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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립세종도서 의 정책정보서비스를 활성화하기 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행한 것이다. 구체 으로 정책정보 

이용자의 정보이용 행태,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 이용행태, 이용자 직업 유형별(공직자, 연구원, 사서) 정책정보 

이용행태 차이를 분석하 다. 정책정보 이용자를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총 331명이 설문응답을 

완료하 다. 연구결과, 체 설문 응답자가 빈번하게 이용하는 자료의 유형은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일반도서 등의 순이었으

며, 이러한 자료 입수를 해 주로 검색포털 사이트와 정책정보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7.7%는 

세종도서 의 정책정보서비스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나아가 응답자의 직업에 따라 선호하는 정책정보의 

유형,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 인지도, 이용경험  경로 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다. 이를 토 로 정책정보 

특화도서 인 국립세종도서 은 서비스 표  집단에 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 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as part of an effort to vitalize policy information services (POINT) of National 

Library of Korea, Sejong. The authors examined information behavior and policy information service use 

behavior of policy information users and checked if there are any differences in information behavior by 

participants’ occupations (public officials, researchers, and librarians). We carried out an online survey 

and collected 331 completed survey responses. Overall, the most frequently used type of material was 

research report, followed by journal article and monograph, etc. The participants frequently used search 

engines and policy information services to acquire policy information. Also, 47.7% of the participants were 

aware of and had usage experience of POINT. Furthermore, we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me aspects of policy information behavior and in perceptions toward POINT across participants’ 

occupat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National Library of Korea, Sejong needs to improve their services 

based on a better understanding on target users. 

키워드: 정책정보, 정보이용 행태, 국립세종도서 , 정책정보서비스

Policy Information, Information Use Behavior, National Library of Korea Sejong, Policy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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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책정보는 정책결정자가 정책입안, 정책결

정, 정책평가 등 정책 과정(policy process)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와 연구자, 국민이 정책에 

해 알고자 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지칭한다

(최재황 2009). 이러한 정의에 기 하여 정책정

보의 범 는 크게 네 가지 즉, 정부 부처 발행 

모든 자료(정부간행물, 정책홍보자료 등), 정책 

련 유 기   연구자가 발간한 자료(연구논

문, 보고서 등), 정책정보 련 웹 문서(정부부

처 웹사이트, 정책정보 생산 기  웹사이트 등), 

정책정보 련 데이터베이스(정책 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련 부처 서지 데이터베이스 등)

로 구분할 수 있다(국립 앙도서  2007). 

정책 과정에서의 불충분한 정책정보는 의사

결정을 왜곡하거나 오류를 래할 수 있으며, 

충분한 정책정보가 있더라도 체계 인 리  

제공체계가 없으면 근과 이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윤희윤, 오선경, 성정희 2016). 따라서 

효율 인 정책정보의 리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나 국내 정책정보서비스는 시스템  자

료의 복, 체계 인 리 부족, 문  서비스

의 어려움 등의 문제 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 희, 심재윤 2014; 최재황 2009). 

국내 정책정보서비스는 국립세종도서 의 

POINT(POlicy INformaTion), 행정안 부의 

리즘(PRISM: Policy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Management), 한민국 국회입법

조사처,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공공데이터포털 등 

매우 다양한 편이다(노 희, 박양하 2014). 이 

가운데 국립 앙도서 의 지역 분 인 국립세

종도서 은 2013년 12월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개 한 정책정보 특화도서 으로 정부 부처, 국

책연구기 , 공공기  등의 정책기능에 필요한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세종시민을 

한 공공도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윤희윤, 

장덕  2016).

그 지만 정책정보 특화도서 으로서의 국

립세종도서 에 한 이용자의 인식은 낮은 상

황이다(윤희윤, 오선경, 성정희 2016). 그 이유

로는 “정책정보 심의 특화도서 이라는 태생

 한계와 모호성”, “공공도서  서비스가 부

족한 세종시 거주자를 한 공공도서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실  불가피성”, “짧은 역사와 

국립세종도서 에 한 지역 여론의 기 ” 등

이 있다(윤희윤, 장덕  2016, 198). 그리고 노

희와 심재윤(2014)은 정책 업무와 련된 자

료의 체계 인 서비스 구 을 한 체제가 구

축되어 있지 않음을 지 하기도 하 다.

이러한 한계 을 극복하기 해 연구자들은 

국립세종도서 의 략  목표  추진과제를 

설정한 바 있으며(윤희윤, 장덕  2016), 정책

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곽승진 외 2011)  신

규 서비스 요소(노 희, 곽승진, 김정아 2015; 

노 희, 박양하 2014)를 제안한 바 있다. 이를 

해 국립세종도서  이용자 정보이용행태 분

석(노 희, 심재윤 2014; 윤희윤, 오선경, 성정

희 2016)을 부분 으로 수행한 바 있다. 그 지

만 반 인 정책정보를 비롯하여 국립세종도

서  정책정보서비스 이용행태를 포 으로 

분석한 경우는 드문 편이며, 이용자의 직업 유

형(공직자, 연구원, 사서)에 따른 정보 이용행

태의 차이 을 밝힌 연구는 수행된 바 없다. 특

히 이용자의 서로 다른 직업 유형은 상이한 역

할을 부여하므로 이들의 정보이용행태에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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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다(Leckie, Pettigrew, and Sylvain 

1996). 따라서 본 연구는 국립세종도서 의 정

책정보서비스를 활성화하기 한 노력의 일환

으로 수행한 것으로 이용자의 정책정보 이용행

태를 직업유형별로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서

비스 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련연구

2.1 국립세종도서  이해 계자 인식 분석 연구 

윤희윤, 오선경, 성정희(2016)는 국립세종도

서 의 이해 계자 즉, 정부부처 공무원, 정부

출연기  연구원, 세종시민, 세종도서  직원을 

상으로 세종도서 에 한 인식을 설문 조사

하 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모든 이해

집단에서 세종도서 을 세종시민을 한 공공

도서 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정

책정보 심의 특화도서 으로 인지하는 비율

은 낮았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해집단의 만족도

에 향을 미치는 요인 즉, 문화․평생학습 

로그램서비스, 공간과 시설, 출․열람서비스, 

참고정보서비스를 식별하 으며, 공무원과 연

구원을 상으로 정책정보의 필요성, 용도, 이

용률, 입수처  입수의 어려움 등을 악하여 

국립세종도서 의 략    추진과제

를 제시하 다. 

한 이용자 정책정보 이용행태를 분석한 연

구로는 노 희와 심재윤(2014)이 표 이다. 

이들은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를 해 정책정

보 수요자를 상으로 설문  면담하여 정보

이용행태를 분석하 다. 이를 해, 정부 부처 

산하 국책연구소 52개 소속 연구자들을 상으

로 설문과 면담조사를 수행하 다. 이들은 설

문 응답 115부를 토 로 정책정보 이용 황, 활

용정도, 애로사항  개선요구사항을 악하

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설문 응답자들은 연

구과제 수행이나 정책동향 악을 해 정책정

보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인터넷을 통한 정

보 입수가 빈번하 다. 한 인쇄자료에 비해 

자자료 이용을 선호하 고, 5년 이내 자료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자주 이용하는 정

보원의 유형은 Web DB 다. 다만 국내 정책

정보제공 사이트에 한 인지도는 낮아 정책정

보 입수에 있어 검색엔진(구 , 네이버 등)을 

이용한 검색이 일반 이었다. 

2.2 국립세종도서  운   서비스 략 련 

연구

국립세종도서 의 운 략 수립과 련하여 

곽승진 외(2011)는 실무자와 리자 면담을 통

해 도서 의 경 환경  SWOT 분석을 수행

하 고, 정부기  소속 공무원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이를 토 로 정책정보서비

스 기본모형(안)과 장서개발 계획을 제안하

다. 그리고 윤희윤과 장덕 (2016)은 정책정보 

특화도서 으로서 국립세종도서 의 장기 로

드맵을 제시하 다. 이들은 국립 앙도서 의 

장기 계획에 기 하여 국립세종도서 의 비

과 핵심가치, 략  목표  추진과제를 제시하

다. 나아가 세종도서 의 주요 업무  핵심기

능을 설정하 으며, 조직과 인력구성의 기본방

향을 제안하 다.

정책정보서비스 련 신규 서비스 모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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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 연구도 수행된 바 있다. 를 들어, 노

희, 곽승진, 강정아(2015)는 문헌조사, 사례조

사, 정책정보 수요자  정책정보 멘토의 자문

에 기반하여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 모형

을 개발하 다. 해당 운 모형은 인  구성요소

(멘토, 멘티, 결연 리자, 슈퍼바이  등)와 내

용  구성요소(주제분야, 로그램 구성요소, 세

부 활동 내용 등)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련하

여 노 희 외(2015)는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개발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기 해 

정부부처 공무원, 국책연구소 연구원, 정부부처 

 국책연구소 자료실 소속 문사서들을 상

을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이를 통해 정책정보

제공서비스의 양․질  수  제고, 공문  홍

보를 통한 멘토/멘티 모집, 문가 멘토 , 운

자의 행․재정  지원 등의 고려사항을 도출

하 다. 

한 노 희와 박양하(2014)는 정책정보서

비스 고도화를 한 정책 분야별 가이드 개발 

 정보원 구축을 한 연구도 실시하 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분석과 웹사이트 사례 조사를 

통하여 자료 유형을 결정하고, 자료 유형별 메

타필드를 개발하 다. 추가 으로 정부기능분

류체계(BRM)를 바탕으로 콘텐츠의 실험  구

축을 시도하여 콘텐츠 구축 시 애로사항을 식별

하 다.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국립세종도서 의 정체성 도모를 

한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를 한 것으로 정

책정보 이용자의 정보이용 행태를 분석하 다.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정보 이용자의 정보 이용행태 즉, 정

책정보 이용수 , 입수경로, 국내 온라인 

정책정보서비스 활용도는 어떠한가?

2) 정책정보 이용자의 국립세종도서  정책

정보서비스 이용행태 즉, 서비스 인지  

이용여부, 이용경험  경로는 어떠한가?

3) 정책정보 이용자의 직업(공직자, 연구원, 

사서)에 따른 정보  국립세종도서  정

책정보서비스 이용행태는 차이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를 해 공직자(정부부처  공공기

 계자), 연구원, 사서를 포함한 이용자의 

정책정보 이용행태를 분석하 으며, 부가 으

로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에 한 인

식  이용여부, 이용도  유용도, 이용행태도 

분석하 다. 단, 이 논문에서는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 이용도  유용도 인식 평가, 

개선사항  신규서비스 요소에 한 결과 기

술을 제외하 으며, 이에 한 결과는 후속 논

문에서 다룰 계획이다.

3.2 설문지 구성

자료수집을 해 서베이몽키(ko.surveymon

key.com)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개발하

으며, 설문 문항 구성에 있어 련 선행연구

(노 희, 심재윤 2014; 윤희윤, 오선경, 성정희 

2016)를 참고하 다. 설문지는 <표 1>과 같이 

총 5개 항목, 총 24문항(인구통계학  특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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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조사내용 문항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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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련 주제 분야
7

24

2장 정책정보 이용행태 
정책정보 이용수 , 정책정보 입수경로, 국내․외 온라인 

정책정보서비스 활용도  주요특징 분석
6

3장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

비스 인지  이용 여부

정책정보서비스 인지  이용 여부, 비이용 이유, 향후 

이용의향 분석
3

4장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

비스 이용도  유용도 
정책정보서비스 유형별(11가지) 이용도  유용도 평가 2

5장
국립세종도서  정책 정보서

비스 이용행태

최근 6개월 이내 서비스 이용 경험, 서비스 이용경로, 입수

정보 활용방법
3

6장

국립세종도서  정책 정보서

비스 개선사항  신규서비스 

요소

정책정보서비스 개선사항  신규 서비스 의견 1

7장 마무리 면담 참여의향, 면담요청 연락처 2

*본 논문에서는 설문지의 4장과 6장에 해당하는 결과는 연구범  상 제외하 음 

<표 1> 설문지 구성  문항 수

책정보 이용행태,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

비스 인지  이용 여부, 국립세종도서  정책

정보서비스 이용 경험, 활용도 악  유용성 

평가, 면담참여 의향 등)으로 구성하 다. 특히 

설문 응답자의 응답에 따라 건 뛰기 기능을 

용하여, 개별 응답자가 응답하는 설문 문항

의 수는 최소 17개부터 최  24개로 구성하

다. 구체 으로, 국립세종도서 의 정책정보서

비스 인지  이용 여부에 한 응답에 따라 제

시되는 문항이 다르도록 구성하 다.

3.3 자료수집  분석

설문조사 상은 정책정보 이용자이며, 본 연

구에서는 국립세종도서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상자(8,800명), 국립 앙도서   국

립세종도서  정책회원 가입 시 메일 수신 동의

회원(3,500명) 가운데 복을 제외한 9,416명에

게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설문 장을 발송하

다. 특히 개별 이메일을 통한 설문 장 발

송 외에도 국가정책정보 의회 회원기  202

개 에 공문을 발송하여 조 요청하 으며, 

정책정보포털에도 팝업창을 통해 설문에 한 

안내문을 게시하 다. 

설문조사는 2018년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실시하 으며, 이메일을 통한 설문

장은 15일과 22일에 각 1회씩 총 2회 발송하

다. 설문 응답자는 총 422명이었으나 부분 응답

자를 제외하고 총 331명의 응답을 자료 분석 

상으로 하 다. 

자료 분석에는 기술통계(빈도, 평균, 표 편

차)를 활용하여 응답자 배경정보, 정책정보 이

용행태,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 인지 

 이용 여부,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 서비

스 이용 경험 등을 분석하 다. 나아가 일원배

치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을 통해 응

답자의 직업 유형(공직자, 연구원, 사서)에 따

른 정책정보 이용행태의 차이를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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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의 4.2에서는 모든 응답자의 정보이용 

행태를 종합하여 기술하 으며, 4.3에서는 응답

자의 직업에 따른 정보이용 행태의 차이를 서술

하 다.

4. 연구결과

4.1 응답자 배경정보

설문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본 결과, 남성이 

139명(42.0%)이었으며, 여성이 192명(58.0%)

으로 여성의 비율이 조  높은 편이었다(<표 

2> 참조). 한 응답자의 연령은 30 가 155명

(46.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  94명

(28.4%), 20 (15.7%), 50  28명(8.5%) 등

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직업은 공직자(정부부처 

 공공기  계자)가 189명(5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연구원 78명(23.6%), 사서 56

명(16.9%), 기타 8명(2.4%) 순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134명(40.5%)은 담당 업무에 한 경

력이 1년 이상 5년 미만이었으며, 67명(20.2%)

은 5년 이상 10년 미만, 49명(14.8%)은 1년 미

만, 43명(13.0%)은 10년 이상 15년 미만 등이

었다. 응답자가 소속된 기  는 부처의 수는 

약 130여개(각종 정부 부처, 연구원, 시청, 교육

청, 법원, 검찰청 등 포함)로 악되었다. 

4.2 응답자 정책정보 이용행태

4.2.1 정책정보 이용수

응답자가 자주 이용하는 정책정보의 유형은 

연구보고서이며, 다음으로 학술(연구)논문, 일

반도서(단행본, 자책 포함), 통계자료, 법령

변수 범주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39 42.0

여성 192 58.0

연령

20 52 15.7

30 155 46.8

40 94 28.4

50 28 8.5

60  이상 2 0.6

직업

공직자 189 57.1

연구원 78 23.6

사서 56 16.9

기타(공무원 퇴직자, 인턴 등) 8 2.4

담당 업무 경력 

1년 미만 49 14.8

1년 이상 – 5년 미만 134 40.5

5년 이상 – 10년 미만 67 20.2

10년 이상 – 15년 미만 43 13.0

15년 이상 – 20년 미만 9 2.7

20년 이상 29 8.8

<표 2> 응답자 주요 배경정보(N=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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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평균† 표 편차 이용빈도 순

연구보고서 3.63 1.04 1

학술(연구)논문 3.58 1.07 2

일반도서(단행본, 자책 포함) 3.54 0.95 3

통계자료 3.52 1.01 4

법령자료 3.50 1.11 5

Web DB(학술지, 학술기사, 자  등) 3.35 1.13 6

사업계획자료(문서, 략  계획, 발 계획 등) 3.29 1.04 7

동향보고서 3.25 1.01 8

회의․세미나(워크 )․토론자료 3.16 1.04 9

기타 련 웹사이트(블로그, 웹진 등) 3.14 1.06 10

유 기   련학회 사이트 3.10 0.98 11

각종 백서․연감(연보)․편람(매뉴얼) 3.03 0.99 12

․결산자료 2.83 1.06 13

국외 정부기  발간자료(정부간행물 등) 2.83 1.04 13

국제기구 발간자료 2.79 1.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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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정책정보 이용수 (N=331)

자료, Web DB, 사업계획자료, 동향보고서 등

의 순이었다(<표 3> 참조). 한편 ․결산자료, 

국외 정부기  발간자료, 국제기구 발간자료에 

한 이용수 은 평균값이 3.0 이하 즉, 보통 이

하로 나타났다.

4.2.2 정책정보 이용경로

정책정보 입수를 해 일반 검색포털(네이

버, 구  등)을 활용하는 경우(206명, 62.2%)

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책정보 사이트

( 리즘, 정책 리핑 등)(165명, 49.8%), 본인

/사무실 소장자료(155명, 46.8%), 소속기  도

서 /지식정보실(113명, 34.1%), 학회/세미나

/ 시회(108명, 32.6%), 외부 정보서비스 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87명, 26.3%), 국립세종도서 (62명, 18.7%) 등

의 순이었다. 이 외에도 동료집단(57명, 17.2%), 

련 문가(56명, 16.9%), SNS 서비스(20명, 

6%), 출 사  서 (20명, 6%), 기타(해외 정

부사이트, 국회도서 , 해외 컨설  업체로부터 

구매 등)(8명, 2.4%)가 있었다.

4.2.3 정책정보서비스 유용도 인식

응답자가 인식하는 국내 정책정보서비스의 유

용도를 조사한 결과(<표 4> 참조), 행정안 부의 

리즘이 가장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

로 국립세종도서 의 정책정보포털(POINT)의 

순이었다. 그러나 리즘이나 POINT의 유용

도 평균값은 각각 2.78, 2.72에 불과하여, 국내 

정책정보서비스에 한 유용도 인식은 보통 이

하임을 알 수 있다.

응답자가 인식하는 유용도가 높은 국내 정책

정보서비스의 특징을 조사한 결과, 신뢰성(197

명, 59.5%), 정확성(172명, 52.0%), 편의성(160

명, 48.3%), 최신성(148명, 44.7%), 문성(132

명, 3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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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평균† 표 편차 ‘잘 모름’(%) 유용도 순

행정안 부의 정책연구 리시스템 리즘 2.78 1.65 21.8 1

국립세종도서 의 정책정보포털 포인트(POINT) 2.72 1.64 22.1 2

국회도서 의 정책정보 2.66 1.63 22.1 3

행정안 부의 공공데이터포털 2.61 1.58 21.1 4

문화체육 부의 한민국 정책 리핑 2.52 1.61 23.0 5

국회입법조사처(NARS)의 정책정보 2.17 1.64 31.4 6

국가기록원의 나라기록 포털 2.11 1.56 31.4 7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1.87 1.63 38.7 8

교육부의 교육정보디지털도서 1.60 1.56 44.7 9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1.59 1.57 44.4 10

서울시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정책정보서비스(SFAC) 1.41 1.51 48.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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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국내 정책정보서비스 유용도 인식(N=331)

정책정보서비스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제시하

는 것으로 서비스는 신뢰성, 정확성, 편의성, 최

신성 등을 고루 갖추어야 함을 제시한다. 

4.2.4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 인지 

 이용여부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 인지  이

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표 5> 참조), 체 응답

자(N=331)의 158명(47.7%)은 서비스를 “알

고 있으며 이용한  있음”으로 응답하 다. 

한 116명(35.0%)은 서비스를 “알고 있으나 이

용한  없음”으로 응답하 으며, 57명(17.2%)

은 “잘 모름”으로 응답하여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를 인지하고 

있으나 이용한  없는 응답자(N=116)를 

상으로 비이용 이유를 조사하 다. 그 결과, “이

용 방법을 모름”(52명, 44.8%), “이용할 필요

성이 없음”(47명, 40.5%), “이용할 시간이 없

음”(32명, 27.6%), “자료의 부족”(7명, 6%), 

“기타”(6명, 5.2%)의 순이었다. “기타”를 선택

한 응답자들은 “국립세종도서 에 해 잘 알

지 못함”, “다른 경로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더 익숙함”, “어느 수 까지 정보를 제공하는

지 모름”, “신속하게 회신을 하는지 의문임” 등

을 언 하 다. 

인지  이용 여부 빈도 비율(%)

알고 있으며 이용한  있음 158 47.7

알고 있으나 이용한  없음 116 35.0

잘 모름  57 17.2

합계 331 100

<표 5>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 인지  이용 여부(N=331)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를 한 이용자 정보행태 분석  119

한편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를 인지

하지 못하고 있는 이용자(N=57) 가운데 50명

(87.7%)은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 이용

의향을 묻는 질문에 “매우 그 다”(22명, 38.6%) 

는 “그 다”(28명, 49.1%)를 응답하여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명의 응답

자는 “보통이다”(5명, 8.8%)와 “그 지 않다”(2

명, 3.5%)를 응답하 다. 

4.2.5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 이용

경험  경로

서비스 이용자(N=158)들이 최근 6개월 이

내 이용한 서비스로는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

비스(126명, 79.7%)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책정보 종합목록 서비스(45명, 28.5%), 정책

동향 정보제공(42명, 26.6%), 정책자료실  

정책연구실(26명, 16.5%), 공직자 상 세종아

카데미 <움>(21명, 13.3%) 등의 순이었다(<표 

6> 참조). 반면 국외 학술 자책 One-Stop 서

비스, 정책정보 력망 상호 차 서비스, 정책

정보 도우미 서비스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응답

자의 10% 미만이 이용한 것으로 밝 졌다.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 이용경로

(N=158)(복수응답)로는 자료검색 과정에서의 

우연한 발견(72명, 45.6%)이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 홍보자료(63명, 39.9%), 사서의 추천  

학회, 워크 , 세미나(각 21명, 13.3%) 등의 순이

었다. 기타 경로(14명, 8.9%)에는 국립세종도서

 방문, 국립세종도서  홈페이지, 기 방문 홍

보행사, 로젝트 참여, 소속기  이용자 요청 등

이 언 되었다.

끝으로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를 

통해 입수한 정보의 활용방식(복수응답)에 

해서는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

고(64명, 40.5%), 다음으로 정책의제 설정(40

명, 25.3%), 정책집행(34명, 21.5%), 기타(33

명, 20.9%), 정책평가(17명, 10.8%), 정책채택

(8명, 5.1%)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활용방식

으로는 연구지원, 자료제공, 동향 악, 업무 참

고 등이 언 되었다. 

서비스 유형 빈도 비율(%)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126 79.7

정책동향 정보제공 42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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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학술 자책 One-Stop 서비스 11 7.0

정책정보 종합목록 서비스 45 28.5

정책정보 력망 상호 차 서비스 13 8.2

기  출 서비스 19 12.0

정책자료실  정책연구실 26 16.5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 14 8.9

공직자 상 세종아카데미 <움> 21 13.3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18 11.4

(최근 6개월 이내) 이용한 서비스 없음 9 5.7

<표 6> 최근 6개월 이내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 이용경험(N=158)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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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응답자 직업유형별 정책정보 이용행태

4.3.1 정책정보 이용수

응답자의 직업(공직자, 연구원, 사서)에 따

른 정책정보 유형의 이용수 을 비교하 다. 

먼  반 인 정책정보 이용수 은 연구원

(M=3.44, SD=0.99)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

으로 사서(M=3.24, SD=0.94), 공직자(M= 

3.16, SD=1.05)의 순이었다. 세부 으로 정책

정보 유형별 이용수 을 비교한 결과, 15가지 

정책정보 유형 가운데 10가지 유형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 참조). 즉, 사서는 공직자에 비해 일

반도서와 Web DB의 이용도가 높았으며, 연구

원은 공직자 는 사서에 비해 통계자료, 연구

보고서, 학술(연구)논문, Web DB, 국제기구 

발간자료, 국외 정부기  발간자료, 유 기  

 련학회 사이트를 더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직업에 따른 정책정보 유형의 이용순 를 살

펴본 결과(<표 7-2> 참조), 공직자의 경우 법

령자료, 통계자료, 일반도서, 연구보고서 등의 

순으로 정보를 이용한 반면, 연구원은 학술논

문, 연구보고서, Web DB, 통계자료 등의 순이

었다. 그리고 사서는 일반도서, Web DB, 연구

보고서, 학술논문 등의 순으로 정보를 이용하

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에 따라 선호하는 정

책정보의 유형이 상이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분
공직자(N=189) 연구원(N=78) 사서(N=56)

F 사후검정 결과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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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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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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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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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사서

법령자료 3.63 1.13 3.38 1.15 3.25 0.90  3.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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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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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사서

사업계획자료(문서, 략  계획, 발 계

획 등)
3.23 1.12 3.36 0.91 3.45 0.95  1.064 -

결산자료 2.95 1.13 2.54 0.96 2.86 0.90  4.165* 공직자>연구원

동향보고서 3.22 1.02 3.41 1.01 3.11 0.91  1.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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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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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사서

국외 정부기  발간자료 2.74 1.04 3.13 1.07 2.80 0.88  4.100* 연구원>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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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기   련학회 사이트 2.98 1.04 3.32 0.89 3.14 0.86  3.368* 연구원>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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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1> 응답자 직업별 정책정보 유형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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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순 공직자 연구원 사서

1 법령자료 학술(연구)논문 일반도서(단행본, 자책 포함)

2 통계자료 연구보고서 Web DB

3 일반도서(단행본, 자책 포함) Web DB 연구보고서

4 연구보고서 통계자료 학술(연구)논문

5 학술(연구)논문 일반도서(단행본, 자책 포함)
사업계획자료(문서, 략 계획, 

발 계획 등)

<표 7-2> 직업별 정책정보 유형 이용순 (상  5 )

4.3.2 정책정보 이용경로

응답자 직업별 정책정보 이용경로를 비교한 

결과(<표 8> 참조), 직업과 상 없이 일반 포털 

사이트(네이버, 구  등)를 활용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책정보 사이트(

리즘, 정책 리핑 등)가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

었다. 그 지만 일반 포털 사이트나 정책정보 

사이트와 같은 주요 이용경로는 제외하고는 직

업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를 들어, 연구원은 

공직자나 사서에 비해 학회, 세미나, 시회 등

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비율이 높으며, 사서

는 타 직업 이용자에 비해 소속기  도서 이나 

지식정보실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정

책정보 입수를 해 국립세종도서 을 이용한

다는 비율은 사서 21.4%, 공직자 20.6%, 연구

원 11.5%로 나타났다. 

4.3.3 정책정보서비스 유용도 인식

응답자 직업별 국내 정책정보서비스 유용도

에 한 인식을 비교한 결과, 11가지 서비스 가

구분
공직자(N=189) 연구원(N=78) 사서(N=56)

빈도 비율 순 빈도 비율 순 빈도 비율 순

본인/사무실 소장자료 93 49.2 3 31 39.7 4 28 50.0 2

동료집단 37 19.6 9 13 16.7 8 7 12.5 8

국립세종도서 39 20.6 7 9 11.5 9 12 21.4 6

소속기  도서 /지식정보실 52 27.5 5 31 39.7 4 26 46.4 4

련 문가 39 20.6 7 15 19.2 7 2  3.6 11

학회, 세미나, 시회 59 31.2 4 37 47.4 2 12 21.4 6

정책정보 사이트( 리즘, 정책 리

핑 등)
95 50.3 2 37 47.4 2 28 50.0 2

일반 포털 사이트(네이버, 구  등) 118 62.4 1 50 64.1 1 33 58.9 1

SNS 서비스 13  6.9 10 2  2.6 12 4  7.1 10

외부 정보서비스 기 (한국교육학술

정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42 22.2 6 19 24.4 6 25 44.6 5

출 사  서 8  4.2 11 5  6.4 11 7 12.5 8

기타 1  0.5 12 6  7.8 10 1  1.8 12

<표 8> 직업별 정책정보 이용경로(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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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직자(N=189) 연구원(N=78) 사서(N=56)

F 사후검정 결과
M SD M SD M SD

국립세종도서 의 정책정보 포털 포

인트(POINT)
2.78 1.60 2.23 1.69 3.27 1.46  7.196* 사서>공직자> 연구원

행정안 부의 정책연구 리시스템 

리즘
2.76 1.60 2.88 1.76 2.71 1.66   .220 -

행정안 부의 공공데이터 포털 2.56 1.61 2.27 1.70 3.18 1.16  7.977*
사서>공직자

사서>연구원

문화체육 부의 한민국 정책

리핑
2.66 1.60 1.85 1.64 3.04 1.26 11.565*

공직자>연구원

사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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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NARS)의 정책정보 2.07 1.61 2.24 1.83 2.48 1.40  1.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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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국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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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의 교육정보디지털 도서 1.58 1.60 1.19 1.46 2.18 1.40  7.787*
사서>공직자

사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정책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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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정책정

보서비스
1.44 1.60 1.00 1.27 1.79 1.50  5.649*

공직자>연구원

사서>연구원

<표 9> 직업별 국내 정책정보서비스 유용도 인식

운데 9가지 서비스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찰되었다(<표 9> 참조). 특히 사서는 

부분의 서비스에 해 공직자나 연구원에 비

해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 공직자

는 연구원에 비해 문화체육 부의 한민국 

정책 리핑과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정책정보서

비스를 더욱 유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나아가 직업별 유용도 인식 순 를 살펴보면, 

공직자와 사서는 국립세종도서 의 정책정보포

털을 가장 유용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연구원은 

행정안 부의 리즘을 가장 유용하게 인식하

고 있다. 

유용도가 높은 국내 정책정보서비스의 특징에 

해 응답자의 직업에 따라 분석하 으며(<표 

10> 참조), 그 결과, 공직자는 신뢰성과 편의성, 

연구원은 정확성과 신뢰성, 사서는 편의성  

문성을 특히 더 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4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 인지 

 이용 여부

응답자 직업별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

스 인지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서의 

58.9%, 공직자의 50.3%, 연구원의 37.2%가 서비

스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표 

11> 참조). 반면 모든 이용자 유형에서 서비스를 

알고 있으나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약 30%를 넘

었으며, 연구원의 26.9% 공직자의 15.9% 사서의 

8.9%는 서비스에 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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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직자(N=189) 연구원(N=78) 사서(N=56)

빈도 비율 순 빈도 비율 순 빈도 비율 순

신뢰성 123 65.1 1 45 57.7 2 26 46.4 3

정확성 89 47.1 3 53 67.9 1 24 42.9 4

최신성 81 42.9 4 42 53.8 3 22 39.3 5

편의성 98 51.9 2 30 38.5 5 30 53.6 1

문성 71 37.6 5 33 42.3 4 27 48.2 2

기타 1  0.5 6 1  1.3 6 2  3.6 6

<표 10> 직업별 유용도 높은 국내 정책정보 서비스 특징

구분
공직자(N=189) 연구원(N=78) 사서(N=56)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알고 있으며 이용한  있음 95 50.3 29 37.2 33 58.9

알고 있으나 이용한  없음 64 33.9 28 35.9 18 32.1

잘 모름 30 15.9 21 26.9 5  8.9

<표 11> 직업별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 서비스 인지  이용 여부

응답자 직업별 국립세종도서  비이용 이유

(N=110)를 조사한 결과(<표 12> 참조), 공직

자와 연구원 집단에서는 “이용 방법을 모름”과 

“이용할 필요성이 없음”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

으며, 사서 집단에서는 “이용할 시간이 없음”과 

“이용할 필요성이 없음”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었다. 

4.3.5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 이용

경험  경로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의 이용경험

(최근 6개월 이내)을 응답자 직업에 따라 살펴

본 결과(<표 13> 참조), 공직자의 84.2%, 연구

원의 79.3%, 사서의 66.7%가 학술지 목차 메일

링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서비스

에 해 가장 빈번한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구분
공직자(N=64) 연구원(N=28) 사서(N=18)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이용 방법을 모름 31 48.4 16 57.1 4 22.2

이용할 시간이 없음 19 29.7 3 10.7 8 44.4

이용할 필요성이 없음 21 32.8 15 53.6 8 44.4

자료의 부족 2  3.1 3 10.7 1  5.6

기타 4  6.3 2  7.1 0   0

<표 12> 직업별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 비이용 이유(N=110)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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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직자(N=95) 연구원(N=29) 사서(N=3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80 84.2 23 79.3 22 66.7

정책동향 정보제공 24 25.3 8 27.6 10 30.3

정부간행물 원문정보 제공서비스(G-Zone 서비스) 13 13.7 4 13.8 1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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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정보 종합목록 서비스 22 23.2 6 20.7 16 48.5

정책정보 력망 상호 차 서비스 6  6.3 3 10.3 4 12.1

기  출 서비스 11 11.6 3 10.3 5 15.2

정책자료실  정책연구실 18 18.9 6 20.7 2  6.1

정책정보 도우미 서비스 7  7.4 2  6.9 5 15.2

공직자 상 세종아카데미 <움> 16 16.8 2  6.9 3  9.1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4  4.2 3 10.3 11 33.3

없음 5  5.3 1  3.4 3  9.1

<표 13> 최근 6개월 이내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 이용경험(N=157) (복수응답)

구분
공직자(N=95) 연구원(N=29) 사서(N=3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사서의 추천 11 11.6 4 13.8 6 18.2

동료의 추천 10 10.5 1  3.4 6  3.0

홍보자료 43 45.3 10 34.5 10 30.3

자료검색 과정에서의 우연한 발견 46 48.4 15 51.7 10 30.3

학회, 워크 , 세미나 8  8.4 1  3.4 12 36.4

기타 7  7.4 4 13.8 3  9.1

<표 14> 직업별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 이용 경로(N=157)

그리고 공직자의 25.3%와 연구원의 27.6%는 

정책동향 정보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여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다음으로 많은 이용을 하

다. 반면 사서의 경우,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

스 다음으로 정책정보 종합목록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 이용경로의 

응답자 직업별 분석결과, 공직자와 연구원은 

“자료검색 과정에서의 우연한 발견”과 “홍보

자료”를 통해 이용한 비율이 높았으며, 사서는 

“학회, 워크 , 세미나”를 통해 이용하게 된 계

기가 가장 많았다(<표 14> 참조). 

5. 논의  결론
 

본 연구는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책정보 이용자의 정보이용 행태를 설문조사

를 통하여 분석하 다. 즉, 이는 국립세종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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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정보서비스 이해 계자 가운데 이용자 

에 을 둔 것으로 좀 더 포 인 차원

의 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을 해서는 서비

스 제공자  기타 이해 계자의 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에 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할 정이다.

이 연구를 통해 체 설문 응답자가 빈번하

게 이용하는 자료의 유형은 연구보고서, 학술

논문, 일반도서, 통계자료, 법령자료 등이며, 이

러한 자료 입수를 해 주로 네이버나 구 과 

같은 검색포털 사이트와 리즘이나 정책 리

핑과 같은 정책정보 사이트 등을 활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국내 정책정보서비스 가운데에

서는 행정안 부의 리즘과 국립세종도서

의 POINT에 한 유용도 인식이 상 으로 

높았다. 이에 더하여 유용성이 높은 정책정보

서비스는 신뢰성, 정확성, 편의성, 최신성을 고

루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47.7%는 세종도서 의 정책정보

서비스를 알고 있으며 이용한 이 있었으나 

35%는 알고 있으나 이용한 이 없었는데, 비

이용 이유로는 이용 방법을 모르거나 이용할 필

요성이 낮다는 응답이 반 가까이 차지하 다. 

이는 비이용자를 이용자로 유도하기 한 홍보 

 교육, 신규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을 보여

다. 정책정보서비스 이용경로로는 자료검색 과

정에서의 우연한 발견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이 홍보자료, 사서의 추천 등의 순이었는데, 이

러한 연구결과는 서비스에 한 오 라인 홍보

이외에 온라인상에서 홍보 는 타 서비스와의 

연계가 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응답자 직업 유형별 정책정보 이용

행태를 분석한 결과, 반 인 정보이용 빈도는 

연구원, 사서, 공직자 순으로 높았다. 주로 이용

하는 자료 유형에 있어 공직자는 법령자료, 통계

자료, 일반도서 등의 순으로 자료를 이용하는 반

면, 연구원은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Web DB 

등의 순으로 자료를 이용하고 있었고, 사서는 일

반도서, Web DB, 연구보고서 등의 순으로 자료

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에 따라 

선호하는 정책정보의 유형이 상이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의 직업

에 따라 차별화된 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 정책정보 이용경로는 직업과 상 없이 

검색포털 사이트와 정책정보 사이트 활용이 가

장 빈번하 다. 나아가 국내 정책정보서비스 

유용도에 한 인식에서는 부분의 서비스에 

해 사서가 공직자나 연구원에 비해 유용성을 

높게 평가하는 특징이 있었다. 유용도가 높은 

정책정보서비스의 특징에 해서는 공직자는 

신뢰성, 연구원은 정확성, 사서는 편의성을 가

장 높게 평가하 다. 

공직자의 50.3%, 연구원의 37.2%, 사서의 

58.9%가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를 인

지하고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 한 이용자의 

직업에 따라 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 인지

도  이용도가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6개월 이내 이용한 서비스로는 모든 직업 유형

에서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를 가장 빈번

하게 활용하 으나 사서 이용자는 타 직업군 

이용자에 비해 종합목록 서비스와 찾아가는 정

책정보서비스를 특히 더 많이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서의 역할  업무의 특성을 

반 하는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선행연구(노 희, 심재윤 2014; 윤희윤, 오

선경, 성정희 2016)에서 국립세종도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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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인식이나 정보이용 행태를 조사한 이 

있으나 주요 이용자(공직자, 연구원, 사서)의 

직업 유형별 차이 을 분석한 시도는 없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용자 직업 유형별 국

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를 포함한 정책

정보 이용행태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

는 서비스 운 을 담당하는 국립세종도서 이 

서비스 이용자 타깃 즉, 표  집단을 설정하고 

재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표  집단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를 

들어, 서비스 표  집단을 공직자로 설정한다

면, 법령자료나 통계자료에 한 체계 인 구

축  서비스 제공, 서비스  콘텐츠 이용의 

편의성 제고, 홍보나 교육을 통한 비이용자의 

이용자 환, 검색포털  행정 업무망과의 연

계 등에 한 방안을 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혹은 서비스 표  집단이 공직자, 연

구원, 사서 등을 모두 포함한다면 이용자 유형

에 따라 이용 권한이 있거나 자주 이용하는 서

비스를 체계 으로 정리해놓은 인터페이스 구

축이 필요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는 다양한 정책정보서비스가 운

되고 있으나 이에 한 유용도 인식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유용도 인식이 가장 높은 서

비스인 행정안 부의 리즘과 국립세종도서

의 POINT도 5  리커트 척도에서 각각 2.78

, 2.72 으로 나타나 유용도가 보통 이하로 

밝 졌다. 이러한 결과는 재의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가 이용자의 요구를 효과 으로 충

족시키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용자 연

구에 기 한 서비스 체계의 획기  개편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정책정보 특화도서 인 

국립세종도서 은 국내 정책정보서비스의 허

와 포털로서 추 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

며, 이를 해서는 서비스 표  집단에 한 보

다 심도 있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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