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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국내 병원도서관에 초점을 맞추어 이와 관련한 국내 병원도서관의 정책 및 병원도서관 지원사업을
면밀히 조사하고, 국내 병원도서관의 현 운영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병원도서관 리스트 구축을 통해 수집된
73개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전화면담을 실시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현재 병원도서관은 모기관에
의해 설립되기 보다는 타 기관(재단, 기업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다수 설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활발하게 운영되는 특정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지만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공간의 경우, 단독공간을 갖춘
도서관은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타 목적 공간 내 서가 배치 및 개방형 휴게실, 복도 벽면 등에 서가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운영과 관련하여 도서관 운영을 위한 전담 부서 및 담당 인력이 없는 곳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서의 경우 설립 당시 지원 받은 도서를 유지할 뿐 추가로 구입하지 않고 있는 곳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경우, 특정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대출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병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적차원에서의 정책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병원도서관
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모기관과의 연계와 더불어 지역 대표도서관 및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한
운영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domestic hospital libraries, the policies and support projects for them,
and the current operation status of them. To this end, a list of hospital libraries was established
and the operation status was investigated by conducting telephone interviews with 73 libraries
collect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hospital libraries were established through support projects
of other institutions (foundations, enterprises, etc.) rather than by the parent institutions, most
of which were barely maintained except for certain actively operated ones. In terms of space, hospital
libraries equipped with independent space were mostly operated on a small scale, and bookshelves
were deployed in space for other purposes such as lounge and hallway. In terms of operation, a
dedicated department or personnel for the library operation hardly existed, and more than half of
them did not purchase additional books, simply maintaining the donated books at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It was also shown that for services and programs, only booklending services are
provided, except for a few libraries. Therefore, national policies and support will be needed to revitalize
hospital libraries in the future, and the government needs to seek ways to continuously operate
them through links with local representative libraries and public libraries.

키워드: 병원도서관, 환자도서관, 병원환자도서관, 운영실태
hospital library, patient library, hospital patient library, operating status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gee910125@gmail.com) (제1저자)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 2019년 11월 14일 ￭ 최초심사일자 : 2019년 12월 13일 ￭ 게재확정일자 : 2019년 12월 18일
￭ 정보관리학회지,

36(4), 21-52, 2019. http://dx.doi.org/10.3743/KOSIM.2019.36.4.021

22

정보관리학회지 제36권 제4호 2019

1. 서 론

등을 통해 병원도서관을 병원 내 필수 시설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 병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비영리단

반면, 국내에서 병원이라 함은 의술을 통해

체 Reach Out and Read(ROR)는 1989년 보

병을 치료하는 곳으로, 도서관과는 관계가 없

스턴 시립병원을 시작으로 6살 이하의 아이와

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며, 도서관과 관계가 있

그 부모들에게 책을 나눠주는 운동을 전개하였

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사와 간호사를 위한 의

으며, 이를 통해 미국 의료계와 지역사회에서

학도서관으로 생각할 뿐, 환자 및 보호자를 위

엄청난 호응을 얻었다. 이는 현재까지 미국 전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실정이다(이혜영,

역에 산재한 6천개 이상의 병원에서 소아과 의

2018). 또한 병원도서관이 2006년에 ｢도서관

사와 간호사들의 참여를 통해 매년 470만 명의

법｣ 개정으로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되었음

아이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있다(백원근, 2019;

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뚜렷한 정책 및 지

ROR 홈페이지).

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도서관연감 및 도서

또한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가 공개한 2018
년 전국 의료기관 평가(Best Hospitals Honor

관통계시스템에서도 관련한 현황을 찾아 볼 수
없다.

Roll)에서 1등을 차지한 마요 클리닉(Mayo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국내에도 일부 활발하

Clinic) 병원의 병원도서관을 살펴보면, 환자와

게 운영되고 있는 병원도서관을 찾아 볼 수 있

보호자에게 책, 잡지, 오디오북, DVD, 보드게

었다. 모기관에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

임과 컴퓨터 이용 및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

로 병원도서관을 설립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

으며, 북카트에 도서를 실어 병실을 찾아다니는

고 있는 서울대병원의 ‘제중원 서재’, 타 기관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백원근, 2019; 연합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설립한 후 모기관과 연계

뉴스, 2018).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는 병원도서

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주수병

관 설립과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건강정보서

원의 ‘마음心터도서관’, 병원과 지역이 연계하

비스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건강정보서비스 제

여 새로운 운영모형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

공을 위해 사서, 건강정보전문가, 의학전문사서,

는 제주한마음병원의 ‘햇살좋은한마음도서관’

건강교육전문가, 자원봉사자 등의 다양한 인적

이 있다. 하지만 그 외의 병원도서관은 현대해

자원 활용과 더불어 다양한 정보원 제공, 건강

상, 신한카드 등과 같은 기업에서 지원하는 사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지역 도서관과 연계한

업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는 홍보기사만 찾아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볼 수 있을 뿐, 관련한 운영현황 및 정보는 찾아

혜영, 2019b).

볼 수 없었다.

이처럼 미국 병원들은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병원도서관에 초점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을 맞추어 국내 병원도서관 정책 및 병원도서

독서와 소아과 치료의 통합, 도서 제공, 건강정

관 지원사업을 면밀히 조사하고, 병원도서관을

보 제공, 건강 관련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대상으로 설립유형, 지원받은 사업, 공간, 장서,

병원도서관 운영실태 분석 연구 23

인력,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운영실태

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최근에 병원도서관 및

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인터넷 조사

의학도서관 등 의료분야 도서관의 개념을 분석

를 기반으로 병원도서관 리스트를 구축한 점,

한 연구(신영지, 노영희, 2018)와 더불어 국내

전화면담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 점에서 연구

병원도서관 관련 기준 및 현황에 대한 연구(이

의 한계점이 있으나, 현재 국가적 차원(도서관

혜영, 2018)가 진행되었다. 두 연구를 통해 병

연감, 도서관통계시스템 등)에서 제공하는 병

원도서관의 개념 및 관련 기준 등에 대한 연구

원도서관 리스트 및 통계 현황이 전무한 상황

가 진행되면서 병원도서관이 ｢도서관법｣에 공

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더불어 본 연

공도서관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

구결과는 향후 국내 병원도서관 현황을 파악하

확한 법과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국외

는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

된다.

다. 이어 국외 병원도서관 가이드라인 기반 환
자서비스 유형 및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와 국
외 병원도서관에서 환자 이용자를 위한 건강정

2. 선행연구

보서비스를 파악하는 진보적 연구가 진행되었
다(이혜영, 2019a; 이혜영, 2019b). 또한, 서울

병원도서관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시에 소재한 병원 내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먼저 국외의 경우, 1800년대부터 현재까지 다

만족도 및 수요조사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는

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져 왔다. 병

데, 이때 병원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응답으로 만

원도서관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병원도서관

족도의 경우 직원, 서비스, 시설 및 환경, 장서,

과 환자도서관에 대한 용어 정리 및 사례 연구

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났으며, 선호도는 직원, 프

(ALA, 1970; Green & Schwab, 1919; Justice

로그램, 장서, 시설 및 환경, 서비스 순으로 나타

& Stone, 2017; Loomis, 1899; Panella, 1996;

나, 장서 및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Reed, 1932), 병원도서관의 시설 및 서비스 연

확인 할 수 있었다(신영지, 노영희, 2019).

구(Duncan, 2010; Moeller & Deeney, 1982;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국외에서는 병원도

Turner, Kabashi, Guthrie, Burket, & Turner,

서관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2011) 등이 진행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환자교

반면, 국내의 경우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육 연구(Beschnett & Bulger, 2013; Burnham

운영하는 병원도서관에 개념 및 법적기준에 관

& Peterson, 2005; Mayer, 2014), 건강정보서

한 연구, 국외 병원도서관에 초점을 맞춰 병원

비스 관련 연구(Butson & Pauly, 2013; Egeland,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사례연구

2015; Ladd, 2016; Riedner, 2015), 병원도서

가 전부였다.

관 사서의 중요성 및 역할에 관한 연구(Roth,
1978) 등이 진행되었다.
반면, 국내의 경우 병원도서관과 관련한 연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병원도서관에 초점
을 맞추어 이와 관련한 병원도서관 정책 및 지
원사업을 면밀히 조사하고, 국내 병원도서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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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운영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관 리스트를 구축하였다. 현재 병원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도서관법｣에 정의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연감이나 국가도서관통

3. 연구설계 및 방법론

계시스템에서 관련 현황을 전혀 확인 할 수 없
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병원도서관’, ‘환자

본 연구는 국내 병원도서관에 초점을 맞추어

도서관’, ‘병원환자도서관’ 등의 관련어를 중심

관련 선행연구, 정책, 지원사업 등을 전반적으

으로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여 병원도서관 리스

로 살펴보고, 이와 함께 현재 운영중인 병원도

트를 구축하였다. 인터넷 검색 결과, 병원 홈페

서관을 대상으로 운영현황을 조사․분석하였

이지, 홍보기사, 지원하는 기업의 홈페이지 및

다. 이를 위한 연구 내용 및 과정은 다음과 같다.

웹 문서, 블로그 등을 통해서 총 73개의 병원도

첫째, 병원도서관 관련 선행연구를 전반적으

서관 리스트를 구축하였다.

로 조사하였다. 병원도서관, 환자도서관, 병원

다섯째, 구축한 병원도서관 리스트를 기반으

환자도서관 등에 대한 논문, 보고서 등을 수집

로 전화면담을 실시하였다. 운영현황 조사를 위

하여 병원도서관의 개념, 법적 근거, 관련 기준

해 설문조사가 아닌 전화면담으로 진행한 이유

등을 살펴보았다.

는 현재 병원도서관의 운영현황을 반영해서 이

둘째, 병원도서관 관련 국내 정책을 조사․분

다. 처음 연구 계획 시,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하

석하였다. 우선 ｢1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 2009-

려고 하였으나 현재 병원도서관이 활발하게 운

2013｣, ｢2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 2014-2018｣,

영되기 보다는 기업 및 재단의 지원사업을 통해

｢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 2019-2023｣을 분석

설립된 후 모기관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여 병원도서관과 관련한 정책과제 및 추진과

그대로 유지만 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제를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도서관종합발전계

또한 병원도서관 사서 및 전담 직원이 없고, 타

획을 기반으로 2009년부터 매년 발표되고 있는

부서(총무과, 사회사업팀, 홍보팀 등)에서 가끔

‘연도별 시행계회서’에서 병원도서관 및 환자와

관리해주거나, 자원봉사자에 의해서만 유지되

보호자를 위한 과제를 조사하였으며, 관련한 추

고 있는 경우가 많아, 설문지를 배포하는데 어

진실적도 함께 조사하였다.

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화면담을 통해

셋째, 병원도서관 지원사업을 조사․분석하

정보를 수집하였다. 더불어 전화면담은 이루어

였다. 현재 병원도서관은 모기관에서 필수시설

지지 않았으나, 개별 홈페이지 및 병원 홈페이

로 인식하여 설립하기 보다는 기업 및 재단에

지에서 운영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병원도서관

서 실시하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지원 받

도 포함하였다. 자세한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아 설립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각
지원사업의 특징 및 지원내용, 지원기간 등을
조사하여 사업별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넷째, 병원도서관 실태조사에 앞서 병원도서

∙병원도서관 리스트 구축 시, 인터넷 상에
서 병원도서관 번호를 찾을 수 없어서 병
원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관련 부서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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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병원도서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결을 부탁하였다.
∙(응답자) 도서관 운영을 전담하는 직원은

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의 부처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직원,

간 협력을 통해 병원을 대상으로 전수조

병원도서관 봉사자, 도서관 설립 당시 관

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련 업무를 진행했던 직원 등이 응답하였다.
∙(면담항목) 병원도서관의 운영 여부, 설립

여섯째,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하여 이를 기

연도, 운영방식, 장서 현황, 인력현황, 모기

반으로 병원도서관의 운영현황을 각 영역별로

관 지원 여부, 공간 구성, 서비스 및 프로그

분석하고, 현 실태를 반영하여 향후 병원도서

램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관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한계점) 병원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문의

(<표 1> 참조).

해도 실제로 병원도서관 내 전화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 관련 부서로 연
결해 주었는데 최초로 연결된 직원(안내
데스트 직원 또는 안내데스크에서 연결해

4. 병원도서관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

준 부서 직원)이 병원도서관에 대해서 모
를 경우, 실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없다
고 응답했을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1 병원도서관 관련 정책

또한 잘 유지가 되고 있지 않아 대답하기

병원도서관 관련 정책은 도서관종합발전계획

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향후 정

내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먼저, 제1차 도서관종

<표 1> 연구 절차 및 연구내용
1단계

단계
선행연구 조사

2단계

병원도서관 관련 정책 조사

3단계

병원도서관 지원사업 조사

4단계

병원도서관 리스트 구축

5단계

병원도서관 운영 현황 조사

6단계

병원도서관 활성화 방안 제시

연구내용
∙병원도서관, 환자도서관, 병원환자도서관 등에 대한 선행연구 조사․분석
∙1차, 2차, 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 조사
∙2009-2019년 연도별 시행계획 조사․분석
∙2017년 도서관종합발전계획 추진 실적 조사
∙도서관이 있는 병원, 징검다리도서관, 마음心터, 아름人도서관, 꿈자람책방 등
∙지원사업별 특징 분석
∙병원도서관, 환자도서관, 병원환자도서관 등의 관련어를 중심으로 인터넷 조사
실시
∙이를 통해 73개의 병원도서관 리스트 구축
∙(진행방식) 전화 통화를 기반으로 현황 조사 실시
∙(진행기간) 2019.07.24. ~ 2019.08.19.
∙(응답자) 관련 직원, 봉사자 등
∙(면담 내용) 운영 여부, 운영방식, 모기관 지원 여부, 사서 및 자원봉사자 여부,
공간 구성 등에 대한 정보 수집
∙전화 통화로 구축한 현황 분석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활성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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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발전계획(2009~2013)에서는 병원도서관 관

협력 체계 구축으로는 시설 및 자료기준과 서

련 추진과제가 없었다. 다만 ‘지역대표도서관 설

비스 운영 현황 기초 통계자료 조사, 병원도서

치 및 운영체계수립’ 추진과제의 현황 및 진단에

관 시설 및 자료 등의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서 지역 공공도서관과 병원도서관의 연계가 미

제시, 병원도서관 의무 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

비하다는 언급만 나타났다.

정 추진(보건복지부 협의) 등이 나타났다. 보

제2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2014~2018)에서

건․의료정보서비스 및 독서지원서비스 강화

는 환자 및 보호자의 심신 치유와 여가에 대한

로는 공공도서관과의 협약을 통한 자료 및 독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환자 및 보호자를

서지원서비스 개선, 병원도서관에 대한 인식개

위한 보건․의료정보서비스 부재, 병원도서관

선을 위한 홍보 강화, 병원 특성별 역할 분담을

시설․자료 등 기준 부재, 기초 현황 조사 부족,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보건의료정보서비

기증을 기반으로 수집되는 자료의 최신성 부족

스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배치 등이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환자 및 보호

나타났다(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4).

자를 위한 병원도서관 서비스 강화’ 정책과제

2019년 3월에 공표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

와 함께 추진과제로 1) 병원도서관 관련 제도

획(2019~2023)에는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의 개선 및 지원협력 체계 구축과 2) 보건․의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추진과제의 세부추진과제

료정보서비스 및 독서지원서비스 강화가 발표

로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프로

되었다. 병원도서관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지원

그램 개발․보급이 발표되었다(<표 2> 참조).

<표 2> 도서관종합발전계획 내 병원도서관 관련 정책
구분

병원도서관 관련 정책과제

1차

(추진과제) 지역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체계 수립
현황 및 진단: 지역내 공공도서관 협력망 구축 미흡: 기타 공공도서관(문고,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교도소도서관, 병영도서관)과의 연계 미비

2차

(추진과제)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병원도서관서비스 강화
병원도서관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지원협력 체계 구축
시설 및 자료기준과 서비스 운영 현황 기초 통계자료 조사
병원도서관 시설 및 자료 등의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병원도서관 의무 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보건복지부 협의)
보건․의료정보서비스 및 독서지원서비스 강화
공공도서관과의 협약을 통한 자료 및 독서지원서비스 개선
병원도서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병원 특성별 역할 분담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운영
보건의료정보서비스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배치

-

▼
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 내 병원도서관 관련 정책
병원도서관 관련 정책과제

(추진과제)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세부추진과제) 특수환경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개발
- (병원도서관)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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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발전종합계

독서지원 서비스와 병원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획의 체계적인 과제별 목표 달성과 구체적인 실

으로 도서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월 1회 장

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발표하

기 입원 환자 대상 책 읽어주기 사업과 주 1회

고 있다. 이에 각 연도별로 병원도서관 관련 사

어린이 병원학교 책 읽어주기 사업을 계획하였

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 그 외 타 추진과제에서도 병원도서관 지원

먼저, 제1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는 병원도

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지

서관과 관련한 별도의 추진과제가 없는 관계로

역 내 각종 도서관 지원체계 구축’ 과제의 일환

관련한 시행계획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장

으로 2017, 2018년에 지역 내 병원을 대상으로

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순회문고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2009년과 2010년에 한밭

2019년 5월에 발표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

도서관이 관내 병원(대전중앙, 평화노인, 대전

계획의 ‘2019년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환자 및

보훈, 을지, 대전선, 남양노인병원 등) 6개를 대

보호자를 위한 지원 관련 시행계획은 1) 특수

상으로 정상적인 읽기가 불가능한 노인이나 환

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자들에게 녹음도서를 기증한 계획과 실적을 확

2) 도서관 아웃리치의 지속적 확대, 3) 사회서

인할 수 있었다.

비스 연계 도서관서비스 개발 및 확대 등의 추

제2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의 경우, ‘특수 환

진과제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특수환경

경의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강화’ 정책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추진과

과제에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병원도서관서

제의 일환으로, 병원 내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비스 강화’가 포함되면서, 1) 병원도서관 관련

전문강사와 함께 그림책 읽기 및 독후활동을

제도의 개선 및 지원협력 체계 구축, 2) 보건․

통한 독서치유프로그램, 종합병원 내 작은도서

의료정보서비스 및 독서지원 서비스 강화라는

관 운영, 병원 순회문고 지원기관 관리 및 자료

추진과제가 발표되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인

제공 등을 계획하고 있다. 도서관 아웃리치의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도 주요 추진 내용으

지속적 확대 추진과제로, 병원을 찾아가는 대

로 병원도서관 현황 조사와 질병관리본부 내

출 서비스 ‘책나르미’ 제공과 병원에 순회문고,

국립의학도서관과 연계 추진, 국립의학도서관

책배달/도서택배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한

과 협약을 통해 정보 연계 및 공유방안 마련 검

다. 또한 사회서비스 연계 도서관서비스 개발

토 등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5

및 확대 추진과제로, 요양병원 및 양로원 방문

년에 계획한 내용이 2016년 시행계획으로 동일

문해교육 및 독서역량강화프로그램 등을 진행

하게 나타난 것과 2017년 추진실적 보고서에

할 예정이다(<표 3> 참조).

해당 실적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2009년부터 2024년까지의 1차, 2차, 3차 도

사업은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관종합발전계획 내 병원도서관 관련 정책 및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광역시의 경우 신체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적, 심리적으로 지친 환자의 심신 치유를 위한

제1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는 환자 및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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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09-2019년 병원도서관 관련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분석
구분

추진과제명

기관

기간

1차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한밭
도서관

2009
2010

보건
복지부
보건
의료 정책과

2015
2016

부산
교육
협력
담당관실

2017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병원도서관
서비스 강화

2차

작은도서관 지원 및
공공도서관 서비스와
연계강화
지역 내
각종 도서관
지원체계 구축

전라북도 문화
예술과

추진계획 내용
∙녹음도서 이용대상자 확대서비스
- 대상: 관내 병원 6개소
- 내용: 정상적인 읽기가 불가능한 노인이
나 환자들에게 녹음도서를 기증하여 정
보소외계층에 독서편의 제공
∙병원도서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초
조사 실시
- 병원도서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이후 병원도서관 활성화 필요성, 타당성
등 연구조사 실시
∙보건의료정보서비스 및 독서지원서비스
강화
- 질병관리본부 내 국립의학도서관과 연
계 추진
- 현행 국립의학도서관 협약을 통해 공공
도서관과 연계 및 공유방안 마련 검토
∙장기 입원 환자 대상 책읽어주기
- 도서관 인근 병원의 장기 입원 환자(성
인) 대상으로 월 1회 방문, 책읽어주기
및 간단한 레크레이션 활동
∙어린이 병원학교 책읽어주기
- 종합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병
원학교를 주1회 방문하여 어린이 환자
를 대상으로 그림동화 함께 읽고 책이야
기 나누기

2017
∙병원도서관 지원: 순회문고 운영
2018

도서관 간 단계별
협력체계 구축

한밭
도서관

2017

∙병원도서관 지원을 위해 공공도서관-병
원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및
서비스 프로그램 강화

전라북도 문화
예술과

2017

∙기관 방문 북시터프로그램 운영, 찾아가
는 서비스(노인요양 병원 등)

대구광역시
교육협력
정책관

2019

∙병원환자(치매노인) 대상 독서문화 프
로그램 진행

▶

2008년에
50권 기증

2014년 65회,
2015년 65회,
2016년 67회

2017년
병원도서관 3곳에
4회 제공
6개 병원
도서관과
협력체계
운영 실적 확인

[병원 내 작은도서관 운영 대출건수 목표치]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2019

2019
585

2020
590

2021
590

2022
600

2023
600

∙종합병원 내 작은도서관 운영
∙군부대, 병원, 지역아동센터 등 순회문고
인천광역시
2019
지원 및 자료 제공
문화예술과
∙병원을 찾아가는 대출 서비스 ‘책나르미’
동구 평생학습과,
2019
제공
도서관 아웃리치의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지속적 확대
∙병원에 순회문고, 책배달/도서택배대출
충청남도
2019
서비스 운영
교육청 교육혁신과
사회서비스 연계
∙요양병원 및 양로원 방문하여, 노인대상
도서관서비스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2019
문해교육 및 독서역량강화프로그램 등
개발 및 확대
7건 진행 예정
* 출처: 각 연도별 시행계획 보고서 내 실적 현황 및 2017년 추진실적 보고서 내용 기반 작성
3차
(2019)

▶

2017 ∙특성화(병영․병원․소방․전경대)
2018
4개소: 개소당 3백만원 (도서구입비)

한밭
도서관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추진실적*

2019년
계획으로
추진실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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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병원도서관과 관련해 발표된 추진과제가
없었다. 특히 취약계층과 관련한 추진과제에서

4.2 병원도서관 지원사업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노

병원도서관의 특징 중 하나는 모기관에 의해

인,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과제가 발표된 반면

자발적으로 설립되기 보다는 기업 및 재단의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병원도서관에 대한 내

지원사업을 통해 설립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 병원도서관에

다. 이러한 지원사업으로는 책읽는병원, 도서관

대한 관심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있는 병원, 징검다리도서관, 마음心터, 아름

제2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서는 환자 및

人도서관, 꿈자람 책방, 건강+행복 어린이도서

보호자가 특수환경 이용자에 포함되면서 이들

관 등이 있었으며, 각 사업마다 지원범위, 지원

을 위한 병원도서관 서비스 강화 과제가 도출

내용 등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병원도서관

되었다. 이에 병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현황

설립과 관련한 지원사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조사, 법 개정, 가이드라인 개발, 인식개선, 인

다음과 같다.

력배치 등과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 및

첫째, ‘도서관이 있는 병원’은 신문 청년의사

프로그램 확대 등의 과제가 나타났지만, 해당

와 동국제약이 의사들이 소장하고 있는 책을 기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은 책 읽어주기 서비스

증받아 중소병원에 입원한 환자 및 보호자들을

운영 정도만 확인이 가능하였다. 해당 과제에

위한 작은도서관을 마련하는 기증 캠페인이다.

대한 실적은 미비했지만, 타 추진과제의 일환

이는 2010년 1기를 시작으로 2012년 10기까지

으로 순회문고 운영,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의

이어진 것으로 나타나며, 기수별로 의사, 교수,

협력체계 구축, 찾아가는 방문 프로그램 등이

개원의를 비롯한 의료진 참여를 통해 기증받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으로 나타나 1차년도 보

책과, 동국제약에서 기증한 신간도서를 더하여

다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도서를 기증하였다. 특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히, 8기부터는 바코드 시스템이 도입되어 도서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은 서비스에 초점

대여 시 수기로 기록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

을 맞춰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도서 대출 여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대한 과제가 도출

한 기증자에게는 권당 2,000원씩 인터넷 서점의

되었다. 제2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서는 병원

전자화폐를 지급하여 참여를 도모하였다. 본 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과 서비스,

원사업이 가지는 타 사업과의 차이점은 분기별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과제가 도출되

로 책을 모집하여 기증받은 후 기증받은 책과

었다면, 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서는 서비스

동국제약에서 기증하는 신규도서를 기반으로

에 초첨을 맞춘 것이 특징으로 보인다. 이에 시

중소병원을 선정하여 책을 나누어 지원한다는

행계획에서도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찾아가는

점이다. 또한 도서 기증은 의사를 통해 기증받

독서 프로그램, 문해교육, 순회문고, 책배달 서

는 다는 점에서 의사와 환자를 연계하여 관계

비스 등이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에 기여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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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징검다리도서관’은 생명보험사회공헌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이에 도서관을 조성하

위원회와 교보생명과 후원으로 (사)문화예술

여 휴식과 문화생활을 지원하며, 컬러테라피,

사회공헌네트워크에서 환자와 보호자 및 지역

음악치유 등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프

사회 주민들을 위한 도서 공간 및 문화예술 프

로그램과 아동 환자들을 위한 구연동화 및 그

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12

림자 연극 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함께 제

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2년 동안 진행되

공해 도서관으로써의 역할뿐만 아니라 병원 내

었으며, 연도별로 10곳씩 선정하여 전국에 20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 병원을 개관하였다. 징검다리도서관은 건강

있다. 이러한 마음心터도서관은 매년 3개의 도

관련 도서를 갖춘 치유 테마의 병원도서관 공

서관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선정된 도

간을 조성하고, 전국적으로 도서 기부 캠페인

서관에는 도서 1,200여 권, 책장, 책상, 의자 등

을 통해 도서를 기부 받아 지원하였으며, ‘호랑

각종 비품과 바코드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이한테 잡아먹혔다가’, ‘낱말공장 나라’, ‘배기장

(현대해상 블로그, 2017). 이에 2019년 6월 기

전’ 등 책을 기반으로 한 찾아가는 책 공연과

준으로 12개의 중소병원 및 종합병원에 마음心

수기공모, 시 치유 프로그램 등의 문화프로그

터도서관을 설립하였으며, 약 1만 5,000여 권의

램을 제공하였다. 본 사업이 가지는 차별점으

신규도서를 제공하였다(시사위크, 2019). 본 사

로는 2가지를 볼 수 있는데, 먼저 병원도서관

업의 특징으로는 ‘지속성’에 중점을 둔다는 점

공간 조성 및 도서 지원에서 나아가 정서지원

이다. 자격조건 및 우대조건에서 개관연도 포함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치유 프로그램

최소 5년 이상 도서관 운영 여부, 유지보수 기간

및 책 공연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다수 진행

종료 후 자체 운영 가능 여부, 도서관 운영에 의

하여 환자 및 보호자의 심리적 치유 및 정서적

지 여부 등이 나타났으며, 지원도 개관 후 관리

안정을 도모하였다. 또한 SNS를 통해 지역사

기준 충족 시에만 2년간 도서/시설 유지보수 비

회 책 나눔, 기부캠페인을 활성화하여 다수의

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

사람들이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

정 후에도 운영 점검 등을 실시하여 해당 사업

축한 점이다. 사업기간 동안 징검다리도서관은

의 지원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 될 수

SNS를 통해 도서관 개관 및 운영 현황, 도서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

기부 홍보, 기부 이벤트, 공연 홍보 등을 지속적

넷째, 신한카드가 추진하는 ‘아름人도서관’은

으로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 기부 참여 통로를

다양한 세대의 독서 문화 조성을 위해 2010년

마련해 나눔 문화를 확산시켰다.

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중

셋째, ‘마음心터’는 2015년부터 현대해상화

하나로,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 지역사회복지

재보험이 후원하고 (사)아르콘(ARCON)이 진

관, 어린이병동 등 다양한 기관에 쾌적한 독서

행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중소병원 및 종합병

환경과 도서, 문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원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환자와 보호자, 지역

맞춤형 도서관을 지원하고 있다. 아름人도서관

주민에게 양질의 도서와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은 권장도서 지원과 친환경 독서환경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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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다. 권장도서 지원은 연령에 맞는 다양

점이다. 단순히 기업 및 재단이 신청한 병원을

한 읽을거리와 쾌적한 독서환경을 제공하고자

기반으로 자격에 합당하는 병원을 선정하여 지

하며, 기관별 1,000권~2,000권정도의 신규도

원하는 것이 아닌, 병원도서관 운영을 위해 병

서 보급과 연령/수준별 권장도서 및 베스트 추

원은 공간을 지원하고, 인력은 JDC의 일자리

천도서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 독서환경 개선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중장년의 일자

지원의 경우, 친환경적인 소재를 활용한 쾌적

리 제공으로 지원하며, 기타 지역 기관(YMCA

하고 안전한 독서환경 조성하여 열악한 환경을

등)이 연계하여 장서 및 예산을 지원하는 구조

개선하고자 한다. 이에 친환경 소재의 인테리

인 것이다. 이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정보 및

어 공간구성, 시력보호 조명, 유해방지 벽지/장

프로그램 제공으로 심신을 치유하고, 중장년층

판 지원, 노후된 학습기구 교체 등을 지원하고 있

은 일자리를 얻고, 병원도서관은 일시적 지원

다. 이러한 아름人도서관은 사회복지․교육․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

보건의료․민간․공공 분야의 공익적 목적을

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가지고 운영 중인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지
원하고 있으며, 선정 시 최소 3년 이상 운영 보

이에 앞서 분석한 지원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장이 가능한지, 아름人도서관을 위한 방 형태
의 단독 공간 확보 및 원활한 시공이 가능한지,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및 지속 관리 계획이 있

5. 병원도서관 현황조사 결과

는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다. 현재 아름
人도서관으로 설립된 병원 내 도서관은 총 21
개로 나타났다.

5.1 병원도서관 지원분포도

다섯째, ‘꿈자람책방’은 제주도에서만 나타

병원도서관의 지역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서

나는 지역연계형 지원사업으로, 제주국제자유

울 30.14%, 경기 17.81%, 경북 10.96% 등의

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추진하는 중장년

순으로 나타나 현재 서울․경기권에 주로 병원

일자리사업인 JDC 이음 일자리 사업 중 ‘움직

도서관이 설립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이는 도서관 사서’ 사업의 일환으로, 병원에 내

나 국내 설립된 병원 수 대비 병원도서관의 수

원한 환자와 보호자의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기

는 지역별 분포를 떠나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

위해 설립한 도서관이다. 꿈자람 책방은 현재

다. 이에 향후 병원도서관은 전국적으로 확대

제주중앙병원과 제주한마음병원에서 운영 중

되어야 한다(<표 5> 참조).

이다. 2019년에 북리더스와의 제휴를 통해 체
계적인 도서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매달
20권을 책을 렌탈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도

5.2 운영 여부

서를 제공하고 있다. 본 사업의 특징은 타 지원

표본 도서관의 운영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업과 달리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이라는

72.60%가 운영하고 있었으며, 9.59%가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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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병원도서관 사업별 차이점 분석
구분

도서관이 있는 병원

징검다리도서관

지원
기관

신문 청년의사,
동국제약

아르콘, 생명보험사회
공헌위원회, 교보생명

사업
기간

2010-2012

지원
대상
기관
도서관
이용 대상

도서관
지원
내용

아름人도서관

꿈자람책방

아르콘, 현대해상

신한카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2012-2013

2015-현재까지

2015-현재까지

2018

중소병원

중소병원

원내 도서관 설립
의지가 있는 병원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운영 중인 기관 및 단체

제주도 내 병원

병원 내 환자 및
보호자

병원 내 환자,
보호자 및
지역사회 주민

병원 내 환자,
보호자 및 임직원,
지역사회 주민 등

병원 내 환자 및 보호자 병원 내 환자 및 보호자

∙병원도서관 공간 조성 ∙기관특성에 맞는 목적
∙병원도서관 공간 조성
∙문화치유 프로그램
별 권장도서 지원
∙병원도서관 공간 조성 ∙도서 지원
∙병원도서관 공간 조성
운영
∙친환경 소재 인테리어
∙도서 지원
∙프로그램 지원
∙도서 지원
∙추천도서 공모전
시공으로 독서 환경
∙SNS 운영
∙유지보수 지원
개선

지원
성향

기간 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지원

단기성 지원

선정
기준

기간 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지원

단기성 지원

∙5평 이상 도서 조성 및 ∙5평 이상 도서 조성 및 ∙최소 3년 이상 운영 보
프로그램 운영 공간 프로그램 운영 공간 장이 가능한 기관
보유
보유
∙방 형태의 단독 공간
∙구축 후 운영 가능한 ∙최소 5년 이상 운영 보 확보 및 원활한 시공
자원 봉사자 여부
장이 가능한 기관
가능 기관

-

차별성

마음心터

지속성

-

∙의사의 책을 기증받아
∙사업 지원 기간 내 지
지원
∙개관 후 관리 기준 충
∙지역 기관과의 연계를
속적인 프로그램 지원
∙의사-환자간의 관계
족 시 2년간 유지보수
통한 사업
∙SNS를 통해 기부 참
∙지원 가능한 평수별로
개선 기여
지원
∙환자 및 보호자뿐만
테마와 지원 수 차별화
여 통로 및 나눔 문화
∙기증자에게 전자화폐
∙선정 후 운영 점검
아니라 지역 내 중장
확산
로 사례
실시
년층 일자리 창출
∙대중의 참여
∙바코드시스템 도입
⇢
주최가 같은 아르콘으로
지원 기관과 사업명은 다르지만
확장된 사업 같이 유사한 점이 많음

비고

병원도서관만을 위한
지원 사업은 아님

<표 5> 병원도서관 지역별 분포
구분

N

%

구분

N

%

서울

22

30.14

부산

2

2.74

경기

13

17.81

경남

1

1.37

인천

3

4.11

경북

8

10.96

강원

5

6.85

전남

3

4.11

대전

2

2.74

전북

3

4.11

충남

5

6.85

제주

3

4.11

충북

3

4.11

계

73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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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는

관과의 예산, 인력배치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

운영되고 있는 비율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으

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표 6> 참조).

나, 실제로 사서 배치 및 지속적인 도서 확보,
도서관으로써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모

5.3 병원유형 및 설립유형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예산 확보 등 체계적으
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거의 없으며, 대부

병원도서관을 설립한 의료기관의 유형을 파

분 관리 없이 유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악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다. 현재 운영하지 않는 도서관들은 모두 신한

통해 병원유형과 설립유형을 조사하였다. 먼저,

카드 및 현대해상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설립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크게 의원

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지원기간 이후 모

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나

기관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 및 장

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병원급 의료기관은 세부

서 확보, 관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유지되지

적으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합병원으로 구분된다(보건복지부, 2019). 또한

이러한 현상은 현재 병원도서관의 가장 큰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지원사업을 통해 일시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고, 전문의가 되

적으로 공간을 개선하고 도서를 지원 받아 설

려는 자를 수련시키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립되지만, 모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설립된 것이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종합병원을

아니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을 위한 모기관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신영지, 노영

예산 확보 부재, 담당 인력 및 부서 부재, 병원

희, 2018; 이혜영, 2018).

도서관의 필요성 및 인식 부족 등으로 지속적

조사 결과, 병원유형은 주로 종합병원, 병원,

인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원사

상급종합병원으로 나타났으며, 설립유형은 공

업으로 설립되는 병원도서관은 대부분 도서관

립, 학교법인, 개인이 주를 이루었다(<표 7> 참

이라기 보단 문고수준의 형태를 띄고 있다는

조). 특히 공립 및 학교법인인 종합병원 및 상

문제점도 있다. 이에 지원사업을 통해 병원도

급종합병원에서 대다수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

서관을 설립 할 경우, 향후 지원이 종료된 후에

향후 병원도서관 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종합

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모기

병원과 지정받은 상급종합병원에 의무적으로

<표 6> 병원도서관 운영여부
구분

N

%

운영하고 있음

53

72.60

운영하지 않음(폐관)

7

9.59

확인 불가

13

17.81

계

73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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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병원유형 및 설립유형
병원유형
구분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계

N
19
6
1
1
33
13
73

설립유형
%
26.03
8.22
1.37
1.37
45.21
17.81
100.00

구분
개인
공립
군병원
의료법인
학교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계

N
14
28
1
11
16
2
1
73

병원유형별 설립유형
%
19.18
38.36
1.37
15.07
21.92
2.74
1.37
100.00

병원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법안을 제정할 필요

현 시점에서 병원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가 있다. 현 기준으로 국내 종합병원 중 약 10%

분류되어 있음에도 관련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정도가 병원도서관을 설립하고 있었으며, 선정

있지 않지만, ｢한국도서관기준｣에서 병상 수에

된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는 약 30% 정도가 병

따라 도서관의 면적, 장서 수, 사서배치 기준을

원도서관을 설립하고 있다. 또한 일정 규모 이

나누고 있다는 점을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

상의 공립병원을 대상으로도 의무적으로 병원

당 기준을 기반으로 표본 도서관의 규모, 장서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정하는

규모의 적합성을 비교․분석해 보기 위해, 병상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보건복지

수를 조사하였다.

부와 문체부의 협력을 통해 병원 평가 및 상급

조사 결과, 100-300 미만의 병상 수를 갖춘 병

종합병원 지정 및 재지정 평가 시 평가에 영향

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900 이상, 300-500

을 줄 수 있는 관련 평가지표를 추가하는 것도

미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도서관기준｣

향후 병원도서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에 따르면 대부분의 병원도서관이 약 20평(병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상수 300 미만) 또는 40평(병상수 500-1,000)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

5.4 병상 수

타났다. 이에 조사한 병원도서관 중 면적 크기
를 알 수 있는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국도서관

관종에 따라 봉사대상 인구 또는 봉사기관의

기준｣에 따른 규모의 적합성을 살펴본 결과, 먼

크기 등 일정 기준을 근거로 하여 도서관의 면

저 전주수병원의 경우, 병상 수가 258개로 66㎡

적, 장서 수, 사서배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예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병

를 들어, 공공도서관은 봉사대상 인구를 기반으

원도서관의 규모가 72.72㎡로 나타나 병상 수

로,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학생 수, 병영도

대비 적합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서관은 부대크기(대대급, 사단급 등), 교도소도

다. 반면, 서울대학교 병원 제중원 서재의 경우

서관은 수용인원, 전문도서관은 서비스 대상 인

약 100㎡의 규모로 나타나(유수인, 2016), 국

구에 따라 기준을 가지고 있다.

내 병원도서관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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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만 병상 수 대비 규모가 작은 편인 것으

단 등에서 실시하는 병원도서관 지원사업과 연

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의 대부분 도서관들

계하여 볼 수 있다(<표 9> 참조). 병원도서관

은 병원 내 여분 공간, 타 공간(회의실 등)의

설립 및 도서 지원과 관련한 사업이 2010년부

일부 영역에 설치, 휴게공간에 서가배치 등 병

터 본격화되면서 병원도서관 설립 비율이 확대

원의 규모에 비례한 도서관 공간 확보는 거의

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3년에 여러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대폭 상승한 것을 볼

이에 향후 병원도서관 관련 법 제정 및 기준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병원도서관 지원사업

개선 시, 현 상황을 고려하여 병상 수 대비 면적

이 병원도서관 수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병

면서 반대로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원의 공간은 곧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병상

수 있었다. 기업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이 없어

수 대비 도서관 공간 확보는 어려울 수 있다.

지면1) 해당 연도의 도서관 개설 수가 감소하는

이러한 병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병

것을 볼 수 있다.

원도서관 설립 시 최소한의 규모를 법적으로

이처럼 병원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 제정

명시하여 병원도서관의 설립 규모에 유연함을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차원 또는 모기

제공함으로써 병원도서관의 수적 보완을 1차적

관에서 자발적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

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표 8> 참조).

며, 한국도서관연감, 도서관통계시스템 등에서
도 현황을 확인 할 수 없다. 비슷한 유형으로
모기관을 가지고 있는 공공도서관인 병영도서

5.5 설립연도

관, 교도소도서관은 연감 및 도서관통계시스템

병원도서관의 연도별 설립현황은 기업 및 재

에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체부, 국방부

<표 8> 병상 수 현황
구분

N

%

100 미만

7

10.00

100-300 미만

24

34.29

300-500 미만

11

15.71

500-700 미만

7

10.00

700-900 미만

7

10.00

900 이상

14

20.00

계

70

100.00

병상 수에 따른 병원도서관 면적 기준*

* 한국도서관기준 내 병원도서관 기준 참조(한국도서관협회, 2013)
** 무응답: 3

1) 지원 사업이 없어진다는 의미는 타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 자체가 중단된 경우를 말함. 예를 들어 ‘징검다리도서관’
사업의 경우 2012-2013년 기간 동안에만 진행된 사업임.

36

정보관리학회지 제36권 제4호 2019

<표 9> 병원도서관 설립연도 현황
구분
2010년 이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 무응답: 6

N
3
6
7
11
8
10
7
6
5
4
67

%
4.48
8.96
10.45
16.42
11.94
14.93
10.45
8.96
7.46
5.97
100.00

연도별 설립 추이

및 법무부에서 관련한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

이에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병원도서관을 의

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병영도서관은 국방부

무적․자발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에서 2003년부터 ‘병영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

하기 위해서는 문체부와 보건복지부의 협력이

해 대대급 이상 군부대에 병영도서관 설치를 의

필수적으로 보인다. 병영도서관 및 교도소도서

무화 하면서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

관도 국방부와 법무부와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장윤금, 이지수, 이혜영, 전경선, 2018).

있는 것처럼, 병원도서관도 근본적인 문제를

병원도서관 설립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병원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의 연계가 필

이라는 모기관의 특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

요하다. 첫째, 보건복지부와 연계하여 의료기관

로 보인다. 병원은 의료기관으로써 현재 공립

내 설립된 병원도서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

병원보다 사립 병원이 더 많기 때문에 국가적

되어야 하며, 둘째, 병원도서관 의무적 설립을

차원에서 강제적 또는 의무적으로 병원도서관

위한 법 제정과 병원도서관의 규모, 장서, 인력

을 설립할 수 없다. 더불어 병원도서관의 필요

배치 등에 대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셋째, 병

성 및 설립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하며,

원도서관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지원 실시와 그

병원도서관 설립을 위한 공간 확보와 예산 확

외에 병원도서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보, 인력 배치 등의 어려움으로 모기관에 의해

등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설립되기 보다는 사업을 통해 설립되는 경우가
대다수 인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
으로 설립되는 경우 공공도서관으로 설립되지

5.6 지원사업 현황

않으며, 국가에 등록이 되지 않기 떄문에 국내

현재 설치된 병원도서관의 타 기관 지원 여

에 설립된 병원도서관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

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84.93%의 도서관이 지

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을 받아 설립되거나, 리모델링 및 도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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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한카드에서

은 지역의 중장년층에게 일자리도 창출하는 반

추진중인 ‘아름人도서관’ 사업을 통해 가장 많

면, 병원에서는 공간만 제공하기 때문에 예산

이 설립 및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

등의 부담감이 없고, 타 사업에 비해 지속적으

음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과 문화예술사회공헌

로 도서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좋

네트워크에서 지원하는 ‘마음心터도서관’과 문

은 운영 모형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생명보험사회공헌위

다. 그 외에도 단발성으로 재단 또는 지역 교육

원회, 교보생명에서 지원한 ‘징검다리도서관’ 사

청, 공공도서관 차원에서 지원한 사례도 볼 수

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름人도서관과

있었다(<표 10> 참조).

마음心터도서관 사업은 현재까지 활발하게 수
행되고 있어, 이를 통한 도서관 설립 및 지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5.7 인력

또한 기업에서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병원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력 구성 현황은

지역 연계형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도서관

병원마다 여러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를 크게

도 나타났다. 제주도의 경우, 도서관 공간은 병

3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표 11> 참조).

원에서 제공하며, 인력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첫째, 사서가 배치되어 있는 병원도서관은 4

발센터(JDC)가 추진하는 중장년일자리사업인

곳으로만 나타나 매우 드물었다. 서울대병원

‘움직이는 도서관 사서’ 사업을 통해 사서를 배

제중원서재와 전주수병원은 병원도서관으로써

치하고, 운영을 위한 예산도 관련 지역기관과

정사서를 배치하고 있으며, 제주한마음병원의

협력하여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운영 모형

햇살좋은한마음도서관은 정사서는 아니지만 지

<표 10> 사업별 지원 여부
지원기관
신한카드
본지, ㈜동국제약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ARCON), 생명보험사회공헌위
원회, 교보생명
현대해상화재보험,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ARCON)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단법인 사회복지협의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도서문화재단씨앗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서울시교육청
그외
대전 대덕구 안산도서관
넥슨, 푸르메재단
한국 P&G
계

N

%

아름人도서관

지원사업명

19
6

26.03
8.22

징검다리도서관

10

13.70

마음心터도서관
건강+행복 어린이 도서관
JDC이음 일자리 사업

12
7
2
1
1
1
1
1
1
62

16.44
9.59
2.74
1.37
1.37
1.37
1.37
1.37
1.37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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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병원도서관 인력 현황
구분

N

%

비고
∙서울대 병원 제중원서재, 전주수병원 마음心터도서관, 햇살좋은한마음도서
관, 넥슨어린이도서관
∙특히, 햇살좋은한마음도서관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이음
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중장년층일자리 사업으로, 시니어 사서를 배치하여
운영

사서 배치

4

8.89

병원 타 부서 직원

3

6.67

자원봉사자

17

37.78

병원직원+자원봉사자

1

2.22

관리 및 운영 인력 없음

19

42.22 ∙가끔 도서 파손이 심할 경우 관리(가까이에 위치한 부서)

그외

2

4.44

∙원무과, 총무과, 사회사업팀(실), 홍보실, 자원봉사팀
병원 내 ∙병원 자원봉사팀에서 배치
외부

∙적십자봉사자, 지역 봉사자
∙지역 내 노인 일자리 관련 자원봉사자

∙예산 관리 및 장서 구입 등은 병원직원이 진행
∙자원봉사자는 병원도서관 공간 관리 및 도서 관리, 대출서비스 등
∙공공근로자, 공익근무요원

병원 내
도서관
인력현황
병원도서관 인력현황

의학도서관 인력현황*

* 노영희, 신영지 (2019), ** 무응답: 8

역 중장년층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시니어 사

관리 및 도서대출 장부 작성, 도서 관리, 병실

서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사서가 배치되

북카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어 있는 도서관들은 현재 국내 병원도서관 우수

다. 이처럼 자원봉사자들이 제공할 수 있는 서

사례로 볼 수 있을 만큼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

비스는 이용자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이기 보

루어지고 있어 사서유무에 따른 병원도서관 운

다는 단순한 업무들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영 및 서비스 질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

범위가 좁기 때문에 향후 병원도서관을 체계적

다. 둘째,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는 병원도서관이

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야

대다수 나타났는데, 자원봉사자의 경우는 크게,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일부 도서관은 지속적

병원 내 자원봉사자와 외부 자원봉사자로 구분

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사서 및 자원봉사자를

되었다. 병원 내 자원봉사자는 병원 자원봉사팀

별도로 배치하지 않지만, 병원 내 부서에서 주

에서 도서관으로 배정한 경우이고, 외부 자원봉

기적 또는 필요에 따라 업무를 맡아 장서 구비

사자는 지역 내 봉사자, 적십자 봉사자, 지역 노

및 도서 관리를 진행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그

인 일자리의 일환 등으로 배치되어 봉사하는 것

러나 이 경우에도 병원도서관을 담당하는 특정

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들은 도서관 환경 미화

부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무과, 총무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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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팀, 홍보실 등 발생되는 업무의 특성에 따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도서관만을 위한

라 각 부서에서 분업 형태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단독 공간을 보유한 것으로, 별도의 출입구가

병원도서관 근처에 위치한 부서가 필요에 따라

있으며 온전히 서가, 열람, 도서 대여 등을 위한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공공근

공간으로 활용하는 형태이다. 도서관 면적은

로자, 공익근무요원 등이 병원도서관 업무를 담

병원에 따라 5평에서 30평까지 다양하게 나타

당하고 있는 형태도 있었다.

났으나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병원

그러나 병원도서관 인력 현황으로 ‘관리 및

측은 병원도서관을 제공하기 위해 병실을 개조

운영 인력 없음’이 42.22%로 가장 높게 나타났

하거나 회의실, 휴게실 및 놀이방 등을 리모델

다. 이러한 인력 문제는 병원 내 인력 부족과도

링함으로써 단독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

연관지어 볼 수 있다. 현재 병원 내 의료인력과

다. 둘째, 타 공간 내의 일부 영역을 도서관으로

부서 내 인력 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서 활용하는 형태이다. 해당 형태의 도서관은

(김상기, 2018), 병원도서관을 위한 인력 배치

휴게공간, 회의실, 놀이방, 강당, 원목실 등에

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도서관

주로 위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

에 비해 비교적 활성화된 병원 내 의학도서관

서도 휴게공간 내에 도서관을 설립하는 경우가

의 경우에도 대부분 사서 1인체제로 운영되고

가장 많았으며, 놀이방의 경우 어린이를 위한

있으며, 도서관 업무 뿐만 아니라 병원 내 타

도서관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방형 공간에 서

업무도 겸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노영

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병원 내

희, 신영지, 2019).

여분 공간의 벽면이나 진료실 근처 복도, 로비

이에 향후 병원도서관 운영을 위해 최소 1명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이상의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현 상황을 고

이러한 공간유형은 인력 구성과도 연관이 있어

려했을 때 정사서 또는 전담 인력 배치부터 추진

보인다. 사서가 배치된 도서관은 모두 단독공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향후

간을 가진 도서관이었으며, 타 공간 내 설립된

점차 병원도서관이 병원 내에서 자리 잡으면서

도서관은 자원봉사자 운영이 높았고, 개방형에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선적으

설치된 병원도서관은 인력배치가 없는 것이 가

로 지역 내 공공도서관의 순회사서, 관련 교육을

장 높게 나타났다.

받은 전문성을 가진 자원봉사자, 지역 내 중장년

이처럼 병원도서관의 공간 유형을 분석한 결

층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한 인력 배치 등 보다

과, 타 관종의 경우 대부분 도서관 면적에 따른

도서관 운영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

규모의 차이만 나타나는 반면, 병원도서관은 병

는 인력을 선 확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원 내 상황에 따른 여러 형태의 공간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병원

5.8 공간
병원도서관의 공간 유형은 크게 3가지 형태

내 진료공간 부족 현상(이지현, 2018; 허지윤,
2016), 공간 대여를 통한 수익(조민규, 2018) 등
으로 병원도서관을 위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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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모기

5.9 장서

관에서 자발적으로 설립한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 기존에 사용성이 낮은 회의실 또는 서

조사한 병원도서관의 장서현황은 1,000-1,500

가배치가 가능한 휴게공간, 여유 벽면 등에 설

권 미만 42.86%, 500-1,000권 미만 25.71%,

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어느

2,000권 이상 22.8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

공간유형까지 병원도서관으로 볼 수 있는가?에

한 장서 규모는 지원사업과 연관지어 해석 할

대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단순히 벽면에

수 있다. 먼저, ‘아름人도서관’ 사업과 ‘마음心

서가설치를 통한 도서 비치, 다른 목적을 가진

터도서관’ 사업으로 선정되면 공간 리모델링과

공간 내 서가설치 및 도서 비치를 ‘도서관’으로

함께 장서 1,000권을 지원하는데, 2개의 사업을

볼 수 있는지, 병원 내 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통해 설립된 도서관이 많다보니 1,000-1,500권

인정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미만의 장서규모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

으로 보인다.

인다. 같은 맥락에서 500-1,000권 미만은 ‘건강

앞으로도 병원도서관 설립 시 공간 확보에

+행복 어린이도서관’ 사업의 지원으로 500-600

대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내외 우수사례를

여 권의 도서를 지원받아 해당 비율이 높게 나

통해 알 수 있듯이 병원도서관은 환자들을 위

타났다. 한편, 2,000권 이상의 도서를 가진 도서

한 문화공간이자 치유공간, 정신 건강 함양 등

관들은 지원 받은 도서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이다. 따라서, 병원 측에

도서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서는 병원도서관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에 대

함께 ｢한국도서관기준｣에서 제시한 병상수별

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단독 공간 확보에 힘쓸

적합한 장서 규모를 갖추고 있는지 살펴본 결

필요가 있다(<표 12> 참조).

과,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도서관은 12% 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었다(<표 13> 참조).

<표 12> 병원도서관 공간 유형별 현황
구분
별도 공간

단독 도서관 공간 보유형
타 공간 내 설치
개방 공간형

공간별 세부 현황
* 무응답: 7

N

%

25
11
10

54.35
23.91
21.74

비고
∙휴게공간, 회의실, 놀이방, 강당 등
∙여분공간벽면, 복도, 로비 등

공간유형별 인력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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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병원도서관 장서 현황
장서현황
구분
500권 미만
500-1,000권 미만
1,000-1,500권 미만
1,500-2,000권 미만
2,000권 이상

장서 수집 현황
N
1
9
15
2
8

%
2.86
25.71
42.86
5.71
22.86

구분

N

%

설립 이후 장서 추가 없음

23

56.10

도서관 추가 구입

10

24.39

기증

6

14.63

순회문고

2

4.88

한국도서관기준 병상당 도서규모의 적합성**
* 무응답: 18; ** 해당 분석에서 300미만 병상인 병원은 제외

장서 수별 장서 운영 현황

더불어, 장서 추가 구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에 우선적으로 장서 확보를 위한 방안은

설립 이후 장서를 추가로 구매하지 않는 도서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대표도서관 및 공공도

이 56.10%로 나타나 설립 시에 지원 받은 도서

서관에서 제공하는 순회문고서비스를 이용하

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

는 것이다. 일부 병원도서관에서는 지역 내 공

적으로 장서를 구매하고 있는 도서관은 24.39%

공도서관의 순회문고서비스를 통해 주기적으

에 불과하였으며, 그 외에 병원도서관에서 자체

로 장서를 대출받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

적으로 도서 구입이 어려운 경우 기증 또는 지역

타났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장서

도서관과 연계하여 순회문고를 통해 장서를 제

를 순환하하여 장서의 최신성 및 다양성을 확

공하고 있는 곳도 나타났다.

보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방문률과 만족도를 높

이처럼 병원도서관의 장서가 지속적으로 확

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분기별 기증

보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문제이다. 현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이다. 해당 캠페인은 단

재 병원도서관들은 대부분 운영을 위한 자체

순히 이벤트성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지역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장서 구입 또한 원활하게

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과 연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하여 일년에 1회 또는 상반기/하반기별 1회씩

지속적으로 장서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병원도

주기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지역 내 병원도서관

서관 장서 구매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

장서 확보를 위한 기증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만, 현재 병원 내 병원도서관의 인식 및 운영현

다. 주최는 지역 시에서, 주관은 지역 대표도서

황을 고려한다면, 이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관 및 공공도서관이 맡아 진행하며, 수집한 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증도서는 지역 내 병원도서관에 기증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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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캠페인은 병원도서관의 장서 확보

고 있다. 문화치유 프로그램으로 전문가를 초

뿐만 아니라 병원도서관 홍보에도 좋은 영향을

정하여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이벤트성으로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모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특정 병원도서

5.10 서비스 및 프로그램

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유로 모기관인 병원이
바라보는 병원도서관에 대한 인식이다. 국내

현재 병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프

우수사례로 볼 수 있는 서울대병원의 제중원서

로그램은 극히 드문 것을 조사되었다. 국내 병

재와 전주수병원의 마음心터도서관을 보면, 모

원도서관의 우수사례로 꼽힐 수 있는 제중원서

두 모기관이 병원도서관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재, 전주수병원 등에서만 몇몇 서비스 및 프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중원서재는 임대를

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통한 수익보다는 공공기관으로써 환자들의 정

서비스의 경우, 자원봉사자가 있는 경우에만

신건강 함양을 위해 자발적으로 병원도서관을

가장 기본적인 도서대출서비스가 실시되고 있

설립하였으며, 현재 전문사서, 홈페이지까지 구

다. 물론 대부분 장부를 통해 수기로 대출서비

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전주수병원의 마음心터

스가 실시 중이였으며, 그 외 특정 몇 도서관에

도서관은 타기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지만,

서만 병실로 찾아가는 북카드 서비스를 제공하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작은도서관으로 등

고 있었다. 또한, 제중원서재만이 홈페이지를

록하였으며, 정사서 채용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개설하여 도서검색, 신간도서 소개, 온라인참고

모기관 지원 하에 공모전 및 프로그램을 수행

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고 있다. 이처럼 병원도서관이 서비스 및 프

프로그램의 경우, 병원도서관에서 자체적으

로그램은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기관과의 지원

로 제공한 프로그램으로, 제중원서재는 병마와

이 필수적이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도서관들이

투병중인 환자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전하

전담 부서 및 인력을 배치하기 보다는 자원봉

기 위해 작가를 초대해 ‘작가와의 만남’을 마련

사자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서비스

하였다. 전주수병원은 2017년 개관 기념과 함

및 프로그램은 부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께 독후감공모전을 실시하여 이용자들이 도서

으로 보인다(<표 14> 참조).

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 및 홍보를 하였으
며, 그 이후로도 모기관의 지원을 통해 도서관
을 이용하는 환자 및 보호자, 지역주민, 병원 의

6. 논 의

료진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독후감 공모전
을 실시하고 있다. 또 다른 제공형태로, 지원기

본 연구는 국내 병원도서관에 초점을 맞추어

관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도 나타났는

관련 선행연구, 정책, 지원사업 등을 전반적으로

데, 현대해상은 ‘마음心터도서관’ 설립 지원 뿐

살펴보고, 이와 함께 현재 운영중인 병원도서관

만 아니라, 문화 치유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

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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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병원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
구분
대출서비스
서비스

내용
∙수기 장부를 통한 대출서비스 실시(자원봉사들의 주 업무)

북카트서비스

∙몸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주기적으로 북카트에 책을 담아
병실로 찾아가는 서비스

홈페이지 운영

∙서울대병원 제중원서재: 국내 병원도서관 중 유일하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도서검색, 신착도서안내, 온라인 서비스 실시

작가와의 만남

∙병마와 투병중인 환자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전하기 위하여 작가를 초대,
‘작가와의 만남’을 마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전주수병원 마음心터도서관: 전주시에서 실시하는 인문강좌 프로그랜을
지원하여 1-2차에 걸쳐 독서치료프로그램 운영

문화치유 프로그램

∙마음心터도서관의 지원기관인 현대해상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
∙책 속의 좋은 글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독후감 공모전 및 시상

∙전주수병원 마음心터도서관: 모기관의 지원을 받아 독후감 공모전 및 시상
실시

지역 연계 재능기부

∙충북대병원 바람의도서관: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과 연계하여 캐리커처 그려
주기 실시

아트테라피 강좌

∙광명인병원 마음心터도서관: 그리기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고 직접 제작
한 작품으로 성취감을 높이고자 함

그 결과, 첫째, 병원도서관 설립은 타기관 지

인력이 없는 곳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

원사업을 통해 대다수 설립되고 있었다. 그 이

며,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 자원봉

유는 병원도서관 설립에 대한 필요성 및 인식

사자들이 주를 이루었다. 현재 운영중인 병원

이 부족하며, 공간 확보 및 인력배치, 예산 확보

도서관 중 사서를 배치한 도서관이 4곳으로 나

등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원

타났으며, 사서가 배치된 도서관은 국내 병원

이 끝난 후에는 추가로 장서를 구입하거나, 지

도서관 우수사례롤 볼 수 있을 만큼 체계적으

속적으로 운영을 위한 담당부서 및 인력이 배

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장서의

치되지 않아, 대부분 유지 정도에 머무르는 것

경우, 설립 당시 지원 받은 도서 외에는 추가로

으로 나타났다.

구입하지 않고 유지하는 도서관이 과반 수 이

둘째, 공간의 경우,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

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도서관은 모기

타났는데, 단독공간을 갖춘 도서관은 대부분

관 및 타 지원금을 조달하여 도서를 구입하거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그 외에는 타 목

나,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한 순회문

적 공간 내 서가를 배치하여 운영하거나, 개방

고서비스, 기증 등을 통해 장서를 확보하고 있

형 휴게실 및 복도 벽면, 여분공간 벽면에 서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의 경우, 대출서비스를 제외하고는 특정 도서

셋째, 병원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인력의
경우 도서관 운영을 위한 전담 부서 및 담당

관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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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종합 분석 결과
구분

분석 결과

운영여부

∙운영 72.60%, 운영안함 9.59%
∙수치상으로 운영 비율이 높아 보이나, 대다수
관리 없이 유지만 하고 있음

∙병원유형: 종합병원, 병원, 상급종합병원 순으
로 나타남
병원 유형 및 ∙설립유형: 공립, 학교법인 순으로 나타남
설립유형

병상 수

설립연도

∙현재 병원도서관과 관련한 법적 기준 부재하며
｢한국도서관기준｣에 제시된 병상 수 기준은
현 실정에 반영되기 어려움이 있음
∙2010년부터 병원도서관 설립 지원사원으로 병
원도서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특히, 2013년과 2015년에 다수 설립

인력

∙관리 및 운영 인력 없음이 가장 높게 나타남
(42.22%)
∙자원봉사자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가장
많음(37.78%)

공간

∙과반수가 단독 도서관 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나
5평-30평 미만 다양한 규모로 나타남
∙그 외에 타공간 내 설치되거나 복도 및 로비,
여분공간 벽면에 서가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도
다수 나타남
∙병원 특성 상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높게 나타남

장서

∙설립 시 지원 받은 장서 외에 추가적인 장서
확보가 대다수 안되고 있는 실정
- 기증을 받거나, 지역 공공도서관 연계를 통해
순회문고서비스 실시

서비스 및
프로그램

∙특정 병원도서관을 제외하고 대부분 도서관으
로써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하지 않음
- 서비스: 대츨서비스, 북카트서비스 등
- 프로그램: 일회성 프로그램

이를 기반으로 향후 병원도서관을 위한 활성
화 방안을 국가적 측면과 도서관계 측면으로
나누어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시사점

‣

∙지원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모
기관과의 연계 필요하며, 이는 지원 사업 지원 시,
사전에 협의 필요

‣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은 의무적 병원도서관
설치 법안 제정 필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립병원 대상으로도 의무적 병원
도서관 설립 법안 필요
∙병원평가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재지정 평가
시 관련 평가지표 추가 방안 고려

‣

∙병원도서관 관련 법적 기준 필요
∙병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병원도서관
설립 시 최소한의 규모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방안
고려

‣

∙현재 병원도서관은 지원사업에 의존하여 설립되는
경향이 있음
∙보건복지부와 문체부의 협력을 통해 병원도서관
설립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

∙향후 최소 1명 이상의 인력 확보 필요
- 이를 위한 법 개정 및 지원제도 필요
∙우선적으로 지역 내 공공도서관 순회사서, 관련 교
육을 받은 자원봉사자, 지역 내 인력 활용 필요

‣

‣

‣

∙병원도서관이 병원 내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인식
개선이 시급
∙새로운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시, 기존 공간
중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방안 고려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정책 및 사업 필요
∙지역 대표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순회
문고서비스 이용
∙분기별 기증캠페인 실시
∙우선적으로 지역 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과의 연계
를 통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실시
∙향후 병원 내 특색을 살린 자체 프로그램 진행 필요

6.1 국가적 측면
향후 병원도서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활
성화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측면에서 우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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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병원도서관 법적 기준 개정, 부처간 협력, 지

정책 및 지원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향후

원정책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문화체육

병원도서관 설립 또는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관광부가 보건복지부와의 부처간 협력을 통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도

병원도서관 통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서관이 기업들이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지속적

병원도서관의 경우, 병원을 모기관으로 두고

으로 설립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병원도서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으

운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로 보인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일정

이에 문체부에서도 병원도서관이 설립할 수 있

규모 이상의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는 제도나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도서 지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수조

원, 인력 배치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

사 시 병원도서관 통계지표를 활용하여 정확한

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와

데이터를 수집하여 현재 국내 병원도서관에 대

문체부의 협력을 통해 병원 평가 및 상급종합

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둘째, 병원

병원 지정 및 재지정 평가 시 평가에 영향을 줄

도서관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병

수 있는 관련 평가지표를 추가하는 것도 향후

원도서관이 ｢도서관법｣에 공공도서관으로 포

병원도서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

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법시행령｣

나로 고려될 수 있다.

에 관련한 규모, 장서, 인력배치에 대한 법적 기
준이 없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병원도서관 통계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

6.2 도서관계 측면

과를 기반으로 국내 병원도서관에 적합한 법적

병원도서관이 향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도서관

서관계에서도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준에서는 병원도서관의 규모를 병상 수를 기

물론 우선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으로나

반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병원의 공간은 곧 수

제도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병상 수 대비 도서관 공

병원도서관이 병원 내 독립적인 필수시설로 기

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현 상황

반을 마련하기까지 도서관계 내에서도 지원과

을 고려하여 병원도서관 설립 시 최소한의 규

협력이 필요하다.

모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병원도서관의 설립 규

현재 설립되어 있는 병원도서관의 가장 큰

모에 유연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

문제점은 모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설립된 것이

인다. 그 외에도 종합병원과 지정받은 상급종

아닌 지원사업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이다. 대다

합병원, 일정 규모 이상의 공립병원에 의무적

수의 병원에서 신한카드, 현대해상에서 실시하

으로 병원도서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도 제

는 사업에 지원을 받아 설립되고 있는데 이 사

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적 차원에서의 병

업들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설립

원도서관 정책 및 지원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

시에만 공간 리모델링 및 장서를 지원하고 있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병원도서관을 지원하는

다. 물론 초기 비용을 지원사업을 통해 절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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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향후 병원도서관 운영 모형(안)

는 것은 좋지만, 모기관과의 연계가 이루어지

에 수집된 73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전화면담을

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장서 비

실시하여 설립방법, 지원받은 사업, 공간유형, 장

용, 인력비용, 운영 비용이 없기 때문에 현재처

서, 인력,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운영실

럼 유지 및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태를 조사하였다.

이에 모기관과의 연계가 가장 필수적이지만,

그 결과, 국내는 아직 병원 내 환자 및 보호

병원도서관이 설립 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자를 위한 병원도서관의 필요성 및 설립에 대

있도록 지역 대표도서관 또는 지역의 공공도서

한 인식이 낮은 상황이며, 국가적 측면에서도

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으로 보인다. 병원도서관

병원도서관이 기반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운 상

이 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황이다. 병원도서관은 단순히 이용자에게만 몸

장서지원(순회문고서비스 등), 인력지원(순회

과 마음의 동시 치료로 치료 효과 상승, 지속적

사서), 프로그램 제공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인 자기 성찰과 계발로 사회복귀 후 적응력 제
고,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행복감 제공, 환자의 알 권리 충족 등을

7. 결론 및 제언

제공하는 것이 아닌 병원 측면에서도 소비자
만족도 제고 및 병원의 인지도 상승(타 병원과

본 연구는 국내 병원도서관에 초점을 맞추어

의 차별성), 의료서비스의 품질 개선과 패러다

이와 관련한 국내 병원도서관 정책 및 병원도

임 변화, 병원 내 문화복지 증진 등의 이점을

서관 지원사업을 면밀히 조사하고, 국내 병원

줄 수 있다.

도서관의 현 운영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이에 병원도서관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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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원에서의 인식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정

호자를 위한 병원도서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책 및 지원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으

현 병원도서관의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병원도서관 활성화를

초기에 지원사업을 통해 설립된 병원도서관이

위해, 현 상황을 반영한 병원도서관 기준 제정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기관과의 연

및 의무적으로 병원도서관을 설립하도록 보건

계가 필수적이며, 더 나아가 지역 대표도서관

복지부와 협력하여 의료법 개정 등이 우선적으

및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한 운영방안도 모

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보건

색해 볼 필요가 있다.

복지부와 협력하여 병원 내 설립된 환자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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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운영중인 병원도서관 리스트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지역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남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대전
부산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인천
전남
전남
전남
전북
전북
전북
제주
제주
제주
충남
충남
충남
충남
충남
충북
충북

도서관명
건강+행복 어린이 도서관
속초의료원 작은도서관
아름人 도서관(어린이 도서관)
영월의료원 작은도서관
광명인병원작은도서관
국군양주병원작은도서관
성안드레아 의학도서실
수지요양병원 도서관
아름人 도서관(어린이 도서관)
아름人 도서관(어린이 도서관)
아름人 도서관(어린이 도서관)
작은 도서관
한마음도서관
현대해상 마음心터 도서관
아름人 도서관(어린이 도서관)
아름人 도서관(어린이 도서관)
아름人 도서관(어린이 도서관)
아름人 도서관(어린이 도서관)
아름人 도서관(어린이 도서관)
울진군의료원 행복한 도서관
징검다리 도서관
휴게도서실
아름人 도서관(어린이 도서관)
건강+행복 어린이 도서관
경희의료원어린이도서관
꿈이 있는 녹색도서관
마포푸르메어린이도서관
병원학교 어린이 도서관
아름人 도서관(어린이 도서관)
아름人 도서관(어린이 도서관)
제중원 서재
징검다리 도서관
징검다리 도서관
현대해상 마음心터 도서관
현대해상 마음心터 도서관
현대해상 마음心터 도서관
아름人 도서관(어린이 도서관)
건강+행복 어린이 도서관
아름人 도서관(어린이 도서관)
현대해상 마음心터 도서관
건강+행복 어린이 도서관
현대해상 마음心터 도서관
현대해상 마음心터 도서관
건강+행복 어린이 도서관
꿈자람 책방
햇살 좋은 한마음 도서관
건강+행복 어린이 도서관
원내도서관
이화병원 작은도서관
이화피닉스요양병원 작은도서관
징검다리 도서관
건강+행복 어린이 도서관
바람의 도서관

병원명 (모기관)
강원도 원주의료원
강원도 속초의료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도 영월의료원
광명인병원
국군양주병원
성안드레아병원
(의)수지의료재단수지요양병원
가천대 길병원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서울나우병원 평촌점
시흥 시화병원
의료법인일심의료재단우리병원
진주 제일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안동병원
여성아이병원
포항 성모병원
울진군의료원
이손요양병원
대구의료원
학교법인 을지학원 을지대학교병원
부산의료원
경희대학교치과병원
서울재활병원
넥슨어린이재활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서울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서울바른세상병원
서울은평병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인하대병원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여수한국병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의료법인석천재단고창병원
전주수병원
서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제주중앙병원
한마음병원
홍성의료원
학교법인건양학원 건양대학교병원
이화병원
이화피닉스요양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주의료원
충북대학교병원

병원구분
종합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병원
요양병원
요양병원
상급종합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병원
요양병원
상급종합
병원
병원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병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
병원
상급종합
병원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병원
종합병원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상급종합
종합병원
상급종합

설립구분
공립
공립
학교법인
공립
개인
군병원
재단법인
의료법인
의료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개인
의료법인
의료법인
개인
공립
의료법인
개인
재단법인
공립
의료법인
공립
학교법인
공립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립
학교법인
공립
공립
공립
학교법인
공립
개인
공립
학교법인
학교법인
공립
공립
개인
공립
의료법인
개인
공립
의료법인
개인
공립
학교법인
개인
개인
공립
공립
공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