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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도서관의 DFL 서비스 정책을 마련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는 난독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서관 이용에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알아보았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홍보 및 광고활동의 강화, 2) 도서관 규정의 개선 및
난독인 전문 사서의 배치, 3) 소장 자료 및 전용공간 서비스의 확대 및 맞춤화.

ABSTRACT
The study identified the various service factors for dyslexia-friendly library in promoting
accessibilities and eliminating barriers. The results from the in-depth interviews and social
survey for dyslexia students and their guardians suggested some of the new library policies.
These are: 1) more intensive need for PR and ads programs; 2) the revision of the existing
library regulations and the assignment of dyslexia librarians; and 3) the expansion and
customization of library stocks and dyslexic private 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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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전체인구의 약 8%가 난독증을 경험

1. 서 론

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2010년 우리나라의 전
체 인구 약 4,820만명(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잠정집계결과)3) 중에서 약 386만 명 정도가 난

1986년 11월 The British Medical J.에서 하

독증을 겪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나의 문구(phrase)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의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의 난독증 학생의 수를

철자를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14세 소년에

추정할 수 있는 최근의 참고자료가 한 사설연구

대한 최초의 발달 난독증(dyslexia)에 관한 진

기관에 의해 발표되었다. 그 내용에 의하면, 학

단 사례를 발표한 이래로, 오늘날까지 영국과

습능력의 저하, 학업 부진과 같은 학습장애가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난독증에

있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426명을 대상으로

있다.1)

현재

학습관련 두뇌기능평가를 시행한 결과, 38.3%

난독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 인구의

의 학생들이 난독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

약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들 중에서 특히

났다.4)

관한 관련학계의 관심이 증대되고

약 2-4%는 그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2)

일반적으로 학습장애인의 경우, 그것에 대한

비록 이들 난독인들이 소수 집단에

개념적 정의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각국마다

불과하지만, 이들 국가들은 텍스트와 그래픽 중

그 편차가 크게 다르다. 각 나라별 학습장애인

심의 현대 정보사회에서 이들의 지식격차를 축

의 출현율을 살펴보면, 미국은 3.17%, 독일은

소 또는 해소시켜줌으로써 그들의 민주적 시민

2.04%, 스위스는 2.56%, 네덜란드는 1.50% 그

권리를 신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들 국

리고 일본은 0.37%이며, 우리나라는 2.46%이

가에서는 이미 사회적으로 또는 대중적으로 난

고, 특히 우리나라의 초등부 학생의 4-8% 그리

독인의 권리와 권한을 일깨워주는 사회적 운동

고 중등부 학생의 4-14%가 학습장애를 겪고 있

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공공 도서관도 이러한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상훈 1998, 7-8). 따라

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다른 공공

서 위에서 조사된 우리나라의 학습장애 학생의

및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

출현율과 난독증 학생의 비율을 근거로 하여, 현

고 있다.

재 난독증을 겪고 있는 학생의 수를 어림잡아

그러나 이들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

추정할 수 있다.

난독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2010년 04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초등학

정도인지에 대한 통계조사가 현재까지 전혀 이

생의 수는 약 3,300,000명이며 중․고등학생의

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EDA에서

수는 약 3,940,000명이다(2010 교육기본통계 조

1)
2)
3)
4)

The British Dyslexia Association(BDA). <www.bdadyslexia.org.uk/>.
The European Dyslexia Association(EDA). <www.eda-info.eu/>.
<kostat.go.kr/>.
연합뉴스, 2008. 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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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5) 이 숫자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난독증 학
생의 수를 계산하였다.6)

이러한 추정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난독인의 수가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그 결과, 우리나라 초등학생 중에서 난독증

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난독증과 관련된 활

학생의 수는 최소 약 52,000명에서부터 최대 약

동하는 사회적 봉사기관으로는 ｢한국 난독증 알

104,000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의 공

리기 본부｣7)가 유일하며, 도서관계에서도 이 기

식을 중․고등학생에게 적용시킨 결과, 우리나

관과 협력한 극소수의 도서관에서 단기적으로

라 중․고등학생 중에서 난독증 학생의 수 또한

난독증 알리기 행사에 실시하였던 것으로 조사

최소 약 60,000명에서부터 최대 약 210,000명으

되었다.8)

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치를 근거로 우

현재까지 난독인에 대한 지식격차, 교육격차

리나라에서 난독증을 겪고 있는 초․중․고등

그리고 디지털 격차 등의 축소 또는 해소에 대

학생의 총 수는 약 112,000명에서부터 314,000명

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구체적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숫자를 근거

으로 명문화되어있지 않고 있으며, 각종 도서

로, 전체 초․중․고등학생 중에서 난독증을 겪

관 또한 자신들의 이용자 서비스 정책이나 지

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전체 학생 수의 약 2-4%

침에 명문화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일

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

반인과 달리 도서관의 지원대상인에서 차지하

은 아직까지 약 3,200,000명의 대학생에 대한 학

는 비율이 높지 않더라도 이들 역시 법률에서

습장애나 난독증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

규정하고 있는 인권과 교육 및 문화적 향수권

중에서 얼마나 많은 대학생이 난독증을 겪고 있

(享受權)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만인을 위한

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초․

봉사를 목표로 하는 도서관 역시 이들에 대하

중․고등학생의 난독증 학생 비율을 적용시켜

여 관심을 갖고 이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

보면, 전체 대학생 중에서 난독증을 겪고 있는

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이들을 위한 사회적 운

학생은 약 64,000명에서 128,000명이라고 추정

동에도 참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숫자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이 난독인으로부터

라 전체 학생 수에서 난독증을 겪고 있는 학생의

사랑을 받는 친숙한 환경을 갖추기 위하여 난독

수는 최소 176,000명에서 최대 442,000명이라고

인의 도서관 이용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한

추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난독인

DFL(Dyslexia Friendly Library)을 위한 새로

수는 약 3,860,000이며, 이 중에서 학생의 수는

운 서비스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최소 176,000명에서 최대 442,000명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5) <cesi.kedi.re.kr/>.
6) 초등학생수 × 학습장애최소비율 × 난독증학생비율 = 최소난독증학생수~초등학생 × 학습장애최대비율 × 난독증학
생비율 = 최대난독증학생수.
7) Korean Dyslexia Association, <www.annahouse.or.kr>.
8) 성남시립도서관,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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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
에서는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모형, 일
반화 및 규칙화를 도출할 수 있는 귀납적 방법
을 사용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2. 이론적 배경
2.1 난독증의 정의 및 진단
레오나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 토마
스 에디슨(Thomas Edison), 조지 부시( George

1) 국내외 문헌 조사

W. Bush) 등은 난독증을 극복한 유명인으로 잘

2) 난독인의 면담 및 설문지 조사

알려져 있으며, 미국의 영화배우인 톰 크루즈

3) 난독인보호자의 면담 및 설문지 조사

(Tom Cruse)는 현재에도 난독증을 겪고 있는

4) SAS를 사용하여 결과 분석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DFL를 위한 정책 제시

난독증이 치료해야 하는 질병인지 또는 아닌
지에 대한 논의가 의학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

1.3 연구의 제한점

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난독증은 음성 또는 언
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현저한 장애를 갖고 있는

숨겨진 장애(Venetis 2002, 3)로 알려진 난

언어장애와는 분명히 다르며, 교육과 훈련을 통

독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공식적 통계를

해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difficulty)이라는 것

국내에서는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

이다(Prior 2003, 7). 이러한 내용을 조금 더 전

의 주제와 관련된 국내 문헌정보학계의 연구도

문적으로 알아보면, 영국난독증협회에서는 난독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므로, 문헌조사는 주

증이란 특수학습장애이며, 주로 읽고쓰기 능력

로 외국의 관련 학술자료를 중심으로 수집․분

(literacy)과 언어 관련 능력(language related

석하였다.

skills)의 발달에 영향을 끼치며, 종종 자폐증과

그리고 난독인과 그 보호자에 대한 면담 및

함께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면

설문지 조사는 피험자의 사생활보호 요청, 방문

서, 난독증을 특수학습장애에 포함시키고 있다.9)

거부 및 면담 기피 등으로 인하여 모집단의 수

그리고 IFLA에서는 난독증이란 언어의 습득

가 한정되었다. 따라서 보다 많은 난독인과 그

과 처리 과정에 있어 간섭을 받는 신경학적 이상

보호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의

(disorder)이며, 난독인은 읽고, 철자를 구별하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고, 쓰고, 말하고, 듣는 데는 문제가 있으나 지능
적으로는 정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또한 정
신적이나 감각적인 결함, 정서적 혼란 또는 문화
적 결핍으로 이것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정의
하고 있다(Panella 2009).

9) the British Dyslexia Association에서는 특수학습장애(SpLDs-Special Learning Difficulties)에 Dyslexia, Dyspaxia,
Dyscalculia, ADD/ADHD, Dysphasia를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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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난독증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징조와
관련해서, 어린이 부모나 보호자는 대상 어린이
가 7-8세가 지나도록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 일단 난독증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10)
1) 문자와 숫자의 반대로 쓰기가 줄어들지
않는다

8) 내용이 긴 책이나 소설보다 간단한 내용
의 잡지 기사를 더 선호합니까?
9) 학창시절에, 외국어를 배우기가 매우 어
려웠습니까?
10) 다량의 읽기(extensive reading)가 요구
되는 프로젝트나 업무를 회피하십니까?

2) 책이나 칠판의 내용을 옮겨 적은 것을 어
려워한다

위의 각 질문에 ‘예’인 경우에 ‘1’점씩 더해서

3) 공간인지에 문제가 있다 - 좌우구별의 어

모두 ‘7’점 이상이면, 그 사람은 난독증의 증상

려움으로 인하여 스포츠 활동이나 춤을

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IDA에서는 이러

배우는 데 있어서 어려워한다

한 성인은 전문가로부터 공식적인 진단평가를

4) 들은 것을 기억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워한
다 - 단어나 문장의 순서를 잘못 배열한다

받기를 권고하고 있다
알파벳을 사용하는 영미권 국가와는 달리 한
글의 자모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또한 성인인 경우에는 국제난독증협회(The

는 외국의 난독증에 대한 정의와 증상, 그리고

International Dyslexia Association, IDA)에

진단법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

서 제공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난독증 자가 진

지만, 이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국내 자료는

단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난독증 증상을 확인할

아직 찾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비록 난독증에

수

있다.11)

대한 국내의 정의 및 진단에 대한 자료가 부족

1) 천천히 읽습니까?

할지라도 우리나라도 영미권 국가의 정의와 진

2) 학창시절에 읽기를 배울 때 어려움을 겪

단법 등을 원용하면 난독증을 다음과 같이 정의

었습니까?
3) 의미를 파악할 때까지 2-3번을 반복해서
읽어야만 합니까?

할 수 있을 것이다.
난독증이란 비록 언어와 문자의 구성소는 외
국어와 다르더라도, 한글과 숫자를 읽고 쓰고

4) 큰 소리로 읽는 것이 불편합니까?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지능적

5) 읽거나 쓸 때, 철자의 생략, 전후도치, 철

으로는 정상적이므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선

자추가가 발생합니까?
6) 철자조사를 한 다음에도 쓰기에 철자오류
가 있습니까?
7) 익숙하지 않은 복수의 단어들을 발음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10) <www.medicinenet.com/dyslexia/page2.htm>.
11) <www.interdys.org/AreYouDyslexic_AdultTest.htm>.

될 수 있는 신경적 이상이지 결코 질병이 아니
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난독증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올바른
교육과 훈련이 제공된다면, 이들이 자신의 어려
움을 극복하고 정상인으로 생활하는데 커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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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될 것이며, 이용자의 정보격차 해소에

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또한 일반학생을 대상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그 역할을

로 그들의 난독증 여부를 밝힐 수 있는 노하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konw-how)를 대학도서관의 사서가 갖추어
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2 선행연구

Rosental(2006)은 난독증을 겪고 있는 성인
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과 사서가 그들의 정보

외국의 경우, EDA와 BDA를 중심으로 유럽

요구를 어떻게 만족시켜주고 있는가를 조사한

지역에서 DFL 관련 연구가 꾸준하게 발표되고

다음에, 이들의 공공도서관 이용에 장애가 되는

있으나, 국내 문헌정보학계에서 이 분야에 관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환경구축, 읽기 편한

연구는 거의 불모지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책, 오디오 시설, 접근가능한 목록, 보조공학기

문헌정보학계에서도 학습장애의 일부분인 독서

기, 장애전문사서, 다양한 색깔의 표시, 그리고

및 인쇄 장애 분야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가 늘

광고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

어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난독증

론적으로 그녀는 공공도서관이 DFL이 되기 위

에 대해서도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계의 관심

하여 해야할 일들로 타 기관과의 협력, 난독증

이 나타나고 있다.

이용자의 요구 파악, 그리고 사서 훈련 및 교육,

Prior(2003)는 난독증을 겪고 있는 대학생의

관련 자료 및 장비 제공, 접근성 향상, 표식 및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대학도서관에서

장서 전시방법의 개선, 등급별 조치, 전문사서

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현재의 서비스를 조사

의 배치, 목적적 광고(targeted promotion) 등

하여 평가한 다음에, 난독인의 도서관 이용과

과 같은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관련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학 도서관

김선호(2009)는 특정지역에 있는 공공도서

에서는 첫째, 대출기간을 연장하고 둘째, 시각

관의 참고봉사 및 열람 담당사서 13명을 대상으

적 왜곡현상의 표식을 제거하고 셋째, 안내 및

로 난독인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조사하였다.

유도 표시, 컴퓨터 목록, 그리고 다양한 서류 양

결론적으로 그는 조사대상 사서 모두가 난독증

식을 제공하고 넷째, 발음인식 소프트웨어와

에 대하여 알고 있으나,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문자를 언어로 바꾸어주는 하드웨어를 제공하

봉사가 주로 신체 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마지막으로 직원을 재교육시켜서 난독증

고 있기 때문에 학습장애인의 일종인 난독증 이

대학생과의 유대를 강화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용자에 대한 도서관 봉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

DFL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내 공공도서관의 정보

그녀는 또한 난독증을 겪고 있는 대학생이

봉사 현황과 북유럽 3개국 - 스웨덴, 덴마크, 핀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로 도서관

란드 -의 공공도서관 실태를 근거로 우리나라

에서 난독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공공도서관의 실정에 맞는 난독인 정보봉사 모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들 학

델을 제시하였다.

생들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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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독인 및 보호자의
도서관 인식의 분석

3.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면담에 참여한 피험자의 인구통계

본 연구의 피험자인 난독인과 난독인 보호자
(이하 보호자라 함)를 대상으로 그들의 도서관

학적 특성을 분석한 것이 다음의 <표 1>과 <표
2>이다.

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면담설문지를

본 연구의 피험자인 난독인에 대한 인구통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 SAS를 사용

학적 특성을 <표 1>에서 살펴보면, 남자가 약

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면담 실시 기간은

70%이고, 연령은 10대와 20대가 약 94%이며,

2011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4개월이

학력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약 87%, 직업은 학

며, 면담에 참여한 피험자는 총 36명이고, 이들

생이 약 94%, 그리고 난독증으로 판명된 기간

중에서 난독인은 16명 그리고 보호자는 20명이

36개월 이하가 약 8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다. 그리고 면담에 참여한 난독인과 보호자는

알 수 있다.

각각 독립적으로 조사하였으며, 피험자들 간의

그리고 본 연구의 피험자인 보호자에 대한 인

인적 관계는 자신들의 사생활보호요청으로 인

구통계학적 특성을 <표 2>에서 살펴보면, 여자

하여 고려하지 않았다.

가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은 20대, 40
대, 50대가 90%이고, 돌보는 난독인과의 인적관
계는 친척, 이웃, 부모, 교사 또는 교육관계자가

<표 1> 난독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난독인 판정 기간

내용
남자
여자
10대
20대
30대
중학교 재학
고등학교 재학
대학교 재학
대학원 재학
학생
회사원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N(16)

%

11
5
9
6
1
1
8
6
1
15
1
3
7
4
1
1

68.75
31.25
56.25
37.50
6.25
6.67
53.33
37.50
6.67
93.75
6.25
16.67
41.67
25.00
8.33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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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난독인 보호자의 인구통계학적
항목
성별

연령

난독인과의 관계

돌보는 난독인 학력

난독인 직업
난독인 돌본 기간

내용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부모
친척/이웃
교사/교육관계자
장애/복지관계자
자원봉사자
기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보조원
무직
12개월
36개월

N(20)

%

2
18
8
2
6
4
4
6
4
2
2
2
3
3
13
1
10
10
11
9

10.00
90.00
40.00
10.00
30.00
20.00
20.00
30.00
20.00
10.00
10.00
10.00
15.00
15.00
65.00
5.00
50.00
50.00
55.56
44.44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돌보고 있는 난독인은 주로 고등학생이고, 난독

돌보고 있는 난독인은 주로 고등학생이 65%이

인을 돌본 기간은 12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이다.

고, 그 다음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 난독인 보호자의 직업은
보조원과 무직이 각각 50%로 동일하며, 난독
인을 돌본 기간은 12개월 이하가 56%, 그리고
36개월 이하가 44%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본 연구의 피험자

3.2 이용
본 연구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도서관
이용 여부, 목적 그리고 이용기피요인을 조사
하였다.

중에서 난독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남자가
대부분이고, 연령은 거의 10대에서 20대이며,

3.2.1 여부 및 빈도

이들은 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며, 난독증을

먼저, 본 연구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겪고 있는 기간은 대부분이 36개월 이하이다. 그

도서관 이용 여부 및 빈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리고 보호자는 여자가 절대다수이고, 연령은 주

가 다음의 <표 3>과 <표 4>에 나타나 있다.

로 20대와 40대이며, 난독인과의 인적관계는 주

<표 3>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피험자 중에서

로 친척, 이웃, 부모, 교사 또는 교육관계자이며,

난독인의 약 88%와 보호자의 90%가 도서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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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도서관 이용 여부
항목
도서관 이용 여부

난독인

내용

N=16
14
2

예
아니오

보호자

%
87.50
12.50

N=20
18
2

계

%
90.00
10.00

N=36
32
4

%
88.88
11.12

<표 4> 도서관 이용 빈도
항목

빈도

한달 도서관 이용횟수

1~2회
3~4회
5~6회
7~8회

난독인

보호자

계

N=14

%

N=18

%

N=32

%

8
6
․
․

57.14
32.86
․
․

7
7
4
2

38.88
38.88
22.23
11.11

15
13
4
2

46.87
40.62
12.50
6.25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요 목적은 첫째가 약 67%

<표 3>의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간 도

인 각종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이고, 둘째가 40%

서간 이용횟수를 조사하여 분석한 것이 <표 4>

인 복사 및 인터넷 활용이며, 셋째가 약 27%인

이다. 이 표를 살펴보면 난독인 모두가 월 4회

보조공학기기의 구입 및 이용, 소모임활동 그리

이하 즉, 주 1회 이하이고, 보호자도 과반수이

고 전문정보의 수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상인 약 77%가 난독인과 마찬가지로 주 1회

리고 보호자는 난독인과 마찬가지로 첫째가 약

이하지만 나머지 약 33%는 주 1회 이상 도서관

89%인 각종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이지만, 둘째는

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약 56%의 전문정보의 수집이고, 셋째는 약 33%

따라서 위의 내용을 요약하며, 본 연구의 피
험자는 절대 다수가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인 인터넷 활용과 소모임 활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도서관 이용횟수는 난독인 모두와 보호

따라서 본 연구의 피험자가 도서관을 이용하

자 대부분이 주 1회 이하이지만, 난독인과 달리

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각종 자료의 열람 및 대

보호자 중에서 일부는 주 1회 이상 도서관을 이

출이고, 그 다음으로 전문정보의 수집, 인터넷

용하고 있다.

활동, 그리고 소모임 활동 등이다.

3.2.2 이용 목적

3.2.3 이용기피요인

<표 4>에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피험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피험자를 대상으로 본

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도서관 이용 목적을 복

인 스스로나 돌보고 있는 난독인, 또는 주위의

수로 응답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 것이

난독인 및 관계자가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

<표 5>이다.

유에 대하여 질문한 다음에 복수로 응답하도록

<표 5>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난독인이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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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난독인과 보호자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
난독인

내용
각종 자료의 열람&대출
복사
인터넷 활용
보조공학기기의 구입 및 이용
소모임 활동
전문정보의 수집
각종 자료의 구입
전문가 상담
기타

보호자

계

N=14

%

N=18

%

N=32

%

10
6
6
4
4
4
1
1
1

66.67
40.00
40.00
26.67
26.67
26.67
6.67
6.67
6.67

16
2
6
2
6
10
2
2
․

88.89
11.11
33.33
11.11
33.33
55.56
11.11
11.11
․

26
8
12
6
10
14
3
3
1

81.25
25.00
37.50
18.75
31.25
43.75
9.37
9.37
3.12

<표 6> 도서관 이용을 꺼리는 이유
내용
내 증상을 사서에게 알리기 싫다
도서관의 난독인 서비스를 모른다
부모 및 교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도서관이 도움이 안된다
도서관은 꺼림직하다
복지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관심없다

난독인

보호자

계

N=16

%

N=20

%

N=36

%

12
9
7
5
5
4
4

76.92
53.85
46.15
30.77
30.77
23.08
23.08

10
15
10
․
․
10
5

50.00
75.00
50.00
․
․
50.00
25.00

22
24
17
5
5
14
9

61.11
66.66
47.12
13.88
13.88
38.88
25.00

<표 6>을 살펴보면, 난독인이 도서관 이용을

난독인 서비스를 모른다, 자신의 증상을 사서

꺼리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첫째가 약 77%인

에게 알리기 싫다, 그리고 부모와 교사로부터

자신의 증상을 사서에게 알리기 싫다는 것이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이다.

둘째가 약 54%인 도서관의 난독인 서비스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호자
는 밝힌 가장 커다란 이유는 첫째가 75%인 도

3.3 서비스

서관의 난독인 서비스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는

도서관 이용경험이 있는 본 연구의 피험자를

것이고, 둘째가 약 50%인 내 증상을 사서에게

대상으로 그들의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경험과

알리기 싫다, 부모 및 교사로부터 필요한 정보

서비스의 만족도 그리고 개선요구에 대하여 조

를 얻는다, 그리고 복지기관에서 필요한 정보

사하였다.

를 얻는다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본 연구의 피험
자가 밝힌 주요한 도서관 기피요인은 도서관의

3.3.1 경험
도서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난독인 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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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피험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알게 되었는

자는 약 10%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지를 복수 응답을 통해 조사하여 분석한 것이

의 경험 유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

다음의 <표 7>이다.

의 피험자 약 16%만이 도서관에서 서비스를

<표 7>을 살펴보면, 난독인은 가족과 친척,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난독인과 이웃 그리고 교사 및 교육관계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피험자 중 절대다수

자를 통하여 가장 많이 알게 되었고, 보호자는

는 도서관에서 난독증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지

난독인과 달리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장

못했다는 것이다.
도서관의 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한 피험자를

많이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피험자의

대상으로 그 이유를 복수로 응답한 뒤 그 결과

중요한 인지 경로는 도서관 홈페이지, 다른 난

를 기술한 것이 위의 <표 9>이다. 위의 표를 살

독인이나 이웃, 교사나 교육관계자, 그리고 직

펴보면, 난독인이 서비스를 받지 못한 가장 커

접 방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란 이유는 약 55%가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본 연구의 피험자가 도서관에서 난독증과 관

홍보가 없다이고, 약 45%가 서비스가 없다라는

련해서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를 조사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보호자의 입장에서 가장

여 분석한 것이 위의 <표 8>이다.

커다란 이유 역시 난독인과 마찬가지로 약 69%

이 표를 살펴보면, 도서관의 난독증 서비스

가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홍보가 없다이며, 그

를 경험한 난독인은 전체의 약 19%이고, 보호

다음 순서는 난독인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난독인의 도서관 서비스의 인지 경로
내용
신문/방송을 통해
가족/친척을 통해
사서로부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난독인협회/장애인복지지관 관계자
다른난독인/이웃을 통해
교사/교육관계자 통해
직접 방문해서

난독인

보호자

계

N=14

%

N=18

%

N=32

%

2
4
2
․
․
4
4
2

14.29
28.57
14.29
․
․
28.57
28.57
14.29

․
․
․
12
6
6
6
6

․
․
․
66.67
33.33
33.33
33.33
33.33

2
4
2
12
6
10
10
8

6.25
12.50
6.25
37.50
18.75
31.25
31.25
25.00

<표 8> 서비스 경험
내용
없다
있다

난독인

보호자

계

N=14

%

N=18

%

N=32

%

11
3

81.25
18.75

16
2

90.00
10.00

27
5

84.37
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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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서비스를 못 받은 이유
내용
서비스 안내 및 홍보가 없다
서비스가 없다
물어보기 싫다
기타

난독인

보호자

계

N=11

%

N=16

%

n=27

%

6
5
3
2

54.54
45.45
27.27
18.18

11
4
3
1

68.75
25.00
18.75
6.25

17
9
6
3

62.96
33.33
22.22
11.11

따라서 본 연구의 피험자가 도서관의 난독인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호자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서비스에

난독인과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기관이 가장 중

대한 안내 및 홍보가 없다와 서비스 그 자체가

요한 홍보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다음

없다는 것이다.

은 신문 및 방송 그리고 도서관 홈페이지라는

위의 <표 9>에서 분석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것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피험자 전체를

위하여 본 연구의 피험자에게 난독인 서비스의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홍보수단은 사회복지기

홍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복수로 응답한

관이고, 그 다음이 신문 및 방송, 그리고 도서관

다음에 그 내용을 분석한 것이 다음의 <표 10>

홈페이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피험자가 생각하고 있는

이 표를 살펴보면, 난독인은 신문과 방송 그

도서관의 난독인 서비스를 홍보하는 주요한 수

리고 도서관 홈페이지를 가장 중요한 홍보수단

단은 사회복지기관, 신문 및 방송, 그리고 도서

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사회복지기

관 홈페이지이다.

관, 다른 난독인, 그리고 교사 및 교육관계자라

<표 10> 난독인 서비스 홍보 방안
내용

난독인

보호자

계

N=16

%

N=20

%

N=36

%

중앙/지방정부소식지

2

14.29

․

․

2

5.55

신문/방송

7

42.86

10

50.00

17

47.22

세미나/강연회

2

14.29

․

․

2

5.55

사회복지기관

5

28.57

15

75.00

20

55.55

사서의 직접 전화연락

2

14.29

․

․

2

5.55

도서관 홈페이지

7

42.86

10

50.00

17

47.22

다른 난독인

5

28.57

․

․

5

13.88

교사/교육관계자

5

28.57

2

10.00

7

19.44

sns

․

․

2

10.00

2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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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만족도

한 것이 다음의 <표 11>이다.

본 연구에서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피험

<표 11>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피험자 중에

자를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

서 난독인은 대출 및 반납 서비스에 가장 만족

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가장 낮은 1점에서

하고 있으며,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인 인쇄자료

부터 가장 높은 5점으로 배점하여 조사․분석

및 멀티미디어자료의 구입, 그리고 보조공학기

<표 11> 도서관 서비스 만족도
항목
도서관출입의 접근성
편의시설의 접근성
자료실의 접근성
온라인목록 이용
인쇄자료의 구입
인쇄자료의 접근성
인쇄자료의 다양성
멀티미디어자료의 구입
멀티미디어자료의 접근성
멀티미디어자료의 다양성
멀티미디어자료의 이용성
보조공학기기의 구입
보조공학기기의 접근성
보조공학기기의 다양성
보조공학기기의 이용성
대출
반납
상호대차
대출기간 연장 및 갱신
예약
사서의 인상
사서와의 상담
사서의 전문지식
복사
인터넷 사용
자원봉사자
프라이버시 보장
도서관의 규정 및 절차
전체적인 안내표시
도서관의 전체적인 분위기

난독인(N=14)

보호자(N=18)

전체(N=32)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3.54(. 88)
3.25(1.06)
3.38(1.04)
3.08(1.24)
2.92(1.00)
3.31(1.03)
3.31(1.11)
2.60(. 84)
3.25(1.36)
2.67(. 98)
3.17(1.34)
2.11( .60)
2.82(1.25)
2.60(1.35)
2.90(1.29)
4.07( .92)
4.00(1.00)
3.20(1.30)
3.40(1.18)
3.31(1.25)
3.57(1.16)
3.45(1.21)
3.09( .94)
3.07(1.27)
3.93(1.00)
3.25(1.42)
3.60( .97)
3.89( .93)
3.71(1.20)
3.47(1.06)

3.67( .71)
3.56( .88)
3.89( .60)
3.78( .83)
3.50( .93)
3.56(1.01)
3.56( .88)
3.13(1.25)
3.22(1.09)
3.33( .87)
3.50( .93)
2.86(1.07)
3.00(1.15)
2.86(1.07)
2.86(1.21)
4.20( .63)
4.00( .94)
3.63(1.06)
3.90( .74)
3.70( .95)
3.70(1.16)
3.38(1.19)
3.67( .87)
3.40(1.07)
4.30( .67)
3.70(1.06)
3.33( .87)
3.25(1.04)
3.56(1.01)
3.78( .97)

3.59( .80)
3.38( .97)
3.59( .91)
3.38(1.12)
3.15( .99)
3.41(1.01)
3.41(1.01)
2.83(1.04)
3.24(1.22)
2.95( .97)
3.30(1.17)
2.44( .89)
2.89(1.18)
2.71(1.21)
2.88(1.22)
4.13( .80)
4.00( .96)
3.60(1.04)
3.48(1.12)
3.21(1.18)
3.46(1.13)
4.08( .88)
3.45(1.26)
3.63(1.13)
3.42(1.17)
3.35( .93)
3.47( .90)
3.59(1.00)
3.65(1.11)
3.5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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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관련된 서비스 전반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

타난 불만을 개선하기 위한 본 연구의 피험자

스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통이상으로 만족하고

의 적극성을 조사․분석한 것이 다음의 <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보호자는 난독인

12>이다.

과 마찬가지로 대출 및 반납 서비스에, 그리고

<표 12>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피험자 중에

추가적으로 인터넷 사용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서 난독인의 약 7% 만이, 그리고 보호자는 약

알 수 있으며, 난독인과 마찬가지로 보조공학기

60%가 개선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나,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피험자의 약 70%가 개선

나머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난독인의 만족도와

요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개선요구를 하고 있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피

는 피험자는 약 30%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험자의 전체적인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출 및

있다.

반납, 그리고 사서와의 상담에서는 만족스럽지

따라서 본 연구의 피험자 중에서 난독인은 도

만, 멀티미디어 자료와 보조공학기기의 서비스

서관 서비스에 대한 불만에 대한 개선 요구을

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의 하고 있지 않지만, 보호자는 과반수이상이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피험자는 도서관 서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스 중에서 반납과 대출, 그리고 인터넷 사용

불만스러운 도서관 서비스의 개선을 요구한

서비스에 관해서는 만족스럽게 생각하지만, 특

피험자를 대상으로 도서관의 사후조치에 대한

히 멀티미디어 및 보조공학기기와 관련된 서비

만족도를 조사․분석한 것이 <표 13>이다.
<표 13>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피험자는 도

스에 대해서는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서관의 사후조치에 대하여 약 70% 이상이 불
3.3.3 개선 요구

만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보호자

도서관의 서비스에 대한 위의 <표 11>에 나

의 70%가 자신의 개선 요구에 대한 도서관의

<표 12> 도서관 개선 요구
내용

난독인

보호자

계

N=14

%

N=18

%

N=32

%

예

1

6.67

10

57.14

11

34.37

아니오

13

93.33

8

42.86

21

65.62

<표 13> 도서관의 사후조치에 대한 만족
내용

난독인
N=1

보호자
%

N=10

계
%

N=11

%

예

0

00.00

3

30.00

3

27.27

아니오

1

100.00

7

70.00

8

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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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조치에 불만족스러운 것을 알 수 있다.

고 있다, 애정적이다와 문제해결능력을 갖고 있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피험자 대부

다 이며, 마지막 순서는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분은 자신들이 요구한 서비스의 개선에 대한

그리고 보호자는 가장 먼저가 친절하다, 도움이

도서관의 사후조치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것

된다 그리고 다시 찾고 싶다 이고, 그 다음이 문

을 알 수 있다.

제해결 능력이 있다, 접근하기 편하다, 관심이
있다와 애정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전문지식
을 갖고 있다 순이다. 그리고 모든 피험자가 사

3.4 사서

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감정의 순서를 보면,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피험자를 대상으

첫째가 친절하다, 둘째가 다시 찾고 싶다, 셋째

로, 아래의 표 내용과 같은 사서에 대한 느낌이

가 도움이 된다, 넷째가 문제해결능력이 있다,

나 감정을 설정하여 조사․분석한 것이 다음의

다섯째가 애정이 있다, 그리고 여섯째가 접근하

<표 14>이다.

기 편하다 로 나타났지만, 그 밖의 관심이 있다,

<표 14>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피험자 중에

애정이 있다 그리고 전문지식이 있다 는 조사

서 난독인의 사서에 대한 감정은 가장 먼저가

항목에서는 과반수 이하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

친절하다 이고, 그 다음으로는 다시 찾고 싶다,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이 된다, 접근하기 편하다와 전문지식을 갖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본 연구

<표 14> 사서에 대한 감정
항목

난독인

보호자

계

N=14

%

N=18

%

N=32

%

접근하기 편하다

8

56.25

10

55.56

18

56.25

접근하기 불편하다

6

43.75

8

44.44

14

43.75

친절하다

12

87.50

14

77.78

26

81.25

불친절하다

2

12.50

4

22.22

6

18.75

관심이 있다

4

31.25

8

44.44

12

37.50

관심이 없다

10

68.75

10

55.56

20

62.50

애정이 있다

7

50.00

8

44.44

15

46.87

애정이 없다

7

50.00

10

55.56

17

53.13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

8

56.25

6

33.33

14

43.75

일반지식을 갖고 있다

6

43.75

12

66.67

18

56.25

문제해결능력이 있다

7

50.00

12

66.67

19

59.37

문제해결능력이 없다

7

50.00

6

33.33

13

40.63

도움이 된다

10

68.75

14

77.78

24

75.00

도움이 안된다

4

31.25)

4

22.22

8

25.00

다시 찾고 싶다

11

75.00

14

77.78

25

78.13

다시 찾기 싫다

3

25.00

4

22.22

7

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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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험자는 사서에 대하여 친절하고, 도움이

째가 어린이와 직업전문인이며, 셋째가 노인과

되며, 접근하기 편해 다시 찾고 싶지만, 자신들

장애인이고, 주부가 마지막 순위라는 것을 알

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이 없으며 전문지식 또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본 연구의 피험

한 갖고 있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서관 이용자
는 학생이며, 그 다음이 직장인, 어린이 그리

3.5 기타

고 전문직업인이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난독

위에서 조사한 내용 이외에 난독증 서비스

인은 장애인을 도서관의 중요한 이용자로 인

정책의 개선과 관련된 추가적 사항으로 피험자

식하고 있지 않지만, 보호자는 노인과 장애인

에게 도서관의 주요 고객과 기타 정책적 고려

을 중요한 도서관 이용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것이다.

3.5.1 도서관의 주요 고객

3.5.2 기타 정책적 요소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본 연구의 피험자

본 연구의 모든 피험자에게 위에서 조사한

를 대상으로 자신들이 도서관의 중요한 이용자

내용 이외의 추가로 5가지의 서비스 요소를 가

라고 생각하는지를 알기 위하여, 도서관의 중

지고 그 정도에 따라 1점에서부터 5점까지 이

요한 이용자가 누구인가를 조사하여 분석한 것

들의 인식도를 조사․분석하였으며, 그 결과가

이 다음의 <표 15>이다.

다음의 <표 16>이다.

<표 15>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난독인

<표 16>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피험자 중에

이 생각하는 도서관의 중요한 이용자는 첫째가

서 난독인은 도서관의 난독인 서비스에 대하여

학생이고, 둘째가 어린이이며, 셋째가 전문직업

전반적으로 불만족스러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인 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보호자의 순위

수 있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방법

는 난독인과 마찬가지로 첫째가 학생이지만, 둘

으로 본 연구의 피험자는 자신들을 위한 도서

<표 15> 도서관의 주요고객
내용

난독인
N=14

보호자
%

N=18

계
%

N=32

%

학생

11

80.00

9

50.00

20

62.50

어린이

9

66.67

2

10.00

11

34.37

전문직업인

5

33.33

6

30.00

11

34.37

직장인

3

20.00

9

50.00

12

37.50

장애인

3

20.00

6

30.00

9

28.12

주부

2

13.33

4

20.00

6

18.75

노인

1

6.67

9

50.00

10

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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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기타 정책적 요소
난독인(N=16)

보호자(N=20)

전체(N=36)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난독인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도

2.56(1.01)

3.00(1.22)

2.71(1.07)

난독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전용공간 필요한가?

4.13(1.20)

4.10(0.99)

4.12(1.11)

난독인을 위한 전문사서 필요한가?

3.80(1.32)

4.40(0.70)

4.04(1.14)

난독인을 위한 전문 서비스 규정/지침이 필요한가?

4.20(1.08)

4.20(0.92)

4.20(1.00)

도서관이 난독증 알리기 켐페인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가?

3.80(1.01)

4.40(0.84)

4.04( .98)

내용

관의 전용공간 및 난독인을 위한 전문 서비스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규정이나 지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난독인을 위한 전문사서의 배치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피험자에게 도서관 서

와 난독증 알리기 캠페인에 대해서도 도서관이

비스와 관련해서 자유로운 의견을 물어 보았으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

며,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 다음의 <표 17>이다.

다. 그러나 보호자는 난독인과 달리 도서관의

<표 17>에 나타난 본 연구의 피험자의 자유

난독인 서비스에 대하여 보통의 호감도를 가지

로운 의견을 분석해 보면, 난독인은 서비스에

고 있지만, 난독인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4가지

대한 홍보 강화와 더 많은 서비스의 제공에 초

항목에 대해서는 도서관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점을 맞추고 있으며, 보호자는 더 많은 서비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 제공과 도서관 시설의 개선뿐만 아니라 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의 피험자는

비스에 대한 홍보 강화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도서관의 난독인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

존중에 대해서도 도서관측에서 신경을 써주길

도가 낮음에 따라, 난독인을 위한 전문 서비스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유

규정과 전용공간의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건의 내용 역시 이미 앞에서 조사․분석한 내

있으며, 동시에 전문사서의 배치와 난독증알리

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 캠페인에도 도서관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를

<표 17> 자유 건의 사항
내용

난독인
N=12

보호자
%

N=15

계
%

N=27

%

더 많은 서비스의 제공

4

33.33

5

33.33

9

33.33

서비스에 대한 홍보 강화

5

41.66

3

20.00

8

29.62

개인의 프라이버시 존중

2

16.66

3

20.00

5

18.51

도서관 시설의 개선

1

8.33

4

26.67

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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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및 정책적 제언

조공학기기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하여 불만스
럽게 생각하고 있다. 자신들의 불만에 대하여

4.1 분석결과

본 연구의 피험자 중에서 난독인은 거의 개선
요구를 하지 않고 있지만, 보호자는 과반수이

본 연구의 피험자인 난독인과 보호자를 대상

상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

으로 그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본

부분은 자신들이 요구한 서비스의 개선 요구에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대한 도서관의 사후조치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

같다.

5) 본 연구의 피험자가 사서에 대하여 느끼

1) 본 연구의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는 감정은 친절하고, 도움이 되며, 접근하기 편

주로 10대와 20대의 난독증 남학생과 20대와

해 다시 찾고 싶지만, 자신들에 대하여 관심과

40대의 여성 보호자이며, 보호자는 주로 난독

애정이 없고, 전문지식 또한 갖고 있는 않다는

인의 친척, 이웃, 부모, 교사, 또는 교육관계자

것이다.

이다.

6) 본 연구의 피험자가 생각하는 도서관의

2) 본 연구의 피험자는 절대 다수가 도서관

중요한 이용자는 학생, 직장인, 어린이 그리고

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도서관 이용횟수

전문직업인이다. 특이한 것은 난독인과 달리

는 주 1회 이하이지만, 보호자 중에서 일부는

보호자는 노인과 장애인을 중요한 도서관 이용

주 1회 이상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중요한 도서관 이용 목적은 각종 자료

7) 본 연구의 피험자는 도서관의 난독인 서

의 열람 및 대출, 전문정보의 수집, 인터넷 활

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동, 그리고 소모임 활동 등이다.

는 난독인을 위한 전문 서비스 규정, 전용공간

3) 본 연구의 피험자가 도서관의 난독인 서

의 마련, 난독증 전문사서의 배치와 난독증 알

비스를 인지하게 된 주요한 경로는 도서관 홈

리기 캠페인에도 도서관이 적극적으로 행동해

페이지, 다른 난독인과 이웃, 교사와 교육관계

주기를 바라고 있다.

자 그리고 도서관의 직접 방문이다. 그렇지만,

8) 본 연구의 피험자가 밝힌 난독인의 도서

이들 대부분은 난독증과 관련된 도서관의 서비

관 이용을 가로막는 커다란 문턱은 도서관의

스를 받은 적이 없는데 그 이유로논 도서관의

난독인 서비스에 대하여 그들이 모르고 있다,

난독인 서비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장애를 남에게 알리기 싫다, 그리고 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홍보수단

모, 교사 및 복지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으로 피험자는 사회복지기관, 신문, 방송, 그리

얻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턱을 낮

고 도서관 홈페이지를 제시하고 있다.

추기 위하여 본 연구의 피험자는 서비스에 대

4) 본 연구의 피험자는 도서관 서비스에 대

한 홍보 강화, 더 많은 서비스의 제공, 도서관

하여 반납, 대출, 그리고 인터넷 사용에 대해 만

시설의 개선뿐만 아니라 개인적 프라이버시의

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멀티미디어 및 보

존중해 주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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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책적 제언

증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난독증 전문
사서를 육성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자신의 신경학적 문제로 인하여 난독인 스스
로 대량의 문자와 숫자의 데이터베이스인 도서
관을 방문하기 꺼리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맞춤식 소장자료 및 전용공간 서비스
의 확대이다.

난독인의 도서관에 관한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난독인의 장애등급에 적합한 인쇄자료, 멀티

위해서는 도서관이 DFL이 되어야 하며, DFL

미디어, 그리고 보조공학기기를 구입하여 그들

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법률적 요소, 접

에게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여 하며, 특히 난

근 문제, 도서관 직원, 도서관 서비스, 보조공학

독인의 신분노출과 사생활을 존중해 줄 수 있

기기, 그리고 전자 및 디지털 자원 등과 같은

는 전용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들 중에서 특히
도서관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난독인과 그

5. 결 론

보호자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서관이 DFL이 되기 위해서

외국과 달리, 국내의 난독증에 대한 관심은

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정책을 개선 또는 강화

주로 병리적인 현상과 관련해서는 의학에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복지차원에서는 종교단체에서 일부 이
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그 수준은 매우 미미하

첫째, 홍보 및 광고 서비스의 강화이다.

다. 특히, 대외적으로 알려진 국내 유일의 난독

난독인의 도서관 이용을 가로막는 가장 커다

인 전문기관 조차도 난독인보다는 노숙인에 더

란 요인 중의 하나가 도서관의 난독인 서비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난독인의 실

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는 것이므로, 도서관에

태에 대한 자료조차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

서는 난독인과 보호자에게 도움이 되는 기관이

정이다. 이러한 현실이 바로 난독인에 대한 우

라는 사실을 도서관 홈페이지, 사회복지기관,

리의 관심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barometer)

신문과 방송 등을 이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이다. 물론, 도서관도 예외는 아니다.

하며, 다른 복지기관과 협력하여 난독증 알리
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여 한다.

난독인이 비록 공적인 또는 사적인 학습활
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장점을

둘째, 규정의 개정 및 인적 서비스의 개선이다.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ent Dyslexia

도서관 규정이나 지침을 개정하여 난독인의

Friendly Libraries).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전문 규정을 마련
하여 난독인의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

1) 혁신적 사고력

련하여야 하고, 사서의 재교육을 통하여 난독

2) 뛰어난 문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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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관적인 문제 해결 능력

육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와 권한을

4) 다양한 창의력

깨닫고 행사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

5) 보완적 사고력(lateral thinkers)

도록 돕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하루빨리 난독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문

현재 학습장애인으로 평가 받고 있는 난독인

자 및 숫자 정보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아

의 이 같은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이것은

무런 차별과 장애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전용

국가나 사회의 보편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에 커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지금이 바로 도서관

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난독인이 제

이 그러한 책임을 맞아야할 최적의 시기인 것

도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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