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  연구데이터 리  
공유 사례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Research Data Management and Sharing of 
Science & Technology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박 미 영 (Miyoung Park)*

안 인 자 (Inja Ahn)**

남 승 주 (Seungjoo Nam)***

 록

본 연구에서는 오 사이언스 정책의 일환으로 학문분야별 연구데이터 공유․활용에 한 인식을 비교분석하 다. 

이를 기반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27개 기  데이터 업무담당자를 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하 다. 그  데이터 리 면에서 우수기  9개 기 을 선정하여 연구데이터 수집  리 황 

사례를 구체 으로 제시하 다. 결과 재 출연연구기 의 연구데이터 수집․ 리는 반 으로 시범사업 단계이며, 

데이터의 수집 구축 수  한 기 별로 상이하다. 기 별로 살펴보면 수집을 시작하는 단계(KIOM), 수집․ 리가 

고도화되고 있는 단계(KIST), 공유․활용을 시작하는 단계(KRIBB, KRICT) 등으로 구분된다. 

ABSTRACT

As a part of the open science policy, this study compared the perception of research data sharing 

and utilization by academic field. Based on this, in - 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emistructured questions to the data task managers of 27 government - 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mong them, nine excellent organizations were selected from the viewpoint 

of data management and cases of research data collection and management were specifically presented. 

The State of the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research data by the participating research institutes 

is generally a pilot project stage, and the level of collection and establishment of data also differs 

by institution. In terms of institutions, they are divided into three levels: the level of collection 

and establishment of data(KIOM), the advanced level of it (KIST), And level of steps to start sharing 

(KRIBB, K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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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0년을 후로 하여 로벌 차원에서 오

사이언스정책이 가시화되었다. 오 사이언스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연구의  과정을 보다 개

방 으로 환하려는 일련의 움직이다(OECD 

2016). 2002년 부다페스트 오 사이언스 선언

을 시작으로 2010년 이후 미주, 유럽을 심으

로 국가차원에서 오 사이언스정책이 수립, 이

행되어가고 있다. 오 사이언스의 주요특징은 

공개연구, 오  엑세스, 연구데이터공유, 공개  

동료평가, 투명한 연구 성과 평가이다(김순, 이

보람, 김환민, 김혜선 2017). 특히 연구결과를 

디지털로 공개함으로써 연구성과나 과정에 

한 후속 검증은 물론 추가 연구와 새로운 연구

방법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운동은 과학 정보를 공유하는데 있어

서 제약이 되는 규약과 장애물을 없애는데 

을 맞추고 있다. 왜냐하면 오 사이언스정책은 

기본 으로 학문의 자유를 한 연구 성과에의 

근성 증 , 공공 연구 성과의 사회경제  편

익 제고와 같은 사회  요청에 부응하고자 마련

된 사회 ․정책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의 극  오  사이언스 정책에 

비하여 한국은 오  사이언스 특성  연구데이

터 리나 력 연구에 있어서 특히 미약한 것

으로 조사되고 있다. 

국내 공  자 이 투자된 연구데이터 주생산

기 을 살펴보면 2016년 기  정부 연구개발사

업에 참여한 연구수행 주체로 정부출연기 이 

41.2%, 학이 22.5%로서 체 정부투자의 60%

를 상회할 정도로 큰 비 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1) 이  10년간인 2007년부터 2016년까

지 연구수행주체별 국가 R&D 수행 황을 살

펴보아도 과제규모 등 양  측면에서 출연연구

기 ( 수치 61조원)이 국가 R&D 연구데이

터의 주요 생산자  이용자로 악된다(<그림 

1> 참조). 따라서 출연기 의 연구데이터 공유 

 리 황을 악하는 것은 로벌 차원의 

오 사이언스 정책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일 것

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심

으로 국가연구데이터센터 설립과 통합 랫폼 

구축, 연구자용 데이터 리를 한 클라우드 인

라 구축, 나아가 연구데이터 리제도를 도입

하고 연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해 련 법령 

과제 수(개) 과제 규모(억 원) 연구책임자 수(명)

<그림 1> 10년간 주요 연구수행주체별 국가 R&D 수행 황

 1)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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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를 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The Science 

Times 2018.10.14). 이러한 제도와 법령, 랫

폼 구축이 실용 이고 이용자 에서 편의성

을 가지기 해서는 련기 의 인식과 황을 

잘 악하는 것이 선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데이터를 주로 생산하

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구기

과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데이터 공유에 한 이

용자 인식차이를 도출하고, 국내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산하 25개 출연기 을 심으로 연구데

이터와 공유  리하는 사례 분석을 목 으로 

한다. 사례분석 결과 우수한 기 을 선정하여 

모델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데이터에 한 학

문분야별 연구자들의 인식차이와 출연기 의 

황분석, 우수기  모델화 결과는 향후 국가 

 기  차원에서의 연구데이터 랫폼개발과 

메타데이터 개발에 반 할 수 있는 기 자료가 

될 것이며, 오 사이언스로 나가기 한 로드맵 

개발에 기 자료가 될 것이다. 

  2. 학문분야별 데이터공유 인식 
차이분석

본 연구와 련된 선행연구를 크게 네 부분으

로 구분하여 고찰할 수 있다. 첫째, 법, 제도, 정책 

연구, 둘째, 국내 연구자들의 데이터 리  공

유에 한 인식연구, 셋째, 연구데이터 리 황

연구, 넷째, 메타데이터에 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해서 구체 으로 살펴보면 <표 1>

과 같다. 

본 연구는 데이터 공유에 한 이용자 인식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국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기  심의 연구데이터와 공유  리하는 

사례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한 선제 연구로

서 연구자 인식조사, 연구데이터 리 분야의 선

행연구를 심으로 분석하 다. 인문사회학 분야

의 연구데이터 리  황에 한 연구는 국내

의 기 학문연구센터의 시스템과 황을 분석한 

것이 거의 부분이다. 자연과학분야의 경우는 

출연연구기 에 한 선행연구가 부분이다. 하

 역  논문 제목

법 제도 정책
- 윤종민, 김규빈 (2013) 과학데이터에 한 입법례와 리정책 그리고 응방안
- 김지  (2014) 국외 정부연구비지원기 의 연구데이터 리정책 분석
- 김규빈 (2015) 과학데이터 리에 한 해외 법제의 비교법  고찰

연구자 인식조사 - 김지  (2015) 데이터 리와 공유에 한 학 연구자들의 인식에 한 연구

연구데이터 리

- 강주연 (2017) 생명공학분야 연구데이터 리 방안 연구
- 김지  (2012) 학 내 연구자들의 연구데이터 리에 한 연구
- 김지  (2011) 자연과학분야 학실험실에서의 연구노트 작성  리에 한 연구
- 박미 , 안인자 (2017) 바이오뱅크 분야의 연구데이터 리  서비스 동향에 한 연구 
- 최명석, 이승복, 이상환 (2017) 국내 과학기술분야 연구기 의 과학데이터 리 황

포지터리
- 김문정 (2015) 과학기술분야 연구자의 포지터리 활성화를 한 연구데이터 공유에 한 연구
- 김지  (2016) 연구데이터 포지터리의 데이터 근  이용 통제 정책 요소에 한 연구

연구정보 수집 - 김은정, 남태우 (2012) 연구데이터 수집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메타데이터
- 김선태 (2012) 해양 측분야 메타데이터 표 요소 선정  설계에 한 연구
- 김선태, 한선화, 이태 , 김용 (2010) 과학데이터 보존  활용모델에 한 연구

<표 1>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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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출연기 의 공유 황과 인식에 한 연구는 

사례  제시, 시스템의 모형화가 아니라 통계  

제시이다(김은정 2012; 김문정, 김성희 2015; 

최명석 2017). 본 연구는 실제 리와 공유가 우

수한 기 을 상으로 담당자의 심층 인터뷰를 

한 것으로 실제 사례에 한 제시와 과제를 살펴

볼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구데이터 

리 황을 살펴볼 수 있다. 한 담당자를 상으

로 반구조화된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 다. 따라서 본 논문의 의의는 실제  사

례를 통한 모형화에 있다. 

2.1 인문사회과학분야 과학자들의 연구데이터 

공유 인식

학문분야별로 연구자들이 연구데이터 공유와 

리에 한 태도, 요구사항, 데이터 리를 

한 인 라  정책이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연

구 결과는 다수의 선행 논문에서 언 되고 있다

(Swan and Sheridan 2008; Beagrie 2009; 김

지  2012).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학문

분야별 연구데이터 공유 인식 차이를 정리해보

고자 한다. 

반면 인문사회 연구데이터란 련 후속 연구

와 교육에 지속 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학술  

보존의 가치가 있는 양   질  자료로 연구

, 교육 , 그리고 증거  활용 가치가 있다(신

란, 정연경 2012). 주제 으로는 사회, 정치, 

경제 련 정량  데이터와 디지털형태의 정성

 데이터, 실험데이터, 이미지와 동 상, 사운

드 데이터베이스로 제시되고 있으며, 세미나, 워

크샵,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등에 련된 자

료들이 포함된다. 그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인구통계 데이터, 체계 인 표본을 상으로 한 

다양한 설문 데이터의 축 이 많은 경우는 공유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인문학 분야는 주로 독자  작업을 수행하며, 

활용자료에 한 개인  해석이 연구결과를 도

출하는데 있어 요한 역할을 한다. 한 타 분

야에 비해 다양한 학문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 방법론 한 고 을 비롯한 텍스트 자료의 

분석, 실험, 설문 기반 연구, 장 찰, 창작 등

으로 매우 다양하다. 인문학 연구에서는 주로 

단행본과 학술자료를 이용하며, 생산되는 자료

는 텍스트 자료, 원고, 녹음/동 상, 이미지, 낱

장자료, 기사자료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타 분야보다 학문분야별 데이터의 수집, 리 

 공유를 한 제도 , 시스템  기반이 미약

한 실정이다. 더욱이 교수와 연구진들은 그들의 

데이터를 공유하고자 하지만 실제 이를 효과

으로 실행하기 한 기술이 부족하다. 

국내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한 인문사회

과학분야의 연구과제에서 생산되는 연구성과물 

 데이터를 리하기 해 2006년부터 기 학문

자료센터(Korea Research Memory, KRM)를 

운 하고 있다. 특히 학문의 특성상 비디지털 데

이터가 생산되는 인문사회학 분야는 데이터베이

스 작업이나 시뮤 이션 기술 등의 작업에 한 

비용이 높다. 반면 정량  연구분야에서는 데이터

시각화와 시뮬 이션을 한 도구와 과정이 잘 정

립되어 데이터 재사용이 상 으로 원활한 것으

로 조사되고 있다(심원식, 안혜연, 변제연 2015). 

인문사회학 분야에 하여 데이터 공유  

리에 하여 분석한 학자들의 동기요인, 방해요

인, 분야의 특성에 한 분석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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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 

(2006)

Perry 

(2008)

김 희 

(2006)

신 란, 정연경 

(2012)

심원식, 안혜연, 

변제연 

(2015)

연구 상분야 인문사회과학 인문사회과학분야 경제, 사회분야 인문사회과학 인문학

동기 요인
∙제도, 시스템 기반 

필요

∙평 효과, 상호호환성

지식의 효력

∙타인도움의 즐거움

∙기 의지, 인식 강화
∙ 력체계 필요

∙메타데이터 보완

∙보상체계, 행, 차 

필요

방해 요인
∙연구데이터 규정, 

분류어려움

∙공유의식 부족

∙추진주체의 의지부족

∙공식공유 시스템미비

∙기술, 인 라부족

∙인식부족 

∙정책, 설득 부족

∙데이터부족

∙시스템부족

∙정책정비부족 

∙정형화어렵고(기술)

∙ 리싸이클, 차 

부재

분야의 특징

∙비디지털데이터의 경우 DB작업과 메타데이터 작업 비용이 과함

∙DMP 련 제도, 시스템 기반 미약

∙‘데이터와 데이터의 근원(data and sources of data)’간 경계 모호

∙아카이  자체가 의미 있음

<표 2> 인문사회과학분야 연구자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인식

2.2 자연과학분야 과학자들의 연구데이터 공유 

인식

과학데이터는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

되는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며 이러한 데이터는 

통계수치, 수식, 이미지지도, 도표, 문서 등을 포

함한다. 데이터로서 학술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

데이터 는 과학데이터를 의미한다. 일반 으로 

과학데이터는 측, 감시, 조사, 실험, 연구 분석, 

계산 등 일련의 과학기술 활동의 결과로서 수치, 

공간, 도표, 문서 등의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그 

형식이 복잡하고 리 배포되며 범 가 넓은 것

이 큰 특징이다. 이공계열은 분이 실험데이터, 

계산데이터, 찰데이터, 데이터의 기록화는 

은 형편이다. 제공하는 연구자보다 이용하는 연

구자는 세 배에 이른다(김지  2012). 

자연과학 는 공학 분야에 있어서 생산되는 

데이터는 연구자들의 많은 시간, 노력, 인력 

한 수많은 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국가  차원에 있어서 국가 산  자원의 효

율 인 활용과 재사용성에 있어서 연구를 통하

여 생산된 모든 과학데이터는 매우 요한 국가 

자원이다. 특히 해양 환경, 천체물리학, 생명공

학 등의 분야는 데이터를 반복해서 수집하기 어

렵고, 규모 장비  설비투자를 통해서 수행

되거나 데이터 공유의 효과가 크고 직 이라

는 것이다(심원식 외 2015).

국내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심으로 

국가연구데이터센터 설립과 시스템과 제도 정

비를 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 에 

자연과학 분야에 하여 데이터 공유  리에 

하여 분석한 학자들의 공유 동기요인, 방해요

인에 한 분석은 시스템  제도 도입에 요

한 데이터가 될 것이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연구데이터 공유 황과 인

식 반에 하여 비교, 분석 결과 인문과학, 사회

과학과 자연과학 분야의 여러 면에서 상이한 결

과를 발견할 수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의 유형 측면에서 인문과학분야

의 데이터는 데이터 소스와 결과 데이터와의 경

계 구분이 모호하며, 사회과학 분야의 데이터는 

데이터의 규정과 분류의 어려움, 데이터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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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김은정 
(2012)

김문정, 김성희 
(2015) 

Williams
(2013)

박미 , 안인자
(2017)

최명석 외 
(2017)

상 과학기술분야 과학기술분야 작물학 생명과학 과학기술분야

동기요인

∙과제완료의 안정감, 

의무감, 만족감, 실
인정,  보상, 

좋은평

∙보상체계
∙인지성

∙타데이터 공유 기

∙다른 연구자에게 기여
∙연구비지원기 의 요

구사항

∙시스템 구축필요, 

제도기반 필요

∙가이드라인 필요

∙제도 개선, 데이터 

리․활용 지원체계 

∙공감  형성

방해 요인
∙표 , 아이디어 도용
∙논문 출 의 주도권 

상실

∙아이디어 도용, 표
, 논문 출 의 주

도권 문제 

∙업무가

∙데이터 표 화어려움 
∙연구 성과 인정없음

∙성과인정없음

∙추가  업무 리, 품질 

 신뢰성 책임 이슈
∙ 리․공유가 부담

분야별 특징 정보인 라요인( 리시스템, 메타데이터, 데이터표 화, 리  교육 로그램)

<표 3> 자연과학기술분야 연구자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인식 

이 부족 상이 보인다. 반면 자연과학분야 데

이터는 통계수치, 수식, 이미지지도, 도표, 문서 

등을 포함하며, 양 으로 방 하고, 구조화하기

가 용이한 특성을 지닌다. 자원의 가치 측면에

서 자연과학 분야의 데이터는 연구자들의 많은 

시간, 노력,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특히 국가  차원에서 산  자원의 투입에 

한 효율 인 활용과 재사용이 요구된다. 

둘째, 인식 측면에서 보상, 행, 차 등을 

통하여 인문학분야 과학자들과 소통이 요구된

다. 사회과학분야의 경우 기 의 의지와 인식

이 우선 으로 요구되며, 평  효과 나아가 타

인에게 도움이 되는 자신의 가치 상층의 만족

에 한 인문  공감과정이 요구된다. 특히 인

문사회과학 모든 분야에서 공유인식 부족과 추

지주체의 의지 부족을 요한 방해요인으로 제

시하고 있다. 자연과학 분야의 경우 제도, 시스

템, 가이드라인 등의 환경 구축이 갖추어 질 경

우 기 되는 과제완료의 안정감, 의무감, 만족

감, 실 인정 등의 인식공유, 기 의 요구사항 

충족에 한 기 가 동기부여로 제시되고 있

다. 특히 자연과학 분야 공유인식의 방해요인

은 아이디어 도용, 표 , 논문 출 의 주도권 

문제, 업무가 의 불편함 등으로 연구자들에게 

추가 으로 가 되는 구체  불편함이 제시되

고 있다. 

셋째, 제도와 시스템화 측면에서 모든 분야에

서 아직은 기단계이지만 특히 인문학분야는 

정형화하여 기술을 용하기가 어렵고, 리 

차가 부재한 상황이다. 인문사회과학분야도 제

도, 시스템 기반이 요구되며, 특히 력체계와 

메타데이터의 보완이 요구된다. 반면 자연과학

분야 데이터는 정보인 라요인이 비교  명확

하고, 공유, 활용에 한 공감 가 일부 형성된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심으로 국가연구데

이터센터 설립과 시스템과 제도 정비를 한 계

획이 실행 단계 있다. 

분석 내용으로 볼 때 우선 으로는 자연과학 

분야의 데이터가 단순하고 정형화하기 용이하

고, 인식 면에서도 구체화 되어 있으므로 국가 

출연연구기 을 심으로 데이터 공유  활용

을 한 로세스를 시도하는 것이 합하다. 2

차 으로 자연과학분야의 기술, 시스템의 구조

화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인문과학분야에 

용하기 한 융합  연구, 인문과학 특성화, 시

스템 고도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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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설계  방법론

3.1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  27개를 상으로 연구데이터 리 황 

포럼과 심층 인터뷰를 개최하 으며, 각 기 의 

2017년 수행과제에 하여 리  공유 황조

사를 실시하 다. 이  25개 정부출연연구기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

속이고, 2개 기 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극지

연구소은 2012년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해양수산부 산하로 이 된 기 이다. 이 된 기

임에도 성격 으로 유사성이 있으며, 연구데

이터 리 면에서 매우 우수한 기 이기 때문에 

타 기 의 모델  성격으로 포함되었다. 

세부내용은 <그림 2>와 같다. 첫째, 연구데이

터 공유, 활용 체계에 한 이해도증진  공감

 형성을 하여 연구기  문가 32명을 상

으로 문가 포럼을 개최하 다. 본 포럼에서는 

공유 경험을 나 고, 국내기 의 연구데이터 

리 체계 구축 황  우수사례를 제시하 다. 

둘째, 조직차원에서 연구데이터 리를 진행 

인 9개 기 을 상으로 연구데이터 단계별 

황에 하여 인터뷰를 실시하 다. 셋째, 3개 우

수기 을 선정하여 모델을 제시하 다. 

3.2 연구질문

연구데이터 리에 한 통합 리체계는 제

도, 인력, 조직 등의 인 라, 물리  리포지토리, 

디지털 리포지터의 구성과 활용으로 모듈화하

는 것이 통상  방법이다. 이를 기반으로 반구

조화된 인터뷰(semi structured interview) 설

문이 구성되었고, 포럼과 인터뷰를 통하여 질의

되었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5). 

1) 제도: 기 내 연구데이터 수집 리를 

해 제도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연구데

이터 리계획(DMP)수립되어 있는가? 내

부 으로 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2) 인력  조직: 연구데이터 수집 리를 

한 조직, 인력 등 추진체계가 구축되어 있

는가?

3) 수집  장: 데이터의 장, 시스템, 메

타데이터 등 련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어느 정도 기간의 데이터가 축척되어 있

는가? 데이터의 타입과 특징은 무엇인가? 

4) 리  보존: 공유 활용을 한 기 내 

포지토리, 랫폼이 있는가? 공유한 사

<그림 2> 연구내용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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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가 있는가? 혹시 국외에서 요청한 이 

있는가?

5) 공유  활용: 기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집 리 혹은 공유 활용을 한 사업이 있

는가? 산이 확보되어 있는가? 기  경

진의 심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자들의 공

유 활용에 한 인식은 극 인가? 내부 

규정으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4. 연구데이터 수집  리 
황분석

4.1 분석의 상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

해 연구데이터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 을 분석 상으로 삼고 

해당 기 의 연구데이터 수집․ 리 황을 살

펴보았다. 분석 상기 인 정부출연연구기

구기 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구기

 등의 설립․운   육성에 한 법률'에 근거

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부설연구기 들을 

포함하여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 (기타공공기 )으로 지정되어 있

으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제외)의 지원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

산부 소  27개 연구기   자체 으로 연구데

이터 수집․활용 체계를 구축하고자 련 사업

을 추진 에 있는 9개 기 을 상으로 2018년 

5월 30일~6월 10일 연구데이터 담당자 심층인

터뷰를 통해 분석을 진행하 으며, 기  목록은 

<표 4>와 같다.

4.2 연구데이터 수집․ 리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정(이

연구소명 분야 연구소명 분야

1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정보보안 15 한국에 지기술연구원 에 지

2 국가핵융합연구소 핵융합 16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

3 녹색기술센터 기후기술 17 한국 기연구원 기

4 세계김치연구소 식품(김치) 18 한국 자통신연구원 자통신

5 안 성평가연구소 생명과학(비임상) 19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

6 재료연구소 소재기술 20 한국천문연구원 천문

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술 2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

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 연구 분야 22 한국표 과학연구원 국가 측정표

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정보 23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

10 한국기계연구원 기계 2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우주

11 한국기 과학지원연구원 기 연구 분야 25 한국화학연구원 화학

1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분야 2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

1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조기술 27 극지연구소 극지환경

14 한국식품연구원 식품 *분석 상기 은 굵은 테두리, 음  표기

<표 4> 과기정통부, 해양수산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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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공동 리규정) 제25조에서는 논문, 특허, 보

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

자원, 소 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등 공식 9  

R&D 성과물을 지정하 다. 이를 효율 으로 

리하고 유통하기 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이 지정한 담기 에 분야별로 등록하거나 

기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표 5> 참조). 를 

들면 논문과 보고서 원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특허는 한국지식재산 략원, 기술요약

정보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에서 담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의 등록 상과 

기탁 상, 범 는 <표 6>과 같다. 실험․ 측․

분석 등 연구개발과정에서 산출된 ‘연구데이터’

는 연구결과로서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 공동 리규정 상 공식 R&D 성과물에 포함

되지 않아 국가차원에서 수집하고 리할 수 있

는 제도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공 자 을 투입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얻

은 연구데이터를 리하고 공유하기 해서  

하나 뒷받침되어야 할 제도  기반은 데이터

리계획(Data Management Plan, 이하 DMP)

연구성과물 리 담기 연구성과물 리 담기

논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시설․장비 한국기 과학지원연구원

특허 한국지식재산 략원 화합물 한국화학연구원

보고서원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생명

자원

생물자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술요약정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생명정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소 트웨어
한국 작권 원회 신품종실물 농업유 자원센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품종정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표 5> 국가 R&D 연구성과물 리 담기  황

등록 상 기탁 상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학술 회지에 수록된 

학술논문

생물자원

(생명자원)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

러스 등), 동물자원(사람․동

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

(식물세포, 종자 등), 유 체자

원(DNA, RNA, 라미스 등) 

 련 정보

특허 국내외에 출원 는 등록된 특허정보

보고서 

원문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보고서  연차보고서( 자원문 

포함)

연구시설

․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

비 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 

정보

기 ․응용․개발단계 등의 최종보고  연차보고가 완료된 결

과물의 기술정보를 요약하여 공유․활용(기술이 ․사업화 등)

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정보

화합물
합성 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련 정보생명정보

(생명자원)

유 체정보(서열, 발 정보 등), 단백체정보(서열, 구조, 상호작

용 등), 발 체정보(유 자(DNA)칩, 단백질칩 등)  그 밖의 

련 정보

소 트웨어 창작된 소 트웨어  등록에 필요한 련 정보

<표 6>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등록  기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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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데이터 리계획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생

성된 데이터에 한 리  계획을 담은 문서

로서 연구수행과정에서 가, 어떤 데이터를 언

제, 어떤 방법을 통해 어떤 형태로 취득할 것인

지를 사 에 계획함으로써 연구수행의 효율성

을 높이고, 연구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체

계 으로 리하기 한 목 으로 작성한다. 

미국, 국, 호주 등 데이터 리 선진국은 공

자 지원의 연구개발사업에 해서는 DMP 제

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례로 제시한 <표 7>은 

미국연구재단(NSF)의 DMP 주요 요구사항에 

한 내용이다. 반면, 국내는 공동 리규정 상 데

이터 리계획에 한 조문이 마련되어 있지 않

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극지연구소 등 개별 기

차원에서 소  분야 연구데이터를 수집하여 활

용하고자 자체 으로 DMP를 마련한 기 이 있

으나 해당 데이터의 공유  활용은 제한 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략’ 발표(’18.01)를 통해 연구데이터 련 주요 

핵심 과제  개략 인 추진 내용을 도출하 다. 

여기에는 공동 리규정 조문 개정안이 포함되

어 재 ‘국가 R&D사업 공동 리규정’에 공식 

연구성과물로 연구데이터를 포함하기 해 연

구데이터 정의를 담고, 연구제안자로부터 ‘데이

터 리계획(DMP)’을 수하는 내용을 추가하

는 개정 작업이 진행 이다. 이 밖에 ‘연구 리 

표 매뉴얼’에 연구데이터 련 연구자 권리 개

정도 함께 추진 에 있다. 공동 리규정 개정

안은 2018년 하반기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

원회를 거쳐 개정 작업을 진행 할 정이다. 

4.3 출연연구기  연구데이터 수집․ 리 사례 

분석

4.3.1 연구데이터 수집․ 리 사례 진단 

분석의 틀

본 연구에서는 연구데이터를 생산해서 활용

하기까지 연구데이터 사이클(규정  제도, 인력 

 조직, 수집  장, 리  보존, 공유  

활용(인 라))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

하 7개 출연연구기 을 상으로 연구데이터 수

집  리를 한 체계를 갖추었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연구데이터 수집․ 리 사례 진단 분석

의 틀은 <표 8>과 같다. 

4.3.2 출연연구기  연구데이터 수집  리 

황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KIST)은 기 고유

데이터 유형
데이터, 샘 , 물리  수집물, 소 트웨어, 커리큘럼 자료, 연구과정에서 생산되는 기타 자료에 
한 유형

데이터 표
데이터, 메타데이터 포맷  내용에 사용되는 표
(기존 표 이 부재하거나 부 한 경우, 해결방법을 문서화하여 제출)

공유․개방 정책
라이버시, 기 , 보안, 지 재산권, 기타 권리․요구사항 보호 련 사항을 포함한 데이터 공유․

개방 정책

재사용 정책 재사용, 재배포, 생연구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를 한 정책․조항

데이터 아카이빙 계획 데이터, 샘 , 기타 연구 결과물에 한 아카이빙  근(공유)을 한 계획

<표 7> 미국 연구재단(NSF)의 DMP 주요 요구사항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  연구데이터 리  공유 사례 분석 연구  329

구 분 분석의 핵심 주제

규정  제도

∙기 차원에서 연구데이터를 체계 이면서 효율 으로 수집하고, 리․보존․활용하기 한 

‘연구데이터 리 규정(안)’ 마련 여부 

∙연구계획서 제출 시 DMP 제출을 요구하는지 여부 

담인력  조직 ∙조직 내 연구데이터 수집․ 리를 담할 인력  조직 유무 

수집  장*
∙연구자의 데이터 업로드를 통한 수집 기능

∙표  로토콜을 통한 데이터 자동 수집 기능

리  보존*
∙OAIS 표 에 의한 데이터의 체계 인 리

∙데이터 라이 사이클** 기반의 보존

공유  활용*

(데이터 출 /서비스)

∙연구자의 데이터에 로벌 식별자(DOI) 부여

∙ 로벌 데이터 핸들러 서버에 데이터 등록

∙조직별, 컬 션별, 자별, 주제분류별 검색 가능

∙데이터와 학술문헌과의 연계서비스

 *해당 기능이 실 되기 해서는 물리 /디지털 리포지터리 시스템 구축 필요함

**데이터 생산-처리-분석-출 -아카이 -재활용

<표 8> 본 연구의 분석 틀 

서비스 구분 주요 기능

KIST R&D Platform (KiRI Note) 

구축  서비스

∙연구자의 통상  연구활동이 DB화 될 수 있는 랫폼 구축

∙특성분석센터 데이터 통합 리 시스템 업그 이드

  *실험․측정 데이터의 자동수집․ 장시스템, 연구노트 생성기 등

∙주제별 계산과학 랫폼과의 연계 로토콜 구축

∙AI 기반 실시간 연구활동 지원 서비스 구

KIST R&D Data Bank 구축  

서비스

∙지속  경쟁력을 가진 소재( 매) 데이터 리 체계 확립  데이터 축

∙KIST 내외부의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통합, 장  리 시스템 확립

∙데이터 기반 실시간 연구활동 지원 서비스 개발 

∙이질 인 과학기술 데이터의 체계  리를 한 메타데이터/마스터 데이터 리

KIST R&D Informatics Platform 

(KiRI) 구축  서비스

∙KIST 자체 데이터를 포함한 로벌 스 일의 데이터를 통합 검색  활용을 

한 랫폼 개발

∙ 로벌 과학기술 데이터 연계를 한 분석 상 데이터 통합 리 시스템 구축

∙데이터 가시화  분석이 가능한 KIST R&D Data Bank 서비스 포탈 구축

∙머신러닝 기반 매 설계 시스템 개발  서비스

* 출처: 서덕록. KIST 데이터기반 R&D환경 구축사업 설명자료(2018.5.28.) 

<표 9> KIST 연구데이터 인 라 서비스 

사업으로 ’17년 10억원, ’18년 8억원의 산을 투

입하여 데이터 기반 R&D 환경 구축 사업을 진

행 이다. KIST 내 모든 연구 분야에 용될 

수 있는 범용의 인 라 구축을 목표로 하되, 인

라의 실효성 입증을 한 용 분야로서 소재

( 매) 분야를 선정하여 <표 9>와 같이 3종의 서

비스를 구축 에 있다. 

① 제도  측면에서 KIST는 기  자체 으로 

연구데이터 리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

으나, 데이터 기반 R&D환경 구축 사업을 

통해 연구데이터 수집․ 리․공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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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를 구축하여 ’18년 말 베타서비스를 제공

할 정이다. 

② 연구데이터 수집․ 장 황에 있어, ’18년 

말 서비스 구축 완료시 에 약 15만 건의 

데이터( 매분야 논문데이터 10만건, 측정

데이터 5만 건)를 축 할 정이다. 

③ 연구데이터 리  보존에 있어서는 재 

인 라 구축 으로서 연구데이터 공유․

활용이 되고 있지는 않으나, 시스템 개발 후 

KIST 내부에 우선 공개 정이며 단계

으로 확 할 계획이다. 다만, 측정데이터  

논문 원문은 라이센스 상의 문제로 공개가 

불가하며, 자체 측정데이터는 일정 기간의 

엠바고 기간 후 GPL, CCL등의 공공라이

센스(public license)를 활용한 공개를 검

토 에 있다. 

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KISTI)은 기

연구실험데이터 로벌허 구축사업(과학기

술정통부 지원)으로 ’15년 28억원, ’16년 25억원, 

‘17년 21억원의 산을 투입하여 첨단 연구 장비

에서 생산되는 용량 데이터를 확보하고, 실험

데이터 분석을 한 컴퓨  인 라를 구축 에 

있다. 

① 제도  측면에서 KISTI는 기  자체 으

로 연구데이터 리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② 조직/인력측면에서 기  내 연구데이터허

센터, 연구데이터 랫폼센터 등의 담 

조직을 두어 연구데이터 련 사업을 

비 에 있다. 

③ 증하는 데이터 분석 수요 응을 한 데

이터 장․공유․분석 인 라를 구축하

고자 컴퓨  인 라와 장인 라를 확장

하고 있다. 일례로, KISTI는 컴퓨  인

라를 ’15년 CPI 560코어에서 ’17년 1,260코

어로 2배 이상 확장하 으며, 장인 라 

한 1.5PB의 CERN 가속기 원천데이터 

확보  테입시스템의 활용이 90%를 넘

어, 추가 으로 1.5PB 테입(Tape) 장

인 라를 확장하여 3PB 규모의 원천데이

터 확보가 가능해졌다. 

④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측면에서 ALICE, 

CMS 등 연구데이터 공유․분석 환경을 제

공하여 국내외 연구자가 사용 에 있다. 

3) 한국생명공학연구원(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echnology, KRIBB)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KRIBB)은 생명연

구자원 통합시스템 활용기반 구축사업(과기정

통부 지원)으로 ’10년부터 ’19년까지 9년간 약 

270억원의 산을 투입하여 국가생명연구자원

통합시스템(KOBIS)을 구축하고 생명연구 분야 

연구데이터 수집․활용을 지원 에 있다. 

① 제도  측면에서 공동 리규정 상 생명정보

는 연구성과물로 지정되어 KRIBB은 생명

연구자원법 제11조에 따라 담조직(국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을 설립하고 생명정

보의 통합  리와 유통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리계획, 문서화면에서 단계 시행이 

비미하다(박미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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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명 참여연구자 규모

ALICE 실험(CERN)
∙(국외) 37개국 151개 기 , 1,550명 참여
∙(국내) 한국 ALICE 연구그룹
  - 국내 6개 학, 40여명 참여

CMS 실험(CERN)
∙(국외) 40개국 172개 기 , 약 3,000명 참여
∙(국내) 한국 CMS 연구그룹
  - 국내 8개 학, 80여명 참여

BelleⅡ(일본 KEK)
∙(국외) 20개국 67개 기 , 600여명 참여
∙(국내) 한국 Belle 연구그룹
  - 국내 9개 학 40여명 참여

력 (LOGI/KAGRA)
∙(국외) 16개국, 60개 기 , 1,000여명
∙(국내) 한국 력 연구 력단  해외 공동연구자
  - 10개 학, 4개 연구소, 40여명 참여

RENO
∙(국내) 한국 성미자연구센터
  - 국내 5개 학 50여명 참여

유 체
∙(국내) 유 체 연구그룹
  - 국내 40여명 참여

구조생물학(KBSI 자 미경) ∙(국내) 한국기 과학지원연구원(KBSI), KAIST 등 15개 연구그룹 50여명

* 출처: 노서 , 2018년도 기 연구실험데이터 로벌허 구축사업 설명자료(2018.1.29.) 

<표 10> 연구데이터 분야별 국내외 참여연구자 규모

② 연구데이터 수집 측면에서 KOBIC과 정

보연계된 생명정보 연구성과물 등록시스

템인 Biodata의 경우, ’18년 4월 기  총 

1,198,937건(23TB)의 연구성과물이 등록

되어 있으며, 다부처 유 체 정보연계 시스

템인 Genome-InfraNET에도 ’18년 4월 기

 14,568건(82TB)의 정보가 연계되어 있

으나 해당 데이터에 한 공유․활용 실

은 조한 실정이다. 

③ 공유․활용 측면에서 KRIBB은 ’18년 1월 

기  CPU 3,100 코어, 장 공간 10PB 등 

컴퓨  장 인 라를 구축하고 구축된 

KOBIC 시스템 활용으로 5개 부처 유 체 

정보  생명연구자원정보의 수집․ 리 서

비스를 지원 에 있다. ’18년 4월 기  생명

연구자원정보 연계의 건수는 4백만건을 

돌 하 으나 생명정보 분석․활용 서비스 

지원은 27건에 불과해 생명연구자원정보 공

유․활용 수 은 수집․구축된 데이터 비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지표[지표유형]
2015 2016 2017 2018.04

목표 실 목표 실 목표 실 목표 실

생명연구자원정보 
연계( )

- 3,166,417 3,260,000 2,336,451 3,360,000 3,199,049 3,406,667 4,837,155

생명정보 분석․활용 
서비스 지원

- 50 55 55 60 63 21.67 27

* 출처: 진태은, 국가생명연구자원 통합시스템 구축 설명자료(2018.5.25.) 

<표 11> 생명연구자원통합시스템의 생명연구자원 수집․ 리 황

(단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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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지질자원연구원(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KIGAM)은 기

고유사업으로 ’15년 2.7억원, ’16년 3.6억원, ’17년 

2.1억원의 산을 투입하여 KIGAM 지질자원정

보 통합 리체계 구축사업을 진행하 다. 

① 사업수행의 결과, 제도  측면에서 KIGAM

은 기  자체 으로 DMP양식을 포함한 연

구데이터 리규정을 마련하 으며, 

② 조직․인력 차원에서 기  내 지질자원데이

터센터를 구축하여 연구데이터 응 담 

인력과 조직을 구축하 다. 

③ 연구데이터 수집․ 리를 해 연구데이

터 분류코드를 작성하고 메타데이터 항목

을 선정하며 데이터 유형별 XML 스키마

를 설계하고 구 하는 등 수집․ 장을 

한 표  로토콜을 구축하 다. 

④ 이후 2016년 연구데이터 공유․활용을 해 

웹기반의 디지털 지질자원 연구데이터 리포지

토리 시스템인 Geoscience Data Repository 

System(GDR)을 개발하여 재 1차 

일럿 시스템을 서비스하고 있다.

5) 한국표 과학연구원(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KRISS)

한국표 과학연구원(이하 KRISS)은 기 의 

연구결과인 측정데이터의 수집, 구축을 통한 고

객 맞춤형 보  확산을 목표로 KRISS 데이터센

터(KDC) 지정과 KDC 랫폼 구축사업을 추진 

에 있다. 

① 제도  측면에서 KRISS는 기  자체 으

로 연구데이터 리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는 않으며, KDC 랫폼 구축사업에 따른 

사업담당 인력은 존재하나 

② 기  차원의 연구데이터 담조직․인력이 

구성되지는 않은 실정이다. 재 KRISS의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체계는 기획단계로 

KDC 랫폼의 구성  역할까지 도출된 

상태이며, ’20년까지 신뢰성 있는 측정데이

터의 생산능력을 갖춘 연구센터에 KDC를 

5개까지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시범사업

( 속 박막 복소굴 률 측정 데이터를 시

범사업으로 운  )을 운  에 있다. 

③ KDC 랫폼의 주요 기능은 데이터 구축, 

분석, 처리, 리기능이다. 데이터 수집 

리 측면에서는 데이터 구축기능으로 기존 

는 신규 데이터를 수집  구축하고 외부 

사이트의 데이터와 연계가 가능하다(<그림 

3> 참조). 구축된 데이터는 분석기능을 통

해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분석 소

트웨어를 통한 데이터 분석 처리, 데이터 

처리결과 발간(publication), 측정표  등

을 한 2차 데이터 가공 등 데이터 처리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계, 데이터 업데

이트, 참조표 화, DOI 부여 등 리기능을 

통해 데이터 구축의 편의성을 제공받고 데

이터 양  확 를 제고할 수 있다. 

6) 한국한의학연구원(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KIOM)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KIOM)은 연구개발

립 사업으로 한의학 연구데이터 통합 리 체

계를 구축하고자 사 비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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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랫폼 구성도 KDC 랫폼의 역할

*출처: 채균식, 참조표 사업과 KRISS data activities 설명자료(2018.5.31.) 

<그림 3> KRISS의 KDC 랫폼 개념도  역할

① 제도  측면에서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략 수립을 해 TF 을 구성하고 연구원 

내 연구데이터 황 자료 설문조사(’18.4)

를 바탕으로 연구분야별 특성을 반 한 연

구데이터 분류체계  DMP를 개발하고 

DMP보 을 해 ’18년 말 기  내 시범운

할 정이다. 

② 재 KIOM의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체계

는 기획단계로 연구데이터 수집․ 리․공

유․활용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내

부 으로 연구데이터 리체계  운 지

침을 개발하고 DMP를 시범 용하고 있

는 사실은 고무 이다. 이를 바탕으로 ’19

년 KISTI의 연구데이터 리포지토리 시스

템을 활용하여 연구원 환경에 맞도록 한

의학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랫폼을 구

축할 정이다. 

7) 한국화학연구원(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KRICT)

한국화학연구원(이하 KRICT)은 내부 주요

사업  과기정통부 사업(나노소재원천기술개

발사업, 인공지능신약개발구축사업)을 통해 열

소재  신약분야 랫폼을 구축하여 연구데

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려는 사업을 진행 에 

있다. 

① 제도  측면에서 KRICT는 자체 으로 

리규정  DMP를 개발하고 있지 않지만, 

② 조직․인력 측면에서 화학데이터기반연구

센터를 통해 연구데이터 수집  리 

랫폼 개발, 데이터 기반 소재 물성 측 

랫폼 개발, 화학시뮬 이션 기반을 활용한 

연구 수행 등 담조직  인력을 구축한 

상태이다. 

③ KRICT는 ’17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연간 

10억원을 투입하여 고효율 열  신소재 

측  개발을 한 열 소재 데이터 랫폼

을 구축 에 있다. 이를 해 KRICT는 

우선 연구데이터 수집․ 리측면에서 열

소재 DB  실험데이터를 확보하고 계

산데이터를 생성하여 기계학습 기반 열  

특성 측 로토콜을 개발 이다. 이후 

열 소재 데이터 수집의 표 화 기술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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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고 웹기반 열 소재 데이터 랫폼을 

공개하여 기계학습 기반 열 소재 성능 

측 서비스를 제공할 정이다. 

④ KRICT는 한 내부 주요사업을 통해 연 

3억원을 투입하여 신약분야 데이터 랫

폼 구축사업을 진행 이며, 연구데이터 

공유․활용측면에서 기구축된 DB에 

한 공유 사업을 ’18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재 화합물 연구데이터 련 130개 타겟

에 한 100만건의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

며, 화학연은 본 사업을 통해 향후 2년간 

국내외 개방형/폐쇄형 데이터를 1,000만

건(국내외 개방형 화합물 라이 러리) 이

상 구축할 정이다. 이를 통해 질병, 타겟 

 유효물질을 선정, 인공지능 측 모델

을 통해 유효물질 최 화 등 인공지능 신

약개발 랫폼 구축을 통해 신약개발 단

계별 측모델을 개발하고 시각화할 정

이다.

8) 종합

국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  25개 정부출

연연구기   자체 으로 연구데이터 수집․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자 극 으로 사업을 

추진 인 9개 연구기 을 살펴보았다(<표 13> 

참조). 구축의 수 은 상이하 으나 반 으

로 최근 2~3년을 기 으로 과학계에 오 사

이언스 기조에 따른 데이터기반 연구개발이 

요해짐에 따라 여러 출연연구기 에서 연

구데이터 공유정책을 수립하고, 수집․ 리․

공유를 한 랫폼 구축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활용자 타겟수 실험데이터(건)

체 760 4,672,450

KRICT 267 2,606,714

공개 가능 130 1,026,910

* 출처: 이선경, 빅데이터․인공지능기반 신약개발 랫폼 구축 설명자료(2018.5.29.) 

<표 12> KRICT 화학물 연구데이터 황(’18.05.기 )

연구소명 분야
연구데이터 리 단계

  규정 → 인력/조직 → 수집  →  리  →  활용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 연구 분야 × △ ○ ○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과학기술정보 × ○ ○ ○ ○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생명분야 × ○ ○ ○ ○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지질 ○ ○ ○ ○ ○

한국표 과학연구원(KRISS) 국가 측정표 × △ × × ×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한의학 ○ ○ × × ×

한국화학연구원(KRICT) 화학 × ○ ○ ○ ○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 해양 △ ○ ○ ○ ○

극지연구소 극지 ○ ○ ○ ○ ○

<표 13> 연구데이터 수집․ 리 인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 (’18.11.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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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원회에서도 출연연구기  연

구데이터 공유 랫폼 정책의 일환으로 연구데

이터 의체를 구성하 고 ’18년 말 련 가이

드라인을 제정할 정이다. 한 KISTI주도로 

데이터 리포지토리 시스템을 설계 이며 ’18년 

말 로토타입이 배포 정인 바, 각 출연연구

기 구기 은 이를 용하여 해당 분야에 특화

된 데이터 리포지토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4.4 연구데이터 수집․ 리 우수 모델 

연구데이터 수집, 리 모델선정에 있어서 

<표 13>을 통하여 볼 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등이 5단계 연

구데이터 사이클에서 가장 선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분야 연구데이터 생산주체 

 활용주체를 고려하여 우수사례 상을 선정

하 으며 5단계 연구데이터 사이클 모든 분야에

서 선도  역할을 하고 있으며 3개 기 의 황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4.1 한국지질자원연구원(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지질자원연구원(이하 KIGAM)은 출연연구

기  가운데 선도 으로 개별기  차원에서 연

구데이터 통합 리체계를 구축하여 운 을 개시

한 모델로 볼 수 있다. 모범사례로 꼽히는 이유

는 첫째, 연구데이터 수집․ 리․공유 체계 구

축을 한 제도, 교육, 조직 등 소 트 인 라를 

마련하고, 둘째, 육상과 해 에서 생산되는 시료

를 체계 으로 수집, 장, 보존, 활용할 수 있도

록 물리 /디지털 리포지토리 구축 등 하드웨어 

인 라를 마련했다는 이다. KIGAM은 연구

데이터 통합체계 구축을 해 우선 규정, 조직, 

교육안을 마련하 다. 해당 분야 데이터 특성에 

맞게 연구데이터 리규정  데이터 리계획

(DMP)을 마련하고 ’18년 말 시범 으로 시행할 

정이다. 데이터에 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

할 수 있는 데이터 리 원회를 구성하여 운 하

고 있으며 데이터 생산자가 데이터 리․공유 

활동에 능동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실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데이터 리계획 이행실

을 과제평가에 반 하도록 하 다. 한, 안정 이

면서 지속 인 데이터 리가 가능하도록 문인

력을 확보하고 담조직(지질자원데이터센터)을 

운 하고 있다. 지질자원데이터센터는 데이터 생

산자와 리자의 데이터 리 능력을 배양하고, 고

품질의 데이터 생산이 가능하도록 국제지질자원교

육센터와 연계하여 데이터 품질 리(QA/QC)에 

한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운 하고 있다.

① KIGAM은 하드웨어 인 라 측면에서 시

료 리․연구시설을 갖춘 물리  리포지

토리를 구축하고 연구데이터를 수집, 등록, 

리, 공유, 검색할 수 있는 오 소스 기반 

디지털 리포지토리 시스템을 개발하 다. 

② 구축된 디지털 리포지토리 시스템이 지질자

원연구와 교육분야에서 보다 활용될 수 있

도록 On-line KIGAM Data Journal 발간

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보  인 과거 데이

터를 공개하여 재사용하는 등 연구데이터 

공유를 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③ 한 국내 지질자원 데이터 리포지토리가 국

제  수 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Thomson 

Reuters사의 Web of Science에서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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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DCI(Data Citation Index)의 인증 리포

지토리 등록을 비 이며, 지질자원분야 

국제 데이터 공유 로그램인 OneGeology, 

CCOP-GSJ, GeoInformation Sharing 

Infrastructure for East and Southeast Asia 

(GSi) 로그램에 극 으로 참여하는 등 

지질자원분야 국가데이터센터로서 핵심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4.4.2 한국해양과학기술원(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IOST)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KIOST)은 해양조

사법 제21조, 제22조  국제해양자료정보교환

체계(International Oceanographic Data and 

Information Exchange, IODE) 련 정부간해

양학 원회(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IOC) 회람 800(1980.10.02.)에 따

라 기  내 해양조사자료 리체계를 구축하

다. KIOST는 해양자료 리업무의 일 성 유지

를 해 업무 반에 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해

당 매뉴얼에 따라 주요사업  국가연구사업 생

산 자료에 한 기  차원의 자료 리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매년 해양조사자료목록, 

해양조사계획(NOP), 항해요약보고서(CSR)을 작

성하여 국립해양조사원과 국립수산과학원에 제공

하고 있다. 

① KIOST는 데이터 수집․ 리를 한 인

라로서 해양자료 통합 DB와 KIOST 해양

자료 포털을 구축․운 하고 있다. 해양물

리, 해양화학, 해양생물, 해양지질, 지구물

리 등 해양분야 통합 자료 리를 한 

Oracle 기반의 해양자료 DB를 구축하 고, 

기  내 해양자료와 분석정보 제공을 한 

KIOST 해양자료포털을 운 하며 지속

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 출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IGAM 지질자원정보 통합 리체계 구축(2015.4.)

<그림 4> 지질자원연 지질자원정보 통합 리체계 장기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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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근거

조사자료목록(메타) 조사자료 항목 등 메타정보
해양과학조사법

-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

해양과학조사계획서 당해연도 해양조사계획 IOC 회람 800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자료센터에 제출해양과학조사보고 연구선을 이용한 해양조사 간략보고

조사자료 장 측 데이터  메타정보 KIOST 자료 리규정

*출처: 최 우, KIOST 해양자료실 소개 설명자료(2018.5.30.) 

<표 14> 해양과학조사자료 리를 한 제출자료

② 해양과학데이터 허 역할을 수행할 담

조직으로 원내 해양과학데이터센터를 운

 이며, 총 10인의 인력이 담인력으

로 종사 이다. 해양과학데이터센터의 주

요 기능은 해양과학데이터 기술 개발  

지원, 해양공간정보 활용 기술 개발, 해양

정보시스템 구축  운 이다. 

③ 이를 해 해양데이터 수집․처리  리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품질 리와 빅데이 

분석기술도 지원하고 있으며 상시해양

측자료 체계(KUMOS)2)를 구축하고 운

하는 등 담조직으로서 해양데이터과

학 기반 가치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4.4.3 극지연구소(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KOPRI)

KIOST의 부설연구기 인 극지연구소는 남극

조약 의당사국(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Party, ATCP) 약에 따라 ’11년부터 극지활

동을 통해 수집되는 연구데이터의 수집  

리․공유를 의무 으로 시행하고 있다. 

① 이에 따라 연구소 내 사업기획 시 DIF 포맷

의 데이터 리계획서(DMP)를 포함한 연

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 수행 후 DMP 

비 데이터 등록 이행률을 평가에 반 하

고 있다. 

② 극지연구소는 극지데이터센터(KPDC)를 

구축․운  이며, 이는 담조직이라기 

보다 데이터 랫폼의 개념이다. 극지데

이터센터가 수집 상인 연구데이터는 지

상․고층 기상, 이더, 력계, 지진

계, GPS, 해수, 지형, 탄성  등의 디지털 

데이터와 빙하, 퇴 물, 운석, 암석, 화석, 

해수, 동물 등 아날로드(실물) 데이터이다. 

메타데이터는 DIF(Directory Interchange 

Format) 표 3)을 수하고, <그림 5>와 

같이 3가지 등 으로 구성하여 수집․공

유 에 있다. 

③ 극지연구소는 ’12년부터 시스템화하여 극

 2) KUMOS(KIOST Underway Meteorological & Oceanographic System)는 내외부 서비스를 모두 지원하여, 

구나 해양 측자료에 한 근이 가능(내부: kumos.kiost.ac.kr/ 외부: rkumos.net) 

 3) DIF(Directory Interchange Format)는 메타데이터 표 으로 1987년 Earth Science and Applications Data 

Systems Workshop (ESADS)에서 개발되어 1991년 미국 NASA GCMD(Global Change Master Directory)

에서 채택하 으며, ISO 19115에서 메타데이터 표 으로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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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구데이터를 리 에 있으며, 재 

연평균 5회 정도(최  10회) 연구데이터

를 공유 이다. 극지연구데이터 이용자는 

KPDC 홈페이지에서 메타데이터를 검색

하여 공유 요청이 가능하며, 메타데이터 

요소는 <표 15>와 같다. 최근 시스템을 고

도화하여 데이터 활용성을 강화하고자 지

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 가시화 기

법을 용한 실시간 제공 가능 서비스(아

라온호 항해정보, 기상 측자료 등)를 개

발하고 있다. 

④ <그림 6>과 같이 극지연구소는 극지연구데

이터 수집부터 활용까지 체계 인 시스템 

구축을 해 극지데이터 리 원회를 운

하여 극지자료 련 정책을 입안하고 마

련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업부서와 극지

데이터센터 간 업구조로 연구데이터를 

수집․ 리․활용하고 있다.

*출처: 주동찬, 한국극지데이터센터 소개 설명자료(2018.5.29.) 

<그림 5> 극지데이터센터 수집 상인 극지연구데이터 

Required Highly Recommended Recommended

∙Entry ID 

∙Entry Title 

∙Science Keywords 

∙ISO Topic Category 

∙Organization 

∙Summary 

∙Related URL 

∙Platform/Instrument 

∙Temporal Coverage 

∙Spatial Coverage 

∙Project 

∙Metadata Dates 

∙Dataset Citation 

∙Personnel 

∙Location 

∙Data Resolution 

∙Quality 

∙Access Constraints 

∙Use Constraints 

∙Distribution Information 

∙Dataset Progress 

∙Dataset Language 

∙Originating Center 

∙Multimedia Sample 

∙Metadata Association 

∙IDN Node 

∙DIF Revision History 

∙Version Description 

∙Additional Attributes 

∙Product Level Id 

∙Collection Data Type 

∙Extended Metadata 

∙Ancillary Keyword 

∙Publication/Reference 

*출처: 주동찬, 한국극지데이터센터 소개 설명자료(2018.5.29.) 

<표 15> 극지데이터 메타데이터의 등 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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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동찬, 한국극지데이터센터 소개 설명자료(2018.5.29.)

<그림 6> 극지연구소 연구데이터 수집․ 리․활용 정책

5. 시사   결론 

출연연구기  연구데이터 수집․ 리 황에

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재 출연연구기 의 연구

데이터 수집․ 리는 반 으로 시범사업의 단

계이며, 데이터의 수집 구축수  한 기 별로 

상이하여, 수집을 시작하는 단계(KIOM), 수집․

리가 고도화되고 있는 단계(KIST), 공유․활

용을 시작하는 단계(KRIBB, KRICT) 등으로 구

분된다. 

황분석  우수사례를 통해 출연연구기  

연구데이터 수집․ 리체계 구축에 용될 수 

있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데이터 수집․ 리를 해서는 데

이터 리규정, 데이터 리계획서(DMP) 마련 

등 기 차원에서의 제도화 구축이 선결 으로 

필요하다. 이를 해서 데이터 리 원회, 담

인력․조직 등 거버 스 차원에서의 구조  변

화가 요구되며, 기  내에서 데이터 리의 필요

성에 한 인식 확산과 련 산 확보를 한 

지속 인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출

연연구기  원장이 3~4년 주기로 바 는 을 

고려할 때, 기  체차원의 공감  형성이 매

우 요하며 이는 국가과학기술 원회 차원의 

정책  지원과 조가 요구된다. 

둘째, 연구데이터 리 업무를 수행할 인력은 

해당 연구 분야에 한 지식과 정보 리  데

이터 기술에 한 지식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므

로, 두 분야에 한 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양

성에 힘써야 한다. 특히, 출연연구기  상 지

속 인 데이터 리 교육을 통해 데이터 품질

리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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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연구데이터를 지속 으로 공유하고 활

용하기 해서는 연구자의 극 인 참여가 

제되는 바, 연구자 참여 독려를 한 보상체계 

등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가령, 데이터 인용

지수를 반 한 연구실  평가제도 개선 등 

한 인센티  부여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공 자 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는 개인소유물이 아닌 국가자산으

로 인식하여 가능한 공개함으로써 많은 분야에

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연구자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여러 출연연구기 에서 조사

된 연구데이터 인식조사 결과(‘14, KIGAM, ’18 

KIOM 등)에 따르면 연구데이터를 개인소유물

로 인식하여 데이터 공개․공유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재사용성이 낮다. 이를 해 지속 인 데

이터 리 교육을 통해 데이터 수집 리․공유 

활용의 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제  수 의 데이터 활용을 제

고하지 않으면 연구데이터는 수집되더라도 활

용될 수 없다는 을 고려하여 국내 연구데이터

의 국제화를 한 질  제고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해 국제표 에 부합하는 데이터 품질

리  표 화가 요구되며, 분야별 국제 데이터 

공유 로그램 참여를 통한 국제  수 의 데이

터 공유․활용 노력이 필요하다. 

오 사이언스정책은 기본 으로 학문의 자유

를 한 연구 성과의 사회경제  가치 증 를 

행 공  자 이 투여된 연구과제의 연구 결과

물을 연구자간은 물론 국민에게도 공개․공유

하자는 것이다. 즉 데이터를 같이 나눠서 쓰고, 

모두가 공유를 하게 되면 사회  비용이 훨씬 

더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것이다. 

오 사이언스의 구성 요소  하나인 연구데

이터 공유․활용 체계를 해서는 오 데이터

는 연구자의 연구결과물에 한 재 성 확보나 

재사용성을 제고해 연구의 투명성을 확보하거

나 새로운 과학  발견을 가능  한다.  기후

변화, 재난 등 많은 사회 안 문제를 해결하거

나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기 해서도 기본 으

로 연구데이터를 공유․활용해야 한다. 이를 

해 국가연구데이터센터와 과학기술 분야별 

문센터 체계를 구축하려 하는 것이다. 국가연구

데이터센터는 리체계 총 로서 연구데이터를 

원스탑으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고, 분야별 

문센터는 분야별 데이터 수집 리와 활용

진을 담당하게 된다. KISTI만의 축 되고 상호 

연계된 인 라를 통해 가깝게는 25개 출연연구

기 , 학, 연구소, 소기업, 해외 유 그룹 등

이 함께 상호작용하며, R&D 신과 문제해결, 

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데이터 생

태계 심기 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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