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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개요  

분류체계

1.1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개요

정책정보에 한 요구 증가는 무엇보다 정책 개발, 실행, 평가 환경의 변화

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의 미래지향 인 발 을 한 정책을 개

발하기 해, 정책결정자는 공정하고 내실 있는 연구를 통한 정부 정책 수립 

진행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정책정보의 정책 반  비율이 향상되

는 추세로 나타나는데, 실제 경제인문사회연구소 소  연구기  연구과제의 

정책 반  실 을 보면 2008년∼2010년 3년간 체 연구과제 7,625건  5,700

건이다(권택기 2010). 이는 연구 결과의 정책 활용도가 74.75%로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책 개발과 실행  평가 반에서의 정책정보 조 체제가 요구된

다. 즉, 효율 인 정책 개발과 실행  평가를 해 사회 반에 필요한 아이디

어를 도출하고, 정책 안 련 기  연구가 반 된 정책기획이 요구된다. 실

제로 조직 내외의 지식을 활용한 문제해결과 업무 수행을 한 ‘행정기  활

성화 포럼(2013)’ 개최 등으로 정책정보를 축 하고 공유하는 체제를 갖추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그러나 국내 정책정보제공서비스를 분석하 을 때 몇 가지 문제 이 도출되

었다. 첫째, 정책정보제공시스템의 산재와 자료의 복 제공이다. 를 들어 

국립 앙도서  ‘정책정보포털’, 정책정보연구서비스 리시스템인 ‘PRIS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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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책정보제공시스템이 존재하나 정책정보자료서비스를 총 하는 기 의 부

재로 동일한 성격의 시스템이 단기 으로 복·운 되거나, 수집하여 제공하

는 정책정보 자료의 내용이 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정책정보 자료의 체계 인 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기존 정책정보 

자료를 리하고 서비스하는 국립 앙도서  ‘정책정보포털’의 자료조직은 서

비스 상이 일반인이라 정책 실무 환경 분석을 통한 업무 합형 자료 제공에 

어려움이 많았다. 즉, 자료의 주제별, 유형별, 업무별로 체계 인 정보제공서비

스를 실 하기에 부족한 구조로 되어 있어, 공유나 활용을 통한 효과 인 정

책 개발을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셋째, 문 인 정보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즉, 정책정보자료서비스(정

책정보포털)와 국책연구소 소  기  연구회 심 정보서비스는 완료된 정책

정보자료만을 상으로 수집하고 단순한 검색만 제공하고 있어 내용이나 기능

이 매우 단편 이다. 한, 참고정보 자료 제공과 같은 부가정보와 개인 맞춤

형서비스 기능과 같이 고도화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구조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해 정책정보서비스의 고도화를 한 주제별 가이드

라인 개발  정보원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국립세종도서 에서는 ‘정

책분야별 주제가이드 개발  구축’(노 희 2014) 연구를 수행하 다. 수행된 

연구에서는 정책 실무 활용에 합한 정보원을 발굴하고 구축하고자 하 으

며, 문가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고도화를 해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와 같

은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부처 공무원과 연구기  연구자들의 요구와 필요를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문 인 정책정보자료제공서비스 방안을 제안하

고자 하 다. 한 정부기능분류체계(BRM)를 실무에 맞게 분석․정비하여 주

제별 자료 구축 효과를 극 화 시키고자 하 으며, 주제별 정책정보자료 수집 

 공유의 효율성 극 화를 해 산재되어 제공되고 있는 정책정보자료를 국

립세종도서 으로 일원화하고, 효율 인 공유를 해 개선된 정부기능분류체

계(BRM)를 기 으로 분류된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구축하기 한 가이드

라인을 개발하 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로서 진행된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개발  구축’(노

희 2014)연구에서는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 의 국내외 사례분석결과, 

분류 문가와의 토론, 면담, 설문조사, 문가 회의 과정을 거쳐, 최종 으로 

국립세종도서 에서 정책정보를 제공할 때 사용하게 될 정책정보 분류체계를 

확정하 다. 즉, BRM 분류체계에 한 의견 수렴  성 검토를 통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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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 분류체계로 서비스하는 것보다 정부기능분류체계로 서비스하는 것이 

더 효율 일 것으로 단함으로써 정책정보서비스 분류수  3단계까지의 

BRM 분류체계를 제안⋅확정하 다

통 으로 도서 은 서지정보 제공을 통해 이용자를 지원해 왔다. 정보 생

산처의 증가와 정보매체의 다양화로 인한 기하 수  정보량 증가라는 환경에

서 특정 주제분야의 주요 정보원을 선택⋅제공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정보 

근을 한 시간과 수고를 여주는 서비스로 인식될 수 있다.

주제별 정보제공은 도서 에서 다양한 내용과 용어를 가지고 발 하 다. 

1973년 Stevens 등에 의해 ‘주제가이드(subject guide)란 도서  정보의 지도

와 같은 것으로, 특정 주제에 해 이제 막 심을 가지고 자료를 검색하고자 

하는 도서  이용자를 한 정보의 치 표지(Information locator)라 할 수 있

다’라고 처음으로 언 되었다(Stevens et al 1973). 그리고 디지털 테크놀로지

를 기반으로 도서  환경이 변화하고 주제가이드의 형식과 콘텐츠가 변화하면

서 연구가이드(research guides), 연구도구(research tools), 자도서  가이드

(electronic library guides or e-guides), 웨블리오그라피(webliographies), 주제

포털(subject portals)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Tchangalova, 

Feigley 2008). 문헌정보학용어사 에서는 ‘특정 주제에 한 안내로서 주제나 

분류번호를 기록한 나무 이나 마분지로서 서가에 걸어두는 것’을 주제안내

(topic guide/subject guide/class guide)라 정의하고 있으며 주제서지(subject 

bibliography)를 ‘어떤 특정한 주제에 련된 문헌을 수록한 서지로 문서지, 

특정주제서지 혹은 주제목록이라고도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일본도서 정보

학회의 문헌정보학 용어 사 에 따르면 주제문헌안내(subject guide)는 ‘어느 

특정 분야나 테마의 연구나 조사를 시작하고자 하는 학생 연구자, 도서 인 

등을 상으로 하여, 그 분야나 테마의 연구법이나 연구 동향, 기본 문헌, 주

요 잡지, 2차 자료, 문헌 탐색 방법이나 도서  이용법 등을 해설한 참고 도

서’로 정의하 다(일본도서 정보학회 2011). 이처럼 ‘주제(subject)’는 도서

의 정보제공서비스의 요한 기 이라고 볼 수 있다. 정보의 종류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주제별 서지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명칭은 다양하게 변형되

어 왔으며 혼용되고 있다. 

특히 학도서 은 타 종의 도서 에 비해 주제가이드 서비스를 일  시

작하 으며, 국내외를 불문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학으로 확산되었다. 주제

가이드가 특정 주제분야에 심을 가진 이용자를 한 서비스라는 개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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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도서 에서의 주제가이드 서비스 활성화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특정 

주제분야 문가를 상으로 하는 문도서 에서는 연구 문제해결을 지원하

기 한 주제가이드 서비스가 필요하다. 주제가이드의 성공 인 서비스를 

해서는 주제 상과 분야에 한 충분한 이해와 이용자의 요구 분석이 선행되

어야 하며,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1) 주제가이드의 기능

재 주제가이드 서비스는 온라인 형태의 주제 문서비스로 연구지원  학

술자료 이용가이드로서의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내용은 주제별 단행본  신

착도서, 참고도서, 데이터베이스, , 학 논문, 특허, 통계, 련 웹사이트, 

블로그나 자책, 참고문헌 리도구 등의 세부주제별로 다양한 유형의 정보

자원에 유형별 근이 가능  하여 주제정보에 근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

다. 그리고 특정분야 주제의 콘텐츠 변화에 한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 주제가이드의 장

이용자 측면에서의 주제가이드 서비스는 검색 략 수립법이나 검색 기법 

숙지와 같이 검색환경에 불편을 느끼는 이용자에게 추천⋅제시된 정보에 직  

근이 가능한 URL을 제공하여 이용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다. 최상기(2004)

는 수집된 정보자원들이 주제 문가에 의해 평가, 분류, 기술되어 검색엔진 검

색 결과보다 고품질의 정보자원에 근할 수 있는 것이 주제별 가이드의 장

이라 하 고, 이미화(2009)와 박희숙(2011)은 텍스트만 제공되는 단조로움을 

벗어나 동 상  웹페이지와 같이 다양한 매체에 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

다는 것, 주제분야에서 이용되는 인기자원에 한 근과 연  주제에 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온라인 주제가이드의 장 이라 하 다. 최

상희(2010)는 사서의 에서 이용자의 참고질의에 해서만 응답하는 수동

인 역할에서 벗어나 연구 방법과 주제 선정과 같은 연구 활동에 한 교육

과 효율  연구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능동 인 정보 문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제가이드의 장 을 언 하 다.

3) 주제가이드 연구 동향

국내외를 막론하고 주제가이드 서비스는 학도서 을 심으로 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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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는 학문 분야나 학과와 같이 이용자가 요구하는 주제분야가 명확하

며, 주제가이드에 한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도서 이 아닌 주제

가이드를 제공하는 표 인 는 LC의 VRS(Virtual Reference Shelf)이다. 

VRS에서는 일반 인 주제의 참고자료와 뉴스, 통계, 사 을 비롯해 의회도서

의 목 에 맞게 정치학과 정부의 참고정보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제가이드 서비스에 한 연구 한 학도서 에 치 되어 있다. 

Dunsmore(2002)는 경 학도서 의 주제가이드 서비스 황에 해 연구했

으며, 최상희(2010)는 북미와 국내 학도서 의 주제가이드 황 악과 개발

을 한 주요 특징을 도출하 다. 김수정(2012)은 국내 학도서  웹사이트 

분석을 통해 온라인 주제가이드 황 분석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함연

과 박 식(2007)은 국 ‘985 로젝트’에 입선된 38개 학도서 의 가상참고

서가 구축 황에 해 조사하고 발  방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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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능분류의 원칙 및 분류체계

기능분류의 상이 되는 행정업무의 기능은 기능별⋅목 별로 구분되는데, 

기능별 분류체계는 정부가 상시 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기능수 에 따라 정책

분야·정책 역․ 기능․ 기능․소기능․단 과제로 분류한다.

한 목 별 분류체계는 통령연두업무보고에서의 각 기 별 과제에 따른 

업무 리를 한 분류체계이며, 이는 행정기 이 정책목 을 달성하기 해 

정책수 에 따라 비 ⋅정책목표⋅이행과제⋅ 리과제로 분류된다.

다음은 기능별  목 별 기능분류와 련된 단  과제와의 연계도를 그림

으로 표 한 것이다.

<그림 1> 기능분류체계도

이  기능별 분류에서 정책분야는 국민서비스와 행정기  내 활동을 분류

한 것이며, 산배분 형평성, 정부조직 설치 황, 국가 간 행정서비스의 통계

자료 비교를 한 국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정책 역은 정책분야 내 

조직의 기능을 구체화한 것으로, 정책분야와 각 부처 기능 분류체계와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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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한 ⋅ ·소기능에서 기능은 각 부처의 실ㆍ국 수 의 업무 수행 기능

과 산체계의 로그램 수 의 기능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기능은 소기능

의 내용을 포 하는 각 부처의 ⋅과 수 에서 정의하는 기능을 기 으로 선

정한다. 소기능은 법률, 직제 등 법 인 근거  기록물 분류기 표를 통해서 

정의된 기능을 말하며, 직제  직제 시행규칙상의 단 사무를 주체-객체-활

동으로 세분하고 이에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사무끼리 선정한다. 





제2장 정책정보서비스 분류체계(안)

2.1 정책정보서비스 분류체계 개발과정

2.2 정책정보서비스 주제분류체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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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책정보서비스 분류체계(안)

2.1 정책정보서비스 분류체계 개발과정

2.1.1 개발절차

<그림 2> 정책정보서비스를 위한 정부기능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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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서비스 주제분류체계 개발을 한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개발  

구축(노 희 외 2014)’ 연구는 정책정보에 한 요구 증가, 정책 개발과 실행 

 평가 반에서 정책정보 조 체제 요구, 문 인 정책정보 제공의 한계

, 정책분야별 가이드 개발  정보원 구축의 필요성에 의한 정책정보서비스

의 고도화를 해 정책분야별 가이드를 개발하고 련 정보원 구축을 한 시

스템을 설계하며, 이를 기반으로 시범  정책정보원을 구축하 다. 

이를 해 련 문헌  사례를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라 연구진과 분류

문가의 논의와 정책정보 련자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으로 설문을 통해 실제 데이터 구축을 통해 이를 검증하 으며, 

포커스그룹인터뷰 과정을 통해서 최종 으로 정부기능분류체계(BRM)를 기반

으로 하여, ‘정책정보서비스 주제분류체계’를 개발하 다. 이러한 정책정보서비

스 주제분류체계 개발과정을 구체 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1.2 전문가 의견 수렴 내용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개발  구축(노 희 외 2014) 연구 보고서에 제안

된 ‘정책정보서비스 주제분류체계’는 BRM 분류체계에 한 의견 수렴  

성 검토를 통해 정책정보 분류체계를 확정한 바, 이때 BRM 분류체계 

성 검토를 한 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기능분류체계 BRM(Business Reference Model)을 기반으로 정책

정보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합하다고 생각되나, 생산되는 정보

량을 고려한다면 분류체계에 한계가 상되므로 새로운 분류체계의 개발을 고

려해야 한다. 새로운 분류체계를 개발할 때에는 미국경제학회분류체계(JEL), 

산업분류체계, 과학기술분류체계, 인문사회분류체계, OECD Themes 등을 종

합 으로 참고하여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립세종도서 에서는 BRM 분류체계의 3단계 수  즉, 정책분야  

정책 역, 그리고 세부주제로 정책정보 라우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바, 이를 더 세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해 문가 의견을 구하 다. 

그 결과 BRM 분류체계에서 정책분야나 정책 역, 세부주제를 재 제시된 

것보다 더 세분화할 필요성은 없지만 만약 세분화한다면, 연구기 이나 정부

기 이 이미 주제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생산한 연구 성과물도 어느 정도 주

제 구분이 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세분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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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 내용

면담 상 - 국책연구소 연구원

면담장소 - 면담 상 연구원의 소속 연구소  화면담

면담기간 - 2014년 5월 16일 ~ 23일

면담내용

- 정책정보서비스를 한 정부기능 분류체계의 성

- 변경 용된 분류체계의 성

- 면담자가 평상시에 정책업무  연구를 해 주로 참고하는 자료  정책정

보를 입수하는 경로

<표 1> 정책정보서비스 주제분류체계 면담 설계 내용

것이다. 

셋째, BRM 분류체계에 세부주제를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주제

를 더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 으나 이미 모든 면담자가 세부주

제의 추가 필요성에 해 부정 인 응답을 하 기 때문에 이에 한 응답결과

는 없었다.

2.1.3 정책정보서비스 주제분류체계(안) 경험적 검증

실제로 정책정보 자료를 수집해 보았을 때 해당 주제에 해당하는 자료는 충

분히 수집될 수 있을 것인가에 한 논의 을 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실험 으

로 구축하는 과정을 거쳤다. 3단계를 기 으로 총 133개의 주제분야에 해 

주제가이드라인을 만들고 6명의 연구자가 데이터를 수집하 다. 

연구진은 133개 주제, 25개의 자원유형, 5∼10개에 해당하는 각 자원 유형별 

메타필드들을 기 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으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에서 발견한 특징 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개발 주제 아래 ‘새만 ’과 ‘행복도시’(지역개발-새만 , 지역개발-

행복도시)는 특정 지역명이라는 주제의 한정성 때문에 재 상태로는 자료의 

건수가 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한 국내 자료의 범  선정의 혼란이 

야기되고(간척지 개발 련 자료포함 여부), 외국자료 정보원을 찾기에는 무리

가 있다. 추후 다른 간척지 사업 발생 시 융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간척지 

개발’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 상⋅ 화’는 ‘문화콘텐츠산업’과 ‘ 술’의 하 분류로 동일하게 존재

한다. 정확한 자료이용과 검색을 하여 ‘문화콘텐츠산업’ 하  ‘ 상⋅ 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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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을 ‘ 상 산업’ 는 ‘ 화 산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극’이라는 주제 내에 어떠한 세부주제가 해당이 되는지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ex. 연극이란 무 , 극장 등에서 이 지는 무 술들의 

총칭을 의미하며 그 로는 연극, 오페라, 뮤지컬, 가부키 등이 있다). 따라서 

개요부분에 정의를 추가해야 한다. 

넷째, ‘지방세’와 더불어 ‘국세⋅지방세’ 주제가 존재하는데, 국세는 국세청에

서 주 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와 안 행정부 소 이기 때문에 ‘국세⋅지

방세’를 이미 분리된 ‘지방세’를 제외한 ‘국세’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해양 수산⋅어 ’의 하  주제인 ‘해양’에 한 주제는 무 범

하기 때문에 ‘해양’이라는 주제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주제들을 명확히 정할 필

요가 있다. 즉, ‘해양’에는 수산물, 해양경찰, 해양 환경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

로 ‘해양자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 으로 정책정보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재의 분류체계를 사용하여 

서비스하여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구축되는 자료의 건수가 

무나 많거나 은 사례가 있긴 하나 건수가 은 경우 장기 으로 구축하게 

되면 충분해질 수 있고, 건수가 무 많은 주제분야의 경우 두세 개의 주제로 

세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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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책정보서비스 주제분류체계(안)

이러한 맥락으로 국립세종도서 이 정책정보 주제분야로 문화된 도서 으

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해 정책정보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어떠한 분류체

계가 한지에 해 정책정보 제공을 하고 있는 기 의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 분류 문가와의 토론, 설문조사, 문가 회의 등을 통해 수정되는 과정

을 거쳐 최종 으로 국립세종도서 에서 정책정보를 제공할 때 사용하게 될 

정책정보 분류체계가 확정되었다. 

이 게 확정된 정책정보 분류체계에 따라 정책정보 유형이 개발되었으며 유

형별 메타필드 설계를 통해 정책정보서비스 주제별 가이드가 개발  구축되

었다. 

정책정보서비스 주제별 가이드 개발  구축을 해 수집된 정보자료의 상  

유형을 크게 9개로, 세부 유형을 총 19개로 구분하여 정보원 유형별 메타필드

가 설계되었으며 각각의 정보원 유형이 가지고 있는 일발 인 필드정보를 택

하도록 하 다. 이에 따라 최종 확정된 BRM 서비스 주제단계는 3단계이며, 총 

133개 주제분야로 가이드 구축범 를 확정, 총 6,305건의 콘텐츠가 구축되었다.

이러한 개발 차에 따라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개발  구축(노 희 2014) 

연구보고에 의해 최종 확정된 정책정보서비스 분류체계 구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세종도서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서비스 상의 특수성이다. 

국립세종도서  정보정책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일반인이 아닌 정책 입

안과 실행 평가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직원과 정책 기획⋅평가를 지원하는 국

책연구소 연구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때문에 일반인을 상으로 하는 타 정책

정보서비스에 비해 세분화 된 주제로의 가이드 구축이 이용자에게 차별성을 

가진 문 인 서비스로 인식될 수 있다.

둘째, 정부 업무에 맞는 정책정보의 주제 식별성을 고려하 다. ‘정책분야별 

가이드’를 이용하는 부처 내 담당자나 연구자의 업무는 비교  고유하고 문

화되어 있다. 때문에 업무 지원을 한 정책정보서비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

기 해서는 업무별 주제 식별성이 상 으로 낮은 2단계 보다는 명확한 주

제식별이 가능한 3단계가 합하다고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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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2 단계 3 단계 주 제코드

공공질서  안

경찰
경찰행정 SC001

과학수사 SC002

법무  검찰
법무  검찰 SC003

교정행정 SC004

안 리
안 리 SC005

소방⋅방재 SC006

해양경찰 해양경찰 SC007

과학기술

과학기술 진흥⋅연구

과학기술 진흥⋅연구 SC008

과학연구단지 SC009

우주개발 SC010

기상기후 기상기후 SC011

원자력기술 원자력기술 SC012

교육

고등교육 고등교육 SC013

교육 일반 교육 행정 SC014

유아  · 등교육

유아교육 SC015

등교육 SC016

등교육 SC017

평생⋅직업교육 평생⋅직업교육 SC018

특수교육 특수교육 SC019

<표 2> 최종 확정된 정책정보서비스 분류체계(안)

결론 으로 정리하면, 첫째, 도서 의 분류체계로 서비스하는 것과 정부기능

분류체계로 서비스 하는 것  어떤 방식이 더 효율 일 것인가에 해 정책

정보제공을 해서는 정부기능 분류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다만 이후에 지속 으로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제의 세분화

를 고려하기로 하 다.

둘째, 정부기능 분류체계로 한다면 1단계∼4단계 분류  몇 단계까지 할 것

인가에 해 3단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확정지었다. 그러나 면담결과에서 

나왔듯이 생산되는 정보량을 고려한다면 분류체계의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분류체계의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새로운 분류체계를 개발할 때에는 미

국경제학회 분류체계(JEL), 산업 분류체계, 과학기술 분류체계, 인문사회 분류

체계, OECD Themes 등을 종합 으로 분석하여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험  검증에서 밝 졌듯이 ‘ 상⋅ 화’는 ‘ 상산업’으로(SC054), 

‘해양’은 ‘해양자원’(SC124)으로 3단계 명(名)을 수정하 다.

이에 따라 최종 확정된 정책정보서비스 분류체계(안)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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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물류

국토교통 국토교통 SC020

육상교통
도로 SC021

철도 SC022

항공⋅공항 항공⋅공항 SC023

SC024해운⋅항만 해운⋅항만

SC025물류 물류

국방
국방

국방 SC026

외군사 계 SC027

병무 병무 SC028

국토개발

지역개발

산업단지 SC029

새만 SC030

행복도시 SC031

부동산
토지개발 SC032

주택 SC033

수자원
⋅치수 SC034

하천 SC035

지역  도시 지역  도시 정책 SC036

농림·축산

농업⋅농
농업⋅농 SC037

친환경 농업 SC038

축산 축산 SC039

임업⋅산
임업 SC040

산림 SC041

식량⋅식품
식량 정책 SC042

식품 SC043

문화체육

종교 종교 SC044

SC045

사행산업 SC046

문화

문화 정책 SC047

국어 정책 SC048

박물 SC049

도서 SC050

지역문화 SC051

문화컨텐츠 산업

고 SC052

방송 SC053

SC054상산업
SC055게임

SC056문화

작권 SC057

출 ⋅인쇄 SC058

술

술 정책 SC059

음악 SC060

연극 SC061

상⋅ 화 SC062

무용 SC063

미술 SC064

통 술 SC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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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문화재 문화재 SC066

체 육

체육진흥 SC067

국제체육 SC068

장애인체육 SC069

국정홍보 국정홍보 SC070

보건

건강보험 건강보험 SC071

보건의료

보건의료 SC072

공공보건 SC073

질병 리 SC074

보건산업
보건산업 SC075

생명과학진흥 SC076

식품의약안
식품안 SC077

의약안 SC078

사회복지

고용노동

고용노동 SC079

근로복지 SC080

산재 방 SC081

직업능력개발 SC082

공 연 공 연 SC083

기 생활보장 기 생활보장 SC084

국가보훈 국가보훈 SC085

취약계층지원

노인 복지 SC086

아동⋅청소년 복지 SC087

다문화⋅이주민 복지 SC088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SC089

여성 복지
여성 복지 SC090

보육 SC091

산업·통상· 소기업

공정거래 공정거래 SC092

무역  투자유치

무역  투자유치 SC093

통상 SC094

외환⋅환율 SC095

산업진흥

산업기술표 SC096

특허 SC097

지식⋅산업재산권 SC098

소기업 소기업 진흥 SC099

에 지  자원개발
신·재생에 지 SC100

물자원 SC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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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공행정

국가통계 국가통계 SC102

국민권익⋅인권 국민권익⋅인권 SC103

국정운

자정부 SC104

규제개 SC105

감사 SC106

공공기록물 리 SC107

정부조직⋅청사 리 SC108

공무원 인사⋅교육 SC109

정부자원 리
정부조달 SC110

공공데이터 SC111

지방행정⋅재정지원
지방행정 SC112

지방재정 SC113

재정⋅세제⋅ 융

융 융 SC114

기획재정 기획재정 SC115

세제
국세‧지방세 SC116

세 SC117

통신
방송통신

방송통신 SC118

IT SC119

우정 우정 SC120

통일⋅외교

외교 외교 SC121

통일
통일 SC122

남북교류 SC123

해양수산 해양수산⋅어
해양자원 SC124

수산업 SC125

환경
환경보호

기환경 SC126

지구온난화 SC127

상하수도 SC128

지하수 SC129

자연환경 SC130

해양환경 SC131

토양⋅토질 SC132

폐기물 리 폐기물 SC133

1 7 개 6 6 개 1 3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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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정책정보 자료유형

3.2 정보원 유형별 메타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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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유 형 자 료 유 형 세 구분 유 형코드

일반도서 일반도서 A1

학술지/학술기사
주요 학술지 B1

주요 학술기사 B2

사 편람
사   백과사 C1

편람 C2

보고서/회의자료
보고서 D1

국내회의  세미나자료 D2

<표 3> 정책정보서비스 자료유형 및 유형코드

제3장

정책정보 자료유형  유형별 메타필드

3.1 정책정보 자료유형

정책정보서비스 주제가이드 개발  구축을 하여 수집된 정보자료의 상  

유형은 크게 9개로 구분하 고, 하  유형은 총 19개로 구분하 다. 작업의 편

의를 해 유형코드를 부여하 다(<표 3> 참조). 

최종 콘텐츠 구축 가이드 건수를 결정함과 동시에 주제가이드 내에 포함되어

야 하는 공통 인 콘텐츠 유형을 결정하 다. 기존 주제가이드를 서비스하고 

있는 정책정보서비스 제공기 과 학도서  주제가이드 사이트, pathfinder 서

비스를 제공하는 타 기  홈페이지를 벤치마킹하여 홈페이지 구성(안)을 개발

하 다. 개발한 10개의 유형  ‘개요’를 제외한 9개 유형을 가이드 제작을 

한 콘텐츠 유형으로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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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발간자료
국제기구 E1

국제기구자료 E2

외국정부간행물

정부기 F1

정부간행물 리기 F2

외국정부간행물 F3

통계/법령자료

통계자료 G1

국내법령자료 G2

해외법령자료 G3

Web DB Web DB H1

련 사이트

웹정보 I1

유 기 I2

련학회 I3

웹 정 보 유 형 유 형코드

일반형 DIC01

키형 DIC02

블로그형 DIC03

웹진형 DIC04

SNS형 DIC05

<표 4> 웹정보 유형 및 자료유형코드

의 련 사이트에서 웹정보는 키형, 블로그형, 일반형, 웹진형, SNS형으

로 도메인화 하 고 각 유형을 코드로 구분하 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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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필드 요 구사 항

일반도서(A1)
필수필드 : 자료명, 자, 출 사, 발행년도, 소개

선택필드 : 등록번호(ISBN), URL

주요 (B1)
필수필드 : 자료명( 명), 출 사(발행자), 소개

선택필드 : 등록번호(ISSN), URL

주요 아티클(B2)

필수필드 : 자료명(논문명), 자, 출 사(학술지명), 발행년도, 소개, 권

호정보

선택필드 : 등록번호(ISSN), URL

사   백과사 (C1)
필수필드 : 자료명, 출 사, 발행년도, 소개

선택필드 : 등록번호(ISBN이나 발간등록번호), URL

편람(C2)
필수필드 : 자료명, 출 사, 발행년도, 소개

선택필드 : 등록번호(ISBN이나 발간등록번호), URL

보고서(D1)
필수필드 : 자료명, 출 사, 발행년도, 소개

선택필드 : 등록번호(ISBN이나 발간등록번호), URL

회의  

세미나자료(D2)

필수필드 : 자료명(회의명 혹은 회의 자료명), 출 사(주최기 명), 발

행년도,(회의일시), 소개, 회의명, 주최(주최, 주 기 명)

선택필드 : URL, 장소(국내: 상세 치, 해외: 회의 국가명)

국제기구(E1)
필수필드 : 서명(국제기구명), 소개

선택필드 : URL, DB소개

국제기구자료(E2)
필수필드 : 자료명, 출 사, 발행년도, 소개

선택필드 : 등록번호(ISBN이나 발간등록번호), URL

<표 5> 유형별 메타필드 

3.2 정보원 유형별 메타필드

최종 결정된 19개 세부유형에 따라 유형별 콘텐츠 식별에 합한 메타필드

를 개발하 다. 구축 작업의 효율성을 해 19개 유형에서 도출된 메타필드를 

모두 반 한 통합 메타필드를 개발하고, 각 유형별 필수  선택 필드 옵션을 

구분하 다.

통합된 메타필드는 총 17개로 유형구분(A1-I3), 국내외 자료 구분(0/1), 자료

명, 자, 발행기 , 발행년도, 등록번호, 소개, URL, 권호 정보, 회의명, 장소, 

주최, DB소개, 국가코드, 첨부 일, 사이트 유형이다. 이  DB소개는 국제기

구에서 운 하는 련 DB가 존재하는 경우 DB명을 기입하는 필드이며. 첨부

일은 Web DB 사용 매뉴얼 PDF가 존재하는 경우 PDF링크를 입력하는 필

드이다. 다음은 유형별 메타필드 요구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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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 (F1)
필수필드 : 자료명(정부기 명), 소개, 국가코드(2자리국가코드)

선택필드 : URL

정부간행물 리기

(F2)

필수필드 : 자료명(간행물 리기 명), 소개, 국가코드(2자리국가코드)

선택필드 : URL

외국정부간행물(F3)
필수필드 : 자료명, 출 사, 발행년도, 소개, 국가코드(2자리국가코드)

선택필드 : 등록번호(ISBN이나 발간등록번호), URL

통계자료(G1)
필수필드 : 자료명, 출 사, 발행년도, 소개, 국가코드(2자리국가코드)

선택필드 : 등록번호(ISBN이나 발간등록번호), URL

국내법령자료(G2)
필수필드 : 자료명(법률명), 소개, URL(국가법령정보센터참고)

선택필드 : -

해외법령자료(G3)
필수필드 : 자료명(법률명), 발행년도, 소개, 국가코드(2자리국가코드)

선택필드 : URL

Web DB(H1)
필수필드 : 자료명(DB명), 소개, URL

선택필드 : 첨부 일

웹정보(I1)
필수필드 : 자료명(사이트명), 소개, URL, 사이트유형(DIC01-DIC05)

선택필드 : 발행기 (운 기 )

유 기 (I2)
필수필드 : 자료명(기 명), 소개,

선택필드 : 발행기 (기 소속부서명), URL

련학회(I3)
필수필드 : 자료명(학회명), 소개

선택필드 : URL

자료 유형에 따라 통합된 메타 필드에서 필수필드와 선택필드를 제외한 필

드에는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작업을 진행하 다.

1) 개요

개요에서는 133개의 BRM 3단계 주제에 한 주제가이드를 간략하게 설명

하도록 하 다. 다음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제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정보원의 유형과 각 정보원 유형에 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하 다. 주제분야 

부분에서는 해당되는 정부기능분류, 분류번호(KDC), 주제명, 소 부처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입안자, 정책연구자, 일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개요의 홈페이지 구성은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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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OO분야 주제가이드입니다.
정책정보자료의 신속한 이용을 해 OO정책 련 도서  소장자료와 각종 련 
정보원, 기타 유용한 자료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공간으로 정책개발  정책 연구 
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일반도서
  •소장 단행본/e-Book 검색  OO분야 신착자료 안내
  •희망도서 구입 신청
◊ 학술지학술기사
  •구독 인 국내외 자 과 Article 검색  련분야 최신 Article 안내
◊ 사 편람
   •OO분야 참고자료인 사 과 편람자료 안내
◊ 보고서 회의자료
   •국내외 OO분야 정책보고서와 정책연구보고서 안내
◊ 국제기구 발간자료
   •국제기구에서 발간된 OO분야 자료 안내
◊ 외국정부간행물
   •해외 OO분야 정부기 의 정부 간행물 안내
◊ 통계 법령자료
   •OO분야 참고자료인 통계와 법령 자료  정보원 안내
◊ Web DB
  • OO분야 자정보원 ( 자   Web DB) 안내
◊ 련사이트
  •정부부처  국책연구소와 기  도서 , 학회, 국제기구, 해외 정책연구기   링크 

 회의 소식 안내

tip : ‘OO분야’를 모두 해당분야로 수정

주 제분야

정 부 기 능 분류 ( B R M)
분류 번 호

( KD C )
주 제명 소 부 처

검찰행정

교정행정

법무교육훈련

법무정책

367.2

364.6

367.2

367.2

검찰제도

행형학

검찰제도

검찰제도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tip : BRM 체계표 기능을 기 으로 KDC 번호와 해당 주제명 기입, 

KDC 복허용

<표 6> 개요부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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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홈페이지 구성 : 개요 

2) 일반도서

이 유형에서는 일반도서를 국내 일반도서 주요 자료와 해외 일반도서 주요

자료로 구분하 다. 메타필드로 서명, 자, 출 사, 출 년도, ISBN, URL, 자

료소개 등으로 설정하 다(<표 7> 참조). URL에는 PDF 등 원문링크를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 으며, 국립세종도서 이 소장한 도서 에서 해당 분야 정

책정보 자료를 링크하도록 하 다. 자료소개 트에는 모든 자료에 해 두세 



제 3장  정책정보 자료유형 및 유형별 메타필드 ●  39

로 요약하여 넣도록 하 으며, 문자료의 경우 번역하여 입력하 다. 일반

도서의 홈페이지 구성은 <그림 4>와 같다. 

소

개

OO분야 일반도서 안내입니다.

OO분야 도서  소장자료  e-Book 등 국내외 일반도서 목록을 제공합니다.

목록을 클릭하시면 상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ip : ‘OO분야’를 모두 해당분야로 수정

메뉴명
B R M선

택
서 명 자 출 사 출 년 I S B N U R L

자 료 소

개

국 내 일

반 도 서  

주 요 자

료

t i p : 자 동

t i p  :  

필 요

시

t i p  :  

1 ~ 2

해 외 일

반 도 서  

주 요 자

료

<표 7> 일반도서 메타필드 

<그림 4> 홈페이지 구성 :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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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OO분야 일반도서 안내입니다.

OO분야 도서  구독 학술지 통합검색과 함께 국내외 학술기사 목록을 제공합니다.

목록을 클릭하시면 상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ip : ‘OO분야’를 모두 해당분야로 수정

메뉴
B R M

선 택
명 ( 국 문 / 문 ) 약 자

발 행

자
U R L 설명

학

술

지

국

내

tip:

자동
tip:‘국문( 문)’으로 표기 tip:필요시 tip:필요시

t i p : 해 당

 소

개 내용

표기

해

외

tip:‘ 문’만 표기

메뉴
B R M

선 택

학 술 기

사 명 자

발 행

년

학 술 지

명

I S

B N
권 호 정 보 U R L

자 료 소

개

학

술

기

사

국

내

tip:

자동

vol.O no.O 

pp.OO-OO

tip:

필 요

시

tip : 

록 요

약

해

외

<표 8> 학술지/학술기사 메타필드 

3) 학술지/학술기사

이 유형은 학술지와 학술기사로 세부유형을 구분하여 설계하 고 두 유형 

모두 국내와 해외로 구분하 다. 학술지의 경우 명, 약자, 발행자, URL, 

 소개 필드를, 학술기사에는 학술기사명, 자, 발행년도, 학술지명, ISBN, 

권호 정보, URL, 자료소개로 필드를 설정하 다(<표 8> 참조). 학술지  학

술기사의 홈페이지 구성은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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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OO분야 사   편람류 안내입니다.

◊ 사 /백과사  : OO분야 사 (용어사  등)  백과사  자료  웹정보원
◊ 편람 : OO분야 업무 편람 자료

목록을 클릭하시면 상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ip : ‘OO분야’를 모두 해당분야로 수정

<표 9> 사전/백과사전 및 편람 메타필드

<그림 5> 홈페이지 구성 : 학술지/학술기사 

4) 사 편람

이 항목은 사 , 백과사 , 편람으로 세부유형을 구분하 다. 이 유형의 필

드는 자료명, 발행기 , 발행년도, ISBN, URL, 자료소개로 설정하 다(<표 

9> 참조). 국내자료와 국외자료 모두 동일한 필드설계가 용되었다. 사   

편람의 홈페이지 구성은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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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B R M

선 택

자 료

명

발 행

기

발 행

년
I S B N U R L 자 료 소 개

사 /

백 과

사

국 내

tip: 

자동

tip:ISBN이나 

발간등록번호

tip:

필요

시

tip : 1~2

필요시

해 외

편 람

국 내

해 외

<그림 6> 홈페이지 구성 : 사전편람



제 3장  정책정보 자료유형 및 유형별 메타필드 ●  43

소 개

OO분야 보고서와 회의자료  세미나 자료 안내입니다.
OO분야 정부부처  국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와 회의자료, 국내외 련 
회의  세미나 소식을 제공합니다.
목록을 클릭하시면 상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ip : ‘OO분야’를 모두 해당분야로 수정

메뉴
B R M

선 택

보 고 서

명

발 행

기
발 행 년

보 고 서

번 호
U R L 자 료 소 개

국 내

보 고 서

tip:자동

tip:보고서

번호 존재 

시

t i p : 원 문 자 체

의 URL 존

재 시

tip : 1~2

해 외

보 고 서

메뉴
B R M

선 택
회 의 명

회 의

자 료 명

발 행

기
일 시 장 소 주 최 U R L

자 료

소 개

국 내회

의   

세 미 나

자 료

tip:자동

OOOO년 

O월 

OO일 

OO시-O

O시

tip:

국 가

명

t i p : 주

최 

주

기

명

t i p : U

R L 

존 재 

시

tip : 

1~2

해 외 회

의   

세 미 나

자 료

<표 10> 보고서/회의자료 및 세미나자료 메타필드

5) 보고서/회의자료

이 유형은 보고서와 회의자료  세미나자료로 세부유형을 구분하 으며, 

각각 국내와 해외로 구분하 다. 보고서의 경우 보고서명, 발행기 , 발행년도, 

보고서번호, URL, 자료소개 필드를, 회의자료  세미나자료에는 회의명, 회의

자료명, 발행기 , 일시, 장소, 주최, URL, 자료소개 필드를 설정하 다(<표 

10> 참조). 보고서  회의자료의 홈페이지 구성은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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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OO분야 국제기구 리스트  발간자료 안내입니다.
• OO분야  국제기구  발간자료 목록을 제공합니다.
• 목록을 클릭하시면 상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ip : ‘OO분야’를 모두 해당분야로 수정

<표 11> 국제기구 발간자료 메타필드

<그림 7> 홈페이지 구성 : 보고서/회의자료 

6) 국제기구 발간자료

이 유형을 국제기구와 국제기구 발간자료로 세부유형을 구분하 다. 국제기

구의 필드는 기구명(약자/Fullname/한국어), 기구소개, URL, DB 소개필드를 

국제기구 발간자료의 필드는 자료명, 발행기 , 발행년도, 발간등록번호, 자료

소개, URL 등이다. 국제기구  국제기구 발간자료의 홈페이지 구성은 <그림 

8>과 같다(<표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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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명

B R M

선 택

기 구명

( 약 자 )

기 구명

( F ul l  

n ame )

기 구명

( 한 국 어 )
U R L 기 구소 개 D B  소 개

국 제

기 구

tip:자

동
tip:존재시

tip:홈페

이지 

존재 시 

필수

tip : 

정책포탈자

료를 

기 으로 

해당내용 

모두 기재

tip : 련분야 

DB 리스트 

링크

메뉴
B R M

선 택
자 료 명 발 행 기

발

행

년

도

발 간 등 록 번 호 U R L
자 료

소 개

국 제

기 구

자 료

tip:자동
tip:발간등록번호 

존재 시

tip:원문자체의 

URL 존재 시

tip : 

1~2

<그림 8> 홈페이지 구성 : 국제기구 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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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OO분야 외국정부기   발간자료 안내입니다.

• OO분야 해외 정부기   발간자료 목록을 제공합니다.

• 목록을 클릭하시면 상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ip : ‘OO분야’를 모두 해당분야로 수정

메뉴명
B R M

선 택

기 명

( 약 어 )

기 명

( F ul l  

n ame )

기 명

( 한 국 어 )
국 가 명 U R L 기 소 개

정 부 기

t i p : 자

동
tip:존재 시

tip:홈페이지 

존재 시 필

수

tip : 정책포탈

자료를 기 으

로 해당내용 

모두 기재

메뉴명
B R M

선 택

기 명

( 약 어 )

기 명

( F ul l  

n ame )

기 명

( 한 국 어 )
국 가 명 U R L 기 소 개

정 부 간

행 물

리 기

tip:

자동
tip:존재 시

tip:홈페이지 

존재 시 필

수

t i p : 정 책 포 탈 자

료를 기 으로 

해당내용 모두 

기재

<표 12> 외국정부간행물 메타필드

7) 외국정부간행물

이 유형은 외국정부기 과 외국정부간행물 리기 , 외국정부간행물로 세

부유형을 구분하 다. 정부기 과 정부간행물 리기 의 필드는 기 명(약

어), 기 명(약어/Fullname/한국어), 국가명, URL, 기 소개 등이고, 외국정부

간행물 필드는 자료명, 발행기 , 발행년도, 발간등록번호, 국가명, URL, 자료

소개 등이다. 외국정부간행물의 홈페이지 구성은 <그림 9>와 같다(<표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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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B R M

선 택
자 료 명

발 행 기
발 행 년

발 간 등 록

번 호
국 가 명 U R L 자 료 소 개

외 국

정 부 간

행 물

tip:

자동

t i p : 발 간 등

록번호 존

재 시

t i p : 원 문

자 체 의 

URL 존

재 시

tip:1~2

메뉴
B R M

선 택
자 료 명

발 행 기
발 행 년

발 간 등 록

번 호
국 가 명 U R L 자 료 소 개

외 국

정 부 간

행 물

tip:

자동

t i p : 발 간 등

록번호 존

재 시

t i p : 원 문

자 체 의 

URL 존

재 시

tip : 1~2

<그림 9> 홈페이지 구성 : 외국정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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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OO분야 통계자료  법령자료 안내입니다.

• OO분야 국내외 통계자료  법령자료 목록을 제공합니다.

 통계 : OO분야 통계 자료집  웹통계 정보원

 법령 : OO분야 법령(입법 보, 개정법령, 소 법령, 훈령 규 등) 자료집  웹법

령 정보원

• 목록을 클릭하시면 상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ip : ‘OO분야’를 모두 해당분야로 수정

메뉴
B R M

선 택
자 료 명 발 행 기

발 행

년

I S B N / I S S

N

국 가

명
U R L 자 료 소 개

국 내

통 계

자 료

t i p : 자

동

t i p : I S B N 이

나 발간등

록번호 필

요시

t i p : 필요

시
tip : 1~2

해 외

통 계

자 료

해 외

법 령

자 료

<표 13> 통계/법령자료 메타필드

8) 통계/법령자료

이 유형은 국내통계자료, 해외통계자료, 해외법령자료, 국내법령자료로 세부

유형을 구분하 다. 국내통계자료, 해외통계자료, 해외법령자료의 필드는 자료

명, 발행기 , 발행년도, ISBN/ISSN, 국가명, URL, 자료소개 등이다. 국내 법

령자료의 경우 법률명, URL, 자료소개 필드로 설정하 다(<표 13> 참조). 통

계  법령자료의 홈페이지 구성은 <그림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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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B R M선 택 법 률 명 U R L 자 료 소 개

국 내

법 령

자 료

tip:자동 tip:필요시 tip : 해당법률 소개

<그림 10> 홈페이지 구성 : 통계/법령자료

9) Web DB 

이 유형은 국내 DB와 해외 DB로 구분하 다. 이 유형의 필드는 DB명, DB

소개, URL, 첨부 일로 설정하 다(<표 14> 참조). Web DB의 홈페이지 구

성(안)은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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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OO분야 웹데이터베이스 안내입니다.

정책정보자료의 신속한 이용을 해 OO 련 주제분야 정보자료를 서비스하는 웹데

이터베이스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Web DB의 종류로는 학술지에 수록된 학술기사의 원문을 모아놓은 원문DB, 논문의 

서명, 자, 수록학술지 등의 서지정보를 제공하는 색인DB,  Web of Science와 같은 

인용색인DB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리스트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데이터베이스로 직  연결됩니다.

tip : ‘OO분야’를 모두 해당분야로 수정

메뉴 B R M선 택 D B 명 D B 소 개 U R L 첨 부 일

국 내D B

tip:자동

tip:해당 DB 

사이트 소개를 

1-2 로 요약

tip:반드시 

입력

tip:이용자매뉴얼 

존재 시

해 외 D B

tip:해당 DB 

사이트 

소개(About etc)를 

1-2 로 번역 

요약

<표 14> Web DB 메타필드

<그림 11> 홈페이지 구성(안) : Web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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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OO분야 련 사이트 안내입니다. 

• OO분야 련 사이트 목록을 제공합니다.

 웹정보 : 국내외 OO분야 웹진, 블로그 등

 유 기  : 국내외 OO분야 정부기 과 국책연구소 홈페이지  자도서  홈페이

지 등

 련학회 : 국내외 OO분야 학회 등

• 목록을 클릭하시면 상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ip : ‘OO분야’를 모두 해당분야로 수정

메뉴 B R M선 택 기 명 사 이 트 명 사 이 트 유 형 자 료 소 개 U R L

웹

정

보

국

내

tip:자동 OO 학
청람 뉴스

터

tip:웹진, 블

로그, 웹페이

지 등과 같

은 도메인 

 선택

tip:1～2 tip:반드시

해

외

유 국

내

OO청 사이버OO청 tip:필요시

도로교통 도 로 교 통 공

<표 15> 관련 사이트 메타필드

10) 련 사이트 

이 유형은 웹정보, 유 기 , 련학회로 세부유형을 구분하 다. 웹정보에

는 국내외 련분야 웹진, 블로그 등이, 유 기 에는 국내외 련분야 정부기

과 국책연구소 홈페이지  자도서  홈페이지 등이, 그리고 련학회에

는 국내외 련분야 학회 등이 포함되도록 하 다.

웹정보  유 기 의 경우 기 명, 사이트명, 사이트유형, 자료소개, URL 

필드로, 련학회의 경우 학회명, 학회소개, URL 필드로 설정하 다(<표 15> 

참조). 련 사이트의 홈페이지 구성은 <그림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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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공단
단 자도서

실

해

외

메뉴 B R M선 택 학 회 명 학 회 소 개 U R L

련

학 회

국 내

tip:자동 tip:학회명 tip:1～2 tip:필요시

해외

<그림 12> 홈페이지 구성 :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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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정보자료 선정원칙

4.2 구축 시 참고정보원

4.3 구축방법  내용

4.4 구축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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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주제별 콘텐츠 구축

4.1 정보자료 선정원칙

주제별로 정책정보 자료를 구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선정원칙

을 정하고 이 원칙의 순서 로 정책정보 자료를 수집·구축하 다. 

첫째, 각 주제분야 표 자료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재 서비스되고 있는 정책정보서비스 사이트를 참고하도록 한다.

셋째, 문가 추천 자료를 우선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넷째, 각 주제분야의 최신 발간자료를 우선 으로 선정한다. 

근 측면에서 콘텐츠 선정 우선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세종도서 에서 제공한 5개 분야 문가 추천 도서목록 일  

합 분야에 한 정보원을 우선 콘텐츠로 선정한다.

둘째, 일반도서나 보고서와 같이 서지정보로 콘텐츠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이용자가 검색한 다음 국립세종도서 과 국립 앙도서 의 자료 상태를 악

해 근할 수 있도록  두 도서 의 소장 자료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해외자

료의 경우 LC 정보를 우선한다. 

셋째, 국가기록원, 국회도서  등과 같은 정책 련 참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정보원을 콘텐츠로 선정한다.

넷째, 해당 주제분야 정부기 의 홈페이지와 자료실의 소장 자료를 콘텐츠

로 선정한다.

다섯째, 주제별 가이드를 제공하는 학도서 의 정보원  합 분야에 

한 정보원을 콘텐츠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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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신뢰할 수 있는 유형별 정보원 모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콘텐츠로 선정한다. 를 들어, 국내 법령 정보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모든 콘텐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해외 법령 정보의 경우 ‘세계

법제정보센터’의 정보원을 콘텐츠 선정 시 고려하 다. 정책연구보고서 자료의 

경우 정책연구 아카이빙 사이트인 ‘PRISM’을 참고하고, 통계 정보의 경우 ‘e-

나라정보’와 ‘국가통계포털’을 참고정보원으로 고려하 고, 해외자료의 경우 

‘Gov.uk’와 같은 정부자료 아카이  사이트를 참고정보원으로 활용하 다.

일곱째, 네이버와 구  등과 같은 포털 사이트 검색 자료를 콘텐츠로 선정

한다.

내용 측면에서 콘텐츠 선정의 우선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3단계 주제분야의 정책을 다룬 자료  최신의 콘텐츠를 선정한다.

둘째, 주제명과 일치하는 콘텐츠  최신 콘텐츠를 선정한다.

셋째, 상  주제 개념 콘텐츠  최신의 콘텐츠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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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구축 시 참고정보원

1) 공통 참고정보원

모든 참고정보원 유형에서 공통으로 참고되는 자료의 정보원을 모아 놓은 

것이다.

정 보 원  이 름 링 크

국립세종도서  통합검색 http://sejong.nl.go.kr

국립 앙도서  통합검색 http://www.dibrary.net

국립 앙도서  정책서비스 http://www.nl.go.krpolicy/index.php

국립 앙도서  Kolisnet http://www.nl.go.krkolisnet

국가기록원 정책정보 검색
http://theme.archives.go.krnext/publication/formBRMSearch.d

o?typeId=000010&flag=T

국가기록원 주제별 검색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viewSubjectContentMai

n.do

국립 앙도서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http://seoji.nl.go.kr

국회도서  입법지식서비스 http://next.nanet.go.kr:8800/main/main.do

국회도서  국내핵심참고정보원 http://www.nl.go.krask/reference/onlineurl.jsp

서울 학교 학과별 guide

http://library.snu.ac.krResearchSupport?id=researchguide&fil

e=BrowseDepartments&pCategoryID=BROWSE_DEPT&cat

egory=BROWSE_DEPARTMENTS

연세 학교 subject guide http://library.yonsei.ac.krmain/sub.do?menuCode=0202

이화여  주제가이드 http://lib.ewha.ac.krsubject/subjectMain

경북 학교 libguides http://libguides.knu.ac.krindex.php

<표 16> 공통 참고정보원

2) 일반도서

해당분야 국내외 주요 단행본을 검색하여 입력한다. 단행본 소개는 서평이

나 출 사 소개  등 가능하면 모든 외부정보를 최 한 활용하여 1∼2  정도

로 요약한다. URL은 국립세종도서 이나 국립 앙도서  디 러리 검색 후 

상세검색 결과 주소를 입력하며, 해당 자료 링크 시 소장  이용가능 여부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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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성도 요하지만 주제 합도가 더 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책정보를 

다룬 자료를 기 으로 가능하면 많이 입력하도록 한다.

주 제분류 정 보 원

공통

국립세종도서  상세검색

http://sejong.nl.go.krhtml/c2/c201.jsp?menuId=O211&upperMenuId=O

200

국립 앙도서  단행본 검색

http://www.dibrary.net/boards/show/2210/8201/0.do

국가기록원 주제별 검색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viewSubjectContentMain.do  

국립 앙도서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http://seoji.nl.go.kr 

국립 앙도서  kolisnet

http://www.nl.go.krkolisnet

Library of Congress

htttp://www.loc.go.gov

네이버

http://www.naver.com

네이버 책

http://book.naver.com

다음 책

http://book.daum.net/main.do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YES24

http://www.yes24.com

Amazon

http://www.amazon.com

<표 17> 일반도서 정보원

3) 학술지  학술기사

학술지의 명은 국문/ 문/약자가 존재하는 로 순서에 맞추어 모두 기

입한다. 은 공통 참고정보원의 학도서  가이드에서 해당학과를 참고하

면 좋다.  발행기 은 을 발간하는 학회 등을 기재한다. URL은 국립

세종도서 이나 국립 앙도서  디 러리 상세정보결과 주소나 해당 의 



제 4장  주제별 콘텐츠 구축 ●  59

주 제분류 정 보 원

공 통

국립세종도서  검색

http://sejong.nl.go.kr 

국립 앙도서  통합검색

http://www.dibrary.net

국가기록원 주제별 검색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viewSubjectContentMain.do  

국립 앙도서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http://seoji.nl.go.kr 

국립 앙도서  kolisnet

http://www.nl.go.krkolisnet

DBpia

http://www.dbpia.co.kr 

Riss 

http://www.riss.kr

EBSCO 검색

http://web.a.ebscohost.com/ehost/search/basic?sid=baaaf6a5-b5c6-

445b-b5b8-931e8ee25a76%40sessionmgr4001&vid=1&hid=4207

Google 학술검색 

http://scholar.google.co.kr

wiley online library

http://onlinelibrary.wiley.com/subject/code/PO70/titles  

해외 정보원 

http://www.tandfonline.com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http://doaj.org

Elsevier

http://www.elsevier.com/journals/title/a

Taylor & Francis online

http://www.tandfonline.com

<표 18> 학술지 및 학술기사 정보원

URL을 찾아 기입하며 최 한 채울 수 있도록 한다.

학술기사의 경우 원문을 볼 수 있는 URL주소를 입력한다. 등록번호는 해당 

학술지의 ISSN 번호를 입력한다. 소개는 해당 논문에 나타난 록의 주요내

용을 1∼2 로 요약한다. 권호 정보는 ‘vol.OO no.OO pp.OO-OO’의 형식에 맞

추어 입력한다.



60 ●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매뉴얼

SpringerLink

http://link.springer.com

Proquest

http://www.proquest.com

Research gate

http://www.researchgate.net/journal

주제분류 정보원

공통

국립세종도서  검색

http://sejong.nl.go.kr 

국립 앙도서  통합검색

http://www.dibrary.net

국가기록원 주제별 검색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viewSubjectContentMain.do  

국립 앙도서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http://seoji.nl.go.kr 

국립 앙도서  kolisnet

http://www.nl.go.krkolisnet

국립 앙도서  정책정보포털> 정책정보원> 정책용어사

http://policy.dibrary.net

네이버

http://www.naver.com

Google

http://www.google.com

Amazon

http://www.amazon.com

경찰

경찰청

http://www.police.go.kr

경찰 학

http://www.police.ac.kr

국립과학수사연구원

http://www.nfs.go.kr

Forensic Science Central

<표 19> 사전 및 편람 정보원

4) 사   편람

국립세종도서 과 국립 앙도서 을 기 으로 검색하고, 련부처 홈페이지

에서 제공하는 간행물이나 출 물을 참고하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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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orensicsciencecentral.co.uk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http://www.nij.gov

법무  검찰

교정본부

http://www.corrections.go.kr

NICIC.gov

http://nicic.gov

안 리

소방방재청

http://www.nema.go.kr

National Wildfire Coordinating Group

http://www.nwcg.gov

해양경찰

해양경찰청

http://www.kcg.go.kr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http://www.dhs.gov

Fisheries and Oceans Canada

http://www.dfo-mpo.gc.ca

과학기술 진흥·연구
미래창조과학부

http://www.msip.go.kr

기상기후
기상청

http://www.kma.go.kr

원자력기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http://www.kari.re.kr

고등교육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교육 일반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Oxford University Press

http://ukcatalogue.oup.com

유아 · 등교육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교육과학사

http://www.kyoyookbook.co.kr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http://www.aera.net

평생·직업교육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http://www.krivet.re.kr

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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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je.go.kr

International Labor Office

http://www.ilo.org

특수교육

국립특수교육원

http://www.knise.k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http://www.krivet.re.kr

GOV.UK

https://www.gov.uk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The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 U.S. Department of Transp

ortation

http://www.fta.dot.gov

육상교통

경찰청

http://www.police.go.kr

철도청

http://www.korail.com

한국철도신호기술 회

http://www.krsea.or.kr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한국교통연구원

http://www.koti.re.kr

GOV.UK

https://www.gov.uk

항공·공항

비행연구원

http://www.flightin.com

교통개발연구원

http://www.koti.re.kr

GOV.UK

https://www.gov.uk

해운·항만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해양수산부

http://www.mof.go.kr

Department of Transport, CANADA

http://www.tc.gc.caeng/menu.htm

Department for Transport,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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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ft.gov.uk

Department for Transport, USA

http://www.dot.gov

물류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해양수산부

http://www.mof.go.kr

Department of Transport, CANADA

http://www.tc.gc.caeng/menu.htm

Department for Transport, UK

http://www.dft.gov.uk

Department for Transport, USA

http://www.dot.gov

국방

국방부

http://www.mnd.go.kr

Department of Defense

http://www.defense.gov

병무

병무청

http://www.mma.go.kr

Department of Defense

http://www.defense.gov

지역개발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한국산업단지공단 

http://kicox.or.kr

생태산업단지통합정보망 

https://www.eip.or.kr

부동산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国土资源部

http://www.mlr.gov.cn

수자원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国土资源部

http://www.mlr.gov.cn

지역  도시

지역발 원회

http://www.region.go.kr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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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lit.go.kr

농업·농

국회 자도서

http://dlps.nanet.go.kr

농 진흥청 농업과학도서

http://lib.rda.go.kr

농 진흥청

http://www.rda.go.kr

GOV.UK

https://www.gov.uk

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

http://www.ifoam.org

축산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국립수의과학검역원

http://www.nvrqs.go.kr

農林統計協

http://www.aafs.or.jp

임업·산
국립산림과학원

http://www.forest.go.kr

식량·식품
식품의약품안 처

http://www.mfds.go.kr

종교

문화체육 부

http://www.mcst.go.kr

Oxford University Press

http://ukcatalogue.oup.com

문화체육 부

http://www.mcst.go.kr

한국 공사

http://kto.visitkorea.or.kr

사행산업통합감독 원회

http://www.ngcc.go.kr

World Tourism Organization

http://www2.unwto.org

JTB総合研究所

http://www.tourism.jp/glossary

문화

문화체육 부

http://www.mcst.go.kr

한국문화 연구원

http://www.kcti.re.kr

국립 앙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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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seum.go.kr

도서 연구소

http://www.nl.go.krkrili

한국도서 회

http://www.kla.kr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http://www.wipo.int

Oxford University Press

http://ukcatalogue.oup.com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http://www.ifla.org

문화컨텐츠산업

한국온라인 고 회

http://onlinead.or.kr

방송문화진흥회

http://www.fbc.or.kr

한국방송 회

http://www.kba.or.kr

한국 상자료원

http://www.koreafilm.or.kr

한국문화 술 원회

http://www.arko.or.kr

한국 작권 원회

https://www.copyright.or.kr

술

술의 당

http://www.sac.or.kr

한국 상자료원

http://www.koreafilm.or.kr

국립부산국악원

http://busan.gugak.go.k

European Cultural Foundation

http://www.culturalfoundation.eu

문화재

문화재청 

http://www.cha.go.kr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 회

http://www.kcpia.or.kr

UNESCO

http://en.unesco.org

체 육
문화체육 부

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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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체육회

http://www.sportal.or.kr

세계태권도연맹

http://www.wtf.org

한장애인체육회

http://www.kosad.or.kr

국정홍보
민원 24

http://www.minwon.go.kr

건강보험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Department of Health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of-health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http://http://www.mw.go.kr

Department of Health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of-health

보건산업

보건복지부

http://http://www.mw.go.kr

Department of Health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of-health

식품의약안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Department of Health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of-health

고용노동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공 연

국민연

http://www.nps.or.kr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기 생활보장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국가보훈
보훈공단

http://www.bohun.or.kr

취약계층지원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장애인 복지
한국장애인복지 회

http://www.hinet.or.kr

여성 복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www.kwdi.re.kr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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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gef.go.kr

공정거래

공정거래 원회

http://www.ftc.go.kr

삼성 기

http://www.samsungsem.co.kr

Scottish Fair Trade Forum

http://www.scottishfairtradeforum.org.uk

무역  투자유치

한국무역 회

http://www.kita.net

세청

http://www.customs.go.kr

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http://www.iie.com

Bank of England 

http://www.bankofengland.co.uk

산업진흥

특허청

http://www.kipo.go.kr

특허심 원

http://www.kipo.go.kript

소기업
소기업청

http://www.smba.go.kr

에 지  자원개발

에 지 리공단

http://www.kemco.or.kr

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국가통계

통계청

http://kostat.go.kr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국민권익·인권

국가인권 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국민권익 원회

http://www.acrc.go.kr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www.who.int/en

국정운

안 행정부

http://www.mospa.go.kr

법원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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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ibrary.scourt.go.kr

감사원

http://www.bai.go.kr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Article 19 

http://www.article19.org

정부자원 리

조달청

http://www.pps.go.kr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

지방행정·재정지원

안 행정부

http://www.mospa.go.kr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comm

unities-and-local-government

융

한국은행

http://www.bok.or.kr

Department of the Treasury

http://www.treasury.gov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http://www.treasury.gov

세제

세청

http://www.customs.go.kr

국세청

http://www.nts.go.kr

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http://www.treasury.gov

방송통신

미래창조과학부

http://www.msip.go.kr

科学技术部

http://www.most.gov.cn

우정

우정사업본부

http://www.koreapost.go.kr

Universal Postal Union

http://www.upu.int/en.html

POST OFFICE

http://www.postoffice.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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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Postal Service

https://www.usps.com

외교

외교부

http://www.mofa.go.kr

外務省

http://www.mofa.go.jp/mofaj

통일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해양수산·어

해양수산부

http://www.mof.go.kr

Department of Fisheries and Oceans

http://www.dfo-mpo.gc.ca

환경보호

환경부

http://www.me.go.k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ttp://www.epa.gov

폐기물 리

환경부

http://www.me.go.kr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ttp://www.epa.gov

주제분류 정보원

공통

국립세종도서  검색

http://sejong.nl.go.kr

국립 앙도서  통합검색

http://www.dibrary.net

국가기록원 주제별 검색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viewSubjectContentMain.do  

국립 앙도서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표 20> 보고서 및 회의자료 정보원

5) 보고서  회의자료

보고서와 회의자료의 발행년도를 입력하고 회의자료의 경우에는 ‘OOOO년 

OO월 OO일 OO-OO시’의 형식으로 입력한다. 회의가 며칠 동안 진행 되는 경

우에는 ‘OO-OO일’로 입력한다. 

장소는 국내의 경우 장소를 입력하고, 해외자료의 경우 회의가 있었던 국가

명을 입력한다. ‘정책정보포털’을 우선 검색하고, 각 정부부처 홈페이지 소식에

서 회의자료나 보고서 자료를 간행물로 제공하는 자료를 찾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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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oji.nl.go.kr

국립 앙도서  kolisnet

http://www.nl.go.krkolisnet

국립 앙도서  정책정보포털> 정책자료> 최신 정책자료 ‘유형’ 

참고

http://policy.dibrary.net

정부정책연구 리즘

http://www.prism.go.krhomepage/main/retrieveMain.do 

네이버

http://www.naver.com

Conal Conference Alerts

http://www.conferencealerts.com/index 

Google

http://www.google.com

경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http://www.kic.re.kr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http://www.nij.gov

The Dayton Police Department

http://www.cityofdayton.orgdepartments/police/pages/default.aspx

GOV.UK

https://www.gov.uk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site/eng/home.html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http://csis.org

법무  검찰

법무부

http://www.moj.go.kr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http://www.gao.gov

NICIC.gov

http://nicic.gov

안 리

소방방재청

http://www.nema.go.kr 

RAND.org 

http://www.rand.orgpubs 

GOV.UK 

http://gov.uk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Wildland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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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awfonline.org 

해양경찰

해양수산부

http://www.mof.go.kr

남해지방해양경찰청

http://www.kcg.go.krshuser

Fisheries and Oceans Canada

http://www.dfo-mpo.gc.ca

Icelandic Coast Guard

http://www.lhg.is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http://www.imo.org

과학기술 진흥·연구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

http://www.kist.re.kr

STEP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http://www.stepi.re.kr

KOFST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http://www.kofst.or.kr

세계과학도시연합

http://www.wtanet.org

한국항공우주연구원

http://www.kari.re.kr

National Audit Office

http://www.nao.org.uk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http://www.gao.gov

International Astronautical 

http://www.iafastro.org

기상기후

국립기상연구소

http://www.nimr.go.kr

기상청

http://www.kma.go.kr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Australian Government

http://www.environment.gov.au

원자력기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http://www.stepi.re.kr

한국원자력연구원

http://www.kaeri.re.kr

한국원자력 력재단

http://www.konico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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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http://www.gao.gov

고등교육

한국과학기술한림원

http://www.kast.or.kr

한국 학교육 의회

http://www.kcue.or.kr

앙교육연수원

http://www.neti.go.kr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http://www.aei.org

GOV.UK

https://www.gov.uk

교육 일반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European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Education

http://www.eaie.org

유아  · 등교육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http://www.kice.re.kr

한국교육개발원

https://www.kedi.re.kr

Open Education Conference

http://openedconference.org

UNESCO 

http://en.unesco.org

평생·직업교육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UNESCO 

http://en.unesco.org

특수교육

국립특수교육원

http://www.knise.kr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UNESCO 

http://en.unesco.org

GOV.UK

https://www.gov.uk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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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

http://www.koti.re.kr

육상교통

한국교통연구원

http://www.koti.re.kr

한국도로공사노동조합

http://www.exunion.or.kr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site/eng/home.html

World Road Association

http://www.piarc.org

American Public Transportation Association

http://www.apta.com

항공·공항

한국교통연구원

http://www.koti.re.kr

공정거래 원회

http://www.ftc.go.kr

항공기상청

http://kama.kma.go.kr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portal.do

Airport Council International

http://www.aci.aero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http://www.iata.org

해운·항만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해양수산부

http://www.mof.go.kr

GOV.UK

https://www.gov.uk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The Stationery Office

http://www.tso.co.uk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Department of Transport

http://www.tc.gc.caeng/menu.htm

Department for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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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ft.gov.uk

Department for Transport

http://www.dot.gov

물류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해양수산부

http://www.mof.go.kr

GOV.UK

https://www.gov.uk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The Stationery Office

http://www.tso.co.uk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Department of Transport

http://www.tc.gc.caeng/menu.htm

Department for Transport

http://www.dft.gov.uk

Department for Transport

http://www.dot.gov

국방

국방부

http://www.mnd.go.kr

GOV.UK

https://www.gov.uk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The Stationery Office

http://www.tso.co.uk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Department of Defense

http://www.defense.gov

병무

병무청

http://www.mma.go.kr

GOV.UK

https://www.gov.uk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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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tionery Office

http://www.tso.co.uk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Department of Defense

http://www.defense.gov

지역개발

한국산업단지공단

http://kicox.or.kr

UNIDO 

http://www.unido.org

부동산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国土资源部

http://www.mlr.gov.cn

GOV.UK

https://www.gov.uk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The Stationery Office

http://www.tso.co.uk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수자원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国土资源部

http://www.mlr.gov.cn

GOV.UK

https://www.gov.uk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The Stationery Office

http://www.tso.co.uk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지역  도시

국토연구원

http://www.krihs.re.kr

한국지방행정연구원

http://www.krila.re.kr

경기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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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ri.re.krkorea/jsp/main/main.jsp  

지역발 원회

http://www.region.go.krmain/main.php

농업·농

농 진흥청

http://www.rda.go.kr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http://www.dagg.gov.au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http://www,usda.gov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ttp://www.ilo.org

축산

한국농 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web/www/home

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농 진흥청

http://www.rda.go.kr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http://www.ers.usda.gov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

ences

http://www.daff.gov.au

임업·산

문화체육 부

http://www.mcst.go.kr

국립산림과학원

http://www.forest.go.kr

한국임업진흥원

https://www.kofpi.or.kr

한국산림기술사사무소 의회

http://kfpeoa.org

Harvard Forest

http://harvardforest.fas.harvard.edu

식량·식품

한국농 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web/www/hom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http://www.ers.usda.gov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http://www.fao.org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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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ec.org

GOV.UK

https://www.gov.uk

종교
문화체육 부

http://www.mcst.go.kr

문화체육 부

http://www.mcst.go.kr

사행산업통합감독 원회

http://www.ngcc.go.kr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http://www.dss.gov.au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http://www.apec.org

AllConferences.Com

http://www.allconferences.com

International Gambling Conference

http://www.internationalgamblingconference.com

문화

문화체육 부

http://www.mcst.go.kr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한국박물 회

http://www.museum.or.kr

Environment Canada

http://www.ec.gc.ca

UNESCO

http://en.unesco.org

GOV.UK

https://www.gov.uk

문화컨텐츠산업

방송통신 원회

http://www.kcc.go.kr

문화체육 부

http://www.mcst.go.kr

화진흥 원회

http://www.kofic.or.kr

한국문화 술 원회

http://www.arko.or.kr

한국 작권 원회

https://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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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Board Canada

http://www.cb-cda.gc.ca

UNESCO

http://en.unesco.org

GOV.UK

https://www.gov.uk

술

문화체육 부

http://www.mcst.go.kr

한국문화 술 원회

http://www.arko.or.kr

화진흥 원회

http://www.kofic.or.kr

International Council for Traditional Music

http://www.ictmusic.org

The Stationery Office

http://www.tso.co.uk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GOV.UK

https://www.gov.uk

National Endowment for Arts

http://arts.gov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site/eng/home.html

문화재

문화체육 부

http://www.mcst.go.kr

국토연구원

http://www.krihs.re.kr

UNESCO

http://en.unesco.org

체육

문화체육 부

http://www.mcst.go.kr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http://www.culture.gov.uk

UNESCO

http://en.unesco.org

국정홍보

감사원

http://www.bai.go.kr

International Public Relation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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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pra.org

건강보험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Department of Health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of-health

GOV.UK

https://www.gov.uk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The Stationery Office

http://www.tso.co.uk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Department of Health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of-health

GOV.UK

https://www.gov.uk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The Stationery Office

http://www.tso.co.uk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보건산업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Department of Health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of-health

GOV.UK

https://www.gov.uk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The Stationery Office

http://www.tso.co.uk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식품의약안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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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Health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of-health

GOV.UK

https://www.gov.uk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The Stationery Office

http://www.tso.co.uk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고용노동

KDI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KIPF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http://gafsc.kipf.re.kr

투명한도시서울 정보소통 장

http://opengov.seoul.go.kr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ttp://www.ilo.org

Syracuse University Institute for Veterans and Military Families 

http://vets.syr.edu

nonprofit HR 

http://www.nonprofithr.com

McCarthy Tétrault

http://www.mccarthy.ca

American Bar Association

http://www.americanbar.org

Institute of Government Public Affairs

http://igpa.uillinois.edu

OECD 

http://www.oecd.org

UNEP Finance Initiative 

http://www.unepfi.org

The Would Bank

http://www.worldbank.org

공 연

KDI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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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rs.go.kr

OECD 한민국 정책센터

http://www.oecdkorea.org

Institute of Government Public Affairs 

http://igpa.uillinois.edu

UNEP Finance Initiative

http://www.unepfi.org

기 생활보장

복지재단

http://dwf.kr

OECD 한민국 정책센터

http://www.oecdkorea.org

Social Security

http://www.ssa.gov

Social Science computing cooperative

http://www.ssc.wisc.edu

국가보훈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http://unglobalcompact.org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c

http://www.va.govopa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http://www.dva.gov.au

Government of Canada Veterans Affairs Canada 

http://www.veterans.gc.ca

취약계층지원

Wisconsin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http://dcf.wisconsin.gov

Working Mother

http://www.workingmother.com

장애인 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

Would Health Organization

http://www.who.int/en

Handicaps Welfare Association

http://hwa.org.sg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Interprofessional Continuing Educatio

n



82 ●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매뉴얼

http://www.interprofessional.ubc.ca

여성 복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kwdi.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

MAORI women's Welfare League Inc

http://www.mwwl.org.nz

College of Public Health and Human Science 

http://health.oregonstate.edu

Wheels in Motion

http://www.waecec.com

MAORI women's Welfare League Inc

http://www.mwwl.org.nz

공정거래

법무부

http://www.moj.go.kr

공정거래 원회

http://www.ftc.go.kr

KREI 한국농 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

Federal Trade Commission Protecting America’s Consumers

http://www.ftc.gov

GOV.UK

https://www.gov.uk

Japan Fair Trade Commission

http://www.jftc.go.jp

Fair Trade International Symposium 

http://www.fairtradeinternationalsymposium.org

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http://www.accc.gov.au

무역  투자유치

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http://www.unctadxii.orgen

Trades Union Congress 

http://www.tuc.org.uk

산업진흥
특허청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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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권 원회

https://www.copyright.or.kr

American BAR Association

http://www.americanbar.org

TORAY

http://www.toray.com

Centre d'Études Internationales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http://www.ceipi.edu

소기업

소기업청

http://www.smba.go.krkr

산업연구원(KIET)

http://www.kiet.re.kr

특허청

http://www.kipo.go.kr

한국 작권 원회

https://www.copyright.or.kr

TORAY

http://www.toray.com

APEC SMS Crisis Management Center

http://www.apecscmc.org

에 지  자원개발

물자원공사

https://www.kores.or.kr

산업 물은행

http://www.kimb.or.kr

에 지 리공단

http://www.kemco.or.kr

AngloGold Ashanti

http://www.anglogold.com

국가통계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통계개발원

http://kostat.go.kr

국민권익·인권

국민권익 원회

http://www.acrc.go.kr

인권교육선터

http://edu.humanrights.go.kr

한국인권재단

http://www.humanrights.or.kr

한국여성인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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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umanrights.or.kr

Publications du gouvernement du Canada

http://publications.gc.ca

국정운

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국외입법조사처

http://www.nars.go.kr

한국행정연구원

http://www.kipa.re.kr

U.S. Goverment Accountability Office

http://www.gao.gov

Texas Association of Counties

http://www.county.org

정부자원 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http://m.kisdi.re.kr

조달청

http://www.pps.go.kr

정부조달연구소

http://www.ssmokie.com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

Open Data Research Network

http://www.opendataresearch.org

Semantic Community

http://semanticommunity.info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

UNPAN Document Management System

http://unpan1.un.org

지방행정·재정지원

안 행정부

http://www.mospa.go.kr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communi

ties-and-local-government

GOV.UK

https://www.gov.uk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The Stationery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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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so.co.uk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융

한국은행

http://www.bok.or.kr

Department of the Treasury

http://www.treasury.gov

GOV.UK

https://www.gov.uk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The Stationery Office

http://www.tso.co.uk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http://www.treasury.gov

GOV.UK

https://www.gov.uk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The Stationery Office

http://www.tso.co.uk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세제

세청

http://www.customs.go.kr

국세청

http://www.nts.go.kr

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http://www.treasury.gov

GOV.UK

https://www.gov.uk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The Stationery Office

http://www.tso.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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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방송통신

미래창조과학부

www.msip.go.kr

科学技术部

http://www.most.gov.cn

GOV.UK

https://www.gov.uk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The Stationery Office

http://www.tso.co.uk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우정

우정사업본부

http://www.koreapost.go.kr

Universal Postal Union

http://www.upu.int/en.html

POST OFFICE

http://www.postoffice.co.uk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https://www.usps.com

GOV.UK

https://www.gov.uk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The Stationery Office

http://www.tso.co.uk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외교

외교부

http://www.mofa.go.kr

外務省

http://www.mofa.go.jp/mofaj

GOV.UK

https://www.gov.uk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The Stationery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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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so.co.uk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통일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GOV.UK

https://www.gov.uk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The Stationery Office

http://www.tso.co.uk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해양수산·어

해양수산부

http://www.mof.go.kr

Department of Fisheries and Oceans

http://www.dfo-mpo.gc.ca

GOV.UK

https://www.gov.uk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The Stationery Office

http://www.tso.co.uk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환경보호

환경부

http://www.me.go.kr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ttp://www.epa.gov

GOV.UK

https://www.gov.uk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The Stationery Office

http://www.tso.co.uk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폐기물 리
환경부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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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ttp://www.epa.gov

GOV.UK

https://www.gov.uk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The Stationery Office

http://www.tso.co.uk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주 제분류 정 보 원

공통

국립세종도서  검색

http://sejong.nl.go.kr

국립 앙도서  통합검색

http://www.dibrary.net

국가기록원 주제별 검색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viewSubjectContentMain.do  

국립 앙도서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http://seoji.nl.go.kr

국립 앙도서  kolisnet

http://www.nl.go.krkolisnet

국립 앙도서  정책정보포털> 정책자료> 정책정보원> 국제기

구정보원

http://policy.dibrary.net

<표 21>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자료 정보원

6) 국제기구  국제기구 발간자료

국제기구와 국제기구 발간자료는 ‘정책정보포털’을 우선 검색한다. 국립 앙

도서  ‘정책정보포털’>‘정책정보원’>‘국제기구정보원’ 는 ‘국제회의정보원’ 

상세 검색 결과에서 련 국제기구가 있는 경우가 있다. 국제기구 홈페이지에 

출 물이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우선 고려한다.

국제기구나 외국정부기 명을 모두 ‘자료명’ 필드에 입력한다. 기구명은 약

자를 먼  쓰고 Fullname/한국어 이름순으로 존재하는 만큼 입력하며, 약자가 

없는 경우 Fullname/한국어 순으로 기재한다. DB소개는 해당 국제기구에서 

서비스하는 DB의 DB명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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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http://www.naver.com

Google

http://www.google.com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Main_Page

주 제분류 정 보 원

공통

국립세종도서  검색

http://sejong.nl.go.kr

국립 앙도서  통합검색

http://www.dibrary.net

국가기록원 주제별 검색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viewSubjectContentMain.do  

국립 앙도서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http://seoji.nl.go.kr

국립 앙도서  kolisnet

http://www.nl.go.krkolisnet

국립 앙도서  정책정보포털> 정책자료> 정책정보원> 외국정부

정보원

http://policy.dibrary.net

Google

http://www.google.com

Wikipedia

<표 22> 외국정부간행물 정보원

7) 외국정부간행물

외국기  정보자료 등의 가이드 작업에 들어가는 ‘국가명’ 필드에는 국가명

을 한 로 기입하지 않고 국가코드표를 참고하여 사용한다.

해당 기  홈페이지에 출 물이 존재하는 경우, 그 자료를 우선 고려한다.

정부기 과 정부간행물 리기 은 소개형식은 모두 통일한다. 형식은 아래

와 같다.

정부기  소개: “(미국)의 (식량 정책)을 주 하는 정부기 으로 련 한국

정부조직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있다.” 

정부간행물 리기  소개: “(미국)의 정부간행물의 발간과 배 을 주 하는 

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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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n.wikipedia.orgwiki/Main_Page

경찰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site/eng/home.html

Office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http://www.cops.usdoj.gov

GOV.UK

https://www.gov.uk

법무  검찰

United States Bureau of Reclamation

http://www.usbr.gov

Government of Western Australia Department of Corrective Service

s

http://www.correctiveservices.wa.gov.au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http://nicic.govlibrary

안 리

US Forest Service 

http://www.fs.fed.us/fire/publications

Fire Department City of New York 

http://www.nyc.govhtml/fdny

해양경찰

Department of Transport

http://www.tc.gc.caeng/menu.htm

Department for Transport

http://www.dft.gov.uk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http://www.dhs.gov

과학기술 진흥·연구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http://www.whitehouse.gov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https://www.gov.uk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http://www.dst.gov.in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http://www.nasa.gov

기상기후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stration 

http://www.noaa.gov

Bureau of Meteorology 

http://www.bom.gov.au

Environment Canada 

http://weather.gc.ca

원자력기술
Office of Nuclear Energy

http://energ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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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

http://www.aecl.ca

UK Atomic Energy Authority

https://www.gov.uk

고등교육

GOV.UK

https://www.gov.uk

UNESCO 

http://en.unesco.org

교육 일반

GOV.UK

https://www.gov.uk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http://www.aei.org

UNESCO 

http://en.unesco.org

유아  · 등교육

Australian Government Depart of Education

https://education.gov.au

UNESCO 

http://en.unesco.org

GOV.UK

https://www.gov.uk

평생·직업교육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http://www.moe.gov.sg

GOV.UK

https://www.gov.uk

특수교육

National Association for Special Educational Needs

http://www.nasen.org.uk

UNESCO 

http://en.unesco.org

GOV.UK

https://www.gov.uk

국토교통

Department of Transport

http://www.tc.gc.caeng/menu.htm

Department for Transport

http://www.dft.gov.uk

GOV.UK

https://www.gov.uk

육상교통

Department of Transport

http://www.tc.gc.caeng/menu.htm

Department for Transport

http://www.dft.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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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UK

https://www.gov.uk

항공·공항

Department of Transport

http://www.tc.gc.caeng/menu.htm

Department for Transport

http://www.dft.gov.uk

GOV.UK

https://www.gov.uk

해운·항만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The Stationery Office

http://www.tso.co.uk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Department of Transport

http://www.tc.gc.caeng/menu.htm

Department for Transport

http://www.dft.gov.uk

Department for Transport

http://www.dot.gov

물류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The Stationery Office

http://www.tso.co.uk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Department of Transport

http://www.tc.gc.caeng/menu.htm

Department for Transport

http://www.dft.gov.uk

Department for Transport

http://www.dot.gov

국방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The Stationery Office

http://www.tso.co.uk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Department of Defense



제 4장  주제별 콘텐츠 구축 ●  93

http://www.defense.gov

병무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The Stationery Office

http://www.tso.co.uk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Department of Defense

http://www.defense.gov

지역개발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부동산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The Stationery Office

http://www.tso.co.uk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国土资源部

http://www.mlr.gov.cn

수자원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The Stationery Office

http://www.tso.co.uk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国土资源部

http://www.mlr.gov.cn

지역  도시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ttp://www.hud.gov

Department of Infrastructure

http://www.infrastructure.gc.ca

농업·농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

ences

http://www.daff.gov.au

축산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http://www.fao.org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http://www.agr.gc.c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http://www.ers.usd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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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

Environment Canada

http://www.nrcan.gc.caforests

森林管理局

http://www.rinya.maff.go.jp/shikoku

GOV.UK

https://www.gov.uk

식량·식품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http://www.ers.usda.gov

GOV.UK

https://www.gov.uk

종교

GOV.UK

https://www.gov.uk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Tourism Australia

http://www.tourism.australia.com

GOV.UK

https://www.gov.uk

문화

UNESCO

http://en.unesco.org

GOV.UK

https://www.gov.uk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문화컨텐츠산업

UNESCO

http://en.unesco.org

GOV.UK

https://www.gov.uk

술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The Stationery Office

http://www.tso.co.uk

GOV.UK

https://www.gov.uk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http://www.culture.gov.uk

문화재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http://www.nps.govindex.htm

체육
UNESCO

http://en.unesc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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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

GOV.UK

https://www.gov.uk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건강보험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The Stationery Office

http://www.tso.co.uk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Department of Health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of-health

보건의료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The Stationery Office

http://www.tso.co.uk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Department of Health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of-health

보건산업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The Stationery Office

http://www.tso.co.uk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Department of Health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of-health

식품의약안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The Stationery Office

http://www.tso.co.uk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Department of Health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of-health

고용노동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http://www.dol.gov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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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v.uk

Catalog of U.S. Government Publication

http://catalog.gpo.gov

공 연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http://www.gao.gov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https://www.gov.uk

日本年金機構

http://www.nenkin.go.jp

All Pensions Group

http://www.apg.nl/nl

기 생활보장

Social Security

http://www.ssa.gov

Assessing the socio-economic impact of social reforms

http://socialprotection.eu

GOV.UK

https://www.gov.uk

국가보훈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http://www.va.gov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http://www.dva.gov.au

Government of Canada Veterans Affairs Canada 

http://www.veterans.gc.ca

취약계층지원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http://www.health.gov.au

厚生労働省

http://www.mhlw.go.jp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http://www.cic.gc.ca

장애인 복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ttp://www.dhhs.tas.gov.au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c

http://www.va.govopa

GOV.UK

https://www.gov.uk

The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http://www.aihw.gov.au

여성 복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http://www.dol.gov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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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hs.gov

공정거래

Office of Fair Trading 

http://www.oft.gov.uk

Federal Trade Commission Protecting America’s Consumers

http://www.ftc.gov

Japan Fair Trade Commission

http://www.jftc.go.jp

무역  투자유치

Office of the United Stated Trade Representativ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http://www.ustr.gov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http://www.jetro.go.jp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http://www.dfat.gov.au

Bank of England 

http://www.bankofengland.co.uk

산업진흥

European Patent Office

http://www.epo.org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www.uspto.gov

소기업
The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http://www.sba.gov

에 지  자원개발
산업 물은행

http://www.kimb.or.kr

국가통계

The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http://www.isi-web.org

United States Census Bureau

http://www.census.gov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http://www.abs.gov.au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http://www.statistics.gov.uk

국민권익·인권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http://www.justice.govcrt

국정운

U.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http://www.opm.gov

Europ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http://www.eipa.nl

National Personnel Authority 

http://www.jinji.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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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원 리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

http://www.pwgsc.gc.ca

Le ministère de Économie et des Finances

http://www.finances.gouv.fr

Office of Government Commerce

http://www.ogc.gov.uk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business

-innovation-skills

지방행정·재정지원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The Stationery Office

http://www.tso.co.uk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

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communities-an

d-local-government

융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The Stationery Office

http://www.tso.co.uk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Department of the Treasury

http://www.treasury.gov

기획재정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The Stationery Office

http://www.tso.co.uk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Department of the Treasury

http://www.treasury.gov

세제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The Stationery Office

http://www.tso.co.uk

Government Printing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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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po.govfdsys

Department of the Treasury

http://www.treasury.gov

방송통신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The Stationery Office

http://www.tso.co.uk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科学技术部

http://www.most.gov.cn

우정

Universal Postal Union

http://www.upu.int/en.html

POST OFFICE

http://www.postoffice.co.uk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https://www.usps.com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The Stationery Office

http://www.tso.co.uk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외교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The Stationery Office

http://www.tso.co.uk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外務省

http://www.mofa.go.jp/mofaj

통일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The Stationery Office

http://www.tso.co.uk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해양수산·어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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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tionery Office

http://www.tso.co.uk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Department of Fisheries and Oceans

http://www.dfo-mpo.gc.cas

환경보호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The Stationery Office

http://www.tso.co.uk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ttp://www.epa.gov

폐기물 리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

The Stationery Office

http://www.tso.co.uk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www.gpo.govfdsy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ttp://www.epa.gov

8) 통계  법령

통계자료는 ‘정책정보포털’을 우선 검색하고, 통계청 ‘e-나라지표’와 ‘국가통

계포털’을 극 활용하며 각 부처별 홈페이지에서 정보마당이나 출 물 메뉴 

내에 있는 통계자료를 참고한다. 통계자료를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WebDB로 들어가며 통계에 한 자료만 입력한다.

국내법령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자료로 통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좌측에 부처별 법령검색도 가능하다. 법령자료 URL을 입력할 때는 

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은 법령 URL을 입력하면 되는데, 검색 후 본문에서 ‘최종

공포내용’ 버튼을 클릭한 후 새로 뜨는 창의 URL을 입력한다. 법령소개에는 

법령의 목 에 해 으면 된다.

외국법령자료는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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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분류 정 보 원

공통

국립세종도서  검색

http://sejong.nl.go.kr

국립 앙도서  통합검색

http://www.dibrary.net

국가기록원 주제별 검색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viewSubjectContentMain.do  

국립 앙도서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http://seoji.nl.go.kr

국립 앙도서  kolisnet

http://www.nl.go.krkolisnet

국립 앙도서  정책정보포털

http://policy.dibrary.net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UBIN 해외통계정보원

http://ubin.krihs.re.kr2009/php/linksite/Statistic.php 

국제통계정보DB

http://sdb.nso.go.krsdb/MainAction.do?method=main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경찰

경찰청

http://www.police.go.kr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a

http://www.statistics.gov.uk

Statistics Canada 

http://www.statcan.gc.ca

GOV.UK

https://www.gov.uk

법무  검찰

교정본부

http://www.corrections.go.kr

Department of corrective services 

http://www.correctiveservices.wa.gov.au 

안 리 소방방재청

<표 23> 통계 및 법령 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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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ma.go.kr

GOV.UK

http://gov.uk

해양경찰

해양경찰청

http://www.kcg.go.kr

United States Coast Guard

http://www.uscg.mil

Google

http://www.google.com

과학기술 진흥·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http://www.kistep.re.kr

DEPARTMENT OF SCIENCE & TECHNOLOGY MINISTRY OF S

CIENCE & TECHNOLOGY GOVERNMENT OF INDIA 

http://www.nstmis-dst.org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ience Parks and Areas of Innovation 

http://www.iasp.ws

기상기후

기상청

http://www.kma.go.kr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stration

http://www.noaa.gov

Bureau of Meteorology

http://www.bom.gov.au

Environment Canada 

http://weather.gc.ca

Met Office

http://www.metoffice.gov.uk

원자력기술

한국원자력산업회의

http://www.kaif.or.kr

미래창조과학부

http://www.msip.go.kr

Nuclear Energy Institute

http://www.nei.org

고등교육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GOV.UK

https://www.gov.uk

교육 일반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GOV.UK



제 4장  주제별 콘텐츠 구축 ●  103

https://www.gov.uk

유아  · 등교육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GOV.UK

https://www.gov.uk

평생·직업교육
한국교육개발원

https://www.kedi.re.kr

특수교육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GOV.UK

https://www.gov.uk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한국교통연구원

http://www.koti.re.kr

GOV.UK

https://www.gov.uk

육상교통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한국철도기술연구원

http://www.krri.re.kr

Statistics Canada

http://www.statcan.gc.ca

GOV.UK

https://www.gov.uk

항공·공항

한국공항공사

http://www.airport.co.kr

Statistics Canada

http://www.statcan.gc.ca

해운·항만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해양수산부

http://www.mof.go.kr

Department of Transport

http://www.tc.gc.caeng/menu.htm

Department for Transport

http://www.dft.gov.uk

Department for Transport

http://www.dot.gov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e



104 ●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매뉴얼

http://www.veterans.gc.ca

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

GOV.UK

https://www.gov.uk

물류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해양수산부

http://www.mof.go.kr

Department of Transport

http://www.tc.gc.caeng/menu.htm

Department for Transport

http://www.dft.gov.uk

Department for Transport

http://www.dot.gov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e

http://www.veterans.gc.ca

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

GOV.UK

https://www.gov.uk

국방

국방부

http://www.mnd.go.kr

Department of Defense

http://www.defense.gov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e

http://www.veterans.gc.ca

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

GOV.UK

https://www.gov.uk

병무

병무청

http://www.mma.go.kr

Department of Defense

http://www.defense.gov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e

http://www.veterans.gc.ca

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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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UK

https://www.gov.uk

지역개발
산업입지정보시스템 

http://industryland.or.krindex.jsp

부동산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国土资源部

http://www.mlr.gov.cn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e

http://www.veterans.gc.ca

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

GOV.UK

https://www.gov.uk

수자원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国土资源部

http://www.mlr.gov.cn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e

http://www.veterans.gc.ca

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

GOV.UK

https://www.gov.uk

지역  도시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행복 심복합도시건설청

http://www.macc.go.kr

농업·농

농 진흥청

http://www.rda.go.kr

한국농 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web/www/home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

iences

http://www.daff.gov.au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http://publications.gc.casite/eng/home.html

축산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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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 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web/www/home

農林統計協

http://www.aafs.or.jp

Statistics Canada 

http://www.statcan.gc.ca

임업·산

국립산림과학원

http://www.forest.go.kr

Statistics Canada 

http://www.statcan.gc.ca

Eurostat

http://epp.eurostat.ec.europa.eu

식량·식품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Statistics Canada 

http://www.statcan.gc.ca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http://www.fao.org

종교

문화재청

http://www.cha.go.kr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Statistics Canada

http://www.statcan.gc.ca

문화체육 부

http://www.mcst.go.kr

사행산업통계정보포털

http://static.ngcc.go.kr

사행산업통합감독 원회

http://www.ngcc.go.kr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http://www.abs.gov.au

Statistics Canada 

http://www.statcan.gc.ca

문화

문화체육 부

http://www.mcst.go.kr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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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n.go.kr

국어정책통계

http://stat.korean.go.kr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http://www.ala.org

국가도서 통계시스템

http://www.libsta.go.kr

GOV.UK

https://www.gov.uk

Statistics Canada

http://www.statcan.gc.ca

문화컨텐츠산업

문화체육 부

http://www.mcst.go.kr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www.kocca.kr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http://www.abs.gov.au

Statistics Canada

http://www.statcan.gc.ca

GOV.UK

https://www.gov.uk

술

문화체육 부

http://www.mcst.go.kr

British Film Institute

http://www.bfi.org.uk

GOV.UK

https://www.gov.uk

Statistics Canada

http://www.statcan.gc.ca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http://www.culture.gov.uk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e

http://www.veterans.gc.ca

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

문화재

문화재청 

http://www.cha.go.kr

Statistics Canada 

http://www.statcan.g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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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문화체육 부

http://www.mcst.go.kr

체육통계포털시스템

http://ssps.sportskorea.net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http://www.abs.gov.au

Statistics Canada 

http://www.statcan.gc.ca

국정홍보

한국 고홍보학회

http://www.kadpr.or.kr

International Public Relations Association

http://www.ipra.org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Council

http://www.stic-csti.caeic/site/stic-csti.nsf/eng/home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

건강보험

보건복지부

http://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

Department of Health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of-health

통계포털

http://stat.mw.go.kr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e

http://www.veterans.gc.ca

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

GOV.UK

https://www.gov.uk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http://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

Department of Health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of-health

통계포털

http://stat.mw.go.kr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e

http://www.veterans.gc.ca

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

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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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v.uk

보건산업

보건복지부

http://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

Department of Health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of-health

통계포털

http://stat.mw.go.kr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e

http://www.veterans.gc.ca

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

GOV.UK

https://www.gov.uk

식품의약안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

Department of Health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of-health

통계포털

http://stat.mw.go.kr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e

http://www.veterans.gc.ca

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

GOV.UK

https://www.gov.uk

고용노동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e 

http://laws-lois.justice.gc.ca

ConsultantPlus

http://www.consultant.ru

West Virginia Legislature

http://www.legis.state.wv.us

OECD 

http://www.oecd.org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Keeping America Informed

http://www.gpo.gov

공 연

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

OECD

http://www.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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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생활보장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통계포털

http://stat.mw.go.kr

Task Force on Finance Statistics

http://www.tffs.org

Social Security

http://www.ssa.gov

European Union

http://sorry.ec.europa.eu

국가보훈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정책 리핑

http://www.korea.kr

國軍 除役官兵輔 委員

http://www.vac.gov.tw

European Union

http://sorry.ec.europa.eu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e

http://www.veterans.gc.ca

Australian Government ComLaw

http://www.comlaw.gov.au

취약계층지원
Official Website of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http://www.dhs.gov

장애인 복지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Cornell University Disability Statistics

http://www.disabilitystatistics.org

여성 복지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http://unstats.un.org

GOV.UK

https://www.gov.uk

공정거래

EU-China Trade Project

http://www.euchinacomp.org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http://www.jetro.go.jp

무역  투자유치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http://unstats.un.org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www.wt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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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 of Thailand 

http://www.bot.or.th

산업진흥

특허청

http://www.kipo.go.kr

Wou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http://www.wipo.int

Five IP offices

http://www.fiveipoffices.org

National Science Foundation

http://unstats.un.org

소기업
Industry Canada

http://www.ic.gc.ca

에 지  자원개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http://www.kigam.re.kr

에 지 리공단

http://www.kemco.or.kr

Rio Tinto

http://www.riotinto.com

국가통계

The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http://www.isi-web.org

United States Census Bureau 

http://www.census.gov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http://www.abs.gov.au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http://www.statistics.gov.uk

국민권익·인권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ttp://www.echr.coe.int

국정운

안 행정부

http://www.mospa.go.kr

감사원

http://www.bai.go.kr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Employment in the Public Sector in Wales

http://wales.gov.uk

정부자원 리

안 행정부

http://www.mospa.go.kr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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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ps.go.krkor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

Eurostat

http://epp.eurostat.ec.europa.eu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inance

http://www.finance.gov.au

지방행정·재정지원

안 행정부

http://www.mospa.go.kr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e

http://www.veterans.gc.ca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commun

ities-and-local-government

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

GOV.UK

https://www.gov.uk

융

한국은행

http://www.bok.or.kr

Department of the Treasury

http://www.treasury.gov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e

http://www.veterans.gc.ca

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

GOV.UK

https://www.gov.uk

OECD 

http://www.oecd.org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www.mosf.go.kr

Department of the Treasury

http://www.treasury.gov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e

http://www.veterans.gc.ca

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

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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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v.uk

OECD 

http://www.oecd.org

세제

세청

http://www.customs.go.kr

국세청

http://www.nts.go.kr

Department of the Treasury

http://www.treasury.gov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e

http://www.veterans.gc.ca

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

GOV.UK

https://www.gov.uk

방송통신

방송통신 원회

http://www.kcc.go.kr

미래창조과학부

www.msip.go.kr

科学技术部

http://www.most.gov.cn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e

http://www.veterans.gc.ca

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

GOV.UK

https://www.gov.uk

우정

우정사업본부

http://www.koreapost.go.kr

Universal Postal Union

http://www.upu.int/en.html

POST OFFICE

http://www.postoffice.co.uk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https://www.usps.com/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

e

http://www.veterans.gc.ca

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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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UK

https://www.gov.uk

외교

외교부

http://www.mofa.go.kr

外務省

http://www.mofa.go.jp/mofaj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e

http://www.veterans.gc.ca

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

GOV.UK

https://www.gov.uk

통일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e

http://www.veterans.gc.ca

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

GOV.UK

https://www.gov.uk

해양수산·어

해양수산부

http://www.mof.go.kr

Department of Fisheries and Oceans

http://www.dfo-mpo.gc.ca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e

http://www.veterans.gc.ca

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

GOV.UK

https://www.gov.uk

환경보호

환경부

http://www.me.go.kr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ttp://www.epa.gov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e

http://www.veterans.gc.ca

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

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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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v.uk

폐기물 리

환경부

http://www.me.go.kr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ttp://www.epa.gov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e

http://www.veterans.gc.ca

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

GOV.UK

https://www.gov.uk

주 제분류 정 보 원

공통

국립세종도서  Web DB 검색

http://sejong.nl.go.krbrd/NttList.do?bbsSe=BBST029&menuId=O216&up

perMenuId=O200

국립 앙도서  연계자료검색

http://www.dibrary.net/newonline

국립 앙도서  정책정보포털> 정책자료> 정책정보원> 정책정보

길라잡이

http://policy.dibrary.net

정부사이트 주제별 국내 Web DB

http://www.korea.go.kradministdata/intrcnintrcnList.do;jsessionid=hAmB

23kaRossdFs1cFO3MzDpu5Pv82HklhOKmB71HjXA9YInSdFBq72vC8t

dX3Pq.egovwas3_servlet_engine1

경찰
경찰청

http://www.police.go.kr

<표 24> Web DB 정보원

9) Web DB 

국내 Web DB에는 정책 리핑을 필수로 넣으며 시는 다음과 같다.

① 정책 리핑: 국내 정책에 한 보도자료, 정책뉴스, 칼럼  인물정보, 기

획과 특집 정보 등을 제공한다(http://www.korea.kr). 

해외 Web DB에는 다음과 같은 Web DB를 필수로 넣는다.

② PAIS International With Archive:  세계의 사회이슈와 공공정책의 수

립과 평가 등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http://www.proquest.com/product

s-services/pais-set-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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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http://www.nfs.go.kr

NCSTL

http://www.ncstl.org

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http://www.interpol.i

법무  검찰
법무부

http://www.moj.go.kr

안 리

산림청 

http://forestfire.kfri.go.kr 

Office of Environment, Health, Safety & Security 

http://www.energy.gov 

해양경찰

해양수산부

http://www.mof.go.kr

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http://www.interpol.int

과학기술 진흥·연구

서울 학교 학과별 Guide

http://library.snu.ac.krResearchSupport?id=researchguide&file=Browse

Departments&pCategoryID=BROWSE_DEPT&category=BROWSE_D

EPARTMENTS

연세 학교 Subject Guied

http://library.yonsei.ac.krmain/sub.do?menuCode=0202

이화여 주제별 가이드 

http://lib.ewha.ac.krsubject/subjectMain

경북 학교 주제별가이드 

http://libguides.knu.ac.kr 

기상기후
기상청

http://www.kma.go.kr

원자력기술
한국원자력연구원

http://www.kaeri.re.kr

고등교육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교육 일반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유아  · 등교육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

평생·직업교육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특수교육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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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st.go.kr

국립특수교육원

http://www.knise.kr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한국교통연구원

http://www.koti.re.kr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http://www.ktdb.go.kr

육상교통

교통사고분석시스템

http://taas.koroad.or.kr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한국철도공사

http://www.korail.com

항공·공항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비행연구원

http://www.flightin.com

한국항공진흥 회

http://www.airtransport.or.kr

해운·항만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해양수산부

http://www.mof.go.kr

Department of Transport

http://www.tc.gc.caeng/menu.htm

Department for Transport

http://www.dft.gov.uk

Department for Transport

http://www.dot.gov

물류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해양수산부

http://www.mof.go.kr

Department of Transport

http://www.tc.gc.caeng/menu.htm

Department for Transport

http://www.dft.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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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for Transport

http://www.dot.gov

국방

국방부

http://www.mnd.go.kr

Department of Defense

http://www.defense.gov

병무

병무청

http://www.mma.go.kr

Department of Defense

http://www.defense.gov

지역개발
산업단지공단 

http://www.kicox.or.kr

부동산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国土资源部

http://www.mlr.gov.cn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e

http://www.veterans.gc.ca

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

GOV.UK

https://www.gov.uk

수자원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国土资源部

http://www.mlr.gov.cn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e

http://www.veterans.gc.ca

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

GOV.UK

https://www.gov.uk

지역  도시
행정 심복합도시건설청

http://www.macc.go.kr

농업·농
농 진흥청

http://www.rda.go.kr

축산

농 진흥청

http://www.rda.go.kr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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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
산림청

http://www.forest.go.kr

식량·식품

농 진흥청

http://www.rda.go.kr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

종교
The Vatican website

http://w2.vatican.va/

문화체육 부

http://www.mcst.go.kr

사행산업통합감독 원회

http://www.ngcc.go.kr

문화

문화체육 부

http://www.mcst.go.kr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국립 앙박물

http://www.museum.go.kr

문화컨텐츠산업

한국 고 회

http://www.kfaa.org

한국 고주 회

http://www.kaa.or.kr

한국방송 고진흥공사

https://www.kobaco.co.kr

화진흥 원회

http://www.kofic.or.kr

한국게임산업 회

http://www.gamek.or.kr

한국출 문화산업진흥원

http://www.kpipa.or.kr

술

문화체육 부

http://www.mcst.go.kr

한국 상자료원

http://www.koreafilm.or.kr

국립국악원

http://www.gugak.go.kr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http://www.culture.gov.uk

문화재
문화재청 

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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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한체육회

http://www.sports.or.kr

국민체육진흥공단

http://www.kspo.or.kr 

국민생활체육회

http://www.sportal.or.kr

국정홍보
문화체육 부

http://www.mcst.go.kr

건강보험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Department of Health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of-health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e

http://www.veterans.gc.ca

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

GOV.UK

https://www.gov.uk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Department of Health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of-health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e

http://www.veterans.gc.ca

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

GOV.UK

https://www.gov.uk

보건산업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Department of Health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of-health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e

http://www.veterans.gc.ca

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

GOV.UK

https://www.gov.uk

식품의약안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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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w.go.kr

Department of Health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of-health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e

http://www.veterans.gc.ca

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

GOV.UK

https://www.gov.uk

고용노동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공 연
국민연

http://www.nps.or.kr

기 생활보장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국가보훈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취약계층지원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장애인 복지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여성 복지
North Carolina Child Care Health and Safety Resource Center

http://www.healthychildcarenc.org

공정거래
공정거래 원회

http://www.ftc.go.kr

무역  투자유치

외환은행 

http://www.keb.co.kr

해양수산부

http://www.mof.go.kr

세청

http://www.customs.go.kr

nternational Monetary Fund

http://www.imf.org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www.wto.org

산업진흥

특허정보넷

http://www.kipris.or.kr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http://www.ipacademy.net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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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ecd.org

소기업
소기업청

http://www.smba.go.kr

에 지  자원개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http://www.kigam.re.kr

에 지 리공단

http://www.kemco.or.kr

국가통계

The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http://www.isi-web.org

United States Census Bureau 

http://www.census.gov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http://www.abs.gov.au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http://www.statistics.gov.uk 

국민권익·인권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ttp://www.ohchr.org 

국정운
안 행정부

http://www.mospa.go.kr 

정부자원 리

조달청

http://www.pps.go.kr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

지방행정·재정지원

안 행정부

http://www.mospa.go.kr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communi

ties-and-local-government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e

http://www.veterans.gc.ca

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

GOV.UK

https://www.gov.uk

융

한국은행

http://www.bok.or.kr

Department of the Treasury

http://www.treasury.gov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e

http://www.veterans.g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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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

GOV.UK

https://www.gov.uk

OECD 

http://www.oecd.org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www.mosf.go.kr

Department of the Treasury

http://www.treasury.gov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e

http://www.veterans.gc.ca

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

GOV.UK

https://www.gov.uk

세제

세청

http://www.customs.go.kr

국세청

http://www.nts.go.kr

Department of the Treasury

http://www.treasury.gov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e

http://www.veterans.gc.ca

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

GOV.UK

https://www.gov.uk

방송통신

방송통신 원회

http://www.kcc.go.kr

미래창조과학부

www.msip.go.kr

科学技术部

http://www.most.gov.cn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e

http://www.veterans.gc.ca

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

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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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v.uk

우정

우정사업본부

http://www.koreapost.go.kr

Universal Postal Union

http://www.upu.int/en.html

POST OFFICE

http://www.postoffice.co.uk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https://www.usps.com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e

http://www.veterans.gc.ca

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

GOV.UK

https://www.gov.uk

외교

외교부

http://www.mofa.go.kr

外務省

http://www.mofa.go.jp/mofaj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e

http://www.veterans.gc.ca

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

GOV.UK

https://www.gov.uk

통일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e

http://www.veterans.gc.ca

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

GOV.UK

https://www.gov.uk

해양수산·어

해양수산부

http://www.mof.go.kr

Department of Fisheries and Oceans

http://www.dfo-mpo.gc.ca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e

http://www.veterans.g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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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

GOV.UK

https://www.gov.uk

환경보호

환경부

http://www.me.go.kr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ttp://www.epa.gov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e

http://www.veterans.gc.ca

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

GOV.UK

https://www.gov.uk

폐기물 리

환경부

http://www.me.go.kr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ttp://www.epa.gov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e

http://www.veterans.gc.ca

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

GOV.UK

https://www.gov.uk

10) 련 사이트

① 웹정보

사이트 유형은 ‘웹진’, ‘블로그’, ‘웹사이트’, ‘SNS’로 구분하 고 이  선택하

여 유형코드로 입력한다. 추가로 별도의 사이트 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의 후 추가한다.

소개는 각 기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기 소개(about)를 참고하여 1∼2  

정도 정책 련 연구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로 요약하여 입력한다. 

해당부처 홈페이지의, 아래 ‘related site’나 배  등을 참조한다.

② 유 기

소속기  국책연구소, 회, 센터, 포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해당부처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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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소명

경제인문사회연구회(27)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국토연구원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 외경제정책연구원 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 산업연구원 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5 에 지경제연구원 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7 통일연구원 21 한국행정연구원

8 한국개발연구원 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 한국교육개발원 2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4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1 한국교통연구원 25 육아정책 연구소

12 한국노동연구원 26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3 한국농 경제연구원 27 KDI국제정책 학원

14 한국법제연구원

기 기술연구회(11)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 국가핵융합연구소 8 한국기 과학지원연구원

3 한국학의학연구원 9 한국천문연구원

4 한국원자력연구원 10 한국표 과학연구원

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1 녹색기술센터(GTC)

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기술연구회(14)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한국 자통신연구원 9 한국기계연구원

3 국가보안기술연구소 10 재료연구소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1 한국에 지기술연구원

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2 한국 기연구원

6 한국식품연구원 13 한국화학연구원

7 세계김치연구소 14 안 성평가연구소

<표 25> 관련 사이트 정보

페이지의 ‘related site’나 배  등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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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분류 정 보 원

공통

국립 앙도서  정책정보포털> 정책자료> 정책정보원> 정책정보

길라잡이

http://policy.dibrary.net

국립 앙도서  국내웹진 모음

http://www.dibrary.net/boards/show/3/2590/601/0/.do

국립 앙도서  국내블로그모음

http://www.dibrary.net/boards/show/1003/580/4002/0/.do

OASIS 주제별 정보원, 유 기

http://www.oasis.go.kr

과학기술학회마을

http://society.kisti.re.kr

DBpia

http://www.dbpia.co.kr 

Riss 

http://www.riss.kr

네이버

http://www.naver.com

EBSCO 검색

http://web.a.ebscohost.com/ehost/search/basic?sid=baaaf6a5-b5c6-4

45b-b5b8-931e8ee25a76%40sessionmgr4001&vid=1&hid=4207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Main_Page

Google

http://www.google.com

경찰

경찰청

http://www.police.go.kr

국립과학수사연구원

http://www.nfs.go.kr

<표 26> 관련 사이트 정보원

③ 련학회

해당부처 홈페이지의 ‘related site’나 배  등을 참고한다. 학도서  제공

하는 주제별 Guide 서비스를 참고하여 학회를 선정한다. 어권 학회의 경우 

명칭에 ‘association’ 등이 포함되지만, 내용을 꼭 확인하고 연구만을 하는 학

회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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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http://www.dhs.gov

법무  검찰

교정본부

http://www.corrections.go.kr

한국교정학회

http://www.krscs.or.kr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https://www.aca.org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http://nicic.gov

안 리
소방방재청

http://www.nema.go.kr  

해양경찰

해양경찰청

http://www.kcg.go.kr

해양수산부

http://www.mof.go.kr

U.S. Coast Guard Auxiliary Association

http://www.cgaux.org

과학기술 진흥·연구

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http://mirian.kisti.re.kr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http://www.kofst.or.kr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http://www.stepi.re.kr

한국과학기술학회

http://www.kasts.org

한국과학기술인력개발원

http://www.kird.re.kr

국과학연구단지 의회

http://www.koreasp.or.kr

한국항공우주연구원

http://www.kari.re.kr

National Scientific Foundation

http://www.nsf.gov

Association of University Research Parks

http://www.aurp.net

Society for Social Studies of Science 

http://4sonline.org 

Aerospace Research Information Center 



제 4장  주제별 콘텐츠 구축 ●  129

http://www.aric.or.kr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http://www.dsri.dk

기상기후

기상청

http://www.kma.go.kr

기후변화센터

http://www.climatechangecenter.kr

항공기상청

http://kama.kma.go.kr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stration 

http://www.noaa.gov

Bureau of Meteorology 

http://www.bom.gov.au 

Environment Canada 

http://weather.gc.ca 

Met Office

http://www.metoffice.gov.uk

원자력기술

한국원자력산업회의

http://www.kaif.or.kr

한국원자력연구원

http://www.kaeri.re.kr

한국원자력학회

http://www.kns.org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http://www.iaea.org

日本原子力研究所

http://www.jaea.go.jp

고등교육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교육 일반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유아  · 등교육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한국교육개발원

https://www.kedi.re.kr

평생·직업교육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특수교육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국립특수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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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nise.kr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한국교통연구원

http://www.koti.re.kr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http://www.ktdb.go.kr

육상교통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한국도로교통 회

http://www.krta.co.kr

항공·공항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비행연구원

http://www.flightin.com

한국항공진흥 회

http://www.airtransport.or.kr

해운·항만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해양수산부

http://www.mof.go.kr

Department of Transport

http://www.tc.gc.caeng/menu.htm

Department for Transport

http://www.dft.gov.uk

Department for Transport

http://www.dot.gov

물류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해양수산부

http://www.mof.go.kr

Department of Transport

http://www.tc.gc.caeng/menu.htm

Department for Transport

http://www.dft.gov.uk

Department for Transport

http://www.dot.gov

국방
국방부

http://www.mn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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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Defense

http://www.defense.gov

병무

병무청

http://www.mma.go.kr

Department of Defense

http://www.defense.gov

지역개발

산업단지공단

http://www.kicox.or.kr  

UNDIO 

http://www.unido.org 

부동산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国土资源部

http://www.mlr.gov.cn

수자원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国土资源部

http://www.mlr.gov.cn

지역  도시
행정복합도시건설청

http://www.macc.go.kr

농업·농
농 진흥청

http://www.rda.go.kr

축산

농 진흥청

http://www.rda.go.kr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

임업·산
국립산림과학원

http://www.forest.go.kr

식량·식품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

종교
문화체육 부

http://www.mcst.go.kr

문화체육 부

http://www.mcst.go.kr

사행산업통합감독 원회

http://www.ngcc.go.kr

문화

문화체육 부

http://www.mcst.go.kr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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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앙박물

http://www.museum.go.kr

국립 앙도서

http://www.nl.go.kr

문화컨텐츠산업

한국방송 고진흥공사

https://www.kobaco.co.kr

상물등 원회

http://www.kmrb.or.kr

한국게임산업 회

http://www.gamek.or.kr

게임물 리 원회

http://www.grb.or.kr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www.kocca.kr

한국출 인회의

http://www.kopus.org

한국 작권 원회

https://www.copyright.or.kr

술

음악산업 회

http://www.riak.or.kr

한국 상자료원

http://www.koreafilm.or.kr

한국공연 술센터

http://www.koreapac.kr

문무용수지원센터

http://www.dcdcenter.or.kr

국립 미술

http://www.mmca.go.kr

국립국악원

http://www.gugak.go.kr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http://www.culture.gov.uk

문화재
문화재청 

http://www.cha.go.kr

체육

한체육회

http://www.sports.or.kr

국민체육진흥공단

http://www.kspo.or.kr 

국민생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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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portal.or.kr

한장애인체육회

http://www.kosad.or.kr

국정홍보
문화체육 부

http://www.mcst.go.kr

건강보험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Department of Health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of-health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Department of Health

http://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of-health

보건산업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Department of Health

http://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of-health

식품의약안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Department of Health

http://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of-health

고용노동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국민연

http://www.nps.or.kr

공무원연 공단

http://www.geps.or.kr

Theguardian

http://www.theguardian.com/uk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

U.S. Department of Labor

http://www.dol.gov

NYU LAW

http://www.law.nyu.edu

공 연

국민연

.http://www.nps.or.kr

공 연 연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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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psl.or.kr

한국사회복지 회

http://kncsw.bokji.net

기 생활보장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한국사회복지 회

http://kncsw.bokji.net

States of Jersey

http://www.gov.je

국가보훈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Bloomberg

http://www.bloomberg.com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c

http://www.va.govopa 

The District of Columbla DC Mayor's Office of Veterans Affairs

http://ova.dc.gov

취약계층지원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한국노인복지 앙회

http://www.elder.or.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https://kordi.go.kr 

KGS 한국노년학회

http://www.tkgs.or.kr

한국 어매니지먼트학회

http://www.kaocm.co.kr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http://www.bfwc.or.kr

이주외국인종합복지

http://www.djmc.org

한국다문화상담학회

http://www.kamcc.or.kr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http://www.aihw.gov.au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ttp://www.hhs.gov

장애인 복지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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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복지 회

http://www.hinet.or.kr 

한국장애인복지학회

http://www.kadw.or.kr

U.S. Department of Education

http://www.ed.gov 

여성 복지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한국여성복지연합회

http://www.womenbokji.or.kr 

어린이집안 공제회

https://www.csia.or.kr

제주특별자치도교육아동종합지원센터

http://jeju.childcare.go.kr

국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의회

http://www.eaja.or.kr 

육아정책연구소

http://www.kicce.re.krkor

한국보육지원학회

http://www.educarechild.org

한국아동보육실천학회

http://www.kracp.com

Center For Child & Family Well-Being

http://sohe.wisc.edu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http://www.ors.od.nih.gov

U.S. Department of Commerce United States census Bureau 

http://www.census.gov

공정거래

공정거래 원회

http://www.ftc.go.kr

공정경쟁연합회

http://www.kfcf.or.kr

Fair Trade International Symposium 

http://www.fairtradeinternationalsymposium.org

Fair trade Internaional

http://www.fairtrade.net

Fair Trade Resource Network

http://www.fairtraderesource.org

무역  투자유치 한국무역통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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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raic.org 

한국국제통상학회 

http://www.katis.or.kr

한국통상정보학회

http://www.cybertrade.or.kr

외환은행 

http://www.keb.co.kr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외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한국산업경제학회 

http://www.kiep.go.kr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http://www.kotra.or.kr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http://www.unctadxii.orgen

산업진흥

특허청 

http://www.kipo.go.kr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http://www.pipc.or.kr

한국특허정보원

http://www.kipi.or.kr

한국특허법학회

http://www.patentlaw.or.kr

한국지식재산보호 회

http://www.kipra.or.kr

제주상공회의소

http://jejucci.korcham.net

한국지식재산 략원

http://www.kipsi.re.kr

한국지식재산연구원

https://www.kiip.re.kr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Institutes Network

http://www.eipin.org

Intellectual Property Watch

http://www.ip-watch.org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patents.uspto.gov



제 4장  주제별 콘텐츠 구축 ●  137

소기업

소기업청

http://www.smba.go.kr

소기업연구원

http://db.kosbi.re.kr

소기업기술 신 회

http://www.innobiz.or.kr

한국 소기업학회

http://www.kasbs.or.kr

소기업융합학회

http://www.cs4smb.or.kr

The Small Business Exporters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http://www.sbea.org

에 지  자원개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http://www.kigam.re.kr

한국 물학회

http://www.mskorea.or.kr

산업 물은행> 련정보망

http://www.kimb.or.kr

한국 해 리공단

http://www.mireco.or.kr

국가통계

한국통계조사연구소

http://www.amstat.org

한국통계진흥원

http://www.stat.or.kr

국가통계포털

http://www.statistics.gov.uk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UBIN 해외통계정보원

http://ubin.krihs.re.kr

한국통계학회

http://www.kss.or.kr

The Interm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http://www.isi-web.org

United States Census Bureau 

http://www.census.gov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http://www.abs.gov.au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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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tatistics.gov.uk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http://www.amstat.org

국민권익·인권

국민권익 원회

http://www.acrc.go.kr

인권교육센터

http://edu.humanrights.go.kr

한국여성인권진흥원

http://www.stop.or.kr

한국인권재단

http://www.humanrights.or.kr 

Civil Rights Digital Library

http://crdl.usg.edu

국정운

한국인사행정학회

http://www.hrm.or.kr

앙공무원교육원

http://www.coti.go.kr

Maxwell School of Citizenship & Public Affairs, Syracuse 

University

http://www.maxwell.syr.edu

Lithuanian Public Administration Training Association

http://www.livadis.lt/_en

정부자원 리

조달청

http://www.pps.go.kr

정부조달등록원

http://www.jodal1.com

한국구매조달학회

http://www.kapsm.or.kr

한국정보화진흥원

http://www.nia.or.kr

지방행정·재정지원

안 행정부

http://www.mospa.go.kr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commun

ities-and-local-government

융

한국은행

http://www.bok.or.kr

Department of the Treasury

http://www.treasur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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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http://www.treasury.gov

세제

세청

http://www.customs.go.kr

국세청

http://http://www.nts.go.kr

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http://www.treasury.gov

방송통신

미래창조과학부

http://www.msip.go.kr

科学技术部

http://www.most.gov.cn

우정

우정사업본부

http://www.koreapost.go.kr

Universal Postal Union

http://www.upu.int/en.html

POST OFFICE

http://www.postoffice.co.uk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https://www.usps.com/

외교

외교부

http://www.mofa.go.kr

外務省

http://www.mofa.go.jp/mofaj

통일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해양수산·어

해양수산부

http://www.mof.go.kr

Department of Fisheries and Oceans

http://www.dfo-mpo.gc.ca

환경보호

환경부

http://www.me.go.kr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ttp://www.epa.gov

폐기물 리

환경부

http://www.me.go.kr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ttp://www.ep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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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구축방법 및 내용

가. 콘텐츠 구축 절차

최종 결정된 BRM분류체계를 기 으로 가이드 서비스를 한 콘텐츠를 구

축하기로 결정하 다. 최종 확정된 BRM 서비스 주제단계는 3단계이며 총 

133개 주제분야로 가이드 구축범 를 확정하 다.

주제별 가이드 콘텐츠 구축작업은 다음 <그림 13>과 같은 차에 따라 이

루어졌다. 

<그림 13> 주제별가이드 콘텐츠 구축절차 

나. 주제별 가이드 개발

콘텐츠 구축 상 가이드 범 , 유형, 메타필드를 결정한 후 콘텐츠 구축작

업 담당자간의 작업 변경사항에 한 정확한 커뮤니 이션과 주요 정보원 검

색을 지원하기 한 작업지침(주제별 가이드)을 개발하 다. 주제별 가이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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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작업 일과 주제별 유형에 한 설명, 콘텐츠 구축 기술 원칙, 작

업 주의사항 등을 포함시켜 구축의 일 성과 작업 효율성을 확보하 다.

커뮤니 이션 최신성 유지를 한 주제별 가이드 갱신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 메타필드 형식에서 유형별 필수 입력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갱신한다.

둘째, 실제 구축 작업 진행  발생하는 기술 원칙 변경 사항과 일 형식 

변경 사항을 갱신한다.

셋째, 콘텐츠 구축 작업 담당자에 의해 추가로 발견되는 정보원은 지속 으

로 추가하여 갱신한다.

다. 작업파일 생성

콘텐츠 구축 작업과 시스템 기능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콘

텐츠 구축은 시스템 기능개선 완료 후 일 반입이 용이한 엑셀을 이용하여 작

업하 다. 구축 일 리는 주제별로 폴더를 생성하고 해당 폴더 안에 작업

일을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그림 14> 작업파일 주제별 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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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개선 이 의 기 세종도서 시스템의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리자모

드 일 반입 메뉴는 유형별 통합본 반입 기능이 지원되지 않았다. 따라서 구축 

기 작업 일은 폴더 내 유형별 엑셀 일을 다음 <그림 15>와 같이 각각 생성

하여 구축하 다. 개요를 포함한 9개 유형의 소개 일 10개와 19개의 세부 유

형별 일, 총 29개 일을 주제별 폴더 안에 생성하여 리하 다.

<그림 15> 수정 전 주제 폴더 내 작업파일

시스템 기능 개선 후 유형 구분 필드(A1-I3)를 통한 일 반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작업 담당자의 작업 효율성 향상을 해 개요를 포함한 10개의 소개 일

을 10개의 sheet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일로 통합하 다. 19개의 유형별 콘

텐츠 작업 일은 하나의 sheet에 ‘유형구분’과 ‘국내외 구분’ 필드를 추가하여 

하나의 일로 통합하 다. 수정 후 주제별 폴더 내에 생성된 일은 총 2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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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수정된 주제 폴더 내 작업파일

라. 주제별 콘텐츠 구축

총 5명의 주제별 담당자가 133개 주제를 나 어 주제별 콘텐츠를 구축하

다. 개발자는 선행 차에서 결정/개발된 원칙을 숙지하고 가이드 개발지침을 

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 다. 주제별 가이드는 콘텐츠 구축 담당자의 

의견이 융통성 있게 반 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콘텐츠 구축은 실제 서비스를 한 콘텐츠 이   구축이 

아니라 정책 주제에 따른 유형을 제안하고 유형별 샘  데이터를 선정하여 구

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콘텐츠 구축 작업은 해당 주제의 모든 유형의 자료를 

찾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그러나 주제특정성이 강해 국외 자료나 특정 유

형의 콘텐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국내 자료나 상  주제 콘텐츠로 체하

거나 생략하 다. 

마. 콘텐츠 검증

구축 담당자에 의해 1차로 구축된 주제별 콘텐츠는 검토 담당자에 의해 2단

계의 검증 차를 거쳤다. 1차 검증은 일  반입  엑셀 일을 상으로 형

식과 내용의 합성 검토를 실시하 다. 

첫째, 형식 검토는 일 반입 시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유형 구분 필드와 국

내외 구분 필드에 해 오류 검을 실시하 다.

둘째, 메타필드 내용 합성 검토를 실시하 다. 내용 검토는 선정 콘텐츠의 

주제 성과 콘텐츠 선정 우선순  반 여부, 자료와 URL 링크 연결의 정

확성 등을 체크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2차 검증 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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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개요를 포함한 유형별 소개를 시스템을 통해 입력하고 오타 등을 검

증하 다.

둘째, 일  반입 후 반입 락 자료에 한 개별 구축 후 형식과 내용을 검

증하 다.

셋째, 일  반입에 성공한 콘텐츠를 상으로 1차 검증 시에 락된 오류 

콘텐츠에 한 개별 수정과 2차 검증을 실시하 다.

넷째, 검토 담당자에 의한 검증 후 주제별 작업 담당자의 교차 체크를 실시

하 다. 

바. 콘텐츠 구축 시 애로사항

본 연구에서 콘텐츠를 실험 으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애로사항은 이

후에 정책정보콘텐츠를 지속 으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첫째, 연구진이 정책주제에 한 사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정책정보를 제

공하는 사이트를 검색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둘째,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기 이 분산되어 있고, 해당주제와 련된 자료

를 출 하는 정부부처의 홈페이지나 자료실에서 키워드 검색을 실행했을 시 

해당 정보원은 존재하나, 사이트 자체의 URL 분실 혹은 오류가 나타나 련

정보자료를 링크시키는 데 어려움이 발생했다. 

셋째, 국외 자료의 경우 언어상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령, 국정홍보

를 사 에 검색했을 시 ‘government public relation’라고 나오지만 해외 웹에

서 실제로 많이 쓰이는 것은 ‘public relations’ 다. 사 과 실제 사용 어휘와

의 괴리가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해외 기 에 한 배경지식 부족 한 어

려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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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분류 ( 2 단계 ) 구축 건 수 ( 건 ) 주 제분류 ( 3 단계 ) 구축 건 수 ( 건 )

경찰 157
경찰행정 103

과학수사 54

법무  검찰 146
법무  검찰 97

교정행정 49

안 리 81
안 리 42

소방·방재 39

해양경찰 101 해양경찰 101

과학기술 진흥·연구 117

과학기술 진흥·연구 41

과학연구단지 40

우주개발 36

기상기후 41 기상기후 41

원자력기술 46 원자력기술 46

고등교육 44 고등교육 44

교육 일반 46 교육 행정 46

유아  · 등교육 134

유아교육 47

등교육 44

등교육 43

평생·직업교육 46 평생·직업교육 46

특수교육 33 특수교육 33

국토교통 77 국토교통 47

육상교통 92
도로 46

철도 46

항공·공항 52 항공·공항 52

해운·항만 115 해운·항만 115

물류 104 물류 104

국방 80
국방 38

외군사 계 42

병무 39 병무 39

지역개발 119 산업단지 34

<표 27> BRM 분류체계별 구축건수

4.4 구축건수

133개 BRM 주제분야별로 작업지침에 따라 구축·검증된 콘텐츠는 총 6,305

건이다. 주제분야별 구축건수는 다음 <표 2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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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 41

행복도시 44

부동산 62
토지개발 31

주택 31

수자원 64
·치수 31

하천 33

지역  도시 35 지역  도시 정책 35

농업·농 120
농업·농 89

친환경 농업 31

축산 98 축산 98

임업·산 97
임업 86

산림 31

식량·식품 118
식량 정책 87

식품 31

종교 79 종교 79

89 89

38 사행산업 38

문화 348

문화 정책 32

국어정책 32

박물 35

도서 214

지역문화 35

문화콘텐츠산업 398

고 31

방송 34

상· 화 31

게임 33

문화 32

작권 206

출 ·인쇄 31

술 228

술 정책 33

음악 32

연극 35

상· 화 32

무용 34

미술 31

통 술 31

문화재 31 문화재 31

체육 93

체육진흥 31

국제체육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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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체육 31

국정홍보 31 국정홍보 31

건강보험 31 건강보험 31

보건의료 95

보건의료 32

공공보건 32

질병 리 31

보건산업 65
보건산업 33

생명과학진흥 32

식품의약안 63
식품안 32

의약안 31

고용노동 247

고용노동 98

근로복지 74

산재 방 37

직업능력개발 38

공 연 59 공 연 59

기 생활보장 52 기 생활보장 52

국가보훈 59 국가보훈 59

취약계층지원 123

노인 복지 48

아동·청소년 복지 39

다문화·이주민 복지 36

장애인 복지 68 장애인 복지 68

여성 복지 85
여성 복지 40

보육 45

공정거래 44 공정거래 44

무역  투자유치 125

무역  투자유치 42

통상 45

외환·환율 38

산업진흥 130

산업기술표 41

특허 45

지식·산업재산권 44

소기업 42 소기업 진흥 42

에 지  자원개발 78
신·재생에 지 39

물자원 39

국가통계 39 국가통계 39

국민권익·인권 40 국민권익·인권 40

국정운 242

자정부 38

규제개 36

감사 42

공공기록물 리 48

정부조직·청사 리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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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교육 42

정부자원 리 80
정부조달 41

공공데이터 39

지방행정·재정지원 62
지방행정 31

지방재정 31

융 33 융 33

기획재정 31 기획재정 31

세제 62
국세·지방세 31

세 31

방송통신 64
방송통신 31

IT 33

우정 31 우정 31

외교 38 외교 38

통일 55
통일 27

남북교류 28

해양수산·어 122
해양 45

수산업 77

환경보호 365

기환경 66

지구온난화 52

상하수도 51

지하수 51

자연환경 47

해양환경 47

토양·토질 51

폐기물 리 86 폐기물 86

총  구축 건 수 6,305

주제별 구축건수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주제특정성에 

한 편차이다. 둘째, 작업 방침이 국내외 콘텐츠 3건씩 작업하는 원칙에서 1건

씩으로 조정됨으로 인한 편차이다. 기에 작업된 주제의 경우 나 에 작업된 

주제에 비해 콘텐츠 구축 건수가 많다.

주제특정성이 구축에 향을  주제는 새만 과 행복도시, 사행산업, 국정

홍보와 우정, 통일과 남북교류, 지방세와 지방재정 등이 있다.

첫째, 새만 과 행복도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주제이고 특히 행복도시의 

경우 향후 콘텐츠가 늘어날 것으로 상되지만 재 생산된 콘텐츠 자체가 

어 구축 건수에 향을 주었다. 한 이 두 주제는 해외자료 선정에 해당 자

료가 무하기 때문에 상  주제인 지역 개발 련 콘텐츠를 선정하여 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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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구축 건 수 ( 건 )

일반도서 437

주요 402

주요 아티클 385

사   백과사 395

편람 379

보고서 439

회의  세미나자료 359

<표 28> 유형별 구축건수

다.

둘째, 사행산업 주제의 원래 의미는 부정 인 내용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

지만 국내 정책 자료의 경우 도박, 독, 방, 치료 등과 같이 BRM의 상 개

념인 ‘ ’의 측면에서의 정책자료보다는 치료를 목 으로 하는 ‘보건복지’ 측

면의 정책자료들에 편 되어 있었고, 해외 자료의 경우 산업 측면의 정책 자

료가 부족하여 구축 작업 시 콘텐츠 선정 단에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국정홍보  우정 련 주제는 련 정부부처의 통폐합으로 소속이 바

 계로 콘텐츠 검색과 정확성 단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콘텐

츠 구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해양경찰  소방방재와 련된 부처의 통폐

합이 발표되었다. 이런 련 부처의 통폐합은 재 부처 홈페이지에서 선정하

여 작업한 URL 링크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에서 선정 단에 어

려움이 있었다. 실제 구축된 참고정보원에서 콘텐츠가 검색되었으나 URL이 

변경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로 연결되는 계로 구 이나 네이버 등에서 

련 일이 존재하는 타 사이트를 찾아 링크로 연결하고 타 자료로 체한 

경우가 있었다.

넷째, 통일과 남북교류 주제는 새만 과 행복도시와 같은 맥락에서 세계 유

일의 분단국가라는 한민국의 상황  특수성 때문에 국외 자료를 선정하는데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다섯째, 지방세와 지방 재정의 경우, 주제분류의 유사성으로 인해 련 콘텐

츠를 검색한 후 어떤 주제로 포함시켜야 하는지 단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와 같이 주제 련성이 높은 경우에는 주제별 구축 담당자의 단에 의해 상

 개념이라고 단되는 주제에 련 콘텐츠를 포함시켰다. 다음은 19개 유형

별 구축건수 분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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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222

국제기구자료 174

외국정부기 224

외국정부간행물 리기 253

외국정부간행물 174

통계자료 368

국내법령자료 211

해외법령자료 177

Web DB 548

웹정보 381

유 기 404

련학회 373

총  구축 건 수 6,305

유형별 구축 건수에 향을  것은 국내외 자료포함여부이다. 일반도서, 주

요 , 주요 아티클, 사   백과사 , 편람, 보고서, 회의  세미나자료, 통

계자료, Web DB, 웹정보, 유 기 , 련학회는 해당 유형별로 국내외 자료를 

모두 포함하여 구축하 고, 국제기구, 국제기구자료, 외국정부기 , 외국정부간

행물 리기 , 외국정부간행물, 해외법령자료는 국외 콘텐츠만을 상으로 하

다. 국내법령자료의 경우 국내 콘텐츠만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상

으로 앞선 유형들보다 구축건수가 다는 차이가 있다.

콘텐츠 구축에 향을  유형은 사   백과사 과 학회, 국제기구, 외국

정부기 , 통계자료, Web DB와 웹정보, 유 기 과 련학회이다.

첫째, 사   백과사 , 학회의 경우 주제특정성이 강하거나 주제가 세분된 

분야 콘텐츠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상  개념의 용어사

을 선정하거나 비워두었다.

둘째, 국제기구의 경우 사   백과사 과 마찬가지로 주제특정성이 강하

거나 주제가 세분된 분야는 련 국제기구를 찾기 어려워 마찬가지로 상  개

념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선정하거나 비워두었다.  

셋째, 외국정부기 의 경우 주제특정성에 따라 정부기 을 찾을 수 없거나 

국내 행정조직과의 차이로 콘텐츠 선정 단의 어려움이 있었다. 련 외국정

부기 의 주제 범 가 무 넓거나 다수의 외국정부기 이 한 주제에 해당되

는 경우가 발생하 다.

넷째, 통계자료의 경우 통계지표를 활용한 보고서 자료도 통계자료로 포함 

시킬 것인지에 한 선정 기 의 모호함에 한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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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Web DB와 웹정보 유형  웹사이트의 경우 검색된 콘텐츠가 Web 

DB에 더 합한지, 웹정보에 합한지 단하기 어려웠다. 유 기 과 련학

회는 서로간의 업무 경계가 애매하여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주제 담당자

의 개인 성향에 따라 단하여 동일한 선정 기 이 용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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