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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데이터가 국가의 자산으로서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재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국가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데이터 관리 계획(Data Management Plans,
이하 DMP) 제출이 의무화되어감에 따라 해당 계획의 작성이 연구자에게 필수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과제 기획 시 연구자가 제출해야만 하는 DMP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템플릿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DMP 템플릿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27개 DMP 템플릿을 조사 및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로 국내 연구자를 위한 DMP 템플릿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안된 DMP 템플릿은
타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활용할 있는 모범사례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ABSTRACT
The government is establishing a national governance system so that research data can be
systematically preserved and reused as a national asset. Recently, as DMP submission has
become mandatory in some research institutes, it is a reality that DMP preparation is becoming
a necessity for researcher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template so
that the researcher can easily write the DMP that must be submitted when planning the project.
To develop such a DMP template, 27 domestic and foreign DMP template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and as a result, a DMP template for domestic researchers was proposed. It is
judged that the DMP template proposed as a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n exemplary
case that can be used in other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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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Foundation, 이하 NSF)과 같은 해외 펀더들은
연구자들이 연구비 신청서와 함께 DMP를 제출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펀더들은 연구
자들이 DMP를 작성할 때 다루어야 할 데이터

최근 오픈 사이언스 운동의 확산으로 많은 국

대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간단한 DMP 템플릿

가와 기관에서는 연구 결과물의 배포와 공유를

을 제공하여 프로젝트 시작 전 데이터 관리 및

위하여 국가 또는 기관 자체적으로 법과 제도를

공유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확립시켜나가고 있다. 유럽의 경우, 2016년부터

있다. 이러한 DMP 작성의 경우, DMPOnline,

유럽 오픈 사이언스(European Open Science

DMPTool 등 온라인 저작도구를 통해 펀더의

Cloud)를 공개하여 데이터 확대 개방을 추진하

템플릿을 제시하여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연

고 있으며 특히 핀란드와 네덜란드에서는 2017

구자에게 서비스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한국

년부터 오픈 사이언스 전반에 걸친 국가계획을

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지질자원

중심으로 해당 정책을 도임 및 이행해가고 있다.

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그리고 한국과학기

또한 미국은 2013년 과학기술정책실(OSTP)

술정보연구원 등 국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메모를 통해 오픈 액세스 정책과 오픈 데이터

DMP 작성 및 제출이 의무화되고 있다.

정책으로 연구 성과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오픈 사이언스 운동의 확산, 법과 제도에 따

시작했다. 여기에 일본도 2015년에 오픈 사이

른 연구결과물의 공유 그리고 DMP 작성 의무

언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7년에는 데

화는 연구자들의 중복연구를 방지하고 데이터

이터 관리 계획(Data Management Plans, 이하

공유가 용이해지면서 협업 연구가 가능해지고

DMP) 수립을 권고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신

있다. 이러한 DMP 작성을 위해 해외 연구기관

은정 외, 2017).

을 중심으로 템플릿을 개발하여 연구자들에게

국내의 경우, 2018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시작으로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전략｣이 추진

들이 연구비 신청시 작성해야만 하는 DMP의

되었으며 2019년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

국내외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쉽게 작성할

리 등에 환한 규정｣에 연구데이터 정의와 DMP

수 있는 DMP 템플릿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렇

도입 및 등록에 관한 근거가 신설되어 시행중에

게 개발된 DMP 템플릿에는 작성 가이드라인

있다. 법과 제도를 시작으로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및 예시를 포함하고 있어 타 연구기관 및 대학

는 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세부 내용

에서 활용할 있는 모범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을 연구관리 매뉴얼과 하위 규정에 반영하기로

것이라 판단된다.

했다(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2021).
이러한 배경으로 미국과학재단(National Science

1.2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DMP 템플릿을 제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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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다음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2. 이론적 배경

하여 연구의 내용 및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DMP의 해외 기관 사례를 통
∙1단계: 국내외 연구기관 DMP 템플릿 분석

해 DMP 템플릿의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선행

∙2단계: DMP 구성요소 도출

연구를 분석하여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3단계: DMP 템플릿 개발

자 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대표 연
구기관인 NSF, UKRI와 국내 대표 연구기관

2.1 DMP 사례

인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본 절에서는 미국의 과학연구재단인 NSF, 영

을 중심으로 DMP 템플릿을 분석하였다. 두 번

국의 학문 연구위원회인 UKRI, 유럽 연구 및 혁

째 단계에서는 기분석한 국내외 연구기관의 템

신 프로그램인 Horizon 2020 그리고 국내의 한

플릿을 매핑하여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마지

국연구재단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막으로 도출된 구성요소에 대한 작성 가이드라
인 및 예시 등 추가하여 DMP 템플릿을 완성하

2.1.1 NSF

였다.

미국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본 연구는 국내외 대표 연구기관의 템플릿을

이하 NSF)는 과학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의

조사 및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건강, 번영 및 복지를 증진하고, 국방을 확보하

판단된다. 또한 이번 연구가 국내 대학에서 DMP

기 위해 미 의회가 1950년에 만든 독립 연방 기

템플릿을 개발한 최초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관이다. 또한 NSF는 의료 과학을 제외한 기초

아직은 국내 연구환경에서 DMP 작성 및 제출

과학 및 공학의 모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포함

이 익숙하지 않다는 점과 한국연구재단 등 일

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미국 유일의 연방기관이

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DMP 템플릿이 개발

다. 다음은 NSF 산하 위원회와 위원회별 연구

되었다는 것만으로 본 연구의 가치는 충분하다

분야를 정리한 것이다(NSF, 2021).

고 할 것이다. 하지만 DMP 개발과정의 경우
국내외 연구기관의 DMP를 매핑하는 것으로

∙NSF-PHY: 물리학(Physics)

도출한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으

∙NSF-ENG: 엔지니어링(Engineering)

며 추후 연구에서는 개발된 DMP 템플릿에 대
한 전문가 의견을 통해 평가받아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NSF-GEN: 일반(Generic)
∙NSF-DMR: 재료연구(Materials Research)
∙NSF-DMS: 수리과학(Mathematical
Sciences)
∙NSF-AST: 천문학(Astronomical Sciences)
∙NSF-BIO: 생명과학(Biological Sciences)
∙NSF-CHE: 화학(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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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 1>은 NSF의 8개 위원회 중 NSF-

Innovation, 이하 UKRI)는 BEIS(비즈니스 에너

ENG에 대한 DMP 구성요소와 해당 내용을 정

지 산업 전략부)가 후원하는 비-정부 공공기관

리한 것이다.

이다. UKRI는 영국의 고등 교육 기관에서 연

NSF-ENG의 경우, DMP 구성요소는 크게

구 및 지식 교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연구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한 기술인 연구결과물,

위원회인 Research England와 영국의 혁신 기

데이터 형식 및 표준, 데이터 배표, 액세스 및

관인 Innovation UK를 7개 부문으로 통합하였

공유, 재사용 및 재배포 그리고 데이터 아카이

다. 다음의 <표 2>는 UKRI의 9개 위원회를 정

빙 등 6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리한 것이다(UKRI, 2021).
UKRI는 영국의 학문분야별 연구 위원회로

2.1.2 UKRI

서 예술 및 인문학, 경제 및 사회과학, 공학 및

2018년 4월 출범한 UKRI(UK Research and

물리학, 의료 분야, 환경 과학 그리고 천문학 등

<표 1> NSF-ENG의 DMP 구성요소
카테고리

내용 및 가이드
∙여러 유형의 데이터(실험, 계산 또는 텍스트 기반), 메타데이터, 샘플, 물리적 컬렉션, 모델, 소프트웨어,
커리큘럼 자료 및 기타 자료 수집 및 생성
연구 결과물
∙DMP는 보존, 관리 및 공유할 데이터 유형과 이를 위한 계획을 기술
∙데이터는 어떤 형식이나 매체로 저장되는가?
(ex. 하드 카피, 노트북 및 기기 출력, ASCII, html, jpeg 또는 기타 형식)
데이터 형식 및 ∙데이터를 액세스 할 수 없는 형식으로 저장되는 경우
∙데이터를 액세스 가능한 형식으로 변환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표준
∙기존 표준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큐멘테이션 작성
∙액세스가 가능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솔루션 및 해결책은 최소한의 추가 비용으로 제공해야 함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포함하여 다른 연구자가 데이터를 사용하고 접근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사용되는가?
∙‘사용 가능하고 액세스 할 수 있는’이란, PI에 대한 개인적인 요청없이(ex. 공용 리포지토리에서 다운로드)
데이터 배포,
찾아 쓸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
액세스 및 공유
∙데이터 공개에 관한 사례나 정책은 무엇인가?
∙‘데이터 공유’는 이해 당사자의 특정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을 의미
∙웹 사이트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유지되는 예상 기간은?
∙데이터가 ‘재사용 가능’하다고 간주 되려면 데이터를 재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메타데이터를 함께 제공
(ex. 데이터 생성 수단, 실험 결과를 재현하는 데 필요한 상세한 분석 및 절차 정보, 메타데이터)
재사용 및 재배포
∙다른 사람과 공유시 연구자들의 권리 및 의무도 명확하게 기술
∙데이터는 언제 어떻게 저장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보존되는가?
∙기술 표준이나 사례가 변경됨에 따라 디지털화된 정보를 새로운 저장 매체 또는 장치로 전송할 계획이
있는가?
∙아카이브 된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문서와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색인이 있는가?
데이터 아카이빙
∙데이터가 제3자에 의해 보관될 경우 보존 계획
∙수집된 데이터나 샘플에 대한 데이터, 샘플 리포지토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메타데이터를 준비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PI는 연구 결과물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일반적인 철학을 준수하기 위한
대체 전략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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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UKRI 산하 위원회
위원회

내용

UKRI – AHRC(Art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예술과 인문학 연구위원회

UKRI – BBSRC(Biotechnology and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생명공학 및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위원회

UKRI – ESRC(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경제 및 사회과학 분야 연구 위원회

UKRI – EPSRC(Engineering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공학 및 물리학 연구 위원회

UKRI – Innovate UK

∙기업 혁신을 통해 필요한 제품, 서비스 및 프로세스 개발

UKRI – MRC(Medical Research Council)

∙의료 분야 연구 위원회

UKRI – NERC(Natural Environment Research Council)

∙환경 과학 분야 연구 위원회

UKRI – Research England

∙타 학문 분야 연구 위원회와 Innovate UK를 보완

UKRI – STFC(Science Technology Facilities Council)

∙천문학, 물리학, 우주 과학 분야 연구 지원
∙연구 시설 운영

의 우주 과학 분야까지 7개의 위원회와 기업 혁

등 9개로 구성되어 있다.

신을 돕는 Innovate UK 그리고 Innovate UK
를 보완하는 Research England 등 2개의 부속

2.1.3 Horizon 2020

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의 <표 3>은 DMP

Horizon 2020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

ONLINE에 등록된 UKRI의 DMP 구성요소를

에 걸쳐 약 800억 유로의 자금을 펀딩하는 사상

나타낸 것이다(DMPONLINE, 2021).

최대 규모의 EU의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이다.

UKRI의 DMP 요소는 프로젝트, 데이터 설

Horizon 2020은 유럽이 세계 수준의 과학을 다

명, 데이터 수집 및 생성, 데이터 관리, 도큐멘

루고, 공공과 민간이 혁신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

테이션 및 큐레이션, 데이터 보안 및 잠재적 공

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다음의 <표 4>는 Horizon

개 정보의 기밀성, 데이터 공유 및 액세스, 책

2020의 DMP 구성요소와 해당 내용을 나타낸

임, 관련 정책 그리고 DMP 작성자 및 연락처

것이다(European Commission, 2016).

<표 3> UKRI DMP 구성요소
카테고리
프로젝트
데이터 설명
데이터 수집 및 생성
데이터 관리 및
도큐멘테이션, 큐레이션

내용
∙프로젝트 명칭
∙연구 유형
∙데이터 유형
∙데이터 형식과 규모
∙수집 방법론
∙데이터 품질 및 표준
∙데이터 관리, 저장, 큐레이션
∙메타데이터 표준 및 데이터 도큐멘테이션
∙데이터 보존 전략 및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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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데이터 보안 및
잠재적 공개 정보의 기밀성

데이터 공유 및 액세스

책임
관련 정책
DMP 작성자 및 연락처

내용
∙공식 정보/데이터 보안 표준
∙데이터 보안 주요 위험 요소
∙공유 적합성
∙연구/혁신 데이터의 이용 대상에 의한 탐색 여부
∙접근 거버넌스
∙연구팀에 의한 데이터의 독점 활용
∙공유 제한, 지연과 계획
∙사용자 책임규정
∙데이터 관리를 위한 연구원
∙데이터 공유 및 보안 관련 기관, 부서, 연구정책
∙DMP 작성자 및 연구책임자의 전화 및 이메일 연락처

<표 4> Horizon 2020 DMP 구성요소
항목

FAIR
데이터

내용 및 가이드
∙데이터 수집 목적 설명
∙프로젝트 목표와의 관계 설명
∙수집 데이터 유형 및 형식
데이터 요약
∙기존 데이터 재사용 여부
∙데이터 출처
∙예상 데이터 크기
∙데이터 이용 대상
∙데이터 탐색 가능성 개요(메타데이터 제공)
∙데이터 식별 가능성 개요와 표준 식별 절차(지속적이고 고유한 식별자
(ex. DOI 사용 여부)
메타데이터 제공 포함
∙네이밍 규칙 개요
데이터 검색가능
∙검색 키워드 접근 방식
∙버전 관리를 위한 접근 방식
∙메타데이터 표준 또는 데이터의 특성 및 생성 방법
∙공개 가능 데이터 지정 및 일부 데이터 비공개 유지 사유
∙데이터 접근 방법
공개적으로
∙데이터 접근을 위한 소프트웨어 설명서
데이터 접근 가능
∙데이터 및 관련 메타데이터, 도큐멘테이션 및 코드 보관 위치
∙제한이 있을 경우의 접근 방법
∙데이터 상호운용성 평가(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어휘, 기준 또는 방법론)
데이터
∙학문간 상호운용성 허용을 위한 데이터셋 내 모든 데이터 유형을 위한 표준 어휘 사용
상호운용성 구현
여부(온톨로지 매핑 제공 여부)
∙재사용을 위한 데이터 라이센스 부여 방법 지정
∙데이터 재사용 시기(데이터 엠바고)
∙데이터 사용 제한 이유 설명
데이터 재사용 증대
∙데이터 제3자 이용 가능 여부
∙데이터 재사용 가능 기간 지정
∙데이터 품질 보증 프로세스 설명
∙리소스 할당 설명
∙FAIR 데이터 비용 추산
리소스 할당
∙데이터 관리 책임자 식별
∙장기 보존 비용 및 잠재적 가치 설명
데이터 보안
∙데이터 복구 및 보안 스토리지, 중요 데이터 전송 문제 해결
윤리적 측면
∙데이터 공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윤리적 또는 법적 문제
기타
∙데이터 관리 시 타 국가/펀더/분야/부서의 절차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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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Horizon 2020의 DMP를 분석해보면

결과보고서 제출 시 평가항목에 연구데이터의

해당 DMP는 데이터 요약, FAIR(Findable,

생산, 공유, 활용, 확산 달성 정도를 평가하며 이

Accessible, interoperability, Re-usable) 데이

러한 평가결과를 차기 신규과제 평가 시 반영하

터1)를 적용한 데이터 검색, 접근, 상호운용성

여 DMP 작성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연

그리고 데이터 재사용으로 구성되며 또한 리소

구재단의 DMP 시범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스 할당, 데이터 보안 그리고 윤리적 측면이 해
당 템플릿 안에 포함되어 있다.

∙(바이오) 바이오/의료기술개발, 뇌과학 원천
기술개발, 미래 뇌융합 기술개발, 오믹스 기반

2.1.4 한국연구재단

정밀의료 기술개발사업, 인공지능 신약개발

한국연구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

플랫폼 구축사업,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발굴,

관으로서 2개 분야 8개 과제를 대상으로 DMP
를 시범 적용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DMP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지원
∙(나노/소재) 미래 소재 디스커버리 지원

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연구과제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제 수행 중 DMP

다음의 <표 5>는 한구연구재단의 DMP 구성

가 변경될 경우 갱신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보

요소와 해당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한국연구재

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 2019).

<표 5> 한국연구재단 DMP 구성요소
항목
연구과제 요약

연구데이터 형태
연구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표준
연구데이터 공유 및
제한 계획
연구데이터 재사용 및
배포계획

연구데이터 보관계획

내용
∙사업명
∙연구책임자
∙과제명
∙연구개요
∙주관기관
∙데이터 종류, 형태, 파일형태, 크기
∙데이터 생성 및 가공 방법
∙기존 데이터 활용 여부(데이터 종류, 확보 및 활용 방법, 생성 데이터와 관계)
∙데이터 신뢰성 검증 및 확보 방안
∙연구데이터 표준
∙메타데이터 표준
∙데이터 공유 방법 및 소프트웨어
∙데이터 공개시기(엠바고)
∙공개방식 및 제한사항
∙지적재산권 확보 주체 및 공유․활용가능성
∙데이터 활용 대상/방법 기재
∙데이터 재사용 및 재활용 방법
∙데이터 접근 제한 사유
∙관리, 가공 및 보관을 위한 장기적 계획
∙데이터를 저장할 저장소 또는 데이터베이스
∙연구과제 종료 후 데이터 보관 가치
∙보관/공유를 위한 가공(변환)필요 유무
∙데이터 재사용을 위해 제출 가능한 메타데이터 및 문서 종류

1) FAIR 데이터는 검색 가능성, 접근성, 상호 운용성 및 재사용 가능성의 원칙을 충족하는 데이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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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의 DMP는 연구과제 대한 설명, 생산되

관리 및 서비스를 위한 핵심요소의 기능적 요건

는 데이터 형태,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표준, 데

을 제시하였다. 해외 선진 기관인 DCC, ICPSR,

이터 공유 및 제한, 데이터 재사용 및 배포 그리

ANDS, DataONE의 RDMS를 분석하여 핵심

고 데이터 보관 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소와 요소별 기능적 요건(요구사항의 상세 항
목 제시)을 도출하고, RDMS 모델을 제안함으
로써 다른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실무에 활용할

2.2 선행연구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연구의 RDMS 모델에

이번 절에서는 DMP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
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의 <표 6>은

서 제시한 DMP 작성 지원의 세부 항목은 다음
과 같이 구성되었다.

국내외 선행 연구 목록을 나타낸 것이다.
최명석, 이상환(2020)은 데이터 관리 계획의

∙현용 데이터의 데이터 기술, 수집 또는 재사용

국내 현황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최근 연구데

∙도큐멘테이션 및 데이터 품질

이터의 국가적 관리와 활용이 중요해지고, 연

∙연구 과정 중 저장 및 백업

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내

∙법적 및 윤리적 요구사항, 행동 강령

에서도 2019년 9월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데이터 공유 및 장기 보존

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데이터 관리 책임 및 정보자원

에 연구데이터와 DMP의 정의, DMP제출 의
무사항 등을 반영한 연구데이터의 관리와 활용

박미영, 안인자, 김준모(2018)는 영국의 UK

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효과적

아카이브 DMP와 미국의 NISO(National Infor-

인 DMP제도 실행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

mation Standards Organization) DMP 등을

여 DMP 가이드라인과 이행 절차에 관련된 국

비교․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연구데이터 관

내 현황을 살펴보고, 작성 가이드라인과 체크리

리 및 공유를 위한 로드맵이 도출되었다. 해당

스트, 적용 프로세스, 연구기관에서의 이행 방

연구에서는 DMP의 구성요소로써 연구데이터

안을 제시하였다.

관리 정책과 계획 수립 지원, 연구데이터 관리

김주섭, 김선태, 최상기(2019)는 연구데이터

의 기술적 지원, 연구데이터 관리 교육 지원, 연

<표 6> 국내외 DMP 관련 선행연구 요약
논문명
저자
데이터 관리 계획의 국내 현황 및 과제
최명석, 이상환
연구데이터 관리 및 서비스를 위한 핵심요소의 기능적 요건 김주섭, 김선태, 최상기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데이터 공유 사례에 관한 연구
박미영, 안인자, 김준모
데이터 관리 계획의 역사, 옹호 및 효과
Nicholas Smale et al.
연구중심대학에서 데이터 관리 계획의 품질 평가
Van Loon et al.
데이터 관리 계획의 미래: 도구, 정책 및 이해관계자
Simms et al.
우수한 데이터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열 가지 원칙
Michener, W. K.

연도
2020
2019
2018
2018
2017
2016
2015

시사점
DMP 템플릿 제시
DMP 구성요소 제시
DMP 구성요소 제사
DMP의 기원과 역사
DMP 품질 평가
DMP 작성 지침 제시
DMP 수립 규칙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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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데이터 공유 및 활용 지원, 그리고 법적 윤리

터 생성 총량 예상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데이

적 지원을 도출하였다. 이 5가지 단계를 기준으

터 보존 기간이나 메타데이터 표준을 명시하지

로, DMP 운영 기탁처에 따라 기관 리포지토리,

않는 경우 등도 있었다. 이에 저자는 도서관이 연

데이터뱅크, 전문데이터센터로 분류하였다.

구데이터 관리 및 보급에 있어 강력한 DMP 및

Nicholas Smale et al.(2018)은 DMP의 역

모범 사례 개발에 대한 보다 많은 의견수렴, 교

사와 기관 및 펀더의 정책, DMP를 사용할 때

육 및 컨설팅 제공 필요성과, 이러한 노력이 각

의 이점 및 현황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기 연구자 집단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

DMP는 1966년에 처음 등장하여 복잡한 항공

장했다.

및 공학 프로젝트에 사용되었으며, 초기 DMP

Simms et al.(2016)은 DMP의 미래를 도구,

는 예상되는 연구 개발 활동을 요약하는 절차 문

정책,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DMP

서로 활용되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도구에는 영국 DCC의 DMPonline과 미국 CDL

까지 DMP 사용은 다양한 공학 및 과학 분야로

(California Digital Library)의 DMPTool이 있

확대되었고, 2000∼2010년까지 DMP의 동인

다. 이러한 도구들은 연구데이터 정책이 출현함

은 공공정책으로부터 근거하였는데, e-리서치

으로써 발생하는 새로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와 경제정책 두 가지가 대표적이다. 2010∼2017

개발되었으며, DMP를 활용한 데이터 공유 및

년은 2011년 미국 NSF의 펀딩으로 운영되는 연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DMP 작성에 대한 지침

구데이터 결과물의 보존 및 공유를 위해 DMP의

을 제공한다.

제출을 요구하는 시기였다. 2013년 미국 OSTP

Michener, W. K.(2015)는 우수한 DMP 수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립을 위한 10가지의 규칙을 제시하였다. 10가

메모는 펀딩을 받는 연구자들에게 DMP 사용을

지 규칙에는 펀더의 요구 분석, 수집 대상 데이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였고, 결과

터 식별, 데이터 조직, 데이터 도큐멘테이션, 데

적으로 오늘날 미국 펀딩 기관의 62.5%가 DMP

이터 품질 관리, 데이터 저장 및 보존, 프로젝트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도서관이

데이터 정책, 데이터 배포, 역할 및 책임 할당,

DMP 도구와 프로세스를 만들고 촉진하는 역할

그리고 예산 준비가 있다.

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상으로 DMP와 관련된 7편의 국내외 논문

Van Loon et al.(2017)은 웨인 주립대에 제

을 살펴본 결과, DMP의 구성요소와 작성지침,

출된 DMP 내용 분석을 통해 NSF 지침의 전

품질평가 등을 제시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반적인 품질과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NSF 지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구체적으로 DMP를

침의 준수 여부가 학술 단위에 따라 다른지 조

작성할 수 있는 템플릿과 작성 가이드라인 마

사하였다. 조사 결과, 다수의 DMP가 생성 대

지막으로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쉽게 작성할 수

상 데이터, 데이터 관리방법 또는 보존 및 공유

있도록 양식을 제공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방법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데

할 수 있다.

이터 관리자 개인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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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관리 계획(DMP) 템플릿
개발

DMP 템플릿을 개발하기 위하여 분석한 기관들
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시된 기관의 템플릿을 매
핑한 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 7>은

이번 장에서는 DMP 템플릿을 개발하기 위
하여 국내외 기관의 DMP를 조사 및 분석하여
DMP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DMP 템플릿을 개발하기 위하여 분석한 국내외
기관을 정리한 것이다.
분석 대상 DMP 템플릿은 총 27개로 미국
13개, 영국 6개, 유럽 1개 그리고 국내 기관은

3.1 국내외 DMP 템플릿 분석 대상 기관
이번 절에서는 연구자들이 작성할 수 있는

7개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NSF의
8개 분야, NASA, DOE, NIH, NOAA 그리고
ICPSR 등 13개의 템플릿이 영국의 경우, UKRI

<표 7> DMP 분석 대상 기관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기관명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ICPSR)
Department of Energy(DO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NIH)
NSF-PHY(Physics)
NSF-ENG(Engineering)
NSF-GEN(Generic)
NSF-DMR(Materials Research)
NSF-DMS(Mathematical Sciences)
NSF-AST(Astronomical Sciences)
NSF-BIO(Biological Sciences)
NSF-CHE(Chemistry)
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NOA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NASA)
Biotechnology and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BBSRC)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 Research Council(EPSRC)
Medical Research Council(MRC)
Natural Environment Research Council(NERC)
Science and Technology Facilities Council(STFC)
UK Research and Innovation(UKRI)
European Commission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극지연구소
해양과학자료 공동활용 저장소(JOISS)

비고

미국

영국

유럽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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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UKRI의 하위 위원회인 BBSRC,

석 및 매핑한 결과 다음과 같은 7개 핵심 구성

EPSRC, MRC, NERC 그리고 STFC 등 6개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7개의 핵심 구성요소

템플릿이 유럽은 Horizon 2020 프로젝트 모체

는 본 연구에서 제시할 DMP 템플릿의 카테고

인 European Commission 1개 마지막으로 국

리로 제시하였다.

내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과제 일반현황

한국한의학연구원, 극지연구소 그리고 해양과

∙데이터 유형, 표준 및 수집방법
∙윤리와 지적재산권

학자료 공동활용 저장소(이하 JOISS) 등 7개

∙데이터 접근, 공유 및 재사용

템플릿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데이터 저장 및 백업

각 분석 대상에 대한 매핑은 대상 템플릿이

∙아카이빙

방대한 관계로 미국 NSF 산하 8개 분야, 영국

∙예산 및 책임

UKRI 산하 6개 위원회 및 기타 6개 그리고 한
국연구재단을 비롯한 7개의 국내 연구기관 템

상술한 내용의 근거자료로서 먼저 다음의

플릿으로 매핑한 후 마지막으로 매핑한 결과를

<표 8>의 경우 NSF 산하 8개 분야의 DMP 구

통합하였다. 먼저, 27개의 DMP 구성요소를 분

성요소를 매핑한 것이다.

<표 8> NSF 하위 8개 기관의 DMP 구성요소 매핑
DMP 구성요소

NSF-PHY

NSF-ENG

NSF-GEN

NSF-DMR

데이터 포맷 및
표준

데이터 유형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표준

NSF-DMS

NSF-AST

NSF-BIO

NSF-CHE

연구 결과물

연구 결과물

생산된 데이터
및 자료

연구 결과물

데이터 형식
표준

데이터 형식
표준

표준, 포맷 및 메
타데이터

데이터 형식

데이터 액세스
및 공유 정책과
사례

배포 방법

데이터 액세스
및 데이터 공유
에 관한 정책과
사례

과제 일반현황

데이터 유형, 표
준 및 수집방법

윤리와
지적재산권

데이터 유형 및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유형 및
개인정보 보호

접근 및 공유

데이터의 공유,
접근 및 보급

액세스 및
공유 정책

액세스 및 공유

접근

데이터 접근,
연구결과물의
재사용, 재배포, 연구결과물의 재사용, 재배포, 재사용, 재배포
공유 및 재사용
재사용, 재배포, 재사용, 재배포,
결과물에 대한 재사용, 재배포, 재생산에 대한 및 재생산에 대
재생산
재생산에 대한
재생산
정책
한 정책 및 조항
정책 및 조항
정책

연구결과물의
재사용, 재배포,
재생산 정책

데이터 보급 및
공유

데이터 보유
데이터 저장 및
백업
아카이빙

아카이빙 및
보존 계획

데이터
아카이빙

아카이빙 및
보존계획

데이터, 샘플 및
기타 연구결과
물 아카이빙

아카이빙 및
보존

데이터
아카이빙

출판

소프트웨어

예산 및 책임
기타

아카이빙, 스토
리지 및 보존
역할 및 책임

데이터
아카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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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F 산하의 8개 분야 DMP 구성요소를 매

로 나타났다. ‘과제 일반현황’과 ‘데이터 저장

핑한 결과, ‘데이터 접근, 공유 및 재사용’과 ‘아

및 백업’은 어떠한 분야에서도 포함하고 있지

카이빙’은 NSF의 8개 분야에서 모두 포함하고

않았다.

있고 ‘데이터 유형, 표준 및 수집방법’은 7개 분

다음의 <표 9>는 영국의 UKRI와 NSF를 제

야에서 ‘예산 및 책임’은 1개 분야에서 기타는

외한 미국 그리고 European Commission 기관의

2개 분야에서 해당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

DMP 구성요소를 매핑한 것이다.

<표 9> UKRI 등 12개 기관의 DMP 구성요소 매핑
DMP
구성요소

BBSRC

EPSRC

과제
일반현황

MRC

UKRI

STFC

제안서 명 제안서 명

프로젝트
정보

작성 및
작성 및
연락처 세부 연락처 세부
사항
사항

DMP 정보

타 데이터와
의 관계
데이터 영역
및 데이터
유형
데이터 유형,
표준 및 수집
방법

NERC

Horizon
2020

제3/기존
데이터셋
데이터
콜렉션

데이터 생성
활동

NASA

DOE

NIHGDS

이전 발행
데이터

데이터 요약

데이터 유형 데이터 기술

내용 및
포맷 표준

포맷

데이터 품질
데이터 관 데이터 관
표준 및 메 문서 및 메 리, 도큐멘 리, 도큐멘
타데이터 타데이터 테이션 및 테이션 및
큐레이션 큐레이션

메타데이터
및 도큐멘테
이션

준법과 윤리

윤리 및 지적
재산권

품질 보장
FAIR
데이터

출판물에 사
용된 데이터

메타데이터

기밀성, 보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안 및 권리

윤리적 측면

윤리와
프라이버시
타임프레임 데이터 공유

데이터 접근, 데이터 공유
방법
공유 및
재사용
소유권
데이터

데이터 공유
데이터 공유 데이터 공유
및 액세스 및 액세스

FAIR
데이터

데이터 공유 접근 및 데이터 공유
예상 스케쥴 공유 정책 및 보존

액세스 및
공유

접근 제공을 데이터 공개 출판물에 사
위한 절차
계획
용된 데이터

법적
요구사항

2차 사용

데이터 저장
및 백업

이용자
데이터 보안 데이터 보안
스토리지 및
및 잠재적으 및 잠재적으
백업
로 공개되는 로 공개되는
개인정보의 정보의
기밀성
기밀성

프로젝트 내
데이터 관리
접근 방법

FAIR
데이터

스토리지 및
백업

데이터 보안

보안

관련 정책 관련 정책
아카이빙

선정 및
보존

데이터 구성
관리 및
보존 정책

데이터 보존

보존 및
아카이빙

선택 및
보존기간
아카이브 및
보존

책임 및
리소스
예산 및 책임

책임

책임

리소스

역할 및
책임

리소스 할당

데이터 관리
리소스

책임사항

예외 또는
추가 서비스

예산

조직
기타

ICPSR

기존 데이터

생성될 데이
터 및 정보 데이터 기술
유형

데이터 설명 데이터 설명 데이터 유형 새 데이터셋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
/생성
/생성

포맷

NOAA

데이터 제출
예상에 대한
예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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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DMP 구성요소를 매핑한 결과, ‘데이

대한 DMP 구성요소를 매핑한 것이다.

터 유형, 표준 및 수집방법’은 12개 모든 기관의

한국연구재단 등 국내 7개 기관의 DMP를

DMP에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데이터 접근,

매핑한 결과, ‘데이터 유형, 표준 및 수집방법’

공유 및 재사용’은 10개 기관에서 ‘예산 및 책임’

은 7개 기관 전체에서 ‘과제 일반 현황’과 ‘데이

은 8개 기관에서 ‘데이터 저장 및 백업’은 6개 기

터 접근, 공유 및 재사용’은 6개 기관에서 ‘윤리

관에서 ‘윤리 및 지적재산권’과 ‘아카이빙’은 5개

및 지적재산권’, ‘데이터 저장 및 백업’ 그리고

기관에서 ‘과제 일반현황’은 3개 기관에서 포함

‘예산 및 책임’은 4개 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빙’은 2개 기관에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다음 <표 10>은 국내 7개 기관에

나타났다.

<표 10> 한국연구재단 등 7개 기관의 DMP 구성요소 매핑
DMP
구성요소
과제 일반현황

데이터 유형,
표준 및
수집방법

한국연구
재단

정보통신
기획평가원

한국한의학
연구원

연구과제 요약

과제현황

연구과제

연구데이터 형태

연구데이터 생산
및 관리

연구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표준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한국과학
기술정보
연구원
과제현황

극지연구소

JOISS

연구과제 개요 연구과제 정보
데이터 정책

연구데이터 분류
획득이 예상되는
데이터 생산 및
데이터 수집
코드(데이터
데이터
공개
연구데이터 생산
유형)
및 수집
도큐멘테이션 및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제공 여부
연구방법 분류코
드(연구 유형)
질환/병증 분류
코드(연구주제)
데이터 명칭
기존(연관)
데이터

윤리와
지적재산권

데이터 소유권
연구데이터 공유
및 제한 계획

데이터 접근,
연구데이터 재사
공유 및 재사용
용 및 배포계획

데이터 저장 및
백업
아카이빙
예산 및 책임

연구데이터
공동활용

데이터 제출
시기

공동/협동연구
연구데이터 생산 수행에 따른 윤리 및 법규
준수
데이터 소유권에
및 수집
관한 사항
연구데이터 공유

데이터 공개

데이터 공유

연구데이터 저장
및 보존

데이터 관리
방법

저장 및 백업

데이터 공개
여부
데이터 엠바고
연구데이터 저장
및 보존

데이터 선택 및
보존

연구데이터 보관
계획
연구데이터
관리책임

데이터 관리자

연구데이터
관리 책임

책임 및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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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DMP 구성요소 도출
이번 절에서는 DMP 템플릿 개발을 위한 구
성요소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3장 1절에
서는 국내외 27개 DMP 템플릿의 구성요소를

등 10개 기관
∙아카이빙: NSF-PHY, NSF-ENG, NSF-GEN,
NSF-DMR, NSF-DMS, NSF-AST, NSFBIO, NSF-CHE, EPSRC, STFC, NOAA,
NASA, ICPSR, 한국연구재단, JOISS 등 15개
기관

매핑하였다. 해당 절에 제시된 바와 같이 <표

∙예산 및 책임: NSF-BIO, EPSRC, MRC, UKRI,

8>, <표 9> 그리고 <표 10>에서 나타난 결과를

STFC, NERC, Horizon 2020, DOE, ICPSR,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원, JOISS 등 13개 기관

∙과제 일반 현황: MRC, UKRI, NERC, 한국연구
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위에서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27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극지연구소, JOISS 등

DMP 템플릿 중 ‘과제 일반 현황’에는 MRC 등

9개 기관

9개 기관이 ‘데이터 유형, 표준 및 수집방법’에는

∙데이터 유형, 표준 및 수집방법: NSF-ENG,
NSF-GEN, NSF-DMR, NSF-AST, NSF-BIO,
NSF-CHE, BBSRC, EPSRC, MRC, UKRI,

NSF-ENG 등 25개 기관이 ‘윤리와 지적재산
권’에는 NSF-PHY 등 11개 기관이 ‘데이터 접

STFC, NERC, Horizon 2020, NOAA, NASA,

근, 공유 및 재사용’에는 NSF-PHY 등 24 기관

DOE, NIH-GDS, ICPSR, 한국연구재단, 정보

이 ‘데이터 저장 및 백업’에는 EPSRC 등 10개

통신기획평가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지질

기관이 ‘아카이빙’에는 NSF-PHY 등 15개 기

자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극지연

관이 마지막으로 ‘예산 및 백업’에는 NSF-BIO

구소, JOISS 등 25개 기관

등 13개 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윤리와 지적재산권: NSF-PHY, NSF-DMS,
EPSRC, Horizon 2020, DOE, NIH-GDS, ICPSR,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극
지연구소, JOISS 등 11개 기관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다음의 <표 11>은 DMP
작성을 위한 구성요소와 해당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데이터 접근, 공유 및 재사용: NSF-PHY, NSF-

27개의 국내외 DMP 템플릿을 매핑하여 본

ENG, NSF-GEN, NSF-DMR, NSF-DMS,

연구의 목적인 DMP 템플릿의 구성요소를 도출

NSF-AST, NSF-BIO, NSF-CHE, BBSRC,

한 결과 7개 카테고리와 14개의 세부요소로 구

EPSRC, MRC, UKRI, STFC, Horizon 2020,

성되었다. 7개 카테고리에는 ‘과제 일반 현황’,

NOAA, NASA, DOE, ICPSR, 한국연구재단,

‘데이터 유형, 표준 및 수집 방법’, ‘윤리와 지적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원, 극지연구소, JOISS 등 24
개 기관

재산권’, ‘데이터 접근,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저장 및 백업’, ‘아카이빙’ 그리고 ‘예산 및 책임’

∙데이터 저장 및 백업: EPSRC, MRC, UKRI,

이 포함되었다. ‘과제 일반 현황’에는 ‘프로젝트

NERC, Horizon 2020, ICPSR, 정보통신기획평가

정보’와 ‘DMP 정보’가 ‘데이터 유형, 표준 및 수

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극지연구소, JOISS

집방법’에는 ‘기존 데이터’, ‘데이터 설명’,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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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DMP 구성요소
구분
과제 일반 현황

데이터 유형, 표준 및
수집 방법

세부요소
프로젝트 정보
DMP 정보
기존 데이터
데이터 설명
데이터 품질
메타데이터

구분
데이터 저장 및 백업

세부요소
데이터 저장
데이터 보안

아카이빙
예산 및 책임

책임
예산과 자원

윤리와 지적재산권
데이터 접근,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공유
데이터 액세스 및 재사용

터 품질’ 그리고 ‘메타데이터’가 ‘데이터 접근, 공

첫 번째 구성요소인 ‘과제 일반 현황’에는 ‘프

유 및 재사용’에는 ‘데이터 공유, 데이터 액세스

로젝트 정보’와 ‘DMP 정보’가 포함되는데 먼

및 재사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데이터 저장 및

저 ‘프로젝트 정보’에는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백업’에는 ‘데이터 저장’과 ‘데이터 보안’이 ‘예산

설명’, ‘프로젝트 번호’, ‘연구책임자’, ‘총연구기

및 책임’에는 ‘책임’ 및 ‘예산과 자원’이 세부요소

간’, ‘당해연구기간’ 등 6개의 세부요소가 ‘DMP

로 제시되었다. 각 구성요소별 세부 항목과 작성

정보’애는 ‘작성자’, ‘날짜’, ‘버전번호’, ‘승인자’

가이드 예시는 4장에서 제시하였다.

등 4개의 세부요소가 제시된다.

4. 연구자를 위한 데이터 관리
계획(DMP) 템플릿 제안

4.2 데이터 유형, 표준 및 수집방법
‘데이터 유형, 표준 및 수집방법’에는 4개의
항목와 9개 세부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의

이번 장에서는 3장을 통해 도출된 DMP 구

<표 13>은 데이터 유형, 표준 및 수집 방법에

성요소를 중심으로 세부 항목, 작성 가이드 및

대한 항목, 가이드 및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예시가 포함된 템플릿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인 DMP 두 번째 구성요소인 ‘데
이터 유형, 표준 및 수집 방법’에는 ‘기존 데이

4.1 과제 일반 현황

터’, ‘데이터 설명’, ‘데이터 품질’ 그리고 ‘메타데
이터’ 항목이 제시되었다. 각각의 세부요소를

‘과제 일반 현황’에는 2개의 항목과 10개의

살펴보면 ‘기존 데이터’에는 ‘생산될 데이터와

세부요소로 구성된다. 다음의 <표 12>는 DMP

유사한 포커스를 가진 기존 데이터의 존재 여부’

구성요소의 첫 번째인 ‘과제 일반 현황’에 대한

가 ‘데이터 설명’에는 ‘연구 유형’, ‘데이터 유형

항목, 세부요소 그리고 작성 예시를 나타낸 것

및 내용’, ‘데이터 형식과 예상 규모’, ‘데이터 수

이다.

집/생성 방법’ 그리고 ‘데이터 표준’이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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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과제 일반 현황
항목

세부요소

프로젝트
정보

❍
❍
❍
❍
❍
❍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설명
프로젝트 번호
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당해연구기간

DMP
정보

❍
❍
❍
❍

작성자
날짜
버전번호
승인자(데이터센터)

예시

∙프로젝트명: 초파리 유전학
∙프로젝트 설명: 이 프로젝트는 초파리 유전학의 중기에서 후기로의 전환에
서 Polo kinase 돌연변이의 역할을 탐구함
∙프로젝트 번호: PJ-2020-01
∙연구책임자: 홍길동
∙총 연구기간: 7개월
∙당해연구기간: 2020. 02. 10 ~ 2020. 09. 10
∙작성자: OOO
∙날짜: 2020. 12. 10.
∙버전번호: v1.0
∙승인자: 도서관

<표 13> 데이터 유형, 표준 및 수집 방법
항목
기존
데이터

데이터
설명

세부요소

가이드

예시

❍ 생산될 데이터와 유
∙이 데이터셋은 Flybase 데이터베이스에 문서화된 초파
∙기존 데이터가 존재할 경우 해당하는 기존
사한 포커스를 가진
리 Polo kinase 돌연변이의 새로운 특성을 제공함. 돌연
데이터들이 나열하고, 왜 새로운 데이터를
기존 데이터의 존재
변이에서 중기에서 후기로의 전환을 교란시켜 유사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지 설명
여부
열에서 보이는 표현형을 조사한 기존 연구는 없음.
∙이 프로젝트는 OOO을 기반으로 하며 연구질문 OOO
∙데이터 수집 연구(또는 유형)을 요약한 텍
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데이터는 정량 분석 및
❍ 연구 유형
스트(최대 3줄)
증거 기반 결론 도출을 위해 수집될 것이다.
∙정량 데이터, 질적 데이터, 조사 데이터, 임상 측정 데이
터, 인터뷰, 의료 기록, 전자 건강 기록, 행정 기록, 유전
∙프로젝트 과정에서 생성할 데이터에 대한
자형 데이터, 이미지, 조직 샘플 등
자세한 설명 기술
∙이 프로젝트는 주요 3가지 형태의 원시 데이터를 생성
❍ 데이터 유형 및 내용 ∙Raw Data, 파생데이터, 발표 자료 등 프로
할 것임. (1) 김사 염색된 으깨진 애벌레 뇌의 투과광
젝트에서 생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
현미경 이미지 (2) 면역 염색된 전조직 표본된 애벌레
의 유형 기술
뇌의 다초점형광현미경 이미지 (3) 웨스턴 블롯 데이터
(Western blot data)

∙데이터는 어떤 형식이나 매체로 저장되는
가?(예시: 하드 카피 노트북 및 기기 출력,
ASCII, html, jpeg 또는 기타 형식)
∙최종 데이터셋 포맷 명시
∙파일 형식, 사용된 소프트웨어, 레코드 수,
데이터베이스, 스위프(sweeps), 반복…
❍ 데이터 형식과 예상 (해당 분야에서 의미 있는 용어로) 포맷과
규모
소프트웨어의 데이터의 공유 및 장기적 유
효성 가능 여부
∙데이터가 비정상적이거나 액세스할 수 없
는 형식으로 저장되는 경우 데이터를 액세
스 가능한 형식으로 변환하거나 이해 관계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데이터 수집/생성 방법 및 (만약 있다면)
데이터 수집/생성 과정에서 사용할 커뮤니
❍ 데이터 수집/생성
티 데이터 표준
방법
∙데이터의 출처/소스를 기술하고 정의함.
데이터는 서로 다른 소스로부터 수집될 수
있음
∙데이터 형식과 관련된 표준 등이 포함될
❍ 데이터 표준
수 있음

∙이미지의 측정 및 수량화는 스프레드 시트에 기록될
것임. 마이크로 그래프 데이터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총 100GB – 1TB로 예상됨. 기타 파생데이터는 10MB
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최종 데이터셋 포맷(Format): 이미지는 tif파일로 저
장됨. 스프레드시트의 데이터는 csv파일로 저장됨. 텍
스트 문서의 데이터는 txt파일로 저장됨. 이러한 형식
은 플랫폼에 구애받지 않으며 향후 접근과 재사용을
지원해야 함. 독점 형식으로 저장해야 하는 모든 데이터
에는 필요한 소프트웨어(버전 번호 포함)가 INFO.txt
파일에 기록됨

∙대기질 측정 센서 장비로부터 이동 차량 2대에 탑재하
여 하루 8시간 측정하여 생성하고 무선통신을 사용하여
서버에 저장
∙대기질 측정 데이터는 CSV와 JSON 포맷
∙도로영상 데이터는 MPEG-4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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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데이터
품질

세부요소

가이드

예시

∙보정 프로세스를 통한 데이터 수집/생성의
일관성 및 품질을 제어 및 도큐멘테이션 ∙데이터가 수집되는 모든 샘플는 필드에서 게시된 표준
방법, 반복 샘플 또는 측정, 표준화된 데이 프로토콜에 따라 준비될 것임. 샘플 검사에 사용된 모든
터 캡처 또는 기록, 데이터 입력 유효성 현미경은 정기적으로 재측정될 것임. 실험에 사용된
검사, 통제된 어휘를 사용한 데이터 또는 모든 초파리 라인(Drosophila line)은 주기적으로 표현
❍ 데이터 품질 및 표준 표현의 동료 검토
형 마커(phenotypic markers)를 확인함 초파리는 필
∙데이터가 품질 보증 기준에 충족하는지 확 드의 표준 방법에 따라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에
인할 수 있는 방법 명시
서 유지됨.
∙데이터 수집의 품질과 지속성을 어떻게 제 ∙품질 보증 방안은 OOO 기관이 수립한 표준, 가이드라
어하고 문서화할 수 있는지, 데이터의 품질 인 및 절차를 준수함
을 어떻게 보증할 것인지 서술
❍ 데이터
도큐멘테이션

메타
데이터
❍ 메타데이터 표준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필요한 정보
∙데이터의 오용, 잘못된 해석 또는 혼동을 ∙현미경 이미지는 각 이미지와 함께 다양한 메타데이터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출처 또는 조작 세부 (필드 크기, 배율, 렌즈 위상, zoom값, gain값, 핀홀
사항 제공에 필요한 상황별 정보를 동반해 직경 등)를 캡쳐하고 저장함.
야함
∙메타데이터는 어떤 연구데이터가 존재하
는지, 왜, 언제,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어떻
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
∙MODA, EMMO, 더블린 코어 메타데이터 이니셔티
해야 함
브, DataCite Metadata Schema, ISAtools 등
∙메타데이터 생성에 적용된 표준을 서술.
만약 해당 분야에 표준이 없는 경우 생성될
메타데이터의 유형과 방법을 기술

품질’에는 ‘데이터 품질 및 표준’이 마지막으로

15>는 ‘데이터 접근, 공유 및 재사용’에 대한 항

‘메태데이터’에는 ‘데이터 도큐멘테이션’과 ‘메타

목, 가이드 및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데이터 표준’이 포함된다.

네 번째 구성요소인 ‘데이터 접근, 공유 및 재
사용’에는 ‘데이터 공유’와 ‘데이터 액세스 및 재

4.3 윤리와 지적재산권

사용’이라는 항목이 포함된다. 먼저 ‘데이터 공
유’에는 ‘데이터 공개 시간 명시’, ‘데이터 보유

‘윤리와 지적재산권’이라는 구성요소에는 3

기간 명시 및 정당화’, ‘데이터 공유 제한사항’

가지의 세부요소가 포함된다. 다음의 <표 14>는

그리고 ‘데이터 공유방법이 ‘데이터 액세스 및

윤리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항목, 가이드 및 예

재사용’에는 ‘데이터 사용 방법’, ‘데이터 재사용

시를 나타낸 것이다.

을 위한 추가연구 및 예상 이용자’ 그리고 ‘데이

세 번째 구성요소인 ‘윤리와 지적재산권’에는

터 접근 및 이용 권한’ 등이 제시되었다.

‘윤리적 또는 법적 이슈’, ‘데이터 소유 및 지적
재산권’ 그리고 ‘데이터 라이선스’가 포함된다.

4.4 데이터 접근,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접근, 공유 및 재사용’에는 2개의 항
목과 7개의 세부요소가 포함된다. 다음의 <표

4.5 데이터 저장 및 백업
‘데이터 저장 및 백업’에는 2개의 항목과 6개
의 세부요소가 포함된다. 다음의 <표 16>은 데
이터 저장 및 백업에 대한 항목, 가이드 및 예시
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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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윤리와 지적재산권
세부요소

가이드

예시

∙인간 대상 데이터 수집 시 다음과 같은 문구를 포함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또는 법적 이슈와 해결 방안을 한 사전 동의서를 확보함. “해당 연구의 정보는 익명
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됨. 해당 연구의 출
기술
∙인간 참여자에게 사전 동의 절차 과정에서 데이터 판물 또는 타 연구자들과의 데이터 공유를 위한
❍ 윤리적 또는 법적
파일에서 익명성이 보장됨.”(ICPSR)
공유 및 장기 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함
이슈
∙개인 데이터를 다루는 설문지에 데이터 공유 및 장기 ∙해당 프로젝트의 연구책임자는 OOO 대학교 생명
보존에 대한 사전 동의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의 문제 윤리심의위원회(IRB) 절차에 따라 IRB 검토를 요
청할 예정이며 구상중인 연구 활동은 인간 피험자의
고려
위험을 최소화하였음(ICPSR)
∙연구 종료 후 데이터의 소유권을 가지는 기관
∙프로젝트에서 생성된 데이터와 기타 정보에 대한 지
적 재산권을 누가 보유할 것인가?
∙생성한 연구 데이터의 지적 재산권은 프로젝트 연
∙공동/협동연구 수행에 따른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구책임자 및 소속 기관이 보유하며, 데이터 공유
❍ 데이터 소유 및
사항
목적으로 OOO 대학교 기관 데이터 리포지토리에
지적재산권
∙데이터 배포 및 아카이빙을 위해 지적 재산권을 다른
한해 재배포 권한을 부여함
조직으로 이전할 것인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할 것이라면, 어떻게 그
자료의 사용 허가를 얻고 배포할 것인가?
∙저작자 표시(CC BY)
∙저작자표시-비영리(CC BY-NC)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CC BY-SA)
❍ 데이터 라이선스
License, 이하 CC 라이선스)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 조건 변경 허락
(BY-NC-SA)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표 15> 데이터 접근, 공유 및 재사용
항목

데이터
공유

세부요소

가이드

예시

∙출판물의 원시데이터가 되는 이 연구의 데이터셋은
OOO 대학교의 기관 데이터 리포지토리(IDR)에 저장
되어 출판 시점에 공개될 예정임. 리포지토리의 데이
터는 펀딩기관 및 대학 데이터 정책에 따라 저장됨.
∙커뮤니티 내에서 첫 번째 논문 발표와 2차 사용을
∙데이터를 공유할 임시 날짜 제시
위한 좌표 공개 사이에 최대 12개월 지연이 될 것을
❍ 데이터 공개 시간 명시
∙데이터 엠바고 필요 사유 및 기간 지정
❍ 데이터 보유 기간 명시
합의됨
∙엠바고 사유에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출원
및 정당화
∙모든 데이터는 최대 1년의 기밀기간 이후 사용가능함
시간이 포함될 수 있음
∙데이터 보유 일정: OOO 대학교의 기관 데이터 리포
지토리(IDR)에 저장된 연구 데이터는 첫 번째 기탁
일로부터 10년 동안 보유되며 차후에 액세스되는
데이터셋은 연장이 적용됨. 이는 OOO 대학교 지침
및 펀딩 정책을 모두 준수함
∙데이터 공유 제한 여부, 일부 데이터 재사
용 제한 사유 설명
∙데이터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 공개된 메 ∙비즈니스 기밀 데이터는 합법적인 이해관계를 가지
❍ 데이터 공유 제한사항 타데이터에 데이터 접근 제한 사유와 접 고 있는 경우 적절한 법적 집행 가능한 비공개 협약을
근 허가 조건을 기술해야 함. 법률적 사유 적용받는 타인에게 제공될 수 있음
와 계약적 사유를 설명하여 자발적 제한
과 구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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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데이터
공유

세부요소

❍ 데이터 공유방법

가이드

예시

∙데이터 액세스 또는 해석에 필요한 소프
트웨어, 데이터의 인용 방법에 대한 가이
드가 포함된 연구결과물의 재사용 및 재
배포를 위해 적용 가능한 정책, 조항 및
라이선스 등 데이터 공유에 필요한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함

∙OOO 대학교의 기관 데이터 리포지토리(IDR)에 기
탁된 연구 데이터는 디지털 객체 식별자(DOI)가 부
여되며 메타데이터는 OOO 대학교 IDR에 등록됨
∙OOO 대학교의 IDR의 연구데이터는 ISO 27001 정보
보안 관리 표준을 준수하는 지 매년 2년 감사를 받는
상업용 디지털 스토리지로 지원됨
∙리포지토리에서 데이터셋에 부여된 DOI는 출판물에
서 데이터 인용의 일부로서 포함되며 출판물을 뒷받
침하는 데이터셋을 식별하고 액세스할 수 있음. DOI
는 데이터셋의 가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OOO 대학
교의 IDR에서 적절한 레코드(출판물, 대학 출판물
리포지토리)로 연결됨

∙데이터 및 관련 메타데이터의 저장 위치
∙본 연구에서 생산된 데이터는 OOO 대학교 IDR에
지정
저장되어 있음
∙제한이 있을 경우 접근방법
∙본 연구와 관련된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는 IDR에서
❍ 데이터 사용 방법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필요한 메타데이터
확인 가능함
를 포함하여 타인이 데이터를 사용하고
∙엠바고로 인하여 데이터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액세스
연구책임자(홍길동)에게 연락 바람
방법이 사용되는가?
∙이 연구에서 생성된 공초점 이미지와 투과광 이미지
는 앞으로 유용할 것임. 다른 연구가 이 연구의 프로토
데이터
∙완성 데이터셋에서 의도하였거나 예측 가 콜에 따라 처리된 초파리(야생형 제어 및 돌연변이
❍ 데이터 재사용을 위한 추
액세스 및
능한 추가 연구를 기술
모두)에서 유사분열의 다른 측면을 측정하기를 원할
가연구 및 예상 이용자
재사용
∙예상 이용자 대상 명시
수 있음
∙생성될 데이터는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기
초기술을 연구하는 뇌공학자에게 유용할 수 있음
∙연구 종료 후 OOO 대학교 IDR에 등록된 이후에는
접근 제한이 없는 경우 OOO 대학교 IDR 이용자
∙데이터를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권한 모두가 접근 및 이용 가능함
❍ 데이터 접근 및 이용
∙데이터 분석 도중에는 프로젝트 팀의 인증된 구성원
서술
권한
∙프라이버시, 보안을 위한 보호규정 포함 만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며 연구 프로젝트는 OOO
대학교 기관 데이터 리포지토리에 데이터를 기탁하
기 전에 직접적인 식별자를 제거할 예정임

<표 16> 데이터 저장 및 백업
항목

데이터
저장

세부요소

가이드

∙단기적으로 데이터를 저장, 백업, 관리 및 큐레
∙OOO 대학교의 기관 리포지토리는 각 디지털 파일
이션 하는 간략한 방법 묘사
❍ 연구 중 데이터
(예: 연구데이터 파일, 도큐멘테이션 및 기타 관련
저장/백업방법 ∙연구파일의 안전성을 위한 복제본을 어디에, 어
파일)의 복사본을 아카이빙 스토리지에 두고 여러
❍ 데이터 관리 방법 떻게 저장할 것인가?/얼마나 많은 복제본을 유
복사본을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고 파일을 동기화함
지할 것이며, 어떻게 동기화를 이루게 할 것인가?

❍ 용이한 데이터 ∙네이밍 규칙 개요, 검색 키워드 접근 방식 개요,
검색을 위한 조치 버전 관리를 위한 접근 방식 개요

데이터
보안

예시

❍ 데이터 보안 및 잠
∙데이터가 안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
재적으로 공개되
가?
는 개인정보의 기
∙데이터 복구 및 보안 스토리지, 중요 데이터
밀성
전송 문제 해결
❍ 액세스 및 보안
∙데이터 공유 및 보안 관련 기관, 부서, 연구정책
관리 방법
❍ 정보/데이터 보안 ∙연구가 준수하거나 준수할 공식적인 정보 표준
표준
을 서술

∙파일 이름은 사전에 합의한 규칙에 따라 지정됨.
데이터셋은 디렉토리 계층 구조 및 파일 네이밍
규칙을 설명하는 README 파일이 함께 제공됨.
각 디렉토리에는 해당 실험에 사용된 실험 프로토콜
을 설명하는 INFO.txt 파일이 포함됨. 프로토콜의
편차 및 기타 유용한 맥락 정보를 기록함.
∙데이터는 가상 데스크톱 기술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에 연결되지 않은 안전한 환경에서 처리 및 관리됨
∙해당 연구의 데이터 파일은 안전한 환경(비밀번호
로 잠금가능한 컴퓨터 시스템, 방화 시스템, 서지전
류 및 서지전압 보호, 바이러스/악의적 침입 보호)
에서 관리, 처리, 저장되며 디지털 파일 액세스를
비밀번호 또는 암호화 보호로 통제함
∙ISO/IEC 27001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국제
표준

39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5권 제3호 2021

DMP 다섯 번째 구성요소인 ‘데이터 저장 및

대한 항목, 가이드 및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백업’에는 ‘데이터 저장’과 ‘데이터 보안’ 항목이

‘데이터 아카이빙’애는 ‘장기적 가치와 함께

포함된다. 먼저, ‘데이터 저장’에는 ‘연구 중 데

공유, 유지, 보존해야 할 데이터 선정 및 선정방

이터 저장/백업방법’, ‘데이터 관리 방법’ 그리

법’, ‘데이터셋 장기 보존 계획’ 그리고 ‘데이터

고 ‘용이한 데이터 검색을 위한 조치’ 등 3개의

리포지토리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된다.

세부요소가 ‘데이터 보안’에는 ‘데이터 보안 및
잠재적으로 공개되는 개인정보의 기밀성’, ‘액세
스 및 보안 관리 방법’ 그리고 ‘정보/데이터 보
안 표준’ 등 3개의 세부요소가 제시되었다.

4.7 예산 및 책임
‘예산 및 책임’에는 2개 항목과 5개의 세부요
소가 포함된다. 다음의 <표 18>은 예산 및 책임
에 대한 항목, 가이드 및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4.6 데이터 아카이빙

DMP 구성요소의 마지막인 ‘예산 및 책임’에

‘데이터 아카이빙’에는 3개의 세부요소가 포

는 ‘책임’과 ‘예산 및 자원’이 포함되며, ‘책임’에

함된다. 다음의 <표 17>은 데이터 아카이빙에

는 ‘데이터 관리 책임자의 연락정보’와 ‘프로젝

<표 17> 데이터 아카이빙
세부요소

가이드

예시

❍ 장기적 가치와 함께 공유,
유지, 보존해야 할 데이
터 선정 및 선정방법

∙장기적 가치가 인정된 데이터는 보존되어야 하며,
향후 연구를 위해 접근 및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함. 보존해야 할 데이터를 선정하고 선정
방법을 기술

∙본 연구에서 생산된 김사 염색된 으깨진 애벌레
뇌의 투과광 현미경 이미지, 면역 염색된 전조
직 표본된 애벌레 뇌의 다초점형광현미경 이미
지, 웨스턴 블롯 데이터(Western blot data)는
IDR에 보존할 필요가 있음

∙장기 보존 방법, 데이터의 보존 기간 및 향후 데이터
컬렉션 이행 혹은 종료를 위한 계획 설명
∙기술 표준이나 관행의 변경에 따라 디지털화된
정보를 새로운 저장 매체 또는 장치로 전송할 계획
설명
∙장기적 가치를 인정받는 데이터는 향후 연구를
위해 접근가능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
보존되어야 함. 연구자 권한 액세스 기간이 만료된
날 또는 제3자가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한
❍ 데이터셋 장기 보존 계획
마지막 날로부터 최소 10년 동안 안전하게 보존되
어야 함
∙다른 관련 데이터를 파생시킬 수 있는 원본 데이터
는 프로젝트 종료 후 최소 10년, 재측정 불가능한
데이터는 무기한 보존을 위한 노력 필요
∙프로젝트 펀딩이 종료된 후 데이터를 보존할지의
여부 및 공유 및 보존에 대한 책임 이전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및 이익적 고려사항을 포함해
야함
∙연구기관은 연구기관 또는 주제 기반 데이터 리포
❍ 데이터 리포지토리 또는
지토리 등 적절한 연구데이터 저장 시설을 안내해
데이터베이스
야함

∙본 연구에서 생산된 데이터는 OOO 대학교의
IDR에 최소 O년간 보존되어야 함
∙출판물의 원시데이터가 되는 이 연구의 데이터
셋은 OOO 대학교의 기관 데이터 리포지토리
(IDR)에 저장되어 출판 시점에 공개될 예정임.
리포지토리의 데이터는 펀딩기관 및 대학 데이
터 정책에 따라 저장됨
∙OOO 대학교의 기관 데이터 리포지토리에 데
이터를 저장함으로써 연구데이터가 새로운 포
맷, 플랫폼, 저장 매체로 마이그레이션 되도록
할 것임
∙OOO에서 데이터를 배포하는 것 외에 데이터
의 사본을 OOO에 두어 향후 데이터의 장기적
인 이용을 보장함

∙OOO 대학교 IDR
∙Figshare, Zenedo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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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예산 및 책임
항목

세부요소

가이드

예시

∙데이터 수명주기에서, 누가 데이터를 책임지
❍ 데이터 관리 책임자
는 역할을 맡을 것인가?
의 연락정보(소속기
∙조직 내에서 연구 전반의 데이터 관리, 메타데
관, 성명, 부서, 직위,
이터 생성, 데이터 보안, 데이터 품질 보증
전화, e-mail)
등을 책임지는 사람(PI 제외)의 정보 기술
책임
∙제3자 데이터 수집, 현장에서 데이터 캡쳐,
메타데이터 생성,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전송
❍ 프로젝트 전반에 걸
담당자 등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항 기술
친 모든 역할과 책임
∙연구과제 책임연구자의 퇴사에 대한 비상 계
획 포함

∙소속기관: OO 대학교
∙성명: 홍길동
∙부서: OOO 연구실
∙직위: 데이터 관리 책임자
∙전화: 02-111-1111
∙e-mail: researchdata@universityac.kr
∙프로젝트는 노출 위험 관리에 인증된 자격을
갖춘 데이터 관리자를 지정하여 데이터의 수
집, 처리, 분석하는 과정 동안 관리자 역할을
일임함
∙해당 프로젝트에서 수집된 모든 연구데이터
는 OOO 대학교에 귀속됨. 프로젝트의 책임
연구자는 연구데이터의 수집, 관리, 공유를
책임짐

∙데이터 관리계획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비
용) 작성
❍ 계획을 다루기 위한
∙아카이빙을 위한 도큐멘테이션 및 데이터 준
∙관련 기술 전문 지식, 지원 및 교육이 요구된다
자원
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제안된 예산에서
예산 및
면 어떻게 취득할 것인지 간단히 서술
직원의 시간이 소모됨. OOO 대학교는 데이터
❍ 리소스 할당 설명
자원
∙데이터 리포지토리에 기탁하지 않을 시 데이
를 아카이빙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약
❍ 장기 보존비용 및 잠
터를 공유하고 보존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과
OOO원이라 추정함
재적 가치 설명
시스템이 있는지 확실히 해야 함
∙비용 감당 방법 설명

트 전반에 걸친 모든 역할과 책임’이 ‘예산 및

부 산하기관의 DMP 적용을 위한 이행방안에

자원’에는 ‘계획을 다루기 위한 자원’, ‘리소스

대한 법령이 제정되었고 2019년 9월 1일부로

할당 설명’ 그리고 ‘장기 보존 비용 및 잠재적

NST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DMP 시범 시행이

가치 설명’이 포함된다.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연구 기관을 중심으로
연구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의 수립 및 법과 제도
의 마련은 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관심과 이행

5. 결 론

을 더욱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

연구데이터가 국가의 자산으로서 체계적으

리를 위해 필요한 DMP 템플릿을 개발하는 것

로 보존되고 재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국

이다. 템플릿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27개의

가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해 나가고 있다.

DMP 템플릿을 분석하여 DMP 항목과 작성가

국내에서도 연구재단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이드 그리고 예시를 제시한 템플릿을 제안하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연구데이터

다. 여기에는 7개 카테고리, 12개의 항목과 43개

거번넌스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및 적용을 시작

의 세부요소가 포함되었다. 물론, 본 연구에서

했다. 여기에 2018년 12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

제시한 DMP 세부요소가 기존 한국연구재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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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시한 DMP 템플릿보다 작성해야 할 내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내외 27개의 DMP 템

용이 훨씬 많지만 연구 계획 당시 상세한 데이터

플릿을 분석하여 국내 대학 대상으로 최초로

관리 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연구 중에

DMP 템플릿을 제안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생산되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공유, 보존 그리

의의를 가질 것이다. 하지만, 도출된 DMP 구성

고 재사용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요소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또한 본 연구 결과로 제시된 DMP 템플릿은 타

은 연구의 제한점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DMP 템플릿에서 포함하지 않은 작성가이드와

끝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제시된 DMP 요소

작성 예시를 포함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쉽게 작

의 유효성 검증에 대한 연구와 DMP 템플릿 개

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발 프레임워크 그리고 복잡한 DMP 작성을 자

본 연구는 국가 및 기관 중심의 연구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에 따른 이행과정으로서 평가받을

참

고

동화할 수 있는 maDMP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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