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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건강정보(CHI)에 한 심 증가로 소비자건강정보원이 격하게 증가하 고, 정보획득방법도 매우 다양해졌으
며, CHI 획득경로 의 하나가 공공도서 이다. 공공도서 에서의 CHI에 한 참고서비스 요구는  증가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공공도서 에서의 CHI 서비스 증진을 해 다양한 로젝트가 진행되었다. 반면에 국내 공공도서 에서의 
CHI서비스는 매우 기본 인 수 이고 련연구도 그다지 많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분석 
 해외 공공도서 에서의 CHI서비스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 을 도출하고 국내 공공도서 에서의 CHI 서비스 황을 

분석하 다. 연구결과 첫째, 국내 공공도서 에서 CHI 서비스 제공비율은 17.25%로 나타나 CHI서비스에 한 요구나 
서비스 제공에 한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CHI 제공방법의 다양성을 조사했을 때, CHI 련 
웹사이트 제공, 이용자 상 교육, 그리고 홍보  마  등 세 가지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 은 13개의 도서 (1.74%)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CHI 담당사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공공도서  사서가 CHI 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아웃리치서비스나 ILL 
서비스, 의료기 을 포함한 련기 과의 력네트워크 구축 등과 련된 CHI 서비스는  발견할 수 없었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 공공도서 에서의 CHI서비스 제공방안에 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increased interest in consumer health information(CHI) has brought about a rapid increase in 
CHI resources. There are diverse means for obtaining such information, and one CHI acquisition route 
is the public library. In the U.S. public libraries, the demand for CHI reference services is increasing, 
and a variety of projects to promote these services are in progress. On the other hand, Korean public 
library services for CHI is at a very basic level, and thus a very small amount of such research could 
be found. This study drew suggestions from a literature review of research studies in the U.S. and 
Canada, and analyzed public library CHI services in Korea.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Only 17.25%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provided CHI service, and it evidences very low needs and awareness for 
CHI services in Korea. 2) Only three kinds of services including CHI-related websites, users training, 
and promotional and marketing were provided, and only 13(1.74%) of libraries surveyed offered more 
than two kinds of services. 3) There were no CHI librarians, nor did any librarians receive CHI-related 
education. 4) ILL services, outreach services, and cooperation with CHI- and medical-related institutions 
for CHI services were not foun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more research on delivery strategies 
for CHI services should be conduct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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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반 으로 인류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건

강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건강 련 사이트가 증가하고, 건강 련 TV 

로그램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 련 

도서   수 증가, 건강 련 메시지  메일 

증가 등 다양한 각도에서 건강에 한 심이 

 세계 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반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정보 이용환경도 변화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과거에는 학술자료를 통

해서 건강정보에 근하거나 병원 방문, 병원

사이트 등을 통해서 제한 으로 건강정보를 이

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기 이 일반병원, 학병원, 상업 인 

의료기 , 문병원뿐만 아니라 개인이 개별

으로 운 하는 사이트, 블로그, Q&A 사이트 

등 그 출처가 매우 다양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통계 으로 건강정보 제공사이트는 2004년

에 4,900건이던 것이 2005년에는 5,100건으로 

1년 만에 약 200건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송태민 2006).

인터넷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인

터넷 건강정보획득 방법  경로조사에 한 국

내 연구에서는(조경원 2006), 건강정보를 획득

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인터

넷 316명(66.4%), 방송매체(TV, 라디오) 194

명(40.8%)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미국의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2007)의 

2007년 조사에서 조사 상의 58%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13%가 공공도서 에서 소비자건강정

보(Consumer Health Information, CHI, 이하 

CHI로 쓴다)를 획득한다고 하 다. Ipsos Cana- 

dian Inter@ctiveReid에서는 조사 상 캐나다 

이용자의 85%가 인터넷을 통해서 CHI정보를 

획득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공공도서 에서의 CHI 제공서비스도 증가해 

왔다. 1990년 에 캐나다 온타리오공공도서

들을 상으로 한 참고서비스 황조사에서 CHI

와 련된 참고질문의 비율이 5-10%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고(Marshall, Sewards, & Dilworth 

1991), 미국 공공도서 의 경우 20% 정도 증가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Wood et. al. 2000). 국내

에서 수행된 조사에서는 공공도서 에서 CHI

요구 빈도수는 80%가 10건 미만이었고 체 정

보요구  CHI요구가 차지하는 비율 한 10%

미만의 도서 이 92%(23개 )로 나타나(홍기

선 2005) 국내 공공도서 에 한 CHI요구나 

공공도서 의 CHI서비스 제공에 한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CHI에 한 심 증가, 다양한 매체를 통한 

CHI의 제공 증가, 이에 따라 공공도서 에서의 

CHI에 한 이용자요구 증가 등이  시 의 

일반 인 상이다. 특히 공공도서 은 이용자

들이 CHI를 찾는 최  근 이 될 수 있다

(Murray 2008). 이용자들은 부담 없이 자연스

럽게 공공도서 에 근하며, 비용부담 없이 

CHI 련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용자들은 공공도서 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국내 공공도서

에서의 CHI제공 황은 매우 미비하다는 것

을 선행연구결과 분석 과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 기존에 매우 제한 으로 

수행된 공공도서  상 설문조사 연구에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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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응답자는 25개 기 이고(홍기선 2005) 이  

CHI 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정책이 있는 

도서 은 하나도 없었고, 다만 CHI가 요하기 

때문에 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 은 

24%(6개 도서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  해외 

공공도서 에서의 CHI서비스 사례분석을 통

해 시사 을 도출하는 한편, 국내 공공도서

에서의 CHI 서비스 황 분석을 통해 개선방향 

 제안 을 도출하고자 하 다. 

1.2 연구방법  내용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CHI에 한 용

어의 정의는 건강, 보건, 의료 등 인간의 건강에 

련된 모든 정보를 포 으로 의미하며, 일

반인, 보건의료 문가, 학생, 환자  환자가족 

등을 상으로 제공되는 보건의료분야의 정보

를 지칭한다. 인간의 건강과 련된 생활습 정

보, 질병정보, 보건의료학술정보, 건강 련법령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조경원 2006). Derring

과 Harris(1996)는 CHI는 건강교육, 자기 리

정보, 고품질치료정보, 체의료는 물론이고, 

의료지침  의사결정지원정보를 포함하는 환

자정보를 포 한다고 하 으며, 앞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국내 공공도서 의 건강정보제공 황을 분

석하기 해 사용된 연구방법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조사 방법으로 국내외에서 수행된 

공공도서 에서의 CHI 제공 황 분석에 련

된 연구논문들을 조사․분석한다. 미국, 국 

등에서는 일 이 공공도서 에서의 CHI 서비

스의 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으며, 상당히 

많은 연구자료가 발표되어 있다. 

둘째, 2010년 도서 연감에 등재된 국내 공

공도서  748개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CHI 

련 서비스 제공 황을 조사하 다. 조사기간

은 2011년 1월 3일부터 31일까지이며, 조사

상 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

일까지의 내용이다. 7명의 연구진이 집 으

로 조사하 으며, 그 조사 상 항목은 아홉 가

지 항목이다. 조사 상 내용은 CHI에 한 국내

외 문헌분석연구를 통해서 밝 진(노 희, 오상

희 2011) 공공공도서 에서 제공가능한 CHI서

비스와 Zeisel(2005)이 제시한 공공도서 에서

의 CHI서비스 성공포인트, 그리고 3.1에서 조

사된 사례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도출하 다. 

Zeisel(2005)은 ‘Community Health Connec- 

tions’ 보고서를 통해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CHI에 한 요구를 성공 으로 해결해 주기 

한 략을 다음과 같이 8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도서 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잠재  

이용자들  지역 단체로 서비스를 확장한다. 

둘째, 학도서 과 공공도서 간의 이론  

실무의 교류가 있게 한다. 

셋째, 도서  내에 문 인 건강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넷째, 자정보기술의 장 을 최 한 취하도

록 한다. 도서  이용자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도서 은 웹사이트상에 충

분한 건강정보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건강  웰빙에 심이 있는 지역기

이나 지역단체와 력 계를 맺어야 한다. 

여섯째, 청소년이 어려서부터 건강  웰빙 

습 을 잘 기를 수 있도록 흥미있는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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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해야 한다. 

일곱째, 사서  도서 이용자가 공공도서

의 CHI제공 역량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공공도서  사서들을 한 문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재 우리나라 공공도서 에

서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얼마나 제공하고 있

는지 홈페이지 조사를 통해 발견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집 으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CHI 련 웹사이트 제공 황

∙이용자 상 는 직원 상 CHI 련 

교육 제공 여부 

∙CHI 담직원 유무

∙CHI 련 유료 DB 는 무료 DB 제공 여부

∙아웃리치서비스 제공 여부  서비스 

종류  형식

∙CHI 련 참고서비스 제공 비율

∙CHI 련 ILL 서비스 제공 여부

∙CHI 련 서비스의 질 향상을 한 의료 

련 기 과의 력 여부

2. 선행연구

CHI와 련된 연구는 미국, 국, 캐나다를 

심으로 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독

일  네덜란드, 그리고 국내의 경우는 소수의 

연구자에 의해 수행된 것을 알 수 있다. 

Schell과 Kitendaugh(1999)은 공공도서

일럿 로젝트(Public Library Pilot Project)

를 수행함으로써 공공도서 과 국립의학도서

네트워크(National Network of Libraries of 

Medicine, NN/LM)간의 연결을 수립하고 강

화하고자 하 고, 공공도서 이 일반인의 CHI

에 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NLM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 다. 이후 

Wood 등(Wood et al. 2000)은 이 로젝트의 

수행결과를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했으며, 평가

결과 공공도서 이 CHI를 제공할 수 있도록 

NLM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는 

성공 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더 나아가 NML

이 공공도서 을 보다 효과 으로 지원하기 

한 10가지 포인트를 제안하기도 했다. 

Derring과 Harris(1996)는 미국건강보건부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 의해 제공되는 CHI의 평가결과를 

제시하면서 소비자의 심분야와 제공되는 정

보원의 패턴, CHI 정보를 찾을 때 소비자가 직

면하는 문제 등을 규명하면서 CHI 제공자  

개자로서의 공공도서 의 역할을 제안하고 

있다. 

Pifalo 등(1997)은 공공도서 에서 CHI 정

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정 인 효

과를 미쳤다는 연구결과를 내 놓았다. 공공도

서 에서 CHI 서비스를 제공한 후 그 향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들은 공공도서 의 CHI정

보는 가치가 있었고 그들의 보건의료결정에 

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즉 이용자들이 공공도

서 에서 제공하는 CHI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CHI에 한 지식이 향상되었고, 건강문제에 

한 근심이 어들었으며, 그들의 생활양식이 

변화되었다고 했다. 

Gillaspy(2005)는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CHI의 이용환경, 특히 공공도서 에서 이용환



국내 공공도서 의 소비자건강정보 제공 황 조사분석 연구  419

경에 크게 향을  요인 몇 가지를 제시하

다. 인터넷 근율의 증가, 인터넷에서 이용가

능한 CHI의 질 향상, 잘못된 생활습 이 심각

한 질병발생에 미치는 향에 한 인식확산, 

소비자건강운동의 성숙, CHI 련 인쇄자료의 

질 향상, 건강에 한 지식 강조 등이 그것이다. 

Gillaspy(2000)는 의 연구를 수행하기 에 

 더 많은 이용자가 CHI를 도서 에서 찾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공공도서  

사서는 의학정보에 문 이지 않고, 따라서 

CHI 서비스를 수립하는 것은 압 인 일이라

고 하고 있다. 이에 그는 CHI 서비스를 기획하

고 실 하기 한 단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기도 하 다. 

Pernotto 등(2003)은 EHI(Electronic Health 

Information) 련 연구에서, 시골 지역 주민의 

건강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매우 도

인 문제 의 하나라고 지 하고,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해 LSUHSC/S(Health Sciences 

Library at Louisiana State University Health 

Sciences Center/Shreveport)가 개발한 ‘Health 

e-Links’의 성과를 분석하 으며, 그 결과 공공

도서  사서들은 유용하고 신뢰성있는 참고정

보원리스트 제공에 감사함을 표시했다. 이 정

보원은 환자들의 의학주제에 한 기본 인 이

해를 증진시켜 인터넷을 탐색할 수 있는 능력

을 향상시켰다고 하고 있다. 공공도서  사서

들은 NLM 탐색 차에 한 훈련이 사서들의 

지식을 강화시키고, 보다 효과 인 탐색을 수

행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 있다. 2년간의 

이용통계를 분석하 을 때, 이 서비스를 오

한 지 2개월이 지난 후에 월 평균 이용률은 125

건이었으나 그 통계는 지속 으로 증가하여 약 

2년 후에는 월평균 이용건 수가 3,000건에 이르

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Picerno(2005)는 이용자들의 건강정보탐색 

습 과 도서 에서 이용될 수 있는 정보원을 분

석함으로써, 건강정보원 탐색자들이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건강정보원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그는 공공도서 이 건강정

보탐색자들이 탐색을 수행하는 정보원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urray 

(2008)는 캐나다  미국 공공도서 에서의 

CHI서비스의 황을 분석하 다. 1970년  이

래 북미 공공도서 들은 CHI와 련하여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건강 련기 과의 

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서비스 

지원부족으로 활발하지는 못하다고 지 하고 있

다. 캐나다 공공도서 에서 주로 제공되는 서비

스는 형태는 CHI 련 웹사이트 소개  자

정보 제공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Kloda(2008)

는 캐나다에서의 건강정보리터러시 교육 황

에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2006년에 

맥길 학은 CHI 련 교육이나 활동들이 의과

 학부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화를 통

해 조사했으며, 조사 학 17개 학  14개의 

학에서 CHI 련 교육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정보리터러시와 련된 연구로 표

인 것은 RVHCC(River Valley Healthy Com- 

munities Coalition)의 교육과정이다. 이 기 은 

비 리기 으로서 2008년에 옥스포드 카운티

지역주민의 건강정보 근성, 건강정보리터러시

를 향상시키기 해 건강정보리터러시아웃리치

(Health Information Literacy Outreach) 

로젝트를 시작했다. 건강정보리터러시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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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하여 지역학교의 선생님  사서에게 

용하 다. 로젝트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을 

상으로 한 사  설문조사에서 18%의 학생이 

웹기반건강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에 자신

있다고 응답하 으나 로젝트 수행 후에 48%

로 늘어났다. 사후 설문조사에서 65%의 학생

이 커뮤니티 내 다른 사람들과 그들이 배운 내

용을 공유할 수 있다고 확신하 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학교의 선생과 사서가 건강정보리

터러시를 향상시키는데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하 다(Kurtz-Rossi & 

Duguay 2010).

델러웨이(Delaware) 공공도서 은 부모들

이 그들의 가족을 해 극 인 CHI 탐색자들

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로그램을 개발했다(LaValley 2009). 소

비자건강사서는 어린이사서와 력해서 공공

도서 내 겨울독서 로그램과 일 성이 있는 

활동기반 건강 로그램을 개발했다. ‘Wellness 

Wednesdays for Kids' 로그램은 부모와 어

린이를 한 6주간의 로그램이며, 이를 통해 

건강에 한 심을 고조시키고 건강에 한 

다양한 주제에 해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Tarver(2010)는 유 학 분야의 증가된 

정보는 보건의료 소비자나 문가 모두에게 새

로운 리터러시 측면에서 도 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genomics literacy(유 자정보활용

능력)'는 보건  의학 인 맥락에서 유 자 정

보를 찾을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고, 이러한 정

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Tarver는 소비

자나 의료 공 자들의 낮은 유 자정보활용능

력의 문제 을 지 하고, 이들의 유 자정보활

용능력을 최 한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와 방

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한 소비자건강

사서의 역할에 해서 기술하고 있다. 

CHI서비스와 련된 국내 연구는 주로 보건

의학분야에서 진행되었고, 공공도서 에서의 

의학 는 소비자건강서비스와 련된 연구는 

많지 않음이 문헌조사과정을 통해서 분석되었

다. 먼  이란주(2001a)는 지역주민들의 의료

질문에 의학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

도서  의학정보사이트의 모형을 개발했다. 이

를 해 기존 의학정보웹사이트 7개를 인터페

이스, 정보원 구성, 기능  측면에서 분석하

다. 한 그(2001b)는 공공도서 에서 지역정

보 사의 개선을 한 한 방안으로 의학정보사

이트의 구축과 리를 지원하는 통합 지식 리

시스템 모형을 제안하 다. 연구결과 지식창출

시스템, 기술지원시스템, 교육지원시스템, 커뮤

니티시스템, 지식공유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통

합지식 리스템의 제안을 통해 공공도서 이 

보다 경쟁력을 가지고 지역에 건강정보를 제공

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기선

(2005)은 소비자보건정보서비스의 이론  배

경과 국내외의 이에 한 황을 문헌 으로 

고찰하고 국내 병원도서 과 공공도서 에서

의 소비자보건정보서비스 제공실태를 알아보

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보건정보요구에 한 

도서 의 역할을 제고하여, 그 요구에 응하

도록 도서  사를 활성화하기 한 방안을 

제시하 다. 그는 소비자보건정보서비스를 활

성화하기 해 공공도서 에서의 소비자보건

정보서비스 실시, 소비자용 보건정보자료의 수

집, MEDLIS, CHIN, CHIPS 등 해외 기 과

의 력망 구축, 보건정보자료의 종합목록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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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베이스 제작 등의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가

장 최근의 국내 연구는 국내외 선행연구에 

한 문헌분석연구로서 이 연구에서는 CHI와 

련한 공공도서 의 역할, 공공도서  사서(소

비자건강사서)의 역할, 그리고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는 CHI 서비스 내용 등을 문헌분석방법

론을 통해서 규명하고자 하 다(노 희, 오상

희 2011). 의 연구에서 도출된 8개의 CHI서

비스는 국내에서의 CHI 황을 조사하는 본 연

구의 기 연구가 되었다. 

3. CHI 련서비스 제공 황

3.1 국외 공공도서 의 CHI 서비스제공 황

CHI는 미국 공공도서 에서 가장 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정보요구 역 의 하나이다

(Zeisel 2005). 이에 미국 공공도서 에서는 이

러한 요구를 반 하기 해 CHI 련 새로운 서

비스, 장서, 력, 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즉 건강정보센터를 설립하거나, 건강 련장서

를 개발하거나 인터넷 참고정보원 웹사이트를 

조직하거나, 지역 의료기   학교 의료기

과 력 계를 맺거나, 건강 련 교육을 제공

하거나 건강 련 장서를 평가하는 문제까지 매

우 폭넓게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주로 공공도서 을 심으로 CHI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로젝트를 

소개함으로써 국내 용가능성을 분석하 다. 

1) NOAH

NOAH(New York Online Access to Health)

는 어와 스페인어로 된 건강정보를 문(full- 

text)으로 제공하며, 정확하고, 시에, 합한, 

그리고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로 평가되었다(Gallagher, Markovich, & Neri 

2000). 뉴욕주립 학도서 서비스부(City Uni- 

versity of New York Office of Library Ser- 

vices), 뉴욕의과 학도서 (New York Acad- 

emy of Medicine Library), 뉴욕시도서 원

회(the Metropolitan New York Library Coun- 

cil), 뉴욕공공도서 (New York Public Library) 

등 4개 기 의 공동 로젝트인 NOAH는 뉴욕 

시민에게 CHI를 제공하며, 인터넷을 통해  

세계의 정보원에 근하게 한다. NOAH는 다

양한 유형의 도서 ( 학, 공공, 의학기 )간

의 력이 성공한 사례로 뽑히고 있으며, 매우 

다양한 이용자층에 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용하고 있는 건강 련기 이다. 

2) 공공도서 내 그릴로건강정보센터

그릴로건강정보센터(Virgil Grillo Health In- 

formation Center in Public Library)는 1998년

에 볼더공공도서 (Boulder Public Library) 

내에 설치되었고,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 련 

질문에 한 답변을 찾을 수 있는 편안하고 강

압 이지 않은 환경을 추구했던 고 그릴로박사

(Virgil Grillo)를 기리기 해 이름 지어졌다. 잘 

훈련된 자원 사자들이 두 명의 감독자와 함께 

건강정보에 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화된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검색된 자료

를 포함하며, 이 도서 의 모든 장서가 이용될 

수 있고,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모든 사람에

게 제공된다. 

그릴로(Grillo Center)는 공공도서  강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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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무료로 제공되는 건강 문가 교육활동을 포

함하여 다양한 아웃리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강의내용은 항상 지역커뮤니티 이블텔 비젼

에 의해 비디오테이 로 녹화되며, 지역커뮤니

티채 에서 정기 으로 방송된다. 한 이 테

이 는 이용자가 출할 수 있도록 도서 장서

로 등록되기도 한다. 

이 센터는 한 볼더지역의 소외계층 이용자

들이 건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해 

다른 커뮤니티기 과의 력을  늘리고 있

다. 를 들어 2개 국어 구사가 가능한 자원

사자가 환자들이 인터넷 건강정보를 노트북에

서 검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3) CHIN(CHI네트워크)

CHIN(Consumer Health Information Net- 

work)은 국립의학도서 (National Library of 

Medicine)에 의해 18개월간 자 지원을 받아 

2002년에 서비스를 시작하 으며, NHFPL(New 

Heavern Free Public Library), 일 학의학

도서 (Yale University Medical Library), 

일의과 학(Yale School of Medicine) 등과 

력 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로그램은 NHFPL 

사서에게 MedlinePlus와 PubMed 교육을 제

공하며, 소비자건강 련 참고질의에 답변하는

데 있어 사서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이 로젝트는 소비자건강 련 서비

스가 공공도서  분 으로 분산, 확장되도록 

지원하고 있고, 다른 의학도서 이나 공공도서

 본 으로부터의 아웃리치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학도서 의 CHI 웹사이트

는 CHIN 사이트의 ‘웹정보자원’에 링크되어 있

다. 슈퍼마켓의 도서  키오스크에서의 CHIN 

웹사이트 링크는 다른 어떤 링크보다 많이 이

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학도서 에는 인쇄자료 담당사서, 자장서

원회, 웹사이트 원회가 있으며, MedlinePlus

와 PubMed에 한 교육을 한다. 한 홍보, 마

 랜을 포함하여 련정보원에 한 소개

를 하고 있고, 참고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도우

며, 그룹지도  기술지원을 하기도 한다. 일

의과 학은 강의할 교수와 의 생을 소개하며, 

다양한 기 지원을 한다. 

4) 알라바마건강정보망

(Health InfoNet of Alabama)

알라바마건강정보망은 버 햄에 있는 제퍼

슨카운티공공도서 (Jefferson County Public 

Libraries), 알라마바 학교(University of Ala- 

bama), 리스터힐보건학도서 (Lister Hill Li- 

brary of the Health Sciences)에 의해 자 지

원이 되어 ‘제퍼슨카운티건강정보망(Health In- 

foNet of Jefferson County)'으로 1999년에 시

작된 주립의학도서   공공도서 의 력  

CHI서비스이다. 2002년에 그 서비스를 셀비카

운티(Shelby County)로 확장한 후 알라바마건

강정보망으로 개명하 다. 알라바마건강정보

망 웹사이트는 NN/LM(National Network of 

Libraries of Medicine)의 기 으로 알라바마

학교의 문헌정보학과 학생이 디자인 하 으

며, 2000년에 서비스를 시작하 다. 2002-2003

년에는 NN/LM의 기 을 받아 버 햄지역 교

회들과 력하여 이 건강정보망에 아 리카계 

미국인을 상으로 한 아웃리치 로그램을 추

가하 다. 

2004년에 주 체의 력서비스가 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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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Health InfoNet’은 국립의학도서 의 ‘Go 

Local'에 참여하 다. ‘Go Local’은 Medline- 

Plus의 CHI 웹사이트의 이용자들이 건강 련 

주제별로 건강정보원  건강정보서비스에 연

결할 수 있도록 하는 로젝트이다. 이 서비스 

네트워크는 주 체로 확장되었으며, 알라바마

공공도서 이 최 의 트 로 섭외되었다.

5) ASK ME: Improving Health Literacy 

and Outcomes through Partnership

1988-1989년에 ‘야곱 발 리아재단(Jacob 

and Valeria Langeloth Foundation)’으로부

터 자 지원을 받아 퀸즈공공도서 (Queens 

Public Library) 내에 건강정보센터가 설립되

었으며, 랜즈폴(Glens Falls)에 있는 크랜들

공공도서 (Crandall Public Library)과 력

계를 수립하 다. 퀸즈공공도서 은 한 보

로우(Borough)의 두 공공도서 , 지역  국

가의 건강 련 기 들로 구성된 ‘퀸즈건강정보

망(Queens Health Network)’과도 한 업

무 계를 유지하 다. 퀸즈공공도서 은 질병

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에 의

해 제공되는 화상회의를 한 사이트를 운 하

는 역할을 하며, 퀸즈공공도서 과 다른 도서

에 있는 사서에게 웹자원에 한 화상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퀸즈공공도서 의 최 의 건강 련 로그램 

의 하나는 ‘ASK ME’ 캠페인이다. 이 캠페

인은 미국암학회(American Cancer Society)

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여성의 무료 유방암  

자궁암 진단의 기회를 늘리고자 함이다. 도서

 분 들은 련 안내책자나 포스터를 받으며, 

자원 사 사서들은 ‘ASK ME’ 버튼을 통해 다

양한 언어(138개 언어)의, 다양한 수 의 교육

을 받을 수 있다. 사서들은 이용자가 고품질의 

정보자원을 참조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조기

진단정보카드도 제공한다. 공공도서 들은 도

서  이용자가 무료 는 비용의 건강보험 

선택항목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며, 건강정보를 

‘가족단 교육 로그램’  부모 상 ‘유아학

습센터 로그램’에 추가하 다. 

6) CRD

CRD(Community Resource Database of 

Long Island, 롱아일랜드지역사회자원데이터

베이스)는 미들카운티공공도서 (Middle Coun- 

try Public Library)의 사서에 의해 고안되었

고, 공공기 , 사립기 , 그리고 정부부서의 컨

소시엄으로 1989년에 출발되었다. CRD는 롱

아일랜드의 포 , 카운티간, 건강 련 온라인

디 토리, 복리후생서비스, 그리고 교육기 이

자 로그램이다. 약 12,000건의 커뮤니티 정보

자원에 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2.6만의 

롱아일랜드 거주자가 키워드 검색을 통해, 약

물 남용 서비스, 지원단체, 비상식량지원, 핫라

인(Hot-Line) 등과 같은 주제의 건강 련 필

수 정보에 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기 한 재정은 나수  

서퍽(Nassau and Suffolk), 롱아일랜드 유나이

티드웨이(UnitedWay of Long Island), 그리

고 미들카운티공공도서 재단(Middle Coun- 

try Public Library and Foundation)이 공동으

로 지원하며 고비로도 충당되고 있다. 

집에서 가족 구성원, 고용주와 고용인, 학생, 

학교  병원의 직원, 커뮤니티 기 , 정부부처 

등 다양한 이용자가 CRD를 이용하고 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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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티드웨이와의 력으로 180개 이상의 유나

이티드웨이 리 에 근할 수 있으며, 롱아일

랜드에서 제공되는 모든 ‘September 11th’ 서

비스들을 지원한다. CRD는 도서  취약계층이 

데이터베이스에 근할 수 있도록 건강한지역

사회를 한나수 력기 (Nassau Partnership 

for Healthy Communities)과도 력 계를 맺

었다. 

7) CLIC-on-Health

CLIC-on-Health(Community & Library 

Information Collaboration on Health)는 공공

도서 에 구축된 커뮤니티기반 CHI자원이다. 

이 로젝트는 체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

하지만, 특히 인터넷 사용능력이 있는 간계

층의 거주자와 시내  도시지역의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가난한 계층에 한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이 로젝트는 LSTA 자 지원, 

NN/NM 자 지원, 그리고 주상원의원(James 

Alesi)의 1년간의 특별기 으로 지원되었다. 

이 로젝트는 력을 로젝트 성공의 핵심

으로 삼고 있으며, 력기 은 다음과 같다. 

∙두 도서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는 77개의 

공공도서

∙로체스터(Rochester)의 두 개의 가장 큰 

병원에 있는 의학도서

∙로체스터시교육청도서 시스템(Rochester 

City School District Library System)

∙ 염재단(Arthritis Foundation)

∙고령화에 한몬로카운티보건국(Monroe 

County Health Department and Monroe 

County Office for the Aging)

∙커뮤니티테크(CommuniTech), 이 기 은 

무료로 로젝트에 한 기술 인 지원을 

한다. 

∙로체스터지역도서 의회(Rochester 

Regional Library Council), 이 기 은 사

무용품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다. 

CLIC-on-Health에는 네 개의 주요 구성요

소가 있다. (1) 지역 건강서비스에 한 소비자

건강웹사이트와 국가 사이트에 한 웹사이트 

링크, (2) 건강정보자원에 한 훈련  인식, 

각 단체의 요구에 한 정리, (3) 단계  방법

을 통한 참고정보서비스, 즉 이용자는 먼  공

공도서 이나 의료기 에 가고, 그 곳에서 질

문이 해결되지 못하면, 읍(town)에 있는 의학

도서 에 참고서비스를 의뢰한다. (4) 지역 공

공도서 과 의학도서 이 신뢰성있는 건강정

보를 획득하는데 검증된 장소라는 것을 강조하

고 웹사이트를 홍보한다. 

CLIC-on-Health 로젝트는 설립 이래 클릭

온헬스운 원회(CLIC-on-Health Steering 

Committee)를 운 해 왔으며, 거의 100여명을 

한 CHI 련 공개포럼을 개최하 으며, 의학

도서 , 도시/도시근교/시골 공공도서  간의 

력모형을 개발하 다. 한 이 로젝트를 통

해 약 50여명의 공공도서  사서, 30여명의 의

료기  사람, 70여명의 학교도서  사서, 그리

고 도시 심부의 소득층 거주 지역 노인

회 의 50여명의 직원  고령자에게 건강정보

원에 한 교육을 수행하고, CLIC-on-Health

를 홍보한다. 그들은 한 인터넷기반 건강정

보원에 근이 어려운 몇몇 도시간(inter-city)

지역에 컴퓨터를 제공하고, 지역 개인방송국과 

력으로 의학 로그램을 방 하는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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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발하 다. 

8) Crandall/Langeloth Program

Crandall/Langeloth 로그램은 질병이 회

복되고 있는 도서  이용자에게 건강 련 정보

를 제공하고, 련기 의 사서에게 교육  훈

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뉴욕 역에 걸쳐 CHI

련 질문에 답변하는 참고사서 수 의 기술력

을 향상시키며, 참여도서 들이 CHI 련 핵심

장서를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1998-1999년에 란젤라드재단(Langeloth Foun- 

dation)으로부터의 보조 은 시골지역에 치

한 크랜들공공도서  내 란젤라드교육정보센터

(Langeloth Convalescent Education and In- 

formation Center), 뉴욕시의 퀸즈공공도서

에 기부되었다. 창기의 목 은 질병회복시기

에 있는 환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한 것이

었으며, 2001년에 이 재단은 교육과 서비스의 기

를 확립할 란젤라드센터(Langeloth Center)

를 설치하는데 $120,000의 기 을 기부했다. 

란젤라드센터에서 화, 이메일, 면, 정보

패킷 형태로 요청된 질의는 일반 으로 24시간 

안에 처리된다. 그 센터는 도서, 연속간행물, 비

디오, 온라인데이터베이스, 소비자건강웹사이

트를 포함하여 핵심 참고자료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란젤라드재단으로부터의 추가 기 은 크랜

들공공도서 이 그 서비스를 사서를 포함하여 

일반인에게 까지 확장시키기 한 것이며, 

한 선별된 뉴욕 도서 들 내에 란젤라드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국립의학도서 은 뉴욕의 공

공도서  사서들을 훈련시키기 한 력을 해 

주었다. 한 ‘성공 규칙: 인터넷상의 CHI', ‘만

병통치약에서부터 페니실린까지: 인터넷상의 

CHI원 평가'와 같은, 사서를 한 다양한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원되기도 했다. 

9) Healthy People 2010 Library Initiative

AAAS(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 

vancement of Science)는 국가건강교육포상

로그램평가기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s' 

Education Awards Program)으로부터 기

을 받아, 2000년 10월에 ‘Healthy People 2010 

Library Initiative’ 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로젝트는 취약계층의 이용자들이 지역 공공도

서 의 최신의 신뢰할 만한 정보에 쉽게 근할 

수 있도록 하기 한 것이다. ‘Healthy People 

2010 Library Initiative’의 목표는 (1) 공공도

서 이 일반인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

록 하고, (2) 소수집단이 그들의 지역공공도서

이 제공하는 건강정보원에 해 알 수 있도

록 도서 의 아웃리치서비스를 장려하며, (3) 

이를 통해 소수집단(취약계층)이 CHI에 한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로젝트를 통해 제공되는 건강 련 툴킷

은 7개의 언어로 작성된 건강 련 팸 릿을 포

함하고, 도서  아웃리치 로그램에 한 정

보를 포함하며, 문가 인터뷰와 같은 비디오 

정보도 포함한다. 핵심 주제는 당뇨병, 고 압, 

천식, 염성 질병, AIDS 등이다. 웹사이트에

는 수없이 많은 건강정보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Healthy People 2010 Library Initiative’는 사

서들이 이용자에게 가장 필요한 핵심 인 정보

를 배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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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분석결과  시사  도출

에서 조사된 사례 외에도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웃리치, 다 종간 력

계, 직원  이용자에 한 교육 등과 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집  분석된 CHI 련 서비스 

사례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 을 도출하

으며, 이러한 사례  서비스 분석내용은 이후 

우리나라 공공도서 에서의 CHI서비스 제공

을 한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첫째, 아웃리치서비스이다. 이는 특히 취약

계층을 한 서비스로서 취약계층에게 언어서

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보기기를 활용한 건강정

보를 찾는 방법에 한 교육을 제공하며, 농

지역에까지 확 하여 아웃리치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 특히 문가에 의한 

건강 련 특강을 녹화하여 지역방송에 방 하

는 것은 공공도서 에 오지 못하는 다양한 층

의 이용자를 배려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의의가 있다고 보며, ‘Health InfoNet of Ala- 

bama’, ‘Click-on Health’ 등은 이후 우리나라 

공공도서 이 참고해야 할 사례로 보인다. 

둘째, 공공도서 , 의료 련도서 , 학도서

 등이 력 계를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CHI

를 제공하는 사례로서, NOAH와 CHIN 등이 

있다. 공공도서 이 건강 련서비스를 제공하

는데 있어서 자료  지식, 인력면에서 많은 한

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 의료 련 기

과 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의 

신뢰도, 정확성, 안 성 등을 높이는데 많은 효

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건강정보 련 정보원의 구축  활용

이다. CHIN, CRD, Health InfoNet of Alabama

를 포함하여 많은 도서 이 건강 련 정보원을 

웹사이트 상에 구축하고 해당 정보원으로 바로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

도 4,000여 개가 넘는 건강 련 웹사이트가 있

다는 것을 고려할 때 건강 련정보원에 한 

DB구축은 비교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으리

라 본다. 

넷째, 사서  이용자들을 상으로 건강 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과, 건강정보와 련

된 표 인 DB로서 PubMed와 MedLinePlus

에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

련기 과의 력 등을 통해서 공공도서  사

서  이용자에 한 지속 인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참고서비스를 보

다 효과 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릴로건강정보센터 사례 

 ‘ASK ME’는 좋은 벤치마킹 사례로 뽑힌다.

3.2 국내 공공도서 의 CHI 서비스제공 황

본 연구에서는 1.2 연구방법  연구내용에

서 밝힌 바와 같이, 국내 750여개의 도서   

몇 퍼센트의 도서 이 소비자건강 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홈페이지를 통해 분석하고

자 하 다. 

3.2.1 CHI서비스 제공 공공도서  황

국내 공공도서 의 CHI 련서비스 제공

황을 분석하기 해, ‘2010년 도서 연감'에 있

는 748개의 공공도서  홈페이지를 조사․분

석하 다. 일단 CHI 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도서 의 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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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도서  수 비율(%)

CHI 련 웹사이트 제공 62 8.3

CHI 련 교육 제공 여부 
이용자 상 73 9.8

직원 상 0 0

CHI 담직원 유무 0 0

CHI 련 DB 제공 여부
유료 0 0

무료 0 0

아웃리치서비스 제공 1 0.1

CHI 련 참고서비스 제공 6 0.8

CHI 련 ILL 서비스 제공 1 0.1

CHI 련 서비스의 질 향상을 한 의료 련 기 과의 력 0 0

CHI 련 홍보  마 6 0.8

<표 1> 공공도서  CHI서비스 황 

분석내용은 CHI 련 웹사이트 제공 황, 이용

자 상 는 직원 상 CHI 련 교육 제공 여

부, CHI 담직원 유무, CHI 련 유료 DB 

는 무료 DB 제공 여부, CHI 련 웹사이트 링

크 제공 비율, 아웃리치서비스 제공 여부  서

비스 종류와 형식, CHI 련 참고서비스 제공 

비율, CHI 련 ILL 서비스 제공 여부, CHI 

련 서비스의 질 향상을 한 의료 련 기 과

의 력 여부, CHI 련 홍보  마  여부 

등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홈페이지 조사결

과, 재 국내 공공도서 에서는 CHI 담사서

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교육  이용자

상 CHI 련 교육은 있으나, 직원 상 교육

은 도서 내에는 물론이고 국립 앙도서  사

서교육문화과 교육과정에도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국립 앙도서 , e-사서연수 2011). 

아웃리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서 은 

양평생교육 으로 조사되었으며, CHI 련 

서비스는 ‘요가' 로그램으로 로그램명은 ‘지

역 단체와 연계한 평생학습 공동체 형성: 양

내 등학교와 연계한 “찾아가는 평생교육" 

운 '이다( 라남도 양평생교육  2011).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상 체 

공공도서   82% 이상이 CHI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에서 

조사된 내용  어도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 도서 은 748개의 도서   257개

(17.5%), 2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

서 은 65개 (8.7%)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도서  수 비율(%)

1개 이상 129 17.5

2개 이상 65 8.7

3개 이상 10 1.3

<표 2> CHI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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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CHI 서비스 유형별 황

다음으로 CHI의 서비스 유형별로 공공도서

의 서비스 비율을 분석하여 보았다. 에서 

조사된 내용 에서 재 우리나라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들만을 보다 

집 으로 분석하 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CHI 련 웹사이트 제공 황

본 연구에서는 2010년 도서 편람에 등재된 

748개의 공공도서  에서 도서 홈페이지에 

CHI 련 웹사이트를 등재하고 있는 비율을 조

사하 다. 그 결과 총 120개의 도서 에서 90개

의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  ‘건강 in'은 13개의 도서 에서 

사이트 링크를 제공하고 있었고, ‘건강샘'은 3

개의 도서 , 16개의 사이트는 2개의 도서 , 

그리고 나머지 사이트는 각각 다른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이다. 

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

이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 링크를 건강/의학

포털, 건강/의학 련단체, 건강/의학 련 학

회, 병원  보건소 등 9개의 범주로 구분하

여 공공도서 은 체로 어떤 사이트를 링크하

는지 분석하 다. 황조사 결과, 조사 상 공

공도서 은 병원  보건소 사이트를 가장 많

이 링크하고, 다음으로 보건/의학 포털사이트, 

건강/의학 련단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황조사 결과는 재 공공도서 에서 제공

하고 있는 웹사이트가 복 구축되어 있거나 체

구분 웹사이트명 사이트 수 비율(%)

건강/의학 포털

건강in, 건강샘, 어캠 , 닥터, 닥터포유, 닥터크 지오, 닥터우먼, 암닥터, 당119
닷컴, 다모, 의료샘, medcity-com 상담실, 문의료정보, 메디넷, 양산메디칼폴
리스, DR/BIT, 하이닥, 엠디하우스, HealthOK, MedTV21, 건강한세상, 신체활
동길라잡이

22 24.44 

건강/의학 련단체

학생건강정보센터, 인터넷가상암센터, 액은행, 삼성의학정보센터, 질병 리본
부, 국립보건연구원, 동 문구정신보건센터, 숙명여 의학정보연구소, 한 십
자, 구건강가정지원센터,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한 십자사인천지사, 국
가지정의약품연구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14 15.56 

건강/의학 련 학 회 에이즈 방 회, 한안과학회, 건강 리 회, 남해군보건소 4 4.44 

병원  보건소

삼성의료원, 당진군보건소, 울진군의료원, 통증클리닉, 서울 학병원, 가톨릭  
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천보건소, 암보건소, 장흥군보건소, 김천시보건소, 
부산 학교병원, 랑구보건소, 녹색병원, 김 회치과의원, 연세아름다운피부과, 
모아한의원, 서울이비인후과의원, 강남병원, 고려 학교의료원, 꽃마을한방병원, 
구 역시북구보건소, 구 역시강북보건지소, 인천동구보건소, 주시보건소

25 27.78 

건강/보건 련 자료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문헌정보실, 폐암자료실, 의약품정보디지털학습 3 3.33 

건강음식 정보 완주건강한밥상꾸미기, 아이푸드, 짱이와 양친구, ilovemilk 4 4.44 

다이어트 정보
사랑의 클리닉, 성인건강운동의방법, 수다이어트, 굿다이어트, E-diet-http, 스
&다이어트, Cdiet, 엔젤다이어트

8 8.89 

건강/의학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 여드름동우회, AIDS/HIV, 청년의사, 한국신경과학소식, 유
방암동아리, 인터넷 독치료, DNSP(치매), 생활속모바일응 처치, 경기도생활
체육회

10 11.11 

총 90 100.00 

<표 3> 도서 에 링크된 CHI 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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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이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CHI 

련 웹사이트 정보원과 그 평가기 이 개발됨으

로써 공공도서 에 건강정보원 사이트목록을 

제공하고, 이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표 4>는 도서 별 링크 수로서 청원도서

이 가장 많은 CHI 련사이트 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CHI 련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하는 62개의 도서  , 20건 이상

의 링크를 제공하는 도서 은 2개 기 , 10개 

이상 20건 미만의 링크를 제공하는 도서 은 1

개 기 , 2건 이상 5건 미만의 웹사이트 련 

링크를 제공하는 도서 은 9개 기 으로 나타

났으며, 1건의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하는 도서

은 39개 기 으로 조사되었다. 

(2) CHI 련 교육 로그램

CHI와 련하여 국내 공공도서 에서 제공

하고 있는 교육 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직원 

상 교육 로그램은 없었고, 이용자 상 교육 

로그램은 26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에

서 요가는 가장 일반 인 로그램으로 CHI 

련 교육 로그램을 제공하는 91개의 도서  

 31개의 도서 이 요가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건강강좌, 경락과 한방요법 등을 포

함하여 건강을 고려한 다양한 스포츠 로그램

이 제공되고 있었다(<표 5> 참조).

(3) 홍보  마

재 국내 공공도서 에서 수행하고 있는 홍

보  마  황을 다각도로 분석하 으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포함한 Q&A 사이트 등

을 총체 으로 분석한 결과, CHI 련 홍보  

마 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도서 은 총 6개 

기 으로 나타났다. CHI 련 교육이나 련자

료 제공을 한 홍보 마  방법은 홈페이지

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로슈어로 제공될 

수도 있고, 기타 다른 방법이 있을 것으로 측

할 수 있다(<표 6> 참조).

링크 수 도서  명

20건 이상 청원도서 (29), 주 역시립무등도서 (26)

10건 이상~20건 미만 아리랑정보도서 (15)

5건 이상~10건 미만 랑구립정보도서 (7), 진정보도서 (7), 안양시박달도서 (7)

2건 이상~5건 미만
안양시박달도서 (4), 화도진도서 (3), 양산웅상도서 (2), 도도서 (2), 구 역시립북부도서
(2), 구수산도서 (2), 구 역시립달성도서 (2), 울산남구도산도서 (2), 성남시구미도서 (2)

1건의 련사이트 
제공도서

완주군립도서 , 정독도서 , 서 문도서 , 마포평생학습 , 마포평생학습 아 분 , 동 문구정
보화도서 , 도 도서 , 강동도서 , 서울고덕평생학습 , 개포도서 , 강남도서 , 은천동작은도서
, 성 동작은도서 , 빛정보도서 , 악문화 도서 , 양천도서 , 부산 역시립구덕도서 , 

부산 역시립사하도서 , 남구도서 , 부산 역시립서동도서 , 부산 역시립연산도서 , 부산 역
시립부 도서 , 구 역시립서부도서 , 구학생문화센터, 구 역시립남부도서 , 명시 앙
도서 , 경기도립과천도서 , 경기도립 앙도서 주분 , 충북학생교육문화원, 충주시립도서 , 
공주유구도서 ,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 , 천안성환도서 , 연기도서 , 당진군립 앙도서 , 당진
도서 , 천공공도서 , 담양공공도서 , 정보문화센타 암도서 , 정남진도서 , 목포시립도서 , 
진도공공도서 , 김천시립도서 , 경상북도립울진공공도서 , 울진남부도서 , 창녕도서 , 남해도
서 , 제주도서

* 호 안의 숫자는 각 로그램을 제공하는 도서 의 수임.

<표 4> CHI 련 링크제공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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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로그램 구분 로그램 시

건강 련 강좌형태 건강강좌(7), 웃음치료강좌(1), 웰빙 학(1), 고령화사회를 한 신바람 건강지킴이(1) 등

한방 련 교육 경락과 한방요법(6), 기공술(2), 수지침(1) 등

스포츠 지도 교육

요가(31), 스포츠 스(10), 수 교실(7), 체조(4), 발 (3), 탁구(2), 밸리 스(2), 훌라 스(1), 

수지침(1), 에어로빅(1), 태극권(1), 배드민턴(1), 재즈 스(1), 택견(1), 요트(1), 야구(1), 

골 (1), 넘기(1) 등

피부 리교육 등 발 건강 리(2), 피부 리(1)

* 호 안의 숫자는 각 로그램을 제공하는 도서 의 수임.

<표 5> CHI 련 교육 로그램  도서  수

도서  이름 홍보건수 공지내용

아산도서 1 순천향 학교와 함께하는 성인병 방․ 리 행복한 노후설계

보령웅천도서 1 겨울철 건강 리

정보문화센터( 암도서 ) 1 신종인 루엔자 방

경상북도립청도공공도서 1 신종인 루엔자 방

김해도서 1 정신과의사가 말하는 인의 정신건강수련법

마산도서 1 신종 인 루엔자 증상  방법

<표 6> CHI 련 홍보  마  황

4. 논의  제언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에서의 CHI서비

스를 제안하고자 공공도서 에서의 CHI제공 

황을 선행연구분석  사례분석을 통해서 그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하 으며, 국내 공공도서

에서의 CHI 제공 황을 조사하기 해 도서

연감 2010에 등재된 748개의 공공도서  홈

페이지를 수조사․분석하 다. 

첫째, 국내 공공도서 에서 CHI서비스 제공

비율이 2005년 홍기선의 설문조사와 비교해 보

았을 때 증가되었는지를 분석하 는데, 비록 

그 조사 상 수가 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당시 조

사 상 25개 도서   6개의 도서 (약 23%)

이 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하 었

다. 본 연구에서 국내 공공도서  체를 상

으로 조사한 결과, 129개의 도서 (약 18%)만

이 CHI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즉 2005년의 조사방법과 2011년의 조사

방법에 차이가 있긴 하나 CHI서비스 부분에서

의 서비스비율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둘째, CHI 제공방법이 다양할 것인지를 CHI 

련 웹사이트 제공 황, 이용자 상 는 직

원 상 CHI 련 교육 제공 여부, CHI 담직

원 유무, CHI 련 유료 DB 는 무료 DB 제

공 여부, CHI 련 웹사이트 링크 제공 비율, 

아웃리치서비스 제공 여부  서비스 종류  

형식, CHI 련 참고서비스 제공 비율, CHI 

련 ILL 서비스 제공 여부, CHI 련 서비스의 

질 향상을 한 의료 련 기 과의 력 여부, 

CHI 련 홍보  마  여부 등 다양한 각도

에서 분석하 다. 분석결과 CHI 련 웹사이트 

제공, 이용자 상 교육, 그리고 홍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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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세 가지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

는 도서 은 13개인(1.74%)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CHI 담당사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

었고, 사서가 CHI 련 교육을 받고 있다는 

어떤 내용도 발견할 수 없었으며, 국내 사서들

에게 계속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국립 앙도서

 사서교육 과정에서도 CHI 련 교육 로

그램은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넷째, 아웃리치서비스나 ILL 서비스, 의료기

을 포함한 련기 과의 력네트워크 구축 

등은 CHI 서비스가 활성화된 도서 에서 행해

질 수 있는 보다 확장된 서비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조사결과 이러한 서비스는 

재 국내 공공도서 에서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공

공도서 의 CHI 련 서비스의 수 이 매우 

보 인 단계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조사결과, 국내의 경우 CHI와 련하여 

많은 부분에서 아직 미진함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공공도서  사서에 한 CHI 교육은 서비

스제공자의 마인드  지식수 과 련되므로, 

공공도서  사서를 한 교육  훈련 로그

램을 시 히 개발해야 하고, 다양한 계층의 이

용자를 상으로 한 교육 로그램도 개발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 , CHI 련 정보원의 구축을 통한 건강

정보원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Health Infornet', CHIN, CRD 등은 건강 련 

정보원을 웹사이트 상에 구축하고 해당 정보원

으로 바로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캐나다 키쳐 공공도서

(Kitchener Public Library)의 ‘HealthLink’ 

서비스는 웹사이트에 건강정보원을 링크시키

고 있다. 오타와공공도서 (Ottawa Public Li- 

brary)은 CHI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역시 

‘InfoGuides’라는 사이트맵을 통해 건강정보원

의 사이트를 연결시키고 있다. 반면에 국내의 

경우 건강정보원에 한 데이터베이스나 정보

망을 구축한 사례는 거의 없었고, 공공도서

에 링크된 련 사이트 조차도 매우 소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강정보자원에 한 확보

와 이에 한 평가기 의 용  선별, 그리로 

건강정보원 DB를 구축하여 공공도서 이 공동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공공도서 에서 CHI서비스를 제공하

기 해서는 건강/의료 련단체, 건강의료 련 

자료실, 병원  보건소 등과 력하여 서비스

를 해야 한다. 이는 공공도서 이 건강 련 서

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인력  자료, 지식 

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한 인식은 황조사에서 공

공도서 이 련사이트에서 CHI 련 사이트들

에 한 링크를 제공하는데서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CLIC-on-Health'는 수많은 

련 기 과의 력 계를 가지고 있으며, 77개

의 공공도서 과도 력하여 건강정보서비스

를 증진을 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NOAH와 CHIN 등도 공동으로 정보자원을 구

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 아웃리치서비스를 

해 력하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셋째, 사서  이용자들을 상으로 건강

련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황조

사 결과 이용자들을 상으로 한 교육은 어느 

정도 제공되고 있으나, 사서들을 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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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제공하고 있지 않은데, 해외의 경우 다

양한 방법으로 사서들을 상으로 한 교육  이

용자들을 상으로 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CHIN은 소비자건강 련 참고질

의에 답변하는 사서들을 해 교육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Crandall/Langeloth Program

은 사서에게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뿐

만 아니라 건강정보 련 질의에 답변하는 기술, 

건강 련 핵심장서 개발 교육 등을 제공한다. 

한 CLIC-on-Health 로젝트는 공공도서  

사서, 의료기  직원, 학교도서  사서, 노인회

의 직원  고령자에게 건강정보원에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아웃리치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

웃리치서비스는 지리  한계, 재정  한계, 언

어  한계 때문에 건강정보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용자들을 한 것이다. 공공도

서 은 련 의료기   단체와의 력을 포

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고 

CHI를 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릴로정보센터는 아웃리치서비스로 건강 문가

를 빙하여 이용자에게 건강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건강 련 특강을 녹화하여 지역방송에 

방 함으로써 공공도서 에 오지 못하는 다양

한 층의 이용자를 배려하고 있다. 

공공도서  내에 CHI 센터를 설치하고 건강

정보에 한 신뢰성  근성을 향상시킨 사

례가 미국에는 많이 있다. 국내의 경우 이러한 

건강정보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산부족으로 

어렵다면, 건강정보 문사서를 배치하는 것도 

차차 고려해 보도록 해야 한다. 

5. 결 론

CHI에 한 심 증가로 CHI원이 격하게 

증가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획득방법도 

매우 다양해졌다고 하 다. 미국을 포함한 외

국의 경우 CHI 획득경로 의 하나가 공공도서

이라고 하 고(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2007), 공공도서 에서의 CHI에 

한 참고서비스 요구는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Marshall, Sewards, & Dilworth 

1991). 

공공도서 이 CHI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유

리한 은, 공공도서 은 이미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해결하고 있고, 

여기에 CHI에 한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이 그

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도서

사서가 CHI에 한 지식이나 정보원에 한 지

식을 획득하기 한 교육기회의 제한으로 이에 

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 에서 CHI 련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내 

공공도서 에서의 CHI 서비스를 활성화시키

기 한 기 연구이다. 따라서 이론  사례조

사를 통해서 도출된 CHI 서비스 항목에 한 

홈페이지 조사결과는 이후 보다 심층 인 연구

를 수행하기 해 반드시 수행되어졌어야 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에서 조사

된 공공도서 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

고 우리나라 공공도서 에 합한 정보원을 구

축할 것이며, 이의 제공을 통한 국내 공공도서

 CHI 서비스 개선방안을 최종 으로 제안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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