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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NKIS의 개선방안 도출을 한 기  연구로서 수행되었다. NKIS 이용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이용자의 NKIS에 한 인식을 분석하여 NKIS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 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제시하는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군  연령별 이용자에 한 수요 조사  NKIS 주 이용층에 한 명확한 타겟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정보  서비스의 확산을 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홍보에 한 방향성을 유지하되 새로운 매체의 

도입을 통한 홍보 방식의 개선  활성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NKIS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NKIS의 이용자 불편 

사항  수정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NKIS 활용성을 높이고 신규 이용자 확장에 기여한다. 한 

향후 이와 비슷한 정보 포털의 이용자 인식조사가 이루어질 때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에서는 

NKIS의 실질  이용자 악을 한 심층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NKIS 목표 실 을 해 정책정보를 실질 으로 

활용하는 이용자층에 한 맞춤형 홍보방안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basic study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for NKIS. A survey was 

conducted on NKIS users and the user’s perception of NKIS was analyzed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for NKIS. The directions for improvement present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urvey the demand for users by occupational group and age and to establish clear targets 

for NKIS main users. Second, efforts to spread policy information and services are needed.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and revitalize the public relations metho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new media 

while maintaining the direction for public relations. This study presents NKIS user inconveniences and 

modifications through the NKIS user survey. Through this, it will increase users’ NKIS utilization and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new users. In addition, it seems that it can be used as basic data when 

user perception surveys are conducted on similar information portals in the future. In future research, 

an in-depth investigation should be conducted to identify actual users of NKIS, and customized promotional 

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for users who actually utilize policy information to realize NKIS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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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4차 산업 명이 진행되면서 생겨나는 핵심 기

술들로 인해 정보의 검색 방법  취  방법의 

부신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산업의 자동

화, 지능화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4차 산업 

신기술의 등장으로 수많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

다(교육부, 2021). 이러한 사회  변화와 함께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응하기 해 운 되고 있는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National Knowledge 

Information System)은 국가정책 연구의 허

로서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그 외 정책연

구자료와 세미나 자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

성과물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정책 동향을 제공

하고 연구성과물의 황을 수치  그래 로 제

공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NKIS는 2019년 기  2,028,043명의 이용자가 

매년 방문하고 있으며, 2017년 비 방문자가 

23.5% 증가하 다.  회원 수는 91,218명이

며, 연구보고서와 정기간행물의 경우 연간 조회

수가 300만 건이 넘어가는 정책 연구의 포털이

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재 포털의 신규가입

자는 지속 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나 포털의 방

문자 수는 지속 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기

존 이용자들이 NKIS를 지속 으로 사용하고 있

고 NKIS의 정보가 이용자들에게 유용하다는 것

을 시사한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재 NKIS는 개설된지 6년 차를 맞이하면서 

규모가 커지고 이용자도 늘어났으나 서비스의 

제공 방식  포털 홍보 방식이 시 의 흐름을 

반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

에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새로운 정보서비

스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해졌다. 4차 산업

명에 따라 발 하는 정보서비스 기술을 용하

여 소 정부출연연구기 의 연구성과물 검색  

활용기능의 최신화에 한 필요한 시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NKIS는 4차 산업 명으로 

속히 변화하는 홍보 환경변화에 응하지 못하

여 포털 신규가입자가 지속 으로 하락하고 있

는 추세이며, 2019년 6월 출시된 양방향 소통 

서비스인 집  사랑방의 경우 2021년 재 총 

2건 활용되는 등 NKIS의 양질의 서비스가 외

면받고 있다(NKIS 애뉴얼리포트, 2019).

이에 본 연구에서 NKIS의 서비스  홍보 방

식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안하고자 하 다. 

이를 해 NKIS 이용자들에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자들의 NKIS 이용 황, 서비스 만족

도, 공동체  개인화 서비스의 선호도, 홍보의 

선호도, NKIS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여 국민 

서비스로서 NKIS의 활용성 강화를 도모하고 

이용자 친화  홍보 로그램 기획을 통한 신규

가입자를 향상시키고자 하 다. 

향후 이와 유사한 정보 포털에 한 이용자 

인식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연구의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4차 정보 명 시 의 새로운 

서비스 제공 방식  홍보 방식에 한 참고 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선행연구

NKIS의 문제  분석  개선방안에 한 설

문 문항 개발을 해 정보 포털의 분석  이용

자 인식조사와 련된 연구를 살펴보았다. 정

보 포털의 분석  이용자 인식조사에 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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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크게 네이버와 구  등 민간 정보검색 포

털에 한 연구와 공공기 이 운 하는 정보 

포털에 한 연구로 나 어 살펴보았다. 

먼  민간 정보검색 포털과 련된 연구로 

박소연(2010)은 국내외 포털들의 멀티미디어 

검색 서비스  서비스 분류체계를 비교․분석

하 으며, 그 결과 네이버 등 국내 포털들의 검

색 서비스는 해외 검색 서비스에 비해 이용자 

친화 이지 못하고 많은 개선사항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박소연, 2010). 이를 개선하기 

해 이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포털에서 쉽

게 찾을 수 있도록 포털의 개선을 도모하 으

며, 이용자 인식조사를 통해 이용자가 선호하

는 포털의 필수  요소를 도출하 다. 도출 결

과 정보제공과 정보의 유통이 이용자들이 포털

에서 선호하는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

색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와 검색포털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이용자들의 포털 이용 만족도 향

상을 도모하 다(박소연, 2013; 서문기, 2012). 

김양우(2017)는 NAVER 학술자료 검색기능

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술정보 검색 만족도를 

조사하 다. 그 결과 검색 시스템의 한계로 이

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포털 이용자의 련 용어에 한 제한

된 지식 한 큰 문제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

로 검색 시스템의 개선  이용자 심의 인터

페이스 개선을 제안하 으며, 이용자의 미흡한 

검색 능력을 보조하기 해 검색 도움말 제공 

 이용자 교육 제공의 필요성을 주장하 다. 

한편 2012년 이후 모바일 서비스의 보 과 모

바일 포털의 활성화로 검색 포털 서비스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류귀열, 2018). 

모바일 포털에 한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 컴

퓨터보다 검색 콘텐츠가 부족했으며, 이용자 

인터페이스와 검색기능이 떨어져 많은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소연, 2014). 한 

Seow(2008)는 모바일 포털 이용자들이 검색

을 해 기다리는 최  시간을 7~10 로 규정

했으며, 이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모

바일 검색 응답시간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응답

시간이 무 길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 한 개선을 구하 다

(류귀열, 2018). 

최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이용자의 범

가 문가부터 학생, 정부 계자, 일반 시민까

지 확 됨에 따라, 공공 데이터 포털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으며, 과거 단순 데이터 장소로서

의 역할에 치우쳐 있었다면, 재는 이용자가 

극 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참

여를 장려할 수 있는 이용자 심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한희정 외, 2020). 이에 

따라 공공기 의 정보 포털 개선방안에 한 

연구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NTIS, 경찰 범죄

정보 리시스템 CIMS, 해양경비안 본부 통

계 생산 리체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NTIS는 논문 국

가사업  사업성과, NTIS 3.0 참여연구원들의 

정보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제공

되는 유용한 정보들에 반해 여러 범주로 산재되

어 있어 처음 사용하는 이용자는 원하는 정보

를 찾기 쉽지 않고 검색 이력을 잃기 쉬운  등 

여러 한계 이 드러났다. 이에 명확하게 규정

되어 있지 않은 일반 이용자에 한 정의를 내

린 후 일반 이용자 집단을 세 그룹으로 세분화

하여 각각의 상되는 정보 요구조건을 분석하

다(남연화 외, 2015). 경찰 범죄정보 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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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CIMS의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CIMS의 문제

 분석을 해 경찰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 면 을 실시하 다. 그 결과 CIMS에 한 

인식과 실무활용도가 히 낮아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을 악해 CIMS 활용 교육과 네트

워크 속도 향상  CIMS 심 업무 로세스를 

개정을 주장하 다(이 희, 이건, 2005). 해양 

경비 안 본부 통계 생산 리체계의 경우 

리체계의 개선방향 도출을 해 해양 경찰학과 

교수  해양경비 간부를 상으로 한 FGI 조

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노후화된 통계 시스템

의 업그 이드와 분산되어 있는 통계 시스템의 

통합 이 시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빅데이

터 분석  마이크로데이터 등 최신 기술 도입 

한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한편 본 연구의 상인 NKIS의 개선과 련

된 연구는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에 의해 몇 차

례 진행되었으며, 2011년 연구성과 리를 한 

국가정책지식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연구, 2020

년 연구성과의 정책확산 랫폼 구축방안 연구

가 선행되었다. 

2011년 진행된 연구성과 리를 한 국가

정책지식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연구는 연구회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인 국가정책지

식시스템의 구축 진행 황  향후 추진계획을 

악하고, 국가정책연구 허 와 국가정책연구

포털의 운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선진화된 국

가정책지식의 리  확산을 한 국가정책지

식시스템의 구축계획을 제시하 다. 이를 해 

국가정책연구 허 의 구축 황  국가정책연

구포털의 향후 추진계획을 악하고 2차 정보

화 사업을 통해 구축 완료된 국가정책연구 허

의  치 진단을 통해 3차 정보화 사업에서 

개선  추가해야 할 역 도출하 으며, 국가

정책연구 허 의 효율 인 연구성과정보 통합

과 가공  활용을 한 표 화된 체계의 수립

방안  연구윤리 강화를 한 표  리 시스

템 구축방안을 제시하 다. 한 NKIS의 신

인 IKIS의 실태 진단을 통하여 문제 을 도출

하고 이를 반 하여 국가정책연구포털 이용자

의 만족도 향상을 한 효과 인 국가정책연구 

통합서비스 제공방안과 특화된 성과 시   

홈페이지 개발 계획 등의 세부 운 방안 제시

하 고 기  리포지터리 개념의 도입과 연구성

과 분석시스템을 통한 국가정책지식지도를 생

성하여 지능형 연구성과 통합 리․서비스 구

축방안 수립하 다(이지연 외, 2011). 

이후 2020년 연구성과의 정책확산 랫폼 구

축방안 연구는 더 나아가 온라인에서 정보 공

자인 연구회․연구기 과 정보 수요자인 국민

이 소통함으로써 부가 인 가치를 창출하며, 연

구회와 국민의 상호 보완으로 연구성과의 정책

 확산을 한 랫폼의 모델을 제안하 다. 

이를 해 재 연구회와 연구기 의 연구성과 

생산  리 황을 검하고 이용자 인식조사 

등을 통해 NKIS의 문제 과 한계 요인 등을 

분석하여 개선사항 도출을 선행하 다. 그리고 

NKIS 기반의 명확한 랫폼 정체성 확립을 

해 랫폼의 성공 요인을 검토하고, 랫폼 모

델 수립에 필요한 구체 인 추진 략과 개선과

제를 제시하기 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랫

폼 비즈니스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각 랫폼의 

특장 을 NKIS에 목할 방안을 마련하 다

(김건  외, 2020). 

본 연구의 경우 이용자 검색 서비스의 만족

도  만족도 향상방안에 을 맞추어 설문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 한 이용자 인식 분석 기반 서비스 개선  홍보의 개선 방향 연구  29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NKIS가 제공하는 양

질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효과 으로 제공하고 

홍보하기 한 방안을 으로 도출할 계획

이다.

3. 연구설계  방법론

본 연구는 NKIS 이용자를 상으로 설문을 

수행하고 도출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NKIS의 개선방안과 향후 운  방향성을 제시

하고자 하 다. 이를 한 연구 내용  차는 

다음과 같다.

3.1 설문 상 선정  진행 차

 NKIS의 주요 이용자는 학생, 정부/공공기

, 연구원, 문직, 교수, 교육기 /도서 , 교

육/학술단체, IT 련/산업계 순으로 집계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이에 설문조사 

시 NKIS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군의 답변을 

얻기 하여 NKIS 회원 가입한 모든 이용자에

게 NKIS 뉴스 터 발송 시스템을 통해 메일로 

설문을 배포하 다.

설문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7월 9일

까지 NKIS 회원 91,218명을 상으로 배포하

고 총 236명이 회신하 다(<표 1> 참조).

3.2 설문 내용  문항 구성

본 연구에서는 NKIS의 황조사  이  수

행된 NKIS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NKIS에 

한 이용자 인식조사를 한 설문 문항을 개발

하 다. 설문 문항은 크게 이용자 특성, NKIS 

이용 황, NKIS 서비스에 한 이용자 만족도, 

NKIS 공동체 선호도, NKIS의 개인화 서비스

의 선호도, NKIS 홍보의 선호도, NKIS 개선사

항으로 구성되었다(<표 2> 참조).

4. 연구 결과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236명의 NKIS 이용자

의 인구통계학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 설문 참여자의 성별은 남성이 66.1%, 여

성이 33.9%로 성비는 남성의 참여도가 높게 조사

되었으며, 연령은 40 가 31.4%, 50 가 30.9%, 

60  이상 16.1%, 30  14.8%, 20  6.8%로 

40~50 가 주로 응답하 다. 직업군의 경우, 

연구직이 33.5%, 문직 24.6% 비율로 높게 나

타났으며, 나머지 직업군은 사무직 19.1% 기타 

8.9% 공무원 5.9% 학생 5.5% 생산, 제조, 기술

직 2.5%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의 경우 박사 학

자가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 

졸업(석사) 26.7% 학교 졸업(4년제) 23.3% 

구분 내용

일시 2021년 7월 1일 ~ 2021년 7월 9일

진행방법 NKIS 시스템 발송

참여자 NKIS 포털 이용자 236명

<표 1> NKIS 설문 조사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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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문 내용

이용자 특성

연령

성별

거주지

직업(종사분야)

학력

NKIS 이용 황

NKIS 방문 주기

NKIS 이용 시간 

NKIS 활용 목

NKIS 활용 방법

NKIS 근 경로(이용기기)

NKIS 서비스에 한 이용자 만족도
NKIS 로그램/서비스 선호도

NKIS 제공 정보 선호도

NKIS 공동체 선호도
NKIS 공모 의 선호도

NKIS 기자단의 선호도

NKIS 개인화 서비스의 선호도 심기반 콘텐츠 추천의 선호도

NKIS 홍보의 선호도

기존 홍보 방법에 한 만족도

기존 홍보 방법에 한 요도

신규 홍보 방법에 한 선호도

NKIS의 개선사항 NKIS의 개선사항

<표 2> 이용자 상 설문 구성도

고등학교 졸업 4.2% 학교 졸업( 문 ) 0.4%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설문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심을 보이는 분야는 사회문제, 경제, 

교육 분야로 모두 30% 이상 심을 보 으며, 

반면 방송․통신․정보, 수송․교통, 종합 일반, 

국제통상  외교 안보, 노동,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경우 10% 미만의 조한 심을 보 다

(<표 3> 참조).

4.1 NKIS 이용 황

NKIS 이용 황을 알아보기 해 방문 횟수, 

이용 시간 , 활용목 , 속경로, 주 이용기기

에 한 조사를 진행하 으며, 조사 결과는 다

음과 같이 나타났다.

4.1.1 방문 횟수  이용 시간

NKIS의 방문 횟수  이용 시간 를 분석한 결

과, 먼  방문 횟수의 경우 월 1~2회 정도 47.9%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 1~2회 27.1%, 연 

1~2회 정도 13.1%, 주 3회 이상 5.9%, 거의 

이용하지 않음 5.9% 순으로 나타났다. NKIS 

이용 시간 는 오후 3시~6시가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오  8시~12시 30.9%, 오후 

6시~9시 27.5%, 오후 1시~3시 이상 19.9%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자주 이용하는 오후 3

시~6시와 오  8시~12시, 오후 6시~9시의 비

율 차이가 각각 2%와 4% 차이로 근소하게 나

타났으며, 심시간(1시~3시)을 제외하면 이

용 시간에 크게 개의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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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

성별
남성 156 66.1

여성 80 33.9

총 계 236 100

연령

20 16 6.8

30 35 14.8

40 74 31.4

50 73 30.9

60  이상 38 16.1

총 계 236 100

직업(종사분야)

연구직 79 33.5

생산, 제조, 기술직 6 2.5

공무원 14 5.9

사무직 45 19.1

문직 58 24.6

학생 13 5.5

기타 21 8.9

총 계 236 1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10 4.2

학교 졸업( 문 ) 1 0.4

학교 졸업(4년제) 55 23.3

학원 졸업(석사) 63 26.7

학원 졸업(박사) 105 44.5

기타 2 0.8

총 계 236 100

심분야

(3개까지 선택)

경제 79 33.5

과학기술 67 28.4

교육 71 30.1

국제통상  외교안보 17 7.2

국토개발 36 15.3

노동 20 8.5

농림․해양․수산 21 8.9

방송․통신․정보 11 4.7

보건․사회복지 60 25.4

사회문제 85 36.0

산업 24 10.2

수송․교통 14 5.9

에 지․자원 24 10.2

일반공공행정  공공안 40 16.9

종합일반 17 7.2

환경 33 14.0

총 계 236

<표 3> 인구통계학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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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

NKIS 방문 횟수

주 3회 이상 14 5.9

주 1~2회 정도 64 27.1

월 1~2회 정도 113 47.9

연 1~2회 정도 31 13.1

거의 이용하지 않음 14 5.9

총 계 236 100

NKIS 주 이용 시간  

(다 선택)

오  8시~12시 73 30.9

오후 1시~3시 47 19.9

오후 3시~6시 79 33.5

오후 6시~9시 65 27.5

기타 19 8.1

총 계 236

<표 4> NKIS 방문 횟수  이용 시간

4.1.2 NKIS 활용목

NKIS 활용목 의 경우 국책 연구 동향 활용

목 이 75.4%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 으며, 

소  기 의 연구성과 확인 목  57.6%, 통계

서비스 이용목  33.9%, 소  기  소장자료 

검색 목  27.1%, NKIS 제공 이벤트, 웹진 이

용목  10.6%, 기타 1.7%, 집  사랑방 이용

목  1.3% 순으로 나타났다. 집  사랑방 이

용목 이 10% 미만으로 매우 조한 수치를 

보이며, 이벤트, 웹진 이용 목 (10.6%), 소  

기  소장자료 검색(27.1%) 한 30% 미만으

로 조한 수치를 보인다(<표 5> 참조).

4.1.3 NKIS 속경로

NKIS 속경로는 연구정책자료  정책 세

미나 검색을 통해 속하게 된 경우가 40.3%로 

가장 많았으며, 소  연구기 의 연구성과물 검

색  속하게 된 경우가 31.4%로 다음으로 

나타난다. 동료 연구자의 소개로 NKIS에 속

하게 된 경우가 4.7%로 가장 조하며, 상  활

용목 과 속경로를 비교한 결과 NKIS에서 

제공하는 연구정책자료, 연구성과물을 이용하기 

해 NKIS에 근하는 것으로 보인다(<표 6> 

참조).

구분 N %

NKIS 활용 목  

(다 선택)

소 기 의 연구성과 확인 목 136 57.6

국책 연구 동향 활용 목 178 75.4

소  기  소장자료 검색 목 64 27.1

통계서비스 이용목 80 33.9

NKIS 제공 이벤트, 웹진 이용 목 25 10.6

집  사랑방 이용 목 3 1.3

기타 4 1.7

총 계 236

<표 5> NKIS 활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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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

NKIS 속경로 

(다 선택)

동료 연구자의 소개 11 4.7

소  연구기 의 연구성과물 검색  알게 됨 74 31.4

소  기 의 소장자료 검색  알게 됨 49 20.8

NKIS  소  기  통계검색  알게 됨 54 22.9

연구정책자료  정책 세미나 검색  알게 됨 95 40.3

기타 11 4.7

총 계 236

<표 6> NKIS 속 경로

4.1.4 NKIS 이용기기 

NKIS 이용기기에 해 분석한 결과 NKIS 

이용기기는 컴퓨터가 92.8%로 가장 많았으며 

스마트폰 5.1% 태블릿 1.7%로 나타난다. 컴퓨

터 속 비율이 압도 으로 높기 때문에 모바

일 홈페이지의 추가  개발은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반응형 웹 용을 통해 컴퓨터와 모바

일의 호환성을 높이는 것으로 체할 필요가 

있다(<표 7> 참조).

4.2 서비스  공동체 선호도

NKIS 서비스  공동체 선호도를 알아보기 

해 로그램/서비스의 선호도, 제공 정보의 

선호도, 공모 에 한 선호도, 블로그 기자단

에 한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 으며, 연구 결

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4.2.1 로그램/서비스 선호도

NKIS의 로그램/서비스의 경우 우수보고

서 제공 서비스(4.16)  국가정책 연구 동향자

료(4.04)에서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며, 정책기여도 상  보고서(3.97)와 NKIS 

소장 자료 통계 서비스(3.88)가 다음으로 나타

난다. 집  사랑방의 경우 평균 3.27로 가장 

낮은 선호를 보이며, 연구성과 상자료(3.34) 

오  API 서비스(3.37) 순으로 조하게 나타

난다. NKIS 연구성과 상자료와 오  API의 

경우 평균값이 각각 3.34, 3.37로 조하게 나타

나지만 해당 서비스를 선호한다고 답변한 비율을 

보면 상자료(선호한다 25.4%, 매우 선호한다 

17.8%), 오  API 서비스(선호한다 26.7%, 매

우 선호한다 17.8%)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

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본 이용자들은 서비

스에 만족하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본 이용

구분 N %

NKIS 이용기기

PC(컴퓨터) 219 92.8

모바일(스마트폰) 12 5.1

태블릿 4 1.7

기타 1 0.4

총 계 236 100

<표 7> NKIS 이용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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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은 것으로 사료된다(<표 8> 참조).

4.2.2 제공 정보 선호도

NKIS의 제공 정보의 선호도에 해 분석한 

결과, 최신 자료에 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이와 함께 인기 자료, 정기간행물 검

색, 수행연구과제 자료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가장 선호하지 않는 정보는 연구기  채용정보

이며, 정책 세미나 안내, 연구과제공고 정보 순

으로 이어진다. 특히, 연구기  채용정보의 경

우 평균 3.24로 과반수 이상의 이용자가 필요하

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표 9> 참조). 

구분

 

선호하지 

않는다

선호하지 

않는다
보통 선호한다

매우 

선호한다 M Std

N % N % N % N % N %

우수보고서 제공 서비스 2 0.8 8 3.4 35 14.8 97 41.1 94 39.8 4.16 0.858

정책기여도 상  보고서 제공 서비스 3 1.3 11 4.7 47 19.9 104 44.1 71 30.1 3.97 0.896

NKIS 연구성과 상자료 12 5.1 40 16.9 82 34.7 60 25.4 42 17.8 3.34 1.109

국가정책 연구 동향 자료 2 0.8 8 3.4 41 17.4 112 47.5 73 30.9 4.04 0.834

NKIS 소장 자료 통계서비스 2 0.8 13 5.5 63 26.7 91 38.6 67 28.4 3.88 0.915

NKIS 웹진 4 1.7 19 8.1 65 27.5 90 38.1 58 24.6 3.76 0.97

집  사랑방 15 6.4 32 13.6 99 41.9 54 22.9 36 15.3 3.27 1.077

오  API 서비스 13 5.5 33 14.0 85 36.0 63 26.7 42 17.8 3.37 1.098

Annual Report 5 2.1 25 10.6 78 33.1 84 35.6 44 18.6 3.58 0.980

<표 8> NKIS 로그램/서비스에 한 선호도

구분

 

선호하지 

않는다

선호하지 

않는다
보통 선호한다

매우 

선호한다 M Std

N % N % N % N % N %

최신자료 1 0.4 1 0.4 18 7.6 110 46.6 106 44.9 4.35 0.677

인기자료 3 1.3 5 2.1 38 16.1 103 43.6 87 36.9 4.13 0.846

정기간행물 검색 2 0.8 6 2.5 65 27.5 97 41.1 66 28.0 3.93 0.855

연구과제공고 정보 5 2.1 20 8.5 76 32.2 84 35.6 51 21.6 3.66 0.978

정책세미나 안내 6 2.5 19 8.1 74 31.4 88 37.3 49 20.8 3.66 0.979

수행연구과제 자료 4 1.7 14 5.9 56 23.7 107 45.3 55 23.3 3.83 0.913

시각화 정보제공 4 1.7 19 8.1 77 32.6 86 36.4 50 21.2 3.67 0.954

기  소장자료 검색 1 0.4 17 7.2 49 20.8 402 43.2 67 28.3 3.92 0.903

기 통계정보 제공 3 1.3 17 7.2 56 23.7 106 44.9 54 22.9 3.81 0.914

연구기  채용 정보 17 7.2 37 45.7 88 37.3 60 25.4 34 14.4 3.24 1.106

<표 9> NKIS 제공 정보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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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NKIS 공모  선호도

NKIS 공모 을 이용자들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공모 에 해 보통으

로 체크한 이용자가 50% 이상으로 재 NKIS 

홈페이지에 공모  수상작에 한 게재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유튜  조회수도 조하여 

NKIS 이용자들이 공모 에 해 제 로 인식

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산

된다(NKIS 홈페이지). 따라서 공모 에 한 

극  홍보  공모  수상작을 홈페이지에 

지속 으로 게재하여 NKIS 공모 에 한 이

용자의 심도를 높인다면, 공모 에 한 선

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표 10> 참조).

4.2.4 블로그 기자단 인식  선호도

NKIS 블로그 기자단에 한 인식  선호도

를 분석한 결과 블로그 기자단을 다수 인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블로그 기

자단이 홍보에 도움이 된다’와 ‘블로그 기자단 

정보가 포털 이용 시 유용하다'에 한 설문 결

과 한 각각 2.78, 2.79로 조하게 나타난다. 

홍보 효과와 정보의 유용도를 묻는 질문에 

해 이용자들이 부정 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재 블로그 기자단의 인지도가 평균 2.22로 매

우 조하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블로그 기자

단의 활동 확   활동에 한 홍보로 인지도

를 높이면 블로그 기자단에 한 선호가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표 11> 참조).

4.3 NKIS 심 기반 콘텐츠 선호도

NKIS 심 기반 콘텐츠의 경우 50% 이상의 

구분 N %

NKIS 공모 에 한 

선호정도

 선호하지 않는다 19 8.1

선호하지 않는다 48 20.3

보통이다 118 50.0

선호한다 43 18.2

매우 선호한다 8 3.4

총 계 236 100

<표 10> NKIS 공모 에 한 선호 정도

구분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그 다

매우 

그 다 M Std

N % N % N % N % N %

NKIS 기자단에 해 알고 있다 74 31.4 79 33.5 49 20.8 25 10.6 9 3.8 2.22 1.116

NKIS 기자단은 NKIS 홍보에 도움이 

된다
36 15.3 45 19.1 102 43.2 44 18.6 9 3.8 2.78 1.044

NKIS 기자단이 주는 정보는 NKIS 

이용 시 유용하다
35 14.8 43 18.2 109 46.2 35 14.8 14 5.9 2.79 1.059

<표 11> NKIS 블로그 기자단 인식  선호도



36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32권 제4호 2021

설문조사 참가자가 심 기반 콘텐츠를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NKIS 이

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해 심 기반 콘텐츠 

등 개인화 서비스의 지속  개발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표 12> 참조).

4.4 NKIS 홍보 황

4.4.1 NKIS 홍보 만족도

NKIS가 진행하는 홍보에 한 만족도를 분석

한 결과 Annual Report(3.83), 보도자료(3.58)에

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지만 Annual Report

와 보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에 한 만족도가 

조하게 나타난다. 특히 홍보 이벤트의 경우 

2020년 1건(NKIS 페이지 뷰 1000만 건 돌  기

념 이벤트)만 진행되었으며, 홍보 웹툰은 더이상 

업데이트 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정

기 으로 시행되는 공모 과 블로그 기자단이 홍

보 이벤트  웹툰보다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난다. 따라서 공모 과 블로그 기자단의 효용

성에 해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

며, 면 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표 

13> 참조).

4.4.2 NKIS 홍보 요도

NKIS가 진행하는 홍보의 요도를 분석한 

결과 보도자료(3.96), Annual Report(3.93), 홍

보 이벤트(3.31), 공모 (3.14), 블로그 기자단

(3.11), 홍보 웹툰(3.05)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Annual Report와 보도자료를 제외하고 모두 

구분 N %

심 기반 콘텐츠 추천에 

한 선호 정도

 선호하지 않는다 7 3.0

선호하지 않는다 19 8.1

보통이다 84 35.6

선호한다 81 34.3

매우 선호한다 45 19.1

총 계 236 100

<표 12> 심 기반 콘텐츠 추천 선호 정도

구분

 만족하지 

않다

만족하지 

않다
보통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M Std

N % N % N % N % N %

NKIS 홍보 웹툰 제공 15 6.4 31 13.1 119 50.4 51 21.6 20 8.5 3.13 0.964

NKIS 홍보 공모  개최 13 5.5 32 13.6 132 55.9 46 19.5 13 5.5 3.06 0.878

NKIS 보도자료 제공 3 1.3 15 6.4 95 40.3 89 37.7 34 14.4 3.58 0.860

NKIS Annual Report(연차보고서) 

제공
4 1.7 11 4.7 67 28.4 93 39.4 61 25.8 3.83 0.925

다양한 NKIS 홍보 이벤트 진행 12 5.1 27 11.4 117 49.6 61 25.8 19 8.1 3.20 0.928

NKIS 블로그 기자단 운 19 8.1 32 13.6 127 53.8 46 19.5 12 5.1 3.00 0.927

<표 13> NKIS 행 홍보 방법에 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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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했던 선호도에 비해 홍보에 한 요도를 

체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보도자료의 

경우 선호도(3.58)와 요도(3.96)를 비교했을 

때 0.38 이상 높아 보도자료에 한 지속 인 

심과 개선이 필요하다(<표 14> 참조).

4.4.3 홍보 만족도와 요도 비교

NKIS의 재 진행 인 홍보 서비스에 한 

이용자의 정확한 인식을 측정하기 해 IPA 

기법을 사용하여, 항목별 요도-만족도 차이

를 유지 강화, 지속 유지, 진 개선,  개선 

4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 

만족도와 요도의 차이 분석 결과 체 6개

의 항목  유지 강화 항목은 NKIS 보도자료 

제공과 NKIS Annual Report 제공이 분류되

었다. 유지 강화로 분류된 항목은 행 홍보 방

법  상 으로 요한 속성으로 인식되며, 

만족도 한 높아 재의 수 을 유지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장기 으로 경쟁력과 만

족도를 유지하기 해 제도와 서비스를 보완 

강화하는 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

도자료 제공  Annual Report 제공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진 개선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게 나타나 이 부분

의 항목들은 체 인 홍보 방법의 재설계  

통폐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표 15>, <그

림 1> 참조).

구분

 요하지 

않다

요하지 

않다
보통 요하다

매우 

요하다 M Std

N % N % N % N % N %

NKIS 홍보 웹툰(떳다 NKIS 패 리) 

제공
21 8.9 37 15.7 104 44.1 57 24.2 17 7.2 3.05 1.022

NKIS 홍보 공모  개최 19 8.1 28 11.9 107 45.3 65 27.5 17 7.2 3.14 0.994

NKIS 보도자료 제공 6 2.5 15 6.4 59 25.0 105 44.5 51 21.6 3.96 0.947

NKIS Annual Report(연차보고서) 

제공
4 1.7 5 2.1 64 27.1 93 39.4 70 29.7 3.93 0.897

다양한 NKIS 홍보 이벤트 진행 14 5.9 22 9.3 100 42.4 76 32.2 24 10.2 3.31 0.982

NKIS 블로그 기자단 운 17 7.2 37 15.7 105 44.5 58 24.6 19 8.1 3.11 1.003

<표 14> NKIS 행 홍보 방법에 한 요도

번호 항목 요도 만족도 분류

1 NKIS 홍보 웹툰(떳다 NKIS 패 리) 제공 3.05 3.13 진 개선

2 NKIS 홍보 공모  개최 3.14 3.06 진 개선

3 NKIS 보도자료 제공 3.96 3.58 유지 강화

4 NKIS Annual Report(연차보고서) 제공 3.93 3.83 유지 강화

5 다양한 NKIS 홍보 이벤트 진행 3.31 3.20 진 개선

6 NKIS 블로그 기자단 운 3.11 3.00 진 개선

<표 15> 행 홍보 항목별 요도-만족도 차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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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행 홍보 항목별 요도-만족도 분석 결과

4.4.4 진행 정 홍보 선호도

NKIS가 진행할 정인 홍보 방법에 한 선호

도를 분석한 결과, 인포그래픽 배포(4.03), SNS 

카드 뉴스 배포(3.59), 포털 키워드 검색 고

(3.41), 오  API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매쉬

업 공모 (3.28), 기자단: 새로운 연구 결과에 

한 블로그 기사 작성(3.19) 등의 순으로 나타

난다. 인포그래픽 배포와 SNS 카드 뉴스를 제

외한 나머지 모든 홍보 방안은 3.5 미만의 선호

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학생 서포터즈 활동

(2.96), 캐릭터 홍보물 로모션(2.95), 문지/ 

신문 지면 고(2.84)는 3.00 미만의 조한 선

호도를 보인다(<표 16> 참조).

4.5 NKIS 개선사항

4.5.1 NKIS 개선 필요사항

NKIS 개선 필요사항은 정책 련 민감성으

로 인한 비공개 자료로 인한 개선 필요(3.77)가 

가장 높았으며, 로그인 필요 서비스 불편 사항

(3.54), 최신정보 업데이트 속도가 느리다(3.42), 

자료 검색이 불편하다(3.36), 제공 정보의 양과 

질이 충분하지 않다(3.35), 제공 정보의 추가  

가공이 없어 이용이 불편하다(3.25), 정보검색 

속도가 느리다(3.21), 지나치게 문 인 내용

이 많이 검색된다(2.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 련 민감성으로 인한 비공개 자료 개선 

필요가 3.77로 타 개선 필요사항과 비교했을 때 

압도 으로 높아 개선이 시 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의 항목도 개선 시 성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높은 평균을 보여 개선이 시 한 사항이

라고 단된다(<표 17> 참조).

4.5.2 NKIS 추가 정 서비스의 선호도

NKIS 개선 추가 정 서비스의 선호도를 분

석한 결과 일반 연구자를 한 문화된 연구지

원 서비스 제공(4.07)이 가장 높았으며, NKIS 

서비스 확 (4.00), 연구성과물의 표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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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호하지 

않는다

선호하지 

않는다
보통 선호한다

매우 

선호한다 M Std

N % N % N % N % N %

NKIS 활용방법 후기 공모 22 9.3 37 15.7 105 44.5 58 24.6 14 5.9 3.02 1.008

유튜  익스트림 고 26 11.0 38 16.1 92 39.0 57 24.2 23 9.7 3.06 1.111

문지/신문 지면 고 29 12.3 51 21.6 100 42.4 42 17.8 14 5.9 2.84 1.049

정기 인 온라인 퀴즈 회 26 11.0 41 17.4 91 38.6 56 23.7 22 9.3 3.03 1.109

포털 키워드 검색 고 16 6.8 22 9.3 81 34.3 84 35.6 33 14.0 3.41 1.058

홍보 참여 이벤트( : x번째 방문자 이벤

트, 신규가입 이벤트)
26 11.0 33 14.0 102 43.2 57 24.2 18 7.6 3.03 1.063

SNS을 통해 확산이 쉬운 카드 뉴스 배포 15 6.4 17 7.2 64 27.1 94 39.8 46 19.5 3.59 1.078

바이럴 상: 짧은 입소문 홍보 상 23 9.7 37 15.7 90 38.1 67 28.4 19 8.1 3.09 1.075

쉽게 알아보기 한 인포그래픽(그래 , 

도표 등의 정보 그림) 배포
7 3.0 9 3.8 41 17.4 92 39.0 87 36.9 4.03 0.982

오  API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매쉬업 

공모
15 6.4 30 12.7 95 40.3 66 28.0 30 12.7 3.28 1.047

캐릭터 홍보물(화면보호기, 이모티콘, 바

탕화면 등) 로모션
28 11.9 37 15.7 106 44.9 50 21.2 15 6.4 2.95 1.048

학생 서포터즈 활동: SNS로 NKIS 홍보 28 11.9 38 16.1 100 42.4 55 23.3 15 6.4 2.96 1.061

기자단: 새로운 연구 결과에 한 블로그 

기사 작성
20 8.5 29 12.3 94 39.8 72 30.5 21 8.9 3.19 1.045

<표 16> NKIS 진행 정 홍보 방안에 한 선호도

구분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M Std

N % N % N % N % N %

최신정보 업데이트 속도가 느리다 6 2.5 19 8.1 114 48.3 65 27.5 32 13.6 3.42 0.912

정보 검색시 속도가 느리다 11 4.7 33 14.0 110 47.0 60 25.4 22 9.3 3.21 0.956

NKIS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이 충분

하지 않다
14 5.9 29 12.3 82 34.7 82 34.7 29 12.3 3.35 1.039

자료 검색이 불편하다 13 5.5 27 11.4 92 39.0 71 30.1 33 14.0 3.36 1.036

서지데이터, 소장정보 데이터 등 로그인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 불편

하다

11 4.7 25 10.6 76 32.2 73 30.9 51 21.6 3.54 1.085

정책 련 민감성으로 인한 비공개 자료가 

많다
5 2.1 12 5.1 74 31.4 87 36.9 58 24.6 3.77 0.95

지나치게 문 인 내용이 많이 검색된다 27 11.4 49 20.8 105 44.5 45 19.1 10 4.2 2.84 1.002

제공 정보의 추가  가공이 없어 찾은 정보

의 이용이 불편하다
13 5.5 31 13.1 98 41.5 72 30.5 22 9.3 3.25 0.986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가 미흡하다 15 6.4 21 8.9 106 44.9 70 29.7 24 10.1 3.28 0.986

NKIS  소 연구기 에 소속된 연구자들

에게 편 된 정보  서비스가 제공된다
17 7.2 29 12.3 101 42.8 71 30.1 18 7.6 3.19 0.993

NKIS 운 진과 이용자들 간의 소통이 부

족하다
14 5.9 26 11.0 115 48.7 56 23.7 25 10.6 3.22 0.982

<표 17> NKIS 정보검색 서비스 개선 필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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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호하지 
않는다

선호하지 
않다

보통 선호한다
매우 

선호한다 M Std

N % N % N % N % N %

NKIS 서비스 확 (통계서비스 확 , 웹진
의 맞춤형 서비스 확  등)

6 2.5 5 2.1 45 19.1 108 45.8 72 30.5 4.00 0.902

연구성과물의 표   유사 는 복 연구 
검색시스템 도입 필요

5 2.1 16 6.8 55 23.3 93 39.4 67 28.4 3.85 0.980

연구자에 한 정보제공(이력 사항, 소속 
기 , 활동 분야, 연락처 등)  연구자 
커뮤니티 제공

3 1.3 18 7.6 67 28.4 94 39.8 54 22.9 3.75 0.936

기 평가 서비스(해당 기  연구 결과의 
우수성, 연구 방법, 연구 내용 등 평가) 
제공

4 1.7 17 7.2 77 32.6 95 40.3 43 18.2 3.66 0.915

일반 연구자를 한 문화된 연구지원 
서비스 제공

3 1.3 3 1.3 52 22.0 94 39.8 84 35.6 4.07 0.860

<표 18> NKIS 추가 정 서비스의 선호도 

는 복 연구 검색시스템 제공(3.85), 연구자에 

한 정보제공  연구자 커뮤니티 제공(3.75), 

기 평가 서비스 제공(3.66) 등의 순으로 나타난

다. 이  일반 연구자 문화된 연구지원 서비스 

제공과 NKIS 서비스 확 는 평균 4.00 이상으로 

이용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인 것으로 보

인다(<표 18> 참조).

5. 논 의

5.1 NKIS 활용목 과 방문 시간에 따른 개선

방안

NKIS의 활용목 을 살펴보면 이용자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하여 NKIS를 이

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설문 결과, 

NKIS 이용자들은 국책 연구 동향과 소  기  

연구성과를 활용하기 해 NKIS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 나머지 서비스에 해

서는 잘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  제공 정보의 선호에 한 답변을 살

펴보면 NKIS 웹진, 기  소장자료와 통계서비

스의 경우 이용자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활용목 과 상반되는 결과로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에 해서 높게 선호하기는 하지만 

실질 으로 홈페이지 이용 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와 같이 선호

도는 높지만 활용되지 않는 서비스를 메인화면

에 자주 노출시켜 이용자들이 자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극  홍보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선호도와 활용목 이 모두 낮게 

나타나는 집  사랑방 등 서비스는 과감히 

폐지하여 유용한 서비스로 이용자를 집 시키

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한 이용자들은 주로 PC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C로 나타나는 원인은 설문 참가자

의 연령과 이용 시간 로 유추할 수 있다. NKIS 

설문 참가자는 모바일보다는 컴퓨터에 친숙한 

40-60 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된 이용 시간

는 직장인들의 업무시간인 8시-12시와 3-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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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PC로 직장에서 업무 진행 시 NKIS를 활용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NKIS의 주된 

활용목 인 정책연구동향  소  기  연구성

과 등 정보는 업무에 직 으로 활용될 수 있

는 정보로 이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직장인들이 

업무를 진행할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검

색기능  자료 활용기능을 강화하고 쉬운 다운

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PC의 활용성을 강

화하는 것이 효율 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5.2 NKIS 실질  이용자층 악  서비스 

확산 측면의 개선방안

NKIS의 포털 황조사 결과, 포털 가입자의 

40%는 학생 직업군으로 나타났으며, 홈페이지 

방문자의 주요 심 분야는 교육, 사회문제로 

나타났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반면 

이번 설문조사 참가자는 60%이상이 40-50

로 구성되어 있어 포털의 주 이용자와 상이하

다. 하지만 설문의 심 분야는 사회문제, 경제, 

교육 순으로 포털 황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나

타났다. 이는 학생 직업군이 NKIS에서 정책정

보  보고서를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결과이다. NKIS의 목표는 국가정책 연구의 허

로서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등 정책 연구

에 도움이 되는 정보의 제공이다. 따라서 NKIS

의 목표 달성을 해 정책정보를 실질 으로 이

용하는 이용자층의 명확한 설정과 그에 맞는 홍

보  서비스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 학생 

직업군이 포털에 방문하여 어떤 서비스를 활용

하는지를 포함하여, 학생 직업군의 NKIS 활용

실태에 해 살펴보아야 하며, 실태 악 후 그

에 맞는 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서비스의 확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콘텐츠의 

무분별 양산보다 다양한 집단의 정보 활용 니

즈를 충족하기 한 목 으로 요약  체 보

고서 이용, 소셜 미디어와 동 상을 이용한 홍

보용 포맷을 만들어 정보에 쉽게 연결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비스 만족

도를 살펴보면, 집  사랑방  이벤트와 웹

진의 경우 이용자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악된다. 해당 서비스의 조한 만족도에 

한 원인 분석  양질의 서비스로의 집 을 

해 과감한 서비스의 통폐합을 진행하여 양질의 

서비스 확산에 힘써야 한다. 한 설문조사 결

과 높은 선호도를 보인 우수보고서 제공 서비

스, 국가정책 연구 동향자료 제공 등 서비스와 

심 기반 콘텐츠 추천 등 서비스에 해 지속

 심과 홍보를 통해 이용자에게 선호되는 

양질의 서비스를 계속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NKIS 서비스 확산에 있어 특히 논의가 필요

한 서비스는 웹진으로 나타났다. 웹진은 우수

보고서  정책 동향 보고서를 주제별로 매달 

제공하는 이용자 기반 맞춤형 서비스로 이용자

의 선호도가 조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웹진

의 주요 제공 정보인 우수보고서  심 기반 

콘텐츠에 한 이용자의 선호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모순되는 결과를 보 다. 이에 

한 원인은 크게 2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웹진의 제공 방식의 부 성이다. 웹진

은 NKIS 회원가입 시 선택하는 16가지의 심 

주제  이용자가 선정한 주제에 해당하는 추천 

우수보고서를 달한다. 이 과정에서 NKIS가 추

천한 보고서가 이용자에게 유용하지 않을 수 있

으며, 16가지의 심 주제  이용자가 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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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주제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웹진에 한 이용자의 인식 부족이다. NKIS 회

원가입 시 웹진에 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

며, 웹진 서비스에 한 유용성을 제 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매달 메일로 송되면, 이용

자가 스팸메일이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다. 따

라서 웹진 서비스 활성화를 해 이용자들의 

웹진에 한 니즈의 정확한 악이 필요하고 

심 주제의 세분화  매달 제공되는 보고서

의 명확한 선정 기 을 제시가 필요하다. 한 

이용자를 상으로 한 웹진의 활발한 홍보를 

진행하여 이용자가 웹진을 유용한 서비스로 느

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5.3 NKIS 홍보의 개선방안

NKIS의 홍보  측면의 경우 반 으로 개

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재 진행 인 홍보에 한 만족도가 낮으며, 특

히 NKIS 공모 은 이용자의 요도와 만족도 

부분에서 모두 조하게 나타나 과감히 폐지하

거나 운  방식을 면 으로 수정해야 할 필

요가 있다. 

공모 을 제외하고도 Annual Report와 보

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홍보들에 해 이용자

들의 만족도가 반 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

히 진행 인 홍보에 한 인식이 떨어지는 것

이 큰 문제로 나타났다. 표 으로 블로그 기

자단은 이용자들의 인식도가 매우 조하며, 블

로그 기자단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에 블로그 기

자단의 유용도 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단

된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홍보의 만족도 비 

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어 IPA 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홍보의 반  방향성은 유지하되 

진 으로 홍보 방식의 개선  활성화가 이

루어진다면, 이용자의 만족도 한 높아질 것

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의 진행 정 홍보에 한 선호를 

살펴보면 새로운 매체를 통한 홍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알아보기 한 인포그

래픽 배포에 한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SNS 카드 뉴스 배포, 포털 키워드 

검색 고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홍보에서 이

용자들이 큰 선호를 보 다. 특히 포털의 주 이

용 군으로 집계되는 학생  학생( 학원생) 

등 MZ 세 를 겨냥한 SNS, 유튜  홍보 등 새

로운 매체를 통한 홍보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

났다. 유 , 정해원(2021)에 따르면 학생들

의 콘텐츠 소비 빈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유튜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틱톡 순으로 나

타났으며, 기존 블로그에 기반한 홍보 방식에

서 탈피하여 SNS  유튜 로 홍보 매체를 변

화시킨다면 홍보의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

인다.

5.4 NKIS 개선의 방향성 제시

NKIS의 반  개선 방향을 살펴보면 이용

자가 정보를 편하게 탐색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이용자 인터페이스  검색기능에 을 맞춘 

개선이 필요하다. 이용자들은 NKIS 활용 시 국

책 연구 동향 활용  연구성과물 등 자료 검색

을 해 NKIS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NKIS 개

선에 한 설문 결과 자료 열람을 방해하는 요

소를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NKIS는 앞으로 자료들을 이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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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개선이 필요

하다. 

향후 추가 정 서비스에 한 설문 결과를 

보면 앞으로 체로 연구자를 지원하는 서비스

에 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

들이 원하는 정보의 제공  원활한 연구를 

한 지원을 NKIS에게 바라고 있는 것으로 단

된다. 따라서 NKIS는 정책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속  서비스 개

발이 필요하다. 

6. 결론  제언

NKIS는 국가정책 연구의 허 로 다양한 정

책정보를 종합 으로 제공하며, 국가정책 정보

에 한 원스탑 서비스로서 역할  연구에 

한 홍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국

가  책무를 수행하기 해선 정책정보에 해 

이용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정보의 확산을 해 

극 인 NKIS의 홍보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KIS에 한 이용자의 

인식조사를 실시하 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하 다.

첫째, 직업군  연령별 이용자에 한 수요

조사  NKIS 주 이용층에 한 명확한 타겟 

설정이 필요하다. NKIS 애뉴얼 리포트(2019)

에 따르면 NKIS 회원 가입자는 학생 직업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용자 설

문조사 결과와 조해서 살펴보면 학생이 정책

정보  보고서 등을 제 로 활용하고 있는지

에 해 의문이다. 한 설문조사 배포를 뉴스

터를 배포하는 방식의 메일을 사용했으나 응

답자들이 40-50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에

서 NKIS의 주 이용자는 사실상 40-50 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행 홍보 등을 살펴보면 

학생 블로그 기자단이나 공모  진행 등 학

생을 주로 한 홍보 방안에 치우쳐져 있으며, 

이는 NKIS의 목표 실 과 계없는 무용지물

의 홍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정보  보고

서를 필요로 하고 제 로 사용하는 이용자층에 

한 악이 필요하며, 그들을 한 맞춤형 서

비스  홍보 진행이 시 한 실정이다. 

둘째, 정책정보  서비스의 확산을 한 노

력이 필요하다. NKIS에 한 선행조사  설

문조사 결과 NKIS가 제공하는 정보에 해 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서

비스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큰 불만

이 나타났다. 콘텐츠 생산보다는 다양한 집단

의 정보 활용 니즈를 충족하기 한 목 으로 

요약  체 보고서 이용, 소셜 미디어와 동

상을 이용한 홍보용 포맷을 만들어 정보에 쉽

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선호

도가 떨어지는 정보  서비스는 과감하게 통

폐합하여 우수한 정보  서비스로 이용자의 

심을 집 하고 우수한 정보의 확산을 도모해

야 한다. 

셋째, 홍보에 한 방향성을 유지하되 새로

운 매체의 도입을 통한 홍보 방식의 개선  활

성화가 필요하다. 재 NKIS는 메일과 블로그

를 주된 매체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설

문조사를 회수율을 살펴보면 91,218명에게 설

문조사를 발송하 지만 236명만이 회신하 다. 

이것은 NKIS가 메일로 제공하는 뉴스 터 등 

서비스방식 한 이용자에게 제 로 활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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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SNS는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사용하고 있으며, 인은 평

균 20분 이상을 매일 SNS를 읽고 쓸 정도로 

력이 높은 매체이다(조정열, 2021). 이러한 SNS

와 같은 력 높은 매체를 통해 NKIS의 서비

스 제공  정보서비스를 홍보하여 이용자들에

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새로운 매체의 

도입에 한 필요성은 이용자 설문에서 두드러

지게 나타난다. 이용자들은 SNS 카드 뉴스 배

포, 쉽게 알아보기 한 인포그래픽 등 새로운 

매체에 한 부분에서 높은 선호를 보 다. 이

를 통해 기존 서비스  홍보 방식에 새로운 매

체를 도입하여 홍보  서비스를 개편한다면,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  새로운 이용자의 효

과  유입을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는 NKIS에 한 이용자의 인식과 

NKIS가 제공하는 서비스  홍보 방식에 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 다. 이를 통해 정보 

포털을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서비스 제공 방식 

 홍보 방식을 도출하고 NKIS에 한 반  

개선 방향을 제시하 다. 이에 이번 연구는 향

후 이와 유사한 정보 포털에 한 이용자 인식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연구의 기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으며, 4차 정보 명 시 의 새로운 서

비스 제공 방식  홍보 방식에 한 참고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NKIS의 주 이용자

로 집계되는 학생 직업군의 설문 참여율이 

조해 학생 직업군의 NKIS 이용실태 악에 어

려움이 있었다. 한 40-50 의 이용자들이 주

로 설문에 참여하여 NKIS 체 이용자 의견이

라고 생각하기에 어려움 있다. 다만 설문조사 

결과와 NKIS에서 집계하는 포털의 정보를 교

차하여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NKIS의 개선을 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에 향후 NKIS의 실질  이용자에 한 심

층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NKIS

의 목표 실 을 해 정책정보를 실질 으로 

활용하는 이용자층에 한 맞춤형 홍보 방안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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