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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독서치료는 문학을 통해 개인 욕구의 충족 및 건강한 심신을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성원의 육성 건전한, 

여가문화의 창달로 인하여 결국 국민의 총체적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질적 발전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의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의학도서관의 독서치료 서비스.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학도서관의 독서치료 서비스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회원 도서관 중에서 의학도서관 개를 대상으로. 57

사서 명에게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설문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학도서관 사서들은 이용자를57 . , 

대상으로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의학도서관. 

의 독서치료 서비스 개발과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다.

키워드 의학도서관 독서치료 독서치료 서비스 의학도서관 독서치료 사서의 인식: , , , , 

ABSTRACT

Bibliotherapy personal appetite through literature as well as physical and mental health while it also

creates production of healthy society and healthy leisure. As a result, it might be an approach to

qualitative development of our society in terms of being an effective tool to contribute to the overall

welfare improvement of our n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current operation

conditions of bibliotherapy services of medical libraries, to conduct survey on the librarians of perception

about bibliotherapy services,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urvey, to provide basic data for

bibliotherapy services of medical libraries. To do this, Analyses of questionnaires going out to 57

librarians of 57 medical libraries among the member libraries of the Korea Medical Library Association.

Through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t can be seen that the librarians in the medical libraries perceive

highly of providing bibliotherapy services for the us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likely suggest

the need to re-align or shift current bibliotherapy services.

Keywords: Medical library, Bibliotherapy, Bibliotherapy service, Bibliotherapy services of medical 

libraries, Librarians’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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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오늘날 의료기관들은 진료기술이 고도로 발전하여 병원 의료의 질적인 차이가 어느 정도 

평준화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의사 및 의료기관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의료기관들도 고객중심, 

의 경영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의료기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 

라 역시 과거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던 시절에는 의료기관 이용 여부 그 자체가 중요한 문제였

고 이용자보다는 의료인이 부족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수익위주의 의료 행위가 이루어졌다, . 

그러나 국민소득의 증가 의료기관의 신설 기존 의료기관의 확장에 따른 의료 공급의 증대와 , , 

함께 의료 소비자들이 의료에 대한 의식수준과 욕구가 급격하게 높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경. 

제성장에 따른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은 의료서비스가 사회복지의 일환이라는 의식이 보편화

되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증대되었다 한우석 김재열 ( , 2008, 2549).

이와 같은 흐름의 변화에 따라 의료기관 직원들은 높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김수현 . 

등 은 연구를 통해 의료기관 직원들의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지적하면서 지속적(2006, 416) , 

인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스트레스 예방 및 ․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의료기관 직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이용. ․

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료서비스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 

기관의 운영 주체와 모든 소속 기관들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더불어 

직원들이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을 유지 및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주로 의료진들과 의료기관 직원들이 정신건강 

관련 연구와 진료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발굴하고 정리하며 보급하는 , 

곳인 의학도서관은 의료기관 직원들의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까 의학도서관은 의사 및 의과대학생 등의 의료진들에게는 전문 의학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 

여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나아가 전체 직원들에게는 그들이 필요, 

로 하는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서적인 안정을 도울 수 있는 곳이

다 따라서 고객 감동을 중요 부분으로 인식하여 병원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치료를 넘어 . 

치유의 경험 을 할 수 있도록 감성 경영에 주력하고 있는 현 시점에는 의학도서관에(healing) , 

서도 의료기관의 주체인 의료진과 직원들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변화를 먼저 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독서치료는 장기 입원 환자 및 그 가족 등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 

실시하는 병원도서관으로 서비스로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의 의학도서관은 년에 설립된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의 노력으로 점차 전문1968



의학도서관 사서의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3

- 229 -

화 및 세분화가 되고 있는 의학 분야에 걸맞은 적정 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고 있으나 급변하, 

는 현 추세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의학도서관의 서비스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저변을 넓혀 가고 있는 독서치료가 의학도서관 

서비스에도 필요한 분야임을 전제하고 의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이 독서치료 서비스에 ,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조사 및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의학도서관 이용자인 의료진들과 의료기관 직원들을 위한 독서치료 서비스 방안을 제안하

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 및 방법2. 

본 연구는 의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의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고 그 , 

결과를 바탕으로 의학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독서치료 서비스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

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의학도서관과 독서치료 의학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에 대해 고찰하, , 

였다. 

둘째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학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서, 

비스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고자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설문을 실시하여 2014 10 22 10 27

분석을 하였다. 

셋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학도서관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독서치료 , 

서비스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론적 배경. Ⅱ

의학도서관1. 

의학도서관은 모 기관의 연구자와 직원을 위한 의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 정리 분( ) , , 母

석 축적 보존 및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도서관으로서 보건과학도서관, , (Health Sciences 

이라고도 칭하며 병의원 의학교 의학연구소 등에 봉사하는 기관이다 의학도서관Library) , , . 

은 의학에 관한 주제 분야만을 다루며 많은 다른 도서관과 장서 구성 시설 이용자 도서관, , , , 

의 형태 그리고 특정 서비스의 강조 면에서 차이가 있어 전형적인 전문도서관의 형태를 띠, , 

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도서관은 . ‘도서관법’에 따르면 그 설립기관단체의 소속원 또는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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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

는데 의학도서관 역시 이용자진료와 의학 연구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성격에 맞게 , 

운영되고 있다 이연주 ( 2009, 23).

의학도서관은 임상의학 간호학 약학 기초의학 등 인체과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종사하, , , 

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연구 교육 및 이용자치료에 관련된 의학 자료만을 수집 정리, , , 

축적하여 제공한다 의학 분야는 정보회전율이 빠르고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 , 

루어지므로 연구자들은 연구와 이용자치료에 필요한 정보의 습득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 

의학도서관이 최신의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꼭 필요한 정보제공기관이 되기 위

해서는 다양하고 수준 높게 정보가 수집되고 정리되어 이용되는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

다 조찬식 한혜영 ( , 2005, 5).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의 회원 기관 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학도서관은 소속 기관이나 , 

이용자의 성격 또는 재정 지원을 받는 곳에 따라 크게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의과대학 의4 . , 

학전문대학원 및 보건의료 분야의 교수와 학생을 위한 의과대학 및 보건대학도서관 의료기, 

관에 소속되어 모기관의 의료진을 위한 병원도서관 정부산하 연구소를 지원하는 연구소도서, 

관 제약회사처럼 의학과 관련된 산업체에 소속된 제약회사도서관이 그것이며 이들을 , , ‘의학

전문도서관’이라 통칭한다 노동조 김정아 ( , 2010, 46).  

의학도서관은 크게 대학도서관 병원도서실 연구소도서실 기타의 도서관 등 개로 나눌 , , , 4

수 있다 대학도서관은 의과대학 등 학위과정을 가진 대학에 소속되어 교수와 학생의 요구에 . 

서비스하는 도서관이다 병원도서실은 병의원 내에 있는 것을 말하며 연구소도서실은 연구. , 

소 내에 소속된 도서실로 볼 수 있다 조화순 ( 2011, 13-14).

요컨대 의학도서관은 전문도서관으로서 의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존재하고 봉사하여야 하며 의학 관련 정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료 연구 업무의 측면에서 , , , 

의학도서관에 주어진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끊임없, 

이 변화 발전해야 하는 책임을 지닌 전문정보기관이라 할 수 있다 조찬식 · ( 2006, 266).

다음의 표 은 사 한국의학도서관협회에서 발표한 전국 의학도서관 분포 현황이다< 1> ( ) .

독서치료2. 

일반적으로 독서치료는 참여자가 다양한 문학작품들을 매개로 하여 치료자와 일대일이나 

집단으로 토론 글쓰기 그림 그리기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의 구체적 활동과 상호작용을 통해, , 

서 자신의 적응과 성장 및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얻는 것을 뜻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김현희 외 ( 200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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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도서관 형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대전

경상/

부산/

대구

전라/

광주
제주 합계

대학도서관 12 7 6 8 14 6 1 54

병원도서관 31 22 2 4 19 4 1 83

연구소 도서실 8 2 · 5 · · · 15

제약회사 도서실 6 4 · · · · · 10

합계 57 35 8 17 33 10 2 162

표 전국 의학도서관 분포 한국의학도서관협회< 1> ( , 2005)

독서치료는 고대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많은 사람들이 그 효과를 입증하여 오늘날에 이르, 

러서는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 ‘bibliotherapy’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Crothers’였다 그는 . ‘Atlantic Monthly’ 에 (1916, 291-301)

실린 기사에서 “독서치료는 새로운 학문이다 독서치료를 하는 중에 어떤 특정한 책이 가지는 . 

실제적인 치료 효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많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독서치료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게 된 것은 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즉 년 매사추세츠 주1900 . , 1904 (Massachusetts) 

웨벌리 에 있는 맥리안 병원도서관에 독서치료사로 임명된 사서가 독서 (Waverly) (McLean) 

자료를 가지고 이용자 치료에 성공함으로써 독서치료의 가치성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일어나

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독서치료가 도서관 업무의 한 분야로서 처음으로 인정되. 

게 되었다 그러나 독서치료가 정신치료의 하나로서 과학적으로 다루어지게 된 것은 년 . 1937

정신의학자인 박사가 년간에 걸친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실William C. Menninger 5

험연구로 독서치료가 임상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서부터였다 그 후 독서치료는 . 

정신요법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 병원도서관 전문 사서들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되었으

며 년대에 들어와서는 독서치료를 하나의 학 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노, 1960 ( , Science)學

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Tews 1970, 173). 

우리나라에서 독서치료 분야에 대한 관심은 문헌정보학계에서 가장 먼저 가졌다 년. 1960

대에 의 논문이 도서관과 비부리오세라피 라는 제Hannigan (Hannigan 1964, 133-139)｢ ｣

목으로 번역되어 국회도서관보 제 권 호에 게재되었고 년에 김병수가 1 3 , 1968 "인성치료를 위

한 독서요법에 관한 연구 라는 글을 전북교연의 회지인 교육연구 에 게재하여 처음으로 인" ｢ ｣

성치료를 위한 독서요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독서치료 분야는 정신과 이용자들에게 책을 선정해 주고 활용하도록 

돕는 것의 가치를 깨달은 병원도서관 사서들과 의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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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독서치료에 대한 관심이 년대에 크게 증가했고 년대에 . 1940 , 1950

이르러서는 관련 논문이 여 편에 달했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병원도서관 사서400 , 

들에 의해 생산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의학도서관이나 병원도서관에서 의료진 및 직원들. 

을 대상으로 실시된 독서치료 서비스에 관한 사례 보고나 관련 연구는 거의 실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표 는 년부터 년까지 문헌정보학 영역에서의 독서치료 분야 연구 내용을 < 2> 2005 2012

를 통해 임성관LISTA(Library, Information Science & Technology Abstracts) (2012, 

이 분석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분석 내용을 보면 병원도서관에서 환자 봉사 등을 위해 15) . 

독서치료를 실행하고 연구한 내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도서관 사서에 의해 . 

의료진 및 병원의 직원들을 위한 독서치료 서비스가 실행되고 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 

것은 확인할 수 없다.

연구내용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건수

독서치료의 이해 이론 가치 방법 등( , , ) - 3 2 2 2 2 - - 11

독서치료 관련 치료 시 문학 예술( , , ) - - - 1 - - - - 1

도서관 서비스 참고 정보봉사 이용자교육( , , , 

사서 공공 지역 도서관 등, ( ) )
1 4 1 6 2 2 5 2 23

전문성 교육 독서치료사 사서 교과과정( , , ) - 2 - 1 - 1 1 1 6

장서개발 자료목록 선정기준 등( , ) - 1 - - - 1 - - 2

병원도서관 환자 봉사 등( ) - - - 2 1 1 1 - 5

학교도서관 - - - 1 - - - 1 2

대학교도서관 1 - - 1 - 1 - - 3

대상별 정신 문제 등( ) 1 1 1 5 - 4 - 2 14

계 3 11 4 19 5 12 7 6 67

표 문헌정보학 영역에서의 독서치료 연구 내용 분석< 2> 

관종을 불문하고 도서관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서는 심리치료 전문가가 아니다 따라서 상. 

담사나 의사처럼 치료를 진행할 만큼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임상문제. 

가 아닌 발달문제 즉 정서의 영역은 사서가 치유적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치유적 책 읽기를 , 

통해 이용자를 자가 치유의 환경으로 안내하는 안내자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부분이다 사서는 중계자로서 의도된 소극성을 가지고 이용자와의 상호소통과 활동 속에서 . 

이용자의 정서적 불편감 등의 발달문제를 통찰케 하고 왜곡된 정서로 인한 불편감과 미숙한 , 

처신을 직면케 할 수 있다 최영식 그러므로 의학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들( 2014, 71). 

도 치유적 안내자로서 독서치료 분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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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도서관 이용자의 문제3. 

의학도서관의 사서는 의료진 및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만약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 

의학도서관 이용자들이 호소할 수 있는 문제를 탐색하고 그에 대해 안내할 수 있는 적정 자, 

료를 선정하여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가 모색 . 

및 접목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의학도서관의 주 이용자들을 구분하고 그들이 겪는 , 

문제를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의사.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은 전문적 지식의 소유자라는 인식으로 사회적 권위를 인정받으며 높

은 소득 수준을 유지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별 . 

어려움 없이 생활할 것 같지만 치료를 하다 보면 의사로서 무력감과 슬럼프를 경험하게 된, 

다 특히 하루에 여러 명의 이용자들을 대하다 보면 그만큼 의사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용자. 

에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는데 만약 이용자가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면 의사들은 , 

자신이 치료자로서 무능하다고 여길 수가 있다. 

의사들이 경험하는 어떤 스트레스는 직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반면 사회 환경, 

의 변화나 의사직의 자율성에 대한 도전과 같이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스트레스도 있다

심리적인 부담과 의사 결정에 있어서의 자율성이라(Sutherland and Cooper 1992, 1545). 

는 두 차원으로 직무스트레스를 평가한 의 연구에 의하면 의사들은 높은 심Karasek(1979) , 

리적 부담을 가짐과 동시에 높은 자율성을 가진 전문직으로 분류된다 의 모형을 이. Karasek

용하여 미국 의사들의 스트레스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시간적 압박 이용자의 방문 업무 , , 

부담 업무 통제의 자율성 등이 의사들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Linzer et al. 

이것은 의사 결정에 있어서 행동의 자유와 자율성이 보장된다면 높은 심리적 부담이 2002). 

반드시 심한 스트레스로 경험되는 것은 아닌 반면 만약 자율성이 제거되면 의사들에게 요구, 

되는 부담과 과중한 업무량은 참을 수 없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Sutherland 

and Cooper 1992, 1546). 

의료 전문직의 스트레스는 종사자들에게 다양한 부정적인 효과를 끼치고 궁극적으로는 전

체 의료 제공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이들 의료 전문가 집단은 (Muldary 1983). 

보건 의료 영역의 핵심적 위치에 있는 사회 집단이므로 이들의 태도와 변화는 궁극적으로 사

회 구성원들의 건강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다 김종연 외 의사들이 높은 스트레스( 2004, 45). 

를 경험하는 경우 진료의 질과 생산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의사 이용자 관계가 악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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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나친 흡연이나 과음 같은 나쁜 건강 행태를 가지기 쉬워서 이용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

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결국 이용자 치료에 악영향을 끼치고 일반 국민들의 건강 . 

관련 행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전체 국민의 건강 수준을 떨어뜨리는데 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강문국 ( 2006, 3).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사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요인 심리정서적인 문제 을 정리하( )

면 표 과 같다< 3> .

연구자 스트레스 요인

Sutherland and Cooper(1992) 직업의 특성 사회적 변화 등의 상황, 

Karasek(1979) 심리적인 부담 의사 결정에 있어서의 자율성, 

Linzer et al.(2002) 시간적 압박 이용자의 방문 업무 부담 업무 통제의 자율성, , , 

표 의사들의 스트레스 요인< 3>

나 간호사. 

간호사는 의료의 질적 양적인 요구의 증가와 여러 직종의 사람들과의 복잡한 인간관계로 , 

인한 갈등 자신의 감정의 통제 과실이나 사고 등에 대한 책임 이용자수의 증가에 따른 업무, , , 

량의 과중 고도의 긴장과 주의력을 기울여야하는 업무 직접 이용자 간호는 물론 각종 문서, , 

와 정보 및 전자 시스템의 관리와 행정 업무 등으로 업무스트레스 정도가 훨씬 심각하며 다, 

른 직종에 비해서 스트레스 정도가 높다(Grander, Parzen and Stewart 1980).  

특히 시간 연속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임상간호사의 교대근무는 주요한 스트레스 23

원인이 되며 생체리듬의 부적응으로 수면장애 위장장애 불면증 신경장애를 경험하며 가족, , , , 

과의 원만한 유대관계 방해 및 사회 활동의 감소로 인한 갈등과 불만이 깊어지고 밤 근무는 , 

정상적인 수면양상을 방해하고 수면의 질의 저하를 초래하며 수면부족현상이 누적되어 이로 

인한 피로의 증가로 위장관의 장애와 함께 기존 건강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Khaleque and Siddique, 1984).

이와 같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직접적인 서비스의 대부분은 간호사에 의해 제공되며 간호 

인력은 병원 인력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개인적 직업적인 여. , 

러 가지 이유로 다른 직종의 인력에 비해 많은 수가 직장을 떠나고 있다 김조자 박지원 ( , 

이직은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 저하 동료직원의 사기 1991, 383). , 

저하 이용자 간호의 양적질적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킨다 권덕화 고효정 , ( , 2003, 143).․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간호사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요인 심리정서적인 문제 을 정리( )

하면 표 와 같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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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스트레스 요인

Grander, Parzen and Stewart(1980)

의료의 질적 양적인 요구의 증가· , 

여러 직종의 사람들과의 복잡한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 

자신의 감정의 통제, 

과실이나 사고 등에 대한 책임, 

이용자수의 증가에 따른 업무량의 과중, 

고도의 긴장과 주의력을 기울여야하는 업무, 

직접 이용자 간호,

각종 문서와 정보 및 전자 시스템의 관리와 행정 업무 등

Khaleque and Siddique(1984) 교대근무로 인한 생체리듬의 부적응

표 간호사들의 스트레스 요인< 4>

다 의과대학생. 

의대생들의 심리 갈등은 가지의 근원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첫째가 청소년기 적응문제3 . , 

둘째가 장기간 잠재해 오던 정신 내적 갈등의 재연 셋째가 학업에 관련된 문제라고 하였다, . 

의과 대학에서의 경쟁은 필수적인 것이고 또한 의학 공부는 교육의 대체성 가치, (training 

가 타 분야보다 훨씬 적어서 도중 탈락자는 타 직업 전환과 새 직업에서convertible value)

의 경력 발전이 둘 다 어렵게 된다 결국 의대생들은 걱정과 갈등이 쌓이면서도 공부를 특히 . , 

시험공부를 경쟁 속에서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 조두영 ( 1985, 51-55).  

의과대학의 교육 과정은 학습량이 많고 필기 구두시험 구두 발표 등의 과중한 평가가 존· ·

재한다 또한 의과 대학의 독특한 제도 중의 하나로 유급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는 학업성취. . 

도가 부진한 학생에 대해 해당 학년만큼의 기간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모든 

의과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다 박종 등 결국 우리나라의 의과대학생들 모두가 ( 1998, 85-92). 

과중한 평가를 경험하고 있으며 학업 실패로서 나타날 수 있는 유급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고 하겠다 박찬원 의과대학생들은 성공적인 의학 전문인이 되기 위한 과정을 밟아( 1999, 2). 

나가면서 수많은 역경에 직면하게 되는데 자신이 겪게 되는 경험이 부정적으로 자각될수록 , 

이들의 학업 동기가 저하되어 학업성적이 떨어지게 된다 더 나아가 이는 원만(Ames 1992). 

한 의사 환자 관계의 형성과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이들의 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

치게 되며 심지어 유급 및 학업포기 등의 심각한 학업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한다, (Guthrie 

et al. 1998).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과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요인 심리정서적인 문제 을 ( )

정리하면 표 와 같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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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원 병원종사자. ( )

보통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은 간호사를 포함한 행정직과 진료를 지원하는 사람을 포함한

다 이들은 병원종사자라 불리기도 한다. . 

병원종사자들은 의료진들을 지원하면서 때로는 협동을 통하여 의료대상자의 건강유지 및 , 

증진 질병의 예방 건강 회복 고통의 경감 및 건강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체계적이며 전문적, , , 

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종사자들의 본연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긍. 

지를 갖고 업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정당한 평가와 보상 동료나 상하직급에서의 대, , 

인관계가 유지될 때 직무만족은 높아지며 상대적으로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감소되며 자, , 

신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가 유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 

병원종사자들에게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업무를 요구함으로써 이로 인한 조직구성원이 받는 

스트레스는 심각한 문제이며 그것은 조직구성원들에게 심리적 생리적 악영향을 주게 되고, , , 

이것이 과다하거나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되는 경우에 개인의 건강 문제는 물론 결근 성과 , 

저하 불만족 등 조직효과성을 떨어뜨려 결국 이직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학종 , (

1985).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직원 병원종사자 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요인 심리정서적인 문( ) (

제 을 정리하면 표 과 같다) < 6> .

연구자 스트레스 요인

이학종(1985)
다양하고 많은 업무 의료대상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질병의 예방 건강 회복 고통의 경감 ( , , , 

및 건강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업무 수행 로 인한 스트레스)

표 직원 병원종사자 들의 스트레스 요인< 6> (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학도서관의 이용자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 따라서 . 

개인의 건강은 물론 현재 업무에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적정 도움이 필요하다. 

표 은 표 부터 표 까지의 내용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 7> < 3> < 6> .

연구자 스트레스 요인

박종 등(1998) 학습량이 많고 필기 구두시험 구두 발표 등의 과중한 평가가 존재 유급제도 존재· · , 

박찬원(1999) 학업에 대한 심적 부담 과중한 학업 양 수면부족 재정적 압박, , , 

Ames(1992) 역경 및 실패에 대한 경험으로 학업 동기 저하 및 학업성적의 하락

Guthrie et al.(1998) 유급 및 학업포기 등의 심각한 학업문제 야기

표 의과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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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유형 연구자 스트레스 요인

의사

Sutherland and 

Cooper(1992)
직업의 특성 사회적 변화 등의 상황, 

Karasek(1979) 심리적인 부담 의사 결정에 있어서의 자율성, 

Linzer et al.(2002) 시간적 압박 이용자의 방문 업무 부담 업무 통제의 자율성, , , 

간호사

Grander, Parzen and 

Stewart(1980)

의료의 질적 양적인 요구의 증가 여러 직종의 사람들과의 복잡한 인간관· , 

계로 인한 갈등 자신의 감정의 통제 과실이나 사고 등에 대한 책임, , , 

이용자수의 증가에 따른 업무량의 과중 고도의 긴장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하는 업무 직접 이용자 간호 각종 문서와 정보 및 전자 시스템의 관리와 , , 

행정 업무 등

Khaleque and 

Siddique(1984)
교대 근무로 인한 생체리듬의 부적응

의과대학생

박종 등(1998)
학습량이 많고 필기 구두시험 구두 발표 등의 과중한 평가가 존재 유급· · , 

제도 존재

박찬원(1999) 학업에 대한 심적 부담 과중한 학업 양 수면부족 재정적 압박, , , 

Ames(1992) 역경 및 실패에 대한 경험으로 학업 동기 저하 및 학업성적의 하락

Guthrie et al.(1998) 유급 및 학업포기 등의 심각한 학업문제 야기

직원

병원종사자( )
이학종(1985)

다양하고 많은 업무 의료대상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질병의 예방 건강 회( , , 

복 고통의 경감 및 건강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업무 , 

수행 로 인한 스트레스)

표 의학도서관 이용자의 스트레스 요인< 7> 

선행연구4. 

우리나라에서 독서치료 분야에 관한 연구는 문헌정보학계가 주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의. 

학도서관이 주체가 되어 독서치료를 주제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 

선행연구는 의학도서관과 병원도서관을 중심으로 다룬 것에서부터 의과대학 대학원에서 출, 

간된 것 특정 질병을 다룬 것을 두루 고찰하고자 하였다, .

먼저 김경채 는 의학도서관의 독서치료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의학도서(2005) , 

관의 서비스 범위가 의료진을 넘어 병원 내부 고객인 교직원과 이용자 보호자들을 위한 서비, 

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간한 상황별 도서목록을 언급. 

하며 의학도서관계에서도 이용자와 보호자를 위한 도서목록을 발간하고 독서치료가 의학도, , 

서관에서 실시해야 하는 큰 서비스 영역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필요

가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전제하고 .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어서 장귀녀 는 독서요법 관계 문헌들을 통해 그 이론과 시행방법 특히 도서관에(1985) , 

서의 적용 가능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이러한 요법의 시행 가능성. 

과 병원에서 일하는 사서들의 인식 척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과 지방에 있는 병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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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과 그 가운데 원목실이 있는 병원 곳에 따로 질문지를 작성하여 배부한 뒤 분석을 45 , 20

하였다 그 결과 병원도서관의 사서들은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서 독서요법이 다루어지기를 . 

희망하고 독서요법의 시행은 서서히 보편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귀녀의 연구는 의학도, . 

서관이 아닌 병원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향후 병원을 중심으로 독서치료의 접목이 , 

보편화 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는 면에서 본 연구와의 접목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밖에 의학 분야에서 홍을표 는 독서치료가 노인 정신 질환에 효과적이라는 기존(2007)

의 학문적 성과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외국에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치료 방식을 국내에 , 

도입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향후 독서치료가 국내에서 노인의 정신 질환의 , 

치료에 활용될 수 있게 하는데 있어서 이론적 및 임상적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문헌 고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운우 는 암 이용자와 가족을 위한 독서치료 연구를 통해 그들을 위한 상황별 (2005)

목록이 생산될 필요성을 있다고 제안하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 자료들을 선정

해 제시했다 그의 연구는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대상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독서치료 방안. 

을 제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과 같다< 8> .

연구자 연구 내용

김경채(2005)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전제하고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 

연구 실시

장귀녀(1985)
독서요법 관계 문헌들을 통해 그 이론과 시행방법 특히 도서관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조사 , 

연구 실시

홍을표(2007)
독서치료가 국내에서 노인의 정신 질환의 치료에 활용될 수 있게 하는데 있어서 이론적 및 임상

적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문헌 고증적 연구를 진행

이운우(2005)
암 이용자와 가족을 위한 독서치료 연구를 통해 그들을 위한 상황별 목록이 생산될 필요성을 

있다고 제안

표 선행연구 현황< 8>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사서의 인식. Ⅲ

응답자의 일반적 배경 분석1. 

조사 대상 응답자의 일반적인 배경인 성별 연령 기관 소재지 사서 자격의 유무 및 종류, , , , 

의료 기관 형태 도서관 유형 의학도서관 근무 경력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 ,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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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별. 

표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설문 응답자 중 < 9> ‘남자’는 명16 , ‘여자’는 명이었다41 . 

변인 구분 응답자 수N( ) 비율(%)

성별
남자 16 28.1%

여자 41 71.9%

합계 57 100%

표 응답자의 성별 현황< 9> (N=57)

나 연령. 

표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설문 응답자 중 < 10> ‘ 대20 ’는 명7 , ‘ 대30 ’는 명23 , ‘ 대40 ’는 

명16 , ‘ 대50 ’는 명10 , ‘ 대60 ’는 명이었다1 .

변인 구분 응답자 수N( ) 비율(%)

연령

대20 7 12.3%

대30 23 40.4%

대40 16 28.1%

대50 10 17.5%

대60 1 1.7%

합계 57 100%

표 응답자의 연령 현황< 10> (N=57)

다 기관 소재지. 

표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설문 응답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소재지는 < 11> ‘경기도’가 곳7 , 

‘경남’이 곳1 , ‘경북’이 곳1 , ‘전북’이 곳2 , ‘충남’이 곳1 , ‘제주도’가 곳1 , ‘서울’이 곳33 , ‘부산’

이 곳6 , ‘인천’이 곳1 , ‘대구’가 곳이었으며4 , ‘전남’, ‘충북’, ‘대전’, ‘광주’, ‘울산’에서는 응답이 

없었다.

변인 구분 응답자 수N( ) 비율(%)

기관 소재지

경기도 7 12.3%

강원도 1 1.7%

경상남도 1 1.7%

경상북도 1 1.7%

전라남도 0 0%

표 응답자의 기관 소재지< 11> (N=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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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재지

전라북도 2 3.5%

충청남도 1 1.7%

충청북도 0 0%

제주도 1 1.7%

서울특별시 32 56.2%

부산광역시 6 10.5%

인천광역시 1 1.7%

대전광역시 0 0%

대구광역시 4 7%

광주광역시 0 0%

울산광역시 0 0%

합계 57 100%

라 사서 자격의 유무. 

표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설문 응답자들은 사서 자격을 모두 소지하고 있었다 자격< 12> . 

의 종류로는 ‘ 급 정사서1 ’가 명15 , ‘ 급 정사서2 ’가 명41 , ‘준사서’가 명이었다1 . 

변인 구분 응답자 수N( ) 비율(%)

사서 자격

급 정사서1 15 26.3%

급 정사서2 41 72%

준사서 1 1.7%

합계 57 100%

표 응답자의 사서 자격 소지 현황< 12> (N=57)

마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 형태. 

표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설문 응답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 형태는 < 13> ‘상급종

합병원’이 명17 , ‘종합병원’이 명21 , ‘ 대학 도서관( ) ’이 명17 , ‘기타’ 명이었다 반면  2 . ‘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명이었다0 . 

변인 구분 응답자 수N( ) 비율(%)

도서관 유형

상급종합병원 17 29.8%

종합병원 21 36.9%

병원 0 0%

병원급 의료기관 0 0%

대학 도서관( ) 17 29.8%

기타 2 3.5%

합계 57 100%

표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 형태< 13> (N=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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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 유형. 

표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설문 응답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의 유형은 < 14> ‘의대도

서관’이 명17 , ‘의대분관’이 명3 , ‘의대 및 병원도서관 기능’이 명13 , ‘병원도서관’ 명 21 , ‘기

타’ 명이었다 3 .

변인 구분 응답자 수N( ) 비율(%)

도서관 유형

의대도서관 17 29.8%

의대분관 3 5.25%

의대 및 병원도서관 13 22.8%

병원도서관 21 36.9%

기타 3 5.25%

합계 57 100%

표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 유형< 14> (N=57)

사 의학도서관 근무 경력. 

표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설문 응답자들이 의학도서관에 근무한 경력은 < 15> ‘ 년 미만1 ’

이 명7 , ‘ 년 이상 년 미만1 3 ’이 명7 , ‘ 년 이상 년 미만3 5 ’이 명3 , ‘ 년 이상 년 미만5 10 ’이 명8 , 

‘ 년 이상10 ’이 명이었다 응답자 중에는 년의 근무 경력을 갖고 있는 사서도 포함되어 32 . 29

있었으며 년 이상 근무 경력자가 명이나 되었다 이를 통해 의학도서관에는 년 이상 , 20 16 . 10

근속을 하고 있는 전문 사서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책이 수립되고 필요 예산만 지원, 

이 된다면 전문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추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변인 구분 응답자 수N( ) 비율(%)

근무 경력

년 미만1 7 12.3%

년 이상 년 미만1 -3 7 12.3%

년 이상 년 미만3 -5 3 5.25%

년 이상 년 미만5 -10 8 14.05%

년 이상10 32 56.1%

합계 57 100%

표 의학도서관 근무 경력< 15> (N=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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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치료 서비스 인식도 조사2. 

조사 대상 응답자의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 분석 결과를 기

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독서치료 인식 유무. 

표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의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은 독서치료에 대해 < 16> ‘알고 있

다’고 응답한 비율이 에 달했다 반면 87.7% . ‘모른다’는 응답은 에 그쳐 대부분의 사서12.3% , 

들이 독서치료 분야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변인 구분 응답자 수N( ) 비율(%)

독서치료 인식 유무
알고 있다 50 87.7%

모른다 7 12.3%

합계 57 100%

표 독서치료 인식 유무< 16> (N=57)

나 독서치료 서비스 실시 유무. 

표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의학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서비스 실시 유무< 17>

를 묻는 질문에 대해 명은 55 ‘실시한 적이 없다’고 응답을 했다 반면 . ‘실시한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명에 그쳤다 이를 통해 의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은 독서치료가 무엇인지2 . 

는 알고 있으나 자관에 접목해 실시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변인 구분 응답자 수N( ) 비율(%)

독서치료 실시 유무
있다 2 3.5%

없다 55 96.5%

합계 57 100%

표 독서치료 서비스 실시 유무< 17> (N=57)

다 타 의학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 실시에 따른 독서치료 인식 유무. 

그렇다면 자관이 아닌 타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표 에 나타난 바와 같이 . < 18>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

이 명20 ,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명이었다 여전히 부정 답변이 많지만 있다는 응답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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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명이나 되는 점으로 봤을 때 설문에 응한 의학도서관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는 독서치20

료 관련 서비스를 접목해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변인 구분 응답자 수N( ) 비율(%)

타 의학도서관의 실시에 따른 

독서치료 인식 유무

있다 20 35.1%

없다 37 64.9%

합계 57 100%

표 타 의학도서관의 실시에 따른 독서치료 인식 유무< 18> (N=57)

라 독서치료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인식. 

표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가 < 19> ‘필요하다’는 응답은 33

명,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명이었다24 .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기는 했으나 ‘필

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변인 구분 응답자 수N( ) 비율(%)

독서치료 서비스 필요성
필요하다 33 57.9%

필요하지 않다 24 42.1%

합계 57 100%

표 독서치료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인식< 19> (N=57)

마 독서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앞의 문항에서 독서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서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총 , 

명 가운데 명이 33 13 ‘의학도서관의 전문 서비스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응답을 해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서 . ‘독서치료가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와 ‘독서치료가 이용자의 건강 정보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가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의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은 독서치료가 의학도서관의 전문 서비스 . 

영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아가 서비스 대상인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믿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과 같다.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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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응답자 수N( ) 비율(%)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 이유

독서치료가 이용자의 건강 정보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6 18.2%

독서치료가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12 36.4%

의학도서관의 전문 서비스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13 39.4%

의학도서관 사서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2 6.0%

기타 0 0%

합계 33 100%

표 독서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20> (N=33)

바 독서치료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이어서 독서치료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서들에게도 그 이유를 물었더니 총 , 

명 가운데 명이 24 10 ‘독서치료는 의학도서관의 서비스 영역이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 이어. 

서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할 사서의 역량이 부족하다’가 명7 ,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할 

공간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가 명2 , ‘예산이 불충분한 상태라서 힘들다’라는 응답도 명이었2

다 마지막으로 . ‘기타’ 응답으로는  ‘독서치료는 치료 영역이지만 의학도서관과는 거리가 있다

고 생각한다’, ‘병원에서는 현재 신경정신과에서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독, 

서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뿐더러 대부분의 의학도서관의 소속은 병원 혹은 대학 소속으로 

독서치료를 전문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부 진료과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그리. 

고 대부분의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이 독서치료에 대해 얕은 지식을 갖고 있다 그에 반해 신경. 

정신과 소속의 임상심리상담가 미술치료사 상담치료사들은 깊은 지식을 갖고 있다, , ’라는 내

용도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과 같다. < 21> . 

변인 구분 응답자 수N( ) 비율(%)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독서치료는 의학도서관의 서비스 영역이 아니다. 10 41.7%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할 사서의 역량이 부족하다. 7 29.2%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2 8.3%

예산이 불충분한 상태라서 힘들다. 2 8.3%

기타 3 12.5%

합계 24 100%

표 독서치료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21> (N=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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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치료 서비스 실시를 위한 준비 사항3. 

그렇다면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 것인

가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의 표 와 같다 의학도서관 사서들은 가장 < 22> . 

먼저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

다 이어서 독서치료를 담당하는 사서들의 전문성 신장 혹은 외부 독서치료전문가를 확보하. 

는 ‘인력 확보’가 뒤를 이었고 독서치료 관련 자료 및 외부 전문가에서 지급할 수 있는 강사, 

료 등의 ‘예산 지원’ 또한 필요한 측면이라고 답했다 이 결과를 통해 대부분의 업무가 그렇듯  . 

의학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도 정책을 수립한 뒤 적정 예산과 인력

을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인 구분 응답자 수N( ) 비율(%)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정책 수립 36 63.1%

인력 확보 16 28.1%

예산 지원 5 8.8%

공간 구성 0 0%

기타 0 0%

합계 57 100%

표 독서치료 서비스 실시를 위해 필요한 준비< 22> (N=57)

결론 및 제언. Ⅳ

본 연구는 의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를 대상으로 의학도서관의 독서치료 서비스 운영 실

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학도서관의 독, 

서치료 서비스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회. 

원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 명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 및 분석하였다 설문 결과를 통57 . 

해 나타난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에 대해 요약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결론1. 

의학도서관 사서의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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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첫째 설문에 참여한 의학도서관 사서 중 독서치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 

에 달했다 반면 모른다는 응답은 에 그쳐 대부분의 사서들이 독서치료 분야에 87.7% . 12.3% ,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각 사서들마다 인식의 범위가 다르겠으나 대부분 .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결과는 향후 의학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서비스 실시 가능성이 높은 측, 

면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의학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서비스 실시 유무를 묻는 질문에 대해 명은 실시한 적, 55

이 ‘없다’고 했고 명은 실시한 적이 , 2 ‘있다’는 응답을 했다 이를 통해 의학도서관에 근무하는 . 

사서들은 독서치료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의학도서관에서 실시한 ,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자관이 아닌 타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있다’는 응답이 명20 , ‘없다’는 응답이 명이었다 이 37 . 

결과는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의학도서관 중 독서치료 관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 상

당 수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넷째 향후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 

‘필요하다’는 응답이 명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명이었다 독서치료 서비스가 33 , 24 . ‘필요하

다’고 응답한 사서들은 그 이유를 ‘의학도서관의 전문 서비스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

문이다’, ‘독서치료가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독서치료가 이용자의 

건강 정보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의 순으로 답했다 이를 통해 의학도서관에 근무. 

하는 사서들은 독서치료가 의학도서관의 전문 서비스 영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아가 , 

서비스 대상인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믿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독서치료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서들은 그 이유를 ‘독서치료는 의학

도서관의 서비스 영역이 아니다’,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할 사서의 역량이 부족하다’, ‘독서

치료 서비스를 실시할 공간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예산이 불충분한 상태라서 힘들다’의 순

으로 답변을 했다 마지막으로 . ‘기타’ 응답으로는  ‘독서치료는 치료 영역이지만 의학도서관과

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병원에서는 현재 신경정신과에서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을 실시, 

하고 있으나 독서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뿐더러 대부분의 의학도서관의 소속은 병원 혹은 

대학 소속으로 독서치료를 전문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부 진료과와의 마찰이 불

가피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이 독서치료에 대해 얕은 지식을 갖고 있다. . 

그에 반해 신경정신과 소속의 임상심리상담가 미술치료사 상담치료사들은 깊은 지식을 갖, , 

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의학도서관의 사서들 중에는 독서치료가 의학도. 

서관에서 반드시 접목해 실시해야 할 서비스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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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사서 자신의 역량이 부족한 점과 공간 구성 및 예산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았기 때문

이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인력도 확보’가 되어야 하며, ‘예산 지원’ 또한 필요하다 .

제언2. 

국내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점

들이 많다 따라서 당장 접목을 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겠으나 독서치료 서비스의 활성화를 .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의학도서관에서 사서에 의해 독서치료 서비스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이 수, 

립되어야 한다 정책의 내용에는 전문 인력 확보와 예산 항목도 필히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 

입안자들이 먼저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사서들의 적극적인 제안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가 전문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이용자에 대한 학, 

습과 준비가 필요하다 모든 서비스에는 대상이 있기 마련이며 서비스의 시작은 대상을 정확. , 

히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서치료 서비스를 위해서도 의학도서관의 이용자에 대해 먼저 .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학도서관의 이용자는 의료진 의사 및 간호사 의과대학생 및 간호대. ( ), 

학생 그리고 직원 병원종사자 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심리정서적인 측면에서 어떤 어려움을 , ( ) .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자가 정리한 . ‘ 의학도서관 이용자의 문제3. ’는 겉

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의학도서관 이용자들의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적, 

정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셋째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적정 자료를 구비한 뒤 효율, 

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의학도서관의 이용자들은 이용자의 건강을 회복시키느라 . 

자신들의 심리정서적인 측면은 돌보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 매우 바쁘면서 스트레스도 많. 

이 받지만 사회적으로는 고학력에 많은 연봉을 받는 직종이라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따라서 , . 

자신의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돕. 

기 위해서는 지혜로우면서도 단순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문학작품, 

을 구비해 별도의 서가를 배치한 뒤 목록을 만들어 각 진료과에 배부를 한다 이 방법은 많은 . 

공공도서관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의 시작을 알림과 , 

동시에 도서관 방문 시 자신에게 필요한 문학작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준다 서가 . 

배치 및 목록 배부와 더불어 의학도서관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했으면 하는 독서치료 서비스는 

시 를 적극 활용한 것이다 시는 분량이 짧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읽을 수 있다는 장점( ) . 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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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하지만 상징 과 은유 라는 기재를 담고 있어 심리적 역동을 불. (symbol) (metaphor)

러일으키는데 큰 효과가 있다 따라서 바쁜 의학도서관 이용자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장르의 . 

문학작품이다 그러므로 매주 한 편의 적정 시를 골라 낭독을 해주는 기회를 갖거나 뉴스레터 . 

등을 통해 전달을 할 수 있는 방안 혹은 , ‘이 주 의 시( )週 ’라는 제목으로 게시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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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의학도서관 사서의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휴독서치료연구소 소장 임성관입니다 본 설문지는 의학도서관에 근무하고 계신 . 

사서 선생님들이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알아본 뒤 논문 작, 

성을 통해 독서치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쁘. 

시더라도 설문에 응해주신다면 연구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 설문의 응답내. 

용은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응답이 끝난 설문지는 이메일 .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harin75@hanmail.net . .

2014. 9. 30

휴독서치료연구소 소장 임성관 

응답자의 일반적인 배경 조사1. 

귀하의 성별은 남 여1) ? ① ② 

귀하의 연령대는 대 대 대 대 대2) ? 20 30 40 50 60① ② ③ ④ ⑤ 

귀하가 재직하고 계신 기관의 소재지는3) ?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충청북도 제주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⑨ ⑩ ⑪ ⑫ ⑬ ⑭ 

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⑮ ⑯

귀하의 사서 자격증은4) ?

급 정사서 급 정사서 준사서 사서 자격 미소지1 2① ② ③ ④ 

귀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형태는5)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기타① ② ③ ④ ⑤ 



2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권 제 호  ( 46 2 )․

- 254 -

귀하가 근무하는 도서관의 유형은6) ?

의대도서관 의대분관 의대 및 병원도서관 기능 병원도서관 기타① ② ③ ④ ⑤ 

귀하의 의학도서관 근무 경력은 약 몇 년입니까 약      년7) ? ( )

독서치료 서비스 인식도 조사2. 

다음은 귀하의 이용자 대상 독서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입니

다 해당 항목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독서치료 분야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1) ?

알고 있다 모른다. .① ② 

귀하가 근무하는 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했거나 하고 계십니까2) ?

있다 없다. .① ② 

다른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했거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3) 

있습니까?

있다 없다. .① ②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4) ?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① ② 

번의 항목에 필요하다 라고 응답을 하셨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5) 4) ‘ ’ ?①

독서치료가 이용자의 건강 정보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① 

독서치료가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② 

의학도서관의 전문 서비스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③ 

의학도서관 사서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기 때문이다.④ 

기타⑤ 

번의 항목에 필요하지 않다 라고 응답을 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6) 4) ‘ ’ ?② 

독서치료는 의학도서관의 서비스 영역이 아니다.①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할 사서의 역량이 부족하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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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③ 

예산이 불충분한 상태라서 힘들다. ④ 

기타⑤ 

독서치료 서비스 실시를 위한 준비도 조사3.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이 전제되어야 한1. 

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 수립 의학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정책 수립( )① 

인력 확보 독서치료를 담당하는 사서의 전문성 신장 혹은 외부 독서치료 전문가 확보( ) ② 

예산 지원 독서치료 관련 자료 구입 및 강사료 지원( )③ 

공간 구성 도서관 내 독서치료 상담실 구성( )④ 

기타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