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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장기생태연구 커뮤니티에서 개인정보는 국가단위 뿐만 아니라 국제장기생태연구의 데이터 관리, 데이터 활용 에

서 협업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개인정보를 많은 부분 공개를 하면 협업 연구자에게 데이터 접근 측면에서 유용하

지만, 정보 제공자에게는 공개에 대한 부담이 되기도 한다. 개인의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범위

와 유통측면에서 많은 제약 요소가 존재하여 장기생태정보시스템에서도 장기생태연구 협업에 필요한 최대의 개인

정보와 비 관련자에게 제공하는 최소의 개인정보 제공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데이터 교류를 위해 관

련 법률의 해석을 기반으로 국제 메타데이터 표준인 EML과  국제 장기생태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 모델을 설계 및 구현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In the long-term ecological research community, personal information i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collaboration of 
data management and data usage in international long-term ecological research as well as on the national level. If lots 
of personal information was disclosed, collaborative researchers are useful to carry out research cooperation, whereas, 
information providers tend to be burdened to disclose it. LTER system should be considered to provide both maximum 
personal information required by a community and minimum personal information to be provided to unrelated people 
due to the scal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a number of the constraints on disclosure in the aspect of information 
distribution of the laws associated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is article, we analyze international 
ecological metadata standard, EML, and trends in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throughout international 
long-term ecological research platforms and propose a system model capable of managing personal information based 
on related domestic laws for the international data exchange through design and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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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보수집의 다각화와 센서 기술의 발달로 장기생태

연구(Long-Term Ecological Research)는 대규모의 복잡

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

태의 데이터를 다룬다. 뿐만 아니라, 국내 데이터는 물

론 해외 데이터와의 연관성 분석 수요가 증대하고, 활

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장기생태연구(International 

LTER) 네트워크에서는 활용에 관심이 높아 왔다. 국가

차원에서 생태관측 데이터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는 국내외 서로 다른 기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와 다

양한 생태관측 프로토콜에 따라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1-3].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

터를 설명 및 요약하는 메타데이터와 데이터를 공유할 

때 관련 개인정보 보호의 고려가 필요하며, 개인의 프

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장기생태 플랫폼에서 활용되고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분석하고, 국내 관련 법률의 가이드를 

따른 장기생태연구(LTER)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의 개

인정보 보호 범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관련연구

2.1. KNLTER 데이터 플랫폼 

장기생태정보는 많은 생물종과 다양한 환경 변수를 

고려하여 수집되고, 데이터는 수집목적, 방법, 장치에 

따라 종류와 특성이 결정된다. 또한 연구는 장기적인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커뮤니티 내 정형화된 조사 프로

토콜에 따라 장기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데이터 품질관리가 필수적이고, 장기간 데이터

를 축적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저장소(Repository)를 

구축해야 하며, 국제 공동연구에 대응이 가능한 데이터 

교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ILTER에서는 데이터 공유

를 위해 EML(Ecological Metadata Lanaguage)이란 메

타데이터 표준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장기생태연구(Korea National LTER)를 위한 데이

터 플랫폼도 이를 준하여 개발하고 있다[4, 5]. EML은 

메타데이터에 대한 구조적 표현을 할 수 있는 XML 스

키마(Schema) 문서 형식으로 되어 있어 단위별로 규격

화 된 모듈을 이용하여 확장이 가능하도록 제공된다[6, 

7]. KNLTER 데이터 플랫폼도 국제 표준에 준하여 

ILTER와 데이터 호환성을 갖춰 연구자 정보를 포함한 

메타데이터를 연계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2.2. 개인정보 생명주기

정보의 공유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

용이 사회적으로 일반화됨에 따라 이를 악이용하는 개

인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8]. 정보시스

템에서 운용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상정보, 연락정

보, 금융정보 등이 있고 LTER 데이터 플랫폼에서는 금

융정보와 같은 민감성이 높은 정보를 제외한 정보들이 

일반적으로 유통되지만 이들 개인정보 역시 보호되어

야 하는 정보이다[9]. 개인정보의 유출은 악의적 해킹, 

고의적 공개로 가능하고, 개인들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 

실수로 발생할 수 있다. 장기생태 정보의 공공성과 국

제 데이터 호환의 측면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DB 관리

기술 측면에서의 생명주기는 다음과 같다 [8-10].

2.2.1. 수집단계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및 

사용목적에 대해 개인정보 소유자 확인이 필요하고, 개

인정보 범위를 최소화하여 수집하여야 하며 모든 개인

정보들은 동의를 거쳐야한다. 

2.2.2. 저장 및 보유단계

저장 및 보유단계에서는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파

일의 대장도 존재해야 하고 변경되는 경우 절차가 필요

하다. 또한 개인정보 및 비밀번호의 암호화 수준도 고

려가 되어야 한다.

2.2.3. 이용 및 제공 단계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타 

기관에 연계, 제공할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를 받는 절

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사용자 

권한에 따라 설정이 되어야 하고 접속 제한도 고려가 

되어 야 한다. 

2.2.4. 파기 단계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보유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파기하여야 하고 이용 목적을 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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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보관할 경우 해당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

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해야한다. 또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종료되어 파기할 경우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하

게 파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2.3. 관계 법령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

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이하 시행

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KNLTER 

시스템에서는 관련 법령에 준수하여 구축을 해야 하며, 

커뮤니티의 공공적 연구목적에 맞게 그 범위가 고려되

어야 한다. 관련 법령에서 다루는 개인정보는 크게 아

래와 같은 사항의 반영을 요구한다.

○ 주요 고려항목

- 공공성(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의 수행)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최소화 및 개인별 

이익 고려

- 개인정보 공개 대상 및 항목 최소화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한 범위 

- 개인정보 동의 방법 

- 개인정보 동의 내용

장기생태연구 인프라에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부합하고 개인의 동의

에 의해 연구의 교류를 목적으로 제공되어 지는 공공성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공동 데이터 공유를 위해 개인별 

데이터에 대한 수집 및 관리가 가능하며, 데이터셋에 

대한 지분도 포함하여 소유가 발생되어, 작지만 개인별 

이익도 고려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법령에서 정의한 개

인정보의 범위별 열람 권한 제어를 통해 공개대상을 최

소화하고 사용자 권한별로 개인정보의 일반정보 중 일

부만 공개하여 공개 항목을 최소화해야 한다. 서면, 전

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전화 문자전송, 홈페이지와 같

은 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방법으로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의 내용 전

달이 필요하다.

Ⅲ. ILTER 데이터 플랫폼의 개인정보

KLTER 데이터 플랫폼은 글로벌 장기생태연구 사이

트들과 데이터 교환 기능을 필요로 한다. 그러기 위해

서는 메타데이터와 데이터의 호환을 고려해야 하고, 정

보의 주체인 연구자들에 대한 정보들도 국제 상황을 고

려하여 구축해야 한다. 표 1은 ILTER 데이터 플랫폼들

에서 개인의 역할별 정보 공개 범위를 비교분석한 표로 

전반적으로 많은 정보 공개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호주는 TERN[11]과 Supersite[12]로 구분되고, 영

국은 ECN (Environmental Change Network)은 DDP 

(Data Discovery Portal)와 ECN DB로 크게 부분되며

[13], 미국의 LTER은 단일 플랫폼으로 존재한다[14]. 

개인정보 공개 현황 조사는 일반 사용자 측면에서 조사

된 내용으로, 실제 데이터 수집과 관리가 일어나는 플

Platform
TERN
(DDP)

TERN-Supersite
(Facility)

ECN
(DDP)

ECN 
DB

US-LTER

Role Researcher
Data 

Provider
Related 
Person

Site 
Manager

Contact 
Person

Data 
Provider

Metadata 
Provider

Publisher/
Data Manager

Related 
Person

Individual 
Name

Provided Provided Provided Provided Provided Provided - - Provided

Position 
Name

- - Provided - - - - - -

Org. 
Name

Provided Provided Provided - Provided Provided Provided Provided Provided

Addr. Provided Provided Provided - Provided Provided Provided Provided Provided
Tel. Provided Provided - - Provided - - Provided Provided

Email Provided Provided - - Provided Provided Provided Provided Provided
Web Addr. - - - - - - - Provided -

Table. 1 Comparison of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at ILTER Data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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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들은 데이터 제공자의 개인정보 공개 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 간에는 더 많은 개인정보가 

제공이 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이는 연구자들간의 상

호소통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데이터 인

용 시에 필수 정보로 데이터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요소로도 활용될 수 있다[15].  

Ⅳ. EML 개인정보 

국제 LTER 데이터 교류를 위해서는 생태분야 메타

데이터 표준인  EML(Ecological Metadata Language)을 

준수해야 한다. EML은 메타데이터를 유통하는 유용한 

모듈화, 상세한 구조 및 호환성을 갖추고 있다. EML 문

서화의 모듈은 총 21개로 구성되어 있고, 개인과 조직

정보를 표현하는 모듈은 eml-party로 데이터와 메타데

이터 문서의 원작자(Originator)를 표현한다. 그림 1은 

EML의 개인정보의 구조를 표현한 그림으로 EML의 데

이터셋을 기술하는 모듈인 eml-dataset에서도 필수요소

이다. eml-party에서 성명(individual name), 조직명

(organization name), 직책(position name)이 필수 항목

으로 장기생태연구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에서도 반드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그림 2는 데이터셋 생성자 정

보를 EML로 기술한 예제이다[16].

Fig. 1 eml-party hierarchical structure

Fig. 2 Data Creator described in EML

 

Ⅴ. 개인정보 관리 방안

국제 장기생태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공개현황에서

는 가장 기본적인 개인정보만을 공유하고 있으며, 국내 

관련 법령의 공공성, 공개 대상 최소화, 공개 항목 최소

화를 만족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와 공개 범

위를 논하기 위해서는 장기생태정보시스템에서의 사용

자 그룹에 대해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장기생태정보

시스템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인 일반사용자

(General User), 계정 획득을 통한 데이터 기여자(Data 

Contributor), 데이터를 관리하는 주체인 데이터 관리자

(Data Manager), 데이터를 의미론적으로 검증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는 데이터 검토자(Data 

Reviewer), 연구자, 통계학자, 기술자 고문 또는 컨설턴

트와 같은 관련자(Associated Parties), 시스템의 모든 

권한을 가지는 시스템 관리자로 분류가 되며,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는 역할과 활용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

다.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기여자 외에도 데이터 수집에 참여하는 데이터 수집자

의 정보도 공개가 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범위는 관

계 법령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한 범위에 해당하며, 공

개 정책 수립에도 부합한다. 

개인정보 동의방법과 동의내용은 정보시스템 가입 

시 안내문을 통해 개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제 3자

의 정보 공개는 개인별 안내 메일로 제공하며, 공개 범

위와 공개기간 등을 시스템을 통해 확인 시 최소한의 

해당 정보항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살펴본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공개항목을 최소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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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L의 eml-party 모듈의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며, 

ILTER 데이터 플랫폼의 공개 현황을 참조하여 표 2와 

같이 개인정보 공개를 도출하였다. 개인정보 항목 중 

성명, 기관, 직책은 EML의 필수 요건이다. 또한 Email 

정보는 최소한의 연락 가능한 항목일 뿐 아니라 시스템

에서 사용자를 정의하는 식별자로 활용될 수 있는 항목

이다. 또한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추가정보항목은 선

택적 공유를 통해 커뮤니티 사용자에게 공유되고, 비고 

항목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협업이 가능한 부가적인 개

인정보가 관리될 수 있다. 또한, 표 2는 장기생태연구 

데이터 플랫폼에서 사용자 역할별로 해당 개인정보의 

공개 범위를 보여준다. 필수항목에 대해서는 익명의 사

용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 항목에 대해서는 

커뮤니티 사용자만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개인정보 공개를 방지한다.

Ⅵ. 개인정보 관리 모듈 설계 및 구현

6.1. 개인정보 공개 동의 절차 설계

개인정보 관리에서 개인정보 공개 동의 절차는 시스

템 구현에서 다소 복잡한 프로세스가지고 있기에 UML 

(Unified Modeling Language)의 시퀀스 다이어그램

(Sequence Diagram) 중심으로 설계가 구현에 효과적이

라 할 수 있고, 앞서 정의한 두 가지 공개 동의 절차에 

대해 기술한다.

6.1.1. 가입 시 본인의 개인정보 공개 동의

개인이 계정 생성 시에 직접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림 3과 같이 계정 생성(1) 중 개인정

보 동의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시퀀스 다이

어그램으로 데이터 플랫폼에서는 성명, 아이디, 이메일 

정보 입력(2)과 함께 해당 이메일 주소로 실 사용자 확

인 절차(3-4)를 거치도록 한다. 이후 이메일 서버에서 

계정 생성자(A)는 링크주소로 이동(5)하여 계정 생성과 

함께 개인정보 항목 입력 및 개인정보 공개 동의 절차

를 수행 및 저장(6-8)하면 개인정보를 데이터 플랫폼에

서 활용(9-10)할 수 있게 된다. 

Fig. 3 Sequence Diagram: Disclosure Agreement Procedure 
of Personal Information when Creating Account

6.1.2. 제3자의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공개 동의

데이터셋 제출자가 데이터를 입력 시 데이터 관련자

를 입력하는 경우, 그림 4의 시퀀스 다이어그램에서 제3

자가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동의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1)이 있다. 사용자 A가 사용자 B의 성명, 이메일 주소

를 등록하고 저장(2)하면, 데이터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사용자 B에게 개인정보 범위 및 동의에 대한 안내 이메

일을 발송(3)한다. 

사용자 B는 자신의 메일의 링크를 통해 해당 데이터 

플랫폼의 동의절차를 수행(5-6)하는데 개인정보 수집 

Input &
Disclosure

Personal Information 
Elements

Personal Information Providers
Data creator Data contributor Data manager Data reviewer Associated parties

Required

Individual name Anonymous Anonymous Anonymous Anonymous Anonymous
Organization name Anonymous Anonymous Anonymous Anonymous Anonymous

Position name Anonymous Anonymous Anonymous Anonymous Anonymous
Email Anonymous Anonymous Anonymous Anonymous Anonymous

Optional
Address Community Community Community Community Community

Telephone No. Community Community Community Community Community
Remarks Community Community Community Community Community

Table. 2 The disclosur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by role in KN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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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활용에 대해 동의하는 절차(Case 1)와 정식으로 계

정을 만드는 절차(Case 2)를 선택하여 수행한다. 개정

정보 공개에 동의하는 절차만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Case 1)에, 필수공개 항목 입력과 선택적 공개항목의 

범위를 설정하고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7-8)를 통해 

개인정보 공개가 활성화(9-10)된다. 개인정보 공개 동

의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계정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

(Case 2)에는 새로운 ID를 생성(11-12)하고 Case 1의 개

인정보 동의 절차와 동일한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ID에 

대한 패스워드 입력와 함께 개인정보 공개 동의(13-14)

가 이루어진다.

Fig. 4 Sequence Diagram: Disclosure Agreement Procedure 
of Personal Information for third party

6.2. 테이블 스키마 설계

그림 5는 앞서 도출한 개인정보 공개 항목에 대한 엔

티티 다이어그램으로 장기생태연구용 데이터 플랫폼에

서 핵심인 데이터셋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표현한 그림

이다. UserT(사용자) 테이블의 컬럼 중 Organization_ 

OID(기관 ID), Firstname(영문 이름), Lastname(영문 

성), Hname(한글 이름), Posname(영문 직책명), Email

은 개인정보 공개동의와 함께 not-null로써 필수

(Required) 항목으로 사용된다. 또한 DisclosureAgree 

테이블은 개인정보 공개동의 내용 및 항목을 관리

한다.

Fig. 5 ERD focusing on User Information

6.3. 개인정보 관리 모듈 구현

개인정보 관리 모듈은 장기생태연구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의 요소 모듈로써, 개발 프레임워크인 Drupal 

CMS(Content Management System)을 이용하여 구현하

였다. 개인정보 관리는 Drupal email API를 활용하고, 

컨텐트 타입인 “사용자, 역할 및 권한” 모듈과도 연계하

여 개발하였다.

Fig. 6 Creation of new account

그림 6은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는 부분으로 계정 생

성을 클릭하면, 데이터 플랫폼은 활성 해쉬(Activation 

hash) 코드가 포함된 계정 활성화 링크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링크를 통해 신규 사용자는 개인정보 공개

동의 및 가입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자의 활용으

로 인한 개인정보 공개동의도 동일한 프로세스로 처리

할 수 있고, 이 경우 새로운 계정 생성 절차는 생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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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Web Form: DOITTP Agreement

그림 7은 개인정보 공개(Disclosure Of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동의를 하는 웹 페이지로 동의 안내문, 

필수, 선택항목으로 구성된다. 

Ⅶ. 결 론

장기생태정보의 국제적 호환성을 유지하고 관련 커

뮤니티 사용자의 공동 활용을 만족하기 위해서 개인정

보의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최소화와 장기생태연구 커뮤니티의 협업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 관련자 정보의 공개의 최대화

간에는 상호간의 균형(Trade-off)을 요구된다. 장기생태

정보시스템에서는 장기간 구축되는 데이터의 공동 활

용을 기반으로 데이터 입력, 관리, 검토와 배포 등의 역

할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간의 협업이 이루어진다. 커뮤

니티 특성상 공동의 주제에 대한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

며 이를 위해 장기생태연구 인프라에서 개인정보는 개

인의 동의를 기반하여 연구교류를 목적으로 제공되어

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관련 법령에 대한 시스템 구현 

측면에서의 해석과 글로벌 장기생태 인프라에서 제공

하고 있는 개인정보 공개 현황을 토대로 국제 표준 메

타데이터인 EML의 개인정보 변환 필수 항목에 대해 살

펴보았다. 또한 개인정보 공개 절차와 공개항목을 반영

하여 시스템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관리 모듈 

설계 및 구현을 통한 개인정보 관리 모델을 제시하였다. 

데이터 보안도 개인별 사용 권한에 따라 접근제어가 가

능해야 하고, 데이터 기여자 이상의 권한을 가진 사용

자는 데이터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접근 

권한도 사용자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짐으로 데

이터 활용에도 반드시 개인정보 공개는 필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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