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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도별

� � � � ♣� 2019년�가입기관� :�공무원연금공단,�광주전남연구원,�교육부,�국립경주박물관,�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 � � � � � 대한체육회,�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아시아문화원,�영상물등급위원회,� 재외동포재단,�한국방송

� � � � � � 광고진흥공사,�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은행,�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 � �▪ 관종별

� � �▪ 지역별

� 1.� 정책정보종합목록�구축

� � � � ㅇ� 주요내용�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에서� 제공한� 서지정보(기관� 소장� 및� 발간자료,�

원문자료�포함)를�활용하여�정책정보�통합검색�및�상호대차�서비스�제공

� 2.� 정책정보�상호대차� � � � � � � � � � � � �

� � � � ㅇ� 주요내용� :� 정책정보포털에서�제공되는�회원기관�소장자료(정책정보종합목록)에� 대해�

원문복사�및�자료대출�서비스�제공

� � � � ㅇ� 이용대상� :� 국가정책정보협의회�회원기관�소속원�중�국립중앙도서관�정책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기관수 70 18 45 46 29 15 223

구� 분 정부부처 공공기관 연구기관 계

기관수 66 92 65 223

구� 분 ~2016 2017 2018 2019 계

구축건수(건) 522,246 224,138 163,358 102,306 1,012,048

구분 서울 경기 세종 강원 경상 전라 충청 제주 계

기관수 59 22 32 9 33 21 43 4 223

구� 분 2016 2017 2018 2019 계

제공건수(건) 78 108 68 21 275

경과보고 : 주요사업 추진실적

Ⅱ 소장 및 발간자료 공동활용

Ⅰ 회원기관 현황 : 223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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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정책정보협의회�공동전시

� � � ㅇ� 주요내용� :� 회원기관의�역할,� 연구�성과물�등을�국민�대상�홍보�및�소통�기회�제공

� � � ㅇ� 전시개요

� � � � � -� 전� 시� 명� :� 「꿈과�희망을�하늘로↑우주로↑」

� � � � � -� 기간/장소�

� � � � � � � § 본�전시� :� 2019.� 4.� 30.(화)� ~� 6.� 9.(일)� [41일간]� /�국립세종도서관�전시실�및�로비

� � � � � � � § 순회전시� :� (1차)� 2019.� 7.� 30.(화)~9.� 1.(일)� [34일간]� /� 서울도서관�전시실

� � � � � � � � � � � � � � � � � � � � (2차)� 2019.� 9.� 9.(월)~10.� 31.(목)� [53일간]� /� 경남대표도서관�전시실

� � � � � -� 참여기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 � � � -� 전시내용� :� 우주발사체�및� 인공위성�원리�등� 우주기술개발�연구�성과물,

� � � � � � � � � � � � � � � � � 모형,� 영상�등� 활용�전시�및� 부대행사(전문가�강연,� 체험�등)

� 2.� 정책정보서비스�선진사례�해외�연수

� � � ㅇ� 기� � � � 간� :� 2019.� 2.� 10.(일)� ~� 2.� 17.(일)� [6박� 8일]

� � � ㅇ� 참가인원� :� 11명　

� � � ㅇ� 방문기관� :� (인도)� 네루�기념관� &�도서관,� 델리대학교�도서관,� 인도의회도서관,�

� � � � � � � � � � � � � � � � 자와할랄�네루대학교�도서관,� 경제성장연구소�도서관

� � � ㅇ� ICoASL(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 Special� Libraries,� 아시아� 전문도서관�

국제�컨퍼런스)� 참가

Ⅲ 협력사업

10



� 3.� 희귀�정책자료�디지털화�사업

� � � ㅇ� 주요내용� :� 회원기관에서� 발간� 또는� 소장하고� 있는� 정책자료� 중� 희귀자료를� 발굴하여�

디지털화�및�공동�활용

� �

구분 2016 2017 2018 2019 계

참여기관(개) 3 8 3 11 25

디지털화(책) 90 888 3,570 5,306 9,854 �

� 4.� 디지털�서고�구축

� � � ㅇ� 주요내용� :� 회원기관에서�소장한� 유용한�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과�공동� 큐레이션�작업을�

통해�디지털�컬렉션화하여�일반�이용자에게�제공

�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기관명 한국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IOM이민정책연구원

디지털서고명 한국�경제�정책�자료 국토연구자료 통일연구자료
세계�속의�한국문학

국가정보화자료

수출진흥과�한국경제

이민정책연구자료

콘텐츠�수 240종 54종 100종
44종

39종
각� 40종

� 5.� 교육�프로그램�공동�운영

� �

구분 2016 2017 2018 2019

기관명 한국개발연구원� 통일교육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운영횟수 27회 9회 4회 4회 � �

� �

� 6.� 국가정책정보협의회-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공동�학술세미나�개최

� � � � ㅇ� 주� � � � 제� :� 도서관,� 데이터를�바라보다

� � � � ㅇ� 일시/장소� :� 2019.�6.�27.(목)�∼�6.28.(금)� /�디오션리조트�1층�에메랄드홀(여수)

� � � � ㅇ� 공동주최�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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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라인�정책정보원�구축

� � � � ㅇ� 주요내용� :� 정책정보포털(POINT)에� 정책동향,�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정책정보원�

등� 정책정보�콘텐츠�구축�및� 제공

� 2.� 학술지목차메일링서비스

� � � � ㅇ� 주요내용� :� 공직자와� 정책연구자가�선택한�관심�학술지의�신간호� 목차정보를�이메일로�

전송하고�필요한�자료의�원문에�대해�열람,�복사�서비스�제공

� � � � ㅇ� 대� � � � 상� :� 국립중앙도서관�정책회원

� � � � ㅇ� 대상자료� :� 국립중앙도서관�구독�학술지(15,000여종)� *�정부기능분류(BRM)별�분류�제공

� � � � ※� 기관�자체�로고�부착형�학술지목차메일링서비스�제공� :� 26개� 기관

� 3.� 국외�학술�전자책� ONE-STOP� 서비스

� � � � ㅇ� 주요내용� :� 이용자가�직접�전자책을�미리�보고�신청하는�이용자�주도�수서�방식

� � � � ㅇ� 대� � � � 상� :� 국립중앙도서관�정책회원

� � �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신청건수(건) 26 30 68 54

신청종수(종) 75 80 149 81 �

� 4.� 찾아가는�정책정보서비스�

� � � ■� 정책기관�순회대출�서비스

� � � � � ㅇ� 주요내용�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소속원의� 창의적인� 업무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양한�주제의�신규�자료�대출

� � � � � ㅇ� 대출기간� :� 연간�분기별� 2개월씩�순환�대출

�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대상기관 5 10 13 20 20

자료수 1,000 2,000 2,600 5,000 5,000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구축건수(누적) 33,850 48,976 66,303 80,029 93,057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발송건수(건) 132,939 177,597 217,897 161,237 169,911

Ⅳ 정책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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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찾아가는�정책아카데미

� � � � � ㅇ� 주요내용� :�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따른� 회원기관� 소속원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분야의�강의�지원

� � � � � ㅇ� 대상기관� :� 선정�기관� 1회� 제공

� 5.� 공직자�대상�세종아카데미� <움>

� � � � � ㅇ� 주요내용� :� 정책정보서비스� 일환으로� 중앙부처� 공직자에게� 현장성·전문성� 역량� 강화�

전문교육�제공�및�부처�간�소통의�장�마련

� � � � � ㅇ� 대상기관� :� 세종청사�공직자

�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대상강좌 70 113 107 85 68 34

참여자수 2,060 3,537 5,874 3,980 3,675 1,941 �

� 6.� 「정책정보�도우미」� 서비스

� � � � ㅇ� 주요내용� :� 정책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양질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정책활동� 및�

수립�지원

� � � � ㅇ� 대� � � � 상� :� 공직자

� � �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신청자�수� /� 제공건수 60� /� 71 93� /� 198 64� /� 110 43� /� 50 �

� 7.� 정책자료�대출

� � � � ㅇ� 주요내용� :� 정책자료�대출�인원�및� 건수�

� � � � ㅇ� 대� � � � 상� :� 정책회원�및� 일반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대출인원 118,110 87,991 106,059 111,321 79,724 503,205

대출건수 230,979 179,952 220,314 232,273 166,292 1,02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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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보고 : 운영위원회 활동 경과

□�운영위원회�회의�개최

� � ㅇ� 일시/장소� :� 2018.� 12.� 7.(금)� 14:00� /� 디지털도서관�세미나실(2층)

� � ㅇ� 참� 석� 자� :� 국가정책정보협의회�회장�등� 운영위원� 11명

� � ㅇ� 주요내용�

� � � � -� 2018년� 사업추진�성과�및� 2019년� 사업계획�보고

� � � � -� 주요�안건�논의� :� 분과위원회�구성,� 공동전시�기관�선정�등

� � � � �⦁ 국가정책정보협의회�분과위원회�구성�추진�
� � � � � � � :� 분과위원회�구성에�대한�수요조사�결과에�따라�추후�공감대�형성�후� 재논의

� � � � �⦁ 2019년� 국가정책정보협의회�공동전시�기관�선정�
� � � � � � � :� 세종도서관의�특성�고려�및� 국민의�흥미를�유발할�수�있는�자료�보유�기관�선정

□�제2기�운영위원회�운영위원

구분 성명 소속�및�직위 비�고

선출직
(9)

남영준 중앙대학교�문헌정보학과�교수 회장

최정순 환경부�사무관 부회장

송대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지식정보팀�책임전문원 감사

배경재 동덕여자대학교�문헌정보학과�교수 자문위원

오무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팀장

오정훈 한국원자력연구원�책임기술원

전윤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과학도서관�관장

정경은 공정거래위원회�사무관

채명기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정보센터�센터장

당연직�
(2)

최유진 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기획과�과장

민동미 국립세종도서관�정책자료과�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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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심의 

1. 제3기 운영위원회 회장단 및 자문위원 선출 보고

2. 제3기 선출직 운영위원 선출

3. 회칙 개정

4. 정기총회 및 세미나 행사 참가비 납부 추진

안건 1 제3기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장단 및 자문위원 선출 보고

� � ㅇ� 임� 기� :� 2019.� 9.� 26.� ~� 2021.� 9월(2년)

구�분 성명 소속�및�직위 비�고

회장 남영준 중앙대학교�문헌정보학과�교수

2기�운영위원�
선출

부회장 최정순 환경부�사무관

감사 오무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팀장

자문위원 배경재 동덕여자대학교�문헌정보학과�교수 선임

안건 2 제3기 선출직 운영위원 선출

� � ㅇ� 임� 기� :� 2019.� 9.� 26.� ~� 2021.� 9월(2년)

안건 3 회칙 개정

� � ㅇ� 개정이유� :� 임원�임기의�연임에�관한�사항을�명시함으로써�임원�임기를�명확히�하고자�함�

� �ㅇ�개정안� :� 제11조(임원의�선출�및�임원의�임기)�

안건 4 정기총회 및 세미나 행사 참가비 납부 추진

� � ㅇ� 목적� :� 행사�참여인원�확대�및�비회원�기관의�참여�기회�제공�등을�통한�국가정책정보협의회�활성화�

� �ㅇ�참가비�규모� :� 회원기관(50,000원),� 비회원기관(100,000원)�

� � ㅇ� 적용�시기� :� 제6회�정기총회�및�세미나(2020년)부터�참가비�납부

 현행 개정안

제11조(임원의 선출 및 임원의 임기) ① 임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제11조(임원의 선출 및 임원의 임기) ① 임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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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발표자

[박원재 본부장 ] 
- 소속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본부장

- 주요경력

·

·

(전)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연구팀장

(전)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성과평가부장

[김옥기 센터장] 
- 소속 : ㈜엔코아 데이터분석센터 센터장

- 주요경력

· (주)엔코아 데이터분석센터 센터장, 상무

(전)엑시엄(Axiom) 본사 근무

“데이터 과학, 어떻게 기업을 바꾸었나”를 저술

· 

· 

[유영아 큐레이터 ]
- 소속 : 아시아문화원 큐레이터

-

-

주요경력

· (전)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 임기제학예연구사

(전) 장욱진미술문화재단 학예연구원·

·

[성진석 팀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식출판팀장

[정은영 사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서

주요 전시기획 및 진행

 2019 《라이트 온 더 무브 LIGHT ON THE MOVE》, 2019 지역·아시아 작가 매칭전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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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일자 내용

2009

1.1. 구성

6.26.
<주제 모색

워크숍(평창)

2011 11.30.
<주제 방안

워크숍(무주)

2013
11.1.

구축

구축

11.22. 워크숍(서울)

2014

3.11. 전환

11.28.
<주제 방안

워크숍(부산)

2015

5.20. 발족

11.20.
<주제 전략

세미나(변산)

2016

3.31.
개최

- 2016 계획(안 보고

9.30.
<주제 중심으로

제2 세미나(제주)

2017

3.3.
개최

2016 2017 보고

9.15.
<주제 도전 4 융합

제3 세미나(제주)

2018

2.7.
개최

2017 2018 보고

9.14.
<주제 중심으로

제4 세미나(제주)

12.7.
개최

2018 2019 보고

2019

8.13.  ~  8.23. 제3 추천

9.27.
<주제 재구성 큐레이션

제5 세미나(제주)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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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칙

제정 2015. 11. 19.

개정 2016. 09. 29.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국가정책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 명칭은

“National Association for Policy Information”이고, 약칭은 “NAPI”라 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10조(국립중앙도서관의 협력업무)에 의거, 정부조직

및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망 구축·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회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정보”라 함은 정부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의 연구 및 업무와 관련된 지식정보자원을

말한다.

2. “공동활용”이란 지식정보자원을 종합목록 및 상호대차 등의 도서관 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란 본 협의회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간사와 서기를

두어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주관기관) 협의회의 주관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한다.

제5조(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책정보 발굴 사업

2. 정책정보 DB구축 사업

3. 정책정보 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용

4. 지식정보자원의 공유 및 공동활용기반 마련

5. 정부조직 및 공공분야 도서관의 발전관련 정책의 조사·연구

6. 회원의 정보관리 능력 증진 교육

7.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프로그램 운영

8. 우수한 협력 회원에 대한 포상

9. 기타 협의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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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 협의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승인을 받은 기관, 기관의 관련부서장 또는 그 업무를 대신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협의회의 회칙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협의회 사업에 적극 협력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사무국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재) 회원이 제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배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

로서 회원자격 박탈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구성)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며 비상임으로 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내

3. 감사 1인

4. 운영위원 12인 이내(회장, 부회장, 감사 포함)

5. 자문위원 3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선출 및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임원중에서 선출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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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운영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임원의 인사변동이 있는 경우, 후임자가 전임자의 잔여기간 동안 임원직을 승계한다.

⑤ 임기는 정기총회에 보고된 때로부터 개시하여, 그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정기총회에서

새 임원이 보고될 때까지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총회, 운영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연 1회 이상 감사하는 일과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는 일

2. 총회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후 이에 기명·날인하는 일

3. 감사결과에 대하여 총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발표하는 일

④ 운영위원,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운영위원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협의회의 목적 위배, 업무 방해, 불법 및 부당 행위를 이유로 임기가 만료 

되지 아니한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협의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12인 이내의 운영위원과 3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은 선출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선출직 위원은 정부조직,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소속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당연직위원은 국립중앙도서관 부서장급

2인으로 한다. 자문위원은 주관기관에서협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선임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장, 부회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정기총회 전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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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분과위원회 설치 사항

5. 기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16조(운영위원회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10일 전에 운영위원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의결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이 회칙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운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운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의결권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 개회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서면결의) ① 운영위원회 의결에 부의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회장이 사안의

내용상 서면결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서면결의를 한 경우에는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록)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원의 열람요청 시 제공할 수 있다.

제5장 총  회

제20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및 해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3. 회장, 부회장, 당연직 운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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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임시총회

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의 소집은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개최 10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1/4 이상의 출석(위임장 포함)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23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의결권의 대리) ① 회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부

회장 및 주관기관, 운영위원회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의 의장은 출석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장 기  구

제25조(설치와 조직)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사무국

2. 분과위원회

② 제1항의 기구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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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운영계획 수립 및 제반 사업 집행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주관기관의 사무관이 된다.

③ 서기는 협의회의 문서나 기록, 제반 사무를 담당하며, 주관기관 주무관이 된다.

제7장 보  칙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회칙이 통과 된 후 ‘협의회 설립을 위해 위촉된 준비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초대 임원으로 자동 전환된다.

제3조(회칙 제정) 최초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참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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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정보협의회  입가 신청서

기관명 도서관부호  *도서관부호 신청
  www.nl.go.kr/kormarc/c5/page2_1.jsp 

기관구분 □ 정부부처 □ 공공기관 □ 연구기관 상위기관  ex)문화체육관광부

기관주소

담당부서 자료실(도서관)

담당자 전  화

이메일 팩  스

기관사이트 자료실사이트

3)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구 분 세부 내용

목록구분 □ 소장목록* *기관에서 수집·등록한 자료 □ 발간목록* *기관에서 발간한 자료

제공방식 □ MARC 반출 □ 엑셀반출

제공주기 □ 분 기 □ 반 기 □ 연 간 □ 기 타

국립중앙도서관 
원문DB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디지털화 자료 이용 신청
*도서관보상금관리시스템(http://www.dlibrary.go.kr/Mgt_Lib/bosang.jsp)에서 기관 정보입력 및 IP 승인 요청 후 이용

구 분 세부 내용

자료대출 □ 예 □ 아니오

원문복사 □ 예 □ 아니오

도서관(자료실)  면적 (  )㎡  장서수 (   )책  이용대상자수 (  )명

도서관 직원  사서 (  )명  기타   (  )명

도서관 예산  자료구입비 (  )원  운영비 (  )원

열람형태  내부이용 □  외부개방 □ 도서관리시스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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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현황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IOM이민정책연구원

강원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게임물관리위원회

경기연구원

경인지방통계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무원연금공단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광주전남연구원

교육부

교통안전공단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가기술표준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국가보훈처

국가핵융합연구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광주박물관

국립국악원

국립국어원

국립극장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수목원

국립수산과학원

www.at.or.kr

www.iom-mrtc.org

www.rig.re.kr

www.hira.or.kr

www.auri.re.kr

www.grac.or.kr

www.gri.re.kr

www.kostat.go.kr/office/giro

www.nrc.re.kr

www.geps.or.kr

www.ftc.go.kr

www.msip.go.kr

www.stepi.re.kr

www.gist.ac.kr

www.gjeri.kr

library.moe.go.kr

www.ts2020.kr

www.nhi.go.kr

www.nst.re.kr

www.kats.go.kr

www.mpva.go.kr

www.nfri.re.kr

www.nrich.go.kr/gyeongju

gyeongju.museum.go.kr

www.sciencecenter.or.kr

gwangju.museum.go.kr

www.gugak.go.kr

www.korean.go.kr

www.ntok.go.kr

ecolibrary.me.go.kr/nnibr

www.nrich.go.kr

www.nfm.go.kr

buyeo.museum.go.kr

www.nifos.go.kr

www.nibr.go.kr

www.nie.re.kr

www.forest.go.kr

www.nifs.go.kr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암센터

국립외교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전주박물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특수교육원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방과학연구소

국사편찬위원회

국세청

국악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연구원

극지연구소

근로복지공단

기초과학연구원

기획재정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촌진흥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전고등검찰청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예술원

대한민국학술원

대한체육회

www.acc.go.kr

www.ncc.re.kr

www.knda.go.kr

www.ndmi.go.kr

jeonju.museum.go.kr

www.ncmh.go.kr

jeju.museum.go.kr

www.museum.go.kr

www.nise.go.kr

www.hangeul.go.kr

library.cha.go.kr

www.knmm.or.kr

www.mabik.re.kr

www.mmca.go.kr

www.ehrd.me.go.kr

www.nhis.or.kr

www.nps.or.kr

www.add.re.kr

www.history.go.kr

www.nts.go.kr

www.gugakfm.co.kr

www.arirang.com

www.krihs.re.kr

www.kopri.re.kr

www.kcomwel.or.kr

www.ibs.re.kr

www.mosf.go.kr

www.qia.go.kr

www.mafra.go.kr

www.apfs.kr

www.rda.go.kr

www.kiep.go.kr

www.spo.go.kr

www.des.re.kr

www.kotra.or.kr

www.much.go.kr

www.naa.go.kr

www.nas.go.kr

www.sports.or.kr

도로교통공단

동북아역사재단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회보장정보원

산림청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세종학당재단

소방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아시아문화원

안전보건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외교부

울산발전연구원

유해발굴감식단

육아정책연구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재단

전남여성가족재단

전북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주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앙교육연수원

중앙노동위원회

www.koroad.or.kr

www.nahf.or.kr

www.cha.go.kr

www.mcst.go.kr

www.mohw.go.kr

www.koreahana.or.kr

www.ngcc.go.kr

www.ssis.or.kr

www.forest.go.kr

www.kiet.re.kr

www.motie.go.kr

www.spo.go.kr/eastseoul

www.kriso.re.kr

www.ksif.or.kr

www.nfa.go.kr

www.semas.or.kr

www.slc.or.kr

www.mfds.go.kr

www.aci-k.kr

www.kosha.or.kr

keei.re.kr

www.innopolis.or.kr

www.kmrb.or.kr

www.kofic.or.kr

www.mofa.go.kr

www.udi.re.kr

www.withcountry.mil.kr

www.kicce.re.kr

www.mpm.go.kr

www.okf.or.kr

www.jwomen.or.kr

www.jthink.kr

www.nipa.kr

www.kisdi.re.kr

library.jdi.re.kr

www.kosbi.re.kr

www.sbc.or.kr

www.neti.go.kr

www.nlrc.go.kr

(2019년 9월 기준 223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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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질병관리본부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태권도원

통계교육원

통계청

통일부

통일연구원

특허청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뇌연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www.erc.re.kr

www.logodi.go.kr

www.cdc.go.kr

www.cni.re.kr

www.cri.re.kr

www.tkdwon.kr

www.kostat.go.kr

www.kostat.go.kr

www.unikorea.go.kr

www.kinu.or.kr

www.kipo.go.kr

www.kgs.or.kr

www.kdi.re.kr

www.khealth.or.kr

www.korcm.co.kr

www.keis.or.kr

www.kofair.or.kr

www.kistep.re.kr

www.kisti.re.kr

www.visitkorea.or.kr

www.kores.or.kr

www.mireco.or.kr

www.kedi.re.kr

www.kice.re.kr

www.koti.re.kr

www.kida.re.kr

www.kf.or.kr

www.koica.go.kr

www.lx.or.kr

www.kli.re.kr

www.krei.re.kr

www.kbri.re.kr

www.ex.co.kr

www.ltikorea.org

www.kcti.re.kr

www.kofice.or.kr

www.arte.or.kr

www.kcisa.kr

adlib.kobaco.co.kr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스포츠개발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은행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저작권보호원(재)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www.klri.re.kr

www.kihasa.re.kr

www.khidi.or.kr

www.neca.re.kr

www.bohun.or.kr

http://www.ktl.re.kr

www.kiat.or.kr

www.keit.re.kr

www.hrdkorea.or.kr

www.kribb.re.kr

www.kitech.re.kr

www.kpetro.or.kr

www.kicet.re.kr

www.kca.go.kr

www.kwater.or.kr

www.koreaexim.go.kr

www.sports.re.kr

www.kistec.or.kr

www.haccp.or.kr

www.kpf.or.kr

www.energy.or.kr

www.kwdi.re.kr

www.nrf.re.kr

www.koreafilm.or.kr

www.kaeri.re.kr

dl.bok.or.kr

www.drugsafe.or.kr

www.kisa.or.kr

www.kamco.or.kr

www.koddi.or.kr

www.kead.or.kr

www.kcopa.or.kr

www.copyright.or.kr

lib.kesco.or.kr

www.keri.re.kr

www.kpx.or.kr

www.etri.re.kr

www.nia.or.kr

www.kipf.re.kr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약진흥재단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외문화홍보원

환경부

www.hf.go.kr

www.kilf.re.kr

www.krila.re.kr

www.kiip.re.kr

www.klid.or.kr

www.krivet.re.kr

www.kyci.or.kr

www.nypi.re.kr

www.kpipa.or.kr

www.kocca.kr

www.kipi.or.kr

www.kriss.re.kr

www.aks.ac.kr

www.kiom.re.kr

www.kari.re.kr

www.kiost.ac.kr

www.kmi.re.kr

sky.kipa.re.kr

www.keco.or.kr

www.kei.re.kr

www.nikom.or.kr

edu.kcga.go.kr

www.kst.or.kr

www.mof.go.kr

www.koem.or.kr

www.kocis.go.kr

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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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정보협의회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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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영상자료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5회�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포스터� 세션포스터� 세션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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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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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설립목적

주요 사업

보장성 강화 정책방향

중점 추진 사업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민건강보험법 (1999.2.8.제정)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에 대한 필수 의료 

보장 강화

고액 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증가 억제를 위한 관리 체계 

도입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10.1.제정)

●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

● 급성기 병원에서 보호자나 사적 고용 간병인 대신 

간호인력이 책임지고 간병을 포함한 포괄적 간호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방식 (보호자 없는 병동)

※ 시범사업 추진 및 목적 : 간병부담 경감,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

※ 참여기관 현황 : 총 510개소(민간 428, 공공82), 

42,539병상 (’19.8.)

● 출산, 취업, 퇴직 등 

전국민의 자격변동에 

따른 자격 관리 및 공정한 

보험료 부과

● 보험료 징수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 연간 약제비 및 진료비 

협상

● 요양기관 급여비용 지급

(병원에 진료비 지급)

● 현물, 현금 급여, 보장구 

대여

● 건강검진 기관 및 대상자 

관리, 기관평가

● 검진 사후관리, 만성질환 

관리

● 백세운동교실, 

건강증진센터 등 운영

● 장기요양 신청접수 및 

등급판정

● 장기요양보험 이용지원

● 급여비 적정성 심사 및 

지급, 시설 평가

●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 대상 : 케어가 필요한 상태로서 평소 살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

※ 상담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선도사업 지자체 케어 안내창구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
급여관리

건강검진,
예방 및 증진

노인장기
요양보험

2018년 까지의 보장성 강화는 모든 국민의 형평적 의료보장을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함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방향 및 추진 방향

호스피스, 완화 의료 사업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지역사회통합돌봄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비급여 해소 및 
발생차단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건강보험 편입

예비급여
(항목별)

선별급여
(약제)

신포괄
(기관별)

비급여
비급여 

관리강화

3대 비급여
(특진, 특실, 간병)

미용 성형 등

의료비상한액 
적정관리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상한 설정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의료비 지원 제도간 연계 강화

1

2
긴급 위기상황 
지원 강화 3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팀이 통증 등 환자의 

힘든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영적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서비스

●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 중 말기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중 일반병동

이나 외래에서 질환 담당의료진의 진료를 

받으면서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희망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대상: 말기암,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 말기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말기 만성 간경화

●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 중 말기진단을 받은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중 호스피스 서비스를 

희망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대상: 말기암

●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 중 말기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하며, 그 중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희망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대상: 말기암,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 말기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말기 만성 간경화

개념

가정형

입원형

자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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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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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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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17217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 성과물 공유와 확산을 위한

전문도서관 전시기획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전문도서관 연구정보를 활용한 전시기획

도서관의 인프라 활용

⚬ 도서관과 국가정책정보협의회의 정보자원 공유 및 활용

방안을 확충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

⚬ 새로운 채널로 도서관의 역할 확장, 전시·체험·강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정보 교류 시도

⚬협력기관 간 특색을 살린 역할분담으로 전문성 제고 

전문도서관

상호교류

연구정보 확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체험교육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지역교류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사업기획

- 주최기관별 역할정립 

- 예산, 세부계획 수립

- 연구 성과물 선정 

•국가정책협의회

- 전시 용역선정/계약

- 개막식 기획/진행

•기념품 제작/배포

•기타 필요사항

•전문가강연

- 강연자/일시/내용

- 강연 전·후 체험진행

•전시해설(주3회)

- 관련 체험교육 연계

•SNS 이벤트

- 관람인증 기념품배포

•연구현장견학

- 우주센터 가족캠프

- 원내·외 관람객 선정

•후속사업기획

- 기존 전시물활용

- 지역도서관 주최

•체험교육 일부제공

- 전문가강연(항우연)

- 교구지원(연구회)

연구성과물 모형지원
홍보협력실

교육지원
나로우주센터

•세종도서관 전시 모형 선정
•원장님 강연 전·후 캔위성 교육

•가족캠프 지원

전시 준비과정 및 진행 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1 +2 +3 +4 +5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국립세종도서관 전시

일정협의/역할분담

전시구성

행사장설치

체험교구제작

기념품/팜플렛 제작

보조인력 활용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5

국립세종도서관전시

보조인력 활용

우주센터캠프

서울도서관(순회전시)

경남대표도서관(순회전시)

연구 분야별 전시 구성

구분 주제 내용 전시방법

내부

전시

인트로.

우주로 가는 안내자

- 항공우주 연구개발의 필요성

- 세계 각국의 항공우주 연구개발 현황

-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연구개발 로드맵

패널/영상/모형

1부.

항공, 하늘을 지배하다

- 100년도 더 된 드론의 역사

- 한국의 무인기, 어디까지 왔나?

- 사람 대신 “열일”하는 드론

패널/영상/모형

+스탬프

2부.

인공위성, 지구를 기록하다

- 우주로 간 한국의 인공위성

- 궤도별 인공위성의 임무

- 생활 속 인공위성, 자율주행차의 눈:위성항법

패널/영상/모형

+스탬프

3부.

우주 주권을 향한 도전,

우주발사체

- 세계의 발사체 개발 경쟁

- 2021년 한국형발사체를 목표로

- 발사체의 심장, 엔진

패널/영상/모형

+스탬프

4부.

연구자의 방

- 항공우주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

- 2030년 희망 프로젝트, “우리는 달로 간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30년

패널/영상

+스탬프

외부전시

로 비

- 누리호, 우주인 모형

- 항공우주관련 도서 전시 

- 명예연구원증 발급기

영상/모형

+키오스크

창립30주년

기념사업준비
-

기관차원의 이벤트 발생시, 기관의 일원으로 

도서관이 기여 할 수 있는 역할모색

연구성과물

확산
-

전문도서관이 보유한 연구성과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특별전시 기획

전시효과

증진
-

평소 접하기 어려운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접근문턱을 낮추고 흥미를 유도하는 체험마련 

협력기관

상호교류
- 공동전시 운영을 통해 인력과 비용부담 완화

순회 전시 -
전시컨텐츠 활용, 지역도서관 연계 전시

(서울도서관, 경남대표도서관) 

관심유도를 위한 전시체험 프로그램 

전문도서관의 특색 있는 인력 풀 활용

① 분야별 연구개발 실무 박사님 강연, 생생한 연구현장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② 전문도서관 사서의 전시해설 “전시 읽어주는 사서” 운영

- 사서의 업무역량 및 정보서비스 기능 확대

주요 연구성과물 모형을 활용한 스탬프 릴레이 진행

⚬ 관람객이 전시물에 한 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

⚬ 스탬프 이벤트 완료 후 동일 모양의 마그넷기념품 배포

⚬ 관람객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전시 참여 

명예연구원증 발급을 통한 항공우주연구원 흥미유발

⚬ 사진촬영 및 연구적성 탐색 후 명예연구원증 발급,

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호기심 및 인지도 향상

전시 연계  캠프 프로그램

⚬ 하늘로, 우주로 가기 위한 발사대(전남 고흥소재)방문하여

1박2일 캠프 프로그램 기획 및 지원

⚬ 전시를 나로우주센터까지 확장하는 효과 기대

[국가정책정보협의회 공동전시 - 꿈과 희망을 하늘로, 우주로!]

  국가정책정보협의회 공동전시는 4월 30일(화)부터 6월 9일(일)까지 

41일간 국립세종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

  기관 창립 30주년을 맞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립중앙도서관·국가

과학기술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 평소 접하기 어려운 항공우주 연구개발

과정 및 연구 성과물을 쉽게 살펴 볼 수 있도록 기획.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관람객의 방문과 프로그램 참여로 국가연구기관

연구성과를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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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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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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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태랑인터내셔널

비블리오티카

이씨오

제5회�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전시� 부스전시�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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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블리오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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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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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2019년 9월 26일

2019년 9월 26일 

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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