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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정책연구기  홈페이지에서 웹자원을 정보자원으로 수집․제공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이들이 정책정보의 

가치를 가진 웹자원으로 서비스 되는지를 내용분석법으로 분석하 다. 이를 하여 정책연구기 에서 정책정보로 

제공되는 웹자원을 4개 부문으로 구분․평가하 다. 평가는 내용, 디자인, 근용이성, 메타데이터의 4개 부문의 

10개 항목에서 이루어졌다. 평가결과, 내용에서 신뢰성,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정보내용의 좀 더 충실한 

기술이 요구되었다. 디자인에서 네비게이션과 검색기능은 우수하 으나 모든 기 에서 데드링크가 존재하 다. 

근용이성에서 3회 클릭으로 정보 근이 가능하 으나 검색기능의 정확도를 높이기 해 메타데이터의 종합 인 

검토가 필요함을 발견하 다. 개선 으로 데드링크 해결방안, 메타데이터의 질 리, 정책연구정보의 문 이고 

체계 인 리방안, 정책연구정보포털시스템의 종합 인 리체제를 제안하 다.

ABSTRACT

This research was examined to evaluate whether the websites of 6 policy research institutes provide 

web resources which were collected and provided as information resources, and that they were sure 

that the web resources had value as policy information by content analysis method. Web resources 

provided as policy information in policy research institutes were classified into and evaluated by 

4 categories. Evaluation had been conducted on 10 items in the 4 categories of content, design, 

accessibility and meta data. From the result, the information content have been found to be reliable 

and up-to-date although more thorough description is required. Navigation and the search function 

in the design category were found to be excellent, but dead links were present in all of the institutions. 

The accessibility was proven to be great as it was able to access information with only three clicks. 

However, it has been found that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meta data is required in order to 

improve the accuracy of search functions. In conclusion, improvements to the dead link problems, 

quality control of the meta data, systematic and professional management plan of policy research 

inform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policy research information portal system 

have been proposed.

키워드: 정책정보, 정책연구기 , 웹자원, 평가, 내용분석법

Policy Information, Policy Research Institutes, Web Resources, Evaluation, Content Analysis

*
**

본 연구는 2015년도 상명 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상명 학교 인문사회과학 학 문헌정보학과 교수(mehelee@smu.ac.kr)

논문 수일자 : 2016년 5월 23일   논문심사일자 : 2016년 6월 9일   게재확정일자 : 2016년 6월 16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2): 171-191, 2016.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6.27.2.171]



172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7권 제2호 2016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정책연구기 에서 정책 안과 정책연구를 

해 국내외 정책 련 최신정보를 조사하여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은 정책연구를 한 기

작업이며 기 의 경쟁력 제고를 해 매우 

요한 일이다. 정책연구의 주요 고객인 정책당

국과 정책연구자들을 상으로 이루어진 최근

의 한 조사연구에서 이용자들은 연구수행과 정

책동향 악을 해 최근 1년 이내의 자자료

를 인터넷을 통해 활용하기 원한다는 연구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노 희, 심재윤 2014). 한편, 

정책연구기 은 분야별 정책 안과 정책에 

한 기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고, 그 과정과 결

과를 내부정보시스템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축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분야별 정책연구기

은 해당 분야 문 지식의 생산자이며, 홈페

이지는 생산된 지식을 축 하고 외 으로 알

리는 창구의 역할을 한다. 아울러, 정책연구소 

홈페이지는 분야별 정책정보 문사이트의 역

할을 하고 있으므로 분야별로 특성화된 문정

보를 찾기 해 홈페이지를 방문한 이용자에게 

해당 분야의 정책연구와 련된 국내외 최신정

보를 체계 으로 수집․조직․제공하는 것은 

이용자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효율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한편, 2000년  반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웹

자원, 인터넷 자원에 한 심은 웹자원이 가

지는 유용성에 비하여 작권 등의 제도 인 

제약과 기술 인 한계, 제공 내용의 신뢰성 등

으로 인해 필요성과 가치에 비해 활발하게 확

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책정보의 요성에 

한 인식과 정책정보서비스의 필요성에 한 

심과 요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립세종도서

, 국회도서  등은 물론 행정자치부의 정책

연구 리시스템(PRISM),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의 국가정책연구정보시스템(NKIS),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 정부

3.0 체제 하의 공공데이터 등 정책정보는 네트

워크 기반의 정보 유통환경과 서비스 환경에 

의해 더욱 발 하고 있다. 즉, 공  역 의 신뢰

성 있는 정보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연구기

에서 웹자원을 히 활용하는 것은 내

으로는 디지털 자원의 신속한 확충과 외 으

로는 특정분야에 한 문정보 사이트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연구기 에서 련분

야의 외부 웹자원을 조직․ 리하여 홈페이지

나 하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사례를 조사하

고 제공 형태를 분석함으로써 체계 이고 질 

높은 정책정보의 지속 인 확 가 이루어지고 

궁극 으로 정책정보의 종합 인 유통 생태계

의 활성화를 통한 정책연구와 정책연구 리체

제 구축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정보 자원의 

활용 범 를 확 시키는데 기여하기 해 수행

되었다. 

1.2 연구방법  내용 

정책연구기 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웹자원

을 정보자원으로 조직․가공하여 서비스 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이들 기 에서 제공하는 웹

자원이 가치있는 정책정보로 제공되고 있는 지

를 내용분석법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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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정책연구기  

26개의 홈페이지를 상으로 웹자원을 제공하는 

기 을 조사하 다. 연구기  가운데 홈페이지에

서 다른 기 의 생산자원을 자체 인 메타데이

터 요소를 기 으로 가공하고 링크 는 원문을 

별도로 제공하는 기 은 6개 기 임을 악하

다. 기 에 따라 자체기 의 연구 상 6개 정책

연구기 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

개발연구원(KDI), 통일연구원(KINU), 한국교

육개발원(KEDI), 한국노동연구원(KLI), 육아

정책연구소(KICCE)이다. 이  한국교육개발

원은 자도서  제공 웹자원을 별도의 메뉴로 

구성하여 홈페이지에서 통합검색을 제공하므

로 이 내용까지 포함하 다. 

연구내용으로는 먼  이론  배경에서 웹자

원의 특성, 웹자원과 정책정보의 계성을 악

하 다. 둘째, 웹자원을 해당 분야의 정보자원

으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정책연구기 의 특성

과 웹자원 서비스 황을 분석하고, 제공되는 

웹자원을 항목별로 평가하 다. 평가 상 웹자

원을 내용, 디자인, 근용이성, 메타데이터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 다. ‘내용’ 평가

항목에는 원문제공 범 , 웹자원의 권   신

뢰성, 정확성, 최신성이 포함되었으며, ‘디자인’ 

평가를 해서는 네비게이션, 검색 기능, 링크

의 품질을 평가항목으로 하 다. ‘ 근용이성’은 

리운  측면을, ‘메타데이터’는 메타데이터의 

구성을 평가항목으로 하 다. 셋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연구기  웹자원 리의 문제

을 제기하고, 웹자원의 장 을 극 화하고 제도

인 제한을 극복하여 정책정보로 활발하게 활

용하기 한 방안을 제시하 다. 넷째, 체

인 결론과 제안을 제시하 다. 

2. 이론  배경 

2.1 웹자원의 개념  특성

웹자원의 특성은 웹자원의 개념  정의, 장

, 한계에서 잘 드러나 있으며, 웹자원의 특성

을 악하는 것은 정책정보로서의 웹자원의 효

과를 극 화하기 한 기 작업이라 하겠다. 웹

자원은 인터넷 상에서 서비스되는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인터넷의 일

반화에 따른 도메인수의 증가를 보면 웹자원

의 증가를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에서 운 하는 인터넷통계정보검색시스템에서 

악한 국내(.kr) 도메인 수는 1996년 2,521개

으나 2015년 1,033,152개로 약 409배의 증

가율을 보이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Berghel(1996)은 의의 개념으로 웹자원을 

정의하 다. 첫째, 웹자원은 크기와 범  면에

서 가장 우수한 정보원이며, 공공에게 공개된 

정보의 80%가 웹정보원으로서 공공정보가 디

지털 정보로 생산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웹정보원은 여러 계층의 이용자들에게 편

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원으로 구

성된다. 한 웹정보원은 종래의 통  자료

에서 구할 수 없던 자료에 한 정보원 기능을 

하며, 부분 무료로 제공되어 이용자들이 정

보 입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약할 수 있다. 

셋째, 웹정보원은 링크 혹은 색인을 통해 검색

되므로 이용자 자신이 의도하지 못했던 새롭고 

흥미로운 정보를 발견할 수 있다. 종합하면 웹

자원은 동일한 서버를 가지고 웹형식으로 작성

한 웹문서, 웹사이트, 웹페이지를 통하여 정보

를 제공하고 상호교환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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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원의 하나이다. 

Trochim(1996)과 Tate and Alexander(1996)

는 도서  자료로서의 웹자원의 가치를 정보의 

배포에 두고, 웹자원의 가장 큰 의의는 정보 제

공, 교육과 훈련 제공, 상업과 고에 효과 , 오

락을 한 자료라고 지 했다. Hobby’s Internet 

World(1996)에서도 도서  자료로서의 웹자원

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지 하 다. 첫째, 웹자

원은 번거로운 출 없이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

들 간에 자료를 교환할 수 있어 쉽고 빠른 정보 

교환 제공이 가능하다. 둘째, 웹자원은 다양한 

분야의 정보, 다양한 문가를 할 수 있는 기

능이 있어서 도서  기능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

다. 셋째, 이용자의 심분야에 한 최신 자료

를 신속하고 다양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통  도서  자료에 비되는 웹자원의 가

치에 하여 Ciolek(1996)는 웹자원이 학자들 

사이의 커뮤니 이션을 증진시키고 연구결과의 

빠른 배포가 가능하며, 웹자원은 지식과 정보의 

장소임을 인식하 다. Nisonger(1997) 한 

인터넷 정보자원은 수집과 보 보다는 선정과 

근의 개념을 가지며, 인터넷 기반이 갖추어진 환

경에서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Preprint와 같은 

종 의 도서  자료로서 취약했던 정보의 확보

가 가능하며, 정보 선정이 거시  측면에서 이루

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필요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정보자원이 선택되거나 정보자원의 역동

성과 휘발성의 문제, 장서유지가 아닌 웹페이지

의 속 주소 변경에 한 지속 인 확인과 최

신성의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단 을 가지

고 있다. 인터넷 정보자원은 사이트나 일, 메

뉴 혹은 링크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며, 보존의 

책임주체, 보존 상 자원의 결정문제, 기간, 방

법 등을 문제 으로 지 하 다. 

웹자원을 도서 의 장서로 개발․활용하기 

해 이지연과 김성언(2002)은 웹자원의 특성

을 7가지로 종합․요약하 다. 웹자원의 생명주

기의 불안정성, 복제의 무제한성, 네트워크를 통

한 자료 송의 편이와 동시 사용성, 동시 이용으

로 인한 출 사나 자 지 재산권의 침해 가능

성, 수집과 배포의 새로운 방법, 웹자원의 역동성

과 변화, 비용에 따른 자료 선택의 노력 등을 지

하 다. 한, 정책연구기 이 주로 담당하는 

정부기 의 웹자원은 권 성과 신뢰성이 월등히 

높고 각 기 의 역할 분담이 확실하여 선정의 필

요성이 다고 지 하 다. 

이를 통하여 정책연구기 들이 분야별로 신뢰

성 있는 생산자원을 정책분야에 합하도록 조

직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합하도록 제공하는 

주요한 웹자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정책정보와 웹자원

웹자원의 장 인 최신성, 신속성, 다양성, 

문성, 신뢰성, 배포와 교환의 용이성 등 을 가장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문이 정책정보서

비스이다. 특히 공공부문 생산웹기반 정책정보

는 정책과정의  단계에 필요한 통계자료, 정

책연구보고서, 정책 안 분석자료 등 양질의 정

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결정 담당 공무원들

은 정책 련 정보  지식이 정책 결정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며, 미래에도 정책결정 련 업

무에 양질의 정책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에

서 웹기반 정책정보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지

하고 있다(이희선, 윤상오 1996). 한, 국립세

종도서 의 정책정보서비스 구상을 한 곽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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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외(2011)의 정책당국 상 요구조사에서 정

책당국은 정책 련 연구논문, 보고서, 동향정보

를 디지털화한 원문을 24시간 이내에 이용하기

를 원하고, 미등록 자료를 정책정보로 등록․활

용하기 바라며, 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신의 

업무와 련되는 정책정보를 별도로 맞춤 리

하기 원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홍 진과 노 희(2008)는 정책정보의 개념

을 정책결정자가 정책의 입안, 결정, 평가 등 정

책  과정에 필요로 하는 정보와, 연구자와 일

반 국민들이 국내외 정책을 알기 원할 때 필요

로 하는 모든 정보라고 정의하면서도 정책정보

를 산출물 심의 자료로 한정하 다. 그들은 

정책정보의 범 를 정책 입안․집행․성과평

가 부처 발간 자료, 정책 련 유 기   연구

자 발간 자료, 정책정보 련 웹문서, 정책정보

를 가진 웹사이트, 정책정보 련 데이터베이

스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한, 정책정보의 수

집과 련하여 정부기  생산 정책정보뿐 아니

라 연구자를 포함한 일반인이 생성한 정책 련 

자료 에서 정책 결정에 도움 되는 자료를 수

집하여 정책결정자의 합리  정책결정에 도움

을 주고 동시에 국민서비스의 향상을 지원해

야 한다고 주장하 다. 곽승진 외(2011)도 정책

정보서비스의 개념을 첫째, 정부  공공기  

정책결정자가 정책을 입안, 집행, 평가하는 정

책 로세스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서비스, 둘째, 일

반 국민과 연구자들이 정부  공공기 과 외국

의 정책정보에 해서 알고자 할 때 필요로 하

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서비스, 

셋째,  두 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다고 지 하 다. 

노 희와 심재윤(2014)은 정책정보를 활용

하는 정부부처 산하 국책연구소 소속 연구자들

을 상으로 설문과 면담조사 결과에서 정책연

구자들의 정책정보 이용목 은 연구과제 수행, 

정책동향 악, 업무활용, 연구동향 악의 순

으로 인식하 으며, 정책정보 입수경로는 인터

넷이 가장 높으며, 자료형태는 자자료가 체

의 81.7%를 차지하는 것을 발견하 다. 한, 주

제분야별 이용자료의 최신성 조사결과에서 교육

분야가 최근 1년 이내 자료를, 부분 2-5년 이

내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악하 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정책정보의 직 인 

수요자인 정책당국은 정책 련 아이디어 구상

과 집행을 해 양질의 정책 연구자료 원문을 

즉시 입수․이용하기 원하며, 정책연구기 에

서 서비스하는 분야별 정책연구 자료는 재와 

미래의 정책연구를 한 지식자원으로서 요

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책연구 결

과에 한 체계 인 분석과 종합 인 경향 

악은 정책연구 반을 이해하고 정책정보서비

스 개선에 도움이 되며, 한 제공되는 정책정

보서비스는 고도로 문 이고 정교한 서비스 

시스템과 정책 주제 역에 한 지식과 노하우

를 제로 하여 정책당국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어야 한다. 

2.3 선행연구

정책연구기 과 웹자원과의 계에서 웹자

원과 련된 선행 연구는 크게 웹자원의 수집

을 포함한 장서개발정책, 조직  리, 서비스

로 나 어 볼 수 있다. 웹자원의 수집에 해서 

김  등(2011)은 웹자원을 수집 보존하는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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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빙의 요성을 강조하 다. 웹아카이빙

의 차 가운데 수집을 해 사용되는 웹크롤

러의 장단 을 분석하고 합한 웹자원 수집 

도구 시스템 모델을 제시하고 시스템을 설계 

개발하여 이를 바탕을 하는 기존의 문제 을 

해결하고자 하 다. 장서개발정책을 연구한 이

지연과 김성언(2002)은 교육기 , 리기 , 비

리기 , 정부기 을 상으로 웹자원의 유형

별 특성과 효과 인 웹자원 장서개발을 한 

평가요소를 연구하 다. 웹자원 평가의 객 성

과 일 성을 해 선정 원회를 조직하거나 웹

환경 장서개발 모형 개발, 새로운 기 , 로토

콜, 마크업, 메타데이터 공유 등을 제시하고, 효

과 인 웹자원 장서개발을 해서 문사서의 

양성, 교육 로그램 개발을 주장하 다. 한, 

이선희와 유수 (2008)은 국내외 국립도서

들의 디지털자원의 아카이빙과 디지털화 로

젝트의 정책도 비교하 다. 향후 고려 사항으

로 작권법과 제도의 보완, 자자원 평가의 

구체  기 제시, 아카이빙과 도서  장서의 

디지털화 가이드라인 제시, 아날로그 자원과의 

연계, 자자원에 한 납본법의 제정, 산과 

인력지원 등을 제시하 다. 

웹자원의 조직에 한 선행연구로서 윤정옥

(2003)은 웹자원을 자 , 색인  록데

이터베이스, 기타로 구분하여 자자원 게이트

웨이, 자  서지 코드, 웹자원 포털, 웹자

원 서지 코드의 측면에서 조직과 근의 특성

을 살펴보았다. 각 도서 마다 조직과 검색, 

근제공 방법의 상이함을 발견하고, 국내도서

의 체계 인 웹자원의 수집과 활용, 국가  서

지통정의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 노 희

와 박양하(2014)는 정책정보서비스의 고도화

를 해 실험 인 정책분야 주제별 가이드 개

발  구축을 하여 수집된 정보자료의 유형

을 상  9개, 세부 유형 19개로 구분하고, 정부

기능 분류체계인 BRM 분류체계에 의해 주제

별 가이드 서비스 콘텐츠를 구축한 후, 133개 

BRM 주제분야별로 개발된 주제가이드에 따라 

총 6,305건의 콘텐츠를 구축하 다. 그들은 일원

화된 정책정보서비스 창구의 필요성, 정책정보

분류체계(BRM)의 지속 인 개선, 정책정보 

련기 간의 력을 한 방안과 구체 인 조직, 

주제별 가이드 이용률 향상을 한 정보서비스 

기 의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

웹자원 서비스와 정책정보 련연구는 홍

진과 노 희(2008), 곽승진 등(2011), 노 희와 

심재윤(2014), 곽승진, 노 희, 김동석(2015)에 

의해 수행되었다. 홍 진과 노 희(2008)는 정

부부처  공공기 이 정책입안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식정부 구

을 한 토 를 마련하고, 부처별로 산재된 

정책정보를 국가  차원으로 통합하여 국가정

책정보 인 라를 구축하고 정책정보서비스를 

향상시킬 방안 모색과 효율 인 정책정보서비

스 체제구 을 한 모형제시를 한 연구를 

수행하 다. 곽승진 등(2011)은 국립 앙도서

 보존서고의 역할을 겸하기 해 국립세종도

서 의 내외 경 환경을 분석하고 정책정보서

비스 활성화 방안과 장서개발 계획을 제안하

다. 도서  실무자들을 상으로 면담조사를, 

세종시 공무원 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정책

정보서비스 활성화를 해 디지털화된 정책

련 연구논문, 보고서, 동향정보의 제공과 함께 

국내외 도서 간 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미

등록 정책자료, 지방정부 정책자료의 제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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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 서비스의 강화, 개인자료 장공간 제공, 

24시간 맞춤형 참고서비스, 정보리터러시 서비

스를 제안하 다. 

노 희와 심재윤(2014)은 국책연구소 정책

정보 사용 연구자들의 요구와 이용행태를 분석

하여 향후 우리나라 정책정보서비스 발 방향

을 모색하 다. 설문조사와 면 분석방법을 통

해 정책정보 이용자의 이용행태와 개선 요구사

항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료의 최신성에서 최

근 2-5년 생산된 WEB DB자료, 보고서를 자주 

이용하고, 정책정보 활용 효율성의 고도화 방안

으로 정부기  소속 자료실간 력과 정책정보 

생산기 간 력, 정책정보의 총체  리기

을 심으로 한 국가정책정보의 총체  수집을 

악하 다. 곽승진, 노 희, 김동석(2015)은 

국내 11개 사이트와 해외 6개 사이트를 상으

로 이용자 맞춤형 정책정보서비스 모형 개발을 

해 사례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

자 상 지향 웹사이트 개발, 근성 향상, 모든 

단계 용 가능한 랫폼 개발을 제언하 다.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 맞춤형 정책정보서비스

의 구체  서비스로 정보검색  자료제공서비

스, 참고정보서비스, 정책정보 네트워크서비스, 

도서  마 서비스, 개인화서비스의 5개 

역에서 세부 서비스를 제안하 다. 

이상에서 정책연구와 정책정보서비스에 있

어서 웹자원의 수집과 보존을 한 아카이빙의 

측면에서, 체계 인 분류와 조직을 한 분류

체계와 조직에 하여, 문 이고 지속 인 

정책정보자원으로 리하며, 지속 이고 안정

인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웹자원의 정책정

보자원으로서의 활용을 극 화할 필요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3. 정책연구기  웹자원 리와 
서비스 황 

3.1 웹자원 서비스 제공 정책연구기  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의 26개 기  홈페이

지에서 다른 기 의 웹자원을 서비스 하는 기

을 조사한 결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개발연구원(KDI), 통일연구원(KINU), 한

국교육개발원(KEDI), 한국노동연구원(KLI), 육

아정책연구소(KICCE)의 6개 기 이 홈페이지

에서 웹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

페이지에서 웹자원을 제공하는 코 는 <표 1>

과 같이 6개 기  모두 국내외 동향을 제공하는 

섹션에 배치되어 있어 웹자원이 최신 국내외 

정책동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분

야별 최신 정책정보자료 서비스의 주요한 역할

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기 의 연구

역과 련된 주제 분야의 웹자원을 기 의 특성

에 따라 제공하고 있어서 분야별 최신 정책정보

자료 서비스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웹자원 서비스 제공시기와 건수를 심으로 

이들 기 의 서비스 제공 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웹

자원 서비스를 시작한 시기는 2005년 1월부터

로 2015년 12월까지 국내정책 동향 7,900여건, 

해외정책 동향 19,000여건의 과학기술정책에 

한 국내외 정책동향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

개발연구원 홈페이지의 하 시스템인 경제정

책 정보에서는 경제정책 자료를 동향자료, 법령

자료, 경제 계장 회의로 구분하고 있다. 정책

자료는 1998년부터 국내보도자료 7,500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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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명(홈페이지 주소) 웹자원 제공 코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www.stepi.re.kr)
- 과학기술정책정보>S&T동향정보>국내정책동향, 국외정책동향

- 과학기술정책정보>과학기술통계>공유자료실 

2. 한국개발연구원(www.kdi.re.kr) - 정보서비스>경제정책자료, 국내연구자료, 국외연구자료

3. 통일연구원(www.kinu.or.kr) - 통일북한정보>국내자료, 북한자료, 해외자료

4. 한국교육개발원(www.kedi.re.kr)

- KEDI발간물>연구자료>교육동향>국외교육동향, 국내교육동향

- 홈페이지에 있으나 내부사업 홈페이지에서 링크만 제공

- 자도서 >웹자원으로 제공 

5. 한국노동연구원(www.kli.re.kr) - 노동정보>해외노동동향

6.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 - 정보자료실>육아정책동향>국내육아정책동향, 해외육아정책동향

<표 1> 6개 정책연구기 의 웹자원 서비스 제공 황

원문 일로 제공하고 있으며, 동향자료 2,800여

건, 경제정책 자료를 보도자료와 정책해설 자

료의 원문 일로 제공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15년까지 70,000여건에 하여 ‘원문보기’ 아

이콘을 통해 원문페이지와 원문 일 링크를 제공

하고 있다. 통일연구원에서는 2002년부터 2015년

까지 국내자료 6,200여건과 2005년부터 6,700여

건의 해외자료를 원문 연계하여 서비스 하고 있

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홈페이지에서 하 시스템

인 교육정책정보 네트워크센터의 국내교육 동

향, 국외교육 동향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

으며, 이와는 별도로 자도서 에서 웹자원을 

축  리하여 2003년 이후 2015년까지 4,000여

건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의 ‘국내노동동향’에서는 자체 으로 발간하는 

국내의 노동동향을 소개하고 원문 일을 제공

하고 있으며, ‘해외노동동향’에서는 2002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까지 3,200여건의 해외 유 기  

정보를 웹자원으로 제공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

소의 ‘해외육아정책동향’은 2006년부터 서비스

를 시작하여 500여건을, 국내 육아정책 동향은 

2,100여건의 언론사 자료를 원문링크를 통해 제

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의 통합검색을 통해 해

외 교육동향 정보의 검색이 가능하다.

이상에서 홈페이지에서 웹자원 서비스를 제

공하는 6개 정책연구기 들은 부분 2000년  

반 웹자원 서비스를 개시하 다. 이는 2000년 

반 국내에서 웹자원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던 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웹자

원 서비스는 6개 기  모두 자 의 문 분야에 

한 국내외 동향을 제공하는 코 에서 제공하

고, 기 의 주제 역에 따라 세분화된 주제분류

를 용하고 있었다.

3.2 정책연구기  웹자원의 평가

홈페이지를 통해 웹자원을 주요 정보자원으

로 서비스하는 경우 웹자원에 한 질  리

가 체계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질  리가 

잘 이루어지는지 악하기 해 재 서비스되

는 6개 기  웹자원을 상으로 평가를 실시하

다. 선행연구에서 웹자원 평가는 내용, 디자

인, 기능, 형태, 인터페이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학도서 (최상기 2000; 정진한 2001), 공공

도서 (박정숙 2004; 한승희 2011), 기타 련 

웹사이트(김석  2002; 유재옥 2006; 장희정 

2012; 이응 , 이주  2003) 등을 심으로 다

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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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밝 진 웹자원의 평가요소는 ① 자  

제작기 의 권 , 평 , 신뢰도와 련된 사항

으로 권 성과 신뢰성, ② 내용의 정확성, 최신

성, 객 성, 일 성, 의도하는 목 에 부합하는 

내용, 의도하는 상자에게 합한 정보의 

달과 련된 사항 등 내용의 성실성, ③ 효과  

탐색기능, 네비게이션, 라우징 기능의 제공과 

련된 사항인 기능성, ④ 웹자원으로서의 신

속한 연결과 쉽고 편리한 근과 련된 사항

인 연결성, 근성, ⑤ 화면의 구성요소들의 배

치, 색채의 이용, 텍스트와 멀티미디어 자료의 

한 배합 등 인터페이스 설계 인 요소와 

련된 사항인 구조  디자인, ⑥ 링크의 범 , 

수 과 련된 사항을 다룬 링크사항, ⑦ 웹자

원 이용방식 안내  도움 기능, 개인정보 보호

와 련된 사항을 다룬 이용자 지원  보호, 

⑧ 이용하는 정보자원의 종류와 이용 목 , 이

용자의 상황을 고려한 사항에 한 특정사항에 

련된 요소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의 내용을 고려하여 내용기술에 한 사항, 원

문 근을 한 디자인, 근의 용이성, 웹자원 

표 을 한 메타데이터의 구성 등을 평가요소

로 선정하 다. 

3.2.1 평가항목 

선행연구에서 밝 진 다양한 웹자원 평가항

목을 고려하여 내용, 디자인, 근용이성, 메타

데이터의 4개 카테고리로 구분하 다. 내용의 

평가항목에는 원문제공 범 , 웹자원의 권  

 신뢰성, 정확성, 최신성이 포함되었다. 디자

인에 한 평가항목에는 네비게이션, 검색기능, 

링크의 품질이 포함되었다. 근용이성에 한 

평가항목은 리운  측면을, 메타데이터 평가

항목은 메타데이터 구성항목을 평가항목으로 

하 다. 이와 같은 평가항목을 기반으로 기

별로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표 2>와 같다.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STEPI KDI KINU KEDI KLI KICCE

내용

범
원문제공 × × × × × ×

일/링크 ○ ○ ○ ○ ○ ×

권 ․신뢰성
원 자명 ○ ○ ○ ○ × ×

내용/요약 ○ ○ ○ × ○ ○

정확성
출처표시/링크 ○ ○ ○ ○ ○ ○

출처 링크 ○ ○ ○ ○ ○ ○

최신성 최근등록(3개월내) ○ ○ ○ ○ ○ ○

디자인

네비게이션 메인메뉴 근 거리(3번)클릭 ○ ○ ○ ○ ○ ○

검색기능

검색 기능 ○ ○ ○ ○ ○ ○

검색항목 ○ ○ ○ ○ × ○

통합검색 ○ ○ ○ ○ × ×

분류체계 ○ ○ ○ ○ ○ ×

링크의 품질 데드링크 존재 존재 존재 존재 존재 존재

근 용이성 리 운
웹문서 근성 ○ ○ ○ ○ ○ ○

오버로드/정지 × × × × × ○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공통항목 제목, 내용, 발행일(기 별 메타항목은 별도기술) 

<표 2> 기 별 평가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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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항목별 평가 

1) 내용 

① 범

<표 2>에서 조사 상 기 들은 자료에 따라 

원문 일을 링크하거나 원문 일 안내페이지를 

링크하여 원문에 근하도록 하고 있다. 과학기

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통일연구원은 자

료에 따라 원문 페이지 링크나 원문 일 링크를 

제공하며, 한국교육개발원은 원문페이지나 출처 

링크를 달아 원문에 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출처 표시와 별도로 출처 링

크값을 제공하여 출처연계, 원문 일 연계를 통

해 원문 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도

서 에서 인터넷 자료검색 메뉴를 두어 출 사, 

학술포털 등의 통합검색과 바로가기 검색이 가

능하도록 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원은 원문이

나 원문링크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한편, 공개

으로 제공되는 보도자료의 경우에는 원문 일

을 제공하지만 일반 으로 원문이용을 해서는 

원문 일 링크값이나 원문에 한 상세정보 제

공페이지로 링크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원문

일의 링크값을 제공하여 해당사이트로 연계하

는 방법은 홈페이지 개편 시에 데드링크가 발생

하여 웹자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

므로 궁극 으로 안정 인 원문확보를 기 하는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한 웹자원 제공

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② 권 ․신뢰성 

웹자원의 정보자원으로서의 권 와 신뢰성

을 나타내는 지표로 원 자명과 내용  요약정

보의 제공 여부를 평가한 결과, 한국노동연구원

과 육아정책연구원을 제외한 4개 기  모두 자

료의 가공시 원 자명과 내용요약을 가공․제

공하며, 한국교육개발원은 주요목차를 통해 내

용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번역된 자료명을 제목으로 하고 원자료명을 내

용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육아정책연구소는 내

용요약만 제공하고 있었다. 

③ 정확성

웹자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 이 출처

링크를 제공하며, 출처를 통해 원문으로 근할 

수 있게 하고 있어서 정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를 표시하고 링크값을 별

도로 제공하거나 출처링크를 통해 원문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문 일을 바로 연계

시킨 경우도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 통일정책

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는 출처표시와 출처링

크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교육개발원

은 홈페이지의 웹자원에서 출처표시와 출처링

크와 원문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노동

연구원은 출처표시, 출처링크의 URL 표시를 제

공하고 있다. 

④ 최신성 

최근 3개월 이내에 웹자원 등록 여부를 확인

하여 웹자원의 최신성 유지 여부를 확인한 결

과, 6개 기  모두 조사시  기 으로 최근 3개

월 이내 웹자원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6개 기  모두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2) 디자인

① 네비게이션

최종 으로 최  3번 클릭으로 원문 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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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지를 평가한 결과, 6개 기  모두 최종 정

보인 원문까지 3번 이내에 근 가능하 다. 일

부 보도자료를 제외한 부분의 자료를 출처페

이지로 링크하고 있으며, 원문 근시 해당 원

문의 생산기 에서 규정한 정책에 따라 로그인

을 요구한 기 의 경우에는 로그인 페이지까지

를 원문 근으로 간주하여 결과에 포함하 다.

② 검색기능

웹자원의 검색기능에 한 평가는 검색기능

의 제공 여부, 제공할 경우 어떤 항목을 상으

로 검색이 가능한지에 한 검색항목, 홈페이지

에서 통합검색 가능 여부, 별도의 분류체계를 유

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 다. <표 3>에서 

검색기능 제공 여부에 해서는 6개 기  모두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다. 홈페이지의 웹자

원 제공은 부분 게시  기능을 활용하여 기본

으로 제목, 내용 검색을 제공하고 있었다. 

기 별로 살펴보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검

색 결과를 제공하는 형태가 홈페이지 메인메뉴

별 디스 이, 로 이션, 하  메뉴단  링크, 

등록일, 내용요약, 썸네일을 제공하고 있으며, 

분야별 분류체계를 제공하고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제목, 자, 목차, 요약항

목에 한 검색이 가능하며, ‘and’, ‘or’ 조합검

색 기능과 간략검색, 상세검색 기능을 제공하

다. 상세정보는 제목, 발간처, 원문 페이지링

크, 발간일, 내용요약을 제공하며 발간일은 실

제 발간일이 아닌 시스템 등록일을 의미한다. 

검색결과는 통합검색 체 검색건수, 메뉴별 

검색건수를 제공한다. 웹자원은 경제정책정보

와 국내외 연구자료 결과 검색 건수를 제공하

며, 제공 항목은 번호, 서명, 자, 발행일, 면수

와 일이 있는 경우 첨부 일을 제공한다. 기

본 으로 3건의 검색결과를 디스 이 하고, 

‘더보기’ 기능을 이용하여 체 검색결과를 확

인할 수 있다. 검색결과에 해 ‘마이페이지’ 

장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분야별 분류체계가 

있어서 련 정보의 주제 분야별로 근 가능

하다. 홈페이지에서 통합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연구원은 간략검색, 상세검색, 결과내검

색 기능을 제공하며, 상세검색에서는 검색어, 

검색 상 선택, 검색범 (제목, 자, 내용, 목

차, 첨부화일), 검색기간, 정렬순서 항목을 제

공하고 있다. 검색결과의 제공 형태는 상세정

구분 검색 상 검색 방법 제한검색 정렬

KEDI

연구자료, 정기간행물, 아이디어뱅크, 운

사이트(27개), 질의응답, 알림마당, KEDI 

소개, 외부자료

체, 제목, 내용, 첨부, 자-상세검색

검색기간

포함단어,

제외단어

정확도순, 

최신순

KICE 메뉴, 게시 (알림마당), 콘텐츠 메뉴검색(결과내검색) -
정확도, 정렬

기능 없음

KRIVET
발간물, 정책동향분석, 알림마당, KEEP, 

HCCP, 소장정보, 자도서  

체, 제목, 내용, 자, 첨부 일  선택

상세검색-결과내검색 
검색기간 

정확도, 최근

등록순 

KERIS 홈페이지 게시 (28개)
결과내 검색 

제목+내용, 제목만, 내용만
검색기간 

최근등록순, 

조회순

<표 3> 4개 기 별 통합검색 기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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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자, 발행일, 페이지, 출 사, 분류, 바로

가기 링크, 조회수를 제공하고 있다. 별도의 주

제별 분류체계에 의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출처별 분류를 통해 해외기 , 국내기 , 국제

기구 등 기  분류를 제공하고 있다. 단 검색 

페이지에서 제목, 자, 내용의 일반 인 게시

 검색항목도 제공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내외동향정보를 제공하

는 홈페이지에서의 검색과 자도서 의 웹자

원을 제공하는 두가지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하 다. 홈페이지는 간략검색, 상세검색, 

결과내검색을 제공하며, 상세검색은 검색어, 검

색 상 선택, 검색범 는 제목, 자, 내용, 목

차, 첨부화일, 검색기간, 정렬순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합검색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검

색결과의 제공 형태는 상세정보로 자, 발행

일, 페이지, 출 사, 분류, 바로가기 링크, 조회

수를 제공하고 있다. 주제별 분류와는 별도로 

출처별로 해외기 , 국내기 , 국제기구 등을 

구분하고 있다.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자도서

에서는 별도의 주제별 분류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검색항목으로 연도(선택), 

제목, 분류(국제기구, 미 륙, 유럽, 아시아), 

내용을 선택하여 검색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

합검색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육아정책연구

소는 검색항목으로 연도, 제목, 내용 검색이 가

능하며, 홈페이지의 통합검색에 포함되지 않

았다. 

③ 링크의 품질

링크의 품질을 평가하기 해 원문에 한 

데드링크 존재여부를 조사하 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상기  모두 데드링크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데드링크를 조사하기 해 6개 

기 에서 제공하는 웹자원 목록 가운데 서비스 

개시 시기로부터 목록을 상으로 웹자원의 원

문 는 출처링크가 정상 으로 서비스 되는지 

여부를 조사하 다. 조사방법은 기 별 웹자원 

목록 가운데 서비스를 개시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링크가 정상 으로 작동하고 있는 지를 

조사하 다. 그 결과, 6개 기  모두 데드링크

가 발생하며 연도가 오래될수록 데드링크가 많

이 발생하 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05년, 

한국개발연구원은 2003년, 통일연구원은 2002년, 

한국교육개발원은 2003년, 한국노동연구원은 

2002년, 육아정책연구소는 2006년 등과 같이 

웹자원 서비스를 개시한 기 연도의 데이터에

서부터 데드링크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데드링크가 발생한 경우 ‘웹페이지를 찾

을 수 없습니다’, ‘빈 화면’, ‘홈페이지가 개편 메

시지’, ‘서버에러’ 등의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어

서 데드링크에 한 지속 인 리가 이루어지

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기  가운데 한국

교육개발원의 AskKEDI에서는 데드링크 발생 

시에 <그림 1>과 같이 ‘원문 문의’ 아이콘을 두

어 사서에게 자동 으로 메일이 가도록 하여 

사서가 확인․안내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도

서  원문제공서비스의 하나로 연계하여 최

종 으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이 경우는 잦은 홈페이지 변경

으로 인해 기존에 서비스되던 자료의 소재 

악이 어려워진 경우에 해당기 에서 메타데이

터를 확인하여 제공해주는, 디지털 서비스의 

한계를 아날로그 서비스로 보완하는 경우라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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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링크의  원문문의 안내 원문문의 메일

 

<그림 1> 데드링크  원문 문의 안내의 

홈페이지의 국내외 동향에서는 주로 보도자

료 주의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최신

동향 악에는 유용하나 보도자료의 원자료 확

인이 필요한 경우 연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

고 있다. 노동연구원은 해외동향에 한해 웹자

원으로 외부기 의 자료를 제공, 번역 제목을 

자료명으로 하고, 원자료명을 내용요약의 일부

로 하여 출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의 메

타항목이 지정되어 있으나 등록자료가 없으며, 

출처 링크를 별도항목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 원자료명은 메타항목으로 정의되지 않고 

제공되어서 자료명 항목검색이 불가능하며, 내

용요약 부분에 포함되어서 부정확한 검색결과

를 가져올 수 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출처정

보와 출처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3) 근용이성

① 리운

근용이성 평가를 해 리운  항목으로 

웹 근성, 오버로드와 정지여부를 평가한 결과, 

웹 근성에서 오버로드나 정지는 부분의 웹자

원이 원문을 직  제공하지 않고 요약정보나 출

처링크를 이용하여 출처링크나 원문링크를 제공

하기 때문에 기능상의 문제로 인한 오버로드나 

정지 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 원문 근도 

6개 기  모두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원문 는 

출처를 연계하고 있어서 해당기 의 로그인 정

책에 따라 원문의 이용 방법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자원 가운데 원문 일을 제공하는 

경우는 공개와 홍보를 목 으로 하는 정부부처 

보도자료들이 부분이었다. 외부기  생산자원

을 조직․제공하기 해 자체 제작한 요약․설

명․목차를 가공하여 웹자원으로 제공하고 있다. 

링크의 품질면에서 부분의 기 에 데드링크가 

존재하나 후속조치는 없으며, 한국교육개발원에

서는 ‘원문 문의’ 안내 메일을 통해 데드링크에 

따른 후속서비스를 도서 에서 제공하고 있다.

4) 메타데이터 

웹자원은 원문 일을 직  제공하기보다는 

원문 근까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부

분이므로 메타데이터의 충실한 기술이 검색효

율 향상에 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메타데

이터의 안정 인 축 과 리를 통해 해당기

의 발간물은 물론 유 기  련 분야 웹자원

에 한 체계 인 조사와 수집  메타데이터

의 정확한 표 은 웹자원의 활용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유 기  웹자원을 제공하는 기

을 상으로 웹자원의 메타데이터 항목을 살

펴보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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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공통항목 제목(서명), 요약(목차), 발행일(등록일/발간일/작성일 )

기 별

특징항목

STEPI 원문링크, 주제, 분류, S&T & GPS 원문보기 

KDI

번호, 자, 면수, 첨부(화일), 발간처, 원문링크 

- 정책자료: 분류기호, 자료형태, 첨부 일

- 국내자료: 발간처, 원문, 발간처별 목록, 주제별 목록 

KINU 자, 출처, 분류, URL바로가기, 조회수

KEDI

- 국내외 교육정책동향: 제목(번역자료명), 분류, 소분류, 작성일, 원문, 요약, 출처, 

출처링크, 페이지 

- 자도서 : 자, 발행처/출처, 출처링크

KLI
분류, 소분류, 작성일, 원문(메타는 있으나 일이 없음), 내용 번역요약, 출처, 출처링크

(링크값), 일부자료는 원문 일을 연계

KICCE 작성일, 조회수, 출처, 출처링크

<표 4> 메타데이터 항목 비교표

조사결과, 모든 기 에서 ‘제목’, ‘요약’, ‘발행

일’을 공통 으로 제공하나 일부 메타데이터의 

명칭을 다르게 표 하는 경우가 있어서 메타데

이터 항목 명칭을 표 화하여 동일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표 의 차이에 의해 명칭이 달라지는 

문제 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정책연구

기  홈페이지를 정보 문가에 의한 정보 가공

과 제공의 장으로 인식하기보다 게시  리자

의 역할로 생각하는 정책연구기  당국의 의식

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타이틀 항목을 ‘제목’이나 ‘서명’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은 

제목을 ‘서명’으로 명명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의 

‘국내외교육정책동향’과 한국 노동연구원의 ‘해

외노동동향’은 번역자료명만 기술하고 있어서 

정확한 검색을 하여 서명 항목에 원자료명의 

추가 제공이 필요하다. 모든 기 이 공통 으

로 ‘요약’ 항목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료의 개요, 

번역 요약, 목차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행시

기 항목으로 발행일 는 등록일을 제공하고 

있다. 이때 등록일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순

간 부여되는 등록일을 의미하며, 원자료의 등

록일과는 차이가 있다. 외 으로 한국교육개

발원 자도서 에서는 웹자원 발행일과 등록

일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 기 별로 차이를 보

인 메타데이터 항목으로는 자, 발간처, 원문 

는 출처의 링크값, 분류항목으로 주제별, 발

행(간)처별, 조회수, 면수, 자료형태를 들 수 있

다. 자를 메타항목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

은 한국개발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교육개발

원으로서 웹자원 원문의 자명을 검색항목으

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원자료의 

발간처를, 한국교육개발원은 발간처와 출처를 

동시에 제공하며 부분 기 들은 출처를 표시

하고 있다. 분류항목에서 육아정책연구소를 제

외한 5개 기 이 주제분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정책연구기 에서 주제 역별 문정보

를 생산함과 동시에 련 주제분야의 문 정

보서비스 시스템으로서의 역할과 련이 있다. 

발행처별 는 출처별 분류를 통해 국내외 

련 분야 웹자원 생산기 과의 정보네트워크 여

부를 단할 수 있으며, 조회수 항목은 웹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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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황을 악할 수 있는 기 데이터를 제공

하고 있다. 

5) 평가결과의 종합 

정책연구기  가운데 홈페이지를 통해 웹자

원을 제공하는 6개 기 을 내용, 디자인, 근

용이성 측면에서 평가하 다. 평가 결과, 내용

면에 있어서 웹자원의 가장 큰 장 인 최신성

은 모든 기 이 최근 3개월 기 으로 최신자료

를 등록하고 있었으며, 웹자원의 출처에서 출

처 링크 는 출처 표시를 하고 있었다. 제공내

용의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는 부분의 서비스 

상 자료들이 유 기 이나 정부, 언론 등의 

공인 기  생산 자료로 구성되어 신뢰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웹자원 등록시 내용요약을 제

공하고 있으며, 별도 요약을 제공하지 않는 경

우에는 목차 서비스를 통해 내용에 한 기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자명 제공에서, 메

타데이터 항목을 별도로 정의하여 자정보를 

제공하거나 내용의 일부로 자정보를 기술하

는 경우가 있어서 웹자원에 한 정보자료로서

의 충실한 기술이 필요하다. 원문 제공에서 보

도 자료를 제외한 부분 자료가 링크 기반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디자인 측면에서 상기  모두 3번 이내에 

원문 일 는 원문페이지의 메인 메뉴로부터 

최종 정보까지 근 가능하 으며, 기본 인 게

시  검색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4개 기 에서

는 홈페이지 통합검색에 웹자원이 포함되어 있

었다. 부분의 기 에서 자체의 주제별, 유형

별 분류체계를 개발하여 해당분야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으나 모든 기 에서 데드링크가 존재

하여 링크 품질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근용이성 측면에서는 원문 입수까지의 로

그인 존재여부를 심으로 살펴본 결과, 로그

인은 최종 원문 연계시 자료생산 기 의 정책

에 따르도록 하고 있었다. 오버로드나 정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아 리 운 측면에서는 크

게 부각되는 문제는 없었다.

메타데이터는 제목, 요약, 발행 는 등록일

을 공통 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사항은 

일부 기 에서만 메타데이터 항목으로 사용되

고 있었다. 메타데이터 정의와 명칭의 표 화

는 검색 정확도와 한 련이 있으므로 메

타데이터의 정의와 기술에 한 종합 인 검토

가 필요하다. 

  4. 정책연구기  웹자원 리와 
서비스의 문제   개선방안 

정책연구기 의 웹자원 리  서비스 황

조사와 평가를 통해 웹자원이 정책정보자원으

로 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데는 작권 등의 

제도 인 한계 이외에 웹자원 자체의 질  

리와 서비스 체제에서의 문제 이 있음을 발견

하 다. 웹자원의 정책연구정보로서의 가치를 

제고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해서 기존의 여

건에서 가능한 최선의 개선방안을 제언해 보고

자 한다. 첫째, 안정 인 원문 근과 리의 문

제이다. 부분의 서비스가 원문이나 출처 링

크형태로 제공되고 있어서 제공기  홈페이지

가 개편될 때마다 원문 연계가 불가능하여 데

드링크가 발생하고 안정 인 서비스가 곤란해

진다. 다행히, 공공부문 연구결과와 공공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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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공유와 개방이 재 정부 3.0을 심으

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유 기  상호

간에 웹자원 활용이 가능하도록 력 인 공유 

방안을 제도화하여 안정 인 원문정보 근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메타데이터의 질  리의 문제이다. 

부분의 웹자원이 게시 에 등록되는 수 으

로 홈페이지 리자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따

라서 부실한 메타데이터로 인한 검색결과의 부

실과 데이터 공유의 불편을 래하므로 이에 

한 개선 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 자원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표 에 의해 웹자원의 

생산자원 기술규칙이 공통 으로 용되어야 

하며, 표  메타데이터에 의한 리가 이루어

져야 한다. 분류체계 구성에 있어서도 공공정

보 종합포털시스템과 개별 정책연구기 의 

력이 필요하다. 종합포털시스템에서는 문 주

제분야에 충실한 표  분류체계를 개발하여 개

별 정책연구기 과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개별 정책연구기 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자체 

분류체계를 선택 으로 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개별 정책연구기 의 해당 분야 문

정책서비스 체계화의 미흡을 지 할 수 있다. 

개별 정책연구기 은 해당 분야에 특화된 

문 정보자원을 생산하고 제공한다. 따라서 해

당 분야 문 정책연구정보를 체계 으로 

리하여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한다면 홈페이지 

자체가 분야별 문정보시스템으로서의 역할

을 담당할 수 있으나 일부 기 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이와 같은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이를 하여 정책연구기  당국이 웹

자원을 정책정보의 지식자원 리라는 측면에

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개별 정책연구기 에

서 련 분야의 다양한 정책정보와 자원을 기

의 특성과 이용자의 수요에 합한 정책정

보시스템으로 구축하려는 인식의 환이 필요

하다. 

넷째, 문분야별 웹자원의 특성을 종합 으

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연구정보포털시스템간

의 통제기능 부재와 국가정책지식정보시스템

의 부재로 인한 체계 인 정보 리체제 미흡을 

들 수 있다. 조사 상 정책연구기 들은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 으로서 이들 기 에서 생산

되는 자원의 많은 부분은 NKIS(국가정책연구

포털), PRISM(정책연구 리시스템), 공공데이

터 포털(data.go.kr) 등에 등록되는 공공자원들

이다. 정책연구기 에서 생산된 련 분야 정책

정보․자원이 이들 정책연구정보포털시스템에 

독립 , 는 복 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공

공 웹자원으로서 활용 가치가 제 로 인식되지 

못하여 방치되고 있다. 이들 정책연구정보포털

시스템들 한 상호간에 조정과 통제기능이 작

동되지 않아 문정보시스템으로서의 체계화

와 특성화가 간과되고 있으며 수집된 자원이 

공공재로서의 요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한, 개별 으로 운 되는 종합포털시스

템들을 종합 이고 체계 인 ‘국가정책지식정

보시스템’으로 통합 운 하여 안정 인 리와 

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국가정책지식정보시

스템‘은 정책정보와 지식자원을 총 하는 아카

이 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분야별 정책연

구기 이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체 홈페이지

를 통해 분야별 정책정보를 다양하고 안정 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의 역할을 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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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분야별 정책연구정보의 웹자원화 체계도

결과 으로 국가정책지식정보시스템이나 공

유시스템은 정책정보의 종합 인 아카이빙과 동

시에 이를 지식자원으로 체계화하여 리하는 

센터의 역할을 하고, 분야별 정책연구기 은 단

기 의 홈페이지를 통해 분야별 문화를 통

해 정책연구와 정책당국을 한 문정보자원으

로 활용 가능토록 해야 한다. 웹자원을 활용한 

분야별 정책정보의 문 이며 종합 인 제공이 

<그림 2>와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6개 정책연구기  홈페이지를 통

해 제공되는 유 기  웹자원이 가치있는 정책

정보로서 서비스 되는지를 내용분석법으로 분

석하 다. 평가 상 웹자원을 내용, 디자인, 

근용이성, 메타데이터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

여 평가하 다. 평가 결과, 내용면에 있어서 최

신성과 신뢰성에서는 우수하 으나 자명 제

공에서 웹자원에 한 정보자료로서의 충실한 

기술이 필요함을 발견하 다. 원문 제공에서 보

도 자료를 제외한 부분 자료는 링크 기반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불안정하 다. 디자인 

측면에서 상기  모두 3번 이내에 원문 일 

는 원문페이지의 메인 메뉴에서 최종 정보까

지 근 가능하 으며, 게시  검색기능을 갖추

고 있었다. 4개 기 의 홈페이지 통합검색에서 

웹자원 검색이 가능하 다. 부분의 기 에서 

자체의 주제별, 유형별 분류체계를 개발하여 

해당분야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모든 기

에서 데드 링크로 인한 링크 품질의 문제를 가

지고 있었다. 근용이성 측면에서는 원문 입

수에 따른 로그인 존재여부를 살펴본 결과, 최

종 원문 연계시 로그인은 자료생산 기 의 정책

에 따라 달랐다. 오버로드나 정지는 별도로 발

생하지 않아 리 운 측면에서 큰 문제 은 발

견되지 않았다. 메타데이터에서 제목, 요약, 발

행 는 등록일은 공통 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자사항은 일부 기 에서만 메타 항목으로 사

용되고 있었다. 메타데이터 정의와 명칭의 표

화는 검색 정확도와 한 련이 있으므로 메



188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7권 제2호 2016

타데이터의 정의와 기술에 한 종합 인 검토

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연구기 의 웹자원 리  서비스 황

조사와 평가를 통해 문제 을 발견하고 개선

을 제언하 다. 첫째, 안정 인 원문 근과 데

드링크로 인한 리 문제 해결을 해 유 기  

상호간에 웹자원 활용이 가능하도록 력 인 

공유 방안을 제도화하여 안정 인 원문정보 

근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자원의 특성을 고려

한 유형별 표 에 의해 웹자원 생산자원 기술규

칙의 공통  용과 표  메타데이터 리, 정

책연구정보포털시스템과 개별 정책연구기 의 

력에 의한 분류체계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개별 정책연구기 에서 련 분야의 다양

한 정책정보와 자원을 기 의 특성과 이용자의 

수요에 합한 문 정책정보시스템으로 구축

하려는 인식의 환이 필요하다. 넷째, 문분

야별 웹자원의 특성을 종합 으로 활용할 수 있

는 정책연구정보포털시스템간의 통제기능 강화

와 체계 인 ‘국가정책지식정보시스템’ 통합 운

으로 정책지식자원을 총 하는 아카이 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제언으로 정책정보로서의 웹자원의 장 을 

최 한 살려 최신 국내외 정책동향을 신속하게 

시에 제공하는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을 극

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서비스 상에 

있어서도 정책연구기 과 련 정책당국은 물

론 국회도서 과 국립세종도서  등의 정책정

보서비스 제공 기 간의 활발한 력을 통해 정

책정보 수요자에게 합한 맞춤형 정보서비스

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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