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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임산공학 연구자들의 연구데이터 관리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DAF(Data Asset Framework)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DAF는 기관이 연구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식별, 위치, 설명 및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조사 도구이다. 이러한 DAF를 활용하여 
국립산림과학원 내 임산공학 분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데이터 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구데이터 생성 
방법 및 유형, 공유, 저장, 보존 그리고 재사용 등과 같은 5가지의 카테고리의 현황 및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또한 문제점 관련하여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는 DAF와 같은 체계적인 도구를 활용한 기초 조사로서 
특정 분야의 RDM 시스템 설계 시 연구데이터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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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started with the aim of grasping the current status of research data management 
of forestry engineering researchers.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the survey was conducted 
using a tool called DAF (Data Asset Framework). DAF is an investigative tool that provides a means to 
identify, position, describe and evaluate how the agency manages research data. Using this DAF, the research 
data management status was analyzed for researchers in the field of forestry engineering at th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As a result of analysi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five categories 
such as the method and type of research data creation, sharing, storage, preservation, and reuse were 
identified, and solutions were presented in relation to the problems. This study is a basic investigation 
using a systematic tool such as DAF, and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research data when designing RDM system in a specific field.

KEYWORDS: Research Data, Research Data Management(RDM), Data Asset Framework(DAF), Forestry 
Engineering,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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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7년 10월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4차 산업혁

명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해당 위원회의 역할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들을 심의·조정하는 것

으로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핵심 추진 동력으로 손꼽히고 있다(대통령직속 4차산

업혁명위원회 2020). 여기에 맞추어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R&D 추진 과정에서 축

적되는 연구데이터를 관리 및 공유하고자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전략｣을 수립하였다. 연구데

이터는 연구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를 말하며 연구 패러다임이 데이터-기반 연구로 변화

함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구데이터에는 일반적으로 관측 데이

터, 실험 데이터, 시뮬레이션 데이터, 파생되거나 컴파일된 데이터 그리고 참조 또는 표준 데이터

를 포함한다(University of Leeds n.d.).

이러한 데이터-기반 연구의 배경으로 언급되고 있는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는 연구를 

가속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연구 결과의 주요 산출물을 디지털 형

식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만드는 연구자, 정부, 연구비 지원 기관 또는 과학 커뮤니티 자체의 노력

을 의미한다(OECD 2015, 7). 이러한 오픈 사이언스의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면서 각 국가

별로 오픈 사이언스 정책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즉, 2000년 전후로 오픈 사이언스 정책은 오

픈 액세스를 가리키고 그 이후로는 공공 영역을 중심으로 공적 자금으로 수행된 연구 논문에 대

한 공개토록 하는 정책으로 확대되었다(신은정 외 2017).

하드웨어의 발전, 고성능 네트워크, 그리고 센서 장비의 발달은 많은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김선태, 이태영, 김용 2012). 분야별로 작은 센서부터 거대한 장비까

지 실시간으로 연구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는 지금 연구데이터 관리(Research Data Management, 

이하 RDM)는 효과적인 연구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또한, 4차 산업의 주요한 변화 동

인인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증대, 연구 환경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오픈 사이언스로 주목되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은 국내에서도 연구데이터 관리를 태동시킬 수 있는 배경이 되

었다. 최근에는 연구데이터 정의와 데이터 관리 계획 도입 및 DMP 정보 등록 근거가 법령에 

신설되었다(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9). 해외의 경우, 2013년을 시작으로 미

국, 영국, EU 그리고 일본 등은 공공 연구를 통해 산출된 연구데이터의 선제 관리 및 접근 확대 

지침을 제정한 반면에 우리의 현실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신은정 2017). 특히, 해외의 경우, 

대학 도서관이나 국가의 연구기관을 통해 다분야 연구데이터를 관리하거나 또는 특정 학문 분야

의 연구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우리는 연

구데이터가 얼마나 생산되고 있으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최근에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이다. 



DAF(Data Asset Framework)를 활용한 임산공학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데이터 관리 개선 방안

- 105 -

덧붙여 연구데이터의 관리가 미흡함에 띠라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투자하여 생산한 

데이터가 사장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실제 연구데

이터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학문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데이터 관리

를 조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임산공학 분야를 선택하였다. 또한 해당 

연구가 임산공학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데이터 관리 정책 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 내 임산공학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DAF(Data Asset Framework, 이하 DAF)1)’ 설문지를 

국내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온라인으로 연구자들에게 배포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연구데이터

이번 절에서는 연구데이터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의 <표 1>은 해외 

대학도서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확인한 연구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나타낸 것이다.

출처 연구데이터의 정의

University of Leeds
연구데이터는 원래 연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집, 관찰, 발생 또는 생성된 정
보를 말함

University of Sheffield
연구데이터는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연구 결론을 알리거
나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는 증거를 가리킴

Yale University Library
연구데이터는 독창적인 연구를 위해 분석 목적으로 수집, 관찰 또는 생성된 정보
를 말함

University of Turku
연구데이터는 연구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말하며 연구 결과를 정당화하거나 
재생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

CGIAR 연구데이터는 과학 연구의 주요 출처로 사용되는 실제 레코드를 말함

OECD 과학 연구의 주요 출처 및 연구 결과를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사실 기록을 말함

<표 1> 연구데이터의 정의

영국의 리즈대학, 쉐필드 대학, 미국의 예일 대학, 핀란드의 투르크대학, 세계 최대의 글로벌 

농업 혁신 네트워크인 CGIAR 마지막으로 OECD 등 해외 대학 및 연구 기관 등에서 정의한 연구

1) DAF는 조직이 자신의 연구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식별, 위치, 설명 및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영국의 고등 교육 기관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가 보존되고 장기적으로 접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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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연구데이터는 연구 중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말하며 여기에는 디지털 

또는 비-디지털의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

2. 선행 연구

이번 절에서는 연구데이터 관리와 관련한 국내외 논문 11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구분 연도 제목 비고

해외 2019 이라크 대학에서 연구데이터 관리의 도전과 사례 모든 학문 분야

해외 2019 생명과학 및 사회과학 연구 학자 간의 연구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공유 생명과학 및 사회과학

해외 2019 TU 델프트의 연구데이터 관리 및 공유에 문화적 장애 모든 학문 분야

해외 2019 슬로베니아 과학의 연구데이터 관리 및 연구데이터 활용 능력 슬로베니아 과학

국내 2018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연구데이터 관리 및 공유 사례 분석 연구 과학기술 분야

해외 2017
대학도서관의 연구데이터 관리 개발: 연구데이터 서비스 성숙도에 대한 
이해

대학도서관

해외 2017 화학 연구데이터 관리 및 공유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 화학 분야

국내 2017 국내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과학데이터 관리 현황 과학기술 분야

해외 2017 대기 분야 과학자 및 공학 교수의 데이터 관리 사례 및 전망 대기 및 공학 분야

국내 2012 대학 내 연구자들의 연구데이터 관리에 관한 연구 모든 학문 분야

해외 2011 과학자들의 데이터 공유: 사례와 인식 과학 분야

<표 2> 선행 연구 목록

Mahadi와 Rafea(2019)는 연구데이터 관리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라크의 5개 대학 155

명의 대학원생과 20명의 교수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연구데이

터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자들은 연구데이터 관리의 문제점으로 연구데이터 

관리 가이드라인 부족, 적절한 인적 자원 부족, 기술 노후화, 비효율적인 인프라, 재정 부족, 연구

데이터 관리 정책 부재 그리고 해당 기관과 연구자의 협조 부족 등을 파악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

책으로 대학원생과 연구자들은 연구데이터 리포지토리를 구축하고 타 대학 및 연구 기관과의 협

력을 권장하였다.

Naushad와 Sidra(2019)는 연구데이터 관리 및 공유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Aligarh Muslim 대학 352명의 생명과학 및 사회과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생명과학 연구자들보다 연구데이터를 더 기꺼이 공유하고 있음을 파

악하였다. 또한 과학적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 인용 및 가시성을 높이는 것이 연구자들이 데이터

를 공유하도록 동기를 부여한 주요 요인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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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mp 등(2019)은 델프트 공과 대학(TU 델프트) 내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데이터 관리 인식 

제고와 실무 개선을 위하여 모든 교수진을 대상으로 데이터 관리자를 임명함으로써 문화적 장벽

을 해결하였다. 이러한 Data Stewardship 프로젝트는 전문가의 조언과 인식 제고를 통해 현재의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관리 및 공유의 점진적 개선에 중점을 둔다. 여기에 저자들은 학문별 커뮤

니티 그리고 문화의 변화를 위한 적절한 보상과 인센티브의 필요, 나아가 이해관계자의 공동 노

력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커뮤니티 구축이 TU 델프트 대학 내에서 규정 및 데이터 

관리 문화를 변화시키는데 필수적임을 기술하였다.

Vilar와 Zabukovec(2019)는 슬로베니아의 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데이터 리터러시(RDL)와 연

구데이터 관리(RDM)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그룹은 현재의 연구

데이터 관리가 명확하지 않고, 모든 대학이 데이터 관리 계획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였다. 인문

학, 공학, 의학 및 보건 과학은 연구데이터 관리에 만족 중이며 각 대학에 관한 제도적 데이터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의학, 자연과학 그리고 인문학의 경우, 

메타데이터에 태그를 달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공학 및 사회과학 등은 공공 도메인 데이터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박미영, 안인자, 남승주(2018)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데이터 관리 및 공유 사례를 분석하기 위

하여 27개의 정부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중에서 연구데이터 관리가 우수

한 9개 기관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제시된 우수 사례는 연구데이터 수집 단계, 수

집·관리 고도화 단계 그리고 공유·활용 시작 단계 등 3단계로 나누었다. 연구결과,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5가지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연구데이터 수집·관리를 위한 데이터 관리 규정 및 DMP 마련 등

∙ 연구데이터 관리를 위한 인력 양성

∙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보상체계 마련

∙ 연구자 인식 제고

∙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Cox 등(2017)은 고등 교육 도서관의 연구데이터 관리 활동, 서비스 및 기능을 조사하기 위하여 

호주, 캐나다,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및 영국의 고등 교육 도서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도서관은 연구데이터 관리의 지지 및 정책 개발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개발의 경우 제한적이지만 기술 서비스(데이터 카탈로그 및 현용 데이터 큐레이

션)보다는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DMP 지원 및 데이터 관련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고 기술하였다.

Xiujuan과 Ming(2017)은 119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중국과학원의 화학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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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과 대학생들에게 화학의 데이터 관리 지원 필요성 및 실태를 밝혔다. 데이터 생성 및 수집, 

데이터 기록 및 처리, 데이터 보존과 백업, 데이터 공개 및 공유, 데이터 관리 및 공유 서비스의 

필요성 등의 5가지 관점에서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화학 분야의 연구데이터 관리 및 공유 

촉진, 연구데이터 서비스 설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명석, 이승복, 이상환(2017)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과학데이터 관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22개의 정부충연연구기관과 20개 대학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

해 다음과 같은 과학데이터 관리·활용 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데이터 관리 계획 의무화 정책 추진

∙ 과학데이터 성과 인정 및 인센티브 방안 마련

∙ 개인정보보호 등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방안 마련

∙ 과학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 수립

∙ 국가 차원의 과학데이터 관리·공유 인프라 구축

∙ 과학데이터 공유·활용 인식 제고

∙ 역할과 책임: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협력 등

Wiley와 Mischo(2016)는 연구 활동과정에서 데이터 관리 사례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일리노

이 대학교 어바나-샴페인 캠퍼스의 공학 및 대기과학 분야 교직원 21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최근 연구 프로젝트, 펀딩 소스, 데이터 타입 및 포맷, 기관 및 분야 리포지

토리의 이용, 데이터 공유, 대학 도서관 데이터 관리 및 보존 서비스에 대한 인식, 펀딩 기관 검토 

패널 경험, 연구데이터 관리 관련 애로사항 또는 문제점 등을 주로 다루었다. 인터뷰 결과, 연구자

들은 연방 기관 및 저널 출판사의 데이터 공유 지시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매커니즘 또는 스킬이 부족하다는 반응, 데이터 공유로 인한 위험을 우려하고 있었다.

김지현(2012)은 대학 내 연구데이터 관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과제 

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데이터 보관은 개인 PC와 이동식 매

체를 많이 선호하였으며 연구데이터 유지 연한은 10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공유에 있어서

는 외부에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 연구팀 내에서 이루어지며 데이터 수집은 대부분이 

출판된 논문에서 추출하거나 해당 연구자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한다고 하였다. 이것을 통해 

저자는 대학 내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Tenopir 등(2011)은 데이터 공유의 장애물에 대한 인식과 최근 데이터 공유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1329명의 과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과학자들은 시간 및 자금의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데이터를 타인이 전자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하였다.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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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는 데이터 또는 연구 라이프사이클의 초기 및 단기적 부분(연구데이터 수집; 탐색, 기술 

또는 카탈로그, 분석, 데이터의 단기적 저장)에 대한 현재 프로세스에 만족하고 있으나 데이터 

장기 보존 프로세스에 불만족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많은 기관들이 연구원들에게 단기 및 장기 

데이터 관리 관련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응답자들은 특정 조건(인용 등)을 만족할 경우 

데이터를 공유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주요 펀딩 기관, 주제 분야, 연령, 업무 중점, 

지역에 따라 데이터 관리 사례에 있어 상당한 차이와 접근방식이 존재하였다.

이상 11편의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연구자들은 연구데이터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데이터 관리 규정(매커니즘, 보존 프로세스 등) 및 가이드라인, 인적 자원 및 인프라, 재정, 공유로 

인한 위험 그리고 연구자의 인식 등의 부족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연구 인용 및 가시

성을 높이는 동기 부여, 리포지토리 구축 및 관련 기관의 협력, 학문별 커뮤니티 구축, 변화를 위한 

적절한 보상과 인센티브의 필요, 관리 인력 양성, 나아가 이해관계자의 공동 노력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외 선행연구는 대학, 도서관 그리고 학문분야를 중심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데이

터 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임산공학 분야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데이터 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DAF(Data Asset Framework)

DAF는 이용자 피드백을 고려하여 'Data Audit Framework'에서 변경된 명칭으로 조직이 연구

데이터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식별, 위치, 설명 및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연구데이터 지원 서비스의 범위를 넓히는 데 필요한 정보, 견해 및 경험을 수집하는 

일련의 방법을 수집한다(DCC n.d.). 

다음은 DAF의 역할을 정리한 것이다(JISC, University of Glasgow and DCC 2009).

∙ 데이터의 생성 및 보유 현황 파악

∙ 데이터의 저장, 관리, 공유 및 재사용 방법 탐색

∙ 위험 식별(예: 데이터 오용, 손실 또는 검색 불가능)

∙ 데이터 생성 및 공유에 대한 연구자의 태도를 알 수 있음

∙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제안

DAF 모델은 데이터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4단계 접근 방식을 제안한다. 다음은 각 단계별 주

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1단계 - 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계획하고 정의하며 예비조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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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어떤 데이터 자산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분류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한 

노력을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를 결정

∙ 3단계 - 연구자의 워크플로우를 이해하고 데이터 생성 및 큐레이션 사례의 취약점을 파악하

기 위한 정보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

∙ 4단계 - 수집된 정보를 종합하여 데이터 관리 개선을 위한 권장사항을 제공

첫 번째 단계는 평가를 계획하는 단계로서 설문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기획하기 위한 예비조사

를 실시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는 기관 내부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분류하는 단계로서 데이터의 

현황 파악과 심층 분석을 위한 선택을 집중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데이터 자산을 평가 

관리하는 단계로서 연구자의 작업흐름과 큐레이션 사례를 통한 정보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종합하여 데이터 관리 현황 개선을 위

한 권장사항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DAF의 설문 프로세스에는 정보전문가, 연구자 그리고 관리자와 같은 다양한 이해 관계

자가 참여해야 한다. 

첫 번째,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정보전문가는 인터뷰를 통해 연구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알 수 

있으며 리포지토리와 아카이브의 콘텐츠 식별 그리고 기관 내에서 데이터 관리의 모범 사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이점을 가진다.

다음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기존 데이터 지원 확인, 효과적인 데이터 큐레이션이 

가능한 서비스 구체화, 데이터 관리 모범 사례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장기적인 데이터 선택 

및 관리 방법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큐레이션 개선을 위한 지원을 담당하는 고위 관리자 및 전략가는 중복 노력 

식별 및 기존 자원의 최적 사용, 데이터 손실 등의 위험 인식, 정보 전략 개발 지원, 접근 및 재사

용을 위한 데이터 자산 식별 마지막으로 협업 및 학제 간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

즉, DAF는 정보전문가, 연구자, 관리자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양하며 해당 프레임

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관의 연구데이터의 관리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본 연구에서는 DAF에서 제시하는 설문지를 토대로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자를 대상

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의 내용에 따라 연구자의 요구사항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Ⅲ. 임산공학 분야 연구데이터 특성

1.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데이터 관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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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공학 분야의 연구데이터 특성을 살펴보기 전에 연구 대상 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에 대한 

소개와 해당 기관의 연구데이터 관리와 관련한 정책 및 인프라에 대하여 확인해보고자 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과학기술의 개발과 보급이라는 고유 미션을 갖으며, 산림자원의 보전 

및 육성, 임산업 활성화, 산림재해 예방 및 관리 등 산림분야 R&D를 수행하는 국가연구기관이다. 

그 중 목재이용연구부는 「최적 가공기술을 활용한 목재 이용 증진」을 목표로 “첨단 가공기술을 

활용한 목재의 부가가치 증진연구”를 수행하는 목재공학연구과, “도시목조화를 통한 친환경 목재

수요 확대 연구”를 수행하는 목재이용연구과, “목질계 바이오연료, 펄프·제재 및 신소재화 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목재화학연구과로 구분된다. 다음의 <그림 1>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조직도 일

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국립산림과학원의 조직도(국립산림과학원 2020)

<그림 2> 목재이용연구부의 연구추진 체계도(국립산림과학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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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기관 전략과제의 하나로서 목재 생산 및 이용 원천기술을 활용한 산업 활성화를 목표

로 친환경 목재 가공 및 건축재 이용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즉, 목재 재질정보 빅데이터 구축과 

맞춤형 가공기술고도화를 통하여 목재자원의 활용도를 증진시키고 목재의 건축부재 이용기술 개

발 및 목조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수요를 창출하며, 목질재료의 친환경 고부가가치 소재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연구데이터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2018년 3월부터 TFT를 구성하

여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 규정(예규 제307호)｣의 일부 개정(2019.2.11.)을 통하여 연구

데이터 관리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연구데이터 아카이빙 플랫폼을 도입하여 2019년 

4월에 내부망(인트라넷)에 연구데이터 리포지토리를 설치하였다. 2019년 7월부터 국립산림과학

원에서 수행되는 일반연구과제별 연구데이터관리계획(Data Management Plan, 이하 DMP)를 수

립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2020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즉, 국립산림과학원은 

연구데이터 관리를 위한 기술적(리포지토리) 및 정책적(연구데이터 관리 기본계획) 인프라가 마

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DMP 제출 등 연구데이터 관리에 관한 구체적 시행이 최근 시작

되어 해당 효과 및 연구자들의 만족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연구데이터 관리에 관한 기관의 의

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3>과 <그림 4>는 국립산림과학원의 리포지토리의 메인 화면과 해당 리포지토리

의 컬렉션 구성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메타데이터 작성시 10분 간격으로 임시저장!

제출전, DMP관리번호, 데이터 파일 유형, 주요어 확인!

엠바고는 DMP상의 파일공유시기와 일치시켜주세요!

* ‘공개 및 라이선스 설정’은 모두 ‘원내공개’

<그림 3> 국립산림과학원의 리포지토리 <그림 4> 리포지토리의 컬렉션 구성 화면

2. 임산공학의 정의 및 분류

이번 연구에서는 임산공학 분야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데이터 관리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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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목표이므로 임산공학 분야의 정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과학기

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를 참고하였다. 다음은 해당 분류체계에 기술되어 

있는 임산공학(Forest Products)에 대한 정의와 세부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 임산공학: 환경 친화적인 Biomass자원인 목재를 중심으로 삼림에서 생산되는 각종 임산자원의 

합리적·효율적 이용과 용도개발, 재료 및 제품개발과 그 연구발전에 요구되는 기초적인 기술

∙ 목재 조직/분류: 목재의 이화학적 성질을 고려하여 목재를 조직 또는 분류하는 기술

∙ 목재 물리/목구조/목재역학: 목재의 응력과 변형률, 탄성, 점탄성, 강도, 경도 및 기타 역학적 

성질, 목재의 생장 응력과 기계적 성질의 경년 변화 등을 파악하는 기술

∙ 목재 절삭/목공: 목재 절삭 기구와 구성 요소 및 성질과 방법에 대하여 파악하는 기술

∙ 목재 건조/보존: 목재 건조 및 보존 시 목재 내 응력 변화 조절 및 건조 환경 조절 원리 등을 

파악하는 기술

∙ 목재 화학: 임산물의 화학적 성질과 펄프, 제지 관련 기술

∙ 목질 복합재료: 목재의 재료인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트, MDF, 섬유판, LVL 등에 대한 제조 

이론 및 실제 각각의 물리·기계적 특성을 검토하여 2차 가공 및 개질 능력 함양 등을 이루

는 기술

∙ 펄프/종이: 목재로부터 얻어지는 각종 펄프 및 종이의 제조 원리와 제반 펄프 제조 기구의 

구조와 기능을 다루고 펄프의 물리, 화학적 특성 등에 대한 기술

∙ 임산 미생물/버섯: 산림 생태계에서의 물질의 순환, 수목의 병 발생, 목재의 부후 및 변색, 

제지 산업 등에 이용되는 미생물 기술

∙ 임산 에너지: 바이오매스(biomass)를 연료로 하여 얻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술

∙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산공학

해당 분류체계에서 나타난 임산공학은 바이오매스인 목재의 이용, 개발 및 연구에 요구되는 

기초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세부 범위에는 목재 조직/분류, 목재 물리/목구조/목재역학, 목재 절

삭/목공, 목재 건조/보존, 목재 화학, 목질 복합재료, 펄프/종이, 임산 미생물/버섯 그리고 임산 

에너지 등 9개의 분류로 전개되어 있다.

3. 임산공학 연구데이터의 특성

본 절에서는 임산공학 분야의 연구데이터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학문적인 특성

과 연구 대상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의 데이터 유형 분류표를 통해 해당 분야의 연구데이터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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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은 산림과학 분야의 학문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이경준 외 2014).

∙ 장기성:  산림과학 연구는 산림, 즉 나무의 수명부터 5∼100년 이상을 넘나들기 때문에, 필수적

으로 장기적인 연구 기간이 요구됨. 이러한 특성으로 국가가 연구를 주도하고 있음

∙ 다양성: 산림과학은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공학 등 넓은 분야를 망라한 학문으로  산

림생물 분야(자연과학), 산림 경영 분야(사회과학), 산림공학 분야 그리고 임산가공 및 이용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 경험성: 수목학의 경우, 분류학적 형질에 대하여 1년 중 관찰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꽃이나 열매가 없는 시기에 식별해야 하는 임학 및 산림과학에서는 실용성이 떨어짐. 

따라서 이와 같은 분류학적 형질보다 경험에 의한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변이에 대한 선택, 

즉 경험성도 산림과학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짐

즉, 산림과학은 장기성, 종합성 및 경험성이라는 특성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그리고 공학 등 다양한 전공 분야를 망라한 연구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3>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데이터 유형
공유, 재활용, 보존에 적합한 

파일 포맷
호환 가능 포맷

광범위한 메타데이터를 지닌 정략
적 테이블 데이터
-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레이블, 코

드 레이블, 결측치 정의 등이 포함
된 데이터 매트릭스

∙ 정형화된 텍스트 데이터
∙ SAS, SPSS 등 통계패키지 입력용 
데이터

∙ 메타데이터 정보를 포함하는 구조
화된 텍스트 또는 마크업 파일 
(e.g.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 
(e.g. mdb, accdb) 등

최소한의 메타데이터를 지닌 정략
적 테이블 데이터
-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레이블, 코

드

∙ 콤마, 탭, 공백 등으로 구분된 텍
스트 데이터 (CSV, PRN, txt 등)

∙ SQL (Simple Query Language) 데
이터 정의 구문이 포함되고 특정 
문자 세트로 구분된 텍스트

∙ 데이터에 사용되지 않은 문자로 
구분된 텍스트 데이터

∙ 범용 포맷 (e.g. 마이크로소프트 
엑셀(xls, xlsx), 액세스 (mdb, 
accdb), dBase(dbf), 오픈 다큐먼
트 스프레드시트 (ods) 등)   

공간지리정보
- 벡터 및 래스터 데이터

∙ ESRI 세이프 파일 (필수: shp, shx, 
dbf 옵션: prj, sbx, sbn)

∙ 좌표계에 투영된 TIFF (tif, tfw) 
파일

∙ CAD 데이터 (dwg, dxf)
∙ 테이블 형태의 GIS 속성 
(attribute) 데이터

∙ ESRI Arcinfo 커버리지 파일 (폴더 
형태)

∙ ESRI Arcinfo 그리드 파일 (폴더 
형태)

∙ Imagine 이미지 파일 (img)

<표 3> 국립산림과학원의 데이터 유형 분류표(국립산림과학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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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유형은 크게 8가지 유형으로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테이블 데이터, 공간지리정보, 정성

적 데이터, 디지털 이미지 데이터,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 디지털 비디오 데이터 그리고 화학 데

이터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각 데이터 유형에 따라 공유, 재활용 및 보존에 적합한 파일 포맷과 

호환 가능 포맷이 제시되었다.

위에서 제시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임산공학 분야의 연구데이

터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전문장비를 이용하여 측정 및 실험이 수행되므로 장비 의존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비정형 데이터가 많음

∙ 실험 등을 통해 측정값이 수치로 도출되는 수치 데이터가 많음

∙ 수치 데이터를 모아 그래프 형태로 가공한 데이터가 많음

즉, 임산공학 분야의 연구데이터는 장비 의존적이며 이미지, 수치 데이터 등 정형 및 비정형데

이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AI에게 현미경 사진을 교육시키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수종식별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저장과 재활용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데이터 유형
공유, 재활용, 보존에 적합한 

파일 포맷
호환 가능 포맷

정성적 데이터
- 원문 데이터

∙ 문서의 유형이 적절히 정의된 
XML

∙ 서식있는 텍스트 포맷 
(rtf: Rich Text Format)

∙ 일반적 텍스트 데이터 
(UTF-8, EUC-KR 등)

∙ 아스키 (ASCII) txt
∙ HTML (Hyper Text Mark-up 
Language)

∙ 범용 문서 포맷 (hwp, doc, docx 
등)

디지털 이미지 데이터 ∙ 비 압축 TIFF　（tif)
∙ JPEG (jpeg, jpg), TIFF (tiff 등)
∙ JPEG2000 (jp2)
∙ Adobe pdf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
∙ 무손실 코덱 (flac)
∙ 웨이브 오디오 (wav), MPEG-1 
오디오 레이어 (mp3)

∙ 오디오 교환 파일 포맷 (aif)  

디지털 비디오 데이터
∙ MPEG-4 mp4
∙ motion JPEG2000 (jp2)

∙ JPEG2000 (jp2), flv, mkv, mov, 
wmv

화학 데이터
- 피크 포지션 및 강도 (intensity), 

등치선 표현을 필요로 하는 분광 
데이터 및 유사 데이터

∙ JCAMP 포맷 파일 
(뷰어: JspecView, Chemdoodle)

∙ NMR, IR, Raman, UV, Mass 
Spectrometry 파일 등을 공유가 쉬
운 JCAMP 포맷으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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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임산공학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데이터 관리 현황

본 연구의 목적은 임산공학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데이터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따라

서, 해당 분야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2장에서 기술한 DAF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은 설문조사의 개요를 나타낸 것이다.

∙ 조사 목적: 임산공학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데이터 관리 현황 조사

∙ 조사 대상: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부 내 모든 연구자(32명)

∙ 조사 방법: 웹 설문조사

∙ 조사 기간: 2019년 9월 19일 ∼ 2019년 10월 07일

∙ 응답률: 100%

∙ 설문지 응답 URL: http://ksurv.kr/?a=26420

설문지는 2009년 10월에 작성된 실행 가이드의 내용을 최대한 준용하였으며 국내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하여 배포하였다. 응답자는 총 32명이며,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부 내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은 실제 연구데이터를 생산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지 발송 전 해당 부서 연구자들에게 설문조사의 의의를 전달하여 모든 대상자가 

해당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모든 문항은 항목별로 단/복수 응답이 가능하도

록 설계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은 크게 연구데이터의 유형 및 생산방법, 공유, 저장, 보존 및 재사

용에 관련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1. 연구데이터 생성 방법 및 유형 

임산공학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데이터 생성 방법 및 유형 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음의 <표 4>

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연구데이터 생성 방법 중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은 실험으로서 52%로 절반 이상이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관찰, 시뮬레이션, 파생 그리고 참조 순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생성되는 연구데이터 유형을 질문한 결과, 엑셀 시트가 17%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사진 모음 그리고 실험실 노트 그 다음으로 이미지, 스캔 또는 X선 

순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수집 및 생산에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이 어디인지를 파악한 

결과, 소속기관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소속기관 이외의 정부기관 그 다음 민간기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웹사이트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 경우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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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공학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데이터는 대다수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생성되며, 생성되는 데

이터 유형은 엑셀 시트와 이미지 및 실험실 노트 등으로 파악됨을 알 수 있다. 특히, 해당 분야의 

특성상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가 많은 관계로 해당 연구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RDM 시스템이 권고될 수 있다.

2. 연구데이터 공유

임산공학 분야 연구자들의 공동 작업 시 연구데이터의 공유 방법 및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다음의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임산공학 분야 연구자들의 공동 작업 현황을 파악한 결과 78%가 동료 연구자들과의 협업이 이루어

진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데이터 공유 방법에서는 43%가 이메일, 24%는 소속기관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 22%는 CD, DVD, USB와 같은 저장장치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인쇄

형태로 작성된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SNS를 통해 파일을 공유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데이

터 공유 시 문제점을 질문한 결과, 없다는 의견이 26%로 가장 많았지만 파일 이름 생성 규칙 부재가 

17%, 소속기관의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 기능 한계가 15%, 파일 버전 관리의 어려움이 13% 등 스토리

연구데이터 
생성 방법(복수)

연구데이터 유형(복수)
데이터 수집 및 생산 

지원 기관(복수)
빈도 % 빈도 % 빈도 %

관찰 14 24%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자동
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13 8%
정부
(소속기관 외)

15 36%

실험 30 52%
센서 또는 계측기에서 수
집된 데이터(질문표 포함)

16 9% 소속기관 22 52%

참조 1 2% 이미지, 스캔 또는 X선 18 11% 민간기업 3 7%

파생 4 7% 웹사이트 2 1% 기타 2 5%

시뮬레이션 9 16% MS Word 파일 13 8%

기타 0 0% 엑셀 시트 29 17%

SPSS 파일 4 2%

디지털 오디오 파일 3 2%

디지털 비디오 파일 3 2%

현장 작업 데이터 1 1%

실험실 노트 19 11%

사진 모음 22 13%

비디오 테이프 1 1%

오디오 테이프 0 0%

슬라이드 6 4%

텍스트 말뭉치 1 1%

문서 또는 보고서 18 10%

<표 4> 연구데이터 생성 방법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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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서비스의 기능, 파일명 네이밍 그리고 버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다음이나 네이버와 같은 상용 이메일 사용이 불가한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한 의견도 있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임산공학 연구자들은 동료와의 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데이터 공유

는 이메일이나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 그리고 이동식 저장장치를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데이터 공유 시 문제점으로 파일명 네이밍, 데이터 버전관리 그리고 스토리지 서비스 기능 

한계 등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를 제시한 점으로 보아 이 부분은 향후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RDM 

교육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3. 연구데이터 저장

다음의 <표 6>은 임산공학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데이터 저장과 관련된 설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임산공학 연구자들의 연구데이터 저장 위치를 확인한 결과, 50%가 사무실의 개인 PC에 

저장한다고 응답하였고, 23%는 USB와 같은 이동식 저장장치, 12%는 출력물 형태로 그리고 10%

는 소속기관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에 저장한다고 답하였다. 보유하고 있는 연구데이터의 크기에 

대하여 질의하였을 때 가장 많은 비율을 가진 크기는 1-50GB이며 다음으로 100-500GB 그리고 

연구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구데이터 크기를 모르는 경우도 16%로 나타났다. 위의 표에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파일 크기로 인해 연구데이터 저장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오’가 63%로 ‘네’라는 응답한 연구자가 38%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장 공간 문제의 해결방법

에 대해서는 75%의 대부분의 연구자가 추가 저장 장치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데이터 저장에 대한 설문결과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자가 사무실의 개인 PC에 

연구데이터를 저장하고 보유하고 있는 연구데이터 크기는 1-50GB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 작업 여부 데이터 공유 방법(복수) 데이터 공유 시 문제점(복수)

빈도 % 빈도 % 빈도 %

네 25 78% 이메일 23 43% 없음 12 26%

아니오 7 22% 외부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 3 6%
소속기관의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 기능 한계

7 15%

소속기관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

13 24%
외부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 
기능 한계

4 9%

CD, DVD, USB 등 12 22% 파일 이름 생성 규칙 부재 8 17%

기타 3 6% 파일 버전 관리의 어려움 6 13%

데이터 전송 관련 법적 문제 4 9%

데이터 소유권 문제 4 9%

기타 2 4%

<표 5> 연구데이터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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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데이터 크기를 알 수 없다는 의견도 16%나 되어 기관차원에

서 연구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데이터 현황 파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데이터 저장 

문제 해결방법으로 추가 저장 장치를 구입한다는 의견이 대다수 인 것으로 보아 기관 차원의 

RDM 서비스 운용 시 개인별 스토리지 확대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4. 연구데이터 보존

다음의 <표 7>은 임산공학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데이터 보존과 관련된 설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연구데이터 보존 기간 연구데이터 사본 백업 위치(복수) 리포지토리 제출

빈도 % 빈도 % 빈도 %

1년 이하 0 0% 출력물 6 11% 전부 제출 0 0%

1 - 2년 1 3% 개인 PC(집) 1 2% 일부 제출 7 23%

2 - 5년 5 17% 외부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 1 2% 제출하지 않음 24 77%

5 - 10년 8 28%
소속기관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

6 11%

10 - 20년 4 14% 개인 PC(사무실) 14 25%

20 - 100년 4 14% 이동식 저장장치 19 35%

100년 이상 0 0% CD/DVD/외장 하드 드라이브 8 15%

영구 보관 4 14% 기타 0 0%

모르겠음 3 10%

<표 7> 연구데이터 보존 - 1

연구데이터 저장 위치(복수) 연구데이터의 크기(복수) 저장 공간 문제 해결방법(복수)

빈도 % 빈도 % 빈도 %

출력물 7 12% 1 GB 미만 3 9%
외부 파일 스토리
지 서비스

1 6%

개인 PC(집) 1 2% 1 - 50GB 11 34%
소속기관 파일 스
토리지 서비스

2 13%

외부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

1 2% 50 - 100GB 3 9%
추가 저장 장치 
구입

12 75%

소속기관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

6 10% 100-500GB 6 19%
소속기관에게 
저장 공간 요청

1 6%

개인 PC(사무실) 30 50% 500GB - 1TB 4 13% 기타 0 0%

이동식 저장장치 14 23% 1 - 50TB 0 0%

CD/DVD/외장 하드 
드라이브

1 2% 50 - 100TB 0 0%

기타 0 0% 100TB 초과 0 0%

알 수 없음 5 16%

<표 6> 연구데이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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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의 연구데이터의 적절한 보존 기간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5-10년 동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5년’이 17%, ‘10-20년’와 ‘20-100년’ 그리고 ‘영구 보관’이 

동일하게 1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데이터의 사본 백업 위치에 대해서는 전체의 60%가 이

동식 저장장치와 개인 PC(사무실)에 백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관 및 외부 리포지

토리에 데이터를 제출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의 77%가 제출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으

며 23%만이 전부가 아닌 일부를 제출한다고 응답하였다. 

기관 보존 의무 데이터 관리 담당 직원(복수)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

빈도 % 빈도 % 빈도 %

네 26 81% 본인 25 50% 전혀 안함 2 7%

아니오 6 19% 연구 보조원 6 12% 매일 5 17%

연구 프로젝트 관리자 9 18% 주간 5 17%

프로젝트에서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6 12% 월별 8 27%

외부 프로젝트 파트너 0 0% 분기별 3 10%

소속기관 IT 직원 3 6% 매년 1 3%

외부 리포지토리 0 0% 모르겠음 6 20%

관리 하지 않음 0 0%

모르겠음 1 2%

<표 8> 연구데이터 보존 - 2

위의 <표 8>은 기관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해당 기관이 보존해야 하는지 누가 데이터를 관리하

는지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 하는지에 대한 설문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우

선, 연구자 본인이 생산한 데이터에 대하여 기관이 보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81%가 ‘그렇다’

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누가 연구데이터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담당한다는 

비율이 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연구 프로젝트 관리자 18%, 연구 보조원과 프로젝트 내에서 

담당자로 지정한 직원은 12%로 동일하게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기간 동안 연구데이

터를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월별이라고 답한 의견이 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모르겠음’이라는 응답이 20%, 다음으로 매일과 주간이 17%로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위의 <표 7>과 <표 8>을 분석한 결과, 임산공학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데이터 보존과 관련하여 

먼저 보존 기간은 5-10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데이터 사본은 이동식 저장장치와 개

인 PC(사무실)에 백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관 내/외부 리포지토리에 데이터를 제출

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대부분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데이터의 기관 보존 의무

에서는 81%가 기관이 보존하는 거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데이터 관리 담당은 본인



DAF(Data Asset Framework)를 활용한 임산공학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데이터 관리 개선 방안

- 121 -

이 직접 한다는 의견이 50%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데이터 업데이트는 월별로 한다는 

의견이 27%로 가장 많았지만 모르겠다는 의견이 20%로 본인의 연구데이터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즉, 연구데이터 보존과 관련하여 보존 기간에 대해서는 기관 내 

가이드라인 및 데이터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해결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데이터 사본 백업

은 RDM 시스템으로 리포지토리에 데이터 제출은 RDM 홍보와 교육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

다. 마찬가지로 연구데이터 관리와 업데이트도 RDM 시스템을 통해 수행될 수 있음을 연구자들

에게 주지할 수 있을 것이다.

5. 연구데이터 재사용

다음의 <표 9>는 임산공학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데이터 재사용 등과 관련된 설문 결과를 정리

한 것이다.

연구데이터 재사용 여부 재사용할 수 없는 이유
연구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지원(복수)

빈도 % 빈도 % 빈도 %

모두 재사용 
가능

11 34% 기밀성 또는 데이터 보호 문제 10 36% 교육 10 19%

일부만 재사용 
가능

20 63% 라이센스 계약으로 공유 금지 0 0% 가이드라인 9 17%

재사용 불가능 1 3%
타 연구자가 이해할 수 없는 
데이터임

15 54% DMP 컨설팅 17 33%

데이터가 더 이상 읽을 수 없는 
형식으로 되어 있음

1 4% 스토리지 추가 9 17%

기타 2 7% 필요 없음 7 13%

<표 9> 연구데이터 재사용

연구자들의 연구데이터 재사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부만 재사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모두 재사용 가능한 응답비율도 34%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데이터

를 재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타 연구자가 이해할 수 없는 데이터임’이라는 의견이 54%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밀성 또는 데이터 보호 문제’가 36%를 차지하였다. 기타로는 엑셀데

이터를 재사용하는 경우 실험방법에 따라 기술되어지는 것이 상이하게 때문에 해당 데이터를 설

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구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한 설문결과를 분석한 결과, DMP 컨설팅이 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육이 19%로 나타났고 가이드라인과 스토리지 추가가 17%로 동일하였다.

연구데이터 재사용과 관련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연구데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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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수치 및 이미지 등 가독성이 뛰어난 연구데이터가 생산

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재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이해할 수 없는 데이터이

거나 기밀성 문제로 인한 부분을 지적하였는데 이 부분은 해당 데이터셋을 업로드 시 추가 기술

(description)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연구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DMP 컨설팅과 교육, 가이드라인 및 스토리지 추가와 같은 기본적인 RDM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연구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

한 지원과 최종 이용자가 해당 연구데이터를 활용 시 데이터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연구 

윤리와 교육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Ⅴ. 결론
 

최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가 새롭게 출현함에 따라 천문, 항공, 우주, 유전자 등 첨단 

분야에서 센서와 같은 실험 장비의 발전으로 데이터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한국과학기술정보연

구원 2019). 또한,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는 연구기금으로 생산된 연구결과물이 국가 및 기

관 자산으로 재사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국내

에서도 늦었지만 법령에 연구데이터의 정의와 DMP 적용 대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국가연

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20.3.17. 개정).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2019년 10월에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

었다. 해당 계획이 수립된 배경은 규정이나 지침과 같은 연구데이터 관리정책과 연구데이터 관리 

프로세스의 부재 그리고 연구데이터에 대한 개인관리로 공유 및 재활용이 어렵다는 점에 있었다. 

따라서 국립산림과학원은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와 공유를 위한 DMP와 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였고 연구데이터 관리 실행내용을 정책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관의 노력으로 현

재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연구데이터 아카이빙 플랫폼

(DataNest)2)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실제로 연초에 연구과제에 대한 DMP 제출이 의무화되

었고 연말에 DMP에 따라 연구데이터를 플랫폼에 업로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임산공학 연구자들의 연구데이터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

을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임산공학 분야의 학문 분류와 해당 분야의 실제 실험 내용을 파악하여 

해당 분야의 데이터 특성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사용된 

2) 현재는 DataFos로 명칭이 바뀌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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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는 DAF의 설문문항을 최대한 준용하되 국내 현황과 맞지 않은 문항은 수정하여 연구자들에

게 온라인으로 배포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로 확인된 연구데이터 관리 현황은 다음과 같이 연구데

이터 생성 방법 및 유형, 공유, 저장, 보존 그리고 재사용 등 5개의 카테고리로 분석하였다.

∙ 연구데이터 생성 방법 및 유형: 연구데이터는 대부분 관찰과 실험을 통해 생성되며 데이터 

유형은 액셀 시트와 이미지 및 실험실 노트가 가장 많음. 특히 정형 및 비정형데이터를 관리

할 수 있는 RDM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 연구데이터 공유: 연구데이터 공유 수단은 이메일,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 그리고 이동식 저

장장치를 가장 많이 사용하며 데이터 공유 시 문제점으로 파일 네이밍 그리고 데이터 버전관

리 등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부분은 RDM 교육 및 연구데이터 가이

드라인(규정)의 수립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음3)

∙ 연구데이터 저장: 연구데이터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사무실의 개인 PC에 저장하고 있고 보

유하고 있는 연구데이터 크기는 1-50GB가 가장 많음. 특히 개인 연구자들은 스토리지 문제

에 대하여 개인별 스토리지를 따로 구입한다고 응답한 바 RDM 시스템 운용 시 개인별 스토

리지 확대가 필요함

∙ 연구데이터 보존: 연구데이터 보존 연한은 5-10년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연구데이터 사본은 

이동식 저장장치에 백업하고 있음. 또한 데이터 보존을 위해 리포지토리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데이터 관리는 연구자 본인이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러한 부분은 기관의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 내에 세부적인 지침 사항을 마련하여 연구자들의 RDM에 대한 이해를 

확보해야 함  

∙ 연구데이터 재사용: 연구자 대부분 본인의 연구데이터의 재사용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체가 가

능하다고 하였음. 또한, 재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연구자가 이해할 수 없는 데이터이거

나 기밀성 또는 데이터 보호 문제가 가장 많았음. 연구지원 부서 내에 RDM에 대한 교육 그리고 

홍보를 전담할 직원을 두어 해당 연구자들에 대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위에서 분석한 설문결과 내용 중 문제점으로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데이터 저장, 공유, 

보존 및 재사용을 위한 RDM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RDM 

시스템에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RDM 교육, 기관의 데이터 정책 및 가이드라인 제시, 개인별 

스토리지 확대, 리포지토리 안내 그리고 연구 윤리 교육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단계별 로드맵을 구성하여 연구자들이 RDM

3) 2019년 10월에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세부 지침(파일 네이밍 등)이 추가적

으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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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해부터 수행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연구데이터 관리 정책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등 데이터가 중요시되고 있는 사회에 있어 이러한 연구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학문 분야별 특징이 다르므로 각 

전문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연구데이터의 특징과 소속 연구자의 연구데이터 관리 현황에 대한 파

악이 이루어져야 함은 마땅할 것이다. 본 연구가 국립산림과학원이라는 특정 연구 기관을 대상으

로 연구데이터 관리 현황을 파악한 것은 연구의 제한점으로 제시될 수 있지만 타 기관에서도 

DAF와 같은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해당 분야의 연구데이터 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관에서는 DAF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연구데이터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서비스를 제시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서 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요구사

항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마지막으로 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RDM 기능 및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실질적인 연구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를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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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1. 현재 연구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네

 □ 아니요 [GO TO END] 

2. 보유하고 계신 1차 데이터는 어떤 종류의 데이터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 1차 데이터는 연구자가 직접 수집 및 생산한 데이터입니다.

 □ 1차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음 [GO TO QUESTION 4]

 □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 센서 또는 계측기에서 수집된 데이터(질문표 포함)

 □ 이미지, 스캔 또는 X선

 □ 웹사이트

 □ MS Word 파일

 □ 엑셀 시트

 □ SPSS 파일

 □ 디지털 오디오 파일

 □ 디지털 비디오 파일

 □ 현장 작업 데이터

 □ 실험실 노트

 □ 사진 모음

 □ 비디오 테이프

 □ 오디오 테이프

 □ 슬라이드

 □ 텍스트 말뭉치

 □ 문서 또는 보고서

 □ 기타

 기타 경우,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

2-1 데이터의 생산 방법을 선택 하십시오. [복수 선택 가능]

 □ 관찰

 □ 실험

 □ 참조

 □ 파생

 □ 시뮬레이션됨

 □ 기타

 기타 경우,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

3. 보유하는 1차 데이터 수집 및 생산에 누가 연구비를 지원했습니까? [복수 선택 가능]

 □ 정부(소속기관 외)

 □ 소속기관

 □ 민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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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기타 경우,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

4. 연구에 활용하는 2차 데이터는 누가 수집했습니까? [복수 선택 가능]

 ※ 2차 데이터는 제 3자에 의해 제공되는 연구데이터입니다.

 □ 2차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음 [GO TO QUESTION 6]

 □ 소속기관 외 연구자

 □ 소속기관

 □ 민간기업

 □ 기타

 기타 경우,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

5. 2차 데이터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 2차 데이터는 제 3자에 의해 제공되는 연구데이터입니다.

 □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 센서 또는 계측기에서 수집된 데이터(질문표 포함)

 □ 이미지, 스캔 또는 X선

 □ 웹사이트

 □ MS Word 파일

 □ 엑셀 시트

 □ SPSS 파일

 □ 디지털 오디오 파일

 □ 디지털 비디오 파일

 □ 현장 작업 데이터

 □ 실험실 노트

 □ 사진 모음

 □ 비디오 테이프

 □ 오디오 테이프

 □ 슬라이드

 □ 텍스트 말뭉치

 □ 문서 또는 보고서

 □ 기타

 기타 경우,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

6. 나머지 질문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연구데이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생성할 때 다른 

사람과 공동 작업을 했습니까?

 □ 네.

 □ 아니오. [GO TO QUESTION 9]

7. 공동 작업을 할 때 어떻게 데이터를 공유합니까? [복수 선택 가능]

 □ 동료에게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

 □ 외부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Dropbox, Google Drive, NDrive 등)

 □ 소속기관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

 □ CD, DVD, USB 등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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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기타 경우,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

8. 공동 작업할 때 발생되는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수 선택 가능]

 □ 없음

 □ 소속기관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 기능 한계

 □ 외부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Dropbox, Google Drive, NDrive 등) 기능 한계

 □ 파일 이름 생성 규칙 부재

 □ 파일 버전 관리의 어려움

 □ 데이터 전송 관련 법적 문제

 □ 데이터 소유권 문제

 □ 기타

 기타 경우,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

9.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하십니까? (백업 복사본 제외) [복수 선택 가능]

 □ 출력물(On Paper)

 □ 개인 PC(집)

 □ 외부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Dropbox, Google Drive, NDrive 등)

 □ 소속기관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

 □ 개인 PC(사무실/연구실)

 □ 이동식 저장장치(USB/SD 카드 등)

 □ CD/DVD/외장 하드 드라이브

 □ 기타

 기타 경우,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

9-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구데이터 크기를 선택하십시오. 

 □ 1 GB 미만

 □ 1 - 50GB

 □ 50 - 100GB

 □ 100-500GB

 □ 500GB - 1TB

 □ 1 - 50TB

 □ 50 - 100TB

 □ 100TBs 초과

 □ 알 수 없음

10. 파일 크기로 인해 연구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까? 

 □ 네

 □ 아니오 [GO TO QUESTION 12]

11. 이러한 저장 공간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복수 선택 가능]

 □ 외부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Dropbox, Google Drive, NDrive 등)

 □ 소속기관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

 □ 추가 저장 장치 구입(외장 하드디스크, USB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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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기관에게 저장 공간 요청

 □ 기타

 기타 경우,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

12.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구데이터가 백업되어 있습니까?

 □ 전부 백업

 □ 일부 백업

 □ 백업하지 않음 [GO TO QUESTION 14]

12-1 데이터 보유기간을 선택하세요.

 □ 1년 이하

 □ 1 - 2년

 □ 2 - 5년

 □ 5 - 10년

 □ 10 - 20년

 □ 20 - 100년

 □ 100년 이상

 □ 영구 보관

 □ 모르겠음

 □ 기타 

 기타 경우,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

13. 어디에 데이터 사본을 백업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 출력물(On Paper)

 □ 개인 PC(집)

 □ 외부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Dropbox, Google Drive, NDrive 등)

 □ 소속기관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

 □ 개인 PC(사무실/연구실)

 □ 이동식 저장장치(USB/SD 카드 등)

 □ CD/DVD/외장 하드 드라이브

 □ 기타

 기타 경우,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

14. 기관 리포지토리 혹은 외부 리포지토리에 데이터를 제출하십니까?

 □ 전부 제출 [GO TO QUESTION 14-1]

 □ 일부 제출 [GO TO QUESTION 14-1]

 □ 제출하지 않음

  14-1 이용하고 있는 리포지토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5. 귀하의 데이터는 국립산림과학원이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 아니오. [GO TO QUESTION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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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누가 데이터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복수 선택 가능]

 □ 본인

 □ 연구 보조원

 □ 연구 프로젝트 관리자

 □ 프로젝트에서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 외부 프로젝트 파트너

 □ 국립산림과학원 IT 직원

 □ 외부 리포지토리

 □ 관리하지 않음

 □ 모르겠음

 □ 기타

15-2 프로젝트(과제) 기간 동안 데이터를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하십니까?

 □ 전혀 안함

 □ 매일

 □ 주간

 □ 월별

 □ 분기별

 □ 매년

 □ 모르겠음

16.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사람이 재사용할 수 있습니까?

 □ 모두 재사용 가능 [GO TO QUESTION 18]

 □ 일부만 재사용 가능

 □ 재사용 불가능

17. 귀하의 데이터를 재사용하거나 공유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 기밀성 또는 데이터 보호 문제

 □ 라이센스 계약으로 공유 금지

 □ 타 연구자가 이해할 수 없는 데이터임

 □ 데이터는 더 이상 읽을 수 없는 형식으로 되어 있음

 □ 기타

 기타 경우,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

18. 귀하의 연구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 교육(Training)

 □ 지침서(Guideline)

 □ 데이터 관리 계획(DMP) 작성 지원 컨설팅

 □ 스토리지 추가

 □ 필요 없음

 □ 기타

 기타 경우,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

19. 위의 답변 중 하나를 더 자세히 설명하거나 더 자세히 언급하고 싶은 경우, 여기에서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