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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도서  웹사이트는 도서  정보자원과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수단이자 매개체이다. 그러나, 기존의 도서  웹사이트

와 검색시스템은 정보자원에의 검색방식  근방법이 부분 비장애인 이용자를 상으로 설계되어, 장애인 

이용자는 도서  웹사이트를 통한 도서  정보자원에의 근과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도서 서비스

는 장애인 이용자에게 도서  웹사이트  정보자원에의 근성을 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장애인 

이용자의 도서  정보자원에의 근성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도서  웹사이트에의 근 편의성과 검색 용이성, 

정보자원의 제공 충분성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한 만족도를 

높이고, 도서  웹사이트의 근성과 검색 용이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자 차후 장애인을 한 도서  

웹사이트의 검색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토 연구로, 우리나라의 국․공립 도서  웹사이트의 검색시스템에 

해 황조사  분석을 실시한다. 그리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간단하게 나열한다.

ABSTRACT
Library website is medium for connecting library information resources and users. However, 

searching and accessing methods to information resources in library websites and retrieval systems 

are mostly designed for users. So, the disabled users have difficulty accessing and using library 

information resources through library websites. Therefore, the author carried on current status study 

and analysis on the retrieval system of the national and public library websites in Korea. And then, 

the author proposes improvement plan in order to enhance satisfaction with information needs of 

disabled users and to use a basic study for construction of retrieval system of library websites for 

disabled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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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2년 문화 부는 장애인의 정보 근성 

향상과 정보소외계층에 한 서비스 확 의 일

환으로, 시각장애인 외 독서장애인에 한 도

서 서비스를 확 하여 시각장애인 용 국가 

자도서   자도서  네트워크 구축1)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 다. 그리고 2016년 

일부 개정된 도서 법(제8장 제43조)에서는 도

서 이 모든 국민에게 신체 ․지역 ․경제

․사회  여건에 계없이 공평한 도서 서

비스를 제공받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야 하고, 장애인,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격차해소를 

해 5개의 조치2)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 다.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를 한 국가  차원의 

다방면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7년 도서  

장애인서비스 황조사에 의하면, 총 913개3)

의 국․공립 도서  가운데 장애인 자료실 혹

은 장애인 코 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서

은 583개 (64%), 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 은 128개 (14%)으로, 비장애인에 비

해 장애인을 한 도서 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장애인은 여러 매체를 통해 폭넓은 정보자원

에 근하며 인터넷을 주된 통로로 활용한다. 

특히, 외출활동이 쉽지 않은 장애인에게 인터

넷은 쉽고 빠르게 근하여 원하는 정보자원을 

입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4) 그러

나 장애인의 부분은 고연령 에 집 되어 있

고, 학력  낮은 경제활동 등에 속하고 있는 

비 이 높아 정보통신기기나 웹 정보원에의 

근이 쉽지 않으며(조주은 2003), 정보통신기기

의 낮은 사용률5)로 인해 웹사이트의 이용에 어

려운 을 가지고 있다(이원경, 서은경 2013). 

그리고 장애인은 장애유형, 정도, 연령 등에 따

라 이용가능한 정보자원의 유형, 근방식, 분

야 등이 각기 다르기에 이로 인한 정보 근성

의 차이, 정보입수 격차의 존재 등도  보여

지고 있다(곽치  2000; 조주은 2003). 

도서  웹사이트는 도서  정보자원과 모든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수단이자 매개체

로, 도서  정보자원에의 근  이용은 일반

으로 도서  웹사이트의 검색시스템을 통해 진

행된다. 그러나 장애인 이용자에게 도서  웹사

이트를 통한 도서  정보자원에 근  이용은 

쉽지 않다. 공공도서 은 주로 시각장애인 서비

스에 치 되어 있고(강숙희 2011), 자도서  

혹은 장애인 도서 은 다양한 매체의 체자료

들을 소장하고 있는 반면, 정보자원에의 검색방

 1) 미래형 지식정보서비스 기반 구축을 한 도서  발  종합계획(안) 2003~2011.

 2) 1) 도서  자료의 확충, 제공  공동 활용 체제 구축, 2) 교육․문화 로그램의 확충  제공, 3) 도서  편의시

설 확충, 이용 편의 제공  문인력 배치, 4) 다른 도서   련 단체와의 력, 5) 그 밖에 지식정보 격차해

소를 하여 필요한 사항.

 3) 국립도서  5개 , 공공도서  908개 .

 4)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은 스마트폰(54.4%), 인터넷(36.3%), 휴 폰 (31.4%), 컴퓨터(30.6%) 

등을 사용하여 포털 사이트, 웹사이트 등의 정보자원에 근하고 있다.

 5)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사용률, 를 들면, 컴퓨터와 인터넷의 사용률은 각각 30.6%와 36.3%로 낮은 편에 속한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복잡하고 어려워서’가 높은 비율로 큰 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이 같은 결과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정보화 환경에 한 노출이 부족하여 기술  불편이 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보

건복지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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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근방법이 부분 비장애인 이용자를 

상으로 설계되어 있어 장애인 이용자는 도서  

정보자원에의 근과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다(윤희윤 2007). 한, 도서  웹사이트의 

검색시스템, 인터페이스, 포맷, 검색기능 등도 

획일 인 형식으로 설계  구축되어 있어 장애

인 이용자에게 제한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즉,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해야 

할 책무를 부여받은 도서 (윤정옥 2011)에서

는 재까지도 장애인서비스가 크게 소외되어 

있고,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일한 이용 상자

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강숙희 2011). 

이와 같은 도서 서비스는 장애인 이용자에

게 도서  웹사이트  도서  정보자원에의 

근성을 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며, 결과

으로 장애인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요구를 충

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도

서  웹사이트를 통한 장애인 이용자의 도서  

정보자원에의 근성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기본 으로 도서  웹사이트에의 근 편의성

과 검색 용이성, 정보자원의 정확성  충분성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를 들면, 도서 은 장

애인 이용자를 한 다양한 유형의 정보자원과 

함께 체자료를 제작  소장해야 하고, 도서

 웹사이트는 장애의 유형과 특성 등에 따른 

여러 검색방식 혹은 탐색방법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맞춰 올바른 정보

자원의 입수  획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 이용자의 시각에서 도서

 정보자원의 근성과 활용성에 을 두어 

도서  웹사이트와 검색시스템의 구성  설계

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든 유형의 장애인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한 

만족도를 높이고, 도서  정보자원에의 근성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자 차후 장애인을 

한 도서  웹사이트의 검색시스템을 구축하

는 데 필요한 토  연구로, 우리나라의 국․공

립 도서  웹사이트의 검색시스템에 해 황

조사  분석을 실시하 다. 그리고 조사결과

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간단하게 나열하 다. 

본 논문은 2장 이론  배경에서 장애 유형과 

특성, 장애유형에 따른 정보자원, 그리고 련 

연구에 해 나열하 고, 3장에서 우리나라의 

국․공립 도서 을 토 로 도서  웹사이트와 

검색시스템을 장애인 이용자의 에서 조사 

 분석을 실시하 다. 4장에서는 3장의 조사

결과를 토 로 도서  웹사이트와 검색시스템

의 문제 을 나열하고, 이에 한 개선방안을 

간단하게 서술하 다. 그리고 5장에서 결론을 

기술하 다.

2. 이론  배경

2.1 장애의 유형과 특성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오랜기간 일상생활이

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은 사람(보

건복지부 2016)으로, 크게 신체  장애와 정신  

장애로 구분된다. “신체  장애는 주요 외부 신

체기능의 장애, 내부기 의 장애를 칭하고, 정신

 장애는 발달장애 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보건복지부 2016)(보건복지부 2017)”를 의

미한다. 다만, 장애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

라 ‘ 복장애’6)가 발생하기에 장애를 하나의 용

어로 한정하여 표 하는 것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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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장애범 와 유형을 15

개7)로 상세하게 분류하고 있다. 이 15개의 장

애유형을 토 로 강숙희(2011)는 ｢도서  이용 

 정보 근상의 장애｣라는 에서 장애유

형을 5개군 - ① 지체․뇌병변 장애, ② 청각․

언어 장애, ③ 시각장애, ④ 정신  장애, ⑤ 기

타 신체  장애 - 으로 재분류하 다. 이에 본 

장에서는 강숙희(2011)에 의해 재분류된 5개

군의 장애유형을 바탕으로 각 장애유형별 정의 

 범주, 특성에 해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2.1.1 지체․뇌병변 장애 

지체장애는 골격, 근육, 신경  일부에 질병

이나 외상 등으로 그 기능에 구 인 장애가 발

생한 운동장애(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1)를 

칭하고, 뇌병변 장애는 “뇌의 기질  병변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  장애(보건복지부 2017)”를 

의미한다. 지체․뇌병변 장애는 다른 장애유형

보다 신체기능에 제한을 받아 일상생활에 상당

한 제약을 받고 있고(장경례외 2017), 인터넷 

보유  이용율의 경우, 장애인 체 평균과 유

사하거나 반 정도에 그쳐 정보화 근에 크

게 극 이지 못하다(강숙희 2011).

2.1.2 청각․언어 장애 

청각장애는 청력기능의 손상으로 인한 장애

로, 보청기의 착용여부에 계없이 귀만으로 이

해할 수 없거나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곤란

한 정도의 장애와, 신체의 평행기능과 생활에 

불편이 따르는 장애로 구분된다. 그리고 언어장

애는 의사소통상의 방해를 받아 사회생활면에

서 정상 인 용이 불가능한 장애(보건복지부

2017)를 나타낸다.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

진 장애인은 음성 주의 사회에서 의사소통에 

장애를 가지고 있고, 증의 경우 언어생성에 

문제가 있어 문해능력이 부족하여 문자에 의한 

정보입수가 곤란하기도 한다(강숙희 2011). 

2.1.3 시각장애 

시각장애는 시(視)에 한 여러 기능의 

한 하 는 소실에 의해 일상생활 는 사회

생활에 제약이 발생하는 장애로(교육부 2016), 

장애등  정기 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장애

는 크게 확 경․돋보기를 이용하여 묵자자료

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상 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로 구분된다. 그러나 우리나

라 시각장애인  자해독이 가능한 비율은 

매우 낮아, 시력뿐만 아니라 실명인을 한 

자 이외 청각을 통한 정보제공을 필요로 한

다(강숙희 2011).

2.1.4 정신  장애 

정신  장애는 크게 지 장애, 정신장애, 자폐

성 장애를 포함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201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18)에 의하면, 지 장애

는 정신발육이 항구 으로 지체되어 지 기능과 

응활동  능력에 향을 미치는 장애를 의미

하고, 정신장애는 지속 인 정신분열병, 양극성 

 6) 우리나라 장애인의 장애유형은 신체  장애 26.1%, 정신  장애 12.4%, 신체  장애와 정신  장애 모두 해당하는 

지체장애 61.6%로 구성된다(한국 장애인고용공단 2016).

 7) ① 지체장애, ② 뇌병변장애, ③ 시각장애, ④ 청각장애, ⑤ 언어장애, ⑥ 지 장애, ⑦ 자폐성 장애, ⑧ 정신장애, 

⑨ 신장장애, ⑩ 심장장애, ⑪ 호흡기장애, ⑫ 간장애, ⑬ 안면장애, ⑭ 장루․요루장애, ⑮ 뇌 증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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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

․행동․사고기능  능력에의 장애를 나타

낸다. 그리고 자폐성 장애는 자폐증에 따른 언

어․신체표 ․자기조 ․사회 응 기능  

능력의 장애를 의미한다. 정신  장애인의 부

분은 일 처리와 사회생활에의 응이 상당히 곤

란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

을 받아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보건복지

부 2018). 그리고 자폐성장애인과 지 장애인

은 타 유형에 비해 정보화 수 이 높은 반면, 정

신장애는 PC․인터넷의 보유율과 사용율이 

체 유형  가장 낮은 편이다(강숙희 2011).

2.1.5 기타 신체  장애

기타 신체  장애는 안면장애와 내부기 장

애(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 증)

로 구성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18)에 따

르면, 안면장애인은 안면부 의 변형이나 기형

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

미하고, 내부기  장애인은 각 내부기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 증)의 장애들

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진 사람을 나타

낸다. 기타 신체  장애는 장애정도에 따라 차이

가 있으나, 일상생활 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

로 하는 장애이다(강숙희 2011).

5개군의 장애유형을 통해서, 장애는 장애의 

유형과 범주, 정의 등에 따라 각각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장애는 장애별로 다

양한 특성들과 각각의 범주를 지니고 있어 하

나의 장애로 정의하기 어렵고, 장애인도 복

장애를 가지고 있어 장애인을 하나의 집단 이

용자로 묶어 생각하기 어렵다(조주은 2003)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 장애인을 한 도서  정보자원 - 체자료

장애인 이용자가 활용가능한 도서  정보자

원은 도서․비도서 자료, 그리고 체자료로 

구성된다. <표 1>과 같이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장애인 이용자가 도서 에서 근  이

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의 형태는 다양하고 각

기 다르나(윤희윤 2007, <표 1> 참조), 그 에

서도 장애인에게 있어 주된 정보자원은 ｢ 체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체자료는 “일반 인 인쇄물을 읽을 수 없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번안하여 제작된 자

료(국립 장애인 도서  2016)”로, 자료유형이 

매체형식

유형
활자

테이
/DAISY
CD/DVD

자 웹사이트
자막/수화 
포함한 
비디오

텍스트 화
읽기쉬운
도서

시각장애인 ￭ ￭ ￭ ￭

언어․청각장애인 ￭ ￭ ￭ ￭

독자장애인(dyslasia) ￭ ￭ ￭ ￭

신체장애인 ￭ ￭

인식장애인 ￭ ￭ ￭

<표 1> 장애 유형별 도서  자료이용에 필요한 매체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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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기 에 따라 사용법이나 이용 상자의 

범주가 상이하다. 체자료는 음성자료(오디오

북, 보이스 일도서, 녹음도서, 데이지자료 

등), 자․묵자자료( 자라벨도서, 자도서, 

자 자 일 등), 상자료(화면해설 상자료, 

수어 상자료, 자막 상자료), 기타자료( 각

도서, 보이스 아이북, 큰 자도서, 읽기쉬운도

서 등)등으로 구성되며, 체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국내의 주체 기 은 국립 장애인 도서

, 장애인 도서 , 공공도서 (장애인 코 , 장

애인 자료실), 민간기 (장애인 복지  등) 등이 

있다(임명환, 길연회, 정 일 2015). 

우리나라 도서 의 소장 체자료의 종류와 

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도서

 장애인서비스 황조사에 의하면, 국내 도

서 8)에 소장된 체자료는 총 1백4십여권으

로, 국 1042개 의 공공도서 에 소장된 약1

만4백여권의 인쇄자료(국가 도서  통계시스

템)와 비교하면 체자료는 약70의 1에 해당된

다. 즉, 우리나라는 도서 의 인쇄자료에 비해 

체자료의 수가 히 부족하여 체자료가 

이용가능한 도서 이 매우 부족한 실정(국립 

장애인 도서 )이고, 각 도서 에서 소장하고 

있는 체자료의 유형의 편차도 매우 심하여 

출 서비스도 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국립 앙도서  2017). 

2.3 도서  웹사이트의 검색시스템

우리나라 도서 의 부분은 최신 정보기술을 

용한 지식기반 자도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상의 도서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자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웅  2003). 이용자와

의 커뮤니테이션 수단으로 이용되는 도서  웹

사이트는 온라인으로 정보검색, 참고 사, 자료

제공, 이용자 교육 등을 제공하고(김용근 2006), 

이용자는 도서  웹사이트를 통해 시간과 장소

에 계없이 도서  정보자원을 검색하여 인쇄

자료부터 E-Book( 자책), 오디오북과 같은 

자 정보자원까지 폭넓은 정보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도서  웹사이트의 검색시스템은 이용자가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알맞은 정보자원을 검색

하여 근  입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

체의 역할을 한다. 특히, 물리 인 제약을 받는 

이용자, 도서 의 직 인 근  방문이 어

려운 이용자에게 웹사이트의 검색시스템은 정

보자원의 획득에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그

러나 인터넷 근이 불가능하거나 정보통신기

기의 사용률이 낮은 장애인 이용자에게 웹사이

트의 검색시스템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강순희 2005), 정보 근에 제약과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도서 은 도서 을 이

용하는 모든 잠재  이용자를 상으로 도서  

웹사이트와 검색시스템을 구축해야하고, 도서

 웹사이트와 검색시스템에의 근성을 향상

시키기 해서 “이용자 계층이 구인지, 어떠

한 상황에서 발생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지, 그들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합한 검색시스템은 어떠한 특성들을 가져야 하

는 지(노진구 2000)” 등에 해 충분한 조사와 

인지가 필요하다. 

 8) 국립도서  102,593권( ), 공공도서  830,493권( ), 사립 시각장애인 도서 과 청각장애인 복지 에는 각각 

565,136권( )과 1,194권( )의 체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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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련 연구

장애인은 의학부터 컴퓨터공학, 술학, 문

헌정보학까지 여러 학문분야와 에서 연

구주제로 활용되고 있다. 폭넓은 범주에서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이용자의 장애유형별 서비스, 장애인

의 정보 근성  정보이용, 웹 정보원에의 

근성 등에 련된 연구를 심으로 살펴보

았다.

우선, 조주은(2003)은 2개의 가설 - ① 장애

인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정보 근성 수

이 다르고, ② 국가 간의 차이가 있다 - 을 

심으로 면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나열하

고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장애인의 정보 

근성은 장애유형뿐 아니라 장애정도에 따라 크

게 달라지기에 장애정도가 요한 변수라는 것

이 확인되었고, 신체 장애인보다 정신 장애인

의 정보 근성 수 이 낮게 분석되어 정신 장

애인을 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장애인의 정보 근성을 향상시키기 

한 토 연구라는 에서 본 연구와 련성을 

가지고 있고, 이 논문의 분석결과는 본 연구에 

도서  웹사이트의 검색시스템에서 정보자원, 

체자료에의 근성 향상을 해 검색메뉴로 

장애유형․정도가 필요하다는 기  을 제

공하 다.

강숙희(2011)는 보건복지부의 각종 정책(장

애인 등록 황,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 정보

격차 실태조사 등)들을 기 자료로 장애인의 

특성과 장애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여, 공공도서

에서 장애인 이용자의 정보 근과 이용의 

격차해소를 한 장애유형별 맞춤화된 서비스

의 목 과 서비스 개발의 방향에 해 제시하

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논문에서 정리하여 서

술한 장애유형별 특성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이론  배경에 용하 고, 장애유형별 공공

도서  서비스 방안  제안을 참고하여 본 연

구의 검색시스템의 장애유형별 에 참조하

다. 

김민철과 이지연(2013)은 웹을 통해 유통  

양산되는 장애인 분야의 각종 정보와 서비스의 

이용형태에 해 설문조사를 실시, 장애인 분

야의 웹 정보원 이용성 평가항목을 작성  분

석하여 장애인 도서  포털 서비스 구축방안을 

제시하 다. 조사분석을 통해 ① 장애인은 정

보이용을 해 웹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② 웹

에서는 장애인 언론, 공공기   정부 홈페이

지 등이 주로 이용되며, ③ 장애인 분야의 웹 정

보 서비스 이용시 원하는 정보의 불충분, 인터

페이스의 복잡한 구성 등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을 확인하 다. 본 연구는 이 논문을 

통해 장애인에게 있어 웹의 요성과 필요성에 

해 재차 확인할 수 있었고, 장애인 분야의 웹 

정보 서비스 이용성 평가항목과 항목에 따른 종

합분석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조사항목에 검토 

후 용하 다. 마지막으로, 윤희윤(2007)은 미

국, 국, 일본 등 주요 국가 도서 의 장애인서

비스 정책을 조사하고 국가차원에서 작성된 장

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한 각종 정책을 

분석하여, 이를 토 로 국립 앙도서  장애

인 도서  지원센터의 운 방안을 제안하 다. 

본 연구는 이 논문에서 제시된 다양한 운 방

안 가운데 장애유형별 체자료에 한 과 

지역 도서 과의 력망 구축모형 등을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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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서  웹사이트의 검색시스템 
황조사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이용자의 도서  정보

자원( 체자료 심)에의 근향상을 한 방

안의 일환으로, 도서  정보자원에의 근을 

한 통로이자 검색과 이용을 해 활용되는 

도서  웹사이트의 검색시스템에 해 우리나

라의 국․공립 도서 을 상으로 황조사  

분석을 실시하 다. 

3.1 조사 상  조사항목

도서  웹사이트의 검색시스템에 한 황

조사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 상 도서

의 범주와 기 을 정리하여 설정하 다. 조사

상 도서 은 장애인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을 한 도서 ’9)을 심으로 수집을 

실시하 고, 다음의 3단계를 통해 최종 선정하

다. 우선, ① ｢국가 도서  통계시스템｣을 활

용하여 국립도서 , 공공도서 , 장애인 도서

을 모두 수집하 고, 이들 가운데 ‘장애인용 특

수자료(인쇄자료, 비도서, 체자료)’를 소장하

고 있는 도서 을 일차 으로 선별하 다. 이

어서, ② 선별한 도서 들을 바탕으로 도서  

웹사이트의 운   검색․이용 가능여부 등에 

해 확인을 실시하 다. 그리고, ③ 도서  웹

사이트(검색시스템) 간의 통합여부10)를 확인

하여 ‘장애인을 한 도서 ’ 총 1092개  가운

데 401개11)의 도서 (국립도서  4개 , 국립 

장애인 도서  1개 , 공공도서  371개 , 장

애인 도서  25개 )을 본 연구의 조사 상 도

서 으로 최종 선정하 다(<표 2> 참조).

본 연구는 모든 유형의 장애인을 상으로 

장애인 이용자의 에서 도서  웹사이트의 

검색시스템을 살펴보기 해, 도서  웹사이트

도서  유형 국립도서 공공도서 장애인도서

Ⓐ 체 도서  수 6 1,042 44

Ⓑ 장애인용 특수자료를 소장하지 않은 도서 1 235 3

Ⓒ 웹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도서 0 17
18

(Ⓑ2 복)

Ⓓ 통합 도서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도서 0 419 0

합계 (Ⓐ-(Ⓑ+Ⓒ+Ⓓ)) 5 371 25

<표 2> 본 연구에서 선정한 도서  유형과 도서  수

 9) 장애인을 한 도서 은 장애인 도서 (국립 장애인 도서 , 자도서 )을 심으로, 공공 도서 , 복지  등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코 와 장애인 자료실을 의미한다.

10) 도서  웹사이트는 지역, 규모, 장서 수 등과 같은 요건에 따라 여러 도서 의 웹사이트을 통합하거나, 웹사이트

의 구성요소 혹은 형태 등을 동일하게 구축하여 활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 상의 복으로 인해 잘못된 

결과를 도출하지 않기 해, 첫 번째 단계(①) 와 두 번째 단계(②)에서 수집된 도서  웹사이트를 재차 확인하

고, 이 과정에서 확인된 통합 웹사이트, 통일된 요소와 형태로 구축된 웹사이트를 조사 상에서 제외하 다.

11) 2019년 4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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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도서  웹사이트 검색시스템을 

이용한 도서  정보자원 검색과정

를 활용한 검색과정12)<그림 1>을 바탕으로 조

사항목을 변환하여 구성하 다. 조사항목은 도

서  웹사이트에서 이용 편리성을 제공하는 

‘검색환경’, 정보자원의 검색 편의성  용이성

을 높여주는 ‘자료검색’, 체자료의 근 가능

성과 정보자원의 충분성  정확성을 식별할 

수 있는 ‘검색결과’, 그리고, 정보자원의 획득성

과 근성을 한 ‘자료획득’의 을 토 로, 

크게 4 단계, (1) 도서  웹사이트의 검색환경 

- 씨조 , 이동단축키, 음성지원, (2) 검색시

스템을 이용한 자료검색 - 검색화면, 검색유형, 

체자료 검색을 한 검색메뉴, (3) 자료검색

을 통한 검색결과 - 체자료 검색결과 평가  

확인, (4) 검색완료  자료획득 - 로그인 서비

스와 책나래 서비스, 로 구성하 다(<표 3> 참

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정한 총 401개의 도

서  웹사이트의 검색시스템을 상으로, 이들 

조사항목을 용하여 장애인 이용자의 도서  

정보자원에의 근성에 한 황조사13)를 실

시하 다. 이에 다음에서는 <표 3>의 단계 별로 

진행한 조사를 토 로 분석결과를 정리하여 나

열하 다(<표 4>~<표 7> 참조). 

3.2 황조사  조사결과

3.2.1 검색환경

검색환경에 한 조사는 검색실행에 앞서 도

서  웹사이트에의 근 용이성과 이용 편리성

을 제공하며, 장애인 이용자가 가장 먼  근  

활용하는 웹사이트의 인터페이스(UI) 혹은 이용

을 한 편의기능을 심으로, 3가지 기능 ① 

씨조 , ② 이동 단축키, ③ 음성지원과 이용을 

한 장애인 상담을 살펴보았다(<표 4> 참조).

첫 번째, 도서  웹사이트의 화면  씨크기

의 조 (확 /축소)을 가능하게 하는 편의기능, 

① ‘ 씨조 (화면 확 )’에 해 조사하 다. 그 

결과, 이 기능은 재 국립도서  1개 (20%), 

공공도서  59개 (15.9%), 장애인 도서  9개

(36%)에서 활용되고 있었다. 우리나라 장애

인 비율이 고연령 에 집 되어 있는 을 고려

하면, 이 기능은 장애인 이용자에게 필요한 필수 

기능이자 독서 장애인, 고연령 이용자 등 여러 유

형의 이용자에게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기능이다. 그러나 비교  은 수의 도서 에서 

활용되고 있어 하게 부족한 상황이었고, 특

히 공공도서 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

었다. 다만, 일부 공공도서 에서는 이 기능과 함

께 ｢화면 밝기조정｣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는 곳

도 있었다.

12) 장애인 이용자는 도서  웹사이트에 근, 검색환경에 의존하여 검색시스템을 통해 자료검색을 실시한다. 다양한 

검색메 뉴를 활용한 반복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자원을 식별  확인하고, 검색결과와 소장여부에 따라, 최종

으로 도서 을 방문하거나 책나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자원을 입수하게 된다. 

13) 황조사는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2달간 총 401개의 도서  웹사이트와 검색시스템을 모두 방문하여, <표 3>의 

조사항목을 토 로 조사를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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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과정 구분 조사항목

(1) 검색환경 근 용이성․이용 편리성

씨조 (화면확 )

이동 단축키

음성지원․이용을 한 장애인상담

(2) 자료검색

검색 편의성
일반 검색화면

장애인 용 검색화면

검색 용이성

간단검색 

상세검색 

주제검색

체자료 검색 가능성  근성

장애유형․이용 상

체자료 유형

자도서 (오디오북, 자책)

(3) 검색결과 체자료 결과 합성  충분성

체자료 검색여부

체자료 유형

체자료의 서지정보

(4) 검색완료․자료획득 자료 근성․획득성

이용을 한 로그인

자도서  이용을 한 로그인

책나래 서비스14)

<표 3> 도서  정보자원의 검색과정을 활용하여 구성한 조사항목

도서

항목

국립도서

비율(%)

공공도서

비율(%)

장애인도서

비율(%)

(1) 검색환경

씨조 (화면 확 ) 20 15.9 36

이동 단축키 20 32.3 16

음성지원․이용을 한 장애인상담 20 / 40 0 / 0.3 0 / 0

<표 4> 도서  웹사이트의 검색시스템 조사결과 - (1) 검색환경

두 번째, ② ‘이동 단축키’는 아이콘을 통해 

웹사이트 내의 주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편의기능으로, 국립도서  1개 (20%), 공공

도서  120개 (32.3%), 장애인 도서  4개

(16%)에서 활용되고 있었다. 이 기능은 ‘ 씨

조 ’ 기능과 동일하게 여러 이용자들에게 웹

사이트의 이용 편리성을 제공해주는 기능이지

만, 상 으로 이 기능을 제공하는 도서  수

는 었고, 특히 장애인 도서 의 경우는 거의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세 번째, ③ ‘음성지원․이용을 한 장애인 

상담’은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장애를 가진 이용자에게 도서  웹사이트의 이

용부터 정보자원의 검색, 근, 입수 등, 도서  

웹사이트에 한 반 인 안내를 제공하는 서

비스로, ‘음성지원’은 유일하게 국립도서  1개

14) 도서 의 방문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해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  정보자원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무료로 집까지 제공해 주는 서비스(국립 장애인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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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에서 음성 합성페이지로 제공되고 있

었다. ‘음성지원’과 비슷한 기능으로 이용가능한 

‘이용을 한 장애인 상담’은 국립도서  2개

(40%)과 공공도서  1개 (0.3%)에서 활용되

고 있었고, 국립도서 은 화상담기능으로, 공

공도서 은 청각장애인을 한 수화통역서비스

로 상담기능을 도입하고 있었다. 이들 기능은 도

서  웹사이트  정보자원에 한 반 인 문

의사항을 해결해  수 있는 요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나, 결과 으로 부분의 도서 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아 다른 편의기능들에 비

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었다. 

3.2.2 자료검색 

도서  웹사이트의 검색시스템은 이용자의 

정확하고 올바른 검색을 해 다양한 검색방식, 

검색메뉴 등을 제공한다. 검색시스템의 기능들

은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자원에의 근성을 향

상시켜주고, 검색결과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검

색 필터링의 역할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검색

을 해 도서  웹사이트의 검색시스템에서 활

용되는 검색화면, 검색유형, 검색메뉴에 해 

조사하 다(<표 5> 참조). 특히, 검색메뉴는 

체자료 검색여부를 으로 살펴보았다. 

첫 번째, 정보자원 검색실행을 해 검색유

형과 검색메뉴 등을 제공하는 ‘검색화면’에 

해 살펴보았다. ‘검색화면’은 크게 2개의 유형 

- ① 일반 검색화면, ② 장애인 용 검색화면 

- 으로 나눠 조사하 고, 조사결과에 의하면, 

① 모든 이용자를 한 ‘일반 검색화면’은 총 

401개  가운데 약 99%의 도서 (396개 )에

서 이용되고 있었고, ② 장애인 이용자를 한 

‘장애인 용 검색화면’은 장애인 도서  2개

(8%)에서 제공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조사 상 선정조건으로 인해 부분

의 도서 에서 ‘일반 검색화면’이 제공되고 있

던 반면, ‘장애인 용 검색화면’을 제공하는 도

서 은 거의 없었다. 특히, 장애인 도서 의 경

우, 부분이 시각장애인을 한 도서 이나 

시각장애인 복지 에서 운 하는 도서 임에

도 불구하고, ‘장애인 용 검색화면’은 2개 에

서만 별도의 웹페이지로 ｢시각장애인 용 검

색화면｣를 제공하고 있었다.

두 번째, 검색화면을 통해 조사 가능한 검색

유형들 - ③ 간단검색, ④ 상세검색, ⑤ 주제검

색 - 에 해 살펴보았다. 우선, 검색어를 근

 도서

항목

국립도서

비율(%)

공공도서

비율(%)

장애인도서

비율(%)

(2) 자료검색

일반 검색화면 100 100 72

장애인 용 검색화면 0 0 8

간단검색 100 100 72

상세검색 60 44.7 28

주제검색 40 17.5 28

장애유형․이용 상 0 1.4 96

체자료 유형 40 62.5 80

자도서 (오디오북, 자책) 20 75.5 24

<표 5> 도서  웹사이트의 검색시스템 조사결과 - (2) 자료검색



24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3권 제4호 2019

으로 활용하여 검색가능한 ③ ‘간단검색’은 

검색창의 미제공으로, 검색이 불가능한 7개의 

장애인 도서 을 제외한 모든 도서 에서 기본

으로 제공되고 있었고, 다양한 검색메뉴를 

이용하여 검색결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④ ‘상세검색’은 국립도서  3개 (60%), 공공

도서  166개 (44.7%), 장애인 도서  7개

(28%)에서 별도의 페이지로 제공되고 있었다. 

‘상세검색’의 경우, 도서 에 따라 검색메뉴의 

구성에 차이가 있었으나, 서명, 자명, 주제명, 

출 사, 출 년도 등과 같은 기본 서지정보과 자

료유형(혹은 매체) 등을 근 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제공되고 있었다. ‘간단검색’  ‘상세

검색’과 함께 활용되는 ⑤ ‘주제검색’은 국립도

서  2개 (40%), 공공도서  65개 (17.5%), 

장애인 도서  7개 (28%)에서 제공되고 있었

고, 이는 다른 검색유형들에 비해 반 으로 낮

은 활용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더욱이, ‘주제검

색’을 제공하는 도서 은 부분 분류표15)를 활

용하며, 도서 에 따라 상세 주제검색을 제공하

는 곳도 있었다. 

세 번째, 검색유형에서 활용되는 검색메뉴 

가운데 장애인 이용자를 한 주된 정보자원인 

체자료에의 근성을 한 검색메뉴 - ⑥ 장

애유형․이용 상, ⑦ 체자료 유형 - 에 

해 조사하 다. 우선, 장애인의 장애유형 혹은 

이용 상에 따라 이용 가능한 정보자원을 보다 

정확하게 검색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검색메뉴, 

⑥ ‘장애유형․이용 상’의 경우 ‘장애유형’은 

장애인 도서  24개 (96%)에서 ｢시각장애｣

로 제한하여 제공하고 있었고, ‘이용 상’은 공

공도서  5개 (1.4%)에서 ｢특수 카테고리｣

로 제공되어 이용자 상의 선택이 가능했다. 

그러나 부분의 국․공립 도서 은 ‘장애유

형․이용 상’을 검색메뉴로 제공하고 있지 않

았고, ‘장애유형’을 제공하는 일부 도서 은 장

애인의 범주를 크게 시각장애인과 비시각 장애

인으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이어서, 

체자료 유형의 범주를 제한  선택할 수 있는 

검색메뉴, ⑦ ‘ 체자료 유형’에 해 살펴본 결

과, 국립도서  2개 (40%), 공공도서 232개

(62.5%), 장애인 도서  20개 (80%)에서 

활용되고 있었다. ‘ 체자료 유형’은 공공도서

과 장애인 도서 에서 높은 활용도를 나타내고 

있었고, 공공도서 의 경우, 55개 은 ｢ 자자

료(도서)｣를, 8 개 은 검색화면과 별도로 ｢오

디오북 코 ｣를, 3개 은 다양한 체자료의 자

료유형(오디오북, 자도서, 자라벨도서, 큰 

자도서 목록을 별도로 제공)을 자료유형 검색

메뉴로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분의 공공

도서 에서는 녹음자료, 데이지자료, 큰 자자

료, 자막자료 등과 같이 체자료의 유형들을 상

세하게 제공하기보다 비도서(VOD, CD, DVD, 

자책 등)로 통합하여 체자료 유형을 제공하

고 있었다. 

네 번째, 체자료의 검색을 해 사용되는 

검색메뉴는 아니지만, 도서  웹사이트를 통해 

장애인 이용자가 이용 가능한 자책(e-book) 

혹은 오디오 북을 검색  근할 수 있는 ‘ 자

도서 ’에 해 조사하 다. 각 도서  웹사이

트와 ‘ 자도서 ’과의 연동  운 여부에 

해 살펴본 결과, ⑧ ‘ 자도서 ’은 국립도서  

15) 분류표는 KDC 혹은 DDC에 의해 총류,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술, 언어, 문학, 역사 등으로 구성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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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 공공도서  280개 (75.5%), 장애

인 도서  6개 (24%)에서 별도의 웹사이트로 

구축되어 폭넓은 정보자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공공도서 을 심으로 활발하게 운 되

고 있었고, 공공도서 은 지역에 따라 통합 

자도서 을 구축하여 연동  운 하고 있었다.

3.2.3 검색결과

이용자는 검색실행에 따른 결과를 통해 원하

는 정보자원을 식별, 정보자원에의 정확성과 

합성을 평가하여 재검색 혹은 검색완료의 과

정으로 진행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2) 자료

검색’의 검색메뉴들과 여러 검색어들을 이용하

여 직  검색(키워드 검색, 자료유형 설정 등)

을 실시, 체자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

색결과를 조사하 다(<표 6> 참조). 

첫 번째, 각 도서  웹사이트의 검색시스템

에서 제공하는 검색유형들을 통해 ① ‘ 체자

료의 검색여부’에 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국

립도서  4개 (80%), 공공도서  228개

(61.5%), 장애인 도서  21개 (84%)에서 확

인되었고, 부분의 도서 에서 체자료의 검

색이 가능했기에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 16)는 앞의 ‘(2) 자료검색’에서 

조사된 ‘ 체자료 유형’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

줬고, 이는 체자료의 검색메뉴는 많지 않으

나, 직 인 검색을 통해 체자료의 검색이 

많은 도서 에서 가능하다는 결과를 보여주

었다. 

두 번째, 검색결과에서 체자료 유형의 제

공여부에 해 조사한 결과, ② ‘ 체자료 유형’

은 국립도서  4개 (80%), 공공도서  228개

(61.5%), 장애인 도서  21개 (84%)에서 

제공되고 있었고, 이와 같은 결과는 ① ‘ 체자

료의 검색여부’의 결과와 동일한 수치로 나타

났다. 즉, 체자료의 검색이 가능하고 검색결

과로 체자료를 제공하는 도서 에서는 체

자료의 자료유형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만, ‘(2) 자료검색’에서 언 했

듯이, 검색결과에서도 체자료의 다양한 유형

은 제공되고 있지 않았고, 부분 비도서 는 

도서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었다. 

세 번째, ③ ‘ 체자료의 서지정보’는 국립도

서  4개 (80%), 공공도서  216개 (58.2%), 

장애인 도서 15개 (60%)에서 제공되고 있

었다. 부분의 도서 에서는 일반 정보자원의 

서지정보와 동일하게, 체자료의 서명, 자

명, 출 사 등에 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

 도서
항목

국립도서
비율(%)

공공도서
비율(%)

장애인도서
비율(%)

(3) 검색결과

체자료 검색여부 80 61.5 84

체자료 유형 80 61.5 84

체자료의 서지정보 80 58.2 60

<표 6> 도서 의 웹사이트의 검색시스템 조사결과 - (3) 검색결과

16) 체자료의 검색여부는 검색결과의 정확성 확인보다 체자료의 검색 가능성을 확인하기 해 실시한 조사로, 

본 조사에 의한 수치는 이용자의 검색만족도에 한 결과가 배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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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고, 7개의 장애인 도서 에서는 자자

료, 녹음․오디오 자료 등의 서지정보를 목록화

하여 월별 혹은 연도별로 정리  제공하고 있

었다. 다만, 일부 장애인 도서 은 서지기술의 

수 을 서명, 자명으로 매우 낮게 설정하거나 

간단한 목록으로만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3.2.4 검색완료

검색결과를 통해 원하는 정보자원에 한 정

보를 식별하여 확인한 이용자는 정보자원의 획

득을 해 도서  방문 출  이용을 실시하

거나 책나래 서비스를 통해 정보자원을 입수하

게 된다. 이에 검색완료에 한 조사는 장애인 

이용자의 에서 정보자원의 획득에 활용되

는 정보자원의 출 약  이용을 한 웹사

이트 로그인 기능과 정보자원의 배송서비스에 

해 살펴보았다(<표 7> 참조).

첫 번째, 도서  웹사이트에서 정보자원(비

도서와 체자료 등)의 출 약과 이용을 

한 기능, ① ‘이용을 한 로그인’은 국립도서  

2개 (40%), 공공도서  24개 (6.5%), 장애

인 도서  12개 (48%)에서 활용되고 있었다. 

비교  은 수의 도서 에서 로그인 기능을 

도입하고 있었고, 이들 도서 에서는 정보자원

의 입수, 출 약을 해 웹사이트의 로그인 

기능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로그

인을 해서는 온라인과 오 라인에서 각각의 

확인 차17)가 필요했고, 장애인 도서  5개

에서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정보자원의 검

색이 불가능했다. 

두 번째, 도서  웹사이트와의 연동을 통해 

자도서 에서 각종 자 정보자원들( 자책, 

오디오 북 등)을 이용할 수 있는 ‘ 자도서 의 

이용을 한 로그인’에 해 살펴보았다. ② ‘

자도서 의 이용을 한 로그인’은 국립도서  

2개 (40%), 공공도서  279개 (75.2%), 장

애인 도서  6개 (24%)에서 활용되고 있었고, 

이 기능은 자도서 과 가장 많이 연동하고 있

는 공공도서 에서 활발하게 실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 자도서 의 이용을 한 로그인’은 

앞의 ‘(2) 검색메뉴’의 ⑧ 자도서 과 동일한 

수치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조사된 자도서

에서는 모두 로그인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도서 은 오 라인의 

출이 필요없고 웹사이트에서의 출과 함께 바

로 이용이 가능하기에, 공공도서 과 연동된 

 도서

항목

 국립도서  공공도서 장애인도서

비율(%) 비율(%) 비율(%)

(4) 검색완료

이용을 한 로그인 40 6.5 48

자도서  이용을 한 로그인 40 75.5 24

책나래 서비스 100 87.1 76

<표 7> 도서  웹사이트의 검색시스템 조사결과 - (4) 검색완료

17) 부분의 도서  웹사이트는 검색시스템의 이용( 출, 약 등)을 해서 온라인에서의 회원가입과 함께 도서  

방문을 통한 오 라인 확인 차( 출 회원증, 장애등록번호/장애인증 등)가 진행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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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자도서 은 로그인을 필수로 용하

고 있었다.18) 단, 외 으로 1개의 공공도서

에서만 별도의 로그인없이 자 도서  웹페이

지에서 이용과 출이 가능하 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보자원 획득의 수단이

자 입수방법 가운데 하나인 ‘책나래 서비스’에 

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③ ‘책나래 서비스’는 

모든 국립도서 (100%), 공공도서  323개

(87.1%), 장애인 도서  19개 (76%)에서 

용되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었다. 다만, 체

자료보다 소장된 인쇄도서를 심으로 서비스

가 실시되고 있었고, 도서 의 규모에 따라 일

부 소규모 공공도서 은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지 않았다.

 4. 도서  웹사이트의 검색시스템 
문제분석  개선방안

장애인 이용자의 도서  정보자원( 체자료 

심)에의 근성 향상을 해, 우리나라 국․

공립 도서  웹사이트의 검색시스템에 해 조

사를 실시하 다. 이에 본 장에서는 3장의 조사

결과를 통해 문제 을 도출하여 분석하 고, 이

를 바탕으로 도서  웹사이트의 검색시스템에 

한 개선방안을 간단하게 나열하 다.

4.1 장애인 이용자를 고려한 도서  웹사이트

의 편의기능 

도서  웹사이트의 편의기능, ‘ 씨크기․화

면조 ’, ‘이동 단축키(아이콘)’, ‘음성지원․이

용을 한 장애인 상담’은 모든 이용자에게 도

서  웹사이트의 이용 편리성과 활용성, 이용

자의 근성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장

애인 이용자뿐만 아니라 독서 장애인, 고령자 

등 여러 유형의 이용자를 한 기능이다. 그러

나 조사결과를 통해 이들 기능은 반 으로 

모두 매우 낮은 수치로 일부 도서 에서만 활

용되고 있고, 필요성이 가장 요구되는 장애인 

도서 은 거의 도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에 이들 기능의 문제 에 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선, ‘ 씨크기․화면조 ’은 공공

도서 을 비롯, 부분 도서 의 낮은 도입률

이라는 큰 문제와 함께, 이 기능을 제공하는 도

서  웹사이트내의 시각 인 부분에서 추가 문

제를 보이고 있었다.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 기능은 아이콘 모양과 크기가 작고, 에 띄

지 않는 비 심부(주로 오른쪽 상단)에 표시되

어 있었다. 한, 페이지 이동에 따라 기능이 

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 기능의 활용을 

해서는 제공여부와 치 확인이라는 불편을 제

공하고 있었다. 이어서, ‘이동 단축키(아이콘)’

는 도서 마다 아이콘의 형태․모양, 배치 등

의 차이가 있거나 도서 에 따라 아이콘의 명

칭이 미 표기된 웹사이트가 있었다. 이는 도서

 웹사이트 이용 시 매번 재확인해야 하는 번

거로움으로 불편을 래하고 있어 단축키의 역

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음성지

원․이용을 한 장애인 상담’은 거의 모든 도

서 에서 도입하고 있지 않아, 그 자체가 가장 

18) 부분의 자도서 은 이용과 출을 해서 온라인의 회원가입과 함께 오 라인에서의 확인(도서 )이 필요하고, 

자도서 의 정보자원을 이용하기 한 로그램 설치를 필수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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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문제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서  웹사

이트를 이용하며 다양한 정보( 출, 검색, 회원

가입, 자도서 , 책나래 등)를 원하는 여러 

(장애)유형의 이용자, 씨를 읽지 못하는 독

서 장애인, 도서  웹사이트의 이용이 익숙하

지 않은 고령자 등이 충분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제공하고 있었다. 

장애인 이용자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인터페

이스 제공’, ‘보기 원하는 방식으로 메인 페이지 

편집’ 등과 같은 장애인 분야의 웹 정보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원하고 있다(김민철, 이지연 2013). 

그래서 도서  웹사이트의 편의기능 부족  

미 도입은 장애인 이용자에게 도서  웹사이트

의 이용부터 어려움을 제공하여 정보자원의 

근성 하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도서  웹

사이트는 모든 잠재  이용자를 포 하여 활용

가능한 기본 편의기능을 필수 으로 도입해야 

한다. 특히, 복잡한 기능에 한 거부감을 가지

고 있어 웹사이트의 근  이용이 어려운 장

애인 이용자들을 해 단순하고 통일된 기능들

을 우선 으로 도입해야 한다. 를 들면, ‘ 씨

크기․화면조 ’은 모든 이용자가 쉽고 빠르게 

발견 가능하도록 아이콘의 치와 크기 등을 

통일하게 배치하고 페이지의 이동에 계없이 

모든 페이지에 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

리고, ‘이동 단축키(아이콘)’는 명칭을 표기하

거나, 지역 으로 혹은 도서 의 목 에 따라 

직 이고 단순한 아이콘을 설계하여 손쉽게 

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장

애인 도서 의 경우 통일된 아이콘을 도입하여 

익숙한 웹사이트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마지

막으로, ‘음성지원․이용을 한 장애인 상담’

은 장애인 이용자의 에서, 장애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들이 도

서  웹사이트를 활발하게 검색  이용가능하

도록 장애인 이용자를 한 별도의 Q&A나 문

자서비스, 음성지원 서비스, 음성문자(보이스 

메신 ), 화상(수화)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강구해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편의기능의 올바른 도입을 

해서는 장애인 이용자를 상으로 다각도

인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개발  설계해야 

할 것이다. 

4.2 장애인의 특성을 반 한 여러 유형의 검색

기능․검색메뉴 

도서  정보자원의 발견을 해 활용되는 검

색시스템과 검색메뉴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

자원의 발견 가능성을 극 화시키고 검색의 정

확성을 향상시켜 검색결과의 만족도를 높여주

는 역할을 한다. 검색메뉴는 도서 에 따라 구

성항목의 차이는 있으나, 본 연구에서 체자

료의 검색을 한 검색메뉴에 해 살펴본 결

과, 부분의 도서  웹사이트는 비장애인 이

용자를 한 검색메뉴들을 심으로 통일되고 

단일 인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장애인은 장애유형과 특성에 따라 검색방식

에 차이를 가진다. 를 들면, 시각장애인은 음

성 검색, 청각장애인은 키워드 검색과 같은 검

색방식 등을 활용하여 검색을 진행한다. 그러

나, 기존의 도서  웹사이트에서 ‘검색화면’은 

일반 으로 부분의 도서 에서 비장애인을 

해 구축된 획일 인 검색화면을 제공하고 있

었고, 장애인 이용자를 고려한 검색화면은 장

애인 도서 을 포함한 모든 도서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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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고 있지 않았다. 즉, 다양한 유형의 장애

인 이용자들에게 비 장애인을 해 구축된 통

일된 검색화면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

도록 하고 있었다. 그리고, 체자료의 검색을 

해 활용되는 ‘검색유형’와 ‘검색메뉴’의 경우, 

많은 도서 에서 제공하는 검색유형 ‘간단검색’

을 통한 체자료의 검색은 거의 불가능했고, 

‘상세검색’을 통한 체자료의 검색은 가능했

다. 그러나 ‘상세검색’의 검색메뉴에서 ‘자료유

형’은 부분의 도서 에서 비도서/멀티미디어 

자료로 통합되어 있어 ‘자료유형’을 체자료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 에 따라 검색결

과가  제공되지 않거나 다른 자료유형 혹

은 도서(혹은 인쇄자료)로 검색되어 잘못된 검

색결과를 제공하기도 했다. 즉, ‘상세검색’의 

‘자료유형’은 장애인을 한 체자료의 유형이

라는 의미보다 정보자원의 자료유형을 크게 도

서와 비도서/멀티미디어 자료로 구분하는 역할

을 하고 있었다. 검색기능에 한 이 같은 실태

는 도서  웹사이트의 검색을 통한 체자료의 

검색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부분

의 도서 에서 장애인 이용자를 고려한 검색메

뉴, 특히 체자료에의 근을 도와주는 검색

메뉴가 배제되어 있거나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도서  웹사이트의 검색기능은 이용자의 정

보요구에 최 한 부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

용자는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정보자원을 검색 

 식별한다. 그러나 검색기능의 부족  미도

입, 활용되지 않는 검색기능은 검색자체의 불

가능, 정확하지 않은 정보자원의 달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검색 정확성, 장애인 이용자

에게는 체자료에의 근성 등을 결여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검색기능은 

모든 이용자가 활용가능한 검색유형, 검색메뉴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 이용자의 

정보 근성, 검색 정확성과 정보자원 제공의 

충분성 등이 더욱 향상될 수 있는 방안으로, 장

애인 이용자의 다양한 장애유형를 반 한 검색

화면, 검색기능, 검색메뉴를 설계하고 구축하여 

폭넓은 체자료의 유형이 검색가능한 포

인 검색메뉴를 제공해야 한다. 

4.3 장애인 이용자 요구에 알맞은 체자료 

제공을 한 검색 필터링 

이용자의 도서  웹사이트 이용  근을 

향상시키기 해서 도서  웹사이트의 이용  

활용 편의성, 검색 용이성, 정보자원의 제공 충

분성 등은 매우 요하고 갖춰져야 할 요소이

다. 특히,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한 충분한 만

족을 해서는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자원이 제

공되어야 하고, 장애인 이용자의 경우 체자

료의 검색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언

하 듯이 검색유형의 ‘간단검색’을 통한 체자

료의 검색  확인은 어려웠고, ‘상세검색’은 자

료유형에서 다양한 체자료 유형을 제공하고 

있으나 결과 으로 정확한 검색결과가 제공되

지 않았다. 단편 인 로, 부분의 공공도서

 웹사이트의 검색시스템에서는 체자료의 

유형을 녹음자료, 데이지자료, 큰 자자료, 자

막자료 등과 같이 상세하게 제공하기보다 비도

서(VOD, CD, DVD, 자책 등)로 통합하고 

있어 체자료의 상세검색이 쉽지 않았고, 주

된 자료유형으로 제공되는 자자료 혹은 녹음

자료를 선택하여 재검색을 반복 으로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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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  련없는 정보자원이 제공되거나 다

른 유형의 정보자원이 검색되어 검색결과의 정

확성이 크게 결여되고 있었다. 그리고, 검색결

과로 제공되는 체자료의 서지정보의 내용수

도 도서  혹은 체자료에 따라 크게 차이

를 보이고 있어 체자료에 한 정보를 얻고 

식별하는 데 혼돈을 가져다주기도 하 다. 특

히, 일부 장애인 도서 은 서지기술의 수 을 

매우 낮게 설정하거나 별도의 간단한 목록표로 

제공하고 있어 정보자원에 한 정확한 확인과 

식별이 불가능했다. 즉, 도서  웹사이트의 검

색시스템에서 장애인 이용자를 한 체자료

의 검색 가능한 검색유형, 검색메뉴들이 제공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 으로 제 로 

활용되고 있지 않았고, 결과 으로도 검색결과

의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체자료에 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 

도서  정보자원, 체자료에의 근성과 이

용성을 더욱더 향상시키기 해서는 장애인 이

용자를 한 다양한 검색방식이 기본 으로 필

요하고 제공되어야하나, 보다 우선 으로 재 

도서  웹사이트에서 활용  제공되는 검색메

뉴를 이용한 검색진행이 가능해야 하고, 정확

한 검색결과가 제공되어야 한다. 즉, 실  개

선방안으로 기존 도서  웹사이트의 검색시스

템을 재정비하여 장애인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알맞은 결과, 특히 체자료가 정확하게 검색

되어 제공될 수 있는 검색 필터링이 필히 용

되어야 한다. 

4.4 자 정보자원의 입수를 한 간단한 

방식

장애인 이용자는 일반 도서 뿐만 아니라 

자도서 을 통해서 정보자원(오디오북, 자책 

등)의 입수가 가능하다. 특히, 자도서 은 오

라인의 출없이 웹사이트에서 자 정보자

원의 출  이용이 가능하기에 장애인 이용

자에게 쉽고 편리한 근성과 활용성을 제공한

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통해 ‘ 자도서 ’은 

공공도서 을 비롯하여 많은 도서 에서 운  

 연동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된 부분의 자도서 은 자 정보자원

의 이용을 해 웹사이트 내의 로그인과 이용 

로그램 설치를 필수로 용하고 있었다. 그

러나, 도서  마다 이용을 한 로그램을 다

르게 제공하거나 로그램의 설치안내가 작은 

씨로 제공, 혹은 설치에 한 상세한 설명이 

정확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아 로그램의 설치

를 미 인지할 경우 자 정보자원의 이용이 어

려웠다. 한 컴퓨터 시스템 혹은 로그램에 

한 지식  정보가 부족한 경우도 자도서

의 활용이 쉽지 않았다. 더욱이, 자도서

에서의 로그인은 온라인과 오 라인에서의 회

원가입을 동시에 필요로 하고 있어 정보 자

자원의 극 인 이용에 앞서 큰 불편을 제공

하고 있었다. 즉, 복잡한 근방식들로 인해 컴

퓨터와 인터넷 사용에 비 극 이거나 어려움

을 느끼는 장애인 이용자19)에게 ‘ 자도서 ’

은 물론, 자 정보자원에의 근과 활용에 어

려움과 불편을 제공하고 있었다. 

19) 장애인은 정보통신기기(스마트폰, 컴퓨터, 휴 폰 등)의 사용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낮은 사용률을 나타

내고, 이로 인해 비 장애인과 장애인의 정보화 수 은 격하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장애인 실태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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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도서 ’ 웹사이트에서 장애인 이용자가 

자 정보자원을 쉽고 편하게 이용  획득하

기 해서는 불필요한 근 환경, 제한 기능 등

을 제외시켜 자 정보자원에의 근방식을 최

한 간편하게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 자도

서 ’에서의 로그램 설치에 한 명확하고 

정확한 안내와 함께 가능한 통일된 로그램이 

우선 으로 도입  제공되어야 한다. 결과

으로, 간편한 통일 로그램의 제공은 자도

서  이용시 매번 새로운 로그램을 실행시켜

야 하는 번거로움과 정보통신기기의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인 이용자의 불편 해소에 큰 역할

을 하게 될 것이다. 

5. 결 론

도서 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

소해야 할 책무를 부여받은 기 (윤정옥 2011)”

으로, 모든 잠재  이용자를 상으로 이용자

의 정보요구에 합한 정보자원과 서비스를 제

공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 이용자에게 도서

 웹사이트 검색시스템은 포맷, 검색방식, UI, 

검색기능 등이 동일한 형식으로 통일되어 있거

나, 비장애인 이용자를 상으로 설계되어 있

어 장애인 이용자의 활발한 근  이용이 어

렵다. 즉, 장애인은 도서  서비스에서 이용

상자로 충분히 인식되고 있지 않아 비장애인에 

비해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고, 이는 장

애인 이용자에게 도서  웹사이트, 도서  정

보자원에의 근성을 하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되고 있다. 

장애인 이용자의 도서  정보자원에의 근

성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도서  웹사이트에

의 근 편의성과 검색 용이성, 정보자원의 정

확성, 체자료의 충분성 등이 제공되어야 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든 유형의 장애인 이

용자의 정보요구에 한 만족도를 높이고 도서

 정보자원에의 근성 향상을 한 방안으로, 

우리나라 국․공립 도서  웹사이트 검색시스

템에 한 황조사  분석을 실시하 다.

황조사  분석은 총 401개의 우리나라 장

애인 도서 을 상으로, 모든 유형의 장애인 이

용자의 에서 진행되는 도서  웹사이트와 

검색시스템에서의 검색과정을 4개의 단계(검색

환경, 자료검색, 검색결과, 검색완료)로 구성, 항

목으로 변환하여 이들 항목을 활용하여 조사를 

진행하 다. 각 단계의 조사결과를 토 로 주요 

사항을 간단하게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검색환경 - 이용을 한 편의기능( 씨

조 , 이동 단축키, 이용상담)은 도서  

웹사이트의 이용에 있어 장애인 이용자

를 포함한 여러 유형의 이용자에게 필요

한 필수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

을 비롯 모든 도서 에 거의 제공  

활용되고 있지 않아 매우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2) 자료검색 - 검색유형  검색메뉴( 체자

료 검색여부)에서는 체자료의 검색이 

가능한 검색유형 ‘상세검색’이 ‘간단검색’

에 비해 낮은 비율로 제공되고 있는 반면, 

검색메뉴 ‘ 체자료 유형’은 높은 비율로 

많은 도서 에서 도입하고 있었다. 다만, 

검색메뉴 ‘ 체자료 유형’에서는 다양한 

체자료의 유형이 제공되고 있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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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도서와 비도서/멀티미디어자료로 

정보자원을 구분하는 역할로 활용되고 있

었다. 그리고 검색메뉴 ‘장애유형․이용

상’은 장애인 도서 을 포함하여 거의 

도입되어 있지 않아 장애유형에 따른 정

보자원 검색이 불가능했다. 

(3) 검색결과에서는 앞의 (2) 자료검색의 검

색유형과 메뉴를 통해 직 인 검색을 

실시, 체자료 검색여부를 확인하 고, 

결과 으로 많은 도서 에서 체자료의 

검색과 함께 서지정보, 자료유형도 확인

이 가능했다. 다만, 검색여부에서는 높은 

수치를 보여줬으나, 검색결과의 정확도

에서는 부분 잘못된 검색결과이 출력

되고 있었다. 그리고 서지정보의 경우, 많

은 도서 에서 매우 낮은 서지수 으로 

설정하여 체자료의 서지정보를 제공하

고 있었다. 

(4) 검색완료 - 정보획득(로그인 기능, 책바

래 서비스)의 경우, 우선, 일반 도서  웹

사이트에서는 낮은 비율로, 자 도서  

웹사이트는 높은 비율로 로그인 기능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다만, 두 도서  웹

사이트 모두 로그인을 해 온라인과 오

라인 가입을 동시에 필요로 하고 있었

다. 그리고 책나래 서비스는 높은 수치로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는 반면, 일부 소규

모의 공공 도서 에서는 실행되고 있지 

않았다. 

결론 으로, 장애인 도서 을 포함한 우리나

라 국․공립 도서  웹사이트 검색시스템은 장

애인 이용자를 한 편의기능과 장애인 이용자

를 배려한 검색유형 등이  도입되어 있지 

않았고, 검색메뉴의 부족과 검색 필터링의 부

정확성으로 원하는 체자료의 검색이 어려웠

다. 한, 장애인 이용자를 한 도서  웹사이

트, 장애인 이용자의 특성을 반 한 도서  웹

사이트의 검색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

았고, 도서  웹사이트 서비스에서도 장애인을 

이용 상자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인 이용자를 한 도서  웹사이트  

검색시스템을 추가 으로 혹은 새롭게 설계하

여 구축하는 것은 시간  비용 면에서 실

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장애인 이용

자의 도서  정보자원 근성 향상을 해서는 

본 연구에서 조사한 문제 들을 토 로  도

서  웹사이트 검색시스템에 한 다양한 

에서의 해결 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이용자의 의견과 이용 평가 등

을 실시  수집하여 다각도 인 조사  분석

을 실시해야 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 이용자를 한 도서  웹

사이트 발 과 장애인 이용자의 도서  정보자

원 근성 향상을 해 기 인 황조사를 

실시하 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장애인 이

용자가 필요로 하는 도서  웹사이트, 검색시

스템의 서비스  기능 등을 조사하고 장애인 

이용자의 요구를 악하여 실 인 개선방안

에 해 제안하고자 한다. 한, 국외의 도서  

웹사이트  검색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여, 최

종 으로 장애인 이용자를 한 도서  웹사이

트 검색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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