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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국립세종도서 이 ‘정책정보 수집  서비스 심의 국립 앙도서  지역분 ’이라는 기본  

정체성을 정립하고 미래지향 인 장기 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정책정보 심의 특화도서 이라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실  존재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장기 로드맵(비 과 핵심가치, 략  목표  

기능수행, 핵심 추진과제  실행 략, 조직  인력구성, 모체기 인 국립 앙도서 과의 정책정보서비스 

역할분담, 공동사업 추진  교류 력)을 제시함으로써 조직의 안정과 발 , 내  핵심역량의 강화, 그리고 

국가  사회에 한 기여도를 높이는 논거를 제시하는데 목 이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mid-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 (vision, core values, 

strategic goals and functional performances, major tasks and detailed action plans for each 

strategy, organizational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shared responsibility with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which is main library in collection and services of policy information, 

and cooperation and collaborative exchange programs) for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ejong. 

This study is based on the appropriateness that the library should enhance its visibility through 

focusing on the role as the specialized library in charge of public policy information services 

if it wished to ensure the identity of a branch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for the comprehensive 

collection, preservation, and nationwide services of public policy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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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우리나라 국가도서 은 분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국립세종도서 은 국립 앙도서 의 

지역분  체제 구축의 상징  존재로서 2013년 

12월 12일 행정 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

에 개 하 다. 개  이래 국립세종도서 은 국

립 앙도서 의 유일한 지역분 으로서 지식문

화유산  측면에서는 국가장서의 재난 기에 

비하고 서비스 권역을 국으로 확장하기 한 

국립 앙도서  지역분산형 보존   서비스센

터로서, 행정  입장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앙행정기   련기 의 정책수립  집행기

능을 지원하기 한 국립 정책정보 특화도서 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곽승진 외 2011).

세종시에는 그간 총 36개 앙행정기 (18개 

본부, 18개 소속기 )과 15개 정부출연연구기

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이

하여, 재 1만 3,002명의 공무원과 14개 정

부출연 연구기  3,192명의 연구원이 세종시에

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말 재 세종

시에 을 한 공공도서 이 3개 (1개 당 

서비스 상인구 6만 5천명)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한시 으로 국립세종도서 이 공무원

과 연구원  가족, 세종시민의 지식문화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공도서 으로

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역문화기반시설의 불모지인 세종시에 책을 

형상화한 디자인과 아름다운 풍 을 자랑하는 

호수공원을 배경으로 한 국립세종도서 이 각

종 지식정보서비스를 비롯한 문화(평생학습)

로그램, 청강연, 견학안내 등 다양한 역할

을 수행함에 따라 ‘자연과 함께하는 공간, 사람

이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 ‘세종시 지식문화 오

아시스’로 회자될 뿐만 아니라 국 인 지식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세종도서 이 ‘국립 앙도서  

지역분 +행정부처․공공기 을 한 정책정

보 특화도서 +세종시 지식문화기반시설+세

종시 거주자를 한 공공도서 ’이라는 복합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 바람직한가에 해서는 정  시각과 부정

 입장이 혼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국립세종도서 의 정체성이 확고하지 

못한 이유는 건립계획에서 개 운 까지의 각

종 계획자료에 명시된 정책정보 심의 특화도

서 이라는 태생  한계와 모호성, 개  후 공

공도서  서비스가 부족한 세종시 거주자를 

한 공공도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실  불

가피성, 그리고 짧은 역사와 국립세종도서 에 

한 지역 여론의 기  등이 작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더 요한 동인은 국립세종도서 의 비

과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략  목표와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집행하기 한 정책  로

드맵, 즉 장기 발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운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정보 수집  서비스 

심의 국립 앙도서  지역분 ’이라는 국립세종

도서 의 기본  정체성을 정립하고 미래지향

인 조직 구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정책

정보 심의 특화도서 이라는 정체성을 기반으

로 실  존재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비

과 핵심가치, 략  목표  기능수행, 핵심 추

진과제  실행 략, 조직  인력구성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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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함으로써 조직의 안정과 발 , 내  핵심역

량의 강화, 그리고 국가  사회에 한 기여도를 

높이는 논거를 제시하는데 목 이 있다.

1.2 연구의 범 와 주요 내용

1.2.1 연구의 범

이 연구에서는 국립세종도서 을 상으로 

그 정체성  역할과 련된 국내외의 다양한 

정책   법제  자료, 통계데이터, 학술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주소를 진단․평가하 다. 

국립세종도서 에 가장 합한 비 과 핵심가

치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략  목표  

기능수행 모형, 핵심 추진과제  실행 략 모

형, 장기 조직  인력구성 모형 등을 제시하

고자 하 다.

1.2.2 연구의 주요 내용

이 연구에서는 국립세종도서 의 정체성과 

지향, 법정 업무의 요성과 우선순 , 조직체

계와 인력구성, 바람직한 역할과 과제 등에 

한 분석과 각종 계획(국립 앙도서  2010; 

국립 앙도서  장서개발정책, 국립 앙도서  

장기 계획 2014-2018; 도서 발 종합계획 

2014-2018 등)을 연계․분석하여 국립세종도

서 의 비 과 핵심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

하기 한 략  목표와 기능수행 모형, 핵심

과제, 장기 조직  인력구성 모형을 제시하

다. 국립세종도서 의 발 계획은 모든 계획

문서와 마찬가지로 연구수 에 머물 것이 아니

라 실제 용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진은 

국립세종도서 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 하기 

한 후속과제 수행, 원회 활동, 자문회의  

토론회 등에 극 참여함으로써 련 자료를 확

보하 다.

2. 국립세종도서 의 발  략

2.1 국립세종도서 의 비 과 핵심가치

비 과 핵심가치는 국립세종도서 이 과

옥조로 삼아야 할 국립도서 으로서의 상과 

정체성, 법   실  책무와 역할, 국가와 국

민을 한 존재이유와 기여 등에 한 정언  

명제 는 철학  기제를 말한다. 

이를 제시하려면 우선 국립세종도서 이 국

립 앙도서  지역분 이라는 을 감안하여 

본 ( 앙 )의 장기 발 계획을 분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2005년에 국립 앙도서 이 최 로 수립한 

장기 계획인 ｢국립 앙도서  2010｣1)은 비

을 ‘지력강국’으로, 4  핵심가치를 국가 지식

정보의 자존심(National Pride), 모든 지식정보

의 유통과 제공서비스(Information Provision), 

도서 ․정보정책의 수립과 연구개발(Library 

Policy and Research), 외연 확장과 국제  문역

할(Global Portal)로 설정하 다. 그리고 2014년

에 수정․보완된 ｢국립 앙도서  2014-2018｣2)

은 그 비 을 ‘창조  지식문화강국을 선도하

는 국가 표도서 ’으로 설정․ 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세종도서 의 미래지향  비 은 

 1) 국립 앙도서 , 국립 앙도서  2010(서울: 국립 앙도서 , 2005), pp.14-17.

 2) 국립 앙도서 , 국립 앙도서  2014-2018(서울: 국립 앙도서 , 2014),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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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처럼 ‘창조  지력  지식문화 강국’을 

선도한다는 국립 앙도서 의 비 과 맥락을 

수해야 하며, 핵심가치도 국가 지식정보의 자존

심, 유통과 제공서비스, 정책수립과 연구개발, 외

연 확장과 국제  문으로서의 역할에 부합해

야 한다. 다만 국립세종도서 의 본질  정체성

은 ‘정책정보의 수집․보존  서비스에 방 을 

두는 특화도서 ’이고 실 으로는 ‘세종시민을 

한 복합  지식문화기 ’으로서의 역할도 수행

해야 하는 을 감안하여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국립세종도서 의 장

기 비 과 핵심가치는 <표 1>과 같이 ‘국내외 

국립 앙도서  2010

∙비 : 지력강국

∙핵심가치:

  ① 국가 지식정보의 자존심

  ② 모든 지식정보의 유통과 제공서비스

  ③ 도서 ․정보정책의 수립과 연구개발

  ④ 외연 확장과 국제  문역할

국립 앙도서  2014-2018

∙비 : 창조  지식문화강국을 선도하는 

국립 앙도서

국립세종도서  

비 과 핵심가치 설정의 기본원칙

∙국립 앙도서 의 비 과 핵심가

치 수

∙국립세종도서 의 정체성과 역할 

반

∙국내외 정책정보서비스 심 

국립세종도서  입장 

∙본질  정체성: 정책정보 

심의 특화도서

∙ 실  역할: 세종시민을 

한 공공도서  기능

<그림 1> 국립세종도서  비 과 핵심가치의 설정 과정

구 분 논거와 이유

비

국내외 정책정보를 

주도하는 국립세종도

서  

․ 재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책정보의 수집․제공에 무게 심을 둔 국립도서 은 존재하지 않는 반면, 국립세

종도서 의 태생   본질  정체성은 정책정보의 수집․보존․제공서비스에 주력하는 국립 정책도서 임

․따라서 국립세종도서 의 바람직한 미래상은 정책정보 특화도서 으로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국내외 

정책정보의 수집․보존  서비스를 주도할 필요가 있음

핵심

가치

1. 한민국 정책정

보의 산실과 보고

․국립세종도서 이 법   실  존재이유를 정당화하려면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정책정보를 

수집․보존하여 부존 자원화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 다만, 정책정보 수요자의 시간  제약, 근․이용

의 편의성 추구, 인터넷 정보유통  디지털 근패러다임 등을 감안하면 디지털 정보의 우선  수집과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 마이그 이션(digital migration)에 방 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국립세종도서 이 가장 시해야 할 핵심가치는 정책정보의 극  개발과 부존자원화를 통한 

한민국 정책정보센터로서의 구심력을 강화하고 그 잠재  원심력을 이용한 서비스 기능을 극 화하는 

것임

2. 정책정보서비스의 

국제  허 와 포털

․정부부처  연구기 이 정책의제 설정에서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필요로 하는 아날로그형 자료와 디지털 

정보를 망라하여 정책정보서비스를 최 한 제공해야 함. 이를 제로 서비스 상을 국과 국민으로 확 하기 

하여 력망 구축  유 기 과의 교류․ 력 확 , 맞춤형 온라인서비스 등을 강화해야 함 

․따라서 국립세종도서 은 디지털 정책정보서비스를 강화하여 각국의 수요자를 한 정책정보 허 와 

게이트웨이 기능을 강조하는 포털서비스를 후순  핵심가치로 상정할 필요가 있음

3. 세종시 도서 ․

지식문화 생태계 

랜드마크

․세종시는 행정 심복합도시로 조성된 신도시이기 때문에 도서  등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국립세종도서 은 세종시 공공도서  인 라가 충실해질 때까지 세종시민  정부부처 공무원을 

한 지식정보서비스, 문화(평생학습) 로그램, 청강연, 견학안내 등을 병행해야 할 입장임

․즉, 국립세종도서 은 당분간 세종시민을 해 공공도서  기능을 수행하되, 장기 으로 공공도서 과 

차별화되는 지식정보/ 로그램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국  지식  명소, 세종시의 도서   

지식문화 생태계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최종 핵심가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1> 국립세종도서 의 미래지향  비 과 핵심가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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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를 주도하는 국립세종도서 ’으로 결

정하고, 비 에 내면화시킬 3  핵심가치를 ‘

한민국 정책정보의 산실과 보고, 정책정보서비

스의 국제  허 와 포털, 세종시 도서 ․지

식문화 생태계 랜드마크’로 제안하 다.

2.2 국립세종도서 의 략  목표  추진

과제

먼  모기 인 국립 앙도서 의 장기 계

획에 명시된 추진목표  추진과제를 심으로 

국립세종도서 의 략  목표  추진과제와

의 연계․ 용성을 평가하면 <표 2>와 같다.3)

구 분 추진목표 추진과제
국립세종도서 과의 

연계․ 용성

1차 계획

(국립 앙도서  

2010)

1. 한국 지식문화 유산의 

자존심과 보고

가. 장서 확충을 한 제도의 확립과 정비 ▲

나. 자료의 수집기능 강화 ●

다. 디지털 정보자원의 확충  아카이  구축 ●

라. 한국 원형(原型) 콘텐츠의 발굴 수집 ▲

마. 자료의 과학  보존 리  승 ●

2. 지식정보의 유통 리  

제공서비스 센터

가. 지식정보서비스의 주제 문화 ●

나. 지식정보서비스 략의 다양화 ●

다. 도서  정책정보 서비스의 제공 ●

라. 지식정보격차 해소  정보 근권 보장 ●

마. 지식정보 표 화  정보시스템의 효율화 ●

3. 도서  정책․연구의 

구심체

가. 도서 정책의 체계 확립 ☓
나. 도서  연구체제 구축 ☓
다. 도서  사서직 문성 강화 ●

라. 도서  확충  서비스 개선 ☓
마. 범국민 독서진흥 강화 ☓

4. 국내외 도서 의 

교류․ 력 창구

가. 국내 도서  상호 력 강화 ▲

나. 국제교류․ 력강화 ▲

다. 남북한 도서 간 상호교류․ 력체계 구축 ☓
라. 국민을 한 열린도서  운   참여 확 ▲

2차 계획

(국립 앙도서  

2014-2018)

Ⅰ. 국가 지식정보자원 

수집․보존 강화 

1-1 국가 지식정보자원 수집 기반 구축 ●

1-2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망라  수집 ●

1-3 국가 지식정보자원 보존 리 강화 ●

Ⅱ. 지식정보자원 이용서비스 

고도화 

2-1 국가서지 표 화  활용성 제고 ●

2-2 지식정보서비스 선진화 ●

2-3 이용자별 정보서비스 고도화 ●

Ⅲ. 도서 계 발 을 한 

지원․ 력 강화

3-1 도서  문인력 직무역량 제고 ●

3-2 국내․외 도서  지원  교류․ 력 강화 ●

3-3 도서  발 을 한 조사연구 강화 ▲

●: 연계 용가능, ▲: 부분  연계 용 가능, ☓: 연계 용불가

<표 2> 국립 앙도서  장기 계획의 국립세종도서  연계․ 용성 

 3) 국립 앙도서 , 국립 앙도서  2010, pp.31-121; 국립 앙도서  2014-2018,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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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감안하여 국립세종도서 의 미래지

향  비 과 3  핵심가치를 구 하기 하여 

여섯 가지의 략  목표를 설정하 다.

2.2.1 한국 정책정보 수집․아카이 센터

국립세종도서 은 ‘한국 정책정보 수집․아

카이 센터’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최상  략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국립

세종도서 이 ｢문화체육 부와 그 소속기  

직제｣( 통령령 제26675호, 2015.11.30 개정) 

제4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정부정책에 특화

된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앙도서

장 소속 하에 국립세종도서 을 둔다”라는 

설립취지에 부합하려면 장기 으로 정책정보

의 수집․보존기능, 오 라인  온라인 제공

서비스 운  등을 총 한다는 비 을 가져야 

하며, 그것이 곧 바람직한 상정립  핵심역

량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를 해서는 ‘정책

정보 심의 장기 장서개발정책 수립․시행

(윤희윤, 장덕  2010), 국내 정책자료 수집력 

극 화, 디지털 아카이빙과 가상서고 운 , 외부

기  소장 정책자료 수탁보존 확  추진’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2.2.2 하이 리드형 정책정보서비스 구심체

국립세종도서 의 차상  략 목표는 <표 3>

에 제시한 정책정보개발 모형을 바탕으로 ‘아날

로그형 자료와 디지털 정보의 융합형 정책정보

서비스 구심체’로 설정하 다. 이는 ｢문화체육

부와 그 소속기  직제 시행규칙｣(문화체

육 부령 제230호, 2015.11.30 개정)에서 국

립세종도서  정책자료과에 분장된 11가지 사

무  8가지(장서개발계획 수립․시행, 국내외 

정책자료와 일반․어린이․장애인 자료의 수

집․구입․기증․등록 등, 정책정보 종합목록

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 , 정책자료를 수

탁하여 보 하는 서고의 리  수탁자료의 이

용에 한 사항, 정책자료실 운 , 정책자료 서비

스 개발, 홈페이지 운   정책정보 웹진 제작․

배포, 도서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운 )가 

정책정보

생산주체

정보 유형(아날로그+디지털)

계획

자료

백서

연감

통계

정보

법령

자료

각종

보고서

학술

논문

학술

서

학

논문

세미나

토론자료

결산

자료

최신

자료

국내 자료

주요 선진국  OECD 자료

주요 국제기구 자료

외국 명 학 자료 

주요 비정부기구 자료

북한자료

소

자료

국내 자료

한국 련 외국 자료

WLN Conspectus

망라  수 연구수 교육지원수 기본정보수

<표 3>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의 융합  개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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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특화도서 으로서의 설립취지를 구

하고 정체성을 정립하기 한 핵심요인이기 때

문이다. 이를 해서는 정부부처  국책연구기

을 한 맞춤형 정책정보서비스를 비롯한 온

라인서비스, 최신 목차정보 제공서비스, 정책정

보 공유를 한 교류․ 력 확  등을 주요 추

진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2.2.3 세계 최  정책정보 문도서

국립세종도서 은 국내외에서 생산된 최신  

소  정책자료의 통합형 아카이 센터를 기반으

로 ‘세계 최  정책정보 문도서 ’으로 발 해

야 한다. 이를 세 번째 략  목표로 제안하는 

배경은 어느 국가에도 정책정보로 특화된 국립

도서 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정책정보

의 망라  수집과 외국 정책정보의 선별  수집

을 지속할 경우 최  규모의 정책정보 보고로 부

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서는 주요 선진

국, OECD, 국제기구, 학 등에서 생산하는 정

책정보의 극  수집, 외국 정책정보의 디지털 

마이그 이션과 아카이빙 강화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실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2.2.4 정책정보의 국제  근․이용 

게이트웨이

국립세종도서 은 세 번째 략  목표인 세

계 최  정책정보 문도서 을 제로 이를 

국제사회에 극 노출시키고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정책정보 근․이용 게이트웨

이’로 인식․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내 디

지털 정책정보의 아카이빙과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 마이그 이션, 외국 정책정보의 디지털 

하비스 (harvesting)을 통한 가상서고 구축에 

주력하여 정책정보의 주제별, 자료유형, 이용계

층별 게이트웨이 기능과 포털사이트로서의 존

재감을 제고시키는 략을 추진과제로 설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2.2.5 세종시민의 생애주기별 

문화활동․평생학습 거

국립세종도서 의 본질  정체성은 ‘정책정

보를 심으로 하는 국립 문도서 ’이지만 ‘세

종시민의 생애주기별 문화활동․평생학습 거

’으로서의 역할도 병행해야 한다. 세종시의 

지식문화기반시설이 취약하므로 당분간 공공도

서 의 보편  기능도 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민을 한 공공

도서 으로서의 기능은 차별화  특성화가 필

요하다. 이를 한 추진과제로는 ‘ (일반, 어

린이, 노인 등)용 자료의 체계  개발, 국립도서

으로서의 다른 종과 차별화되는 고품격 특

화 로그램(문화, 인문, 평생학습, 정보해득력) 

서비스 강화’ 등이 시 하다.

2.2.6 세종시 도서 ․지식문화 생태계를 

표하는 명소

국립세종도서 은 5  략 목표를 달성하

기 한 추진과제에 집 함으로써 장기 으

로 ‘세종시 도서 ․지식문화 생태계를 표하

는 명소’로 인식되어야 한다. 다만, 풍 이 

우수한 호수공원을 배후로 하는 입지, 책을 형

상화한 디자인의 독창성 등과 같은 외형  유

인요소가 충분하므로 ‘지식문화 명소화(방

문, 견학, 순례) 략 수립과 마  확 ’를 추

진과제로 설정하여 체계 이고 지속 인 마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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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를 주도하는 

국립세종도서관

대한민국 

정책정보의 

산실과 보고

세종시 

도서관․지식문화 

생태계의 랜드마크

(비 )

정책정보서비스의

국제적 허브와 포털

(핵심가치)

한국 정책정보 수집․아카이브센터

하이브리드형 정책정보서비스 구심체

세종시민의 생애주기별 문화활동․평생

학습 거점

세종시 도서관․지식문화를 대표하는 

관광명소

세계 최대 정책정보 전문도서관

정책정보 접근․이용을 보장하는 

국제적 게이트웨이

( 략 목표)

중장기 장서개발정책 수립․시행 및 개

정 보완

국내 정책자료 수집력 극대화, 디지털 

아카이빙과 가상 운영

정책자료 탁보존 확대전략 추진

정책정보서비스 및 교류․협력강화

주요 선진국, OECD, 국제기구 등의 

정책정보 적극적 수집

외국 정책정보의 디지털 마이그레이

션과 아카이빙 강화

정책정보의 온라인서비스 및 주제

별․유형별 게이트웨이 기능 제고 

(추진과제)

대중(일반, 어린이, 노인 등)용 자료의 

체계적 개발

고품격 특화프로그램(문화, 인문, 평생

학습, 정보해득력) 서비스 강화

지식문화 관광명소화(방문, 견학, 순례) 

전략 수립과 마케팅 확대 

<그림 2> 국립세종도서 의 장기 발 계획 체계모형

이상에서 제시한 국립세종도서  장기 발

계획의 요체, 즉 비 , 핵심가치, 략  목표, 

추진과제를 상향식으로 연계․체계화하면 <그

림 2>와 같다.

2.3 국립세종도서 의 주요 업무  핵심기능

국립세종도서 이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

에 정책  련자료를 제공하는 정책정보 심

의 국립도서 과 세종시민을 한 지식정보 

심의 복합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핵

심기능과 그에 따른 주요 업무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문화체육 부와 그 소

속기  직제시행규칙｣  ｢국립 앙도서  규

정집｣에 명시된 국립세종도서 의 법  분석하

여야 한다. 분석 결과를 심으로 국립세종도서

이 ‘국제사회의 정책정보를 주도’하기 한 

략  목표  추진과제와 연계하여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를 도출하고 이를 통한 10  핵심기능 

모형을 제안하면 <그림 3>과 같다.



 국가도서  지역분 의 발 략 모형 연구  205

기능(역할)

대한민국 정책정보 
산실․보고로서의 업무

정책정보 중심의 장서개발정책 수
립․시행

국내 최신 및 소급 정책자료 수집
력 극대화 

주요 선진국, 국제기구(UN, OECD, 
EU 등) 정책정보 선별적 수집

북한관련 정책정보의 수집과 개발 

외부기관 소장 정책자료 수탁보존 
강화

정책자료의 디지털 마이그레이션
과 아카이빙 및 DB 구축

정책자료실 및 보존서고 운영관리

정책정보서비스의 국제적
허브․포털로서의 업무

디지털 정책정보 가상서고(포털
사이트) 구축과 운영

주제별․유형별․대상별 정책정
보 게이트웨이 서비스

각종 정책정보서비스(제공, 상호
대차, 모바일, 목차) 역량 강화

맞춤형․멘토링 서비스 확대

웹진 제작․배포서비스

마케팅(이용확대) 전략 추진

이용자 조사․분석, 서비스 평가

정책정보서비스 공유를 위한 교
류․협력 및 네트워크 운영

세종시 도서관․지식문화 
랜드마크로서의 업무

각종 자료실․서고 운영관리

자료열람․대출․상호대차서
비스

이용자 조사․연구 및 서비스 
개발․보급

고품격 특화프로그램(문화, 인
문, 평생학습, 해득력) 강화

지식문화 관광명소화(방문, 견
학, 순례) 전략과 마케팅

지역 교육시설 및 커뮤니티
와의 연계․협력 확대

각종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자원봉사자 관리․운영

정책정보
총 센터

문화활동․
평생학습거

지식문화 
명소

정책정보
게이트웨이

❽ 
이용자 

조사연구․
마케팅

 ❸ 
일반자료 

수집․관리

국립중앙도서관 
지역분관으로서의 업무(2)

주요 업무․종합계획 수립․시행
국유재산, 물품, 예결산, 인사 등
의 관리
문서수발과 보존, 보안․관인 관리
직원․자원봉사자 교육․연수

도서관 실무세미나 등 주관․지원

국립중앙도서관 
지역분관으로서의 업무(1)

국내외 일반자료 수집과 개발

자료등록, 원부․통계의 작성․관리

자료정리 및 DB 구축

자료보존과 평가, 제적․폐기

❶ 
각종 정책(계획)

수립․추진

❺ 
하이브리드형

지식정보서비스

❻ 
디지털 가상서고
(포털사이트) 운영

❼ 
고품격 문화․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❾ 
직원․자원봉사자 
교육과 세미나 

❿ 
지식문화 

관광명소화

❷ 
정책정보 

개발․보존

❹ 
디지털 매체변환․

아카이빙

<그림 3> 국립세종도서 의 주요 업무  핵심기능 모형

2.4 국립세종도서 의 조직  인력구성 

2.4.1 조직  인력구성의 기본 방향

국립세종도서 이 도서 법에 의해 부여된 기

능과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해서는 국가 도

서 행정체계상 국립도서 이 갖는 상  기

능과 동시에, 재 약 20만명에 달하는 세종시 주

민의 일상  정보요구 충족을 한 공공도서

으로서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국립세종도서 은 입지여

건상 세종시 소재 앙행정기 과 정부출연 연구

기 을 상으로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행정

부 도서 이면서 국립 앙도서 의 정책정보서

비스 포인트로서의 기능에 방 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세종시를 근거로 한 정책정보 수요 증가, 

정부부처의 정책정보 생산부서  자료실 등과

의 력체계를 고도화하고 이러한 기능을 포

하는 것이 조직구성의 요한 요소가 된다.

이를 하여 국립세종도서  조직구성 략

의 기본 방향은 아래와 같다.

- 국가도서 으로서의 차별성 강화: 국립세종

도서 은 국내 최 의 국립도서  지역분

이다. 따라서 세종도서 의 안정  정착이 

향후 국가도서  분  제도의 향배를 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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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따라서 지역에 치한 국가도서 으

로서 조직을 성공 으로 차별화하여야 한다.

- 정책정보서비스 연계성 강화  역할 분

담: 국립세종도서 은 국가 도서  체계

에 있어서 국가도서 의 분 으로서의 

상과 행정복합도시에 치하는 국립도서

의 서비스 포인트로서의 상을 차지한

다. 따라서 앙 과의 원활한 계 에

서 정책부서와의 원활한 조체계 유지를 

넘어 정책정보의 생산자  요한 요소인 

기 자치단체나 앙행정기   소속기

(공공기  포함)  소속 자료실과의 긴

한 력체계 유지가 필요하다.

- 공공도서  기능 수행을 한 서비스 조직: 

국립세종도서 은 재 공공도서 이 극도

로 부족한 세종시의 특성상 일상  이용을 

제로 하는 공공도서  기능을 수행하여

야 하다. 따라서 일부 공공도서 의 기능을 

담당하기 한 서비스 조직을 구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4.2 조직구성 모형

국립세종도서 은 ｢도서 법｣ 제18조 제2항

(국립 앙도서 은 국가 표도서 으로서 효

율 인 업무처리  지역간 도서 의 균형발

을 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분야별 분

을 둘 수 있다)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그 

조직  운 은 동법 제3항(그 밖에 국립 앙

도서 의 조직  운  등에 하여 필요한 사

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국립 앙도서  하부조직은 통

령령인 ｢문화체육 부와 그 소속기  직제｣ 

제44조-제49조의2에서 3부(기획연수부, 자료

리부, 디지털자료운 부), 3개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 , 국립장애인도서 , 국립세종도

서 ), 1개 도서 연구소이며, 과( ) 조직은 동

직제 시행규칙 제29조-제3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립세종도서 장의 직 은 ｢문화체육 부

와 그 소속기  직제 시행규칙｣ 제33조의2 제1항

에서 ‘서기 ’으로 보하고, 제2항에서 3개과를 

하부조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 

11월말을 기 으로 국립 앙도서 의 조직단

는 3부 3  1연구소 18과 1 (2015년 1월 재)

이며, 국립세종도서  하부조직은 3개과(기획

리과, 정책자료과, 서비스이용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국립세종도서 이 장기 비 과 

핵심가치를 구 하기 한 략  목표  추진

과제, 그리고 주요 업무  기능을 수행하려면 

재 업무 외에도 다양한 업무가 추가되어야 하

므로 조직 확 가 불가피하다.

이에 국립세종도서 의 조직구성은 ｢2015년

도 정부조직 리지침｣에서 제시한 “하부조직

의 명칭  직제( 통령령)로 정하는 사항은 

각 부처와 의하여 행정자치부가 정하고, 직

제시행규칙(총리령․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각 부처가 자율 으로 정하되, 의미상 완결성

이 있으며 다른 부처의 기능․조직과 복되지 

않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해당 부서장의 직

에 통상 으로 비례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

다”4)는 원칙을 수하여 재의 과 명칭을 

면 재구성하고 1개과를 추가․신설하는 모형

 4) 행정자치부, 2015년도 정부조직 리지침(유인물),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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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하 다. 이는 국립세종도서 의 본질  

정체성인 정책정보 심의 특화도서 을 한 

핵심기능인 정책자료 개발․보존  하이 리

드형 제공서비스를 강화하기 함인데, 이를 구

체 으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우선, 기획 리과는 국립세종도서 의 기획, 

서무행정, 외  업무를 총  수행해야 하므로 

‘기획행정과’로 개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

자료과는 재 정책자료 뿐만 아니라 일반자료

(성인․어린이․장애인 자료)의 수집․등록업

무도 수행하고 있어 명칭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자료수집과’ 는 ‘자료개발과’로 변경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자는 국립 앙도서

의 자료 리부가, 후자는 국립장애인도서 이 하

부조직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자료수집

개발과’로 제안한다(윤희윤 2014). 서비스이용

과는 ‘서비스와 이용’의 합성어로 간주할 경우, 

서비스는 제공주체인 국립세종도서 의 입장에

서, 이용은 수혜 상인 세종시민을 반 한 것으

로 볼 수 있고, ‘서비스 이용’으로 해석할 경우에

는 세종시민에 방 을 둘 수도 있는 애매한 표

이므로 다른 과명칭과 마찬가지로 행 주체인 

국립세종도서 이 을 한 도서   자료

서비스, 문화  평생학습 로그램 운 , 세종시 

도서 ․지식문화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여 

표 인 명소로 정착시키기 한 자료서비

스, 문화․평생학습서비스, 교육훈련과 세미나 

등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

서비스문화과’로 개칭하도록 제안한다.

그 신에 국립세종도서 의 설립취지는 정

부부처  연구기 의 공무원과 연구자를 한 

정책정보 제공서비스에 방 이 있으므로 ‘정책

정보서비스과’를 신설하여 재의 ‘정책자료과’ 

 ‘서비스이용과’에 분장되어 있는 정책자료 

 련업무를 이 ․수행하는 것이 정책정보

의 수집개발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는데 유

리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집 도, 문성, 효율

성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것임. 정책정보서비

스과에는 정책정보 략 (장기 으로 정책정

보연구센터로 개편)을 신설하여 미국 의회도

서 (LC)의 의회연구서비스처(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s)와 같은 공공정책분야의 종

합 인 조사와 문 인 연구․분석․정보제공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며, 정책연구분야 연구경

력이 있는 박사  연구원을 두어 명실상부한 국

내외 정책정보와 사례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조직개편을 하여 문화체육 부와 

그 직제 시행규칙(시행 2014.2.17., 문화체육

부령 제165호) 제33조의2(국립세종도서 )항

은 <표 4>와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국립세종도서 장

(고 공무원 :나등 )

자료수집개발과

(서기 :사서)

정책정보서비스과

(서기 :사서)

서비스문화과

(서기 :사서)
기획행정과

(서기 :행정)

<그림 4> 국립세종도서 의 조직개편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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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개정안

① 국립세종도서 장은 서기 으로 보한다. 

② 국립세종도서 에 기획 리과, 정책자료과, 서비스이용과를 

두되, 기획 리과장은 서기  는 행정사무 으로, 정책자료

과장  서비스이용과장은 사서사무 으로 보한다. 

① 국립세종도서 장은 고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

로 보하되, 그 직 의 직무등 은 나등 으로 한다.

② 국립세종도서 에 기획행정과, 자료수집개발과, 정책정보서비

스과, 서비스문화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 으로 보한다. 

<표 4> 문화체육 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요컨  이처럼 행 3개과 조직을 4개과로 확

․개편하도록 제안하는 이유는 정책정보서비

스를 강화하는 것이 국립세종도서 의 정체성

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자료  일

반자료의 수서․정리업무는 집 화하되, 서비

스 부문은 양분하여 각각의 업무역량과 고객 만

족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본질  정체성을 확립

하는 첩경으로 단한다.

2.4.3 인력구성 모형

국립세종도서 은 세종시에 치하는 정부

부처  국책연구기 의 정책정보 수요자  

세종시민을 모집단으로 하는 국립 앙도서  

지역분 이지만, 장기 으로 상을 국으

로 확 하여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

로 수집자료  서비스 상이 한정 인 국립

어린이청소년도서 이나 국립장애인도서 보

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국립세종도서

의 경우, ｢문화체육 부  그 소속기  직제 

시행규칙｣, ｢국립 앙도서  규정집｣, 국립세종

도서  홈페이지에 탑재된 분장사무 외에 <표 

5>와 같이 추가 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아래의 업무분장 모형을 감안하면 조직 확 와 

증원이 불가피하다.

국립세종도서 의 인력 증원은 국립 앙도

서 의 총정원을 늘리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

다. 다만 ｢행정기 의 조직과 정원에 한 통칙｣ 

제29조(총액인건비제의 운 에 한 특례)에 

근거한 행정자치부의 ‘2015년도 정부조직 리

지침’5)은 하부조직 설계기 에서 본부의 정책․

사업부서(소속기  하부조직에도 가  용) 

설치기 을 “과의 정원은 1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 성격에 따라 일부 조정은 가능하나 

최소 7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의 ｢2014년 총액

인건비제 세부 운 지침｣6)은 직제 시행규칙상 

단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3가지 충족요건

을 제시하고, 장에 4  는 5  공무원을 보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세종도서 이 정책정보 심의 특

화도서   세종시민을 한 국립 지역분 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해서는 <표 5>의 부서

별 업무분장 모형에서 제안한 약 20가지의 새로

운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 이를 

한 인력구성 모형은 기반조성기(2016-2020년)

까지 진 으로 증원하되 <그림 5>에서 나타

낸 바와 같이 성장․도약기(2021-2025년)에 

어들면 장의 직무등 을 ‘고 공무원단 나등

 5) 행정자치부, 2015년도 정부조직 리지침(유인물), p.14.

 6) 행정안 부, 기획재정부, 14년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 지침(유인물),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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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 수행 업무 인력(명) 비고

기획

행정과

(과장: 행정서기 )

기획

리

( 장: 사서사무 )

∙주요 업무계획  종합계획 수립․시행

4

10

∙각종 규정  지침 제정과 개정

∙홍보자료 발간, 매스컴 , 설문․인터뷰 업무 *추가

∙국립 앙도서 , 정부, 국회, 외기  련 업무

∙각종 통계작성․생산  리 *추가

∙자문 원회(운 , 정책) 구성․운 *추가

서무

행정

( 장: 행정사무 )

∙ 결산, 회계, 감사

6

∙직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여 등 인사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보존

∙국유재산․물품 리

∙청사시설 리  방호

∙보안  인 수

∙기타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

자료수집

개발과

(과장: 사서서기 )

일반자료

수집

( 장: 사서사무

( 는 6 ))

∙장서개발정책 수립․시행․개정

6

20

∙자료수집 지침․기  제정과 보완 *추가

∙국내외 최신자료 수집과 개발 *세분, 보완

∙개인문고 설치․운 *추가

∙자문 원회(장서개발, 자료심의 등) 구성․운 *추가

자료

정리

( 장: 사서사무

( 는 6 ))

∙자료등록, 원부  통계 작성․ 리

8

∙자료정리  서지DB 구축

∙정책정보 종합목록 구축․운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

∙행정기  자료 리 로그램 제공  리

정책자료

개발

( 장: 사서사무

( 는 6 ))

∙국내 소  정책자료 발굴과 수집

6

*추가

∙외부기  소장 정책자료 수탁 리․보존

∙ 명인사 소장 정책자료 수증 수집 *추가

∙선진국, 국제기구, 북한 정책정보 개발 *세분, 추가

∙정책자료 디지털 마이그 이션과 아카이빙

정책정보

서비스과

(과장: 사서서기 )

정책정보

략

( 장: 사서사무 )

∙정책정보서비스 계획 수립․시행

5

15

*추가

∙정책정보원(주제․분야․ 상) 구축․제공 *정책자료과에서 분리

∙정책정보 디지털 가상서고(포털사이트) 구축

∙정책정보 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운 *정책자료과에서 분리

∙정책정보서비스 국네트워크 운 ․ 리 *정책자료과에서 분리

∙외국 정책정보서비스 기 과의 교류․ 력 *추가

정책정보

제공

( 장: 사서사무 )

∙정책자료 출․열람․복사․참고서비스

7

∙정책정보 검색지도․지원  이용교육 *추가

∙학술지목차 메일링  모바일 서비스

∙맞춤형  멘토링 정책정보서비스 *추가

∙정부․공공기  정책정보 상호 차․원문제공서비스

∙정책자료실  가상서고 운 ․ 리 *정책자료과에서 분리

∙정책자료 보존과 평가, 제 ․폐기

∙정책정보 디지털 게이트웨이 서비스 *추가

이용자

연구

( 장: 사서사무 )

∙정책정보 이용자 조사․분석  평가

3

*정책자료과에서 분리

∙정책정보 이용자 개발  서비스 마 *정책자료과에서 분리

∙정책정보 이용자 민원처리 *추가

∙자문 원회(정책정보서비스) 구성․운 *추가

∙웹진 ｢호수가 보이는 도서 ｣ 발간

서비스

문화과

(과장: 사서서기 )

자료

서비스

( 장: 사서사무

( 는 6 ))

∙일반자료 출․열람․복사․참고서비스

8

15

*서비스이용과에서 분리

∙이용자 조사․연구  서비스 개발․보 *서비스이용과에서 분리

∙일반자료실  보존서고 리․운 *서비스이용과에서 분리

∙도서  견학․방문 주 *서비스이용과에서 분리

∙자문 원회(이용서비스) 구성․운

문화학습

지원

( 장: 사서사무

( 는 6 ))

∙독서  문화 로그램 제공

7

*서비스이용과에서 분리

∙고품격 특화 로그램 개발․제공 *추가

∙지식문화 명소 략  마 *추가

∙지역 문화시설  교육기 과의 연계․ 력 

∙자원 사자 리․운

∙직원  자원 사자 교육․연수

∙도서  실무세미나 등 주 ․지원

∙ 학생 도서  실무수습 지도

계 - 60

*업무분장  수행의 편의를 한 구분과 구성이며, 비법정기구로 운 할 수 있음

<표 5> 국립세종도서 의 조직, 업무분장  인력구성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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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형 

정책정보서비스 및 

교류․협력 구심체

한국 

정책정보 수집․

아카이브센터

세계 최대 

정책정보 

전문도서관

정책정보 

접근․이용을 

보장하는 게이트웨이

세종시민의 생애주기별 

문화활동․

평생학습 거점

세종시 지식문화 

생태계를 대표하는 

관광명소

국내외 
정책정보를 주도하는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의
국제적 허브와 포털

세종시 
도서관․지식문화 
생태계의 랜드마크

대한민국 
정책정보의 
산실과 보고

략  목표

추진과제  핵심기능

추진과

국내외 정책자료 수집력 극대화 

정책정보서비스 확장을 위한 소급자료의 전략적 개발

미소장 정책자료의 수증전략 개발 및 수탁보존 확대

국내외 인쇄형 정책정보의 디지털 마이그레이션 확대

정책정보 가상서고 운영 및 포털서비스 강화

국내외 정책정보 수요자 발굴 및 서비스 마케팅 강화

정책정보의 맞춤형, 멘토링, 모바일 서비스 정착

고품격 특화프로그램(문화, 인문, 평생학습, 정보해득력) 개발․제공 

지식문화 관광명소화 전략(방문, 견학, 순례 등) 추진

성숙․안정기
(2026- )

중장기 장서개발정책 수립․시행 

국내외 정책자료(주제․유형․대상) 개발범위 확정․수집과 서비스

대중용(일반, 어린이, 노인 등) 국내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서비스

정책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정책정보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교류․협력)전략 강구

외부기관 소장 정책자료의 수탁보존 확대 추진

기존 문화프로그램의 분석․평가 및 보완

조직 및 인력확충 계획 수립․추진

기반조성기
(2016-2020)

중장기 장서개발정책 개정․보완 

외국 정책자료 수집범위 확대 및 서비스 강화

대중용(일반, 어린이, 노인 등) 국내외 자료의 지속적 개발 

미소장 정책자료의 수증수집 및 수탁보존 추진

국내 정책정보 수요집단 발굴과 전국적 확대․적용

국내외 정책정보의 디지털 마이그레이션과 가상서고 구축

정책정보서비스 및 네트워크의 확대, 협력서비스, 공동사업 추진

보존서고 확충계획 수립 및 추진

고품격 특화프로그램(문화, 인문, 평생학습, 정보해득력) 개발․제공

조직 및 인력확충 추진(관장: 4급￫ 고위공무원(나등급), 조직: 3개과￫ 4개과)

성장․도약기
(2021-2025)

<그림 5> 국립세종도서  장기 추진과제  핵심기능의 단계별 수행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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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격상시키고 하부조직도 3개과에서 4개

과로 확 하는 동시에 1개과당 최소 기본인력을 

15명(3개  × 5명)으로 계상하여 총 60명( 장 

제외) 수 으로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에서 제안한 국립세종도서 의 3  핵

심가치(정책정보서비스의 국제  허 와 포털, 

한민국 정책정보의 산실과 보고, 세종시 도

서 ․지식문화 생태계의 랜드마크)를 내면화

시킨 장기 비 을 ‘국내외 정책정보를 주도

하는 국립세종도서 ’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

하기 한 6  략  목표 달성을 한 주요 

추진과제  핵심기능(업무)의 단계별 수행모

형을 요약하면 <그림 5>와 같다.

3. 결 론

국립세종도서 은 지식문화유산  측면에서

는 국가장서의 재난 기에 비하는 동시에 서

비스 권역을 국으로 확장하기 한 국립 앙

도서  지역분산형 보존   서비스센터이며, 

행정  입장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 한 

앙행정기   련기 의 정책수립  집행

기능을 지원하기 한 국립 정책정보 특화도서

이다. 다만, 정부  정치  에서는 국립

세종도서 이 행정 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

치시 건설에 따라 필수시설로 설립된 지식문화

기 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말 재 을 

한 공공도서 이 3개 (1개 당 서비스 

상인구 6만 5천명)으로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

서 한시 으로 공무원과 연구원  그 가족, 세

종시민의 지식문화   평생학습  욕구를 충

족시키는 공공도서 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

고 있는 것 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세종도서 이 ‘국립

앙도서  지역분 이자 행정부처․공공기

을 한 정책정보 특화도서 이며, 동시에 세

종시 지식문화기반시설로서 공공도서  기능

도 수행하고 있다는 복합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혼재한다. 이에 본 연구

는 국립세종도서 이 ‘정책정보 수집  서비스 

심의 국립 앙도서  지역분 ’이라는 기본

 정체성을 정립하고 정책정보 심의 특화도

서 으로서 실  존재가치를 제고하기 한 

비 과 핵심가치, 략  목표  기능수행, 핵

심 추진과제  실행 략, 조직  인력구성 모

형을 제안하 다. 

우선, 국립세종도서 의 장기 비 과 핵심

가치는 ‘국내외 정책정보를 주도하는 국립세종

도서 ’으로 정하고, 비 에 내면화시킬 3  핵

심가치를 ‘ 한민국 정책정보의 산실과 보고, 

정책정보서비스의 국제  허 와 포털, 세종시 

도서 ․지식문화 생태계 랜드마크’로 제안하

다. 

한, 국립세종도서 의 미래지향  비 과 

3  핵심가치를 구 하기 한 략  목표로 

한국 정책정보 수집․아카이 센터, 하이 리드

형 정책정보서비스 구심체, 세계 최  정책정보 

문도서 , 국제  정책정보 근․이용 게이

트웨이, 세종시민의 생애주기별 문화활동․평

생학습 거 . 세종시 도서 ․지식문화 생태계

를 표하는 명소의 6가지로 제안하 다.

국립세종도서 이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

에 정책 련 자료를 제공하는 정책정보 심

의 국립도서 과 세종시민을 한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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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복합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핵

심기능과 그에 따른 주요 업무를 설정하여야 하

는데, 국립 앙도서  지역분 으로서의 업무, 

정책정보서비스의 국제  허 ․포털로서의 업

무, 한민국 정책정보 산실․보고로서의 업무, 

세종시 도서 ․지식문화 랜드마크로서의 기능 

수행을 하여 각종 정책(계획), 수립․추진, 정

책정보 개발․보존, 일반자료 수집․ 리, 디지

털 매체변환․아카이빙, 하이 리드형 지식정

보서비스, 디지털 가상서고(포털사이트) 운 , 

고품격 문화․평생학습 로그램 제공, 이용자 

조사연구․마 , 직원․자원 사자 교육과 

세미나, 지식문화 명소화의 10가지를 제안

하 다.

마지막으로, 국립세종도서 이 도서 법에 의

해 부여된 기능과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해

서는 국가 도서 행정체계상 국립도서 이 갖는 

상  기능과 동시에, 재 약 20만명에 달하

는 세종시 지역 주민의 일상  정보요구 충족을 

한 공공도서 으로서 기능을 일정 정도 담당

해야 한다는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하여 국립세종도서  조직구성 략의 

기본 방향은 국가도서 으로서의 차별성 강화, 

정책정보서비스 연계성 강화  역할 분담, 공공

도서  기능 수행을 한 서비스 조직으로 설정

하 음. 이를 하여 국립세종도서 의 조직은 

재의 3개과(기획 리과, 정책자료과, 서비스

이용과)에서 4개과(기획행정과, 자료수집개발

과, 서비스문화과, 정책정보서비스과(신설))

로 과단  명칭의 면 재구성  1개과를 추

가․신설하여 제안하 다.

국립세종도서 의 인력구성 모형은 재 27명

(국립 앙도서  체 인력의 8.5%)에서 국립

세종도서 이 정책정보 심의 특화도서   

세종시민을 한 국립 지역분 으로서의 역할

을 수행하기 해서는 부서별 업무분장 모형에

서 추가로 제안한 총 20가지 업무를 수행할 인

력을 증원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를 한 인

력구성 모형은 진 으로 증원하되 성장기에 

어들면 장의 직무등 을 격상시키고 3개과

에서 4개과로 확 하는 동시에 1개과당 최소 

기본인력을 15명(3개  × 5명)으로 계상하여 

총 60명( 장 제외) 수 으로 확충하는 것을 제

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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