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자원 관리에 대한 세계 주요국 및 국내 정책 동향
1. 세계 각국의 동향
□ EU, 미국 등 선진국은 정보화 비전 실현과 자국민 정보 literacy
향상 등을 목적으로 범국가적인 지식정보 디지털화를 추진
o 주요 분야 자료의 디지털화와 자국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한 제공체계를 마련하고 신규 서비스 창출을 위한
유통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법령 및 추진 조직도 마련
※ 영국은 JISC(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 2001) 설립하고, 미국은
디지털 자료의 국가적인 수집․축적․보존을 위한 Public law 106-554(2000) 마련
< 세계 각국의 지식정보 디지털화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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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I: Digital Library Initiative
※ NDIIPP : National Digit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Preservation Program
※ CNKI :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 최근에는 주요 자료의 디지털화와 국민 이용 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기 구축된 DB는 물론 공공정보에 대한 상용적 활용과 재이용
활성화를 통해 공공분야 지식정보의 산업화도 적극 추진
o EU는 회원국간 공공정보 활용 정책의 통일성과 공공정보 재사용의
투명성을 유도코자 '공공정보 재이용 지침' (DIRECTIVE 2003/98/EC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제정(2003)

-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근간이 되는 재이용의 조건, 과금원칙,
권리부여, 공공정보 목록 정리 기준, 공공정보 거래 원칙, 독점계약
금지 등에 대한 의무사항 규정
- 회원국은 지침제정 후 18개월 내(‘05년 7월까지)에 본 지침을 토대로
공공정보 재이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의무화
※ '07. 3월 기준 오스트리아,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룩셈부르그 등 5개국을 제외
하고 모든 회원국이 관계법 제․개정 완료

◆ 영국 : “공공정보 재이용 법률(2005)” ◆

o EU의 공공정보 재이용 지침을 이행하고, 공공정보 재이용에 따른

규제 및 활용 촉진 등을 위해 '공공정보 재이용 법률'(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제정
- 공공정보에 대해 저작권(Crown Copyright)을 부여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기관(OPSI)을 설립하여 정책추진 체계 마련
※ OPSI(Offic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 영국기록청(The National Archives) 산하로
공공정보의 목록제공, 통합 라이센스 관리, 공공정보의 공정한 지원 등을 운영

□ 미국
o 정보자유법(1966)과 문서감소법(1980)를 통해 민간의 자유로운 정보 이용을
원칙으로 하여 공공정보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공공정보 활용에 대한 사용자부담원칙 등 상업적 활용기반 마련
※ 문서감소법(Paperwork Reduction Act, 1980) :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정보의
이용, 재판매, 재배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일반 국민의 자유로운 정보이용을 보장
※ 예산관리국 통지문서 A-130호(OMB circular No. A-130, 1996) : 공공정보 활용
에 대한 사용자부담원칙 등을 제시하여 상업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2. 국내 동향
□ ‘98년 정보화사업을 통한 실업구제와 경기진작을 목적으로 정보화
근로사업을 추진한 이후 ’99년 범정부적인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추진과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의 제정(2000)을 통해 지식정보의 디지털화를 추진
o 국가지식포털을 구축(2001)하여 기구축된 DB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관련 기관과의 연계(2007.6월, 1,050개)로 디지털화된 정보의 수집도 추진
※ 정보화근로사업(‘98~00) : 4,025억원을 투입하여 151개 과제에 대해 DB 구축
※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99~’06) : 3,479억원을 투입하여 184개 과제에 대해 DB구축

□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과 병행하여 문화, 과학기술, 교육․학술과
관련하여 소관 부처별로 해당분야 자료의 디지털화도 본격화
o ‘05부터는 전자정부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정보 DB 구축 사업도 시작
※ 총 1,813억원(’05~’06)을 투입하여 57개 과제에 대해 약 1.5억건의 행정정보 DB 구축

□ 지식정보에 대한 디지털화 사업은 활발한 반면, 구축된 DB 등 지식
정보의 활용과 이와 관련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은 미흡한 상황
o 소관 기관 등에서 구축된 DB를 중심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대
국민서비스 제공하는 수준으로 관련 기업과 해당 산업과의 연계는 저조
o 기상법, GIS법 등 개별법을 통해 주요 공공정보와 DB의 기업 제공 등
상업적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특정 분야에 한정

◆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비롯 소관 부처별 자체 DB사업은 물론 행자부의
행정정보DB사업 등 다양한 지식정보의 DB화 사업은 진행 중에 있으나, 이의
유통과 상업적 활용 및 관련 산업 발전과의 연계 정책 등은 극히 미흡한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