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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는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과학기술성과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수요자중심의 중장기적이고 기초․원천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실질적 설계 및 실행이 

미흡한 실정 속에서 각각 개별 기관의 연구정보관리로 인해 원활한 연구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어려움

이 크기에 중앙관리 및 정보공유를 위한 메타데이터 센터의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보

안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국산업

기술평가원, 한국과학재단 등 주요 정부기관별 종합연구관리시스템의 메타데이터들을 비교․분석을 통

해 그 관리에 필요한 보안 요소들에 대해 연구하고 향후 종합연구관리 시스템 구축은 물론 국가 메타

데이터 표준안 제정시에도 고려되어야 할 보안 방안에 대해 영역별로 제시하였다.

1. 서론

    지식기반경제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지식을 창출

하고 창출된 지식을 확산시켜 가치창출에 활용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 리의 

투명성에 해서는 그 동안 많은 비 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구체 인 해결안들이 실행되지 못

하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리하고 있는 개별 과

제 리기 들이 의회 등을 구성하여 부처 간, 기

 간 업무 력을 꾀하고 있지만, 각 부처 간의 이

해 계와 정보보안, 시스템의 표 화 등에 있어 이

견으로 인한 재까지 연구개발 종합정보의 체계

인 유통체제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1].

   본 논문은 지속 인 연구개발 산의 증가에도 불

구하고 국자차원의 연구개발 종합조정이나 체계  

략연구기획에 한계만이 아니라 이러한 국가연구개

발사업의 연구결과(성과)의 활용에 있어서 체계 으

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기존의 연구[1]에 이어

서 연구 리시스템이 각기 유기 으로 활용되기 

해 가장 필요한 메타 데이터의 보안을 해 고려되

어야 할 요건에 해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2장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리시스템

이 각 부처별 기 별로 복 으로 운 되고 있으며 

부분 으로 활용되고 있는 연구 리시스템과 연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기존의 실정에 해 살펴보

고, 3장에서는 메타데이터의 정의와 그 필요성에 

해 알아보고, 4장에서는 정부 주요 연구 리기 의 

연구정보시스템을 비교․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표

․공통 핵심정보인 정보보안 요소들과 리 책

에 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2. 우리나라 정부기 의 리 시스템 실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련한 다양한 법령과 부처

별 규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체 으로 

공공기술의 리 가운데 주로 행정  리에 한 

사항에만 치 하며, 공공기술의 연구개발에서도 그

에 소요되는 국가 산의 통제에만 을 두고 있

다. 외 상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강조하면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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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필수  제요건에 한 이해 내지 제도  

장치가 미흡하다[2],[4].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 리시스템은 이미 시스템

을 확보하고 있는 기존의 형 과제 리기 으로 한

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학

술진흥재단,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과학재단, 농

진흥청 등의 기 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따로 설치

하기보다는 에이 트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만을 설치

함으로써 시스템 간 연동이 가능토록 하 다. 연계

기 간 컨텐츠 표 을 해서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정보의 메타데이터의 등록을 유도하고, 신규로 개발

되는 정보에 해서는 사 에 메티데이터를 표 화

함으로써 효과 인 정보유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표 화 실행 체계가 구축되었다. 즉,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MDR과 같은 국가차원의 

메타데이터센터(MDC:Metadata Center)를 설립  

이를 통하여 기존의 부처별 특성에 따라 사용하고 

있던 표 양식  분류체계를 그 로 사용하더라도 

효과 인 정보공유가 가능토록 도모하는 기단계에 

있다[1].

3. 메타 데이터의 정의와 필요성

<표 1> 공공 정보의 공공 이용을 한 

정보자원 리 방안 

   의 표를 살펴보면 고속 LAN확보 등의 네트워

크 연결인 1순 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무엇보다 통

신보안 련 규정의 마련, DB표 과 메타데이터 구

축, 정보분류체계 개발과 강제, 메타데이터 작성  

리, 보안이 가장 우선순 인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메타데이터는 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일 등에 포함된 데이터의 내용, 구조, 형식  의미

를 시스템 으로 정의한 정보이다. 메타데이터는 일

반 으로 ‘데이터에 한 데이터(data about data)'

라고 하며, 상이 되는 정보 자원의 속성과 특성 

 다른 자원과의 계를 기술하여, 이용자의 

에서는 검색을 돕고 련기 에서는 정보원 제어와 

리를 돕는 역할을 한다. 

   즉, 메타데이터(metadata)는 실제로 장하고자 

하는 데이터( 를 들면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등)

는 아니지만, 이 데이터와 직 으로 혹은 간

으로 연 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를 나타내는 말

이다.

(그림 1) 메타데이터의 구조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한 공동 인 이해를 가

능  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월하여 데이터로의 

근, 사용,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ISO/IEC, ANSI

를 비롯한 여러 표 화 원회에서 자원의 공유를 

해 메타데이터 표 안을 마련하고 있다. 재 통

일된 하나의 메타데이터 표 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다양한 환경과 요구에 맞는 한 메타데이터 

포맷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각 분야에서 사용되는 

메타데이터 구조도 특정 분야의 요구에 맞게 매우 

상세하고 문 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날 수십 여종의 메타데이터가 사용되고 있으며, 

표 인 것으로 도서 에서 오래 부터 목록용으로 

사용되었던 MARC(Machine Readable Cataloging)

가 있으며, 인터넷상의 자자원을 기술하기 한 

더블린 코어(Dublin Core) 메타데이터, 온라인 서

과 련된 ONIX(ONline Information eXchange), 

자도서 을 한 MODS(Metadata Object Descripti

on Schema)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메타데이

터들이 각각의 목 과 용도에 따라 개발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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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적합

성

테이블

이름
필드이름

데이터

형태

최대 

길이

입력

데이터 예시

특이 

사항

과제명 O
과제마

스터
연구과제명 char 500

한국 

SW벤처기..

수행기간

-연속과제

시작/종료

-당해연도

시작/종료

O

O

과제마

스터

퐁 

연구기간개

시/종료

당해연구기

간개시/종료

date

date

date

date

8

8

8

8

19970501

2000430

19990501

20000430

수행기관 △

과제주

연구기

관

사업자등록

번호
char 10

312821082

2

연구책임자

-성명

-주민번호

-E-mail

-전화번호

O

O

O

O

과제연

구인원

책임자_이름

책임자_주민

번호

책임자_메일

책임자

_전화번호

char

char

char

char

40

14

100

50

홍길동

123456-78

90321

hong@core

a.ac.kr

02-123-12

34

요약정보

-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성과

O

O

△

과제연

구내용

연구목표

연구내용

char

char

4000

4000

본 연구에서 

제시한 SW..

키워드

-한글

-영문

O

O

과제키

워드
키워드 char 300

벤처캐피탈,

Software,..

기술분류코드 O
과제마

스터

기술분류코

드
char 10

한/영 

혼용 

사용

분석코드

-경제사회목적

-연구개발단계

-참여기어분류

-기술수명주기

-연구수행주체

X

X

X

X

X

각 과제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처리

한 개발 에 있다. 메타데이터를 구체 으로 활용

한 로는, 미국의 각 기 에서 생성된 통계 자료의 

공유를 한 미 통계국(Bureau of the Census)의 통

계정보시스템(SIS: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등이 있다[5],[8].

   이 듯 인력  기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교환 

 상호호환성을 한 공통  핵심 포맷인 메타데

이터가 필요한 것이다.

4. 우리나라 주요 연구 리기 의 메타데이터 

리 황  보안 요소

<표 2>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메타 데이터 리 황

   의 표처럼 정보통신부의 표 인 연구 리기

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메타데이터의 경우 자체 

운 인 과제 리시스템에서 부분 산처리가 가

능하다. 하지만 연구성과 등의 경우 연구계획서의 

연구내용에서 추출하여야 하며, 분석코드의 경우 D

B상에서 리되어 왔으나, 재까지의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자료제출의 경우 과제담당자들이 

수작업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경우, 복잡한 과제

코드체계 등을 시스템 개발과 함께 반 인 재설계

를 수행 이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체 으로 

과제 리 정보시스템 도입과 함께 DB schema를 재

편성 이다. 특히 새로 설계한 과제고유번호를 도

입하여 기존의 분류코드 형식에서 일련번호 형식으

로 변경할 정이다. 한 분석코드 부분을 웹을 통

해 입력하고 있다. 한국과학재단은 역시 재는 과

제정보를 통합된 단일 테이블로 리하고 있으나 시

스템 업그 이드와 함께 DB schema를 재편성 이

다[1],[4].

   이 듯 상호운용성이라는 메타데이터의 특성을 

뒷받침하기 해 가장 필수 인 보안에서 고려되어

야 할 요소들에 해 크게 ① 리 역, ②명명과 

식별 역, ③분류 역, ④데이터 요소 개념 리 

역, ⑤개념과 값 역 리 역, ⑥데이터 요소 

리 역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6],[7].

(그림 2) 메타데이터의 보안 역

① 리 역

리 역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와 지스트리를 구

성하는 구성요소들의 리에 한 특면을 지원한다. 

즉, 보안요소에 한 책임을 지는 조직과 련이 있

다.

 ․ 리된 구성요소(administered component)

각 기  내지는 기업 간에 공유를 하여 정의와 명

세를 요로 하는 데이터 요소 구성요소를 의미한다.

 ․등록 기 (registration authority)

메타데이터의 등록에 한 권한을 가지는 조직을 의

미한다. 이러한 등록 기  각각에 하여 리된 구

성 교소는 반드시 다른 리된 구성요소들과 구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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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 식별자와 버 을 가진다.

②명명과 식별 역

이 역은 해석방향, 지역성, 기술  요소 등에 의하

여 발생 할 수 있는 등록된 메타데이터의 여러 이름

을 리하여 식별한다.

③분류 역

등록된 DB에 하여 분류법(taxonomy),네트워크, 

존재론(ontology)과 같은 하나 이상의 분류방법이 

사용된다. 분류된 구성요소는 객체 부류, 특성 부류, 

표  부류, 데이터 요소 개념 는 개념  역을 

한 일반화이고, 하나 이상의 분류 방법 내에 용

된다.

④데이터 요소 개념 리 역

이 역의 목 은 데이터 요소의 개발에 련된 개

념에 한 정보를 유지 보수하는 것이다. 즉, 실시간

으로 갱신되는 각 메타데이터의 업데이트와 함께 보

안을 염두에 둘 때 유의해야 부분 에 하나이다. 

이 역의 주된 구성요소는 데이터 요소 개념으로 

조합되는 개념(객체부류)과 특성이다. 

 ․객제 부류(object class): 실세계의 생각, 추상 

는 사물들의 집합으로 명백한 범 와 의미, 그리고 

속성, 행 들이 같은 법칙에 의하여 정의된다. 

 ․특성(property): 한 객체 클래스 내의 구성요소가 

가지는 일반 인 특성을 가리킨다.

 ․데이터 요소 개념(data element concept): 객체 

부류와 특성의 조합은 새로운 개념을 만들기 때문에 

데이터 요소 개념은 객체 부류와 특성의 정의와는 

다른 새로운 정의를 갖는다. 데이터 요소 개념 역시 

분류된 구성요서로서 분유 방법 내에 존재할 수 있

다.

⑤개념과 값 역 리 역

메타 데이터에서 이 역은 데이터 요소 개념을 지

원하는 개념  역과 데이터 요소를 지원하는 값 

역의 리를 맡고 있고 물리 , 논리  코드 집합

으로 표 할 수 있다.

 ․개념  역(conceptual domain)

 ․값 역(value domain)

⑥데이터 요소 리 역

이 역은 메타데이터 요소를 리하는 목 에 사용

된다. 데이터 요소는 실질  는 추상 인 사물에 

한 정보를 정형화된 표 을 제공한다. 다른 요소

들보다도 데이터 요소는 데이터 요소 개념의 재사용 

가능하고 공유 가능한 표 이 될 수 있다는 에서 

메타 데이터의 가장 큰 장 이자 그만큼 약 이 될 

수도 있다는 에서 종합연구 리시스템 구축 시 가

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향후 과제 

   이상 앞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보면 종합연구 리

시스템간의 상호연동을 가능  하는 키워드인 메타

데이터의 필요성  보안이 무엇보다도 시 하다.   

   본 논문은 몇 개의 정부 주요 연구 리기 의 연

구 리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여 재의 메타데이

터 보안 요소의 조건  필요성을 악함으로서   

그 차와 ① 리 역, ②명명과 식별 역, ③분류 

역, ④데이터 요소 개념 리 역, ⑤개념과 값 

역 리 역, ⑥데이터 요소 리 역 등의 구

성요소와 그 하 개념들을 제시하고자 하 다.

   한 메타데이터 보안 요소를 제시함으로서 아직 

미 제정된 국내 메타데이터 표 안 제정과정에서의 

효율성과 온라인 서 이나 도서 등 사용기 의 특

성에 따라 설계된 특화된 메타데이터들처럼 연구정

보시스템이라는 고유의 특징을 지지하고 보안 유지

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의 구   보안 리에 이바

지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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