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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의료분야 도서관 중 의과대학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의과대학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1) 독립 홈페이지 여부, 2) 서비스대상, 3) 장서, 4) 분류체계, 5) 인력, 
6) 시설(면적, 열람석 수), 7) 기자재(pc, 프린트, 복사기 등), 8) 서비스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의학도서관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의과대학도서관의 장서, 규모, 사서 등에 대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의과대학도서관 간의 
협력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의과대학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 사서의 전문화 교육,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도서관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국가차원에서 또는 의학도서관협회 
차원에서 의학도서관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의과대학도서관, 의학도서관, 의료분야 도서관, 운영현황, 활성화방안

ABSTRACT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revitalization plan of the medical school libraries in the future, on the basis 
of analysis for the overall operation situation of the medical school libraries among the medical libraries. So 
based on the website, it is divided into 1) whether independent homepage exists, 2) service target, 3) books, 
4) classification system, 5) manpower, 6) facilities (area, number of seats available), 7) equipment (pc, printer, 
copy machine, etc.), 8) services, and then analyzed. Consequently, as the ways to revitalize the medical libraries, 
first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egal standards and develop guidelines for the medical school library's books, 
sizes, librarians, etc. Secondly, establishing a cooperative community network between medical school libraries 
is necessary. Thirdly, policies such as support at the national level, specialization education of librarians, 
development of operational guidelines, and activation of inter-library networks are needed to revitalize the 
medical school libraries. It is also expected that research on the actual situation of the medical libraries should 
be conducted at the national level or at the level of the association of medical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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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의학도서관은 의과대학, 병원, 의료분야 연구소 등을 모기관으로 두며, 의학, 치과학, 간호
학 및 약학과 같은 보건과학 분야의 의사, 교수, 의과대학생, 간호사, 의료기사, 연구자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뜻한다(신영지, 노영희 2018). 의학도서관의 유형은 연구자에 따
라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한국의학도서관협회의 회원기관 분류를 따르는 것
이 통상적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학도서관협회의 분류에 의하면, 소속기관이나 이용자의 성
격 및 재정지원을 기준으로 의학도서관을 1)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보건의료 분야의 
교수와 학생을 위한 의과대학 및 보건대학도서관, 2)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모기관의 의료진
을 위한 병원도서관, 3) 정부산하연구소를 지원하는 연구소도서관, 4) 제약회사처럼 의학과 
관련된 산업체에 소속된 제약회사도서관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의학도서관은 모
기관의 설립목적 또는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의학전문도서관은 의학교육자, 의
학연구자, 의료종사자들을 위한 연구 및 교육활동, 임상업무의 지원한다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노동조, 김정아 2010). 

의학은 특성상 학문의 변화속도가 매우 빠르고 신지식의 유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
라 의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연구와 환자치료에 필요한 적절한 정보 습득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의학도서관은 정보전달기관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
께 시설 및 서비스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최신성을 생명으로 하는 의학정보 분야는 이
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제 일선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의학 분야의 세분화, 유전공학 
및 분자생물학의 진보 등으로 인하여 의학정보 분야는 그 어느 때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정보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의학도서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학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 법적 기준,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 등은 국내에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물론 이는 
의학도서관 뿐만 아니라 국내 전문도서관이 모두 같은 상황이다. 2019년에 발표한 제3차 도
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현재 국내 전문도서관의 경우, 대
다수 사립 전문도서관이라는 점에서 현황파악이 어려우며, 주관부처 또한 통합되지 않고 다
양하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전문도서관의 현황을 갱신하고 조사하기 
위해 ‘전문도서관 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에 대한 과제를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다(도서관정보
정책위원회 2019). 또한 의학도서관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한 결과, 학술지 공동이용(송준용 
2000; 송준용 2001; 송준용 2002), 장서 관련한 연구(남태우, 김은주 2010; 김에스더, 김
영준 2015), 의학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 관련 연구(임현정, 조혜민 2003; 장혜란, 김정
아 2012; 노영희 2014; 임성관 2015), 의학도서관 웹페이지 활성화(조찬식, 한혜영 2005a; 

조찬식, 한혜영 2005b) 등에 관한 연구 등은 다수 진행되어 왔으나, 의학도서관의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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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학도서관 중 의과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웹사이트를 조사하여 현재 
의과대학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의과대학도서관의 활
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연구설계 및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의학도서관 중 의과대학도서관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에 의과대학도서관의 웹사이트 조사를 통해 장서, 인력, 시설, 서비스 등의 전반적인 운영현
황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내
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학도서관 관련 논문, 보고서, 기사, 정책자료 등을 총체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의학
도서관에 대한 개념, 유형 등을 파악하여 정리하였다. 

둘째, 분석 대상 및 분석요소를 선정하였다. 분석대상은 2018년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회원
인 대학도서관 중 의학도서관이 아닌 중앙도서관은 제외하고, 협회 회원 외 의학도서관을 추
가적으로 찾아 총 45개의 도서관을 선정하였다. 분석항목의 경우, 도서관 현황조사 관련 선
행연구 및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1) 독립 홈페이지 여부, 2) 서비스대상, 3) 장서, 4) 분류체
계, 5) 인력, 6) 시설(면적, 열람석 수), 7) 기자재(pc, 프린트, 복사기 등), 8) 서비스로 선정
하였다. 

셋째, 데이터 수집은 총 3단계를 걸쳐 수행하였다. 1단계, 45개 도서관의 홈페이지를 방문
하여 분석항목별 데이터를 총체적으로 수집하였다. 2단계, 1차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검토
하고 그룹핑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룹핑 작업은 분석요소 중 ① 서비스 대상, ② 장서, ③ 서
비스의 경우 각 도서관별로 사용하는 용어가 다양하여, 동일한 의미 및 유사한 의미의 경우 
그룹핑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3단계,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검토 및 수정하는 작
업을 거쳤다.

넷째, 정리된 데이터를 토대로 의학대학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
반으로 의학대학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수행한 연구절차와 단계별 세부 연구내
용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1) 분석 대상기관 선정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총 45개의 의학대학도서관이며, 대상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째, 2018년 기준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회원인 대학도서관 52곳 중 대학의 중앙도서관인 가톨
릭대학교 도서관, 남서울대학교 도서관,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중앙대학교 중앙도서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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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0곳을 제외하였다. 둘째, 협회 회원 중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중앙도서관, 건양대학교 
명곡도서관, 차 의과학대학교 도서관 등은 독립적인 의학전문도서관은 아니지만, 의학/보건
의료 분야 특성화 대학으로서 중앙도서관이 의학전문도서관의 성격을 갖고 있어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셋째, 추가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협회 회원 외 의학도서관을 조사하여 3곳
을 추가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선정한 분석 대상은 다음 <표 1>과 같다. 

구분 의과대학도서관 독립 웹사이트 구축 여부 비고단독 중앙도서관 연계
1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중앙도서관 ☑ 의학/보건의료 분야 특성화 대학
2 가톨릭관동대학교 의학도서관 ☑
3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도서관 ☑
4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치의학 분관 ☑
5 강원대학교 의학도서관 ☑
6 건양대학교 명곡도서관(대전) ☑ 의학/보건의료 분야 특성화 대학
7 경북대학교 도서관 의학분관 ☑
8 경북대학교 도서관 치의학분관 ☑ 추가
9 경상대학교 의학도서관 ☑
10 경희대학교 의학계열도서관 ☑
11 계명대학교 의학도서관 ☑
12 고려대학교 의학도서관 ☑
13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의학도서관 ☑
14 국군간호사관학교 도서관 ☑ 의학/보건의료 분야 특성화 대학
15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의학도서실 ☑
16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치의학도서실 ☑ 추가
17 대구가톨릭대학교 루가도서관 ☑
18 대구한의대학교 학술정보원 ☑ 의학/보건의료 분야 특성화 대학
19 동국대학교 의학도서관 ☑
20 동아대학교 의학도서분관 ☑

<표 1> 분석대상

<그림 1>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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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항목 선정

분석항목 선정을 위해 도서관 현황조사 관련 논문, 보고서, 지표 등을 참조하였다. 전국 도
서관 통계 지표(문화체육관광부 2018), 전문도서관 통계 수집을 위한 실태조사(문화관광부 
2007),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 관련 연구(윤혜영 2019),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조사(노영희 
외 2017), 2017년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2017) 

등의 조사 항목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현황을 조사하기 때문
에 항목 중에서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이 어려운 예산, 대출현황 등의 항목은 제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의학도서관 현황을 크게 1) 독립 홈페이지 여부, 2) 서비스
대상, 3) 장서, 4) 분류체계, 5) 인력, 6) 시설(면적, 열람석 수), 7) 기자재(pc, 프린트, 복사
기 등), 8) 서비스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하였다. 

3) 분석항목 그룹핑

8개의 분석항목 중 서비스 대상, 장서, 서비스의 경우 각 도서관별로 사용하는 명칭이 다양
하게 나타나 1단계로 각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명칭 그대도 수집·정리하였으며, 2단계로 유사 
의미의 용어를 그룹핑하였다. 

21 동의대학교 중앙도서관 의학분관 ☑
22 부산대학교 의생명과학도서관 ☑
23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 ☑
24 서울대학교 치의학도서관 ☑
25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도서관 ☑
26 아주대학교 의학문헌정보센터 ☑
27 연세대학교 원주의학도서관 ☑
28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 ☑
29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도서관 ☑
30 울산대학교 아산의학도서관 ☑
31 원광대학교 의학도서실 ☑
32 *원광보건대학교 도서관 ☑ 의학/보건의료 분야 특성화 대학
33 이화여자대학교 의학도서관 ☑
34 인제대학교 의학도서관 ☑
35 인하대학교 의학도서관 ☑
36 전남대학교 의학도서관 ☑
37 전남대학교 치의학도서관 ☑
38 전북대학교 의학도서관 ☑
39 전북대학교 치의학도서관 ☑ 추가
40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도서관 ☑
41 진주보건대학교 학술정보관 ☑ 의학/보건의료 분야 특성화 대학
42 차 의과학대학교 도서관 ☑ 의학/보건의료 분야 특성화 대학
43 충남대학교 의학도서관 ☑
44 충북대학교 의학도서관 ☑
45 한양대학교 의학학술정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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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비스 대상의 경우 1단계 수집 과정에서 13개 항목으로 수집되었으나, 유사 의미의 
항목과, 특정 대학에서만 나타나는 항목은 그룹핑 과정을 통해 통합하여 8개 항목으로 수정
하였다<표 2 참조>. 

1차 조사 내용 (빈도) (그룹핑) 최종 분석 항목
의료원/병원 산하 교직원 및 전공의 27 ▶ 의료원/병원 산하 교직원 및 전공의
교내 구성원(교원, 학생, 대학원생, 교직원 등) 45 ▶ 교내 구성원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회원 42 ▶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회원
일반인 6 ▶ 일반인 및 지역주민지역주민 6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 23 ▶ 의학도서관 및 도서관장이 승인한 자의학도서관의 승인을 얻은 자 1

분관캠퍼스 회원 3 ▶ 분관캠퍼스 회원
동문 4 ▶ 동문
특별회원(특별회원증 소지자) 1

▶ 기타방학에 관장이 허가한 교직원 자녀 (열람실 이용 가능) 1

기타 각 교육기관 및 연구소 도서관의 열람의뢰서 소지자 2

기타 6

<표 2> 의과대학도서관의 서비스 대상 항목 그룹핑

장서의 경우 대학별로 현황을 나타내는 항목이 다양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
었다. 포괄적으로 현황을 제시하는 도서관, 세부항목별로 자세하게 제시하는 도서관, 자료현
황이 없는 도서관, 동일 항목임에도 도서관별로 단위를 다르게 기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1차적으로 총 14개의 항목으로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그 중 연속간행물은 한국문헌자동
화목록기술규칙-연속간행물용에서 정의한 ‘하나의 표제 아래 권호나 연월차를 가지고 완성
을 예측할 수 없이 연속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과 이에 준하는 자료’로 간주하여 연속간행물 
항목 내에 인쇄/전자저널, 학술지, 학술잡지를 포함하였다. 연속간행물에 속한 데이터는 도서
관별로 권, 종, 그리고 단위가 없는 경우로 나뉘어져, 본 연구에서는 분석 시 단위가 ‘종’인 
데이터만 분석하여 단위를 통일하였다. 그 외에 학술DB와 WebDB를 그룹핑하였으며, 비도
서의 경우 멀티미디어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수집한 데이터 중 비도서, 학위논문, 전
자자료, 간행물 등은 수집된 데이터가 적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표 3 참조>.

서비스 항목의 경우 각 대학별로 지칭하는 용어가 다양하여 1차적으로 72개의 항목이 조
사되었다. 이를 정리하기 위해 첫째, 수집된 72개의 항목을 먼저 유사 서비스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그 결과, 조사한 서비스는 크게 ① 도서관 기본 서비스, ② 논문 작성 관련 지원 
서비스, ③ 저널 관련 정보제공서비스, ④ 연구지원서비스, ⑤ 정보제공서비스, ⑥ 학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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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서비스, ⑦ 서지관리 프로그램, ⑧ 개인 맞춤서비스, ⑨ 교육, ⑩ 도서 및 자료 배달서
비스, ⑪ 그 외 서비스로 구분되었다. 둘째, 11개의 그룹 내 세부항목별로 용어를 통일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용어통일은 각 서비스의 의미를 모두 확인하여, 동일한 서비스일 경우에
만 그룹핑하여 통일하였으며, 통일 용어는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용어로 통일하였다. 셋
째, 그 외 서비스의 경우, 11개의 그룹에 속하지 못하는 항목이거나, 특정 대학에서만 제공하
는 서비스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의과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전반적인 서비스 현황을 
보여주고자 조사된 항목은 삭제하지 않았다<표 4 참조>.

1차 조사 내용 (빈도) (그룹핑) 최종 분석 요소 최종 분석 항목
정보검색 44

도서관
기본 서비스

정보검색
대출예약/연기 38 대출예약/연기
희망도서신청 40 희망도서신청
QA 40 QA

상호대차원문복사 45 상호대차원문복사
타도서관 이용 25 타도서관 이용
모바일서비스 14 모바일서비스
학위논문제출 14 학위논문제출

<표 4> 의과대학도서관의 서비스 항목 그룹핑 

1차 조사 내용 (빈도) (그룹핑) 최종 분석 요소
단행본 42 ▶ 단행본

e-Book 27 ▶ e-Book

연속간행물 34

▶ 연속간행물
인쇄/전자저널 8

학술지 2

학술잡지 3

전자/제본잡지 2

학술DB 22 ▶ 학술DB
WebDB 6

비도서 15 ▶ 비도서자료멀티미디어 1

학위논문 7

▶
분석 제외

전자자료 2 분석 제외
간행물 1 분석 제외

<표 3> 의과대학도서관의 장서 항목 그룹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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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접속 24 교외접속
원격지원 3 원격지원
논문작성지원 6

▶

논문 작성 
관련 지원 서비스

논문작성지원서비스
논문교정신청 1

논문형식점검서비스 1

논문교정서비스 1

연구논문지원서비스 1

논문작성가이드 13 논문작성가이드
논문번역서비스 2 논문번역서비스
표절관리서비스 11 표절관리서비스
논문 게재료 무료지원 1 논문 게재료 무료지원
논문 게재료 할인 2 논문 게재료 할인
SCI/SCIE 등재저널 검색 7

저널 관련
정보제공서비스

SCI/SCIE 등재저널 검색
SCI관련 1 SCI관련
SCI 서비스 1 SCI 서비스
저널평가정보(S2Journal) 6 저널평가정보(S2Journal)

평가지표 1 평가지표
인용정보DB 1 인용정보DB

등재지목록 4 등재지목록
Impact Factor(JCR) 검색 10 Impact Factor(JCR) 검색
저널약어명검색 2 저널약어명검색
학술지분석 1 학술지분석
연구논문분석서비스 1

연구지원서비스

연구논문분석서비스
ORCID 논문관리 서비스 1 ORCID 논문관리 서비스
연구업적분석서비스 1 연구업적분석서비스
1:1 연구 컨설팅 1 1:1 연구 컨설팅
SNUMED 연구동향 1 ▶ 대학 내 연구동향
YUHS 연구동향 1

연구동향 2 연구동향
자관 Pubmed 27

정보제공서비스

자관 Pubmed

SFX링킹서비스 1 SFX링킹서비스
참고사이트 1 ▶ 관련사이트관련사이트 21

의학용어검색 4 의학용어검색
관련인터넷신문 1 관련인터넷신문
학과주제별가이드 3

▶ 학과 및 주제별 
서비스

학과주제별가이드학과가이드 1

학과주제별가이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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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별 학술정보가이드 1

주제가이드 3

주제별가이드 1

주제정보가이드 1

학과별자료이용안내 2 학과별자료이용안내
학과전담사서제 1 ▶ 학과전담서비스학과전담서비스 3

주제검색서비스(대리검색) 1 주제검색서비스(대리검색)

교실별자료검색 1 교실별자료검색
ENDNOTE 18

서지관리 프로그램
(참고문헌 관리)

ENDNOTE

Reworks 8 Reworks

ProQuest RefWorks 1 ProQuest RefWorks

카카오플러스친구 서비스 2

개인 맞춤서비스

카카오플러스친구 서비스
RSS서비스 9 RSS서비스
SDI 7 SDI

이용자교육 39 교육 이용자교육
도서택배서비스 1

도서 및 자료
배달서비스

도서택배서비스
분관대출서비스 1 분관대출서비스
자료배달서비스 1 ▶ 도서 및 자료 배달서비스교수/전임강사 도서배달서비스 2

포스터제작 2

그 외 서비스

포스터제작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서비스 1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서비스
who 의학정보문헌 협력센터 1 who 의학정보문헌 협력센터
의학과 수업 참고도서 1 의학과 수업 참고도서
지역시립도서관과 연계 1 지역시립도서관과 연계
장애인지원서비스 1 장애인지원서비스

Ⅲ. 분석 결과

의학도서관 현황은 크게 1) 독립 홈페이지 여부, 2) 서비스대상, 3) 장서, 4) 분류체계, 

5) 인력, 6) 시설(면적, 열람석 수), 7) 기자재(pc, 프린트, 복사기 등), 8) 서비스로 구분하
여 조사·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 구축 여부 

홈페이지 구축 여부를 살펴본 결과, 별도로 의학도서관만을 위한 독립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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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곳이 35개(77.78%)로 나타났으며, 중앙도서관(또는 소속된 캠퍼스 도서관)과 홈페이지
를 공유하고 있는 곳이 10개(22.22%)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 홈페이지는 없지만 별도의 주
제별가이드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도서관도 나타났다. 의과대학도서관의 정보는 독
립 홈페이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 중앙도서관과 공유하더라도 의과대학도서관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곳도 있는 반면, 단순한 현황만 소개하는 도서관도 있었다.

구분 빈도 비율
독립 홈페이지 보유 35 77.78 

중앙도서관과 공유 10 22.22 

계 45 100.00 

<표 5> 의과대학도서관의 홈페이지 구축 여부

2. 서비스 대상

서비스 대상을 조사한 결과, 교내 구성원(100%),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회원(93.33%), 의
료원/병원 산하 교직원 및 전공의(60%), 의학도서관 및 도서관장이 승인한 자(53.33%), 일
반인 및 지역주민(26.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과대학도서관은 대학도서관의 분관으
로 모든 도서관이 교내 구성원인 전임교원, 학부생 및 대학원생, 교직원, 시간강사 등을 대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회원인 42개의 도서관은 회원증 소지 
시, 도서관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대학이 대학병원 및 의료원을 운영하
고 있는 경우, 의료원/병원 산하 교직원 및 전공의에게도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 일반인 및 지역 주민의 경우, 회원 등록 또는 신분증 제시 등을 통해 열람만 가능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기타 서비스 대상으로는 타대학 열람증 소지자, 퇴직교직원, 부석학교 교원, 

위탁교육생, 방학에 관장이 허가한 교직원 자녀 등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비율
의료원/병원 산하 교직원 및 전공의 27 60.00 

교내 구성원 45 100.00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회원 42 93.33 

일반인 및 지역주민 12 26.67 

의학도서관 및 도서관장이 승인한 자 24 53.33 

분관캠퍼스 회원 3 6.67 

동문 4 8.89 

기타 10 22.22 

<표 6> 의과대학도서관의 서비스 대상 (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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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대학도서관은 대학도서관이자 전문도서관으로 교내 구성원 뿐만 아니라, 의료원 및 병
원 구성원들을 대상을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장서 현황

1) 단행본

의과대학도서관의 단행본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00권 이상 – 40,000권 미만이 
38.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00권 미만 21.43%, 60,000권 이상 – 80,000권 미만
과 80,000권 이상 – 100,000권 미만이 각각 11.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권
구분 빈도 비율

20,000권 미만 9 21.43 

20,000권 이상 – 40,000권 미만 16 38.10 

40,000권 이상 – 60,000권 미만 4 9.52 

60,000권 이상 – 80,000권 미만 5 11.90 

80,000권 이상 – 100,000권 미만 5 11.90 

100,000권 이상 3 7.14 

계 42 100.00

* 결측값: 3

<표 7> 의과대학도서관의 단행본 현황

2) 연속간행물 현황

연속간행물의 경우 5,000종 미만이 45.95%로 나타났으며, 5,000종 이상 – 10,000종 미
만 18.92%, 10,000종 이상 – 15,000종 미만과 25,000종 이상이 각각 10.81%로 나타났다. 

의과대학도서관의 경우 대학도서관의 분관임에도 불구하고 제공하고 있는 연속간행물의 수

단위: 종
구분 빈도 비율

5,000종 미만 17 45.95 

5,000종 이상 – 10,000종 미만 7 18.92 

10,000종 이상 – 15,000종 미만 4 10.81 

15,000종 이상 – 20,000종 미만 2 5.41 

20,000종 이상 – 25,000종 미만 3 8.11 

25,000종 이상 4 10.81 

계 37 100.00 

* 결측값: 8

<표 8> 의과대학도서관의 연속간행물 현황



1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0권 제3호)

- 202 -

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의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상 빠르게 변화하는 의학 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 최신자료 제공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연속간행물이 장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
은 것으로 보인다. 

4. 분류체계

의과대학도서관의 분류체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32개의 도서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주로 KDC(31.25%)와 DDC(37.50%)를 통해 분류하고 있었다. 또한 도서관 
중에서 일반도서 및 교양도서관은 중앙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분류체계인 KDC, DDC 분류체
계를 사용하고, 의학도서의 경우 NLMC 분류체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NLMC는 미
국국립의학도서관에서 의학 및 생의학 관련분야의 전문적이고 세밀한 분류를 목적으로 만든 
분류체계이다. 

구분 빈도 비율
KDC 10 31.25 

DDC 12 37.50 

NLMC 4 12.50 

KDC + NLMC 2 6.25 

DDC + NLMC 4 12.50 

계 32 100.00 

* 결측값: 13

<표 9> 의과대학도서관의 분류체계 현황

구분 직원 수 구분 사서 수
빈도 비율 직원 사서 비율

1명 2 4.44 계명대학교 의학도서관 6 4 66.67 

2명 9 20.00 고려대학교 의학도서관 9 7 77.78 

3명 12 26.67 대구가톨릭대학교 루가도서관 3 2 66.67 

4명 6 13.33 동국대학교 의학도서관 2 1 50.00 

5명 6 13.33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 10 5 50.00 

6명 4 8.89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도서관 3 2 66.67 

7명 이상 6 13.33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도서관 4 2 50.00 

계 45 100.00 인제대학교 의학도서관 4 3 75.00 

<표 10> 의과대학도서관의 인력 현황

5. 인력

의학대학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를 조사한 결과, 3명인 도서관이 26.67%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2명 20.00%, 4명과 5명, 7명 이상이이 각각 13.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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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서 수를 조사한 결과, 홈페이지 상에서 사서 수를 확인 할 수 있는 도서관은 8개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8개 도서관 모두 직원 수의 과반 수 이상이 사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6. 시설

의과대학도서관의 시설현황은 크게 면적과 열람석 현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의과
대학도서관의 면적을 조사한 결과, 먼저 1,000㎡ 단위별로 보았을 때, 1,000㎡ 미만의 도서
관이 35.56%, 1,000-2,000㎡ 미만 26.67%, 2,000-3,000㎡ 15.56% 등의 순으로 나타
나, 의학대학도서관의 면적은 대체적으로 2,000㎡미만 즉 600평 미만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1,000-1,500㎡ 미만이 2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0㎡ 미만 20.00%, 

500-1,000㎡ 미만 15.56%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4,000㎡(1,200평) 이상인 도서관의 경
우, 2곳은 의학/보건의료 분야 특성화 대학의 중앙도서관인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중앙도
서관, 대구한의대학교 학술정보원이였으며, 나머지 도서관은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도서관, 

경희대학교 의학계열도서관, 부산대학교 의생명과학도서관,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 연세대
학교 의학도서관으로 나타났다.

의과대학도서관의 열람석 현황의 경우, 200석 미만이 50.00%, 200석 – 400석 미만 
21.88%, 400석 – 600석 미만 15.63%, 600석 이상 12.50% 순으로 나타났다. 600석 이상 
열람석을 구비한 도서관은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도서관, 경희대학교 의학계열도서관, 고려
대학교 의학도서관,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이였으며, 4개 도서관 모두 면적이 3,000㎡ 이상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세부구분 빈도 비율

약 300평(1,000)㎡ 미만
500㎡ 미만 9 20.00 

500㎡ - 1,000㎡ 미만 7 15.56 

계 16 35.56

1,000㎡ - 2,000㎡ 미만
1,000㎡ - 1,500㎡ 미만 11 24.44 

1,500㎡ - 2,000㎡ 미만 1 2.22 

계 12 26.67

2,000㎡ - 3,000㎡ 미만
2,000㎡ - 2,500㎡ 미만 4 8.89 

2,500㎡ – 3,000㎡ 미만 3 6.67 

계 7 15.56

3,000㎡ - 4,000㎡ 미만
3000㎡ - 3500㎡ 2 4.44 

3500㎡ - 4000㎡ 1 2.22 

계 3 6.67

4,000㎡ - 5,000㎡ 미만
4000㎡ - 4500㎡ 4 8.89 

4500㎡ - 5000㎡ 2 4.44 

계 6 13.33

5,000㎡ 이상 1 2.22

<표 11> 의과대학도서관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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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자재

의과대학도서관의 기자재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자재는 크게 PC, 복사기, 프린트, 스캐너, 

팩스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도서관별 보유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PC현황을 조사한 결과, 

과반수가 10개 이하의 PC를 소유하고 있었으며(52.27%), 그 외에 11개-20개 이하 18.18%, 

21개-30개 이하와 51개 이상가 각각 9.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기자재인 복사기, 

프린트 스캐너, 팩스 등의 경우 보유 여부만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보유하고 있는 
현황으로는 복사기(66.67%), 프린트(37.78%), 스캐너(26.67%)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

10개 이하 23 52.27 

11개-20개 이하 8 18.18 

21개-30개 이하 4 9.09 

31개-40개 이하 2 4.55 

41개-50개 이하 3 6.82 

51개 이상 4 9.09 

계 44 100.00 

* 결측값: 1

<표 12> 의과대학도서관의 PC 수

8. 서비스

의과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서비스는 크게 ① 도서관 
기본 서비스, ② 논문 작성 관련 지원 서비스, ③ 저널 관련 정보제공서비스, ④ 연구지원서비
스, ⑤ 서지관리 프로그램, ⑥ 학과 및 주제별 서비스, ⑦ 정보제공서비스, ⑧ 교육, ⑨ 개인 
맞춤서비스, ⑩ 도서 및 자료 배달서비스, ⑪ 그 외 서비스로 구분되었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첫째 도서관의 기본 서비스의 경우, 정보검색, 대출예약/연기, 희망
도서 신청, 상호대차원문복사서비스, 타도서관 이용, 교외접속 등 총 10개의 항목이 수집되었
다. 특히 상호대차·원문복사서비스가 조사한 모두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상호대차서
비스의 경우 타 관종 도서관보다 의학도서관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서비스이다(조찬
식, 한혜영 2005b). 고가의 의학학술지를 기관에서 모두 빠짐없이 수집하는 것이 현실 상 
불가능하므로 자관의 부족한 자료를 상호대차서비스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에게는 필
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의과대학도서관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자치하고 있는 서비스는 연구 및 논문작성 지
원을 위한 서비스이다. 이는 의과대학도서관이 의학이라는 전문주제를 다루는 전문도서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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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대학도서관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조사한 현황에 따르면 논문 작성 관련 지원 서비스, 저널 관련 정보제공서비스, 서지관리 프로
그램(참고문헌 관리), 연구지원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논문 작성 
관련 지원 서비스로는 주로 논문작성가이드와, 표절관리서비스(iThenticate, Turnitin), 논문
작성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논문작성가이드는 논문작성에 필요한 각종 자료 검색부터 
참고문헌 관리 등의 논문작성 툴(Tool)과 논문제출 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논문작성지원서비스는 저자들이 학회나 출판사에 제출하기 전에 학술지별 투고규정에 맞게 
인용표기 및 참고문헌 형식, 표 및 그림 양식 등을 수정해 주는 서비스이다. 그 외에도 논문 
번역서비스, 게재료 할인 및 무료지원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저널 관련한 정보서비스도 
도서관별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데, 주로 Impact Factor(JCR) 검색, SCI/SCIE 등재저
널 검색, 저널평가정보(S2Journal)1)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지관리프로그램
으로 ENDNOTE, RefWorks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연구논문분석서비스2), 연구업
적분석서비스3), 연구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학과 및 주제별서비스로 학과주제별가이드, 학과전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학
과주제별가이드는 학과별로 전공과 관련한 다양한 최신 학술정보를 수록한 학과별 학술정보
가이드이며 별도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독립 홈페이지가 없는 도서관 
중에서 학과주제별가이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학도서관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는 곳도 나타
났다. 학과전담서비스는 도서관에서는 교수님을 대상으로 학과별 전담직원을 1대1로 지정하
여 도서관의 문의창구를 일원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이다. 

넷째, 정보제공서비스에서는 자관 Pubmed, 관련사이트에 대한 서비스가 주를 이루었는데, 

자관 Pubmed는 Pubmed의 서지기반에 Linking Solution을 도입함으로써, 논문검색에서 원
문취득까지 원스탑으로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말하며(노동조, 김정아 2010), 과반 수 이상
이 자관Pubmed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여러 유용한 전문의학사이트, 의학도서관 홈페이지 링크, 학회사이트 등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는 의학 분야는 주제 상 전문적인 정보를 다루고 있으므로 이용자가 보다 쉽게 관련 정보들
을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향후 의학도서관은 각 도서관에
서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도 인터넷에 흩어져 있는 의학정보를 취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게이트
웨이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1) JCR(SCIE)/ SJR/CiteScore(SCOPUS)/KCI 등 저널 지표 통합 제공 서비스
2) 개별 연구자 및 교실, 대학의 연구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로, 연세통합연구업적시스

템)에 등록한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정보 및 미국 Clarivate Analytics에서 만든 SCI/SCIE 등재학술지의 논
문을 검색할 수 있는 Web of Science와 Elsevier 출판사에서 만든 세계 최대 규모의 학술지를 수록한 
SCOPUS의 피인용수를 대상으로 수집·가공한 정보를 보고서 형식으로 제공

3) 공적으로 필요한 개인/부서/기관별 인용현황 조사(본원 및 타기관 포함) 또는 신청자 본인의 연구업적에 대하여 특정 
연구논문 피인용 현황 조사, 특정 학술지의 SCI 등재여부, Impact Factor 정보 등 인용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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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이용자 교육의 경우 도서관 서비스 안내, 각종 소프트웨어 이용법, DB 이용법,  

의학주제 관련 사이트의 이용 안내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외 서비스 중에 의학도서관으로써의 특징적인 서비스를 볼 수 있었는데, 학
술대회 포스터 및 의료원 홍보를 위한 포스터 제작 서비스와 복잡한 생물학정보와 의학지식을 
명확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인체 관련 이미지 등을 다양한 형태로 시각화하여 표현하는 
메디컬 일러스트 서비스이다. 또한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의 경우, 2014년부터 의학정보 및 
도서관 서비스 분야의 WHO 협력센터(WHO Collaborating Center for Health Information 

and Library Services)로 지정되어 건강과 의학, 보건 분야의 학술 성과를 WHO 웹사이트
에 업데이트하고 있다. 

구분 빈도 %

도서관
기본 서비스

상호대차원문복사 45 100.00

정보검색 44 97.78 

희망도서신청 40 88.89 

QA 40 88.89 

대출예약/연기 38 84.44 

타도서관 이용 25 55.56 

교외접속 24 53.33 

모바일서비스 14 31.11 

학위논문제출 14 31.11 

원격지원 3 6.67 

논문 작성 
관련 지원 서비스

논문작성가이드 13 28.89

표절관리서비스 11 24.44

논문작성지원서비스 10 22.22

논문번역서비스 2 4.44

논문 게재료 할인 2 4.44

논문 게재료 무료지원 1 2.22

저널 관련
정보제공서비스

Impact Factor(JCR) 검색 10 22.22

SCI/SCIE 등재저널 검색 7 15.56

저널평가정보(S2Journal) 6 13.33

등재지목록 4 8.89

저널약어명검색 2 4.44

SCI관련 1 2.22

SCI 서비스 1 2.22

평가지표 1 2.22

인용정보DB 1 2.22

학술지분석 1 2.22

연구지원서비스

대학 내 연구동향 2 4.44

연구동향 2 4.44

연구논문분석서비스 1 2.22

ORCID 논문관리 서비스 1 2.22

연구업적분석서비스 1 2.22

1:1 연구 컨설팅 1 2.22

<표 13> 의과대학도서관의 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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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관리 프로그램
(참고문헌 관리)

ENDNOTE 18 40.00

Reworks 8 17.78 

ProQuest RefWorks 1 2.22 

학과 및 주제별 서비스

학과주제별가이드 11 24.44 

학과전담사서제 4 8.89 

학과별자료이용안내 2 4.44 

주제검색서비스(대리검색) 1 2.22 

교실별자료검색 1 2.22 

정보제공서비스

자관 Pubmed 27 60.00 

관련사이트 22 48.89 

의학용어검색 4 8.89 

SFX링킹서비스 1 2.22 

관련인터넷신문 1 2.22 

교육 이용자교육 39 86.67 

개인 맞춤서비스
RSS서비스 9 20

SDI 7 15.56

카카오플러스친구 서비스 2 4.44

도서 및 자료
배달서비스

도서 및 자료  배달서비스 3 6.67

도서택배서비스 1 2.22

분관대출서비스 1 2.22

그 외 서비스

포스터제작 2 4.44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서비스 1 2.22 

who 의학정보문헌 협력센터 1 2.22 

의학과 수업 참고도서 1 2.22 

지역시립도서관과 연계 1 2.22 

장애인지원서비스 1 2.22 

Ⅳ. 논의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학도서관 중 의과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웹사이트 조사를 통해 현재 
의과대학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의과대학도서관의 활
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논의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질문을 기반으로 의과대
학도서관의 운영현황, 의과대학도서관 서비스 변화 추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1) 의과대학도서관 현황

의과대학도서관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첫째 홈페이지 구축여부에서 과반수 이상이 독립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대학도서관 제공 서비스를 기반으로 의학분야 관련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반면 중앙도서관과 공유하고 있는 도서관의 경우 대부
분 간략한 소개, 위치 등만 제공하고 있었다. 이는 운영되고 있는 의학대학도서관의 운영 규
모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에 따라 의학 학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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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연구지원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별도의 분관으로 운영하지만, 주제자료실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도 나타났다. 이는 모 기관에 대한 인식 및 지원 등에 따른 규모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의과대학도서관에 대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 
의과대학도서관의 기준 및 가이드라인 개발이 시급하다.

둘째, 서비스 대상의 경우 대학도서관의 분관으로써 교내 구성원를 주 대상으로 하되 도서
관의 특성상, 의료원/병원 산하 교직원 및 전공의,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회원 등을 대상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볼 수 있었다. 

셋째, 장서의 경우, 단행본 보다는 연속간행물의 비율이 높게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의학 분야의 학문 변화 속도가 빠르고 신지식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최신성이 중요
시 되는 학문의 특성상, 단행본 보다는 학술지의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서 분류 
체계의 경우에도, 일반도서 및 교양도서와 의학도서를 모두 소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도서 
및 교양도서관는 KDC, DDC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의학도서의 경우 NLMC 분류체제를 사용
하여 의학도서의 경우 전문적이고 세밀한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도서관 규모의 경우, 도서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주제자료실 정도의 소규모에서
부터 독립적인 도서관으로써 중규모 이상으로 나타나는 도서관도 있었다. 도서관의 규모의 
경우, 모기관인 대학의 인식, 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서비스 대상 수 등을 
기준으로 규모에 대한 기준이 제정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서비스의 경우, 크게 11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었으며, 영역별로 
세부적인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었다. 특히 서비스 중에서는 연구 및 논문작성지
원을 위한 서비스가 중점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이는 의과대학도서관이 의학이라는 전문주
제를 다루는 전문도서관이자, 대학도서관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는 서
비스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2) 의과대학도서관 서비스 변화 추이

의과대학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변화는 선행연구과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다. 조찬식, 한혜
영(2005b)은 웹사이트 기반 의학도서관의 정보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노동조와 김정
아(2010)의 의과대학도서관 웹사이트의 콘텐츠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그 당시의 서비스 항
목을 살펴 볼 수 있었다. 

각 연구에서 조사한 서비스 내용을 기반으로 살펴보면, 첫째, 상호대차서비스는 2005년부
터 제공되고 있었으며, 3개의 연구에서 조사한 의학도서관 모두가 상호대차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었다. 이를 통해서도 의학도서관이 타 도서관에 비해 협력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고가의 의학도서 및 학술지를 모두 수집하여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협력을 기반으로 한 상호대차서비스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근거는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의학도서관 관련 선행연구 중 의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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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술잡지 공동이용 및 공동보존, 분담 수서 등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송준용 
2000; 송준용 2001; 송준용 2002; 장혜란, 김정아 2013).

둘째, 서비스는 점차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다. 2005년의 경우, 인터넷의 확산으로 웹사
이트 활용이 각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변화는 도서관도 예외가 아니였
다. 이와 함께 의학도서관의 웹페이지도 운영되었으나, 그 당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웹페이
지 운영과 서비스 제공은 미흡한 실정이였다. 이에 의학도서관은 도서관의 기본적인 서비스인 
도서구입, 대출현황, 신착자료안내, 상호대차 등을 주로 서비스하였다. 지속적인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라 의학도서관의 시설 및 서비스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고, 전자정보원의 이용이 
일반화되면서 보다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었다. 2010년에는 기본적인 도서관 서비스 뿐만 
아니라 연구를 지원하는 논문작성지원서비스, 연구업적분석서비스, 학과주제별가이드, 자관 
Pubmed, 이용교육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현재 2019년 기준 의학도서관 제공
서비스를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세분화되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특히 영역별로 세분화된 서비스들이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저널 관련 정보제공서비스, 

서지관리 프로그램, 도서 및 자료 배달서비스, 그 외 서비스 등의 새로운 영역도 나타났다. 

그러나 의과대학도서관의 서비스가 점차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일반
적인 대학도서관 서비스 수준인 것을 볼 수 있었다. 의과대학도서관 특징을 가진 ‘의학용어검
색’, ‘의학 관련 사이트’, ‘Pubmed’, ‘메디컬일러스트레이션’, ‘who 의학정보문헌렵력센터’ 등
의 서비스도 나타났지만, 이는 특정 소수의 의과대학도서관에서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의과대학도서관이 대학도서관이자 전문도서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대학도서관의 서비
스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의학도서관의 서비스 변화 추이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3) 의과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

첫째, 의과대학도서관의 장서, 규모, 사서 등에 대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현황조사 결과, 의과대학도서관별로 운영현황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도
서관 분관이자 전문도서관으로서 의학 학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연구지원서비
스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도서관이 있는 반면, 주제자료실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도 
나타났다. 이는 모기관인 대학의 인식 및 지원, 서비스 대상 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의과대학에 대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보인다. 의과대
학도서관 뿐만 아니라 모든 도서관들은 예산의 지원, 서비스 대상 수 등에 따라 소, 중, 대규
모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기준 및 가이드라인 조차 없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이 서비스 대상 수 대비 장서가 적합한지, 규모가 적합한지, 사서 배치는 충분한지 등
에 대한 부분도 판단할 수 없다. 특히 의과대학도서관의 경우 대학도서관의 분관이자, 의학이
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전문도서관이라는 점에서 2가지 관종의 특징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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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장서의 경우, 의학 분야는 
학문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신지식의 유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최신성이 중요시 되는 학문
의 특성상, 단행본 보다는 학술지의 이용도가 높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규모에 따른 
장서 선정 및 폐기 규정, 평가, 관리매뉴얼과 같은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역별 세부항목 2005 ▶ 2010 ▶ 2019

+

2019년 기준
새로운 영역 및 세부항목

도서관
기본

서비스

도서구입 ü
대출현황 ü

저널 관련 정보제공서비스
Ÿ Impact Factor(JCR) 

검색
Ÿ SCI/SCIE 등재저널 

검색
Ÿ 저널평가정보
Ÿ 등재지목록
Ÿ 저널약어명검색
Ÿ SCI관련
Ÿ SCI 서비스
Ÿ 평가지표
Ÿ 인용정보DB
Ÿ 학술지분석

서지관리 프로그램

Ÿ ENDNOTE
Ÿ Reworks
Ÿ ProQuest RefWorks

도서 및 자료 배달서비스
Ÿ 도서 및 자료 

배달서비스
Ÿ 도서택배서비스
Ÿ 분관대출서비스

그 외 서비스
Ÿ 포스터제작
Ÿ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서비스

Ÿ who 의학정보문헌 
협력센터

Ÿ 의학과 수업 참고도서
Ÿ 지역시립도서관과 

연계
Ÿ 장애인 서비스

신착자료안내 ü
온라인소장목록 ü
상호대차 ü ü ü
대출예약/연기 ü ü
희망도서신청 ü ü
Q&A 게시판 ü ü
학위논문제출 ü ü
정보검색 ü ü
교외접속 ü ü
모바일서비스 ü ü
타도서관 이용 ü
원격지원 ü

논문 작성 관련 
지원 서비스

논문작성지원서비스 ü ü
논문작성가이드 ü
표절관리서비스 ü
논문번역서비스 ü
논문 게재료 할인 ü
논문 게재료 무료지원 ü

연구지원
서비스

대학 내 연구동향 ü
연구동향 ü
연구논문분석서비스 ü
ORCID 논문관리 서비스 ü
연구업적분석서비스 ü ü
1:1 연구 컨설팅 ü

학과 및 
주제별 서비스

학과주제별가이드 ü ü
학과전담사서제 ü
학과별자료이용안내 ü
주제검색서비스 ü
교실별자료검색 ü

정보제공
서비스

자관 Pubmed ü ü
관련사이트 ü ü
의학용어검색 ü
SFX링킹서비스 ü
관련인터넷신문 ü

교육 이용교육 ü ü

개인 
맞춤서비스

RSS서비스 ü
SDI ü ü ü
카카오플러스친구 서비스 ü

<그림 2> 연도별 의학도서관 서비스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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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의과대학도서관간의 협력 커뮤니티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현재 의과대학도서관
뿐만 아니라 의학도서관은 한국의학도서관협회를 통해 타 관종의 도서관보다 상호대차서비
스 등 협력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상호대차서비스를 위
한 협력이 아닌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현황조사를 실시하면서, 특히 도서관별로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항목이 서비스 현황이였다. 

물론 의학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도 정해지지만, 타 의과대학도
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를 참고하여 본 도서관에 필요한 부분들을 서비스를 벤치마킹
하여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에 의학도서관협회 하에 또는 별도의 커뮤니티를 형성
하여 각 도서관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한번에 볼 수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각 도서관에 
필요한 서비스를 벤치마킹하거나, 도서관간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의학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의과대학도서관 뿐만 아니
라 의학도서관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
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분야는 어느 분야보다도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이 요구되
면서, 의학도서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에 관한 정책이 시급하며, 사서의 전문화 교육,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도서
관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문의 변화속도가 매우 빠르고 신지식의 유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의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연구와 환자치료에 필요한 적절한 정보 습득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이를 지원하는 정보전달기관으로서 의학도서관이 어떻게 이에 대응하고 변
화하고 있는가?라는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학도서관 중 의과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의
과대학도서관은 대학도서관의 분관이자 전문도서관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학도서
관의 분관이라는 점에서 대학도서관 통계시스템에서도 현황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전문도서
관 측면에서도 관련 현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과대학
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웹사이트 조사를 기반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웹사이트 기반으로 조사한 점에서 정확한 데이터, 최신성 등의 한
계점이 있다. 또한 홈페이지 상에서 로그인을 해야만 확인가능한 서비스, 중앙도서관과 홈페
이지를 공유하여 정보가 거의 없거나, 간단한 소개 정도만 제공하는 경우 등 정보 수집에 어
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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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향후 국가차원에서 또는 의학도서관협회 차원에서의 의학도서관의 실태조사가 이루
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의학도서관 통계항목 개발에 
대한 연구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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