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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 이용자의 실증 인 도서 서비스 이용 실태  요구도를 장애유형별로 조사하고 분석함으로

써, 도서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 이용자들이 우선 으로 요구하는 구성요소들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로, 첫째, 장애인 이용자의 실질 인 도서  이용실태 황을 장애유형별로 분석하 다. 

둘째,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주요 구성항목에 한 장애유형별 요도  만족도를 조사하여 제시하 다. 

셋째,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주요 구성항목별 Borich 요구도를 분석하고 장애유형별 도서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다. 넷째, 장애인 이용자의 이용 목 별 도서  장애인서비스 주요 항목에 한 Borich 요구도 

차이를 분석하고 장애유형별로 도서  이용 목 을 충족시키기 한 방안을 제안하 다. 다섯째, 장애인 이용자

의 이용 도서  유형별 Borich 요구도 차이를 분석하고 장애유형별 도서 서비스 제고 방안을 제시하 다.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in order to derive components that users with disabilities demand 

first when using library services by analyzing the actual usages and demands of handicapped 

users according to different types of disabiliti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ctual situation of library disabled users was analyzed according to types of disabilities. 

Second,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level of disability types were investigated for the main 

components of the library disability service. Third, major components of library services were 

analyzed using Borich’s Needs Assessment Model for the disabled and ways of activating library 

services by types were suggested. Fourth, we analyzed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different 

purposes of use by the disabled within Borich’s Model for the main items of library services. 

We also proposed a plan to meet the purpose of library use by each type. Fifth, we analyzed 

the differences by type of users in Borich’s Model for the major items of library services and 

thus suggested solutions to improve library services by types of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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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s Analysis, Requirement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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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회  양극화 상을 문화 으로 완화시키

고, 사회  약자 계층인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게 평등한 정보 근을 가능하게 하는 기 으로

써 도서 의 기능은 사회에서 더욱 요해

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도서 법 에서

는 도서 의 주요 책무로서 지식정보 취약계층

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해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

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 권자, 65세 이상의 노

인, 농어 의 주민으로 정의하고 도서 이 이

들을 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

고 있다.

국립장애인도서 의 도서  장애인서비스 

황조사(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도서

의 장애인서비스 이용자수의 경우 시각장애

인은 2011년 27,233명에서 2016년 73,119명으

로, 청각장애인은 2011년 1,767명에서 2016년 

44,198명으로, 지체․뇌병변장애의 경우 2011

년 42,616명에서 2016년 168,775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도서 의 장애인서비

스 이용이 이 게 차 증가하는 추세와 달리, 

장애인서비스 이용기반이 실제로 장애인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지, 장애인 이용

자를 한 한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는 지에 해서는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서  발 을 한 국가  장기계획인 도

서 발 종합계획 의 성과로 국의 공공도서

 수는 2008년 644개 에서 2016년에는 드디

어 1,000개 을 돌 하 으며, 제2차 도서 발

종합계획이 마무리 된 2018년에는 국에서 

1,042개 의 공공도서 이 건립되어 운 이

다(국가도서 통계시스템 2019). 그러나 이와 

같은 공공도서  인 라의 지속 인 발 과 달

리 장애인을 심으로 한 취약계층 정보서비스

는 여 히 사각지 에 놓여있다.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2017년말 기  약 267만 명에 달하

지만, 국의 장애인도서  39개   독립 건

물과 운 체계를 갖춘 곳은 8개 뿐이고, 공공

도서 에 설치된 장애인자료실(코 )은 325개

(32%)에 불과한 상황이다(국립 앙도서  

2017). 이런 사실은 부분의 공공도서 이 아

직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 상자

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공공

도서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있음을 말해 주는

(강숙희 2011) 방증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

체  장애와 정신  장애를 포함하여 모두 15

개의 범주로 구분되는 장애인이용자의 특성에 

해서 도서 이 이해하고 서비스를 효과 으

로 비하는 것은 실 으로 매우 어려운 일

일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실의 부조화에 주목하여 

차 확충되는 국의 도서  인 라에서 장애

인이용자를 보다 극 으로 유인하고 서비스

를 효과 으로 제공하기 한 기반 연구로서 

도서  장애인서비스에 한 장애유형별 이용

자의 요구를 실증 으로 이해하는 데이터를 조

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실제 도서  

장에서 장애인서비스를 직  경험한 장애인 이

용자의 도서 서비스 이용실태  도서  장애

인서비스의 주요항목에 한 요도  만족도

를 장애유형별로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도서

 장에서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 

이용자들이 실질 으로 요하게 생각하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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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으로 요구하는 구성요소들을 도출한다. 그

리하여, 궁극 으로는 향후 도서   정보센

터에서 장애인 이용자들이 요구하고 만족하는 

장애인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도

서  장애인서비스의 유용성 제고에 기여하고

자 한다.

2. 이론  배경  선행연구

2.1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필요성  개념

최근 도서 이 사회의 요한 문화․복지 시

설  하나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공공도서

의 역할이 주목받기 시작하 다. 특히 사회  

약자 계층이자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속하는 장

애인에게 사회생활을 하기 한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 근

에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도서 의 기능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요해지고 있다. 지식정보 

취약계층 에서도 특히 장애인에게 정보 근

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사회화의 과정에서 

생존과 련된 핵심 인 문제이다. 장애인이 

사회의 보편 인 구성원으로 역할하기 해서

는 신체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체

인 방법을 통해서 지식정보에 근할 수 있어

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격차 해

소를 임무로 하는 도서 이 장애인에게 활용 

가능한 지식 정보를 서비스하는 것은 필수 인 

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특히 공공도서

의 역에서 체자료를 구비하고 도서 장애

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국

립 앙도서  2014).

도서 법  제43조에서는 도서 의 책무로서 

‘도서 은 장애인,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

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

으며, 제45조에서 ‘도서 의 장애인서비스를 

한 국가 시책 수립  총 ’의 역할을 담당할 

국립장애인도서 의 설립․운 을 명시한 이

후 비로소 공공도서 에서 장애인이 장서, 시

설, 서비스를 차별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 다. 

2012년 도서 법이 개정되기 이 에는 부분

의 장애인이 복지 에 설치된 자료실  도서

을 활용하거나 사립 자도서  등을 활용한

다는 인식이 보편 인 상황이었으며, 모든 시

민에게 개방된 공공성을 강조하는 공공도서

을 활용하는 것은 상식 이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런 이유로 공공도서 의 서비스 품질을 고려

할 때 장애인이용자를 직 인 이용자 계층으

로 고려하는 도서 이나 련 연구 한 찾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배경재 2016).

도서 장애인서비스는 지체장애인이나 지

장애인과 같이 특정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한 서비스라기보다는 도서  이용 그 자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한 서비스를 말한다. 

도서 이용에 장애가 있는 이용자층을 일컫는 

유사한 용어로 독서장애인이라는 개념이 사용되

기도 한다. 독서장애인은 시각장애, 지체장애, 

지  장애, 발달 장애, 인지 장애, 학습 장애 등

의 이유로 인해 인쇄물을 효과 으로 읽을 수 없

는 사람을 의미한다(ICDRI 2010). 도서  이용 

상의 장애는 물리  장애, 자료  장애, 커뮤니

이션의 장애로 구분할 수 있고, 장애인서비스

의 상 장애유형별로는 크게 시각장애인, 청



148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30권 제1호 2019

각장애인, 지체․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으로 나  수 있다.

2.2 요구분석의 개념  모델

일반 으로 ‘요구’란 재 상태(what it is)

와 바람직한 상태(what should be)간의 격차

를 말하며 요구분석이란 그러한 격차를 확인하

고 그것의 본질과 원인을 검하며 미래의 행

동을 한 우선순 를 찾는 체계 인 행 라고 

할 수 있다(Borich 1980). 이러한 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 간의 격차를 주로 분석하는 ‘요

구분석’은 우선순 를 결정하고 로그램에 

한 의사결정을 하며 자원을 배치하기 한 체계

인 근으로 활용되고 있다(Mckillip 1987). 

즉 바람직한 상태와 재 상태의 격차를 확인

하고 이를 해결하기 하여 자원 배분의 우선

순 를 합리 으로 결정하는 체계 인 과정  

차라 할 수 있다(최정임 2009).

지 까지 요구분석의 결과는 교육, 문화  

경  등 사회 상의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되

어 왔는데, 본고에서는 Borich 요구도 모델을 

활용하여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주요항목에 

한 장애유형별 이용자의 실증 인 요구도  

상 인 우선순 를 도출하 다.

Borich 요구도 모델에 해 보다 좀 더 상세

히 고찰하자면, Borich(1980)는 두 상태의 단

순한 차이를 요구도로 보지 않고 한 차원 발

된 공식을 개발하 는데, 요구도의 우선순 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재의 수

과 바람직한 수 을 확인하고 바람직한 수

에 가 치를 주어 결과값을 순서 로 나열하는 

통계  기법을 제안하 다(정진  2013). Borich 

공식에 의한 요구분석은 요구되는 바람직한 능

력수 (Required Compentence Level)과 

재의 능력수 (Present Competence Level)의 

차를 각 사례마다 모두 합산하기 때문에 단순

한 사례별 차이를 요구도로 분석하는 것과 비

교할 때, 결과값의 범 가 넓어지고 그만큼 항

목들 간 변별력이 가능해 진다는 장 이 있다

(김수경 2009).

<그림 1> Borich 요구도 계산공식(Borich 1980)

2.3 선행연구 분석

우리나라 도서 의 장애인서비스에 한 연

구는 그동안 비교  활발하게 수행되지 못했으

며 그나마 시각장애인서비스에 편 되어 있는 

실정이고, ‘이용자 요구조사’와 ‘서비스 실태조

사  정책제언’의 두가지 범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용자 요구조사의 경우 부분 시각

장애인을 주로 정량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오다, 최근 들어 다양한 장애 

유형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면담 기법으로 조사

하기 시작하 다. 주요 선행연구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정재 , 정혜미(2010)는 국내 외 황 조사

와 장애인 이용자와의 심층면 을 기 로, 도

서 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서비스를 개선

하기 해서는 장비 도입과 서비스 제공 시 요

구분석과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장애인 이용자

들의 의견이 반 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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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효과 으로 결합할 수 있는 용공간을 

제공해야 하고, 도서  직원에 한 지속 이

고 정기 인 장애인 서비스 교육과 함께 장애

인 담사서를 지정해 One-stop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장애인 지원을 한 교내 외 기 , 단체 

등과의 력  연계가 필요함을 제안하 다.

장보성, 김은정, 남 (2010)은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도서 불안을 알아보고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 다. 장애인들은 

상 으로 낮은 도서 불안을 가지고 있었으

며 연구자들은 장애인들이 도서 에 한 인식

이 어 수치가 낮았다고 분석하 다. 장애인

들은 물리  환경 역, 심리 /정서  역, 

도서  직원 역에서 불안을 호소하 는데, 시

각장애인은 심리․정서 인 부분의 불안감이, 

지체장애인은 물리 , 도서  이용  지식, 과

제  연구, 디지털정보, 도서  직원 역 등에

서 모두 높은 불안감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되

었다.

오선경, 이지연(2011)은 시각장애인들이 도

서 을 이용하지 않은 요인을 분석하기 해 

설문을 진행하고 질 인 보완을 해 면담을 

진행하 다. 설문에서는 시설과 자료의 부족, 웹 

환경에서의 서비스와 사이트의 불완 성, 무

심, 홍보와 이용교육 부실, 도서  직원의 불친

과 의사소통 어려움, 도서 근성, 용채

이용과 시간부족 등이 도서  비이용 요인으로 

나타났다. 면담에서는 개인의 심리 인 문제나 

정보환경의 장애로 인해 정보요구를 충족시키

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 희, 안인자, 박미 (2011)은 도서 장애

인서비스 활성화 방안  홍보 략 개발의 기

가 될 수 있는 이용자인식조사를 통해 도서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용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확보  제공임을 밝 내고, 도서 에 도달하

는 것의 편의성, 도서 에 도착해서 이용하는 

시설의 편의성, 자료의 이용 용이성 등을 개선

할 것을 제안하 다.

곽철완, 김호연(2012)은 지체, 청각, 시각 장

애인을 상으로 집단면담법을 이용하여 복합

문화 술센터에서 제공되어야 할 장애인 정보

서비스에 해 악하 는데, 홈페이지 정보, 

안내 데스크, 오리엔테이션 장소, 정보검색 장

소로 구분하여 지체, 시각, 청각 장애인을 한 

서비스를 각각 제시하 다.

장보성(2015)은 청각장애 학생에게 설문

조사와 면 을 실시하여 청각장애 학생의 사

용 보장구의 종류, 출신학교, 장애등 에 따른 

정보요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용 보장구

에 따른 정보요구(최신 자료 확충, 이용자 교육

홍보, 수화통역사, 홈페이지 개선, 열람환경개

선)는  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고, 출

신학교에 따른 정보요구(이용자 교육홍보, 수

화통역사 배치)와 장애등 에 따른 정보요구

(이용자 교육홍보, 열람환경 개선)에서도 일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을 분석하 다.

강지혜, 차성종, 배경재(2018)는 이용자 면담

과 문가 델 이 연구 등을 통해 장애인 이용

자들의 도서  장애인서비스에 한 핵심요구

를 악하 는데, 이용자들은 자원의 양  확

와 함께 질  확 , 개별화된 서비스와 로그

램 제공, 시설 편의성 증 , 웹과 어 리 이션

의 근성 향상, 문 인 인력 배치 등을 요구

하는 것으로 악하 다.

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내 도서  장애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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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에 한 연구는 아직 기반 연구가 주로 진

행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여겨지며, 장애인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장애 유형별로 세부 으

로 악하기에는 미흡한 단계인 것으로 보여진

다. 향후 도서  장에 직 으로 용할 수 

있는 보다 실질 인 장애인서비스 모형  이

용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도서  장에서 장애

인서비스를 직  경험한 장애인 이용자의 실증

인 도서 서비스 이용 실태  요구도를 장

애유형별로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도서  장

애인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 이용자들이 우

선 으로 요구하는 구성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설계  방법

3.1 연구내용  방법

본 연구는 도서  장애인서비스에 한 이용

자 장애유형별 요구도를 분석하기 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연구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에

서 가장 요하게 근한 연구방법론은 시각, 

청각, 지체장애 등 장애유형별 이용자들의 실

제 도서  장애인서비스 경험에 한 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한 이용자 상 설문조사이다.

첫째,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필요성  개

념과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이용자  이용자 

요구 련 선행연구 등에 한 비교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이론  배경을 확립하고자 하

다.

둘째, ․내외 도서  환경 변화에 맞추어 

실제 도서  장에서 장애인서비스를 직  경

험한 장애인 이용자의 실질 인 요구를 분석하

고자, 장애유형별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는 시각, 청각, 지체 등 장애유형별

로 70명씩 총 210명의 장애인이용자를 상으

로 자기기입식 조사 설문지를 활용하여 장애인 

유형별 도서 서비스에 한 실증 인 요구를 

조사하 다. 장애유형별 70명의 선정은 피실험

자가 장애인이라는 특성상 장애유형별로 력

기 에 실험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정 피실험

자의 규모를 산정하여 반 한 것이다. 

셋째, 기술통계 분석, t-검정 분석 등을 이용

하여 장애유형별 이용자의 도서 서비스 이용 

실태를 악하고, 도서  시설, 장서, 서비스  

로그램, 독서 보조기기, 직원 등 도서  장애

인서비스의 5가지 주요항목  각 세부항목에 

한 요도  만족도를 각각 분석하 다.

넷째, Borich 요구도 분석을 활용하여 도서

 시설, 장서, 서비스  로그램, 독서 보조

기기, 직원 등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5가지 주

요항목에 한 장애유형별 이용자의 필요 수

인 ‘ 요도’와 재 수 인 ‘만족도’ 결과 차이

에 따른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구성요소에 

한 요구도의 우선순 를 도출하 다. 5가지 주

요항목은 국립 앙도서  국립장애인도서 지

원센터(2009)에서 발간한 ‘도서  장애인서비

스 기   지침’의 항목을 참고한 것이다. 

다섯째, Borich 요구도 분석을 활용하여 도

서  장애인서비스의 5가지 주요항목에 한 

장애유형별 이용자의 도서 서비스 이용 목

별  이용 도서  유형별 차이에 따라 나타나

는 장애유형별 이용자의 요구도 우선순 의 차

이 등을 비교․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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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도구  차

설문항목은 <표 1>과 같이 5개 역, 75개 문

항으로 구성하 다. 설문항목의 구성은 기존 

련 연구  국립 앙도서 (2012, 2016)의 

연구  장애인이용자 요구조사 항목을 요소별

로 도출하고 본 연구의 목 에 합하도록 다

음의 설문 역별로 재설계하 다. 

이 설문은 2016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

지 16일간 진행하 다. 설문조사는 각 장애유

형별로 각 력기 과의 조를 통해 직  

면 방식을 통한 설문과 이메일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 다. 특히 시각장애인 상 설문조사의 

경우 약시자를 고려하여 설문지를 견고딕 20포

인트 Bold로 출력하여 진행하 고, 맹의 경

우 조사원이 직  1 1로 설문항목을 설명하고 

구두응답을 설문지에 표기하는 방법으로 수행

하 다.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인터넷 활용이 가

능한 30여명은 한 일과 동의서를 첨부한 이

메일 설문조사를 진행하 고, 나머지 40여명은 

수화통역사의 조 하에 서 문농아인복지

에서 오 라인으로 실시하 다. 서 문농아인

복지 은 국내 최 로 수어 상도서 제작 로

그램을 운 하는 수어 상도서 을 운 하고 있

어서 본 연구의 력기 으로 선정하 으며, 설

문문항에 한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

인의 근성을 고려하여 해당 복지  시설에서 

설문을 진행하 다. 

설문조사 결과 총 시각, 청각, 지체 장애유형

별 70명, 총 210명의 장애인 이용자가 설문에 

응답하 으며 응답된 설문 부가 유효한 설문

지로 명되어, 210명 설문 상자 체를 최종 

분석 상으로 하 다.

설문 역 세부 내용 문항수

기본 정보 ∙성별, 연령, 거주지, 장애등 4

도서  이용실태

∙도서  이용빈도

∙도서  방문 목

∙주요 이용 도서  유형

∙도서  서비스에 한 인식

4

도서  서비스 특성의 요도

∙도서  시설의 요도(7)

∙도서  장서의 요도(7)

∙도서  서비스  로그램의 요도(10)

∙독서보조기기의 요도(6)

∙도서  직원의 요도(3)

5개 범주, 33

도서  서비스 특성의 만족도

∙도서  시설의 만족도(7)

∙도서  장서의 만족도(7)

∙도서  서비스  로그램의 만족도(10)

∙독서보조기기의 만족도(6)

∙도서  직원의 만족도(3)

5개 범주, 33

도서 이용 활성화를 한 제언 ∙도서 이용 활성화를 한 제안  요구사항 1

<표 1> 장애인이용자 요구도 조사 설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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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용자의 장애유형별 요구도 
조사 결과

4.1 응답자의 일반  특성 분석

설문 참여 장애유형별 이용자의 일반  특성

을 분석하면 <표 2>와 같다. 먼 , 시각장애인 

응답자의 기본사항을 분석하면, 성별은 남성이 

68.6%, 여성이 31.4%를 차지하 고, 연령은 20

가 12.9%, 30 가 12.9%, 40 가 21.4%, 50

 이상이 52.9%로 50  이상의 시각장애인 이

용자가 가장 많이 차지하 다. 장애등 별로는 

1 이 52.9%, 2 이 15.7%, 3 이 10.0%, 4

이 2.9%, 5 이 5.7%, 6 이 12.9%를 각각 차

지하 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58.6%, 경기/인

천이 37.1%, 충남이 4.3% 순서로 그 분포가 많

았다. 청각장애인 응답자의 경우, 성별은 남성

이 51.4%, 여성이 48.6%를 차지하 고, 연령은 

20 가 24.3%, 30 가 30.0%, 40 가 22.9%, 

50  이상이 22.9%로 30  청각장애인 이용자

가 가장 많이 차지하 다. 장애등 별로는 1

이 20.0%, 2 이 71.4%, 3 이 8.6%를 각각 차

지하 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72.9%, 경기/인

천이 24.3%, 충북이 1.4%, 부산이 1.4%의 순서

로 그 분포가 많았다. 지체장애인 응답자의 경

우 성별은 남성이 64.3%, 여성이 35.7%를 차지

하 고, 연령은 30 가 5.7%, 40 가 14.3%, 50

 이상이 80.0%로 50  이상의 지체장애인 이

용자가 가장 많이 차지하 다. 장애등 별로는 

1 이 12.9%, 2 이 42.9%, 3 이 21.4%, 4

이 14.3%, 5 이 7.1%, 6 이 1.4%를 각각 차

지하 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81.4%, 경기/인

　구분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성별
남성 (48) 68.6 (36) 51.4 (45) 64.3

여성 (22) 31.4 (34) 48.6 (25) 35.7

연령

20 (9) 12.9 (17) 24.3 - -

30 (9) 12.9 (21) 30.0 (4) 5.7

40 (15) 21.4 (16) 22.9 (10) 14.3

50  이상 (37) 52.9 (16) 22.9 (56) 80.0

장애등

1 (37) 52.9 (14) 20.0 (9) 12.9

2 (11) 15.7 (50) 71.4 (30) 42.9

3 (7) 10.0 (6) 8.6 (15) 21.4

4 (2) 2.9 - - (10) 14.3

5 (4) 5.7 - - (5) 7.1

6 (9) 12.9 - - (1) 1.4

지역

서울 (41) 58.6 (51) 72.9 (57) 81.4

경기/인천 (26) 37.1 (17) 24.3 (13) 18.6

충남/충북 (3) 4.3 (1) 1.4 - -

부산 - - (1) 1.4 - -

계 70 100 70 100 70 100

<표 2> 장애유형별 이용자의 일반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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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 18.6%로 분석되었다.

4.2 장애인 이용자의 장애유형별 도서  이용

실태 황

4.2.1 도서  방문 목

도서 을 방문하는 주된 목 은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에 해 <그림 2>와 같이 시각장애인

의 경우 ‘도서 열람  출’로 꼽은 응답이 

41.4%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가 18.6%, ‘자료 

수집(연구자료, 생활정보, 학습정보)’과 ‘각종 

시험 비  학습’이 14.3%, ‘교육  문화

로그램 참여’가 12.9%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

다.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도서 열람  출’과 

‘자료 수집(연구자료, 생활정보, 학습정보)’로 

꼽은 응답이 37.1%로 가장 많았으며, ‘각종 시

험 비  학습’가 21.4%, ‘교육  문화 로그

램 참여’가 12.9%, ‘기타’가 5.7%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도서 열람 

 출’로 꼽은 응답이 37.1%로 가장 많았으며, 

‘자료 수집(연구자료, 생활정보, 학습정보)’가 

30.0%, ‘각종 시험 비  학습’가 24.3%, ‘기타’

가 11.4% ‘교육  문화 로그램 참여’가 4.3%,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

과는 많은 장애인 이용자 들이 도서 열람  

출, 자료 수집 등의 목 으로 주로 도서 을 찾

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4.2.2 주요 이용 도서  유형

주로 이용하는 도서 은 어디인지를 묻는 항

목(온라인 다운로드 이용 포함)에 해서는 <표 

3>과 같이 시각장애인의 경우 ‘국립/공공도서

’으로 꼽은 응답이 42.9%로 가장 많았으며, ‘장

애인복지 ’ 31.4%, ‘장애인도서 ’ 18.6%, ‘기타’ 

8.6%, ‘학교도서 ’ 1.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시각장애인과 마찬가

지로 ‘국립/공공도서 ’으로 꼽은 응답이 65.7%

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복지 ’ 22.9%, ‘학교도

<그림 2> 장애유형별 이용자의 도서  방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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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국립/공공

도서 (%)

장애인복지

(%)

장애인도서

(%)

학교도서

(%)

기타

(%)

무응답

(%)

시각장애인 42.9 31.4 18.6 1.4 8.6 4.3

청각장애인 65.7 22.9 11.4 17.1 4.3 2.9

지체장애인 34.3 47.1 17.1 4.3 10.0 0

<표 3> 장애유형별 이용자의 주요 이용 도서  유형

서 ’ 17.1%, ‘장애인도서 ’ 11.4%, ‘기타’가 4.3%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복지 ’으로 꼽은 응답이 47.1%

로 가장 많았으며, ‘국립/공공도서 ’ 34.3%, 

‘장애인도서 ’ 17.1%, ‘기타’ 10.0%, ‘학교도서

’ 4.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4.3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주요 구성항목에 

한 장애유형별 요도  만족도 조사 결과

4.3.1 도서  시설

1) 도서  시설 련 세부항목에 한 요도

(필요 수 )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도서  시설 련 세

부항목별 요도 평가 결과는 <표 4>와 같이, 

시각장애인의 경우 ‘ 근로 자블록 등 안내

시설’(4.28),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근로 

등 매개시설’(4.13) 세부항목 순으로 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장애인용 변기 등 

생시설’(3.79), ‘장애인 이용 가능한 수  등 

기타시설’(3.81) 항목 순으로 낮은 요도를 보

여주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 열람실

(코 ) 등 열람시설’(3.84), ‘도서  내부시설

의 동선체계’(3.81) 세부항목 순으로 요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에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근로 등 매개시설’(3.37),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내부시설’(3.49) 항목 순으로 

낮은 요도를 보여주었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는 ‘장애인용 변기 등 생시설’(3.39), ‘장애

구분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요도 
(평균)

표
편차

요도 
(평균)

표
편차

요도 
(평균)

표
편차

①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근로, 장애인 용주차구역,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매개시설)

4.13 0.88 3.37 0.94 3.31 1.14

②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내부시설)

4.06 0.87 3.49 0.94 3.32 1.23

③ 장애인용 변기, 장애인용 소변기, 장애인용 세면 ( 생시설) 3.79 1.03 3.50 1.05 3.39 1.12

④ 근로 자블록, 장애인용 안내 , 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 경보피난
설비, 시각경보시스템(안내시설)

4.28 0.87 3.74 0.92 3.06 1.24

⑤ 장애인 이용 가능한 수 /작업 (기타) 3.81 0.86 3.81 1.00 3.26 1.12

⑥ 장애인 열람실(코 ), 면낭독실의 설치 여부  공간의 충분함 3.93 1.01 3.84 1.12 3.19 1.15

⑦ 도서  내부시설의 동선체계(장애인 열람실의 치 등) 4.01 0.98 3.81 0.97 3.22 1.19

*볼드 표시: 가장 높은 수치,  표시: 가장 낮은 수치(이하 <표>에서는 설명 생략함)

<표 4> 도서  시설 련 세부항목의 요도(필요 수 )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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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내부시설’(3.32) 

항목 순으로 요가 높게 나타난 반면에 ‘ 근

로 자블록 등 안내시설’(3.06), ‘장애인 열람

실(코 ) 등 열람시설’(3.19) 항목 순으로 낮은 

요도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시각장애인은 ‘안

내시설’, 청각장애인은 ‘열람시설’, 지체장애인

은 ‘ 생시설’이 요도가 높은 항목으로 각각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도서  시설 련 세부항목에 한 만족도

( 재 수 )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도서  시설 련 세

부항목별 만족도 평가 결과는 <표 5>와 같이,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근로 등 매개시설’(3.14),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내부시설’(3.13) 세부항목 순

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도서  

내부시설의 동선체계’(2.85), ‘장애인 이용 가능

한 수  등 기타시설’(2.99)  ‘장애인 열람

실(코 ) 등 열람시설’(2.99) 항목 순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장

애인용 변기 등 생시설’(3.30),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내부시설’(3.17) 세부

항목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에 ‘장

애인 이용 가능한 수  등 기타시설’(2.94), 

‘장애인 열람실(코 ) 등 열람시설’(2.94) 항목 

순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지체장애인

의 경우는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근로 등 

매개시설’(3.19), ‘장애인용 변기 등 생시

설’(3.16) 항목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

면에 ‘장애인 열람실(코 ) 등 열람시설’(2.91), 

‘도서  내부시설의 동선체계’(2.93) 항목 순으

로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시각장

애인은 ‘매개시설’, 청각장애인은 ‘ 생시설’, 지

체장애인은 ‘매개시설’이 각각 만족도가 높은 

항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3.2 장서

1) 도서  장서 련 세부항목에 한 요도

(필요 수 )

도서  장서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

구분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족도 
(평균)

표
편차

만족도 
(평균)

표
편차

만족도 
(평균)

표
편차

①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근로, 장애인 용주차구역, 높이차이
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매개시설)

3.14 0.94 3.13 0.94 3.19 0.97

②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내부시설)

3.13 1.03 3.17 0.87 3.13 1.08

③ 장애인용 변기, 장애인용 소변기, 장애인용 세면 ( 생시설) 3.10 0.91 3.30 0.96 3.16 1.02

④ 근로 자블록, 장애인용 안내 , 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 경보
피난설비, 시각경보시스템(안내시설)

3.03 1.11 3.10 0.87 3.00 1.08

⑤ 장애인 이용 가능한 수 /작업 (기타) 2.99 0.92 2.94 1.03 3.06 1.01

⑥ 장애인 열람실(코 ), 면낭독실의 설치 여부  공간의 충분함 2.99 1.09 2.97 1.23 2.91 1.05

⑦ 도서  내부시설의 동선체계(장애인 열람실의 치 등) 2.85 1.08 2.99 1.13 2.93 0.98

<표 5> 도서  시설 련 세부항목의 만족도( 재 수 )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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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장애유형 특성별로 각각 다른 장서를 

주로 활용하는 특성상 설문조사에서도 각기 다

른 세부항목으로 조사하 으므로, 도서  장서 

련 세부항목에 한 요도(필요 수 )에 

한 조사 결과는 <표 6>, <표 7>, <표 8>과 같이 

각각 제시하 다.

①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의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도서

 장서 련 세부항목별 요도 평가 결과는 

<표 6>과 같이, ‘DAISY도서(디지털음성도서)의 

구비’(4.26), ‘디지털 녹음도서(MP3, CD/DVD)

의 구비’(4.21) 세부항목 순으로 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아날로그 녹음도서(테이 )

의 구비’(3.53), ‘ 각도서의 구비’(3.62) 항목 

순으로 낮은 요도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시

각장애인은 ‘DAISY도서(디지털음성도서)’를 

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 ‘아날로그 녹음도서

(테이 )’를 가장 낮은 항목으로 각각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의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도서  

장서 련 세부항목별 요도 평가 결과는 <표 

7>과 같이, ‘수화․자막 상자료의 구비’(4.26), 

‘읽기쉬운도서의 구비’(4.21), ‘화면해설 상자

료의 구비’(3.62) 세부항목 순으로 요도가 높

게 나타났다. 이로써 청각장애인은 ‘수화․자막

상자료’를 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 ‘화면해

설 상자료’를 가장 낮은 항목으로 각각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의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도서

구분
시각장애인

요도(평균) 표 편차

① 자도서( 자도서, 묵․ 자통합도서, 자라벨도서)의 구비 3.91 1.18

② 아날로그 녹음도서(테이 )의 구비 3.53 1.25

③ 큰 자도서의 구비 3.86 1.13

④ 각도서의 구비 3.62 1.10

⑤ DAISY도서(디지털음성도서)의 구비 4.26 0.97

⑥ 디지털 녹음도서(MP3, CD/DVD)의 구비 4.21 1.01

⑦ 음성변환 출력용 2차원 바코드 도서의 구비 3.67 1.07

<표 6>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도서  장서 련 세부항목의 요도(필요 수 ) 분석

구분
시각장애인

요도(평균) 표 편차

① 수화․자막 상자료의 구비(수화 상자료, 자막 상자료, 투웨이북) 3.93 1.05

② 화면해설 상자료의 구비 3.70 1.17

③ 읽기쉬운도서의 구비 3.79 1.13

<표 7> 청각장애인 이용자의 도서  장서 련 세부항목의 요도(필요 수 )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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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 련 세부항목별 요도 평가 결과는 

<표 8>과 같이, ‘읽기쉬운도서의 구비’(3.38), 

‘큰 자도서의 구비’(3.24) 세부항목 순으로 

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아날로그 녹음

도서(테이 )의 구비’(2.80), ‘DAISY도서(디

지털음성도서)의 구비’(2.91) 항목 순으로 낮

은 요도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지체장애인은 

‘읽기쉬운도서’를 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 ‘아

날로그 녹음도서(테이 )’를 가장 낮은 항목으

로 각각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도서  장서 련 세부항목에 한 만족도

( 재 수 )

도서  장서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

체장애인의 장애유형 특성별로 각각 다른 장서

를 주로 활용하는 특성상 설문조사에서도 각기 

다른 세부항목으로 조사하 으므로, 도서  장

서 련 세부항목에 한 만족도( 재 수 ) 

조사 결과를 <표 9>, <표 10>, <표 11>과 같이 

각각 제시하 다. 

①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의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도서  

장서 련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가 결과는 <표 

9>와 같이, ‘디지털 녹음도서(MP3, CD/DVD)

의 구비’(3.19), ‘ 자도서( 자도서, 묵․ 자통

합도서, 자라벨도서)의 구비’(3.12) 세부항목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음성변

환 출력용 2차원 바코드 도서의 구비’(2.81), ‘

각도서의 구비’(2.87) 항목 순으로 낮은 만족도

구분
시각장애인

요도(평균) 표 편차

① 아날로그 녹음도서(테이 )의 구비 2.80 1.15

② DAISY도서(디지털음성도서)의 구비 2.91 1.11

③ 디지털 녹음도서(MP3, CD/DVD)의 구비 3.06 1.18

④ 읽기쉬운도서의 구비 3.38 1.06

⑤ 큰 자도서의 구비 3.24 1.12

<표 8> 지체장애인 이용자의 도서  장서 련 세부항목의 요도(필요 수 ) 분석

구분
시각장애인

만족도(평균) 표 편차

① 자도서( 자도서, 묵․ 자통합도서, 자라벨도서)의 구비 3.12 1.13

② 아날로그 녹음도서(테이 )의 구비 3.04 1.02

③ 큰 자도서의 구비 3.00 0.99

④ 각도서의 구비 2.87 1.07

⑤ DAISY도서(디지털음성도서)의 구비 3.00 1.03

⑥ 디지털 녹음도서(MP3, CD/DVD)의 구비 3.19 0.97

⑦ 음성변환 출력용 2차원 바코드 도서의 구비 2.81 1.00

<표 9>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도서  장서 련 세부항목의 만족도( 재 수 )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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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시각장애인은 ‘디지털 

녹음도서’를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 ‘음성변

환 출력용 2차원 바코드 도서’를 가장 낮은 항

목으로 각각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의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도서

 장서 련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가 결과는 

<표 10>과 같이, ‘수화․자막 상자료의 구비’ 

(3.19), ‘읽기쉬운도서의 구비’(3.04), ‘화면해설

상자료의 구비’(3.04) 세부항목 순으로 만족

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청각장애인은 ‘수

화․자막 상자료’를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 

‘화면해설 상자료’를 낮은 항목으로 각각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의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도서  

장서 련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가 결과는 <표 

11>과 같이, ‘읽기쉬운도서의 구비’(2.97), ‘큰

자도서의 구비’(2.97) 세부항목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아날로그 녹음도서(테이

)의 구비’(2.64), ‘DAISY도서(디지털음성도

서)의 구비’(2.65) 항목 순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지체장애인은 ‘읽기쉬운도서’

와 ‘큰 자도서’를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 ‘아

날로그 녹음도서(테이 )’를 가장 낮은 항목으

로 각각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만족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밝 졌다.

4.3.3 도서  서비스  로그램

1) 도서  서비스  로그램 련 세부항

목에 한 요도(필요 수 )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도서  서비스  

로그램 련 세부항목별 요도 평가 결과는 

<표 12>와 같이, 시각장애인의 경우 ‘온라인자료 

다운로드 서비스’(4.13), ‘교육 로그램(정보활

구분
시각장애인

만족도(평균) 표 편차

① 수화․자막 상자료의 구비(수화 상자료, 자막 상자료, 투웨이북) 3.19 1.24

② 화면해설 상자료의 구비 3.04 1.13

③ 읽기쉬운도서의 구비 3.04 1.10

<표 10> 청각장애인 이용자의 도서  장서 련 세부항목의 만족도( 재 수 ) 분석

구분
시각장애인

만족도(평균) 표 편차

① 아날로그 녹음도서(테이 )의 구비 2.64 0.92

② DAISY도서(디지털음성도서)의 구비 2.65 0.93

③ 디지털 녹음도서(MP3, CD/DVD)의 구비 2.83 0.95

④ 읽기쉬운도서의 구비 2.97 0.99

⑤ 큰 자도서의 구비 2.97 0.99

<표 11> 지체장애인 이용자의 도서  장서 련 세부항목의 만족도( 재 수 )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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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요도
(평균)

표 편차
요도

(평균)
표 편차

요도
(평균)

표 편차

① 내 열람 서비스 3.74 0.94 3.89 1.08 3.28 1.25

② 외 출 서비스 3.84 0.97 3.69 1.06 3.06 1.13

③ 방문 출 서비스 3.79 1.08 3.81 1.04 3.03 1.18

④ 우편/택배(책나래) 서비스 3.91 1.02 3.60 1.10 2.99 1.25

⑤ 온라인자료 다운로드 서비스 4.13 0.99 3.81 1.13 3.20 1.08

⑥ 이동도서 서비스 3.54 1.07 3.50 1.09 3.06 1.16

⑦ 면낭독서비스 3.69 1.11 3.99 1.00 2.85 1.05

⑧ 자출력서비스 3.79 1.10 4.10 0.99 3.00 1.15

⑨ 문화 로그램(교양강좌, 부모교육 등) 3.94 0.90 4.00 1.04 3.30 1.04

⑩ 교육 로그램(정보활용교육, 체자
료활용교육 등)

4.06 0.83 3.99 0.99 3.18 1.02

<표 12> 도서  서비스  로그램 련 세부항목의 요도(필요 수 ) 분석

용교육, 체자료활용교육 등)’(4.06) 세부항목 

순으로 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이동도

서 서비스’(3.54), ‘ 면낭독서비스’(3.69) 항

목 순으로 낮은 요도를 보여주었다. 청각장

애인의 경우 ‘ 자출력서비스’(4.10), ‘문화

로그램(교양강좌, 부모교육 등)’(4.00) 세부항

목 순으로 요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에 ‘이동

도서 서비스’(3.50), ‘우편/택배(책나래) 서

비스’(3.60) 항목 순으로 낮은 요도를 보여주

었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문화 로그램(교양

강좌, 부모교육 등)’(3.30), ‘ 내 열람서비스’ 

(3.28) 항목 순으로 요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에 ‘ 면낭독서비스’(2.85), ‘우편/택배(책나래) 

서비스’(2.99) 항목 순으로 낮은 요도를 보여

주었다. 이로써 시각장애인은 ‘온라인자료 다운

로드 서비스’, 청각장애인은 ‘ 자출력서비스’, 

지체장애인은 ‘문화 로그램(교양강좌, 부모교

육 등)’을 요도가 높은 항목으로 각각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도서  서비스  로그램 련 세부항

목에 한 만족도( 재 수 )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도서  서비스  

로그램 련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가 결과는 

<표 13>과 같이, 시각장애인의 경우 ‘문화 로

그램(교양강좌, 부모교육 등)’(3.24), ‘우편/택

배(책나래) 서비스’(3.22) 세부항목 순으로 만

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이동도서 서비

스’(2.93), ‘방문 출 서비스’․‘ 면낭독서비스’ 

(2.96) 항목 순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 내 열람서비스’(3.33), 

‘ 외 출 서비스’(3.22) 세부항목 순으로 만족

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에 ‘우편/택배(책나래) 

서비스’(2.97)  ‘이동도서 서비스’(2.97) 항목 

순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 내 열람 서비스’(3.22), ‘교육 로그램

(정보활용교육, 체자료활용교육 등)’(3.06) 항

목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에 ‘ 면

낭독서비스’(2.81), ‘방문 출 서비스’(2.88) 항

목 순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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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족도 

(평균)
표 편차

만족도 

(평균)
표 편차

만족도 

(평균)
표 편차

① 내 열람 서비스 3.09 0.99 3.33 0.82 3.22 1.11

② 외 출 서비스 3.16 0.99 3.22 0.80 2.97 1.04

③ 방문 출 서비스 2.96 0.96 3.07 0.94 2.88 1.04

④ 우편/택배(책나래) 서비스 3.22 1.22 2.97 0.80 2.90 0.99

⑤ 온라인자료 다운로드 서비스 3.07 1.12 3.07 0.91 2.93 1.10

⑥ 이동도서 서비스 2.93 1.05 2.97 0.79 2.90 0.93

⑦ 면낭독서비스 2.96 0.98 3.04 1.09 2.81 1.00

⑧ 자출력서비스 3.00 1.08 3.19 1.31 3.01 0.93

⑨ 문화 로그램(교양강좌, 부모교육 등) 3.24 1.04 3.09 1.05 3.04 1.06

⑩ 교육 로그램(정보활용교육, 체자

료활용교육 등)
3.13 1.06 3.04 1.06 3.06 1.08

<표 13> 도서  서비스  로그램 련 세부항목의 만족도( 재 수 ) 분석

시각장애인은 ‘문화 로그램’, 청각장애인과 지

체장애인은 동일하게 ‘ 내 열람 서비스’를 각

각 만족도가 높은 항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4.3.4 독서 보조기기

1) 독서보조기기 련 세부항목에 한 요

도(필요 수 )

독서보조기기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

체장애인의 장애유형 특성별로 각각 다른 보조

기기를 주로 활용하는 특성상 설문조사에서도 

각기 다른 세부항목으로 조사하 으므로, 독서

보조기기 련 세부항목에 한 요도(필요 

수 ) 조사 결과를 <표 14>, <표 15>, <표 16>

과 같이 각각 제시하 다. 

①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의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독서보

조기기 련 세부항목별 요도 평가 결과는 <표 

14>와 같이, ‘독서확 기(휴 용/탁상용/이동용)

의 구비’(4.10), ‘화면확  S/W의 구비’(4.01) 세

구분
시각장애인

요도(평균) 표 편차

① 데이지 이어의 구비 3.79 1.03

② 스크린리더 소 트웨어의 구비 3.94 1.06

③ 독서확 기(휴 용/탁상용/이동용)의 구비 4.10 0.96

④ 화면확  S/W의 구비 4.01 0.97

⑤ 자정보장치( 자 린터, 자출력기, 자정보단말기, 자라벨기)의 구비 3.97 1.13

⑥ 문자인식 S/W  H/W의 구비 3.96 0.94

<표 14>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독서보조기기 련 세부항목의 요도(필요 수 )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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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항목 순으로 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데이지 이어의 구비’(3.79), ‘스크린리더 소

트웨어의 구비’(3.94) 항목 순으로 낮은 요도

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시각장애인은 ‘독서확

기’를 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 ‘데이지 이어’

를 가장 낮은 항목으로 각각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②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의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독서

보조기기 련 세부항목별 요도 평가 결과는 

<표 15>와 같이, ‘신호, 경보장치의 구비’(3.49), 

‘보완 체의사소통기기의 구비’(3.46) 세부항

목 순으로 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골

도헤드셋의 구비’(2.89), ‘음성증폭장치(보청장

치)의 구비’(3.14) 항목 순으로 낮은 요도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청각장애인은 ‘신호, 경보

장치’를 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 ‘골도헤드셋’

을 가장 낮은 항목으로 각각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의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독서보

조기기 련 세부항목별 요도 평가 결과는 <표 

16>과 같이, ‘터치스크린 모니터의 구비’(3.13), 

‘키보드 입력보조기기의 구비’(3.06) 세부항목 

순으로 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특수

마우스(조이스틱, 트랙볼)의 구비’(2.82), ‘스

치의 구비’(2.98) 항목 순으로 낮은 요도를 보

여주었다. 이로써 지체장애인은 ‘터치스크린 모

니터’를 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 ‘특수마우스

(조이스틱, 트랙볼)’를 가장 낮은 항목으로 각

구분
시각장애인

요도(평균) 표 편차

① 신호, 경보장치의 구비 3.49 1.24

② 음성증폭장치(보청장치)의 구비 3.14 1.20

③ 강의, 강연청취기의 구비 3.44 1.12

④ 골도헤드셋의 구비 2.89 1.12

⑤ 보완 체의사소통기기의 구비 3.46 1.22

<표 15> 청각장애인 이용자의 독서보조기기 련 세부항목의 요도(필요 수 ) 분석

구분
시각장애인

요도(평균) 표 편차

① 특수마우스(조이스틱, 트랙볼)의 구비 2.82 1.19

② 특수키보드(확 키보드, 미니키보드)의 구비 3.01 1.11

③ 키보드 입력보조기기의 구비 3.06 1.13

④ 필기구홀더의 구비 3.04 1.08

⑤ 원고홀더의 구비 3.03 1.02

⑥ 터치스크린 모니터의 구비 3.13 1.17

⑦ 스 치의 구비 2.98 1.13

<표 16> 지체장애인 이용자의 독서보조기기 련 세부항목의 요도(필요 수 )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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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독서보조기기 련 세부항목에 한 만족

도( 재 수 )

독서보조기기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

체장애인의 장애유형 특성별로 각각 다른 보조

기기를 주로 활용하는 특성상 설문조사에서도 

각기 다른 세부항목으로 조사하 으므로, 독서

보조기기 련 세부항목에 한 만족도( 재 

수 ) 조사 결과를 <표 17>, <표 18>, <표 19>

와 같이 각각 제시하 다.

①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의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독서

보조기기 련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가 결과는 

<표 17>과 같이, ‘독서확 기(휴 용/탁상용/

이동용)의 구비’(3.01), ‘스크린리더 소 트웨

어의 구비’(2.94) 세부항목 순으로 만족도가 높

게 나타났다. 반면에 ‘문자인식 S/W  H/W

의 구비’(2.75), ‘ 자정보장치( 자 린터, 

자출력기, 자정보단말기, 자라벨기)의 구

비’(2.84) 항목 순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었

다. 이로써 시각장애인은 ‘독서확 기’를 만족

도가 가장 높은 항목, ‘문자인식 S/W  H/W’

를 가장 낮은 항목으로 각각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의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독서

보조기기 련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가 결과는 

<표 18>과 같이, ‘신호, 경보장치의 구비’(2.80), 

‘보완 체의사소통기기의 구비’(2.70) 세부항

구분
시각장애인

만족도(평균) 표 편차

① 데이지 이어의 구비 2.85 1.16

② 스크린리더 소 트웨어의 구비 2.94 1.12

③ 독서확 기(휴 용/탁상용/이동용)의 구비 3.01 1.08

④ 화면확  S/W의 구비 2.88 0.99

⑤ 자정보장치( 자 린터, 자출력기, 자정보단말기, 자라벨기)의 구비 2.84 1.14

⑥ 문자인식 S/W  H/W의 구비 2.75 1.08

<표 17>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독서보조기기 련 세부항목의 만족도( 재 수 ) 분석

구분
시각장애인

만족도(평균) 표 편차

① 신호, 경보장치의 구비 2.80 0.92

② 음성증폭장치(보청장치)의 구비 2.59 0.94

③ 강의, 강연청취기의 구비 2.68 0.90

④ 골도헤드셋의 구비 2.49 0.88

⑤ 보완 체의사소통기기의 구비 2.70 1.05

<표 18> 청각장애인 이용자의 독서보조기기 련 세부항목의 만족도( 재 수 )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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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골

도헤드셋의 구비’(2.49), ‘음성증폭장치(보청장

치)의 구비’(2.59) 항목 순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었지만, 각 세부항목별 만족도는 격하

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밝 졌다. 이

로써 청각장애인은 ‘신호, 경보장치’를 만족도

가 가장 높은 항목, ‘골도헤드셋’을 낮은 항목으

로 각각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의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독서

보조기기 련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가 결과는 

<표 19>와 같이, 특수키보드(확 키보드, 미니

키보드)의 구비’(2.97)  ‘키보드 입력보조기

기의 구비’(2.97) 세부항목 순으로 만족도가 높

게 나타났다. 반면에 ‘스 치의 구비’(2.77), ‘특

수마우스(조이스틱, 트랙볼)의 구비’(2.79) 항

목 순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지체장애인은 ‘특수키보드’와 ‘키보드 입력보조

기기’를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 ‘스 치’를 

가장 낮은 항목으로 각각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났지만, 만족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

으로 밝 졌다.

4.3.5 도서  직원

1) 도서  직원 련 세부항목에 한 요도

(필요 수 )

도서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각장애

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의 장애유형 특성별

로 각각 다른 직종 문직원의 서비스를 필요

로 하는 특성상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각

기 다른 세부항목으로 조사하 으므로, 도서  

직원 련 세부항목에 한 요도(필요 수 ) 

조사 결과를 <표 20>, <표 21>, <표 22>와 같이 

각각 제시하 다.

①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의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도서

 직원 련 세부항목별 요도 평가 결과는 

<표 20>과 같이, ‘사서직의 배치’(4.00), ‘사회복

지사의 배치’(3.96), ‘ 역․교정사의 배치’(3.87) 

세부항목 순으로 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로써 시각장애인은 ‘사서직의 배치’를 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 ‘ 역․교정사의 배치’를 가장 

낮은 항목으로 각각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분
시각장애인

만족도(평균) 표 편차

① 특수마우스(조이스틱, 트랙볼)의 구비 2.79 0.96

② 특수키보드(확 키보드, 미니키보드)의 구비 2.97 0.96

③ 키보드 입력보조기기의 구비 2.97 1.01

④ 필기구홀더의 구비 2.94 0.87

⑤ 원고홀더의 구비 2.85 0.84

⑥ 터치스크린 모니터의 구비 2.87 0.92

⑦ 스 치의 구비 2.77 0.96

<표 19> 지체장애인 이용자의 독서보조기기 련 세부항목의 만족도( 재 수 )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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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각장애인

요도(평균) 표 편차

① 사서직의 배치 4.00 0.90

② 사회복지사의 배치 3.96 0.96

③ 역․교정사의 배치 3.87 1.11

<표 20>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도서  직원 련 세부항목의 요도(필요 수 ) 분석

②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의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도서

 직원 련 세부항목별 요도 평가 결과는 

<표 21>과 같이, ‘수화통역사․농통역사의 배

치’(4.21), ‘사회복지사의 배치’(3.91), ‘사서직의 

배치’(3.61) 세부항목 순으로 요도가 높게 나

타났다. 이로써 청각장애인은 ‘수화통역사․농

통역사의 배치’를 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 ‘사

서직의 배치’를 가장 낮은 항목으로 각각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의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도서  

직원 련 세부항목별 요도 평가 결과는 <표 

22>와 같이, ‘사서직의 배치’(3.39), ‘사회복지사의 

배치’(3.34) 세부항목 순으로 요도가 높게 나타

났다. 이로써 지체장애인은 ‘사서직의 배치’를 

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 ‘사회복지사의 배치’를 낮

은 항목으로 각각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도서  직원 련 세부항목에 한 만족도

( 재 수 )

도서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각장애

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의 장애유형 특성별

로 각각 다른 직종 문직원의 서비스를 필요

로 하는 특성상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각

기 다른 세부항목으로 조사하 으므로, 도서  

직원 련 세부항목에 한 만족도( 재 수 ) 

조사 결과를 <표 23>, <표 24>, <표 25>와 같이 

각각 제시하 다.

구분
시각장애인

요도(평균) 표 편차

① 사서직의 배치 3.61 0.91

② 사회복지사의 배치 3.91 1.00

③ 수화통역사․농통역사의 배치 4.21 1.06

<표 21> 청각장애인 이용자의 도서  직원 련 세부항목의 요도(필요 수 ) 분석

구분
시각장애인

요도(평균) 표 편차

① 사서직의 배치 3.39 1.10

② 사회복지사의 배치 3.34 1.09

<표 22> 지체장애인 이용자의 도서  직원 련 세부항목의 요도(필요 수 )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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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의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도서  

직원 련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가 결과는 <표 

23>과 같이, ‘사서직의 배치’(3.00), ‘사회복지사

의 배치’(2.94), ‘ 역․교정사의 배치’(2.79) 세

부항목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시각장애인은 ‘사서직의 배치’를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 ‘ 역․교정사의 배치’를 가장 낮은 

항목으로 각각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의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도서

 직원 련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가 결과는 

<표 24>와 같이, ‘수화통역사․농통역사의 배

치’(3.19), ‘사서직의 배치’(3.09), ‘사회복지사의 

배치’(2.94) 세부항목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

타났다. 이로써 청각장애인은 ‘수화통역사․농

통역사의 배치’를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 ‘사

회복지사의 배치’를 낮은 항목으로 각각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의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도서  

직원 련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가 결과는 <표 

25>와 같이, ‘사서직의 배치’(3.19), ‘사회복지사의 

배치’(3.13) 세부항목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

났다. 이로써 지체장애인은 ‘사서직의 배치’를 만

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 ‘사회복지사의 배치’를 낮

은 항목으로 각각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만족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밝 졌다.

구분
시각장애인

요도(평균) 표 편차

① 사서직의 배치 3.00 0.89

② 사회복지사의 배치 2.94 1.06

③ 역․교정사의 배치 2.79 1.05

<표 23>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도서  직원 련 세부항목의 만족도( 재 수 ) 분석

구분
시각장애인

요도(평균) 표 편차

① 사서직의 배치 3.09 0.84

② 사회복지사의 배치 2.94 1.11

③ 수화통역사․농통역사의 배치 3.19 1.30

<표 24> 청각장애인 이용자의 도서  직원 련 세부항목의 만족도( 재 수 ) 분석

구분
시각장애인

요도(평균) 표 편차

① 사서직의 배치 3.19 0.89

② 사회복지사의 배치 3.13 1.09

<표 25> 지체장애인 이용자의 도서  직원 련 세부항목의 만족도( 재 수 )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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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도서  장애인서비스에 한 이용자의 

장애유형별 Borich 요구도 조사 결과

4.4.1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주요 구성항목별 

Borich 요구도 분석

1) 시각장애인

도서  장애인서비스를 실제로 체험한 시각

장애인 이용자가 인식하는 도서  장애인서비

스 5개 주요 구성항목에 한 요구를 살펴보면, 

<표 26>과 같이 모든 구성항목에 있어서 재 

수 (만족도)과 필요 수 ( 요도)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시각장애인 

이용자가 인식하는 도서  장애인서비스 주요 

구성항목에 한 Borich 요구도를 산출한 결과, 

‘도서  직원’에 한 요구도가 4.488로 가장 높

았고, 이어서 ‘독서보조기기’(요구도 4.386)의 

순으로 해당 구성항목에 한 요구가 높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2)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용자가 인식하는 도서  장애

인서비스 5개 주요 구성항목에 한 요구를 살

펴보면, <표 27>과 같이 모든 구성항목에 있어

서 재 수 (만족도)과 필요 수 ( 요도)에

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청각

장애인 이용자가 인식하는 도서  장애인서비

스 주요 구성항목에 한 Borich 요구도를 산출

한 결과, ‘도서  직원’에 한 요구도가 3.193으

로 가장 높고, 이어서 ‘도서  서비스  로그

램’(요구도 3.006)의 순으로 해당 구성항목에 

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차이

Borich 요구도
우선

순평균 t값 p

도서  시설 0.95 7.624 0.000 3.967 3

도서  장서 0.86 6.631 0.000 3.488 4

도서  서비스  로그램 0.76 7.209 0.000 3.101 5

독서보조기기 1.07 8.043 0.000 4.386 2

도서  직원 1.01 7.712 0.000 4.488 1

*p < .05, **p < .01, ***p <.001

<표 26> 시각장애인의 도서  장애인서비스 주요 구성항목에 한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

구분
차이

Borich 요구도
우선

순평균 t값 p

도서  시설 0.57 4.745 0.000 2.227 4

도서  장서 0.71 4.482 0.000 2.880 3

도서  서비스  로그램 0.74 6.613 0.000 3.006 2

독서보조기기 0.63 4.376 0.000 2.195 5

도서  직원 0.83 6.005 0.000 3.193 1

*p < .05, **p < .01, ***p <.001

<표 27> 청각장애인의 도서  장애인서비스 주요 구성항목에 한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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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 이용자가 인식하는 도서  장애

인서비스 5개 주요 구성항목에 한 요구를 살

펴보면, <표 28>과 같이 모든 구성항목에 있어

서 재 수 (만족도)과 필요 수 ( 요도)에

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지

체장애인 이용자가 인식하는 도서  장애인서

비스 주요 구성항목에 한 Borich 요구도를 

산출한 결과, ‘도서  장서’에 한 요구도가 

0.859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도서  시설’(요

구도 0.673)의 순으로 해당 구성항목에 한 요

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4.2 장애인 이용자의 이용 목 별 도서  장

애인서비스 주요 항목에 한 Borich 요

구도 분석

1)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이용 목 별 도서  장

애인서비스 주요 구성항목 5개에 한 Borich

의 요구도  우선순 를 산출한 결과는 <표 

29>와 같이, 주로 ‘도서 열람  출’을 해 

도서 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이용자는 ‘도서

 시설’에 한 요구도가 5.33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독서보조기기’(요구도 4.907), 

‘도서  장서’(요구도 4.156), ‘도서  직원’(요

구도 4.141), ‘도서  서비스  로그램’(요구

도 3.112)의 순으로 해당 구성항목에 한 요구

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로 ‘자료 수집’을 해 도서 을 이용하는 시

각장애인 이용자는 ‘독서보조기기’에 한 요구도

가 2.49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도서  시

설’(요구도 2.030), ‘도서  직원’(요구도 1.621), 

‘도서  서비스  로그램’(요구도 1.310), ‘도

서  장서’(요구도 1.297)의 순으로 해당 구성항

목에 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종 시험 비  학습’을 해 주로 도서

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이용자는 ‘독서보조기

기’에 한 요구도가 6.734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고 있고, ‘도서  직원’(요구도 5.421), ‘도서  

장서’(요구도 5.312), ‘도서  서비스  로그

램’(요구도 4.551), ‘도서  시설’(요구도 3.572)

의 순으로 해당 구성항목에 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  문화 로그램 참여’를 해 주로 도

서 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이용자는 ‘도서  

직원’에 한 요구도가 7.870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나고 있고, ‘독서보조기기’(요구도 3.593), ‘도

구분
차이

Borich 요구도
우선

순평균 t값 p

도서  시설 0.21 1.684 0.097 0.673 2

도서  장서 0.25 2.175 0.033 0.859 1

도서  서비스  로그램 0.13 1.246 0.217 0.521 4

독서보조기기 0.12 1.394 0.168 -0.041 5

도서  직원 0.21 1.676 0.098 0.553 3

*p < .05, **p < .01, ***p <.001

<표 28> 지체장애인의 도서  장애인서비스 주요 구성항목에 한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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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서 열람  출
자료 수집(연구자료, 
생활정보, 학습정보)

각종 시험 비
 학습

교육 
문화 로그램 참여

Borich 
요구도

우선 순
Borich 
요구도

우선 순
Borich 
요구도

우선 순
Borich 
요구도

우선 순

도서  시설 5.331 1 2.030 2 3.572 5 2.512 4

도서  장서 4.156 3 1.297 5 5.312 3 2.312 5

도서  서비스  
로그램

3.112 5 1.310 4 4.551 4 3.498 3

독서보조기기 4.907 2 2.494 1 6.734 1 3.593 2

도서  직원 4.141 4 1.621 3 5.421 2 7.870 1

   <표 29> 시각장애인의 이용 목 별 도서  장애인서비스 주요 구성항목에 한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

서  서비스  로그램’(요구도 3.498), ‘도서

 시설’(요구도 2.512), ‘도서  장서’(요구도 

2.312)의 순으로 해당 구성항목에 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용자의 이용 목 별 도서  장

애인서비스 주요 구성항목 5개에 한 Borich

의 요구도  우선순 를 산출한 결과는 <표 

30>과 같이, 주로 ‘도서 열람  출’을 해 

도서 을 이용하는 청각장애인 이용자는 ‘도서

 직원’에 한 요구도가 4.69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도서  서비스  로그램’

(요구도 4.063), ‘도서  장서’(요구도 3.455), 

‘도서  시설’(요구도3.354), ‘독서보조기기’(요

구도 3.336)의 순으로 해당 구성항목에 한 요

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로 ‘자료 수집’을 해 도서 을 이용하는 

청각장애인 이용자는 ‘도서  장서’에 한 요구

도가 5.59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도서  

직원’(요구도 4.832), ‘도서  서비스  로그

램’(요구도 4.447), ‘도서  시설’(요구도 3.325), 

‘독서보조기기’(요구도 2.529)의 순으로 해당 구

성항목에 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도서 열람  출
자료 수집(연구자료, 

생활정보, 학습정보)

각종 시험 비

 학습

교육 

문화 로그램 참여

Borich 

요구도
우선 순

Borich 

요구도
우선 순

Borich 

요구도
우선 순

Borich 

요구도
우선 순

도서  시설 3.354 4 3.325 4 2.456 5 -0.035 5

도서  장서 3.455 3 5.592 1 2.768 4 2.355 2

도서  서비스  

로그램
4.063 2 4.447 3 3.042 2 2.247 3

독서보조기기 3.336 5 2.529 5 3.090 1 1.315 4

도서  직원 4.696 1 4.832 2 2.768 3 2.625 1

   <표 30> 청각장애인의 이용 목 별 도서  장애인서비스 주요 구성항목에 한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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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시험 비  학습’을 해 주로 도서

을 이용하는 청각장애인 이용자는 ‘독서보조

기기’에 한 요구도가 3.090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나고 있고, ‘도서  서비스  로그램’(요

구도 3.042), ‘도서  직원’(요구도 2.768), ‘도

서  장서’(요구도 2.768), ‘도서  시설’(요구

도 2.456)의 순으로 해당 구성항목에 한 요구

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  문화 로그램 참여’를 해 주로 도

서 을 이용하는 청각장애인 이용자는 ‘도서  

직원’에 한 요구도가 2.625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나고 있고, ‘도서  장서’(요구도 2.355), ‘도

서  서비스  로그램’(요구도 2.247), ‘독서

보조기기’(요구도 1.315), ‘도서  시설’(요구

도 -0.035)의 순으로 해당 구성항목에 한 요

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 이용자의 이용 목 별로 도서  장

애인서비스 주요 구성항목 5개에 한 Borich의 

요구도  우선순 를 산출한 결과는 <표 31>과 

같이, 주로 ‘도서 열람  출’을 해 도서 을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이용자는 ‘도서  직원’에 

한 요구도가 1.80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도서  장서’(요구도 1.641), ‘도서  시설’(요구

도 1.570), ‘독서보조기기’(요구도 1.036), ‘도서

 서비스  로그램’(요구도 0.722)의 순으로 

해당 구성항목에 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주로 ‘자료 수집’을 해 도서 을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이용자는 ‘도서  장서’에 한 요구

도가 1.80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도서  

직원’(요구도 1.806), ‘도서  서비스  로그

램’(요구도 1.647), ‘도서  시설’(요구도 1.434), 

‘독서보조기기’(요구도 1.404)의 순으로 해당 구

성항목에 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종 시험 비  학습’을 해 주로 도서

을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이용자는 ‘도서  직원’

에 한 요구도가 1.50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

고, ‘도서  서비스  로그램’(요구도 0.500), 

‘독서보조기구’(요구도 -1.229), ‘도서  시설’(요

구도 -1.548), ‘도서  장서’(요구도 -2.116)의 순

으로 해당 구성항목에 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도서 열람  출
자료 수집(연구자료, 

생활정보, 학습정보)

각종 시험 비

 학습

교육 

문화 로그램 참여

Borich 

요구도
우선 순

Borich 

요구도
우선 순

Borich 

요구도
우선 순

Borich 

요구도
우선 순

도서  시설 1.570 3 1.434 4 -1.548 4 -0.557 3

도서  장서 1.641 2 1.809 1 -2.116 5 0.286 1

도서  서비스  

로그램
0.722 5 1.647 3 0.500 2 -0.038 2

독서보조기기 1.036 4 1.404 5 -1.229 3 -1.259 5

도서  직원 1.802 1 1.806 2 1.500 1 -0.718 4

   <표 31> 지체장애인의 이용 목 별 도서  장애인서비스 주요 구성항목에 한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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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문화 로그램 참여’를 해 주로 도

서 을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이용자는 ‘도서  

장서’에 한 요구도가 0.286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나고 있고, ‘도서  서비스  로그램’(요구

도 -0.038), ‘도서  시설’(요구도 -0.557), ‘도

서  직원’(요구도 -0.718), ‘독서보조기기’(요

구도 -1.259)의 순으로 해당 구성항목에 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4.3 장애인 이용자의 이용 도서  유형별 

도서  장애인서비스 주요 항목에 한 

Borich 요구도 분석

1)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이용 도서  유형별로 

도서  장애인서비스 주요 구성항목 5개에 

한 Borich의 요구도  우선순 를 산출한 결

과는 <표 32>와 같이, 주로 ‘국립/공공도서 ’

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이용자는 ‘독서보조기

기’에 한 요구도가 4.761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고 있고, ‘도서  직원’(요구도 4.550), ‘도서  

시설’(요구도 4.274), ‘도서  장서’(요구도 

4.124), ‘도서  서비스  로그램’(요구도 

3.167)의 순으로 해당 구성항목에 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도서 ’을 주로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이용자는 ‘도서  시설’에 한 요구도가 1.423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도서  서비스 

 로그램’(요구도 0.680), ‘도서  장서’(요

구도 0.000), ‘독서보조기기’(요구도 0.000), ‘도

서  직원’(요구도 0.000)의 순으로 해당 구성

항목에 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애인도서 ’을 주로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이용자는 ‘도서  시설’에 한 요구도가 6.058

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도서  직원’(요

구도 5.428), ‘독서보조기기’(요구도 5.285), ‘도

서  장서’(요구도 4.804), ‘도서  서비스  

로그램’(요구도 3.429)의 순으로 해당 구성

항목에 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애인복지 ’을 주로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이용자는 ‘도서  직원’에 한 요구도가 4.135

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독서보조기기’

(요구도 3.845), ‘도서  서비스  로그램’

(요구도 2.800), ‘도서  시설’(요구도 2.716), 

‘도서  장서’(요구도 2.346)의 순으로 해당 구

성항목에 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국립/공공도서 학교도서 장애인도서 장애인복지

Borich 

요구도
우선 순

Borich 

요구도
우선 순

Borich 

요구도
우선 순

Borich 

요구도
우선 순

도서  시설 4.274 3 1.413 1 6.058 1 2.716 4

도서  장서 4.124 4 0.000 3 4.804 4 2.346 5

도서  서비스  

로그램
3.167 5 0.680 2 3.429 5 2.800 3

독서보조기기 4.761 1 0.000 3 5.285 3 3.845 2

도서  직원 4.550 2 0.000 3 5.428 2 4.135 1

   <표 32> 시각장애인의 이용 도서  유형별 도서  장애인서비스 주요 구성항목에 한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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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용자의 이용 도서  유형별로 

도서  장애인서비스 주요 구성항목 5개에 

한 Borich의 요구도  우선순 를 산출한 결과

는 <표 33>과 같이, 주로 ‘국립/공공도서 ’을 

이용하는 청각장애인 이용자는 ‘도서  직원’에 

한 요구도가 4.24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

고, ‘도서  서비스  로그램’(요구도 3.977), 

‘도서  장서’(요구도 3.532), ‘도서  시설’(요

구도 2.986), ‘독서보조기기’(요구도 2.776)의 

순으로 해당 구성항목에 한 요구가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학교도서 ’을 주로 이용하는 청각장애인 

이용자는 ‘도서  직원’에 한 요구도가 3.255

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도서  시설’(요구

도 3.082), ‘도서  서비스  로그램’(요구도 

2.987), ‘도서  장서’(요구도 2.415), ‘독서보조

기기’(요구도 2.346)의 순으로 해당 구성항목에 

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애인도서 ’을 주로 이용하는 청각장애인 

이용자는 ‘도서  장서’에 한 요구도가 5.697

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도서  서비스  

로그램’(요구도 3.698), ‘도서  직원’(요구

도 2.535), ‘도서  시설’(요구도 0.162), ‘독서

보조기기’(요구도 0.000)의 순으로 해당 구성

항목에 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애인복지 ’을 주로 이용하는 청각장애인 

이용자는 ‘도서  장서’에 한 요구도가 1.401

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도서  직원’(요

구도 1.366), ‘독서보조기기’(요구도 1.215), ‘도

서  시설’(요구도 0.924), ‘도서  서비스  

로그램’(요구도 0.888)의 순으로 해당 구성

항목에 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 이용자의 이용 도서  유형별로 

도서  장애인서비스 주요 구성항목 5개에 

한 Borich의 요구도  우선순 를 산출한 결

과는 <표 34>와 같이, 주로 ‘국립/공공도서 ’

을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이용자는 ‘도서  직

원’에 한 요구도가 1.033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나고 있고, ‘도서  시설’(요구도 0.966), ‘도서

 장서’(요구도 0.804), ‘도서  서비스  

로그램’(요구도 0.332), ‘독서보조기기’(요구도 

0.298)의 순으로 해당 구성항목에 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국립/공공도서 학교도서 장애인도서 장애인복지

Borich 

요구도
우선 순

Borich 

요구도
우선 순

Borich 

요구도
우선 순

Borich 

요구도
우선 순

도서  시설 2.986 4 3.082 2 0.162 4 0.924 4

도서  장서 3.532 3 2.415 4 5.697 1 1.401 1

도서  서비스  

로그램
3.977 2 2.987 3 3.698 2 0.888 5

독서보조기기 2.776 5 2.346 5 0.000 5 1.215 3

도서  직원 4.249 1 3.255 1 2.535 3 1.366 2

   <표 33> 청각장애인의 이용 도서  유형별 도서  장애인서비스 주요 구성항목에 한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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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립/공공도서 학교도서 장애인도서 장애인복지

Borich 

요구도
우선 순

Borich 

요구도
우선 순

Borich 

요구도
우선 순

Borich 

요구도
우선 순

도서  시설 0.966 2 -0.951 4 2.498 1 0.355 4

도서  장서 0.804 3 -1.274 5 2.439 2 1.222 1

도서  서비스  

로그램
0.332 4 0.098 2 1.033 4 0.679 3

독서보조기기 0.298 5 -0.272 3 0.291 5 -0.231 5

도서  직원 1.033 1 0.472 1 1.582 3 0.953 2

   <표 34> 지체장애인의 이용 도서  유형별 도서  장애인서비스 주요 구성항목에 한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

‘학교도서 ’을 주로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이

용자는 ‘도서  직원’에 한 요구도가 0.47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도서  서비스  

로그램’(요구도 0.098), ‘독서보조기기’(요구도 

-0.272), ‘도서  시설’(요구도 -0.951), ‘도서  

장서’(요구도 -1.274)의 순으로 해당 구성항목

에 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애인도서 ’을 주로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이용자는 ‘도서  시설’에 한 요구도가 2.498

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도서  장서’(요

구도 2.439), ‘도서  직원’(요구도 1.582), ‘도

서  서비스  로그램’(요구도 1.033), ‘독서

보조기기’(요구도 0.291)의 순으로 해당 구성

항목에 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애인복지 ’을 주로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이용자는 ‘도서  장서’에 한 요구도가 1.222

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도서  직원’(요

구도 0.953), ‘도서  서비스  로그램’(요

구도 0.679), ‘도서  시설’(요구도 0.355), ‘독

서보조기기’(요구도 -0.231)의 순으로 해당 

구성항목에 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5. 논의사항

5.1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주요 구성항목별 

요구도 차이

장애인 이용자가 인식하는 도서  장애인서

비스 주요 구성항목에 한 Borich 요구도를 장

애유형별로 산출한 결과,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경우 ‘도서  직원’에 한 요구도가 4.488로 가

장 높았고 ‘독서보조기기’, ‘도서  시설’, ‘도서

 장서’, ‘도서  서비스  로그램’의 순으로 

해당 구성항목에 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한 청각장애인 이용자의 경우도, ‘도

서  직원’에 한 요구도가 3.193으로 가장 높

았고 ‘도서  서비스  로그램’, ‘도서  장

서’, ‘도서  시설’, ‘독서보조기기’ 순으로 요구

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도서  직

원’ 구성항목이 필요 수 과 재 수 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며, 시각  청각장애

인을 한 도서 서비스 활성화  제고를 해

서는 향후 이용자의 도서  장애인서비스 활용 

특성  이용 환경 등을 면 히 악하여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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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역․교정사, 수화․농통역사 등 

시각․청각장애인을 한 한 문직원 배

치  활용을 극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지체장애인 이용자의 경우, ‘도서  장서’에 

한 요구도가 0.859로 가장 높았고 ‘도서  시

설’, ‘도서  직원’, ‘도서  서비스  로그램’, 

‘독서보조기기’의 순으로 해당 구성항목에 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도서  

장서’ 구성항목이 필요 수 과 재 수 의 차

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며, 향후 지체

장애인을 한 도서 서비스 활성화를 해서

는 읽기쉬운도서, 큰 자도서, 디지털 녹음도서

(MP3, CD/DVD), DAISY도서, 아날로그 녹

음도서(테이 ) 등 지체장애인이 선호하는 다

양하면서도 질 높은 도서  장서를 히 구

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5.2 장애인 이용자의 이용 목 별 도서  장애

인서비스 주요 항목에 한 요구도 차이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이용 목 별로 도서  

장애인서비스 주요 구성항목 5개에 한 Borich

의 요구도  우선순 를 산출한 결과, ‘독서보조

기기’ 구성항목에 한 요구도는 ‘자료 수집(연

구자료, 생활정보, 학습정보)’ 등의 제시된 모든 

이용 목 별 시각장애인 이용자 층에서 1 나 2

의 높은 우선순 를 보여주고 있다. 한 주로 

‘도서 열람  출’ 목 으로 도서 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이용자는 ‘도서  서비스  로그

램’ 구성항목에 해 가장 높은 요구도를 나타

내고, ‘자료 수집(연구자료, 생활정보, 학습정

보)’과 ‘각종 시험 비  학습’의 목 으로 주

로 도서 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이용자는 ‘독

서보조기기’ 구성항목에 한 높은 요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서, ‘교육  문화 로그

램 참여’의 목 으로 주로 도서 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이용자는 ‘도서  직원’ 구성항목에 

해서 높은 요구도를 보여주고 있음이 악되

었다. 이는 시각장애인 이용자는 각각의 도서

 이용목 별로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선호 

유형이 어느 정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이용자

의 모든 이용 목 별에서 높은 우선순 를 보

여주고 있는 구성항목이 ‘독서 보조기기’인 것

으로 나타난 만큼,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도서

 이용 목 을 최 한 충족시키기 해서는 

독서확 기(휴 용/탁상용/이동용), 화면확  

S/W, 자정보장치( 자 린터, 자출력기, 

자정보단말기, 자라벨기), 문자인식 S/W 

 H/W, 스크린리더 소 트웨어, 데이지 

이어 등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최신성과 범용

성을 갖춘 한 독서보조기기를 구비하는 

략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청각장애인 이용자의 경우, 주로 ‘도서 열람 

 출’과 ‘교육  문화 로그램 참여’의 목

으로 도서 을 이용하는 청각장애인 이용자는 

‘도서  직원’ 구성항목에 해 가장 높은 요구

도를 나타내고, ‘자료 수집(연구자료, 생활정보, 

학습정보)’의 목 으로 주로 도서 을 이용하는 

청각장애인 이용자는 ‘도서  장서’ 구성항목에 

한 높은 요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서, 

‘각종 시험 비  학습’의 목 으로 주로 도서

을 이용하는 청각장애인 이용자는 ‘독서보조

기기’ 구성항목에 해서 높은 요구도를 보여주

고 있음이 악되었다. 이는 청각장애인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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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각의 도서  이용목 별로 도서  장애인

서비스의 선호 유형이 조 씩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청각장애

인 이용자의 다수 이용 목 별에서 높은 우선

순 를 보여주고 있는 구성항목이 ‘도서  직원’

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청각장애인 이용자의 

도서  이용 목 을 최 한 충족시키기 해서

는 수화통역사, 농통역사, 사서 등 청각장애인

을 문 으로 응 할 수 있는 한 문성을 

갖춘 문직원에 의한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

는 략이 요함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지체장애인 이용자의 경우, 먼  ‘도서  직

원’ 구성항목에 한 요구도는 ‘교육  문화

로그램 참여’의 목 으로 도서 을 이용하는 이

용자 만을 제외한 모든 시각장애인 이용자 층에

서 1 나 2 의 높은 요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한 주로 ‘도서 열람  출’과 ‘각종 시험 

비  학습’의 목 으로 도서 을 이용하는 지

체장애인 이용자는 ‘도서  직원’ 구성항목에 

해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

서, ‘자료 수집(연구자료, 생활정보, 학습정보)’

과 ‘교육  문화 로그램 참여’의 목 으로 주

로 도서 을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이용자는 ‘도

서  장서’ 구성항목에 해서 높은 요구도를 

보여주고 있음이 악되었다. 이는 지체장애인 

이용자는 각각의 도서  이용목 별로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선호 유형이 상반되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

로, ‘도서 열람  출’과 ‘각종 시험 비  

학습’의 목 으로 도서 을 이용하는 지체장애

인 이용자의 도서  이용 목 을 최 한 충족시

키기 해서는 사서, 사회복지사 등 문 역량

을 갖춘 직원에 의한 질 높은 도서  정보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반면에 ‘자료 수

집(연구자료, 생활정보, 학습정보)’과 ‘교육  

문화 로그램 참여’의 목 으로 주로 도서 을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이용자는 읽기쉬운도서, 

큰 자도서 등 지체장애인 이용자가 특별히 선

호하는 양질의 장서를 히 구비하여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도서  이용 목 을 최

한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임을 제시하고 있다.

5.3 장애인 이용자의 이용 도서  유형별 도서

 장애인서비스 주요 항목에 한 요구도 

차이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이용 도서  유형별로 

도서  장애인서비스 주요 구성항목 5개에 

한 Borich의 요구도  우선순 를 산출한 결

과, ‘국립/공공도서 ’을 주로 이용하는 시각장

애인 이용자는 ‘독서보조기기’ 구성항목에 해 

가장 높은 요구도를 나타내고, ‘학교도서 ’과 

‘장애인도서 ’을 주로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이

용자는 ‘도서  시설’ 구성항목에 한 높은 요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서, ‘장애인복지

’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이용자는 ‘도서  

직원’ 구성항목에 해서 상 으로 높은 요

구도를 보여주고 있음이 악되었다. 이는 시

각장애인 이용자는 주로 이용하는 각각의 도서

 유형별로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선호 유형

이 어느 정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

석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도서 ’과 ‘장애인

도서 ’을 주로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이용자가 

높은 우선순 를 보여주고 있는 구성항목이 

‘도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학교도서

과 장애인도서 을 주로 이용하는 시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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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용자의 도서 서비스 활성화를 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로 자블록, 장애인용 안내 , 

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 경보피난설비, 시각경

보시스템(안내시설) 등 편리하고 쾌 한 도서

 시설  설비를 갖추는 방안이 가장 필요함

을 말해주고 있다.

청각장애인 이용자의 경우, ‘국립/공공도서

’과 ‘학교도서 ’을 주로 이용하는 청각장애

인 이용자는 ‘도서  직원’ 구성항목에 한 가

장 높은 요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서, ‘장

애인도서 ’과 ‘장애인복지 ’을 이용하는 청각

장애인 이용자는 ‘도서  장서’ 구성항목에 

해서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여주고 있음이 

악되었다. 이는 청각장애인 이용자는 주로 이

용하는 각각의 도서  유형별로 도서  장애인

서비스의 선호 유형이 상반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립/

공공도서 과 학교도서 을 주로 이용하는 청

각장애인 이용자의 도서 서비스 활성화를 

해서는 무엇보다도 문 역량을 갖춘 수화통역

사, 농통역사, 사서 등 청각장애 이용자에게 특

화된 문직원에 의한 문 인 도서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반면에 장애인도

서 과 장애인복지 을 주로 이용하는 청각장

애인 이용자의 도서 서비스 활성화를 해서

는 수화․자막 상자료, 화면해설 상자료, 읽

기쉬운도서 등 청각장애인이 선호하는 다양하

고 질 높은 장서를 구비하는 것이 요함을 직

시할 필요가 있다.

지체장애인 이용자의 경우, ‘국립/공공도서 ’

과 ‘학교도서 ’을 주로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이

용자는 ‘도서  직원’ 구성항목에 해 가장 높

은 요구도를 나타내고, ‘장애인도서 ’을 주로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이용자는 ‘도서  시설’ 구

성항목에 한 높은 요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서, ‘장애인복지 ’을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이용자는 ‘도서  장서’ 구성항목에 해서 높은 

요구도를 보여주고 있음이 악되었다. 이는 지

체장애인 이용자는 주로 이용하는 각각의 도서

 유형별로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선호 유형

이 어느 정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립/공공도서 ’과 ‘학교

도서 ’을 주로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이용자가 

높은 우선순 를 보여주고 있는 구성항목이 ‘도

서  직원’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국립/공공도

서 과 학교도서 을 주로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이용자의 도서 서비스 활성화를 해서는 무엇

보다도 사서, 사회복지사 등 문역량을 갖춘 직

원에 의한 친 하고 문 인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실함을 시사하고 있다.

6. 결론  제언

실제 도서  장에서 장애인서비스를 직  

경험한 장애인 이용자의 실증 인 도서 서비

스 이용실태  도서  장애인서비스 주요항목

에 한 요도  만족도를 장애유형별로 조

사하고 분석함으로써, 도서  장에서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 이용자들이 우선

으로 요구하는 구성요소들을 도출하고자 수행

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이용자의 실질 인 도서  이용

실태 황을 장애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도서

을 방문하는 주된 목 의 경우 시각장애인은 ‘도

서 열람  출’, 청각장애인은 ‘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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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과 ‘자료 수집(연구자료, 생활정보, 학습정

보)’, 지체장애인은 ‘도서 열람  출’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주로 이용하는 도서  유형

의 경우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은 동일하게 

‘국립/공공도서 ’, 지체장애인은 ‘장애인복지 ’

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주요 구성항목

에 한 장애유형별 요도를 조사한 결과, ‘도서

 시설’ 련 세부항목 에서 시각장애인은 ‘안

내시설’, 청각장애인은 ‘열람시설’, 지체장애인은 

‘ 생시설’을, ‘도서  장서’ 련 세부항목 에

서는 시각장애인은 ‘DAISY도서(디지털음성도

서)’, 청각장애인은 ‘수화․자막 상자료’, 지체

장애인은 ‘읽기쉬운도서’를, ‘도서  서비스  

로그램’ 련 세부항목 에서는 시각장애인은 

‘온라인자료 다운로드 서비스’, 청각장애인은 ‘

자출력서비스’, 지체장애인은 ‘문화 로그램(교

양강좌, 부모교육 등)’을, ‘독서보조기기’ 련 세

부항목 에서는 시각장애인은 ‘독서확 기’, 청

각장애인은 ‘신호, 경보장치’, 지체장애인은 ‘터치

스크린 모니터’를, ‘도서  직원’ 련 세부항목 

에서는 시각장애인은 ‘사서직의 배치’, 청각장

애인은 ‘수화통역사․농통역사의 배치’, 지체장

애인은 ‘사서직의 배치’를 각각 요도가 높은 항

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주요 구성항목

에 한 장애유형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도

서  시설’ 련 세부항목 에서 시각장애인은 

‘매개시설’, 청각장애인은 ‘ 생시설’, 지체장애

인은 ‘매개시설’을, ‘도서  장서’ 련 세부항목 

에서는 시각장애인은 ‘디지털 녹음도서’, 청각

장애인은 ‘수화․자막 상자료’, 지체장애인은 

‘읽기쉬운도서’와 ‘큰 자도서’를, ‘도서  서비

스  로그램’ 련 세부항목 에서는 시각

장애인은 ‘문화 로그램’, 청각장애인과 지체장

애인은 동일하게 ‘ 내 열람 서비스’를, ‘독서보

조기기’ 련 세부항목 에서는 시각장애인은 

‘독서확 기’, 청각장애인은 ‘신호, 경보장치’, 지

체장애인은 ‘특수키보드’와 ‘키보드 입력보조기

기’를, ‘도서  직원’ 련 세부항목 에서는 시

각장애인은 ‘사서직의 배치’, 청각장애인은 ‘수

화통역사․농통역사의 배치’, 지체장애인은 ‘사

서직의 배치’를 각각 만족도가 높은 항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도서  장애인서비스 활성화를 

한 몇가지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주요 구성항목

별 Borich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시각  청각

장애인 이용자의 경우 ‘도서  직원’에 한 요

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도서 서비스 활성화

를 해서는 사서, 수화통역사, 사회복지사 등 

각 장애유형별 이용자를 상으로 한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직원의 배치  활용

이 우선 으로 필요하다. 한 지체장애인 이

용자의 경우 ‘도서  장서’에 한 요구도가 가

장 높게 나타나 도서 서비스 제고를 해서는 

읽기쉬운도서, 큰클자도서, 디지털 녹음도서 등 

지체장애인 이용자가 선호하는 질 높은 도서  

장서의 구비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둘째, 장애인 이용자의 이용 목 별 도서  

장애인서비스 주요 항목에 한 Borich 요구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각장애인 이용자는 모든 

이용 목 별에서 우선순 를 보여주고 있는 구

성항목이 ‘독서 보조기기’로 나타나 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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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도서  이용 목 을 제 로 충족시키

기 해서는 한 독서보조기기를 구비하는 

략이 우선 으로 필요하다. 청각장애인 이용

자는 다수 이용 목 별에서 우선순 를 보여

주고 있는 구성항목이 ‘도서  직원’으로 나타

난 만큼 청각장애인 이용자의 도서  이용 목

을 제 로 충족시키기 해서는 수화통역사․

농통역사 등 문성을 갖춘 직원에 의한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으로 요하

다. 한 지체장애인 이용자의 경우, ‘도서 열람 

 출’과 ‘각종 시험 비  학습’의 목 으로 

도서 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도서  직원’ 구

성항목에 해 높은 요구도를 보여주고 있으므

로 주로 도서 열람이나 학습 등을 해 도서

을 찾는 지체장애인 이용자의 도서  이용 목

을 충족시키기 해서는 문 역량을 갖춘 직원

에 의한 도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략이 

우선 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반면에 ‘자료 수

집(연구자료, 생활정보, 학습정보)’과 ‘교육  

문화 로그램 참여’의 목 으로 도서 을 이용

하는 이용자는 ‘도서  장서’ 구성항목에 해

서 높은 요구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주로 자료 

수집이나 독서․문화 로그램 참여 등을 해 

도서 을 찾는 지체장애인 이용자의 도서  이

용 목 을 충족시키기 해서는 양질의 장서를 

히 구비하여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략이 우선 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 이용자의 이용 도서  유형별 

도서  장애인서비스 주요 항목에 한 Borich 

요구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교도서 ’과 ‘장

애인도서 ’을 주로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이용

자는 ‘도서  시설’ 구성항목에 한 높은 요구

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런 시각장애인 이용

자의 도서 서비스 활성화를 해서는 학교․

장애인도서 의 도서  시설  설비를 편리하

고 쾌 하게 갖추는 방안이 우선 으로 필요하

다. 청각장애인 이용자의 경우, ‘국립/공공도서

’과 ‘학교도서 ’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는 

‘도서  직원’ 구성항목에 해 높은 요구도를 

보여주고 있어 문 역량을 갖춘 직원에 의한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략이 우선 으로 

필요한 반면에, ‘장애인도서 ’과 ‘장애인복지

’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는 ‘도서  장서’ 구

성항목에 해서 높은 요구도를 보여주고 있으

므로 다양하고 질 높은 장서를 구비하여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우선 으로 추진

할 필요가 있다. 한 ‘국립/공공도서 ’과 ‘학

교도서 ’을 주로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이용자

는 ‘도서  직원’ 구성항목에 한 높은 요구도

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런 지체장애인 이용자

의 도서 서비스 활성화를 해서는 국립/공

공․학교도서 에 장애인서비스 문사서, 사

회복지사 등을 우선 으로 배치하여 문직원

에 의한 친 하고 문 인 도서 서비스를 제

공하는 방안이 실함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서 밝 진 로 장애유

형별 이용자의 도서  장애인서비스의 5가지 

주요 구성항목에 한 요도  만족도 차이, 

장애유형별 이용자의 Borich 요구도 차이 등이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아직 

걸음마 상태에 놓여있는 조한 도서  장애인

서비스의 활성화를 꾀하기 해서는 향후 시각

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각 장애유

형별 이용자의 요구도를 우선 으로 고려한 맞

춤형 도서 서비스의 개발  제공이 한 

해결방안으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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