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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에서 Geoscience 분야 연구데이터 리 시스템 개발에 용할 수 있는 RDM 기능별 세부요소의 

도출을 목 으로 하 다. 연구 목  달성을 해 RDM 서비스와 련된 8개의 기 을 분석하 다. 분석한 결과, Geoscience 

RDM 기능의 80개 세부요소가 도출되었으며, 도출된 세부요소를 검증하기 하여 국내 문가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조사 결과, Geoscience 분야를 한 80개의 RDM 기능별 세부요소가 요도 순으로 제시되었다. 제시된 

요소는 국내의 연구 기  는 학도서 에서 Geoscience 분야의 RDM 서비스 구축  운  시 기능별 세부요소로 

제시될 수 있으며 순 에 따라 요도를 단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detailed elements of each RDM function that can be applied 

to the development of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in Geoscience field in Korea. Eight institutions 

related to RDM services were analyzed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80 detailed elements of Geoscience RDM function were derived, and a survey was conducted to domestic 

experts to verify the derived details. As a result, 80 RDM functional details for Geoscience are presented 

in order of importance. The elements presented can be presented as functional details i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RDM services in the field of Geoscience in research institutes or university librar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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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최근 국내외에서 공공기 으로 연구된 연구 

결과물이 국가 자산  기  자산으로 재사용

될 수 있도록 체계 으로 리  보존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서 연구 

결과물은 학술지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에서 생

산된 데이터까지 포함되며, 이러한 데이터를 

연구데이터라고 명명하여 국외에서는 이미 체

계 으로 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계획하거나 

구 하는 추세다. 특히, 연구데이터는 연구 과

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를 말하며 연구 

패러다임이 데이터-기반 연구로 변화함에 따라 

더욱 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심 연구의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는 오  사이언스(Open Science)는 연

구를 가속하기 한 수단으로서 공개 으로 자

을 지원하는 연구 결과(출 물  연구데이터)

의 주요 산출물을 디지털 형식으로 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연구자, 정부, 연구비 지원 기  

는 과학 커뮤니티 자체의 노력을 의미한다

(OECD 2015, 7). 오 액세스(Open Access), 오

데이터(Open Data), 오 소스(Open Source) 

등으로 구체화하는 오  사이언스 운동에서도 

데이터가 그 핵심에 있다(Kraker et al. 2011). 

이 에서 오 데이터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과학의 활성화 측면에서

의 의미이며,  하나는 ‘국가 데이터 개방과 재

활용’ 측면에서의 의미이다. 학술 연구 역에

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연구데이터’라 부르며, 

국가의 세 으로 수행된 연구 산출물에 해 

법 , 제도 , 기술  장벽 없이 근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오  사이언스 운동은 주요 

선진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끌어내고 있

다(김주섭, 김선태, 최상기 2019). 

국외의 경우 미국, 국, 호주 등 연방기 , 

연구회를 심으로 국가 차원에서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정책을 시행하고 인 라를 구축하여 

운 하는 추세다(이상환 2019). 여기에 연구데

이터가 국가와 기 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

하면서 체계 인 데이터 리와 재사용을 보장

하기 해 데이터 리 계획(Data Management 

Plan, 이하 DMP)이 요구되기 시작하면서 연

구 제안 시 연구비 지원 기 에 연구 계획서와 

함께 DMP 제출을 요구받게 되었다. 더불어 연

구기 들은 오 데이터, DMP 요구 사항  잠

재 인 ‘빅데이터(big data)’ 연구 기회에 한 

요성이 커짐에 따라 연구 로세스의 많은 

지 에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해 더 

범 하고 세련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

다는 새로운 요구를 인식하고 있다(Fearon et 

al. 2013). 즉, 학도서   연구기 에서 연

구자를 지원하기 한 연구데이터의 탐색, 공유, 

근  보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데이터 

리  서비스(Research Data Management 

Service, 이하 RDMS)가 필요하다.

아직 국내에서는 반 인 연구데이터 리

에 한 인식이 부족하며 특히 특정 학문 분야

의 연구데이터를 리한다는 건 더욱 생소한 

실정이다. 연구데이터의 특성상 해당 연구 분

야에 의존 인 성격으로 범용 인 연구데이터 

리보다는 특정 학문 분야를 한 연구데이터 

리가 필수 이다.

국외의 경우, 바이오, 물리학, Geoscience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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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그리고 천문학 등의 학문 분야에서 DMP, 

리포지토리 등과 같은 연구데이터를 리하기 

한 움직임이 타 분야보다 일  시작되었다

(신은정 2018). 특히, Geoscience 분야 데이터

는 타 학문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값비

싼 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산되고 있어 해

당 데이터에 한 리가 요하다고 할 수 있

다. 한 Geoscience 분야는 자연환경의 지속

인 변화를 조사하기 하여 데이터 취득을 

지속해서 수행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인력, 시

간 그리고 많은 산이 필요하며 미래 측에 

필요한 과거 데이터의 보존  활용이 요하

다고 할 수 있다(한종규 2019). 이에 본 연구는 

Geoscience 분야의 연구데이터 리(Research 

Data Management, 이하 RDM) 시스템 개발에 

용할 수 있는 RDM 기능별 세부요소의 도출을 

목 으로 하 다.

1.2 연구 방법  차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사용된 연

구 방법  차는 다음과 같다. 다음 <그림 

1>은 본 연구의 내용  차를 도식화한 것

이다.

<그림 1> 단계별 연구 내용  차

첫 번째 단계에서는, 반 인 연구의 방향

과 범 를 설정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DCC 

(Digital Curation Centre) 등 RDM(Research 

Data Management, 이하 RDM)과 련한 8개

의 국외 선진 기 을 분석하 다. 세 번째 단계

에서는 국외 선진 기 과 Geoscience 분야의 

문가를 통해 도출한 RDM의 기능별 세부요

소를 정리하 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도출된 

RDM 기능별 세부요소의 요도를 악하기 

하여 국내의 정보 유통 분야의 문가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세부요소의 우선순

에 따라 Geoscience 분야 RDM 기능별 세부요

소를 제시하 다.

본 연구의 목 을 수행하기 한 구체 인 연

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 질문: 국내에 용 가능한 Geoscience 

분야 연구데이터 리는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

- 세부 연구 질문: 사례분석을 통해 Geoscience 

연구데이터 리를 한 기능별 세부요소는 

무엇인가?

- 세부 연구 질문: 도출된 세부요소에 한 

문가  연구자의 요도 평가는 어떠한가?

지 까지 국내에서는 국외 학도서 이나 

연구기 처럼 범용 인 RDM을 한 서비스의 

구축  운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이런 에

서 으로 국외사례를 심으로 사례조사를 

진행하 고 한 모든 RDM 사례를 분석할 수 

없어 8개 기 만 선택한 것이 본 연구의 제한

이라 할 수 있다.



414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4권 제1호 2020

2. 이론  배경

2.1 연구데이터 리(RDM)

새로운 유형의 과학으로 인해 발생하는 ‘데

이터의 홍수', 특정 분야의 연구 무결성에 한 

신뢰의 기, 오  데이터 운동으로 인해 데이

터를 더 잘 리하고 더 많이 공유하는 것에 

한 심이 높아졌다(Cox and Verbann 2018). 

특히, 국가 세 으로 만들어진 연구 결과물에 

해 학  기 에서는 연구  생산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려는 움직임이 한층 더 가속화

되고 있다. 다음의 <표 1>은 문헌 등에서 확인

한 RDM의 의미를 정리한 것이다.

RDM은 데이터 입력부터 연구 사이클, 귀

한 결과의 배포  보존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구성과 련이 있다. 이것은 연구 결과의 신뢰

성 있는 검증을 보장하고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새롭고 신 인 연구를 허용한다(Whyte and 

Tedds 2011).

한, RDM은 로젝트의 계획 단계에서 데

이터의 장기 보존에 이르기까지 연구데이터를 

처리하기 해 연구 라이  사이클(Research 

Life Cycle)동안 이루어진 모든 결정을 다룬다. 

이러한 RDM을 미리 계획하면 데이터 품질을 

보장하고 험을 최소화하며 시간을 약하고 

법률, 윤리, 기   펀더의 요구 사항을 수 

할 수 있다(University College London 2019).

국의 옥스퍼드 학에서는 RDM에 하여 

“연구데이터 리는 연구 로젝트 에 사용

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구성, 구조, 장  리

하는 방법을 다루는 일반 인 용어”라고 기술

하며, 여기에는 데이터 리 계획, 로젝트 기

간 동안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연구가 

종료된 후 데이터를 어떻게 리해야 하는지를 

포함하고 있다(Research Data Oxford 2019).

미국의 피츠버그 학은 “RDM은 연구 로

젝트에서 수집  사용되는 데이터의 조직, 

장, 보존  공유를 설명하는 용어이며, 여기에

는 일 된 일 네이  규칙을 사용하여 연구 

로젝트 사이클 동안 연구데이터를 일상 으

로 리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한 로젝트

가 완료된 후 데이터를 보존하고 공유하는 방

법( : 장기 보존  근을 해 데이터를 리

출처 RDM의 의미

Whyte and Tedds
데이터 입력부터 연구 사이클, 귀 한 결과의 배포  보존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구성과 

련이 있음

University College London
로젝트의 계획 단계에서 데이터의 장기 보존에 이르기까지 연구데이터를 처리하기 해 

연구 라이  사이클(Research Life Cycle)동안 이루어진 모든 결정을 다룸

Research Data Oxford
연구데이터 리는 연구 로젝트 에 사용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구성, 구조, 장  

리하는 방법을 다루는 일반 인 용어

University of Pittsburgh 연구 로젝트에서 수집  사용되는 데이터의 조직, 장, 보존  공유를 설명하는 용어

Eindhoven University of 

Technology

연구 활동을 효율 으로 수행하고 다른 사람들과 력할 수 있도록 체 연구 라이  사이클 

동안 연구데이터를 신 하게 처리하고 구성하는 것과 련이 있음

Cox and Verbann 모든 연구 로세스 내에서 데이터를 생성, 탐색, 구성, 장, 공유  보존하는 것

<표 1> RDM(Research Data Management)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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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토리에 장)에 한 결정도 포함된다.”

라고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RDM의 요성에 

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University of 

Pittsburgh 2019).

∙데이터(특히 디지털 데이터)는 깨지기 쉽

고 쉽게 손실됨

∙펀더와 출 사가 부과하는 연구데이터 요

구 사항이 증가하고 있음

∙연구데이터 리는 장기 으로 시간과 자

원을 약함

∙올바른 리는 오류를 방지하고 분석 품

질을 향상시킴

∙잘 리되고 근 가능한 데이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결과를 검증하고 복제 할 

수 있음

∙RDM은 연구데이터의 공유를 용이하게 

하며, 공유될 때, 데이터는 다른 연구자들

에 의해 귀 한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음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공과 학의 경우, “RDM

은 연구 활동을 효율 으로 수행하고 다른 사람

들과 력할 수 있도록 체 연구 라이  사이

클 동안 연구데이터를 신 하게 처리하고 구성

하는 것과 련이 있다”라며 다음과 같은 RDM

의 목표를 제시하 다(Eindhoven University of 

Technology 2019).

∙연구데이터의 손실 방지

∙다른 사람들과의 연구데이터 공유 

∙검색, 근 그리고 재사용 가능한 연구데

이터

Cox와 Verbann은 ｢연구데이터 리 탐색｣

에서 “RDM은 모든 연구 로세스 내에서 데

이터를 생성, 탐색, 구성, 장, 공유  보존하

는 것이며, 연구데이터가 매일 리되는 방식

을 개선하고 특히 공유  재사용을 진하면 

연구의 풍부함과 신뢰성이 향상 될 수 있다”라

고 기술하 으며, 여기에 그들은 다음과 같이 

RDM이 요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

하 다(Cox and Verbann 2018).

∙새로운 유형의 과학으로 인해 발생하는 ‘데

이터의 홍수’

∙특정 분야의 연구 무결성에 한 신뢰의 

기

∙오  데이터 운동

이상과 같이 RDM의 정의와 요성을 살펴

본 결과, “RDM은 연구 로젝트의 연구 사이

클  생성  수집되는 데이터의 조직, 장, 

공유, 근, 보존  재사용의 방법을 다루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RDM의 효과

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연구데이터의 손실 방지

∙다른 사람들과의 연구데이터 공유 

∙검색, 근 그리고 재사용 가능

∙연구에 투입되는 시간과 자원의 약

∙연구의 오류 방지  품질 향상

∙연구 결과 검증  복제 가능

∙연구데이터 공유로 인한 새로운 발견 

가능

2.2 연구데이터 리 사례

본 에서는 RDM 서비스 기  4곳을 선택하

여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4개의 기   DCC

는 일반 인 RDM 서비스 개발과 련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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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개발하기 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고 ANDS, ICPSR 그리고 DataONE은 특정 

학문 분야  다분야에 맞추어진 RDM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선택하게 되었다.

2.2.1 DCC(Digital Curation Centre)

Johns와 Pryor(2013)는 기 이 RDM 서비

스를 계획  구 할 수 있도록 RDM 서비스의 

구성 요소와 로세스를 설명하고 해당 서비스

의 역할과 책임에 해 기술하 다. 다음의 <표 

2>는 DCC의 RDM 서비스 구성요소와 세부내

용을 정리한 것이다.

DCC에서 제공하는 RDM의 첫 번째 구성요

소는 ‘RDM 정책과 략’이다. 해당 요소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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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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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탁 도구 
∙기탁 동의 
∙선택 결정을 한 기  수립

데이터 리 지토리
∙기  데이터 리 지토리
∙외부 연구데이터 리 지토리 
∙연구자를 한 련 서비스 표시

데이터 기술

∙연구데이터셋을 기록하는데 필요한 메타데이터 정의
∙연구데이터 보유 기록을 수집하고 표시하기 한 시스템 설정
∙가능한 경우 시스템을 통합하여 데이터 수집  메타데이터 생성을 기존 워크 로우에 임베드
∙국가 목록 는 기타 련 서비스에 포함시킬 메타데이터 공개

<표 2> 국 DCC의 RDM 서비스 구성요소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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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활동에는 재 치와 략에 한 이해, 인

라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로그램 작성, 

핵심 RDM 원칙을 수립하기 한 외부 동인  

지역 상황에 따른 정책 작성, 정책 이행을 한 

옹호 활동과 시범 연구 마지막으로 합의를 얻

고 지원을 확보하기 한 범 하고 반복 인 

문의가 포함된다. 두 번째 요소는 ‘업무계획과 

지속성’이다. 여기에서는 략에 따른 장기 

계획 개발, 상 비용  계획 지출 확인, 비용 

회수 고려, 비용/편익 분석 수행 그리고 장기 

비용 문제의 해결에 한 주요한 핵심 활동이 

포함된다. 세 번째 구성요소는 ‘가이드, 교육  

지원’으로 다양한 이용자를 만족시키기 해 

다양한 수 의 지침과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헬 데스크 는 연락처를 통한 지원 

제공, RDM 교육 그리고 심층 컨설  서비스가 

포함된다. 네 번째 구성요소는 ‘DMP1)’이다. 

여기에는 DMP 템 릿 는 가이드라인 개발, 

옵션  사례 제공, DMP 도구 그리고 교육  

컨설  로그램이 핵심 활동으로 제시된다. 

다섯 번째는 ‘ 용 데이터 리’로서, 연구 활동 

단계에서 데이터 리를 지원하기 한 서비스

와 애 리 이션에 한 내응을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는 추가 연구데이터 스토리지 제공을 

한 투자 사례 작성, 스토리지 할당  리 차 

개발 그리고 데이터의 생성, 리  공유를 지

원하는 유연한 RDM 시스템 제공이 포함된다. 

여섯 번째 ‘데이터 선정  수집’으로 하  세부 

내용으로 보존할 데이터의 선택 이유, 연구자

의 데이터 선택  기탁, 공별 가이드 제시, 

기탁 도구와 기탁 동의, 데이터 선택을 한 기

 제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곱 번째인 ‘데

이터 리포지토리’는 기  데이터 리포지토리, 

외부 연구데이터 리포지토리 그리고 연구자를 

한 련 서비스 표시 등 3개의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요소의 핵심 활동에는 리포

지토리 개발  유지, 기존 시스템과 리포지토

리 조정, 외부 리포지토리 역할 결정 그리고 

련 서비스 안내  지원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 

구성요소는 ‘데이터 기술’이다. 연구기 은 보

유하고 있는 연구데이터에 한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이 메타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데이터 검색  재사용을 지원해야 한다. ‘데이

터 기술’의 핵심 활동에는 먼  연구데이터셋

을 기록하는데 필요한 메타데이터 정의, 연구

데이터 보유 기록을 수집하고 표시하기 한 

시스템 설정, 시스템을 통합하여 데이터를 수

집하고 메타 데이터 생성을 기존 워크 로우에 

포함 그리고 국가 목록 는 기타 련 서비스

에 포함시킬 메타데이터 공개 등이 제시되어 

있다.

2.2.2 ANDS(Australia National Data Service)

ANDS는 2013년 1월에 ｢연구데이터 리의 

실제｣라는 가이드를 통해 효과 인 연구데이터 

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데이터 리의 모

든 측면을 다루는 높은 수 의 제도  임 워

크와 범 한 사용 방법 안내서를 제공하 다. 

 1) DMP는 연구 로젝트   로젝트 완료 후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공식 문서를 말하며, 

DMP의 목표는 로젝트가 시작되기 에 데이터 리, 메타 데이터 생성, 데이터 보존  분석의 여러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다. DMP from Wikipedia [cited 2019. 7. 5.] 

<https://en.wikipedia.org/wiki/Data_management_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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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 3>은 ANDS가 제시한 연구데이터 

리 단계로서 연구 로젝트 이 , 도   이

후에 연구기 이 연구데이터 리에서 고려해

야 할 주요 단계를 요약한 것이다(MERCURY 

PROJECT SOLUTIONS 2013).

단계 내용

연구 

연구데이터 리 임워크

험 리 계획

연구데이터 리 계획

윤리  허용

교육  인도

연구 

정책 수 모니터링

험 모니터링  커뮤니 이션

연구데이터 수집  분석

메타데이터 생성

장  근

연구 종료 후

연구데이터 출

연구데이터 등록

지속 인 큐 이션

사용 모니터링

 <표 3> ANDS의 연구데이터 리 단계별 

내용

ANDS에서 제공하는 연구데이터 리 단계

는 ‘연구 ’, ‘연구 ’ 그리고 ‘연구 종료 후’ 

3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별 세부 내용은 14개 

항목으로 ‘연구데이터 리 임 워크’, ‘ 험 

리 계획’, ‘연구데이터 리 계획’, ‘윤리  허

용’, ‘교육  유도’, ‘정책 수 모니터링’, ‘ 험 

모니터링  커뮤니 이션’, ‘연구데이터 수집 

 분석’, ‘메타데이터 생성’, ‘ 장  근’, ‘연

구데이터 출 ’, ‘연구데이터 등록’, ‘지속 인 큐

이션’ 그리고 사용 모니터링‘ 등 14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2.2.3 ICPSR(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ICPSR은 이용자가 데이터를 재사용하고 연

구 결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사회과학 데이터

에 한 장, 큐 이트  근을 제공한다. 이

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ICPSR은 데이터 

리  큐 이션 서비스를 여섯 개의 카테고

리로 범주화하여 제시하 다. 여섯 개의 구성

요소는 품질, 보존, 근, 기 유지, 인용, 도구 

 서비스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의 

<표 4>와 같다(ICPSR 2019).

구성요소 내용

품질 ∙아카이빙을 한 데이터 비

보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리포지토리
∙디지털 보존 정책  계획

근
∙DMP 
∙OSTP 데이터 근 계획 가이드라인 

기 유지 ∙기 유지에 한 ICPSR의 근법

인용 ∙데이터 인용 방법

도구  
서비스

∙기 유지
∙이용-제한 데이터 
∙데이터 로세싱
∙DMP

<표 4> ICPSR의 데이터 리  큐 이션

ICPSR의 데이터 리  큐 이션의 첫 번

째 구성요소는 ‘품질’이다. ‘품질’의 세부내용은 

아카이빙을 한 데이터를 비하는 내용으로 

데이터 공유  아카이빙의 요성 그리고 데

이터 라이  사이클이 제시되어 있다. 두 번째 

구성요소인 ‘보존’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리

포지토리와 디지털 보존 정책  계획으로 구

성되어 있다. 연구데이터의 체계 인 리와 

활용을 해서는 리포지토리가 필수 이다. 이

러한 리포지토리는 연구자가 연구데이터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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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공유, 근  보존까지의 과정을 쉽게 이행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ICPSR의 디

지털 보존 정책  계획은 근 정책 임워크, 

컬 션 개발 정책 그리고 기타 ICPSR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 근’ 요소는 DMP와 

‘OSTP 데이터 근 계획 가이드라인’으로 구

성되어 있다. ICPSR은 재 여러 연방 기 과 

트  계를 맺고 연방 펀딩 연구 결과에 공

개 으로 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들 기 은 ICPSR의 역량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효율 으로 선별, 보존  배포한다. 네 번째는 

‘기 유지’로서 ICPSR의 데이터는 기   개

인 정보 보호 문제에 해 선별되며, 민감한 데

이터를 보호하고 배포하기 해 엄격한 보호가 

이루어진다.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들은 

연구 에 생산되는 연구데이터의 보안에 하

여 많은 심을 가지고 있다. 기술 진보에 따른 

험성 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라이버시 침해다. 특히, 사회과학 연구

에서는 참여자의 개인 정보 보호가 연구 응답

률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다섯 번째 구성

요소 ‘인용’으로는 ICPSR의 데이터 인용방법 

등에 한 내용이다. 한 인용은 연구데이

터의 탐색, 재사용, 검증을 한 복제, 인정을 

한 크 딧(credit) 그리고 사용  향력을 

측정하기 한 추  등을 가능하게 한다. 마

지막 구성요소는 ‘도구  서비스’로서 기 유

지, 이용-제한 데이터, 데이터 로세싱 그리고 

DMP를 한 것이다. 기  유지를 한 도구 

 서비스는 공개 검토(Disclosure Review)와 

텍스트 익명 핼퍼 도구이며, 이용 제한 데이터

를 한 서비스로는 물리  데이터 역과 가

상 데이터 역이 있다. 데이터 로세싱에는 

Nesstar Publisher, Open Science Framework 

그리고 OpenRefine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DMP

를 작성하는 도구로서 DMPTool을 제공한다.

2.2.4 DataONE(Data Observation Network 

for Earth)

DataONE은 ｢Primer on Data Management｣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데이터 리 계획을 개발

하고 데이터를 효과 으로 작성, 구성, 리, 설

명, 보존  공유하는 방법에 한 몇 가지 기본 

데이터 리 방법에 해 설명하고 있다. 각 단

계별 Data Life Cycle에 한 세부 내용은 다음

의 <표 5>와 같다(Strasser et al. n.d.).

단계 내용

계획 ∙DMP 작성 안내

수집

∙템 릿 작성
∙데이터 일 콘텐츠 기술
∙일 된 데이터 구성 사용
∙동일한 포맷 사용
∙데이터명 등에 ASCII 문자사용
∙안정 인 비-독  소 트웨어  하드웨어 
사용

∙설명 인 일 이름 할당
∙원시 데이터를 원시로 유지
∙매개 변수 테이블 작성
∙사이트 테이블 작성

보장
∙품질 보증
∙품질 리

기술

∙디지털 컨텍스트 기술
∙인력  이해 계자
∙과학 컨텍스트 기술
∙ 라미터 정보

보존

∙장기  가치가 있는 데이터 식별
∙ 한 정 도를 사용하여 데이터 장
∙표  용어 사용
∙법률과 정책 고려
∙기여와 출처

탐색 ∙데이터 검색, 통합, 분석  시각화를 지원하
는 다양한 도구

∙데이터를 통합, 분석  시각화하고 해당 
로세스에 사용된 정확한 단계를 문서화하

는 복잡한 과학  워크 로우 생성  리

통합

분석

 <표 5> DataONE의 데이터 라이  사이클 

단계별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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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단계인 ‘계획’에서는 DMP를 작성하

기 한 9개의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고려

사항에는 데이터 수집, 리포지토리 결정, 데이

터 구성, 데이터 리, 데이터 기술, 데이터 공

유, 데이터 보존, 산 고려 그리고 기  리소스 

탐색이 포함된다.

두 번째 단계인 ‘수집’에서는 향후 유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집 에 방법과 문

서를 신 하게 고려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템 릿 작성, 데이터 일 콘텐츠 기

술, 일 된 데이터 구성 사용, 동일한 포맷 사

용, 데이터명 등에 ASCII 문자 사용, 안정 인 

비-독  소 트웨어  하드웨어 사용, 설명

인 일 이름 할당, 원시 데이터를 원시로 유지, 

매개 변수 테이블 작성 그리고 사이트 테이블 

작성 등이 제시되었다.

세 번째 단계인 ‘보장’은 데이터 수집, 입력 

 분석 에 데이터에 한 기본 품질 보증2) 

 품질 리3)에 한 수행을 의미한다. 

네 번째 단계는 ‘기술’로서 포 인 데이터 

도큐멘테이션( : 메타데이터)을 나타내며 이

것은 향후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요하다. 즉, 

데이터 일의 컨텍스트, 데이터가 수집된 컨

텍스트, 수행된 측정  데이터 품질에 한 철

한 설명 없이는 데이터를 쉽게 탐색, 이해 

는 효과 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메타데

이터는 가장 련성이 높은 과학 커뮤니티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메타데이터 포맷으로 생

성해야 하며, 포 인 데이터 설명을 생성하

면 다른 사람들이 해당 데이터를 탐색하고 이

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보존’이다. 데이터 보존을 

해서 해당 연구 분야에 익숙한 데이터 센터 

는 아카이빙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여기

에는 공식 메타데이터를 비하는 방법, 데이

터를 보존하는 방법, 사용할 일 포맷  향후 

데이터 사용자에게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

법에 한 지침이 제공될 수 있다. 데이터 센터

는 사용자 요구에 따라 데이터의 검색, 근  

배포를 지원하는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 

여섯 번째 단계 ‘탐색’, 일곱 번째 단계 ‘통합’ 

그리고 여덟 번째 단계 ‘분석’은 데이터 검색, 

통합, 분석  시각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도구

를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데이터를 통합, 

분석  시각화하고 해당 로세스에 사용된 

정확한 단계를 문서화하는 복잡한 과학  워크

로우의 생성  리를 지원한다.

2.3 선행 연구

본 에서는 RDM과 련된 국내외 선행 연

구를 분석하여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 , 국내 연구데이터 리서비스의 체계 

 운 을 개선하기 하여 김지 (2014)은 미

국의 연구 심 학도서 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구데이터 련 서비스를 9개의 구성요소를 

기 으로 분석하 다. 기 으로 활용된 9개의 

구성요소에는 ‘DMP 작성 지원’, ‘데이터 일 

정리’, ‘데이터 기술’, ‘데이터 장’, ‘데이터 공

유  근’, ‘데이터 보존’, ‘데이터 인용’, ‘데이

터 리 교육’ 그리고 ‘데이터 지 재산권’이 포

함된다. 한, 미국 학도서 의 연구데이터 

 2) 로젝트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데이터가 생성되고 컴 일 되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

 3) 데이터의 문제를 식별하도록 설계된 테스트 는 기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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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례를 연구하기 하여 심원식(2016)은 

버지니아, 존스 홉킨스, 퍼듀 그리고 일리노이 

등 4개 학을 상으로 연구데이터 서비스 

담조직, 교육 서비스, 컨설  서비스 그리고 시

스템 인 라를 상호 분석하 다. 해당 연구의 

시사 으로 연구데이터에 한 문성 확보, 

데이터 리 교육 서비스 그리고 교내 IT 부서 

등과의 력을 통한 시스템 인 라 구축 등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학도서

 등 기 의 범주를 넘어 국가 차원의 연구데

이터 리  공유를 한 로드맵을 제시하기 

하여 심원식(2015)은 국의 RCUK(Research 

Councils UK) 산하 7개 연구비 지원기 과 산

하 데이터센터, 그리고 련 지원 기 의 기능

을 심으로 계자와의 면담을 진행하 다. 

면담을 통한 조사 분석 결과 해당 로드맵은 다

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법제도/정책: 련 법제 정비, 데이터

리 계획 정책 실시, 연구수행기 별 로드

맵 구축, 기 별 데이터 정책 실시

∙인 라구축/운 : 연구데이터 인 라 구축

∙문화 정착: 이해 계자 공감  형성, 국제

인 공조 

연구데이터 리서비스 구  시 성공 인 서

비스를 한 고려사항을 도출하기 하여 김성

훈과 오삼균(2018)은 미국, 호주 그리고 독일의 

학도서   기 의 담당자 8명을 상으로 

설문  면담을 진행하여 실제 인 고충과 략

 성공방안을 조사  분석하 다. 분석 내용

을 심으로 국내 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

구데이터 리서비스 구  시 성공 인 서비스

를 한 고려 사항을 제시하 다. 고려사항에는 

연구자에게 확실히 유익한 서비스 구성, 국가/

학/기  차원의 략 수립, 메타데이터 입력

주체 고려  필수 요소 최소화, 직원의 문화, 

이용자 요구분석을 통한 주요서비스 역 선정 

그리고 연구데이터와 연구결과물의 효과 인 

연결방안  이용자와 유 기 과의 긴 한 공

조방안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

해외 선행 연구의 경우, 연구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도서 의 역할을 확인하기 하

여 Yu(2017)는 문헌과 ARL 그리고 ACRL로

부터 수집된 서베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리 계

획(DMP), 메타데이터 컨설 과 도구 제공, 데

이터 공유와 근, 기  리포지토리 제공 그리

고 데이터 아카이빙 등 5가지의 연구데이터 서

비스 분야를 도출하 다. 그는 연구자들의 데

이터 보   공유를 해 로컬 리포지토리와 

같은 오  액세스 리포지토리를 활용하도록 도

서 이 안내하고 있으며, RDS 정책  인 라 

개발에 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거나 거의 존재

하지 않는다고 기술하 다. 한 연구데이터 

리 서비스를 개발하기 하여 Perrier와 Barnes 

(2018)는 포커스 그룹으로부터 원활한 인 라, 

데이터 보안, 기술  지식 개발 그리고 데이터 

공개에 한 불안 등 4가지의 테마를 확인하

다. 특히, 그들은 도서 이 연구데이터 리 서

비스 개발 우선 순 를 다음과 같이 데이터 

리와 연구 지원 서비스 2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나타냈다(<표 6> 참조).

연구자가 생산하는 데이터를 지원하기 한 

도구(Support Your Data)를 개발하기 하여 

Borghi 등(2018) 연구자들이 연구데이터 리

를 자체 평가할 수 있는 항목과 RDM 련 서

비스  정보를 제시하 다. 한 기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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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수정할 수 있는 보완 가이드 세트 6개(계

획, 조직화, 장, 비, 분석, 공유)로 구성된 

연구데이터 리 가이드를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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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토

리 확인

연구 지원 

서비스

(1) 자  지원 기  요구 사항

(2)  요구 사항

(3) 지 재산권

(4) 데이터셋 인용

(5) 리포지토리에서 데이터 찾는 방법

(6) 동의서

(7) 기  유지

<표 6> 연구데이터 리 서비스 개발 우선 

순

이상과 같이 7건의 국내외 선행 연구를 살펴

본 결과 국내 연구는 주로 연구데이터 리 

황과 서비스의 구성요소 그리고 서비스 실행을 

한 로드맵에 한 것이었고 국외 연구는 연

구데이터 리를 한 학도서 의 역할과 서

비스 개발 그리고 연구데이터를 리하기 한 

가이드 제시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 연구

는 연구데이터 서비스를 한 구성 요소(DMP, 

일 정리 등)만을 제시하여 RDM 시스템 설

계 시 구체 인 가이드로 사용될 수 없는 한계

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

구에서 시도되지 않은 연구데이터 리를 한 

서비스의 하  요소를 도출하여 RDM 시스템 

설계 시 가이드라인으로 용할 수 있다는 게 

차이 이라고 할 수 있다.

  3. 연구데이터 리의 기능별 
세부요소 조사  분석

본 장에서는 Geoscience 분야의 연구데이터 

특성  련 기 의 연구데이터 리 사례에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1 Geoscience 분야 연구데이터 특성

본 에서는 문헌 조사를 통해 Geoscience 분

야의 연구데이터 특성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Huadong(2017)의 연구에 의하면, Geoscience 

분야 데이터는 다른 과학데이터와 다르게 규

모, 다  소스, 다  시간, 다  규모, 고차원 , 

높은 복잡도, 비정형 , 비구조 인 특징을 갖는

다고 하 다. 해당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규모: 해상도가 높고, 동 이며, 여러 

역으로 구성. 높은 데이터 획득 비율과 짧

은 사이클을 가짐 

∙다  소스: 이미지 매커니즘과 모델이 매

우 다양하기 때문에 데이터 소스와 획득 

방법이 다양함

∙다  시간: 샘 링 간격이 짧고 데이터 수

집 빈도가 높음

∙고가치: 생태 환경, 토지 자원, 자연 재해 

 기타 Geoscience 분야 연구의 요 가

치를 가짐 

∙고차원  고도로 복잡: 지역 규모가 국가 

 세계 규모이며 시간 단 가 에서 수천 

년에 이름

∙기타: 각 환경(각 시스템마다 다른 시공간 

스 일)에서 획득한 Geoscience 분야 데이

터는 서로 다른 규칙과 특성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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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규(2019)는 지질자원 연구데이터의 특

징에 하여 데이터 획득 방법, 데이터의 종류 

 형태, 데이터 일 포맷 등이 다양하게 나

타난다고 주장하 다. 다음의 <표 7>은 해당 

연구에서 기술된 데이터의 특징을 정리한 것

이다.

이러한 지질자원 연구데이터를 공별로 구

분하면 지질, 자원, 해양, 물리, 화학, 생물, 

속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육지/바다, 지질연 , 

시기 등 시공간 데이터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

고 할 수 있다. 데이터 획득도 연구자가 직  

야외에서 찰 는 채취한 지질시료를 분석하

거나 선박, 차량, 항공기 등 자료획득 랫폼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한 데이터의 종류  형태와 일 포맷의 

경우 물리 /디지털 등 정형/비정형 데이터가 

혼재되어 있다. 특히, 지질분야 연구데이터는 

데이터 취득을 한 인력, 시간 그리고 산

이 많이 필요하며 미래 측에 필요한 과거 데

이터의 보존  활용이 요하다고 언 하고 

있다.

3.2 Geoscience 분야 연구데이터 리 사례 

분석

본 에서는 Geoscience 분야의 연구데이터 

리를 한 기능별 세부요소를 도출하기 하

여 련 기 의 연구데이터 리 사례를 분석

하 다. 분석 상 기 은 다음과 같다.

∙BGS(British Geologocal Survey)

∙USGS(US Geological Survey)

∙CSIRO(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IEDA(Interdisciplinary Earth Data 

Alliance)

3.2.1 BGS(British Geologocal Survey)

BGS는 국 정부를 한 공공 과학, 지구  

환경 로세스를 이해하기 한 공공 펀딩 기 이

다. NGDC(National Geoscience Data Centre)

는 이러한 BGS에서 운 하는 국 최고의 Geo- 

science 분야 국가 컬 션으로서 Geoscience 

분야 데이터  정보를 수집․보존한다(Garry R. 

Baker n.d.).

특징 세부 내용

공 지질, 자원, 해양, 물리, 화학, 생물, 속 등

시공간 데이터 육지/바다, 지질연 , 시기

데이터 획득 방법

∙사람이 직  야외에서 암석/지질구조/지형 등을 찰하고 야장에 기록

∙야외에서 암석, 토양, 지하수, 시추코어 등 지질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 가져와 분석장비를 

이용하여 분석

∙야외에서 탐사/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자료를 획득

∙다양한 자료획득 랫폼: 선박, 차량, 항공기, 드론, 성, 고정설치장비, 휴 장비 등

데이터의 종류  형태
∙물리 : 육상/해  시추코어, 암석, 토양, 지하수 등 시료

∙디지털: 스 드시트, 사진, 상, 이미지, 지도(GIS), 모델, 소 트웨어 등

데이터 일 포맷 정형/비정형 데이터 혼재

<표 7> 지질자원 연구데이터의 특징



424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4권 제1호 2020

다음의 <표 8>은 BGS가 제공하는 RDM의 세

부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크게 데이터 기탁과 데

이터 근 두 가지로 나  수 있다(BGS 2019).

먼 , 데이터 기탁은 NGDC에 데이터를 기

탁하기 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좋은 데이터

를 어떻게 기탁하는지에 한 체크리스트와 

허용되는 일 포맷을 제공하여 실제 연구자

가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당 기능을 제

공하고 있다. 최근 과학 문헌에 게재된 논문과 

그 기 가 되는 데이터 사이의 강한 연계, 그

리고 인용으로 데이터 수집을 보상하는 메커

니즘에 한 과학계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인용 데이터는 연구결과에 한 크 딧, 데이

터  출 , 데이터 가치 공개 그리고 데이

터 이용 보장 등에 한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다. 데이터가 인용되면 해당 연구결과에 

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

터 에 출 할 수 있으며 해당 데이터의 가

치가 공개되며 그리고 데이터의 이용을 보장

할 수 있다.

구분 세부 내용

데이터 기탁

NGDC에 데이터 기탁

∙NGDC 데이터 기탁 가이드라인
∙NGDC 검토과제
∙좋은 데이터 기탁 가이드라인
∙허용할 수 있는 포맷 리스트
∙NGDC 데이터 가치 체크리스트

NGDC에 시추(drill) 
의향 달

∙시추공을 뚫거나 우물을 팔 경우 시추 의향서를 작성해야 함

데이터 인용

∙연구결과에 한 크 딧
∙데이터  출
∙데이터 가치 공개
∙데이터 이용 보장

데이터 리

∙지질 데이터 리
∙시추공 데이터
∙경제 물  건축 석재
∙지형/지질 사진의 국립 기록 보 소
∙지반 데이터
∙암석 분류 체계  기타 Geoscience 분야 어휘
∙층서 데이터 | 암석 단  사

펀딩을 받은 NERC 
연구자를 한 정보

∙NERC의 재정 지원을 받는 연구원들이 NGDC를 통한 데이터 기탁에 
한 정보 제공

NERC 데이터 정책
∙NERC의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리하기 한 
데이터 정책

데이터 근

기탁 데이터 탐색
∙NGDC  NGR(National Geological Repository)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 
탐색

데이터 컬 션
∙BGS의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용어에 한 탐색, 열람 그리고 
다운로드

오  지오사이언스 ∙BGS 데이터 웹페이지의 일부 NGDC 데이터 컬 션 근

OGL
(Open Government Licence)

∙OGL은 넓은 범 의 공공 부문 정보를 무료로 재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이용 약  세트

<표 8> BGS의 RDM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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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DC의 두 번째 기능인 ‘데이터 근’은 기

탁된 데이터에 한 탐색, 데이터 컬 션, 오  

Geoscience 그리고 데이터 라이센스를 한 OGL

로 구성되어 있다. 먼  기탁된 데이터에 한 

탐색은 NGDC  NGR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 

탐색을 제공한다. 데이터 컬 션은 BGS가 보

유한 아카이 와 데이터 컬 션에 한 근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정보의 부분은 색인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어 온라인으로 데이터 

수집을 검색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여기에

는 시추공 재료, 암석  화석 수집, BGS 암석 

분류 체계  사 과 련된 데이터가 포함된다. 

다음으로 오  지오사이언스는 지도 확인, 데이

터 다운로드, 스캔, 사진  기타 정보를 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 마지막으로 OGL은 BGS 라

이센스 정책을 의미하며, 공공 부문 정보를 무

료로 재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이용 약  세트

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만으로 이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 가능한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유연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3.2.2 USGS(U.S Geological Survey)

USGS는 체계 으로 데이터를 리하기 

한 과학 데이터 라이  사이클 모델을 개발했

다. 이 모델은 데이터 리 활동이 로젝트 워

크 로우와 련되는 방식을 설명하고 기 치

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다. 한, 해당 모델을 

연구 활동에 용함으로써 데이터 제품이 잘 

설명되고 보존되고 근 가능하며 재사용에 

합하도록 보장 할 수 있다. 여기에 USGS가 과

학 데이터 리를 한 정책과 행을 평가  개

선하고 새로운 도구와 표 이 필요한 역을 식

별할 수 있는 구조로도 사용한다(Faundeen, J.L. 

et al. 2013). 

다음의 <표 9>는 USGS의 데이터 라이  사

이클을 기술한 것이다.

USGS의 데이터 라이  사이클은 크게 순차

 단계와 모든 라이  사이클 활동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먼 , 순차  단계는 계획, 수집, 

로세스, 분석, 보존 그리고 출 /공유로 6단계

로 구성되며 모든 라이  사이클 활동에는 기

술(메타데이터, 도큐멘테이션), 품질 리 그

리고 백업  보안 등 3개의 활동을 포함한다. 

순차  단계의 첫 번째인 ‘계획’은 데이터 

리 계획을 작성하고 요한 계획 활동에 해 

학습하는 단계로서 로젝트를 시작하기 에 

라이  사이클 동안 데이터를 리하는 방법을 

계획하는 것이 요하다. 여기에는 DMP 작성, 

데이터 리자의 역할  책임, 데이터 공유 계

약 개발 그리고 데이터 근 제어  작권 이

해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 단계인 ‘수집’은 새

로운 데이터의 수집  생성 는 기존 데이터

를 확보하는 단계로서 데이터 수집 방법, 데이

터 수집을 한 보안 요구 사항, 데이터 표  

수, 데이터 템 릿 사용, 일 유형 선택 그리

고 일  데이터 구성 등이 세부 내용을 제시

된다. 세 번째 단계인 ‘ 로세스’는 신규 는 

이 에 수집한 데이터의 입력 비와 련된 

데이터 검증, 데이터 요약, 데이터 변환, 데이터 

통합, 데이터 하  설정 그리고 데이터 생 등

이 포함된다. 네 번째 단계인 ‘분석’에는 처리된 

데이터의 탐색  해석과 련된 통계 분석, 시

각화, 공간 분석, 이미지 분석, 모델링 그리고 

해석 등이 제시된다. 다섯 번째 단계인 ‘보존’에

는 데이터의 장기 인 생존  근성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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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세부 내용

계획

∙DMP 작성

∙데이터 리자의 역할  책임

∙데이터 공유 계약 개발

∙데이터 근 제어  작권 이해

수집

∙데이터 수집 방법

∙데이터 수집을 한 보안 요구 사항

∙데이터 표  수

∙데이터 템 릿 사용

∙ 일 유형 선택

∙ 일  데이터 구성

로세스

∙데이터 검증

∙데이터 요약

∙데이터 변환

∙데이터 통합

∙데이터 하  설정

∙데이터 생

분석

∙통계 분석

∙시각화

∙공간 분석

∙이미지 분석

∙모델링

∙해석

보존

∙데이터 아카이빙

∙데이터 이   폐기

∙데이터 리포지토리

출 /공유

∙데이터 공유 이유

∙USGS 데이터 릴리스 로세스

∙민감한 데이터

∙DOI

∙데이터 인용

∙데이터 목록

Cross-Cutting 요소

기술

(메타데이터, 도큐멘테이션)

∙메타데이터 생성

∙데이터 사 의 요성

∙데이터 검색에 키워드 사용

품질 리

∙품질 보증 계획

∙품질 보증

∙품질 리

∙데이터 품질 문서화

백업  보안
∙데이터 백업  보안은 우발 인 데이터 손실, 손상  무단 근으로

부터 데이터를 보호

<표 9> USGS의 데이터 라이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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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해 사용되는 조치  차로서 데이터 

아카이빙, 데이터 이   폐기 그리고 데이터 

리포지토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섯 번째 

단계인 ‘출 /공유’는 데이터를 출 하고 공유

하는 것으로 동료들이 검토한 통 인  

기사를 게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 과정에

서 요하고 필요한 단계이다. 여기에는 데이

터 공유 이유, USGS 데이터 공개 로세스, 민

감한 데이터, DOI, 데이터 인용 그리고 데이터 

목록이 포함된다.

다음은 데이터 라이  사이클 동안 순차 으

로 발생되지는 않지만 데이터 라이  사이클 

모든 단계에서 지속 으로 수행되어야 할 활동

인 ‘기술(메타데이터, 도큐멘테이션)’, ‘품질 

리’ 그리고 ‘백업  보안’ 등에 한 내용이다. 

먼 , 데이터 기술은 메타데이터와 도큐멘테이

션을 말하며, 데이터 라이  사이클 동안 데이

터에 한 조치를 반 하도록 도큐멘테이션의 

작성과 데이터 업데이트를 명시하고 있다. 다

음으로 품질 리는 과학 데이터 라이  사이

클의 모든 단계에서 데이터를 올바르게 수집, 

처리, 처리, 사용  유지 리하기 해 로토

콜  방법을 사용하는 로세스로서 여기에는 

품질 보증 계획, 품질 보증, 품질 리 그리고 

데이터 품질 문서화 등이 제시된다. 마지막으

로 데이터 백업  보안은 우발 인 데이터 손

실, 손상  무단 근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2.3 CSIRO(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CSIRO는 데이터의 장  리, 데이터 출

, 데이터 공유, DMP, 데이터 탐색, 원칙  

정책 그리고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구

데이터 리를 지원하고 있다. 다음의 <표 10>

은 CSIRO의 연구데이터를 리하기 한 서

비스를 기술한 것이다(CSIRO 2019).

서비스 세부 내용

데이터 장 

 리

∙DMP의 주요 이슈

∙네이 과 데이터 기술

∙포맷

∙ 일 네이 과 버  리

∙학문별 가이드

∙연구데이터 스토리지

데이터 출

∙데이터 출

∙이익

∙데이터 기술

∙데이터 인용

∙민감 데이터/데이터 윤리

∙DOI

데이터 공유

∙데이터 공유

∙데이터 근 포털

∙  데이터 공유 정책

∙펀더 데이터 출   공유 정책

연구데이터 

리 계획
∙연구데이터 리자

데이터 탐색

∙데이터 탐색

∙디 토리  데이터 리포지토리

∙데이터 탐색 방법 - 11가지 

데이터 

근 포털
∙데이터 근 포털

원칙  정책

∙호주 정부 공공 데이터 정책 선언

∙호주 오  데이터 헌장

∙NHMRC 오  액세스 정책

∙Data.gov.au 정책

교육

∙연구자를 한 정보자원

∙도메인 교육(ANDS)

∙데이터 근 포털 이용자 가이드

∙데이터 사이언스 - 온라인 코스

<표 10> CSIRO의 연구데이터 리 서비스 

개요

첫째, ‘데이터 장  리’는 DMP의 주요 

이슈, 네이 과 데이터 기술, 포맷, 일 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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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버  리, 학문별 가이드 그리고 연구데이

터 스토리지로 구성된다. 두 번째 ‘데이터 출 ’

에는 데이터 출 의 이 , 데이터 기술, 데이터 

인용, 민감 데이터/데이터 윤리 그리고 구 식

별자인 DOI에 한 세부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인 ‘데이터 공유’에서는 데이터 공유의 

필요성과 장  그리고 리포지토리를 통한 데이

터 장에 해 기술하고 있다. 네 번째 ‘DMP’

는 연구데이터를 리하기 한 통합 계획 도구

인 RDP(Research Data Planner)에 하여 기

술하고 있다. 이러한 RDP는 험을 감소하게 

하고 워크의 시간 약, 연구 결과 개선 그리

고 재와 미래의 데이터를 쉽게 찾고, 액세스

하고, 장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섯 번째인 ‘데이터 탐색’은 실제 데이터를 

탐색하도록 하는 포털과 리포지토리 등에 한 

목록을 제시한다. 여섯 번째인 데이터 근 포털

(DAP)은 CSIRO의 기본 데이터 리포지토리이

며, re3data는 연구데이터 리포지토리 등록 사이

트, OpenDOAR는 오  액세스 리포지토리 디

토리 그리고 RDA(Research Data Australia)는 

호주의 연구데이터 포털을 가리킨다. 일곱 번

째는 ‘데이터 리 원칙과 정책’에 한 내용으

로 여기에는 ‘호주 정부 공공 데이터 정책 선언’, 

‘호주 오  데이터 헌장’, ‘NHMRC 오  액세

스 정책’, ‘Data.gov.au 정책’, ‘책임에 한 호주 

법령’ 그리고 ‘호주 주정부 공개 데이터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은 연구데이

터 리에 한 교육자료로서 여기에는 연구자

를 한 정보자원, 도메인 교육, 데이터 근 포

털 이용자 가이드, 데이터 사이언스(온라인 코

스) 그리고 도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자를 한 정보자원’은 연구자, 자  

이 데이터 라이  사이클 동안 데이터를 

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리소스, 도구  가이드

라인을 제공한다.

3.2.4 IEDA(Interdisciplinary Earth Data 

Alliance)

IEDA는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세

계 지구 화학  해양 지구 과학 연구를 한 주

요 커뮤니티 데이터를 수집하여 범 한 측 

분야와 분석 데이터 유형의 보존, 탐색, 검색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의 <표 11>은 IEDA

의 연구 로세스 진행에 따라 지원되는 도구를 

심으로 기술된 데이터 리 개요를 요약한 것

이다.

IEDA의 연구데이터 리는 로세스에 따

라 구분되며 크게 ‘연구 ’, ‘연구  분석’ 그리

고 ‘합성  출 ’으로 구분된다. 

첫째, ‘연구 ’ 단계에서는 IEDA 데이터 탐

색 도구가 제공되는데 이는 과학  질문과 

련된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IEDA DMP 도구는 데이터를 

문서화하고 보존하는 략을 제시하며, 이것은 

데이터 리 로세스의 기 단계에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되며, DMP는 궁극 으로 

데이터 수를 입증하는 데 요한 구성 요소

로 제시되고 있다. 두 번째, ‘연구  분석’ 단계

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등록하거나 분석 도구를 

통해 해당 데이터를 분석하는 내용이 포함된

다. IEDA는 데이터를 효율 이고 일 성 있게 

문서화하는 방법에 한 템 릿, 모범 사례  

제안을 제공하며, 연구 완료시 NSF와 IEDA 

DMP를 연결하여 데이터 수 보고를 용이

하게 해 다. 한, IEDA에 데이터셋과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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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세스 항목(도구 등)

연구 
IEDA 데이터 탐색 도구

IEDA DMP 도구

연구  분석

IEDA 연락

IEDA에 데이터셋  

샘  등록 

▪샘  기반 데이터

  - 샘  메타데이터 등록  unique sample identifier(IGSN)

  - 분석 데이터 용 템 릿 다운로드 

  - EarthChem Library에 데이터 제공

▪센서 기반 데이터

  - 센서 데이터 일  지원 메타데이터를 MGDS에 제공

IEDA 분석 도구 ▪GeoMapApp

합성  출

IEDA에 최종 데이터셋 등록

데이터 출

IEDA 데이터 수 보고 도구

<표 11> IEDA의 데이터 리 개요

을 등록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는데 

샘 -기반 데이터의 경우, 샘  메타데이터를 등

록하고 고유한 샘  식별자(International Geo 

Sample Number, IGSN)를 부여할 수 있는 사

이트(http://www.geosamples.org)와 분석 데

이터용 템 릿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

(http://www.earthchem.org/data/templates) 

그리고 EarthChem Library에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센

서 기반 데이터의 경우, 센서 데이터 일( : 

지구 물리학  데이터)  지원 메타데이터를 

MGDS에 제공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여기에 

‘GeoMapApp’이라는 IEDA 분석 도구를 제시

하여 사용 가능한 다른 데이터셋의 범  내에

서 지리 공간 데이터를 분석하도록 지원한다. 

세 번째, ‘합성  출 ’ 단계는 데이터셋의 등

록  출  그리고 데이터 수를 보고하기 

한 도구를 제공한다. IEDA는 DOI® 시스템에 

과학 데이터를 등록하는 데이터 출  서비스를 

제공하여 데이터셋을 연구자에게 자로 귀속

하여 출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IEDA 

데이터 수 보고 도구는 NSF 리 번호(NSF 

Award Number)를 기반으로 데이터 수 보

고서를 신속하게 생성하여 데이터가 IEDA 시

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NSF 데이터 정책을 

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4. Geoscience 연구데이터 리의 
기능별 세부요소 구성과 요도

본 장에서는 3장에서 분석한 8개 기 의 RDM 

사례를 심으로 RDM 기능별 세부요소를 제시

하고 그 세부요소의 요도를 평가하여 우선순

를 도출하고자 한다.

4.1 기능별 세부요소 구성

본 에서는 RDM 기능별 세부요소를 제시

하기 하여 3장에서 분석한 8개 기 의 R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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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내용을 기능별 세부요소로 제시하 다. 

RDM 기능은 김지 (2014)의 ｢ 학도서 의 

연구데이터 리서비스에 한 연구｣에서 제시

한 RDM 서비스의 9개 구성 요소를 활용하

다. 깁지 (2014)의 9개 구성 요소를 활용한 

이유는 4편의 선행논문에서 제시된 RDM 구성 

요소를 비교하여 2편 이상의 연구에서 제시한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기 의 타당성을 

포함하 다고 단하 기 때문이다.

4.1.1 DMP 작성 지원

8개 기 의 분석 내용  ‘DMP 작성 지원’

과 련한 세부요소를 도출한 결과 18개 요소

가 제시되었다. 18개 요소  동일하다고 단

되는 요소끼리는 합하고 세부요소로 치 않

다고 생각되는 것은 제거하 다. 이러한 방식으

로 제시된 ‘DMP 작성 지원’은 다음의 <표 12>

와 같이 6개의 세부요소로 정리되었다.

4.1.2 데이터 일 정리

‘데이터 일 정리’와 련하여 8개 기 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22개의 세부요소가 도출되

었다.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단되는 요소는 

합하고 치 않는 요소는 제거하는 등 이러한 

과정을 거쳐 ‘데이터 일 정리’는 다음의 <표 

13>과 같이 7개의 세부요소로 구성하 다.

RDMS

DMP 작성지원
DCC ANDS ICPSR DataONE BGS USGS CSIRO IEDA

DMP 작성을 한 템 릿  가이드 

제시
○ ○ ○ ○

DMP 작성 도구 제시 ○ ○ ○

DMP 작성을 한 교육과 컨설  제공 ○ ○

DMP 구성요소 안내 ○ ○ ○

DMP 작성을 한 샘   체크리스트 

제시
○ ○ ○ ○ ○

DMP 평가 ○

<표 12> DMP 작성지원의 세부요소

RDMS

데이터 일 정리
DCC ANDS ICPSR DataONE BGS USGS CSIRO IEDA

권장하는 일 포맷 제공 ○ ○ ○ ○ ○ ○ ○

일 네이  규칙  모범사례 제시 ○ ○ ○ ○ ○ ○

데이터 버  리 방법 제공 ○ ○ ○ ○ ○

데이터  일 구조 제시 ○

데이터 표  제시 ○

데이터 모델 정의 ○

데이터 수집, 공개, 보존 시 일 포맷에 

한 모범사례 제공
○

<표 13> 데이터 일 정리의 세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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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데이터 기술

‘데이터 기술’과 련하여 8개 기 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24개의 세부요소가 도출되었다. 

24개의 세부요소 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하다

고 단되는 요소를 합한 결과 ‘데이터 기술’은 

다음의 <표 14>와 같이 10개의 세부요소로 구

성하 다.

4.1.4 데이터 장

‘데이터 장’과 련하여 8개 기 의 내용

을 분석한 결과 16개의 세부요소가 도출되었

다. 16개의 세부요소  유사하거나 동일한 요

소를 합한 결과 ‘데이터 장’은 세부요소는 다

음의 <표 15>와 같이 12개 세부요소로 구성하

다.

RDMS
데이터 기술

DCC ANDS ICPSR DataONE BGS USGS CSIRO IEDA

메타데이터 표   스키마 제공 ○ ○ ○ ○ ○ ○ ○

메타데이터를 한 시스템 설정 ○

메타데이터 생성 ○ ○ ○ ○ ○

메타데이터 공개 ○ ○

메타데이터 작성 모범사례 제시 ○ ○ ○ ○

메타데이터 수집, 업데이트  유지 리 ○ ○

데이터와 메타데이터의 구 연결을 지원
하는 구 식별자 제시

○

메타데이터 코드 작성 도구 안내 ○ ○

메타데이터 유효성 검증 도구 안내 ○

메타데이터 검토 체크리스트 제시 ○

<표 14> 데이터 기술의 세부요소 

RDMS
데이터 장

DCC ANDS ICPSR DataONE BGS USGS CSIRO IEDA

연구 데이터 스토리지 할당  리 차 
개발

○

로젝트 기에 데이터 장 계획 수립 ○

연구 데이터 장을 한 스토리지 제공 ○

장할 연구 데이터 사본의 개수와 동기화 
방법 제시

○

사본 장 방법과 치 지정 ○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에 장된 데이터 
송 시스템의 백업을 한 사본 사이트 보유

○

정 시 백업 사이트에서 데이터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

스토리지 솔루션 비교 기  제시 ○ ○

데이터 백업시 무결성  근성 보장 ○ ○

장 매체의 안정성 보장 ○

데이터 백업 모범 사례 제시  도구 안내 ○ ○ ○

데이터 보안 모범 사례 제시 ○ ○

<표 15> 데이터 장의 세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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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데이터 공유  근

‘데이터 공유  근’과 련하여 8개 기

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25개의 세부요소가 도

출되었다. 도출된 25개의 세부요소 에서 유

사하거나 동일하다고 단되는 요소를 합한 결

과 ‘데이터 공유  근’은 다음의 <표 16>과 

같이 12개의 세부요소로 구성하 다.

4.1.6 데이터 보존

‘데이터 보존’과 련하여 8개 기 의 내용

을 분석한 결과 26개의 세부요소가 도출되었

다. 도출된 26개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단되는 요소를 합한 결과 ‘데이터 보존’은 다음

의 <표 17>과 같이 14개의 세부요소로 구성하

다.

RDMS
데이터 공유  근

DCC ANDS ICPSR DataONE BGS USGS CSIRO IEDA

데이터 이용 상  방법 제시 ○

데이터 공유 계약 작성 ○ ○

연구 참여자 기 성 확보 ○

데이터 액세스(access) 랫폼 제공 ○ ○ ○ ○ ○ ○ ○

데이터 공개 제한 원칙 제시 ○ ○

데이터 공개를 한 체크리스트 제시 ○

데이터 재사용 체크리스트 제시 ○

기  유지 데이터 보호 방법 안내 ○ ○ ○

기  데이터의 근 권한 부여 ○ ○ ○ ○

기  검토 원회를 통한 데이터 공개 험 
평가

○

장 장치, 치  액세스 계정 문서화 ○

데이터의 사용  재사용에 향을 미치는 
법률  정책 고려 사항 제시

○ ○ ○

<표 16> 데이터 공유  근의 세부요소

RDMS
데이터 보존

DCC ANDS ICPSR DataONE BGS USGS CSIRO IEDA

디지털 보존 정책  계획 수립 ○

보존을 한 재난 계획 수립 ○

보존할 데이터 선택 기  수립 ○ ○ ○

연구 데이터 기탁을 한 도구 제시 ○ ○

연구 데이터 기탁 동의서 제시 ○ ○

연구 데이터 기탁 가이드라인 제공 ○

데이터 보존을 한 일 형식 제시 ○

일 마이그 이션 제공 ○

기  내 데이터 리포지토리 안내 ○ ○ ○ ○ ○

신뢰할 수 있는 외부 디지털 리포지토리 안내 ○ ○ ○ ○ ○

외부 리포지토리의 합성 평가 기  제시 ○

데이터 처분(이 ) 안내 ○ ○

연구 데이터의 보유  폐기 권장사항 제시 ○

데이터셋 보존 모범 사례 제시 ○

<표 17> 데이터 보존의 세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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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데이터 인용

‘데이터 인용’과 련하여 8개 기 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22개의 세부요소가 도출되었다. 

22개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단되는 요소

를 합한 결과 ‘데이터 인용’은 다음의 <표 18>

과 같이 6의 세부요소로 구성하 다.

4.1.8 데이터 리 교육

‘데이터 리 교육’과 련하여 8개 기 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16개의 세부요소가 도출되

었다. 이러한 16개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단되는 요소를 합한 결과 ‘데이터 리 교육’

은 다음의 <표 19>와 같이 6개의 세부요소로 

구성하 다.

4.1.9 데이터 지 재산권

‘데이터 지 재산권’과 련하여 8개 기 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17개의 세부요소가 도출되

었다. 이러한 17개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단되는 요소를 합한 결과 ‘데이터 지 재산

권’은 다음의 <표 20>과 같이 7개의 세부요소로 

구성하 다.

4.2 도출된 세부요소의 요도

본 에서는 4장 1 에서 도출된 세부요소에 

하여 설문 조사로 요도를 악하고자 한다. 

4.2.1 세부요소의 요도 조사

설문 조사의 목 은 기 도출된 Geoscience 분

RDMS

데이터 인용
DCC ANDS ICPSR DataONE BGS USGS CSIRO IEDA

데이터 인용 원칙 제시 ○ ○ ○

데이터 인용 구성요소 안내 ○ ○ ○ ○

DOI 안내  서비스 제공 ○ ○ ○ ○ ○

데이터 인용을 한 도구  서비스 제시 ○ ○

데이터 인용 시  가이드라인 제시 ○ ○ ○ ○ ○ ○

데이터 인용 표   모범 사례 제시 ○ ○ ○

<표 18> 데이터 인용의 세부요소

RDMS

데이터 리 교육
DCC ANDS ICPSR DataONE BGS USGS CSIRO IEDA

교육 가이드와 헬 데스크 운 ○

이용자별 교육 제공 ○ ○ ○

컨설  서비스 제공 ○

데이터 리를 한 오 라인  온라인 

교육 제공
○ ○ ○

교육 자료 제공 ○ ○ ○

해당 학문분야(도메인) 교육 제공 ○ ○

<표 19> 데이터 리 교육의 세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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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MS

데이터 지 재산권
DCC ANDS ICPSR DataONE BGS USGS CSIRO IEDA

데이터에 한 지  재산권  라이센스 

용 방법 안내
○ ○ ○ ○ ○

해당 라이센스의 호환성 여부 확인 안내 ○

데이터 이용  배포 권한 부여 안내 ○ ○ ○

재사용하는 데이터에 한 고려 사항 제시 ○

연구 데이터 라이센싱과 작권을 한 

FAQ 제시
○

작권 자료의 상업   비 상업  이용 

안내
○

데이터 라이센스 계약서 제공 ○ ○

<표 20> 데이터 지 재산권의 세부요소

야 RDM 기능별 세부요소에 한 요도를 악

하기 함이다. 설문 조사는 ‘연구데이터’에 하

여 이해도가 높은 학도서  사서와 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원 20명을 상으로 하 다.

설문지는 크게 RDM 기능 9개의 요도와 

각 기능별 세부요소 요도 2개의 섹션으로 구

분하 고 요도를 악하기 해 7  척도를 

사용하 다.

다음은 설문 조사의 개요를 나타낸 것이다.

∙조사 목 : Geoscience 분야 연구데이터 

리  서비스 모델 검증

∙조사 상: 학도서  사서  정부출연

연구소 연구원

∙조사 일정: 2019년 11월 11일 ∼ 2019년 

11월 17일(7일간)

∙조사 방법: 웹 설문조사

4.2.2 조사결과 분석

모든 설문 자료는 평균과 표 편차로 요약하

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그룹의 크기가 20명으

로 소표본(small sample)이기에 이표본 독립 

T-검정 기법 사용을 해 자료의 정규성 가정에 

해 검토하 다. 정규성 검토 결과 각 그룹이 

소표본이지만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여 모수  

기법인 T-검정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분석을 

해 통계 로그램 R을 이용하 으며, 통계  유

의성을 해 유의수 을 5%로 설정하 다. 즉, 

p-value(유의확률)가 0.05 이하인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단하 다. 

본 연구의 목 인 RDM 기능별 세부 요소에 

해 각 문항별 요도를 살펴보기 해 요도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각 세부요소별 요

도를 산정하여 우선순 를 선정하 다.

4.3 기능별 세부요소 요도

본 연구에선 기능별 각 세부 요소의 요도

를 살펴보기 해 요도 지수를 사용하 으며, 

요도 지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하 다.

중요도지수
기능중요도×세부요소중요도

<수식 1> 요도 지수

* 49 = 핵심기능 요도의 최댓값 × 세부요소 요도의 최댓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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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요도는 9개의 기능 요도와 각 기능

에서 세부요소의 요도를 곱하 기 때문에, 

체 세부 요소에서 가장 요하게 처리해야 할 우

선순 가 도출되었다. 즉, 요도를 계산 한다는 

것은 우선순 를 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의 <표 21>은 Geoscience 분야 연구데

이터 리 기능별 세부요소 요도를 우선순

로 나열한 것이다.

기능 순 세부요소 요도

DMP 

작성지원

1 DMP 작성을 한 템 릿  가이드 제시 0.855

2 DMP 작성을 한 샘   체크리스트 제시 0.810

3 DMP 작성 도구 제시 0.791

4 DMP 구성요소 안내 0.771

5 DMP 작성을 한 교육과 컨설  제공 0.758

6 DMP 평가 0.667

데이터 

일 정리

1 데이터 표  제시 0.822

2 일 네이  규칙  모범사례 제시 0.766

2 데이터 모델 정의 0.766

4 권장하는 일 포맷 제공 0.753

5 데이터  일 구조 제시 0.740

6 데이터 버  리 방법 제공 0.734

7 데이터 수집, 공개, 보존 시 일 포맷에 한 모범사례 제공 0.715

데이터

기술

1 메타데이터 표   스키마 제공 0.862

2 데이터와 메타데이터의 구 연결을 지원하는 구 식별자 제시 0.856

3 메타데이터 생성 0.849

4 메타데이터 공개 0.829

5 메타데이터를 한 시스템 설정 0.803

6 메타데이터 수집, 업데이트  유지 리 0.796

7 메타데이터 작성 모범사례 제시 0.790

8 메타데이터 유효성 검증 도구 안내 0.770

8 메타데이터 검토 체크리스트 제시 0.770

10 메타데이터 코드 작성 도구 안내 0.763

데이터 장

1 장 매체의 안정성 보장 0.822

2 연구데이터 장을 한 스토리지 제공 0.810

3 데이터 백업시 무결성  근성 보장 0.784

4 연구데이터 스토리지 할당  리 차 개발 0.728

4 로젝트 기에 데이터 장 계획 수립 0.728

6 정 시 백업 사이트에서 데이터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0.722

7 장할 연구데이터 사본의 개수와 동기화 방법 제시 0.690

8 데이터 보안 모범 사례 제시 0.684

9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에 장된 데이터 송 시스템의 백업을 한 사본 사이트 보유 0.678

10 사본 장 방법과 치를 지정 0.665

11 데이터 백업 모범 사례 제시  도구 안내 0.659

12 스토리지 솔루션 비교 기  제시 0.646

<표 21> Geoscience 연구데이터 리 기능별 세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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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순 세부요소 요도

데이터 공유 

 근

1 기  데이터의 근 권한 부여 0.823

2 데이터 공개 제한 원칙 제시 0.797

3 연구 참여자 기 성 확보 0.784

3 기  유지 데이터 보호 방법 안내 0.784

5 데이터 액세스 랫폼 제공 0.778

5 장 장치, 치  액세스 계정 문서화 0.778

7 데이터 공유 계약 작성 0.772

7 데이터 공개를 한 체크리스트 제시 0.772

9 데이터 이용 상  방법 제시 0.765

10 데이터 재사용 체크리스트 제시 0.759

11 기  검토 원회를 통한 데이터 공개 험 평가 0.740

12 데이터의 사용  재사용에 향을 미치는 법률  정책 고려 사항 제시 0.733

데이터 보존

1 디지털 보존 정책  계획 수립 0.784

1 연구데이터 기탁 동의서 제시 0.784

3 연구데이터 기탁을 한 도구 제시 0.778

3 일 마이그 이션 제공 0.778

3 기  내 데이터 리포지토리 안내 0.778

6 데이터 보존을 한 일 형식 제시 0.771

7 보존할 데이터 선택 기  수립 0.765

8 데이터 처분(이 ) 안내 0.759

9 보존을 한 재난 계획 수립 0.752

9 연구데이터 기탁 가이드라인 제공 0.752

11 데이터셋 보존 모범 사례 제시 0.746

12 연구데이터의 보유  폐기 권장사항 제시 0.739

13 신뢰할 수 있는 외부 디지털 리포지토리 안내 0.726

13 외부 리포지토리의 합성 평가 기  제시 0.726

데이터 인용

1 데이터 인용 원칙 제시 0.835

2 DOI 안내  서비스 제공 0.829

3 데이터 인용 구성요소 안내 0.791

4 데이터 인용을 한 도구  서비스 제시 0.778

5 데이터 인용 시  가이드라인 제시 0.759

6 데이터 인용 표   모범 사례 제시 0.753

데이터 

리 교육

1 교육 자료 제공 0.667

2 교육 가이드와 헬 데스크 운 0.640

2 이용자별 교육 제공 0.640

2 데이터 리를 한 오 라인  온라인 교육 제공 0.640

5 컨설  서비스 제공 0.612

5 해당 학문분야(도메인) 교육 제공 0.612

데이터 지

재산권

1 데이터에 한 지  재산권  라이센스 용 방법 안내 0.803

2 데이터 라이센스 계약서 제공 0.796

3 작권 자료의 상업   비 상업  이용 안내 0.772

4 데이터 이용  배포 권한 부여 안내 0.766

5 해당 라이센스의 호환성 여부 확인 안내 0.753

6 연구데이터 라이센싱과 작권을 한 FAQ 제시 0.747

7 재사용하는 데이터에 한 고려 사항 제시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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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데이터에 한 가치 증 와 더불어 연구 패러

다임의 변화는 기존의 실험이나 이론 심연구

에서 데이터 기반 연구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핵심 데이터의 확보와 데이터의 분

석  활용의 요성이 커짐에 따라 학문 분야

별 데이터 리는 필수가 되어 가고 추세이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   학에서 생성

된 연구데이터의 탐색, 근, 공유, 아카이빙  

보존을 지원하기 하여 연구데이터 리 서비

스를 계획하거나 구 하고 있지만 국내의 황

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서 법령에 연구데이터의 

정의와 DMP 의무화에 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 한 국내에서는 RDM 서비스 구

축  운  사례가 없어 RDM 기능별 세부요소

를 도출하기 해 국의 DCC 등과 같은 국외 

사례를 심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본 논문의 목 은 국내에서 Geoscience 분야 

연구데이터 리 시스템 개발에 용할 수 있는 

기능별 세부요소를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 목  

달성을 해 수행한 연구 차는 먼 , 4개의 

RDM 서비스 기 과 4개의 Geoscience 분야 

기 을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한 결

과 80개의 RDM 기능별 세부 요소가 도출되었

다. 마지막으로 국내 정보유통 분야의 연구자와 

학도서  사서 등을 상으로 Geoscience 분

야 RDM 기능별 세부요소의 요도를 악하

다. 연구 결과 80개의 RDM 기능별 세부 요소

가 도출되었으며 해당 요소는 요도 순으로 4

장에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의 연구 기   학도서  

등에서 Geoscience 분야 RDM 서비스 구축  

운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물론, 이번 연구가 Geoscience라는 특정 분

야를 심으로 수행되었지만, RDM 기능별 세

부요소를 도출하려고 참조한 사례 조사의 일부

가 일반 인 RDM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기 때

문에 Geoscience 분야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마지막으로, 연

구를 진행하기 하여 활용된 연구 방법이 타 

학문 분야 는 커뮤니티를 한 RDM 서비스

를 연구하고자 할 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길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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