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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하여 국내 의학도서관의 정보서비스 현황을 조사하고,
의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인식이 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의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코로나19 정보서비스 여부에 관현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상황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Grunig의 상황이론을 적용하여, 문제인식, 제약인식, 관여도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 네 단계의 사서 유형을 분류하고, 3가지 인식이 코로나19 관련 정보서비스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의학도서관 144개 기관 중 25개 기관만 코로나19 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도서관의 정보제공의
주체인 사서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 대하여 문제인식과 관여도가 높고, 제약인식은 낮았으며, 정보제공 수준은 매우 적극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제약인식만이 코로나19 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보원이 확보된 시기의 추가적인 연구와 사서의 인식이 도서관 운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find out the status of medical libraries in Korea that provide information services related
to the Covid-19 situation, and how the librarian’s perception of the Covid-19 situation, the main body of the
library’s information provision, affects the provision of related information services. For this purpose, we checked
the website for Covid-19 information service. In order to understand the degree of awareness of Covid-19, Grunig’s
Situational Theory was applied to classify four types of librarians according to the degree of problem recognition,
constraint recognition, and involvement recognition, and to analyze how the three perceptions affect Covid-19
related information services. As a result, only 25 out of 144 korean medical libraries provided information services
related to Covid-19. The librarian, the main agent of the library’s information provision, found that the problem
recognition and involvement recognition in the Covid-19 situation were high, constraint recognition were low,
and the level of information service was very active. And only constraint recognition has been shown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providing Covid-19 related information services. Further research when future sources
are available and follow-up research on how librarians’ perceptions affect library operations are also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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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야 한다(조찬식, 한혜영, 2005a).
일반적으로 의학도서관은 의학주제 분야의 연

최근 2019년 12월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구자들에게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

으로서 정의하고 있다(조찬식, 한혜영, 2005b).

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하고

그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웹사이트 구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7월 22일 0시 기준 약

축이 새로운 방안으로 다수 제안되어 왔고(노영

184,103명의 확진자 중 2,063명이 사망하였고,

희, 2014a), 전통적인 의학도서관의 기능인 이용자

전 세계적으로 약 1억9천여명의 확진자 중 409

교육, 참고봉사(주제전문) 서비스, 대외협력서비

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상황

스, 상호대차 등의 강화도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

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질병관리청을 통

련하여 정보제공자로서 사서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를 제작

각 도서관의 정책적인 부분이 주로 결정하지만 여

하여 범국민적 건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기에는 사서 개인의 인식이 작용할 수 있다.

다. 바로알기, 발생동향, 뉴스&이슈, 생활 속

이와 관련하여, Grunig(1978)의 상황이론

거리두기 등의 메뉴를 통해 바이러스에 대한

(Situational Theory)은 문제, 제약, 관여도에 대

지식, 치료 및 예방, 실시한 환자 현황까지 자세

한 인식이 정보소통의 적극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루 방문자 수가

말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사서의 문제, 제약, 관여

최고 약 250만명에 이를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도에 대한 인식은 정보서비스와 관련이 있다고 볼

집중되고 있다(질병관리본부, 2021).

수 있다. 즉 의학도서관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

코로나19에 대한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건

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한

강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이 점차 증가하

사서들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

고, 그에 따라 건강정보제공자로서 공공도서관

하여 먼저 의학사서의 인식 파악이 요구된다.

과 의학도서관의 사서들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에 본 연구는 Grunig의 상황이론을 적용하

증가하고 있다. 건강과 의학이라는 주제는 인

여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의학도서관 사서의 인

간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라는 점에서 보다 정

식유형을 분류하고, 이러한 인식이 코로나19 관

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이 요구됨에 따라 의료

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분야 관련 도서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노영희, 신영지, 2019).
의학 분야는 학문의 변화가 빠른 속도로 일어
나고 신지식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므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로 연구자들이 환자 치료와 연구에 필요한 적
절한 정보를 신속하게 습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의학도서관은 정보전달기관으
로서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해

2.1 사서 인식
도서관 및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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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서 사서가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 및 소

특히, 의학도서관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건강

양도 변화하고, 이에 맞춰 사서의 능력은 기록

및 의학 관련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온․오프

된 지식과 정보의 조직, 전문직 기초, 참고봉사

라인 정보원 구축하고 있는데, 의학도서관 사

와 이용자서비스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도서

서는 건강정보 제공 목적의 명확성이 가장 중

관 현장 사서들은 인식했다(노동조, 2009).

요하고, 다음으로 제공기관의 공정성, 책임성

사서에게 필요한 전문적 요소로는 장서를 구
성하는 자료와 접근 방법에 대한 지식, 문화적

명시, 개인정보보호 정책 준수, 윤리성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노영희, 2014b).

다양성에 대한 이해 등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이렇게 건강정보제공의 주체로서의 사서의

숙련을 토대로 임무를 달성하는 역량인 ‘전문

인식과 관련한 연구는 노영희, 오상희(2011)의

적 능력’, 마지막으로 전제된 지식과 능력이 정

공공도서관 사서의 소비자건강정보 제공에 대

교해지고 세련되게 확장되도록 하는 ‘전문적

한 인식 조사와 노영희(2014b)의 공공도서관

태도’, 사서직의 배타적 권한의 정당성이 사회

과 의학사서의 건강정보원 평가기준에 대한 인

적 이익과 연결되게 만드는 요소인 ‘사회적 책

식 비교 연구가 있지만, 정보제공주체로서 사

임’, 전문직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일정 영역의

서의 인식이 정보서비스에 대한 어떤 영향을

문제해결에 유용하게 활용됨으로써 사회에 영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향을 미치고 신뢰를 얻을 때 필요성이 생기는
‘사회적 인정’ 등 총 5가지가 있다. 사서직 전문
성에 대한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인식

2.2 의학도서관 정보서비스

조사를 한 결과, 전문적 지식, 사회적 책임, 서

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조(정의)에 따라 도

비스적 태도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

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

었다(윤명희, 2020).

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

전문도서관의 영역에서 사서는 주제 분야의

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로

지식, 전문정보 검색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정의하고 있다. 도서관서비스는 도서관이 도서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물리적 공간

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에 대한 열악한 환경, 처해진 내부에서의 인식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

변화로 인해 도서관의 역할을 확대하기에 어렵

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다는 현실적인 인식도 있다(이명희, 2017).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자지도교육, 공중

건강관련 주제에 대한 정보검색과 정보제공
에 있어 공공도서관 사서와 이용자 모두 필요

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 서비스를
말한다(도서관법, 2020).

성 부분에서 높은 요구가 있고(노영희, 오상희,

특정 분야를 다루는 전문도서관은 해당 분야

2011),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공공도서관과 의학

의 중복이 적기 때문에 과거 접근성이 낮은 특

도서관 모두 적절한 건강정보서비스를 제공하

징을 가졌으나, 인터넷 정보원의 급증, 오프라

고 있다(노영희, 2014b).

인 정보서비스의 한계와 맞물려 이용자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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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차 심화되고, 전문화되어 보다 적극적인 정

(Really Simple Syndication) 서비스와 같은 개

보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다(한종엽, 이승민, 서

인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

만덕, 2014).

했다(김유미, 유사라, 2015).

이에 의학도서관은 의학주제 분야의 연구자들

즉, 도서관의 정보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이용

에게 교육 및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

자 안내부터 회원 가입, 대출반납 등 응대 서비스,

관으로서 그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웹사

민원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보

이트를 이용했고(조찬식, 한혜영, 2005b), 주요

제공 서비스, 다양한 협력 서비스, 수서․목록을

정보서비스는 자관 Pubmed, 원문복사, 상호대차,

함에 있어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를 제공하고 쉽

정보검색, 이용교육, 논문작성지원, SDI서비스, 모

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등 도서관에서

바일서비스, 참고정보원, 교외접속, 주제별서비스,

하는 모든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김수진, 2017),

인용정보분석, 대출예약, 희망도서신청 등의 서비

이는 의학도서관도 공통된 사항으로 주요 정보서

스를 제공하고 있다(노동조, 김정아, 2010).

비스로는 자관 Pubmed, 원문복사/상호대차, 정

건강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 및 정보요구의

보검색, 이용교육, 논문작성지원, SDI서비스, 모

증가에 따라 의학도서관의 역할도 변화하였다.

바일서비스, 참고정보원, 질의/응답, 정보목록제

의학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 수행과 더불어 구성

공, 인용정보분석 등이 될 수 있다.

원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서구성, 외부에서 쉽게 도서관의 자원을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의 확대 등을 가져왔고

2.3 상황이론

(조규용, 2007) 나아가 공공도서관과 의학도서관

상황이론(Situational Theory)은 하나의 이

의 협력을 통해 건강정보서비스에 대한 의학도서

슈에 대한 공중의 인식과 커뮤니케이션 행동의

관서비스의 확대를 가져왔다(노영희, 2014a).

관계성을 보이는 이론이다(Grunig, 1978). 이는

스마트폰, 개인 휴대용 전자기기의 보급에 따

세 개의 독립변인(문제인식, 제약인식, 관여도)

라 이미 많은 이용자들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에 따른 두 개의 종속변인(적극적 커뮤니케이션,

익숙해져, 단순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은 심

소극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되고 전문화된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추기 어

문제인식은 “개인이 어떤 상황에 있어 무엇

렵게 되었다(김휘출, 2012). 이에 정보서비스의

인가 빠져있거나 결정이 안된 상태로 남아 있

행태도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다고 지각하여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상황에 관

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고, 디지털 시대를

하여 생각하게 되는 정도(정진호, 2006)”라고

맞이하여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정의된다. 이는 이슈에 대해 어떤 조치가 필요

도 SNS(Social Network Services)와 같은 서

하다고 느끼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제약

비스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서비

인식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

스를 제공해야 하며, 더불어 심화되고 전문화

할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제약을 지각하는

되는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RSS

정도(정진호, 2006)”로 정의되며, 문제를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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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 제한이 있다고 느

인 정보추구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끼는 정도이다. 관여도는 “개인이 상황과 자신

(Atwood & Major, 1991).

이 얼마나 관계(Connection)가 있나 지각하는

상황이론을 적용한 온라인 건강정보를 제공

정도)(정진호, 2006)”로, 이슈와 나의 관련성을

하였을 때, 만성질환 건강이슈 상황을 중심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Grunig, 1978,

문제인식은 정보추구, 정보수용 등의 커뮤니케

1982, 1983a, 1983b). 이에 기본 검증(basic test)

이션 모든 방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 문제인식과 관여도가 높고 제약인식이 낮을

그리고 제약인식은 적극적 행동인 정보추구를

수록 정보행위가 적극적이라는 것이다(Grunig

제외한 정보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관여도는 반

& Hunt, 1984).

응적 정보행동인 정보주목에만 영향을 주는 것

위의 기본 검증에 따른 선행연구 중 메릴랜드

으로 나타났다(원정윤, 2012).

지역병원의 서비스 사례를 검토한 연구에서는,

Grunig의 상황이론은 최초로 공중 세분화를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은 관여도와 문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 받고

제인식을 가졌고 이는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으

있으며, 사람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그들의 커뮤

로 이어졌다(Grunig, 1978). 반면에 상수도 오

니케이션 행동을 예측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도

염과 공중의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도 문제인식

큰 의의를 갖는다(Grunig & Hunt, 1984).

이 낮은 경우에는 소극적 커뮤니케이션이 나타
난다고 하였다(김인숙, 1997).
커뮤니케이션의 정도와 제약인식은 이와 반

3. 연구 방법

대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관여도와 문제인식이
높아도 제약인식이 높다면 소극적 커뮤니케이
션이 나타난다. 메릴랜드 지역병원의 사례에서

3.1 가설 설정 및 연구 모형

도 고소득층은 문제인식이 높았지만 제약인식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또한 높았기 때문에 소극적 행동을 보였다(Grunig,

국내 의학도서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홈페

1978). 워싱턴 주재 기자들과 정보행동에 관한

이지 내 코로나19 관련 정보제공 여부를 확인

연구(Grunig, 1983b)에서도 쟁점에 대해 제약

해 보았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확인

인식을 크게 느끼지 않는 기자는 심층적 기사

한 Grunig(1978)의 공중 유형을 독립변인 문항

를 쓸 의사를 보인 반면, 제약인식이 높은 기자

의 응답에 따라 각 문항 평점의 평균값을 사용하

는 얻어진 자료에 의존할 의사를 보이는 등 적

여 사서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사서의

극적으로 정보를 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관

유형은 인식이 없는 Non-Aware Librarian(비인

여도와 정보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홍콩

지 사서), Latent Librarian(잠재적 사서)에서

반환 결정과 관련한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Aware Librarian(자각적 사서)으로 발전하고

관여도가 높은 공중이 단순 메스미디어를 이용

더 나아가 Active Librarian(활동적 사서)으로

하는 정보처리 행동보다 대인간 커뮤니케이션

발전할 수 있다. 이를 분류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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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론에서의 종속변인인 적극적 정보추
구와 소극적 정보추구는 상황을 인지한 사서의
인식을 기반으로 적극적 정보제공과 소극적 정

인식이 정보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
한가?
<가설 3-1> 의학도서관 사서의 코로나19
관련 문제인식은 정보서비스에

보제공을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가설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의학도서관 사서의 코로나19

을 설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 제약인식은 정보서비스에
∙RQ 1: 국내 의학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
한 코로나19 관련 정보 제공 현황은 어떠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의학도서관 사서의 코로나19
관련 관여도는 정보서비스에 영

한가?
∙RQ 2: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인식에 따라

향을 미칠 것이다.

분류된 국내 의학도서관 사서의 유형은 어
위의 연구문제 및 가설에 따른 연구 모형은

떠한가?
∙RQ 3: 국내 의학도서관 사서의 코로나19

<그림 1>과 같다.

<표 1> 상황인식에 따른 사서유형 분류
구분

특성

Active Librarian(활동적 사서)

문제 및 쟁점에 대하여 토론하고, 행동을 위한 조직화가 가능한 사서

Aware Librarian(자각적 사서)
Latent Librarian(잠재적 사서)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사서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서

Non-Aware Librarian(비인지 사서)

문제에도 직면하지 않고, 인식도 하지 못하는 사서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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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 코로나19 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3.2 데이터 수집 방법 및 절차

있지 않다고 응답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사

본 연구는 코로나19 관련 국내 의학도서관의
대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도서관 홈페이지

서를 제외한 78개 기관, 128명의 사서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2020년 7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 42일간

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128명 중 105명

확인한 한국의학도서관협회에 회원으로 등록

이 응답하였다(회수율 82%). 그 중 불성실한

된 144개의 의학도서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

응답 등 7명을 제외한 98명의 설문데이터를 대

여 조사하였으며, 144개 의학도서관 리스트는

상으로 분석하였다.

노영희, 신영지(2020)를 참고하였다. 상황변화
에 따른 정보제공 여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
해 코로나19 초기 1차(2020년 4월 20일) 조사

3.3 설문지 구성

를 하였고, 백신 접종 초기에 2차(2021년 4월

본 연구를 위한 설문 문항은 정진호(2006)

20일)로 시기를 나누어 진행하였다. 그리고 코

의 연구에서 차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

로나19 상황에 대한 사서의 인식과 코로나19

구성하고,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활용

정보서비스 제공 수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설

해 측정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문조사 방법을 선택하였다. 설문조사 전 의학

종속변인인 적극적 정보제공, 소극적 정보제

도서관 사서 1명과 대면인터뷰를 통해 설문조

공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노영희(2014a)의

사에 사용할 코로나19에 대한 의학도서관의 주

‘의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주요 정보서비스 항

요 정보서비스를 선정하였다. 이후, 설문조사를

목' 중에서 의학도서관의 사서의 대면인터뷰를

위해 한국의학도서관협회의 회원기관인 144개

통해 실제 많이 제공하는 주요 정보서비스를 본

의 국내 의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직접 전

연구의 목적에 맞게 질의/응답, 정보검색, 정보

화하여 연구의 목적 및 내용을 설명하고 설문

목록제공, 원문복사/상호대차, 논문작성지원서

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비스, 인용정보분석 6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144개의 의학도서관 사

이 질문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서비스 제공

<표 2> 독립변인 설문내용 및 문항구성
측정항목

문항 수

문제인식

2

제약인식

2

관여도

2

세부내용
코로나-19는 나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코로나-19에 대해 나는 자주 생각한다.
내 노력정도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보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
나는 코로나-19에 관심이 많다.
나는 코로나-19가 나와 관련이 높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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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144개의 의학도서관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

본 설문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가설 검증

고 있는 곳은 69개였고, 그 중 코로나19 관련

을 위해 SPSS 2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곳은 25개로 나타났

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사서의 유

다. 전체 의학도서관의 17%였으며, 대학․병

형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원 내 의학도서관이 연구소․제약회사 내 의학

설문 문항 사이의 내적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

도서관에 비해 코로나19 정보서비스를 하는 비

해 Cronbach's α로 신뢰도를 분석하고, 설문

율이 높았다. 대학 내 의학도서관은 21%가, 병

문항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상

원 내 의학도서관은 17%가 코로나19 정보서비

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상황인식이 정보

스를 하고 있었으며 연구소․제약회사 내 의학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

도서관은 각각 8%, 0%로 홈페이지를 통한 정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보서비스의 비율이 낮았다. 홈페이지를 통한 코
로나19 정보서비스는 17%에 불과하였지만, 144
개 기관 중 78개 기관의 사서가 설문응답을 한

4. 연구 결과

것을 참고하였을 때,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제공
에 대한 여건이 되지 않지만, 코로나19 관련 정보

4.1 국내 의학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코로
나19 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현황

서비스는 많은 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데이터베이스, 출판사 제공 정보, 최신

국내 의학도서관 온라인을 통한 코로나19 관

학술논문, 관련 사이트 등이 있었으며 대부분 출

련 정보서비스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각 의학도

판사 제공 정보의 수준으로 서비스 되고 있었다.

서관의 홈페이지를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하였으

상황변화에 따른 정보제공 여부의 차이를 확인

며, 의학도서관의 구분은 노영희, 신영지(2020)

하기 위해 코로나19 초기 1차(2020년 4월 20일)

를 참고하였다. 국내 의학도서관의 홈페이지를

조사를 하였고, 백신 접종 초기에 2차(2021년 4

통한 코로나19 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현황을

월 20일)로 시기를 나누어 조사하였지만, 정보제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공 여부의 차이는 없었다.

<표 3> 국내 의학도서관 홈페이지의 코로나19 관련 정보서비스 현황
구분
대학 내 의학도서관
병원 내 의학도서관
연구소 내 의학도서관
제약회사 내 의학도서관
합계

홈페이지 운영
코로나19 정보 제공
코로나19 정보 미제공
9(21%)
20(47%)
15(17%)
18(21%)
1(8%)
6(50%)
0(0%)
0(0%)
25(17%)
44(31%)

홈페이지 미운영
14(33%)
54(62%)
5(42%)
2(100%)
75(52%)

계
43
87
12
2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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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개별 독립변인에 따라 문제인식이 0.863,

4.2 국내 의학도서관 사서의 코로나19 인식 및

제약인식 0.903, 관여도 0.779, 정보서비스행태

정보서비스의 일반적 경향

가 0.843 이었다. 이를 통해 변인들이 전반적으

설문결과에 나타난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분

로 높은 신뢰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석한 결과, 성별은 여성 66.7%, 남성 33.3%로

5> 참조).

나타났으며, 연령은 20-30대가 50.5%, 40-50

설문문항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대가 47.6%, 60대 이상이 1.9%로 나타났다. 경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KMO(Kaiser-Meyer-

력은 10년 이상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5년 미

Olkin) 값은 0.760으로 나타나 해당 측정항목이

만이 38.1%,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1.9%의 순

요인분석에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Barlett

으로 나타나 경력이 많은 사서의 비율이 높음을

의 구형성 검정치는 348.841, 유의수준은 .000

알 수 있었다. 근무지역은 수도권이 64.8%, 비

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요인분석을 위한 변

수도권이 35.2%로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사서

수 선정이 상당히 좋은 편이며, 요인분석의 사

의 비율이 높았다(<표 4> 참조).

용이 적합하고, 공통 요인이 존재함을 알 수 있
다. 이전의 상황이론 관련 연구들에서도 그랬
듯이 문제인식과 관여도는 변인간 높은 관련성

4.3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과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신뢰도를 확인하

에(정진호, 2006; 조하민, 2004), 본 연구에서

기 위해 Cronbach’s α 검정을 실시하였다. 사회

도 두 요인을 하나의 요인으로 합치지 않고, 개

과학이론에서는 Cronbach's α 계수가 0.6이 넘

별의 요인으로 판단하였다(<표 6> 참조).

으면 신뢰도에 문제가 없으며, 0.8이 넘을 경우

주요 변수들의 관계의 강도를 보이고 변수들

높은 신뢰도를 보인다고 간주한다. Cronbach’s α

간의 관련성을 제시하기 위해 Spearman의 상

계수는 12개 전체 항목에 대해 0.860으로 나타

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상

<표 4>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구분
성별

나이

근속연수

근무지역

남
여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5년 미만
5~10년
10년 이상
수도권
비수도권

응답자수(명)

비율(%)

31
67
48
48
2
36
21
41
64
34

31.6
68.4
49
49
2
36.7
21.4
41.8
65.3
34.7

합계(%)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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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독립변인
종속변인

항목

문항 수

Cronbach's α

문제인식
제약인식
관여도
정보서비스행태

2
2
2
6

0.863
0.903
0.779
0.843

<표 6> 측정항목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항목

공통성

문제인식

2

제약인식

2

관여도

2

.793
.808
.910
.910
.660
.756

고유값
분산비율
누적분산비
* KMO(Kaiser-Meyer-Olkin): .760. X²=348.841 p=.000

1

2

.886
.881
.931
.937
.774
.847
3.505
58.414
58.414

1.331
22.189
80.603

<표 7> 상황인식과 정보서비스행태의 상관관계 분석
구분

문제인식

정보제공
.240*
* 상관관계가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상관관계가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제약인식

관여도

.543**

.357**

관계수가 0.1 이하이면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

사서 4개로 나눈다. 이는 독립변인인 문제인식,

로, 0.3 정도인 경우에는 보통, 0.5 이상인 경우

제약인식, 관여도의 고저에 따라 <표 8>과 같이

에는 높다고 본다. 절대값이 크면 두 변수가 밀

세분화되어 유형이 분류된다.

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하는데 <표 7>과

이를 바탕으로 독립변인인 문제인식, 제약인

같이 제약인식과의 상관관계가 0.543으로 가장

식, 관여도의 고․저집단을 우선 분류하여 사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문제인식, 제약인식, 관
여도는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했으므로 정진호

4.4 상황이론에 따른 사서유형 분류
상황이론에 따라 사서의 유형을 분류하면 활
동적 사서, 자각적 사서, 잠재적 사서, 비인지

(2006)의 선행연구에 따라 중간값 3점을 기준으
로 3점 이상은 고집단, 3점 미만은 저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문제인식은 고집단이 94명(90%), 저집단이

국내 의학도서관 사서의 코로나19 상황 인식이 정보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313

<표 8> 상황인식에 따른 사서 유형 분류
구분
문제인식
높음
낮음

사서 유형
제약인식
낮음
높음
낮음
높음

고 관여도
활동적 사서
자각적 / 활동적 사서
활동적 사서
잠재적 사서

4명(4%)으로 나타나 의학사서들이 코로나19

저 관여도
자각적 / 활동적 사서
잠재적 / 자각적 사서
비인지 / 잠재적 사서
비인지 사서

로 분류하였고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에 대해 문제인식하고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

적극적 정보제공은 84명(86%), 소극적 정

났고, 제약인식의 고집단이 19명(18%), 저집

보제공은 14명(14%)으로 나타나 코로나19와

단이 79명(75%)으로 의학사서들이 코로나19

관련한 정보서비스를 담당하는 의학사서들은

관련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 제약

정보서비스제공에 적극성을 갖는 것을 알 수

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여도의

있다.

고집단은 97명(92%), 저집단은 1명(1%)로 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고․저집단 분석결

학사서들의 대부분이 코로나19와 관여되었다

과에 따라 사서 유형을 분류한 결과는 <표 11>

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과 같다. 활동적 사서가 78명(80%)으로 가장

종속변인으로 정보제공 수준은 적극적 정보

높았고, 활동적/자각적 사서가 17명(17%), 잠

제공과 소극적 정보제공으로 나뉘는데, 독립변

재적 사서가 2명(2%) 등으로 나타났다. 잠재적

인과 마찬가지로 Likert 5점 척도로 정보제공

/자각적 사서와 비인지 사서는 각각 0명(0%)

의 정도를 측정하여 합계 15점 이상은 적극적

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의학사서 중에서는

정보제공으로, 15점 미만은 소극적 정보제공으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내 의학사

<표 9> 독립변인의 고․저집단 분류
변인
문제인식
제약인식
관여도

고집단
응답자수
94
19
97

저집단
비율
90%
18%
92%

응답자수
4
79
1

평균

비율
4%
75%
1%

4.33
2.05
4.21

<표 10> 종속변인의 고․저집단 분류
구분
적극적 정보제공
소극적 정보제공
합계

응답자수
84
14
98

비율
86%
14%
100%

평균
23.07
14.64
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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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상황인식에 따라 분류한 각 사서 유형의 분포
구분
활동적사서
활동적, 자각적사서
잠재적사서
잠재적, 자각적사서
비인지, 잠재적사서
비인지사서
합계

응답자수
78
17
2
0
1
0
98

비율
80%
17%
2%
0%
1%
0%
100%

서들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문제인식, 관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가 높고 제약인식은 낮으며 적극적 정보제공

공차한계와 VIF 값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공차한계 값이 0.1 이하, VIF 값이 10 이상이면

4.5 국내 의학도서관 사서의 코로나19 인식이
정보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다중공선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분석결과
공차한계는 0.475, VIF는 모두 10 미만으로 다
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의학사서의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인식이 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문제인식, 제약인식, 관

학사서의 정보서비스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여도는 전체의 25.3%를 설명하고 유의수준은

보기 위하여 문제인식, 제약인식, 관여도를 독립

제약인식이 0으로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대립가

변인으로, 정보서비스 6가지를 종속변인으로 다

설이 채택되어 통계적으로 회귀모형이 적합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2>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제인식은 0.284, 관여도

와 같다.

는 0.103으로 대립가설이 기각되고 귀무가설이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기에 앞서,

채택되었다.

<표 12> 국내 의학도서관 사서의 코로나19 인식이 정보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도

TOL

VIF

-0.143

7.014
-1.077

0.000***
0.284

0.436

2.291

0.100

-0.463

-4.821

0.000***

0.835

1.198

0.152

0.225

0.103

0.414

2.413

B

SE

β

(상수)
문제인식

4.301
-0.168

0.613
0.156

제약인식

-0.481

관여도
F(p)

0.250

adj.  
Durbin-Watson
*p<.05, **p<.01, ***p<.001

1.648
11.923
0.253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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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가설 <3-2>의 제약인식의 경우

악하기 위하여 Grunig의 상황이론을 적용하여,

정보서비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만 <3-1>

문제인식, 제약인식, 관여도에 대한 인식의 정

과 <3-3>의 대상인 문제인식과 관여도는 유의

도에 따라 네 단계의 사서 유형을 분류하였으

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3가지 인식이 코로나19 관련 정보서비스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시기가 코로나19가 우리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나라에 크게 유행을 하고 있는 시기였고, 국민

먼저, 국내 의학도서관이 소규모 도서관이거

의 건강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세계적 이슈인

나 1인 사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홈페이지

만큼 전 국민이 문제의식과 이에 관여되었다는

의 부재가 많았으며, 운영을 하더라도 코로나19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의학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도서관의 수는 25개에 불

도서관 사서의 인식에서도 두 변인은 모두 매

과하였다. 하지만 설문조사의 응답기관의 수를

우 높은 수치로 치우쳐 나타났다. 이에 정보서

확인하였을 때,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제공을 하

비스의 제공에도 영향을 주지만 유의미한 관계

지 않더라도 코로나19 관련 정보서비스가 이루

를 갖는 수준의 범위를 벗어났을 것으로 사료

어지고 있는 기관이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인식의 경우, 사

코로나19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상황 때문

서의 전문적인 영역의 범위이고, 실제로 정보

에 관련 정보를 중앙정부에서 직접 통제하였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때문에 의학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제약사항이 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

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도서관의 정보제공의 주체인 사서의 경우 코
로나19 상황에 대하여, 성별, 나이, 근속연수, 지
역의 차이 없이 문제인식과 관여도가 매우 높고,

5. 결론 및 논의

제약인식은 낮으며, 정보서비스 또한 매우 적극
적으로 제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고 있

의학도서관 사서의 코로나19 관련 상황인식

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정보서비스를 제

중 제약인식만이 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공하고 있는 국내 의학도서관의 현황을 알아보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정보제공 주체인 사서의 대한 코로나19에

이는 문제인식과 관여도와 상관없이 관련 정보

대한 인식이 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

요구가 있을 시 사서로서 적극적 정보서비스를

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비록 문제인식

자 하였다.

과 관여도는 유효성을 찾기는 어려웠지만,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건강정보서비스를 가장 쉽

제공의 주체로서 사서의 인식이 정보서비스와

게 확인할 수 있고, 도서관의 입장에서 실시간

의 상관관계에 있어 회귀분석을 통해 유효성을

제공할 수 있는 홈페이지의 제공여부를 조사하

찾고자 시도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였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상황인식 정도를 파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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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도서관의 홈페이지 정보제공을 제외한 다

코로나19 관련 의학도서관의 홈페이지 외 다른

른 서비스에 대한 현황조사는 하지 못했으며,

정보서비스 현황 조사 및 정보원이 충분히 확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관련 정보원이 적었을

보된 시기의 추가적인 연구와, 다수의 의학도

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종속변인인

서관 사서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후기의 정

정보서비스제공 관련 결과에 있어 영향을 주었

보서비스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대한 향후

을 수도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향후

연구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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