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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성과와 과정을 개방하는 오  사이언스가 강조되면서  세계 으로 연구 과정  생산된 연구데이터에 

한 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연구데이터의 체계 인 리와 공유, 

활용을 해 국내 학에서 데이터 리계획(Data Management Plan, DMP) 서비스에 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례 조사를 통해 해외 학도서 에서 제공하고 있는 DMP 서비스의 황을 

살펴보고 국내 학도서 의 연구데이터  연구지원서비스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DMP 서비스에 한 

의견과 요건을 확인하 다. 이를 통해 국내 학도서 에서 DMP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책 수립, 서비스 운   인식 개선의 측면에서 제안하 다.

ABSTRACT

Due to the ongoing spread of digital technology, there is a movement around the world to 

open the process and results of research, and Open Science in order to improve access to data 

produced during the research process, which, as a result, supports the open development and 

advancement of science. In Korea, discussions on the DMP service are starting at domestic 

universities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sharing, and utilization of research data. Therefore, 

in this study, the status of DMP services provided by overseas university libraries were examined 

through case studies, opinions and requirements for DMP services. The effectiveness of DMP 

services were confirmed with collected research data, including interviews with research support 

service personnel of domestic university libraries. Through this, it was intended to suggest 

matters to be considered in terms of policy making, service implementation and awareness 

enhancement when providing DMP service in domestic university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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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목

디지털 기술의 발 으로 인해 연구의 성과와 

과정을 개방하는 오  사이언스(Open Science)

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과학계에서는 수많은 

연구 장비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 자원을 

보존하고 분석하여 데이터에 잠재되어 있던 새

로운 가치를 발견해내는 데이터 심 연구로 

연구의 환경이 변화하면서 데이터의 요성이 

강조되고, 데이터의 공유와 재이용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연구 계획 단계에서부터 데이터 리계획(Data 

Management Plan, 이하 DMP)을 통해 연구

데이터를 리하면 연구 생애주기 동안 생산 

 수집된 연구데이터를 체계 으로 리하고 

보존할 수 있으며, 향후 연구데이터의 공개와 

활용을 진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요한 실

험을 확인 는 반복하고 결과를 검증할 수 있

으며, 다양한 출처를 가진 데이터를 검색, 비교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Lewis, 2010). 연구데이터 리 정책

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은 사회 , 경제  측

면에서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의 재 성, 

데이터의 무결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에서 요하다(Whyte & Tedds, 2011). 미

국, 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연구비지

원기 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 과제  

생산된 결과물과 데이터를 국가  기 의 자산

으로 인식하고 데이터의 체계  리와 활용을 

해 DMP 작성을 포함하는 오  연구데이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최명석, 이상환, 2020).

미국의 경우 주요 정부연구비지원기 인 미

국 국립보건기구(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이하 NIH)1)는 2003년부터 연간 연구비가 50만 

달러를 과하는 연구 과제의 경우 데이터공유

계획(Data Sharing Plan)을 제출하도록 요구

하고 있다(National Institute of Health, 2003). 

미국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이하 NSF)2) 역시 2011년 1월 이후 연구비를 지

원받는 모든 연구 과제에 해 DMP 제출을 의무

화하 다(National Science Foundation, 2011). 

국에서는 국연구 신기구(UK Research and 

Innovation, 이하 UKRI)3)를 심으로 하여 연

구데이터를 리하고 ‘데이터 정책에 한 공동

원칙(Common Principles on Data Policy)’등

의 공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호주연구 원

회(Australian Research Council, 이하 ARC)4)

와 호주 국립보건의료연구회(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이하 NHMRC)

에서도 2007년 국가 지침인 The Australian Code 

for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를 

통해 연구 산출물의 생산과 리에 하여 규정

하 으며(NHMRC, 2018), 2014년부터 연구비

를 지원받는 모든 기 에 DMP를 의무 으로 

제출하도록 하 다. 

국가 차원에서 연구데이터 리를 진행하고 

 1) https://www.nih.gov/

 2) https://www.nsf.gov/

 3) https://www.ukri.org/

 4) https://www.arc.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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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해외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와 

련된 정책에 한 논의가 부재한 상황이었다(심

원식, 2015; 김주섭, 김선태, 최상기, 2019). 그

러나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데이터 

리  공유, 활용 련 법제도 마련을 핵심 정

책 과제로 내세운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략’ 수립을 추진하여 연구데이터 리 정책 수

립에 한 논의를 본격화하 다(과학기술정보

통신부, 2018). 이어 국가 차원의 연구데이터의 

체계  리를 하여 2019년 통령령인 ｢국

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정｣을 개

정  시행하여 앙행정기 의 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한해 DMP

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 다. 2020년 ｢국가연구

개발 신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의 리 등에 한 규정｣에 제시되었던 DMP 

련 조항은 동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행정규

칙인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 ｣에서 명시

되고 있다. 재 동 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해 

앙행정기 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

가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DMP를 작성하여 

과제 약 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9년 법령에서 DMP 제출이 규정된 이후

에 한국연구재단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일부 연구개발과제에 DMP 제출을 시범 용

하 다. 제출된 DMP를 분석한 결과 많은 연구

자들이 DMP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최명석, 이상환, 2020). 국내에서 일

부 과제이기는 하지만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DMP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 실

에서 연구자들의 DMP 작성을 지원하는 서비

스에 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오선혜

와 곽승진(2020)은 각종 학평가에서 상 권

에 속하는 국내 20개 학도서   DMP  

데이터 큐 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은 없

음을 지 하면서 향후 학도서 의 연구지원

서비스 역할을 강화하는데 있어 연구데이터 

리체계 수립이 필요함을 주장하 다. 이를 통

해 연구데이터 리서비스의 첫 단계인 DMP 

작성 지원에서부터 국내 학도서 의 역할에 

한 논의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데이터 생애주기에 기반을 

둔 연구데이터 리서비스 구성요소  계획 단

계에서의 DMP 작성 지원을 공통 인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김주섭, 김선태, 최상기, 2019; 

Cox et al., 2017; Liu, Zotoo, & Su, 2020; Yu, 

Deuble, & Morgan, 2017). 해외 연구에서는 

학도서  사서들이 DMP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 DMP 검토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연구데이

터 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Davis 

& Cross, 2015). 국내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연

구기 의 연구기록물 리에 용 가능한 DMP 

모델을 제안한 연구(구찬미, 김순희, 2019)와 

2019년 규정된 DMP 련 조항을 심으로 국

내에서의 추진 황과 DMP 구성요소  이행

방안을 제시한 연구(최명석, 이상환, 2020)가 

진행되었다. DMP에 을 맞춘 국내 연구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며 DMP 련 학도서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 역시 부재한 실

정이다. 

연구데이터의 체계 인 리 그리고 공유와 

활용을 해 국내 학에서 DMP 서비스에 

한 논의가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임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외 171개 학도서 의 D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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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황을 분석하여 구성요소  서비스 사

례를 조사함으로써 국내 학도서 에서 DMP 

서비스 제공 시 용 가능한 서비스에 해 살

펴보았다. 한 국내 9개 학도서  내 연구데

이터  연구지원서비스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DMP 서비스에 한 의견과 요건에 

해 조사하 다. 이를 통해 국내 학도서

에서 DMP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려해야 할 사

항을 제시하 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

본 연구는 해외 학도서 의 DMP 서비스

의 황과 국내 학도서  내 연구데이터  

연구지원서비스 담당자의 DMP 서비스에 한 

인식을 조사하여 국내 학도서 에서 DMP 

서비스 제공 시 고려사항을 제안하는 것에 목

이 있다. 이를 해 문헌연구, 사례 조사  

인터뷰를 수행하 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DMP의 개념과 국내

의 DMP 작성을 한 법  근거를 조사하 다. 

이와 함께 DMP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는 국

내외 선행연구를 심으로 공통된 요소들을 살

펴보았다. 

둘째, 미국, 캐나다, 국, 호주 학도서 의 

연구데이터 리서비스 사례 조사를 통해 DMP 

서비스의 황을 살펴보았다. 분석 기 인 DMP 

설명, 온라인 DMP 작성 도구, 템 릿과 체크

리스트, 상담, 데이터 포지터리, 정책, 법령, 

지침  가이드  제공하고 있는 항목이 3가지 

이상인 기 을 사례 조사 상으로 선정하 다. 

타 사이트의 내용을 그 로 옮겨서 제공하고 있

는 곳, 련 사이트 링크만 제공하고 있는 곳, 

기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제외하 다. 

미국의 경우 카네기 분류(Carnegie Classifica- 

tion)에서 연구 심 학으로 간주할 수 있는 R1 

(Doctoral Universities: Very High Research 

Activity) 그룹의 131개교와 R2(Doctoral Uni- 

versities: High Research Activity) 그룹의 

135개교 가운데, 에서 언 한 분석 기 에 부

합하는 R1 그룹 91개와 R2 그룹 41개의 학

을 사례로 선정하 다. 캐나다의 경우 연구

심 학이 모여 만든 U15(Group of Canadian 

Research Universities)에 속한 15개 학 가

운데 11개의 학을 사례로 선정하 다. 국

의 경우는 연구 자 을 지원받는 상  기  그

룹인 Russell Group에 속해 있는 24개 학 

가운데 22개의 학을 사례로 선정하 다. 호

주의 경우는 호주 내 주요 연구 심 학 모임

인 Group of Eight(Go8)에 속한 8개교  6개

의 학을 사례로 선정하 다. 그 결과 미국 

학도서  132개, 캐나다 학도서  11개, 국 

학도서  22개, 호주 학도서  6개로 총 

171개의 학도서 을 사례로 선정하여 분석

하 다. 

셋째, 국내 학도서  내 연구데이터  연

구지원서비스 담당자를 상으로 DMP  연

구데이터 리서비스 제공에 한 인식을 조사

하기 해 인터뷰를 수행하 다. 먼  인터뷰 

상자 선정을 하여 학알리미 홈페이지에

서 2020년 국 학 연구비 수혜 실 을 악

하 다( 학알리미, 2020). 그  정부 연구비

를 가장 많이 지원받은 상  50개 학을 상

으로 인터뷰 참여 의사를 문의하여 참여에 동

의한 9개 학도서 의 담당자를 조사 상으로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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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리계획

2.1 개념  법  근거

데이터 리계획(DMP)은 연구데이터의 생

산․보존․ 리  공동활용 등에 한 계획이

며(｢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 ｣ 제2조 제7항), 

국가R&D사업의 연구 과제 제안 시 연구  생

산  수집될 데이터의 리, 공유 계획에 한 

1-2페이지 분량의 문서이다. DMP는 연구 수

행 이  단계부터 데이터 생애주기 반에 걸

친 데이터의 생산, 리, 공유, 활용에 한 계

획을 수립함으로써 연구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

고 연구데이터의 품질과 데이터의 재이용을 높

이는 등 데이터 리  활용의 효과 인 방안이 

될 수 있다(심원식, 2015; 구찬미, 김순희, 2019; 

최명석, 이상환, 2020).

국내에서는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정｣에서 DMP 제출을 최 로 

명문화하 다. 동 규정에서는 연구개발과제의 

공고  신청 단계부터 연구개발이 종료된 이

후까지 앙행정기 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DMP를 제출해

야 함을 명시하 다.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

정｣은 앙행정기 별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통합 ․체계 으로 운

될 수 있게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에 

한 내용을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 체제의 근

본 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0년 6월 

｢국가연구개발 신법｣으로 개정되었고 2021년 

시행되었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던 DMP에 

련된 내용은 동법과 동법 시행령에 직 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신 동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인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 ｣

에서 DMP에 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상

기 규칙에서는 앙행정기 의 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DMP

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출

된 DMP는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반 되며, 연

구 수행 에 DMP를 따라 연구데이터를 리

해야 하고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표 1> 참조).

구분 내용

제2조

(정의)

6.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찰, 조사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 인 데이터를 말한다.

7. “데이터 리계획”이란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 리  공동활용 등에 한 계획을 말한다.

제23조

(연구데이터의 리)

① 앙행정기 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참여하려는 자에게 데이터 리계획을 작성하여 과제 약 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앙행정기 의 장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데이터 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 

생산․보존․ 리의 충실성  공동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 은 데이터 리계획에 따라 소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데이터를 리하고,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앙행정기 의 장은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 리  공동활용 등에 한 시책을 수립․추

진 할 수 있다.

<표 1>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 ｣ 내 DMP에 한 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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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구성요소 

DMP는 연구비지원기 에 따라 구성요소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 미국의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2020)에서는 데이터 리  공유 

행이 FAIR(Findable, Accessible, Interoperable, 

Reusable)원칙과 일치해야 함을 설명하며, 1) 

데이터 유형, 2) 데이터 재이용을 한 도구, 소

트웨어 사용여부, 3) 연구데이터  련 메타

데이터 표 , 4) 데이터 장장소, 5) 데이터의 

근  재이용 고려사항, 6) 데이터 리  공

유 책임자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National 

Science Foundation(2020)의 DMP 구성요소

에는 1) 로젝트 과정에서 생산될 데이터, 샘

, 물리  컬 션, 소 트웨어, 강의자료  기

타자료의 유형, 2) 데이터  메타데이터 형식 

 내용에 한 표 , 3) 개인정보보호, 기 성, 

보안, 지 재산권  기타 권리/요건의 한 

보호를 포함한 근  공유 정책, 4) 재이용, 재

배포, 생데이터에 한 정책  조항, 5) 데이

터, 샘   다른 연구결과물의 근과 보존에 

한 계획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호주 ANDS 

(Australian National Data Services) Guides 

(2017)에서는 DMP가 1) 생산되는 데이터, 2) 

데이터에 용되는 정책, 3) 데이터 소유와 

근이 가능한 사람, 4) 사용되는 데이터의 리 

행, 5) 필요한 시설  장비, 6) 각 활동의 

책임자를 설명하는 문서임을 밝히고 있다. 

한 메타데이터, 일형식, 백업, 근  보안, 

데이터 공유, 출   보 , 산 등 16가지 항목

의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DCC(Digital 

Curation Centre)(2013)의 경우 DMP 작성 

시 1) 데이터 수집, 2) 문서화와 메타데이터, 3) 

윤리  법규 수, 4) 장  백업, 5) 선택 

 보존, 6) 데이터 공유, 7) 책임과 자원의 내

용을 요구하고 있다. 

2011년 국제 비 리기구로 설립된 Science 

Europe5)은 유럽 내 과학 연구에 연구비를 지

원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주요 공공 연구기

을 표하는 회이며, 유럽 27개국에 속해 있

는 32개의 연구비지원기 (Research Funding 

Organisations)과 4개의 연구수행기 (Research 

Performing Organisations)으로 구성되어 있다. 

Science Europe은 유럽 연구 분야에서 과학 발

을 하여 과학 연구의 정치, 입법, 재정 상태

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연구 정책 문

제에 한 입장을 개발하고 있다. 연구데이터를 

구성하고 보존하기 해 조직, 과학 커뮤니티, 

연구자를 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Practical 

Guide to the International Alignment of 

Research Data Management에서는 DMP 기

에 한 6가지 핵심 요구사항과 세부 질문을 

제시하고 있으며(Science Europe, 2021),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이러한 핵심 요구사항은 

최소 표 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특정 요구나 

국가 는 지역 법률에 따라 추가 지침을 수립

할 수 있다고 하 다.

국내에서는 구찬미와 김순희(2019), 최명석

과 이상환(2020)이 DMP 모델을 제시하 다. 

구찬미와 김순희(2019)는 과학기술분야의 연

구기록물도 체계 인 리를 해 생산 이 부

터 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 다. 연구기록물 

 5) https://www.scienceeur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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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구사항 세부 질문

1. 용 데이터의 설명  수집 

는 재이용

a.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생성하는 방법 / 는 용 데이터를 어떻게 재이용할 

것인가?

b. 어떤 데이터( : 종류, 형식, 양)가 수집되거나 생성되는가?

2. 문서화  데이터 품질

a. 데이터와 함께 제공되는 메타데이터  문서( : 데이터 수집 방법  구성 방법)는 

무엇인가?

b. 어떤 데이터 품질 리 수단을 사용할 것인가?

3. 연구 과정  장  백업
a. 연구 과정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장하고 백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b. 연구 과정  요한 데이터의 보안과 민감한 데이터의 보호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4. 법   윤리  요구사항, 

행동강령

a. 개인 데이터가 처리되는 경우 개인 데이터  데이터 보안에 한 법률을 어떻게 수할 

수 있는가?

b. 지 재산권  소유권과 같은 다른 법  문제는 어떻게 리될 것이며, 용 가능한 

법률은 무엇인가? 

c. 가능한 윤리  문제를 어떻게 고려하고 행동강령을 수할 것인가?

5. 데이터 공유  장기 보존

a. 데이터는 언제 어떻게 공유되는가? 데이터 공유 는 지 사유에 한 제한이 있는가?

b. 보존을 한 데이터는 어떻게 선택할 것이며, 장기 보존되는 데이터는 어디에 장할 

것인가?( : 데이터 포지터리 는 아카이 )

c. 데이터에 근하고 사용하기 해 어떤 방법 는 소 트웨어 도구가 필요한가?

d. 각 데이터세트에 고유하고 구 식별자( : Digital Object Identifier (DOI)) 용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6. 데이터 리 책임  자원

a. 데이터 리를 책임질 사람( : 역할, 직책, 기 )은 구인가?

b. 데이터 리를 해 어떤 자원( : 재무, 시간)을 사용할 것이며, FAIR 원칙을 보장할 

것인가? 

<표 2> Science Europe의 DMP 핵심 요구사항

리에 DMP 효용성과 용 가능성을 확인하

기 해 NSF의 DMP 작성항목을 참고하 다. 

그 결과 DMP를 용하는 것이 생산 이 단계

에서 연구기록물의 생산통제와 생산 황을 

악할 수 있고, 디지털 환경에서 계를 출처주

의에 용하여 리할 수 있으며, 연구기록물

의 메타데이터 확보에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하

다.

이를 연구기록물 리에 용하기 하여 계획

서 정보, 연구개발사업 정보, 연구기록물 정보 세 

역으로 구성하여 RRMP(Research Records 

Management Plan) 모델을 제안하 다. RRMP

는 연구개발의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 한 연

구진실성과 업무활동에 한 설명책임을 이행

하기 하여 연구기록물의 생산 이 단계에서 

해당 연구개발사업에서 생산되고 획득되는 연

구데이터, 연구물질을 포함하는 연구기록물의 

보존  리계획이다(구찬미, 김순희, 2019).

최명석과 이상환(2020)은 국내 DMP 이행을 

해 DMP 구성요소를 제안하 다. DMP 구성

요소에는 1) 연구데이터 개요, 2) 연구데이터의 

장  보존 계획, 3) 연구데이터 공유 계획, 4) 

연구데이터 리 책임자에 한 내용이 포함되

어 있다. 해당 연구에서 제시된 양식(안)은 연구

기 에 맞게 요소를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연구데이터가 생산되지 않는 경우에

는 “데이터가 생산되지 않음”을 기재하여야 한

다고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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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최명석과 이상환(2020)은 제출된 DMP

의 검토를 한 체크리스트(안)를 함께 제안하

고 있다. DMP 검토에는 해당 분야의 문가와 

별도의 데이터 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며, 해

당 분야에서 인정하는 범 와 차이가 있거나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 DMP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DMP는 명료하고 구체 이어야 하며, 

해당 연구 분야 혹은 연구문제에 한 표

이거나 모범 인 행을 따라야 한다. 한 

실 인 계획이어야 하며, 데이터 공유를 극

으로 지향해야 함을 언 하고 있다. 연구 종

료 이후에 최종보고 등을 통해 DMP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는 향후

의 평가에 반 될 수 있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DMP를 요구하는 

기 에 따라 DMP 구성요소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에서도 모든 기 들이 공통

으로 요구하고 있는 항목들은 1) 연구 과제 정

보, 2) 데이터 유형, 3) 데이터 문서화와 메타

데이터, 4) 연구데이터와 메타데이터 련 표

, 5) 데이터 재이용  공유에 한 정책, 6) 

데이터 공유, 7) 데이터 장, 8) 데이터 보존, 

9) 법   윤리  요구사항, 10) 데이터 리 

책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데이터 리계획 서비스 황  
인식

3.1 해외 학도서 의 데이터 리계획 서비스 

황

본 장에서는 해외 학도서 의 연구데이터

리서비스  DMP 서비스의 황을 살펴보

기 해 DMP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학도

서  171개(미국 132개, 캐나다 11개, 국 22

개, 호주 6개)를 사례 조사 상으로 선정하

다. 먼  사례 조사를 한 분석 기 을 마련하

기 하여 연구자 맞춤형 지원서비스 설계를 목

으로 도서 에서 제공하는 DMP 서비스에 

해 연구한 Mannheimer(2018)의 연구와 자원

이 제한된 기 에서 성공 인 RDMS(Research 

Data Management Srevices)를 구 하기 한 

요건에 해 연구한 Patterton, Bothma, Deventer 

(2018)의 연구에서 언 된 DMP 서비스를 

한 구성요소를 정리하 다. 이를 통해 도출된 

사례 조사 분석 기 은 다음과 같다. 1) DMP

의 요성, 이 , 핵심 용어에 한 문 인 정

보를 제공하기 한 DMP 련 설명 정보 제

공, 2) DMP 작성에 도움을 주는 온라인 DMP 

작성 도구 정보 제공, 3) DMP 템 릿과 체크

리스트 정보 제공, 4) DMP를 지원할 수 있도

록 상담 서비스 제공, 5) 연구데이터의 리와 

보존을 한 데이터 포지터리 정보 제공, 6) 

연구데이터의 재이용과 련된 정책, 연구비지

원기 의 요건  련 지침, 가이드 정보를 제

공하는 법령, 정책, 지침  가이드에 한 정보 

제공이다.

3.1.1 DMP 설명

DMP 설명 항목은 DMP에 한 정의  설

명 정보, 이 과 필요성, 작성 시 고려사항 등에 

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 다. 

체 171개 학도서   140개 학도서

(81.9%)에서 DMP 설명 정보를 제공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의 경우는 1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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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학도서  수

분석 기  

미국 캐나다 국 호주 총계

(n=171)(n=132) (n=11) (n=21) (n=6)

DMP 설명
기  수(개) 104 10 21 5 140

비율(%) 78.8 90.9 95.5 83.3 81.9

온라인 DMP 작성도구
기  수(개) 123 10 21 2 156

비율(%) 93.2 90.9 95.5 33.3 91.2

템 릿과 체크리스트
기  수(개) 91 6 15 4 111

비율(%) 68.9 54.5 68.2 66.7 64.9

상담
기  수(개) 106 10 21 4 141

비율(%) 80.3 90.9 95.5 66.7 82.3

데이터 포지터리
기  수(개) 47 2 4 2 55

비율(%) 35.6 18.2 18.2 33.3 32.2

정책, 법령, 지침  가이드
기  수(개) 85 8 19 6 135

비율(%) 77.3 72.7 86.4 100 78.9

<표 3> 해외 학도서 의 데이터 리계획 서비스 황

학도서  에서 104개 학도서 (78.8%)이, 

캐나다의 경우 11개 학도서   10개 학

도서 (90.9%)이, 국의 경우 22개 학도서

  21개 학도서 (95.5%)이, 호주의 경우 

6개 학도서   5개 학도서 (83.3%)이 

DMP의 설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DMP가 연구 계획 단계에서 작성되어야 하

기 때문에 다수 기 이 첫 화면에서 DMP에 

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부분의 기 에

서 DMP의 정의를 포함한 설명 정보, DMP의 

이   필요성,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한 정보를 포함하여 텍스트로만 설명을 제공

하고 있다. 반면, 연구데이터 생애주기 모델을 

통해 생애주기에 따라 연구데이터가 리되어

야 하며, 계획 단계에서 DMP 작성이 이루어져

야 함을 보여주고 있거나 연구데이터 리  

DMP 작성과 련하여 데이터 생애주기, 아카

이 , 데이터 인용, 장기 보존, 오  액세스 등 

용어에 한 혼동이 있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용어 사 을 통해 정의를 확인할 수 있게 정보

를 제공하고 있는 기 도 존재하 다.

한 미국의 University of Rochester에서는 

연구데이터와 련된 내용에 해 알고 싶은 

사람을 한 자기 주도  학습 도구인 ANDS

의 23(Research Data) Things를 통해 DMP

를 작성하고 데이터를 좀 더 쉽게 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

국의 Purdue University에서는 DMP를 처음 

이용해보는 연구자와 그 지 않은 연구자를 구

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DMP가 처음인 

이용자를 하여 DMP 작성  고려해야 할 사

항에 한 기본 개요 안내와 DMP 평가 체크리

스트를 제공하고 있고, DMP 경험이 있는 연구

자를 해서는 연구비지원기 에서 요구하는 

DMP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을 안내할 가이드

와 DMP 템 릿을 제공하고 있다.

3.1.2 온라인 DMP 작성 도구

온라인 DMP 작성 도구 항목은 DMPTool, 

DMPonline, DMP Assistant 등의 온라인 D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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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도구에 한 설명  링크를 제공하고 있

는 경우를 포함하 다. 온라인 DMP 작성 도구 

항목은 부분의 기 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항목이다. DMP 작성에 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작성 도구들을 안내하고 있으

며, 이용 방법에 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체 171개 학도서   156개 학도서

(91.2%)에서 온라인 DMP 작성 도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132개 학도서

 에서 123개 학도서 (93.2%)이, 캐나

다의 경우 11개 학도서   10개 학도서

(90.9%)이, 국의 경우 22개 학도서   

21개 학도서 (95.5%)이, 호주 학도서

은 6개 학  2개 학도서 (33.3%)만이 

온라인 DMP 작성 도구에 해 안내하고 있다. 

주로 미국 학도서 에서 DMPTool을 사

용하여 DMP를 작성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며, 

온라인 DMP 작성 도구에 해 정보를 제공

하고 있는 미국의 123개 학도서  모두가 

DMPTool을 사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그  

6개 학도서 에서는 DMPTool 이외에도 필

요한 경우 DMPonline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DMPonline은 국 DCC에서 제공하는 서비

스로 DMP를 생성하고 공유하기 한 랫폼

이다. 국의 21개 학도서 에서 DMPonline

을 사용하여 DMP를 작성할 것을 안내하고 있

다. 이  1개 학도서 에서만 미국의 연구비

를 지원받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DMPTool을 

안내하고 있다.

DMP Assistant는 캐나다의 연구비지원기

의 요구사항에 한 정보를 제공하며, 10개

의 캐나다 학도서 에서 DMP Assistant를 

사용하여 DMP를 작성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그  7개 기 에서 국제 로젝트를 진행할 경

우 DMPTool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4개의 기 만이 DMPTool, 

DMPonline, DMP Assistant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온라인 DMP 

작성 도구에 한 안내를 제공하는 기 이 2개 

기 뿐이었다.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와 The University of Sydney에서는 DMPTool

과 DMPonline을 사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그

러나 The University of Sydney의 경우, 기본

으로 기  자체에서 개발한 DMP 작성 도구와 

데이터 포지터리의 기능을 하는 University of 

Sydney Researcher Dashboard(DashR)를 사

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3.1.3 템 릿과 체크리스트

템 릿 항목은 온라인 DMP 작성 도구를 통

한 템 릿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 기

 템 릿 링크 제공 혹은 기  내 자체 템 릿

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 다. 체크리

스트 항목은 작성한 DMP를 자체 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DMP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

거나 련 내용에 한 언 이 있는 경우를 포

함하 다. 체 171개 학도서   111개 

학도서 (64.9%)에서 DMP 템 릿과 체크리

스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132

개 학도서  에서 91개 학도서 (68.9%)

이, 캐나다의 경우 11개 학도서   6개 학

도서 (54.5%)이, 국의 경우 22개 학도서

  15개 학도서 (68.2%)이, 호주의 경우

는 6개 학도서   4개 학도서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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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템 릿과 체크리스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템 릿은 일반 으로 DMPTool, DMPonline, 

DMP Assistant를 통해 연구비지원기 의 요

구사항에 한 목록을 기반으로 한 템 릿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온라인 DMP 작

성 도구 항목에서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를 제외하고는 ICPSR, NIH, NSF, DataONE, 

DCC 등 연구비지원기 에서 제공하는 템 릿

을 링크하거나, 직  만든 템 릿을 첨부하고 

있다. 한 타 학에서 본교 연구원들을 해 

만든 템 릿 혹은 타 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참조하여 링크하고 있기도 하다. 템

릿을 제공하는 곳은 체 171개 학도서   

98개 학도서 (57.3%)이며, 미국의 경우 77

개 학도서 , 캐나다의 경우 5개 학도서 , 

국의 경우 14개 학도서 , 호주의 경우 2개 

학도서 으로 악하 다. 그  15개 학도

서 이 학도서  자체에서 직  만든 템 릿

을 제공하고 있는데, University of York의 경

우는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을 구분하여 연구 

로젝트에 한 템 릿을 제공하고 있다. 

한 타 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참조하

고, DMP 템 릿을 첨부하여 제공하고 있는 기

은 31개 학도서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에서 가장 많이 언 된 기 은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의 DMP 템 릿 페이지

이며, 14개 기 에서 참조하 다. 

체크리스트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체 171

개 학도서   61개 학도서 (35.7%)이

며, 미국의 경우 48개 학도서 , 캐나다의 경

우 4개 학도서 , 국의 경우 7개 학도서

, 호주의 경우 2개 학도서 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들 기 에서는 연구자가 DMP를 작

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고 작성

한 DMP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

트를 제공하고 있다. 19개 학도서 에서 기

에서 자체 으로 개발한 체크리스트를 제공

하고 있으며, 30개 학도서 에서 DCC에서 

제공하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하고 있다.

 

3.1.4 상담

상담 항목은 DMP와 련하여 질문이 있거

나 DMP 검토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담당자 이메

일 주소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를 포

함하 다. 체 171개 학도서   141개 

학도서 (82.3%)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132개 학도서  에서 

106개 학도서 (80.3%)이, 캐나다의 경우 11

개 학도서   10개 학도서 (90.9%)이, 

국의 경우 22개 학도서   21개 학도서

(95.5%)이, 호주 학도서 은 6개 학도서

  4개 학도서 (66.7%)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DMP 작성에 한 문의 혹은 DMP 온라인 

작성 도구 이용에 한 문의가 있을 시 질문할 

수 있도록 부서 이메일 혹은 담당자 개인 이메일

을 안내하고 있다. 141개 학도서   5개 

학도서 에서는 분야별 혹은 부서별로 담당자가 

따로 존재하고 있어, 연구자가 원하는 분야의 담

당자에게 직  질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한 이메일을 통해 작성한 DMP에 한 검

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직 으로 언 하고 

있는 학도서 은 16개인 것으로 악되었다. 

국의 경우에는 연구비 신청 에 미리 DMP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DMP 검토에 최소 1-2

주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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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데이터 포지터리

데이터 포지터리 항목은 연구데이터를 

장할 수 있도록 범용  분야별 포지터리 혹

은 기  포지터리에 한 설명, 링크를 제공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 다. 연구데이터 리

서비스 페이지 내에서 데이터 보존을 한 

포지터리에 해 언 하고 있는 학도서 은 

많았으나, DMP를 안내하고 있는 페이지에서 

데이터 보존을 해 포지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학도서 이 매우 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 171개 학도서   55

개 학도서 (32.2%)에서 데이터 포지터

리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미국의 경우는 132개 학도서  에서 

47개 학도서 (35.6%)이, 캐나다의 경우 11

개 학도서  에서 2개 학도서 (18.2%)

이, 국의 경우 22개 학도서  에서 4개 

학도서 (18.2%)이, 호주의 경우 6개 학

도서   2개 학도서 (33.3%)이 데이터 

포지터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포지터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55개 학

도서   41개 학도서 (74.5%)이 기  

포지터리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기  포지터

리와 함께 범용 혹은 분야별 포지터리 정보

를 제공하고 있는 학도서 은 19개, 기  

포지터리 정보만 제공하고 있는 학도서 은 

22개로 확인되었다. 기  포지터리에 한 정

보 없이 범용 포지터리 정보만 제공하고 있

는 학도서 은 14개인 것으로 악되었다. 

범용 포지터리의 경우 Dryad가 16개 학

도서 , Figshare가 14개 학도서 에서 제시

되어 가장 많이 언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분야별 포지터리로는 사회과학분야 

포지터리인 ICPSR이 10개 학도서 에서, 의

학  생명과학 분야 포지터리인 NIH Data 

Sharing Repositories가 7개 학도서 에서 가

장 많이 언 되었다. 한 University of South 

Florida와 University of Georgia에서는 일반, 

농업, 고고학, 화학, 지리, 해양 과학, 사회과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천체물리학, 컴퓨터과학 등 

다양한 주제로 구분하여 포지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1.6 정책, 법령, 지침  가이드

정책, 법령, 지침  가이드 항목은 국가 법

령  정책, 연구비지원기 의 지침  가이드, 

학 내 연구데이터 련 정책 정보와 가이드

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 다. 개인정

보보호, 작권  지 재산권, 연구데이터 

리  공유 등과 련하여 확인해야 할 법령  

정책을 안내하고 있으며, 연구비지원기 의 요

구사항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체 171개 

학도서   135개 학도서 (78.9%)에서 

정책, 법령, 지침  가이드 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 미국의 경우는 132개 학도서  에서 85

개 학도서 (77.3%)이, 캐나다의 경우 11개 

학도서   8개 학도서 (72.7%)이, 국

의 경우 22개 학도서   19개 학도서

(86.4%)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 

학도서 만 유일하게 6개 학도서 (100%) 

모두 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개 학도서 에서 OSTP 

(Office of Science & Technology Policy),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고등 교육 기 과의 연

구비  약에 한 행정  요구사항(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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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lar A-110) 등의 국가 법령  정책 정보

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개 학

도서 에서는 학술 출   학술 자원 연합인 

SPARC(Scholarly Publishing and Academic 

Resources Coalition)를 통해 OSTP에 공개된 

데이터 공유 정책에 한 18개의 미국 연방 기

의 공유 정책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연구비지원기 에서 연구비 신청의 일부로 

DMP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NIH, NSF, ICPSR 

등 각 기 의 DMP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데이

터 공유 정책, 일반 가이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국방부, 교육부, 에 지부 등 정부 부처의 

지침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30개 

학도서 이며, 44개 학도서 에서 NSF 지

침 정보를, 42개 학도서 에서 NIH 지침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연구 수행에 한 규정, 지 재산권 

 작권, 개인정보보호 등에 한 학 내 규

정에 해 언 하고 있다. 41개 학도서 에

서 타 학의 연구데이터 리와 련된 가이

드를 링크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9개 학도서

이 기 에서 자체 으로 가이드를 만들어 제

공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2개 학도서 에서 Tri-Agency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 연구데이터 리 정책

인 Tri-Agency Research Data Management 

Policy와 디지털 데이터 리 원칙 성명인 Tri- 

Agency Statement of Principles on Digital 

Data Management를 따라야 할 것을 언 하

고 있다. 3개 학도서 에서 각 학의 연구수

행에 한 규정을 제공하며, 5개 학도서 에

서 UK data Archive, Portage, ICPSR 등 데

이터에 한 가이드라인  지침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국의 경우 7개 학도서 에서 오  액세스 

정책에 따라 UKRI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 데

이터 정책에 한 공통원칙(Common principles 

on data policy)을 따라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

으며, 주요 국 연구비지원기 의 데이터 

리 요구사항에 한 정책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10개 학도서 에서 학 정책인 연구

데이터 리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12

개 학도서 에서 ICPSR, DCC 가이드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University of York에서는 

학 내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학 구성원을 

상으로 데이터의 효과 인 리, 연구데이터 

리 거버 스와 련된 책임 등을 포함한 정

책의 목 , 범 와 리 책임, 연구자가 따라야 

할 학 정책과 기타 련 규정  법률에 한 

연구데이터 리 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3년

마다 정책에 해 검토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6개 학도서  모두 ARC  

NHMRC와 같은 호주 연구비지원기 에서 요

구하는 연구데이터 리와 련된 지침을 참고

할 것을 언 하고 있다. 한 각 학의 정책  

Australian Code for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2018)에 따라 연구데이터를 리

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3개 

학도서 에서 연구 무결성 정책, 지 재산권 

 작권, 소유권에 한 학 내 정책에 해 

안내하고 있다.

3.2 데이터 리계획 서비스에 한 인식

본 연구에서는 DMP 서비스에 한 국내 

학도서 의 연구데이터  연구지원서비스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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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자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인터뷰를 진행하

다. 인터뷰 상자 선정을 하여 학알리미 

홈페이지에서 2020년 국 학 연구비 수혜 

실 을 악하 으며, 그  정부 연구비를 가

장 많이 지원받은 상  50개 학을 상 기

으로 선정하 다. 2021년 1월부터 2021년 3월

까지 각 기 의 홈페이지의 조직도에 기재된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여 화와 이메

일을 통해 학도서 에서 연구데이터  연구

지원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에게 인터

뷰를 요청하 다. 그 결과 인터뷰 참여 의사를 

밝힌 9개 학의 담당자를 최종 선정하 다. 

사 에 인터뷰에 사용할 질문지를 메일로 발

송하 으며, 질문지 역  세부항목은 다음 

<표 4>와 같다. 2021년 4월 15일부터 2021년 5

월 10일까지 화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하 으

며, 서면으로 질문지에 한 답변을 먼  받은 

후 이를 바탕으로 추가 인 질문에 한 답변

을 얻기 해 반구조화된 형식의 화 인터뷰

를 진행하 다.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취하고 사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

여 학도서 의 DMP 서비스에 한 실무자 

의견을 조사하 다.

3.2.1 기본 황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련 담당자는 총 9명

으로 여성이 8명, 남성이 1명이다. 학 내 앙

도서  소속이 8명, 의학도서  소속이 1명이

다. 연구데이터  연구지원서비스 경력으로는 

게는 1년 많게는 12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8개의 학도서 에서 도서  내

에 연구데이터 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하

지 않는다고 응답하 으며, 1개 학도서 에서

만 연구데이터 리 담당 부서가 존재한다고 응

답하 다. 도서  내에 연구데이터 리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8개 학도서  , 

도서 에는 없지만 기  내에는 있다고 응답한 

학도서 이 1개로 확인되었다. 연구데이터 

리 부서가 필요할 것 같은지에 하여 실 으

로는 어려우나 연구지원  아래 직원 배치가 되

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상 으로는 담 부서

나 이 존재해야 한다고 응답하 다.

역 세부항목 항목 수

기 정보

담당자의 소속 부서 
담당자의 연구데이터 련 업무 경력
상세한 담당 업무
데이터 리 운  부서 존재 유무

4

연구데이터 리에 한 인식

연구데이터 보존  리 황
연구데이터 리를 한 체계 유무
연구데이터 리서비스 용에 한 의견
데이터 리 지원을 한 필요 지식 우선순

4

데이터 리계획(DMP)

DMP와 련된 법에 한 인식
DMP 작성 지원 요청 경험
연구데이터 보존  리에 있어 DMP 도입의 효용성
DMP 도입 고려 유무
DMP 서비스 운  계획에 한 의견

7

<표 4> 연구데이터  연구지원서비스 담당자 인터뷰 질문지 역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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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데이터 리 부서가 존재하는 C 기 의 

경우 연구데이터를 담하고 있는 인원은 없으

며, 연구노트를 담당하는 1인이 기존의 업무에 

연구데이터 업무를 추가하여 맡고 있었다. 

한 C 기 을 제외한 나머지 학도서 에서는 

보고서, 논문 등의 연구결과물, 연구정보, 연구

성과물에 한 리만 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3.2.2 연구데이터 체계 마련

1) 연구데이터  연구데이터 리서비스의 

범

인터뷰 참여자  4명은 연구데이터 리나 

DMP에 해 서비스하기 이 에 연구데이터와 

연구데이터 리서비스의 범 에 하여 정의 내

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 다. 어떤 데이

터를 연구데이터로 정의할 것이며, 도서 에서 

어느 역까지 연구데이터 리서비스로 설정해

야 하는지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면담자 A는 

학도서  평가 항목에 연구와 련된 항목이 추

가되면서 하게 도서 에서 연구지원서비스

을 만들었으나, 연구지원서비스에 한 정의가 

모호한 상황에서 연구데이터 리서비스를 어떻

게 정의해야 하는지에 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하 다. 면담자 G 역시 연구지원서비스의 

역이 설정되고 난 후 그 안에서 연구데이터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 다. 한 연구데이

터나 연구데이터 리서비스에 한 가이드가 존

재하지 않는 것에 하여 참여자들은 KERIS, 

국립 앙도서 , 교육부 등 교육  연구 련 

정부기 6) 혹은 연구처  산학 력단에서 가

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연구비 신청, 데이터 리  DMP 

련 내용까지 모두 도서 에서 담당하고 있는 

해외의 상황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연구처 혹은 

산학 력단에서 연구비 신청과 연구노트 등 국

가연구개발사업 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도서 에서는 연구 결과물에 한 부분만 서비

스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면담자 A는 연구데

이터 리서비스 수행을 해서는 부서 간의 

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국가개발사업을 리하는 곳은 산학 력단이

거든요. 그러니까 도서 에서 데이터를 리하기 

해서는 산학 력단의 조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는 거죠. 련한 내용은 부 산학 력단에서 

리를 하고 있으니까 무작정 ‘데이터 리는 우

리가 할게요.’라고 할 수는 없어요.” (면담자 A)

2) 연구데이터와 련된 교육

인터뷰 참여자들은 연구데이터 리에 한 

기  내 정책결정자  사서들의 인식이 낮기때

문에 연구데이터와 련된 체계를 마련하기 

해서는 담당자를 상으로 한 연구데이터에 

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 다. 면담자 

A, D, E는 제도를 알리고 정착시키기 해서는 

이에 책임이 있는 교육  연구 련 정부기

에서 교육을 지속 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언

하 다. 한 연구비지원기 의 요구사항을 

잘 반 하기 해서 교육  연구 련 정부기

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지속 으로 수강하고 

서비스에 한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6) 인터뷰 참여자들이 언 한 KERIS, KISTI, 한국연구재단, 국립 앙도서 , 교육부, 과기부 등은 ‘교육  연구 

련 정부기 ’으로 통칭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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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 다. 특히, 면담자 D는 연구데이터 리서

비스가 문 인 지식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계속 교육을 통한 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하

다. 그러나 순환 업무를 하는 기  특성상 양

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며 서비스 제공의 연

속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 다. 

“ 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최소한 연구 과정에 

한 부분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학부 

출신 직원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지식이 부족한 

편이에요. 그리고 업무를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3-4년 안에 바뀔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럼 외국과 같은 수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면담자 D)

3) 연구데이터 리 지원을 한 필요 지식

본 연구의 질문지에서는 연구데이터 리 지

원을 해 필요한 지식을 ① 연구 과정에 한 

지식, ② 데이터 생애주기에 한 지식, ③ 연

구자와의 화  상담 기술, ④ 메타데이터에 

한 지식, ⑤ 주제별 지식 는 기술, ⑥ 소

트웨어  컴퓨터 기술 6가지로 제시하 다. 이 

에서 담당자가 갖춰야 할 가장 필요한 지식

으로써, 6명의 인터뷰 참여자가 연구 과정에 

한 지식을 1순 로 꼽았다. 나머지 3명은 각각 

데이터 생애주기에 한 지식, 메타데이터에 

한 지식, 연구자와의 화  상담 기술을 1

순 로 선택하 다.

연구 과정에 한 지식을 1순 로 선택한 인

터뷰 참여자들은 연구 수행 에 데이터 리

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해서는 연구 

과정에 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가장 요하

다고 응답하 다. 면담자 G는 “연구 과정 모든 

것을 포 하고 있고, 서비스할 상을 선정하

기 해서 반 인 연구 과정에 한 인식이

나 지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 다. 

연구데이터는 연구 로젝트보다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연구 로젝트가 완료된 이후에도 

데이터를 리할 방법을 계획해야 한다. 연구

데이터를 생산(create), 조직(organize), 보존

(preserve), 공유(share), 재이용(reuse)하는 방

법에 해 생각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로세스

를 데이터 생애주기로 볼 수 있다(University 

of Leeds Library, 2021). 면담자 B는 “다루게 

되는 컨텐츠에 한 이해가 요하고, 이를 알

아야 체 인 업무 로세스를 데이터 생애

주기에 맞춰서 디자인 할 수 있다”고 하며 연

구데이터 리 지원에 있어서 데이터 생애주

기에 한 지식을 가장 필요로 한다고 응답하

다.

한편 메타데이터에 한 지식을 우선순 로 

선택한 면담자 C는 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필요 

지식을 데이터 리와 활용에 을 맞추고 

있었다. 연구데이터를 리하는 것은 물론 활

용할 수 있게 하기 해서는 정확한 메타데이

터를 가진 잘 정리된 데이터가 존재해야 한다

는 의견을 제시하 다.

“데이터가 리가 되고 활용이 되려면 기본 으

로 어떤 데이터인지에 해서 알아야 하는데 그

냥 모으기만 해서는 의미 없는 자료가 되잖아요. 

…… 정확한 메타데이터를 가진 데이터들이 있

다면 속도가 느리더라도 당연히 활용까지 갈 수 

있는 거라서 메타데이터를 1순 로 꼽았어요.” 

(면담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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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데이터 리의 문제 과 해결방안

기  내에서는 연구데이터 보존  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한 질문에 모든 인터뷰 참

여자들은 기  내에서 연구데이터의 보존과 

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

다. 법  강제성이 없는 연구데이터에 한 

제출 요구를 할 수가 없어서 연구데이터의 

리와 보존을 원활히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도서

 내 담당부서  인력의 부재, 담당자의 심 

부족을 그 원인으로 보았다.

인터뷰 참여자에 의하면 연구자들의 경우 연

구데이터가 요하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으

나 공유에 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악되었

다. 해외에서는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포지터

리에 기탁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거나, 어

딘가에 체계 으로 장해서 연구자 자신도 재

이용하고 공유해서 다른 연구자들도 쓸 수 있도

록 하거나, 연구비를 지원받기 해서 DMP를 

제출해야 한다. 면담자 B는 이러한 연구데이터 

련 해외 동향을 악하고 연구데이터를 리

하려는 의지가 있는 곳이 도서 이라고 하 다. 

면담자 C는 연구자 인식이 바 고 연구노트 

제도가 국내에 자리 잡기까지 10년 정도 걸렸

음을 시로 들며, 연구데이터 공유에 한 연

구자의 인식이 변화하여야 연구데이터를 체계

으로 리할 수 있다고 하 다. 연구자들은 

데이터를 연구실에 개별 으로 보 하여 석박

사 연구생이 졸업하게 되면서 근을 할 수 없

게 된다거나, 백업하지 않은 채로 하드디스크

에 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 다. 마

찬가지로 면담자 B와 D는 연구데이터 보존  

리와 련하여 기  내 연구자들의 리 행

태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문제 으로 지

하 다. 면담자 B는 연구자들이 스토리지에 

한 고민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해

서는 기  차원에서 자산을 보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  자체 랫폼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응답하 다. 산만 

충분하다면 기  차원에서 클라우드를 도입하

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랫폼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 면담자 B의 의견이었

지만, 각 학별로 시스템을 개발하기에는 

실 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 다. 면담

자 B, E, G는 학 개별 으로 시스템을 개발

하는 것은 동일 업무 반복의 이유로 행정력 낭

비임을 언 하며, 교육  연구 련 정부기

에서 연구데이터 공유  통합 리시스템을 개

발하여 각 학에 배포하는 것이 더욱 체계

으로 연구데이터를 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 다. 

“각 학마다 시스템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 같기도 하고 국가 차원에서 연구데이

터 리를 하게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연구

재단이나 KISTI 같은 한 기 에서 총 해서 하는 

게 효율 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면담자 E)

“어차피 각 학별로 같은 업무를 하는 것이잖

아요. 정보도 공유되면 좋고, 교육  연구 련 

정부기 에서 체계 으로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

을 제공해주면 서비스를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시스템을 구축해서 배포해 다면 더 편리

할 것 같아요.” (면담자 G)

한편 H 기 의 경우에는 연구데이터가 개인

정보라 단되어 연구와 련된 정보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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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수집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 다. 

련 데이터는 연구자 스스로가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서 에서는 련 자료를 찾을 수 있

는 경로만 리하고 있다고 하 다. 

5) 연구자들의 인식 개선

앞서 언 된 것과 같이 인터뷰 참여자들은 

연구데이터 리 체계가 자리잡기 해서는 연

구자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

타냈다. 인식 개선을 해서 연구데이터 공유

에 한 법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

았다. 면담자 C는 “데이터 공유에 한 인식 개

선과 함께 법  강제성이 부여가 되면서 근거

에 따라 당연히 오 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긴

다면 연구데이터도 자연스럽게 수집, 공유될 

수 있고 보존, 리, 오 까지 갈 수 있을 것”이

라고 응답하 다. 면담자 E는 연구자들이 데이

터 공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극 인 동기부

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3.2.3 DMP 제도  서비스 필요성

1) DMP 제도에 한 인지

인터뷰 참여자 에서 DMP 제도에 해 들

어본 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2명이었으며 

나머지 7명  2명은 DMP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 알고 있는 정도 다. 그 외 5명  4명

은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정｣에서 개정되어 시행된 DMP 제출에 

한 내용은 알고 있었으나, 2021년 제정된 ｢국가

연구개발정보처리기 ｣에서의 DMP 제출과 

련된 내용은 알지 못하 다고 응답하 다. 2021

년에 DMP에 해 변경된 법 제도 내용까지 알

고 있는 사람은 면담자 C뿐이었다.

2) DMP 작성 지원 요청 경험

연구자들에게 DMP 작성 지원에 한 서비스 

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해 면담자 C만 

요청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으나, DMP 

시범 용을 시작한 2019년 이후로 약 3년 간 

2-3건 정도에 그치는 수 이었다. 그 외의 다른 

인터뷰 참여자들은 직 으로 DMP 작성 지

원 요청을 받아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 다. 

면담자 I는 DMP 요청에 한 연구자의 수요가 

없는 이유에 하여 “DMP가 1-2페이지 정도

의 간단한 계획서이고, 그  형식 , 행정 으

로만 제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하 다. DMP가 연구비 신청에서 

그다지 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연구자들이 많기 때문에 법  제도에 있어 강

제성이 더 부여가 되거나 연구자의 인식의 변

화가 있어야 DMP 요청에 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았다. 

3) DMP 서비스의 필요성  고려 경험

면담자 E를 제외한 인터뷰 참여자 모두 국가

의 연구 자원을 체계 으로 리하고 공유하기 

해서 DMP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면담

자 A는 “연구데이터 리의 시작과 끝이 DMP 

작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연구데이터를 효율

으로 리하기 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면

담자 G와 H는 “연구 과 연구 후에 데이터의 

체계 인 리와 공유를 해서 필요하다”고 

언 하 다. 면담자 I는 “연구 계획 단계에서나 

논문 발표에서 의무화가 될 정이기 때문에 

요하다”고 하 으며, 지식 공유와 보존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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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하 다. DMP가 필요하

다고 응답한 실무자들은 공 인 연구비를 받아

서 수행한 연구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는 개인

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자원이기 때문에 DMP

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체계 으로 리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면담자 B 역시 DMP를 

통해 체계 으로 연구데이터를 장하고 공유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 다. 하지만 도

서 은 연구 수행 이후의 결과물을 주로 다루

는 곳이었기 때문에, 연구데이터의 생산 과정

에서부터 데이터를 어떻게 잘 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에 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 하 다. 

재 DMP 서비스의 도입을 진행 인 곳은 

C 기 이 유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면담자 C

는 연구의 투명성, 재 성, 재이용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서 연구데이터와 DMP 그리고 연

구노트가 하나로 묶여서 리되어야 한다고 언

하 다. C 기 에서는 자연구노트 수집 체

계에 연구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함께 수집하고 있다고 하 다. DMP는 이러한 

연구데이터를 리하고 활용하는 측면에서 계획

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DMP도 도서 에서 

리해야 할 결과물  하나임을 시사하 다. 

기  내에서 DMP 서비스의 도입을 고려해 

본 경험이 있는지에 한 질문에 면담자 A, B, 

D, F, G, I 6명은 기  차원에서는 고려되지 않

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개인 으로는 DMP 서

비스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면담자 

B와 D는 데이터 심 연구로 연구의 환경이 변

화하고 있고, 연구비지원기 에서도 DMP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상하 다. 연구기 이라면 언젠가는 

도서 에서 서비스해야 할 역이므로 조속히 

비하여 서비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보

다. 

한편 E, H 기 은 DMP 서비스의 도입이 기

 차원에서 고려되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개

인 으로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

하 다. 면담자 E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

처에서 일부 담당하고 있으며, 도서  업무가 

증가할 것을 염려하여 DMP 서비스의 도입에 

하여 부정 인 입장을 보 다. DMP를 도서

에 도입하여 서비스하는 것은 주제 문사서

가 있으면 고려해 볼만 하다고 하 다. 면담자 

B는 인력의 부재와 업무의 증가에 한 우려를 

이해하지만 학도서 의 상에 한 인식 변

화를 해서는 DM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실 인력을 확보할 가능성은 고 일만 굉장히 

늘어나는 거라서 그 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

해요. 하지만 도서 이 기  안에서 조  더 핵심 

부서로 인정받고 연구자들한테 ‘우리 도서 은 

연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조직이야.’ 이런 

식의 인식으로 바 려면 1차 으로 이런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면담자 B)

3.2.4 DMP 서비스 도입의 어려움

1) 인력  산

다수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DMP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인력과 산의 부족을 꼽았다. 서비스를 하고

자 할 때 인력이 충원되어야 가능한데 인력을 



206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32권 제3호 2021

배치할 규정이나 산이 부족하여 서비스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언 하 다. 단순한 인력 배

치의 문제가 아니라 문성을 가진 담 인력

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연구데이

터 리서비스는 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역

이기 때문에 면담자 A는 데이터 사이언스 

공 인력을 채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고 하 다. 

“ 문 인력이 채용되고 인력을 채용하기 해서 

논거를 마련하고 인식을 바꾸는 일이 필요하겠

죠. 데이터 사이언스가 합동 과정으로 들어가는 

학교가 많으니까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한 인

력을 채용하는 등 문 인 지식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면 서비스하는 것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면담자 A) 

반면, 면담자 C는 도서  내 다른 부서와 

동해서 진행할 정이기 때문에 인력 인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 다. 이는 C 기

이 이미 연구노트와 연구데이터 수집 체계를 가

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DMP 서비스

를 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 다. 

다만 산에 있어서는 DMP 서비스를 한 별

도의 산 확보 가능성이 기 때문에 기존의 

산으로 서비스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 다.

2) 상 리부서 혹은 상 자의 조한 인식

도서  내 DMP 서비스 도입에 한 문제

으로 상 리부서 혹은 상 자의 조한 인식

을 꼽은 인터뷰 참여자들도 있었다. 면담자 I는 

상 자가 “DMP에 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고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다”고 응답하 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교육  연구 련 정부기

에서 꾸 히 DMP 련 교육을 진행함으로

써 상 자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

았다. 하지만 DMP를 알고 있더라도 이를 서비

스하고자 하는 노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DMP에 한 연구자의 수요가 높아지고 

연구데이터 리에 한 논의가 활발해져 꾸

히 이슈가 된다면 상 자의 인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 다. 

부분의 학에서는 도서 이 부속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규정을 개발

하는 부서에서 규정을 만들어 주면 그에 따라 

도서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구조

로 되어 있다. 그 기 때문에 인터뷰 참여자들

은 학 내 정책을 개발하는 상 리부서에서 

우선 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그 이후의 서비스

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3) 유 부서와의 력

앞서 언 되었듯이 학도서 에서 연구비 

신청부터 DMP와 련된 모든 부분을 담당하

고 있는 해외 사례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연구처 

 산학 력단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그 기 때문에 도서 에

서 DMP 서비스를 시작하기 해서는 연구처

나 산학 력단과의 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재로서는 연구자들이 DMP 작성과 

련해서 문의하고자 할 때 어디에서 안내를 받

을 수 있는지 불명확하므로 도서 과 연구처  

산학 력단 각 부서의 업무 역에 한 안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특허나 기술이  

등 지식재산권과 련하여 이를 문 으로 알

고 있는 도서  직원이 없는 데다 연구처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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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단에 련된 담 부서가 있으므로 해당 

부서와의 력이 필요하다고 하 다.

3.2.5 지원 가능한 서비스

1) 가이드

인터뷰 참여자  4명은 학도서 에서 DMP 

작성과 련하여 지원 가능한 서비스로 가이드 

제공을 언 하 다. 재의 인력과 자원으로는 

도서 에서 제공하고 있는 LibGuides에 련 

가이드를 추가하여 서비스하는 것이 실 으

로 가능한 방법이라고 하 다. 이를 통해 연구

데이터  DMP 련 설명, 법령  정책 정보 

제공 등 기 인 안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았다. 인터뷰 참여자들의 소속기 은 아니지만 

국내에서는 부산 학교 도서 에서 LibGuides

를 통해 연구데이터 리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가이드에는 연

구데이터 리 정책, DMP 법  근거, 이  등

의 DMP 설명, 온라인 DMP 작성 도구  

시, 연구데이터 장소, 연구데이터 출   인

용, 연구데이터 련 자료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부산 학교 도서 , 2021).

2) 교육

DMP와 련된 교육을 지원 가능한 서비스

로 언 한 인터뷰 참여자는 4명이었다. 문 지

식을 가진 담당자가 직  교육을 진행한다면 좋

겠지만, 도서  측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는 연구비지원기 의 문가를 빙하여 

출장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 다. 한 Zoom 는 YouTube

를 통한 온라인 교육을 언 하기도 하 다. 실

제로 C 기 에서는 재 연구데이터  연구노

트와 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2021년 6월

부터 DMP 교육을 진행할 정이라고 하 다.

3) 컨설

3명의 인터뷰 참여자가 지원 가능 서비스로 

컨설  서비스를 언 하 다. 컨설  서비스로

는 DMP의 반 인 내용 혹은 DMP 검토와 

련한 상담, 작성 도구에 한 사용법을 안내

하는 온라인 DMP 작성 도구 사용법 안내, 데

이터 포지터리 이용 방법 안내 등의 내용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4. 데이터 리계획 서비스 고려사항

국내에서 국가 차원에서의 연구데이터 리 

 공유 체계에 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일부 

연구 과제에서 DMP 제출이 시행되고 있으나, 

학 내에서 이와 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악되었다. 학

도서 에서 DMP 서비스를 주도 으로 제공하

고 있는 해외의 상황과 국내의 상황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사례

를 참고하되 국내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고려

사항을 논하고자 하 으며 학도서 이 통

으로 제공해왔던 연구지원서비스를 확장하

는 측면에서 DMP 서비스를 논의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았다. 학도서  내 연구데이터  연

구지원서비스의 담당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

여 학도서 에서 DMP 서비스 제공 시 고려

해야 할 사항을 정책 측면, 운  측면, 인식 개

선 세 가지로 나 어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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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정책 측면

4.1.1 연구데이터와 연구데이터 리서비스

의 범  설정

인터뷰 참여자들은 연구데이터와 연구 리

서비스의 범 나 역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이에 한 개념이 모호하다고 

하 다. 범 를 정의하는 것은 서비스 계획에 

있어서 요한 기 이 된다. 연구데이터의 범

와 운 의 맥락을 이해하면 리, 근성, 보

존 등의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에서 생산된 연

구데이터를 국가의 요한 연구 자산으로 인식

하고 체계 으로 리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리해야 할 연구데이터의 유형과 범 를 고려

하여 구체 인 정의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해외 학도서

의 연구데이터 리서비스는 데이터 생애주기

를 고려하여 연구 수행 이  단계부터 이루어

지고 있다. 반면에 국내의 경우 연구 수행 이

과 연구 수행 에 진행되는 부분은 연구처나 

산학 력단에서 담당하고 연구 결과물, 성과물 

등 연구 수행 이후에 한 부분은 도서 에서 

담당하는 구조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연구데이

터 리서비스는 학도서 이 단독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역이 아님을 알 수 있다. DMP는 

연구 계획 단계에서 시작하여 연구 종료까지 

생애주기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

문에 도서 이 연구데이터 생산 과정 시작부

터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여 연구

처  산학 력단과 도서  간의 업무 역 설

정에 한 정의가 우선 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 연구처  산학 력단에서는 연구와 련

하여 지 재산권, 작권 등의 법 인 내용에 

한 역할을 담당하고 도서 에서는 DMP 작

성 도구 이용법, 제도 안내, DMP 작성법 안내 

등 서비스 역에 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다.

4.1.2 연구데이터 리와 DMP 서비스를 한 

정책  지침 수립

도서  내 DMP 서비스 제공에 앞서 정책과 

지침을 수립하고 정비하는 작업을 통해 서비스 

역을 정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연구데

이터 리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은 연구

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의 재 성, 데이터의 

무결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에서 

요하다(Whyte & Tedds, 2011).

인터뷰를 통해 다수의 담당자들이 연구데이

터 리의 요성과 DMP의 필요성  련 서

비스의 필요성에 해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상 리부서에서 세부 인 업

무에 해 참고할 정책이나 지침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

었다. 어떤 업무든 련 정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그에 맞춰서 산을 충원하고 인력을 배치하여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학 내 조직 구조상 

DMP  연구데이터 련 서비스 수행을 해

서는 이를 한 정책과 지침이 우선 으로 마련

되어야 한다. 해외 사례에서 살펴본 University 

of York의 연구데이터 리 정책처럼 정책의 

목 , 범 와 리 책임, 따라야 할 기타 정책, 

규정  법률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데이

터 리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기  내 정책 부재의 문제 이외에도 정

부 부처나 연구비지원기 에서 제공하는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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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

이 언 되기도 하 다. 도서 에서는 법령에

서의 DMP 규정  학도서  평가에 연구와 

련된 항목이 추가된 이후 련 이 신설되

었지만 서비스 제공 방안에 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

처, 연구비지원기 , 교육  연구 련 정부기

에서도 DMP  연구데이터 련 서비스 수

행을 한 가이드라인 혹은 지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4.2 운  측면

4.2.1 DMP 서비스 운 을 한 인력  산 

확보

연구데이터 리와 DMP 서비스를 한 정

책을 마련한 후 DMP 서비스를 운 하기 해

서는 산과 인력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재 학도서  내에 연구지원서비스 

부서는 존재하나, 해당 부서에서 연구데이터 

리를 담당하고 있거나 DMP와 련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 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그 원인

으로 인력과 산의 부족을 꼽았다. 연구데이터 

리를 한 서비스 부서가 신설되는 것이 가장 

이상 이지만 인터뷰 참여자들은 기  내 상황

으로 미루어 보아 연구데이터 리 부서가 신설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언 하 다. 연구지

원서비스 부서 내에 연구데이터를 담할 수 있

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실 인 방안으로 제

시되었다. 

한 단순히 연구데이터를 담하는 인력이 

아니라 문성을 가진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를 해 담당

자에게 문 인 교육을 제공하거나 데이터 사

이언스를 공한 문 인력을 채용하는 등의 방

식을 고려할 수 있다. Mannheimer(2018)는 담

당자가 DMP를 상세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연

구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

다. DMP는 1-2페이지 정도의 간략한 계획서에 

불과하지만, 요구되고 있는 내용은 데이터의 유

형, 메타데이터, 연구데이터와 메타데이터 련 

표 , 데이터 재이용, 공유, 장, 보존 등과 같

이 다양하다. 연구자들의 DMP 작성 지원을 

해서는 서비스 담당자가 련 도구 사용법이나 

련 메타데이터, DOI, 데이터 포지터리, 아

카이빙 등 DMP 핵심 용어와 개념을 명확히 이

해해야 한다. 

DMP  연구데이터 리 반에 한 문

성 함양을 해서는 기  내 담당 부서나 담당

자에게 이에 한 계속 교육이 지속 으로 제

공될 필요가 있다. 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연구데이터 리와 DMP 련 법령의 최신 내

용에 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019

년 이후 DMP 련 규정이 폭 개정되었으나 

부분의 인터뷰 참여자가 이러한 변경 내용에 

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직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알기 어렵다고 하 다. 

이러한 인력 확보와 교육을 진행하기 해서

는 학 차원에서의 꾸 한 재정  지원이 필

요하다. 아직 기 단계이기 때문에 DMP 제도

가 안정화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상되나, DMP 서비스는 성공 인 연구데이

터 리서비스를 한 첫 단계이기 때문에 이를 

한 지속 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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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연구데이터 리를 한 통합 리시스템 

개발

한 인터뷰 참여자는 연구자들이 개인 컴퓨터

나 연구실 서버, 하드디스크 등에 데이터를 

장하고 있어 요 연구 자원인 데이터가 쉽게 

유실될 수 있다는 을 지 하 으며 생산되는 

연구데이터를 한 곳에 집약해서 체계 으로 

리하는 것이 요하다고 하 다. 해외에서는 

학도서 마다 별도의 기  포지터리나 데

이터 포지터리를 구축하여 연구자들이 데이

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 라를 제공

하고 있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C 기 에서

만 개별 으로 기  데이터 포지터리를 구축

하여 2021년 6월부터 시스템을 운 할 정이

라고 하 다. 하지만 다수의 인터뷰 참여자가 

언 한 것과 같이 국내 학도서 에서 개별

으로 시스템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기에는 산

이 부족하고 행정력 낭비라는 인식도 있었다. 

기  포지터리를 이미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는 학도서 들도 있으나 여기에서도 연구

성과나 연구 결과물만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재 구축된 포지터리에 연구데이터

를 리하는 것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에 한 

근과 분석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측

면이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 다. 

다수 인터뷰 참여자들은 연구데이터 리를 

한 시스템 개발에 정부기 의 역할이 요하다

고 언 하 다. 국가학술연구 DB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학을 심으로 학 논문 등 디지털 

학술자료의 유통과 보존을 한 dCollection 통

합 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처

럼 국가 차원에서 연구데이터 리를 한 통

합 리시스템 개발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4.3 인식 개선

4.3.1 상 리부서 혹은 상 자의 인식 개선

인터뷰 참여자들은 상 자들의 DMP에 

한 인식이 매우 조할 것으로 상하 다. 이

러한 상 리부서 혹은 상 자의 낮은 인식은 

국내에서 DMP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이를 개선하기 해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육  연구 련 정부

기 에서 연구데이터 리  DMP에 한 교

육을 제공하고 연구데이터 리 담당자들이 이

에 극 으로 참여하여 문성을 함양하면서 

상 자들에게 서비스의 필요성을 지속 으로 알

릴 필요가 있다. 한 DMP에 한 연구자들의 

수요가 높아진다면 상 리부서  상 자들의 

인식도 개선될 수 있다. 재 법령에서 DMP 제

출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과제 범 를 확 하

고 연구비지원기 에서는 DMP 제출이 연구과

제 선정에 필수조건임을 명시하면서 DMP 이

행에 필요한 비용을 연구비에 포함하여 제공하

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3.2 연구자의 인식 개선

상 리부서 혹은 상 자의 인식 개선 이외

에도 연구데이터 리에 한 연구자의 인식 

한 개선되어야 한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연구자

들이 연구데이터 리  공유에 한 인식이 

부족하고 연구비를 지원받는 데 있어서 DMP

가 그다지 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언 하 다. 연구자들의 인식 개

선을 해 오  사이언스와 데이터의 공유, 연

구데이터 리  DMP의 필요성에 한 교육 

로그램 개발과 진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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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진행뿐만 아니라 연구 시작  연구데

이터 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

해 연구가이드나 LibGuides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연구비지원기 의 련 가이드 

 지침, 련된 법  근거, 온라인 DMP 작성 

도구 이용 안내, 데이터 리의 이   필요성 

등 데이터와 DMP에 한 기 인 설명 정보

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 연구 과제에서 

DMP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도 있

기 때문에 Purdue University의 사례처럼 연

구데이터 리나 DMP를 처음 해보는 연구

자와 그 지 않은 연구자를 구분하여 서비스하

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ANDS에서 제공

하는 23(Research Data) Things와 같이 연구

데이터와 련된 자기 주도  학습 도구를 개

발하여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좀 더 쉽게 리

할 수 있고 DMP 작성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DMP 작성 지원 서비스 지원

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학도서 에서 DMP 

작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려해야 할 사

항에 해 모색하고자 해외 학도서 의 사례

와 국내 학도서 의 연구데이터  연구지원

서비스 담당자의 DMP 작성 지원 서비스에 

한 인식을 조사하 다. 해외 학도서 의 DMP 

작성 지원 서비스 사례 조사를 통해 DMP 설명 

정보, 온라인 DMP 작성 도구 안내, DMP 템

릿과 체크리스트 정보, 상담 서비스, 데이터 

포지터리, 정책, 법령, 지침  가이드 정보 제

공 황을 악하 다.

국내 학도서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 연

구데이터  련 서비스 범 를 정의하고 담

당자를 상으로 한 DMP  연구데이터 리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하 다. 다수의 인터뷰 

참여자는 기  내에서 연구데이터의 보존  

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  

차원에서 이에 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 다. 

한 체계 인 연구데이터 리와 공유를 해 

DMP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으나, 기  

내에서 DMP 서비스 제공을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담당자들 부분이 DMP 

작성 지원에 한 서비스 요청을 받은 경험이 

없고 DMP에 한 연구자들의 인식도 낮기 때

문으로 풀이된다. DMP 서비스 도입에 있어서 

연구자의 DMP 지원에 한 수요 부족, 인력과 

산 부족 그리고 상 리부서 혹은 상 자의 

조한 인식이 장애요인임을 확인하 다. 한 

DMP를 도입하기 해서는 연구처 혹은 산학

력단과의 력이 필요하다고 하 다.

해외 사례 조사와 인터뷰 내용 분석을 바탕

으로 제안한 학도서 의 DMP 서비스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데이터와 연구

데이터 리서비스의 범 를 설정하고 연구데

이터 리와 DMP 서비스를 한 정책  지침

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DMP 서비스 운

을 한 인력  산을 확보하고 국가 차원에

서 연구데이터 리를 한 통합 리시스템 개

발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 리부서 

혹은 상 자가 DMP 작성 지원이 학도서

에서 서비스하여야 할 역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DMP  연구데이터 리에 한 연

구자들의 인식 개선을 한 교육을 제공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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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도서 의 실무자를 상으로 

하여 DMP 서비스에 한 의견과 요건을 악

하여 학도서 에서 DM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연구데이

터 리를 비하고 있는 기 단계에 있으며 

DMP 제출에 한 규정은 수립되었지만 학 

내 구성원들과 학도서  실무자들에게 DMP

의 필요성과 련 서비스 제공에 한 인식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국내 

학도서 에서 연구데이터 리를 해 DMP 

작성 지원 서비스를 용하고자 할 때 기 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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