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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데이터 전문사서 양성을 위해 데이터 전문사서의 직무 요건을 분석하고 데이터 큐레이션
관련 교과과정 현황을 분석하여 데이터 전문사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과과정을 제안하는데 목적
이 있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16년 국외 공고를 통해 데이터 전문사서의 역할과 능력을 분석하
고 ALA 인증대학을 대상으로 데이터 큐레이션 교과과정을 조사 · 분석하여 데이터 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을 제안하였다.

1. 서 론

적인 접근과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외에서

정보환경의 변화와 정보기술의 발달로 디지

는 대학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데이터 관리

털 데이터의 검색, 수정, 공유가 빠른 속도로

정책을 세우고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데이터의 양이 급속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과학기술정

로 증가하고 데이터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보연구원에서 과학데이터 공유를 위한 데이터

관리와 보존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적절한

센터를 건립하여 연구 영역의 확장과 산업발

관리와 보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데이터가

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기초학문연

손실될 가능성이 크다(Harris-Pierce & Liu,

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받아 수

2012). 데이터 큐레이션은 데이터의 생산부터

행된 연구들의 연구데이터를 수집 · 제공하고

수집, 평가, 선별, 보존 및 저장, 재사용까지

있다(김지현, 2012). 이와 같이 국내외에서 데

가능하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효과적인

이터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데이터

데이터 관리를 위해 데이터 큐레이션 관점에

큐레이션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 전문사서의

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진보라, 정영미,

역할이 중요해졌다(이유경, 정은경, 2015). 방

2016).

대한 양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큐레이션할

특히 학술 연구에 있어 데이터 관리와 보존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연구수행과정에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데이터 전문사서를 양성
할 필요가 있다.

서 생산된 데이터는 연구 결과를 검증할 수

데이터 전문사서는 데이터 큐레이션 업무를

있고 연구자에게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할

수행하는 전문가로 데이터와 관련된 문제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중재하고 데이터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효과적으로 관리된 데이터는 연구의 질을 향

대해 연구자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시키며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보존하여 지속

(Macdonald & Martinez-Uribe, 2010). Har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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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rce와 Liu(2012)는 정보를 조직, 분류, 보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자격, 지식, 기술, 능력

존하는 사서의 능력이 디지털 데이터 큐레이

을 도출하고 업무 수행에 적합한 문헌정보학과

션의 업무에 적합하다고 하였고 미국과 영국

커리큘럼을 제안하였다. Creamer 외(2012)가

에서는 도서관이 데이터 큐레이션 프로젝트에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의 보건학 및 과학도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바 데이터 큐레이션 업무

관 사서를 대상으로 데이터 큐레이션 수행 역

에 사서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량에 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도서관이 데

(김판준, 2015). 최근 국외 대학에서는 데이터

이터 관리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연구비 지원

전문사서를 훈련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기관에서 데이터관리계획을 요구함에 따라 사

필요(Swan & Brown, 2008)에 따라 교과과

서들이 연구자를 지원하고 관련 교육을 필요

정에 데이터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로 했다. Xia와 Wang(2014)은 IASSIST의 채

현재 데이터 큐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디지털
큐레이션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본 연

용공고를 분석하여 사회과학 데이터 사서가
갖추어야 하는 능력과 자격을 도출하였다.

구에서는 데이터 큐레이션을 ‘수집된 데이터

데이터 큐레이션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양성

를 체계적으로 관리 · 보존하여 활용 · 공유를 가

을 위해 문헌정보학과에서 적합한 과정을 제공

능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서비스 하는 개

하는지 알아본 Harris-Pierce와 Liu(2012)의

념’으로 정하였으며 데이터 큐레이션 업무를

연구에서 데이터 큐레이션 요구에 따라 데이

수행하는 전문가를 데이터 전문사서라 정의하

터 큐레이션 과정을 제공하는 학교들이 늘어났

였다.

고 데이터 큐레이션이 일반적인 교과과정으로

데이터 큐레이션의 중요성과 큐레이션 업무

자리 잡고 있다고 하였다. Renear 외(2009)는

를 수행하는 데이터 전문사서의 필요성이 높

데이터 큐레이션이 과학데이터에 집중되어 있

아짐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전문사서

지만, 인문학분야 역시 디지털 데이터를 보존

의 직무 요건과 데이터 큐레이션 관련 교과과

하고 개발하며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문헌정보학과에 적

하였다.

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데이터 큐레이션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한
국외에 비해 국내에서는 구인공고와 국내 데
이터 관리 실무자와의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데이터 큐레이터의 핵심 직무 요건을 도출한

2. 선행연구 분석

이유경과 정은경(2015)의 연구가 있으며 이혜
영(2014)은 국외 대학의 디지털 큐레이션 관

국외에서는 데이터 관리 정책이 국가 전반

련 과목 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동향을 살펴

에 영향을 미치면서 데이터 전문사서 또는 데

보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데이터 큐레이션

이터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다. 데이터 관리

의 개념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 큐레이션 전문 인력의 역량이나 관련

추세에 따라 관련 직무를 분석하고 관련 교육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실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연구가 있다.

정이다.

Kim, Addom, Staton(2011)는 e-Scienc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전문사서와 관

분야의 종사자들과 인턴십을 하고 있는 석사

련된 국외 공고와 국외 대학의 데이터 큐레이

과정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e-Science

션 관련 교과과정을 조사하여 데이터 전문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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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을 위한 교과과정을 도출하고자 한다.

건’, ‘계획 · 관리 · 평가 요건’, ‘최신 동향 분석
요건’, ‘시스템 · 모델 및 모델링 요건’, ‘서비스
요건’이다.

3. 연구방법

수집한 구인 공고를 7가지 항목으로 분석한
결과 <표 1>과 같다. 큐레이션 및 보존활동

데이터 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을

요건이 22%(114건)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제안하기 위해 직무 요건 분석하여 이들의 역

큐레이션 관련 정보기술 활용 요건, 의사소통

할과 필요한 능력을 도출하고 국외 대학의 데

및 대인관계 요건, 서비스 요건, 계획 · 관리 ·

이터 큐레이션 관련 교과과정을 조사하였다.

평가 요건, 최신 동향 분석 요건, 시스템 · 모

이를 위해 첫째, 국외 구인 공고 사이트 중

델 및 모델링 요건 순으로 조사되었다.

에서 채용 공고가 활발하게 올라오는 북미연구
<표 1> 데이터 전문사서 직무 요건 분석

도서관협회(ARL), Digital Curation Exchange,

단위(건, %)

Code4lib, IASSIST, Libjobs를 선정하였고, 데

직무 요건 항목
큐레이션 관련 정보기술
활용 요건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요건
큐레이션 및 보존활동 요건
계획 · 관리 · 평가 요건
최신 동향 분석 요건
시스템 · 모델 및 모델링 요건
서비스 요건
합계

이터 수집 시 “data service”, “data librarian”,
“data curation”, “data management”, “data
specialist”의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2014년 7
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게시된 구인 공고를
대상으로 중복 공고를 제외한 121건의 데이
터를 수집하여 이유경과 정은경(2015)이 직무
분석에 사용한 기준으로 직무 요건을 분석하
였다. 둘째, ALA 인증대학 중 데이터 큐레이
션 과목 및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을

*

빈도수

비율

107

20

96
114
71
31
22
85
526*

18
22
13
6
4
16
100

중복 출현 포함

조사하였다. 교과과정에 데이터 큐레이션과
관련된 과목을 조사하였고, 교과목명과 교과

각 직무 요건 항목의 세부항목을 분석한 결

목 설명에 데이터 큐레이션과 관련된 내용을

과, 큐레이션 및 보존활동 요건에서는 데이터

담고 있는지 보았다.

의 생애주기에 따른 큐레이션 전략 및 절차와
메타데이터 표준 지식, 학술연구 정책에 관한
지식 요구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큐레이션

4. 분석 결과

관련 정보기술 활용 요건에서는 주로 데이터
베이스 관리 시스템 언어 지식, 프로그래밍

4.1 데이터 전문사서의 직무 요건 분석

언어 지식의 요구가 높았고, 정보기술 도구
활용에서 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계 패키지를

수집된 구인 공고 데이터에서 책무 및 필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자격, 선호자격 부분을 조사하여 이유경과 정

다.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요건에서는 다른

은경(2015)이 직무 분석에 사용한 7가지 항목

부서와의 협업 활동이 많아 구술 및 기술 소

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7가지 항목은 ‘큐레이

통 능력을 많이 요구되고 있었다. 서비스 요

션 관련 정보기술 활용 요건’, ‘의사소통 및

건 중에서는 대학 내 학생 및 연구자에게 데

대인관계 요건’, ‘큐레이션 및 보존 활동 요

이터 관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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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업무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계획 · 관리 · 평

과목 제공하고 있었고, 10곳2)의 대학에서 데

가 요건 중에서 연구과제 신청서 작성 요구가

이터 큐레이션 전문과정을 제공하고 있었다.

높았는데, 이는 연구비 지원 기관들이 데이터

석사 과정 이상에서 데이터 큐레이션 또는 디

관리 계획(Data Management Plan)의 제출을

지털 큐레이션 교과목 명으로 개설되어 있었

의무화함에 따른 영향이라 볼 수 있다(김지현,

고 대다수의 학교에서 데이터 분석 과목을 제

2014).

공하고 있었다. 이외에 데이터 큐레이션과 관

구인 공고 분석 결과를 통해 데이터 전문사

련하여 보존 정책, 데이터 관리 계획 및 평가,

서의 주요 업무는 기관의 보유한 데이터의 관

데이터 시각화 과목이 있었고 공공데이터, 건

리 및 장기보존을 위한 데이터 큐레이션의 활

강정보데이터와 같은 특정 데이터에 중점을

동, 데이터 관리를 위해 기관 내 다른 부서와

둔 과목을 제공하고 있었다.

의 협업 업무, 이용자에게 데이터 관리 및 이

데이터 큐레이션 전문과정을 제공하는 대학

용에 관한 교육 제공, 연구지원을 위한 데이

의 교과과정을 조사하여 <표 2>와 같이 교과목

터 관리 계획 작성 지원 업무로 정리할 수 있

과 교과내용을 바탕으로 9가지로 분류하였다.

다. 데이터 전문사서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해 첫째, 데이터 수집부터 관리, 보존,
재사용까지의 큐레이션 활동에 대한 이해와
이를 위해 필요한 메타데이터 표준, 연구 정
책에 관한 지식, 다양한 매체 유형의 특성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실무에 필
요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지식과 프로
그래밍 언어 지식이 요구되고 데이터 분석 도
구로 통계패키지 활용 능력, 리포지터리 시스
템 활용 경험이 있어야 한다. 셋째, 협업 업무
나 이용자에게 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야 한다.

<표 2> 데이터 큐레이션 전문과정을 제공하는
대학의 교과과정 현황
분류

디지털 보존

Digital Preservation

전자기록 및
문화유산 관리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데이터베이스

Database Management

메타데이터

Metadata

데이터 분석

Data analysis

시스템 분석 및
모델링

4.2 데이터 큐레이션 교과과정 분석
ALA 인증을 받은 59개 대학 중 32곳1)에서
데이터 큐레이션 또는 디지털 큐레이션 관련

키워드

Data management, Data
데이터 큐레이션
curation, Digital curation

디지털 도서관
정보학 및
정보기술

System analysis/Modeling
Digital Libraries
Information Technology,
Information Professionals,
Information Retrieval

1)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Clarion University, Dalhousie University, Dominican University, Drexel
University, Florida State University, Indiana University, Kent State University, Louisiana State University,
McGill University, Pratt Institute, San Jose State University, Simmons College, Syracuse University,
University of Arizona,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University of
Hawaii, University of Illinois, University of Maryland,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University of North Texas, University of Pittsburgh, University of Tennessee-Knoxvill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Toronto,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Rutgers University, Wayne State University, Western Ontario University
2) Dominican University, Drexel University, Indiana University, San Jose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Arizona,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niversity of Illinois, University of Maryland,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University of North Tex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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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대학 모두 데이터 큐레이션 또는 디지

데이터 분석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전문과정

털 큐레이션 과목을 개설하고 있었고 이외에

을 제공하는 대학에서는 데이터 큐레이션 뿐

디지털 보존, 전자기록 및 문화유산 관리, 데

만 아니라 디지털 보존, 데이터베이스, 메타데

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데이터 분석, 시스템

이터, 데이터 분석, 정보학 과목을 교과과정에

분석 및 모델링, 디지털 도서관, 정보학 및 정

두고 있었다. 국내 문헌정보학과에서는 데이

보기술의 과목을 교과과정으로 두고 있었다.

터베이스, 메타데이터, 정보학개론, 정보분류

예를 들어, University of Illinois의 데이터

론 등의 정보학 과목을 제공하고 있으며 데이

큐레이션 과정은 데이터 수집, 표현, 관리, 디

터 큐레이션 활동에 기반이 되는 과목이다.

지털 보존, 데이터 표준, 정책에 관한 교과과

이들 과목을 기반으로 데이터의 생애주기에

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무에 필요한 이론 및

따른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기술을 갖출 수 있는 과정이다. 필수과목으로

있도록 데이터 큐레이션 이론 및 방법, 데이

정보조직 및 정보기술, 데이터 큐레이션, 메타

터 관리 도구, 데이터 분석과 같은 과목을 추

데이터, 디지털 보존 과목을 두고 있고, 선택

가하여 데이터 전문사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

과목으로 정보처리, 시스템 분석 및 관리, 데

도록 하여야 한다.

이터베이스, 디지털 도서관, 정보 모델링, 온
톨로지 개발, 정보자원 조직 과목을 교과과정
에 개설하고 있었다.
4.3 분석 종합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전문사서를 양성하기
위해 구인 공고를 조사하여 데이터 전문사서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전문사서 양

의 직무 요건을 분석하고 ALA 인증대학의 데

성을 위한 교과과정을 제안하기 위해 직무 요

이터 큐레이션 교과과정을 조사하여 데이터

건 분석과 북미 대학의 교과과정을 분석하였

전문사서의 역량을 위한 교과과정을 제안하고

다. 구인 공고에서 나타난 데이터 전문사서의

자 하였다.

주요 업무인 데이터 큐레이션 활동을 위해서

교과과정 분석을 통해 데이터 전문사서의

는 데이터 생애주기에 따른 데이터 큐레이션

역량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

절차 및 전략, 메타데이터 표준, 다양한 유형

출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의 매체 이해, 학술연구 정책에 대한 이해뿐만

데이터 큐레이션 활동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아니라 데이터 큐레이션 활동을 지원하는 정

적인 데이터 큐레이션 과목뿐만 아니라 데이

보기술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관리 지식, 리

터 분석, 보존, 데이터 큐레이션 관련 도구 및

포지터리 관리, 데이터 분석 도구 활용 능력,

정보기술의 과목을 개설하고 있었다.

프로그래밍 언어 등의 지식이 요구된다. 또한

국내에서도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

프로젝트 계획 · 실행 · 평가 업무와 서비스 지원

성이 강조되면서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교

업무를 위해서는 데이터 큐레이션에 대한 전

과과정에 데이터 관련 과목을 개설하는 대학

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현재

이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ALA 인증대학

국내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은 도서관이나 정보

에서는 데이터 큐레이션과 관련된 과목으로

학 관련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데

데이터 또는 디지털 큐레이션, 데이터 보존,

이터 큐레이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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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기존 교과과정에 데이터 큐레이션, 데이터
보존, 데이터 분석 과목과 같은 데이터 큐레
이션 관련 과목을 추가 개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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