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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전부개정

·  지식정보격차해소를 위한도서관의
책무 규정(제43조)

·  국립중앙도서관소속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센터‘ 설립
(’07. 4.5. 1센터, 10명)

2007년 2020년

도서관법일부개정
·  국립중앙도서관소속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12. 8.18. 1관 2과, 18명)

도서관법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소속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20.12.22. 1관 2과, 20명)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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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기증 구입 합계

책 편 책 편 책 책 편

2003-

2017
28,553 1,494 197 887 0 28,750 2,381

2018 3,602 528 254 245 0 3,856 773

2019 3,971 54 129 22 0 4,100 76

2020 6,901 22 555 996 0 7,456 1,018

2021 10,406 298 472 101 0 10,878 399

2022 9,464 209 213 0 1,280 10,957 209

합계 62,897 2,605 1,820 2,251 1,280 65,997 4,856

<온·오프라인 방문이용현황> <온라인자료 이용(다운로드)현황>

구분 이용현황 일일평균 개관일 구분 이용현황 일일평균

장애인
정보누리터 1,524명 5명 325일

대표홈페이지
(nld.go.kr) 38,137건 105건

대표홈페이지
(nld.go.kr) 126,052명 346명 -

국가대체자료
공유시스템앱 273,171건 749건

책나래서비스
(cn.nld.go.kr) 187,104명 513명 - 한국수어영상관앱 3,239건 9건

계 314,680 864명 - 계 314,547건 8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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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명 실․좌석수 비고

대면낭독실 3실 (6석) -독서보조기기 비치(42종 282개)

· 시각 17종 176개

· 청각 8종 30개

· 지체 17종 76개

영상실 3실 (3석)

세미나실 1실 (8석)

정보검색 및열람석 2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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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nt-disabled person is "a person who cannot effectively read print because of a visual, 
physical, perceptual, developmental, cognitive, or learning disability".(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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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제21조(정보통신, 의사소통등에서의정당한편의제공의무) 
-장애인이장애인아닌사람과동등하게접근ㆍ이용할수있도록출판물(전자출판물을포함) 또는영상물을
제공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도서관법제7조(도서관의책무) 
-도서관은모든국민이신체적ㆍ지역적ㆍ경제적ㆍ사회적여건에관계없이공평한도서관서비스를제공받는데
필요한모든조치를하여야한다

저작권법제33조(시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등) / 제33조의2(청각장애인을위한복제등)

-공표된저작물은점자로복제ㆍ배포및한국수어로변환할수있다.

-공표된어문저작물을녹음하거나시각장애인등을위한전용기록방식(DAISY)으로복제ㆍ배포또는전송 /

음성및음향등을자막할수있다.

* 장애인복지시설, 특수학교, 교육학술시설, 한국수어통역센터로제한

-이용범위는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및정상적인독서를할수없는사람

* 가족, 교사, 보호자및학교, 도서관, 기관에서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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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http://nld.go.kr) 

http://nl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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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http://nld.go.kr) 

http://nl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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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http://nld.go.kr) 

http://nl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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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http://nld.go.kr) 

http://nl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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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전자 유형으로
보통의 문자 크기보다
큰 문자로 제작한 도서

웹 표준 및 접근성 기술 기반,
문자와 음성을 아우르는 전자출판물의
국제표준 포맷

접근성 항목을 추가하여
“Accessible e-book”으로 제작

아날로그 방식의 음성도서를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파일로 변환
(디지털음성도서)

점역된 디지털자료로 점자정보
단말기를 통해 점자와 음성으로
이용 가능

한국점자규정에 따라
점역한 도서(종이책)

KOSIS 비율

전맹

저시력

기술 및 미디어 확장

다양한 장애유형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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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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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장애인이필요로하는도서관자료를우체국택배로원하는곳까지

무료로배달하는서비스

-사업기간 : 2011 ~ (계속사업)

-사업예산 : 229백만원(2022년)

-이용자료 : 책나래서비스운영도서관의관외대출자료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거동불편자에해당하는자

(국민건강보험 공단인정장기요양대상자)

연도
구분 ‘11~’17 2018 2019 2020 2021 2022

운영도서관수 1,404 823 916 1,015 1,059 1,093

이용건수 71,583 18,292 21,027 25,910 32,562 34,230

이용자수 44,350 9,406 10,253 11,320 13,675 13,583

이용자료수 349,311 76,740 79,940 93,662 118,109 10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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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장애유형별 도서관 / 참여인원 프로그램

운영(회)

예산

(백만원)시각 청각 발달 지체 기타* 계

2020

기관수 7 3 34 6 - 50

437 206

인원수 551 170 2,304 256 - 3,281

2021
기관수 4 2 22 2 - 30

363 117

인원수 408 150 2,369 163 0 3,090

2022
기관수 9 4 43 4 - 60

816 250
인원수 115 49 557 95 - 7,351

합계

(기관수/인원)

58 46 179 21 11 315개관
3,424 =

5,042 3,200 15,617 1,834 1,458 33,6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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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연도 ‘09~‘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누계

지원도서관수 120개관 26개관 24개관 31개관 34개관 27개관 38개관 34개관 334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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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접근성을위해서는 ‘콘텐츠의접근성’과 ‘콘텐츠뷰어의접근성’, ‘콘텐츠서비스
플랫폼의접근성’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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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접근성’과 ‘콘텐츠뷰어의접근성’, ‘콘텐츠서비스플랫폼의접근성’



31 / 35

• 표준 EPUBCHECK/ACE 통합자동화검증도구를활용하여효율적인전자책접근성검증진행

‘콘텐츠의접근성’과 ‘콘텐츠뷰어의접근성’, ‘콘텐츠서비스플랫폼의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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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접근성’과 ‘콘텐츠뷰어의접근성’, ‘콘텐츠서비스플랫폼의접근성’



33 / 35

‘콘텐츠의접근성’과 ‘콘텐츠뷰어의접근성’, ‘콘텐츠서비스플랫폼의접근성’



34 / 35

‘콘텐츠의접근성’과 ‘콘텐츠뷰어의접근성’, ‘콘텐츠서비스플랫폼의접근성’




	スライド番号 1
	スライド番号 2
	スライド番号 3
	スライド番号 4
	スライド番号 5
	장서 현황 및 이용 현황 
	장애인정보누리터 
	スライド番号 8
	1) 장애유형, 자료매체별 대체자료 제작관련 법률 근거
	1) 장애유형, 자료매체별 대체자료 제작관련 법률 근거
	2)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 점자자료 
	2)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 디지털음성자료 
	3)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 – Korea sign language video material
	4)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easy to read book)
	5) 전자출판물의 접근성 지원
	6) 대체자료 제작의 변화 
	1)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 목적 
	1)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 방식 및 현황
	1)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 프로세스 
	2)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DREAM) 
	2)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DREAM) 
	3) 디지털컬렉션 구축 확대 및 운영 기능 강화
	3) 디지털컬렉션 구축 확대 및 운영 기능 강화
	4) 책나래 서비스(무료 택배서비스) 
	1) 공공도서관 대상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2) 도서관 대상 독서보조기기 지원 사업 
	1) 도서관 직원 대상 교육연수, 국내외 교류협력, 우수사례 공모, 독후감대회 등 운영
	スライド番号 28
	1) 전자출판물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검/인증 체계 구현 
	1) 전자출판물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검/인증 체계 구현 
	1) 전자출판물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검/인증 체계 구현 
	1) 전자출판물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검/인증 체계 구현 
	1) 전자출판물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검/인증 체계 구현 
	콘텐츠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제고 
	플랫폼 접근성을 위한 데이터 개방, 디지털플랫폼 체계 구축
	スライド番号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