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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헬스리터러시(Health Literacy)는 적절한 건강진단을 위한 기본적인 건강정보 및 서비스를 획득하

고 처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사서들은 이용자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헬스리터러시도 향상

시켜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도서관 사서에게 적합한 건강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에 기여하고자 건강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사서교육에 적용하였으며, 그 효과를 측정하고 

개선사항도 발견하였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 사서의 CHI(Consumer Health Information) 관련 용어

에 대한 친숙도 증가, 교육후 이용자에 대한 교육증가 및 내용의 다양화, CHI관련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보원의 다양화 및 전문화, 참고서비스에 걸리는 시간 절감 및 전문지식 부족의 한계

에 대한 부담 감소 등의 부분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서대상 CHI관

련 교육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수행된 연구로 교육강사 및 주제의 다양성, 방법론 부분에서 많

은 한계가 있었으며, 향후 보다 발전된 CHI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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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alth literacy is the degree to which individuals have the capacity to obtain, process, and 

understand basic health information and services needed to make appropriate health decisions. 

Librarians should improve their health literacy as well as that of their users' in order to help library 

users make well-informed decisions. In this study, we developed educational programs related to CHI 

(Consumer Health Information) suitable for Korean public librarians' professional development. We 

measured the effectiveness of the training after its administration and found areas in which 

improvement was necessary.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e following effects on public librarians 

after they completed the training: improved the public librarians' familiarity with CHI-related terms; 

increased education for users and diversification of resources; diversification and specialization of 

information sources which librarians used to perform CHI-related services; reduced time for reference 

services; increased professional knowledge in this area. However, this research represented the 

first time CHI-related education for public librarians was performed in Korea, and therefore many 

limitations were present in the education instructor, the diversity of subjects, and the methodology. 

Development of more advanced CHI-related education programs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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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ption

1. 서 론

헬스리터러시(Health Literacy)란 ‘Healthy 

People 2010' 보고서에 따르면 ‘적절한 건강진

단을 위한 기본적인 건강정보 및 서비스를 획

득하고 처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0). 즉 헬스리터러시는 이용자들이 건강정

보가 필요한 때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적합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정보원이 될 만한 것을 

식별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정보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특정 상황에 적절한 

정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적합한 건강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고, 이

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MLA Net 2003). 교육내용은 인

터넷 상의 정보자원을 찾는 방법, MedlinePlus

나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등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탐색하는 방법, 웹 정보자원 중 

질 높고 신뢰할만한 CHI(Consumer Health 

Information) 정보원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방

법, 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최신 연구 정보를 찾는 

방법, 의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공급자의 자격증 

정보를 찾는 방법 등이 될 수 있다(Schwar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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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2; Helpner 2006; Richetelle 2003). 

교육방법으로는 웹기반, 워크숍, 교육용 툴킷, 

비디오 교육 등이 있다(Wu. et al. 2006). 

건강정보관련 교육은 교육 대상자의 건강정

보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이를 

소비자건강정보 리터러시(Consumer Health 

Information Literacy, CHI literacy)라 하며, 

CHI 리터러시는 사서대상과 이용자대상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들의 CHI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건강정

보를 찾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 수

가 증가하고 있고, 많은 이용자가 공공도서관을 

CHI를 위한 선호 정보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Derring and Harris 1996). 따라서 

연구자들은 이러한 이용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도서관이 CHI 정보원을 일반인과 연결시

키는 중개자의 역할, CHI 서비스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Rees 1982; Gillaspy 

2000). 

이와 같이 이용자들의 CHI에 대한 관심과 

공공도서관의 CHI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는 계

속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정보상담에 대한 훈

련을 받을 기회가 적은 공공도서관 사서들에

게 효율적인 CH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많

은 부담이 된다. Benedetti(2002)는 공공도서

관 사서들이 CHI 참고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상당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 이

유는 공공도서관은 의학 및 CHI관련 장서를 

확장할 여유가 없고, 의학 전문지식이 상대적

으로 부족한 사서들이 잘못된 의학적 ‘충고', 

혹은 ‘답변’을 제공할까봐 걱정하기 때문이라

고 하였다.

이러한 현실의 공공도서관 사서들을 지원하

기 위해, Gillaspy(2000)는 공공도서관 사서는 

전문적인 의학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CHI 서비스를 기획하고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상당히 구체적인데, 

서비스 대상 결정, 비전 및 미션 결정, 서비스범

위 결정, 장서범위 결정, 물리적인 시설 계획, 

직원요건 결정, 미션수행을 위한 충분한 예산, 

CHI 사서고용,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기술 결

정, 정책 및 절차 개발, 장서 선정, 마케팅 기획, 

지속적 PR계획, 문서형식 및 통계형식 개발, 

서비스 평가계획, 서비스오픈 등이 해당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에서 개발된 

건강정보원 평가기준 및 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된 건강정보원들 중 비교적 높은 순위에 

있는 정보원에 대한 이용교육과 소비자건강정

보원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 후 공공도서관의 CHI 서비스에 대한 사

서의 인식변화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즉, 건강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공공

도서관 사서에게 적용한 후 그 적용효과를 측

정하였으며, 제공된 교육프로그램 만족도를 분

석한 후 최종적으로 국내 공공도서관에 적합

한 건강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

고자 하였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을 홈페이지로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써 전국의 공공도서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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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기대효과는 첫째, 교육후 사

서의 CHI에 대한 인식변화 및 서비스 품질의 

향상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국내 CHI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안할 수 있다.

둘째, 교육을 받은 사서는 CHI에 대한 전문

지식, CHI 정보원에 대한 폭넓은 지식 습득으

로 CHI관련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신

감을 가지고 CHI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이용자 대상 CHI활용교육까지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선행 연구

인터넷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건강정

보원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CHI 정보원의 평가자 및 제공자로서의 사서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

다. 이에 피츠버그의 카네기 도서관(Carnegie 

Library of Pittsburgh, CPL)은 CHI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일관성 있고 고품질의 소

비자건강보조를 위한 사서교육프로그램을 계

획했다. Clark(2003)은 CPL이 소비자건강정

보와 관련한 직원교육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지역사회와 직원의 요구에 대해 연구하며, 식

별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한 것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공

공도서관의 직원훈련 후에 직원경쟁력이 제고

되었다고 평가했고, 훈련을 위해 개발한 교육

내용 및 과정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텍사스여자대학(Texas Woman’s Univer- 

sity)과 달라스공공도서관(Dallas Public Li- 

brary, DPL)이 수행한 협력프로젝트는 공공

도서관내 CHI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의 

표현이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웹기반교육자

료 개발을 지원하고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공공

도서관 사서와 도서관 이용자들의 교육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있다. 이 훈련 프로그램은 실무교

육 및 웹기반 교육을 목표로 설계 및 구현되었

으며, 공공도서관 참고사서는 이용자에게 CH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 지원을 받았

다. Snyder, Huber, Wegmann(2002)는 연구

를 통해 DPL직원들에게 질 높은 CHI관련 훈

련을 제공하기 위한 이 협력프로그램에 대해

서 분석하고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간의 성

공적인 협력프로젝트로서 평가하였으며, 협력

노력의 결과는 CHI에 있어서 문화적, 언어적, 

문맹적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하는데 기여하였

다고 하였다. 

미국 의학도서관협력협회(National Network 

of Libraries of Medicine, NNLM)는 CHI를 

효과적으로 찾는 방법을 알고자 하는 사람 및 이

용자를 교육하기를 원하는 사서들을 위해 교육

자원 및 아웃리치서비스를 개발했다. NNLM 

웹사이트에서는 CHI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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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며, 지역의학도서관(Regional Medical 

Libraries, RMLs)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무료훈련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Educational Clearinghouse 데이터베이스는 생

물의학 및 건강관련 문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

공한다(Champ-Blackwell and Weldon 2005). 

NNLM 산하의 국가직업훈련센터(National 

Training Center Clearinghouse, NTCC)가 

제공하는 일부 CHI 워크숍 시리즈는 다음과 

같다. 

∙Prescription for Success: Consumer 

Health Information on the Internet

∙From Snake Oil to Penicillin: Eval- 

uating Consumer Health Information 

on the Internet

∙Looking in All the Wrong Places: 

PubMed for Public Librarians

∙Beyond an Apple a Day: Providing 

Consumer Health Information in a 

Public Library

∙An Evidence Based Approach to Com- 

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MedlinePlus

∙Consumer Health: An Online Manual

∙PubMed in Your Pocket … Medical 

Research at Your Fingertips

∙Making PubMed Work for You

1998년에 쿠퍼대학 의학센터 소속의 L. Sharp 

의학도서관(L. Sharp Health Sciences Library 

at Cooper Hospital/University Medical Center)

의 사서들은 ‘Consumer Health Resources on 

the Web'이라는 강의의 교육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웹페이지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CHI관련 

정보자원은 물론 교육팁(teaching tips)을 포

함하는 이 웹페이지는 다양한 추가 강의를 지

원하게 될 때마다 확장되고 개정되어 왔으며, 

이제는 환자와 직원을 위한 교육 자료로서 필

수적인 자원이 되었다(Calabretta, Cavanaugh, 

and Swartz 2003). 이 교육에 참여한 참고사

서는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의학도서관 등 

매우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 소속 사서들이다. 

매사츄세츠 종합병원(Massachusetts Gen- 

eral Hospital) 소속 의학도서관인 트레드웰 도

서관(Treadwell library)은 소비자건강정보 참

고서비스센터(Consumer Health Reference 

Center, CHRC)를 설립하여 사서들간 협력서

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관종의 도서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HRC의 업무에 

관한 정보, 뉴스레터, 웹사이트, 인쇄 및 전자장

서, 계속교육워크숍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

며, CHI관련 샘플 질문 및 각종 통계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다(Stone 2004).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정보자원의 폭발적

인 증가로, 전자형태 또는 책자형태의 정보자

원으로부터 품질 높은 CHI 자료를 검색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문제가 되었다. 어떤 사이

트가 다른 사이트보다 더 좋은지, 어린이를 위

한 자료, 청소년을 위한 자료, 보호자를 위한 

자료는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경우에 책자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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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참조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 전자자원을 참

조해야 하는지, 자원의 신뢰성, 편견, 정확성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질문에 봉

착하게 된다. Kakuk(2003)은 이러한 복잡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종의 사서들을 

지원하기 위해 CHI관련 워크숍들에 대해 소개

하고 있다. 주제는 CHI 탐색자들의 이용패턴, 

인쇄 및 전자장서개발, 질 높은 의료관련 참고

면담실시방법, 질 높은 정보자원 찾기 및 평가

하기, 그리고 네트워크 자원(동료, 지역 CHI 

도서관, 리스트서브, 전자 우편그룹 등) 개발 

등이다. 

Benedetti(2002)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CHI 

관련 참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의학 및 CHI관련 

장서를 확장할 여유가 없으며, 게다가 사서들

은 잘못된 의학적 ‘충고'를 제공하거나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공포감을 느낀다고 말

하고 있다. 충분한 사서훈련을 제공하는 도서

관에 소속된 사서는 거의 모든 분야의 정보자

원을 관리하고 참고서비스를 수행하는데 능하

지만, CHI관련 질문을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

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Benedetti는 CHI 참

고면담의 본질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3시

간훈련 세션을 공공도서관 사서용으로 개발하

여 제시하고, 수많은 신뢰성 있고 사용하기 쉬

운 웹사이트를 사용해서 CHI참고면담의 어려

움이 극복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00년 2월, 피츠버드 대학의 의학도서관

(Health Sciences Library System, HSLS)

은 NLM으로부터 펀드를 받아 일반인이 접근

할 수 있는 CHI관련 전자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펜실베이니아 16개 카운티내 공공

도서관 사서들에게 CHI관련 훈련을 제공하는 

‘Access to Electronic Health Information'의 

기본적인 목표는 첫째, 서부 펜실베이니아 내 

소비자들이 CHI 자원에 대해서 보다 잘 알고, 

이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 둘째, 신뢰성 

있고 권위 있는 CHI자원을 검색하는 방법을 교

육함으로써 CHI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 것, 셋

째, CHI 검색에 있어서 MedlinePlus와 PubMed

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이다. Wessel, Wozar, 

Epstein(2003)은 이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연

구를 수행했으며, 그 결과 대학의 의학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사서에게 CHI관련 교육을 제공함

으로써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참여자의 수, 

긍정적인 교육코스 평가, 그리고 MedlinePlus

를 포함한 다른 정보자원의 이용률 증가 측면에

서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였다.

2.2 사서대상 교육프로그램 사례

한편, 공공도서관 사서들에게 건강관련 교

육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으며, 대표적인 것이 ‘The Librarian 

Is In’과 ‘Crandall/Langeloth Program’이다. 

2.2.1 The Librarian Is In

‘The Librarian Is In; Facing Modern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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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er Health Issues in the Public Library'

라는 교육 비디오는 편람과 함께 이용할 수 있

으며, 공공도서관 사서에게 유용한 교육 자료

이다. 비디오에는 의사의 자격증명서, 암치료, 

대체의학, 의약품 및 감정적 사용자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참고면담 시뮬레이션 장면이 

수록되어 있다(Helms 2001). 

2.2.2 Crandall/Langeloth Program

Crandall/Langeloth 프로그램은 질병이 회

복되고 있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건강관련 정

보를 제공하고, 선도적 기관의 사서에게 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뉴욕 전역에 

걸쳐 소비자건강정보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공

인참고사서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참여도서관

들의 소비자건강정보관련 핵심장서를 개발하

도록 지원한다. 

1998-1999년에 Langeloth Foundation으

로부터의 기금이 시골지역에 위치한 크랜달공

공도서관(Crandall Public Library, CPL) 내 

Langeloth Convalescent Education and 

Information Center와 도심인 뉴욕시의 퀸즈

공공도서관(Queens Public Library, QPL)에 

기부되었다. 초창기의 목적은 질병회복시기에 

있는 환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었다. 이 재단은 2001년에 교육과 서비스의 기

초를 확립할 Langeloth Center를 설치하는데 

$120,000의 기금을 기부했다. 

Langeloth Center에서 전화, 이메일, 대면, 

정보패킷 형태로 요청된 질의는 일반적으로 

24시간 안에 처리된다. 그 센터는 도서, 연속간

행물, 비디오, 온라인데이터베이스, 소비자건강

정보관련 웹사이트를 포함하여 핵심 참고자료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Langeloth Foundation

으로부터의 추가 기금은 크랜달공공도서관이 

해당 서비스를 사서를 포함하여 일반인에게까

지 확장시키기 위한 것이며, 또한 선별된 뉴욕 

도서관들 내에 Langeloth Center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NLM은 뉴욕의 공공도서관 사서

들을 훈련시키는 부분에서 협력을 해주었다. 

LSTA 그랜트는 “Link to Better Health: Con- 

sumer Access to Electronic Health Infor- 

mation"를 지원한다. 이 사이트는 건강관련 

도서관 웹사이트는 물론 10개의 건강관련 웹

페이지를 포함하고 있다. 크랜달공공도서관은 

2002년에 Albany, Brooklyn, Utica의 공공도

서관들에 Langeloth Center를 설치하도록 도

왔으며, LSTA 그랜트는 MedWeb(Online 

Consumer Health Training for the Clinton- 

Essex-Franklin Library System)을 위한 자

금을 투자했다. Langeloth Foundation 그랜

트는 ‘성공 규칙: 인터넷상의 소비자건강정보’, 

‘만병통치약에서부터 페니실린까지: 인터넷상

의 소비자건강정보원 평가'와 같은, 사서를 위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원

하기도 했다. 

2.3 시사점

위의 선행 연구 및 공공도서관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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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대상 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CHI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공공도서

관들은 CHI의 평가자 및 제공자로서의 사서의 

역할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사서들의 이러

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서들을 대상으로 

CHI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CHI관련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대학

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등 다양한 관종의 도서

관과 협력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미국 의학도서관협력협회가 사서교육

을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훈련프로그램

을 무료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육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CHI 워크숍 시리즈 

및 웹사이트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넷째, 의학도서관이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 

참고사서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사례

가 많으며, 교육자료는 웹사이트로 개발하여 제

공하고 있다. 특히 매사츄세츠 종합병원의 트레

드웰 도서관은 뉴스레터, 웹사이트, 인쇄 및 전

자장서, 계속교육워크숍 등에 대한 정보, CHI관

련 샘플 질문 및 각종 통계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3. 연구질문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교

육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며, 더

불어 CHI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관련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

구에 앞서 수행된 연구를 통해 CHI관련 서비스 

제공여부, CHI 장서 및 정보원 구축여부, CHI 

참고서비스 제공여부, CHI관련 교육 경험 여부, 

CHI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여부 등

에 대해서 파악하였다(노영희 2011; 노영희, 오

상희 2011). 그 중에 교육과 관련된 결과를 보

면, CHI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HI관련 교육경험을 제

공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다.

 

∙RQ1: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가장 기본적

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건강정보관련 

용어에 익숙할 것인가?

∙RQ2: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CHI관련 참

고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점은 무엇이며, 교육은 어떤 점에 주안점

을 두어야 할 것인가?

∙RQ3: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CHI관련 교육

을 원하는가? 원한다면 어떤 종류의 교육 

프로그램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것인가? 

∙RQ4: CHI관련 교육이 사서들의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위 연구질문에 대한 것은 설문 문항으로 개

발하여 조사․분석함으로써 논의를 통해 그 

답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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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설계 및 방법론

건강정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노령인구

의 증가로 건강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이용자들

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는 곳이 공공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

나 국내 공공도서관의 경우 CHI에 대한 서비

스 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서들은 이용

자들의 요구에 당황해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이용자에게 신뢰성 있

는 건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관

련 지식을 획득해야 하는데, 국내 어떤 기관에

서도 공공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CHI 

관련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CHI관련 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육이 현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인식에 어떠

한 변화를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즉 사

서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이수 

전과 후의 차이를 분석하여 사서의 인식변화

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의 장단점 분석 및 개선방향 모색을 

기반으로 국내에 적합한 사서대상 교육프로그

램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CHI 교육방법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워크숍 등의 다양한 교육방

법이 있으나, 이들 교육 방법간의 비교는 본 연

구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생략

하였다. 

4.1 사서교육 프로그램 설계

본 연구과정에서 제공되는 사서대상 교육프

로그램은 CHI관련 주제가 국내에 생소하고 공

공도서관에서 CHI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에 대해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

서 수행되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의 주제는 비

교적 쉽게 잡았다. 즉 CHI 서비스의 의미 및 왜 

공공도서관에서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를 제공

해야 하는지,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는 국내외 사례 및 현황, 그리고 10여개의 

소비자건강정보원 활용방법 등이다. 이러한 연

구주제는 본 연구의 연구자와 강사진이 서너 

번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정하였으며, 한 달

간의 준비기간을 통해 완료하였다. 

사서들을 위한 교육방법으로는 세미나 및 토

론 방식을 선택했다. 강사가 강의를 제공하고 

그 주제에 대해 질문과 토론을 통해 공공도서관

이 CHI와 관련하여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

고, 이용자의 CHI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강사진은 건강정보원에 대해서 비교적 관심

이 있는 공공도서관 사서들로 구성하였으며, 

총 3명의 강사가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약 1시간씩 강의를 진행하였다. 

교육교재로는 건강관련 지식정보원 시리즈 

총 4권(노영희 2012a~d), 10개의 CHI관련 웹

정보원 활용매뉴얼, 교육을 위해 개발된 CHI 

정보원 홈페이지(각종 건강정보원 웹사이트 링

크 제공 및 개념에 대한 소개), 그리고 강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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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강의록이다(<표 1> 참조). 

CHI 정보원 홈페이지는 사서들에 대한 교

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사이트이다(<그림 1> 참조). 소비자건강정보

원포털(HPK, HealthPortal-Korea, 헬스포털

코리아)은 한국의 도서관에서 품질 높은 소비

자건강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최

초로 구축된 것으로, 소비자건강정보원을 체계

적으로 수집하여 건강정보원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이트이다. 본 사이트에서는 국내와 국외

의 건강정보원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책자와 

논문뿐만 아니라 교육자료를 제공한다. 

사이트 소개부분에서는 HPK는 ‘한국 도서

관에서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 제공 운동(CHI 

Service Movement in Korean Libraries)'이

라고 소개하고 있다. 건강정보원 부분에서는

구 분 내 용

강사 공공도서  사서 3명

토론자 주제별 각각 2명의 공공도서  사서(총 6명)

세미나 주제

소비자건강정보콘텐츠와 도서
- 제 1주제: 공공도서 에서의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 의미
- 제 2주제: 국내외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 사례  황
- 제 3주제: 공공도서 에서의 소비자건강정보 활용방안

교육시간 하루

교육효과 측정 설문지(교육 후의 설문 2회)

교육 상 
16명의 공공도서  사서(이  설문 참여자는 12명)
참고정보원 수업을 듣는 문헌정보학과 학생 약 40여명

교육의 의미
한국 도서 에서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 제공 운동(CHI Service Movement in Korean 
Libraries)

<표 1> 사서대상 CHI 교육설계 내용 

<그림 1> 헬스포털코리아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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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건의 국내 정보원, 80건의 해외 정보원, 총 

191건의 정보원을 제공하고 있고, 이용자가 각

각의 사이트에 별점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관련도서 및 논문 부분에서는 

건강정보와 관련된 도서 및 논문을 소개하고 있

으며, 교육자료 부분에는 사서 및 이용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들이 게재되어 있다. 또한 

커뮤니티 부분에서는 사서나 이용자가 건강정

보와 관련하여 질문답변을 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2 표집 방법 및 데이터 수집절차

국내 공공도서관 사서들에게 CHI 서비스는 

매우 새로운 서비스이며, 더구나 CHI 교육 및 

세미나는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CHI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공공도서관 사서들

을 교육대상으로 섭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본 연구

를 위해 CHI 교육에 참여할 사서를 섭외하였다.

먼저, 2011년에 수행된 ‘국내 공공도서관의 

소비자건강정보 제공현황 조사분석 연구’(노영

희 2011)에서 ‘2010년 도서관연감’에 등재된 

약 748개 기관 중 CHI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129개의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분석하

였고, 같은 해 ‘공공도서관에서 소비자건강정

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사서의 인식 조사연

구’에서 이들 129개 도서관의 참고사서들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총 56명의 사서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6명의 사

서가 CHI관련 교육 참여에 다소 긍정적인 생

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들을 대상

으로 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설명하고 교육에 참

여할 것을 전화로 요청하였다. 이중 교육 참여 

의사를 밝힌 사서는 12명이다. 

이번 교육은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한국 최초의 CHI관련 교육으로서,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한국 도서관에서 소

비자건강정보서비스 제공 운동(CHI Service 

Movement in Korean Libraries)’을 모토로 

정하였으며, 이 의미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였다. 즉, 문헌정

보학을 전공하거나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도메리를 통해 2회

에 걸쳐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참고정보원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이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 결과 세미나에 참석한 공공도서관 사서

의 총 수는 16명이고, 공공도서관 사서가 아닌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수는 40여명 정도로 총 

60여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이 중 설문은 공

공도서관 사서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전후의 설문에 응답한 공공도서관 사서는 

교육전 12명, 교육후 14명이다. 회수된 설문지

는 통계분석을 위하여 문항별로 코딩되었다.

4.3 설문 내용과 문항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설문지의 문항은 해외

에서 CHI 서비스 교육을 한 후 교육효과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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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영역 조사내용 비고

CHI 서비스

제공 황

소비자건강정보 용어에 익숙한 정도 교육 후 비교

이용자가 건강정보를 요구했을 경우 주로 제공하는 자료 교육 후 비교

이용해 본 CHI 련 정보원 교육 후 비교

CHI 련 정보원을 이용하는 빈도 교육 후 비교

건강 련 질문들에 걸리는 시간 교육 후 비교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CHI 련 교육내용 교육 후 비교

건강정보와 련하여 이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할 때 어려웠던 교육 후 비교

이용자들의 건강정보활용능력을 한 교육 로그램 제공여부 교육 후 비교

CHI 교육효과

 

개선요구사항

건강정보 련 세미나/강의/워크 이 제공된다면, 참여의사 교육 후 비교

건강 련 교육 로그램이 업무 수행에 유익할지/한지 교육 후 비교

교육수 의 성 교육후만

교육내용의 흥미성 교육후만

제공된 강의정보의 유용성 교육후만

공공도서  정규 교육 로그램으로 포함 필요성 교육후만

개인  배경

성별

교육 후 동일

연령

문헌정보학 교육정도

도서  근무 경력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 업무

<표 2> 설문지의 내용과 문항 구성

정한 설문연구자료,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CHI 

교육의 효과를 측정한 연구 등을 포괄적으로 

참조하여 개발하였다. 설문개발을 위해 집중적

으로 분석된 논문은 웹기반, 워크숍, 교육용 툴

킷, 비디오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소개한 

논문(Wu, et al. 2006), 공공도서관과 대학도

서관간의 성공적인 협력프로젝트로 평가․연

구한 논문(Snyder, Huber, and Wegmann 

2002),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16개 카운티내 공

공도서관 사서들에게 CHI관련 훈련을 제공하

고 그 성과를 평가한 연구(Wessel, Wozar, and 

Epstein 2003)이다. 최종적으로 CHI 서비스 제

공현황, CHI 교육효과 및 개선요구사항, 그리

고 개인적 배경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

지가 작성되었다. 설문지의 내용과 문항구성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4.4 통계분석기법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통계분석을 위하여 

SAS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 문항 

각각에 대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산출하

였다. 분석기법으로 맥니마 검정과 윌콕슨 순

위합 검정을 사용하였다. 

4.4.1 맥니마 검정 

맥니마 검정(McNemar test)은 서로 상관

관계가 있는 두개의 이항반응 변수의 성공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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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을 비교할 때 사용된다. 맥니마 검정이 필요

한 가장 대표적인 예는 짝지은 표본에서의 이항 

반응 문항에 대한 응답비율 비교이다. 본 연구

에서는 교육전/후의 피교육자들의 응답을 비교

해 교육효과를 측정하는데 맥니마 검정이 사용

되었다. 맥니마 검정의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

다. 이항 반복측정 자료를 <표 3>과 같이 나타

내었을 때, 1번째 측정과 2번째 측정의 성공확

률이 같다는 귀무가설은 p1 + p2 =p1 + p3 로 

표현될 수 있다(pi는 응답자가 ni에 속할 확률). 

2번째 측정 
성공

2번째 측정 
실패

행합계

1번째 측정 

성공
n1 n2 n1 + n2

1번째 측정 

실패
n3 n4 n3 + n4

열합계 n1 + n3 n2 + n4 n

<표 3> 이항 반복측정 자료

따라서 가설검정의 문제는 p2 = p3 에 대한 

검정으로 단순화된다. 이를 위한 맥니마 검정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이 때 맥니마 검정통계량은 대표본에서 자

유도 1인 카이제곱분포를 따른다. 소표본에서

는 이 같은 분포 근사가 정확하지 않으므로 이

항확률을 이용한 정확 분포를 구하여 유의확

률을 계산할 수 있다.

4.4.2 윌콕슨 순위합 검정

윌콕슨 순위합 검정(Wilcoxon rank sum 

test)은 1표본 위치문제에 대한 비모수 검정으

로 맨 휘트니 검정(Mann-Whitney)이라고도 

한다. 이 검정은 표본의 크기가 작아 정규분포

에 대한 대표본근사를 사용할 수 없거나 자료

의 정규성을 가정할 수 없어 T검정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경우

에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없어 교육전후 효과

를 비교할 때 짝지은 T검정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전후 응답 차이에 대한 윌콕슨 순

위합 검정을 실시하였다. 윌콕슨 순위합 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각 관측치의 절대값

에 대해 순위를 부여한 후, 원래 관측값이 귀무

가설에서 가정하는 값(본 연구의 경우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부호를 부여한다. 그 다음 

이를 모두 더한 값이 검정통계량이 되며, 유의

확률은 정확분포를 사용하여 비모수적으로 구

한다. 

5. 결 과

5.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본 연구의 교육에 참여한 피교육자 수는 16

명의 공공도서관 사서와 참고정보원 수업을 

듣는 문헌정보학과 학생 약 40여명이며 교육

을 제공한 강사는 총 3명이었다. 이 중 교육전

에 설문에 참여한 사서 수는 12명, 교육후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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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서업무
(장서개발)

분류/목록
(정리)업무

참고봉사
업무

이용자
교육업무

경영 ․기획
업무

열람(대출반납)
업무

행정(사무)
업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2 4 33.3 2 16.7 5 41.7 3 25 5 41.7 1 8.3 1 8.3

<표 4> 응답자의 담당업무 분포(우선순위대로 2개만 선택)

문에 참여한 사서 수는 14명이었다. 교육전후 

교육효과 측정을 위해 교육전 설문에 참여하

지 않은 사서의 응답은 제외하고 12명의 설문

결과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였다. 또한 40여명

의 학생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나 이번 교육의 

목적은 현직 공공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것이므로 설문을 하지 않았으며, 다만 

공공도서관에서의 CHI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

식을 확산시키는데 의의를 두고자 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12명의 공공도서관 사서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피교육자 중 설문에 참여한 사서의 성별

조사에서 남성은 16.7%, 여성은 83.3%로 여

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응답자의 연령대 

분포에서, 20-29세의 비율은 16.7%, 30-39세 

33.3%, 40-49세 25%, 50-59세 16.7%로 나타

났다(무응답자 8.3%). 응답자의 문헌정보학 

교육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학원 박사 졸업자 

8.3%, 석사 졸업자 25%, 4년제 학부 졸업자 

50%, 사서교육원 8.3%, 무응답자 8.3%로 나

타났다. 또한 응답자가 담당했던 업무 중 가장 

오랫동안 담당했던 업무는 무엇인지 우선순위

대로 2개만 선택하도록 한 결과, 참고봉사업무

와 경영․기획업무가 각각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서업무 33.3%, 이용자

교육업무 25%, 분류목록업무 16.7% 순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5.2 교육효과 분석

본 연구는 교육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총 10개의 문항은 

교육전후에 배포된 설문문항에 동일하도록 하

였다. 즉 교육효과 측정을 위한 질문은 소비자

건강정보 용어에 익숙한 정도, 이용자가 건강

정보를 요구했을 경우 주로 제공하는 자료, 이

용해 본 CHI관련 정보원, CHI관련 정보원을 이

용하는 빈도, 건강관련 질문답변에 걸리는 시

간,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CHI관련 교육내용, 

건강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할 때 어려웠던 점, 이용자들의 건강정보활용능

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여부, 건강정보

관련 세미나/강의/워크숍참여의사, 건강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업무 수행에 유익할지에 대한 

사항 등이다. 

 

5.2.1 소비자건강정보 용어에 익숙한 정도

소비자건강정보 관련 용어에 익숙해진 정도

를 측정하였으며, 익숙해진 사서의 수는 늘어

난 반면, 익숙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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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상당히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익숙하다는 8.3%에서 

25%로 증가하였고 익숙하지 않다는 75.0%에

서 33.3%로 줄어들었다. 통계적 유의성을 검

정하기 위해 p값을 분석하였으나 교육전후의 

설문에 참여한 사서의 수가 총 12명으로 통계

적 유의성을 판정하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표 5> 참조). 한편, 매우 익숙하다는 응답은 

교육후에도 없었는데 이는 건강정보교육이 국

내에서 최초로 수행되었고 교육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사서들이 자신 있게 매우 익숙

하다고 응답하는데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사

료된다. 

5.2.2 이용자들의 CHI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여부

이용자들의 건강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

기 위해 각 공공도서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전체적으로 교육

전보다 교육후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숫자가 늘어났으나 그 숫자가 미미하며, 의료

관련단체 활용방법 및 건강정보 데이터검색 

및 활용방법에 대한 것은 교육후에도 한 도서

관에서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교육후에도 건강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응답한 도서관이 91.7%

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기타  

교육
전후

합계 익숙하다 보통이다 익숙하지 않다 매우 익숙하지 않다
평균값 표준편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교육 12 100 1 8.3 2 16.7 7 58.3 2 16.7 2.167 0.835

교육후 12 100 3 25 5 41.7 3 25 1 8.3 2.833 0.937

통계량 18 pValue 0.1548

<표 5> CHI관련 용어에 익숙한 정도

교육
전후

합계

웹사이트의 건강정보 
검색방법

의료관련단체활용방법
건강정보 데이터검색 

및 활용방법
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최신 

연구 정보를 찾는 방법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교육 12 100 0 0 12 100 12 100 12 100 0 0 12 100

교육후 12 100 1 8.3 11 91.7 12 100 12 100 1 8.3 11 91.7

교육
전후

합계

질높고 신뢰할만한 
건강정보원 판별방법

의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공급자의 자격증 

정보 찾는 방법

의사 등 전문가에 의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교육 12 100 0 0 12 100 0 0 12 100 1 8.3 11 91.7 1 8.3 11 91.7

교육후 12 100 1 8.3 11 91.7 1 8.3 11 91.7 11 91.7 1 8.3 0 0 12 100

<표 6> 이용자들의 건강정보활용능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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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입력한 내용의 의견을 보면, 일단 사서

자신이 건강정보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

으며,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서는 도서관 전체 직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위 설문 결과 및 도서관 사서의 의견을 종합

적으로 정리해보면, 교육후에 이용자들의 건강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그 내용도 다양해 졌음이 미미하게

나마 나타났다. 따라서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CHI관련 교육이 늘어나면 이용자들에 대한 교

육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서들

의 지식과 공감대가 전체적으로 향상되어야 하

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건강정보에 대

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Derring and Harris 

1996)과 정확하고 신속한 건강정보를 제공해야 

할 공공도서관의 의무(Rees 1982; Gillaspy 

2000)와 해외에는 이미 건강정보관련 교육사

이트와 전문교육기관이 많이 있음(Champ- 

Blackwell and Weldon 2005; Stone 2004)을 

관장을 비롯한 국가기관에 알릴 필요가 있다

고 본다. 

5.2.3 건강정보서비스를 위해 활용하는 

자료

<표 7>을 볼 때 이용자의 건강정보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활용하는 자료가 교육전보다 

교육후가 훨씬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혀 이용되지 않았던 의학관련 데이터베이스

를 활용하는 비율이 8.3%로 증가하고 뉴스나 

미디어 매체 활용비율이 33.3%로 증가하였다. 

그 외 의학관련 참고정보원 이용비율이 16.7%

에서 41.7%로, 웹사이트 정보 이용비율이 8.3% 

교육전후
합계

뉴스나 미디어 매체 의학 저널, 매거진(프린트 자료) 의학관련 데이터베이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교육 12 100 0 0 12 100 3 25 9 75 0 0 12 100

교육후 12 100 4 33.3 8 66.7 5 41.7 7 58.3 1 8.3 11 91.7

교육전후
합계

의학관련 참고정보원 관련도서 대출 웹사이트 정보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교육 12 100 2 16.7 10 83.3 8 66.7 4 33.3 1 8.3 11 91.7

교육후 12 100 5 41.7 7 58.3 10 83.3 2 16.7 7 58.3 5 41.7

교육전후
합계

자관의 다른 사서 소개 타관의 다른 사서 소개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교육 12 100 0 0 12 100 0 0 12 100

교육후 12 100 0 0 12 100 0 0 12 100

<표 7> 이용자가 건강정보를 요구했을 경우 주로 제공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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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58.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웹사이트 부분에서 p값이 0.03125로 유의수준 

0.05보다 낮아 유의하게 교육효과가 나타난 부

분이라 할 수 있다. 

이용자가 사서에게 건강정보를 요구했을 때 

주로 활용하는 자료에 대해 교육전후의 차이

를 분석하였으며, 이용자에게 자관 또는 타관

의 다른 사서들을 소개해 준다는 것만 교육전

후에 전혀 차이가 없었고 다른 항목에서는 변

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사서들을 소

개해 주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 분야에 대한 지

식이 별로 없는 경우,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해 줄 사서를 알고 있는 경

우, 적어도 그 분야에 전문화된 도서관을 알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또한 

국내에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가 도입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

는 전문사서나 도서관을 아는 것은 어려울 것

이며, 아직까지 이 분야에 전문화된 도서관이

나 전문사서가 별로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볼 때 소비자건강정보 전문사서의 양

성과 소비자건강정보에 특성화된 도서관의 필

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해외의 소비자

건강정보 참고서비스센터(CHRC)가 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이 기관은 사서들간 협력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관종의 도서관 직원

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2.4 이용해본 CHI관련 정보원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소비자건강정보와 관

련된 정보원을 이용해 본 경험정도에 대해 질문

하였다. 이용경험 정도에 대한 질문을 위해 제

공된 정보원은 2012년에 개발된 CHI 정보원 평

가기준(Oh and Noh 2012)을 기반으로 20여

명의 사서 및 50여명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정보원을 평가한 연구결과(Noh 2013)에

서 상위 순위에 나타난 15건의 국내 CHI 정보

원 사이트를 선정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헬스포털코리아(HealthPortal- 

Korea, HPK)와 미국에서 이용자 교육내용으

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인 PubMed와 

MedLinePlus를 포함시켰다(Champ-Blackwell 

and Weldon 2005; Wessel, Wozar and Epstein 

2003). 교육기간에 이들 사이트들에 대해 소개

하고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시연 

및 교육은 헬스포탈코리아(HPK), 365홈케어, 

하이닥, 비타민 MD, 건강샘, 코메디 닷컴, 조

인스 MSN 건강, 매경헬스, 메드시티, 헬스조

선 등 10개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육전후에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CHI 정보

원을 이용하는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적으로 CHI 정보원 이용비율이 증가했다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시연 교육을 했던 

10개의 사이트에 대한 이용비율의 증가폭이 

큼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교육내용으로 포함시

키지 못했던 eHospital, 닥터, 닥터크레지오, 

PubMed, MedLinePlus 등의 사이트에 대한 

이용비율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거나 아예 이

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이는 다양한 CHI 정보원에 대한 교육은 해당  



공공도서관 사서대상 소비자건강정보(CHI) 관련 교육전후의 인식변화 연구

18

교육전후
합계

PubMed MedLinePlus
헬스포털코리아
(건강정보원포털)

365홈케어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교육 12 100 1 8.3 11 91.7 2 16.7 10 83.3 0 0 12 100 0 0 12 100

교육후 12 100 2 16.7 10 83.3 1 8.3 11 91.7 6 50 6 50 4 33.3 8 66.7

교육전후
합계

eHospital 건강in 건강샘 닥터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교육 12 100 12 100 0 0 12 100 0 0 12 100 12 100

교육후 12 100 12 100 3 25 9 75 2 16.7 10 83.3 12 100

교육전후
합계

닥터코리아 닥터크레지오 매경헬스 메드시티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교육 12 100 0 0 12 100 12 100 2 16.7 10 83.3 0 0 12 100

교육후 12 100 1 8.3 11 91.7 12 100 5 41.7 7 58.3 2 16.7 10 83.3

교육전후
합계

비타민MD 조인스MSN 건강 코메디닷컴 하이닥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교육 12 100 1 8.3 11 91.7 2 16.7 10 83.3 0 0 12 100 0 0 12 100

교육후 12 100 3 25 9 75 5 41.7 7 58.3 1 8.3 11 91.7 1 8.3 11 91.7

교육전후
합계

헬스 MBC 헬스조선 기타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교육 12 100 12 100 6 50 6 50 2 16.7 10 83.3

교육후 12 100 12 100 8 66.7 4 33.3 1 8.3 11 91.7

통계량 18 pValue 0.1548

<표 8> 이용해 본 소비자건강정보 관련 정보원

사이트에 대한 지식과 이용률을 높일 수 있으

며, 이는 곧 이용자 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5.2.5 CHI관련 정보원을 이용하는 빈도 

위 문항에서 제시된 CHI관련 정보원들을 얼

마나 자주 이용하는지 질문하였으며, 전혀 이용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나 몇 달에 한번 이용한다

는 비율이 줄어들고, 한 달에 한번이나 한 달에 

여러 번이라는 비율은 어느 정도 증가하였다

(<표 9> 참조). 그러나 질문에 제시된 빈도 중 

하루에도 여러 번, 하루에 한번 정도, 일주일에 

2-3번 정도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 빈도가 0으

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직도 건강정보원 이용 

빈도는 그다지 높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5.2.6 CHI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

공공도서관 사서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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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여러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몇 달에
한 번

전혀 
이용하지 않음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교육 12 100 1 8.3 0 0 2 16.7 6 50 3 25

교육후 12 100 0 0 2 16.7 5 41.7 4 33.3 1 8.3

통계량 18 pValue 0.1548

<표 9> CHI관련 정보원을 이용하는 빈도

교육
전후

합계 즉답형 질문
참고데스크나 전화로 
해결할 수 있는 질문

 며칠이 걸리는 질문

빈도 %
응답자

수
평균값

표준
편차

pValue
응답자

수
평균값

표준
편차

pValue
응답자

수
평균값

표준
편차

pValue

교육 12 100 8 82.5 5.345
0.625

8 17.5 5.345
0.625

8 0 0
0.5

교육후 12 100 7 70.75 35.05 7 29 35.07 7 0.286 0.488

<표 10> 건강정보 관련 질문의 유형

정보관련 질문들을 총 100%로 했을 때, 그 질

문들의 범주를 즉답형 질문(0-3분 걸리는 질

문), 참고데스크나 전화로 해결할 수 있는 질

문(4-10분 걸리는 질문), 며칠이 걸리는 질문

(사서가 전화요청을 통해, 컨설턴트 받은 후, 

또는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한 후 이용자에게 

답변해 주는 질문)으로 구분하여 이용자의 참

고질의 유형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평균

값으로 비교했을 때, 교육전보다 교육후에 이

용자들의 건강정보관련 참고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이 길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교육전에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교육후에는 타 기관에 대한 

요청이나 컨설턴트를 받는 것, 그리고 추가적

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연구 지향

적, 장기적 참고서비스는 0%에서 0.3%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서들의 건강정

보질문에 대한 관심의 증가 및 자신감의 증가

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표 10> 참조). 

이 경우 교육전후의 평균값에 있어서 유의한 차

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교육후 표준편차가 크

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피교육자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2.7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교육내용

CHI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교육

내용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특정 질병이나 증세

에 관한 정보, 의료 보험 및 의료 혜택에 관한 

정보, 특정 병원이나 의료 기관에 관한 정보, 처

방전이나 약의 부작용에 관한 정보 부분에서 

응답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에 절주 및 음주에 관한 정보, 식이 및 영양

에 관한 정보, 금연에 관한 정보 등의 부분에서

는 응답자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로 보아 사서들은 교육전에 공공도서관에서는 

건강과 관련된 비교적 가벼운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교육후에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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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비교적 깊이 있는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고 할 수 있다(<표 11> 참조). 

해외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해외 공공도서

관 사서들은 이미 특정 질병의 치료와 관련된 자

료까지 제공하고 있고(Champ-Blackwell and 

Weldon 2005), 그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용자들은 마약이나 성에 

대한 정보(임신, 성병), 우울증, 스트레스, 정신

질환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병원에 바로 가

기보다는 그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이나 도서관

에서 미리 학습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도서관

교육
전후

합계

특정 질병이나 증세에 
관한 정보

특정 질병 치료나 
과정에 관한 정보

특정 의사에 관한 정보
의료 보험, 의료 혜택에 

관한 정보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교육 12 100 4 33.3 8 66.7 3 25 9 75 1 8.3 11 91.7 3 25 9 75

교육후 12 100 7 58.3 5 41.7 3 25 9 75 1 8.3 11 91.7 4 33.3 8 66.7

교육
전후

합계

특정 병원이나 의료 
기관에 관한 정보

대체의학 치료나 약에 
관한 정보

특정 실험 약물이나 
치료에 관한 정보

운동이나 피트니스에
관한 정보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교육 12 100 4 33.3 8 66.7 4 33.3 8 66.7 2 16.7 10 83.3 8 66.7

교육후 12 100 6 50 6 50 1 8.3 11 91.7 2 16.7 10 83.3 7 58.3

교육
전후

합계

절주 및 음주에 관한 
정보

식이 및 영양에 관한 
정보

금연에 관한 정보 마약에 대한 정보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교육 12 100 4 33.3 8 66.7 8 66.7 4 33.3 7 58.3 5 41.7 12 100

교육후 12 100 2 16.7 10 83.3 6 50 6 50 4 33.3 8 66.7 12 100

교육
전후

합계

성에 대한 정보
(임신, 성병)

예방에 대한 정보
처방전이나 약의 

부작용에 관한 정보
우울증, 스트레스, 

정신질환에 관한 정보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교육 12 100 6 50 6 50 6 50 6 50 1 8.3 11 91.7 6 50 6 50

교육후 12 100 1 8.3 11 91.7 6 50 6 50 3 25 9 75 6 50 6 50

교육
전후

합계

다이어트나 체중조절에
관한 정보

건강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

최근에 발생한 질병 관련 
모든 정보

기타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교육 12 100 6 50 6 50 10 83.3 2 16.7 8 66.7 4 33.3 12 100

교육후 12 100 6 50 6 50 8 66.7 4 33.3 6 50 6 50 12 100

통계량 18 pValue 0.1548

<표 11> CHI관련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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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용자들이 인터넷의 검증되지 않은 정보보

다 품질 높은 정보원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이는 사서들이 CHI 정보원 평가기준에 대

한 교육이나 관련 정보원에 대한 교육을 받아

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5.2.8 답변시 어려웠던 점과 해결방안

소비자건강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질문

에 답변을 할 때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총 네 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첫째, 건강정보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느끼는 지에 대해 5

점 척도로 답변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교육

전보다 교육후에 건강정보관련 답변을 할 때 

시간이 더 적게 걸린다고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평균값이 3.364에서 2.5%로 줄어들었

고 편차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참

조). p값도 0.5에 가까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의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건강정보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할 때 

자료 및 정보원의 한계를 느끼는지에 대해 질

문하였으며, 평균값이 3.909에서 2.1로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차도 매우 

많이 줄어들었다(<표 13> 참조). p값은 0.0078

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 부분에서도 건강관련 교육의 효과가 크

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건강정보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할 때 

다른 도서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인지에 대

해 질문하였으며, 평균값이 2.364에서 3.9로 증

가한 것으로 보아 교육후에는 관련 질문에 대

한 답변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기관에 답변을 

요청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표 

14> 참조). 이는 건강정보관련 질문을 받았을 

교육전후
합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평균값 표준편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교육 12 100 1 8.3 3 25 6 50 1 8.3 3.364 0.809

교육후 12 100 0 0 0 0 5 41.7 5 41.7 2.5 0.527

통계량 => -7.5 pValue => 0.0625

<표 12> CHI관련 답변시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에 대한 느낌

교육전후
합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평균값 표준편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교육 12 100 2 16.7 7 58.3 1 8.3 1 8.3 3.909 0.831

교육후 12 100 0 0 0 0 1 8.3 9 75 2.1 0.316

통계량 => -18 pValue => 0.0078

<표 13> CHI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할 때 자료 및 정보원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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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후
합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평균값 표준편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교육 12 100 1 8.3 1 8.3 0 0 8 66.7 1 8.3 2.364 1.12

교육후 12 100 1 8.3 7 58.3 2 16.7 0 0 0 0 3.9 0.568

통계량 18.5 pValue 0.0273

<표 14> CHI관련 답변시 다른 기관에 도움 요청 여부

때 자관에서만 해결하려던 자세에서 다른 기

관에까지 참고요청을 하여 답변을 해결해 주려

는 적극적 자세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으로 인해 관련기관에 대한 지식이 

향상되고 건강정보관련 질문도 도서관에서 해

결해 주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인식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요청을 한다면 어떤 유형의 기관에 도

움을 요청하는지 질문하였으며, 그 결과 전반

적으로 외부기관에 대해 요청하는 비율이 증

가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외부 전문기관까지 

정보를 요청하는 일은 미약하며, 이러한 결과

는 교육전후 효과 측정기간이 짧은 것도 영향

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표 15> 참조). 

5.2.9 CHI관련 교육에의 참여여부

건강정보관련 세미나/강의/워크숍이 제공

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하였으며, 

아니라고 응답한 사람은 교육전에도 후에도 

없었으며,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

율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전

에는 66.7%의 응답자가 참여의사가 있다고 하

였고 교육후에는 83.3%의 응답자가 교육에 참

여하겠다고 응답하였다(<표 16> 참조). 

교육
전후

합계
의과대학도서관 병원도서관 협약 의료원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교육 12 100 8 66.7 0 0 0 0 8 66.7 1 8.3 7 58.3

교육후 12 100 5 41.7 1 8.3 1 8.3 5 41.7 1 8.3 5 41.7

교육
전후

합계
주변지역 의료원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교육 12 100 8 66.7 0 0 8 66.7 0 0 8 66.7

교육후 12 100 6 50 1 8.3 5 41.7 1 8.3 5 41.7

통계량 18 pValue 0.1548

<표 15> 도움을 요청하는 기관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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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후
합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평균값 표준편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교육 12 100 0 0 8 66.7 4 33.3 3.667 0.492

교육후 12 100 1 8.3 9 75 2 16.7 3.917 0.515

통계량 6 pValue 0.4531

<표 16> CHI관련 교육에 참여의사 여부

교육전후
합계 그렇다 보통이다

평균값 표준편차
빈도 % 빈도 % 빈도 %

교육 12 100 10 83.3 2 16.7 3.833 0.389

교육후 12 100 9 75 3 25 3.75 0.452

통계량 -1.5 pValue 1

<표 17> 소비자건강정보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정도

5.2.10 CHI관련 교육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정도

건강정보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업무를 수행

하는 데 유익할 것이라 생각는지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간 

감소하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수행된 

교육의 질적인 부분과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을 수 있으며, 개인이 아니라 국가 

및 기관차원에서 교육이 있을 경우 이들의 만

족도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며, 그 인식도에 다

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전보

다 교육후의 평균값이 3.833에서 3.75로 줄어

든 것을 알 수 있다(<표 17> 참조). 

5.3 교육후 개선요구사항 

공공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이번 

CHI관련 교육은 국내에서 최초로 수행된 교육 

프로그램인데다 CHI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

지 않은 상황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CHI 정

보원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포함하여 비교

적 발전된 단계의 교육 내용인 CHI서비스를 

위한 기관간 협력방안이나 효과적인 참고서비

스 제공방안, 아웃리치서비스 방안, 품질 높은 

CHI 정보원 평가기준과 확보방안에 대한 내용 

등은 다룰 수 없었다. 따라서 교육내용은 공공

도서관에서의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 의미, 국

내외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 사례 및 현황, 공

공도서관에서의 소비자건강정보 활용방안 등

으로 비교적 가볍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제공된 교육후의 개선요구 사항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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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함으로써 본 연구 이후에 수행될 수 있는 CHI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

록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수준의 적절

성, 교육내용의 흥미성, 제공된 강의정보의 유

용성, 공공도서관 정규 교육프로그램으로의 포

함 필요성 등의 항목에 대해 질문하였다. 

첫째, 교육수준의 적절성에 대해 질문하였으

며, 교육에 참여한 피교육자들은 이번에 제공된 

교육의 수준이 적절한 지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5%의 

응답자가 교육수준이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번 교육은 초기 단계의 교육으로서 보

다 심층적인 내용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공되

어야 하며, 소비자건강정보 전문사서의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내용이 흥미로웠는지에 대해 질

문하였으며 91.7%가 CHI관련 교육내용이 흥

미로웠다고 응답하였다(<표 18> 참조).

셋째, 제공된 강의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91.7%가 유용했

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1명은 매우 유용했다고 

평가했다(<표 19> 참조). 

넷째, CHI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공공도서관 

사서교육을 위한 정규 교육프로그램으로 포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서,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서는 50%였

고, 포함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사서는 8.3%

였으며, 41.7%는 중간적인 의견을 보여주었다

(<표 20> 참조).

교육후
합계 그렇다 보통이다

빈도 % 빈도 % 빈도 %

교육수 의 성 12 100 9 75 3 25

교육내용의 흥미성 12 100 11 91.7 1 8.3

<표 18> 교육수준의 적절성 및 교육내용의 흥미성

합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교육후 12 100 1 8.3 10 83.3 1 8.3

<표 19> 제공된 강의정보의 유용성

합계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교육후 12 100 6 50 5 41.7 1 8.3

<표 20> CHI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공공도서관 사서의 정규교육프로그램으로 포함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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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논의 및 향후연구
 

6.1 논의

소비자건강정보를 유통시키는 것이 사서의 

역할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건강정보리터러시에 관한 주제가 

사서와 건강 및 의료전문가 등에게 인기가 높

아지고 있다(Kloda 2008). 이는 이용자들이 공

공도서관을 포함한 여러 관종의 도서관이 정보

접근권한을 확실히 보장해준다고 믿으며, 도서

관은 지역사회 일원들의 중립적인 곳이고, 언

제나 환영되어지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

문이다(Burnham and Peterson 2005). 더불

어 공공도서관은 기본적인 리터러시 훈련 및 

CHI 리터러시 교육프로그램 제공에 있어서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사서들에게 

CHI관련 교육경험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측정

했으며, 연구질문에서 제기했던 질문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가장 기본적이라

고 할 수 있는 소비자건강정보관련 용어에 익숙

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교육전에는 75%의 

응답자가 매우 익숙하지 않거나 익숙하지 않다

고 응답하였으나 교육후에는 단지 33.3%의 응

답자가 익숙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참고서비

스 업무에는 자신이 있으나 참고서비스 대상

인 소비자건강정보 주제에 자신감을 갖기 위

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관련분야 용어를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서교육내용

에는 소비자건강정보 관련 용어에 대한 부분

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분야 전문가의 

초청에 의한 용어해설 강의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CHI관련 참고서

비스를 제공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

를 파악함으로써 CHI관련 향후 교육은 어떤 점

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를 파악하고자 하

였다. 설문결과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CHI관련 

참고서비스를 할 때 관련 자료 및 정보원의 한

계를 느끼고 어떤 기관이나 어떤 전문가에게 관

련 정보원을 요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어

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

해 하나의 서비스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이 늘어나고 서비스 부담감도 큰 것으로 보였

다. 교육후에 정보원에 대한 지식과 외부 자원

에 대한 지식향상으로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

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CHI관련 참고서비스 시

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CHI관련 교육

을 원하는지, 원한다면 어떤 종류의 교육 프로

그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파악하고자 하

였다. 교육전과 후에 관계없이 CHI관련 교육

이 있을 경우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사

람은 한명도 없었으며, 건강정보관련 세미나/

강의/워크숍 등의 기회가 제공되면 참여하겠

다고 응답한 사서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

다. 또한 교육후에 CHI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있

으면 참여하겠다는 사서의 비율이 66.7%에서 

83.3%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교육이 사서의 



공공도서관 사서대상 소비자건강정보(CHI) 관련 교육전후의 인식변화 연구

26

CHI 교육에 대한 관심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서들은 CHI관련 교육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들이 원하는 교육의 내용으로

는 건강관련 정보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특정 질병이나 

증세에 관한 정보, 의료 보험 및 의료 혜택에 

관한 정보, 특정 병원이나 의료 기관에 관한 정

보, 처방전이나 약의 부작용에 관한 정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볼 때 공공도서관 사서

들을 대상으로 CHI관련 교육의 기회는 증가되

어야 하며, 교육의 내용으로 CHI관련 정보원에 

대한 교육, 건강정보와 관련된 주제뿐만 아니

라 특정 병원이나 의료기관 정보원에 대한 교

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CHI관련 교육이 사서들의 인식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후 관

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할 기관에 시

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앞 절에서 

표와 함께 충분히 제시되고 설명되었듯이 CHI

관련 교육의 효과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공공도서관 사서

는 ‘공공도서관에서의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

는 참고서비스의 부활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평가하였고, 또 다른 사서는 ‘실제로 공공도서

관에서 건강정보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

는데, 이는 노인 이용자의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였다. 구체

적인 교육의 효과를 보면, CHI관련 용어에 대

한 친숙도 증가, 교육후 이용자에 대한 교육증

가 및 내용의 다양화, CHI관련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보원의 다양화, 참고서

비스에 걸리는 시간 절감 및 전문지식 부족의 

한계에 대한 부담 감소 등의 부분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교육 프로그램은 CHI 서비스에 대한 인식

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매우 소수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그 교육의 효과를 

일반화 시킬 수가 없고, 미래를 위해 공공도서

관들을 위한 교육주제, 교육방법 등을 완벽하게 

제안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

다. 따라서 국내에서 CHI 서비스를 활성화시키

기 위해 더 많은 연구자와 기관들이 노력을 해

야 할 것이다. 해외 사례를 통해서 소개한 바와 

같이 교육내용은 인터넷 상의 정보자원을 찾는 

방법, 온라인데이터베이스를 탐색하는 방법, 웹 

정보자원 중 질 높고 신뢰할만한 CHI정보원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방법, 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최신 연구 정보를 찾는 방법, 의사를 포함한 다

른 의료공급자의 자격증 정보 찾는 방법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교육방법도 웹기반, 워크숍, 교

육용 툴킷, 비디오 교육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앞으로 CHI관련 분야

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6.2 향후연구제안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CHI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고

자 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CHI 교육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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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다음과 같은 연

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CHI 교육에는 사서를 대상으로 할 수

도 있지만, 결국 수혜자는 이용자로서 이용자

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그 효과를 측정하는 연

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도서관 사서 및 이용자들을 대상

으로 한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종의 도서

관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도 수

행되어야 한다. 이는 소비자건강정보를 찾는 

이용자가 지역주민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다양한 관종의, 다양한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는 초기단계의 연구에 지나지 

않고 최초로 수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소

비자건강정보의 의미, 해외의 소비자건강정보

교육 사례, 그리고 소비자건강정보원을 소개하

는 정도로 간단히 시행했지만, 교육내용을 보

다 심도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의료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하는 전

문가를 강사로 초빙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7. 결 론
 

공공도서관에서 소비자건강정보 관련 서비

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Derring and 

Harris 1996), 따라서 사서들의 이와 관련된 교

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음이 본 

연구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서의 사

서의 인식조사를 통해서(노영희 2011; 노영희, 

오상희 2011) 밝혀졌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이

미 이용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서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Champ-Blackwell 

and Weldon 2005).

공공도서관이 소비자건강정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이용자들은 공공도서관

을 CHI관련 정보원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자료

를 찾는 기관으로서 매우 선호하며, 공공도서관

은 원래 참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문적이어

서 CHI 정보원으로 그 주제범위를 넓힘에 있어 

그다지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사서들을 대

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효과와 반

응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매우 긍

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가 보

다 발전된 국내 CHI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교육을 받은 

사서가 CHI에 대한 전문지식, CHI 정보원에 대

한 폭넓은 지식 습득을 통해서 CHI 서비스 이

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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