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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3년 12월에 개관한 국립세종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최초 지역분관으로 정책

정보 특화도서관임. 국립세종도서관의 주요 목표는 ‘정책정보 종합센터 + 세종시  

공공도서관 겸 복합문화센터’임 

§ 국립세종도서관의 주요기능은 정부부처, 국책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의 정책기능에  

필요한 정책정보서비스 제공과 세종시민을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임

§ 국립세종도서관은 국내∙외 정책정보 개발 및 제공이라는 핵심기능을 원활하게 수행

하기 위하여 정책정보 개발에 있어서의 체계성과 실천적 전략 확보가 필수임

§ 정책정보는 정책결정자가 정책입안, 정책결정, 정책평가 등 정책 과정(policy process)

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와 연구자, 국민이 정책에 대해 알고자 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말함(최재황, 2009) 

§ 정책정보서비스는 정책당국의 정책관련 아이디어 구상 및 집행을 비롯하여 정책연구

를 위한 지식자원으로서 중요성을 지니며, 국립세종도서관의 기본적 정체성은 정책

정보 도서관이지만 그 역할에 대한 이용자 인식이나 활용도는 낮은 실정임(윤희윤 

외, 2016) 

§ 2017년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정책정보서비스의 고도화 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여기서 추진과제로 다음의 6가지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국립중앙도서관, 2017)

§ 이에 본 연구는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략을 제안하고 이

를 통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이 정책정보 특화도서관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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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임. 첫째는,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책

정보서비스의 성과를 분석, 평가하여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서비스를 파악

하는 것이고, 둘째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립세종도서관의 추진과제로 제시한 6가지 

전략적 목표(표 Ⅰ-1)를 바탕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신규 서비스를 도출하는 것임

3대 주요 

추진과제
6대 전략적 목표 세부 내용

대한민국

정책정보의

산실

① 한국 정책정보 

수집·아카이브센터

∙ 국내 최신 및 소급 정책자료 수집력 극대화를 

통한 정책자료 확충

∙ 정책자료 수탁보존 및 확대 추진

② 하이브리드형 

정책정보 서비스 

구심체

∙ 맞춤형 정책정보서비스 개발 및 확대 제공

∙ 정책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강화 및 

교류 확대

∙ 아날로그형 자료와 디지털 정보의 융합형 

정책자료 제공

국내

정책정보

서비스의

허브와 포털

③ 정책정보 중심의 

국립전문도서관

∙ 주요 선진국, OECD, 국제기구, 대학 등에서 

생산하는 정책정보 수집력 강화

∙ 국내․외 온라인 전자자료 전략적 수집

∙ 외국 정책정보의 디지털 마이그레이션과 

아카이빙 강화

∙ 조직 및 위상 강화

④ 국내․외 정책정보에 

대한 접근·이용의 

게이트웨이

∙ 정책정보 온라인 서비스 강화

∙ 정책정보 포털 전 부처 행정 업무망 확대구축

∙ 이용자 친화형 서비스제공

국내․외
정책정보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⑤ 정책 연구 및 관련 

활동의 거점

∙ 정책연구 및 정책자료 이용을 위한 공간 

서비스 강화

∙ 분야별 공직자-연구자간 교류의 장 마련

⑥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확대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운영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 확대

∙ 국외기관 및 국제기구와 교류협력 추진

[자료] 국립중앙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국립중앙도서관, 2017, p.209)

<표 Ⅰ-1> 국가정책정보서비스 고도화 전략(추진과제 및 전략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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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 방법, 적용이론

(1) 연구의 내용

§ 국내․외 정책정보서비스의 현황 및 환경 분석

- 국립세종도서관의 대내외 환경변화 분석(SWOT 분석)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변화 및 정책특화 도서관의 역할 분석

§ 국내․외 정책정보서비스의 사례 분석

- 국내 정책기관의 정책정보서비스 사례 분석(약 20개 이상의 서비스 분석)

- 국외 정책기관의 정책정보서비스 사례 분석(미국, 영국, 유럽, 호주 등 주요 국가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책정보 서비스에 대한 문헌 및 사례조사)

- 국내․외 주요 정부 기관, 도서관 등의 특화서비스에 대한 문헌 및 사례 조사

§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 현황 및 성과 분석

- 이용통계데이터 및 이용자 설문조사를 활용한 서비스 성과의 정량적 분석

- 이용자 면담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서비스 성과의 정성적 분석

§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 이해관계자 분석

- 서비스 제공자의 제공과정에서의 조직적 맥락 분석 

-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과정에서의 사회·문화적 맥락 분석

§ 중장기적 정책정보서비스 신규 사업 제안 및 활성화 방안 제안  

- 6대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서비스 포트폴리오 제시

- 향후 지속 가능한 정책정보서비스 제시 및 우선순위 설정

(2) 연구의 방법

§ 문헌조사 및 국내․외 관련 기관 웹사이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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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신문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국내․외 정책정보제공 기관을 중심으로 웹사이트 분석

§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통계데이터 분석

§ 이용자 설문조사

- 설문대상자: 각 정부 부처 및 국책 연구기관 이용자

- 설문  형식: 온라인 설문지 개발 후 이용자 이메일 주소로 배포

- 목표 응답자 수: 약 300명

- 조사 내용: 이용자 정책정보 이용행태(예, 정보요구, 정보탐색 방법, 선호 정보원,  

정보원 선정 기준 등) 및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인식(예, 서비스 이용  

여부, 만족도, 이용 및 비이용 요인, 개선점 등)

- 응답자 사례방안: 응답자 중 60명을 추첨하여 1만원 상당의 상품권 증정

§ 이용자 면담조사

- 면담 대상자: 정부 부처 이용자, 국책 연구기관 이용자(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 및 비이용자 모두 포함)

- 면담 형식: 대면 또는 전화를 통한 면담(약 30∼40분간 실시)

- 목표 면담자 수: 20∼25명

- 조사 내용: 정책정보 이용 맥락, 선호 정보원,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 서비스 보완 

방향 및 신규 서비스 요소 등

- 면담자 사례방안: 면담 참여자 전원에게는 3만원 상당의 상품권 증정

§ 국립세종도서관 내부직원 대상 포커스 그룹 면담조사

- 면담 대상자는 국립세종도서관 내부직원 

- 포커스 그룹 면담은 약 60분~120분씩 5회 실시

§ 전문가 자문회의

- 1차 자문회의는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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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자문회의는 연구진이 도출한 신규 사업 및 기존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 

목적

(3) 연구의 적용이론

§ 정책정보이용자의 정보이용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엥게스트롬(Engeström)의 

활동체계모형(Activity System Model)을 적용함

§ 활동 이론(activity theory)은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틀로써 심리학 분야와 교육학 분야에서 주로 적용되는 분석  

도구임(박지영, 박성재, 2017)

§ 활동체계모형은 7개의 요소(주체, 객체, 도구, 규칙, 커뮤니티, 역할, 성과)로 

구성되며 활동의 동기에서부터 활동의 결과와 최종성과까지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소를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정보이용자 

행태분석에 적합한 이론이라고 판단됨 

§ 또한 정책정보이용자의 정보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네 가지의 모순(contradiction)

을 분석함으로써 서비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정책정보서비스의   

방안 마련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자 함

   - 일차적인 모순(primary contradiction): 7개 구성요소 중에서 하나의 요소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 

   - 이차적인 모순(secondary contradiction): 모형 외부로부터 새로운 요소가 

투입되었을 때 활동체계 내부에서 발생되는 요소들 간의 갈등

   - 삼차적인 모순(tertiary contradiction): 좀 더 발전된 동기와 목표를 가진 

활동이 제안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

   - 사차적인 모순(quaternary contradiction): 하나의 중심 활동과 그 이웃하는 

활동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 활동 이론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정책정보이용자 면담지는 활동 이론의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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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게스트롬(Engeström)의 활동체계모형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음. 그 모형은 

<그림 Ⅰ-1>과 같음

<그림 Ⅰ-1> Engeström의 활동체계 모형(Activity System Model)

3.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

§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 업무 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최적화된 서비스 개발 도모

§ 정책정보서비스 이용자와의 면담을 통한 서비스 이용행태 이해

§ 단기 및 중∙장기 추진과제의 제시에 따른 단계별 서비스 개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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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대효과

§ 중장기 정책정보서비스 연구과제에 대한 구체적 신규 사업 적용으로 정책 특화 

도서관 기반 조성

§ 현재 제공되는 다양한 정책정보서비스를 전문가, 정책기관 및 정책회원으로부터 

평가받아 추후 수요자 만족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

§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의 이용 실태 및 현황 파악을 통한 포지셔닝 및 

전략 수립의 기반 마련

§ 국내․외 정책정보 유통의 허브로써 국립세종도서관의 위상 강화

§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의 심층적 이용행태 및 시나리오 분석

§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개편 및 고도화 사업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Ⅱ.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2.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의 환경 분석

3. 국내 정책정보서비스의 사례분석

4. 국외 정책정보서비스의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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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에 대한 선행연구, 

환경 분석, 그리고 국∙내외 유사 정책정보서비스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1. 선행연구

§ 2005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정책정보서비스 운영에 관한 세미나 보고서(국립 

중앙도서관, 2005)가 발간된 이후, 정책정보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문헌  

정보학 분야 교수와 실무진들에 의해 다양한 주제 방면에서 수행됨

§ 김명희(2005)는 정책정보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해 정책정보 실무준비위원회    

구성, 정책정보서비스 시범기관 지정, 정책정보자료 기관대출 제도 운영, 각   

부처별 전담사서제 운영을 제안하였고, 정책정보서비스로 상용 데이터베이스  

무료 제공, 상용 데이터베이스 원문자료 E-mail 발송, 소장문헌 제공서비스 지원, 

정부부처 자료실에 메일링 서비스, 공직자 맞춤정보 서비스, 국립중앙도서관   

구축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를 주장하였음 

§ 박은봉(2007)은 학술발표 자료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 발전 

방안으로 중앙관(국립중앙도서관)과 정부기관 자료실 간 협력네트워크 강화,   

정책정보포털시스템 구축, 그리고 국제기구 간행물, 외국 정부간행물, 국제회의

자료, 연구보고서, 통계자료 등의 해외 정책정보 중점수집 등을 주장함

§ 홍현진과 노영희(2008)는 국내외 정책정보서비스 제공기관을 비교 분석한 후, 

정책정보 지원조직의 필요성, 구성,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전담사서제 설치,  

정책정보 제공기관 및 사이트에 대한 총체적 링크서비스 제공 등을 주장함

§ 최재황(2009)은 국립디지털 도서관의 정책정보 포털 협력망 구축을 위한 기초 

Ⅱ.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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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을 위하여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정부부처 홈페이지를 조사한 후 정보

담당관실과의 협력방안과 정부부처 자료실과의 협력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함

§ 곽승진 외(2011)는 국립세종도서관의 건립에 따른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국립세종도서관의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장서개발 

계획을 제안함

§ 이명희(2013)는 국내의 교육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정책당국, 전문   

연구기관과 전문사이트의 10개 웹사이트를 선정하여 내용분석법의 방법으로  

이들이 제공하는 주요 정책정보의 종류, 분류체계, 검색시스템의 정보검색 기능 

등을 중심으로 분석함. 비교 분석한 결과, 제시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표준화된 

교육정책정보 분류체계 개발, 교육정책정보원의 메타데이터 표준화와 검색시스템

의 편의성 제고, 정책당국 밀착형 맞춤서비스 제공, 분야별 정책정보 전문센터 

운영, 정책분야 간 협력체제 구축을 개선점으로 제안함

§ 조영주(2014)는 학술발표 자료를 통해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의 향후 

발전방안으로 정책정보 수집 경로의 다양화와 가공을 통한 풍부한 콘텐츠 확충, 

정책정보협력망의 지속적 구축을 통한 정책정보 공유 및 서비스 활성화, 정책  

분야 전문가 인력풀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지속적 관리, 정책정보포털(당시 policy.

dibrary.net) 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납본부수 2부→3부, 행정자료실의 사서배치기준 마련 등) 등을 주장함

§ 노영희와 박양하(2014)는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분류체계를 제안

함.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BRM분류체계분석, 문헌분석, 정책정보제공 사이트 

분류체계분석, 분류전문가논의과정, 정책정보수요자대상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정책정보자료의 실제적 구축을 통한 경험적 검증과정을 거침. 최종적으로 BRM 

분류체계를 수정․보완하여, 정책정보관련 정보자원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분류  

체계를 제안함

§ 노영희와 심재윤(2014)은 정책정보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정보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 이용행태를 분석함. 분석 결과, 정책정보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정책정보서비스와의 연계∙협력, 지속적인 보완 및 관련 자료의 확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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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연구자 및 대학원생 수준의 정책정보서비스와 일반이용자 수준의 서비스

로 이원화하여 수준별 서비스 제공, 그리고 홍보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연구

결과로 제시함

§ 곽승진, 노영희, 김동석(2015)은 정책정보 이용자의 수요 및 요구조사와 맞춤형 

서비스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이용자 맞춤형 정책정보서비스 모형을 개발함.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 맞춤형 정책정보서비스가 제공해야 할 세부적인 서비스를 

정보검색 및 자료제공서비스, 참고정보서비스, 정책정보 네트워크 서비스, 도서관 

마케팅서비스, 개인화 서비스 등으로 제안함

§ 곽승진, 노영희, 강정아(2015)는 정책정보자원의 협력적 구축방안을 제안하였고, 

협력형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정책정보 전문

사서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함

§ 노영희, 곽승진, 강정아(2015)는 각종 정책정보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와 노하우,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정책정보 멘토링서비스 운영모형을   

개발함. 정책정보 멘토링서비스 운영모형을 인적 구성요소와 내용적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있는데, 인적구성요소로는 멘토, 멘티, 결연관리자, 슈퍼바이저

를, 내용적 구성요소로는 정책정보멘토링 주제분야, 프로그램, 세부활동 내용 등

을 제안함

§ 노영희 외(2015)는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수요자의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정

보멘토링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을 도출함. 이를 위해 

정책정보멘토링 서비스의 참여대상자가 될 정책관련 관계부처 공무원, 정책연구소 

연구원, 정책정보서비스 실무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함

§ 최재황과 (주)아르고넷(2015)는 국내외 정책정보서비스 및 참고정보원의 현황조사 

및 콘텐츠 발굴을 시도하였고, 당시 운영 중인 정책정보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및 발전방안을 제시함(국립세종도서관, 2015b) 

§ 노영희(2016)는 정책관련 전문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정책정보 전문사서에게 요구

되는 자질, 자격, 직무 등을 도출하여 제안함

§ 윤희윤, 장덕현(2016)은 국립세종도서관이 정책정보 중심의 특화도서관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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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을 기반으로 현실적 존재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비전과 

핵심가치, 전략적 목표 및 기능수행, 핵심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조직 및 인력

구성, 모체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 역할분담, 공동사업 추진 및 

교류협력)을 제시함으로써 조직의 안정과 발전, 내적 핵심역량 강화, 그리고   

국가 및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는 논거를 제시함

§ 윤희윤, 오선경, 성정희(2016)은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체성이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현실에 주목하여 이해집단(정부부처 공무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세종

시민, 국립세종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 정체성과 역할, 각종 서비스의 

이용률 및 만족도, 정책정보 및 정책정보서비스의 필요성과 이용, 전략적 및   

중점적 추진과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함. 이를 바탕으로 이해집단의 국립 

세종도서관 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정보서비스 의존도 제고를 위한 인력확충과 

조직 확대, 국내외 정책정보 수집전략, 국가정책정보서비스 강화방안을 제안함

§ 윤희윤, 오선경, 김신영(2018)은 정책정보 생산자인 동시에 수요자인 국가정책

정보협의회(NAPI)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정보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정책자료 

대량기증 수요 등을 조사, 분석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 수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함. 정책정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국립세종도서관의 과제로 정책

정보 특화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정책정보서비스 기능의 확대 및 신속화, 

NAPI 회원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외국 정책정보 수집력 강화를 추가로 제시함

§ 이들 연구를 종합하면, 키워드는 크게 협력, 시스템, 콘텐츠, 서비스, 인력, 홍보,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구분됨 

- 정책정보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정부기관 자료실 및 국외 유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어야 함

- 검색 시스템을 포함한 정책정보포털 시스템의 성능향상이 필요함

- 정책정보의 디지털화를 포함하여 국내∙외 정책정보의 수집을 강화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모색해야 함

- 밀착형 맞춤서비스 및 개인화 서비스 강화를 포함하여 이용자별, 수준별, 역할별 

차별화된 정책정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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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정보포털 전담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정책정보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해야 함

- 홍보 강화가 중요함

-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2.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의 환경 분석

§ 인류는 지금까지 세 차례의 ‘산업혁명’을 경험하였음. 제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 증기기관 기술혁명을 통해 시작된 것으로 기계생산을 가능케 했으며, 제2차  

산업혁명은 20세기 초 전화, 자동차 등의 전기 동력 기술을 기반으로 대량생산을  

가능케 했으며, 제3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을 통한 정보화, 자동화 시대

를 가능케 했음

§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인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융합되는 기술적인 혁명으로 정의되고 있음. 

제4차 산업혁명은 기존 영역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기술융합을 통해 나타나는 지능화

된 사회 변화를 의미하며, 초연결성(hyper-connected), 초지능화(hyper-intelligent), 

맞춤화(customized) 등이 주요한 특징임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는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로봇기술(Robotics),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증강현실

(AR: Augmented Reality) 등이 있음

§ 빅데이터의 분석 기술은 정보의 추론, 예측,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였고, 그 판단의 

정확성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음. 한 예로, 대형 슈퍼마켓 Target은 임산부 

고객의 쇼핑 습관을 데이터 마이닝한 결과, 출산을 전후하여 새로운 단골 고객을  

만들어 내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이에 대한 Forbes의 기사는 <그림 Ⅱ-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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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Target은 10대 소녀의 임신 사실을 어떻게 

그녀의 아빠보다 먼저 알게 되었을까?

§ 도서관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여 이용자 정보서비스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이용자 생성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사물 인터넷, 증강현실

을 적용한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인공지능 기반 참고정보서비스 및 자료 관리 등

이 그 예임

§ 정책정보서비스에 있어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관련 교육 및 세미나

를 개최하고, 이러한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온라인 정책정보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기술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있으며, 

오프라인 정책정보서비스에서는 로봇기술, 사물 인터넷, 증강현실 등이 있음

§ 공공정보 개방·공유 및 정부운영 패러다임(정부 3.0) 변화, 글로벌 OA(Open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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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에 따라 보다 폭 넓은 정보자원의 유형에 대한 능동적인 수집을 통해 통합적  

정보자원 관리가 필요함

§ 국립세종도서관이 갖는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국립세종도서관의 강점은 국내 유일의 정책정보 특화도서관이라는 점이며, 2018년 

12월 기준 208개 기관으로 구성된 국가정책정보협의회와의 상호협력은 가장 큰 

장점임. 타 유사 정책정보서비스 기관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주요 선진국, OECD, 

국제기구 등의 정책정보 수집 업무는 국립세종도서관의 고유 영역이 되기도 함. 

국립세종도서관은 또한 정책정보서비스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 축적과 본관의  

디지털화 경험을 가지고 있음

§ 정책정보 특화도서관이라는 정체성과 인식이 부족함. 또한, 정책정보서비스의  

업무가 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기획과)과 국립세종도서관(정책자료과)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정책정보서비스를 활성화 시키는데 있어 가능 큰 방해물

이 되고 있음. 수집해야 하는 정책자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자료 확보 

방안 부재, 그리고, 홍보 및 운영 인력부족은 앞으로 국립세종도서관이 해결해야 

할 주요 약점임

§ 국립세종도서관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특수성으로 정보공유시너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음. 주요 행정부처마다 별도의 자료실이 존재하며 타겟 이용자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기회의 요인이 됨. 국내 최대 국외   

정책정보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판이 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실제 및 가상공간에서의 도서관의 역할 증대 및 지식공유 플랫폼의 확산은 정책

정보서비스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됨

§ 유사 정책정보 제공시스템의 산재와 이들의 영역확대는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

정보포털이 가지는 위협요소임. 2020년 세종시립도서관의 건립은 국립세종도서관

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회인 반면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되는 위협요인이 되기

도 함. 국립세종도서관 대내외 환경에 대한 SWOT 분석 내용은 <그림 Ⅱ-2>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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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국립세종도서관 대내외 환경에 대한 SWOT 분석

§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포털(POINT) 서비스는 포털 단계의 네 단계 중 세 

번째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포털 발전의 단계는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음. 처음 단계는 서비스의 품질이

며, 이 단계에서는 사용자를 유도하여 적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해야 함.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고객기반 마련의 단계는 두 번째 단계이며, 대인 상호  

작용을 통한 ‘사용자 유지’ 단계는 세 번째 단계임.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통한 유사 포털과의 차별성 단계임. 국립세종도서관의 POINT는 

대인 상호작용이 중요한 세 번째 ‘사용자 유지’ 단계로 판단됨 

§ POINT는 대인 상호작용을 보완하여 사용자의 확대 및 유지가 중요하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혁신과 차별성’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 <그림 

Ⅱ-3>은 포털의 발전 단계와 POINT의 현 위치를 도식화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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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포털의 발전 단계와 POINT

3. 국내 정책정보서비스의 사례 분석

§ 국내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온-나라 정책연구 프리즘

(PRISM),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포털,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의 정부24, 국회도서관의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 

국회입법조사처(NARS)의 정책정보, 국가기록원의 국가기록 포털,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의 국가정책연구포털,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 교육부의 교육정보 

디지털도서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국가과학 

기술정보서비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 법제처

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의 국민재난안전포털,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 

정보포털 등이며 이들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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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의 온-나라 정책연구 프리즘(PRISM)

가. 서비스 개요
§ URL : http://www.prism.go.kr

§ 온-나라 정책연구 프리즘(이하 프리즘(PRISM: Policy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Management)은 정부의 정책연구 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연구보고서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여러 기관의 정책연구를 투명하고 효율적

으로 관리하여 예산을 아끼고 연구품질과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프리즘은 그 운영과 정책연구정보의 수집․관리․공개와   

관련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 정책연구의 관리>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정책연구의 

관리>의 적용을 받음

나. 주요 콘텐츠 및 서비스
§ 프리즘에서 제공하는 주요 콘텐츠는 정책연구정보와 정책연구 입찰정보로 구분

할 수 있음. 정책연구정보는 정책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완료연구과제와 진행 

연구과제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음. 정책연구 입찰정보는 ‘나라장터’에서 공고 

및 입찰 중인 연구과제를 기관별로 확인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체 검색, 우수정책연구, 주제별 검색, 기관별 검색, 최근 완료된 연구과제,   

많이 본 연구과제로 구분된 검색도구와 맞춤 연구정보, RSS서비스, 정책연구  

검색정보 제공(오픈API)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2)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포털

가. 서비스 개요
§ URL : https://www.da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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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임. 이를 통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파일데이터, 오픈API, 시각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함

§ 공공데이터포털의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의 협력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공데이터포털과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음

§ 포털의 운영을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등록 등 제공기반 조성과 관련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하고 있음 

나. 주요 콘텐츠 및 서비스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콘텐츠는 파일데이터, 오픈API, 데이터

시각화, 메타정보, 개방현황, 활용현황, 기타 정보 등임

§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 중인 공공데이터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이용 가능  

하며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은 데이터의 경우 제공 신청을 통해 이용

할 수 있음

§ 콘텐츠 분류체계는 크게 ‘국가중점데이터’와 ‘데이터카테고리’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음. 국가중점데이터는 국민,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고가치, 

고수요 데이터를 선정하여 48개 분야로 분류한 것이며, 데이터 범주는 이용자들이 

쉽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주제를 16개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음

(3)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가. 서비스 개요
§ URL: http://www.korea.kr

§ 정책브리핑은 각 부처의 보도자료, 정책뉴스, 해명자료, 전문자료, 전문가칼럼, 

정책백과사전 등의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뉴스 포털사이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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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28일부로 서비스 개편을 시행하여 기존 9개로 구분되어 있던   

대메뉴를 5개로 통합하여 변경하였음

§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메뉴는 ‘뉴스’, ‘기획&특집’, ’정책DB’, ‘대한민국정부소개’, 

‘위클리공감’임

나. 주요 콘텐츠 및 서비스
§ 정책브리핑에서 제공하는 주요 콘텐츠는 정책뉴스와 보도자료, 해명자료, 정책 

관련 사진 및 영상, 전문가 기고/칼럼, 정책백과사전, 전문자료, 정책정보지,   

기타 웹 텍스트 등의 기타 정보로 구분할 수 있음

§ 정책백과사전인 ‘정책위키’는 주요 정책들을 쉽게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관련 내용과 참고자료를 제공함. 또한 정책DB의 전문자료는 

정책자료, 동향자료, 연구자료, 참고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음. 전문자료는 대통령

업무보고, 정책보고서, 정책홍보자료, 지침/규정, 연감/백서 등의 정책자료, 통계/

지표, 동향분석 등의 동향자료, 여론조사, 연구보고서 등의 연구자료, 업무편람, 

칼럼/기고/논평, 매뉴얼, 교육/강의 등의 참고자료를 제공함

§ 그 외 매주 토요일에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통해 구독신청자에 여러 가지 정책 

소식들을 전해주며, 한 주간의 이슈가 됐던 정책정보를 제공함

(4) 행정안전부의 정부24

가. 서비스 개요
§ URL : http://www.gov.kr

§ 대한민국의 모든 수혜서비스, 민원업무, 정책·정보 등 24시간 365일 온라인에서 한 

번의 방문으로 안내받고 열람·신청·발급 할 수 있는 통합 정부서비스임

§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고 PC,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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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콘텐츠 및 서비스
§ 제공하는 콘텐츠는 정보서비스, 민원서비스, 정책정보서비스로 구분됨

§ 정부서비스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12개로 

분류하여, 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 민원서비스는 행정기관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열람·신청·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정책·정보서비스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정부기관들의 주요   

소식 및 정책정보, 운영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임. 정책뉴스 47,402건, 연구

보고서 2,880건, 간행물 50,448건, 기타 정책자료 2,757건을 제공함(2018. 12. 21

일 기준). 첨부된 원문을 열람 및 다운로드하거나 링크를 통해 원문을 제공하는 타 

사이트로 이동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PC와 동일하게 첨부된 원문을 열람 및 다운로드하거나 

링크를 통해 원문을 제공하는 타 사이트로 이동하여 이용할 수 있음 

(5) 국회도서관의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

가. 서비스 개요
§ URL : http://clik.nanet.go.kr

§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은 전국 지방의회의 의정자료를 국회·국회

도서관의 입법정보와 더불어 한 곳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한 대한민국 

의정자료 포털 서비스임

§ 지방의회 의안 및 회의록 등 각 지방의회의 의정자료와 정책자료에 대한 통합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국회 의안정보 및 회의록, 국회전자도서관·입법지식서비스 등을  

공유하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자료 등을 수집·제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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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콘텐츠 및 서비스
§ 통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중 정책정보 관련 콘텐츠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자료, 정부·공공기관의 정책·업무자료, 각종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등 ‘지방정책정보’와 

‘국회도서관입법지식서비스’가 있음

§ 그 밖에 국회 및 지방의회의 회의록, 의안정보, 법률정보, 지방의회 의원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함. 또한 국회도서관과 연계되어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음

§ 의정자료 외에 국회전자도서관, 입법지식서비스,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등 국회  

도서관과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6) 국회입법조사처(NARS)의 정책정보

가. 서비스 개요
§ URL : http://www.nars.go.kr

§ 추진근거 : 국회법 제22조의3(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ARS)는 입법 및 정책

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함

§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중립적,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및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함 

나. 주요 콘텐츠 및 서비스
§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연구보고서, 학술지, 세미나․간담회

자료, 조사처알림지, 정책연구용역자료, 기타자료로 구분됨

§ 연구보고서는 입법 활동과 관련된 이슈와 논점, 지표로 보는 이슈,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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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영향분석보고서, 입법정책보고서, 국정감사관련보고서 등이 포함되며 다운로드가 

가능한 원문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e-book형태로 바로보기도 가능함

§ NARS에서 제공하는 최신 소식을 메일로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메일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7) 국가기록원의 국가기록 포털

가. 서비스 개요
§ URL: http://www.archives.go.kr

§ 추진근거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의 30년 이상 보존 가치를 지닌 기록물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민간 및 해외 소재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 기록물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존·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대전·부산·광주 등 

전국적인 열람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온라인 콘텐츠 및 포털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기록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나. 주요 콘텐츠 및 서비스
§ 국가기록원 포털에서는 국가기록원이 관리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록정보콘텐츠가 개발되어 서비스되고 있음

§ 기록물에는 일반 문서류와 시청각류, 행정 박물류, 간행물류, 민간기록물, 구술기록, 

해외기록물 등이 포함됨

§ 또한 사회적 관심이나 열람 요청이 많은 기록물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의 특성·주제·시대 등에 따라 묶어서 기록물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 제공하는 기록물콘텐츠는 유형별, 이용자그룹별, 국정분야 주제별 콘텐츠로 구분하여 

서비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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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은 일반문서 81,134,967권, 도면 15,2361,345권, 카드 8,070,

088권, 시청각 5,548,501점, 행정박물 83,691점, 간행물 345,330권, 행정정보데이

터세트 9,223,949건, 웹기록 14,448,213건임(2018. 9.30.기준, 2017국가기록백서)

(8)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국가정책연구포털

가. 서비스 개요
§ URL: https://www.nkis.re.kr

§ 추진근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 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

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함

§ 국가정책 연구 포털인 NKIS(National Knowledge Information System)는 연구회 

및 23개의 소관 연구기관과 3개의 부설기관에서 생산하는 연구성과물을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임

나. 주요 콘텐츠 및 서비스
§ 제공하는 콘텐츠는 표준분류체계별 연구성과물을 제공하는 ‘연구성과’, 연구기관

의 과제 공고 현황 및 정책동향을 제공하는 ‘국책연구동향’, 구축된 연구성과물

의 현황을 수치 및 그래프로 제공하는 ‘통계서비스’ 등이 있음

§ 197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연구보고서 30,465건, 정책연구자료 4,272건,  

세미나자료 2,124건, 정기간행물 17,087종을 소장하고 있으며(2018.12.25.기준) 

종합일반을 포함한 16개의 표준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고 주제별 검색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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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

가. 서비스 개요
§ URL: http://www.nsdi.go.kr

§ 국가공간정보포털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온나라 부동산 포털, 공간정보 오픈플랫

폼 등으로 분산되어 제공되던 공간정보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임

§ 국가공간정보포털의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운영을 전담하고 있음

나. 주요 콘텐츠 및 서비스
§ 국가공간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콘텐츠는 국내외 공간정보에 관한 표준, 정책∙

표준∙유통자료 및 공간정보 관련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학술 및 연구자료 등을  

제공함

§ 또한 지도에서 유통관련 데이터셋 정보, 채용정보, 비행안전구역 등의 정보를 지도 

서비스, 부동산중개업 조회서비스, 부동산개발업 조회서비스를 제공함

§ 그 외에 국가공간정보 LOD서비스, Open API 서비스, 오픈마켓 서비스, 공간정보 

관련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10) 교육부의 교육정보디지털도서관

가. 서비스 개요
§ URL: https://library.moe.go.kr

§ 교육정보디지털도서관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자료실에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로, 교육부 발간자료와 교육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 연구보고서 및 온라인자료 

등을 수집하여 제공함으로서 정책결정과 실행을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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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지역의 

교육청 자료실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나. 주요 콘텐츠 및 서비스
§ 교육정보디지털도서관에서는 기관별, 자료유형별, 수록매체별 검색기능 외에   

디렉토리 서비스를 통해 교육과정, 대학입시, 인적자원개발, 주요 업무계획 및 

통계, 국회질의답변, 정책연구과제, 해외출장 및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등의 주제별 검색서비스를 제공함

§ 웹자원 검색 기능을 통해 교육부, 유관기관의 원문자료 통합검색과 웹DB, 타기관 

지식정보포털에 대한 메타검색서비스를 제공함

(11)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가. 서비스 개요
§ URL: http://edpolicy.kedi.re.kr

§ 교육정책네트워크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 유관기관 간의 교육정책 관련 공동

연구, 정보공유 및 교육정책의 수립, 추진지원을 위한 협력체제임

§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는 이들 협의체와 관련해 산재되어 있는 각종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교육현안 및 정책 연구 결과, 동향 등에 

대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의 홈페이지 관리 및 교육정보 DB 구축 등 운영과 관련

된 사항은 한국교육개발원 내 교육정책네트워크 사업단에서 수행하고 있음

나. 주요 콘텐츠 및 서비스
§ 교육정보디지털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주요 콘텐츠는 교육동향, 정책동향, 입법  

동향, 법령정보 등의 국내외 교육정보자료와 교육정책토론회 및 컨설팅보고서, 

온라인저널인 교육정책포럼, 국내외 현안보고서 및 현장지원연구보고서 등을  

서비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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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가. 서비스 개요
§ URL: http://www.keris.or.kr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유치원부터 초ㆍ중ㆍ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과 학술

연구 분야의 정보화와 관련된 연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조사·수집하고 교육정보 제공체제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 콘텐츠 및 서비스
§ 홈페이지의 교육학술 자료실에서는 연구보고서, 사업보고서, 교육 자료 등 자체 발간 

자료에 대한 원문, 초록, 목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정보화 백서, 해외교육

동향, 연차보고서 등의 정기간행물도 제공하고 있음

§ 주요 서비스로는 초중등 교육정보, 학술연구정보화, 교육행정정보화 등을 위해 에듀

넷·티-클리어,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지방교육 재정알리미 등 23개의 다양한 정보화

서비스와 6개의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1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가. 서비스 개요
§ URL: http://www.kice.re.kr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며 각종 

교육평가를 연구∙시행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국가 교육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 연구·개발, 교육 

평가 연구 개발과 장기 발전 방안 연구, 교수·학습 관련 연구 개발, 교과용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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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검·인정 업무, 각종 국가고사 출제·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연구보고서와 정기간행물, 교육과정DB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주요 콘텐츠 및 서비스
§ 원내 연구진에 의해 수행된 연구보고서를 교육과정, 교수ㆍ학습, 교육평가, 교과서 

연구, 기타교육정책, 전신기관(국립교육평가원, 1992-1997)으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음

§ 정기간행물은 교육광장, 교육과정평가연구, 연차보고서, 연구리포트, Position 

Paper, 우수보고서 시리즈, 국제교육동향, KICE 뉴스레터, KICE 연구ㆍ정책  

브리프가 제공되고 있음. PDF와 E-Book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음

§ 또한 교육부와 공동으로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를 운영하여 국내외 교육

과정정보, 국내 지역 및 학교의 교유과정정보 등을 제공함 

(1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가. 서비스 개요
§ URL: http://www.krivet.re.k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

ation & Training)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교육훈련-고용의   

연계를 주도하는 글로벌 직업능력개발 정책연구기관’이라는 비전하에, 국가 인재

개발과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책 연구, 자격제도,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 국가공인 민간자격 관리 및 운영, 직업·

진로정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수행함

나. 주요 콘텐츠 및 서비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는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정책이슈자료, 정기

간행물, 학술행사자료, 기타 자료 등을 서비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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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패널연구자료로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자료와 인적자본기업패널 조사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그 외에 인재개발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종합정보망(NHRD-Net), 진로 

심리검사, 진로상담(온라인), 직업·학과정보, 진로동영상, 진로교육자료 등의 서비스

를 제공하는 커리어넷, 민간자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1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가. 서비스 개요
§ URL: https://www.ntis.go.kr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는 사업, 과제, 인력, 연구시설·장비, 성과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 포털 서비스임

§ 부처별(기관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는 국가R&D 사업 관련 정보와 과학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활용해 국가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 생산성 향상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 콘텐츠 및 서비스
§ 제공되는 주요 콘텐츠 및 서비스는 국가R&D 전주기보기, 국가R&D 통합공고 과학

기술통계, R&D데이터, 분석클라우드, 연구생태계맵, 과학데이터활용지원, 정책ㆍ  

기술동향, 이슈로 보는 R&D, 기업지원 R&D정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조사∙연구

보고서, 지방과학기술연감 등이 있음

(1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가. 서비스 개요
§ URL: https://www.kistep.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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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

uation and Planning)은 국가과학기술 기획, 기술예측, 수준조사, 전략의 수립, 국가 

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 및 예산의 조정, 배분을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시스템 

개선과 실효성을 제고하며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함

§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됨

나. 주요 콘텐츠 및 서비스
§ 제공되는 주요 콘텐츠는 연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연구자료, 매뉴얼, 사례집 등이 

있으며 미래예측, 정책기획, 사업조정, 성과확산, 조사·평가, 예비타당성으로 분류  

되어 제공되고 있음

§ 그 외에 이슈 위클리, 통계자료, KISTEP InI, ARP저널, 기술동향브리프 등을 제공

하고 있음

(17)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

가. 서비스 개요
§ URL: http://kosis.kr

§ 국가통계포털(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은 국내·국제·북한의 

주요 통계를 한 곳에 모아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하는 One-Stop 통계 서비스임

나. 주요 콘텐츠 및 서비스
§ 16개의 주제별로 검색이 가능한 주제별통계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  

기관, 공사/공단, 연구기관협회/조합 등으로 검색이 가능한 기관별통계, e-지방지표, 

국제통계, 북한통계, 대상별∙이슈별통계, 통계 시각화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음

§ 그 밖에 연보, 조사보고서, 매뉴얼, 편람, 동향자료 등을 서비스하고 있음

§ RSS서비스, 오픈API, 모바일웹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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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 서비스 개요
§ URL: http://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현역법령 및 그 연혁,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등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임

나. 주요 콘텐츠 및 서비스
§ 주요 서비스는 법령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검색서비스, 판례, 법령의 별표․서식 

검색 서비스, 특정 법령에서 참조하고 있는 다른 법령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법령링크서비스, 오픈API를 통한 법령정보 공동활용 서비스, 모바일 앱 서비스, 법령

용어사전서비스 등을 제공함

(19) 행정안전부의 국민재난안전포털

가. 서비스 개요
§ URL: http://www.safekorea.go.kr

§ 국민재난안전포털은 대국민 재난정보의 일관되고 통합적인 제공을 위해 기존  

국가재난정보센터, 재난심리 상담정보센터, 재난훈련시스템을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나. 주요 콘텐츠 및 서비스
§ 주요 콘텐츠는 재난예방대비, 민방위, 풍수해보험, 재난심리상담, 재난현황, 참여와 

통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민방위대피소 정보, 

재난 심리상담 정보 등의 대민서비스 분야, 특정대상관리시설물 점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등의 업무지원 분야, 재난훈련관리, 사유재산피해 신고, 복구진도 등록 등

의 민간협력업무 분야로 나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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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

가. 서비스 개요
§ URL: http://health.cdc.go.kr

§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학회와 협력하여 일반인들에게 과학

적으로 검증된 건강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서비스임

§ 국민에게 올바른 의학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포털에 수록된 정보는 

저작권준수와 비영리목적인 경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콘텐츠를   

제공함

나. 주요 콘텐츠 및 서비스
§ 제공되는 정보는 건강/질병, 증상/증후, 약품/식품, 장애/재활 정보와 요양기관, 

응급의료기관, 진료비, 의료기관 평가결과 등의 의료기관 정보, 보건교육자료 등

을 서비스하고 있음 

§ 국내 사례에서의 시사점은 첫째, 홈페이지 외에도 최소 2개 이상의 SNS를 운영

하여 다양한 접근 경로 및 홍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둘째, 콘텐츠의 주제 

범주를 간단하게 구성하고 제공자 관점 외에 이용자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선택

할 수 있는 주제를 제공하고 있음. 셋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질의하거나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어 이용자

의 요구나 불편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임

4. 국외 정책정보서비스의 사례분석

§ 국외 정책정보서비스의 사례분석은 미국의 경우 미국 정부정보 포털 USA.gov, 

미국 국립인쇄소(GPO), DATA.gov, 민간영역의 GovSpot을, 영국과 호주의 경우

는 이 나라들의 대표적인 정부정보 포털인 영국 정부정보 포털(www.gov.uk)과 

호주 정부정보 포털(www.australia.gov.au)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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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가. 미국 정부정보 포털 USA.gov 
§ URL: www.usa.gov

§ 미연방정부의 공식적인 웹 포털은 USA.gov임. USA.gov의 사명은 ‘적시에 필요

로 하는 정부정보와 서비스를 만들고 조직하는 일이며, 언제 어디서나 개인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www.usa.gov/history-of-website)

§ 인터넷이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던 1998년에 연방정부 포털사

이트로 WebGov라는 시스템이 구상됨. 그러나 WebGov는 부처 간 갈등 및 예산

의 부족으로 구체적인 성과 없이 유명무실한 상태가 됨. 그러던 중에 클린턴 대통령

은 1999년 12월 7일 ‘Electronic Government’에 대한 대통령 지침(Presidential 

Memo)을 통해 연방정부정보 통합포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임

§ 2000년 6월 역사상 처음 시행한 인터넷 연설을 통해 클린턴은 90일 이내에   

모든 정부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인 FirstGov를 구축할 계획을 발표. 

WebGov의 실패를 교훈 삼아, 미 총무처(GSA: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FirstGov를 구축하고 2000년 9월 22일부터 서비스

를 시작함

§ FirstGov가 단기간에 구축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 검색 분야의 권위자인 브루

어(Eric Brewer) 교수가 검색시스템을 초기 3년간 미 정부에 무료로 제공한 것

이 중요한 요인이었음.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인 Brewer박사

는 주요 검색엔진 개발 회사인 Inktomi의 공동 설립자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 FirstGov에 대해 제안하고 자신이 

만든 재단인 ‘통합 검색 재단(Federal Search Foundation)’을 통해 FirstGov에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함

§ ‘퍼스트거브’는 당시 2만여 개에 이르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 웹사이트를 묶어 

사회, 과학, 경제, 의료 등의 종합정보를 시민, 기업, 정부에 온라인으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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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이 포털은 2002년 전자 정부법의 204항(Section 204 of the E-Government 

Act)을 통해 법적인 권한을 위임 받았고, 2002년부터 미국 의회로부터 연간  

예산책정을 받고 있음. 이 포털은 국민 및 공직자들이 다양한 민원 및 업무를 

위해 해당 부처 웹 사이트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시켰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음. 2007년 1월, FirstGov.gov는 공식적으로 USA.gov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됨(www.usa.gov/history-of-website). 

§ USA.gov는 정책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정부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하고, 다양한 정부정책에 대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으로서, 이용자가 정부의 정책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USA.gov의 주요 봉사 대상은 미국 시민이지만, 통계에 의하면 방문자의 약 25% 

정도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접속하고 있음(https://en.wikipedia.org/wiki/USA.

gov)

§ 메인 홈페이지에서는 17가지 범주에 대한 정부정보 제공(그림 Ⅱ-4)

- ‘미국에 대해서’, ‘급여·보조금·대출’, ‘소비자 이슈’, ‘장애인 서비스’, ‘재난과 

비상사태’, ‘지구와 환경’, ‘교육’, ‘모든 관공서와 선출 공직자’, ‘건강’, ‘주택’, 

‘직업과 실업’, ‘법과 법률적 이슈’, ‘군대와 참전용사’, ‘돈과 쇼핑’, ‘소규모   

사업’, ‘여행과 이민’, ‘투표와 선거’ 

§ <표 Ⅱ-1>과 <표 Ⅱ-2>는 ‘FirstGov’ 출범을 소개하는 국내 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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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USA.gov’에서 제공하는 17가지 범주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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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온라인 정보 통합” (매일경제 2000. 06. 25)

2만개 웹사이트 하나로 묶어...세계 최대규모

<워싱턴＝김상협특파원> 세계최대의 웹사이트가 등장한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연방정부에 관한 모든 온라인 정보를 하나의 웹  

사이트로 통합한 `퍼스트가브.가브(firstgov.gov)'를 90일 내로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무려 2만여 개의 정부 관련 웹사이트를 ‘원 스톱 방문’체제로 묶게 되는 이 프로젝트는 5000

억 달러의 정부보조금과 계약 사업에 관한 정보를 단일 웹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민주당 선거자금 모금행사차 로스엔젤레스를 방문한 클린턴대통령은 이날 ‘웹(web)연설’을 

통해 "이 웹사이트가 완성되면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용한 웹페이지 집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정부(e-government)'의 실현을 공약으로 삼아온 클린턴 대통령은 "국민들이 창업에  

관한 중요정보나 사회보장 혜택 등등을 알고자 할 경우 이 사이트는 하루24시간, 일주일   

내내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웹사이트가 공식 활동에 들어가게 되면 수천억달러 규모의 미국 정부 조달시

장에 관한 획기적 정보검색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이밖에도 연금, 주택, 자동차, 투자 등에  

관한 세계최대의 `재테크 웹사이트'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웹사이트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잉크토미(Inktomi)의 수석과학자이자 인터넷 기업가인 

에릭 브루어(Ｅric Ｂrewer)에 의해 주도됐는데 일반 ＰＣ의 가격으로 슈퍼컴퓨터 수준의  

연산능력을 발휘토록 하는 신기술을 창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를 주관한 비영리 민간단체인 정부업무개선위원회(ＣＥＧ)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 5만 달러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 Ⅱ-1> ‘퍼스트거브(FirstGov)’ 출범 언론기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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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자정부 새 시대 열다...정보-민원업무 원스톱서비스 (동아일보 2000. 09. 24)

미국 연방정부의 인터넷 웹사이트 2만개를 손쉽게 검색,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단번에 찾을 

수 있는 ‘전자 정부’가 22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미 정부가 하는 일에 궁금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개설된 공식포털사이트

(www.firstgov.gov)를 방문하면 페드서치(FedSearch)라는 검색 엔진을 통해 관심 있는 분야

의 자료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실리콘 밸리의 인터넷 회사인 잉크토미사가 개발한 페드서치는 5억 쪽의 웹 페이지를 불과 

0.25초에 검색할 수 있는 강력한 파워를 자랑한다.

때문에 일단 이 웹사이트를 통하면 다른 웹사이트를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이 없이 원스톱으로 

미 정부에 관한 모든 인터넷상의 정보를 검색하고 필요한 용무를 볼 수 있다는 것. 이 웹  

사이트에 연결돼 있는 각종 자료의 분량은 2700만 쪽에 이른다.

예컨대 정부조달 입찰, 학자금 융자 및 국립공원 시설 이용 신청, 사회보장 혜택의 검색,   

각종 서식의 다운로드 등이 모두 가능하다. 또 의회도서관 자료를 뒤지는 것에서부터 미   

항공우주국(NASA)의 임무를 파악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또 검색엔진을 통하지 않고 △농업과 식량 △예술과 문화 △사업과 경제 △공동 관심사

(어린이 장애인 노인 문제 등) △소비자 서비스와 안전 △환경과 에너지 △학업과 직업    

△금전과 세금 △레크리에이션과 여행 △미국의 대외관계(국방 무역 이민) 등 관심 분야의 

토픽을 클릭해가면서 관련 사이트를 찾을 수도 있다.

웹사이트의 관리책임자인 데이비드 바람은 “연방정부의 포털사이트에선 휴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 첨단 사이트는 정보시대에 걸맞은 정부를 국민에게 보여준다”며   

“정보 기술의 발달로 정부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주화의 구현과   

국민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더욱 용이해졌다”고 평가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3개월 전

에 ‘인터넷정부’의 출범을 예고했다. 이 웹사이트를 개발한 잉크토미사의 수석 연구원 에릭 

부루어는 지난해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 클린턴 대통령과 불과 몇 분 정도 

이야기할 기회를 얻어 인터넷 정부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이 연방정부와 사업을 하기 위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이용자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자들  

에게 편리함은 제공하되 불필요한 프라이버시 침해 시비는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이다.

<표 Ⅱ-2> ‘퍼스트거브(FirstGov)’ 출범 언론기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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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 국립인쇄소(GPO) 
§ URL: www.gpo.gov

§ 미국의 정부간행물 인쇄국(GPO: Government Printing Office)은 미국 국무부

와 다른 연방기관의 공식 출판물을 발간, 배포하는 기관이며, 미국 국민들의   

정부 활동 정보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됨

§ 1860년 6월 23일 의회 합동 결의안 25에 의해 창설 된 GPO는 1861년 3월   

4일 350명의 직원으로 업무를 시작. 1972년 절정기에는 최고 8,500명까지   

직원을 고용한 적도 있음. GPO는 미국 시민들에게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생산 방법을 통해 진본의 안전한 정부 문서와 출판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려  

노력함. 

§ GPO의 과거 주요 서비스 사례는 아래와 같음

   - 1980년대: Federal Depository Library Program(FDLP) 참여 도서관에   

플로피 디스크(floppy disk)와 CD-ROM 배부. BBS(Bulletin Board System)

를 통한 전자정보제공

   - 1994년: GPO 자료를 WAIS(Wide Area Information Service)를 통해 인터넷

에서 제공

   - 1995년: GPO Access(당시 www.gpoaccess.gov)를 통해 웹 환경에서 정보

제공 시작

§ GPO는 최근 디지털 통신의 증가와 출판 기술의 발달로 인쇄 전용 운영(print-only 

operation)에서 융합 출판 조직(integrated publishing organization)으로 간소화

되고 변모하고 있음. 2014년 12월 17일, 의회는 미국 정부 출판국을 재지정  

했음(www.gpo.gov/who-we-are/our-agency/history)

§ GPO의 사명은(mission)은 “공적인 연방 정부간행물의 생산, 보존, 배포에 대해 의회, 

연방 기관, 그리고 미국 시민들에게 공적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그리고 안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모토는 ‘미국의 정보 유지(Keeping America 

Informed)’임(www.gpo.gov/who-we-are/our-agency/mission-vision-and-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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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정부에서 발행한 주요 정부자료 검색이 가능하며, 정부간행물에 대한 

키워드 및 주제별로 기간을 정해서 검색 가능

§ 연방 기탁도서관 프로그램(Federal Depository Library Program)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음

§ 메인 홈페이지에서는 6개 범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그림 Ⅱ-5)

   - 정부 정보(govinfo), 연령별 미국 정부 설명(Ben’s Guide to the U.S. Government), 

미국 정부출판물 목록(Catalog of U.S. Government Publications), 정부   

북 토크(Government Book Talk), 미국 정부보고서 판매(U.S. Government 

Bookstore), 기탁 도서관의 위치 찾기(Locate a Federal Depository Library)

   

<그림 Ⅱ-5> GPO의 무료 정부정보원(www.gpo.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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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GPO 정부정보의 검색 옵션

§ 특히, 정부정보(govinfo)는 <그림 Ⅱ-6>과 같이 5가지의 방법(문서의 알파벳 

순, 범주별, 날짜별, 생산자별, 저자별)으로 정부정보의 검색이 가능

다. 미국 DATA.gov 
§ URL: www.data.gov

§ 미국의 ‘data.gov’는 연방정부의 각 소속기관들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국민 스스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서 혁신적 아이디어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구축되어 2009년에 정식 오픈

§ ‘data.gov’의 최우선 목표는 연방정부 산하 행정기관들이 생산하는 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향상시키고, 정부의 장벽을 넘어서 공공정보의 창조적 이용

을 확장하는데 있음

§ 메인 화면 상단에서는 DATA.gov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음(그림 Ⅱ-7)

   - “이곳에서 당신은 연구를 수행하고, 웹 및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데이터 시각화를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툴, 정보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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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오픈 데이터의 산실

이곳에서 당신은 연구를 수행하고, 웹 및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데이터 시각화를 디자인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툴, 정보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림 Ⅱ-7> DATA.gov의 목적

§ 2018년 12월 기준 총 301,208 데이터 셋을 제공하고 있고, 메인화면 상단에서 

통합 검색창을 제공하고 있음(그림 Ⅱ-8)

<그림 Ⅱ-8> DATA.gov의 통합검색창

<그림 Ⅱ-9> DATA.gov 메인화면의 정보제공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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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화면에서는 정책정보의 범주를 14개(농업, 기후, 소비자, 생태계, 교육, 에너지, 

금융, 건강, 지자체, 제조업, 해양, 바다, 공공안전, 과학 및 연구)로 나누어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음(그림 Ⅱ-9)

§ <표 Ⅱ-3>은 미국 ‘data.gov’에 대해 언급한 국내 신문사의 사설 기사임

[사설] 미국 data.gov 넘어설 빅데이터 전략 기대한다 (전자신문. 2012. 06. 19)

행정안전부가 범정부 빅데이터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범정부 차원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시간이 갈수록 데이터 양은 급속도로 방대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광범위한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만든다면 정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부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다면 정보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

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음은 불문가지다. 전자정부 추진과제 중 하나인 `정보자원  

관리와 이용 효율화`를 위한 핵심 과제인 셈이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 어느 부처가 어떤 데이터를 얼마만큼, 또 얼마나 고품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일상화된 프로젝트라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일 수밖에 없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국의 ‘data.gov’다. 오바마 정부가 ‘투명하고 열린 정부’라는 국정 

운영 계획에 따라 추진해온 프로젝트다. 

이미 44만5000여개의 데이터세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1264개의 정부 애플리케이션과 236개

의 민간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된 상태다. 모바일 앱도 무려 103개나 된다는 소식이다.

미 연방정부는 이미 data.gov 사례를 각 부처와 산하 기관, 지역 정부 등으로 확대하는 작업

을 하고 있고, 영국과 호주 역시 유사한 정보공유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의 빅데이터 마스터플랜이 ‘data.gov’를 뛰어넘는 플랫폼이 되길 바라는 이유다.  

그러자면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주요 지자체를 모두 포괄하는 정보 공유 플랫폼 

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의 업무프로세스재설계(BPR)와 정보전략계획(ISP)에도 

이런 큰 그림이 담기길 바란다. 

 

<표 Ⅱ-3> 미국 ‘data.gov’에 대한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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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국 GovSpot 
§ URL: www.govspot.com

§ ‘GovSpot’은 민영 기업인 ‘Start Spot Mediaworks, Inc.’사가 운영하는 정부  

정보 통합검색 포털이며, 웹상에 존재하는 유익하고도 유용한 정부정보를 제공

하고 있음. 이 회사는 이용자가 웹 정보를 빠르고 쉽게 검색하도록 돕는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웹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분야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 회사는 HomeworkSpot.com(학교 과제), BookSpot.com(도서),  

LibrarySpot.com(도서관), CinemaSpot.com(영화), PeopleSpot.com(인물),    

GenealogySpot.com(족보), ShoppingSpot.com(쇼핑 정보), GiveSpot.com(기부), 

TripSpot.com(여행), HeadlineSpot.com(뉴스기사), UniversitySpot.com(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GovSpot’(정부정보)는 그 중에 하나임

§ ‘GovSpot’은 1999년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웹에 존재하는 미국의 

정부관련 자원을 수집하여 정부정보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서 정부정보

를 검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이 사이트의 장점은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정부 

정보에 접근 가능하도록 야후 방식의 범주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과  

간단하게 통합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임 

§ ‘GovSpot’은 미국 시민, 학생, 교육자, 기업가, 공무원, 그리고 정부 정보를 얻기 

위해 웹을 탐색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상 정보센터의 역할을 하며, 정부 

웹 사이트, 정부 문서, 사실 및 통계, 뉴스, 정치 정보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음(www.govspot.com/site/about.htm)

§ ‘GovSpot’은 초당적인 정부정보 포털로서 유용한 정부정보를 온라인에서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 임. 이곳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모두 무료이고, 편집 팀이 품질, 

콘텐츠, 유용성을 기준으로 직접 선정한(hand-selected) 최고의 정부 정보만을 

제공. ‘GovSpot.com’은 2014년 타임지 선정 베스트 웹 사이트 50에 선정되기

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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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vSpot’은 정부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며, 국립공원에 관한   

정보에서 의회 결과 자료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음. 민간 

기업에 의해 이런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정부정보의 간편한 

검색에 대한 일정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물론, 이윤 추구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므로 광고나 스폰서 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음. 메인 페이지의 범주는 ‘뉴스’, ‘도서관’, ‘사회 서비스’, 

‘군 및 사회안전 관련’, ‘금융’, ‘과학/여행’,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 등임 

(그림 Ⅱ-10)

<그림 Ⅱ-10> ‘GovSpot’의 정책정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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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의 정부정보 포털

§ URL: www.gov.uk

§ 영국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통합검색 제공

§ 처음에는 ‘direct.gov’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나, 영국 국민들에게 

디지털 서비스와 공공부분의 서비스를 위해 2012년 ‘gov.uk’로 변경

§ 2018년 12월 기준 25개의 부서(ministerial departments)와 385개 공공기관  

(other agencies and public bodies)의 웹사이트가 ‘gov.uk’에서 서비스되며,  

여기에서는 정책, 공지사항, 출판물, 통계 등의 다양한 정보가 포함됨(그림 Ⅱ-11)

<그림 Ⅱ-11> 25개 부서와 385개 공공기관에 대한 서비스 표시

§ 메인 홈페이지에서는 통합검색 창을 제공하고 있음(그림 Ⅱ-12)

<그림 Ⅱ-12> 통합검색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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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는 정책정보를 16개 범주의 주제로 나누어 서비스 제공

(그림 Ⅱ-13)

   - ‘급여’, ‘출생, 사망, 혼인, 돌봄’, ‘사업 및 자영업’, ‘육아’, ‘시민권 및 영국생활’, 

‘범죄, 정의, 법’, ‘장애인’, ‘운전 및 운송’, ‘교육 및 학습’, ‘고용’, ‘환경과   

야외생활’, ‘주택 및 지역서비스’, ‘금융 및 세금’, ‘여권, 여행, 해외 체류’, ‘비자 

및 이민’, ‘일, 직업, 연금’

<그림 Ⅱ-13>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16개의 정책정보 범

§ 제공되는 정책정보에 대한 유용성(Is this page useful?)과 오류(Is there anything 

wrong with this page?)에 대한 의견조사를 하고 있음(그림 Ⅱ-14)

<그림 Ⅱ-14> 피드백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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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의 정부정보 포털

§ URL: www.australia.gov.au

§ 호주 정부의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식 게이트웨이 사이트

§ 총 900여 개의 호주정부 웹사이트의 정보 및 서비스로의 링크 제공

§ ‘australia.gov.au’에서 제공되는 자료들은 대부분 하이퍼텍스트 기법으로 외부  

사이트와 연결되어 제공. 900여 개의 호주정부 웹 사이트에 대한 통합검색 서비스

를 제공하며 산재된 정보들을 이용자가 한 곳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지원

<그림 Ⅱ-15> ‘australia.gov.au’의 15개 주제 범주

[출처: http://www.australia.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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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화면에서는 총 15개의 주제 분류를 통해 각 주제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

하며, 15개 주제에 대한 통합 검색도 함께 제공(그림 Ⅱ-15)

   - ‘급여 및 급여외 보상’, ‘비지니스 및 산업’, ‘문화와 예술’, ‘교육과 훈련’,   

‘환경’, ‘가족과 사회’, ‘건강’, ‘이민과 비자’, ‘IT와 통신’, ‘직업과 직장’, ‘돈과 

세금’, ‘여권과 여행’, ‘공공안전과 법’, ‘보안과 방어’, ‘운송 및 지역’, ‘알파벳 

순 정부서비스’

§ 해외사례에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미국 정부정보 포털 USA.gov의 성공 요인은 FirstGov의 성공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 요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됨. 첫째는 최고 결정권자의   

확고한 의지와 지원이 있었다는 점임. FirstGov의 전신인 WebGov의 경우 훨씬 

더 많은 예산, 인력, 그리고 시간의 투입에도 결국 가시적인 성과도 내지 못했던 

반면 FirstGov는 90일이라는 짧은 마감시간에 실제적인 서비스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때문이었음. 둘째, 

브루어(Eric Brewer) 교수에 의한 최신 검색엔진의 무상기증임. 만약 검색엔진

을 새로 개발해야 했다면 기간 내에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발 완료를 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시될 만큼 검색엔진의 외부도입은 중요한  

성공요인이라 할 수 있음. 셋째는 90일 내에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는 인위적인 상황임. FirstGov는 짧은 마감시간이라는 통제적인 상황이 있었고, 

또 그 마감시간을 정한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기간 내에 시스템을 완성

시킬 수 있는 요인이었음

§ 미국의 GovSpot은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정부정보 포털임. 주 서비스 대상은 

학생, 교육자, 기업가, 공무원 등 정부정보를 찾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고 있으며, 

웹에 존재하는 정부관련 자원을 수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임. 이 포털

이 시사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이며, 실제

로 2014년에는 타임지 선정 베스트 웹 사이트 50에 선정되기도 했음. 1999년 

이래 지금까지 민간 기업에 의해 이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정보

의 간편 검색에 대한 일정 수요가 국민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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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영국 및 호주 정부정보 포털에서의 시사점을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메인

화면과 주제범주를 간단히 하여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주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단순화 시켰다는 점이며 둘째, 이들 국가의 정부정보 포털은 각 정부

부처 사이트를 쉽게 찾아들어 갈 수 있게 하는 통합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충실

히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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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장에서는 국립세종도서관이 제공하는 모든 정책정보서비스를 업무 프로세스 

중심으로 분석한 후, 그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제시하였음

§ 제공하는 정책정보서비스는 학술지 목차메일링 서비스, 정책동향 정보제공, G- 

Zone서비스, 정책정보 종합목록, 정책정보 협력망 상호대차 서비스, 기관대출 

서비스, 공직자 대상 세종 아카데미 <움>,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국외 학술 

전자책 One-Stop 서비스,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 정책자료실 및 정책연구실, 

정책정보원 서비스임

1. 정책정보서비스의 개요

(1)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는 국립세종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이 구독 중인 최신 

학술지의 목차를 주기적으로 메일링 서비스하여 정책회원이 정책분야의 연구  

흐름을 파악하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임

§ 그 업무 흐름은 <그림 Ⅲ-1>과 같음

Ⅲ.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의 

개요 및 수행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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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업무 흐름도

(2) 정책동향 정보제공

§ 정책동향 정보제공 서비스는 ‘최신정책동향’,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POINT 

큐레이션’을 포함함 

§ 최신정책동향 서비스는 국내외 정부,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 정책관련 기관의  

최신 온라인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 즉, 국내 정부 및 연구기관을 비롯하여   

노르웨이, 독일,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 정책기관이 공개하는 온라인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제공하며, 국외자료의 경우 표제와 요약문을 한글로 

번역하여 서비스 제공

§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서비스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 Business Reference 

Model) 17개 분야 68개 영역별 정책 관련 자료 및 참고정보원들을 모아 자료 

유형별로 가이드와 해당 콘텐츠를 제공함. 자료 유형은 일반도서, 학술지/학술기

사, 사전/편람, 보고서/회의자료, 국제기구자료, 외국정부간행물, 통계/법령자료, 

Web DB, 관련 사이트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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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NT 큐레이션 서비스는 하나의 정책 키워드를 중심으로 많은 정보 속에서 

공직자에게 유용한 콘텐츠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임. 정책보고서, 동영상, 

기사, 도서 등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온라인 자료 위주로 소개하고 있음

(3) G-Zone 서비스

§ G-Zone 서비스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정책 관련 자료

를 모아 원문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임

§ 그 업무 흐름은 <그림 Ⅲ-2>와 같음

<그림 Ⅲ-2> G-Zone 서비스 업무 흐름도

(4) 정책정보 종합목록

§ 정책정보 종합목록은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이 제공한 정책 자료의 서지

정보 및 원문 자료에 대한 통합검색 서비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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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업무 흐름은 <그림 Ⅲ-3>과 같음

<그림 Ⅲ-3> 정책정보 종합목록 업무 흐름도

(5) 정책정보 협력망 상호대차 서비스

§ 정책정보 협력망 상호대차 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소속 도서관에   

없을 경우, 협약을 맺은 다른 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장 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임

§ 그 업무 흐름은 <그림 Ⅲ-4>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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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정책정보 협력망 상호대차 서비스 업무 흐름도

(6) 기관대출 서비스

§ 기관대출 서비스는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국립세종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한해 법적 증거물, 전시목적 등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대출해 주는 서비스임

§ 그 업무 흐름은 <그림 Ⅲ-5>와 같음

<그림 Ⅲ-5> 기관대출 서비스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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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직자 대상 세종아카데미 <움>

§ 공직자 대상 세종아카데미 <움>은 공직자의 업무역량 강화, 부처 간 소통,   삶

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임

§ 그 업무 흐름은 <그림 Ⅲ-6>과 같음

<그림 Ⅲ-6> 공직자 대상 세종아카데미 <움> 업무 흐름도

(8)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는 다양한 주제의 신간 및 교양 도서를 순환 대출(‘정책

기관 순회대출’)해 주며, 인문학 강연 등 고품질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 

(‘인문학 강연 지원’)해 주는 서비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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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업무 흐름은 <그림 Ⅲ-7>과 같음

<그림 Ⅲ-7>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업무 흐름도

(9) 국외 학술 전자책 One-Stop 서비스

§ 국외 학술 전자책 One-Stop서비스는 정책회원이 정책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국외 학술 전자책을 신청하면 바로 구입하여 24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서비스임

§ 그 업무 흐름은 <그림 Ⅲ-8>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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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국외 학술전자책 One-Stop 서비스 업무 흐름도

(10)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

§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양질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정책 활동의 지원과 수립을 돕는 서비스임

§ 그 업무 흐름은 <그림 Ⅲ-9>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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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9>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 업무 흐름도

(11) 정책자료실 및 정책연구실

§ 정책자료실 및 정책연구실은 국내·외 정책 관련 자료 등을 (‘정책자료실’에서) 

열람하고, 조사·연구 공간(‘정책연구실’)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임

§ 그 업무 흐름은 <그림 Ⅲ-10>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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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0> 정책연구실 제공 업무 흐름도

(12) 정책정보원 서비스(Web DB 포함)

§ 정책정보원 서비스는 Web DB(국내 학술 DB 189개, 국외 학술 DB 49개, 기관 

DB 26개), 정책기관 링크, 통계∙법령∙규격정보, 용어∙약어 사전, 기관 웹진(총 26

개 기관)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임

§ 국내/국외 학술 DB는 국립세종도서관의 구독 DB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DB를 

포함 건수임(2018년 12월 기준)

§ 국내/국외 학술 DB는 POINT뿐만 아니라 국립세종도서관 홈페이지(자료이용> 

Web DB)에서도 동일하게 이용가능하며, 정책회원에 한정된 서비스는 아님

§ Web DB 제공 업무의 흐름은 <그림 Ⅲ-1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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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1> Web DB 서비스 업무 흐름도

§ 앞에서 살펴본 12개 정책정보 서비스의 이용 현황은 <표 Ⅲ-1>과 같음

구        분 2015 2016 2017 2018 계

정책정보 종합목록 346,685건 175,561건 224,138건 163,358건 909,742건

정책정보 콘텐츠 33,795건 15,121건 17,387건 13,766건 80,069

학술지 목차 메일 발송
5,154명

/132,939건
2,230명

/177,597건
2,400명

/217,897건
2,506명

/161,237건
12,290명

/689,670건

공직자 대상 
세종아카데미<움>

183회
/5,597명

107회
/5,874명

85회
/3,980명

68회
/3,675명

443회
/19,126명

찾아가는 정책아카데미 
강좌 지원

3건 8건 12건 20건 43건

정책기관 순회대출
5관

/1,000책
10관

/2,000책
13관

/2,600책
20관

/5,000책
48관

/10,600책

정책자료 대출
37,711명

/228,712책
26,563명

/179,952책
30,071명

/220,314책
31,669명

/232,273책
127,096명
/863,518책

정책정보도우미 -
60명
/71건

93명
/198건

64명
/110건

217명
/379건

원문복사 자료대출 -
복사41, 대출37

/78건
복사70, 대출38

/108건
복사11, 대출57

/68건
복사122, 대출132

/285건

<표 Ⅲ-1> 정책정보서비스 관련 통계 [제공: 국립세종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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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 개요 및 과정

(1) 목표 

§ 본 설문조사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공직자(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연구원, 사서를 포함한 이용자 정책정보 

이용행태 분석

§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인지 및 이용 여부 분석

§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도 및 유용도 평가

§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행태 분석 

§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개선사항 및 신규서비스 요소 식별

(2) 조사방법 및 절차

§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수행하였으며, 서베이몽키(ko.surveymonkey.com)를 통해 

온라인 설문지를 개발하였음(부록 2 참고)

§ 설문조사 대상은 정책정보 이용자이며, 본 조사에서는 국립세종도서관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대상자(8,800명),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세종도서관 정책

회원 가입 시 메일 수신 동의회원(3,500명)에게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설문초대

장을 발송하였음. 설문 초대장은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대상자와 정책회원 

간의 중복을 제외한 9,146명에게 발송하였음

§ 개별 이메일을 통한 설문초대장 발송 외에도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202

개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 요청하였으며, 정책정보포털에도 팝업창을 통해 

설문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였음(그림 Ⅲ-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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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2> 설문조사를 위한 POINT 팝업창 내용 

 

§ 설문조사는 2018년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으며, 이메일을  

통한 설문초대장은 15일과 22일에 각 1회씩 총 2회 발송하였음 

§ 설문 응답자는 총 422명이었으나 자료 분석은 부분 응답을 제외한 331명의   

응답을 대상으로 하였음

3. 설문지 구성

(1) 설문항목

§ 설문지는 <표 Ⅲ-2>와 같이 총 5개 항목, 총 24문항(인구통계학적 특성, 정책

정보 이용행태,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인지 및 이용 여부, 국립세종  

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 경험, 활용도 파악 및 유용성 평가, 면담참여 의향 

등)으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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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 응답자의 응답에 따라 적절한 건너뛰기 기능을 적용하여, 개별 응답자가 

응답하는 설문 문항의 수는 최소 17개부터 최대 24개로 구성하였음. 즉, 국립 

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 인지 및 이용 여부에 대한 응답에 따라 제시되는 

문항을 다르게 설계하였음

구분 항목 조사내용 문항수 계

1장 응답자 배경정보
성별, 연령, 직업, 소속부처/기관, 담당 업무,   

관련 주제 분야
7

24

2장 정책정보 이용행태 

정책정보 유형별 이용수준, 정책정보 입수경로, 

국내·외 온라인 정책정보서비스 활용도 및 주요

특징 분석

6

3장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인지 

및 이용 여부

정책정보서비스 인지 및 이용 여부, 비이용    

이유, 향후 이용의향 분석
3

4장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도 

및  유용도 

정책정보서비스 유형별(11가지) 이용도 및 

유용도 평가 분석
2

5장
국립세종도서관 정책 

정보서비스 이용행태

최근 6개월 이내 서비스 이용 경험, 서비스 이용 

경로, 입수정보 활용방법
3

6장

국립세종도서관 정책 

정보서비스 개선사항 

및 신규서비스 요소

정책정보서비스 개선사항 및 신규서비스 의견 1

7 마무리 면담 참여의향, 면담요청 연락처 2

<표 Ⅲ-2> 설문지 구성 및 문항 수

(2) 분석방법

§ 기술통계(빈도, 평균, 표준편차)를 활용한 응답자 배경정보, 정책정보 이용행태,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인지 및 이용 여부,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 

서비스 이용 경험 등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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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리통계(t검정, 변량분석)를 활용한 응답자 직업(공직자, 연구원, 사서)에 따른 

정책정보 이용행태,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인지 및 이용행태, 이용도 

및 유용도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음

§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에 대한 상대적 이용도 및 유용도 인식 분석은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분석기법을 응용하여 적용함. 다시  

말해,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상대적인 이용도와 

유용도를 비교·분석하여 서비스의 우선순위와 권장하고 개선해야 할 서비스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구체적으로 이용도 및 유용도 평균값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다음의 사분면으로 구분하였음(표 Ⅲ-3)

제2사분면 제1사분면

집중영역 유지영역

제3사분면 제4사분면

저순위영역 과잉영역

<표 Ⅲ-3> 이용도 및 유용도 평균값에 따른 영역 구분

§ 제1사분면은 이용도와 유용도가 모두 높은 분야로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는 영역

을 의미함

§ 제2사분면은 유용도는 높으나 이용도가 낮은 영역으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문임. 즉,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부분임

§ 제3사분면은 이용도나 유용도가 모두 낮은 영역으로 현재 이상의 노력이 불필요한 

상태의 영역을 의미함. 즉, 추가적인 자원을 투입할 필요성이 낮은 부분임

§ 제4사분면은 유용도는 낮으나 이용도가 높은 영역으로 서비스가 과잉되어 있는 

부문임. 즉, 투입되는 노력을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는 전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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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문결과 분석

(1) 응답자 배경 정보

§ 성별은 남성 139명(42.0%), 여성 192명(58.0%)으로 여성의 비율이 조금 높은 

편임(표 Ⅲ-4)

§ 연령대별 분포는 20대 52명(15.7%), 30대 155명(46.8%), 40대 94명(28.4%), 

50대 28명 (8.5%), 60대 이상 2명(0.5%)으로, 30대 및 40대가 전체의 75.2%

를 차지함

§ 직업은 공직자가 189명(57.1%)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연구원 78명

(23.6%), 사서 56명(16.9%), 기타 8명(2.4%)임. 기타 직업군에는 공무원 퇴직자, 

인턴, 군인, 연구원 소속 행정 사무원 등이 포함됨

§ 응답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부처의 수는 약 130여개(각종 정부 부처, 연구원, 

시청, 교육청, 대법원, 대검찰청 등 포함)임

§ 응답자의 담당 업무 경력은 1년 이상-5년 미만이 134명(40.5%)으로 가장 많았

으며, 다음으로 5년 이상-10년 미만이 67명(20.2%), 1년 미만이 49명(14.8%), 

10년 이상-15년 미만이 43명(13.0%) 등의 순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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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범주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성 139 42.0

여성 192 58.0

연령

20대 52 15.7

30대 155 46.8

40대 94 28.4

50대 28 8.5

60대 이상 2 0.6

직업

공직자 189 57.1

연구원 78 23.6

사서 56 16.9

기타 8 2.4

담당 업무 경력 

1년 미만 49 14.8

1년 이상 – 5년 미만 134 40.5

5년 이상 – 10년 미만 67 20.2

10년 이상 – 15년 미만 43 13.0

15년 이상 – 20년 미만 9 2.7

20년 이상 29 8.8

담당 업무

(복수응답)

정책연구 67 20.2

정책입안지원 23 6.9

정책개발 43 13.0

정책분석 26 7.9

정책평가 12 3.6

정책정보 수집 및 관리 63 19.0

담당분야 사업운영 123 37.2

통계연구(통계분석) 27 8.2

출판 및 홍보 17 5.1

현황분석 및 평가 41 12.4

기타 77 23.3

관련 주제 분야

(복수응답)

공공질서/안전 28 8.5

교통/물류 18 5.4

농림/축산 15 4.5

사회복지 40 12.1

재정/세제/금융 20 6.0

해양수산 15 4.5

과학기술 54 16.3

국방 9 2.7

문화체육관광 55 16.6

산업/통상/중소기업 33 10.0

통신 12 3.6

환경 32 9.7

교육 53 16.0

국토개발 19 5.7

보건 32 9.7

일반공공행정 61 18.4

통일/외교 13 3.9

기타 35 10.6

<표 Ⅲ-4> 응답자 배경정보 (N=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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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답자 정책정보 이용행태

§ 응답자가 자주 이용하는 정책정보의 유형은 연구보고서(M=3.63, SD=1.04)이며, 

다음으로 학술(연구)논문(M=3.58, SD=1.07), 일반도서(단행본, 전자책 포함)(M

=3.54, SD=0.95), 통계자료(M=3.52, SD=1.01), 법령자료(M=3.50, SD=1.11) 

등의 순임(표 Ⅲ-5)

유형 평균† 표준편차
이용빈도 

순위

연구보고서 3.63 1.04 1

학술(연구)논문 3.58 1.07 2

일반도서(단행본, 전자책 포함) 3.54 0.95 3

통계자료 3.52 1.01 4

법령자료 3.50 1.11 5

Web DB(학술지, 학술기사, 전자저널 등) 3.35 1.13 6

사업계획자료(문서, 전략적 계획, 발전계획 등) 3.29 1.04 7

동향보고서 3.25 1.01 8

회의·세미나(워크숍)·토론자료 3.16 1.04 9

기타 관련 웹사이트(블로그, 웹진 등) 3.14 1.06 10

유관기관 및 관련학회 사이트 3.10 0.98 11

각종 백서·연감(연보)·편람(매뉴얼) 3.03 0.99 12

예결산자료 2.83 1.06 13

국외 정부기관 발간자료(정부간행물 등) 2.83 1.04 13

국제기구 발간자료 2.79 1.03 15

† 1=전혀 이용하지 않음, 2=자주 이용하지 않음, 3=보통, 4=자주 이용, 5= 매우 자주 이용

<표 Ⅲ-5> 정책정보 유형별 이용수준

§ 정책정보는 일반 포털사이트(네이버, 구글 등)를 통한 입수(206명, 62.2%)가  

가장 빈번하며, 다음으로 정책정보 사이트(프리즘, 정책브리핑 등)(165명, 49.8%), 

본인/사무실 소장자료(155명, 46.8%), 소속기관 도서관/지식정보실(113명, 34.1

%), 학회/세미나/전시회(108명, 32.6%) 등의 순이었음(표 Ⅲ-6)

§ 정책정보 입수를 위한 기타(8명, 2.4%) 경로에는 해외 정부사이트/IBFD, 국회 

도서관, 정부 부처 웹사이트, 해외 컨설팅 업체로부터 구매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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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빈도 비율
입수경로

순위

일반 포털사이트(네이버, 구글 등) 206 62.2 1

정책정보 사이트

(프리즘, 정책브리핑 등)
165 49.8 2

본인/사무실 소장자료 155 46.8 3

소속기관 도서관/지식정보실 113 34.1 4

학회, 세미나, 전시회 108 32.6 5

외부 정보서비스 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원 등)
87 26.3 6

국립세종도서관 62 18.7 7

동료 집단 57 17.2 8

관련 전문가 56 16.9 9

SNS 서비스 20 6 10

출판사 및 서점 20 6 11

기타 8 2.4 12

<표 Ⅲ-6> 정책정보 입수경로

§ 응답자가 인식하는 국내 정책정보 서비스의 유용도를 조사한 결과(표 Ⅲ-7),  

행정안전부의 프리즘이 가장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국립세종도서관

의 정책정보포털(POINT)의 순이었음. 그렇지만 프리즘이나 POINT의 유용도  

평균은 각각 2.78, 2.72에 불과하여, 국내 정책정보서비스의 유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유형 평균† 표준
편차

‘잘 모름’ 
비율 (%)

유용도
순위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 2.78 1.65 21.8 1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포털 포인트

(POINT)
2.72 1.64 22.1 2

국회도서관의 정책정보 2.66 1.63 22.1 3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포털 2.61 1.58 21.1 4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52 1.61 23.0 5

국회입법조사처(NARS)의 정책정보 2.17 1.64 31.4 6

국가기록원의 나라기록 포털 2.11 1.56 31.4 7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국가정책연구포털 

(NKIS)
1.87 1.63 38.7 8

교육부의 교육정보디지털도서관 1.60 1.56 44.7 9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1.59 1.57 44.4 10

서울시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정책정보서비스

(SFAC)
1.41 1.51 48.6 11

<표 Ⅲ-7> 국내 정책정보 서비스 유용도

† 1=전혀 유용하지 않음, 2=유용하지 않음, 3=보통, 4=유용, 5=매우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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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가 인식하는 유용도가 높은 국내 정책정보 서비스의 특징을 조사한 결과, 

신뢰성, 정확성, 편의성, 최신성, 전문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표 Ⅲ-8). 기타 

특징으로는 인터페이스, 자료의 포괄성, 구체성, 접근성 등이 언급되었음

특징 빈도 비율

신뢰성 197 59.5

정확성 172 52.0

최신성 148 44.7

편의성 160 48.3

전문성 132 39.9

기타 4 1.2

<표 Ⅲ-8> 유용도 높은 국내 정책정보 서비스 특징

§ 응답자가 인식하는 해외 정책정보 서비스의 유용도를 조사한 결과(표 Ⅲ-9),  

USA.gov, DATA.gov, 미국 국립 문서기록 관리청 등의 순으로 제시되었으나, 

유용도 평균이 2점 이하로 절대적인 유용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유형 평균†
표준

편차

‘잘 모름’ 

비율 (%)

유용도

순위

미국 정부 정보 포털 USA.gov 1.68 1.76 48.3 1

미국 DATA.gov (데이터 공유 플랫폼) 1.35 1.68 57.1 2

미국 국립 문서기록 관리청(NARA) 1.21 1.58 59.8 3

영국 정부 정보 포털 1.21 1.61 60.1 3

영국 공공데이터 포털 1.17 1.54 60.1 5

미국 국립 인쇄소(GPO) 1.07 1.50 62.5 6

미국 Gov Spot 

(생활에 필요한 정부 정보 제공)
1.02 1.43 63.1 7

영국 국가기록원 1.02 1.43 63.1 7

호주 정부 정보 포털 1.01 1.45 63.4 9

호주 GOV.AU 0.95 1.39 65.3 10

† 1=전혀 유용하지 않음, 2=유용하지 않음, 3=보통, 4=유용, 5=매우 유용

<표 Ⅲ-9> 해외 정책정보 서비스 유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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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가 인식하는 유용도가 높은 해외 정책정보 서비스의 특징을 조사한 결과, 

신뢰성, 정확성, 편의성, 최신성, 전문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표 Ⅲ-10). 기타 

특징으로는 간결성, 접근성 등이 언급되었음

특징 빈도 비율

신뢰성 166 50.2

정확성 130 39.3

최신성 118 35.6

편의성 119 36.0

전문성 103 31.1

이용 경험 없음 14 4.2

기타 3 0.9

<표 Ⅲ-10> 유용도 높은 해외 정책정보 서비스 특징

(3) 응답자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행태

§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인지 및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N=331)의 158명(47.7%)은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

답하였음. 또한 116명(35.0%)은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으나 이용한 적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57명(17.2%)는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표 Ⅲ-11)

인지 및 이용 여부 빈도 비율

알고 있으며 이용한 적 있음 158 47.7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음 116 35.0

잘 모름 57 17.2

합계 331 100

<표 Ⅲ-11>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인지 및 이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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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를 인지하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는 응답자(N=1

16)를 대상으로 비이용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이용 방법을 모름(52명, 15.7%), 

이용할 필요성이 없음(47명, 14.2%), 이용할 시간이 없음(32명, 9.7%), 자료의 

부족(7명, 2.1%) 등의 순이었음(표 Ⅲ-12)

§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기타 의견으로는 1) 국립세종

도서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함, 2) 다른 경로로 정보를 얻는 것이 더 익숙

해서 새로운 경로를 탐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함/이미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먼저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음/익숙하지 않음, 3) 알고는 있으나 시간을 

내서 이용하게 되지 않음, 4) 어느 수준까지 정책정보를 제공해주는지 잘 모름, 

5) 주로 최신동향 자료 등을 급하게 요청하여야 하는데 신속하게 회신을 주는지 

의문임 등이 있었음

비이용 이유 빈도 비율

이용 방법을 모름 52 15.7

이용할 시간이 없음 32 9.7

이용할 필요성이 없음 47 14.2

자료의 부족 7 2.1

기타 6 1.8

<표 Ⅲ-12> (비 이용자)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비이용 이유(N=116)

§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용자(N=57) 가운데 

대부분(50명, 87.7%)은 향후 국립세종 정책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음(표 Ⅲ-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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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향 빈도 비율

매우 그렇다 22 38.6

그렇다 28 49.1

보통이다 5 8.8

그렇지 않다 2 3.5

전혀 그렇지 않다 0 0

합계 57 100

<표 Ⅲ-13> (미 인지 이용자)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의향(N=57)

(4) 응답자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도 및 유용도 인식

§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자 즉, 인지하고 있으며 이용한 적이 있는 

응답자(N=158)를 대상으로 서비스 유형별 이용도 및 유용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음. 그 결과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정책동향 정보제공, 정부간행물 

원문정보 제공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이용도 및 유용도가 높은 편임(표 Ⅲ-14)

§ 모든 서비스가 유용도에 비해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서비스로는 국외 학술 전자책 One-Stop 서비스, 정책정보 협력망 상호대차   

서비스, 기관 대출 서비스, 공직자 대상 세종 아카데미 <움> 등이 대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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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유형
이용도 

평균†
표준 

편차

이용도 

순위

유용도

평균‡

표준

편차

유용도 

순위
(유용도 

-이용도)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3.70 0.85 1 4.01 0.85 1 0.31

정책동향 정보제공 3.16 0.84 2 3.76 0.89 2 0.60

정부간행물 원문정보 제공서비스  

지존(G-Zone) 서비스)
2.84 1.08 3 3.54 1.17 3 0.70

국외 학술 전자책 One-Stop 서비스 2.42 1.03 8 3.39 1.23 4 0.97

정책정보 종합목록 서비스 2.67 1.02 5 3.37 1.15 5 0.70

정책정보 협력망 상호대차 서비스 2.42 1.05 8 3.34 1.17 6 0.92

기관 대출 서비스 2.47 1.11 7 3.34 1.19 6 0.87

정책자료실 및 정책연구실 2.69 1.12 4 3.34 1.08 6 0.65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 2.42 1.02 8 3.19 1.10 11 0.77

공직자 대상 세종아카데미 <움> 2.37 1.10 11 3.24 1.18 10 0.87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2.51 1.20 6 3.29 1.21 9 0.78

† 1=전혀 이용하지 않음, 2=거의 이용하지 않음, 3=보통, 4=자주 이용, 5=매우 자주 이용

‡ 1=전혀 유용하지 않음, 2=유용하지 않음, 3=보통, 4=유용, 5=매우 유용

<표 Ⅲ-14>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도 및 유용도(N=158)

§ 이용도 및 유용도를 <그림 Ⅲ-13>와 같이 평면상에 표시하였음. 중심접점은  

이용도 및 유용도의 평균값을 이용함

§ 제1사분면은 이용도와 유용도가 모두 높은 분야로 서비스를 유지하여야 하는  

영역을 의미하며, 이에 속하는 서비스는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정책동향 

정보제공, 정부간행물 원문정보 제공서비스(지존(G-Zone) 서비스)임. 제1사분면

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이용도 및 유용도의 절대적 평균값이 4점 이하인 것은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제3사분면은 이용도나 유용도가 모두 낮은 영역이며, 이에 속하는 서비스는   

국외 학술 전자책 One-Stop 서비스, 정책정보 종합목록 서비스, 정책정보 협력망 

상호대차 서비스, 기관 대출 서비스, 정책자료실 및 정책연구실,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 공직자 대상 세종아카데미 <움>,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임

§ 제2사분면은 유용도는 높으나 이용도가 낮은 영역으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문임. 제4사분면은 유용도는 낮으나 이용도가 높은 영역으로   

서비스가 과잉되어 있는 부문임. 제2사분면 및 제4사분면에 속하는 서비스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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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2. 정책동향 정보제공
3. 정부간행물 원문정보 제공서비스   
   (지존(G-Zone) 서비스)
4. 국외 학술 전자책 One-Stop 서비스
5. 정책정보 종합목록 서비스

6. 정책정보 협력망 상호대차 서비스
7. 기관 대출 서비스
8. 정책자료실 및 정책연구실
9.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
10. 공직자 대상 세종아카데미 <움>
11.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그림 Ⅲ-13>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도-유용도 분석

(5) 응답자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 경험 및 경로(N=158)

§ 서비스 이용자들이 최근 6개월 이내 이용해 본 서비스로는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126명, 79.7%)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책정보 종합목록 서비스(45

명, 28.5%), 정책동향 정보제공(42명, 26.6%), 정책자료실 및 정책연구실(26명, 

16.5%), 공직자 대상 세종아카데미 <움>(21명, 13.3%) 등의 순이었음(표 Ⅲ-  

15). 반면 국외 학술 전자책 One-Stop 서비스, 정책정보 협력망 상호대차 서비스,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응답자의 10% 미만이 이용한 것

으로 밝혀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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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유형 빈도 비율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126 79.7

정책동향 정보제공 42 26.6

정부간행물 원문정보 제공서비스 (지존(G-Zone) 서비스) 28 17.7

국외 학술 전자책 One-Stop 서비스 11 7.0

정책정보 종합목록 서비스 45 28.5

정책정보 협력망 상호대차 서비스 13 8.2

기관 대출 서비스 19 12.0

정책자료실 및 정책연구실 26 16.5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 14 8.9

공직자 대상 세종아카데미 <움> 21 13.3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18 11.4

(최근 6개월 이내) 이용한 서비스 없음 9 5.7

<표 Ⅲ-15> 최근 6개월 이내 이용해 본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복수응답)

§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를 이용한 경로로는 자료검색 과정에서의 우연한 

발견(72명, 45.6%)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홍보자료(63명, 39.9%), 사서의  

추천 및 학회, 워크숍, 세미나(각 21명, 13.3%) 등의 순이었음(표 Ⅲ-16)

§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한 기타 경로에는 국립세종도서관 방문,  

국립세종도서관 홈페이지, 기관방문 홍보행사, 프로젝트 참여, 소속기관 이용자 

요청 등이 있었음

이용경로 빈도 비율

사서의 추천 21 13.3

동료의 추천 12 7.6

홍보자료 63 39.9

자료검색 과정에서의 우연한 발견 72 45.6

학회, 워크숍, 세미나 21 13.3

기타 14 8.9

<표 Ⅲ-16>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경로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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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를 통해 입수한 정보는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64명, 40.5%), 다음으로 정책의제 설정(40명, 25.3%), 정책

집행(34명, 21.5%)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표 Ⅲ-17)

§ 정책정보서비스의 기타 활용에는 연구지원 및 자료제공, 동향파악, 업무 참고 등

이 있었음

활용방법 빈도 비율

정책의제 설정 40 25.3

정책수립 64 40.5

정책채택 8 5.1

정책집행 34 21.5

정책평가 17 10.8

기타 33 20.9

<표 Ⅲ-17>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입수정보 활용방법 (복수응답)

(6) 응답자 직업별 정책정보 이용행태

§ 응답자 직업(공직자, 연구원, 사서)에 따른 유형별 정책정보 이용수준을 비교하

였음. 그 결과, 15가지 정책정보 유형 가운데 10가지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Ⅲ-18)

§ 응답자 직업별 이용수준이 높은 정책정보 유형은 <표 Ⅲ-19>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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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직자 

(N=189)

연구원

(N=78)

사서

(N=56) F 사후검정 결과

M† SD M† SD M† SD

일반도서(단행본, 전자책 포함) 3.46 1.02 3.56 0.78 3.84 0.89 3.744* 사서>공직자

각종 백서·연감(연보)·편람(매뉴얼) 3.03 0.98 3.06 1.07 3.04 0.89 .040 -

회의·세미나(워크숍)·토론자료 3.13 1.06 3.26 1.06 3.18 0.92 .397 -

통계자료 3.47 0.99 3.83 1.03 3.30 0.91 5.495*
연구원>공직자

연구원>사서
법령자료 3.63 1.13 3.38 1.15 3.25 0.90 3.310* -

연구보고서 3.43 0.99 4.24 0.86 3.54 1.08 23.364*
연구원>공직자

연구원>사서

학술(연구)논문 3.35 1.03 4.26 0.86 3.50 1.04 23.181*
연구원>공직자

연구원>사서
사업계획자료

(문서, 전략적 계획, 발전계획 등)
3.23 1.12 3.36 0.91 3.45 0.95 1.064 -

예결산자료 2.95 1.13 2.54 0.96 2.86 0.90 4.165* 공직자>연구원
동향보고서 3.22 1.02 3.41 1.01 3.11 0.91 1.651 -

Web DB 3.01 1.06 4.00 0.98 3.70 1.06 28.464*
연구원>공직자

사서>공직자

국제기구 발간자료 2.67 1.01 3.26 1.05 2.68 0.92 10.099*
연구원>공직자

연구원>사서
국외 정부기관 발간자료 2.74 1.04 3.13 1.07 2.80 0.88 4.100* 연구원>공직자
기타 관련 웹사이트

(블로그, 웹진 등)
3.14 1.06 3.03 1.14 3.25 0.92 .747 -

유관기관 및 관련학회 사이트 2.98 1.04 3.32 0.89 3.14 0.86 3.368* 연구원>공직자

† 1=전혀 이용하지 않음, 2=자주 이용하지 않음, 3=보통, 4=자주 이용, 5= 매우 자주 이용

<표 Ⅲ-18> 직업별 정책정보 이용수준 및 차이

이용

순위
공직자 연구원 사서

1 법령자료 학술(연구)논문 일반도서(단행본, 전자책 포함)

2 통계자료 연구보고서 Web DB

3 일반도서(단행본, 전자책 포함) Web DB 연구보고서

4 연구보고서 통계자료 학술(연구)논문

5 학술(연구)논문 일반도서(단행본, 전자책 포함)
사업계획자료(문서, 전략적계획, 

발전계획 등)

6
사업계획자료(문서, 전략적계획, 

발전계획 등)
동향보고서 통계자료

7 동향보고서 법령자료 법령자료

8
기타 관련 웹사이트

(블로그, 웹진 등)

사업계획자료(문서, 전략적계획, 

발전계획 등)

기타 관련 웹사이트

(블로그, 웹진 등)

9 회의·세미나(워크숍)·토론자료 유관기관 및 관련학회 사이트 회의·세미나(워크숍)·토론자료

10 각종 백서·연감(연보)·편람(매뉴얼) 회의·세미나(워크숍)·토론자료 유관기관 및 관련학회 사이트

11 Web DB 국제기구 발간자료 동향보고서

<표 Ⅲ-19> 직업별 정책정보 유형 이용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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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직업별 정책정보 이용 경로를 분석한 결과, 직업과 상관없이 일반 포털 

사이트(네이버, 구글 등)를 활용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정책정보 

사이트(프리즘, 정책브리핑 등)임. 국립세종도서관은 빈도 기준으로 하위권에  

속함(표 Ⅲ-20)

구분
공직자

(N=189)
연구원
(N=78)

사서
(N=56)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본인/사무실 소장자료 93 49.2 31 39.7 28 50.0

동료집단 37 19.6 13 16.7 7 12.5

국립세종도서관 39 20.6 9 11.5 12 21.4

소속기관 도서관/지식정보실 52 27.5 31 39.7 26 46.4

관련 전문가 39 20.6 15 19.2 2 3.6

학회, 세미나, 전시회 59 31.2 37 47.4 12 21.4

정책정보 사이트(프리즘, 정책브리핑 등) 95 50.3 37 47.4 28 50.0

일반 포털 사이트(네이버, 구글 등) 118 62.4 50 64.1 33 58.9

SNS 서비스 13 6.9 2 2.6 4 7.1

외부 정보서비스 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42 22.2 19 24.4 25 44.6

출판사 및 서점 8 4.2 5 6.4 7 12.5

기타 1 0.5 6 7.8 1 1.8

<표 Ⅲ-20> 직업별 정책정보 이용 경로(복수응답)

§ 직업별 정책정보 이용 경로 순위는 다음과 같음(표 Ⅲ-21)

이용

순위
공직자 연구원 사서

1 일반 포털 사이트(네이버, 구글 등) 일반 포털 사이트(네이버, 구글 등) 일반 포털 사이트(네이버, 구글 등)

2
정책정보 사이트

(프리즘, 정책브리핑 등)

정책정보 사이트

(프리즘, 정책브리핑 등)

정책정보 사이트

(프리즘, 정책브리핑 등)

3 본인/사무실 소장자료 학회, 세미나, 전시회 본인/사무실 소장자료

4 학회, 세미나, 전시회 본인/사무실 소장자료 소속기관 도서관/지식정보실

5 소속기관 도서관/지식정보실 소속기관 도서관/지식정보실
외부 정보서비스 기관(한국교육학술

정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6
외부 정보서비스 기관(한국교육학술

정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외부 정보서비스 기관(한국교육학술

정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학회, 세미나, 전시회

7 국립세종도서관 관련 전문가 국립세종도서관

8 관련 전문가 동료집단 동료집단

9 동료집단 국립세종도서관 출판사 및 서점

10 SNS 서비스 기타 SNS 서비스

11 출판사 및 서점 출판사 및 서점 관련 전문가

12 기타 SNS 서비스 기타

<표 Ⅲ-21> 직업별 정책정보 이용 경로 순위(비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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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별 국내 정책정보서비스 유용도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음(표 Ⅲ-22). 구체적으로 11가지 서비스 가운데 9가지 서비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 공직자는 연구원에 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과 서울문화재단

의 문화정책정보서비스를 유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구분

공직자

(N=189)

연구원

(N=78)

사서

(N=56) F 사후검정 결과

M SD M SD M SD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 

포털 포인트(POINT)
2.78 1.60 2.23 1.69 3.27 1.46 7.196*

사 서 > 공 직 자 > 

연구원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
2.76 1.60 2.88 1.76 2.71 1.66 .220 -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포털
2.56 1.61 2.27 1.70 3.18 1.16 7.977*

사서>공직자

사서>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66 1.60 1.85 1.64 3.04 1.26 11.565*

공직자>연구원

사서>연구원

국회도서관의 정책정보 2.58 1.66 2.55 1.69 3.18 1.28 4.652*
사서>공직자

사서>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NARS)의 

정책정보
2.07 1.61 2.24 1.83 2.48 1.40 1.727 -

국가기록원의 나라기록 포털 2.01 1.60 1.86 1.56 2.73 1.21 8.455*
사서>공직자

사서>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1.63 1.60 2.04 1.68 2.38 1.53 5.214* 사서>공직자

교육부의 교육정보디지털 

도서관
1.58 1.60 1.19 1.46 2.18 1.40 7.787*

사서>공직자

사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1.57 1.60 1.31 1.57 2.00 1.44 3.519* 사서>연구원

서울시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정책정보서비스
1.44 1.60 1.00 1.27 1.79 1.50 5.649*

공직자>연구원

사서>연구원

<표 Ⅲ-22> 직업별 국내 정책정보서비스 유용도 인식

§ 직업별 국내 정책정보서비스 유용도에 대한 인식순위를 살펴본 결과, 공직자 및 

사서는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포털을 가장 유용하게 인식하나 연구원은   

행정안전부의 프리즘을 가장 유용하게 인식하고 있음(표 Ⅲ-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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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순위
공직자 연구원 사서

1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

포털 포인트(POINT)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

시스템 프리즘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

포털 포인트(POINT)

2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

시스템 프리즘
국회도서관의 정책정보 국회도서관의 정책정보

3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포털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포털

4 국회도서관의 정책정보
국회입법조사처(NARS)의 

정책정보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5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포털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

포털 포인트(POINT)
국가기록원의 나라기록 포털

6
국회입법조사처(NARS)의 

정책정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국가

정책연구포털(NKIS)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

시스템 프리즘

7 국가기록원의 나라기록 포털 국가기록원의 나라기록 포털
국회입법조사처(NARS)의 

정책정보

8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국가

정책연구포털(NKIS)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국가

정책연구포털(NKIS)

9
교육부의 교육정보디지털 

도서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정책

네트워크 정보센터

교육부의 교육정보디지털 

도서관

10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정책

네트워크 정보센터

교육부의 교육정보디지털 

도서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정책

네트워크 정보센터

11
서울시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정책정보서비스

서울시 서울문화재단의 문화

정책정보서비스

서울시 서울문화재단의 문화

정책정보서비스

<표 Ⅲ-23> 직업별 국내 정책정보서비스 유용도 인식 순위

§ 유용도가 높은 국내 정책정보 서비스의 특징을 응답자의 직업에 따라 분석한 결과, 

공직자의 경우, 신뢰성과 편의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원은 신뢰성 

및 정확성, 사서는 편의성 및 전문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Ⅲ-24),

(표 Ⅲ-25)

구분

공직자

(N=189)

연구원

(N=78)

사서

(N=56)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신뢰성 123 65.1 45 57.7 26 46.4

정확성 89 47.1 53 67.9 24 42.9

최신성 81 42.9 42 53.8 22 39.3

편의성 98 51.9 30 38.5 30 53.6

전문성 71 37.6 33 42.3 27 48.2

기타 1 0.5 1 1.3 2 3.6

<표 Ⅲ-24> 직업별 유용도 높은 국내 정책정보 서비스 특징



86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이용

순위
공직자 연구원 사서

1 신뢰성 정확성 편의성

2 편의성 신뢰성 전문성

3 정확성 최신성 신뢰성

4 최신성 전문성 정확성

5 전문성 편의성 최신성

6 기타 기타 기타

<표 Ⅲ-25> 직업별 유용도 높은 국내 정책정보 서비스 특징 순위

(7) 응답자 직업별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 서비스 이용행태

§ 직업별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 서비스 인지 및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공직자의 50.3%, 연구원의 37.2%, 사서의 58.9%가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고, 

이용한 경험이 있었음(표 Ⅲ-26)

구분

공직자

(N=189)

연구원

(N=78)

사서

(N=56)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알고 있으며 이용한 적 있음 95 50.3 29 37.2 33 58.9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음 64 33.9 28 35.9 18 32.1

잘 모름 30 15.9 21 26.9 5 8.9

<표 Ⅲ-26> 직업별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 서비스 인지 및 이용 여부

§ 직업별 국립세종도서관 비이용 이유는 다음 <표 Ⅲ-27>과 같음. 공직자와 연구원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이용 방법을 모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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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직자

(N=64)

연구원

(N=28)

사서

(N=18)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이용 방법을 모름 31 48.4 16 57.1 4 22.2

이용할 시간이 없음 19 29.7 3 10.7 8 44.4

이용할 필요성이 없음 21 32.8 15 53.6 8 44.4

자료의 부족 2 3.1 3 10.7 1 5.6

기타 4 6.3 2 7.1 0 0

<표 Ⅲ-27> 직업별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비이용 이유 (복수응답)

§ 직업별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최근 6개월 이내 이용경험을 조사한   

결과, 공직자의 84.2%, 연구원의 79.3%, 사서의 66.7%가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공직자의 25.3%와 연구원의 27.6%는 

정책동향 정보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음(표 Ⅲ-28)

구분

공직자

(N=95)

연구원

(N=29)

사서

(N=3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80 84.2 23 79.3 22 66.7

정책동향 정보제공 24 25.3 8 27.6 10 30.3

정부간행물 원문정보 제공서비스 (G-Zone 

서비스)
13 13.7 4 13.8 10 30.0

국외 학술 전자책 One-Stop 서비스 6 6.3 1 3.4 4 12.1

정책정보 종합목록 서비스 22 23.2 6 20.7 16 48.5

정책정보 협력망 상호대차 서비스 6 6.3 3 10.3 4 12.1

기관 대출 서비스 11 11.6 3 10.3 5 15.2

정책자료실 및 정책연구실 18 18.9 6 20.7 2 6.1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 7 7.4 2 6.9 5 15.2

공직자 대상 세종아카데미 <움> 16 16.8 2 6.9 3 9.1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4 4.2 3 10.3 11 33.3

없음 5 5.3 1 3.4 3 9.1

<표 Ⅲ-28> 직업별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경험(최근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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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 경로의 직업별 분석결과, 공직자와 연구원

에서는 ‘자료검색 과정에서의 우연한 발견’이 가장 빈번하였음. 다만 사서는 ‘학회, 

워크숍, 세미나’를 통해 정책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음(표 Ⅲ-

29)

구분

공직자

(N=95)

연구원

(N=29)

사서

(N=3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사서의 추천 11 11.6 4 13.8 6 18.2

동료의 추천 10 10.5 1 3.4 6 3.0

홍보자료 43 45.3 10 34.5 10 30.3

자료검색 과정에서의 우연한 

발견
46 48.4 15 51.7 10 30.3

학회, 워크숍, 세미나 8 8.4 1 3.4 12 36.4

기타 7 7.4 4 13.8 3 9.1

<표 Ⅲ-29> 직업별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 경로

§ 직업에 따른 서비스 이용도 차이 분석결과, 정책정보 종합목록 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사서(M=3.24, SD=0.83)가 공직자(M=

2.57, SD=1.01)에 비해 종합목록 서비스를 더욱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F=8.217, p<.05). 또한 사서(M=3.24, SD=0.83)는 연구원(M=2.31, SD

=1.00)에 비해서도 종합목록 서비스를 더욱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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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직자

(N=95)

연구원

(N=29)

사서

(N=33) F 사후검정 결과

M† SD M† SD M† SD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3.71 0.85 3.62 0.90 3.76 0.83 .201 -

정책동향 정보제공 3.14 0.88 3.07 0.65 3.33 0.89 .891 -

정부간행물 원문정보 제공

서비스 (G-Zone 서비스)
2.80 1.13 2.55 1.02 3.18 0.95 2.785 -

국외 학술 전자책 

One-Stop 서비스
2.37 1.05 2.24 0.91 2.70 1.05 1.756 -

정책정보 종합목록 서비스 2.57 1.01 2.31 1.00 3.24 0.83 8.217*
사서>공직자

사서>연구원

정책정보 협력망 상호대차 

서비스
2.38 1.08 2.17 0.93 2.73 1.04 2.299 -

기관 대출 서비스 2.38 1.15 2.55 1.06 2.70 1.05 1.080 -

정책자료실 및 정책연구실 2.74 1.11 2.83 1.20 2.45 1.09 1.022 -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 2.47 1.04 2.24 0.99 2.39 1.00 .582 -

공직자 대상 세종아카데미 <움> 2.46 1.13 2.17 1.04 2.27 1.07 .938 -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2.36 1.06 2.41 1.18 3.03 1.49 2.842 -

† 1=전혀 이용하지 않음, 2=거의 이용하지 않음, 3=보통, 4=자주 이용, 5=매우 자주 이용

<표 Ⅲ-30> 직업별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도 차이(N=157)

§ 직업에 따른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도 순위는 다음과 같음(표 Ⅲ-31)

이용

순위
공직자 연구원 사서

1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2 정책동향 정보제공 정책동향 정보제공 정책동향 정보제공

3
정부간행물 원문정보 제공

서비스 (G-Zone 서비스)
정책자료실 및 정책연구실 정책정보 종합목록 서비스

4 정책자료실 및 정책연구실
정부간행물 원문정보 제공서

비스 (G-Zone 서비스)

정부간행물 원문정보 제공서

비스 (G-Zone 서비스)

5 정책정보 종합목록 서비스 기관 대출 서비스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6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정책정보 협력망 상호대차 

서비스

7 공직자 대상 세종아카데미 <움> 정책정보 종합목록 서비스 기관 대출 서비스

8
정책정보 협력망 상호대차 

서비스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

국외 학술 전자책 One-Stop 

서비스

9 기관 대출 서비스
국외 학술 전자책 

One-Stop 서비스
정책자료실 및 정책연구실

10
국외 학술 전자책 

One-Stop 서비스
공직자 대상 세종아카데미 <움>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

11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정책정보 협력망 상호대차 

서비스
공직자 대상 세종아카데미 <움>

<표 Ⅲ-31> 직업별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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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에 따른 서비스 유용도 인식 차이 분석결과, 11가지 서비스 가운데 7가지 

서비스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7가지 서비스 

유형에서는 사서가 연구원이나 공직자에 비해 서비스를 더욱 유용하다고 인식 

하고 있었음(표 Ⅲ-32)

구분

공직자

(N=95)

연구원

(N=29)

사서

(N=33) F 사후검정 결과

M† SD M† SD M† SD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4.01 0.89 3.93 0.75 4.09 0.81 .273

정책동향 정보제공 3.75 0.92 3.48 0.87 4.06 0.70 3.436* 사서>연구원

정부간행물 원문정보 제공

서비스 (G-Zone 서비스)
3.39 1.23 3.28 1.13 4.21 0.70 13.741*

사서>공직자

사서>연구원

국외 학술 전자책 

One-Stop 서비스
3.18 1.23 3.07 1.28 4.27 0.72 22.118*

사서>공직자

사서>연구원

정책정보 종합목록 서비스 3.22 1.15 2.93 1.16 4.18 0.68 21.723*
사서>공직자

사서>연구원

정책정보 협력망 상호대차 

서비스
3.15 1.20 3.14 1.16 4.06 0.75 14.625*

사서>공직자

사서>연구원

기관 대출 서비스 3.13 1.21 3.10 1.05 4.15 0.91 11.024*
사서>공직자

사서>연구원

정책자료실 및 정책연구실 3.24 1.16 3.41 1.02 3.52 0.87 .881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 3.15 1.13 2.93 1.19 3.52 0.83 2.370

공직자 대상 세종아카데미 <움> 3.19 1.22 3.03 1.12 3.55 1.06 1.652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3.18 1.22 3.07 1.16 3.79 1.14 3.780* 사서>공직자

† 1=전혀 유용하지 않음, 2=유용하지 않음, 3=보통, 4=유용, 5=매우 유용

<표 Ⅲ-32> 직업에 따른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유용도 인식 차이(N=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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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에 따른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유용도 인식 순위는 다음 <표 Ⅲ-

33>과 같음. 특히 사서의 서비스에 대한 유용도 인식은 공직자나 연구원과 상이함

을 알 수 있음

이용

순위
공직자 연구원 사서

1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국외 학술 전자책 One-Stop 

서비스

2 정책동향 정보제공 정책동향 정보제공
정부간행물 원문정보 제공서

비스 (G-Zone 서비스)

3
정부간행물 원문정보 제공서

비스 (G-Zone 서비스)
정책자료실 및 정책연구실 정책정보 종합목록 서비스

4 정책자료실 및 정책연구실
정부간행물 원문정보 제공서

비스 (G-Zone 서비스)
기관 대출 서비스

5 정책정보 종합목록 서비스
정책정보 협력망 상호대차 

서비스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6 공직자 대상 세종아카데미 <움> 기관 대출 서비스 정책동향 정보제공

7
국외 학술 전자책 One-Stop 

서비스

국외 학술 전자책 One-Stop 

서비스

정책정보 협력망 상호대차 

서비스

8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9
정책정보 협력망 상호대차 

서비스
공직자 대상 세종아카데미 <움> 공직자 대상 세종아카데미 <움>

10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 정책정보 종합목록 서비스 정책자료실 및 정책연구실

11 기관 대출 서비스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

<표 Ⅲ-33> 직업별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에 대한 유용도 인식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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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응답자 직업별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 서비스 이용도-유용도 인식

§ 공직자(N=95)의 정책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도-유용도 인식 평가결과, 제1사분면

에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정책동향 정보제공 서비스, 정부간행물 원문정보 

제공서비스가 포함되어, 이들은 서비스 유지대상임. 반면 나머지 서비스는 모두 

제3사분면 즉, 서비스의 낮은 순위 영역에 속함(그림 Ⅲ-14)

1.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2. 정책동향 정보제공
3. 정부간행물 원문정보 제공서비스 
(지존(G-Zone) 서비스)
4. 국외 학술 전자책 One-Stop 서비스
5. 정책정보 종합목록 서비스

6. 정책정보 협력망 상호대차 서비스
7. 기관 대출 서비스
8. 정책자료실 및 정책연구실
9.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
10. 공직자 대상 세종아카데미 <움>
11.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그림 Ⅲ-14> 공직자의 정책정보서비스 이용도-유용도 인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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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N=28)의 정책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도-유용도 인식 평가결과, 제1사분면

에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정책동향 정보제공 서비스, 정책자료실 및 정책

연구실, 정부간행물 원문정보 제공서비스가 포함됨. 나머지 서비스는 모두 제3

사분면 즉, 서비스의 낮은 순위 영역에 속함(그림 Ⅲ-15)

1.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2. 정책동향 정보제공
3. 정부간행물 원문정보 제공서비스 
(지존(G-Zone) 서비스)
4. 국외 학술 전자책 One-Stop 서비스
5. 정책정보 종합목록 서비스

6. 정책정보 협력망 상호대차 서비스
7. 기관 대출 서비스
8. 정책자료실 및 정책연구실
9.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
10. 공직자 대상 세종아카데미 <움>
11.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그림 Ⅲ-15> 연구원의 정책정보서비스 이용도-유용도 인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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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N=18)의 정책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도-유용도 인식 평가결과, 제1사분면

(유지)에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정책동향 정보제공 서비스, 정부간행물 원문

정보 제공서비스, 정책정보 종합목록 서비스가 포함됨. 제2사분면(집중)에는 국외 

학술 전자책 One-Stop 서비스, 기관 대출 서비스, 정책정보 협력망 상호대차 

서비스가 포함되었음. 제3사분면(저순위)에는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가 포함 

되었음. 나머지 서비스 즉, 공직자 대상 세종 아카데미 <움>,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 정책자료실 및 정책연구실은 제4사분면(과잉)에 포함되었음(그림 Ⅲ-16)

1.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2. 정책동향 정보제공
3. 정부간행물 원문정보 제공서비스 
(지존(G-Zone) 서비스)
4. 국외 학술 전자책 One-Stop 서비스
5. 정책정보 종합목록 서비스

6. 정책정보 협력망 상호대차 서비스
7. 기관 대출 서비스
8. 정책자료실 및 정책연구실
9.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
10. 공직자 대상 세종아카데미 <움>
11.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그림 Ⅲ-16> 사서의 정책정보서비스 이용도-유용도 인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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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비스 개선사항 및 신규서비스 요소

§ 설문 응답자들이 작성한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개선사항이나 신규서비스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음

§ 개선사항

-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가입절차 간소화

- 정책정보서비스 이용절차 간소화

- 정책정보서비스 명칭 변경

- 검색의 정확성 및 상세성 제고

- 업무 내부망에서 링크 서비스

- 원문제공이 되지 않는 경우 부가적인 설명 필요

-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 접속환경 디자인 개선 

- 최신자료에 대한 신속한 게재

- 정책연구실 환기 필요

- 정책연구실 좌석 점유 문제(예약은 하였으나 공석인 경우) 

- 정책정보 도우미서비스는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서비스로   

변화하여야 함(예를 들어 관련 전문가의 연결을 통한 답변 보충 서비스)

- 정책정보 종합목록 인터페이스 개선

- 해외자료 검색 시 해당 언어 검색서비스

§ 신규 서비스 제안사항

-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를 통한 타 정책정보서비스 소개

- 정책정보서비스 활용사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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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연구자/전문가와의 북 토크 

- 국제기구 보고서 번역서비스

- 기관별 인문학 강좌서비스

- 모바일 서비스(모바일 인터페이스 및 어플리케이션 활용)

- AR/VR 서비스

- 유료정보의 무료이용

- 카드뉴스 제공

- 정책정보서비스 회원기관 담당자 간 교류의 장 개설

-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제공

- 관련 데이터 공유 활성화

-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에 신간안내 추가

5. 설문결과 주요 시사점

§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의 핵심 이용자는 공직자임. 이에 따라 타 이용

자 유형과 차별화되는 공직자의 정책정보 및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

행태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신규 서비스 요소를 도출하여야 할 것임. 

공직자의 설문응답을 토대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공직자가 빈번하게 이용하는 정책정보 유형은 법령자료, 통계자료, 일반도서, 연구

보고서, 학술논문임. 이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는 연구보고서나 

학술논문에 외에도 법령자료나 통계자료에 대한 자체적인 데이터 구축을 통한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공직자는 정책정보를 입수하는데 있어 일반 포털 사이트를 가장 많이 활용함. 

이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포털은 네이버, 구글, 다음 등의 검색포털  

사이트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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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는 국내 정책정보서비스 가운데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포털을 가장   

유용하게 인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유용도 평균값은 보통  

이하로 이는 국내 정책정보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식을 보여줌 

§ 공직자는 유용도가 높은 국내 정책정보서비스는 신뢰성, 편의성, 정확성 등을   

갖추고 있다고 인식함. 특히 연구원 집단에 비해 편의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서비스 및 콘텐츠 이용에 편의성 제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을 의미함 

§ 공직자 가운데 33.9%는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이들의 주요 비이용 이유는 ‘이용방법을 모름’,   

‘이용할 필요성이 없음’, ‘이용할 시간이 없음’임. 이용방법을 모르는 비이용자는 

홍보나 교육을 통해 이용자로 전환시킬 수 있음. 이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응답

하거나 이용할 시간이 없다고 응답한 비이용자에 대해서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정보, 정책정보 이용행태를 분석하여 신규 서비스를 제안하여야 할 것임

§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공직자의 84.2%는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는 가입자

들에게 관심분야 학술지 논문의 서지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자 입장에서

는 상대적으로 수동적 서비스 이용이며, 메일을 열람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이를 토대로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의 효과성 또는 타 서비스 대비 유용성

을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 공직자 가운데 48.4%는 자료검색 과정에서 우연히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  

서비스를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음. 이는 검색포털 서비스나 업무망 연계를 통해 

국립세종 정책정보포털이 우연히 발견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늘리는 것이 필요함

을 시사함 

§ 국립세종 정책정보서비스 이용도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와 정책동향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의 이용도가 보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 국립세종 정책정보서비스 유용도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는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서비스의 유용도는 보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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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세종 정책정보서비스의 핵심 이용자인 공직자보다 사서가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유용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주요 이용자 타깃 설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함

§ 이용도-유용도 분석결과, 공직자는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정책동향 정보

제공 서비스, 정부간행물 원문정보 제공서비스를 이용도나 유용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함. 나머지 서비스는 서비스 저순위 영역으로 인식함. 이용도-분석결과를 

통해 위의 세 가지 서비스가 타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도나 유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절대적인 이용도나 유용도 평균은 전반적으로 낮아   

공직자를 위한 정책정보서비스 체계의 개편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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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장에서는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자(비이용자 포함)와의 면담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이용, 이용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점 등을 분석

함. 또한 정책정보서비스 제공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제공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하였음

1. 면담 개요 및 과정

(1) 면담 개요

§ 정책정보포털 및 정책정보 이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용자 면담을 진행함. 

면담 수행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정책결정 단계에서 각 단계별로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각 단계별로 참여하는 커뮤니티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도구, 규범,   

규칙, 업무분장 등에 대한 분석

-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

- 정책정보서비스 활용 우수사례 발굴 또는 정책수립 각 단계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모델 제시

(2) 면담 과정

가. 면담 대상자 선정 

Ⅳ.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의

정성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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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 대상자는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책정보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뿐만 아니라 비이용자를 포함함

§ 정책정보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추후 진행되는 면담에 참여할  

의사를 표시한 조사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함

면담 구분 날짜(2018) 면담자 소속(부서 및 직위 생략) 면담장소

1차
10.26

(총 6명)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

세종

도서관

○○○

국립세종도서관○○○

○○○

○○○ 한국개발연구원

○○○ 공정거래위원회

2차
10.26

(총 6명)

○○○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세종도서관○○○

○○○

○○○ 해양수산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차
11.14

(총 2명)

○○○
국립중앙도서관

○○○

4차
11.14

(총 4명)

○○○

국립세종도서관○○○

○○○

○○○

5차
11.21

(총 2명)

○○○ 국립중앙도서관

○○○ 환경부

<표 Ⅳ-1> 정책정보제공자 면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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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18) 연번 면담자 이용자 소속(부서 및 직위 생략) 면담장소

11.21

1 ○○○ ○ 산업통상자원부

국립세종도서관2 ○○○* X 국민권익위원회

3 ○○○* X 문화체육관광부 

11.23

4 ○○○ ○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5 ○○○ X

6 ○○○ X

11.26 7 ○○○ X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11.27 8 ○○○ X 서울도서관 서울도서관

11.27 9 ○○○* ○ 문화체육관광부 프레스센터

11.28 10 ○○○ X KISTI KISTI

11.29 11 ○○○* X 보건복지부 전화면담

12.03

12 ○○○ ○

KERIS 경북대학교 13 ○○○ ○

14 ○○○ ○

12.05 15 ○○○* X 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관광정책연구원

12.05

16 ○○○ ○ 교육부

교육부
17 ○○○ ○ 교육부

18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 ○○○ ○

20 ○○○ X

21 ○○○ X

22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12.06
23 ○○○ X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24 ○○○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12.17 25 ○○○ ○ 교육부 전화면담

* 이용자 설문조사 시 심층면담 의사 표명자

<표 Ⅳ-2> 정책정보이용자 면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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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여부를 기준으로 비이용 집단을 면담대상에 

추가함정책정보서비스가 대국민 서비스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정부출연연구소,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 등을 추가하여 정책정보 활용 및 요구사항을 파악함

§ 면담자들의 소속은 정부부처 공무원이 15명,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이 9명,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등 총 25명임

§ 25명의 면담자 중에서 이용자는 13명, 비이용자는 12명임

§ <표 Ⅳ-1>은 정책정보제공자, <표 Ⅳ-2>는 정책정보이용자(비이용자 포함)의 

분석을 위한 면담자 개요를 나타냄  

나. 면담 진행 
§ 면담은 면대면(총 23명) 또는 전화면담(총 2명)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최소 30분

에서 최대 1시간 동안 정책정보이용행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됨

§ 일대일 면담뿐만 아니라 2~4명의 면담자와 집단면담을 실시함

§ 진행된 모든 면담은 녹음되었으며 녹음된 자료는 필사하여 분석에 활용됨

§ 면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자에게는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함 

다. 면담지 개발 
§ 정책정보이용자들의 정보이용행태를 분석하기 위한 면담지는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을 기반으로 개발됨

§ 특히, 정책정보이용자의 정보이용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체계화한 엥게스트롬(Engeström)의 활동체계 모형(Activity System Model)을 

적용함. 제1장의 <그림 I-1> Engeström의 활동체계 모형(Activity System Mode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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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체계 모형을 적용한 면담지는 <부록 3>, <부록 4>와 같음

2. 정책정보 제공자 분석

§ 정책정보서비스 제공에 일정의 역할을 담당하는 행위자는 국립세종도서관, 국립

중앙도서관, 그리고 국가정책정보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기관(2018년 12월 

기준 208개의 정부부처·정부출연·공공기관)으로 구성 

§ 온라인/오프라인 형태의 정책정보서비스를 정책회원/시민/회원기관에게 제공하는 

국립세종도서관은 관련 정책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의 실질적 운영주체로 기능하면

서 정책정보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관련 정책자료의 수집 및 국립중앙도서관   

주도의 회원기관 협력망 운영에 대한 업무협조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

<그림 Ⅳ-1> 정책정보서비스 추진 체계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협력망 운영을 총괄하면서 국립

세종도서관과 함께 정책정보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관련 정책자료를 수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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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 

§ 국립세종도서관이 제공하는 정책정보서비스의 이용자(예: 찾아가는 정책정보  

서비스, 기관대출 서비스)이기도 한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은 정책정보 

서비스 제공(예: 상호대차서비스)과 관련하여 기관 소장목록 또는 발간목록을  

제공하고 정책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타 상호협력의 역할(예: 기관구성원에게 

국립세종도서관이 제공하는 정책정보서비스 내용 안내, 정책자료 수집 협력)을 

수행

§ 현재의 정책정보서비스 추진체계는 국립세종도서관 중심의 서비스 운영과 국립

중앙도서관 주도의 회원기관 협력망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고 정책자료 수집  

기능이 두 도서관에 분산되어 있는 이른바 ‘분산·이원화’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음

(1) 활동이론에 근거한 면담 의견정리

§ ‘정보제공자’(예: 국립세종도서관 관계자,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 회원기관 관계

자)와의 면담결과 현재의 ‘분산·이원화’ 되어 있는 정책정보서비스 추진체계는 

① 온라인 정책자료 수집, ② 회원기관 협력망 운영·협조, ③ 회원기관의 협력, 

④ 정책정보서비스 제공 ⑤ 정책정보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

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  

가. 정책자료 수집: 누가 (무엇을) 수집해야 하나?  
§ 국립세종도서관은 최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정책기관에서 만들어진 

보고서, 보도자료 등 온라인자료를 수집하여 정책정보서비스 포털을 통해 제공

하며, 국립중앙도서관은 ISBN이나 발간 등록번호가 있는 공공간행물과 회색문

헌 등 온·오프라인 자료를 정책자료로 수집함

§ 국립세종도서관이 ISBN이나 발간 등록번호가 없는 디지털  파일 형태의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있으나, 본관에서 정리·이관되는 자료의 신속성이 결여되어 서비스 

단계에서 온라인 자료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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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동일한 형태의 자료를 국립세종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이 시차를 두고 중복 

수집하는 현상 발생. 자료수집의 중복은 ‘누가 무엇을 수집해야 하나? (국립세종

도서관은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하나?)’의 질문에 대한 해답마련을 요구 

<그림 Ⅳ-2> 자료수집: 누가 (무엇을) 수집해야 하나?

나. 회원기관 협력망 운영·협조: 국립중앙도서관 주도 운영 방식이 적정한가?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협력망 운영을 총괄하는 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 

기획과)는 ‘디지털서고 구축,’ ‘공동전시기획,’ ‘희귀 정책자료 디지털화,’ ‘정책 

정보 서비스 선진사례연수,’ ‘교육프로그램 공동운영,’ ‘공동워크숍 개최’등과   

같은 협력사업 시행 

§ 국립세종도서관 또한 정책정보서비스 중 하나로 ‘기관대출서비스,’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와 같은 지원 사업을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 협력사업의 시행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사업간 연계를 통해 협력 사업이 기대

하는 바 사업목적(관련기관 회원 가입 및 회원기관의 협의회 활동 적극적 참여) 

달성의 시너지 효과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108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 국립중앙도서관이 시행하는 협력사업 중 국립세종도서관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예: 공동기획전시) 시행기관은 서울에 위치해 있고 협조기관은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어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업진행에 어려움 발생

§ 회원기관 협력망 운영 주관부서는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기획과이고, 이는 디지털

기획과가 수행하는 업무 중 하나임. 디지털기획과는 협력망 운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기획과가 회원기관 협력망 운영에 부서역량을 집중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회원기관 확충 및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적실성 있는 전략 마련과 

이의 시행에 한계점이 노정되고 있음 

§ 협력사업 시행 주체의 이원화, 사업시행 주체의 사업현장 분리, 기타 사업수행 

병행으로 인한 행위주체의 역량분산 등으로 특징되는 현재의 국립중앙도서관  

주도의 회원기관 협력망 운영은 ‘국립중앙도서관 주도의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협력망 운영 방식이 과연 적정한가?’에 진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음 

<그림 Ⅳ-3> 회원기관 협력망 운영·협조: 국립중앙도서관 주도 운영 방식이 적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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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원기관의 협력: 회원기관은 정책정보서비스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나?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은 회원가입과 함께 ‘필수사항’으로 기관이 소장  

또는 발간하고 있는 목록을 제공해야 하고 ‘선택사항’으로 정책정보서비스 제공

과 관련하여 상호대차서비스 등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음

§ ‘필수사항’과 관련하여 회원기관은 발간자료 목록은 제공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 소장목록 제공에는 소극적 자세를 견지  

§ ‘선택사항’과 관련하여 회원기관 구성원들에게 국립세종도서관이 제공하는 정책

정보서비스를 소개하거나, 정책회원으로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관 정책콘텐츠  

연계 등의 방법을 통해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 수집에 도움을 주는 등의  

적극적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음

<그림 Ⅳ-4> 회원기관의 협력: 회원기관은 정책정보서비스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나? 

§ 서비스 협력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와, 할 수 있는데 안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음. 소장 또는 발간 목록제공과 관련하여 회원 기관 시스템에 MARC 

반출기능이 없어 MARC 방식이 아닌 엑셀 방식으로 목록을 제공하는 경우는  



110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협력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그러나 소장목록 제공, 정책정보

서비스 홍보 및 참여유도, 정책정보 수집 지원 등은 할 수 있는데 안하는 경우

에 해당

§ ‘회원기관의 협력이 적극적인가?’의 질문과 관련하여 특히 도와줄 수 있는데   

도움을 주지 않은 경우에 있어 회원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필요  

라. 정책정보서비스 제공: 필요자원이 제대로 투입되고 있나? 
§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적실성 있는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의 적기제공에 

어려움 발생. 인력부족으로 필요 자료 수집 및 자료 가공에 한계점 노정

§ 인력부족으로 인해 공직자 대상 세종아카데미 <움>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축소.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의 경우 정해진 강사료로 인해 기관에서 원하는 강사 

수준과 지원 가능한 강사 수준이 상이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해 신간 확보에 어려움

이 발생하고 있음

<그림 Ⅳ-5> 정책정보서비스 제공: 필요자원이 제대로 투입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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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필요자원이 투입

되어야 함. 일정수준 이하의 자원투입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는 곤란함

§ 정책정보서비스 제공에 있어 ‘필요자원이 제대로 투입되고 있나?’의 질문과 관련

하여 기대수준 이상의 정책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인력을 포함한 필요자원

의 투입이 일정수준 이상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

마. 정책정보서비스의 이용: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나?  
§ 이용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함. 이용자는   

또한 제공되는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여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원함

§ 국립세종도서관이 제공하는 정책정보서비스 중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업무망 

(업무관리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않고, 서비스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여 국립세종도서관에 의해 제공되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에 접근

하기가 쉽지 않음 

<그림 Ⅳ-6> 정책정보서비스 이용: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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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가 인터넷 기반 서비스인 POINT에 접근한다 하더라도 POINT 구성이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아 이용자가 필요정보를 찾아내는데 어려움 발생 

§ 검색을 통해 필요로 할 것 같은 정보를 이용자가 찾아낸다 하더라도 찾아내   

살펴본 정보가 정작 이용자 자신이 원하는 정책정보가 아닌 경우도 있음

§ 오프라인 서비스 또한 예를 들어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책자료실/정책연구실 이용

서비스의 경우 비치되어 있는 정책자료가 부족하고 오프라인 정책자료와 온라인 

정책자료와의 연계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정책자료실/정책

연구실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  

§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이용하고 있나?’의 질문과 관련하여 국립  

세종도서관이 제공하는 정책정보서비스가 지금 단계에서 이용자의 이용성과   

유용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듦 

(2) 면담 결과분석 및 요약

가. 면담 결과 요약  
§ 정책정보서비스 운영은 국립세종도서관이 담당하고 있고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협력망 운영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총괄하고 있음. 정책자료 수집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전담하고 있으나 국립세종도서관은 정책정보서비스를 위해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는 정책자료 수집 업무 중 온라인 형태의 정책 자료가 중복 수집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것으로 보여짐

§ 추진체계의 이원화·분산화 그리고 이로 인한 업무의 중복화로 인해 정책자료  

수집, 회원기관 협력망 운영·협조, 회원기관 간 협력, 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정책

정보이용 등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온라인 정책자료 수집 단계에서 누가 무엇을 수집해야 하는지에 대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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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 모호하여 온라인 정책자료 수집의 중복이 발생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관리 시스템 특성상 수집 자료가 적기(適期)에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그림 Ⅳ-7> 정책정보서비스 추진 체계 문제점

① 정책자료 수집: 온라인자료 수집 중복/자료 업데이팅 지연

② 회원기관 협력망 운영·협조: 협력사업 분산/업무협조 부족/회원기관 확충·네트워  

   킹 강화 전략 필요 

③ 회원기관의 협력: 소극적 정보공유협력 

④ 정책정보서비스 제공: 투입자원 부족 

⑤ 정책정보서비스 이용: 이용성/유용성 저하 

§ 회원기관 협력망 운영·협조의 경우 회원기관 협력사업 시행이 국립세종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분산되어 있어 협력사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한계점을 노정시키고 있음. 또한 국립세종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무지 차

이 등으로 인해 국립중앙도서관 주도 협력 사업에 대한 국립세종도서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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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회원기관 확충 및 회원기관 협력 네트

워킹 강화를 위한 국립중앙도서관 차원의 전략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회원기관 협력의 경우 회원기관이 국립세종도서관과의 정보공유협력에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 정책정보 수집을 포함한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 

제공에 큰 도움을 못 주고 있음  

§ 정책정보서비스 제공단계에서 투입되는 자원(인력·예산)이 부족하여 양질의 정책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점 노정 

§ 정책정보서비스 이용단계에서 상기 적시한 문제점 등으로 인해 국립세종도서관

이 이용성과 유용성을 담보하는 정책정보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임

나. 활동이론 관점에서의 면담 결과분석 
§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이 상정하고 있는 주요 개념은 공동체(Community), 역할

(Division of Labor), 규칙(Rules), 주체(Subject), 매개물(Mediating Artifacts),  

대상(Object), 결과(Outcome) 임

§ 활동이론에 따르면 ‘공동체’ 내에서 특정의 ‘규칙’ 하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는 소기의 ‘결과’ 도출을 위해 ‘매개물’을 통해 ‘대상’에 접근  

§ 활동이론에 근거할 때 정책정보서비스 추진 ‘공동체’는 국립세종도서관, 국립  

중앙도서관,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2018년 12월 기준 208개)으로 구성

§ ‘공동체’ 내에서 국립세종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회원기관은 각각 나름의    

‘역할’을 수행. 국립세종도서관이 수행하는 역할은 정책정보서비스 운영·제공,  

정책자료 수집, 국립중앙도서관이 수행하는 회원기관 협력망 운영에 대한 업무

협조임. 국립중앙도서관이 수행하는 역할은 회원기관 협력망 운영, 정책자료   

수집임. 회원기관의 주된 역할은 정책정보 공유∙협력임 

§ ‘공동체’ 내 국립세종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회원기관은 공동체가 설정하고   

있는 ‘규칙’ 즉,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칙, 규정집 내 규정되어 있는 업무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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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하여 나름의 역할을 수행 

§ 정책정보서비스 추진의 핵심 ‘주체’인 국립세종도서관은 정책회원/시민/회원기관

을 ‘대상’으로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정책정보서비스(‘매개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결과’) 

<그림 Ⅳ-8> 활동이론 관점에서 정책정보서비스 추진 체계 문제점 분석

① 정책자료 수집: 온라인자료 수집 중복/자료 업데이팅 지연

② 회원기관 협력망 운영·협조: 협력사업 분산/업무협조 부족/회원기관 확충·네트워  

   킹 강화 전략 필요 

③ 회원기관의 협력: 소극적 정보공유협력 

④ 정책정보서비스 제공: 투입자원 부족  

⑤ 정책정보서비스 이용: 이용성/유용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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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이론에 근거할 때 정보제공자 면담을 통해 확인한 ①정책자료 수집, ②회원

기관 협력망 운영·협조 단계에서의 문제점은 업무분장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를 

국립세종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역할 중첩(온라인 

정책자료 수집), 역할 분절(정책정보서비스 운영·제공 vs 회원기관 협력망 운영)

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됨 

§ ③회원기관 협력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국립세종도서관이 이용자에게 일정의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주체<->객체) 정보공유협력을 통해 일정 부분 

참여하는 회원기관이 (공동체<->대상) 국립세종도서관과의 정책정보 공유에  

(공동체↔주체)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는 문제로 파악됨

§ ④정책정보 서비스 제공에서 발견되는 투입자원 부족은 국립세종도서관이 제공

하는 정책정보서비스를 정책회원, 시민, 회원기관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주체

↔매개체↔객체: 주체↔객체) 발생한 문제로 파악됨

§ ⑤정책정보서비스 이용 단계에서 발견된 이용성/유용성 저하는 소기의 성과 창출

과 관계된 문제점으로 파악됨  

3. 정책정보 이용자 분석

§ 이용자 면담의 분석 단위는 이용자들이 정책정보를 입수하여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함

§ 면담 결과는 활동이론의 각 요소별 분석과 앞서 제1장에서 제시된 네 가지 모순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함

(1) 주체

가. 대상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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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는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또는 이용을 하게 될 잠재적 

이용자를 의미함

§ 정책정보포털에 게시된 POINT에 대한 소개 자료에서 서비스 대상을 제시하고  

있음. 정부 및 공공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의  

정책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POINT임. 즉,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음 

§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직원들과의 면담에 나타난 이용자 집단은  

이 보다 더 자세하게 제시되고 있음

§ <그림 Ⅳ-9>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공공기관 공직자를 포함하여 정부출연 연구소

의 정책연구자를 포함하고 있음. 단, 연구자는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또한 공직자와 정책연구자에게 정책정보제공의 중개인 역할을 하는 사서를 포함한 

도서관 및 자료실 담당 직원이 중요한 이용자 집단으로 파악됨

<그림 Ⅳ-9> POINT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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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정보서비스에 대한 인식
§ 면담자들은 대부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책정보에 대해 강한 요구를  

나타냈음. 특히, 국내외의 동향정보는 정책을 분석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때 등 모든 단계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원으로 파악이 되었음

§ 이용자 및 비이용자는 정책정보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용자의 경우,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정책정보서비스를 질문했을 때, 대부분이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만을 언급함

§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는 가입 후에 관심분야를 지정하면 그 분야의 학술지

가 발행될 때마다 목차정보를 등록된 이메일로 보내는 서비스로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이라기보다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이용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

인 정책정보서비스가 요구됨

§ 면담에 참여한 비이용자 중의 한 명은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기도 함.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의 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제약이 원활한 서비스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과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함

§ 실제 이용자와 비이용자 모두 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향후 서비스에 대한 인지 및 인식수준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방안 마련

이 요구됨

§ 정책정보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냄. 정책정보서비스는 정책개발이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보탐색의 시작점이라기보다는 중간 혹은 마지막에 

검색을 하는데 현재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는 정보는 어디서나 검색이 가능한  

정보라는 점에서 유용성이 떨어짐을 지적함

다.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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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업무 담당자의 선행경험이나 흥미, 동기, 태도 등의 요인에 따라 정보추구 

행위가 다르게 나타남

§ 태도 측면에서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정책정보서비스는 국립세종도서관의 특화서비스이지만 기본적으로 정보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정보검색과 제공이라는 목표에 적합하도록 서비스

의 구성과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정책정보서비스 혹은 포털에 대한 사회적 인지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면담자가 언급하고 있듯이 도서관을 정보서비스 기관이라기 보다는 책이나 학술지

를 구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러한 낮은 인식에서 정책정보서비스의 이용과 이를 토대로 한 서비스의 확장 

및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인식 개선 

노력이 요구됨

(2) 목표 

§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음

§ 각 서비스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목표가 다르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목표도 

다를 것임

§ 그러나 전반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이 낮고 일부 서비스로 이용이 편중  

되어서 면담을 통해 나타난 목표는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수집임

(3) 커뮤니티

§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주체: Subject)이 정책 관련 업무수행(목표: Object)

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책정보라 할 수 있음

§ 정책정보 획득은 개인적 활동의 결과물이지만 획득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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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상호작용이 수반됨. 상호작용을 하는 집단을 커뮤니티라 정의할 수 있음

§ 이들 세 요소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Ⅳ-10>과 같음. 주체인 정책업무 담

당자는 정책정보 획득처인 커뮤니티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정책 관련 업무 수행이

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됨. 정책 관련 업무수행에서 커뮤니티와의 상호작용이 중

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어떠한 커뮤니티가 관여를 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됨

§ 특히 업무수행에 있어서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정책정보수집에 

관여하는 커뮤니티에 대한 파악이 요구됨

<그림 Ⅳ-10> 정책 관련 업무 수행에 관여하는 요소

가. 기관 내부인 
§ 정책의 개발은 한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한 부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는 점에서 협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협업은 단순한 업무의 분담이 아닌 업무

의 유기적인 결합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정보의 공유뿐만 아니라  

사고의 공유가 요구됨. 따라서 한 부서 내에서의 협업은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하고 정책정보 이용에 있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원들이 중요한 커뮤

니티로 작동을 하게 됨

§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 부서의 업무는 전체 조직의 목표와 연결된다는 점에

서 조직 차원의 협업이 요구됨. 또한 공직사회를 움직이는 순환보직 체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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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책업무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와의 협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됨

§ 따라서 정책개발은 한 개인, 한 부서에 의해 수행된다기 보다는 조직 전체가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음. 정책정보 수집의 측면에 있어서도 

조직 전체가 정보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음

나. 웹 커뮤니티 
§ 웹은 정보 유통 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폭제가 되었음. 정책 개발에서   

필요한 정책정보를 획득하는 방식에 있어서 시공간적인 제약을 해결함으로써  

정보 제공자와 수요자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지게 됨

§ 모든 면담자에게 웹은 중요한 정보획득을 위한 통로가 되고 또한 자신이 가진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었음

§ 특히나 웹 2.0 시대를 지나면서 협업과 공유의 개념이 확산되고 정책정보   

획득 과정에서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정보통신기기(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사용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고  

정보유통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음

§ 면담자 중 일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기술적 발전이 아닌 삶의 변화

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결정과 실행에 있어서도 변화가 요구됨을 지적함

§ 협업과 공유의 의미가 기존의 프레임워크에서는 특정부서 혹은 특정 집단에   

한정되었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국민 혹은 시민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및 실행과정의 각 단계뿐만 아니라 최종 평가 단계에서의 참여가 필요함을 지적함

§ 따라서 웹 커뮤니티는 단순히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공간을 넘어 정보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커뮤니티로의 진화가 요구되는 상황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다. 기관 외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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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을 개발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해당 정책의 

주무부서일 것임. 그러나 정책개발 과정은 특정 한 부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이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게 됨

§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이 정부의 정책과정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각 집단에서 

생산된 정보에 대한 수집과 분석이 요구됨을 의미함. 따라서 정책정보 수집 및 

유통의 관점에서 이해관계자 집단에 대한 파악과 각 집단에서 생산된 정책정보

에 대한 현황과 수집을 통해 정책과정의 정당성 확보가 요구됨

§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집단으로 일반 국민이 있음. 또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 집단, 정책과 관련 있는 다른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유관 부서 등이 있음

§ 정보추구행위 관점에서는 정책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이해관계자 집단에 해당함

라. 정보서비스 기관 
§ 정책업무 담당자가 정책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정보서비스 기관이 커뮤니티의 하나임

§ 대표적인 정보서비스 기관으로 각 정부부처에 설치된 도서관 혹은 자료실은   

정책업무 담당자가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접촉하는 접근점이 됨

§ 또한 정책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립세종도서관

의 정책정보서비스는 중요한 커뮤니티의 하나임

§ 본 연구에서는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를 중심으로 어떻게 정책정보를 

요구하는 커뮤니티에 정보를 유통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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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구

§ 정책정보획득을 위해 다양한 도구가 활용되고 있음. 사용되는 도구는 요구되는 

정책정보의 유형이나 공개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그림 Ⅳ-11>은 면담자들의 정책정보 탐색과정을 일반화한 것임

§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정보검색 도구는 개인이나 부서가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로 나타남.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미 수행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기존, 즉 전임자나 기 수행된 자료를 먼저 검색하고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확인함

<그림 Ⅳ-11> 활동체계에서 도구와 다른 요인의 관계

§ 다음으로 공무원 행정망(나루 등)에서 관련 자료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접근이 어려운 정보나 전문가의 의견 등

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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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정보 획득 과정은 문제 상황에 따라서 혹은 접근 가능한 정보원의 범위 등

에 따라서 순서를 달리 할 수 있지만 면담자들의 일반적인 정보획득과정을 도식화

하면 <그림 Ⅳ-12>와 같음

가. 웹
§ 개인 혹은 부서 데이터베이스, 내부 행정망을 이용하여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에 정보검색을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웹이 언급됨. 웹을 통한 정보

획득에 있어서 네이버와 구글과 같은 인터넷 포털이 주요한 정보획득 경로로  

나타남

§ 네이버와 구글 등의 인터넷 포털은 키워드 입력만으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편리성뿐만 아니라 웹에 올려져 있는 많은 정보에 손쉽게 연결될 수 있다는 점

에서 주로 사용됨

§ 인터넷 포털을 통해 획득하는 정보는 원문을 포함하여 정보의 소재를 지시하는 

정보로 나타남. 원문이 공개된 경우에는 포털을 통해 직접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문을 접근하기 위한 접근점, 예를 들면 저자, 출판기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인터넷 포털은 접근 및 자료획득의 용이성과 그 유용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검색된 정보의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함

§ 검색된 정보를 게시하고 있는 웹사이트가 신뢰할 만한 기관(예를 들면, 청와대, 

백악관 등)이라면 게시된 정보도 신뢰하지만 게시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그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지, 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을 호소함

<그림 Ⅳ-12> 정책정보 탐색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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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을 통한 정보검색의 다른 유형으로 도서관이 언급되었음.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정보원 중의 하나로 학술정보가 언급되었고 특히, 학술지 논문에 대한 

요구를 나타냄. 학술지 논문은 주로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행정기관은 도서관 혹은 자료실을 두고 있으며 그 업무 중의 하나로 학술지   

구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학술지는 소속 기관에서 라이선스를 구매한 경우에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전자저널 라이선스 비용 상승과 기관의 

전자저널 구독 예산 감축으로 인해 접근 가능한 전자저널의 종류가 제한됨에  

따라 정보접근의 문제가 발생함

§ 또한, 일반적인 전자저널의 접근이 기관 내 혹은 도서관(자료실 포함) 내에서만 

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접근의 어려움을 호소함. 

외부접속이 가능한 방법이 제공된다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전자저널에 대한 접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전자저널

에 대한 라이선스를 망라적으로 구매하고 국가정책정보협의회 기관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인적 네트워크
§ 앞서 언급되었던 방법으로 정보획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활용은 대부분의 면담자들이 언급한 사항으로 이를 통한 

정보의 획득은 신뢰성뿐만 아니라 유용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함

§ 인적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점은 네트워크의 크기로 나타났으며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집단 또한 중요한 인적   

네트워크로 인식하고 있었음

§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획득은 다른 방식에 비해 간접적인 비용이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비용은 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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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 네트워크의 경우, 개인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트워크에 

포함된 다른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점

에서 인적 네트워크의 범위가 확장됨

§ 따라서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획득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음

(5) 규칙

§ 활동체계에서는 주체가 커뮤니티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지켜야하는 규칙들이 

존재함. 이들 규칙은 명시적으로 제시된 경우도 있지만 암묵적으로 용인된 것들

도 존재함

§ <그림 Ⅳ-13>은 활동체계 내에서의 규칙과 다른 요소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 Ⅳ-13> 활동체계에서 규칙과 활동요인 간의 관계

가. 로그인 과정
§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는 모든 국민들이 국가 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서비스임. 특히, 지존(G-Zone) 서비스는 일반 국민들이 로그인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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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정보서비스의 주요 이용자 집단 중의 하나인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의 경우에는 로그인 절차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

으로 하는 서비스와 차별화되어 있음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에 소속된 정책회원들은 로그인을 통해 차별화된 

정보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로그인 과정에서 문제를 경험했다고 언급함

§ 이러한 경험은 시스템 초기에 발생할 수 있었던 문제로 현재는 로그인의 문제는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초기 이용자들의 정책정보포털에 대한 인식을 개선 

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나. 서비스 이용절차
§ 정책정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책회원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며 등록된 

기관의 소속인증을 위한 절차가 요구됨

§ 학술지목차메일링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회원가입을 하고 정책회원

임을 인증하는 절차와 관심 학술지 등록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함. 이용자는 이러한 

절차가 복잡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차의 간소화가 요구됨

(6) 역할분담

§ 활동체계에서는 주체가 커뮤니티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

하는지에 따라 목표 달성 여부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음. 상호작용하는 커뮤

니티의 유형과 그 목적에 따라서 다른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활동 각각에 

따라 다른 도식이 가능함

§ 정보서비스의 측면에서 역할을 구분하면 정보요구와 제공, 공유로 구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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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Ⅳ-14>는 활동체계 내에서의 역할분담과 다른 요인들 간의 관계를 나타

내고 있음

<그림 Ⅳ-14> 활동체계에서 역할분담과 다른 요인의 관계

가. 정보에 대한 요청
§ 정책정보에 대한 요청은 주로 정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

짐. 업무 담당자는 정책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정보요구를 표현하게 됨

§ 정보요구의 형태는 정책업무 담당자가 직접 커뮤니티에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정부부처 도서관이나 자료실 근무 직원을 통해 요청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음

§ 커뮤니티의 하나인 정책정보포털의 역할은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

될 수 있음. 예를 들면,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의 경우, 요구되는 정보에 대해

서 담당 사서가 직접 정보를 찾아서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학술지 목차 

메일링서비스는 구독 학술지로부터 추출된 목차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됨

§ 정책업무 담당자들은 업무수행을 위해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고자 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정책정보 요청이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로 연결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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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제공
§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의 목적은 정책업무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책정보

를 제공하는 것임. 따라서 정책정보 제공은 국립세종도서관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임

§ 면담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정보를 획득하는 곳은 기관 내부, 행정정보망, 외부 

인적 네트워크 등으로 나타남. 도서관은 면담자들에게 중요한 정책정보 획득원

으로 인식되지는 않고 있음

§ 정책정보서비스가 정책업무 담당자들에게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용자들의 요구

가 많으면서 다른 커뮤니티에서 제공하지 않은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서비스화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정부부처에서 수행하는 모든 정책업무에 대한 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

스에 대한 인지도는 물론 효과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 모든 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특화 서비스의 출발

점이 될 것임. 이러한 주제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제시되는 국정운영 과제

를 중심으로 정책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한다면 인지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 정보제공의 한 방법으로 큐레이션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면담에서 논의되었음. 

큐레이션 서비스는 현재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포털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로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큐레이션의 주제와 범위를 확장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용자들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정책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대부분 텍스트 형식의 자료임. 학술논문

이나 통계, 법령 등의 정보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생산되고 과학적인  

방법론을 적용하여 수집 및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신뢰성

이 있는 것으로 인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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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이용 패턴을 분석했을 때, 이용자들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최근 가짜뉴스가 확산되면서 동영상에 담긴 정보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

하는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에 대한 선호를 보인다는 점에서 동영상

을 정책정보 수집 자료 유형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단,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신뢰성을 보장해야한다는 점에서 동영상 

콘텐츠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정보공유
§ 정보기술의 발달은 기존의 정보유통 환경의 변화를 가져옴. 특히, 웹 2.0으로  

대변되는 웹 환경의 변화는 일방향적인 정보유통을 쌍방향으로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함

§ 면담자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제안된 국립세종도서관의 역할 중의 하나는 정보 

공유 플렛폼으로써의 역할임

§ 특히 앞서 언급된 동향정보는 출판을 통해 외부에 공개되기보다는 기관 내부에서 

사용되고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정보공유가 요구되는 상황임

§ 정보공유에 대한 면담자들의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면담자가 

생산한 동향정보에 대해서 공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공유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이러한 정보공유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점

을 언급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지식의 공유가 시스템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개발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에게 어떻게 공유의 동기를 부여할 것인가가 해결해야할 과제로 

분석됨. 정보공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즉 정보에  

대한 기여와 정보의 활용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기여와 활용을 어떻게 촉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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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에 대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특히 정보기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표 Ⅳ-3>과 <표 Ⅳ-4>는 행정안전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데이터 

공보공유 플랫폼 구축 및 계획에 대한 언론 노출 기사임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혁신성장 지원한다 (IT DAILY 2018. 07. 29)

행정안전부, 700여개 공공기관 보유데이터 보여주는 ‘국가데이터맵’ 구축 추진

정부가 가진 공공데이터를 개방·활용해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700여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소재와 메타데이터정보 

통합관리 ▲국가 데이터맵 제공을 통해 효율적 공공데이터 제공체계 기반 마련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지원 등을 목적으로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법 시행이후, 개방은 4배, 활용은 400배 이상 증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방지수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2회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나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는 부족하고,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데이터를 

개방하고 표준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모든 공공기관의 메타데이터정보를 수집·

통합하고, 수집된 정보는 국가 데이터맵을 통해 활용하기 쉽게 데이터를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먼저 모든 공공기관에 메타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메타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범정부적 

메타데이터 정보를 통합하고, 메타데이터 사전을 마련해 용어, 형식 등 표준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700여개 모든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소재 및  

연관관계를 인공지능 분석 기법을 적용해 시각화된 맵 형태로 표시해주는 국가 데이터맵을 구성한다.

또한 데이터 검색 기능을 강화해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연관데이터까지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미개방 중인 데이터라면 바로 제공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가 데이터맵이 구축되면 국민이나 기업들이 원하는 공공  

데이터의 소재를 쉽게 파악하고 편리하게 검색해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창업 성공사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및 정부혁신이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표 Ⅳ-3> 행정안전부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 계획 뉴스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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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原油’ 데이터 공유·관리 생태계 구축이 사명” (헤럴드경제 2018. 07. 19)

[출연연 기관장에게 듣는다 -최희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 핵심기술은 일명 ‘ICBM’이라고 합니다. I는 사물인터넷(IoT), C는 클라

우드(클라우드(Cloud), B는 빅데이터(BigData), M은 모바일(Mobile)을 의미합니다. 이 네가지 핵심기술 

가운데 빅데이터가 KISTI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영역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희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오픈사이언스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KISTI가 핵심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라고 기관운영의 모토를 

밝혔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원유’로 비유되는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관리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계로 데이터 현황이 공유되지 않아 중복적으로 생산되는 경우가 많다. 관리 

소홀로 인해 보존이 필요한 데이터의 유실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때문에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연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다면 오픈사이언스 시대의 핵심자원인 연구데이터 공유ㆍ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최 원장은 “오픈사이언스는 국가의 공적 자금이 투여된 연구과제의 연구 결과물을 연구자간은 물론  

국민에게도 공개·공유하자는 것”이라며 “오픈사이언스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체계를 위해서는 국가 및 기관 차원에서의 데이터 공유와 관리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외 선진국들은 법·제도를 기반으로 국가 차원에서 연구데이터의 공유ㆍ활용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과제, 인력, 연구장비 등 국가R&D정보는 NTIS를 통해 통합ㆍ관리하고     

있지만 R&D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유형의 연구데이터는 별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가 차원에서 연구데이터를 관리ㆍ공유하는 인프라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전문분야의 연구자부터   

시민과학자까지 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게 최 원장의 지론이다. 

최 원장은 “오픈데이터는 연구자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재현성 확보나 재사용성을 제고해 연구의 투명성

을 확보하거나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가능케 한다”면서 “또 기후변화, 재난 등 많은 사회현안 문제를 해

결하거나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연구데이터를 공유ㆍ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도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생산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생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과 같은 분석ㆍ활용 기술이 결합돼 특정 영역의 산업이 발전하거나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최 원장은 “이를 위해 국가연구데이터센터와 과학기술 분야별 전문센터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면서 

“국가연구데이터센터는 관리체계 총괄로서 연구데이터를 원스탑으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고, 분야별 

전문센터는 분야별 데이터 수집관리와 활용촉진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KISTI만의 축적되고 상호 연계된 인프라를 통해 가깝게는 25개 출연연,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 

해외 유관그룹 등이 함께 상호작용하며, R&D 혁신과 문제해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데이터 생태계 중심기관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 Ⅳ-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데이터 공유∙관리 생태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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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에서 파악된 모순

§ 활동체계는 기본적으로 모순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개인의 행동은 개인의 가치 

판단에 기반하여 이루어지지만 사회적으로 학습된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

서 개인과 사회적 가치 사이의 모순이 발생하게 됨

§ 이러한 모순은 개선과 개발의 과정을 통해 체계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작동

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Engeström이 제시한 네 가지 수준의 모순은 

<그림 Ⅳ-15>와 같음

<그림 Ⅳ-15> 활동체계에서 발생하는 4가지 수준의 모순

(1) 1차적인 모순

§ 활동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순으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로 설명됨

§ 사용가치는 직접적인 목표 달성과 관련이 있고 교환가치는 간접적인 목표의   

달성과 관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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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갈등과 조화, 발전은 변증법적 진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 정책정보 이용의 측면에서 1차적인 모순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Ⅳ-16>과 같음

<그림 Ⅳ-16> 정책정보서비스에서 발생되는 1차적인 모순

가. 주체
§ 기존의 사회문화적 질서를 대변하는 교환가치의 측면에서 정책정보서비스의   

주체는 공직자임. 서비스의 기획단계에서 고려되었던 집단은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공직자가 서비스 대상이었음

§ 그러나 정책정보를 요구하는 이용자 집단이 공직자뿐만 아니라 정부출연연구소 

소속 연구원이나 공직자의 정보요구를 수용하여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직원, 넓게는 일반 시민 또한 이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대상 이용자층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 대상 이용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정의된다면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

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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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 집단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나. 도구
§ 현재 정책정보서비스는 대부분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고 

있음. 최근 이용자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정보

에 대해 요구하고 있음

§ 또한, 유투브 등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이용자들이 정보를 

획득하는 통로로 이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정보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 유형의 자료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임

§ 따라서 기존의 텍스트 기반의 정보서비스에서 나아가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기획과 실천적 방안 마련이 요구됨 

다. 규칙
§ 현재 정책정보서비스는 포털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정보원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다양한 유형의 정보원 제공은 이용자들의 정보 활용도

를 높여준다는 점에서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임

§ 이러한 전략은 정보원 수집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고 이용 편리성

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직화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만족했을 때 

가능함

§ 현재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 인력과 조직체계는 다양한 정보유형을 

수집하기 위해 적절한 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검토결과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정보유형의 다양성보다는 인력과 예산을 고려하여 특정 정보유형을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전략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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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역할분담
§ 정책정보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국립세종도서관의 POINT 시스템과 그  

이용자의 역할은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로 구분되어 있음. 이러한 구분은   

전통적인 정보서비스 시스템에서 사용되었던 방법임

§ 정보추구행위에 있어서 제공과 이용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은 독점적 정보제공

과 수동적 정보이용이라는 문제점으로 정보유통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최근의 방향성은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가 상호작용하면서 정보를 생산, 공유, 

유통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기존의 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됨. 이러한 변화는 웹 

2.0의 특징 중의 하나인 ‘공유’ 개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세종도서관의 서비스 방향은 정보 제공의 역할

을 넘어 이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이 될 것임

(1) 2차적인 모순

§ 활동체계를 구성하는 요인(주체, 객체, 커뮤니티, 도구, 규칙, 역할분담)들 간에 

발생하는 모순으로 정의됨

§ 정책정보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2차적인 모순은 주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순이며, 이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Ⅳ-17>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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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7> 정책정보서비스에서 발생되는 2차적인 모순 

가. 주체-도구
§ 서비스의 이용 주체는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있는 정책정보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부 면담자들은 정책정보서비스

를 직접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이용을 하지 않았지만 서비스와 그 내용에 대해

서 알고 있다는 응답이었음. 그러나 많은 면담자들은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  

정보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지 않다고 응답함

§ 정책정보서비스를 대표하는 시스템은 POINT(POlicy INformaTion)로 명명되고 

있음. 이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메인명은 policy.nl.go.kr로 POINT

를 통해 연상될 수 있는 명칭이 아님. 이러한 서비스명과 도메인명의 상이함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서비스에 접근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동함

§ 따라서 서비스명과 도메인명을 하나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서비스명인 POINT

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홍보가 되었다는 점에서 도메인명보다는 인지도가 높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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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도메인명을 POINT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도메인인 

nl.go.kr을 사용하기보다는 유사한 정책정보서비스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명만을 도메인명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나. 주체-커뮤니티
§ 서비스 이용자인 주체는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중의 하나인 국립세종 

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신뢰성은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공공기관이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면담자 중의 비이용 공직자는 정책정보서비스 중의 하나인 ‘도우미’ 서비스

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냄

§ 이용자들의 정책정보요구에 대해서 정보를 검색하고 정리하여 제공하는 도우미 

서비스는 사서들의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서비스이지만 외부에서의 시각은 

역량에 대한 의구심으로 나타남

§ 또한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는 점에서 커뮤

니티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다. 커뮤니티-규칙
§ 서비스 이용 주체가 커뮤니티와 상호작용하면서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규칙이나 규범을 따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모순이 발생함

§ 주체가 정책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따르게 되는 이용절차의 단순성 및 편의성

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그러나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는 이용절차가 매우 복잡한 것으로 나타남

§ 한 예로 학술지목차 메일링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 통합회원 

가입, 정책회원 인증, 관심 학술지 선택 등 서비스를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들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간소화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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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제공되는 정보가 얼마나 유용한지는 서비스 계속 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시스템의 편의성과 유용성이 시스템 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유용성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됨

§ 다양한 정보원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통합검색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지만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게 하는 요소는 이용자 요구정보를 찾아서 제공해야한다는 

점에서 서비스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유용성의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

§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책정보서비스에서는 정보자료의 유용성 측면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라. 도구-목표
§ 정책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POINT 시스템을 이용하여 요구하는 정보

를 찾고 이를 활용하여 정보문제를 해결함

§ POINT 시스템의 강점 중의 하나는 다양한 유형의 정책정보 자원을 통합 검색

하여 제공한다는 점으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대변하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학술

자원은 물론 정부간행물, 정부부처 자료실 소장자료 목록 등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는 점임

§ 면담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원의 대표적인 유형은 법률과 통계정보로   

나타났고 이는 POINT 시스템에서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 만족도는  

물론 정보자원의 활용도가 높을 것임

§ 그러나 법률과 통계정보 검색은 통합검색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별도의 검색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색의 프로세스를 요구함. 이러한 추가적

인 검색의 프로세스를 줄임으로써 이용자의 검색 편의성을 높이고 통합검색의 

완전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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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커뮤니티-역할분담
§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 커뮤니티의 핵심적인 역할 중의 하나는 정보

서비스를 위한 정책정보의 수집임

§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생산되는 정책정보를 망라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임. 정보수집이 좀 더 용이한 국내 정책정보의 수집의 경우에도 생산

되는 정책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정책정보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최신성을 반영해야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더디게 진행됨으로써 이용자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음

§ 따라서 정책정보의 망라적인 수집을 위한 전략은 물론 업데이트를 통한 정보의 

최신성을 담보하는 노력이 요구됨

(3) 3차적인 모순

§ 3차적인 모순은 중심활동이 좀 더 발전적인 활동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모순이며, 그 분석 결과는 <그림 Ⅳ-18>과 같음

§ 본 연구에서 중심활동은 이용자에게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 활동임. 좀 더 발전적인 활동으로 면담에서 언급된 사항은 단순한 

요구와 제공이라는 일방향적인 정보의 흐름이 아닌 쌍방향적인 정보 공유 및  

유통 시스템으로의 진화가 필요하다는 점임

§ 쌍방향적인 정보 유통은 정보 제공자와 수요자의 분리가 아닌 정보유통에 참여

하는 행위자들이 제공자이자 수요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공유를 통한 업무의 처리는 기존의 정보서비스에서 발견되는 업무처리에서 

기대되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할 것임

§ 정보공유로의 중심활동의 변화는 활동체계를 구성하는 요인들 각각의 변화를  

요구하고 그 양상은 다음과 같음



Ⅳ.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의 정성적 분석 141

§ 주체는 공유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자신이 가진 정보자원을 정책정보서비스 

협력 네트워크에 포함된 구성원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공유의 가치를 확인하고 공유를 통한 성공경험이 확산될 필요가 있음

§ 커뮤니티 측면에서는 공유로부터 기대하는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공유의 네트워크로 유입이 되는가일 것임. 따라서 정책정보를  

다루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정책정보의 양과 질을 끌어

올리고 공유를 통한 업무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공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유를 위한 플랫폼이 구축될 필요가 

있음. 현재의 POINT 시스템은 정보공유를 용이하게 하는 구조로 설계되지 않았다

는 점에서 새로운 공유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유되는 정책정보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결과물뿐만 아니라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활용되는 정보를 포괄할 필요가 있음. 어디에도 없는  

정보의 획득은 공유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및 공유를 통한 성과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공유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는 정책정보를 공유한 참여자들

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임. 인센티브는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는데 

금전적인 보상을 하거나 공유에 대한 기여를 포상하는 방법 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공유의 네트워크에서 다루는 정책정보는 정부부처에서 생산되고 실제 정책으로 

개발되는 정보라는 점에서 네트워크의 보안 및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정보자원

의 접근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음

§ 이렇게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가 공유를 기반으로 작동된다면 기존의 

정책정보 제공자로써의 역할은 정보유통의 매개자로써 역할로 전환될 것임.   

현재 정보수집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은 유통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대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비용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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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8> 정책정보서비스에서 발생되는 3차적인 모순 

(4) 4차적인 모순

§ 4차적인 모순은 중심활동과 이웃하는 활동체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순이며, 그  

분석 결과는 <그림 Ⅳ-19>와 같음

§ 활동체계를 구성하는 각 요인별로 이웃하는 활동체계와 갈등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것이 활동체계를 작동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으로 나타나기도 함

§ 먼저, 주체와 관련하여 정책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집단을 생성하는   

활동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정책정보서비스의 잠재적 이용자 집단은 비이용 

공무원과 신임 공무원일 것임. 신임 공무원의 경우는 서비스 이용교육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신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를 통해 어떻게 

정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강의개설이 요구됨

§ 커뮤니티의 측면에서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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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다른 기관의 활동체계가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임. 정책정보 제공이라

는 서비스의 목표가 유사하는 점은 서비스의 중복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유입

을 줄이고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관 간의 갈등요인이 될 수 있음

<그림 Ⅳ-19> 정책정보서비스에서 발생되는 4차적인 모순 

§ 따라서 서비스의 목표는 동일하더라도 제공되는 정보의 유형이나 서비스 제공 

방식에 있어서 차별화를 통해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를 이용자 집단 내

에서 포지셔닝할 필요가 있음

§ 정보기술의 발달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책정보포털인 POINT의 주기적인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함. 외부의 기술 진보는 현재 시스템의 노후화를 촉진시킨다

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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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정책정보서비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암묵적, 명시적 규범이나 규칙들은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해 개선될 필요가 있음. 또한 외부에서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지고 기존 규정이 개정되면서 기존 정책정보서비스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 규정을 파악

하고 규정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필요

가 있음

§ 역할분담의 측면에서 국립세종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과 정책정보서비스에   

있어서 이원화된 구조를 보이고 있음. 정책정보서비스 중의 일부 업무를 국립중앙

도서관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역할의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조정이 요구됨

5. 이용자 면담 결과 주요 시사점

§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의 이용자 및 잠재적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

은 활동이론을 기반으로 작성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진행하였고 이 이론을 기반

으로 정책정보서비스 이용행태를 분석함

§ 이용행태에 대한 분석은 활동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각각과 체계 내에서 발생

하는 모순을 중심으로 분석함

§ 정책정보서비스 이용의 주체는 공직자를 포함하여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으로 가입된 기관의 연구자임. 또한 지존(G-Zone) 서비스로 특화하여 일반   

국민을 서비스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서비스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대상에 맞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면담이 정책정보서비스의 이용행태를 분석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를 이용하는 주체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진행 중인 정책 관련 업무를 완수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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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이용의 주체는 정책정보서비스에 대해서 낮은 인식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정보서비스라 할 수 있는 학술지  

목차메일링서비스가 주 이용 서비스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용수준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다양한 정책정보원을 하나의 웹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는 포털의 유용성

에는 동의한다는 점에서 정책정보서비스 개선을 통해 서비스 이용층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은 여러 커뮤니티와 협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표적으로 기관 내부인, 웹 커뮤니티, 기관 외부인, 정보  

서비스 기관 등이 이에 해당함

§ 커뮤니티 중에서 웹 커뮤니티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그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정보획득 뿐만   

아니라 공유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웹 커뮤니티의 확대는 정보의 신뢰성과 저작권 등의 문제를 낳는다는 점에서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의 방향을 저작자의 동의를 얻은 믿을 수 있는 

정책정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임

§ 공직자로 이용자를 한정했을 때, 기존의 행정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보 유통의 

체계에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또한 

정보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이용자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특히 정책동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규칙으로 로그인

과 서비스 이용의 절차 등이 파악되었고 이들 규칙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제기

됨. 특히, 일부 면담자는 로그인 과정에서 문제를 언급하였는데, 현재 시스템이 

초기 시스템으로부터 많은 부분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홍보 등의 개선 노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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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이용절차에 있어서도 기존의 회원가입과 서비스 등록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하여 잠재적 이용자들이 쉽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요구됨

§ 이용자 집단에게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의 정보가 어떻게 인식되고자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정립될 필요가 있음. 현재의 다양한 집단들에게 

다양한 정보원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일부 집단에게 

특정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서비스 수행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임

§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수집되는 정책정보는 최신성과 주제적 망라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특히 주제적 망라성의 경우에는 국내 정책정보 뿐만 아니

라 국외 정책정보를 서비스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요구해결은 물론 진정한 정책 

정보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임

§ 정책정보 이용과 관련된 집단들의 역할은 주로 정보요청, 정보제공, 정보공유로 

구분됨. 이용자들은 정책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게 되는

데 그 내용과 수준이 이용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 따라서 정보제공을 주 역할로 하는 국립세종도서관의 경우에는 요구되는 정보를 

수집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면담 과정에서 주로  

언급된 통계정보, 법률정보, 동영상 등에 대한 수요와 큐레이션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수집 전략이 요구됨

§ 그러나 현재의 국립세종도서관의 인력과 예산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원을 수집

하고 서비스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정보제공의 역할을 정보공유의   

허브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보공유 플렛폼으로써의 정책정보서비스를 위해서는 단계별 전략이 요구되고 

공유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공유 활동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공유의 범위에 있어서,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의 공유를 시작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유, 정책정보에 관심 있는 세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 시스템의 개발로의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Ⅳ.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의 정성적 분석 147

§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의 위상을 강화하고 정책정보의 허브로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요인들과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전략 마련이 요구됨. 특히,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정보서비스 기관과의 차별화와 정보기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서비스 및 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됨. 또한 정책정보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국립중앙도서관과의 역할 중복의 문제는 선결해야할 과제 중의 하나

임. 덧붙여, 정보수집을 제한하는 규정 개정이나 신규로 유입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통한 서비스 홍보 및 인식 개선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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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방안

1. 현재 서비스의 분석

2. 현재 서비스의 개선 및 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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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장에서는 이용자 설문조사, 내부직원 및 이용자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체계 및 추진체계의 문제점을 종합하고, 서비스 

제공 및 이용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

§ 서비스 제공과정의 문제점은 내부직원 면담에 기초하였으며, 이용과정의 문제점

은 이용자 설문조사 및 면담결과를 통해 도출하였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연구진의 견해로 이를 실무에 적용

하기 위해서는 실무자 차원의 검토가 필요할 것임

1. 현재 서비스의 분석

(1)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가. 서비스 제공과정의 문제점
§ 학술지 메일링 서비스의 이용절차에 문제점이 있음. 도서관 통합 회원 가입,   

정책회원 인증, 학술지 선택 등의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요건

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서비스 가입 

및 이용 정책을 관리하여 가입절차의 간소화가 쉽지 않음

§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정책정보 서비스로서의 인식이 부족함

§ 메일 발송건수 대비 열람건수 비율이 낮음

§ 공직자이면서 정책회원으로 메일링 서비스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링 서비스할 수는 없음. 또한 원문서비스와의 연계를 위해

Ⅴ.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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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대상을 한정하여야 함

§ BRM 기반 학술지 분류 작업의 어려움. 국립중앙도서관의 구독 학술지 갱신에 

따라 담당자의 신규 구독 및 구독 중단 학술지 식별의 수작업이 필요함. 외주 

업체를 통해 BRM 매핑 사업을 수행하나 예산문제로 인해 매년 수행하기 어려움

나. 서비스 이용과정의 문제점 
§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의 경우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포털에서 ‘신청화면 

바로가기’<그림 Ⅴ-1>를 클릭하게 되면, 국립중앙도서관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화면<그림 Ⅴ-2>으로 넘어가게 되어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함. 이는 

메일링 서비스를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만 이용하도록 일원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국립세종도서관 및 정책포털에서 접근하는 경우 외부 링크로 이동이 

불가피함. 이로 인해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혼란스럽게 느껴짐

<그림 Ⅴ-1> 국립세종도서관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신청화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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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국립중앙도서관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신청화면 (2)

§ 관심 분야 연구에 대한 학제적 동향 파악의 어려움. 관심 분야 연구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출판되지만 현 메일링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 차원에서 학술지

를 정부기능분류체계(BRM)로 분류해 놓았음

§ 관심 분야에 대한 키워드가 아닌 학술지명으로 접근하여야 하는 번거로움.   

<그림 Ⅴ-3>과 같이 관심 분야 학술논문의 서지사항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특정 

학술지를 선택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특히 학술지에 대한 선행 지식이 

없는 경우 학술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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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메일링 서비스 관심 학술지 선택화면

§ 담당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학술논문 서지사항 제공

§ 국내 학술지 논문 원문 이용의 한계.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해외 학술논문의  

원문은 바로 접근이 가능하나 국내 학술논문의 원문은 국립세종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원문을 열람하거나 소속기관 또는 부처 구독 DB를 활용하여야 하므로 

편의성 및 접근성이 낮음

§ 학술지 논문 내용에 대한 신속한 파악이 불가능함

§ 메일 주소가 변경되면 서비스 이용이 자동 중단됨

§ 업무로 인한 메일 열람시간의 부족

§ 가입절차의 까다로움

§ 홍보 부족

다. 개선방안 
§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일관된 인터페이스 즉,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포털 내

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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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절차를 간소화하여 편의성을 높여야 함.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필요한 경우에만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현 시스템에서는 

정책회원으로 가입한 후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메뉴를 선택하면 이용절차

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제공되지만 이러한 설명을 간소화하여 바로 ‘관심 분야 

학술지 선택화면’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함

§ 이용자 관심 키워드 기반 학술지 논문 및 관련 자료 추천서비스가 필요함. 학술지 

논문에 대한 학술지 기반 BRM 분류색인이 아닌 키워드 색인이 필요함. 이용자 

관심 키워드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 필요

§ BRM 기반의 학술지 분류가 아닌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간략 분류가 필요함

§ 메일링 서비스 가입절차 간소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로 정보를 발송할 때, 수신자가 자칫하면 스팸메일로 

간주하여 무의식적으로 간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메일을 발송할 때 호기심을  

갖고 열어볼 수 있도록 수신메일의 제목을 다양화하여 발송하는 민간 마케팅   

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립중앙도서관 웹진]

은 발송메일의 제목을 웹진 콘텐츠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발송하고 있음 

(2) 정책동향 정보제공

가. 서비스 제공과정의 문제점 
§ 자료 주제 분야의 모호함으로 인한 BRM 매핑의 어려움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률이 낮고, 콘텐츠의 

가독성이 낮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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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비스 이용과정의 문제점
§ 최신 정책 동향의 비 최신성

§ 관련성/인기도/업로드 날짜 순 배열이 아닌 업데이트 순 배열. 이용자 입장에서

는 관련된 자료를 먼저 찾은 후에 자신의 요구에 따라 업데이트 순으로 배열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서비스 안내 부재

§ 서비스 담당자 연락처 안내 부재

§ 이전 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의 불완전성

§ 자료 디스플레이에 있어 가독성이 떨어짐

다. 개선방안
§ 서비스에 대한 안내 정보 필요

§ 서비스 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 기재

§ BRM 분류체계보다는 행정업무별 또는 이슈별 자료 분류 검토

- 국정과제 중심의 자료 범주화 등

§ 검색결과에 대한 가시성 제고. 즉, 검색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조직할 

필요가 있음

- 예) 6월 경제동향, 7월 경제동향, 8월 경제동향 → 경제동향(6월, 7월, 8월)

§ 유사 정보제공 사이트와 연계한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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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간행물 원문정보(G-Zone: Government Zone) 서비스

가. 서비스 제공과정의 문제점 
§ 최신자료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의 한계. 정부 및 공공간행물의 원문은 국립중앙

도서관에 납본되어, 정리, 서비스되기 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

§ 국립중앙도서관 비납본자료에 대한 자료 수집의 한계. 한정된 인력으로 수작업

으로 자료를 수집함

§ 불완전한 원문 입수.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이 생산하는 원문자료 조차 

본관에서 완전히 수집하지 못하고 있음 

나. 서비스 이용과정의 문제점
§ 서비스에 대한 저조한 인식

§ 서비스 자료 범위 및 건수에 대한 정보 부재

§ 관련 자료에 대한 연계 및 추천서비스의 부재

§ 단순한 서지사항 제공으로 인한 불편함. 원문 전체를 읽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

하여 필요한 부분의 존재 유무를 파악한 후에 원문을 열람하고자 하나 원문을 

열기 전에 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움. 즉, 목차 및 미리보기 등의 기능이 없어 

원문을 열기 전에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움

§ 각 부처 자료실을 통한 원문 입수가 보다 편리함

다. 개선방안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의 정책정보서비스 대상자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함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뿐만 아니라 정책기관으로부터 원문자료 납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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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여야 함. 회원기관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예, 해당 기관의 희귀 자료에 대한 

디지털화 지원, 공동 전시회 개최 등) 부여가 필수적임

§ 국립세종도서관에 회원기관 유치 및 관리 기능 부여가 절실함

§ POINT와 G-Zone은 독립된 인터페이스로 운영 중이며, 서비스 대상 자료범위

가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POINT와 차별화하여 독립된 서비스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G-Zone을 POINT의 하위 서비스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POINT 인터페이스 

내에서 통합된 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는 명칭이나 인터페이스가 

독립적임

§ 서비스 자료 범위 및 건수에 대한 안내 필요함

§ 서지사항 이외에도 목차 또는 핵심 키워드를 제공하여야 함. 원문의 핵심 키워드 

추출은 텍스트마이닝 기법으로 수행하되 추출된 키워드를 접근점으로 검색포털

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검색결과와 관련된 자료 추천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4) 정책정보 종합목록

가. 서비스 제공 및 이용과정의 문제점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의 엑셀 파일 제출로 인한 자료 중복확인의 번거 

로움.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은 정책정보 종합목록 시스템을 통해 MARC 

또는 엑셀 파일 형식으로 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나 회원기관의 시스템에는    

MARC 반출 기능이 없어 대체로 담당자가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엑셀 파일형태

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에서는 제공 시기(분기, 반기, 연 단위)를 선택하여 

목록을 제출하므로 즉각적인 업데이트는 어려움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의 메타데이터 품질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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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선방안
§ 자료 및 종합목록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장기적으로는 국가정책

정보협의회 회원기관의 자료관리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목록 업무관련 워크숍을 개최

하여 메타데이터 품질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임

(5) 정책정보 협력망 상호대차 서비스

가. 서비스 제공 및 이용과정의 문제점 
§ 원문복사 신청 시 소속기관 담당자를 통해 전달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이는   

이용과정의 번거로움이긴 하나 상호대차를 제공함에 있어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신분이 확인된 이용자와 소속기관 자료실을 통한 이용이 필요하여 서비스 제공

과정에 불가피한 부분임 

§ 서비스 이용절차의 복잡함. 정책회원 인증 및 포털에서 소속기관 등록이 필요함. 

소속기관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불편했다는 의견도 있었음

나. 개선방안
§ 자료 신청 인터페이스의 개선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자료신청 시 ‘소속기관’ 및 

‘소속부서’를 입력해야하나 정책회원의 경우 기관 및 부서정보를 개인정보에   

이미 입력해 놓은 경우,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 메뉴에서 서비스 이용절차를 보다 쉽고 간략하게 설명하여야 함. 실제 검색 

결과에서 클릭하게 되는 버튼을 활용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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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관대출 서비스 

가. 서비스 제공 및 이용과정의 문제점 
§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정책정보포털의 상호대차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 업무 

처리 과정이 공유되지 않음

§ 기관대출 신청 시 자료검색 기능 추가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나. 개선방안
§ 국립중앙도서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는 업무처리 과정이 공유될 수 있도록 

본관 상호대차 시스템과 연계 또는 통합하여야 함

§ 기관대출을 위한 정책정보포털 관리자 시스템의 개선(예를 들면, 자료검색 기능 

추가 등)이 필요함

(7) 공직자 대상 세종아카데미 <움>

가. 서비스 제공과정의 문제점 
§ 중앙부처 공직자 대상 프로그램으로 운영시간 선택이 어려움

§ 정책정보서비스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은 편임

나. 서비스 이용과정의 문제점
§ 인원 제한 및 신규 이용자 중심으로 참여 가능하여 지속적인 이용이 어려움.  

이는 동일 과정 중복 수혜를 제한하고 있는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에 따른 것이나 

반복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불편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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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시간 또는 퇴근시간 이후를 활용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나 업무와 연계성을 

확보하여 출장 신청 후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각 부처 공문발송, 도서관 누리집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을 활용한 홍보가 이루

어지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의 인지가 어려운 편임

다. 개선방안
§ 예산 및 인력 확보를 통한 프로그램 참여 가능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참여자가 출장 신청을 하고 참석할 수 있도록 업무와 연계성을 높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부가적인 홍보수단 즉, 이메일,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프로그램 홍보가  

이루어져야 함. 특히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홍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세미나 또는 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위한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함

§ 참여자에게 공직자 대상 세종아카데미 <움>이 정책정보서비스의 일환임을   인

식시켜야 함

§ 담당자는 정책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일원으로서 정책정보서비스와 보다 관련성이 

높은 오프라인 정책정보서비스 예를 들면, 기관대출, 찾아가는 정책서비스 등에 

대해 업무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8) 찾아가는 정책서비스 (정책기관 순회대출 및 찾아가는 정책아카데미)

가. 서비스 제공 및 이용과정의 문제점 
§ 기관에서 원하는 강사 수준과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지원 가능한 강사 수준이 다름

§ 매년 신간 확보의 어려움

§ 이용이 끝난 도서의 활용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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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선방안
§ 기관 주최 강연에 대한 지원 또는 찾아가는 정책서비스에 대한 기관의 지원을 

통한 지원 가능한 강사료를 높여야 함

§ 찾아가는 정책서비스 웹페이지를 통한 기관별 다수 이용자가 요청하는 강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신간 교양서 200권씩 지원이 아닌 이용자 신청을 토대로 도서(신간 포함)를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9) 국외 학술 전자책 One-Stop 서비스

가. 서비스 제공과정의 문제점 
§ 제공사가 해외 출판물 구독대행사(EBSCOhost)로 시스템 개선 요청에 소극적이며 

반영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됨

§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하여 홍보에 어려움이 있음.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 예산 

부족의 문제가 있음

나. 서비스 이용과정의 문제점 
§ 단순히 희망자료를 신청하면 해당 자료만 열람 가능한 서비스로 여겨짐

§ POINT에서 서비스를 선택하면 서비스에 대한 설명만 제시되어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이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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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선방안
§ 단순히 ‘국외 학술 전자책’ 희망자료를 신청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구독대행사  

(EBSCOhost)를 통해 약 120만여건의 전자책을 미리보기를 통해 살펴볼 수   

있고, 구독한 자료는 정책회원 뿐만 아니라 대출회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는 만큼 1인당 또는 기관별 신청 건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POINT에서 서비스를 선택하면 서비스에 대한 설명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

관별/날짜별 신청 전자책 목록을 제공하고, 원문 이용 시 로그인 인증절차를 거

치도록 하는 것이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임

§ 전자책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구입한 자료를 이슈에 따라 추천하거나 새롭게  

구입한 전자책을 소개하는 것이 필요함

(10)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 

가. 서비스 제공과정의 문제점 
§ 국립세종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를 비롯하여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소장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서비스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국가정책정보

협의회 회원기관과 협력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함

나. 서비스 이용과정의 문제점
§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를 인지하기 어려움

§ 이용자들은 담당자의 전문성 및 자료 입수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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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들은 유사한 도움을 요청하는 다른 인적 네트워크가 있음

다. 개선방안
§ 정보제공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주제 분야별 전문가 즉,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담당자를 정보제공자로 참여시키는 것이 이상적임.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간 담당자 연락처 및 정보공유 공간 개설이 필요함. 회원기관 담당자

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함(예, 찾아가는 정책서비스 우선지원,   

해외 세미나 지원 등)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과의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원기관 담당자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부여하여 위의 개선방안이 실현되기 어렵다면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 의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함

§ 관련 분야의 정보를 책임지는 연락 담당자 즉, 리에종 오피서(liaison officer)제

를 고려해 볼 수 있음

(11) 정책자료실 및 정책연구실 

가. 서비스 제공과정의 문제점 
§ 서비스 자료(정책자료)의 부족. 본관에서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며, 원본과 복본

(=2)은 본관에서 관리하며, 국립세종도서관은 복본(=3)과 디지털 자료만 제공함

나. 서비스 이용과정의 문제점
§ 정책연구실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정책연구실 좌석 점유 문제(예약은 하였으나 공석인 경우)로 이용 가능한 좌석

이 부족한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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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선방안
§ 주제별 정책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정책자료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 정책연구실 온도 유지 및 공기청정기 설치

§ 정책연구실 좌석의 장시간 공석을 해결하기 위해 홍보를 통한 이용 활성화 필요

(12) 정책정보원 정보제공  

가. 서비스 제공과정의 문제점 
§ (Web DB)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나. 서비스 이용과정의 문제점
§ (Web DB) 국내 학술 DB의 경우, 관외에서의 원문 접근이 어려움

§ (Web DB) 개별 부처 또는 소속 기관에서 구독하는 DB나 기타 학술정보 서비스

(예, RISS, NDSL 등)를 이용하므로 정책 포털의 Web DB 이용의 필요성이   

낮은 편임

§ (Web DB) 내용에 대한 설명의 가독성이 떨어짐

§ (기타 정보원) 통계 또는 법령자료의 경우 별도의 검색창을 제공하여 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국립세종도서관만의 자체적인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음

다. 개선방안
§ (Web DB) 관외에서 원문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현재 서비스 명칭이 없는 Web DB를 ‘해외 학술지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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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 명명할 수 있음.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원문을 열람할 수 있는  

DB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Web DB) 원문을 즉시 열람하기 어려운 경우,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와 연계

할 필요가 있음

§ (Web DB) Web DB에 대한 안내에서 기존의 ‘내용’을 ‘주제 분야’와 ‘학술지  

종수’로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주제 분야’에서 ‘전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적절한 접근점이 필요함

§ (기타 정보원) 통계 또는 법령자료의 경우 검색창 제공 이외에, 정책회원의 요청

에 따라 웹상에서 입수할 수 없는 통계 및 법령정보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와 연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2. 현재 서비스의 개선 및 개편 방향

§ 국립세종도서관이 정책정보의 허브이자 서비스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존 서비스에 대한 개선과 신규 서비스의 개발이 요구됨

§ 명실 공히 정책정보서비스의 메카로써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그림 Ⅴ-4>와 

같이 정보수집, 정보서비스, 조직, 시스템, 홍보, 협력 등 6가지 핵심전략 분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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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 서비스 개선 및 신규 개발을 위한 6가지 핵심전략 분야

§ 정보수집: 정책정보 종합목록의 개선, 해외전자책 서비스, 해외논문 원문서비스, 

국내외 정책정보 수집력 강화, 멀티미디어 콘텐츠 수집, 주요 이슈별 관련 정보

의 수집 등 

§ 정보서비스: 정책정보 메일링 서비스, 정책정보 번역서비스, 정책정보 대국민  

서비스, 정책 리터러시 아카데미 개설, 정책기관 순회대출, 강연 지원 서비스,  

정책정보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정책자료실 및 연구실 개선, 정책개발 지원  

서비스, 통계분석 지원서비스, 우수 정책자료 선정 및 소개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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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 (1안) 정책정보협의회 국립세종도서관 운영 +정책자료 수집기능 세종 이관

- (2안) 정책정보협의회 국립세종도서관 운영 + 정책자료 수집 기능 조정

- 관장의 직급을 4급 서기관에서 고위공무원 “나” 등급으로 상향 

- 현행 3과에서 4과 편제로 재편    

- 과장의 직급을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상향

§ 시스템: 정책 동향정보 공유시스템 제공, 이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이용자 참여형 

정책정보 포털 구현, 이용자 친화형 자료 분류체계 채택, Open API 강화, 이용자 

데이터 기반 정보서비스 제공, 개인화 페이지의 제공 및 강화, 게이트웨이 기능 

강화, 정책 공유 플랫폼 구축 등

§ 홍보: 카드뉴스 공모전, 인포그래픽 제작 및 활용, 정책정보 알리미 서비스, 민간 

검색포털과의 제휴, ‘메일로 보내기’ 기능 추가, ‘입소문 마케팅’ 추진, 온라인   

이벤트 실시, 민간 광고매체 활용, 블로그 활용 등

§ 협력 분야: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담당자 간 소통 공간 구축, 해외 기관 

및 국가 정책정보의 분산수집 및 공동 활용, 정책정보 회색문헌의 공동 활용을 

위한 DB 구축,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과의 협업(희귀 정책자료의 발굴 및 

공동 활용 확대, 관심 이슈 발굴 및 공동 워크숍 수시 개최, 회원기관 소장 자료

에 대한 디지털 서고 구축 지원 확대, 회원기관 소장 우수 콘텐츠 공동 전시 확

대) 등이 개선 및 신규서비스로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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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수집 전략  

<그림 Ⅴ-5> 정보 수집 전략 

가. 정책정보 종합목록
§ 자료 이용 권한 및 소재파악 기능 강화. 자료 이용자 범위 안내와 회원기관   

담당자 연락처 제공 필요

§ 회원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목록정보 수집방식을 자동화함으로써 투입되는 자원

을 줄이고 통합목록의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자동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필요

§ 회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소장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회원기관의 목록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메타데이터 관리 교육 실시 및 우수  

기관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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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 전자책 서비스(현, 국외 학술 전자책 One-Stop 서비스)
§ 정책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존의 ‘학술’ 전자책 서비스에서 다양한 

유형의 전자책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임. 실제로 국립세종

도서관이 제공하는 ECM(EBSCOhost Collection Management)를 통해서 다양한 

유형의 약 120만여 건의 전자책 일부분을 미리보기 할 수 있으며, 구독 중인 자

료에 대해서는 정책회원 뿐만 아니라 대출회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임. 따라서 해외 전자책 서비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서비스 이

용도를 높여야할 것임

§ 구독 중인 전자책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예, 최근 신청 순, 정부 부처별 신청  

전자책 등) 및 디스플레이가 필요함

§ 정책 동향에 따라 전자책을 추천하거나 새롭게 구입한 전자책을 소개하는 것이 

필요함

§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는 만큼 신규 전자책 구입에 대해서는 1인당 및 기관별 

신청 건수를 제한하여야 함

다. 해외논문 원문서비스(현, Web DB)
§ 국내 학술 DB에 대해서는 관외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이용자는 소속 부처 또는 

기관의 DB를 우선적으로 활용함. 이에 따라 이용자 소속 부처 또는 기관에서 

구독하지 않으며 관외에서도 접근 가능한 해외 학술 DB 중심으로 논문 원문  

무료서비스로 부각시키는 것이 이용도를 높일 수 있음

§ 해외논문 원문서비스를 위한 자료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 제공하는 FRIC(외국학술지지원센터)와 연계하여야 함. FRIC은 국내 연구자

라면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유형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소속기관이 구독하고   

있지 않은 해외 학술지 논문의 원문을 우편 또는 소속기관 도서관을 통해 무료

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NDSL, 한국교육 

학술정보원의 RISS 등을 통해 연계되고 있음. 따라서 POINT도 FRIC과 연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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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학술지 논문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 

참고)

§ 국립중앙도서관 구독 DB와 FRIC으로 입수할 수 없는 학술지 논문 원문에 대해

서는 1인당 또는 기관별 횟수 제한 하에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라. 국내외 정책정보 수집력 강화
§ 국내 정책자료를 넘어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가 발간한 정책자료를 최대한 수집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와의 협력이 필요함. 국외 

정책정보의 보유 및 서비스는 국립세종도서관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 중의 하나

임

§ 국외 주요 선진국 및 OECD 등의 기구에서 생산된 정책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및 수집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공
§ 자료의 양이나 질에 비해 노출이 부족하고 텍스트 위주여서 일반 사용자의 흥미

를 끌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제공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TED나 MOOC, 유투브 등 동영상 기반의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업무 담당자들에게 유용한 동영상을 수집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2016년부터 KDI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POINT를 통해 제공하고 있지만 한 기관

에서 생산된 동영상 자료에 집중하고 있고 그 수도 54편으로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따라서 주제 및 제공주체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동영상 정보원이 정책

정보의 유용한 자원 유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획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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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 동영상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전체적인  

사회의 변화나 기술의 혁신 등 정책 개발 과정에 고려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동영상을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수집

사. 주요 이슈별 관련 정보 수집 (현, POINT 큐레이션)
§ 주요 이슈별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서비스에 활용하여야 함. 구체적으로, 국정 

과제 중심의 관련 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하여야 함

§ 정부 부처 또는 기관 이용자의 요청을 바탕으로 특정 기간별 주요 이슈를 선정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2) 정보서비스 전략

§ 서비스 제공방식과 이용자 유형에 따른 서비스의 구분이 필요함. 즉, 국립세종 

도서관이 제공하는 정책정보포털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혼재되어 있어 이를 서비스 

제공방식과 이용자 유형에 따른 서비스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라 ①온라인, ②오프라인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용자 

유형에 따라 ①공직자(정책회원, 일반회원, 비회원), ②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

기관 연구원(정책회원, 일반회원, 비회원), ③일반시민(일반회원, 비회원), ④사서

(정책회원, 일반회원, 비회원)로 구분할 수 있음

§ <표 Ⅴ-1>은 제공방식을 온라인 서비스와 오프라인 서비스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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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오프라인

- 정책정보 메일링 서비스

- 정책동향 서비스

- 정책정보 번역서비스

- 정책정보 대국민 서비스

- 정책정보 협력망 상호대차 서비스

- 정책정보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 정책정보 종합목록

- 해외 전자책 서비스

- 해외논문 원문서비스

- 정책개발 지원서비스 

- 우수 정책자료 제공서비스

- 기관대출 서비스

- 정책 리터러시 아카데미

- 정책기관 순회대출

- 강연 지원 서비스

- 정책자료실 및 정책연구실

<표 Ⅴ-1> 제공방식에 따른 서비스 구분

§ 이용자 유형에 있어 “비회원”은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이용자이며, “일반회원”은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였으나 

정부 및 공공기관 공직자 인증을 거치지 않은 이용자임. “정책회원”은 일반회원

이면서 정부 및 공공기관 공직자로서의 인증을 거친 이용자임. 이용자 유형에 

따른 서비스 구분은 <표 Ⅴ-2>와 같음

§ <표 Ⅴ-2>의 “○”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이용권한이 있음을 의미하며, “△”는 

일부 서비스(예를 들어, 이용자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이용자는 종합목록을 검색

할 수 있음. 다만 종합목록을 통한 원문신청은 정책회원만이 가능함)에 대한   

이용권한이 있음을 의미함. “×”는 서비스 이용권한이 없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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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서비스

공직자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연구원) 일반 시민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사서)

정
책
회
원

일
반
회
원

비
회
원

정
책
회
원

일
반
회
원

비
회
원

일
반
회
원

비
회
원

정
책
회
원

일
반
회
원

비
회
원

정책정보 메일링 서비스 ○ × × ○ × × × × ○ × ×

정책동향 서비스 ○ ○ ○ ○ ○ ○ ○ ○ ○ ○ ○

정책정보 번역서비스 ○ × × ○ × × × × ○ × ×

정책정보 대국민 서비스 ○ ○ ○ ○ ○ ○ ○ ○ ○ ○ ○

정책정보 종합목록 ○ △ △ ○ △ △ △ △ ○ △ △

정책정보협력망 상호대차 
서비스 ○ × × ○ × × × × ○ × ×

기관대출 서비스 ○ × × ○ × × × × ○ × ×

정책 리터러시 아카데미 ○ △ △ ○ △ △ △ △ ○ △ △

정책기관 순회대출 ○ × × ○ × × × × ○ × ×

강연 지원 서비스 ○ × × ○ × × × × ○ × ×

해외 전자책 서비스 ○ × × ○ × × × × ○ × ×

정책정보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 × × ○ × × × × ○ × ×

정책자료실 및 정책연구실 ○ × × ○ × × × × ○ × ×

해외논문 원문서비스 ○ × × ○ × × × × ○ × ×

정책개발 지원서비스 ○ × × ○ × × × × ○ × ×

우수 정책자료 제공
서비스 ○ ○ ○ ○ ○ ○ ○ ○ ○ ○ ○

<표 Ⅴ-2> 이용자 유형별 서비스 구분

§ <표 Ⅴ-2>의 서비스 이용자 유형에 따른 서비스 구분에 따라 공직자, 국가정책

정보협의회 회원기관 연구원,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사서 즉, 정책회원 

자격을 갖는 이용자만을 위한 정책정보 포털 및 인터페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립세종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일반회원을 비롯하여 일반 시민이 제약 

없이 접근 가능한 콘텐츠만으로 구성한 정책정보 포털 및 인터페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여기에 포함되는 서비스에는 정책동향 서비스, 정책정보 대국민  

서비스, 우수 정책자료 제공서비스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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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하면, 이용자 유형 또는 서비스 이용권한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분류하여 일반회원이나 비회원이 정책회원만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정책회원”이나 “비회원”과  

같은 회원등급을 나타내는 용어와 “공직자”나 “일반시민”을 나타내는 이용자  

직업을 나타내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정책정보라는 용어가 공직자와 일반인에게 친숙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이에 ‘정책정보’를 다른 명칭 이를테면 ‘행정정보’ 등으로 명명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음 

§ 국립세종도서관에 따르면 ‘정책정보’는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 정책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 및 주요 정책기관 생산기관의 발간자료로 정의됨. 전자정부법

(제2조)에 근거할 때  ‘행정정보’는 행정기관(공공기관 포함) 등이 직무상 작성

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전자정부 법에 근거할 

때 ‘행정정보’가 상정하고 있는 자료가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에서 상정

하고 있는 정책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음 

§ 또한 ‘행정정보’라는 용어가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정책정보’  

보다는 ‘행정정보’가 공직자와 일반인에게 친숙한 용어라고 이야기 할 수는    

있겠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책정보’를 ‘행정정보’로 명명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행정정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이미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포털’이 있기 때문에 ‘정책정보’를 ‘행정정보’로 명명할 경우 국립세종도서관

의 정책정보서비스에 대한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관련하여 홍보문제 역시 제기될 수 있는데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정책정보시스템

으로 홍보가 이루어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정보라는 용어로 명칭변경이 있을   

경우 새로운 명칭으로 관련 서비스를 홍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지금 단계에서는 용어명칭의 재 변경을 고려하기 보다는 ‘정책정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홍보를 통해 ‘정책용어’를 공직자와 일반인에게 ‘친숙한 

용어’로 인식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POINT’가 ‘정책정보(POlicy INinformaTion)’를 의미하는지, ‘정책정보포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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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지 불분명함. 영문 POINT의 의미는 ‘정책정보(POlicy INinformaTion)’

이지만, 실제 POINT는 ‘정책정보포털’의 의미로 사용됨. 향후 콘텐츠 및 시스템

의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POINT’를 ‘POINT+’로 명명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이는 ‘POINT(정책정보)+(포털)’의 의미 외에 기존 POINT의 전면적인 

개편을 의미할 수도 있음

§ 아울러, POINT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메인명은 policy.nl.go.kr로 POINT

를 통해 연상될 수 있는 명칭이 아님. 이러한 서비스명과 도메인명의 상이함은 

잠재적 이용자들이 서비스에 접근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동함. 국립중앙도서관 

도메인인 nl.go.kr을 사용하기 보다는 유사한 정책정보서비스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명만을 도메인명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가. 정책정보 메일링 서비스(현,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 최신 정책 동향 및 이용자 관심 키워드 기반 자료(학술지 논문, 연구보고서,   

신문기사, 뉴스 등)를 제공하는 서비스

§ BRM 기반 학술지 분류 후 해당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 대한 키워드 색인에 기초하여 자료 추천

§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을 위한 국립세종도서관 인터페이스 구축

§ 서비스 이용신청 및 취소 절차의 간소화

나. 정책정보 번역서비스(현, 최신정책동향-국외) 
§ 번역 업무 예산으로 현재의 일 방향적 국외 정책자료 번역서비스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요청하는 자료에 대한 맞춤형 번역서비스 제공

§ 이용자 요청자료의 번역결과물을 타 이용자에게 원문서비스 할 수 있음 

§ 해당 서비스를 위해서는 번역 업체와의 조율 및 서비스 이용 정책수립이 필요함



Ⅴ.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의 발전 방안 177

다. 정책정보 대국민 서비스(현, 정부간행물 원문정보(G-Zone) 서비스) 
§ POINT와 G-Zone은 독립된 인터페이스로 운영 중이며, 서비스 대상자료 범위

가 상이함에 따라 POINT와 차별화하여 독립된 서비스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특히 POINT에는 정책회원만이 접근 가능한 콘텐츠와 모든 이용자가 접근 가능

한 콘텐츠가 혼재되어 있어 서비스 이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G-Zone을 중심으

로 모든 이용자가 접근 및 이용 가능한 콘텐츠에 집중하여 서비스한다면 이용자

의 편의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음

§ 메인 화면에서 서비스 자료 범위 및 건수에 대한 안내가 필수적임 

§ 검색결과에서 자료에 대한 단순한 서지사항 이외에도 목차 또는 핵심 키워드를 

제공하여야 함

§ 검색포털 또는 업무망과의 연계가 필요함

라. 정책 리터러시 아카데미(현, 공직자 대상 세종 아카데미 <움>)
§ 공직자 대상 세종아카데미 <움>은 정책정보 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으나 

공직자의 문화예술 및 인문 소양을 길러주는 간접적인 기능을 수행함  

§ 공직자 대상 세종아카데미 <움> 참여자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으며 

서비스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함. 다만 참여자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정책

정보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하지 않아 정책정보 특화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보에 직접적인 역할을 주지 못함. 해당 프로그램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프로그램의 목적이 정책정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해당 

서비스를 정책정보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공직자 대상 세종아카데미 <움>을 대신하는 ‘정책 리터러시 아카데미’를 제안함.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정책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고서 작성법, 통계교육, 

정책 전문가, 국회의원 등을 초청한 정책 토크 쇼 등을 진행함. 이는 국립세종도

서관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될 것임. 단, 이와 유사한 교육을 제공하는 각 정부

부처 교육기관이 있으므로 차별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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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책기관 순회대출
§ 기존의 신간 교양서를 200책씩(1년 총 800책) 지원하는 것에서 벗어나 개별  

이용자가 요청하는 도서를 정기적으로 담당 자료실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

§ 국립세종도서관 입장에서 기관 순회대출을 위한 신간 구입 예산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하는 도서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음

바. 강연 지원 서비스(현, 찾아가는 정책아카데미)
§ 특강을 개최하고자 하는 기관의 강사료에 대해 매칭 펀드를 제공하여 특강자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서비스. 국립세종도서관 중심으로 타 부처 또는   

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음

§ 이용자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는 강연자 초청을 통해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또한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사.  정책정보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현,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 
§ 전문가 의뢰서비스 및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담당자 기반 협력형 디지털 

정보서비스. 국립세종도서관이 인증한 정책정보 전문가들이 답변을 작성하는  

질의응답 서비스를 실시하며, 전문가 생성 콘텐츠를 제공. 정책정보의 전문성과 

신뢰성에 기반한 정보제공

§ 정책자료 식별, 입수 및 이용에 관한 부분은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담당자

와 (SNS 등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하는 것이 이상적임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담당자를 통한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면 본 서비스

를 정책 전문가 자문의뢰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즉, 이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관련 정책 전문가에 의뢰하여 자문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함.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료 지급이 필요함



Ⅴ.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의 발전 방안 179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담당자가 참여하여 서비스 품질 제고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담당자 간 정보공유의 장으로 역할

아. 정책자료실 및 연구실
§ 온/오프라인 정책자료 큐레이션 서비스

§ 환기/공기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자. 정책개발 지원서비스 제공
§ 정책개발 단계별 업무 내용 및 방법론 제공(문제의 파악과 목표의 설정, 대안의 

탐색과 개발,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대안의 비교평가와 선택, 합법화와 자원  

배분 등)

§ 정책개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시상 및 소개 

차. 통계분석 지원서비스 제공
§ 공직자는 법령자료와 더불어 통계자료에 대한 요구가 많음. 이에 따라 국립세종

도서관에서는 통계청에서 구축하지 않고 있는 이용자 요청 통계자료에 대한   

입수와 기존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앞서 제시한 정책 리터러시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제공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제공 가능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 통계정보 웹사이트 정보 제공

   - 통계교육 프로그램 제공

   - 통계분석 컨설팅 연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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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우수 정책자료 선정 및 소개 서비스 
§ 주제 분야별 우수 연구보고서, 정부간행물 등을 선정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정책

정보 이용자들의 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함

§ 활용도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정책자료 선정이 되어야 함

§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중요함

(3) 조직 전략

가. 정책정보서비스 추진체계 문제점 발생 메커니즘  
§ 제 Ⅳ장의 2절 정보 제공자 분석에서 밝힌 바 있는 정책정보서비스 추진체계의 

문제점은 ‘분산·이원화’로 특징화 되는 현행 정책정보서비스 추진체계의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큼 

§ 추진체계가 분산·이원화됨으로 인해 투입되는 자원이 한곳으로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되어 투입되어지고 있으며 이는 투입자원의 부족으로 이어져 제공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면서 결국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성/유용성 저하로 귀결되

고 있음 

§ 온라인자료 수집 기능이 국립세종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분산되어 있음으로 

인해 기관 간 자료수집 기능이 중첩되고 이는 수집자료 중복으로 이어지고 있

음. 이원화된 자료관리 시스템 하에서 국립세종도서관과 상이한 국립중앙도서관

의 자료관리 시스템의 시스템 상 특성으로 인해 자료 업데이팅이 지연되는 결과

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집자료 중복과 자료 업데이트 지연은 제공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성/유용성 저하를 초래하는 한 원인으로  

작용 하고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이 회원기관 협력망 운영을 총괄한다고는 하나 회원기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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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사업이 국립세종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의해 분산 추진되어 사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창출에 한계점을 노정시키고 있으며, 서울과 세종 간 

지역분리 등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의해 주도되는 협력 사업에 대한 국립세종도

서관의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회원기관 확충과 

협력 네트워킹 강화와 관련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전략 필요는 또 다른 업무를 병

행하여 수행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역량분산에서 기인하는 바가 적지 않음 

§ 협력사업 분산/업무협조 부족/회원기반 확충·네트워킹 강화 전략 필요는 회원기

관의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참여 동기 감소를 유발하여 회원기관의 소극적 정보공

유 협력 행태를 파생시키고 있으며 이는 회원기관과 협력하는 국립세종도서관이  

제공하는 정책정보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이용자의 이용성/유용성을 저하 

시키는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림 Ⅴ-6> 정책정보서비스 추진체계 문제점 발생 메커니즘

나. 정책정보서비스 추진체계 재설계 방안 
§ 현행 정책정보시스템 추친 체계의 문제점의 근본적 원인은 앞에서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분산·이원화 되어 있는 현행 추진체계의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큼

§ 이에 본 연구는 문제점 해결과 관련하여 현행 ‘분산·이원화’ 되어 있는 추진체계

를 ‘통합·일원화’의 특성을 가진 추진체계로 재설계할 것을 제안



182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 본 연구는 ‘통합·일원화’의 특징화되어지는 정책정보서비스 추진체계의 재설계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대안을 제시  

[대안 I: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세종 운영+정책자료 수집기능 세종으로 이관]

§ 대안 I은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운영과 정책자료 수집기능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립세종도서관으로 이관하여 정책정보서비스 관련 각종 업무를 국립세종도서관 

중심으로 통합·일원화시키고 정부간행물 수집 기능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립

세종도서관으로 이관시켜 정책자료 수집기능을 통합·일원화시키는 방안

<그림 Ⅴ-7> 대안 I: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정책자료 수집기능 국립세종도서관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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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I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체계가 재설계 될 경우 정책자료 수집의 통합·일원

화로 인해 온라인자료의 수집 중복이 제거되고 자료 업데이팅 지연이 상당부분 

완화되며 정책정보서비스 관련 업무의 통합 일원화로 인해 협력사업 분산, 업무

협조 부족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책정보서비스 전문 도서관으로서의 역량집중을 

통해 회원기관 확충·전략 부재의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 이는 

회원기관의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참여로의 동기를 유도하여 정보공유협력 활동에 

적극참여를 견인해 내는 기제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

§ 통합·일원화는 분산되어 있는 관련 자원의 집중을 포함함. 자원집중은 투입자원

의 증가로 이어지고, 투입자원 증가, 회원 기관의 종전과 다른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유 협력, 수집자료 중복해소, 자료 업데이팅 개선 등이 제공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이용자의 이용성과 유용성이 상당부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대안 I에서의 국립세종도서관은 정책정보 서비스 제공 허브 도서관으로서의   

위상강화 및 대외 협력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관련하여 관장 직급 및 과장 직급

이 상향 조정 될 것임  

[대안 II: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세종 운영+정책자료 수집 기능 조정 기제 강화]

§ 대안 II는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운영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립세종도서관으로 

이관하여 정책정보서비스 관련 각종 업무를 국립세종도서관 중심으로 통합·일원화

시키고, 정책자료 수집 기능은 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립중앙도서관(자료수집

과)의 정책자료 수집·정리 인력을 강화하여 정책정보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용하면 자료수집 관련 역할갈등은 줄어들며, 혹 진행 과정에서 자료수집과  

관련한 역할갈등이 발생 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기제를 강화시키는 방안

§ 대안 II에서의 국립세종도서관은 정책정보 서비스 제공 허브 도서관으로서의   

위상강화 및 대외 협력업무의 원활한 수행 담보와 아울러 정책자료 수집 기능 

조정에 대한 조정기제 강화와 관련하여 대안 I의 그것과 같이 관장 직급 및   

과장 직급이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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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II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체계가 재설계 될 경우 직급상향조정으로 인한   

정책자료 수집기능 조정 기제 강화로 자료수집과 관련한 두 기관의 갈등 발생 

시 이의 조정을 통해 수집 자료중복 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업무조정을 통한 

업무협조 강화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 업데이트가 일정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책정보서비스 관련 업무의 통합 일원화로 인한 기대효과 및 

통합·일원화로 인한 자원 집중, 이로 인한 자원투입 간접 증가의 기대효과는   

대안 I에서 제시한 것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판단

<그림 Ⅴ-8> 대안 II: 국가정책정보협의회 국립세종도서관 운영 + 정책자료 수집기능 

조정기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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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정보서비스 추진체계 재설계 방안 비교 
§ 앞에서 제시한 정책정보서비스 추진설계 방안 I, II는 현실 적용가능성과 내용적 

타당성 두 가지 차원에서 비교 가능 

§ 대안 I의 경우 정책정보서비스 업무와 정책자료 수집 기능이 완전 통합·일원화되

는 효과가 있음. 대안 I로 추진체계가 재설계 될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추진체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정책자료 수집의 국립세종도서관으로 기능의 통합·일원화는 기존의 국립

중앙도서관 자료수집 체계, 이를테면 납본체계의 완전한 변경을 전제하는 것임. 

정책자료 수집의 차원이 아니라 자료수집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정책자료 수집의 

국립세종도서관으로의 기능 일원화가 과연 바람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있을 수 있음  

§ 대안 II는 대안 I에 비해 추진체계의 통합·일원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현행 추진체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해결의 정도가 대안 I의 

그것에 비해 다소 낮을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안 II

로 추진체계가 재설계 될 경우 대안 I의 그것에 못지않게 현행추진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상당부분이 해소내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무엇보다 대안 II의 경우 현행 자료수집 기능의 변경을 전제하지 않고 있어 이의 

실현가능성은 대안 I의 그것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음 

구분
대안

Ⅰ안 Ⅱ안

기준
실현가능성 낮음 상대적으로 높음

내용타당성 높음 비교적 높음

<표 Ⅴ-3> 정책정보시스템 추진체계 재설계방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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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립세종도서관 조직편제 재설계 방안 
§ 대안 I에 비해 실현가능성이 높고 기대효과 또한 대안 I의 그것에 못지않게 높은 

대안 II로의 추진체계가 변경될 경우 대안 II에서의 국립세종도서관 조직 편제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상정될 수 있음 

§ 하나는 현행 3과 편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립중앙도서관과의 업무조정 기능 

강화 등과 관련하여 관장의 직급은 지금의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과장의 직급은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상향 조정된 조직 편제임 

§ 상정될 수 있는 또 다른 조직편제는 국가정보정책협의회 업무 기능 이관에 따른 

기획협력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현행 3과 편제를 4과 편제로 재편하고 국립중앙

도서관과의 업무조정 기능 등과 관련하여 관장의 직급은 지금의 4급 서기관에서 

고위공무원 ‘나’ 등급으로, 과장의 직급은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상향 

조직된 조직 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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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9> 정책정보시스템 추진체계 재설계방안 비교

§ 본 연구는 상정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의 조직편제 중 과를 늘리고 관장의 직급

을 고위공무원단 ‘나’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조직편제(안)으로 제안 

§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자료관리부, 디지털 운영부 부장의 직급이 모두   

고위공무원 ‘나’급임. 업무조정과 관련하여 관장의 직급이 3급 부이사관일 경우 

고위 공무원 ‘나’급에 비해 국립중앙도서관 관련 부서와의 업무조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국립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의 관장 직급도 고위 공무원 ‘나’ 급임. 정책정보 서비스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해서도 고위 공무원 ‘나’급으로 관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과장의 직급을 지금의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

함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고위공무원단 현원은 5명임. 따라서 국립세종도서관 관장

의 직급을 고위공무원단 ‘나’급으로 상향 조정한다면 정원 조정이 필요함

§ 직급조정 및 조직편제 변경과 아울러 본 연구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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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해 현재 인력규모의 적정성을 파악하여 인력충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음. 양질의 정책정보 서비스를 기대하기에는 지금의 인력이 너무 부족함  

(4) 시스템 전략

가. 정책 동향정보 공유시스템 제공
§ 면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유용한 정보로 언급된 동향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및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우선적으로 정부부처 및 유관 기관에서 생산되고 있는 동향정보에 대한 망라적인 

수집과 공유 필요

§ 공직자들이 정책 업무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국내외 동향을 수집 및 분석한 동향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의 개발은 기존의 동향정보 

제공서비스를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개선할 수 있을 것임

§ 특정 업무 분야의 동향뿐만 아니라 타 분야의 동향도 정책개발에 중요하다는 점

에서 망라적인 수집과 제공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동향정보가 생산되는 그 지점에서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행정 업무망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 국립세종도서관이 설정한 6대 추진전략의 목표 중의 

하나는 ‘POINT와 정부 행정업무망 연계를 통한 시스템 고도화’임

나. 이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 메인화면이 복잡하고 산만하며 정책정보포털의 정체성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함. 

메인화면을 보다 간결하게 개편하고, POINT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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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를 주제별로 제공하는 현재의 인터페이스는 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브라우징하기에 불편.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콘텐츠에 대한 주목도가 약함. 따라서 

인터페이스의 가독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브라우징이 편리하도록 자료 분류

체계를 개선

§ 검색결과를 갱신 순이 아닌 최신성, 정확도 순으로 정렬하는 방식 도입

§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콘텐츠의 내용이 보다 눈에 잘 띄게 하는 디자인   

중심의 개편이 필요. 아울러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메뉴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제2장 해외사례에서 살펴본 미국, 

영국, 호주 정책정보 포털 사이트의 간단한 메인 화면 및 메뉴구조를 참고할 수 

있음

다. 이용자 참여형 정책정보 포털 구현  
§ 정책자료에 대한 활용도 제공과 더불어 특정 자료를 활용한 부처 또는 기관명, 

정책회원 아이디를 제공하여 부처 또는 기관, 정책회원 간 협업을 유도하여야 함

§ 정책자료에 대한 정책회원 댓글 기능을 추가하여 회원 간 소통을 유도하여야 

함. 전문가 주석, 전문가 부가정보 등의 전문가 참여 콘텐츠를 생산하여 전문성

과 신뢰성을 높여 나갈 수 있음

§ 사용자 참여방안을 다양화하고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간 

투표(Live Poll)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정책정보 콘텐츠에 대한 참여방안이 한정적이므로 사용자 참여방안을 다양화하는 

시각에서 콘텐츠별 ‘댓글 달기’를 시도해 볼 수 있음. 이용자 주석(annotation)은 

특정 정보에 대해 그 정보를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자가 평가 또는 부연설명 등

을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함. 이용자 주석은 웹 환경에서 댓글 또는 독자의견 

등의 형식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신문기사나 개인 블로그의 글에 

소위 ‘댓글’이라는 짧은 글의 형식으로 이용자 주석이 원 정보에 대한 부가 정보

로서 자리 잡고 있음. 이용자 주석은 공동체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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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의 전문적인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이 내린 평가를 공유할 수 

있다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음 

라. 이용자 친화적 자료 분류체계 채택(현, BRM 기반 분류)
§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현 BRM 분류에 기반 한 자료검색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정보제공자 입장에서도 자료에 대한 BRM 분류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 이에 보다 이용자 친화적인 간략 분류체계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해외 주요국 정부정보 포털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별, 이용 목적별로 콘텐츠를 

재분류하고, 이용자가 열람한 콘텐츠에 대하여 관련자료 보기 기능도 고려해 볼 

수 있음 

마. Open API 강화
§ 부처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POINT 사이트를 다른 사이트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개발 작업이 필요. Open API의 개방 및 강화 후 정책정보 공유 플랫폼

이 가능해 질 수 있으며, 결국 POINT의 생태계는 확대될 것임 

바. 이용자 데이터 기반 정보서비스 제공
§ 실시간, 매월, 분기 등에 따른 정보검색 순위 제시(예: Naver)

§ 이용 데이터에 기초한 자료 소개 및 추천 서비스 제공(예: 아마존, DBpia) 

사. 개인화 페이지의 제공 및 강화
§ 회원 개개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부족하며, 이에 개인화 페이지의 제공 및  



Ⅴ.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의 발전 방안 191

강화가 필요해 보임. 이를 통해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용자 

분석 기능도 강화할 수 있음

아. 게이트웨이(Gateway) 기능 강화
§ POINT는 ‘정책기관’ 서비스를 통해 2018년 12월 기준 총 423개의 국내∙외   

기관의 홈페이지를 링크해 주고는 있으나, 포털로서 다른 부처 사이트나 정보로

의 통로 기능이 부족한 실정임 

§ 해외 주요국 정부정보 포털은 모두 한결같이 Gateway 서비스를 강조하며 간편

하게 이용 및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링크를 제공하고 있음. 타 부처 사이트로 

연계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 정책 공유 플랫폼 구축 
§ 정부에서 수립한 정책에 대한 대국민 공유 플랫폼

§ 이용자 유형별 공유 범위 설정

§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청취 통로

§ 대국민 소통의 공간

§ 부서 간 협업을 위한 정보공유

(5) 홍보 전략

가. 카드뉴스 공모전
§ 국가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기 위한 카드뉴스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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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민 대상으로 카드뉴스 제작 공모전 및 결과의 활용

나. 인포그래픽 제작 및 활용
§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혹은 국가정책의 현황 및 성과를 인포그래픽으

로  제작하여 홍보

§ 국가정책에 대한 인포그래픽의 수집 및 제공 플랫폼 개발

다. 정책정보 알리미 서비스
§ 국립세종도서관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정책정보 제공

§ 국립세종도서관 내 키오스크 및 전광판을 활용한 정책 동향 카드뉴스 제공

§ POINT 이용자와 비슷한 정보요구를 가진 이용자들이 방문하는 국가기관 사이트

에 POINT의 적극 홍보

§ 국가기관 사이트에 POINT 배너 게시. 배너를 통해 유입되는 이용자에게 유입된 

해당 경로(관련 국가기관 등)와 관련된 콘텐츠를 보여주는 맞춤형 인터페이스의 

구축 및 제공

§ 국가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후원 또는 공동개최 형식으로 참여하여 POINT  

홍보

§ 신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POINT에 직접 접속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RSS 등을 통한 실시간 정보제공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라. 민간 검색포털과 제휴
§ 네이버 또는 다음 포털과 같은 민간 유명 포털사이트와 정책정보 공급 제휴를 

맺어 이용자의 접근점을 확대하고 POINT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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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메일로 보내기’ 기능 추가 및 ‘입소문 마케팅’ 추진
§ POINT를 이용한 이용자가 해당 URL 또는 파일을 메일로 보낼 수 있는 ‘메일로 

보내기’ 기능 추가

§ POINT의 핵심 이용자층을 공략해 POINT 홍보의 시발점이 되도록 하는 ‘입소문 

마케팅’ 전략 추진

§ ‘입소문 마케팅’은 적은 광고비용을 투입하면서도 이용자의 자발적인 입소문   

전파를 통해 홍보하는 방법임. 일반적으로 ‘입소문 마케팅’은 직접적인 광고에 

비해 이용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음

바. 온라인 이벤트 실시
§ 인터넷 이벤트를 꾸준히 실시하여 POINT를 인지시킬 필요가 있음 

사. 민간 광고매체 활용 
§ 버스정거장, 지하철 광고, 라디오 CM송, 엘리베이터 광고, 오프라인 게시판 등

을 통해 POINT의 대국민서비스 기능을 참신한 이미지로 전달

§ ‘정책브리핑’의 경우, 2004년 전국의 전광판 광고를 비롯하여 온라인 광고와 지하철 

광고를 동시에 진행. 한 달간 전국 5대도시 지하철 전동차의 출입문 앞에 액자형 

홍보 포스터 6,400장 부착. 같은 기간에 네이버 등 5개 사이트에 온라인 광고  

게재. 또한 스티커 1,000장을 제작해서 철도청 200장, 국세청 120장, 해양수산부 

100장, 경찰청 60장, 식약청 20장 등 11개 기관에 배포(국정홍보처, 2008, p.78)

아. 블로그 활용
§ 공직자의 직무 관련 블로그 운영은 정책의제 설정 역량을 강화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음. 즉, 블로그 개설 → 공무원 방문 빈도 증가 → 소규모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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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문으로 확산 → 방문자 조직화 → 방문 동기 유인 강화 → 의제 설정  

역량 강화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정책정보를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공무원들의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는 정보’를 직접 공유하는 한 과정으로도 볼 

수 있음

§ 블로그 확산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며 활발하게 움직이는 블로그의 존재라는 

‘마중물’이 필요. 100여개 정도의 블로그가 활기차게 움직여준다면 가능하다는 

판단. 문제는 100여개의 블로그를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에게 블로그 개설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블로그를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 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과 빠른 확산을 위한 이벤트 실시도 필요함

(6) 협력 전략

가.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업무의 국립세종도서관 이전
§ (3) 조직 전략에서도 논의되었지만,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대상 협력 

사업이 국립세종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의해 분산 추진되어 사업간 연계

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에 한계점이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참여기관 확충과 협력 네트워킹 강화와 

관련한 전략이 필요

§ 조직 전략에 따라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업무를 국립세종도서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담당자 간 소통 공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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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정보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정책정보협의회  

담당자 간 소통 공간을 구축하고 협력형 서비스를 제공

다.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과의 협업 
§ 해외 기관 및 국가 정책정보의 분산수집 및 공동활용

§ 정책정보 회색문헌의 공동 활용을 위한 DB 구축

§ 희귀 정책자료의 발굴 및 공동 활용 확대

§ 관심 이슈 발굴 및 공동 워크숍 수시 개최

§ 회원기관 소장 자료에 대한 디지털 서고 구축 지원 확대

§ 회원기관 소장 우수 콘텐츠 공동 전시 확대

§ 회원기관 협력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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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의 
추진과제

1. 로드맵

2. 전략적 목표에 따른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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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정보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제시한 3대 주요 추진과제 및 6대 

전략적 목표(표 Ⅰ-1)에 따른 세부 서비스를 제시하고자 함

1. 로드맵

§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 및 전략의 

수립과 핵심추진 과제에 대한 로드맵 작성이 필요. 지금까지 조사, 분석된 정책

정보서비스의 현황 및 개선방안을 토대로 정책정보서비스의 로드맵 및 단∙중∙  

장기 서비스 계획을 제시하고자 함

§ 로드맵은 단기(2019년), 중기(2020~2021년), 장기(2022~2023년)로 구분하였고, 

개선되어야 할 분야는 정보수집, 정보서비스, 조직, 시스템, 홍보, 협력의 6분야

임

(1) 정보수집 분야의 개선

§ 정보수집 분야에서는 정책정보 종합목록의 개선, 해외전자책 서비스, 해외논문 

원문서비스, 국내외 정책정보 수집력 강화, 멀티미디어 콘텐츠 수집, 주요 이슈별 

관련 정보의 수집 등이 개선 및 신규서비스로 제시됨

Ⅵ.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의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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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선 목적
§ 정책정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책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입수

나. 현황(as-is)
§ 국외 학술 전자책과 같이 타 정책정보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정책정보 유형

도 있으나 Web DB나 정책동향 자료 등은 다른 학술정보 서비스나 정책정보  

서비스에서도 제공하고 있어 차별화되지 않음

§ 이용자 요구에 따른 정보수집이 아닌 정보제공자 입장에서의 정보수집이 이루어

지는 경향이 있음

다. 개선 방향(to-be)
§ 종합목록 구축에 필요한 자료 이용 권한 및 소재 정보를 입수하고, 자료를 소장

하고 있는 기관의 담당자 연락처 정보도 수집하여 제공

§ 기존 국외 ‘학술’ 전자책에 한정하였던 전자책 수집 범위를 정책업무에 도움이 

되는 ‘전 분야’ 자료로 확대

§ 기존 Web DB 서비스는 다른 학술정보 서비스 또는 개별 부처 및 연구기관에서 

구독하는 DB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자료수집 범위를 ‘해외 학술지 논문’으로   

집중하여 서비스

§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확대 수집

§ 정부 부처 또는 기관 이용자의 요청을 토대로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관련 정보

를 포괄적으로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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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단기 및 중장기 정보수집 계획
§ 단기(2019년): 해외 전자책 서비스, 해외논문 원문서비스

§ 중기(2020~2021년): 멀티미디어 콘텐츠 수집, 주요 이슈별 관련 정보의 수집

§ 장기(2022~2023년): 정책정보 종합목록의 개선, 국내외 정책정보 수집력 강화

(2) 정보서비스 분야의 개선

§ 정보서비스 분야에서는 정책정보 메일링 서비스, 정책정보 번역서비스, 정책정보 

대국민 서비스, 정책 리터러시 아카데미 개설, 정책기관 순회대출, 강연 지원  

서비스, 정책정보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정책자료실 및 연구실 개선, 정책개발 

지원서비스, 통계분석 지원서비스, 우수 정책자료 선정 및 소개 서비스 등이   

개선 및 신규서비스로 제시됨

가. 개선 목적
§ 이용자 요구 기반 서비스 제공 및 인터페이스 이용 용이성 개선을 통한 서비스 

이용도 제고

§ 타 정책정보서비스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정책정보 특화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보

나. 현황(as-is)
§ 이용자 요구 중심이 아닌 정보제공자 중심의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일관성이 부족한 이용자 인터페이스로 인한 서비스 신청 및 이용절차의 어려움

§ 정책업무를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자에 비해 정보제공자의 전문성 부족

§ 이용자의 정책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보서비스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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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선 방향(to-be)
§ 기존의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는 이용자 관심 키워드 기반 정책정보를 포괄적

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개선

§ 기존의 정보제공자가 선정하는 국외 정책자료 번역을 이용자 요청 기반 맞춤형 

번역서비스로 제공

§ POINT와 G-Zone의 독립된 인터페이스나 상이한 서비스 대상자료 범위를 고려

할 때 해당 서비스를 특화하여 제공

§ 기존의 공직자 대상 세종 아카데미 <움> 서비스를 공직자의 정책업무를 직접적

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선

§ 기존의 정책기관 순회대출 서비스는 1년에 총 800책을 지원하였다면 이를 개선

하여 이용자 요청에 의한 도서를 지원

§ 기존의 찾아가는 정책아카데미와는 달리 공직자가 원하는 강사의 특강을 개최할 

수 있도록 기관의 강사료에 대해 매칭펀드 제공

§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정책 전문가 자문 의뢰 

서비스로 개선

§ 이용자의 정책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우수 정책자료 선정 및 소개 서비스 도입

라. 단기 및 중장기 정보서비스 계획
§ 단기(2019년): 정책정보 번역서비스, 강연 지원서비스, 정책자료실 및 정책연구실 

개선, 정책기관 순회대출

§ 중기(2020~2021년): 정책정보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정책개발 지원서비스, 

우수 정책자료 선정 및 소개서비스, 통계분석 지원서비스

§ 장기(2022~2023년): 정책정보 메일링 서비스, 정책정보 대국민 서비스, 정책 

리터러시 아카데미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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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분야의 개선

§ 조직 분야에서는 두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고,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업무의 국립

세종도서관 이관, 국립세종도서관 관장 및 과장 직급의 상향 조정, 자료 수집  

업무의 국립세종도서관 이관 등이 개선 및 신규서비스로 제시됨

가. 개선 목적
§ 현재 ‘분산·이원화’ 되어 있는 추진체계를 ‘통합·일원화’ 

나. 현황(as-is)
§ 제기되는 정책정보서비스의 대다수 문제점은 분산·이원화 되어있는 현행 추진체계

의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다. 개선 방향(to-be)
§ 대안 I은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운영과 정책자료 수집기능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립세종도서관으로 이관하여 정책정보서비스 관련 각종 업무를 국립세종도서관 

중심으로 통합·일원화시키고 정부간행물 수집 기능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립

세종도서관으로 이관시켜 정책자료 수집기능을 통합·일원화시키는 방안임

§ 대안 II는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운영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립세종도서관으로 

이관하여 정책정보서비스 관련 각종 업무를 국립세종도서관 중심으로 통합·일원

화시키고 정책자료 수집 기능 분담은 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료수집과 관련 

하여 역할갈등 발생 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기제를 강화시키는 방안임 

§ 조직편제에 대하여는 관장의 직급을 4급 서기관에서 고위공무원 ‘나’ 등급으로, 

과장의 직급은 지금의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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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단기 및 중장기 조직 계획
§ 단기(2019년):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업무 국립세종도서관으로 이관

§ 중기(2020~2021년): 국립세종도서관 관장 및 과장 직급 상향 조정

§ 장기(2022~2023년): 모든 정책자료 수집업무 국립세종도서관으로 이관

(4) 시스템 분야의 개선

§ 시스템 분야에서는 정책 동향정보 공유시스템 제공, 이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이

용자 참여형 정책정보 포털 구현, 이용자 친화형 자료 분류체계 채택, Open API 

강화, 이용자 데이터 기반 정보서비스 제공, 개인화 페이지의 제공 및 강화, 게

이트웨이 기능 강화, 정책 공유 플랫폼 구축 등이 개선 및 신규서비스로 제시됨

가. 개선 목적
§ 개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도 제고를 위한 인터페이스 개선

§ 데이터 기반 정보서비스 제공

§ 이용자 친화적 자료 분류체계 및 메뉴 구성

§ 이용자 참여형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게이트웨이 기능 강화

나. 현황(as-is)
§ 개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도 취약

§ 정보 제공자 중심의 자료 분류체계 및 메뉴 구성

§ 이용자와의 상호작용 또는 이용자 참여가 어려운 시스템 

§ 데이터 기반 서비스 요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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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선 방향(to-be)
§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메인화면 및 메뉴 구조의 개선

§ 콘텐츠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개선

§ 이용자 참여형 정책정보 포털 구현. 구체적으로 회원 간의 소통 및 정보제공자

와 회원과의 상호작용성을 높이는 기능 추가

§ 이용자 친화적 자료 분류체계 채택

§ 이용자 데이터 기반 정보서비스 예를 들면, 실시간 정보검색 순위, 이용 데이터

에 기초한 자료 소개 및 추천 서비스 등 도입

§ 타 부처 사이트와 연계 확대 및 Open API 강화

§ 정책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라. 단기 및 중장기 시스템 계획
§ 단기(2019년): 이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게이트웨이 기능 강화

§ 중기(2020~2021년): 이용자 친화적 자료 분류체계 채택, Open API 강화, 개인화 

페이지의 제공 및 강화

§ 장기(2022~2023년): 정책 동향정보 공유시스템 제공, 이용자 참여형 정책정보 

포털 구현, 이용자 데이터 기반 정보서비스 제공, 정책 공유 플랫폼 구축

(5) 홍보 분야의 개선

§ 홍보 분야에서는 카드뉴스 공모전, 인포그래픽 제작 및 활용, 정책정보 알리미 

서비스, 민간 검색포털과의 제휴, ‘메일로 보내기’ 기능 추가 및 ‘입소문 마케팅’ 

추진, 온라인 이벤트 실시, 민간 광고매체 활용, 블로그 활용 등이 개선 및 신규

서비스로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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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선 목적
§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가독성이 높은 시각화 정책자료 제작

§ 기존 정보서비스와 연계하여 노출 극대화

§ 다양한 매체 즉, 소셜 미디어 및 민간 광고 등을 활용한 홍보

§ 이벤트 실시를 통한 신규 이용 유도

나. 현황(as-is)
§ 홍보자료 및 이벤트를 통한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

다. 개선 방향(to-be)
§ 카드뉴스 공모전 및 인포그래픽 제작을 통한 정책자료 제작 및 홍보

§ 민간 검색포털, 타 정책정보서비스, 학술정보서비스와 연계

§ 어플리케이션, 도서관 내 키오스크 및 전광판을 통한 정책정보 알리미 서비스 

제공

§ 블로그 및 민간 광고매체를 활용한 홍보

§ 온라인 이벤트의 지속적 실시

라. 단기 및 중장기 홍보 계획
§ 단기(2019년): 카드뉴스 공모전, 온라인 이벤트 실시, ‘메일로 보내기’ 기능 추가

§ 중기(2020~2021년): 인포그래픽 제작 및 활용, 정책정보 알리미 서비스, 민간 

검색포털과 제휴, 블로그 활용 

§ 장기(2022~2023년): 민간 광고매체 활용, ‘입소문 마케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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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력 분야의 개선

§ 협력 분야에서는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담당자 간 소통 공간 구축, 국가

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과의 협업(희귀 정책자료의 발굴 및 공동 활용, 관심  

이슈 발굴 및 공동 워크숍 개최, 회원기관 소장 자료에 대한 디지털 서고 구축, 

회원기관 소장 우수 콘텐츠 공동 전시) 등이 개선 및 신규서비스로 제시됨

가. 개선 목적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확충 및 협력 네트워킹 강화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담당자 간 소통 기회 확대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과의 협업

나. 현황(as-is)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확충 전략 부재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간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담당자 간 소통 공간 부재

다. 개선 방향(to-be)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업무를 국립세종도서관으로 이관(조직 전략에서도 언급됨)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담당자 간 소통 공간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토

대로 이용자 대상 협력형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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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단기 및 중장기 협력 계획
§ 단기(2019년): 희귀 정책자료의 발굴 및 공동 활용 확대, 회원기관 소장 우수 

콘텐츠 공동 전시 확대, 회원기관 소장 자료에 대한 디지털 서고 구축 지원 확

대, 관심 이슈 발굴 및 공동 워크숍 수시 개최

§ 중기(2020~2021년):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담당자 간 소통 공간 구축

§ 장기(2022~2023년): 해외 기관 및 국가 정책정보의 분산 수집 및 공동 활용, 

정책정보 회색문헌의 공동 활용을 위한 DB 구축

§ 정책정보서비스의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다시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구분  

하여 제시하면 <표 Ⅵ-1>과 같음

2. 전략적 목표에 따른 추진과제

§ 국립세종도서관은 2013년 개관 이후 세종시의 문화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공공도서관 역할에 치중해 왔으며, 이로 인해 정책정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대외적 인식과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임. 이에 정부의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정책 강화에 따라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정보서비스의 중심 도서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음 

§ 국립세종도서관의 비전은 ‘국내외 정책정보를 주도하는 국립세종도서관이며, 이

에 대한 3대 주요 추진과제는 ‘고품질 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정책정보 포털서

비스 강화’, ‘정책정보기관과의 협력 확대’임. 비전, 3대 주요 추진과제, 3대 추

진과제에 따른 6대 전략적 목표에 따른 추진 가능한 세부 서비스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Ⅵ-2>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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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단기(2019년) 중기(2020~2021) 장기(2022~2023)

정보

수집

-해외 전자책 서비스

-해외논문 원문서비스

-멀티미디어 콘텐츠 수집 

-주요 이슈별 관련 정보의

 수집

-정책정보 종합목록의 개선

(자료 이용권한 및 소재 정보)

-국내외 정책정보 수집력 

 강화

정보

서비스

-정책정보 번역서비스

-강연지원 서비스

-정책자료실 및 정책연구실

 개선

-정책기관 순회대출

-정책정보 전문가에게 물어 

 보세요

-정책개발 지원서비스

-우수 정책자료 선정 및 소개 

  서비스

-통계분석 지원서비스

-정책정보 메일링 서비스

-정책정보 대국민 서비스

-정책 리터러시 아카데미 

 개설

조직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업무 

 국립세종도서관으로 이관

-국립세종도서관 관장 및 

 과장 직급 상향 조정

-모든 정책자료 수집업무 

 국립세종도서관으로 이관

시스템
-이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게이트웨이 기능 강화

-이용자 친화형 자료 분류

 체계 채택 

-Open API 강화

-개인화 페이지의 제공 및 

  강화

-정책 동향정보 공유시스템 

제공

-이용자 참여형 정책정보 

 포털 구현

-이용자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 제공

-정책 공유 플랫폼 구축

홍보
-카드뉴스 공모전

-온라인 이벤트 실시

-‘메일로 보내기’ 기능 추가 

-인포그래픽 제작 및 활용

-정책정보 알리미 서비스

-검색포털과 제휴

-블로그 활용

-민간 광고매체 활용

-‘입소문 마케팅’ 추진

협력

-희귀 정책자료의 발굴 및 

공동 활용 확대

-관심 이슈 발굴 및 공동 워

크숍 수시 개최

-회원기관 소장 자료에 대한 

디지털 서고 구축 지원 확대

-회원기관 소장 우수 콘텐츠 

공동 전시 확대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담당자 간 소통 공간 구축

-해외 기관 및 국가 정책정보

의 분산 수집 및 공동 활용

-정책정보 회색문헌의 공동 

활용을 위한 DB 구축

<표 Ⅵ-1> 정책정보서비스의 단기‧중기‧장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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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국내외 정책정보를 주도하는 국립세종도서관’

3대 추진과제 6대 전략적 목표 정책정보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 
가능한 세부 서비스

고품질 

정책정보서비스

제공

맞춤형 정책정보

서비스 개발 및 확대

-해외 전자책 서비스

-해외 논문 원문서비스

-정책정보 번역서비스

-정책정보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우수 정책자료 선정 및 소개 서비스

-통계분석 지원서비스

-정책정보 메일링 서비스

-개인화 페이지의 제공 및 강화

-정책정보 알리미 서비스

-정책정보 대국민 서비스

아날로그와 디지털 정보의 

융합형 정책정보

서비스 개발

-주요 이슈별 관련 정보의 수집

-멀티미디어 콘텐츠 수집 

-게이트웨이 기능 강화

-정책 동향정보 공유시스템 제공

정책정보 

포털서비스

강화

POINT와 정부행정업무망 

연계를 통한 시스템 고도화

-이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Open API 강화

-이용자 친화형 자료 분류체계 채택 

-이용자 참여형 정책정보 포털 구현

-이용자 데이터 기반 정보서비스 제공

-정책 공유 플랫폼 구축

-‘메일로 보내기’ 기능 추가 

POINT의 유용한 콘텐츠 

구축을 통한 이용 활성화

-정책정보 종합목록의 개선

-국내외 정책정보 수집력 강화

-카드뉴스 공모전

-온라인 이벤트 실시

-인포그래픽 제작 및 활용

-검색포털과 제휴

-블로그 활용

정책정보기관과의 

협력 확대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운영체계 확대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업무 국립세종 도서관으로 이관

-민간 광고매체 활용

-‘입소문 마케팅’ 추진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담당자 간 소통 공간 

구축

-해외 기관 및 국가 정책정보의 분산 수집 및 

공동활용

국내 정책정보 관련기관 

협력사업 및 연계서비스 

도출

-강연지원서비스

-정책자료실 및 정책연구실 개선

-정책기관 순회대출

-정책개발 지원서비스

-정책 리터러시 아카데미 개설

-희귀 정책자료의 발굴 및 공동 활용 확대

-정책정보 회색문헌의 공동 활용을 위한 DB 구축

-회원기관 소장 우수 콘텐츠 공동 전시 확대

-회원기관 소장 자료에 대한 디지털 서고 구축 지원 

확대

-관심 이슈 발굴 및 공동 워크숍 수시 개최

<표 Ⅵ-2> 정책정보서비스의 단기‧중기‧장기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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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 정보공유 등으로 인한 정보제공 패러다임의 변화와 급변하는 웹 환경에서 국립

세종도서관이 국내외 정책정보를 주도하는 서비스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는 기존 서비스에 대한 개선과 종합적인 분석, 그리고 신규 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이 불가피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정보서비스의 현황 및 환경 분석, 관련 선행연구 분석, 

국내외 정책정보서비스의 사례 분석, 이용자 설문을 통한 국립세종도서관 정책

정보서비스의 성과분석, 내부 직원 인터뷰,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이용자   

(비이용자 포함)와의 면담과정을 통해 향후의 포지셔닝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최종적으로 정책정보서비스에서 개선이 필요한   

여섯 분야를 제시함. 제시된 6대 핵심전략 분야는 정보수집, 정보서비스, 조직, 

시스템, 홍보, 협력 분야임

§ 정보수집 분야에서는 정책정보 종합목록의 개선, 해외전자책 서비스, 해외논문 

원문서비스, 국내외 정책정보 수집력 강화, 멀티미디어 콘텐츠 수집, 주요 이슈

별 관련 정보의 수집 등이 개선 및 신규서비스로 제시됨

§ 정보서비스 분야에서는 정책정보 메일링 서비스, 정책정보 번역서비스, 정책정보 

대국민 서비스, 정책 리터러시 아카데미 개설, 정책기관 순회대출, 강연 지원  

서비스, 정책정보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정책자료실 및 연구실 개선, 정책개발 

지원서비스, 통계분석 지원서비스, 우수 정책자료 선정 및 소개 서비스 등이   

개선 및 신규서비스로 제시됨

§ 조직 분야에서는 두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고,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업무의 국립

Ⅶ.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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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서관 이관, 국립세종도서관 관장 및 과장 직급의 상향 조정, 자료 수집  

업무의 국립세종도서관 이관 등이 개선 및 신규서비스로 제시됨

§ 시스템 분야에서는 정책 동향정보 공유시스템 제공, 이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이용자 참여형 정책정보 포털 구현, 이용자 친화형 자료 분류체계 채택, Open  

API 강화, 이용자 데이터 기반 정보서비스 제공, 개인화 페이지의 제공 및 강화, 

게이트웨이 기능 강화, 정책 공유 플랫폼 구축 등이 개선 및 신규서비스로 제시

됨

§ 홍보 분야에서는 카드뉴스 공모전, 인포그래픽 제작 및 활용, 정책정보 알리미 

서비스, 민간 검색포털과의 제휴, ‘메일로 보내기’ 기능 추가, ‘입소문 마케팅’   

추진, 온라인 이벤트 실시, 민간 광고매체 활용, 블로그 활용 등이 개선 및 신규

서비스로 제시됨

§ 협력 분야에서는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담당자 간 소통 공간 구축, 해외 

기관 및 국가 정책정보의 분산수집 및 공동활용, 정책정보 회색문헌의 공동 활

용을 위한 DB 구축,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과의 협업(희귀 정책자료의 발

굴 및 공동 활용 확대, 관심 이슈 발굴 및 공동 워크숍 수시 개최, 회원기관 소

장 자료에 대한 디지털 서고 구축 지원 확대, 회원기관 소장 우수 콘텐츠 공동 

전시 확대) 등이 개선 및 신규서비스로 제시됨

§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포털이 보유한 지식정보자원은 이용자들의 신뢰성과 

전문성 있는 자료에 대한 정보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콘텐츠임. 본 연구에

서 제시된 정보수집, 정보서비스, 조직, 시스템, 홍보, 협력 분야가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된다면 충분히 이용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보다 심층적인 이용자 연구 및 분석을 통해 이용자의 정보요구 및 트렌드

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정책정보 유통 및 공급 전략을 수립해야 함은 

물론 본 연구에서 제시된 단기 및 중장기 발전방안에 따른 단계적인 서비스   

확장과 개선을 모색해 나가야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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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 국립중앙도서관은 2004년 11월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중추기관으로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편리한 정보접근과 국가정책지원을 위한 서비스 체제

로 전환하기 위하여 도서관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음. 이 조직개편에 의하여 

지금의 정책자료과가 신설되었고 이를 주축으로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생산되는 

공공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국가기관(그리고 그 직원들)과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 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정보서비스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 이 계획의 주요내용을 2005년에 개최된 관내 세미나 자료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 각 부처 및 산하, 소속기관의 자료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정책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결정자인 공직자를 대상으로 정부간행물 

등 정책 활동에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며, 정부부처 자료실과의 협조체제하에  

정책정보 맞춤정보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것과 일반국민에게 정부  

정책을 알리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당시 정책자료과가 표명한 

추진 목표는 ‘각 부처별로 서비스하고 있는 디지털도서관을 국가적 차원으로  

통합하여 정책정보의 접근을 일원화하고 편리한 One-Stop 대국민 서비스 및  

대정부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음(김명희, pp.49-54)

§ 2018년인 올해로 정책자료과가 설치된 지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업무   

소속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립세종도서관으로 바뀌었고, 많은 시대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당시 업무내용과 추진 목표는 지금과 비교하여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임

§ 지금까지 국립세종도서관은 정책정보서비스의 정체성 구현을 위한 실천적 전략

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정책과제 예를 들면, 정책정보 협력망 구축 및 운영방안

(남영준, 2013), 정책분야별 주제 가이드 개발 및 구축방안(노영희, 2014), 정책

정보서비스 운영 방안(노영희, 2014), 정책정보포털 고도화 방안 컨설팅(아르고넷, 

최재황, 2015), 공간 활용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방안(임호균, 2015), 중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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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계획(윤희윤, 2015) 등을 연구하였지만, 국립세종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이용자 인식이나 활용도는 아직도 낮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며, 돌파구가 

필요해 보임 

§ 정책정보서비스의 활성화와 돌파구를 위해 본 연구진이 제안하는 내용은 다음의 

3가지임

§ 첫 번째는 최고 결정권자의 확고한 의지와 지원이 필요함. 앞에서 살펴본 미국 

정부정보 포털 USA.gov의 성공 요인은 그 이전 서비스인 FirstGov의 성공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음. FirstGov의 성공에는 최고 결정권자의 확고한 의지와 

지원이 있었음. FirstGov의 전신인 WebGov의 경우 훨씬 더 많은 예산, 인력, 

그리고 시간의 투입에도 결국 가시적인 성과도 내지 못했던 반면 FirstGov는 90

일이라는 짧은 마감시간과 총무처 내의 소규모 조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발을 완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때문이었음. 정책정보서비스의 활성화에 있어서도 최고 결정권자인 국립중앙  

도서관장의 의지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냉철한 혜안이 필요한 시점임 

§ 두 번째는 이원화된 이용자 전략이 필요함. 역시 앞에서 살펴본 미국의 GovSpot

은 드물게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정부정보 포털임. 주 서비스 대상은 학생, 교육

자, 기업가, 공무원 등 정부정보를 찾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며, 웹에 존재하는 

정부관련 자원을 수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공직자에 대한 서비스를  

타겟으로 잡고 있는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에 시사하는 점은 이 포털

이 정부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임. 서비스를 시작한 1999

년 이래 지금까지 민간 기업에 의해 이 사이트가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은 정부정보의 간편 검색에 대한 일정 수요가 국민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함. 이 사이트는 유명성으로 2014년에는 타임지 선정 베스트 웹 사이트 50

에 선정되기도 했음.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의 주 서비스 대상은 공직자

이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세종도서관의 입장에서 일반 학생과 국민

에 대한 서비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 마지막으로, 이용자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함. POINT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한자리에서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려면,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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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갖추어야 할 기능은 정책정보, 검색기능, 웹 메일, 이용자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음. POINT는 이 네 가지 기능을 기본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함. 이중 

정책정보, 검색기능, 웹 메일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고,  

성과도 많았음. 아쉬운 부분은 이용자 커뮤니티임.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용자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나갈까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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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자문회의 결과 요약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자문회의

◆ 일  시 : 2018년 11월 20일(수) 10:00 ~ 12:00

◆ 장  소 : 국립세종도서관 3층 대회의실

■ A위원

▲ 정책 수립 시 정책입안자는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산하 연구기관에 해당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보고서 등을 요청함. 따라서 실제 정책정보를 활용하는  

주 이용자는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원이나 정부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임

▲ 이러한 연구자들은 이미 기존 서비스, 프리즘,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자체 자료

실 등을 통해 충분히 원하는 정보를 얻고 있음

▲ 또한 이러한 서비스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이므로 차별화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마찬가지로 그 대상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함

▲ 현재 서비스 대상인 정책입안자 외에 NGO,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 소외된 이용자 

집단의 발굴이 필요함

▲ 타겟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책정보에 대한 수요와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서비스의 지향점이 명확해질 수 있음

▲ 현재처럼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는 방식은 타 서비스와 비교해 경쟁력을 갖기 힘들

다고 생각함

▲ 기존 타서비스와의 연계 노력이 필요함

▲ 국내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B위원

▲ 의사결정권자가 정책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나 실제로 

결정권자가 정보를 직접 찾거나 활용하지는 않음 

▲ 직접적으로 정보를 필요로 하고 활용하는 것은 해당 업무의 직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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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정보는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직원, 교수, 연구자, 시민단체, 대학(원)생 등이 

주로 이용

▲ 정책정보는 홍보 및 설명책임성 확보를 하는데 있어 유용함. 이러한 정보는 연구자, 

이해관계자를 통해 의사결정권자에게 간접으로 전달됨

▲ 실제 이용자를 고려하여 정책결정권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더 다양하고 

넓은 스펙트럼의 확보가 필요함

▲ 정책이라는 용어는 관계자나 전문가에게는 친숙한 표현이나 일반적인  이용자에게

는 격차를 느낄 수 있는 표현임. 정책정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임 

▲ 정부공공데이터, 공공정책정보, 행정지식정보, 정부정책정보 등과 같은 더 적합한 

표현을 찾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책포털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쌍방향

의 소통이 필요함

▲ 본관(디지털 기획과)과 세종도서관(정책자료과)과의 관계는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내부적인 합의가 필요함

■ C위원

▲ 업무망(업무관리시스템)과 인터넷망이 분리되어 있어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인 

POINT는 잘 이용하지 않음. 프리즘 등은 업무망인 통합온나라시스템에 연계되어 

있어 활용도가 높음

▲ 따라서, 업무망과의 연계가 필요함. 장기적인 관점에서 업무망과의 연계를 위한 

ISP수립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업무망과의 연계를 위해 유료DB 구입 시 인터넷 외에 업무망에서의 한정된 활용

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할 필요가 있음

▲ 프리즘 등 타서비스의 경우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ʼʼ 등에 의해 제도적 

근거가 갖추어져 있음. 이를 통해 이용 및 정보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의 확보가 

필요함

▲ 행정정보, 행정정책정보라는 용어를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  

▲ 기관의 이용자 및 소속 기관 연구기관도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자료실을 

이용함. 그러나 사안에 따라 자료실 수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따라서 

세종도서관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특히 빠른 

시간 내에 정보제공을 해야 하는 경우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구축이 필요함(예: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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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자료실에 세종도서관의 서비스 홍보를 위한 통계자료 등을 작성하여 이용을  

장려할 수 있음(예: POINT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자료 등)

■ D위원

▲ 프리즘은 단순결과물만 제공하는 형식이며 POINT는 결과물은 물론 결과물을   

얻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 POINT는 관계 직원과 일반 국민 서비스가 혼재되어 있어 서비스 대상에 대한  

혼란이 발생함

▲ 관계 직원들만을 위한 서비스를 업무망으로 분리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등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세종도서관은 개관 후 한정된 인력, 자원으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와 정책정보서

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왔으므로 특정 서비스 대상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음. 

이용자의 조사•분석 내용으로 볼 때 과거에 비해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

나 보다 더 적극적인 서비스 홍보가 필요함

▲ 정책정보서비스는 협력이 중요함. 특히 일원화된 협력서비스는 많은 자원이 필요

하나 현재 이를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 본관과의 업무이원화가 개관 초기 세종도서관 운영의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

이었으나 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업무 혼란이 발생하는 원인이 됨. 

따라서 세종도서관 서비스의 특성화를 위해 국가정책정보협의회 관련 업무를 세종

도서관으로 이관해야 함. 이를 통해 협력을 통한 정책정보서비스를 세종도서관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세종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본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종합목록, 연구

자지원서비스와 같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의 경우 통합을 통해 한정된 

자원을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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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이용자 설문지

정책정보 이용행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여러분의 정책정보 및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행태를 분석하여 「국립세종
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되는 조사입니다.

귀하의 응답은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의 방향을 결정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 응답에는 약 5~10분 가량이 소요되며, 응답자 가운데 6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커피상품권 
00000원을 드립니다.

응답자의 모든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의 규정에 의해 학문적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주관기관: 국립세종도서관
수행기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최재황 교수
공동연구원: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정홍상 교수
한성대학교 도서관정보문화트랙 박성재 교수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이종욱 교수

[문의]
∙ 연구책임자: 최재황 교수 (choi@knu.ac.kr)
∙ 공동연구원: 이종욱 교수 (jongwook@knu.ac.kr)

[용어설명]
정책정보 
∙ 정책을 수립·집행·평가하는 전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 또는 주요 정책자료 생산기관의 발간

자료
정책정보서비스
∙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 정책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설문 응답을 완료해 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00명에게 소정의 상품(커피상품권 00000원)을 드리고자 
하오니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입력하신 번호는 경품 추첨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외부에 유출되지 않습니다.)

   휴대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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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응답자 특성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③ 응답하고 싶지 않음

3. 귀하의 연령은 만 몇 세입니까?

만            세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정부 부처 관계자             ② 연구원
③ 사서
④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5. 귀하가 소속된 정부 부처 또는 기관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예, 교육부, 환경부,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 귀하는 현재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까?(복수응답 가능)

□ 정책연구                 □ 정책평가                 □ 출판 및 홍보
□ 정책입안지원             □ 정책정보 수집 및 관리    □ 현황분석 및 평가
□ 정책개발                 □ 담당분야 사업운영
□ 정책분석                 □ 통계연구(통계분석)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7. 현재 맡고 계신 업무에 대한 귀하의 경력은 몇 년 몇 개월입니까?(예, 2년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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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귀하의 업무 또는 연구와 가장 관련 있는 주제 분야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 공공질서/안전   □ 과학기술   □ 교육 
□ 교통 및 물류   □ 국방   □ 국토개발 
□ 농림/축산     □ 문화체육관광   □ 보건 
□ 사회복지   □ 산업/통상/중소기업   □ 일반공공행정 
□ 재정/세제/금융   □ 통신   □ 통일/외교 
□ 해양수산   □ 환경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Part 2. 정책정보 이용행태

9. 귀하가 이용하는 정책정보의 유형과 그 이용수준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정보의 유형
매우
자주
이용

자주
이용

보통

자주
이용
하지 
않음

전혀
이용
하지
않음

일반도서 (단행본, 전자책 포함) ⑤ ④ ③ ② ①

각종 백서·연감(연보)·편람(매뉴얼) ⑤ ④ ③ ② ①

회의·세미나(워크숍)·토론자료 ⑤ ④ ③ ② ①

통계자료 ⑤ ④ ③ ② ①

법령자료 ⑤ ④ ③ ② ①

연구보고서 ⑤ ④ ③ ② ①

학술(연구)논문 ⑤ ④ ③ ② ①

사업계획자료(문서, 전략적계획, 발전계획 등) ⑤ ④ ③ ② ①

예결산자료 ⑤ ④ ③ ② ①

동향보고서 ⑤ ④ ③ ② ①

Web DB(학술지, 학술기사, 전자저널 등) ⑤ ④ ③ ② ①

국제기구 발간자료 ⑤ ④ ③ ② ①

국외 정부기관 발간자료(정부간행물 등) ⑤ ④ ③ ② ①

기타 관련 웹사이트(블로그, 웹진 등) ⑤ ④ ③ ② ①

유관기관 및 관련학회 사이트 ⑤ ④ ③ ② ①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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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귀하는 정책정보를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하여 입수하십니까?(복수응답 가능) 

□ 본인/사무실 소장 자료     
□ 동료 집단                 
□ 국립세종도서관            
□ 소속기관 도서관/지식정보실
□ 관련 전문가               
□ 학회, 세미나, 전시회 

□ 정책정보 사이트(프리즘, 정책브리핑 등)
□ 일반 포털사이트(네이버, 구글 등)
□ SNS 서비스
□ 외부 정보서비스 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 출판사 및 서점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11. 귀하가 국내 정책정보를 검색 및 입수하는데 있어 활용도가 높은 온라인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잘 모름”에 체크)

정책정보서비스
매우

유용
유용 보통

유용

하지

없음

전혀

유용

하지

없음

잘 

모름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포털 포인트

(POINT) (policy.nl.go.kr)
⑤ ④ ③ ② ①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

(PRISM) (www.prism.go.kr)
⑤ ④ ③ ② ①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
⑤ ④ ③ ② ①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⑤ ④ ③ ② ①

국회도서관의 정책정보

(clik.nanet.go.kr)
⑤ ④ ③ ② ①

국회입법조사처(NARS)의 정책정보

(www.nars.go.kr)
⑤ ④ ③ ② ①

국가기록원의 나라기록 포털

(www.archives.go.kr)
⑤ ④ ③ ② 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국가정책연구포털

(NKIS) (www.nkis.re.kr)
⑤ ④ ③ ② ①

교육부의 교육정보디지털도서관

(library.moe.go.kr)
⑤ ④ ③ ② 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edpolicy.kedi.re.kr)
⑤ ④ ③ ② ①

서울시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정책정보서비스

(SFAC) (www.sfac.or.kr)
⑤ ④ ③ ② ①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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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귀하가 국내 정책정보를 검색 및 입수하는데 있어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신뢰성                □ 편의성
□ 정확성                     □ 전문성
□ 최신성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13. 귀하가 해외 정책정보를 검색 및 입수하는데 있어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모든 
항목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잘 모름”에 체크)

정책정보서비스
매우
유용

유용 보통
유용
하지
없음

전혀
유용
하지
없음

잘 
모름

미국 정부 정보 포털 USA.gov
(www.usa.gov)

⑤ ④ ③ ② ①

미국 국립 인쇄소(GPO)
(www.gpo.gov)

⑤ ④ ③ ② ①

미국 국립 문서기록 관리청(NARA)
(www.archives.gov)

⑤ ④ ③ ② ①

미국 DATA.gov (데이터 공유 플랫폼)  
(www.data.gov)

⑤ ④ ③ ② ①

미국 Gov Spot (생활에 필요한 정부 정보 
제공) (www.govspot.com)

⑤ ④ ③ ② ①

영국 정부 정보 포털 (www.gov.uk) ⑤ ④ ③ ② ①

영국 공공데이터 포털 (data.gov.uk) ⑤ ④ ③ ② ①

영국 국가기록원
(www.nationalarchives.gov.uk)

⑤ ④ ③ ② ①

호주 정부 정보 포털
(www.australia.gov.au)

⑤ ④ ③ ② ①

호주 GOV.AU(호주 정부의 모든 웹사이트 
리스트 제공) (www.gov.au)

⑤ ④ ③ ② ①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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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귀하가 해외 정책정보를 검색 및 입수하는데 있어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신뢰성                □ 편의성
□ 정확성                      □ 전문성
□ 최신성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Part 3.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 이용유무

15. 귀하는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으며 이용한 적 있음
②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음
③ 잘 모름

Part 4.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 비이용 이유

16. 귀하가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이용 방법을 모름          □ 이용할 필요성이 없음
□ 이용할 시간이 없음              □ 자료의 부족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Part 5.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 의향

17.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는 정부 및 공공기관, 정책결정권자, 정책연구자 등이 정책
의 수립·집행·평가 등 정책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귀하는 향후에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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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6.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의 이용경험 및 유용성

18. 귀하는 다음의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모든 항목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정보서비스

매우 

자주 

이용

자주 

이용
보통

거의 

이용 

하지 

않음

전혀

이용

하지

없음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구독 중인  최신 학술지의 목차
를 주기적으로 메일링 서비스하여 정책회원이  정책분야의 연구 동향
을 파악하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

⑤ ④ ③ ② ①

정책동향 정보제공 서비스
정책정보포털(http://policy.nl.go.kr)을 통해 국내외 '최신 정책동향',   '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POINT 큐레이션'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⑤ ④ ③ ② ①

정부간행물 원문정보 제공서비스 (지존(G-Zone) 서비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정책 관련   자료의 원문
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

⑤ ④ ③ ② ①

국외 학술 전자책 One-Stop 서비스
정책회원이 정책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국외 학술 전자책을 신청하면 
바로 구입하여 24시간 내에 제공해 주는 서비스

⑤ ④ ③ ② ①

정책정보 종합목록 서비스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이 제공한 정책 자료의 서지정보 및   
원문 자료에 대한 통합검색 서비스

⑤ ④ ③ ② ①

정책정보 협력망 상호대차 서비스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소속 도서관에 없을 경우, 협약을 맺은 다른 
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장 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서
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

⑤ ④ ③ ② ①

기관 대출 서비스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
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한해 법적 증거물, 전시목적 등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대출해 주는 서비스

⑤ ④ ③ ② ①

정책자료실 및 정책연구실
국내·외 정책 관련 자료 등을 정책자료실에서 열람하고, 조사·연구 
공간으로 정책연구실을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제공해 주는 서비스

⑤ ④ ③ ② ①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
공직자를 대상으로 양질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정책 활동의  
지원과 수립을 돕는 서비스

⑤ ④ ③ ② ①

공직자 대상 세종아카데미 <움>
공직자의 업무역량 강화, 부처 간 소통,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

⑤ ④ ③ ② ①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다양한 주제의 신간 및 교양 도서를 순환 대출해 주는 ‘정책기관  
순회대출’ 서비스와 인문학 강연 등 고품질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문학 강연지원’서비스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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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귀하는 다음의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의 유용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
든 항목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정보서비스
매우
유용

유용 보통
유용
하지
없음

전혀
유용
하지
없음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구독 중인  최신 학술지
의 목차를 주기적으로 메일링 서비스하여 정책회원이 정책  
분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

⑤ ④ ③ ② ①

정책동향 정보제공 서비스
정책정보포털(http://policy.nl.go.kr)을 통해 국내외 '최신 정책  
동향',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POINT 큐레이션' 정보를 제공
해 주는 서비스

⑤ ④ ③ ② ①

정부간행물 원문정보 제공서비스 (지존(G-Zone) 서비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정책 관련 자료
의 원문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

⑤ ④ ③ ② ①

국외 학술 전자책 One-Stop 서비스
정책회원이 정책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국외 학술 전자책을  
신청하면 바로 구입하여 24시간 내에 제공해 주는 서비스

⑤ ④ ③ ② ①

정책정보 종합목록 서비스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이 제공한 정책 자료의 서지정보 
및 원문 자료에 대한 통합검색 서비스

⑤ ④ ③ ② ①

정책정보 협력망 상호대차 서비스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소속 도서관에 없을 경우, 협약을  
맺은 다른 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장 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

⑤ ④ ③ ② ①

기관 대출 서비스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한해 법적 증거물, 
전시목적 등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대출해 주는 서비스

⑤ ④ ③ ② ①

정책자료실 및 정책연구실
국내·외 정책 관련 자료 등을 정책자료실에서 열람하고,   
조사·연구 공간으로 정책연구실을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제공
해 주는 서비스

⑤ ④ ③ ② ①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
공직자를 대상으로 양질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정책  
활동의 지원과 수립을 돕는 서비스

⑤ ④ ③ ② ①

공직자 대상 세종아카데미 <움>
공직자의 업무역량 강화, 부처 간 소통, 삶의 질 향상을  목적
으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

⑤ ④ ③ ② ①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다양한 주제의 신간 및 교양 도서를 순환 대출해 주는 ‘정책
기관 순회대출’ 서비스와 인문학 강연 등 고품질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문학 강연지원’서비스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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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귀하께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이용해 본 적이 있는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복수응답 가능)

□ 학술지 목차 메일링
□ 정책동향 정보제공 서비스
□ 정부간행물 원문정보 제공서비스
□ 국외 학술 전자책 One-Stop 서비스

□ 정책정보 종합목록 서비스
□ 정책정보 협력망 상호대차 서비스
□ 기관 대출 서비스
□ 정책자료실 및 정책연구실

□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
□ 공직자 대상세종아카데미 <움>
□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 이용해 본 서비스 없음

21. 귀하는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를 어떠한 경로로 알게 되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 사서의 추천                        □ 자료검색 과정에서의 우연한 발견
□ 동료의 추천                        □ 학회, 워크숍, 세미나 
□ 홍보자료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22. 귀하는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 정책의제 설정                □ 정책집행
□ 정책수립                        □ 정책평가
□ 정책채택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23. 귀하가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대해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이 있다면 이를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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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7. 마무리

24. 귀하는 추후 정책정보의 (비)이용 경험에 관한 면담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면담은 정책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검색 및 이용방식에 관한 것이며, 대면 또는   
전화상으로 약 40분 간 실시됩니다. 면담 참여 시 00000원 상당의 음료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① 있음                             ② 없음

25. 후속 면담요청을 위한 이메일 주소 또는 연락처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주소 :                                                    

∙ 휴대폰 번호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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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정책정보 제공자 면담지

정책정보 제공자 면담조사

<정책정보 제공: 각자>

1. 정책정보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어떤 일을 하는가?(무슨 역할을 수행하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

2.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는가?

3. 그 일의 목적이 있다면?(무엇을 기대하고 그 일을 하는가?

4. 해보니 어떠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책이 있다면?)

<정책정보서비스 일반>

1. (정책정보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누가(어떤 기관이) 관여하는가?

2. 각각의 기관이 정책정보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어떤 일들을 수행하는가?

3.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는가?

4. (도서관 중심의 정책정보 서비스 제공이) 왜 필요한가? (도서관 중심의) 정책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는가? 무엇을 기대하고 (도서관 중심의)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

하는가?

5. 정책정보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개선책이 있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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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정책정보 이용자 면담지

정책정보 이용자 면담조사

<실제 이용자>

1. 어떤 정책정보서비스를 이용해 보았는가?(이용해 보고 있는가?)

2. 무엇 때문에(무엇을 기대하고) 그 정책정보서비스를 이용했는가?(이용하고 있는가?)

3. (구체적으로) 그 정책정보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했는가?(이용하고 있는가?)

4. 어떻게 이용하게 되었는가?(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5. 이용해 보니 어떠한가?

-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개선책이 있다면 어떤 개선책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정책정보서비스 일반>

1. 어떤 정책정보가 필요한가?(무엇을 정책정보로 이용하는가?)

2. 누가 그러한 정책정보를 필요로 하는가?(누가 그러한 정책정보를 이용하는가?)

3. 어디서 그러한 정책정보를 보통 얻는가?(취득하는가?)

4. (구체적으로) 어떻게 얻는가?

5. 무엇 때문에(무엇을 기대하고) 얻는가?

6.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세종도서관이 제공하는 정책정보서비스가 어떠했으면 좋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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