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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가치 증 , 연구 방법의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오  사이언스 등의 구체  발 은 연구가 더 이상 기존의 

학술지와 같은 텍스트 심이 아닌 데이터 기반으로 환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 국내 연구가 

미흡한 연구 데이터 리  서비스를 한 핵심요소와 해당 기능  요건을 도출하기 하여 DCC, ICPSR, ANDS 

그리고 DataONE에 한 서비스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 도출된 핵심 요소는 ‘DMP 작성지원’, ‘데이터 기술’, ‘데이터 

장’, ‘데이터 공유  근’, ‘데이터 인용’ 그리고 ‘데이터 리 교육’ 등이다. 한 도출된 핵심 요소에 기능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실질 으로 RDM 서비스를 구축  운 하고자 할 때 본 연구의 내용을 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creasing the value of data, paradigm shifts in research methods, and specific manifestations of 

open science indicate that research is no longer text-centric, but data-driven.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services for DCC, ICPSR, ANDS and DataONE to derive key elements and functional requirements 

for research data management and services that are still insufficient in domestic research. Key factors 

derived include DMP writing support, data description, data storage, data sharing and access, data 

citations, and data management training. In addition, by presenting functional requirements to the 

derived key elements,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construct and operate RDM servic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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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목

하드웨어 발 과 고성능 네트워크 그리고 센

서 장비의 확산은 많은 연구 분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다(김선태, 이태 , 김

용 2012). 작은 센서로부터 거  실험 장치들이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생산함에 

따라 데이터양은 기하 수 으로 증가하게 되

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체계 으로 리하기 

한 서비스가 각 연구 분야별로 요구되고 있

는 실정이다. 최근, 연구 패러다임과 데이터 인

식의 변화에 따라 법 , 제도 , 기술  장벽 

없이, 모든 이용자에게 과학  연구 결과물에 

한 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오  사이언스

(Open Science) 운동이  세계 으로 활발

하게 개되고 있다. 이러한 오  사이언스 운

동의 일환으로 국내에서도 국민세 으로 생산

된 연구결과물이 국가 자산, 기  자산으로서 

재사용될 수 있는 환경에서 체계 으로 리 

 보존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오  사이언스는 일반 으로 공공 기  연구

의 산출물을 과학 커뮤니티, 비즈니스 부문 

는 사회에 디지털 형식으로 보다 리 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을 말하며, 2015년에 

OECD의 “Making Open Science a Reality” 

보고서를 통해 오  사이언스에 한 논의의 장

이 확장되었다(OECD 2015). 이 오  사이언스는 

오  액세스(Open Access), 오  데이터(Open 

Data), 오  리 지토리(Open Repository) 등

으로 구체화되는데, 여기에서 데이터가 핵심의 

치에 있다. 특히, 여기에서 언 한 오  데이

터(Open Data)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 

재사용  재배포 할 수 있는 데이터(OPEN 

DATA HANDBOOK 2012)”로 학술 연구 

역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연구 데이터’라 부

르고 있다. 연구 데이터는 많은 시간과 돈을 들

여 만든 요한 정보자원으로서 결과에 한 

검증, 연구의 효율성, 데이터 보안  데이터 손

실 최소화, 데이터의 폭넓은 보 과 향력 증

, 데이터의 재사용을 통한 연구의 연속성 가

능 그리고 펀딩 기 의 요구 사항을 수하기 

해 하게 리가 되어야 한다(UCD Library 

2019).

데이터에 한 가치 증 와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오  사이언스 운동 확산은 연구

의 방식이 기존 문헌에서 데이터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Jim Grey는 규

모 과학 데이터셋과 련된 데이터 엔지니어링 

문제에 근하는 방법을 체계화하는 법칙을 공

식화하 는데, 해당 법칙의 첫 번째는 ‘과학 컴

퓨 은  더 데이터 집약 이 되어 가고 있

다’라는 것이다(Tony Hey, Stewart Tansley 

and Kristin Tolle 2009). 2016년 OECD는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2016｣라는 보고서를 통해 가설과 ‘  

이론(grand theories)’ 개발을 통한 통 인 

근 방식은 방 한 양의 데이터로 시작하는 데

이터 심의 연구로 보완될 것이며 이 방향으로

의 변화는 이미 명백하다고 기술하 다(OECD 

2016). 이것은 연구의 행태가 기존의 실험이나 

이론 심에서 데이터 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 패러다임

의 변화는  세계 으로 데이터에 한 인식

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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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공공 자 으로 연구된 산출물에 한 공

유와 재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 호주 등 각 국가별로 연방기 이나 연구회

를 심으로 연구 데이터의 공유  활용 정책

을 시행하고 인 라를 구축  운 하고 있다

(이상환 2019). 한, 2013년을 시작으로 미국, 

국, EU 그리고 일본 등은 공공 연구를 통해 

산출된 연구 데이터의 선제 리  근 확  

지침을 제정하 다. 하지만, 한국은 국가 R&D 

사업을 통해 산출되는 연구데이터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 데이터 리를 한 규정

이 미흡한 실정이다.1) 실제 안형  외(2017)는 

연구 장에서 데이터 리 황을 조사한 결

과 개인이 리하는 경우가 43.8%로 다수를 차

지하고 있으며 리 실태도 표  차에 따라 

리되기 보다는 개인이 데이터를 생산한 후 

장이나 보  등 단순 리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하 다. 이것은 연구 데이터가 기  심

이 아닌 개인 으로 리가 되고 있고 기 의 

연구 데이터 제도 등 리 기반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수집 

 생산되는 연구 데이터에 한 체계 인 

리를 하여 해외 선진기 에서 운  인 연

구 데이터 리  서비스를 분석하여 해당 서

비스를 한 핵심 요소의 기능  요건을 도출

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를 해 데이터 

큐 이션 센터인 DCC, 사회과학 분야 데이터 

아카이 인 ICPSR, 호주 국가 데이터 서비스

인 ANDS, 마지막으로 지구를 한 데이터 

측 네트워크인 DataONE 등 4개의 선진 기

을 분석 상으로 하 다.

1.2 연구 방법과 범

본 연구에서는 연구 데이터 서비스  리

를 한 모델을 제안하기 하여 해외 선진 기

의 서비스를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분석

한 해외 선진 기 은 다음과 같다.

∙DCC(Digital Curation Centre)

∙ICPSR(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ANDS(Australian National Data Service)

∙DataONE(Data Obervation Network for 

Earth)

해외의 모든 선진기 에서 운  인 연구 

데이터 리  서비스를 조사하여 구성 요소

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에서 제

시하는 4개의 기 을 선택하여 연구의 범 를 

제한하고자 하 다. 먼 , DCC를 선정한 이유

는 DCC가 연구 데이터 리에 한 정책을 제

공하는 기 으로 미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 연

구 데이터 리(Research Data Management, 

이하 RDM) 서비스를 개발하기 하여 참조

하는 기 이기 때문이다. ICPSR은 실제로 사

회과학 분야의 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

으로 데이터 리  큐 이션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 리

지토리로서 역사 으로 오래된 기 이다. 다음

으로 ANDS는 다분야 학문을 한 연구 데이

터 리 서비스로 국가가 주도 으로 운 하고 

있어 이번 분석 기 에 포함하 다. 마지막으

 1) 재, 연구 데이터 정의와 데이터 리 계획 도입  DMP 정보 등록 근거가 신설되었다(2019.03.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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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DataONE은 다 분야 과학 데이터의 보존, 

액세스, 이용  재사용 그리고 데이터 아카이

빙을 지원하는 곳으로  세계 으로 성공 인 

데이터 인 라로 인정받은 곳으로 선정하게 되

었다. 

제시된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의 

4가지 선진기 에서 제공하는 연구 데이터 

리  서비스를 분석하여 공통된 구성 요소를 

도출하 다. 한 도출된 공통 요소의 내용을 

4개의 기 을 심으로 비교하여 최종 으로 

제시한 모델의 내용에 제안하 다. 공통된 요

소를 도출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김지

(2014)의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RDM 구성 

요소를 분석 기 으로 활용하 다.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 데이터 리  서비

스 모델을 제안하기 한 연구 차를 나타낸 

것이다.

2. 이론  배경

 세계 으로 국가의 공  자 을 통해 생

산된 연구 성과물에 하여 일반 에게 공

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개되고 있다. UN, 

OECD 등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미국의 NSF, 

국의 UKRI 등 국가의 연구기 들도 자국의 

공  자 으로 생산된 연구 성과물을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정책을 마련하 다(Crouzier 2015). 

주요 선진국의 연구 데이터 리 동향을 살펴

보면, <표 1>과 같다.

최근에는 연구자들에 의해 생산된 연구 성과

물 즉, 논문이나 연구보고서뿐만 아니라 연구 

시작부터 연구 종료될 때까지 연구자에 의해 

생산된 연구 데이터의 리  공유에 한 논

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 성과물

에서부터 연구 데이터에 한 일반 으로 

<그림 1> 연구 데이터 리  서비스 모델 개발 차

주요 선진국 동향

미국, 독일 연구데이터의 로벌 유통체계 선도(NASA GCMD, TIB DataCite 등)

국, 유로 연구데이터 보존  공유, 연구자 분석  교육(JISC, DCC, PARSE Insight)

호주, 국 연구데이터를 한 체계 인 국가  인 라구축(ANDS, ARCS, 국 NSTI)

캐나다, 호주 자국의 연구데이터 수집  게이트웨이 서비스(CISTI, ANDS)

<표 1> 주요 선진국의 연구 데이터 리 동향(김선태 2015)



연구 데이터 리  서비스를 한 핵심요소의 기능  요건  321

공개는 오  사이언스의 실천 운동으로  세

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상 , 장호, 김선

태 2019). 이번 장에서는 오  사이언스에 한 

일반 인 함의와 각 국가별 정책에 하여 정

리하고 연구 데이터 리  서비스와 련된 

선행 연구를 제시하 다.

2.1 오  사이언스

 세계 으로 법 , 제도 , 기술  장벽 없

이, 모든 이용자에게 과학  연구 결과물에 

한 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운동으로 오  사

이언스(Open Science) 운동이 활발하게 개

되고 있다. 오  사이언스에 한 최 의 용어

는 1998년 Steve Mann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Wikipedia 2019) 2004년에는 OECD 과학기

술장  회의에서 연구데이터에 한 근성 

제고를 한 노력이 시작되었다(OECD 2007). 

한, OECD는 2015년에 “MAKING OPEN 

SCIENCE A REALITY”라는 보고서를 통해 

오  사이언스에 한 용어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오  사이언스란 연구를 가속화하기 한 수

단으로서 공개 으로 자 을 지원하는 연구 결

과(출 물  연구 데이터)의 주요 산출물을 

디지털 형식으로 근 가능하도록 만드는 연구

자, 정부, 연구비 지원 기  는 과학 커뮤니티 

자체의 노력을 의미한다(OECD 2015, 7).

Fecher와 Friesike(2013)은 문헌 검토를 토

로, 다섯 가지 오  사이언스 스쿨(School)

을 제안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반 인 담론을 

구성하 다.

∙인 라 스쿨(infrastructure school): 기술 

아키텍처(technological architecture)

∙공공 스쿨(public school): 지식 생성의 

근성

∙측정 스쿨(measurement school): 체 가

능한 향 측정(alternative impact meas- 

urement)

∙민주  스쿨(democratic school): 지식 

근

∙실용  스쿨(pragmatic school): 공동 연구

Fecher와 Friesike(2013)는 과학 연구의 모

든 과정을 일반 에게 근 가능하도록 개

방되어야 함을 담론으로 제시하면서 5가지의 

핵심 가치에 한 해결 방법으로 오  액세스, 

오  데이터, 력 작업을 한 랫폼 등을 제

안하고 있다. 

오  사이언스의 개념이  세계 으로 공유

되면서 각 국가별로 오  사이언스 정책의 범

도 넓어지고 있다. 즉, 2000년 후로 오  사이

언스 정책은 오  액세스를 가리키고 그 이후로

는 공공 역을 심으로 공  자 으로 수행된 

연구 논문에 한 공개토록 하는 정책으로 확

되었다(신은정 외 2017). <표 2>는 EU를 비롯한 

주요국의 오  사이언스 정책을 정리한 것이다.

2.2 선행 연구

김지 (2012)은 학 내 연구자들의 연구 

데이터 리 황에 하여 연구한 결과, 생산

된 데이터는 개인 PC나 이동식 매체에 장하

고 있고 데이터의 수집은 다수가 기존 논문에

서 추출하거나 개인 인 연락을 통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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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 오  사이언스 정책 동향

유럽 연합(EU)

∙2016년, 오  사이언스 정책 랫폼(Policy Platform)을 구성하고 련 문가들의 정책제언을 수렴

∙2016년, 유럽차원의 오  사이언스 추진동향을 모니터링하기 한 모니터링 임워크(Monitoring 

Framework)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

∙2016년부터 유럽 지역 내 데이터 공유  연구 력을 지원하는 유럽 오  사이언스 클라우드(European 

Open Science Cloud)를 구축, 운 하기 한 작업에 착수

핀란드

∙핀란드 학술원(Academy of Finland), TESKE와 같은 공공 연구지원 기 들이 진 으로 오 액세

스정책을 도입․이행해 나가고 있음

∙2017년, 오  액세스(open access)를 넘어 오 사이언스 반에 한 국가계획인 ｢National Plan 

Open Science｣를 발표

네덜란드

∙2017년, 오  액세스를 넘어 오  사이언스 반에 한 국가계획인 ｢National Plan Open Science｣를 

발표

∙2017년, 오  사이언스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해 오  사이언스 국가 랫폼(OCW)을 구축․운

미국
연방정부

∙연방정부 지원으로 생산된 연구 성과에 한 근성 제고를 한 OSTP 메모

  - 출 물에 한 근성을 제고하려는 오  액세스 정책

  - 연구 데이터에 한 근성을 제고하려는 오  데이터 정책

NIH ∙2005년 ｢공공 액세스 정책(Public Access Policy)｣을 발표

일본

∙2015년 3월 ｢일본 오  사이언스 활성화 방안(Promoting Open Science In Japan: Opening Up 

a New Era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이 발표

∙2017년 4월, 공공연구에서 생산된 연구 데이터에 해서 데이터 리 계획(DMP)수립을 권고하는 

정책 발표

<표 2> 주요국의 오  사이인스 정책 동향(신은정 외 2017, 32-52)

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의 데이터 공유는 

조직 내 연구자들과 이루어지거나 외부에서 요

청시 제공해 다고 하 다. 이러한 연구데이터

의 리체계에 한 부실에 따라 자는 연구 

데이터 아카이빙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

하 다.

김지 (2014)은 미국의 연구 심 학도서

에서 운 하고 있는 RDM 서비스 구성요소와 

웹사이트의 내용을 9가지의 기 으로 분류하

다. 조사 상의 학에서 RDM 서비스를 구축

하여 운 하고 있으며, 메타데이터 제시, 리포

지터리 안내 그리고 교육  컨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제시하 다. 특히, 국내 서비

스 도입을 해서는 기존 도서  조직과 다양

한 기 과의 력, 서비스 운 을 한 사서의 

지식과 역량  교육 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시사 을 도출하 다.

심원식(2016)은 미국 학  활발하게 연구

데이터 서비스를 수행 인 4개 학(Virginia, 

Johns Hopkins, Purdue, Illinois)의 사례를 비

교 분석하여 담조직의 구성, 교육 서비스, 컨

설  서비스 그리고 시스템 인 라의 에

서 시사 을 도출하 다. 자는 국내 학에 

연구데이터 서비스를 용할 수 있는 역으

로 이용자 교육을 제시하 다. 학원생들의 

연구데이터 리와 공유를 한 이용자 교육

을 실시함으로써 체계 인 리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한, 학도서  사서들이 연구데

이터의 리  공유에 한 원칙과 기법에 

해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연구에서 제시

하고 있다.

최명석 등(2017)은 국가차원의 데이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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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활용 정책 수립을 해 국내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 의 과학데이터(연구 데이터) 리․

활용 황을 살펴보고 데이터 리 계획(Data 

Management Plan, 이하 DMP) 수립 의무화 

정책추진, 과학데이터 성과 인정  인센티  

방안 마련, 개인정보보호 등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방안 마련, 과학데이터 품질 리 체계 수

립, 국가차원의 과학데이터 리․공유 인 라 

구축, 과학데이터 공유․활용 인식 제고, 역할 

정의  문 지원 기  지정 등 7가지의 구체

인 개선방향을 도출하 다.

박미  등(2017)은 국내외 RDMS(Research 

Data Management Service, 이하 RDMS)의 

하  요소를 비교 분석하여 DMP, 연구데이터 

문서화, 데이터 기술(포맷), 데이터 장, 데이

터 공유  근(사용) 그리고 데이터 보존 등 

5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특히, 생명

공학분야 연구데이터의 공유사례를 리 지토

리 유형별로 분석하 는데, 기  리 지토리 

기탁형, 데이터뱅크 기탁형, 문데이터센터 기

탁형 그리고 데이터 아카이  기탁형 등 4가지

로 구분하 다.

Yu(2017)는 연구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도서 의 역할에서 문헌과 ARL 그리고 

ACRL로부터 수집된 서베이를 기반으로 DMP, 

메타데이터 컨설 과 도구 제공, 데이터 공유

와 근, 기  장소 제공 그리고 데이터 아카

이빙 등 5가지 분야를 도출하 다. 한, 자는 

연구자들의 데이터 보   공유를 해 로컬 

장소와 같은 오  액세스 장소를 활용하도

록 도서 이 안내하고 있으며, RDS(Research 

Data Service, 이하 RDS) 정책  인 라 개발

에 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거나 거의 존재하

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Perrier와 Barnes(2018)는 연구자를 한 연

구 데이터 리 서비스 개발이라는 논문에서 포

커스 그룹으로부터 원활한 인 라, 데이터 보

안, 기술  지식 개발 그리고 데이터 공개에 

한 불안 등 4가지의 테마를 확인하 다. 특

히, 자는 도서 이 연구자들의 연구데이터 

리를 지원하기 한 우선 순 를 다음과 같

이 데이터 리와 연구 지원 서비스 2가지 분야

로 구분하여 나타냈다(<표 3> 참조).

분야 서비스 우선순

데이터 

리

(1) 안 한 데이터 장

(2) 데이터 리 계획(DMP)

(3) 일 정리

(4) 데이터 기술

(5) 장기간 근을 한 데이터 보존

(6) 데이터 공유를 한 데이터 리 지토리 확인

연구 지원 

서비스

(1) 자  지원 기  요구 사항

(2)  요구 사항

(3) 지 재산권

(4) 데이터셋 인용

(5) 리 지토리에서 데이터 찾는 방법

(6) 동의서

(7) 기  유지

<표 3> Perrier와 Barnes의 연구데이터 리를 

지원하기 한 우선 순  

Cox(2017) 등은 ｢ 학도서  연구데이터 

리 개발｣이라는 논문에서 호주, 캐나다,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국 등 7개 

나라의 고등교육 도서 의 설문조사 결과를 제

시하 다. 설문조사 결과, 기술 서비스(데이터 

목록 제공  데이터 큐 이션)보다는 자문  

컨설  서비스(DMP 작성 지원  데이터 

련 교육)에 을 두고 있고 정책  거버

스, 서비스 개발  직원 배치 그리고 기술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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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가에서 RDM 개발의 주요 과제로 확인

되었다.

Steeleworthy(2014)는 ｢연구데이터 리

와 캐나다 학 도서 ｣이라는 연구 논문에서 

RDM 서비스가 성공하기 해서는 리에종 사

서, 수서 문가, 정책 문가, IT 문가, 아키

비스트  보존 문가 등 기존 도서  조직의 

기능과 더불어 캠퍼스 이해 계자들과의 업, 

기술  정책 분석 기술 그리고 로젝트 리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한, 도서

이 연구원, 연구 윤리 원회, 연구 기   

컨소시엄의 도서 과 같은 이해 계자와 트

 계를 맺음으로써 견고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고 이러한 도서 과 교내 기 과의 력

이 서비스를 성공할 수 있게 만든다고 기술하

다.

Koltay(2017)는 ｢ 학과 연구 도서 의 

Research 2.0과 연구 데이터 서비스｣라는 논문

에서 연구 데이터 리, 데이터 큐 이션, 데이

터 리 체계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으로 구

성된 RDS에 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출 된 문헌을 검토하 다. Research 2.0이 나

라와 일부 지역 환경에서 다르게 발 하고 있

지만 도서   사서의 도움이 필요하며 데이

터 리 계획 개발 지원 는 표 화 된 메타데

이터 작성 등 통 인 서비스는 여 히 유효

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다른 학술 기 에서 

다루지 않는 서비스를 발견하도록 도서   

사서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국내외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 은 선

행 연구의 부분이 RDM 서비스의 표 인 

구성 요소를 도출하거나 는 우선 수행해야 

할 서비스를 제시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본 연

구에서는 도출된 구성 요소에 한하여 상세 항

목을 제시함으로써 실질 으로 RDM 서비스를 

구축과 운 하고자 할 때 본 연구 내용을 실무

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다.

3. RDMS 핵심 요소 도출

이번 장에서는 DCC, ICPSR, ANDS 그리고 

DataONE 등 연구 데이터 리  서비스를 

한 내용을 분석  비교하여 공통된 구성 요소

를 도출하고자 한다. 

3.1 DCC(Data Curation Center) 요소 분석

DCC는 국 정부기 인 JISC(Joint Informa- 

tion Systems Committee) 산하의 기 으로, 연

구 데이터 리를 한 기술과 능력을 양성하는

데 을 둔 국제 으로 인정받은 디지털 큐

이션(digital curation) 문 센터다. DCC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DCC 2019).

∙디지털 연구데이터를 장, 리, 보호  

공유하려는 연구 조직에 문 인 조언과 

실질 인 도움을 제공

∙How-to 가이드, 사례 연구  온라인 서

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자원에 한 

근 제공

∙연구자  데이터 리자에게 데이터를 

효과 으로 리하고 공유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기 한 교육 제공

∙정책 개발  DMP와 같은 이슈에 한 

컨설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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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는 국 DCC에서 제공하는 RDM 서비

스의 구성요소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DCC의 

RDM 구성요소는 ‘RDM 정책과 략’, ‘업무계

획과 지속성’, ‘가이드, 교육  지원’, ‘DMP’, 

‘ 용 데이터 리’, ‘데이터 선정  수집’, ‘데

이터 리 지토리’ 그리고 ‘데이터 기술’ 등 8개

로 구성되어 있다.

먼 , ‘RDM 정책과 략’은 연구 데이터 

리를 한 략  정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데

이터 정책  략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

구성요소 내용

RDM 정책과 략

∙ 략 개발

∙정책 개발

∙데이터 정책  략 조정

업무계획과 지속성

∙ 략에 따라 3년, 5년, 10년 계획을 다루는 단계별 사업 계획의 개발

∙지출이 발생할 회계 연도의 표시와 함께 상 비용  계획 지출 확인

∙서비스 요 을 부과함으로써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지 고려

∙투자에 한 사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 / 편익 분석 수행

∙지속 가능성 이슈  련 장기 비용 문제의 해결

가이드, 교육  지원

∙가이드와 헬 데스크

∙이용자별 교육

∙컨설  서비스

DMP

∙DMP 서비스에 한 필요성

∙DMP 템 릿  가이드

∙DMP 도구

∙교육과 컨설

∙DMP 작성 담당

용 데이터 리

∙연구 데이터 스토리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학술 ‘dropbox' 서비스

∙RDM 랫폼

데이터 선정  수집

∙보존할 데이터 선택 이유

∙연구자가 데이터를 선택하고 기탁하도록 권장

∙높은 수 의 가이드

∙옹호  공별 가이드(Advocacy and departmental guidance)

∙기탁 도구(Deposit tools)

∙기탁 동의(Deposit agreements)

∙선택 결정을 한 기  수립

데이터 리 지토리

∙기  데이터 리 지토리(Institutional data repositories)

∙외부 연구 데이터 리 지토리(External research data repositories)

∙연구자를 한 련 서비스 표시

데이터 기술

∙연구 데이터셋을 기록하는데 필요한 메타데이터 정의

∙연구데이터 보유 기록을 수집하고 표시하기 한 시스템 설정

∙가능한 경우 시스템을 통합하여 데이터 수집  메타데이터 생성을 기존 워크 로우

(workflows)에 임베드

∙국가 카탈로그(national catalogues) 는 기타 련 서비스에 포함시킬 메타데이터 공개

<표 4> 국 DCC의 RDM 서비스 구성요소(Jones, Pryor and Whyt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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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 번째, ‘업무계획과 지속성’은 장기 사

업 계획의 개발, 사업 계획에 따른 산 비용 

산출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슈  비용 문제 해

결을 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 번째, ‘가이드, 

교육  지원’은 연구자를 지원하고 지원 인력을 

재교육하기 한 RDM 교육과 심층 인 컨설  

서비스를 제시한다. 네 번째, ‘DMP’는 DMP 서

비스에 한 필요성, DMP 템 릿  가이드, 

DMP 도구, 교육과 컨설  그리고 DMP 작성

을 가 담당할 것인지에 한 것을 제안한다. 

다섯 번째, ‘ 용 데이터 리’는 데이터 장을 

해 연구 데이터 스토리지 할당  리 차 

개발, 다양한 범 의 연구 상황과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이터의 생성, 리  공유를 지원

하는 유연한 RDM 시스템 제공을 제시한다. 여

섯 번째, ‘데이터 선택  수집’은 연구자가 데

이터를 선택하고 기탁하도록 권장하며 공별 

가이드, 기탁 도구 안내  동의서 작성 그리고 

선택 결정을 한 기 을 제공한다. 일곱 번째, 

‘데이터 리 지토리(Data Repository)’는 필요한 

경우 기  리 지토리 개발(Institutional Data 

Repository)  유지, RDM 략에서 외부 데

이터 리 지토리가 수행할 역할 결정 그리고 

련 서비스 안내  지원을 제시한다. 마지막으

로 ‘데이터 기술’은 연구 데이터셋을 기록하는

데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선정하고 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3.2 ICPSR(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요소 분석

정치  사회 연구를 한 학 간 컨소시엄

인 ICPSR은 1962년에 설립되었으며 특히, 사

회과학 연구 인 라의 필수 부분으로서 연구 

 교육을 한 방 한 사회과학 데이터 아카

이 를 유지 리하고 있다(8,000개 이상의 개

별 연구/65,000개 이상의 데이터 세트를 가진 

설문 조사, Wikipedia 2019). ICPSR은 이용자

가 데이터를 재사용하고 연구 결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사회과학 데이터에 한 장, 큐

이트  근을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

공하기 해 ICPSR은 데이터 리  큐 이

션(Data Management & Curation) 서비스를 

6가지 카테고리로 범주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6가지는 품질, 보존, 근, 기 유지, 인용, 도구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내용은 

<표 5>와 같다.

첫 번째, ‘품질(Quality)’은 조직 , 차  

 기술 으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해 

데이터 공유  아카이빙의 요성, 데이터 아

카이빙  보존을 한 사  계획 그리고 데이

터 라이  사이클 (Data Life Cycle)을 제공하

고 있다. 두 번째, ‘보존’은 모든 조직이 자체 정

책 임 워크를 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존 정책 임 워크에 한 모델을 

제안한다. 세 번째, ‘기  유지’는 데이터의 

근과 배포에 한 것으로 책임 있는 데이터 사

용, 데이터 재배포 검토 기  그리고 지연 배포

와 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번째, 

‘기 유지’는 각 연구의 공개 험을 평가하는 

것으로 공개 험, 식별자, 기  유지와 기  검

토 원회, 제한된 데이터 액세스 수 , 컨설

을 제공한다. 다섯 번째, ‘데이터 인용 방법’에 

한 것으로 자, 타이틀, 배포자, 날짜, 버 , 

구 식별자에 한 내용을 제안한다. 마지막

으로 ‘도구  서비스’는 기 유지(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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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내용

품질(Quality)
∙아카이빙을 한 데이터 비
∙리 지토리
∙ICPSR에서의 데이터 큐 이 (data curating)

보존(Preservation)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리 지토리
∙ICPSR의 디지털 보존 정책  계획

근(Access) ∙ 근과 배포

기 유지(Confidentiality) ∙기 유지에 한 ICPSR의 근법

인용(Citation) ∙데이터 인용 방법(How to Cite Data)

도구  서비스(Tools & Services)

∙기 유지(Confidentiality)
∙이용-제한 데이터(Restricted-use data)
∙데이터 로세싱(Data Processing)
∙DMP

 <표 5> ICPSR Data Management & Curation의 하 요소와 내용(ICPSR Data Management 

& Curation 2019)

텍스트 익명 도우미 도구), 이용-제한 데이터

(물리  데이터 고립, 가상 데이터 고립), 데이

터 로세싱(Nesstar Publisher, Open Science 

Framework, OpenRefine) 그리고 데이터 리 

정책(DMP Tool)에 한 도구와 서비스로 구

성되어 있다. 

3.3 ANDS(Australia National Data Service) 

요소 분석

호주 국립 데이터 서비스(ANDS)는 호주 국

립 학교(ANU)  연방 과학 산업 연구 기구

(CSIRO)와 력하여 Monash 학이 이끄는 

트 십으로 NCRIS (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Infrastructure Strategy)를 통해 자

을 지원받고 있다. ANDS는 2008년에 공식

으로 설립된 이래로 국제 연구 데이터 커뮤

니티에서 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호주의 

연구 기 , 정부 기   문화 기 의 연구 데이

터를 찾고 근하고 재사용 할 수 있는 Research 

Data Australia 포털이 핵심 서비스이다(ANDS 

About us 2019). ANDS는 2013년 1월에 ｢연

구 데이터 리 실제｣라는 가이드에서 연구 데

이터 리 단계별로 연구 데이터 큐 이션을 제

시하 다. <표 6>은 ANDS의 연구 데이터 리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ANDS의 연구 데이터 리 단계는 ‘연구 

(Pre Research)’, ‘연구 (During Research)’ 

그리고 ‘연구 후(During Research)’ 세 가지 단

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연구 ’ 단계는 로젝트 시작 을 

의미하며 해당 세부 항목은 ‘연구 데이터 리 

임워크’, ‘ 험 리 계획(Risk Management 

Plan), ‘연구 데이터 리 계획(Research Data 

Management Plan)’, ‘윤리  허용(Ethical 

Clearance)’ 그리고 ‘교육  인도(Training and 

Induction)’ 등을 포함한다. ‘연구 데이터 리 

임워크’는 정책과 차, IT 인 라, 지원서

비스 그리고 메타데이터 리에 한 항목이고, 

‘ 험 리 계획’은 식별, 근, 완화 그리고 모

니터 등 연구 도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손실 

는 개인 정보 보호, 기  유지 는 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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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연구  

(PRE-RESEARCH)

∙연구 데이터 리 임워크

∙ 험 리 계획(Risk Management Plan)

∙연구 데이터 리 계획(Research Data Management Plan)

∙윤리  허용(Ethical Clearance)

∙교육  인도(Training and Induction)

연구  

(During Research)

∙정책 수 모니터링(Policy Compliance Monitoring)

∙리스크 모니터링  커뮤니 이션(Risk Monitoring and Communication)

∙연구 데이터 수집  분석

∙메타데이터 생성

∙ 장  근

연구 종료 후 

(Post Research)

∙연구 데이터 퍼블리싱

∙연구 데이터 등록

∙지속 인 큐 이션(Ongoing Curation)

∙사용 모니터링(Usage Monitoring)

<표 6> ANDS의 연구 데이터 리 단계별 항목(MERCURY PROJECT SOLUTIONS 2013)

반에 련한 단계별 조치 사항이다. ‘DMP’는 

데이터 정리, 메타데이터, 백업, 아카이빙, 버  

리, 공유, 보안 그리고 거버 스 등 데이터 

리 계획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윤리  허용’은 

동의, 익명, 근 통제 그리고 라이센싱에 한 

항목이며 ‘교육  인도’는 모든 직원을 상으

로 하는 교육과 가이드  보충교육을 말한다.

두 번째, ‘연구 ’ 단계는 로젝트 동안을 

의미하며, 해당 세부 항목은 ‘정책 수 모니터

링’, ‘리스크 모니터링  커뮤니 이션’, ‘연구 

데이터 수집  분석’, ‘메타데이터 생성’ 그리

고 ‘ 장  근’ 등으로 구성된다. ‘정책 수 

모니터링’은 검토 는 감사 임워크를 통

해 수되지 않은 부분을 조기에 악하고 시

정 조치에 한 것을 포함한다. ‘리스크 모니터

링  커뮤니 이션’은 모니터링과 검토를 통

한 험요소 확인  우선순  재평가를 포함

하며, ‘연구 데이터 수집  분석’은 동료와의 

데이터 공유, 데이터 생 그리고 큐 이션에 

한 항목이다. ‘메타데이터 생성’은 수집과 개

체 벨에서 풍부한 메타데이터 생성을 의미하

며, ‘ 장  근’은 데이터에 한 충분하고 

한 장 시설 확보와 데이터의 재사용과 

공유에 한 항목이다.

마지막 ‘연구 후’ 단계는 ‘연구 데이터 퍼블리

싱’, ‘연구 데이터 등록’, ‘지속 인 큐 이션

(Ongoing Curation) 그리고 ‘사용 모니터링

(Usage Monitoring)’ 등을 세부항목으로 제시

했다. ‘연구 데이터 퍼블리싱’은 잘 기술되고 인

용가능하며 탐색가능한 그리고 재사용할 수 있

는 연구 데이터 출 에 한 항목이며, ‘연구 데

이터 등록’은 RDA(Research Data Australia)

를 통한 등록 권고, DOI 등을 통한 연구 데이터 

재사용  연구 효과 측정에 한 내용이다. ‘지

속 인 큐 이션’은 공유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연구 데이터에 한 보   폐기와 련된 항

목이며, ‘사용 모니터링’은 온라인 도구를 이용

한 인용 추 과 련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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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DataONE(Data Observation Network 

for Earth) 요소 분석

2009년 최  DataNet 로그램  하나로

서 미국 국립 과학 재단(US 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 의해 지원된 DataONE은 지구 

측 데이터에 한 근하기 한 환경  생

태학을 한 랫폼이다. DataONE은 주요 사

이버인 라의 구축과 교육  아웃리치 로그

램을 통한 다 분야 과학 데이터의 보존, 액세스, 

이용  재사용을 지원하며, 과학자들이 생산한 

생태  환경데이터에 한 과학 데이터 아카이

빙을 제공한다(DataONE 2019). DCC, ICPSR 

그리고 ANDS와 다르게 DataONE은 ‘연구 데

이터 리’ 는 ‘데이터 큐 이션’이라는 명칭

으로 서비스 항목을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2013

년 2월에 해당 랫폼 워킹 그룹에서 ‘데이터 

리 가이드’를 발표하여 해당 내용에서 데이

터 라이  사이클 단계별 학습 모듈과 모범 사

례를 제시하고 있고 제시된 학습 모듈이 RDM 

는 RDS를 한 구성요소로서 서비스하고 있

는 것을 확인하 다. <표 7>은 DataONE의 ‘데

이터 리 가이드’의 내용  데이터 라이  사

이클 단계별 하  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DataONE 워킹그룹에 의해 발표된 ‘데이터 

리 가이드’는 데이터 라이  사이클(Data Life 

Cycle) 단계를 심으로 작성되었다. 첫 번째, 

‘계획(Plan)’ 단계는 데이터 라이  사이클 동안 

로세스와 리소스를 매핑하는 단계로서 데이터 

리 계획을 세우고 데이터 정책  지속가능성 

계획을 지원한다. 두 번째, ‘수집(Collect)’ 단계

는 참여자가 수집한 측 데이터를 수집하고 

구성하는 최 의 메커니즘을 결정하는 것으로 

의사 결정 로세스의 최종 결과는 데이터의 

형식, 구성  처리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이터 모델이다. 세 번째, ‘보장(Assure)’ 단계

는 교육 참여자, 정기 인 기기 교정 등을 통한 

품질 보증  품질 리 차를 사용하여 데이

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  오류  기술을 식별하는 단계이다. 네 

데이터 라이  사이클 단계 세부 항목

계획(Plan)
∙데이터 리 계획

∙데이터 리 계획 도구

수집(Collect) ∙데이터 입력  처리(Manipulation)

보장(Assure) ∙데이터 품질 제어  보장

기술(Describe)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도구

보존(Preserve) ∙데이터 보호  백업

탐색(Discover) ∙데이터 공유

통합(Integrate) ∙분석  워크 로우

분석(Analysis)
∙분석 체크리스트

∙무료 분석 도구 시

<표 7> DataONE의 데이터 라이  사이클(DataONE Public Participation in Scientific Research 

Working Group 2013)



33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3권 제3호 2019

번째, ‘기술(Describe)’ 단계는 왜, 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작성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데

이터를 문서화할 수 있으며, 메타데이터는 데이

터 공유  재사용의 핵심으로 표   소 트

웨어와 같은 많은 도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설

명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보존(Preserve)’ 단계

는 잠재 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해 단기간에 

데이터를 보존하고 장기 으로 로젝트 이해 

계자와 다른 사람들이 향후 데이터에 액세스

하고 해석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단계

로서 보존할 데이터, 보존할 치  데이터와 

함께 제공해야하는 문서를 결정해야 한다. 여섯 

번째, ‘탐색(Discover)’ 단계는 로젝트 데이터

에 가치를 추가 할 수 있는 보완 인 데이터 세

트를 식별하며, 데이터가 최 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략에는 리 지토리에 데

이터를 등록하고 메타데이터 분석소에 데이터 

설명을 추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일곱 번째, ‘통

합(Integrate)’ 단계는 통합할 데이터 호환성 고

려하고, 여러 데이터 셋 통합과 데이터 처리에서 

이용된 단계를 문서화한다. 마지막으로, ‘분석

(Analyze)’는 연구자, 참여자  기타 이해 

계자를 한 로젝트 목표를 충족시키기 해 

데이터를 분석하며 데이터 탐색, 분석  시각화

를 지원하는 많은 소 트웨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3.5 요소 비교 분석

본 에서는 기술한 내용을 토 로 DCC, 

ICPSR, ANDS 그리고 DataONE의 연구 데이

터 리  서비스를 비교 분석하 다. 분석 기

으로 활용한 것은 김지 (2014)이 학도서

의 연구 데이터 리 서비스를 분석하기 

해 사용했던 RDM 서비스의 9개 구성 요소를 

활용하 다. <표 8>은 기 으로 활용한 연구 데

이터 리 서비스의 구성 요소와 정의를 나타

낸 것이다. 

RDM 서비스의 9개 요소는 ‘DMP 작성지

원’, ‘데이터 일 정리’, ‘데이터 기술’, ‘데이터 

장’, ‘데이터 공유  근’, ‘데이터 보존’, ‘데

이터 인용’, ‘데이터 리 교육’ 그리고 ‘데이터 

지  재산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9>를 살펴보면, 9개의 RDM 서비스 구

성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기 은 ICPSR

이다. 먼 , 연구 데이터 리  서비스를 기

RDM 서비스 구성 요소 정의

DMP 작성 지원 연구자들의 DMP 작성을 보조, 지원하는 서비스

데이터 일 정리 데이터 일명 부여, 버 리  일포맷 선정 지원 서비스

데이터 기술 데이터에 합한 메타데이터 표  안내 서비스

데이터 장 데이터의 장  백업 련 서비스

데이터 공유  근 데이터의 공유 필요성과 공유방법에 한 안내 서비스

데이터 보존 데이터 보존을 한 리 지토리(Repository) 안내 서비스

데이터 인용 데이터 인용 방법과 DOI 안내 서비스

데이터 리 교육 데이터 리를 한 개별 컨설 , 워크   교육자료 제공 서비스

데이터 지 재산권 데이터와 련된 작권  라이선싱 안내 서비스

<표 8> 연구 데이터 리 서비스 구성 요소와 정의(김지  2014,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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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MS

RDM 구성 요소
DCC ICPSR ANDS DataONE 비고

DMP 작성지원 ○ ○ ○ ○ ￭

데이터 일 정리 ○ ○

데이터 기술 ○ ○ ○ ○ ￭

데이터 장 ○ ○ ○ ○ ￭

데이터 공유  근 ○ ○ ○ ○ ￭

데이터 보존 ○ ○

데이터 인용 ○ ○ ○ ○ ￭

데이터 리 교육 ○ ○ ○ ○ ￭

데이터 지  재산권 ○ ○ ○

<표 9> 연구 데이터 리  서비스 비교 분석

으로 살펴보면, DCC는 ‘데이터 일 정리’와 

‘데이터 지  재산권’을 ANDS는 ‘데이터 일 

정리’, ‘데이터 보존’을 제외한 7개 구성 요소를 

DataONE은 ‘데이터 보존’을 제외한 8개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2) RDM 구성 요소를 기

으로 연구 데이터 리  서비스를 비교하

면, 4개의 기 이 모두 포함하고 있는 구성 요

소는 6개로서 ‘DMP 작성지원’, ‘데이터 기술’, 

‘데이터 장’, ‘데이터 공유  근’, ‘데이터 

인용’ 그리고 ‘데이터 리 교육’이다. 4개의 기

에서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요소만 기술하

는 이유는 먼 , DCC는 RDM 서비스를 개발

하기 한 정책 련 기 이므로 다른 어떤 기

보다 요하다고 단되어 해당 기 이 포함

하지 않은 요소는 제외하 다. 다음, 특정 주제 

분야의 RDM 서비스인 DCC와 ICPSR의 경우, 

 분야를 커버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해당 기

만 포함하고 있는 요소도 기술 상에서 제외

시켰다.

다음의 4장에서는 6개의 구성 요소를 기 으

로 DCC, ICPSR, ANDS 그리고 DataONE에

서 제시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4. 요소별 기능  요구사항 도출

이번 장에서는 3장에서 도출한 연구 데이터 

리  서비스의 공통 구성 요소인 ‘DMP 작

성 지원’, ‘데이터 기술’, ‘데이터 장’, ‘데이터 

공유  근’, ‘데이터 인용’ 그리고 ‘데이터 

리 교육’ 등 6개의 구성 요소에 한 해당 내용

을 기 별로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 다. 

4.1 DMP 작성 지원

데이터 리 계획(Data Management Plan)

은 어떤 데이터가 생성되며 데이터에 용되

는 정책은 무엇이며 데이터에 한 소유권  

액세스 권한, 데이터 리 방법, 필요한 시설 

 장비 그리고 이러한 각 활동에 한 책임은 

 2) DCC의 경우, RDM 서비스 개발방법에 한 가이드가 2013년도에 발표된 후, 2015년에 데이터셋 인용방법에 한 

가이드를 발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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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게 있는지를 기술하는 문서이다(ANDS 

2017). 여기에서는 DMP에 한 각 기 별 하

 요소를 비교 분석하여 공통된 항목과 추가 

항목을 도출하 다. <표 10>은 DCC, ICPSR, 

ANDS 그리고 DataONE 등에서 제시하는 데

이터 리 계획(Data Management Plan)의 

하  요소를 비교한 것이다. 

분석 기 은 Science Europe(2018)의 ｢연

구 데이터 리의 국제  력｣이라는 보고서

에서 제시한 DMP를 한 핵심 요구사항을 기

으로 정했다. 기  항목에 따라 4개의 기 에

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을 표시하 으며 해당 

기  항목에 복된 경우 해당 항목을 모두 표

시하 다. 제시한 기 의 핵심 요구사항에는 

‘ 용 데이터의 데이터 설명  수집 는 재사

용’, ‘도큐멘테이션  데이터 품질’, ‘연구 과

정  장  백업’, ‘법   윤리  요구 사

항, 행동 강령’, ‘데이터 공유  장기 보존’ 그

리고 ‘데이터 리 책임  정보자원’ 등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 기 으로 DCC, ICPSR, 

ANDS 그리고 DataONE 등 4개의 기 을 분석

한 결과 DMP를 한 핵심 요구사항에 포함된 

6개의 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6개의 기  항목 이외에 ICPSR은 ‘

산’을 ANDS는 ‘ 산’과 ‘서지 리’를 DataONE

은 ‘ 산’을 추가 으로 제시하고 있다.

RDMS
DMP 구성요소

DCC ICPSR ANDS DataONE

용 데이터의 데이터 설명  
수집 는 재사용

∙데이터 수집
∙ 용 데이터
∙포맷
∙데이터 기술

∙ 용 데이터 조사
∙생성될 데이터
∙ 일 포맷

∙데이터 정보 & 데이
터 포맷

도큐멘테이션  데이터 품질
∙도큐멘테이션과 메
타데이터

∙메타데이터
∙품질 보장 
∙데이터 정리
∙품질 보장 

∙메타데이터
∙데이터 정리

∙메타데이터 콘텐츠 
& 포맷

연구 과정  장  백업 ∙ 장과 백업
∙ 장  백업
∙보안 

∙백업
∙ 근  보안
∙ 장

∙데이터 정보 & 데이
터 포맷

법   윤리  요구 사항, 행동 
강령

∙윤리  법규 수
∙지 재산권
∙윤리  라이버시
∙법  요구사항

∙데이터 소유자  이
해 계자

∙ 근, 공유, 재사용 
정책

데이터 공유  장기 보존
∙선택과 보존
∙데이터 공유

∙ 근  공유
∙아카이빙  보존
∙이용자
∙선택  보유 기간 

∙데이터 공유, 출   
아카이빙
∙ 기

∙ 근, 공유, 재사용 
정책
∙장기 장 & 데이터 

리

데이터 리 책임  정보자원 ∙책임과 정보자원 ∙책임 ∙책임

∙데이터 정보 & 데이
터 포맷
∙ 근, 공유, 재사용 
정책
∙장기 장 & 데이터 

리

∙ 산
∙ 산
∙서지 리

∙ 산

<표 10> DMP 구성요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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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데이터 기술

‘데이터 기술’ 요소는 3장의 연구 데이터 

리  서비스를 분석하기 한 기 으로 사용

된 9개 요소  하나로서 데이터에 합한 메타

데이터 표  안내 서비스를 가리킨다. 이번 

에서는 분석한 4개의 서비스를 상으로 ‘데이

터 기술’의 내용을 비교하 다(<표 11> 참조).

4개의 기 에서 분석한 ‘데이터 기술’ 내용은 

데이터에 합한 메타데이터 표  안내 서비스

를 가리키다. DCC는 메타데이터 정의와 메타데

이터 생성  공개를 한 시스템 설정을 ICPSR

은 본래의 서비스 취지에 맞게 사회과학 데이터

를 한 메타데이터를 안내하고 있다. ANDS는 

메타데이터 수집, 업데이트  유지 리 그리

고 데이터와 메타데이터의 연결을 한 구 

식별자 사용 마지막으로 상호운용성  재사용

을 하여 하나 이상의 표  메타데이터 사용

을 제시하 다. 한 DataONE은 펀더 등이 특

정 메타데이터 사용을 권장할 경우 DMP에 정

의하도록 제안하고 있고, 커뮤니티 내에서 혹

은 일반 으로 사용하는 메타데이터의 사용 그

리고 상호운용되는 메타데이터 표 을 사용하

도록 마지막으로 선호되는 표 이 없는 경우, 

더블린 코어(Doublin Core) 등 표  메타데이

터를 사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4.3 데이터 장 

분석기 으로 활용된 RDM 서비스 구성요

소  ‘데이터 장’은 데이터의 장  백업 

련 서비스로서 <표 12>는 해당 내용에 한 

각 서비스별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DCC 등 ‘데이터 장  백업’ 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DCC는 추가 스토리지를 제공하

기 해 연구 데이터 스토리지 할당  리 

차 개발을 제안하고 다양한 범 의 연구 상황

과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이터의 생성, 리 

 공유를 지원하는 유연한 RDM 시스템을 제

공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ICPSR은 해당 기

의 재난 계획에 포함된 백업에 한 내용으로

서 ICPSR이 보유한 모든 데이터에 한 6개의 

백업 사본 유지 리와 정 시 백업 사이트를 

기반으로 데이터 다운로드가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ANDS는 로젝트 기에 데

이터 장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데이

구성 요소 DCC ICPSR ANDS DataONE

데이터 

기술

∙필요한 메타데이터 정의

∙메타데이터를 한 시스

템 설정

∙메타데이터 생성

∙메타데이터 공개

∙사회과학 데이터를 한 메타

데이터 안내

 - DDI(Data Documentation 

Initiative)

 - 학습  변수 벨 메타데이터

(Study- and variable-level 

metadata)

 - 요한 메타데이터 요소

∙풍부하게 기술된 메타

데이터 제시

∙메타데이터 수집, 업데

이트  유지 리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의 구 연결을 지원하

는 구 식별자

∙하나 이상의 메타데이

터 표  사용

∙ 련 메타데이터 표  

식별  사용

 - 특정 메타데이터 표 이 필

요한 경우, DMP에 정의

 - 커뮤니티 는 범용 메타

데이터 표  사용

 - 상호운용되는 메타데이

터 표  사용

 - 선호되는 표 이 없는 

경우, DC 표  사용

<표 11> 데이터 기술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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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DCC ICPSR ANDS DataONE

데이터 

장

∙ 재 인 라  시스템이 

충분한지 확인

∙추가 스토리지 제공하기 

한 사례 작성

∙스토리지 할당  리 

차 개발

∙유연한 RDM 시스템 제공

∙모든 데이터에 한 6개의 

백업 사본 유지 리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에 

장된 데이터 송 시스템 의 

백업 사본 사이트 보유

∙정 시 백업 사이트에서 데

이터 다운로드 가능

∙ 로젝트 기에 데이터 

장 계획 수립

∙스토리지 솔루션 비교 기

 - 데이터의 가치와 재사용 가

능성

 - 발견 가능성, 큐 이션  

안정 이고 규모가 크고 

지속 가능한지 여부

∙데이터 보호와 백업 련 

모범 사례 제시

<표 12> 데이터 장 내용 비교

터의 가치와 재사용 가능성 그리고 스토리지가 

발견 가능성, 큐 이션  안정 이고 규모가 

크고 지속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옵션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도록 제안하 다. 마지막으

로, DataONE은 백업 련한 모범 사례를 통해 

정기 인 데이터 백업, 데이터 수집 로세스

에 맞는 최 화된 백업 략 수립, 최소 2개 이

상의 사본 생성  신뢰할 만한 치 장, 신뢰

할 만한 장치 사용, 원본과 사본의 일치 여부 

확인, 백업 사본으로부터 성공 인 복구를 보

장하는 모든 차 문서화 등을 제시하 다.

4.4 데이터 공유  근

3장에서 언 된 연구 데이터 리  서비스 

분석 기 인 ‘데이터 공유  근’은 데이터의 

공유 필요성과 공유방법에 한 안내 서비스로 

정의된다. <표 13>은 ‘데이터 공유  근’에 

한 각 서비스별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DCC는 해당 내용에 해 데이터 선택 기  

수립, 기탁 가이드 개발,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 의 큐 이션을 용하기 한 기

을 수립하도록 제안한다. ICPSR은 데이터 수

구성 요소 DCC ICPSR ANDS DataONE

데이터 

공유  

근

∙보존할 데이터 선택 이유

∙연구자가 데이터를 선택하

고 기탁하도록 권장

∙높은 수 의 가이드

∙Advocacy  공별 

가이드

∙기탁 도구

∙기탁 동의

∙선택 결정을 한 기  

수립

∙데이터 수집

 - 정량  데이터

 - 정성  데이터

 - 기타 데이터 유형

∙공유를 한 데이터 비

 - 참여자 기 유지

 - 기 유지 사례

 - 이용 제한 데이터 수집

 - 데이터 보호 구역

∙데이터 기탁

 - 일 포맷

 - 용 는 2차 데이터 분석

을 통한 일 아카이빙

∙데이터 공유 고려 사항

 - 정보 시트  동의서는 데

이터 공유 가능성 제시

 - 민감한 데이터는 재/통

제된 근 조건을 통해 공

유되어 근 규제

 - 재사용을 한 데이터의 

경우, 라이센스 포함

∙데이터 생성 시 고려사항

 - 라이버시  기  유지

 - 작권  지 재산권

 - 라이센스

<표 13> 데이터 공유  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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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종류를 정량 , 정성  그리고 기타 데이

터 유형으로 구분하여 데이터 수집 략을 제공

하고 연구자가 데이터를 보존  배포하기 해 

비해야 고려사항으로 연구 참여자 기 유지, 

기 유지 사례를 그리고 가장 요한 기  데이

터에 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기 하여 데이

터 보호 구역 설정을 제안했다. 한, 데이터 세

트를 보존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원본 데이터 수집을 

포함하지 않거나 하나 이상의 기존 소스의 데이

터를 결합하는 로젝트의 경우 기존 데이터 생

산자의 허가를 받아 제출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ANDS는 데이터 공유를 해 연구 참여자의 동

의서에 데이터 공유 가능성을 포함해야 하며 민

감한 데이터의 경우 재 / 통제된 액세스 조건

을 통해 공유되어 근을 규제할 수 있으며 재

사용을 한 데이터에는 재사용 조건을 나타내

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마지막

으로 DataONE은 공유를 한 데이터 생성시 

필요한 사항으로 기  정책 내에 라이버시  

기 유지에 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

며 작권  지 재산권의 확인 그리고 데이터

에 라이센스를 부여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때 조건을 명확히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4.5 데이터 인용

‘데이터 인용’은 데이터 인용 방법과 DOI 안

내 서비스로서 4개의 연구 데이터 리  서비

스에서 모두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각 서

비스별 데이터 인용에 포함되는 요소를 심으

로 정리하 다.

<표 14>에서 나타낸 내용을 살펴보면, DCC

가 데이터 인용을 한 구성요소가 가장 많음

을 알 수 있다. DCC는 해당 출처를 통해 4개의 

논문에서 언 한 구성 요소를 모두 나타낸 것이

다. 이  인용문에 포함되어야하는 요소로 자, 

타이틀  날짜, 치  출 사를 제시하고 있다

(Ball and Duke 2015). 4가지 서비스에 공통

으로 확인되는 구성 요소는 자, 발행일, 타이틀, 

구성 요소 DCC ICPSR ANDS DataONE

데이터 
인용

∙데이터 인용 구성요소
 - 자
 - 출 일
 - 타이틀
 - 에디션(Edition)
 - 버
 - 기능 이름(Feature name) 

 URI
 - 정보자원 유형(database, 

dataset)
 - 출 사
 - Unique numeric 

fingerprint (UNF)
 - 식별자
 - 치( 구  URL)
∙데이터 인용 원칙

∙데이터 인용 구성요소
 - 자
 - 타이틀
 - 배포자
 - 일자
 - 버
 - 구 식별자(DOI, URN, 

핸들시스템)

∙데이터 인용 구성요소
 - 자
 - 발행년도
 - 타이틀
 - 버
 - 출 사
 - DOI
∙데이터 인용 지원
 - 연구 평가 로세스에 

데이터 포함
 - DCI(데이터 인용 색인)
 - RDA를 통한 국제 

이니셔티 에 기여
 - DOI 서비스 제공

∙데이터 인용 구성요소
 - 모든 참여자
 - 데이터셋 발행 날짜
 - 데이터셋 타이틀
 - 매체 는 URL
 - 데이터 출 사
 - 식별자(DOI)

<표 14> 데이터 인용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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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 출 사, DOI 등 6개이다. 데이터 인용을 

한 구성 요소 이외에 DCC는 데이터 인용에 한 

8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원칙은 연구 데

이터 연합(Research Data Alliance) 등 다양한 

로젝트의 표가 포함된 FORCE 11 데이터 

통합 그룹(Data Citation Synthesis Group)에

서 발표한 것으로 요성, 크 딧  기여, 근

거, 고유 식별, 근, 지속, 특이성  검증 가능

성 그리고 상호 운용성  유연성 등을 포함한

다. ANDS는 연구자들의 데이터 인용을 지원

하기 해 데이터 출 물을 주요 연구 성과물

로 인식하여 연구 평가에 데이터를 포함하 으

며 데이터 인용 색인(Data Citation Index)를 

이용하여 데이터 인용을 추 한다. 한, 데이

터셋  컬 션에 DOI를 할당하는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ANDS Data Citation 2019).

4.6 데이터 리 교육

DCC, ICPSR, ANDS 그리고 DataONE 등 

연구 데이터 리  서비스의 공통된 마지막 

구성 요소는 ‘데이터 리 교육’이다. ‘데이터 

리 교육’은 데이터 리를 한 개별 컨설 , 워

크   교육자료 제공 서비스에 한 내용이다. 

련된 내용은 <표 15>에서 기술하 다.

DCC는 RDM 가이드 웹사이트를 제공하기 

해 기존의 기  지원에 한 세부정보를 수

집하고 안내 데스크 등을 통한 지원 제공, 연구

자  지원 인력을 재교육하기 한 RDM 교육 

제공 그리고 심층 인 컨설  서비스를 제공한

다. 한 교육 상을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특정 학문 분야 는 학원생을 상으로 하

는 연구자를 한 과정과 사서와 같은 지원 인

력을 재교육하기 한 지속 인 문 개발 과정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을 제

시한다. 사회과학 데이터 리 지토리인 ICPSR

은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오 라인 교육을 진

행하며 DCC와 유사하게 교육 상 범주를 학

생과 교사로 나 어 교육 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을 한 학습자원은  기사를 읽

는 법, SPSS 산출물 해석 가이드, 데이터 인용 

그리고 데이터 리 계획 등을 포함하며, 교사

를 한 학습자원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 동

상과 학부생을 한 외부 정보자원을 제공한다. 

ANDS는 연구 데이터를 한 아웃리치 로그

램과 학습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연구 데이터 리

지토리 목록을 제시하며 특정 역  분야에 

맞춘 도메인별 교육 등을 제시한다. DataONE

구성 요소 DCC ICPSR ANDS DataONE

데이터 

리 교육

∙가이드와 헬 데스크

∙이용자별 교육

∙컨설  서비스

∙데이터 리 교육 범주

 - 연구자를 한 과정

 - 지원 인력을 재교육하기 

한 지속 인 문 개발

∙오 라인 교육

∙학생을 한 학습자원

∙교사를 한 학습자원

∙연구 데이터를 한 아웃

리치 로그램

∙학습 자료를 포함하고 있

는 연구 데이터 리 지토

리 목록

∙스킬(Skill)

∙온라인 교육

 - 데이터 리 모듈

 - 웹 세미나

 - 스크린캐스트 튜토리얼

 - 데이터 스토리

 - 교육평가

∙교육 활동

 - In-Pesron

<표 15> 데이터 리 교육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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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온라인  오 라인을 통해 데이터 리를 

한 모범 사례, 교육 자료 제공, 도구  정보

자원에 한 링크 등 데이터 책임에 한 커뮤

니티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5. RDMS 모델 제안

이번 장에서는 연구 데이터 리  서비스

를 한 모델을 제시하기 하여 DCC, ICPSR, 

ANDS 그리고 DataONE의 연구 데이터 리 

 서비스의 공통된 6개의 구성 요소와 해당 내

용을 제시했다. 구성 요소는 ‘DMP 작성 지원’, 

‘데이터 기술’, ‘데이터 장’, ‘데이터 공유  

근’, ‘데이터 인용’ 그리고 ‘데이터 리 교육’

이며 해당 내용은 각 기 이 제시하는 내용을 

종합하여 <표 16>에서 기술하 다. DMP 작성

의 경우,  세계 으로 펀딩 기 에 DMP 제

출이 의무화되어가고 있으며 국가 는 기 별

로 DMP의 세부항목이 표 화되고 있어 Science 

Europe(2018)이 제시한 핵심 요구사항을 기

으로 4개 기 의 DMP 세부 항목을 비교  분석

하 다. DMP 작성 지원의 세부 항목과 내용은 

해당 분석 기 을 활용된 Science Europe(2018)

의 핵심 요구사항에서 제시한 세부 항목과 내

용을 참조하 다. 반면, 나머지 ‘데이터 기술’ 

등 5개의 구성 요소는 분석된 4개의 기 별로 

조 씩 차이가 있으며 DMP처럼 공통된 항목

과 추가 항목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치 

않다고 단되어 각 기 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부 항목과 내용을 핵심요소  기능  요건

으로 종합 기술하 다. <표 16>은 연구 데이터 

리  서비스를 한 핵심요소  기능  요

건을 제시한 것이다.

구성 요소 세부 항목 내용 비고

DMP 
작성 지원

∙ 용 데이터의 데이터 설명  수집 
는 재사용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생산하는 방법, 기존 데이터의 재사용
∙수집되거나 생산될 데이터의 종류, 포맷, 볼륨 등

필수

∙도큐멘테이션  데이터 품질
∙메타데이터  도큐멘테이션(데이터 수집  정리 방법)
∙데이터 품질 리 수단

〃

∙연구 과정  장  백업
∙데이터와 메타데이터의 장  백업
∙ 요한 데이터에 한 데이터 보안  보호

〃

∙법   윤리  요구 사항, 행동 강령
∙개인 데이터  보안에 한 법률 수
∙지 재산권  소유권 등 기타 법  문제
∙윤리  문제와 윤리 강령

〃

∙데이터 공유  장기 보존

∙데이터 공유 방법  시기, 공유  엠바고에 한 제한
∙보존을 한 데이터 선택  데이터의 장기간 보존(리 지토리, 아카
이 )
∙소 트웨어 도구 등 데이터 근 방법
∙DOI 용 방법

〃

∙데이터 리 책임  정보자원
∙데이터 리에 한 책임
∙FAIR 데이터(검색, 근, 상호운용 그리고 재사용 가능)

〃

∙ 산
∙아카이빙, 데이터 큐 이션, 메타데이터 생성 등을 한 데이터와 
도큐멘테이션 비 비용(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인력  연구 보조 시간

옵션

∙서지 리 ∙서지 리 도구  퍼런스 공유 방법 〃

<표 16> 연구 데이터 리  서비스를 한 핵심요소  기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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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세부 항목 내용 비고

데이터 
일 정리

∙메타데이터 정의
∙메타데이터 시스템
∙메타데이터 표
∙DOI 

∙풍부하게 기술된 메타데이터 제시
∙메타데이터 생성  공개를 한 시스템 설정
∙메타데이터 수집, 업데이트  유지 리
∙ 련 메타데이터 표  확인  사용
∙상호운용성을 한 메타데이터 표  사용
∙특정 메타데이터 표 이 필요한 경우, DMP에 정의
∙커뮤니티 는 범용 메타데이터 표  사용
∙데이터와 메타데이터의 구 연결을 지원하는 식별자

데이터 
장

∙데이터 장 계획 수립
∙스토리지(storage) 할당  리
∙스토리지 솔루션 비교
∙데이터 보호  백업 정책

∙ 로젝트 기에 데이터 장 계획 수립
∙필요한 경우, 추가 스토리지 제공하기 한 인 라  시스템 확인
∙스토리지 할당  리 차 개발
∙스토리지 솔루션 비교 기
 - 데이터의 가치와 재사용 가능성
 - 탐색 가능성, 큐 이션  안정 이고 규모가 크고 지속 가능한지 

여부
∙모든 데이터에 한 백업 사본 유지 리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에 백업 사본 사이트 보유
∙정 시 백업 사이트에서 데이터 다운로드 서비스

데이터 
공유  

근

∙데이터 수집  선택
∙데이터 공유를 한 비
∙데이터 기탁
∙데이터 공유 고려사항

∙수집할 데이터 유형 결정
∙선택 결정을 한 기  수립
∙공유를 한 데이터 비
 - 라이버시  기  유지
 - 작권  지 재산권 확인
 - 이용제한 데이터 수집
 - 데이터 보호 구역(Enclave)
∙데이터 기탁
 - 기탁을 한 일 포맷
 - 기탁 동의서 작성  기탁 도구 제시
∙데이터 공유 고려사항
 - 동의서 작성 시 데이터 공유 가능성 제시
 - 민감한 데이터는 재/통제된 근 조건을 통해 공유되어 근 규제
 - 재사용을 한 데이터의 경우, 라이센스 포함

데이터 
인용

∙데이터 인용 구성 요소
∙데이터 인용 지원

∙데이터 인용 구성 요소
 - 자
 - 발행일
 - 타이틀
 - 버
 - 출 사
 - DOI 
∙데이터 인용 지원
 - 연구 평가 로세스에 데이터 포함
 - 데이터 인용 색인(Data Citation Index)
 - RDA를 통한 국제 이니셔티 에 기여
 - DOI 서비스 제공

데이터 
리 교육

∙가이드와 헬  데스크
∙컨설  서비스
∙데이터 리 교육 범주(이용자별 교육)
∙온라인  오 라인 교육

∙연구 데이터 리  서비스 안내 웹 사이트 제공
∙헬  데스크를 통한 지원 제공 조정
∙이용자별 교육
 - 연구자를 한 과정
 - 지원 인력을 재교육하기 한 지속 인 문 개발
∙온라인 교육
 - 데이터 리 모듈
 - 웹 세미나(Webinar)
 - 스크린캐스트 튜토리얼
 - 데이터 스토리
∙오 라인 교육
 -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리 교육
 - 특정 커뮤니티를 한 집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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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DMP 작성 지원’이다. 이 데이터 

리 계획의 해당 세부 항목은 4장의 1 에서 

분석의 기 인 Science Europe(2018)이 제시

한 6개 세부 항목과 ICPSR, ANDS 그리고 

DataONE 등에서 추가로 제시한 2가지 항목 등 

8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8개의 세부 

항목  6개는 ‘필수’ 항목으로 DMP 작성시 반

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이며 그리고 2개는 ‘옵션’ 

항목으로 DMP 작성시 작성자가 선택할 수 있

도록 하 다. ‘필수’ 항목은 ‘ 용 데이터의 데이

터 설명  수집 는 재사용’, ‘도큐멘테이션  

데이터 품질’, ‘연구 과정  장  백업’, ‘법  

 윤리  요구 사항, 행동 강령’, ‘데이터 공유 

 장기 보존’ 그리고 ‘데이터 리 책임  정보

자원’이며 ‘옵션’ 항목은 ‘ 산’과 ‘서지 리’이

다. 필수 항목은 분석 상인 4개의 기 에서 모

두 포함하고 있는 항목이며 옵션 항목은 1개 이

상의 기 에서 포함하고 있는 항목이다. 각 세

부 항목별 내용은 <표 16>에 기술되어 있다.

두 번째, ‘데이터 일 정리’ 항목은 데이터에 

합한 메타데이터 표  안내 서비스로서 풍부

하게 기술된 메타데이터 제시, 메타데이터 생

성  공개를 한 시스템 설정, 메타데이터 수

집과 업데이트  유지 리, 상호운용성을 

한 메타데이터 표 , 데이터와 메타데이터의 

구  연결을 지원하는 식별자(DOI) 등을 세

부 내용을 제시하 다.

세 번째, ‘데이터 장’은 데이터 장  백

업 련 서비스로서 ‘데이터 장 계획 수립’, 

‘스토리지(Storage) 할당  리’, ‘스토리지 

솔루션 비교’ 그리고 ‘데이터 보호  백업 정

책’ 등으로 세부 항목을 구성하 다. 로젝트 

기에 데이터 장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시하

며, 추가 스토리지가 필요한 경우 스토리지 할

당  리 차를 개발하도록 제안하 다. 

한 ‘데이터 보호  백업 정책’으로는 모든 데이

터에 한 백업 사본 유지 리와 정 과 같은 

비상시 백업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를 포함하 다.

네 번째, ‘데이터 공유  근’은 ‘데이터 수

집  선택’, ‘데이터 공유’, ‘데이터 기탁’, ‘데이

터 공유시 고려사항’에 한 것이다. 여기에는 

데이터 유형 결정, 데이터 선택 결정을 한 기

 수립, 데이터 공유를 한 데이터 비, 데이

터 기탁을 한 일 포맷, 기탁 동의서 작성 

 기탁 도구 제시 그리고 데이터 공유시 고려

사항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재/통제된 근 

조건을 통해 공유되어 근을 규제하고 재사용

을 한 데이터의 경우, 라이센스를 포함해야 

한다는 고려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다섯 번째, ‘데이터 인용’에 한 것으로 ‘데

이터 인용 구성 요소’와 ‘데이터 인용 지원’ 등 

2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내용에

서는 ‘데이터 인용 구성 요소’로 자, 발행일, 

타이틀, 버 , 출 사 그리고 DOI를 반드시 포

함하도록 제안하 고, ‘데이터 인용 지원’은 실

제 기 에서 연구 평가 로세스에 논문 외에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하 고 데이터 인용 색인

(Data Citation Index)을 이용하여 인용 추

을 그리고 데이터셋 등에 DOI를 할당하는 서비

스를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리 교육’에서는 ‘가이

드와 헬  데스크’, ‘컨설  서비스’, ‘이용자별 

교육’ 그리고 온라인  오 라인 교육 내용을 

세부 항목으로 제시하 다. 해당 내용으로 연

구 데이터 리  서비스 안내 웹 사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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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  데스크를 통한 지원 제공, 연구자와 지원 

인력(사서 등)을 구분하여 연구자를 한 과정

과 지원 인력의 재교육 과정 등으로 이용자별 

교육을 제시하 다. 한 온라인  오 라인 

교육을 통하여 데이터 리 모듈  성공 인 

데이터 리 경험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한 데

이터 리 교육, 특정 커뮤니티를 한 집합 교

육을 제안하 다.

6. 결 론

데이터의 가치 증 , 연구 방법의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오  사이언스 등의 구체  발 은 

연구가 더 이상 기존의 학술지와 같은 텍스트 

심이 아닌 데이터 기반으로 환되고 있음을 나

타내고 있다. 특히 연구 데이터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는 원천이며, 궁극에는 4차 산

업 명에서 주요 변화 동인으로 다 지는 만큼 

국가에 의한 극 인 리가 시 한 실정이다. 

선진국과 다르게 우리는 연구 데이터에 그 동안 

미흡했던 게 사실이지만 재는 법제도에 연구 

데이터 정의와 데이터 리 계획(DMP) 도입 

 DMP 정보 등록 근거가 신설되었다.3) 한 

정부는 ｢국가 연구 데이터 공유․활용 략안｣

을 통해 연구 데이터에 한 리와 활용에 한 

국가 정책  의지를 표명하 으며, 2018년 12

월에 과학기술정통부 산하기 인 정보통신기술

진흥센터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는 DMP 

용을 한 이행방안을 마련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연구 데이터 리  서비

스를 기획  운 하고자 할 때 해당 서비스를 

한 핵심요소의 기능  요건을 도출하는 것이

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고자 아직 국내 연구

가 미흡한 연구 데이터 리  서비스를 한 

핵심요소와 해당 기능  요건을 도출하기 하

여 DCC, ICPSR, ANDS 그리고 DataONE에 

한 서비스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 도출된 핵

심 요소는 ‘DMP 작성지원’, ‘데이터 기술’, ‘데이

터 장’, ‘데이터 공유  근’, ‘데이터 인용’ 

그리고 ‘데이터 리 교육’ 등 6가지가 도출되었

다. 도출된 6가지는 ‘연구 데이터 리  서비

스’에 한 기획  운 하고자 할 때 우선순

로 고려될 수 있는 서비스로 이 6가지의 핵심 요

소에 한 기능  요건은 5장에서 제시하 다. 

그 동안 연구 데이터 리  서비스 련 선

행연구는 해당 서비스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거

나 서비스 우선순 를 제시한 논문이 부분이

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핵심 요소에 기능  요

건을 제시함으로서 실제 연구 데이터 리  

서비스를 구축  운 하고자 할 때 본 연구의 

내용을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시된 모델이 

일반 인 연구 데이터 리  서비스에 용할 

수 있으나 특정 기 이나 이용자 커뮤니티에 서

비스를 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추후 학문 

분야별 는 특정 이용자 커뮤니티 등으로 제한

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한, 효과 인 

연구 데이터 리  서비스가 구축되기 해서

는 해당 도메인에서 사용되는 연구 데이터에 

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한 해당 도메인과 

련된 커뮤니티의 다양한 이해 계자들의 의

견이 극 으로 반 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정이 2019년 3월 19일에 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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