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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운영 방안 연구

1. 연구 개요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국내에 분산되어 있는 정책정보를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하기 위해 국립세종도서

관 중심의 방대한 정책정보 구축과 BRM을 기반으로 구축된 정책정보서비스 분

류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정책정보 인프라를 향상시킬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정보 콘텐츠의 전문가 검증과 BRM 보완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정책정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콘텐츠를 확충하고 지속적인 구

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정책정보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정책분야별 전문가 풀을 구축하고,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영모형을 개발하고자 함

○ 정책정보 이용자의 수요 및 요구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이용자맞춤형정

책정보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자 함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콘텐츠 확충 및 고도화: 시범 구축된 정책정보 콘텐츠의 

전문가 검증을 통해 정책정보 콘텐츠 보완사항을 도출함. 정책정보전문가 의견수

렴을 통해 정부기능분류체계(BRM) 기반의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콘텐츠 및 주

제별 서지, 참고정보원 콘텐츠를 확충함.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매뉴얼 개발을 

통해 정책정보제공시스템의 산재와 자료의 중복, 정책정보자료의 체계적 관리 부

족 및 전문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의 한계 문제를 해결함

○ 정책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영모형 개발: 국내외 유사 

멘토링서비스 운영사례 조사를 통한 멘토링서비스 효과성을 분석함. 정책정보멘

토링서비스 수요조사 및 결과를 분석함. 정책분야별 전문가(연구자)정보 DB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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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함.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영모형을 개발하고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함

○ 정책정보이용자맞춤형서비스 기획 및 모형개발: 국내외 정책정보서비스 관련 사례

의 조사 ·분석을 통해 특장점을 도출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정보이용자맞춤형서비

스 모형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함. 국립세종도서관 중심의 정책정보서비스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정책정보이용자맞춤형서비스 운영모형을 개발하며, 이용자맞

춤형정책정보서비스 운영매뉴얼을 개발함

2) 연구 방법

○ 문헌조사분석: 정책정보서비스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와 주제별 정보안내서비스 관

련 국내외 선행연구, 멘토링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조사 및 분석

○ 웹사이트 사례조사 및 분석: 국내외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웹사이트, 

정책정보 및 그 외의 분야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멘토링서비스 및 이용자맞춤형서

비스 운영사례 조사·분석

○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국책연구소 자료실, 정부기관 자료실, 각종 전문도

서관 자료실 등 정책정보와 관련 있는 자료실에 소속되어 있는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을 수행하여 정책정보서비스 운영모형 개발에 대한 의견 수렴

2. 연구결과

2.1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콘텐츠 확충 및 고도화 

○ 시범 구축된 정책정보 콘텐츠의 전문가 검증을 통해 정책정보 콘텐츠 보완사항

을 도출: 정책정보 분류의 기준이 되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에 따라 시범 구

축된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총 133개, 정부기능분류체계(BRM) 주제분야별 구축 

콘텐츠 총 6,305건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에 의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보완사항을 

도출

○ 정책정보전문가 의견수렴: 정부기능분류체계(BRM) 기반의 정책분야별 주제가

이드 콘텐츠 및 주제별 서지, 참고정보원 콘텐츠를 확충한 결과 총 4,964건을 추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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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매뉴얼 개발: 주제가이드의 필요성 및 목적, 주제가이드의 

기능 및 장점, 분류체계, 자료유형별 메타필드, 주제별 콘텐츠 구축방법에 대한 

내용 포함

○ 협력형정책정보서비스 방안 제시: 협력형정책정보서비스의 배경 및 필요성, 효과 

및 장점, 서비스시스템의 구성요소 등을 제시

○ 정책정보전문사서 양성방안 제안: 정책분야별 전문사서정보 확보, 정책분야별 주

제전문사서의 역할·자격·자질 제시, 전문사서 양성도구 제시, 전문사서 양성절차 

및 운영전략 등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문사서 양성모형 제안

2.2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영모형 및 매뉴얼 개발

1) 국내외 멘토링서비스의 사례 조사⋅분석 결과

○ 주제분야별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에서의 전문가 연계 멘토링서비스 활용 방안 모

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하고 있는 멘토링서비스 사례 

분석 결과 국내⋅외의 다양한 멘토링 연구에서 그 효과가 실제적으로 검증되고 

있음

○ 주제별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정

책정보멘토링에서는 정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정부부처 관계자들의 업무에 직접

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밀착형 정보서비스를 위해 현재 국내외에서 제공되고 있

는 멘토링을 내용에 따라 유형화 한 범주 중 학습(연구)지원 멘토링, 지식전달 멘

토링, 경력개발 멘토링, 리더십 멘토링서비스의 내용에 초점을 둔 서비스를 개발

해야 함

○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를 위해 1:1 멘토링뿐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정책정보원 

교육 강의나 정책정보 분야의 주제를 기반으로 한 토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멘토링 방법의 개발이 필요

○ 멘토링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지원시스템 및 기타 지원이 필요. 즉 멘토와 멘티 

간 ‘관계성’ 발달을 통해 그 효과를 도모하는 멘토링 활동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결연관리자 및 슈퍼바이저 양성, 멘토 훈련 프로그램, 멘

토링 운영 지원 체계 등 효과적 운영을 위한 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지속적 지원, 

관리가 필요. 또한 이러한 지원시스템 및 지원에서 중요한 점은 단기적 지원방식

이 아닌 실질적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장기적인 관계유지를 통한 접근이 가능하

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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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수요 및 요구조사 분석

○ 대부분의 설문 응답자의 경우 멘토와 멘티 모두 활동한 적 없다는 응답이 67.46%

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정책정보멘토링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음

○ 멘토링 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대하여 멘토와 멘티의 경험에 따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었다는 응답이 55.33%,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약 26.67%, 불만

족스럽다는 의견이 11.11%가 나타나 멘토와 멘티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전체

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멘토링서비스의 장점에 대해서는 업무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진

로개발이 4.06, 멘토링 활동을 통한 다양한 인적관계 형성 4.01, 멘토링서비스를 

통한 멘토/멘티의 역량강화 3.82 순으로 나타나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활동내

용 및 유형에서 정보, 지식, 경력지원을 통한 리더십 함양의 유형이 제공될 필요

성 있음

○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필요도 조사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약 59.52%, 필요하

지 않다는 의견이 약 4.76%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필요성 인식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남

○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참여 의사로는 높은 참여의사를 보인 응답자가 38.89%, 

낮은 참여의사를 보인 응답자가 15.08%로 참여의사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정책정보멘토링의 멘토링 관계 유형에 대하여, 멘토/멘티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

전 가능한 관계 25.48%, 멘토/멘티를 신중하고 의식적이며 자발적으로 선택한 관

계와 멘토/멘티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각각 20.85% 순으로 나타나 

멘토링의 지속성과 자발적 선택 방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진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참

여의 어려움 3.93, 내실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 구성의 부족 3.71, 지역적인 한계

로 인한 참여의 어려움 3.69, 멘토-멘티의 지속적인 관계유지의 어려움 3.68 순으

로 나타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남

○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개발 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의 중요도에 대하여, 

정책정보제공서비스의 전문성 및 양‧질적 향상 4.02, 정책정보 정보원 제공서비스

와 정책정보의 현장적용사례 제공서비스가 각각 3.82, 멘토-멘티 간 커뮤니티 구

성과 온라인을 통한 멘토링 활동 서비스 3.81, 정책정보 공유협력망 강화 및 정책

정보 기관목록 제공서비스 3.8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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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멘토/멘티 모집방법에 대하여 정책분야와 관련된 기관에 

공문 등으로 의뢰하여 홍보‧모집이 35.35%, 연계기관에 홍보를 통한 공개모집이 

28.37%, 멘티들의 멘토 추천이 21.86% 순으로 분석되어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멘토/멘티 모집에는 기관과 연계한 공식적 모집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남

○ 멘토에게 필요한 자질로는 멘토의 전문성(4.4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열정 

4.29, 경청 및 상담 4.27, 이해 및 인내 4.22 순으로 나타나, 정책정보멘토링활동을 

위해 정책정보와 관련한 전문가 발굴에 의한 멘토풀 구축이 우선되어야 함

○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에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멘토/멘티 인력 확보 4.28, 멘토/멘

티의 교육 4.12, 전문적인 멘토/멘티 활동을 위한 소속기관의 재정·지원협력 보장

이 4.1, 정책분야와 관련된 기관과의 연계 4.03 순으로 분석되어 정책정보멘토링서

비스의 지속성과 정책정보멘토링 지원을 위한 통합적⋅협력적인 정책정보멘토링

지원센터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3) 전문가 공청회 결과

○ 멘토링서비스의 사례분석이 필요. 국내외적으로 전문도서관협회의 사례와 같이 도

서관분야에서 멘토링서비스는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

하며 도서관 이외의 분야에서 제공되는 사례의 멘토링 방법, 멘토링 내용, 멘토링 

유형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를 위한 멘토/멘티풀의 풍부한 구축을 위해 멘토링인력 풀

을 구성할 때 퇴직한 우수연구자들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야 함. 주제분야별로 세분화하여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

요가 있고 멘토링 유형별로도 구분해야 함. 멘토 및 멘티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금전적인 면, 공간적인 면, 명예적인 측면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함

4) 정책정보멘토링 운영모형 및 매뉴얼 개발 제안

○ 정책정보멘토링 운영모형으로는 학습지원 멘토링, 지식전달 멘토링, 경력 멘토링, 

리더십 멘토링으로 4가지 유형을 제안함. 이러한 정책정보멘토링 활동유형을 기

반으로 정책정보멘토링은 인적 구성요소, 내용적 구성요소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영매뉴얼: 매뉴얼은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이해, 정책

정보멘토링 모델,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구성요소,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프

로그램 실제, 성공적 멘토링의 기술과 전략 등이 상세하게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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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운영모형 및 매뉴얼 개발

1)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수요분석결과 

○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으로는 제공하는 정보

의 정확성 4.47, 정보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 4.39, 참고하는 정보

원의 신뢰성 4.3 순으로 나타남

○ 정책정보서비스 유형에 따른 응답자의 필요도에서는 최신정보제공서비스가 4.19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서비스 4.04, 모바일서비스 4.0 순으로 필요

도가 나타남

○ 정책정보서비스 중 제공되길 기대하는 서비스로는 세계적 정책정보 데이터수집 

및 분석을 통한 정책 이슈 분석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검색어 빈도를 통

한 국내 정책 트렌드 제공 4.06, 개인의 관심분야에 맞는 정책정보 자료 제공 4.02 

순으로 나타남

○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기간은 3일이 40.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1주일 38.89%, 1일 11.11%로 나타남. 3일과 1주일에 대한 응답이 전체 설문응

답자의 79.37%로 나타나 3일에서 1주일 정도의 피드백 기간이 가장 적절한 것으

로 확인함

○ 정책정보원의 유형별 최신성 유지 필요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통계자료가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Web DB 4.29, 보고서 4.16, 법령자료 4.1 순으로 나타남. 

모든 항목의 평균이 3.5 이상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최신성 유지에 대한 높은 

요구를 보임

○ Web 기반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조사에서는 

다양한 정보검색기능 제공이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하고 명확한 커뮤

니케이션 채널 지원이 4.08, 모바일에서 제공되는 메뉴 및 서비스와 연동구현이 

4.07 순으로 나타남

○ Web 기반 My Library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필요한 기능을 조사한 결과 도서관 

자료의 검색목록 제공이 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분야별 인터넷 콘텐츠 

4.06, 신착자료 안내 3.98, 목차서비스 3.97 순으로 나타남

○ 정책정보서비스 관련 블로그 운영시 고려사항에 대한 조사에서는 대표 블로그 개

설 및 지속적인 운영이 3.97로 가장 높았으며 링크 및 트랙백을 통한 기관과 도

서관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3.92, 주제 전문가 블로그를 통한 전문가 생성 콘텐

츠 제공 3.91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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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서비스 제공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쉽고 빠른 인터페이스 구성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서비스 4.21, 

웹에서 제공되는 메뉴 및 서비스와 연동 4.02 순으로 나타남

○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를 통해 정책정보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조사는 최신 정책 이슈의 신속한 파악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한 정

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탐색 기능 강화 4.17, 개인의 관심분야·업무·연구에 

대한 전문서비스 활용 4.11 순으로 나타남

2)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유형별 세부서비스 

○ 정보검색 및 자료제공: 시퀀스 검색 서비스, 태깅 서비스, 인터넷 검색 포털 연계, 

정책자료의 디지털 서비스, 웹 정보자원의 DB구축,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 정책정

보제공 신청 서비스

○ 참고정보서비스: 최신정보제공서비스, 학술지목차메일링 서비스, 정책정보 검색순

위지원 서비스, WIKI 서비스

○ 정책정보 네트워크: 지역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정부기관 웹사이트 링크 

및 검색 서비스, 전문가인적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 도서관 마케팅: 소장 자료의 전시·출판 서비스, 소셜네트워크 운영 서비스, 정책정

보 활용사례제공서비스

○ 개인화서비스: My Library 서비스, 개인자료 저장 공간 제공서비스, 모바일 서비

스, 전문 DB 검색 및 자료이용 교육 서비스

3. 제언

○ 국립세종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필요: 많은 보고서를 통해서 국립세종도서관

의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방향을 잡고 있지만, 국립세종도서관의 5년 후 모습, 10

년 후 모습, 100년 후 모습을 그려놓은 비전이 없음. 지금까지의 조각사업 비전을 

총체적으로 융합하여 세계적인 정책정보전문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 할 

것임

○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전문사서의 충원이 요청됨. 정책분야별 전문가 DB를 

구축하고 이들이 주제가이드를 구축하고 협력형 참고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총괄책임은 국립세종도서관 전문사서가 수행해야 함. 담당 전문사서들이 전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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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져 있는 정책분야별 전문가들을 총괄해서 매일 모니터링을 하여 관리해야 함 

○ 국립세종도서관에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은 ‘킬러콘텐츠’의 개발과 제공임. 정책

이슈 뿐 만 아니라 국립세종도서관이 아니면 제공할 수 없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제공해야 할 것임

○ 정책정보전문사서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를 심층적으로 수행해야 함. 노영희(2008) 

연구자의 경우 도서관마케팅전문사서의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이

와 같은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정책정보전문사서의 정의, 자질, 자격, 역할, 교과

목 개발 등을 해야 함

○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멘토

링 활동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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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the Operation of Policy 

Information Service of 

National Library of Korea, Sejong

1. Study Overview

1.1 The Necessity and Purpose of the Study

○ In order to integrate the scattered policy information at the national level, it is 

necessary to seek measures to improve the infrastructure of national policy 

information by establishing massive policy information centering around 

National Sejong Library and by consistently improving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policy information service based on BRM.

○ This study is to expand subject guide contents for each policy field to satisfy 

the needs for various policy information and to seek the consistent information 

construction with expert validation of policy information contents and the 

improvement of BRM 

○ This study is to build expert pools for each policy filed to effectively provide 

policy information service, and to develop the operation model of policy 

mentoring service with expert groups.  

○ This study is to develop user-customized policy information models by 

analyzing the demand of policy information users and collecting experts’ 

opinions. 

1.2 The contents and methods of the study 

1) The contents of the study

○ The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subject guide contents for each policy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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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cy information contents to be improved have been considered through 

expert validation of pilot policy information contents. The subject guide 

contents for each policy field based on BRM, bibliography for each subject and 

the contents for reference sources are expanded by gathering the opinions of 

policy information experts. The problems such as scattered policy information 

supply systems, duplicate data, insufficient systematic management of policy 

information data, and limited supply of professional information service are 

solv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subject guide manual for each policy field  

○ The development of operation models of policy information mentoring service 

using experts for each policy field:  The effectiveness of mentoring service is 

analyzed by studying the operation cases of similar mentoring service in Korea 

and abroad. The demand survey for policy information mentoring service and 

results are analyzed. The establishment and application of expert(researcher) 

information database are conducted. The operation model of policy information 

mentoring service is developed and the measures to establish system are 

considered

○ The planning for user-customized service of policy information and model 

development: The advantages of policy information service are drawn by the 

analysis of related cases in Korea and abroad and basic data for model 

development of effective user-customized service of policy information are 

secured. The development plan for policy information service based on 

National Sejong Library is established, the operation model for user-customized 

service of policy information is developed and the operation manual for 

user-customized service of policy information is developed.  

2) Methodology

○ Literature analysis: The previous researches on policy information service, 

information service for each subject and mentoring in Korea and abroad are 

investigated and analyzed. 

○ Case study for websites : The websites of organizations providing domestic and 

foreign policy information service, policy information and the operation cases 

of domestic and foreign mentoring service and user-customized service   which 

are provided by other fields are investigated and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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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vey and collection of experts’ opinions: By conducting surveys and interviews 

with librarians who belong to reference rooms related to policy information such 

as national research centers,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various specialized 

libraries,  the opinions about operation model development of policy information 

service are collected   

2. The study result

2.1 The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subject guide contents for 

each policy field

○ The deduction of policy information contents to be improved through expert 

validation of pilot policy information contents: The improvements are drawn 

through systematic analysis by expert groups about 133items of subject guide 

for pilot policy field in accordance with BRM as the standard of policy 

information classification and 6,305 items of established contents for each BRM 

subject

○ Opinion collection of policy information experts: The total 4,964 items are 

additionally established as a result of expanded subject guide contents for each 

policy field based on BRM, bibliography for each subject and the contents for 

reference sources 

○ Manual development of subject guide for each policy field: The contents about 

the necessity and purpose of subject guide, the function and advantages of 

subject guide, classification system, meta field for each data type, and the 

method to establish contents for each subject are included. 

○ The proposal for cooperative policy information service: The background, necessity, 

effect and advantages of cooperative policy information service and the components 

of service system are proposed. 

○ The proposal for how to train policy information-specialized librarians : The 

training model for specialized librarians are suggested by securing information 

about specialized librarians for each policy field, suggesting the role, qua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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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of subject-specialized librarian, and proposing the training method, training 

procedure, operation strategy for specialized librarians.  

2.2 The development of operation model and manual for policy 

information mentoring service

1) The case study and analysis result of domestic and foreign mentoring 

service 

○ It is analyzed that the application plan for expert-linked mentoring service of 

policy information mentoring service for each subject field is need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entoring service cases being conducted in Korea and 

abroad, the effects has been proven in various studies on mentoring. 

○ It is analyzed that the program development for policy information mentoring 

service for each subject is needed. In order to provide practical information 

service which can be directly applied to the tasks of government officials 

engaged in policy field, the mentoring service focused on study(research) 

support mentoring, knowledge transmission mentoring, career development 

mentoring, and leadership mentoring service among categories classified 

according to mentoring being recently provided in Korea and abroad  should 

be developed 

○ For policy information mentoring service, developing a variety of mentoring 

methods which enable not only 1:1 mentoring, but also training lectures about 

policy information source and discussions on policy information is necessary   

○ The support system for effective mentoring operation and other supports 

are needed. In other words, the establishment of support system, continuos 

support and management for effective operation such as mentor training 

through develop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or and mentee, mentor 

training program, and mentoring operation support system are required. What 

is important about such support system and support is that the access to long- 

term relationship not short-term support should be available to verify the 

actual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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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analysis on demand survey of policy information mentoring service  

○ The promotion to increase the awareness about policy information mentoring is 

required, since 67.46%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had not worked 

neither as mentor nor mentee  

○ As a result of satisfaction survey on the experience as mentor or mentee, it 

shows that the satisfaction of respondents who have experienced as mentor or 

mentee is generally high, since 55.33% of respondents answered ‘average’, 

26.67% ‘satisfactory’, and 11.11% ‘unsatisfactory’ respectively. 

○ In terms of the merits of mentoring service, since it was shown that the professional 

enhancement and career development by teaching task know-how was 4.06%,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personal connections through mentoring activity 

was 4.01%, and the reinforcement of the capability as mentor / mentee was 

3.82%, it is required to provide ‘leadership development’ type through 

information, knowledge, career support in activities and types of policy 

information mentoring service 

○ As a result of the necessity survey, since about 59.52% of respondents answered 

‘Necessary’ while 4.76% answered ‘Not necessary’, it is shown that the 

awareness of the necessity for policy information mentoring service is high 

○ In terms of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policy information mentoring service, 

38.89% of respondents showed high intention, which is two times higher than 

low intention of 15.08% 

○ In terms of mentoring relationship type of policy information mentoring, since 

it is show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or/mentee is considered as 

‘continuously developable’ by 25.48% of respondents, ‘Carefully, consciously 

and voluntarily chosen’ by 20.85% and ‘beneficial for both’ by 20.85%, it is 

necessary to provide voluntary selection methods and the persistency of 

mentoring.

○ As to expected difficulties when conducting policy information mentoring service, 

since it was shown that the difficulties in participation due to a lack of time 

was 3.93, a lack of useful programs was 3.71, the difficulties in participation 

due to distance was 3.69, and the difficulties in maintaining consistent 

relationship was 3.68, establishing the support system is required not to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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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difficulties. 

○ When developing policy information mentoring service, in terms of the priority 

of what should be focused, improving the service professionalism in both 

quality and quantity was 4.02, providing the source of policy information and 

field application examples was 3.82 respectively, building the communities 

between mentor-mentee and online mentoring activity service was 3.81, and 

enhancing the sharing and cooperation of policy information and providing the 

list of policy information organizations was 3.8

○ In terms of how to recruit mentors/mentees for policy information mentoring 

service, since it is shown that the promotion and recruitment by sending 

official documents to the organization related to policy field was 35.35%, open 

recruitment through the promotion of related organization was 28.37%, mentor 

recommendation by mentee was 21.86%, official recruitment with related 

organizations is required for the mentor/mentee recruitment  

○ About the necessary qualifications for mentors, as it is shown that professionalism 

(4.49) was the highest, passion was 4.29, listening and counselling was 4.29, 

and understanding and patience was 4.22, establishing the mentor pool by 

discovering experts related to policy information should be prioritized. 

○ In terms of what is required for policy information mentoring service, as it is 

shown that securing the workforce of mentor/mentee was 4.28, training for 

mentor/mentee was 4.12, ensuring financial support and co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which mentor and mentee belong to for professional activities was 

4.1, and the cooperation with the organization related to policy field was 4.03, 

the sustainability of policy information mentoring service, and operating 

integrated and cooperative support centers for supporting policy information 

mentoring are required.  

3) The result of the expert hearing 

○ The case analysis on mentoring service is necessary. As the mentoring service 

is about to start in the field of library like the case of specialized library 

association in Korea and abroad, the analysis on that is needed and referring 

to the mentoring methods, contents and types of the cases provided from the 

field except library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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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order to establish sufficient mentor/mentee pool for policy information 

mentoring service, when building the mentroing workforce pool, retired excellent 

researchers should be secured and the model which actively utilizes volunteers 

should be developed. It is needed to seek a method to establish the service 

through the classification by subject field and it should be classified by 

mentoring type. The financial, spatial and honorary aspect which can be 

provided to mentors and mentees should be considered generally   

4) The proposal for the development of the operation model and manual 

of policy information mentoring 

○ As the operation model of policy information mentoring, 4 types are suggested 

such as study support mentoring, knowledge transmission mentoring, career 

mentoring, and leadership mentoirng. Based on such activity types of policy 

information mentoring, the policy information mentoring includes the 

components of human resource and contents 

○ The operation manual of policy information mentoring service: The manual 

suggests in detail the understanding of mentoring service, mentoring model, 

the components of mentroing service, the actual program of mentoring service 

and the skills and strategies for successful mentoring

2.3 The development of the operation model and manual of 

user-customized policy information service 

1) The result of demand analysis on user-customized policy information 

service 

○ W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providing user-customized policy information 

service was the accuracy of information (4.47), the information accessibility 

which enables the information source to be used easily(4.39), the reliability of 

reference information source(4.3)  

○ In terms of the necessity of respondents by types of policy information service, 

providing the latest information was 4.19 as the highest, expert servic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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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and mobile service was 4.0

○ In terms of the expected services to be provided among policy information 

services, the policy issue analysis through the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of 

global policy information was 4.09 as the highest, providing the trend of 

domestic policy through the frequency of search words was 4.06, and 

providing policy information materials which suit individual interests 

○ The proper feedback period on the demand for information supply was 3 days 

with 40.48% as the highest, 1 week was 38.89% and 1 day was 11.11%. As 

79.37% of respondents answered ‘3 days’ and ‘1 week’, the feedback period 

from 3days to 1 week seems to be appropriate.   

○ In terms of what is needed to be updated among each type of policy information 

source, statistical data was 4.41 as the highest, Web DB was 4.29, report was 

4.16, and legal material was 4.1. As the average of all types was more than 

3.5, there is generally a high demand for updated information

○ W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providing web-based policy information service 

was providing various search functions with 4.17 as the highest, the support 

for diverse, clear communication channel was 4.08,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working with menus and services provided on mobile was 4.07

○ The necessary function when providing web-based My Library service was  

providing the search index of library resources with 4.1 as the highest, internet 

contents for each policy field was 4.06, the introduction of newly released 

materials was 3.98, contents table service was 3.97

○ The considerations when managing the blogs related to policy information 

service was creating the main blog and consistent maintenance was 3.97 as the 

highest, the activated communication between organization and library through 

link and trackback was 3.92 and providing expert contents through subject 

expert’s blog was 3.91  

○ The consideration when providing mobile service was the easy, fast interface 

configuration with 4.25 as the highest, new technology and information service 

through consistent updates was 4.21, and the interworking with menus and 

services provided on the web was 4.02

○ In terms of the effects which policy information user can obtain throug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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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customized policy information service, the quick understanding about the 

latest policy issue was 4.18 as the highest, the reinforced information search 

function which easily makes necessary information available was 4.17 and the 

service specialized to individual interest, task, research was 4.11 

2) Specific services for each type of user-customized policy information 

service 

○ Information search and material supply: sequence searching service, tagging 

service, the interworking with internet search portals, digital service for policy 

materials, establishing DB of web information resource, document delivery and 

resource sharing, the application service for policy information 

○ Reference information service: the updated information service, the journal 

index mailing service, the search ranking service for policy information, WIKI 

service

○ Policy information network: local library network building service, government 

website link and search service, expert’s human network building service

○ Library marketing: the exhibition and publication service for library’s collections, 

social network management service, application cases service for policy 

information 

○ Individual service: My Library service, personal data storage service, mobile 

service, the full-text DB search and education service for the material use 

3. Future researches

○ Establishing the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National Sejong Library is 

required: While the direction to conduct different projects of National Sejong 

Library has been set through many reports, there is no vision about the 

National Sejong Library after 5 years, 10years, and 100 years. The reputation 

as the world-best policy information-specialized library should be established 

by combining the fragments of business visions  

○ The recruitment of policy information-specialized librarians for National Se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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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is required.  While the expert DB for each policy field is built and 

they establish subject guides and provide cooperative reference service, the 

specialized librarians in National Sejong Library take the overall responsibility. 

   Specialized librarians in charge should monitor and manage the experts for 

each policy field who are scattered nationwide. 

○ What is most required for National Sejong Library is the development and 

supply of ‘killer contents’ Not only policy issues but also the contents which 

can not be provided without National Sejong Library should be developed and 

provided.

○ The study on how to train policy information-specialized librarians should 

be conducted. Young-Hee No (2008) conducted the study on how to train library 

marketing-specialized librarians. By applying such research methods, 

developing the definition, qualification, quality, role and curriculum of policy 

information-specialized librarians should be conducted 

○ In order to conduct the policy information mentoring service systematically and 

effectively, establishing long-term activity plans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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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국립세종도서 은 행정․정책정보서비스를 주된 역할로 하는 행정․정책분야 특

성화 도서 으로, 정부의 행정 심복합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구축된 세종시 내의 

공공기 , 앙행정기 , 연구기 , 세종시로 이 된 기 의 종사자들  지역주민

에게 정보서비스를 지원하기 해 건립되었다. 한 부가 으로 지역 주민과 국립

앙도서  분 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세종도서  본연의 기

능인 정책정보서비스의 문화  효율  제공을 해서 국립세종도서  심의 

정책정보 콘텐츠 확충  정책정보서비스 운 모형을 개발하여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정책정보는 유일무이성, 문성, 특정성 면에서 국가 으로 매우 가치가 있으며, 

국민 개개인에게 주는 의미 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정부  행

정기 이 갖고 있는 정책정보에 국민 구나 쉽게 근할 수 있는 제도 인 장치가 

필요함은 물론 효율 인 정책정보서비스시스템의 개발은 요한 과제라 할 수 있

다. 그러나 국내에는 정책정보를 총 으로 제공 하기 한 정책이나 일원화된 시

스템이 부재하여, 앙정부조직의 복잡성과 엄청난 양의 데이터  자료 생산에 

한 문 인 지식 없이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 정부간행물을 수집하는 곳도 정부부처 소속기 별로 분산되어 있어 과학정책

정보, 기업정책정보, 정부정보 등이 각각 다른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어 

재까지는 통합된 정책정보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행정부처 공무원을 상으로 정책입안 과정에 필요한 정책정보

를 체계 ‧ 문 으로 서비스하기 한 목 의 정책정보서비스 운 방안에 한 연

구는 국립세종도서 의 지속 과제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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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 국립세종도서 에서는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개발  구축(노 희 

2014)’ 연구를 통해 주요 서비스인 정책정보서비스의 문화를 도모하고자 하 다.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 의 국내외 사례분석, 분류 문가와의 토론, 면담, 설

문조사, 문가 회의 과정을 거쳐 최종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하게 될 정

책정보 분류체계를 확정함으로써 정부기능분류체계 BRM을 실무에 맞게 분석‧정비

하여 주제별 자료 구축의 효과를 극 화하기 한 기 를 다졌다. 한 BRM을 기

반으로 주제별 정책정보자료 수집  공유의 효율성 극 화를 해 분산 제공되고 

있는 정책정보자료를 국립세종도서 으로 일원화하고, 개선된 BRM을 기 으로 분

류된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구축하기 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 다.

그러나 국립세종도서 을 심으로 모든 종류의 정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

기 해서는 다양한 서비스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지속 인 구축작업을 통해 정책정보의 양과 질을 세계 인 수 으로 확 할 

수 있어야 하며, 정책정보시스템을 통한 국민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정책

정보 분류체계인 BRM을 기반으로 구축된 정책 련 정보원을 바탕으로 이후 수집

되는 정보원에 해 지속 으로 BRM을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정책

련 정보원의 확충과 함께 지속 인 정책정보서비스 분류체계의 검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정보원을 구축함에 있어 련기 간의 력은 무엇보다 요하

므로 국책연구소 자료실  정부부처 자료실 등의 련자들을 하여 정책정보를 

력 으로 구축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정책정보 제공자

의 입장보다 장 공무원, 연구원을 비롯하여 정책정보제공기 의 자료실 운 자를 

포함한 수요자(연구자)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정보 련기  간의 력서비스를 토 로 Win-Win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 정책정보서비스의 문화를 한 인력확보 차원에서 정책분야별 문가 발

굴, 국가정책정보인 라 구축을 통한 특화된 정책정보참고사서 육성  정책정보서

비스시스템의 정비와 정상화가 필요하다.

1.2 연구의 목적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해서는 국내에 분산되어 있는 정책정보를 국가  차

원에서 통합하기 한 국립세종도서  심의 방 한 정책정보 구축과 정책정보서

비스 분류체계인 BRM의 지속 인 개선을 통한 국가정책정보 인 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책정보원을 구축함에 있어 공공기  소속직원과 

국민 모두에게 편리하고 체계 인 정책정보 이용이 가능하기 해서는 련기 간

의 력이 무엇보다 요하다. 이를 해 국책연구소 자료실  정부부처 자료실 

등의 련자들을 하여 정책정보를 활용하는 분야별 문 참고정보서비스에 

한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정보를 력 으로 구축할 수 있는 공공기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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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력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한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정책정보를 국가

 차원으로 통합하여 국가 정책정보 인 라를 지속 으로 구축․확충함으로써 다

양한 분야의 정책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검증  확

충을 도모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책분야별 문가를 발굴하고 서비스와 연계함으로

써 문가 그룹을 활용한 정책정보 문 참고정보의 지속 인 확충과 정보서비스 제

공  축  방안으로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 모형을 개발하고 국립세종도서

을 심으로 편리하고 효율 인 정책정보서비스 체제를 구 할 수 있는 모형을 제

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립세종도서 의 주요 서비스인 정책정보서비스의 효율 인 제공을 한 

운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해 정책정보서비스의 기획과 모형개발, 효과

인 서비스를 한 정책정보 문참고사서 육성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정

책정보이용자맞춤형서비스 방안  실효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둘째, 정책정보 콘텐츠의 문가 검증과 BRM 보완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정

책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콘텐츠를 확충하고 지속

인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해 국립세종도서 을 심으로 모든 종류

의 정책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속 인 정책정보 콘텐츠 구축  고도화를 이룸

으로써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셋째, 정책정보서비스의 효율  제공을 한 정책분야별 연구자정보원을 구축하

여, 문가 그룹을 활용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해 정책정보원을 구축함에 있어 무엇보다 요한 련기 간의 력을 해 국내

외 유사 멘토링 서비스 운  사례 조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분야별 문가 DB를 구축하여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정책정보멘토링서비

스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넷째, 정책정보 활용성 강화와 련하여 분야별 문 참고정보서비스에 한 연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책정보 이용자의 수요  요구조사와 문가 의견수렴

을 통한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문가를 활용한 정책정보

멘토링서비스 운 모형 개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즉 정책정보 련기  

간의 력을 도모함으로써 정책정보 문가 발굴  정책정보 문참고사서 육성의 

기  마련과 효과 인 정책정보서비스를 한 정책분야별 문 참고정보서비스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네 가지 방안을 통해 국립세종도서 을 심으로 정부부처  공공기 의 정

책입안 활동에 필요한 정책정보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표 정책정보도서

으로서 국립세종도서 이 안정 인 정책정보서비스를 운 하여 경쟁력 있는 지식정

부 구 을 한 토 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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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연구내용

2.1.1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콘텐츠 확충 및 고도화

본 연구에서는 지속 인 정책정보 콘텐츠 구축  고도화를 기반으로 모든 종류

의 정책정보 제공이 국립세종도서 을 심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 모색을 해 총 4단계의 로세스를 거쳤다.

첫째, 문가 검증을 통해 시범 구축된 정책정보 콘텐츠의 보완사항을 도출하

다. 정책정보 분류의 기 이 되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에 따라 시범 구축된 정

책분야별 주제가이드 총 133개, 정부기능분류체계(BRM) 주제분야별 구축 콘텐츠 

총 6,305건에 하여 문가 집단에 의한 체계  분석을 통해 보완사항을 도출함으

로써 정책정보 콘텐츠의 효용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택하 다. 

둘째, 정책정보 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기능분류체계(BRM) 기반의 정책분야

별 주제가이드 콘텐츠  주제별 서지, 참고정보원 콘텐츠를 확충하 다. 정책입안

자  연구자들이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성을 제고하고 정책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최 의 정책정보 제공을 한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콘

텐츠 확충을 도모하 다. 한 정책정보 문가에 의해 추가 으로 수집되는 주제분

야별 서지  참고정보원 콘텐츠에 한 지속  구축을 실행함으로써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의 세분화  정책정보 데이터 표 화와 주제분야별 서지  참고정보

원 콘텐츠 확충에 따른 고도화로 정책정보가이드 활용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

셋째,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 모형 개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책분야별 

문가 발굴  문 참고정보서비스 제공 연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효과 인 정책

정보서비스를 한 정책정보 문참고사서 육성 방안의 기 자료를 확보하 다. 

넷째,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매뉴얼 개발을 통해 정책정보제공시스템의 산재와 

자료의 복, 정책정보자료의 체계  리 부족  문 인 정보서비스 제공의 한

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다. 즉 정책 실무 활용에 합한 정보원을 발굴하고 구

축하여 이용자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문 인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

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제공하고자 하 다.

2.1.2 정책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영모형 개발

정책정보원을 구축함에 있어 련기  간의 력을 해 정책분야별 문가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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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 모형을 설계하 다.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 모

형 개발을 해 본 연구에서는 총 4단계의 로세스를 거쳤다.

첫째, 국내외 유사 멘토링 서비스 운 사례 조사를 통한 멘토링 서비스 효과성을 

분석하 다. 이때 도서 뿐만 아니라 타 분야 멘토링 로그램 운  성과를 분석하

고 개선방안 연구 사례조사를 통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 모형의 기 자료를 

확보하 다.

둘째,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하 다. 정책분야별  정책

정보서비스 기 별 실무자를 상으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분석을 통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 모형의 기 자료를 확보하 다.

셋째, 정책분야별 문가(연구자)정보 DB를 구축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하 다. 즉 

멘토링 문가  정책분야별 연구자정보원 DB 구축을 통한 정책분야별 멘토링서

비스 실행 방안 등 운 의 기  자료를 조사하 다.

넷째,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 모형을 개발하고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하

다. 효율  산 사용 방안으로서의 차별화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 모형을 개

발하고,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  매뉴얼」을 제작하고자 하 다.

2.1.3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기획 및 모형개발

국립세종도서 을 심으로 한 정책정보서비스의 안정  제공을 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분야별 착형 정보서비스 모형인 국립세종도서  심 이용자맞춤형정책

정보서비스 모형을 개발하 다. 정책정보이용자맞춤형서비스 모형개발을 해 본 

연구에서는 총 4단계의 로세스를 거쳤다. 

첫째, 국내외 정책정보서비스 련 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특 장 을 도출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정보이용자맞춤형서비스 모형개발을 한 기 자료를 확보하 다. 

한 분야별 정책정보 인 라 보유  문서비스 제공 조직을 심으로 분야별 정

책정보서비스의 특성화  체계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타 기 과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와의 차별성을 두고자 하 다.

둘째, 정책정보서비스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하 다. 정부부처 계자, 연구소 

연구원, 사서들을 상으로 정책분야별  정책정보서비스 기 별 서비스 수요조사

를 실시하고, 그 결과 분석을 통해 정책정보이용자맞춤형서비스 운 모형의 기 자

료를 확보하 다.

셋째, 국립세종도서  심 정책정보서비스 발 방향을 수립하고 정책정보이용자

맞춤형서비스 운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 다. 

넷째, 개별 서비스에 한 우선순 를 악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으로 발굴, 검하는 등 지속 인 정책정보서비스를 한 사후 검의 기  토  

마련을 해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운  매뉴얼」을 제작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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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립세종도서 의 주요서비스인 정책정보서비스의 효율  제공을 한 

정책정보서비스 운 방안을 그 내용으로 한다. 즉 정책정보 콘텐츠의 문가 검증

과 정부기능분류체계(BRM) 보완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정책정보요구를 충족시

킬 수 있는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콘텐츠 확충  고도화, 정책분야별 연구자정보

원 구축과 문가 그룹을 활용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 모형  매뉴얼 개발, 

정책정보이용자맞춤형서비스 운 모형  매뉴얼 개발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문헌조사 분석, 웹사이트 사례 조사  분석, 

문가 의견수렴, 설문방법을 사용하 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립세종도서  정책분

야별 주제가이드운  매뉴얼,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 모형  매뉴얼, 정책정보

이용자맞춤형서비스 운 모형  매뉴얼을 개발하 다. 

연구과정을 도식화 하면 다음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정책정보서비스 운영방안 연구절차

1) 문헌조사 분석

정책정보서비스 련  주제별 정보안내서비스 련 국내외 선행연구와 멘토링 

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조사ㆍ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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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 내용

문가 의견수렴 

상

- 국책연구소 자료실, 정부기  자료실, 각종 문도서  자료실 등 정책정보와 

련 있는 자료실 소속의 사서

문가 의견수렴 

장소
- 직 회수, 우편 혹은 e-mail 방법

문가 의견수렴 

기간
- 2014년 12월 1일 ～ 2014년 12월 10일

문가 의견수렴 내용

- 구축된 6,315건에 한 검증의견

  ·구축된 정책정보 콘텐츠의 만족도

  ·구축된 정책정보 콘텐츠의 보완사항

- 정책정보 분야별 건수 1,600건 구축

  ·분야별 정책정보 콘텐츠 구축 필요

- 메타데이터 필드의 타당성

  ·메타데이터의 콘텐츠 구축 시 타당성

- 참고정보 문사서 육성의 필요성

  ·참고정보 문사서의 육성의 필요성

<표 1-1> 전문가 의견수렴 설계내용

2) 웹사이트 사례조사  분석

첫째, 국내외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의 웹사이트를 통해 정책정보서비스 

운  방안을 조사·분석하 다.

둘째, 국내 정부부처와 국책연구소 웹사이트의 정보제공서비스 운  사례를 조사·

분석하 다.

셋째, 국내외 멘토링서비스 운  사례를 조사·분석하 다. 이때 주요 조사 상은 

ACRL(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ALA(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IA(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국제사서

네트워크(International Librarians Network, ILN) 등으로 주로 사서들을 한 멘토

링 로그램 운  사례를 심으로 하 다.

넷째, 타 분야 멘토링 사례  우수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

모형 개발에 참고하고자 하 다.

3) 문가 의견수렴

정책정보서비스 련 정책정보 콘텐츠 검증  개선사항 도출, 추가  주제분야별 

서지와 참고정보원 콘텐츠 확충을 한 문가 의견 수렴을 거쳤다.

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 모형 개발, 정책정보이용자맞춤형서비스 운 모형 

개발을 해 문가 자문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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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분석내용

정책정보

멘토링서비스 

 

이용자맞춤형정

책정보서비스 

련 설문

조사 상 정부부처 계자, 사서, 연구소 연구자 

부처․연구소 

주소  

설문 상자 

연락처 확보

정부부처 계자, 사서, 연구소 소속 설문 상자 선정(세종시 정부

종합청사 인구 심의 공무원  정책연구자, 정부  공공기  자

료실 정책정보서비스 실무자)

설문 상자 기 의 주소  연락처( 화, e-mail) 정보 확보

설문지 개발

  

설문 수행

설문지 개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정책정보이용자맞춤형서비

스 수요  요구사항에 한 의견 수렴

설문 방법: 직 회수, 우편 혹은 e-mail 방법

설문지 분석

<표 1-3> 요구분석 대상 및 내용

구분 분석 내용

문가 의견수렴 

상

- 국책연구소 자료실, 정부기  자료실, 각종 문도서  자료실 등 정책정보와 련 있는 

자료실 소속의 사서

문가 의견수렴 

장소
- 부산해운  그랜드 호텔  화면담

문가 의견수렴 

기간
- 2014년 11월 27일 ～ 11월 28일

문가 의견수렴 

내용

-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에 한 개발방향

- 주제분류체계의 성  개선방향

- 주제별 콘텐츠 구축방안

- 이용자맞춤형서비스의 내용  방법

- 이용자맞춤형서비스의 성  개선방향

- 이용자맞춤형서비스 구축방안 등

-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운 방향

- 정책정보멘토링 모형  멘토링 참여 상 선정

- 구체 인 멘토링의 내용 등 

<표 1-2> 전문가 의견수렴 설계내용

4)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정책정보이용자맞춤형서비스 운 모형 

개발을 한 수요자의 요구분석은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 으며, 그 구체 인 내

용은 다음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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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정책분야별 콘텐츠 구축· 주제가이드 활용 효과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콘텐츠 구축  주제가이드 활용은 정책정보자료를 필요

로 하는 이용자의 편의와 정보 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

과 체계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정책정보서비스 문기

으로서의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 업무 기획  개발 시 참고자료로써 국립

세종도서  인식 제고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구체 인 기 효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다양하고 정확한 정책정보자료 확보·제공을 통해 행정⋅정책분야 자료 수집 

 서비스 제공, 도서  간 연계 네트워크센터 역할 담당 업무 개발․기획에 기여

할 수 있다.

둘째, 각각의 정부 부처  국책연구소 홈페이지 방문으로 인한 불편함 해소, 정

보자료 복 리에 따른 피로도 감소를 통해 정책정보서비스 문 기 으로서의 국

립세종도서  인식 제고와 이용 활성화를 기 할 수 있다.

셋째, 정부기능분류체계(BRM)의 유형별 정책정보 메타필드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목 ․수 에 따라 정보를 분야별․수 별로 체계화하여 양질의 참고정보자료에 의

한 실무자 요구 충족이 가능한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넷째,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콘텐츠 구축을 기반으로 효율 인 검색 략 구상

을 통해 정책정보 근의 장벽을 낮추고 이용자의 편의와 정보 근성을 강화할 수 

있다.

다섯째, 정책정보자료 개발  서비스와 련된 장기 계획 수립 시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정보자료의 지속 이고 안정  구축을 한 DB 

구축 작업에 한 문기  용역 진행 시 지침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정책정보이용자맞춤형서비스 활용 효과

문가와 연계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 모형 개발을 통해 지속 인 정책정보 

콘텐츠의 확충과 주제 문성이 강화된 체계 인 정책정보제공서비스 고도화에 기여

할 수 있다. 그에 따른 구체 인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정보 문가와 연계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 모형 개발을 통해 련

기 과의 명확한 커뮤니 이션, 용이한 업무 조, 다양하고 정확한 정책정보콘텐츠

의 지속  확충과 체계  정책정보서비스 개발·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둘째,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를 통한 문가 연계 서비스, E-mail, Push 서비스와 

같은 부가서비스의 기획과 더불어 정책정보 분야의 실무자에게 최 화된 신규 서비



44 ●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운영 방안 연구

스를 개발, 제공함으로써 주제 문성이 강화된 정책정보서비스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주제분야별 문가에 의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 은 소속 기 의 공무

원·연구원 등 특정 이용자의 업무 성향, 정보 활용 행태 악  수집된 정보의 융

합으로 새로운 패턴의 정보콘텐츠를 개발‧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넷째, 주요 서비스 이용 상인 문가(연구자)에 하여 정부기능분류(BRM)를 

도입한 정책정보서비스 제공으로 기존 도서  정보서비스 역의 세분화  확장, 

국가도서 에 의한 공공정보의 서비스 확 에 기여할 것으로 상된다.

다섯째, 각 행정기 의 정보화담당 , 국가기록원 등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이해

계자의 력과 의견수렴을 통해 국가차원에서의 정책정보 련 력 업무를 통한 효

율 인 산 사용과 정보제공, 차별화 된 문가 연계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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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  배경

1. 선행연구

본 장에서는 정책정보의 분류에 한 연구, 정책정보서비스와 련된 연구, 주제

가이드, 이용자맞춤형서비스, 그리고 멘토링서비스 등에 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

다.

1.1 정책정보 분류관련 연구

정책정보 분류체계에 한 연구로, 양순애(2007)는 논문에서 첫째, 자정부의 개

념과 특징, EA(Enterprise Architecture)와 BRM(Bussiness Reference Model) 등 

련 개념을 살펴보고, 둘째,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상 계를 정부기능

분류체계(BRM)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심으로 분석하 다. 셋째, 참여정부의 

31  로드맵 과제와 앙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자정부 사업에 해 BRM을 기

으로 분류함으로써 자정부 구  단계를 분석하 으며, 넷째, 자정부 사업 분석

과 자정부의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특성을 분석하여 차세  자정부의 략  

추진방향을 제안하 다.

설문원(2013)은 정부기능분류체계(BRM)가 기록 분류에 어떻게 용되고 있고 그 

가능성과 한계가 무엇인지 밝히기 하여 6개 앙행정 기 의 기록 리 문직 6

명을 상으로 3회에 걸친 집단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공공기록물

리법률 분석을 통해 기록물분류제도를 살펴 본 후, 정부기능분류체계(BRM)를 기록 

분류에 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의 유형을 조사하 다. 면담 자료를 토 로 

단 과제를 활용한 기록물 분류의 실태와 문제 을 구조  운용 측면에서 분석하

다. 

이명희(2013)는 국내의 교육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정책당국 문 연구

기 과 문 사이트의 10개 웹사이트를 선정하여 내용분석 방법으로 이들이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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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요 정책정보의 종류, 분류체계, 검색시스템의 정보검색기능 등을 분석하 다. 

비교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제시된 문제 을 검토하여 표 화된 교육정책정보 분류

체계 개발, 교육정책정보원의 메타데이터 표 화와 검색시스템의 편의성 제고, 정책

당국 착형 맞춤서비스의 제공, 분야별 정책정보 문센터 운 , 정책분야 간 력

체제 구축을 개선 으로 제안하 다. 한 교육정책정보원, 교육정책정보시스템 운

체제, 력체제로 구성된 교육정책정보 문센터 모형을 제안하 다.

한편으로 기능 분류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용에서는 혼합 인 분류체계

를 제안(이 숙 1997; 최 식 2006; 이 정 2010; 박용부, 김태수 2011)하는 경우도 

많았다.

기능 기반의 기록 분류에 한 해외 연구는 1950년  Schellenberg로 거슬러 올

라간다. 재 ISO 15489나 호주의 DIRKS 방법론 등이 용하고 있는 F-A-T모

델(Function-Activity Transaction Model)에 해 Schellenberg(1956)는 그의 

서 Modern Archives에서 F-A-T 모델은 조직분석에 유용한 체계이며, ‘기능’이 조

직이나 주제와 함께 기록 분류의 기   하나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Schellenberg 1956).

Smyth(2005)는 기능 기반의 일 분류체계 개발을 둘러싼 쟁 들을 검토하 고, 

북아일랜드의 민원서비스를 사례로 조직의 기능분류체계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Orr(2005)는 학술 문가와 실무자 모두 ‘기능분류체계’ 사용에 동의하는 듯 보이

지만 분류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해서 공감 를 형성하지 못했으며, 

기록 리자들은 기능분류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는 만을 밝히고 있다.

Foscarini(2009)는 실증  연구를 통해 ‘기능’을 포함하여 기능분류의 원칙을 구성

하는 개념들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이론  결함이 있다고 지 하 다. 더 나아

가 Foscarini(2009)는 정확한 업무분석에 따라 개발된 분류체계가 반드시 최종 이용

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며, 이용자들을 해 단일기 을 넘어 여러 기

의 기능들을 넘나드는 정보 공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록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하 다.

Alberts 등(2010) 역시 기능분류와 련된 여러 개념에 한 명확한 정의와 구분

이 필요하며, 조직의 요구나 최종 이용자의 요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을 

강조하 다. 기능기반분류는 효과 인 기록 리 도구이지만 기록 리자는 물론 기

록 생산자들이 분류체계를 제 로 이해하고 용하는 것이 요하다는 것이다.

Joseph, Debowski, Goldschmidt(2012)는 이용자들이 기능분류체계의 운용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한 교육훈련이 미흡하여 분류표에 한 인식이 낮다고 밝

혔다.

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시사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정보의 분류에 한 연구는 국내외 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록물 분류제도, 정부 기능분류체계를 기록 분류에 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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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의 유형조사와 구조  운용 측면에서의 기록물 분류의 실태와 문제  분석 등 

사례기 을 상으로 기능분류체계를 개발하거나 기능 분류의 에서 행 분류

체계를 평가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둘째, 국내의 교육정책정보서비스 제공과 련하여 행 분류체계를 평가한 결과 

제기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표 화된 정책정보 분류체계 개발, 정책정보원의 

메타데이터 표 화, 검색시스템의 편의성 제고, 정책당국 착형 맞춤서비스의 제

공, 분야별 정책정보 문센터 운 , 정책분야 간 력체제 구축, 정책정보 문센터 

모형 등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셋째, 해외의 경우 정책정보의 분류를 기능분류 측면에서 원칙을 강조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기능분류의 원칙을 구성하는 개념에 한 정확한 정의와 

구분이 규명되지 않고 있어 실제 용에서는 조직의 요구나 최종 이용자의 요구가 

조화를 이루어야하는 정보 공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혼합 인 분류체계를 제

안하고 있다. 

넷째, 기록 리자  기록 생산자들이 분류체계를 제 로 이해하고 용하는 것

의 요성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1.2 정책정보서비스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정보서비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동욱(1995)은 공공정책에 련된 공공기  간의 정책정보 구축과 공동이용에 

한 실태를 검토하고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 다. 그

는 행정종합정보망, 통계정보시스템, 경제정책정보, 물류정보망, 산업정보망 등의 정

보 공동이용의 사례 분석을 통해 공동이용되는 정보의 양과 질, 그리고 이용의 편

의성이 꾸 히 향상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범부처 인 정보 공동이용에 한 

부처의 인식과 인센티 가 부족하고 여 히 정보제공 역이 일부분에만 한정되어 

있어 공동이용의 기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한 정부와 산업부문

이 겹쳐 있는 분야별 종합망 사업은 아직까지 계획 이거나 사업 기에 있어 정

책정보의 구축은 아직 시작단계라고 평가하 다. 따라서 정책정보 공동이용을 활성

화하기 해서는 정부정보의 공개  제공을 한 제도와 정보시스템 구축, 공무원

의 정보화에 한 올바른 인식, 업무 흐름의 개선을 수반하는 행정정보화, 정보 리

자의 지원, 공공조직의 자율성  문성의 제고, 인  정책정보 공동체의 형성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 하 다. 이를 기반으로 정책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효율 이고 합리 인 정책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 다.

홍 진과 노 희(2008)는 정책정보가 유일무이성, 문성, 특정성 면에서 국가 으

로 매우 가치가 있으므로 정부  행정기 이 갖고 있는 정책정보에 구나 쉽게 

근할 수 있도록 제도 인 장치가 필요하며, 효율 인 정책정보서비스시스템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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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은 매우 시 한 과제라고 주장하 다. 그러나 국내에는 정책정보를 총 으로 

제공하기 한 정책이나 시스템이 없으므로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정책정보 유

통기 의 황을 분석하고, 국내 정책정보 유통에 한 요구를 분석하 다. 이를 통

해 국내에 산재되어 있는 정책정보를 국가  차원으로 통합하여 국가정책정보 인

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정보 지원조직의 필요성, 구성, 

담부서 설치  운 , 담사서제 설치, 정책정보 제공 기   사이트에 한 총

체  링크서비스 제공 등의 방안을 구체 으로 제시하 다. 

김주미(2008)는 소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을 한 맞춤형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온라인과 오 라인

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 히 수요자인 소기업의 기 수 을 충족시

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 다. 연구자는 ‘ 소기업 도우미 SPi-1357’에 한 

황과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SPi-1357의 향후 개선방향에 해 제시하 다. 

최재황(2009)은 정부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정책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

하여 국가 정책정보 인 라를 구축하고, 국립 앙도서 의 “dibrary(digital+library)” 

포털을 통해 정책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정보포털 력망의 구축 방안을 제시

하 다. 그는 460개의 정부기   홈페이지에서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 은 

354개 기 (77%)으로 나타났음을 밝히고, 정부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정책정보의 

력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즉, 해결정보담당 실과의 력 방안과 정부부처 

자료실과의 력 방안으로 나 어 정책정보서비스의 력망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다. 

곽승진 등(2011)은 국립세종도서 의 건립에 따른 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국

립세종도서 의 경 환경을 분석하고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장서개발 계획

을 제안하 다. 

미국에서는 정책정보자료의 활성화에 한 연구가 일 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Hernon과 McClure(1988)은 미국연방정보 인쇄출 국의 보존 로그램 등에 해 

연구하 고, Janowskia, Pardo, Davied(2012)는 공공정보의 목  달성을 하여 정

부와 유 기 , 민간기 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기존 지식과 자원의 가용성을 향

상시켜야 한다고 하 다. 

최은주(1996)는 이용자의 연령, 자료의 최신성, 해외자료이용비율, 정보서비스기  

이용실태를 분석하 고, 김병주(1999)는 국내 학교수들의 정보요구와 이용 특성을 

악하기 해 학술정보의 수집 경로와 탐색 방법을 조사하 다. 

윤정옥(2009)은 자 자료의 발견과 근, 자정보원 이용도, 자정보의 장단

을 분석하여 국내 인문학자의 이용행태를 분석하 고, 이명희와 정혜련(2012)은 국

내 디자인 교수 110명을 상으로 정보이용목 , 정보 수집 경로, 주이용 정보원, 

도서  이용 황을 분석하고, 정보서비스 문화를 해 회색정보원의 수집, 공 

자료의 우선수집, 국내외 디자인 련 DB의 수집, 주제별 정보 활용교육 제공 등

을 제안하고 있다. 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시사 을 정리하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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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첫째, 정책정보서비스의 필요성  활성화 방안 선행연구는 부분 국내외 사례분

석을 기반으로 정책정보서비스의 황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문제 을 제기하고 

정책정보서비스의 과제  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정책정보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으로 정책정보 구축과 공동이용, 정책정보 

근을 한 제도  장치로서의 효율  정책정보서비스시스템의 개발, 정책정보포털 

력망 구축, 공공정보 이용기  간의 네트워크 구성 등이 제안되었다.

셋째, 정책정보이용자들을 상으로 그들의 정보이용행태를 분석한 연구는 없는 

반면 정책정보 분야 이외에서 이용자의 정보이용행태를 분석하는 연구는 국내외

으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정보이용행태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에 있어서는 연구 

분야나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3 주제가이드 서비스 관련 연구

1) 주제가이드 개념 정의

‘주제가이드(subject guide)란 도서  정보의 지도와 같은 것으로, 특정 주제에 

해 이제 막 심을 가지고 자료를 검색하고자 하는 도서  이용자를 한 정보의 

치 표지(Information locator)라 할 수 있다’라고 처음으로 언 되었다(Stevens et 

al 1973).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도서  환경이 변화하고 주제가이드의 형식과 

콘텐츠가 변화하면서 연구가이드(research guides), 연구도구(research tools), 자도서

 가이드(electronic library guides or e-guides), 웨블리오그라피(webliographies), 주

제포털(subject portals)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Tchangalova, Feig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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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한 나무 이나 마분지로서 서가에 걸어두는 것’을 주제안내(topic guide/subject 

guide/class guide)라 정의하고 있으며 주제서지(subject bibliography)를 ‘어떤 특정

한 주제에 련된 문헌을 수록한 서지로 문서지, 특정주제서지 혹은 주제목록이

라고도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주제별 정보제공은 도서 에서 다양한 내용

과 용어를 가지고 발 하 다.

2) 주제가이드 서비스 황

국내외를 막론하고 주제가이드 서비스는 학도서 을 심으로 발 하고 있으며, 

이는 학문 분야나 학과와 같이 이용자가 요구하는 주제분야가 명확하며, 주제가이

드에 한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도서 이 아닌 주제가이드를 제공하

는 표 인 는 LC의 VRS(Virtual Reference Shelf)이다. VRS에서는 일반 인 

주제의 참고자료와 뉴스, 통계, 사 을 비롯하여 의회도서 의 목 에 맞게 정치학

과 정부의 참고정보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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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smore(2002)는 경 학도서 의 주제가이드 서비스 황에 해 연구하 다.

3) 주제가이드 분석을 통한 장   개선방안 제시

최상기(2004)는 수집된 정보자원들이 주제 문가에 의해 평가, 분류, 기술되어 검

색엔진의 검색 결과보다 고품질의 정보자원에 근할 수 있는 것이 주제별 가이드

의 장 이라 하 다.

함연 과 박 식(2007)은 국 “985 로젝트”에 입선된 38개 학도서 의 가상

참고서가 구축 황에 해 조사하고 발  방안을 제시하 다.

이미화(2009)와 박희숙(2011)은 텍스트만 제공되는 단조로움을 벗어나 동 상  

웹페이지와 같이 다양한 매체에 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 주제분야에서 

이용되는 인기자원에 한 근과 연  주제에 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온라인 주제가이드의 장 이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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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역할에서 벗어나 연구 방법과 주제 선정과 같은 연구 활동에 한 교육과 효율

 연구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능동 인 정보 문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는 수단으로 주제가이드의 장 을 언 하며, 북미와 국내 학도서 의 주제가이드 

황 악과 개발을 한 주요 특징을 도출하 다. 

김수정(2012)은 국내 학도서  웹사이트 분석을 통해 온라인 주제가이드 황 

분석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시사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제별 정보제공은 1973년 Stevens 등에 의해 처음으로 언 된 이래 디지

털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도서  환경 변화  주제가이드 형식, 콘텐츠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내용과 용어를 가지고 발 해왔다.

 둘째, 주제가이드 서비스에 한 선행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학문 분야나 학

과와 같이 이용자가 요구하는 주제분야가 명확하며, 주제가이드에 한 수요가 많

은 학도서 을 심으로 발 해왔다. 

셋째, 주제가이드 서비스 황 조사를 통한 주제가이드의 장 과 특징을 분석함으

로써 악된 황과 개선방안 도출을 기반으로 주제가이드 서비스에 한 방향과 

개선책을 제시하 다.

1.4 멘토링 서비스 관련 연구

멘토링(Mentoring)이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아직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하 자에게 직무에 한 지식과 기술을 해주고 상담을 통해 자신감을 갖도록 해

주며 경력개발을 돕는 계를 말한다. 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멘토(Mentor), 

조언을 받는 사람을 멘티(Mentee)라고 하며, 그 활동 과정을 멘토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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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멘토링 효과측정에 한 연구

멘토링의 효과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은 멘토링 기간, 멘토 훈련, 슈퍼비  

등 멘토링에 한 지도·감독인 것으로 나타났다(박 선 2000; 오미선, 권일남 2012; 

조혜진 2009; 석 2010; Jekielek 2002; 최선희 외 2010a; Martin & Sifers 2012; 

Pryce 2012).

멘토링의 성과를 분석한 연구는 주로 멘티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

고 있으며, 멘토링을 통해 멘티의 자아존 감 향상, 학업에 한 심과 성  향상, 

계성의 향상, 문제행동의 감소 등 멘티의 심리, 사회, 학업 그리고 그 외의 다양

한 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순규, 이재경 2007; 이길 , 황명식 2004; 

최경일 2008; 최선희 외 2010b; Frecknall & Lucks, 1992).

ACRL(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은 경력 2년 이내의 멘티

와 경력 5년 이상의 멘토가 심분야와 참가 목 을 기 으로 매칭 하여, 온라인으

로 1:1 멘토링이 이루어지는 ‘New Member Mentoring Program'을 운 하고 있다. 

멘토와 멘티가 함께 멘토링의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을 통해 멘토링의 성과를 높이

고 있으며, 이 멘토링 로그램을 통해 참가자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의 지

도자를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ACRL의 일원 모두를 육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Bullington and Boylston 2008).

노 희, 최원태, 홍수지(2014)는 멘토링 로그램 운  ·후 멘토와 멘티의 인식

변화에 해 분석하 다. 연구에서 멘토와 멘티 모두 멘토링 로그램이 유용하며 

재참여 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에 앞서 경제  지원, 장소 지원, 멘토

링 로그램에 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필요함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사례연구를 통해 멘토링의 효과를 측정한 연구로 멘토링 계가 학업

성취와 진로, 태도  행동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연구들이 다수 있다(최이원 

2002; Cannister 1999; Dennes 1993; 유성경, 이소래 1999).

임지혜와 김 희(2014)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상으로 한 멘토링 로그램에 

요구되는 멘토의 역량에 해 검토하고, 나아가 멘토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개선되

거나 보완되어야 할 방안을 도출하 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 멘토링 활동에서 2년

이상 우수한 평가를 받은 멘토들을 상으로 질  면담을 실시하 고, 멘토들에 의

해 멘토링의 경험을 바탕으로 심층 으로 분석하여 멘토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도출하 다. 그 결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 멘토링의 경험은 참여한 멘토들에 의해 

‘선입견을 깨는 반성의 경험’, ‘타인과의 계형성의 경험’, ‘성장의 경험’, ‘이문화 

의 경험’으로 의미화 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다문화 가정 청소년 멘

토링에 요구되는 멘토의 역량은 ‘감성 인지  리’, ‘돌 과 배려’, ‘성실성과 책임

감’, ‘ 정 인 계 형성’, ‘유연한 처와 문제해결력’, ‘자기반성  성찰’ 등 총 6

가지로 나타났고, 다문화 가정 청소년 멘토링에 참여한 멘토의 역량 강화를 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첫째, 멘토 간에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정량 이고 정성 인 두 가지 근을 복합 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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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 셋째, 멘토링 과정에서 멘토를 한 한 간 연수  

다양한 멘토 팔로우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멘토링의 된 경험으로부터의 

멘토 경력에 따른 역할  기능을 재구성해야 한다.

한 멘토링 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문제나 어려움을 나  수 있는 멘토 모임도 

멘토링의 효과를 높이는 요인으로 주장되고 있다(조혜진 2009).

2) 학생 멘토링에 한 연구

학생 멘토링 사례연구를 통하여 멘토링 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한 연구로 박경민

(2008)은 멘토링 로그램의 시범운  후 멘토링 로그램 과정 구성요소를 제시, 

멘토링 로그램 개발자  슈퍼바이  그리고 간  운 리자의 기본 역량 요소 

규명, 멘토링 로그램의 민·  자원 연계 방향과 그 효과 입증, 논리모델을 토 로 

멘토링 로그램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 다. 

양민화 등(2011)은 학습부진 학생의 학업성취를 목 으로 하는 학생 멘토링 

로그램의 운 상의 문제 을 분석하기 해 로그램 참여자들을 상으로 멘토-멘

티-교사들의 요구와 제안을 조사·분석하 다. 그 결과 멘토는 교수학습능력을 성장

시킬 수 있는 체계 인 리시스템과 보상에 한 만족을 나타냈으며, 멘티는 성

향상 뿐만 아니라 멘토와의 정서  계에 해서도 만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인터뷰 결과 교사에게 멘토링 업무는 인센티 나 지원이 부족한 과 한 

업무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민화와 서유진(2009)은 방과 후에 학생 멘토들이 읽기 로그램을 재하

을 때, 학습이 부진한 학생 멘티들의 읽기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지에 해 연구

하 다. 이에 따라 학생 멘토링을 통해 읽기 재 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학

교 학습부진 학생들의 읽기 유창성과 읽기 이해능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하

다. 한 학생 멘토링을 통한 재 로그램을 활성화하기 한 방안과 향후 연

구방향을 제언하 다. 

주 (2014)은 학생 개개인들의 직업 탐색  취업지원을 해 멘토링을 통한 

효과  서비스 지원 방안으로 요구분석과 온라인 시스템 구 을 진행하 다. 그 결

과 멘토와 멘티 간의 이 시·공간 인 제약을 받지 않도록 온라인 e-멘토링 시

스템을 구 해야 하며, 요구분석을 기반으로 멘토링 로그램이 공식 ․체계 으

로 운 된다면 학생들이 직업을 찾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하 다. 

성은주와 유지 (2013)은 학생 멘토들의 고민을 심층 으로 살펴 본 결과 10  

청소년들의 상담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한 부담, 멘티와의 만남에 드는 비용에 

한 경제  부담, 멘티가 소속된 학교 지원체계의 한계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으로는 멘토 교육과 슈퍼비 , 멘티의 태도 등에 의해 멘토의 역할이 

강화되는 과정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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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서를 상으로 한 멘토링 로그램에 한 연구

이철찬(2008)이 수행한 학도서  사서의 멘토링에 한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학도서 에서 경험이 많은 선배사서(멘토)와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후배사

서(멘티)를 한 멘토링 시행의 호응도  희망 멘토링 형태에 하여 분석해 보고

자 하 다. 그 결과 멘토링 참여 의사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멘토링의 심

주제는 직장생활에 한 조언과 상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멘토와 멘티의 매칭은 

1:1을 선호하 고 멘토링 기간은 1년 이하가 당하다고 하 다.

노 희(2014)는 비사서를 상으로 한 멘토링 로그램을 개발하고 운 한 후 

멘토링 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 다. 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의 목표의 구체화, 

진로의 명확화, 성  향상, 취업률 향상 등을 통해 멘토링 로그램이 비사서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LIA(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는 각 지부별로 신입 사서

들을 상으로 하는 1:1 멘토링, 그룹 멘토링, 소그룹 멘토링을 운 하고 있으며, 지

역과 심 분야, 이슈 등에 따라 그룹 멘토링과 소그룹 멘토링을 온라인상에서 진

행한다. 이 시스템은 1990년 에 회원들을 한 계속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다

양한 형식을 갖춘 멘토링 시스템으로 발 하 으며, 신규 회원의 회 응, 학 

졸업자들의 직장 응, 회원들의 극 인 회 활동 등으로 정 인 효과를 거두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itchie and Genoni 1998).

Kwasik(2006) 등은 사서의 실무를 개선하기 해 미래 멘토링 서비스의 요구나 

개선  조정사항을 식별하기 해서 지부 회원들의 멘토링 수요, 이용 가능한 자

원에 한 인식, 기존 서비스와 자원에 한 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지역 내에 형식화된 멘토링 로그램, SCC/MLA 웹사이트를 통한 웹기반 멘

토링 자원, 멘토에 한 지속 인 교육과정을 요하게 인식한다고 나타났고, 멘토

링에 련된 사업이 지역 수 에서 보다 더 개발되거나 개선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Ricker(2006)은 멘토링의 장 에 해서 설명하고,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GIS) 멘토링의 필요성이 다른 도서  멘토링과 어떻게 다른

지에 해 연구하 다. 그 결과 직원채용에 있어서 일반 멘토링의 상은 사서이며, 

목표가 승진과 임기(tenure)인 반면에, GIS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직원의 

경우 사서가 30% 정도 밖에 되지 않고, 트타임직의 비율도 50% 정도이기 때문에 

양자는 상과 목표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한 효과 인 GIS 멘토링을 

한 실무 인 략을 제안하 다. 

Routledge(2014)는 신입 의료참고사서의 의료 문사서로의 환을 용이하게 하

기 한 수단으로 멘토링의 요성을 설명하고, 의료 문사서의 개인 인 역량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멘토링 로그램이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에 해서 연구하

다. 그 결과 멘토링 로그램은 신입 의료 문사서들에게 개인 인 역량을 향상

시켜  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간에 참가자들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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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는 곤란과 함정을 피할 수 있도록 잠재  험요인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 다. 

Hallam & Newton-Smith(2006)는 호주에서 새로운 도서 과 정보 문가를 해 

개발한 두 가지의 과도기 인 멘토링 로그램의 비교평가를 통해 두 가지 멘토링 

로그램 모두 참가자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주었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멘토링 

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 이 멘토링 로그램이 다양한 분야에 용될 수 

있다는 기 이해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시사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많은 기업체에서 멘토링 로그램을 운 하고 그 운 사례들을 발표하

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멘토링 로그램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문헌정보학계  

도서 계에서 사서 멘토링 로그램에 해 연구된 사례는 국내외 으로 그다지 많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멘토링 로그램에 한 사례연구는 멘티의 자아존 감 향상, 학업에 한 

심 증가, 성  향상, 진로  태도, 행동의 정  변화, 계성의 향상, 문제행동

의 감소 등의 멘토링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셋째, 멘토링 로그램의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멘토링 기간, 멘토링 로

그램 개발, 다양한 형식의 멘토링 시스템, 멘토에 한 지속 인 교육과정, 정기

인 멘토 모임 유지, 슈퍼비  등 멘토링에 한 지도·감독으로 분석되었다.

1.5 이용자맞춤형서비스 관련 연구

도서 은 기하 수 으로 생성되는 정보를 효율 으로 리하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합한 정보를 능동 으로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용자의 정보요

구에 극 으로 처하기 한 이용자맞춤형정보서비스와 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SDI 서비스 둘째, MyLibrary 서비스 셋째, Library 2.0 서비스를 심으로 분

류하여 분석하 다.

1) SDI에 한 연구

기 이용자맞춤형정보서비스 사례라 할 수 있는 SDI에 한 연구로 유자경

(1975)은 KORSTIC SDI 검색시스템을 바탕으로 SDI 사례를 연구하 으며, 이정옥

과 신 웅(1977)은 CAC를 활용한 CAC-SDI 서비스에 한 소개와 이용 황을 분

석하여 정보서비스의 발 방안을 제시하 다.

이 자(1979)는 SDI 서비스의 필요성, 원리, 특징에 해 연구하 고, 김종희와 

김태환(1980)은 SDI 시스템의 설계와 비용을 분석하고 시스템 평가를 통해 도서

에 효과 인 SDI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 다. 정희정(1984)은 SDI 시스템을 소개하

여 국회도서 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기 효과에 해 연구하

으며, 김정란(1992)은 SDI 서비스를 용할 경우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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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주제 범 , 제공 차, 피드백 등으로 구체 으로 언 하며 서비스의 방향을 제

시하 다.

노 희(1999)는 국내외 SDI 서비스 황을 조사·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도서 에서 SDI 서비스를 구축하기 한 방안을 제시하 다.

노 희(2012)은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치기반서비스, 상황인식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떤 측면에서 개인 정보 침해  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

찰하 다. 한 도서  라이버시에 한 기단계의 연구로서 향후 국내 라이

버시 연구의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다.

2) MyLibrary에 한 연구

MyLibrary는 이용자가 도서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도서  자원을 개인의 정보

요구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맞춤형서비스  하나로 디지털참고 사이다.  

MyLibrary에 한 연구로 김휘출(2001)은 MyLibrary의 개념, 배경, 필요성과 사례

에 해 연구하고 MyLibrary를 시행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제시하 다. 한 이

용자들이 효율 으로 정보를 선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해 개인별 맞춤화 

서비스인 MyLibrary가 필요하다고 제안하 다.

구내 (2002)은 이용자의 정보 이용행 에 한 연구와 기존 국내외 시스템 기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MyCyberLibrary의 모형을 설

계하 다. 최신 정보 제공서비스를 비롯한 총 10개의 서 시스템으로 모형을 구성

하여 이를 운용, 평가한 후 효율 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이용자 행동패턴을 

분석하는 웹 마이닝 기술과 이용자 심의 서비스 정신이 정립되어야 함을 제안하

다.

하 리(2010)는 MyLibrary 서비스가 이용자의 개인별 서비스 제공을 한 수단으

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개념을 이용

한 MyLibrary 서비스 개선방안을 연구하 다. CRM 개념을 용하기 해 도서  

구성원들 간의 CRM에 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 공유가 필요하며, CRM 개념을 

용한 후에는 MyLibrary 서비스를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를 체계 으로 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 다.

3) Library 2.0에 한 연구

Web 2.0의 개념을 도입한 Library 2.0의 도입으로 도서  서비스는 이용자와의 

방향 소통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지연, 민지연(2008)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를 상으로 Library 2.0에 한 

인식  요구 사항을 조사ㆍ분석하 다. 분석 결과를 통해 연구자는 Library 2.0의 

개념 정립과 서비스 모형을 구성하여 Library 2.0을 활용한 도서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 다.

류진희(2008)는 물리  공간 구축 방안을 모색하여 Library 2.0 환경을 지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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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도서  공간 활용  서비스 모델 방안을 제시하 다. 정보검색 환경에서 이

용자는 도서 이 제공하는 OpenURL, Deep-Link 등 다양한 채 을 통해 도서  자

원에 근할 수 있어야 하며, 태깅, 블로그, 리뷰와 같은 Library 2.0 서비스를 활용

한 고객 참여형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김기숙(2008)은 Library 2.0 개념을 도입한 국내 학도서   학술정보  사이트

를 상으로 이용자참여형서비스 제공 사례와 이용 황을 비교·분석하여 Library 

2.0 서비스의 문제 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다. 

이재호(2013)는 정부에서 해야 하는 개인 맞춤형서비스란 국민 개개인이 수동

으로 정부로부터 서비스를 받도록 하거나, 개인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

는 것이라고 정의 내렸다. 이러한 맞춤형서비스는 ① 동, 의사소통, CRM 등의 

계 서비스 ② 개인이 원하는 정보,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③ 

생애주기, 맞춤형 등의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1:1 서비스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이경순(2006)은 1990년  이후 IT기술의 발달로 사회  분야에 걸쳐 정보화에 

한 인식이 고조되어 왔으며 디지털 기술의 발 에 의해 교통 분야에 있어서도 IT 

기술을 목한 지능형 교통 체계를 도입하여 사회 으로 부각되는 교통문제를 새로

운 시각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오종택(2013)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단순한 리모컨 원격 제어장치, 사용자 인터페

이스를 능가하는 스마트폰 지능화 기술이 융합되어 사용자나 기기, 생활환경의 속

성을 반 하여 기기들이 자동으로 개인 맞춤형으로 설정되는 개인 환경 서비스 기

술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 다.

개인맞춤형서비스는 최근 ICT 업계의 최  화두  하나이다. 방송통신진흥본부 

미디어산업진흥부(2014)는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맞춤형정보서비

스는 각 개인에게 차별 인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가치를 최 화함으로써 서비스 업

체의 매출과 수익률 모두를 높이는 요한 수단  하나라고 밝혔다. 

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시사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극 으로 처하기 한 이용자맞춤형정보서비스에 

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오래 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둘째, 이용자맞춤형서비스에 련된 선행연구는 부분 다양한 최첨단 기술과의 

목을 통해, 시 의 흐름에 맞춘 이용자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동향과 흐름을 

악하 다 

셋째, 이용자맞춤형서비스에 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에 한 연구는 많이 되

었지만, 이용자맞춤형서비스에 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에 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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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선행연구 분석결과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정책정보서비스가 효과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정책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정책부처나 연구자 등의 수요조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 세종도서 에서 설계한 정책정보서비스의 분류체계 재검토를 기반으로, 이용

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구체 인 방향과 체계 인 운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결과 으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

은 시사 을 도출하 다.

1.6.1 표준화되고 통합된 정책정보서비스 구현

1) 표 화된 기능분류체계 개발

정책정보서비스가 효과 으로 제공되기 해서는 정책정보의 분류를 체계화시키

기 한 분류체계가 개발되어야 한다. 공감 를 형성할 수 있는 기능분류체계를 개

발하여 이용자들을 해 단일기 을 넘어 여러 기 의 기능들을 넘나들 수 있는 정

보공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한 표 화된 기능분류체계가 개발된 후에 서비스 이용자 상 교육이 수행되어

야 한다. 표 화된 기능분류체계가 개발되어도, 정책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사

용하는 방법이나 운용방식을 모르면 정책정보서비스를 이용함에 불편함이 있을 것

이다. Joseph, Debowski, Goldschmidt(2012)는 이용자들이 기능분류체계의 운용방식

에 한 이해부족과 교육훈련 미흡으로 분류표에 한 인식이 낮다고 밝힌 바가 있

다. 따라서 기능분류체계에 한 교육과 활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2) 정책정보서비스 련 사이트 일원화 

정부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정책정보를 국가 인 차원에서 일원화해야 한다. 

GPO를 비롯한 국외의 정책정보 제공 사이트를 보면 구축된 정보원의 양이 방 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개선과 보완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분

류체계를 개선하면서 정보원을 구축해 온 결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정

보를 제공하는 기 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여러 기 에서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

들의 혼란을 가 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정보제공 효율성이 체 으로 낮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립세종도서 을 심으로 모든 종류의 정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

며, 지속 인 구축작업을 통해 정책정보량을 세계 인 수 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정보시스템에 한 국민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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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정보제공 기 들 간의 력망 구축 

정부 부처나 정부 내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기 들을 비롯한 정책정보를 생산하는 

기 들은 각기 다른 분류체계와 방법을 통해서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책정보자료에 해 각 기 마다의 특성화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정책정보자료를 복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기

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각 기 마다 생산된 정책 자료를 특성화시키면서 력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여야 한다.

4) 정책정보 주제가이드 개발 

정책정보를 이용하는 정부부처 계자나 연구자 등에게 제 로 된 정책정보를 제

공하기 해서는 극 인 연구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정책정보

와 련된 주제가이드의 지속 인 검증  확충을 통해 고품질의 정책정보자원에 

한 근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 근은 정책정보와 련된 주제정보에 

한 폭넓고 문화된 정보 근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1.6.2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개발 및 활성화

1) 지속 인 멘토링 교육

멘토링에서 요한 것은 멘토와 멘티이다. 두 사람 간 역량의 차이에 따라 멘토링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역량의 차이를 이기 해서는 멘토링 교육이 필

요하다. 멘토링 교육을 소홀히 한다면, 멘토들에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서 멘토링 

로그램이 제 로 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한 멘티와 멘토는 상  역할로서 

멘토링 로그램을 이해하고 력해야만 멘토링의 효과를 극 화 시킬 수 있다. 

2) 지속 이고 다양한 멘토링 로그램 지원 

멘토와 멘티 간의 계는 멘토링 로그램의 성공 여부에 있어서 승패를 가리는 

매우 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멘토와 멘티가 지속 인 만남을 통해 교류할 수 있

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멘토링 과정에서 멘토를 한 한 간 연수 

 다양한 멘토 팔로우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단 멘토와 멘티 간 교류에 어려움을 

 수 있는 시·공간 인 제약을 해결하기 해 E-멘토링 시스템을 지원하고 구 해

야 한다. 이때 요한 것은 이러한 지원이 멘토링 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만이 

아니라 멘토와 멘티 간 지속 인 인력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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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개발 

1) 구체 인 서비스 방향 제시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사 상, 주제 범 , 차, 피

드백 등을 구체 으로 제시하고 서비스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구체 인 상이

나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상들만을 한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가 어려울 것이다. 이용자맞춤형서비스는 특정 이용자 상에게 맞춘 환경과 차별

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구체 인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MyLibrary”만의 개인맞춤형서비스 개발 필요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를 체계 으로 개인화시키기 해서는 “MyLibrary” 

만의 개인맞춤화서비스가 필요하다. 개인이 자주 본 정책정보와 련된 자료들을 

한 에 모아볼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 고유의 이용 패턴을 분

석하여 보다 문화된 정책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 도서 의 

입장에서는 각 개인의 “MyLibrary” 서비스를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체계 으

로 리하여 도서  운 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Library 3.0

도서  3.0의 개념은 웹 3.0의 활성화로 조 씩 논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Chauhan(2009)은 도서  3.0의 특징을 웹 3.0 기반으로 제시해 보고자 했

으며, 도서  3.0을 설명하는 요소로 정보이용자와 지식조직자, 속도, 정확성, 그리

고 웹상에서 이용될 수 있는 정보의 체계  조직을 제시하고 있다. Stuart(2010)는 

웹 3.0의 키워드인 3D 웹, 시멘틱 웹, 실시간 웹 등은 미래의 문헌정보학  도서

에서 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고 논하면서 도서  3.0의 등장을 고하기도 

했다.

즉, 도서  3.0은 웹 3.0을 설명하는 키워드인 시맨틱 검색, 실시간 웹, 클라우드 컴

퓨 , 모바일 웹, 링키드 데이터 등이 응용된 도서 으로서 도서 의 정보자원이 온톨

로지를 기반으로 시맨틱으로 구조화되고, 세계의 도서 자원과 연결되며, 이를 기반으

로 시맨틱 검색이 가능하며, 모바일 도서 이 실 된 도서 이다(노 희 2010). <표 

2-1>는 도서  2.0과 3.0에 한 개념 정의  연구논문 등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도서  버 들의 비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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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Li bra ry 1 .0 Li bra ry 2 .0 Li bra ry 3 .0

시기 1990～2005 2006～2010 2010～2020

상호작용 단방향, 일방 양방향, 개인화, 맞춤형

련기술 MARC, HTML RSS, WIKI, BLOG 등
시맨틱 검색, 온톨로지, 인공지능, 

상황인식, 클라우드

키워드 발행 참여, 공유, 개방 시멘틱 웹, 메타데이터, 온톨로지

정보제공 도서 심생산 이용자 참여를 통한 재생산 기계가 이용자요구 충족

정보소비 읽기 읽기, 쓰기 읽기, 쓰기, 실행하기

정보이용자 인간 인간 인간, 기계

정보권력 폐쇄 , 집 화 화, 집 화, 이용자 심 분산화, 이용자 간 권력분산

응단말 PC PC, 모바일 PC, 모바일, iPad, 주변기기

지식구조 MARC, 메타데이터 MODS, DOI, XML/RDF FRBR, 온톨로지, 시맨틱 구조

<표 2-1> 도서관 1.0과 도서관 2.0과 도서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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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 명 목 서 비 스  내용 정 책 정 보  메 뉴

국내

사례

국립 앙도서  

‘정책정보포털’

(http://policy.dibrar

y.net/)

①정부  공공기 에서 

생산되는 디지털 정책

정보의 통합검색 환경 

마련

②정책정보공유 의회를 

통한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으로 공직자의 

정책수립활동 지원

③일반 국민에게 

정책 련 정보 제공

①다양한 디지털 

정책정보의 통합검색 

기능 제공

② 련 분야 정보원 

제공

③국내외 정부기   

국제기구, 국제회의 

등 참고정보원 제공

④정부기  정책정보 

문사서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검색 

노하우  정책 

용어사  제공

①정책자료:

최신 정책자료, 

정부간행물 추천자료

②테마기획:

해외기록으로 보는 한국, 

동북아 이야기 

③정책정보원:

국내 정부정보원, 

외국정부정보원, 

국제기구정보원, 

국제회의정보원, 

정책정보 검색노하우, 

정책용어사 , 

정책정보길라잡이, 

정부기  자료실 소개

④알림마당:

각종 알림정보 제공

국가기록원

‘정책정보’

(http://theme.archi

ves.go.kr/)

①공무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기  행정자료나 

간 리자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각종 

정책정보를 체계 으로 

수집, 분류, 정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활용 가능

하도록 구축

②양질의 정책정보 확보 

정부의 주요정책정보에 

한 종합 인 검색 

활용 서비스 제공

국가기록원이 수집하는 

정부간행물  

연구조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에 

해당하는 내용

<표 2-2> 정책정보서비스 국내외 사례조사

2. 국내외 사례조사 및 분석

2.1 정책정보서비스

2.1.1 정책정보서비스 사례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개발  구축(노 희 2014) 연구보고서에 이미 정책정보

서비스와 련한 국내외 사례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 바, 이를 기 , 목 , 서비

스 내용, 정책정보 메뉴로 재구성하여 제시하면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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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의 종합  

리와 국민 원스톱

서비스 제공

안 행정부

‘ 리즘(PRISM)’ 

(http://www.prism.

go.kr/)

①정책연구를 통합 으로 

리하여 연구보고서의 

품질을 높이고, 정책정보 

공동 활용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지원

②정책연구용역이 

리즘을 통해 국민, 

연구수행자 , 

기 이용자 에게 

달되도록 하는 것을 

목

①주제별 검색, 

행정기   각 

시·도와 같은 출처별 

검색, 진행 연구과제 

검색 지원

②‘정책연구정보’ 

메뉴에서는 기 별로 

정보를 분류하여 

수집·제공

정책연구정보

한민국국회 

‘입법조사처’

(http://www.nars.g

o.kr/)

①입법  국가의 요 

정책과 련된 사항을 

문 으로 조사·연구

하여 국회의원  

원회에 제공

②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국회의 입법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

③국회 소속의 문 인 

입법·정책 조사 분석

기

①국회의원  원회의 

입법조사요구에 한 

신속한 회답업무

②국가의 주요 안이 

될 수 있는 입법  

정책과제를 사 에 

측하여 조사·분석

①발간물:최신 발간물, 

연구보고서(이슈와 논 , 

안보고서, 정책보고서, 

장조사보고서, 

국정감사정책자료), 

학술지, 세미나·간담회, 

조사처 알림지, 

정책연구용역자료

②주요 행사:세미나, 

간담회, 정책 안 리핑, 

기타일정

③ 정 보 마 당 : 참 여 마 당 , 

자주하는 질문, 설문조사, 

정보공개청구, 메일링 

서비스신청, 련 사이트 

(정치행정조사실, 

경제산업조사실, 

사회문화조사실)

④기  소식:

조사처 동정, 공지사항, 

뉴스 터, 채용정보, 

보도자료, 언론보도상황, 

팝업존

⑤국회입법조사처 안내: 

입법과 정책 학술지, 

국회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 지원, 입법조사

요구  회답 차, 

개인정보처리방법, 

작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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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 

정보서비스

(http://www.sfac.o

r.kr/html/policy/sfa

c_policy.asp)

서울문화재단의 정책 

자료와 타기 의 정책

자료 등 문화정책과 

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문화재단 사이트 

내의 웹페이지

①문화정책 자료로서 재단 

사업성과, 연구결과물, 

발간물 등을 체계 으로 

수집, 정책연구 활동 지원

②국내외 주요 문화정책

련 자료 수집, 제공

③문화정책 네트워크를 

구축

④시도문화재단 표자

회의, 문화정책 원회, 

WCCF(World Cities Culture 

Forum)의 문화정책세미나 

소개와 세미나자료정보 

제공

①서울문화재단 정책 자료: 

연구 보고서, 

세미나자료집, 

보고서/백서, 

안내책자, 기타

②타 기  정책 

자료:연구 보고서, 

세미나자료집, 

보고서/백서, 해외자료, 

기타/뉴스클리핑

③SFAC Policy Review: 

문화정책 국내/국외 동향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

go.kr/)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이를 국민들이 

편리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 을 둠

①공공데이터와 

Open API 검색

②공공백서

③테마정보

④공공정보 개방 황

⑤공공정보 제공  

계 신청

⑥상담서비스

⑦개발자 LAB

①공공데이터: 체 검색, 

기 별 검색, 분류별 

검색

②Open API: 체검색, 

기 별 검색, 분류별 검색

③활용지원센터:소개, 

공공데이터 활용 황,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Q&A, FAQ, 문컨설 , 

1:1상담, 공지사항, 

자료실, 공공데이터 

련 뉴스

④활용 사례:활용 사례 , 

활용사례 등록, 기업탐방 

인터뷰, 기업지원 정책, 

주간 활용TOP10, 

공공데이터 인포그래픽

⑤ 개 발 자 LA B : 오 A P I

소개, 2013년 개방 오  

API, 개발가이드, 

개발자마당

교 육 과 학 기 술 부 

‘ 교 육 정 보 디 지 털

도서 ’

(http://library.mest.

go.kr/)

①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와 

시·도교육청에서 소장

하고 있는 자료를 통합

하여 검색

② 작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에 한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원문정보를 제공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자료, 국내외 자 , 

유 기 자료, NDSL과 

같은 지식정보포털에 

한 메타검색을 지원

교육과정 련내용 

(교육과정 이론  정책, 

유아· 등교육과정, 

등교육과정, 

고등교육과정 등), 

학입시, 인 자원개발, 

주요업무계획  통계, 

국회질의답변, 정책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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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연구보고서, 

학 논문(석·박사), 

연구보고서, 

학 교육과정 등

한 국 교 육 개 발 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http://www.edpoli

cy.net/)

①교육부와 교육청, 련 

연구기 간의 균형  

력 계를 유지

②교육청과 장의 

교육개선 역량강화와 

문성을 제고

③교육 련 정보에 한 

근성과 통합성, 

즉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

①교육과 련한 

정책동향, 법령정보, 

언론동향, 

교육입법동향 등의 

교육정책동향지원

②교육데이터베이스, 

교육정책포럼, 

해외교육동향, 

인성교육 활성화지원

①교육정책동향: 

정책동향, 언론동향, 

법령정보, 교육입법동향, 

참여기 동향

②교육DB:교육정책 

추진학교DB, 

교육연구개발DB, 

교육사이트DB

③사업별 자료:행복교육 

장토론회, 이슈페이퍼,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교육 장지원연구, 

각종 의회 운

④교육정책포럼: 

교육시론, 안문제 

진단, 장리포트, 

외국교육동향, 

교육통계, 특별기고, 

자문단의 교육이야기

⑤해외 교육동향: 

주제분류표, 국가별 

교육동향, 기획기사, 

국제기구 교육동향, 

통신원 기 자료, 

국가별 정보원 사이트, 

연구보고서 해외사례

⑥창의인재 교육포럼: 

포럼 소개, 2013년 

포럼운 , 참여마당

⑦인재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소개, 우수 학교, 

우수 교사동아리, 

지역 네트워크, 

한민국 성교육 상, 

알림마당, 참여마당

국외 

사례

‘USA.gov’

(http://www.USA.g

ov)

①미국의 정부정보 

게이트웨이

②부처 간 갈등  산

부족과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해 탄생

①‘USA.gov’의 정책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정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링크 제공

①Services : Find 

Government, Change 

of Address, Get it 

Done Online

②Blog : New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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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웹 근성, 

라이버시  

보안문제에 한 정책 

가이드라인 제공

③웹페이지를 통해 

에게 공개 가능한 

데이터를 이용자 

편의에 맞게 일로 

형성하여 제공

④입법, 사법, 행정부 

부처 등 미연방정부 

웹페이지에 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웹사이트에 쉽게 연결이 

가능한 링크 제공

⑤이용자 형태  

주제별 디 토리를 

제공하고, 하나의 

창구를 통해 모든 

민원서비스를 해결하는 

역할

our Job's Blog

③Topics : Benefits, 

Grant, and Loans, 

Businesses and 

Nonprofits, Consumer 

Complaints and 

Protection, 

Government Sales 

and Auctions, 

Passports and Travel, 

Reference and 

General Government, 

etc.

④Government 

Agencies : All 

Government, Federal 

Government, 

State·Local and Tribal

⑤Contact Government 

: Contact Government

US ‘GPO’

( h t t p : / / w w w .g p o .g

ov/)

①미국 국무부와 다른 

연방기 의 공식 출 물 

등을 발간, 배포하는 

단일화된 기

②미 의회가 미국 국민

들의 정부 활동정보에 

한 요구를 충족을 

목 으로 함

①연방정부의 공식 

출 물을 온라인에서 

무료로 근할 수 

있도록 지원

②문서  간행물 

검색이 가능

문서와 간행물에 한 

메타데이터 근이 

가능

③다양한 형식의 문서 

 출 물을 제공

④연방정부정보에 

한 50가지 컬 션을 

이용

⑤정부 정보는 디지털 

서명이 된 PDF문서로 

제공

⑥연방규정코드, 

의회기록, 의회보고서, 

의회문서, 의회법안 

등 개별 인 

주제검색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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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Spot’

(http://www.govsp

ot.com/)

웹에 존재하는 미국의 

정부 련 자원을 수집

하여 정부정보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서 

정부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

①일반 들이 쉽게 

정부정보에 근 가능

하도록 카테고리별로 

정보를 제공

②통합검색이 가능

③다양한 주제의 정보를 

제공

①Gov’t Online : 

Executive Branch, 

Judicial Branch, 

Legislative Branch, 

Local Government, 

State Government, 

World Government, 

Gov. Employees

②News : Government 

News, Political News, 

Government Reports, 

Podcasts

③The Library : Arts & 

Humanities, Consumer 

Info, Gov Documents, 

Gov Search Engines, 

Grants, Historic Docs., 

Libraries, Museums, 

Statistics

④Social Services : 

Education, 

Employment, Health, 

Social Security, Other 

Programs

⑤Justice & Military : 

Crime/Justice, 

Defense, Intelligence, 

Law

Politics : Politics 

Online, Elections, 

Political Parties, 

Polls/Opinion, Political 

Science, Political 

Humor

⑥Matters of Money : 

Business, Commerce, 

Econ/Finance, Gov. 

Contracting, Taxes

⑦Science & Travel : 

Environment, 

Food/Agriculture, 

Science/Technology, 

Transportation, 

Travel/Recreation

⑧World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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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s, 

Humanitarian Aid, Int'l 

Affairs, Int'l 

Organizations, World 

Government, World 

Leaders

국 국가기록원 

‘The National 

Archives’

(http://www.nation

alarchives.gov.uk/)

국정부의 공식 

아카이  사이트

공공부분과 련된 

정보 출 국 등의 

사무실과 통합, 

1,000년 이상 된 

자료까지 보유

①Education : Topics, 

Lessons, Workshops, 

Videoconferences, 

Virtual classroom,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teachers, For students

②Records : Search 

Discovery, our 

catalogue, Start your 

research here, 

Looking for a person, 

Looking for a place, 

Looking for a subject, 

Records guidance 

A-Z, Our online 

records, Full list of 

catalogues and online 

records, UK 

Government Web 

Archive, Certificates of 

British Citizenship, 

Record copying

③Information 

Management : 

Guidance and 

standards A-Z, Crown 

copyright, Official 

publishing, Records 

selection and transfer, 

Information and 

records management, 

Digital preservation, 

Re-using PSI, 

Licensing Framework, 

Legislation and 

regulations, Training

④Archives sector : 

Current initi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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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your 

archives, Finding 

funding, Share your 

expertise, Policies and 

strategies, Statistics, 

studies and reports, 

Historical Manuscripts 

Commission

⑤More : Bookshop, 

Image library, Blog, 

Labs, Community, 

Podcasts and videos, 

Contact us

‘Gov.uk’

(https://www.gov.u

k/)

① 국의 정부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②자국민들에게 디지털 

서비스와 공공부분의 

정보  서비스를 목

으로 함

①각 부서별 서비스 

정보 제공

②부서별 출 물  

정책정보를 제공

③ 국의 정부 출 물과 

통계자료 등은 부서별, 

주제별, 발행물, 유형별 

등으로 나 어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며 부서

정 책  한  주 제 별 , 

부서별 검색이 가능

①Services and 

information : Driving 

and transport, 

Benefits, Businesses 

and self-employed, 

Employing people, 

Passports, travel and 

living abroad, 

Education and 

learning, Working, jobs 

and pensions, 

Housing and local 

services, Crime, 

justice and the law, 

Money and tax, Births, 

deaths, marriages and 

care, Disabled people, 

Citizenship and life in 

the UK, Visas and 

Immigration, 

Environment and 

Countryside

②Department and 

policy : ow 

government works, 

Departments, 

Worldwide, Topics, 

Policies, Publications, 

Announcements 

‘Australia.gov.au’

(http://australia.go

v.au/)

호주 정부의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한 공식 

게이트웨이 사이트

①게이트웨이를 지원

②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

를 연결해주는 역할

①Services : A to Z 

list of services, A to 

Z list of forms, A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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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통합검색과 출 물

검색을 제공

④총  800개가 넘 는 

호주정부 웹사이트의 

정보  서비스로의 

링크를 제공

services, Service task, 

State services

②People : Australians 

travelling, Businesses, 

Carers, Children, 

Consumers and 

shoppers, Employees, 

Employers, Families, 

Indigenous peoples, 

Jobseekers, Men, 

Migrants, People in 

regional Australia, 

People with 

disabilities, Public 

servants, Seniors, 

Students, Tourists, 

Veterans, Women, 

Youth

③Topics : Australian 

facts and figures, 

Benefits, payments 

and services, 

Business and industry, 

Culture, history and 

sport, Defence and 

international, 

Economy, money and 

tax, Education and 

training, Employment 

and workplace,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Family, home and 

community, 

Government and 

parliament, Health and 

safety, Immigration, IT 

and communications, 

Law and justice, 

Science and 

technology, Tourism 

and travel, Transport

④About Australia : 

Our country, Our 

government, Australian 



72 ●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운영 방안 연구

Stories, Australia in 

brief

⑤Directories : Contact 

government, Contact 

parliament, Australian 

Government 

directories, State, 

territory and local 

government directories

⑥Publications : 

Locating publications, 

Australian Government 

gazettes, 

Commonwealth 

legislation, 

Parliamentary 

publications, Style 

manual

⑦New and Media : 

Public consultations, 

Apps, Social media, 

Government media 

releases, More In 

focus, All government 

initiatives

‘www.gov.au’

( h t tp : / / w w w .g o v .a

u/)

호주주정부, 지방정부의 

체 사이트를 연결하는 

온라인 링크 액세스 게이트

①총 10개의 카테고리로 

나 어 링크를 제공

②호주 정부의 모든 

정부정보와 서비스에 

한 근을 제공

2.1.2 정책정보서비스 사례분석 및 시사점

재 국내의 주요 기 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정보서비스의 특징은 첫째, 

정책정보의 통합검색 환경의 구축 둘째, 데이터베이스, , 련 정부간행물 등 

정책정보 련 참고정보원 안내 셋째, 기  자체에서 발간한 정책자료, 연구결과물 

등의 자료 제공 넷째, Open AIP, 메타검색지원 등 4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의 주요 기 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정보서비스 사례 분석 결과 

 시사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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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정보서비스 이용자 교육 자료의 구축과 활용

국내 주요 기 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정보서비스는 직업이나 연령에 상 없이 

 국민을 상으로 하고 있으나 포 으로 상을 선정할 경우 필요한 교육  

요소가 부족하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에서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 구나’ 정책정보에 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연령층이 이해 가능한 이용자 교육 자료의 구축과 활용이 필요

하다.

2) 웹 근성이나 라이버시  보안문제에 한 정책 가이드라인의 제공

국외 사례로 미국의 정부정보게이트웨이인 ‘USA.gov’에서 보듯이, 정책에 합당

하다고 생각되는 정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링크 제공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 가능한 데이터를 이용자 편의에 맞게 일로 형성하여 서비스 제공시 

웹 근성이나 라이버시  보안 문제에 한 정책 가이드라인의 제공이 필요

하다.

3) 정책정보의 통합검색 환경 구축

정책정보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해서는 하나의 창구를 통해 모든 민원서비스를 

해결하는 서비스와 정부정보의 제공이나 공개를 한 정보시스템으로써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책정보를 연결해주고, 통합검색이 가능하도록 정부 웹사이트의 정보  서비스로의 

링크를 제공하는 정책정보 게이트웨이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4) 정책정보 련 참고정보원 안내  자료제공

정책정보서비스와 련한 데이터베이스, , 련 정부간행물 등 정책정보 련 

참고정보원 안내뿐만 아니라 기  자체에서 발간한 정책자료, 연구결과물 등의 자료 

수집·제공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를 해 정책정보서비스와 련된 공식 출 물 등을 

발간·배포하는 단일화된 기 이 설립된다면, 정책정보서비스의 주요 정보원  하나인 

정부간행물의 수집과 이용이 용이해 질 것이다.

5) 정책정보 디지털참고서비스 제공

공공데이터와 Open AIP, 메타검색 등의 지원을 통한 국가 보유의 다양한 공공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국민들이 온라인에서 무료로 근할 수 있고, 편리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정보 디지털참고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6) 정책정보 주제 문사서에 의한 문 참고정보서비스 제공

정책정보 련 정책분야별 주제 문사서가 도서  소장 자료와 련 정보원, 유용한 

자료들을 모아 연구 자료의 신속한 이용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정보 

주제 문사서 육성  문 참고정보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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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멘토링 서비스

2.2.1 도서관멘토링 사례

1)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http://policy.dibrary.net/html/p3/p303.jsp?menuId=N123&upperMenuId=N100)

국립세종도서 에서 지원 정인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이다. 정책분야별 정책정보

서비스 기  실무자와 국책연구소  정부부처 자료실 련자를 통해 정책정보원을 

력 으로 구축하여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를 제공할 정이다.

<그림 2-1>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홈페이지

2) 한국 문도서 의회 ‘KSLA’ 멘토링 서비스

(http://www.ksla.info/board/board.php?code=menu10_02)

한국 문도서 의회(KSLA)에서 제공하는 멘토링 서비스이다. ‘KSLA’ 멘토링 

서비스는 문도서 의 1인 사서 비정규직의 증가로 문지식 습득  실천기회 부족, 

조직의 와해  혼합으로 체계 인 문도서  발 계획 미흡, 10년에서 15년 이후 

문도서  인력의 세 교체  단 이 상됨에 따라 특히 과학기술 분야  인문

사회과학 분야 문도서 을 심으로 회원기 , 비회원 기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KSLA’ 멘토링 서비스는 문도서  사서 간 경험지식 공유를 통해 개인의 업무역량 

증진은 물론 나아가 문도서  발 에 기여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멘토기 은 KSLA 임원 기   자원 기 으로 회원기 은 구나 멘토 역할이 가능

하며, 멘토를 희망하는 기 은 [멘토 기 용 신청서]를 작성해 KSLA 홈페이지이나 

사무국으로 제출하며, 멘토링 서비스를 원하는 기 이나 개인은 [멘티 기 용 신청서]를 

작성해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멘토링 신청자가 자문을 원하는 멘토기 을 직  

지정하거나 KSLA 사무국에 선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복수 기  선택이 가능하다. 

이때 KSLA는 멘티 기 과 멘토 기  연결, 특정 문도서 에 한 의회 차원의 

컨설 , 문도서  황 악  상호 력을 통한 발 방안 모색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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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멘토링 서비스 방법은 크게 간  지원과 직  지원으로 

구분되는데, 화나 이메일을 통한 상호 수시 교류의 간  지원방법 는 기  방문이나 

기술 자문, 컨설 , 설명회 등을 통한 직  지원방법이 있다. ‘KSLA’ 멘토링 서비스는 

멘토 기  간의 경험지식을 기반으로 도서  운  반, 콘텐츠 리, 시스템 구축, 

서비스 개발, 환경 개선, 경  신 등의 Win-Win을 통해 첫째, 상호교류 창구의 

상시 개방으로 사서간 폭넓은 인간 계 형성 둘째, 타기 의 경험지식 습득이 용이 

셋째, 개인의 직무능력 향상  자신감 고취 넷째, 조직 발 에 기여  사서직의 

상 증진 등의 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림 2-2>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KSLA’ 멘토링 서비스 홈페이지 

3) 동국 학교 앙도서  ‘멘토와의 독서클럽’ 

(http://booklib.dongguk.edu/bookclub/club/list/1)

동국 학교 앙도서 은 교수:학부생이 멘토:멘티로 참여하는 ‘멘토와의 독서클럽’을 

운 하고 있다. ‘멘토와의 독서클럽’은 동국 학교 앙도서 에서 학기 단 로 운 되고 

지도교수별로 구성원을 모집하여 월 1회 선정된 도서로 토론을 진행한다.

<그림 2-3>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멘토와의 독서클럽’ 홈페이지



76 ●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운영 방안 연구

4) 조선 학교 앙도서  ‘독서멘토링’

(http://reader.chosun.ac.kr/mentoring/mentoring01.php)

조선 학교 앙도서 에서 운 하는 ‘독서멘토링’은 독서활동을 바탕으로 한 멘토 

활동이다. 조선 학교 독서토론클럽 회원  독서 멘토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독서

활동을 원하는 노인 요양기   아동기  상자들에게 직  찾아가 책 읽어주기, 

독후 활동, 독서토론 등의 멘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2-4>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독서멘토링’ 홈페이지 

5) ACRL(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http://conference.acrl.org/)

ACRL(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은 ALA에서 운 하고 있다. 

ALA 총 20%에 해당되는 회원들을 상으로 문 인 서비스  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  연구에 한 정보수요 충족  학술 도서   정보 문가로서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림 2-5>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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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LA LLAMA(Library Leadership & Management Association)

(http://www.ala.org/llama/llama-mentoring-program)

LLAMA는 도서  리자가 되기 한 사서를 상으로 하는 멘토링 로그램으

로서, 도서  리자가 되기 해 필요한 능력을 배울 수 있는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멘티는 도서  리자인 멘토와 1:1로 로그램에 참여하여 리자로서 필요한 

리더십과 리자로서의 역할  태도, 동료와의 계에 한 경험과 지식을 멘토로부터 

달받을 수 있다.

<그림 2-6> Library Leadership & Management Association 홈페이지

7) ALA NMRT

(http://www.ala.org/nmrt/oversightgroups/comm/mentor/mentoringcommittee)

NMRT 멘토링 로그램은 사서 선·후배를 상으로 멘토와 멘티 계를 통해 사서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매달 NMRT 멘토링 원회에서 제공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모임과 토론을 진행하며 멘티는 멘토의 경험과 지식을 달받을 

수 있다.

<그림 2-7> ALA ‘NMR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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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LA Mentoring Program

(http://www.cla.ca/AM/Template.cfm?Section=CASLIS_Mentoring_Program&Templat

e=/CM/HTMLDisplay.cfm&ContentID=7349)

CASLIS 멘토링 로그램은 사서 개인의 문성 개발  성장을 지원하기 한 

목 으로 신규 사서와 숙련된 사서가 한 이 되어 참여하는 멘토링 로그램이다. 

멘토링 신청자와의 면담을 통해 참여자가 원하는 멘토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2-8> CLA Mentoring Program 홈페이지

9) ILF Mentoring Program

(http://www.ilfonline.org)

ILF(Indiana Library Federation)은 회원  5년 이상 도서  실무를 경험한 멘토와 

신규 사서인 멘티의 계 구축을 장려하고 상호간의 문성 개발을 한 멘토링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멘토링 계 유지를 한 지침  멘토·멘티 계 유지를 

한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그림 2-9> ILF Mentoring Progra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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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상

정책정보서비스 기  실무자와 국책연구소  정부부처 자료실 련자

한국 문도서 의회 회원  비회원 도서  상

교수가 멘토가 되고 학부생이 멘티로 참여

독서 멘토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멘토로 멘티는 노인요양기   아동기

ALA 20%에 해당되는 회원 상

도서  리자가 되기 한 사서 상

사서 선후배 상

신규사서와 숙련된 사서

ILF 회원  5년 이상 도서  실무 경험이 있는 멘토와 신규 사서 멘티 상

방법

임원기 이나 자원기 에 의해 멘토 선정, 멘티가 자율 으로 원하는 멘토를 선정, 

멘토의 간 지원방법( 화, e-mail 등), 직 지원방법(기 방문, 기술자문, 컨설 , 

설명회 등) 통한 멘토링 활동 진행

동국 학교 앙도서 , 멘토와의 독서클럽

멘토가 멘토링 활동을 원하는 신청자를 직  방문

1:1 멘토링 로그램에 참여하여 멘토링 활동 진행

NMRT 멘토링 원회에서 제공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멘토링 모임 개최

신규사서와 숙련된 사서를 한 으로 하여 참여

내용

정책정보원 력 구축을 통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기술자문, 컨설 , 설명회 등을 통한 문지식 습득  실천기회 직 지원

지도교수별로 구성원을 모집하여 선정된 도서로 월 1회 독서토론 진행

멘티가 독서활동을 원하는 노인요양기   아동기 상자들에게 책읽어주기, 

독후활동, 독서토론 등의 멘토 활동

교육  연구에 한 정보수요 충족

학술도서   정보 문가로서 능력 향상

멘토가 리더십, 리자의 역할, 태도, 동료와의 계 등 경험과 지식 달

멘토링 모임에서 토론을 통해 경험과 지식 달

멘토링 신청자와의 면담을 통해 참여자가 원하는 멘토 로그램 제공

사서 계 구축과 상호간 문성 개발을 한 멘토링 로그램 운

멘토·멘티 계 유지를 한 각종 지원 제공

멘토링 계 유지를 한 지침 제공

<표 2-3> 도서관멘토링 사례 분석

10) 도서 멘토링 사례 분석 결과

웹사이트를 통한 도서 멘토링 운 사례를 상, 방법, 내용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11) 도서 멘토링 사례 로그램별 분석 결과

웹사이트를 통한 도서 멘토링 운 사례를 기 · 로그램 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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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 로 그 램 명 상 방 법 내용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정책정보서비스 

기 실무자  

국책연구소  정부부처 

자료실 련자

정책정보원 구축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한국 문도서 의회 

‘KSLA'멘토링서비스

한국 문도서 의회 

회원  비회원 도서

화, 이메일 활용한  

상호교류를 통한 

간 지원방법

기술자문, 컨설 , 

설명회 등을 통한 

직 지원

도서  운  반

콘텐츠 리

시스템 구축

서비스 개발

환경 개선

경  신

동국 학교 앙도서

멘토와의 독서클럽

교수, 학부생

멘토: 교수

멘티: 학부생

지도교수가 구성원을 

모집하여 월 1회 

선정된 도서로 

토론진행

독서토론

조선 학교 앙도서

독서멘토링

학부생, 일반인

멘토: 독서클럽 

독서 멘토 과정을 

이수한 학생

멘티: 노인요양기

아동기

독서 멘토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독서활동을 원하는 

상자들에게 직  

방문

책읽어주기

독후활동

독서토론 등

ACRL ALA 회원
문 서비스  

로그램 제공

교육  연구에 한 

정보수요 충족

학술도서   정보 

문가로서 능력 향상

ALA

LLAMA

사서

멘토: 도서 리자

멘티: 도서 리자가 

되기 한 사서

멘토와 1:1 멘토링

리자로서 필요한 

리더십

리자로서의 역할  

태도

동료와의 계에 한 

경험과 지식

ALA

NMRT

사서 선후배

멘토: 사서 선배

멘티: 사서 후배

모임과 토론
멘토의 경험과 지식 달

사서 역량 발달

CLA

Mentoring Porgram

사서

멘토: 숙련된 사서

멘티: 신규 사서

멘토와의 면담

신규사서와 숙련된 

사서가 한 이 되어 

멘토링 참여

멘토링 신청자와의 

면담을 통해 참여자가 

원하는 멘토 로그램 

제공

ILF

Mentoring Program

사서

멘토: 회원  5년 이상 

도서  실무 

경험자

멘티: 신규 사서

멘토와의 1:1 멘토링

멘토-멘티 간 계 

구축 장려

상호간의 문성 개발 

로그램

멘토링 계 유지를 

한 지침  각종 

지원 제공

<표 2-4> 도서관멘토링 사례 프로그램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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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기타 멘토링 사례

1) 월드잡 K-Move 멘토단

(http://www.worldjob.or.kr)

월드잡 K-Move 멘토단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상으로 원활한 해외취업 

 정착을 해 해당국의 취업에 필요한 역량, 비사항, 지 정보 등을 제공하는 

멘토링 지원 사업이다.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동 등 각 륙 거주자  국내거주자로 

구성된 멘토단을 통해 지 해당국 기업 채용방식, 생활정보, 지 인 네트워크 등을 

소개받을 수 있다.

<그림 2-10> 월드잡 ‘K-Move’ 홈페이지

2) 한국장학재단

(http://mentoring.kosaf.go.kr/)

한국장학재단은 학생과 · ·고교생을 상으로 학습지원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습지원 멘토링은 학생이 · ·고교생에게 지식을 달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업이다. · ·고교생을 상으로 학과지도, 학습방법 지도, 

동기부여 등의 멘토링 활동을 하는 지식 멘토링과 다문화·탈북학생을 상으로 한 

멘토링이 있다. 이를 통해 학생에게는 리더십과 인성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에게는 비용부담 없는 학습지도  멘토링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탈북 학생에게는 의사소통 문제와 학습부진, 학교부 응 문제와 정서·심리  

불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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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한국장학재단 ‘멘토링 사업’ 홈페이지 

3) WISET 멘토링

(http://www.wiset.re.kr/mentoring/index.jsp)

‘WISET 멘토링’은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에서 운 하는 멘토링 사업이다. 

멘토(여성과학기술인)와 멘티(이공계 여학생  이공계 여성)가 효과 으로 멘토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온·오 라인을 통해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공계 심 역에 

한 문 이고 구체 인 정보 교류  직업 진로, 경력 개발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림 2-12> ‘WISET 멘토링’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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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 학교 소리어울림 음악멘토링센터

(http://www.sorieoulim.com/board.php?board=kkkbodyonly&config=4&command=body

&no=4)

제주 학교 소리어울림 음악멘토링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을 

수행하는 기 이다. 제주도 내 400여 명 학생을 상으로 악기 개인지도, 합주교육, 

음악캠 , 방문 음악회, 악기 무상임  등의 음악멘토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멘토(음악 문강사)가 멘티(학생)의 가정을 직  방문하여 1:1 개인 슨  심성 교육 

활동을 하며, 연 2회 청소년을 상으로 한 음악캠 를 진행하여 음악 공연 체험, 

공 교수와 함께 하는 마스터클래스 등의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그림 2-13> 제주대학교 ‘소리어울림 음악멘토링센터’ 홈페이지

5) 러빙핸즈

(http://www.lovinghands.or.kr)

러빙핸즈는 아동·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멘토링 문 사회복지 NGO이다. 

멘토 양성과정을 수료한 멘토 1명과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1명을 1:1로 결연하여 

멘티가 졸업하는 날까지 정서 으로 지원하는 멘토링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단기  학습 심 멘토링 로그램이 아닌 정서 , 장기  멘토링 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2-14> ‘러빙핸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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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네이버 소 트웨어야 놀자

(http://campaign.naver.com/software)

네이버 ‘소 트웨어야 놀자’는 자문 원회와 EBS가 함께 제작한 소 트웨어 콘텐츠를 

통해 소 트웨어 교육의 근성을 높이기 한 사업이다. 각 지역의 학생 멘토와 

· 학생을 상으로 스크래치와 언 러그드 활동으로 소 트웨어와 친숙해지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소 트웨어 진로를 소개하고 실제 소 트웨어 

개발자 이야기, 모바일 등의 기기를 활용한 체험 로그램을 통해 소 트웨어 진로에 

한 인식과 경험을 받을 수 있는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2-15> 네이버 ‘소프트웨어 놀자’ 홈페이지

7) 인생나눔교실

(http://www.mcst.go.kr/web/s_notice/notice/noticeView.jsp?pFlagJob=N&pSeq=9457)

인생나눔교실은 문화체육 부에서 주최하는 멘토링 사업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200여 명의 멘토가 인생 경험과 삶에서 얻은 지식을 타인과 나  수 있도록 

개인의 문성을 강좌, 토론, 상담 등으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교육을 이수하고, 

참여기 을 통해 다양한 상을 만나는 멘토링 로그램이다.

<그림 2-16> 문화체육관광부 ‘인생나눔교실’ 운영사업 멘토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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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내용

1:5 멘토링
1명의 멘토를 5명의 멘티가 직  만나 착된 이야기를 나 는 삼성 

멘토링의 핵심 로그램

찾아가는 멘토링
삼성인 멘토를 만나기 어려웠던 지역의 학생들에게 모교를 직  찾아가 

멘토링하는 로그램(2014년 시작)

마스터 클래스 문 분야별 여러 멘토가 다양한 내용으로 멘토링하는 로그램 

틴틴교실
기존 멘토링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고등학생을 찾아가는 과학/IT, 경제, 

미술/디자인 수업을 진행하는 로그램

상멘토링
실제 멘토링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해 상으로 제작한 멘토링 

로그램

<표 2-5> 삼성 멘토링서비스에서 운영되는 유형

8) 삼성 ‘삼성 멘토링’

(http://www.samsung.co.kr/mentoring/ssmn/ssmnMain.do)

삼성 멘토링은 삼성 임직원이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본인의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나 는 로그램이다. 2011년부터 4년간 11만 명의 멘토, 멘티가 

꿈과 진로에 한 이야기를 나 었고, 운 하고 있는 멘토링 로그램의 유형은 

크게 1:5 멘토링, 마스터 클래스, 상 멘토링, 찾아가는 멘토링, 틴틴교실 등 다섯 가지

이다. 각 유형에 해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2-5>와 같다.

<그림 2-17> 삼성 멘토링 서비스 홈페이지

9) 한화 미칼 멘토링

(http://cafe.naver.com/hanwhamentor)

한화 미칼 멘토링 로그램은 한화 미칼 임직원으로 구성된 멘토들이 미래 진로

에 해 고민하는 학생 멘티들과 생생하고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나눔으로써 

멘티들이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로그램이다. 학생들이 한화 미칼 

로그램을 통해 소 히 간직 해온 꿈을 이룰 수 있게 하기 해 멘토와 멘티간에 

1:1 매칭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 학생 멘티들은 한화 미칼 멘토링 카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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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멘토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한화 미칼에 해 궁 한 이나 미래에 한 

진로상담, 자신의 심분야 등에 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그림 2-18> 한화케미칼 멘토링 카페

10) LG 드림멘토링

(http://www.lge.co.kr/lgekr/search_lge/searchMain.jsp?kwd=%B8%E0%C5%E4%B8%B5)

LG 드림멘토링은 LG 자의 최고 기술 문가들이 이공계 석·박사  인재들과 

1:1 결연을 하여 지도와 조언을 제공하는 인재 육성 로그램이다. 학생들의 희망, 

심 연구 분야  성장 비  등을 세 히 고려해 최 의 멘티를 선정하고 임직원들의 

문지식과 노하우를 수하고 기술 신을 주도할 이공계 인재에게 꿈과 비 을 

제시한다.

<그림 2-19> LG전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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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동차그룹-서울장학재단 H-  스쿨

(http://h-jumpschool.kr)

H- 스쿨은 사회  문제해결에 한 열정과 실행력을 가진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사정신과 인문학  교양을 갖춘 사회통합형 로벌 리더로 양성하는 

로그램이다. 체계 인 심사를 통해 선발된 장학생( 학생 교사)은 1년 동안 H-  

스쿨에서 다문화, 소득층 가정 등의 소외계층 청소년들과 1:1로 호흡하며 주 12시간

씩 방과 후 학습지도와 멘토링을 제공한다.  한편으로는 H-  스쿨이 제공하는 

장학 과 인생 선배들의 멘토링, 해외연수, 인문학 특강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가슴 따뜻한 창의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림 2-20> 현대자동차그룹-서울장학재단 H 점프스쿨 홈페이지

12) 국인 ‘ 로벌 멘토링’

(http://globalintelligence.co.kr)

로벌 멘토링은 2009년 오사카에 치한 건국학교 방문을 계기로 재일교포 학교와 

뜨거운 열정과 모국 사랑을 확인하고 한민국의 형, 나로서 진로지도, 한 교육, 

한국 문화체험 등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청사진을 그려주고자 운 되는 로그램

이다. 기 수업, 한 교육, 진로 멘토링 등의 활동을 진행하며 한일 양국 학생  

청년들 간 한 을 매개로 한 문화교류를 목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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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국인 ‘글로벌 멘토링’ 홈페이지

13) 모비스 ‘청년 취업 멘토링’ (http://globalintelligence.co.kr)

모비스 ‘청년 취업 멘토링’은 취업 비생을 한  모비스 멘토의 1:1 맞춤 상담

으로 이 지며 모비스 경 지원본부 총무 으로부터 회사 입사  취업노하우, 

이력서 첨삭지도, 일반 인 업무에 한 소개를 받을 수 있다. 취업 비생들에게 

장래 직업인으로서 가져야 할 직업 과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  

수 있다.

<그림 2-22> 현대모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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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건복지부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http://www.humannet.or.kr/mentoportal/index.jsp)

휴먼네트워크 멘토링은 개인  역량과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과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1:1(멘토-멘티)로 연결하여 정서  지지 등을 통해 비  형성을 돕고, 

역량을 강화하는 선진화된 사회공헌 로그램이다. 일방 이고 시혜 인 계가 아닌 

멘토·멘티 상호간 계 형성을 통해 휴먼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두의 발 을 도모

한다.

<그림 2-23> 보건복지부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홈페이지

15) (사) 교육과 나눔 ‘참! 좋은 교육과 나눔 기가정 청소년을 한 문화탐방 

멘토링’

(http://www.gyona.com/bbs/board.php?bo_table=edu_teens_bd01)

‘ 기가정 청소년을 한 문화탐방 멘토링’은 IBK 기업은행과 휴먼네트워크의 

후원으로 기가정 청소년들을 한 문화체험, 기업탐방, 학탐방 등 보다 다양하고 

지속 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총 40명의 학생 멘토와 120명의 청소년 멘토가 

1:3 그룹을 형성하여 참여하고 있다. 이 멘토링 로그램을 통해서 기가정 청소년들의 

문화체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 체험 활동’ 학생 멘토와 함께 학교를 

탐방하는 ‘ 학 탐방 활동’, 미래에 한 정 인 사고를 형성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기업 탐방 활동’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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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참! 좋은 교육과 나눔 위기가정 청소년을 위한 문화탐방 멘토링 홈페이지

16) 부산장애인종합복지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건강하고, 강한, 소 한 여자, 

건강소녀’

(http://www.rehabcenter.or.kr/main/main.php)

부산장애인종합복지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건강하고, 강한, 소 한 여자, 건강소녀’

라는 멘토링 로그램은 사회활동이 어려운 지 여성장애인들을 상으로 지 장애

로 건강 리가 어려움이 있는 여성장애인이 1:1 결연을 하고 맞춤형 건강 멘토링 

활동을 하는 멘토링 로그램이다. 이 멘토링 로그램은 1:1 맞춤형 건강 멘토링 

활동을 통해 상호지지 체계를 형성하고, 여성장애인의 신체 ·정신 ·사회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 다. 멘토 10명, 멘티 10명으로 총 20명의 여성장애인

이 참여하여 개별 멘토링과 그룹 멘토링으로 나 어서 1박 2일 건강 캠 를 실시하

다.

유 형 내용

개별

멘토링

정서  지원
월 2회 화 상담을 통한 근황 악, 건강 상태 확인  체크, 정보

제공 등의 상담지원 

신체  건강 

향상 로그램

기  건강검진  부인과 검진, 치과 진료 지원

월 1회 건강 교육 실시(총5회)  상담지원 

정신  건강 

향상 로그램

여가  정신건강 증진 로그램

월 1회 신체·문화·미술·요리· 사활동참여(총5회)

그룹

멘토링

사회  건강

향상 로그램

멘토와 멘티가 모두 참여하여 사회  건강 증진을 한 자아존 감 

향상  정 인 마인드 향상 집단 로그램 실시(총3회)

양만

건강만  캠

1박 2일 건강 캠  실시

체험 활동  집단 로그램 실시

<표 2-6> 건강 소녀 멘토링 프로그램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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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홈페이지

17) 서울 학교 ‘SNU 멘토링’

(http://snumentoring.snu.ac.kr/common/index.do)

서울 학교에서 주최하는 SNU 멘토링 로그램으로 경제 기극복을 동참하기 

해서 서울 학교가 실시한 동반자 사회 로그램의 일환으로 청소년기 고등학교에

게 미래에 한 희망과 동기를 부여하기 해 2006년 4월에 시작한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멘토링(E-mentroing)이다. SNU 멘토링 로그램은 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속이 가능하고 서울 학교 멘토는 문자와 인터넷, 화상 화를 통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습이나 진로  고민 등에 해서 상담과 지도를 하고 있다. 멘토와 멘티

의 보다 친 한 계형성과 멘토링을 향상시키기 해 멘티가 서울 학교를 탐방하고 

멘토와 직  만나서 화할 수 있는 로그램을 제공하고, 방학을 이용하여 국의 

소외지역을 직  찾아가 멘토와 멘티가 학습  진로지도 등을 제공하는 멘토링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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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서울대학교 ‘snu 멘토링’프로그램 홈페이지 

18) AMGS(APEC Mentoring Center for the Gifted in Science)

(http://www.amgs.or.kr/New/kor/main/main.html)

AMGS는 APEC 회원국 멘토(과학자)와 멘티(과학 재)를 연결하여 멘토링 연구 활동

을 실시하며, 국내외 과학 재 련기 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과학 분야 

연구 활동에 심이 많은 고등학생  학생이 멘토(과학교육자)와 함께 온라인상에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APEC 청소년 과학학술지에 논문으로 투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림 2-27> APEC Mentoring Center for the Gifted in Scienc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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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MIT Sloan Management

(http://mitsloan.mit.edu/alumni/get-involved/mentoring-program/)

MIT Sloan 졸업생과 학생이 멘토·멘티가 되어 온라인 랫폼을 사용하여 구직 

상담  진로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여러 나라의 MIT 졸업생에 한 인 네트워크

를 통해 진로와 구직에 한 멘토의 개인  경험과 조언을 얻을 수 있다.

<그림 2-28> MIT Sloan Management 홈페이지

20) PENN STATE University

(https://www.shc.psu.edu/life/career/mentoring.cfm)

PENN STATE 주립 학은 동문 출신으로 구성된 멘토 사단을 구성하여 1:1로 

멘티에게 사회  역할모델  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멘토링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재학생은 졸업생과 학교를 통해 사회  조언자와 개인의 경력 개발  직업 

선택을 한 자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림 2-29> PENN STATE University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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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Mentoring Canada

(http://www.mentoringcanada.ca)

멘토링 캐나다는 청소년 멘토링 로그램에 한 비 리조직인 Big Brothers Big 

Sisters에서 운 하는 멘토링 로그램으로서 캐나나 역의 지역사회 멘토링 활동

을 지원  홍보하는 것을 목 으로 하며, 웹사이트를 통해 멘토링 조직이나 다른 

자선단체에 필요한 자원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웹사이트에는 다운로드 가능한 

온라인 도서  자료들과 화식 교육 모듈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멘토링 조직들

에게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온라인 도서 으로 보내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 게 

수집된 정보들은 캐나다 역의 표들로 구성된 원회에서 련성과 유용성, 멘

토링  비 리 정신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 받은 뒤 온라인 도서 의 정한 카

테고리에 게시된다.

<그림 2-30> 멘토링 캐나다 홈페이지

22) Brightside

(http://www.thebrightsidetrust.org)

Brightside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불가능할거라 여겼던 교육과 진로에 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선단체이다. 이를 해 멘토링 로젝트를 운

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Brightside는 2003년부터 100개가 넘는 조직과 력하여 45,000명 이상의 청소년

들을 지원해온 온라인 멘토링의 선두주자이며, 경력, 융  교육 등에 한 1,000

건 이상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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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Brightside 홈페이지 

23) Scottish mentoring network

(http://scottishmentoringnetwork.co.uk)

SMN(Scottish mentoring network)은 스코틀랜드에 등록되어 있는 비 리 자선단

체로서, 스코틀랜드의 멘토링은 우수한 실무 커뮤니티를 육성, SMN와 그 회원의 

업무 홍보  인식 제고, 멘토링의 발 에 향을 미치는 국가  포럼을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웹사이트는 이러한 목 을 해 멘토링의 개념을 홍보하고, 네

트워크의 략 , 운  방향을 극 으로 지원하고 알리며, 정보의 공유에 기여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스코틀랜드에서 운  인 멘토링 조직의 모든 측면에 한 

정보를 검색해볼 수 있는 자원 도서 과 스코틀랜드 역의 멘토링 활동을 검색할 

수 있는 멘토링 지도도 제공하고 있다.

<그림 2-32> Scottish mentoring network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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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상

취업(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 ·고· 학생

여성과학기술인과 이공계 여학생  여성을 상

제주도 내 400여명의 학생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 

직업·나이·성별에 상 없이 다양한 분야의 멘토와 멘티

APEC회원국 과학자(멘토)와 과학 재(멘티)

MIT Sloan 학생과 졸업생

PennState 학교 동문으로 구성된 멘토 사단

캐나다 역의 청소년

기업 임직원과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의 멘토와 멘티

최고 기술 문가들과 이공계 석·박사  학생의 멘토와 멘티

사회  문제해결에 한 열정과 실행력을 가진 우수 학생(장학생)과 다문화, 

소득층 가정 등의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멘토와 멘티

한일 양국 학생  청년들 간 멘토와 멘티

기업 경 지원본부와 취업 비생 간 멘토와 멘티

개인  역량과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과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 간 멘토와 멘티

기업 후원 학생, 청소년과 기가정 청소년 간 멘토와 멘티

여성장애인 간 멘토와 멘티

학교와 청소년기 고등학교 학생 간 멘토와 멘티

제주도 내 400여 명의 학생

방법

멘토단의 구성을 지 거주자  국내거주자로 한정

학생이 · ·고 학생에게 지식을 달하는 학습지원 멘토링

온·오 라인 멘토·멘티 모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수행으로 멘토가 직  방문

멘토와 멘티를 1:1로 연결하여 졸업까지 정서 으로 멘티 지원

스크래치와 언 러그드 활동으로 직  참여

다양한 직종의 멘토 200여명 선정, 참여기 을 통해 직  참여

국내외 과학 재 련기  네트워크 구축

온라인 랫폼을 구 하여 멘토링 서비스 진행

웹사이트를 통해 자원·정보·자료와 훈련 로그램 제공

실무커뮤니티를 육성하고 멘토링과 련된 주제로 국가  포럼 제공

멘토와 멘티를 1:1 맞춤형으로 연결하여 지도와 조언을 제공함

멘토와 멘티를 1:多로 연결하여 진로상담을 함

다양한 분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상호 계를 형성하고 정서  지원을 통해 비  형성을 돕고 역량을 강화함

<표 2-7> 기타 멘토링 사례 분석

24) 기타 멘토링 사례 분석 결과

웹사이트를 통한 기타 멘토링 운 사례를 상, 방법, 내용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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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해당국 취업에 필요한 역량, 비사항, 지정보 등 제공

멘토단이 해당국 기업 채용방식, 생활정보, 지 인 네트워크 소개

학과지도, 학습방법지도, 동기부여 등 지식 달

다문화  탈북학생을 상으로 학교부 응문제, 정서·심리  지원

이공계 역의 문 ·구체  정보교류, 직업진로, 경력개발 지원

개인지도, 합주교육, 음악캠 , 방문음악회, 악기무상임  등

멘티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까지 멘토가 장기 으로 지원

SW진로 소개, SW개발자 이야기, 모바일 기기 체험 로그램

강좌, 토론, 상담 등의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문성 강화

온라인상에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APEC 청소년 과학학술지에 논문투고

졸업생의 인 네트워크를 통해 진로, 구직, 상담 등의 멘토링 진행

1:1로 멘티에게 사회  조언자로서 개인의 경력개발  직업 선택에 조언

청소년들에게 경 , 융, 교육 등의 자료를 통해 학교 진학 등의 교육 지원

스코틀랜드 역의 멘토링 활동을 검색할 수 있는 멘토링 지도 제공

멘토링 정보 공유, 멘토링 네트워크 지원

1:1 맞춤형 상담으로 진행

문지식과 노하우를 수하고 기술 신을 주도함

찾아가는 멘토링, 정보소외계층을 한 착형 서비스 지원

진로상담, 심분야 등 자문을 얻음

멘토를 만나기 어려웠던 지역의 학생들에게 모교를 직  찾아가 멘토링 하는 찾아

가는 멘토링

문 분야별 여러 멘토가 다양한 내용으로 지원하는 멘토링

기존 멘토링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고등학생을 찾아가는 과학/IT, 경제, 미술/디자

인 수업을 진행하는 멘토링

실제 멘토링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해 상으로 제작한 멘토링 

멘토링 카페를 통한 멘토링 제공

1:3 그룹 형성하여 기가정 청소년들의 문화체험 욕구, 학탐방, 기업탐방 활동 

멘토링 제공

1박2일 캠  운 을 통한 개별 멘토링과 그룹 멘토링

인터넷 기반 온라인 멘토링(문자, 인터넷, 화상 화 등) 제공

기 · 로 그 램 명 상 방 법 내용

월드잡

K-Move 멘토단

해외취업 희망 청년

멘토: 지거주자

멘티: 해외취업희망청년

K-Move멘토단에 멘토 

 멘티 신청

지 해당국 채용방식

지 생활정보

지 인 네트워크 소개

한국장학재단

지식 멘토링

· ·고· 학생

멘토: 학생

멘티: · ·고등학생

다문화·탈북학생

학습지원 멘토링 

( 학생 장학 지원)

화상 멘토링

리더십과 인성함양

청소년 학습지도

의사소통문제  학습

부진 문제해결

학교부 응 문제해결

정서·심리  안정 지원

<표 2-8> 기타 멘토링 사례 프로그램별 분석

25) 기타 멘토링 사례 로그램 별 분석 결과

웹사이트를 통한 기타 멘토링 운 사례를 기 · 로그램 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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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과학기술

인지원센터

WISET

여성이공계인

멘토: 여성과학기술인

멘티: 이공계여성·학생

온·오 라인 멘토링 

로그램 지원

이공계열의 문 · 

구체  정보제공

직업 진로, 경력개발 

정보 등 멘토-멘티 간 

정보교류

제주 학교

소리어울림

음악멘토링센터

제주도 내 학생 400여명

멘토: 음악 문강사

멘티: 멘티 신청 학생

멘토의 1:1 방문

개인 슨  심성 교

육 활동

연 2회 음악캠 진행

공교수와 함께하는 

마스터클래스 교육

방문음악회

악기무상임

러빙핸즈

아동·청소년

멘토: 멘토 과정 수료자

멘티: 아동  청소년

멘토와의 1:1 연결

멘토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원

멘토가 고등학교를 졸

업할 때 까지 정서

으로 지원

장기 , 정서  멘토

링 로그램 집

네이버

소 트 웨어야 

놀자

· ·고· 학생

멘토: 학생

멘티: · ·고등학생

자문 원회와 EBS가 

함께 제작한 

소 트웨어 콘텐츠를 

통한 교육

소 트웨어 교육

소 트웨어 련 진로

소개

소 트웨어 개발자 이

야기 

모바일 기기 등을 활

용한 체험 로그램

문화체육 부

인생나눔교실

모든 국민 상

멘토: 교육이수자

멘티: 멘토 신청자

토론, 상담, 강연형식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

하는 20여명의 멘토가 

인생경험과 삶에 얻은 

지식을 타인과 공유

개인의 문성 강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교육 제공

참여기 을 통해 다양

한 상을 만나는 멘

토링 로그램

삼성 ‘삼성멘토링’
멘토: 삼성임직원

멘티: 진로 고민 학생

1:5 멘토링

찾아가는 멘토링

마스터 클래스

틴틴교실

상 멘토링

멘토의 업무 경험과 

노하우 공유

멘토, 멘티가 꿈과 진

로에 한 이야기 공유

삼성인 멘토를 만나기 

어려웠던 지역의 학

생들에게 모교를 직  

찾아가는 멘토링 로

그램

문분야별 멘토링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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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멘토링에 참여하

기 어려웠던 고등학

생을 찾아가는 과학

/IT, 경제, 미술/디자인 

수업을 진행하는 로

그램

상으로 제작한 멘토

링 로그램

한화 미칼 멘토링

멘토: 한화 미칼 

임직원

멘티: 학생

멘토와 멘티 간 

1:1매칭 시스템

한화 미칼 멘토링 

카페 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공유

한화 미칼에 해 궁

한 , 미래에 한 

진로상담, 자신의 

심분야 등에 조언

LG 드림멘토링
LG 자 최고기술 문가

이공계 석·박사  인재

1:1 결연을 통한 지도, 

조언

인재육성 로그램

임직원의 문지식과 

노하우 수

기술 신을 주도할 이

공계 인재에게 꿈과 

비  제시

자동차그룹-서

울장학재단 H 

스쿨

멘토:우수 

학생(장학생, 

학생 교사)

멘티:다문화, 소득층 

가정 등의 

소외계층 청소년

1:1 H- 스쿨

방과 후 학습지도, 멘

토링 제공

장학 고 인생 선배들

의 멘토링

해외연수

인문학 특강

국인 ‘ 로벌 

멘토링’

한일 양국 학생, 청년

재일교포 학생

진로지도

한 교육

한국문화체험

모비스 ‘청년 

취업 멘토링’

멘토:  모비스 

경 지원본부 

총무

멘티:취업 비생

1:1 맞춤상담

회사입사  취업노하

우, 이력서 첨삭지도, 

일반  업무 소개

보건복지부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멘토:개인  역량과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

멘티: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

1:1 연결

정서 지지 등을 통한 

비  형성 지원과 역

량강화

멘토 상호 계형성을 

통한 멘토, 멘티 발  

도모

(사)교육과 나눔 

‘참! 좋은 교육과 

나눔 기가정 

청소년을 한 

문화탐방 멘토링’

멘토: 학생,40명

멘티:청소년 120명
1:3 그룹 멘토링

기가정 청소년들을 

한 문화체험, 기업

탐방, 학탐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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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장애인종합복

지  

여성장애인어울림

센터 ‘건강하고, 

강한, 소 한 여자, 

건강소녀’

사회활동이 어려운 지

여성장애인

멘토:10명

멘티:10명 

1:1 결연

개별 멘토링

그룹 멘토링

맞춤형 건강 멘토링 

활동 로그램

정서  지원

신체  건강향상 로

그램

정신  건강향상 로

그램

사회  건강향상 로

그램

양안정, 건강안정 1

박2일 건강캠

서울 학교 ‘SUN 

멘토링’

멘토:서울 학교

멘티:청소년기 

·고등학교 학생

인터넷 기반 온라인 

멘토링(문자, 인터넷, 

화상 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습이나 진로  고민 

등에 한 상담, 지도

멘토와 멘티의 친 한 

계형성

APEC

AMGS Program

APEC 회원국 

멘토: 과학자

멘티: 과학 재

온라인상 연구 활동 

지원

국내외 과학 재 련

기 과의 네트워크 구축

멘토-멘티 간 연구지원

APEC 청소년 과학학

술지 논문투고

MIT

Sloan Management

MIT 졸업자, 학부생

멘토: MIT 졸업자

멘티: MIT 학생으로 

멘토링 신청자

온라인 멘토링 

로그램

MIT 졸업생의 인 네

트워크를 통한 진로와 

구직에 한 경험과 

조언, 상담

Pennstate University

Mentoring Program

Pennstate 동문출신

멘토: Pennstate 

동문출신 멘토 

사단

멘티: 학부생

멘토 사단과 1:1 

멘토링 로그램 진행

사회  조언자와 개인

의 경력 개발  직업 

선택을 한 자원제공

Big Brothers BIg 

Ssiters

Mentoring Program

캐나다 역의 청소년

멘토: 멘토링 조직  

멘토링 

비 리단체

멘티: 캐나다 내 청소년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온라인 도서  자료 

제공

멘토링 기   

조직과의 

력네트워크 구축

화식 교육 모듈 

제공

멘토링 캐나다 도서  

운

캐나다 내 멘토링 기

  조직 지원

온라인 멘토 트 이닝 

로그램 지원

Brightside

Mentoring 

국 역의 청소년

멘토: 멘토링 기   

회 등 연결

멘티: 국의 청소년

온라인 멘토링 

로그램

멘토링 기  지원

100개가 넘는 조직과 

력하고 45,000여명 

이상의 청소년 지원

멘토링 기 들을 한 

로젝트 운

로젝트를 통한 

멘토링 로그램 지원

온라인 멘토링을 통한 

청소년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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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경력, 융, 

교육 등 1000여건 

이상의 자료 보유제공

SMN

Scottish Mentoring 

Network

스코틀랜드 멘토링 기  

 멘토링을 원하는 

모든 사람

온오 라인 

교육 로그램 지원

온라인 검색 서비스

멘토링 실무 커뮤니티 

육성

SMN  회원 업무 

홍보  인식 제고

멘토링 발 에 향을 

미치는 국가  포럼 

제공

웹사이트에서 멘토링 

개념 등 홍보

멘토링 네트워크의 

운  방향등 지원

멘토링 련 정보공유

스코틀랜드에서 운  

인 멘토링 조직의 

모든 측면을 검색 

가능한 서비스 

Mentoring Map제공

Resoures Library운

2.2.3 멘토링 서비스 사례분석 및 시사점

이상과 같이 재 국내외 도서   기타 기 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멘토링 

서비스의 사례를 멘토링 활동 상, 멘토링 활동내용에 따른 유형, 멘토링 방법의 3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시사 은 다음과 같다.

1) 멘토링 서비스 상의 다양성으로 본 사회 각계각층에서의 멘토링에 한 

요구 확

재 국내외에서 진행하고 있는 멘토링 서비스 사례 분석 결과 그 상은 직업·

나이·성별에 계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멘토링 로그램이 도입되어 운 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한 국내외의 다양한 멘토링 연구에서 그 효과가 실제 으로 검증

되고 있다. 그러나 도서  사서를 상으로 멘토링 로그램을 운 하는 사례는 그

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해 밝 진 멘토링의 효과를 

기반으로 주제분야별 정보서비스에서의 문가 연계 멘토링 서비스 활용 방안 모색

이 필요하다.



102 ●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운영 방안 연구

유 형 내용

학습지원 멘토링
· ·고· 학생을 멘티로 하여 학습지도와 교육, 훈련을 통한 문제해

결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멘토링 서비스

정서지원 멘토링
상호 계를 형성하고 문제해결을 통한 정서·심리지원을 통해 멘티의 

비  형성을 돕고 역량 강화를 목 으로 하는 멘토링 서비스

지식 달 멘토링
멘토가 주체가 되어 멘티에게 멘토의 경험을 통한 정보교류  지식 

제공을 목 으로 하는 멘토링 서비스

경력 멘토링
장경험이 있는 멘토를 모집하여 멘티의 경력개발, 문성 강화의 기

회 제공을 목 으로 하는 멘토링 서비스

리더십 멘토링
멘토링 경험을 통하여 멘토와 멘티에게 리더십 함양을 목 으로 하는 

멘토링 서비스

독서 멘토링
도서  등이 주체가 되어 멘토와 멘티가 토론, 상담, 강연 등을 심으

로 하는 독서활동을 목 으로 하는 멘토링 서비스

<표 2-9> 유형별로 구분하는 멘토링 서비스

2) 멘토링의 유형화에 기반 한 주제분야별 멘토링 로그램 개발 필요

재 국내외 도서   기타 기 에서 진행하고 있는 멘토링 서비스 사례 분석 

결과 멘토링 서비스 내용으로 본 유형은 <표 2-9>과 같다.

정보원 력 구축, 기술 자문, 컨설 , 설명회, 토론, 교육  연구 지원, 자기 능

력 개발, 경험과 지식 달, 문성 개발 등 정책정보서비스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력 방안으로 운 될 정책정보멘토링에서는 정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정부부처 계자들의 업무에 직 으로 용될 수 있는 

착형 정보서비스를 해  유형  학습(연구)지원 멘토링, 지식 달 멘토링, 경력

개발 멘토링, 리더십 멘토링 서비스의 내용에 을 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3) 분야별 특징을 기반한 다양한 멘토링 방법의 개발 필요

멘토링 방법은 크게 온라인 멘토링( 화, e-mail, 웹사이트 등)과 오 라인 멘토링

(기  방문, 기술 자문, 컨설 , 설명회 등)으로 구분되며, 멘토와 멘티의 인  구성 

수를 기 으로 1:1 맞춤형 멘토링 는 1:다수 멘토링으로, 멘토 직  방문형, 스크

래치와 언 러그드 활동, 기  네트워크 구축, 실무 커뮤니티, 클럽, 국가 포럼 등 

멘토링 모임을 개최하는 식의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도서  멘토링의 경우 독서클럽, 오 라인에서의 직  방문, 1:1 멘토링, 

멘토링 모임 개최, 컨설 , 설명회 등 방법이 제한 이기 때문에, 정책정보멘토링서

비스를 해 1:1 멘토링 뿐만이 아니라 그와 련된 정책정보원 교육 강의나 정책

정보 분야의 주제를 기반으로 한 토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멘토

링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제 2장  이론적 배경 ●  103

4) 멘토링의 효과  운 을 한 지원시스템  기타 지원 필요

멘토링 활동은 1:1 멘토링 활동뿐만 아니라 1:다수로 모여 하는 멘토링, 모임과 

토론 등 다양한 활동들을 기반으로 한 멘토와 멘티 간 ‘ 계성’ 발달을 통해 그 효

과를 도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멘토링에 한 문 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

고 있는 결연 리자, 슈퍼바이  양성, 멘토 훈련 로그램, 멘토링 운  지원 체계 

등 효과  운 을 한 지원 시스템의 구축  지속  지원, 리가 필요하다. 한 

이러한 지원 시스템  지원에서 요한 은 단기  지원 방식이 아닌 실질  효

과를 검증할 수 있는 장기 인 계 유지를 통한 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3 이용자맞춤형서비스

1) T map 4.4 

(http://www.tmap.co.kr/tmap2/navigation/tmap40/tmap_introduce.jsp)

T map 4.4는 SK 래닛에서 제공되는 어 로, 실시간 교통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교통정보나 교통정보들을 받아볼 수 있다. 과거 목 지를 모

아서 보여주며, 과거 방문 목 지의 이력을 방문 빈도와 최신성을 높여 높은 순

로 나타내주며, 실제 출발했을 때, 언제 목 지에 도착할지를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

하여 소요시간을 측해 다.

<그림 2-33> T map 어플 홈페이지

2) 도 구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http://bid.dobong.go.kr)

도 구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로, 입찰정보  낙찰정보를 실시간으

로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고, 맞춤 서비스와 일정 리를 통한 심업종의 편리한 

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도 구 내의 기업을 한 입찰 교육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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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그림 2-34> 도봉구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홈페이지

3) 서 구청 ‘맞춤형 행정정보서비스’ 

(http://ok.seocho.go.kr)

서 구에서 제공하는 행정정보서비스로, 각종 생활정보를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맞춤형 행정정보서비스이다. 기존의 필요한 행

정서비스 정보를 찾아가는 기능과 달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으로 다양한 

행정자료를 모아 세분화하고 조건별로 분류하여 사용자가 입력하는 조건에 따라 필

요한 행정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하여 다. 그리고 나이나 거주지 등 사용자의 기

존 정보와 부가정보를 입력하고 민원, 보육 등 원하는 서비스 요구를 입력을 하게 

되면, 개인에 맞춘 정확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 정보를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심

분야별 서비스 검색, 서비스 시설별 치/정보검색, 지역별 서비스 검색 등 다양한 

검색창으로 구분되어 있어 정보검색이 편리하다.

메 뉴명 제 공 정 보

심분야별 SERVICE 생활/경제, 도시/주택, 문화/교육, 보건/복지, 기타 

시설별 SERVICE 복지, 여성/가족, 교육, 어르신, 보건, 테스트

지역별 SERVICE

체, 반포본동, 반포 제1동, 반포 제2동, 반포 제3동, 반포 제4동, 방배본

동, 방배 제1동, 방배 제2동, 방배 제3동, 방배 제4동, 서  제1동, 서  제

2동, 서  제3동, 서  제4동, 양재 제1동, 양재 제2동, 내곡동, 잠원동

내게 맞는 SERVICE

조건별 검색 성별, 연령, 소득, 장애 

생애주기별 

검색
출산, 육아, 교육, 취업/실업, 창업, 노후 

이용자별 검색
소득층, 외국인, 장애인, 어르신, 여성/가족, 아동/청

소년

<표 2-10> 서초구청 ‘맞춤형 행정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메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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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 서초구형 ‘맞춤형 행정정보서비스’ 홈페이지 

4) MSN, 모바일·클라우드 맞춤형 포털서비스

(http://www.msn.com/ko-kr)

마이크로소 트의 인터넷 포탈 MSN은 ‘모바일 퍼스트, 클라우드 퍼스트’ 세상에 

맞추어 사용자들이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언제 어디서든 라이엄 콘텐츠를 리고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과 구성을 재구성하 다. 모바일 디바이스를 

한 터치 인터페이스를 강화해 태블릿,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페이지를 넘기듯 좌

우 스크롤 할 수 있다. 강화된 개인화 기능으로 사용자들은 마이크로소 트 계정으

로 로그인해서 원하는 카테고리를 원하는 치에 배치하거나 추가 혹은 제거해 자

신만의 맞춤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다. 심사나 원하는 키워드를 지정해 놓으면 

맞춤형 뉴스와 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 편리한 장 이 있다.

<그림 2-36> MSN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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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카카오 토픽

(http://www.kakao.com/services/36)

카카오 토픽은 재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부터 패션/뷰티, 유머, 여행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들을 개인 심사에 맞게 추천해주고, 지인 간 공유도 할 수 

있는 콘텐츠 추천 서비스 애 리 이션(앱)이다. 카카오 토픽은 매거진, 웹진, 뉴스, 

커뮤니티, SNS 등 다양한 출처와 주제의 콘텐츠들을 사용자 개인 심사에 따라 

추천해 한 곳에서 간편하게 모아 볼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개인화 

 소셜 필터링이 반 된 자동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재 화제가 되는 이슈들을 분

석해 개인별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해 다. 를 들어 어떤 사용자가 로야구에 특

별한 심이 있다면 다른 콘텐츠보다 로야구 련 콘텐츠를 우선 추천하고, 주  

친구들이 오늘 출시한 자동차 정보를 즐겨 봤다면 해당 콘텐츠 한 주목할 수 있

도록 노출한다.

<그림 2-37> 카카오토픽 홈페이지

6) 정부3.0

(http://www.gov30.go.kr/gov30/index.do)

정보3.0은 공공정보를 극 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격차를 없애 소통하

고 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보운  패러다임을 말한다. 정부3.0에서 제시하는 유형으로는 투

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등의 유형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

다. 특히, 서비스 정부 유형에서 수요자 심의 맞춤형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3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 주기별·유형별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번의 정보 입력으로 

모든 서비스를 선제 ·통합 으로 지원하고 출생신고 시 보육비 지원 신청, 방

종 일정 안내를 지원받는다.

둘째, 개인별 다양한 생활민원정보를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 으로 안내하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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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도화를 통한 통합생활민원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기  간 시스템·정보 연계를 통해 개인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스템 연

계·통합을 통한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그림 2-38> 정부 3.0 홈페이지

7) 국립 앙도서  학술지목차메일링서비스

(http://www.dibrary.net/mylibrary/officialForm.do)

공무원의 정책과정에 도움을 주기 하여 국립 앙도서 에서 제공하는 이용자맞

춤형정보서비스이다. 국립 앙도서 에서 구독하고 있는 학술지를 정부 기능별로 

분류하여 목록을 제공하고, 공무원이 이  심분야의 학술지를 선택․등록하여 서

비스를 신청하면 선택한 자료의 신간호 목차 정보를 자우편으로 보낸다. 련 분

야의 최신 동향과 문지식을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원문 열람과 복사 서비스

도 함께 제공한다.

<그림 2-39> 국립중앙도서관 학술지목차메일링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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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  ‘스칼라’

(http://scholar.google.com)

구  스칼라는 구 의 학술정보 검색 서비스이다. 구  스칼라는 자료를 개발 단

로 하지 않고 자료와 계된 리 린트(Preprint), 록 등의 참고정보원과 해당 

학술정보와 계된 자료를 하나의 단 로 묶어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자료의 인

용 횟수를 제공하며 이를 활용해 해당 논문을 인용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 인용

확장 검색(Citation Pearl Growling)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림 2-40> Google 스칼라 홈페이지

9) Flickr.com ‘태그 클라우드’

(https://www.flickr.com/photos/tags)

리커(Flickr)는 폭소노미를 활용한 태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에서 태깅이 검색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반면 리커는 태그 클라우드를 이용자 

심의 디 토리 분류에 활용하고 있다.

<그림 2-41> Flickr.com ‘태그 클라우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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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

인스타그램은 사진 공유 서비스 모바일 애 리 이션이다. 사진에 친구나 상품명, 

랜드 등을 태깅 할 수 있는 ‘Photos of you’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이 은 

사진을 소셜 연동할 때 친구나 랜드 등을 태깅 할 수 있다. 데스톱 PC로 페이지

만 태깅이 가능한 다른 SNS와는 다르게 인스타그램은 사람과 페이지를 가리지 않

고 태깅이 가능하다.

<그림 2-42>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11) 서울 학교 ‘ 앙도서 ’

(http://library.snu.ac.kr/StaticView?id=rssservice&file=RssService)

서울 학교 앙도서 은 도서  이용자를 상으로 RS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이용자는 도서 에서 제공하는 RSS 주소를 RSS 리더 로그램에 등록하면 업

데이트 되는 최신 정보를 쉽게 할 수 있다.

<그림 2-43>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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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원도서

(http://library.scourt.go.kr/kor/openspace/rss_info.jsp)

법원도서 은 법원 주요 결, 국법원의 주요 례 등의 재 자료와 헌법·형

법 등 각 법률의 신착 자료 채 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RS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2-44>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13) 에버노트

(http://evernote.com/intl/ko)

아이폰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  기반의 앱 메모장으로 사용자는 PC, 노트

북, 아이패드, 아이폰, 안드로이드 모바일 등 어떤 IT 기기를 이용하더라도 같은 

메모를 읽고 수정이 가능하다.

<그림 2-45> 에버노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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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Boston Globe

(http://www.boston.com)

Boston Globe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통해 웹에 근할 때 화면을 키우거나 

이지 않고 라우 에서 기기의 성능과 크기에 맞는 유동  특정 기기에 최 화된 

웹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2-46> Boston Globe 홈페이지

15) SK 래닛의 ‘ 코픽’

(http://recopick.com)

SK 래닛의 온라인 쇼핑몰 ‘11번가’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체 개발한 ‘ 코픽’

이라는 맞춤형서비스를 운 한다. 이 서비스의 특징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신이 같

은 상품을 자주 클릭했다면, 나 에 그와 련된 신상품이 나오게 될 경우, 자신의 

개인 PC 화면 에 작은 고 창을 띄어서 신상품을 알려 다. 한 사용자가 올린 

상품 구매 후기나 댓 을 분석해 제품을 추천해주기도 한다. 특정 상품에 해 쓴 

의 내용이 정 인지 부정 인지에 따라 추천하는 제품도 다르게 추천해 다.

<그림 2-47> SK플래닛의 ‘RecoPock’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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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북맥(Bookmac)

(http://www.bookmac.co.kr/main/main.do?categoryCode=1001)

북 큐 이션 서비스인 ‘북맥(Bookmac)’은 개인의 독서취향을 분석해 맞춤형 도서

를 추천해주는 ‘개인화 도서추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친구  팔

로잉 등의 개인 소셜 정보와 북 큐 이션 활동을 바탕으로 개인의 독서취향을 분석

하여 소셜 큐 이션 방식으로 도서를 추천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서 카테고리, 작

가, 출 사 등 도서의 고유 특성이 반 된 ‘콘텐츠기반 필터링’ 기술을 용하여 사

용자에게 맞춤 도서를 추천해 다. 한 개인별 추천 정확도를 숫자로 표시하고 있

다. 이는 사용자의 심분야, 지식서재에 담은 도서, 북친, 구독서재 정보 등의 북맥 

활동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양한 북맥 활동을 통해 추

천 정확도를 실시간으로 높일 수 있다.

<그림 2-48> 북맥(Bookmac) 홈페이지

17) 유 스토리랩 ‘유 스토리북’

(http://www.userstorybook.net)

유 스토리랩에서 만든 ‘유 스토리북’은 사용자들이 읽은 상태(읽은 책, 읽고 있

는 책, 읽을 책 등), 소유 상태(가지고 있는 책, 빌린 책, 갖고 싶은 책) 등으로 책을 

분류하여 ‘온라인 서재’에 책 목록을 올려놓고 이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사

용자는 자신만의 분류를 만들어서 책 목록을 올려놓을 수도 있다. 한 사용자가 

등록한 책을 바탕으로 어떤 장르, 작가, 출 사를 좋아하는지 통계를 내 다. 하루

에 읽은 책의 양, 책값 등 다양한 통계도 제공한다. 이 통계를 기반으로 하여 사용

자에게 맞는 책을 추천해 다. 그리고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테마를 

심테마로 지정하거나, 심분야가 비슷한 사용자끼리 그룹을 만들어 추천 책을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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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 비 스 명 서 비 스  내용

국내

T map 4.4
실시간 교통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교통정보나 

교통정보를 제공

코픽
이용자의 쇼핑몰 이용행태 정보를 바탕으로 련 신상품 정보를 안

내하거나 다른 구매자의 상품후기·댓 을 분석하여 제품을 추천

북맥

(Bookmac)

개인의 독서취향을 분석하여 맞춤 도서를 추천하는 개인화 도서추천

서비스 제공

입찰정보서비스
입찰정보  낙찰정보를 실시간으로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고, 맞춤

서비스와 일정 리를 통한 심업종의 편리한 리서비스를 제공

행정정보서비스

각종 생활정보를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맞춤형 행정정보서비스

필요한 행정서비스 정보를 찾아가는 기능이 아닌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해주는 기능으로 다양한 행정자료를 모아 세분화하고 조건별로 분

류하여 사용자가 입력하는 조건에 따라 필요한 행정정보를 맞춤형으

로 안내

카카오 토픽
개인화  소셜 필터링이 반 된 자동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화제가 

되는 이슈를 분석하여 맞춤형 콘텐츠 제공/공유

정부 3.0

개인의 정보입력을 통해 개인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선제 ·통

합 으로 지원

개인별 생활민원정보를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 으로 안내

기  간 시스템, 정보연계를 통해 불편함 최소화

학술지목차메일링

서비스

학술지를 정부기능별로 분류하여 공무원이 선택한 심분야의 신간

호 목차정보를 자우편으로 발송

원문열람과 복사 서비스를 함께 제공

<표 2-11> 이용자맞춤형서비스 사례 분석 결과 정리

<그림 2-49> 유저스토리랩 ‘유저스토리북’ 홈페이지 

에서 제시된 이용자맞춤형서비스 사례 분석 결과를 국내외로 구분하여 서비스

명과 서비스 내용으로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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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앙도서  RSS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  신착 도서 정보와 게시  채 을 등록하면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RSS 리더를 통해 제공

법원도서  RSS
법원 주요 결, 국법원의 주요 례 등의 재 자료와 헌법·형법 

등 각 법률정보  이용자가 등록한 채 정보에 맞게 제공 

유 스토리북

이용자가 독서 상태, 도서 소유 상태 등으로 책을 분류하여 온라인을 

통해 공유

이용자가 등록한 책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맞는 책을 추천

개인이 만들어 놓은 테마를 공유하고 그룹핑을 통해 추천 

책을 공유

국외

MSN

모바일 디바이스를 한 터치 인터페이스를 강화하여 개인 스마트 

기기의 근성 향상

자신만의 카테고리 구성

심사  키워드를 통한 맞춤형 정보 제공

구 스칼러
학술정보  자료와 계된 참고정보원을 함께 제공

인용확장검색 서비스를 통해 자료의 인용횟수를 제공

Flickr.com
다양한 매체를 통해 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으며 구나 태크를 추가

이용자가 추가한 태그를 메타데이터로 활용하여 련 콘텐츠를 검색

인스타그램 개인이 올리는 콘텐츠의 페이지, 사람에 한 태깅  소셜 연동

에버노트
PC, 노트북, 아이패드, 아이폰, 안드로이드 모바일 등 어떤 IT 기기를 

이용하더라도 같은 메모를 읽고 수정할 수 있다.

Boston Globe

Boston Globe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통해 웹에 근할 때 화면을 

키우거나 이지 않고 라우 에서 기기의 성능과 크기에 맞는 유

동  특정 기기에 최 화된 웹 환경을 제공

구분 내용

상

정보를 원하는 모든 이용자

쇼핑몰 이용자

정보검색이 서투른 이용자

마이크로소 트 계정 이용자

SNS(카카오톡, 인스타그램) 계정 이용자

도서  이용자(국립 앙도서 , 학도서 , 문도서 )

방법

핸드폰 어 을 통해 정보 제공

포털사이트를 통해 맞춤형 정보 제공 

모바일, PC 등의 다양한 휴 용 디바이스로 정보 제공

소셜 필터링이 반 된 자동 알고리즘 용

력기   유 기  간의 시스템·정보연계

연 어·유사어를 활용한 검색시스템 제공

개인 독서취향을 분석한 개인화 도서추천 정보제공

참고정보원  인용정보 제공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웹 근성 향상

개인의 이용행태에 맞는 인터페이스 재구성

이용자 피드백을 활용한 분류기능 제공

다양한 기기, 다양한 사람을 통한 자료의 업로드  피드백

<표 2-12> 이용자맞춤형서비스 분석 결과

이용자맞춤형서비스 사례를 상, 방법, 내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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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용자가 원하는 교통정보  교통정보 이용

과거 방문 목 지 이력, 방문빈도, 최신성 등을 반 하여 교통정보 제공

입찰정보  낙찰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심업종 맞춤서비스와 일정 리를 통한 알림서비스

지역 내의 기업을 한 입찰교육 

행정자료를 세분화하고 조건별로 분류하여 이용자 입력조건에 따라 제공

사용자 기본정보와 부가정보에 따라 개인맞춤형 행정정보서비스 제공

맞춤 페이지 구성  키워드 지정을 통한 맞춤형 뉴스와 정보 제공

다양한 출처와 주제의 콘텐츠를 개인 심사에 따라 한 페이지에 열람가능

화제 이슈를 소셜 필터링을 통해 맞춤형 콘텐츠 추천

생애주기별 유형별 원스톱 복지서비스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 으로 민원 처리가 가능한 서비스

국립 앙도서  구독 학술지  이용자 심분야 자료의 목차정보 제공

최신 동향과 문지식의 습득을 한 원문 열람  복사 서비스 

쇼핑몰 검색정보를 바탕으로 신상품 정보 안내

타 구매자의 상품후기·댓 을 분석하여 제품 추천

개인의 독서취향을 분석하여 개인에게 맞는 도서를 추천

학술자료 제공 시 련된 참고정보원과 인용문헌, 인용횟수의 정보 제공

이용자 태깅을 메타데이터로 활용하여 련 콘텐츠의 검색기능 제공

개인이 올리는 SNS 페이지  련 인물에 한 태깅  소셜 연동

라우 에서 특정 기기에 최 화된 웹 환경 제공

2.3.1 사례분석 결과 및 시사점

정보량이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

게 수집해서 제공하는 것은 도서 을 포함한 정보서비스 제공자들의 주요 임무가 

되었다. 

재 국내외 이용자맞춤형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 특징은 다음과 같

이 10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① 원하는 정보의 실시간 제공

② 최신정보제공(SDI, RSS) 서비스를 활용한 신규정보 제공

③ 빅데이터와 소셜 필터링을 활용한 사회  이슈, 특정분야의 화제를 개인의 

심사에 맞게 제공

④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선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편함을 최소화

⑤ 개인별 심사에 한 정보 제공  원문열람과 복사 서비스 제공

⑥ 정확한 검색어 없이도 연 어·유사어를 통한 정보 검색 기능 제공

⑦ 정책정보의 참고정보원(색인, 록)과 해당 정보를 인용한 자료를 함께 제공

⑧ Web, 스마트기기에서 활용도에 따른 인터페이스의 개인화

⑨ 반응형 웹, 유동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다양한 스마트기기의 웹 근성 향상

⑩ 제공하는 정책정보자료에 한 이용자 피드백 창구 개설과 이를 활용한 이용

자 심의 분류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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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서비스는 빅데이터나 소셜 필터링 등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이용

자에게 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해 노력하고 있으나, 다양한 분야나 이용자 상

으로 용한 사례는 많지 않다. 재 제공되고 있는 이용자맞춤형서비스 에서 가

장 표 인 이용자맞춤형 행정정보서비스로는 정부 3.0에서 추구하고 있는 행정정

보에 합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원 24’가 표 이다. 따라서 이용자

에게 가장 합한 정책정보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개발이나 다

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고도화된 콘텐츠를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

로운 패턴의 서비스를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으로 재 제공되고 있는 이용자맞춤형서비스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도출한 시사 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상에 맞는 정책정보 웹사이트 개발

정책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책 입안자  국책연구 기  연구자에게 합한 기능

이고 세분화된 분류 체계를 용해야 한다. 한 정책 입안과 정책 연구에 활용

도가 높은 정보자료의 유형 개발  식별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2) 자료의 근성 향상

재 산재되어 있는 정책정보 제공 사이트 내 원문에 직  근 할 수 있도록 원

문을 연결하기 한 URL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한 기 별 조 체계도 고려해

야 한다.

3) 랫폼 구축 시 모든 단계에 용될 수 있는 서비스로 구축

정책정보의 랫폼 구축 과정에서 공공정보의 장, 리, 개방, 활용 등 공공정보

의 모든 단계에 용될 수 있는 서비스로 구축되어야 한다. 정책정보의 생산  수

집과 리, 개방, 활용, 평가  재생산의 선 순환  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정보 이용의 효율성과 편리

성을 개선하여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최종 으로 정책정보 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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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콘텐츠 확충  고도화

1.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개념

1.1 주제가이드 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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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의 미래지향 인 발 을 한 정책을 개발하기 

해, 정책결정자는 공정하고 내실 있는 연구를 통한 정부 정책 수립 진행을 선호하

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정책정보의 정책 반  비율이 향상되는 추세로 나타나는

데, 실제 경제인문사회연구소 소  연구기  연구과제의 정책 반  실 을 보면 

2008년∼2010년 3년간 체 연구과제 7,625건  5,700건이다(권택기 2010). 이는 연

구 결과의 정책 활용도가 74.75%로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책 개발과 실행  평가 반에서의 정책정보 조 체제가 요구된다. 

즉, 효율 인 정책 개발과 실행  평가를 해 사회 반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도

출하고, 정책 안 련 기  연구가 반 된 정책기획이 요구된다. 실제로 조직 내

외의 지식을 활용한 문제해결과 업무 수행을 한 ‘행정기  활성화 포럼(2013)’ 개

최 등으로 정책정보를 축 하고 공유하는 체제를 갖추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그러나 국내 정책정보제공서비스를 분석하 을 때 몇 가지 문제 이 도출되었다. 

첫째, 정책정보제공시스템의 산재와 자료의 복 제공이다. 를 들어 국립 앙도서

 ‘정책정보포털’, 정책정보연구서비스 리시스템인 ‘PRISM’ 등의 정책정보제공시

스템이 존재하나 정책정보자료서비스를 총 하는 기 의 부재로 동일한 성격의 시

스템이 단기 으로 복·운 되거나, 수집하여 제공하는 정책정보자료의 내용이 

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정책정보자료의 체계 인 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기존 정책정보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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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고 서비스하는 국립 앙도서  ‘정책정보포털’의 자료조직은 서비스 상이 

일반인이라 정책 실무 환경 분석을 통한 업무 합형 자료 제공에 어려움이 많았다. 

즉, 자료의 주제별, 유형별, 업무별로 체계 인 정보제공서비스를 실 하기에 부족

한 구조로 되어 있어, 공유나 활용을 통한 효과 인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가 어려

운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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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와 국책연구소 소  기  연구회 심 정보서비스는 완료된 정책정보자료만을 

상으로 수집하고 단순한 검색만 제공하고 있어 내용이나 기능이 매우 단편 이

다. 한, 참고정보자료 제공과 같은 부가 정보와 개인 맞춤형서비스 기능과 같이 

고도화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구조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해 정책정보서비스의 고도화를 한 주제별 가이드라인 

개발  정보원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국립세종도서 에서는 ‘정책분야별 주

제가이드 개발  구축’(노 희 2014) 연구를 수행하 다. 수행된 연구에서는 정책 

실무 활용에 합한 정보원을 발굴하고 구축하고자 하 으며, 문가맞춤형정책정

보서비스 고도화를 해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와 같은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부처 

공무원과 연구기  연구자들의 요구와 필요를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문

인 정책정보자료제공서비스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 다. 한 정부기능분류체계

(BRM)를 실무에 맞게 분석․정비하여 주제별 자료 구축 효과를 극 화 시키고자 

하 으며, 주제별 정책정보자료 수집  공유의 효율성 극 화를 해 산재되어 제

공되고 있는 정책정보자료를 국립세종도서 으로 일원화하고, 효율 인 공유를 

해 개선된 정부기능분류체계(BRM)를 기 으로 분류된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구

축하기 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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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연구에서는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 의 국내외 사례분석결과, 분류 문

가와의 토론, 면담, 설문조사, 문가 회의 과정을 거쳐, 최종 으로 국립세종도서

에서 정책정보를 제공할 때 사용하게 될 정책정보 분류체계를 확정하 다. 즉, 

BRM 분류체계에 한 의견 수렴  성 검토를 통해 도서 의 분류체계로 서

비스하는 것보다 정부기능분류체계로 서비스하는 것이 더 효율 일 것으로 단함

으로써 정책정보서비스 분류수  3단계까지의 BRM 분류체계를 제안⋅확정하 다.

1.2 주제가이드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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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와 정보매체의 다양화로 인한 기하 수  정보량 증가라는 환경에서 특정 주제

분야의 주요 정보원을 선택·제공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정보 근을 한 시간과 수

고를 여주는 서비스로 인식될 수 있다.

주제별 정보제공은 도서 에서 다양한 내용과 용어를 가지고 발 하 다.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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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ns 등에 의해 ‘주제가이드(subject guide)란 도서  정보의 지도와 같은 것으

로, 특정 주제에 해 이제 막 심을 가지고 자료를 검색하고자 하는 도서  이용

자를 한 정보의 치 표지(Information locator)라 할 수 있다’라고 처음으로 언

되었다(Stevens et al 1973). 그리고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도서  환경이 

변화하고 주제가이드의 형식과 콘텐츠가 변화하면서 연구가이드(research guides), 

연구도구(research tools), 자도서  가이드(electronic library guides or e-guides), 

웨블리오그라피(webliographies), 주제포털(subject portals)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

용되고 있다(Tchangalova, Feigley 2008). 문헌정보학용어사 에서는 ‘특정 주제에 

한 안내로서 주제나 분류번호를 기록한 나무 이나 마분지로서 서가에 걸어두는 

것’을 주제안내(topic guide/subject guide/class guide)라 정의하고 있으며 주제서지

(subject bibliography)를 ‘어떤 특정한 주제에 련된 문헌을 수록한 서지로 문서

지, 특정주제서지 혹은 주제목록이라고도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일본도서 정보학

회의 문헌정보학 용어 사 에 따르면 주제문헌안내(subject guide)는 ‘어느 특정 분

야나 테마의 연구나 조사를 시작하고자 하는 학생 연구자, 도서 인 등을 상으로 

하여, 그 분야나 테마의 연구법이나 연구 동향, 기본 문헌, 주요 잡지, 이차 자료, 

문헌 탐색 방법이나 도서  이용법 등을 해설한 참고 도서’로 정의하 다(일본도서

정보학회 2011). 이처럼 ‘주제(subject)’는 도서 의 정보제공서비스의 요한 기

이라고 볼 수 있다. 정보의 종류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주제별 서지정보를 제공하

는 서비스의 명칭은 다양하게 변형되어 왔으며 혼용되고 있다. 

특히 학도서 은 타 종의 도서 에 비해 주제가이드 서비스를 일  시작하

으며, 국내외를 불문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학으로 확산되었다. 주제가이드가 특

정 주제분야에 심을 가진 이용자를 한 서비스라는 개념에서 학도서 에서의 

주제가이드 서비스 활성화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특정 주제분야 문가를 상

으로 하는 문도서 에서는 연구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한 주제가이드 서비스가 

필요하다. 주제가이드의 성공 인 서비스를 해서는  주제 상과 분야에 한 충

분한 이해와 이용자의 요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

스템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1) 주제가이드의 기능

재 주제가이드 서비스는 온라인 형태의 주제 문서비스로 연구지원  학술자

료이용가이드로서의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내용은 주제별 단행본  신착도서, 참

고도서, 데이터베이스, , 학 논문, 특허, 통계, 련 웹사이트, 블로그나 자책, 

참고문헌 리도구 등의 세부주제별로 다양한 유형의 정보자원에 유형별 근이 가

능  하여 주제정보에 근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분야 주제의 콘

텐츠 변화에 한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122 ●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운영 방안 연구

2) 주제가이드의 장

이용자 측면에서의 주제가이드 서비스는 검색 략 수립법이나 검색 기법 숙지와 

같이 검색환경에 불편을 느끼는 이용자에게 추천·제시된 정보에 직  근이 가능

한 URL을 제공하여 이용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다. 최상기(2004)는 수집된 정보자

원들이 주제 문가에 의해 평가, 분류, 기술되어 검색엔진 검색 결과보다 고품질의 

정보자원에 근할 수 있는 것이 주제별 가이드의 장 이라 하 고, 이미화(2009)와 

박희숙(2011)은 텍스트만 제공되는 단조로움을 벗어나 동 상  웹페이지와 같이 

다양한 매체에 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 주제분야에서 이용되는 인기자원

에 한 근과 연  주제에 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온라인 주제가

이드의 장 이라 하 다. 최상희(2010)는 사서의 에서 이용자의 참고질의에 

해서만 응답하는 수동 인 역할에서 벗어나 연구 방법과 주제 선정과 같은 연구 활

동에 한 교육과 효율  연구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능동 인 정보 문직으로서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제가이드의 장 을 언 하 다.

3) 주제가이드 연구 동향

국내외를 막론하고 주제가이드 서비스는 학도서 을 심으로 발 하고 있으며, 

이는 학문 분야나 학과와 같이 이용자가 요구하는 주제분야가 명확하며, 주제가이

드에 한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도서 이 아닌 주제가이드를 제공하

는 표 인 는 LC의 VRS(Virtual Reference Shelf)이다. VRS에서는 일반 인 

주제의 참고자료와 뉴스, 통계, 사 을 비롯하여 의회도서 의 목 에 맞게 정치학

과 정부의 참고정보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제가이드 서비스에 한 연구 한 학도서 에 치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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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희(2010)는 북미와 국내 학도서 의 주제가이드 황 악과 개발을 한 주

요 특징을 도출하 다. 김수정(2012)은 국내 학도서  웹사이트 분석을 통해 온라

인 주제가이드 황 분석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함연 과 박 식(2007)은 국 

‘985 로젝트’에 입선된 38개 학도서 의 가상참고서가 구축 황에 해 조사하

고 발  방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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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분류의 원칙 및 분류체계

기능분류의 상이 되는 행정업무의 기능은 기능별·목 별로 구분되는데, 기능별 

분류체계는 정부가 상시 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기능수 에 따라 정책분야·정책

역․ 기능․ 기능․소기능․단 과제로 분류한다.

한 목 별 분류체계는 통령연두업무보고에서의 각 기 별 과제에 따른 업무

리를 한 분류체계이며, 이는 행정기 이 정책목 을 달성하기 해 정책수 에 

따라 비 ·정책목표·이행과제· 리과제로 분류된다.

다음은 기능별  목 별 기능분류와 련된 단  과제와의 연계도를 그림으로 

표 한 것이다.

<그림 3-1> 기능분류체계도

이  정책분야는 국민서비스와 행정기  내 활동을 분류한 것이며, 산배분 형

평성, 정부조직 설치 황, 국가 간 행정서비스의 통계자료 비교를 한 국제기  등

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정책 역은 정책분야 내 조직의 기능을 구체화한 것으로, 정

책분야와 각 부처 기능 분류체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한 · ·소 기능에서 기능은 각 부처의 실·국 수 의 업무 수행 기능과 산

체계의 로그램 수 의 기능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기능은 소기능의 내용을 포

하는 각 부처의 ·과 수 에서 정의하는 기능을 기 으로 선정한다. 소기능은 법

률, 직제 등 법 인 근거  기록물 분류기 표를 통해서 정의된 기능을 말하며, 직

제  직제 시행규칙상의 단 사무를 주체-객체-활동으로 세분하고 이에 유사기능

을 수행하는 사무끼리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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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정보서비스 분류체계(안)

3.1 정책정보서비스 주제분류체계 개발과정

3.1.1 개발절차

정책정보서비스 주제분류체계 개발을 한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개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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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에서의 정책정보 조 체제 요구, 문 인 정책정보 제공의 한계 , 정책분야

별 가이드 개발  정보원 구축의 필요성에 의해 정책정보서비스의 고도화를 한 

정책분야별 가이드를 개발하고 련 정보원 구축을 한 시스템을 설계하며, 이를 

기반으로 시범  정책정보원을 구축하 다. 

이를 해 련 문헌  사례를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라 연구진과 분류 문가의 

논의와 정책정보 련자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으로 설문을 통해 실제 데이터 구축을 통해 이를 검증하 으며, 포커스그룹인터뷰 

과정을 통해서 최종 으로 정부기능분류체계(BRM)를 기반으로 하여, ‘정책정보서비

스 주제분류체계’를 개발하 다. 이러한 정책정보서비스 주제분류체계 개발과정을 

구체 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2> 정책정보서비스를 위한 정부기능분류체계 개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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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 내용

면담 상 - 국책연구소 연구원

면담장소 - 면담 상 연구원의 소속 연구소  화면담

면담기간 - 2014년 5월 16일 23일

면담내용

- 정책정보서비스를 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성

- 변경 용된 분류체계의 성

- 면담자가 평상시에 정책업무  연구를 해 주로 참고하는 자료  정책정보를 입

수하는 경로

<표 3-1> 정책정보서비스 주제분류체계 면담 설계 내용

3.1.2 전문가 의견 수렴 내용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개발  구축(노 희 외 2014) 연구보고서에 제안된 ‘정책

정보서비스 주제분류체계’는 BRM 분류체계에 한 의견 수렴  성 검토를 통

해 정책정보 분류체계를 확정한 바, 이때 BRM 분류체계 성 검토를 한 문

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기능을 기반으로 한 BRM(Business Reference Model)을 기반으로 정책

정보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합하다고 생각되나, 생산되는 정보량을 

고려한다면 분류체계에 한계가 상되므로 새로운 분류체계의 개발을 고려해야 한

다. 새로운 분류체계를 개발할 때에는 미국경제학회분류체계(JEL), 산업분류체계, 

과학기술분류체계, 인문사회분류체계, OECD Themes 등을 종합 으로 참고하여 개

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립세종도서 에서는 BRM 분류체계의 3단계 수 으로 정책정보 라우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정책분야  정책 역, 그리고 세부주제를 더 세분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BRM 분류체계에서 정책분야나 정책 역, 세

부주제를 재 제시된 것보다 더 세분화할 필요성은 없지만 만약 세분화 한다면, 

연구기 이나 정부기 이 이미 주제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생산한 연구 성과물도 

어느 정도 주제구분이 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세분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셋째, BRM 분류체계에 세부주제를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주제를 더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 으나 이미 모든 면담자가 세부주제의 추가 필

요성에 해 부정 인 응답을 하 기 때문에 이에 한 응답결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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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정책정보서비스 주제분류체계(안) 경험적 검증

실제로 정책정보자료를 수집해 보았을 때 해당 주제에 해당하는 자료는 충분히 

수집될 수 있을 것인가에 한 논의 을 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실험 으로 구축하

는 과정을 거쳤다. 3단계를 기 으로 총 133개의 주제분야에 해 주제가이드라인

을 만들고 6명의 연구자가 데이터를 수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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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드들을 기 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으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견

한 특징 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개발 주제아래 ‘새만 ’과 ‘행복도시’(지역개발-새만 , 지역개발-행복도

시)는 특정지역명이라는 주제의 한정성 때문에 재 상태로는 자료의 건수가 

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한 국내자료의 범 선정의 혼란이 야기되고(간척지개발

련 자료포함 여부), 외국자료 정보원을 찾기에는 무리가 있다. 추후 다른 간척지 

사업 발생 시 융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간척지 개발’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 상· 화’는 ‘문화콘텐츠산업’과 ‘ 술’의 하 분류로 동일하게 존재한다. 정

확한 자료이용과 검색을 하여 ‘문화콘텐츠산업’ 하  ‘ 상· 화’의 명칭을 ‘ 상 

산업’ 는 ‘ 화 산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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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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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그 로는 연극, 오페라, 뮤지컬, 가부키 등이 있다). 따라서 개요부분에 정의를 

추가해야 한다. 

넷째, ‘지방세’와 더불어 ‘국세·지방세’ 주제가 존재하는데, 국세는 국세청에서 주

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와 안 행정부소 이기 때문에 ‘국세·지방세’를  ‘국

세’와 ‘지방세’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해양수산·어 ’의 하 주제인 ‘해양’에 한 주제는 무 범 하기 때문

에 ‘해양’이라는 주제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주제들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즉, 

‘해양’에는 수산물, 해양경찰, 해양환경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양자원’으로 수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 으로 정책정보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재의 분류체계를 사용하여 서비스

하여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구축되는 자료의 건수가 무나 많거나 

은 사례가 있긴 하나 건수가 은 경우 장기 으로 구축하게 되면 충분해질 수 

있고, 건수가 무 많은 주제분야의 경우 두세 개의 주제로 세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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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책정보 자료유형 및 유형별 메타필드

1) 정책정보 자료유형

정책정보서비스를 한 주제가이드 구축을 해 먼  문헌조사와 기존 주제별 가

이드를 서비스하고 있는 정책정보서비스 제공기 과 학도서  주제별 가이드 사

이트, 주제별 길잡이(pathfinder)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기  홈페이지를 벤치마킹하

여 주제별 가이드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통 인 콘텐츠 유형을 결정하 다. 

자료유형의 도출은 주제가이드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학도서 의 

주제가이드, 국립 앙도서 에서 운 하는 ‘정책정보포털’, 국가기록원의 ‘정책정보시

스템’의 자료 유형 분류, 미국의 ‘GPO’와 국의 ‘GOV.UK’의 자료 유형 구분, 그리

고 정책정보서비스 자료유형을 제시한 홍 진과 노 희(2007)의 논문 등을 총체

을 참조하여 정책서비스에 합한 자료 유형을 도출하 다. 

그 결과, 정책정보서비스 주제별 가이드 개발  구축을 하여 수집된 정보자료

의 자료유형  상  유형은 9개로 구분하 고, 하  유형은 총 19개로 구분하 다. 

작업의 편의를 해 유형코드도 함께 개발·부여하 다. 상  유형은 A-I까지이며, 

세부 유형은 숫자로 표시하며 최종 유형코드는 상  유형 알 벳과 세부 유형 숫자

를 결합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자 료 유 형 자 료 유 형  세 구분 유 형 코 드

일반도서 일반도서 A1

학술지/학술기사
주요 B1

주요 아티클 B2

사 편람
사   백과사 C1

편람 C2

보고서/회의자료
보고서 D1

국내회의  세미나자료 D2

국제기구발간자료
국제기구 E1

국제기구자료 E2

외국정부간행물

정부기 F1

정부간행물 리기 F2

외국정부간행물 F3

통계/법령자료

통계자료 G1

국내법령자료 G2

해외법령자료 G3

Web DB Web DB H1

련사이트

웹정보 I1

유 기 I2

련학회 I3

<표 3-2> 정책정보서비스 자료유형 및 유형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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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정 보 유 형 유 형 코 드

일반형 DIC01

키형 DIC02

블로그형 DIC03

웹진 DIC04

SNS DIC05

<표 3-3> 웹정보유형 및 자료유형코드

유 형 필 드  요 구사 항

일반도서(A1)
필수필드 : 자료명, 자, 출 사, 발행년, 소개

선택필드 : 등록번호(ISBN), URL

주요 (B1)
필수필드 : 자료명( 명), 출 사(발행자), 소개

선택필드 : 등록번호(ISSN), URL

주요 아티클(B2)
필수필드 : 자료명(논문명), 자, 출 사(학술지명), 발행년, 소개, 권호정보

선택필드 : 등록번호(ISSN), URL

사   백과사 (C1)
필수필드 : 자료명, 출 사, 발행년, 소개

선택필드 : 등록번호(ISBN이나 발간등록번호), URL

편람(C2)
필수필드 : 자료명, 출 사, 발행년, 소개

선택필드 : 등록번호(ISBN이나 발간등록번호), URL

보고서(D1)
필수필드 : 자료명, 출 사, 발행년, 소개

선택필드 : 등록번호(ISBN이나 발간등록번호), URL

회의  세미나자료(D2)

필수필드 : 자료명(회의명 혹은 회의자료명), 출 사(주최기 명), 발행년(회

의일시), 소개, 회의명, 주최(주최, 주 기 명)

선택필드 : URL, 장소(국내:상세 치, 해외: 회의국가명)

국제기구(E1)
필수필드 : 서명(국제기구명), 소개

선택필드 : URL, DB소개

<표 3-4> 유형별 메타필드 

의 련 사이트에서 웹정보는 입력의 정확성과 일 성을 유지하기 해 키형, 

블로그형, 일반형, 웹진, SNS으로 도메인화 하여 코드로 구분하 다. 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2) 정보원 유형별 메타필드

최종 결정된 19개 세부유형에 따라 유형별 콘텐츠 식별에 합한 메타필드를 개

발하 다. 구축 작업의 효율성을 해 19개 유형에서 도출된 메타필드를 모두 반

한 통합 메타필드를 개발하고, 각 유형별 필수  선택 필드 옵션을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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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발행기 , 발행년도, 등록번호, 소개, URL, 권호 정보, 회의명, 장소, 주최, DB

소개, 국가코드, 첨부 일, 사이트유형이다. 이  DB소개는 국제기구에서 운 하는 

련 DB가 존재하는 경우 DB명을 기입하는 필드이며. 첨부 일은 Web DB 사용 

매뉴얼 PDF가 존재하는 경우 PDF링크를 입력하는 필드이다. 다음은 유형별 메타

필드 요구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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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자료(E2)
필수필드 : 자료명, 출 사, 발행년, 소개

선택필드 : 등록번호(ISBN이나 발간등록번호), URL

정부기 (F1)
필수필드 : 자료명(정부기 명), 소개, 국가코드(2자리국가코드)

선택필드 : URL

정부간행물 리기

(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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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필드 :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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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필드 : 등록번호(ISBN이나 발간등록번호),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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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필드 : 등록번호(ISBN이나 발간등록번호),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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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필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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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필드 : URL

Web DB(H1)
필수필드 : 자료명(DB명), 소개, URL

선택필드 : 첨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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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필드 : 발행기 (운 기 )

유 기 (I2)
필수필드 : 자료명(기 명), 소개,

선택필드 : 발행기 (기 소속부서명), URL

련 학회(I3)
필수필드 : 자료명(학회명), 소개

선택필드 : URL

자료 유형에 따라 통합된 메타 필드에서 필수필드와 선택필드를 제외한 필드에는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작업을 진행하 다.

3.3 정책정보서비스 주제분류체계

국립세종도서 이 정책정보 주제분야로 문화된 도서 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

기 해 정책정보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어떠한 분류체계가 한지에 해 정책정

보제공을 하고 있는 기 의 국내외 사례분석결과, 분류 문가와의 토론, 설문조사, 

문가 회의 등을 통해 수정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으로 국립세종도서 에서 정책

정보를 제공할 때 사용하게 될 정책정보 분류체계가 확정되었다. 

이 게 확정된 정책정보 분류체계에 따라 정책정보 유형이 개발되었으며 유형별 

메타필드 설계를 통해 정책정보서비스 주제별 가이드가 개발  구축되었다. 

정책정보서비스 주제별 가이드 개발  구축을 해 수집된 정보자료의 상  유

형을 크게 9개로, 세부 유형을 총 19개로 구분하여 정보원 유형별 메타필드가 설계

되었으며 각각의 정보원 유형이 가지고 있는 일발 인 필드정보를 택하도록 하

다. 이에 따라 최종 확정된 BRM 서비스 주제단계는 3단계이며, 총 133개 주제분야

로 가이드 구축범 를 확정, 총 6,305건의 콘텐츠가 구축되었다.

이러한 개발 차에 따라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개발  구축(노 희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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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계 2 단 계 3 단 계 주 제 코 드

공공질서  안

경찰
경찰행정 SC001

과학수사 SC002

법무  검찰
법무  검찰 SC003

교정행정 SC004

안 리
안 리 SC005

소방·방재 SC006

해양경찰 해양경찰 SC007

과학기술

과학기술 진흥·연구

과학기술 진흥·연구 SC008

과학연구단지 SC009

우주개발 SC010

기상기후 기상기후 SC011

원자력기술 원자력기술 SC012

<표 3-5> 최종 확정된 정책정보서비스 분류체계

연구보고에 의해 최종 확정된 정책정보서비스 분류체계 구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세종도서  ‘정책분야별주제가이드’ 서비스 상의 특수성이다. 국립세

종도서  정보정책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일반인이 아닌 정책 입안과 실행 평

가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직원과 정책 기획과 평가를 지원하는 국책연구소 연구원으

로 한정되어 있다. 때문에 일반인을 상으로 하는 타 정책정보서비스에 비해 세분

화된 주제가이드 구축이 이용자에게 차별성을 가진 문 인 서비스로 인식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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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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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다. 때문에 업무 지원을 한 정책정보서비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해서

는 업무별 주제 식별성이 상 으로 낮은 2단계 보다는 명확한 주제식별이 가능한 

3단계가 합하다고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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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로 서비스 하는 것  어떤 방식이 정책정보제공을 해서 더 효율 일 것인가

에 해서는 정부기능분류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다만 이

후에 지속 으로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제의 세분화를 고려하기로 하 다.

둘째, 정부기능분류체계로 한다면 1단계∼4단계 분류  몇 단계까지 할 것인가에 

해 3단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확정지었다. 그러나 면담결과에서 나왔듯이 

생산되는 정보량을 고려한다면 분류체계의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분류체계의 개

발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새로운 분류체계를 개발할 때에는 미국경제학회분류체계

(JEL), 산업분류체계, 과학기술분류체계, 인문사회분류체계, OECD Themes 등을 종

합 으로 분석하여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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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자원’(SC124)으로 3단계명을 수정하 다.

이에 따라 최종 확정된 정책정보서비스 분류체계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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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고등교육 고등교육 SC013

교육 일반 교육 행정 SC014

유아  · 등교육

유아교육 SC015

등교육 SC016

등교육 SC017

평생·직업교육 평생·직업교육 SC018

특수교육 특수교육 SC019

교통  물류

국토교통 국토교통 SC020

육상교통
도로 SC021

철도 SC022

항공·공항 항공·공항 SC023

해운·항만 해운·항만 SC024

물류 물류 SC025

국방
국방

국방 SC026

외군사 계 SC027

병무 병무 SC028

국토개발

지역개발

산업단지 SC029

새만 SC030

행복도시 SC031

부동산
토지개발 SC032

주택 SC033

수자원
·치수 SC034

하천 SC035

지역  도시 지역  도시 정책 SC036

농림·축산

농업·농
농업·농 SC037

친환경 농업 SC038

축산 축산 SC039

임업·산
임업 SC040

산림 SC041

식량·식품
식량 정책 SC042

식품 SC043

문화체육

종교 종교 SC044

SC045

사행산업 SC046

문화

문화 정책 SC047

국어정책 SC048

박물 SC049

도서 SC050

지역문화 SC051

문화콘텐츠산업

고 SC052

방송 SC053

상· 화=> 상산업 SC054

게임 SC055

문화 SC056

작권 SC057

출 ·인쇄 SC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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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술

술 정책 SC059

음악 SC060

연극 SC061

상· 화 SC062

무용 SC063

미술 SC064

통 술 SC065

문화재 문화재 SC066

체 육

체육진흥 SC067

국제체육 SC068

장애인체육 SC069

국정홍보 국정홍보 SC070

보건

건강보험 건강보험 SC071

보건의료

보건의료 SC072

공공보건 SC073

질병 리 SC074

보건산업
보건산업 SC075

생명과학진흥 SC076

식품의약안
식품안 SC077

의약안 SC078

사회복지

고용노동

고용노동 SC079

근로복지 SC080

산재 방 SC081

직업능력개발 SC082

공 연 공 연 SC083

기 생활보장 기 생활보장 SC084

국가보훈 국가보훈 SC085

취약계층지원

노인 복지 SC086

아동·청소년 복지 SC087

다문화·이주민 복지 SC088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SC089

여성 복지
여성 복지 SC090

보육 SC091

산업·통상· 소기업

공정거래 공정거래 SC092

무역  투자유치

무역  투자유치 SC093

통상 SC094

외환·환율 SC095

산업진흥

산업기술표 SC096

특허 SC097

지식·산업재산권 SC098

소기업 소기업 진흥 SC099

에 지  자원개발
신·재생에 지 SC100

물자원 SC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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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공행정

국가통계 국가통계 SC102

국민권익·인권 국민권익·인권 SC103

국정운

자정부 SC104

규제개 SC105

감사 SC106

공공기록물 리 SC107

정부조직·청사 리 SC108

공무원 인사·교육 SC109

정부자원 리
정부조달 SC110

공공데이터 SC111

지방행정·재정지원
지방행정 SC112

지방재정 SC113

재정·세제· 융

융 융 SC114

기획재정 기획재정 SC115

세제
국세‧지방세 SC116

세 SC117

통신
방송통신

방송통신 SC118

IT SC119

우정 우정 SC120

통일·외교

외교 외교 SC121

통일
통일 SC122

남북교류 SC123

해양수산 해양수산·어
해양 => 해양자원 SC124

수산업 SC125

환경
환경보호

기환경 SC126

지구온난화 SC127

상하수도 SC128

지하수 SC129

자연환경 SC130

해양환경 SC131

토양·토질 SC132

폐기물 리 폐기물 SC133

17개 66개 1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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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력형 정책정보서비스 구축모형 및 매뉴얼 개발

4.1 협력형 정책정보서비스 모형개발절차

본 연구에서는 효율 인 정책정보서비스를 개발하기 해서 력형 정책정보서비

스 모형을 제안하고자 하 다. 

이를 해서 련 문헌  사례를 조사·분석하 으며, 국내의 력형 정보서비스 

운 사례 조사분석, 력형 정보서비스 사례조사, 기타 타 분야 우수 정책정보서비

스 사례를 조사하 다. 그리고 력형 정책정보서비스 수요  요구조사를 통해, 정

책정보서비스의 수요  요구·분석하 다. 설문분석 기반 력형 정책정보서비스 모

형을 1차 으로 제안하 으며, 1차 으로 제안한 것에 해 문가 의견 수렴 과정

을 거쳤다. 이 력형 정책정보서비스 모형은 장 부처 계자나 정책과 련된 

연구자, 교수진 등 정책 련분야 계자들에게 보다 효과 인 정책정보서비스가 이

루어질 수 있게 할 것이다. 력형 정책정보서비스 모형의 개발과정을 구체 으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3-3>과 같다.

<그림 3-3> 협력형 정책정보서비스 모형 개발과정 

4.2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에 한 의견 수렴을 해 공청회 형식의 의견 수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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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 내용

상
- 국책연구소 자료실, 정부기  자료실, 각종 문도서  자료실 등 정책정보와 련 

있는 자료실 소속의 사서

장소 - 부산해운  그랜드 호텔  화면담

기간 - 2014년 11월 27일 ～ 11월 28일

내용

-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에 한 개발방향

- 주제분류체계의 성  개선방향

- 주제별 콘텐츠 구축방안

<표 3-6>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전문가 의견수렴 설계내용

논 의  의 견 반  내용

- 민간  국가에서 운 하는 정책포털이 국내에 

9개나 되는 상황임

-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포털이 고려해야 할 사

항임

- 이러한 정책포털이 도서 이나 사서 심으로 알

려지고 운 될 필요 있음

- 하나의 사이트를 통해 각각의 사이트에 총체 으

로 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 국립세종도서 의 정책정보 주제가이드의 활성화 

필요함

- 정부3.0 이후 정책연구 수집의 역할이 어들었음

- 기획부서에서 담해야 함

- 정부3.0 이후 정책연구 수집의 비 이 어떻게 달

라졌는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정보 주제가이드의 서비스 상을 명확히 

해야 함

- 이용 상을 단계 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를 들면, 정부기 부터 상으로 하여 탄탄하게 

서비스를 무장한 후 확장필요

- 정책정보 주제가이드 서비스 상을 정부기  => 

국책연구소 => 일반이용자로 서비스를 차 확장

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구축에 참여하는 사서에 

한 인센티  제공 필요

- 주제가이드 구축에 참여하는 사서에게는 구축건

수별로 인센티 를 지 하는 방향으로 연구정책

을 수립하고자 함

- 구축된 정보원에는 사서의 소속기   성명을 

밝히게 함으로써 기   사서의 상을 높이도

록 함. 그러나 사서가 원하지 않을 경우 실명제로 

하지 않아도 됨

<표 3-7>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전문가 의견내용 및 반영결과

을 거쳤다.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부처 소속자료실, 문도서 , 그리고 국책연

구소 자료실 사서들이 약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명의 토론자가 심층토론을 진

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  연구자가 약 40분 정도 연구내용에 해서 발표를 하고 4명의 토론자가 40

분간 각자의 토론 의견을 개진하 으며, 참석자들 가운데 5명이 추가 질문을 하고 

발표자 의견을 제시하 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정리하고 그 반 방향을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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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사서에 한 인센티  지  시 소속도서  

 기 에 요청 필요

- 참여사서의 의견을 극 반 하여 개별  참여 

 소속기  단  참여를 상황에 따라 용함

- 기 에 요청할 경우 공문을 보내서 약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략  근이 필요하다.

- 즉 정책분야 주제가이드에서 일반 인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정책분야 ‘Killer Contents’를 발

굴하여 제공해야 함

- 국립세종도서 에만 있는 정보를 개발하여 이용

자들을 끌어들여야 함

- 재의 국립세종도서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를 

개발하여 제공하되, 킬러콘텐츠에 해당되는 것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함

- 국립세종도서 에서 정책정보포털을 제공할 경

우 정부기  소속도서실이 태로울 수 있음

- 국립세종도서 과 정부기   연구소 소속 도서

간의 역할 계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 정부기  자료실만의 특성화도 살리면서 정책정

보포털의 정보를 효과 으로 활용하여 소속 이용

자들에게 서비스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 BRM 분류체계는 정부기능으로 하는 것이 심

하고 좋음

-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문사서들의 

의견을 극 수용하여 수정해 나갈 정임

- 타켓별 서비스 특성화 필요 - 타겟을 공무원, 연구원, 사서, 일반이용자 등으로 

구분하여 각 상별로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할 필요 있음

문가 의견 수렴결과를 기반으로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를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을 종합 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책정보 포털로서의 주제가이드

정책정보 주제가이드는 포털로서의 기능, 정책정보를 소장하고 있는 기 에 한 

링크제공, 그리고 모든 정부기 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는 정책정보 포털로서의 기능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책정보 주제가이드를 통해 정책정보와 련된 모든 주제의, 모든 유형의 정

보자원에 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내에는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 이 10여 곳이 넘는다는 것을 문

가 의견이나 사례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기 들과의 력을 통해 통

합검색을 지원하거나 어도 이 사이트들에 한 링크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모든 정부부처의 홈페이지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함으로써 행정기  단 의 

정책정보에 한 근 기능도 해야 한다.

2) 이용 상의 확정  이용자 수 별 서비스 특성화

정책정보의 이용자는 일반이용자도 있고, 공무원, 정부부처 산하 연구소의 연구원, 

정책 련 자료실 사서 등이 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첫째, 정책정보 주제가이드의 서비스 상을 의 이용자 유형 

체로 할 것인지, 공무원부터 시작하여 그 상을 차 확장시켜 나갈 것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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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상을 장기 으로는 체로 하

되 공무원  정책 련 자료실 사서, 정부부처 산하 연구소의 연구원, 그리고 일반

이용자 순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으로 하 다. 

둘째, 이용자 상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용

자 수 별 특화서비스를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 다. 를 들어 연구자나 공무

원의 경우 학술지목차메일링서비스를 보내고 이용자에게는 최근의 정책이슈 등을 

보낸다거나 하는 등의 이용자의 수 에 맞게 서비스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재 국립세종도서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를 개발하여 제공하되, 킬러콘

텐츠에 해당되는 것을 발굴해야 한다. 이에 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본다. 

3) 주제가이드 구축참여 기   사서에 한 보상

정책정보 주제가이드 구축에 참여하는 사서에게는 구축 건수별로 인센티 를 지

하는 방향으로 연구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들에 한 보상  조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구축에 참여한 사서에게 보상하는 방법으로는 직

으로  인센티 를 주는 방안과 구축된 정보원에 사서의 소속기   성명

을 밝히게 함으로써 기   사서의 상을 높이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며, 다만 사

서가 원하지 않을 경우 실명제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구축에 참여하는 사서의 의견을 극 반 하여 개별

 참여  소속기  단  참여를 상황에 따라 용할 필요가 있으며, 기 에 요청

할 경우 공문을 보내서 약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4) 문도서   국립세종도서 의 균형  발

국립세종도서 에서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를 구축하게 될 경우 그 편의성은 국

가 으로 폭 증가하게 되겠으나 문도서 에 해당하는 정부기   연구소소속 

도서 과는 자료의 깊이나 서비스 내용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

별 콘텐츠 개발  서비스의 개발이 요구되고, 국립세종도서 과 정부기   연구

소소속 도서 간의 역할 계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정부기  자료실만의 특

성화도 살리면서 정책정보 포털의 정보를 효과 으로 활용하여 소속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4.3 현장전문가 검증 및 의견수렴

국립세종도서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서비스 상의 특수성에 따라 정책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일반인이 아닌 정책 입안과 실행 평가를 담당하는 정

부부처 직원과 정책 기획과 평가를 지원하는 국책연구소 연구원으로 한정되어 있

다. 일반인을 상으로 하는 타 정책정보서비스에 비해 세분화 된 주제로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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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이 이용자에게 차별성을 가진 문 인 서비스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립세종도서 이 차별성을 가진 문 인 정책정보서비스를 

수행하기 한 정부기능분류체계 기반의 분류체계의 합성, 기 구축된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콘텐츠의 검증  추가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콘텐츠 확충을 한 

문가 집단에 의한 검증을 실시하여 그 개선 을 도출하 다.

이러한 BRM 보완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정책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콘텐츠를 확충하고 지속 인 구축방안을 모색하여 국립세종

도서 을 심으로 모든 종류의 정책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속 인 정책정보 콘

텐츠 구축  고도화를 이루고자 하 다. 한 이를 기반으로 국립세종도서 을 

심으로 한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

이를 한 문가 집단에 의한 검증 과정에 한 구체 인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4> 현장전문가 검증과정 및 내용

국내 정부부처  국책연구소 자료실 근무자 목록을 수집하여 한 문가 집단

을 상으로 정책정보서비스를 해 기 구축된 정부기능분류체계(BRM)기반 정책분

야별 주제가이드 콘텐츠를 검증하고자 하 다. 총 17개 분야의 문가들을 하기 

해 화로 연구 필요성, 연구목 , 연구범 에 해 제시하고, BRM 체제 검증  

콘텐츠 확충에 한 자문을 요청하 다. 요청된 의견 수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축된 6,315건에 한 만족도  보완사항이다. 둘째, BRM 분류의 타당성, 

메타데이터 필드의 타당성 등이다. 셋째, 정책분야별로 100건 이상을 구축할 것을 

요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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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콘텐츠구축 전문사서의 의견수렴

이에 따라 최종 결정된 문가 집단목록은 <표 3-8>와 같으며, 2014년 11월 17

일부터 2014년 12월 23일까지 BRM 체제 검증  콘텐츠 확충이 진행되었다.

분야 문 기 건 수

공공질서  안 법원도서 74

과학기술 KISTI 100

교육 KERIS 100

교통  물류 한국교통연구원 자도서 100

국방 국방과학연구소 197

국토개발 충북발 연구원 연구기획실 113

농림·축산 한국농 경제연구원 84

문화체육 국사편찬 원회 연구편찬정보화실 824

보건 아산복지센터 158

사회복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57

산업·통상· 소기업 한국소비자원 정보교육국 소비자정보 152

일반공공행정 서울연구원 1890

재정·세제· 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보 리 100

통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97

통일·외교 국방과학연구소 118

해양수산 해양수산부(국립해양박물 운 지원단) -

환경 환경부정보화담다완 환경정보자료실 100

<표 3-8> 분야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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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문 기 문 가  의 견

공 공 질 서 

 안
법원도서

주제코드 경찰을 민생치안과 사회질서유지로 구분하는 방안 

제안

민생치안(생활안 국, 수사국, 사이버안 국, 교통국, 외사국)

사회질서유지(경비국, 정보국, 보안국)

법무  검찰의 경우, 법무에 검찰, 교정행정이 모두 포함되므

로 법무 하나로 통일 하는 방법과 법무, 검찰, 교정, 출입국으

로 나 는 방법 제안

(이 분류는 행정부처 주로 작성)

안 리와 해양경찰의 경우, 국민안  하나로 통일하고 그 아

래에 소방/방재를 둔다.

해양경찰은, 국민안 처 아래 해양경비안 본부로 변경하거나 

그 로 사용하는 방법 고려

경찰행정 콘텐츠는 국내외자료를 균등하게 조사하 고 련 

정보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음

과학수사의 경우 개론서가 고 국내자료보다 외국자료에 편

법무  검찰 콘텐츠의 경우 외국 정보원이 잘 소개되어 있으

며, 단행본이나 련 학회 정보의 보완이 필요

안 리의 경우, 국내외 정보원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소방방제의 경우 개론서 등은 부족하지만 국외 정보에 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음

해양경찰과 련된 국내외 사이트 등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음

안 리에 일상생활에서 요한 이슈인 자연재해, 생활안 의 

세목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음

과학기술 KISTI

주제분야별 분류체계가 함

사이트, 단행본, 논문 주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정

보원 유형의 추가가 필요

단행본과 논문의 경우 주제내용에 한 보다 상세한 소개가 

요구

사이트의 경우 무 범 함

과학연구단지의 경우, 자료가 추상 이고 단순히 기  소개에 

그치는 문제가 있음

우주개발의 경우, 최신자료의 확보가 필요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세계 각국의 최근 보고서자료 확충 필요

교육 KERIS

교육 분야의 2단계 분류체계(고등교육, 교육일반, 유아  등

교육, 평생직업교육, 특수교육)를 5개 분야로 구성한 것은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일반, 특수교육이 다른 분

야들과 같은 수 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 필요

유아교육, 등교육, 등교육이 연구자의 입장뿐 아니라 일반

인의 입장에서 구분되고 있기 때문에 별로도 구분하는 것이 

<표 3-9> 정책정보 주제가이드 콘텐츠 구축 및 자문의견

4.4 정책정보 주제가이드 콘텐츠 구축내용 

정책정보 주제가이드 콘텐츠 구축사업에 참여한 주제 문가들이 구축한 주제가이

드 콘텐츠 구축건수는 총 4,964건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의견은 국립

세종도서 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나 하나 검하면서 반 을 해야 할 내용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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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아교육분야의 정책  흐름인 유보통합정책에 근거하여 

유아교육을 유아보육교육으로 체하는 것도 고려

최종 으로 2단계는 유아보육교육, 등교육, 등교육, 고등교

육, 평생직업교육으로 구분하고 3단계를 아래처럼 재구성 제안

유아보육교육- 유아교육, 보육교육, 특수교육

초등교육-초등교육, 특수교육

중등교육-중등교육1(중학교), 중등교육2(고등

학교),특수교육

고등교육-학부교육, 일반대학원교육, 전문대학원

교육

평생직업교육-평생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의 경우, 자료명을 국문명, 문명, 원문명 등으로 구

분해서 쓸 수 있도록 체계 마련, 지 처럼 기호를 써서 표시하

는 방법도 괜찮으나 추후에 데이터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상

교육행정의 경우, 콘텐츠의 정리와 교육용사 , 핸드북 등은 

련자료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생각

주제분야와 계 없는 정보원의 경우 삭제가 필요함

교통  

물류

한국교통연구원 

자도서

교통을 인 라로만 보면 치분류인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추가로 기능별 분류도 고려가 필요

( : 교통, 보행도 정책 으로 요한 교통수단임)

국방 국방과학연구소

1단계 2단계 3단계

국방
국방

국방

대외군사관계

병무 병무

1단계 2단계 3단계

국방
국방

국방정책

군사협력

방위력개선

병무 병력운영

1단계 2단계 3단계

통 일 ·

외교

외교 외교

통일
통일

남북교류

1단계 2단계 3단계

통 일 ·

외교

통일

통일정책

통일교육

남북교류

외교

외교정책

국교수립

국제협력

국제기구

“국방” 재를

“국방” 변경으로 제안(안)

“통일·외교” 재를

“통일·외교” 변경으로 제안(안)

국토개발
충북발 연구원 연

구기획실

국토개발의 경우, 건설과 건축 련 주제와 지역  도시정책

에 더하여 도시계획, 개발 등 항목추가



142 ●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운영 방안 연구

농림·축산 한국농 경제연구원

BRM기 으로 한 것은 문제가 없으나 한 자료에 복수의 주제 

코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개발 권장

정책정보 주 고객이 주로 공무원과 연구자들이라면 통계정보

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상되나 이에 한 자료가 부족함

체육분야의 자료가 거의 없으므로 체육과학연구원 담당사서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방 한 양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입력항목의 

설계가 필요함. 주제별로 들어가서 살펴보는 방식은 이용자들

이 별로 선호하지 않음

지속 인 업데이트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기 해 계부처 자

료실과의 력이 필요하므로 자료실에서 주제가이드를 서비스 

할 수 있는 랫폼을 개발하여 보 하는 방안 고려 필요

문 화 체 육
국사편찬 원회 

연구편찬정보화실·

국립한 박물

주제가이드 매뉴얼 개요에서 밝힌 바 로 업무 련자를 한 

정책자료 주제가이드 분류체계이므로 기본 으로 정부기능분

류와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측면에서는 주제가이드에

서 제시하고 있는 분류체계는 하다 할 수 있음.

‘문화콘텐츠산업- 상산업’으로의 분류명 변경 자료의 주제 성

격을 더 명확하게 함. 

분류명에서는 BRM을 수하여 컨텐츠로 사용하고 있으나 표

 표기법은 콘텐츠로 사용되고 있음  - 검색 시 혼란을 방지

하기 해 동의어로 처리 필요.

( : government public relations와 비슷한 에 해당함)

각 주제분류에 해당하는 국내외의 다양한 정보원을 상으로 

구축하 음

웹 자원의 경우 콘텐츠의 이용 항상성을 보장하기 해 정기

인 URL 오류 검과 함께 온라인 아카이빙도 함께 고려해

야 함

의 경우, 축제와 컨벤션의 추가가 필요할 것 같으며 문화

의 경우 무 범 하여 분류체계의 세분화가 필요

( : 문화정책, 시설, 여가 등)

보건 아산복지센터

보건의료와 공공보건의 차이 이 모호한데, 히포크라테스의 선

서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의 본질은 공공성이 강조되므로 보

건의료는 공공성을 띄고 있는 개념으로 공공보건의 개념을 포

함한다고 볼 수 있음

의학  보건 분야는 문성이 강조되는 역이므로 국외 SCI/

SCIE학술지  련 회의 추가 필요

건강보험, 보건의료, 보건산업은 사회복지로 분류하는 것이 더 

합할 것으로 단

2단계 식품의약안 의 경우, 2단계 안 리 다음의 3단계 분

야로 넣었으면 함

사회복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사회와 복지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반 인 자료를 넣었으

면 좋겠음

3단계 직업능력개발은 1단계(교육)의 2단계 평생,직업교육과 

복될 수 있음

사이트의 지속 인 갱신이 필요

사회복지의 경우, 공 연 과 기 생활보장을 1단계에서 빈곤

정책으로 묶으면 좋을 것 같음

산업·통상

· 소기업

한국소비자원 정보교

육국 소비자정보

산업통상의 경우, 경제부분의 정책정보가 많이 생산되므로 경

제 분야의 추가 권장하며, 2단계에 업종을 추가하여 에 지 분

야에서 이슈인 다양한 분야를 추가하면 좋을 듯함

( : 건물에 지, 에 지 수요 리)

일 반 공 공

행정
서울연구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콘텐츠의 경우, 양 으로 고려한다면 그냥 

두어도 무방하나 콘텐츠 리스트가 좀 더 엄선하 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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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세제

· 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보 리

정보유형 별 메타필드 구분 시 우선순 의 기  정립 필요

Web자료 구분 시 기 정보와 혼동이 있으므로 구분 기  필요

통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기술분류표를 참고하여 정보통신분야를 세분화 하여 분류

한다면 좀 더 세 한 분류표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재의 3단계를, 2단계로 옮겨 방송통신, IT, 우정으로 분류하

고 3단계에 각 분야별 세류를 용하는 것을 건의

최근 이슈화되는 기술들에 한 자료가 락되어 있음

콘텐츠 리를 한 리(일련)번호구조를 구축하여 리하는 

방법이나, ISBN기 으로 콘텐츠를 리한다면 차후 다른 시스

템과 연계 시 효과 으로 연계 가능할 것임

기타 의견

주제코드를 1단계, 2단계에도 부여하는 방법이나 한 자료에 주

제코드를 2개 이상 주는 방법을 통해 포 인 주제의 자료 

분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정부간행물의 유형이 국내외로 나뉘어 국내 정부간행물 분류

가 애매함. 이 신, 정부간행물(1단계), 국내 정부간행물 외국

정부간행물(2단계)로 세분하는 것이 더 바람직

서비스 상이 주로 공무원과 정책담당자들이라면 과거 정부

간행물  통계자료에 한 높은 수요가 기 되므로 이 부분

의 집  보완이 필요

자료유형별 콘텐츠 구축을 우선하다보니 주제분야의 표  

자료들의 락이 있어 보완 필요

정부간행물의 경우 국회도서 에서 국립 앙도서 보다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볼 수 있으나 시스템 특성상 상세서지 링크를 제시

할 수 없으므로 다른 정보원을 찾아야 하는 애로사항이 존재함

콘텐츠 구축 시 체계 인 근방법이 필요

( : 분야별 해당기  도서  서지 목록의 탄생 등..)

정책 리핑자료는 일반공공행정의 각 부분에 복되어 있어 

제외시켰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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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협력형 정책정보서비스 구축모형 및 서비스

<그림 3-6> 협력형 정책정보서비스 모형 

1) 력형 정책정보서비스 공 자와 이용자

본 연구에서는 력형 정책정보서비스 모형을 구축하고 련된 사람  련기

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 다. 력형 정책정보서비스의 련자, 

공 자, 수혜자는 력 으로 정책정보서비스를 구축하기도 하고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먼  정부기 의 자료실 문사서, 정책 련 연구소 자료실의 문사서, 그리

고 국립세종도서  문사서는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할 것이고, 

수혜자는 주로 정부기 의 공무원, 정책 련 연구소 연구원, 그리고 일반 국민이 될 

것이다.

2) 정책정보자료의 력  구축

력형 정책정보서비스는 콘텐츠를 력 으로 구축하여 공동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단독 기 에서 구축된 정보원보다 훨씬 풍부한 정책정보자료를 One-Stop으

로 근하여 활용할 수 있다. 

력기 의 문사서들은 자 의 소장 자료에 한 서지정보  원문정보, 그리고 

소속기 에서 발간되는 각종 회색자료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해당 주제분야의 정책정보

를 집 으로 입력할 경우 체 주제분야의 정책정보서비스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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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정보원 구축을 한 기  참고정보원 

본 연구에서는 정책정보자료를 구축할 때 참조할 수 있는 각 주제분야별  각 

정보원 유형별 기  참고정보원을 구축하 다. 다음 <그림 3-7>과 같이 해당 주제

분야에의 해당 정보유형을 참조할 수 있는 정보원을 정책정보 구축자에게 제공함으

로써 정책정보원 구축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지원하고자 하 다. 이와 같은 기  참

고정보원은 문사서가 정보원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새로 발견한 것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것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갱신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7> 참고정보원 구축을 위한 기초 참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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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정보구축자의 실명제와 명 제고

정책정보 주제가이드를 력 으로 구축할 경우 구축기   문사서의 명 를 

제고시켜  필요가 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이는 구축된 개개의 정보원 하단에 

해당 정보원을 구축한 문사서의 이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실명제의 장 은 첫째, 구축자가 자신의 명 를 고려하여 완 하고 정확한 정보원

을 구축하게 됨에 따라 고품질의 정보원이 구축될 것이다. 둘째, 소속기 명과 함께 

기록할 수 있으므로 문사서는 물론 문사서가 소속된 기   자료실의 인지도

가 높아질 것이다. 아래의 화면에 보이듯이 구축된 정보원 각각에 소속기 , 부서, 

문사서명을 입력하게 할 수 있다. 정보원은 구축하되 기 명이나 문사서명은 

선택 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Case 1: 

해양연구소 자료실 

문사서 홍길동

Case 2: 

해양연구소 문사

서 홍길동

Case 3:

문사서 홍길동

Case 4: 

해양연구소

Case 5: 

해양연구소 자료실

<표 3-10> 정책정보구축자의 실명제 제시 사례

4.6 협력형 정책정보서비스 운영매뉴얼(안)

본 연구는 정책분야별 문사서들이 력형으로 정책정보콘텐츠를 구축함에 있어

서 참조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하 다. 매뉴얼에는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의 분

류체계, 정책정보 자료유형, 자료유형별 메타필드, 주제별 콘텐츠 자료 선정원칙, 정

보원 구축시 참조할 수 있는 참고정보원, 구축방법 등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운 매뉴얼의 구성은 다음 <표 3-11>와 같고, 력형 정책정보서비스 운 매뉴얼

은 별책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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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1.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개념

2. 기능분류의 원칙  분류체계

3. 정책정보서비스 분류체계(안)
3.1 정책정보서비스 주제분류체계 개발과정

3.2 정책정보서비스 주제분류체계(안)

4. 정책정보 자료유형  유형별 메타필드
4.1 정책정보 자료유형

4.2 정보원 유형별 메타필드

5. 주제별 콘텐츠 구축

5.1 정보자료 선정원칙

5.2 구축시 참고정보원

5.3 구축방법  내용

<표 3-11>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매뉴얼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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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정보참고서비스와 정책정보전문참고사서

5.1 정책정보참고서비스

5.1.1 협력형 정책정보참고서비스의 개요

1) 배경  필요성

국립세종도서 은 부분의 행정 각 부처가 지리 으로 근 한 치에 있음에 따

라 행정⋅정책분야를 한 클러스터가 자동 으로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정

책 기 과 연구소, 도서 과의 정보 공유와 같은 시 지 효과를 통해 특성화된 도서

으로의 운 이 가능하다. 단지 세종시 내 기본 인구의 한계와 주변 인근 지역의 

미개발로 인한 표  이용 상자의 한계는 도서  이용 활성화의 최   요소이

며, 행정⋅정책분야 정보서비스의 핵심 이용자층으로 기 되는 공무원의 경우 도서

 개 시간과 공식 인 업무시간이 복되므로 오 라인상의 이용을 기 하기 힘들

다. 한 각 부처에 이미 자료실이 있고 해당 자료실에서 해당 주제분야와 련된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소속 자료실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도 자료실 문사서와의 력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정책분야별 

문참고사서를 발굴한 후 문참고사서 간 연계를 통해 이용자에게 고도화된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해서는 정책분야별 

연구자  문가에 한 정보를 조사해서 정책분야별로 문가 DB를 구축하고 

CDRS(Collaborative Digital Reference Service)와 같은 력형 참고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한 후 이를 통해서 력형으로 참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력형 정책정보참고서비스의 정의

디지털참고정보서비스(Digital Reference Service)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특정 주제

분야에 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문가가 이용자에게 질문을 받아 답변해 주는 서

비스를 말한다(Kosowiz 1999). 력형 디지털참고정보서비스(Collaborative Digital 

Reference Service)는 도서 에 요청하는 이용자들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해결하기 

해 여러 도서 들이 력 계를 맺고 주제 문사서, 문가 등을 이용하여 각 기

이 가지고 있는 문지식의 활용을 통해서 인터넷상에서 하나의 인터페이스로부

터 질문을 받고 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최은주, 이선희 2004). 이러한 원리에 

기 하여 국립 앙도서 에서는 『사서에게 물어보세요』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알권리  정보 근권 보장을 하여 국내 도서 간 력을 

통하여 웹상에서 신속·정확하게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력형 온라인 지식정보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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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CDRS, Collaborative Digital Reference Service)이다.  

본 연구에서는 CDRS와 같은 력형 참고정보서비스시스템을 제안하되, 주제는 

정책 련 주제분야로 제한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하여 력형 정책정보참고서

비스에 해 다음과 같은 조작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즉, 력형 정책정보참고서비스(CPIRS, Collaborative Policy Information Reference 

Service)는 정책정보와 련한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기 해 정책정보서

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도서 들이 력 계를 맺고, 주제 문사서들이 각 기 이 

가지고 있는 정책정보자료를 활용하여 서비스하는 것을 말한다. 방법론 으로는 하

나의 창구를 통해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되, 온·오 라인을 

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력형 참고정보서비스의 사례

력형 참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표 인 사례는 국립 앙도서 의 ‘사서

에게 물어보세요’ 이다. 그 외 사례로 다음과 같은 국내외 사례들이 있다.

사 례 설 명

국외

국 People's Network

- 국 공공도서 의 력형 디지털 참고정보서비스로 QuestionPoint 

로그램으로 운 됨

- EnQuire, Discover, Read의 3가지 서비스로 구성됨

- http://www.peoplesnetwork.gov.uk/

노르웨이 Biblioteksvar

- 채 과 이메일, 웹폼,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질문에 답변하며 화

와 팩스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단 의 력형 온라인 지

식정보서비스임

- http://www.biblioteksvar.no/en

덴마크 Biblioteksvagten

- 덴마크 국립도서 청에 의해 지원되는 력형 온라인 지식정보서비

스로 이메일과 채 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함. 공공도서 과 학술도서

이 력하여 운 함

- http://www.biblioteksvagten.dk/

핀란드 Ask a Librarian

- 헬싱키시티 도서 에서 추진하며 핀란드 공공도서 과 연구도서 이 

력하여 온라인 참고 상담서비스를 운

- 3개 언어( 어, 스웨덴어, 핀란드어)로 서비스가 제공

- http://www.libraries.fl/

QuestionPoint

- Questionpoint는 OCLC가 구축한 세계 인 력형 DRS시스템으로 세

계 으로 미국, 국, 호주, 독일, 네덜란드를 비롯하여 1,000여개의 

도서 이 가입하여 운 하고 있음

- http://www.questionpoint.org/

국내

국립 앙도서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는 일반인들이 궁 해 하는 지식  학술정보

에 하여, 이용자가 도서 을 방문하지 않고 '사서에게 물어 보세요'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답변을 받는 참고서비스로 사서가 도서  소

장자료  온라인 정보자원 등을 활용하여 답변하는 '도서  서비스'

- http://www.nl.go.kr/ask/index.jsp

연세 학교 학술원 : 

사서에게 물어보기

- 이메일문의, 화문의, 메신 문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자들

의 연구활동을 돕기 해 ‘연구정보조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http://library.yonsei.ac.kr/board/list.do;jsessionid=637CBBFBEC2E507BE

BE5C0A1EAA6948A?manageIdx=91&menuCode=002201

<표 3-12> 협력형 참고정보서비스 국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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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력형 정책정보참고서비스의 장   효과

정책정보참고서비스를 력 으로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인 , 물  

자원, 문성의 공유를 통해 이용자에게 고품질의 참고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첫째, 주제분야별 정책정보 문도서 의 문사서의 문성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문사서는 자신의 역량을 기  밖의 국민에게도 보여  수 있다. 

둘째, 주제분야별 정책정보를 공동 활용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경우 훨씬 풍부하고 

문 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셋째, 국가 인 차원에서 볼 때 국내 정책정보자

원의 공동 활용을 통해 국가 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구분 효   과

이용자

하나의 창구를 통해 정책정보참고서비스 질의응답 가능

해당 주제분야 최고의 문사서로부터 참고서비스 획득 가능

문사서로부터 정보탐색지도  정보원 획득

시·공간의 제약없이 참고정보서비스 획득 가능

도서

력시스템의 인 , 물  자원 공유

고품질의 다양한 참고서비스로 인해 문사서  도서 의 상 제고

문사서의 역할확 로 인한 문사서의 만족감 제고

<표 3-13> 도서관 및 이용자에 대한 효과

5.1.2 협력형 정책정보참고서비스시스템

1) 서비스시스템의 구성요소 

력형 정책정보참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가장 요한 것은 정책분야 질의에 

한 응답을 제공해 주는 문사서이다. 따라서 문사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

해야 하고, 확보된 문사서 인력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정책정보에 한 참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충분한 참고

정보원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참고정보원에는 국립세종도서 의 공동으

로 구축된 주제가이드와 질의에 응답하는 문사서가 소속된 자료실의 정보원 등이 

될 수 있으며, 한 각종 인터넷 정보원 목록이 될 수 있다.

한편, FAQ나 Q&A DB는 운 자가 질문 에 가장 많이 질문되는 것만을 별도로 

구축하여 제공할 수 있고, Q&A DB는 이용자가 사서에게 질문하기 에 미리 자신

의 질의 요구에 답변이 될 수 있는 질의응답이 있는지를 검색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서, 문사서와 이용자의 시간과 노력을 동시에 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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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용

주제분야별 문사서
정책분야별 문사서 인력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특정 질문에 하

여 해당 주제분야의 문사서가 응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참고정보원

참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충분한 참고정보원이 

구축되어 있어야 함

참고정보원은 국립세종도서 에서 공동으로 구축된 주제가이드와 

질의에 응답하는 문사서가 소속된 자료실의 정보원 등이 될 수 

있음

FAQ, Q&A DB
자주 질의되는 참고질문에 한 FAQ 

지 까지 질의응답된 정보를 DB로 구축해 놓은 Q&A DB 

<표 3-14> 서비스시스템의 구성요소 

<그림 3-8> 서비스시스템의 구성요소

력형 정책정보참고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필요한 구성요소와 각각의 내용을 

종합 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정책분야별 주제 문사서 DB 구축

정책분야별 참고서비스를 력 으로 제공함에 있어 가장 핵심 인 요소는 정책

분야별 주제 문사서이다. 따라서 정책분야별 주제 문사서를 확보하고 이를 데이

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 하는 것이 요구된다. 주제 문가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될 

수 있는 인력은 정책분야별 문도서  문사서, 정책분야별 주제 문사서 후보, 

자원 사자, 정책분야 문가로서의 퇴직자 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확보된 정책분야별 주제 문사서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주제 문사서가 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품질의 정보서

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구조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주제분야별 

주제 문사서의 역할은 참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외에 정책분야별 주제가이

드 작성, 주제별 서비스 작성, 정책분야별 동연구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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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정책분야별 주제전문사서 DB 구축

본 연구를 통해 확보된 정책분야별 주제 문사서 목록은 별책으로 제시되어 있다.

5.2 정책정보전문참고사서 양성방안

행정⋅정책분야의 국내외 자원의 포 인 수집뿐만 아니라 국립세종도서  서비

스의 주요 역할  방향은 정보 분석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  높은 서비스를 

해서는 주제분야의 문 인력은 필수 이다. 

국립세종도서 의 정책정보 문서비스의 주체는 정책정보 문참고사서임에도 불

구하고 재의 상황을 보면, 정책분야 업무만을 문 으로 수행해 온 문사서가 

없는 상황이고, 정책분야 업무만을 담해서 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사서

가 없는 상황이다. 국립세종도서 의 정책정보사서는 국립세종도서  장에서 업

무를 통해 경험을 축 하고 개별 인 교육을 통해 정책정보 문사서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가야 한다. 정책정보 문참고사서는 자신이 맡은 업무를 통해 분야별 심

주제를 발굴하고, 패스 인더를 작성하며, 정책분야별 문가를 발굴  확보하고 

주제가이드, 주제별 서지를 작성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분야별 정책정보 문사서를 양성하기 해서는 첫째, 정책분야별 연구

자  문가 정보를 조사하고, 둘째, 련기 과의 력을 통한 문가를 확보하며, 

셋째, 정책정보 문참고사서 양성을 한 교육내용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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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자료(도서)

- 자료의 수집․선정  균형 있는 장서 리와 개발(제본 리, 자료의 탁 등)

- 분류, 편목, 색인  록 등을 작성하는 서지통정 기능

- 문헌조사, 서지의 편찬  독서목록의 비

- 주제별 문헌에 한 안내자료, 정보자료, 서지안내서 등에 한 도서 에서의 

서비스와 배포

- 신착자료목록의 작성  배포, 신간책자에 한 정보안내

- 정보자원의 개발․ 리․평가

참고 사

- 이용자와의 계 정립:  강화를 통해 비공식 으로 긴 하고 우호 인 

계유지  증진

- 자료이용 상담  정보서비스

- 이용자의 요청사항 해결  이용자 질의의 신속한 처리를 한 방법 연구(특

정 주제 련 질문의 해결과 새로운 답변 방법)

- 기술부 직원들과의 조를 통한 정보제공

- 장서정책과 함께 e-자원 선택을 한 정보제공

- 학생, 학원생  교수진의 요청에 의한 문헌조사  교수진의 연구를 

<표 3-15> 주제전문사서 역할

1) 정책분야별 문사서 정보 확보

정책분야별 문사서를 확보하여 이들 문사서들이 고도의 정책정보지식을 기반

으로 고품질의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일단 정책 련 연구소나 정부

기 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야별 문도서  사서들에 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이들은 문도서 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한 지식을 이미 어

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홈페이지 조사나 화조사를 통해 문사서에 

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야 한다.

2) 정책분야별 주제 문사서의 역할, 자격, 자질 제시

정책분야별 주제 문사서를 양성하기 해 가장 먼  수행되어야 할 것은 정책주

제 문사서의 정의, 역할, 자격, 자질 등을 정의하는 것이다. 이후에 이러한 자격  

자질을 갖춘 문사서를 양성하기 한 략  교육과정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특정 주제분야의 문사서를 양성하기 해서는 양성하려는 문사서의 정체성이 

먼  정립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문사서에 한 정의, 이들이 하는 직무나 역할, 

그리고 이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나 자격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

로 교육과정이 개발될 수 있는 것이다. 홍명자(2001)도 법률 문사서 양성에 한 

연구에서 법률 문사서의 의의, 필요성, 역할, 자격 등에 해서 먼  제시하고 이

들을 한 교육내용이나 교육 형태를 제시하 다. 구자 (1979)은 주제 문사서 양

성을 한 교육 연구에서 주요 업무와 교육과정을 제안하고 있다. 이 한 특정 주

제분야 문사서를 양성하기 해서는 직무  역할, 그리고 교육내용에 한 명확

한 제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남 과 허운순(2005)은 주제 문사서의 역할을 

기존의 참고사서의 역할  Stephen(2001)이  제안한 주제 문사서의 역할 그리고 

SLA(2003)에 의해 발표된 21세기의 주제 문사서의 능력 심으로 종합하여 다음

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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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연구 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

- 더 많은 문주제지식 습득  정보기술의 훈련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최 의 

정보 제공

- 편리하고 이용하기 쉬운 비용효율 인 정보서비스의 개발과 리

- 목차속보 복사서비스, 최신정보의 선택  배포서비스(SDI)

강의와 교육

- 도서 과 이용자교육(도서  부각, 자도서  이용 교육  강좌 는 세미

나 개최 등)

- 이용자의 수 에 맞는 도서 이용 교육 로그램 개발

도서  운

- 이용자의 편의를 한 도서 계획, 서고배치, 서비스운  참여

- 도서  건물신축에 따른 설계와 계획에 참여

- 주제열람실 운 리 기능

- 외 으로 주제 문사서는 도서 의 문제해결자  기능

연계

- 각 문 학원과 학에 최소한 1명 이상과의 긴 하고도 정규 인 유지

- 교수진으로부터 도서 이용교육, 강의문제에 한 력 획득

- 유 기 과의 연계 기능: 주제 문분야의 문 학원, 학, 학과와의 공  

계수립

3) 문사서 양성도구

정책정보주제 문사서를 양성하기 해서는 양성도구를 먼  비해야 할 것이다. 

문사서 양성도구로는 참고서비스 시 기본 인 참고자료로 활용될 정책분야별 주

제서지, 자질과 자격을 갖춘 정책정보주제 문사서로 교육하기 한 잘 개발된 교

육과정, 정책정보자료의 분류체계, 정책정보자료의 유형, 정책분야별 주제서지 등이 

있을 것이다.

정책정보자료의  분류체계

정책정보자료의 분류는 도서 의 분류체계보다 정부기능분류체계를 따르거나 수

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분류체계를 별도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국립세종도서 의 

분류체계는 정부기능분류체계인 BRM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한 교육이 철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정보자료의  유형

주제분야마다 정책정보자료의 유형이 다를 수 있다. 특히 술분야의 경우 공간

술과 시간 술로 구분하여 자료의 유형을 구분하기도 한다. 국립세종도서 의 경우 

정책정보자료의 유형을 일반 인 주제서지 정보자료유형을 따라 사용하고 있으며, 

웹 자원을 좀 더 보강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한 교육도 필요하다. 

정책분야별  주제서지

정책정보주제 문사서를 한 교육 자료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주제별서지일 

것이다. 정책주제분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를 목록으로 작성해서 이를 출

하여 제공해야 한다. 강미혜(2002)의 경우에 법률주제사서양성을 한 교육 자료로 

법률주제서지를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인쇄매체정보로 단행본, 정기간행물

을, 온라인 정보로 국내 사이트(공공기 , 사설기 , 법률 련 학회  동호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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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 목 설 명

일반과목

법률자료의 
수서(Collecti

ng)

-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법률자료에 한 근성이 증 됨에 따라 법률 정

보의 생산이 증가되고 있다. 한, 융, 환경, 인권, 과학기술 등 새로운 법

률 분야에 한 연구 등이 축 됨에 따라 련 법률정보가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외국 입법  국외 법률 정보에 한 자료 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

한 상황은 법률정보의 수서에 있어 비용의 증가를 래하고 있는 반면, 도

서 의 여러 업무에 한 정보통신기술의 수용은 오히려 산의 감소라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 법학 문사서는 법률 자료(legal materials) 수서의 비용은 치솟고 수서 개발 

산(collection development budget)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유한 특징을 가

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multiple)의 법률자료를 효율 으로 획득하기 해 

문 인 단을 하여야 한다. 

- 국가  사회에 한 소속 도서 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정보 수요에 

부합하는 법률자료에 한 수서 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법률자료의 
조직화(Orga

nizing)

- 법학 문사서는 법학교수, 법학 문 학원 학생뿐만 아니라 사, 검사, 변

호사, 공무원  입법 문기 에 종사하는 법률 문가 등의 법률정보에 

한 근 편의성 증진을 하여 자료를 조직화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 기술의 발 에 발맞춰 법률 데이터베이스(legal databases) 등의 

자료를 조직화함은 물론, 도서 의 특성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자료에 용

이하게 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등에 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제3자와 사용 는 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

<표 3-16> 법학주제전문사서 교육내용

국 사이트(미국, 기타 외국, 례  법률 련 정보검색 사이트, 외국 법과 학) 등

의 정보원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다. 

정책분야별  주제 문사서  양성  교육과정

정책정보주제 문사서가 주어진 역할을 제 로 수행하려면 도서 의 리와 운

에 한 일반 인 지식 이외에 정책정보 문도서 의 역할에 한 문 인 지식

을 갖추는 것이 매우 요하다. 

AALL(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의 경우 법률 문사서는 법률용어 

 인용제도에 한 지식, 법률문헌에 한 지식, 법률 문직  사서직의 윤리 등에 

한 지식을 기본 자질로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법률주제 문사서들은 ‘Conference 

of Law Library Educator’를 조직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한 방안을 모색하 으

며, 강좌명, 강좌수, 교육형태(법률도서 학에 한 강좌개설, Joint-Degree 로그램, 

법률도서 학에 한 특별 로그램) 등을 개발하 다.

한편, 미국법률도서 회는 1988년에 법률도서 에서 활동할 사서가 갖추어야 할 기

본  지식에 한 지침(AALL, Guideline for Graduate Programs in Law Librarianship)

을 발표하 다. 이 지침은 법학 문사서에 하여 일반 문헌정보학에서 다루고 있

는 참고  연구 사, 도서  리, 장서 리, 자료조직과 분류 등에 한 기본지식

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를 ‘일반 과목’이라 한다.), 법률제도와 법률 문가, 법률문

헌의 기원과 발   황 등에 해 이해(이를 ‘법학주제에 한 과목’이라 한다.)

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과목과 법학주제에 한 과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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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여야 한다. 

- 특히 인터넷 자료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삭제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조직화에 유의하여야 한다.

- 세계화로 인하여 법률 분쟁의 발생과 해결 방법이 개별 국가를 월함에 따

라 법학 문사서는 국외 법률정보를 효과 으로 조직화하여야 한다.

- 이와 련하여 법학 문사서는 법률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분류체계

를 수립하고, 국내외 법률정보를 새로운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고 조직화

하여야 한다. 

- 이러한 분류와 조직화를 수행함에 있어 정확한 설명과 문지식에 기 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법률자료의 
보존(Preser

ving)

- 수서된 자료의 보존이라 함은 단순 배가작업에서부터 자료의 보 , 장  

보호뿐만 아니라 자료의 식별  기록화는 물론 디지털화 등을 포 하는 굉

장히 다양한 활동을 의미한다. 

- 법학 문사서는 각 법률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고 배가작업  기술 요구조

건의 반  등에 따른 비용을 참조하여 가장 효과 인 방법으로 법률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법학주제

에 한 

과목

법체계

- 법학 문사서는 미국 연방  각 주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한 실

무 인 지식을 습득하여야 하며, 제정법의 입법 과정에 한 충분한 지식도 

겸비하여야 한다. 

- 미국법에 있어 보통법, 례, 제정법, 규칙과 헌법은 법률정보에 상당한 

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의 생성과정을 반드시 이해하여야 한다.

법률 문직
과 법률용어

- 법학 문사서는 법률분야에 종사하는 문직의 정보요구에 응하기 하

여 법률 문직의 종류와 역할 등에 한 지식을 습득하여야 하며 법률 문

가로 구성된 문직 단체와 기 에 해서 그리고 법률도서 학에 련된 

단체와 기 에 해서도 숙지하여야 한다. 법률 문직에 직 , 간 으로 

련된 문  언어가 법률용어이므로, 법학 문사서들은 약어  인용제도 

등을 포함하여 법학 련 용어에 해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법률문헌

- 법학 문사서는 각종 법률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법률문헌에 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법률분야의 일차자료와 이차자료  검색도구들이 모두 이에 해당되며, 법

률문헌은 인쇄자료만이 아니라 자매체 등 다양한 형태로 출간되고 있으

므로, 법학 문사서는 이들 자료의 장단 을 철 하게 악하여야 한다.

법조윤리

- 법률정보의 이용과 제공은 법  내지 윤리  문제에 의해 향을 받게 된

다. 

- 그러므로 법학 문사서는 작권, 정보의 자유, 라이버시, 권한의 범 를 

넘거나 남용하는 행  등 정보의 근과 이용에 향을 주는 법률  문제에 

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법률 문직과 사서직의 법  자격요건  윤리  문제에 해서도 숙지하

여야 한다.

이와 같이 주제 문사서의 교육과정에 한 연구논문은 국내외에 100여건이 넘기 

때문에 정책정보 문사서 교육과정 개발 시 그 방법론이나 내용에 있어 참조해야 

할 것이다.

4) 문사서 양성 차  운 략

정책정보 문사서를 양성하기 해서는 문사서 양성 차  운 략이 수립되

어야 한다. 사서교육원의 탁을 받거나 력형태로 하여 국립세종도서 에서 정책

정보 문사서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서에게 정책정보

문사서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과정을 단기간에 끝내기 보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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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방 법 설 명

오리엔테이션 - 교육 상자들에게 로그램의 목 과 기여를 소개 

워크 - 워크샵과 세미나에서 문가를 청하여 강연

실무실습 - 실무교육의 단계에서는 실제업무를 실시

외부기  견학 - 외부기 의 견학과 실습에 국내 해외기 의 견학

로젝트실습
- 도서  이용자 교육과 장서개발과 연 된 로젝트에 학원생을 참여시켜 진행

- 어 등의 외국어교육 한 이 단계에서 병행하여 실시

<표 3-17> 정책정보전문사서 교육방법 및 절차(안)

, 고  단계로 나 어 개설하고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정책정보 문

사서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책정보 문사서 자격증을 이수한 사람은 국립세종도서 의 직원채용 시 가산

을 부여하고 국립세종도서 의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과정

의 개발과 함께 양성 차와 운 략은 체계 인 정책정보 문사서 운 모형의 기

자료가 될 수 있다. 

다음은 정책정보 문사서의 양성 교육방법  차(안)로 제안한 것이다.

5) 문사서 양성모형

정책분야별 문사서 양성모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정책정보 문사서의 정의, 

자질, 자격, 직무  역할 등이 기본이고, 양성도구, 양성 차, 운 략, 교육내용 

 교육과정, 교육방법  도구 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의 목표가 부

각되어야 할 것이다. 

Oakley는 법률도서 에서 활동할 문직의 교육을 한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

하 다. 

- 분석능력, 체계  문제해결, 안의 비  평가 등 높은 수 의 사고력 개발, 즉 

법률가처럼 사고하고 사서처럼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한다.

- 실무  이론  측면에서도 도서  기술을 이해하도록 한다. 

- 법률제도, 법률방법, 법률언어와 법에 한 논제 등을 이해하도록 개발한다. 그리

고 법률문헌  법률문헌 보 의 과거, 재, 미래에 한 이해도 개발한다. 

- 학생들이 도서 실무에 하여 실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즉 교육의 목표를 제시해 주어야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과정, 강사, 교육방법 등이 비될 수 있을 것이다.

 윤 (2003)는 의학사서 교육모델을 고안하여 제안하고자 하 으며, 그는 학부과

정 하에서 의학사서를 양성할 수 있는 실 인 방안을 제시하 다. 문헌정보학 교

과과정에 의학도서  과목 개설, 의학주제 배경을 하여 의과 학이 있는 학교

의 문헌정보학과는 선택과목으로 의학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제도  장치 마련, 의

학도서  공교수가 그 학 의학도서  장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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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책정보 분야별 문 인력 확보를 한 정보 문참고사서 양성방안으로

는 첫째, 정책분야별 연구자  문가 정보를 조사하고, 둘째, 련기 과의 력

을 통한 문가를 확보하고, 셋째, 정책정보 문참고사서 양성을 한 교육내용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정보 문참고사서의 운 략  혜택 등 정책정보 문참

고사서 양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의 연구내용을 기반으로 정책정보 문사서 양성모형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그림 3-10> 정책정보전문참고사서 양성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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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1.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개념 및 목적

1.1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개념

멘토링의 가장 일반 인 의미는 상 으로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상자를 

꾸 히 지도하고 조언하면서 직무에 한 지식과 기술을 해주고 상담을 통해 그 

상자의 실력과 잠재력을 향상시키거나,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며 경력개발을 돕는 

체계를 말한다. 여기서 멘토링의 주도  역할 즉, 지도와 조언을 하는 사람을 ‘멘토

(mentor)’, 지도 는 조언을 받는 사람을 ‘멘티(mentee)’라 하며, 그 활동 과정을 멘

토링이라고 한다.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는 정책정보서비스 기  실무자 는 정책분야별 문가들

이 ‘멘토’가 되어 정책분야 계부처 공무원이나 정책연구자들인 ‘멘티’에게 정책 입

안, 수립, 결정 등의 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책정보에 한 문 인 정보와 노하우,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고 상담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즉 정책정보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인  정책정보 공동체를 형성하고, 정책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효율 이고 합리 인 정책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 과정

을 의미한다. 

멘토링은 한 번의 개입이 아니라 오랜 기간 형성되는 일련의 계  경험이다. 멘

토에 의해 멘티 스스로가 자기주도 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발 의 단계

에 도 하며, 결과를 성취하도록 도움을 주는 연속 인 계이다. 따라서 멘토와 멘

티 간의 계는 멘토링 로그램을 성공 으로 이끌 수 있는지 없는지의 승패를 가

릴 수 있을 정도로 요하다. 정책정보멘토링에서도 멘토와 멘티의 ‘ 계’가 요하

다. 정책정보멘토링의 목표와 정 인 발달 산물은 정책분야 계부처 공무원 

는 정부부처 소속 연구소 연구원 등을 포함하는 멘티와 정책정보서비스 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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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는 정책분야별 문가인 멘토 간의 상호 인 발달 계를 통해서 도출될 수 

있다. 

정책정보멘토링의 내용은 멘티뿐만 아니라 멘티나 멘토 모두의 문성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특히, 멘티·멘토가 정책정보서비스 

기  실무자 는 정책분야별 문가, 정책분야 계부처 공무원이거나 정부부처 

소속 연구소 연구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멘티의 정책 입안, 수립, 결정 등의 

업무와 련된 멘토링의 을 맞추어야 한다. 한 멘토링을 통해서 필요한 정책

정보에 해 보다 문 인 정보와 노하우, 아이디어 등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함으

로써 이들 문가 그룹간의 상호 인 발달 계를 통한 문참고사서 육성과 문참

고서비스로의 연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가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효율 인 정책정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한 범 한 정책정보서비스 체계를 구 하고자 

하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이다. 

이 외 멘티와 멘토가 지속 인 만남을 통해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즉, 일

일 계뿐만 아니라 멘토링 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집단  단체 활동을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를 들어 멘토링 과정에서 멘토를 해 제공되는 한 간

연수  다양한 멘토 팔로우 자원  커뮤니티 구성, 워크 , 설명회 등. 이 때 멘

토·멘티가 시·공간  제약을 받지 않도록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을 구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립세종도서 의 주요서비스인 정책정보서비스의 활성화  

효율  제공을 하여 정책분야별 연구자정보원을 구축하고, 문가 그룹을 활용한 

문참고 사서비스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정보멘토링서

비스를 운 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멘토링서비스 효과성 등을 유도하

며, 정책정보원을 구축함에 있어 무엇보다 요한 련기  간 즉, 공공기  자료실

간 력모형으로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 이를 

통해 국립세종도서 을 심으로 정책정보서비스를 개선시키며 편리하고 효율 인 

정책정보서비스 체제를 구 하고자 하 다.

1.2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목적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목 은 정책정보멘토링을 통해 정책정보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인  정책정보 공동체를 형성하고, 정책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효율 이고 합리 인 정책결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목 을 세분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정보 련기 간의 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제분야별 문참고서비스

를 연계하는데 있다. 정책정보 련기  력네트워크는 정책정보 련기 간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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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형성함으로써 문가 인력 풀을 구축하고, 기  네트워크의 구축과 활용을 통

해 정책정보의 공동이용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다. 한 력네트워크 내에서 구축

된 인력 풀을 기반으로 정책분야별 문가 발굴에 의한 국가정책정보인 라를 구축

하여 정책정보 문참고사서 육성, 정책정보서비스시스템 정비와 계층  문화를 

통해 정책 입안, 수립, 결정에 보다 효율 이고 합리 이며, 문 인 정책정보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책정보 련기 과 이용자와의 명확한 커뮤니 이션을 통해 신규 정책정보

교류  새로운 패턴의 정책정보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다. 실제 정책정보생산기

들이 분산되어 있어 야기되는 타 기 의 정보운용방식이나 체제, 서비스 방법 등

의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하는 데의 한계 을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즉 해당기 의 실무 인 경험과 정책정보의 생성, 운용, 서비스 내용 

등을 알게 되며, 소속 기  공무원ㆍ연구원 등 특정 이용자의 업무 성향, 정보 활용 

행태를 악하여 수집된 정책정보의 축 과 융합으로 새로운 패턴의 정책정보콘텐

츠 개발  창출이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결과 으로는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를 

통해 보다 질 높은 정책정보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셋째, 주제 문성이 강화된 정책정보제공서비스 고도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정책

정보 문가와 연계한 서비스를 진행함으로써, 장 실무자에게 최 화된 신규 서비

스 개발  E-mail Push 서비스 같은 부가 서비스 기획·실행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는 정책정보참고사서들은 자신의 주제분야에 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한 분야

마다 특화된 정책정보원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제별 정책정보서비스의 

진 인 고도화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책정보 분야별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책정보에 해 보다 문 인 지식, 정보와 노하우, 아이디어 등의 

공유와 정책정보 주제가이드라인을 통한 문정보의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

책 입안, 수립, 결정 등의 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책정보에 한 맞춤형개인화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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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 절차

2.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영 매뉴얼 개발절차

본 연구에서는 국립세종도서  심의 정책정보서비스 활용성 강화와 련하여 

분야별 문참고서비스에 한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고도화된 콘텐츠 제공을 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모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제안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련 문헌  사례를 조사·분석하 으며, 국내외 정책정보서비스 사례

조사와 국내외 멘토링서비스  도서 멘토링 사례 조사, 기타 우수 멘토링 사례를 

조사·분석하 다. 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에 한 수요  요구를 조사·분석하

다. 이를 기반으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모형’을 개발하 으며, 1차 으로 개발된 

모형에 해 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 모형은 정부부처 계 공무원, 정

책연구자, 정책정보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정책분야 문가들이 멘토링서

비스에 참여하여 련기  간의 력체계를 구축하고, 력체계를 기반으로 구축된 

문가 인력 풀을 통해 실무경험, 노하우를 효과 으로 제공하고 새로운 정책정보

를 창출함으로써 정책정보서비스 련 업무수행에 유익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

다.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 과정을 구체 으로 제시하면 다음 <그

림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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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수요 및 요구에 대한 분석 및 결과

3.1 연구설계 및 방법론

3.1.1 연구설계 및 방법론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수요  요구를 조사하 으며, 설문조사 상을 17개 정부

부처 공무원, 52개 국책연구소 연구원, 그리고 정부부처  국책연구소 자료실 소속 

문사서들로 신청하 다. 먼  정부부처의 경우 17개 해당 부처를 모두 회람하려 

시도하 으나 조의 어려움으로 총 회수 부수는 59부에 그쳤다. 국책연구소 연구

원의 경우 각 연구소의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설문 상자를 조사하 다. 둘째, 연구

자는 주로 정책정보 련 부서의 연구자를 확보하고자 하 다. 홈페이지에서 연구소

의 주소, 우편번호, 설문지에 응답해  연구자 이름, 화번호 등을 확보하 다. 표

본으로 추출된 조사 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반송용 투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한 

후 화를 걸어 회수를 요청하여 33부를 회수하 다. 문사서의 경우 부산에서 열

린 정부기  자료실  국책연구소 자료실의 사서들을 상으로 하는 워크  참여

인원을 상으로 직  배포하여 총 30부를 회수하 다. 총 300부를 배포하여 126부

를 회수하 으며, 회수율은 42%이다. 

설문기간은 2014년 11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설문배포와 회수방법은 온

오 라인을 겸하여 이루어졌다. SPSS 통계패키지 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 고, 

모든 가설은 p<0.05 수 에서 검정되었다.

구분 설 명

설문 상

- 17개 정부부처 공무원

- 52개 국책연구소 연구원

- 정부부처  국책연구소 자료실의 문사서

설문기간 - 2014년 11월 23일～12월 15일

설문장소  방법

- 17개 정부부처 직  방문

- 52개 국책연구소에 우편발송  화요청, 온라인 설문

- 정부부처  국책연구소 자료실의 문사서 상 부산 워크 (정책정보

련 주제)에서 직  배포  회수

<표 4-1>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설문조사 설계

3.1.2 설문내용 및 문항구성

정책정보라는 주제분야에 멘토링을 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 정책정보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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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링서비스에 한 수요  요구를 조사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분석

과정을 거쳐 총 17개의 문항을 개발하 으며, 정책정보연구자, 통계 문가, 사서 등

의 문가로부터 검토과정  수정보완과정을 거침으로써 설문문항의 타당성을 높

이고자 하 다. 한 1차 으로 완성된 설문지는 연구자  사서 10명을 상으로 

미리 비설문을 하여 설문문항을 다시 한 번 검증하 다.

최종 으로 크게 개인  배경 6개 문항, 멘토링서비스에 한 이  경험을 묻는 3

개 문항,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요구사항 5개 문항,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 과 

련한 3개 문항 등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완성하 다. 설문지 내용과 

문항 구성을 정리하면 아래 <표 4-2>와 같다.

조 사 역 조 사 내용

개인  배경

성별

연령

직업

직장 근무 경력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담당한 업무

업무 는 연구와 가장 련 있는 주제분야

멘토링서비스에 

한 이  경험

멘토/멘티로 활동하신 경험

멘토/멘티로서의 경험에서, 멘토링 례에 한 만족도 정도

멘토링서비스의 장

정책정보멘토링서비

스 요구사항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필요성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개발 시 참여할 의사

향후 개발⋅진행될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멘토링 계 유형  가장 합하다고 

생각하는 유형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진행 시 상되는 문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개발 시 으로 다 야 할 사항

정책정보멘토링서비

스 운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진행 시 가장 합하다고 생각하는 멘토/멘티 모집 방법

멘토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에서 필요한 사항

<표 4-2> 설문지의 내용과 문항 구성

설문을 분석하기 해 기본 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 고, 직업별 각 응답의 차이

를 검증하기 해서는 ANOVA 분석을 실시하 다. 



 제 4장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  167

3.2 분석결과

3.2.1 인구통계학적 특징

1) 성별

본 연구의 설문지에 참여한 응답자의 성별을 보면 <표 4-3>과 같다. 먼 , 설문

에 응답한 응답자는 총 126명이며, 남성은 62명으로 49.21%, 여성은 64명으로 50.79%

로 나타났으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항 목 빈 도 비 율 ( % )

성별
남 62 49.21

여 64 50.79

<표 4-3> 설문응답자의 성별

<그림 4-2> 설문응답자의 성별

2) 연령

다음으로 설문응답자의 연령을 조사하 으며, 그 결과 30∼39세와 40∼49세가 37.3%

로 가장 많이 응답하 으며, 20∼29세가 17.46%, 50세 이상이 7.94%인 것으로 나타

났다(<표 4-4> 참조).

항 목 빈 도 비 율 ( % )

20～29세 22 17.46 

30～39세 47 37.30

40～49세 47 37.30

50세 이상 10 7.94

<표 4-4> 설문응답자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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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설문응답자의 연령

3) 직업

설문응답자의 직업 황을 조사한 결과, 정부부처 계자 46.83%, 연구원 26.19%, 

사서 23.81% 순으로 나타났다(<표 4-5> 참조).

항 목 빈 도 비 율 ( % )

정부부처 계자 50 46.83

사서 30 23.81 

연구원 33 26.19

기타 4 3.17

<표 4-5> 설문응답자의 직업

<그림 4-4> 설문응답자의 직업

4) 직장 근무 경력

설문 응답자의 직장 근무 경력을 조사한 결과, 5년 미만이 30.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년 이상∼10년 미만이 20.63%, 10년 이상∼15년 미만이 15.87%, 20년 이

상∼25년 미만이 14.29% 순으로 나타났다(<표 4-6> 참조).



 제 4장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  169

항 목 빈 도 비 율 ( % )

5년 미만 39 30.95 

5년 이상~10년 미만 26 20.63

10년 이상~15년 미만 20 15.87 

15년 이상~20년 미만 11 8.73

20년 이상~25년 미만 18 14.29 

25년 이상 12 9.52 

<표 4-6> 직장 근무 경력 분포

<그림 4-5> 직장 근무 경력 분포

5) 가장 오랫동안 담당한 업무

설문응답자가 가장 오랫동안 담당한 업무에 하여 조사하 다. 그 결과 담당분야 

사업운 이 31.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정보 수집  리가 15.87%, 정

책연구가 9.52% 순으로 나타났다(<표 4-7> 참조). 그 외 오랫동안 담당한 업무로 

정책개발, 정책분석, 정책평가, 출   홍보 등이 있다.

항 목 빈 도 비 율 ( % )

정책연구 12 9.52

정책입안지원 5 3.97

정책개발 10 7.94

정책분석 7 5.56 

정책평가 2 1.59

정책정보 수집  리 20 15.87 

담당분야 사업운 40 31.75 

통계연구(통계분석) 6 4.76

출   홍보 7 5.56

황분석  평가 5 3.97

기타 12 9.52

<표 4-7> 가장 오랫동안 담당한 업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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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가장 오랫동안 담당한 업무 분포

6) 업무 는 연구와 가장 련 있는 주제분야

설문응답자의 업무 는 연구와 가장 련 있는 주제분야를 조사하 으며, 그 결과 

문화체육 이 1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토개발과 일반공공행정 12.7%, 

사회복지 10.32%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교육, 과학기술, 농림‧축산, 산업‧통상

‧ 소기업 등의 주제분야로 조사되었다(<표 4-8> 참조).

항 목 빈 도 비 율 ( % )

공공질서  안 1 0.79

과학기술 12 9.52 

교육 10 7.94 

교통  물류 2 1.59

국방 1 0.79

국토개발 16 12.70

농림·축산 9 7.14

문화체육 18 14.29

보건 4 3.17 

사회복지 13 10.32

산업·통상· 소기업 5 3.97 

일반공공행정 16 12.70

재정·세제· 융 5 3.97

통신 3 2.38

통일·외교 1 0.79

해양수산 1 0.79

환경 1 0.79

기타 8 6.35

<표 4-8> 업무 또는 연구와 가장 관련 있는 주제분야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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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에 대한 의견

1) 멘토/멘티 활동 경험

본 연구의 설문지에 참여한 설문응답자의 멘토/멘티 활동 경험의 여부에 하여 

조사하 으며, 그 결과 멘토와 멘티 모두 활동한  없다는 응답이 67.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항 목 빈 도 비 율 ( % ) 평 균 표 편 차
멘토 11 8.73

3.39 1
멘티 14 11.11

멘토/멘티 모두 16 12.70
활동한  없음 85 67.46

<표 4-9> 멘토와 멘티 활동 경험 여부

직업에 따른 멘토/멘티 활동 경험여부를 조사하 으며, 멘토링 활동에 한 경험

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  목 빈 도 평 균 표 편 차 표 오 차 F p
정부부처 계자 59 3.39 0.947 0.123

0.97 0.993
사서 30 3.57 1.04 0.19

연구원 33 3.18 1.074 0.187

기타 4 3.75 0.5 0.25

<표 4-10> 직업에 따른 멘토/멘티 활동 경험에 대한 인식차이 검증

2) 멘토/멘티 경험에 따른 만족도

멘토와 멘티 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하여 멘토와 멘티의 경험에 따른 만족

도를 조사하 으며, 이에 해 보통이었다는 응답이 53.33%으로 나타났다. 만족스럽

다는 의견이 약 35.56%,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11.11%가 나타나 멘토와 멘티의 경

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체 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표 4-11> 참조).

항 목 빈도 비율( %) 평균 표 편차
매우 불만족 0 0.00

3.33 0.80

불만족 5 11.11%

보통 24 53.33%

만족 12 26.67%

매우 만족 4 8.89%

<표 4-11> 멘토와 멘티의 경험에 따른 만족도

3) 멘토링서비스의 장

멘토링서비스의 장 에 하여 설문응답자가 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조사하

으며, 그 결과 업무 노하우 수 등을 통한 문성 강화  진로개발이 4.06, 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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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빈 도 평 균 표 편 차 표 오 차 F p

업무 노하우 수 

등을 통한 문성 

강화  진로개발

정부부처 계자 59 3.83 0.874 0.114

3.96 0.947
사서 30 4.27 0.691 0.126

연구원 33 4.33 0.692 0.120

기타 4 3.75 0.500 0.250

멘토링서비스를 

통한 멘토/멘티의 

역량강화

정부부처 계자 59 3.66 0.921 0.120

1.61 0.551
사서 30 4.00 0.695 0.127

연구원 33 3.97 0.918 0.160

기타 4 3.50 0.577 0.289

멘토링서비스를 

통한 멘토/멘티의 

자신감 상승 

정부부처 계자 59 3.71 0.892 0.116

0.39 0.565
사서 30 3.77 0.817 0.149

연구원 33 3.88 0.857 0.149

기타 4 3.50 0.577 0.289

 멘토-멘티 간 

사회 ·정서  

지원을 통한 

문제해결

정부부처 계자 59 3.73 0.906 0.118

2.67 0.299
사서 30 3.57 0.728 0.133

연구원 33 4.12 0.740 0.129

기타 4 3.75 0.500 0.250

<표 4-13> 직업에 따른 멘토링서비스의 장점에 대한 중요도 인식차이 검증

링 활동을 통한 다양한 인 계 형성 4.01, 멘토링서비스를 통한 멘토/멘티의 역량

강화 3.82 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평균이 3.5 이상으로 멘토링서비스에 한 

정 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표 4-13> 참조).

항 목

 

도 움 되 지  

않 음  

도 움 되 지

않 음
보 통 도 움 매 우  도 움

평 균
표

편 차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업무 노하우 수 등을 통한 

문성 강화  진로개발
1 0.79 3 2.38 22 17.46 61 48.41 39 30.95 4.06 0.81

멘토링서비스를 통한 

멘토/멘티의 역량강화
2 1.59 3 2.38 40 31.75 52 41.27 29 23.02 3.82 0.87

멘토링서비스를 통한 

멘토/멘티의 자신감 상승
1 0.79 4 3.17 46 36.51 48 38.10 27 21.43 3.76 0.85

멘토-멘티 간 사회 ·정서  

지원을 통한 문제해결
1 0.79 5 3.97 38 30.16 57 45.24 25 19.84 3.79 0.83

멘토/멘티의 능력표출 

기회 제공
2 1.59 4 3.17 48 38.10 45 35.71 27 21.43 3.72 0.89

멘토링 활동을 통한 

다양한 인 계 형성
2 1.59 3 2.38 27 21.43 54 42.86 40 31.75 4.01 0.88

커뮤니 이션 능력의 향상 3 2.38 5 3.97 41 32.54 46 36.51 31 24.60 3.77 0.95

기타 104 82.54 0 0.00 20 15.87 2 1.59 0 0.00 1.37 0.81

<표 4-12> 멘토링서비스의 장점에 대한 인식정도

직업에 따른 멘토링서비스의 장 에 한 요도 인식차이를 검증하 으며, 체 

항목에 해 p값이 부 0.05보다 높아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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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멘티의 

능력표출 기회 

제공

정부부처 계자 59 3.59 0.985 0.128

1.54 0.584
사서 30 3.80 0.761 0.139

연구원 33 3.94 0.827 0.144

기타 4 3.25 0.500 0.250

 멘토링 활동을 

통한 다양한 

인 계 형성

정부부처 계자 59 3.83 0.968 0.126

1.94 0.437
사서 30 4.13 0.681 0.124

연구원 33 4.24 0.867 0.151

기타 4 3.75 0.500 0.250

커뮤니 이션 

능력의 향상 

정부부처 계자 59 3.64 1.013 0.132

1.61 0.551
사서 30 3.80 0.847 0.155

연구원 33 4.03 0.918 0.160

기타 4 3.25 0.500 0.250

기타 

정부부처 계자 59 1.17 0.647 0.084

14.34 0.000
사서 30 1.00 0.000 0.000

연구원 33 1.91 1.011 0.176

기타 4 2.50 1.000 0.500

3.2.3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

1)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필요도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필요에 한 인식도를 조사하 고, 그 결과 필요가 46.03%, 

보통이 35.71%로 나타났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약 59.52%,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약 4.76%로 체 으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를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으며, 정책정

보멘토링서비스에 한 요구가 높았다. 따라서 국립세종도서 에서 정책정보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항 목 빈 도 비 율 ( % ) 평 균 표 편 차

 필요하지 않음 2 1.59

3.67 0.81

필요하지 않음 4 3.17

보통 45 35.71

필요 58 46.03

매우 필요 17 13.49

<표 4-14>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필요에 대한 인식도

직업에 따른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필요에 한 인식차이를 검증하 으며, p값이 

0.980으로 나타나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 목  빈 도 평 균 표 편 차 표 오 차 F p

정부부처 계자 59 3.53 0.878 0.114

1.94 0.980
사서 30 3.67 0.758 0.138

연구원 33 3.94 0.704 0.123

기타 4 3.50 0.577 0.289

<표 4-15> 직업에 따른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필요에 대한 인식차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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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참여 의사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제공시 참여 의사를 조사하 다. 그 결과 보통 46.03%, 높

음 27.78%, 매우 높음과 낮음이 11.11% 순으로 나타났다. 높은 참여의사를 보인 응

답자가 38.89%, 낮은 참여의사를 보인 응답자가 15.08%로 참여의사가 2배 이상 높

게 나타나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참여 의사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정책정보멘

토링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만큼 참여 의사 역시 높게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항 목 빈 도 비 율 ( % ) 평 균 표 편 차

매우 낮음 5 3.97

3.31 0.95
낮음 14 11.11
보통 58 46.03
높음 35 27.78

매우 높음 14 11.11

<표 4-16>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참여 의사 여부

직업에 따른 정책정보멘토링 참여 의사에 한 인식차이를 검증하 으며, p값이 

0.216으로 나타나 직업에 따라 정책정보멘토링 참여 의사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 목 빈 도 평 균 표 편 차 표 오 차 F p

정부부처 계자 59 3.08 0.915 0.119

4.38 0.216
사서 30 3.27 0.868 0.159

연구원 33 3.79 0.960 0.167

기타 4 3.00 0.816 0.408

<표 4-17> 직업에 따른 정책정보멘토링 참여 의사에 대한 인식차이 검증

3) 정책정보멘토링의 멘토링 계 유형 성

정책정보멘토링의 멘토링 계 유형에 하여 합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을 조사

하 으며, 그 결과 멘토/멘티 계가 지속 으로 발  가능한 계 25.48%, 멘토/멘

티를 신 하고 의식 이며 자발 으로 선택한 계와 멘토/멘티 모두가 혜택을 받

을 수 있는 계가 각각 20.85% 순으로 나타났다. 

항 목 빈 도 비 율 ( % )

멘토/멘티를 신 하고 의식 이며 자발 으로 선택한 계 54 20.85

멘토/멘티가 속한 기 에 의해 승인된 계 23 8.88

멘토/멘티가 속한 기 으로부터 지원 받는 계 27 10.42

 멘토/멘티가 계 ·명령 달 체계에 속하지 않는 계 18 6.95 

멘토/멘티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 54 20.85 

멘토/멘티 계가 지속 으로 발  가능한 계 66 25.48 

멘토/멘티가 멘토링서비스에 참여한 목 에 충실한 계 17 6.56 

기타 0 0.00 

<표 4-18> 정책정보멘토링의 멘토링 관계 유형 적절성에 따른 인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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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빈 도 평 균 표 편 차 표 오 차 F p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참여의 어려움

정부부처 계자 59 4.02 0.820 0.107

1.04 0.992
사서 30 4.00 0.871 0.159

연구원 33 3.76 0.936 0.163

기타 4 3.50 0.577 0.289

지역 인 한계로 

인한 참여의 어려움

정부부처 계자 59 3.59 1.052 0.137

0.43 0.518
사서 30 3.83 0.874 0.160

연구원 33 3.73 0.944 0.164

기타 4 3.75 0.500 0.250

멘토링 활동으로 

인한 업무 활동에 

지장 

정부부처 계자 59 3.54 1.056 0.137

2.11 0.393
사서 30 3.87 0.860 0.157

연구원 33 3.39 1.029 0.179

기타 4 2.75 0.957 0.479

교통비  활동비 

등 경제  부분의 

소모

정부부처 계자 59 3.32 0.937 0.122

0.83 0.072
사서 30 3.63 0.999 0.182

연구원 33 3.36 1.141 0.199
기타 4 3.00 1.826 0.913

<표 4-20> 직업에 따른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진행 시 예상되는 문제 정도 인식차이 검증

4)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진행 시 상되는 문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진행 시 상되는 문제 에 하여 조사하 으며, 그 결과 

시간 부족으로 인한 참여의 어려움 3.93, 내실 있는 멘토링 로그램 구성의 부족 

3.71, 지역 인 한계로 인한 참여의 어려움 3.69, 멘토-멘티의 지속 인 계유지의 

어려움 3.68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9>에 나타난 항목에 하여 체 으로 평균 

3 이상을 보여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진행 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정책정보

멘토링서비스 진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해 노력하여야 한다.

항 목

 문 제  

없 음  

문 제  

없 음
보 통

문 제  

있 음

매 우  문 제  

있 음 평 균
표

편 차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참여의 어려움 1 0.79 4 3.17 33 26.19 53 42.06 35 27.78 3.93 0.86

지역 인 한계로 인한 참여의 어려움 2 1.59 12 9.52 36 28.57 49 38.89 27 21.43 3.69 0.97

멘토링 활동으로 인한 업무 활동에 지장 2 1.59 18 14.29 39 30.95 42 33.33 25 19.84 3.56 1.02

교통비  활동비 등 경제  부분의 소모 4 3.17 19 15.08 47 37.30 35 27.78 21 16.67 3.4 1.04

도서  등 연계된 기 의 지원 부족 4 3.17 21 16.67 47 37.30 39 30.95 15 11.90 3.32 0.99

멘토의 문성 부족 2 1.59 30 23.81 50 39.68 28 22.22 16 12.70 3.21 1

멘토/멘티 지원자 부족 2 1.59 18 14.29 47 37.30 33 26.19 26 20.63 3.5 1.03

내실 있는 멘토링 로그램 구성의 부족 0 0.00 9 7.14 48 38.10 39 30.95 30 23.81 3.71 0.91

멘토-멘티의 지속 인 계유지의 어려움 0 0.00 5 3.97 52 41.27 47 37.30 22 17.46 3.68 0.81

기타 109 86.51 2 1.59 14 11.11 1 0.79 0 0.00 1.26 0.68

<표 4-19>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진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직업에 따른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진행 시 상되는 문제 의 정도에 한 인식

차이를 검증하 으며, 설문 질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은 기

타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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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요 하 지  

않 음

요 하 지

않 음
보 통 요 매 우  요 평 균

표

편 차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정책정보 공유 력망 강화  

정책정보 기 목록 제공서비스
2 1.59 5 3.97 42 33.33 44 34.92 33 26.19 3.8 0.93

정책정보 정보원 제공서비스 2 1.59 3 2.38 40 31.75 52 41.27 29 23.02 3.82 0.87

정책정보제공서비스의 문성 

 양·질  향상
2 1.59 3 2.38 26 20.63 54 42.86 41 32.54 4.02 0.88

멘토-멘티 간 커뮤니티 구성 1 0.79 3 2.38 39 30.95 59 46.83 24 19.05 3.81 0.8

멘토-멘티 인력 

검색·연결서비스
2 1.59 5 3.97 39 30.95 53 42.06 27 21.43 3.78 0.88

온라인을 통한 멘토링 활동 

서비스
1 0.79 7 5.56 38 30.16 49 38.89 31 24.60 3.81 0.9

<표 4-21>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개발 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

도서  등 연계된 

기 의 지원 부족

정부부처 계자 59 3.07 1.032 0.134

2.61 0.306
사서 30 3.60 0.814 0.149

연구원 33 3.45 1.034 0.180

기타 4 3.75 0.500 0.250

멘토의 문성 부족

정부부처 계자 59 3.15 0.887 0.115

0.57 0.351
사서 30 3.30 1.149 0.210

연구원 33 3.15 1.064 0.185

기타 4 3.75 0.957 0.479

멘토/멘티 지원자 

부족

정부부처 계자 59 3.47 1.056 0.138

0.43 0.526
사서 30 3.57 1.073 0.196

연구원 33 3.42 0.969 0.169

기타 4 4.00 0.816 0.408

내실 있는 멘토링 

로그램 구성의 

부족 

정부부처 계자 59 3.75 0.958 0.125

0.12 0.903
사서 30 3.67 0.922 0.168

연구원 33 3.73 0.876 0.152

기타 4 3.50 0.577 0.289

멘토-멘티의 

지속 인 

계유지의 어려움

정부부처 계자 59 3.80 0.783 0.102

1.58 0.564
사서 30 3.43 0.817 0.149

연구원 33 3.67 0.854 0.149

기타 4 4.00 0.000 0.000

기타

정부부처 계자 59 1.05 0.289 0.038

20.87 0.000
사서 30 1.00 0.000 0.000

연구원 33 1.70 0.951 0.166

기타 4 2.75 1.258 0.629

5)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개발 시 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개발 시 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의 요도에 하여 

조사한 결과, 정책정보제공서비스의 문성  양‧질  향상 4.02, 정책정보 정보원 

제공서비스와 정책정보의 장 용사례 제공서비스가 각각 3.82, 멘토-멘티 간 커뮤

니티 구성과 온라인을 통한 멘토링 활동 서비스 3.81, 정책정보 공유 력망 강화  

정책정보 기 목록 제공서비스 3.8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체 으로 평균이 

3 이상으로 나타나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개발 시 <표 4-21>과 같은 사항을 고려

하여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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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의 장 용사례 

제공서비스
1 0.79 6 4.76 33 26.19 61 48.41 25 19.84 3.82 0.83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웹진  

소식지 발행 서비스
4 3.17 13 10.32 54 42.86 37 29.37 18 14.29 3.41 0.97

기타 107 84.92 1 0.79 13 10.32 2 1.59 3 2.38 1.36 0.91

직업에 따른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개발 시 으로 다 야 할 사항에 한 

인식차이를 검증한 결과, 체 항목에 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 목 빈 도 평 균 표 편 차 표 오 차 F p

정책정보 

공유 력망 강화 

 정책정보 

기 목록 

제공서비스

정부부처 계자 59 3.56 0.952 0.124

2.94 0.965
사서 30 3.90 0.923 0.168

연구원 33 4.12 0.820 0.143

기타 4 4.00 0.816 0.408

정책정보 정보원 

제공서비스

정부부처 계자 59 3.51 0.838 0.109

7.32 0.200
사서 30 4.27 0.640 0.117

연구원 33 4.03 0.918 0.160

기타 4 3.25 0.500 0.250

정책정보제공서비

스의 문성  

양·질  향상

정부부처 계자 59 3.80 0.943 0.123

3.19 0.255
사서 30 4.33 0.661 0.121

연구원 33 4.18 0.882 0.154

기타 4 3.75 0.500 0.250

멘토-멘티 간 

커뮤니티 구성

정부부처 계자 59 3.75 0.843 0.110

1.13 0.819
사서 30 3.87 0.681 0.124

연구원 33 3.94 0.788 0.137

기타 4 3.25 0.957 0.479

멘토-멘티 인력 

검색·연결서비스 

정부부처 계자 59 3.64 0.905 0.118

1.21 0.766
사서 30 3.87 0.860 0.157

연구원 33 3.97 0.883 0.154

기타 4 3.50 0.577 0.289

온라인을 통한 

멘토링 활동 

서비스

정부부처 계자 59 3.68 0.860 0.112

2.54 0.315
사서 30 3.90 0.845 0.154

연구원 33 4.06 0.966 0.168

기타 4 3.00 0.816 0.408

정책정보의 

장 용사례 

제공서비스

정부부처 계자 59 3.68 0.860 0.112

2.07 0.403
사서 30 3.97 0.718 0.131

연구원 33 4.00 0.829 0.144

기타 4 3.25 0.957 0.479

정책정보멘토링서

비스 웹진  

소식지 발행 

서비스

정부부처 계자 59 3.29 0.983 0.128

1.11 0.836
사서 30 3.37 0.964 0.176

연구원 33 3.64 0.929 0.162

기타 4 3.75 0.957 0.479

기타

정부부처 계자 59 1.14 0.629 0.082

15.97 0.000
사서 30 1.00 0.000 0.000

연구원 33 1.85 1.149 0.200

기타 4 3.25 1.708 0.854

<표 4-22>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개발 시 다뤄야 할 사항에 대한 인식차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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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요 하 지  

않 음

요 하 지

않 음
보 통 요 매 우  요

평 균
표

편 차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멘 토 의  문 성  

(주제분야의 공, 직업, 경력과 

장경험 등)

0 0.00 0 0.00 8 6.35 48 38.10 70 55.56 4.49 0.62

멘 티 의  지 원  

(멘토링의 지속성, 정서  자기개

발 지원, 노하우 수 등)

1 0.79 3 2.38 20 15.87 57 45.24 45 35.71 4.13 0.82

지 성 의  겸 비  

(기본 소양, 연구, 학회 내 활발

한 활동 등)

0 0.00 7 5.56 33 26.19 51 40.48 35 27.78 3.9 0.87

개 방 성  (사고방식의 개방성 등) 1 0.79 2 1.59 25 19.84 62 49.21 36 28.57 4.03 0.79

경 청 · 상 담  

(멘티의 의견 경청, 문  지식

과 기능을 기반한 상담능력 등)

0 0.00 1 0.79 20 15.87 49 38.89 56 44.44 4.27 0.75

<표 4-24> 멘토에게 필요한 자질에 대한 인식정도

3.2.4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영에 관한 의견

1)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멘토/멘티 모집방법의 성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멘토/멘티 모집방법의 성에 하여 조사하 으며, 그 

결과 정책분야와 련된 기 에 공문 등으로 의뢰하여 홍보‧모집이 35.35%, 연계기

에 홍보를 통한 공개모집이 28.37%, 멘티들의 멘토 추천이 21.86% 순으로 나타났

다(<표 4-23> 참조).

항 목 빈 도 비 율 ( % )

정책분야와 련된 기 에 공문 등으로 의뢰하여 

홍보·모집하는 방법
76 35.35

연계기 에 홍보를 통한 공개모집의 방법 61 28.37

정책정보 문사서를 활용한 홍보  모집 방법 28 13.02

멘티들의 멘토 추천을 통한 모집 방법 47 21.86

기타 3 1.40

<표 4-23>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멘토/멘티 모집방법의 적절성 여부

2) 멘토에게 필요한 자질

멘토링 로그램 진행시 멘토에게 필요한 자질에 하여 조사하 다. 그 결과, 멘

토의 문성이 4.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열정 4.29, 경청  상담 4.27, 이해  

인내 4.22 순으로 나타났다(<표 4-24> 참조). 멘토에게 필요한 자질에 하여 체

으로 3.5 이상으로 매우 높은 요구를 보 으며,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멘토는 

문성, 열정, 경청‧상담 외에도 멘티의 지원, 지성의 겸비 등의 요건을 갖출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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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 · 인 내 

(멘토링 유지를 한 지속 인 

배려·도움·지원 등)

0 0.00 2 1.59 20 15.87 52 41.27 52 41.27 4.22 0.77

열 정  

( 극 인 멘토링 활동  멘티 

서포트 등)

0 0.00 3 2.38 18 14.29 45 35.71 60 47.62 4.29 0.8

교 수 기 술  

(멘토링 과정에서의 경력개발지

도  자기개발 방법론 제시 등)

0 0.00 6 4.76 33 26.19 56 44.44 31 24.60 3.89 0.83

경 험  (멘토링의 경험, 노하우 등) 0 0.00 3 2.38 22 17.46 55 43.65 46 36.51 4.14 0.79

기타 110 87.30 0 0.00 13 10.32 2 1.59 1 0.79 1.29 0.78

항 목 빈 도 평 균 표 편 차 표 오 차 F p

 멘토의 문성 

(주제분야의 공, 

직업, 경력과 

장경험 등)

정부부처 계자 59 4.49 0.653 0.085

1.00 0.993
사서 30 4.57 0.568 0.104

연구원 33 4.48 0.619 0.108

기타 4 4.00 0.000 0.000

멘티의 지원 

(멘토링의 지속성, 

정서  자기개발 

지원, 노하우 

수 등)

정부부처 계자 59 4.10 0.781 0.102

0.52 0.404
사서 30 4.10 0.845 0.154

연구원 33 4.24 0.867 0.151

기타 4 3.75 0.957 0.479

지성의 겸비 

(기본 소양, 연구, 

학회 내 활발한 

활동 등)

정부부처 계자 59 3.97 0.830 0.108

0.20 0.814
사서 30 3.87 0.937 0.171

연구원 33 3.85 0.939 0.164

기타 4 3.75 0.500 0.250

개방성 

(사고방식의 

개방성 등)

정부부처 계자 59 4.07 0.807 0.105

0.29 0.702
사서 30 4.03 0.809 0.148

연구원 33 3.94 0.788 0.137

기타 4 4.25 0.500 0.250

경청·상담 

(멘티의 의견 

경청, 문  

지식과 기능을 

기반 한 상담능력 

등) 

정부부처 계자 59 4.29 0.720 0.094

1.86 0.462

사서 30 4.10 0.845 0.154

연구원 33 4.45 0.711 0.124

기타 4 3.75 0.500 0.250

이해·인내 

(멘토링 유지를 

한 지속 인 

배려·도움·지원 

등)

정부부처 계자 59 4.25 0.733 0.095

1.33 0.689
사서 30 4.07 0.868 0.159

연구원 33 4.36 0.699 0.122

기타 4 3.75 0.957 0.479

열정 ( 극 인 

멘토링 활동  

정부부처 계자 59 4.22 0.892 0.116
0.50 0.428

사서 30 4.37 0.615 0.112

<표 4-25> 직업에 따른 멘토에게 필요한 자질에 대한 인식차이 검증

멘토에게 필요한 자질에 하여 직업군에 따른 인식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항

목에 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멘토에게 필요한 자질에 

한 설문문항에 하여 모든 집단의 평균이 높게 나타나 멘토의 자질에 한 요구도

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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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필 요 하 지  

않 음

필 요 하 지

않 음
보 통 필 요 매 우  필 요

평 균
표

편 차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멘토/멘티의 교육 0 0.00 1 0.79 25 19.84 58 46.03 42 33.33 4.12 0.74
멘토/멘티 인력 확보 0 0.00 0 0.00 21 16.67 49 38.89 56 44.44 4.28 0.73

멘토들 간의 정기  회의 0 0.00 4 3.17 60 47.62 44 34.92 18 14.29 3.6 0.77
정책정보멘토링 활동을 조정할 수 

있는 멘토링 원회
5 3.97 7 5.56 46 36.51 51 40.48 17 13.49 3.54 0.94

정책정보멘토링 로그램의 

정기 인 평가
1 0.79 7 5.56 38 30.16 56 44.44 24 19.05 3.75 0.85

문 인 멘토/멘티 활동을 한 

소속기 의 재정·지원 력 보장
0 0.00 1 0.79 26 20.63 58 46.03 41 32.54 4.1 0.75

정책분야와 련된 기 과의 연계 0 0.00 2 1.59 27 21.43 62 49.21 35 27.78 4.03 0.75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담당자 

교육을 통한 체계 인 서비스 구
1 0.79 3 2.38 29 23.02 63 50.00 30 23.81 3.94 0.8

다양하고 체계 인 정책정보멘토링 

로그램 개발
1 0.79 2 1.59 32 25.40 55 43.65 36 28.57 3.98 0.82

웹 기반 정책정보멘토링 지원 확충 2 1.59 2 1.59 48 38.10 51 40.48 23 18.25 3.72 0.84
문 담인력(코디네이터 등) 확보 0 0.00 7 5.56 34 26.98 61 48.41 24 19.05 3.81 0.81

로그램 수료 후의 지속 인 

지원을 한 서비스 개발
1 0.79 6 4.76 34 26.98 57 45.24 28 22.22 3.83 0.86

기타 109 86.51 0 0.00 13 10.32 2 1.59 2 1.59 1.32 0.85

<표 4-26>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에 요구되는 사항의 필요 정도

멘티 서포트 등)
연구원 33 4.36 0.742 0.129

기타 4 4.00 1.155 0.577

교수기술 (멘토링 

과정에서의 

경력개발지도  

자기개발 방법론 

제시 등)

정부부처 계자 59 3.80 0.738 0.096

1.17 0.788
사서 30 4.13 0.860 0.157

연구원 33 3.85 0.939 0.164

기타 4 3.75 0.957 0.479

경험 (멘토링의 

경험, 노하우 등)

정부부처 계자 59 4.15 0.805 0.105

0.82 0.074
사서 30 4.03 0.850 0.155

연구원 33 4.27 0.719 0.125

기타 4 3.75 0.500 0.250

기타 

정부부처 계자 59 1.08 0.466 0.061

14.44 0.000
사서 30 1.00 0.000 0.000

연구원 33 1.73 1.098 0.191

기타 4 2.75 1.258 0.629

3)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에 요구되는 사항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에 요구되는 사항의 필요정도를 조사하 으며, 멘토/멘티 인

력 확보 4.28, 멘토/멘티의 교육 4.12, 문 인 멘토/멘티 활동을 한 소속기 의 

재정·지원 력 보장이 4.1, 정책분야와 련된 기 과의 연계 4.0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6> 참조).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에 요구되는 사항 역시 평균이 3.5 이상으

로 높은 요구도를 보이고 있으며,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제공시 항목에 나타난 사

항을 최 한으로 반 하여 제공하기 해 노력해야 한다.

직업에 따른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에 요구되는 사항의 필요 정도에 하여 집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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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빈 도 평 균 표 편 차 표 오 차 F p

멘토/멘티의 교육

정부부처 계자 59 3.98 0.754 0.098

2.18 0.977
사서 30 4.40 0.675 0.123

연구원 33 4.12 0.740 0.129

기타 4 4.00 0.816 0.408

멘토/멘티 인력 

확보

정부부처 계자 59 4.19 0.776 0.101

0.77 0.134
사서 30 4.43 0.679 0.124

연구원 33 4.30 0.728 0.127
기타 4 4.25 0.500 0.250

멘토들 간의 

정기  회의

정부부처 계자 59 3.44 0.726 0.094

1.77 0.489
사서 30 3.80 0.805 0.147

연구원 33 3.70 0.770 0.134
기타 4 3.75 0.957 0.479

정책정보멘토링 

활동을 조정할 수 

있는 멘토링 

원회

정부부처 계자 59 3.24 1.023 0.133

4.38 0.216
사서 30 3.90 0.712 0.130

연구원 33 3.73 0.801 0.139

기타 4 3.75 0.957 0.479

정책정보멘토링 

로그램의 

정기 인 평가

정부부처 계자 59 3.53 0.878 0.114

2.98 0.964
사서 30 3.90 0.759 0.139

연구원 33 4.03 0.810 0.141
기타 4 3.75 0.957 0.479

문 인 

멘토/멘티 활동을 

한 소속기 의 

재정·지원 력 

보장

정부부처 계자 59 3.90 0.712 0.093

3.10 0.261
사서 30 4.23 0.728 0.133

연구원 33 4.30 0.770 0.134

기타 4 4.50 0.577 0.289

정책분야와 

련된 기 과의 

연계

정부부처 계자 59 3.80 0.783 0.102

4.17 0.126
사서 30 4.30 0.651 0.119

연구원 33 4.21 0.696 0.121

기타 4 4.00 0.000 0.000

정책정보멘토링

서비스 담당자 

교육을 통한 체계 인 

서비스 구

정부부처 계자 59 3.76 0.817 0.106

2.63 0.429
사서 30 4.13 0.681 0.124

연구원 33 4.12 0.820 0.143

기타 4 3.50 0.577 0.289

다양하고 

체계 인 

정책정보멘토링 

로그램 개발

정부부처 계자 59 3.80 0.867 0.113

2.14 0.386
사서 30 4.13 0.681 0.124

연구원 33 4.18 0.846 0.147

기타 4 3.75 0.500 0.250

웹 기반 

정책정보멘토링 

지원 확충

정부부처 계자 59 3.49 0.817 0.106

3.37 0.245
사서 30 3.97 0.718 0.131

연구원 33 3.94 0.864 0.150

기타 4 3.50 1.000 0.500

문 담인력(코

디네이터 등) 

확보

정부부처 계자 59 3.73 0.784 0.102

0.68 0.223
사서 30 3.90 0.759 0.139

연구원 33 3.91 0.879 0.153
기타 4 3.50 1.000 0.500

로그램 수료 

후의 지속 인 

지원을 한 

서비스 개발

정부부처 계자 59 3.63 0.849 0.111

2.66 0.301
사서 30 4.13 0.629 0.115

0.1680.9663.9433연구원

0.4790.9573.754기타

<표 4-27> 직업에 따른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에 요구되는 사항 정도에 대한 인식차이 

검증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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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20.6291.1459정부부처 계자

 기타 15.52 0.000
0.0000.0001.0030사서
0.1771.0151.7033연구원

0.8541.7083.254기타

3.2.5 수요조사 분석결과 및 시사점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제공을 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 시 고려해

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7.46%의 설문 응답자가 멘토나 멘티로 모두 활동한  없다고 응답하 다. 따

라서 정책정보멘토링에 한 인식 향상을 한 홍보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멘토와 멘티 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하여 멘토와 멘티의 경험에 따른 만

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가 55.33%, ‘만족스럽다’가 약 26.67%, ‘불만족스럽

다’가 11.11%로 나타나 멘토링 경험자는 체 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

다.

멘토링서비스의 장 에 해서는 업무 노하우 수 등을 통한 문성 강화  

진로개발이 4.06, 멘토링 활동을 통한 다양한 인 계 형성 4.01, 멘토링서비스

를 통한 멘토/멘티의 역량강화 3.82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정보멘토링서

비스의 활동내용  유형에서 정보, 지식, 경력지원을 통한 리더십 함양의 유형

이 제공될 필요성을 보 다.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필요에 한 인식은 필요가 46.03%, 보통이 35.71%로 

나타났으며, 필요하다는 의견이 약 59.52%,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약 4.76%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참여 의사로는 보통 46.03%, 높음 27.78%, 매우 높음과 

낮음이 11.11% 순으로 나타났다. 높은 참여의사를 보인 응답자가 38.89%, 낮은 

참여의사를 보인 응답자가 15.08%로 참여의사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정책정

보멘토링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만큼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참여 의사가 높은 것

을 볼 수 있었다.

정책정보멘토링의 멘토링 계 유형에 하여, 멘토/멘티 계가 지속 으로 발

 가능한 계 25.48%, 멘토/멘티를 신 하고 의식 이며 자발 으로 선택한 

계와 멘토/멘티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가 각각 20.85% 순으로 나타

나 멘토링의 지속성과 자발  선택 방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으로 나타났다.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진행 시 상되는 문제 으로는, 시간부족으로 인한 참여

의 어려움 3.93, 내실 있는 멘토링 로그램 구성의 부족 3.71, 지역 인 한계로 

인한 참여의 어려움 3.69, 멘토-멘티의 지속 인 계유지의 어려움이 3.68 순으

로 나타나 이러한 상 문제 들을 보완하여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체계 인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개발 시 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의 요도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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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 내용

면담 상
- 국책연구소 자료실, 정부기  자료실, 각종 문도서  자료실 등 정책정보와 련 

있는 자료실 소속의 사서

면담장소 - 부산해운  그랜드 호텔  화면담

면담기간 - 2014년 11월 27일～11월 28일

면담내용

-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운 방향

- 정책정보멘토링 모형  멘토링 참여 상 선정

- 구체 인 멘토링의 내용 등 

<표 4-28>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전문가 의견수렴 설계내용

여, 정책정보제공서비스의 문성  양‧질  향상 4.02, 정책정보 정보원 제공

서비스와 정책정보의 장 용사례 제공서비스가 각각 3.82, 멘토-멘티 간 커뮤

니티 구성과 온라인을 통한 멘토링 활동 서비스 3.81, 정책정보 공유 력망 강

화  정책정보 기 목록 제공서비스 3.8 순으로 나타나 이에 한 사항을 고려

한 정책정보멘토링 운 모형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멘토/멘티 모집방법에 하여 정책분야와 련된 기

에 공문 등으로 의뢰하여 홍보‧모집이 35.35%, 연계기 에 홍보를 통한 공개모

집이 28.37%, 멘티들의 멘토 추천이 21.86% 순으로 분석되어 정책정보멘토링서

비스의 멘토/멘티 모집에는 기 과 연계한 공식  모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멘토에게 필요한 자질로는 멘토의 문성(4.4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열정 4.29, 

경청  상담 4.27, 이해  인내 4.22 순으로 나타나, 정책정보멘토링활동을 

해 정책정보와 련한 문가 발굴에 의한 멘토풀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에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멘토/멘티 인력 확보 4.28, 멘토/

멘티의 교육 4.12, 문 인 멘토/멘티 활동을 한 소속기 의 재정·지원 력 

보장이 4.1, 정책분야와 련된 기 과의 연계 4.03 순으로 분석되어 정책정보멘

토링서비스의 지속성을 한 정책정보멘토링 지원을 한 통합 ⋅ 력 인 정

책정보멘토링지원센터 운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3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개발절차

3.3.1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에 대한 전문사서 의견수렴 과정 개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에 한 의견 수렴을 해 공청회 형식의 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표 4-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부처 소속자료실, 문도서 , 

그리고 국책연구소 자료실 사서들 약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명의 토론자가 심

층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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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의 견 반  내용

- 멘토링 사례에서 문도서 의회 

멘토링서비스 사례를 참조할 필요

가 있음

- 문도서 의회 홈페이지(http://www.ksla.info)의 멘토링서비

스를 분석하여 반 할 수 있도록 함

- KSLA의 멘토링서비스 추진배경, 왜 멘토링서비스를 하게 되

었는지, 멘토링 로세스, 멘토링 서비스 내용  멘토링 주제

분야, 멘토  멘티가 지켜야할 수칙, 멘토링서비스 기 효과 

등이 정리되어 있음

- 멘토링 신청서  멘토링 결과보고서 양식의 참고

- 삼성의 재능기부 멘토링 사례 참조 - 삼성멘토링의 멘토링 방법, 멘토링 내용, 멘토링 유형 등을 참

조함

- 기타 다른 성공 인 사례들을 발굴하여 추가하기로 함

- 멘토인력을 확보할 때 퇴직자, 자원

사 극 활용 필요

- 도서 에 멘토를 한 공간을 마련

해 다면 퇴직한 우수인력들이 멘

토링에 극 으로 참여할 것임

- 멘토링 인력 풀을 구성할 때 퇴직한 우수연구자들을 확보하

고, 자원 사자들을 극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야 함

- 특히 멘토들을 한 공간을 마련해 으로써 도서 의 공간

활용뿐만 아니라 고 인력의 극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

록 할 수 있음

- 멘토링서비스 인력 풀을 만들 때 주

제별 커뮤니티 형태로 해야 함

- 멘토링풀을 주제분야별로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멘토링유형별과 멘토링주제별로 구분하여 조화롭게 운 안을 

제시해야 함

- 은퇴연구원( 문가) 활용 필요 - 은퇴연구원을 충분히 활용 할 정임

- 타켓별 서비스 특성화 필요 - 타겟을 공무원, 연구원, 사서, 일반이용자 등으로 구분하여 각 

상별로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할 

필요 있음

- 기  차원에서 인센티  구상 - 기 에서 주는 인센티 는 인 면과 공간 인 면, 그리

고 명 인 측면 등을 총체 으로 고려해야 함

<표 4-29>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에 대한 전문가 의견내용 및 반영결과

먼  연구자가 약 40분 정도 연구내용에 해서 발표를 하고, 이에 해 4명의 토

론자가 각각 10분씩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 으며, 참석자들  5명의 추가 질문에 

해 발표자가 의견을 제시하 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정리하고 그 반 방향을 정리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4-29>과 같다. 

문가 의견 수렴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를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을 종합 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멘토링서비스의 사례분석 필요

국내외 도서  분야에서 멘토링서비스가 시작되고 있으므로, 이에 한 분석이 필

요하다. 를 들어 문도서 회의 경우 멘토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KSLA

는 멘토링서비스 추진 배경, 멘토링 로세스, 멘토링 서비스 내용  멘토링 주제

분야, 멘토  멘티가 지켜야 할 수칙, 멘토링서비스 기 효과 등을 상세하게 제공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한 내용, 방법, 상 측면에서의 심층 으로 분석할 필요

가 있다. 

그 외 도서  이외의 분야에서 제공되는 사례로 삼성의 재능기부 멘토링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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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소속 분야

1 한일 력 원회 이사 국제경제 력

2 보건복지부 국장 보건정책

3 충남  교수 문헌정보학

4  교수 역사

5 충남  교수 건축

6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 지구과학

7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연구

8 남서울  교수 보건학

9 인천항만공사 실장 물류분야, 경

10 국립환경과학원 공업연구 기계공학

11 산업연구원 속공학

12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 해양

13 국토교통부 과장 주택건설공

14 이화여  교육 학원 원장 지리정보

15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기계로

16 남서울  교수 사회복지

17 보건복지부 서기 사회서비스정책

18 외경제정책연구원 경 , 통상

19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고분자, 재활용

<표 4-30>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전문가 멘토단 

도 있으므로, 멘토링 방법, 멘토링 내용, 멘토링 유형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2) 멘토/멘티풀 구축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를 한 멘토/멘티풀을 풍부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멘토

링 인력 풀 구성을 해 퇴직한 우수 연구자들을 확보하고, 자원 사자들을 극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멘토링 풀은 주제분야별, 멘토링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멘토 

 멘티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인 면, 공간 인 면, 명 인 측면을 총체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멘토  멘티들을 한 공간 제공  인센티 는 도서 의 유휴공간 활용뿐만 아

니라 고 인력이 도서  서비스에 극 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유도하여 도서  서

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정  측면이 있다.

3.3.2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에 국립세종도서관 멘토단 의견수렴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에 한 의견 수렴을 해 재 국립세종도서 의 멘토로 

되어 활동 인 문가들을 상으로 워크 을 진행하면서 의견을 수렴하 다. 

<표 4-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주제분야의 문가들이 멘토로 활동 이

며 이  20명이 워크 에 참석하 다. 그리고 참석한 원이 국립세종도서  정책

정보멘토링서비스에 한 의견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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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 내용

면담 상 - 국립세종도서  멘토로 된 문가

면담장소 - 국립세종도서

면담기간 - 2014년 12월 16일

면담내용

-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운 방향

- 정책정보멘토링 모형  멘토링 참여 상 선정

- 구체 인 멘토링의 내용 등 

<표 4-31>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전문가 의견수렴 설계내용

논의 의견 반  내용

멘토링서비스시스템 

운  시 도서 의 역할

- 네비게이터 역할을 해야 함

- 정보의 제공범 를 확정해야 함

- 지속가능한 멘토링서비스체계 구축 필요

- 멘토와 멘티간 워크  필요

멘티 선정 - 멘티는 고객이고 정보소비자임, 따라서 멘티의 요구를 명확히 알아야 함 

- 가 멘티인가? 멘토는 있는데 멘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음

- 신임공무원, 연구자, 충청권의 정책주제분야에 심이 있는 학생이 멘티가 될 수 

있음

방법론 - 멘토링 방법이나 툴(사이트 등)  지원내용 등이 제시되어야 함

- 온라인이 주축이 되었으면 함

- 상황 응  멘토링방법이 요구됨

멘토 선정 - 멘토는 은퇴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실버시 이므로 실버들을 상으로 선정

멘토링 내용 - 어떤 것을 멘토링 해  것인가? 에 한 제시 필요

- 정책업무 멘토링

- 멘티의 업무상 어려움

- 도서 이나 책에 없는 지식창고가 멘토이므로 멘토의 노하우를 멘티에게 주는 재

능서비스

<표 4-32>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에 대한 전문가 의견내용 및 반영결과

2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교수 항공

21 산업연구원 소장 경제학

22 앙해양안 심 원 심 해양

23 코션컨설  표 해양

24 산업통상자원부 장 행정

2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문헌정보학

2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 법학

2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실장 석유공학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문가 워크 에서 멘토링 교육 실시를 통하여 정책정보멘

토링서비스의 운  방향에 한 논의를 제시하도록 하 으며, 구체 인 의견수렴 

워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 정리하고 그 반  방향을 정리하여 표로 정리하

면 다음 <표 4-32>와 같다. 



 제 4장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  187

멘토의 역할 - 멘토의 역할에 한 정확한 정리가 안 되어 있음

- 최신정보제공, Q&A 서비스 제공 가능

서비스범   내용 - 단계  확장이 요함. 한두 개의 주제에서 성공사례 만들어야 함

- 먼  성공 인 사례를 만들고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확장해 나가야 함

- 지방정부와 앙정부의 연결서비스 

- 인 네트워크 구축(어느 기 의 구) 

기타 - 재능기부 형태로 되어야 하며, 무 과도하게 업무가 주어져서 멘토에게 스트 스

가 되어서는 안 됨

제공될 수 있는 정책정보서비스의 로는, 정부부처 홍보자료  해당기  정책지

식 제공서비스, 앙부처 정책정보제공서비스, 최신 정책정보 주지 서비스, 정책분

야별 연구동향 제공서비스, 주제분야별 문가 FAQ 서비스, 이용자 질문  답변 

등에 한 코멘트 등을 통해 해당 지식 정보 소스의 가이드 제공, 정책 련 국내외 

보고서·논문·기사 등의 요약정리 제공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문가 의견 수렴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를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을 종합 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립세종도서 의 역할

멘토링서비스시스템 운  시 국립세종도서 의 역할에 한 정립이 필요하다.

첫째, 간자로서 멘티와 멘토를 발굴하고, 각각의 요구를 악하여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안정 인 멘토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멘토링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할 정보의 제공 범 를 확정해야 한다. 

넷째, 멘토와 멘티 간 워크 을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멘티 선정 필요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멘티 상을 확정하고 멘티 풀을 확보해야 사업

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첫째, 세종시 앙정부 신임 공무원이 될 수 있다.

둘째, 정부산하 연구소의 연구원이 될 수 있다. 

셋째, 충청권의 정책 주제분야에 심이 있는 학생이 될 수 있다. 

3) 멘토 선정과 우

재능기부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성이 높고 시간  여유가 충분한 사람이 

보다 효과 일 것이다. 

첫째, 멘토는 장에서 퇴직한 문가들을 하도록 한다. 

둘째, 각 주제분야의 장 문가들도 충분히 확보하여 장과 연결하여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멘토에게는 명 나 보람 등의 심리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멘토

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도서 에서 제공하고, 활발한 활동을 수행한 멘토나  

멘티에게는 보상을 통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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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멘토링 방법 구체화 필요

멘토와 멘티, 도서  모두가 멘토링 서비스 참여하기 해서는 멘토링 방법이 구

체 으로 제시되어야 가능하다.

첫째, 멘토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멘토링 홈페이지가 체계 으로 개발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멘토링은 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오 라인도 가능해야 

한다. 

셋째, 1 1, 1  다 등의 다양한 계를 허용해야 한다. 한 기   기 , 기  

 개인, 개인  개인 등의 계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정책멘토링은 상황 응 멘토링이 합할 것으로 보이며, 특정 문제가 발생

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해 멘토링 서비스를 받는 것도 방법이다. 

5) 멘토링 내용에 한 제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에 참여하고자 할 때 멘토가  수 있는 것, 멘티가 받을 수 

있는 것에 해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멘토링의 내용은 멘토링 서비스를 진행하면

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면서 훨씬 더 확장될 수 있다. 

정책 련 업무와 련된 멘토링

멘티의 업무상 어려움

멘토만의 노하우 

기타 각종 재능기부서비스 

지방정부와 앙정부의 연결서비스 

인 네트워크 구축(어느 기 의 구)

연구방향이나 주제에 한 아이디어 획득

6) 멘토의 역할

멘토링 서비스에 참여하는 멘토의 역할이 명확히 정리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첫째, 최신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Alerter).

둘째, Q&A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력형참고서비스 참여). 

셋째, 정책정보참고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 력형참고서비스 참여). 

넷째, 멘티의 경력 리를 해  수 있다(경력멘토링).

다섯째, 멘티의 재 문제를 해결해  수 있다(상황 응 멘토링).

일곱째, 자신만의 노하우를 수해  수 있다. 

국립세종도서 은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를 시작함에 있어 한 두 개의 주제에 

을 두고 성공사례를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단계 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한 

멘토링은 재능기부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멘토에게 과도하게 서비스를 요구하

여 스트 스를 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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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영모형(안)

4.1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영모형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는 정책정보에 한 문 인 정보와 노하우, 아이디어 등의 

공유  상담을 통해 이용자와 정보제공자 간의 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인  공

동체를 형성하고, 정책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효율 이고 합리 인 정책결정을 지

원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러한 목 을 충족하기 해 다양한 주제분야의 멘토링 

사례와 선행연구 분석을 실시하 다. 한 실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에 참여할 

상자인 계부처 공무원, 정부 소속 연구소 연구원, 기  실무자, 정책분야별 문

가 등을 상으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에 한 수요  요구조사를 한 설문 분

석과 문가 의견수렴 등을 분석하 다. 그 결과,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 

운  방안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정보멘토링 운 모형으로는 선행연구 분석과정

을 통해 발견된 국내외 멘토링 서비스 유형  학습지원 멘토링, 지식 달 멘토링, 

경력 멘토링, 리더십 멘토링의 4가지 유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정보멘토

링 활동유형을 기반으로 정책정보멘토링의 인  구성요소, 내용  구성요소 등을 

포함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 모형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7>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영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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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내용

학습지원 멘토링
· ·고· 학생을 멘티로 하여 학습지도와 교육, 훈련을 통한 문제해

결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멘토링 서비스

정서지원 멘토링
상호 계를 형성하고 문제해결을 통한 정서 ·심리  지원으로 멘티의 

비  형성을 돕고 역량 강화를 목 으로 하는 멘토링 서비스

지식 달 멘토링
멘토가 주체가 되어 멘티에게 멘토의 경험을 통한 정보교류  지식 

제공을 목 으로 하는 멘토링 서비스

경력 멘토링
장경험이 있는 멘토를 모집하여 멘티의 경력개발, 문성 강화의 기

회 제공을 목 으로 하는 멘토링 서비스

리더십 멘토링
멘토링 경험을 통하여 멘토와 멘티에게 리더십 함양을 목 으로 하는 

멘토링 서비스

독서 멘토링
도서  등이 주체가 되어 멘토와 멘티가 토론, 상담, 강연 등 독서활동

을 목 으로 하는 멘토링 서비스

<표 4-33> 유형별로 구분하는 멘토링 서비스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 모형을 제안하는데 기반이 된 국내외 멘토링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멘티의 학습지도와 교육, 훈련을 통해서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도

와주고, 멘토는 자신과 련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학습지원 

멘토링이 있다.

둘째, 상호 계를 형성하고 문제해결을 통한 정서 ⋅심리  지원으로 멘티의 비

 형성을 돕고 역량 강화를 목 으로 하는 정서지원 멘토링이 있다.

셋째, 멘토가 주체가 되어 멘티에게 멘토의 경험을 통한 정보교류  지식 제공을 

목 으로 하는 지식 달 멘토링이 있다.

넷째, 장경험이 있는 멘토를 모집하여 멘티의 경력개발, 문성 강화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 으로 하는 경력 멘토링이 있다

다섯째, 멘토링의 경험을 통하여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리더십 함양을 목 으로 

하는 리더십 멘토링이 있다 

여섯째, 도서  등이 주체가 되어 멘토와 멘티들에게 독서활동을 통한 토론이나 

상담, 강연 등을 심으로 하는 독서 멘토링이 있다

 

1) 멘토링 상

재 정책정보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   정책분야 계부처 공무원, 주제별 

정책연구소 연구원, 정책정보서비스 실무담당자 등을 멘토와 멘티 그룹으로 구분하

여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게 한다. 일차 멘토링 활동의 효과성 입증 이후 잠재  정

책정보서비스 상인 정책정보 생산  제공 기 , 정책정보서비스의 상이 되는 

개인 는 단체로 멘토링 상의 범 를 확 할 수 있다. 실제 멘티-멘토 결연의 

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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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멘티-멘토 : 정책분야 계부처 공무원-정책정보서비스 기  실무자

② 멘티-멘토 : 정책분야 계부처 공무원-정책분야별 문가

③ 멘티-멘토 : 주제별 정책연구소 연구원-정책정보서비스 기  실무자

④ 멘티-멘토 : 주제별 정책연구소 연구원-정책분야별 문가

⑤ 멘티-멘토 : 정책분야 계부처 공무원-주제별 정책연구소 연구원

⑥ 멘티-멘토 : 정책연구소 연구원-정책분야 계부처 공무원

⑦ 멘티-멘토 : 주제별 정책분야 계부처-정책정보서비스 기

⑧ 멘티-멘토 : 주제별 정책분야 계부처-주제별정책연구소

⑨ 멘티-멘토 : 주제별 정책연구소-정책정보서비스 기

⑩ 멘티-멘토 : 주제별 정책연구소-정책분야별 문가

<그림 4-8> 정책정보멘토링 대상 확대 전략

2) 멘토링 제공방법

멘토링의 제공방법은 직 지원과 간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 지원으로는 

통  멘토링 형태인 1:1 계나 1:소그룹 계 멘토링 결연, 기 방문, 기술자문, 

컨설 , 설명회 등의 방법을 들 수 있다. 간 지원 방법으로 오 라인상의 이용을 

기 하기 어려운 을 감안한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 도입방법이 있다. 재 국립세

종도서 에서는 정책분야별 정책정보서비스 기  실무자와 국책연구소  정부부처 

자료실 련자를 통해 정책정보원을 력 으로 구축하여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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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기 해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를 비 에 있다. 

① 직 지원 : 1:1 멘토링, 1:소그룹 멘토링, 강의, 워크 , 설명회, 교육, 컨설  등

② 간 지원 : 홈페이지 FAQ(커뮤니티 의견교환), 이메일 등 온라인 멘토링

<그림 4-9>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홈페이지

3) 멘토링 내용

멘토링의 내용으로는 정책정보서비스 운  반에 한 컨설 이 포함될 수 있

다. 구체 인 내용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정책정보 공유 력망 강화

⋅정책정보 기 목록 제공

⋅정책정보 정보원 제공  링크역할

⋅정책정보콘텐츠 리

⋅정책정보서비스 환경개선 방안

⋅정책정보서비스시스템 구축

⋅정책정보서비스 개발

⋅정책정보 장 용사례 제공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웹진  소식지 발행

⋅ 앙정보기 의 최신 정책정보 제공

⋅정책정보 연구동향  주제분야별 정책동향정보 제공

⋅우선순  지식정보원 연결  방향성 제시

⋅정책 련 국내외 자료의 정리요약

⋅이용자 질문에 한 코멘트  제안

⋅정책 자료와 해외자료의 연결, 재가공을 통한 정책지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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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멘토링 유형

멘토링의 유형으로는 정책정보 제공서비스와 련하여, 업무 노하우 수 등을 

통한 문성 강화, 진로개발, 정책 련 지식⋅정보의 달과 정보원 제공을 통한 양

⋅질  서비스의 향상, 장 용사례 제공을 통한 경력개발  역량 강화, 다양한 

인 계 형성을 통한 멘토-멘티 간 커뮤니티 구성 등의 활동을 포 하는 학습⋅연

구지원 멘토링, 경력지원 멘토링, 지식 달 멘토링, 리더십 멘토링을 심으로 운

하고자 한다.

<그림 4-10> 정책정보멘토링 활동 유형 

이외에도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는 일반  멘토링 활동의 심리 사회  기능으로 

인간 , 정신  지원 측면에서 활용되는 정서지원 멘토링 유형을 제공할 수 있다. 

인 인 측면에서 사회 , 정서  교류를 통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고 결정

하는 사람들이나,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경청하고 상담하며, 이해하는 

경험을 통해 멘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책정

보멘토링이 제시하는 핵심이 효율 이고 문 인 정책정보서비스라는 을 감안하

여 일반 으로 멘토링이 가지는 심리 사회  측면보다는 경력개발의 기능 측면에서 

활동 유형을 제안하 다.

4.2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기능 

일반 인 멘토링의 기능은 크게 경력개발의 기능과 심리 사회  기능의 두 가지

로 구분된다(Kram 1985). 이는 개인의 힘을 최 한으로 발휘하도록 하여 높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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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달성하고 각자의 역량을 키워 나가는 데 활용하는 측면과 심리 ⋅사회 으로 

지원하는 인간 ·정신  측면이 있다.

1) 경력개발 기능

경력개발의 기능은 멘티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여 최 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멘토가 후원⋅코칭 등의 방법으로 도와주는 기능을 의미한다. 이 기능은 멘티가 조

직 내에서 승진이나 경력 발 을 해 높은 실 을 달성하고, 자신의 경력을 키워 

나가는 데 미리 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 기능은 멘토⋅멘티의 역량 강화, 

업무의 노하우 수, 문성 강화, 심주제분야 확장 등으로 효과가 나타나며 이 

효과는 멘토의 역할 후원을 통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역할 후원은 멘

티가 조직에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고, 수평  이동과 승진의 기회를 갖도록 멘토

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천 웅 외 2011). 

2) 심리 사회  기능

심리 사회  기능은 인간 ·정신  측면의 멘토링 기능으로 인 인 측면에서 

사회 ·정서  교류를 통해서 멘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다. 멘티의 내면 

차원에서의 자존감 향상 계까지 다룸으로써 멘토가 멘티의 인  발 을 지원하

여 인간 계를 통해 멘티의 역량을 향상시켜주는 기능을 말한다. 즉 멘티와 멘토 

간의 상호 간의 커뮤니 이션을 통해 신뢰와 친근감이 쌓이고 멘티가 직면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복잡한 조직 내·외부에서 자아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말한다. 이러한 기능은 경력개발이나 승진과 같이 조직 

내의 활동에만 제한되지 않고 인생 반에 걸쳐 향을 미치므로 매우 요하다(천

웅 2011).

멘토링이 인간 인 면을 배려하면서 업무의 효율 증 와 시간 단축을 가능  하

면서도 높은 성과를 주는 최 의 방법이라고 볼 때, 정책정보서비스 기  실무자 

는 정책분야별 문가들이 정책분야 계부처 공무원이나 정책연구자들의 정책 

입안, 수립, 결정 등의 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책정보에 한 문 인 정보와 노하

우,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고 상담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한 에서 제시한 일반 인 멘토링에서 구분하는 두 가지 기능 즉, 경력개발의 기

능과 심리 사회  기능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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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과정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제안되었다.

<그림 4-11>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과정 

4.3.1 준비단계

목 에 따라 상을 설정하고 모집 조건, 규모와 인원, 신청과 모집 차를 결정

한다. 지원 상자에게 소개한 멘토링 운  내용과 안내 자료를 비한다. 해당 기

과의 력 사항을 미리 체크해야 하며 멘토링 교육  장소 이용 등을 함께 할 

기 이나 인력과의 약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무엇보다도 멘토와 멘티의 유사

성을 기반으로 공통  이해, 경험, 심사 등을 고려하여 단한다.

1) 인력 배치

결연 리자(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담당자)  기  내⋅외부의 

슈퍼바이  등의 정책정보멘토링 운 담당자를 결정하고, 담당자에게 정책정보멘토

링서비스에 한 이해를 돕기 해 필요할 경우 직무연수를 시행한다. 

2) 수요조사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담당자는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멘

티⋅멘토를 악한다. 이때 홈페이지 팝업창, 각종 정책분야와 련된 기 에 조

공문이나 홍보물을 제작하여 참여할 멘티와 멘토의 모집뿐만 아니라 정책정보멘토

링서비스에 한 홍보를 함께 진행한다.

3) 산  일정 확인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담당자는 사 에 조사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산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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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필요한 부분의 산을 편성하고, 그에 한 체  세부 일정을 수립⋅확

정해야 한다. 

4) 기  연계

정책정보 생산  제공 기 , 정책정보서비스 상이 되는 개인 는 법인, 해외 

국가에 소속된 정부기 , 개인, 법인, 단체  해외 동포 등 정책정보와 련된 기

에 공문을 발송한다. 필요에 따라 연계기 을 상으로 간단한 설명회나 간담회

를 열어서 의견을 조율하고, 지속 으로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 에 련 필요

사항이나 기간을 정리한 약서를 교환하여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차

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 서식 개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를 실시하기 에 필요한 서류를 개발하거나 구비해야 한다. 

특히,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를 하면서 활동일지를 기록하게 하여 멘토링 활동을 

악해야 한다. 활동일지에는 단순하게 활동일자와 단순한 활동내용뿐만 아니라 활동

시간과 활동내용을 구체 으로 작성할 수 있게 안내하여야 한다. 멘토링 활동일지

는 차후 진행될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요한 기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4.3.2 모집 및 교육

1) 멘토 모집  교육

멘토의 경우 기 을 통한 공식 인 모집이 가장 이상 이다. 

(1) 멘토 모집

멘토링은 멘토와 멘티의 상호 계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훌륭한 멘토를 선발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따라서 멘토를 선별할 때는 멘티가 요구한 분야나 련된 분

야에 종사하거나 공을 한 사람을 주로 모집하여 멘티의 요구에 충족하여야 한

다. 이 때 퇴직한 우수연구자들을 확보하고 자원 사자들을 극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멘토를 선발할 때는 멘티보다 2배수로 선발하는 것이 요하며, 이

는 멘티가 원하는 멘토가 없을 경우를 비하기 함이다. 

① 멘토 선발기

첫째, 멘토링 서비스를 하는 목 이 멘티에게 필요한 최 의 합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함이므로, 멘티의 요구에 맞는 멘토를 선발해야 한다. 주제분야별로 멘

토링 풀을 구축하여 멘티가 요구하는 정책정보원의 분야나 련된 직무에 따라 멘

토를 선발할 수 있게 한다. 주제분야별 멘토링 풀을 구축할 때는 다음 정책정보서

비스 분류체계에 따라 멘토를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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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멘티와 멘토가 지속 으로 멘토링 활동이 가능한지를 고려해야 한다. 계속

으로 참여하여 계 형성이나 슈퍼비  교육에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 

셋째, 멘토의 결연기간을 고려한다. 멘토링은 멘토와 멘티가 만나서 다양한 학습, 

지식 달 등의 활동을 통해 효율 인 정책정보서비스의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멘티, 멘토 상호간의 문성 향상, 능력  경력개발 등을 

도모하여 양자이익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멘토와 멘티가 활동 가능한 시간

이 언제인지를 감안하여 체 결연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넷째, 멘토 선발 계획은 로그램의 목 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멘토의 모집 규

모도 가변 이다. 

마지막으로, 멘토의 인  사항, 계획한 교육과 로그램에 충분한 시간 할애가 가

능한지, 화나 상호작용에 어려움은 없는지, 인 계에 있어서의 갈등과 문제해결 

능력이 결여되어 있지는 않은지, 업무태도, 특별한 지식  기술, 멘토링 경험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멘토 모집방법

멘티의 요구에 맞는 멘토와 결연하기 해서는 다양하게 구성된 멘토 풀(pool)을 

갖추는 것이 효과 이다. 멘티가 먼  구성되었다면 최 한 멘티의 요구를 반 하여 

멘토를 모집하고, 그 지 않다면 먼  다양한 멘토를 모집하고 교육하여 멘토 풀을 

구축하는 것이 하다. 그 다음 모집된 멘티의 요구를 고려하여 합한 멘토를 선

정하도록 하고, 이때에는 멘티의 특성, 멘티와 멘토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멘토를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이다. 멘토가 되기를 희망하는 이가 직  지원을 하는 방법이며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정보서비스 련기 을 상으로 공문

을 발송하거나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멘토링 홈페이지  멘토링 는 정책분야

에 련된 사이트의 배 나 팝업 등을 통해 홍보를 하며, 정책정보멘토링의 취지와 

기간을 설명하고 활동이 가능한 멘토를 모집할 수 있다. 한 국립세종도서  정책

정보멘토링 홈페이지의 게시  등을 이용하여 신청을 받는다.

둘째, 추천제이다. 정책정보 련 공무원, 연구원, 정책정보 문가, 정책정보서비스

기  담당자 등을 상으로 로그램 정보를 제공하고 한 멘토를 추천받는다.

셋째, 임명제이다. 에서 제시한 두 가지 방법으로 선발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문서 임명으로 선발하는 것이다. 타의에 의한 방법이므로 멘토링의 정

 효과를 기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다.

넷째, 양성제이다. 멘토로 등록된 사람들을 상으로 각 단계별 교육훈련 로그

램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훌륭한 멘토로 개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소한 신청 양식, 이력서, 로그램 정보, 멘토의 역할, 신청 차 등

에 해 사 에 비하도록 한다.

한 멘토 선발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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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가입

<정책정보 포털> 앙부 ‘회원가입’코

∇

2 온라인 멘토신청 좌측 앙부 ‘정책멘토링’코

<표 4-34> 온라인을 통한 멘토링신청 및 위촉 절차

첫째, 왜 멘토가 되고 싶고, 왜 멘토링에 참여하고 싶은지

둘째, 멘토링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

셋째, 멘토링에 해 어떤 기 를 하고 있는지

넷째, 멘티에 해 특별히 걱정되거나 고려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다섯째, 다른 멘티와 비교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멘토링을 할 수 있는지 등이 있다.

(2) 신청서 작성

멘토 모집 과정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며 이 과정에서 의 질문에 한 답을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를 들어 온라인을 통한 멘토링 신청   차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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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 서류 제출

신청서류

-이력서(자유양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제출방법

-등기우편 혹은 이메일 (단, 이메일은 원본 스캔본 제출)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48

∇

4 심의 원회 개최 매월 2회(2/4주) 정책정보멘토링 심의 원회 개최

∇

5 심의결과 통보
정책정보서비스사이트 공지사항 게시 과 개별 메일을 통해서 

심의결과 발표

∇

6

정책정보서비스 

사이트

멘토권한 부여

정책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 멘토 권한 분여 (월 2회)

멘토 마크[○]가 이름 에 표시됨

∇

7 장 발 국립세종도서 장 명의의 장 발  (매월)

∇

8 개별 유선안내 개별 화연락을 통한 참여방법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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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멘토 교육

멘토 교육은 멘토가 부정 인 태도나 행동을 보이거나 의도 이든 아니든 멘티에

게 해를 끼칠 가능성을 최 한 이는데 일차 인 목 이 있으며, 멘토링이 멘티와 

멘토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차 인 목 이다. 다양한 교육 내

용과 충분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멘토로서의 역할을 원만하게 잘 수행해 낼 수 있

다는 자신감 즉, 효능감이 증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멘토 교육은 크게 활동 의 사 교육과 활동을 하면서 제공하는 보수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 교육 시간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멘토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고 멘토링에 안정 으로 참여할 수 있는 멘토를 선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다. 

정책정보멘토링 활동 에 실시하는 사 교육은 멘토와 멘티가 정책정보멘토링에 

한 목 이나 기 효과 등에 한 이해를 함이며, 멘토와 멘티 간의 만남을 통

해서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함이다.  

보수교육은 멘토링 간, 멘토링 활동 종료시 으로 구분해 운 할 수 있다. 1회 

보수교육은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간단계에서 슈퍼바이 와 결

연 리자에 의한 보충교육으로 진행되며 이때 재까지의 정책정보멘토링 활동의 

운  내용, 방향성  보완 에 해 조정이 이루어진다. 한 활동일지 작성 방법

이나 멘토링을 할 때 필요한 스킬에 해 보충교육을 시켜 으로서 보다 심화된 

문 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2회 보수교육은 정책정보멘토링 종료시 에서 실제로 멘토링 과정의 경험을 공유

하고, 멘티와 멘토 간의 피드백과 활동 보고서를 검한다. 이때는 반드시 멘토와 

멘티에게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게 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향후 멘토링의 방향성, 개선해야 될 사항에 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 교육에는 멘토링 오리엔테이션, 멘토와 멘티의 역할, 멘토와 멘티에 한 

이해, 활동의 원칙, 주요 활동내용, 상호작용 기술  략, 보고 등에 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반해 보수교육에서는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어려움과 문제해결에 

보다 을 둔다.

① 멘토링 오리엔테이션

가. 정책정보멘토링에 한 목 이나 기 효과

나. 멘토와 멘티의 역할

다. 기본원칙과 멘토에 한 기

라. 결연 리자, 담당자의 역할

마. 멘티의 특성

바. 멘토링 계 주기 이해

사. 로그램 일정과 활동 

아. 비  수의 의무와 결연 리자에게 알려야 할 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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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이해를 기반으로 향후 멘토링 활동을 함께 할 멘토와 멘

티 간 서로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함이다. 추가 으로, 멘토링의 

목 과 효과에 해 명확히 주지시켜야 하며, 기본 인 인 계 형성 방법과 멘토

링 로세스에 해 설명해야 한다. 한 상호 커뮤니 이션 방법과 피드백 제공 

기술에 한 교육이 필요하며, 멘토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한 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멘토링 오리엔테이션은 실제 멘토링 활동에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한다는 것 이외에도 잘못된 연결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하는 기능도 포함

하고 있다. 따라서 멘토와 멘티를 상으로 하는 사  교육을 통해 멘토링 서비스

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을 두어야 한다. 

② 교육계획

교육과정이 잘 계획되어 있을수록 안정 이고 효과 인 교육이 가능하다. 

<그림 4-12> 교육계획

③ 교육목표 세우기

멘토 교육 시 다루는 주제는 매우 다양하고 가변 이나, 활동 가이드라인 오리엔

테이션, 멘토링 계에서 필요한 기술에 한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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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 토 링 에  한  

이 해

목
- 멘토링의 목

- 정책정보멘토링의 목

역할

- 멘티, 멘토의 자격조건

- 멘티, 멘토로서의 역할

- 멘토링 계에서 필요한 기술(의사소통 략, 동기유발 략, 

강화 략, 질문 략 등)

유의사항
- 멘토링 활동원칙

- 멘토링 활동 가이드라인

정 책 정 보 에  한  

이 해

개념 - 정책정보의 개념

목표 - 정책정보멘토링을 통한 서비스 목표

내용 - 정책정보서비스 내용

업 무 에  한  이 해

업무이해
- 정책분야별 업무

- 직무이해

업무기본
- 업무와 련된 보안 등 규정

- 문서작성

<표 4-35> 멘토 교육 시 다루는 주제

④ 활동원칙

멘토는 멘토링 활동 과정에서 항상 멘티와 함께 상담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되 

선택권은 상 에게 있다는 느낌을 주고, 상 를 해 공헌하는 마음으로 조언하고, 

상 의 에서 생각하고 달하며, 상 의 의욕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하며, 진심

을 담아 격려함으로써 상 의 의욕을 북돋워 도움이 되어주어야 한다. 

이를 한 활동원칙을 시로 정리하면,

첫째, 멘티와 함께 구체 으로 업무 련 목표를 설정한다.

둘째, 자신의 역량을 최 한 발휘하기 해 노력한다.

셋째, 멘티에게 도움을 다는 생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한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아낌없이 도와 다.

넷째, 우선순 를 두어 극 으로 활동하며, 약속은 꼭 지킨다.

다섯째, 교육과 슈퍼비 활동을 하면서 나온 모든 내용은 비 을 지킨다.

여섯째, 멘티에게 역할모델이 되기 해 나를 스스로 검하며 모든 일에 극

으로 행동한다.

일곱째, 교육, 활동, 슈퍼비 에는 빠짐없이 참석한다.

여덟째, 멘토링을 통해 배우겠다는 자세로 임한다. 

⑤ 주요 활동내용

멘토의 역량에 따라 활동내용은 달라진다. 활동내용을 정하는 과정에서 멘티의 의

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 하도록 한다.

⑥ 보고

보고는 향후 슈퍼비 을 제공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멘토 스스로가 

자신의 활동을 평가하고 이후 활동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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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멘티 모집  교육

(1) 멘티 모집

멘토링의 총 기간과 활동내용, 목 과 기  효과에 한 사 정보를 충분히 제공

하고 참여에 동의하거나 자발 으로 참여를 원하는 정책분야 정부부처 공무원, 연

구원 등을 멘티로 선발할 수 있다. 

정책정보멘토링의 결연 리자로서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담당자

는 사 에,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멘티를 희망하는 이들을 상으로 멘티 신청을 

받는다. 

멘티 신청을 받은 후에, 자신이 지도 받고 싶은 정책분야나 직무 분야를 조사하여 

정보서비스 요구를 악한다. 멘티의 심사와 욕구는 매칭과정에서 요한 기 이 

되고 있으므로 멘티의 특별한 욕구  모델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신청서 작성

멘티 모집 과정에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3) 멘티 교육

멘티에게도 사 교육이 필요하다. 멘티 교육은 멘티가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멘티에게 멘토링이 최 한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고 극 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함이다. 멘티 교육 역시 사 교육뿐 아니라 활동 에도 실시하

여 멘티의 만족도를 고려하고 활동내용을 수시로 검하도록 한다. 멘티⋅멘토의 

역할, 멘토링 기간과 만남의 횟수에 해 알려주고, 멘토로부터 받는 것만이 아니라 

멘티의 정 이고 극 인 태도와 반응이 멘토의 성장과 발 에도 기여할 수 있

다는 것을 강조한다.

4.3.3 결연(매칭)

1) 결연(매칭) 시 고려사항

멘토와 멘티를 매칭 할 때는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결연(매칭)은 정책

정보멘토링 활동 반에 있어 멘티와 멘토의 만족도와 지속성에 향을 미치는 만

큼 멘토링 활동 성공의 여부를 결정짓는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멘티와 

멘토의 결연이 잘 될 수 있도록 신 하게 고려해야 한다.

(1) 요구 고려

결연(매칭) 에 멘티와 멘토의 요구를 악해야 한다. 멘티의 경우에 정책정보멘

토링서비스에서 자신이 도움을 받고 싶은 정책분야나 결연(매칭)하고 싶은 멘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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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멘토의 공분야나 학 , 직책, 그리고 멘토가 근무

하는 기 의 특성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한 멘티와 멘토의 심사, 멘토링에 참

여하는 동기와 욕구가 비슷한지 고려하여 결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2) 성향과 성격 고려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는 사람과 사람끼리 면을 통해서 진행된다. 멘티와 멘토 

결연(매칭)에 있어서 자신의 요구가 맞을지라도 멘토의 성향이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멘토와 멘티는 자신의 성향이나 성격을 악하여, 어떤 멘토와 멘티

를 결연(매칭) 시켜야 멘토링 활동이 효과 으로 진행될지를 생각해보도록 해야 한

다. 결연 리자는 멘토와 멘티의 결연(매칭)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 에 멘

토와 멘티에게 성격과 성향을 악할 수 있는 MBTI 검사나 DISC 검사를 실시하

여, 객 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성격과 성향을 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비할 수 있다. 

(3) 근성 고려

일반 으로 멘티와 멘토의 근무지가 가깝거나 근성이 좋은 경우 멘토링이 원활

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고려

하는 것은 원만한 활동뿐만 아니라 지속 인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 

(4) 성별 고려

여성 멘티와 남성 멘토, 남성 멘티와 여성 멘토와 같이 성별 교차 결연이 같은 성

별 결연에 비해 멘토링 계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효과 이지 않다는 일 된 주장

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성별 교차 결연은 사례에 따라 다른 결과를 기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멘토링에서는 동일성별 결연을 기반으로 하지만 멘티나 멘토의 

재 상황과 요구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업무분야 는 심사 고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재 멘티의 업무분야뿐 아니라 심주제분야를 함

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멘티가 재 경험하고 있는 직무환경, 직무 분야, 업무

능력, 업무태도  개인  는 업무와 련한 심주제 등에 한 반 인 사항

을 고려해야 한다.

2) 결연(매칭) 방법

멘토링 결연 방법은 사 정보에 따라 결연 리자에 의한 결연, 크 이션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결연, 멘티에 의한 멘토 직  선정 등 다양하다. 

이  정책정보멘토링에서는 멘티가 멘토를 직  결정하는 결연 방법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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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결연 리자인 세종도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담당자가 일방 으로 매칭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 에 신청 수된 멘토 풀을 활용하여 멘티가 직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정책정보멘토링을 하는 주체는 담당자가 아니라 멘티와 멘

토이기 때문이다. 즉 멘티의 요구에 이 맞추어진 멘토링에서, 멘티가 원하는 정

책정보  련 업무를 악하여 그와 련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원이나 노하우, 

경험에 한 지원이 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멘토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 

멘티를 결정하는 것도 요하지만, 멘티의 요구에 따라 멘토가 결정되는 것이 더 

요하다. 멘티가 원하는 정보서비스  문성, 역량 강화를 제공하기 해서는 멘티

가 직  멘토를 선정할 수 있도록 담당자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결연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13> 멘토링 결연과정 도식화

4.3.4 활동 

1) 학습(연구) 지원

연구지원은 1:1로 이루어진다. 멘토 개인의 노력이나 조직의 지원을 통해 소유한 

역량과 다양한 문지식을 멘티가 희망하는 연구 는 학습의 목 과 진도에 맞추

어 교육, 훈련, 자율학습 등을 통해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때 멘토는 

한 도구와 행동의 자유를 주어 멘티가 스스로 해 보도록 하고 결과에 하여 구체

이고 솔직한 피드백을 해 으로써 멘티의 잠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

다. 이러한 멘토의 학습(연구) 지원은 멘티의 업무와 련한 안 문제  연구 과

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 체계가 되어주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2) 지식 달 지원

정책 입안, 수립, 결정과 련한 업무와 연 하여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있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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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나 정보를 교류, 달, 공유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때 멘토링은 멘티의 

주제분야  심분야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데 을 둔다. 즉, 멘토

는 멘티와 함께 업무와 련한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로 하는 지식 정보의 우선순

를 정하여 극 으로 교류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멘티는 다양한 정

보원을 통해 업무와 련하여 필요한 정보  지식 습득을 통해 요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된다.

3) 경력지원

멘토가 가지고 있는 장경험을 바탕으로 멘티의 경력을 개발함으로써 멘티의 업

무와 련한 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는 멘토가 

가지고 있는 정책정보 련 인 네트워크 소개, 정책정보 련 정보원 제공, 정책정보 

경험 달, 정책정보 커뮤니티 등을 멘티와 공유함으로써 멘티, 멘토 상호 간의 

문성을 개발할 수 있다. 이는 멘티와 멘토 각각에게 개인  성장을 제공하여 새로

운 비 을 제시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4) 리더십 함양 지원

유능한 멘토는 멘티의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응방법을 바꿀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멘토링을 통해 멘티의 능력을 개발하고 창의력을 살려 개인 으로 리더

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 멘토에게는 멘티에 한 교육, 상담, 코치, 후

원, 조정의 과정이 요구된다.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멘토의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

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멘티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커뮤니 이션 능력의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성장한 멘티는 새로운 

멘토가 되어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멘토 개발의 한 주축이 될 수 

있다.

4.3.5 평가 

1) 평가목

평가는 정책정보멘토링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을 확인하고 

공유하는 과정이다. 평가단계에서는 활동했던 사진자료나 상, 멘토링 활동을 통해

서 느낀 소감이나 감정, 수고했다는 메시지나 후속 활동에 한 논의, 얻어진 결과

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정보 공유  논의 등을 포함한다. 평가의 목 은 크

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목 을 달성한 경우에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추후의 다른 활동에 용할 수 

있을 것이며, 목 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 실패 요인을 악하여야 하고, 목 을 

달성한 그룹과의 토론 등을 통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얻어진 결과물을 확인하고 공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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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멘티들의 소감이나 얻어진 결과물에 해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운 방식으로 

공유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나 정보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한 서로에

게 도움이 되었거나 아쉬웠던 을 자유롭게 표 하는 과정도 포함할 수 있다. 

셋째,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에 필요한 이나 개선 을 악하는데 있다. 정책정

보멘토링 활동을 통해 악된 필요  개선해야 될 사항은 다음번 정책정보멘토링

서비스에 반 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2) 평가방법

평가는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양  평가와 질  평가가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먼  양  평가는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활동 종료 후 멘티와 멘토 

각각을 상으로 한 설문지를 개발하여 정책정보멘토링 평가단계에서 만족도 조사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  평가는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은 활동일

지나 활동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정책정보멘

토링서비스에 한 멘토와 멘티 모두의 반 인 만족도를 알 수 있으며, 멘토와 

멘티 서로에게 필요한 과 개선할  그리고 느끼는 감정이나 패턴들을 알 수 있

게 된다. 멘토링 활동 이후 멘티 스스로 자신의 변화를 기술하는 주 인 보고가 

만족스럽다면 멘토링 활동을 통해 자아존 감을 포함하여 다양한 멘토링 효과를 나

타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김지연 2010). 한, 멘티가 느끼는 멘토의 진정성, 멘토

의 원조에 한 멘티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 멘티에게 정 인 멘토링 효과가 있다

고 볼 수 있다(김지연, 정소연 2010).

4.4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기대효과

멘토링은 모든 단계에서 상호 학습과 성장을 함께 나 는 방향 인간 계를 의

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으로 멘토링 운 은 지식 등 노하우가 수되고 조직

의 핵심가치나 조직문화의 강화/유지에 기여하며, 인재개발이나 외부 우수인력의 유

치에 정  향을  수 있다는 기 효과를 가진다. 이를 기반으로 정책정보멘토

링서비스 운 을 통해 기 할 수 있는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인 네트워크 형성

상호 교류로 인한 련기  간 폭넓은 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이는 멘토

링 참여자 간의 실무 커뮤니티 형성을 유도하며 정책정보서비스 기  간의 력체

제 구축을 도모할 수 있다. 한 타 기 의 문 인 정보, 노하우, 아이디어의 공

유  수 등으로 다양한 정보교류  경험지식 습득이 용이해짐으로써 주제분야

별 정보원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문성이 강화된 정책정보 문 참고정보

서비스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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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능력 향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멘토와 직 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련된 노하우와 테크닉

을 보다 빨리 습득하여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 담당 업무에 해 상

시 으로 조언을 얻고 응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정책정보 련 업무처리가 가능

하다. 이는 정책정보 문가로서의 능력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정책정보 문참고사서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 

3) 성장과 학습의 기회 

외부 문 인력과의 계 형성을 통해 멘티뿐 아니라 멘토에게도 성장과 학습의 

기회가 된다는 에서 업무 련 정보수요를 충족시키며, 정책정보 련 정보원 구축 

 확충이 가능해짐으로써 문가 그룹을 활용한 문 참고서비스 연계에 기여할 

수 있다.

4) 이용자맞춤화서비스 효과 

정책정보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명확한 커뮤니 이션을 통해 정책정보서비스 이

용자의 정책정보요구에 한 맞춤형서비스 실 이 가능해진다. 한 주제분야별 정

책정보원 구축을 기반으로 정책정보교육  연구 지원을 통한 정책정보의 축 과 

융합으로 새로운 패턴의 정책정보콘텐츠 개발  재창출이 가능해진다.

5) 실무 인 경험 

정책정보 분야 문가와의 연계 멘토링은 실제 정책정보를 생산하는 부처나 기

들이 참여함으로써 그 기 이 운 하는 실무 인 경험을 엿볼 수 있고, 어떤 시스

템으로 운용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장 실무자에게 최 화된 신규 서

비스 개발이 가능하며 보다 질 높은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

다.

6) 기타 정책정보멘토링 효과 

그 외에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를 통한 기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내용들을 구체

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정보 련기 과의 력네트워크 구축

⋅정책정보 련 인 네트워크 소개

⋅주제별 앙정보기 의 최신 정책정보, 연구동향, 정책분야별 동향 등에 한 

정보 제공

⋅주제분야별 정책정보 정보원 제공

⋅정책정보 련 지식정보소스 연결  방향성 제시

⋅정책입안, 수립, 결정 련 업무 시 필요정보 수요 충족

⋅교육  연구를 한 생생한 정책정보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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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서비스 실무담당자의 정책정보 문가로서 능력 향상

⋅정책연구자의 고민 탐색  방향성 제시 가능

⋅멘토로부터 리더십, 리자의 역할, 태도, 동료와의 계 등에 한 경험과 지식

달

⋅멘토링 모임에서의 토론  상담을 통한 경험과 지식 달

⋅멘토링 신청자와의 면담을 통해 참여자가 원하는 멘토링 로그램 제공

⋅ 문 정보서비스 담당사서 간의 계 구축과 상호 간 문성 개발

⋅사회  조언자로서 개인의 경력개발에 조언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한 정책정보 교육  연구 지원

⋅실무커뮤니티 육성

⋅ 문가 인력 풀을 활용한 문 FAQ 서비스 가능

⋅이용자 질문에 한 코멘트  제안 서비스 가능

⋅정책정보서비스의 단계별 진행을 통한 정보서비스 고도화 

4.5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영모형 구성요소

4.5.1 인적 구성요소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인  구성요소는 멘티(mentee), 멘토(mentor), 결연 리

자(coordinator), 슈퍼바이 (supervisor)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4-14>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인적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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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멘티

멘티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며, 상 인 멘토를 통하여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정책정보멘토링에서 멘티는 업무상 정책정보가 필요한 정책분야 

계부처 공무원, 정책연구자  정책정보멘토링 활동의 취지와 참여에 동의를 한 사

람으로 한다.

구분 설 명

멘티 자격

- 정부 부처 계자

- 정책분야 계부처 공무원

- 정책분야 계부처 연구원

- 정부  공공기  정책 결정자

- 정책정보서비스 실무담당자

- 정책분야 연구 교사  학원생

- 주제별 정책분야 연구자

- 주제별 정책연구소 연구원

- 일반 국민

멘티 역할

- 정책 련 지식·정보의 습득

- 업무 련 목표의 설정과 교류를 통한 경력 개발

-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업무 련 필요 정보  지식습득

- 계연습

- 내 성장

- 새로운 형태의 질 높은 콘텐츠 발견  업무 용

- 활동보고

<표 4-36> 멘티의 자격과 역할

2) 멘토

멘토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정책분야별 문가나 정책정보원에 해서 경험이

나 노하우를 가지고 정책정보 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실무자  정책정보멘

토링 활동의 취지에 동의하고, 약속한 멘토링 기간 동안 지속 인 활동을 할 수 있

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멘토로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반드시 소정의 멘토 교육 이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멘토 자격을 부여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멘토는 멘티와 합의하여 결정한 역할을 담당하며, 일방 인 교육보다는 발견하며, 

들어주고 질문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즉 멘토는 문성, 열정, 경청 

 상담, 이해  인내 등을 가지고 후원, 코칭, 보호, 도  업무부여, 커뮤니 이

션, 상담, 수용  지원, 우정 등을 통해 멘티에게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

람을 의미한다.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에서는 업무와 련하여 멘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제공, 정책정보 검색 방법 제공, 정책정보 정보원 제공  연결, 정책 

입안⋅수립⋅결정에 필요한 기본 정보 소스의 연결  링크 역할과 방향성을 제공

함으로써 멘티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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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 명

멘토 자격

- 정책정보서비스 실무기  담당자

- 정책정보서비스 문기  담당자

- 정책정보원 문사서

- 정책분야에 종사하는 문가

- 정책정보원 문가

- 주제별 정책 련 퇴직공무원

- 퇴직한 우수연구자

- 정책 문자원 사자

- 부처별 산하연구소

- 주제별 정책연구소

멘토 역할

- 노하우 제공, 정책정보 검색방법 제공

- 정책정보 정보원 제공  연결

- 정책입안·수립·결정에 필요한 기본정보소스의 연결  방향성 제공

- 교육상담·코치·후원 등의 과정 커뮤니 이션 능력의 향상

- 피드백을 통한 멘티의 잠재능력 향상

- 멘토 장경험을 바탕으로 상호 간 경력·업무· 문성 강화

- 개인성장과 새로운 비  제시

- 리더로서의 성장지원

<표 4-37> 멘토의 자격과 역할

3) 결연 리자(coordinator)

결연 리자(coordinator)는 정책정보멘토링을 운 하고 리하는 담 인력을 말

한다. 결연 리자는 멘토, 멘티의 상호 인 발달을 지원하는 담인력으로 정책정보

멘토링서비스의 효과 인 운 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이다. 결연 리자는 멘티  

멘토 모집, 교육, 결연(매칭), 활동 기획  진행, 평가 등 일련의 업무를 담당하며 

특히, 멘티와 멘토의 멘토링 계를 면 히 찰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직  개입을 

통해 멘토링 계 개선을 도와야 한다. 즉 결연 리자는 멘토링 계  활동내용

을 수시로 검하고 멘토의 활동내용을 피드백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한 멘티, 멘

토에게 필요한 자원을 악하고 연결해 주는 등의 노력을 통해 멘토링 계 구축과 

멘토링 목표 달성을 한 총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결연 리자는 멘티, 멘토의 사례 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담당하는 

사례 수를 정 수 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결연된 의 수가 많은 경우 별도

의 매니  체제로 운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에

서 형성된 ‘인력 풀’은 정보 콘텐츠 생산  효율 인 정책정보서비스 제공에 요

한 정보원이므로 지속 으로 인 자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 으로 리하는 것

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해진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가 종료되었다고 해도 멘토, 멘티

가 지속 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와 시간 등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요구된다. 

결국 결연 리자는 기획자, 운 자, 행정가, 매개자, 조정자, 교육자, 상담자, 재

자, 옹호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멘토링 서비스에 있어 효과  운 의 핵심

요소인 것이다. 따라서 재 국립세종도서 의 정책정보멘토링 담당자가 결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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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지정되는 것이 합하다. 즉 국립세종도서 의 멘토링 담당자는 다양한 역할 

수행과 정책정보멘토링이 추구하는 목표에 벗어나지 않도록 조 해야 하는 총체  

책임자이므로, 멘토링이나 정책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사람으로 상당

한 수 의 책임성이 주어져야 한다.

4) 슈퍼바이 (supervisor)

보뿐만 아니라 경험이 많은 문가 수 의 멘토조차도 반드시 슈퍼바이 를 필

요로 한다. 멘토는 슈퍼바이 의 존재만으로도 보다 자신감을 갖고 멘토링에 임할 

수 있다(Ramani, Gruppen, and Kachur, 2006).

슈퍼바이 란 ‘감독자’란 뜻으로 해석이 되며, 슈퍼비 을 담당하는 문가로서, 

시설 내의 직원을 지도 감독하고 상  행정기 이나 경  주체에 소속하여 장기

, 시설의 직원을 지도, 감독하는 자를 일컫는 말이다(이철수 외 2009). 정책정보멘

토링의 슈퍼바이 는 정책정보와 멘토링에 한 이해뿐 아니라 멘토를 지지하고 사

례 심의 구체 이고 직 인 슈퍼비 을 제공할 수 있는 문가이어야 한다. 

멘토와 간 리자 역할을 하는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담당자가 

슈퍼바이  역할까지 담당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는 사례별로 구체 인 슈퍼버

을 컨설  할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사례에 따라 멘토들에게 제공되는 구체

인 슈퍼비 은 보다 질 높은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로 거듭날 것이고, 멘토링에 

한 멘티의 만족도도 올라갈 것이다. 슈퍼비 은 일회 인 강의, 교육, 자문, 컨설

과 구별되며, 멘토링의  기간에 걸쳐 동일한 슈퍼바이 에 의해 지속 으로 제공

되어야 한다(김지연 2010).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에 필요한 인  구성 요소를 상과 역할로 구분하여 정리

하면 <표 4-38>와 같다.

구 분 멘 티 멘 토 결 연 리 자 슈 퍼 바 이

상

- 정책분야에 종사하

는 정부부처 계

자

- 정부소속 연구소 

연구원

- 정책분야를 연구하

는 교사나 학원

생

- 정책분야에 종사

하는 문가

- 정책정보원 문 

사서 

- 정책정보원 문

가

- 세종도서

- 정 책 정 보 멘 토 링 

서비스 운   

실무 담당자 

- 멘토링 문가

- 정책 문가 

역할

- 필요한 정책정보원 

발견 

- 계연습

- 내 성장

- 새로운 형태의 질 

높은 콘텐츠 발견

- 활동보고 등

- 역할모델

- 자원 활용

- 계연습

- 자기발견

- 내 성장

- 교육  슈퍼비  

이수

- 활동보고

- 사례 리

- 멘토발굴⋅양성

- 멘토 교육

- 멘티 교육

- 멘토와 멘티 리

- 로그램 리

- 개입과정지도

- 문제해결 략  

방법 안내

- 멘토 지지를 통한 

멘토링 계 향상 

지원

- 효과 인 멘토링

서비스를 한 교

육설계 지원 

<표 4-38>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영 시 필요한 인적요소



 제 4장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  213

분야 문 기 문 가  수

공공질서  안
- 법원도서

- 국가보훈처 운 지원과 (자료실 리)
2명

과학기술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도서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교수

- 한국원자력연구원

6명

교육

- 한민국학술원

- KERIS 외 력부

- 국립특수교육원

3명

교통  물류

- 한국교통연구원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 과장

- 인천항만공사 기획조정실장

3명

국방
- 국방과학연구소

- 한국국방연구원(KIDA) 지식정보실
2명

국토개발

- 충북발 연구원 연구기획실

- 충남발 연구원 정보자료

- 남발 연구원

- 이화여  교육 학원 원장(지리정보)

- 국토교통부 장  비상안 기획

5명

농림·축산 - 한국농 경제연구원 창의정보실 1명

문화체육

- 국사편찬 원회 연구편찬정보화실

-  교수

- 행정 심복합도시건설청 문화도시기획

- 충남  교수

- 멘토링코리아 컨설

- 국립한 박물

- 한국 문도서 의회

- 충남 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문화체육 부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

9명

보건

- 아산사회복지재단

-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  국장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서기

- 남서울  교수

4명

사회복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남서울  교수
2명

산업·통상· 소기업

- 산업연구원 소장

- 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  SERI 지식정보

- 한국소비자원 정보교육국 

8명

<표 4-39> 주제분야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멘토풀(예)

4.5.2 내용적 구성요소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내용  구성 요소에서 무엇보다 요한 것은 정책정보의 

범 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련하여 정책정보 기능

분류(BRM) 체계에 의한 주제분야별로 멘토링 서비스 풀을 구성하고자 하 다.

1) 주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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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 과

- 산업통상자원부 운 지원과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소재부품정책과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일반공공행정 -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장 공보 력 비서 1명

재정·세제· 융

- 기획재정부 자료실

- 한국개발연구원 앙도서실

- KDI자료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보 리

4명

통신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명

통일·외교 - 한일 력 원회 1명

해양수산

-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과학도서

- 국립해양박물 운 지원단

- 코션컨설

- 앙해양안 심 원 심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

5명

환경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

- 국립환경과학원 공업연구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5명

2) 로그램 구성요소

정책정보멘토링 로그램 구성 요소는 크게 교육, 구조화, 참여, 공유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교육

교육은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를 진행하는데 가장 요하고 핵심 인 부분이다. 교

육에는 멘티와 멘토에 한 멘토링 사  교육과 멘토를 상으로 하는 지속 인 교

육이 포함된다. 한, 멘티의 멘토 선정 안내 교육, 정책정보와 련된 정보원 교육, 

정보검색, 정책결정과정 내 수반되는 각종 업무능력 향상 등의 교육 강좌 개설 등

이 포함된다. 결과 으로 교육은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가 효과 으로 진행될 수 있

도록 하는 멘토링 활동 자체가 하나의 학습과정이 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② 구조화 

구조화는 정책정보멘토링이 지속 으로 유지되고, ‘인력 풀’이 형성·운 되기 해 

특히 요한 부분이다. 멘토링은 ‘ 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서로에게 책임 있

는 행동이 요구된다. 활동 반에 걸쳐 멘토와 멘티가 지켜야 할 멘토링 규칙 즉, 

개별활동이나 집단 활동의 내용과 횟수, 련된 교육 횟수, 평가 등을 포함한 일련

의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더불어 

멘토링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 인 활동, 극 인 참여, 활동일지 작성, 교육 

 슈퍼비  참여 등을 강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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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참여

참여는 멘티와 멘토가 멘토링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멘

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악할 수 있는 수요조사가 기본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련기 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홍보

를 병행하여 기 이 멘토링에 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멘티와 멘토를 지지하도록 

해야 한다.

④ 공유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주 목 은 멘티들이 요구하는 정책정보 분야에서 해당되

는 주제분야의 경험이나 노하우, 정보원들을 탐색, 제공하고, 재가공  공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정보멘토링을 통해 얻어진 경험이나 노하우를 기반으로 결집한 

정보원들이나 콘텐츠들은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유라는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원이나 콘텐츠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세부 활동내용

(1) 활동형태

최 의 정책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멘토와 멘티의 개별 인 만남뿐만 

아니라 집단 로그램, 온·오 라인 멘토링 등 다양한 커뮤니 이션을 통해서 정책정

보와 련된 경험이나 노하우, 정보원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한 정책정보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멘토와 멘티가 ‘인력 풀’을 형성하고, 지속 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4-15> 멘토-멘티 결연활동 방법 예시

① 개별활동

개별활동은 형 인 멘토링 활동 방식이다. 멘티, 멘토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

동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일 일, 문자, 메신 ,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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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  소통이 포함된다. 이때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한 멘토링 활동은 부족한 

면  면 만남을 보완해 주고, 시⋅공간  제약을 해소해주는 데 기여할 것이다.

개별활동의 내용은 일방 으로 정하지 않아야 하며, 멘티의 선호와 심, 멘티와 

멘토의 요구를 기반으로 멘티와 멘토가 함께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활동

에는 멘티와 멘토가 함께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해 필요하거나 부족한 정책정보 

 노하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능력개발을 한 업무지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다른 의 멘티나 멘토와 비교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사 에 지도해야 한다.

② 집단 활동

집단 활동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다수의 멘티, 멘토가 함께 활동에 참여하는 형

태이다.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멘티와 멘토는 둘 간의 계뿐 아니

라 다양한 멘티, 멘토 계를 찰하고 경험할 수 있어 정  향을 제공할 수 

있다. 집단 활동 역시 멘티와 멘토 간의 계를 증진하기 한 목 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는 에서 멘토는 멘토끼리, 멘티는 멘티끼리 모이게 되는 활동은 크게 의

미가 없다는 에 유의해야 한다. 집단 활동은 멘토링의 결연식과 활동 반의 어

색함을 이는 데 합하다.

③ 온라인 멘토링

최근 멘토링은 시⋅공간  변화에 따라 면  면의 통  멘토링 방식이 아닌 온

라인 멘토링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정책정보멘토링 상자들의 경우 업무

와 련하여 멘토링 내용이 구조화되기 때문에 업무시간 내 상호 교류가 빈번해질 

수 있다. 그러나 행정⋅정책분야 정보서비스의 핵심 이용자층으로 기 되는 공무원

의 경우 정책정보 문가 는 정책정보서비스 기  실무자와의 공식 인 업무시간

이 복되므로 오 라인상의 멘토링 활동을 기 하기 힘들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

한 시⋅공간  제약을 보완하기 해서는 일  일 는 집단 활동 보다 온라인을 

통한 멘토링 활동이 더 합할 수 있다. 이를 해서 홈페이지 구축과 활용, 온라인 

랫폼 구 을 고려해야 한다.

(2) 활동내용

정책정보멘토링 활동의 내용을 목표에 따른 멘토링 유형별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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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목 표 활 동 내용

학습(연구)

지원

정책 련 멘티의 정보수요에 따른 문제해결 활동

정책정보 연구동향  주제분야별 정책동향 제공

정책 련 국내외 자료의 정리요약

이용자 질문에 한 코멘트  제안

정책 자료와 해외자료의 연결, 재가공

정책연구자의 고민 탐색  방향성 제시 가능

정책 입안, 수립, 결정과 련한 업무상담 활동

교육  연구를 한 우선순  지식정보소스 연결  방향성 제시

지식 달

정책정보서비스의 상이 되는 멘티를 상으로 최신 정책정보  정보원 제공, 정책분

야별 연구정보  정보원 제공 활동

정책 입안, 수립, 결정 등의 업무과정 반에 필요한 지식 제공 활동

앙정보기 의 최신 정책정보 제공

토론  상담을 통한 경험과 지식 달

정책정보 기 목록 제공

정책정보 정보원 제공  링크역할

정책 자료와 해외자료의 연결, 재가공을 통한 정책지식 제공

리더십, 리자의 역할, 태도, 동료와의 계 등에 한 경험과 지식 달

경력지원

정책 련 장경험을 통한 멘토의 경험  노하우 제공으로 멘티의 문성 개발  강

화 활동

정책정보 장 용 사례 발굴  제공 활동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웹진  소식지 발행

정책정보 장 용사례 제공

멘토의 경력개발 활동

정책정보서비스 실무담당자의 정책정보 문가로서 능력 개발 지원

정책정보 련 인 네트워크 소개

정책정보 운  반에 한 컨설  활동

리더십 지원

멘토의 리더십 능력 함양

타인의 성장을 돕는 경험을 통해 지를 높임

정책정보 련기 과의 력네트워크 구축

정책정보 련 실무커뮤니티 구축  육성

<표 4-40> 목표에 따른 정책정보멘토링 유형

(3) 멘토링 활동의 용 방법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는 정책정보서비스 담당기  실무자나 정책정보 문가인 멘

토와 정부  공공기  정책결정자인 정책 련 계부처 공무원과 정책분야 연구자

인 멘티 간 이루어지는 주도  멘토링 활동내용을 반복 실행함으로써 그 목 에 부

합하는 기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다. 에서 제시된 인 , 내용  구성 요소에 따

라 구축된 정책정보멘토링 운 모형(안)의 멘토링 활동 용 방법 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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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멘토링 활동의 적용 방법

4.5.3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영예산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체  세부 일정을 수립·확정하기에 앞서 정책정보멘

토링서비스의 효율  운 을 해 필요한 산 과정  세부 항목을 제시하면 다음 

<표 4-41>와 같다. 

과 정 세 부 항 목

추진과정

운 안 개발

매뉴얼 개발

홈페이지 구축

홈페이지 리·운 비

교육과정

문가 양성

장 오리엔테이션

장 

장 보수교육

멘토, 멘티 결연식

교재 제작

활동과정

미  활동비

커뮤니티 운 비

컨설  출장

평가과정

평가컨설  출장

우수자 보상비

멘토 인증서 수여

행정경비

강사 출장 여비

행정서식 개발

부가가치세

<표 4-41>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영 예산과정 및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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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홈페이지 구성안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시스템의 구성은 멘토링 소개, 멘토 신청, 멘티 신청, 커뮤니

티 운 , 상 멘토링, 토론  질의응답방, 수상  성공사례, 자료실, My 멘토링 

등이 있어야 한다. 

<그림 4-17>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홈페이지(안)

1) 멘토링 소개

이 부분에서는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를 안내해야 한다. 이 서비스

의 체 인 모형, 추진 배경, 실행 차, 제공 방법, 기 효과에 해 소개해야 한

다. 한 멘토의 구성, 멘티의 구성, 멘토의 역할, 멘토링 내용 등을 구체 으로 소

개할 수 있다. 멘토와 멘티의 자질, 멘토, 멘티에게 주어지는 혜택 등도 반드시 제

시해야 한다. 

2) 멘토 신청

이 부분에서는 멘토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 이 멘토로서 참여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 화면에서 기 용  개인용 멘토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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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고 일을 게시  형태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형식도 제공해야 한다. 

3) 멘티 신청

이 부분에서는 멘티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 이 멘티로서 참여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 화면에서 기 용  개인용 멘티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을 게시  형태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형식도 제공해야 한다. 

4) 커뮤니티 운

정책정보멘토링 유형별 커뮤니티, 정책정보 주제별 멘토링 커뮤니티, 멘토-멘티

방, 멘토-멘티그룹 간 Joint 커뮤니티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 하여 원활한 멘토

링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5) 상 멘토링

주제분야별로 권  있는 사람(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이 10분 이내의 동 상을 

촬 하여 게재하고, 이를 통해 멘토-멘티의 연결, 멘토링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을 

한 정보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6) 토론  질의응답방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와 련하여 논의를 하거나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곳

토론클럽에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서  계자는 이곳의 활동

을 집 으로 리할 필요가 있다. 

7) 수상  성공사례

매년 정책정보멘토링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수상을 하고 그 성공사례를 소개한

다. 각종 활동사진과 함께 수상  성공사례를 제시하고 수상 사진 등을 탑재하여 

공유할 수 있게 하여 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8) 자료실

정책정보멘토링 오리엔테이션 자료, 각종 멘토링 련 자료, 멘토링 가이드라인, 

정책정보기  목록 등 정책정보멘토링에 한 각종 자료를 게시하여 활용할 수 있

도록 한다.

9) My 멘토링

멘토/멘티 신청 황, 신청 내역, 정책정보멘토링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 는 

리자와 주고받은 쪽지 리, 수상  우수사례 선정 이력 등 멘토링 활동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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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활동 내역들을 한 에 볼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4-18>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홈페이지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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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1.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이해

1.1 정책정보멘토링의 개념

1.2 정책정보멘토링의 목

1.3 정책정보멘토링의 환경  요구분석

1.4 정책정보멘토링의 기능  기 효과

1.5 활용 유의사항

2. 정책정보멘토링 모델
2.1 정책정보멘토링의 계발 의 과정

2.2 정책정보멘토링의 운 모형

3.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구성 요소
3.1 인  구성요소

3.2 내용  구성요소

4.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로그램 실제

4.1 비단계

4.2 모집  교육

4.3 결연(매칭)

4.4 활동

4.5 평가

5. 성공  멘토링의 기술과 략

5.1 성공 멘토가 되기 한 기술과 략

5.2 멘토링 계의 사이클

5.3 멘토링 역할수행을 한 주요 기술

5.4 성공  멘토링 로그램 계획을 한 3단계 략

5,5 정책정보멘토링 망과 안

<표 4-42>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영매뉴얼

5.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영 매뉴얼(안)

본 연구는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 모형(안)에 이어 이를 운 하기 한 매뉴

얼을 제작하 다. 매뉴얼은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이해, 정책정보멘토링 모델, 정

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구성 요소,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로그램 실제, 성공  

멘토링의 기술과 략 등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운  매뉴얼의 구성은 다음 

<표 4-42>와 같고,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  매뉴얼은 별책으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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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개요

2.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를 한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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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매뉴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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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1.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개요

1.1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필요성

정책이 국가의 미래지향 인 발 을 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해서는 

정책결정자가 공정하고 내실 있는 연구를 통해 정부 정책을 수립해야만 한다. 정책

정보는 이러한 정책결정자의 정책 개발  실행, 평가 등 업무 과정 반에서 문제

를 해결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해 반드시 필요한 근거  도구라 할 수 있다.

정책의 입안·집행·평가를 한 단 근거  도구로 활용하기 한 자료로서 정

책정보는 항상 면 한 정보 흐름 악을 통해 시기 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달

되는 내용은 정책 상황에 부응하는 성과 정확성을 지녀야 한다.

<그림 5-1> 국내정책정보서비스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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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책정보와 련된 몇몇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었듯이 행 정책정보서비스

시스템은 정책정보제공시스템 산재와 제공 자료의 복, 정책정보자료의 체계  

리 부족, 부가 정보  개인 맞춤형 기능과 같은 고도화된 정보서비스 부족 등의 

문제 으로 인해 문 인 정책정보 제공에 많은 한계가 있다.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는 정책정보의 고도화된 서비스로서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부처 공무원과 연구기  연구자들의 요구와 필요를 악해서 지원하는 실효성 

있고 문 인 정책정보자료 제공서비스이자 정책정보자료의 효율  활용을 극 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2>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개요

1.2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개념

이용자맞춤형서비스는 개인화(Personallization)와 맞춤화(Customization)를 통해 

개인 사용자의 특징이나 선호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자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공 자는 고객의 필요를 더 효과 이고 효율 으로 충족시키

며 수요자 간의 쉽고 빠른 커뮤니 이션 창구를 구축할 수 있다.

이용자맞춤형서비스는 공 자가 수요자에게 개별 으로 집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주며,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시간과 노력의 효과는 감하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 효율  서비스 제공방안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수요자의 정보욕구를 

상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공 자와 수요자간 만족스러운 계 형성을 통해 서

비스에 한 수요자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

정책정보서비스의 핵심 개념인 정책정보는 미래지향 인 행동 계획이며, 계획 작

성에 필수 인 것은 환경, 체제, 정책에 련된 사람들에 한 정책정보라 할 수 있

다(노 희 2014). 홍 진과 노 희(2007)의 연구에서는 정책정보를 ‘정책결정자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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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입안, 정책 결정, 정책 평가 등 정책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와 연구자  

일반 국민 등이 국내는 물론 세계의 정책에 해 알고자 할 때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이며, 주로 정책  과정의 결과물인 산출물 심의 정책 자료를 정책정보로 

한정할 수 있다고 정의하 다.

정책정보는 유일무이성, 문성, 특정성면에서 국가 으로 매우 가치가 있으며, 국

민 개개인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홍 진, 노 희 2008). 하지만 그동안 정책정

보서비스는 련기   시스템의 부재로 정책정보제공시스템의 분산  자료의 

복제공과 체계 인 리시스템 부족, 문 인 정보서비스를 제공의 한계 등 서비

스 제공에 한 문제 이 도출되었다.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는 이러한 국내 정책정보 리시스템의 문제를 해결

하고 국립세종도서 을 통해 정책정보 리를 일원화 하여 국가정책정보 인 라를 

발 키기 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해 이용자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정

책정보서비스에 한 구체  방향을 제시하여 정책정보서비스 안정화를 한 기  

토 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1.3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목적

이러한 토 를 바탕으로 각종 정책정보의 문  서비스 제공을 한 이용자맞춤

형정책정보서비스를 통해 국가정책정보 인 라를 제어하고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지원하여 정책정보의 효율 인 활용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

다. 이를 한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의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정보서비스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원에게 맞는 기   요구사항을 정

리하여 각자의 바른 역할을 제시하는데 있다. 정책정보서비스시스템은 한시 인 서

비스 제공을 한 것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해 지속 으로 발 할 수 있는 방향

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해 어느 한 쪽의 일방 인 정보제공  요구가 아닌 

정책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정보원을 공유하여 콘텐츠를 생성하는 

유기 인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둘째, 이용자의 요구를 반 한 정책정보서비스 고도화 기여에 있다. 이용자맞춤형

정책정보서비스는 기존의 정책정보제공 시스템의 한계와 문제 을 극복하고 정책정

보를 필요로 하는 집단이나 개인의 정보욕구를 악하여 원하는 정보를 재 소에 

제공하여 정책 련 실무자나 연구자가 정책에 한 문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

야 한다. 정책정보가 국가의 미래 발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기 해

서는 각종 정책정보에 한 맞춤형 개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정책정보서비스 네트워크 구성  커뮤니 이션 창구 개설에 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정책정보에 한 맞춤형 개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앙

부처, 지방자치기 , 정책연구기 에서 생산되는 정책 자료와 각 정책분야별 문가

가 생성하는 콘텐츠 등의 정책정보를 제어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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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지속 ·유기  력 없이는 어려운 일이므로 정책 련기   인 네트워크 

구성은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를 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맞춤형 개인화서비스를 통한 정책정보서비스 고도화를 

이루고 새로운 정책정보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정책정보서비스의 효율  제공을 한 운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용자

의 요구에 맞는 문 이고 고도화된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에 있어 가장 고려되어

야 하는 것은 정보의 효율  제공  서비스의 실효성이다. 이를 해 타 분야의 

맞춤형서비스를 벤치마킹하여 정책정보제공 기 의 실정에 맞는 효과 인 정보제공 

시스템  서비스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지속 이고 발 인 서비스시스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4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모형 개발절차

국립세종도서 의 주요 서비스인 정책정보서비스의 효율 인 제공을 하여 국립

세종도서 을 심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한 련 문헌  사례를 조사·분석하 으며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

스에 한 수요  요구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

스’ 모형을 최종 으로 개발하 다.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는 정부 운 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부 3.0에 맞는 개

인 심의 맞춤 정보서비스, 실시간 정보제공서비스, 수요자 심의 서비스를 한 

업무 수행에 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

비스 모형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5-3>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개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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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를 위한 수요조사

2.1 연구 설계 및 방법론

2.1.1 연구 설계 및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수요  요구조사를 하고자 하 으며, 설문

상은 17개 정부부처 공무원, 52개 국책연구소 연구원, 그리고 정부부처  국책연

구소 자료실 소속 문사서들이다. 먼  정부부처의 경우 해당 17개 부처를 상으

로 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 으며, 총 59부를 회수하 다. 다음으로 국책연구소 연

구원의 경우 각 연구소의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설문 상자를 조사하 다. 둘째, 홈

페이지에서 연구소의 주소, 우편번호, 설문지에 응답해  연구자 이름, 화번호 

등을 확보하 다. 연구자는 주로 정책정보 련 부서의 연구자를 확보하고자 하 다.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 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반송용 투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

으며 화를 통해 추가 으로 회신과 회수를 요청하여 총 37부를 회수하 다. 

문사서의 경우 부산에서 열린 정부기  자료실  국책연구소 자료실의 사서들을 

상으로 하는 워크 에 참여한 사서들을 상으로 설문을 수행하 다. 직  배포

를 통해 30명만이 설문에 응답하 다. 총 300부를 배포하여 126부를 회수하 으며, 

회수율은 42%이다. 

설문기간은 2014년 11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설문배포와 회수방법은 온

오 라인을 겸하여 이루어졌다. SPSS 통계패키지 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 고, 

모든 가설은 p<0.05 수 에서 검정되었다.

구 분 설  명

설문 상

- 17개 정부부처 공무원

- 52개 국책연구소 연구원

- 정부부처  국책연구소 자료실의 문사서

설문기간 - 2014년 11월 23일～12월 15일

설문장소  방법

- 17개 정부부처 직  방문

- 52개 국책연구소에 우편발송  화요청

- 정부부처  국책연구소 자료실의 문사서 상 부산 1박 2일 워크 (정

책정보 련 주제)에서 직  배포  회수

<표 5-1> 이용자맞춤형서비스 설문조사 설계

2.1.2 설문내용과 문항 구성

정책정보서비스에 한 수요를 악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정책정보  이용자

맞춤형서비스에 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문항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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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은 응답자의 개인  배경에 한 문항과,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에 

한 수요조사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설문문항은 검토  비설문을 

활용하여 본 설문  검증작업을 진행하 다. 설문지 내용과 문항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 사 역 조 사 내용

개인  배경

 성별

 연령

 직업

 직장 근무 경력

 재 담당하는 업무

 업무 는 연구와 가장 련 있는 주제분야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에 한 수요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의 유형별 제공 필요성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시 기 되는 서비스

 정책정보이용자의 정보제공 요구 시 공 자의 피드백 기간

 정책정보 유형별 최신성 유지의 필요성

 Web 기반 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시 고려사항

 정책정보 My Library 서비스에서 필요한 기능

 정책정보서비스를 한 블로그 운  시 고려해야할 사항

 모바일을 통한 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시 고려사항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표 5-2> 설문지의 내용과 문항 구성

2.2 분석결과

2.2.1 인구통계학적 특징

1) 성별

본 연구의 설문지에 참여한 응답자의 성별을 보면 <표 5-3>과 같다. 먼 , 설문

에 응답한 응답자는 총 126명이며, 남성은 62명으로 49.21%, 여성은 64명으로 50.79%로 

나타났으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항 목 빈 도 비 율 ( % )

성별
남 62 49.21

여 64 50.79

총합 126 100%

<표 5-3> 설문응답자의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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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설문응답자의 성별

2) 연령

다음으로 설문응답자의 연령을 조사하 으며, 그 결과 30∼39세와 40∼49세가 37.30%

로 가장 많이 응답하 으며, 20∼29세가 17.46%, 50세 이상이 7.94%인 것으로 나타

났다(<표 5-4> 참조).

항 목 빈 도 비 율 ( % )

20～29세 22 17.46 

30～39세 47 37.30

40～49세 47 37.30

50세 이상 10 7.94

<표 5-4> 설문응답자의 연령

<그림 5-5> 설문응답자의 연령

3) 직업

설문응답자의 직업 황을 조사한 결과, 정부부처 계자 46.83%, 연구원 26.19%, 

사서 23.81% 순으로 나타났다(<표 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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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빈 도 비 율 ( % )
정부부처 계자 50 46.83

사서 30 23.81 

연구원 33 26.19

기타 4 3.17

<표 5-5> 설문응답자의 직업

<그림 5-6> 설문응답자의 직업

4) 직장 근무 경력

설문 응답자의 직장 근무 경력을 조사한 결과, 5년 미만이 30.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년 이상∼10년 미만이 20.63%, 10년 이상∼15년 미만이 15.87%, 20년 

이상∼25년 미만이 14.29% 순으로 나타났다(<표 5-6> 참조).

항 목 빈 도 비 율 ( % )
5년 미만 39 30.95 

5년 이상~10년 미만 26 20.63
10년 이상~15년 미만 20 15.87 
15년 이상~20년 미만 11 8.73
20년 이상~25년 미만 18 14.29 

25년 이상 12 9.52 

<표 5-6> 직장 근무 경력 분포

<그림 5-7> 직장 근무 경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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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장 오랫동안 담당한 업무

설문응답자가 가장 오랫동안 담당한 업무에 하여 조사하 다. 그 결과 담당분야 

사업운 (31.7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정보 수집  리가 15.87%, 정책

연구가 9.52% 순으로 나타났다(<표 5-7> 참조). 그 외 오랫동안 담당한 업무로 정

책개발, 정책분석, 정책평가, 출   홍보 등이 있다.

항 목 빈 도 비 율 ( % )

정책연구 12 9.52
정책입안지원 5 3.97

정책개발 10 7.94
정책분석 7 5.56 
정책평가 2 1.59

정책정보 수집  리 20 15.87 
담당분야 사업운 40 31.75 
통계연구(통계분석) 6 4.76

출   홍보 7 5.56
황분석  평가 5 3.97

기타 12 9.52

<표 5-7> 가장 오랫동안 담당한 업무 분포

<그림 5-8> 가장 오랫동안 담당한 업무 분포

6) 업무 는 연구와 가장 련 있는 주제분야

설문응답자의 업무 는 연구와 가장 련 있는 주제분야를 조사하 으며, 그 결과 

문화체육 이 1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토개발과 일반공공행정 12.7%, 

과학기술 9.52%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교육, 농림‧축산, 산업‧통상‧ 소기업 

등의 주제분야를 조사하 다(<표 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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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요 하 지  

않 음

요 하 지

않 음
보 통 요 매 우  요

평 균
표

편 차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요구사항을 빠르게 처리하는 신속성 0 0.00 0 0.00 20 15.87 50 39.68 56 44.44 4.29 0.73

정보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 

근성
0 0.00 0 0.00 17 13.49 43 34.13 66 52.38 4.39 0.72

<표 5-9>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항 목 빈 도 비 율 ( % )

공공질서  안 1 0.79

과학기술 12 9.52 

교육 10 7.94 

교통  물류 2 1.59

국방 1 0.79

국토개발 16 12.70

농림·축산 9 7.14

문화체육 18 14.29

보건 4 3.17 

사회복지 13 10.32

산업·통상· 소기업 5 3.97 

일반공공행정 16 12.70

재정·세제· 융 5 3.97

통신 3 2.38

통일·외교 1 0.79

해양수산 1 0.79

환경 1 0.79

기타 8 6.35

<표 5-8> 업무 또는 연구와 가장 관련 있는 주제분야 분포

2.2.2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수요조사 결과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 한 수요를 조사하기 해 10개의 문항을 개

발하여 질의하 다. 각각의 응답결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시 고려할 사항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해 조사하 으며, 

그 결과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이 4.47, 정보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 근

성 4.39, 참고하는 정보원의 신뢰성 4.3, 요구사항을 빠르게 처리하는 신속성 4.29 

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평균이 3.9 이상으로 매우 높은 요구도를 보이고 있었

으며,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의 제공 시 항목에 나타난 내용을 모두 반 하여 

운 하기 해 노력해야 한다(<표 5-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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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 0 0.00 0 0.00 11 8.73 45 35.71 70 55.56 4.47 0.65

문가·비 문가에 따라 맞춤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차별성 
1 0.79 5 3.97 34 26.98 51 40.48 35 27.78 3.9 0.88

참고하는 정보원의 신뢰성 0 0.00 2 1.59 17 13.49 48 38.10 59 46.83 4.3 0.76

정기 으로 수요자 심 분야 

자료를 제공하는 지속성
0 0.00 4 3.17 25 19.84 56 44.44 41 32.54 4.06 0.81

기 (개인)  기 (개인)의 지속  

계 형성을 한 상호 력
0 0.00 3 2.38 23 18.25 55 43.65 45 35.71 4.13 0.79

기타 108 85.71 1 0.79 13 10.32 3 2.38 1 0.79 1.32 0.82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시 고려사항에 한 인식차이를 검증하 으며, 

요구사항을 빠르게 처리하는 신속성, 정보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 근성에 

하여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5-10> 참고).

항 목 빈 도 평 균 표 편 차 표 오 차 F p

요구사항을 빠르게 처리하는 

신속성

정부부처 계자 59 4.24 0.751 0.098

3.70 0.027
사서 30 4.47 0.629 0.115

연구원 33 4.33 0.692 0.120

기타 4 3.25 0.500 0.250

정보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 근성

정부부처 계자 59 4.31 0.771 0.100

3.76 0.025
사서 30 4.63 0.556 0.102

연구원 33 4.42 0.663 0.115

기타 4 3.50 0.577 0.289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

정부부처 계자 59 4.37 0.740 0.096

2.14 0.198
사서 30 4.67 0.479 0.088

연구원 33 4.52 0.619 0.108

기타 4 4.00 0.000 0.000

문가·비 문가에 따라 

맞춤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차별성 

정부부처 계자 59 3.83 0.813 0.106

2.50 0.125
사서 30 3.90 0.923 0.168

연구원 33 4.15 0.870 0.152

기타 4 3.00 1.155 0.577

참고하는 정보원의 신뢰성

정부부처 계자 59 4.22 0.767 0.100

1.39 0.500
사서 30 4.53 0.629 0.115

연구원 33 4.27 0.839 0.146

기타 4 4.00 0.816 0.408

정기 으로 수요자 심 분야 

자료를 제공하는 지속성

정부부처 계자 59 4.00 0.830 0.108

2.18 0.187
사서 30 4.27 0.640 0.117

연구원 33 4.09 0.879 0.153

기타 4 3.25 0.500 0.250

기 (개인)  기 (개인)의 

지속  계 형성을 한 

상호 력

정부부처 계자 59 3.95 0.839 0.109

2.34 0.153
사서 30 4.37 0.490 0.089

연구원 33 4.18 0.882 0.154

기타 4 4.50 0.577 0.289

기타

정부부처 계자 59 1.17 0.699 0.091

10.64 0.000
사서 30 1.00 0.000 0.000

연구원 33 1.70 1.015 0.177

기타 4 2.75 1.258 0.629

<표 5-10>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시 고려사항 인식 차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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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유형별 필요도 인식화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유형별 필요도를 조사하 다. 그 결과 최신정보

제공서비스(4.19)를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문가서비스 4.04, 모바일서

비스 4, 온라인정보서비스 3.98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유형에 따라 체 으로 평균 3.7 이상으로 높은 요구를 보이고 있었으며, 개인에게 

맞춰진 맞춤형서비스이다. 정책정보서비스인 만큼 최신정보와 문가 서비스에 더 

높은 요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1> 참고).

항 목

 
요 하 지  
않 음

요 하 지
않 음

보 통 요 매 우  요
평 균

표
편 차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태깅 서비스: 모든 정책정보자료에 

태그 작성 기능
1 0.79 4 3.17 55 43.65 38 30.16 28 22.22 3.7 0.88

My Library서비스: 이용자의 모든 

심사를 리할 수 있는 기능
0 0.00 2 1.59 39 30.95 51 40.48 34 26.98 3.93 0.8

최신정보제공서비스: 정책정보자료 

최신 업데이트 기능
0 0.00 0 0.00 22 17.46 58 46.03 46 36.51 4.19 0.71

WIKI서비스: 정책정보 련 

용어·개념·정보작성에 이용자 공동 

참여·활용 기능

1 0.79 3 2.38 46 36.51 48 38.10 28 22.22 3.79 0.84

인용정보서비스: 정책정보에 한 

인용정보 제공
1 0.79 4 3.17 44 34.92 46 36.51 31 24.60 3.81 0.87

문가서비스: 정책분야 문가의 

지원 통로 마련
1 0.79 2 1.59 29 23.02 53 42.06 41 32.54 4.04 0.83

온라인정보서비스: 정책정보 문사서를 

통한 실시간 정보이용안내
1 0.79 3 2.38 31 24.60 54 42.86 37 29.37 3.98 0.84

클라우드 서비스: 네트워크에 연결된 

서버를 통해 정책정보와 련된 

소 트웨어  콘텐츠 활용

0 0.00 8 6.35 42 33.33 43 34.13 33 26.19 3.8 0.9

시맨틱 웹서비스: 정책정보 지식을 

분류하고 계를 설정하여 

정보탐색기능 강화

1 0.79 5 3.97 35 27.78 48 38.10 37 29.37 3.91 0.89

빅데이터 서비스: 정책정보 

생성·양·형식의 데이터분석을 통한 

정보제공 

1 0.79 7 5.56 29 23.02 48 38.10 41 32.54 3.96 0.92

Linked Data서비스: Web상에 

존재하는 각각의 정책정보 데이터 연결
1 0.79 7 5.56 28 22.22 53 42.06 37 29.37 3.94 0.9

모바일서비스: 이동단말기를 통해 

Web 상의 서비스 이용
1 0.79 4 3.17 31 24.60 48 38.10 42 33.33 4 0.89

기타 107 84.92 1 0.79 14 11.11 3 2.38 1 0.79 1.33 0.83

<표 5-11>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유형별 필요도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유형별 필요도에 한 인식차이를 검증하 다. 

그 결과 태깅 서비스, WIKI 서비스, 인용정보서비스 항목에 하여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 태깅 서비스와 WIKI 서비스, 인용정보서비스에 하여 정부부처 계

자의 요구도가 비교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난 반면, 연구원의 요구는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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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빈 도 평 균 표 편 차 표 오 차 F p

태깅 서비스: 모든 

정책정보 자료에 태그 

작성 기능

정부부처 계자 59 3.51 0.838 0.109

3.38 0.041
사서 30 3.67 0.802 0.146

연구원 33 4.09 0.879 0.153

기타 4 3.50 1.291 0.645

My Library서비스: 

이용자의 모든 심사를 

리할 수 있는 기능

정부부처 계자 59 3.71 0.789 0.103

3.18 0.053
사서 30 4.17 0.699 0.128

연구원 33 4.12 0.820 0.143

기타 4 3.75 0.957 0.479

최신정보제공서비스: 

정책정보자료 최신 

업데이트 기능

정부부처 계자 59 4.03 0.718 0.094

2.16 0.193
사서 30 4.37 0.615 0.112

연구원 33 4.33 0.736 0.128

기타 4 4.00 0.816 0.408

WIKI 서비스: 

정책정보 련 

용어·개념·정보작성에 

이용자 공동 참여·활용 

기능

정부부처 계자 59 3.61 0.871 0.113

3.58 0.032
사서 30 3.70 0.750 0.137

연구원 33 4.18 0.808 0.141

기타 4 3.75 0.500 0.250

인용정보서비스: 

정책정보에 한 

인용정보 제공

정부부처 계자 59 3.56 0.915 0.119

3.55 0.033
사서 30 3.97 0.765 0.140

연구원 33 4.12 0.781 0.136

기타 4 3.75 0.957 0.479

문가서비스: 정책분야 

문가의 지원 통로 마련

정부부처 계자 59 3.90 0.941 0.123

1.17 0.647
사서 30 4.13 0.629 0.115

연구원 33 4.21 0.781 0.136

기타 4 4.00 0.816 0.408

온라인정보서비스: 

정책정보 문사서를 통한 

실시간 정보이용안내

정부부처 계자 59 3.92 0.816 0.106

1.04 0.756
사서 30 4.17 0.747 0.136

연구원 33 3.97 0.984 0.171

기타 4 3.50 0.577 0.289

클라우드 서비스: 

네트워크에 연결된 서버를 

통해 정책정보와 련된 

소 트웨어  콘텐츠 활용

정부부처 계자 59 3.71 0.872 0.114

1.11 0.697
사서 30 3.97 0.765 0.140

연구원 33 3.88 1.023 0.178

기타 4 3.25 1.258 0.629

시맨틱 웹서비스: 

정책정보 지식을 분류하고 

계를 설정하여 

정보탐색기능 강화

정부부처 계자 59 3.69 0.951 0.124

2.50 0.125
사서 30 4.13 0.629 0.115

연구원 33 4.12 0.927 0.161

기타 4 3.75 0.957 0.479

빅데이터 서비스: 

정책정보 생성·양·형식의 

데이터분석을 통한 

정보제공 

정부부처 계자 59 3.76 1.006 0.131

1.75 0.319
사서 30 4.13 0.776 0.142

연구원 33 4.15 0.870 0.152

기타 4 4.00 0.816 0.408

<표 5-12>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유형별 필요도 인식차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표 5-12> 참고).



238 ●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운영 방안 연구

항 목

 

필 요 하 지  

않 음

필 요 하 지  
않 음

보 통 필 요 매 우  필 요
평 균

표
편 차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검색어 빈도를 통한 국내 

정책트 드 제공
2 1.59 1 0.79 20 15.87 67 53.17 36 28.57 4.06 0.79

세계  정책정보 데이터수집 

분석을 통한 정책 이슈 분석
2 1.59 1 0.79 23 18.25 58 46.03 42 33.33 4.09 0.83

개인의 심분야에 맞는 정책정보 

자료 제공
2 1.59 3 2.38 27 21.43 52 41.27 42 33.33 4.02 0.89

SNS를 통해 수집된 정책 련 

정보·의견 제공
3 2.38 8 6.35 50 39.68 34 26.98 31 24.60 3.65 1

정책정보 련 이용자에게 필요한 

데이터 라이 사이클 제공
3 2.38 8 6.35 44 34.92 43 34.13 28 22.22 3.67 0.97

태깅 서비스를 통한 

정책정보자료에 한 쉽고 빠른 

근성 제공

2 1.59 6 4.76 31 24.60 48 38.10 39 30.95 3.92 0.94

자신의 모든 심사를 리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5 3.97 3 2.38 30 23.81 54 42.86 34 26.98 3.87 0.97

인용정보서비스를 통한 정책정보에 

인용정보 제공
5 3.97 4 3.17 37 29.37 51 40.48 29 23.02 3.75 0.98

정책분야 문가를 통한 실시간 

정보이용  커뮤니 이션 서비스
2 1.59 5 3.97 30 23.81 56 44.44 33 26.19 3.9 0.89

<표 5-13>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시 기대되는 서비스 정도

Linked Data서비스: 

Web상에 존재하는 

각각의 정책정보 데이터 

연결

정부부처 계자 59 3.73 0.962 0.125

2.48 0.128
사서 30 4.23 0.679 0.124

연구원 33 4.06 0.899 0.157

기타 4 3.75 0.957 0.479

모바일서비스: 

이동단말기를 통해 Web 

상의 서비스 이용

정부부처 계자 59 3.95 0.936 0.122

0.39 0.518
사서 30 4.13 0.730 0.133

연구원 33 4.00 0.935 0.163

기타 4 3.75 0.957 0.479

기타

정부부처 계자 59 1.19 0.656 0.085

12.39 0.000
사서 30 1.00 0.000 0.000

연구원 33 1.70 1.015 0.177

기타 4 3.00 1.633 0.816

3)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유형에 따른 정도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시 기 되는 서비스의 정도를 조사하 으며, 그 

결과 세계  정책정보 데이터수집 분석을 통한 정책 이슈 분석 4.09, 검색어 빈도를 

통한 국내 정책트 드 제공 4.06, 개인의 심분야에 맞는 정책정보 자료 제공 4.02 

순으로 나타났으며, 항목에 한 평균이 체 으로 3.5 이상으로 높은 요구를 보이

고 있다(<표 5-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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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 제공

2 1.59 4 3.17 31 24.60 55 43.65 34 26.98 3.91 0.89

기타 108 85.71 1 0.79 13 10.32 4 3.17 0 0.00 1.31 0.78

항 목 빈 도 평 균 표 편 차 표 오 차 F p

검색어 빈도를 통한 

국내 정책트 드 제공

정부부처 계자 59 3.88 0.930 0.121

3.53 0.034
사서 30 4.20 0.407 0.074

연구원 33 4.33 0.692 0.120

기타 4 3.50 0.577 0.289

세계  정책정보 

데이터수집 분석을 통한 

정책 이슈 분석

정부부처 계자 59 3.95 0.955 0.124

3.19 0.052
사서 30 4.00 0.643 0.117

연구원 33 4.45 0.666 0.116

기타 4 3.75 0.500 0.250

개인의 심분야에 맞는 

정책정보 자료 제공

정부부처 계자 59 3.86 0.973 0.127

3.01 0.065
사서 30 4.13 0.730 0.133

연구원 33 4.30 0.770 0.134

기타 4 3.25 0.957 0.479

SNS를 통해 수집된 

정책 련 정보·의견 

제공

정부부처 계자 59 3.58 0.969 0.126

1.70 0.340
사서 30 3.50 1.009 0.184

연구원 33 3.97 1.015 0.177

기타 4 3.25 0.957 0.479

정책정보 련 

이용자에게 필요한 

데이터 라이 사이클 

제공

정부부처 계자 59 3.47 0.953 0.124

1.75 0.321
사서 30 3.77 0.935 0.171

연구원 33 3.91 0.980 0.171

기타 4 4.00 1.155 0.577

태깅 서비스를 통한 

정책정보자료에 한 

쉽고 빠른 근성 제공

정부부처 계자 59 3.75 1.044 0.136

2.32 0.158
사서 30 3.97 0.718 0.131

연구원 33 4.24 0.902 0.157

기타 4 3.50 0.577 0.289

자신의 모든 심사를 

리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정부부처 계자 59 3.71 1.068 0.139

1.01 0.779
사서 30 4.00 0.788 0.144

연구원 33 4.03 0.951 0.166

기타 4 3.75 0.957 0.479

인용정보서비스를 통한 

정책정보에 인용정보 

제공

정부부처 계자 59 3.58 1.054 0.137

2.07 0.216
사서 30 3.87 0.681 0.124

연구원 33 4.03 1.045 0.182

기타 4 3.25 0.500 0.250

정책분야 문가를 통한 

실시간 정보이용  

커뮤니 이션 서비스

정부부처 계자 59 3.75 0.958 0.125

2.01 0.232
사서 30 3.93 0.640 0.117

연구원 33 4.18 0.950 0.165

기타 4 3.50 0.577 0.289

<표 5-14>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시 기대되는 서비스 정도 인식차이 검증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시 기 되는 서비스 정도에 한 인식차이를 검

증하 으며 그 결과 검색어 빈도를 통한 국내 정책트 드 제공 항목의 p값이 0.034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체 으로 평균이 3.45 이상으로 높

게 나타나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시 항목에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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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 제공

정부부처 계자 59 3.76 0.971 0.126

1.07 0.728
사서 30 4.03 0.718 0.131

연구원 33 4.06 0.899 0.157

기타 4 4.00 0.000 0.000

기타

정부부처 계자 59 1.17 0.647 0.084

9.57 0.000
사서 30 1.00 0.000 0.000

연구원 33 1.70 1.015 0.177

기타 4 2.50 1.291 0.645

4) 정보제공 요구에 한 공 자의 피드백 기간

정책정보이용자의 정보제공 요구에 한 공 자의 피드백 기간의 당한 정도에 

하여 조사하 으며, 3일이 40.48%, 1주일이 38.89%로 나타났다. 두 항목에 한 

응답이 약 79.37%로 3일에서 1주일 정도의 피드백 기간이 가장 하다고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5-15> 참고).

항 목 빈 도 비 율 ( % )

1일(당일) 14 11.11

3일 51 40.48

1주일 49 38.89

2주일 8 6.35

한 달 이상 4 3.17

<표 5-15> 정책정보이용자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공급자의 피드백 기간 적절성

정책정보이용자의 정보제공 요구에 한 공 자의 피드백 기간의 성에 하

여 인식차이를 검증하 으며, 그 결과 p값이 0.061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표 5-16> 참고).

항 목 빈 도 평 균 표 편 차 표 오 차 F p

정부부처 계자 59 2.75 0.921 0.120

3.07 0.061
사서 30 2.23 0.728 0.133

연구원 33 2.30 0.847 0.147

기타 4 2.50 1.291 0.645

<표 5-16> 정책정보이용자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공급자의 피드백 기간 적절성에 대한 인식차이

5) 정책정보원 유형별 최신성 유지의 필요도

정책정보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정보원 유형별 최신성 유지의 필요도에 해 

조사하 으며, 그 결과 통계자료 4.41, Web DB 4.29, 보고서 4.16, 법령자료 4.1 순

으로 나타났다. 평균이 체 으로 3.5 이상으로 항목에 한 정책정보원의 최신성

유지의 높은 요구를 보이고 있으며 제공하는 정책정보원에 해서는 모든 유형의 

정책정보원에 최신성을 유지하기 해 노력해야 한다(<표 5-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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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필 요 하 지  

않 음

필 요 하 지  

않 음
보 통 필 요 매 우  필 요

평 균
표

편 차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Web DB(학술지, 학술기사, 자  

 자형태의 논문 포함)
2 1.59 0 0.00 18 14.29 45 35.71 61 48.41 4.29 0.83

각종 편람 1 0.79 5 3.97 43 34.13 40 31.75 37 29.37 3.85 0.92

국제기구 발간자료 2 1.59 0 0.00 36 28.57 50 39.68 38 30.16 3.97 0.86

국제기구 자체에 한 정보 2 1.59 7 5.56 47 37.30 41 32.54 29 23.02 3.7 0.94

단행본( 자책 포함) 3 2.38 7 5.56 40 31.75 43 34.13 33 26.19 3.76 0.98

법령자료 1 0.79 7 5.56 23 18.25 43 34.13 52 41.27 4.1 0.94

보고서 1 0.79 4 3.17 21 16.67 48 38.10 52 41.27 4.16 0.87

사   백과사 2 1.59 11 8.73 42 33.33 40 31.75 31 24.60 3.69 0.99

외국 정부간행물 1 0.79 3 2.38 38 30.16 48 38.10 36 28.57 3.91 0.87

외국 정부기 에 한 정보 1 0.79 5 3.97 37 29.37 46 36.51 37 29.37 3.9 0.9

통계자료 0 0.00 0 0.00 18 14.29 38 30.16 70 55.56 4.41 0.73

회의  세미나 자료 2 1.59 4 3.17 31 24.60 40 31.75 49 38.89 4.03 0.95

기타 련 웹사이트(블로그, 웹진, 

키형, SNS 등)
2 1.59 9 7.14 37 29.37 42 33.33 36 28.57 3.8 0.99

기타 111 88.10 0 0.00 12 9.52 2 1.59 1 0.79 1.27 0.76

<표 5-17> 정책정보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정보원 유형별 최신성 유지의 필요도

항 목 빈 도 평 균 표 편 차 표 오 차 F p

Web DB(학술지, 

학술기사, 자   

자형태의 논문 포함)

정부부처 계자 59 4.17 0.854 0.111

1.91 0.262
사서 30 4.37 0.890 0.162

연구원 33 4.52 0.667 0.116

기타 4 3.75 0.957 0.479

각종 편람

정부부처 계자 59 3.85 0.943 0.123

0.03 0.987
사서 30 3.83 0.913 0.167

연구원 33 3.88 0.927 0.161

기타 4 3.75 0.957 0.479

국제기구 발간자료

정부부처 계자 59 3.88 0.948 0.123

0.96 0.832
사서 30 4.07 0.740 0.135

연구원 33 4.09 0.765 0.133

기타 4 3.50 1.000 0.500

국제기구 자체에 한 

정보

정부부처 계자 59 3.66 1.010 0.132

0.44 0.447
사서 30 3.73 0.868 0.159

연구원 33 3.79 0.927 0.161

기타 4 3.25 0.500 0.250

<표 5-18> 제공하는 정책정보원 유형별 최신성 유지의 필요도에 대한 인식차이 검증

정책정보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정보원 유형별 최신성 유지의 필요성에 한 

인식차이를 검증하 으며, 그 결과 외국 정부간행물, 통계자료, 회의  세미나 자

료 항목에 하여 p값이 0.05이하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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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자책 포함)

정부부처 계자 59 3.64 1.030 0.134

1.28 0.567
사서 30 3.67 0.994 0.182

연구원 33 4.03 0.883 0.154

기타 4 4.00 0.816 0.408

법령자료

정부부처 계자 59 4.02 1.025 0.133

1.08 0.722
사서 30 4.13 0.937 0.171

연구원 33 4.27 0.801 0.139

기타 4 3.50 0.577 0.289

보고서

정부부처 계자 59 3.95 0.972 0.127

2.73 0.094
사서 30 4.47 0.571 0.104

연구원 33 4.27 0.839 0.146

기타 4 4.00 0.816 0.408

사   백과사

정부부처 계자 59 3.69 0.987 0.129

0.40 0.511
사서 30 3.63 0.964 0.176

연구원 33 3.79 1.053 0.183

기타 4 3.25 0.957 0.479

외국 정부간행물

정부부처 계자 59 3.69 0.915 0.119

3.42 0.039
사서 30 4.23 0.774 0.141

연구원 33 4.06 0.788 0.137

기타 4 3.50 0.577 0.289

외국 정부기 에 한 

정보

정부부처 계자 59 3.78 0.930 0.121

0.74 0.065
사서 30 4.03 0.964 0.176

연구원 33 4.00 0.791 0.138

기타 4 3.75 0.957 0.479

통계자료

정부부처 계자 59 4.27 0.806 0.105

3.29 0.046
사서 30 4.63 0.615 0.112

연구원 33 4.55 0.617 0.107

기타 4 3.75 0.500 0.250

회의  세미나 자료

정부부처 계자 59 3.83 1.003 0.131

3.23 0.050
사서 30 4.47 0.681 0.124

연구원 33 3.97 0.984 0.171

기타 4 4.25 0.957 0.479

기타 련 웹 

사이트(블로그, 웹진, 

키형, SNS 등)

정부부처 계자 59 3.76 0.953 0.124

0.72 0.081
사서 30 3.97 1.066 0.195

연구원 33 3.79 0.992 0.173

기타 4 3.25 0.957 0.479

기타

정부부처 계자 59 1.08 0.466 0.061

19.52 0.000
사서 30 1.00 0.000 0.000

연구원 33 1.61 0.933 0.162

기타 4 3.25 1.708 0.854

6) Web 기반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려되어야 할 사항

Web 기반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하여 인식을 

조사하 다. 그 결과 다양한 정보검색기능 제공(4.1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

하고 명확한 커뮤니 이션 채  지원이 4.08, 모바일에서 제공되는 메뉴  서비스

와 연동구 이 4.07 순으로 나타났다. Web 기반 정책정보서비스의 고려사항에 해 

체 으로 평균이 3.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표 5-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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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빈 도 평 균 표 편 차 표 오 차 F p

모바일에서 

제공되는 메뉴  

서비스와 

연동구

정부부처 계자 59 3.98 0.900 0.117

0.44 0.449사서 30 4.20 0.887 0.162

연구원 33 4.09 0.980 0.171

기타 4 4.25 0.500 0.250

다양하고 명확한 

커뮤니 이션 

채  지원

정부부처 계자 59 4.02 0.841 0.109

0.98 0.808
사서 30 4.03 0.809 0.148

연구원 33 4.27 0.761 0.133

기타 4 3.75 0.957 0.479

로딩속도를 

고려한 웹 페이지 

구성

정부부처 계자 59 3.86 0.899 0.117

2.51 0.124
사서 30 4.27 0.691 0.126

연구원 33 4.21 0.857 0.149

기타 4 3.50 1.291 0.645

다양한 

정보검색기능 

제공

정부부처 계자 59 4.02 0.938 0.122

2.96 0.070
사서 30 4.43 0.568 0.104

연구원 33 4.30 0.770 0.134

기타 4 3.50 0.577 0.289

Tag를 통한 

꼬리말 제공

정부부처 계자 59 3.58 1.004 0.131

2.02 0.228
사서 30 4.00 0.830 0.152

연구원 33 3.94 0.998 0.174

기타 4 3.25 1.500 0.750

쉽게 근 가능한 

개인화서비스

정부부처 계자 59 3.76 0.878 0.114

4.27 0.013
사서 30 4.37 0.615 0.112

연구원 33 4.12 0.927 0.161

기타 4 3.50 0.577 0.289

기타

정부부처 계자 59 1.10 0.578 0.075

16.88 0.000
사서 30 1.00 0.000 0.000

연구원 33 1.61 0.933 0.162

기타 4 3.25 1.708 0.854

<표 5-20> Web 기반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려사항에 대한 인식차이 검증

항 목

 

요 하 지  

않 음

요 하 지

않 음
보 통 요 매 우  요

평 균
표

편 차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모바일에서 제공되는 메뉴  

서비스와 연동구
2 1.59 3 2.38 26 20.63 48 38.10 47 37.30 4.07 0.9

다양하고 명확한 커뮤니 이션 채  지원 2 1.59 0 0.00 25 19.84 58 46.03 58 32.54 4.08 0.82

로딩속도를 고려한 웹 페이지 구성 1 0.79 4 3.17 27 21.43 51 40.48 51 34.13 4.04 0.87

다양한 정보검색기능 제공 1 0.79 2 1.59 22 17.46 50 39.68 50 40.48 4.17 0.83

Tag를 통한 꼬리말 제공 2 1.59 12 9.52 32 25.40 48 38.10 48 25.40 3.76 0.99

쉽게 근 가능한 개인화서비스 0 0.00 6 4.76 29 23.02 51 40.48 51 31.75 3.99 0.86

기타 111 88.10 0 0.00 12 9.52 1 0.79 1 1.59 1.28 0.8

<표 5-19> Web 기반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려되어야할 사항에 대한 중요도

Web 기반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에 한 인식차이를 

검증하 으며, 쉽게 근 가능한 개인화서비스 항목에 하여 p값이 0.013으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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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빈 도 평 균 표 편 차 표 오 차 F p

도서  공지사항 

안내

정부부처 계자 59 3.51 0.954 0.124

1.15 0.666
사서 30 3.80 1.095 0.200

연구원 33 3.88 1.023 0.178

기타 4 3.75 0.957 0.479

도서  자료 

검색목록 제공

정부부처 계자 59 3.98 0.881 0.115

1.74 0.323
사서 30 4.17 0.834 0.152

연구원 33 4.30 0.810 0.141

기타 4 3.50 0.577 0.289

목차서비스

정부부처 계자 59 3.88 0.892 0.116

2.98 0.069
사서 30 3.97 0.850 0.155

연구원 33 4.24 0.830 0.145

기타 4 3.00 0.816 0.408

문헌복사서비스 

황

정부부처 계자 59 3.71 0.966 0.126

0.85 0.935
사서 30 3.90 0.923 0.168

연구원 33 3.91 0.980 0.171

기타 4 3.25 0.957 0.479

<표 5-22> 정책정보 My Library 서비스를 제공 시 필요한 기능에 대한 인식차이 검증

7) 정책정보 My Library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능

정책정보 My Library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능에 한 인식을 조

사하 으며, 도서  자료 검색목록 제공 4.1, 정책분야별 인터넷 콘텐츠 4.06, 신착

자료 안내 3.98, 목차서비스 3.97 순으로 나타났다. My Library서비스를 제공 시 항

목의 기능을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표 5-21> 참고).

항 목

 

필 요 하 지  

않 음

필 요 하 지

않 음
보 통 필 요 매 우  필 요

평 균
표

편 차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도서  공지사항 안내 3 2.38 9 7.14 45 35.71 37 29.37 32 25.40 3.68 1.01

도서  자료 검색목록 제공 1 0.79 4 3.17 22 17.46 54 42.86 45 35.71 4.1 0.85

목차서비스 1 0.79 4 3.17 33 26.19 48 38.10 40 31.75 3.97 0.88

문헌복사서비스 황 1 0.79 9 7.14 40 31.75 41 32.54 35 27.78 3.79 0.96

사서로부터의 메시지 달 3 2.38 8 6.35 46 36.51 36 28.57 33 26.19 3.7 1.01

상 기  링크 제공 3 2.38 5 3.97 46 36.51 43 34.13 29 23.02 3.71 0.95

상호 차서비스 2 1.59 4 3.17 35 27.78 49 38.89 36 28.57 3.9 0.91

신착자료 안내 2 1.59 5 3.97 28 22.22 49 38.89 42 33.33 3.98 0.93

정책분야별 인터넷 콘텐츠 1 0.79 3 2.38 29 23.02 47 37.30 46 36.51 4.06 0.87

기타 109 86.51 0 0.00 13 10.32 4 3.17 0 0.00 1.3 0.78

<표 5-21> 정책정보 My Library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능 정도

정책정보 My Library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능 정도에 한 인식

차이를 검증하 다. 그 결과 사서로부터의 메시지 달과 정책분야별 인터넷 콘텐

츠에 하여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표 5-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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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로부터의 

메시지 달

정부부처 계자 59 3.41 1.002 0.130

4.11 0.016
사서 30 4.03 0.928 0.169

연구원 33 3.97 0.918 0.160

기타 4 3.25 1.258 0.629

상 기  링크 

제공

정부부처 계자 59 3.59 0.912 0.119

0.77 0.335
사서 30 3.83 0.913 0.167

연구원 33 3.85 1.064 0.185

기타 4 3.50 0.577 0.289

상호 차서비스

정부부처 계자 59 3.69 0.969 0.126

1.92 0.260
사서 30 4.03 0.809 0.148

연구원 33 4.12 0.893 0.155

기타 4 4.00 0.000 0.000

신착자료 안내

정부부처 계자 59 3.75 0.958 0.125

2.93 0.073
사서 30 4.27 0.740 0.135

연구원 33 4.18 0.950 0.165

기타 4 3.75 0.957 0.479

정책분야별 

인터넷 콘텐츠

정부부처 계자 59 3.97 0.890 0.116

3.41 0.040
사서 30 4.33 0.758 0.138

연구원 33 4.12 0.893 0.155

기타 4 3.00 0.000 0.000

기타

정부부처 계자 59 1.19 0.706 0.092

9.88 0.000
사서 30 1.00 0.000 0.000

연구원 33 1.61 0.933 0.162

기타 4 2.75 1.258 0.629

8) 정책정보서비스 블로그 운  시 고려해야하는 사항

정책정보서비스 블로그 운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한 인식을 조사하 으며, 

표 블로그 개설  지속 인 운  3.97, 링크  트랙백을 통한 기 과 도서 간

의 커뮤니 이션 활성화 3.92, 주제 문가 블로그를 통해 문가 생성 콘텐츠 제공 

3.91 순으로 나타났으며 체 으로 비슷하면서도 높은 평균을 보여 블로그 운  

시 고려해야 하는 항목에 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표 5-23> 참고).

항 목

 

필 요 하 지  

않 음

필 요 하 지

않 음
보 통 필 요 매 우  필 요

평 균
표

편 차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표 블로그 개설  지속  운 5 3.97 6 4.76 26 20.63 40
31.7

5 
49 38.89 3.97 1.07

RSS 피드 기능을 통한 새로운 
정책정보 분야 소식 제공

4 3.17 8 6.35 22 17.46 56
44.4

4
36 28.57 3.89 1

링크, 트랙백을 통한 기 과 
도서 간의 커뮤니 이션 활성화

3 2.38 5 3.97 31 24.60 47
37.3

0
40 31.75 3.92 0.97

댓 을 통한 정책정보서비스에 
한 수요자 의견 수렴

5 3.97 3 2.38 37 29.37 44
34.9

2
37 29.37 3.83 1.01

주제 문가 블로그를 통해 
문가 생성 콘텐츠를 제공

3 2.38 6 4.76 33 26.19 41
32.5

4 
43 34.13 3.91 1

기타 111 88.10 1 0.79 10 7.94 4 3.17 0 0.00 1.26 0.74

<표 5-23> 정책정보서비스 블로그 운영 시 고려해야하는 사항에 대한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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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요 하 지  

않 음

요 하 지

않 음
보 통 요 매 우  요

평 균
표

편 차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를 

고려한 디스 이 구성
4 3.17 5 3.97 25 19.84 52 41.27 40 31.75 3.94 0.98

<표 5-25> 정책정보서비스가 모바일을 통해 제공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요도

정책정보서비스 블로그 운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한 인식차이 검증을 하

으며, 그 결과 링크, 트랙백을 통한 기 과 도서 간의 커뮤니 이션 활성화, 댓

을 통한 정책정보서비스에 한 수요자 의견 수렴 항목에 하여 집단 간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5-24> 참고).

항 목 빈 도 평 균 표 편 차 표 오 차 F p

표 블로그 개설 

 지속  운

정부부처 계자 59 3.85 1.172 0.153

1.76 0.315
사서 30 3.97 1.033 0.189

연구원 33 4.27 0.876 0.152

기타 4 3.25 0.957 0.479

RSS 피드 기능을 

통한 새로운 

정책정보 분야 

소식 제공

정부부처 계자 59 3.68 1.074 0.140

2.84 0.081
사서 30 4.20 0.887 0.162

연구원 33 4.06 0.864 0.150

기타 4 3.25 0.957 0.479

링크, 트랙백을 

통한 기 과 

도서 간의 

커뮤니 이션 

활성화

정부부처 계자 59 3.64 1.079 0.140

3.98 0.041
사서 30 4.17 0.699 0.128

연구원 33 4.24 0.830 0.145

기타 4 3.50 1.000 0.500

댓 을 통한 

정책정보서비스에 

한 수요자 의견 

수렴

정부부처 계자 59 3.54 1.179 0.154

4.42 0.011
사서 30 4.10 0.759 0.139

연구원 33 4.18 0.727 0.127

기타 4 3.25 0.500 0.250

주제 문가 

블로그를 통해 

문가 생성 

콘텐츠를 제공

정부부처 계자 59 3.80 1.111 0.145

2.48 0.129
사서 30 4.23 0.774 0.141

연구원 33 3.94 0.933 0.162

기타 4 3.00 0.816 0.408

기타

정부부처 계자 59 1.08 0.466 0.061

16.70 0.000
사서 30 1.00 0.000 0.000

연구원 33 1.61 0.966 0.168

기타 4 3.00 1.414 0.707

<표 5-24> 정책정보서비스 블로그 운영 시 고려사항에 대한 중요도 인식차이 검증

9) 정책정보서비스가 모바일을 통해 제공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정책정보서비스가 모바일을 통해 제공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하여 인식을 

조사하 다. 그 결과 쉽고 빠른 인터페이스 구성 4.25, 지속 인 업데이트를 통한 

새로운 기술  정보서비스 4.21, 웹에서 제공되는 메뉴  서비스와 연동구  4.02 

순으로 나타났다(<표 5-2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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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빠른 인터페이스 구성 3 2.38 0 0.00 15 11.90 53 42.06 55 43.65 4.25 0.85

지속 인 업데이트를 통한 

새로운 기술  정보서비스
3 2.38 1 0.79 20 15.87 45 35.71 57 45.24 4.21 0.91

웹에서 제공되는 메뉴  

서비스와 연동구
3 2.38 4 3.17 21 16.67 57 45.24 41 32.54 4.02 0.92

이용자 상황인지와 개인화 정보에 

기 한 정보검색 도구 제공
4 3.17 2 1.59 30 23.81 57 45.24 33 26.19 3.9 0.92

텍스트 이외의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검색서비스 제공
3 2.38 4 3.17 33 26.19 56 44.44 30 23.81 3.84 0.91

기타 110 87.30 0 0.00 11 8.73 4 3.17 1 0.79 1.3 0.82

항 목 빈 도 평 균 표 편 차 표 오 차 F p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를 

고려한 

디스 이 구성

정부부처 계자 59 3.88 1.035 0.135

0.17 0.832
사서 30 3.97 0.890 0.162

연구원 33 4.03 1.015 0.177

기타 4 4.00 0.816 0.408

쉽고 빠른 

인터페이스 구성

정부부처 계자 59 4.19 0.919 0.120

0.97 0.822
사서 30 4.17 0.834 0.152

연구원 33 4.45 0.711 0.124

기타 4 4.00 0.816 0.408

지속 인 

업데이트를 통한 

새로운 기술  

정보서비스

정부부처 계자 59 4.14 0.991 0.129

0.68 0.126
사서 30 4.30 0.877 0.160

연구원 33 4.30 0.810 0.141

기타 4 3.75 0.500 0.250

웹에서 제공되는 

메뉴  서비스와 

연동구

정부부처 계자 59 3.95 0.972 0.127

1.03 0.761
사서 30 4.03 0.809 0.148

연구원 33 4.21 0.927 0.161

기타 4 3.50 0.577 0.289
이용자 

상황인지와 

개인화 정보에 

기 한 정보검색 

도구 제공

정부부처 계자 59 3.73 0.980 0.128

1.30 0.556
사서 30 4.00 0.743 0.136

연구원 33 4.09 0.947 0.165

기타 4 4.00 0.816 0.408

텍스트 이외의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검색서비스 제공

정부부처 계자 59 3.73 0.980 0.128

0.63 0.189
사서 30 3.93 0.785 0.143

연구원 33 3.97 0.883 0.154

기타 4 3.75 0.957 0.479

기타

정부부처 계자 59 1.14 0.601 0.078

15.42 0.000
사서 30 1.00 0.000 0.000

연구원 33 1.64 0.994 0.173

기타 4 3.25 1.708 0.854

<표 5-26> 정책정보서비스가 모바일을 통해 제공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인식차이 검증

정책정보서비스가 모바일을 통해 제공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의 요도에 하

여 인식차이를 검증하 으며, 그 결과 체 항목에 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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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빈 도 평 균
표 편

차

표 오

차
F p

Web, 스마트 기기 등에서 이용 

가능한 인터페이스의 개인화

정부부처 계자 59 3.92 0.970 0.126

0.17 0.835
사서 30 4.03 0.669 0.122

연구원 33 4.03 0.984 0.171

기타 4 4.00 0.816 0.408

개인의 심분야, 업무, 연구에 

한 문서비스의 활용

정부부처 계자 59 3.97 0.870 0.113

1.41 0.486
사서 30 4.30 0.596 0.109

연구원 33 4.21 0.820 0.143

기타 4 4.00 0.816 0.408

<표 5-28>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효과에 대한 인식차이 검증

10)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한 인식조사를 하 으며, 

최신 정책이슈의 신속한 악 4.18,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탐색기능 

강화 4.17, 개인의 심분야, 업무, 연구에 한 문서비스의 활용 4.11로 나타났다.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 항목에 한 각 평균의 값이 

3.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에 하여 정 인 것

을 볼 수 있다(<표 5-27> 참고).

항 목

 

요 하 지  

않 음

요 하 지

않 음
보 통 요 매 우  요

평 균
표

편 차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Web, 스마트 기기 등에서 이용 

가능한 인터페이스의 개인화
2 1.59 5 3.97 25 19.84 56 44.44 38 30.16 3.98 0.9

개인의 심분야, 업무, 연구에 

한 문서비스의 활용
1 0.79 2 1.59 22 17.46 58 46.03 43 34.13 4.11 0.8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 알림을 

통한 유용정보의 신속한 활용
1 0.79 3 2.38 21 16.67 61 48.41 40 31.75 4.08 0.81

정책정보 수요자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
4 3.17 5 3.97 32 25.40 55 43.65 30 23.81 3.81 0.95

최신 정책이슈의 신속한 악 1 0.79 3 2.38 16 12.70 58 46.03 48 38.10 4.18 0.8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탐색기능 강화
1 0.79 0 0.00 19 15.08 63 50.00 43 34.13 4.17 0.73

기타 111 88.10 0 0.00 11 8.73 2 1.59 2 1.59 1.29 0.82

<표 5-27>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중요도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한 요도의 인식차이를 

검증하 다. 그 결과 체 항목에 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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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정보 업데이트 알림을 

통한 유용정보의 신속한 활용

정부부처 계자 59 3.97 0.850 0.111

1.25 0.592
사서 30 4.27 0.691 0.126

연구원 33 4.15 0.834 0.145

기타 4 3.75 0.500 0.250

정책정보 수요자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

정부부처 계자 59 3.71 1.035 0.135

0.46 0.415
사서 30 3.83 0.699 0.128

연구원 33 3.94 1.029 0.179

기타 4 4.00 0.816 0.408

최신 정책이슈의 신속한 악

정부부처 계자 59 4.08 0.934 0.122

1.46 0.459
사서 30 4.20 0.610 0.111

연구원 33 4.39 0.704 0.123

기타 4 3.75 0.500 0.250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탐색기능 강화

정부부처 계자 59 4.07 0.828 0.108

1.36 0.516
사서 30 4.27 0.583 0.106

연구원 33 4.30 0.637 0.111

기타 4 3.75 0.957 0.479

기타

정부부처 계자 59 1.08 0.466 0.061

17.37 0.000
사서 30 1.00 0.000 0.000

연구원 33 1.67 1.080 0.188

기타 4 3.25 1.708 0.854

2.2.3 수요조사 결과분석 및 시사점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을 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자료의 신속한 제공

수요조사 결과 정책정보자료이용자는 개인이 원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정책정보서비스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최신정

보제공서비스를 선택한 것을 통해 신속한 자료 제공에 한 요구가 단순히 기존 소

장 자료의 빠른 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도 확인할 수 있다. 요청한 정보제공

에 한 정 피드백 기간이 3일～1주일인 것을 바탕으로 최신 정보 역시 이에 

하는 기간 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문자료 제공  서비스에 한 기

정책정보이용자는 정책정보서비스가 정책과 련된 문화된 서비스로서 정책과 

련된 개인의 업무  연구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 하고 있으며 각 정책분야의 

문자료  문가 생성 콘텐츠 자료가 제공  커뮤니 이션 채 을 통해 지속

으로 교류 할 수 있는 서비스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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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커뮤니 이션 채  운

Web, SNS, 블로그 등 다양한 커뮤니 이션 채 을 개설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

다. 정책정보 커뮤니 이션 채 은 자료이용을 해 필요한 이용자와 사서 간의 커

뮤니 이션뿐만 아니라 기   타 도서 이 정책정보서비스 도서 을 매개로 심 

분야에 한 정보 교환  문가 생성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 정보 이용을 한 근성 향상

정책정보이용자는 서비스 제공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책정보원에 한 쉬

운 이용을 한 근성을 선택하 으며 이를 해 Web을 통한 다양한 검색기능 제

공을 통해 보다 쉽게 원하는 자료에 근하기를 요구하 다. 한 정보검색을 통한 

근과 별개로 웹과 이동기기(모바일)의 연동  지속 인 업데이트를 통해 자료 

근에 한 시·공간  제약을 극복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에 근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한 요구도 나타났다. 이를 통해 쉽고 빠르게 정책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정보서비스의 근성 향상이 필요함을 확인 할 수 있다.

5) 정책 이슈  트 드에 한 정보 제공

기 되는 정책정보서비스  정책정보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한 

조사에서 이용자는 정책  련 연구에 한 트 드 악과 이에 한 정보제공서

비스에 한 기 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최신 정보제공만큼 정책 

트 드에 한 정보제공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정보서비스

를 제공하는데 있어 각 분야의 정책 트 드를 악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

스 방안이 필요하다.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에 한 수요조사 분석을 통해 정책정보자료 이용자

는 개인화서비스보다는 정보제공서비스에 더 많은 심  요구 사항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정보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업무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문화된 자료의 신속한 제공과 정보에 한 다양한 근 경로 마련, 정책 트 드

에 한 정보 제공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을 한 이용자의 수요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표 5-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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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항 목 결 과 ( 상  3 가 지 )

서비스 제공을 한 고려사항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 정보원의 쉬운 이용을 한 근성, 
정보원의 신뢰성

필요한 서비스 유형
최신정보 제공서비스, 정책정보에 한 문가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서비스 제공이 기 되는 서비스
정책이슈분석, 정책 트 드 악, 개인 심분야에 맞는 정책
정보 제공

정보제공 요구에 한 피드백 기간 3일～1주일

최신성 유지가 필요한 정책정보자료 통계자료, Web DB, 보고서, 법령자료

Web 기반 서비스 제공시 고려사항 다양한 검색기능 제공, 커뮤니 이션 채  유지, 모바일 연동

My Library를 통해 제공받고 싶은 서
비스

자료검색목록제공, 정책분야별 인터넷 콘텐츠, 신착자료 안내

블로그 운  시 고려사항
표 블로그 개설  지속  운 , 커뮤니 이션 창구 활성화, 
문가 생성 콘텐츠 제공

모바일 서비스 제공 시 고려사항
쉽고 빠른 인터페이스 구성, 지속  업데이트를 통한 새로운 
기술  정보서비스, 웹 서비스와 연동

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최신 정책이슈의 신속한 악, 정보탐색 기능 강화, 개인 심
분야, 업무, 연구에 한 문서비스 활용

<표 5-29>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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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모형(안) 개발

3.1 개발절차

본 연구에서는 국립세종도서 의 주요 서비스인 정책정보서비스의 효율 인 제공

을 하여 국립세종도서 을 심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모

형을 개발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한 련 문헌  사례와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에 한 수요  요

구를 조사·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모형을 최종 으로 개발하 다. 이용자맞

춤형정책정보서비스는 정부 운 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부 3.0에 맞는 개인 심의 

맞춤 정보서비스, 실시간 정보제공서비스, 수요자 심의 서비스를 한 업무 수행

에 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모형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5-9>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개발절차

3.2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구축 개요

1)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의 필요성

정책이 국가의 미래지향 인 발 을 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해서는 

정책결정자가 공정하고 내실 있는 연구를 통해 정부 정책을 수립해야만 한다. 정책

정보는 이러한 정책결정자의 정책 개발  실행, 평가 등 업무 과정 반에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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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해 반드시 필요한 근거이자 도구라 할 수 있다.

정책의 입안·집행·평가를 한 단근거  도구로 활용하기 한 자료로서 정책

정보는 항상 면 한 정보 흐름 악을 통해 시기 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달되

는 내용은 정책 상황에 부응하는 성과 정확성을 지녀야 한다.

하지만 정책정보와 련된 몇몇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었듯이 행 정책정보서비스

시스템은 정책정보제공시스템 산재와 제공 자료의 복, 정책정보자료의 체계  

리의 부족, 부가 정보  개인맞춤형기능과 같은 고도화된 정보서비스 부족 등의 

문제 으로 인해 문 인 정책정보 제공에 많은 한계가 있다.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는 정책정보의 고도화된 서비스로서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부처 공무원과 연구기  연구자들의 요구와 필요를 악하고 지원하고 실효성 

있고 문 인 정책정보자료 제공서비스이자 정책정보자료의 효율  활용을 극 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2)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주제분야

정책정보의 정보 유형, 포함하는 주제  자료의 범 는 기 에 따라 다양하게 분

류될 수 있다. 그  홍 진과 노 희(2008)는 정책정보의 범 를 다음과 같이 제시

하 다.

국내외 정부간행물  정책홍보자료 등 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하고 평가하는 

모든 부처에서 발행되는 자료

연구논문  연구제안, 정책 련 보고서 등 정책 련 유 기   연구자가 발

간한 자료

정부부처 웹사이트, 정책정보 생산 기  웹사이트, 정책정보를 담고 있는 기 , 

단체  개인의 홈페이지 등 정책정보 련 웹 문서

국내외 정책 련 데이터베이스, 국내외 정책정보 련 부처의 서지 데이터베이스 

등 정책정보 련 데이터베이스

곽승진(2010)은 정책정보서비스를 한 장서개발 과정에서 행정·정책분야 특화 장

서 구성을 해 수집 상으로 설정해야 할 주제범주를 DDC 기반으로 정리하여 제

시하 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수집 상 행정·정책 주제분야는 <표 5-3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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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유 형 자 료 유 형  세 구분 유 형 코 드

일반도서 일반도서 A1

학술지학술기사
주요 B1

주요 아티클 B2

사 편람
사   백과사 C1

편람 C2

보고서회의자료
보고서 D1

회의  세미나 자료 D2

<표 5-31> 정책정보서비스 자료유형 및 유형코드

분야 세 부 주 제 분야

문헌정보학  도서  행정, 재정, 특수도서

박물 학  박물  행정

신문, 언론, 리즘  언론  방송통신 정책

기독교  교회론, 교회 리  행정

일반통계

정치학
 국가와 정부제도, 국가와 조직집단, 시민/정치  권리, 정치과정, 이민, 국제 계, 

입법과정

경제학
 경제정책, 산업경제일반, 노동경제, 기업경제, 경 리, 공익사업, 융, 보험, 재정, 

국제경제, 거시경제

법학
 국제법, 헌법/행정법, 군법, 세법, 무역법, 사회, 노동, 복지, 형법, 민법, 민사소송, 

특수지역 법률

행정학  군사학  앙정보, 지방자치행정, 군사학

사회복지  사회문제, 복지, 사회문제, 범죄학, 형벌  련, 사회단체, 사회클럽, 보험

교육학  교육정책, 학교행정, 특수교육행정, 정부의 규제

상업, 통신
 국내 상업 국제무역, 체신, 우편, 통신, 방송, 철도운송, 내륙/선박운송, 해운/항공운송, 

도량형/표 화

언어학  정책

한국어  정책

미술  미술이론, 미학

도시계획  도시계획, 조경학, 도로조경

건축학  공공건물, 교육기 건물

연극  정책

화  정책

체육학  스포츠 정책

역사  계보, 족보

<표 5-30> 행정·정책 수집대상 주제분야

이후 노 희(2014)는 정책정보서비스 고도화를 한 정책분야별 가이드를 개발하

고 련 정보원 구축을 한 시스템을 설계하 으며, 정책분야별로 정책정보원을 

구축하 다. 정책분야 주제별 가이드 구축을 해 정책정보서비스 자료유형을 9개

의 상  유형과과 19개의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 다. 정책정보서비스 자료유형은 

<표 5-3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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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발간자료
국제기구 E1

국제기구 자료 E2

외국정부간행물

정부기 F1

정부간행물 리기 F2

외국정부간행물 F3

통계법령자료

통계자료 G1

국내법령자료 G2

해외법령자료 G3

Web DB
Web DB H1

웹 정보 H2

련 사이트
유 기 I1

련학회 I2

정책정보서비스 자료유형을 바탕으로 정부기능분류체계(BRM)를 17개 정책분야, 

66개 정책 역, 133개 하 주제로 세분하여 가이드 구축범 를 설정하고 각 주제가

이드에 따른 6,305건의 콘텐츠를 구축하 다.

이상의 연구 사례를 종합해보면 정책정보는 그 주제와 자료유형이 매우 범 하

고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정보가 정책 실무 활용에 합한 정보원으

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해서는 정책정보를 이용하는 수요자의 요구와 필요를 

잘 반 한 서비스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의 활

성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3)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

국내 정책정보서비스를 활성화하기 한 방안은 부터 많은 연구를 통해 제시되

었다. 홍 진, 노 희(2008)는 국내 정책정보를 총 으로 제공하기 한 국가정책

정보 인 라 향상방안이 필요하다고 언 하 으며 이를 해 산재되어 있는 정책정

보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하여 정책정보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

다.

국립 앙도서 과 공공기  자료실 간 력을 통해 정책정보서비스를 한 기능 

 역할을 도출하여 정책정보서비스시스템 구축을 해 필요한 요건  특성화 

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 다.

① 범정부차원에서 정책정보를 수집, 리, 활용할 수 있는 법 ·제도  요건이 

필요하며 정부기   정책 련 연구소의 력을 한 조직화, 정책정보 리

를 한 문 인력 확충, 지속 인 산 지원 필요

② 통령직속기 에 의한 추진, 표 문정보센터 지정, 부처별 표자 원회 

운 , 정책정보 성격·범 · 상 설정

③ 정책정보 련기  간 력을 통해 정책 련 자료 수집을 한 정책정보 수집

상 기 , 정책정보 수집자료 범 , 정책정보서비스 상 등 각 부문의 단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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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책정보 특성화 시스템, 정책정보 종합서지 DB구축, 정책정보 련 웹 정보자

원 DB 구축, 국내외 정책정보 DB 연계, 국제기구 도서  력망 등을 통한 

정책정보 발굴  특성화

곽승진(2010)은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를 한 운 략을 제시하 다. 연구자는 

세종시 이  정부기 의 각 정부부처 공무원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 로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  장서개발 계획을 제시하 다. 정책

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정책 련 연구논문, 보고서, 동향정보 등을 디지털화하여 제공

② 국내외 도서  간 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미등록 정책자료, 지방정부 정책

자료 등을 제공

③ 개인화서비스 강화  개인 자료 장 공간 제공

④ 개인화서비스 참고서비스를 24시간 이내 실시

⑤ 문 데이터베이스 검색 교육과 정보문제해결능력 향상을 한 정보리터러시 

서비스 제공

노 희와 심재윤(2014)은 정책정보서비스의 활성화를 해 정책정보 이용자들의 이

용행태와 요구분석을 통해 정책정보 이용 황  개선 요구사항을 조사하 다. 이용

자의 정책정보 이용행태  활용에 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의 정책정보 이용행태  활용정도

정책정보의 가장 큰 이용목 은 연구과제 수행이며 주로 인터넷을 통해 정책

정보자료 입수

인쇄자료와 자자료  자자료 형태의 자료 선호

국내자료와 해외자료  국내자료의 이용비율이 더 높으며 해외자료는 미국

자료를 많이 이용

최근 2～5년 사이에 생산된 자료를 가장 많이 이용

연구  업무 수행을 해 정책정보를 많이 이용하며 연구  업무 수행을 

해 Web DB 유형의 정책정보원 선호

국내 정책정보제공 사이트의 인지도  활용도는 낮았으며 구 /구  학술 

검색의 활용도가 높음

② 정책정보 활용 시 애로사항  개선 요구사항

정책정보서비스의 문제 으로 정책정보서비스 창구가 일원화 되어있지 않은 

것, 최신 자료제공을 제공하지 못하는 ,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의 홍보 부족이 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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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행 태  /  요 구사 항 서 비 스 세 부 내용

자자료의 선호

자료검색

·

자료제공

정책 자료의 디지털화, 인터넷 검색 포털 연계서비

스,

웹 정보자원의 DB 구축, 상호 차  원문복사 

서비스, 시 스 검색 서비스, 태깅 서비스, 정책정

보제공 신청 서비스, 웹진과 블로그형 서비스, 

RSS기반 최신 정책정보주지서비스

온라인을 통한 자료입수

원문자료의 활용

<표 5-32>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분류

정책정보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 정부기  소속 자료실  정책정보 생

산기  간 력, 정책정보 리기  심의 총체  국가정책정보 수집이 제시

되었음

정책정보서비스시스템에서 가장 필요한 기능으로 정책정보자료의 원문 제공, 해

외 정책정보 수집  번역 서비스, 정책정보 문 검색, 정책 동향 분석 서비

스, 정책정보 맞춤형서비스 등이 요구되었음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의 모형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그림 5-10>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개요

4)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분류

앞서 확인한 이용자맞춤형서비스에 한 사례와 정책정보서비스에 한 이용자 

수요조사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이용자의 이용행태  요구사항에 따른 이용자맞

춤형정책정보서비스를 정리하면 아래 <표 5-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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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책정보 수집  활용

참고정보

최신정보제공서비스, 학술지 목차메일링 서비스, 

정책정보검색 순  지원 서비스, 정책정보 활용사

례제공서비스, 번역서비스, WIKI 서비스

국내자료의 높은 이용비율

연구  업무수행을 한 정책정보자료 이용

정책동향분석

정책정보서비스 창구의 일원화

정책정보

네트워크

지역도서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정부기  웹사

이트 링크서비스, 문가인 네트워크 서비스, 정

부부처 웹페이지 검색서비스, SNS를 활용한 커뮤

니티 창구 개설

정책정보 리 기 의 총체  국가정책정보 수집

정책정보기  간 력

국내 정책정보 제공 사이트의 낮은 인지도 · 활

용도 마

도서 ·도서 서비스의 최신정보제공, 소장 자료

의 시·출 ·SNS 운 , 소셜네트워크 운  서비

스, 정책정보 활용사례 제공서비스정책정보제공 사이트의 홍보 부족

개인화서비스 강화

개인화
My Library 서비스, 개인자료 장 공간 제공서비

스, 모바일서비스, 문 DB 검색  자료이용 교육

이용자 교육  참여

실시간 참고서비스

Wed DB 정책정보원 선호

웹 근성 향상

 

3.3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신분별 요구 및 기대사항

1) 수요자

수요자는 일반 으로 특정 재화가 필요하여 사거나 얻기를 원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에서 수요자는 정책정보서비스를 통해 정책 련 정보를 

얻거나 서비스 혜택을 받는 정책정보이용자를 의미한다. 정책정보서비스 수요자는 

정책 련 업무나 연구를 하는 문인·기 과 정책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일반 시

민까지 상층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

정책정보 수요자는 개인이나 기 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제공되는 정책정보서

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원활한 서비스 운 을 해 정책정보서비스 정

책에 력할 수 있다.

  ▪ 신분

    ◦ 개인 : 일반인, 정책입안자, 정책정보연구자, 정책 문 원, 강사, 정책정보

련 연구를 하는 교수  학생

    ◦ 기  : 앙정부부처, 공공기 , 정책연구기

  ▪ 요구  기 사항

    ◦ 각 분야 정책정보서비스에 한 서비스 정책 력

    ◦ 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취지에 부응하여 개인·기 의 목  달성

    ◦ 사회  책임과 역할, 지역사회 발 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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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력자

정책정보서비스 력자는 발 인 정책정보서비스 운 을 한 조력자이다. 정책

정보원의 특성상 정책정보가 정책 련 업무  연구를 수행하는 정책 문인에게 

편 되어 생산되기 때문에 정책정보 력자는 정책 련 문기  는 문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정책정보서비스는 일반인의 참여를 통해 운 된다는 을 

고려한다면 넓은 범주에서 정책정보서비스 수요자와 력자는 정책정보서비스 운

에 의해 의미 상 구분되지만 그 상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정책정보 력자는 정책정보 제공자에게 문성을 인정받고 유기 인 상호 력을 

통해 지속 인 계 유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 정책정보서

비스 력자와 제공자는 신뢰와 상호존 을 바탕으로 계를 맺을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 신분

    ◦ 개인 : 정책입안자, 정책정보연구자, 정책 문 원

    ◦ 기  : 앙정부부처, 공공기 , 문도서 , 정책연구기 , 련학회, 용역

수행기

  ▪ 요구  기 사항

    ◦ 정책정보 제공기 으로부터의 문성인정  지속 인 계 유지

    ◦ 유기 인 력  정보교류를 통한 상호 이익창출

    ◦ 정책정보서비스제공기 과 력기  간 상호존 , 신뢰, 배려 기

    ◦ 정책정보서비스제공기  간 서비스 정책방향 력  련 지식 보

3) 제공자

정책정보 제공자는 정책정보  련 서비스를 총체 으로 제어하고 수요자가 원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나아가 보다 발 된 서비스 개발을 

통해 정책정보 수요자의 정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

어야 한다.

정책이 국가의 미래지향  발 을 한 것이므로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서

비스하는 제공자는 정책에 한 문  지식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양을 갖

추어야 하며 이에 한 사명감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신분

    ◦ 개인 : 정책정보주제 문사서,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 문사서 

              ( 는 담당자)

    ◦ 기  :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서비스제공기

  ▪ 요구  기 사항

    ◦ 정책정보서비스에 한 사회  책임과 역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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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정책정보 제공을 통한 국가의 미래지향  발 에 기여

    ◦ 양질의 정책정보자료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 정책정보서비스 수요자에 한 요구 악  문 서비스 개발

3.4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유형 및 지침

1) 정보검색  자료제공

정책정보 이용자의 자료이용 행태는 온라인을 통해 자료를 입수하고 있으며 디지

털 형태의 원문자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용자의 자료이용 행태

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이용자맞춤형서비스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시 스 검색 서비스

검색은 이용자가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얻기 해 수행하는 가장 기본 인 정보

이용 행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용자의 정책정보자료에 한 근성을 높이기 

해 정보자료에 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 스 검색은 이

용자 본인이 원하는 정보에 해 연 단어·유사단어를 이용하거나 검색어 없이 정

렬을 통해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서비스 목  : 이용자의 정보 근성 향상  검색 기능의 다양성 제공

  ◦서비스 개요 : 원하는 자료의 정확한 메타데이터 없이도 자료에 근이 가능

하도록 지원하는 검색 서비스

  ◦서비스 Point : 정확성, 근성

▪ 태깅 서비스

특정 분야 정책정보자료의 콘텐츠 키워드에 한 처리를 함으로써 같은 분야의 

종사자는 리자가 구분한 카테고리 형식의 분류에서 벗어나 더욱 유연하게 해당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각 분야별로 이용자가 만든 새로운 분류체계를 통해 이용

자는 능동 으로 정책정보서비스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분야별 네트워크 형성의 기

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목  : 이용자의 심 분야를 바탕으로 한 자료의 재구성  검색서

비스의 이용자 참여 유도

  ◦서비스 개요 : 자료의 재분류를 통한 정보 검색  이용자 참여 서비스

  ◦서비스 Point : 정확성, 근성, 상호 력성

▪ 인터넷 검색 포털 연계

일반 이용자 다수의 정보이용행태가 포털 사이트를 통한 정보검색을 선호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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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했을 때 일반 이용자의 정보 근성을 높이기 한 방안으로 인터넷 검색 

포털과의 연계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서비스 목  : 이용자의 정보 근성  검색 편의성 향상

  ◦서비스 개요 : 이용자의 쉽고 빠른 정보 근을 한 검색 서비스

  ◦서비스 Point : 정확성, 상호 력성

▪ 정책 자료의 디지털 서비스

인쇄자료 형태로 수집되는 다양한 정책정보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정책정보서비스 

해당 기   이용자의 정보 근성을 증 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구체 인 방법으

로는 기  약  산 지원 등을 통해 정책정보 련 자료실에서 디지털화된 자료

를 인쇄자료와 함께 납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목  : 아날로그 정책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활용 기회 확

  ◦서비스 개요 : 이용자의 정보 활용을 한 정보제공서비스

  ◦서비스 Point : 최신성, 지속성

▪ 웹 정보자원의 DB구축

정책정보  웹 정보자원을 DB로 구축·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정보에 한 

통합서지 DB를 비롯해 정부부처  산하기  웹사이트 DB, 정책정보자료 제공 웹

사이트 DB, 각 부처 정책홍보 DB, 해외 정부기  웹사이트 DB 등 정책정보와 

련된 모든 웹 정보자원을 구축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서비스 목  : 다양한 정보자원 수집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할 정보자원 

확충

  ◦서비스 개요 : 자원의 확충을 한 정보수집  제공서비스

  ◦서비스 Point : 지속성, 최신성

▪ 상호 차  원문복사

정책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기   이용자들을 상으로 상호 차  원문

복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국립 앙도서 에서 기존에 제공하던 기  상호

차서비스를 확 하여 상  편의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서비스 목  : 오 라인을 통해 원문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온·오 라인 원문제공서비스 마련

  ◦서비스 개요 : 오 라인을 통해 이용자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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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Point : 상호 력성, 신속성 

▪ 정책정보제공 신청 서비스

공개가 결정된 정책정보자료  아직 제공이 되지 않는 자료를 확인하여 제공한

다. 정책정보 련기 과의 력을 통해 신속한 자료 입수와 제공이 필요하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다 극 으로 충족시킬 수 있지만 최신성이 강조되는 서비스 

인 만큼 공개를 결정하기까지 신 한 서비스 비가 필요하다.

  ◦서비스 목  : 최신정보 제공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과 이용자의 정보

욕구 충족

  ◦서비스 개요 : 최신정보 제공을 한 정보제공서비스

  ◦서비스 Point : 상호 력성, 신속성

2) 참고정보

정책정보 이용자가 정책정보자료를 이용하는 가장 큰 목 은 연구  업무 수행을 

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해서이다. 그  특히 국내 자료가 해외 자료보다 이

용 비율이 더 높았으며 해외 자료 에서는 미국 자료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정보 이용자는 연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정책동향 분

석 자료를 서비스 받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신 정보제공

최신 정보제공은 각종 도서 정보를 신속하게 알릴 수 있으며, 참고정보서비스뿐

만 아니라 이용자 특성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새롭게 발간된 정책정보

련 자료에 한 목차정보, 정책 동향  이슈, 정책정보기  서비스 등 이용자가 

심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이용자의 개인화서비스  마  효과를 얻

을 수 있어야 한다.

  ◦서비스 목  : 도서  각종 서비스  신규소식을 이용자 취향에 맞게 제공하

여 만족도 상승  홍보효과 기

  ◦서비스 개요 :  이용자가 필요한 신규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 Point : 신속성, 정확성

▪ 학술지목차메일링서비스

국립 앙도서 은 공무원의 정책업무를 지원하기 해 학술지목차메일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가 선택한 심분야  국립 앙도서 이 구독하는 학술지의 

신간호 목차정보를 자우편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원문 열람  복사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정책정보 이용자의 다수가 정책정보를 연구  업무에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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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므로 기존 학술지에 한 목차 메일링 서비스의 범 를 확 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에 한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서비스 목  : 학술지 목차를 제공하여 정책정보 연구  업무 활용

  ◦서비스 개요 : 이용자가 필요한 학술정보제공서비스

  ◦서비스 Point : 정확성, 지속성

▪ 정책정보 검색순  지원

정책정보 이용자의 이용행태와 검색어 분석을 통해 이를 실시간 검색순 로 제공

한다. 실시간 검색순 에 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용자는 정책분야의 트 드  

이슈를 악할 수 있다.

  ◦서비스 목  : 정책정보 검색 순 를 제공하여 정책정보 트 드를 확인

  ◦서비스 개요 : 정책정보의 트 드를 확인하는 참고서비스

  ◦서비스 Point : 신속성

▪ WIKI 서비스

정책정보 문가가 정책정보에 한 개념이나 용어를 정리하여 제공한다. 이는 기

존 WIKI의 문성 문제를 보완하며 동시에 정책정보 문가  기 의 보이지 않는 

력을 통해 양자 간 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일반 이용자의 경

우 문가가 정의한 개념이나 용어를 정보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서비스 목  : 이용자의 서비스 참여 기회를 확   참고정보원 생성

  ◦서비스 개요 : 참여·공유를 통해 생성되는 이용자 콘텐츠 제공서비스

  ◦서비스 Point : 신뢰성, 상호 력성

3) 정책정보 네트워크 서비스

정책정보는 앙정부부처부터 지자체, 정책연구기  등 여러 장소에서 생성·소멸

한다. 이러한 정보를 하나의 기 에서 효율 으로 수집· 리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기 해서는 정책정보를 취 하는 다양한 기 과의 상호 력 체제 구축을 

통해 정책정보 인 라를 리할 수 있는 물 ·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정보 네트

워크를 형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지역 표도서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지역 표도서 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책정보제공 기 은 각 지자체에서 

생성되는 지역 정책정보를 효율 으로 수집· 리할 수 있다. 지역 표도서 이 각 

지자체의 정책 자료를 수집·제공함으로서 정책정보제공 기 은 자료 수집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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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일 수 있으며 수집된 자료를 다시 지역 표도서 에 제공하여 정책정보서

비스 제공 창구가 확 되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서비스 목  : 각 지자체 정책정보 효율  수집·활용  정책정보서비스 확

  ◦서비스 개요 : 정책정보자료의 수집  활용을 한 도서  네트워크 구성

  ◦서비스 Point : 상호 력성, 지속성

▪ 정부기  웹사이트 링크  검색 서비스

정부 각 부처의 웹사이트 링크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이용자가 타 기  홈페

이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이고 검색할 수 있는 정보의 외연을 넓힐 수 있다.

  ◦서비스 목  : 정보 활용을 한 검색 활동 최소화  검색 외연의 확장

  ◦서비스 개요 : 정책정보자료의 수집  활용을 한 링크서비스

  ◦서비스 Point : 정확성, 상호 력성

▪ 문가 인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자 인  자원을 모아 하나의 문가 인 네트워크를 구성

한다면 정책정보서비스는 보다 문성을 갖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인

 인 라를 활용하여 정책과 련된 특정 업무 는 연구를 한 인용  참고가 

가능한 정책정보 휴먼라이 러리 운 , 정책정보 담당 사서의 참고정보서비스를 담

당할 수 있는 멘토링 서비스 등의 인  자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서비스 목  : 정책정보 문가의 인 자원 수집  활용을 통한 서비스 질  

수  향상

  ◦서비스 개요 : 정책 문 서비스를 한 인력 자원 력망 구성

  ◦서비스 Point : 상호 력성, 지속성

4) 도서  마  서비스

정책정보서비스에 한 마  활동은 련 업무 종사자  연구자에게 정책정보

서비스의 필요성과 일반 이용자들이 쉽게 서비스 받을 수 있음을 인식시키는 역할

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한 도서  마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소장 자료의 시·출  서비스

기존의 웹진, 기 지 등의 출 물 제작 외 정책정보로서 가치를 지닌 다양한 자료

를 구나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시 활동이다. 온라인 시를 통해 

시 자료를 공유·재가공·활용함으로서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 자료의 선입

견을 지우고 활용이 가능한 유용한 정보자료로서 재인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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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서비스 목  : 정책 자료의 선입견을 없애고 유용한 정보자료로서 재인식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서비스 개요 : 정책정보자료와 서비스를 알리기 한 도서  홍보 활동

  ◦서비스 Point : 신뢰성, 근성  

▪ 소셜네트워크 운  서비스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소통과 공감, 공유의 사회  이념을 반 하고 정책정보서비

스의 이용자 참여 창구를 확 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정보 문가부터 일반인까지 

구나 쉽게 근하여 정책정보서비스 요청  의사소통 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한 지속 인 정책정보 이용행태 분석을 한 근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목  : 정책정보서비스의 커뮤니 이션 창구 역할을 통해 이용자의 

참여  홍보 효과 기

  ◦서비스 개요 : 이용자의 정책정보서비스 참여를 유도하기 한 홍보활동

  ◦서비스 Point : 지속성, 신속성

▪ 정책정보 활용 사례 제공서비스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활용 사례를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활용 사례를 통해 이용자는 제공하는 서비

스의 다양한 활용방법과 올바른 서비스 이용방법을 습득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 

기 은 이를 통해 이용자 교육  서비스 홍보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서비스 목  : 정책정보 활용사례를 공유하여 바른 정보이용 교육  도서  

홍보 효과를 기

  ◦서비스 개요 : 타 이용자의 이용 후기를 활용한 도서  홍보 활동

  ◦서비스 Point : 신뢰성

5) 개인화서비스

제안한 여러 서비스 외 이용자 개인의 특성을 반 한 개인화서비스는 이용자의 

정책정보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이용자맞춤형서비스  가장 요한 서비스

라고 할 수 있다. 이용자맞춤형서비스를 한 개인화서비스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My Library 서비스

정책정보서비스는 특정인이 아닌 다수의 국민을 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지만 

개인의 환경에 따라 정책정보자료의 이용범   요구하는 자료의 편차가 발생할 



266 ●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운영 방안 연구

수 있다. 보다 문 인 서비스를 원하는 이용자의 정보이용행태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 개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  문 서비스 제공 효과

를 기 할 수 있다.

  ◦서비스 목  : 이용자 정보이용행태를 바탕으로 원하는 분야의 정보를 제공

하여 이용자 만족도 향상 기

  ◦서비스 개요 : 이용자가 개별 으로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정보제공

서비스

  ◦서비스 Point : 차별성, 신속성

▪ 개인자료 장 공간 제공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해 정책정보 이용자들은 공공의 서버에 자신

의 자료를 업로드하여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클라우

드 서비스는 이용자 개인의 디지털 서고로서 개인의 정책정보 자료를 보 하거나 

정보의 재가공이 가능하도록 클라우드를 통해 소 트웨어를 지원할 수 있다.

  ◦서비스 목  : 이용자가 사용하는 정보의 보존  리를 통해 언제 어디서

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서비스 개요 : 이용자의 정보 활용  보존을 한 스토리지 서비스

  ◦서비스 Point : 신뢰성, 지속성

▪ 모바일 서비스

오 라인  PC 환경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바일을 통해 동일하게 제공받

을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정보 근성을 높이고 정책정보 활용 기회를 확 할 

수 있다.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 최 화된 라우  개발을 통해 인터페이스 질을 

향상시켜 보다 유연한 정보 근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서비스 목  : 모바일을 통해 도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이용자의 편의

성 향상

  ◦서비스 개요 : 실시간 근이 가능한 유비쿼터스형 도서  서비스 제공

  ◦서비스 Point : 편의성, 근성

▪ 문 DB 검색  자료이용 교육 서비스

이용자 교육은 오래 부터 수행해온 도서  서비스  하나이다. 정책정보 DB 검

색이나 자료이용에 한 교육을 통해 정책자료이용자의 정책정보원의 지식 함양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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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  : 정보 검색  활용 교육으로 이용자의 정보처리능력 향상

  ◦서비스 개요 : 이용자 정보리터러시 능력 향상을 한 교육 서비스

  ◦서비스 Point : 신뢰성, 정확성

3.5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운영모형(안)

정책정보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하기 한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모형

을 제시하기 해 다음의 과정을 수행하 다. 먼  도서  정책정보서비스에 한 

선행연구와 맞춤형서비스 사례를 조사하 고 정책정보를 이용하는 수요자의 정보이

용행태와 요구 사항을 분석하 다. 그 후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을 

해 서비스별로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가치와 맞춤형서비스를 구  할 수 있는 정

보제공기술 그리고 각 분야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 등 맞춤형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서비스 구성 요소를 정리하 다. 마지막으로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

스 유형과 운 지침을 제안하 다. 이상의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의 개발 모

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11>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운영모형(안)

 모형을 바탕으로 제시된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를 바탕으로 정책정보 공

자, 수요자, 력자는 상호간의 긴 한 력을 통해 정책정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공 과 수요 그리고 력 어느 한 쪽만의 편향된 정보이용행태를 지

양하고 상호 간 력을 통해 정책정보서비스의 인 라 확충  서비스 발 을 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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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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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1.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개요
1.1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필요성

1.2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모형 개발 차

2.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에 한 연구

2.1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주제분야

2.2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

2.3 이용자의 정책정보 이용행태  요구분석

3.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신분별 요구 

   기 사항

3.1 수요자

3.2 력자

3.3 제공자

4.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유형  지침

4.1 정보검색  제공서비스

4.2 참고정보서비스

4.3 정책정보 네트워크 서비스

4.4 도서  마  서비스

4.5 개인화서비스

5.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개발 모형(안) 정책정보서비스 개발 모형과 서비스 구조

<표 5-33>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매뉴얼

4.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매뉴얼(안)

본 연구는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개발 모형(안)을 바탕으로 이용자맞춤형

정책정보서비스 매뉴얼을 제작하 다. 매뉴얼은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신분

별 요구  기  사항, 서비스 유형별 운  지침 등이 제시되어 있다. 운  매뉴얼

의 구성은 <표 5-33>과 같고 운  매뉴얼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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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제언

1. 결론

1.1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콘텐츠 확충 및 고도화

본 연구에서는 국립세종도서 을 심으로 지속 인 정책정보 콘텐츠 구축  고

도화를 기반으로 주제분야별 정책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정보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 다.

첫째, 시범 구축된 정책정보 콘텐츠의 문가 검증을 통해 정책정보 콘텐츠 보완

사항을 도출하 다. 정책정보 분류의 기 이 되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에 따라 

시범 구축된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총 133개, 정부기능분류체계(BRM) 주제분야별 

구축 콘텐츠 총 6,305건에 하여 문가 집단에 의한 체계  분석을 통해 보완사

항을 도출하 다.

둘째, 정책정보 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기능분류체계(BRM) 기반의 정책분야

별 주제가이드 콘텐츠  주제별 서지, 참고정보원 콘텐츠를 확충한 결과 총 4,964건을 

추가 구축하 다.

셋째,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매뉴얼 개발을 통해 정책정보제공시스템의 산재와 

자료의 복, 정책정보자료의 체계  리 부족  문 인 정보서비스 제공의 한

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다.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에는 주제가이드의 필요성  

목 , 주제가이드의 기능  장 , 분류체계, 자료유형별 메타필드, 주제별 콘텐츠 

구축방법에 해서 구체 으로 기술하 다.

넷째, 력형정책정보서비스 방안을 제시하 으며, 력형정책정보서비스의 배경 

 필요성, 장   효과, 서비스시스템의 구성요소 등을 제시하 으며, 정책분야별 

주제 문사서 DB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 다.

다섯째, 정책정보 문사서 양성방안을 제안하 으며, 정책분야별 문사서정보 확

보, 정책분야별 주제 문사서의 역할·자격·자질 제시, 문사서 양성도구 제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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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양성 차  운 략 등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사서 양성모형을 제

안하 다.

1.2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도서 은 통 으로 정보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국립세종도서 은 행정‧

정책정보서비스를 주된 역할로 하는 행정‧정책분야 특성화 도서 이다. 따라서 본

연의 수행기능인 정책정보서비스의 문화를 해서 국립세종도서  심의 정책정

보 콘텐츠 확충  효율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한 정책정보서비스 운 방향  

모형을 개발하여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재의 산이나 인력상황, 이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부처 자료실의 역할 유지, 정책정보서비스 실무기  담

당사서의 업무 부담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산 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립세종

도서  심으로 정책정보원을 구축함에 있어 련기  간 력은 무엇보다 요하

므로 국책연구소 자료실  정부부처 자료실 등의 련자들을 하여 정책정보를 

력 으로 구축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정책정보를 력

으로 구축할 수 있는 정책정보 련기  간의 력을 토 로 서비스를 실행함으로

써 Win-Win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정보서비스의 문화를 한 인력확보 차원에서 정책분

야별 문가 발굴, 국가정책정보인 라 구축을 통한 특화된 정책정보서비스시스템

으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를 제안, 그 운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첫째, 국내외 멘토링서비스의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도서 계 상황  

기타 사례와 비교하 으며,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제분야별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에서의 문가 연계 멘토링 서비스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 국내·외에서 진행하고 있는 멘토링 서비스 사

례 분석 결과 국내⋅외의 다양한 멘토링 연구에서 그 효과가 실제 으로 검증되

고 있다.

2) 주제별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를 한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책

정보멘토링에서는 정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정부부처 계자들의 업무에 직

으로 용될 수 있는 착형 정보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를 해 재 국내외

에서 제공되고 있는 멘토링을 내용에 따라 유형화 한 범주  학습(연구)지원 

멘토링, 지식 달 멘토링, 경력개발 멘토링, 리더십 멘토링 내용에 을 둔 서

비스를 개발하고자 하 다.

3)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를 해 1:1 멘토링뿐만 아니라 그와 련된 정책정보원 교

육 강의나 정책정보 분야의 주제를 기반으로 한 토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멘토링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 멘토링의 효과  운 을 한 지원시스템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 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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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결연 리자  슈퍼바이  양성, 멘토 훈

련 로그램, 멘토링 운  지원 체계 등. 즉 멘토와 멘티 간 ‘ 계성’ 발달을 통

해 그 효과를 도모하는 멘토링 활동의 효과  운 을 한 지원시스템의 구축 

 지속  지원, 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시스템  지원에서 요한 은 

단기  지원방식이 아닌 실질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장기 인 계유지를 통

한 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실제 참여 상자인 정책 련 계부처 공무원, 정

책연구소 연구원, 정책정보서비스 실무기  담당자 등을 상으로 정책정보멘토링

서비스 수요  요구조사 분석을 시행한 바,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분의 설문 응답자의 경우 멘토와 멘티 모두 활동한  없다는 응답이 67.46%

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정책정보멘토링에 한 인식 향상을 한 홍보가 필요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2) 멘토링 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하여 멘토와 멘티의 경험에 따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었다는 응답이 55.33%,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약 26.67%, 불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11.11%가 나타나 멘토와 멘티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체 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 다. 

3) 멘토링 서비스의 장 에 해서는 업무 노하우 수 등을 통한 문성 강화  

진로개발이 4.06, 멘토링 활동을 통한 다양한 인 계 형성 4.01, 멘토링서비스

를 통한 멘토/멘티의 역량강화 3.82 순으로 나타나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활

동내용  유형에서 정보, 지식, 경력지원을 통한 리더십 함양의 유형이 제공될 

필요성을 보 다.

4)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필요에 한 인식은 필요가 46.03%, 보통이 35.71%로 

나타났으며, 필요하다는 의견이 약 59.52%,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약 4.76%로 

체 으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참여 의사로는 보통 46.03%, 높음 27.78%, 매우 높음과 

낮음이 11.11% 순으로 나타났다. 높은 참여의사를 보인 응답자가 38.89%, 낮은 

참여의사를 보인 응답자가 15.08%로 참여의사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정책정

보멘토링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만큼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참여 의사가 높은 것

을 볼 수 있었다.

6) 정책정보멘토링의 멘토링 계 유형에 하여, 멘토/멘티 계가 지속 으로 발

 가능한 계 25.48%, 멘토/멘티를 신 하고 의식 이며 자발 으로 선택한 

계와 멘토/멘티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가 각각 20.85% 순으로 나

타나 멘토링의 지속성과 자발  선택 방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으로 나타났다.

7)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진행 시 상되는 문제 으로는,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참

여의 어려움 3.93, 내실 있는 멘토링 로그램 구성의 부족 3.71, 지역 인 한계

로 인한 참여의 어려움 3.69, 멘토-멘티의 지속 인 계유지의 어려움 3.68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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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8)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개발 시 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의 요도에 하여, 

정책정보제공서비스의 문성  양‧질  향상 4.02, 정책정보 정보원 제공서비

스와 정책정보의 장 용사례 제공서비스가 각각 3.82, 멘토-멘티 간 커뮤니티 

구성과 온라인을 통한 멘토링 활동 서비스 3.81, 정책정보 공유 력망 강화  

정책정보 기 목록 제공서비스 3.8 순으로 나타나 이에 한 사항을 고려한 정

책정보멘토링 운 모형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멘토/멘티 모집방법에 하여 정책분야와 련된 기

에 공문 등으로 의뢰하여 홍보‧모집이 35.35%, 연계기 에 홍보를 통한 공개모

집이 28.37%, 멘티들의 멘토 추천이 21.86% 순으로 분석되어 정책정보멘토링서

비스의 멘토/멘티 모집에는 기 과 연계한 공식  모집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

타났다.

10) 멘토에게 필요한 자질로는 멘토의 문성(4.4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열정 

4.29, 경청  상담 4.27, 이해  인내 4.22 순으로 나타나, 정책정보멘토링 활동

을 해 정책정보와 련한 문가 발굴에 의한 멘토 풀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11)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에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멘토/멘티 인력 확보 4.28, 멘토/

멘티의 교육 4.12, 문 인 멘토/멘티 활동을 한 소속기 의 재정·지원 력 

보장이 4.1, 정책분야와 련된 기 과의 연계 4.03 순으로 분석되어 정책정보멘

토링서비스의 지속성을 한 정책정보멘토링 지원을 한 통합 ⋅ 력 인 정

책정보멘토링 지원센터 운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문가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를 개

발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을 제안하 다.

1) 멘토링 서비스의 사례분석이 필요하다. 국내외 으로 문도서 회의 사례와 

같이 도서 분야에 멘토링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므로 이에 한 분석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도서  이외의 분야에서 제공되는 사례의 멘토링 

방법, 멘토링 내용, 멘토링 유형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를 한 멘토/멘티 풀의 풍부한 구축을 해 첫째, 멘토링

인력 풀을 구성할 때 퇴직한 우수연구자들을 확보하고, 자원 사자들을 극 활

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야 하며 둘째, 주제분야별로 세분화하여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고, 멘토링 유형별로도 구분해야 한다. 셋째, 멘토  

멘티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인 면, 공간 인 면, 명 인 측면을 총체

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분석된 결과를 토 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

모형  운  매뉴얼은 국립세종도서 을 심으로 하는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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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으로 제공하기 한 기  연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으로 정책정보멘토링서

비스의 운 을 통한 총체 으로 리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이 지속 으로 연

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해서는 국립세종도서 에서의 체계

인 지원과 함께 정책정보서비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 , 정책 문가 집단의 

력네트워크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한 실질 인 운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련기   문가 개인들이 네트워크에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운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1.3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이용자맞춤형서비스는 공 자의 시간과 노력을 감하면서 수요자의 정보욕구를 

반 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에 한 만족도는 높일 수 있는 효율 인 서비스 

제공방안이라 할 수 있다.

정책정보는 정책의 입안·결정·평가에 필수불가결한 정보이자 정책 과정의 결과물

로서 문성, 특정성 등 국가 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는 이러한 정책정보를 효율 으로 제공하기 한 방안

으로서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부처 공무원의 업무  정책연구자의 연구를 지원하는 

정책정보의 고도화 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을 해 이용자맞춤형서비스의 

문헌  사례조사와 정책정보이용자들의 수요조사를 실시하 다. 이를 바탕으로 정

책정보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 한 정책정보서비스 모형을 제안하 다. 

정책정보서비스 모형 개발을 한 수요조사를 해 경력, 담당업무, 연구  업무 

주제분야를 독립변인으로 채택하 고,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에 한 이용자

의 수요를 종속변인으로 선정하 다. 종속변인은 모두 10가지이며 정책정보서비스

를 제공 시 고려해야할 사항, 서비스 유형별 제공 필요성, 기 되는 정책정보서비

스, 정보요구 시 피드백 기간, 정보 유형별 최신성 유지의 필요성, Web 기반 서비

스 제공시 고려사항, 블로그 운  시 고려사항, 모바일 서비스 제공시 고려사항, 정

책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이다.

1) 인구통계학  특징

본 연구의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징은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49:51로 나타났고 20  17.46%, 30  37.3%, 40  37.3%, 50  이상 7.94%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  정부부처 계자가 46.83%로 가장 많았고 정책 련 연구원

은 26.19%로 나타났다. 주로 담당한 업무분야는 련 분야의 사업운 이 31.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책정보 수집  리 15.87%, 정책연구 9.52% 순으로 나타났

다. 설문응답자의 근무경력은 5년 미만이 30.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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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10년 미만 20.63%, 10년 이상~15년 미만 15.87%, 20년 이상~25년 미만 14.2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설문응답자의 업무  연구와 가장 련있는 분야로는 문

화체육 이 1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토개발과 일반공공행정 12.7%, 과학

기술 9.52% 순으로 나타났다.

2) 정책정보서비스 수요조사

정책정보서비스 수요에 한 조사는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조사하 다.

첫째,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으로는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

성 4.47, 정보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 근성 4.39, 참고하는 정보원의 신뢰

성 4.3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정보서비스 유형에 따른 응답자의 필요도에서는 최신정보제공서비스가 

4.19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가서비스 4.04, 모바일서비스 4.0 순으

로 필요도가 나타났다.

셋째, 정책정보서비스  제공되길 기 하는 서비스로는 세계  정책정보 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한 정책 이슈 분석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검색어 빈도

를 통한 국내 정책 트 드 제공 4.06, 개인의 심분야에 맞는 정책정보 자료 제공 

4.02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보제공 요구에 한 한 피드백 기간은 3일이 40.48%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1주일 38.89%, 1일 11.11%로 나타났다. 3일과 1주일에 한 응답이 체 

설문응답자의 79.37%로 나타나 3일에서 1주일 정도의 피드백 기간이 가장 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정책정보원의 유형별 최신성 유지 필요도에 한 조사에서는 통계자료가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Web DB 4.29, 보고서 4.16, 법령자료 4.1 순으로 나

타났다. 모든 항목의 평균이 3.5 이상으로 나타나 체 으로 최신성 유지에 한 

높은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섯째, Web 기반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한 조

사에서는 다양한 정보검색기능 제공이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하고 명확

한 커뮤니 이션 채  지원이 4.08, 모바일에서 제공되는 메뉴  서비스와 연동구

이 4.07 순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Web 기반 My Library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필요한 기능을 조사한 결과 

도서  자료의 검색목록 제공이 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분야별 인터넷 콘

텐츠 4.06, 신착자료 안내 3.98, 목차서비스 3.97 순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정책정보서비스 련 블로그 운  시 고려사항에 한 조사에서는 표 

블로그 개설  지속 인 운 이 3.97로 가장 높았으며, 링크  트랙백을 통한 기

과 도서 간 커뮤니 이션 활성화 3.92, 주제 문가 블로그를 통한 문가 생성 

콘텐츠 제공 3.91 순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모바일 서비스 제공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해 쉽고 빠른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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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속 인 업데이트를 통한 새로운 기술  정

보서비스 4.21, 웹에서 제공되는 메뉴  서비스와 연동 4.02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를 통해 정책정보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에 한 조사는 최신 정책 이슈의 신속한 악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탐색 기능 강화 4.17, 개인의 심분야·업무·

연구에 한 문서비스 활용 4.11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수요조사를 통해 정책정보이용자는 문 인 정책정보자료의 정확하고 신

속한 제공과 국내외 정책자료 분석을 통한 정책 이슈  트 드를 악하여 트 드

에 맞는 정보제공서비스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러한 정보에 한 다양

한 근 경로  개인  기  간 커뮤니 이션 채  개설에 한 요구가 있는 것

으로 확인 되었다.

3) 수요조사에 한 결과분석  시사

수요조사를 통해 정책정보이용자는 문 인 정책정보자료의 정확하고 신속한 제

공과 국내외 정책자료 분석을 통해 정책 이슈  트 드를 악한 정보제공서비스

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러한 정보에 한 다양한 근 경로  개인 

 기  간 커뮤니 이션 채  개설에 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첫째, 정책정보이용자는 개인이 원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받기를 원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최신 정보의 빠른 제공도 포함된다.

둘째, 정책정보이용자는 정책정보서비스가 정책과 련된 문화된 서비스로서 정

책과 련된 개인의 업무  연구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 하고 있다.

셋째, 개인  기  간 커뮤니 이션 채 을 유지하여 정책과 련 된 정보교환 

 문가 생성 자료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정책정보자료에 한 쉬운 이용을 해 정보 근성 향상이 필요하며 이를 

해 다양한 검색기능 제공  미디어 매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다섯째, 해외 정책자료 분석을 통한 이슈 분석, 국내 정책 트 드 악 등 정책과 

련된 동향 악과 이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4)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모형(안) 필요성  개발 차

정책정보는 미래지향 인 성격을 가진 정보로서 정책 개발  실행, 평가 등 정책

에 련된 업무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라 할 

수 있다. 정책정보가 이러한 역할을 제 로 수행하기 해서는 정책 상황에 부응하

는 성과 정확성을 지녀야 한다.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는 정책정보의 고도화된 서비스로서 정책 업무 반

에 걸쳐 실효성 있는 문 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책 업무를 지원하고 정책정보

자료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기 해 이용자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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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한 연구  사례조사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정부운 의 새로운 패러다

임 정부 3.0에 맞는 수요자 심의 맞춤정보서비스, 실시간 정보제공서비스를 제공

하기 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 다.

5)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유형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모형(안) 개발 차에 따라 정책정보서비스 유형을 

정보검색  자료제공, 참고정보, 정책정보 네트워크, 도서  마 , 개인화서비스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세부 서비스를 제시하 다. 유형별 세부 서비

스는 <표 6-1>과 같다.

조 사 항 목 결 과 ( 상  3 가 지 )

정보검색  
자료제공

시 스 검색 서비스, 태깅 서비스, 인터넷 검색 포털 연계, 정책 자료의 디지털 서
비스, 웹 정보자원의 DB구축, 상호 차  원문복사, 정책정보제공 신청 서비스

참고정보
최신정보제공서비스, 학술지목차메일링 서비스, 정책정보 검색순 지원 서비스, 
WIKI 서비스

정책정보 
네트워크

지역도서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정부기  웹사이트 링크  검색 서비스, 문
가인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도서  마
소장 자료의 시·출  서비스, 소셜네트워크 운  서비스, 정책정보 활용사례 제
공서비스

개인화서비스
My Library 서비스, 개인자료 장 공간 제공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문 DB 검색 

 자료이용 교육 서비스

<표 6-34>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유형별 세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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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2.1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콘텐츠 확충 및 고도화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국립세종도서 에서 이후에 차차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 

 정책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세종도서  장기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많은 보고서를 통해서 

국립세종도서 의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방향을 잡고 있지만, 국립세종도서 의 5

년 후 모습, 10년 후 모습, 100년 후 모습을 그려놓은 비 이 없다. 따라서 어떤 비

을 향해 어떤 사업에 왜 얼마만큼의 산을 투자하여 오늘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

지에 한 답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지 까지의 조각사업 비 을 총체 으로 융합

하여 세계 인 정책정보 문도서 으로서의 상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립세종도서 의 정책정보 문사서의 충원이 요청된다. 정책분야별 문가 

DB를 구축하고 이들이 주제가이드를 구축하고 력형 참고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지

라도 총 책임은 국립세종도서  문사서가 수행해야 한다. 담당 문사서들이 

국에 흩어져 있는 정책분야별 문가들을 총 해서 매일 매일 모니터링을 하여 

리해야 한다.  

셋째, ‘오늘의 정책이슈’와 같은 특별한 콘텐츠 서비스를 매일 매일 제공하는 

PUSH 메일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어도 두 명 이상의 

문사서가 매일 당일의 이슈를 분석해서 요약해서 제공하고 련 문헌을 총체 으로 

제공한다면 다른 메일링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

다. 국립세종도서 에 가장 많이 요구되는 ‘킬러콘텐츠’의 개발과 제공이다. 정책이

슈 뿐 만 아니라 국립세종도서 이 아니면 제공할 수 없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제공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책정보주제 문사서 양성을 한 교육과정을 미리 개발해야 한다. 완벽하

게 비되지 않은 채 교육을 진행할 경우 강사확보  강의내용 비에 있어 많은 

문제 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철 하게 개발된 교육과정을 비하고 이를 기반

으로 강사 풀을 구성하며,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최고

의 정책정보주제 문사서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책정보 문사서 양성방안에 한 연구를 심층 으로 수행해야 한다. 노

희(2008) 연구자의 경우 도서 마 문사서의 양성방안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론을 용하여서 정책정보 문사서의 정의, 자질, 자격, 역

할, 교과목 개발 등을 해야 할 것이다.



282 ●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운영 방안 연구

2.2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본 연구에서는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 모형  운  매뉴얼을 제작하 으나, 

실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를 시행하고 그 운 과정을 모니터링 하여 효과를 검증

하는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따라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를 체계 이고 효과

으로 진행하여 지속 인 발 을 도모하기 해 지속 인 연구  노력이 필요하

다. 이에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를 체계 이고 효과 으로 진행하기 해서는 장기 

멘토링 활동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토 로 

실제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활동 이후 효과성 검증을 거쳐 그 운 모형  매뉴얼

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활성화를 해서는 정보서비스 역에서의 멘토링

에 한 인식 확산, 우수한 로그램의 개발, 기술  지원, 문 인력의 양성방안 

등에 한 다양한 연구  노력이 지속 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한 통합

이고 력 인 정책정보멘토링 지원센터 운 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우수 멘토  문 인력 양성체계 구축  확충을 

한 구체 인 방안에 한 연구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단계 인 멘

토 인력 풀 발굴 로드맵도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 정책정보멘토링 활동에 참여하는 멘토/멘티  멘토 기 /멘티 기 에 해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참여 동기유발  진을 한 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

는 인센티 제 개발 등의 정책 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책정보멘토링 로그램의 성공 인 진행을 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

축  로그램에 한 객  평가를 한 표 화된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모니터링과 평가는 멘토링 로그램에 한 만족도 평가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정

보 리  로그램 신청 등을 리 감독할 수 있는 검토 자료로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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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정책정보멘토링 및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수요조사 및 요구 분석 설문

[문의]

전화: 010-2968-8233 / 043-840-3367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겸임교수 강정아)

E-mail: konkuk.younghee@gmail.com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정책정보라는 주제분야 멘토링서비스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 서비스

에 한 수요  요구를 분석하고 반 하기 한 조사입니다.

본 설문에 참여해주시는 정부부처 계자, 사서, 연구원님들의 고견은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이용자맞춤형

정책정보서비스의 개발 방향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연구가 유용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조사에 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설문 조사의 응답결과는 통계  목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23일

연구책임자 충남 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곽승진

공동연구원 건국 학교 문헌정보학과 임교수 노 희

건국 학교 문헌정보학과 겸임교수 강정아

※ 다음은 조사 결과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 사항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남      □ 여

2. 귀하의 연령은? (만 나이 기준)

□ 20~29세                   □ 30~39세       □ 40~49세         □ 50세 이상

3. 귀하의 직업은?

□ 정부부처관계자            □ 사서          □ 연구원          □ 기타 (   )

4. 귀하의 직장 근무 경력은?

□ 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15년 미만

□ 15년 이상~20년 미만 □ 20년 이상~25년 미만       □ 2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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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담당하신 업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

□ 정책연구 □ 정책입안지원        □ 정책개발 

□ 정책분석  □ 정책평가 □ 정책정보 수집 및 관리

□ 담당분야 사업운영 □ 통계연구(통계분석)        □ 출판 및 홍보

□ 현황분석 및 평가 □ 기타 (                  )

6. 업무 또는 연구와 가장 관련 있는 주제분야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하나만 선택)

□ 공공질서 및 안전 □ 과학기술 □ 교육 

□ 교통 및 물류 □ 국방 □ 국토개발

□ 농림․축산 □ 문화체육관광 □ 보건 

□ 사회복지 □ 산업․통상․중소기업 □ 일반공공행정

□ 재정․세제․금융 □ 통신 □ 통일․외교

□ 해양수산 □ 환경 □ 기타 (           )

정 책 정 보 멘 토 링 서 비 스

※ 다음은 멘토링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해당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랍

니다. 

7. 멘토/멘티로 활동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멘토 □ 멘티 □ 멘토/멘티 모두 □ 활동한 적 없음(9번 문항으로)

8. 멘토/멘티로서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멘토링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 만족

9. 멘토링서비스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 항목의 중요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멘토링서비스의 장 도움되지않음 <> 매우도움

업무 노하우 수 등을 통한 문성 강화  진로개발 □ 1     □ 2     □ 3     □ 4     □ 5

멘토링서비스를 통한 멘토/멘티의 역량강화 □ 1     □ 2     □ 3     □ 4     □ 5

멘토링서비스를 통한 멘토/멘티의 자신감 상승 □ 1     □ 2     □ 3     □ 4     □ 5

멘토-멘티 간 사회 ·정서  교류를 통한 문제해결 □ 1     □ 2     □ 3     □ 4     □ 5

멘토/멘티의 능력을 표출할 기회 제공 □ 1     □ 2     □ 3     □ 4     □ 5

멘토링 활동을 통한 다양한 인 계 형성 □ 1     □ 2     □ 3     □ 4     □ 5

커뮤니 이션 능력의 향상 □ 1     □ 2     □ 3     □ 4     □ 5

기타 (                                                ) □ 1     □ 2     □ 3     □ 4     □ 5

※ 다음은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요구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해당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랍

니다. 

10.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필요없음 □ 필요없음      □ 보통      □ 필요 □ 매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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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가 개발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12. 개발·진행될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멘토링 관계 유형 중,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은 

무엇입니까? (중복선택가능)

□ 멘토/멘티를 신중하고 의식적이며 자발적으로 선택한 관계 

□ 멘토/멘티가 속한 기관에 의해 승인된 관계

□ 멘토/멘티가 속한 기관으로부터 지원 받는 관계

□ 멘토/멘티가 계급·명령 전달 체계에 속하지 않는 관계

□ 멘토/멘티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계

□ 멘토-멘티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관계

□ 멘토/멘티가 멘토링서비스에 참여한 목적에 충실한 관계

□ 기타 ( )

13.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진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의 정도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진행 시 상 문제  문제없음 <> 매우 문제있음

시간 부족으로 인한 참여의 어려움 □ 1     □ 2     □ 3     □ 4     □ 5

지역 인 한계로 인한 참여의 어려움 □ 1     □ 2     □ 3     □ 4     □ 5

멘토링 활동으로 인한 업무 활동 지장 □ 1     □ 2     □ 3     □ 4     □ 5

교통비  활동비 등 경제  부분의 소모 □ 1     □ 2     □ 3     □ 4     □ 5

도서  등 연계된 기 의 지원 부족 □ 1     □ 2     □ 3     □ 4     □ 5

멘토의 문성 부족 □ 1     □ 2     □ 3     □ 4     □ 5

멘토/멘티 지원자 부족 □ 1     □ 2     □ 3     □ 4     □ 5

내실 있는 멘토링 로그램 구성의 부족 □ 1     □ 2     □ 3     □ 4     □ 5

멘토-멘티의 지속 인 계유지의 어려움 □ 1     □ 2     □ 3     □ 4     □ 5

기타 (                                                 ) □ 1     □ 2     □ 3     □ 4     □ 5

14.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개발 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사항의 중요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개발  사항 요하지않음 <> 매우 요

정책정보 공유 력망 강화  정책정보 기 목록 제공서비스 □ 1     □ 2     □ 3     □ 4     □ 5

정책정보 정보원 제공서비스 □ 1     □ 2     □ 3     □ 4     □ 5

정책정보제공서비스의 문성  양·질  향상 □ 1     □ 2     □ 3     □ 4     □ 5

멘토-멘티 간 커뮤니티 구성 □ 1     □ 2     □ 3     □ 4     □ 5

멘토-멘티 인력 검색·연결 서비스 □ 1     □ 2     □ 3     □ 4     □ 5

온라인을 통한 멘토링 활동 서비스 □ 1     □ 2     □ 3     □ 4     □ 5

정책정보의 장 용사례 제공서비스 □ 1     □ 2     □ 3     □ 4     □ 5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웹진  소식지 발행 서비스 □ 1     □ 2     □ 3     □ 4     □ 5

기타 (                                                 ) □ 1     □ 2     □ 3     □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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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해당 사항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15.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멘토/멘티 모집 방법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복선택가능)

□ 정책분야와 관련된 기관에 공문 등으로 의뢰하여 홍보·모집하는 방법

□ 연계기관에 홍보를 통한 공개모집의 방법

□ 정책정보 전문사서를 활용한 홍보 및 모집 방법

□ 멘티들의 멘토 추천을 통한 모집 방법

□ 기타 (                     )

16. 멘토에게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하시는 사항의 중요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멘토에게 필요한 자질 요하지않음 <> 매우 요

멘토의 문 성  (주제분야의 공, 직업, 경력과 장경험 등) □ 1     □ 2     □ 3     □ 4     □ 5

멘티의 지원 (멘토링의 지속성, 정서  자기개발 지원, 노하우 수 등) □ 1     □ 2     □ 3     □ 4     □ 5

지 성 의 겸비 (기본 소양, 연구, 학회 내 활발한 활동 등) □ 1     □ 2     □ 3     □ 4     □ 5

개 방 성  (사고방식의 개방성 등) □ 1     □ 2     □ 3     □ 4     □ 5

경청·상담 (멘티의 의견 경청, 문  지식과 기능을 기반한 상담능력 등) □ 1     □ 2     □ 3     □ 4     □ 5

이 해 · 인 내 (멘토링 유지를 한 지속 인 배려·도움·지원 등) □ 1     □ 2     □ 3     □ 4     □ 5

열 정  ( 극 인 멘토링 활동  멘티 서포트 등) □ 1     □ 2     □ 3     □ 4     □ 5

교수기술 (멘토링 과정에서의 경력개발지도  자기개발 방법론 제시 등) □ 1     □ 2     □ 3     □ 4     □ 5

경 험  (멘토링의 경험, 노하우 등) □ 1     □ 2     □ 3     □ 4     □ 5

기타 (                                                 ) □ 1     □ 2     □ 3     □ 4     □ 5

17.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에 요구되는 사항의 필요 정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에서 필요한 사항 요하지않음 <> 매우 요

멘토/멘티의 교육 □ 1     □ 2     □ 3     □ 4     □ 5

멘토/멘티 인력 확보 □ 1     □ 2     □ 3     □ 4     □ 5

멘토들 간의 정기  회의 □ 1     □ 2     □ 3     □ 4     □ 5

정책정보멘토링 활동을 조정할 수 있는 멘토링 원회 □ 1     □ 2     □ 3     □ 4     □ 5

정책정보멘토링 로그램의 정기 인 평가 □ 1     □ 2     □ 3     □ 4     □ 5

문 인 멘토/멘티 활동을 한 소속기 의 재정·지원 력 보장 □ 1     □ 2     □ 3     □ 4     □ 5

정책분야와 련된 기 과의 연계 □ 1     □ 2     □ 3     □ 4     □ 5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담당자 교육을 통한 체계 인 서비스 구 □ 1     □ 2     □ 3     □ 4     □ 5

다양하고 체계 인 정책정보멘토링 로그램 개발 □ 1     □ 2     □ 3     □ 4     □ 5

웹 기반 정책정보멘토링 지원 확충 □ 1     □ 2     □ 3     □ 4     □ 5

문 담인력(코디네이터 등) 확보 □ 1     □ 2     □ 3     □ 4     □ 5

로그램 수료 후의 지속 인 지원을 한 서비스 개발 □ 1     □ 2     □ 3     □ 4     □ 5

기타 (                                                         ) □ 1     □ 2     □ 3     □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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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자 맞 춤 형 정 책 정 보 서 비 스

※ 다음은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요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해당 사항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요하지않음 <> 매우 요

요구사항을 빠르게 처리하는 신 속 성 □ 1   □ 2   □ 3   □ 4   □ 5

정보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 근 성 □ 1   □ 2   □ 3   □ 4   □ 5

제공하는 정보의 정 확 성 □ 1   □ 2   □ 3   □ 4   □ 5

문가·비 문가에 따라 맞춤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차 별 성  □ 1   □ 2   □ 3   □ 4   □ 5

참고하는 정보원의 신 뢰 성 □ 1   □ 2   □ 3   □ 4   □ 5

정기 으로 수요자 심 분야 자료를 제공하는 지 속 성 □ 1   □ 2   □ 3   □ 4   □ 5

기 (개인)  기 (개인)의 지속  계 형성을 한 상 호 력 □ 1   □ 2   □ 3   □ 4   □ 5

기타 (                                                  ) □ 1   □ 2   □ 3   □ 4   □ 5

19.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유형의 필요도에 따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유형 요하지않음 <> 매우 요

태 깅 서 비 스
모든 정책정보자료에 태그 작성 기능

□ 1    □ 2    □ 3    □ 4    □ 5

M y Li bra ry서 비 스
이용자의 모든 심사를 리할 수 있는 기능

□ 1    □ 2    □ 3    □ 4    □ 5

최 신 정 보 제 공 서 비 스
정책정보자료 최신 업데이트 기능

□ 1    □ 2    □ 3    □ 4    □ 5

W I K I 서 비 스
정책정보 련 용어·개념·정보작성에 이용자 공동 참여·활용 기능

□ 1    □ 2    □ 3    □ 4    □ 5

인 용정 보 서 비 스
정책정보에 한 인용정보 제공

□ 1    □ 2    □ 3    □ 4    □ 5

문 가 서 비 스
정책분야 문가의 지원 통로 마련

□ 1    □ 2    □ 3    □ 4    □ 5

온 라 인 정 보 서 비 스
정책정보 문사서를 통한 실시간 정보이용안내

□ 1    □ 2    □ 3    □ 4    □ 5

클 라 우 드 서 비 스
네트워크에 연결된 서버를 통해 정책정보와 련된 소 트웨어  콘텐츠 활용

□ 1    □ 2    □ 3    □ 4    □ 5

시 맨 틱  웹 서 비 스
정책정보 지식을 분류하고 계를 설정하여 정보탐색기능 강화

□ 1    □ 2    □ 3    □ 4    □ 5

빅 데 이 터  서 비 스
정책정보 생성·양·형식의 데이터분석을 통한 정보제공 

□ 1    □ 2    □ 3    □ 4    □ 5

Li n k e d  D a t a 서 비 스
Web상에 존재하는 각각의 정책정보 데이터 연결

□ 1    □ 2    □ 3    □ 4    □ 5

모 바 일 서 비 스
이동단말기를 통해 Web 상의 서비스 이용

□ 1    □ 2    □ 3    □ 4    □ 5

기타 (                                           ) □ 1    □ 2    □ 3    □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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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성의 유지가 필요한 정책정보원의 유형 필요하지않음 <> 매우 필요

Web DB(학술지, 학술기사, 자   자형태의 논문 포함) □ 1    □ 2    □ 3    □ 4    □ 5

각종 편람 □ 1    □ 2    □ 3    □ 4    □ 5

국제기구 발간자료 □ 1    □ 2    □ 3    □ 4    □ 5

국제기구 자체에 한 정보 □ 1    □ 2    □ 3    □ 4    □ 5

단행본( 자책 포함) □ 1    □ 2    □ 3    □ 4    □ 5

법령자료 □ 1    □ 2    □ 3    □ 4    □ 5

보고서 □ 1    □ 2    □ 3    □ 4    □ 5

사   백과사 □ 1    □ 2    □ 3    □ 4    □ 5

외국 정부간행물 □ 1    □ 2    □ 3    □ 4    □ 5

외국 정부기 에 한 정보 □ 1    □ 2    □ 3    □ 4    □ 5

통계자료 □ 1    □ 2    □ 3    □ 4    □ 5

회의  세미나 자료 □ 1    □ 2    □ 3    □ 4    □ 5

기타 련 웹 사이트(블로그, 웹진, 키형, SNS 등) □ 1    □ 2    □ 3    □ 4    □ 5

기타 (                                                    ) □ 1    □ 2    □ 3    □ 4    □ 5

20.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시 기대되는 서비스의 필요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시 기 되는 서비스 필요하지않음 <> 매우 필요

검색어 빈도를 통한 국내 정책트랜드 제공 □ 1    □ 2    □ 3    □ 4    □ 5

세계  정책정보 데이터수집 분석을 통한 정책 이슈 분석 □ 1    □ 2    □ 3    □ 4    □ 5

개인의 심분야에 맞는 정책정보 자료 제공 □ 1    □ 2    □ 3    □ 4    □ 5

SNS를 통해 수집된 정책 련 정보·의견 제공 □ 1    □ 2    □ 3    □ 4    □ 5

정책정보 련 이용자에게 필요한 데이터 라이 사이클 제공 □ 1    □ 2    □ 3    □ 4    □ 5

태깅서비스를 통한 정책정보자료에 한 쉽고 빠른 근성 제공 □ 1    □ 2    □ 3    □ 4    □ 5

자신의 모든 심사를 리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 1    □ 2    □ 3    □ 4    □ 5

인용정보서비스를 통한 정책정보에 인용정보 제공 □ 1    □ 2    □ 3    □ 4    □ 5

정책분야 문가를 통한 실시간 정보이용  커뮤니 이션 서비스 □ 1    □ 2    □ 3    □ 4    □ 5

모바일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 제공 □ 1    □ 2    □ 3    □ 4    □ 5

기타 (                                                    ) □ 1    □ 2    □ 3    □ 4    □ 5

21. 정책정보이용자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공급자의 피드백 기간은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일 (당일) ☐ 3일 ☐ 1주일  ☐ 2주일 ☐ 한 달 이상

22. 정책정보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정보원 유형 별 최신성유지의 필요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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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Web 기반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려되어야 할 사항의 중요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Web 기반 정책정보서비스 요하지않음 <> 매우 요

모바일에서 제공되는 메뉴  서비스와 연동구 □ 1   □ 2   □ 3   □ 4   □ 5

다양하고 명확한 커뮤니 이션 채  지원 □ 1   □ 2   □ 3   □ 4   □ 5

로딩속도를 고려한 웹 페이지 구성 □ 1   □ 2   □ 3   □ 4   □ 5

다양한 정보검색기능 제공 □ 1   □ 2   □ 3   □ 4   □ 5

Tag를 통한 꼬리말 제공 □ 1   □ 2   □ 3   □ 4   □ 5

쉽게 근 가능한 개인화서비스 □ 1   □ 2   □ 3   □ 4   □ 5

기타 (                                                  ) □ 1   □ 2   □ 3   □ 4   □ 5

24. 정책정보 My Library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능의 정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My Li brary 서비스 제공시 필요한 기능 필요하지않음 <> 매우 필요

도서  공지사항 안내 □ 1   □ 2   □ 3   □ 4   □ 5

도서  자료 검색목록 제공 □ 1   □ 2   □ 3   □ 4   □ 5

목차서비스 □ 1   □ 2   □ 3   □ 4   □ 5

문헌복사서비스 황 □ 1   □ 2   □ 3   □ 4   □ 5

사서로부터의 메시지 달 □ 1   □ 2   □ 3   □ 4   □ 5

상 기  링크 제공 □ 1   □ 2   □ 3   □ 4   □ 5

상호 차서비스 □ 1   □ 2   □ 3   □ 4   □ 5

신착자료 안내 □ 1   □ 2   □ 3   □ 4   □ 5

정책분야별 인터넷 콘텐츠 □ 1   □ 2   □ 3   □ 4   □ 5

기타 (                                                  ) □ 1   □ 2   □ 3   □ 4   □ 5

25. 정책정보서비스 블로그 운영 시 고려해야하는 사항의 중요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운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필요하지않음 <> 매우 필요

표 블로그 개설  지속  운 □ 1   □ 2   □ 3   □ 4   □ 5

RSS 피드 기능을 통한 새로운 정책정보 분야 소식 제공 □ 1   □ 2   □ 3   □ 4   □ 5

링크, 트랙백을 통한 기 과 도서 간의 커뮤니 이션 활성화 □ 1   □ 2   □ 3   □ 4   □ 5

댓 을 통한 정책정보서비스에 한 수요자 의견 수렴 □ 1   □ 2   □ 3   □ 4   □ 5

주제 문가 블로그를 통해 문가 생성 콘텐츠를 제공 □ 1   □ 2   □ 3   □ 4   □ 5

기타 (                                                  ) □ 1   □ 2   □ 3   □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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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정책정보서비스가 모바일을 통해 제공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의 중요도에 체크(√)해 주시기 바

랍니다.
모 바 일  서 비 스  제 공 시  고 려 해 야  할  사 항 요하지않음 <> 매우 요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를 고려한 디스 이 구성 □ 1   □ 2   □ 3   □ 4   □ 5

쉽고 빠른 인터페이스 구성 □ 1   □ 2   □ 3   □ 4   □ 5

지속 인 업데이트를 통한 새로운 기술  정보서비스 □ 1   □ 2   □ 3   □ 4   □ 5

웹에서 제공되는 메뉴  서비스와 연동구 □ 1   □ 2   □ 3   □ 4   □ 5

이용자 상황인지와 개인화 정보에 기 한 정보검색 도구 제공 □ 1   □ 2   □ 3   □ 4   □ 5

텍스트 이외의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검색서비스 제공 □ 1   □ 2   □ 3   □ 4   □ 5

기타 (                                                  ) □ 1   □ 2   □ 3   □ 4   □ 5

27.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의 중요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자 맞 춤 형 정 책 정 보 서 비 스 의  효 과 요하지않음 <> 매우 요

Web, 스마트 기기 등에서 이용 가능한 인터페이스의 개인화 □ 1   □ 2   □ 3   □ 4   □ 5

개인의 심분야, 업무, 연구에 한 문서비스의 활용 □ 1   □ 2   □ 3   □ 4   □ 5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 알림을 통한 유용정보의 신속한 활용 □ 1   □ 2   □ 3   □ 4   □ 5

정책정보 수요자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 □ 1   □ 2   □ 3   □ 4   □ 5

최신 정책이슈의 신속한 악 □ 1   □ 2   □ 3   □ 4   □ 5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탐색기능 강화 □ 1   □ 2   □ 3   □ 4   □ 5

기타 (                                                  ) □ 1   □ 2   □ 3   □ 4   □ 5

※ 기타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책 정 보

멘 토 링 서 비 스

이 용자 맞 춤 형

정 책 정 보 서 비 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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