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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 리론 기반의 정부개  패러다임에 따라 공공부문이 문화되어 행정의 역할이 확 되고 그 기능이 세분화하면서 고도의 문성과 
자격을 요구하는 직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속한 발달에 따라 공공행정업무를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공공부문 데이터 리 분야가 확장되고 그 요성 한 커지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리직무에 한 개념화  체계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이며 
련 법령에서도 직무의 구체  정의나 담당 인력에 한 구체  자격 요건을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문화와 이에 따라 요구되는 

직무의 문성에 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문성의 개념  차원을 확인하고 이를 토 로 공공부문 데이터 리 직무의 유형과 자격 요건을 
분석하 다. 공직 문화에 토 를 둔 문성의 하  차원  문직 기반 인사 리와 통제에 을 두고 련 법령  업무 지침, 채용 공고에 
나타난 직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첫째, 공공부문 데이터 리직무에 한 책임자  실무담당자의 직무 역할  책임의 한계 구분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업무 지침  실무 매뉴얼에 데이터 생애주기의 각 단계별 직무 내용이 균등하게 반 되지 않고 사후 품질 리단계에만 

을 두고 있었다. 셋째, 공공부문 데이터 리직무  담당 인력에 한 자격 요건의 구체  정의가 확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령  지침에 
직무와 담당자의 역할  책임 수 과 데이터 생애주기의 단계별 내용을 구체 으로 반 하고 장기  에서 직무 문성 제고를 한 직무분석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Public reforms based on New Public Management have made the public sector specialized, and accordingly the role of public 

administration has expanded as well as the demand on professional jobs has increased. On the other hand,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data produced by public sector organizations has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This environmental changes made data management and a data management job in the public sector critical. However, there have 
been very few studies of conceptualizations and systematic investigations on data management jobs. Moreover, specific definitions, 
types or qualifications of/for a data management job or a person who do this job are rarely reflected i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Based on the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conceptualized professionalism, identified its multiple dimensions, and draw 
a conceptual research framework. Focusing on the professional control on personnel management which is one of the dimensions 
of professionalism, relevant laws, work guidelines and job descriptions included in job openings were analyzed with regard to a 
data management job in the public sector.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n assigned role and responsibility associated with 
a data management job have vague boundaries. Second, work guidelines and manuals only focus on the post quality control stage 
rather than equally addressing all the eight stages of the data lifecycle. Third, neither a data management job in the public sector 
nor a person who take care of this job is not appropriately defined. Therefore, a role and responsibility of/for the job and a person 
in charge should be reflected in the relevant laws and guidelines in a tailored way. More importantly, job analyses and evaluations 
should be thoroughly conducted to enhance professionalism on data management jobs in the 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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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90년  이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와 신공공 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 기반의 정부개  패러다임이 확산되면

서 공공부문 반에 성과를 강조하는 시장화

(marketization)와 문화(professionalization) 

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행정의 역

할이 확 되고 그 기능이 세분화하면서 고도의 

문성과 자격을 요구하는 직무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 공공부문은 계 제  순

환보직을 토 로 한 일반행정가  리역량을 

강조해왔으나 문성  생산성 하라는 한계

를 극복하기 해 직 분류제 요소가 확 되면

서 직무 문성의 향상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직

무능력표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기반의 공공기  채용도 이러한 흐름을 

반 한다.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제4차 산업 명이라는 

속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공공행정업무에 

수반되는 데이터의 생산량도 큰 폭으로 증가하

면서 정보의 공개와 행정의 투명성 에서 공

공부문 데이터 리의 분야가 확장되고 그 요

성 한 커지고 있다. 2020년 인사 신처와 행

정안 부가 데이터 기반 행정을 한 데이터 직

류의 신설 추진(이범수, 2020),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구축, 행정․공공기  종사자 

상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 활성화는 이러한 

요성을 반 하는 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이용 활성화

에 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 제정  

시행된 이래 공공부문 데이터의 개방과 민간 

이용이 증하 고 디지털 정보의 수집․보존, 

데이터 리의 요성  련 직무의 필요성

이 강조되고 있으나 해당 직무에 한 개념화 

 체계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이다. 한 

공공부문 데이터 생산  활용의 활성화를 

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한 법률｣이 추

가 으로 제정되었으나 법령에서 공공데이터

의 리와 련 직무를 구체 으로 정의하거나 

이를 담당할 인  자원에 한 구체  자격 요

건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문화와 이에 따라 

요구되는 직무 문성에 한 선행연구의 체계

 검토를 통해 문성의 개념  차원을 확인

하고, 이를 토 로 재 공공부문 데이터 리 

직무의 유형과 자격 요건을 분석  문성 요

소를 도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최근 강조

되고 있는 공공부문 문화에서 비롯된 직무 

문성 논의를 데이터 리직무 분야에 확장하

여 용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특히 디지

털 환 시 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데이터 

련 직무의 양과 범 가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나 직무의 자격 요건이나 표  등이 확립

되지 않아 고도의 문성이 요구되는 직무 

리가 체계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데이터 리 직무의 모집  

교육 훈련 등 인 자원 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문화  문직업기반 문성과 련된 반

인 이론  배경  선행연구를 체계 으로 검토

하여 공공부문의 문화와 문성의 주요 차원

을 도출하고 연구의 주요 상인 데이터 리직

무의 개념을 정리한다. 3장에서는 문성의 주

요 개념을 데이터 리 직무 사례에 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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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다. 4장에서는 분석 결과의 시사 을 도

출하고 연구의 기여   한계를 제시한다. 

2. 이론  배경 

2.1 공공부문 문화와 직무 문성 

공공부문 문화에 한 논의는 1960년 

후로 미국의 공공부문에 다양한 문직업 기반

( : 법률, 보건의료, 통계, 사회복지 등)의 공

무원이 증가하면서 시작되었으나(Medeiros & 

Schmitt, 1986; Mosher, 1968) 본격 인 공공

부문 문화 담론의 확산은 1990년  말 신자

유주의와 NPM을 토 로 한 인사개  특히 공

직의 개방과 궤를 같이한다(김지성, 2022). 계

제를 기반으로 운 되어온 공공부문 인사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원칙으로, 그 외 외부로부

터의 채용 경로를 제한하고 폐쇄 으로 운 되

어 왔다. 한 순환보직 경험을 통한 일반행정

가로서의 종합  리역량 향상을 추구해 특

정 직무에 한 문가 양성에 어려움이 있었

다. 물론 우수 인력의 모집과 제도의 안정  

운 에는 효과 이라고 평가되었으나 채용방

식과 직무와의 련성이 낮아 문성  생산성

의 한계가 지 되었다(박천오, 김 우, 2005; 이

근주, 1995). 이러한 계 제  인사 리의 한계

를 극복하기 해 직 분류제 요소가 확 되면

서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바탕으로 한 직무 

문성의 향상이 강조되고 있다. 공공기 의 

채용이 실제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능력을 국가가 표 화한 NCS 직무

기술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도 이러한 

변화를 반 한다.

박종민, 김지성, 김 정(2017)은 공공부문 인사제

도의 비교연구를 해 료제화(bureaucratization), 

문(직업)화(professionalization), 정치화

(politicization), 시장화(marketization)의 개념

 틀을 제시하 다. 각 개념은 공공부문 인사의 

충원  경력 통제 기반이 무엇인가를 기 으로 

구분되는데 이  공공부문 직무의 문(직업)

화는 충원과 경력 통제가 실 주의를 기반으로 

‘ 문직’에 의해 이루어짐을 말한다. 즉 문(직

업)화는 문직에 한 자격(qualification)을 

제로 정당성(legitimacy)이 부여되며, 자격증, 

학 , 면허 등의 실  검증 후 임용되어 문직

으로서의 경력 리를 추구하고 외부 문직 단

체를 거집단으로 삼는 문 인력이 공공부문

에 증가하는 상이다(박종민, 김지성, 김 정, 

2017). 문화에서 강조되는 문성은 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논리라기보다는 문직업  직

무를 기반으로 한다(Noordegraaf, 2022). 다시 

말해 문성은 문직(profession)을 구성하는 

속성을 의미하며(한국문헌정보학회, 2013) 

문직 종사자 충원을 통해 확보되는 문성은 

료제에서 부처 특성화(specialization)를 통해 

강화되는 문성과는 의미가 다르다(박종민, 김

지성, 김 정, 2017).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특성

화는 공공부문 입직 후 배정된 특정 부처에서 

다양한 보직을 경험하며 일반행정가로서의 

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박종민, 김지성, 김

정, 2017). 

2.2 직무 문성의 차원

에서도 언 하 듯이 문화를 통해 제고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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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은 문가로서의 직무에 을 둔 문직

업  문성이다. 여기서 문가는 Steiner(2004)

가 강조하는 문지식(professional knowledge)

을 보유한다. 문지식은 사실 기반의 내용 이

해와 련된 명제지식  분석과 응용에 

을 둔 응용지식보다 복잡성이 높으며 문제 해결

과 분류 체계(taxonomy), 포  통합능력과 지

식의 창출에 기여한다(Steiner, 2004). 

학자들은 문성을 다차원  특성에 해 논

의해 왔다. 하지만 문성이라는 개념은 시

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하는 개념이며 

학문 분야  학자에 따라 견해가 다르고 그 특

징과 요소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어 정의나 

하  차원에 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김

지성, 2022). 문성의 주요 차원에 한 표

인 학자들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Wilensky(1964)는 일제 직업의 형성, 

학 등과 연계한 훈련학교의 설립, 문가 조직

의 설립을 문성의 주요 특성으로 제시한다. 

Greenwood(1957)는 문직업 기반의 문성

을 체계  이론, 권 , 회의 규정, 윤리의식, 

문가 문화로 설명한다. 여기서 체계  이론

은 통 인 도제 방식이 아닌 체계  정규 교

육과정을 통한 이론  지식의 습득을 의미하며 

권 는 문성에 한 인정을 의미하는데 공식

 학  혹은 수료증 등을 통해 증명된다. 회

의 규정은 문가 조직의 규정으로 배타  자

격인증제도의 형성을 의미한다. 윤리의식은 사

익의 추구가 아닌 사회  차원의 공익․공공성

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

는 타 집단과 차별화되는 문가 집단의 양식 

혹은 분 기를 포함하며 문가들의 자율규제

와 연 와 련된다.

문성에 한 경험  측정 도구를 개발한 

Hall(1968)은 문성과 련된 특성을 구조  

요소와 태도  요소로 범주화하 는데 자는 

교육제도, 자격, 문가 조직과 윤리 강령에 

한 것으로 공식  제도를 기반으로 하며 객

 확인이 가능하지만, 후자는 문직과 련

한 윤리의식과 소명 등과 같은 문가의 주

 인식으로 나타난다(Hall, 1968). 문성과 

련한 태도  요소는 첫째, 공식 ․비공식  

문가 조직에서 직무 수행과 련된 사고  

단의 근거를 찾으며, 둘째, 담당 직무가 일반 국

민과 실무자의 공익에 이바지한다는 신념, 셋째, 

직무 분야에 한 책임  소명 의식, 넷째, 직무 

련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율성의 행사를 포함

한다(Hall, 1968, 93).

Moore(1970)는 문성의 특성으로 일제 

직업 형성, 문가로서 공유하는 공통 윤리 규

범 기반의 규범 ․행태  자격조건, 직업  소

명을 공유․강화하는 문가 조직, 교육훈련 

등을 통해 (비 문가와) 차별화된 문지식의 

보유, 서비스 지향, 보유한 문지식에서 비롯

되는 의사결정의 재량과 책임을 제시한다(한승

주, 2017). Kerr, Von Glinow와 Schriescheim 

(1977)은 장기 으로 특화된 교육 훈련을 기반

으로 형성된 문지식  기술, 직무와 련된 

의사결정의 자율성, 문직무에 한 몰입, 문

직  문가  정체성, 윤리의식, 동료 문가

에 의한 평가기  설정(collegial maintenance 

of standards)을, Norris와 Niebuhr(1984) 

한 유사하게 자율성, 동료 문가에 의한 평가

기  설정, 윤리성, 문직무 몰입, 문가  정

체성을 문성의 주요 요소로 제시하 다.

Wilson(1989)은 공공조직에서 료제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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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과 충돌하는 가

치를 설명하면서 료제화에서는 조직을 통한 

고용  인사 리에 한 제반 사항 규정이 이

루어지지만 문화에서는 채용  임용 후 인

사 리 반이 문가 개인 혹은 해당 직무에 

한 이해 수 이 높은 직속 상 에게 임되

어 자율 으로 이루어진다고 하 다. 한 

료제화와 문화가 추구하는 가치 충돌의 차원

으로 료  통제  효율성의 충돌, 규칙  

자율성(재량)의 충돌, 료의 법․행정  책임

성  외부 거집단과 공유하는 문가  규

범 간의 충돌을 제시하 다(Wilson, 1989). 

본 연구에서는 박종민, 김지성, 김 정(2017)

의 문화 개념을 따라 공공부문의 문화를 

“실  기반의 충원  문직 기반의 경력 통제

가 이루어지는, 문직업 기반의 문성을 가

진 인  자원의 증가”로 정의한다. 한 문화

와 문성에 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문성 

개념의 하  요소들을 Wilson(1989)을 심으

로 종합  재구성한 김지성(2022)의 개념 정

리를 토 로 문성의 하  차원으로서 문직 

기반의 인사 리  통제, 문성이 요구되는 

직무 수행 시의 자율성, 문가  규범에 따른 

책임 등 세 가지에 을 둔다(<표 1> 참조).

첫 번째, 문직 기반 인사 리와 통제는 문

직업  문성 강화와 료제에서의 부처 특성

화를 차별화하는 핵심 요소로써(김지성, 2022) 

공공부문 인력의 충원, 승진, 보상, 등 인사 리 

반에 한 문직업  특성을 강조한다(박종

민, 김지성, 김 정, 2017). 문직업 기반의 채

용은 신규임용 시 학 , 자격증, 인증서 등에 

한 자격 검증이 이루어진다. 이들이 수행하는 

문직무의 내용은 조직의 인사담당자도 구체

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과평가와 승

진, 보상 등 인사 리의 기 을 직무 담당자 스

스로 정하거나 해당 직무에 해 이해도가 높

은 직속 상사나 동료가 정하도록 한다(박종민, 

김지성, 김 정, 2017; Kerr, Von Glinow, & 

Schriesheim, 1977; Norris & Niebuhr, 1984; 

Wilson, 1989).

두 번째, 문직 기반의 직무 자율성(autonomy)

은 공공부문 문화, 문직업주의, 문성 등

과 련된 연구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는 개

념이다(김지성, 2022). 문직무의 수행은 그 

차원  내용 용

문성

문직 기반의 

인사 리  통제

충원, 승진  보상, 즉 인사 리 

 통제에 있어 문직업  성격의 

강조

- 충원 시 학 , 자격증, 인증서, 면허증 등 검증

- 성과평가 등 인사 리의 기 을 본인 혹은 직무 이해도

가 높은 동료나 직속상 이 설정  평가

직무 자율성
문지식  기술 등 문직 기반 

자율성  재량 행사

- 직무 수행 시 필요한 의사결정에 한 재량 허용 범

- 자신의 직무에 한 결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정도

문가  책임
문가  규범을 따르는 자기규제 

 통제, 책임성과 윤리의식

- 직무 수행 시 이해충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조직의 

공식 ․비공식  규칙보다 문가 규범에 근거한 

단  의사결정

*김지성(2022)을 보완하여 재구성

<표 1> 문성의 개념  차원: 분석의 



496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6권 제4호 2022

방법  변화와 련하여 문가가 보유한 

문지식  기술에서 발생하는 권 에 따른 자

율  단  의사결정을 수반한다(Exworthy 

& Halford, 1999; Hall, 1968; Hendrikx, Kuiper, 

& van Gestel, 2022; Romzek & Dubnick, 1987; 

Verkuil, 2017). Cecchini와 Harrits(2022)가 

수행한 경험  연구는 문성 기반의 자율성 

 재량 행사를 문 기  내러티 (professional 

agency narrative)로 개념화하고 질  자료분

석을 통해 문  교육을 받은 조직구성원이 보

유한 문 지식과 경험에서 형성된 논리로 실

무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확인하 다. 

세 번째, 문가  책임은 직무 분야의 문

가 규범이 내재화되어 직무 수행 시 외부 문

가 조직의 공식 ․비공식  규범이 향을 미

치는 정도를 말한다(김지성, 2022). Romzek과 

Dubnick(1987)은 공공조직의 문직 구성원이 

보유한 문성에 한 존 에서 비롯한 책임성을 

문가  책임성(professional accountability)으

로 개념화하 다. Willbern(1954)은 효과  민

주주의의 핵심 요소로써 문직을 기반으로 이

루어지는 자기통제를 제시하며 공공부문에 종

사하는 문가는 공익과 충돌하지 않는 한 

문직업  기 을 따라 문가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즉, 문가는 문가 집단의 구성원

들이 공유하는 직업의식  윤리기  등을 내

면화하여 자율  자기규제를 용한다(Balu & 

Scott, 2003; Noordegraaf, 2016; Verkuil, 2017).1) 

공공부문 직무 문성에 한 논의가 문 지

식  기술에 편 되어 문가로서의 윤리의식

과 책임성을 등한시하 다는 지 이 있는데(김

순양, 2001) 문가  자기규제는 윤리  요소

를 포함한다. 문가  규범에 따른 자기규제 

 통제는 직무 련 의사결정 시 외부 문가 

집단( : 의사 회, 변호사 회, 사회복지사

회 등)의 규범이나 해당 집단 동료 구성원의 공

식․비공식 의견 참조를 포함한다(Hall, 1968). 

정리한 문성의 세 차원  문직 기반의 

인사 리  통제는 충원의 경우 채용 공고에 

제시된 자격 요건, 직무에 한 NCS기반 분류, 

직무기술서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  승진․보상 체계는 조직의 인사 

규칙․규정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인사

제도의 경우 형식  제도의 마련과 실제 제도

의 목 에 맞는 운 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객 으로 드러나는 요소의 확인은 

기본  조건이 확립되었는지에 한 검증이라 

할 수 있다. 직무 자율성이나 문가  책임은 

실제 직무 담당자의 인식  경험에 한 설문

이나 심층면담조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시론  연구로써 연구의 범 를 

문성의 하  차원  문직 기반의 인사 리 

 통제에 한정하여 채용을 심으로 문성 

요소를 탐색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1년간 공공기 의 데이

터 리 련 직무기술서를 수집하여 직무기술 

내용을 기반으로 직무명, NCS 분류, 자격요건 

등 데이터 리 직무에 한 문성 요건을 

심으로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1년 동안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리를 포

 1) Noordegraaf(2016)에 따르면 문가들이 보유한 문지식  기술이 실제상황에 구체 으로 용될 때 교육기

이나 공인자격제도 등과 련하여 조직화된 문가 집단에 의해 자율 으로 규제되므로 문성은 자기통제

(self-controlled), 자기규제 (self-regulatory) 특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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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두 개의 정부기 과 두 개의 공공기

의 직무기술서 내용을 기반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은 앞서 언 하 듯이 문성

의 세 차원  문직 기반의 인사 리와 통제, 

그 에서도 충원에 을 두었다. 충원의 경

우 채용 공고  직무기술서에서 가장 명시

이고 객 인 기술에 나타난 직무에 한 정

의와 분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자

격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객  

요소의 확인은 직무 문성의 강화를 해 필

요한 기본 이고 공식 인 요건의 확립에 한 

검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정부

기 과 두 개의 공공기 의 데이터 리직무 

모집 공고 사례에 해 첫째, 직무 정의와 분류

의 체계성, 둘째, 학 , 자격증 등에 한 요건 

명시  필요지식  기술에 한 구체  정의

와 분류를 심으로 분석한다.

2.3 문헌정보학 역에서 데이터 리 직무 

교육 

문헌정보학은 데이터 산업이 요구하는 정보

문가를 양성하고자 그 역을 정보에서 데이

터로 확 하여 데이터를 수집, 분석, 처리하는 

능력과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역량 강화에 노력

하고 있다. 데이터 산업의 변화에 응하고자 

하는 문헌정보학의 노력은 데이터 사이언스와 

데이터 큐 이션 교육으로 나타나고 있다. 데

이터 사이언스와 데이터 큐 이션은 서로 혼용

되어 사용되거나 여러 연구에서 데이터 큐 이

션을 데이터 사이언스의 세부 기능으로 정의하

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문헌정보학 역에서 정보학(iSchool) 련 교

육과 데이터 큐 이션은 연구  과학 데이터 

아카이빙과 장기보존에 을 둔 기록 리학 

련 교육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데이터 사이언스에는 용 도메인과 학자에 

따라 여러 정의가 있다. 가장 일반 으로 데이

터 사이언스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통합을 통

해 데이터를 수집, 분석, 처리하는 학문”(강지

혜, 2016, 3)으로 정의하며 학제  성격을 가지

는 것이 특징이다. 데이터 사이언스를 직무 즉, 

데이터 과학자의 유형에 따라 그 역을 크게 

6가지로 나 어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아키비

스트,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리즘, 데이

터 사서, 데이터 큐 이터로 구분하기도 한다

(Lyon & Brennner, 2015). 

데이터 사이언스는 과학, 기술, 경 , 의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융합과 업 분야로 국

내외 문헌정보학과에서는 iSchool을 심으로 

데이터 리, 데이터 통계와 분석, 정보학 련 

기술들과 련된 교과과정을 개발, 제공하고 

있다(강지혜, 2016). 2019년 련 보고서에 따

르면, 국내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로 학 과정이 

개설된 학은 총 7개 학으로, 이  2개 

학은 학사과정으로 개설되었으며 5개 학에서

는 석사과정으로 개설되었다. 빅데이터로 학

과정이 개설된 학은 총 6개 학으로, 5개 

학에서는 석사과정으로 1개 학에서는 박사과

정으로 개설되었다. 그 외 서울 학교에서는 디

지털정보융합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과정이 

개설되었다(KAIST, 2019, 12). 2015년 문헌

정보학과의 데이터 사이언스 커리큘럼 개발 실

태 분석에 따르면, 국내 교육과정은 주로 메타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 등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리, 데이터 서비스 역에 한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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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수를 차지하 다(강지혜, 2016). 최신 문

헌정보학 교과과정에 한 황 연구(홍 진, 

노 희, 김동석, 2021)에서도 정보학 역에 빅

데이터  로그래 , 데이터분석 등 교과목

에 한 신설 요구가 높아지며 체 교과목에

서 그 요성과 비 이 꾸 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 다. 

데이터 큐 이션은 데이터를 평가․선별하

여 보존하고 리  재사용을 지원하는 생애

주기별 데이터의 문 인 리를 의미한다. 

데이터 큐 이션은 오  사이언스와 오  데이

터 정책 확  이후 데이터의 지속가능성과 재

사용을 지원하면서 그 요성이 더욱 주목받았

다. 오  사이언스는 공공 연구의 성과물인 출

물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공개  확산

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오  액세스, 

오  데이터를 포 하는 정책으로 확 되고 있

다(정 철, 2020). 문헌정보학에서는 데이터 큐

이션을 주로 사서의 새로운 역할이나 학 

내 기  리포지터리의 확장된 서비스로 인식하

고 연구도서 과 학도서  역에서 리에종

사서, 데이터사서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개발에 을 두고 있다. 

이유경, 정연경(2015)은 국외 데이터 큐 이

터 구인 공고와 국내 데이터 리 실무자와의 

면담 연구 분석을 통해 커뮤니 이션, 정보기

술 활용, 데이터 리 지식, 서비스 제공을 데이

터 큐 이터에게 요구되는 핵심 직무 요건으로 

제시하 다. 이 연구는 국내 데이터 리 실무

자의 면담 결과를 통해, 데이터 큐 이터에 

한 요구는 높으나 직무에 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을 지 하 다. 한, 데이터 큐 이션 직

무의 문성을 도모하고 데이터 리에 한 

인식을 개선하고 데이터 리에 한 략을 

세워 효율 인 데이터 리와 공유 활동을 

진하기 해서는 데이터 큐 이션에 한 통합

이고 문 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 다. 

문헌정보학에서는 데이터 큐 이션과 련

하여 디지털 보존과 함께 데이터를 선별, 보존

하며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리하는 지식과 기

술을 이해하는 교육을 교과과정에 반 하고 있

다. 2019년 국외의 기록 리학 교과 주제분석 

연구에 따르면, 큐 이션 교육  업무가 핵심

주제 역이며 메타데이터, 정보 시각화 도구, 

아카이  시스템 련 교과목 등 디지털 큐

이션  보존 련 교육의 비 이 높음을 확인

하 다(정의연, 최상희, 2019). 최신 국내의 문

헌정보학 교과과정에서도 디지털 아카이빙과 

데이터 리를 다루고 있는 자기록 리 역

을 다루는 기록 리학에 한 요성과 비 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홍

진, 노 희, 김동석, 2021). 

 

3. 데이터 리 직무 황 

3.1 공공데이터와 데이터 리 직무 

공공기 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리 업무 

역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해, 련 

법령, 업무 지침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데이터 

리 정책과 차, 담 인력에 한 정의와 

리기 들을 조사, 분석하 다. 

3.1.1 공공데이터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이용 활성화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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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은 2013년 6월 ‘정보 

3.0 기본계획’을 통해 공공기 에 공공데이터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효

과 으로 제공하고 민간의 이용 활성화 지원을 

목 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공공데이터는 

“공공기 이 법령 등에서 정한 목 을 해 생

성 는 취득하여 리하고 있는 자  방식

의 자료 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공공데이

터 제공  이용활성화에 한 법률, 제2호 제2

항). 제3조에 공공기 은 구든지 공공데이터

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

며, 이용권의 보편  확 를 하여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다. 

공공데이터법 제8조에서는 앙행정기 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  공공데이

터 제공  이용에 한 세부 인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한 공공

데이터법 제13조에서는 공공데이터의 활용 활

성화를 한 정책  제도의 조사․연구, 련 

통계의 조사․분석 등을 비롯한 세부 조치들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설치하는 공공데이

터활용지원센터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5조에서는 공공기 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이용 활성화를 하여 개인  기업, 

단체 등과 력하여 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과의 력 거버 스에 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담 인력에 한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데이

터법 제1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 ) 1항에서

는 공공기 의 장은 해당 기 의 공공데이터 제

공  이용 활성화에 한 업무를 총 하는 책

임 (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 ”이라 한다)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해당 기 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

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   실무담당자의 련 

업무에 하여,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 조정  

지원,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  내 다른 정책․

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공공데이터의 리․

제공․이용 련 업무총   지원, 공공데이터

의 품질 리,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한 

련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 13

조에서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 과 련한 지정

요건으로는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명시하고 

있으며, 제10조에는 공공공데이터제공책임   

실무담당자의 임명, 운 실태가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 실태 평가의 기 의 하나로 명시되었

다(공공데이터법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이용 

활성화에 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1호). 

다음의 <표 2>는 공공데이터 법령에서 나타

난 데이터 리 직무에 한 내용을 정리한 것

이다. 공공데이터법에서는 구든지 공공데이

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 에서는 매년 

련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

다. 이를 해 법령을 통해 공공기 의 공공데

이터 제공기반을 조성하고, 제공 황 등 제공 

운 실태를 평가하도록 하는 등 공공데이터 

리의 제도와 기반을 수립하고 있으나, 구체

으로 가 할 것인가에 한 담할 인력의 책

임과 역할에 한 내용은 미흡하다. 

3.1.2 련 지침, 실무 매뉴얼

공공데이터의 효율 인 리와 제공을 담보

하기 해서 공공데이터법과 ｢공공데이터의 제

공  이용 활성화에 한 법률｣(이후, 공공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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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책임  지정요건(시행령 제13조) 

1. 앙행정기 : 고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 공무원"이라 한다) 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제1호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 : 3  이상 공무원(고 공무원을 포함한다) 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제1호  제2호 외에 고 공무원, 3  공무원 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 : 4  

이상 공무원 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  외의 국가기 (소속 기 을 포함한다): 해당 기 의 공공데이터 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5. 특별시․ 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도 교육청: 3  이상 공무원 는 그에 상당하

는 공무원

6. 시․군  자치구: 4  공무원 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7. ｢ ․ 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학교 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 하는 사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  외의 공공기 : 해당 기 의 공공데이터 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이 

경우, 공공데이터 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 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

<그림 1> 공공데이터제공책임  지정요건(시행령 제13조)

법령 련 내용

공공데이터의 제공  활용에 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4호, 

2020. 6. 9., 타법개정]

∙제2조(정의) 공공데이터의 정의

∙제3조(기본원칙)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기 과 이용자의 의무

사항 

∙제1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 ) 공공기 별 제공책임 과 실무담당

자 지정, 임명

∙제13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공공

데이터활용지원센터 설치, 운

공공데이터의 제공  활용에 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13.] [ 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1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 실태 평가의 기  등) 공공데이터제공

책임 실무담당자의 임명․운 실태 포함

∙제13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 의 임명요건 등) 공공데이터 제공  

이용 활성화에 한 업무를 총 하는 책임 의 임명요건 

<표 2> 공공데이터 법령과 데이터 리 직무

이터법 시행령) 등 련 법령에 근거하여 다양

한 조치를 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리 주요 지

침과 매뉴얼은 다음의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행정안 부는 공공데이터법 제11조 ‘공공데

이터 리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 리지침｣

을 고시하고 지속 으로 개정하며, 공공데이터

법 시행령 제17조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  

기 ’에 근거하여 ｢공공데이터 리지침｣ 내 공

공데이터 품질 리 단계별 기 을 포함함으로

써 각 공공기 이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

도록 하고 있다. 2021년 10월 ｢공공데이터 

리지침｣부칙 제2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표 ｣(행정안 부고시 2020-54호)은 폐지되고 

련 내용은 ｢공공데이터 리지침｣으로 통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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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가이드 근거 법령 용 상 제정목

공공데이터 리지침
[행정안 부고시 
제2021-70호, 

2021. 10. 26., 부개정]

공공데이터법 제11조
(공공데이터 리지침)

공공기 의 장
공공데이터 제공책임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

제공정책의 효율  시행을 해 
각 기   업무담당자들이 수
해야 할 리 원칙  기  제시

공공기 의 데이터베이스 
표 화 지침

[행정안 부고시 
제2021-32호, 

2021. 6. 7., 일부개정]

공공데이터법 제23조(공공
데이터의 표 화), 자정
부법 제50조(표 화)  
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
화)

공공기 의 장 공공데이터활용
지원센터공공데이터 제공책임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운  시 공
공기 이 표  련 제도를 쉽게 
수하게 하고, 제도의 리․운
 편의성을 높이기 해 표  

련 제도를 통합하여 정비

공공데이터 제공․ 리 
실무 매뉴얼

(행정안 부, 2021)

공공데이터법 제11조
(공공데이터 리지침) 

공공데이터 제공책임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

공공기 이 수해야 하는 리
원칙과 기 을 제시한 ｢공공데이
터 리지침｣을 바탕으로 기 이 
실제 공공데이터 제공․ 리 업
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 인 설명과 시를 
안내

공공데이터 
품질 리 매뉴얼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공공데이터법 제22조
(공공데이터의 품질 리) 

공공데이터 제공책임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

공공기 이 생성 는 취득하여 
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  

품질 리  정한 품질수 을 
확보하기 한 품질 리 단계별 
수사항을 규정

<표 3> 공공데이터 리 직무 련 지침과 매뉴얼

2021년 개정되어 고시된 ｢공공데이터 리

지침｣ 에 따르면, 제5조 리체계에 공공기

의 장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   실무담당자

를 임명하고 해당 기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행 안 부는 

고시를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표 ｣을 발표하

여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표  데이터로 

지정하여 리하고 있다. 개방 표 을 통해 표

 데이터의 스키마를 밝히고, 공공데이터포털

을 통해 표  데이터 세트로 공개하고 있다. 

한, 행정안 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공공데

이터의 품질 향상을 해 공공기 을 상으로 

품질 리 수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법 제17조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

단  기 ’에 근거하여 ｢공공데이터 리지침｣ 

내 공공데이터 품질 리 단계별 기 을 제시

하고,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기  차원의 상

시 인 공공데이터 품질 리를 해 조직, 인

력을 구성, 운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 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공개

하고 공유를 진하기 해서는 상호운용성이 

높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품질, 리하는 것이 

요하게 되었다. 이에 공공기  데이터베이스

의 생성․운 ․개방 각 단계에서 수할 표

화 체계를 규정하여 고품질 데이터 활용기반

을 마련하고자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이용활성화에 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

의 표 화), 자정부법 제50조(표 화)  

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 화)에 따라 ｢공공

기 의 데이터베이스 표 화 지침(행정안 부 

고시 제2019-20호, 2019.3.20.)｣을 제정하 다. 

행정안 부는 공공기 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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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 품질 리 조직 구성 방안( 시)

표 리

담당

연계 리

담당

응용 로그램 

담당

시스템

담당

담당조직 지원조직

의사결정 원회
(정책 심의․조정, 검․평가)

․유 기 의회

․실무 의회

․외부 문가 그룹 등

기 장

공공데이터 제공책임

(정책 총 )

데이터 품질 리 책임자

(실무 총 )

데이터 품질 리 담당(실무) 조직 정보화 담당 조직

부서별 데이터 담당
품질 리

담당

구조 리

담당

데이터 보유(오 십) 조직

<그림 2> 공공데이터 품질 리 조직 구성(공공데이터 제공. 리 실무 매뉴얼, 2021, 51)

터의 품질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해 2011년 7

월 ｢공공기 의 데이터베이스 품질 리 지침｣

(이하 품질 리 지침)을 제정․고시하 으며, 

2013년 10월 공공데이터법 시행에 따라, 2014

년 3월 ｢공공데이터 리지침｣으로 폐지제정․

고시하 다.

｢공공기 의 데이터베이스 표 화 지침｣은 

공공데이터법 제12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

책임   실무담당자를 두고 공공데이터베이

스 표 화 업무를 총 하여 수행할 것을 명시

하고 있다. 한 공공데이터베이스를 직  생

성 는 취득하여 리하는 업무담당자는 공공

데이터베이스 표 화를 한 업무를 코드, 용

어  도메인 등 표  용  검 개선, 메타

데이터 리, 표  검, 데이터 요청처리 등 기

 메타데이터 리시스템을 통한 리  

행화, 산출물의 작성  리, 정보화사업 추진 

시 소  공공데이터베이스 표  용 리,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정하는 공공데이터베이스 표

화의 지원에 한 사항으로 명시하 다.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리 실무매뉴얼｣

은 ｢공공데이터 리지침｣을 바탕으로 공공기

이 수해야 하는 리원칙과 기 을 기 이 

실제 공공데이터 제공․ 리 업무를수행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 인 설명과 

시를 안내하기 해 작성되었다. ｢공공데이터 제

공․ 리 실무매뉴얼｣에서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데이터 리 단계를 데이터 생성․수집에

서 처리, 등록, 제공, 사후 리까지 5단계로 구

분하여 단계별로 각 기 이 수해야 할 리 

기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표 4> 참조).2) 

그러나, 공공데이터 제공 리 실무매뉴얼에서 

 2) 공공데이터법 제17조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  기 ’에 근거하여 ｢공공데이터 리지침｣ 내 공공데이터 품질 

리 단계별 기 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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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리 기

생성․수집
각 기 이 생성하거나 외부에서 수집․취득하는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제공 상을 정의하고, 
기계 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제공제외 상의 분리 기반 구축, 공공데이터 베이스의 표 화 
리 등을 수행

처리

각 기 이 생성 는 수집․취득한 데이터가 공공데이터법상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제공제외 상 정보 포함 여부, 제공제외 상 정보의 분리 가능 여부, 작권 등 제3자 권리의 
확보 여부 등을 확인․시행

등록
각 기 이 생성 는 수집․취득한 공공데이터의 목록  제공 상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목록등록
리시스템(all.data.go.kr)에 등록하고, 변경사항을 반 하는 등 행화 리

제공
각 기 이 제공 상으로 공표된 소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거나, 공표 제공 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에 따라 국민, 기업 등에 데이터를 제공

사후 리
각 기 이 국민, 기업 등에 공공데이터를 제공한 후 갱신주기  변경사항의 반 , 특정 사유 발생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제공 단, 이용불편사항 수․처리, 제공 련 분쟁조정 처리 등을 
시행

<표 4> 공공데이터 제공 리 단계(공공데이터 제공 리 실무매뉴얼, 2021, 10, 재구성)

리체계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 과 실무담당

자로 지정, 공표하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데

이터 리 단계에 한 구체 인 역할과 책임

은 나타나 있지 않다. 

이외 공공데이터 품질 리를 해서 한국정

보화진흥원에서 공공기 이 정보화 사업 계획

과 구축 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해 ｢공공데이

터 품질 리 매뉴얼｣을 공공기 의 실무 담당

자와 국가 차원의 공공데이터를 생성, 운 하는 

조직의 담당자가 데이터 품질 리 활동을 수행

하는데 참조,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침에서

는 데이터 품질 리 조직을 “기 에서 보유하

고 있는 데이터에 한 품질 리 활동을 수행하

기 한 담당부서 는 담당자”로 정의하고 있

으며, 매뉴얼에서 제시한 데이터 품질 리 조직

을 구성하는 원칙과 역할을 고려하여 기 의 여

건에 맞게 구성할 것을 제시한다(한국정보화진

흥원, 2018, 38). 

공공데이터 리 직무에 한 지침과 실무 매

뉴얼을 종합해보면, 데이터의 생성, 수집부터 사

후 리까지 공공데이터 제공  이용활성화에 

한 업무를 총 하는 담 인력은 공공데이터

책임 과 실무 으로 볼 수 있다(<표 5> 참조). 

그러나 책임 과 실무 은 직 체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침과 매뉴얼이나 그 근거가 되는 

련 법령 등에서 그 역할과 책임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한 공공데이터는 데이터의 생애 주기 동

안 각 기 에서 생성, 수집하여 개방,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 등록, 제공하고 그 변경사항 등 사

후 리까지 체 인 활동을 포함하며 서로 유

기 으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지침과 실무매뉴

얼은 주로 생성, 수집 후 품질 리에만 집 되

어 있다. 

이처럼 공공데이터 리 지침과 매뉴얼을 통

해서 공공데이터가 제공, 활용되기 해 리가 

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

엇인지 원칙, 목  등은 곳곳에 명시되어 있으

나, 정작 가 이를 한 리 활동을 할 것인가

에 한 담당 역할에 한 정의는 미흡한 실정이

다. 공공데이터 리 직무를 해 최 의 데이터 

활용을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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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련 근거 내용

공공데이터
제공책임

공공데이터법 

제12조제2항

해당 기 의 공공데이터 제공  이용활성화에 한 업무를 총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 조정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공공데이터의 리․제공․이용 련 업무총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 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한 련 업무

시행령 제13조

(지정요건)
공공데이터제공책임  지정요건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공공데이터법 
제12조

공공데이터법 제12조에 따른 해당 기 의 공공데이터 제공  이용활성화에 한 업무를 
총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 조정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공공데이터의 리․제공․이용 련 업무총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 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한 련 업무

공공기 의 
데이터베이스 
표 화지침 5조

공공데이터베이스 표 화 업무를 총 하여 수행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

공공데이터법 

제12조

｢공공데이터 리지침｣에 따른 해당 기 의 개별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베이스를 포

함)를 직  생성 는 취득하여 리 담당

공공기 의 
데이터베이스 
표 화지침 5조

1. 코드, 용어  도메인 등 표  용  검 개선
2. 메타데이터 리, 표  검, 데이터 요청처리 등 기  메타데이터 리시스템을 

통한 리  행화

3. 산출물의 작성  리
4. 정보화사업 추진 시 소  공공데이터베이스 표  용 리
5.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정하는 공공데이터베이스 표 화의 지원에 한 사항

<표 5> 공공데이터 리직무 역할과 책임

제도를 구성하고 한 제도를 갖추기 해서

는, 명시되어 있는 직무에 한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3.2 공공데이터 리 직무기술서 사례 분석

본 연구에서는 최근 1년간 공공기 의 데이

터 리 련 직무기술서를 수집하여 직무기술 

내용을 기반으로 직무명, NCS 분류, 자격요건 

등 데이터 리 직무에 한 문성 요건을 

심으로 사례를 조사, 분석하 다. 최근 1년 동

안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리를 포 하는 

두 개의 정부기 과 두 개의 공공기  직무기

술서 내용을 기반으로 분석하 다. 

3.2.1 NCS 분류

NCS는 산업 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등을 심으로 산업부문

별과 수 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직무기술서에

서 데이터 리 직무에 한 NCS 분류를 살펴

보았다. 국가직무능력표 은 원칙 으로 NCS 

분류체계의 세분류 단 에서 개발되므로, 직무

는 NCS 분류체계의 세분류를 의미한다. 

분석 상인 네 기 의 직무기술서 사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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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분류체계를 보면, 정부기 의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지원의 일반직과 산사무 인 공

공데이터 담당인력의 경우, ‘정보통신’의 분

류, ‘정보통신’ 분류, ‘정보기술 략계획’ 소분

류 하의 ‘정보기술기획’, ‘빅데이터분석’의 세분

류와 ‘정보기술운 ’ 소분류 하의 ‘IT 기술지원’

으로 정의하 다. 공공기 의 빅데이터 운

리를 한 기술직의 직무기술서에서는 ‘정보통

신’ 분류, ‘정보기술’ 분류에서 모두 네 개의 

소분류 ‘정보기술 략․계획’, ‘정보기술개발’, ‘정

보기술운 ’, ‘정보보호’로 명시하 다. 각 소분

류 하에 ‘빅데이터분석’, ‘빅데이터기획’, ‘빅데이

터 랫폼구축’, ‘빅데이터운 리’, ‘정보보호

리운 ’ 등 다양한 세분류로 정의하 다. 다른 

공공기 의 DB  시스템 리 운  직무기술

서에는 NCS 유사분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

나, 필요지식과 기술에 ‘데이터 표 화  품질

리 계획수립․운 에 한 지식’과 ‘데이터 표

 지침․품질 리 로세스 리’ 기술을 명시

하 다.

사례들의 직무기술서의 필요지식과 기술, 태

도 등의 내용을 보면 공공데이터 리에 필요

한 데이터 리  수집, 가공, 분석, 활용의 핵

심 지식과 기술인 데이터 표 화,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리 등 문헌정보학 공 지식과 

기술 분야가  NCS 분류체계에는 반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재 문헌정보학 공 분야의 

NCS 직무는 ‘문화․ 술․디자인․방송’ 분

류 하의 “이용자가 정보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 평생교육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

한 매체의 문헌정보를 생성, 수집, 조직, 보존  

제공”하는 ‘문헌정보 리’ 직무로 정의되어 있

다. 이러한 NCS 분류체계의 문헌정보학 단일 

항목으로는 데이터 리 직무 련 교육내용이 

정확하게 반 하지 못하는 문제 이 있다. <부

록>의 사례 3과 같이 자격요건에 문헌정보학 

공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CS 분류

체계의 직무에는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

이다. 

3.2.2 자격요건 

직무기술서에서 채용 분야의 자격증, 학

공, 련 분야 경력 사항을 심으로 살펴보았

다. 분석 상의 직무기술서 사례의 자격요건

을 보면, 정부기 의 경우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지원의 일반직은 요구되는 학  공, 자

격증, 경력 사항이 없는 데 반해, 산사무 인 

공공데이터 담당인력은 련 분야를 산학, 

응용소 트웨어공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시스

템공학, 산업공학, 수학, 경 학, 그 밖의 데이

터 활용․분석 련 학과로 명시하 다. 공공

기 의 경우, 빅데이터 운 리 기술직은 문

헌정보학 학사 이상을 포함하여 정보통신, 정

보기술, 개인정보, 데이터분석, 통계학, 컴퓨터

공학, 데이터 사이언스, 빅데이터 련 공으

로 명시하 다. 

경력사항을 보면, 정부기 의 공공데이터 담

당 인력은 데이터 리, 데이터 품질 련 컨설

  빅데이터 수집, 분석, 응용 융합 분야의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 의 빅데이

터 운 리 기술직 직무기술에서도 정보처리

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통신기사, 데이터 분석

( ) 문가 자격증  1개 이상 자격증을 요구

하고 있다. 두 개의 기 에서 요구하는 련 자

격증으로 공통되는 것은 정보통신기사, 정보처

리기사, 정보보안기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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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례의 직무기술서에 나타난 자격 요

건은 기 에 따라 공공데이터 리직무에 해 

요구되는 학 공, 자격증, 경력사항이 매우 

다양하 다. 련 분야  공에 있어서 필요

지식과 기술, 태도의 내용에서 데이터 표 화, 

데이터  로세스에 한 반  지식  이

해, 데이터의 정합성과 무결성 등 문헌정보학 

련 지식과 경험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분석

상  단 한 기 에서만 문헌정보학을 명시하

을 뿐 반 되어 있지 않다. 이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터 역으로 확

장되고 있는 교육과정과 내용 등이 데이터 산

업 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과 연계되

어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

다. 실무 장에서 문헌정보학 공 분야 데이

터 리 문인력 양성  교육에 한 인식을 

높이고 체계 인 교육과정 설계 등에 한 연

구가 더욱 확 되어야 할 것이다. 

 4. 문성 제고를 한 시사   
제언

2000년 부터 추진되어 온 오 데이터 정책

에 맞추어 정부  공공기 에서 보유한 데이

터 공개와 공유를 진할 수 있는 데이터 리

의 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담당할 역량 있는 

실무자, 정보 문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데이터 리 직무에 한 정의가 불분명하며 

데이터 리 직무 역과 역할이 무엇인지 명

확한 정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데이터의 원활

한 재활용을 해서는 상호운용성이 높은 고품

질의 데이터를 생산하여야 하며 이를 한 데

이터 정제와 변환, 메타데이터 생성  리, 표

화 활동 등 문 인 데이터 리가 필수

이다. 이와 련하여 공공데이터 리 직무를 

기반으로 모델  체계화된 기  등을 제 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문성의 하  차원  문직 기

반 인사 리  통제, 특히 충원에 을 두고 

법령과 채용공고사례를 분석하 다. 그 결과를 

토 로 도출한 시사 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  환경의 보완  개선이 필요

하다. 공공조직 내 직무의 형성과 운  차는 

법과 제도의 변화를 토 로 이루어진다는 특수

성을 가진다. 따라서 행 법령  업무 지침에

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 이자 공백은 데이터 

리직무에 한 책임자와 실무담당자의 직무 

역할  책임의 한계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이

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활용에 한 법률｣ 

등은 데이터 리를 한 제도  기반에 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으나 가(who), 구체 으

로 무엇(what)을 할 것인가에 한 내용을 확

인하기 어려웠다. 공공데이터 제공  이용활

성화의 업무를 총 하는 담 인력을 공공데이

터 책임 과 실무 으로 구분하 으나 지침과 

매뉴얼에는 역할과 책임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

았다. 규정과 지침에는 직무 수행을 한 조직 

 담당 역할과 책임에 한 명확한 정의가 필

수 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15). 책임

은 고  직 으로 실제 디지털 리직무 기

반의 문성과 리자  역량이 모두 요구되는 

하이 리드 문가(hybrid professionals)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직무 련 책임의 범 와 수

이 실무 과 차별화되므로 직무의 정의에 이에 

한 반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직무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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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와 난이도를 반 하는 직무 등 이 올라가 

조직의 리계층에 이르면 문직업 기반의 

문성 차원과 별도로 문제의 통합  조정 역량 

등 일반행정가 의 문성 차원을 상당 부

분 포함하게 된다. 이는 최근 논의가 증가하고 

있는 하이 리드 문가 개념과 연 되는데 

료제에서 엘리트 문가는 문가로서의 직무 

역할  행정  리업무 수행 역할이 모두 요

구되는 하이 리드 문가라는 것이다. 주의할 

은 엘리트 문가가 하이 리드 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할 때 문직업 기반의 자율성과 

심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Alvehus, Eklund, 

& Kastberg, 2021; Waring, 2014).

둘째, 지침  실무매뉴얼에 데이터 생애주

기의 각 단계별 직무 기 을 반 할 필요가 있

다. 공공데이터의 경우 각 기 에서 데이터를 

생성  수집하여 개방․활용이 가능하도록 처

리․등록․제공하여 사후 리까지 이어지는 

반  활동이 유기 으로 연계되어 있으나 지침

과 실무매뉴얼은 데이터 리의 각 단계별 내

용이 균등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후 품질

리에 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직무를 

담당하는 인력에 해서도 책임 과 실무담당

자의 지정  공표만 명시되어 있고 생성․수

집, 처리, 등록, 제공, 사후 리 등의 각 단계별 

역할과 책임에 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는 ｢공공데이터 개방 표 ｣과 ｢공공기 의 

데이터베이스 품질 리 지침｣ 등이 폐지되고 

련 내용은 2021년 개정된 ｢공공데이터 리

지침｣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차상

의 한계를 반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데이터 개방, 공유, 활용하기 한 데이터

를 리하기 해서 무엇이 필요하며, 어떤 조

치가 필요한지 구체 인 실행 가이드 없이는 

체계 인 공공데이터 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공공데이터 리에 한 단계별 세부 

활동과 련 업무를 포 할 수 있는 실무 지침

과 가이드가 마련되고 추가 으로 이를 교육, 

지원할 수 있는 문인력 확보와 배치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문성 제고를 한 기본 제조건으

로서 직무  담당인력에 한 자격 요건의 구

체  정의가 확립되어야 한다. 에서 제시한 

법령과 지침, 그리고 직무기술서 사례의 분석 

결과를 종합 으로 볼 때, 직무에 한 명확한 

정의와 분류가 직 분류제  직무 문성의 

기반이 된다는 에서 아직 공공부문 데이터 

리직무에 한 직무의 분석  평가가 구체

 수 에서 체계 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직무분석, 직무평가, 직무의 설계는 

직무수행의 최소 단 인 직 에 한 설정 과

정이므로 매우 요하다. 이 작업이 히 이

루어지지 않으면 인력의 확보와 역량개발, 이

동 등 인사 리의 반  과정은 물론 평가와 

보상이 성공 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이창길, 

2022). 궁극 으로 이러한 기본  체계가 확립

되지 않으면 문성의 하  차원에서 논의된 

문가로서의 직무 자율성이나 문가  책임

을 기 할 수 없다. 일례로 2021년 행정안 부

에서 발간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  직무 수

행 가이드라인｣을 보면 데이터기반행정 인력 

확보의 시로 ‘공공 빅데이터 청년 인턴십 사

업’을 들고 있는데 이들에 한 ‘ 문교육’은 사

 온라인교육(1개월), 문교육(2개월), 일경

험(6개월)으로 채 1년이 되지 않는다. 실제 직

무에 요구되는 문성의 수 에 비해 그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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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담당하는 인력에 한 문성의 기  수

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 장기  에서 

데이터 리직무에 해 문 자격을 갖춘 인

력이 실무를 통해 문성을 강화하고 난이도와 

책임도에 한 담당수 을 고도화해 수직  

문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욱 (2017)이 

공공부문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하

듯이 데이터 리에 있어 문인력의 육성과 

수   순환은 매우 요하다. 특히 데이터 분

석과 활용 단계에서 공공기 이 직면하는 어려

움이 문인력을 안정 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성욱 , 2017). 기존의 순환보직 체계에서는 

장기  에서 직무 문성을 고도화하기가 

구조 으로 어렵다. 따라서 문인력의 안정  

충원과 확보, 유지와 교육훈련  경력개발 등

을 한 도서 회와 같은 문가조직의 역할 

강화와 력 거버 스 체계의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탐색  목 의 사례연구로서 분

석 결과를 데이터 직무 반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한, 사례의 선택이 

문화에 제시된 개념  차원 일부에만 용 

가능한 수 에서 이루어졌다. 추후 직무의 자

율성과 문가  책임에 한 설문 조사나 심

층면담 조사 등을 통해 실제 디지털 리직무 

담당자의 경험과 인식을 토 로 이루어질 후속 

연구는 실제 직무의 수행 단계에서의 어려움이

나 제도  공백을 확인하고 개선 방향에 한 

구체  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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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데이터 리 직무기술서 분석

기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정부기  A  정부기  B  공공기  A 공공기  B

채용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지
원(무기계약직/일반직)

공공데이터 담당인력
( 산사무 /일반임기제)

빅데이터 운 리(기술직) DB  시스템 리 운

NCS 
분류
체계

∙20.정보통신> 01.정보기술> 
01.정보기술 략계획>03.
정보기술기획, 05.빅데이터 
분석

∙20.정보통신> 01.정보기술> 
01.정보기술운 > 03.IT기
술지원

∙20.정보통신> 01.정보기술> 
01.정보기술 략계획>03.
정보기술기획, 05.빅데이터 
분석

∙20.정보통신> 01.정보기술> 
01.정보기술운 > 03.IT기
술지원

∙220.정보통신> 01.정보기
술> 01.정보기술 략계획> 
01.정보기술 략, 03.정보
기술기획, 05.빅데이터분
석, 07.빅데이터기획

∙20.정보통신> 02.정보기술
개발> 02.응용SW엔지니어
링, 04.DB엔지니어링, 09.
빅데이터 랫폼구축

DB  시스템 리 운 ’ 분
야는 NCS (유사) 분류 없음

필요
지식

(문헌정보학교육 
련 

부분만 발췌)

∙공공데이터법, 정보공개법 
등 련 법령  정보기술
에 한 이해

∙정보공학, 데이터공학, 컴
퓨터공학, 빅데이터 등 
련분야에 한 연구경험 
 지식

∙ICT사업 련 각종 규정

∙ 산학, 컴퓨터공학 등의 
분야에 한 학문  지식

∙데이터 리  수집․가
공․분석․활용에 한 학
문 ․경험  지식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표 분석모델 구축에 
한 이해

∙데이터 정체 차, 필요 데
이터 식별 방법, 데이터베
이스 구축 방법론, 메타데
이터 개념, 데이터 분포 이
해, 데이터 마이닝 목 , 데
이터 분석 상 업무습득

∙데이터 거버 스 표 , 빅
데이터 분석방법, 빅데이터 
구축 방법, 데이터 표 화

∙방법, 품질 리시스템, 품
질 리지표, 빅데이터 참
조모델 이해

(시스템 운   DB 리) 
∙시스템 운 환경, 구성도, 
SW/HW 운 에 한 이해

∙데이터  로세스 한 
반  지식  이해

∙데이터 표 화  품질
리 계획수립․운 에 한 
지식

∙정보화 사업 리․운 에 
한 기  지식

필요
기술

(문헌정보학 
련 

부분만 발췌)

∙ 련 보고서 통게자료의 
수집  활용에 한 지식

∙정보기술을 활용한 문서 
작성 능력

∙정보기술 략
∙정보기술기획
∙빅데이터분석
∙빅데이터기획
∙정보보호 리운

(시스템 운   DB 리) 
∙데이터 표  지침․품질
리 로세스 리 

∙운  능력

필요
자격
요건

명시안됨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 리
(기사) 자계산기, 정보통
신, 정보처리, 자계산기조
직응용, 정보보안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네트워크 리사, SQL 문
가(SQLP), 데이터아키텍처
(DA) ( ) 문가 이상, 데이
터 분석( ) 문가  1개 이
상 자격증 소지자

명시안됨

응시
자격
요건
(학 )

명시안됨

① 련 분야 박사학 를 취
득한 사람

② 련 분야 석사학 를 취
득한 후 1년 이상 련분
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련 분야 학사학 를 취
득한 후 3년 이상 련분
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련 분야: 산학, 응용
소 트웨어공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시스템 공학, 
산업공학, 수학, 경 학, 
그 밖의 데이터 활용․분
석 련 학과)

학사이상, 문헌정보학 명시
(정보통신, 정보기술, 개인
정보, 데이터 분석, 통계학, 
컴퓨터 공학, 데이터 사이언
스학, 빅데이터, 문헌정보학, 
정보보호 련 공)

명시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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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정부기  A  정부기  B  공공기  A 공공기  B

응시
요건
(경력)

명시안됨

① 8년 이상 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
간경력)

② 학사학  취득 후 5년 이상 
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③ 6  는 6  이상에 상당

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련 직무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
경력)

명시안됨 명시안됨

우
요건

명시안됨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과되는 련 직무분야 근

무경력(최  5년까지 차
등배 )

∙필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추가 소지(최  5
개까지 차등배 )

∙ 련 직무분야의 상훈 실
(최  2개, 개수별 차등

배 )

명시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