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린 학습자 정보요구 및

도서관 역할 인식 조사

요 약 ·············································································································5
01. 서 론 ···································································································11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3
Ⅱ. 연구 내용 및 방법 ············································································································ 15
Ⅲ. 연구수행 체계 ·················································································································· 17

02. 느린 학습자 이해 ···················································································19
Ⅰ. 느린 학습자의 개념 ········································································································ 21
Ⅱ. 느린 학습자의 특성 ········································································································ 24

03. 국내외 도서관서비스 고찰 ······································································29
Ⅰ. 국내 느린 학습자 도서관서비스 법률 및 정책 ······························································· 31
Ⅱ. 국내 느린 학습자 도서관서비스 현황 ············································································ 34
Ⅲ. 해외 느린 학습자 도서관서비스 현황 ············································································· 40
Ⅳ. 시사점 ······························································································································ 45

04. 질적조사 ·································································································47
Ⅰ. 특수교사 심층조사 ··········································································································· 49
Ⅱ. 청소년기 느린 학습자 및 가족 심층조사 ········································································ 61
Ⅲ. 성인기 느린 학습자 및 가족 심층조사 ············································································ 75
Ⅳ. 느린 학습자 정보요구 조사 ····························································································· 88
Ⅴ. 종합분석 및 시사점 ······································································································· 103

05. 도서관서비스 발전방안 ·········································································107
참고문헌 ······································································································117

느린 학습자 정보요구 및

도서관 역할 인식 조사

표 차례
<표 3-1-1> 느린 학습자 관련 주요 정책과제 ····························································································· 33
<표 3-2-1>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주요 선행연구 ······················································································· 35
<표 3-2-2> 국내 발달장애 학습자 도서관서비스 주요사례 ········································································ 38
<표 3-3-1> 발달장애 학습자 도서관서비스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례 ························································ 43
<표 3-3-2> 발달장애인 도서관서비스 연구프로젝트 사례 ········································································· 44
<표 3-3-3> 발달장애 학습자 도서관 프로그램 우수 사례 ··········································································· 45
<표 4-1-1> 특수교사 배경정보 ···················································································································· 50
<표 4-1-2> 특수교사와의 초점집단면담 결과 도출된 주제 ········································································ 50
<표 4-2-1> 청소년기 느린 학습자 및 가족 배경정보 ·················································································· 63
<표 4-2-2> 청소년기 느린 학습자와 가족 면담 결과 도출된 주제 ····························································· 64
<표 4-3-1> 느린 학습자 및 가족 배경정보 ·································································································· 76
<표 4-3-2> 성인기 느린 학습자와 가족 면담 결과 도출된 주제 ································································· 78
<표 4-4-1> 연구 참여자 인적사항 ················································································································ 89
<표 4-4-2> 느린 학습자의 정보요구 목록 ··································································································· 91
<표 4-4-3> 군집별 브리징 값 평균 및 범위 ································································································· 95
<표 4-4-4> 정보요구 목록 ···························································································································· 96
<표 4-4-5> 정보요구 중요도 평균 ············································································································· 100
<표 4-5-1> 질적 조사 결과 도출된 주제 ··································································································· 104

그림 차례
<그림 1-3-1> 연구수행 체계 ························································································································ 17
<그림 3-1-1>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느린 학습자 관련 가치·전략 방향·핵심과제 ······················· 33
<그림 3-3-1> 영국 ASCEL의 Autism Friendly Libraries Poster ·························································· 43
<그림 4-4-1> 개념도 연구방법 과정 ············································································································ 90
<그림 4-4-2> 정보요구 점지도 ···················································································································· 94
<그림 4-4-3> 정보요구 군집지도 ················································································································· 95
<그림 4-4-4> 정보요구 개념도 ···················································································································· 98
<그림 4-4-5> 정보요구 중요도 ·················································································································· 102
<그림 5-1> 도서관서비스 발전방안 ··········································································································· 109

요 약

<<

요약
1. 연구 목적
⧠ 연구목적
○ 느린 학습자 및 가족의 정보요구 파악
－ 최근 들어 느린 학습자가 정보소외계층으로 인식되면서 느린 학습자를 위한 정보 서비스 강화
가 요구됨. 도서관의 기능 중 하나는 느린 학습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
하는 것임
－ 따라서 느린 학습자의 지역사회 참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조사하
고자 함
○ 도서관서비스 인식 및 지원요구 조사
－ 공공도서관의 주요 역할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정보접근 보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임. 그러나 지금까지 느린 학습자는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소외되
어 온 경향이 있음
－ 따라서 느린 학습자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 및 이용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요구를 조사하여
도서관의 역할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범위
○ 느린 학습자의 범위
－ 느린 학습자의 정의 시 학습의 속도 기준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느린 학습자가 상정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지적기능 학습자(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BIF)와 발달
장애 학습자(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그 범위를 포괄함
○ 생애주기의 범위
－ ‘제 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생애주기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핵심과제로 꼽고 있어
생애주기별로 도서관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를 알아볼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자 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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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구결과
가. 정보요구 조사
⧠ 연구절차 및 분석
○ 느린 학습자 가족,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을 통해 정보요구 목록화
－ 청소년기 느린 학습자의 가족 1개 집단(4명), 성인기 느린 학습자의 가족 2개 집단(9명), 특수
교사 1개 집단(4명)이 참여함
○ 정보요구의 범주화 및 중요도 평정
－ 성인기 가족 6명, 특수교사 4명이 정보요구 분류 및 평정과제에 참여함
－ 정보요구를 비슷한 것끼리 분류하고, 중요도는 Likert 척도(1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5점: 매
우 중요함)를 사용하여 평정함
○ Concept mapping 방법을 통해 분석

⧠ 조사결과
○ 정보요구 목록 및 유형
－ 57개의 정보요구는 총 5개의 유형으로 도출됨
－ 주거 및 일상생활 정보: 안전한 주거 지원, 간단한 가사일 및 개인위생, 뉴스나 생활 정보 등
－ 안전 및 건강생활 정보: 재난이나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법, 식품 보관 및 관리, 병원진
료 및 신체건강관리
－ 경제생활 정보: 일자리 및 근로자의 권리, 정부 지원금 및 세금, 금전관리
－ 문화 여가생활 정보: 도서관 및 평생교육원, 지역행사 및 장애인 행사, 근교 여행, 데이트
－ 장애 관련 정보: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 장애유형 및 특성, 미래 계획
○ 정보요구 중요도 평정
－ 안전 및 건강생활 정보(4.15), 경제생활 정보(4.15)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정보요구로 나타남
－ 다음으로 주거 및 일상생활 정보(3.88), 문화·여가생활 정보(3.61), 장애관련 정보(3.43) 순으로
드러남

나. 도서관서비스 인식 및 지원요구 조사
⧠ 연구절차 및 분석
○ 도서관에 대한 인식, 이용 경험 및 어려움, 지원요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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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집단면담과 개별면담을 통해 자료수집
－ 청소년기 느린 학습자의 가족 5인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 1회 및 개별면담 1회, 느린 학습자
2인을 대상으로 개별면담 2회
－ 성인기 느린 학습자의 가족 9인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 2회, 느린 학습자 2인을 대상으로 개
별면담 2회
－ 특수교사 4인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 1회
○ 지속적 비교방법을 통해 분석

⧠ 조사결과
○ 특수교사의 도서관서비스 인식 및 지원요구는 총 7개의 대주제로 도출
－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의 어려움: 공공도서관의 비협조적 태도, 도서관 프로그램의 부재
－ 심리적 불편함: 소음에 대한 주변의 시선, 행동의 제재 요구
－ 물리적 제약: 지리적 제약, 복잡한 도서분류 체제, 구비 도서의 부족
－ 도서 접근성 확보: 흥미와 요구를 반영한 도서 구비, 대체자료 개발, 직관적 도서 분류 및 배열,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서가 배치
－ 프로그램 확충: 독서프로그램 개발,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
－ 보편적 설계를 적용한 환경 개선: 자유로운 독서 공간 마련, 분리되지 않는 공간 구성, 쉬운 안
내시설 마련
－ 특수교사 지원: 도서 및 활동 목록 제공, 독서교육을 위한 역량 강화
○ 청소년기 느린 학습자 및 가족의 도서관서비스 인식 및 지원요구는 총 5개의 대주제로 도출
－ 도서 및 프로그램 부족: 수준에 맞지 않는 도서, 프로그램의 부재
－ 접근성 제한: 주변의 부정적 시선 및 물리적 접근의 제약
－ 자료 접근성 확보: 적절한 도서 구비, 시사 정보 제공, 직관적 도서 배열
－ 프로그램 확충: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 마련,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 장애 친화적 환경 구축: 도서관 종사자 역량 강화, 보조 인력 확보, 이용자의 장애이해 촉진, 물
리적 환경 구축
○ 성인기 느린 학습자 및 가족의 도서관서비스 인식 및 지원요구는 총 5개의 대주제로 도출
－ 열악한 환경: 낙후된 물리적 환경, 불편한 장애인 열람실
－ 제한된 접근성: 수준에 맞지 않는 도서와 프로그램, 주변의 부정적 시선, 행동의 제재 요구
－ 도서 및 프로그램 확충: 적절한 도서 및 자료 구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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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한 환경 조성: 일정 소음의 허용, 자유로운 공간 구성, 일반인과 분리되지 않는 공간 조성
－ 물리적 접근성 및 인프라 확충: 서가의 접근성 강화, 도서관서비스 홍보, 도서관 종사자 인식 개선

3. 도서관서비스 발전방안
⧠ 도서관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
○ 도서관서비스를 통해 느린 학습자의 시민역량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함
○ 이를 위해 주요 발전방안 5개와 그에 따른 11개의 개선과제가 제시됨

⧠ 도서관서비스 발전방안
○ 포용적 문화 조성
－ 느린 학습자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서의 전문성 강화 및 도서관 이용자의 장애에 대한
이해 향상
○ 물리적 환경 개선
－ 느린 학습자가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있는 자료이용공간을 마련하고 서가의 접근성을 강
화하며 이해하기 쉬운 안내시설 설치
○ 정보서비스 확대
－ 느린 학습자의 요구에 기반한 다양한 전문정보 제공하고 인지적 수준 및 생활연령에 적절한 장
서 구비
○ 맞춤형 프로그램 확충
－ 일반 이용자와 함께 다양한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및 여가프로그램
확대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학교 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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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느린 학습자의 서비스 요구 증가
○ 최근 경계선 지적기능 학습자와 발달장애 학습자를 포함하는 느린 학습자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 경계선 지적기능 학습자는 인구의 약 12-14%로 추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 학급 당
3명 정도로 총 80만 명에 달하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장세희, 2018)
－ 우리나라 장애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5%로 정도로 유지되고 있으나 발달장애 학습자의 수는
2018년 현재 전체 장애인구의 8.9%에 해당하며(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 느린 학습자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및 서비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음
－ 경계선 지적기능 학습자의 경우 조기에 적절한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래 집단과의 격차
가 더욱 커질 수 있어 인지·정서·사회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 서비스로써 독서활동
및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장세희, 2018)
－ 발달장애 학습자의 경우 지역사회 기관 및 행사 참여가 약10% 정도(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로 매우 제한적이며,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에 대한 요
구, 평생교육 및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요구가 표출되고 있음(최복천 외, 2016)

⧠ 느린 학습자의 서비스 요구 충족을 위한 도서관 역할 강화 요구
○ 느린 학습자의 교육, 정보,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요구에 민감하게 대처하고자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마련되고 있으며, 이는 직간접적으로 도서관 역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16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제28조에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명시함으로써 경계
선 지적기능 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을 규정함
－ 발달장애 학습자를 위해서는 2014년「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
여 발달장애 학습자의 동등한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평생교육, 문화·여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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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지원 등을 규정함
－ 또한,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18-2022)에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를 중점과제로 선
정하고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독서환경 구축 및 대체자료 제작 확대를 강조함
○ 도서관 또한 느린 학습자의 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고자 법률 및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2012년 개정된「도서관법」제43조에서는 장애인을 포함한 지식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해소
를 도서관의 책무로 규정함
－ 2019년 발표된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2019-2023)에서는 도서관의 역할 중 하나로써 정
보복지 실현을 위한 장애인의 정보접근 권리 강화를 강조함

⧠ 느린 학습자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방향 정립 필요
○ 느린 학습자를 위한 도서관 역할 강화가 사회적･정책적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정책이 본래의 취
지와 목적에 맞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서관서비스가 느린 학습자의 요구에 적절하게 부
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논의가 필요함. 이와 함께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과 도서관
서비스의 방향성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요구됨
－ 도서관의 역할 중 하나는 느린 학습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그들이 필요한 정보
조차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음
－ 느린 학습자는 도서관 이용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이정은, 서선진, 박현옥,
2013) 도서관서비스 이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향이 있어 그 이유와 지원요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1) 느린 학습자의 사회참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2)느린 학습자 및 가족, 특수교사의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이용의 어려움, 지
원요구를 파악함으로써, (3) 도서관서비스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둠
○ 본 연구를 통해 서울시 내 느린 학습자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
관서비스의 질적 제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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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범위
⧠ 느린 학습자
○ 느린 학습자의 정의 시 학습의 속도 기준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느린 학습자가 포함될 수 있음
(김은성, 2019)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경계선 지적기능 학습자(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BIF)와 발달장애 학습자(지적장애, 자폐성장애)로 그 범위를 상정함

⧠ 생애주기
○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2019-2023)에서는 생애주기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핵심과
제로 꼽고 있어 생애주기별로 도서관서비스 방향 및 내용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 중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우선적으로 연구하고자 함
－ 청소년기는 학교의 교과수업 이외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선호함(최복천
외, 2015)
－ 또한, 성인기는 공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난 시기로 정보 및 지식습득의 기회는 제한적인데 반해
공공기관을 통한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는 높음(최복천 외, 2016)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기본 방향
○ 본 연구에서는 느린 학습자의 교육 및 지원에 관한 문헌자료 분석과 함께 초점집단면담을 통해
실제적인 정보요구를 조사함으로써 느린 학습자의 정보요구를 파악하고 느린 학습자를 위해 도
서관이 제공해야 할 전문정보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또한, 느린 학습자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정책 및 현황에 대한 문헌자료를 분석하고 느린 학습자
뿐 아니라 가족, 특수교사와의 초점집단면담 및 개별면담을 통해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함으로써 도서관서비스의 발전방안을 제안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 느린 학습자를 위한 도서관 정책 및 서비스 관련 문헌연구
○ 느린 학습자의 교육 및 서비스 요구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도서관 정책 및 서비스 관련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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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을 분석함. 또한, 느린 학습자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서비스의 사례를 조사함
○ 이와 같은 선행연구 및 사례 검토를 통해 느린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및 도서관서비스의 현
황 및 한계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느린 학습자 정보요구 분석
○ 느린 학습자 가족 및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을 실시하여 느린 학습자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브레인스토밍하고, 그 결과 도출된 정보를 유형별로 분류
하고 중요도를 평정함
○ 수집된 자료는 concept mapping 방법(개념도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함

⧠ 느린 학습자 도서관서비스 인식 및 요구분석
○ 느린 학습자, 가족,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 및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도서관에 대한
인식, 도서관서비스 이용 경험 및 어려움, 지원요구를 파악함
○ 지속적 비교방법을 통해 면담결과를 분석하고 주요결과를 도출함

⧠ 전문가 협의회
○ 1차 전문가 협의회는 도서관 정책 및 서비스 관련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도서관서비스의 현황 및
한계를 검토하고 연구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2차 전문가 협의회는 느린 학습자 정보요구 분석 결과, 도서관서비스 한계 및 지원요구 분석 결
과, 시사점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느린 학습자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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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수행 체계
○ 연구수행 체계는 다음의 <그림 1-3-1>와 같음

문헌연구
∙ 느린 학습자 교육 및 서비스 요구 관련 문헌분석
∙ 느린 학습자를 위한 도서관 정책 및 법률 검토
∙ 느린 학습자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서비스 사례조사

정보요구
조사 및 분석

도서관서비스 인식 및
지원요구 분석

∙ 느린 학습자 가족, 특수교
사 대상 초점집단면담
- 느린 학습자에게
필요한 정보 도출
- 도출된 정보의 범주화
및 중요도 평정

∙ 느린 학습자, 가족, 특수교사
대상 초점집단면담 및 개별면담
- 도서관서비스 이용 경험 및
문제점 조사
- 도서관서비스 개선요구
조사





1차
전문가
협의회



2차
전문가
협의회

도서관서비스 발전방안 제안
⦁느린 학습자의 요구기반 정보서비스 방향 설정
⦁느린 학습자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개선방안 도출

<그림 1-3-1> 연구수행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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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느린 학습자의 개념
1. 경계선 지적기능 학습자
⧠ 경계선 지적기능 학습자 용어
○ 느린 학습자(slow learner)라는 용어는 최근 우리에게 익숙해진 용어로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
한 용어로 정의되고 있음(박현숙, 최현기, 2014; 정희정, 2006; 하정숙, 김자경, 2017; Mardis,
Michael, & Karen, 2000)
－ 경계선급 지적장애(borderline intellectual disability), 애매한 아동(gray area kids), 경도
인지적 손상(mild cognitive impairment), 일반적인 학습장애(general learning disabilities),
경계선 지적기능(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이하 BIF) 등의 여러 용어로 사용되어 옴
－ 이는 대다수 시대에 뒤떨어진 것들이고 경계선 지적기능 학습자를 모욕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함(Cooter & Cooter, 2004)
○ 최근에는 ‘다양한 요구를 지닌 아동(children with diverse learning needs) 혹은 다양한 학습
자(children with diverse learners)’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훨씬 더 수용 가능
하지만 보다 정확한 의미를 뜻하는 ‘경계선급 지능 아동’ 혹은 ‘경계선 지적기능 학습자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가 적합하다고 제안됨
○ 정책 입안자는 ‘느린 학습자’, 연구자는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 혹은 ‘경계선급 지능 아동’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강옥려, 2016)
○ 국내 교육현장에서는 주로 학습지진(slow learner) 혹은 학습부진으로 명명함
－ 2016년『초･중등교육법』제 18조에서도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명시함. 이를 통해 우리
나라의 학습 부진아를 포함한 느린 학습자들의 실태조사,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 그리고 교사연
수에 대해 명시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던 느린 학습자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상 아동
의 발굴 및 프로그램 구축 등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는 기틀이 마련됨(장세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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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선 지적기능 학습자 정의
○ 교육 분야에서는 지적 능력의 저하(IQ 70~85)로 인해 또래의 학업 향상이나 발전에 비해 그 정
도가 열등하며, 학업성적이 뒤떨어지는 학생(표준화 학력 검사 점수 40%이하인 학생)으로 정의
되고 있음
○ 느린 학습자는 “지적 능력의 범주에서,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적인 지능보다는 낮은
지능(IQ 70~85)을 가지면서 학교와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으로 부적응하는 아동”으로 볼 수
있음
○ 최근에 개정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5,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 p.727)에서는 “개인의 경계선 지적 기능이 임상적 주의를 요하거나 개인의 처치나
예후에 영향을 줄 때를 지칭한다. 경계선 지적 기능과 경도 지적장애(지적 발달장애)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지적기능과 적응기능에 대한 주의 깊은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지적 기능과 적응 기능
의 차이가 있을 때, 환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상의 정신장애(분열이나 심각한
충동성이 있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와 공병될 때 주의를 요한다”고 설명됨
－ DSM-Ⅳ와 달리 DSM-5에서는 경계선 지적 기능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IQ수치를 제시하지 않
았으며, 사용가능한 표준화된 검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음
－ 경계선 지적기능과 경도 지적장애의 차이만을 언급했으며, 공병하는 정신적 장애로 조현증과
심각한 충동성을 동반하는 ADHD를 추가했을 뿐임
○ 국제질병분류(ICD-10; 세계건강기구)에서는 경계선 지적 기능을 “인지적 기능과 인식을 포함
한 불특정한 증상과 징후”라고 판단하여 code R41.8로 명기함

2. 발달장애 학습자
⧠ 발달장애 학습자 정의
○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 제1항)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이란 1) 지적
장애인, 2) 자폐성장애인, 3)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
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지적장애인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
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함
－ 자폐성장애인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
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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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학습자
○ 장애인복지법의 정의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
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
란한 사람임
○ 미국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협회(AAIDD, 2010)의 정의에 따르면 지적장애는 지적 기능과 개념
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기술로 표현되는 적응행동에 있어서의 심각한 제한을 가지는 것으로 특
징지어지며, 18세 이전에 나타남. 이 정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가정이
전제되어야 함: 1) 현재 기능에 있어서의 제한이 나이가 같은 또래 및 문화의 전형적인 지역사회
환경의 맥락 내에서 고려되어야 함, 2) 타당한 진단을 통하여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과 함께 의
사소통, 감각, 운동기능, 행동요소에 있어서의 차이를 고려해야 함, 3) 개인 내적으로 제한점과
함께 강점도 공존할 수 있음, 4) 제한점을 설명하는 중요한 목적은 필요한 지원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임, 5) 적절한 개인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주어짐으로써 지적장애를 지닌 개인의 삶의 기
능은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음(이소현, 박은혜, 2011)
○ 지적장애 정의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유의하게 평균 이하인 지적기능과 적응행동상의 결함을 함
께 보여야 한다는 점과 발달기간인 18세 이전에 나타나야 한다는 점임

⧠ 자폐성장애 학습자
○ 자폐성장애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통계편람(DSM-5)’과 세계
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10)’가 있고 국내에도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등에 대
한 특수교육법 상의 자폐성장애의 정의가 있음. 자폐성장애는 개인에 따라 다양한 증상과 기능
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스펙트럼이라는 광범위한 증상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봄(국립특수교
육원, 2017)
○ 장애인복지법의 정의에 따르면 자폐성장애인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임
○ DSM-5에서는 ‘자폐스펙트럼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진단기준을 간략
히 요약하면, 1) 사회적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어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워
하거나 흥미의 교감이 어렵고, 언어적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에 결함을 보이고, 상상놀이나
친구 사귀기 등을 어려워하는 경우도 관찰될 수 있음, 2) 상동 행동이나 반향어가 지속되거나 융
통성 없이 틀에 박힌 일에 대한 집착을 보이기도 하고, 감각 자극에 대한 과잉 또는 과소 반응을
보이기도 함(국립특수교육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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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느린 학습자의 특성
1. 경계선 지적기능 학습자의 특성
○ 국내 경계선 지적기능 학습자는 한 반에 3명으로 총 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장세희, 2018)
－ 조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또래 집단과 격차가 커져 학습부진, 학업중단, 사회성 결여,
폭력 피해, 범죄가담, 우울증 및 낮은 자존감, 자립 불가 등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음(황보람,
2015)
－ 학교생활에서 학습 및 또래 관계, 규칙 지키기 등에 어려움 보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다양
한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이고 있어 특별한 지도와 보호가 필요함(장세희, 김성찬,
2015)
－ 초등학교 시기에 문제행동, 불만족 및 불안감, 위축 및 우울감 등을 보이지만 청소년 시기에는
더욱 심각한 행동을 보이는데, 일탈, 자퇴, 자살 충동 및 자살 시도, 품행 문제, 이성 문제 등 더
욱 심화된 양상으로 나타남

⧠ 인지적 특성
○ 인지능력의 제한으로 과제에서 요구하는 인지적인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어렵고, 추상
적인 개념을 이해하거나 추론하고 사고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함. 배운 개념과 전략을 적용
하고 일반화하는 데에 제한을 보여 더 많은 시간의 연습과 다양한 예시를 활용한 학습이 필요함
○ 인지와 언어 발달의 지연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읽기, 쓰기, 셈하기에 어려움을 보임
○ 주의집중 시간이 짧고 집중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선택적 주의집중에도 어려움을 보이므로 학생
의 현재 수행수준, 주의집중 시간, 흥미도를 고려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학습자료와 다
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의집중력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새롭게 배운 정보와 이미 배운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을 보이고, 새로운 정보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의 통합과 조직화에 제한을 보여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새로운 소재를 조직화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기존에 있던 지식체계에 동화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보임(Reddy, Ramar, & Kusuma, 2010)
○ 인지적인 어려움으로 정보처리가 필요한 인지적 자원을 조직화하고, 계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장기기억으로부터 정보를 인출하는데 중요한 실행기능에 제한을 보임
(Reddy, Ramar, & Kusum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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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인지적 능력 부족으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해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고 제 학년에서 요
구하는 학습수준에 지속적으로 도달하지 못해 학교에서는 낙오자로 간주되어 학습의욕이 떨어
지고 낮은 학습동기를 보임

⧠ 사회･정서적 특성
○ 인지적 결함은 학교생활, 사회생활, 일상생활에의 적응을 방해하여 사회 및 정서적인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 학교 수업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므로 교실 밖의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또래
와의 관계에서도 소외되고 심한 경우 왕따를 당하게 되어 사회성 부족,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짐
○ 지속된 학업에서의 문제는 학습 무기력으로 이어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되는 학습내용으
로 인해 더욱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횟수가 빈번해지며 학교를
중퇴하는 부적응상황에 처하기도 함
○ 비장애인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외톨이가 된 느린 학습자는 소외당하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되며
이는 폭력으로도 이어짐
○ 느린 학습자는 학교를 떠나고, 학업 중단 후 비행을 저질러 청소년 비행문제로 심화될 수 있으며,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세습할 가능성이 높음

2. 발달장애 학습자의 특성
⧠ 지적장애 학습자의 특성
○ 지적장애 학습자는 정도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주의력과 기억력에 결함을 보이고, 주의집중
시간이 짧고 장기 및 단기기억력이 부족함. 관찰이나 모방을 통하여 익히는 모방학습과 우발학
습 능력이 부족하고 학습동기가 높지 않고 동기유발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누적된 실패
의 경험으로 ‘학습된 무기력’ 상태가 되는 경우가 빈번함(이소현, 박은혜, 2011)
○ 주변의 소음이나 시각적 자극으로 인해 쉽게 산만해지고 복잡한 이야기나 추상적인 사항을 이해
하거나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이미 알고 있는 기술일지라도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보임(국립특수교육원, 2017)
○ 지적장애 학습자의 언어발달은 지체되거나 비전형적인 패턴을 보임. 말을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
하는 조음의 문제는 지적장애 학습자에게 흔히 나타나며 대부분의 지적장애 학습자는 전형적인
언어발달을 보이지만 발달 속도가 지체됨(이소현, 박은혜, 2011). 지적장애 학습자의 경우 발음
이 부정확하여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듣기가 어려울 수 있고, 어휘가 다양하지 않아 단순한
문장을 이용하여 말함. 사물에 대한 의견과 선호가 있으나 이를 적절한 언어로 표현하는 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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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겪음(국립특수교육원, 2017)
○ 지적장애 학습자는 잦은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환경이나 사건 내에서 스스로 행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자신에 대해서 매우 낮은 기대를 하고, 과제를 열심히 하지도 않고, 빨리 포기하
는 반응을 보이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능력보다 낮은 과제 수행을 보이므로 기대된 실패가 현실
로 나타나게 됨. 실패를 회피함으로써 생기는 또 다른 문제는 외부 지향성으로 이는 문제를 해결
할 때 자신의 내적인 인지능력을 사용하기 이전에 외부에서 단서를 찾으려고 하는 것임. 지적장
애 학습자는 외부 지향성으로 인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타인의 도움으로 해결하려는 모
습을 보이고 성공했을 경우에도 자신의 힘이 아니라 타인이 도와주었거나 문제가 쉬웠기 때문이
라고 생각하며 자신감 결여와 같은 부정적인 자아인식을 보임(송준만, 강경숙, 김미선, 김은주,
김정효, 김현진, 이경순, 이금진, 이정은, 정귀순, 2016)
○ 지적장애 학습자는 적절한 행동과 부적절한 행동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타인과의 상호작
용이나 친구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며, 상황에 따라 욕구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어렵거
나 충동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과잉행동과 무기력이 번갈아 나타나기도 함(국립특수교육
원, 2017)

⧠ 자폐성장애 학습자의 특성
○ 자폐성장애 학습자의 지적 능력은 지능 검사 결과 70이상의 IQ를 보이면서 지적 기능에 손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지적장애를 함께 보이는 경우도 있음(Rosenberg, Westling, McLeskey,
2011). 지적장애를 함께 보이는 자폐성장애 학습자는 학업이나 일반적인 생활에 있어서 더 낮은
수행수준을 보임. 이는 언어 및 사회성 결함, 행동 조절의 어려움, 일과에 대한 집착 등의 특성에
지적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임(이소현, 박은혜, 2011)
○ 자폐성장애 학습자는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 결함을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눈 맞춤이나 응시 행
동, 몸짓이나 얼굴 표정 등의 비구어적 의사소통 행동을 의사소통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되게 사용함으로써 표현에 있어서의 결함을 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 표현
에 무관심하거나 공유된 감정을 보이지 않는 등 이해와 수용 측면에서도 결함을 보임(이소현, 박
은혜, 2011)
○ 자폐성장애 학습자는 구어 및 비구어 의사소통 모두에서 문제를 보이고, 말을 전혀 습득하지 못
한 경우부터 말은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적인 맥락에서 기능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
우까지 그 결함의 유형이나 정도가 다양함(이소현, 박은혜, 2011). 자폐성장애 학습자의 의사소
통 능력은 개인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구어 발달이 전무할 수도 있고 높은 수준의 현학적인
언어를 보일 수 있음(Lord & Paul, 1997). 구어 발달이 이루어진 자폐성장애 학습자도 상투어,
문자적 의미해석, 단조로운 억양, 특이한 낱말이나 구절 사용 등의 문제가 있음(Beukel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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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enda, 2005). 또한, 언어 사용에 있어서 ‘반향어’와 같이 다른 사람의 말을 반복하는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보이거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보임(신현
기, 이성봉, 이병혁, 이경면, 김은경, 2007). 또한 음성이나 운율적인 면에서도 비정상적인 특징
을 보이며 어조에 있어서 높낮이가 없는 기계음과 같은 말을 하거나 매우 높은 어조로 말하거나
의문문인 형태로 말하기도 함(Shriberg et al., 2011)
○ 자폐성장애 학습자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결함을 보이고, 일부는 사람보다는 사물을, 전체보다
는 사물의 특정부분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변화 없이 제한된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흥미와 활동은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동일성에 대한 고집으로도 나타남(신현기, 이성
봉, 이병혁, 이경면, 김은경,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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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내 느린 학습자 도서관서비스 법률 및 정책
1. 느린 학습자 도서관서비스의 법적 근거
⧠ 도서관법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 2012년 개정된『도서관법』제43조에 도서관의 책무로서 도서관은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
으며, 제45조에서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의 역할을 담당할 국립
장애인도서관의 설립·운영을 명시한 이후 비로소 공공도서관에서 느린 학습자가 장서, 시설, 서
비스를 차별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음
○ 2012년 도서관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느린 학습자가 복지관에 설치된 자료실 및 도
서관을 활용하거나 사립 점자도서관 등을 활용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인 상황이었으며, 모든 시민
에게 개방된 공공성을 강조하는 공공도서관을 활용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한 상황이었음
○ 이런 이유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질을 고려할 때 장애이용자를 직접적인 이용자 계층으로 고려
하는 도서관이나 관련 연구 또한 찾기 어려웠던 상황임(배경재, 2016)

⧠ 지식정보취약계층의 정의
○ 본 연구의 대상자로 정의한 느린 학습자는 경계선 지적기능 학습자,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대표되는 발달장애 학습자를 포함함
○ 현재의 도서관법 시행령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어 발달장애 학습자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서 법적·정책적 지원
대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경계선 지적기능 학습자는 현재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식
정보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
○ 경계선 지적기능 학습자의 경우 도서관법의 직접적인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도서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5년마다 발표되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는 보다 폭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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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범위로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해석하고 있으며, 느린 학습자와 관련된 다양한 도서관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지식정보 취약계층 등) 법 제4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
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65세 이상의 노인
4. 농어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의 주민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개별 장애유형 지원에 관한 최초의 법률제정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 학습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함
○ 제27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영화, 전시관, 박물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관람･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
과 흥미에 적합한 방 식으로 설계된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느린 학습자 도서관서비스 관련 정책
⧠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2019~2023)
○ 도서관은 신체적 장애, 교육 정도, 소득 수준 등 개인의 차별적 특성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평
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도서관 장애인서비스는 도서
관의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 점차 핵심적인 역할이 되어가고 있음
○ 2019년 발표된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2019~2023)의 3대 핵심가치 중 하나는 ‘사람에 대
한 포용성’이며, 전략방향 ‘사회의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 핵심과제 ‘적극적 정보복지 실현’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도서관이 사회적으로 심화되어가는 정보격차현상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용자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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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느린 학습자 관련 가치·전략 방향·핵심과제

⧠ 느린 학습자 관련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 주요 정책 과제
○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의 정책과제 중 도서관의 느린 학습자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
제는 <표 3-1-1>과 같음
－ 소외계층의 문해력을 높여서 정보 불평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 및 매체 이용 교육 강화’
과제는 기존에 도서관에서 활발하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해오던 서비스 및 프로그램 중의
하나임
－ 도서관의 공간 및 시설과 관련된 포용적 개방공간과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확대하는 과제는
기존 열람실 위주의 도서관 문화를 탈피하고, 다양한 계층이 함께 모이는 통합적 공간으로 도
서관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됨
－ 특히,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경우 이용자 특성상 도서관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서비스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사회서비스 연계형 도서관서비스 개발을 확대할 것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표 3-1-1> 느린 학습자 관련 주요 정책과제
정책과제

주요 추진과제

3-1-2
정보 및 매체 이용
교육 강화

∙
∙
-

정보 불평등 계층 정보 및 매체 활용 교육 강화
문해력 교육 개발 및 보급
미디어 활용 교육 개발 및 교육 강화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한 정보화 교육 추진
공공도서관을 활용한 장애인 대상 정보화 교육 추진

3-2-1
모두의 접근이
가능한 포용적
개방공간 확대

∙
-

공유 개방공간의 확대
독서실 기능의 학습공간을 자료이용공간으로 점진적 전환
도서관 1층 공간은 모두의 접근이 가능한 공간기능(휴식 공간, 카페 등) 부여
다중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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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3-2-2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확대

3-3-1
사회서비스 연계
도서관서비스
개발 및 확대

주요 추진과제
∙
∙
-

장애물 없는 물리적 환경 개선
신체적 접근성 개선을 위한 물리 환경 개선
도서관 안내정보 개선
신체적, 언어적 어려움 없이 이용 가능한 안내정보 설치
서비스 접근성 개선
영유아 동반자 등에 대한 편의 서비스 제공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 서비스 확대

∙ 소외계층 서비스 강화
- 소외계층에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와 도서관서비스 연계

Ⅱ. 국내 느린 학습자 도서관서비스 현황
1. 느린 학습자 도서관서비스 관련 연구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연구 현황
○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에 관한 연구는 2010년경까지도 비교적 활발하지 못했으
며 그나마 시각장애인 서비스에 편중되어 있었음(강숙희, 2011). 2010년 이후 약 5년간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에 대해 연구재단 등재지에서 발표된 연구논문을 탐색한 결과1), 이 연구들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이용자 요구조사’와 ‘서비스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용자 요구조사의 경우 대부분 시각장애인을 위주로 정량적 연구방법(설문조사)을 활용하여 연
구가 진행되어오다, 최근 들어 송경진, 이정은, 손지영(2013)의 연구와 장보성(2015)의 연구에
서 보듯이 다양한 장애 유형 이용자의 서비스 요구를 조사하기 시작하였음. 그러나 아직 장애인
이용자의 서비스 요구를 장애유형별로 세부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미흡한 단계인 것으로 판단되
며, 특히 발달장애 학습자를 대상으로 단독 진행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임
○ 서비스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연구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모형, 장애 유형별 장애인서비스 개발,
지식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전략과 같이 거시적인 정책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아직 국내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발전이 초기 단계로써 기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여겨
짐. 따라서 도서관 현장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 모형 및 정책 연구
가 장애유형별로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존에 신체적 장애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

1)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연구만 포함. 장애인 서비스 시스템 개발 관련 연구, 정보매체
(대체자료) 개발 관련 연구,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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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제 인지적 장애 유형으로 확대되어 실행될 필요가 있음

<표 3-2-1>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주요 선행연구(2010∼2019)
구분

이용자
요구조사

서비스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연도

제목

출처

2010.06

장애인 이용자의 요구분석을 통한
정재영, 정혜미
대학도서관 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2)

2010.09

장애인 이용자의 도서관 불안 측정과 분석

장보성, 김은정, 남영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3)

2011.08

시각장애인의 공공도서관 비이용 요인에
관한 연구

오선경, 이지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3)

2011.11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이용자의 홍보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노영희, 안인자, 박미영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4)

2012.02

복합문화예술센터 장애인 정보서비스에
대한 연구

곽철완, 김호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1)

2013.02

사례와 면접을 통해 본 국내 공공도서관의 송경진, 이정은, 손지영
지적장애인 서비스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1)

2013.03

부모 보고를 통해 본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인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요구

이정은, 서선진, 박현옥
『자폐성장애연구』, 13(1)

2013.03

지적장애 특수학교 도서관 운영에 대한
학교 도서관 담당교사의 경험과 인식

손지영, 박현옥, 이정은『특수교육』,
12(1)

2015.03

청각장애 대학생의 도서관 이용행태와
정보요구에 대한 연구

장보성『정보관리학회지』, 31(4)

2018.05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매뉴얼 구성요소
요구도 분석

배경재, 강지혜, 차성종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2)

2018.03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장애유형별 강지혜, 차성종, 배경재
이용자 핵심요구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49(1)

2019.03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장애유형별 실증적 요구도 조사 연구

차성종, 배경재
『한국비블리아학회지』,30(1)

2010.02

공공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자원봉사활동
모형 연구

김혜주, 안인자, 박미영, 이명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1)

2010.09

유럽국가의 장애인 도서관서비스 정책에
관한 질적 연구

이정연『정보관리학회지』, 27(3)

2011.03

공공도서관의 장애유형별 장애인 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

강숙희『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2012.06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 취약계층서비스
전략

윤희윤『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2)

2012.06

우리나라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에 관한 장보성, 서만덕, 남영준
분석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2)

2012.09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강화 방안 연구

2013.12

대학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 수준 측정을
박종배『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위한 평가지표 개발

장덕현『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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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선 지적기능 학습자 도서관서비스 관련 연구
○ 경계선 지적기능 학습자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연구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바는 아직 없으며, 경
계선 지적기능 학습자의 문해력 증진을 위한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최
근 수행된 주요 연구 결과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 경계선 지능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 분석(변관석, 신진숙 2017)
－ 경계선 지적기능 학습자 중재연구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연구의 양적인 부분에서 특수교
육을 포함하는 교육학 영역에서 이루어진 연구보다는 치료 영역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주를 이
루었음
－ 치료영역에서의 연구는 미술치료, 놀이치료 분야의 연구가 특히 많았는데, 소집단 장면 혹은
개별 장면에서의 추가적인 중재가 필요하며, 부모가 함께 중재에 참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
라고 제언하였음
－ 지적장애 학습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학습 가능성이 높은 경계선 지적기능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인지적 중재 및 초인지 전략을 활용하는 보다 많은 중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경계선급 지능 중학생의 학교생활 경험 및 교육 지원 요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인식(주은미,
최승숙 2018)
－ 학부모들은 국내 교육상황에서는 경계선 지적기능 학습자에 대한 학교 지원이 없다고 생각하
고 있었으며, 해당 학습자의 특성과 수준에 부합하는 ‘특별한 교육지원의 필요’를 요구하고 있
었음. 특히 학부모 중에는 경계선급 지능 학생들만을 위한 위탁형 대안학교와 학교 내 특별반
운영 지원을 요구하였음
－ 경계선급 지적기능 학습자를 위한 ‘유연한 교육지원 체제(flexible support frameworks) 고
려가 필요함. 예를 들어, 특수교사의 자문이나 협력교수를 통해 일반학급에 통합되어 있는 대
상 학생을 지원하고 교육 진보를 점검할 수 있고, 또 다른 유형으로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협
력적 지원을 활용하여 개별 및 집단의 학생들에게 보다 교정적인 차원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유연한 교육지원 체제 수립을 위해 학교도서관과 지역 공공도서관,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과의 협력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경계선 지능아동을 위한 읽기 중재의 효과(하정숙 2018)
－ 동화를 활용한 읽기 중재가 읽기 능력이 부족한 경계선 지적기능 학습자의 음운인식, 단어인
지, 읽기 유창성 향상에 효과적으로 밝혀짐

⧠ 발달장애 학습자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주요 연구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관련 연구 중 발달장애 학습자를 주요 대상 이용자로 설정한 연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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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참조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는 아래의 연구들로 요약될 수 있으며, 향후 느린 학습자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발전방안 고려 시 주요 시사점으로 참고할 수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사례와 면접을 통해 본 국내 공공도서관의 지적장애인 서비스(송경진, 이정은, 손지영 2013)
－ 도서관 본연의 기능에 입각한 지적장애 학습자를 위한 독서와 정보제공서비스 개발이 필요함
－ 효과적인 도서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특수학교, 복지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지적장애 학습자에게 적합한 도서 및 대체자료, 서비스 시행 지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 일시적인 프로그램 형태가 아닌 장기적,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제
도적, 재정적인 지원과 서비스 개발 노력이 필요함
○ 부모 보고를 통해 본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인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요구(이정
은, 서선진, 박현옥 2013)
－ 발달장애 학습자의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은 주로 도서 대출과 도서관 내 시설 이용이 주를 이루
었고, 평균 이용횟수도 1개월에 한번 정도로 그 이용빈도와 이용서비스가 매우 제한적이었음.
발달장애 학습자의 도서관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제거하고 공공도서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다
양한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함
－ 발달장애 학습자 부모들은 물리적 환경, 인적자원과 사회적 지원, 장서 및 자료 제공, 교육 및
여가 등 각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면적으로 이들을 위한 도서관서비
스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 발달장애 학습자를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은 생애 시기별 요구를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함
－ 발달장애 학습자를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방식은 정기적으로, 가능하다면 소규모의 형태
로, 그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음
○ 지적장애 특수학교 도서관 운영에 대한 학교 도서관 담당교사의 경험과 인식(2013)
－ 도서관 담당 특수교사들은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였음. 그리고 장애 학습자에게 적합한 도서 선정의 문제, 지적장애 학습자를 위한 도서
관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족, 제한된 공간 및 구비 도서의 부족 등이 어려움으로 언급되었음
－ 지적장애 학습자의 특성에 적합한 대체도서 개발, 특수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와
컨설팅 제공, 학교 도서관에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지
원 및 도서관의 물리적 환경이 지적장애 학습자를 배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음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장애 유형별 이용자 핵심요구 연구(강지혜, 차성종, 배경재 2018)
－ 발달장애 학습자는 도서관서비스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추후 방문 의지도 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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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 학습자는 그들을 위한 다양한 장서를 가장 많이 요구하였음. 연령대에 어울리면서도
이해가 쉬운 단어로 쓰인 자료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
－ 발달장애 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책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있었음
－ 교류가 없던 낯선 사서가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발달장애 학습자를 위한 도서관서비스는 안락한 공간에서 정서적 교류가 있는 조력자가
동반해야 할 것을 제언함

2. 느린 학습자 도서관서비스 주요 사례
⧠ 발달장애 학습자 도서관서비스 사례 유형
○ 발달장애 학습자는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있음. 영유아기(부모와 함께하는
활동, 발달촉진), 학령전기(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향상, 문화프로그램), 학령후기(진로지도, 자기
표현 및 대인관계 향상), 성인기(사회성 증진, 취업교육)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발달장애 학습자 도서관서비스 주요 사례
○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매년 선정하는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 중 2017년과 2018년 발
달장애 학습자 대상의 도서관서비스 우수사례 목록은 아래와 같음
<표 3-2-2> 국내 발달장애 학습자 도서관서비스 주요사례
연도

도서관 및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요약

∙ 도서관, 학교 및 유관기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온 마을 이 함께 모든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마을결합형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서울특별시교육청/
∙ 준비기(2015~2016년) 지적장애 학습자를 위한 성교육 프로젝트
강서도서관
∙ 도약기(2017년) 북(Book)적이는 마을학교 동·네·북과 책속에서 보물찾기 신설
2018 북(Book)적이는
∙ 성장·보급기(2918년) 동·네·북 확대, 기존 프로그램 유지
마을도서관
∙ 운영성과: 장애인 가족을 위해 방과 후 마을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각적
장애인서비스
인 프로그램을 시도하여 참가자로부터 호평을 받음. 거점기관과 협력기관이
연계한 다양한 협업사업을 실현하여 새로운 장애인서비스 협력네트워크를 구축
∙ 장애인의 도서관 방문을 활성화 및 장애인식 개선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책
놀이 프로그램
마포푸르메
∙ 유아교육기관 아동를 대상으로 아름다름 책 놀이 프로그램, 사회적 약자의
어린이도서관/
차별에 대한 그림책을 읽으며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인성 인문학 시간
2018
장애아동과
∙ 운영성과: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사이의 능력 차이를 최대한 덜 느끼면서
비장애아동이 하나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림책을 선택하여 초등학생 대상인 인문학 강좌도 효
되는 통합 프로그램
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음.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통합되어 놀이할 때 사
회성, 인지능력, 의사소통능력이 더 발달되며, 문제행동이 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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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도서관 및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요약

∙ 지역주민의 장애인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을 해소시키고 장애인과 지역주민
이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도서관내 통합 달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마포푸르메
∙ 발달장애 학습자 수영대회 부대행사에서 발달장애 학습자 및 지역주민에게
어린이도서관/장애
2018
도서 소개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수영대회 어울림 한마당
인과 지역사회가
∙ 운영성과: 지역주민에게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편견해소의 기회를 제
책으로 하나 되기
공하고, 장애인을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하게 하였으며, 지역주민을
자원봉사자로 확보하여 지역주민과 보다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됨
∙ 장애아동의 정서적 지원 및 장애아동 가족의 휴식을 위한 프로그램
∙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 강사 및 자원봉사를 수급함. 운동
경북의성 오이코스
하며 놀 수 있는 '신나는 몸놀이', 그리고 만들며 마음을 여는 '마음을 열어봐
작은도서관/여름방
2018
', 책을 읽고 요리를 해보는 '독서요리활동' 등의 프로그램 진행
학 장애아동 돌봄
∙ 운영성과: 활동적인 프로그램의 시도로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끼며 적극적으
프로그램
로 참여하게 됨. 장애아동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지역 내 인
적자원 확보

2017

영종도서관/
눈높이에 맞춘
사서체험-미리
가보는 직업세계

∙ 청소년기 지적장애 학습자의 사회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사서 직업체험 기획
∙ 도서관 사서보조 등의 업무를 통해 직무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도서관 직원
과의 정기적인 면담과 지도를 통해 이용자와의 대면서비스 업무 경험 및 재
능계발의 기회 마련
∙ 운영성과: 개인적으로 도서관을 방문한 적이 없어 평소 도서관을 생소하게 여기던
지적장애 학습자에게 도서관이 친숙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음. 도서관 시
설과 업무내용에 큰 흥미를 보이며 도서관에서 일하고 싶다는 강한 포부를 보임

∙ 독서문화 구축을 위해 도서관과 독서에 흥미가 있고 문해력있는 지적장애
학습자를 대상으로 독서동아리 구성
∙ (1회차) 도서관 이용교육 및 도서관 투어, 독서보조 기기 체험 등, (2회차)
명화 관련 도서를 통해 명화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놀이 활동 체험, (3회차)
영종도서관/ 장애인
자신의 강점 찾기, 행복에 대해 생각하며 주제도서 관련 활동, (4회차) 나의
2017 독서동아리-책과
함께 해YOU!
감정을 알고 조절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주제도서 관련 놀이 활동 진행
∙ 운영성과: 그림책 기반 월별 주제를 선정하여 슬로리딩 체험과 다양한 독서활
동을 진행하여 개인의 독서능력을 향상 시키는 기회 마련. 정기적인 만남으로
생각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 사고력 및 토론 능력 제고에 유용한 기회가 됨

2017

영종도서관/ 책에
한발 더 깊이
다가가는 책으로
들여다보는 세상

∙ 지적 및 청각장애 학습자를 대상으로 독서미술 프로그램 기획
∙ 지적장애 학습자와 독서 멘토(사서)가 짝이 되어 그들의 고민 등을 나누고,
책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 해당 책과 관련된 독서활동 진행
∙ 운영성과: 그림책을 통해 말로하기 힘든 느낌과 생각들을 미술활동을 통해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고 독서의욕을 높여주었음

∙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찾아가는 도서 서비스 제공 및 친근감 느
껴지는 도서관을 만들고자 밀착형 프로그램 기획
∙ 도서지역 장애인 시설인 장봉혜림원에서 진행하는 문화행사 '섬마을 다독다
영종도서관/영종도
독', 중고등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군기무사령부 견학 안보체험
'나라사랑 안보투어', 느린 학습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 '행복
서관에서 log-out2017
전하는 동화배달부' 진행
도서관에서
∙ 운영성과: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한 행사 기획.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투어로
찾아가기
구성함. 책에 대한 흥미 유도를 위한 다양한 독후활동 진행. 사서의 주기적
인 방문과 꾸준한 노력으로 참여자들의 독서에 대한 동기 부여 및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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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도서관 및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요약

∙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및 언어활동 위주의 독후활동을 통해 책에
대한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프로그램
김해도서관/
∙ 동화구연을 통해 그림책 함께 읽기(영상), 꾸미기, 만들기, 표현하기 놀이로
2017 독서문화 행복 공감
이루어진 독후활동
프로그램
∙ 운영성과: 참가자들이 지루하지 않게 여러 프로그램을 바꿔가며 진행. 참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구연동화를 들려줌. 독서를 통해 자기표현 향상에
도움을 줌
∙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과 비
장애인이 함께하는 교육문화 공간 조성
원주교육문화관/통 ∙ 노래부르기, 연주활동, 공예, 그림교실, 운동과 댄스, 요리, 웃음 레크레이션
2017 합형 교육문화공간
등의 문화예술활동, 성인한글 문해교실, 장애학생 직업체험(사서, 바리스타)
등 진행
조성
∙ 운영성과: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 및 사회복
지 문제 해결에 도서관이 자연스럽게 활용됨(직업체험)
2017

수봉도서관/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 노인 독서동아리와 발달장애 학습자를 연결하는 독서활동
∙ 운영성과: 정서적 교감이 생기며 참여자 수 지속적으로 증가. 프로그램 참여
및 운영 만족도 증가로 인해 비장애인아동도 장애아동과 함께 책을 접하는
기회가 됨

Ⅲ. 해외 느린 학습자 도서관서비스 현황
1. 해외 느린 학습자 도서관서비스 관련 연구
⧠ 해외 느린 학습자 도서관서비스 관련 주요 연구
○ 자폐성장애를 중심으로 발달장애 학습자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관련된 학술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임
○ 영국의 경우, 인구 100명당 1명이 자폐범주성 장애로 약 70만명의 자폐성장애 학습자가 존재하
며, 이런 추세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중 40%는 도서관을 이용해본 경험이 없으며, 도서관서
비스에 대한 긍정적 경험이 주어질 경우 90%의 자폐성장애 학습자가 우호적인 도서관 이용자가
될 것이라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음2)

⧠ 발달장애 학습자의 정보요구 관련 연구
○ Holmes (2008)의 연구
－ 도서관 이용, 도서관에 대한 인식 및 도서관 활용 정보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98명의 성인기 발

2)https://www.dimensions-uk.org/wp-content/uploads/Autism-Libraries-infographic-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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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장애 학습자와 면대면 면담을 수행함
－ 그 결과, 31%가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으며, 도서관 이용자 중 78%는 책을 찾기 위해서 도서관
을 방문하였고, 12%는 잡지, 음악 및 영화를 이용하기 위해서 방문하였다고 응답함
－ 발달장애 학습자는 도서관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서관에 대한 장벽으로서 독립
적인 이동의 어려움, 도서관서비스 및 제공 정보유형에 대한 인식 미비를 제시함
○ O’Leary (2012)의 연구
－ 하키가 취미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젊은 남성의 정보탐색행태를 사례연구로 조사함
－ 하키 관련 정보 이용이 자아감과 타인에 대한 연결 능력,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요구에 대한 만
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음을 발견함
－ 동시에 하키에 대한 집착이 또한 그의 삶의 다른 영역(특히 독립적인 삶의 유지 기술: 요리, 쇼
핑, 세탁 등)을 발전 유지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함
－ 발달장애 학습자의 소속감과 개인적인 성취, 정체성 및 세계관을 발전시키기 위한 취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중재자로서 기능하는 도서관서비스 모델을 제안함
○ Tuffrey-Wijne et al. (2005)의 연구
－ 발달장애를 지닌 암 환자의 정보요구를 연구하였으며, 9명을 대상으로 관찰과 반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함
－ 연구결과, 그들은 질병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보를 매우
강하게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발달장애인 암환자에게 더욱 사려깊고 접근가능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Tarelton (2004)의 연구
－ Social Care Institute for Excellence 단체에 의한 프로젝트 연구로서 청소년기 발달장애 학
습자 및 가족의 정보요구와 성인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조사함
－ 24명의 14세~20세 사이 청소년기 느린 학습자를 지적장애 수준에 따라 4개의 집단으로 나누
어 초점집단면담을 진행함
－ 아래와 같은 두 가지의 핵심 질문에 대해 면담 참여자에게 적절한 어휘로 설명하고 개인의 의견
을 포스트잇에 그리게 하거나 글로 작성하게 함
－ 면담 참여자의 답변을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그림과 기호들을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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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성인이 되면서 어떤 변화를 맞이하길 원합니까?
답변) 취업, 대학진학, 거주지, 사회생활, 취미와 관심사, 타인과의 관계, 감정적인 물리적인 변화, 모름
※ 질문 2. 성인이 되면서 맞게 되는 변화를 돕기 위해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까?
답변) 직업, 대학, 거주지, 돈, 친구, 성과 관계, 안전, 삶에 대해 책임지는 것, 독립적인 생활, 건강한 삶,
재미, 음악, 스포츠, 다른사람을 돕는 것

－ 가족에게 이와 같은 느린 학습자의 응답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였으며, 가족들은 대개 염려스러
운 마음으로 느린 학습자의 희망이 지능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으며, 결국 실망
하게 될까 봐 두렵다는 반응을 보임
－ 또한, 가족은 느린 학습자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데 필요한 접근 가능한 정보와 지원
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성인기로 진입하면서 안전과 돌봄에 대한 걱정을 제기함
－ 한편, 가족들은 청소년기 느린 학습자가 의미 있는 정보에 접근 가능할 때,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스스로의 요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답변을 언급함
－ 가족들은 청소년기 발달장애 학습자가 성인기로 진입하면서 스스로 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를 필요로 한다고 응답함

2. 해외 느린 학습자 도서관서비스 관련 사례
⧠ 해외 느린 학습자 도서관서비스 관련 동향
○ 느린 학습자 관련 도서관서비스의 주요 사례 또한 자폐성장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의 도서관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놀이와 치료를 접목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프로그램의 내용상 국내 사례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생애주기 중에서 영유아기를 지나서 청소년기, 성인기로 진입하는 발달장애 학습자가 독
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해가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서비스로부터 소외될 수 있음
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례가 존재함

⧠ 도서관 직원 교육프로그램 사례
○ 상당수 사례에서 발달장애 학습자애 대한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출발점을 도서관 직원에 대한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도서관 직원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및 보
급하려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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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발달장애 학습자 도서관서비스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례
기관명

내용

Libraries and
Autism: We're
Connected3)

∙ 미국 뉴저지주의 공공도서관에서 2008년부터 운영하는 자폐범주성장애
학습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사이트. 자폐성장애 학습자와 가족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관 직원 대상 교
육비디오를 제작하여 보급. 교육영상은 자폐성장애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과 점점 증가하는 발달장애 학습자를 포용성 있게 서비스하기 위한 테크
닉에 초점을 둠

Autism Friendly
Libraries4)

∙ 영국 ASCEL(Association of Senior Children’s and Education Librarians)과
Dimensions UK라는 비영리단체가 자폐성장애 학습자를 위한 사서 교육용 영상물
제작. ASCEL에서는 영국의 3천여개 공공도서관에 발달장애인 도서관서비스에 대
한 직원 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 발달장애 학습자 도서관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함(Autism
Friendly Libraries Top Tips, Autism Friendly Libraries Poster 등)

∙ 미국도서관협회(ALA)의 청소년 도서관서비스 분과(YALSA)에서 운영하는 자폐성장
애를 지닌 10대 청소년 대상 도서관서비스 교육프로그램 ‘Serving Teens on the
YALSA(A Division
Autism Spectrum’ 운영함
of the American
∙ 비정규교육과정으로써 자폐성장애에 대한 이해 및 서비스 제공 팁과 도서관서비스
Library
운영 기법(프로그램 아이디어 개발, 아웃리치 서비스 등)을 도서관 직원 대상으로
Association)5)
제공

<그림 3-3-1> 영국 ASCEL의 Autism Friendly Libraries Poster

3) http://librariesandautism.org
4) http://www.ascel.org.uk/news/autism-friendly-libraries
5) http://www.ala.org/yalsa/serving-teens-autism-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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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프로젝트 사례
○ 발달장애 학습자 도서관서비스의 체계적인 이론화 및 현장 적용을 위해 장기간에 걸친 연
구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왔음

<표 3-3-2> 발달장애인 도서관서비스 연구프로젝트 사례
연구프로젝트

Project PALS
(http://pals.cci.f
su.edu)

Project ENABLE
(Expanding
Non-discriminat
ory Access By
Librarians
Everywhere)
(http://projecten
able.syr.edu)

연구기관

내용

Florida State
University

∙ 미국 내 자폐성장애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것에 주목하여 플
로리다주립대학 연구팀이 미국의 박물관·도서관서비스협회
(IMLS) 자금 지원을 받아 도서관 직원이 자폐성범주장애 이
용자에 대해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
원하기 위한 4단계 모듈의 교육프로그램을 연구
∙ Module One: About Autism in the Library (자폐증 이해)
∙ Module Two: Arranging the Library Environment (도
서관 환경-시설 및 공간의 조성)
∙ Module Three: Communicating with Individuals with
Autism (자폐성장애 이용자와의 대화)
∙ Module Four: Interacting with Technology(기술과 소셜미
디어의 활용)

Syracuse
University

∙ 미국 시라큐스대학 연구팀에 의해 진행된 연구로 사서 및 도
서관 직원, 교사가 자폐 성장애 학습자에게 정보를 더욱 효
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연구프로젝트
∙ 2010년 장애 학습자에게 적절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제공하
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도서관 사서 대상의 심층 교육프로그
램을 제공
∙ 2011년 전국단위의 학교도서관 사서를 위한 워크샵 프로그
램을 제공, 오프라인 교육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서 온라인, 멀티미디어, 인터액티브 교유콘텐츠를 기획
∙ 2013년 학교도서관에서 공공 및 대학도서관 사서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으로 확대
∙ 2016년 일리노이주 공공도서관과 도미니칸 대학의
Targeting Autism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사서 및
관리자가 자폐성장애를 이해하고 자폐성장애 학습자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발달장애 학습자 도서관 프로그램 우수 사례
○ ‘Libraries and Autism: We're Connected’에서 2016년부터 매년 미국 전국단위로 자폐증
이용자를 위해 우수한 도서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도서관을 선정하여 ‘Autism Welcome
Here Grant‘를 수여함. 아래는 수상프로그램 중 일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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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발달장애 학습자 도서관 프로그램 우수 사례
구분

사례명/
도서관명

내용

∙ 자폐성장애 학습자가 친구들과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격월제 통합 놀이시간
2016-2017 (First Everybody Plays/ ∙ 5세까지 모든 발달장애 수준의 아동에게 우호적이며 접근 가
Cycle) Winners
Simsbury (CT)
능한 놀이의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Public Library
∙ 아동과 보호자는 감각놀이 및 협동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되며,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친교를 맺고 경험과 정보를 공
유함

2017-2018
(Second Cycle)
Winner

Improve your
Social Life/The
Albert Wisner
Public Library

∙ 청소년기 자폐성장애 및 지적장애 학습자의 사회화를 돕는 일
련의 워크샵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은 도서관에 대해 학습할 기회를 가
지며, 독서 그룹을 형성하고, 소셜미디어 에티켓 강화 교육을
이수하며, 아트프로젝트와 보드게임, 그룹댄스 등의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를 얻게 됨

∙ 도서관이 SOAR (Support our Autism Rainbow, a community
group founded by local ASD parents) 및 특수교육 전문
Library Café Half
가와 협력하여 개발된 단계형 프로그램으로 일상생활 및 활
Hollow Hills
에 대한 기술을 강화함
2018-2019 (Third Community
∙ 청소년기 및 성인기 발달장애 학습자의 공공도서관과의 관계
Cycle) Winners
Library (Dix Hills,
를 개선하는 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특히 젊은 자폐성장애 학습
NY)
자에게 영양과 음식 연관 주제를 활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진
행함

Ⅳ. 시사점
⧠ 느린 학습자 대상 도서관서비스 정책의 기본 확립
○ 최근 지식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포용성을 강조하는 도서관서비스 정책의 중요한 실현 사례
로써 느린 학습자 대상 도서관서비스 정책을 중요시할 필요가 있음
○ 느린 학습자가 점차 증가하며 사회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도서관서비스 관
련 정책과 필요 지원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중장기적인 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음

⧠ 느린 학습자에 대한 도서관 역할 강화
○ 경계선 지적기능 학습자를 위한 ‘유연한 교육지원 체제(flexible support frameworks)’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고려해볼 수 있음
○ 해외 연구사례 조사 결과, 발달장애 학습자 또한 또래집단에서 성인기를 맞이하면서 겪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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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변화와 환경변화, 미래에 대한 고민을 동일하게 겪고 있음. 이에 성인이 되면서 맞게 되
는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한 정보(일상생활 영역에서의 필요기술 및 직업정보, 진학정보,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정보, 건강정보 등)를 중요하게 인식하여 관련 도서
관서비스를 제공함
○ 또한, 해외 도서관프로그램 사례를 살펴볼 때, 도서관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발달장애 학습자
가 유·아동 시기를 벗어날 때 도서관과의 관계가 다시 멀어지는 현상을 우려하고, 청소년 및 성
인기 발달장애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도서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여 발달장애 학습
자의 사회화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느린 학습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서관 직원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필요
○ 느린 학습자를 위한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첫 단계
는 도서관 직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임
○ 느린 학습자 친화적 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부 담당직원을 교육하는 수준이 아닌 전체
도서관 직원이 발달장애인 도서관서비스에 대해 이해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직원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온/오프라인 교육을 확대할 필
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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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조사

I. 특수교사 심층조사
1. 조사개요
가. 목적
○ 본 초점집단면담(FGI)은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특수교사들이 인식한 도서관
이용의 어려움 및 한계점, 도서관에 대한 지원 요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조사방법
⧠ 초점집단면담
○ 특수교사와의 초점집단면담을 통해 도서관 이용의 장벽, 도서관서비스 및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를 도출함

⧠ 질문지 개발
○ 면담에서 사용할 질문지는 도서관서비스 관련 문헌, 장애인 문해교육 관련 문헌, 장애인 평생교
육 문헌 등을 토대로 하여 반구조화된 형태로 개발함
○ 질문문항은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이용 경험, 느린 학습자 도서관 이용 어려움, 공공도서관
지원 요구를 중심으로 구성함
○ 질문문항은 특수교사 및 도서관 사서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수정·보완함

⧠ 연구참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정보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직 중인 특수교사 4명이 참여함. 교직경력은 2년-7년으로
다양하였으며, 느린 학습자와 함께 공공도서관 혹은 학교도서관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음
○ 특수교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 <표 4-1-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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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특수교사 배경정보
순번

성별

연령

자격증

교사경력

현 근무학교 유형
및 담당학년

1

여

26

중등특수교사

2년

특수학교, 중학교 2학년

2

여

32

중등특수교사

5년

특수학급, 중학교 1-3학년

3

여

34

중등특수교사

5년

특수학교, 중학교 3학년

4

남

32

중등특수교사

7년

특수학교, 중학교 2학년

다. 면담절차 및 분석방법
⧠ 면담과정
○ 특수교사 초점집단면담은 2019년 6월 한 차례 실시되었으며, 면담 시간은 1.5시간 정도 소요됨
○ 면담은 연구자 1인이 진행하였으며 면담에 앞서 연구자는 연구목적과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참
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면담 내용을 녹취함

⧠ 자료분석
○ 초점집단면담을 통해 얻어진 자료는 Stake(1995)가 질적 연구방법으로 설명한 범주합산과 지
속적 비교방법을 사용함
－ 이를 위해 면담 녹취내용을 전사하여 전사본을 작성하고 연구목적 및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의
미 있는 진술을 선별함
－ 일차분석 후 핵심주제를 바탕으로 하위범주를 생성하고, 하위범주를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범
주를 구성함

2. 조사결과
○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수집된 면담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7개의 대주제와 18개의 하위주제가 도
출됨. 도출된 주제는 <표 4-1-2>과 같음
<표 4-1-2> 특수교사와의 초점집단면담 결과 도출된 주제
순번

대주제

1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의 어려움

∙ 공공도서관의 비협조적 태도
∙ 도서관 프로그램의 부재

2

심리적 불편함

∙ 소음에 대한 주변의 시선
∙ 행동의 제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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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주제

순번

대주제

3

물리적 제약

하위주제
∙ 지리적 제약
∙ 복잡한 도서분류 체계
∙ 구비 도서의 부족
∙
∙
∙
∙

흥미와 요구를 반영한 도서 구비
대체자료 개발
직관적 도서 분류 및 배열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서가 배치

4

도서 접근성 확보

5

프로그램 확충

∙ 독서 프로그램 개발
∙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

6

보편적 설계를 적용한 환경 개선

∙ 자유로운 독서 공간 마련
∙ 분리되지 않는 공간 구성
∙ 쉬운 안내시설 마련

7

특수교사 지원

∙ 도서 및 활동목록 제공
∙ 독서교육을 위한 역량 강화

가.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의 어려움
⧠ 공공도서관의 비협조적 태도
○ 학령기 동안 지역사회 공공도서관의 이용 경험은 느린 학습자의 사회 참여를 향상시키고 졸업
후 지속적인 도서관 이용을 위해 중요함. 하지만 공공도서관이 학교도서관과의 협력에 항상 긍
정적이지만은 않아 공공도서관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움을 지적함. 본 연구에 참여한 한 특수교
사의 진술은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비협조적 태도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공공도서관에 보
낸 협조 공문을 한 번에 거절당한 씁쓸했던 사건을 전함
지역도서관에 현장실습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공문을 보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 지역사회로의 참여
를 위해서는 협조가 좀 많이 필요한데 그렇게 거절당해서 많이 속상했다고 하더라고요. (특1 16:16-20)

○ 이처럼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의 어려움으로 인해 느린 학습자의 도서관 체험학습은 거의 불가능
하며 도서관의 협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회성 현장학습으로만 그치는 상황임. 그러나 느린
학습자의 경우 교실에서의 이론 수업보다는 실제 상황에서 학습이 더 효과적이며 반복 수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발성 체험학습으로는 공공도서관 이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충분
히 습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함
00도서관 장애인 열람실을 와본 적이 있는데...와서 뭘 특별하게 해보진 못했고 그냥 ‘아~ 여기가 서울
도서관이다...여기가 장애인 열람실이다’하고 쓱 보고 나왔거든요. [...] 1회성 이벤트로. (특2 2:5-15)
꾸준히 저희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시간씩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런 교육도 같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조금만 다른 상황에서는. [...] 기본적인 에티켓을 말로 반복적으로 설명해도 실제 그 상황
에 가서는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특3 5: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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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프로그램의 부재
○ 도서관에서는 일반학생 혹은 일반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특수교사
대부분은 느린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은 거의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만을 토로함
공공도서관에서의 서비스는 사실 발달장애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 번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검색력이 부족한지 국립중앙도서관 외에는 없는 걸로 봤었어요. 거기 말고는 발달장애학생만을 위한 어
떤 목적성을 가진 프로그램이 없는 거로 봐서. (특4 4:12-15)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도서관에서 오히려 역으로 찾아와 주실 수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없었고. (특3
5:14-15)

○ 느린 학습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의 부재로 도서관 이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공공도서관이
특수학교 혹은 특수학급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단발성 행사인 경우가 대부분임. 이에 느린 학습자는 독서 프로그램을
받을 기회조차 차단되고 있는 현실임
OO도서관에서 1년에 두 번씩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구연동화팀을 보내주셔서 두 번 정도 학생들이 그
시간에 구연동화를 볼 수 있도록...그런 서비스가 있었고. 드림페인터 박OO 화가를 도서관 측에서 보내
주셔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만남의 시간? 이런 것도 (한 번) 가진 적이 있었어요(특1
4:21-25)

나. 심리적 불편함
⧠ 소음에 대한 주변의 시선
○ 도서관은 조용한 장소이며 조용해야만 하는 장소라는 인식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음. 면담에
참여한 특수교사 중 한 명은 이를 ‘공식’이라고까지 표현함. 하지만 발달장애 학생을 포함한 느
린 학습자들 중에는 혼자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내거나 특정 행동(예, 몸을 앞뒤로 흔들기, 손 흔
들기)을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경우가 있음. 특수교사들은 느린 학습자의 이러한 행동이 장애특
성임을 이해하고는 있지만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은 심적으로 부담스
러움을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이 도서관 이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함
사람들 시선, 그러니까, 약간 그건 제가 더 주관적으로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그냥 쳐다보는 것 같았
어요. [...] 그 소리가 “아!” 하고 끝나지 않고 길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는 것 같
은 그런 마음도 들고. (특2 2:19-22)
가장 정말 엄두가 안 났던 건 기본적인 도서관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을 못 지키는 것 때문이 가장 큰 것
같았습니다. (특3 5:15-17)

⧠ 행동의 제재 요구
○ 느린 학습자 중에는 주의집중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하나의 책을 오랫동안 읽기보다는 관심
있는 몇 권의 책을 번갈아 읽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음. 또한, 착석시간이 길지 않아 한 장소에
오랫동안 앉아서 독서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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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좋아하는 공룡책, 여러 가지 책을 편하게 보고...자기들끼리 떠들고, 뛰어다니고, 이렇게 보
는...볼 수밖에 없는 아이들인데. (특4 2:36-37)
도서실을 계속 돌아다닌다든지 계속 소리를 낸다든지. 이 책을 봤다...꺼냈다가 앉았다 다시 바로 일어나
서 저 책을 꺼낸다던지 왔다갔다 왔다갔다 그렇게 하니까. (특2 8:13-15)

○ 하지만 느린 학습자의 이러한 행동들은 주변의 눈초리를 받게 되므로 특수교사들은 느린 학습자
의 행동을 강제로 제지하거나 꾸짖는 등의 방법을 주로 사용함. 그 과정에서 특수교사는 학생을
혼내는 입장이 되고, 느린 학습자는 교사의 눈치를 보며 정서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함. 이
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특수교사는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도서관을 꼭 이용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내적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함
규칙성이 있는 공간에서 내가 이 아이들과 이 규칙을 깨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일단 저희가 먼저 위축이 되
는 것 같아요. 그만큼 위축된 저희들로 인해서 아이들은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특4
6:25-28)
저 역시도 조용히 시킨단 생각에 애들이 조금만 시끄럽게 하면 나무라고. 이렇다 보니까...기억이 좋진...
제가 지도하는 입장에서 기억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애들은 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다른 사람
들 시선을 신경써서 애들을 제지를 했던 것 같아서. (특4 2:34-39)

다. 물리적 제약
⧠ 지리적 제약
○ 이용자 입장에서 도서관이 대중교통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있으면 더 자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이는 느린 학습자에게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더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몇몇 특수교사는 공공도서관이 외
진 곳에 있어 느린 학습자들을 인솔하여 가기 어려움을 지적함. 특히, 발달장애인이 휠체어를 타
거나 보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동지원 없이 공공도서관에 가는 것은 시도조차 하기 어려움을
강조하며 도서관의 물리적 접근 기회조차 차단되고 있음에 불만을 토로함
지역사회 도서관을 이용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일 중요했던 게 저희 입장에서는 접근성과
이동성 문제인데 일단 지역사회 도서관까지 가려면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 이동이 대중교통으로 좀 어려
운 위치에 있다거나. [...] 보조인력이 없으면 이동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학교 밖으로 나갈 생각을 못 했
던 거예요. (특3 5:6-13)

○ 한편, 몇몇 특수교사는 도서관이 학교 주변에 있다고 하여도 회원가입에 제한이 있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함. 회원가입 시 핸드폰을 통한 인증을 요구하는데 느린 학습
자의 경우 자신의 명의로 된 핸드폰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인증을 받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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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도서 분류체계
○ 도서관에서는 일정한 도서분류표에 따라 도서의 주제 및 내용을 조직화하여 분류해오고 있음.
일례로,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라 도서를 종교, 사회학, 자연과학 등으로 범주화하기도 함. 그러나
느린 학습자의 경우 각 범주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분류표만으로는 그들이 원하
는 도서를 찾기 어려워함
종교학 이게 무슨 내용이 이 종목에 들어가지? 이거 자체도 구분을 못하고. 특히 뭐 사회과학 자연과학은
아예 구분을 못하고. 다 과학이 들어있는데 무슨 과학에 차이가 있지? 이제 그런 분류부터를 못하고. (특
3 7:8-10)

○ 한편, 도서분류표에 따라 각 도서가 범주화되면 청구기호가 붙게 되는데, 청구기호는 숫자, 한
글, 알파벳 등으로 구성되며 숫자의 경우 소수점 자리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청구기호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글 및 알파벳의 순서, 숫자의 크기 비교가 가능해야 함. 하지만 느린 학
습자들 중 인지적 어려움이 있는 지적장애 학습자 혹은 자폐성장애 학습자의 경우 소수점의 이
해가 어렵고 알파벳의 순서를 외우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따라서 지금의 청구기호를 사용하여
서가에서 책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청구기호가 거의 대부분 소수점으로 되어있어요. 근데 그 소수점의 그 숫자의 크기의 차이에 따라서 왼쪽
에서 오른쪽, 어떤 순으로 꽂을 지를 정하는 건데 그 소수점까지도 읽어내는 것도 너무 힘이 들고요. (특3
7:10-12)
소수점까지 있는 건 애들이 진짜 어디가 뭔, 무슨 수가 더 크고 적고를 구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런 청구기호가 조금 단순화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특3 7:20-22)

⧠ 구비 도서의 부족
○ 특수교사들은 느린 학습자도 또래와 유사한 독서경험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는 모두 동의하
였지만, 독서경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뒷받침되지는 못하고 있음을 지적함. 독서활동을 위해 필
요한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도서가 너무나 부족함에 안
타까움을 표현함
책의 내용을 정말 깊게 읽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단순한 책 넘기는 것. 그 다음에 그냥 화려한 그림 보는
것. 이런 위주로 많이 보기는 하는데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가장 그런 이유가 저희 애들이 일단 글자 읽
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껴서. (특3 8:36-39)

○ 특히 또래와 유사한 독서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또래들이 주로 읽는 주제나 내용의 도서이면
서 느린 학습자의 인지적 수준을 고려한 도서이어야 함. 하지만 도서관에 구비된 자료들 중 느린
학습자의 인지적 수준에 맞는 도서는 대부분 어린이 도서라서 또래들과 유사한 독서활동에 참여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함
이제 수준이 낮은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도 일반 열람실에서 읽고 싶은데, 수준이 안되니까. (특1 6:8-9)

54 느린 학습자 정보요구 및 도서관 역할 인식 조사

라. 도서 접근성 확보
⧠ 흥미와 요구를 반영한 도서 구비
○ 느린 학습자의 문해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독서 활동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님. 한 특수교사는 학생이 관심 있는 주제나 내용의 책은 헐어서 뜯어질 때
까지 계속해서 읽고, 책의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는 사례를 들려줌. 다른 특수교사들도 비슷한 사
례를 공유하며 이러한 점에서 학습자에게 흥미로운 도서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 동의함
뭐 저희가 소설책 읽을 때, 아이들은 그런 거에 관심은 없었고. 뭐 자기가 관심 있는 공룡, 로봇 이런 게
크게 그림과 함께 제시된 책들은 아주 관심 갖고 서로 공유하면서 보더라고요. (특4 3:14-18)
특히 요새 그 학습만화라고 해야 되나? 마법OOO, WOO 뭐 이런 만화 시리즈들을 책이 다 뜯어질 때까
지 보잖아요. 그 마법OOO에 나오는 대사 다 외우고. (특2 3:27-29)

○ 도서 구비 시 느린 학습자의 흥미와 함께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항으로는 느린 학습자의 요구가
언급됨. 특수교사들은 느린 학습자 범주에 포함된 학생이라고 모두 비슷한 인지적 수준 혹은 특
성을 지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느린 학습자의 범주 내에서 그들의 요구를 세분화하여 도서를 갖
출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발달장애라는 명칭으로 묶여있지만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자폐성장애 친구들과 지적장애 친구들이 도서
에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자폐성장애 친구들은 특별히 문자를 막,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
잖아요. 그러면 막 어려운 책도 열심히 보는 친구들도 있고. (특2 3:24-27)
느린 학습자들을 위해서 성인들이 읽을 수 있는 도서들을 좀 더 쉬운 단어로 설명해서...아니면 좀 더 가
독성 있게 만든 그런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런 OO마켓(출판사이름) 도서들을 하나의 컨
텐츠처럼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1 12:39-13:1)

⧠ 대체자료 개발
○ 느린 학습자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그들의 특성 및 요구에 적합한 도서를 구비하는 것이
시급함에는 모든 특수교사들이 동의하였지만 느린 학습자에게 적합한 책이 시중에 많이 보급되
어 있지 않아 단기간 내에 도서를 구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 있음. 이를 위한 대안으로 특수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 경험을 토대로 느린 학습자의 특성에 맞추어 기존의 도서를 수정 및 보완
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함. 특수교사들이 제안한 도서의 수정 방법은 주로 시각자료 추가, 책의
내용을 만화 및 대화체로 수정, 플랩북 개발로 드러남
발달장애 친구들한테 단순히 글자만의 자료, 글자로서의 도서가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도서가 제공되면
아이들이 좀 더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특4 3:18-20)
서술형이 아니라 그냥 대화형으로만 계속 이어지는...대화체로 되어있어서 좀 이해도 쉬운 것 같고. (특2
4:1-2)
학교도서관에는 이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그 사운드북이나 팝업북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거든요.
[...] 자기가 누르면 소리가 나오는 그런 사운드북으로 수업을 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아이들이 좋아하
는 것 같아요. (특1 9: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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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도서를 수정하는 방법 이외에도 특수교사들은 시청각 도서 개발을 희망함. 특수교사들은
학교도서관에서 음성도서로 독서 활동을 진행한 것이 도움이 되었음을 공통적으로 언급하며 음
성도서 개발의 중요성을 지적함. 한 특수교사는 도서를 손쉽게 음성도서로 변환할 수 있는 음성
전환 도구를 소개하며 도서관에 그러한 기성제품을 구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함
책 자체도 음성파일 지원이 되는 책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게 뭐 CD로 이렇게 규격화되어 나오지 않더
라도 그냥 그 진짜 쿠잉펜 이용할 수 있게끔 스티커로 녹음을 해놓은 상태면 누구든 이제 그 장비를 이용
하면 음성으로 그 지원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지원들이 좀 많았으면 하고요. (특3 16:24-27)

○ 또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스마트기기가 느린 학습자의 흥미유발 및 주의집중 향상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침을 강조하며 e-book의 개발도 강력하게 요구함
학생들을 위한 도서라고 하면 다 그 종이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요즘은 되게 e-book도 많
이 보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책 그 종이로 접하는 것보다 사실 태블릿 PC를 써서 하면 훨씬 더 흥미를
느끼니까 e-book 형태로도 동시에 개발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특2 13:14-17)

⧠ 직관적 도서 분류 및 배열
○ 이전에 지적되었던 것처럼 도서분류표는 느린 학습자가 도서를 찾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함. 이에
모든 특수교사는 새로운 도서분류체제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특히 느린 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친숙한 주제별로 도서를 범주화하여 배열하는 것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
음을 제안함
그냥 책이 꼭 번호순이 아니라 어떻게 아이들이 가독성 있게, 쉽게 그냥 내가 책을 뭐 주제별로 나눠놓는
다든지. 그 주제를 그림으로 설명해놓고 이 책들은 어떤 주제인지 알게 한 다음에. (특4 6:31-33)
그 십진분류표 총류를 구분하기가 힘든 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주제별 모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해
요. 그냥 과학...아니 적어도 교과 형태로. 국어 관련, 수학 관련, 과학 관련, 음악 관련 미술 관련. (특3
7:13-15)
우리 학교는 주제별로 책들이 꽂혀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 쿠킹북
만 보는 친구가 있는데 그럼 그 친구는 항상 그쪽 코너에만 가서 책들을... (특1 15:33-35)

○ 특수교사들은 느린 학습자의 경우 도서분류표 이외에 청구기호의 의미 또한 이해하기 어려움을
지적하며 청구기호를 대체할 방법을 고안할 것을 요청함. 이와 관련하여 한 특수교사는 학교도
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색띠를 활용한 도서 분류를 사례로 들며 효과적이면서 단순한
도서 분류방법을 사용할 것을 당부하기도 함. 또한 몇몇 특수교사는 책의 겉표지에 책의 내용 혹
은 주제를 함축한 시각자료를 붙이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함
책의 카테고리를 색깔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 뭐 가면 책에, 책에 테이프로 뭐라고 해
야 할까요? 분류표를 테이프로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 테이프 안에 색지를 전부 다르게 넣어놔
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번호순대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 색깔의 책들은 이 주제의 책이니까 색깔 거
기 책장에 다 넣고. [...] 찾을 때도 색깔로 그래도 그나마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특4 9: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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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책도 색깔별로 분류를 해서 총류 다 붙이고, 그 다음에 뭐 미술, 음악 관련된 거 그런 거 그림을 붙여놓
는다거나 그렇게 했더니 학생들이 훨씬 수월하게 이용을 하는. (특3 16:33-34)

⧠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서가 배치
○ 특수교사 대다수는 도서관 서가의 높이가 높고 서가 간의 간격이 좁음을 지적하며 느린 학습자
가 자유롭게 책을 찾고 꺼내기 불편함을 강조함. 특히, 느린 학습자들 중에는 그들의 신체적 특
성 때문에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보니 자신의 눈높이
에 꽂혀있는 책들만을 주로 꺼내기도 함
진짜 눈높이 이상의 것은 거의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위로 볼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거의 눈높이
에 있는 책 위주로만 계속 보려고 하고. (특3 15:18-19)
반대로 발 쪽까지도 숙이기가 힘들고요. 아~ 밑으로 이렇게(수그리는 자세를 취함). 저희 학교에는 비만
인 친구가 많아 가지고. 이게 숙이거나 이렇게 쪼그려 앉기 이런 게 다 힘들어서 아래 쪽에 있는 것도 거
의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다운증후군 같은 친구들은 특히 이 고관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앉고 버티고
힘쓰고 이러다보니까. 밑에 있는 책은 거의 그런 것 같아요(안보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눈에, 자기가 움
직일 수 있는 동선, 가동 범위에서만 꺼내오지. 네. 밑을 보는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4
15:21-31)

○ 이에 느린 학습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서가의 높이를 낮추고 서 있는 자세에서 책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도서를 배열해주기를 강하게 요청함

마.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
⧠ 독서 프로그램 개발
○ 중고등학령기의 느린 학습자에게 문해력은 중요하며, 이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독서활동 및
독서교육이 필요함. 특수교사들은 독서 프로그램이 느린 학습자의 문해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
적일 수 있음을 강조하며 재미있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부터 읽은 내용의 이해를 도울 수 있
는 다양한 활동을 개발해줄 것을 제안함
프로그램 해서 그 날 책 읽어주는, 쉽게 책 읽어주는 날. 이렇게 해서 그냥 보조 인력을 제공해서 그런 책
읽어주는 날을 해도 좋고. (특3 16:40-17:1)
일단 너무 문자적으로만 제공을 하면 학생들 흥미부터 떨어트릴 것이 너무 분명해서 좀 다른 감각들을 이
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소리, 정말 청각적으로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만져보거나 아니면 몸으로 직접 뛰어놀면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 받
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1 13:8-12)

○ 한편, 특수교사들은 독서활동 후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술활
동, 음악활동 등을 개발하여 함께 진행했던 성공적인 경험을 나눔. 일례로, 책의 주인공을 그려
보고, 책의 내용을 담은 그림을 순서대로 나열해보고, 책갈피를 만들어 보고, 등장인물의 기분을
담은 음악을 들어보는 등의 활동을 통해 책의 내용을 반복해서 전달함. 이처럼 교과목과 연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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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프로그램은 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뿐 아니라 책의 내용 이해에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확
장될 필요가 있음
한 권의 책을 가지고 또 그 책의 주제와 어울리는 다양한 학습 자료들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수업을 진행
하고. (특1 7:33-34)
책으로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림들을 다 이렇게 편집을 해서, 북아트 형식으로 줄거리 순서대로
붙이기, 그 다음에 등장인물만 골라서 오려 붙이기. 그래서 북아트로 이제 책 내용 정리하기도 했었고요.
(특3 11:7-9)

○ 몇몇 특수교사는 책의 내용과 연계한 문화체험활동이나 견학 등을 통해 느린 학습자의 경험의
폭을 넓혀주고 지식을 확장해주는 것 또한 의미가 있음을 언급함. 즉 느린 학습자가 관심 있는
주제의 도서와 활동을 결합하여 독서에 대한 흥미도 높이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정보를 쉽게 체
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함
환경 관련 책을 읽으면 그 환경에 관련된 뭐 나무 심기를 한다거나, 식물 키우기를 한다거나. 그 책과 관
련된 내용으로 이제 많이 해야 되는. [...] 사실 책 읽기 하나로는 저희 애들이 추상적, 뭐 상상 이런 게 다
안 되니까. 어쨌든 실물로 보여줘야 되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만질 수 있게끔 바꿔주다 보니까. (특3
11:13-17)

⧠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기 일반 학습자는 대입준비를 위해 학교공부와 사교육에 많은 시간을 보냄. 반면 느린 학
습자의 경우 방과 후 혹은 주말에 자유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요
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수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문화·여가 프로그램은 탁구, 포켓볼, K-pop 댄스, 자전거
타기, 수영, 등산과 같은 체육 프로그램, 드론, VR 게임, 3D 프린터 사용, 개인방송, 음주문화
등 또래집단과 유사한 여가경험을 할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을 포함함.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
이 느린 학습자만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설되어 느린 학습자가 다양한 친구를 만나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고 전함
○ 한편, 몇몇 특수교사는 여가생활을 즐기면서 느린 학습자의 취업과도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
도 요구하였는데, 비누공예, 베이킹 등을 구체적 사례로 들기도 함

바. 보편적 설계를 적용한 환경 개선
⧠ 자유로운 독서 공간 마련
○ 면담의 중심 주제 중 하나였던 도서관 공간구성과 관련하여 모든 특수교사는 느린 학습자에게
도서관이 편안하고 친숙하게 느껴지도록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에 강한 공감을 표시함. 이
와 관련하여 특수교사들은 느린 학습자가 학교도서관 가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로 행동의 제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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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원하는 자세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아늑하
고 편안한 분위기의 열람실이 마련되기를 절실하게 요구함
도서관에도 매트가 있고 그렇게 자유롭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 도서관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책 읽고 정리는 사실 자기가 안 하고 그 사서 선생님께서
해주시니까. 아무 데나 꽂고 아무 데나 이렇게 두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제약들이 없어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특1 10:19-23)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저희 반 친구 중의 한 명이 눕는 걸 좋아했었는데, 우리 학교 도서관에 그
일반적인 도서관과 다르게 아이들이 누울 수 있게 매트가 깔려있어요. (특4 9:31-33)

○ 느린 학습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람실 구성을 위해 필요한 변화로는 어느 정도의 소음
허용, 눕거나 편하게 앉아서 독서 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등이 주로 거론됨. 하지만 느린 학습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린이 도서관처럼 알록달록한 색깔의 매트나 의자 배치, 어린
이 만화 캐릭터 장식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특수교사는 느린 학습자도 자기가 어린아이 취급
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자신의 또래와 유사한 경험을 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느
린 학습자의 생활연령을 고려한 환경 구성이 필수적임을 언급함
규칙들이 배제된 공간에서 편하게 책 보고 편하게 책 넣어놓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4
6:40-7:1)
어린이 도서를 갔는데 거기는 다 또 되게 유아틱하게 꾸며져 있어서 자기는 왜 중학생인데 이런 어린애들
이 읽는 곳에서 읽어야 하나고. (특1 6:9-11)
저희 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 책 읽는 걸 힘들어하면서도 일반학생들이랑 되게 동일시되고 싶
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또 막 그걸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유니버셜 디자인의 관점에서 적용
을 해야 애들이 낙인찍히지 않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2 18:9-12)

⧠ 분리되지 않는 공간 구성
○ 느린 학습자의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 통합은 철학이자 지향해야 할 목표임. 이런 측면에서 특수
교사들은 느린 학습자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것이 느린 학습자만을 위한 별도
의 공간 마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됨을 공통적으로 지적함. 이와 관련하여 한 특수교사는 느린 학
습자를 위한 도서관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분리’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라 강한 거부감이 들었음
을 진술함
기사를 읽어보니까 내용 중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열람실을 따로 만들겠다’라는 문구가. 기자분이 적으신
문구가 그렇게 적혀져 있었는데. 딱 문구 보고 생각한게. ‘어! 분리인가?’라고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특4 14:22-25)

○ 자유로운 독서 공간 마련을 위해 특수교사들이 제시하는 방향성은 분명하였는데, 그것은 무엇보
다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자유롭게 책을 읽고 싶은 모두를 위해 개방된 공간임. 다시 말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며 편한 자세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유공간을 마련하며 느린 학습자도
그 이용자들 중 일부가 되고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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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운 열람실이라는 명칭을 만들었다면, 이게 뭐 무조건 발달장애인들만 와서 있다가는 곳이 아니라,
더 어린아이들 누구나 시끄럽고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냥 편하게 노래 들으면서 책을 본다거나, 누구나
시끄럽게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도서관을 열람실을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특4 14:27-31)
보는 동안은 이렇게 소란스럽게 굴 수 있게끔...그 환경만 만들어주셔도. 사실 그게 발달장애인 타겟이 아
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4 18:2-4)

⧠ 쉬운 안내시설 마련
○ 도서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안내 표지판이 전달하는 정보를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어야 함. 최근 들어 문자나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심벌이나 기호 등을 조합해 시각적으
로 의미 전달이 가능한 그림문자(예, 픽토그램)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 아래 진술은 학교도서관
에서 느린 학습자에게 그림문자를 활용하여 도서관 에티켓 등의 정보를 쉽게 전달한 사례를 보
여주고 있는데, 이는 도서관 내에서 그림기호를 사용한 안내표지가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잘 드
러냄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도 문식성을 좀 최소화해서, 약간 픽토그램화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처음으로 이 사서보조 수업을 하고 나서 (인지적)수준이 좋다고 하는 애들만 모아놨는데도 불구하고 글
읽는 게 너무 힘드니까 도서관에 안에 있는 것들을 거의 대부분 픽토그램화로 바꾸는 작업을 제일 먼저
했거든요. 뭐 ‘여긴 도서관이야’하면 도서관 그림 붙이고, 들어올 때 신발 벗는 그림 붙이고, 책 앞에 조용
히 이런 거 붙이고. [...] 그렇게 했더니 학생들이 훨씬 수월하게 이용을 하는. (특3 16:27-34)

사. 특수교사지원
⧠ 도서 및 활동목록 제공
○ 느린 학습자가 수업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교재와 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특수교사
의 책무임은 분명함. 하지만 방대한 정보들 속에서 학생의 수준과 수업 주제에 맞는 도서를 찾는
것이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호소함. 한 특수교사는 각 교과의 단원 및 제재 등을 분석하고 그 내
용과 연계되는 도서를 선정하여 수업에 활용한 것이 느린 학습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도서 선정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
되어 더는 시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함. 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서가 교과서의 주
제 및 내용을 파악하고 수업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서목록 및 활동목록 제공해 줄 필
요가 있음이 드러남
기본교육과정의 각 교과 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서랑 공통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서를 약간
조금 매칭만 해주셔도 교사들이 훨씬 더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특2 11:23-25)
책이 엄청 종류가 많고 한데 교사도 어떤 책이 다 있는지를 모르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제목
과 상상이 안 가는 내용들도 있잖아요. [...] 과학에서 뭐 소화기관에 대해서 배운다 그러면 그 소화기관
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책 한 권을 목록화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을 골라서 그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한 내용 지식도 한 번 볼 수 있고. 그 작업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3 11:33-41)
어떤 책에 대해서 그 책을...백범 김구 뭐 그게 됐다면, 그 책을 읽은 후에 그 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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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 도서관 측에서 사서분들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저희 발달장애 학생들
이 읽을 만한 책들과 그 책으로 파생할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을 나열해주시면 저희가 학교에서 당장 현실
적으로 적용하기에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4 13:37-14:1)
환경 관련 책을 읽으면 그 환경에 관련된 뭐 나무 심기를 한다거나, 식물 키우기를 한다거나. 그 책과 관
련된 내용으로 이제 많이 해야 되는. 근데 교사의 준비가 너무나 많이 필요한 거에요. 사실 책 읽기 하나
로는 저희 애들이 추상적, 뭐 상상 이런 게 다 안 되니까. 어쨌든 실물로 보여줘야 되고, 그거를 실질적으
로 만질 수 있게끔 바꿔주다 보니까. (특3 11:13-17)

⧠ 독서교육을 위한 역량 강화
○ 특수교사들은 독서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학교에서 독서 활동을 활발하
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진술하면서 특수교사를 지원해주기를 요구함. 즉 특수교사들은
독서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의 부재 속에 느린 학습자의 독서 활동을 적절하게 지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그로 인해 심적으로 얼마나 억눌렸는지 회고하면서 특수교사의 역량을 강화
시킬 수 있는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함
독서교육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
아요. (특2 14:11-12)
일반학생들이 독서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독서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다 같이 그 한 반이 도서관에 가
서 책을 읽는데. [...] 저희 반(특수학급) 학생들이 그 친구들(일반학생) 책 읽는 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거
에요. [...] 아예 (도서관 수업에) 못 들어가거나 중간에 계속 (특수학급으로) 내려오거나 이러는 시간이거
든요. 근데 막 또 제가 다시 억지로 (도서관으로) 들여보내거나 ‘조용히 해야지. 친구들 책 읽는데 같이 읽
어야지’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희 반(특수학급) 학생들한테 되게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
민이에요. 스트레스 주기도 싫은데, 또 어쨌든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책을 읽는 경험도 필요할 것 같고.
(특2 8:4-19)

Ⅱ. 청소년기 느린 학습자 및 가족 심층조사
1. 조사개요
가. 목적
○ 본 초점집단면담(FGI) 및 개별면담은 느린 학습자 및 그 가족들이 경험한 도서관 이용의 어려움,
도서관에 대한 지원요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조사방법
⧠ 초점집단면담
○ 느린 학습자 가족과의 초점집단면담을 통해 도서관 이용의 장벽, 도서관서비스 및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를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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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면담
○ 느린 학습자 및 느린 학습자 가족과의 개별면담을 통해 도서관 이용 경험, 도서관 이용 시 불편함,
도서관서비스 개선 요구를 도출함

⧠ 질문지 개발
○ 면담에 사용할 질문지는 도서관서비스 관련 문헌, 장애인 서비스 관련 문헌, 장애인 평생교육 문헌
등을 토대로 하여 반구조화된 형태로 개발함
○ 질문 문항은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 도서관 이용의 장벽, 공공도서관의 환경 개선 요구, 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요구를 중심으로 구성함
○ 질문 문항은 가족 2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수정·보완함

⧠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정보
○ 초점집단면담
－ 느린 학습자의 가족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부모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을 실시함
－ 초점집단면담에 참여한 부모들은 모두 느린 학습자와 함께 공공도서관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음
○ 개별면담
－ 느린 학습자의 가족 1인 개별면담을 진행하였고 이들은 느린 학습자와 함께 공공도서관을 이용
해본 경험이 있음
－ 개별면담에는 청소년기 느린 학습자 2인이 참여함. 느린 학습자 2명은 공공도서관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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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청소년기 느린 학습자 및 가족 배경정보
참여자
a1
a2

성별
남
남

참여자

성별

연령

A1
A2
A3
A4

여
여
여
여

42
47
45
48

참여자

성별

연령

B1

여

52

느린 학습자
연령
장애유형
17
지적장애
18
자폐성장애
가족집단(초점집단면담)
느린 학습자
가족과의 관계
장애유형
성별
자녀
지적장애
남
자녀
지적장애
여
자녀
지적장애
여
자녀
자폐성장애
남
가족(개별면담)
느린 학습자
가족과의 관계
장애유형
성별
자녀
지적장애
여

소속
특수학급
특수학급

연령
10
13
13
17

소속
특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급

연령
18

소속
특수학교

다. 면담절차 및 분석방법
⧠ 면담과정
○ 초점집단면담은 2019년 5월에 실시되었으며, 면담 시간은 1.5시간 정도 소요됨
－ 면담은 연구자 1인이 진행하였으며 면담에 앞서 연구자는 연구목적과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참
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면담 내용을 녹취함
○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면담은 2019년 5월에 실시되었고,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개별면담은
2019년 7월에 실시되었으며, 면담 시간은 약 25-40분 정도 소요됨
－ 면담은 연구자 1인이 진행하였으며 면담에 앞서 연구자는 연구목적과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참
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면담 내용을 녹취함

⧠ 자료분석
○ 초점집단면담과 개별면담을 통해 얻어진 자료는 Stake (1995)가 질적 연구방법으로 설명한 범
주확산과 지속적 비교방법을 사용함
－ 이를 위해 면담 녹취내용을 전사하여 전사본을 작성하고 두 연구자(책임연구자 1인, 공동연구
자 1인)가 하나의 전사본(초점집단면담)을 독립적으로 읽고 코딩한 후, 회의를 통해 코드명을
논의하고 1차 코드북을 개발함
－ 1차 코드북을 바탕으로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개별면담 전사본을 코딩하여 2차 코드북을 개발함
－ 2차 코드북을 바탕으로 책임연구자가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면담 전사본 2개를 코딩하여
3차 코드북을 개발한 후 최종적으로 범주들 간의 관계를 검토하여 4차 코드북을 완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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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결과
⧠ 느린 학습자 청소년기 부모와 느린 학습자 청소년 당사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한 결과 총 5개의
대주제와 13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됨

<표 4-2-2> 청소년기 느린 학습자와 가족 면담 결과 도출된 주제
순번

대주제

1

도서 및 프로그램 부족

2

접근성 제한

3

자료 접근성 확보

4

프로그램 확충

5

장애 친화적 환경 구축

하위주제
∙ 수준에 맞지 않는 도서
∙ 프로그램의 부재
∙ 주변의 부정적 시선
∙ 물리적 접근의 제약
∙ 적절한 도서 구비
∙ 시사정보 제공
∙ 직관적 도서 배열
∙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 마련
∙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
∙
∙
∙

도서관 종사자 역량 강화
보조인력 확보
이용자의 장애이해 촉진
물리적 환경 구축

가. 도서 및 프로그램 부족
⧠ 수준에 맞지 않는 도서
○ 느린 학습자가 어렸을 때에는 도서관에서 대출을 많이 하였으나 고등학생이 되면서 느린 학습자
의 수준에 적절하면서도 편하게 볼 수 있는 책을 모아 놓은 공간이 따로 없고, 도서의 수준이 청
소년기 느린 학습자의 생활연령 수준에 적절하지 않아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는
경험을 이야기함. 이 외에도 도서관 자료실에 있는 도서가 두껍고, 그림 없이 텍스트로만 구성되
어 있는 경우가 많아 느린 학습자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진술함
저흰 이제 고등학생 아이이기 때문에 거의 초등학교 때까지는 대출을 많이 이용했었는데, 중학교 들어가
면서부터는 거의 빌려볼 책들이, 수준에 맞는 책들이 없어서 거의 안 간지가 오래되었고요. (A3
1:18-20)
특정하게 이 아이들만을 위한, 느린 학습자를 위한 책이라든지 아니면 발달장애 아동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레벨에 맞는 책들이 모여 있는 공간들이 따로 없으니까. (A1 3:22-24)
어른 자료실은 진짜 두껍게 어려운 긴 책들만 있어서. 나도 한, 40대 정도 돼서 거기 들어가야겠네요.(a1
8: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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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의 부재
○ 생활연령과 정신연령을 모두 고려한 도서가 부족하다는 점 외에 프로그램 또한 부족하다는 점을
전달함. 느린 학습자가 청소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자녀의 생활연령에 적절한 프로그램이 전무
한 실정이며, 장애등급 1급인 중도장애 자녀의 수준을 고려한 프로그램 또한 거의 없는 현실을
전함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전무한 실정이에요. (A1 4:28-29)
장애가 지금 1급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었어요. (A1
1:38-39)

○ 느린 학습자가 중도장애이긴 하지만 직접 손으로 조작하는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이들의 수준을
고려한 내용이다보니 곧잘 프로그램에 참여하나 내용이 어려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느린 학습
자가 프로그램에 집중하지 않고 자리 이탈을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생활연령과 수준
에 적절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강조함
손으로 조작하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따라가는데, 비단 어떤 도서관에 국한되지 않고 내용
이 조금 어렵다 싶으면 아이가 프로그램에서 이탈을 하더라고요. (A1 1:35-37)

○ 느린 학습자를 위한 도서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느린 학습
자가 비장애또래와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느린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
함과 동시에 비장애또래도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계획되기를 희망함.
그러나 현실은 느린 학습자의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 프로그
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므로 비장애또래가 느린 학습자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활발
하게 참여하기 어렵고, 느린 학습자를 위한 그들만의 프로그램이 된다는 현실을 지적함
○ 이에 느린 학습자와 비장애또래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느린 학습자의 수준과 특
성을 고려하되 또래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한 프로그램(예, 연극프로그램)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
을 강조함
실제적으로 비장애 친구가 거기 따라갔을 때는 이 아이는 이 상황이 너무 단순하고 단조롭고 이런 거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장애를 접근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제공하시는 분들의 특성이 이 장애 친구
들이 어떤 장애고, 나이나, 솔직히 나이는 의미가 없어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
냥 나이는 다 낮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비장애 친구가 왔을 때는
‘어? 이거 너무 애기들이 하는 수업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그들만의 수업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연극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 친구들도 와서 ‘어? 이거는 내가 해도 재
밌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책으로 하는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는 조금 아이가, 비장애 친구가
봤을 때는 ‘어? 이거 우리 누나가 하기엔 좀 유치한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여 졌던 것 같아요. (A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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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접근성 제한
⧠ 주변의 부정적 시선
○ 도서관 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느린 학습자를 위한 도서와 프로그램 부족 외에 많은 느린 학
습자 부모는 주변의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강조함. 정숙한
분위기의 도서관에서 느린 학습자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 주변사람의 따가운 눈총과 눈초리로 인
해 도서관은 느린 학습자와 함께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생각과 정숙한 분위기에서 자녀가
보이는 문제행동이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느린 학습자와 도서관 이용을 하
지 않게 되었다는 경험을 진술함
책을 보다가 약간의 문제행동이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총이나 눈초리가 너무 무서
워서 겁나서 어느 날부턴가는 도서관은 저희가 갈 공간이 아니고. (A3 2:19-20)
정숙한 분위기에서 우리 아이가 그 사람들의 학습할 권리를 뺏는다는 느낌도 들어서 그 이후로는 이용을
거의 안하게 되었어요. (A3 2:21-22)

○ 자녀가 이상한 소리를 내면 주변사람들이 쳐다보며 도서관에서 나갔으면 하는 표정에 난감하였
고, 신체적으로 성장한 느린 학습자가 애니메이션을 보며 웃는 모습에 타인의 시선이 집중되고,
자녀가 자신의 현재 수준에 적절하지 않은 책을 읽다보니 재미가 없고 지루하여 소란을 피거나
소음을 내어 타인의 불편한 시선을 느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안타까워함
저희가 이용했을 때는 다들 조금만 이상하게 소리를 낸다거나 하면 다들 쳐다보고 좀 약간 나갔으면 좋겠
다는 표정들을 보았을 때 그 때 되게 불편하고 난감하고, 얼른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
좋지 않은 기억이. (B1 1:10-12)
덩치가 큰 아이들은, 우리 애들이 볼 책은 성인 쪽에 별로 없으니까 결국 유아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다 큰 애가 애니메이션 동화책을 켜놓고 ‘키키킥’ 웃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이목을 집중시키죠.
(A1 3:7-9)
아이는 보다보면 재미가 없는 거죠. 재미가 없으니까 소란, 소음도 나게 되고, 자세도 아까 이야기하신 것
처럼 편한 데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다른 놀이동산이나 이런 데에
가도 이 아이들한테는 프리패스를 주거든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애들이 힘들어서 못 기다리는 건데. 도
서관은 유아열람실 같은 경우에도 작은 의자만 있고 그러니까 조그만 의자에 앉아서 덩치 큰 애가 ‘키키
킥’ 거리고 있으니까 ‘저거 좀 이상한 애구나.’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어요. 그런 약간 불편했던 건 시선에
대한 불편함도 있는 것 같아요. (A1 3:25-31)

○ 한편 느린 학습자가 도서관에서 소리를 낼 것 같은 징후가 보이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책을
대출하여 다른 곳으로 나간 경험과 비장애 성인의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한 불편한 시선
을 느낀 경험을 전함
아이가 소리를 낼 것 같으면 빨리 책을 대출해서 밖으로 나가요. 집으로 가든지, 다른 공간으로 가든지.
차라리 공원에서 보든지. (A1 3:35-36)
어른들이 좀 약간 고정관념 이런 게 있으셔가지고. 아이들은 조금만 몇 마디만 해주면 금방 친해지거든요.
그런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조금 부담스럽고, 딱히 ‘저희 아이가 장애입니다.’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시선들이 좀 불편해서 자주 이용은 안 하는 편이에요. (A2 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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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접근의 제약
○ 주변의 부정적 시선과 같은 심리･정서적인 도서관 접근 제한 요인 외에도 도서관의 물리적 접근
에 제약이 있다고 진술함. 도서관이 집 근처에 있지 않은 경우, 느린 학습자와 함께 도서관을 이
용하기가 어려워 부모가 책을 가정으로 대출해 와서 읽고, 도서관을 이용할 때에는 보호자가 언
제나 동행해야 하며, 보호자가 함께하지 않으면 불안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강함
도서관이 근처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찾아가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그냥 지정해서 고르거나 아니면 가서 엄마가 선택해서 골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A1 4:22-25)
우리 애들은 예를 들어서 솔직히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표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복지카드나
이런 표식이 있는데 복지카드는 드러내놓고 다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요즘 어떤 분들은 마크도
만들고 있다고 하던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속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기에는 말을 몇 마디 나누
기 전까지는 멀쩡한 다 큰 아이이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했을 때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혼자
들여보내지는 못하는 공간이고 도서관이거든요. 언제나 보호자가 붙어야 하는 공간도 도서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가 이용을 쉽사리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솔직히 부모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들어갈 때 이 아이 혼자 놔두기는 불안한 공간인 거예요. (A1 4:36-5:3)

다. 자료 접근성 확보
⧠ 적절한 도서 구비
○ 느린 학습자는 인지적인 제한으로 인해 높은 문해력이 요구되는 도서를 읽는 데에 어려움이 있
음. 이에 부모들은 느린 학습자의 생활연령을 고려하면서도 수준에 적절한 도서를 제작해 줄 것
을 요청하였으며, 느린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난이도를 적용한 도서를 개발할 필요
가 있다고 강조하여 이야기함
발달장애 아이들은 성인기 도서는 너무 어렵고 이건 또 약간 유치한 경향이 있고 그러면 책이나 이 아이
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다양한 책들. (A1 9:29-30)
일반 느린 학습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럼 거기 집중 못하는 아이들은 결
국 만화책이라든지 조금 쉬운 단계에서 머무르게 되고, 그 단계에서 못 올라가더라고요. 집에서 비장애
아동들한테 책을 읽어줄 때도 차마 자기들이 고르지는 못했는데 엄마가 읽어준 책을 들으니까 ‘어, 이거
재미있는 책이었네?’ 그런데 ‘내가 혼자 읽기에는 되게 양이 버거워. 글자도 너무 작고 촘촘하고 글의 양
이 많고’. 그런데 그것이 단계단계 나누어져 있으면 이 아이들이 읽기에 좀 쉽지 않을까. (A1 10:2-8)

○ 이에 부모들은 느린 학습자인 자녀의 수준을 고려하여 ‘쉽게 풀이된 명작고전’과 같이 쉬운 말로
풀이된 도서를 제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느린 학습자 당사자는 내용을 만화를 활용하여 제작
한 자료와 그림을 곁들인 책을 제작해 줄 것을 요청함
아예 조금 쉬운 말로 풀이된. 마켓에서 책들을 보니까 그런 책들이 많더라고요. 쉽게 풀이된 명작 고전도
있고. (A1 10:12-13)
아이들이 공간에서 모아놓고, 수준별이 있겠죠. 초등학교 수준에 맞는 매너교육이 있고, 그것을 애니메이
션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A3 8: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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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만화 WHO.
촉진자: 아 WHO~ 아 WHY도 읽어요?
a1: 참: 네, 맞아요, 맞아요. (a1 5:18-25)
책도 많이 읽었어요. 음.. 그 때도 거의 만화책들이 어.. 50% 정도 있으니까. (a1 6:30-33)
그림이 조금이나마 있으면 괜찮죠. (a1 12:24)

○ 또한 도서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바일로 도서를 볼 수 있게 제작하고, 박물관
이나 미술관에서 작품에 대한 번역 및 설명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같이 느린 학습자의 수준을 고
려하여 도서의 내용을 쉽게 설명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함. 이 외에도 책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느린 학습자의 정신연령을 고려하여 책을 읽어주는 낭독서비스를 요청함
모바일이나 서비스처럼 이런 책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책들이 지금 거의 유아도서들에 많이 집중되
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A1 9:27-29)
박물관이나 미술관 갔을 때 저희가 번역서비스라든지 여기 설명을 듣는 것 그런 것처럼 이 아이들도 이용
할 수 있지 않을까. (A1 9:31-33)
시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 녹음 같은 것을 하잖아요. 녹음서비스라든지 해서 그 자기가 책을 골라서
듣는 서비스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정신연령 부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결합
되어 있는, 저흰 중간단계를 원하는 거죠. (A1 9:37-39)

⧠ 시사정보 제공
○ 느린 학습자의 경우에도 최신의 뉴스를 접할 필요가 있는데, 느린 학습자에게 최신 경향과 시사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자료가 많이 부족함. 이에 느린 학습자의 생활연령과 최신 트렌드를 고
려하여 교양정보를 쉽게 풀이한 자료를 제작할 필요가 있고, 최신의 뉴스(예. 방탄소년단의 공연
등)를 쉽게, 그리고 빨리 접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작해 줄 것을 요구함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좀 쉬운 신문은 없어요. 발달장애인이라고 지칭은 하지 않는데, 쉬운 신문은 없기
때문에 어린이 동화, 과학 동화 이런 것들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얘가 보기엔 너무 유치하고,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보기에는 쎄씨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너무 어렵고. (A1 10:26-29)
요즘에 트렌드를 반영한 요즘 이야기들. 뭐 한동안 BTS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정보는 그냥 보편화된 시각에서 들려오는 그런 것 밖에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 기준에서 지금 이 BTS가
얼마나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전 세계에서 얻고 있는지, 지금 이 동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 아이들은 이
같은 뉴스를 굉장히 재밌게 접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같은 뉴스를 빨리 접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눈으
로는 받아들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장애 아동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기 가서 공연하
는 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해요?’이렇게 묻는 데 결국 그걸 풀이해서 설명을 해줘
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일단 뉴스 보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 정보를 빨리 받고 싶은 거
죠. (A1 10:13-22)
촉진자: 어, 맛집 말고. 그럼 글에 대한 거. 글이랑 프로그램에서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누는 거에 대한 거.
a1: 모르는 것도 좀 알 수 있다.(a1 13: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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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관적 도서 배열
○ 도서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도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그러나 현재처럼 도서관 서가에
꽂혀있는 책은 한권씩 모두 꺼내서 봐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불편하므로 책을 좀 더 쉽
게 볼 수 있도록 책을 서가에 펼쳐 놓을 것을 제안함
그런데 책들이 다 서있으니까 책 제목만 봐서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일일이 다 하나씩
꺼내서 보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하니까 좀 바닥에 펴놓거나 그런 식으로 보여주
면 아이가 쉽게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A3 9:22-25)
우리아이가 책을 잘 모르잖아요. 눈높이 맞춘 책을 골라주거나 추천해 주면 좋겠어요. (A4 2:3-4)

라. 프로그램 확충
⧠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 마련
○ 느린 학습자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
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편적인 도서관에서는 느린 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진
행되기 어려운 상황임. 그러므로 느린 학습자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도서관에
서 느린 학습자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우수 프로그램을 다른 여러 도서관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
록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아까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마음열기 같은 프로그램들을 특별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런데 그게 특정 도서관만 그런 것이 가능하고, 대체적으로 다른 보편적인 도서관에서는 없는 서비스라서
실제 그런 서비스가 있을 때 주변에 알려서 ‘여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와서 들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조금 아쉬웠어요. (A1 3:13-17)

○ 한편 느린 학습자를 위한 다양하고 많은 도서관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으나 현재는 전무한 현실
이므로 우선 시작이라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동의하였고, 느린 학습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으로 ‘공공장소에서 지켜야할 예절 교육’, ‘도서관에서 지켜야 할 예절 교육’ 등을 제안함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지역사회에서 운영이 되면 많은데, 지금 현재는 거의 전무하잖아요. 그러
니까 조금 시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A2 13:39-40)
저희 아이들이 매너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공공장소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공공장소에 대한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있으면, 예를 들어 버스를 탈 때 버스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영화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그런데 그게 한 번으로는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아이들한테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
고 나서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는 거죠. 버스를 타보면서, 또 이제 이용을 해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실천할
수 있었는지 체크도 하고. 영화관도 가서 보고, 또 어느 정도 참여를 했고, 어느 정도 지켰는지를 설문 식
으로 해서 나중에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아이들이 조금은 돌발행동이라거나 이런 것
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A3 8:3-10)

○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 반해 느
린 학습자를 위해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유형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느린 학습자
를 위한 뮤지컬, 라인댄스 등 도서관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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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제안함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6월에 한 거로는 실버
들을 위한 라인댄스 같은 경우. 여기는 이미 그런 복합 문화 공간이기 때문에 정독실과 떨어져 있는 공간
이 있다면 뮤지컬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라인댄스 같은 것도 하고, 뭐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는 거죠. 프로
그램들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자고 했을 때는 정말 도서관에 딱 맞추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A1 12:29-35)
비단 지금 발달장애 아동들뿐만 아니라 성인기로 넘어간 발달장애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무한 실정이
에요. 주간보호센터 외에는. 왜냐하면 케어라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센터 같은 공간이 없는 거
예요. (A1 13:3-5)

○ 또한 도서관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도서관과 학교가 연계하여 도서 프로그램을 운
영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책과 접목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느린 학습자가 취미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함
고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이 직업훈련을 하듯이, 복지관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그 시간에 여기 와서 도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도 되는 거니까. (A2 13:37-38)
책과 접목해서 뭔가 아이가 흥미를 일으킬만한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도서관에 와서 그 프로그램을 보다
가 책에 또 흥미를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A3 15:29-31)
이런 여가생활을 남는 시간을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주어졌을 때 그것이 확장이 되어서 집에 가
서도 연결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A3 16:9-11)
좋은점은요, 막 취미활동을 즐기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가지구. (a2 3:3)

⧠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 느린 학습자의 도서관 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느린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요구됨. 느린 학습자의 생활연령과 정신연령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들
의 눈높이를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함
도서관의 프로그램들도 그렇잖아요. 딱 그냥 초등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아니면 4학년에서 6학년까지.
그런데 신체나이는 그만큼 치고 올라가는 데, 정신연령은, 우리 아이 정신연령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할 순 없단 말이에요. (A1 11:6-9)
마술이 되었든, 어떤 게 되었든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서 다양하게 풀어낼 수 있는 거죠. (A1 13:9-10)

○ 한편 느린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할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느린 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
이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의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느린 학습자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한 10번, 20번 해도 다 고쳐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 횟수는 줄어들거든요. 거기서 끊어주고, ‘안 돼. 여
기서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 그 다음 번에 갔을 때 ‘또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했을 때,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인지가 조금 그래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개선이 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A3 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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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린 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느린 학습자가 또래 문화를 즐기고 나아가 사회
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래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것을 제안함. 느린 학
습자 당사자는 또래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이야기 나누는 친구가 있어 좋았고,
또한 서로 좋아하는 이야기를 나눠 좋았다는 진솔한 경험을 이야기함
또래 문화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한다면 굉장히 도서관을 많이 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아이가 지적이기는 한데, 친구들한테 관심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또래 문화를 알면 친구들
하고 어울리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고. (A2 16:32-35)
촉진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우리 독서프로그램 하는 것처럼 막 자유롭게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서로 막
의견도 얘기하고, 성권이는 뭐 중국 생각나는 그런 것도 얘기하고. 이렇게 서로 시끌시끌하게 이야기하는
도서관이 되면 어때?
a1: 음.. 차라리 그게 낫죠.
촉진자: 차라리 그게 나아요? 왜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해?
a1: 음.. 이야기를 해야.. 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친해지는 게 더 좋기 때문에. (a1 17: 8-13)
촉진자: 정말? 가장 좋았던 얘기 한 가지
a2: 그냥 막... 왜냐면요, 여기 막 이야기 나누는 친구가 있어요.
촉진자: 네
a2: 이름이 무려 네 자고요. 이 씨고 성도 막 두 개고, 이러고, 걔도 막 저하고 막 뭐도 없어가지고 그 친
구하고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중3이고 고2 이어가지고 걔가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 들어가고 저는 고3.
촉진자: 그 친구랑 같이 똑같이 좋아하는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a2: 아 예. (a2 9:24-31)

○ 느린 학습자가 또래와 함께 참여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느린 학습자와 비장애또래의 관
심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예를 들어, 여학생은
미용메이크업, 헤어스타일 관리법, 남학생은 스포츠 등과 같이 또래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
그램 내용으로 계획할 것을 요구함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먼 이야기이긴 한데, 뭐 화장하는 법 이런 것 있잖아요. 쉽게, 예쁘게 할 수 있는 그
런 헤어스타일이나 화장이나 미용메이크업 이런 것도 좋은 것 같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포츠, 그
런 쪽으로 약간 관심사, 쉽게 다른 사람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A2 16:37-40)

○ 느린 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또래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외에 인문학프로그램, 음악치료
등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즐겁게 참여했던 경험을 이야
기하며 특정 대상을 지칭하지 않고 목적 없이 편하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제
안함
도서관에서 진행했던 인문학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부모와 아이가 같이 하는, 도서관에서 미술
관으로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음악치료도 해서 명지대학교 쪽으로 나가서, 그건 솔직히
이 아이가 장애가 있건 없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모든, 특정 지칭을 고려하
고 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아이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나. 그러면 뭔가 이뤄내야 할 목적
이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일원으로 같이 갈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
들은 좋았던 것 같아요. (A1 2:27-34)

○ 한편 도서관에서 느린 학습자의 전환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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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성인기 등 이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프로그램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진행
해 줄 것을 제안함
전환기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그런 거기 가서 수강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체육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그런 공간에서 하고 오는데 그런 것들이 도서관 프로그램에도. (A1 14:2-4)
평생교육 쪽으로 좀 더 아이들이 다듬어 지고 훈련된 다음에 사회에 나갈 수 있는. (A3 19:3-4)
이 수준에 있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좀 더 성인기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
그램, 아니면 청소년기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약간 구분 지어서. (A3 21:2-4)

○ 이에 도서관에서 느린 학습자의 전환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의 예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 이용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원봉사가 직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한 프로그램(예, 도서관에서의
자원 봉사 프로그램 이 도서 분류 및 정리 관련 직업으로 연결)을 실행해 줄 것을 요구함
특히나 성인기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제 주변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용을 못하고 있
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A2 5:13-14)
그 관리자 주도 하에 이 아이들이 자원봉사 프로그램까지도 자연스럽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 봉사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도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그게 직업까지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이 ‘아, 도서관
에서’. 왜냐하면 직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간에서 어떤 직업을 만들어 내는 것을 굉
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저도 아이들이 하는 게 그렇게 큰 걸 원하진 않거든요. 그냥 자연스럽
게 그게 직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매너교육 뒤에 그런 자원봉사를 통해서
‘아, 그러면 책을 이렇게 분류하고, 정리하고, 여기에 갖다 꽂는구나.’이런 정도의. 우리 애들만 놓는 게
아니고 관리자도 같이. (A1 8:31-39)

마. 장애 친화적 환경 구축
⧠ 도서관 종사자 역량 강화
○ 느린 학습자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료의 접근성 확보, 프로그램 확충 등을 강조하였
음. 이 외에도 느린 학습자가 도서관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느린 학습자가 도서관을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착시
키기 위해 도서관에서 느린 학습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를 대상으로 느린 학습
자를 위한 친절 교육을 제공하고, 느린 학습자를 더 잘 이해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도록 장애이해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도서관 사서 분들이라고 해야 하나? 그 분들이 인사를 해주세요, 항상. 저희 아이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친근하게 대해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아는 척 해주시고, 헤어스타
일이 달라지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주시고, 예쁘다고 해주시면 아이가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A2
4:4-8)
활동지원사나 장애인들 돌봐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조교육들을 매번 받아요. 장애이해교육도 받고.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사서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해교육 부
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준하는 것까진 아니겠지만, 그런 교육들도 그 분들도 받을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A1 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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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도슨트 제도와 같이 느린 학습자의 도서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느린 학습자의 인지 수준을 고려하여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진술함
미술관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가 설명해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도슨트 같은 서비스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비장애인들 기준으로 딱 그냥 비장애 기준이거나 아니면 영어 번역에 대한 그런 기준으로
잡혀있지, 쉬운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취약계층을 위한, 지금 이 계층을 위해서 설명서비
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A1 14:28-32)

⧠ 보조 인력 확보
○ 느린 학습자가 도서관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느린 학습자를 관리하고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조력자의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일례로 부모가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책
을 읽고 있는 자녀를 관리해 주는 서비스가 연계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솔직히 도서관에다가 저희가 케어서비스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는 없기 때문에. (A1 5:5-6)
발달장애 아이들은 누군가의 개입이 없으면 힘든 상황이니까 그런 서비스가 같이 연계될 수 있는. (A1
11:4-5)

○ 또한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느린 학습자를 위한 보조강사가 프로그램에 투입되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주면 느린 학습자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때 느린 학습자의
특성을 잘 아는 특수교육 전공자가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함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접근할 때도 그냥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되, 투입될 수 있는 보조강사가 한 명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의 특수교육 서비스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잖아요. 혁신학교 교육서비스
에서도 그렇게 하고, 주강사 있고 중간에 서브강사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또 하나의 주강사가 있는 거
죠. (A1 11:18-22)
너도 여기다가 물 그림 하나 그려볼까?’라는 그것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개입되지 않으면
불특정다수 있는 데 가서 그냥 ‘아, 쟤도 그냥 그림 그리는 구나.’라고 참관하는 과정에서 끝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A1 11:25-27)
그 평생교육센터도 결국에는 사회복지사들이 거의 다 자리 잡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이해
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잘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면 이게
사회복지하고 특수교육 전공자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하는데. (A3 19:35-38)

⧠ 이용자의 장애이해 촉진
○ 느린 학습자를 위한 도서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은 느린 학습자를 포함한 모든 사
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 대해 모든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고,
이와 함께 도서관을 이용하는 느린 학습자의 특성에 대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려주는 장애
이해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일례로 느린 학습자가 보이는 행동이 위협적인 행동이 아
닌 장애의 특성으로 인한 것임을 알려줄 필요가 있으므로 장애이해교육이 도서관의 중요한 역할

04. 질적조사

73

임을 강조함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것을 알림 식으로 알려주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표시, 표시라기
보다는 우리가 어딜 가면 ‘정숙’이라고 써져있고 알려주잖아요. 알려주듯이 저희 예를 들어서 이용할 수
있으면, ‘여기에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라든지, 그러니까 말을 많이 순화시켜
서 이런 걸 만들긴 해야 하는데 저는 좀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거의 본인의 의사 결정이 전혀 안되잖아
요. 다 부모들이 대신 해주는 거라서. 이 부분까지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이 아이가 와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런 행동이 위협을 느끼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안내표시 같은 게 있
었으면 어떨까. 병원 같은 곳에서도 이런 게 있잖아요. ‘주의사항’이라든지. 그것도 저희가 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잘 만들어서, 그것을 서로 만든 것에 대해서 느낄 때 이건 어느 쪽에서는 차별적인 언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여기 안 와야 하는데 왜 오느냐’는 식
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잘해서 인식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도 이용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A2 5:24-36)
담임 선생님도 교감선생님한테 묻는 게, ‘아이를 지도하면서 만져도 될까요?’ 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아이들에 대한 특성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
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중략)...발달장애인도 똑같은 것 같아요. 표가 나지 않거든요. 솔
직히 특정 행동을 나타내기 전까지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도서관에서 어떻게
보면 ‘노인의 날’ 주간처럼 발달장애인의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요. 자폐는 자폐인의 날이 또 있어요. 그런
데 솔직히 지적장애나 다른 지적장애의 날은 없어요. 그런데 약간 발달장애에 대해서 그런 이해교육 같은
것도 저는 도서관의 역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A1 6:16-26)
일반인들이 다양한 것처럼 장애인들도 굉장히 다양해서, 지적장애여도 굉장히 다양하게 어떤 표현을 할
것이고, 자폐도 똑같이 자폐라고 해서 다들 소리만 지르는 건 아니거든요. 또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안내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A2
9:11-14)

⧠ 물리적 환경 구축
○ 느린 학습자 당사자는 도서관에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아늑한 공간이 마련되
면 ‘오고 싶은 도서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고, 부모는 혼자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든 자
녀를 위해 옆에서 책을 읽어주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좋겠다
고 제안함
혼자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을 주어야 해요. 이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공간, 덩치가 크
더라도요. 그게 필요해요. (A4 1:20-21)
a1: 그냥 자유롭게 책 읽고, 막 노래듣고, 게임하고 그런 사람들만 있었기 때문에.
촉진자: 아~ 노래듣고 게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았어?
a1: 네. 네. (a1 7:32-35)
촉진자: 도서관, 만약에 딱 들어왔어.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시끌시끌하게 서로 얘기도 나누고~ 책도 같이
읽으면서 의견도 막 자유롭게 말해. 막 공부하고 앉아만 하는 분위기가 아니야. 그럼 그 땐 어떻게 중국어
로 표현해? 그 때의 OO의 느낌?
a1: 음... 그냥.. 되게 신기한 도서관이네.
촉진자: 신기한 도서관이네, 나도 들어가고 싶어져, 아니면 아까처럼 갑분싸가 되어버릴 것 같아요?
a1: 음, 들어가고 싶죠.
촉진자: 들어가고 싶어? 그, 그 와 여기 신기해! 나도 들어가고 싶어! 이 기분을 중국어로 뭐라할 수 있을
까?
a1: 피야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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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자: 에?
a1: 피아오량?
촉진자: 피아오량? 피아오량?
a1: 네.
촉진자: 그건 무슨 뜻이에요?
a1: 아름답다, 뜻도 있는데, 뭐, ‘신선하다, 신기하다’.
촉진자: 신선하다, 신기하다? 그런 도서관이 돼요?
a1: 네. (a1 17:16-32)
촉진자: 여기 와서 선생님이랑 독서프로그램하면서 좋았던 점은 뭐였어요?
a1: 오면은요? 음.. 건물도 아기자기해서 괜찮아서..(웃음)네. (a1 11:18-23)

○ 또한 느린 학습자의 도서관 이용 촉진을 위해 집 근처의 도서관에 큰 공간보다는 작은 공간을 마
련하여 다양한 시간대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이들의 위한 프로그
램을 진행할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함
공간이 있어야 되어요. 그 공간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하면 되고. 이게 전부일 것 같아요. [...]
큰 공간보다는 작은 공간, 익숙한 거리에 있는. 다양한 시간대를 고려해서 우리 아이들이 부담 없이 이용
할 수 있는 시간대에. (A3 20:28-38)

○ 이 외에도 보편적 설계 개념의 원리를 적용하여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한 도서관 환경 구축
이 결국 느린 학습자의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진술함
엘리베이터 버튼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손으로 누르는 번호판 말고 길쭉하게 버튼이 길게 있는 거예
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누가 이용하는 지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
들어 놓은 건데, 실제적으로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짐을 잔뜩 들고 들어가거나 양쪽에 커피를 들고 가거
나 이런 분들이 무릎으로 살짝 치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런 서비스들이, 우리 장애인들만
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고 모두에게 편한 서비스라는 거죠. (A1 15:9-15)

III. 성인기 느린 학습자 및 가족 심층조사
1. 조사개요
가. 목적
○ 본 초점집단면담(FGI) 및 개별면담은 느린 학습자 및 그 가족들이 경험한 도서관 이용의 어려움,
도서관에 대한 지원요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조사방법
⧠ 초점집단면담
○ 느린 학습자 가족과의 초점집단면담을 통해 도서관 이용의 장벽, 도서관서비스 및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를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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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면담
○ 느린 학습자와의 개별면담을 통해 도서관 이용 경험, 도서관 이용 시 불편함, 도서관서비스 개선
요구를 도출함

⧠ 질문지 개발
○ 면담에 사용할 질문지는 도서관서비스 관련 문헌, 장애인 서비스 관련 문헌, 장애인 평생
교육 문헌 등을 토대로 하여 반구조화된 형태로 개발함
○ 질문 문항은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 도서관 이용의 장벽, 공공도서관의 환경 개선 요구, 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요구를 중심으로 구성함
○ 질문 문항은 가족 2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수정·보완함

⧠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정보
○ 초점집단면담
－ 느린 학습자의 가족은 부모 4명과 비장애형제자매 6명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집단
으로 나누어 초점집단면담을 실시함
－ 초점집단면담에 참여한 가족 구성원들은 모두 느린 학습자와 함께 공공도서관을 이용해본 경
험이 있음
○ 개별면담
－ 개별면담에는 성인기 느린 학습자 2인이 참여함. 느린 학습자 2명은 공공도서관을 이용해본 경
험이 있음

<표 4-3-1> 느린 학습자 및 가족 배경정보
느린 학습자
참여자

성별

연령

장애유형

소속

a1

남

33

지적장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a2

남

23

자폐성장애

도서관 사무보조

가족집단 1
참여자

성별

연령

A1

여

A2
A3

느린 학습자
가족과의 관계

장애유형

성별

연령

직업

26

동생

지적장애

남

22

-

여

26

동생

자폐성장애

여

24

-

여

25

동생

지적장애

여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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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여

23

동생

자폐성장애

여

21

-

A5

여

26

동생

지적장애

남

25

-

A6

여

26

동생

지적장애

여

30

-

가족집단 2
참여자

성별

연령

B1

여

B2
B3

느린 학습자
가족과의 관계

장애유형

성별

연령

직업

63

자녀

지적장애

여

20

-

여

52

자녀

지적장애

남

33

-

여

50

자녀

자폐성장애

남

23

사무보조

다. 면담절차 및 분석방법
⧠ 면담과정
○ 초점집단면담은 2019년 5월에 두 차례 실시되었으며, 면담 시간은 1.5시간 정도 소요됨
－ 면담은 연구자 1인이 진행하였으며 면담에 앞서 연구자는 연구목적과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참
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면담 내용을 녹취함
○ 개별면담은 2019년 5월에 실시되었으며, 면담 시간은 약 35-40분 정도 소요됨
－ 면담은 연구자 1인이 진행하였으며 면담에 앞서 연구자는 연구목적과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참
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면담 내용을 녹취함

⧠ 자료분석
○ 초점집단면담과 개별면담을 통해 얻어진 자료는 Stake (1995)가 질적 연구방법으로 설명한 범
주확산과 지속적 비교방법을 사용함
－ 이를 위해 면담 녹취내용을 전사하여 전사본을 작성하고 두 연구자(책임연구자 1인, 공동연구
자 1인)가 하나의 전사본(초점집단면담)을 독립적으로 읽고 코딩한 후, 회의를 통해 코드명을
논의하고 1차 코드북을 개발함
－ 1차 코드북을 바탕으로 공동연구자가 두 번째 초점집단면담 전사본을 코딩하여 2차 코드북을
개발함
－ 2차 코드북을 바탕으로 책임연구자가 개별면담 전사본 2개를 코딩하여 3차 코드북을 개발한
후 최종적으로 범주들 간의 관계를 검토하여 4차 코드북을 완성함

2. 조사결과
○ 성인기 느린 학습자, 느린 학습자 가족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한 결과 총 5개의 대주제와 13개
의 하위주제가 도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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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2> 성인기 느린 학습자와 가족 면담 결과 도출된 주제
순번

대주제

1

열악한 환경

2

제한된 접근성

3

도서 및 프로그램 확충

하위주제
∙ 낙후된 물리적 환경
∙ 불편한 장애인 열람실
∙ 수준에 맞지 않는 도서와 프로그램
∙ 주변의 부정적 시선
∙ 행동의 제재 요구
∙ 적절한 도서 및 자료 구비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4

편안한 환경 조성

∙ 일정 소음의 허용
∙ 자유로운 공간 구성
∙ 일반인과 분리되지 않는 공간 조성

5

물리적 접근성 및
인프라 확충

∙ 서가의 접근성 강화
∙ 도서관서비스 홍보
∙ 도서관 종사자 인식 개선

가. 열악한 환경
⧠ 낙후된 물리적 환경
○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은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공간이 될 수 있지만 불결한 환경은 누구도 머무
르고 싶지 않은 장소일 것임. 그런데 면담에 참여한 가족들 대부분은 공공도서관을 낡은 외관,
낙서 된 벽과 책상, 오염된 의자 등으로 묘사하여 공공도서관의 불결하고 낙후된 환경을 간접적
으로 전달함
인테리어나, 그러니까 낙서 같은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안 좋은 냄새도 많이 나고. (A5 2:37-38)
낡았어요. 낡았고 ‘이게 청소가 제대로 될까?’ 싶은 시트들이 있어서. ‘굳이 여기서 보고 싶지는 않다’ 이
런 생각을 했었어요. (A1 6:22-23)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인테리어에 되게 이끌림을 느끼고, 그런 데를 자꾸 가고 싶어 하고 이러거
든요. 도서관은 막 시멘트 벽 이렇게 있고, 그냥 형광등에 나무 책상 이런 식으로 거부감이 들고. 저도 별
로 안 가고 싶고. (A2 14:28-31)

○ 또한, 공공도서관의 경우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시설설비도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않아 이용이
불편함을 지적함. 한 면담 참여자는 도서관에서 노트북 사용 시 전원 콘센트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 다른 이용자와 분쟁을 겪었던 경험을 회상하며 집 근처 카페의 시설과 극명히 대비하기도 함
우리 지역사회 공립 도서관이 노트북 같은 거 굉장히 수 제한되어 있잖아요. 콘센트 뽑아서 쓰면 뭐라고
하고. (A5 4:38-39)

⧠ 불편한 장애인 열람실
○ 장애인 열람실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특별하게 마련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애인이 편
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장애인마저도 접근이 제한된 공간임. 가족들은 장애인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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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실이 대체로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자재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비되어 있
음을 지적하며 느린 학습자는 장애인 열람실에서도 소외되는 계층임을 안타까워함
도서관이 서초동 어디에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발달장애인만 위한 그거는 몰랐어요. 저는 그게 시각장애
인 도서관인 줄 알았어요. ‘그래? 그런 게 있어? 그거 시각장애인 도서관 아니야?’ 그랬는데 그게 시각장
애인 도서관이 아니라 장애인 도서관인데 시각 위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B1 9:1-4)
제가 그냥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들어가 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보다는 감각 장애인분들을 위한. 시각 장애인분들 아니면 청각 장애인분들을 위한 오디오북이나 이
런 것들이 구비되어있고. (A3 6:7-9)

○ 한편, 장애인 열람실이 신체장애를 가진 학습자를 위한 환경으로 구성되다 보니 신체장애인이
주로 이용하게 되면서 일종의 텃세가 생기고 발달장애 학습자가 장애인 열람실을 이용하려면 그
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함. 이는 한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서 잘 드러나고 있
는데, 장애인 열람실의 기자재를 사용하고 싶어도 상주하는 장애인의 허락을 받아야 함을 진술함
두 번째는 장애인 열람실이 따로 있는데 도서관 들어가면 1층에 있는데요, 다른 장애인분들이 거의 거기
상주하시는 고정 멤버가 몇 분 계세요. 아저씨들. 지적장애 한 3-4급? 그 아저씨들이 너무 시끄럽고. 컴
퓨터 두 대가 있는데, 하루 종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장애인들이 기다려도. ‘야, 나 밥 먹고 올 거야. 하지
마!’ 하시고. (A5 4:30-33)

나. 제한된 접근성
⧠ 수준에 맞지 않는 도서와 프로그램
○ 느린 학습자의 경우 인지적 장애로 인해 높은 문해력이 요구되는 도서의 경우 내용을 이해하기
가 어려움. 그러나 도서관 내 자료는 인지적 수준에 적절하지 않아 독서활동에 대한 흥미를 떨어
뜨리고 도서관에 대한 친근함을 감소시킴. 본 연구에 참여한 가족들은 이 부분을 거듭 강조하며
수준에 적합한 도서의 부재가 도서관 이용을 저해하는 요소임을 지적함. 도서관의 도서가 느린
학습자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문제점과 함께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미술 전시, 문화 전
시 등의 프로그램도 대부분 일반인을 위한 것으로 느린 학습자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을 지적함
성인 도서관에 이제 있는 자료들 같은 경우는 제 동생이 이해하기에는, 이제 지적장애가 있다 보니까. 글
이 너무 많고 일단 흥미를 느끼기는 어려운 그런 주제의 책들이 대부분이어서, 이용하기가 조금 어려웠
고. (A3 3:18-20)
태블릿 PC나 이런 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적게 있거나 막상
이용을 해 보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일반 책을 태블릿 PC로 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걸로는 제 동생이 책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런 열람실은 아닌 거라고 판단을
하고 동생을 데려와야겠다는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아요. (A3 6:10-15)
여기에 여가 문화 시설, 박물관이라던지 미술 전시 이런 것들은 제 동생이 이해하기에는 좀, 되게 수준이
높아서. (A2 7:1-2)

○ 물론 도서관에 비치된 어린이 도서나 어린이 영화가 느린 학습자의 인지적 수준에 적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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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하지만 가족들은 느린 학습자의 생활연령을 고려할 때 성인이 어린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어
린이 도서를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함. 한 참여자는 성인기 발달장애 학습
자와 함께 어린이 도서관을 방문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발달장애 학습자도 어린이 도서관을 이용
하는 것에 대한 창피함과 거부감을 표출하는 것을 보면서 느린 학습자의 인지적 수준뿐 아니라
생활연령을 고려한 쉬운 책의 개발이 절실함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함
제 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영화도. 제가 갔던 데도 영화 상영을 했었는데, 영화가 약간 애니메이션
이라던지,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나오는 그런 건데, 어... 아무래도 이제 키가 180인데.
(A2 6:32-35)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오빠도 어린이 도서관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적 수준으로
는 어린이 도서관에 있는 걸 읽어야 하는 게 맞는데, ‘나는 어린이가 아닌데 왜 저기 들어가야 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A6 18:18-22)

⧠ 주변의 부정적 시선
○ 도서관 자료실은 일반적으로 정숙하고 조용한 분위기이다 보니 작은 소리만 나도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됨. 느린 학습자의 경우 목소리 크기 조절이 어려워 작은 소리로 말하기가 어려운 때
도 있고, 소근육 운동의 제한으로 책을 꺼내다가 떨어뜨리기도 하고, 혼자 중얼거리는 행동이나
상동행동을 할 때도 있음. 이 모든 상황은 주변의 시선을 집중시키며 가족은 따가운 눈초리를 온
몸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마음 불편했던 점을 언급하며 느린 학습자와 함께 도서관 가는 것이
꺼려진다고 진술함
반납을 하고 이제 조용히 있으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주의를 주고 이제 누나 얼른 하고 올 테니까 기
다리라고 하고 그리고 저는 빨리 나오고. 얘를 데리고 가서 책을 뭐, 좀 제대로 본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
실 생각하기가 좀 되게 어려웠어요. (A4 5:34-38)

○ 주변의 따가운 시선은 가족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느린 학습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기도 함. 대부분의 참여자는 느린 학습자 자신도 주변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느
끼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진술하며 속상한 마음을 표출함. 결국 느린 학습자와 가족이 모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도서관을 꼭 이용해야 하는지에 회의감이 들어 별로 이용하지 않게 된다
고 전함
도서관은 동생이 좋아하지 않아요. 일단 가면 다들 조용하잖아요. 조용하고, 말소리도 내면 안 될 것 같
고. 이런 거를 다 느끼니까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있고. (A1 7:32-35)
얘는 지가 막 좋아서 막 소리 내서 읽는데 저는 그것도 못하게하니까 저희 아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
거를. ‘○○아, 도서관에 갔을 때 뭐가 힘들었어?’ 했더니 자기는 간식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엄마가 소
리 내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B1 8:3-6)
남한테 피해 절대 주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는 그런 부주의한 행동들이 있잖아
요. 우리처럼 예민하게 신경을 쓸 수 없으니까. 그런,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더라고요.
(A6 8: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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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느린 학습자와 그 가족이 경험한 불편한 시선은 도서관 이용자들한테서 오는 것만은 아님.
도서관 사서가 느린 학습자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도서관에서 내쫓거나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기도 함. 한 느린 학습자는 자신의 중얼거림 등으로 인해 사서로부터 언짢은 이야기를 들
었던 경험을 회상하며 속상했던 마음을 전함
a2: 저는 도서관 갔을 때 처음에 시끄럽게 떠들었을 때, 아주 조용하라고 막 다그쳐가지고. [...]
촉진자: 그때 막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a2: 사서가.
촉진자: 사서가? 뭐라고 그러던가요 OO씨한테?
a2: 조용, 누가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a2 11:25-34)

⧠ 행동의 제재 요구
○ 느린 학습자 중에는 주의집중 시간이 짧아 하나의 책을 오랫동안 읽기보다는 잠깐 읽고 다른 책
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는 행동을 하기도 함. 또한, 흥미 유지를 위해 가족과 번갈아 책을 읽는 것
을 선호하기도 함. 하지만 가족들은 이러한 행동이 주변에 피해를 끼칠까 봐 마음이 쓰여 느린
학습자의 행동을 자주 제지하게 된다고 이야기함
○ 느린 학습자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느린 학습자는 가족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 과정이 반
복되다 보면 정서적으로 위축이 되기도 함. 가족의 입장에서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혼이
나서 정서적으로 위축된 느린 학습자를 바라보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며 죄책감이 들기도 함. 이
러한 복잡한 감정은 도서관을 꼭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으로 이어진다고 진술함
제가 이제 나중에는 참다 참다 화가 나가지고, 이제 집에 가자고 그래 가지구 나왔더니 ‘엄마, 나 때문에
화났어?’ (물어서) 아니야?’ 했더니 엄마 얼굴이 화난 얼굴이라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화났냬요. 그래서
너 때문에 화난 거 아니니까 괜찮아. [...] 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랬더니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
제 자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엄마가 화나서 갑자기 막 짐 싸가지고 나왔나 싶어가지고. (B1 11:16-21)

다. 도서 및 프로그램 확충
⧠ 적절한 도서 및 자료 구비
○ 느린 학습자가 어렸을 때는 어린이 도서를 읽으러 도서관에 자주 갔었다고 언급하며 느린 학습
자에게 도서관에 가는 것은 즐겁고 좋은 경험으로 남아 있다고 이야기 함.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그들의 나이에 적절하면서 인지적 수준에 적합한 도서가 거의 없어 도서관에 가야 할 이유가 없
어졌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함. 이러한 점에서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성인기 느린
학습자의 연령에 적합하면서도 그들의 인지적 수준을 고려한 도서 구비가 시급함을 공통적으로
강조함
○ 또한, 스마트 기기가 느린 학습자의 흥미 유발에 도움이 됨을 지적하며 e-book을 개발하여 터
치스크린, 태블릿 PC 등을 통해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구함. 특히 문해력이
낮은 느린 학습자를 위해서는 음성도서를 개발하거나 짧은 동영상 클립으로 제작하여 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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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려해줄 것을 제안함
좀 재밌는 도서관이 돼서 멀티미디어실도 컴퓨터보다 터치 모니터 같은 거 애들이 할 수 있게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또 이용하고 싶도록 하는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A3 20-41, 21:1)
도서관이라고 해서 꼭 반드시 활자만으로 이제 책을 읽는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글자를 못 읽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영상으로도...한 5분에서 10분짜리 동화를 볼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매체를 활용해서 책을
볼 수 있도록. (A4 21:2-4)

○ 한편 느린 학습자와 가족은 장서와 함께 다양한 시사 및 교양정보, 생활정보를 쉬운 어휘로 재구
성하여 제공해줄 것을 요구함. 한 참여자는 동생이 발달장애인을 위해 제작된 취업 관련 도서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쉽게 습득했던 경험을 들려주며 이러한 자료가 도서관에 구비되어야 함을
강조함. 느린 학습자 또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준다면 그건 ‘놀라울 정도’라고 표현하며
그러한 정보서비스를 반기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함
저는 눈여겨 본 게 ‘우리모두신문’인가? 그런 장애인들을 위한 신문이 있더라구요. 무슨 언론사에서 되게
단어도 그렇고, 문체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설명하듯이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는
데. 그런 거를 도서관에 이제 구비를 해놓으면... ‘동생이 사회 이슈라든지 뭐 그런 거를 좀 더 쉽게 이해
하고 같이 얘기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A1 16:7-12)
‘OO 소통’이라는 곳에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책을 내는데, 거기서 제 동생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취
업 지침서...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걸 선물해 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 번 읽고.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동화나 어린이 책은 아니지만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출간된 책들을 좀 많이 구비했으면 좋겠
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A1 18:30-34)
a2: (OO그룹)회장이, 이제 그 전 현 회장이 아닌 다른 OO그룹 내 유능한 인사가 교체되어야 되고. 그래서
특히 세 모녀가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돼요.
촉진자: 뉴스에 나왔어요? 책에서는 그런 거 읽어본 적 없어요?
a2: 책에서는 그런 거 안나왔죠. [...] (책에서도) 그런 정보를 주면 놀라울 정도죠. (a2 6:27-34)
목욕탕에서 지켜야 될 뭐 예의나 이런, 하는 것들 있잖아요. [...] 이게 말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B3
24:11-13)

○ 느린 학습자에게 적절한 장서 및 자료를 구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의 디자인도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느린 학습자 중에는 소근육 운동의 제한으로 책을 꺼낼 때 바닥에 떨
어뜨릴 수도 있고 날카로운 모서리에 다칠 수도 있어 책의 겉표지 모서리에 안전장치를 붙이거
나 바닥에 떨어뜨려도 크게 소리가 나지 않도록 겉표지를 보완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요청함
저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이 도서관을 이용할 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 있는 자료들을 좀 훼손할
가능성을 염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
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A3 10:19-23)
가구나 책 같은 것들이 모서리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동행동 같은 걸 할 때...자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책을 꺼내다가 꽉 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들도 실수할 수 있
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반응을 빨리 해서 피할 수 있다면 그게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
까. 그 책등을 조금 깎아내는 것도...그러니까 책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책등 같은 걸 좀 둥글게 만
든다던가...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A6 1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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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성인기 느린 학습자가 일상적인 환경에서 보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그들의 삶
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 참여자는 느린 학습자와 미술전시를 종종 다니
는 경험을 나누면서 느린 학습자로부터 느껴지는 행복감을 들려줌. 이에 도서관에서 저자와의
토크쇼, 미술전시 관람, 박물관 견학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하여 느린 학습자도 시민으로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람
특히 동생이 이해를 어디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많은 걸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데리고 다니고,
미술 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품을 보고 막 얘기를 나눠요. 이거를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어떤
그림 같은지. 이런 거를 주고받는 게 되게, 동생한테도 좋은, 좋은 느낌을 주나 보더라고요. (A1
7:14-17)
토크콘서트 같은, 뭐 이런 거는 어쨌든 자유롭잖아요. 저희 아이가 뭐 맘대로 표현도 할 수도 있고 소리를
내도 되고. (B1 18:28-29)
책을 하나 뭐 소개를 하면서 저자가 나와 가지고 막 이렇게(이야기) 하고 공연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하니
까.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그러면 듣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컴퓨터로 꼭 찾아봐요. 인터넷 검색 해가지고.
[...]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더라구요. (B1 18:35-38)

○ 한편 느린 학습자에게는 직접 체험하면서 새로운 자극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한데 성인기 느린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 및 여가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거의 부재함.
이러한 점에서 느린 학습자와 가족들은 도서관에서 직접적인 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준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함
우리 아이, ○○이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뭐 이런 걸 보면은, 성취감도 느끼고,...아니면은 뭐 다른 거를
보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목표가 또 생기더라고요. (B1 15:24-26)
촉진자: 도서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놀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재밌는 거 해준다고 그러면 어떤
거 배우고 싶어요? 도서관에 가서. [...]
a1: 미술이요.
촉진자: 미술 배우고 싶어요?
a1: 그런거 센터에서 하는거요. 미술치료요.
촉진자: 아 미술치료, 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거 해보고싶어요?
a1: 그쵸. [...] 악기 연주하는 거에요.
촉진자: 어떤 악기 연주하고 싶어요?
a1: 악기 마라카스요. (a1 17:1-28)
제가 최근에 그냥 OO구에 갈 일이 있어서 OO구에 있는 도서관에 갔는데 프로그램도 되게 많고, 뭔가
막 활동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약간 준복지관 느낌의. 정말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
으면 좋겠어요. (A5 21:20-22)

○ 느린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 및 여가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반드시 느린 학
습자만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느린 학습자는 또래와 함께 활동에
참여하면서 의사소통기술, 사회성기술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으며, 또래와 유사한 활동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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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함. 이에 이미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
는 프로그램에 느린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저는 이, 일반인 틈에서도 자기의 의사표현이나 토론 같은 거 할 때 좀 같이 하면, 애도 자기 자부심도 많
이 느끼고 자존감이 좀 높아지잖아요. 좀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B3 14:34-36)

○ 또한, 느린 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 외에 장애인 부모의 경험을 나누는 프로그램도 필요함을 강
조하며 힐링과 정보공유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함을 전함
내가 만약에 장애 부모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장애 부모로서 후배들한테, 후배 엄마들한테 해 주고 싶은
이야기. 뭐 이런 거를 하면은 제가 후배 엄마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가 제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는 거
예요. (B1 15:2-5)

라. 편안한 환경 조성
⧠ 일정 소음의 허용
○ 정숙을 요구하는 도서관의 환경은 느린 학습자와 그 가족에게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여 도서관
이용을 저해함. 이와 관련하여 한 참여자는 도서관과 카페 이용자 모두 발달장애 학습자를 인지
하여도 카페는 발달장애 학습자의 특이한 말소리나 웅얼거림이 음악소리나 주변의 말소리에 묻
힐 수 있어 마음이 덜 불편하다고 진술함
아 그냥 장애인이구나 하고 외면을 일부러 해주시는 편인데, 도서관은 그게 너무 진짜, 완전 조용해서 일
이 나면 너무 크잖아요. 근데 뭐, 카페는 뭐 소음이 5였다가 4였다가 이러니까, 그 속에서 좀 자연히 묻히
는 것 같아요. (A5 9:28-30)

○ 이에 도서관에 카페처럼 잔잔한 배경음악이 있으면 느린 학습자의 말소리나 소음에 신경이 덜
쓰일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도서관이 느린 학습자의 특성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 약간의 소음이
허용되고 제지당하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함
소음이 아무래도 문제가 되니까요. ‘카페처럼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으면 중얼중얼하거나 어느 정도의 소
음은 좀 자연스럽게 용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A2
14:4-6)
상동행동을 하는 공간, 해도 된다던가, 그러니까 무조건 해도 된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도 괜찮은 공간
이라는 인식을 주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억압되지 않은 장소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 (A6
20:26-28)

⧠ 자유로운 공간 구성
○ 도서관이 장애인에게 수용적인 환경이 되기를 제안하며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도서관 내
부 인테리어가 달라지기를 요청함. 느린 학습자와 그 가족이 말하는 편안한 공간은 원하는 자세
로 책을 읽을 수 있으며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쇼파, 매트리스, 1인용 의자 등 다양한 좌
석이 구성되어 획일적이지 않은 공간을 의미함
인테리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동생 같은 경우는...제 동생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겠지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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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인테리어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인테리어에 이끌림을 느끼고 그런
데를 자꾸 가고 싶어 하고 이러거든요. (A2 14:25-29)
그러니까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공간 중에, 네, 따로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
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것. (A6 15:27-29)
촉진자: OO씨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책 보는게 좋아요, 누워서 책 보는게 좋아요?
a1: 앉아서 보는 건 너무 힘들구요. 누워서 보는게 더 편하죠.
촉진자: 소파 같은 게 있으면 좋겠나요?
a1: 쇼파 있으면 좋겠죠. 걸어다니니까 다리가 많이 아프거든요.
촉진자: 다리가 많이 아파요...
a1: 쇼파가 있어야지 다리가 아파야지(아프면) 방바닥에도 앉구요. 쇼파에도 앉을수도 있거든요. (a1
15:8-17)

○ 한편 느린 학습자 중에는 공격행동, 자해행동 등을 보일 때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예, 쿨다운실)의 마련도 요청함. 즉 느린 학습자가 예측 불가능한 돌발행동과
위험한 행동을 보여 분리가 필요할 때 잠깐 휴식을 취하거나 진정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마
련되면 좋겠다고 요청함
쿨다운실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쿨다운 베드. 제가 oo학교 자원 봉사 했었을 때 애들이 막 너무
이러니까 선생님이 진정 좀 하고 오라고 그런 방이 있더라구요. 그런 폭신폭신한. 막 머리에 벽을 찧어도
괜찮은. 그런 데서 좀 진정하라는 실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A4 14:10-16)
예를 들면, 우리 장애인들이 좀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 많잖아요. 위험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위험하거나
분리가 필요할 때? 자기 혼자 진정이 필요할 때 그런 데서 좀 쉬고 오면 좋지 않을까. (A4 14:18-20)

⧠ 일반인과 분리되지 않는 공간 조성
○ 분리된 공간은 일반인이 장애인과의 분리를 당연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자
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되 느린 학습자만을 위한 분리된 공간이 아닌 모든 사람
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기를 요구함
○ 이러한 공간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장애인도 공공예절과 규칙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공간의 이
름도 느린 학습자 혹은 장애인 전용 공간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있음을 알리는 이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저는 그 명칭을. 그런 공간이 있되 명칭을 부여를 잘해야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곳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간입니다 라고 명시를 해 놓으면 발달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안 들어가게 되게 마련이고 그러면 분
리되기 마련이니까. (A2 15:37-39)
열린 도서관? 아무튼 뭐 이런 멋진 이름을 지어 가지고 누구나 들어가도 괜찮은. 그 열려져 있고, 뭐 그런
분들이 계셔도 되고 다른 분들이 있어도 되고, 어린이가 있어도 되고 성인이 있어도 되고, 그냥 모두가 있
어도 된다는 그런 걸 강조를 하면 좀 더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면서 발달장애인도 이용이 충분히 가능
한?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2 15:4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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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물리적 접근성 및 인프라 확충
⧠ 서가의 접근성 강화
○ 도서관 서가의 책장이 높아 느린 학습자의 위치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
며 느린 학습자를 찾기 쉬우면서도 장애인이 서가에 접근하여 도서를 쉽게 꺼낼 수 있도록 책장
의 높이를 낮출 것과 안전을 위해 책장 모서리를 모나지 않게 처리할 것을 제안함
형제 입장에도 낮은 게 좋을 것 같아요. 높은 곳은 저거(책)를 갖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이거(책)를 잡을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 아예 다 낮게 되어있으면 원하는 걸 다 바로바
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A6 11:23-26)
이렇게 책장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형제를 볼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눈높이 아래에 있으면은 아
저기 있구나 하면서 내가 내 책을 보다가도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데, 그 책장이 너무 높다 보니까, 다
높게 되어 있잖아요. 천장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A6 11:8-14)

○ 도서관은 도서 분류체제에 따라 서가를 분야별(예, 종교, 철학 등)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해가 낮아 느린 학습자가 도서를 찾을 때 어려움이 있다고 전함. 이에 원하는 도서를 쉽게 찾
을 수 있도록 시각적 단서를 제공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함. 가족들이 주로 제안한 시각적 단서의
사례로는 아이콘, 그림, 색깔별 분류 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시각적 단서는 도서관 시설 전체에
도 적용하여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제안함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기는 조금 어렵죠. 책 찾아다니고 막 하는 게. 분야별로 나뉘어있고 그러니까
뭐. (B1 11:36-39)
찾아갈 수 있는 시각적 지시가 좀 분명하게 나타나면 편할 것 같아요. 바닥에 뭐, 이쪽으로 가는 길, 빨간
색에 여기 책 하나 써져 있으면, 아, 책 여기 있고, 뭐, 제가 만약에 여기 초록색인데 여기에 뭐, 음악 하는
거 있으면 아 여기 음악 듣는 데고 하는. (A5 2:21-24)
그런 책이나 편의 시설 같은 거 안내할 때, 아이콘으로, 그림으로 표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A1 12:32-33)

○ 또한, 도서관에서 도서를 분류하기 위해 사용하는 청구기호도 느린 학습자가 이해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으므로 청구기호를 대체할 수 있는 분류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장애인들은 청구기호를 보고 찾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A4 16:27)
보통 도서관은 청구기호로 분류를 해서 뭐, 인문, 철학,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료 구성을 주
제, 좀 더 알기 쉬운 단어로, 주제별로...어린이들 같은 경우엔 뭐, 교통수단,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에 관
한 책만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원하는 책을 고르기가 더 쉬
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A3 18:36-19:1)

⧠ 도서관서비스 홍보
○ 도서관은 조용해야 하는 곳이라는 생각과 도서관 이용의 부정적 경험으로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
지 않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느린 학습자를 위한 도서관에 대한 홍보 부족도 도서관의 낮은 이용

86 느린 학습자 정보요구 및 도서관 역할 인식 조사

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느린 학습자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프로그램과 서비
스에 대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저 말고도 제가 몇 명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어머님들한테. ‘혹시 발달장애인 도서관 있는 거 알아요?’ 그
랬더니 ‘아니요, 몰라요. 그런 게 있었어요?’ 다 저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홍보
도 안 되고. (B1 9:6-8)

○ 도서관서비스를 홍보할 때 프로그램과 도서를 안내하는 문자 서비스, 도서관 게시판을 통
한 프로그램 안내, 지역사회 광고 신문을 통한 프로그램 안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
적인 도서관 서비스 홍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함
저는 그 신간 도서나 신규 프로그램들이 생겼을 때 발달장애인들한테 카OO톡 메시지로 뭐 이렇게 이야
기해주는 카드 뉴스 같은 걸 제작을 해서 이런 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메시지가 전송이 됐
으면 좋겠어요. (A1 18:11-13)
저는 지역 사회 신문dl 항상 아파트에 배부되거든요. 그래서 전 꼭 읽는데. 그 뒤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되
게 비장애 아이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 장애인을 위한 정보와 교육 그걸로 아는 경우도 있고요. 그
리고 저는 좀 동생 복지관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A5 13:28-32)

⧠ 도서관 종사자 인식 개선
○ 느린 학습자와 가족이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 요구한 것은 물리적 환경의 변화와 함
께 사서의 태도였음. 이와 관련하여 가족들이 바라는 사서의 모습은 분명하였는데, 상냥하고 자
연스럽게 대해주고, 느린 학습자의 장애로 인한 행동적 특성(예, 상동행동, 중얼거림, 약간의 소
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임. 아래의 진술은 가족이 사서에게 바라는 점을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
는데, 그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바라고 있음을 보여줌
저는 좀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상냥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동생이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을 좋아하더라고요. 자기한테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는 장소. (A1 17:6-9)
그냥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그냥 우리가 이용하는 거, 사서들이 진짜 무슨 날파리 보듯이 (웃음) 하는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부산스러운 거를 해도 제재하지 않고 신경 안 쓰고. [...] 그냥 자유롭게 이
용할 수 있게 놔뒀으면 좋겠어요. (A4 17:23-26)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상동행동은 좀 무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서들이 먼저 그렇게 해주면 지역 주민
들도 보고 아, 저 정도는 허용이 되는 거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A4 17:28-30)

○ 또한, 도서관의 사서 중 일부는 느린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으로 배
치되기를 희망하였음. 예를 들어, 느린 학습자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 진정시킬 수 있고, 문제행
동에 대처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람.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식교육이 우선
시 되어야 함을 강조함
사서가 장애인에 대해서 좀 알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A4 16:31-33)
뭔가 문제 행동을 일으켰을 때 강압적으로 나가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진정시켜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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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행동들이 정말 막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만 이유가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 행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자리를 피해서 좀 진정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A6 17:2-6)

○ 이 외에도 비장애인이 장애인이 유발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갈등이 생겼을 때, 사서가 중재자로
서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함. 예를 들어, 관리자로서 사서가 장애인의 특성을 안내하고
비장애인에게 장애인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이해시키거나, 장애인이 유발하는 어느 정도의
소음이 허용되는 장소라는 점 등을 비장애인에게 상기시켜 갈등을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함
저희 지역사회에서 뭔가 이용하다 보면 이용자가 이용자한테 뭐라 했을 때 되받아 치면 이게 분쟁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참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관리자나 어떤 직원분이, ‘아, 뭐, 괜찮습니다. 여기
는 그래도 되는 도서관입니다’라고 한 마디 해 주시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A5
17:35-39)

○ 또한,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 및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함
막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구요, 이렇게 자원봉사자를 쓰더라도, 저는 이렇게 사전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
각을 해요. (B3 19:38-40)

Ⅳ. 느린 학습자 정보요구 조사
1. 조사개요
가. 목적
○ 느린 학습자 정보요구 조사는 느린 학습자의 지역사회 참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연구 참여자
○ 연구 참여자는 청소년기 느린 학습자 가족, 성인기 느린 학습자 가족, 특수교사 총 17명으로 구
성됨. 가족의 경우 청소년기 부모 4명, 성인기 부모 3명와 비장애형제자매 6명으로 구성되었으
며, 특수교사의 경우 4명으로 모두 증등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구성됨. 연구 참여자들의 구
체적인 인적사항은 아래 <표 4-4-1>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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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1> 연구 참여자 인적사항
특수교사

성인기 느린 학습자 가족

순번

성별

연령

경력

순번

성별

연령

1

여

26세

2년

1

여

26세

2

여

34세

5년

2

여

26세

3

여

32세

5년

3

여

25세

4

남

32세

7년

4

여

23세

5

여

26세

청소년기 느린 학습자 가족
1

여

41세

-

6

여

26세

2

여

47세

-

7

여

63세

3

여

44세

-

8

여

52세

4

여

48세

-

9

여

50세

다. 연구방법
⧠ 연구방법
○ 정보요구 조사를 위해 개념도 연구방법(concept mapping)을 사용함
－ 개념도 연구방법은 서비스 욕구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등과 같은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
는 연구방법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생각과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데 유용함
○ 개념도 연구방법은 6단계로 구성되며 본 연구의 정보요구 조사는 이에 맞추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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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1> 개념도 연구방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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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및 분석
○ 개념도 연구방법의 1~4단계를 통해 얻은 개념도(5~6단계)는 본 조사의 최종 연구결과이므로
본 장에서는 연구절차 및 분석에 해당하는 1~4단계를 중심으로 서술함

가. 자료수집
⧠ 진술문 생성
○ 느린 학습자의 정보요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느린 학습자 가족 2집단, 특수교사 1집단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이 3차례 진행되었으며, 집단별로 면담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됨
○ 연구자는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느린 학습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슨 정보가 필요합니까?’ 혹은 ‘느린 학습자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는 무엇입니까?’라는 촉진질문 (prompting question)을 함. 또한, 필요에 따라서 추
가 질문을 물어 논의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고 가능한 많은 의견이 개진되도록 함
－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이 모두 수용될 수 있는 긍정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시된 의견들의 적절
성에 대한 비평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함
－ 연구 참여자들이 진술하는 의견을 짧은 진술문 형태로 문서 작업하여 슬라이드 화면을 통해 모
든 참여자가 공유하도록 함
○ 세 집단의 초점집단면담을 마친 후 집단별로 완성된 20-70개 정도의 정보요구를 반영하는 진술
문을 합쳐 총 158개의 진술문이 완성됨. 하지만 이들 중에는 내용이 유사한 것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진술문을 정리하고 축약함. 최종적으로 57개의 진술문이 완성됨. 57개의 진술문
은 <표 4-4-2>와 같음
<표 4-4-2> 느린 학습자의 정보요구 목록
번호

정보요구

1

매일의 날씨 및 관련 정보(예, 옷차림)

2

(발달)장애인이 취업한 기업 및 일자리 목록

3

세계 이슈나 시사(예, 테러, 정상회담)

4

저축상품

5

통장개설 및 관리

6

ATM 사용법

7

월급 관리

8

도서관 이용 수칙(예, 책 대여, 반납)

9

도서관 프로그램 검색법

10

도서관 프로그램 인터넷 신청법

11

지진 대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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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

정보요구
화재 시 대처법(예, 119)

13

응급처치법(응급상황일 경우)

14

집안일 하는 방법(예, 청소, 설거지, 빨래)

15

가전도구 사용법(예, 세탁기, 청소기 등)

16

쓰레기 분리수거

17

신체청결법(예, 머리감기, 샤워 등)

18

세제, 비누(샴푸) 구분법(기능에 따른 구분)

19

외모 가꾸기(예, 메이크업, 헤어, 옷차림)

20

병원진료 절차

21

가성비 좋은 생활용품

22

세금 종류와 납부방법

23

정부지원금(예, 장애수당, 연금)

24

건강상태 점검

25

병원진료과목

26

생리주기 확인법

27

영화관이용

28

길찾기 어플 사용

29

지역축제(행사)

30

장애인 이용 가능 지역사회 기관 목록

31

장애인복지카드로 받을 수 있는 혜택

32

지역사회 여가 프로그램 목록

33

운전면허증 발급

34

계절별 유의해야 하는 음식

35

숙박업소 예약법

36

상한 음식 구분법 (예, 유통기한, 싹난 감자)

37

냉동 음식 보관법

38

간단한 운동법(예, 스트레칭)

39

주거 지원(임대주택)

40

전월세 및 매매 개념

41

안전한 주거지 선정

42

생애주기별 지원

43

주거시설 안내(예, 그룹홈, 소규모 생활시설)

44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소개

45

장애 관련 유전학(장애의 유전여부)

46

직장에서 근로인 권리

47

데이트 코칭 (데이트 시 필요한 기술)

48

근교 여행지 (지하철역 중심)

49

건강약품 효과 및 부작용

50

건강검진

51

미래계획(부모 혹은 가족의 노화와 죽음 후 계획)

52

느린 학습자를 위한 추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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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

정보요구
장애유형 및 특성

54

폰뱅킹(인터넷뱅킹) 사용법

55

장애인을 위한 행사(예, 피플퍼스트)

56

숙박업소 이용법(예, 체크인, 룸서비스)

57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 진술문 구조화 및 평정
○ 초점집단면담을 통해 수집된 정보요구들은 비슷한 개념끼리 범주화하는 분류작업(sorting
task)이 이루어짐
－ 분류작업을 위해서 초점집단면담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 10명에게 분류작업 안내문과 57개
의 진술문을 이메일로 보내고 수합함
－ 안내문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됨: (1) 자신이 판단하기에 유사한 내용의 정보요구들을 묶어서
카테고리를 구성할 것, (2) 카테고리의 수와 각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정보요구의 수는 제한이
없음, (3)분류작업을 마친 후 각 카테고리에 포함된 정보요구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도록 카테
고리 명명
○ 분류작업과 함께 정보요구들을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평가하는 평정작업(rating task)도 이루어짐
－ 분류작업에 참여한 10명의 연구 참여자에게 평정 과제 안내문과 57개의 정보요구를 이메일로
보내고 수합함
－ 평정작업을 통해 연구 참여자는 각 정보요구를 상대적 필요도에 따라 1-5점(1점: 전혀 중요하
지 않다, 5점: 매우 중요하다)의 점수로 평정함

나. 자료분석
⧠ 수집된 분류자료는 다차원 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과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을
통해 분석됨. 이 분석들은 Concept System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루어짐

⧠ 다차원 척도법
○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수집된 분류자료는 Concept Systems 프로그램에 입력된 후 다차원 척
도법을 이용해 분석됨
－ 다차원 척도법은 분류자료를 통해 드러난 정보요구들 사이의 유사성을 X-Y 그래프에 거리로
표현하여 보여주는 통계 방법으로 다차원 척도법을 통해 점지도(point map)가 그려짐
－ 점지도 위의 각 점은 각각의 정보요구를 나타내며 많은 연구 참여자들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은 정보요구들은 더 가까운 거리로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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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도출된 57개의 정보요구는 점지도 위의 57개의 점으로 표시됨. 점지도는
<그림 4-4-2>과 같음

<그림 4-4-2> 정보요구 점지도

⧠ 군집 분석
○ 다차원 척도법을 통해 얻은 점지도를 바탕으로 군집 분석을 실시함. 군집 분석은 점지도 위의 정
보요구(점으로 표시됨)를 개념적으로 유사한 것끼리 범주화시키는 방법으로 점지도에 나타난 진
술문들 사이의 거리를 바탕으로 거리가 가까운 진술문을 묶어서 군집화시키는 통계방법임
○ 초점집단면담을 통해 도출된 57개의 정보요구를 면담 참여자들은 5~15개로 분류하였으며, 이
분류과제 결과를 Concept Systems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군집 분석을 실시함. 결과적으로 정
보요구는 19개의 군집부터 3개의 군집으로까지 범주화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군집의 수를 결정하는 것으로 군집 분석을 통해 도출된
19개의 군집부터 3개의 군집까지 차례대로 검토하면서 다음의 2가지 측면을 고려함
－ Trochim(1989), Kane & Trochim(2007)이 제안한 것처럼 연구목적에 잘 부합하는 군집의
수를 결정하고자 함. 다시 말해서, 군집 분석을 통해서 생성된 19개 군집부터 3개의 군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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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으로 검토하며 정보요구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범주화되었는지 판단함. 그 결과 5-8개의
군집으로 범주화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Concept Systems 프로그램을 통해 계산되는 브리징 값(bridging value)을 사용함. 브리징
값은 각 군집에 포함된 진술문들 사이의 개념적 유사성을 보여주는 통계값으로 0-1 사이의 값을
나타내며, 0에 가까울수록 군집에 포함된 정보요구들이 개념적으로 더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함.
이에 5-8개의 군집의 평균 브리징 값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7개의 군집으로 범주화할
경우 브리징 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표 4-4-3> 와 같음

<표 4-4-3> 군집별 브리징 값 평균 및 범위
군집

브리징 값 평균 및 범위

cluster 5

0.31 (0.15~0.60)

cluster 6

0.27 (0.11~0.57)

cluster 7

0.26 (0.12~0.56)

cluster 8

0.28 (0.12~0.56)

○ 위의 2가지 과정을 통해 57개의 정보요구는 5개의 군집으로 범주화될 때 가장 적절한 것으로 결
정되었으며, 다차원 척도와 군집 분석을 통해 얻어진 5개의 정보요구 군집은 <그림
4-4-3>처럼 군집지도(Cluster map)로 그려짐

<그림 4-4-3> 정보요구 군집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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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결과
가. 정보요구
○ 초점집단면담에 참여한 느린 학습자 가족 및 특수교사가 생성한 57개의 정보요구는 다차
원적 척도와 군집분석을 통해 총 5개의 범주로 도출됨
○ 정보요구 범주와 각 범주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정보요구들의 목록은 <표 4-4-4>와 같음
<표 4-4-4> 정보요구 목록
범주

필요한 정보
1. 매일의 날씨 및 관련정보
3. 세계 이슈나 시사(예, 테러, 정상회담 등 쉽게 재구성)
14. 집안일 하는 방법(예, 청소, 설거지, 빨래)
15. 가전도구 사용법(예, 세탁기, 청소기 등)
16. 쓰레기 분리수거
17. 신체청결법(예, 머리감기, 샤워 등)

주거 및 일상생활
정보

18. 세제, 비누(샴푸) 구분법(기능에 따른 구분)
19. 외모 가꾸기(예, 메이크업, 헤어, 옷차림)
21. 가성비 좋은 생활용품
33. 운전면허증 발급
39. 주거지원(임대주택)
40. 전·월세 및 매매 개념
41. 안전한 주거지 선정
42. 생애주기별 지원
43. 주거시설 안내(예, 그룹홈, 소규모 생활시설)
11. 지진대피법
12. 화재 시 대처법(예, 119)
13. 응급처치법(응급상황일 경우)
20. 병원진료 절차
24. 건강상태 점검

안전 및 건강생활
정보

25. 병원 진료과목
26. 생리주기 확인법
34. 계절별 유의해야 하는 음식
36. 상한 음식 구분법 (예, 유통기한, 싹난 감자)
37. 냉동 음식 보관법
38. 간단한 운동법(예, 스트레칭)
49. 건강 약품 효과 및 부작용
50. 건강검진 주기 및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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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필요한 정보
2. (발달)장애인이 취업한 기업 및 일자리 목록
4. 저축상품
5. 통장개설 및 관리
6. ATM 사용법

경제생활
정보

7. 월급 관리
22. 세금 종류와 납부방법
23. 정부지원금(예, 장애수당, 연금)
46. 직장애서 근로인 권리
54. 폰뱅킹(인터넷뱅킹) 사용법
57.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8. 도서관 이용 수칙(예, 책 대여, 반납)
9. 도서관 프로그램 검색법
10. 도서관 프로그램 인터넷 신청법
27. 영화관이용
28. 길찾기 어플 사용
29. 지역축제(행사)
30. 장애인 이용 가능 지역사회 기관 목록

문화·여가 생활정보 32. 지역사회 여가 프로그램 목록
35. 숙박업소 예약법
44.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소개
47. 데이트 (데이트 시 필요한 기술)
48. 지하철역 중심 근교 여행지
52. 느린 학습자를 위한 추천 도서
55. 장애인을 위한 행사(예, 피플퍼스트)
56. 숙박업소 이용법(예, 체크인, 룸서비스)
31. 장애인복지카드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장애 관련 정보

45. 장애 관련 유전학(장애의 유전 여부)
51. 미래계획(부모 혹은 가족의 노화와 죽음 후 계획)
53. 장애 유형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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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정보요구 범주와 각 범주에 포함되는 정보요구들을 시각화시켜 개념도로 나타내면
<그림 4-4-4>과 같음

<그림 4-4-4> 정보요구 개념도

⧠ 주거 및 일상생활 정보
○ 연구 참여자들은 ‘주거 및 일상생활 정보’를 느린 학습자에게 필요한 정보요구 중 하나로 지적
함. 즉 느린 학습자의 지역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전한 주거와 관련된 정보 및 일상
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남
－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전한 주거지를 선정하고 주거지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정보부터
느린 학습자를 위한 주거지원 정보(예, 그룹홈, 소규모 생활시설 등)에 이르기까지 주거지와 관
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함
－ 또한, 독립적인 주거를 위해 필요한 가사일, 개인위생관리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것으로 드러남
－ 마지막으로 매일의 뉴스와 날씨, 시사 등을 쉬운 어휘로 풀어서 제공해주고 일상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주기를 희망함

⧠ 안전 및 건강생활 정보
○ 느린 학습자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거 및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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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예, 지진, 화재)이나 응급상황(예, 가족이 갑자기 쓰러진 경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
록 이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함
－ 건강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식품을 그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보관 및 관리하고, 계절별로 주의
할 음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남
－ 또한, 병원 진료과목에 대한 쉬운 설명(예, 이비인후과), 병원진료 절차(예, 수납, 처방전 등),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건강관리법에 대한 정보도 원하는 것으로 드러남

⧠ 경제생활 정보
○ 느린 학습자의 지역사회 참여 및 자립을 위해서는 경제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필수적임. 따라서
취업 및 정부의 경제적 지원금에 대한 정보, 금전 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일자리에 대한 정보부터 근로자의 권리에 이르기까지 취업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것으로 드러남.
이와 함께 정부의 정부의 연금이나 수당 등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월급이나 정부의 경제적 지원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가계부작성법, 저축상품, 인터넷
(폰)뱅킹 사용법, 세금의 종류나 납부방법에 대한 정보도 요구함

⧠ 문화·여가생활 정보
○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느린 학습자는 낮 시간, 주말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며 다양한 경험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지역사회 공공시설에 대한 정보, 여행, 문화행사 등 문
화 및 여가생활 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느린 학습자가 도서관, 평생교육센터 등의 공공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의 이용
법이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함
－ 지역행사(축제), 장애인행사(예, 피플퍼스트) 등이 개최되는 일정 및 장소를 소개해주고 지하철
로 접근 가능한 근교 지역의 ‘가볼만한 곳’에 대한 추천 목록을 바람
－ 즐거운 여가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 데이트에도 관심이 있으므로 데이트 장소, 데이트에 필요한
에티켓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줄 것을 요구함

⧠ 장애 관련 정보
○ 느린 학습자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장애와 관련된 특화된 정보도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남
－ 느린 학습자가 장애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장애와 관련한 유전학적 정보를 아는 것이 필
요함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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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장애인복지카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함
－ 한편, 느린 학습자의 가족이 질병이나 사망하는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의 미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기를 요구함

나. 정보요구 범주별 중요도
○ 초점집단면담을 통해 도출된 57개의 정보요구는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5점 Likert 척도(1점: 전
혀 중요하지 않음, 5점: 매우 중요함)로 평정되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5개 범주 각각의 중
요도 평균을 산출한 결과는 <표 4-4-5>와 같음

<표 4-4-5> 정보요구 중요도 평균
범주

주거 및
일상생활
정보

필요한 정보

중요도

1. 매일의 날씨(쉽게 재구성)

4.10

3. 세계 이슈나 시사

2.60

14. 집안일 하는 방법

4.80

15. 가전도구 사용법

4.60

16. 쓰레기 분리수거

4.30

17. 신체청결법

4.70

18. 세제, 비누(샴푸) 구분법

4.10

19. 외모 가꾸기

3.70

21. 가성비 좋은 생활용품

3.30

33. 운전면허증 발급

2.00

39. 주거지원(임대주택)

3.60

40. 전·월세 및 매매 개념

3.20

41. 안전한 주거지 선정

4.30

42. 생애주기별 지원

4.40

43. 주거시설 안내

4.50
M =3.88(2.00~4.80)

안전 및
건강생활
정보

11. 지진대피법

4.40

12. 화재 시 대처법(예, 119)

4.70

13. 응급처치법(응급상황일 경우)

4.70

20. 병원진료 절차

4.30

24. 건강상태 점검

4.70

25. 병원 진료과목

4.20

26. 생리주기 확인법

4.20

34. 계절별 유의해야 하는 음식

3.70

36. 상한 음식 구분법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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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필요한 정보

중요도

37. 냉동 음식 보관법

4.10

38. 간단한 운동법

3.70

49. 건강 약품 효과 및 부작용

3.70

50. 건강검진 주기 및 항목

3.70
M =4.15(3.70~4.70)

경제생활
정보

2. (발달)장애인이 취업한 기업 및 일자리 목록

4.20

4. 저축상품

3.20

5. 통장개설 및 관리

4.30

6. ATM기기 사용법

4.50

7. 월급 관리

4.40

22. 세금 종류와 납부방법

3.90

23. 정부지원금

4.30

46. 노동자 권리

4.30

54. 폰뱅킹(인터넷뱅킹) 사용법

4.10

57.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4.30
M =4.15(3.20~4.50)

문화·여가
생활정보

8. 도서관 이용 수칙

3.80

9. 도서관 프로그램 검색법

3.60

10. 도서관 프로그램 인터넷 신청법

3.50

27. 영화관이용

3.50

28. 길찾기 어플 사용

4.00

29. 지역축제(행사)

3.20

30. 장애인 이용 가능 지역사회 기관 목록

4.20

32. 지역사회 여가 프로그램 목록

3.70

35. 숙박업소 예약법

2.60

44.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소개

4.00

47. 데이트 (데이트 시 필요한 기술)

3.70

48. 지하철역 중심 근교 여행지

3.60

52. 느린 학습자를 위한 추천 도서

3.50

55. 장애인을 위한 행사

3.90

56. 숙박업소 이용법

3.40
M =3.61(2.60~4.20)

장애 관련
정보

31. 장애인복지카드로 받을 수 있는 혜택

4.10

45. 장애 관련 유전학

2.30

51. 미래계획

4.30

53. 장애 유형 및 특성

3.00
M =3.43(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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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정보요구 범주별 중요도를 시각화시켜 개념도로 나타내면 <그림 4-4-5>과 같음

<그림 4-4-5> 정보요구 중요도

○ 표와 개념도에서 나타난 것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5개의 정보요구 영역 모두가 중요하고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는 ‘안전 및 건강생활
정보’(M = 4.15)와 ‘경제생활 정보’(M = 4.15)로 나타남
○ 한편, ‘장애관련 정보’는 다른 정보 유형에 비해 낮은 점수(M = 3.43)를 받았는데, 이는 장애관
련 정보가 덜 중요하다기 보다는 이러한 정보는 다른 서비스 기관(예,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
인복지관 등)을 통해서도 제공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지원 욕구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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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종합분석 및 시사점
1. 종합분석
○ 본 질적 조사에서는 청소년기 느린 학습자와 가족, 성인기 느린 학습자와 가족, 특수교사를 대상
으로 초점집단면담 및 개별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집단별로 질적자료를 분석함
○ 집단별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크게 2가지 범주를 도출함: (1)도서관서비스 이용의 장벽, (2)
도서관서비스 활용을 위한 지원요구
○ 도서관서비스 이용의 장벽에서는 ‘심리적 장벽’과 ‘물리적 장벽’이라는 대주제가 도출됨
－ ‘심리적 장벽’에서는 주변의 부정적 시선, 행동의 제재 요구, 도서관의 비협조적 태도가 하위
주제로 도출됨
－ ‘물리적 장벽’에서는 지리적 제약, 낙후된 환경, 도서 및 프로그램의 부족, 복잡한 자료 분류 체
계가 하위 주제로 도출됨
－ 도서관서비스 활용을 위한 지원요구에서는 ‘도서와 프로그램 확충’, ‘편안한 공간 조성’, ‘물리적
접근성 확보’, ‘통합과 공유의 문화 조성’, ‘학교 도서관과의 협력체제 강화’라는 대주제가 도출됨
－ ‘도서와 프로그램 확충’의 하위 주제로는 흥미와 요구에 적합한 도서 구비, 다양한 프로그램 개
발 및 확대가 도출됨
－ ‘편안한 공간구성’에서는 자유로운 자료이용 공간 마련, 일반인과 분리되지 않는 공간 구성, 생
활연령 고려가 하위 주제로 도출됨
－ ‘물리적 접근성 확보’에서는 서가의 접근성 강화, 쉬운 안내시설 마련이 하위 주제로 도출됨
－ ‘통합과 공유의 문화 조성’에서는 사서의 전문성 강화, 이용자의 장애인식 개선이 하위 주제로 도출됨
－ ‘학교 도서관과의 협력 체제 강화’에서는 교과연계 독서프로그램 확산, 특수교사 지원이
하위 주제로 도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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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1> 질적 조사 결과 도출된 주제
구분

대주제

하위주제

심리적 장벽

∙ 주변의 부정적 시선
∙ 행동의 제재 요구
∙ 도서관의 비협조적 태도

물리적 장벽

∙
∙
∙
∙

도서와 프로그램 확충

∙ 흥미와 요구에 적합한 도서 구비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편안한 공간 구성

∙ 자유로운 자료이용공간 마련
∙ 일반인과 분리되지 않는 공간 구성
∙ 생활연령 고려

도서관서비스 이용의 장벽

도서관서비스 활용을 위한
지원요구
물리적 접근성 확보

지리적 제약
낙후된 환경
도서 및 프로그램의 부족
복잡한 자료분류 체계

∙ 서가의 접근성 강화
∙ 쉬운 안내시설 마련

통합과 공유의
문화 조성

∙ 사서의 전문성 강화
∙ 이용자의 장애인식 개선

학교 도서관과의 협력체제
강화

∙ 교과연계 독서프로그램 확산
∙ 특수교사 지원

2. 시사점
○ 질적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서관 서비스 발전 방안으로 몇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가. 도서관의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인 문화 조성
○ 심리적 제한을 최소화하고 도서관 문화를 포용적이고도 비차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서
관 이용자의 장애이해를 촉진할 뿐 아니라 도서관 종사자의 인식 개선도 필요함

나. 모든 사람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조성
○ 거시적으로 도서관의 위치는 대중교통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마련하는 것이 모든 사
람이 불편 없이 더 자주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일조할 수 있음
○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도서관 내부 인테리어를 변경하고, 느린 학습자가 원하는 자세로 책
을 읽을 수 있으며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함. 단 환경 조성에서 강조될 점은 일반
인과 분리되지 않는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임
○ 또한, 서가도 느린 학습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서가의 높이, 도서의 배열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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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료 및 프로그램 구비
○ 느린 학습자의 생활연령을 고려하면서도 수준에 적절한 도서를 제작할 필요가 있으며 느린 학습
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난이도를 단계별로 조정한 도서, 흥미와 요구를 반영한 도서를 개발할 필
요가 있음
○ 이 외에 다양한 시사 및 교양정보, 생활정보를 쉬운 어휘로 재구성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느린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특히 또래와 함께 어울릴 기
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함

04. 질적조사

105

05
도서관서비스
발전방안

05
비 전

1

도서관서비스
발전방안

<<

느린 학습자의 삶을 바꾸는 도서관

포용적 문화 조성
∙ 사서의 전문성 강화
∙ 장애인식 개선

2

물리적 환경 개선
∙ 자유로운 자료이용공간 확대
∙ 서가의 접근성 강화
∙ 직관적 안내시설 마련

3

정보서비스 확대
∙ 요구기반 전문정보 제공
∙ 수준 및 특성에 적합한 장서 확보

4

맞춤형 프로그램 확충
∙ 문화행사 확대
∙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 제공

5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관련 기관과의 연계 강화
∙ 학교 도서관 지원
<그림 5-1> 도서관서비스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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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용적 문화 조성
가. 사서의 전문성 강화
⧠ 연구결과
○ 사서의 느린 학습자 특성 이해
－ 느린 학습자 및 가족을 차별 없이 동등하고 자연스럽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파악됨
※ 특별하게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바람

－ 느린 학습자의 행동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도서관 이용자와의 갈등 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개선과제
∙ 느린 학습자에 대한 이해와 태도 향상, 도서관 이용자의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역량 지표 및 교육과정 개발
※ 교육과정은 느린 학습자의 특성, 느린 학습자 및 가족을 대하는 태도, 언어 사용, 에티켓 등을 포함

∙ 다양한 유형의 보수교육 마련 및 제공
※ 예: 집합 연수, 소집단 세미나, 전문가 자문위원회, 온라인 교육

나. 장애인식 개선
⧠ 연구결과
○ 도서관 이용자의 부정적 태도로 인한 심리적 장벽
－ 느린 학습자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소음이나 상동행동 등에 대해 주변에서 부정적 태도를
보이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사회 내 구성원들의 장애이해 및 장애 인식 개선 필요
－ 느린 학습자에 대한 이해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통해 도서관의 수용적인 분위기 조성이 요구됨
개선과제
∙ 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장애 이해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자료를 제공
※ 예: 정기교육 참석 시 인센티브 제공(예, 명예사서 임명), 소책자 배부 등

∙ 지역별, 도서관별로 주로 이용하는 느린 학습자의 장애유형 및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조사를 통해
해당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느린 학습자를 중심으로 교육자료 제작
∙ ‘느린 학습자와 함께 이용’하는 도서관임을 홍보하는 안내물 제공
※ 예: 도서관 홈페이지에 홍보 동영상 탑재, 도서관 내 홍보스티커 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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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리적 환경 개선
가. 자유로운 자료이용공간 확대
⧠ 연구결과
○ 도서관 내 편안하고 자유로운 자료이용공간 마련 요구
－ 느린 학습자가 편안한 자세로 책을 읽을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소음이 허용되며, 물리적으로 쾌
적한 자료이용공간의 마련이 요구됨
－ 이러한 공간이 마련되면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단, 이러한 공간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어 느린 학습자와 일반 이용자가 자
연스럽게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 함
개선과제
∙ 느린 학습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이용공간 구성. 이때 자료이용공간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
두를 위한 환경으로 조성
※ 예: 빈백, 쇼파, 1인용 의자 등 다양한 좌석이 구비되어 독서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 어린이 만화 캐릭터, 알록달록한 색채 사용 지양

∙ 또한, 자료이용실의 명칭도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명명
※ ‘느린 학습자 (혹은 장애인) 전용 열람실’ 푯말사용 지양

<출처: 네이버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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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가의 접근성 강화
⧠ 연구결과
○ 서가 배치 시 물리적 접근의 용이성 확보
－ 서가 공간이 협소하고 책장의 높이가 높아 느린 학습자의 경우 책을 찾고 꺼내기가 불편한 것으
로 지적됨
－ 느린 학습자의 대근육 및 소근육 운동 특성을 고려한 서가 배치의 필요성이 드러남
○ 느린 학습자가 쉽게 도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서분류체계 개선
－ 도서의 분류체계 및 청구기호가 어렵고 복잡하여 느린 학습자가 혼자서 책을 찾기 어려운 것으
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직관적 도서분류 및 배열이 요구되며, 이를 통하여 느린 학습자의 서가 접근성을 향
상시킬 필요가 있음
개선과제
∙ 서가 사이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간격을 두고 배치하며 느린 학습자의 관심이 높거나 이용이 잦
은 자료는 접근이 쉬운 서가에 배열
※ 책장 모서리보호대 부착

∙ 느린 학습자를 위한 도서나 자료는 친숙한 주제별로 배열하고 각 주제에 대한 시각적 자료(그림, 사진)를
함께 배치
∙ 청구기호 대신 단순한 도서분류 방법 활용
※ 예: 색띠, 도형, 사물 모양 등을 사용

<출처: 네이버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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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관적 안내시설 마련
⧠ 연구결과
○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 표지판에 대한 요구
－ 도서관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 표지판이 갖춰
져야 하는 것으로 드러남
개선과제
∙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안내시설 설치
∙ 모든 안내시설을 일관성 있게 제작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
※ 예: 그림, 사진, 픽토그램 등 활용

∙ 도서관 시설에 대한 안내 자료 제작 및 배포
※ 시각적 자료(예, 그림)를 충분히 활용하여 제작하며, 이를 홈페이지에도 탑재하여 느린 학습자가 도서관 시설을 미리 숙
지할 수 있도록 함
※ 실제 도서관의 모습과 가장 유사한 그림 및 사진으로 제작

3. 정보서비스 확대
가. 요구기반 전문정보 제공
⧠ 연구결과
○ 느린 학습자의 요구에 기반한 정보서비스 강화
－ 느린 학습자가 알기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에 관한 요구를 파악한 결과, 주거 및 일상생활 정
보, 안전 및 건강생활 정보, 경제생활 정보, 문화·여가생활 정보, 장애관련 정보로 드러남
－ 이와 같은 정보는 쉬운 어휘로 재구성하여 제공해줄 필요가 있음
개선과제
∙ 느린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전문정보 서비스를 쉽게 제작하여 제공
※ 느린 학습자의 정보요구 유형은 일반학습자와 유사하나 유형별 세부정보는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함. 또한, 생애
주기별로 요구하는 정보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현재 서울시 읽기쉬운자료개발 센터 ‘알다’에서 쉬운 자료를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음

∙ 기존에 정보제공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정보서비스 확대
※ 예,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가족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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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준 및 특성에 적합한 장서 확보
⧠ 연구결과
○ 느린 학습자의 인지적 수준 및 생활연령에 적합한 도서 구비
－ 느린 학습자 도서관 이용의 주요 방해요인으로 적절한 도서의 부족이 지적됨. 또한, 회원절차
가입의 복잡성으로 인한 도서대출의 어려움이 드러남
－ 느린 학습자의 흥미와 수준 등을 고려한 다양한 도서 개발에 대한 높은 요구가 파악됨
개선과제
∙ 느린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에 적합한 도서 구비
※ 느린 학습자에게 적절한 도서는 그들의 인지적 수준, 생활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기존의 도서를 수정 및 보완하여 제공
※ 예: 그림도서, 만화, 음성도서, e-book, 플랩북 등

∙ 느린 학습자의 회원가입 절차 간소화
※ 느린 학습자의 경우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방문 신청을 통한 가입도 고려해야 함

4. 맞춤형 프로그램 확충
가. 문화행사 확대
⧠ 연구결과
○ 시민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 느린 학습자가 정서적으로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고 시민으로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
한 문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개선과제
∙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견학, 관람(예, 미술전시, 박물관), 저자와의 토크쇼 등에 느린 학습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
※ 예: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 신문, SN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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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 제공
⧠ 연구결과
○ 요구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파악됨
－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직업기술 교육의 기회가 요구됨
○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제공
－ 청소년기 및 청년기 느린 학습자의 경우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파악됨
－ 일반 이용자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느린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새로
운 친구를 만나고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개선과제
∙ 직접 조작하거나 만져볼 수 있는 활동 중심,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기존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느린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유도
∙ 직업 및 창업과 연계될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예: 비누공예, 베이킹, 동영상 제작 등

5.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가. 관련 기관과의 연계 강화
⧠ 연구결과
○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부재
－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의 교류가 부족하여 느린 학습자의 도서관 이용에 제한이 있음
－ 느린 학습자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내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요구됨
개선과제
∙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들과의 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 예: 기관 간의 정기 협의회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실무 담당자 (예,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센터 관계자) 간의 상호교류

∙ 유관기관별로 도서관 정기 방문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
※ 느린 학습자에게는 도서관에 대한 친숙함, 에티켓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주민은 포용과 공유의 문화
를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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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 도서관 지원
○ 학교 도서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원 요구
－ 도서관 활용 수업을 위해서는 특수교사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
－ 교과연계 독서교육을 위한 구체적 자료 및 지침에 대한 요구가 파악됨
개선과제
∙ 학교도서관과의 적극적인 교류 활성화 추진
※ 예: 학교도서관과의 협의체 구성

∙ 교과연계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특수교사 대상 연수 및 보수교육 제공
※ 예: 소집단 세미나, 워크샵, 전문 컨설팅 등

∙ 교과내용 및 주제와 연계되는 도서목록 및 독서활동 목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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