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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나오는 말

Ⅰ. 들어가는 말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에서 2016년에 출판한 『70 

Years Working Together for Health – WHO and the Republic of Korea』에 따르면 대

한민국은 급속한 성장에 따라 1990년대부터 WHO 의무분담금을 증액해 왔다고 한다. 

전체 WHO 회원국들 가운데 한국의 의무 분담금 비율은 1998~1999년 2년간 0.80%에

서 2014~2015년 2년간(매년 US$ 4,631,300) 1.99%로 확대하여 지원하였다. 1996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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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WHO 의학정보문헌 협력센터

의무분담금 이외에도 자발적으로 US$ 300,000, 2014년에 US$ 20,432,924를 기부하였으

며, 전체 회원국 가운데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국제원조의 수혜국

에서 원조를 지원하는 공여국으로 변모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WHO 사무총장 및 지역사무처장을 배출하였는데, 한

상태 박사(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장 역임, 1989-1999), 故 이종욱 박사(WHO 사무

총장 역임, 2003-2006), 신영수 박사(현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2008-)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많은 전문가가 WHO와 국제 원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한국국제의료보건재단(KOFIH)과 협력하여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2012년 8월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설립하고 국제개

발협력 정책, 개도국 빈곤퇴치와 의료원조 정책 컨설팅, 의료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 

당시 의학도서관 관장이었던 서정욱 교수는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문헌정보실을 설

치하고 의학도서관과 협력하여 서태평양지역에 건강정보의 공유와 개발도상국가의 

학술 및 연구의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이후, 2014년 의학도서관은 WHO 협력센터

(WHO Collaborating Center, 이하 WHO 협력센터)로 지정받게 되었다.

Ⅱ. WHO 협력센터 지정

WHO 협력센터 지정은 국제기구 

또는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그동안의 공적과 업적

에 대한 심사를 거처 지정받게 된

다. 1년간의 심사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 외교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지정된다. 지정

받은 WHO 협력센터는 WHO의 프로젝트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문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2016년 서태평양지역에서는 중국 66개, 오스트레일리아 47개, 일본 34개, 한국 20

개, 싱가포르 10개, 말레이시아 5개 등 총 191개의 센터가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WHO와 협력 사업 진행, 자문활동, 전문가 지원 및 파견 등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WHO 협력센터 지정은 1972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을 시작으로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결핵연구원, 국립암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사

회보장 정보원 등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세계보건기구부터 총 20개 기관이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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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센터로 지정되어 모든 인류의 보건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1988년 전통 의약품 분야가 처음 지정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4년에

는 보건시스템과 재정분야와 정보문헌 및 도서관분야, 2015년 의학교육 분야에서 지

정을 받아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반면, 도서관 서비스 분야로는 전 세계에 3개 기관 

(쿠바, 중국, 남아프리카)이 협력센터로 일하고 있다. 서태평양지역은 중국 협력센터 

IMICAMS(Institute of Medical Information Chinese Academy of Medical Sciences)가 

1991년에 지정받아 현재까지 활동 중이며, 뒤를 이어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은 지난 

2014년 2월 17일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소(WHO 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이하 WPRO)로부터 의학정보 및 도서관 서비스 분야의 WHO 협력센터 (WHO 

Collaborating Center for Health Information and Library Services, 이하 WHO 의학정

보문헌 협력센터)로 지정되었다.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의 WHO 의학정보문헌 협력센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태평양 회원국에 건강 및 보건 분야 학술정보에 대한 신뢰성, 유용성, 접

근성을 높여 지역 보건의료 현황에 대한 문헌정보 생산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둘째, 지역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학술정보 및 보건의료지식정보를 공유할 수 있

도록 서태평양지역 도서관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한다. 

 셋째, 창의적 지식공동체로서 지식을 통한 사회 공헌, 특히 지식 강국으로서의 한

국을 알리고 국제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건강 지식을 공유하도록 한다.

 2013년 12월 WHO eCC 심사의 마지막 단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제 1, 2차 운

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운영위원으로는 서울대 중앙도서관 및 의학도서관의 사서, 

서울대병원정보센터,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교수진, 네이

버, 시스템 개발 회사 등이 참석하였다. 운영위원들은 WHO 협력센터 지정 이후 각각

의 TOR(Term of Reference) 활동에 따른 주요 추진방향 및 협력방안들을 모색하였

다. 또한 WHO 서태평양 리포지터리 (Institutional Repository for Information Sharing, 

이하 IRIS) 구축, 서태평양 회원 국가별 의학정보 이용 조사, WPRIM(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 등재를 위한 서태평양 국가의 새로운 저널의 발굴, WPRIM 데

이터베이스의 기술적 업그레이드 방안, WPRO DDS(Document Delivery Service) 서비

스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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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WHO 의학정보문헌 협력센터 지정 기념식 (2014.4.10.) 

 2014년 4월 10일에 WHO 협력센터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신영수 WHO 

서태평양 사무처장, 변창구 서울대 부총장, 김연수 부학장, 박지향 서울대 중앙도서관장, 

이종구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장, 권준수 서울대 의학도서관장, 박현애 간호대학장, 

이재일 치과대학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Ⅲ. WHO 의학정보문헌 협력센터 활동

 WHO 의학정보문헌 협력센터는 WHO 서태평양 IRIS 구축 지원, 서태평양 국가 사무

소의 도서관 지원, 서태평양 국가의 연구자를 위한 전문정보 지원과 같은 3가지 주요 

협력 활동에 합의했다. 이러한 지원활동은 2014~2018년까지 4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1. WHO 서태평양 IRIS 구축 지원

 WHO 의학정보문헌 협력센터의 첫 번째 활동은‘WHO WPRO의 IRIS 구축 지원’을 

하는 것이다. 

 세계보건도서관(Global Health Library)에서는 보건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WHO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를 디지털화하고, 오픈소스인 DSpace로 IRIS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WHO 정보를 전자문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WHO 관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보건 연구자에게 더욱 효율적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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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공유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이었다. WHO 제네바 본부의 본격적

인 IRIS 구축 사업은 2007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여섯 개의 WHO 지역사무소는 IRIS를 각각 구축하였으며, WHO 제네바 본부

는 약 20만 개 이상의 페이지가 디지털화되어 서비스되고 있다. 또한, WHO 제네바 

본부 IRIS는 여섯 개의 지역사무소에서 올린 문건들을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하나로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HO IRIS 인터페이스는 국제연합 6개 

공식 언어인 스페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 아랍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에 서비스하고 있다.

 한국이 포함된 WHO 서태평양은 2012년부터 IRIS 구축을 시작했다. WHO 서태평

양 출판부에서 발간한 WHO 출판물(Regional Publication, 1955~2012)과 세미나 및 각

종보고서(Meeting Reports, 1952~2012), WHO 총회 문서(Regional Committee for the 

Western Pacific, 1951~2012)의 디지털화 작업을 2012-13년까지 2년간 수행하였으며 

총 7,199건의 문서를 디지털화하였다. 

[그림 3] 2014년 WHO 총회 문서와 IRIS

 이후 2014년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은 WHO 협력센터로 지정받으면서 IRIS 

collection의 구조 및 메타데이터 검수작업에 착수하였다. 당시 WHO 도서관 담당자들

이 디지털화된 문서를 메타데이터로 만드는 작업을 하였으나 그 질적 수준이 심각한 

상태였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첫째로, IRIS의 기반시스템인 DSpace의 메타데이터 필드

가 WHO의 문서에 적합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WHO에서 매년 37개국 및 지역의 보

건대표들이 모여 WHO 서태평양 총회(Regional Committee Meeting for the We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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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WHO WPRO IRIS 메타데이터 필드 개발Pacific)를 가지게 된다. 각국의 

환경, 전염병, 보건정책에 대해 

논의되고 중요한 의제들을 상정

하고 세계의 건강증진을 위해 합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문서

들은(결정문, 총회 보고서, 합의

문, 각 국가의 최근 보건현황 및 

정책문서) WHO 도서관에서 소

장하고 있다. 이렇게 국제기구만

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서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에 맞게 IRIS

를 구축하고 메타데이터 필드의 

개발 및 정책이 필요한 상태였

다. 

 둘째로, WHO는 UN의 공식 

언어인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아랍어로 

문서들을 번역하여 전 세계로 서

비스하고 있다. 그러나 문서 특

성에 따라 6개국 언어로, 3개국 

언어(영어, 중국어, 프랑스어)로 번역되기도 하며, 공식 언어 1개와 지역 언어(예를 들

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로 번역되기도 한다. 이렇게 같은 문서가 다른 언어로 번역되

는 경우 어떠한 형태로 메타데이터를 설계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WHO 

문서들의 성격을 반영한 DSpace 필드 정책의 부재와 한계는 메타데이터의 질적 저하

를 가져왔으며, 각각의 데이터 값은 일관성이 없었고, 중복데이터에 대한 파악이나 대

처가 부족하여 전문가의 컨설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WHO 의학정보문

헌 협력센터에서는 기술 자문 및 컨설팅을 1개월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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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corner of the title page

Type dc.type index single Select  "Technical Report". -

Language
dc.language.is
o

index single
Select  "English" or 
"French" or "Chinese"

Select  the language of the 
document

MeSH 
Headings

dc.subject.me
sh

text multiple Dengue;  Malaria; Obesity Will  be provided by a librarian

MeSH 
Qualifiers

dc.subject.me
shqualifier

text multiple
diagnosis;  prevention and 
control

Will  be provided by a librarian

Subject 
Keywords

dc.subject text multiple Resolutions  and decisions
Only for Resolutions and 
decisions for easy retrieval(To 
conform with HQ format)

Abstract
dc.description
.abstract

text single
Leave  as blank. Can be 
deleted.

-

Sponsors
dc.description
.sponsorship

text multiple
Leave  as blank. Can be 
deleted.

-

Description dc.description text single
1.Provisionalagendaitem16
2.Chairman:Dr.Padua(Philipp
ines)

1.Agenda number(Usually found 
in the upper left corner of the 
title page under the meeting 
number.)
2.Chairman of the meeting

Language 
Versions

who.relation.l
anguageVersi
on

text multiple 123456789/0000
Enter  the handle number of the 
document in English, French 
and/or Chinese.

[표 2] WHO 서태평양 총회 문서 메타데이터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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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의학정보문헌 협력센터에서 WHO 문서의 특징을 파악하고 메타데이터를 분

석하였다. 이에 WHO 의학정보문헌 협력센터는 [표 1]과 같이 각각 WHO 문서의 형태

에 맞게 언어(Language Versions), 지역(Location), WHO 문서번호(Gov't Doc #), Other 

title 등 필요한 필드의 추가를 제시했다. 또한 [표 2]와 같이 각각의 필드에 대한 지침

과 예시를 넣어 데이터가 더욱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문하였다. 이와 같은 자문 

활동은 WHO 현지 도서관 직원이 메타데이터의 개발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데이터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끝으로 번역문서에 따라 중복으로 메

타데이터 생성하는 방법과 특성에 따라 하나의 메타데이터에 두 개의 타이틀을 넣은 

것, 원문을 넣기 형태 등의 자문이 이루어졌다.

 WHO 서태평양 IRIS(http://iris.wpro.who.int/)는 2014년 10월 13~17일 동안 필리핀에

서 개최된 제65회 WHO 서태평양지역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가동되었다. 중국, 라오

스, 프랑스, 보건관료들과 WHO 보건 프로그램 대표로부터 큰 관심을 이끌어 냈으며 

IRIS를 지속해서 개발하고 활발한 이용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림 4]  제65회 WHO 서태평양지역 총회(2014.10.13.-17.)

 

 

2. WHO 서태평양 국가 사무소 도서관 지원 

 WHO 의학정보문헌 협력센터의 두 번째 활동은 WHO 직원을 대상으로 현황조사

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 서비스 이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서태평양지역의 저개발 국가가 도서관 서비스를 개발하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WHO의 연구자들이 질 높은 의학정보를 이용하고 생산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설문조사의 대상은 WHO 서태평양지역 직원으로, 2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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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SurveyMonkey를 이용하였다. 서태평양 회원국가들 중 3개의 국가를 선정하

여 사전 설문조사 테스트를 하였으며, 5명의 WHO 직원에게 설문내용에 대한 인터뷰

와 테스트를 진행하여 설문내용을 보강하였다. 2014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의 계획과 

진행은 다음과 같다.  

2014. 5.  설문조사 테스트

2014. 6. 17 설문조사 참여 요청 및 링크 메일 발송

2014. 6. 26 설문조사 참여 재요청 메일 발송

2014. 7.  3 설문조사 종료

2014. 7. 24 WHO 직원과 화상회의를 통해 설문지 분석

2014. 8. 17
WHO 몽골직원 면담, 통계분석 및 국가별 도서관 서비스 리포

트 작성의 필요성 확인

2014. 9. 5-26. WHO 도서관 직원과 국가별 리포트 점검 및 리포트 제출 완료 

 주요 설문 문항으로는 WHO 도서관 정보 접근성과 정보이용 빈도수, WHO 웹사이

트 접근성, 인터넷 환경 정도, 도서관 서비스 이용 한계점, 도서관 이용교육 등의 내

용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종료 이후에는 WHO 도서관 이용 서비스 현

황을 국가별로 분석하고 국가별 프로필을 작성하여 WHO 사무소에 보고하였다. 

 조사결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어떠한 이용자 교육을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는 정보검색 (77%), 서지관리프로그램 이용(64%), WHO 출판물 관리(58%), 인용 및 참

고문헌 작성(48%)의 순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그림 5]와 같이 나타났다.

[그림 5] WHO 서태평양 도서관에 바라는 교육(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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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HO 서태평양 국가의 연구자를 위한 전문정보 지원 

 WHO 의학정보문헌 협력센터 세 번째 활동은 ‘WHO 서태평양 국가의 연구자를 

위한 전문 정보지원’이다. 세부 활동 내용은 정보 접근을 위한 웹사이트 개발, 의학

문헌정보 상호대차 서비스, WPRIM 및 저널 등재 지원 사업이다.

37개 국가 및 지역 2000~2014 WOS 논문 수
China 1,722,591
Japan 1,349,530

Australia 659,164
Republic of Korea [search  term: south korea] 546,526

Hong Kong (China) 149,560
Singapore 127,748

New Zealand 116,811
Malaysia 65,276

Viet Nam [search term:  vietnam] 16,122
Philippines 12,737
Mongolia 6,370

Macao (China) 1,981
New Caledonia (France) 1,864

Cambodia 1,752
Fiji 1,415

Papua New Guinea 909
Guam (USA) 668

Brunei Darussalam 614
Palau 255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search term: Lao] 238
Vanuatu 234

Solomon Islands 171
Samoa 160

Micronesia 127
American Samoa 88

Tonga 62
Marshall Islands [search term:  Marshall Island] 62

French Polynesia (France) 47
Cook Islands 35

Kiribati 17
Tuvalu 9
Nauru 9

Wallis and Futuna 8
Northern Mariana Islands 4

Niue 4
Tokelau* (New Zealand) 2

Pitcairn Islands (UK) 0

[표 3] WHO 서태평양 회원국가 37개 2000~2014년 WOS 논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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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WPRIM 등재 저널 수  

 WHO 의학정보문헌 협력센터는 서태평양 국가 연구자를 지원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은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는 WHO 서태평양지역 37개 회원국과 지역에서 논

문 수를 조사한 것으로 2000~2014년까지 15년간 Web of Science 데이터베이스에 등

록된 논문이다. [표 3]에 따르면 15년간 총 발행 논문 수가 1,000편 이하인 국가는 37

개국 중 22개국, 100편도 안 되는 지역 또는 국가는 13개나 될 정도로 서태평양지역

의 연구는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반면 중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한국, 

싱가포르는 10만 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여 전문 정보 생산의 빈부 격차가 매우 크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WHO 의학정보문헌 협력센터는 서태평양지역 연구자들이 전문정보 생산과 

접근성 높이고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WHO 도서관의 서비스 이용 안

내 페이지를 개발하였으며 WHO 회원국과 WHO 직원에게 연구지원 서비스를 지속해

서 제공하고 있다. 1992년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에 지정받은 한국 메들라스센터와 

협력하여 WHO 도서관과 상호대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 협력센터는 중국 IMICAMS가 개발한 WPRIM 데이터

베이스의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치 있는 문헌들이 발굴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있다.  

 [그림 6]에서 보면 2007~2016

년까지 10년간 WPRIM 등재 저

널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지역 단위 학술지들

이 지속해서 발굴되고 있으며 자

국어로 된 연구가 활성화되는 효

과를 살펴볼 수 있다. WPRIM 학

술지 등재는 해당 회원국의 학술

지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일

정 수준 이상의 학술지를 선정 

및 추천을 받게 된다. 각국 대표로 구성된 지역선정위원회의 승인 과정을 거쳐 해당 

논문의 초록 또는 전문이 영문으로 수록된다. 

 WPRIM에 등재된 국가별 저널 수를 [그림 7]에서 살펴보면 중국 287종, 한국 235

종, 말레이시아 22종, 일본 20종, 필리핀 17종, 몽골 16종, 베트남 12종, 싱가포르 5종, 

브루나이 1종, 라오스 1종, 캄보디아 1종, 피지 1종, 파푸아뉴기니 1종, WHO WPR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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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WPRIM 국가별 등재 저널 수 

종이다. 최근 파파뉴기니, 피

지, 브루나이 저널이 발굴되

어 등재되었으며, 이 지역의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

제사회에 알려질 것을 기대

하고 있다. 

         

Ⅳ. WHO 서태평양협력센터 포럼

 2014년 11월 13~14일 WHO 서태평양에서는 175개의 서태평양지역에 지정된 센터와 

‘제1회 WHO 서태평양협력센터 포럼’을 개최하였다.

 최초로 진행된 협력센터 포럼은 WHO 회원국 간의 경험을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태평양 국가 기관 단위의 협력자로서 WHO와 파트너십을 강

화하고 협력센터 간의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포럼의 주요 내용으로는 

WHO WPRO에서 최근 우선시되고 있는 보건현황과 WHO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에 대

한 전체적인 보고가 있었다. 또한, 협력센터들의 역할들을 다시 확인하고 센터와 

WHO가 협력 강화 방안을 위해 국제보건에서 성공사례들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서울대학교 WHO 의학정보문헌 협력센터는 포스터 설명회에서 센터의 역할, 활동 

현황,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도서관 분야 지정은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아 의학정

보문헌 협력센터는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센터 소개 및 진행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

하였다. 

 2016년 11월 28~29일에는‘제2회 WHO 서태평양협력센터 포럼’을 필리핀에서 개

최하였다. 이 포럼에는 대한민국의 20개의 WHO 협력센터와 서태평양 190개의 협력

센터에서 약 400명의 센터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WHO에서 채택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주제로 국가들을 돕기 위한 협력

과 파트너십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논의하였다. 유엔과 WHO의 목표인 SDGs

에 대한 논의는 ‘빈곤의 종식, 물과 위생, 특별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해 다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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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제2회 WHO 서태평양협력센터 포럼 

으며 이에 따른 자연 재난 및 재해에 

대한 예방과 관리 그리고 역할 등을 협

력센터들과 공유하였다. 또한‘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갖고 주제를 세분화

하여 ‘결핵, 비전염병, HIV/AIDS, 보건 

연구와 의료법, 보건기술과 약품, 의학

정보와 e-health, 전통의학, 재활의학, 

도서관과 출판’ 등의 주제로 협력센터

들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WHO 의학정보문헌 협력센터는 WHO 도서관과 협력하여 

SDGs 목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논의하였으며, 보건 및 응급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와 전문정보의 생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였다.   

Ⅴ. 2017년 WHO 의학정보문헌 협력센터의 계획

 

 WHO 의학정보문헌 협력센터는 2017년 사업으로 첫째로, WHO 웹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있는 디지털 문서를 수집하여 IRIS 구축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WHO는 약 

150개의 보건주제로 비정기적으로 발간된 리포트 및 브로슈어들이 있다. 예를 들어 

식품 안전, 모자보건, 신생아 관리, 어린이 건강, 환경, 재해 등의 주제들을 가지고 각

각의 부서에서는 각종 지침서, 홍보 브로슈어, 캠페인 계획서, 현황 보고서들을 발간

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전 세계로 제공하고 있다. 반면, 웹사이트가 바뀌거나 페이지가 

없어지는 경우, 중요한 문서들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WHO

는 부서별로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전자문서를 수집, 보존, 관리할 계획이며 하고 있

다. WHO 의학정보문헌 협력센터는 기술자문과 컨설팅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WHO 서태평양지역 총회 문서 중 중국어 문서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것

이다. 총회 문서는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3개 국어로 번역하여 공개하고 있는데, 중

국어로 번역된 총회 문서들은 WHO 필리핀 지역사무소가 아닌 WHO 중국 국가사무

소에서 소장하고 있어 이를 위한 지원 및 자문을 할 것이다.

 셋째로, WHO 국가사무소의 실정에 맞은 의학정보의 이용교육 및 기획에 필요한 

자문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정보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서태평양 섬나라 국가를 위

한 전문정보 이용가이드가 필요하며 WHO 연구자들의 연구 환경과 필요정보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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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는 가이드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끝으로 WPRIM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고 의학 및 보건 전문 정보를 생성 ․ 관리 ․ 
배포할 수 있도록 학술지 발굴을 지원함으로써 아시아 국가 전문 도서관의 역할을 강

화할 것이다. 또한 WHO 도서관과 협력하여 의학 및 보건 전문 정보의 원문(Full text)

을 제공하고 WHO 보건 연구 촉진을 지원할 것이다.

Ⅵ. 나오는 말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은 1974년 미국 CMB 재단의 후원으로 도서관이 건축되었

다. 지금의 의학도서관은 WHO 의학정보문헌 협력센터를 통해 연구 환경이 열악한 

국가의 도서관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변모하였다.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은 WHO 협

력센터 사업뿐만 아니라 라오스 연수생, 몽골 및 미얀마 사서에게 학술정보 교육 및 

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의학도서관의 국제적 역할 변화는 WHO의 중요한 목

표인 ‘Health for all(모든 인류에게 건강)’에 동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WHO 의학정보문헌 협력센터는 더욱 창의적 지식공동체로서 지식을 통한 사회적 공

헌과 지식 강국으로서의 한국을 알리고 국제보건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며, 건

강 지식을 공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든 WHO 협력센터는 4년을 주기로 그동안의 업적과 성과를 살펴보고 심사를 거

처 재지정을 받게 된다. 2014년에 지정받은 WHO 의학정보문헌 협력센터는 어느덧 4

년째 접어들었으며 2018년 2월 재지정 심사를 받게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서울대학

교 의학도서관은 더욱 분명한 목표와 공유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많은 사

서의 참여와 지원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