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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병원 내 의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대상, 장서, 시설 및 환경, 직원, 서비스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해당 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의 수요조사 및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병원 내 의학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병원 내 의학도서관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도서관의 
위상을 높이려면, 조직상 독립부서로 분리되어야 한다. 둘째, 병원 내 의학도서관에 대한 장서, 규모, 인력에 대한 법적 기준 제정이 
필요하다. 셋째, 체계적인 병원 내 의학도서관 운영을 위해 도서관 고유업무와 행정업무가 구별될 수 있도록 전문직 사서의 지원과 
인력 충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병원 내 의학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예산 지원, 사서의 전문화 교육,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타 도서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의학도서관, 의료분야 도서관, 수요조사, 운영현황, 활성화방안
ABSTRACT

In this study, the medical library in the hospital was investigated on the overall operation status of the service 
target, books, facilities, environment, staff, service, etc., and the librarian in question conducted a demand survey 
and recognition survey of the library, and proposed a plan to activate the medical library in the hospital in 
the future. As a result, first, to increase the status of the library by the medical library in the hospital performing 
its role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library 's service, it should be divided into the independent organization 
in the organiz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egal standards for collection, size, and manpower for 
medical libraries in hospitals. Third, in order to systematically manage medical libraries in hospitals, professional 
librarians should be supported and personnel should be recruited so that library-specific tasks and administrative 
tasks can be distinguished. Fourth, it seems that policies to support the medical library in the hospital, such 
as budget support at the national level, librarian specialization education, development of operation guidelines, 
network activation with other librarie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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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보기술의 발달과 세계화, 개방화 등으로 우리 사회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변화의 
물결은 금융, 보험, 호텔, 정보, 통신 등의 영리 조직체 뿐만 아니라 교육, 종교단체, 자선단체, 

도서관 등과 같은 비영리 조직체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의학은 의료기술과 의료 기자재 등의 발전으로 점점 전문화 및 세분화되
고,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라는 점에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이 요구됨에 따라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은 보건,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련 연구, 교육 및 
환자치료에 관계된 의학자료들을 수집, 정리, 축적하여 제공하는 기관이다. 의학분야는 학문
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신지식의 유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연구자들은 연구와 환자 
치료에 필요한 적절한 정보의 신속한 습득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의료분야 도서관은 정보전
달기관으로서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조찬식, 한혜영 2005a).

이와 같이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들의 중요성과 역할확대가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점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학도서관 및 병원도서관 즉, 의료분야 관련 도서관에 대한 법
적 정의, 도서관 기준(장서, 규모, 사서 배치 등), 도서관 현황, 관련 정책 및 연구는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18년 의학도서관협회 회원 기준 의학도서관 현황
을 살펴보면, 의과대학도서관 52개, 병원 내 도서관 84개, 연구소 도서관 13개, 제약회사 도
서관 6개로 국내 의학도서관 유형 중 병원 내 의학도서관의 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병
원 내 의학도서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병원 내 의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대상, 장서, 시설 및 환경, 직
원, 서비스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해당 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병원 
내 도서관의 수요조사 및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병원 내 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
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의학도서관 개요

1) 의학도서관 개념

의학도서관에 대한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된 바가 없으나, 여러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정의
하는 의학도서관의 개념을 살펴보면, 모 기관의 연구자와 직원을 위한 의학과 관련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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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정리, 분석, 축적, 보존 및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도서관으로서, 보건과학도서관(Health 

Sciences Library)이라고도 칭하며 병의원, 의학교, 의학연구소 등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정
의하였다(Lindberg 2005; 조찬식, 한혜영 2005a; 이연주 2009; 남태우, 김은주 2010). 비
슷한 의미로 윤봉자(1996)는 의학도서관은 주제 전문도서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의학도서
관, 보건과학도서관, 생의학도서관, 생명과학도서관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의학, 

치과학, 간호학 및 약학과 같은 보건과학 분야에서의 학생, 교수, 의사 및 연구자들에게 봉사
하는 기관으로 정의하였다. 노동조와 김정아(2010)는 의학도서관을 의대교수, 임상의사, 수
련의, 의과대학생, 간호사, 의료기사 등을 주 이용자 층으로 하여 의학분야의 연구, 교육 및 
임상 업무, 학업을 지원하는 교육시설로 정의하여, 의과대학 및 보건과학대학의 의학도서관
에 중점을 두어 정의하였다. 

이러한 연구자별 의학도서관 개념을 종합해보면, 의과대학, 병원, 의료분야 연구소 등을 모
기관으로 두며, 의학, 치과학, 간호학 및 약학과 같은 보건과학 분야의 의사, 교수, 의과대학
생, 간호사, 의료기사, 연구자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의학도서관은 모기
관을 두고 있다는 점, 보건과학이라는 특정주제분야에 관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등에서 전문도서관이다(신영지, 노영희 2018).

2) 의학도서관 유형

의학도서관의 유형은 연구자 및 기관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먼저 
Langner(1974)은 의학도서관의 유형을 1) 정부산하의 의학도서관 및 의학관계 연구소의 
도서관인 정부도서관, 2) 각종 의학협회와 연관된 도서관으로 소속회원들에게 전문적으로 봉
사하기 위해 세워진 학회 도서관, 3) 의학, 치과학, 간호학, 약학의 개개학교도서관으로 각 
학교의 교수와 학생들의 요구에 봉사하는 전문직학교 도서관과 연구소도서관, 4) 병원도서
관, 5) 의학과 관련된 산업체의 도서관인 제약회사 도서관 등으로 구분하였다. 윤봉자
(1996)는 의학도서관을 의과대학, 병의원, 각종 관련 연구소, 협회, 정부기관, 제약회사들이 
의해서 관리·지원된다고 정의하였으며, 조화순(2011)과 임성관(2015)은 의학도서관을 크
게 의학도서관은 크게 대학도서관, 병원도서실, 연구소도서실, 기타의 도서관 등 4개로 구분
하였다. 한국의학도서관협회는 의학도서관을 소속기관이나 이용자의 성격 또는 재정지원을 
받은 곳에 따라 크게 1) 의과대학, 의과전문대학원 및 보건의료분야의 교수와 학생을 위한 
의과대학 및 보건과학대학 도서관, 2)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모기관의 의료진을 위한 병원도
서관, 3) 정부산하연구소를 지원하는 연구소도서관, 4) 제약회사처럼 의학과 관련된 산업체
에 소속된 제약회사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외 사례로 일본의 경우 城山泰彦(2008)는 
의학도서관 유형을 교육․진료․연수의 장인 의학부, 치학부, 약학부, 의료간호학부, 의료기술학
부 등의 대학도서관, 간호․의료기술계 등의 단기대학도서관, 전문학교도서관, 진료와 연수의 
장인 병원도서관, 연구소의 도서관, 또한 병원 내의 환자도서서비스와 환자도서관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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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학도서관’으로 다루었다(안찬수 2012). 

이처럼 의학도서관 유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학도서관은 하나의 형태를 가지는 것이 아
닌 속해 있는 기관이나 이용자 성격 또는 지원을 받는 곳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의 경우, 한국의학도서관협회에서 회원 구분 시 사용하고 있는 유
형인 의과대학 및 보건과학대학 도서관, 병원도서관, 연구소도서관, 제약회사도서관으로 일
반화되어 구분되고 있다. 

유형 구분 Langner
(1974)

한국의학
도서관협회

조화순(2011);
임성관(2015)

윤봉자
(1996)

城山泰彦
(2008)

계
정부도서관 ㅇ ㅇ 2

학회도서관 ㅇ 1

의과대학 및 보건과
학대학 도서관 ㅇ ㅇ ㅇ ㅇ 4

전문직학교도서관 ㅇ ㅇ 2

단기대학도서관 ㅇ 1

연구소도서관 ㅇ ㅇ ㅇ ㅇ ㅇ 5

병원도서관(전문) ㅇ ㅇ ㅇ ㅇ ㅇ 5

환자도서관 ㅇ 1

제약회사도서관 ㅇ ㅇ ㅇ 3

협회 ㅇ 1

기타 도서관 ㅇ 1

출처: 신영지, 노영희 (2018)

<표 1> 연구자별 의학도서관 유형 구분

3) 병원 내 의학도서관 설립 현황

병원 내 의학도서관 현황은 도서관통계시스템의 전문도서관 현황과,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회원 현황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먼저 도서관통계시스템(https://www.libsta.go.kr/)의 
2017년 기준 전문도서관 통계 현황에서 병원 내 의학도서관은 총 54개로 나타났으며, 한국
의학도서관협회에 가입된 병원 내 의학도서관은 2018년 기준 8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의과대학 병원 연구소 제약회사 계
2018년 기준 52 84 13 6 155

* 한국의학도서관협회에 연락하여 확인(2018.10.04.)

<표 2> 한국의학도서관협회 기준 의학도서관 설치 현황



병원 내 의학도서관 운영현황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5

- 65 -

2. 선행연구

의학도서관 관련 연구는 주로 장서,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특
히 학문 분야 특성상 변화속도가 빠르고 신지식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다양한 
최신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학도서관의 학술잡지 공동이용 및 공동보존, 분담 수서 등 학술
지 이용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송준용 2000; 송준용 2001; 송준용 2002; 장혜란, 

김정아 2013), 의학도서관의 장서 구성 및 장서관리정책 등의 연구(남태우, 김은주 2010; 

김에스더, 남영준 2015)도 진행되었다. 의학도서관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로는 
연구논문지원서비스, 상호대차서비스, 원문제공서비스, 소비자보건정보서비스, 독서치료서비
스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임현정, 조혜민 2003; 장혜란, 김정아 2012; 노영희 2014; 

임성관 2015). 그 외에도 의학도서관 사이트에 나타난 정보서비스 및 콘텐츠를 분석하여 이
를 기반으로 한 의학도서관 웹사이트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구성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연
구(조찬식, 한혜영 2005a; 조찬식, 한혜영 2005b; 노동조, 김정아 2010), 의학도서관 사서
들의 직문 소직에 관한 연구(장혜란, 김정아 2017) 등도 진행되었다.

반면, 의학도서관의 전반적인 현황 및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이인
수(1982)는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에 가입한 60개의 의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
해 의학도서관의 현황을 실시하였다. 의학도서관 직제, 도서관의 업무, 장서 관련 문항, 개관
시간, 년간 장서 증가수 및 도서, 잡지 대출 등 총 24개의 문항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를 기반
으로 의학도서관의 독립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의학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의학사서의 빈번
한 인사교류 폐지 및 겸직발령 폐지, 의학사서 대우문제 개선, 상호대차제도 협조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전반적인 실태조사는 아니지만 의학도서관의 경영자원에 관한 운영실태를 비교·
분석한 연구로, 조찬식 (2006)은 서울시에 소재한 의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과 웹페
이지, 통계자료를 통해 의학도서관의 경영자원에 관한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였으며, 개선
방향으로 사서의 정보전문가로서의 역할 변화, 의학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과 협
력, 적극적이고 대외적인 교육과 홍보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병원 내 의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와, 병원 
내 의학도서관의 전반적인 현황 조사 및 사서에 대한 수요 및 인식조사를 실시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병원 내 의학도서관의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도서관의 전반적인 현황과 수요 및 인식조사 등을 통해 향후 병원 내 의학도서
관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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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및 방법론

1. 연구질문 

본 연구는 병원 내 의학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현재 운영되
고 있는 병원 내 의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대상, 장서, 시설 및 환경, 직원, 서비스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더불어 사서를 대상으로 도서관에 대한 인식 및 수요를 
조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RQ 1: 병원 내 의학도서관 현황(서비스 대상, 장서, 시설 및 환경, 직원, 서비스 등)은 어떠
한가?

RQ 2: 소속 병원의 병상 수 및 서비스 대상 인구 수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RQ 3: 향후 병원 내 의학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위의 연구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의학도서관의 개념, 설립현황, 관련 선행연구 등을 총체적
으로 조사·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여 병원 내 의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논의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의학도서관 관련 논문, 보고서 등을 통해 의학도서
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분석하여, 의학도서관에 대한 개념, 유형 등을 정리하였다. 

둘째, 병원 내 의학도서관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한국의학
도서관협회 회원 리스트 등을 조사하여 설립 현황을 확인하였다. 셋째,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과정을 통해 병원 내 의학도서관 현황 및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여 사서를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넷째, 이를 기반으로 현재 병원 내 의학도서관의 운영 실태
를 파악하고, 사서들의 인식조사를 분석하여, 향후 병원 내 의학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
하였다. 수행한 연구절차와 단계별 세부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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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문대상 선정 및 진행 절차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회원인 83개의 병원 내 의학도서관 사서를 대
상으로 온라인 설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기간은 2018년 11월 23일 ~ 12월 07

일까지로 약 15일간 진행하였으며, 설문요청은 도서관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응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83곳 중 거절한 18곳을 제외한 65곳에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그 중 총 
45곳이 회신하여 회신률은 69.23%이다.

구분 방법
설문대상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회원 병원 내 의학도서관 83개관
설문기간 2018.11.23 ~ 2018.12.07

설문방법 사서분들께 직접 전화하여 설문 요청을 드린 후, 온라인 설문지 발송
회신률 총 83곳 중 거절한 18곳 제외 65곳 배포 ☞ 45곳 회신으로 69.23%

<표 3> 설문 연구 설계

2) 설문 내용 및 문항 구성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개발을 위해 의료분야 관련 연구논문 및 각종 보고서 등을 조사·분석
하였으며, 오문숙(1996), 임현정, 조혜민(2003), 이연주(2009), 박정미(2012), 김의연
(2015) 연구자 등이 개발한 설문지와 한국도서관기준(한국도서관협회 2013), 전국 도서관 

단계 연구내용

이론적 검토
• 의학도서관 관련 논문, 보고서 등을 통해 의학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조사·분석
• 의학도서관 설립 현황 조사

설문지 개발

•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과정을 통해 병원 내 의학도서관 현황 및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지 개발
  - 오문숙(1996), 임현정, 조혜민(2003), 이연주(2009), 박정미(2012), 김의연(2015) 

연구자 등이 개발한 설문지 참조
  - 한국도서관기준(한국도서관협회 2013),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지표(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2018) 등 참고

설문 조사
• (설문조사 대상) 병원 내 의학도서관 사서
• (설문내용) 도서관 운영 현황(장서, 시설, 인력, 서비스 등), 사서의 수요도 및 인식조사

설문 분석

• 병원 내 의학도서관의 운영 현황
  - 서비스 대상, 장서, 인원, 서비스 등
• 병원 내 의학도서관 근무 사서의 관련 인식조사
  - 애로사항, 도서관 활성화 정책 등

결론 도출 • 향후 병원 내 의학도서관 활성화 방안 제시
<그림 1> 연구절차 및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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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평가 지표(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2018) 등을 참고하여, 병원 내 의학
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운영현황과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다. 

설문문항은 크게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일반사항, 도서관 현황, 수요도 및 인
식조사 등 3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그 중 도서관 현황의 경우, 세부적으로 장서, 시설 및 현
황, 직원, 서비스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각 영역별 세부 내용 및 문항 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설문 내용 출처

일반사항
(8)

성별
소속병원 소재지
소속 병원 유형 항목: 김의연(2015)

소속 병원의 설립 운영 주체 항목: 김의연(2015)

경력
사서자격증 유무
의학사서 자격 취득 유무
소속 병원의 병상 수 항목: 한국도서관기준(한국도서관협회 2013)

도서관 
현황
(25)

병원 내 도서관의 조직상 위치 오문숙(1997)

서비스 대상
서비스 대상 인구 수 한국도서관기준(한국도서관협회 2013)

장서 
(5)

단행본 수 공공도서관 법적 기준
연속간행물 수 전문도서관 실태조사_통계 기준 
정보자원 유형 전문도서관 운영평가 지표
성문화된 장서 개발 정책 전문도서관 운영평가 지표
장서 선정 결정

시설 및
환경 
(4)

도서관 면적
열람석 수 전문도서관 실태조사_통계 기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전문도서관 운영평가 지표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전산환경 전문도서관 운영평가 지표

직원 
(3)

총 직원 수 
사서 수
도서관 직원의 전문성과 안정성 전문도서관 운영평가 지표

서비스 
(6)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이용자 교육 전문도서관 운영평가 지표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전문도서관 운영평가 지표, 오문숙(1997)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대외협력서비스 전문도서관 운영평가 지표
도서관 연간 대출 건수 항목: 전문도서관 실태조사
도서관의 상호대차서비스 유형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지표
타 도서관 상호대차 제공 건 수 오문숙(1997)

수요도 
및

인식조사
(5)

도서관 서비스 대상 확대에 대한 필요도
도서관 운영 시 애로사항 오문숙(1997)

향후 도서관에서 제공했으면 하는 서비스 임현정, 조혜민(2003), 이연주(2009), 박정이 (2011)

향후 도서관에서 제공했으면 하는 프로그램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실태조사 참조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의견

그 외 기타 의견 작성
총 계 35

<표 4>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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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설문 분석 결과

1. 일반사항

1) 인구통계학적 특징

설문에 응답한 사서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여성 91.11%, 남성 
8.89%로 나타났으며, 경력은 10년 이상 근무한 사서가 46.67%, 4년 이상 6년 이하 
22.22%, 7년 이상 9년 이하 13.33%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경력이 많은 사서가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서자격증 유무의 경우, 2급 정사서가 66.67%, 1급 정사
서 20.00%, 자격증 미소지 13.33%로 나타났다. 또한 의학사서 자격을 취득한 사서가 
42.22%, 미취득 사서가 57.78%로 나타나, 일부 사서들은 전문성을 높이고 사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학사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소속 병원의 소재지, 유형, 운영 주체

소속 병원에 대해 분석한 결과, 소재지는 서울·경기권이 64.44%로 과반 수 이상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경상권 22.22%, 전라권 6.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속 병원의 설립 
주체는 사립병원이 84.44%, 국·공립병원이 15.56%로 나타났으며, 소속 병원의 유형은 종합병
원이 73.33%로 나타나, 대부분의 병원 내 의학도서관은 종합병원 내에 설립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속 병원의 병상 수는 500-1,000개 미만이 60.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0

—500개 미만이 24.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병원 내 의학도서관이 설립되어 있
는 소속 병원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립병원 중 종합병원에 주로 설립되어 
있으며, 과반 수 이상이 500-1,000 미만의 병상 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N %

소속 병원 
소재지

서울·경기권(서울, 경기, 인천) 29 64.44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세종) 1 2.22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10 22.22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3 6.67 

강원권 2 4.44 

계 45 100.00

소속 병원 
설립주체

국·공립병원 7 15.56 

사립병원 38 84.44 

계 45 100.00

소속 병원 
유형

상급종합병원 9 20.00 

종합병원 33 73.33 

<표 5> 소속 병원의 소재지, 유형, 운영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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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관의 운영 현황

도서관의 운영 현황으로 행정조직상 소속 부서, 서비스 대상 및 서비스 인구 수, 장서현황, 

시설 및 환경 현황, 직원형황, 서비스 현황, 도서관 경영 현황 등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가. 행정조직상 소속 부서

도서관이 병원 행정조직상 어느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진료지원부서 
57.78%, 행정부서 24.44%로 대부분 타 부서 내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
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은 13.33%에 불과하였다. 병원은 일반적으로 진료부서와 행정
부서로 나뉘는데, 도서관이 두 부서 중 어느 한 곳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도서관의 목적
이 환자진료와 교육, 연구 등을 돕고, 도서관의 주 이용자가 의료진이라는 점에서 진료부서에 
많이 소속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독립적인 운영이 아닌 타 부서상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 도서관 업무뿐 만 아니라 다른 업무와 겸직하고 있는 곳이 많아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운영 시 애로사항’ 문항과 설문지 마지막 자유응답형 문항에
서 나타났다. 또한 병원 내 의학도서관의 필요성, 중요성, 인지도, 관심도 등이 낮아 독립적으
로 운영되기 보다는 진료지원 및 행정부서 내에 소속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2 4.44 

요양병원 1 2.22 

의원·치과의원·한의원 0 0.00

기타 0 0.00

계 45 100.00

소속 병원 
병상 수

300개 미만 4 8.89 

300-500개 미만 11 24.44 

500-1,000개 미만 27 60.00 

1,000-1,500개 미만 2 4.44 

1,500개 이상 1 2.22 

계 45 100.00

구분 N %

독립 6 13.33 

교육연구부 등 진료지원부서 26 57.78 

총무과, 의무기록실 등 행정부서 11 24.44 

기타 2 4.44 

계 45 100.00

<표 6> 행정조직상 소속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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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비스 대상 및 인구 수 

1) 서비스 대상

서비스 대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 1개의 도서관을 제외한 44개의 도서관이 병원 임직원(의
사, 간호직원, 레지던트, 인턴, 행정직원,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1개의 도서관은 요양병원
으로 보호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과반수 이상의 도서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관련 의과
대학 학생(33.33%), 의과대학 교직원과 병원 개업의(24.44%)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었다. 

반면, 환자, 보호자, 지역주민, 타 관종 도서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은 거
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병원 내 의학도서관은 의료진 및 병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도서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병원 내에 의학도서관과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병원도서관 모두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도서관인 병원도서관은 의학도서관에 비해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공간 부분,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예산적인 부분 등으로 현재 거의 운영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병원 내 의학도서관 중에서 여력이 되는 도서관의 경우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
여 환자 및 보호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정보와 도서대출 등의 서비스 제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구분 N %

병원 임직원 44 97.78 

환자 2 4.44 

보호자 3 6.67 

지역주민 2 4.44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회원 24 53.33 

유관기관 임직원 7 15.56 

관련 의과대학 교직원 11 24.44 

관련 의과대학 학생 15 33.33 

병원 개업의 11 24.44 

지역사회 의료인 7 15.56 

타 관종 도서관 4 8.89 

<표 7> 서비스 대상 인구 (복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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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대상 인구 수

도서관의 서비스 대상 인구 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00명 이상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이 28.89%, 600명 이상 - 1,000명 미만이 24.44%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구분 N %

100명 미만 6 13.33 

100명 이상 - 300명 미만 8 17.78 

300명 이상 - 600명 미만 7 15.56 

600명 이상 - 1,000명 미만 11 24.44 

1,000명 이상 13 28.89 

계 45 100.00 

<표 8> 서비스 대상 인구 수

다. 장서 현황

1) 단행본 수

소장하고 있는 단행본 수를 조사한 결과, 3,000권 미만이 51.11%, 3,000권 이상 6,000권 
미만 28.89%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단행본 수가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의학도서관 장서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지만, 「도서관법 시행령」에 규정된 전문도서관 장
서 기준에 따르면, ‘전문 분야 자료가 3천권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학 분야의 경우 학문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신지식의 유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최신성이 중요시 되는 학문의 특성상 학술지 이용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단행본의 수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도서관의 규모가 작거나, 장서 구입 예산의 부족, 공간 부족 등의 
이유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병상 수 대비 단행본 수를 분석한 결과, 병상 수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보다는, 현재 

구분 N %

3,000권 미만 23 51.11 

3,000권 이상 - 6,000권 미만 13 28.89 

6,000권 이상 – 15,000권 이하 4 8.89 

15,000권 이상 - 30,000권 미만 3 6.67 

30,000권 이상 - 90,000권 미만 2 4.44 

90,000권 이상 – 150,000권 미만 0 0.00

150,000권 이상 0 0.00

계 45 100.00 

<표 9> 도서관 단행본 수



병원 내 의학도서관 운영현황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13

- 73 -

도서관이 설립된 병원의 병상 수가 대부분 300-1,000개 미만에서 설립되고 있어, 이 범위 
내에 분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 서비스 대상 수 대비 단행본 수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 대상 이용자 수가 많을수록 단행본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도서관의 단행본 수는 
병상 수 보다는 이용자 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분 3,000권 미만 3,000권 이상 
- 6,000권 미만

6,000권 이상 
– 15,000권 

이하
15,000권 이상 
- 30,000권 

미만
30,000권 이상 
- 90,000권 

미만 p

N % N % N % N % N %

300개 미만 4 100.00 0 0.00 0 0.00 0 0.00 0 0.00

0.119

300-500개 미만 9 81.82 1 9.09 0 0.00 1 9.09 0 0.00

500-1,000개 미만 9 33.33 11 40.74 4 14.81 1 3.70 2 7.41

1,000-1,500개 미만 1 50.00 0 0.00 0 0.00 1 50.00 0 0.00

1,500개 이상 0 0.00 1 100.00 0 0.00 0 0.00 0 0.00

<표 10> 병상 수 대비 단행본 수

구분
3,000권 미

만
3,000권 이상 
- 6,000권 

미만
6,000권 이상 
– 15,000권 

이하
15,000권 이
상 - 30,000

권 미만
30,000권 이
상 - 90,000

권 미만 p

N % N % N % N % N %

100명 미만 5 83.33 1 16.67 0 0.00 0 0.00 0 0.00

0.19

100명 이상 - 300명 미만 5 62.50 1 12.50 2 25.00 0 0.00 0 0.00

300명 이상 - 600명 미만 6 85.71 1 14.29 0 0.00 0 0.00 0 0.00

600명 이상 - 1,000명 미만 4 36.36 4 36.36 1 9.09 2 18.18 0 0.00

1,000명 이상 3 23.08 6 46.15 1 7.69 1 7.69 2 15.38

<표 11> 서비스 대상 인구 수 대비 단행본 수

2) 연속간행물 수 

연속간행물 수를 조사한 결과, 400종 이상 보유한 도서관이 37.78%로 나타났으며, 그 외
에는 없음부터 200종 미만의 범위 내에 대부분 분포되어 있었다. 병상 수 대비 연속간행물 
수를 분석한 결과, 단행본과 같이 병상 수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보다는, 대부분 
300-1,000개 미만 범위 내에 분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 대상 수 대비 연속간행물 수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 
대상 이용자 수가 많을수록 연속간행물의 수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다만, 단행본 수와 
비교해 볼 때, 서비스 대상 수가 적은 도서관 중에서도 400종 이상의 연속간행물을 보유한 
도서관들이 나타나, 최신성이 중요시 되는 학문의 특성상 학술지 이용도가 높아 장서에서 학
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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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

없음 5 11.11 

10종 미만 5 11.11 

10종 이상 – 20종 미만 3 6.67 

20종 이상 – 50종 미만 4 8.89 

50종 이상 - 100종 미만 5 11.11 

100종 이상 –200종 미만 5 11.11 

200종 이상 – 400종 미만 1 2.22 

400종 이상 17 37.78 

계 45 100.00 

<표 12> 연속간행물 수

구분 없음 10종 미만 10종 이상 
– 20종 미만

20종 이상 – 
50종 미만 

50종 이상 
- 100종 미만

100종 이상 
– 200종 미만

200종 이상
– 400종 미만 400종 이상

p

N % N % N % N % N % N % N % N %

300개 미만 1 25.00 1 25.00 0 0.00 0 0.00 2 50.00 0 0.00 0 0.00 0 0.00

0.004

300-500개 미만 2 18.18 0 0.00 1 9.09 0 0.00 1 9.09 3 27.27 0 0.00 4 36.36

500-1,000개 미만 2 7.41 3 11.11 2 7.41 3 11.11 2 7.41 2 7.41 0 0.00 13 48.15

1,000-1,500개 미만 0 0.00 0 0.00 0 0.00 1 50.00 0 0.00 0 0.00 1 50.00 0 0.00

1,500개 이상 0 0.00 1 10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표 13> 병상 수 대비 연속간행물 수

3) 제공하는 정보자원의 다양성과 특화성

정보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외부에서 수집한 유료 및 무료 정보자원의 다양성과 소속기관 
고유의 특화된 자료에 대해 조사한 결과, E-Book이나 E-Journal 제공이 8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의학 분야 관련 상용 서지 DB 구입이 64.44%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기관 기록물 관리, 내부성과물, 자체적으로 구축한 DB 등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로 

구분 없음 10종 미만 10종 이상 
– 20종 미만

20종 이상
– 50종 미만 

50종 이상
- 100종 미만

100종 이상
– 200종 미만

200종 이상
– 400종 미만

400종 
이상 p

N % N % N % N % N % N % N % N %

100명 미만 2 33.33 1 16.67 0 0.00 1 16.67 1 16.67 0 0.00 0 0.00 1 16.67

0.127

100명 이상 - 300명 미만 0 0.00 0 0.00 0 0.00 1 12.50 2 25.00 2 25.00 1 12.50 2 25.00

300명 이상 - 600명 미만 1 14.29 2 28.57 1 14.29 0 0.00 1 14.29 2 28.57 0 0.00 0 0.00

600명 이상 - 1,000명 미만 2 18.18 0 0.00 0 0.00 2 18.18 0 0.00 1 9.09 0 0.00 6 54.55

1,000명 이상 0 0.00 2 15.38 2 15.38 0 0.00 1 7.69 0 0.00 1 0.00 8 61.54

<표 14> 서비스 대상 인구 수 대비 연속간행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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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의학도서관은 E-Book이나 E-Journal 제공과 상용 서지 DB 제공 등의 정보자원은 다
양하게 제공하고 있는 반면, 소속기관 고유의 자료에 대한 특화성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N %

E-Book이나 E-Journal 38 84.44 

상용 서지 DB 구입 29 64.44 

자체 구축 DB 운영 5 11.11 

기관 기록물 관리 11 24.44 

연구보고서 관리 6 13.33 

내부 성과물 관리 5 11.11 

기관 리파지토리(IR) 운영 3 6.67 

기타 1 2.22 

<표 15> 제공하는 정보자원의 다양성과 특화성 (복수 응답)

4) 성문화 된 장서개발 정책의 유무

성문화 된 장서개발 정책 유무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과반수 이상의 도서관에서 장서 선정 
및 폐기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간 장서개발 계획서를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도 17.78%로 나타나, 체계적으로 장서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도서관도 있음을 알 수 있
다. 반면, 장서와 관련하여 성문화 된 정책이 없는 도서관이 24.44%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도
서관에 대한 장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장서 규모에 대한 기준, 규정, 정책 등이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학도서관은 의료분야라는 점에서 최신성, 정확성, 자료 폐기 주기 등이 타 관종 
또는 타 전문도서관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의학도서관 규모에 따른 장서 선정 및 
폐기 규정, 평가, 관리매뉴얼과 같은 가이드라인이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분 N %

없음 11 24.44 

중장기 장서 개발 계획서 2 4.44 

연간 장서개발 계획서 8 17.78 

장서 평가 보고서 1 2.22 

장서 선정 규정 보유 28 62.22 

장서 폐기 규정 보유 29 64.44 

기타 1 2.22 

<표 16> 성문화 된 장서개발 정책의 유무 (복수 응답)

5) 장서 선정 결정권자 

장서 선정 시 결정권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서와 의료진이 협의 하에 결정하는 도서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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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1%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서 선정에 있어 주 이용자인 병원 임직원, 즉 의료진이 선
호하고, 연구 및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로 하는 장서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장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는 도서관도 26.67%로 나타났으며, 기타의견
으로 도서관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도서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도서
관도 있었다. 의학도서관은 의료진, 병원 임직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기 때문에 장서 선정 시 사서와 의료진이 협력하여 선정하거나, 장서선정위원회 등을 구성하
여 선정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구분 N %

의료진 결정 3 6.67 

사서가 결정 4 8.89 

사서와 의료진이 협의 하에 결정 23 51.11 

장서선정위원회에서 결정 12 26.67 

기타 3 6.67 

계 45 100.00 

<표 17> 장서 선정 결정권자

라. 시설 및 환경 현황

1) 도서관 면적 규모

도서관 면적 규모를 분석한 결과, 응답 과반수 이상(약 70%)의 도서관이 60평 미만의 규
모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30평 미만의 규모가 48.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30평에서 60평 미만의 도서관이 24.44%로 나타났다. 병상 수 대비 도서관 면적 규모를 
분석한 결과, 병상 수가 많을수록 도서관의 면적 규모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병원 내 
도서관의 면적 규모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으로 규정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 다만, 한국도서관기준 내 병상 수를 기반으로 규모를 제시한 기준과 비교해 보았을 
때, 500-1,000개 미만의 병상 수 기준, 최소 132㎡의 규모를 가져야 하나 그렇지 못한 도서
관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서비스 대상 인구 수 대비 도서관 면적 규모를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서비스 대상 수가 많을수록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내 의학도서관의 면적 기준을 규정하는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전문도서관의 면적 기준은 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병원 내 의학도서관은 의료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향후 의학도서관 면적 
기준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의학도서관 면적 기준은 단순히 병상수, 서비스 대상 수만을 고
려하여 규정할 것이 아니라, 주 이용자의 이용패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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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의사 및 간호사들이 도서관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을 수도 있으며, 서비스 제공 시 온라인 제공 및 원격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병원 내 의학도서관은 병원 내 일부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간 확보
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장서 보존 및 향후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게 되
었을 때의 공간 구성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향후 주 이용자와, 이용자들의 이용패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장서 수 등을 고려하여 병원 내 도서관 규모에 대
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분 N %

100㎡ 미만 (약 30평 미만) 22 48.89 

100㎡ 이상 - 200㎡ 미만 (약 30평 – 60평) 11 24.44 

200㎡ 이상 - 300㎡ 미만 (약 60평 – 90평) 6 13.33 

300㎡ 이상 - 400㎡ 미만 (약 90평 – 120평) 4 8.89 

400㎡ 이상 - 500㎡ 미만 (약 120평 – 150평) 1 2.22 

500㎡ 이상 (약 150평 이상) 1 2.22 

계 45 100.00 

<표 18> 도서관 면적 규모

구분 100㎡ 미만 100㎡ 이상 
- 200㎡ 미만

200㎡ 이상
 - 300㎡ 미만

300㎡ 이상 
- 400㎡ 미만

400㎡ 이상 
- 500㎡ 미만 1500㎡ 이상

p

N % N % N % N % N % N %

300개 미만 4 10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000

300-500개 미만 8 72.73 2 18.18 1 9.09 0 0.00 0 0.00 0 0.00

500-1,000개 미만 10 37.04 9 33.33 4 14.81 3 11.11 1 3.70 0 0.00

1,000-1,500개 미만 0 0.00 0 0.00 1 50.00 1 50.00 0 0.00 0 0.00

1,500개 이상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100.00

<표 19> 병상 수 대비 도서관 면적 규모

구분 100㎡ 미만 100㎡ 이상 
- 200㎡ 미만

200㎡ 이상
 - 300㎡ 미만

300㎡ 이상 
- 400㎡ 미만

400㎡ 이상 
- 500㎡ 미만 1500㎡ 이상

p

N % N % N % N % N % N %

100명 미만 5 83.33 0 0.00 0 0.00 0 0.00 0 0.00 1 16.67

0.365

100명 이상 - 300명 미만 3 37.50 2 25.00 2 25.00 1 12.50 0 0.00 0 0.00

300명 이상 - 600명 미만 5 71.43 2 28.57 0 0.00 0 0.00 0 0.00 0 0.00

600명 이상 - 1,000명 미만 4 36.36 2 18.18 3 27.27 2 18.18 0 0.00 0 0.00

1,000명 이상 5 38.46 5 38.46 1 7.69 1 7.69 1 7.69 0 0.00

<표 20> 서비스 대상 인구 수 대비 도서관 면적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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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관 열람석 수

도서관 열람석 수를 분석한 결과, 10석 미만이 51.11%, 10석 이상 - 20석 미만이 
26.67%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도서관이 열람석을 20석 이내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분 N %

없음 1 2.22 

10석 미만 23 51.11 

10석 이상 – 20석 미만 12 26.67 

20석 이상 – 30석 미만 3 6.67 

30석 이상 – 40석 미만 3 6.67 

40석 이상 3 6.67 

계 45 100.00 

<표 21> 도서관 열람석 수

3) 제공하고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 및 전산환경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복사기 및 스캐너(84.44%)와 열람 테이블
이나 소파(80.00%) 등으로 나타났다. 그 외 회의실이나 세미나실을 제공하는 도서관이 
28.89%로 나타났지만,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다양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공하고 있
는 전산 환경은 정보검색용 이용자 PC가 84.44%, 도서관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73.33%, 

무선 인터넷 시설 55.56, 도서관 전용 시스템 운영 44.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공하고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 제공하고 있는 전산 환경
구분 N % 구분 N %

없음 2 4.44 없음 6 13.33 

도서관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33 73.33 열람 테이블이나 소파 36 80.00 도서관 전용 시스템 운영 20 44.44 

자동 대출·반납 장비 7 15.56 도서관 이용통계 시스템 운영 15 33.33 

내부 성과물 시스템 운영 5 11.11 복사기나 스캐너 38 84.44 정보검색용 이용자 PC 38 84.44 
회의실이나 세미나실 13 28.89 무선 인터넷 시설 25 55.56 

노트북이나 E-Book 리더기 대여 1 2.22 북카페 운영 및 휴게시설 6 13.33 도서관 모바일 서비스 제공 14 31.11 

기타 1 2.22 기타 2 4.44 

<표 22> 제공하고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 및 전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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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직원현황

1) 총 직원 수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를 조사한 결과, 1명인 도서관이 66.67%로 과반 수 이상의 
대부분 도서관들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2명 17.78%, 3명 
13.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병상 수 대비 총 직원 수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병상 수가 
많을수록 직원 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병원 내 의학도서관에 대한 인력 기
준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국내 관련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 국외 기준을 고려해 
보았을 때, 현재 직원 수는 최소 기준에 못 미치는 상황 인 것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병상 
수를 기준으로 사서직원 1명은 필수적이며, 병상 수에 따라 보조직원의 수를 증가하여 최소 
인력을 제시하고 있다. 기준에 따르면 300-1,000 미만의 경우 2명(사서직원 1명, 보조직원 
1명), 1,000 이상의 경우 3명(사서직원 1명, 보조직원 2명)으로 제안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도서관이 과반 수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서비스 대상 인구 수 대비 총 
직원 수를 보았을 때, 서비스 대상 수에 비해 대부분 1인 도서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인력 
보충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구분 N %

1명 30 66.67 

2명 8 17.78 

3명 6 13.33 

4명 0 0.00

5명 이상 1 2.22 

계 45 100.00 

<표 23> 총 직원 수

구분 1명 2명 3명 5명 이상
p

N % N % N % N %

300개 미만 4 100.00 0 0.00 0 0.00 0 0.00

0.004

300-500개 미만 6 54.55 3 27.27 2 18.18 0 0.00

500-1,000개 미만 19 70.37 5 18.52 3 11.11 0 0.00

1,000-1,500개 미만 0 0.00 0 0.00 1 50.00 1 50.00

1,500개 이상 1 100.00 0 0.00 0 0.00 0 0.00

<표 24> 병상 수 대비 총 직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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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명 2명 3명 5명 이상
p

N % N % N % N %

100명 미만 4 66.67 1 16.67 1 16.67 0 0.00

0.339

100명 이상 - 300명 미만 6 75.00 1 12.50 0 0.00 1 12.50

300명 이상 - 600명 미만 5 71.43 0 0.00 2 28.57 0 0.00

600명 이상 - 1,000명 미만 9 81.82 1 9.09 1 9.09 0 0.00

1,000명 이상 6 46.15 5 38.46 2 15.38 0 0.00

<표 25> 서비스 대상 인구 수 대비 총 직원 수

2) 사서 수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 수를 조사한 결과, 사서가 1명인 도서관이 71.11%로 나타났으
며, 병원 내 의학도서관 사서 수에 대한 법적 기준 부재, 사서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사서가 없는 도서관이 8.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의견(설문 마지막 자유응답형 
문항)으로 병원 내 도서관에 사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굳이 사서
를 뽑지 않으려고 하는 추세라는 의견도 나타났다. 따라서 병원 내 의학도서관 사서의 필요성
에 대한 인식 향상이 필요하며, 법적으로도 인력 기준을 제정하여 강제성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분 N %

없음 4 8.89 

1명 32 71.11 

2명 7 15.56 

3명 1 2.22 

4명 0 0.00

5명 이상 1 2.22 

계 45 100.00 

<표 26> 사서 수

바. 서비스 현황

1) 제공하고 있는 이용자 교육 및 서비스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용자 교육 및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도서관 이용교육이 
7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 활용 안내서 제공 66.67%, 정보 활용 교육 실시 
62.22%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원 내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전화․이메일을 통한 참고정보
서비스, 복사서비스, 전자게시판 Q&A가 가장 높게 나타나, 도서관의 서비스는 대체적으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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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논문작성 지원, 정기적 신간·추천·신착 자
료 안내, SDI 또는 최신주지 서비스, 연구과제 수행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전문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전
문적인 서비스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부분 의학도서관이 1인 도서관 체
제로 운영되다보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도서관 업무 뿐 만 아니라 
타 업무 수행 및 사서의 전문성 부족, 사서가 없어서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전문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타 부서에서 독립하여 도서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며, 인력 보충을 통한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분야 전문 지식 관련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분 N %

없음 6 13.33 

전화․이메일을 통한 참고정보서비스 33 73.33 

전자게시판․Q&A 24 53.33 

정기적 자료제공이나 멘토링 실적 9 20.00 

연구과제 수행지원 서비스 12 26.67 

SDI 또는 최신주지 서비스 14 31.11 

정기적 신간·추천·신착 자료 안내 21 46.67 

정보자원의 월 1회 이상 정기적 안내 6 13.33 

외부 링크를 통한 안내 7 15.56 

소급문헌 탐색 12 26.67 

학술잡지 목차 서비스 11 24.44 

번역서비스 2 4.44 

복사서비스 28 62.22 

서지의 작성 및 준비 11 24.44 

색인의 작성 및 준비 5 11.11 

출판(뉴스지, 장서목록 등) 6 13.33 

특수파일의 준비(팜플렛 등) 2 4.44 

논문작성 지원 26 57.78 

기타 1 2.22 

<표 27>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복수 응답)

2) 제공하고 있는 대외 협력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대외 협력 서비스로 국내 협의회(체)에 회원가입이 80%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소수지만 다른 관종과의 대외 협력, 국제 협의회(체) 회원가입 등이 있었다. 반면 대
외 협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도서관도 13.33%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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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

없음 6 13.33 

국내 협의회(체) 회원가입 36 80.00 

국제 협의회(체) 회원 가입 4 8.89 

다른 관종과의 대외 협력 실적 7 15.56 

국제행사의 강연·발표·전시부스 참여 1 2.22 

외부인에게 소장자료 관외이용 허용 2 4.44 

외부인에게 기타 정보서비스 제공 3 6.67 

기타 1 2.22 

<표 28> 제공하고 있는 대외 협력 서비스 (복수 응답)

3) 연간 대출 건수

연간 대출 건수를 조사한 결과, 500권 미만이 51.11%, 500권 이상 3,000권 미만이 
15.56%, 없음이 11.11% 등의 순으로 나타나, 도서 대출은 활발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의료분야라는 주제 특성상 단행본의 대출보다 전자자료를 더 이용하거나 선호할 수 
있으며, 장서 부족,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료의 부족, 최신성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구분 N %

없음 5 11.11 

500권 미만 23 51.11 

500권 이상 – 1,000권 미만 7 15.56 

1,000권 이상 – 3,000권 미만 7 15.56 

3,000권 이상 – 6,000권 미만 2 4.44 

6,000권 이상 – 10,000권 미만 0 0.00

10,000권 이상 0 0.00

기타 1 2.22 

계 45 100.00 

<표 29> 연간 대출 건수

4) 상호대차서비스 유형 및 제공 건수

제공하고 있는 상호대차 유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동일 관종 - 타지역과 실시가 66.67%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타관종 - 타지역과 실시하는 도서관 48.89%, 동일 관종 - 동일지
역과 실시 35.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회원들 간의 상호대차서
비스가 운영되고 있어 동일관종과 타지역/동일 지역간의 상호대차서비스가 많이 제공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공하고 있는 상호대차서비스 제공 건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월 10

건 미만이 44.44%, 월 10건 이상 – 50건 미만 24.44, 없음과 월 50권 이상 – 100건 미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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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1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대차서비스 유형 (복수 응답) 상호대차서비스 제공 건수 
구분 N % 구분 N %

타 관종 - 타 지역과 실시 22 48.89 없음 5 11.11 

월 10건 미만 20 44.44 타 관종 - 동일 지역과 실시 6 13.33 월 10건 이상 – 50건 미만 11 24.44 동일 관종 - 타 지역과 실시 30 66.67 월 50권 이상 – 100건 미만 5 11.11 동일 관종 - 동일 지역과 실시 16 35.56 월 100권 이상 – 150건 미만 1 2.22 실시하지 않음 5 11.11 월 150건 이상 3 6.67 

기타 1 2.22 계 45 100.00 

<표 30> 상호대차서비스 유형 및 상호대차서비스 제공 건수 

3. 병원 내 의학도서관 사서의 수요도 및 인식조사

가. 병원 내 의학도서관의 서비스 대상 확대 필요성

병원 내 의학도서관 서비스 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가 24.44%, 

필요하지 않다가 53.33%로, 사서들은 서비스 대상 확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도서관이 1인 사서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서관 
업무 뿐 만 아니라 타 업무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제공할 여력

구분 N % M Std

전혀 필요하지 않다 10 22.22 

2.51 1.14 

필요하지 않다 14 31.11 

보통이다 10 22.22 

필요하다 10 22.22 

매우 필요하다 1 2.22 

계 45 100.00 

<표 32> 의학사서 자격취득 및 경력별 도서관 서비스 대상 확대의 필요성

구분 의학사서 자격 취득 여부 경력
구분 M t p 구분 M F p

병원도서관 서비스 대상 
확대의 필요성

유 2.68 

0.828 0.414

1년 미만 3.20 

2.089 0.100 

1년이상-3년이하 2.00 

4년이상-6년이하 1.80 

무 2.39 7년이상-9년이하 3.00 

10년 이상 2.62 

<표 31> 도서관 서비스 대상 확대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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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응답한 도서관 중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이 별도로 있는 곳들이 있어서 확대 보다는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따라
서, 서비스 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인력 보충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운영 시 애로사항

도서관 운영 시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예산 부족이 62.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경영자의 인식 부족 51.11%, 인력부족 46.67%, 소장자료의 빈약 35.56%, 이용자의 관
심 및 참여 부족 22.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 의견으로 저널 가격의 상승과 사
서의 병원업무 겸업 등의 이유가 나타났다. 따라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 지원 확대 
방안, 경영자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인력 확충 방안, 이용자의 관심과 참여를 도모할 수 있
는 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분 N %

경영자의 인식부족 23 51.11 

예산부족 28 62.22 

인력부족 21 46.67 

정보 활용 기자재의 미비 8 17.78 

정보소재 파악의 어려움 3 6.67 

소장자료의 빈약 16 35.56 

이용자의 관심 및 참여 부족 10 22.22 

사서의 의학 관련 지식 부족 4 8.89 

기타 4 8.89 

<표 33> 운영 시 애로사항 (복수 응답)

3) 향후 제공 서비스 수요조사

향후 병원 내 의학도서관에서 제공했으면 하는 서비스에 대해 크게 영역별로 살펴보면, 연
구논문지원서비스가 평균 3.97, 참고정보서비스 3.95, 독서지원서비스 3.12 순으로 나타나, 

사서들은 연구논문지원서비스 제공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논문작성 가이드와 개인정보관리 및 논문 작성을 위한 소
프트웨어 안내가 각각 4.36으로 가장 제공이 필요한 서비스로 나타났으며, 주제검색 서비스 
4.29, 의학 주제별 관련 정보원 제공 4.24, 의학 관련 링크 제공 4.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사서들은 주 서비스 대상인 전문가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 논문 지원 서비
스와 참고정보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의학사서 자격 취득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 5개의 항목인 이용자 유형별 정보원 제공, 의
학 관련 링크 제공, 연구 정보 상담 서비스, 전반적인 논문작성 가이드, 개인정보관리 및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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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M std

N % N % N % N % N %

참고
정보

서비스
(3.95)

의학 주제별 관련 정보원 제공 0 0.00 0 0.00 4 8.89 26 57.78 15 33.33 4.24 0.61 

이용자 유형별 정보원 제공 0 0.00 0 0.00 8 17.78 31 68.89 6 13.33 3.96 0.56 

의학 관련 링크 제공 0 0.00 0 0.00 8 17.78 24 53.33 13 28.89 4.11 0.68 

연구 정보 상담 서비스 0 0.00 1 2.22 7 15.56 25 55.56 12 26.67 4.07 0.72 

주제검색 서비스 0 0.00 0 0.00 3 6.67 26 57.78 16 35.56 4.29 0.59 

건강정보서비스 제공 3 6.67 9 20.00 19 42.22 12 26.67 2 4.44 3.02 0.97 

독서
지원

서비스
(3.12)

도서 배달서비스 9 20.00 16 35.56 15 33.33 4 8.89 1 2.22 2.38 0.98 

도서 신간 안내 1 2.22 2 4.44 14 31.11 23 51.11 5 11.11 3.64 0.83 

개인 프로파일별 도서 추천 서비스 2 4.44 6 13.33 21 46.67 14 31.11 2 4.44 3.18 0.89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독서지원서비스 2 4.44 5 11.11 20 44.44 14 31.11 4 8.89 3.29 0.94 

연구
논문
지원

서비스
(3.97)

전반적인 논문작성 가이드 0 0.00 0 0.00 6 13.33 17 37.78 22 48.89 4.36 0.71 

개인정보관리 및 논문 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안내 0 0.00 1 2.22 7 15.56 12 26.67 25 55.56 4.36 0.83 

의과학 논문 번역 및 수정 업체 정보 제공 2 4.44 2 4.44 13 28.89 18 40.00 10 22.22 3.71 1.01 

1:1 연구 컨설팅 0 0.00 8 17.78 15 33.33 16 35.56 6 13.33 3.44 0.94 

<표 34> 향후 제공 서비스 수요조사

구분 의학사서 자격 취득 여부 경력
구분 M t p 구분 M F p

참고
정보

서비스

이용자 유형별 
정보원 제공

유 4.21 

2.794 0.008

1년 미만 3.80 

1.249 0.306 

1년이상-3년이하 3.33 

4년이상-6년이하 4.10 

무 3.77 7년이상-9년이하 4.00 

10년 이상 4.00 

의학 관련 링크 
제공

유 4.37 

2.264 0.029

1년 미만 3.60 

0.908 0.469 

1년이상-3년이하 4.00 

4년이상-6년이하 4.10 

무 3.92 7년이상-9년이하 4.17 

10년 이상 4.24 

연구 정보 
상담 서비스

유 4.37 

2.550 0.014 

1년 미만 3.60 

0.728 0.578 

1년이상-3년이하 4.33 

4년이상-6년이하 4.20 

무 3.85 7년이상-9년이하 4.17 

10년 이상 4.05 

연구
논문
지원

서비스

전반적인 논문작
성 가이드

유 4.74 

3.424 0.001

1년 미만 3.80 

0.968 0.436 

1년이상-3년이하 4.67 

4년이상-6년이하 4.40 

4.08 무 7년이상-9년이하 4.33 

10년 이상 4.43 

개인정보관리 및 
논문 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안내 

유 4.79 

3.687 0.001

1년 미만 3.20 

3.922 0.009 

1년이상-3년이하 5.00 

4년이상-6년이하 4.40 

무 4.04 7년이상-9년이하 4.33 

10년 이상 4.52 

<표 35> 의학사서 자격취득 및 경력별 향후 제공 서비스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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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안내 항목에서 집단간의 유의미한 집단 차이가 나타났으며, 해당 5
개 항목 모두 의학사서 자격을 취득한 사서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경력별 분석 결과, 개
인정보관리 및 논문 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안내 항목에서 집단간의 유의미한 인식차이가 
나타났으며, 1년 미만을 제외한 경력에서 4점 이상의 필요성을 보였으며, 그 중 1년 이상 – 
3년 이하의 사서는 5.00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현재 상황과 인력으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
과, 현재 전반적인 논문작성가이드포함 원고교정업무나 정보검색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systematic review 연구에 관한 정보검색지원서비스가 좀 더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는 의
견, 사서의 관련 교육이 필요할 것 같으나, 그보다 인력이 부족한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점 등의 의견이 나타났다.

4) 향후 제공 프로그램 수요조사

향후 병원 내 의학도서관에서 제공했으면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먼저, 프로그램 유형에서 특
강 3.33, 체험이 3.20로 선호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 내 도서관의 이용자들이 대부
분 의료진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전시, 토론 등의 유형은 사실상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
로 보이며, 의료 분야 관련 특강 및 체험 등의 유형이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 영역별로 살펴보면,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이 평균 4.05, 문화프로그램 2.90, 독
서프로그램 2.82로 나타나,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 제공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 문화 
및 독서 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이용
자 교육 프로그램에서 의학정보원 교육과 정보탐색 교육이 각각 4.42, 보고서의 작성, 인용 
및 참고문헌 작성교육 4.38, 도서관 이용교육 4.00 등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그 외 
독서프로그램과 문화프로그램의 경우, 의학 관련 전문가 특강(3.69)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모두 평균 3점 미만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의학사서 자격 취득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 3개의 항목인 의학정보원 교육, 정보탐색 교육, 보고
서의 작성, 인용 및 참고문헌 작성교육 항목에서 집단간의 유의미한 인식차이가 나타났으며, 3개의 
항목 모두 의학사서 자격을 취득한 사서의 필요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경력별 분석 결과, 4개의 
항목인 취미여가 관련 프로그램, 의학정보원 교육, 정보탐색 교육, 보고서의 작성, 인용 및 참고문헌 
작성교육 항목에서 집단간의 유의미한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그 중 취미여가 관련 프로그램은 1년 
미만의 사서가 가장 높게 필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나머지 인식차이가 나타난 3개의 항목에서는 1
년 미만의 사서의 필요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 설문에 제시한 항목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는 현재 인력상황으
로는 어렵다는 의견 등이 나타났다. 반면, 현재 의료진을 위한 정보서비스를 중점으로 하고 
있으나, 환자와 직원을 위한 프로그램(예시: 환자들을 위한 건강관련 정보서비스)을 진행해
보고 싶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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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세부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M std

N % N % N % N % N %

프로그램
유형

일반강의 2 4.44 4 8.89 28 62.22 10 22.22 1 2.22 3.09 0.76 

특강 2 4.44 2 4.44 22 48.89 17 37.78 2 4.44 3.33 0.83 

체험 2 4.44 3 6.67 26 57.78 12 26.67 2 4.44 3.20 0.82 

전시 2 4.44 5 11.11 32 71.11 5 11.11 1 2.22 2.96 0.71 

토론 4 8.89 6 13.33 28 62.22 6 13.33 1 2.22 2.87 0.84 

독서
프로그램
(2.82)

저자강연회 4 8.89 9 20.00 23 51.11 9 20.00 0 0.00 2.82 0.86 

독서치료프로그램 4 8.89 9 20.00 19 42.22 12 26.67 1 2.22 2.93 0.96 

독서토론프로그램 4 8.89 11 24.44 22 48.89 7 15.56 1 2.22 2.78 0.90 

독서독후감 프로그램 5 11.11 10 22.22 23 51.11 7 15.56 0 0.00 2.71 0.87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5 11.11 11 24.44 17 37.78 10 22.22 2 4.44 2.84 1.04 

문화
프로그램
(2.90)

의학 관련 전문가 특강 2 4.44 2 4.44 16 35.56 13 28.89 12 26.67 3.69 1.06 

어학 관련 프로그램 6 13.33 9 20.00 20 44.44 7 15.56 3 6.67 2.82 1.07 

정보화 관련 프로그램 6 13.33 9 20.00 21 46.67 7 15.56 2 4.44 2.78 1.02 

취미여가 관련 프로그램 10 22.22 14 31.11 15 33.33 5 11.11 1 2.22 2.40 1.03 

건강 관련 프로그램 5 11.11 12 26.67 16 35.56 9 20.00 3 6.67 2.84 1.09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
(4.05)

도서관 이용교육 1 2.22 2 4.44 8 17.78 19 42.22 15 33.33 4.00 0.95 

의학정보원 교육 0 0.00 1 2.22 5 11.11 13 28.89 26 57.78 4.42 0.78 

정보탐색 교육 0 0.00 1 2.22 5 11.11 13 28.89 26 57.78 4.42 0.78 

보고서의 작성, 인용 및 
참고문헌 작성교육 0 0.00 1 2.22 6 13.33 13 28.89 25 55.56 4.38 0.81 

문서화 프로그램 교육 0 0.00 7 15.56 22 48.89 13 28.89 3 6.67 3.27 0.81 

연구관련 소프트웨어 
장비교육 2 4.44 1 2.22 15 33.33 14 31.11 13 28.89 3.78 1.04 

<표 36> 향후 제공 프로그램 수요조사

영역별 세부구분 의학사서 자격 취득 여부 경력
구분 M t p 구분 M F p

문화
프로그램

취미여가 관련 
프로그램

유 2.26 

-0.757 0.453

1년 미만 3.40 

3.243 0.021 

1년이상-3년이하 1.33 

4년이상-6년이하 1.90 

무 2.50 7년이상-9년이하 2.67 

10년 이상 2.48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

의학정보원 교육
유 4.74 

2.670 0.011 

1년 미만 3.20 

5.035 0.002 

1년이상-3년이하 5.00 

4년이상-6년이하 4.50 

무 4.19 7년이상-9년이하 4.50 

10년 이상 4.57 

정보탐색 교육
유 4.74 

2.670 0.011 

1년 미만 3.20 

5.035 0.002 

1년이상-3년이하 5.00 

4년이상-6년이하 4.50 

무 4.19 7년이상-9년이하 4.50 

10년 이상 4.57 

<표 37> 의학사서 자격취득 및 경력별 향후 제공 프로그램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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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학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조사

병원 내 의학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필요
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의학도서관을 위한 정책이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세부적으로 예산 지원이 4.31, 병원 내 의학도서관 사서 대상 교육 전문화 4.27, 타 도서
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병원 내 의학도서관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이 각각 4.22, 국립의학
도서관 건립과 의학도서관 법적 기준제정이 각각 4.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학사서 자격 취득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 모든 항목에서 의학사서 자격을 취득한 사서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4개의 항목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경력별 분석 결과, 경력이 많을수록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국가적 차원에서의 병원 내 
의학도서관 전수조사 실시, 병원 내 의학도서관 법적 기준제정, 병원 내 의학도서관 평가지표 
개발 항목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첫째, 의학도서관(의사직 등의 전문인을 위한) 및 병원도서관(환자 및 보호
자 등을 위한)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인 강제성이 가장 우선시 되며 이를 
관리 감독하는 체계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둘째, 병원 내 의학도서관의 
존립 목적과 방향성은 뚜렷한 반면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미약하며, 독립성이 약한 편으로 
사서는 타 직종에 비해 기관 내 위상이 저하되어 있어, 병원 내 의학도서관 사서에 대한 인식
제고와 내외부 제도적으로도 명확한 규정과 운영을 강제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셋째, 병원은 연구보다 진료에 치중하고 있고, 그에 따라 사서가 필요하다는 인식 
부족과 병원 내 도서관에 사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점수차가 크지 않아 병원 내 도서관에 
굳이 사서를 뽑지 않으려고 하는 추세임으로 병원 내 도서관의 사서 필요성에 대한 인식 향상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따라서 병원 내 의학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예산 지원에 관한 정책이 시급하며, 사서의 전문
성 향상 교육,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타 도서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정책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보고서의 작성, 

인용 및 참고문헌 
작성교육

유 4.68 

2.503 0.017

1년 미만 3.00 

6.578 0.000 

1년이상-3년이하 5.00 

4년이상-6년이하 4.50 

무 4.15 7년이상-9년이하 4.50 

10년 이상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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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M std

N % N % N % N % N %

국공립병원부터 병원 내 의학도서관 설립 의무화 1 2.22 2 4.44 7 15.56 17 37.78 18 40.00 4.09 0.97 

국가적 차원에서의 병원 내 의학도서관 전수조사 실시 0 0.00 7 15.56 8 17.78 17 37.78 13 28.89 3.80 1.04 

타 도서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0 0.00 0 0.00 7 15.56 21 46.67 17 37.78 4.22 0.70 

국립의학도서관 건립 1 2.22 0 0.00 7 15.56 19 42.22 18 40.00 4.18 0.86 

병원 내 의학도서관 법적 기준제정 0 0.00 0 0.00 11 24.44 15 33.33 19 42.22 4.18 0.81 

병원 내 의학도서관 평가지표 개발 0 0.00 0 0.00 12 26.67 18 40.00 15 33.33 4.07 0.78 

병원 내 의학도서관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1 2.22 0 0.00 7 15.56 17 37.78 20 44.44 4.22 0.88 

예산 지원 0 0.00 1 2.22 5 11.11 18 40.00 21 46.67 4.31 0.76 

병원 내 의학도서관 사서 대상 교육 전문화 1 2.22 0 0.00 7 15.56 15 33.33 22 48.89 4.27 0.89 

<표 38> 향후 의학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조사

구분 의학사서 자격 취득 여부 경력
구분 M t p 구분 M F p

국가적 차원에서의 
병원도서관 전수조사 실시

유 4.32 

3.128 0.003

1년 미만 2.40 

3.784 0.011 

1년이상-3년이하 4.00 

4년이상-6년이하 3.60 

무 3.42 7년이상-9년이하 4.17 

10년 이상 4.10 

병원도서관 법적 기준제정
유 4.53 

2.643 0.011

1년 미만 3.60 

2.680 0.045 

1년이상-3년이하 4.33 

4년이상-6년이하 3.70 

무 3.92 7년이상-9년이하 4.33 

10년 이상 4.48 

병원도서관 평가지표 개발
유 4.53 

3.879 0.000

1년 미만 3.20 

4.074 0.007 

1년이상-3년이하 3.67 

4년이상-6년이하 3.80 

무 3.73 7년이상-9년이하 4.17 

10년 이상 4.43 

병원도서관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유 4.68 

3.358 0.002

1년 미만 3.80 

1.245 0.308 

1년이상-3년이하 3.67 

4년이상-6년이하 4.00 

무 3.89 7년이상-9년이하 4.33 

10년 이상 4.48 

<표 39> 의학사서 자격취득 및 경력별 향후 병원 내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조사

Ⅴ. 논의

본 연구는 병원 내 의학도서관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운영 
시 애로사항, 향후 제공했으면 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 병원 내 의학도서
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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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출한 시사점을 기반으로 병원 내 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 내 도서관은 타 부서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 될 필요가 있다. 현재 병원 
내 도서관의 80% 이상이 진료지원부서 및 행정부서에 소속되어 있으며, 독립적으로 운영되
고 있는 도서관은 13.33%에 불과하였다. 타 부서 내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 이러한 부서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며, 도서관 업무 뿐 만 아니라 타 업무도 겸직하
고 있는 곳이 많았다. 이에 도서관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도서관의 서비스의 질을 높임으
로써 도서관의 위상을 높이려면, 조직상 독립부서로 분리되어야 한다. 타 부서 내에 위치할 
경우, 도서관 업무를 관장하고 결정하는 부분에서 있어서 의사결정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예
산, 업무, 서비스 등에서도 체계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 향후 병원 내 도서관의 체계적인 
운영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장서, 규모, 사서 등에 대한 법적 기준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도서관법 시행령」에 
규정된 전문도서관에 대한 기준도 ‘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사항이 
있는 기준으로, 실제적으로 전문도서관을 위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더불어 의학도서관에 
대한 장서, 규모, 사서 수 등에 대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먼저 장서의 경우, 의학 분야는 
학문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신지식의 유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최신성이 중요시 되는 학
문의 특성상, 단행본 보다는 학술지의 이용도가 높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규모에 
따른 장서 선정 및 폐기 규정, 평가, 관리매뉴얼과 같은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시설 규모의 경우 대부분 60평 미만의 규모와 20석 미만의 열람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용자 편의시설은 복사기 및 스캐너와 열람 테이블이나 소파 정도만 
제공 되고 있는데 이는 도서관 규모가 한정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편의시설 제공에는 어려움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병원 내 의학도서관은 주 이용자와, 이용자들의 이용패턴, 도
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장서 수 등을 고려하여 병원 내 도서관 규모에 대한 
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현재 병원 내 의학도서관은 대부분 1인 도서관 체제로 운영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서가 없는 도서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도서관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한계가 있으며, 도서관 업무 뿐 만 아니
라 타 업무도 겸업하고 있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운영 시 애로사항’문항과 자유응답형 문항에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병원 내 의학도서관에 대
한 경영자의 인식부족, 예산부족, 도서관의 필요성 인식 부족 등의 이유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였다. 물론 병
원 내 의학도서관이 타 관종과 같이 업무별로 세분화된 인력 배정은 어렵겠지만, 도서관 고유
업무와 행정업무가 구별될 수 있도록 전문직 사서의 지원과 충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병원 내 의학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의학도서관과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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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나 지원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
는 의료분야는 어느 분야보다도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이 요구되면서, 병원 내 의학도서
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산 
지원에 관한 정책이 시급하며, 사서의 전문화 교육,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타 도서관과의 네
트워크 활성화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병원 내 도서관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대외적인 교육과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 교육은 도서관 및 도서관의 소장자료의 소개와 이용방법을 교수하여 도서관
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그리고 정보적인 접근을 유도하는 기술인 반면, 홍보는 설명적 자료
를 통하며 해당 도서관의 의미와 활동을 알려 이용자, 조직구성원, 지역사회에 그 기관에 대
한 의견을 일치나 호의를 증진시켜 사회공동체의 한 구성요소임을 인식시키는 노력이다. 그
러므로 병원 내 도서관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전문사서의 정보제공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인식
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도서관의 존재나 업무수행과 직결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병원 내 도서관은 적극적이고 기술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한 구성원의 도서관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도서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병원 내 의학도서관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
로 운영 시 애로사항, 향후 제공했으면 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 의학도서
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병원 내 의학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병원 내 조직상 위치는 현재 80% 이상이 진료지원부서 및 행정부서에 소속
되어 있으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은 13.33%에 불과하였다. 둘째, 장서의 경우, 

의학 분야는 학문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신지식의 유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최신성이 중
요시 되는 학문의 특성상, 단행본 보다는 학술지의 이용도가 높아 장서에서 학술지가 차지하
는 비율이 높았다. 이에 병원 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유형으로 E-Book이나 
E-Journal 및 상용 서지 DB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셋째, 시설규모의 경우, 과반수 이상
(약 70%)이 60평 미만의 규모와 20석 미만의 열람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공하고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복사기 및 스캐너와 열람 테이블이나 소파 정도만 제공 되고 
있는데 이는 병원 내 도서관의 규모가 한정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편의시설 제공에는 어려움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공하고 있는 전산 환경은 정보검색용 이용자 PC, 도서관 홈페
이지 서비스, 무선 인터넷 시설 등이 제공되고 있었다. 넷째, 인력의 경우, 대부분 1인 도서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사서가 없는 도서관도 나타났다. 현재 1인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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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한계가 있으며, 도서관 업무 
뿐 만 아니라, 타 업무도 겸업하고 있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서비스의 경우, 도서관 이용교육, 정보 활용 안내서 제공, 정보 활용 
교육이 제공되고 있었으며, 서비스의 경우, 전화․이메일을 통한 참고정보 서비스, 복사서비스, 

전자게시판 Q&A 등이 제공되고 있었다. 상호대차서비스의 경우, 주로 동일관종과 타지역/동
일 지역간의 상호대차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도서관에서 제공했
으면 하는 서비스에 대해 사서들은 주 서비스 대상인 전문가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 
논문 지원 서비스와 참고정보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마지막으로 향후 병원 내 의학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예산 지원에 관한 정책, 사서의 전문화 교육, 운영 가이드라인 개
발, 타 도서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병원 내 의학도서관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병원 내 도서관은 
타 부서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 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병원 내 의학도서관에 대한 
장서, 규모, 인력에 대한 법적 기준 제정이 필요하다. 셋째, 체계적인 병원 내 의학도서관 운
영을 위해 도서관 고유업무와 행정업무가 구별될 수 있도록 전문직 사서의 지원과 인력 충원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병원 내 의학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산 
지원, 사서의 전문화 교육,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타 도서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정책
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병원 내 의학도서관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해 향후 적
극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한 구성원의 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서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병원 내 의학도서관의 일반적인 현황과 사서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활성화를 위
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제시한 제안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병원 내 의학
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한 병원 경영자 계층의 인식개선과 함께 법적, 제도적인 개선이 선행되
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과 병원 내 의학도서
관에서 근무하는 전문 사서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론적인 뒷받침을 위한 
연구자들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향후 병원 내 의학도서관 이용자를 대
상으로 한 만족도 및 수요조사를 수행함으로서 이용자 요구 기반 정책 개선 노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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