가 전자형태로 된 자료를 획득 및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우선 화

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에서 자신에게 친숙한 사이트에 접근한다 소리에 의존PC . 

해서 검색하고 검색결과를 확인한 후 다운로드를 시도하는데 다운로드 가능 여부에 따라서 , 

이후 진행과정은 달라진다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파일의 경우에는 포기를 해 버리거나 인쇄. , 

스캔 프로그램으로 텍스트를 추출하여 내용을 확인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체 형태로 - -OCR . 

내용을 변환해 줄 지원인력을 확보하여 활용한다 반면 다운로드가 가능한 파일은 전부 다운. 

로드 받아 원문 접근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원문 접근이 불가능한 파일은 다운로드가 불가능. 

한 파일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고 원문 접근이 가능한 파일은 화면낭독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서 내용을 확인한다 그림 시각장애 연구자에게 가장 유익한 전자형태의 학술정보는 다운< 3>. 

로드가 가능하면서 음성낭독프로그램으로 원문 접근이 되는 파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전자형태의 학술정보 획득 및 활용 과정< 3> 

 

나 인쇄형태의 학술정보. 

인쇄형태의 자료에 접근할 때는 우선 검색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선정하고 구입 또는 대여 

여부를 결정한다 직접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스캔 프로그램으로 텍스트를 추출하여 내. -O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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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간략하게나마 확인하는데 프로그램의 성능이 낮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의 , OCR 

글자 인식률이 양호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인력에게 교열을 요청하여 내용을 확인한다 이. 

외에 처음부터 지원인력에게 워드입력이나 낭독을 요청하여 내용에 접근하기도 한다 한편 . 

도서관에서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을 복사한 후 인쇄자료를 직접 구입했을 때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접근한다 그림 < 4>.

그림 인쇄형태의 학술정보 획득 및 활용 과정< 4> 

학술정보 획득 및 활용 경험의 의미3. 

방법은 다른 현상학적 분석 방법과는 달리 개인적인 속성보다는 전체 참여자의 Colaizzi 

공통된 속성을 도출해 내는데 용이한 방법이며 연구자의 언어가 아닌 연구 참여자가 표현한 , 

언어로 기술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연구 참여자 명에 대한 면담내용을 의 연구방법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 시각12 Colaizzi , 

장애 연구자의 학술정보 획득 및 활용 경험은 총 개 범주와 개 주제묶음 개 주제로 4 12 , 44

정리되었다 표 원 자료에서 도출된 개의 의미 있는 진술과 이를 통해 구성된 의미에< 6>. 107

서 주제를 도출하고 도출된 주제를 유형별로 합쳐서 주제묶음을 만든 후 최종적으로 , ‘학술정

보 확보 및 활용 , ’ ‘인식 및 감정의 변화 , ’ ‘지원인력과의 관계 , ’ ‘개선요구사항’으로 범주를 구

성하였다 개의 범주 중 . 4 ‘학술정보 확보 및 활용’과 ‘인식 및 감정의 변화’는 시각장애 연구자

의 자연스런 학술활동 흐름에 따라 구성된 것이고 나머지 , ‘지원인력과의 관계 , ’ ‘개선요구사

항’은 내용적인 의미에 따라 구분되었다 표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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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Categories)

주제묶음

(Theme clusters)

주제

(Themes)

학술정보

확보 및 활용

(3)

검색의 어려움

(4)

웹사이트 접근성이 나빠서 검색이 힘들다

통합검색 사이트가 없어서 불편하다

화면낭독프로그램으로 하나하나 읽어서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서지사항이 부족해서 자료선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확보의 어려움

(5)

원문접근성이 나빠서 읽으려면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원문을 접근 가능하도록 변환하는 절차가 번거롭다

자료 확보에 시간적 압박감을 느낀다

최신자료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자료 확보 시 경제적 부담감을 느낀다

활용의 어려움

(8)

활용 자료의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내용 파악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힘이 든다

자료 정리가 어렵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활용 자료의 범위를 줄이지만 불안하다

시급하게 논문을 수정해야 할 때 시간적 압박감을 느낀다

논문 작성 시 편집이 어렵다

연구행정 절차가 까다롭다

잔존시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다

인식 및 감정의 

변화

(3)

학술활동 이전

(2)

학술활동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답답한 마음이 든다

부단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겁이 나고 두렵다

학술활동 중

(4)

자괴감이 들고 나 자신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마음대로 볼 수 없는 것에 화가 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자료를 마음껏 보는 정안인들이 부럽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학술활동 이후

(3)

자긍심이 높아지고 뿌듯하고 성취감도 든다 

다시 하면 조금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든다

지원인력과의

관계

(2)

지원인력의 

기능 측면

(3)

지원인력을 충분히 구하기가 힘들다

지원인력의 역량이 학술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불안하다

효율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미리 준비 한다

지원인력과의

관계 측면

(5)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

가족을 많이 의지하게 된다

가족과는 자주 갈등이 생긴다

지속적으로 인력풀을 관리해야 한다

사례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개선요구사항

(4)

기술적 측면

(3)

웹 접근성이 보장되었으면 한다

원문 접근성이 보장이 되었으면 한다

화면낭독프로그램 및 프로그램의 성능이 개선되었으면 한다OCR

정책적 제도적 측면·

(2)

시각장애인의 텍스트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이 개선되었으

면 한다

데이지 파일은 불편하기 때문에 텍스트를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

인력 측면

(3)

학술활동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학술활동을 지원해 주는 전문 인력이 개인에게 배정되었으면 좋겠다

시각장애 연구자 간에 정보 공유가 되었으면 한다

도서관 측면

(2)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도서관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학술정보 활용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표 시각장애 연구자의 학술정보 획득 및 활용 경험에 대한 의미 구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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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학술정보 확보 및 활용1 : 

첫 번째 범주는 학술정보 확보 및 활용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으로 이 

범주는 개의 주제묶음 즉3 , ‘자료 검색의 어려움 , ’ ‘자료 확보의 어려움 , ’ ‘자료 활용의 어려움’

으로 구성된다 시각장애 연구자들이 자료 검색 자료 확보 자료 활용이라는 일련의 과정들. - -

을 경험하면서 느낀 어려움을 각 과정별로 분류하였다. ‘자료 검색’은 시각장애 연구자들이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한 후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여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로, ‘자료 

확보’는 원문을 다운로드 받거나 인쇄본 자료를 구입하여 접근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단계

로 그리고 , ‘자료 활용’은 확보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고 학술 결과물을 작성하는 단계로 간

주하여 정리하였다 각 주제묶음에 대한 세부 설명과 관련 진술은 다음과 같다. .

주제묶음 검색의 어려움1) 1 : 

시각장애 연구자들이 자료 검색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은 크게 가지로 정리될 수 있었다4 . 

학술정보 사이트의 웹 접근성 수준이 나빠서 검색이 힘들고 통합검색 사이트가 없어서 불편, 

하며 웹 사이트의 구조나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화면낭독프로그램으로 하나, 

하나 들으면서 확인해야 하는데 이 때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였다 또한 학술정보 사이트들. 

이 초록 등 서지사항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자료선정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사이트는 시각장애인이 화면낭독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

고 불편함도 많고, ...” 참여자  < A>

“여러 사이트가 다양하게 있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시각장애인 하면 적어도 이 사이트에 가면 모든 

자료가 다 있다 뭐 총화된 듯한 사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망라할 수 있는 아니면 링크라고 , . , …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참여자  < B>

“검색과정에서 검색어 하나를 집어넣으면 논문이 수십 개 나오잖아요 수백 개 되는 경우도 있어요. . 

그것을 논문 제목 한 줄씩 한 줄씩 다 들어봐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 하나하. . 

나씩 집중해서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몇 시간이 걸려요.” 참여자  < I>

“요즘에는 초록이나 이런 게 공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글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초록이 잘리는 경우, 

도 있잖아요.” 참여자  < H>

주제묶음 자료 확보의 어려움2) 2 : 

자료 확보 단계에서 시각장애 연구자들은 원문 접근성이 나빠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으

며 화면낭독프로그램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원문의 경우에는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변환해서 , 

보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번거롭다고 하였다 또한 접근 가능한 원문 파일을 찾고 변환하기까. 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압박감을 느끼며 자유롭게 원문에 접근하지 못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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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최신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자료 확보 시 경제적인 부담감도 느낀다고 하였다, .

“가장 어려운 것은 파일을 받았을 때도 열 수 없는 상황들 결국은 비장애인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 … 

없다는 것 그 부분이 제일 힘들고, ...” 참여자  < L>

“ 한숨을 내쉬며 책을 빌려 오면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책 목차를 보고 목차에서 필요한 챕터를 복사를 ( ) 

해가지고 스캔을 해가지고 또 파일 만들고 돌리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워드 치는 선생님께 PDF OCR 

또 보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참여자 .” < J> 

“ 텍스트 추출이 안 되는 것은 를 이미지 스캔으로 뜨자 해서 막 다 해 봤는데 이게 는 ( ) PDF , 70-80%

되고 다 깨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져 나오는 걸 한 번 입력해 봐라 그냥도 입력해 봐라 해서 여러 사람들한. 

테 다 입력을 시켰어요 봉사자들 활동 보조하는 사람들 아르바이트생들 아는 친구 기타 등등 모든 사람들 . , , , 

총동원해서 만들 수 있는 자료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쳐보면 또 별 볼일 없는 것들도 있고 한 달 동안 . , 

쳤는데 별 볼일 없는 게 있고 허탈하죠 쓴웃음 허탈한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 ). , .” 참여자 < D>

“ 를 만들 때 풀 텍스트를 로 그대로 전환한 게 아니라 사진을 찍었더라고 우리나라 논문들은PDF PDF . 

돌려야 돼 돌리면 굉장히 순서라든가 글자가 많이 깨져 있죠 돌리면 순서가 뒤죽박죽이에OCR . . OCR 

요 페이지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문서를 또 읽어야 돼 읽어서 어느 정도 내용 파악만 또 하는 거예요. . . . 

그거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고 굉장히 . . 

피곤해지죠.” 참여자  < I>

“ 최신자료 찾는 것은 포기하죠 왜냐하면 가장 추구해야 할 게 최신 이론이고 정확한 통계 이런 것들( ) . 

을 밝히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그러기를 바라지만 사실 찾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요 자료라고 하는 , , 

게 어디 있다는 보장도 없고 사실은.” 참여자  < B>

“돈이 많이 들어도 어쩔 수 없죠 이번 주까지 봐야 하는데 보통 페이지까지는 오래 안 걸리잖아요. . 30 . 

빠른우편으로 명한테 워드 쳐 달라고 붙인다고 생각하면 그것만 몇 만원이 드는 거예요 그게 어떻10 ( ) . 

게 해요 이번 주까지 봐야 되고 이번 주까지 답을 내야하면 방법이 없죠. .” 참여자 < L>

주제묶음 활용의 어려움3) 3 : 

자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활용 자료의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자료의 내용을 파악,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힘이 들며 획득한 자료를 이후에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일목요연하, 

게 정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활용 자료의 범위. 

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지만 꼭 보아야 할 자료를 놓치지는 않았는지 불안한 마음이 들고, 

논문 작성 시에는 급하게 논문을 수정해야 할 때 시간적인 압박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 외. 

에도 논문 편집하는 것이 어렵고 연구행정 절차가 까다롭게 느껴지며 잔존 시력을 사용해야 , , 

하는 경우에는 시력이 감퇴될까봐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보는 분들은 내가 다 하잖아요 내가 시간 투자하고 내가 도서실가서 다 조사하고 집에 가지고 와서 . 

워드치고 또 아니다 하면 다른 것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워드 쳐서 오면 그 자료로 만들어야 . 

돼 무조건 그 자료 아니면 안 돼 그렇게 되는 거죠 워드 친 게 아까운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 . . ( ) . …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자꾸 한정되게 돼요.” 참여자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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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야의 연구 동향 그거 정리해야 하거든요 그게 정말 시각장애인들이 어렵더라고요 아까 . . … … 

말씀드린 거처럼 자료를 빨리 못 보니까 논문 쓰실 때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쭉 펼쳐 놓고 보잖아요. . 

그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거예요.” 참여자  < B>

“자료를 다운 받으면 주제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 두어야 하고 내가 어떤 자료를 다운 , … 

받아 놨는지 목록을 만들어 놔야하고 초록을 봤으면 초록의 주요 내용을 또 목록에다 또 따로 정리를 , 

해 놓아야 하잖아요 그런 걸 하면 하루 종일 봐도 논문 몇 편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시간이 . . … 

너무 많이 걸려서.” 참여자  < H>

“ 정보접근이 제한적일 때 그냥 포기를 해 버립니다 그걸 자꾸 너무 붙잡고 있으면 진짜 뭐라고 그럴( ) . 

까 그것 때문에 이 논문이나 이런 학술적인 정보를 못 얻어서 정말 불편하지 않은 한은 그런 것은 , 

그냥 포기를 하는 방법으로...” 참여자  < B>

“다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하고 리스 정도를 쓰니까 거기에 없는 데이터가 빠져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제가 검색했을 때 아무래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락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 

하는 생각이 많이 들구요.” 참여자  < A>

“교수님이 이런 이런 것에서 찾아가지고 이걸 넣어라 이러는데 언제 찾아가지고 입력해가지고 언제 , , 

보겠냐는 거죠 시간이 주 안에 다시 또 내야 하는데 수정을 해서 그럴 때에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죠. 2 , . . 

시간이 문제에요 보통 사람들은 밤을 새면 되지만 내가 밤을 새봤자 찾지를 못하는 자료 가지고 . … 

그럴 때가 마냥 답답했죠 한숨( ).” 참여자  < D>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양식과 틀에 맞추는 것이 힘들거든요 그건 우리가 .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참여자  < B>

“최근에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시각장애인으로써 연구를 한다는 게 요새 연구윤리도 강화되었고. , ... , 

논문유사도검사 뭐 이런 것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나쁘게 얘기하면 다 도움거리에요 내가 할 수 . . 

있는 게 아니니깐.” 참여자  < B>

“ 지원 인력이 없으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긴 문서 눈으로 보는 일을 해야 되겠죠 아 너무 힘들 ( ) , . ! … 

것 같은데 눈으로 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기 전부터... . .” 참여자  < K> 

범주 인식 및 감정의 변화2 : 

이 범주는 학술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시각장애 연구자들의 인식 및 감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와 관련된다 시각장애 연구자들은 학술활동을 시작하. 

기 전 활동 중 활동 이후에 인식 및 감정에 변화를 보였는데 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 , , 

하면 ‘학술활동 이전 , ’ ‘학술활동 중 , ’ ‘학술활동 이후’와 같이 개의 주제묶음으로 구분할 수 3

있었다 각 주제묶음에 대한 세부 설명과 관련 진술은 다음과 같다. .

주제묶음 학술활동 이전1) 1 : 

시각장애 연구자들은 학술활동을 시작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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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겁이 나고 두려움이 든다고 하였다.

“일단은 해야 된다 하면 그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과정이 힘들다는 것을 이미 아니까 굉장히 답답한 , 

마음이 들죠.” 참여자  < A>

“부단한 과정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되고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가 저는 어려운 ,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다 알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죠. .” 참여자 < J>

“답답하고 무겁고 하긴 해야 되는데 책임감도 느껴지고 고단한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 , , 

약간 두려운 것...” 참여자  < K>

주제묶음 학술활동 중2) 2 : 

학술활동을 진행하는 중에는 실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술활동 이전

에 들었던 겁이 나고 두려운 마음이 자괴감과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되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불편함을 겪어야 한다는 것에 화가 나고 자주 포기하고 싶은 생

각도 든다고 하였다 자료를 마음껏 보는 비장애인들이 부럽고 학술활동을 하는 것은 자신과. , 

의 싸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자괴감이 든다고나 할까 하하 헛웃음 아 힘들다 뭐라고 말해야 되나 불쌍하다 단순하게 말하. ( ). ! . . , … 

면 불쌍하다 그런 마음도 들고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 .” 참여자  < H>

“시력이 불편해서 속상한 것 화나는 것 그리고 될 것 같아서 맡겼는데 안 되면 짜증스럽기도 하고. . . 

그런 생각도 들겠죠 내가 너무 무능력한 게 아닌가. ( ) ...” 참여자  < C>

“혼자 하다가 안 되면 성질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면 포기한 상태에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 

부분에서 답답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약간 논문을 쓰기 싫어지는 경우나 아니면 포기해야 되겠다 .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참여자  < G>

“나는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이런데 자료 검색을 하러 간대 우리는 ... 

뭐 가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별로 가서 복사를 한 묶음씩 해 와요 나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 . 

그런 것들이.” 참여자  < E>

“내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학술정보를 이용하다보면 원하는 만큼 또 원하는 시간 내에 또 원하는 . … 

수준대로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어떤 때는 주어진 자료 내에서 뭔가를 써야 될 뭔가를 연구해, 

야 될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는데 까지 하는 거지 만족할 수는 없는 거 같고 그런 점에서 화가 . . . … 

나는 점도 있고 시간에 쫒기는 일도 있고 또 사람을 활용해야 할 상황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쫒기는 일이 , .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모두 병합되면 이 하나를 완성하는 것은 내 자신하고 싸우는 거지. .” 참여자  < L>

주제묶음 학술활동 이후3) 3 : 

한 편의 논문을 완성한 후에는 자존감이 올라가고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다, . 

시 한다면 조금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쉬움과 기대감이 생기는 반면 한편으로는 다시

는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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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나면 결과가 어찌 되었든 간에 한 매듭을 짓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자랑스럽고 자존감도 올라가. 

고 성취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 C>

“어려움이 큰 만큼 학술자료가 나오고 그러면 부족하지만 진짜 많이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일단 해 냈다는 것에 대한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이 있죠, .” 참여자  < A>

“다음에 또 이런 과업이 있다고 한다면 일차적으로는 안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요 스트레스 안 받고. .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맡겨야 되니까 그리고 옛날에 했으니까 좀 더 잘 할 수 있겠다 . … 

하는 마음도 들고( ).” 참여자  < C>

“안하고 싶은 왜냐하면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석사 논문을 끝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 ... . 

하면 다시는 이거 하나봐라 진짜 논문을 또 쓴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그 일을 . . , … 

다시 해야 하나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참여자  < H>

범주 지원인력과의 관계3 : 

세 번째 범주는 학술정보 획득 및 활용 과정에서 지원인력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관한 것

이다 시각장애 연구자들은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매 단계마다 지원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는. 

데 그 만큼 시각장애 연구자들에게 지원인력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필요한 지원. 

인력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시각장애 연구자들이 주로 체험하는 경험은 ‘지원인력의 

기능적 측면 , ’ ‘지원인력과의 관계 측면’과 같이 개의 주제묶음으로 정리되었다 각 주제묶음2 . 

에 대한 세부 설명과 관련 진술은 다음과 같다.

주제묶음 지원인력의 기능적 측면1) 1 : 

시각장애 연구자들은 학술활동을 지원해 줄 인력을 충분히 구하기가 힘이 들고 지원인력, 

의 역량이 학술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불안한 마음도 든다고 하였다 그리. 

고 지원인력으로부터 효율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다고 하였다.

“급박한 상황에는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걸요 뭐 애기 엄마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 보고 순서대로 방법이 없잖아요. .” 참여자  < L>

“ 명으로 될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 친구들이 다 일이 있고 직장이 있다 보니까 부탁을 했는데 2~3 . . 

바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되고.” 참여자  < B>

“부탁을 했을 때는 그 분들도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탁할 때는 잘 아시는 분들에게. … 

아무나에게 부탁할 수는 없고 이게 다가 아닐 수 있겠다는 걱정과 부탁하고 할 때 충분히 마음이 . … 

가볍지가 않아요 무거운 마음이 항상 들죠. .” 참여자  < A>

“불안하죠 그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그 전문 논문을 어떻게 보면 단순한 표는 괜찮은데 복잡하게 . ... , 

나와 있는 것들 봐달라고 하면 잘 보는지 이게 맞는지 불안한 거는 있어요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을 , . 

파악하는 데는 사실은 저는 그건 포기를 했고.” 참여자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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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상 봉사자를 앉혀 놓고 교육을 시키면 교육 시간이 너무 오래 가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검색을 . … 

해서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로그인 한다는 걸 일단 대충 머릿속으로 해 놓고 봉사자하고는 오로지 

서치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최대한.” 참여자  < L>

주제묶음 지원인력과의 관계 측면2) 2 : 

시각장애 연구자들은 지원인력에게 기본적으로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하였다 최종. 

적으로는 가족을 의지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갈등을 많이 겪고 있는 대상 또한 가족이라고 

하였다 지원인력들이 각자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매번 부탁을 들어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인력풀을 관리한다고 하였다.

“미안하고 고마움 마음이 더 크지 그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이라든지 그런 건 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자의적이고 자기 생활을 일정 부분 할애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마움. 

이 있을 뿐이지 다만 사람인지라 다 못해 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 . 

때는 제가 차선책을 찾는 거죠.” 참여자  < B>

“가족은 가족이니까 다 알죠 제가 어려운 것을요 제가 뭘 필요로 하는지도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 . 

맨 끝에 가서는 가족이에요.” 참여자  < F>

“당장 내일까지 제출을 해야 하는데 밤에 알바를 쓸 수 없고 그 사람들이 와서 같이 작업을 할 수 ,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가족이 도와줘야 하는 부분밖에 없잖아요, .” 참여자  < A>

“ 고개를 가로 저으며 에으 가족은 이런 일을 시키면 안돼요 와이프도 직장생활을 하고 애들 키우고 ( ) , . , 

집안일 하고 그런 과정에 다 어려움이 있는데 내 어려움을 전가해서 아무튼 뭔가 이렇게 하면 별로 , , 

유쾌하게 마무리가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와이프가 짜증내고 나도 짜증나고 미안한 . ,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몇 번 시키고 안 시켰죠 부탁을 안 했죠, . .” 참여자  < H>

“가족들이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다들 힘드니까 적극적이지가 않고 마지못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 . 

까 이제 때려치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미안한 마음이 드니까 내가 괜히 공부를 하나 싶기도 하고... . 

뭐 그런 마음이 들죠.” 참여자  < A>

“ 인력풀이 항상 주위에 있게 해야죠( ) .” 참여자  < F>

“한 번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커피 쿠폰이나 이런 쿠폰들 선물을 주로 많이 하니까 비용 부담이 …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논문을 쓰거나 학업을 영위하려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참여자  < G>

범주 개선요구사항4 : 

마지막 범주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학술정보 획득 및 활용과 관련하여 개선되기를 희망하

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개선요구사항을 의미별로 정리하여 . ‘기술적 측면 , ’ ‘정책

적 제도적 측면· , ’ ‘인력 측면 , ’ ‘도서관 측면’으로 개의 주제묶음을 도출하였다4 . ‘기술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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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책적 제도적 측면· ’은 웹 접근성 및 원문 접근성 향상과 관련되고, ‘인력 측면’은 전문 

인력 활용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다 각 주제묶음에 대한 세부 설명과 관련 진술은 다음과 같다. .

주제묶음 기술적 측면1) 1 : 

시각장애 연구자들은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와 원문의 접근성 수준이 향상되기를 

열망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화면낭독프로그램 등 보조공학기기의 기능이 개선되기를 바란. 

다고 하였다.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부터 를 읽을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에요 두 가지만 되면 혼자 하지요PDF . .” 

참여자 < D>

“화면낭독프로그램에서 자료를 무리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표라든지 이제 뭐 시각 자료들 이런 … 

부분들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적용이 돼서 구축이 된다면 좋겠다는 거죠.” 참여자  < H>

주제묶음 정책적 제도적 측면2) 2 : ·

쉽게 원문에 접근하고 활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시각장애인이 텍스트 활용

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이 개선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정부에서 주도하여 제. 

작 및 보급하고 있는 데이지 형태의 파일은 (Daisy, 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 

가공이 불가능하여 불편하므로 학술정보만큼은 텍스트 형태로 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 저작권법이 빨리 법이 바뀌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결국은 내가 ( ) . … 

연구자로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학술 정보가 나오고 새로운 학술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 

내 지원인력 내 가족이라든가 친구 지인 이런 사람들에게 평생 부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뭐 사실, , , . 

은.” 참여자 < L>

“데이지는요 되게 불편해요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읽어낼 수는 있지만 필요한 부분을 발췌를 못하잖아. 

요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발췌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학술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결과를 낼 수 있는데 . 

결과를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문을 더 닫아 버리는 거거든요. .” 참여자  < F>

주제묶음 인력 측면3) 3 : 

시각장애 연구자들은 학술활동 전 과정에서 지원인력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하. 

지만 과업 수준에 맞는 지원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 소양

을 갖춘 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시각장애 연. 

구자 상호간에 노하우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게시판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올려놓으면 전문가들이 해당 자료를 검출해서 이메일

로 서비스를 좀 해주거나 별도의 공간을 통해서 학술정보 회원정보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 

새로 만들어 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참여자  <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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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할 때 참 절실하게 느끼는 거는 연구보조원이 한 명 있으면 참 좋겠다 연구보조인도 좀 잘 . 

아는 단순히 워드 입력만 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참고문헌 정리 정도 연구 기술은 어차피 연구자가 . , . 

해야 되요 그렇지만 형식적인 부분을 좀 챙겨주는 분들 논문 쓰다 보면 목차부터 표 제목을 어디에다 . . 

쓰고 이런 게 다 중요하잖아요.” 참여자  < I>

“저를 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한 명 있으면 좀 부담감을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  < H>

“시각장애인들이 박사과정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공유를 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다 고생

하면서 하는 거죠 뭐.” 참여자  < D>

주제묶음 도서관 측면4) 4 : 

시각장애 연구자들은 도서관이 시각장애 연구자를 배려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성을 , 

갖춘 인력을 배치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아울러 시각장애 연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학술. 

정보 활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도 하였다.

“도서관에 갔을 때 제가 쓸 수 있는 컴퓨터가 있으면 좋겠고 거기에 화면확대 화면낭독 할 수 있는 , , 

것들이 좀 설치되어 있으면 좋겠구요 너무 큰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좁은 데라도 독방이 있으면 좋겠어. 

요 왜냐하면 헤드폰이나 이어폰 끼고 듣는 것보다 스피커로 듣는 것에 더 익숙해 가지고 담당. ( ) … 

인력이 장애인이 독서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조공학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잘 알고 있으

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 K>

“박사나 그런 과정 하는 사람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논문검색 방법 논문이용 , … 

방법 이런 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 D>

논의 및 결론. Ⅴ

본 연구는 시각장애 연구자의 학술정보 획득 및 활용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시도한 현상학적 연구로 시각장애 연구자들의 학술 정보 획득 및 활용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 

시각장애 연구자의 관점에서 기술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Colaizzi .

연구에 참여한 시각장애 연구자의 의미 있는 진술 에서 구성된 의(significant statements)

미 를 도출하였고 구성된 의미에서 주제 와 주제묶음(formulated meaning) , (theme) (theme 

을 확인하여 범주 를 구성한 결과cluster) (categories) , ‘학술정보 확보 및 활용 , ’ ‘인식 및 감

정의 변화 , ’ ‘지원인력과의 관계 , ’ ‘개선요구사항’과 같이 총 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 중 의4 . 

미 있는 진술이 가장 많은 범주는 총 개가 도출된 54 ‘학술정보 확보 및 활용’이었고 다음으로 , 

‘지원인력과의 관계’ 개 26 , ‘인식 및 감정의 변화’ 개15 , ‘개선요구사항’이 개 순이었다 의12 . 

미 있는 진술이 많다는 것은 해당 범주와 관련하여 그만큼 더 의미 있는 경험을 많이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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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 각 범주가 내포하고 있는 경험의 본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학술정보 확보 및 활용’ 범주는 개의 주제묶음 즉 3 , ‘검색의 어려움 , ’ ‘확보의 어려움 , ’ ‘활용의 

어려움’으로 구성되었다 의미 있는 진술의 개수를 통해 볼 때 이 주제묶음들은 시각장애 연구자. 

의 학술정보 확보 및 활용에 가장 큰 걸림돌임을 알 수 있다 이 범주에서 시각장애 연구자들은 . 

자료 검색을 힘들어 하고 검색한 내용을 확인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데 시간적 경제적 부담, ·

감을 느끼며 활용 자료의 양적 질적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부정, · . 

적 경험은 학술정보 제공 사이트의 웹 접근성 및 원문 접근성이 좋지 못한 것과 관련된다.

두 번째로 의미 있는 진술이 많은 ‘지원인력과의 관계’ 범주는  ‘지원인력의 기능적 측면 , ’

‘지원인력과의 관계 측면’과 같이 개 주제묶음으로 구성되었다 이 범주는 시각장애 연구자2 . 

들이 지원인력과의 관계에서 겪은 경험의 의미들을 보여준다 학술활동을 지원해 줄 인력을 . 

확보하는 것에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애써 구한 인력의 역량이 과업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불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의지하고 기본적으로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 

고 있지만 막상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할 때는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며 최후에는 가, 

족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족과 가장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 연구자들은 끊임없이 인력 풀을 관리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 , 

지만 사례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인식 및 감정의 변화’ 범주는 학술활동 과정에서 시각장애 연구자들의 인식 및 감정이 시 

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범주는 . ‘학술활동 이전 , ’ ‘학술활동 중 ,’  

‘학술활동 이후’의 주제묶음으로 구성되었다 학술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답. 

답하고 두려운 마음은 학술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괴감 불쌍함 화남의 감정으로 , , 

바뀌면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 

이겨 논문 작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뿌듯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한편 아쉬움과 다시는 하고 싶

지 않은 회피 감정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선요구사항’ 범주는 연구 참여자들이 학술정보 획득 및 활용과 관련하여 개 

선되기를 희망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이 범주는 . ‘기술적 측면 , ’ ‘정책적 제도·

적 측면 , ’ ‘인력 측면 , ’ ‘도서관 측면’의 주제묶음으로 구분되었는데, ‘기술적 측면’과 ‘정책

적 제도적 측면· ’은 자료를 검색 확보 활용하는 과정에서 웹 접근성 원문 접근성 수준이 - - , 

향상되기를 바라는 요구와 관련되고, ‘인력 측면’은 학술정보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을 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과 관련된다 그 외에도 도서관에서 시각장애 . 

연구자를 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학술정보 활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 중 한명은 자신이 학술활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집으로 가는 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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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난 가시밭길’이라고 표현했다 집이라는 존재가 그러하듯이 한 편의 완성된 논문은 큰 행복. 

을 안겨주지만 논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따갑고 쓰라린 고통을 주는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표현이 학술활동과 관련한 시각장애 연구자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해 .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토대로 학술정보서비스 관계자들이 시각장애 연구자. 

의 학술정보 이용 경험을 깊이 이해하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술정보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때 시각장애 연구자들의 보다 활발한 학술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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