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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정책정보 이용자의 수요  요구조사와 맞춤형서비스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이용자맞춤형정책

정보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이용자맞춤형서비스 련 문헌분석, 사례조사, 그리고 정책정

보 수요자들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가 제공해야 할 세부 인 서비스를 정보검색  자료제공서비스, 참고정보서비스, 정책정보 네트워크 서비스, 

도서  마 서비스, 개인화서비스 등으로 제안하 다. 

ABSTRACT

This study proposed to develop a model for user-customizable policy information services, 

based on an assessment of policy users’ demands and a case analysis of customized services. 

To do this, we analyzed literature related to user customized services, performed case studies, 

and carried out a survey targeting policy information consumers. In this way, this study suggested 

that information retrieval and data offerings, reference information services, policy information 

network services, library marketing services, and personalized service are details which 

user-customizable policy information services must pro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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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정책이 국가의 미래지향 인 발 을 한 수

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해서는 정책결정

자가 공정하고 내실 있는 연구를 통해 정부 정

책을 수립해야만 한다. 정책정보는 이러한 정

책결정자의 정책 개발  실행, 평가 등 업무 

과정 반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해 반드시 필요한 근거  도구라 할 

수 있다. 정책의 입안․집행․평가를 한 

단근거  도구로 활용하기 한 자료로서 정

책정보는 항상 면 한 정보 흐름 악을 통해 

시기 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달되는 내용

은 정책 상황에 부응하는 성과 정확성을 

지녀야 한다(노 희 2014).

정책정보는 유일무이성, 문성, 특정성면에

서 국가 으로 매우 가치가 있으며, 국민 개개

인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홍 진, 노 희 

2008). 하지만 정책정보와 련된 몇몇 선행연

구에서 확인되었듯이 행 정책정보서비스시

스템은 정책정보제공시스템 산재와 제공 자료

의 복, 정책정보자료의 체계  리의 부족, 

부가 정보  개인 맞춤형 기능과 같은 고도화

된 정보서비스 부족 등의 문제 으로 인해 

문 인 정책정보 제공에 많은 한계가 있는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

스는 정책정보의 고도화된 서비스로서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부처 공무원과 연구기  연구자

들의 요구와 필요를 악하고 지원하며, 실효

성 있고 문 인 정책정보자료 제공서비스이

자 정책정보자료의 효율  활용을 극 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이용자맞춤형서비스는 개인화

(Personalization)와 맞춤화(Customization)를 

통해 개인 사용자의 특징이나 선호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자맞춤

형서비스를 통해 공 자는 고객의 필요를 더 

효과 이고 효율 으로 충족시키며 수요자 간

의 쉽고 빠른 커뮤니 이션 창구를 구축할 수 

있다. 이용자맞춤형서비스는 공 자가 수요자

에게 개별 으로 집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해주며,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시간과 노력

은 감하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 효율

인 서비스 제공방안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수요

자의 정보요구를 상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므

로 공 자와 수요자 간 만족스러운 계 형성

을 통해 서비스에 한 수요자의 충성도를 높

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정책정보 리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립세종도서 을 통해 정책정보 

리를 일원화 하여 국가정책정보 인 라를 발

시키기 한 방안으로서 이용자맞춤형정책정

보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2 연구의 목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정보 이용자의 수요 

 요구조사와 맞춤형서비스 사례분석을 기반

으로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방향을 제

안하고자 하 다.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를 통하여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정책정보의 효율 인 활용  부가가

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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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고자 하는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의 

세부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정보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는 수

요자들이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하

고자 하 다. 정책정보서비스 시스템은 한시

인 서비스 제공을 한 것이 아닌 국가의 미래

를 해 지속 으로 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해 어느 한 쪽의 일방

인 정보제공  요구가 아닌 정책정보를 필

요로 하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정보원을 공유

하여 콘텐츠를 생성․제공하는 유기 인 시스

템이 되어야 한다.

둘째, 이용자의 요구를 반 한 정책정보서비

스 고도화에 기여하고자 하 다. 이용자맞춤형

정책정보서비스는 기존의 정책정보제공시스템

의 한계와 문제 을 극복하고 정책정보를 필요

로 하는 집단이나 개인의 정보요구를 악하여 

원하는 정보를 재 소에 제공하여 정책 련 

실무자나 연구자의 정책에 한 문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정보가 국가의 미

래 발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기 

해서는 각종 정책정보에 한 맞춤형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정책정보서비스 네트워크 구성  커

뮤니 이션 창구 개설에 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정책정보에 한 맞춤형 개인화 서비

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앙부처, 지방자치기

, 정책연구기 에서 생산되는 정책자료와 각 

정책 분야별 문가가 생성하는 콘텐츠 등의 

정책정보를 제어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각 기 과의 지속 ․유기  력 없이는 

어려운 일이며, 정책 련 기   인  네트워

크 구성은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를 

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맞춤형 개인화 서비스를 

통한 정책정보서비스 고도화를 이루고 새로운 

정책정보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

어야 한다.

넷째, 정책정보서비스의 효율  제공을 한 

운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문 이고 고도화된 정책정보서비스 제

공에 있어 가장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정보의 

효율  제공  서비스의 실효성이다. 이를 

해 타 분야의 맞춤형서비스를 벤치마킹하여 정

책정보제공 기 의 실정에 맞는 효과 인 정보

제공 시스템  서비스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지속 이고 발 인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하 다.

1.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립세종도서 을 심으로 

한 정책정보서비스의 안정  제공을 하여 정

책 분야별 착형 정책정보이용자맞춤형서비

스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 다. 정책정보이용자

맞춤형서비스 개발방향을 제안하기 해 본 연

구에서는 총 3단계의 과정을 거쳤다. 

첫째, 국내․외 정책정보서비스 련 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특징  시사 을 도출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정보이용자맞춤형서비스 모형

개발을 한 기 자료를 확보하 다. 한 분야

별 정책정보 인 라 보유  문서비스 제공 

조직을 심으로 한 분야별 정책정보서비스의 

체계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타 기 과는 차별

화된 국립세종도서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

비스를 개발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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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에 한 

수요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분석하 다. 정

부부처 계자, 연구소 연구원, 사서들을 상

으로 정책분야별  정책정보서비스 기 별 맞

춤형정책정보서비스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 

분석을 통해 정책정보이용자맞춤형서비스 운

 모형의 기 자료를 확보하 다.

셋째, 사례분석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이

용자맞춤형서비스의 우선개발 순  목록을 발

굴하고 국립세종도서  심 정책정보서비스 

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다. 

 

2. 선행 연구
 

도서 은 기하 수 으로 생성되는 정보를 

효율 으로 리하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합한 정보를 능동 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러한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극 으로 

처하기 한 이용자 맞춤형 정보서비스와 

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SDI 서비스, MyLibrary 

서비스, Library 2.0 서비스, ICT기술과 맞춤형

서비스의 고도화를 심으로 선행연구를 분석

하 다.

(1) SDI 서비스에 한 연구

기 이용자맞춤형정보서비스 사례라 할 수 

있는 SDI서비스에 한 연구로 유자경(1975)

은 KORSTIC SDI 검색시스템을 바탕으로 SDI 

사례를 연구하 으며, 이정옥과 신 웅(1977)

은 CAC를 활용한 CAC-SDI 서비스에 한 소

개와 이용 황을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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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

템 평가를 통해 도서 에 효과 인 SDI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 다. 정희정(1984)은 SDI 시스

템을 소개하여 국회도서 에서 서비스를 실시

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기 효과에 해 연구

하 으며, 김정란(1992)은 SDI 서비스를 용

할 경우 사 상, 주제 범 , 제공 차, 피드

백 등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 으로 언 하

고 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하 다. 노 희(1999)

는 국내외 SDI 서비스 황을 조사․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도서 에서 SDI 서비스

를 구축하기 한 방안을 제시하 다. 

(2) MyLibrary에 한 연구

이용자가 도서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도서

 자원을 개인의 정보요구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맞춤형 서비스  하나인 MyLibrary에 

한 연구로 김휘출(2001)은 MyLibrary의 개념, 

배경, 필요성과 사례에 해 연구하고 MyLibrary 서

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제시하 다. 

구내 (2002)은 이용자의 정보 이용행 에 

한 연구와 기존 국내외 시스템 기능 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맞춤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MyCyberLibrary의 모형을 설계하 다. 최신 

정보 제공 서비스를 비롯한 총 10개의 서 시

스템으로 모형을 구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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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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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인별서비스 제공을 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개념을 이용한 MyLibrary 서비

스 개선방안을 연구하 다. CRM 개념을 용

하기 해 도서  구성원들 간의 CRM에 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공유가 필요하며, CRM 개

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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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입으로 도서  서비스는 이용자와의 방향 소

통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지연, 민지연(2008)은 ‘학

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를 상으로 Library 

2.0에 한 인식  요구사항을 조사,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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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색하여 Library 2.0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도

서  공간 활용  서비스 모델 방안을 제시하

다. 정보검색 환경에서 이용자는 도서 이 

제공하는 OpenURL, Deep-Link 등 다양한 채

을 통해 도서  자원에 근할 수 있어야 하

며, 태깅, 블로그, 리뷰와 같은 Library 2.0 서비

스를 활용한 고객 참여형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김기숙(2008)은 Library 2.0 개념을 도입한 

국내 학도서   학술정보  사이트를 상

으로 이용자참여형서비스 제공 사례와 이용

황을 비교․분석하여 Library 2.0 서비스의 문

제 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다. 

한편, 도서  2.0의 다음 단계인 도서  3.0은 

웹 3.0의 활성화로 최근 논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Noh 2013). Chauhan(2009)은 

도서  3.0의 특징을 웹 3.0 기반으로 제시해 보

고자 했으며, 도서  3.0을 설명하는 요소로 정

보이용자와 지식조직자, 속도, 정확성, 그리고 

웹상에서 이용될 수 있는 정보의 체계  조직을 

제시하고 있다. Stuart(2010)는 웹 3.0의 키워

드인 3D 웹, 시맨틱웹, 실세계 웹 등은 미래의 

문헌정보학  도서 에서 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논하면서 도서  3.0의 등장을 

고하기도 했다.

(4) ICT 기술과 맞춤형서비스 고도화

이재호(2013)는 정부에서 해야 하는 개인 

맞춤형서비스란 국민 개개인이 수동 으로 정

부로부터 서비스를 받도록 하거나, 개인이 원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정의 

내렸다. 이러한 맞춤형서비스는 ① 동, 의사

소통, CRM 등의 계서비스, ② 개인이 원하

는 정보,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③ 생애주기, 맞춤형 등의 개인 서비스

를 제공하는 1:1 서비스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이경순(2006)은 1990년  이후 IT기술의 발

달로 사회  분야에 걸쳐 정보화에 한 인식

이 고조되어 왔다고 하 으며, 디지털 기술의 

발 에 의해 교통 분야에 있어서도 IT 기술을 

목한 지능형교통체계를 도입하여 사회 으

로 부각되는 교통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결

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오종택(2013)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단순한 리

모컨 원격 제어장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능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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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스마트폰 지능화 기술이 융합되어 사용자나 기

기, 생활환경의 속성을 반 하여 자동으로 기기

들이 개인 맞춤형으로 설정되는 개인 환경 서비

스 기술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 다.

개인맞춤형서비스는 오래 부터 ICT를 비롯

한 다양한 분야에서 핫이슈가 되어 왔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  하나이다. 방송통신진

흥본부 미디어산업진흥부(2014)는 경쟁이 보

다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맞춤형정보서비

스는 각 개인에게 차별 인 서비스를 제공해 이

용가치를 최 화함으로써 서비스 업체의 매출

과 수익률 모두를 높이는 요한 수단  하나

라고 밝혔다. 한편 노 희(2012)는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치기반서비스, 상황인식서비스, 클

라우드서비스가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에서개인정보침해  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이 

있는지를 고찰하 는데, 이는 도서  라이버

시에 한 국내 최 의 연구이다. 

(5) 선행연구 분석결과  시사  

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시사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극 으로 처하기 한 이용자맞춤

형서비스에 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오래 

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용자맞춤형서비스에 련된 선행연구

는 부분 다양한 최첨단 기술 목을 통해, 시

의 흐름에 맞춘 이용자맞춤형서비스를 제공

하려는 동향과 흐름을 악하 다. 

둘째, 이용자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서는 사 상, 주제 범 , 차, 피드백 등을 

구체 으로 제시하고 서비스 방향을 제시하여

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 인 상이나 목표

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상들만을 한 

정책정보이용자맞춤형서비스가 어려울 것이다. 

정책정보이용자맞춤형서비스는 특정 이용자 

상에게 맞춘 환경과 차별 인 서비스를 제공

하기 때문에 구체 인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를 체계

으로 개인화시키기 해서는 ‘MyLibrary’ 같

은 개인맞춤화서비스가 필요하다. 개인이 자주 

본 정책정보와 련된 자료들을 한 에 모아볼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 고

유의 이용 패턴을 분석하여 보다 문화된 정책

정보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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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도서  2.0이나 3.0의 개념을 용한 서

비스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도서

 3.0은 웹 3.0을 설명하는 키워드인 시맨틱 검

색, 실시간 웹, 클라우드 컴퓨 , 모바일 웹, 링

키드 데이터 등이 응용된 도서 으로서 도서

의 정보자원이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시맨틱으

로 구조화되고, 세계의 도서 자원과 연결되며, 

이를 기반으로 시맨틱 검색이 가능하며, 모바일 

도서 이 실 된 도서 이다(노 희 2010). 

3. 국내외 사례조사  분석

3.1 맞춤형서비스 사례

본 연구에서는 정책정보맞춤형서비스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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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기 해 이용자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들을 분석하 으며, 사례 분석 결

과를 국내외로 구분하여 서비스명과 서비스 내

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구분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국내

T map 4.4 ∙실시간 교통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교통정보나 교통정보를 제공

코픽
∙이용자의 쇼핑몰 이용행태 정보를 바탕으로 련 신상품 정보를 안내하거나 다른 구매자의 상품후기․

댓 을 분석하여 제품을 추천

북맥

(Bookmac)
∙개인의 독서취향을 분석하여 맞춤 도서를 추천하는 개인화 도서추천서비스 제공

입찰정보서비스
∙입찰정보  낙찰정보를 실시간으로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고, 맞춤서비스와 일정 리를 통한 심업

종의 편리한 리서비스를 제공

행정정보서비스

∙각종 생활정보를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맞춤형 행정정보서비스

∙필요한 행정서비스 정보를 찾아가는 기능이 아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으로 다양한 행정자료

를 모아 세분화하고 조건별로 분류하여 사용자가 입력하는 조건에 따라 필요한 행정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

카카오토픽
∙개인화  소셜필터링이 반 된 자동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화제가 되는 이슈를 분석하여 맞춤형 

콘텐츠 제공/공유

정부 3.0

∙개인의 정보입력을 통해 개인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선제 ․통합 으로 지원

∙개인별 생활민원정보를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 으로 안내

∙기  간 시스템, 정보연계를 통해 불편함 최소화

학술지목차

메일링서비스

∙학술지를 정부기능별로 분류하여 공무원이 선택한 심분야의 신간호 목차정보를 자우편으로 

발송

∙원문열람과 복사 서비스를 함께 제공

서울 학교

앙도서  RSS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  신착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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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를 추가

∙이용자가 추가한 태그를 메타데이터로 활용하여 련 콘텐츠를 검색

인스타그램 ∙개인이 올리는 콘텐츠의 페이지, 사람에 한 태깅  소셜연동

에버노트
∙PC, 노트북, 아이패드, 아이폰, 안드로이드 모바일 등 어떤 IT 기기를 이용하더라도 같은 메모를 

읽고 수정할 수 있음

Boston Gl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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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표 1> 이용자맞춤형서비스 사례 분석 결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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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 이용자맞춤형서비스 사례를 상, 

방법, 내용으로 구분하여 재분석하 으며, 그 분

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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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등의 다양한 휴 용 디바이스로 정보 제공

∙소셜필터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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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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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페이지에 열람가능

∙화제 이슈를 소셜필터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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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이용자맞춤형서비스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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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량이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자에게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해

서 제공하는 것은 도서 을 포함한 정보서비스 

제공자들의 주요 임무가 되었다. 에서 조사

된 국내외 이용자맞춤형서비스를 수행하고 있

는 사이트로부터 다음과 같이 10가지의 특징을 

도출하 다. 

① 원하는 정보의 실시간 제공

② 최신정보제공(SDI, RSS) 서비스를 활용한 

신규정보 제공

③ 빅데이터와 소셜필터링을 활용한 사회  

이슈, 특정분야의 화제를 개인의 심사

에 맞게 제공

④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선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편함을 최소화

⑤ 개인별 심사에 한 정보 제공  원문

열람과 복사 서비스 제공

⑥ 정확한 검색어 없이도 연 어․유사어를 

통한 정보 검색 기능 제공

⑦ 정책정보의 참고정보원(색인, 록)과 해

당 정보를 인용한 자료를 함께 제공

⑧ Web, 스마트기기에서 활용도에 따른 인

터페이스의 개인화

⑨ 반응형웹, 유동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다양한 스마트기기의 웹 근성 향상

⑩ 제공하는 정책정보자료에 한 이용자 

피드백 창구 개설과 이를 활용한 이용자 

심의 분류기능 제공

이와 같이 정보서비스 기 들은 빅데이터나 

소셜필터링 등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이

용자에게 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해 노력하

고 있으나,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유형의 이용

자를 상으로 용한 사례는 많지 않다. 재 

제공되고 있는 이용자맞춤형서비스 에서 가

장 표 인 이용자맞춤형 행정정보서비스로는 

정부 3.0에서 추구하고 있는 행정정보에 합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원 24’이다. 따

라서 이용자에게 가장 합한 정책정보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개발이나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

할 수 있는 새로운 패턴의 서비스를 개발할 필

요가 있다. 

3.2 사례분석결과  시사

이러한 맥락으로 재 제공되고 있는 이용자

맞춤형서비스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도출한 시

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 상에 맞는 정책정보 웹사이트 

개발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정책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책 입안자  국책연구기  연구자에게 

합한 기능 이고 세분화된 분류 체계를 용

해야 한다. 한 정책 입안과 정책 연구에 활용

도가 높은 정보자료의 유형 개발  식별을 통

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자료의 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재 산재되어 있는 정책정보 제공 사이트 내 원

문에 직  근할 수 있도록 원문을 연결하기 

한 URL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한 기 별 

조 체계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랫폼 구축 시 모든 단계에 용될 수 

있는 서비스로 구축해야 한다. 정책정보의 랫

폼 구축 과정에서 공공정보의 장, 리, 개방, 

활용 등 공공정보의 모든 단계에 용될 수 있

는 서비스로 구축되어야 한다. 정책정보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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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과 리, 개방, 활용, 평가  재생산의 

선 순환  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정책정보 이용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개선

하여 이용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최종 으로 정책

정보 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4. 설문분석결과
 

4.1 설문설계  내용

본 연구에서는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수요 

 요구조사를 하고자 하 으며, 설문 상은 17

개 정부부처 공무원, 52개 국책연구소 연구원, 

그리고 정부부처  국책연구소 자료실 소속 

문사서들이다. 먼  정부부처의 경우 해당 17

개 부처를 모두 회람하려 시도하 으나 조의 

어려움으로 총 회수 부수는 59부에 그쳤다. 둘

째, 국책연구소 연구원의 경우 각 연구소의 홈

페이지를 검색하여 설문 상자를 확보하 다. 

홈페이지에서 연구소의 주소, 우편번호, 설문

상 연구자의 이름, 화번호 등을 확보하 다. 

주로 정책정보 련 부서의 연구자를 확보하고

자 하 다.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 상자들에

게 설문지를 반송용 투와 함께 우편으로 발

송하 으며 화를 통해 추가 으로 회신과 회

수를 요청하여 총 37부를 회수하 다. 셋째, 

문사서의 경우 부산에서 열린 정부기  자료실 

 국책연구소 자료실의 사서들을 상으로 하

는 워크 에 참여한 사서들을 상으로 설문을 

수행하 다. 직  배포를 통해 30부를 회수하

다. 총 300부를 배포하여 126부를 회수하

으며, 회수율은 42%이다. 

설문기간은 2014년 11월 23일부터 12월 15일

까지이며, 설문배포와 회수방법은 온오 라인을 

겸하여 이루어졌다. SPSS 통계패키지 로그램

을 활용하여 분석하 고, 집단간 유의도 차이는 

p<0.05 수 에서 검정되었다(<표 3> 참조).

정책정보서비스에 한 수요를 악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정책정보  이용자맞춤형서

비스에 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문항을 

개발하 다. 설문문항은 응답자의 개인  배경

에 한 문항과,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에 한 수요조사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설문문항은 검토  비설문을 활용

하여 본 설문  검증작업을 진행하 다. 설문

지 내용과 문항구성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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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정보 련 주제)에서 
직  배포  회수

<표 3> 이용자맞춤형서비스 설문조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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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역 조사내용

개인  배경
성별, 연령, 직업, 직장 근무 경력, 재 담당하는 업무, 

업무 는 연구와 가장 련 있는 주제 분야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에 한 수요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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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해야 할 사항

모바일을 통한 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표 4> 설문지의 내용과 문항 구성

4.2 분석결과

4.2.1 인구통계학  특징

본 연구의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성별을 

보면 <표 5>와 같다. 먼 , 설문에 응답한 응답

자는 총 126명이며, 남성은 62명으로 49.21%, 

여성은 64명으로 50.79%로 나타났으며, 남성

과 여성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

음으로 설문응답자의 연령을 조사하 으며, 그 

결과 30∼39세와 40∼49세가 37.30%로 가장 많

이 응답하 으며, 20∼29세가 17.46%, 50세 이

상이 7.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의 직

업 황을 조사한 결과, 정부부처 계자 46.83%, 

연구원 26.19%, 사서 23.81%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의 직장 근무 경력을 조사한 결과, 

5년 미만이 30.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년 

이상∼10년 미만이 20.63%, 10년 이상∼15년 미

만이 15.87%, 20년 이상∼25년 미만이 14.29%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가 가장 오랫동안 

담당한 업무에 하여 조사하 다. 그 결과 담당

분야 사업운 (31.7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정책정보 수집  리 15.87%, 정책연구 

9.52%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오랫동안 담당한 

업무로 정책개발, 정책분석, 정책평가, 출   

홍보 등이 있다. 설문응답자의 업무 는 연구

와 가장 련 있는 주제 분야를 조사하 으며, 

그 결과 문화체육 이 1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토개발과 일반 공공행정 12.7%, 

과학기술 9.52%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교

육, 농림․축산, 산업․통상․ 소기업 등의 

주제 분야가 있다. 

4.2.2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에 

한 수요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에 한 수

요를 조사하기 해 10개의 문항을 개발하여 질

의하 다. 각각의 응답결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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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 비율(%)

성별
남 62 49.21

여 64 50.79

연령

20～29세 22 17.46 

30～39세 47 37.30

40～49세 47 37.30

50세 이상 10 7.94

직업

정부부처 계자 50 46.83

사서 30 23.81 

연구원 33 26.19

기타 4 3.17

직장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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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오랫동안 담당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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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는 연구와 

가장 련 있는 주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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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공공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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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합 126 100%

<표 5> 설문응답자의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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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시 

고려할 사항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해 조사하 으며, 그 결

과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 4.47, 정보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 근성 4.39, 참고하는 정

보원의 신뢰성 4.3, 요구사항을 빠르게 처리하

는 신속성 4.29 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평

균이 3.9 이상으로 매우 높은 요구도를 보이고 

있었다(<표 6> 참조).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시 고려

할 사항에 한 인식차이를 검증하 으며, 요구

사항을 빠르게 처리하는 신속성, 정보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 근성에 하여 유의수  

0.05하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7> 참조). 나머지 항목은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두 가지 항목을 유의미한 차이

로 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유형별 

필요도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유형별 필

요도에 인식을 조사하 다. 그 결과 최신정보제

공서비스(4.19)를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문가서비스 4.04, 모바일서비스 4, 온

라인정보서비스 3.98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유형에 따라 체

으로 평균이 3.7 이상으로 높은 요구를 보이

고 있었으며, 개인에게 맞춰진 정책정보이용자

맞춤형서비스인 만큼 최신정보와 문가 서비

스에 더 높은 요구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8> 참조).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유형별 필

요도에 한 직업별 인식차이를 분석하 다. 그 

결과 태깅서비스, WIKI서비스, 인용정보서비스 

항목

 요하지 

않음

요하지

않음
보통 요 매우 요

평균
표

편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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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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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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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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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시 고려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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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 평균 표 편차 표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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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시 고려할 사항에 한 직업별 인식차이 

항목

 필요

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 매우 필요

평균
표

편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태깅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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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유형별 필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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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 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태

깅서비스와 WIKI서비스, 인용정보서비스에 

하여 정부부처 계자의 요구도가 비교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난 반면, 연구원의 요구

는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표 9> 참조).

(3)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시 

기 되는 서비스 필요도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시 기

되는 서비스의 필요도를 조사하 으며, 그 결

과 세계  정책정보 데이터수집 분석을 통한 

정책 이슈 분석 4.09, 검색어 빈도를 통한 국내 

정책트랜드 제공 4.06, 개인의 심분야에 맞는 

정책정보 자료 제공 4.02 순으로 나타났으며, 

항목에 한 평균이 체 으로 3.5 이상으로 

높은 요구도를 보이고 있었다(<표 10> 참조).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시 기

되는 서비스 필요도에 한 직업볍 인식차이를 

분석하 으며, 그 결과 검색어 빈도를 통한 국

내 정책트 드 제공 항목의 p값이 0.034로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

원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검색어 빈도를 통한 

국내 정책트 드 제공을 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필요

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 매우 필요

평균
표

편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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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사서

를 통한 실시간 정보이용안내
1 0.79 3 2.38 31 24.60 54 42.86 37 29.37 3.98 0.84

클라우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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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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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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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 평균 표 편차 표 오차 F p

태깅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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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정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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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KI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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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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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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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탐색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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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유형별 필요도에 한 직업별 인식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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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필요

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 매우 필요

평균
표

편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검색어 빈도를 통한 국내 정책트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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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깅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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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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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시 기 되는 서비스 필요도

항목 빈도 평균 표 편차 표 오차 F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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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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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 평균 표 편차 표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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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깅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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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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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시 기 되는 서비스 필요도 인식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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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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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

났다. 두 항목에 한 응답이 약 79.37%로 3일에

서 1주일 정도의 피드백 기간이 가장 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표 12> 참조).

정책정보이용자의 정보제공 요구에 한 공

자의 피드백 기간의 성에 하여 인식차이

를 검증하 으며, 그 결과 p값이 0.061로 유의미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5) 정책정보원 유형별 최신성 유지의 필요도

정책정보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정보원 유

형별 최신성 유지의 필요도에 해 조사하 으

며, 그 결과 통계자료 4.41, Web DB 4.29, 보고

서 4.16, 법령자료 4.1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이 

3.5 이상으로 정책정보원의 최신성유지에 하

여 높은 요구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제공하는 

모든 유형의 정책정보원에 해 최신성을 유지

하기 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표 14> 참조).

정책정보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정보원 유

형별 최신성 유지의 필요성에 한 직업별 인식

차이를 분석하 으며, 그 결과 외국 정부간행물, 

통계자료, 회의  세미나 자료 항목에 하여 

p값이 0.05이하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6) Web 기반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

Web 기반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

려해야 할 사항에 하여 인식을 조사하 으며, 

그 결과 다양한 정보검색기능 제공(4.1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하고 명확한 커뮤니 이션 

채  지원 4.08, 모바일에서 제공되는 메뉴  서

비스와 연동구  4.07 순으로 나타났다. Web 기

반 정책정보서비스의 고려사항에 해 체 으

로 평균이 3.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표 16> 참조).

항목 빈도 비율(%)

1일(당일) 14 11.11

3일 51 40.48

1주일 49 38.89

2주일 8 6.35

한 달 이상 4 3.17

<표 12> 정책정보이용자의 정보제공 요구에 한 공 자의 피드백 기간의 성

항목 빈도 평균 표 편차 표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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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공 자의 피드백 기간의 성에 한 직업별 인식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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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필요

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 매우 필요

평균
표

편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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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정책정보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정보원 유형별 최신성 유지의 필요도

항목 빈도 평균 표 편차 표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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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제공하는 정책정보원 유형별 최신성 유지의 필요도에 한 직업별 인식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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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 평균 표 편차 표 오차 F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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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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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요하지 

않음

요하지

않음
보통 요 매우 요

평균
표

편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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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Web 기반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려해야할 사항

Web 기반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

려해야 할 사항에 한 직업별 인식차이를 분석

하 으며, 쉽게 근 가능한 개인화서비스 항목

에 하여 p값이 0.013으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7> 참조).

(7) 정책정보 My Library 서비스를 제공하

는데 있어 필요한 기능

정책정보 My Library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능에 한 인식을 조사하 으며, 

도서  자료 검색목록 제공 4.1, 정책분야별 인

터넷 콘텐츠 4.06, 신착자료 안내 3.98, 목차서비

스 3.97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My Library

서비스의 모든 항목에서 높은 요구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조사항목의 기능을 모두 제공할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표 18> 참조).

정책정보 My Library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능 정도에 한 인식차이를 분

석하 다. 그 결과 사서로부터의 메시지 달

과 정책분야별 인터넷 콘텐츠에 하여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표 19> 참조). 두 서비스에 하여는 사서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요하게 생각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8) 정책정보서비스 블로그 운  시 고려할 

사항

정책정보서비스 블로그 운  시 고려해야 하

는 사항에 한 인식을 조사하 으며, 표 블

로그 개설  지속 인 운  3.97, 링크  트랙

백을 통한 기 과 도서 간의 커뮤니 이션 활

성화 3.92, 주제 문가 블로그를 통해 문가 

생성 콘텐츠 제공 3.91 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높은 요구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표 20> 참조).

정책정보서비스 블로그 운  시 고려해야 하

는 사항에 한 인식차이 검증을 하 으며, 그 

결과 링크, 트랙백을 통한 기 과 도서 간의 

커뮤니 이션 활성화, 댓 을 통한 정책정보서

비스에 한 수요자 의견 수렴 항목에 하여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21> 참

조). 연구원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두 서비

스 항목을 매우 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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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 평균 표 편차 표 오차 F p

모바일에서 제공되는 메뉴 

 서비스와 연동구

정부부처 계자 59 3.98 0.900 0.117

0.44 0.449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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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Web 기반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려사항에 한 직업별 인식차이 

항목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 매우 필요

평균
표

편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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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정책정보 My Library 서비스 기능의 필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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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 평균 표 편차 표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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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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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9> 정책정보 My Library 서비스를 제공 기능의 필요도에 한 직업별 인식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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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요

하지 않음

요하지

않음
보통 요 매우 요

평균
표

편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표 블로그 개설  지속  운 5 3.97 6 4.76 26 20.63 40 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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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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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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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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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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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정책정보서비스 블로그 운  시 고려할 사항에 한 요도

항목 빈도 평균 표 편차 표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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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정책정보서비스 블로그 운  시 고려할 사항에 한 직업별 인식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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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책정보서비스를 모바일을 통해 제공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정책정보서비스가 모바일을 통해 제공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한 인식을 조사하

다. 그 결과 쉽고 빠른 인터페이스 구성 4.25, 

지속 인 업데이트를 통한 새로운 기술  정

보 서비스 4.21, 웹에서 제공되는 메뉴  서비

스와 연동구  4.02 순으로 나타났다(<표 22> 

참조).

정책정보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될 때 고려

되어야 할 사항의 요도에 하여 인식차이를 

분석하 으며, 그 결과 체 항목에 하여 유

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3> 

참조).

(10)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에서 얻을 수 있

는 효과에 한 인식을 조사하 으며, 최신 정

책이슈의 신속한 악 4.18, 필요한 정보를 쉽

게 얻을 수 있는 정보탐색기능 강화 4.17, 개인

의 심분야, 업무, 연구에 한 문서비스의 

활용 4.11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맞춤형정책

정보서비스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 항목에 

해, 모든 항목의 평균이 3.8 이상으로 높게 나

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용자맞춤형정책정

보서비스의 효과에 해 응답자가 매우 정

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4> 

참조).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에서 얻을 수 있

는 효과에 한 인식차이를 분석하 다. 그 결과 

체 항목에 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체 집단

이 서비스의 효과에 해 정 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5> 참조).

항목

 요하지 

않음

요하지

않음
보통 요 매우 요

평균
표

편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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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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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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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페이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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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정책정보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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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 평균 표 편차 표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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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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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페이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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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정책정보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 시 고려할 사항에 한 인식차이 검증

항목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 매우 필요
평균

표
편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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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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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 평균 표 편차 표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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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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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5>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효과에 한 직업별 인식차이

4.2.3 수요조사 분석결과  시사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을 한 수

요조사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자료의 신속한 제공

수요조사 결과 정책정보자료 이용자는 개인

이 원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정책정보서비스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최신정보제공서비스를 

선택한 것으로 보아 신속한 자료 제공에 한 

요구가 단순히 기존 소장 자료의 빠른 달만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도 확인할 수 있다. 요청

한 정보제공에 한 정 피드백 기간에 한 

요구도 3일～1주일인 것을 감안하여 최신정보 

역시 이에 하는 기간 내 서비스가 이루어지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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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자료 제공  서비스에 한 기

정책정보이용자는 정책정보서비스가 정책과 

련된 문화된 서비스로서 정책과 련된 개

인의 업무  연구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 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정책 분야

의 문자료  문가 생성 콘텐츠 자료가 제

공되며, 커뮤니 이션 채 을 통해 지속 으로 

교류할 수 있는 서비스 방안이 모색해야 할 것

이다. 

(3) 커뮤니 이션 채  운

Web, SNS, 블로그 등 다양한 커뮤니 이션 

채 을 개설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정책정

보 커뮤니 이션 채 은 자료 이용을 해 필

요한 이용자와 사서 간의 커뮤니 이션뿐만 아

니라 기   타도서 이 정책정보서비스 도서

을 매개로 심 분야에 한 정보교환  

문가 생성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역할

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 정보 이용을 한 근성 향상

정책정보이용자는 서비스 제공 시 고려되어

야 할 사항으로 정책정보원에 한 쉬운 이용을 

한 근성을 선택하 으며 이를 해 Web을 

통한 다양한 검색기능 제공을 통해 보다 쉽게 

원하는 자료에 근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었다. 

한 정보검색을 통한 근과 별개로 웹과 이동

기기(모바일)의 연동  지속 인 업데이트를 

통해 자료 근에 한 시․공간  제약을 극복

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에 근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한 요구도 나타났다. 이

를 통해 쉽고 빠르게 정책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정보서비스의 근성 향상이 필요함

을 확인할 수 있다.

(5) 정책 이슈  트 드에 한 정보 제공

정책정보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한 조사에서 이용자는 정책  련 연구에 

한 트 드 악과 이에 한 정보제공 서비

스에 한 기 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

조사항목 결과(상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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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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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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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서비스, 웹 서비스와 연동

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최신 정책이슈의 신속한 악, 정보탐색 기능 강화, 개인 심분야, 업무, 연구에 
한 문서비스 활용

<표 26>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에 한 수요조사 분석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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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는 최신정보제공 만큼 정책 트 드에 한 

정보제공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각 

분야의 정책 트 드를 악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방안이 필요하다.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에 한 수요조

사 분석을 통해 정책정보자료 이용자는 정책정

보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업무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문화된 자료의 신속한 제공과 정보에 

한 다양한 근경로 마련, 정책 트 드에 

한 정보 제공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을 한 이용자

의 수요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표 26>과 같다.

5. 결론  제언

이용자맞춤형서비스는 공 자의 시간과 노

력을 감하면서 수요자의 정보요구를 반 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에 한 만족도를 높

일 수 있는 효율 인 서비스 제공방안이라 할 

수 있다. 즉, 정책정보는 정책의 입안․결정․

평가에 필수불가결한 정보이자 정책 과정의 결

과물로서 문성, 특정성 등 국가 으로 가지

고 있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용자

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는 이러한 정책정보를 

효율 으로 제공하기 한 방안으로서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부처 공무원의 업무  정책 연

구자의 연구를 지원하는 정책정보의 고도화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제공을 해 이용자맞춤형서비스에 한 문헌 

 사례조사와 정책정보이용자들에 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 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정보이

용자의 요구사항을 반 한 정책정보이용자맞

춤형서비스 모형을 제안하고자 하 다. 

정책정보서비스 모형 개발을 한 수요조사

를 해 경력, 담당업무, 연구  업무주제분야

를 독립변인으로 채택하 고, 이용자맞춤형정

책정보서비스에 한 이용자의 수요를 종속변

인으로 선정하 다. 종속변인은 모두 10가지이

며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 시 고려해야 할 사

항, 서비스 유형별 제공 필요성, 기 되는 정책

정보서비스, 정보요구 시 피드백 기간, 정보 유

형별 최신성 유지의 필요성, Web 기반 서비스 

제공시 고려사항, 블로그 운  시 고려사항, 모

바일 서비스 제공시 고려사항, 정책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이다.

(1) 정책정보서비스 수요분석결과

정책정보서비스 수요에 한 조사는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조사하 다. 첫째, 정책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제

공하는 정보의 정확성 4.47, 정보원을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정보 근성 4.39, 참고하는 정보원

의 신뢰성 4.3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정보서비스 유형에 따른 필요도 조

사에서는 최신정보제공 서비스가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가서비스 4.04, 모바일서

비스 4.0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책정보서비스  제공되길 기 하는 

서비스로는 세계  정책정보 데이터수집  분

석을 통한 정책 이슈 분석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검색어 빈도를 통한 국내 정책 트

드 제공 4.06, 개인의 심분야에 맞는 정책정보 

자료 제공 4.0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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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정보제공 요구에 한 한 피드백 

기간은 3일이 40.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주일 38.89%, 1일 11.11%로 나타났다. 3일과 

1주일에 한 응답이 체 설문응답자의 79.37%

로 나타나 3일에서 1주일 정도의 피드백 기간

이 가장 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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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났다. 모든 항목

의 평균이 3.5 이상으로 나타나 최신성 유지는 

정책정보서비스에서 매우 요함을 알 수 있

었다.

여섯째, Web 기반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

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에 한 조사에서는 

다양한 정보검색기능 제공이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하고 명확한 커뮤니 이션 채

 지원 4.08, 모바일에서 제공되는 메뉴  서

비스와 연동구  4.07 순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Web 기반 My Library 서비스 제공

에 있어 필요한 기능을 조사한 결과, 도서  자

료의 검색목록 제공이 4.1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정책분야별 인터넷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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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

크  트랙백을 통한 기 과 도서 간 커뮤니

이션 활성화 3.92, 주제 문가 블로그를 통

한 문가 생성 콘텐츠 제공 3.91 순으로 나타

났다.

아홉째, 모바일 서비스 제공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해 쉽고 빠른 인터페이스 구성이 4.25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속 인 업데이트

를 통한 새로운 기술  정보 서비스 4.21, 웹에

서 제공되는 메뉴  서비스와 연동 4.02 순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를 

통해 정책정보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에 

한 조사에서는 최신 정책 이슈의 신속한 

악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한 정보

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탐색 기능 강화 4.17, 

개인의 심분야․업무․연구에 한 문서

비스 활용 4.11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수요조사를 통해 정책정보이용자는 

문 인 정책정보자료의 정확하고 신속한 제

공과 국내외 정책자료 분석을 통해 정책 이슈 

 트 드를 악하고 트 드에 맞는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 이러한 정보에 한 다양한 근 경로 

 개인  기  간 커뮤니 이션 채  개설에 

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모형(안) 제안

정책정보는 미래지향 인 성격을 가진 정보

로서 정책 개발  실행, 평가 등 정책에 련

된 업무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라 할 수 있다. 정책정

보가 이러한 역할을 제 로 수행하기 해서는 

정책 상황에 부응하는 성과 정확성을 지녀

야 한다.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는 정책정보의 

고도화된 서비스로서 정책 업무 반에 걸쳐 

실효성 있는 문 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책 

업무를 지원하고 정책정보자료 활용의 효율성

을 높이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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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항목 항목별 세부서비스

정보검색  자료제공
시 스 검색 서비스, 태깅 서비스, 인터넷 검색 포털 연계, 정책 자료의 디지털 서비스, 웹 정보자원의 

DB구축, 상호 차  원문복사, 정책정보제공 신청 서비스

참고정보 최신정보제공 서비스, 학술지목차메일링 서비스, 정책정보 검색순 지원 서비스, WIKI 서비스

정책정보 네트워크
지역도서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정부기  웹사이트 링크  검색 서비스, 문가인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도서  마 소장 자료의 시․출  서비스, 소셜네트워크 운  서비스, 정책정보 활용사례제공 서비스

개인화 서비스
My Library 서비스, 개인자료 장 공간 제공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문 DB 검색  자료이용 

교육 서비스

<표 27>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유형별 세부서비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모형을 제안하기 해 이용자맞춤형서비스에 

한 연구  사례조사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정부운 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부 3.0에 맞는 

수요자 심의 맞춤정보서비스, 실시간 정보제

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 다.

최종 으로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모

형(안) 개발 차에 따라 정책정보서비스 유형

을 정보검색  자료제공, 참고정보, 정책정보 

네트워크, 도서  마 , 개인화 서비스 등 다

섯 가지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세부서비스를 

<표 27>과 같이 제시하 다. 

한편, 본 연구는 사례조사  수요자 상 설

문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연구에

서는 기본 인 설문조사 외에도, 정책정보수요

자 특히, 정책결정자와 연구자들을 상으로 

한 문가 그룹인터뷰(FGI)나 심층인터뷰(In- 

Depth Interview) 방법을 통한 심도 있는 질  

연구 결과를 토 로, 훨씬 더 이용자 심의 정

책정보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

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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