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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연구의� 필요성1.�

청각장애란� 다른� 말로� 의사소통� 장애라고� 할� 수� 있음 농인.�○� 1)들은� 소리로� 전

달되는� 정보에서� 차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관계로� 언어� 이해력이� 많이� 뒤떨어짐 따라서� 가능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언어적인� 역할이� 강요되면� 갈등을� 일으키거

나� 반발하게� 됨�

농인� 사회는� 청각장애라는�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수화언어 이하� 한국(○�

수어 라는� 독특한� 언어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

가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음 이� 공동체에는� 농인이라는� 현실�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가도록� 하는� 연대감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며� 농인� 특

유의� 사고와� 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문화가� 꽃피워져� 있음�

그러나� 청각 음성� 언어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청인� 중심의� 주류사회의�-○�

문화적� 영향력� 앞에서� 농인� 사회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으며 농인� 사회의�,�

문화적� 성숙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류사회의� 문화를� 최대한� 경험하

는� 일이� 절실하고� 청인� 사회의� 농인� 사회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실제

적인� 노력� 또한� 시급히� 요청됨 국립장애인도서관( ,� 2016,� 5-6)

한편 미래의� 도서관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기술과의� 융 복합서,� ,� ·○�

비스� 요구 인구� 구성의� 변화에� 따른� 고령화� 사회� 대응 문화� 다양성의� 확,� ,�

산� 등� 사회문화� 환경� 변화의� 대응� 등� 물리적인� 환경과� 서비스� 및� 도서관�

운영에� 관한� 대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우리� 사회는� 국민의� 삶의� 질�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의� 필요� -�

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을� 위한� 국가의� 책무가� 강조되고� 있음�,�

도서관법� 제 조에� 따르면�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 지역적 경제적43 ‘ · · ·○� 사

회적� 여건과�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 서비스를� 받는� 데� 필요한� 도서관� 자

1) 농인 농아인 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말하지� 못하는� 언어장애를� 가진� 청각 언어장애인을� 말한다� ‘ ’,� ‘ ’( ) ,� · .�聾啞⼈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인 농인을� 병행 혼용해서� 사용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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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교육 문화� 프로그램 편의시설�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 ,�

하며 같은� 법� 제 조�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노인 수급’,� 44 ‘ ,� ,�

권자 농어촌� 주민�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 자료 서비스 시설� 및� 인력� 등을� 확충 제공하여야� 함,� ,� · ’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활용체제� 구� -� ,�

축 이용� 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다른� 도서관� 및� 지역� 단체와의� 협력�,� ,�

등

국가� 단위의� 도서관발전을� 위한� 법적의무� 계획인� 제 차� 도서관종합발전계3○� 「

획 의� 대� 핵심가치� 중� 사람에� 대한� 포용성 과� 전략� 방향� 중�(2019~2023) 3 ‘ ’」

사회의�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 핵심과제인� 적극적� 정보복지� 실현 에� 이‘ ’,� ‘ ’

르는� 정보격차� 현상�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역할� 수행이� 요구됨�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과제를�� -�

제시함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강화(3-1-3.� ,�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확대3-2-2.� )

장애인의� 교육 정보 여가 문화� 활동에� 대한� 요구에� 민감하게� 대처하고자�,� ,� ·○�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마련되고� 있으며 이는� 직간접적으로� 도서관� 역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년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을� 제정하여� 농인과� 한국� -� 2016 「 」

수어사용자가�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생

활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함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청각장애인의� 문화복지를� 위하여� 도서관을� 매� -�

개체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청각장애인이� 체감하는�,�

욕구와� 만족도는� 차이가� 있음�

� -� 서울시의� 경우� “제 차� 서울도서관� 발전계획 에서� 독서� 소외인� 서비스� 강화를�2 ”

위해 시립장애인도서관� 조성� 및� 매체별� 제작센터� 운영을� 세부� 과제로� 제시�

하고� 있지만,� 장애� 유형 장애� 정도와� 특성 교육� 및� 생활� 수준� 등에� 따라�,� ,�

도서관� 자료 시설� 및� 공간 문화프로그램� 및� 정보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다,� ,�

양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 일선� 공공도서관은� 그� 요구를� 충족시켜� 줄� 인프,� ,�

라 도서관� 자료 전문인력� 등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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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 분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지체·

뇌병변장애인

도서관자료
점자 음성 확대· ·

디지털자료·
수어영상도서,�

수어자막� 영상자료

읽기쉬운� 책,�
이해하기� 쉬운�

영상자료
일반자료

도서관시설
점자블럭,�
음성안내

수어� 영상� 안내,�
영상전화기

이해하기� 쉬운� 경보�
및� 피난시설

이동 편의시설·
높낮이� 조절� 책상�

및� 책장
도서관
서비스

독서 문화·
프로그램

교육 문화·
프로그램

교육 문화·
프로그램

독서 문화·
프로그램

전문인력 점역 교정사· 수어통역사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보조공학사

보조공학
화면읽기 확대�/
소프트웨어� 등

음성� 인식� 타이핑,�
보청기,�

소리증폭장치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구,�
자세� 보조장치

표< -Ⅰ 1 장애유형별�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요구>�

공공도서관이� 전� 장애유형을� 아우르고 중증� 장애인� 등을� 고려한� 지역사회� -� ,�

의� 장애인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서울시( ,� 2020.4)

따라서 국립장애인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청각장애인복지관 한국농아인협회�,� ,� ,�○�

및� 지역의� 수화통역센터에서�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인을� 위한� 도서

관� 서비스를� 진단하고� 농인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위한� 농인

을� 위한� 전문도서관� 설립� 또는�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농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가� 무엇이며 농인� 전문도서관이� 지향하는� 정책� -� ,�

적� 방향성과� 운영� 방안� 제시

농인이� 도서관� 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자로서� 그들의� 자기� 계발� 및� 평생학� -�

습의� 시설로� 생애주기별� 양질의� 독서문화� 향유를� 위한� 도서관� 설립의� 필요

성과� 설립이� 아닌� 차선책의� 서비스� 활성화�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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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농인을� 위한� 별도의� 전문도서관� 설립� 또는� 국가기관의� 전문조직�○�

신설� 등� 농인의� 도서관� 서비스� 확대에� 방점을� 두고� 논리적� 타당성과� 부합

성 그리고� 정책적� 대안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음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

다음과� 같음

인구� 대다수가� 청인인� 사회� 속에서� 농인은�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

로� 소외되기� 쉬움 농인은� 소리와의� 단절� 때문에� 시각언어인� 수어를� 바탕으.�

로� 해서� 시각에� 의존하여� 살아가게� 되어� 교육은� 물론� 문화적� 측면에서도� 정

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따라서� 농인에게� 도서관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인의� 소� -�

통� 방식에� 맞는� 수어를� 바탕으로� 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농인이� 소외되,�

지� 않도록� 한국수어로� 해설하는� 지식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인의� 정보접근보장을� 위한� 도서관� 설립� 및� 환경� 조

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방안과� 중장기� 계획� 마련이� 필요함�

농인을� 위한� 도서관� 설립� 필요성� 및� 정책적� 타당성� 검토�○�

도서관은� 전� 국민의� 자기� 계발� 및� 평생학습의� 시설로� 정부는� 지역� 간의� 균� -�

등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및� 자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전� 세대를�,�

위한� 생애주기별� 양질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장애인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수어를� 사용하� -� ,�

고� 문해력이� 부족한� 농인을� 위한� 도서관� 설립� 또는� 전문서비스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관련� 법률과� 정책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분석하여� 도서관� 설,�

립이� 필요한지를� 분석함�

농인을� 위한� 도서관의� 필요성 입지 규모의� 적정성 설립� 타당성 설립� 방향�,� · ,� ,�○�

및� 전략� 등에� 대해� 종합적인� 사업성을� 조사 분석하여� 사업추진� 등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주된� 검토사항은� 아래와� 같음.�

농인의� 독서실태와� 국내외� 농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현황을� 기반을� 기반� -�

으로� 농인도서관� 설립의� 타당성� 검토

농인을� 위한� 전문서비스� 센터 협의� 체계의�� -� ,� 역할� 및� 운영�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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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2

연구� 범위1.�

본� 연구의� 목적이자� 주제는� 농인을� 위한� 전문도서관� 설립 에� 대한� 것이지만�‘ ’○�

내용적� 부제는� 농인을� 위한� 전문도서관� 설립� 또는� 추가적� 대안� 마련 에� 방‘ ’

점에� 있으므로� 연구내용� 중� 많은� 부분은� 기존의�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통계,� ,�

자료 전문가� 자문� 등을� 취사하거나� 재구성� 또는� 조합하는� 방식으로� 가늠함,�

연구� 계획� 수립의� 필요성� 및� 목적은� 농인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이용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요구를� 조사하여� 농인을� 위한� 도

서관� 설립의�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함

농인에� 대한� 기초� 조사� 및� 독서실태� 조사는� 보건복지부� 통계 국립장애인도,�○�

서관의� 통계조사� 보고서� 등을� 조사하여� 분석함�

농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해외� 사례는� 기존� 연구결과� 보고서와� 문헌� 및�○�

해당� 도서관들의� 홈페이지� 등을� 조상하여� 분석함

유사사례� 조사� 및� 선행연구는� 농인을� 위한� 도서관� 역할의� 재정립에� 따른� 장○�

애인� 연구� 경향� 분석하고 농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우수사,�

례� 조사 사례조사� 및� 선행연구를� 통한� 농인의� 관점에서� 도서관의� 필요성과�,�

당위성� 도출하고자� 함

농인을� 위한� 도서관� 역할� 도출� 및� 발전� 방안� 도출○�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제시와� 농인의�� -�

정보요구를� 바탕으로� 한� 도서관� 서비스� 협력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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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2.�

본� 연구는� 표 와� 같이� 문헌조사 사례조사 관계자� 면담 전문가� 의견�< -2> ,� ,� ,�○� 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함

연구방법 적용대상 수집할� 자료 데이터( )

문헌

조사

선진국의� 농인� 대상� 도서관서비스� 정책� 및� 제도� 분석�․�

국립장애인도서관� 정책과� 사업� 분석․�

국내� 농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현황․�

․� 학술서 학술논문 학위논문,� ,� 연,�

구보고서 정책문서 웹정보자,� ,�

원 통계데이터 웹사이트� 등,� ,�

사례

조사

농인 청각장애인 인구통계( )�․�

농인 청각장애인 들의� 독서� 실태�( )․�

농인들의� 도서관� 이용� 현황․�

․� 농인을� 위한� 도서관�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례

장애인서비스� 조직 정책과� 전,�․�

략 서비스� 내용,�

정부� 부처의� 유사� 사례자료� 확․�

보� �

관계자

면담�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직무현황․�

․� 농인을� 위한� 도서관� 설립에� 대한� 입장과� 방향에� 대한 의견�

․� 농인을� 위한� 도서관� 설립� 추진 운영을� 위한� 전략적� 과제!

국립장애인도서관�․�

직무� 분석

농인의� 입장� 청취․�

장애인단체� 관계자의� 의견� 수․�

렴

전문가�

의견� 수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지식정보격차소위원회� 위원� 및� 전․�

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

농인을� 위한� 도서관� 설립에� 대․�

한� 자문의견� 및� 제안사항� 수

렴

표< -Ⅰ 2 연구의� 방법� 및�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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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장애인� 도서관서비스� 분야� 선행연구3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개념�1.�

도서관� 장애인서비스는� 지체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과� 같은� 특정� 장애를� 지○�

닌�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라기보다는� 도서관� 이용� 그� 자체에� 장애가� 있는� 사

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말함

도서관� 이용에� 장애가� 있는� 이용자층을� 일컫는� 유사한� 용어로� 독서장애인� -�

이란�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며 시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인,� ,� ,� ,� ,�

지장애 학습장애� 등의� 이유로� 인쇄물을� 효과적으로� 읽을�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함

도서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장애인� 물리적 장애 자료적� 장애 커뮤니케,� ,� ,�○�

이션의� 장애로� 구분할� 수� 있음

물리적� 장애 도서관에� 올� 수� 없는� 사람이나 도서관에� 올� 수� 있어도� 지체� -� ( )� ,�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도서관� 내부를� 자유롭게� 오갈� 수� 없거나 서가� 높은�,�

곳에� 있는� 책을� 꺼낼� 수� 없는� 등� 물리적으로�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있는�

장애를� 의미함

자료적� 장애 도서관의� 자료를� 있는� 그대로� 이용할� 수� 없는� 장애를� 의미함� -� ( )�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장애 대출이나� 참고봉사 도서관이� 주관하는� 각종�� -� ( / )� ,�

프로그램� 참가� 등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도서관� 직원과의� 소통�

등에서� 나타나는� 장애를� 의미함

도서관� 관종별� 장애인서비스� 역할2.�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도서관별�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역할을� 국가도서관 국립(○�

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지역도서관으로� 구분하여�· ),� ,�

표 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국립장애인도서관< -3> ( ,� 2020,� 25-27)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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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국립

장애인

도서관

전국�도서•� 관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운영�및� 지원� 계획을�수립�

및� 관련� 예산� 확보 지원·

대체자료�및�독서보조기기�공동�활용을�지원하기�위한�온라인�플랫폼�구축 직,�•�

원� 교육 중앙단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정책� 수립,�

장애인서비스의� 범위를� 지정� 및� 서비스� 통합조정� 기능� 수행•�

대체자료� 및� 독서보조기기의� 활용� 지원을� 위한� 온라인� 종합정보망� 시스템을�•�

구축� 운영

지역도서관의� 대체자료�및�독서보조기기� 비치여부와� 수량 지역별�공동활용� -� ,� 자

원의� 확보� 수준� 등�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지역� 대표도서관을� 통해� 지원

정책적� 계획에� 따라� 수행된�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운영실적을� 지역대표도서관•�

을� 통해� 취합하여� 관리

지역

대표

도서관

지방자치단체�내의�공공도서관을�대상으로�도서관�장애인서비스를�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정책적� 기능을� 담당

권역� 내� 지역도서관 공공도서관 들과의� 협력을� 통해�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운( )•�

영을� 총괄

지역도서관과� 지역� 내� 장애인� 도서관� 및� 장애인� 학교 장애인� 복지관� 등� 장애,�•�

인� 관련�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 내� 협력� 가능한� 외부� 기관들과� 업무� 협약� 등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협력,�•�

자원의� 발굴과�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서관� 장애인서비

스� 위원회를� 구성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위원회는� 해당� 지역� 내� 지역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교육 매뉴얼�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

지역

도서관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기능을� 수행•�

운영�규모가�작고�장애인�이용자를�지원하기�위한�별도의�인력 시설�및�장비� -� ,� ,�

공간� 확보�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지역도서관의� 장애인서비

스는� 독립적으로� 제공되는데� 한계가� 있음

장애인�이용자의�거주지에서�가장�가깝게�방문할�수�있는�지리적�접근성을�가� -�

지고� 있으나� 실제� 상당수의� 장애인은� 이동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용하고자�

하는� 도서관� 방문에� 제약을� 받아� 이용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음

지역도서관은� 기존� 인력과� 시설을�최대한� 활용하여�지역�내� 장애인�관련�유관�•�

기관과의�협력을� 통해� 지역� 거주� 장애인� 이용자가� 도서관� 서비스를�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장애인서비스에�필요한�다양한�자원을�국립장애인도서관과�지역대표도서관�그•�

리고� 지역� 내� 장애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

표< -Ⅰ 3 도서관별� 장애인서비스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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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3.� 관� 장애인서비스의� 방향

년대� 후반부터�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하여� 도서관법이�2000○�

여러� 차례� 개정2)되면서� 도서관� 서비스의� 범주에� 장애인이� 포함되고�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 운영되고� 있으나 공공성을� 강조하는� 공공도서관에서는� 아직�,� ,�

장애인을� 위한� 특성화된� 서비스와� 이를� 위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임�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인식○�

이� 개선되고� 있지만 실제로� 도서관� 장애인서비스가� 공공도서관� 등에서� 장,�

애인� 이용자의� 욕구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

항이� 다양하게� 존재함

도서관에서� 장애인� 서비스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점이� 반영○�

되면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3)을� 반영하는� 사회� 통합적� 관점

으로� 변화되어가고� 있음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에서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은�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

도서관� 서비스를� 특정� 이용자층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

라� 도서관� 서비스� 설계� 초기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편리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이�,�

도서관을� 이용� 시� 예측되는� 모든� 장애� 요인 시설 장서 서비스� 등 을� 사전( ,� ,� )

에� 제거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의� 영역에서� 공동의� 서비스를� 누리

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서울시의� 최근� 연구○� 4)에서는�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재구성하며� 다음과� 같음�,�

가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관련� 전문인력� 필요�.�

장애인서비스� 인식개선� 및� 재교육� 과정� 개설○�

장애� 개념 유형별� 장애인에� 대한� 이해 응대� 및� 지원� 방법에� 대한� 기초적� -� ,� ,�

인� 교육부터� 전문화 심화된� 서비스� 운영방식까지� 단계별� 교육과정을� 통· 해�

2) 년 년 년 년� 국립장애인도서관� 및� 지직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법� 개정이� 이루어짐� 2009 ,� 2012 ,� 2019 ,� 2020
3) 장애의� 유무나� 나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 ,� ,�

하는� 것으로� 미국의� 로널드� 메이스에� 의해� 처음� 주장되었으며 모두를� 위한� 설계 라� 할� 수� 있음 위키피디아,� “ ”(Design� for� All) ( ,�
2016)

4) 서울특별시� 서울시�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정책개발� 용역 서울 서울도서관� (2020).� .� :� .� p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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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사서의� 인식개선� 및� 재교육� 과정� 개발

체계적인� 이론습득 실습 관련� 기관과� 단체에� 대한� 견학� 및� 체험� 등� 다양� -� ,� ,�

한� 교육� 개발� 및� 추진

장애� 유형별� 특징 수화나� 점자� 등과� 같은� 장애인의� 주요� 커뮤니케이션� 언� -� ,�

어에� 대한� 기초적� 이해 장애인� 응대� 요령 장애인� 서비스� 관련� 각종� 법규,� ,� ,�

국내외� 대표적� 도서관� 사례 장애� 유형별로� 요구되는� 장서� 및� 콘텐츠 보조,� ,�

공학기기� 등� 각종� 도서관� 자료� 및� 정보이용� 장비 도서관� 접근� 및� 편의시,�

설 참고� 봉사를� 비롯한� 장애인� 대상� 서비스와� 각종� 프로그램� 등을� 포함,�

장애인서비스� 전문교육과정을� 통한� 사서� 재교육� 추진○�

장애인� 전문가� 자격증�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서비스를�� -�

위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개발

장애유형별� 협회� 및� 복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각� 협회와� 단체에서�� -�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사서�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실제

적� 교육� 진행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모니터� 요원� 운영○�

대체자료� 제작 서비스� 안내 프로그램� 개발 진행� 등� 공공도서관� 장애인서� -� ,� ,� ·

비스의� 다양한� 영역을� 확인 평가하는� 장애인� 당사자 관련� 기관� 종사자 사· ,� ,�

서� 등의� 모니터� 요원을� 구성� 및� 양성하여� 운영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현� 상황에� 대한� 정상적인� 운영확인 문제점� 및�� -� ,�

개선안� 고민� 등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장애인서비스에� 대

한� 피드백과� 정책� 수행의� 연속성을� 확보

나 장애인을� 위한� 장애� 맞춤형� 장서� 확충.�

저작물의� 지속적인� 대체자료� 개발○�

저작권� 만료� 저작물 기증저작물 공공저작물� 등� 자유이용허락� 저작물을� 수� -� ,� ,�

집하여� 대체자료� 개발� 및� 디지털화� 추진

공공도서관� 및� 장애인도서관 장애인� 유관기관� 등에� 보급할� 수� 있는� 생활� -� ,� ·

법률 교육 시정간행물� 등의� 대체자료� 제작· ·

특정� -� 장애유형에� 편중된� 대체자료� 제작을� 지양하고� 모든� 유형의�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대체자료� 제작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클라우드� 기반� 대체자료� 제작� 내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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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조공학기기� 활용.�

보조공학기기� 활용� 협력체계� 구축○�

기관마다� 소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휴대용� 보조공학기기를� 모아� 복지관� 등� -�

을� 통해� 기기가� 필요한� 곳에� 대여하는� 보조공학기기� 공동활용체계� 구축� � �

기관의� 장애유형별� 보조공학기기� 보유 운영현황을� 상세하게� 제공� -� ·

시� 보조기기센터 중앙보조기기센터� 등과의� 체결을� 통한� 보조공학기� -� ,� MOU�

기� 공유� 및� 대여� 모색

제 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33 ( )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 배포할� 수� 있다· .①�

시각장애인�등의�복리증진을�목적으로�하는�시설�중�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 당해�시설의�(②�

장을� 포함한다 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

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2 ..③�

제 조의�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33 2( )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①�

한국수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표< -Ⅰ 4 저작권법에� 따른� 대체자료� 개발� 범위>�

유형 구분 내용

시각

장애인용

확대독서기
저시력�장애인의�시력이나�눈의�조건에�맞도록�글자의�크기 색�,�

등을� 조절하여� 모니터를� 통해� 보여주는� 기기 휴대� 불가( )

휴대용� 문자확대기 저시력� 장애인이� 문자를� 읽을� 수� 있도록� 확대시켜� 주는� 기기

데이지 콘텐츠� 플레이어�
데이지형식 파일로�저장된�책 신문�등을�재생하여�독서활동을�( ) ,�

가능하게� 하는� 음성� 출력기

음성독서기
파일로�저장된�책 신문�등을�재생하여�독서활동을�가능하게�하,�

는� 음성� 출력기

소리안� 썬더
일반문자를� 소리로� 전환해� 주는� 배터리가� 탑재된� 문서인식� 노

트북형� 단말기

표< -Ⅰ 5 장애유형별� 보조공학기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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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e-Reader� (S/W)
시각장애인이� 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화면상의� 메뉴와� 메시PC

지� 등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점자프린터� 점자� 또는� 그림을� 종이� 위에� 양각으로� 출력하는� 의� 출력장치PC

점자라벨러
값비싼� 점자프린터보다�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라벨러�

프린터

Zoom� Text� (S/W)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의� 내용을� 확대하여� 볼� 수� 있는� 소프PC

트웨어

청각/언어

장애인용

골전도� 무선� 헤드셋
골전도� 기술을� 이용하여� 귀를� 막지� 않고� 두개골을�통해�소리를�

청각신경으로� 전달하는� 보청기의� 역할을� 하는� 무선� 헤드셋

골전도� 헤드셋
골전도� 기술을� 이용하여귀를� 막지� 않고� 두개골을� 통해� 소리를�

청각신경으로� 전달하는� 보청기의� 역할을� 하는� 헤드셋

골전도� 보청기
귓바퀴와� 연골에� 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두개골을� 통해� 소리

가� 전달되는� 방식의� 보청기�

무선신호기Care� Deaf� 소리� 및� 음성� 등을� 수신하여� 시각정보로� 변환하는� 무선신호기

소리증폭장치FM

송신기와� 수신기로� 구성된� 무선신호를� 사용해서� 원거리에FM�

서� 들리는�소리도� 송신부가�집중적으로�청취해서� 들을� 수� 있도

록� 도와주는� 기기

소보로� 테블릿PC
말소리를� 문자로� 변환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음성을�

자막으로� 실시간� 변환해주는�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보조기기

소보로� 무선마이크 소보로� 인공지능� 문자통역서비스� 이용을� 위한� 무선� 마이크

지체·

뇌병변�

장애인용

높낮이조절책상
책상의� 높낮이를� 휠체어� 사용자의� 사이즈에� 맞게� 자동으로� 조

절하여� 사용이� 가능한� 책상

조이스틱� 롤러플러스
마우스� 제어� 및�동작�기능을� 조이스틱의� 기능으로�대체한� 보조

기기

빅� 트랙� 볼마우스
마우스를� 움직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내장된� 볼을� 손가락으

로� 굴려� 조작하는� 방식의� 마우스

맥심� 분리형� 키보드
뇌병변� 장애인� 등� 사용자의� 팔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각도 높/

이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

아르미� 프로6.5

(S/W)

문서인식� 소프트웨어로서� 스캐너로� 입력한� 책� 등의� 각종� 자료

들을� 워드프로세서나�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

도록� 텍스트데이터로�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OCR�

키넥트 재활관련( )
뇌병변장애인�등의�소근육�기능회복을�위한�마이크로�소프트의�

차원� 동작인식게임� 기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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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기� 및� 인� 스튜디오� 장비� 대여1○�

생활편의� 및� 자료이용을� 위해� 보조공학기기를� 이용하는� 것� 외에� 스마트� 기� -�

기� 및� 인� 미디어� 장비를� 대여함으로써� 보조공학기기� 서비스의� 범위를� 확1

장

휴대성이� 높은� 인� 미디어� 제작� 장비를� 패키지로� 구성하여� 필요한� 장애인�� -� 1

및� 관련� 단체에� 대여

� -� 독자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이용자를� 고려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

을� 통해� 기기� 활용� 및� 콘텐츠� 제작에� 대한� 교육을� 진행1:1,� 1:n�

라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정보서비스� 개선�.�

맞춤형�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한� 기반� 마련하기� 위해� 도서관별 권역별� 수요·○�

조사를� 정기적� 시행�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별 관심사별� 등� 다방면의� 이용자� 수요조사를� 바탕� -� ,� ,� ,�

으로� 맞춤형� 장애인서비스� 제공

장애인� 대상� 생애주기� 서비스� 제공○�

장애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제공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크게� 재택서비스� -� ,�

배달서비스 수어통역서비스 독서그룹형성 소셜미디어� 강화� 교육 사회화�,� ,� ,� ,�

지원서비스� 등이� 있음

아동의� 경우� 부모와� 아동이� 신뢰를� 쌓고� 유아� 스스로가� 활동할� 수� 있는� 공� -�

간� 마련 청소년의� 경우� 성교육과� 자기결정기술� 확대 직업재활 사회� 기술�,� ,� ,�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함

성인의� 경우는�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부터� 문화와� 여가활동을�� -�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층을� 대상으로는� 대외적인� 활동이� 점차�,�

어려워짐을� 고려하여� 재가� 및� 방문서비스� 제공



- 16 -

구분 내용

아동기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고 치료와� 교육이� 병행되는� 시기로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

서�성장과�발달을�통해�직업�및�사회생활을�원활하게�할�수�있는�기반이�조성되는�시기

라� 할� 수� 있음 최경숙 박영아( · ,� 2005)

사회적으로� 치료와�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함-�

유아기� 동안� 자기결정을� 위한� 견고한� 기본기�제공하도록�지원 거실에� 유아를� 위한� 공-� :� ‘

간 만들기 유아가�별다른�도움�없이�접근할�수�있는�곳에�장난감�배치하기 유아가�직’� ,� ,�

접� 무엇을� 할지� 먹을지� 입을지� 결정하게� 하기 유아를� 과도하게� 보호하지� 않도록� 주의,�

하기

청소년기

청소년기에는�이전�시기에�개발된�기술들과�함께�직업적�목표�개발 가족으로부터�독립-� ,�

하는� 것과� 자신의� 정체성� 확립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믿고� 좋아하는가에� 대한� 정체성�,�

확립� 등을� 목표로� 삼아야� 함

성교육 자기결정기술�확대 직업재활 사회�기술�등과�관련된�서비스가�지원될�수�있음-� ,� ,� ,�

성인기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하여� 경제적� 자립을� 결정하는� 시기로서� 성인층인� 장애인의� 교육-�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

가장�적극적으로�문화 여가활동을�하는�시기이자�사회에�참여하는�시기이나�거주�지역-� · ,�

경제활동상태 교육연한 장애유형 일상생활� 도움� 필요도� 등에� 따라� 참여의� 빈도가� 다,� ,� ,�

양함

노인기

신체적 정신적으로� 기능이� 약화되어� 대외적인� 활동이� 점차� 어려워짐-� ·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재가 방문서비스가� 필요-� ·

그�외에도�심리치료 집단프로그램 신체재활 독립생활기술 일상생활기술�훈련 등�필요�-� ( ),� ( ,� )

장애에� 대한� 정보제공 문제해결법� 교육 외부지원� 내용� 확인� 지원,� ,�

표< -Ⅰ 6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징>�

생활밀착형� 정보제공� 서비스� 확대○�

상태� 정보� 제공 주요� 질환에� 대한� 형태의� 정보� 제공 현재� 상태와�� -� ,� FAQ� ,�

관련하여� 전문가� 상담� 또는� 같은� 과정을� 겪는� 사람들과의� 그룹� 서비스 정,�

서적� 지원을� 위한� 소그룹� 상담� 지원 온라인 전화상담� 등,� ·

라 온라인� 학습� 서비스� 제공� 및� 정보서비스� 강화.� ICT�

비대면� 평생교육� 서비스� 확대○�

작가와의� 만남 북� 콘서트 신간� 도서� 소개� 등의� 독서콘텐츠를� 숏폼콘텐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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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배포(short-form� contents)�

장애인�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해� 외부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도� 활용이� 가능� -�

한� 온라인� 독서� 활동의� 접근점� 제시

유튜브를� 통한� 도서� 콘텐츠� 제공� 서비스�� -�

사물인터넷� 기반� 개인화� 알림� 기능� 도입○�

이용자들의� 출입 대출 검색과� 관련된� 데이터� 등을� 수집� 및� 분석하여� 다양� -� ,� ,�

한� 추천� 콘텐츠� 제공

희망도서신청자료� 도착� 알림 금주의� 서평 신착도서� 정보 각종� 도서관� 전� -� ,� ,� ,�

시� 정보 도서관� 이용안내� 정보 개인� 맞춤형� 공지사항 연체� 및� 예약� 도서�,� ,� (

알림� 등 그리고� 도서관� 행사� 및� 일정� 등)�

열람� 좌석� 배정이나� 프린터 스캐너� 등과� 같은� 도서관� 시설물들에� 대한� 정� -� ,�

보를� 실시간� 확인

챗봇을� 활용한� 온라인� 개인화� 서비스� 도입� �○�

챗봇� 시스템을� 도입하여� 모바일� 회원증� 검색 도서� 이용� 현황� 조회 도서�� -� ,� ,�

검색� 및� 예약 연장 문화행사 프로그램� 조회� 및� 신청� 등의� 서비스� 제공( ),� ,�

기술과� 연계한� 장애인서비스� 개발NFC�○�

활용� 도서를� 스마트폰에� 태깅하여� 해당� 도서의� 내용을� 음성이나� 화면� -� NFC�

을� 통해� 보여주는�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이용자가� 보다� 쉽게� 자료에� 접근

할� 수� 있음

도서� 대출이나� 반납이� 필요할� 경우� 도서관� 사서나� 키오스크를� 활용하지� 않� -�

고� 직접� 대출 반납을� 함으로써� 도서관� 자료의� 이용� 편의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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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농인 농인의 의사소통, ,

농문화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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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농인의� 이해� 및� 현황1

농인� 및� 청각장애의� 정의1.�

농인을� 부르는� 호칭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음 이제는� 벙어리 귀머.� ‘ ’,� ‘○� 거리’

라는� 표현은� 사라지고� 농인 농아인 청각장애인 으로� 부르고� 있음‘ ’,� ‘ ’,� ‘ ’ .�

그러나� 농인들은� 자신들을� 청각장애인이라고� 나타내기보다� 농인이라는� 호� -�

칭으로� 나타내려는� 경향이� 있음�

� -� 청각장애인 이란� 말은� 청인 에�(hearing� impaired� person) (hearing� person)

대한� 상대개념이며� 의학적인� 측면에서� 신체적� 손상 나아가� 불구 를�,� (disable)

의미하지만 농인 은� 그� 자체로� 독립된� 개념이며� 사회적� 의미에서�,� (The� Deaf)

독립된� 사회 문화를� 가진� 사람들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임 즉 농인은� 자신,� .� ,�

들에게� 사회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신체적� 불구자로서의� 의미

를� 부여하고� 싶지� 않다는� 것임 국립장애인도서관( ,� 2016,� 3)

청각장애인을�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유무에� 따라� 농인과� 구화인으로� 구분할�� -�

수� 있음5)

그림( -Ⅱ 1 청각장애인과 농인 구화인의 구분 ) , 

5)� <https://brunch.co.kr/@lifree/2 인용>� (2021.10.31.� )

Ⅱ 농인 농인의� 의사소통 농문화의�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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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의� 정의는� 소리와� 말을� 듣는� 귀�( ,� Hearing� impairment)聽覺障○� 礙
즉� 외이 중이 내이로� 연결되어지는� 청신경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말과� 음,� ,�

을� 잘� 듣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함 청각장애의� 용어적� 구별은� 일반적으.� ①�

로�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다든가� 말의� 판별이� 어렵다든가� 하는� 일체의� 정

상이� 아닌� 청각� 상태를� 청각장애 라� 하고� 아주�‘ ’(hearing� impairment) ②�

큰� 소리로� 말을� 해야� 알아듣고� 일상생활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것을� 난청

이라� 하며� 청각장애가� 어느� 정도인가를� 표현할� 때�(hard� of� hearing) ③�

흔히� 몇� 데시벨 청력손실이라� 하고� 일상생활에서� 청력을�(db decibel)�： ④�

활용할� 수� 없는� 상태를� 농 이라고� 하는데� 이� 농은� 청각의� 이용목적에�(deaf)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됨6)�

청각장애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거나�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의� 장애이며 청각장애는� 한쪽� 귀에서만� 발생할� 수도� 있고� 양쪽�,�

귀� 모두에서� 발생할� 수도� 있음 청각장애는� 한쪽� 귀에서만� 발생할� 수도� 있.�

고� 양쪽� 귀� 모두에서� 발생할� 수도� 있음 어린이에게� 청각� 문제는� 언어를� 배.�

우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성인에게는�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발,�

생시킬� 수� 있음 청각장애는� 유전 노화 소음 일부� 감염 출산� 합병증 귀.� ,� ,� ,� ,� ,�

의� 외상 특정� 약물이나� 독극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7)

청력손실에� 따라서� 청각장애를� 난청 과� 농 으로� 구(hard� of� hearing) (deaf)○�

분하고� 있는데 국제기구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 에� 따르면� 난청은� 데시벨 이하로 농은� 이� -� (WHO) 90 (dB) ,� 91dB�

상으로� 구분

년에� 국제표준기구 의� 분류에� 의하면� 을� 경도� 난� -� 1964 (I.S.O.) 27dB 40dB∼

청 을� 중등도� 난청 을� 중등� 고도난청,� 41dB 55dB ,� 56dB 70dB ,� 71dB∼ ∼ ∼

을� 고도난청 이상을� 농으로� 규정90dB ,� 91dB�

우리나라�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농학교� 대상자� 판별기준으로서�� -�

두� 귀의� 청력손실이� 이상인� 자나� 두� 귀의� 청력손실이� 미만�“ 90dB� 90dB�

이상인� 경우� 보청기를� 사용해서� 말소리의� 이해가� 불가능하거나� 아주�50dB�

곤란한� 정도인� 자 로� 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에서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다음과� 같[ 1]○�

이� 규정하고� 있음

6) 네이버� 지식백과 청각장애� 사회복지학사전 이철수� [ ]� [hearing� impairment]� ( ,� 2009.� 8.� 15.,� )
7)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 인용>� (2021.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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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청각장애인

( )聽覺障碍⼈

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데시벨 이상인� 사람.� 60 (dB)�

나 한� 귀의� 청력손실이� 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데시벨� 이상인� 사.� 80 ,� 40

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이하인� 사람.� 50%�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언어장애인�

( )⾔語障碍⼈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표< -Ⅱ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에서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 � [ 1]

청각장애의� 정도는� 관점에� 따라� 여러� 종류의� 단계� 구분이� 있음 교육의� 입.�○�

장에서는�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거나� 잔존� 청력이� 있다� 하더라도� 소리만으

로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를� 농 이라� 하고� 보청기와� 같은� 기구의�( )聾

도움으로� 잔존� 청력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를� 난청 문화어 가( :�

는귀먹기 이라� 함)

한편 한국수화언어법 에서는� 청각장애인이� 아닌� 농인이라는� 단어를� 사용,�○� 「 」

하고� 있음8)

� � � �

한국수화언어법 제 조 목적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1 ( ) 농인의 고
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 
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수화언어법 제 조 기본이념 한국수화언어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2 ( ) .① 

농아 또는� 농아인 은� 청각장애로� 인해� 말하지�( ,� deaf� mutism)� ( )聾啞 聾啞⼈○�

못하는�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통칭하는� 말로 넓은� 의미에서� 잘� 듣지�,�

못하는� 경우 청각장애인 와� 언어� 구사가� 불가능하거나� 힘든� 경우 언어장애( ) (

인 를� 통틀어� 의미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청각장애로� 인하여� 입으로� 말하지�) ,�

못하는� 사람을� 의미함

귀머거리� 롱 은� 듣지� 못하는� 사람 벙어리� 아 는� 말하지� 못하는� 사� -� ' ( )' ,� ' ( )'聾 啞

람을� 의미함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농아인이라고� 묶어� -�

8)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용� <https://www.law.go.kr/>� (2021.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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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말하며 말하는� 데� 문제가� 없고� 청각에만� 문제가� 있으면� 농인이라� 부르,�

기도� 하나� 실제로는� 엄격하게� 구분하여� 쓰지는� 않고� 보통� 농아인을� 줄여서�

농인이라고� 함9)

귀머거리 벙어리 라는� 단어는� 비하하는� 느낌이� 있다는� 의견들로� 인해� 요� -� ' ',� ' '

새는� 주로� 농아인 농인 청각장애인 이라� 칭하는� 것이� 주류이나 반대로�' ',� ' ',� ' '� ,�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비장애인은� 건청인 이나� 청인 이라고�' ( )' ' ( )'健聽⼈ 聽⼈

칭함

건청인이라는� 말은� 청인은� 건강하다는� 뉘앙스가� 있어� 가치� 중립적인� 표현� -�

이� 아니므로� 쓰지� 않는� 것이� 좋으며� 농아인� 사회와� 관련� 업계에서는� 보통�

농인 과� 청인 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편임' ' ' '

법률적으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농아자 라는� 표현하였으나�,� " "( )聾啞者○�

년� 청각장애인으로� 개정되었으며2020 10)을 한국수화언어법 은� 농인,� " "(聾「 」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대개의� 법령은� 청각장애인 이라는� 표현을�) ,� " "⼈

쓰고�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청각장애인 농아자 농인을� 동일하게� 혼용해,� ,� ,�

서� 사용하자고� 함�

농인은� 그� 장애가� 외형적으로� 뚜렷이� 드러나지� 않으며� 다른� 장애유형에� 비○�

하여� 이동� 및� 신변처리� 등이� 자유롭고� 작업을� 수행하는데� 청력손실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제외하면� 비장애인과� 크게� 구별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음 최현숙( ,� 1995)

일반적으로� 취업이� 용이하고� 다양한� 분야의� 직종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

생각이� 되어지나 실제로는� 직종이� 제한적이고� 단순� 노무직� 등� 열악한� 작,�

업환경에서의� 근무로� 인해� 이직률이� 높은� 편임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편견이나� 차별은� 이들이� 충분히� 경력을� 쌓거나�� -�

특별한�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뿐더러� 급여� 등에도� 영향을�

미쳐� 고용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음 이달엽( ,� 2019)

9)� < 청각장애인https://namu.wiki/w/ 인용>� � (2021.10.31.� )
10) 형법� 제 조 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11 ( )� .
! "#$%&%'(%)*+ ,-.%/01%2%34%)*5%61%789%:;<%=>?1%@A%BCDE%%% FF G H% I
JKLM% N:O% ! "%%%P QRQRI%FQI%SIT%P U%QRQFI%FQI%VIT%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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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 청각장애인 의� 인구통계�2.� ( )

년� 말�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중�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2020○�

통계는� 다음과� 같음�

장애

유형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합계��
585,76

9�

399,19

6�

984,96

5�
935,491� 712,570�

1,648,06

1�
1,521,260� 1,111,766�

2,633,02

6�

지체��
155,40

8�
81,286�

236,69

4�

544,31

8�

426,35

6�
970,674� 699,726� 507,642�

1,207,36

8�

시각�� 24,184� 23,532� 47,716� 125,553� 79,055� 204,608� 149,737� 102,587� 252,324�

청각�� 49,340� 43,611� 92,951� 159,264� 143,574� 302,838� 208,604� 187,185� 395,789�

언어�� 8,060� 3,240� 11,300� 7,889� 3,202� 11,091� 15,949� 6,442� 22,391�

지적�� 130,767� 86,341� 217,108� 0� 0� 0� 130,767� 86,341� 217,108�

뇌병변�� 81,735� 69,092� 150,827� 61,968� 37,612� 99,580� 143,703� 106,704� 250,407�

자폐성�� 25,946� 4,856� 30,802� 0� 0� 0� 25,946� 4,856� 30,802�

정신�� 52,738� 50,787� 103,525� 0� 0� 0� 52,738� 50,787� 103,525�

신장�� 43,328� 29,835� 73,163� 14,256� 10,111� 24,367� 57,584� 39,946� 97,530�

심장�� 2,632� 1,516� 4,148� 745� 340� 1,085� 3,377� 1,856� 5,233�

호흡기�� 8,331� 2,887� 11,218� 196� 130� 326� 8,527� 3,017� 11,544�

간�� 555� 224� 779� 9,165� 3,864� 13,029� 9,720� 4,088� 13,808�

안면�� 812� 600� 1,412� 738� 527� 1,265� 1,550� 1,127� 2,677�

장루.

요루�
933� 559� 1,492� 8,542� 5,393� 13,935� 9,475� 5,952� 15,427�

뇌전증�� 1,000� 830� 1,830� 2,857� 2,406� 5,263� 3,857� 3,236� 7,093�

표< -Ⅱ 2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 년� 기준 단위 명>� (20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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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와� 같이� 청각장애인은� 총� 천 명 언어장애인은� 만� 명< -2> 395 789 ,� 22 391○� Ⅱ

으로� 청각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인구� 중에�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음�

지역별� 청각장애인의� 인구�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시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합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소계
49,34

0�
43,611�

92,95

1�

159,26

4�
143,574�

302,83

8�

208,60

4�
187,185�

395,78

9�

서울특별시 7,210� 6,090�
13,30

0�
24,411� 19,719� 44,130� 31,621� 25,809� 57,430�

부산광역시 2,968� 2,456� 5,424� 10,316� 8,455� 18,771� 13,284� 10,911� 24,195�

대구광역시 2,286� 2,108� 4,394� 9,901� 9,712� 19,613� 12,187� 11,820� 24,007�

인천광역시 2,761� 2,408� 5,169� 9,757� 8,311� 18,068� 12,518� 10,719� 23,237�

광주광역시 1,396� 1,270� 2,666� 3,989� 3,528� 7,517� 5,385� 4,798� 10,183�

대전광역시 1,136� 1,070� 2,206� 4,224� 3,766� 7,990� 5,360� 4,836� 10,196�

울산광역시 1,258� 828� 2,086� 3,177� 2,432� 5,609� 4,435� 3,260� 7,695�

세종특별자치시 217� 216� 433� 672� 626� 1,298� 889� 842� 1,731�

경기도
10,35

8�
9,163� 19,521� 31,928� 26,593� 58,521� 42,286� 35,756� 78,042�

강원도 1,999� 1,675� 3,674� 5,894� 5,107� 11,001� 7,893� 6,782� 14,675�

충청북도 1,788� 1,554� 3,342� 5,399� 5,138� 10,537� 7,187� 6,692� 13,879�

충청남도 2,732� 2,479� 5,211� 8,968� 8,386� 17,354� 11,700� 10,865� 22,565�

전라북도 2,295� 2,126� 4,421� 7,770� 7,530� 15,300� 10,065� 9,656� 19,721�

전라남도 3,073� 2,824� 5,897� 7,245� 7,238� 14,483� 10,318� 10,062� 20,380�

경상북도 3,720� 3,414� 7,134� 13,485� 14,630� 28,115� 17,205� 18,044� 35,249�

경상남도 3,462� 3,189� 6,651� 9,792� 9,671� 19,463� 13,254� 12,860� 26,114�

제주특별자치시 681� 741� 1,422� 2,336� 2,732� 5,068� 3,017� 3,473� 6,490�

표< -Ⅱ 3 지역별 청각장애인 인구통계 현황 단위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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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과� 같이� 지역별� 청각장애인의� 인구는� 도시의� 규모와� 비례하며 경� -� < -3> ,�Ⅱ

기도 서울시가� 가장� 많은� 인구가� 분포되어� 있으며 특이점으로� 경상북도,� ,� ,�

경상남도가� 번째 번째로� 높은� 청각장애인�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3 ,� 4

연령별� 청각장애인의� 현황은� 표 와� 같음�< -4>○� Ⅱ

연령
청각 전체� 장애인구� 대비� 비율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합계 208,604� 187,185� 395,789� 13.7% 16.8% 15.0%

세1~10 1,113 968 2,081 4.5% 7.9% 5.6%

세 세11 ~20 1,536 1,324 2,860 3.8% 6.0% 4.6%

세 세21 ~30 2,750 2,218 4,968 4.3% 6.5% 5.1%

세 세31 ~40 3,755 3,010 6,765 4.2% 7.0% 5.1%

세 세41 ~50 7,595 5,778 13,373 4.2% 7.4% 5.2%

세 세51 ~60 19,390 14,371 33,761 5.9% 9.3% 7.0%

세 세61 ~70 39,618 25,805 65,423 10.9% 11.3% 11.1%

세� 이상71 132,847 133,711 266,558 30.8% 24.8% 27.5%

표< -Ⅱ 4 연령별� 청각장애인� 현황>�

표 와� 같이� 연령별� 청각장애인의� 현황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청각장� -� < -4>Ⅱ

애인의� 비율이� 높아지며 고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여성보다� 남,� ,�

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28 -

제 절� 농인의� 문해력과� 의사소통2

농인의� 문해력1.�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언어를� 가진� 존재 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는� 언어‘ ’ ,�○�

가� 우리� 인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내� 주며 언어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하게� 느끼게� 함

(Chomsky,� 1975)�

언어에� 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농인임 이들은� 단순히� 귀가� 잘� 들.�○�

리지� 않고� 그로� 인해�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의� 근간인� 언어적� 장애까지� 겪어야만� 함 이준우 따라서� 그들은�( ,� 2004).�

일상생활에서� 많은� 문제로� 둘러싸여� 있고 이것들을�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역부족일� 때가� 많음�

가족� 문제 직장문제 결혼문제 교육문제� 등� 농인이� 넘어야� 할� 산은� 너무�,� ,� ,�○�

많으며� 사실� 이러한� 농인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인� 학교나�

농인� 협회 지역사회복지관� 등의�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함 농,� .�

인을� 위한� 사회� 통합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그들의� 삶의�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하고 발전해� 나가도록� 돕는� 데�,�

한계를� 갖고� 있음�

청각장애� 아동의� 약� 이상은� 정상� 청력을� 가진� 부모� 밑에서� 양육되며90%� ,�○�

대부분의� 청각장애� 아동은� 가정의� 양육과정에서� 부모와의� 상호관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됨 즉 어릴� 때부터의� 양육과정에서� 부모와� 청각장애� 아동�.� ,�

간에� 의미� 있는� 의사소통� 채널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 상호� 간의� 기본,�

적� 신뢰감� 형성이나� 공감적� 이해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국립장애인도서관�(

2016,� 5-8)� �

청각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

만 이직� 및� 퇴사율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남 년� 장애인실태조사에�,� .� 2017

따르면 청각장애인의� 가� 단순� 노무 가� 농림어업숙련� 직종에�,� 37.6% ,� 22.7%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난바 청각장애인� 대부분이� 비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이,�

직이� 빈번함� �

청각장애인의� 직업교육을� 통한� 전문적인� 직업� 기술� 습득이� 미흡하고� 교육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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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직업� 분야에� 실제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드물며 근무� 만족도가� 높고,� ,�

취업� 후� 적응이� 쉬운� 다양한� 직업에� 청각장애인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청각

장애� 특성에� 적합한� 직종� 개발과� 기술경쟁력이� 요구됨 김연신� 등( ,� 2019)�

수화를� 제 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은� 국어� 문법� 체계를� 따르는� 문자� 언어� 기1○�

반의� 메신저사용에서� 불편함을� 호소함 한국어와� 한국수어의� 동사� 특성에�.�

따른� 수화의� 다양성에� 따르면 수화는� 명확한� 조사와� 어순이� 없는� 대신� 시,�

선� 처리� 및� 동작으로� 부족한� 의미를� 보충함 비수지신호� 사용이� 익숙한� 농.�

인은� 제 외국어를� 배우는� 청인과� 같이� 개별� 단어를� 통해� 전반적인� 글의� 맥2

락을� 전달하거나� 인지할� 수� 있으나 어법에� 맞춰� 텍스트로� 정확하게� 표현하,�

는� 것을� 어려워함 박상아� 등( ,� 2021)

그림( - Ⅱ 2 수어와 국어의 문장표현 차이) 
� � �

비대면� 환경에서의� 농인은� 의사소통� 시� 감정� 표현에� 제약이� 따르며 대면�� -� ,�

환경에서� 농인은� 표정과� 몸짓� 등의� 비수지신호를� 사용해� 정보와� 감정을� 풍

부하게� 전달할� 수� 있지만 비대면� 상황에서는� 비수지� 기호� 사용이� 어려워�,�

문제가� 발생함

목소리의� 억양을� 활용해�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음성통화가� 불가능하며 문� -� ,�

자기반의� 메신저는� 문자� 언어의� 특성상� 비언어적� 표현을� 전달할� 수� 없어�

감정� 표현에� 제약이� 생김 문자� 언어와� 함께� 사용되는� 이미지� 기반의� 이모.�

티콘은� 이미지와� 텍스트가� 지정되어� 있어� 적절한� 상황에만� 사용할� 수� 있다

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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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의� 의사소통 한국수화언어 한국수어2.� ,� ( )

가 농인과� 의사소통.�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첨단� 지식정보사회에서� 사회적� 관계와� 소통의� 중요성○�

은� 더욱� 강조되고� 있음 보건복지부 특히� 우리� 사회는� 토탈� 커뮤니( ,� 2013).� ‘

케이션’(total� communication)11)을� 추구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의사소통,�

에� 있어서� 완벽한� 의사소통은� 불가능한� 일임(Compton� &� Galaway,�

1989)�

그런데� 특별히� 장애가� 없어도� 완벽한�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의사○�

소통에� 제약이� 따르는 의사소통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청각 언어장애인들의�,� ‧
의사소통권은� 이들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임

이준우 박종미( ,� 2009)‧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잘� 또는� 전혀� 듣지� 못함으로� 인해� 음성언어를� 기반으○�

로� 하는� 의사소통에� 취약한� 특성이� 있음 우리� 사회에서� 청각 언어장애를� 가.� ‧
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12)에서� 이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임

청각장애인들이� 청각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있어� 제한을� 경험하는� 것은� 사○�

회에서� 살아나가는� 데� 있어� 다양한� 모습으로�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

히� 음성언어� 중심의� 주류사회에서� 철저히� 소외되는� 경우가� 빈번함

이준우� 역(Rothman,� 2003;� ,� 2008)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다는� 것 특히� 청각장애인의� 문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값진� 경험의� 세계를�

자유롭게� 나눌� 기회가�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함 이처럼� 청각장애는� 의사소.�

통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인간관계를� 형성하

고� 긴밀한� 상호작용을� 유지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곤� 함

따라서� 청각장애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청각장애인의� 특성○�

을� 비롯해� 사고방식이나� 문화�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한편� 청각장애인들.�

11) 토탈� 커뮤니케이션 은� 한�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을� 전달받는�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이야기한� 내용 이야기한� 사람의� 생각 그� ‘ ’ ,� ,�
리고� 감정� 등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12) 년� 월� 기준� 청각장애인은� 명 언어장애인은� 명으로� 전국� 등록장애인� 인구의� 에� 해당함 장애인등록� 2020 12 395,789 ,� 22,391 11% .�
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된� 년 명 부터� 년 명 현재까지� 청각 언어장애인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오고�1989 (26,884 ) 2012 (276,332 ),�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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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건청인들에게� 동화되지� 않는� 자주,�

적인� 자기� 나름의� 의사소통�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함

이준우 재인용(Rainer,� Mindel� Vernon,� 1971;� ,� 2004� )＆�

나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방법.�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에는� 수화 구화 필담 몸짓� 등이� 있,� ,� ,�○�

으며� 이외에도�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여러�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음

첫째 수화는� 청각장애인�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손으,�○�

로� 단어를� 만들고 표정으로� 감정을� 나타내며� 몸의� 움직임� 등으로� 그� 의미,�

를� 완성함 수화는� 다시� 자음과� 모음을� 손가락으로� 표현하는� 지화와� 손과�.�

표정� 등을� 사용해� 단어를� 표현하는� 수화로� 나누어짐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

장애인들� 사이의� 대화는� 빠르고� 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화를� 모르는� 청

인과� 대화� 시� 수화통역이� 필요함

둘째 구화는� 입으로� 내는� 목소리� 언어를� 의미함 청인과의� 정확한� 의사전달,� .�○�

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본인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억양 높,� ,�

낮이 장단� 등을� 조절하기� 어려워� 듣는�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기도� 함 아무,� .�

리� 언어적� 표현이� 좋다고� 하더라도� 불쾌함을� 자아내는� 단점이� 있음 구화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수화� 혹은� 독화를� 익혀� 상

대방의� 의사를� 파악하여야� 함

셋째 필담은� 종이에� 글을� 적어서� 표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

수화를� 모르는� 건청인이� 청각장애인과�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이라고� 할� 수� 있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은� 있으나� 내용� 전달� 면에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필.�

담으로� 토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청각장애인� 중� 수화만� 알고� 일반�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일반� 언어의� 문법체계에� 따른� 글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김미옥 이미선( ,� 2013)‧

넷째 몸짓은� 수화를� 모르는� 건청인들과� 청각장애인이� 대화할� 때 혹은� 수화,� ,�○�

와� 글을� 모르는� 문맹� 청각장애인이� 의사를�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

는� 의사소통� 방법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단어나� 감정을� 신체사용을� 통해� 표

현하는� 것임 몸짓의� 단점으로는� 소통을� 원하는� 이들의� 문화� 또는� 성장�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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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따라� 특정� 몸짓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달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대화자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문100%� .�

맹� 청각장애인들의� 경우� 이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수화를� 아는� 청각�

장애인의� 중계� 통역을� 필요로� 함

이외에도�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보조기기가� 있음 의사소통의�.�○�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 개발된� 의사소통� 보조기기는� 작은� 목소리를� 크게� 확

장해주거나� 입력된� 문자� 정보를� 청각� 정보로�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함

예를� 들어 휴대전화� 단말기를� 컴퓨터와� 연결하여� 상대방� 목소리를� 차원�� -� ,� 3

동영상의� 입� 모양으로� 변환하는� 소프트웨어나� 자판에� 문장을� 입력하면� 컴

퓨터� 음성언어로� 출력되는� 보조기기� 들� 또는� 단어나� 언어를� 녹음� 저장하여�

필요한� 시� 메모리에서� 호출하여� 인조� 음성으로� 출력하거나� 버튼을� 이용해�

단어를� 적으면� 종이� 밴드에� 출력이� 되는� 보조기기들이� 있음�

이러한� 보조기기들은� 단순한� 정보의� 변환이나� 정보의� 형태� 변환과� 같은� 일○�

차적�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청각장애인들의� 의사

소통�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송지원 양승호( ,� 2009)‧

다 농인 구화인의� 의사소통� 한계.� ,�

교육� 분야의� 경우� 의사소통� 지원을� 받기� 위한� 이용빈도는� 높으나� 학원수강○�

을� 위한� 지원� 등� 세부분야에� 대한� 지원수준에� 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수

준으로� 낮게� 평가하였음 특히�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는� 의사소통� 지원서비.�

스� 이용빈도와� 수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현재� 청각.� ･
언어장애인 농아인 을� 대상으로� 수화통역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영( )

역의� 한계를�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함 보건복지부( ,� 2013)

구화인의� 경우� 수화를� 모르기� 때문에� 수화통역센터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아○�

예� 구화인을� 위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특히� 문자통역� 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선행연구에서� 현재� 의사소통� 지원기관을� 이용하.�

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상당수가� 필요한� 서비스� 지원이� 없어서 라는� 이‘ ’

유를� 들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난청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이� 부재한� 이유로도� 해석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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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통역� 필요가� 높은� 점과� 다양한� 분야의� 의사소통지원을� 감당하기에� 현재�○�

수화통역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문헌� 및� 통계� 연구를� 통해� 도출된� 수화통역사� 현황에� 따르면� 등록된�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숫자에� 비해� 수화통역센터에� 근무하는� 수화통역사가� 절대

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이유로� 인해� 수화통역센터의� 업무가� 주로� 긴급한� 통역이거나� 중요한�○�

통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기간� 통역이� 필요한� 경우 일상생활� 관련�,�

통역� 및� 학교� 수업이나� 학원�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통역� 등은� 미흡한� 것으

로� 나타났음

지원되는� 분야도� 대부분� 수화통역이고� 일부� 수화를� 모르는� 문맹� 농인을� 위○�

한� 중계� 통역� 정도여서� 난청인이나� 시 청각� 중복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 및�·

촉각� 통역서비스�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현재� 수화통역센터에서� 농아인을� 위해�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수화○�

를� 제 언어로� 사용하지� 않는� 농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이나� 수화를� 제 언1 1

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경우라도� 언어통역� 이외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농아인들의� 의사소통� 접근성을� 강화하고� 의사소통� 지원수준을� 높이기� 위해○�

서는� 현행� 수화통역센터와� 별개의� 독립된� 의사소통지원센터의� 설립이� 제기

됨

라 한국수어의� 개념.�

한국수화언어법� 제 조에� 따르면� 한국수어 수화3 “ (○� 13) 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

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의미함

한국수어는� 한국어� 음성언어나� 문자언어와� 다른� 언어� 형식을� 지닌� 시각언어○�

로� 한국� 농인들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가장� 선호하는� 제 언어� 임1

한국� 사회� 대부분의� 청인과는� 다른� 언어와�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농인들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외국의� 박물관이,� ,�

나� 미술관을� 이용할� 때와� 같은� 경험을� 하곤� 함 즉 자신이� 이해하기� 어려.� ,�

13)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 수화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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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언어와� 방식으로� 문화시설이용에� 필요한� 핵심정보들과� 서비스가� 제공됨

으로써 해당� 문화시설을� 물리적으로만� 접근하고� 배회할� 뿐 해당� 문화시설,� ,�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즐거움을� 만끽하지� 못하고� 있

음 그로� 인해� 청인들보다� 문화시설� 이용률이� 낮고 다양한� 문화� 경험을� 하.� ,�

지� 못하고� 있음 국립국어원( ,� 2014)�

년대부터� 일부� 용인되기� 시작한� 수화는�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1960○�

으켜� 토탈�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농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철학을�

제공 수화가� 정규� 교육기관에서� 사용된� 것은� 년� 프랑(Neisser,� 1993).� 1760

스� 파리에� 세워진� 농아학교라고� 전해지고� 있음.�

한국에서는� 년에� 세워진� 평양� 맹아학교 에서� 수화교육이� 시작1910 ( )盲啞學校○�

되었으며 한국청각장애자복지회 듣지� 못하는� 어린이가� 먼저� 인식할�( ,� 1992),�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수화는� 농아인에게� 있어서� 모국어

라� 할� 수� 있음

수어는� 모든� 농아동 수어의� 종류� 중� 촉각� 수어가� 포함되므로 여기에서� 농아( ,�○�

동이라� 함은� 시청각� 장애� 아동도� 포함하는� 개념 이� 접근할� 수� 있는� 언어임) .�

이에� 따라� 소아과� 전문의들은� 최대한� 이른� 시기에� 농아동을� 수어� 환경에� 노

출시키는� 것이� 농아동의� 언어� 발달에� 기여하고� 언어� 결핍을� 예방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음(Napoli� et� al.,� 2015)�

농아동에게� 수어� 환경을� 제공하는� 행위는� 농아동� 연구� 문헌에� 수없이� 보고○�

된� 방치� 행위 즉� 농아동의� 고립 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임 즉 농아동의�,� ‘ ’ .� ,�

언어�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Embry,� 2000;� Mathur� &� Mitchell,� 1993;� Sullivan� &� Knutson,� 2000),�

피해� 아동은� 언어� 사용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학대� 행위를� 고

발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짐(Johnson,� 2011)�

마 한국수어의� 특성.�

청각장애인은� 청력손실의� 정도나� 언어� 발달의� 정도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청각� 채널을� 통해� 언어를� 수용하거나�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음성언어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청각장애인도� 있으나 구화의� 사용이�,�

어려워� 시각언어인�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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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수화는� 의사소통의� 보조� 수단처럼� 생각했었으며� 수화를� 보조� 의사○�

소통�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청인이� 대부분임

년대� 미국� 갈로뎃� 대학 의� 윌리엄� 스토키1960 (Gallaudet� University)○�

가� 처음으로� 수화를� 언어학적� 관점에서� 연구한� 이래로� 수(William� Stokoe)

화는� 완벽한� 언어로서� 그� 자격을� 인정받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농인� 관련� 전문가나� 여러� 가지� 이유로� 수화를� 배우는�○�

사람들은� 수화를� 음성언어와는� 다른� 언어체계를� 가진� 또� 하나의� 언어로� 인

식하고� 있음 그런데도� 아직도� 한국수어라고� 하면� 만국� 공통어 라고� 생각하.� ‘ ’

거나 음성언어보다는� 어휘도� 부족하고� 불완전한� 언어로� 알고� 있는� 사람들,�

이� 많음

특히� 농인을� 들을� 수� 없거나� 듣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로� 인식하는� 대부○�

분� 사람은� 수화를� 의사소통의� 보조� 수단쯤으로� 생각함 농인은� 음성언어 한.� (

국어 를� 들을� 수� 없지만 글을� 읽어� 의사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 ,�

보에� 접근하거나� 의사소통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으리라� 생각함 그러나� 농.�

인은� 음성언어 한국어 습득에�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해� 음성언어에� 해당하( )�

는� 문자� 언어의� 습득에도� 어려움을� 지니고� 있음

미국이나� 덴마크와� 같은� 북유럽� 국가에서는� 수화를� 농인의� 모어인� 제 언어1○�

로� 인정하여 수화를� 통해� 교육과정에� 접근하도록� 함 즉 이러한� 교육적� 입,� .� ,�

장을� 가진� 농학교에서는� 농유아동에게� 먼저� 이들의� 제 언어인� 수화를� 가르1

치고 그� 수화를� 통해� 영어 덴마크어 를� 배우도록� 하는� 것임 이는� 수화의�,� ( ) .�

언어학적� 가치를� 인정하고� 수화를� 사용하는� 농인의� 언어적� 권리를� 분명히�

인정한� 결과임 국립장애인도서관( ,� 2013,� 30)

플라톤 이� 쓴� 크라틸로스 에� 의하면� 소크라테스(Plato) “ (The� Cratylus)”○�

는� 아테네�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우리에게� 목소리나� 혀가� 없을�(Socrates) “

경우 타인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농인처럼� 양손 머리� 및� 기타� 신체� 부위를�,� ,�

사용하여� 수화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음 소크라테스는� 이미� 기원?” .�

전� 년에� 농인들이� 제스처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임�350

레오나르도� 다� 빈치 또한� 농인� 예술가들이� 사용하는�(Leonardo� da� Vinci)�○�

제스처에� 대해� 논한� 바� 있음 는� 년� 그의� 자서전에서� 기.� Jean� Massieu 1798

숙사� 학교에� 입학하기� 전� 농인� 친구 형제 가족들과� 소통할� 때� 학교에서�,� ,�

사용하던� 수화와� 다른� 제스처와� 홈사인을� 사용했다고� 서술했음(La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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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 1984)

농인은� 시각과� 촉각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년� 는� 농인이�.� 1910 Veditz○�

시각에� 최초 최후 그리고� 항상� 의존하는� 인류 라고� 말했음 물론� 농인의�‘ ,� ,� ’ .�

시각적� 성향은� 언어� 그� 자체와� 제스처로부터� 출발하지만 그� 외� 기타� 요인,�

들도� 존재함 언어는� 진화하는� 과정에서� 수어의� 물리적� 공간을� 신체의� 특정�.�

부위로� 이동시켜왔음 년� 은� 의� 수어� 사전을� 연.� 1978 Battison Stokoe 1965�

구했는데 사전에� 실린� 수화� 개� 중� 개가� 얼굴� 부위에서� 발생하였고�,� 606 465

그� 외� 개가� 목� 아래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발견했음 즉� 수어는� 시각적145 .�

으로� 한층� 인지하기� 쉬운� 위치로� 진화하였다는� 것 실제로� 수어의� 공간적�.�

진화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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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농사회와� 농문화3

농사회의� 이해1.�

농인은� 그들� 나름의�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농문화 라고� 말.� ‘ ’○�

함 농� 문화를� 형성하게� 된� 요인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

장� 대표적인� 이유로� 언어의� 차이를� 들� 수� 있음 농인은� 수어를� 의사소통의�.�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어는� 의사소통의� 방법부터가� 음성언어와�

다르지만 문법적� 기능도� 음성언어와� 다름 농인은� 수어를� 모국어로� 생각하,� .�

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회� 속에서� 이중언어

갈등도� 일으키고� 있음 국립장애인도서관(Bilingualism)� .� ( ,� 2016.)

농이� 있다는� 것이� 농인의� 문화권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 농정체성을�,�○�

가진� 농인들은� 농인이� 주류사회� 속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일� 뿐� 자

신들이� 어떤� 장애 혹은� 어떤� 무능력 을� 가졌다고� 판(impairment)� (disability)

정되기를� 거부함 요나이야마� 외( ,� 2002)�

농과� 다른� 장애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농인에게는� 농문화가� 있다는� 것이며,�○�

농인� 가정에서는� 자녀가� 농인이면�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이� 활발하여� 가

정이� 화목하며 건청인� 자녀를� 둔� 농인� 부모는� 자녀와의� 대화� 단절로� 농인�,�

자녀를� 둔� 동료를�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요나이야마� 외( ,� 2002)

최성규 는� 문화를� 정의하고� 인정하기� 위해서� 첫째 문화를� 계승할� 공(1999) ,�○�

통� 언어가� 필요하며 둘째 문화적� 전통이� 계승되어야� 하며 셋째 문화를�,� ,� ,� ,�

계승하고� 발전하기� 위한� 일정한� 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일반적으로� 농.�

인의� 는� 정상적인� 청력을�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농인�90%

공동체에� 소속되지는� 않지만 이들은� 농학교에서� 처음으로� 자신과� 같은� 처,�

지의� 동료와� 만나� 강한� 결속감을� 느끼게� 되며 이후의� 삶은� 농인� 공동체에�,�

소속되어� 수화를� 모국어로� 인정하고�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는� 이차� 언어로� 이

해하여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게� 됨,�

이런� 관점에서� 농문화는� 한국수어라는� 차� 언어와� 농학교라는� 문화� 계승의�1○�

장소 그리고� 농사회라는� 세력적�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농사회에서�,� ,�

한국수어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농인은� 말을� 이해하기� 위해� 청각을� 사용할� 수� 없으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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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손실이� 너무� 심해서� 청각만을� 통해서는� 말을� 이해할� 수� 없으며� 청각을�

통해�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자신의� 말소리를� 스스로� 들을� 수� 없으므

로� 발음의� 정확성을� 기할� 수가� 없어� 일반인과� 대화� 시� 괴상한� 소리를� 내게�

되어� 소리를� 통한�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주로� 한국수어를� 사용함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은� 장애인으로서의� 인식보다� 소수민족� 또는� 농○�

문화권의� 인종이라는� 자각을� 하고� 있어 다른� 농인과의� 상호의존을� 소중히�,�

여기고� 수화를� 하지� 못하는� 청인과� 어울림을� 꺼려하나� 수화를� 익혀� 문화적�

동질성을� 획득한� 청인도� 농인공동체의� 일부로� 보고� 있음 이준우( ,� 2004).�

즉 같은� 한국수어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농인공동체의� 소속� 기준이�,�

되는� 것임

농문화의� 이해2.�

농인의� 농문화는�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이해하기가� 어,�○�

려우나� 농문화에� 대한� 이해는� 농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에� 매우� 큰� 의

미가� 있음

조용순 권요한 에� 따르면 농인들의� 농문화에� 대한� 태도는� 전체적으,� (2009) ,�○�

로� 점� 척도� 기준� 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수화언어5 3.44 .�

에� 대한� 자부심이� 로� 상당히� 높았으며 농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으3.65 ,� 3.46

로� 긍정적이었고 농인의� 삶에� 대한� 자부심도� 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 3.21

남

사회 문화적� 관점으로� 농인을� 보게� 되면 이들은� 시각언어인� 한국수어를� 사,�○� ․

용하는� 사람들로� 이들만의� 한국수어� 공동체를� 인정하게� 되며� 같은� 언어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의� 문화가� 존재하듯이 이들에게도� 시각� 채널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사람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존재함 국립장애인도서관( ,� 2014)�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사회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청인들○�

과는� 다른� 고유한� 문화를� 창조하게� 되는� 것 농인들은� 농사회에서� 좀� 더� 편.�

안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그들만의� 농문화는� 청인� 문화� 사이의� 완충� 역할,�

을� 함

농인은� 주류사회의� 듣는� 사람들� 틈에서� 일을� 하고� 생활하지만 의사소통이�,�○�

다르므로� 항상� 긴장하고� 의사전달에� 어려움을� 겪음 따라서� 이들은� 시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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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 속에서� 공유하는� 문화를� 즐기는� 경향,�

이� 있음 이러한� 농사회에� 존재하는� 농문화는� 농인들이� 청인들의� 편견과� 차.�

별� 대우에서� 벗어나� 이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므로� 이들에게� 삶의� 비타민이�

되어� 줌

그러나� 농인사회에서� 생활하는� 농인들이라도� 대부분의� 농인은� 청인� 부모에○�

게서� 태어나� 청인� 문화를� 먼저� 습득하게� 됨 하지만� 성장하면서� 농사회와�.�

농문화를� 알게� 되고 농세계의� 구성원들과� 강한� 연대감을� 느끼게� 되며� 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농인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농사회는� 농학교임

그리고� 성장하면서� 이들은� 농인� 교회 농인� 단체를� 접하게� 되며� 농문화는�,�○�

농인들이� 모여� 사는� 농학교 농인� 교회 농인� 단체� 등에서� 생성되고� 활성화,� ,�

되고� 전승됨.

농인들만의� 고유한� 문화인� 농문화는� 시각� 채널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농인들○�

의� 행동� 특성에� 의해� 만들어짐 즉 농인들은� 대화할� 때는� 서로� 꼭� 쳐다보.� ,�

아야� 하고� 대화� 장소도� 밝아야� 함 농인들은� 쳐다보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

고� 어두우면� 대화할� 수� 없음�

예를� 들어� 대화하던� 농인이� 고개를� 돌려� 상대방을� 보지� 않는� 것은� 더� � 이상�○�

상대방과� 의사소통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일� 수� 있음

또한 상대방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는� 소리를� 내는� 청인들과는� 달리� 가볍게�,�○�

상대방을� 치거나� 손을� 흔들거나� 발이나� 손바닥으로� 바닥을� 퉁퉁� 쳐서� 진동

을� 일으킴 또는� 방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는� 불빛을� 깜.�

빡거리기도� 함

이러한� 농인들의�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은� 청인� 사회에서는� 매우� 어색하거○�

나� 예의에� 어긋나� 보인다 그러나� 농인� 사회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

것임�

특히� 농문화와� 관련하여� 농인들의� 문화와� 여가생활을� 살펴보면 농인들은� 개,�○�

인적인� 여가생활을� 즐기기보다는� 모자라는� 잠을� 보충한다거나� 가까운� 산으

로� 등산하러� 가거나 가족과� 함께� 집� 근처에서� 가볍게� 운동을� 한다고� 하였,�

음�

주로� 여가를� 농인� 친구들과� 함께� 영화� 관람이나� 운동경기를� 관람하거나� 술○�

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낸다고� 하였음 농인들은� 의사소통의� 어.�

려움으로� 여가활동� 영역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였음 김경진(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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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농인들이� 다양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농인들의� 의사소○�

통�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함 즉 농인들의� 요구와� 관심에� 기초한� 문화.� ,�

와�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각� 채널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화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편안하게� 의,�

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도서관� 환경을� 구조화한다면� 도서관은� 청각장애인들○�

에게� 더없이� 편안하고� 행복한� 문화� 환경의� 장이� 될� 것이며 이러한� 도서관,�

은� 청각장애인들을� 고급문화로� 이끄는� 중차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



III. 농인의 독서 실태 및

도서관 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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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농인의� 독서실태�1

농인의� 독서율1.�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애인� 독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2020� ”�○� 전체� 독서율

은� 이며 장애� 유형� 중에� 농인 청각장애인 의� 독서율� 으로� 가장� 낮26.6% ,� ( ) 18.5%

은� 것으로� 나타남�

�

� � �

연도 전체
장애유형

시각 청각 발달 지체

년2020 26.6% 34.6% 18.5% 33.8% 26.0%

표< -Ⅲ 5 장애� 유형별� 독서율� 현황>�

장애유형별� 독서빈도는� 표 과� 같으며 개월에� 회� 정도 가� 로�� -� < -6> ,� ‘1 1 ’ 4.3%Ⅲ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에� 회� 정도 매일 개월에� 회� 정,� ‘1 1 ’(3.9%),� ‘ ’,� ‘1 2 3∼

도 개월에� 회� 정도 각�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청각장애인의� 경’,� ‘6 1 ’( 3.3%)� .�

우� 전혀� 읽지� 않는다 가� 로� 장애� 유형�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81.5% ,�

개월에� 회� 정도 가� 년에� 회� 정도 가� 개월에� 회� 정도‘1 1 ’ 4.2%,� ‘1 1 ’ 2.6%,� ‘6 1 ’

가� 순으로� 나타남2.5%�

Ⅲ 농인의� 독서� 및� 도서관� 이용�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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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장애유형

시각 청각 발달 지체

매일 3.3% 8.3% 2.0% 0.8% 3.0%

주에� 회1 2 3∼ 3.1% 5.8% 0.9% 3.3% 3.1%

주에� 회1 1 3.9% 5.9% 1.0% 6.3% 3.9%

개월에� 회1 2 3∼ 3.3% 5.0% 1.2% 5.2% 3.3%

개월에� 회1 1 4.3% 5.5% 4.2% 5.0% 4.0%

개월에� 회3 1 3.1% 1.9% 4.0% 3.0% 3.0%

개월에� 회6 1 3.3% 1.4% 2.5% 6.6% 3.2%

년� 회1 1 2.4% 0.6% 2.6% 3.6% 2.4%

전혀� 읽지� 않는다 73.4% 65.4% 81.5% 66.2% 74.0%

표< -Ⅲ 6 장애� 유형별� 독서빈도� 현황>�

장애인의� 하루� 평균� 독서시간은� 분이며 청각장애인이� 평균� 로�� -� 48.9 ,� 73.7%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각장애인 분 지체장애인 분 발달장애,� (60.8 ),� (44.8 ),�

인이� 분� 순으로� 나타남30.1

� � �

구분
장애유형

시각 청각 발달 지체

분� 미만20 분4.8 분18.1 분24.6 분16.1

분 시간� 미만20 1∼ 분42.1 분41.0 분59.0 분48.1

시간 시간� 분� 미만1 1 30∼ 분35.1 분18.2 분13.3 분26.9

시간� 분� 이상1 30 분18.0 분22.7 분3.1 분8.8

평균 분60.8 분73.7 분30.1 분44.8

표< -Ⅲ 7 장애유형별� 하루� 평균� 독서시간 기준 최근� 년� 이내� 독서경험자>� ( :� 1 )

표 과� 같이� 청각장애인이� 평균� 독서시간이� 높은� 이유는� 주로� 이용하� -� < -7>Ⅲ

는� 한국� 수어� 영상� 도서가� 평균� 재생시간이� 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30

독서시간이� 높은� 것으로� 예측됨

청각장애인의� 평균� 독서일은� 일로� 시각장애인� 일 지체장애인�55.7 125.6 ,�○�

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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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분
장애유형

시각 청각 발달 지체

연� 일� 이하12 27.3 71.9 54.0 48.8

연� 일 일� 이하30 52∼� 31.6 12.0 33.8 27.6

연� 일� 이상130 41.1 16.2 12.2 23.6

평균 125.6 55.7 38.4 72.4

표< -Ⅲ 8 장애� 유형별� 연평균� 독서일 기준 최근� 년� 이내� 독서경험자>� ( :� 1 )

청각장애인의� 연평균� 독서량은� 권으로� 지체장애인보다는� 높으나� 시각장7.9○�

애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료는� 종이책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 �

구분
장애유형

시각 청각 발달 지체

종이책 권4.3 권6.2 권7.2 권6.4

전자책 권2.1 권1.2 권2.6 권1.2

대체자료 권4.2 권0.5 권0.7 권0.0

전체 권10.6 권7.9 권10.6 권7.7

표< -Ⅲ 9 장애� 유형별� 연간� 독서량 기준 최근� 년� 이내� 독서경험자>� ( :� 1 )

청각장애인이� 선호하는� 책의� 종류는� 종이책 전자책 대체자료로� 순서로� 나,� ,�○�

타났으며 아직은� 청각장애인에게� 한국수어� 영상도서� 등의� 대체자료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예측됨

� � �

구분
장애유형

시각 청각 발달 지체

종이책 4.41 4.12 3.63 4.26

전자책 4.50 3.58 3.79 4.01

대체자료 4.56 3.57 3.52 3.56

표< -Ⅲ 10 장애� 유형별� 책� 종류별� 선호도>� 기준 최근� 년� 이내� 독서경험자 단위 점� 만점( :� 1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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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이� 독서를� 하는� 목적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교양‘ ’,� ‘○�

과� 상식을� 쌓기� 위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책� 읽는� 것이� 즐거워서 순으’,� ‘ ’,� ‘ ’�

로� 나타남 이러한� 순위는�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과� 비슷한� 경향임�.� ,�

� � �

구분
장애유형

시각 청각 발달 지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46.3% 38.8% 37.5% 37.6%

교양과� 상식을� 쌓기� 위해 28.7% 23.5% 6.3% 20.8%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13.0% 19.8% 18.3% 22.3%

일 공부 에� 도움이� 되므로( ) 6.1% 7.5% 21.5% 9.3%

책� 읽는� 것이� 즐거워서 4.7% 10.4% 16.0% 9.8%

기타 1.1% 0.0% 0.5% 0.0%

표< -Ⅲ 11 장애� 유형별� 독서� 목적>� 기준 최근� 년� 이내� 독서경험자( :� 1 )

청각장애인이� 독서� 장소는� 집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직장 밖‘ ’ ,� ,�○�

에서� 이동할� 때 도서관� 등으로� 나타남,�

� � �

구분
장애유형

시각 청각 발달 지체

집 93.1% 81.1% 81.6% 84.7%

직장 3.9% 9.1% 11.2% 9.9%

장소를� 가리지� 않음 0.0% 1.7% 1.0% 3.3%

밖에서� 이동할� 때 출퇴근 여행� 등( ,� ) 2.0% 4.0% 1.6% 1.3%

도서관 0.4% 1.7% 3.4% 0.9%

카페 0.0% 0.3% 0.9% 0.0%

서점 0.0% 0.3% 0.0% 0.0%

기타 0.7% 1.8% 0.3% 0.0%

표< -Ⅲ 12 장애� 유형별� 독서� 장소>� 기준 최근� 년� 이내� 독서경험자( :� 1 )

초등학생 중 고등학생 성인별로� 청각장애인이� 선호하는� 독서� 분야는� 표,� / ,� <○� Ⅲ

표 표 와� 같이� 조금씩� 차이가� 있음�-13>,� < -14>,� < -15>Ⅲ Ⅲ



- 47 -

� � �

구분
장애유형

시각 청각 발달 지체

동화 88.0% 89.8 97.6 81.6

그림책 21.5% 12.8 68.2 37.4

위인전 인물이야기,� 83.2% 73.5 47.8 74.8

과학 10.9% 43.1 9.4 11.6

동시 13.6% 18.4 9.9 18.4

소설 8.9% 11.0 6.6 17.1

취미 25.3% 8.9 6.1 4.8

종교 0.0% 3.1 6.4 0.0

역사 12.0% 13.3 2.5 27.1

자기개발서 15.6% 9.8 3.7 6.8

연예 오락 스포츠,� ,� 4.0% 6.0 3.5 20.3

예술 0.0% 0.0 3.8 0.0

수필 4.0% 0.0 1.4 0.0

기타 0.0% 0.0 1.2 0.0

표< -Ⅲ 13>� 장애유형별� 초등학생이� 선호하는� 도서 기준 최근� 년� 이내� 독서경험이� 있는� 초등학생( :� 1 )

� � �

구분
장애유형

시각 청각 발달 지체
장르소설 추리 로맨스 판타지 무협� 등( ,� ,� ,� ) 27.5 79.1 84.7 33.6

문학 시 일반소설 수필( ,� ,� ) 58.8 60.5 63.1 69.6
취미 오락 여행 건강,� ,� ,� 3.3 38.9 49.6 66.4

예술 문화,� 6.8 13.5 13.0 56.0
과학 기술 컴퓨터,� ,� 6.1 23.9 11.7 23.5
철학 사상 종교,� ,� 6.2 14.2 13.1 2.9

자기개발서 공부법 교훈 인생담� 등( ,� ,� ) 70.7 13.8 6.4 2.5
역사 지리,� 23.6 6.6 6.4 12.6

가정 육아 요리,� ,� 0.0 2.1 9.4 3.2
어학 외국어,� 9.0 24.5 2.7 5.2

직업 직업과� 관련된� 책,� 0.0 13.1 4.6 2.9
경제 경영,� 3.0 3.9 2.8 6.0

정치 사회 시사,� ,� 15.4 3.8 2.9 2.5
기타 0.0 0.0 1.9 7.8

표< -Ⅲ 14> 장애유형별� 중 고등학생이� 선호하는� 도서� / 기준 최근� 년� 이내� 독서경험이� 있는� 초등학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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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분
장애유형

시각 청각 발달 지체

문학 시 일반소설 수필( ,� ,� ) 40.2 42.3 57.9 51.2

철학 사상 종교,� ,� 36.4 40.2 18.7 34.6

취미 오락 여행 건강,� ,� ,� 22.0 39.9 43.8 31.4

장르소설 추리 로맨스 판타지 무협� 등( ,� ,� ,� ) 14.2 19.1 60.7 22.7

정치 사회 시사,� ,� 26.9 11.9 15.5 22.0

자기개발서 공부법 교훈 인생담� 등( ,� ,� ) 23.8 31.3 12.4 18.5

과학 기술 컴퓨터,� ,� 3.2 6.8 11.9 11.3

역사 지리,� 8.3 8.8 8.1 9.9

예술 문화,� 0.8 9.6 14.7 7.0

가정 육아 요리,� ,� 5.6 7.9 13.0 6.2

직업 직업과� 관련된� 책,� 0.9 31.3 .0 3.6

경제 경영,� 2.6 6.2 2.0 7.9

어학 외국어,� 2.4 0.7 2.8 2.6

기타 2.8 0.4 3.7 3.0

표< -Ⅲ 15 장애유형별� 성인이� 선호하는� 도서>� 기준 최근� 년� 이내� 독서경험이� 있는� 초등학생( :� 1 )

초등학생의� 경우� 동화 위인전 인물이야기 과학� 분야를� 선호하며 중 고등학,� / ,� ,� /○�

생의� 경우에는� 장르소설 문학 취미 오락 여행 건강 어학 외국어를� 선호하,� ,� / / / ,� /

였음 성인의� 경우는� 문학 시 일반소설 수필 철학 사상 종교 취미 오락.� ( ,� ,� ),� / / ,� / /

여행 건강 자기개발서 공부법 교훈 인생담� 등 직업 직업과� 관련된� 책이�/ ,� ( ,� ,� ),� /

비슷한� 비율로� 선호하고� 있음

장애유형별로� 차이를�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타� 장애유형보다� 과학분야를� 선,�○�

호하고� 있으며 중 고등학생은� 과학 기술 컴퓨터 어학 외국어 직업 직업과�,� / / / ,� / ,� /

관련된� 책을� 선호하고 성인은� 자기개발서 공부법 교훈 인생담� 등 및� 직,� ( ,� ,� )�

업 직업과� 관련된� 책을� 시각 발달 지체장애인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 ,� ,�

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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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이� 독서를� 하기� 어려운� 장애� 요인은� 표 과� 같음�< -16>○� Ⅲ

� � �

구분
장애유형

시각 청각 발달 지체
책� 이외의� 다른� 콘텐츠� 이용

영화 게임� 등(TV,� ,� )
34.7% 67.1% 70.4% 70.3%

책� 읽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 21.8% 56.8% 53.4% 46.9%

일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 30.2% 37.1% 40.2% 26.5%

현재의� 신체조건으로는�

책� 읽기가� 어려워서
51.3% 19.3% 22.5% 29.8%

대체자료나� 독서기기가� 부족해서 5.7% 8.5% 7.2% 3.2%

기타 1.7% 2.0% 0.5% 2.2%

표< -Ⅲ 16 장애유형별� 독서를� 어렵게� 하는� 요인>� 기준 최근� 년� 이내� 독서경험자 복수응답( :� 1 ,� )

표 과� 같이� 청각장애인이� 독서를� 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은� 책� 이외< -16> ‘○� Ⅲ

의� 다른� 콘텐츠� 이용 책� 읽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 일� 때문에� 시간이� 없’,� ‘ ’,� ‘

어서 순으로� 나타났음’�

특히� 시각 지체장애인에� 비해� 청각장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책� 읽는� 것이�,� ‘○�

재미가� 없어서 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수어� 영상’ ,�

도서� 보급�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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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농인의� 도서관� 이용� 및� 요구� 서비스�2

년�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률은� 로� 전년도� 에� 비해�2020 5.9% 32.4% 2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코로나 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예측됨,� 19

도서관� 이용률은� 성인 학생� 모두� 비장애인� 대비� 현저히� 낮으며 특히� 학생,� ,�○�

의� 도서관� 이용률 이� 비장애인� 이용률 대비� 매우� 낮아� 장애(20.3%) (60.8%)�

인과� 비장애인의� 도서관� 이용률� 격차가� 향후�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함

성인�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률 성인� 비장애인� 도서관� 이용률� -� (5.5%),� (23.9%)

최근� 년간� 장애유형별� 도서관� 이용빈도는� 표 과� 같음�1 < -17>○� Ⅲ

� � �

구분
장애유형

시각 청각 발달 지체

이용한� 적이� 없다 95.5% 95.5% 88.5% 95.1%

이용한다

소계 7.5% 4.5% 11.5% 4.9%

매일 0.1% 0.2% 0.5% 0.1%

주에� 회1 2~3 1.2% 0.0% 0.3% 0.4%

주에� 회1 1 1.2% 0.4% 1.3% 1.0%

개월에� 회1 2~3 2.2% 0.9% 3.0% 1.1%

개월에� 회1 1 1.8% 0.5% 3.3% 0.9%

개월에� 회3 1 0.4% 1.4% 0.9% 0.4%

개월에� 회6 1 0.4% 0.5% 1.3% 0.5%

년에� 회1 1 0.2% 0.6% 0.9% 0.7%

표< -Ⅲ 17 장애유형별� 최근� 년 년 간� 도서관� 이용빈도>� 1 (2019 )

표 과� 같이� 최근� 년간�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장애유형은� 청< -17> 1○�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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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장애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인식개선 도,� ,�

서관� 활용방안� 마련� 등이� 필요함�

최근� 년간� 장애유형별� 도서관� 관종별� 이용� 현황은� 표 과� 같음�1 < -18>○� Ⅲ

� � �

구분
장애유형

시각 청각 발달 지체

공공도서관 17.1% 57.2% 54.0% 63.7%

작은도서관 주민센터� 등( ) 22.5% 39.9% 31.2% 33.6%

장애인도서관 58.0% 9.7% 14.1% 4.6%

초 중 고� 학교도서관/ / 1.5% 21.9% 27.4% 7.8%

대학도서관 7.4% 5.4% 10.7% 4.1%

기타 8.7% 0.2% 1.4% 3.4%

표< -Ⅲ 18 장애유형별� 최근� 년 년 간� 도서관� 관종별� 이용� 현황 단위>� 1 (2019 ) ( :%)

표 과� 같이� 최근� 년간� 청각장애인이� 주로� 이용한� 도서관은� 공공도< -18> 1○� Ⅲ

서관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순이며 농인을� 위한� 전문도서관� 부재로� 시각,� ,� ,�

장애인보다� 장애인도서관� 이용�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장애유형별� 도서관에서� 이용해� 본� 시설� 및� 서비스� 현황은� 표 와� 같< -19>○� Ⅲ

으며 청각장애인이� 도서관에서� 이용해� 본� 시설 서비스� 중� 순위� 기준은� 도,� / 1 ‘

서정보� 검색� 시스템 이며 다음으로� 도서관� 이용� 및� 절차� 안내(46.2%)’ ,� ‘

대체자료의� 이용 방법안내� 및� 대여 순으로� 나타남(33.8%)’� ,� ‘ ,�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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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애유형

시각 청각 발달 지체

도서정보� 검색시스템 62.2% 46.2% 49.8% 55.6%

도서관� 이용� 및� 절차� 안내 43.2% 33.8% 46.4% 51.2%

엘리베이터 경사로 자동문,� ,� ,�
장애인주차장,�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7.5% 21.8% 38.2% 34.3%

도서관� 직원이� 장애인을� 잘�

이해하여� 제공하는� 설명과� 안내
12.4% 25.1% 27.3% 28.2%

대체자료의� 이용,�

방법안내� 및� 대여
12.7% 28.4% 17.4% 8.5%

독서� 교실 독서동아리 독서를�,� ,�
주제로� 한� 강연� 등의� 독서프로그램

7.2% 23.5% 8.7% 3.6%

독서보조기기의� 이용방법

안내� 및� 대여�
9.9% 9.2% 7.5% 3.8%

책나래� 등� 우편배달 택배를�,�

통한� 대출서비스�
12.9% 8.8% 0.9% 3.1%

실시간� 온라인� 상담�

서비스 원격상담( )
0.4% 2.4% 1.9% 0.4%

표< -Ⅲ 19>� 장애유형별� 도서관에서� 이용해� 본� 시설� 및� 서비스 기준 도서관� 이용� 응답자 복수응답( :� ,� )

표 과� 같이 청각장애인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집에서�< -20> ,� ‘○� Ⅲ

멀다 다음으로� 직원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부족하다(33.8%)’� ‘

도서관을� 찾아가기� 불편하다 순으로� 나타남(28.4%)’,� ‘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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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장애유형

시각 청각 발달 지체

도서관을� 찾아가기� 불편하다.� 27.5% 28.3% 49.8% 55.6%

집에서� 멀다 13.7% 33.8% 46.4% 51.2%

장애인을� 위한� 자료실 좌석 이� 잘�( )

갖추어� 있지� 않다
2.0% 21.8% 38.2% 34.3%

도서관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1.8% 25.1% 27.3% 28.2%

직원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부족하다
0.6% 28.4% 17.4% 8.5%

원하는� 대체자료가� 없다 0.4% 23.5% 8.7% 3.6%

대면낭독 독서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1.0% 9.2% 7.5% 3.8%

도서관에� 이용� 가능한�

독서보조기기가� 없다.�
0.1% 8.8% 0.9% 3.1%

기타 8.2%

책을� 읽지� 않는다 65.6% 2.4% 1.9% 0.4%

표< -Ⅲ 20 장애유형별�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기준 도서관� 이용� 응답자 복수응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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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농인의� 도서관� 독서 문화 프로그램� 참여� 현황�3 ( )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독서프로○�

그램� 또는�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다음과� 같음 국립장애인도서관( ,�

2020)

장애인의� 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참여율 년� 기준 은� 로� 매우� 낮으� -� (2019 ) 1.3%

며 이� 수치는� 년� 대비해서도� 매우� 낮은� 것을� 코로나 영향으로� 도,� 2018 19�

서관� 방문� 자체가� 낮아 독서프로그램의�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추정됨,�

그림( - Ⅲ 4 최근 년간 장애인의 독서프로그램 참여 빈도) 1

청각장애인의� 최근� 년간� 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 참여� 빈도는� 표 과�1 < -21>○� Ⅲ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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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분
장애유형

시각 청각 발달 지체

참여한� 적이� 없다 99.0% 97.8% 97.1% 99.2%

참여한

적이� 있다

소계 1.0% 2.2% 2.9% 0.8%

매일 0.0% 0.0% 0.2% 0.3%

주에� 회1 2~3 0.2% 0.0% 0.0% 0.0%

주에� 회1 1 0.2% 0.1% 0.5% 0.1%

개월에� 회1 2~3 0.1% 0.1% 0.0% 0.3%

개월에� 회1 1 0.4% 0.6% 0.8% 0.1%

개월에� 회3 1 0.0% 0.2% 0.3% 0.0%

개월에� 회6 1 0.0% 0.9% 0.4% 0.0%

년에� 회1 1 0.0% 0.3% 0.7% 0.0%

표< -Ⅲ 21 장애유형별� 최근� 년 년 간� 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이용빈도>� 1 (2019 )

표 과� 같이� 청각장애인의� 경우� 타� 장애인보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 < -21>Ⅲ

독서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도서관이� 적극적으로� 독서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할� 경우�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요계층이라고� 예측할� 수� 있음 또한� 이용빈도는� 개월� 회 개월,� 1 1 ,� 6

에� 회가� 가장� 높게� 나타남�1

○� 장애인이� 참여한� 독서프로그램의� 관종별� 운영현황은� 표< Ⅲ 과� 같음-23>

� � �

구분
장애유형

시각 청각 발달 지체

공공도서관 7.9% 52.3% 31.3% 7.6%

작은도서관 6.9% 27.9% 43.3% 34.0%

초 중 고� 학교도서관/ / 6.0% 10.8% 14.2% 9.7%

장애인도서관 67.5% 8.0% 12.7% 35.1%

대학도서관 23.4% 1.1% 0.0% 2.4%

기타 0.0% 0.0% 1.7% 11.7%

표< -Ⅲ 22 장애유형별� 최근� 년 년 간� 도서관� 관종별� 독서프로그램� 참여현황>� 1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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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과� 같이� 청각장애인이�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는� 독서프로그램은�� -� < -23>Ⅲ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프로그램 인� 것으로� 나타남(52.3%) .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도서관� 등� 장애인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프로그� -�

램� 참여율이�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각장애인은� 장애인도서관보67.5%

다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프로그램� 참여율이� 전체의�,�

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80.1%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개발� 및�� -� ,�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남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참여한� 독서프로그램은� 은� 독‘○�

서행사 독서활동 독후활동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41.8%,� ‘ ’� 39.6%,� ‘ ’� 34.5%�

독서행사 는� 청각장애인 독서활동 은� 지체장애인 독후활‘ ’ (65.9%),� ‘ ’ (49.0%),� ‘

동 은� 시각장애인 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국립장애인도서관’ (55.5%) ( ,�

2020)

그림( - Ⅲ 5 최근 년간 년 장애인이 참여한 독서프로그램 현황) 1 (2019 ) 

청각장애인이� 최근� 년간� 참여한� 독서프로그램은� 독서� 행사 독서�1 (65.9%),�○�

활동 독서� 치유 순으로� 나타났음(28.4%),�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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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분
장애유형

시각 청각 발달 지체

독서� 행사 30.6% 65.9% 26.8% 35.2%

독서� 활동 34.5% 28.4% 41.1% 49.0%

독후� 활동 55.5% 13.0% 38.9% 43.8%

독서� 치유 11.7% 24.6% 16.9% 13.6%

독서� 교육 14.5% 10.6% 6.8% 2.5%

기타� 활동� 11.7% 0.0% 1.7% 35.2%

표< -Ⅲ 23 장애유형별� 최근� 년 년 간� 참여한� 독서프로그램>� 1 (2019 )

표 과� 같이� 청각장애인은� 도서관에서� 단체로� 특정� 장소로� 이동하여�� -� < -23>Ⅲ

운영하는� 체험형� 도서관� 독서� 행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러한� 청각장애인의� 문화� 참여� 특성을� 반영한� 독서� 행사� 기획이� 필,�

요할� 것으로� 나타남

청각장애인이� 최근� 년간� 참여한� 독서프로그램� 중� 만족도가� 가장� 높은� 프로1○�

그램은� 표 와� 같이� 독서� 행사 독서� 활동 독서� 치< -24> (46.7%),� (27.0%),�Ⅲ

유 순으로� 나타남(18.5%)�

� � �

구분
장애유형

시각 청각 발달 지체

독서� 행사 30.6% 46.7% 26.8% 34.7%

독서� 활동 34.5% 27.0% 31.9% 49.0%

독후� 활동 57.6% 12.4% 30.2% 41.5%

독서� 치유 11.7% 18.5% 14.9% 13.7%

독서� 교육 14.5% 3.5% 3.6% 1.9%

기타� 활동� 11.7% 0.0% 0.0% 34.7%

<표 -Ⅲ 24 장애유형별� 최근� 년 년 간� 참여한� 독서프로그램� 중� 만족하는� 프로그램>� 1 (2019 )

한편 가장� 원하는� 독서프로그램� 종류� 역시� 청각장애인의� 경우� 독서� 행사,� ,�○�

독서� 치유 독서� 활동� 순으로� 나타남,�

청각장애인이� 바라는� 독서프로그램� 시행� 빈도는� 표 와� 같이� 개월에�< -25> 1○� Ⅲ

회 개월에� 회 주에� 회 월에� 회 순1 (27.7%),� 6 1 (24.7%),� 1 1 (14.6%),� 3 1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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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남

� � �

구분
장애유형

시각 청각 발달 지체

매일 0.0% 0.0% 0.9% 1.1%

주에� 회1 2~3 14.3% 5.1% 2.7% 0.0%

주에� 회1 1 20.8% 14.6% 19.8% 18.0%

개월에� 회1 2~3 13.0% 8.3% 16.2% 24.3%

개월에� 회1 1 34.8% 27.7% 41.8% 31.8%

개월에� 회3 1 11.6% 12.4% 10.6% 11.2%

개월에� 회6 1 4.9% 24.7% 6.7% 8.0%

년에� 회1 1 0.5% 7.2% 1.3% 5.5%

표< -Ⅲ 25 장애유형별� 원하는� 도서관� 독서프로그램의� 실시� 빈도>�

표 는� 장애유형별� 독서프로그램에� 참여� 시�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조< -25>○� Ⅲ

사한� 결과이며 장애유형별로� 직원과� 원활한� 의사소통 전문서비스� 등� 인적�,� ‘ ,�

요소� 강화 가�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접근이� 편리한�’ 38.9% ,� ‘

도서관� 위치 셔틀 저상 버스� 제공 대중교통� 연계� 등의� 이동� 지원서비,� ( ) ,�

스 대체자료� 및� 기자재 독서보조기기와� 같은� 자료� 및� 도구� 제’(35.9%),� ‘ ,�

공 순으로� 나타남�’(16.1%)�

그림( -Ⅲ 6 장애유형별 도서관 독서프로그램에 참여 시 가장 필요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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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의� 경우�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 시�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표<○� Ⅲ

과� 같음�-26>

� � �

구분
장애유형

전체 시각 청각 발달 지체

직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전문서비스� 등�,�

인적� 요소� 강화
38.9% 20.7% 42.5% 52.3% 31.5%

접근이� 편리한� 도서관� 위치 셔틀 저상 버스�,� ( )

제공 대중교통� 연계� 등의� 이동� 지원� 서비스,�
35.9% 37.1% 33.6% 26.2% 42.1%

대체자료� 및� 기자재 독서보조기기와� 같은�,�

자료� 및� 도구� 제공
16.1% 23.0% 20.9% 7.8% 18.8%

엘리베이터 점자촉지도 유도블럭� 등�,� ,�

편의시설� 마련
4.2% 0.5% 0.0% 7.8% 3.9%

이동도서관 우편배달 택배� 서비스와�,� ,�

같은� 대출서비스
2.5% 7.5% 2.5% 1.7% 2.6%

세미나 동아리� 모임� 장소와� 같은�,�

공간� 제공
2.1% 6.8% 0.5% 3.9% 1.2%

기타 0.3% 4.4% 0.0% 0.3% 0.0%

표< -Ⅲ 26 장애유형별� 도서관� 독서프로그램에� 참여� 시� 가장� 필요한� 서비스�>�

직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전문서비스� 등� 인적� 요소� 강화 가� 로� 가‘ ,� ’ 42.5%○�

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접근이� 편리한� 도서관� 위치 셔틀 저상,� ‘ ,� ( )

버스� 제공 대중교통� 연계� 등의� 이동� 지원서비스 대체자료� 및� 기,� ’(33.6%),� ‘

자재 독서� 보조기기와� 같은� 자료� 및� 도구� 제공 순으로� 나타났음� �,� ’(20.9%)�

따라서�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한국수어가� 가장한� 전담직원� 또는� 한국수어통○�

역사의� 도서관� 활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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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농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운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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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국내� 농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운영1

1. 농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와� 프로그램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에서� 밝힌�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지Institutions.� 2000)

침은� 아래와� 같음� �

도서관의� 모든� 장서 서비스 프로그램은� 청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 ,� ,�

해야� 함�

도서관의� 청각장애인� 커뮤니티회원은� 서비스나� 장서개발 자문위원회 서비� -� ,� ,�

스� 조직 네트워크� 등과� 같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계획과�,�

개발에� 참여하여야� 함�

도서관은� 한국수어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

도서관은� 읽을� 능력이� 없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역의� 문자습득� 프로그램� -�

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도서관은� 도서관이� 후원하는� 문자습득� 프로그램이� 개별� 청각장애인들의� 요� -�

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

도서관은� 온라인� 커뮤니티� 정보와� 참조�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역의� 청각장애� -�

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해야� 함�

도서관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청각장애에� 관련된� 전자적� 링크를� 제공하� -�

여야� 함�

가 농인 청각장애인 정보서비스�)� ( )�

농인 청각장애인 은� 다른� 장애에� 비해� 저조한� 공공도서관� 이용률을� 보이며�( )○�

의사소통� 방법� 차이로� 인해� 도서관� 및� 자료�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용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장애� 정도 한,�○�

국수어� 사용� 유 무� 및� 능력� 차이� 등� 농인 청각장애인 의� 특성과� 요구를� 반/ ( )

영한� 정보서비스� 개발이� 필요함

Ⅳ 농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운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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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 사용� 청각장애인� 대부분은� 도서관에� 한국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야�○�

함을� 강하게� 요구하였으며 한국수어통역서비스와� 더불어� 청각장애인� 전용�,�

정보검색�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국립중앙도서관�( 2008b)� �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는� 장애인� 당사자의� 기초조사와� 요구조사를�○�

시작으로� 시행과� 평가의� 과정이� 순환적으로� 반복되어야� 함 교육� 및� 문화프.�

로그램의� 운영은� 청각장애인� 직원� 및� 한국수어통역사와� 같은� 전문인력을� 통

해�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농커뮤니티와� 청각장애� 특수학교와의� 연계시.�

스템� 속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문화체육관광부�( 2013)

책나래서비스 우편택배서비스 상호대차서비스 방문대출서비스 평생‘ ’,� ‘ ’,� ‘ ’,� ‘ ’,� ‘○�

교육� 프로그램 순회문고서비스 기관대출서비스 질의응답서비스 문’,� ‘ ’,� ‘ ’,� ‘ ’,� ‘

화� 프로그램 정보검색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다양함� �’,� ‘ ’�

� � �

서비스� 명칭 내용

국립장애인도서관�

청각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

한국수어대면낭독서비스�

청각장애인이� 책을� 선정한� 후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신청하면� 한국,�

수어통역사� 가� 한국수어로� 낭독해주는� 서비스이다 평일� 오전이나�.�

오후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체수업은� 물론� 수업의� 형식으로� 진1:1�

행된다 문의� 및� 예약은� 문자 일반� 전화 영상전화 이메일� 등으로�.� ,� ,� ,�

가능하다.�

국립장애인도서관�

거점도서관� 청각장애인�‘

한국수어대면낭독�

독서프로그램 운영�’�

국립중앙도서관은� 년� 전국� 거점도서관을� 대상으로� 청각장애2014 ‘

인� 한국수어� 대면낭독� 독서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청각장애인’ .�

이� 주� 회� 도서관을� 방문� 하여� 한국수어영상자료 문자도서를� 함께�1 ,�

읽고� 책에� 대한� 흥미를� 증진하며 도서관이용교육을� 통한� 도서관�,�

이용의� 생활화를� 목적으로� 한다 참여도서관은� 서울도서관 부전도.� ,�

서관 한밭도서관 도계도서관 삼척도서관이며 농아인협회와의� 협,� ,� ,� ,�

력을� 바탕으로� 한국수어통역사� 또는�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을�

갖춘� 강사와� 함께� 진행한다.�

표�< -Ⅳ 1 국립장애인도서관� 청각장애인� 대상� 서비스� 사례�>�

나)� 청각장애인�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

청각장애인은� 그동안� 도서관� 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유형으로�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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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프로그램� 개발 운영� 시� 찾기에� 부담� 없는� 도서관 읽기에� 즐거운� 도· ‘ ’,� ‘

서관� 자료 청각장애인의� 특성이� 반영된� 교육 문화프로그램 이라는� 대� 요’,� ‘ · ’ 3

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 2013)

�

대� 요소에� 부합하는� 각급� 도서관의� 역할은� 표 와� 같음3 < -2>○� Ⅳ

대요소3 각급 도서관의� 역할

찾기에�

부담�

없는�

도서관�

국립장애인도

서관

도서관� 환경� 개선�▸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 개발�▸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개발�▸
독서� 활동� 활성화� 지원�▸

거점� 도서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업� 개발과� 시행�▸
독서� 활동� 활성화� 지원�▸
도서관� 알리기�▸

지역� 도서관

거점도서관과� 함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업� 시행�▸
독서� 활동� 활성화� 지원�▸
도서관� 알리기�▸

읽기가�

즐거운�

도서관

국립장애인도

서관

한국수어영상도서� 제작� 및� 배포�▸
코드를� 이용한� 제작과� 보급�QR two-way� book�▸

▸ 한국수어� 영상도서를� 읽을� 수� 있는� 기자재� 구입� 및� 활용� 방안� 수립�

청각장애인용� 을� 제작하여� 각� 학교나� 농커뮤니티와� 공유�e-book▸

거점� 도서관
청각장애인이� 관심이� 있는� 주제� 도서� 한국수어번역� 자료� 비치�▸
만화나� 웹툰� 같은� 시각적� 읽기� 자료� 다량� 배치�▸

지역� 도서관

지역도서관�독서프로그램�담당자와�농커뮤니티�관계자의�공동프로그▸
램� 개발과� 지원�

책�읽어주는�날�운영 책�읽어주는�교장선생님 선생님 친구 어머니�:� ,� ,� ,�▸
등등�

청각장애

인의�

특성이�

반영된�

국립장애인도

서관

청각장애인� 대상� 독서지도� 전문가� 양성�▸
청각장애인� 대상� 한국수어� 구연가� 양성�▸
청각장애학생의� 연령별 수준별 어휘� 표준화� 작업�( )�▸
농학교� 독서담당� 교사협의체� 지원�▸

�<표 -Ⅳ 2 교육�및�문화프로그램�모델�개발을�위한� 대�요소와�각급�도서관의�역할�>� 3
문화체육관광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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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의� 큰� 흐름은� 일반○�

적인� 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개발� 프로세스와� 차이가� 없음 다만 청각장애.� ,�

인만의� 특징을� 고려한� 영역별� 개발� 방안이� 표 과� 같이� 정리할� 수� 있< -3>Ⅳ

음 문화체육관광부( ,� 2013)

영역 개발방안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모1.�

델� 계획�

청각장애인� 기초조사�▸
문해� 수준� 파악 선호하는� 의사소통양식조사 컴퓨터� 사용수준�� -� ,� ,�

조사 청각장애인� 요구조사�,�

선호하는� 도서� 및� 정보� 조사 선호하는� 대중매체와� 매체� 조사� -� ,� ,�

청각장애특수학교�도서관� 담당교사와의�연계�및�협조 농커뮤니,�

티와의� 연계� 및� 협조�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모2.�

델� 평가� 및� 피드백�

기대효과달성� 여부� 평가�▸
인력의� 전문성� 평가�▸
평가에� 따른� 서비스� 강화�▸
평가에� 따른� 의견� 및� 건의사항� 반영�▸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모3.�

델� 제공�

기대효과달성� 여부� 평가�▸
인력의� 전문성� 평가�▸
평가에� 따른� 서비스� 강화�▸
평가에� 따른� 의견� 및� 건의사항� 반영�▸

청각장애인을�위한� 대체자4.� 영상자료의� 자막� 삽입� 제공�▸

표< -Ⅳ 3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영역별� 개발� 방안�>�

교육·

프로

그램

거점� 도서관

한국수어� 구연가� 배치 독서� 동아리� 지원 장소� 및� 통역사- ( )�▸
청각장애인� 도서� 축전� 개최� 예 책과� 함께하는� 골든벨 책으로� 보는�)� ,�▸
농문화� 등�

지역별� 또는� 전국� 청각장애인� 정보검색대회�▸

지역� 도서관

한국수어� 구연가� 배치�▸
읽기� 공부방� 운영�▸

▸ 그림동화 영화와� 함께하는� 이야기 나만의� 독서� 기록장 졸업까지,� ,� ( )�

병아리� 작가� 교실 직업과� 연계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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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각장애인� 서비스� 제공� 시� 고려사항� 및� 서비스� 사례�)�

의사소통�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한국� 수어� 통역서비스나� 문자로� 제공되는�○�

정보를� 한국수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며 안내� 게,�

시판이나� 카운터� 앞에� 필담이나� 한국수어가�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판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문해력이� 없거나� 약한� 청각장애인도� 문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국어교육� 프로그램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

프로그램� 제공� 시� 한국수어� 사용을� 고려하여야� 하며 도서관에서는� 농인을�,�○�

위하여� 시각적인� 경고시스템� 즉 피난구� 유도등을� 갖추어야� 함�,�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사례는� 다음과� 같음�○�

료� 준비� 및� 제공�
한국수어영상자료� 제작� 및� 제공�▸
쉬운� 책의� 제작� 및� 제공�▸

청각장애인� 사서� 및�5.�

인력�

청각장애인사서� 채용�▸
한국수어통역사 청각장애인통역사�,�▸
홈페이지의� 한국수어� 번역� 제공�▸

청각장애인�지원서비스� 홍6.�

보�

청각장애학교를� 통한� 홍보�▸
농아인종교단체를� 통한� 홍보�▸
농아인협회를� 통합� 홍보�▸
농아인대학생� 연합회를� 통한� 홍보�▸

청각장애인� 지원서비스를�7.�

위한�보조기기�구비�및�설

치�

보청기나� 유도루프� 등의� 비치� 및� 대여�▸
필담� 기기� 비치� 및� 제공�▸
시각� 경보등과� 같은� 음성정보의�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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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분 내용

서비스� 명칭
청소년� 농학생 청각장애인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진로 수업�� ‘ ’�

주체 서대문도서관�․

대상 청소년� 농학생 청각장애인 지적장애학생�( ),�․

내용

․�청각장애인�청소년에게도�다양한�진로와�직업에�대한�소개가�필요하다는 인식에�

서� 출발하여� 진로개발을� 자기� 주도적으로� 하기� 위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학습수준을� 구분하여� 시각적� 자료와� 실제� 활동을� 중․

심으로� 하는� 등� 효과적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청소년� 농학생 청각장애인 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반응이� 좋아� 이후에� 지적( )․

장애�학생을�대상으로�한�프로그램도�운영되었고 세부�프로그램으로는�책으로�,�

쑥쑥� 크는� 우리 책과� 함께� 톡톡 생각� 쑥쑥 독서� 체험� 및� 독후� 활동 의� 독서�,� ,� ( )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출처 년도� 제 회�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집 장려상2014 7 -� .� 76-86.�․

표< -Ⅳ 4>� 청각장애인� 대상� 국립장애인도서관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집 사례‘ ’



- 69 -

2. 농인을� 위한� 도서관� 운영�

가 영롱� 농문화도서관�.�

사단법인� 영롱회는� 년� 월� 일�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에� 국내� 최초로�2020 11 27○�

농인들을� 위한� 영롱� 농문화도서관 개관함�‘ ’�

우리나라� 만� 농인들을� 위해� 그동안� 끊임없는� 봉사와� 다양한� 활동을� 해온�� -� 30

사단법인� 영롱회는� 여러� 차례의� 추진위원회와� 농인전문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국립시설의� 농인전문도서관건립도� 건의하였

음

국가기관의� 건립이� 시간과�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며� 시간이� 필요한� 것을� 고� -�

려하여� 영롱회� 부설� 작은� 도서관을� 강남구청에� 신청하여 영롱� 농문화도서‘

관 이라는� 이름으로� 도서관� 등록을� 마치고� 년� 월� 일� 한상완� 교’� 2020 11 23

수를� 명예도서관장으로� 정달영교수 숭실대� 교수 를� 제 대� 영롱� 농문화도서( ) 1

관� 관장으로� 위촉하였음

� � �

그림( -Ⅳ 1 영롱 농문화도서관 개관 및 서가구성) 

영롱� 농문화도서관은� 농인은� 물론� 농관계� 자료를� 수집한� 뜻있는� 분들의� 기○�

증도서� 및� 학술� 잡지�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향후� 전문도서관으로서의� 발전

을� 모색하고� 있음�

공공도서관� 기반의� 작은도서관으로� 출발하는� 영롱� 농문화도서관은� 청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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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시설� 설립의� 촉매가� 되고� 지식� 및� 정보제공

의� 활성화 문화체험� 기회의� 확대 농인� 사회의� 성장과� 발전뿐만� 아니라� 삶,� ,�

이� 질이� 향상되고� 사회통합과� 복지실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14)

나 서울시립� 서대문농아인복지관� 도서관�.�

서울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이하� 서대문농아인복지관 은� 복지관� 내� 층에서�( ) 1○�

수화영상도서관을� 년� 월� 일� 개관하였음�2018 1 16

도서관은� 복지관� 층� 쉼터를� 개 보수한� 의� 공간에� 자리를� 잡았으며� -� 1 · 44 ,�㎡

자기계발 교양 소설 수필� 등� 일반도서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 영상� 등� 총�,� ,� ,�

개의� 수화� 영상도서� 를� 소장하고� 있음�1,482 DVD

수화영상도서를� 볼� 수� 있는� 컴퓨터� 대가� 마련돼� 있음�� -� 4

그림( -Ⅳ 2 서울시립 서대문농아인복지관 도서관 ) 

14) 국민일보�� 20.12.0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276993&code=61221111&cp=nv>� � (2021.10.31.�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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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관계자에� 따르면� 수화영상도서관은� 청각장애인에게는� 지식과� 정보“○�

의� 터로 비청각장애인에게는� 안락한� 휴식처가� 될� 수� 있는� 곳 앞으로� 주,� ”,� “

위에� 사는�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인� 시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1 1

게� 목표 라고� 함�”

도서관� 이용자들이� 원하는� 수화영상도서를� 감상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며 첫,�○�

째� 컴퓨터로�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접속해� 원하는� 자료 자막� 나오는� 편 자막�( ,�

없는� 편 를� 찾아보는� 방법이� 있으며 해당� 방법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

이� 국립장애인도서관에� 회원� 가입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비청각장

애인은� 이용할� 수� 없음�

비청각장애인은� 도서관에� 갖춰진� 개의� 수화영상도서� 에서� 원하는�1,482 DVD○�

자료를� 찾아보는� 방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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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복지관� 내� 도서관서비스� 운영3.�

가 대전광역시립� 손소리� 복지관.�

대전광역시립� 손소리� 복지관 이하� 손소리복지관 은� 농아인 청각 언어장애인( ) ( )�○� ․

특성을� 이해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인권을� 존중하여�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함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환경� 조성을� 통하여� 농아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실� -�

현하고자� 함

손소리� 복지관은� 년� 월에� 개관한� 청각 언어장애인� 전문복지기관이며2015 3 · ,�○�

대전에는� 개� 구마다� 장애인� 복지관이� 있으며 전국� 여� 장애인복지관�5 ,� 230

중에�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곳은� 단� 여섯� 곳에� 불과함· 15)

� -� 대지� 건축� 연면적� 규모5,014 1,860㎡� ㎡�

� -� 프로그램실� 개소 상담실� 개소3 ,� 2 언어치료실� 개소 청능검사실 다목적� 강,� 2 ,� ,�

당 체력단련장 시청각실� 등을� 갖추고� 있음,� ,�

손소리� 복지관은� 청각 언어장애인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언어 심리재활사업· · ,�○�

교육문화사업 직업재활사업 정보화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

음 이를� 통해� 농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돕.�

고� 있음

이곳의� 복지카페와� 영상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복지일자리 를� 통해� 자' '○�

립하게� 된� 청각 언어장애인임�·

대전� 내� 여� 명의� 청각 언어� 장애인을� 위한� 각종� 치료 직업재활훈련7,800 · ,� ,�○�

재가� 장애인지원 장애인� 가족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 수화영상도서� 제작�,� ,� ,�

보급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시설을� 개방하여�,�

사회통합� 추진�

15) 인용� https://daejeon-story.tistory.com/9967� (2021.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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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 3 대전광역시립 손소리 복지관) 

손소리� 복지관은� 농아인을� 위하여� 영상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음�○�

영상도서관은� 청각장애인들의� 지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자료� 수집�� -�

및� 제작 관리하고� 있음,�

정보의� 접근에� 제한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각장애인들에게� 양질의� 도서를�� -�

제공하여� 있으며 정보에� 더� 쉽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

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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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분 내용

이용대상 복지관� 이용자

이용시간 평일� 오전� 시� 오후� 시� 반� 휴무일� 매주� 토 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10 5 /∼�

자료이용 도서자료실에� 방문하여� 원하는� 자료를� 열람� 및� 대출

도서대출

대상자료� 유형� 도서자료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대출� 권수� 인당� 권까지� 신청� 가능·� 1 2

대출� 기간� 대출일부터� 일까지� 단 각� 권당� 회에� 한하여� 일� 연장� 가능·� 7 ,� 1 7

·� 대출방법� 복지관� 방문하여� 이용자� 등록� 후� 이용증을� 발급받아� 도서자료실에서� 대여

구비서류�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등�신분증�기재사항이�미비한�·� ( ,� ,�

경우 주민등록등본,� )

연체� 시 연체일수 대출� 권수 로� 산출되는� 일수만큼� 대출자격� 정지,� ( × )※

예 도서� 권을� 일� 동안� 연체� 시 일� 동안� 대출자격� 정지� )� 2 3 ,� 6

표< -Ⅳ 5 대전광역시립� 손소리복지관� 영상도서관� 이용안내>�

� � �

그림( -Ⅳ 4 대전광역시립 손소리복지관 영상도서관 운영 사례 ) 

손소리복지관� 영상도서관은� 책을� 읽어드립니다 보이는� 부모교육 을� 시작‘ ’,� ‘ ’○�

으로� 비대면�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대전역사탐방 과� 수제청만들기 등�,� ‘ ’ ‘ ’�

다양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16)� �

교육은� 회기에� 맞춰� 매주� 한편씩� 공개하고� 있으며� 강의는� 청각 언어장애12 ·○�

인들을� 위해� 수어� 통역과� 음성 자막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

16) 웰페어뉴스� (http://www.welfarenews.net 인용)� � (2021.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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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제공과� 배움의�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나 제주도농아복지관.�

제주도농아복지관은� 장애인� 및� 지역� 사회� 소외� 계층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임17)

복지관은� 농아인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과� 농아인� 복지� 정책을� 연구○�

하여� 보급함으로써� 지역� 사회� 복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농아인이� 주체가� 되어� 농아인의� 복지� 향상을� 꾀하는� 기틀을� 마련하여�○�

농아인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당당한� 자신감과� 삶의� 희망을� 주려는�‘ ’

목적에서� 건립되었음

� � �

그림( -Ⅳ 5 제주도농아인복지관 ) 

복지관� 건립을� 위해� 년� 농아인들이� 주축이� 되어� 사회� 복지� 법인� 농애2003○�

17) 네이버� 지식백과 제주도� 농아� 복지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 ]� [ ]� ( )濟州道聾啞福祉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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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설립하였고 년� 월� 공사를� 시작하여� 년� 월� 일� 개관하였,� 2004 10 2005 7 1

음�

� -� 년� 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으로부터�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 지정2006 4

년� 월� 제 차� 희망� 날개� 교육� 프로그램� 사업� 수행� 기관� 선정� -� 2010 4 3 e-

년� 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로부터� 복지� 기관�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 2012 5

수행기관� 선정

년� 월� 제주도� 농아복지관� 부설� 수어연구원� 개소� -� 2013 2

제주도� 농아복지관은� 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규모이며 지하�2,015 ,� 1 ,� 4 ,� 1○� ㎡

층에는� 주방 식당 노인� 프로그램실이� 있고 층 층에는� 상담실 정보화�,� ,� ,� 1 4 ,�∼

상담실 장애인� 자활� 및�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실 세미나실 시청각실 대강,� ,� [ ],�

당� 등의� 시설이� 있음�

제주도� 농아복지관의� 주요� 사업으로는� 농아인� 직업재활사업 국제� 장애인� 관,�○�

광� 교류� 사업 농아인� 체육� 활성화� 사업 평생교육� 지원� 사업 청각� 언어장,� ,� ,�

애�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관리� 사업 장애아동� 재활�,� ,�

치료� 사업 발달� 재활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장애인� 정보화� 교육� 사업 수[ ,� ],� ,�

화� 관련� 사업 수화� 교육� 및�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 제주� 농아� 자치방송국�[ ],�

운영� 사업 상담지도� 사업 재가� 복지� 사업 사회� 교육� 사업 조사� 연구� 사,� ,� ,� ,�

업� 등이� 있음�

제주도� 농아복지관은� 년과� 년에� 청각장애인� 가족� 간� 유대감을� 강2013 2014○�

화하고� 사회성을� 높이기� 위해� 청각장애인�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여가� 문‘

화� 활동� 및� 가족� 상담� 지원� 사업 을� 진행한� 바� 있음 청각장애인� 가족들이�’ .�

함께� 여가� 문화� 활동을� 하면서�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족� 사랑� 한마‘

당 우리� 가족� 최고야 가족� 웃음� 교실 가족� 협력� 생활� 소품� 만들기:� ’,� ‘ ’,� ‘ ’,�

미술� 심리� 프로그램 을� 운영�‘ ’

제주도� 농아복지관의� 조직� 및� 직원현황은� 관장 사무국장 기획� 경영� 관리,� ,�○�

팀 상담� 사례� 관리팀 직업� 기능� 향상팀 가족� 기역� 문화팀 사회� 역량� 옹,� ,� ,� ,�

호팀 수어� 정보�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년� 현재� 관장� 명 사무국,� .� 2015 1 ,�

장� 명 팀원� 명 조기� 특수� 교사� 명 정보화� 교육� 강사� 명 연구원� 명�1 ,� 18 ,� 1 ,� 1 ,� 1

등� 총�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월평균� 이용� 인원은� 여� 명이며23 .� 3,130 ,�

운영� 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농애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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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국외� 농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운영2

공공도서관� 내� 농인을� 위한� 특화� 서비스1.�

가.� 미국� Library� Services� for� the� Deaf� and� Hard� Hearing(LSDHH)

테네시� 내슈빌� 공공도서관� � � � ( )

역사1)�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LSDHH18))는 년� 내쉬빌시� 내� 1978

에� 있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년에� 청각TTYs ,� 1979

장애인들에게� 도서와� 미디어� 자료� 대여와� 뉴스와� 일기예보와� 같은� 정보를�

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음 국립장애인도서관TTYs ( ,� 2013,�

43)�

년� 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기금과� 합쳐지면서� 본격1979○�

적인� 청각장애인�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그� 후� 몇� 년� 동안은� 뉴스� 제공TTYs

과� 도서대여� 서비스� 외에�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 자막이� 있

는� 영화상영� 서비스� 정도를� 제공하였음�

이후� 농인과� 난청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농인과� 난청인○�

을� 위한� 프로그램� 외에도� 일반인들의� 청각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한� 청각장애� 이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였음 또한 네쉬빌� 시민을�.� ,�

대상으로� 제공하던� 청각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테네시주� 전체에� 거쳐� 거주

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에게까지� 서비스와� 지원을� 확대하였음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재정은� 처음에는� 연○�

방� 의� 보조금� 지원으로� 이루어LUCA(LibraryServicesandConstructionAct)

졌으며 년에� 테네시주� 의회가� 이�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을� 승인하면서�,� 1986

운영자금이� 늘어나게� 되었음

년에� 추가로� 기금을� 확보하게� 되어� 연방보조금과� 주� 정부의� 교부금에�1993○�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매년� 안정적으로� 재정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농사회와� 협조하여� 재정확보에� 힘쓰고� 있음,�

18)� https://tndeaflibrary.nashville.gov 인용� � (2021.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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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서비스� 내용2)�

인적구성은� 명의� 상근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 모두� 미국수화로� 의사3○�

소통을� 하고� 있음 년부터� 근무하고� 있는� 매니저인� 은�.� 1979 Sandy� Cohen

청각장애를� 전공한� 특수교사� 출신이며� 농인사회와�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농인� 사회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로� 활약하고� 있음

매니저이자� 코디네이터인� 은� 프로그램의� 개발에서부터� 운영Sandy� Cohen○�

에� 이르기까지� 직접� 농아인협회 농학교� 등� 여러� 농사회를� 방문하여� 그들의�,�

의견을� 듣고�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반영하고� 있음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도서관을� 방문하는� 청각장애인만을� 대상으LSDHH○�

로� 정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와� 교육

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능동적으로� 제공하고 농사회와� 농학교� 등과� 연계,�

하여� 청각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농인들을�․

위한� 정보와� 문화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음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도� 제공○�

하여� 학생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

육 문화 복지를� 망라하는�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원센터의� 역할을�,� ,�

하고� 있음�

웹� 사이트를� 통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청각장애인에게� 도서관뿐만� 아니○�

라� 교육 통역 의료 보조기기 고용 주거 재정지원과� 같은� 일상생활에� 필,� ,� ,� ,� ,� ,�

요한� 다양한� 분야의� 지원서비스와� 정보를� 지역별로�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청

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지원�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음

농학교 농인단체 농인교회와�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홍보도� 센,� ,�○�

터의� 웹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내슈빌� 시뿐만� 아니라� 테네시주� 전

역에� 사는� 청각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음

센터는� 농인들이� 직접� 방문하여� 모이는� 곳일� 뿐� 아니라 웹� 사이트를� 통해�,�○�

모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므로� 예전� 기숙사� 형태� 농학교와� 같이�

농문화의� 산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

이곳에서� 제공하는� 주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청각장애� 관련� 도서� 및� 영상물� 등� 자료�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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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을� 위한� 온 오프라인� 도서대여� -� ․

청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청각장애� 이해� 프로그램� 운영� -�

� -� 온라인을� 통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반적인� 교육 문화 생활� 정보제공․ ․

수화통역� 제공� -�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화� 공간� 제공� -�

� � �

그림( -Ⅳ 6 홈페이지 ) Library Services for the Deaf and Hard of Hearing 

그림 은�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는�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6) LSDHH�○� Ⅳ

프로그램과� 도서관� 관련� 소식뿐� 아니라 농아인� 협회와� 같은� 농사회의� 관련�,�

기관 농아인교회 농학교� 등에서� 하는� 모든� 행사� 등을� 게시하여� 홍보하고�,�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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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림( -Ⅳ 7) 의  Library Services for the Deaf and Hard of Hearing
도서관서비스 화면

그림 은� 도서관� 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서관에� 있는�( -7)○� Ⅳ

도서와� 자료들을� 검색할� 수� 있으며� 도서관�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음

도서관은� 청각� 및� 언어장애인 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정의하고�(LSDHH)○�

있음�

성인과� 어린이를� 위한� 도서 미디어� 프로그램� 및� 보조� 기기� 대여� -� ,�

참고정보� 서비스� -�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보조기기 체험� 공간� 제공� -� (Assistive� Devices)�

학술잡지와� 소식지를� 포함한� 참고자료� 수집� -�

시청각장애인 농아인 언어장애인을� 위한� 특별� 프로그래밍�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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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및� 지역사회� 대중� 인식� 프로그래밍을� 위한� 현직� 교육� � � ․�

도서관은� 총� 개� 이상의�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12,750○� ․

으며� 해당� 자료들은� 농인들이�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접근� 가능한�

형식의� 자료를� 찾을� 수� 있음�

이� 컬렉션은� 어린이� 또는� 성인 난청 청각장애� 또는� 청력� 여부와� 관계없이�,� ,�○�

정보�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음�

대출� 가능한� 모든� 자료 도서 미디어� 프로그램 장비 는� 주간� 대출할� 수� 있( ,� ,� ) 3○�

으며 내슈빌� 거주자는� 내슈빌� 공공도서관 카드,� (Nashville� Public� Library)�

만� 있으면� 되지만� 카운티� 외부에� 거주하는� 거주자는�Davidson� Tennessee�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직접�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규정은� 다.�

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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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 8 의 도서관 대출규정) Library Services for the Deaf and Hard of 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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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환경� 및� 비치� 자료3)�

는� 내슈빌� 공공도서관의� 층에� 자리� 잡고� 있으며 책을� 보거나� 쉴�LSDHH 3 ,�○�

수� 있는� 청각장애인� 전용공간을� 마련되어� 있음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분리.�

된� 공간에는� 청각장애� 관련� 잡지와� 유아� 및� 아동용� 도서가� 일부� 배치되어�

있어� 그곳에서� 책을� 보거나 세미나를� 할� 수도� 있으며� 편안하게� 모여� 쉬기,�

도� 함�

그림 는� 안에� 있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 데스크( -9) LSDHH�○� Ⅳ 19)임� �

� � �

그림( -Ⅳ 9 의 안내데스크) Library Services for the Deaf and Hard of Hearing

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간을� 통해서� 청LSDHH ,�○�

각장애인들의� 특성상� 다른� 일반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히� 책을� 읽거나�

모일� 수� 있음 청각장애인들이� 영상통화를� 하거나� 영상자료를� 볼�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음

는� 청각장애� 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교양� 문화� 수준의� 자LSDHH○�

료에서부터� 전문적인� 자료까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도서와� 영상자료가� 총�

망라되어� 있음 청각장애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수화� 관련� 자료 농문화� 관.� ,�

19)� https://tndeaflibrary.nashville.gov/learn/about-us/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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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자료 농교육� 관련� 자료� 등이� 갖추어져� 있음,� .

수화� 관련� 자료는� 유아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수화� 학습� 교재 수화로� 번,�○�

역하여� 제공하는� 동화책에서부터� 성인용� 도서와� 영상자료 수화로� 제공하는�,�

강의� 및� 생활� 정보 일반인들을� 위한� 수화교재 수화� 관련� 전문학술지까지�,� ,�

갖추어져� 있음

농문화� 관련� 자료는� 수화� 시 수화유머를� 비롯한� 농정체성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구비되어� 있으며� 농교육과� 관련해서는� 농교육의� 역사 농교육� 방법,�

에� 관한� 교재 농교육� 관련� 전문학술지가� 갖춰지어� 있었으며 청각장애� 학,� ,�

생의� 학습을� 도와주는� 교재도� 갖추어져� 있음.�

멕시코� 수화 영국� 수화 뉴질랜드� 수화� 등� 외국의� 수화를� 배울� 수� 있는� 교,� ,�○�

재도� 갖춰져� 있어�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수화와� 농문화에� 관심이� 있는� 일반

인들도� 많이� 찾고� 있음

나 미국�.� San� Francisco� public� library� deaf� services� center

샌프란시스코� 공공도서관� � � � ( )

역사1)�

년� 오클랜드� 공공도서관과� 샌프란시스코� 공공도서관은�1977 LSCA� (Library�○�

로부터� 기금을� 받아� 베이 지역� 청Services� and� Construction� Act) (Bay)�

각장애인�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

이� 기금은� 직원을� 고용하고� 그들의� 고유한� 필요를� 반영한� 컬렉션을� 개발하○�

는� 데� 사용되었음 센터의� 독특한� 배너 그림� 는� 년에� 지역� 청.� ( 35) 1980~1989

각장애인� 예술가� 가� 디자인하고� 청각장애인� 서비스� 사서인�‘Lee� Ann� Akau’

가� 직접� 제작하였음‘Margaret� Myhre’ .�

두� 개의� 자� 모양으로� 표시된� 라이브러리 는� 베이� 브리지� -� "L" " " (Bay� Bridge)

의� 끝부분을� 형성하고 는� 연결된� 집게손가락으로� 표시되는� 것처,� "Friend"

럼� 다리의� 중심을� 강조함.�

이� 배너는� 컬렉션의�� -� San� Francisco� public� library� deaf� services� center�

영구적인� 상징� 표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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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림( -Ⅳ 10)  San Francisco public library deaf services center banner

서비스�2)�

는� 청각장애� 또는� 난San� Francisco� public� library� deaf� services� center○�

청이� 있는� 성인과� 어린이 가족 친구� 및� 전문가를�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 ,�

고� 있음

센터에서� 제공하는� 컬렉션� 및� 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직원이� 미국� 수화� 및� 영어로� 서비스� 제공� -�

미국� 수화 청각장애인� 문화 통역 육아 청력� 상실 청각장애� 및� 기타� 관� -� ,� ,� ,� ,� ,�

련� 주제에� 관한� 방대한� 책 잡지 비디오� 및� 모음,� ,� DVD�

잡지� 기사 신문� 스크랩 책� 및� 비디오� 비평 안내서 전단지� 및� 임시� 보관� -� ,� ,� ,� ,�

소의� 자원20) 파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제공되는� 미국� 수화 수화� 통역 청각장애인�� -� ,� ,�

20) 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주제를� 망라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별도의� 주제별� 서비스� 페이지� 제공� 1960 ,�
%%%%WXYYZ[U\\[]Z^I_`a\^_bcYd_e[\fcdeg^dh`c`i\jkc]g[k`ldbk[\jkc]g[k`ldbk[gbkeYk`g`k[_m`bkg]d^k[ +no%%GQRQFIFRIpFI%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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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청각장애� 교육� 및� 기타� 관련� 과목에� 대한� 수업,�

후원� 프로그램의� 경우� 청각� 보조� 장� -� SFPL(San� Francisco� public� library)�

치와� 다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음 미국� 수화통역 영어� 구두� 통역� 및� 실.� ,�

시간� 영어� 자막.�

청각장애인� 또는� 난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관� 정보제공� -�

자막� 디코더가� 장착된� 에서� 비디오 보기� -� TV /DVD�

비디오폰 영상전화 은� 운영시간� 동안� 서비스� 센터에서� 사� -� Sorenson� VRS� ( )

용할� 수� 있음

� � �

그림( -Ⅳ 11 샌프란시스코 공공도서관의 청각장애인 서비스 센터) 

센터에서� 제작한� 청각장애� 또는� 난청� 아동의� 부모를� 위한� 온라인� 참고정보○�

원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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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내용 주소
청각장애� 또는�

난청이� 있는� 영유아�

부모를� 위한�

참고자료
(A� Resource� Guide�

for� Parents� of� Infants�

and� Toddlers� Who�

Are� Deaf� or� Hard� of�

Hearing

청각장애인� 교육에서� 사용되는��

언어 의사소통� 도구� 및� 교육적� 접근�,�

방식에� 대한� 학부모의� 관점에서�

포괄적인�정보를�포함할�뿐만�아니라�

서명� 및� 서명의� 이점에� 대한� 소개도�

제공

�

http://www.cde.c

a.gov/sp/ss/dh/d

ocuments/prgsum

mary.pdf

청각장애� 아동� 권리�

장전

(the� Deaf�

Children's� Bill� of�

Rights)

년� 의회� 법안인� 청각장애� 아동�1836

권리� 장전은� 년� 월�1996 9

캘리포니아에서� 법률로� 서명

http://www.cde.c

a.gov/sp/ss/dh/a

b1836.asp

청력� 상실에� 대한�

부모� 안내서

(Parent's�Guide� to�

Hearing� Loss)

자녀의� 청력� 상실에� 대해� 부모의�

감정과� 합리적인� 정보� 안내

http://www.cdc.g

ov/ncbddd/hearin

gloss/parentsguid

e/resources/

장애아동� 가족� 지원

(Support� for�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조직으로�

년� 넘게� 장애나� 특별한� 건강�30

관리가� 필요한� 자녀를� 둔� 부모 가족�,�

및� 전문가에게� 무료� 지원을� 제공

http://www.suppo

rtforfamilies.org

인공와우� 교육센터

(Cochlear� Implant�

Education� Center)

년에� 개발되고� 년에�2003 2012

업데이트된� 정보로� 입후보 의사�,�

결정 보험 교육� 및� 소아� 양측�,� ,�

이식의� 증가에� 대한� 정보가� 포함

http://www.gallaudet.

edu/clerc_center/infor

mation_and_resources

/cochlear_implant_ed

ucation_center/ci_navi

gating_a_forest.html

미국� 수화� 배우기,�

(ASL)

온라인으로� 미국� 수화 학습에�(ASL)�

관심이�있는�사람들을�위한�정보제공

http://www.hands

peak.com

표< -Ⅳ 6>� Online� Resources� for� Parents� of� Deaf� or� Hard-of-Heari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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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 히라카나 시� 시립중앙도서관.� ( )枚⽅

역사1)�

일본의� 청각장애인 난청인� 포함 은� 약� 만� 명� 수준이며 히라카타시는� 오사( ) 5 ,�○�

카부 에� 속해� 있으며� 인구는� 만� 명� 정도의� 도시임 이� 도시에는�( ) 41 ,� 8⼤阪府

개의� 도서관과� 개의� 분관 개의� 이동문고가� 운영� 중임11 ,� 26

가장� 중심이� 되는� 도서관이� 히라카타시� 시립중앙도서관(⼤阪府 枚⽅市⽴の○�

임 년� 오사카부� 히라카타시� 북� 스테이션� 개설을� 모태로�) .� 1952中央 書館図
발전하였으며 년� 초� 시청에서� 장애인으로� 특별� 채용된� 청각장애인� 직,� 1990

원을� 도서관에� 배치하면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에� 대해� 본격적

으로� 고민하기� 시작하였음21)

� � �

그림( -Ⅳ 12 오사카부 히라카다시립 중앙도서관) ( )大阪府 枚方市立中央図書館の

이러한� 시도는� 년� 신체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1990○� 22)으로� 시청각장애인� 정

21)� https://www.photolibrary.jp/img544/163811_5267051.html 인용� � (2021.10.31.� )
22) 신체장애인복지법 제 조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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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제공� 시설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본격적으로� 실행된� 것이라�

할� 수� 있음 즉� 일본� 후생성 현재의� 후생노동성 은� 신체장애인복지법� 제�.� ( ) 34

조와� 시행규칙� 조에� 의해� 청각장애인의� 정보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자막18

수화 이� 있는� 비디오를� 제작 대여하고� 수화통역사를� 파견하며� 정보기기대( ) ,�

여� 등을� 담당하는� 시설을� 설립해야� 함�

이러한� 정부� 시책에� 따라� 히라카타시� 중앙도서관에서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음�

그� 후� 년� 청각장애인과� 교류회를� 개최하여� 청각장애인들의� 도서관� 이용�1991○�

활성화를� 위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여� 도서관서

비스를� 시작하였음 년� 중앙도서관� 이용안내 를� 자막과� 수화를� 통해�.� 2006 ‘ ’

공지 하였고 년� 청각장애인을� 대상으(“ ”) ,� 2007障害者 利⽤案のための聴覚 内
로� 도서관� 이용� 설명회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함,�

또한 도서관� 직원들도� 수화를� 배우고� 직원� 중에�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취득,�○�

하였으며 년� 기준� 히라카나시� 시립중앙도서관에는� 청각장애인� 직원�,� 2013 3

명이� 근무를� 하면서� 청각장애인들의� 도서관� 이용을� 지원하고� 있음

히라카타시� 시립중앙도서관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도서관으로� 이치카와시�○�

중앙도서관 도� 있으며 이치타와시� 중앙도서관� 역시�( ) ,�市川市中央 書館司図
초창기에는� 수화� 제공 그림책� 모임� 운영으로� 시작되었으며 향후� 직원들이�,� ,�

청각장애인� 친화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수화를� 학습하였고 직원� 중� 명을�,� 4

장애인서비스� 전담직원으로� 운영하고� 있음23)�

서비스2)�

도서관� 층에� 장애인을� 위한� 독서� 지원� 자료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5○� 24)�

시청각장애인정보제공시설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점자간행물 시각장애인용� 녹음자료 청각장애인용� 녹화자료 기타�� � � � ,� ,� ,�
시각장애인� 전용� 자료를� 제작� 제공하거나� 점역 문자를� 점자로� 번역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수화통역� 등을� 행하는� 자의� 양성�( )�
및� 파견 기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
신체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조� � 18『 』�
법제 조에�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편의는� 점역� 또는� 수화통역� 등을� 행하는� 자의� 양성� 또는� 파견 점자간행물� 등� � � � 34 ,�

의� 보급� 촉진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보기기의� 대여 시청각장애인에� 관한� 상담� 등으로� 한다,� ,� .…
23)� .� .� .� 1994.� 18(2).�⼩川夏 書館 障害者 究での サービス リハビリテーション「 」恵 図 聴覚 研
� � � https://www.dinf.ne.jp/doc/japanese/prdl/jsrd/rehab/r082/r082_014.html 인용� � (2021.10.31.� )
24)� https://www.hira2.jp/matome/matome-center-20181025.html 인용� � (2021.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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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림( -Ⅳ 13 도서관 층 장애인자료실 참고자료실과 한 층을 양분해서 이용) 5 ( )

히라카나� 시� 중앙도서관의� 지원� 및� 서비스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의�○�

해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 첫� 번째가� 청각장애인� 중에서� 희망자만� 대출.�

카드에� 귀마크스티커 를� 부착해� 주는� 것 그리하여� 도서관� 창구에서� 이� 스‘ ’ .�

티커를� 보이면� 직원이� 수화와� 필담� 등으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수.�

화가� 가능한� 직원은� 가슴에� 수화배지를� 달고� 있어서� 청각장애인들이� 도서관

을� 방문했을� 때� 어려움�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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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 14 일본의 귀마크 와 필담서비스 등 담은 안내 배지) “ ”

또한� 보청기� 등의� 보청기기� 시스템을� 설치하여�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도� 지○�

원하고� 있음

� � �

그림( -Ⅳ 15 도서관 층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스튜디오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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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시초는� 년에� 만화를� 비치하고� 대여1995○�

하는� 것부터였음 이� 서비스는� 청각장애인이� 도서관� 이용을� 잘� 하지� 않는�.�

것은� 청각장애인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적기� 때문이라는� 의견과�

만화� 등을� 비치하면� 청각장애인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이라는�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시작되었음

청각장애인에게� 만화이용권 을� 발행하여� 도서관� 안에� 설치된� 사무실에서� 원‘ ’○�

하는� 만화를� 골라� 대출창구에서� 대출하는� 방식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음

그� 후� 만화� 소장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별도로� 특별�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 “○�

겠다 만화를� 사무실� 안에� 비치하지� 않고� 일반도서와� 같이� 개방� 서가에� 비.�

치하여� 자유롭게� 빌리고� 싶다 라는� 청각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서관�.”

층� 만화� 서가를�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3

� � �

그림( -Ⅳ 16 도서관 층 만화 서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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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은� 청력손실의� 정도와� 실청한� 시기에� 따라� 문해� 능력과� 커뮤니케○�

이션�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개인차도� 있지만 수화를� 사용하는� 농,� ,�

인� 중에는� 문자나� 문장에�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책을� 잘� 읽지� 않음

만화는� 문장이� 짧고� 간결하며� 그림이� 함께� 있어� 이해하기가� 쉽고 이런� 장,�○�

면에서� 음성언어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만화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대다수� 청각장애인에게� 만화는� 일본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회규칙을� 학습

하는� 매체로� 청각장애인들이� 즐겨� 이용함

히라카나시� 도서관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로� 동화� 읽기� 등� 수화로�○�

즐기는� 이야기�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그들의� 가

족들도� 종종� 참가하고� 있음 매월� 네� 번째� 주� 토요일에는� 아동을� 위한� 수화.�

로� 동화� 읽기� 모임이� 있으며 연� 회� 성인을� 대상으로� 수화북토크,� 3 ‘ (⼿話

대회를� 개최하고� 있음)’ブックトーク

수화로� 하는� 강연� 등을� 촬영하여� 수화책 수화영상도서 을� 제작하여� 비DVD� ( )○�

치하고� 대여하고� 있으며� 자막 수화가� 삽입된� 비디오 의� 편집 제작� 및�· ·DVD ,�

대여 수화 자막� 방송� 코너와� 모니터� 설치 청각장애인을� 위한� 견학 이용� 설,� · ,� ·

명회를� 수화로� 진행하고� 있음

수화를� 할� 수� 있는� 직원은� 수화배지를� 달고� 있으며 시설로는� 전광판을� 설,�○�

치하고� 있음 이� 외에도� 오사카시립� 중앙도서관에서는� 수화통역사를� 배치하.�

거나� 수화이야기� 모임을� 개최하고 도쿄� 하치오지� 시립도서관이나� 이시카와�,�

현� 하쿠산� 시립도서관에서도� 같은� 활동을� 수행하고� 도서관� 대회를� 통해� 성

과� 등을� 홍보하고� 있음

돗토리� 현에서는� 현� 수준에서� 처음으로� 수화�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호응하○�

는� 형태로� 돗토리현립� 도서관에서는� 수화� 책을� 모은� 코너를� 만들어� 운영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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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을� 위한� 전문도서관� 운영�2.�

가.� 미국� Maryland� DCDL(Montgomery� County� Public� Libraries)

역사1)�

몽고메리� 카운티� 공공도서관의� 메릴랜드� 주립� 도서관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용� 도서관 을� 년� 월� 설(Maryland� Deaf� Culture� Digital� Library) 2020 9

립 온라인 하여� 운영하고� 있음�( ,� https://www.marylanddcdl.org/))

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화� 디지털도서관Maryland� DCDL (Maryland� Deaf�○�

으로� 공식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 문Culture� Digital� Library) ,�

화에� 대한� 정보제공 청각장애인과� 관련한� 디지털형식의� 우수한� 정보자료�,�

수집� 및� 보존 정보에� 대한� 접근점� 제공 매린랜드� 주� 거주자� 및� 지역� 공공,� ,�

도서관� 시스템의� 도서관� 직원 전문대학의� 사서 기타� 도서관에� 대한� 지원�,� ,�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역사는� 다음과� 같음�Maryland� DCDL�○�

년� 월� 청각장애인� 문화� 디지털도서관� 설립을� 위한� 구성� 법안이�� -� 2012 5 TF�

통과되었음

년� 월� 제안의� 타당성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명의� 구� -� 2013 8 DCDL� 11 TF�

성원은� 청각장애인� 문화�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권장�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

를� 주지사에게� 제출하였음

년� 월� 메릴랜드� 총회는� 청각장애인� 문화� 디지털도서관을� 만드는� 법안� -� 2014 5

을� 통과시켰으며 청각장애인� 문화� 디지털도서관� 법안 은� 전� 메릴,� (HB� 653)

랜드� 주지사� 마틴� 오말리 에� 의해� 법률로� 서명하였음(Martin� O'M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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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그림( -Ⅳ 17 의 ) The Maryland General Assembly Deaf Culture Digital Library 
법률안 서명(2014.5.14.)

�

년� 월� 메릴랜드� 주립도서관은� 을� 개발� 및� 관리 운� -� 2015 6 Maryland� DCDL ,�

영할� 위탁기관으로� 몽고메리� 카운티� 공공도서관 을� 선정하였으며 수잔� 코‘ ’ ,�

헨 사서가� 첫� 번째� 코디네이터로� 프로젝트에� 참여함(Susan� Cohen)�

년� 월� 의� 메릴랜드� 저먼타운 에� 있� -� 2016 10 Maryland� DCDL (Germantown)

는� 저먼타운� 도서관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참석자는�,� Dr.�

Carolyn� McCaskill,� David� Strom,� Ricardo� Lopez,� David� Payne,� Tara�

주지사�Congdon� Schupner(MDAD),� Deborah� Nathanson(Maryland�

사무실� 청각장애인 주립도서관),� Irene� Padilla(Maryland� ),� Susan�

메릴랜드� 코디네이터 저먼타운� 도서관� 관리Cohen( DCDL� ),� Karen� Miller(

자 메릴랜드� 주립� 도서관 임�),� Nini� Beegan( )

년� 월� 의� 친구들� 모임이� 첫� 번째로� 열렸으며 임시�� -� 2016 11 Maryland� DCDL ,�

웹사이트가� 오픈되었음

년� 월� 의� 로고� 디자인을� 청각장애인� 그래픽� 디자이� -� 2017 10 Maryland� DCDL

너� 이� 디자인함 이후� 웹� 사이트� 구성 장서� 및� 교육프‘Suzanne� Stecker’ .� ,�

로그램 자원봉사� 및� 마케팅�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 내� 공공도서관,� ,�

학계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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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 18 로고) Maryland DCDL 

� -� 년� 월� 전문� 프로그래머� 명을� 채용하였으며 청각장애인� 여성� 소유2018 4 1 ,� 웹��

개발회사인� 와� 계약을� 체결함 년� 월“Eyeth� Studios” (2019 3 )

� -� 년� 월�2019 5 설립� 주년� 기념� 세미나를� 운영하여� 페이스Maryland� DCDL� 5

북25) 등에� 홍보함��

� � �

그림( -Ⅳ 19 설립 주년 기념식) Maryland DCDL 5

25)� https://www.facebook.com/watch/?v=2278493099067970 인용� � (2021.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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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월� 하워드� 카운티� 도서관� 시스템2020 5 (Howard� County� Library�

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소피아� 세이치크 와� 첫� 가상�System) (Sofia� Seitchik)

청각장애인� 작가� 토크를� 후원하였으며,� Frederick� County� Public� Libraries

와� 협력하여� 교육� 순회� 극장� 회사인� 의� 첫� 가상�RIT/NTID� “Sunshine� 2.0”

여름� 읽기� 및� 학습� 프로그램인� 이야기할� 이야기 고전� 동화 민속� 및� 현대�" :� ,�

단편� 소설� 읽기 를� 후원함"

� -� 년� 월� 일�2020 9 10 공식�Maryland� DCDL� 웹�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함�

직원은� 명이며 명은� 사서 명은� 프로그램� 전문가� -� 2 ,� 1 (Brandt� Van� Unen),� 1

이며 자문위원회� 위원을� 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Vacant) ,� 8

서비스�2)�

의� 웹� 사이트 는� 미국�Maryland� DCDL (https://www.marylanddcdl.org/)○�

수화 청각장애인의� 문화� 및� 역사 청각장애인의� 문학 미국수화� 뉴스 관계,� ,� ,� ,�

기관의� 목록� 등과� 관련된� 포괄적인�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26)

년� 후반부부터� 몽고메리� 카운티� 공공도서관은� 메릴랜드� 주립도서관을�2015○�

대신하여� 을� 호스팅 개발� 및� 관리해� 왔으며 이러한� 서비Maryland� DCDL ,� ,�

스에는� 의사소통� 접근 청각장애인� 관련� 정보원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을�,� ,�

위한 또는� 그들에� 의한� 자료� 모음 청각장애인� 문화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

청각장애인� 작가� 및� 연사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노화로� 인한� 청력� 수준� 변,�

화의� 대처� 방안� 등을� 서비스하고� 있음�

몽고메리� 카운티� 공공도서관의� 소장은� 이� 중요한� 프로젝트Anita� Vassallo� “○�

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농아인과� 난청인� 커뮤니티에서� 잘� 사용.� “

하기를� 기대합니다 하고� 하였으며 코디네이터이자�.” ,� Maryland� DCDL�

사서인� 은� 이� 프로젝트는� 주� 전체의� 커뮤니티� 노력MCPL� Susan� Cohen “

입니다 우리는� 도서관� 이용자와� 직원 자문위원회 그리.� ,� Maryland� DCDL� ,�

고� 웹사이트에� 대한� 우리의�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데� 도움이� 되는� 메릴랜드�

주지사� 청력� 및� 난청을� 위한� 사무실로부터� 받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는� 이제� 우리� 지역�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자원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

각합니다 라고� 하였으며 메릴랜드주� 농아� 및� 난청을� 위한� 국장� 켈비� 브릭.” ,�

은� 은�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농아�(Kelby� Brick) "DCDL

26)� https://www2.montgomerycountymd.gov/mcgportalapps/Press_Detail.aspx?Item_ID=26765 인용� � (2021.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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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의� 필수� 요소가� 될� 것이다 새� 웹� 사이트는� 개발의� 핵심� 단계.� DCDL�

가� 될� 것이며 청각장애인� 문화가� 얼마나� 풍부한지를� 반영하는� 웹� 사이트의�,�

출시를� 고대하고� 있다 우리를� 여기까지� 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모든� 분.�

께� 감사드린다 라고� 웹� 사이트� 운영에� 따른� 환영� 인사를� 발표함�."

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활발하게� 각종� 정보를� 서비스하고�Maryland� DCDL○�

있으며 특히� 미국수화를� 사용한� 동영상� 제작을� 통하여� 정보이용� 등을� 안내,�

하고� 있음�

그림( -Ⅳ 20 의 페이스북) Maryland DCDL (facebook.com/MarylandDCDL/)

는� 청각장애인� 문화에� 대한� 온라인� 정보자원 청각장애인�Maryland� DCDL ,�○�

자원의� 포괄적인� 전자� 컬렉션 청각장애인� 문화프로그램� 및� 도서관� 직원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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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ADA� In� Focus� 뉴스ALDA� 뉴스레터ASDC�

청각장애인을� 위한

뉴스STEM�

미국� 수화� 및� 문학저널

(JASLL)

전국농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the� Deaf)의�

농아청소년을� 위한� 잡지

표< -Ⅳ 7 의� 온라인� 저널� 및� 출판물>� Maryland� DCDL

는� 표Maryland� DCDL < -○� Ⅳ 7 과� 같은� 농인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저널� 및�>

출판물을� 제작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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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외�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독일� 베를린� 중앙� 주립도서관 함부르크� 공공도서관1)� ,�

독일� 베를린� 중앙� 주립도서관(Zentral-undLandesbibliothek� Berlin� :�○�

는www.zib.de) 도서관� 근무자들� 일부를� 수화교육에� 보내서� 수화를� 배워��

청각장애인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음�

함부르크� 공공도서관 은� 도서관� 홈페이지의� 정보들을� 청(buecherhallen.de)○�

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도서관의� 주요� 서비스인� 자료�� -� ,�

찾기 도서관� 행사 대출� 기간안내� 등을� 수화로� 번역하여� 수화영상 동영상,� ,� (

파일 으로� 제공하고� 있음 공공도서관의� 청각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

는� 장벽� 없는� 웹� 접근� 형태의� 기술서비스임

그림( -Ⅳ 21 독일 함부르크 공공도서관의 수화안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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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2)� Utah� School� for� The� Deaf� and� The� Blind

미국� 는� 년을� 넘Utah� School� for� The� Deaf� and� The� Blind(USDB) 100○�

는� 동안� 유타� 전역의� 농아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 학생들에게� 봉사해�,�

왔음27)

청각장애인을� 위한� 학교의� 필요성을� 강조한� 주지사의� 메시지�� -� Eli� Murray�

이후에� 년에� 설립됨1884

세� 개의� 캠퍼스와� 주� 전체� 프로그램을� 통해� 청각장애 난청 시각장애인� -� ,� ,� ,�

시청각장애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음

의� 사명은�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 학생을� 교육하고�USDB ,�○�

학생과� 가족을� 위해� 자원과� 심화� 활동을� 제공하여� 학업 사회� 및� 직업� 잠재,�

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의�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USDB○�

부모� 유아� 프로그램 은� 출생부터� 세까지의� 부모� -� (Parent� Infant� Program) 3

와� 자녀를� 지원

모든� 아동의� 개별� 청력� 요구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포괄적인� 청력� 서� -�

비스

의� 시설과� 장애인� 공간구성은� 표� 과� 같음 국립장애인도서관USDB < -8> ( ,�○� Ⅲ

2019,� 94)

27)� https://www.usdb.org/about/administration-annual-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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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청각장애인� 특수학교� 커뮤니티� 허브․�

다양한� 수준의� 감각 행동 신체� 및� 인지능,� ,�․�

력을� 위한� 교육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실내 야외�공연�예술기능을�갖춘�풀 체육관· ,�․�

오리엔테이션� 및� 이동성� 영역․�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훈련이� 포함된� 실내�․�

클럽하우스

방� 빛감각자극공간Snoezelen :�․�

직업� 및� 생활기술� 훈련을� 위한� 다기능� 주방․�

감각� 장애를� 위해� 맞춤화된� 유아교실․�

감각탐험이� 가능한� 정원과� 안뜰․�

어린이� 놀이터․�

고명도의� 빨강색을� 공간적� 위치를� 인지하는�․�

랜드마크� 요소로� 설계

건물� 내외부의� 탐색지점과� 명확한� 길찾기․�

를� 고려한� 재료� 및� 색채계획(wayfinding)

어린이 부모 교직원 관리 연구원� 및� 임상,� ,� ,� ,�․�

의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밝고� 재미있고�

유쾌한� 장소가� 되도록� 밝은� 색채와� 조명기

능을� 활용

순환동선로� 벽면에는� 촉각인지벽면을� 적용․�

표< -Ⅳ 8 의� 시설� 및� 공간구성>� Utah� School� for� The� Deaf� and� The� Blind



V. 농인을 위한 

도서관 설립관련 정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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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안 농인을� 위한� 전용� 도서관� 설립1 (1 )�

타당성과� 필요성1.�

가 법률� 및�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법률적� 타당성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문화 예술� 활동의�24 ·○� 「 」�

차별금지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문화 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 · ,�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적극적� 참여를� 도울�

시책을� 마련해야� 하나 실질적으로� 농인의� 문화생활� 보장하는� 제도적� 지원,�

은� 미비한� 실정임�

실제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조는� 한국수어 자막�� -� 38 ‘ ,�「 」�

등을� 이용한� 영화상영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규’

제가� 아닌� 권장� 사항이며� 해당� 법안의�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

지� 않아� 법안이� 유명무실한� 상태임

도서관법 제 조 제 조 에서는�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ㆍ지역적ㆍ( 43 ,� 44 ) “○「 」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

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

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의� 시책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하고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음“

� -�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편의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현재� 농인을� 위한� 전문도서관이� 부재하고� 공공도서관� 내� 농인을� 위한� 전문○�

Ⅴ 농인을� 위한� 도서관� 설립� 관련� 정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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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미흡한� 현실에서� 농인을� 위한� 도서관� 설립28) 또는� 도서관� 내� 특�

수시설을� 지정하여� 농인� 도서관을� 운영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

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데� 법률적� 문제가� 없음�

또한�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 조 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 4 )○�

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

시되어� 있음�

법률에서는� 농인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과� 지원을� 법률○�

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히�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

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

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수어언어법� 제 조� 제 항 농인을� 위한� 전문도( 2 3 ),�

서관을� 설립하여� 농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정책� 기능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에서� 명시되어� 있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임�

상위계획과의� 부합성2)�

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 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은�2018 5 (2018-2022)○�

그림� 처럼� 비전을�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 로� 결< -1> ‘ ’Ⅳ

정하고� 대� 전략을� 복지 건강� 지원체계� 개편 교육 문화 체육� 기회� 보장 경5 ‘ ,� ,�․ ․ ․

제적� 자립기반� 강화 권익� 및� 안전� 강화 사회참여� 활성화 로� 설정하였음,� ,� ’ .�

도서관과� 밀접한� 전략은� 사회참여� 활성화 이므로� 지식정보� 알� 권리� 및� 접근‘ ’○�

권� 보장 정보접근성� 강화 정보격차� 해소 대체자료� 및� 관련� 서비스� 확대�,� ,� ,�

등을� 통해�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함

따라서� 농인을� 위한� 도서관� 설립은�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강화 를� 지원하는�‘ ’○�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함� �

28) 본� 연구에서는� 농인을� 위한� 전용� 도서관 설립� 주체를� 국립� 또는� 공립이라� 단정하지� 않으며 운영� 주체도� 미정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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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애인도

서관의 

역할과 기여

그림( -Ⅴ 1 제 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5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제 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부터� 제 차�1 3○�

도서관발전종합계획까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역할� 증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

년� 발표된� 제 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 의� 대� 핵심가치� 중�2019 3 (2019~2023) 3○�

사람에� 대한� 포용성 과� 전략� 방향� 사회의�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 핵심‘ ’ ‘ ’,�

과제� 적극적� 정보복지� 실현 에� 이르는� 정보격차� 현상� 해소를� 위한� 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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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 수행이� 요구됨�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과제를�� -�

제시함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강화� � � � � 3-1-3.�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확대� � � � � 3-2-2.�

제 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는� 정보복지� 구현을� 위하여� 도서관의� 역할을�3○�

정립하고� 농인을� 포함한�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정보서비스� 확대와�

서비스�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제 차� 종합계획에� 따르면� 신체 문화 사회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하여� 도서관�3○� ‧ ‧ ‧
접근이� 어려운� 농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총괄� 역할을� 부여하고� 비장애인

과� 차별� 없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담조직� 구성� 및� 직원들

의� 개인� 역량을� 갖추어야� 함�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 내� 농인을� 위한� 전문인력이� 부재○� 29)하고� 지역별� 공공

도서관� 내� 장애인자료실 장애인� 코너조차� 미흡한� 상황에서� 농인을� 위한� 도,�

서관� 설립은� 상위계획과� 부합성이� 높음

또한 전국단위로� 농인의� 생활� 환경과� 지원체계� 분석을� 통하여� 농인의� 장애�,�○�

정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발굴 특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농인을� 위한� 도서관� 설립은� 타당함�

나 사회문화적� 타당성.�

선행� 연구� 및� 사례조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농인들의� 문해력과� 독서실태○�

는� 타� 장애� 인구에� 비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농인의� 모국어는� 한국어가� 아닌� 한국수화언어 수어 이� -� ( )

며 농인은� 최고도�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며� 수어를�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

하는� 사회적 언어적� 소수집단임·

한국이나�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 시점에서� 청각장애� 학생들은� 초등학교�� -� “ 3

학년� 수준의� 문해� 수준을� 보인다 허일 이는� 청인 일반인 에게�5 .”( ,� 2016),� ( )∼

영어가� 어려운� 것과� 같이� 한국수어를� 제 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경우 한1 ,�

국어� 음성언어와� 문자� 언어 한글 습득과� 사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29) 한국수어� 가능� 정규직� 인원� 명�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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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의� 정보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인이� 도서관을� 많이� 찾도록� 하○�

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도서관은� 수화통역사� 배치 수화낭독서비스 농인이�,� ,� ,�

선택한� 언어로�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서관� 홈페이지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여야� 함�

농인들은� 대부분� 일반� 텍스트를� 읽을� 수� 있지만 그들에게� 글자는� 외국어와� -� ,�

도� 같아서 비장애인들이� 외국어를� 익히기� 위해� 단어의� 뜻을� 암기하고 문,� ,�

장� 구조를� 이해하는� 훈련을� 받아야� 하듯이 체계적인� 독해력� 훈련� 프로그,�

램이� 필요

농인들의� 정서를� 더욱� 자유롭게�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수어영상자료의�� -�

제작을� 확대해야� 함

농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단독으로� 수행하기는� 어○�

려우며 공공도서관과� 초중고� 및� 대학도서관과� 지역별� 장애인� 특수도서관�,�

그리고� 국립특수교육원이나� 국립국어원� 등의� 관계기관 마지막으로� 농인을�,�

위한� 수화통역센터� 등과의� 더욱� 활발한�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함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의� 언어적� 권리를� 존중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

나�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음 농인이� 수어를� 사용하는� 언어소수자라는�.�

이유로�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 차별받아선� 안� 되며 농인의� 언어인� 수어로�,�

아무런� 장애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농인을� 위한� 도서관� 설립은� 농인의�‘ ’�

문화향유� 기본권� 측면에서� 부합한다고� 판단됨

다 기능적� 필요성.�

농아동과� 부모가� 함께� 와서� 한국수어책을� 읽어주고�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증○�

을� 소지한� 전문� 사서에게� 독서지도를� 받으며 부모와� 자식� 간의� 긴밀한� 정,�

서의�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자아실현의� 밑거름이� 되는� 공간으로� 농인을� 위한�

도서관이� 필요함 우리나라에서� 도서관을� 설립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임�.�

특히 한국수어는� 음성언어 가� 아닌� 수 언어 이기� 때문에� 순차통역보다�,� ‘ ’ ‘ ( ) ’⼿○�

동시통역이� 필요하므로� 농인과� 수화통역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반드시� 필

요함�

우리나라에는� 청각장애를� 가진� 농인의� 수가� 만여� 명으로� 그� 가족들까지�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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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면� 약� 만� 명이� 청인과� 다른� 보이는� 언어인� 수어� 문화권에� 접하여�100

지내고� 있음 농인들은� 수어로� 된� 영상도서의� 부족과� 그들을� 위한� 정보� 매.�

체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적절한� 정보를� 적시에� 받기� 어려운� 상황

이며 이들을� 위한� 농인을� 위한� 도서관� 설립이� 필요함,�

농문화을� 이해하고� 농인을� 위한� 도서관의� 설립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

할� 것임

농인들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정보 즉� 생활 문화 전문도서� 및� 다양한� 교� -� ,� ,� ,�

양� 도서를� 비롯한� 각� 분야의� 한국� 수어� 도서를� 제공

농관련� 연구자와� 전문가들에게도� 다양한� 전문서적을� 수집 보존� 관리하여�� -� ,�

제공

농인� 친화적� 공간으로서� 문화체험과� 예술공간 소극장 결혼식장 공연연습� -� ,� ,� ,�

실 전시실 만남의� 장소� 등의� 복합시설� 역할,� ,�

교육 문화적으로� 농인들에게� 필요한� 공간이� 되고� 다양한� 분야의� 유능함� 인� -� ,�

재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기반� 시설� 역할�

농인에� 의한� 도서관� 운영� 사례는� 전주에� 있는� 평화도서관의� 사례를� 주의� 깊○�

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평화도서관은� 년�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서비스�.� 2019

확산을� 위하여� 청각장애인� 통역사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추진하였음 중도“ ( )”� (

일보,� 2019.12.10.)

수어� 통역사� 채용은� 전주시가� 년부터� 청각장애인들의� 불편을� 없애고�� -� 2015

소통� 강화를� 위한� 것으로� 전국� 지자체� 중� 전주시가� 유일함�

청각장애인� 통역사는� 장애인� 특화도서관인� 평화도서관에� 상주해� 전주지역�� -�

여� 명의� 청각장애인에게� 문자� 언어인� 책을� 청각장애인의� 제 언어인�3300 1�

수어로� 표현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맡게� 됨�

또한 청각장애인의� 독서능력� 배양을� 위해� 농아인� 책 수어� 영상도서� 등� -� ,� ( )�▲

읽어주기� 한글과� 수어� 교육� 문자도서� 낭독하기� 감상문� 작성과� 독서�▲ ▲ ▲

후� 활동� 진행� 반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수어▲ ▲

동아리� 연계�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서비스� 생활� 정보제공� 등의� 다각적▲ ▲

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전담직원� 채용� 이후� 평화도서관은� 농아인� 특화도서관 으로� 변화를� 모색하였' '○�

으며 농인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수어와� 관련�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을� 연중�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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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수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통역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한�� -� 2019

평화도서관은� 통역사가� 도서관� 이용을� 안내하고�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특화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음

수어� 대면� 낭독서비스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책을� 수어로� 읽어준� 후� 간단� -�

한� 독후�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시와� 오.� 10

후� 시� 중� 원하는� 시간을� 예약해� 참여할� 수� 있음2

농인�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오후� 시에� 농인들이� 함께� 모여� 책� -� 2

을� 읽고� 관련된� 내용을� 토론하는� 자리로� 진행되고� 있음 책� 단어의� 뜻� 이.�

해하기 문자도서� 수어로� 낭독하기 줄거리� 및� 주제� 파악하기 토론하고� 감,� ,� ,�

상문� 쓰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책과� 관련된� 현장을� 방문하는� 탐방의� 시간과� 특별한� 농인� 작가와의� 만남도�� -�

추진함

비장애인이� 청각장애인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초 중급� 수어� 교실인�� -� ·

꿈꾸는� 손 수어� 교실 을� 회에� 걸쳐� 진행하고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 ’ 24 ,�

서는� 기초단어를� 수화로� 배울� 수� 있는� 어린이� 수어교실도� 추진

따라서� 농인을� 위한�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과� 농문화를� 이해하고� 정○�

보� 욕구를� 충족시키며 잠재적으로� 농인�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올� 수� 있도록�,�

농인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도서관� 이용환경� 조성이� 필요함

도서관� 환경조성은� 수화� 영상도서� 및� 수화번역도서� 확충� 장애인자료� -� ▲ ▲�

실에� 농인� 수화통역사� 배치� 기술을� 활용한� 수화서비스� 진행 태블릿�IT ( PC�▲

기반� 원격� 수화� 통역서비스 도서관� 이용법� 수화안내� 콘텐츠� 제작� 탑재 을�,� )

통해� 청각장애인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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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규모� 및� 공간구성 안2.� ( )

가 입지� 선정 평가� 항목.� ․

농인을� 위한� 도서관� 설립 시� 도서관의� 입지는� 관련� 기준과� 법적� 근거� 규정‘ ’�○�

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

도서관의�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 매뉴얼 과� 공공건축� 건립부지� 평가항목” “ 30) 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 매뉴얼 도서관� 입지� 선정�1)� “ ”�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 매뉴얼 의� 공공도서도서관� 위치는� 봉사대상주민“ ” “○�

들에게� 충분한� 인지성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 지역� 내� 사업 문화� 등의� 다,� ,� ·

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일상화하는데� 적지인지� 여부 를� 기준으로� 함 문화체육관광부” ( ,� 2019,� 42-43)

30)� 노병옥� 외 공공건축� 사업� 타당성� 분석� 실무 전라북도 전라북도� 산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에서� 재인용(2011).� ;� (2018)� MICE

구분 내용

입지개념설정

장기적으로� 건립� 의도� 및�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

하기� 위한� 차� 단계이다1 .

도서관의�목적�및�성향의�정의 입지�선정�배경 이용자�및�봉사권역�조사 투자�,� ,� ,�․�

가능한� 예산� 비용의� 상한선� 판단� 등을� 통해�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

입지� 선정� 및� 검토

도서관의� 위치는� 봉사대상주민들에게� 충분한� 인지성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 지,� ,�․�

역� 내의� 상업 문화� 등의� 다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일상화하는데�적합한� 장소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접근성

도시지역에서는� 차�반경�내 의�봉사대상인구가�도보로� 분�이내로� 접근이�1 (1 ) 10․� ㎞

가능하고 차�반경�내 에서는�도보로� 분�이내로�접근이�가능하여야�한,�2 (2 ) 20㎞

다 농 어촌지역에서는� 별로로� 함.� ( )․

봉사대상� 지역으로부터의� 균일한� 접근시간대 대중교통의� 유무 대상지역에� 도,� ,�․�

서관으로� 인하여� 교통체증� 등의�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표< -Ⅴ 1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 매뉴얼의� 도서관� 입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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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도서관의� 부지 입지 선정을� 위한� 추진� 일정은� 그림� 와� 같은�( ) ( -2)○� Ⅳ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기본계획� 수립�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 거리개념은� 확장될� 수� 있다.�․�

입지규모

입지의� 규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통상적인� 요구조건 접근성 유용성� 등 에� 알맞은� 공간을� 제공하는가� � -� ( ,� ) ?

미래의� 규모� 확장이나� 리모델링에� 적합한가� � -� ?

녹지공간이나� 조경을� 하기에� 충분한가� � -� ?

충분한� 양의� 주차를� 수용할� 수� 있는가� � -� ?

봉사권역을� 포괄할� 수� 있는가� � -� ?

구단위계획�의한�용도 지역지구의�파악과�건폐율과�용적율 사선제한 조경명� � -� ,� ,�․

적 건축선의� 제한 인접대지� 경계선� 등의� 제약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가,� ,� ?

프로젝트� 예산에� 적절한가� � -� ?

입지환경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기에� 편리한� 입지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

입지환경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도서관� 필지구획의� 해결용이성� 여부 토지� 취득의� 용이성� � -� ( )

토지의� 자연스러운� 형태의� 보존� 가능성 토공사의� 필요� 여부� � -� ( )

대지의� 용도지구 도서관� 용지로의� 전환� 가능� 여부� � -� ( )

대지의� 지장물� 여부 근린생활권에� 미치는� 영향� � -� ,�

제한된� 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있는지� 여부� � -�

대체에너지 재생에너지 의� 사용가능� 여부� � -� ( )

환경저해요소 납 석면 폐기물� 등 가� 있는지� 여부� � -� ( ,� ,� )

대지의� 배수가� 적절한지� 여부� � -�

대지가� 과거� 년� 동안의� 범람원의� 레벨� 이상에� 있는지� 여부�� � -� 100

이용가능한�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및� 전기설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 -� ,� ,�

� � - 대지가� 지질학적이거나� 지형학적 고고학적� 매장물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평가의� 진행단계

단계� 도서관의� 목적에� 적합한� 평가의� 목표� 정의1 :�․�

단계� 대안입지� 선정2 :�․�

단계� 평가의� 필요한� 판단의� 범주와� 각� 판단인자� 결정3 :�․�

단계� 입지대안의� 분석4 :�․�

단계� 판단인자의� 평가5 :�․�

단계� 우선순위에� 의한� 판단인자의� 분석6 :�․�

단계� 각� 관점에� 따른� 최종입지의� 선정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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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 2 공공도서관 입지 선정 추진절차) 

공공건축의� 부지선정� 항목�2)�

일반적인� 공공건축� 건립부지� 평가항목은� 현실성 접근성 연계성을� 기준으로�,� ,�○�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함 노병욱� 전라북도�( 2011;,� 2018)

구분 평가항목

현실성
부지� 활용� 및� 개발� 가능성 용이성� 검토,�․�

추후� 수요증대에� 따른� 부지� 확장� 가능성․�

접근성
단체� 관광객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접근성� 확보․�

개발� 관광객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접근성� 확보․�

연계성
주변� 시설� 등과의� 연계를� 통한� 활용� 가능성․�

주변� 자연 문화 사회 산업 위락관광� 자원� 분포� 현황,� ,� ,� ,�․�

표< -Ⅴ 2 공공건축� 후보지� 타당성�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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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참고사례로� 지역대표도서관의� 건립계획� 시� 부지선정� 평가항목을� 보면,�○�

대체로� 사회 경제적� 여건 물리적� 여건 사업� 시행여건으로� 구분하고 세부�· ,� ,� ,�

평가항목을� 설정함

사회 경제적� 여건은� 입지적� 중심성 인지적� 중심성 시설� 간� 연계성 유사시· ,� ,� ,�○�

설� 중복성 변화� 대응성�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며 물리적� 여건은� 건축� 가능,� ,�

성 교통시설� 편의성 부지� 규모의� 적정성 환경적� 쾌적성� 등이� 주요� 평가항,� ,� ,�

목이며 사업� 시행여건은� 권역� 내� 이용인구 사업� 추진� 용이성 법령의� 적법,� ,� ,�

성� 등이� 주요� 평가항목임

농인을� 위한� 전용� 도서관의� 입지� 선정은� 표� 처럼� 대� 관점 총� 개�< -3> 4 ,� 10○� Ⅳ

평가항목으로� 선정 평가할� 수� 있음·

구분 평가항목 내용

사회·

경제적�

관점

교통�

접근성

대중교통� 연계성과� 접근성이� 좋은� 장소․

도로에� 면한� 장소․

지역�

중심성

공공의� 문화� 공간 공원� 등과� 인접하거나� 연계된� 장소,�․

알기� 쉽고� 도시� 경관적� 랜드마크� 창출이� 가능한� 장소․

주변� 시설과의�시너지� 효과로� 지역� 활성화에�이바지할� 수� 있는� 장소․

행정시설�

연계

국가적� 상징성․

주요� 행정시설 장애인지원시설� 및� 유관시설과� 연계가� 쉬운� 장소,�․

변화� 대응성 도시계획 도시재생� 등� 주변�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이� 가능한� 장소,�․

물리

환경적�

관점

자연환경�

조건

일조 소음 전파장애 조망� 등에� 저해요인이� 없는� 장소,� ,� ,�․

일정한� 녹지환경� 또는� 공원� 접근성이� 양호한� 장소․

재난

안전성

홍수침수 토사로� 인한� 재해� 영향이� 없는� 장소,�․

지진에� 강한� 지질� 상황․

건축

적합성

건축행위� 요건이� 양호한� 장소․

부지가� 평탄하며� 배수가� 쉬운� 장소․

표< -Ⅴ 3 농인을� 위한� 전용� 도서관� 설립� 시� 입지� 선정 평가� 항목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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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Ⅴ 3 의� 주요�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농인과� 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평가>

항목을� 조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나 신축� 규모 안.� ( )

도서관� 규모에� 대한� 기준� 봉사대상인구에� 따른� 시설� 기준1)� -� ①�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의� 경우� 봉사대상� 인구에� 따른� 시설� 기준을� 준용하고�○�

있음�

도서관법� 시행령 에서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공간구성과� 규모에� 대� -「 」

하여� 봉사대상인구 명 에� 따라� 제시함( )

봉사대상인구는�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 군 구지역의� 인구를� 말하며 예� -� · · ,�

를� 들어 시는� 봉사대상인구가� 약� 만� 명이며� 만� 이상의� 기준을�,� 63 50○○

적용함

일정� 규모� 이상� 부지� 확보 층수� 제한이� 없는� 장소,�․

향후� 증축이� 가능한� 장소․

사업

여건적�

관점

부지확보�

용이성

국유지� 또는� 지가� 비용지출이� 합리적인� 장소․

행정처리� 등� 착수� 일정이� 적정한� 장소․

법령에의�

적법성

관련� 법령� 저촉성� 여부․

도시계획법 건축법 용도지역지구� 등� 적합여부� � ( ,� ,� )

정책적� 관점 정부정책과의� 일치성 선도성� 종합분석� 판단,�․

봉사대상�

인구 명( )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제곱미터( ) 열람석 좌석� 수( ) 기본장서 권( ) 연간증서 권( )

만� 미만� 2 이상264� 이상60� 이상3,000� 이상300�

만� 이상� 2

만� 미만� 5
이상660� 이상150� 이상6,000� 이상600�

만� 이상� 5

만� 미만10
이상990� 이상200� 이상15,000� 이상1,500�

만� 이상10 이상1,650� 이상350� 이상30,000� 이상3,000�

표< -Ⅴ 4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제 조제 항� 관련 공립� 공공도서관>� (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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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의�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 에서는� 봉사대상� 수(2016) ‘ · ’○�

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규모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봉사대상,�

인구가� 만� 명� 이상이면� 명을� 적용하여� 면적을� 산출함 문화체육관20 /1000 (㎡

광부,� 2016,� 82)

봉사대상인구 명( ) 만� 이하2 만4 만6 만8 만10 만20

면적 명( /1000 )㎡ 70 65 60 55 50 40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문화교육영역� 면적� 할증

도시� 및� 도농지역� 농산어촌� 읍면� 지역�20%,� 30%

공공도서관� 규모� 산출� 예시� 봉사대상인구� 명 도시지역:� 20,000 ,�

명� 명 할증� -� 20,000 ×� 70( /1000 )� ×� 1.2( )� =� 1,680㎡ ㎡

표< -Ⅴ 5 공공건축� 후보지� 타당성� 평가항목>�

추가적으로�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 매뉴얼 에서는� 지위적� 역할 지역중앙‘ ’ (○�

만� 미만30

만� 이상30

만� 미만50
이상3,300� 이상800� 이상90,000� 이상9,000�

만� 이상50 이상4,950� 이상1,200� 이상150,000� 이상15,000�

비고:

봉사대상� 인구 란�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 1.� “ ” [ ,�

지역에만� 해당한다 구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지역에만� 해당한다 읍 면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 ]· ( )· · .洞

봉사대상�인구가� 만�명�이상인�공립�공공도서관에는�열람실�외에�참고열람실 연속간행물실 시청각실� 2.� 2 · · ·

회의실 사무실� 및� 자료비치� 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전체�열람석의� 퍼센트�이상은�어린이를�위한�열람석으로�하여야�하고 전체�열람석의� 퍼센트�범위� 3.� 20 ,� 10

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기본� 장서�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4.� .

가 봉사대상� 인구� 천명당� 종� 이상의� 연속간행물� � .� 1 1

나 봉사대상�인구� 천명당� 종�이상의�시청각자료를�갖추되 해마다�봉사대상�인구� 천명당� 종�이상의�� � .� 1 10 ,� 1 1

시청각자료를� 증대할� 것

다 그� 밖의� 향토자료 전자자료� 및� 행정자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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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거점도서관 분관 에� 따라� 도서관� 규모�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농인을�,� ,� ) ,�

위한� 전문도서관이라는� 지위적� 역할과� 유사한� 측면에서� 지역� 중앙관은�

이상 평균� 연면적� 정도 으로� 규모가� 제시됨 문화체육관광5,500 ( 6,000 ) (㎡� ㎡�

부,� 2016,� 82)

역할별� 규모

이하1,500㎡�
1,500㎡� ∼�

2,500㎡

2,500㎡� ∼�

3,500㎡

3,500㎡� ∼�

5,500㎡
이상5,500㎡�

소규모� 분관

중규모� 분관

중규모� 분관

대규모� 분관

대규모� 분관

거점� 도서관

지역� 중앙관

거점� 도서관

지역� 중앙관 지역� 중앙관

평균연면적

정도1,000㎡�

평균연면적

정도2,000㎡�

평균연면적

정도3,000㎡�

평균연면적

정도4,500㎡�

평균연면적

정도6,000㎡�

표< -Ⅴ 6 공공건축� 후보지� 타당성� 평가� 항목>�

농인을� 위한� 전문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봉사인구대상과� 지위적� 역할 유형,�○�

별� 건립� 규모를� 고려했을� 때� 공공도서관� 중� 지역대표도서관의� 기능을� 수행

하는� 지역� 중앙관인� 이상 평균연면적� 정도 규모가� 적합5,500 ( 6,000 )�㎡� ㎡�

한� 것으로� 추정됨

최근� 도서관� 건립사례 지역대표도서관� 및� 서울도서관� 분관건립� 계획2)� ( )

최근� 건립된� 국내� 지역대표도서관의� 연면적� 및� 용도별� 면적의� 점유� 현황은�○�

표 과� 같음 대다수� 지역대표도서관의� 연면적은� 약�< -6> .� 10,000-15,000Ⅴ ㎡

임 국립장애인도서관( ,� 2019,�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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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자료열람 업무공간 문화교육 보존서고 공용 기타 합계(%)

서울도서관

(2012)

2,281 532 2,127 2,164 4,210 0
11,314

㎡

(20.2) (4.7) (19.0) (19.1) (37.2) (0.0) (100.0)

전남도서관

(2012)

3,409 617 1,333 1,926 2,347 945
10,577

㎡

(32.2) (5.8) (12.6) (18.2) (22.2) (8.9) (100.0)

충남도서관

(2015)

2,740 560 1,620 2,280 2,850 950
11,000

㎡

(24.9) (5.1) (14.7) (20.7) (25.9) (8.6) (100.0)

울산도서관

(2017)

4,060 670 2,290 3,250 3,420 1,190
14,880

㎡

(27.3) (4.5) (15.4) (21.8) (23.0) (8.0) (100.0)

표< -Ⅴ 7 지역대표도서관의� 연면적� 및� 용도별� 점유비율� 비교 단위>� ( : )㎡

반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중앙도서관� 역할을� 담당하는� 도서관의� 연면○�

적을�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음15,000㎡�

다음으로� 년� 서울시는� 년� 서울도서관� 산하� 개의� 특화주제2019 2022-2025 5○�

형� 시립도서관 분관 건립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그� 규모는� 표 과� 같( )� .� < -7>Ⅴ

이� 이며 층고는� 지하� 층 지상� 층으로� 계획하고� 있음9,000-11,000 ,�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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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치
총사업비

억원( )

연면적

( )㎡
층고 특화주제 준공예정� 연도

서북권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267 9,000
지하1

지상4
디지털 미디어�‧ 년2022

서남권

관악구� 구금천경찰서 295 9,000
지하1

지상5
창업 비즈니스‧ 년2023

강서구� 내발산동� 부지 700 11,000
지하1

지상4
과학 환경‧ 년2024

동남권 송파구� 위례택지지구 700 11,000
지하1

지상4
공연 예술‧ 년2024

동북권 도봉구� 방학동� 부지� 700 11,000
지하2

지상4
인문 사회과학‧ 년2025

표< -Ⅴ 8 서울시� 권역별� 시립도서관� 운영계획 안>� ( )

농인을� 위한� 도서관� 설립 시� 도서관� 규모� 추정3)� ‘ ’�

농인을� 위한� 전문도서관 은� 공공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에서� 직접� 유사성을�‘ ’ ,�○�

참고하기� 어려우므로� 농인을� 위한� 도서관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했을� 때 공,�

공도서관� 중� 지역대표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중앙관인� 이5,500㎡�

상 평균연면적� 정도 규모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6,000 )�㎡�

참고로� 개� 지역대표도서관의� 평균부지는� 이며 연면적은�� -� 16 18,686.9 ,�㎡

로� 나타남13,072.7㎡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 기준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 문화체육관광부,� ,� · ( ,�○� 「 」

의� 봉사대상인구� 및� 봉사권역�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권장� 기준 국내�2016) ,� ,�

시도별� 대표도서관� 적용면적� 평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인을� 위한�

도서관� 시설규모를� 추정한� 결과� 적정� 규모로� 연면적� 로�11,000 ~13,000㎡ ㎡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규모� 결정� 항목의� 평균값은� 로 건립부지�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 -� 12,364 ,�㎡

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를� 에서� 로� 설정하며 공간구11,000 13,000 ,�㎡ ㎡

성비율� 면적을� 추정하거나� 입지선정� 과정에서� 제시할� 규모로� 평균값인�

를� 활용함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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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결정� 항목 산출기준� 및� 근거 적정� 규모

주요

기관

권장기준� 및� 관련� 법령

문화체육관광부� 권장기준� 면적� :�

15,000㎡
15,000㎡

도서관� 시행령� 기준� 이상:� 4,950㎡�

봉사대상인구� 만명� 이상� 지역� -� 50
5,000㎡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 매뉴얼

봉사대상인구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

명 부모� 포함� 약� 만명418,180 ,� 50 ),�

� -� 만50 명 명 할증×70( /1,000 )×1.2( )�=�㎡

42,000㎡

42,000㎡

타� 지역� 대표도서관� 사례
지역대표도서관� 평균� 연면적� 13,072.7㎡

개� 지역대표도서관의� 규모� 평균� -� 16
13,072㎡

개� 항목� 평균3 12,768㎡

농인을� 위한� 도서관� 적정� 연면적 안( ) 11,000㎡ 입지선정� 기준� 이상� ~� 13,000 ( 12,000 )㎡ ㎡�

표< -Ⅴ 9 농인을� 위한� 도서관� 시설규모 연면적 산출� 근거� 및� 적정� 규모 안>� ( )� ( )

농인을� 위한� 전용� 도서관� 설립� 시� 신축� 규모는� 전문도서관의� 역할과� 농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상징하는� 도서관� 건물의� 위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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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간구성� 및� 공간� 배분� 모형 안.� ( )

전문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농인을� 위한� 도서관 의�‘ ’○�

공간구성은� 농인을� 특성을� 반영한� 공간구성요소� 도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

한� 별도의� 연구� 수행이� 필요함�

다만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도서관의� 기능적� 관점에서� 농인을� 위한� 도서관,� ‘ ’○�

의� 공간구성� 및� 공간� 배분� 모형을� 제시하고자� 함

공공도서관으로서� 공간과� 시설�1)�

공공도서관은� 지식정보센터 평생교육센터 사회문화센터 레저여가센터 생,� ,� ,� ,�○�

활편의센터� 등� 일상에서� 누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음

그림( -Ⅴ 3 공공도서관의 기능)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 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필요시설� 및�‘ · ’(2016)○�

공간은� 대출� 및� 반납공간 열람� 및� 학습 연구에� 필요한� 시설 참고 정보서,� ,� ,� ·

비스를� 위한� 시설 자료보관� 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한�,� ,� · ·

시설 전시� 및� 집회시설 이용자� 편의시설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시설 직,� ,� ,� ,�

원의� 업무� 및� 휴게� 공간� 등� 임 문화체육관광부(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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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 4 공공도서관의 규모별 공간 체계 ) 

공간� 및� 시설별� 세부� 규모2)�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 에� 따르면� 유형별로� 공간과� 시설� 구성�‘ · ’(2016)○�

및� 공간별로� 적정� 규모를� 제시함

소요공간 공간계획 시설면적� 규모(%)

자료이용공간 일반자료

일반자료실 연속간행물실/

19.3귀중 항토자료실/

노인 장애인자료/

멀티미디어실 5

표< -Ⅴ 10 도서관� 공간과� 시설� 구성 공간별� 적정�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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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성된� 시도별� 지역대표도서관의� 공간� 및� 시설별� 세부� 규모를� 살펴본�○�

어린이자료 어린이자료실 8

유아자료 이야기� 공간/ 1.4

어린이� 문화교실 1

소계 34.7

문화교육� 공간

문화교육 강의실 3

동아리실 1

다목적실� 또는� 시청각실 6

전시실� 또는� 전시영역 1.5

학슬실� 또는� 자유학습실 9

소계 20.5

업무관리� 공간

주� 안내데스크 0.4

사무실

관장실 0.5

사무실 2.7

문서� 보관실 0.5

회의실 0.8

탕비� 및� 휴게실 0.6

자원봉사실 0.6

서버� 및� 통신실 1

자료반입� 및� 정리실 1

보존서고 7.5

소계 15.6

공용공간

홀 계단 화장실� 등,� ELEV,� ,� 25

북카페� 또는� 식당 주방� 등,� 3.5

휴게공간 0.7

소계 29.2

총계 100

기타
기계 전기 창고� 등,� ,� 추가

지하주차장 추가

총합계 총계� 기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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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전체� 연면적� 대비� 자료열람� 분야는� 평균� 업무관리� 분야는� 평,� 30.5%,�

균� 문화교육� 분야는� 평균� 보존서고� 분야는� 평균� 공용�5.4%,� 13.5%,� 19.4%,�

분야는� 평균� 기타� 분야는� 평균� 임22.9%,� 8.1%

� �

구분 자료열람 업무공간 문화교육 보존서고 공용 기타 합계(%)

서울도서관

(2012)

2,281 532 2,127 2,164 4,210 0
11,314

㎡

(20.2) (4.7) (19.0) (19.1) (37.2) (0.0) (100.0)

전남도서관

(2012)

3,409 617 1,333 1,926 2,347 945
10,577

㎡

(32.2) (5.8) (12.6) (18.2) (22.2) (8.9) (100.0)

충남도서관

(2015)

2,740 560 1,620 2,280 2,850 950
11,000

㎡

(24.9) (5.1) (14.7) (20.7) (25.9) (8.6) (100.0)

울산도서관

(2017)

4,060 670 2,290 3,250 3,420 1,190
14,880

㎡

(27.3) (4.5) (15.4) (21.8) (23.0) (8.0) (100.0)

표< -Ⅴ 11 지역대표도서관의� 연면적� 및� 용도별� 점유비율� 비교 단위>� ( : )㎡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 의� 공간비율과� 다른� 지역의� 지역대표도‘ · ’(2016)○�

서관의� 공간비율을� 종합하고 농인을� 위한� 전문도서관이라는� 정치적 정책적�,� ,�

당위성을� 적용하여� 농인을� 위한� 소통공간 문화교육 을� 최대화하고� 보존서고( )

를� 최소화하여� 적정한� 공간비율을�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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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료열람 업무관리 문화교육 보존서고 공용 기타

사례

건립

매뉴얼
34.7% 8.1% 20.5% 7.5% 28.2%

합계의�

5~6%
다른� 지역�

대표

도서관

30.5% 5.4% 13.7% 19.4% 29.9% 8.1%

평균 32.6% 6.8% 17.1% 13.5% 25.6% 6.6%

농인도서관� 적용 30% 9.5% 25% 7.5% 20% 8%

표< -Ⅴ 12 농인을� 위한� 도서관� 공간� 및� 시설별� 세부� 규모� 추정 단위>� ( : )㎡

농인을� 위한� 전용� 도서관의� 연면적을� 최대� 로� 가정하고� 시설공간을�18,000○� ㎡

자료서비스 업무� 수행 교육문화 보존서고 공용으로� 분류할� 경우 공간별�,� ,� ,� ,� ,�

면적� 배분은� 표� 과� 같이� 자료서비스� 업무� 수행�< -10> 25 30%,� 8 10%,�Ⅲ ∼ ∼

교육문화� 보존서고� 공용� 로� 계획하는� 것이� 적25 30%,� 6 8%,� 18 22%∼ ∼ ∼

절함

� � �

구분 자료서비스 업무수행 교육문화 보존서고 공용 기타 합계

면적( )㎡ 5,400 1,710 4,500 1,350 3,600 1,440 18,000

비율(%) 30% 9.5% 25% 7.5% 20% 8% (100.0)

표< -Ⅴ 13 농인을� 위한� 전용� 도서관의� 공간별� 면적� 배분� 안>�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한� 이용자� 공간은� 보존서고 약� 내외 기계( 7.5%� ),� /○�

전기실� 등 약� 업무수행 등의� 공간을� 제외한� 연면적의� 약�( 8%),� (9.5%)� 65%�

내외가� 적정함

다만 오픈플랜 으로� 구성할� 경우 연면적의� 내외에서� 자료,� (open� plan) ,� 45%�○�

열람을� 위한� 서가� 공간과� 이용자서비스� 공간 대면낭독실 수어영상실� 등� 특( ,�

수자료서비스� 지원� 공간 다목적홀� 및� 그룹세미나실� 포함 을� 다양한� 유형으,� )

로� 배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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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간구성의� 기본방향.�

농인을� 위한� 도서관 설립� 시� 공간구성의� 기본방향은� 년에� 수행한� 국‘ ’� 2019○�

립장애인도서관의� 독립청사� 신축� 시� 공간구성 안 을� 참고하여� 기본방향을�( )

설정할� 필요가� 있음 국립장애인도서관( ,� 2019,� 107)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신축� 시� 공간구성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음�○�

이용자� 중심의� 통합공간� 디자인� � (1)�

이용자� 중심적� 사고에� 의한� 디자인은� 그림� 와� 같이� 주� 출입구 로비< -2> ·○� Ⅲ

에서� 건물� 전체의� 수직� 및� 수평구조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단순한�

동선체계로� 구성함

서비스데스크는� 층별� 공용공간에� 인접� 배치하되� 순환� 동선체계로� 구성하여�○�

길찾기가� 쉽도록� 구성함

검색� 및� 이용� 공간은� 동선의�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능동적� 탐색이� 가능○�

하도록� 구성하되� 단� 이하의� 서가로� 구성하여� 시각적� 연속성을� 유지함�3

장애� 유무와� 무관하게� 보편적� 이용이� 가능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함○�

창조적�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도서관� �� � (2)�

인쇄자료에서� 디지털� 및� 영상자료까지� 다양한� 매체에� 의한� 풍Commons� :�○�

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수집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함

정보와� 정보의� 만남 정보와� 이용자와의� 만남 이용자와� 이High� Contact� :� ,� ,�○�

용자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또�

다른�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장소 로서의� 도서관을� 구현함‘ ’

정보� 접근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기계발을� 지원하는�Low� Impact� :�○�

다양한� 문화향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보와�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

성 을� 우선�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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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gibility 

" 알기 쉬운 단순명쾌한 동선

" 기능 중심의 공간구성

" 획일적인 이미지

풍요로운 공간 이미지

Ambiguity 

" 자유로운 탐색 동선

" 감각 중심의 공간구성

" 다양한 이미지

" 장시간 체류 이용을 위한 풍요·

로운 공간 이미지

그림( -Ⅴ 5 이용자 중심적 사고에 근거한 공간구성 개념도) 
� �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도서관(3)�

국가� 지식문화� 거점으로서� 장애인의� 정보활용능력을� 배양하Community� :�○�

고�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시설� 성격 의� 지식정보� 환경을�‘ ’

제공함

누구나� 정보를� 신속하고� 쉽게� 제공받는다 라는� 수동적� 이용Participation� :� ‘ ’○�

형태에서� 벗어나� 습득한� 지식을� 통해� 또� 다른�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나간‘

다 라는� 능동적� 이용형태를� 지원하는� 지식정보� 환경을� 마련함’

원스톱� 서비스� 동선체계를� 지원하는� 물리적� 공간� � (4)�

이용자� 공간은� 정보탐색과� 자료열람 이용� 공간과� 집단� 세미나 학습 커뮤니· ,� ,�○�

티�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크게� 나눔

기본적으로� 자료� 공간은� 오픈� 계획을� 적용하고� 디지털� 정보와� 인쇄� 매체� 정○�

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 라인으로� 배치함

정보탐색� 및� 열람공간은� 영역별� 운영프로그램의� 성격을� 다변화시켜� 동적� 및�○�

정적� 흐름의� 기능을� 균형� 있게� 배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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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서가� 공간은� 가능한� 실을� 구분하지� 않고� 자료유형별로� 영역화하고� 영○�

역별로� 매개공간 중간영역 을� 배치하여� 휴게� 공간으로� 활용함( )

오픈� 계획의� 열람� 서가� 공간에서는� 어느� 장소에서나� 디지털� 정보탐색과� 열○�

람서비스 노트북� 이용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설비를� 정비하고� 향후� 기능,�

변화에� 따른� 영역� 재배치� 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설비계획을� 고려함

소음을� 발생하는� 청각장애인과� 다른� 장애인들과의� 서비스� 공간은� 벽체가� 있○�

는� 실로� 분리함

기타�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열람공간 그룹세미나실과� 공부방� 등도� 벽체로�,�○�

실을� 구성함

디지털� 및� 아날로그� 비디오� 편집기 정보� 재생산을� 지원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장비는� 관리자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 동선에� 인접시켜� 배치함

서비스� 데스크 카운터 기능의� 구조적� 배치� � (5)� ( )�

기존의� 이용자� 서비스� 기능에서� 확대된� 기능으로서� 모든� 관내� 서비스의� 기○�

본정보를� 즉시� 제공하고� 관리자 자원봉사자 이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을�- - ‘ ’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지향함

도서관� 내� 각� 시설의� 이용안내 영역별� 프로그램 요구정보를� 실시간으로� 홍,� ,�○�

보 제공하며� 이용자� 질문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레퍼런스� 서비스 를�· ‘ ’

강화하는� 서비스� 데스크 카운터 기능을� 확대함( )�

관리자� 전용� 동선체계 수직� 동선 로부터� 층별� 이용자� 동선 수평동선 의� 서비( ) ( )○�

스� 동선체계를� 구성함 이를� 위한� 서비스� 동선체계에� 그림� 처럼� 서.� < -3>Ⅲ

비스� 데스크� 및� 자원봉사자� 코너를� 배치하여� 이용자�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

응하도록� 물리적� 공간을� 지원함

장애인� 대체자료� 및� 대체자료의� 택배� 서비스� 등이� 원활하도록� 자료� 반 출입�·○�

동선을� 고려하여� 대출서비스� 지원� 공간을� 배치함

이용자의� 질문� 및� 연구를� 위한� 레퍼런스�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다른� 전문,�○�

사서와� 쉽게� 연결되도록� 관리자� 전용� 동선에� 공간을� 연계� 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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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관리자 동선체계와 서비스데스크 위치 서비스데스크가 후면 업무공간과 연결된 평면사례 

그림( -Ⅴ 6 서비스데스크 카운터 기능의 효율화를 위한 구조적 배치) ( ) 

배리어프리 디자인� 개념의� 적용� � (6)� (barrier� free)�

고저� 차� 등� 장애가� 없는� 안전한� 공간계획을� 통해� 모든� 이용자의� 수직 수평·○�

의� 연속적� 이동을� 지원함

도서관� 이용자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및� 가구를�○�

지원하며� 특별히� 설치해야� 할� 시각� 및� 음향� 환경에� 의한� 정보전달공간� 외

에는� 공통의� 배리어프리� 설계조건으로� 통일함

경사로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은� 장애인을� 위한� 공간적� 배려에� 국한하지� 않,� ,�○�

고� 안전하고� 쾌적한� 편의시설로�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공

간적� 풍요로움을�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 배려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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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농인을� 위한� 건축계획� 및� 공간구성.�

표 와� 같이� 청각장애인의� 이용행태� 특성과� 건축계획은� 국립장애인도< -14>○� Ⅴ

서관의� 연구용역을� 참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구분 내용

이용자

행태특성

청각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규정� � ( )

난청�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의� 잔존청력으로� 청각을� 통한� 정보� 교환이� 어렵지만� 가능한� 수:�․

준

농� 청력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청각을� 통해� 언어적� 정보를� 주고받지� 못하는�:�․

사람

건강특성

두� 귀의�청력손실이� 각각� 이상인�사람 한�귀의� 청력손실이� 이상60dB� ,� 80dB�․

이면서�다른�귀의�청력손실이� 이상인�사람 두�귀에�들리는�보통�말소40dB� ,�

리의� 명료도가� 이하인� 사람50%�

신체특성

독서� 자체기능보다� 독서에� 관련된� 의사소통에서� 독서보조기기� 지원 레퍼런스,�․

서비스를� 위한�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함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 31)

장애유형 장애정도 분포 의사소통도구

청각장애

전체장애인의 ( 10.8%)

경증장애 77.4%

말    85.8%

수어  5.6%

구어  4.1%

중증장애농인( ) 22.6% 수어 100%

의사소통으로� 소리가� 발생하므로� 자유로운� 분위기의� 별도공간이� 필요함․

정서적� 활동보다� 육체적인� 활동을� 선호함․

시각 냄새 촉각� 등에� 의존함,� ,�․

골밀도� 전화기 팩스� 등의� 대체기기를� 사용함,�․

건축계획

오픈

스페이스�

자료열람

코너

오픈스페이스� 자료열람코너․

청각장애 수어 청각장애인� 복지� 관련� 정보 각� 유관시설� 정기간행물� 배가,� ,� ,�․

청각장애인� 서비스지원� 기기류� 전시․

인터넷 시청� 코너,� DVD,�․

표< -Ⅴ 14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제시한� 청각장애인의� 이용행태� 특성과� 건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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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 유용한� 홍보물 팜플렛� 배가,�․

디지털아카이브� 라이브러리
영상자료� 시청부스

장애인 비장애인� 공용이용( / )

커뮤니티

활동

Assistive� Listening�

System-meeting� room� Deaf�

Services� Librarian� Center� for�

Accessibility�District�of�Columbia�

Public� Library(Washington,� DC)

Georgia� School� for� Deaf

이동

편의시설

비상시� 음성방송의� 가시화 문자화 디지털� 게시판 점멸등� 설치� 등,� ( ,� )․

엘리베이터� 안내 음성정보 의� 가시화 긴급연락� 버튼� 설치( ) ,�․

수어서비스� 및� 필담도구의� 표시 설치 커뮤니케이션� 지원코너� 설치/ ,�․

피난경로의� 점멸유도등� 설치�․

보조공학

기기

문자전화기,

화상전화기,

골도전화기

청각장애인이� 통신중계센터에� 문자로 센터는� 도서관� 직원 지인� 등에� 음성으,� /․

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전화기

영상을� 이용해� 수어로� 통신중계센터나� 도서관� 직원 지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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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권재일 청각장애인의� 언어� 사용실태와� 수화에� 대한� 청인의� 인식 서울� 국립국어원 한국농아인협회� ,� ( :� ,� ,� 2009)

는� 전화기

두개골� 진동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전화기․

자막

수신기

와� 연결되어� 방송사에서� 송출하는� 청각장애인� 지원� 한글� 자막방송� 시청장TV․

치

음성증폭기,

보청기

청각장애인이� 도서관� 이용� 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소리를� 증폭․

시켜주는� 보조장치

램프 진동신·

호장치

도서관� 내� 비상사태�발생이나� 서비스� 대기상황에서�청각장애인이� 소리를� 대신․

한� 빛의� 점멸이나� 진동으로�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경보장치

컴퓨터�

보조 디지털�/

필기장비

컴퓨터나� 휴대용� 단말기에� 연결된� 태블릿� 마우스 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하여�,�․

문서작성이나� 필담이� 가능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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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예산 일정 부지선정 제언3.� ( ,� ,� )�

가 설립� 예산� 추정.�

1)� 공사비� 적용� 추정�

조달청 의� 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에� 따르면� 도서관�(2018.6) 2017○�

사례는� 개 평균� 단위면적 당� 공사비는� 원 이며2 ( ( ) 2,400,496 ) ,㎡ 32) 사례의� 항�

목별� 공사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중� 최고� 단가를� 적용함( ,� ,� ,� )�

신재생에너지� 공사비를� 건축공사비의� 를� 적용하고 설계비와� 감리비� 등은�6% ,�○�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 에� 따라� 적용하고‘ ’ ,�

예비비는� 전체� 공사비의� 를� 적용함10%

농인을� 위한� 도서관� 설립비용은� 도서관� 내부�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표<○� Ⅴ

와� 같이� 약� 억� 원 천만원� 단위� 이하� 절삭 으로� 추정됨-15> 662 ( )

내부� 시설 장비� 및� 주차장�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 예상2)� ,�

농인을� 위한� 도서관을� 지역대표도서관� 규모로� 설정하였기에� 최근에� 건립된�○�

충남도서관 년� 월� 일� 준공 의� 건축사례를� 참조하면 전체� 건립비�(2017 12 22 ) ,�

억� 원� 중� 공사비는� 억� 원 부지� 매입비는� 억� 원이었으며 기타� 비522 314 ,� 173 ,�

용으로� 억� 원이� 소요됨35

기타� 비용인� 억� 원은� 도서관� 내부� 디자인 가구 장비� 등 과� 관련된� 비용35 ( ,� )○�

으로 농인을� 위한� 공간적� 편의성� 제공과� 국내� 유일의� 농인� 전문도서관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타� 비용 내부� 디자인 이� 필요함( )

주차장법� 시행령 에� 따르면○� 「 」 33) 시설면적� 당� 대 시설면적 의�� 200 1 ( /200 )㎡ ㎡

주차장을� 두게� 되어있어� 를� 적용하면� 최소� 대� 이상의� � � 주차장�18,000 90㎡

부지를� 확보하면� 되나� 농인의� 이동권을� 고려해서� 최대� 대� 규모의� 주차300

장� 확보가� 필요함

32) 도서관� 연먼적� 당� 공사비� 원� 도서관� 연면적� 당� 공사비� 원� � ( 6,450 )� :� 2,673,155 /� ( 4,438 )� :� 2,127,836①� ㎡ ㎡ ②� ㎡ ㎡
33) 제 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바목� 및� 사목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은� 제외한� 3.� 1 [ 1� 3 ( ,� ,� )「 」�

다 제 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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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와� 내부� 디자인� 등의� 기타� 비용 충남도서관� 사례� 적용 을� 종합하면( ) ,�○�

농인을� 위한� 도서관� 설립에� 따른� 비용은� 약� 억� 원으로� 추정됨�400

이� 추정� 건립비에는�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외되어� 있어,�○�

만일� 주차장을� 확대하면� 약� 여억� 원이� 초과할� 수� 있음500

구분 추정금액 당� 공사비㎡ 비고

공

사

비

건

축

공

사

비

건축 18,278,604,000 1,523,217�

조달청� 유형별� 공사사례� 중�

물가인상� 등을� 반영하여�

최고� 단가를� 적용 도서관( ②�

사례)

기계 5,261,340,000 438,445�

전기 3,623,964,000 301,997�

통신 2,536,560,000 211,380�

소방 1,347,672,000 112,306�

부대시설 토목 조경( ,� ) 1,347,672,000 270,449�

소계 34,293,528,000

신재생에너지 2,057,611,680 공사비의� 6%

합계 36,351,139,680

시설

부대

경비

설계비 1,849,186,119
공사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

감리비 19,733,024

시설부대비 39,745
예산안지침의� 시설부대비�

요율

소계 1,868,958,888

예비비 3,429,352,800 공사비의� 10%

총계 41,649,451,368

표< -Ⅴ 15 농인을� 위한� 도서관� 공사비� 추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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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립� 단계를� 위한� 제언.�

설립� 일정 공공도서관� 건립� 단계� 준용1)� ( )

가 기본계획 건축� 설계 건축시공 개관준비� 단계� 필요�( )� ,� ,� ,�

공공도서관� 건립� 단계는�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단계 본� 기초연구가� 수행 에서�( )○�

기본계획� 단계 건축� 설계� 단계 건설시공� 단계 개관준비� 단계로� 실시,� ,� ,�

기본계획�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고 투융자심사를� 비롯하여�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제반� 사항� 등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여야� 사업� 시행� 일정이� 단축될�

수� 있음

그림( -Ⅴ 7 공공도서관의 조성단계) 

나 건립단계에� 따른� 사업� 시행� 일정 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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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공공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관점에서� 도서관을�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동시

에� 도시계획� 변경� 및� 설계에� 대한� 현상공모 투융자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밟고� 예비인증을�,�

통해� 건축물� 인증� 절차를� 진행하면� 최소� 년의� 기간이� 필요함 전라북도5 ( ,� 2019,� 110)�

그림( -Ⅴ 8 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사업 시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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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안2 (2 )� 농인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확대

1.� 국립장애인도서관의�농인�서비스�강화 가칭 수어�및�자막�도서관 운영-�‘( )� ’�

가 추진배경.�

도서관법� 제 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45○�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치함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

괄 등� 개의�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 장애유형을� 포괄하는� 종합’� 12 ,�

적�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 제작 제작지원� 및� 제공� -� · ·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 평가 검정� 및� 보급� -� · ·

도서관자료의� 공유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

도서관서비스� 및� 특수설비의� 연구 개발� 및� 보급� -� ·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

도서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년� 개관� 이후�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취약한� 조직� 기반� 및� 인력� 구성에도�2012○�

불구하고� 법정�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장애인� 정보격차의� 중요성과�

장애인서비스� 강화의� 당위성에� 대한� 도서관계� 인식을� 개선하고� 서비스� 역량

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여� 왔음 국립장애인도서관( ,� 2019)�

특히�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기반� 조성 서비스� 기준과� 지침� 개발 대� -� ,� ,�

체자료� 확대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개발과� 서비스 전국� 도서,� (DREAM)� ,�

관� 장애인서비스� 교육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 소리,� ,� ‘

책나눔터 운영 장애아동 청소년� 독후감� 대회 장애인� 온라인� 상담시스템�’� ,� · ,�

개설� 및� 무료� 보급 우편택배서비스� 책나래 의� 개발과� 운영� 등� 많은� 사업,� ‘ ’

을� 추진하였고� 상당한� 성과를� 창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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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도적� 및�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만� 명에� 달하는� 등록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260

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국가� 구심체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

다는� 지적이� 많음 최근� 연구.� 34)에서� 제시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약점과� 한

계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음

전용� 건물이� 아닌� 일반� 시설에� 위치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 접근성� 및� 이� -�

용환경이� 매우� 취약하고�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장애� 유형별� 특

성을� 고려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는� 방향으로� 공간� 및� 시설을� 확대할� 필요

가� 있음

장애� 유형별� 대체자료� 제작�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 -�

국가� 차원의�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운영에� 걸맞은� 조

직 인력� 확대가� 필요함·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만 단계별� 계획� -� ,�

에� 따른� 질적인� 세부평가� 계획� 등이� 부족함

보조금� 예산� 축소로� 공공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

있으므로� 독서� 보조기기� 지원� 확대가� 필요함

장애인의� 독서� 활동� 실태를� 성인� 시각� 및� 청각장애인� 일부로� 한정하여� 조� -�

사하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에� 한계가� 있으므로� 장애� 유형별� 모든� 연령으로�

표본� 수� 명�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5,000

장애� 유형별� 대체자료� 제작� 및� 맞춤형� 서비스 앱 독서보조기기 를� 지� -� ( ,� PC,� )

원하는데� 한계가� 있고� 장애인� 지식정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 기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시 도 사립� 장애인도서관� 등과의� 연계� 협력� 체계( ,� ),� · ,�

가� 미흡하므로�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및� 독서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 인력�·

확대 정책협의망� 구축이� 필요함,�

장애� 유형별� 독서프로그램� 및�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이� 미흡� -�

함 청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손책누리 는� 독서능력� 향상과� 도서관�.� ‘ ’

이용률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다른� 장애유형 시각 발달 지체� 등 을�( ,� ,� )

위한� 독서프로그램의� 정기적인� 운영은� 미흡함

비장애인이� 장애� 유형별� 장애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장애인� 인� -�

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하므로� 이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

34)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국립장애인도서관� 발전� 방안�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 :� ,� 2017),� pp.� 15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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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전문분야�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전문서적 법률 컴퓨터� 전공 공� -� ( ,� ,�

무원� 수험서 해외� 원서� 등 에� 대한� 대체자료� 제작�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 )

로� 제작� 확대� 및� 원문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외� 독서문화진흥법 제 조� 제 호에� 규정된�� -� 2 3｢ ｣
독서소외인 시각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 · ·

제약� 등으로� 독서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

의� 자기계발� 및� 학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및� 정책적� 대책이� 요구

됨

국가� 차원에서� 대체자료의� 망라적� 수집과� 공유를� 위한� 정책이� 미흡하고 시� -� ,�

각장애인� 중심의� 대체자료� 제작과� 직접� 서비스로� 인한� 다른� 장애유형의� 서

비스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각장애인� 외의� 장애유형을� 위한� 대체자료� 개발�

및� 수집정책이� 필요함

도서관�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및� 전문인력의� 부실 공공도서관� 장애� -� ,�

인자료실 또는� 코너 및� 독서보조기기의� 부족 사립� 장애인도서관� 지원의�( )� ,�

한계�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및� 구심점� 역할이� 저조함

나 농인을� 위한� 수어� 및� 자막� 도서관서비스 운영.� “ ”�

현� 단계�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전국의� 모든� 도서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서비스○�

를� 확대 강화하도록� 유인하고� 촉진하려면� 정체성 조직적� 기반 역할과� 기능�· ,� ,�

등을� 성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장애인� 간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관 전문센터 를� 설립 운영을� 할� 수�( ) ,�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법 제 조 설치� 등 제 항에� 따라� 문화체육18 ( )� 1 “○� 『 』

관광부� 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

을� 둔다 제 항�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 2 “

리� 및� 지역� 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ㆍ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라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

국립세종도서관 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 조 업무 제 항에� 따라� 제 항제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19 ( )� 3 “ 1 7○�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보존연구센터를� 둔다 개정� 제 항� 연( 2009.� 3.� 25)“,� 4 “



- 141 -

구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문화체육관,�

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자료보존연구센터의� 직무와� 업무� 등이� 나열되어�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조 자료보존연구센터 도서� -� ,� 48 ( )� ①� 「

관법 에� 따른�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자료보존연구센터를� 둔다 자료보존연구센터에� 센터장� 명을�.� 1②�

두되 센터장은� 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자료보존연구센터장은� 국,� 4 .� ③�

립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

감독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 조� 제 항� 및� 제.� 12 3④� 「 」�

조� 제 항에� 따라� 자료보존연구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14 4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한다� �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58 1 2○� 「 」�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한국수어� 통역센터35)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

음�

따라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농인을� 위한� 수어� 및� 자막서비스� 기능을� 강화하○�

고�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수어통역센터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특성을�

고려한� 분관� 또는� 전문센터 팀 를� 설립� 및�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역할은� 청각장애인� 수화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공공도서관� 내� 청각� � -�

장애인도서관� 서비스� 지원�

표 는�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농인을� 위한� 수< V-16>○�

어� 및� 자막� 도서관� 기능을� 강화한� 예시임

35) 한국수어� 통역센터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한국수어�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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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애인도서관의 현재 기능< >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협력과 자료개발과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1.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2.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작ㆍ제작지원 및 이용 서비스 제공
의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3 2.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ㆍ평가ㆍ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특수설비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6. 
의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6 2.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사항7.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8.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9.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10.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유형별 기능 확대 모습< >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협력과 자료개발과

점자 및 음성 도서관서비스 기능 확대1. “ ” 
수어 및 자막 도서관서비스 기능 확대 팀 구성 및 협력망 운영2. “ ” ( )
시끄러운 도서관서비스 기능 확대 3. “ ” 

표< -Ⅴ 16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기능� 및� 향후�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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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인을� 위한� 수어� 및� 자막� 도서관서비스 운영방식.� “ ”�

주요� 역할과� 기능1)�

가칭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수어� 및� 자막� 도서관� 서비스 이하� 수어� 및� 자막�( )� ‘ (○�

도서관� 서비스팀 는� 농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며�)

농인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연구개발 공공도서관 수어통역센터 농인(R&D),� ․ ․

단체� 등과의� 중간매개체 농인의� 독서문화생활� 거점� 역할� 등의� 기능을� 수행,�

함

수어� 및� 자막� 도서관� 서비스팀 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단독적인� 업무� 수행‘ ’○�

이� 아니라� 공공도서관 수어통역센터 농인단체� 등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운,� ,�

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농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 및� 서비스는� 컨트롤타워로서� 법적� 책무� 및� 기� -�

능을� 수행하고� 실제� 장애인� 서비스의� 주체인� 공공도서관과� 수어통역센터의�

중간에� 위치하며� 중개자� 역할을� 수행

수어� 및� 자막� 도서관� 서비스팀 의� 농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협력체계� 구‘ ’○� �

축� 및� 운영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년에�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2019

한� 서비스� 협력체계�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연구용역에서� 제시하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지역� 단위� 각종� 도서관의� 장애○�

인�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전제로� 단계별� 지원� 협력� 모형

을� 개발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본원칙과� 단계별� 모형은� 다음과� 같· ,�

이� 제시함

서비스� 협력망� 구성� 및� 운영원칙2)�

도서관이� 장애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장치로� 전국� 협력망을� 구축○�

할� 때는� 표 과� 같은�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17>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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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 책임성� 강화
목적 사업 의� 선택과�( )

집중
민관� 파트너십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

역할 기능 과� 책임의�( )

분담
접근 이용� 극대화․

근거리� 도서관�

우선서비스�

표< -Ⅴ 17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협력망� 구축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협력망� 구축을� 공적�� -�

책무로� 간주해야� 함 같은� 맥락에서� 국가의� 컨트롤� 타워인� 국립장애인도서.�

관� 수어� 및� 자막� 도서관서비스팀 과� 지역대표도서관은� 서비스� 협력망� 구축‘ ’

을� 주도하기� 위한� 법적� 및� 지위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수행함

서비스� 협력망� 구축의� 목적과� 내용에는� 선택 집중형� 전략이� 반영되어야� 함� -� - .�

도서관서비스� 협력망은� 실익에� 못지않게� 명분이� 중요하므로� 농인의� 지식정

보� 접근 이용권� 보장을� 전제로� 차별� 해소와� 사회통합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함� �

이를� 위한� 핵심� 사업 수어통역 농인용� 대체자료� 제작� 보급� 확대� 등 농인� -� ( ,� ,�

에� 대한� 인식개선 독서문화프로그램� 등 은� 중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선,� )

택과� 집중을� 병행하는� 전략을� 구사할� 때� 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

리함

서비스� 협력망� 참여도서관은� 지위에� 따른� 입장에� 따라� 역할과� 책임을� 분담� -�

해야� 함 국립장애인도서관이나� 지역대표도서관은� 모든� 장애인을� 서비스� 대.�

상으로� 삼을� 수� 없고 공공도서관과� 청각장애인복지관� 역시� 서비스� 권역,� ,�

자료 인력 예산� 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위적� 입장 법정� 업무 지리적�· · ,� ,�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담하는� 원칙이� 바람직함

서비스� 협력망을� 구축할� 때는� 이동성� 제약과� 접근� 편의성을� 중시하여� 근거� -�

리� 도서관의� 우선� 서비스� 원칙을� 적용해야� 함 통상� 장애인의� 접근권은� 각.�

종�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이동권 공공시설� 이용권 정보통신권,� ,�

으로� 구성되지만 거주지� 인접� 또는� 교통이� 편리한� 도서관을� 우선� 이용할�,�

수� 있어야� 함�

농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협력망을� 구축할� 때는�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 이� -� ·

용의� 편의성을� 고려해야� 함 그것은� 시공간적� 접근� 편의성 장애인� 친화형�.� ,�

시설과� 환경 대체자료� 확보� 및� 제공의� 신속성 이용� 시스템의� 최적화�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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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며� 협력과� 공유가� 절대� 중요함

농인을� 위한� 서비스� 협력망� 구축에는� 민간 청각장애인복지관 수어통역센터� -� ( ,� ,�

농인단체 특수학교� 등 과의� 견고한� 파트너십이� 전제되어야� 함 그래야� 사,� ) .�

회적� 편견과� 차별이� 초래하는� 심리적� 장애의� 해소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농인� 요구의� 적극적� 반영 규모와� 범위의� 경제성� 원칙을� 크게� 이탈하는� 대,�

체자료� 및� 독서보조기기� 제작과� 보급 도서관서비스� 이용의� 촉진 지식정보�,� ,�

접근성�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음

서비스� 협력망� 모형3)�

수어� 및� 자막� 도서관서비스팀 을� 중심으로� 한� 협력망� 모형은� 그림�‘ ’ < -9>○� Ⅳ

와� 같이� 제안함 이� 모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중심의� 하향식� 계층구조가� 아.�

니라� 시도별� 거점인� 지역대표도서관과� 생활공간에� 위치하는� 공공도서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중심의� 장애인서비스와의� 수평적� 연계� 협력을� 강조함 그�.�

성격과� 구성요소 명분과� 실리 기대효과� 등은� 다음과� 같음,� ,�

서비스� 협력망은� 거버넌스� 모형� 내에서� 모든� 관종� 및� 이해집단을� 아우르는�� -�

범국가적� 모형이� 바람직함 지역� 단위의� 개별적� 협력망보다� 전국� 협력망�.�

내에서� 시도별� 및� 장애유형별� 특징과� 신축성을� 담보할� 때� 적실성과� 실효성

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임�

서비스� 협력망의� 기본구조는� 의사소통과� 도서관서비스� 간의� 수평적� 연계시� -�

스템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단위도서관 수어통역센터 청각장( - - ,� -

애인복지관 농인도서관 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학교� 및� 대학도서관- ) .�

을� 제외한� 지역주민으로서의� 장애인은� 거주지에� 인접한� 공공도서관� 및� 농

아인협회� 지역지부 수어통역센터가� 가장� 편리한� 서비스� 포인트이므로� 비,�

장애인과� 같은� 공간 시간에서� 지식정보� 이용과� 소통이� 반복될� 때� 공동체�,�

형성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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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 및 

자막서비스팀

국립장애인도서관( )

수어통역센터

복지관부설 

농인도서관

실 등( ) 

대학 학교/

도서관
공공 작은/

도서관

지역

대표도서관

청각장애인 

복지관

청각장애인

도서관서비스협력

수어통역 등 

의사소통 협력

청각장애인 

지식정보 접근성 

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 

및 지역 협의체

국립중앙

도서관

" 한국농아인협회 및 

전국지부

" 국립농학교 등 학교

" 장애인 특수학교 학급/

" 국립특수교육원 

그림( -Ⅴ 9 국립장애인도서관 수어 및 자막서비스 팀 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협력망 안)  ‘ ’ ( )

서비스� 협력망� 내의� 도서관서비스� 협력은� 수어� 및� 자막� 도서관서비스팀 은�� -� ‘ ’

농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정책� 수립과� 집행 포털사이트� 구축 운영 농인�,� ,�․

관련� 참고자료� 등� 구축 도서관� 직원� 대상� 서비스� 교육을� 중심에� 두고DB� ,� ,�

지역대표도서관은� 국립장애인도서관과�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개발 지역� 공공도서관을� 위한� 서비스� 지원� 등에� 주력하며 일선의� 공공도,� ,�

서관은�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에� 전념해야� 함

서비스� 협력망� 내의� 의사소통� 협력은� 지역재활시설인� 수어통역센터를� 중심� -�

으로� 한국농아인협회� 전국지부 청각장애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정책적� 공,�

조� 및� 협력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농인이� 원하는� 의사소통지원과� 농인

을� 위한� 대체자료를� 도서관에� 의뢰하고� 연결� 역할을� 하는� 모형임 이� 경우.�

에� 농인의� 정확한� 의사전달과� 정보� 욕구� 파악을�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

은� 수어통역센터 농아인협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하며� 정책의� 비,�

효율성과� 예산� 낭비를� 예방하여야� 함

수어� 및� 자막� 도서관서비스팀 을� 중심으로� 한� 협의회는� 다양한� 이해집단� -� ‘ ’

도서관 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복지관 특수학교� 등 의� 전문가와� 당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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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구성하여� 농인을� 위한� 장애인서비스� 강화를� 위한� 의견� 개진과� 수렴,�

제안사항� 검토� 등을� 대체자료� 및� 독서보조기기� 제작 서비스� 환경과� 시스,�

템� 개선 프로그램� 개발 아웃리치서비스� 확대� 등에� 반영해야� 함,� ,�

수어� 및� 자막� 도서관서비스팀 을� 중심으로� 한� 협력망이� 구축 운영되면� 농인‘ ’ ·○�

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사회문화적� 장치로� 인식되어� 존립� 기반이� 견고해지

고 자원공유가� 활성화되면� 서비스� 범위와� 내용이� 확충될� 것이며 농인은� 비,� ,�

장애인과� 동등하게� 자료� 이용 정보검색 독서활동 프로그램� 참여 공간과�,� ,� ,� ,�

시설의� 활용� 등을� 통해� 지식정보� 기반의� 삶을� 일상화할� 수� 있음�

서비스� 협력망의� 운영방안4)�

서비스� 협력망� 구축의� 기본원칙이� 구조와� 하드웨어라면� 운영방안은� 시스템○�

과�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므로�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제시한� 국립장애인도서

관의� 협력망� 운영방안� 모델을� 참고하여� 기본방향 전략적� 목표 핵심� 메뉴를�,� ,�

분명하게� 설정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서비스� 협력망� 운영의� 기본방향은� 참여하는� 주체들의� 법적� 지위와� 법정� 업○�

무 역할과� 기능 조직적� 강점과� 약점 서비스� 대상의� 범위와� 특징� 등이� 상,� ,� ,�

이하므로� 공감과� 합의를� 전제로� 설정하는� 지향성을� 의미함

자발적� 참여주의� 모든� 도서관은� 지식정보서비스� 강화를� 통한� 장애인의� 정� -� :�

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보장을� 공통분모로� 설정하고� 각각의� 법적� 및� 지위

적� 역할을� 중심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함 많은� 협력망이� 명목상으로� 존.�

재하는� 결정적� 이유는� 주체의식� 결여와� 소극적� 참여에서� 기인함을� 인식해

야� 함� �

상호� 보완주의� 서비스� 협력망� 운영은� 참여하는� 주체들의� 수평적� 협력과�� -� :�

상호� 보완에� 방점을� 두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관료제적� 사고를� 가장� 경계.�

해야� 하는데 가령�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청각장애,� ‘ - - -

인복지관 수어통역센터� 등 의� 하향식� 계층구조� 또는� 우월적� 지위를� 강조하/ ’

면� 협력망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으므로� 범국가적� 구심체인� 국립장애인도

서관은� 서비스� 정책� 및� 지원기능 지역대표도서관은� 시도� 단위� 시책� 및� 지,�

원� 협력� 기능 일선의� 공공도서관은� 서비스� 제공에� 치중하면서� 상호� 보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함

민주적� 합의제� 운영� 서비스� 협력망이� 형식적� 협의체로� 전락하지� 않기� 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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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리더십� 발휘와� 지역대표도서관의� 연결고리� 역

할이� 중요함 이를� 전제로� 협력망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다양한� 의견과� 불.�

만� 등을� 표출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다른� 입장을� 민주적으로� 조정 합의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

서비스� 협력망� 운영의� 전략적� 목표는� 청각장애인의� 기본권인� 지식정보� 접○�

근 이용권� 확대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지식문화적� 삶의� 보장 문화복지� 증· ,� ,� ,�

진 사회참여� 및� 통합을� 통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도서,�

관� 장애인서비스를�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두어야� 함

라 농인을� 위한� 수어� 및� 자막� 도서관서비스 의� 기능과� 역할.� “ ”�

청각장애인들의� 친숙한� 생활공간으로서의� 도서관1)�

수어� 및� 자막� 도서관서비스팀 은� 책이나� 미디어� 자료를� 대여하고� 문화� 프로‘ ’○�

그램을� 제공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각장애인의� 전반적인� 생활,�

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생활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한� 경우라○�

도� 청각장애인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들과�

편안히� 교류할� 수� 있으므로 도서관에� 마련된� 청각장애인을� 위한� 공간에서�,�

청각장애인은� 농문화를� 공유하고� 만들어낼� 수� 있음� �

이러한� 센터의� 역할은� 청각장애인을� 도서관으로� 유인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

수화와� 농문화에� 익숙한� 직원� 배치2)�

수어� 및� 자막� 도서관서비스팀 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서비스� 전담직원‘ ’○� �

을� 배치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 서

비스를� 확장하여야� 함

정부와� 지자체는�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정원� 대비� 전담인력�○�

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농문화와� 농사회에� 애정이� 있는� 직원발굴� 및�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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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분야에� 배치할� 필요가� 있음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한� 직원의� 배치는� 청각장애인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이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농사회� 및� 농관련� 기관과의� 강력한� 연계3)�

수어� 및� 자막� 도서관서비스팀 은� 농인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의� 개발 프로그‘ ’ ,�○�

램의� 홍보 프로그램의� 운영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

기� 위해서� 한국농아인협회 청각장애인� 유관단체� 등� 농사회와� 연계하여� 협,�

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함�

센터와� 한국농아인협회� 등과의� 강력한� 연계에는� 수화에� 능숙하고� 농사회와�○�

농문화에� 익숙한� 직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농사회� 및� 농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는가는� 향후� 센터가� 준비하고� 있는� 농인을� 위한�

지역� 거점도서관 공공도서관과의� 협력모델의� 운영�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

농사회� 전반에� 걸친� 포괄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터미널� 역할4)�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보� 접근의� 어려움이� 매우� 큼.�○�

수어� 및� 자막� 도서관서비스팀 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청각장‘ ’ ,�

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미국� 는� 테네시� 주의� 청각장애인들이� 자신들이� 청각보조기기를� 구입LSDHH○�

하고자� 할� 때� 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도서관� 정보를� 접하면서� 도서LSDHH

관에� 관한� 관심을� 두고�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

음

따라서� 수어� 및� 자막� 도서관서비스팀 은� 도서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청각‘ ’○�

장애인을� 도서관으로� 이끌기� 위해서� 청각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으로� 제공하는� 터미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함one-stop

지역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등� 도서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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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 및� 자막� 도서관서비스팀 의� 운영�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

필요하고� 센터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제공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과�,�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따라서� 센터� 혼자의� 힘으로� 운영되기� 어려우므로� 정부와� 지자체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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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협의회� 구성� 및� 운영2.�

가 도서관과� 청각장애� 유관기관과의� 협력의� 필요성.�

농인 청각장애인 의� 도서관정보서비스� 욕구는� 교육수준 한국수어� 이해정도�( ) ,�○�

등� 영역별로� 그� 대상� 범위가� 매우� 넓고 특정� 이용자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정보� 욕구를� 지닐� 수� 있음

이용자의� 거주지역 생활환경에� 따라� 도서관� 서비스� 내용과� 방법이� 다르며,� ,�○�

농인의� 사회적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요구되는� 특성을� 보임,�

따라서 이러한� 농인의� 도서관� 서비스� 욕구를� 원활하게� 해소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도서관과� 청각장애인기관의� 기능적� 차원에서의� 서

비스� 통합과� 연계가� 요구됨

협의회는� 사전적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의논하기� 위하여� 여는� 모임“ ”○�

을� 의미함� �

예를� 들어� 행정협의회 는�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관련�� -� ‘ ’ 2

자치단체들이� 서로�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협의기

구임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행정협의회는� 개월마다� 시장 군수� 및� 관계� -� 3 ·

기관이� 참석하여� 광역행정에� 관한� 협의를� 하게� 되어있으며� 주요� 협의� 내용

은� 광역도시�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지역� 간� 도로 교통 공해�,� · ,�①� ②� ③�

및� 수질오염� 문제 공업단지� 계획� 등이� 있음,� ④� 36)

도서관� 분야에� 대표적인�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협의회는�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이� 주도하는� 전국� 어린이� 청소년도서관� 서비스� 협의회 가� 있음’ “ ” 37)�

전국� 어린이� 청소년도서관� 서비스� 협의회 는� 년� 월에� 창립하였으� -� “ ” 2006 12

며 국내�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서들� 간의� 협의체로�,� ·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서비스�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관련� 기관� 간� 상· ·

호협력을� 통해� 국내� 어린이 청소년� 분야� 도서관� 서비스� 향상� 및� 사서의� 전·

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년� 월� 현재� 회원� 수는� 개� 관이며� 조직구성은� 회장 총회 운영위� -� 2021 5 727 ,� ,�

36) 네이버� 지식백과 행정협의회� 이해하기� 쉽게� 쓴� 행� [ ]� [ ,� administrative� conference,� council� of� governments]� (⾏政協議會
정학용어사전 하동석 유종해,� 2010.� 3.� 25.,� ,� )

37)� https://www.nlcy.go.kr/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전국어린이청소년도서관서비스협의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자료� ,� .� 2020.�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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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로� 구성되며 회장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이� 수행하고� 있고 총회,� ,�

는� 주요안건의� 의결기구이며 운영위원회는� 주요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견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실무분과위원회 어린이청소년자료분과 독서프로그램분과 최신도서관� -� ( ,� ,�

서비스� 분과 청소년서비스분과 를� 운영과� 국내외� 서비스� 사례조사� 및� 연구,� )

를� 진행하고� 있음�

농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협의회 는� 현재의� 농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한계‘ ’○�

를� 직접�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사서가� 농인을� 위한� 직접적� -� ,� ,�

인� 서비스�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은� 농인과의� 의사소통 정보� 욕구� 파악� 부,�

재� 등� 한계가� 있음

기존에� 농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와� 농인의� 주요� 의사소통� 및� 생활문화에�� -�

밀착해� 있는�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함

농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협의회 는� 국립장애인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 ’ ,�○�

공공도서관이� 청각장애복지관 청각장애학교 청각장애단체와� 같은� 청각장,� ,� 「

애� 유관기관38) 과� 서비스� 목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대신� 서비스� 담당자와�」

청각장애� 유관기관� 담당자가� 참여하는� 농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협의회「 」

를� 구성하고� 실무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농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단계

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임

농인을� 위한� 도서관� 전문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는� 청각장애� 유관기� -�

관과의� 협력은� 필요하며� 협력� 방안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농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협의회 는� 지금까지� 농인과� 도서관은� 서비스� 연관‘ ’○�

성이� 낮은� 특성이� 있었으므로� 농인을� 위하여� 도서관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

하기� 곤란한� 도서관�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농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개발하

고� 운영한� 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발전해� 나가고자� 함

나 협의회� 중심의� 서비스� 연계� 방안.�

노동부 재인용 은� 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방안으로� 다(2004� ,� Newman(1958)○�

38) 청각장애� 유관기관은� 크게� 청각장애기관 청각장애특수학교 청각장애단체로� 나눌� 수� 있음 청각장애기관에는� 한국농아인협회�� ,� ,� .�
중앙회를� 비롯한� 전국의� 협회지부 그리고�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과� 같은� 개의� 청각장애복지관이� 있음 청각장애학교는� 서울,� 4 .�
농학교� 등� 개� 청각장애학교 년� 특수교육� 통계 가� 있으며 청각장애단체는� 소리를� 보는� 사람들 한국농문화연구14 (2020 ,� p5.) ,� ‘ ’,� ‘
원 종교단체의� 중소규모� 모임 등이� 있으며� 지역별 비공식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전국단위의� 현황파악은� 불가능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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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연계방안 내용

전달체계의� 간소화

연계를�촉진할�수�있도록�분명한�역할분담을�통해�업무를�분담함으로써�연계·�

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연계�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책임과� 권한의� 소재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갈등과� 대립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연계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함

동일한� 운영방침의�

사용

·� 장애인�서비스를�수행하는�모든�기관이�동일한�운영지침과�평가를�통해�일관

성� 있게�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계를� 촉진하자는� 것

운영계획에�대해�모든�기관이�사전에�의견을�조율하여�통합된�의사로�나타나·�

도록� 해야� 함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구축

조정이나�연계가�필요한�업무에�대해�필요한�정보가�원활하게�의사소통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들이� 연계� 사유� 발생� 즉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기관�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기관별� 혹은� 지역별·�

로� 구축되어야� 함

표< -Ⅴ 18 서비스� 연계방안�>�

서비스� 기관�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상호� 명료한� 목표의� 공유 폭넓은�,�○�

프로그램의� 공동관리 서비스� 제공과� 운영관리의� 제� 요소에� 대한� 명백한� 역,�

할� 책임의� 분화와� 보고계통� 구축 조직적� 학습 기관관계자들의� 상호존중,� ,� ,�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장� 등이� 필요함�

목표의� 불명확 상호에� 대한� 지적인� 이해의� 부족 역할개념의� 혼란 자기중,� ,� ,�○�

심주의 관련� 기관� 간의� 심리적� 단절 관련� 기관� 간의� 사용공간� 분리� 등을�,� ,�

유의해야� 함�

농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협의회가�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서○�

는� 전달체계의� 부분이나� 단위를� 구성하는�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적절한� 기능

을� 수행해야� 함 기관� 간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직원들� 간에�.�

정기적인� 모임을� 해야� 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공동의� 계획� 개발� 노력 모,� ,�

임 시설의� 공동사용 상호� 방문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해� 발전될� 수� 있음,� ,� ,�

기관� 간의� 명확하고� 문서로� 만들어진� 공동의� 조직적� 계획이� 있어야� 하며,�○�

연계�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는� 미리� 정해진� 기준에� 의해� 정기적으로� 평

가하고� 재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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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협력체계는� 선행� 연구에서� 전국단위 기초단위,�○�

로� 제시되어� 있음 윤희윤( ,� 2008)

그림( -Ⅴ 10 윤희윤 도서관장애인서비스 협력망전국 광역 기초 구축모형) (2008) ( - - ) 

그림( -Ⅴ 11)� 윤희윤 도서관장애인서비스� 협력망 광역 기초 구축모형(20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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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협의회 운영.� ‘ ’�

협의회� 운영� 기본지침�1)�

협의회� 운영의� 최우선� 원칙은� 한국수어 중심의� 운영이� 필요 즉� 농인� 당사‘ ’� .�○�

자의� 필요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그들� -� ,�

이� 도서관� 이용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함�

농인들은� 청인들에� 의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을� 경계하는� 경향� -�

이� 있으므로� 공급자� 입장이� 강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농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협의회 구축을� 위한� 의사소통은� 농인이� 가장� 효‘ ’�○�

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함.�

� 협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신뢰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구축됨 협의회에� 청-� .�

각장애� 유관기관� 건청� 담당자� 외에� 청각장애� 당사자가� 참여할� 때는� 반드시�

협의회� 참가자들이� 한국수어로� 의논을� 하거나� 수화통역사를� 배치하여야� 함�

아울러� 협의를� 위해서� 문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 -�

어지게� 해야� 함�

이를� 위해� 협의회의� 환경도� 농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고려하여� 가능한�� -�

이하의� 소음이� 있는� 곳과� 한국수어를� 보기에� 충분한� 정도의� 밝기를�35dB�

유지하여야� 함�

협의회� 운영� 일반지침�2)�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농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협의회 의� 원활한� 운영을� 위‘ ’○�

한� 정책적� 지원을� 담당함�

농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협의회 운영위원회는� 농인을� 위한� 직접� 사업과�‘ ’�○�

공공도서관과� 청각장애� 유관기관 의� 연계� 지원을� 통한� 지원사업을� 담당함�「 」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농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협의회 으로부터� 다양한� 정‘ ’○�

보와� 인력지원을� 받아� 지역� 내 청각장애� 유관기관 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

청각장애� 유관기관 은� 농인의� 도서관� 이용과�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환경「 」

을� 조성함�

협력은� 농인의� 도서관� 프로그램� 참여 정책� 수립 농인을� 위한� 도서관� 환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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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기타� 필요한� 사항들과� 관련하여� 이루어짐�,�

농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협의회 는� 총회 월별� 정기회의 비정기적� 임시회‘ ’� ,� ,�○�

의를� 운영하며 가능한� 많은� 횟수의� 정기적 비정기적� 만남을� 통해� 정서적�,� ,�

교감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좋음�

농인이� 문화적� 특성상� 청인과의� 교류는� 정서적� 유대감� 형성이� 없이� 사업�� -�

중심으로� 접근하면� 실패� 확률이� 높음

협력을� 위한� 협의� 시� 협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이해의� 일치성을� 재확인하며�○�

언어의� 차이로� 인해� 동일� 단어와� 이야기를�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

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으로� 협의를� 마치기� 전에� 협의� 내용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함

협의� 시� 청인끼리의� 대화로� 농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함� -�

○� 도서관과� 청각장애� 유관기관 과의� 초기� 연계� 시작� 시에� 대상� 기관과� 목적� 집「 」

단을� 명확하게� 정하고 그� 집단의� 리더와� 협의를� 시작하며� 기관과의� 협력은�,� '

도서관� 담당자� 그룹� 리더� 그룹� 구성원 의� 단계별� 관리� 시스템을� 도입�'→� →�

청각장애� 유관기관 과의� 협력� 구축� 시� 도서관은� 신뢰와� 권위를� 유지하고�○� 「 」

청각장애� 문화의� 특성상� 신뢰를� 구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나 신뢰를� 구,�

축한� 뒤에는� 매우�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음 아울러� 권위에� 대.�

해� 높이� 평가하고 그� 권위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도서관이� 물,�

리적� 환경에서� 오는� 권위 직원의� 품위에서� 오는� 권위 도서관장을� 비롯한�,� ,�

도서관� 사서들의� 관심� 등은� 매우� 중요한� 성공� 변인임

도서관과� 청각장애� 유관기관의� 담당자� 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 비정기,�○�

적� 협의회를� 통해� 의사소통을� 나눔으로써� 청각장애� 유관기관� 담당자와의� 유

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아울러� 유관기관� 담당자들� 간에도� 함께� 협의할� 기회를� 마련해줌으로써� 시너○�

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하지만 청각장애의� 참여가� 직접� 이루어지지� 않.� ,�

아� 농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중장기적� 정책� 대안� 마련과� 방향� 설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중장기적� 정책� 대안� 마련과�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위원회를� 별,�○�

도로� 구성하고� 청각장애� 유관기관 의� 전문가와� 농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 」

는� 서비스� 분과를� 운영함으로써� 농인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VI.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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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명이� 넘는� 청각장애� 변호사가� 청각장애� 및� 난청� 변호사협회250 ‘○�

ㆍ 를� 조직해� 활동(DHHBA Deaf� and� Hard� of� Hearing� Bar� Association)’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년� 청각장애인� 변호사가� 탄생했지만 아직� 우리�,� 1998 ,�

사회엔� 청각장애� 법률가가� 없음 년� 대법원� 변호사단� 입단식에서� 미국�.� 2016

대법원장이� 두� 손으로� 수어를� 구사하며� 청각장애� 변호사� 명을� 환영한� 모12

습은� 우리에겐� 아직�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임�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가깝지만� 소외되고� 있는� 농인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

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주체의� 협력적� 논의를� 통,�

해� 농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와� 그� 첫걸음으로� 농인을� 위한� 전문도서

관� 설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Ⅵ 제언



- 160 -

참고문헌

국립장애인도서관�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전문성� 제고� 워크숍� 서울 국(2016).� .� :�

립장애인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매뉴얼 서울 국립장애인도서(2020).� .� :�

관.

국립장애인도서관�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점도서관� 운영� 모델� 개발 서울(2013)� .� :

국립장애인도서관.

김연신 박정현 조정환 청각장애인� 고용� 및� 직업능력개발� 해외� 우수사,� ,� �(2019).�

례� 연구 위탁과제보고서.�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전국어린이청소년도서관서비스협의회� 정기총(2020).�

회� 및� 세미나� 자료집.�

노병옥� 외 공공건축� 사업� 타당성� 분석� 실무 전라북도 전라북도�(2011).� ;� (2018)�

산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에서� 재인용MICE

박상아 박유정 윤종훈 최명희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 ,� .�“ AI�

기반� 수화통역� 및� 수화티콘� 디자인� 제안 한국 학회� 학술대회”.� HCI

((2021)),�pp.944-947.

보건복지부 청각 언어장애인 농아인 의� 의사소통� 접근성� 강화방안� 연구 서울�,� ( ) ( :�‧
보건복지부,� 2013),� p,14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국립장애인도서관� 발전� 방안� 연구 서울� 국립중앙,� ( :�

도서관,� 2017),� pp.158-160

서울특별시� 서울시�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정책개발� 용역 서울 서(2020).� .� :�

울도서관.

요나이야마� 외� 김상화 김만영� 역 농문화의� 이해 농아사회정보원(2002).� · .� .�

이달엽 장애인고용패널에� 나타난� 청각장애인의� 직업특성과� 심리사회적� 특성�,� “

연구 장애와고용�”,� 29(2)(2019).� pp.5-27.�

이준우� 농인과� 수화 서울 인간과복지(2004).� .� :� .

이준우�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 서울 여수룬(1994).� .� :� .

이준우� 소리� 없는� 세계를� 향하여 서울 여수룬(1995).� .� :� .

이준우ㆍ김연신� 데프� 앤� 데프 파주 나남(2011).� .� :� .



- 161 -

전라북도개발원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에� 관한� 기초연구.� .� 2019.� p.110.

조용순 권요한 농인의� 농문화에� 대한� 태도와�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와,� .� 2009.� ,�

의� 관계 특수아동교육연구.� .� 11(1).� pp.� 263-284

청음회관� 청각장애인� 고용관리(1999).� .

최성규� 청각장애아의� 심리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1997.� .� :� .

최현숙 청각장애인의� 고용관리방안 서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 ,� 1995)

토마스� 스프래들리� 외� 지음 이준우� 옮김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1987),� (2016).�

리는� 아이 서울 밀알.� :�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https://brunch.co.kr/@lifree/2 인용>� (2021.10.31.� )

국민일보� 20.12.01

Chomsky,� N.,� Reflections� on� language(New� York:� Pantheon� Books,�

1975)

사회적� 의사소통 국립국어원 국제학술대회Christian� Rathmann.� 2016.� .� .� 2016�

수화언어와� 사회적� 의사소통( ).� p.19

Chomsky,� N.� (1975).� Reflections� on� language.� New� York:� Pantheon�

Books.

Fischer,� S.� (1998).� Critical� periods� for� language� acquisition� :�

Consequences� for� deaf� education.� In� A.� Weisel

(Ed.),� Issues� unresolved� :� New� perspective� on� language� and� deaf�

education,� 9-26.�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Glickman,� N.� S.� (1993).� Measuring� deaf� cultural� identities� :� A�

preliminary� investigation.� Rehabilitation

psychology,� 38(4),� 277.

Lane,� H.,� Hoffmeister,� R.� &� Bahan,� B.� (1996).� A� Journey� into� the�

Deaf-World.� San� Diego,� CA:� Dawnsign� Press.

Spradley,� T.� S.� &� Spradley,� J.� P.� (1987).� Deaf� Like� Me.�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 162 -

� �
농인 청각장애인 을� 위한� 전문도서관� 설립� 방안� 연구� [ ]�

발� � 행�� � 2021.12

발행처�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 � � � � � � � � (06579)�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층201� 7

전� � 화�� � +82(0)2-590-6242�

� � IS B N � 979-11-6357-394-4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22�Ⓒ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홈페이지� (※ 를www.clip.go.kr)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농인(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문도서관 설립 방안 연구

농
인
(청
각
장
애
인
)을
 위
한
 전
문
도
서
관
 설
립
 방
안
 연
구
 


	빈 페이지
	빈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