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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국회도서  이용자인 입법 련 종사자와 일반 이용자를 상으로 국회도서 의 공공기   정부정

보 서비스에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용행태  만족도에 해 분석하 다. 분석결과 공공기   정부정보의 

이용  필요성은 입법 련 종사자가 일반 이용자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체 으로 국회도서

의 공공기   정부정보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   정부정보를 통합하여 검색․제공할 포털사이트

에 한 필요성 역시 비교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sed the user behaviors and satisfaction for the government information service 

of Nation Assembly Library of Korea, based on the questionnaires from users including the legislative 
employees and other library users. The results showed that legislative employees used the services 
more often and have more needs for the services than other users. Most legislative employees and 
other library users evaluated that the services should be improved and that it would be desirable 
to develop a portal system and services providing the integrated search and offering government 
information as one stop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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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 국회는 입법지원조직으로 국회사

무처, 국회 산정책처, 국회도서 , 국회입법조

사처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을 상으

로 그들의 의정활동과 련된 행정사무  국

회 본연의 기능을 직 으로 수행하는 입법활

동 등을 지원하는 다른 입법지원조직과는 달리, 

국회도서 은 국회의원을 상으로 입법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동시에 일반국민들을 상으

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회도서 은 입

법 련종사자에 해서는 문도서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일반국민들에 한 서

비스 역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도서 은 1998년 면공개 된 이후 일

반국민들의 이용은 매년 증가하여, 2008년 12

월 재 58만 6천명 이상이 국회도서 을 이용

하고 있다(국회도서  2009). 국회도서 이 소

장하고 있는 규모의 양질의 장서  원문구

축 데이터베이스는 국회의원  일반국민들이 

국회도서 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의 하

나일 것이다. 국회도서 은 특히 정부간행물에 

해 1997년 국회도서 이 주 이 되어 수립한 

국가 자도서 구축기본계획 에 따라 정부간

행물에 한 원문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시

작한 이래(국회도서  2002), 2007년 12월 

재 140만면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국회도서  2007). 정부간행물에 한 통

합 인 발간․수집․정리․보존․제공이 이

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도서 의 

정부간행물 원문데이터베이스는 정부정보를 

가장 유용하게 제공하는 요한 정보원 의 

하나이다.

그러나 정부간행물은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인쇄매체에서 온라인 디지털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인쇄물 정부간행물은 발행기 에서 간행

하여 국립 앙도서   국회도서 , 국가기록

원 등에 납본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출 물

은 인쇄매체로 발간된 정부간행물과는 달리 여

히 제 로 리되지 못하고 있다. 부분의 

온라인 디지털형태의 정부정보는 발행기 의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으로 제공되고 있다. 

정부정보의 온라인 디지털형태 발간이 차 증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정보를 효율 으로 

수집․정리․보존․제공하기 해서는 이를 

집 으로 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이용자의 정부정보 이용행태와 만족도에 한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국회도서 의 정부정보 

서비스를 개선하기 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시도된 것이다. 이러한 에

서 이 연구에서는 정부정보의 수집․정리․보

존․제공에 한 통합 인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 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해 국회도서  

정부정보 원문데이터베이스의 이용실태를 분

석할 필요가 있다고 단하 다. 이를 해 먼

 국회도서  이용자인 입법 련종사자와 일

반이용자를 상으로 정부정보의 일반 인 이

용  국회도서 의 정부정보 이용과 정부정보 

이용행태  만족도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정보를 의미하는 용어로 

‘공공기   정부정보’를 사용하고자 한다. 원

래 정부정보(government information)는 정

부가 보유, 리, 제공하는 정보로, 주로 공표를 

제로 제공되는 정보를 말하며 정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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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출 물, 행정자료를 포 하는 개념으로 사

용된다(日本圖書館情報學  2007).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정부정보’는 ‘행정자료’만을 의

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기 한 것이다.

2. 이론  배경  선행연구 분석

2.1 국회도서 의 일반  기능과 공공기   

정부정보

국회도서 은 도서 자료  서비스를 수행

하여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직무이다(국회도서 법 제2조 제1항). 입법의 

가장 첫 단계는 법률안의 입안으로,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제출권을 가지고 있다. 입안된 

법률은 국회의 심의  검토․의결을 거쳐 법

률로서 정당성과 합법성을 부여받는다. 국회에

서 입안되는 법률안은 지속 으로 증가하여, 

제16 에는 2,507건, 제17 에는 7,489건, 2008

년에 개원한 제18 에는 이미 3,696건이 수

되었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회에서 수많은 법률안을 심의․의결하기 

해서는 이와 련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지방의원의 입법활동에서도 집행부에 한 감

시와 견제 등 문 인 지식과 정보가 있어야

만 효율 인 의정활동이 가능하다(장 두 2006). 

하나의 지역이 아닌 나라 체를 표하는 국

회의 입법활동이 제 로 수행되기 해서는 이

를 한 정보의 체계 이고 효율 인 입수와 

분석, 활용이 요하다는 사실은 다시 언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해 필요한 정

보는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하겠지만, 국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도 심의해야 하기 때문

에 정부와 련된 정보 한 입법활동에는 

요한 정보원이 된다. 국회의 입법권 강화를 통

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보하기 해 의회

의 문성확보와 더불어, 행정부와의 정부 비

칭성의 극복도 요하다(배용수, 이 출, 임

언선, 김종갑, 박찬이 2006)는 에서도, 국회

의 행정부 정부정보에 한 리의 요성이 

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에서 국회의 

입법지원조직으로서 국회도서 이 정부정보에 

한 지속 이고 망라 인 수집․정리․분

석․제공하는 것 역시 요한 입법지원활동인 

것이다.

국회도서 은 정부간행물 납본기 으로서 

국내 최  정부간행물 원문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고 있다. 국회도서 의  다른 이용자인 

일반국민들은 인터넷 사용의 증가와 정보기술

의 발 으로 정부간행물 역시 온라인 디지털형

태 발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한 도서  서비스에 검색과 더불어 원문이용

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도서 의 방 한 정부간행물 원문데이터베이

스는 정부정보를 필요로 하는 일반국민들의 요

구에 가장 합한 정보원이라 할 수 있다.

2.2 선행연구 분석

국회의원의 정보이용행태에 한 연구는 주

로 국회의원들이 이용하는 정보원  정보요구

행태 등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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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ert와 Ocholla(2005)는 남아 리카공

화국에서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정보원과 서

비스, 시스템을 정의하고 정보제공과정에서 의

회도서 의 역할에 해 연구하 다. 이 연구

는 남아 리카공화국의 모든 국회의원을 상

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 으며(763명), 이  

23%(167명)의 설문지를 회수하 다. 이 연구

에서 국회의원들은 다른 정보원과 비슷하게 인

터넷에 속하여 정보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의

회도서 을 충분히 이용하지 않으며, 상한 

것보다 구두정보원이 보다 더 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 리카공화국의 의

회도서 은 국회의원에 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잘 활

용되지는 못하고 있는데, Mostert와 Ocholla는 

그 원인으로 마 과 신 인 정보서비스의 

부족 등을 지 하 다.

Thapisa(1996)는 개방형의 반구조화된(semi- 

structure) 설문지를 사용하여 Botswana 국회

의원 11명을 상으로 국회의원의 정보인식, 

정보원, 정보추구행태 등에 해 연구하 다. 

연구결과 Botswana 국회의원들은 내각  

원회의 의사록을 가장 주요한 정보원으로 인식

하고 있었으며, 정보원으로는 신문을 가장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Botswana 국

회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 정보원은 정부

기 이며, 국립국회도서 (National Assembly 

Library: NAL)은 네 번째로 선호하는 기 정

보원이며, 통상  산업에 한 정보를 가장 많

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Botswana 국회

의원들은 자주 는 종종 한 정보 없이 의

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연구로 윤재풍과 이재토(1985)는 우리나

라 국회의원이 이용하는 입법정보원  이들 정

보원에 한 국회의원의 인식 등을 조사하 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입법활동에 필

요한 정보를 주로 일간신문을 통해 가장 많이 입

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법정보의 획득  

분석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김시 (1996)은 입법정보의 개념 

 종류를 정리한 후, 지방의회의원들의 입법

정보활용수 에 해 조사하 다. 연구 결과 지

방의회의원들의 입법정보 활용수 은 의원들 

간에 차이가 크며, 의회 심의 활동을 하는 의

원이 입법정보활용  정책정보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원의 활동과 입법

정보의 활용간의 계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최병 (2007)은 국회입법지원조직

의 문성에 한 연구를 수행하여, 이들 조직

의 강화가 국회 본연의 기능수행에 요하다는 

을 강조하 다.

이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국회의원의 

일반 인 정보이용행태에 한 연구로, 공공기

  정부정보에 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

다. 그러나 의원들의 활동에 공공기   정부

정보가 주로 달하는 정책정보가 요하며, 

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입법지원조직의 

요성은 이미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제안된 바 

있다는 에서, 이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연구방법 

이 연구는 우선 이론  연구로 도서  이용 

 만족도에 한 선행연구를 심으로 련 

문헌을 살펴보고,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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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를 검토하 다. 실증  연구로는 공공

기   정부정보서비스 이용행태와 만족도를 

조사하기 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국회도서

의 이용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이 연구의 측정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

용하 다. 공공기   정부정보에 한 일반

인 이용행태와 국회도서 에서의 공공기  

 정부정보에 한 이용행태  만족도, 인구

통계학  황 등 크게 3개 분야로 구성하 다.

첫째, 공공기   정부정보에 한 일반 인 

이용행태를 측정하기 한 6개 문항은 각 문항

들을 명목척도로 측정하 다. 그 에서 3개 문

항(이용 불편사항, 주이용 공공기 정보, 주이

용 사이트)은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 다.

둘째, 국회도서 에서의 공공기   정부정

보에 한 이용행태  만족도를 측정하기 

해 14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용행태에 

한 4개 문항과 서비스강화  개선사항에 한 

2개 문항은 명목척도로 측정하 으며, 서비스

에 한 인식  만족도를 묻는 6개 문항은 ① 

‘  그 지 않다’, ② ‘그 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 다’, ⑤ ‘매우 그 다’로 이어지

는 5  리커트척도(Likert scale)로 측정하

다. 한 만족․불만족 서비스의 이유를 묻는 

2개의 개방형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인구통계학  황에서는 응답자의 직

업을 묻는 1개 문항을 측정하 다.

최종설문지를 확정하기 , 연구 과 국회도

서  사서들과의 회의를 통하여 의견수렴과정

을 거쳐 최종설문지를 완성하여, 국회도서 의 

주 이용 상인 입법 련종사자와 일반국민을 

상으로 조사를 수행하 다. 설문조사 상은 

내부이용자와 외부이용자로 구분하 다. 내부

이용자는 국회의원  보좌 , 입법부 공무원

이 포함된 입법 련종사자와 국회도서 을 이

용하는 일반이용자이며, 외부이용자는 국회도

서  이용경험이 있는 학교수  연구원을 

포함한 연구자들을 조사하 다. 설문조사는 내

부이용자에 해서는 편의추출(convenience 

sampling)하여 1:1 면 형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외부이용자에 해서는 단추출(judgment 

sampling)하여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

사를 실시하 다. 조사기간은 2차에 걸쳐 진행

하 으며, 제1차 설문은 2008년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진행하 고, 제2차 설문은 2008

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행하 다. 

조사부수는 총 449부(입법 련종사자 118명, 

일반이용자 331명) 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K)을 이용

하여 분석하 다.

4. 국회도서  공공기   정부정보
서비스 이용행태  만족도 분석

이 장에서는 입법 련종사자와 일반국민들

의 공공기   정부정보 이용행태를 두 가지, 

즉 일반 인 공공기   정부정보 이용행태 

 국회도서 의 공공기   정부정보 이용행

태로 나 어 분석하 다. 

4.1 공공기   정부정보 이용에 한 반  

이용행태

4.1.1 표본의 인구통계  특성

이 연구의 이용자 표본의 인구통계  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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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학원생’이 186명(41.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입법 련종사자(118명)  

기타 공무원(5명)이 123명(27.4%), 일반인이 

80명(17.8%), 연구자가 43명(9.6%), 기타가 17명

(3.8%)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4.1.2 공공기   정부정보에 한 일반 인 

이용 황

공공기   정부정보 이용횟수는 ‘연간 

1~5회’가 146명(32.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거의 매일’이 76명(16.9%), ‘주 1회’

가 72명(16.0%), ‘월 1회’가 63명(14.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공공기   정부정보의 가장 큰 

이용목 은 ‘업무에 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하여’가 176명(39.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업  논문을 비하기 하여’가 

135명(30.1%), ‘조사  연구 활동을 하여’

가 102명(22.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기   정부

정보에 한 자료는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등의 ‘연구보고자료’가 283명 (37.9%)으로 가

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

로 연감, 백서 등의 ‘일반 정보자료’가 156명

(20.9%), ‘행정  정책자료’가 108명(14.5%)

의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2 참조).

4.2.3 공공기   정부정보 이용상의 불편사항

응답자들은 공공기   정부정보를 이용하

면서 경험한 불편함에 한 질문에 해 281명

(62.6%)이 ‘불편하다’고 응답하여, 과반수 이상

의 응답자가 정부정보 이용에 불편함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편함의 구체 인 내용에 

해서는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기 어려운 것’

이 138명(35.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

로 ‘정부정보를 체 으로 서비스하는 통합검

색사이트의 부재’가 99명(25.1%), ‘정부정보를 

통합하여 서비스하는 단일 통합기 의 부재’가 

82명(20.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3 참조).

4.2 국회도서 의 공공기   정부정보 

서비스에 한 이용행태  만족도 

4.2.1 국회도서 의 공공기   정부정보에 

한 일반 인 이용 황

직 방문  자도서  이용을 포함하여 

국회도서 을 통해 공공기   정부정보를 이

용하는 횟수는 ‘연간 1-5’회가 133명(29.6%)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이용경험이 없

음’이 86명(19.2%), ‘주 1회’가 72명(16.0%)

빈 도 퍼센트

입법 련종사자/공무원 123 27.4

연구자 43 9.6

일반인 80 17.8

학생/ 학원생 186 41.4

기 타 17 3.8

합 계 449 100.0

<표 1> 표본의 인구통계  특성(직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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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입법 련종

사자/공무원
연구자 일반인

학생/ 

학원생
기 타  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이용 경험

없음  2  1.6  1  2.3  10  12.5  33  17.7  0  0.0  46  10.2

연 1-5회  16  13.0  18  41.9  34  42.5  75  40.3  3  17.6 146  32.5

연 6-10회  9  7.3  2  4.7  10  12.5  21  11.3  4  23.5  46  10.2

월 1회  19  15.4  5  11.6  11  13.8  27  14.5  1  5.9  63  14.0

주 1회  25  20.3  7  16.3  11  13.8  25  13.4  4  23.5  72  16.0

거의 매일  52  42.3  10  23.3  4  5.0  5  2.7  5  29.4  76  16.9

이용 목

조사/연구활동  24  19.5  25  58.1  12  15.0  38  20.4  3  17.6 102  22.7

업무 련 정보수집  91  74.0  15  34.9  42  52.5  16  8.6  12  70.6 176  39.2

개인 지식함양  6  4.9  1  2.3  10  12.5  11  5.9  0  0.0  28  6.2

학업/논문 비  2  1.6  2  4.7  13  16.3 116  62.4  2  11.8 135  30.1

기타  0  0.0  0  0.0  2  2.5  0  0.0  0  0.0  2  0.4

무응답  0  0.0  0  0.0  1  1.3  5  2.7  0  0.0  6  1.3

체 123 100.0  43 100.0  80 100.0 186 100.0  17 100.0 449 100.0

주 이용 

정보

(n=449, 

복응답)

일반 정보자료  50  18.5  19  22.1  21  18.9  58  23.1  8 27.6 156 20.9

연구 보고자료  79  29.3  32  37.2  39  35.1 123  49.0  10 34.5 283 37.9

행정/정책자료  58  21.5  14  16.3  17  15.3  16  6.4  3 10.3 108 14.5

홍보자료  32  11.9  10  11.6  11  9.9  20  8.0  2 6.9  75 10.0

법령/회의록  45  16.7  10  11.6  12  10.8  7  2.8  3 10.3  77 10.3

기타  2  0.7  0  0.0  2  1.8  6  2.4  1 3.4  11 1.5

무응답  4  1.5  1  1.2  9  8.1  21  8.4  2 6.9  37 5.0

 체 270 100.0  86 100.0 111 100.0 251 100.0  29 100.0 747 100.0

<표 2> 공공기   정부정보에 한 일반 인 이용 황

구 분

입법 련종

사자/공무원
연구자 일반인

학생/ 

학원생
기 타  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이용 불편 

여부

없다  49  39.8  14  32.6  34  42.5  64  34.4  7  41.2 169  37.4

있다  74  60.2  29  67.4  46  57.5 122  65.6  10  58.8 281*  62.6

체 123 100.0  43 100.0  80 100.0 186 100.0  17 100.0 449 100.0

이용 불편 

이유

(n=281*, 

복응답)

통합서비스하는 단일

기  없음
 27  25.0  10  25.0  13  21.7  25  15.0  7  36.8  82  20.8

정부정보 총목록 없음  12  11.1  4  10.0  7  11.7  22  13.2  3  15.8  48  12.2

원하는 정보

입수 어려움
 35  32.4  12  30.0  23  38.3  63  37.7  5  26.3 138  35.0

통합검색사이트 없음  27  25.0  11  27.5  11  18.3  47  28.1  3  15.8  99  25.1

기타  7  6.5  3  7.5  6  10.0  10  6.0  1  5.3  27  6.9

 체 108 100.0  40 100.0  60 100.0 167 100.0  19 100.0 394 100.0

* 체 449명  이용시 불편하다고 응답한 281명만 그 이유에 해 응답함

<표 3> 공공기   정부정보 이용상의 불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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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국회도서 에서 주로 이용하는 공공기   

정부정보는 ‘연구보고자료’가 287명(63.9%)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반 정보자료’가 

59명(13.1%), ‘행정  정책자료’가 44명(9.8%)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 참조).

4.2.2 국회도서 의 공공기   정부정보 

서비스 필요성  만족도, 충성도

국회도서 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   

정부정보 서비스의 필요성에 해 응답자들은 

5 척도에서 평균 3.98 으로 비교  높게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도서 에

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   정부정보 서비

스에 한 응답자들의 만족도는 5 척도에서 

3.39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충성도 

역시 3.84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5 참조).

조사결과 서비스의 필요성에 해 특히 국회

의원  보좌  등 입법 련분야종사자의 경우

는 5 척도에서 4.05로 3.95인 일반이용자보다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만족도

와 충성도에서도 국회의원  보좌 , 입법

련분야종사자(만족도 3.40, 충성도 4.07)가 일

반이용자(만족도 3.34, 충성도 3.77)보다 더 높

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2.3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  포털화에 

한 인식분석

국회도서 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   

구 분

입법 련종

사자/공무원
연구자 일반인

학생 / 

학원생
기 타  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이용 빈도

없음  4  3.3  8  18.6  25  31.3  47  25.3  2  11.8  86  19.2

연 1-5회  9  7.3  15  34.9  29  36.3  76  40.9  4  23.5 133  29.6

연 6-10회  5  4.1  4  9.3  8  10.0  18  9.7  3  17.6  38  8.5

월 1회  21  17.1  6  14.0  7  8.8  13  7.0  2  11.8  49  10.9

주 1회  36  29.3  5  11.6  10  12.5  19  10.2  2  11.8  72  16.0

거의 매일  48  39.0  5  11.6  1  1.3  12  6.5  4  23.5  70  15.6

무응답  0  0.0  0  0.0  0  0.0  1  0.5  0  0.0  1  0.2

주 이용 정보

일반 정보자료  13  10.6  3  7.0  14  17.5  23  12.4  6  35.3  59  13.1

연구 보고자료  73  59.3  30  69.8  43  53.8 134  72.0  7  41.2 287  63.9

행정/정책자료  22  17.9  4  9.3  7  8.8  9  4.8  2  11.8  44  9.8

홍보자료  3  2.4  3  7.0  5  6.3  10  5.4  0  0.0  21  4.7

법령/회의록  8  6.5  2  4.7  2  2.5  0  0.0  2  11.8  14  3.1

기타  2  1.6  0  0.0  0  0.0  3  1.6  0  0.0  5  1.1

무응답  2  1.6  1  2.3  9  11.3  7  3.8  0  0.0  19  4.2

 체 123 100.0  43 100.0  80 100.0 186 100.0  17 100.0 449 100.0

<표 4> 국회도서 의 공공기   정부정보에 한 일반  이용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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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체 입법 련종사자 일반이용자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정부정보 서비스의 필요성 3.98 0.787 4.05 0.718 3.95 0.804 

정부정보 서비스의 만족도 3.39 0.799 3.40 0.799 3.34 0.791 

정부정보 서비스의 계속 이용의도 3.84 0.827 4.07 0.728 3.77 0.842 

<표 5> 국회도서  공공기   정부정보의 필요성  만족도, 충성도

정부정보 서비스에 한 개선 필요성에 해서 

응답자들은 5 척도에서 3.63으로 비교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회도서  공

공기   정부정보의 포털화에 한 필요성은 

3.87로 비교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그리고 공공기   정부정보를 포털사이

트로 제공할 경우 이를 더 자주 이용하고자 하

는 의도에 해 응답자들은 3.95로 앞으로 계속 

이용할 의도를 비교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표 6 참조).

특히 국회도서 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

  정부정보 서비스에 한 개선 필요성에 

해 일반이용자가 5 척도에서 3.64로 3.56인 

국회의원  보좌 , 입법 련분야종사자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포털화에 한 필요성에 해서 입법 련분

야종사자(3.81)보다 일반이용자(3.89)가 더 높

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2.4 국회도서  공공기   정부정보 

서비스에 한 이용만족도와 인식의 

상 계분석

국회도서 의 공공기   정부정보 서비스

에 한 이용만족도와 이용자의 인식들이 서로 

상 계를 가지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상

분석을 실시하 다(표 7 참조). 제 요인간의 

계는 p<0.05수 에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도서 의 공공기   정부정보 서비스

에 한 필요성은 서비스의 계속이용의도(.461), 

서비스를 한 정보통합  포털 사이트의 필

요성(.417), 그리고 향후 포털사이트 이용의도

(.402)와는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

회도서 의 공공기   정부정보 서비스에 

한 이용만족도는 서비스의 계속이용의도(.553)

와 상 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국

회도서 의 공공기   정부정보 서비스에 

구 분
 체 입법 련종사자 이용자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정부정보 서비스의 개선 필요성 3.63 0.791 3.56 0.732 3.64 0.808 

정부정보 포털사이트의 필요성 3.87 0.924 3.81 1.008 3.89 0.917 

정부정보 포털사이트의 이용의도 3.95 0.909 3.96 0.981 3.94 0.905 

                <표 6> 국회도서 의 공공기   정부정보 서비스 개선에 

한 필요성  포털화에 한 인식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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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만족도 계속이용 의도 개선 필요성 포털사이트 필요성 포털사이트 이용의도

필요성 1.000 

만족도 .294** 1.000

계속 이용의도 .461**  .553** 1.000

개선 필요성 .354** -.129** .162** 1.000

포털사이트 필요성 .417** .101* .230** .439** 1.000

포털사이트 이용의도 .402** .116* .301** .337** .779** 1.000

* p < 0.05,  ** p < 0.01

<표 7> 국회도서  공공기   정부정보 서비스 이용만족도  인식 상 계

한 개선 필요성은 포털사이트의 필요성(.439)

과는 상 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국회도서 의 공공기   정부정보 서비

스에 한 포털사이트의 필요성은 향후 포털사

이트 이용의도(.779)와 높은 상 계가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4.2.5 만족  불만족의 이유, 개선희망사항

국회도서 의 공공정보  정부정보 서비스

에 한 만족 이유( 체응답자  136명(30.3%) 

응답)는 ①자료의 충분성, ②자료의 다양성, 

③원문제공, ④검색서비스(검색의 용이성, 편

리성), ⑤자료의 정리  품질의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8 참조).

기타 의견으로는 자도서 과 련하여 ‘여

러 기 의 정보를 한 에 볼 수 있음’, ‘통합서

비스’ 등이 있었으며, e-mail 서비스, 복사서비

스, 안락한 분 기, 시설의 편리함 등이 있었다.

국회도서 의 공공정보  정부정보 서비스

에 한 불만족 이유( 체응답자  135명

(30.1%) 응답)는 ①검색서비스(검색의 불편

함  검색결과의 불충분, 검색의 어려움), ② 

원문 제공/이용( 체자료의 원문이용 불가, 원

문다운로드 불가, 용뷰어 로그램 설치 필요

<n=136, 다 응답>

순 내  용 빈 도 퍼센트

1 자료의 충분성  42  27.8

2 자료의 다양성  33  21.9

3 원문 제공  19  12.6

4 검색 서비스  16  10.6

5 자료의 정리/품질  11  7.3

6 행 만족  6  4.0

7

반 인 서비스  5  3.3

자료의 수집 (희귀자료 포함)  5  3.3

청결  쾌 성  5  3.3

8 최신(신간) 자료  3  2.0

기타  6  4.1

합 계 151 100.0

<표 8> 국회도서 의 공공기   정부정보 서비스에 한 만족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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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③자료부족, ④최신(신간)자료, ⑤ 자

도서 의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9 참조).

기타 의견으로는 직원의 불친 , 다양한 자

료의 부족, 홍보성 정보가 많음, 취업 련 내용 

부족, 출력비용, 인쇄의 불편함, 이용시간, 근

성이 떨어짐, 느린 인터넷 속도, 각 기 별로 찾

아야 하는 불편함, 웹 표 화 등이 있었다.

국회도서  공공기   정부정보 서비스에 

한 만족이유의 최상 에는 국회도서 이 소

장한 공공기   정부정보의 충분성과 다양성

이 있었으며, 불만족이유의 최상 에는 검색의 

불편함과 원문제공상의 제한이 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응답자들은 국회도서

이 지 까지 수집․정리․보존․제공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공공기   정부정보 

자체에 해서는 만족하는 반면, 이 정보를 좀 

더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고 원문을 제약 없이 

검색과 동시에 이용하고자 하는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족  불만족 이유는 개선희망사항에도 반

되어 있는데, 체응답자  105명(23.4%)이 

응답한 국회도서 의 정부정보 서비스를 강화

하거나 개선을 해 희망하는 의견으로 가장 많

이 응답한 것이 원문의 제공  이용(18.8%)과 

검색시스템 개선(12.8%)이었다(표 10 참조).

4.3 설문조사 분석결과의 함의

지 까지 분석한 주요 조사결과를 통해 다음

과 같은 함의와 시사 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공공기   정부정보의 일반 인 이용

은 ‘연 1~5회’가 가장 많았으며 이용목

은 ‘업무 련 정보수집’이 가장 많았

다. 그러나 입법 련종사자의 경우 ‘거의 

매일이용’이 가장 많았고 이용목 도 ‘업

무 련 정보수집’이 일반국민에 비해 높

았다. 이는 입법 련종사자에게 공공기

  정부정보는 다른 이용자들에 비해 

더 요한 정보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러나 공공기   정부정보를 이용할 때 

응답자의 62.6%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

으며, 이들  80.9%(‘통합서비스 하는 

단일기 이 없음’ 20.8%, ‘원하는 정보입

수의 어려움’ 35.0%, ‘통합검색사이트가 

없음’ 25.1%)가 정부정보를 체 으로 

통합하여 제공해주는 기 이나 사이트

가 없어 원하는 정보에 근하는 데 어

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공공기   정부

정보 이용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통합하

여 체 으로 서비스하는 문 인 기

이나 검색사이트를 통해 쉽고 편리하

게 공공기   정부정보를 검색하여 이

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국회도서 의 공공기   정부정보의 이

용 역시 ‘연 1~5회’(29.6%)가 가장 많았

다. 특히 입법 련종사자  기타 공무원들

의 68.3%(‘거의 매일’ 39.0%, ‘주 1회 이용’ 

29.3%)가 국회도서 의 공공기   정부

정보를 매일 는 주 1회 이상 이용하는 것

으로 나타나, 다른 이용자들에 비해 더 자

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입법

련종사자들이 그들의 업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업무로 ‘정보수집’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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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 있다(송운석, 1996). 이는 입법

련종사자  기타 공무원들에게 국회도서

이 공공기   정부정보 이용에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n=135, 다 응답>

순 내  용 빈 도 퍼센트

1 검색서비스  33  22.4

2 원문 제공/이용 (외부이용포함)  29  19.7

3 자료부족  19  12.9 

4 최신(신간)자료  9  6.1

5 자도서  6  4.1

6

원문 다운로드  5  3.4

타기  자료 연계/링크서비스 미흡  5  3.4

국회 련/정부정보 부족  5  3.4

7 자료분류 미흡  4  2.7

8

양질자료의 부족  3  2.0

출/반납  3  2.0

홍보부족  3  2.0

서비스 반  3  2.0

기타  20  14.0

합 계 147 100.0

<표 9> 국회도서 의 공공기   정부정보 서비스에 한 불만족 이유

<n=105, 다 응답>

순 내  용 빈 도 퍼센트

1 원문 제공/이용  22  18.8

2 검색시스템 개선  15  12.8

3

국내외 최신 자료 제공   7   6.0

국회 련/공공기 자료   7   6.0

자도서  개선   7   6.0

4

장서 확충  타 련 기 과의 자료 연계   6   5.1

포털사이트 필요   6   5.1

홍보   6   5.1

5
특정 자료 확충(학술지, 통계자료, 해외자료 등)   4   3.4

린트 ( 로그램 설치, 사용법 등)   4   3.4

6

극 인 자료 수집   3   2.6

통합 데이터베이스 제공   3   2.6

행 만족   3   2.6

기타  33  21.1

합 계 117 100.0

<표 10> 국회도서 의 공공기   정부정보 서비스에 한 개선희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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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도서 의 공공기   정부정보 서

비스의 필요성에 해 이용자들은 5 척

도에서 평균 3.98 , 만족도는 3.39 , 계

속이용의도는 3.84 으로 비교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의원  보좌  등 입법 련분야종

사자의 경우 국회도서 의 공공기   

정부정보서비스에 한 필요성과 만족

도, 계속이용의도 모두에서 일반이용자

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입

법 련분야종사자들은 국회도서 의 핵

심이용자들로, 일반이용자들에 비해 공

공기   정부정보를 더 많이 필요로 

하며 이러한 정보를 국회도서 을 통해 

이용하는 것에 해 더 만족하고 앞으로 

계속 이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4) 국회도서 의 공공기   정부정보 서

비스의 개선 필요성은 5 척도에서 평균 

3.63 , 포털사이트의 필요성은 3.87 , 

포털사이트의 이용의도는 3.95 으로 비

교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개선필요성 

 포털사이트의 필요성에 해 일반이

용자가 입법 련종사자보다 높게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내에 상주하면서 공공기   정부정보

를 이용하는 입법 련분야종사자보다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일

반이용자가 서비스개선에 한 필요성

과 포털사이트의 필요성에 해 더 많은 

요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 국회도서 의 공공기   정부정보 서

비스의 이용만족도와 인식의 상 계

를 분석한 결과, 국회도서 의 공공기  

 정부정보 서비스에 한 필요성이 있

다고 생각하는 이용자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이들은 국회도서 이 공공기   

정부정보를 통합하고 이를 포털사이트

로 제공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러한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서비스한다

면 더 자주 이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공공기   

정부정보의 통합필요성과 함께 포털화

시의 성공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6)국회도서 의 공공기   정부정보 서

비스에 해 응답자들은 충분하고 다양

한 자료에 해 가장 만족하 으나, 이

러한 자료 검색하기 한 검색서비스와 

원문을 국회도서  외부에서 이용할 수 

없는 것에 해 가장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만족  불만족의 결

과는 개선희망사항에 반 되어 원문이

용  검색시스템의 개선을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결론  제언

공공기   정부정보는 출 과 유통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에서, 이 정보를 통합

으로 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한 요

구가 가장 큰 정보 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

한 방법을 찾기도 에 공공기   정부정보

는 인쇄형태의 출 에서 온라인 디지털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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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으로 변화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 연구

는 공공기   정부정보를 제공하는 주요기  

의 하나인 국회도서 의 이용자를 상으로 

이용행태  만족도에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

여, 이러한 정보환경에서 공공기   정부정

보를 수집․정리․보존․제공에 한 통합

인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 인 정보를 제공

하고자 시도되었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공공

기   정부정보를 지 보다 더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공공기   정부정보에 한 가

장 큰 불편함으로 응답한 정보 근의 어려움, 

통합사이트의 부재, 총 리기 의 부재의 문

제를 해결하기 해 국회도서 은 이들 정보를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정부정보포털사

이트는 기존도서 의 검색보다 공공기   정

부정보의 특성  정부정보이용패턴을 반 한 

보다 더 개별화되고 다양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도서 은 단순히 정부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집된 정

보를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행정부

에 한 견제가 가능하도록 분석 이고 체계

인 정보로 가공하여 제공해오고 있다. 따라서 

국회도서 에서 분석하고 가공한 문화되고 

고 화된 공공기   정부정보는 포털화를 통

해 국회의원과 보좌  등 입법 련종사자들 뿐

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 연구자, 나아가  국

민을 상으로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국회도서 은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입법

부의 표도서 에서  국민을 상으로 서비

스하는 도서 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국회도서 의 공공기   정부정

보 서비스에 한 이용행태  만족도에 해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개선 방향을 

간략하게 제시해 보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는 입법 련종사자  일반국민을 상으로 한 

국회도서 의 공공기   정부정보에 한 이

용행태에 한 조사나 연구의 사례가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일반이용자와 입법 련종사자를 

심으로 실태 악을 해 기술통계 주로 분

석하 다. 국회도서 의 공공기   정부정보 

서비스의 개선을 해서는 차후 이러한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분석  추론통계기법을 사용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국회의

원의 경우 체 인 설문조사에 어려움이 있으

므로 심층면  등을 통한 질 연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입법 련종사자와 일

반국민을 비교하여 조사결과를 분석하 는데, 

국회도서 을 이용하는 모든 입법 련종사자

와 일반국민의 비율을 비교하여 통계  처리가 

가능한 최소의 수를 조사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제한된 일정으로 인해 한 수의 설

문조사 확보가 미흡하 으므로, 차후 추리통계

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더 많은 수의 설문조사

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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