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 개선 략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Strategies of Policy Information 
Services for National Library of Korea, Sejong

최 재 황 (Jae-Hwang Choi)**, 정 홍 상 (Hong-Sang Jeong)***

박 성 재 (Sungjae Park)****, 이 재 영 (Jae-Young Lee)*****

이 종 욱 (Jongwook Lee)******

목  차

1. 서 론

2. 국립세종도서 의 정책정보서비스  련연구 

3. 연구방법
4. 정책정보서비스 제공자 면담 결과

5. 정책정보서비스 이용자 면담 결과

6. 정책정보서비스의 개선 략

7. 결 론 

 록
본 연구의 목 은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의 고도화를 해 서비스 황  문제 을 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해 정책정보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면담 조사하 으며, 서비스 제공  이용 상의 문제 을 

악하 다. 서비스 제공자 면담을 통해 서비스 제공 체계의 분산  이원화에 따른 문제 과 서비스 유형별 제공 상의 문제 을 
식별하 고, 서비스 이용자 면담을 통해 주요 이용자 유형, 서비스 이용 반에 한 인식, 서비스 유형별 이용 상의 문제 , 

정책정보 이용 차 상의 문제 을 제시하 다. 연구결과에 기 하여 개선 략을 여섯 역(수집, 서비스, 조직, 시스템, 홍보, 

력)으로 나 어 제안하 다. 이들 략을 바탕으로 정책정보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정책정보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효과 으로 충족시켜 서비스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improvement strategies for policy information services of National 

Library of Korea, Sejong through analysis of their current status and problems. For the study, we conducted 

interviews with service providers and users and identified some issues in provision and use of the services. 

Specifically, we found problems of service provision system characterized by du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and further identified specific issues with provision of individual services. Moreover, the interviews with service 

users suggested user types, user perception of the service, and problems in the use of individual services. Based 

on the findings, we proposed improvement strategies in six aspects: collection, services, organization, system, 

promotion, and cooperation. We hope these strategies contribute to vitalizing the policy information services 

of National Library of Korea, Se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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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3년 12월에 개 한 국립세종도서 은 국

립 앙도서 의 최  지역분 으로 정책정보 

심의 특화도서 이며, 주요기능은 정부부처, 

국책연구기 , 공공기  등의 정책기능에 필요

한 정책정보서비스 제공과 세종시민을 한 공

공도서  서비스 제공이다. 국립세종도서 은 

개 이래 지 까지 국내․외 정책정보 개발  

제공이라는 핵심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하여 정책정보의 체계성과 실천  략 확보를 

해 노력해 왔다. 정책정보는 정책결정자가 

정책입안, 정책결정, 정책평가 등 정책 과정에

서 필요로 하는 정보와 연구자, 국민이 정책에 

해 알고자 할 때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의

미한다(최재황 2009).

정책정보서비스는 정책당국의 정책 련 아

이디어 구상  집행을 비롯하여 정책연구를 

한 지식자원으로서 요성을 지니나, 정책정

보 특화도서 인 국립세종도서 의 역할에 

한 이용자 인식이나 활용도는 높지 않은 편이

다(윤희윤, 오선경, 성정희 2016). 이에 국립

앙도서 은 2017년 국가정책정보서비스의 고도

화 략을 제시한바 있으며, 여기에서는 추진과

제로 6가지의 략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 

6가지 략  목표는 ① 한국 정책정보 수집․

아카이 센터, ② 하이 리드형 정책정보 서비

스 구심체, ③ 정책정보 심의 국립 문도서 , 

④ 국내․외 정책정보에 한 근․이용의 게

이트웨이, ⑤ 정책 연구  련 활동의 거 , 

⑥ 국내․외 유  기 과의 교류 확 이다(국

립 앙도서  2017). 

본 연구의 목 은 국립세종도서  정책정

보서비스의 고도화를 해 재의 정책정보서

비스 제공  이용 상의 문제 을 악하고, 이

를 해결하기 한 개선 략을 제시하는 것이

다. 이를 해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

스의 제공자 역할을 하는 국립세종도서   

국립 앙도서  계자, 국가정책정보 의회

(이하 NAPI, National Association for Policy 

Information) 회원기  담당자, 그리고 이용자 

역할을 하는 정부  공공기  공직자, 정부출

연 연구기  연구자, 사서를 상으로 면담조

사를 실시하 다. 면담조사 결과를 토 로 국

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의 개선 략을 

제시하 고, 이는 국립세종도서 이 정책정보 

특화도서 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2. 국립세종도서 의 정책정보서비스 
 련연구 

2.1 국립세종도서 의 정책정보서비스 개요

국립세종도서 에서 제공하는 정책정보서비스

는 정책정보포털(POINT: POlicy INformaTion) 

(http://policy.nl.go.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POINT를 통해 정책자료 원문을 비

롯하여 NAPI 회원기 이 제공하는 정책자료의 

서지정보, 학술자료 등을 입수할 수 있다. 

2019년 7월 기 으로 이용 가능한 콘텐츠는 온

라인 정책보고서 323,057건, 학술자료 267,380,524

건, 웹 사이트 958건, 력기  소장자료 695,081

건 등이다. 국립세종도서 의 정책정보서비스

는 크게 <표 1>과 같이 4개 부문(정책 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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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서비스 개요

정책 

문정보 

서비스

①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국립세종도서 , 국립 앙도서 이 구독 인 최신 학술지의 목차

를 주기 으로 메일링 서비스하여 정책회원이 정책분야 연구 동향

을 악하도록 지원

② 정책동향 정보제공

∙최신 정책동향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POINT 큐 이션

∙최신 정책동향: 국내․외 정부, 연구기 , 국제기구 등 정책 련 

기 의 최신 온라인 자료 제공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정부기능분류체계(BRM) 17개 분야 68

개 역별 정책 련 자료  참고정보원들을 모아 자료 유형별로 

콘텐츠 제공

∙POINT 큐 이션: 하나의 정책 키워드를 심으로 공직자에게 

유용한 콘텐츠를 선별하여 제공

③ 정부간행물 원문정보 

제공서비스(G-Zone)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에서 발행한 정책 련 자료를 

모아 원문으로 제공

④ 국외 학술 자책 One-Stop 서비스
∙정책회원이 정책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국외 학술 자책을 신청하

면 즉시 구입하여 24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상호 력기반 

서비스

⑤ 정책정보 종합목록 서비스
∙NAPI 회원기 이 제공한 정책 자료의 서지정보  원문 자료에 

한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

⑥ 정책정보 력망 상호 차 서비스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소속 도서 에 없을 경우, 약을 맺은 

다른 도서 에 신청하여 소장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

정책연구 

지원서비스

⑦ 기  출 서비스

∙NAPI 회원기 을 상으로 국립세종도서 , 국립 앙도서 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한해 법  증거물, 시목  등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출

⑧ 정책자료실  정책연구실

∙정책자료실: 국내․외 정책 련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정책연구실: 조사  연구 공간 제공

⑨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
∙공직자를 상으로 양질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정책 활동 

지원

교육․독서 

문화 로그램

⑩ 공직자 상 세종아카데미 <움>
∙공직자의 업무역량 강화, 부처 간 소통, 삶의 질 향상을 목 으로 

제공하는 교육 로그램

⑪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정책기  순회 출

∙인문학 강연 지원

∙정책기  순회 출: 다양한 주제의 신간  교양 도서를 순환 출

∙인문학 강연 지원: 인문학 강연 등 고품질의 독서문화 로그램 

제공

<표 1>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 개요

서비스, 상호 력기반 서비스, 정책연구 지원서

비스, 교육․독서 문화 로그램)의 11가지 서비

스로 구분할 수 있다. 

2.2 련연구 

2005년 국립 앙도서 에서 정책정보서비스 

운 에 한 연구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이후, 

정책정보서비스와 개선방안에 한 연구는 주

로 문헌정보학분야 교수와 장 사서들에 의해 

다양한 측면에서 수행되었다(홍 진, 노 희 

2008; 최재황 2009; 곽승진 외 2011; 이명희 2013; 

노 희, 심재윤 2014; 곽승진, 노 희, 김동석 

2015; 윤희윤, 장덕  2016; 윤희윤, 오선경, 성

정희 2016; 윤희윤, 오선경, 김신  2018; 이종

욱, 박성재, 최재황 2019). 

이들 선행연구의 내용을 종합하면, 정책정보

서비스의 개선방안에 한 주장은 크게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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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콘텐츠, 서비스, 인력, 홍보, 제도  기

반 마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정보서비스

의 활성화를 해서는 첫째, 국내 정부기  자

료실  국외 유 기  간 력 네트워크가 강

화되어야 한다. 둘째, 검색 시스템을 포함한 정

책정보포털 시스템의 성능향상이 필요하다. 셋

째, 정책정보의 디지털화를 포함하여 국내․외 

정책정보의 수집을 강화함은 물론 풍부한 콘텐

츠 제공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이용자 유

형, 수 , 역할에 따른 맞춤형  개인화 서비스

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책정보 포털 

담 리 인력을 확보하고, 정책정보 문가 인

력 풀을 구축하여야 한다. 여섯째, 극 인 홍

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책정보 서비스의 

활성화를 한 제도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연구방법

국립세종도서 의 정책정보서비스를 진단하

고 향후 개선 략을 도출하기 하여 본 논문에

서는 정책정보서비스 제공자(국립세종도서   

국립 앙도서  계자, NAPI 회원기  담당

자)와 정책정보서비스 이용자(공직자, 연구원, 사

서 등)를 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 다. 

3.1 정책정보서비스 제공자 면담조사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 제공과정에

서의 문제 을 악하고, 이에 한 해결 방안

을 모색하기 해 국립세종도서   국립 앙

도서  계자와 NAPI 회원기  담당자를 

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 다. 세부 인 면담

목 은 국립세종도서 의 정책정보서비스 기획 

 제공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개선 방안, 그리

고 신규 서비스 요소를 도출하기 한 것이었다. 

주요 면담 내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

어 면담 참여자의 역할이나 과업, 목 을 비롯

하여 이들이 인식하는 문제 , 개선방안이 포

함되었다. 면담은 2018년 10월 2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면담 참

여자는 총 20명(국립세종도서  사서 10명, 국

립 앙도서  사서 5명, NAPI 회원기  담당

자 5명)이었다(<표 2> 참조). 면담 내용은 참

여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되었고, 내용 분석

을 해 필사하 다. 연구진은 상호 력 으

로 면담 내용을 분석하 고, 분석 결과에 한 

면담 구분 피면담자 소속

1차(6명)

P1 국립 앙도서

P2

국립세종도서P3

P4

P5 한국개발연구원

P6 공정거래 원회

2차(6명)

P7 국립 앙도서

P8

국립세종도서P9

P10

P11 해양수산부

P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차(2명)
P13

국립 앙도서
P14

4차(4명)

P15

국립세종도서
P16

P17

P18

5차(2명)
P19 국립 앙도서

P20 환경부

<표 2> 서비스 제공자의 면담 참여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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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타당성 확보를 해 국립세종도서  

 국립 앙도서  계자와 함께 워크 도 병

행하 다. 

3.2 정책정보서비스 이용자 면담조사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 이용과정에

서의 문제 을 악하고, 이에 한 해결 방안

을 모색하기 해 총 25명(서비스 이용자 13명, 

서비스 비이용자 12명)을 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 다. 이를 통해 면담 참여자들이 정책결

정 단계별로 수행하는 업무에 한 반 인 이

해, 각 단계별로 활용하는 주요 정책정보서비스, 

서비스 이용과정에서의 문제   개선  등을 

조사하 다. 

세부 면담 내용에는 국립세종도서  정책정

보서비스 이용 경험, 이용 동기, 이용 방식, 이용 

경로, 문제 /개선 을 비롯하여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를 포함한 반 인 정책정

보서비스 이용행태 즉, 정보요구, 정보원, 정보

입수 방식, 정보이용 이유 등이 포함되었다. 면

담 참여자 가운데는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

서비스 이용자와 비이용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

는 을 감안하여 비이용자에게는 반 인 정

책정보서비스의 이용행태를 조사하 다. 

이용자 면담은 2018년 11～12월에 걸쳐 실시

하 고, 면 면담(23명)과 화 면담(2명) 방

식을 모두 활용하 다(<표 3> 참조). 면담 내용

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되었고, 내용 

분석을 해 필사하 다. 면담 내용은 연구진이 

상호 력 으로 코딩하여 분석하 고, 이를 바

탕으로 실 가능하고 타당한 개선 략의 개발

을 해 문가 자문회의를 별도로 실시하 다.

피면담자 소속
정책정보서비스 

이용유무

U1 산업통상자원부 ○

U2 국민권익 원회 X

U3 문화체육 부 X

U4

국가기록원 

○

U5 X

U6 X

U7 문화체육 부 X

U8 서울도서 X

U9 문화체육 부 ○

U1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X

U11 보건복지부 X

U1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U13 ○

U14 ○

U15 문화 정책연구원 X

U16 교육부 ○

U17 교육부 ○

U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U19 ○

U20 X

U21 X

U22 문화체육 부 ○

U23 국립 앙박물 X

U24 국립 앙박물 ○

U25 교육부 ○

<표 3> 서비스 이용자의 면담 참여자 정보

4. 정책정보서비스 제공자 면담 결과

4.1 서비스 제공 체계의 특징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의 제공자는 

국립세종도서 , 국립 앙도서 , 그리고 NAPI 

회원기 이다. NAPI 회원기 은 2018년 12월 

기  208개의 정부부처․정부출연․공공기 으

로 구성되어 있다. 온라인/오 라인 형태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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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서비스를 정책회원,1) 일반국민, NAPI 회원

기 에게 제공하는 국립세종도서 은 련 정책

정보서비스 로그램의 실질  운  주체로 기

능하면서 정책정보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련 

정책자료의 수집  국립 앙도서  주도의 회

원기  력망 운 에 한 업무 조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 한편, 국립 앙도서

은 NAPI 회원기  력망 운 을 총 하면서 

국립세종도서 과 함께 정책정보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련 정책자료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국립세종도서 이 운 하는 정책정

보서비스의 이용자이기도 한 NAPI 회원기 은 

정책정보서비스 제공과 련하여 기  소장목록 

는 발간목록을 제공하고 정책정보서비스의 제

공을 해 상호 력하고 있었다.

요약하면, 재의 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체계

는 국립세종도서  심의 서비스 운 과 국립

앙도서  주도의 회원기  력망 리로 이

원화되어 있으며, <그림 1>과 같이 정책자료 수

집기능이 두 도서 에 분산되어 있는 이른바 

분산․이원화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었다. 

4.2 서비스 제공 체계의 문제

정책정보서비스 제공자와의 면담결과, 재

의 분산․이원화되어 있는 서비스 제공 체계에

서는 온라인 정책자료 수집, 회원기  력망 

운   조, 회원기 의 력, 정책정보서비

스 제공 면에서 다음의 문제 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1>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체계

 1) 국립 앙도서  는 국립세종도서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시, 회원의 유형은 일반회원과 정책회원이 있으며, 

공무원 는 공공기 (일부 정부부처 포함) 소속 이용자는 정책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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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온라인 정책자료 수집

국립세종도서 은 최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

공하기 해 정책기 에서 만들어진 보고서, 

보도자료 등 온라인자료를 수집하여 정책정보

포털(POINT)을 통해 제공하며, 국립 앙도서

은 ISBN이나 발간 등록번호가 있는 공공간

행물과 회색문헌 등 온․오 라인 자료를 정책

자료로 수집한다. 국립세종도서 이 ISBN이나 

발간 등록번호가 없는 디지털 일 형태의 자

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국립 앙도서

에서 정리․이 되는 자료의 신속성 결여 문

제로 서비스 단계에서 온라인 자료의 복 문

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즉, 동일한 형태

의 자료를 국립세종도서 과 국립 앙도서

이 시차를 두고 복 으로 수집하는 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4.2.2 회원기  력망 운   조 

NAPI 회원기  력망 운 을 총 하는 국

립 앙도서 의 디지털 기획과는 디지털 서고 

구축, 공동 시기획, 희귀 정책자료 디지털화, 

정책정보서비스 선진사례 연수, 교육 로그램 

공동운 , 공동 워크  개최 등과 같은 력 사

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국립세종도서  한 

정책정보서비스로 기 출 서비스,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와 같은 지원 사업을 회원기

을 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이처럼 력사

업의 시행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사업 간 

연계를 통한 시 지 효과의 창출을 기 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밝 졌다. 

국립 앙도서 이 시행하는 력사업  공

동 기획 시와 같이 국립세종도서 의 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시행기 은 서울에 치해 

있고 조기 은 세종시에 치하고 있어 의사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업진행에 어려움

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회원기  

력망 운  주 부서인 국립 앙도서  디지털 

기획과는 력망 운 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업무도 수행하고 있어 력망 운 에 부서역량

을 집 시키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4.2.3 회원기 의 력

NAPI 회원기 은 회원가입과 함께 필수업

무로 기 이 발간 는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목록을 제공해야 하고, 선택업무로 상호 차서

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필수업무와 련

하여 회원기 은 발간자료의 목록은 제공하지

만 많은 경우 소장목록의 제공에는 소극 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다. 

한 NAPI 회원기  담당자에게 이들이 

소속된 기 의 구성원을 상으로 국립세종도

서 이 제공하는 정책정보서비스를 소개하거

나, 정책회원으로 참여를 유도하거나, 기  정

책콘텐츠를 연계하는 등의 극 인 활동은 

기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반면, 발간 는 

소장 자료의 목록제공에 있어 회원기  시스템

에 MARC 반출기능이 없어서 MARC 형식이 

아닌 EXCEL 일 형식으로 목록을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서비스 력에 의향이 있어도 이

를 효과 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4 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일정 수  이상의 정책정보서비스를 기 하

기 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필요자원 즉, 인

력  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 지만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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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산 부족으로 인해 효과 인 서비스 운

과 제공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를 

들면, 부족한 자원 투입으로 인해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의 시 제공을 한 자료 수집과 

가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밝 졌다. 찾아가

는 정책정보서비스 경우 정해진 강사료로 인해 

기 에서 원하는 강사 수 과 지원 가능한 강사 

수 이 상이하고, 산부족으로 인해 신간 확보

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밝 졌다. 

4.3 서비스 유형별 제공 상의 문제

정책정보서비스의 유형별 제공과정에서의 문

제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술지 목차 메

일링 서비스>는 가입  이용 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요건을 충족해

야 하며, 국립 앙도서 에서 서비스 가입  

이용정책을 리하고 있어 가입  이용 차의 

간소화에 한계가 있었다. 더불어, 메일 발송 건

수 비 열람 건수 비율이 낮은 도 지 되었

고, 해당 서비스를 정책정보서비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이용자도 많았다. 원문서비스는 공직자

이면서 정책회원인 이용자에게만 서비스가 제

공되므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메일링 서

비스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한, 구독 

학술지의 갱신에 따라 신규 구독  구독 단 

학술지의 식별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

에 BRM(Business Reference Model)기반 학

술지의 분류 작업에 한 어려움도 지 되었다. 

<정책동향 정보제공 서비스>는 주제 분야의 

모호함으로 인해 BRM 매핑의 어려움이 있고, 

 국민을 상으로 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

고 서비스 이용률이 낮았다. <정부간행물 원문

정보(G-Zone: Government Zone) 서비스>는 

정부  공공간행물의 원문이 국립 앙도서

에 납본되어 정리  서비스되기 까지 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어 최신자료에 한 신속한 

서비스에 한계가 있었고, 국립 앙도서 에 납

본되지 않는 자료에 한 수집  서비스는 불

가능한 것으로 악되었다. 

<국외 학술 자책 One-Stop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사가 해외 출 물 구독 행사(EBSCOhost)

로 시스템 개선 요청에 소극 이거나 요청 처

리에 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부족한 

산으로 인한 홍보의 어려움이 있었다. <정책정

보 종합목록 서비스>는 NAPI 회원기 이 제

공 시기(분기, 반기, 연 단 )를 선택하여 목록

을 제출하므로 종합목록의 즉각 인 업데이트

에 어려움이 있었고, 메타데이터 품질에 한 

심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정보 력망 상호 차 서비스>는 소속

기  담당자를 통해 원문을 달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는 신분이 확인된 이용자

만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과정

에서는 불가피한 으로 악되었다. <기

출 서비스>는 국립 앙도서 이 정책정보포털

의 상호 차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 업무 처

리 과정이 공유되지 못한다는 문제 이 있었다. 

<정책자료실  정책연구실> 서비스는 정책자

료의 부족 문제와 더불어 국립 앙도서 에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있다는 , 원본과 복본

(=2)은 국립 앙도서 에서 리하고, 국립세

종도서 은 복본(=3)과 디지털 자료만을 제공

하고 있다는 이 문제 으로 지 되었다. <정책

정보 도우미 서비스>는 국립 앙도서 , 국립세

종도서 , 그리고 NAPI 회원기 의 소장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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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포함하여 서비스하는 것이 이상 이지만, 

NAPI 회원기 과의 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다.

<공직자 상 세종아카데미 <움> 서비스>는 

그 상이 앙부처 공직자이며, 따라서 운

시간 선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이 드러났다. 

정책정보서비스와 직 인 연 성이 낮은 것

도 해결해야 할 문제 으로 지 되었다. 마지

막으로 <찾아가는 정책서비스 (정책기  순회

출  찾아가는 정책아카데미)>는 기 에서 

원하는 강사 수 과 국립세종도서 에서 지원 

가능한 강사 수 이 상이하다는 , 매년 신간 

확보가 어렵다는 , 그리고 이용이 끝난 도서

의 활용 방안이 부족하다는  등이 주요 문제

으로 지 되었다. 

5. 정책정보서비스 이용자 면담 결과

5.1 주요 이용자 유형

정책정보포털(POINT)의 상 이용자는 정

책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공공기  공직자와 

정책정보를 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이다. 정

부  공공기  공직자를 상으로 정책정보서

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의 정책 련 정보를 일

반 국민에게 달하기 한 창구 역할을 담당

하는 곳이 POINT이다. 

그러나 정책정보 제공자와의 면담을 통해 

악된 정책정보서비스 이용자 집단은 공직자와 

일반 국민 이외에도 정부출연 연구기 의 연구

자와 더불어 공직자와 연구자에게 정책정보 제

공의 개 역할을 하는 사서(도서   자료실 

담당 직원) 역시 주요한 이용자 집단인 것으로 

악되었다. 특히 NAPI 회원기 에 소속된 사

서의 경우, 정보 제공자이면서 정보 이용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었다. 정책정보포털의 

핵심 이용자는 공직자, 연구원, 사서인 것으로 

밝 졌으며, 이들의 정보이용행태는 상이한 부

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종욱, 박성재, 최

재황 2019).

5.2 서비스 이용 반에 한 인식

많은 면담 참여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

어서 정책정보에 한 강한 필요성을 언 하

다. 특히, 국내․외 동향정보는 정책을 분석하

거나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때 모든 단계에서 

활용되는 요한 정보원으로 악되었다. 면담 

참여자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책정보서비

스를 쉽고 빠르게 제공받기를 원하지만 정책정

보서비스에 한 기 수 은 그다지 높지 않았

다. “ 재 이용하고 있는 정책정보서비스는 무

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다수가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만을 언 하 는데, 이는 극

인 서비스 이용이라기보다는 수동 인 서비스 

이용에 해당된다는 에서 보다 극 인 정책

정보서비스로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

정책정보서비스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면담 

참여자들은 업무망(업무 리 시스템)과 POINT

가 연계되지 않아 별도의 속이 번거롭다는 

, 서비스 이용을 한 회원가입 차가 복잡

하여 국립세종도서 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기

반 서비스에 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을 지

하 다. 면담 참여자들은 POINT에 근하

더라도 서비스 구성이 이용자 친화 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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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는 어디서나 

검색이 가능한 자료라는 에서 유용성이 떨어

짐도 언 하 다. 

5.3 서비스 유형별 이용 상의 문제

이용자 면담을 통해 밝 진 서비스 유형별 

이용 상의 문제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

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면담 참

여자들은 서비스 신청  이용 시 국립세종도

서 과 국립 앙도서  웹 사이트의 혼용으로 

인한 혼란, 심분야 선택 시 키워드가 아닌 학

술지명으로 근해야 하는 번거로움, 심분야 

연구에 한 학제  동향 악의 어려움, 국내 

학술지 논문의 원문 이용을 한 직  방문의 

번거로움, 메일 주소 변경에 따른 서비스 이용 

단 등을 이용상의 문제 으로 언 하 다. 

<정책동향 정보제공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서는 정책동향 자료의 최신성 결여, 련성이

나 인기도 배열이 아닌 업데이트 순 배열, 서비

스 안내  담당자 연락처의 부재, 낮은 가독성 

등이 주요 문제 으로 제시되었다. <정부간행

물 원문정보 서비스>의 이용자들은 서비스에 

한 낮은 인지도, 서비스 자료 범   건수에 

한 안내 부재, 목차 는 미리보기 기능의 부

재 등을 불편한 사항으로 지 하 다.

<국외 학술 자책 One-Stop 서비스>에 

해서는 낮은 근성과 인지도를 문제 으로 언

했다. <정책정보 력망 상호 차 서비스>는 

정책회원 인증  POINT에서의 소속기  등

록이 필요하나, 소속기 이 기  목록에 포함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정책자료실/

정책연구실>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는 정책 자

료의 부족문제, 온라인/오 라인 정책자료의 

연계서비스 부재, 환기와 좌석 유 문제가 지

되었다.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는 인지도가 낮았

고, 담당자의 문성과 자료 입수 효율성에 

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공직자 상 세종아카

데미 <움> 서비스>의 경우, 참여인원의 제한과 

신규 이용자 심의 참여로 지속 인 이용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비스의 활성화를 

해 각 부처에 공문발송, 도서  리집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의 홍보는 하고 있지만 서비

스에 한 인지도는 여 히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5.4 정책정보의 이용 차

정책정보 이용자들이 정책을 개발하기 해 

찾는 첫 번째 정보검색 도구는 개인이나 부서

가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미 수행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에서 기존, 즉 임자나 

기 수행된 자료를 먼  검색하고 필요한 정보

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공

무원 업무망(나루 시스템 등)에서 련 자료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웹 자료검색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근이 어려운 정보나 

문가의 의견 등을 획득하고 있었다. 

정책정보 이용자들은 개인 혹은 부서 데이터

베이스, 내부 행정망을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

를 찾지 못한 경우에 정보검색을 해 사용하

는 표 인 방법으로 웹을 언 하 는데, 웹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 개선 략 연구  81

을 통한 정보획득은 체로 네이버와 구 과 

같은 인터넷 포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들 인터넷 포털은 키워드 입력만으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편리성뿐만 아니라 웹에 올

려져 있는 많은 정보에 손쉽게 연결될 수 있다

는 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인터넷 포털을 통해 획득하는 정보는 주로 

원문을 포함하여 정보의 소재를 지시하는 정보

다. 원문이 공개된 경우에는 포털을 통해 직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그 지 않은 경우에

는 원문을 근하기 한 근 , 를 들면 

자, 출 기  정보 등을 확인하 다. 

인터넷 포털은 근  자료획득의 용이성과 

그 유용성의 장 을 가지고 있지만 정책정보 

이용자들은 검색된 정보의 신뢰성 문제를 지

하 다. 검색된 정보를 게시하고 있는 웹사이

트가 신뢰할 만한 기 ( , 청와 , 백악  등)

이라면 게시된 정보도 신뢰하지만 게시 기 에 

한 정보가 없다면 그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지 혹은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지에 한 

단은 결코 쉽지 않다고 언 하 다. 

웹을 통한 정보검색의 다른 유형으로 도서

이 언 되었다. 정책개발을 해 필요한 정보원 

의 하나로 학술정보가 언 되었고, 이러한 학

술정보는 주로 도서  서비스를 통해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의 행정기 은 도서  

혹은 자료실을 두고 있으며 업무 의 하나로 

학술지 구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 지만 

소속 기 에서 학술지 논문 열람을 한 라이선

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논문에 한 자

유로운 근이 불가능하여 정보 근에 어려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인 자 의 

근이 기  내 혹은 도서 (자료실 포함) 내에

서만 가능한 경우가 있어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 근의 어려움을 호소하 으며, 외부

속이 가능한 방법이 제공된다면 업무 효율성

을 높일 것으로 기 하고 있었다. 

앞서 언 되었던 방법으로 정보획득이 불가

능한 경우에 최종 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  

네트워크는 부분의 면담 참여자들이 언 한 

것으로 이를 통한 정보의 획득은 신뢰성뿐만 

아니라 유용성이 매우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인  네트워크에서 요한 은 네트워크의 

크기로 나타났으며 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뿐

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문가 집단

도 요한 네트워크로 간주하고 있었다. 인  

네트워크의 경우, 개인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트워크에 포함된 다른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

다는 에서 이를 통한 정보획득의 범 는 매

우 범 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 참여자들의 정책정보 획득 과정은 이들

의 문제 상황이나 근 가능한 정보원의 범

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이들의 일반 인 정

보획득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정책정보 이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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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정보서비스의 개선 략

국립세종도서 의 정책정보서비스에 한 서

비스 제공자  이용자(비이용자 포함)의 반

인 인식 그리고 이들의 일반 인 정책정보 

이용행태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개선 략을 크

게 여섯 역(수집, 서비스, 조직, 시스템, 홍보, 

력)으로 나 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1 수집 략

정책정보의 수집 략에서 고려해야 할 것

은 정책자료 수집방식의 효율성 제고, 정책자

료 범 의 확 , 정책자료에 한 근성 강화, 

정책자료 유형의 다양화, 맞춤형 큐 이션 서

비스 강화이다. 구체 으로 정책정보 종합목

록 개선을 해 NAPI 회원기 이 소장하고 

있는 목록정보의 수집방식을 자동화하여 목록 

작성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여야 하며, NAPI 

회원기 에서 제공하는 소장정보에 한 메타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기 한 노력도 필요

하다. 

국외 학술 자책이나 국내․외 학술자료

에 한 라이선스 구매를 확 하여 자료의 범

를 확 하고 근성과 인지도를 높여야 한

다. 국내 정책자료뿐만 아니라 해외 정부  

국제기구가 발간한 정책자료를 포 으로 수

집할 필요가 있다. 한, 기존의 텍스트 주

의 콘텐츠에서 벗어나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제

공을 통해 정책자료 유형을 다양화해야 하며, 

주요 이슈별 련 정책정보의 수집 강화를 

해서 기존의 큐 이션 서비스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6.2 서비스 략

정책정보서비스를 개선하기 해서는 이용

자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심 키워드 

기반 최신정보 서비스, 서비스 정체성 확립, 

문성  신뢰성 확보, 신규 서비스 개발이 필요

하다.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 가운데 

정책동향, 정부간행물 원문정보 제공서비스 등

은 일반 국민을 상으로도 서비스하며, 정책

회원만이 근 가능한 자료와 모든 국민이 

근 가능한 자료가 혼재되어 있다. 이에 기존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역할에 

따라 근 가능한 콘텐츠를 구분하고, 맞춤화

된 부가 인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나 정책동향 정보

제공 서비스를 해 BRM 기반 분류 작업이 매

번 이루어져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BRM 기반 심 학술지 는 자료 

선택보다는 심 키워드 기반의 자료를 추천받

고자 하는 들을 고려하여 이용자 심 키워

드 기반의 최신자료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재 제공되는 공직자 상 세종 아카데미 

<움> 서비스는 정책정보서비스와 직 인 

련성은 없으나 공직자의 문화 술  인문 소

양을 길러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면담 

참여자의 부분은 해당 로그램에 만족하며 

서비스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었

다. 다만, 이들은 해당 로그램을 정책정보서

비스의 유형으로 인지하지 않아 정책정보 특화

도서 으로서의 정체성 확보에 큰 도움을 주지

는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서비스는 문화

술 로그램과 더불어 정책업무와 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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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되는 보고서 작성법, 통계교육, 정책 

문가, 국회의원 등을 청한 정책 토크 쇼, 정책 

리터러시 아카데미 서비스의 형태로 발 시키

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한편, 기존 서비스 개선과 더불어 신규 서비

스의 추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

으로 이용자 요구 기반 맞춤형 국외 정책자

료 번역서비스나 정책개발 단계별 방법론을 제

공해 주는 정책개발 지원서비스에 한 요구가 

상당했다. 공직자에게는 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나 정보요구가 많은 법령자료  

통계자료 입수  분석지원 서비스도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6.3 조직 략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의 문제 은 

분산․이원화에서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나

타났다. 투입되는 자원이 한곳으로 집 되지 못

하고 분산되어 정보서비스의 질이 하되고 결

국 서비스의 이용성  유용성 하로 귀결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과 련하여 행 분

산․이원화되어 있는 추진체계를 통합․일원화

의 특성을 가진 추진체계로 재설계할 것을 다음

의 안 I과 안 II로 제안하고자 한다.

안 I은 NAPI 운 과 정책자료 수집 기능

을 국립 앙도서 에서 국립세종도서 으로 이

하여 정책정보서비스 련 각종 업무를 국립

세종도서  심으로 통합․일원화시키고 정부

간행물 수집 기능을 국립 앙도서 에서 국립

세종도서 으로 이 시켜 정책자료 수집 기능

을 통합․일원화시키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온

라인자료의 수집에 한 복이 제거되고 자료 

업데이트의 지연이 상당 부분 완화되며, 력사

업 분산, 업무 조 부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

을 것이다. 한, 정책정보서비스 문도서 으

로서의 역량집 을 통해 NAPI 회원기 에 

한 확 와 력 네트워킹 강화 략에 한 문

제 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안 II는 NAPI 운 을 국립 앙도서 에

서 국립세종도서 으로 이 하여 정책정보서

비스 련 각종 업무를 국립세종도서  심으

로 통합․일원화시키고, 정책자료 수집 기능은 

행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립 앙도서 (자료

수집과)의 정책자료 수집  정리 인력을 강화

하여 정책정보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 

안을 용하면 자료수집 련 역할갈등은 

어들며, 혹 진행 과정에서 자료수집과 련한 

역할갈등 발생 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 기

제(coordination mechanism)를 강화시킬 수 

있다.

안 I에 비해 실 가능성이 높은 안 II에서

의 국립세종도서  조직 편제는 <그림 3>과 같

이 두 가지 형태로 상정될 수 있다. 하나는 행 

3과 편제를 그 로 유지하면서 국립 앙도서

과의 업무조정 기능 강화 등과 련하여 장의 

직 은 지 의 4  서기 에서 3  부이사 으

로, 과장의 직 은 5  사무 에서 4  서기 으

로 상향 조정된 조직 편제이다(<그림 3>의 우측). 

 다른 하나는 NAPI 업무 기능의 이 에 따른 

기획 력기능 강화와 련하여 행 3과 편제를 

4과 편제로 재편하고 국립 앙도서 과의 업무

조정 기능 등과 련하여 장의 직 은 지 의 

4  서기 에서 고 공무원 나 등 으로, 과장

의 직 은 5  사무 에서 4  서기 으로 상향 

조직하는 조직 편제이다(<그림 3>의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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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립세종도서  조직편제 재편 방안 비교

두 가지 형태의 조직 편제 가운데 과를 늘리

고 장의 직 을 고 공무원단 나 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조직편제의 안으로 단

된다. 국립 앙도서  기획연수부, 자료 리부, 

디지털 운 부 부장의 직 이 모두 고 공무원 

나 이다. 업무조정과 련하여 장의 직 이 

3  부이사 일 경우, 고 공무원 나 에 비해 

국립 앙도서  련 부서와의 업무조정이 원

활하지 않을 수 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의 장 직 도 고 공무원 나 이다. 정책정

보서비스 문도서 으로서의 상 정립을 

해서도 고 공무원 나 으로 장의 직 을 상

향 조정하고 과장의 직 을 지 의 5 에서 4

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6.4 시스템 략

시스템 차원에서는 업무망  검색포털과의 

연계, 정책동향 정보공유시스템 개발, 이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이용자 친화형 자료 분류

체계 채택, 이용자 참여형 정책정보 포털 구 , 

개인화 페이지의 제공  강화, 게이트웨이 기

능 강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면담 참여자들은 정책정보 입수를 해 업무

망과 웹 검색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는 업무망이나 

네이버 는 다음과 같은 민간 검색 포털사이

트와 연계해 이용 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면담 참여자들은 개인/부서의 데이터베

이스와 인  네트워크를 통한 자료 수집이 빈

번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효율 으로 지

원하기 한 정책동향 정보공유시스템의 개발

도 필요할 것이다. 즉, 공직자들은 정책업무 과

정에서 개별 으로 국내․외 동향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있는데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

한다면 이는 기존의 정책동향 제공서비스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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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인 측면에서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

이다.

재의 이용자 인터페이스는 국립세종도서

과 국립 앙도서  웹 사이트가 혼재되어 있

고, 이용자 권한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상 없이 모든 서비스가 나열되어 있는 상황이

다. 따라서 서비스의 근성을 높이고, 라우

징의 편리성을 높이기 한 인터페이스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련하여 재의 BRM 

기반 분류방식에 한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고

려하여 이용자 친화 인 간략 분류체계 도입을 

통해 주제별, 이용 목 별 콘텐츠의 재분류가 

요구된다. 

이용자 참여형 정책정보 포털 구 을 통해 

자료의 활용도, 주요 활용 부처 등에 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문가 주석, 문가 부가정보 

등의 문가 참여 콘텐츠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련성 높고 문성과 신뢰도가 확보된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 이처럼 이용자 참여방안을 

다양화하고 소통을 활성화한다면 서비스의 인

지도 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정책

정보 포털은 련 자료에 한 망라  제공을 

해 다른 부처 사이트나 정보로의 통로 기능 

즉, 게이트웨이(gateway)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6.5 홍보 략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에 한 면

담 참여자들의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POINT의 11가지 서비스 유형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에 해서만 인지하고 있는 경우

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6개월 이내 이

용경험이 있는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

스에 한 설문조사에서 체 응답자의 79.7%

가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를 이용하 으나 

나머지 10가지 서비스에 한 이용 경험은 응

답자의 7%～28.5%에 불과한 것과 일맥상통

한다(이종욱, 박성재, 최재황 2019). 따라서 서

비스 인지도  이용률을 높이기 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홍보 략이 필요하다. 

세부 인 홍보 방안으로는 정책정보 링크 

는 일을 메일로 보낼 수 있는 기능 추가, 어

리 이션을 통한 정책정보 알리미 서비스 제공, 

국립세종도서  내 키오스크  을 활용

한 정책동향 카드뉴스 제공, 정책정보 이용자

와 비슷한 정보요구를 가진 이용자들이 방문하

는 국가기  사이트에 정책정보 포털을 홍보하

는 방안이 있다. 한, 검색포털 사이트와의 연

계를 통한 홍보, 버스정거장, 지하철 고 등의 

민간 고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고려할 수 있

다. 인포그래픽이나 카드뉴스를 통한 정책  

정책정보서비스 소개 등도 유용한 홍보 략이 

될 수 있다. 

6.6 력 략

효율 인 정책정보서비스의 운 을 해서

는 정보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함께 수행

하는 NAPI 회원기 의 조가 필수 이다. 구

체 으로, 정책정보 종합목록 서비스, 정책정보 

력망 상호 차,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의 품

질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이들 회원기 의 

력이 매우 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NAPI 회원

기  상 력 사업이 국립세종도서 과 국립

앙도서 에 의해 분산 추진되어 사업간 연계



86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4권 제1호 2020

를 통한 시 지효과 창출에 한계 이 있다는 

은 앞서 언 된 바와 같다. 따라서 조직 략에 

따라 국립 앙도서 의 NAPI 업무를 국립세종

도서 으로 이 하여 회원기  확충과 력 네

트워킹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이 

가능한 서비스의 시로는 해외 기   국가 

정책정보의 분산 수집  공동 활용, 정책정보 

회색문헌의 공동 활용을 한 데이터베이스 구

축, 희귀 정책자료의 발굴  공동 활용 확 , 

심 이슈 발굴  공동 워크  수시 개최, 회원

기  소장자료에 한 디지털 서고 구축 지원 

확  등이다. 

 

7. 결 론 

국립 앙도서 은 2004년 11월 지식기반사

회를 선도하는 추기 으로서 보다 편리한 정

보 근과 국가정책지원을 한 서비스 체제로 

환하기 해 도서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으며, 이 조직개편에 의해 신설된 것이 지

의 정책자료과 이다. 당시 정책자료과 정책정

보서비스의 업무 내용과 추진 내용은 2005년에 

발간된 내 세미나 자료를 통해 악해 볼 수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정부 각 부처  산하 소

속기 의 자료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정책

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결정자인 공

직자를 상으로 정부간행물 등 정책 활동에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며, 정부 부처 자료실과

의 조 체제하에 정책정보 맞춤정보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것과 국민들

에게 정부 정책을 알리는 것이다. 당시 정책자

료과가 표명한 추진 목표는 ‘각 부처별로 서비

스하고 있는 디지털도서 을 국가  차원으로 

통합하여 정책정보의 근을 일원화하고 편리

한 원스톱 국민 서비스  정부 정책정보

서비스 제공’이었다(김명희 2005, 49-54).

2020년도 기 으로 정책자료과가 설치된 지 

벌써 16년이라는 세월이 흘 다. 업무 소속이 

국립 앙도서 에서 국립세종도서 으로 바

었고 시 인 변화도 있었지만, 당시 업무 내

용과 추진 목표는 지 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

지 않다. 정보공유 등 정보제공 패러다임의 변

화와 변하는 웹 환경에서 국립세종도서 이 

국내․외 정책정보를 주도하는 서비스의 심

으로 자리 잡기 해서는 기존 서비스에 한 

진단과 개선 략이 불가피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

비스의 황  문제 을 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자와 이용자 면담조사를 통해 악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선 략을 여섯 역(수집, 서

비스, 조직, 시스템, 홍보, 력)으로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략을 바탕으로 국립

세종도서 이 제공하는 정책정보서비스의 인

지도, 근성, 신뢰성, 문성, 유용성이 향상된

다면 정책정보 이용자의 이용 만족도는 한층 

높아질 것이며, 이용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국립세종도서 이 정책

정보 특화도서 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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