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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5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연구개발비로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이나 의견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들의 개인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연구요약

최근 우리 사회는 정보사회에서 데이터사회로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다. 우
리 사회는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분석하고 의미 있는 정보
를 추출하여 미래를 예측하거나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이른바 "빅데이터 시대"
로 접어들고 있다. 현존하는 데이터 중에 90%가 최근 2년간에 생산되었다고
할 만큼 데이터의 양 및 복잡성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산업, 공
공부문 및 연구개발 부문에서 빅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활용이 급속도로 진
행되는 가운데 국립중앙도서관은 빅데이터 시대의 도서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앞으로 도서관이 데이터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도서관 전반이 직면하게 될
공통적인 과제들에 대한 도서관계의 이해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큰 과제에 직
면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서관과 데이터의 관계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해 도서관
의 역할을 조명하고 해외 국가도서관의 관련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에 적용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또한 공공데이터 및 연구데이터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정책을 포함하여 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공유를 지원하는 체계의 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전략을 개발하는데 참고하
고자 하였다. 다양한 기관에 의해 생산되고 제공되는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명하게 관리되고 연결, 서비스하며 보존하기 위한 사회
적 요구가 존재하며, 특히 다른 기관과 차별점인 도서관의 공공성, 신뢰성이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향후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디지털 자원을
보유, 축적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디지털 컬렉션, 웹아카이빙 자료 및 링크드
오픈 데이터(Linked Open Data) 형식으로 발행된 목록 데이터이다. 빅데이터
시대에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데이터를 높은 품질로 유지하고, 이를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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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
요하다.
해외 국가도서관 중에서는 미국의회도서관, 영국국가도서관, 네덜란드 국립
도서관, 그리고 호주 국립도서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사
례를 조사하였다. 이들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까지는 어떤
도서관도 본격적으로 외부 데이터를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입수해서 서비스하
고 있는 곳은 없다. 둘째, 대부분의 도서관이 웹아카이빙을 통해 웹자원을 데
이터로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수준은 도서관마다 다른 양
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조사 대상 도서관들이 데이터와 관련하여 가장 역점
을 두고 있는 부분은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자료
를 별도의 데이터 컬렉션으로 구성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디지털
컬렉션을 별도의 코퍼스로 구축해서 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넷째,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는 않아도 데이터 큐레이션과 관련된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다. 다섯째, 데이터의 수집, 공유와 관련되
어 외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 및 대화를 하고 있다.
빅데이터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도서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공공데이터
및 연구데이터의 수집 및 공유 현황을 조사하였다. 먼저 공공데이터 포털 서
비스의 제공 현황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국내 및 해외사례를 집중적으로 살
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법률적 기반과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 체계를 갖추는
면에서는 주요 선진국과 보조를 같이 하고 있고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상당
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 공유하고 있다. 반면 공유문화의 부족, 성과 과시적
정책 추진, 표준 및 품질 부족, 관련 기술, 전문가 및 전문기업 부족 등이 주
요 개선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구데이터의 경우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국가 연구비 지원기관의
데이터관리계획(Data Management Plan) 및 공유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분야
별/기관별 데이터 리포지토리가 활성화되고 개별 대학에서 연구자들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연구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공유 체계가 아직 가시화되고 있지 않은데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이 관련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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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다양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의 데
이터 관련 전략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첫째,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자체적
으로 보유한 다양한 디지털 자료들을 데이터화(datafication)한 디지털 데이터
컬렉션을 구축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디지털
자료의 질을 높이고, 이용자 커뮤니티를 개발하고 관련된 IT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은 데이터 큐레이션 분야의 내부 역량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데이터 큐레이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
고, 특히 데이터 보존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역량을 공
공데이터, 연구데이터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립중앙도서관이 향후 데이터 중심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 한다면 현재와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이
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더라도 데이터가 효과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데이터 관리 및 공유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이고 광범위한 협력 및 소통이 절
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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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Society has recently been moving from an information-oriented society
towards a data-oriented society. We have now entered the so-called "big
data era" where we attempt to predict the future or solve problems
through data analysis and extraction, made possible thanks to massive
amounts of real-time data. It is estimated that ninety percent of existing
data has been produced within the last two years.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NLK) is confronted with the task of reestablishing its role and
relevance in the big data era on its own and with the task of orchestrating
the concerted responses from libraries in Korea collectively.
We report here analyses of literature that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ibrary and data, and results from case studies of foreign
national libraries. In addition, we examined a variety of initiatives,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 the form of government regulations, policies
and infrastructure that aim to systematically collect, manage and share data
in public and research domains. All of these efforts were exerted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the NLK's future data strategies. While there is a
growing need for the transparent management, integration and long-term
preservation of many forms of data from various sources, it is refreshing
to recognize that the library's role as a trusted, public institution continues
in the data era.
The NLK already possesses a wide range of digital resources that can be
transformed into meaningful data in the future. Most notable are digital
text collections, web-archives and catalog data published in the form of
linked open data. It should be the NLK's immediate concern to maintain
these resources in high quality standards and find ways to turn them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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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y usable and valuable data forms.
Among major national libraries we investigated, none have yet to collect
external data and offer them to users in earnest. On the other hand, many
national libraries seem quite active in archiving the web. Some offer
web-archives as data in limited form, usually on site only basis. The most
active area is the transformation of previously digitalized materials into
various data collection or corpora. There are several active initiatives where
these data collections are being offered for extraction and analysis. Several
libraries are in the process of building up organizational awareness and
capabilities in data curation. Lastly, major national libraries surveyed seem
actively engaged with key players in the national dialogue on the
systematic collection and sharing of data.
In the area of the sharing of open public data, Korea seems to keep
pace with world leaders in terms of establishing necessary regulatory and
administrative framework and produces fair amounts of data in a short
period of time. However, significant gaps also exist: a lack of a sharing
culture, a lack of quality standards and a lack of expertise. In the area of
sharing of research data,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are now implementing the Data Management Plan
(DMP) and related data sharing policies through national funding agencies.
In addition, disciplinary and institutional data repositories are now growing
and expanding rapidly to facilitate the collection, discovery and sharing of
research data. Domestically, however, Korea is at the very early stage of
establishing research data policy and sharing infrastructure. Both of these
areas—public data and research data—offer opportunities for the NLK for
future involvement and contribution.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ies, we offer the following
preliminary strategies for the NLK. First, if the NLK wishes to be seen as
a serious player in the data field, the first step to take action is through
the datafication of internally accumulated digital resources and throug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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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on of use scenarios in the short term. Towards this goal, the NLK
needs to maintain the quality of digital resources in high standards,
develop user communities and investigate requisite, secure IT environment.
Second, the NLK must develop internal expertise in all areas of data
curation. For this, it needs to introduce internal training programs in data
curation and pursue externally recognized expertise in digital preservation.
Then, these expertise will have to find visible applications in the public
and research data sharing. Third, if the NLK is serous about becoming a
player in the data oriented society, it will have to actively develop,
maintain cooperation and engage with outside entities. Even if the NLK
may not be in a position to collect external data, it can still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by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valuable data can
be effectively collected, managed and shared. For this to happen, the NLK
will need a far more outreach and strategic alliance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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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데이터가 대세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정보사회에서 데이터사회로 급속하게 전환
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분석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여 미래를 예측하거나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이른바 ‘빅데이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현존하는 데이터 중에 90%가 최근 2년간에 생산되었다
(IBM사)고 할 만큼 데이터의 양 및 복잡성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1)
잘 모르는 사람도 빅데이터라는 용어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비즈니스 분야에서
는 빅데이터가 앞으로 우리가 사는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위키본(Wikibon)에 의하면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2012년 51억 달러에서 연평균
60%씩 성장하여 2017년 534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Techno-Leaders'
Digest, 309, p.7, 2013.4.26.). 유럽연합(EU)은 27개 회원국에서 생산하는 지리 데
1) http://www.ibm.com/smarterplanet/us/en/business_analytics/article/it_business_intelligen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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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통계, 기상 등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공공 정보 개방 전략’을 수립하
였으며, 싱가포르와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도 정부기관의 공공 DB를 활용해 국가
안보 등에 빅데이터를 이용한 큐레이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미래
창조과학부 정보화진흥원에 빅데이터 ‘전략 센터’를 설치하고, 서울특별시 ‘열
린 데이터 광장’을 오픈하는 등 정부 3.0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다. 반면 빅
데이터라는 것이 하등 새로울 것이 없는,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현상에 새로
운 옷을 입힌 것이라는 주장,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 및 도구를 팔기 위한 과
대광고이거나 오히려 사람들의 삶을 더 깊숙이 감시하는 빅브라더라는 주장도
있다.
학술연구 영역에서도 세계 각국의 연구비 지원 기관은 지원을 받은 학술연
구자가 연구 수행을 통해 생산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공유함으로
써 새로운 발견, 결과의 검증, 연구비 예산 낭비 방지를 지원, 촉진하는 정책
을 속속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연구비 지원기관인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영국의 Research
Councils UK (RCUK) 산하 7개의 RC(Research Council), 그리고 호주, 캐나
다 등 다른 선진국들도 연구데이터의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가도서관의 경우 미국의회도서관 (Library of Congress, LC)은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한 몇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2003년부터 웹아카이
빙을 시작하고 2010년에는 소셜미디어 업체인 트위터와 협정을 맺어 트위터
자료에 대한 아카이빙을 하고 있다.
산업, 공공부문 및 연구개발 부문에서 빅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활용이 급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도서관의 빅데이터 관련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일부 대학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주요 도서관들의
빅데이터 관련 프로젝트나 서비스는 미미하다. 이는 인터넷 초기에 도서관계
가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상황과는 대조가 된다.
지금 전 세계의 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은 거의 동일하게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 도서관 역시 같은 선상에서 ‘데이터를
자료로서 수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물론 기업, 정부 및 공공
기관 모두 이미 데이터를 수집해왔고 사용해 왔다. 하지만 지금 이들이 이러
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는 훨씬 더 큰 규모와 복잡성을 가진 데이터를 활용
하는 것이 기존의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했기 때문이다. 도서
관도 마찬가지이다. 도서관도 어떤 형태의 데이터는 수집해서 제공해 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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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자료로서 인정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와 서비스를 창조하
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의 대규모 대학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아직 깊은 논
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자료로서 빅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가 과연 가
능할 것인지 또 어떤 모습으로 도서관이 데이터를 인쇄자료, 디지털자료를 수
집, 조직 및 제공하듯이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고려하고자 한다.
도서관은 수천 년에 걸쳐 인쇄매체인 책 중심의 장서 구축 및 서비스를 제
공해왔다. 또한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인터넷 혁명과 궤를 같이하며 디지털
장서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도서관으로의 변신을 비교적 성공적으
로 수행해 왔다. 도서관은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보유한다거나 정보를 보유
한 조직 중에서 가장 공공적이고 중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 기반이 빅데이터 시대에도 그대로
유효할지는 아직 의문이다.
도서관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에서 오픈데이터 및 빅데이터 열풍이 불
고,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학술 및 사회문제 해결 요구가 속속 제
기되는 가운데 도서관이 빅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 관련 전략을 고려하는 것
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일이다. 특히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은
조직은 이와 관련된 선도적인 역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전통적인 인쇄매체 뿐 아니라 디지털 정보의 수집, 저장, 보존 및
활용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국립중앙도서관이 빅데이터 기반 환경에
향후 국가지식허브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맥락을 조사하고,
빅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 자원의 관리, 공유 및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을 도출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빅데이터 현상에 대해 고찰하고 특히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빅데이터
를 포함한 데이터와 도서관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조사, 분석한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데이터 및 연구데
이터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정책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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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공유를 지원하는 체계의 현황을 조사한다.
셋째, 해외 주요 국가의 국가도서관 및 유관기관에서 추진 혹은 시행하고
있는 데이터 관련 정책, 이니셔티브 및 서비스를 벤치마킹하여 국립중앙도서
관에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한다.
넷째, 위의 조사를 기반으로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이 빅데이터를 포함한 다
양한 데이터의 자원의 수집·관리 및 공유를 위한 제반 준비사항, 전략을 제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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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수행 방법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조사, 해외 사례조사와 전문가 자문 및 공유체제 분석을
활용한다.
o 문헌조사 및 데이터 공유체제 분석: 빅데이터 관련 연구 동향, 빅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 자료의 수집, 관리, 보존, 공유와 관련된 표준 및 사례를 주
로 문헌조사를 통해 수집 및 분석한다.
o 사례조사: 해외 도서관 및 유관기관 데이터 기반 서비스 사례
-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 국가도서관 혹은 유관기관에서의 빅데이터 수
집 및 활용 사례를 집중 조사 및 분석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회도서관
(Library of Congress, LC)은 이미 기술한 Twitter Archive, Web Archive
와 같은 빅데이터 수집 및 공유뿐 아니라 National Digital Stewardship
Alliance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적인 차원의 빅데이터 수집 및 보존 이니
셔티브를 수행하고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영국, 네덜란
드, 호주의 국가도서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행한다.
- 영국의 경우 국가 연구비 지원기관이 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공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영국국가도서관(British Library, BL), 비영리 연구비 지원기관인 Wellcome
Trust, 연구 및 컨설팅 조직인 Data Curation Centre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
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이들 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주요 정책
전문가와 담당자를 면담함으로써 서면 조사에서 얻기 힘든 현장 상황을 이
해하고자 한다.
o 전문가 자문: 국내외 관련 업무 종사 도서관 사서, 공공 및 연구 분야 데이
터센터 및 유관 기관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향후 국립중서관의 빅데이터
수집·관리 및 공유에 대한 실질적인 제안을 수집하고 다양한 전략에 대한
실제성, 유용성에 대한 분석 의견을 수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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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이 향후 빅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 자원의 수집
및 공유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전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도서관과
데이터의 관계에 대한 학술연구의 분석 뿐 아니라 공공데이터 및 연구데이터
와 같이 향후 도서관계의 데이터 전략에 영향을 미칠 데이터 환경 전반에 대
한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함으로써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지식허브로서
인쇄자료, 디지털 정보 및 데이터를 포함한 망라적인 국가지식정보자원의 수
집·보존·공유·활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구수행을 통해 분석된 다양한 내용들은 도서관계 종사자들
이 활용할 수 있는 훈련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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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빅데이터 환경과 도서관

1. 빅데이터 환경
2. 데이터와 도서관 관련 선행연구 분석
3.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 관련 자료 및 사업현황

제2 장
빅데이터 환경과 도서관

1. 빅데이터 환경
1.1 빅데이터와 데이터 혁명
지금 전 세계의 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은 거의 동일하게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 도서관 역시 같은 선상에서 ‘데이터를
자료로서 수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물론 기업, 정부 및 공공
기관 모두 이미 데이터를 수집해왔고 사용해 왔다. 하지만 지금 이들이 이러
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는 훨씬 더 큰 규모와 복잡성을 가진 데이터를 활용
하는 것이 기존의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했기 때문이다. 도서
관도 마찬가지이다. 도서관도 어떤 형태의 데이터는 수집해서 제공해 왔지만,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자료로서 인정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와 서비스를 창조하
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의 대규모 대학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아직 깊은 논
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장에서는 빅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공유하고 공공 및 개발 분야
에서 빅데이터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과 함께 학술분야에서 데이터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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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끌어안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가. 빅데이터의 이해
먼저 우리의 현재 논의를 촉발시킨 빅데이터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자. IT 분야
에서의 빅데이터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데이터의 저장과 분석을 위해서
기업을 포함한 많은 조직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elational DataBase, RDB)
기술을 수십 년 동안 사용해왔다. RDB 기술이 보다 고도화되면서 데이터 웨어
하우스(Data Warehouse), 전사적 관리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고객 관계 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RM),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usiness Intelligence, BI) 등이 생겨나고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라인 상거래의 활성화를 비롯하여 모바일을 통한 사회 · 경제 · 커
뮤니케이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기존의 RDB 기술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과거에는 데이
터베이스가 거래 결과만을 저장하는데 비해 요즘 들어서는 이용자들의 모든 클
릭(click)과 뷰(view)를 저장, 추적한다. 한편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에서는 실시간으로 형성되는 엄청나게 복잡한 관계와 메시지의 흔적을
처리, 저장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실제 거래나 소통과 상관없이 디지털
활동의 모든 부스러기(crumbs)2) 및 과정이 다 기록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빅데이터를 ‘큰 용량(volume), 빠른 속도(velocity), 그리
고 높은 다양성(variety)을 갖는 정보자산’(Beyer & Laney, 2012)으로 정의하
고 있지만, 사실 빅데이터라는 개념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IBM사는 전술한
특징에 덧붙여 데이터의 불확실성 즉 진실성(veracity)의 부족을 추가하여 4V
로 정의하고 있다(IBM, 2011).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McKinsey는 빅데이터를
‘통상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의 입수, 저장, 관리 및 분석 한계를 넘어
서는’ 데이터셋이라고 설명하고 있다(McKinsey Global Institute et al., 2011).
물론 앞서 정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사실 이것은 빅데이터의 정의가 아니
라 빅데이터의 특징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빅데이터는 물론 데이터라
는 개념도 통상 사례나 유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정의되고 있다(Borgman,
2015). 우려가 되는 점은 빅데이터 논의 자체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올 수 있
는 결과 혹은 문제해결과 동일시되는 경향이다. 빅데이터는 하나의 현상에 불
2) 디지털 빵부스러기(digital breadcrumbs)라는 용어는 MIT 교수인 Alex ‘Sandy’ Pentland에 의해 사
용되었다. (Letouzé,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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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다. 빅데이터가 야기하는 데이터의 수집, 관리, 조직, 보존의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기반 위에서 분석과 통찰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의 폭발적인 증가, 웨어러블 기기의 확산, 각
종 센서를 통한 데이터의 자동 수집, 대규모 eScience의 수행 등으로 인해 미
래에 데이터의 생산이 감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빅데이터라는 현상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다. 데이터의
양이 얼마나 빨리 팽창하는지 예를 하나 들어보자. Sloan Digital Sky Survey
(SDSS)3)는 2000년부터 시작되어 2020년까지 4단계에 걸쳐 천체 데이터를 수
집하는 연구 프로젝트로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모두 연구자들에게 공개되
고 있다. SDSS가 처음 시작된 2000년도의 몇 주 동안에 수집된 데이터가 그
때까지 있었던 모든 천체 데이터 보다 크다고 한다 (Mayer-Schonberger &
Cukier, 2013).
우리는 말 그대로 데이터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
다. 많은 데이터는 법적, 기술적, 상업적 장벽의 저편에 있다. 아니면 누군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거나. 설령 데이터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
대로 활용하려면 기술적인 역량은 물론 해당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
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데이터가 원래 생산했거나 수집한 사람이 아닌 타인에
의해 사용되려면 어떤 환경에서 생산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정제되었고, 각
각의 데이터 요소가 어떤 식으로 정의되고 표현되었는지 등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타데이터와 도큐멘테이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
다. 따라서 빅데이터 시대라는, 표면적인 풍요 속에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
고, 입수 불가하며, 공개되지 않고, 사용할 수 없는 상황과 우리는 씨름을 해
야 하는 것이다 (Borgman, 2015).

나. 공공 및 개발 분야 데이터 공유 및 활용
대한민국 정부의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4)에 공공데이터를 검색하면 약
11만 건에 달하는 결과가 조회된다. 도로공사 입찰 관련 건수(약 43만 건)와
비교하면 적은 수치이지만 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만큼 대한민국 중앙정
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힘쓰고 있는 것이다.
3) http://www.sdss.org
4) 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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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은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 3.0의 핵심적
인 부분으로서, 국가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각종 서비스 및 경제활동을 창출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56호, 2013.7.30.)｣을 제정하고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Open Data Strategy Council)를 통해 관련 정책을
개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 공공데이터포털5)을 통해 데이터 파일 및 다
른 사이트나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가져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서비스인 오픈 API(Open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제공하고 있
다. 현재 약 12,000개의 데이터 파일과 1,650개의 오픈 API가 개방되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서울특별
시의 경우 가장 모범적인 서비스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추진의지는 높은 반면
데이터 품질 및 관리 측면에서는 취약하다는 평가가 월드와이드웹재단
(World Wide Web Foundation) 보고서에서 발표되었다 (정보화진흥원, 2013).
우리나라는 2014년 조사대상 86개국에서 17위에 랭크되었지만 전년에 비해 5
단계 하락하였다.6) 특히 데이터의 활용 및 영향력 측면에서 상위에 랭크된 국
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영국과 미국이 100점인데 비해 한
국은 48점).
우리나라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해 개략적인 현황을 살펴봤는데 이
번에는 개발 및 사회변혁을 위해 빅데이터 혹은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United Nations(UN)는 2015년 이후의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설정하는 과정에 있는데 현저히 달
라진 데이터 환경, 즉 데이터 혁명이 어떻게 개발에 기회를 제공하고 위협이
되는지 인식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탐색한 바 있다.7) 또한 사무총장 직속의
UN Global Pulse라는 조직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개발 및 원조 이니셔티브를 개발, 지원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8) 국제 개발
및 원조의 큰 축인 세계은행(World Bank)도 2014년 10월 ‘Big data in action
for development’라는 보고서를 출간하고 향후 빅데이터가 개발 노력—특히 중

5)
6)
7)
8)

https://www.data.go.kr
http://barometer.opendataresearch.org
Independent Expert Advisory Group(IEAG). (2014). A World That Counts
http://www.unglobalpul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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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아메리카 지역에서—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한편,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영역에서도 빅데이터의 활용이
다각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영국의 사회변혁을 위한 기금인 Nesta에서는 2015년
2월에 ‘Data for good’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빅데이터 및 공공데이터가 공공선
을 위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Humanitarian Initiative, MIT 대학교의 Media Lab, 그리고 영국의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는 공동으로 Data Pop Alliance라는 싱크탱크를 2014년
11월에 창설하고, 역시 빅데이터가 어떻게 인류 및 사회 공공선을 위해 사용
될 수 있는지 연구하고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미국의 DataKind라는 비영리
단체는 빅데이터와 데이터사이언스 전문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뉴욕 이외에 전 세계 6개 도시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다. 과학 분야의 데이터 수집 및 활용
학술분야에서 연구의 재료이자 결과물로서의 데이터의 중요성은 오래 전부
터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세 가지 요인이 데이터의 효과적인 수집 및 관리에
방해가 되었다. 첫째는 연구에 대한 보상체계가 모두 학술논문, 학술대회 발
표, 저서, 특허 등과 같은 연구결과물의 생산에만 연계되어 왔다는 것이다. 둘
째는, 위의 연구결과물의 경우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어 이것들을 한 곳에 모
으고 조직화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데이터는 매우 다양하고, 내용
과 형태면에서 정형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데이터를 모아서 일관성 있
는 방법으로 서비스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연
구데이터의 경우는 단순히 데이터의 저장 및 보존뿐 아니라 학술커뮤니케이션
의 관행 및 과정에서 데이터의 출판, 등록, 인증, 접근 및 유통 그리고 이용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데이터와 관련된 학술커뮤니케이션 관행과 절차가 확
고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최근 과학데이터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및 공유를 촉진시키는 몇 가지 변
화가 있었다. 첫 번째 변화의 시발점으로서 정부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통해
수행된 연구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공유를 의무화
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은 2011년 1월 18일 이후에 제출되는 모든 제안서
에 연구로부터 생산되는 각종 자료와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관리, 공유, 활용
할 것인지에 대해 제시하라는 이른바 데이터관리계획(Data Manag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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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P) 의무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Grant Proposal Guide (GPG)
Chapter II.C.2.j).9) 역시 미국의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도 연간 US $500,000을 초과하는 연구에 대해 생산되는 모든 데이터를 공유
하는 계획을 제시하도록 2003년부터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대형 연구도서관은 도서관 서비스의 하나로 데이터 서비스를 일부
시행해 왔는데 NSF의 DMP 정책이 시행되면서 미국 내 많은 대학도서관이
이와 관련된 가장 전문성이 있고 또 시스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부상
하게 되었다. 이들 도서관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DMP 작성 워크숍 개
최, DMP 작성 온라인 도구 및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개별적인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에서 대학도서관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있었다. 첫째, 기존에 대학 구성원이 생산한 다양한 연구 및 교육 콘텐츠를 수
집해서 서비스하는 기관 리포지토리(Institutional Repositories)의 기능이 연구
데이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거나 별도의 데이터 리포지토리가 만들어
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코넬대학교의 DataStaR, 퍼듀대학교의 PURR(Purdue
University Research Repository), 영국 에딘버러대학의 DataShare 등이다. 둘
째, 대학도서관에서 데이터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보다 전문성 있는 사서에
대한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캐나다의 연구중심
대학연합인 ARL(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구인 광고를 보면 Data
Strategist, Data Services Librarian,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Librarian, Research Data Specialist 등과 같은 관련 보직이 이미 존재하거나
새로 생겨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과학데이터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및 공유를 촉진시키는 두 번째 변화 요
인은 과학 분야 학술지 논문 출판에 있어서 사용된 데이터의 제출이 의무화되
거나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논문 제출 시 실제 데이터를 제출해
서 검증을 받거나 해당 분야의 공식적인 데이터 리포지토리에 기탁을 하고 해
당 링크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wwPDB
(Worldwide Protein Data Bank)의 경우 데이터 기탁자가 온라인 도구를 사용
하여 일차적인 데이터를 검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관련 학술지에서는 이렇
게 기탁된 데이터의 식별자(Identifier)를 논문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9) https://www.nsf.gov/eng/general/dmp.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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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학술논문이 아닌 데이터를 출판하는 학술지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어, Biodiversity Data Journal(BDJ)의 경우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출판’하고 있으며, Geoscience Data Journal 역시 지구과학 분야
의 데이터 출판 학술지이다. 두 학술지 모두 동료심사를 통해 데이터를 출판
하고 있다.
학술연구 분야에서 데이터가 기존의 학술논문, 저서, 학술대회발표논문, 특허
등과 같은 수준에서 결과물로 인정받고 학술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안착되기
까지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일련의 정책, 시스템 그리고 이니셔티
브가 이런 갭을 줄이고, 데이터가 학술커뮤니케이션에서 일등 시민(“First-class
Citizens”)으로 취급 (Bolikowski, Houssos, Manghi & Schirrwagen, 2015) 받
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학도서관이 이러한 시스템에 중요한 부
분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일부 영역에서는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며 이런 경험이 도서관시스템 전반에 유익한 지적, 실무적 기반
이 될 것이다.

1.2 빅데이터와 웹서비스 환경 변화
기업 및 기관의 데이터 활용뿐만 아니라 웹서비스 환경의 중심축 또한 빅데
이터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본질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
자 하는 빅데이터 환경의 주요 키워드는 데이터, 모바일, 언번들링이다.

가. 데이터(Data)
비정형 데이터의 생산이 정형데이터 생산을 능가하는 시대로 진입하였다. 2014
년 IT 기업인 EMC가 IDC와 함께 수행한 “Digital Universe of Opportunities”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생산된 전 세계 총 데이터양은 4.4조 기가바이트며,
2020년에는 약 10배가 증가한 44조 기가바이트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와 같은 데이터 증가는 2013년 기준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정보
량을 아이패드 에어(128GB)에 저장한 후 쌓아 올린다면, 달까지 거리의 3분의 2
지점까지 도달하는 수준이지만, 2020년에는 지구에서 달까지 아이패드 에어를
6.6회 쌓아올릴 수 있는 수준이 된다(<그림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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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디지털 데이터의 증가 추이 (IDC, 2014)

이와 같이 폭증하는 디지털 데이터의 속성은 기존의 정형데이터가 아닌 비
정형 데이터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문서, 책, 논문 등의 전문가에
의해 생산된 공인된 출판물보다는 사진, 동영상, 텍스트 데이터 등 이용자에
의해 생산된 비정형 데이터 조각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팀 버너스 리
(Tim Berners Lee)가 2009년 발표한 TED 강연에서 다음 세대의 웹에 대해서
예전의 20년간 웹이 가지고 온 혁명이 문서였다면, 앞으로 필요한 것은 데이
터이며, 데이터는 서로 연결되어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처
럼 이제 문서의 웹보다는 데이터로서의 웹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 힘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IDC의 보고서에서 발표한 내용 중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급속도로 증가
하는 디지털 데이터의 3분의 2정도인 2.9제타바이트가 이용자에 의해서 생산
되고 있지만, 정작 그 중 약 85% 비중인 2.3제타바이트의 데이터가 해당 데이
터를 유통하는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제시한다. 첫째, 비영리 목적
으로 공유한 개인 데이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활동에 활용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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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한다. 둘째, 다양한 사적 기관에 의해 비정형 데이터 운영이 지속되므
로 장기적으로 데이터 통합과 관리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사적 기관
에 의한 데이터 운영은 그것이 오픈 플랫폼으로 운영되지 않는 이상 공유와
연결에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즉, 데이터로서의 웹 영역은 문서의 웹 영역에 비해 공공부문에서 필요한
정보관리 메커니즘이 아직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방대한 데이터를 장기적
인 관점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연결, 서비스하며 보존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
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2> 데이터의 생성과 관리 (IDC, 2014)

이용자에 의한 데이터 생산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사물 중
7%가 인터넷으로 연결된 상태이지만, 2020년에는 이 수치가 1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림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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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사물인터넷의 성장 전망 (IDC, 2014)

사물인터넷의 성장으로 개인에 의해 생산되는 데이터 조각이 폭발적으로 증
가하고, 이런 데이터 운영체계가 지금과 같이 소셜미디어 회사들에 의해서 주
도되는 체계는 기존의 정보서비스 및 웹 환경 자체에 큰 변화를 야기할 것이
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고하던 정보환경의 상식 및 산업 환경의 구조 또한
재구성되기 시작할 것이므로, 데이터의 오용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가
능하게 하기 위한 공공영역에서의 정책 마련 및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IDC(2014)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디지털 데이
터의 7%만이 태깅(Tagged) 처리가 이루어졌으며, 그중에서도 단 1%의 데이
터가 분석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데이터를 둘러싼 웹 환경의 변화는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2-3> 참조).

나. 모바일(Mobile)
웹서비스의 가장 큰 환경변화 중 한 가지는 단연 정보 이용자들의 모바일
서비스 의존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중이라는 것이다. 2014년 5월 기준으로
모바일 이용의 비중은 전체 웹 이용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대
비 11%가 더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아시아에서의 모바일 이용비중은 23%에
서 37%로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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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웹 이용 중 모바일 이용의 비중 (Meeker, 2014)

이와 같은 모바일 이용비중의 증가는 이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세계적으로 전체 휴대폰 이용자 중에서 스마트폰 이용자의 비중은 2014년
기준 30% 수준에 불과하다(<그림 2-4> 참조). 대부분의 모바일 이용 트래픽
이 스마트폰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바일 이용보
다 향후의 모바일 이용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다. 스마트폰 이용자 증가세는
여전히 강한 상승곡선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이런 추세는 유지
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2-5> 참조).
도서관의 관점에서 모바일서비스를 도입할 때 화면의 해상도를 고려한다면
스마트폰보다는 태블릿 PC가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페이지
단위의 정보원을 담기에 스마트폰의 해상도는 여전히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블릿 PC가 전자책, 논문 등의 페이지 단위 전자정보원을 다루기엔 더욱 적
합한 디바이스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런 태블릿 PC의 세계 생산량을 보면 이
전의 PC(데스크톱/노트북) 생산량보다 약 52% 더 빠른 상승세를 보이며 보급
되고 있다(<그림 2-6> 참조). 2000년대 후반부터 보급된 스마트폰이 이용자들
에게 빠르게 확산된 것처럼, 태블릿 PC 또한 비슷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작은 해상도와 더불어 PC까지 대체할 수 있는 큰 해상도를 가
진 모바일 디바이스가 이용자들에게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지금의 환경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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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에게 특히 모바일환경에 대한 빠른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그림 2-5> 세계 휴대폰 이용자중 스마트폰 이용자 비중 (Meeker, 2014)

<그림 2-6> 세계 PC / 태블릿 생산량 비교 (Meek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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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점의 도서관 모바일서비스를 고려하면, 아직 능동적인 대처로 진입
하기 이전의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도서관 모바일서비스를 3가지 유
형으로 구분한 것이다.
첫 번째는 유선웹기반 모바일서비스(Web to Mobile)의 형태이다. <그림
2-7>은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의 모바일앱 화면 예시이다.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모바일서비스의 핵심 메뉴들이 유선 웹에서 제공되는 홈페이지 서
비스의 핵심 메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본적으로 소장 자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안내 및 도서관 소개, 신착자료안내 정도의 서비스가 제
공된다.

<그림 2-7> 국립중앙도서관 / 국회도서관 모바일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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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홈페이지 서비스 중에서 스마트폰 해상도에서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서
비스를 선별하여 구성한 형태로서, 아직 모바일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적용
하여 개발한 서비스라고 보기엔 어렵다.
두 번째는 모바일 최적화 서비스(Mobile Optimization)의 형태이다. <그림
2-8>은 미국 뉴욕공공도서관 모바일앱 화면 예시이다. 초기화면을 보면 소장
자료 검색 등 유선 홈페이지 서비스의 핵심 기능은 하단의 아이콘으로 처리되
어 있으며, 핵심 영역에 이용자들이 최근에 리뷰한 도서를 보여주고 전자책
및 오디오 북, 신착도서, 베스트셀러 등의 메뉴가 모바일앱의 핵심서비스로 제
공됨을 확인할 수 있다. 도서화면으로 이동하면 해당 도서의 상세서지사항을
안내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현재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가까운 인근의 도서관에 대한 지도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서비스
형태는 유선홈페이지와 차별화된 모바일 최적화 서비스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 형태는 모바일 이용자의 정보요구 상황이 유선홈페이지를
활용할 때의 상황과 다르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도서관 이외의 공공서비스 분
야에서도 모바일 최적화를 고려한 새로운 서비스 기획이 진행 중이며, 도서관
의 영역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8> 미국 뉴욕공공도서관 모바일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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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컬렉션 기반 서비스(Collection based service)이다.
이는 도서관에서 소장한 특화된 컬렉션을 기반으로 해당 컬렉션의 원문정보
및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모바일앱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9>는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제공 중인 모바일앱으로서 각각 미국의회
의사록 정보, 미국헌법정보, 이솝우화를 소재로 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앱이다.
이와 같이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핵심 컬렉션 또는 특별한 기획 컬렉션을
모바일앱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에서의 콘텐츠, 데이터서비스는
대부분 원문제공 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유선 웹에서와 같
이 서지정보만을 제공하는 수준으로는 모바일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만족시키
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림 2-9> 미국 의회도서관 모바일앱

다. 언번들링(Unbundling)
언번들링이란 용어는 번들링과 반대로 하나로 묶여있던 것을 여러 개의 단
위로 쪼개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맥락으로 사용되는 용어
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웹 및 IT 영역을 포함한 전체 산업분야에서 기존의 산
업구조 및 서비스, 상품 등이 해체되고 있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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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림 2-10>은 세계 최대의 물류 서비스업체인 페덱스(Fedex)에 대
한 언번들링 사례10)이다. 페덱스는 항공, 지상 교통을 비롯해 크고 무거운 대
규모 화물부터 문서 배송을 망라하는 종합 물류 서비스 회사이다. 이와 같은
물류 대기업인 페덱스가 최근 다양한 유형의 스타트업 회사들에 의해서 언번
들링 되고 있다. Shyp 서비스는 사용자가 발송할 물품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올리면 택배가 신청되는 모바일플랫폼을 활용하여 물류 절차를 단순화하였으
며, 운송요금을 비교해주는 서비스인 Pivot Freight부터 배달전문 스타트업인
Postmates까지 기존의 페덱스에서 제공하던 물류서비스가 소규모 스타트업
회사들의 차별화된 서비스 가치를 통해서 해체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규모의 경제를 지향하던 산업 분야가 작은 단위의 가치 지향
적인 서비스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2-10> 페덱스 언번들링 사례

10) CB INSIGHTS. 2015. Disrupting FedEx: The Startups Unbundling FedEx, UPS and the
Logistics Industry
https://www.cbinsights.com/blog/startups-disrupting-fedex-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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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현상은 웹서비스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기
업인 페이스북 또한 모바일서비스에서는 명확하게 언번들링 전략을 지향한다.
유선 웹에서는 모든 유형의 서비스가 하나의 URL로 통합되어 제공되지만, 모
바일에서는 포스팅, 채팅, 전화, 사진 업로드와 같은 각각의 서비스를 세분화
하여 앱을 별도로 제작한다(<그림 2-11> 참조).

<그림 2-11> 페이스북의 모바일 언번들링 사례

도서관의 디지털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 서비스를 지향
하고 있다.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이질적인 형태의 데이터를 하나의 인터
페이스에서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이용자에게 편리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웹서비스 환경이 데이터와 모바일을 축으로 재편되
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통합형 서비스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 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봐야 한다. 대규모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반드시 대
규모의 통합서비스를 지향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이용자에게 차별화된 가치
가 있다면 주제별로 구분되거나 규모가 작은 해체된 형태의 컬렉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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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서관 영역에서의 웹서비스 환경 변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데이터, 모바일, 언번들링과 같은 과거와 다른 키워드
로 웹서비스 환경이 변화되고 있으며, 도서관 영역에서의 디지털서비스 또한
단순한 통합포털과 같은 메타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다
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시도 중 유의미하게 관찰되는 패턴은 아
래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웹서비스’와 ‘컬렉션 기반 데이터서비스’의 관점으
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가. 신뢰성 기반 웹서비스
1990년대 후반부터 도서관의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서비스가 본격
화되고, 각 분야별로 디지털정보원의 조직, 운영, 서비스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기기의 확산 및 데이터서비스의 활성화, 검
색기술의 발전, 저작권의 강화 등 외부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도서관
이 단순히 정보를 통합하여 전달하는 정보 중개자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드러
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정보 폭증의 시대에 정보이용자는 여전
히 무한한 정보의 바다에서 올바른 정보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문가에 의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도서관의 역할 또한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글과 같은 거대 포털 서비스와 도서관의 디지털서
비스와의 핵심적인 차별점은 결국 데이터 신뢰성과 보안이기 때문이다.
<그림 2-12>는 미국 커먼센스11)(비영리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아이들을 위
해 미디어와 기술을 선별하고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플랫폼
이다. 도서관에 의해 운영되는 웹서비스는 아니지만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관
점에서 도서관이 참조해야 할 활동 중 하나로 보인다. 커먼센스는 이 서비스
를 통해 신뢰할만한 미디어 정보목록 제공, 교사와 학생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아이들이 고품질의 정보를 이용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정책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커먼센스는 또한 청소년 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서브사이트로
Common sense education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웹사이트를 통해 교사
에게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앱, 게임, 웹사이트 등을 전문가가 교육과정
11) https://www.commonsensem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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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추어서 추천하는 Graphite와 함께 디지털환경의 주요 토픽을 부모, 학생
이 함께 토의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플랫폼인 Connecting Families 등의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2-13> 참조).

<그림 2-12> 신뢰성 기반 웹서비스 – 커먼센스 미디어

<그림 2-13> 신뢰성 기반 웹서비스 – 커먼센스 에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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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웹서비스에서 각광받는 주요 분야중 하나가 교육 분야이다. 웹서비스
를 통해 교수자와 학생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커
뮤니케이션, 실시간 피드백, 저비용의 장점이 가능해진다. K-12 수준의 수학,
화학, 물리학 등 다양한 주제의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내 2만여 개 학급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Khan Academy12)는 연간
약 70% 성장하며 4억 3천만 뷰를 기록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교육의 기능을 그 임무로 시작했던 공공도서관 네트워크 또한
웹에서의

교육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림

2-14>의

DIGITALLEARN.ORG는 미국 공공도서관협회(Public Library Association,
PLA)가 운영하는 디지털리터러시 지원과 교육을 위한 웹사이트이다. 전국 도
서관의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전국적으로 교육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 IMLS(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가 운
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그림 2-14> 신뢰성 기반 웹서비스 – DIGITALLEARN.ORG

12) https://www.khanacadem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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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컬렉션 기반 데이터서비스
도서관 영역에서의 웹서비스 환경변화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점은 컬렉션
기반 데이터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의 디지털
도서관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는 유로피아나(Europeana)는 웹사이트와 API를
통해 유럽 전역 2,300여 개 미술관,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의 온라인 장서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 11월 기준으로 유럽의 문화유산 소장 자료 3천만 건
공개를 달성하였으며, 이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 창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 어디서나 유럽의 문화유산을 탐구하고 서비스와 응용프로그램, 게임을 만
드는데 활용할 수 있다.
유로피아나가 단기간에 대규모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거대네트워크를
통해 활발히 서비스하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데이터 컬렉션을 기획하고 생성
하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로피아나는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던 1989년
의 이야기와 기록을 수집하고 디지털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Europeana: 89
Voices’13)를 진행한 바 있다(<그림 2-15> 참조).

<그림 2-15> 컬렉션 기반 데이터서비스 – Europeana 89 Voices

이 프로젝트는 Tumblr와 Soundcloud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진, 음성, 비디
오, 리플렛, 편지 등의 기억할만한 데이터를 사람들로부터 수집하는 유로피아
나의 구술역사, 사회참여 프로젝트로 실행되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요구와 이
슈에 부합하는 특정 주제의 컬렉션 기반 데이터를 수집, 생성하고 서비스함으
13) http://89voices.eu/

제 2 장 빅데이터 환경과 도서관 ●

47

로써 ‘유로피아나’라는 디지털 도서관 네트워크의 사회적 가치를 공고히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컬렉션 기반 데이터서비스의 사례가 출현하고 있다. 1995년 국내
최초의 디지털도서관서비스를 시작했던 LG상남도서관은 2015년에 숲(soop) 프
로젝트14)를 오픈하였다(<그림 2-16> 참조).

<그림 2-16> 컬렉션 기반 데이터서비스 – LG상남도서관 숲 프로젝트

숲 프로젝트는 숲 속의 식물 및 동물 데이터를 고해상도 파일로 제작하고,
각 식물 및 동물 데이터를 관련된 스토리와 엮어 입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다. 즉, 식물 및 동물이라는 주제 하에서 고해상도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
로 관련된 다양한 문화적 스토리텔링 데이터를 연계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림 2-17>은 숲 서비스 모델을 도식화한 것이다. 기가픽셀 생태이미지
및 콘텐츠를 제작하며, 유관기관의 생태/문화 정보를 연계하여 스토리텔링 콘
텐츠를 생성한다. 직접 제작하는 고해상도의 이미지 데이터 이외에도 국내외
생태 DB 이미지 아카이브를 활용하고, 이용자 참여 데이터 또한 플랫폼에 포
함시키고 있다.

14) http://www.soop.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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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LG상남도서관 숲 프로젝트 서비스 모델

지금까지 빅데이터라는 키워드를 둘러싼 환경적 변화에 대해 고찰하였다.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영리 목적으로 공유한 개인 데이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활동에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다양한 사적 기관에 의해 비정형 데이터
운영이 지속되므로 장기적으로 데이터 통합과 관리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사적 기관에 의한 데이터 운영은 그것이 오픈 플랫폼으로 운영되지 않는 이상
공유와 연결에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즉, 데이터로서의 웹 영역은 문서
의 웹 영역에 비해 공공부문에서 필요한 정보관리 메카니즘이 아직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방대한 데이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연결,
서비스하며 보존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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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모바일 이용의 확산과 웹서비스 언번들링 추세는 도서관으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세부적인 서비스 영역에 집중하길 요구하고 있다.
도서관의 디지털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 서비스를 지향하
고 있다. 이는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이질적인 형태의 데이터를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이용자에게 편리할 것이라고 가정하
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웹서비스 환경이 데이터와 모바일을 축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통합형 서비스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
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봐야 한다. 대규모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반드
시 대규모의 통합서비스를 지향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이용자에게 차별화된
가치가 있다면 주제별로 구분되거나 규모가 작은 해체된 형태의 컬렉션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유로피아나의 구술역사, 사회참여 프
로젝트로 실행된 유로피아나 89 Voices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요구와
이슈에 부합하는 특정 주제의 컬렉션 기반 데이터를 수집, 생성하고 서비스함
으로써 ‘유로피아나’라는 디지털 도서관 네트워크의 사회적 가치를 공고히 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최근 스마트기기의 확산 및 데이터서비스의 활성화, 검색기술의 발전,
저작권의 강화 등 외부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도서관이 단순히 정보를
통합하여 전달하는 정보 중개자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정보 폭증의 시대에 정보이용자는 여전히 무한한 정보의
바다에서 올바른 정보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문가에 의해 신
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도서관의 역할 또한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
단된다. 구글과 같은 거대 포털 서비스와 도서관의 디지털서비스와의 핵심적
인 차별점은 결국 데이터 신뢰성과 보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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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와 도서관 관련 선행연구 분석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비지니스 및 공공부문에서 빅데이터 활용
에 따른 업무 생산성 향상, 서비스 가치창출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면서 도서
관 분야에서도 데이터의 수집, 활용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데이터’, ‘빅데이터’, ‘도서관’ 등을 키워드로 데이터 혹은 빅데이
터와 도서관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현재 도서관계 혹은 문헌정보
학 연구자들이 빅데이터의 개념 및 데이터와 도서관의 연관성을 어떻게 이해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는 데이터가 도서
관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존재인지, 또한 도서관이 장서로서 데이터
를 수집 혹은 제공해야하는 이유나 근거로는 어떠한 것들이 제시하고 있는지
에 대해 검토한다.

2.1 도서관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현재 국내 빅데이터 관련 선행연구들 중에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발표된 도
서관 관련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데이터와 도서관 관련 연구
들은 빅데이터를 도서관의 가치 창출에 활용 가능한 ‘도서관 빅데이터’라는 범
주 안에서 이해하고 있었다.
이수상(2014)의 정의에 의하면 도서관 빅데이터는 ‘도서관의 혁신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도서관 에너지(library energy)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김윤형 외(2014)는 도서관 빅데이터에 대해 ‘도서관 내/외부에서 수집,
생성되는 다양한 도서관 정보 중 빅데이터의 특징(3V: Volume, Velocity,
Variety)과 유형에 부합하고 도서관 분야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 이
며, ‘도서관 정책 실무자, 도서관 사서,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
는데 활용되는 데이터’라고 설명했다. 도서관 빅데이터는 크게 도서관 홈페이
지 및 도서관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도서관 정형데이터’, 도서관이 자
체적으로 생성하는 데이터 혹은 도서관 홈페이지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되는 정보 중에서 축적은 되지만 바로 처리가 어려운 ‘도서관 반정형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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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내/외부에서 생성되는 도서 및 도서관 프로그램 관련 텍스트 데이터로
서의 ‘도서관 비정형데이터’로 구분된다.
이정미(2013)는 도서관이 수집, 조직, 관리, 저장 및 서비스하는 정보의 범위
가 텍스트 위주의 출판물에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까지 광범
위하게 확산된 점, 특히 소셜미디어 기반 데이터가 ‘이용자의 주제를 이해할
수 있는 또는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가능하다는 점, 독
서인구 급감과 도서관 이용률 저하라는 현실에 부딪힌 도서관이 앞으로의 역
할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데이터는 유용한 통찰을 제시할 정보원이라는 점 등
을 들어 도서관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사실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향상에 각종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예전부터 수행해오던 부분이다. 예를 들어 도서관 이용자 조사, 대
출현황조사 등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장서선정 및 폐기결정을 하거나 도서
관 장서 및 서비스를 평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도서관 빅데이터의 활용은 예전에는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던 도
서관 내부 데이터(예를 들면 도서관 홈페이지 이용로그데이터) 혹은 도서관
외부 데이터(예를 들면 소셜데이터) 등을 포함하여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한꺼
번에 총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지금까지의 어떤 분석
들로는 도출할 수 없었던 문제해결 방안을 빅데이터 분석이 제시해주지 않을
까’ 하는 도서관계의 기대가 내포되어 있다(이정미, 2013). 2014년에 발표된 제
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도 역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스마트
시대 도서관이용자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충족’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차
세대 도서관서비스 연구 및 개발’을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도서관 빅데이터의 활용에 기반한 실질적인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이은지, 김완종(2014) 은 도서관에서의 빅데이터 활
용 서비스에 대한 기초조사로 사서와 이용자에게 서비스 수요조사를 진행한
바 있고, 한종희 외(2014)는 구체적으로 국회도서관에서 학위논문 서비스를 강
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2차적 콘텐츠(가
칭 “학위논문 연감”) 개발을 제안했다. 또한 KISTI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
관 빅데이터 사업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및 시범서비스 개발을 진
행 중에 있다.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도서관 운영에 반영한 사례로서 김서(2013)는
KAIST도서관 웹로그분석시스템과 그를 통한 KAIST도서관 홈페이지 개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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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소개했다. KAIST도서관은 도서관 홈페이지의 이용자 유입 URL 분석결
과를 반영하여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는 도서관 명칭을 ‘한국과학기술원 과학도
서관’ 에서 ‘카이스트 도서관’으로 변경하였고, 시간대별, 요일별 방문자수 분
석 결과를 반영하여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중단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
급적 이용량이 가장 요일과 시간대를 선택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데이터 분석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진정한 의
미의 빅데이터 활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미래의 도서관 빅데이터는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생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빅데이터의 본질은 ‘그동안
도서관이 소홀히 해왔던 데이터 속에서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고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의 사례조사에 더불어, 김윤형 외(2014)는 해외 도서관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미국의 Civil Technologies사가 IBM과의 협력으로 개발한 Community
Connect, 미국의 GeoLib Project, 유럽의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 유로피아나)
를 분석하여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도서관 빅데이터의 수집 및 저장, 도서관 빅데이터의 분석 및 처리, 도서관
빅데이터의 시각화라는 3요소를 중심으로 도서관 빅데이터 목표 시스템 아
키텍처를 수립해야 한다.
2.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의 주요 수요자는 도서관 정책 실무자, 도서관 사서,
도서관 이용자이다.
3. 타 분야의 공개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한 융합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의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도서관 서비스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 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도서관계의 입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도서관 빅데이터는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새로운 혁신 기제로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2 빅데이터 시대의 도서관 역할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도서관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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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국외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빅데이터 시대에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도서관 참여와 변화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다.
오늘날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현실은 데이터를
활용 및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Shah et el.(2012)이 지적한대로 신뢰할만한 정보는 존재하지만 그를 발
견해내는 것은 쉽지 않다. 만약 데이터를 제대로 조직하고 접근 가능한 구조
를 만들지 않는다면, 그는 카드목록이 없거나 책 커버가 없는 도서관에 사장
된 책과 마찬가지일 뿐이다. 이에 대해 Stuart(2011)는 사서들이 이용자의 성
공적인 데이터 발견을 지원해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도서관이 빅데이터가 가
진 비지니스, 연구, 사회적 가치들을 실현시키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많은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이러한 데이터 검색을 포함하여 데이터를 수
집, 관리, 조직, 보존,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컨트롤하고 빅데이터로부터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지원해 줄 지원기관 및 인력이 절실한 지금이야말로 도서
관이 나설 때라고 말한다. Gordon-Murnane(2012)은 사서들이 이미 기업, 정
부, 대학, 비영리 단체들의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기술, 지식 그리고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할 때 직면하게
되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의 해결하려고 할 때 사서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1. Poorly organized collections
2. Poor search tools and lack of accessibility and findability of internal
data sets
3. Lack of awareness of available third-party data sets
4. Copyright and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James R. Jacob은 미국의 data.gov가 OAIS(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를 완벽히 준수하고 있지 않으며 아직은 믿을만한 디지털 리포지토리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오픈 정부 데이터의 장기보존과 접근에 대한 걱정을 드
러냈다. 그는 도서관이 메타데이터 표준, 메타데이터 생성, 보존 등 정부 데이
터의 전체 생애주기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
했다(Schwartz,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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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선행연구에는 데이터 시대의 도서관의 역할 관한 다음과 같은 긍
정적인 언급들이 있었다.
• Reinhalter, L., & Wittmann, R. J. (2014): ‘Librarians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have traditionally served as stewards of information
access, research instructors, and privacy advocates. Librarians are
poised, and arguably required, to be a vital part of the data era.’
• Huwe, T.K. (2014): ‘Big Data also is a field that is crying out for
experts in pattern recognition and how to find useful data in any
location. That would be us.’
데이터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특히 연구데이터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학술연
구에 있어서 연구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결과의 기반이 된 데이터의 공유 및
재이용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최근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정부 연구
비 지원기관들은 연구데이터 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기 시작했
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데이터의 공유에는 찬성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연구결과(Tenopir et al., 2011)가 발표된 가운데, 연구
데이터 관리 및 공유를 지원하는 새로운 도서관 역할에 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도서관의 연구데이터 관련 서비스에 대한 연구로는 도서관이 연구데이터관리
(Research Data Management, RDM), 즉 연구자들이 생산한 데이터의 효율적
인 관리와 보존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인력, 정책, 자원 및 기술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Steeleworthy, 2014)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한 고찰적 논의(Gold, 2007a,b ; Lewis, 2010 ; Heirdron, 2011 ; Lyon, 2012 ;
Corrall, 2012 등)와 더불어 실제로 RDM서비스를 시행하는 도서관의 사례를
토대로 서비스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 실증적인 연구(Rice and Haywood, 2011 ;
Wilson et al., 2011 ; Carlson and Garritano, 2010 ; Shen and Varvel, 2013 등)
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는 추세이다.
Gold(2007b)는 기존의 도서관이 책이나 잡지 등 많은 자료의 훌륭한 관리자
(custodian librarian)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면 데이터 시대에 있어서는 데이
터 큐레이터(data curator)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결과물로서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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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루는 것에 초점을 맞췄던 종래의 도서관이 지식의 생산과정(upstream)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는 앞으로 이 역할의 비중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도서관 서비스 현황조사의 결과를 보
면 많은 대학도서관들이 연구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현재 실시중이거나 계획
중이며 그 수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enopir et al.,
2012, 2013, 2014 ; Corrall et al., 2013 ; Cox and Pinfield, 2014).
도서관의 RDM서비스는 RDM관련 정책 수립, 연구자의 데이터관리계획
(Data Management Plan, DMP)작성 지원, 데이터 리포지토리의 구축 및 운영,
데이터관리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NIH(National Institute of Health) 등 많은 주요 연구비
지원기관들이 DMP의무규정을 시행하면서 연구자들의 DMP작성을 지원하는
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Nicholls et al., 2014). 미국 연구중심대학도
서관의 RDM서비스 현황을 분석한 김지현(2014)의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의
도서관15)이 각종 가이드라인과 DMP작성을 위한 온라인 도구를 제공하는 등
의 방법으로 DMP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DMPTool, DMPOnline, DDC의
체크리스트 등 DMP작성을 지원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평가 및 개선하기 위한
연구(Sallans and Donnelly, 2012 ; Reilly and Dryden, 2013 ; Getler et al.,
2014 ; Strasser et al., 2014)들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DMP작성 지원을 포함하여 데이터 관리, 보존 및 검색에 대한 전반적인 이
해를 높이고 그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즉 데이터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기 위
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관리 교육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한 RDM서비
스 중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Swan and Brown, 2008 ; Haendel et al., 2012).
미네소타 대학도서관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DMP작성을 위한 워크샵 ‘Creating
a data management plan’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대학원생을 위한 온라인 데
이터 관리 코스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Johnston
et al., 2012; Jeffryes and Johnston, 2013). Adamick et al.(2012)은 미국 매사
추세츠 앰허스트 대학도서관이 제공하는 데이터 관리 워크샵과 교육내용에 대
한 대학원생들의 피드백을 조사했는데, 이에 따르면 특히 특정 연구분야의 데
이터관리와 관련된 예시 및 도구를 안내하는 워크샵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
15) 미국 카네기분류에서 제시된 최고연구중심대학(RU/VH) 108개 기관 중 RDM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웹사이트에 제시하고 있는 31개 기관을 중심으로 제시된 서비스 내용을 분석하였는
데, 총 29개 기관이 DMP작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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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에서는 연구 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보존 및 공유를 위하여
기존의 기관 리포지토리(Institutional Repository, IR) 기능을 연구데이터까지
포함하는 IDR(Institutional Data Repository)로 확대하거나 별도의 데이터 리포
지토리를 구축하는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코넬대학교의
DataStaR, 퍼듀대학교의 PURR(Purdue University Research Repository), 영
국 에딘버러대학의 DataShare 등이다. Witt(2008, 2012)는 퍼듀대학교의 PURR
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데이터 리포지토리가 도서관이 RDM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소속기관의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처럼 ‘수많은 연구와 실무사례를 바탕으로 연구데이터관리의 모범실무(best
practices)가 정립되고’ 있는(김지현, 2014) 가운데, Tenopir et al.(2014)는 여전
히 많은 사서들이 가진 RDM서비스를 위한 전문지식이 미흡하며, 도서관 내
외의 관련 기관들 혹은 다양한 주제 분야의 연구자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서관의 수준 높은 RDM서비스를 위해 요구되는 사서의 자질과
능력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
하는 것 또한 반드시 이뤄져야 할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 현재 도서관의 구인
정보를 분석하여 데이터 관련업무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분석한 Kim
et al.(2013), Choi and Rasmussen(2009)의 연구,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진행하여 그들의 요구사항을 분석한 Stanton et al.(2011)의 연구 혹은
문헌정보학 분야의 데이터 관련 커리큘럼에 대해 검토한 Harris-Pierce and
Quan Liu(2012), Keralis(2012)의 연구 등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이뤄지고 있
었다.
해외 선행연구들은 주로 데이터와 관련하여 도서관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
여야 하며 그를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또한 데이터는 도서관이 기존의 장서범주를 확장시켜 그를 제대로 관
리하고 이용자들의 접근과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빅데이터 시대에도 중요한 정
보기관으로서 스스로의 가치를 공고히 할 기회이자 도전과제로 간주되어지고
있었다. 특히 연구데이터는 대학 도서관의 본질을 바꾸는 동력으로서 기능
하고 있는 사례가 이미 존재하며 도서관 역할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더불어
실증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다. 하지만 연구데이터 이외의 공공 혹
은 기업 데이터와 관련하여 도서관의 뚜렷한 비전을 제시한 연구는 많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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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대부분의 고찰은 연구데이터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서관의 활동들이
연구 외적인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 가능할 것이라 낙관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2.3 빅데이터와 도서관의 공공성
국내외를 막론하고 데이터와 도서관 관련 선행연구에 있어서 여전히 도서관
이 데이터를 수집할 근거에 대한 고찰이 부족한 가운데, 특히 데이터 보존 및
제공에 있어서 도서관의 ‘공공성’이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는 관점들을
몇몇 문헌에서 찾을 수 있었다.
Berman(2008)은 사회적 가치가 높고 중요한 데이터일수록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이 그 관리와 보존을 담당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데이터 피라미드
(Data Pyramid)’ 모델을 제시하면서 설명했다(<그림 2-18> 참조). 이 모델은
소위 ‘Branscomb Pyramid’라 불리는 처리능력과 보급 수에 따른 컴퓨터 분류
체계를 데이터에 적용시킨 것으로 데이터를 그 가치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
류했다.
데이터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 단계는 개인적인 가치(Individual Value)를 가지
는 데이터로 예를 들어 어느 개인이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있는 가족사진 등
이 해당된다. 중간단계는 특정 커뮤니티에게 중요한 가치(Community Value)
를 가지는 데이터로 지역병원의 디지털 기록, 커뮤니티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과학연구데이터 등이 해당된다. 가장 윗 단계는 사회적으로 널리 가치가 있는
(Societal Value) 데이터이다. 공적 디지털 정부기록(예를 들어 대통령의 이메
일이나 의회청문회의 비디오) 등 정치적, 역사적인 보존가치를 가치는 데이터
혹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귀중한 과학 데이터 컬렉션 등 국가 및
국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데이터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Berman은 이러한 데이터를 관리 및 보존하는 역할을 민간영역의 서비스가
모두 해결할 수 없으며 특히 사회적인 가치가 큰 데이터들의 관리는 ‘공익’안
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데이터 피라미드 안에서 도서관은 상업적
이익보다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뢰 가능한 기관 중의 하나로서 지역 도서
관은 커뮤니티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 국가 도서관은 사회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의 보존책임을 지는 기관으로 규정되어졌다. 즉, 데이터의 가치레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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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관리기관의 역할분담을 통해 민간영역을 개인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의
관리와 보존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국한시키고 보다 중요한 공공데
이터의 관리 및 보존은 공공기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2-18> 데이터 피라미드 모델 (Berman, 2008)

영리적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 데이터를 독점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
는 정보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는 빅데이터 시대의 문제점으로 종종 언급되
는 부분이다. Stanton(2012) 역시, 도서관이 정보의 오픈 액세스, 개인정보보
호, 민주주의 사회의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 다음 세대를 위한 역사적 정보유
산의 보존 필요성들을 옹호해왔으며 이러한 도서관의 핵심가치를 고려한다면,
새롭게 등장한 빅데이터 분야가 상업적인 사용에 머무르지 않도록 사서는 데
이터 사이언스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내 선행
연구에 있어서도 이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다. 이정미(2013)는 ‘인터넷을 비롯
한 정보기술의 확산과 더불어 문헌정보학계에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요했던
부분이 디지털 정보격차의 해소와 같은 공익적인 공헌에 대한 부분’이었음을
상기시키며, ‘빅데이터로 인한 또 다른 양상의 디지털 정보격차에 대한 문제’
에 있어서도 문헌정보학계의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공공도서관은 누구에게나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며 사회적 정보 불평등을 해
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는 특히
2012년 다보스포럼에서 언급 된 대로 데이터가 화폐 또는 금처럼 새로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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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산으로 여겨질 앞으로의 시대에 있어서 더욱 필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2.4 선행연구 분석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빅데이터에 대한 도서관계의 입장과
그 둘 사이의 연관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도서관이 빅데이
터를 바라보는 시각은 긍정적이었다. 도서관에게 데이터는 새로운 서비스 창
출 및 도서관 운영 효율화를 통한 도서관 서비스 증진의 기회, 혹은 빅데이터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도서관 역할 확대에의 기회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
다. 하지만 기회란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로 잘 활용하지 못했을 경우 도서관
은 도태되고 말지도 모른다는 숨은 뜻이 존재한다. 아직 도서관이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가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위기이기보다는 기회로
언급되는 것은, 도서관이 데이터를 통해 한 단계 발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
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데이터와 대학도서관에 관한 연구를 제외하면
다양한 데이터와 도서관 관종에 있어서의 데이터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및 방법론을 제시한 연구는 거의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빅데이터 시
대의 도서관 역할에 관한 다양한 측면의 탐색적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과 데이터 관련 연구현황을 토대로 앞으로의 국내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의 기존 연구들은 데이터를 도서관 빅데이터로서의 활용가치에
한정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즉, 도서관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에 주목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목적을 위한 데이터 활용이란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도서관이 다양한 영역의 데이터 세계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
로 관리 및 제공하여, 누구에게 그 혜택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거시
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김선태(2013)는 ‘도서관 입장에서의 빅데이터는 도서관
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고민되어야 한다. 이용자들이 처
리하기 어려운 데이터가 도서관이 관심을 가져야 할 빅데이터이며, 이를 효과
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도서관과 사서의 새로운 역할이 자리매김 될 것이
다’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좀 더 이러한 조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외에서는 연구데이터의 관리와 보존과 관련한 많은 연구와 실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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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축적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는 연구데이터관리 서비스를 시행하는 기관 사
례가 아직 없으며 관련 연구 또한 저조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김선태(2013),
김지현(2014)의 논문과 같이 해외 선행사례를 소개하면서 앞으로의 국내 도서
관 서비스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
러한 데이터 수집, 관리, 보존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
질 필요가 있다.
셋째, 도서관이 도서관 장서로서 데이터를 수집 및 제공해야 할 당위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혹은 ‘도서관은 정보를 다
루는 기관이니까’라는 식의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도서관이 데이터를 다루는
수많은 경쟁기관들 속에서 기존의 도서관 장서와는 확연히 다른 데이터를 수
집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정당화 할 근거가 부족하다. 왜 도서관이 데이
터를 수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로인해 도서관이 이루고자 하는 역할이 무엇
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현재 도서관계가 당면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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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 관련 자료 및 사업현황
3.1 디지털 컬렉션
국립중앙도서관의 통합 도서관 시스템(Integrated Library Systems, ILS)은
전통적인 종이 매체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Korean Library Information
System, KOLIS)과 디지털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디지털장서관리시스템(Digital
Contents Management Systems, DCMS)으로 구분되어 있다.
KOLIS는 KORMARC 포맷을 핵심 데이터셋으로 한다. KORMARC 포맷은
일반 이용자를 위한 데이터 포맷은 아니며, 도서관 자체 데이터관리와 도서관
간의 데이터 교환 및 상호운용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반면 DCMS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모든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관리 및 서비스
를 목적으로 하며 XML/MODS를 기본 데이터 포맷으로 한다. DCMS는 MARC
와 같이 기계가독형 데이터 포맷 유지를 위해 XML 포맷을 기본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인간 가독형(human readable) 데이터 포맷 유지를 염두에 두고 MODS
(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를 기본 표준 용어집으로 활용하고
있다.
DCMS는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운영부의 핵심 기간 시스템으로 2007년
국립디지털도서관 준비기획단의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이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기능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DCMS의 기본 프레임워크와 핵심 기능은 2007
년 수행된 디지털도서관운영시범사업 연구결과에 근거한다. 2007년 수행된 시
범사업 중 DCMS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갖는 3가지 연구개발 과제와 핵심 내
용은 <표 2-1>과 같다.
<표 1-1> 2007년 DCMS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 현황
과제명
NDL16) 장서개발정책 기본모형
연구개발 및 수립

주요내용
y
y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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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L에 적합한 독립형 장서개발정책 설정 제안
NDL이 수집 대상으로 하는 정보자원의 유형과 범위, 수집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구입 수준, 라이선스, 벤더 등에 관한 내용, 그리고 컨소시엄
관련 사항에 대한 원칙을 수립할 수 있는 여지 제공
기존의 5단계로 구분하는 컨스펙터스(Conspectus)의 Collection

● 도서관자료로서의 빅데이터와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

y

NDL 장서관리시스템 개발 지침
및 기능 표준화

NDL 장서관리 파일럿 시스템
개발

Magnitude를 NDL에 맞게 전개하여 NDL에 적합한 수정된 컨스펙터스 모
델 제시
국가적 디지털 정보자원 개발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필수요소들을 도출
하고 NDL CDP의 기본모형을 제안

y
y
y
y
y
y

NDL의 장서관리 원칙 수립
NDL 장서관리 시스템의 기능 정의
장서 수집기 기능 정의
장서 등록기 기능 정의
콘텐츠 관리기 기능 정의
메타데이터 적용지침(MODS, FRBR)

y

NDL 장서개발정책 기본모형 연구개발 및 수립과 장서관리시스템 개발
지침 및 기능표준화의 결과를 활용한 디지털 장서관리 파일럿 시스템
개발
핵심기능: 로그인, 장서수집기(제작, 구입, 구독, 협력), 콘텐츠 관리기(콘
텐츠 등록, 콘텐츠 삭제, 콘텐츠 반입), 검색(장서검색, 콘텐츠 검색), 환
경관리기(메타사전, 워크폼 관리, 커뮤니티 관리, 소장처 관리, 프로젝트
관리, 지능형에이전트, 저장소관리, 사용자 관리, 코드관리)

y

2008년 본 시스템 개발 이후 DCMS의 지속적인 기능개선과 추가 개발이 이
루어지고 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기능의 개발과 반영이 이루어진 연도를 기
준으로 한 주요 추진 내역은 <표 2-2>와 같으며, 2008년 본 시스템 개발 시
전체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2-19>와 같다.
<표 2-2> 디지털장서관리시스템 연도별 추진내역
해당연도

주요 추진 내용
y
y
y
y

2007년 디지털도서관운영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본 시스템 개발 전 파일럿 시스템 구축
디지털 장서관리 시스템 구축
2007년 파일럿 시스템 및 연구개발 결과에 기반한 본 시스템 개발

2009

y
y
y
y
y

디지털자료운영부 조직, 직제 구성에 따른 기능 구현
OASIS 크롤러 교체 및 관리시스템 이관
원문제작 사업 디지털장서관리 시스템 이관
납본 모듈 개발
디지털정보이용과 업무 장서관리 시스템 구현

2010

y
y

생애주기 기반 디지털 콘텐츠 관리 시스템 기능 강화
METS(Metadata Encoding and Transmission Standard) 기능 점검

2011

y

디지털 컬렉션 관리 시스템 구축

2012

y
y

영구보존 모듈 강화
PREMIS Metadata Dictionary 연구결과 반영

2007
2008

16) NDL: National Digital Library, 현재 디지털자료운영부 직제가 완료되기 이전 공식적으로 사용된 약
어로 국외 활동 시 공식 약어 명칭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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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디지털장서관리시스템 구성도 (박진호, 2008)

디지털자료운영부의 조직과 직제가 구성되고 본관과의 업무구분, 기존 업무
의 재편 등이 진행되면서 2009년부터는 디지털자료운영부의 업무를 지원해줄
수 있는 세부적인 개편작업과 더불어 생애주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정보자
원 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그림 2-20> 참조).

<그림 2-20> 디지털장서관리시스템 생애주기 (박진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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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자원의 입수부터 장기보존까지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구축하는 것이 DCMS의 목표이다.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정보자원이
지니는 주요 특징은 구입, 구독, 제작, 납본, 협력, OASIS 등 다양한 입수 방식
이 존재하고, 각 입수 방식에 따라 입력해야하는 메타데이터의 형식과 관리방
식, 보존처리 방식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또한 입수된 디지털 정보자원은 CD,
Text, Image, Video 등 다양한 형태를 갖게 되고 각 형태별로 서로 다른 생명
주기를 갖는다.
DCMS의 기능 개선 및 개발에 있어 영구보존과 관련한 부분에서 가장 어려
움이 있는데, 디지털정보자원이 저작도구, 뷰어, 운영시스템, 하드웨어 등 다양
한 디지털 매체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보존시 연관된 정보들
의 지속적인 갱신을 요구하며, 이 과정에서 외부에 존재하는 하드웨어, 소프트
웨어 등의 업데이트 정보와 시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구 버전의 디지털 자원
관련 마이그레이션 정보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이런 정보들은
디지털도서관 자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정보들로 제작사 등에서 유지 관리되
는 생명주기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전체 생애주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존으로 DCMS는 PREMIS
Metadata Dictionary를 기반으로 보존 메타데이터 입력과 영구보존을 위해
METS를 활용하고 있다(<그림 2-21>, <그림 2-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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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DCMS PREMIS 메타데이터 입력 화면

<그림 2-22> METS Viewer로 확인한 보존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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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MS에서 관리되는 디지털 정보자원들은 디브러리 포털을 통해서 이용자
서비스로 제공되었다(<그림 2-23> 참조).

<그림 2-23> 2010년 디브러리 포털 서비스 화면

디브러리는 2009년 5월 25일 오픈된 서비스로 학술, 전문, 해외정보를 중심
으로 한 메인 포털과 지역, 정책, 다문화, 장애인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4개
특성화 포털로 서비스되고 있었다. 디브러리 서비스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유
하고 있는 서지 정보 검색 서비스 외에 자체적으로 제작한 웹 콘텐츠 제공도
병행하였다. 대표 사례는 웹진, RSS, 블로그 정보로 이용자들이 참고정보원으
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묶어 서비스한 것을 들 수 있다.
현재의 디지털 컬렉션(http://dcollection.nl.go.kr)은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해
온 디지털 원문자료, 2014년까지 디지털 도서관 검색 포털 서비스인 디브러리
(http://www.dibrary.net)의 콘텐츠를 재구성하여 2015년 3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사이트이다.
디브러리 서비스 후 디브러리를 통한 통합검색 제공의 적정성과 자체 제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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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공, 지역, 정책, 다문화 등 하위 포털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현재 소장자료에 대한 통합검색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디지털 정보자원에 대한 통합 창구는 디지털 컬렉션
이 담당하고 있다.

<그림 2-24> 디지털컬렉션 상세 서비스 메뉴

디지털 컬렉션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대상은 소장원문, 디지털서고, 책·사람·
세상, 세계의 도서관, 웹 정보원으로 나뉜다(<그림 2-24> 참조). 소장원문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디지털화를 통해 구축한 원문도서관이며, 디지털 서고는 기
존 디지털화 자료를 중심으로 하나의 새로운 컬렉션을 구축하여 별도의 특색
있는 디지털 정보자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책·사람·세상, 웹 정보원은 기존 디
브러리 포털에서 제작했던 웹 콘텐츠를 주제별로 구분하여 재편한 서비스로,
세계의 도서관은 뉴스레터 성격의 콘텐츠가 주를 이룬다.
디지털 컬렉션에서의 소장원문과 디지털서고, 웹 정보원은 DCMS를 통해서
관리되고 있는 콘텐츠이며, 그 외 데이터는 웹 페이지에 HTML 형태로 구성
되어 서비스되고 있다.

3.2 오아시스(OASIS)
오아시스(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 OASIS)17)는 웹사이
트 시스템, 그리고 웹사이트가 서비스하고 있는 파일자료를 수집 보존하기 위한
17) http://oas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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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이다(<표 2-3>, <그림 2-25> 참조).
<표 2-3> OASIS 프로젝트 주요 추진 경과
해당연도

경과내용

2001

온라인 저작물 수집·보존 시스템 구축 ISP 및 시범 시스템 개발

2003

온라인 디지털자원 수집 전담팀 구성 및 운영

2004

각 주제 분야별 온라인 디지털자원 위치정보 조사 등 연구용역 사업 추진

2005

사업 영문명칭 인터넷 공모 및 OASIS 도메인 등록

2005

웹기반 OASIS 시스템 확장·개선 사업완료

2006

OASIS 홈페이지 대국민 서비스 실시

2006

OASIS 중장기 정보전략계획 및 시스템 기능확장 사업 추진

2007

OASIS 표준화 과제연구 및 시스템 기능 확장/개선 사업

2008

국제인터넷정보자원보존기구(International Internet Preservation Consortium, IIPC) 정회원 가입
OASIS 수집DB 메타데이터 품질 고도화 사업

2009

OASIS 크롤러 교체 및 관리시스템 이관

2011

기능표준화 시스템 구현

2013

Heritrix 3.X 버전 적용

OASIS 프로젝트는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사업 전까지 온라인 상 디지털 정
보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보존하기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였다.
2008년 IIPC 정회원 가입 전까지 국제표준 웹아카이빙 크롤러, 저장 파일 포맷
등의 표준을 준수하지 않고 국내 기술을 활용한 독자적인 프로젝트로 추진되
었다. 주요 대상은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 웹사이트, 웹문서로 초기에는 확정된
대상 사이트들을 기계적인 방식으로 자동 크롤링하는 방식과 정부기관 등이
웹상의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중요 문서들을 자동, 수동으로 수집
후 목록작업을 거쳐 등록 및 서비스를 수행하였다.
또한 초기 OASIS 파일 형태의 디지털 정보자원을 관리하고 장기보존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주요 정보통신기술 관련 제조사, 기술자원, 파일포맷, 소
프트웨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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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OASIS 홈페이지 디지털정보자원 검색화면

이런 정보들은 디지털 정보자원의 장기보존을 위해 보존 대상 디지털 객체
와 함께 메타데이터 형태로 패키징 되어 입력되어야할 정보들로 2009년 이후
DCMS에 관리 기능이 흡수되었다.
2009년 이후 OASIS 관리시스템의 가장 큰 변화는 IIPC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
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도입과 저장 파일 포맷을 ISO 28500 표준인 WARC(Web
Archive Data Format)으로 전환한 것과 디지털 장서관리시스템으로 관리 시스
템을 이관한 데 있다.
IIPC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크롤링과 하베스팅(Crawling and harvesting),
웹 아카이브 디스플레이(Display/view web archive), 분석(Analytics)으로 이루
어진다. IIPC 정회원 가입 후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입된 소프트웨어는 수집기인
Heritrix와 저장된 파일을 보기 위한 Wayback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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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IIPC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특징 (박진호, 2010)
소프트웨어

특징
y

Heritrix

Wayback

y
y
y
y
y
y
y

오픈소스 기반으로 확장성을 갖춘 웹 계층구조에 맞는 크롤러로써 IIPC 회원사인
Internet Archive 사에 의해서 개발되었음
수집한 자료는 WARC 포맷으로 쓸 수 있음
Heritrix는 자바로 구현되었음
XML 파일과 웹 인터페이스 사아에서 운영과 환경 설정이 가능함
Internet Archive사가 개발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오픈소스
자바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10억개 이상의 URL 처리가 가능하며, HTML,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모든 형태의 웹 아카이브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용도에 맞게 커스터마이징과 확장이 가능함
웹 아카이빙(하베스트)를 관리(동작설정, 스케쥴링 등)
하베스팅 정책에 기반해서 수행됨(하베스팅 범위와 접근 설정 등)
품질 보증(누락 콘텐츠에 대한 테스트 및 피드백 제공)
사서 등 기술적 배경지식 없는 사람에 의해서도 운영이 가능함
덴마크 왕립도서관과 덴마크 주립대학 도서관이 공동 개발
도메인(특정영역) 하베스팅과 이벤트, 선택 등 기능을 담고 있으며, 최소한의 기술적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사서에 의해서 운영가능 한 툴로 설치가 쉽고 Heritrix와
Wayback를 콤포넌트로 활용함
뉴질랜드 국립도서관과 영국 국립도서관이 공동 개발
주로 선택적인 웹 아카이빙에 활용
아카이빙 허용, 작업 스케쥴, 하베스팅, 품질관리와 기술메타데이터(DC 등) 수집 등
작업 수행
사서등 비기술자가 활용하기에 친화적임
Heritrix와 Watbacks 를 콤포넌트로 활용함
웹 아카이브에 대한 전문검색엔진
Apache Nutch project에 기반하고 있음
디지털 객체 포맷 유효성 검사 도구
이미지, PDF, HTML 등 확인
JSTOR, 하버드 대학 개발

y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툴

y
y
y
y
y
y

시스템 통합
(Integrated
Systems)

NetarchiveSuite

Web Curator Tool

NutchWAX
JHOVE
Analytics: Lewis
Crawford (BL)
Thursday

y
y
y
y
y
y

y
y
y

IIPC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도입을 통해서 OASIS는 국제표준 규격에 맞
는 관리시스템과 표준 파일포맷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웹사이트 수집에
따른 문제에 대해 국제기구와 공동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표 2-4> 참조).
OASIS의 가장 핵심 소프트웨어는 수집기에 해당하는 Heritrix로, 1.x와 3.x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하며 두 버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집 성능에 있다. 1.x
버전은 주로 소규모 아카이빙에 사용되는데 한 번에 하나의 사이트만 수집이
가능한 반면 3.x 버전은 여러 개 사이트에 대한 동시 수집이 가능하다(<표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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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Heritrix 버전별 특징 비교
구

분

Heritrix 1.x

Heritrix 3.x

하나의 수집기에서 수집 가능한
사이트 수

1개

2개 이상
(설정된 메모리 크기 내에서)

하나의 사이트 수집시
필요한 설정 파일의 개수

2개 이상

1개(crawler-beans.cxml을 사용하여
모든 사항 설정 가능)

많은 개수의 진입 URL 수집시 메모리
충돌 가능성

높음

없음.(3.x 버전에서 교정됨)

유연성

없음

있음

병렬성

낮음

높음

국립중앙도서관은 해외 웹아카이빙 프로젝트와 비교했을 때 담당직원의 비
율, 수집기 투입 대수 등에서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Heritrix 3.x 버전을 도입
함으로써 양적인 열세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2011년 1월 포르투갈의 웹아카이브 프로젝트에서 전 세계 웹아카이브 현황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위키피디아에 각국의 현황 정보가 공유되기 시작했다
([부록 1]: 전 세계 웹아카이빙 프로젝트 현황 참조). 각국의 웹아카이브 담당
자가 직접 아카이브 현황 정보를 입력하였는데 한국의 경우 2011년 1월 프로
젝트 담당자인 Daniel Gomes와 협업을 통해 OASIS 정보를 입력한 것이 가
장 최신정보로 현행화 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현재 OASIS는 디지털장서 DB구축 지원시스템에서는 관리자 기능이 구현되
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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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디지털장서DB구축시스템 웹사이트 수집 화면

국립중앙도서관의 모든 디지털정보자원은 MODS에 기반하여 메타데이터를
입력하며, OASIS의 경우도 MODS를 기반으로 등록 대상(수집 대상) 웹사이트
정보를 입력한다. 2009년 이전의 경우 Dublin Core 메타데이터를 기준으로 입
력되었으나 2009년 시스템 개선 이후 MODS를 준용하고 있다(<그림 2-26>,
<그림 2-27> 참조).

<그림 2-27> 웹사이트 MODS 메타데이터 등록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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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링크드 오픈 데이터(Linked Open Data, LOD)
국립중앙도서관의 링크드 오픈 데이터(Linked Open Data, LOD) 프로젝트18)
는 2011년 연구개발 보고서를 시작으로 2015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표
2-6> 참조).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관리하고 있는 서지와 통제어휘(주제명,
저자명)를 링크드 데이터(Linked Data, LD) 원칙에 맞추어 발행함으로써 서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모든 기관 및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사용, 재
사용, 재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표 2-6> 국립중앙도서관 연차별 LOD 프로젝트 현황
해당연도

특징
y

단행본 MARC 데이터, 주제명, 저자명 일부 데이터의 시범 LD
구축 및 발행

2012

y
y
y
y

시범 데이터 이관
온톨로지 모델링 보강
외부 LD와 인터링킹 구축
발행 서비스 고도화

2013 - 현재

y
y
y
y

CJKDLI 응용서비스 개발
인터링킹 기능 개선
LD 변환 확대
발행 서비스 고도화(서비스 인터페이스 개선 포함)

2011

LOD 프로젝트는 2009년 10월 이탈리아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서 한국이 가
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the Aisan Eyes 프로젝트를 제의하면서 시작되었으
며, 이 후 2010년 8월 스웨덴에서 CJKDLI 협정이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표 2-7> 참조).

18) http://lod.n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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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CJKDLI 협정 체계 주요경과
해당연도

주요경과
y
y

디지털 아카이브 협력회의(일본)
메타데이터 스키마 표준화, 디지털 아카이빙 등 디지털 정보자원 처리와 관련
된 당면 과제에 대한 포괄적, 일반적 논의 진행

y

이탈리아 세계도서관정보대회(이하 WLIC) 시 한국이 가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
한 the Asian Eyes 프로젝트 제의(삼국 디지털 정보자원 통합검색 중심)

y

디지털도서관 개관 1주년 기념 컨퍼런스 시 공식프로젝트 명칭(CJK DLI,
China-Japan-Korea Digital Library Initiative) 및 협정문 내용 최종합의

2010. 08

y

CJKDLI 협정문 체결(스웨덴)

2011. 03

y

CJKDLI 조직구성완료

2008. 10

2009. 10

2010. 06

CJKDLI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은 지속적으로 한중일 디지털정보자원에 대한
통합검색과 공동 활용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LD를 핵심기술요소로 제
안하였다. 이를 위해 한중일 삼국의 협력전 국립중앙도서관 자체 데이터에 대
한 LOD화와 발행을 위해 2011년부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그림 2-28> 국립중앙도서관 LOD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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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과 같이 국립중앙도서관의 LOD는 원천데이터 수집, 데이터 변
환, 검색을 위한 색인, LOD 발행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KOLIS와 DCMS 데
이터를 실시간으로 변환하여 결과를 발행하고 있으며, 원천데이터 유형과 변
환 결과는 <표 2-8>과 같다.
<표 2-8> 국립중앙도서관 LOD 구축 현황
(2015년 1월 기준)
구 분

국
가
서
지
LOD
발
행

외
부
연
계
(Inte
rlinki
ng)

데이터 건수

연결 어휘

트리플 건수

서지(단행본)

4,147,573

-

122,693,088

서지(연간물)

72,915

-

1,845,994

서지(온라인자료)

4,336,083

-

105,915,431

주제명

560,945

-

8,023,990

저자명

206,035

-

1,347,297

소계

9,323,551

-

239,825,800

서지-해외도서관 서지

-

owl:sameAs

410,115

-

dct:subject

1,308,315

-

dct:creator

8,629

-

skos:closeMatch

13,931

저자명 인터링킹

-

owl:sameAs

7,158

서지-국내LOD

-

nlon:relatedHeritage
nlon:relatedCountry
nlon:relatedSpecies

7,893

저자명-국내LOD

-

owl:sameAs

483

소계

-

-

1,756,524

9,323,551

-

241,582,324

서지-해외도서관 주제
명
서지-해외도서관 저자
명
주제명-해외도서관 주
제명

총계

국립중앙도서관이 LOD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
은 해외 LOD 데이터셋과의 인터링킹이다. 현재 서지 데이터의 경우는 캠브리지
대학, 영국국가도서관, 스웨덴 국립도서관, 독일국립도서관, OCLC WorldCat과
인터링킹을 구성하고 있는데 영국국가도서관과 가장 큰 비중의 인터링킹을 이
루고 있다(<그림 2-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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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와 해외 도서관 서지 인터링킹 현황

주제명 데이터의 경우는 미국의회도서관의 주제명과 일본 국립도서관 주제
명과 연결되어 있으며 연결 현황은 <그림 2-30>과 같다. 한국의 주제명 전거
데이터에 영어, 일본어 표기가 되어 있는 개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인터링킹이 구성되어 있다.

<그림 2-30>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주제명 인터링킹 현황

저자명의 경우는 미국의회도서관과 가상 국제전거파일(VIAF)과 연결되어
있으며, 국내 저자명의 한글표기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해외 데이터와
연결을 시도하고 있다(<그림 2-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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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국립중앙도서관 저자명과 해외 저자명 인터링킹 현황

3.4 빅데이터와의 관련성
앞서 디지털 콘텐츠, OASIS, LOD 사업에 대한 간략한 경과와 내용을 살펴
보았다. 디지털 콘텐츠의 핵심은 DCMS로, DCMS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모든
디지털 정보자원을 입수, 관리, 보존, 서비스하는 주요 시스템이다. DCMS가
기존의 도서관 시스템과 차별성을 갖는 점은 도서관 외 다양한 기관이나 개인
이 XML 형태의 서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MODS를 활용함으로써 실제 데이터 값(value)이 의미하는 바를 직관적인 메
타데이터명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에 있다.
그러나 DCMS를 통해서 반출되는 데이터 역시 MARC와 같이 하나의 레코
드로 관리되고 있고 오픈 API를 통해서 접근가능하기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
의 허가와 접속 및 활용에 제한이 따른다는 한계를 갖는다. 기존 MARC 데이
터에 비해서 유용성은 증가하였으나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등과 같은 기관
에서의 사용 이외에 다양한 도메인, 다양한 서비스개발 등에 직접 활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자원에 대한 데이
터를 구축하기 때문에 ISBN, ISSN 등 국제적인 표준 식별자가 존재하지 않
을 경우 외부의 동일 디지털 개체에 대한 연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디지털
컬렉션 서비스의 경우는 DCMS를 통해서 관리되지 않는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로서의 유용성과 활용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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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SIS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콘텐츠 형태적으로 가장 큰
차별성을 갖지만 구축 메타데이터로서의 특징에 차별성이 없어 데이터셋의 특
징을 찾기는 어렵다. 현재 OASIS가 수집하고 있는 웹사이트들을 대상으로 의
미 있는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집된 웹사이트가 갖고 있는 콘텐츠
들을 색인, 자연어처리 등을 통해서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디지
털화를 통해 구축된 이미지 데이터를 OCR 처리를 통해 새로운 활용이 가능
한 정보자원으로 재구축하는 과정과 동일한 과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비구
조적인 HTML 형태의 자료를 빅데이터로써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연어처리,
비구조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방법론적 적용이 필요하다.
OASIS가 수집한 데이터는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웹사이트
콘텐츠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론, 예
측 등의 결과 도출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다 확대된 수집 범위 설정이 필요하
다. 웹사이트의 경우 한국을 도메인으로 한 모든 웹사이트의 수집범위 설정,
‘도서관’을 핵심어로 한 소셜미디어 콘텐츠의 수집과 보존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LOD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외부에 발행하는 데이터서비스
중 데이터로써 활용성이 가장 높다. 현재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의 LOD는 국립
중앙도서관이 관리,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를 LOD로 변환 및 발행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고 외부 데이터에 대한 활용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외부 데이
터셋에 대한 인터링킹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당 개체와 동일개체를 연결시킴
으로써 식별성과 시맨틱스(semantics)가 증가하는 효과에 그치고 있다. 이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LOD 데이터셋이 유용성은 높지만 활용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LOD를 통한 데이터셋의 활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
으로 외부 데이터셋을 직접 KOLIS, DCMS 등의 기간 시스템에 활용하는 것
을 들 수 있다.
LOD 데이터셋이 국립중앙도서관의 다른 데이터셋과 차별성을 갖는 또 다른
의미는 LOD 자체가 웹을 프레임워크로 하여 구축되고, HTTP를 활용하여 식
별되고 연결됨으로써 웹에서 생산, 유통되는 모든 데이터, 정보들과 의미적 연
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의미적 연결에 전 세계가 공통적인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위키피디아, DBPedia를 활용함으로써 동일 개체에 대한 식별이 가
능한 장점을 갖는다.
빅데이터로서 기존 도서관 데이터가 갖는 가장 큰 장애물은 데이터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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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복잡성에서 기인한다. MARC 포맷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디지털 정보
가 도서관의 새로운 매체 유형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웹이 정보의 생산
과 소멸이 이루어지는 거대한 데이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도서관
데이터의 중요성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도서관이 전통적으로 구축해
온 주제명, 저자명 등의 통제어휘는 웹에 무분별하게 적재되어 있는 정보들을
데이터 단위로 구분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도서관이 구축해온 데이터셋이 빅데이터로 외부에 반출될 경우
모든 데이터들의 의미적 연결, 구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초데이터로 활
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도서관 데이터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의미적 불명확
성을 갖는 다른 모든 데이터들의 유용성, 활용성을 증가시키는 토대 역할을
할 수 있다. 도서관 데이터가 이러한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LOD
와 같은 범용적이고 구조화된 형태의 지속적인 개방이 필요하다.
도서관의 입장에서 빅데이터는 두 가지 주요한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하나는 빅데이터로서 도서관 데이터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
는 것에 대한 부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외부에 존재하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 대한 것이다. 데이터셋은 국가대표도서관인 국
립중앙도서관의 입장에서 관리, 보존, 서비스해야하는 새로운 유형의 정보 유
형이다. 현재 DCMS의 경우도 데이터셋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해당 데이터를 분석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체계는 부족하
다. 외부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도서관에서 직접 활용하고 서비스하기 위해서
는 관리, 보존, 서비스 대상으로써 외부 데이터를 수집, 보존하는 현재 인프라
외에 업무, 통계, 예측(추론)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 분석, 활용 인프라를 도입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 데이터셋에 대한
가치를 빅데이터, 구조적데이터, 오픈데이터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데
이터셋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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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국가도서관의 데이터 관련 서비스 및 전략
1.1 미국의회도서관 (Library of Congress, LC)
가. LCWA
미국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LC)은 국립중앙도서관과 마찬가지로
크롤링을 통해 인터넷 웹페이지의 정보를 수집 및 아카이빙하는 LCWA(The
Library of Congress Web Archives)를 운영하고 있다. 명시적인 이용허락이
있는 경우 웹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와 같은 특
정 목적을 위해 관내 열람이 가능하다. 별도 선거, 입법부와 같은 ‘테마’나 남
북 전쟁, 이라크 전쟁과 같은 ‘사건’ 중심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주제별 전문가
들이 큐레이팅하고, 목록전문가들이 컬렉션 단위로 메타데이터 서지를 구성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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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트위터 아카이브
LC는 2010년 소셜 미디어 업체인 트위터와 협정을 맺고 2006년 트위터 서
비스 시작 시점부터 누적된 약 1700억 개의 공개 트윗을 아카이빙하고, 추후
로 발생하는 공개 트윗도 제공받기로 합의하였다. 트위터는 전 세계적으로 실
질 사용자가 2억8천 명이 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다. 하루에 올라오는 트윗
만 약 5억 건에 달하며, 다양한 층위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물론, 시시각각 급
변하는 사회적 트렌드와 뉴스 속보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며 공유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점 때문에 트위터 사용자와 그 트윗 내용을 연구하여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LC가 모든 공개 트윗을 보
존하는 작업은 장기적으로 이 거대한 정보 데이터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연구
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LC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IT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
기되는 한편, 미국 회계감사원은 LC가 IT 사업에 큰 예산을 소비하면서도 이
를 적절히 관리하는 절차가 없다고 지적하며, 상임직 CIO를 둘 것을 권고하였
다.19) 실제로 LC는 2012년 이후로 CIO를 임시직으로 돌리고 있다. 트위터 아
카이빙 프로젝트는 2013년 1월 1단계 아카이브가 완료를 앞두고 있으며 엄청
난 양의 트윗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아카이빙한 데이터를 연구
자와 정책입안자가 포괄적이고 유용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적 문제를 해
결하겠다는 보고서20)를 발표했다. 또한 동년 3월 하원의 질의에 2013년 6월에
첫 연구용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것이 목표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협약 체결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구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내용이 없
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문헌정보학적
측면에서는 트윗을 분류하고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여 저장하는 방법론적 문
제와 정보 공개의 범위와 접근 권한 정도의 결정,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된
정책적 문제를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올해를 끝으로 도서관장 빌링턴이 28년 만에 은퇴하고 새 도서관장이 임명
되는데 과연 인터넷과 빅데이터를 도서관의 영역으로 완전히 끌어올 수 있는
역량이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HathiTrust가 진행 중인 대학·연구
도서관 소장 장서의 디지털화 작업을 LC가 수행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참고로 topsy.com에서는 트위터 및 소셜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분석 도구를
19) http://www.gao.gov/products/GAO-15-315
20) http://www.loc.gov/today/pr/2013/files/twitter_report_2013j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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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다. LC의 트위터 자료는 이와 같은 상업회사의 서비스와 경쟁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단순 아카이빙 자료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 National Digital Stewardship Alliance
2010년 LC 주도하에 디지털 정보자원의 장기적인 보존을 도모하기 위해 만
들어진 컨소시엄으로 미국 내 160개의 대학, 전문단체, 정부기관 및 상업회사
가 참여하고 있다. contents, standards, infrastructure, innovation, outreach의
5개 working group을 통해 운영된다. 지리 공간 데이터의 보존을 위한 프로
젝트 추진, 개인 차원의 디지털 아카이빙 도구 및 가이드 제공, 디지털 컬렉션
을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viewshare.org 등의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라. Chronicling America
2005년 LC와 미국인문재단(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NEH)
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미국 디지털 신문 프로그램(National Digital Newspaper
Program, NDNP)에서 주관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신
문을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에서 검색이 가능한 신문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영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836년부터 1922년까지
의 신문 974만 여 쪽을 디지털화해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발행한 신문의 목록·보존·이용을 위한 국가적 프로
그램인 미국신문프로그램(United States Newspaper Program, USNP, 1982～
2009)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LC의 기술적 지원과 NEH의 자금을 제공받아
운영되고 있다. LC와 NEH는 2003년 NDNP와 기관의 책무 및 전반적인 지원
에 대한 정식 협약을 체결했으며, 2004년에는 NEH가 미국의 역사 연구 강화
를 위해 NDNP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005년 이후에는 국가 프로그램에 참
여한 주립도서관, 역사단체 및 대학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마. LC 링크드 데이터 서비스21)
도서관 분야에서의 링크드 데이터 접근의 특징은 개념적 접근과 기술적 접근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LC는 2009년부터 LCSH(Library of Congress
21) http://id.lo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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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Headings)를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로 표현하여 링
크드 데이터를 발행하고 있으며 MARC 21 포맷으로 되어 있는 전거 데이터
를 SKOS(Simple Knowledge Organization System) 어휘를 이용하여 RDF로
변환하고 이를 웹상에 발행하고 있다. 전거 레코드의 각 항목을 skos:Concept
의 인스턴스로 표현하고 LCCN(Library of Congress Control Number)을 이용
하여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부여하고 있다22). 2012년에는 LCC
의 클래스 B(철학, 심리학, 종교), M(음악), N(미술), Z(서지학, 문헌정보학, 정
보자원)의 범위가 베타버전으로 공개되었다. LCSH는 프랑스국립도서관의 전
거데이터(Rameau)와 상호 연계되어 있다.

1.2 영국국가도서관 (British Library, BL)
영국국가도서관(British Library, BL) 역시 현재 빅데이터를 외부로부터 수집,
조직 및 제공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BL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의 디
지털화, 외부 디지털 자료의 수집 등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데이터서비스 환경
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디지털 컬렉션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
해 외부 기금(A. Mellon Foundation)을 통해 연구조직인 British Library Labs
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디지털 컬렉션의 정확성
을 제고하고 홍보에 활용하는 점 등의 혁신적인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 BL의 디지털 데이터 컬렉션의 내용
BL의 데이터 관련 전략은 현재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컬렉션을
중심으로 개발, 서비스 되고 있다. 이런 전략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서
는 Digital Scholarship 부서와 British Library Labs라는 연구조직이다. Digital
Scholarship 부서는 아래에 세 개의 팀인 Web Archiving, Digitisation, 그리고
Datasets Programme을 운영 중이다. 앞의 두 팀은 주로 BL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데이터화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으며 외부 데이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
는 팀은 Datasets Programme이다. Datasets Programme에 소속된 직원의 주요
22) 윤소영. 2013.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링크드 데이터 국가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
회지, 30(1): 25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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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는 연구데이터의 효과적인 공유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시스템인 DataCite
에서 BL을 대표하고, 데이터를 공유하고자 하는 조직 및 개인에 대해 DOI 식
별자를 발급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담당자에 따르면 향후 데이터 관리
및 공유 능력이 없는 조직 및 개인에 대해 시스템 등을 지원할 장기적인 계획
은 있지만 현재는 연구데이터의 수집 및 공유 체계가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British Library Labs에는 현재 세 명의 전담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Digital
Scholarship 부서에서 생산된 각종 데이터셋을 처리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하
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BL의 디지털 데이터 컬렉션23)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Web Archive
• 디지털 문서 컬렉션
• 도서관 데이터
첫 번째는 UK Web Archive(UKWA) 데이터이다. BL은 2004년부터 일부
웹페이지를 허락이용을 받아 선택적으로 아카이빙해 왔으며 2013년 4월 Legal
Deposit Libraries (LDLs) 법 개정을 통해 웹자원을 포함한 전자정보를 수집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후에는 본격적으로 .uk 도메인에 해당하는 웹정보
를 아카이빙하고 있다. Web Archive 데이터의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사용할 수 없고 BL 건물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하지만 일부
페이지의 경우에는 수기로 2단계의 분류를 적용한 데이터셋(약 2만7개의 페이
지, 3MB)으로 제공하고 있다.
UKWA에는 BL이 크롤링을 통해 수집한 웹아카이브 데이터 이외에도 영국
고등교육분야 IT 및 디지털 관련 지원 기구인 JISC24)에서 1996년부터 2013년
까지 수집한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다. 2015년 8월 중순 현재 UKWA 파일 규
모는 약 26.72TB에 달하며, 아카이빙된 사이트의 수는 약 1만 5천여개이다.
UKWA 웹사이트25)에서는 일부 데이터에 대해 특정 주제별(약 40여 개)로
23) 여기서 데이터 컬렉션이라는 용어는 데이터 이용자가 해당 컬렉션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책, 신문기
사, 개별 목록정보 등) 단위에서 검색을 하고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 컬렉션 전체에 대해 다양
한 데이터 추출 및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4) www.jisc.ac.uk
25) www.webarchive.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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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션한 내용, 웹아카이브에 대한 시각화 작업 결과 등의 부가적인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다.
BL 디지털 데이터 컬렉션의 두 번째 구성요소는 BL의 다양한 문서, 지도,
음성 및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은 공공도메인
에 있는 19세기 저작물을 OCR 작업을 통해 변환한 것(19th Century Books)
으로 약 6만8천 권의 도서에서 추출한 25백만 페이지에 해당하는 데이터셋이
다. 또한 BL이 구독하고 있는 약 8천 종의 전자학술지 중에서 40%에 해당하
는 학술지에 대해 연구목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여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악보 및 지도 자료의 이미지 스캔 파
일, 라디오 및 TV 방송의 자막 혹은 메타데이터를 데이터셋으로 제공하고 있
다. 이런 데이터의 경우에도 대부분은 관내 열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파일 크기가 커서 다운로드가 용이하지 않거나 저작권의 제한에 기인한다.
BL 디지털 데이터 컬렉션의 세 번째 구성요소는 도서관 데이터이다. BL은
도서관 목록 데이터, 도서주문 데이터 및 식별정보를 삭제한 이용자 데이터를
오픈데이터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 목록 데이터(The British National
Bibliography, BNB)의 경우 RDF/XML이나 링크드 오픈 데이터(Linked Open
Data, LOD)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BL은 2014년 말에 영국의 연구비 지원기관의 하나인 EPSRC(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로부터 새로운 국가연구소인 Alan Turing
Institute를 BL에 설치하는 것을 승인받았다. 이 연구소는 향후 캠브리지대학,
에딘버러대학, 옥스퍼드대학,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 및 워윅대학교와 공동으
로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 첨단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당장은 아니지만 BL로
서는 향후 이 연구소를 통해 BL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 컬렉션을 활용
할 수 있는 알고리즘, 도구 등을 입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BL 사례 시사점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해 각국의 국립도서관이 전통적인 자료 이외에 웹아
카이브를 구축하고, 도서관이 보유한 정보자원을 디지털화, 특히 OCR화한 텍
스트 코퍼스를 구축하고, 도서관 목록 정보 등을 데이터화하는 등 유사한 노
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BL의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도 데이터의 활용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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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도서관 자료가 아닌 데이터의 경우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BL은 British
Library Labs라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도서관이 생산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방법을 개발하고 이용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British Library Labs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
용하고 있다. 미국의 A. Mellon Foundation으로부터 2012년 3월부터 약 5년간
총 $895,000에 달하는 자금지원을 받아 연구에 활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쟁을
통해 데이터의 새로운 활용을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이용자 커뮤니티를 형성
하고 있다.
둘째, BL 내에서 디지털 컬렉션의 생성, 처리 및 활용과 관련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2년 가을부터 다양한 내부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도서
관의 역량을 제고하였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은 도서관 내부에서 BL의 디지털
데이터 관련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제공된 강의들은 ‘크라우드소싱’, ‘데이터시각화’, ‘매시업, API 및 시맨틱웹을
통한 정보 통합’, ‘사서를 위한 프로그래밍’, ‘데이터 클리닝’, ‘데이터 매핑’ 등
으로 다양하다.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데이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한다면 기존의 사서 위주의 교육에서 외부 연구자 및 대학원생으로 대상을 넓
힘으로써 새로운 이용자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BL은 아직 외부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입수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유 디지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활발하게 모색하고 있으며 데이터 구축
과 활용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여러 가지 전략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된다.

1.3 네덜란드 국립도서관 (Koninklijke Bibliotheek, KB)
네덜란드 국립도서관 (Koninklijke Bibliotheek, KB)은 2010년부터 ‘KB의 미
래는 디지털이다(The future of the KB is digital)’26) 라는 모토 아래 진정한
디지털 도서관으로의 변화를 꾀해왔다. 또한 2015년 1월, ‘국가 디지털 도서관
의 실현(To realize the national digital library)’과 ‘국내 및 국제적 협력강화
(Reinforc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를 전략적 우선순위로 내
세운 도서관 전략계획 “The power of our network: Strategic Plan 2015～
26) https://www.kb.nl/sites/default/files/docs/toekomst_kb_digitaal_web-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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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7)을 발표했다. 이 전략계획에서 데이터 서비스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국가 디지털 도서관의 주요 서비스 대상층으로 KB가 보유한 대규
모의 데이터셋을 이용하는 연구자와 개발자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KB는
그동안 자료의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해 온 방대한 도서관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자들, 특히 디지털 인문학 연구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KB가 시행하고 있는 데이터 관련 서비스 활동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KB는 그들이 보유한 각종 데이터셋을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연구자들 이외에도 많은 관련 문화유산기관, 오픈데이터 이니셔티브, 크리에이
티브 산업 및 기업들이 SRU 혹은 OAI-PMH기반의 API를 통하여 디지털 이미
지, 메타데이터와 텍스트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데이터셋으로
는 예를 들면, 400개의 중세채색사본을 디지털화한 11,000개의 이미지 데이터와
그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Medieval Illuminated Manuscripts’ 데이터셋,
450,000건의 네덜란드 국회의사록(1814년～1995년)을 디지털화한 ‘Staten-Generaal
Digitaal’ 데이터셋 등이 있다. KB의 데이터셋 중에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데
이터셋, CC라이센스를 포함한 데이터셋 이외에도 저작권 문제로 공개할 수 없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연구자들이 연구목적으로 데이터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 모두를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인문학 연구자를 위한 KB의 서비스는 혁신개발부(Innovation &
Development)의 연구부서(Research Department)가 주로 담당한다. 이들은 현
재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플랫
폼으로 Research Lab을 운영 중에 있다(<그림 3-1> 참조). 이는 원래 내부용
으로 개발되었는데 많은 연구자들이 실제로 도구들을 이용해보고 개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부로 공개되었다. 2014년 상반기에 Lab의 프로토타
입 버전이 발표되었으며 http://kb.nl/lab에서 확인가능하다. Research Lab은 앞
으로 ‘가상환경을 프로토타입에서 더 안정된 “영구적 베타”로 버전업하는 것,
이벤트와 교육을 위한 물리적 lab공간을 설치하는 것, KB직원들을 위한 디지털
학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Delpher platform으로의 연결 향상’ 등의 계획을 추
진해 나갈 예정이다(Balk et al., 2014).

27) https://www.kb.nl/sites/default/files/docs/strategicplan-2015-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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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KB의 Research Lab

KB는 연구자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은 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그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해나가는 것에 서비스 전략의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도서관이
그들의 연구를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Researcher-in-residence와 KB-fellowship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Researcher-in-residence는 2014년 여름부터 시작된 3～6개월 단위의 단기
연구 프로젝트들로 구성되며 비교적 신진 연구자(phDs 혹은 post-docs)들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디지털 인문학 연구자들은 연구부서와 컬렉션 부서
(Collections Department)의 직원들로 구성된 KB Digital Humanities team의
지원 하에 KB의 데이터를 이용한 혁신적인 연구방법개발을 진행한다. 그 결과
로 만들어진 데이터 도구 등은 Research Lab에 공개된다. 반면, KB-fellowship
은 Netherlands Institute for Advanced Study(NIAS)와의 합작투자로 인문학
분야에서 권위 있는 학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네덜란드 역사 텍
스트에 드러난 청소년 이미지를 연구주제로 하는 연구자 Els Stronks이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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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부터 fellow로서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자들은 KB에서 그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공개강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 밖에도 KB는 다양한 이벤트와 심포지엄, 워크숍 등의 개최를 통해 연구
자들에게 KB의 데이터 서비스를 알리고 끊임없이 데이터의 이용에 대한 서로
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KB의 데이터를 이용할 이용자층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용자
의 데이터 요구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나가는 일
련의 활동들이 앞으로 KB가 제공하게 될 수준 높은 데이터서비스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 호주 국립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NLA)
호주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NLA)은 국립중앙도서관,
LC, BL 등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웹페이지를 아카이빙 하는 사업을 꾸준히 시
행 해오고 있다.
NLA가 운영 중인 대표적인 웹아카이브로는 우선 PANDORA(Preserving
and Accessing Networked Documentary Resources of Australia)아카이브28)
가 있다(<그림 3-2> 참조). PANDORA는 1996년에 NLA의 주도로 시작된 국
가 웹아카이빙 사업으로 몇몇 주립 도서관 및 문화유산기관들과의 협력체제
하에 사회적 혹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웹페이지와 자료를 수
집해오고 있다. 예를 들면 협력기관인 The 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
는 호주 영화 및 음악과 관련된 웹자원, The Australian War Memorial은 군
역사와 관련된 웹자원, AIATSIS(Australian Institute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Studies)는 호주 원주민 관련 웹자원을 수집하고 있다.
PANDORA를 보완하는 또 다른 웹아카이빙 프로젝트로 AGWA(Australian
Government Web Archive)29)가 있다(<그림 3-3> 참조). 이를 통해 NLA는
2011년 중반부터 수집해 온 호주 연방정부의 웹사이트 및 디지털 출판물의 보
존 및 공공액세스를 지원하고 있다.

28) http://pandora.nla.gov.au/
29) http://webarchive.nla.gov.au/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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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PANDORA Archive

<그림 3-3> Australian Government Web Archive

2015년 7월, Australian Libraries Copyright Committee(ALCC)에 따르면
NLA의 납본대상범위를 확대하는 저작권법의 개정 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되었
다30). 47년 만에 개정된 ｢저작권법 1968(Copyright Act 1968)｣에 따라 2016년
30) http://libcopyright.org.au/news/collecting-digital-legal-deposit-extended-national-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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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는 모든 디지털 출판물이 납본대상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이러한 법적
근거 마련이 앞으로 NLA의 웹자원 아카이빙과 제공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NLA은 데이터와 관련하여 별다른 서비스 전략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
이미 연구 데이터 분야 쪽에서는 ANDS(Australian National Data Service)가
모범적인 형태의 국가 단위 연구데이터 수집 및 공유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웹아카이빙 사업을 포함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수집과 제공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NLA가 추후 어떠한 데이터서비스 전략을 내놓을 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 해외 주요 국가도서관 사례 분석 시사점
위에서 조사한 해외 국가도서관의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까지는 어떤 도서관도 본격적으로 외부 데이터를 체계적인 절차
를 통해 입수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곳은 없다. 둘째, 대부분의 도서관이 웹아
카이빙을 통해 웹자원을 데이터로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수준은 도서관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조사 대상 도서관들이 데
이터와 관련하여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
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 별도의 컬렉션으로 구성해서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디지털 컬렉션을 별도의 코퍼스로 구축해서 데이터서비스를 하는 방향이
고려되고 있다. 넷째,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는 않아도 데이터 큐레이션
과 관련된 내부 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다섯째, 데이터의 수집, 공
유와 관련하여 외부 기관과 적극적인 협력 및 대화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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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데이터 포털 서비스
2.1 국내 공공데이터 포털 서비스
공공데이터 포털31)은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
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창구이다. 2013년 10월 시행된 ｢공공데이터
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 공공데
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
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공공데이터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 즉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
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로 이용자가 접근하거나 전달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공공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은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 3.0의 핵심적
인 부분으로서, 국가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각종 서비스 및 경제활동을 창출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부 3.0의 핵심 과제인 데이터 개방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법｣에 발맞추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
체, 공공기관에 분산된 개방 데이터를 일원화하여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파일데이터, 오픈 API, 시각화 등 다양한 방식으
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포털은 궁극적으로 데이터 제공자와 이용자가
상호 연결되어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추구하고 있다.
각 지자체나 기관이 개방한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 파일 활
용 신청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반해, 공공데이터 포털에서는 별
도의 절차 없이 바로 필요한 데이터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 근거 법률 및 서비스 현황
2013년 11월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공
공기관의 데이터 개방과 민간의 이용 활성화를 전담 지원하는 실무 조직으로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개소 이래, 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법｣
31) https://www.da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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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에 따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설치·운영되며, 공공데이터 생성, 개방, 활
용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공공과 민간의 접촉점에서 양질의 공공데
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간의 창의적 활용을 종합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표 3-1> 참조).
각 기관이 생성하거나 수집·취득하는 자료 또는 정보가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지「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
라 시행 방법이 상이하다. 각 기관의 일상적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 생성하거
나 또는 외부에서 수집·취득한 공공데이터 중 기업 등의 비즈니스 활용 또는
창출을 위한 산업적 활용 차원 성격의 자료 또는 정보를 기계판독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이
포함된 데이터는 공개 대상이 아니며, ｢공공데이터법｣ 제17조 2항에 의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부분제공이 가능하다.
공공데이터의 목록 등록·관리는 해당 공공데이터의 소유권을 가진 개별 공공
기관이 직접 등록·관리한다. 개별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법｣ 제12조에
따라 해당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업무를 총괄할 공공데이터
※ 공공데이터법의 주요 내용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데이
터를 의무적으로 개방하고 국민에게 공공 데이터 이용권 보장
2) 국민, 기업이 공공 데이터를 쉽고 편리하게 가공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
3) 범정부 차원의 공공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 마련
4) 공공 데이터의 안정적인 품질관리와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해 품질 진단·평가, 개
선지원 등 필요한 조치 실시
5) 공공 데이터 관리·제공과 관련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건
전한 공공 데이터 이용문화 조성
6) 공공 데이터의 제공에 관하여 해당 공공기관과 그 소속의 공무원의 업무상 면책 조항
마련
※ 공공데이터법 제21조(공공데이터포털의 운영)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통합제공시스템(이하 “공공데이
터포털”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데이터포털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공공데이
터의 연계, 제공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공공데이터포털의 구축·관리 및 활용촉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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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공표해야 한다.
<표 3-1>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체계 별 역할
구 분

주 요 역 할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y
y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에 관한 총괄 심의·조정·점검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기관 간 정책 및 이견 조정

행정자치부
(위원회 운영 간사)

y
y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수립 및 추진 총괄
법제도 정비, 주요 기본계획 수립

공공데이터 제공분쟁조정위원회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y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중단에 관한 분쟁조정

국가오픈데이터포럼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y
y

공공데이터 개방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정보 교류
민간부문의 공공데이터 의견수렴 및 자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y
y
y
y
y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정책 전문 지원
공공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창업 멘토링 등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대국민 홍보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추진체계 운영 지원 등

공공데이터 제공책임 기관
(개별 중앙·지자체·공공기관)

y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총괄

2015년 8월 현재 공공데이터 포털(<그림 3-4> 참조)에 데이터를 개방한 공
공기관은 총 802곳이며, 파일데이터 12,580 건, 오픈 API 1,771 건, 데이터시각
화 251 건이 등록되어 있다. 2015년 1월에서 6월까지 정보 다운로드 건수는
28만여 건으로 지난 2년간 다운로드 된 11만 5천여 건의 2배가 넘는다. 이 중,
데이터시각화 자료는 조회 수가 100건이 넘는 자료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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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공공데이터 포털 첫 페이지 화면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은 스프레드시트, CSV, 텍스트문서,
XML, 이미지, PDF문서, HTML문서 등의 형식으로 배포되고 있다. 행정자치
부의 공공데이터 개방기준에 따르면 데이터셋의 파일 형식은 CSV, JSON,
XML 등 특정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지 않는 오픈 포맷 형식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기계판독이 불가능한 형태의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서 반드
시 기계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을 생성·구축해야
한다. 또한 공공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
(포맷)의 상위요건이상을 적용하여 생성·구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표 3-2>
참조). 기존에 웹사이트 등에서 HTML 등의 방식으로 공개하던 공공데이터의
경우 이용자가 데이터 자체를 제공받아 가공 또는 활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계판독이 가능한 포맷으로 변환하여 생성·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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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공공데이터 유형별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포맷)’의 권고사항
최소요건 예시

상위요건 예시

최상위요건 예시

텍스트

hwp, doc(x), ppt(x) 등

json, xml 등

rdf 등

수치

xls(x) 등

csv, json, xml 등

rdf 등

이미지

jpg, png, gif, bmp, ai 등

json, xml 등

rdf 등

영상

wmv, avi, mpg, mkv, swf, fla 등

json, xml 등

rdf 등

오디오

mp3, wav, swf 등

json, xml 등

rdf 등

멀티
미디어

• 최소요건: 텍스트, 수치, 이미지, 영상, 오디오 등 공공데이터 유형별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최소요건을 충족시키는 데이터 소스 포맷으로 생성하는 유형
• 상위요건: 텍스트, 수치, 이미지, 영상, 오디오 등 공공데이터 유형별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최소요건을 충족시키는 데이터 소스 포맷에 표준 오픈 메타데이
터를 추가 생성하는 유형
• 최상위요건: 텍스트, 수치, 이미지, 영상, 오디오 등 공공데이터 유형별 기계 판독
이 가능한 형태의 최소요건을 충족시키는 데이터 소스 포맷에 연관 데이터의 연
계·활용이 가능한 표준 오픈 메타데이터를 추가 생성하는 유형

행정자치부는 ｢공공데이터법｣ 제23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
성화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시 적용하기 위한 공통 개방 기준과 데이터
셋 분야별 개방 기준(제공항목, 속성정보, 제공형식 등) 및 기타 데이터 개방
표준을 정의하고 있다. 동일한 분야의 데이터인데도 제공 기관마다 데이터를
제공하는 형식과 항목, 개방 기준이 달라 이용자가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014년 11개 분야의 표준을 제정한 데 이어, 2015년 8월
CCTV, 도서관 등 11개 분야의 표준을 추가로 고시하였다. 동일한 의미로 사
용되는 유사 행정용어를 통합하고, 각 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용어, 도
메인, 표준코드를 마련하는 등 메타데이터를 정비하여 데이터 설계 및 구축
시 일관성을 유지하고, 결과적으로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계획을 추진
하고 있다(<표 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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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도서관 분야의 데이터 개방 표준(안)
제공항목

번
호

항 목 명

1

도서관명

2

3

시도명

시군구명

필수/
선택
필수

속성정보
설 명

허용 데이터

도서관 명칭

필수

도서관이 있는 광
역시·도 명칭

필수

도서관이 있는 시·
군·구의 명칭
(* 기초자치단체에
속하는 기관명으로
최하위 기관명을
표기)

서울특별시/부산광역
시/대구광역시/인천
광역시/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울산광역
시/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강원도/충청
북도/충청남도/전라
북도/전라남도/경상
북도/경상남도/제주
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작은도서
관/장애인도서관/병
원도서관/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어린
이도서관/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전문도
서관

표현형식/

예시

단위
text

갈산도서관

text

제주도(X)
제주특별자치도(O)

text

서울특별시 중구(X)
중구(O)

text

공공도서관

4

도서관유형

필수

도서관의 주된 목
적과 규모 등에 따
른 유형 구분
(* ｢도서관법｣에
따른 구분)

5

휴관일

필수

도서관 정기
휴관일

text

예시1)매주월요일
예시2)국가지정공휴일

6

운영시작시각

필수

도서관 (전체의)
운영 시작 시각

HH24:MI

09:00

7

운영종료시각

필수

도서관 (전체의)
운영 종료 시각

HH24:MI

18:00

8

열람좌석수

필수

도서관 내
열람석 좌석수

N/석

200

9

자료수(도서)

필수

도서관 내
도서자료 수

N/권

500000

10

자료수
(연속간행물)

필수

도서관 내
연속간행물
자료 수

N/종

250

11

자료수
(비도서)

필수

도서관 내 비도서
자료 수

N/점

400

12

대출가능권수

필수

도서관에서 개인당
대출 가능한 최대
권 수

N/권

3

13

대출가능일수

필수

책 대출 가능한
최대 기간 (일 단위)

N/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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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재지도로명
주소

필수

도서관의 위치에
대한 상세 도로명
주소
(* 시군구명 모두
입력)

15

운영기관명

선택

도서관 운영기관
이름

text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16

도서관
전화번호

필수

도서관 대표 전화
번호

NNN-NNN
N-NNNN

XXX-XXXX-XXXX

17

부지면적

선택

도서관 부지 면적

N/㎡

330

18

건물면적

선택

도서관 건물 면적

N/㎡

475.2

19

홈페이지주소

선택

도서관 홈페이지
주소(URL)

text

http://www.bppl.or.kr

선택

도서관의 위도좌표
(* 주출입구 좌표값
입력
* WGS84좌표)

NN.NNNN
NNN
(소수점7
자리)

34.1234567

NNN.NNN
NNNN
(소수점7
자리)

123.1234567

YYYY-MM
-DD

2014-10-10

20

위도

21

경도

선택

도서관의 경도좌표
(* 주출입구 좌표값
입력
* WGS84좌표)

22

데이터
기준일자

필수

데이터 작성 기준
일자

text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
부토로 254 (갈산동)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된 데이터는 제공기관 성격에 따라서 국가행정기관,
자치행정조직, 교육행정조직, 입법조직, 사법조직, 헌법조직, 경제자유구역청(조
합), 교육기관, 공공기관, 위원회 및 경제자유구역청, 기타기관으로 구분하여
개방하고 있다. 이 중 자치행정조직,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이 공개하는 비중
이 절대적으로 높고, 이외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저조하다(<표 3-4> 참조).
<표 3-4> 제공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2015년 8월 24일 기준)
분야

파일데이터 수

비율(%)

오픈API 수

비율(%)

자치행정조직

8,185

65.1

444

25.1

공공기관

2,190

17.4

768

43.4

국가행정기관

1,927

15.3

520

29.3

교육행정조직

246

2.0

18

1.0

기타

32

0.2

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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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공공데이터 포털의 데이터셋 제공 화면

파일 데이터셋 제공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치행정조직 별로
공공데이터 포털에 데이터를 개방한 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파일데이터와
오픈 API 모두 점유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5> 참조). 경기
도의 경우 정보화사업의 초점을 빅데이터에 맞추고 모든 의사결정에 빅데이터
개념을 도입한 데이터 기반 도정 혁신을 추구하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32). 서울시의 경우 공공데이터 포털에는 제공하지 않고 서울시 자체 공공
데이터 포털인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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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높은 반면,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포털(data.gg.go.kr)은
2015년 9월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제공되는 데이터의 규모가 크
지 않다. 경기도 다음으로 데이터 개방에 적극적인 부산시의 경우도 마찬가지
로 자체 공공데이터 포털은 2015년 2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표 3-5> 지자체별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2015년 8월 24일 기준)
지자체

파일데이터 수

비율(%)

오픈API 수

비율(%)

서울

626

7.65

28

6.31

부산

1,022

12.49

50

11.26

대구

393

4.80

11

2.48

인천

438

5.35

11

2.48

광주

293

3.58

8

1.80

대전

108

1.32

17

3.83

울산

317

3.87

0

0.00

세종

66

0.81

0

0.00

경기

1,539

18.80

52

11.71

강원

321

3.92

12

2.70

충북

282

3.45

0

0.00

충남

391

4.78

15

3.38

전북

554

6.77

55

12.39

전남

650

7.94

26

5.86

경북

334

4.08

90

20.27

경남

560

6.84

24

5.41

제주

291

3.56

45

10.14

32) 이상용. 2015. 공공데이터포털 분석을 통한 충북의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방안. 충북FOCUS No.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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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는 교육, 국토관리, 공공행정, 재정금융, 산업고용, 사회복지, 식품건
강, 문화관광, 보건의료, 재난안전, 환경기상, 과학기술, 농축수산, 통일외교안
보, 법률 등 총 1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표 3-6> 참조).
<표 3-6> 분야별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2015년 8월 24일 기준)
분야

파일데이터 수

비율(%)

오픈API 수

비율(%)

공공행정

2,463

19.58

188

10.62

문화관광

1,322

10.51

270

15.25

산업고용

1,155

9.18

224

12.65

사회복지

1,001

7.96

59

3.33

보건의료

912

7.25

75

4.23

환경기상

853

6.78

73

4.12

교통물류

847

6.73

181

10.22

국토관리

798

6.34

86

4.86

교육

689

5.48

125

7.06

농축수산

548

4.36

114

6.44

재난안전

546

4.34

38

2.15

과학기술

478

3.80

136

7.68

식품건강

399

3.17

85

4.80

재정금융

385

3.06

54

3.05

통일외교안보

152

1.21

51

2.88

법률

32

0.25

12

0.68

공공데이터 중 활용신청 빈도가 높은 분야는 교통(교통사고 통계, 지하철 승
하차인원 통계), 산업경제(중소기업 검색, 전국주요상권현황, 주요산업단지 현
황, 공장등록 현황), 교육(교육기본 통계-초·중·고·대), 문화관광(농어촌 체험관
광, 제주도 관광객 유동인구 현황) 등으로 나타났다(<표 3-7> 참조). 활용신
청 빈도를 살펴보면 공공데이터 영역 중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영역을 짐작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의사결정과정에 공공데이터 분석 결과가 반영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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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고 볼 수 있다. 주요 데이터 중 교통사고 데이터는 지역 교통사고 추이나
발생지점을 분석하여 신호등 체계 개선, CCTV 설치, 단속 강화 등에 활용되
며, 전국주요상권현황은 지역별·시간대별 상권분석을 통한 시장인프라 개선,
업종 추천 등에 활용되고 있다. 유동인구 DB는 경제, 안전, 문화, 산업,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다.
오픈 API 1,771건 중 실제 활용신청건수가 100회가 넘는 것은 총 80건이었
다. 대중교통(버스 노선, 위치, 도착, 정류소), 주소(도로명, 지번), 기상정보(일
기예보, 대기오염), 관광정보(국문, 영문, 중문) 조회 서비스가 주를 이루었다.
8월 1일부로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변경되었으므로, 새 우편번호 조
회 서비스도 앞으로 많이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7> 활용신청 빈도 순위
(2015년 8월 24일 기준)
다운로드

파일데이터 제목

1

교통사고통계

6,774

도로명주소조회

5,960

2

중앙행정기관 주요 직위 명부

3,760

동네예보정보조회

2,394

3

교육기본통계(초·중·고등학교)

3,359

국문 관광정보

2,377

4

유동인구DB

2,920

지번주소조회

2,306

5

전국주요상권현황

2,748

노선정보조회

2,230

6

교육기본통계(대학교)

2,745

버스위치정보조회

1,854

7

중소기업확인DB

2,606

버스도착정보조회

1,424

8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2,565

정류소정보조회

1,176

9

중소기업검색

2,441

대기오염정보조회

941

10

제주도 유동인구 현황(관광객)

1,703

버스도착정보조회
(REST)

716

건수

오픈 API 서비스

활용신청

순위

건수

OECD에서 격년제로 발간하는 정부백서(Government at a Glance)에 따르
면, 2014년 OECD에서 실시한 공공데이터 관련 설문조사 가운데 가용성, 접근
성, 정부지원의 3개 분야로 구성 및 평가하는 공공데이터 개방지수에서 한국
은 0.98/1.0 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33) 가용성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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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OECD가 강조하는 데이터(선거, 중앙·지방재정 지출, 인구)를 모두 개방
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가 407개로 조사대상 국가에서 가장 많
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접근성 분야에서는 공공데이터 포털의 공공데이터 개
방으로, 민간에서의 데이터 이용을 위한 접근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외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를 각 산업 분야에 활
용해야 할 기업에선 “쓸 만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필요한 정보인데 공개되지 않거나 과도한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
업 대다수는 가공되지 않은 ‘로데이터(raw data)’를 제공받기를 원하지만 각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은 가공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관
행이 바뀌지 않은 탓이 크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주차장’을 검색하면 일부
지자체가 올린 파일에는 정작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주차장 요금, 운영시간이
빠져 있는 등 데이터의 질이 부실한 문제도 여전했다. 이렇다 보니 공공데이
터 활용 사례 550건 중 246건이 국문관광정보(한국관광공사), 도로명주소(미래
창조과학부) 등 단순한 정보를 연동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34).
또한 이렇게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추진의지는 높은 반면 데
이터 품질 및 관리 측면에서는 취약하다는 평가가 월드와이드웹재단(World
Wide Web Foundation) 보고서에서 발표되었다35). 우리나라는 2014년 조사대
상 86개국에서 17위에 랭크되었지만 전년에 비해 5단계 하락하였다. 특히 데
이터의 활용 및 영향력 측면에서 상위에 랭크된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영국과 미국이 100점인데 비해 한국은 48점)를 받았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공공정보의 활용을 위해 이미 미국, EU,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강력한 국가주도의 정책을 실
행하여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링크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초기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활용은 국가 및 공공영역에서 공공의 정보를 국민에
게 개방함으로써 공공영역의 업무와 경영실태를 투명하게 운영하는지를 감시
하는 차원이었다. 민간의 입장에서는 이를 감사 및 공개행정 입장에서 열람하
고 활용하는 용도를 넘어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재사용 방
안이 상대적으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 급증하
33) OECD. 2015. “Open government data”, in Government at a Glance 2015. Paris: OECD Publishing.
DOI: http://dx.doi.org/10.1787/gov_glance-2015-48-en
34) http://news.donga.com/3/all/20150708/72344721/1
35)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오픈데이터 플랫폼과 국가 데이터 전략방향. IT & Future Strategy, 16호.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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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활용수요에도 불구하고 공공 영역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의 제공이 아닌
대국민 활용을 위한 서비스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공공영역에서 생산하
는 공공데이터의 양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공
공기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36).

나.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의 경우 가장 모범적인 서비스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공공데이터 포털인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그림 3-6> 참조)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매시업 등
창의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오픈 API와 개발자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 공공 데이터 공유와 활용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기 시작
해 2012년 5월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13년 4월 링크드 오픈 데이터(Linked
Open Data, LOD) 베타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은 초기에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지리 정보부터
점차 서울시 보유 대다수 데이터를 개방하였고, 2015년 8월 현재 53개 기관에
서 제공받은 데이터셋 4,108 건, 오픈 API 3,003 건, 데이터시각화 80 건이 등
록되어 있다.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이외에도, 행정자치
부의 공공데이터 포털의 API 서비스 목록과 민간기관 및 개인이 보유하고 있
는 공공 데이터목록을 통합 제공하는 카탈로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서울
시는 열린 데이터 광장이 공공기관의 자료 제공을 뜻하는 좁은 의미의 공공
데이터 개방을 넘어 공공기관, 기업, 민간이 서로 자신이 가진 데이터를 경계
없이 공유하는 진정한 의미의 오픈 데이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추후 타 공
공기관과 기업, 시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익성 데이터로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36) 윤소영. 2013.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링크드 데이터 국가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0(1): 25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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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첫 페이지 화면

서울시는 업무부서별로 보유한 데이터의 내용과 소재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그 중 개방이 가능한 데이터 목록을 작성한 후, 여기에 공공데이터로서
수요가 많고 활용성이 높은 것을 추가로 목록에 포함시켜 최종 목록을 작성하
였다. 유용한 데이터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수요자와 제공자,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는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요자 관점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민간 수요자, 기업 수요자, 학교·연구소를 대상으로, 제공자 관
점에서는 포털, 이동통신사, 앱 개발센터, 민간 개발자를 대상으로 설문과 인
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서울시 공공데이터 관련 키워드를 포함한 트윗 22만
개 등 SNS 상의 수요까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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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은 공공데이터 개방 지침을 마련하고, 25개 자치구의
열린 데이터 광장과 연계되어 있다.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공
공데이터는 교통, 일반행정, 도시관리, 교육, 안전, 산업경제, 복지, 보건, 환경,
문화관광 분야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표 3-8>, <표 3-9> 참조).
<표 3-8>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공공데이터 분류체계
(2015년 8월 24일 기준)
대분류

중분류

제공 데이터 건수

교통

교통시설, 교통운영, 대중교통, 물류수송, 자가교통

144

일반행정

재정/예산/세무, 정보통신, 정책, 통계, 행정

536

도시관리

건축, 도로, 도시계획, 부동산, 상수도, 주택, 하수도, 하천

155

교육

평생교육, 학교교육, 학술

98

안전

소방, 시설물 안전, 재난

95

산업경제

경제, 고용노동, 국제교류, 산업, 에너지 자원, 창업/벤처

414

복지

가족/다문화, 노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여성복지, 일반복지, 장애인복지

252

보건

보건의료, 식품, 의약품

1,650

환경

공원녹지, 기상, 대기환경, 생활환경, 수질, 토지환경, 폐기물

250

문화관광

관광, 문화, 체육

514

※ 서울시 공공데이터 개방 지침
1)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를 평등하게 제공한다.
2) 공공 데이터는 비공개 대상을 제외하고 모두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편적이고 일원화된 데이터 접근 경로를 제공한다.
4)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되고 다양한 데이터 제공방식을 통해 제
공하는 것을 지향한다.
5) 시민이 자유롭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원본 데이터를 제공한다.
6) 공공 데이터는 무료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7) 공공 데이터는 저작권자 표시조건만으로 자유이용을 허락함을 원칙으로 한다.
8) 공공 데이터는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를 원칙으로 한다.
9) 공공 데이터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데이터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10) 공공 데이터 제공 및 활용을 위한 기반조성 및 제도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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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 등록되는 오픈 API 서비스에 등록되는 메타데이터 값
번호

출력명

출력 설명

1

DB_NM

공공정보그룹명

2

DT_NM

공공정보명

3

INF_ID

서비스ID

4

INF_NM

서비스명

5

PAR_INFO_TYPE_ID

상위분류체계ID

6

INFO_TYPE_ID

분류체계ID

7

PAR_INFO_TYPE_NM

상위분류체계명

8

INFO_TYPE_NM

분류체계명

9

INF_TAG

태그

10

MNG_ORGAN_NAME

제공기관

11

MNG_STATION_NAME

제공부서

12

MANAGER_NAME

담당자명

13

MANAGER_PHONE

담당자연락처

14

DATA_REG_DTTM

DATA등록일

15

LINK_DESC

원본시스템

16

LINK_URL

원본시스템 링크

17

COPYRIGHT_PERSON_NAME

저작권자명

18

COPYRIGHT_PERSON_PHONE

저작권자연락처

19

COPYRIGHT_3YN

제3저작권자

20

SOURCE_TYPE

원본형태

21

CHNG_LOAD_CYCLE

적재주기

22

INF_CCL

이용허락조건 코드

23

INF_CCL_NM

이용허락조건

24

SRV_TYPE

서비스유형

25

INF_EXP

서비스설명

26

SHORT_URL

바로가기 URL

27

LAST_UPD_DTTM

최종수정일자

한편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제공하는 데이터 외
의 데이터도 많이 공개되어 있다. 실제로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수해
예방정보 데이터셋(<그림 3-7> 참조)은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제공하는
파일을 이용하도록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개별
데이터셋의 연관 데이터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공공데이터 포털에서는 ‘수해
예방정보’라는 제목으로 모아놓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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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의 데이터셋 제공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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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사례
행정자치부(당시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12년 국가지능형 연
계체계 구축을 목표로 공공DB피디아37)를 만들어 24개 데이터셋과 약 1만3천
건의 자료를 기반으로 약 5만 건의 링크드 데이터를 시범적으로 구축하였다.
각 기관에 생성 및 분산된 공공데이터를 위키피디아 형태의 구조로 연결하여
민간의 정보 접근, 이용, 가공이 용이하게 만든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연계체
계로, 웹에 분산된 공공데이터를 민간부문이 손쉽게 접근하여 새로운 앱과 상
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태를 링크드 오픈 데이터(Linked Open
Data, LOD) 방식으로 구축하고, LOD 기반 플랫폼을 바탕으로 기존 다양한
데이터 형태를 LOD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공공데이터 활용
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시범사업이후 현재는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다. LOD는 데이터 자체가 많고 이를 연결할 수 있는 요소가 많
아야 의미가 있다. 국내에선 아직 LOD를 활용하는 사례가 적은 편이지만, 공
공데이터 품질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고 국가 DB 사업이나 공공데이터 사업에
서 LOD를 권장하면서 특허청, 국립수목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교육학술정보
원 등 10개가 넘는 기관에서 LOD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 시맨틱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부문의 사례로는
국토지리정보원의 3차원 지도 기반 인문지리정보 시맨틱 검색 포털서비스인
국토포털38)이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인문지리정보의 지식기반 구축에 머물
지 않고 지리적 위치를 기반으로 한 온톨로지를 중심으로 인문지리정보를 연
계하고 통합하여 구축하였다. 온톨로지 구조를 통해 검색된 각종 인문지리정
보를 지오웹 플랫폼 기반의 3차원 공간정보상에 융·복합한 차세대 GIS 서비
스체계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자 위치 중심의 다양
한 인문지리정보를 현장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에서 직접 다양한 목적에 맞추어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표준화된 개방
형 연계서비스(오픈 API)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
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속적인 구축사업을 위해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예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예규에는 인문지리정보 분
류체계 표준, 통합DB 속성정의서, RDF 데이터 형식, 온톨로지 구축 품질관리
표(온톨로지 모델링, 온톨로지 인스턴스), 온톨로지 구축 품질관리총괄표를 제
37) http://lod.data.go.kr
38) http://www.land.go.kr/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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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등 작업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에서 아파트 전·월세거래량이 많은 지역, 여성안심지킴이집 확
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책지도 311종을
개발하였다.39) 서울 정책지도는 시가 보유한 기초적 행정자료와 지리정보시스
템(GIS) 기법을 결합한 공간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안전한 서울(안전, 재
난), 따뜻한 서울(복지, 주거), 꿈꾸는 서울(경제, 일자리), 숨쉬는 서울(환경,
교통) 4개 정책목표와 15개 주제로 제작하였다. 그런데 서울시는 2015년 9월
기본지도를 네이버지도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신규 오픈 API
발급을 중단하고, 기존 API도 서비스는 계속 하되 갱신은 되지 않는다고 공지
하였다.
서울 유동인구DB40)는 서울 주요 만 여 지점의 유동인구 실측정보, 인구가
구주택, 사업체 정보 및 집계요약 자료,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인구, 공시지가
정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동인구 융복합 정보서비스이다. 위치기반 시계열
유동인구 정보, 시계열 상주인구, 대중교통인구 및 사업체 집계요약정보 구축
을 통해 지역분석정보, 타깃분석 정보 등을 제공하여, 개인 창업 및 소상공인
을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정보 및 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을 위한 분석정보를
제공한다. 정부 3.0 기조에 맞추어 가치 있는 정보의 생산, 공개, 빅데이터 기
반의 공간분석을 통해 도시의 역동적인 변화모습을 이해하고, 소상공인 지원
을 위한 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비즈니스,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였
다. 기존 유동인구 DB를 통해 축적된 자료를 사업체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등
의 각종 통계자료와 융복합하여 GIS 기반의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트렌
드 분석 정보 제공을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추진하고
있다.
상권분석 서비스 이용을 통해 창업을 위한 자영업자 1인 평균 5일의 소요시
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함에 따라 약 1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
며, 서울시 개인사업자 60만 명 중 연간 사업체 변동율 30%를 적용할 경우
연간 1800억 원의 비용절감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이 생산할 수
없는 공공정보를 융복합 분석하여 개방을 통해 450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
는 정보로 생산하고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공공정보 공동 활용성 강
화 및 새로운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39)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30908371948791
40) http://115.84.164.178/seoul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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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활용사례로는 2012년 서울시 유동인구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14년 5월
덕수궁길 구간을 점심시간에 한해 보행전용거리로 시범운영한 전력이 있다.
서울시와 SK텔레콤은 MOU를 통해 서울시에서 조사한 유동인구 실측조사 자
료를 SK텔레콤에 제공하고, SK텔레콤은 유동인구 추정을 위한 지점별 휴대
전화 사용량 등 기초자료를 서울시에 제공하였다. 구글 협력업체인 ㈜포도에서
는 서울유동인구DB를 활용하여 서울시 유동인구 앱을 출시하기도 하였다. 하지
만 다운로드 수는 누적 1000건 이하로 저조한 편이었다.

2.2 해외 공공데이터 포털 서비스
해외의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호주 등 주
요 선진국들은 공공 포털을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과학 및 연구 등 14개 주제로 공공 포털 서비스를 통
해서 데이터셋 134,561개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은 환경 등 10개 주제로 데
이터셋 20,178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호주는 커뮤니티 서비스 등 25 개 그
룹으로 데이터셋 5,228개를 제공하고 있다.

가. 미국
미국은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참
여하는 ‘Open Government Initiative’를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을
진행하고 있다.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을 증진시
키는 것을 목표로, 미국 연방정부는 각 기관별로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통합
적으로 제공하는 ‘Data.gov’41)라는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운
영하고 있다(<그림 3-8> 참조). 2014년 5월 ‘Open Data Action Plan’을 발표
하고, 주정부 50개를 대상으로 오픈데이터의 수준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1위
하와이, 2위 일리노이 순으로 나타났다.

41) http://www.dat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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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Data. gov.

미국은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가 발표한 지
침을 통해 열린 정부의 3대 원칙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세
부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공공정보의 온라인 공개와 관련하여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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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지 않았던 고품질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
해 별도의 웹 공간을 마련하고 정부자유법에 의해 요청된 정보공개요구 중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연간10%씩 감축하도록 하였다. 정부정보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고위급 공무원을 책임자로 임명하여 공공정보의 품질관리를 하도
록 하고 연방정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 방안을 강구하
도록 하였다. 또한, 열린 정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기관들의 열린 정부
활동을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열린정부게시판(Open Government
Dashboard)을 개설하고 공공정보의 개방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장려할
수 있는 성과보상제도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각 정부기관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열린 정부 시행계획(Open Government Plan)을 수립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마
지막으로 열린 정부 정책을 실현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장애가 되
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OMB 산하의 정보 및 규제실(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로 하여금 기존의 제도와 법령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
도록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한 미국의 공공데이터 정책은 10개의 주정부에서 이행되고
있으며, 포털은 공공데이터 정책 여부와 관계없이 24개 주에서 제공하고 있다.
14개 주정부는 공공데이터 정책이 없지만,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버몬트, 인디
애나 등 시정부가 개별적으로 공공데이터 정책과 포털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 정부를 중심으로 한 공공데이터 포털 서비스 외, ‘Zillow(부동산,
연매출 600억원)’, ‘WestLaw(법률, 연매출 3,400억원)’ 등과 대규모 기업이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서비스가 등장하게 되었다. ‘Zillow’는 집을 구하려
는 사람들이 가격·크기·형태와 같은 단순한 부동산 정보뿐만 아니라 그 집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주변 정보를 원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정부에서 관리
하는 지역GIS(지리 정보시스템), 인구통계정보, 학군정보 등을 제공받아 부
동산 정보와 융합한 대표적인 공공데이터 포털 서비스이다. 2011년 질로닷컴
은 6천만 달러(약 68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지금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약 1조1,300억원)에 달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2014년 기준으로 미국
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500개 기업을 통해 데이터의 흐름과 활용사례를
조사하는 ‘OPEN DATA 500’ 프로젝트를 수행 중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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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국
유럽연합(EU)은 2011년 12월 경제성장 및 사회현안 해결, 과학기술 선도, 행정
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EU기구와 27개 회원국 공공기관의 모든
공공데이터의 온라인 개방을 의무화한 ‘Open Data Strategy’를 수립해 발표하였
다. 또한 각국의 공공기관이 생산한 공공정보를 의무적으로 재사용하도록 하는 ‘공
공정보 재사용에 관한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영국은 이 지침에 따라 2005년
유럽연합 회원국 중 가장 먼저 ‘공공정보 재이용 규칙’을 제정했고, 공공데이터 통
합 민간개방 창구인 ‘Data.gov.uk’42)를 개설해 2010년부터 본격적인 개방을 시작
하였다(<그림 3-9> 참조).

<그림 3-9> Opening Up Government

영국이 제공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포털 서비스는 환경 등 10개 주제로 20,178
개의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 환경 분야 데이터가 3,980개로 가장 많
이 수집, 제공되고 있다.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 포맷은 주로 CSV(3,402개),
XLS(1,820개), HTML(1,433개), PDF(954개) 등이며, 모두 357개의 응용프로그
램을 소개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12년 6월 28일 ‘데이터 개방 계획(Open
42) http://data.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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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White Paper)’을 발표하였다. ‘데이터 개방 계획’은 정부의 데이터를 무료
로 개방해 일반 기업은 물론 연구단체 및 개인이 웹 포털(data.gov.uk)에서 쉽게
공공데이터를 확인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정책이다(박원준, 2014).
‘Open Data Strategy 2014-2016’을 발표한 이래, 오픈데이터를 통해 직접적(18억 파운
드), 간접적(68억 파운드) 경제효과 창출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영국의 200개 기업을 분석
한 결과, 새로운 유형의 기업이 등장하여 수익 창출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공공데
이터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은 데이터를 수집・취합하여 새로운 가
치를 창출하는 Aggregator, 자신들의 서비스・제품 개선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
하는 Enricher, 다른 기업 또는 개인에게 데이터 플랫폼, 기술을 제공하는 Enabler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영국은 공공데이터 통합 민간개방 창구(data.gov.uk)를 개설하여 일반 기
업은 물론 연구단체 및 개인이 쉽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포털 방문자는 약 280만 명, 매월 방문자 중 약 70%가 새로운 방문
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방문자의 국적은 영국 (81%), 미국(2.7%), 인도(1%) 등의
순으로 매우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영국의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
한 정부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Where Does My Money Go'43)로 정부 기관의 세출 데이
터를 수집・정리하여 세금 사용 내역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그림 3-10> 참조).

<그림 3-10> Where Does My Money Go
43) http://wheredoesmymoneyg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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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공공데이터의 활용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영국지방정부들의 연합체인 Local Government Association(LGA)
은 지방정부가 가진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통해 서비스의 질과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현대적이고 민주적인 스마트 지방정부(혹은 스마트 도시)
구현을 추진하고 있다.44)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으로 보다 많은 정보를 얻
을 수 있어 공공서비스의 향상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터의 개방과 활용으로 신
뢰를 높일 수 있어, 민주적인 지방정부를 지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영국의 지방정부 수준에서 공공데이터의 활용은 환경, 교통, 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요한 활용은 공간정보(GIS)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런던의 경우, 대기오염과 관련해 공공데이터를 민간부문
(Cambridge Environmental Research Consultant, CERC)에 제공하고, 공공데
이터를 제공받은 CERC은 수시로 변화하는 대기의 품질예측을 지도상에 표기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기오염 정보 시스템인 ‘airTEXT’45)는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민간부문에서 이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
공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그림 3-11> 참조).

44) http://lginform.local.gov.uk
45) http://www.airtext.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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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airTEXT

‘Multimap’은 대기오염 예측과 마찬가지로 우편번호를 검색하게 해주는 지도
검색서비스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으며, ‘FindMap’46)
은 하천 네트워크, 토양 투수성, 홍수위험 평가 등 50개 이상의 공공데이터를
게재하는 Web GIS 기능을 부가하고 있고 데이터를 2차적인 용도로도 활용하
는 것이 가능하다(<그림 3-12> 참조).

46) http://www.findmaps.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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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FindMap

다. 호주
호주는 2009년 12월 Gov. 2.0 TF팀이 정부차원의 열린 정부 선언을 촉구
하는 보고서인 ‘Engagement: Getting on with Government 2.0’을 발간하였
다. 이 보고서는 웹2.0이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참여의 촉진,
공공정보(Public Sector Information)를 국가적 자산으로 활용하여 열린 정부
의 실현이라는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후 2010년 3월에는 호주 정부 개혁
자문위원회에서 정부개혁을 위해 ‘Ahead of the Game: Blueprint for the
Reform of Australian Government Administration’을 제시하고, 같은 해 7월
에는 재정 및 규제완화부(Ministry of Finance and Deregulation)에서 ‘열린
정부선언(Declaration of Open Government)’을 발표하였다. 또한 호주는 정
부2.0을 통한 열리고 투명한 문화로의 전환 및 시민과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Data.gov.au’47)를 개설․운영해왔다. 사이트는 현재 125개 정부기관의 3,360개
데이터셋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요구를 계속 접수 받고
있다(<그림 3-13> 참조).

47) http://www.data.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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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Data.gov.au

2013년 8월 호주정부정보관리국(Australia Government Information Management
Office, AGIMO)는 다음과 같은 호주 공공서비스 빅데이터에 관한 6가지의 원
칙을 제시했다.
① 데이터는 국가의 자산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② 프로젝트 생애주기 전체에서 개인정보와 보안을 고려해야 한다.
③ 데이터의 무결성 및 프로세스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 데이터 분석에 관한 경험․기술의정부기관․산업체등과의 적절한 공유
가 이루어져야 한다.
⑤ 정부기관은 산업체, 연구소, 학계 등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협업
을 강화해야 한다.
⑥ 정부기관은 혁신 장려와 아웃소싱을 위해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이행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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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사점
공공데이터 포털 서비스의 제공 현황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국내 및 해외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결과 다양한 법률적, 행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단기
간에 다양한 데이터가 비교적 표준화된 방식으로 공개되고 있었다.
해외의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와 관련된 정부 정책과 서비스 사례에서 확
인할 수 있었듯이,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공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이미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
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고 공공데이터 개방에 적극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공유문화의 부족, 성과 과시적 정책 추진, 표준 및 품
질 부족, 관련 기술, 전문가 및 전문기업 부족 등이 공공데이터 서비스 이용
촉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국내의 공공데
이터 포털 서비스는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가 데이터 제공 건수 및 다운로드
건수 등 양적인 측면 위주이거나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양적인 면만을 지나치
게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국내 공공데이터 포털 서비스의 공공데이터 중
76%가 버스노선 및 택배에 치중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경제적으로 활용된 데
이터는 1.5% 뿐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한국경제, 2014.11.3.).
이러한 시점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맞춘 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가 더욱 요구되며, 이를 위해 데
이터의 구조 및 형식, 제공방식, 보존 방안 등에 대해 보다 고민해야 할 필요
가 있다.
첫째, 제공되는 데이터의 유용성을 높여야 한다. 제공기관이 선정한 개별 데
이터셋을 중심으로 개방되어, 산업적인 활용성이 높은 대규모 데이터의 개방·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API 형태로
제공되는 공공데이터가 점차 많아지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은 항목이 대부분이
다. 또한 데이터 구조 및 포맷이 기관별, 분야별로 통일되지 않고 메타데이터
가 부족하여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다. 둘째, 데이터 접근의 편의성을 제고
할 여지가 있다. 데이터 공개의 양적인 팽창 이면에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단
순 텍스트 문서 위주로 구성된 문제가 있다. 오픈 포맷으로 제공되는 데이터
셋의 비중이 낮았던 문제점은 개선되고 있지만, 기존 파일은 여전히 가공을
거쳐야 하거나 특정 소프트웨어에 종속된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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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시민 등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여러 NGO에
산재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하거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단계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넷째, 데이터의 장기적인 보존과 관련하여 일관된 정책이나 우수 사례가
부족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관점에서
는 무엇보다 데이터의 장기적인 보존과 데이터 큐레이션 기능 분야에서의 협
력 및 기여에 대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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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데이터의 수집 및 공유 현황
국가도서관의 수집 대상 데이터하면 으레 공공데이터와 연구데이터를 생각
하기 마련이다. 특히 연구데이터의 경우 데이터의 학술적인 가치와 더불어 재
사용을 통한 새로운 과학 발전 및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의
수집 및 공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도서관 특히 국가도서관
의 경우 전통적으로 학술연구를 활발하게 지원해 왔다는 점에서 연구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게 학술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데이터의 수집과 공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노
력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비록 이 분야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이 아직 유동적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공유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려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공공데이터와 함께 국가도서관이 기여할 수 있
는 주요 데이터 영역으로서 연구데이터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 자
체가 국가도서관의 향후 데이터 관련 전략 개발에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연구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연구데이터를 수집 대상 데이터로 고려해야 하는지 판단
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2년 6월 영국의 The Royal Society는 “Science as an open enterprise”라
는 의미심장한 보고서를 출판했다. 이 보고서는 연구에 있어서 공개의 원칙을
보존하고, 새로운 과학혁명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
해서는 정보기술로 인해 쏟아지는 데이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보고서의 핵심은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표준적인 방법으로 공개 및 공유하고
이를 위한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의 함의는 데이터
의 공개와 공유가 연구자 개인, 기관 혹은 국가연구비 지원기관의 연구 성과
를 넘어서는 과학발전의 토대라는 것이다.
연구데이터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산되지만 주된 관심사는 정부의 예산지
원을 받아 대학의 연구자 및 각종 연구소를 통해 수행된 연구로부터 생산된
데이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2014년도 예산 기준 연구
개발비가 약 2조 5천억원 정도 지원되었다 (한국연구재단, 2014). 국가의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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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공재원이 투입되어 수행된 연구로부터 생산된 데이터의 공유 및 재활용
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연구는 비교적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여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었다는 점도 연구데이터 중에서 국가연구비 지원기관
을 통해 수행된 연구의 데이터에 집중하게 하는 이유이다.
참고로 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공유가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
여주는 두 가지의 자료가 있다. 먼저 전 세계 연구데이터 리포지토리 레지스
트리 기능을 하고 있는 re3data.org에 의하면 2015년 8월 중순 현재 1,304개의
데이터 리포지토리가 등록되어 있다(<그림 3-14> 참조). re3data 서비스가
2012년 말에 시작된 것을 고려하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수의 리포지
토리가 일정 수준에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여기에 등록된
리포지토리가 모두 2012년 말 이후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연구데이터의
공유를 지원하는 리포지토리 시스템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
적인 현상이다.

<그림 3-14> re3data에 등록된 리포지토리 수

Research Data Alliance(RDA)는 연구데이터의 국제적인 공유를 위한 협의기구로
서 2013년에 European Commission, 미국의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NIST), 호주의 Department of

126

● 도서관자료로서의 빅데이터와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

Innovation 등을 주축으로 시작되었다. 채 3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RDA에
가입한 기관의 수는 2015년 6월 말 현재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의 3천개 이상
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그림 3-15> 참조). 이 중 절반 정도인 49%가 유
럽국가 기관이며 미국 기관은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고 아시아 국가 기관
은 비교적 낮은 6%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5> RDA 가입기관 증가 추이

3.1 연구데이터의 공유 개관
학술분야 연구의 재료이자 결과물로서의 데이터의 중요성은 연구자들 사이
에서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한지 오래다. 특히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과학 분야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는 대부분의 과학 분야 연구가 데이터의 수집
과 분석, 해석을 통해 수행되고 발전되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교하고 대단
한 이론과 가설도 결국에는 데이터를 통해 검증되고 뒷받침되어야 한다. 학술
분야에서의 데이터 검증은 과학 분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작금의 학술연
구에서는 과학 분야 뿐 아니라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수많은 연구들에서 데
이터의 생성과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또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기술 및 데이터 네트워크의 발전은 데이터의 생산, 저장, 공유 및 보존
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더 많은 데이터가 더 빠른 속도로 생산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와 기술 인프라도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술의 발전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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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는다. 더 많은 정보를 손쉽게 생산, 복사하고,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관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 결과적으로 많은 데이터가
연구자의 개인 컴퓨터나 관리되지 않는 컴퓨터 서버에 방치되는 현상이 계속
적으로 누적되어 일어나고 있다.
특히 데이터의 효과적인 수집 및 관리 저해의 주요인으로 크게 세 가지 정
도가 논의되고 있다. 첫째, 연구에 대한 보상체계가 모두 학술논문, 학술대회
발표, 저서, 특허 등과 같은 연구 결과물의 생산에만 집중적으로 연계되어 있
다. 둘째, 연구결과물의 경우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어 이것들을 한 곳에 모으
고 조직화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데이터는 내용과 형태면에서 매
우 다양하여, 표준형식으로 정형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아서 일관
성 있는 방법으로 서비스 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렵다. 셋째, 연구데이터의 경우
는 단순히 데이터의 저장 및 보존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체계뿐 아니라 학술커
뮤니케이션의 관행 및 과정에서 데이터의 출판, 등록, 인증, 접근 및 유통 그
리고 이용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데이터와 관련된 학술커뮤니케이션 관행
과 절차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이다.
최근 과학데이터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및 공유를 촉진시키는 몇 가지 변화
가 있다. 우선 변화의 시발점으로 정부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
구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공유를 의무화하는 정
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미국의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은 2011년 1월 18일 이후에 제출되는 모든 제안서(proposal)에 연구로부
터 생산되는 각종 자료와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관리, 공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제시하라는 이른바 데이터관리계획(Data Management Plan, DMP) 의무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Grant Proposal Guide (GPG) Chapter II.C.2.j).
미국의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역시 연간 US $500,000을 초과하
는 연구에 대해 생산되는 모든 데이터를 공유하는 계획을 제시하도록 2003년
부터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과 호주의 국가 연구비 지원기관도 비슷한 정책을
이미 시행 중이다. 과학데이터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및 공유를 촉진시키는
또 다른 변화는 과학 분야 학술지 논문 출판에 있어서 사용된 데이터의 제출
이 의무화되거나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논문 제출 시 실제 데이
터를 제출해서 검증을 받는 방법과 해당 분야의 공식적인 데이터 리포지토리
에 기탁을 하고 해당 링크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시행되고 있다. 예
를 들어, wwPDB (Worldwide Protein Data Bank)의 경우 데이터 기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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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구를 사용하여 일차적인 데이터를 검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관
련 학술지에서는 이렇게 기탁된 데이터의 식별자(Identifier)를 논문과 함께 제
출하도록 하고 있다. 아예 학술논문이 아닌 데이터를 출판하는 학술지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어, Biodiversity Data Journal (BDJ)의 경우 생물다양
성과 관련된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출판’하고 있으며, Geoscience Data Journal
역시 지구과학 분야의 데이터 출판 학술지이다. 두 학술지 모두 동료심사를 통
해 데이터를 출판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연구비 지원기관 및 정책기관에서는 연구데이
터의 수집 및 공유가 연구 성과의 축적과 재이용의 측면에서 중요시되고 있
다. 정부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과제로부터 생산된 연구데이터는 공공재이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2007년 OECD 연구데이터
관리와 공유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 (OECD, 2007). 이 원칙에 기
초하여 미국, 영국 등의 정부연구비지원기관에서는 지원 과제로부터 산출된
데이터를 데이터 리포지토리를 통해 보존하고 공유 및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지현, 2013). 연구데이터 리포지토리는 크게 연구기관 (대부분의 경우
에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기관 리포지토리(Institutional Repository)
와 특정 학문 분야의 연구데이터를 저장하고 공유하기 위한 분야별 리포지토
리 (Disciplinary Repository)의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과 공유의 수준은 학문 분야에 따라 다른 양상
을 보인다. 데이터의 공유가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분야는 해양 환경, 천체
물리학, 생명공학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분야의 특징은 데이터를 반복해서 수
집하기 어렵고, 대규모 장비 및 설비투자를 통해서 수행되거나 데이터의 공유
의 효과가 크고 직접적이라는 것이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인구통계 데이터,
체계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설문 데이터의 축적이 매우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The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ICPSR), The Harvard-MIT Data Center, 영국의 UK Data Service
등이 수십 년 동안에 걸쳐 관련 데이터를 수집, 정리,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
서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 한국사회조사데이터아카이브(KOSSDA)
등이 사회과학 분야 데이터를 아카이빙하고 있다. 인문학 분야에서의 데이터
센터 혹은 아카이브 사례로는 인류학 분야의 자료를 구축하고 서비스하는 미
국 예일대학의 Human Relations Area File, 캐나다의 민속박물관과 대학 연구
소들을 연계하여 캐나다의 다양한 문화민속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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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고 있는 Reciprocal Research Network 등을 사례로 들 수 있고 국내에
서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이 역사 분야 자료,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소가
관련 분야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3.2 연구데이터의 수집과 공유 관련 정책의 시행
정보서비스에 있어 문헌정보학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는 학술연구에서 생
산된 다양한 성과물, 특히 저서, 학술논문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수집, 기
술하고 원문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정
보유통은 비교적 표준화되고 정형화되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 연
구데이터의 경우는 연구 성과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내용의 다양성, 형태의 비
정형성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아왔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
전자학술논문의 자유로운 접근을 핵심으로 하는 오픈액세스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OECD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Access to Research Data
from Public Funding” (OECD, 2007)과 같은 보고서가 출간되면서 연구자 및
연구비 지원기관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공적재원의 지원을 통해 생산된 연구
데이터의 공개 접근은 동시에 정부에서 생산되는 정보와 데이터의 공개접근이
라는 오픈 정부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1년 미국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는 데이터
관리계획(Data Management Plan, DMP)을 마련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을 제정하였고, 같은 해 영국의 RCUK(Research Councils UK) 또한 데이
터 정책에 대한 공동원칙을 발표하고 산하 일곱 개의 연구비 지원기관
(Research Council)이 DMP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데이터 관련 정책을 시행하
면서(김지현, 2013) 연구데이터의 관리와 공유 문제는 개별 연구자는 물론 대
학과 연구소 같은 연구기관에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하는 이슈로 등장하였다.
특히 연구계획서에 DMP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 심사받도록 한 정책은 연구
자들에게 상당한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상당수 대학에서
는 대학도서관이 이 분야에 가장 전문성이 있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들 도서관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DMP 작성 워크숍
개최, DMP 작성 온라인 도구 및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개별적인 지원
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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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관련하여 대학도서관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있었다. 첫째, 기존에 대학 구성원이 생산한 다양한 연구 및 교육 콘텐츠를 수
집해서 서비스하는 기관 리포지토리 (Institutional Repositories)의 기능이 연
구데이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거나 별도의 데이터 리포지토리가 만들
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코넬대학교의 DataStaR, 퍼듀대학교의 PURR(Purdue
University Research Repository), 영국 에딘버러대학의 DataShare 등이다. 둘
째, 대학도서관에서 데이터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보다 전문성 있는 사서에
대한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캐나다의 연구중
심대학연합인 ARL(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구인 광고를 보면 Data
Strategist, Data Services Librarian,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Librarian, Research Data Specialist 등과 같은 관련 보직이 이미 존재하거나
새로 생겨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비 지원기관의 DMP 정책은 분명 연구자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단순히 DMP 정책을 시행하는 것
으로 기존의 관행을 모두 변화시키고 보다 효과적인 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공
유가 실현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미 DMP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NSF와 영국
의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실제로 DMP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고, 구체적인
영향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 영국의 EPSRC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의 경우 다른 연구비 지원기관과 달
리 의도적으로 DMP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DMP 정책은 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공유의 책임을 연구자 개인에게 부담시킨다는 측면이 강하다. EPSRC
의 경우 개별 연구자가 아닌 연구기관 즉 대학에 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공유
의 책임을 묻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경우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와 결과물을 재단에 기탁해야 한다는 규정(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등)을 이미 시행 중이다. 하지만 실제로 연구가
완료된 후에 연구 성과물이 아닌 연구에서 수집, 생산된 데이터의 존재 및 기
탁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처리를 하는 등 후속 관리에
대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
한 부분을 규정하지 않고 연구 종료 후에 해당 데이터의 기탁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효율을 더욱 반감시킨다.
DMP 정책은 연구의 계획 단계에서 연구자로 하여금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
고, 어떻게 관리하고 공유할지 본인이 직접 기술하게 함으로써 향후 이런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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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들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연구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공신력 있는 분야별 혹은 기관 데이터센터나 리포지토리에 기탁함으
로써 DMP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DMP는 통상 1～2쪽 내외
의 개략적인 내용으로 통상적으로 연구계획서의 본문이 아닌 첨부 혹은 기술
문서로 요구되고 있다. 김지현(2013)은 미국, 영국, 캐나다와 호주의 연구비 지
원기관 15개를 대상으로 DMP를 중심으로 한 연구데이터 관리정책을 비교, 분
석한 바 있다. 영국의 Medical Research Council (MRC)48)에 따르면 DMP는
연구 프로젝트 전체를 데이터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것이다. 즉 연구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연구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데이터의 생성뿐 아니라 공유, 보존
이라는 데이터 중심의 체계적인 정리 및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DMP의 목적
이다. 학술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DMP를 시행하는 목적은 연구 데이터를
손쉽게 발견하고,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고, 원래 만들어진
목적 이외에 활용할 수 있으며, 상호호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DMP의 내용이 대개 2페이지 내외의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연구자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로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DMP를 연구 제안서
의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실제로 건전한 연구
데이터의 관리 및 공유 환경이 조성되려면 정부 부처, 대학, 학계 및 연구소
등에서 상당한 준비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자들이 생산, 수집한 데이터를 기탁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센터,
학문 분야별 안정적인 데이터 리포지토리 인프라의 구축이 미약한 상황이다.

3.3 데이터의 수집, 공유를 위한 환경 및 체계 구축
데이터관리계획(Data Management Plan, DMP)과 같은 정책이 실제로 시행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공유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개별 연구자의 관점에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유가 정책적인 의무 사항이 아닌 정상적인 연구수행의 일부로 인식
되고 이에 따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연구자라면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의
결과를 저서, 학술대회 논문, 학술지 논문, 특허 등으로 공개하고 출판하는 것
48) http://www.mrc.ac.uk/documents/pdf/data-management-plans-guidance-for-revie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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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연구를 위해 혹은 연구의 수행 과정을 통
해 수집, 생산된 데이터를 해당 학문 분야에서 인정하는 수준에서, 표준적인
방식을 통해 관리하고, 개인정보의 노출,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초래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한 없는 한 공개하는 것은 연구자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인식이 많은 연구자에 의해 공유되고 있지 않다. 연
구데이터의 필요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공유의 의식은 미미한 수
준이다. 오히려 연구데이터가 연구자 본인의 소유라는 인식과 함께, 데이터의
공유가 연구자의 경쟁력에 저하가 된다는 인식도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연구
의 일부로서 데이터의 관리 및 공유라는 점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 개선 노력
이 정책 당국 및 학술 커뮤니티에 의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져야 한다.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는 연구자에게 추가적인 업무의 과중을 가
져온다. 그러므로 이러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의 제공
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DMP 정책만을 시행한다
면 연구데이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뿐 아니라 효과적인 데이터의 수집
및 공유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비 지원기관, 대학을 비롯한 연구
기관, 국가 및 대학도서관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
데이터 관련 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
차원에서의 데이터 관련 교육 및 지원 서비스의 제공은 가장 큰 영향력을 가
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전문가로서 직접 데이터 수집계획을 세우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지만, 데이터를 체계적이고 표준적인 절차를 통해 관리하고
공유하는 것에는 전문적이지 않을 수 있다. 연구데이터가 의미를 가지고 재이
용되려면 데이터를 기술하는 메타데이터의 작성이 매우 필수적이므로, 표준적
인 메타데이터 요소에 풍부한 정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즉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의 양성 및 활용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 언급한 The Royal Society 보고서에서도 요구되는 여섯 가지 변
화 가운데 연구데이터의 활용을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
트 (data scientists, 이하 데이터전문가)의 양성을 하나로 제시한다. 향후 데이
터 아카이브에서 연구데이터와 관련하여 데이터전문가의 필요성 혹은 양성 방
안에 대한 논의는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현재 연구자 성과평가는 연구결과물(특히 학술논문과 저서 등)의 생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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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대표적으로 인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구자들의 행동을 결정짓는
성과평가가 연구결과물에만 연계되어 있는 한 연구데이터의 실질적인 관리와
공유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연구데이터의 관리, 공유 및 활
용이 이루어지려면 이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성과평가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연구데이터가 학술연구의 결과물로 인정받고 보다 체계적으로 공유되려면 첫
째, 공신력 있는 데이터 리포지토리에 기탁되어야 하고, 둘째, 이렇게 기탁된
데이터를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인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전자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분야별, 기관별 리포지토리가 포진되어 있고 그 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후자에 대해서는 분산된 리포지토리에 기탁된 데이
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전 세계적인 연구데이터 리포지토리의
등록소 역할을 하는 re3data.org가 현재 구축되고 있다.
데이터의 인용은 연구데이터가 연구수행의 결과물로 인정받고 더 활발하게
공유 및 재이용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과학데이터에 식별
자가 처음 부여되어 인용될 수 있게 된 것은 2004년 독일의 연구비 지원기관
인 German Research Foundation(DFG)이 독일 국립과학기술도서관 (German
National Library of Science and Technology, TIB)을 통해 DOI 번호를 부여한
것에서 시작한다(Brase, Sens & Lautenschlager, 2015). 현재 DataCite라는 국
제적인 협력기구가 가장 영향력 있는 서비스로 자리를 잡고 있다. re3data.org
서비스도 DataCite의 일부로서 제공될 예정이다. DataCite 이외에 독일의 지구
및 환경과학의 데이터 리포지토리인 PANGAEA, 사회과학 분야의 대표적인 데
이터 리포지토리인 ICPSR(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등에서도 독자적인 인용 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구축되는 국내 연구데이터 리포지토리도 향후 학술적 가치가 있는
연구데이터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표준식별자를 부여함으로써 데이터가 보다
공식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학술지 및 학술논문에 대해 적용되는 전통적인 영향력지수, 인용 등을 보완하
고 대체하는 대안적인 지표(altmetrics)가 논의되고 있다. 연구데이터에 대해서
도 인용 이외에 생산 및 활용에 대한 성과가 인정될 수 있는 환경이 장기적으
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학술연구 분야에서 데이터가 기존의 학술논문, 저서, 학술대회발표논문, 특
허 등과 같은 수준에서 결과물로 인정받고 학술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안착
되기까지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일련의 활용체계의 구축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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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학술 커뮤니케이션에서 본연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
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3.4 영국의 연구데이터 공유 현황 사례 분석
연구데이터의 수집 및 공유와 관련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영국은 관련된
정책을 가장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래에서는 영
국에서의 연구데이터 수집 및 공유 체계를 사례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가. 법률적 기반
영국에서는 2000년에 ｢Freedome of Information Act｣(이하 FOIA)를 제정하
여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기관이 일반 시민의 정보공개요구에 응하
도록 하고 있다. 2013년에는 공개 범위를 정보에서 데이터셋으로 확대하고, 특
히 데이터제공 형태를 재사용이 가능한 포맷으로, 또 그것을 제3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선싱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FOIA는 국가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한 대학연구자 및 연구소들이
데이터셋 공개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법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공개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예외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연
구자들에게 대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예외 상황은 데이터를 사용한 출판,
데이터가 개인 신상을 포함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나. 국가연구지원 전반 정책
연구비 지원기관이 한국연구재단으로 단일화 되어있는 한국과는 달리 영국
은 7개의 국가 연구비 지원기관(Research Councils, RC)이 있다. 7개의 연구
비 지원기관의 상위기관으로 Research Councils UK(RCUK)가 있다. RCUK는
2011년 4월에 RCUK Common Principles on Data Policy를 발표하고 2015년
7월에는 7개의 원칙 각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개정판을 공개하였다.
RCUK Common Principles의 골자는 국가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로부터 산출된 데이터는 공공재이며, 따라서 해당 학문분야에서 통용되는 표
준적인 방법을 통해 관리되고,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재사용이 가
능한 형태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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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UK에 소속된 7개의 RC는 Common Principles에 근거하여 각기 독특한
데이터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경우 재단 차원에서의 연구 관
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능이 취약한데 비해 영국의 경우 개별 RC에
데이터 및 연구 성과물의 공유를 전담하는 전문가가 있으며 이들 전문가는 자
문위원회(연구자, 대학의 산학협력단 인사, 외부 전문가 등)와 협의 하에 해당
RC에 적합한 데이터 정책을 도출, 적용하고 있다. 또한 각 RC의 담당자들로
구성된 Research Outputs Network이라는 RCUK 협의기구를 통해 7개 RC의
관련 정책이 서로 충돌 없이 조율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

다. 개별 연구지원기관 정책
RCUK에 소속된 아래 7개의 RC는 각 전문분야 및 개별 RC의 구성을 반영
하는 데이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y

AHRC: Art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y

BBSRC: Biotechnology and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y

EPSRC: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y

ESRC: Economics and Social Research Council

y

MRC: Medical Research Council

y

NERC: Natural Environment Research Council

y

STFC: Science and Technology Facilities Council

개별 RC의 데이터 관련 정책은 데이터의 정의, 데이터관리계획(Data
Management Plan, DMP)의 의무제출규정, DMP 구성요소, DMP의 시행 체계
등에서 차별적인 내용이 있다.
예를 들어 DMP 의무제출규정은 AHRC와 EPSRC를 제외한 5개의 RC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AHRC의 경우 Technical Pla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EPSRC의 경우 DMP의 효과는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심사의 어려
움을 들어 연구비 지원 시점에서 의무화 하고 있지 않을 뿐 연구비 수혜기관
차원에서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RC가 연구계획 단계에서부
터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및 공유를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지현(2013)은 RCUK에 소속된 7개 RC에서 제시하고 있는 DMP 구성요소
를 아래와 같이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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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RCUK DMP 구성요소 비교 (김지현, 2013)
AHRC
y

y

y

y

연 구결 과 물
과
사용된
기술에 대한
요약
표준,포맷,
시스템, 데이
터
관리의
기술적 측면
기술적 지원
과
전문성
제공
데이터 보존,
유지, 이용

BBSRC
y

y

y

y
y
y

y
y

데 이 터 의
양, 유형, 내
용
표준, 메타데
이터와 선정
이유
공개된 다른
데 이 터와 의
관계
데이터의 2
차적 활용
데이터 공유
방법
상업적 사용
과
관련된
데이터 공유
제한
데이터 공유
일정
최종 데이터
셋 포맷

ESRC
y

y
y

y
y

y
y
y

데 이 터 의
양, 종류, 품
질, 포맷
표준 및 메
타데이터
데이터 수집
방법, 품질확
인 및 백업
절차
데이터 관리,
보존계획
데이터 공유
의 문제점과
해결책
윤리적 고려
사항
데 이 터 의
지적재산권
데이터 관리
와
보존의
책임사항

MRC
y
y
y
y
y
y

y

NERC

데이터 유형
과 포맷
데이터 수집
및 생성
데이터관리,
문서화, 보존
데이터 보안
및 비밀유지
데이터 공유
와 접근
데이터 관리
에 대한 책
임
관련 정책

y
y

y
y
y
y
y

과제와 수행
기관 정보
데 이 터관 리
역할과 책임
소재
데이터 생성
데이터관리
메 타 데이 터
와 문서화
데이터 품질
예외 및 추
가적인 서비
스

STFC
y
y
y

y
y
y
y
y

연 구 과 제
관련정보
데이터 수집
데이터 문서
화와 메타데
이터
윤리적, 법적
준수
저장과 백업
데이터 선정
과 보존
데이터 공유
책임 사 항과
자원

데이터 공유 범위 및 시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y

ESRC의 경우 연구에서 생산된 모든 데이터를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
에 공개해야 한다.

y

NERC의 경우 데이터수집시점(연구종료가 아닌) 후 최대 2년 이내에 데
이터를 공개해야 한다.

y

EPSRC의 경우 데이터 수집 후 12개월 이내에 연구기관이 관련 메타데
이터를 출판하도록 하고 있으며, 데이터 보존 기간은 최소 10년으로 지
정하고 있다. (10년 내에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는 삭제 가능)

y

BBSRC의 경우 데이터 공유시점을 연구결과의 출판시기와 연계하고 있
다. 또한 1) Data arising from high volume experimentation, 2) Low
throughput data arising from long time series or cumulative approaches,
3) Models generated using systems approaches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공유의 우선순위로 지목하고 있다.

y

STFC의 경우 관련 연구결과의 출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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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에 대해 DMP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메커니즘이 적용되고 있으나 아직은 정착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y

ESRC의 경우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거나 DMP를 이행하지 않는 과제에
대해 연구비의 25%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연구비 관리규정을 가지고 있
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

y

EPSRC의 경우 DMP 제출의무규정은 없으나 지원과제로부터 만들어진
데이터의 공유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 공유를 확인하는 절차
로 연구출판물에서 연구비지원내용(사사표기)과 더불어 연구데이터를 어
떤 곳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2015년 5월 1
일부터). 향후 대형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이런 사항이 얼마나 준수되고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y

NERC의 경우 소속 데이터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 DMP
준수 여부를 단순 체크하는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데이터 공유 지침은 연구비 지
원기관이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데이터 관리 및 공유 책임은 연구자에게 부과
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EPSRC의 경우 DMP 의무제출규정을 시행하
는 대신 연구기관(대학)에 연구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제반 규정, 절차 및 시스
템 의무를 부과하는 새로운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1년 5월
에 관련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1년 동안 연구기관이 자체로드맵을 작성토록
하였으며, 2015년 4월말까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해당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
였다. 2015년 5월 1일부터 실제 준수하도록 지정했으나 아직까지 이행에 대한
결과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영국은 연구비지원기관내에 국가연구소가 소속되어 있다. 국내의 경우 한국
연구재단과 국가연구소가 분리되어 있으며 연구 분야 혹은 담당 부처에 따라
소속이 상이하다. 영국의 일부 연구비 지원기관은 자체 데이터센터를 보유하
고 있으며 이들 센터가 중심적으로 데이터 리포지토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NERC의 경우 물리적으로 5개의 데이터센터가 소속되어 있고, ESRC의 경우
UK Data Service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데이터센터와의 협력 및 역
할분담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
적어도 영국의 연구비 지원기관의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관리 및 공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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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조가 단순히 연구 성과물의 관리 차원이 아닌 온전하고 윤리적인 연구
의 수행을 유도하고, 연구 결과의 공유를 통한 과학의 진보 및 영향력 확대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공분야의 오픈 데이터, 학술연구 분야의
오픈 액세스 운동과의 연계가 분명하게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도 정책이 준수되지 않았을 때 징계나 불이익을 내린다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가 아닌 다양한 제도적, 환경적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인식
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라. 대학 차원에서의 연구데이터 관리 및 공유 지원
개별 대학에서의 데이터 관련 정책은 특히 EPSRC의 정책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 구체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
니지만 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공유에 대한 부담을 개별연구자에서 연구기관,
즉 대학으로 이동시킨 것은 매우 중요한 관점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대학에서 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공유와 관련된 부서는 크게 산학협력단과
대학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EPSRC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각 대학
의 산학협력단이, 간접적인 지원 및 서비스는 대학도서관이 하고 있다. 즉 산
학협력단은 연구비 지원기관의 데이터 정책에 부응하는 대학 내 정책 및 절차
를 개발하고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책임을, 대학도서관은 관련 도서
관 시스템과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의 관점에서 연구데이터관리 (Research Data Management, RDM)는 단
순히 행정적인 부담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해당 대학의 연구 영향력을 적극
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대학도서관의 관점에서는 RDM이
도서관의 전문성을 대학의 연구 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연구자 개인들과
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도서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여러
대학에서는 기존에 연구논문, 보고서 위주로 수집, 공개했던 기관 리포지토리
(institutional repositories)를 리퍼포징(repurposing)하여 데이터 관리 및 공유
기능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있다.
하지만 RDM과 관련된 제반 활동과 시스템 개발은 당연히 대학에 재정적,
인적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대학 간에 큰 편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
부 대형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과 대학도서관에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글래스고대학의 경우 대학도서관에만 연구데이터 지원 전문인력을
세 명 추가로 고용해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데이터의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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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를 위한 연구비 지원기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따로 없어서 특히 중소
규모의 대학에서 연구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실행할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마. 연구데이터 관리 지원 기관 및 서비스
연구데이터관리 기법 및 도구에 대한 지원을 원하는 영국 내 연구자들이 활
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Data Curation Centre, 국가 연구비 지원
기관에 소속된 전문 데이터센터 및 각 학문분야 혹은 연구영역에 이미 구축된
데이터 리포지토리 등이 있다. 또한 연구데이터의 보존 및 공유를 지원하는
Archivum49), FigShare50) 등과 같은 전문 영리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Data Curation Centre와 전문 데이터센터에 대해 설명한다.
영국 내에서, 그리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연구데이터관리에 가장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기관은 Digital Curation Centre (DCC)라는 곳이다(<그림
3-16> 참조). DCC는 2004년에 JISC51)와 연구비 지원기관인 EPSRC에 의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현재 에딘버러대학, 글래스고대학 및 배쓰대학 세 군데에
사무실을 가지고 디지털 데이터의 큐레이션과 관련된 제반 가이드, 온라인도
구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DCC의 역할과 기능은 지난 10년간 계
속 진화해 왔지만 연구데이터관리 분야에서의 개척자 및 리더십 역할은 꾸준
히 유지되고 있다. DCC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들과 연구데이터관리 매뉴얼
은 전 세계에서 참조되고 활용되고 있다(<그림 3-17> 참조).

49) http://arkivum.com/
50) http://figshare.com/
51) 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의 줄임말. JISC는 1993년 영국내 고등교육기관의 ICT 및 디지
털 기반 구축 및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정부 지원의 기구임. 현재는 독립적인 비영리기구로 전환하였
고 수입기반도 가입한 기관들의 서비스 구독료로 변경되었음. www.jisc.ac.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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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Digital Curation Centre 홈페이지

영국 내에서 DCC의 가장 큰 기여는 연구데이터관리 분야를 연구자와 대학
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로 만든 것이다. 특히 2011년～2013년 사이에 영국
내 21개 주요 대학들을 대상으로 개별 대학에서 구체적으로 연구데이터관리
정책과 시스템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DCC
에서 만든 온라인 데이터관리계획 도구(Online DMPTool)는 현재 미국을 비
롯한 주요 국가의 연구자들과 대학들이 사용하고 있다.
DCC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연구비 지원기관, 대학 및
연구자들 간의 매개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데이터관리와 관
련된 주요 이해당사자의 니즈를 수시로 파악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DCC는 비록
안정적인 재정기반이 없이 주기적으로 정부 지원을 갱신해야 하는 위치에 있
지만 앞으로도 연구데이터관리 영역에서의 리더십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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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Digital Curation Centre 제공 가이드 (일부)

연구데이터관리 및 공유에 있어서 개별 연구자들과 연구비 지원기관에 도
움을 주는 기관은 국가 데이터센터들이다. 영국의 경우 국가연구소는 7개의
Research Council(RC)에 소속되어 있다. RC는 학문영역의 특성에 따라 단일
혹은 복수의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RC(대표적으로 EPSRC)의 경
우 소속 데이터센터가 없다.
대표적인 RC 소속 데이터센터로는 NERC (Natural Environment Research
Council)에 소속된 5개의 데이터센터와 ESRC (Economics and Social Research
Council)이 있다(<표 3-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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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NERC, ESRC 소속 데이터센터
연구비 지원기관 (RC)

데이터센터
British Oceanographic Data Centre (BODC)
Centre for Environmental Data Archival

NERC

Environmental Information Data Centre
National Geoscience Data Centre
Polar Data Centre

ESRC

UK Data Service

위 데이터센터들은 해당 RC 소속 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 및 RC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에서 생산되는 연구데이터를 수집, 가공하고 체계적
으로 공유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데이터센터는 영국 뿐 아
니라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주요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ODC의
경우 1969년에 만들어져 해양학 분야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 세계적으로 공유
하고 있는 널리 알려진 조직이다. BODC에는 총 50명 이상의 전문가가 일하
고 있으며 이 중 실제로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data scientist)
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 30명 이상에 달한다52). UK Data Service
의 경우도 사회과학 서베이 및 인구통계 센서스 관련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수
집하고 있는 국제적 명성이 있는 기구이다.
데이터센터들은 연구데이터관리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연구데이터를 체계
적으로 수집, 분석, 관리 및 공유해 왔지만 연구비 지원기관이 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한 최근 10여 년 동안에는 개별 연구자들에게 데
이터관리계획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또 데이터관리 및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인
지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의 주요 역할 중의 하나는 연구자들이 제출한 데이터가 데이터관
리계획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과 해당 연구비 지원기관이 데이터
관련 정책 및 절차를 시행하는데 구체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다. 연구비 지원
기관에 직접 소속된 전문 데이터센터의 운영 노하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정
책이 그만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구조이다.

52) www.bodc.ac.uk/about/contact_us/staff_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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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영국의 연구데이터 공유 사례 분석 시사점
호주와 같이 국가 내에서 단일화된 연구데이터 공유 정책 및 시스템을 가지
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영국은 연구데이터와 관련된 일관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더불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연구데이터의 공유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으로써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대신 대
학과 연구자들이 충분한 기간 동안 준비를 하고 실제적으로 데이터 관리와 공
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단순한 성과관리 차원이 아닌 온전한 연구수행
의 과정으로써 연구데이터관리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
다. 하지만 이런 일관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데이터 공유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직접 방문을 해서 면담을 한 연구비 지원기관의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 Digital Curation Centre의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연구
데이터관리 체계구축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법적, 정책적 그리고 실제적 기반이 거
의 없다. 특히 개별 연구자 수준에서 연구데이터의 관리와 공유에 대한 인식
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 대학 및 연구자들이 연구데이터
의 관리 및 공유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시점에서 국가도서관이 연구데이터를 본격적으
로 수집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향후 연구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공유 체계를 마련하는 논
의에 참여하고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국내에서 연구데이터 관련 논의 및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전개되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국가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자원
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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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서비스 관련 주목 사례
앞에서는 해외 국가도서관의 데이터 관련 서비스와 전략, 공공 및 연구 영
역에서의 데이터 관리 및 공유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들 사례 이외에도 국립
중앙도서관의 향후 데이터 관련 전략을 도출하는데 주목할 만한 서비스로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IHME)와 HathiTrust Research
Center (HTRC)를 제시하고자 한다. IHME의 경우, 특정 분야(건강, 질병)의
공공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함으로써 차별적인 데이터서비스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HTRC의 경우 대규모로 구축된 텍스트 데이터셋을 연구
목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 점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향후 데이터 전략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두 사례 모두 데
이터의 구축/수집뿐 아니라 내외부 데이터 이용자 집단을 개발함으로써 데이
터 공유 및 활용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4.1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IHME)
가. IHME 개관
IHME는 2007년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과 미국 워싱턴 주정부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시작한 워싱턴 대학교의 연구소이
다. 현재 약 25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면 향후 수 년 내에 직원 규모
가 2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그림 3-18>
참조).

제 3 장 관련 사례 조사 분석 ●

145

<그림 3-18>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인 빌게이츠와 그의 아내인 멜린다 게이츠의 이
름을 딴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은 2000년에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
장 큰 자선단체로 주로 보건, 가난퇴치, 교육기회 제공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동 Foundation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보건 및 질병 관련 데이터가
산재되어 있고, 정책 및 지원 사업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서 IHME와 같은 기구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IHME는 전 세계 보건, 질병 및 인구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 및 정리해서 출판하고 있다. 대학의 연구소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의료/보건, 행정, 통계, 경제, 컴퓨터 공학 분야 등 다양한 학문
영역을 대표하는 40여 명의 교수진들이 학술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 특
징이다. 수집된 데이터는 전 세계 국가별, 지역별 질병 현황을 보여주는 Global
Burden of Disease (GBD) Study를 대표로, 다양한 데이터 시리즈로 온라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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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유되고 있다. 데이터의 출판과 더불어 데이터 분석 결과를 학술논문, 보
고서, 시각화 등으로 다양하게 출판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의 품질이 심각하게
떨어지거나 데이터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직접 서베이를 수행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IHME에는 학문 분야 전문가, IT 전문가,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전문가,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전문가가 팀으로 일하고 있으며 특히 사
서 전문가도 10여 명 이상 활동하고 있다. 사서전문가는 인터넷에 있는 공개데
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IHME 전체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정리하기 위
한 시스템인 GHDx를 구축, 운영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나. GHDx (Global Health Data Exchange)
IHME의 기능 가운데 가장 주목할 부분은 GHDx이다. GHDx는 IHME가 수
집한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부여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
터 목록 시스템이다(<그림 3-19> 참조). GHDx는 IHME가 수집한 각종 데이터
가 풍부하고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게 기술되는 것을 가능케 하고, 데이터 이용
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손쉬운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IHME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입수된 데이터는 다양한 메타데이터 항목을 활용해서
정리되는데 대표적으로 아래의 분류가 사용된다.
• 데이터 타입: 센서스, 행정기록, 질병기록, 재정기록, 보고서, 학술논문, 설
문 등
• 키워드: 데이터를 다양하게 설명하는 통제어휘집을 구축하고 있으며 개별
어휘에 대해 용어 설명, 연관어 등을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음
• 조직: 데이터를 생산하거나 출판한 기관에 대한 설명 및 소재 정보
• 데이터 시리즈 명칭: 일정 기간 혹은 특정 지역에 걸쳐 동일한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수집되는 것을 데이터 시리즈라고 하는데 IHME에 수집된 데
이터에 대해 해당 명칭을 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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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Global Health Data Exchange (GHDx)

다. IHME 시사점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이라는 든든한 재정지원이 있지만 IHME
의 사례는 한정된 분야에서 공개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질병, 보건과 관련된 정확한 데이터가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및 공개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
건, 질병 뿐 아니라 다양한 관련 데이터가 수집됨에 따라 보다 전 세계 지역
의 상황에 대한 보다 총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
GHDx 목록시스템은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개발된 분류 및 목록
원칙이 디지털 데이터를 기술하는데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GHDx를 통해 IHME에 수집된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졌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IHME의 성공은 문헌정보학 분야의 전통적인 지식과 실무가 데이터 큐레이션
이라는 새로운 기법으로 적용되었을 때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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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ME 사례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요인은 데이터 구축과 활용의 연계와 관
련이 있다. IHME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일차적으로 내부에서 매우 활발하게
분석되고 활용되고 있다. 물론 수집된 대부분의 데이터가 웹사이트를 통해 제
한 없이 공개되고 있지만 내부에 전문적인 이용집단이 있음으로 인해 데이터
의 정확성이 점검되고, 데이터의 다양한 활용도 가능하게 된다. IHME 사례는
데이터 수집 전문가와 이용 전문가 간의 활발한 소통이 있어야 보다 효과적인
데이터 리포지토리가 구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2 HathiTrust Research Center (HTRC)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이 도서관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가장 역점을 두
고 있는 영역이 도서관의 디지털 컬렉션을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다. 외부의 상업, 공공, 연구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아직 적
절한 환경과 체제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도서관이 이미 보유하
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전략이다.
국가도서관은 텍스트 자료뿐 아니라 방대한 음성, 이미지 및 멀티미디어 디
지털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텍스트 자료를 제외한 여타 디지털 자료
의 경우 데이터 분석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텍스트 데
이터의 경우 비교적 손쉽게 정리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여
기서 비교적 손쉽게라는 것은 다른 포맷의 자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
다는 것일 뿐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다양한 기술적,
절차적 난관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도서관
의 자료를 디지털화해서 제공하고 있는 HathiTrust Digital Library가 2011년
시작한 HathiTrust Research Center는 향후 도서관의 디지털 데이터 컬렉션
이 어떤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본보기가 된다.

가. HathiTrust와 HTRC
HathiTrust는 도서관계의 Google Books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상업회사들이 주도적으로 방대한 디지털 도서자료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2008년에 만들어진 HathiTrust Digital Library
에는 2015년 8월 중순 현재 13,685,062권 (단행본 및 정기간행물 포함), 약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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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에 달하는 총 163 테라바이트에 해당하는 디지털 자료가 구축되어 있다.
HathiTrust 자료는 공공 도메인에 속하는 자료와 저작권이 유효한 자료가 공
존한다. 전체 자료 중에서 공공도메인에 해당하는 자료는 약 39%로 5백만 권
이상이다.
HathiTrust Research Center (HTRC)는 HathiTrust 자료를 연구 및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1년에 별도의 연구부서로 만들어졌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유수한 컴퓨터 자원을 보유한 Illinois 대학 (University of
Illinois-Urbana Champaign)과 Indiana 대학의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
다. 운영재원의 일부는 Alfred P. Sloan Foundation이 지원을 통해 충당되었다.

나. HTRC 서비스 모델
현재 HTRC는 공공 도메인에 해당하는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 및
비영리 목적의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향후 저작권이 유효한 자
료로 서비스 영역을 넓힐 계획을 가지고 있다.
HTRC 텍스트 코퍼스는 기본적으로 공공 도메인에 속한 자료이지만 이 자
료가 보다 안정적이고 보안이 보장된 환경에서 활용되려면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텍스트 코퍼스의 무분별한 사용, 코퍼스 원본을 훼손을 방지하고,
코퍼스 분석에 필요한 방대한 컴퓨팅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원하
는 이용자들이 보다 공평하게 코퍼스를 사용하기 위한 제반 장치가 필요하고
현재 HTRC는 이것을 성취하기 위한 시스템 환경과 절차를 개발하고, 제공하
고 있다.
<그림 3-20> 은 전반적인 접근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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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HTRC 접근 모형

전체적인 컴퓨팅 자원을 이미 말한 대로 Illinois대학과 Indiana대학이 제공
하고 있다. 이용자는 사용자 인증을 거친 후에 보안이 보장된 네트워크 연결
(맨 오른쪽 Complexity hiding interface 부분)을 통해 HathiTrust 텍스트 코
퍼스와 코퍼스의 보다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이미 조직해 놓은 feature sets53)
을 텍스트 마이닝 도구 및 데이터 분석 도구를 사용해 접근, 분석할 수 있다.
사용자 인증을 받으려면 먼저 기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기관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용 방법은 <그림 3-21>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 3-21> HTRC 코퍼스 이용 절차
53) 반복적으로 이용되는 코퍼스의 하부 셋을 말한다. 주제별 혹은 기관별로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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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분석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셋(worksets)을 지정하거나 이미 생성된 텍
스트셋을 활용한 후, 구체적인 데이터 요소를 추출한 후, 필요한 분석 알고리
듬을 적용한다. 현재 약 500여개의 워크셋이 이미 구축되어 있고, 공개된 알고
리듬은 11개이다.
실제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은 VNC (virtual network computing) 클라이언트
를 사용해 보안이 보장된 가상머신(virtual machine)을 통해 이루어진다(<그림
3-22> 참조). 시스템 로그인과 분석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도구는 그림 오른쪽
에 있는 Maintenance Mode를 통해 수행되고, 이후 코퍼스에 대한 접근은 Secure
Mode를 통해 수행된다.

<그림 3-22> Data Capsule을 통한 코퍼스 접근

이상에서 기술한 기술적 환경 제공 이외에도 HTRC는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
자원을 활용하고, 이용자 집단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Andrew
W. Mellon Foundatin의 지원을 받아 Workset Creation for Scholarly Analysis
(WCSA) 프로토타입 프로젝트를 개발하였는데 이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2014년
에 총 4개의 연구 프로젝트에 각 $40,000씩, 총 $160,000을 지원하였다.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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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Advanced Collaborative Support(ACS)라는 명칭으로 3개의 연구 프로젝
트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년 UnCamp라는 이벤트를 통해 HathiTrust 코퍼
스를 활용할 수 있는 코딩 교육, 데모, 경진대회 및 이용자 커뮤니티 개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다. HTRC가 주는 시사점
비록 아직 발전 단계이기는 하지만 HTRC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이 방대한
문서 코퍼스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이 향후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기반과 서비스 모델, 그리고 이용자 커뮤
니티 개발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디지털 도서관
이 구축한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문서 코퍼스를 활용하는 것은 간단한 문
제가 아니다. 이것은 고도의 IT 환경, 지원체계 및 잠재적 이용자층 개발이 함
께 맞물려져야 가능하다. 이런 인프라는 개별 기관이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HTRC는 외부 기금, 협력기관(대표적으로 일
리노이대학과 인디애나대학의 연구진 및 컴퓨팅 자원), 연구자 (컴퓨터공학,
디지털 인문학 분야)와 밀접한 교류 및 협력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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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분석

1. 국립중앙도서관 내부 관계자
2. 외부 전문가

제4 장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분석

1. 국립중앙도서관 내부 관계자
본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 관련 서비스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빅데이터와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 및 서비스에 대한 국립중앙
도서관 직원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 및
공통된 문제의식을 찾아내어 앞으로 본격적인 도서관 내부의 논의를 이끌어내
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절에서는 인터뷰조사 결과와 시
사점을 요약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1.1 조사 대상 및 방법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관리부와 디지털 자료운영부 소속 직원 총 4명(A, B,
C, D)을 대상으로 각각 1시간 정도의 반구조화된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아직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관련
부서 혹은 주요 보직자 위주로 선별적으로 면담을 수행하였다. 질문내용에는
빅데이터 환경 전반의 이해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이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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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 및 당위성, 서비스 방법 및 데이터서비스를
수행한다고 할 때 선결되어야 할 과제 등의 구체적인 질문까지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었다. 인터뷰 대상자에게는 질문지를 미리 전달하였으며 심도 있는 조
사를 위해 상황에 따라 질문을 적절히 변경하였다.

1.2 분석결과
가. 데이터 환경과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한 인식
빅데이터 시대의 국립중앙도서관 역할에 대한 응답자들이 인식을 크게 강점
(Strength) 혹은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혹은 위협(Threat)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했다(<표 4-1> 참조). SWOT분석은 조직의 미션과 전략에 영
향을 미치는 내/외적인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조직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향
후 나아가야 할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여기에서는 최근
급성장중인 데이터 환경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있어서 어떠한 측면에서 기회 혹
은 위협이 되는지,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이 데이터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 어떠한 강점 혹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자들의 전반적인 인식
을 정리하기 위한 도구로 SWOT분석틀을 활용했다.
<표 4-1>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서비스에 대한 SWOT분석
강점
y
y

자료분류 및 조직업무의 전문성
빅데이터로 활용가능한 방대한 자원보
유(소장자료 원문DB사업을 통해 디지털
화된 자료, LOD형식으로 발행된 국가서
지데이터 등)

약점
y
y
y
y
y
y

데이터 수집에 대한 제도적 장치 미비
예산확보의 어려움
데이터 관리, 보존, 분석기술 및 전문인력 미비
소장자료 디지털화 과정에서 OCR처리작업의 더딘 진행상
황과 낮은 인식률
저작권 등의 이유로 수집한 외부 데이터의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 존재
새로운 변화에 대한 조직의 대처능력이 약함

기회
y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 관리 및 보존
필요성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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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y
y
y

인쇄자료 중심의 도서관 역할의 중요성 하락
데이터 분야를 선점한 다른 많은 기관들이 존재함
외부의 데이터 생산기관 혹은 데이터 서비스 기관과의 협력
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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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기회 혹은 위협
응답자들은 빅데이터 시대에 넘쳐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높아지는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이 국립중앙도서관에게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도서관은 자료의 분류 및 조직, 목록작성 등에 있어서
독보적인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
율적인 검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한 언급은 다음
과 같다.
“인터넷에서 쉽게 입수 가능한 자료들이 많아졌지만 그러한 자료들을 잘
정리하고 체계화해서 보여주는 것은 도서관의 강점이다. 이러한 강점을 데
이터에 있어서도 잘 유지할 수 있으면 데이터가 늘어나는 것은 도서관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응답자 B)
“자료를 코드화, 체계화 하는 업무는 데이터에 있어서도 도서관이 유리한
영역이 아닐까. 현재도 많은 연구데이터나 각종 공공 데이터들이 비체계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정부부처의 데이터 포털에서도 데이터
자체가 단편화, 파편화 되어 있는데 그걸 체계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 도서관이 이러한 강점을 잘 살린다면 의미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체계화시키는 부분을 잘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응답자 C)
위협적인 요소로는 이미 많은 다른 기관들이 데이터 분야에 진출한 상황이
언급되었다. 이미 소셜데이터를 큐레이션 하여 사람들의 다양한 관심분야에
대한 트렌드 분석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존재하며 특히, 연구데이터 분야에 있
어서도 연구데이터를 생산하는 각종 연구기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온 기관들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후발주자로서 다른 기관과 차별화된 역
할을 정립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와 관련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소셜데이터를 큐레이션 하는 업체들이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의 해시태그를 모아서 실시간으로 이용자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들을 찾아서 보여주는 데이터 분석 서비스들이 이미 많이 제공되
제 4 장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분석 ●

159

고 있다.” (응답자 B)
“국립중앙도서관이 데이터 쪽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면 연구데이터 분
야가 될 것 같은데 이미 연구데이터 영역에서는 특히 과학기술분야에서 과
학자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성장해 온 기관들이 존
재하고 있다. 이들은 위협적인 존재이다. 후발주자로 나서는 국립중앙도서
관이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 (응답자 D)
y

강점 혹은 약점
기회요인에서 언급한 자료정리의 전문성과 더불어 국립중앙도서관의 강점으

로 언급된 사항은 도서관이 이미 빅데이터로 활용 가능한 많은 자원을 보유하
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응답자들은 도서관이 현재 보유한 자원 중에서 유용
한 데이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방대한 양의 인쇄자료를 지목했다.
“도서관이 수집한 자료들 중에서 데이터화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이다. 물리적인 한 권의 책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데이
터들을 도서관은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용 가능한 데이터화
하지는 못했다. 어떻게 하면 도서관이 가진 자료들 중에서 신뢰성 있고 권
위 있는 유용한 데이터들을 뽑아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다. 책 안의 이미지, 그래프, 표, 도표, 통계수치 레벨의 데이터까지 사람들
이 검색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도서관의 빅데이터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응답자 B)
“도서관의 자료는 수많은 문자들의 조합이다. 그러나 현재는 그 자료가 뭉
쳐진 이미지로만 존재한다. 책 속에 있는 텍스트를 OCR처리를 통해 분절
데이터로 만들 수 있다면 이용 가능한 빅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
각한다.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가 천만인데 그 천만 장서 안의 모든
정보들이 데이터화 될 수 있다면 도서관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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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국립중앙도서관이 외부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더라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생산 및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에서 응답자들의 의견일치가 있었다.
데이터서비스를 시행함에 있어서 국립중앙도서관이 가지는 다양한 약점들도
언급되었다. 먼저, 데이터 수집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점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법에 명시된 납본규정을 바탕으로 자료의 망라적인 수집 및
보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아직 데이터 납본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수집의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이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밖에도 데이
터의 관리, 보존 및 분석을 위한 기술적 기반의 미비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부족, 데이터 관련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입될 예산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언급
이 있었다.
“무엇을 어떻게 수집할 것이냐에 대한 지침, 법 등 제도적인 부분이 마련되
어야 한다. 아직 데이터 납본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
야 업무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다.” (응답자 A)
“현재의 디지털 자료 수집이나 앞으로의 데이터 수집에 대비하여 법적인
부분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디지털 납본이란 법적 장치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요구를 하면 외부기관들이 협력하게끔 되어 있다. 이보다는 자료나
데이터를 생산하는 곳들에게 제출의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응답자 D)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보존부분은 지금 준비단계에 있다. 어떤 표준을
적용할 것인가 혹은 이력관리나 영구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도서관내의 연구가 시작된 단계이다. 아직 전문가도 없다. 기존의 디지털
자료를 포함해서 앞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장기적인 보존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응답자 B)

나.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서비스 추진방향 및 방법에 대한 의견
위와 같은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이 데이터 관련 서비스
를 시행한다면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서비스 방법은 무엇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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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응답자들은 뚜렷한 서비스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데이터서비스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역시 제시하지 못하였
다. 데이터서비스의 형태, 데이터의 종류, 서비스 대상, 서비스 담당자 및 조직
구성, 데이터 수집, 관리, 공유를 위한 협력대상과 협력형태 등에 관한 질문에
있어 대답을 회피하거나 고려 가능한 다양한 선택지를 나열하는 식의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수집 및 제공해야하는 데이터의 종류는 소셜
데이터, 공공데이터, 연구데이터, 도서관 보유 데이터 등, 협력대상으로는 인터
넷 포털, 각종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이 다양하게 언급되었다.
그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 사항에서 응답자들의 의견일치가 있었다.
첫 번째, 풍부한 도서관 텍스트 컬렉션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서비스가 국
립중앙도서관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를 위해
서는 현재 진행 중인 도서관 자료 원문DB 구축사업의 OCR처리작업 부분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미지로만 존재하는 디지털 파일들은 데
이터로서의 활용가치가 떨어진다는 공통적인 문제인식이 있었다.
두 번째, 새로운 이용자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특히 연구자들을 주요
데이터서비스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서비스의 이용자층은 우선적으로 연구자들이 대상이 될 것 같다.”
(응답자 A)
“일반 이용자와 연구자를 이원화시켜서 서비스하는 식의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한다. 기존의 자료를 빅데이터화 하거나 또는 제공 가능한 데이터를 수
집하고 보존하는 것은 연구자들에게 부가가치적인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여타 공공도서관과는 다른 국립중앙도서관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실
현시킬 것이다.” (응답자 D)
위에서 제시된 응답자의 공통된 의견을 취합하면 향후 데이터서비스 추진
방향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은 내용검색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디지털화 된 방대
한 도서관 인쇄자료를 기반으로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데이터서비
스를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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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사점
인터뷰 응답자들은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국립중앙도서관이 데이터서비
스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본인들의 직무배경 및
현재 수행업무와 관련된 범주 내에서 데이터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 전반적
인 데이터 환경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서비스의 큰 그
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견해의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응답자들은 아직 구체적
인 서비스 방법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의 공통
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유한 인쇄자료의 디지털화를 바탕으
로 연구자를 위한 데이터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인터뷰는 소수의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식조사라는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서비
스의 구체적인 목표 및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데이터 환경에 대
한 관찰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의 내·외적인 요인들을 파악하고 도서관내 직
원의 의견수렴 및 논의를 지속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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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 전문가
국립중앙도서관이 향후 빅데이터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국내외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미래 전략 도출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기록된 문서 자료 위주의 수집, 제공
을 해왔기 때문에 데이터와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외 전
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면담을 실시하였다.

2.1 조사 대상 및 방법
면담 대상자는 해외 국가도서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 및
국내 유관 기관에서 데이터 혹은 학술정보 업무를 하고 있는 전문가로 한정하
였다. 아래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직접 면담 혹은 전화, 이메일 설문으로 의
견을 수집하였다.
- British Library의 Digital Scholarship 부서 데이터 전문가
- 영국 Digital Curation Centre의 전문 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과학데이터연구센터 전문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본부의 전문가
- 서울특별시 통계데이터 담당 전문가

2.2 분석결과
소수의 전문가의 의견을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다. 여기에서는 외부 전문가
의견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내용,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의견 그리고 기타 도
서관의 역할에 대한 언급 위주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다섯 명의 국내외 전문가 모두 데이터 환경에서의 도서관의 역할에 대
해 부정적인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도서관이 어떤 역할, 기능을 담당해야 하
는지 혹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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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점: 도서관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
외부 전문가 의견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제시된 내용은 데이터 환경에서도
도서관의 공공성이 계속 유지되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는 점이다. 특히 Google, Apple과 같은 거대 상업회사에 의해 상당한 데이터
와 정보가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과 같은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기관
이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공통적인 기대가 있다. 구체적인 부분으로는 향후
데이터 큐레이션이나 보존 기능을 가지기 힘든 취약한 조직들을 위해 국가도
서관이 관련 서비스나 시스템을 제공하는 공공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기대부
터, 상업회사들이 외면하는 공공데이터의 유통을 도서관이 공공성 측면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주문도 있다. 도서관의 이러한 공공적인 성격 혹은
역할이 상업적 이익 추구와 반드시 배치될 필요가 없으며 상호보완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공공의 자산을 이용해서 개인 혹은 집단이 상업적 이익을 포함하는 부가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차이점: 도서관의 개입 범위 혹은 추진 방법
도서관, 특히 국가도서관이 향후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는 측면과 관련해서
는 크게 세 가지의 의견이 있었다. 첫 번째 의견은 현재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및 데이터 자원을 잘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을 넘어서는 역할을 기
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신중론이다.
“도서관이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는 것 보다 우선은 있는 것부터 지혜롭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이를 넘어서는 역할의 확대
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관점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 역할을 새로운
방향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의견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해서 전통적인 도서관의 관점에서
탈피해서 도서관이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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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지적 수준과 이용 환경을 활용하는 수준을 고려해서 전통적인
관점의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데이터 사
이언티스트가 되어서 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큐레이션을 해서 이용자에게
단순 제공이 아니라 협력자로서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새로운
지식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제공하는 데이터 중심의 참고봉사
서비스를 하는 것이 새로운 환경에서의 도서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주장은 도서관이 단순히 데이터를 그대로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서 가
공, 분석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위와 같은 대립적인 의견이 있지만 환경 및 상황변화
에 따라 점진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주장도 있다. 이 주
장에 따르면 아래 단계를 거쳐 도서관, 특히 국가도서관의 데이터 전략이 진
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의 데이터화 및 최대 활용: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개별 아이템이나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디지털 자료를 데이터화하고 이
를 이용자들이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 데이터의 발견, 사용 및 인용 환경 제공: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기보다 데
이터가 검색 및 유통될 수 있는 환경 및 도구를 국가도서관이 제공하는 것
- 데이터 리포지토리 구축을 통한 지원: 개인이나 조직이 국가도서관이 만
든 데이터 리포지토리를 사용해 데이터를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
는 것. 하지만 이미 이런 것을 전담하는 전문조직이 있다면 도서관이 이
를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없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국가도서관이 관련 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고려해 볼
만하다.
- 데이터의 일부 가공 및 분석 지원: 데이터의 특성상 모든 데이터에 대해
도서관이 전문적인 가공 및 분석을 해 줄 수는 없지만 도서관이 전통적으
로 관리해 온 텍스트 자료에 대해서는 일부 기능을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사서들이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도서관이 교육 기능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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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이 데이터 분석까지 지원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 가지
의 다른 의견이 제시되었다. 위에 제시된 점진적인 데이터 서비스 추진 의견
에는 도서관의 데이터 분석 기능에 대한 비교적 제한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
다. 즉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에 대해 도서관이 전문적인 능
력을 가지고 분석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우며 다만 제한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도서관의
역할이 아니라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창의적 이용자가 데이터의 속성을 이해하고, 데이터의 제공 형태를 정의
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즉 이용자 주
도적이라는 것입니다. 데이터 제공자는 수동적 역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의 개방의 범위, 정책 등을 잘 정해 놓는 것이 중요
한 역할일 것이고, 어떤 새로운 가치, 역할 이런 거는 이용자 부분(도서관
이 통제할 수 없는)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도서관이 데이터를 단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자로서 수집을
넘어서는 관리, 분석 기능까지 할 수 있는 확장된 도서관의 역할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다.

다. 여타 구체적인 제안 사항
데이터 환경에서의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제시된 기타 의견, 아이디어들은
아래와 같다.
- 링크드 오픈 데이터(Linked Open Data, LOD)를 통한 보다 효과적인 데
이터 검색 환경 구현: “도서관의 경우, 보유·제공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이
나 정보의 소유, 공개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훨씬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
하고 제공하므로, 이런 형태의 정보 수집 및 제공 역할이 데이터 환경에
서도 중요하고, LOD 검색과 같은 시도는 유효 콘텐츠가 많은 곳에서 더
욱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 온라인 라이선스 모델 제시: “디지털 환경에서는 기존의 오프라인 저작물
제 4 장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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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디지털 저작물화가 가속될 것이므로, 이러한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저
작권, 라이선스 모델을 도서관의 역할에 맞는 형태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 데이터의 통합, 연계 서비스: “다양한 복수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통합,
연계하고 제공하는 부분도 도서관의 역할로 검토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합
니다. 검색포털과 다르게 도서관의 경우 국가간 지역간 도서관의 연계체
계를 확대한다면 공동데이터 측면에서는 정보제공의 수준과 범위도 크게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3 시사점
이미 언급한대로 면담 혹은 자문에 응한 국립중앙도서관 내부 전문가가 아
닌 외부전문가들은 모두 국가도서관이 데이터와 관련된 역할과 서비스를 제공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전문가의 경우 이미 관련된 문제를
직접 경험한 바가 있어서 그런지 비교적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
국내전문가의 경우 연구자가 질문하기 전에는 이 문제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
로 생각해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전문가의 의견은 비교적 원론
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공공성에 대한 모든
전문가의 공통적인 의견과 더불어 세부적인 방향 제시는 향후 국립중앙도서관
의 데이터 관련 전략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

168

● 도서관자료로서의 빅데이터와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

제5 장 결 론

1. 빅데이터 시대의 국립중앙도서관 전략 도출 근거
2. 빅데이터 시대의 국립중앙도서관 전략

제5 장
결 론

1. 빅데이터 시대의 국립중앙도서관 전략 도출 근거
본 연구는 빅데이터 시대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이다. 2장에서는 빅데이터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과
함께 문헌조사를 통해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정
리하였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이 현재 보유하거나 진행 중인 데이터 관련 사
업 및 디지털 컬렉션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미국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LC), 영국국가도서관(British
Library, BL)을 포함하여 주요 국가의 데이터 관련 사업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이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향후 데이터
환경의 주요 요소로 자리할 공공데이터 및 연구데이터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이들 환경 요인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 수집 및 공유 현황
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내부 관계자와 국내외 관련 전문가와
의 면담을 통해 데이터 중심 사회에서 국가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
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도서관이 지금까지 수행해 온 지식의 수집, 제공 및
보존의 기능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수집,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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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 연구의 결과인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 관련 전략 개발과 관
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먼저 고려하고자 한다.

1.1 국립중앙도서관 업무와의 연관성
국립중앙도서관은「도서관법(법률 제 11310호)」에 의해 만들어진 공공기관
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는 도서관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정되고 전개되어
야 한다.「도서관법」제3장 19조는 도서관의 업무를 대해 9개의 항에서 기술
하고 있다. 또한 같은 장 20조에서는 도서관 및 온라인 자료의 납본과 관련된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를 기술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조항은 19조
2항에 나온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업무
이다.
과연 도서관자료에는 기존에 명시된 발간 자료, 온라인 자료 외에 데이터도
포함될 수 있을까?「도서관법」에 명시된 도서관의 업무는 제1장 총칙 제2조
2항에 나온 도서관자료를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
존하는 자료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의의 앞부분에 제시된 예시는 자
료가 표현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라는 것에 데이터가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도서관법」제20조의2 제6항에 규정된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집대상 온라인 자
료의 종류 및 형태를 구체화하고 있는「국립중앙도서관고시」제2011-1호에는
자료의 종류를 웹사이트, 문자자료, 음성·음향자료, 영상자료 및 이미지자료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데이터는 명시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다. 같은
고시의 제4조에는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파일 형태를 수
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형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도 제3조의 자료의
종류와 관련된 것이기에 데이터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마도「도서관법」이 제정, 개정되었을 때는 현재처럼 데이터가 활발하게
수집, 공유되는 정보환경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이 현재
수집·제공·보존하고 있는 통상적인 자료(온라인 자료 포함) 이외에 각종 데이
터를 본격적으로 취급한다면 그 근거는 도서관 자료에 데이터도 포함되며,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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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자체도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자료의 일부라는
확장된 해석이 될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데이터를 취급할 수 있는 간접적
인 방법은 제14조에 나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데이터의 수집·제공·보존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19조에 명시된 국립중앙도서관 업무에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이 1항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의「도서관법」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에 관련
된 법률 조항에는 데이터의 수집 및 공유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이 향후 본격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기존의 법률을 포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혹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데
이터 관련 사항을 수립함으로써 가능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데이터 중심 사
회에서 각종 데이터를 수집, 공유하기 위해 보다 바람직한 것은 도서관자료에
데이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데이터 자체를 정의하는 것의 어려움,
데이터의 발행 및 유통 환경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매우 유동적이라는 점
이 있기는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데이터 활용 및 가치의 증가, 데이터 영역
에서의 공공성 담보 등의 필요는 향후 국가도서관이 데이터와 관련된 제반 기
능을 수행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
진될 필요가 있다.

1.2 유동적인 데이터 환경
데이터는 크게 상업영역에서 기업과 고객과의 거래 및 여타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상업데이터, 연구자나 연구기관이 각종 과학연구의 수행의 결과로
생산하는 연구데이터, 정부와 각종 공공기관이 수집하여 공유하는 공공데이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연구데이터와 공공데이터
가 현재 어떤 방식으로 수집, 공유되고 있는지에 대해 제3장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 결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공공
데이터와 연구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수집,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데이터
와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을 위한 각종 법률적, 정책적, 제도적 기반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이런 데이터의 체계적인 출판 및 공유를 위한 각종 표준,
IT 기반,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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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이런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기존의 도서, 음반 및 영
상자료와 같은 체계적인 발간 및 유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에는 이르
다. 온라인자료의 경우에는 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과 월드와이드웹이 등장
한 이후 채 현재 약 20 여년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
어 각국의 국가도서관이 일정 수준에서 웹아카이빙을 하고 있다. 데이터 자료
의 경우 그것이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형태의 자료라기보다는, 생산이 폭발적
으로 증가하고 있고 활용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중요시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선별적으로 수집, 공유 및
활용되기에는 아직도 전반적인 데이터 환경이 매우 유동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거치고 있다.
공공데이터나 연구데이터의 경우 관련 정책이 있고 정부기관의 예산 배정,
평가 등의 통제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수집, 공유에 상당 시간
이 소요되고 있다. 도서관의 경우 이러한 자원이 부재하거나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외부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은 국립중앙도서관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국가의 국가도서관
도 동일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 연구에서 조사한 주요 국가도서
관들은 한편으로는 데이터의 체계적인 공유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
고 또 한편으로는 데이터 환경이 어떻게 진화해 나가는지 관망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외 주요 국가의 국가도서관들은 도서관이 이미 보유한 각종 도
서관자료를 데이터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연계를 바탕으로 향후 도서관 외부에서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데이터를 본격적
으로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도 향후 우리 사
회에서 데이터의 수집과 공유 체계가 마련되는 다양한 정책적 제도마련에 참
여하고 특히 기존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활용 사례를 외부에 적극적으
로 홍보함으로써 데이터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기관이라는 인식을 심을 필요가
있다..

1.3 데이터 가치 사슬과 데이터 큐레이션
국립중앙도서관이 향후 데이터를 수집, 제공 및 보존한다고 하면 데이터의
생애주기 및 데이터 가치 사슬을 고려해서 국립중앙도서관이 가장 큰 기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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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의 생애주기(data life cycle)는 여러 형태로 제시되고 있지만 여기에
서는 DataONE이라는 기구가 정의하고 있는 여덟 개의 요소를 사용한다 .
y

Plan (계획) - 수집되거나 측정할 데이터에 대한 기술과 전주기에 걸쳐
수집된 데이터가 어떻게 관리되고 접근될지에 대한 기술

y

Collect (수집) - 측정도구, 센서 혹은 직접 기입을 통해 데이터가 생성되
고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

y

Assure (확인) - 데이터의 품질을 물리적, 논리적으로 검사하고 확인

y

Describe (기술) - 적절한 메타데이터 표준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정확하
고 충분하게 표현 및 설명

y

Preserve (보존) - 데이터를 장기적인 보존을 위해 적절한 아카이브, 데
이터 센터에 기탁 혹은 제출

y

Discover (발견) - 잠재적으로 유용한 데이터를 적절한 메타데이터와 함
께 찾아내고 물리적, 논리적 접근

y

Integrate (통합) - 복수의 출처로부터 수집된 데이터가 분석 가능한 하
나의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지는 것

y

Analyze (분석) - 데이터와 데이터셋이 의사결정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
으로 활용되는 것

모든 데이터가 위의 여덟 단계를 모두 거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데이터
의 전주기를 이렇게 구분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치를 명시하
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다. 데이터 생애주기에서 도서관의 기여가 가장 분명한
단계는 기술, 보존 및 발견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기술 단계는 데이터가 의미 있게 전달되는데 가장 중요한 작업인 메타데이
터를 작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메타데이터는 기존의 도서관 목록규칙과 같은
체계적인 방법은 물론 readme 파일의 작성과 같은 간단한 방법도 사용될 수
있다. 도서관은 전통적인 인쇄형태의 자료뿐 아니라 각종 비도서 자료의 기술
을 포함하여 이 분야에서는 가장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도서관계가 가지고
있는 메타데이터 작성 규칙과 노하우를 곧장 데이터의 기술에 적용하기는 어
려울 수 있다. 하지만 메타데이터의 적용에 있어서 도서관의 경험은 향후 데
이터의 기술에 가장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서관이 이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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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존 단계 또한 도서관의 강점이 두드러지는 영역이다. 빅데이터를 포함하
여 데이터가 중요시되는 것은 데이터의 활용이다. 즉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얻어지는 통찰(insight), 의사결정 때문에 데이터가 중요시되는 것이다. 하지만
수집된 데이터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려면 데이
터와 관련 메타데이터가 체계적인 방법으로 장기적인 보존이 되어야 한다. 보
존의 영역은 전통적으로 도서관, 특히 국가도서관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데이터의 보존은 도서관이 지금까지 수행해 온 도서관 자료의 보존과는 기술
적으로 또 절차적으로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데이터의 보존에 대해
서는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활용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서관의 공공적인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존과 관련하여 여러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데이터를 물리적인 장치에
전자적으로 저장하고 백업을 수행하는 저장(storage), 데이터를 타 데이터와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고정성(fixity)을

보장하는

아카이빙

(archiving), 그리고 저장과 아카이빙을 포함하여 장기적으로 데이터가 온전히
사용되고 해석될 수 있도록 하는 보존(preservation)의 단계가 있다. 단순한
저장 기능보다는 데이터 보존 기능이 데이터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데이터의
가치를 높인다는 점에서 도서관은 데이터의 장기적인 보존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Choudhury, Palmer, Baker, & DiLauro, 2013). 하지만 이런 장기
적인 보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단순한 저장 기능 보다 훨씬 더 복잡한 기술
적, 절차적 기반을 갖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서관은 데이터의 생애주기 단계에서 기술, 보존 및 발견 이외의 영역에서
도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획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개
인, 기관 등에게 교육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를 위한 가이드 및 자료를 제공함
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다. 전문
적인 데이터센터들이 가급적 계획 단계에서 개입하려는 이유도 데이터가 생성
된 이후에는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데이터 중심 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구상하는데 있어 데이터 생애주기에서
특정 영역에 있어서 도서관의 전문성을 제공하고, 데이터 관리에 기여하는 것
은 물론 데이터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데이터 큐레이션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
요가 있다.
데이터 큐레이션이란 데이터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데이터를 유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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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가치를 더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된다 (Data Curation Centre).54)
도서관이 데이터 생애주기 중에서 데이터의 수집, 통합 및 분석 단계에서 직
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이런 단계들도 다른 단계들과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은 데이터의 개별 단계의 관점보다는 전반적
인 데이터 큐레이션의 관점에서 데이터 관리에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
다고 할 수 있다.

54) http://www.dcc.ac.uk/digital-curation/what-digital-c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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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빅데이터 시대의 국립중앙도서관 전략
우리 사회는 데이터 중심사회 (data-centric society)로 옮겨가고 있다. 도서
관이 데이터 중심사회에서 적합성을 가지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
자료를 본격적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기회선점의 측면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
른 차원의 자료인 데이터를 수용하는데 따른 위험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존의 도서관 자료와는 달리 포괄적인 주제에 대한 데
이터를 수집, 조직, 제공 및 보존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이다. 반면 국립중앙
도서관을 포함한 도서관의 전통적인 강점인 공공성, 정보조직에서의 전문성,
도서관 자체 보유 데이터 등은 앞으로 데이터 생태계를 풍부하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각국의 국립도서관들은 데이터 중심 사회에서 어떻게 도서관의 유효성
(relevance)을 유지하고, 사회 전반과 이용자들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도 역시 동일한 선상에서 역할과 기능을 포지
셔닝 (positioning) 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있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은 빅
데이터 시대의 도서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앞으로 도서관이 데이터서비스를 수
행함에 있어서 도서관 전반이 직면하게 될 공통적인 과제들에 대한 도서관계
의 이해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큰 과제에 직면해있다. 이 장에서는 국립중앙도
서관이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를 검토함에 앞서, 머지않은 미래에 국립중앙도
서관이 자료로서의 데이터와 관련되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전략방향을 제
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미 언급했듯이 데이터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
고 매우 유동적이라는 점 때문에 여기에 제시한 전략들은 매우 잠정적이며 향
후 국립중앙도서관이 데이터 관련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검토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향후 데이터 전략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립중
앙도서관이 이미 웹아카이빙 및 디지털 콘텐츠 구축 등을 통해 데이터로 활용
될 수 있는 상당한 자원을 이미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유진, 2015). 물론
아직 공공데이터나 연구데이터와 같은 향후 데이터 환경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은 부족할 수 있지만 현재 국
립중앙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데이터 관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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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작할 수 있고, 향후 데이터 수집 및 공유 체계 구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이 연구, 교육 및 문화 영역에서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OCLC는 “Creating Library Impact Through New Forms of
Engagement”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도서관의 목록정보와 보
유 자원이 디지털 생태계를 보다 풍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인
식 하에 향후 도서관 자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검색, 사용되고 또 외부의 자
원과 보다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도
서관이 보다 광범위한 웹 환경 내에서 보유자원과 서비스를 최적화된 방식으
로 통합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하며 만약 이것을 못한다면 정보와 데이터의
주된 제공자와 큐레이터의 위치를 잃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정보자원뿐 아니라 풍부하고 대용량의 데이터셋에 대한 접근 제공을
통해 도서관이 가시적으로 이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
고 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외부 기관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
다고 역설하고 있다.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의 거품은 어느 순간에 터질 수 있다. 어쩌면 빅데이
터를 대신할 새로운 용어가 조만간 등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데이터가 더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지금 존재하는 전 세계 데이터의 90%가 최근
2년 동안에 생산될 정도로 데이터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
의 증가 이면에는 데이터 공개와 공유, 데이터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가치
있는 데이터의 보존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이런 문제의 창조적인 해결책의 일부가 되기 원한다면 불확실성과 실패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뛰어드는 편이 나을 것이다. 아래의 전략은 이러한 시
도의 구체적인 방안의 일부가 될 것이다.

2.1 디지털 컬렉션 활용 극대화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국내외의 다양한 데이터 수집 및 공유 체계와 해외
주요 국가의 국가도서관의 데이터 관련 이니셔티브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국립중앙도서관 외부의 데이터를 수집하기에는 아직 데
이터 환경 혹은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으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유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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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디지털 자료들을 데이터화(datafication)한 디지털 데이터 컬렉션(이하 디지
털 코퍼스)을 구축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최적이 전략이라는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미 본 보고서의 제2장 3절에 정리되어 있듯이 다양하고
방대한 디지털 장서를 구축하여 왔다. 특히 2005년부터 오아시스 (OASIS) 프
로젝트를 통하여 정책자료, 통계자료, 연구보고서 등 웹 문서를 아카이빙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외 중요한 웹사이트 및 웹페이지에 대한 아카이빙에 있어서
는 그 규모나 수집량에 있어서 국립중앙도서관이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디지털 컬렉션이 국립중앙도서관이 활용할 수 있는 빅데
이터가 되는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자원은 소
장원문, 디지털서고, 테마별 콘텐츠, 세계의 도서관 및 웹 정보원 등으로 구분
되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디지털 자원이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방식
은 전통적인 도서관자료의 이용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즉 키워드 검색 혹은
브라우징을 통해 자료의 기본 단위인 도서 혹은 기사 등 문서 단위로만 접근
이 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디지털 자원이 별도의 디지털 코퍼스로
변환되고, 이용자들이 디지털 코퍼스 전체를 접근,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되
어야 한다.
지금까지 도서관이 수집한 자료는 그것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개별 단위 즉
책, 논문, 보고서 등의 수준에서 제공되어 왔다. 이것은 인쇄형태의 자료만이
아니고 디지털 자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현재 국립중앙도서
관의 디지털컬렉션에 한글판 딱지본 소설 컬렉션이 구축되어 있다. 그런데 여
기에 포함된 디지털 자료는 ‘홍길동젼’, ‘뎐우치전’, ‘서태후전’ 등과 같은 소설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55) 디지털 코퍼스란 예를 들어 모든 한글판 딱지본 소
설을 하나의 파일로 구축하여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물론 HathiTrust와 같이 수백만권의 장서를 디지털 텍스트화 한 방대한
디지털 코퍼스의 구축도 가능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데이터 분야에서 전문기관으로 인식되기를 원한다면 무엇
보다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자료를 빅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결과를 외부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가시적인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향후 외부 데이터
를 입수,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비교
55) 현재 이 자료들은 이미지 파일로 제공되고 있으며 향후 OCR을 통해 텍스트 분석이 가능한 자료로
변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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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즉각적 활용이 가능한 텍스트 자료라는 점에서 외부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 보다는 처리가 용이한 면이 있다. 미국의회도서관, 영국국가도
서관, 네덜란드 국립도서관, HathiTrust 등의 기관이 이미 디지털 코퍼스를 활
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디지털 코퍼스로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활용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
y

디지털 이미지 자료의 디지털 텍스트 자료 변환 - 국립중앙도서관이 보
유하고 있는 상당수의 디지털 자료는 이미지 형태로 되어 있어 데이터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미 디지털 자료로 만들어진 이미지에 대한
텍스트화 작업 (OCR 변환)이 시급하고, 이러한 텍스트 자료가 서비스 되
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정확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y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셋 도출 - 텍스트 코퍼스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
(public domain) 저작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코퍼스로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이를 분석에 유용한 단위로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외 주요 국가도서관에서는 이런 부분 코퍼스
를 feature set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디지털 코퍼스를 시대별, 장르별,
저자별 혹은 특성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feature set은 도서관이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이용자들이 요청해서 구성할 수도 있다.

y

이용자 커뮤니티 개발 -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코퍼스가 제대로
활용되려면 특히 관련 학술 커뮤니티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
하다. 관련된 학문 분야는 컴퓨터공학(텍스트 마이닝), 어문학, 문헌정보
학 등이다. 특히 디지털 텍스트 코퍼스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새로운 학
문 영역인 디지털 인문학(digital humanities) 분야를 활성화하는데 국립
중앙도서관이 기여할 부분이 크다. 국내외 연구자들이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코퍼스를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
스를 개발하고, 경진대회 및 관련 컨퍼런스의 개최를 통해 학술연구자와
대학원생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술연구자들을 위
한 추가적인 서비스로는 해외 디지털 코퍼스를 국립중앙도서관의 전문가
를 통해 사용하는 것이다.

y

IT 인프라 구축 - 이미 HathiTrust Research Center의 사례 분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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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듯이 디지털 코퍼스를 외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IT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디지털 코퍼스의 완전성
(integrity)을 보장하면서, 데이터의 보안이 유지되는 서비스 환경을 구축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IT 인프라를 국립중앙도서관이 자체적으
로 보유할 필요는 없다. 외부의 대학 혹은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
같은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도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다.

2.2 데이터 큐레이션 분야 내부 역량 강화
빅데이터와 관련된 국립중앙도서관의 핵심전략은 앞서 2.1에서 밝힌 대로
현재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데이터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다. 외부 데이터를 국립중앙도서관이 직접 수집해서 제공하는 것은 현 단계에
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향후 데이터 환경의 변화를 관망한 후에 결정해도 될
것이다. 특히 데이터를 직접 생산하고 관리하는 다른 주체들이 제공하는 서비
스에 도서관이 부가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참
여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다.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수집 기능이 강조되어 왔
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일단 수집 마인드가 작동할
수 있지만 데이터에 대해서는 꼭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도서관이 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 제시하는 전략은 보다 중장기적이라는 성
격이 있다.
도서관이 다양한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제공의 역할을 오랜 기간 수행
해 온 노하우는 앞으로 도서관이 데이터의 수집, 공유하는 것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서관은 아직 데이터에
대한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은
향후 데이터 큐레이션 분야의 내부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래 측면에
서 관련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y

데이터 큐레이션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에서
사서를 대상으로 하는 가장 큰 교육 프로그램을 이미 운영하고 있다. 하
지만 데이터 관련 교육 과정은 전무하다. 일단 내부 직원을 위한 데이터
큐레이션 과정을 시작해서 국립중앙도서관 내부에서부터 데이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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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공통적인 이해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국
가도서관의 경우도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데이터 큐레이션과 관련된 다
양하고 흥미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내부 교육 프로
그램은 도서관 직원 역량 강화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향후 데이
터 수집, 공유에 대한 공통적인 지향점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내부
직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 이를 도서관 외부에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국립중앙도서관 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전적으로 도서관 종사자를 위한 것이었다면 데이터 큐레이션 관련 교육
은 대학의 연구자 및 학생, NGO 종사자 등으로 저변을 넓혀 제공함으로
써 이 분야의 새로운 이용자집단을 형성하고 아울러 데이터 큐레이션 분
야의 국립중앙도서관의 전문성을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물론 전국
의 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데이터 큐레이션 관련 교육 프
로그램의 제공도 동시에 시행될 수 있다.
y

데이터 보존 관련 역량 강화 - 이미 데이터 생애주기 중에서 도서관이
가장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데이터의 기술, 보존 및 발견과 관
련이 있음은 밝힌 바 있다. 이 세 영역 중에서 특히 데이터의 보존과 관
련된 전문성은 국립중앙도서관이 향후 개발해야할 핵심 역량이다. 데이
터의 보존은 데이터의 물리적인 저장과 아카이빙을 포함하여 데이터가
일정 기간 후에도 장기적으로 온전히 사용되고 해석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인 영역이며 이미 이와 관련된 국제표준도 존재한다.56) 우리 사회
에서 더 많은 기관들이 데이터를 생산하고 활용함에 따라 데이터 보존에
대한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립적이고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은 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
으로 전망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아직 디지털 자원 그리고 데이터의 장
기적인 보존과 관련된 충분하고 검증된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
만 향후 이 분야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데이터 중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56) ISO 27001. Standard in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정보보안관리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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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외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
국립중앙도서관이 향후 각종 데이터를 수집, 공유하고 또 데이터 중심사회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다양한 외부 기관
과의 협력 관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국립중앙도
서관이 수집하는 도서관 자료는 ｢도서관법｣상의 납본제도, 유통시장에서의 구
입 등으로 장시간에 걸쳐 안정화되고 체계적인 경로를 통해서 수집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의 경우는 아직까지 이런 안정적인 유통 경로가 만들어지지 않
았다. 또한 향후에 다양한 데이터 센터 혹은 리포지토리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것들은 매우 분산된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
태로의 참여를 고려할 수 있다.
y

데이터 환경 구축자 - 우리 사회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생산되고 또
활용되고 있지만 데이터의 유통, 보존 등과 관련된 중요한 기능, 역할은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
지는 않더라도 데이터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 유통 및 활용되는 체계
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는 있다. 영국국가도서관의 경우 전 세계 연구데
이터를 대상으로 고유 식별자를 부여하고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를 통해
데이터가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인 DataCite에 매우 적극적이고 주도적
으로 참여하고 있다. 영국국가도서관의 관점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외
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오히려 지금은 데이터가 공유
되는 체계를 만드는 것에 참여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전략인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데이터와 관련된 다양
한 체제에 모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구체적
인 몇 가지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거나 국제적인 체제구축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공공데이터 및 연구데이터의 수집 및 공유 체계 구축과 관련해
서는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공공데이터의 경우 이미 행정
자치부를 통해 다양한 법률적, 조직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활용 분야에서 국가도서관이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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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웹재단의 2014년 평가에서 전년에 비해 오히려 5단계가 하락한 17위에
랭크된 주요 원인이 데이터 활용성 (impact) 때문이라는 분석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공공기관이 공유하는
공공데이터가 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목록 혹은 검색 시스템을 통해 보다 손
쉽게 발견되고 또 활용될 수 있다면 공공데이터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될 것이다.
국내의 연구데이터 수집 및 공유 체계는 아직 미비하다. 그런 점에서 초기
에 관련 제도를 수립하고 또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과의 협업은 향후 국립중
앙도서관이 연구데이터 분야에서의 역할을 담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담당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가연구비 지원기관인 한
국연구재단, 그리고 연구개발 정보 및 학술정보의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
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의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영국국가도서관은 연구데이
터의 관리 및 공유를 위한 UK Open Research Data Forum에 참여하고 있으
며 2015년 7월에는 관련 협약인 Corcordat on Open Research Data57)의 도출
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향후 빅데이터 분야에서
의 응용을 추진하고 있는 KISTI와의 협업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하게
될 대규모 디지털 코퍼스의 공동활용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연구자
및 연구성과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연구
데이터의 수집 및 공유 체계 구축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y

데이터 큐레이션 분야 사례 개발 -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심층적이고 다
각적인 데이터 분석 능력 및 도구의 습득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에 앞서
데이터가 온전하게 관리되고 공유되는 전반적인 프로세스의 강화가 절실
하게 필요하다. 이는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필요한 영역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이런 전문적인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기관은 많지 않
다. 많은 NGO, 학술단체,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등은 각 기관이 생산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를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외부의 지원이 필요

57) http://www.rcuk.ac.uk/research/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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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시민참여형 연구(citizen science)가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반인들이 직접 과학데이터를 수집해서 제공하고 그
결과가 전문연구자들에 의해 검증, 큐레이션, 가공 및 분석된다. 이런 시
민참여형 연구 혹은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협력을 통
해 데이터 큐레이션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또 해당 기관을 위한 소규모
데이터센터를 시범적으로 구축한다면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 큐레이션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도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기관과의 협력
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의회도서관이 트위터 데이터를 아카이빙하고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처럼 국내에서도 정부 주요 부처, 공공기관, 방송 및 언론 등에서 관
리하는 트위터나 블로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큐레이션 하는 것 등의 시도도 가
능하다.
y

데이터 큐레이션 문화 추진 -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개인 및 기관 차원
에서 데이터 관리 및 공유에 대한 인식이 낮고 관련 문화가 정착되지 않
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이 관련 기준, 모범사례를
만들어 제공하고, 데이터 실험실 공간 제공과 같은 창의적인 제도 등을
통해 바람직한 데이터 관리 문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4 제안 전략 추진을 위한 조직 및 향후 추진 과제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미 자체적으로 빅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는 방대한 디지
털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체계에서 공공성을 기반으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다. 따라서 향
후 이런 국립중앙도서관의 내적 역량을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전략적인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데이터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우리 사회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데이터가 보다 광범위하고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기반 조성 및 서비스 개발에 중요한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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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조직의 구성: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구체적
으로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데이터 코퍼스를 구축·활용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연구조직의 설립이 요청된다.58) 이 연구조직은 기존에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
한 다양한 디지털 자원을 데이터화 (datafication)한 디지털 코퍼스를 구성하고
이를 도서관 내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
행하는 것을 담당한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디지털자료운영부가 웹아카이빙을
포함한 디지털 자료를 구축하고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자원을 데이터화하고 활용사례를 구축하는 것은 지금까지 국립중앙도
서관이 수행해 온 업무와는 차별적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전문인력의
충원이 필요한 영역이다. 또한 데이터 분야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짧은 기간
안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 이를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별도의 연구조직의 구성이 요청된다.
이 연구조직에 필요한 전문인력은 주로 텍스트 마이닝, 빅데이터 분석 분야
그리고 메타데이터 분야의 연구 경험이 요구된다. 해당 연구조직은 또한 국립
중앙도서관 내외부 인력을 대상으로 데이터 큐레이션과 관련된 다양한 가이드
라인을 작성하고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데이터 분야의 국립중앙도서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또 외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전
문 연구조직과 더불어 국립중앙도서관과 외부 이용자 그룹을 연계할 수 있는
전문가 위주의 자문조직의 구성 및 운영도 고려할 수 있다. 자문조직의 전문
가는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이 디지털 코퍼스 운영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연
구자 집단, 각종 유관기관 (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립국어원 등)을 대
표하는 인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인문학 분야를 기반으로 하는 융합 사업에 대해 지원하
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이다. 만약 국립중앙도서관이 대규모 디지
털 코퍼스 구축을 통해 디지털 인문학 분야에서 중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개발
한다면 향후 관련 대학 학과 및 연구자와의 활발한 교류가 기대되면 이 분야
의 활성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추진 과제: 이미 언급한대로 현재 데이터 환경은 매우 유동적이며 수
집 및 공유 체계도 시간을 두고 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불확실한 환경
58) British Library Labs, HathiTrust Research Center,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의 Research Lab이 참조
가능한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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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오히려 국립중앙도서관이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통해 데이터 수집 및 공유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추진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 디지
털 코퍼스 구축 사업이다. 이미 관련된 연구조직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지만
단기적인 연구과제로서도 디지털 코퍼스 구축 및 활용 사례가 매우 절실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데이터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빠른 시일
안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하고 전략적으로
디지털 코퍼스 구축 및 활용이 바람직하다. 둘째, 공공데이터의 활용성을 제고
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데이터 통합 검색 서비스 및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한 서
비스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정보
화진흥원을 통해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생산되고 있는 공공데이터가 통합적으
로 검색되고 있지만 보다 포괄적이고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
서비스가 필요하고 또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의 광범위한 협력이 요구된다. IHME(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체계적인 메타데이터 작성
및 택소노미 (taxnonoy)의 개발은 데이터의 검색 및 활용에 큰 영향을 미친
다. 셋째, 연구데이터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아직 수집 및 공유 체계가 구축
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를 위한 관련 기관, 전문가와의 대화 및 컨센서스
구축은 매우 절실하다. UK Open Research Data Forum과 같이 정부 부처,
연구비 지원기관, 국가도서관, 연구자 및 출판사를 대변하는 전문가의 협의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향후 연구데이터가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
으로 수집, 관리 및 공유되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연구데
이터포럼을 통해 현황 파악을 하고,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정리되고, 관련 정책
및 지원체계 수립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도
서관으로서 이런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자료와 관련된 국립중앙도서관의 핵심 기능은 보존이다. 향후 데이터 보
존에 대한 필요 및 수요가 크다는 점에서 데이터를 포함한 디지털 자료에 대
한 구체적인 보존 방안 및 기술에 대한 검토 및 활용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이미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자료 보존을 시행하고 있지만 보다 장기적
인 관점에서 데이터에 대한 보존 필요성이 어떤 것인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 및 절차는 어떤 것이 있고, 도입을 위해 필요한 요구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하고 향후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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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전 세계 웹 아카이빙 프로젝트 현황

[부록 1] 전 세계 웹 아카이빙 프로젝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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