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학도서관과 의학사서의
과거, 현재, 미래
Korean Medical Libraries and
Professional Associations:
Changing Services and Roles

서론
• 의학사서의 역할
– 노령 인구의 증가와 IT 기술의 발달로 건강정보 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가
–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정보 활용 방법 교육의 필요성 증대
– 다양한 의료정보 서비스 제공방법 출현과 도서관을 통한 정보 서
비스에 대한 기대치 상승

•

IFLA 학술대회(2006년 8월)를 계기로
– 도서관 분야의 국제 협력 필요성 증대
– 아울러 선진국에서 요구되는 전문 도서관의 역할, 즉 지식 서비
스 제공방법 도임 및 교육 활동
– 한의도협도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모색할 시점: 특히 북한과 개
발도상국가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함
– 의학도서관과 의학 사서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건강증진 활
동에 참여해야 함.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의 역사 (1)
• 창립: 1968년 6월 18일
– 한의도협 창설의 계기
• 1967년 종합목록 제 1판 발행
•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Dr Stephen Kim 방문
• 서울대, 연세대, 가톨릭대, 우석대 의학도서관의 상
호 대차가 창립의 동기가 됨

• 분야별 발전 과정
– 종합목록 발간:
• 1996년까지 10회 발행, 2000년부터 전산화.

– 상호대차:
• 1996년 전산 시스템 개발(박창효)
• 2000년 웹 버전 개발 개발: Medical Library
Information System (MEDLIS)
• 2003년 KERIS와 상호대차 협력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의 역사 (2)
• 분야별 발전 과정(계속)
– 한국도서관협의회지: 1974년 창간

– Korean Index Medicus 창간호(1982-1983): 1985년 발
간. 1994년 11권 발간
– 의학 용어 교육: 1974년 시작. 현재 14차 강좌 운영
– 일본의학도서관협의회(Jap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JMLA)와 상호 교류: 1974년 시작
– 국제의학사서연맹(international Congress of the
Medical Librarianship, ICML)과의 교류: 1985년 시작
– Korea’s MEDLARS Center: 1992년 설립(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

회원 현황
• 185 기관 회원
– 56 대학도서관
– 89 병원도서관
– 16 연구기관 도서관
– 10 제약회사 도서관
– 14 기타 기관

• 7 지부
• 5 위원회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의 4대 기능
의학도서관의 협력 증진

1.
–
–
–

봄 가을 학술대회
학술지, 단행본, 전자자료 공동 수서
국내 학술지 공동 배포 및 복본교환

상호대차 (MEDLIS)

2.
–
–
–

연간 130,000 건 서비스
소장 자료 목록(1967-1996): 150개 기관의 5,906 학술지 소장 정
보 구축
Korean Index Medicus: 국내학술지 200 종의 초록 색인:
192,500 기록 보유

의학사서제 운영 및 교육

3.
–
–
–

의학사서제 2006년 도입
워크샵
연수 강좌: 의학용어, MeSH

국제 협력 사업

4.
–
–
–

한일 의학도서관협의회 정기 교류
ICML, IFLA 등 참석
Medlars Center

의학도서관의 미래 모습
•

•

도서관의 전통적인 사업
–

자료 수집, 보관, 유통

–

KoreaMed and Western Pacific Index Medicus

도서관의 새로운 서비스
–
–
–
–

•

의학사서의 주제전문 서비스
–
–
–

•

Library 2.0
Training programs for medical professionals and students
to provide a public health service
비-도서관 온라인 건강 정보 서비스와의 역할 분담

Professional Information Services
Information service to the general public
Information services for people with limited access

Globalization
–
–
–

정보제공 서비스
국제 학술대회
방문 및 초청 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