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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서문
최근 들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적인 연구자금을 지원 받은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연구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들이 적용될 경우 연구자들은 이제 연구뿐만 아니라 연구 수행
중에 생성되는 데이터도 같이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연구자들의 주요 임무는 연구를 수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연구데이터의 관리나 가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관리와 공유를 위해서는 품질 점검, 저작권, 개인정보, 보존 등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런 사항들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또는 소속 대학과 연구소 차원에서 교수와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에
따른 데이터 관리를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국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자들이 연구과정에서 생성된 많은 연구데이터들을 수집, 관리하고
외부에 데이터를 출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책자의 영문판 원본은 연구자들이 알아야
할 연구데이터의 관리와 공유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지식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국내 연구자들의 데이터 관리와 공유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침서로서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어 번역서를 출판하게 되었다.
본 책자는 영국의 UK Data Archive에서 2011년에 간행한 Managing and Sharing Data : Best Practice For Researchers(제3판)의
일본어판(동경대학 사회과학연구소 부속 사회조사 · 데이터 아카이브 연구센터, 2013년 간행)을 영문판 원본과 대조하면서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일본어판의 번역용어 중에서 일부 부자연스러운 용어나 문장 등은 영문판과 대조하면서 적절한 한국어로 수정하였으며
영문약자는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 안에 전체 이름을 추가 기입하여 관련 정보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본 번역서가 국내에서 연구데이터를 수집, 관리, 활용하는 학자, 연구자, 데이터 관리자 여러분의 연구데이터 관리와 공유를
촉진시키는 데이터 활동에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지침서로서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데이터연구센터 과학데이터전략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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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말
JISC(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
과학적 연구 과정은 연구데이터의 관리와
공유에 의해 향상된다. 올바른 데이터
관리는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의 검증과
기존 정보를 이용한 새롭고 혁신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그것은
공적으로 연구를 지원하는 가치가 충분히 실현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 훌륭한 책자가 초판 발간된 이후, 위의 생각은 더욱 널리
인정되고, 연구 결과의 품질과 연구데이터의 재사용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연구자금이 투자되기를 바라는
연구자금 지원기관으로부터 더욱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미국국립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 연구지원
신청서에 데이터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영국연구위원회(RCUK, joint
Research Councils UK)가 연구데이터에 관한 성명을 준비 중이다.
공학물리과학연구회(EPSRC,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ESRC(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경제사회연구회)
데이터는 경제사회 연구의 주요한 자산이다.
연구의 기반이며 연구의 최종성과이다. 따라서
데이터의 공유와 재사용은 연구 분야 내에서,
나아가 연구 분야 사이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연구데이터의
품질과 이력의 중요성은 최우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경제사회
연구를 위한 연구자금 지원에 있어 영국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ESRC는 연구자금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ESRC는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가 고품질의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며, 그 데이터를 과학적인
2차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ESRC에서
연구자금을 지원 받은 연구과제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는 적절하게
관리되어 추가 연구에서 최대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지침서는 연구자들이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Jeremy Neathey, 경제사회연구회(ESRC) 교육 · 자원 책임자

Research Council)는 연구데이터의 관리와 접근에 관한 정책을
작성하고 있으며, 의학연구회(MRC, Medical Research Council)는
연구데이터의 관리와 공유를 규정하는 보다 포괄적인 새로운 정책을
개발 중에 있다. 경제사회연구회(ESRC,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는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연구데이터의 정책과
지침을 개정했다.
이 급변하는 환경을 전제로 하여 영국정보시스템합동위원회(JISC)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연구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올바른
데이터 관리와 공유를 촉진시키는 것이 영국의 고등교육과 연구의
이익을 위해 우선 사항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JISC는 디지털
큐레이션 센터(DCC, Digital Curation Centre)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센터는 이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영국의 고등교육을 지원, 지도하고 있다. 또한 2009년 10월에
시작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MRD, Managing Research Data)을 통해
JISC는 고등교육기관의 데이터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인프라의 개발, 데이터의 인용과 간행물과의 연결방법
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학원생을 위해 연구데이터 관리
교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도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UK 데이터 아카이브(UK Data Archive)는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한
중요하고 활동적인 파트너로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실제로
이 지침서의 신판에 대한 개정이나 추가는 UK 데이터 아카이브의
JISC MRD 프로젝트인 「많은 연구데이터를 생성하는 투자에 관한
경제사회연구회의 데이터관리계획」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졌다. 그
결과, 「데이터의 관리와 공유 : 연구자를 위한 우수 사례」는 대상을
더욱 한정시킨 실천적인 것이 되고 있다. 이 지침서를 읽는 연구자는
이 책자가 매우 귀중한 것이라고 느낄 것으로 확신한다.
Simon Hodson, 영국정보시스템합동위원회(JISC)

Relu(Rural Economy and Land Use
Programme, 지역경제토지이용 프로그램)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에 걸쳐서 연구하는
지역경제토지이용(Relu)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 관리와 공유에 대해 다른 생각과
방법을 가진 다양한 연구자 커뮤니티를 접촉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적극적인 데이터 관리정책과 최초의 조직 간 데이터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분야를 초월한 데이터 관리와
공유의 최전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시작에서부터 데이터 관리에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에 소속된 연구위원회에서
최선의 사례를 추출하여 참고하고 있다. 데이터 지원 서비스는
다양한 연구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적절한 데이터 관리의 실천과
계획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연구자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이 우수사례 지침서의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다. 또한 데이터
지원 서비스는 몇 개의 데이터 아카이브를 연결하는 형태로 연구
분야 사이의 데이터 셋을 상호 연관시키면서 저장하도록 활동을
체계화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지식 포털을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여러 연구위원회가 데이터와 기타 연구 성과물, 그리고
출판물을 일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Relu는 프로그램 수준의 전략의 조합과 잘 구축된 데이터 공유 인프라
스트럭쳐, 그리고 연구자에 대한 적극적인 데이터 지원을 통해 연구자
커뮤니티에 보다 널리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Philip Lowe, 지역경제토지이용(Relu) 프로그램 책임자
기타 추천 단체 :
•고고학 데이터 서비스(ADS, Archaeology Data Service)
•바이오테크놀러지 생물과학연구회(BBSRC, Biotechnology and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대영 도서관(BL, British Library)
•디지털 큐레이션 센터(DCC, Digital Curation Centre)
•히스토리 데이터 서비스(HDS, History Data Service)
•LSE 연구소(RLAB, LSE Research Laboratory)
•자연환경연구회(NERC, Natural Environment Research Council)
•연구정보 네트워크(RIN, Research Information Network)
•에섹스 대학(University of Essex)

서문
이 지침서의 이전 판을 발간한 이후, 데이터 관리와 공유 환경은 더욱 진화하고 있다. 연구자금 지원기관은 우선순위에서 연구데이터의
공유를 더욱 중요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들의 데이터 공유정책과 연구자금 신청단계에서 데이터관리계획을 요구하는 형태로
반영되어 있다.
고등교육기관과 지원기관은 선례에 따라 데이터 공유
인프라스트럭처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구, 실천적인 지침, 교육훈련을 통해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출판물에서 데이터를
인용하도록 하고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기초로 한 학술논문과의
상호 연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데이터와 연구 자체에 대한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올바른 데이터 관리는 고품질의 연구데이터, 나아가 연구의
우수성을 증빙하는 기초가 된다. 또한 데이터의 공유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데이터의 유지관리와 데이터에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향후에 데이터를 2차 분석에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연구데이터가 적절하고 체계적으로 문서화되어 저장되며,
접근가능한 상태가 되어 그 정확성과 타당성이 항상 관리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고품질의 데이터, 효율적인 연구, 확고한
증거에 기초한 발견, 그리고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연구자 자신은 올바르게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큰 이익을 얻는다.
연구데이터의 관리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해야 하는 것이며,
표준적인 연구의 실무에 포함된다면 반드시 시간과 비용을
부가적으로 크게 지출하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 관리의 책임은 우선 연구자에게 있지만, 기관이나 조직이
지침서, 도구, 인프라 지원 체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원 인력도
데이터 관리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할 수가 있다.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데이터 관리와 공유에
있어 성공의 열쇠가 된다.

UK 데이터 아카이브는 자연환경연구회(NERC, Natural
Environmental Research Council), NERC 환경생명정보학센터
(NEBC, NERC Environmental Bioinformatics Centre),
생태수문센터(CEH, Centre for Ecology and Hydrology)의
환경정보데이터센터(EIDC, Environmental Information Data
Centre), 대영도서관(BL, British Library), 연구정보네트워크(RIN,
Research Information Network), 고고학 데이터서비스(ADS,
Archaeology Data Service), 히스토리 데이터서비스(HDS, History
Data Service), 경제학연구실 런던 스쿨(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Research Laboratory), 웰컴 트러스트(Wellcome
Trust), 디지털 큐레이션 센터(DCC, Digital Curation Centre),
나오미 콘 저작권 컨설턴트(Naomi Korn Copyright Consultancy),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위원회의 데이터 관리 전문가에 의해
지침서의 심사와 의미 있는 논평, 그리고 사례 연구에 대한 내용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
제3판은 영국정보시스템합동위원회(JISC), 지역경제토지이용(Relu)
프로그램, UK 데이터 아카이브에서 자금을 제공받았다.
이 인쇄본의 지침서를 보완하는 상세하고 실천적인 정보는 UK
데이터 아카이브의 웹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UK 데이터 아카이브는 데이터의 관리와 공유에 관한 교육훈련과
워크숍, 그리고 메일 datasharing@data-archive.ac.uk을 통해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www.data-archive.ac.uk/create-manage

이 지침서가 보여주는 정보는 다양한 연구 분야와 연구 환경에서
연구자와 데이터 관리자가 고품질이며 장기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연구데이터를 만들어 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지침서를 만들기 위한 전문지식은
다학제적인 지역경제토지이용(Relu) 프로그램의 데이터 지원
서비스, 경제사회 데이터 서비스(ESDS, Economic and Social
Data Service), 많은 연구데이터를 생성하는 투자를 위한
경제사회연구회의 데이터관리계획(DMP-ESRC) 프로젝트가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프로젝트들은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의 많은 연구자들과의 긴밀한 의견 교환 아래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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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공유 - 그 이유와 방법
데이터의 공유를 통해 과학은 진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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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관리와 공유

연구 활동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미래의 과학과 교육을 위해 사용되거나 재활용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다. 데이터의 공유는 새로운
과학연구를 쉽게 하도록 하고, 데이터의 중복 수집을 방지하며 교육과 훈련을 위한 풍부한 현실적인 자원을 제공한다.
왜 연구데이터를 공유하는가?
일반적으로 연구데이터는 만드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귀중한 자원이다. 많은 데이터는 원래의 연구에서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연구데이터의 공유는 아래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
•과학적인 연구와 토론을 촉진한다.
•연구의 혁신과 잠재적인 새로운 데이터의 이용을 추진한다.
•데이터 이용자와 데이터 생산자 사이에 새로운 협력을 이끌어 낸다.
•투명성과 책임을 극대화한다.
•연구 결과의 검증을 가능하게 한다.
•연구 방법의 향상과 타당성의 확인을 촉진한다.
•데이터의 중복 수집 비용을 절감한다.
•연구의 영향력과 인지도를 높인다.
•데이터를 생성한 연구와 그 결과를 확산시킨다.
•연구 결과 자체로서 연구자의 직접적인 공헌을 나타낼 수 있다.
•교육과 훈련에 중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디지털 데이터의 저장, 유통, 그리고 온라인으로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쉽기 때문에 많은 기관이 연구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각자의 연구의 영향력과 인지도를 높이기를
희망하고 있다.
연구자금 제공자
공적인 연구자금 제공자는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연구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가능한 한 과학 커뮤니티에서 공개되어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침에 따르고 있다1.
많은 자금 제공자는 연구데이터 공유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연구자에게 데이터와 결과의 공유를 의무화 또는 권유하고 있다.
데이터 공유 정책은 연구자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간 동안은 독점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학술지와 데이터 공유
지구과학·환경데이터 공개 네트워크
(PANGAEA)는 다양한 학술지를 위한 오픈
액세스 리파지토리이다3. 기탁되는 각 데이터
셋에 DOI를 부여함으로써 데이터 셋은 고유한
영구식별자를 획득하여 참조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해당 논문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PANGAEA와 엘시비어 회사는 PANGAEA에 기탁된
연구데이터와 엘시비어 학술지의 해당 논문과의 상호 링크를 가지고
있다.
네이처 학술지는 출판의 조건으로 가능하면 공개 리파지토리에서
데이터와 자료를 독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저자들에게 요구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4. 해당되는 연구 분야 고유의 리파지토리를
제안하고 있으며, 데이터 기준, 무결성, 포맷에 관한 사양도 제공하고
있다.

사례 연구

영국에서 경제사회연구회(ESRC), 자연환경연구회(NERC),
영국학사원(British Academy)과 같은 자금 제공자는
연구자들에게 자금을 받은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연구데이터를 지정된 데이터센터인 UK 데이터 아카이브,
또는 NERC 데이터센터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바이오테크놀러지·생물과학연구회(BBSRC), 의학연구회(MRC),
웰컴 트러스트도 유사한 데이터 정책을 정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제한하지 않으면서 연구자에게 연구데이터를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공유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다학제적인 지역경제토지이용
프로그램 등 많은 다른 기관에서 자금 지원을 받는 연구
프로그램도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하는 경우가 있다2.
연구회는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와 데이터 지원 서비스에
동일하게 자금을 제공하며 그들의 주제 영역에서 데이터의 공유를
용이하게 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NERC 데이터센터, UK 데이터
아카이브, 경제사회 데이터서비스(ESDS), MRC 데이터 지원
서비스 등의 활동이 그것이다.
또한 BBSRC, ESRC, MRC, NERC, 그리고 웰컴 트러스트는 새로운
연구데이터를 생성하는 프로젝트의 자금지원 신청서의 일부로서
데이터 관리와 공유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구자가 연구과정 중과 연구 후에 데이터 관리방법을 적절하게
계획하고 데이터가 가장 적절하게 공유되도록 한다.
학술지
학술지는 간행물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가 공유되거나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또는 리파지토리에 기탁되도록 이전보다
더욱 요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연구데이터에 고유한 디지털
객체 식별자(DOI)를 부여하는 DataCite와 같은 DOI 등록 활동은
과학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인용, 추적,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연구데이터가 그 데이터에 근거한
출판물과 함께 연구자의 과학적 성과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작은 분자의 결정구조에 관해 연구를 수행한 저자는 데이터와
자료를 결정정보의 저장과 배포의 표준 파일구조인 결정정보 파일로서
캠브리지 결정구조 데이터베이스(CSD, Cambridge Structural Database)에
제출해야 한다. 원고의 출판 후에 기탁된 결정구조는 CSD에 등록되고,
선의의 연구원은 CSD에서 자유롭게 분자의 결정구조를 검색할 수 있다.
CSD는 다른 많은 학술지들과 유사한 데이터 기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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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당신의 데이터를 공유하는가?
연구데이터를 공유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예를 들어,
•전문 데이터 센터, 데이터 아카이브, 또는 데이터 뱅크에
기탁한다.
•출판물의 보조 자료로서 학술지에 제출한다.
•기관 리파지토리에 기탁한다.
•프로젝트 또는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비공식적으로 peer-to-peer 기반으로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를 공유하는 이러한 방법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데이터
센터는 제출되는 모든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기관 리파지토리는 데이터의 장기적인 관리나 매우 복잡한
연구데이터에 대해 지원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웹사이트는
대부분 지속

가능성이 거의 없는 단기적인 것이다.
데이터 공유에 대한 접근은 연구 환경과 연구 분야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각각의 분야에서 데이터의 형식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문적인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를 기탁하는 것의 장점은 아래와
같다.
•데이터가 설정된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보증된다.
•표준화된 접근 가능한 데이터 포맷으로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저장한다.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나 변경에 따라 필요한 경우
포맷의 변환이 이루어진다.
•필요한 경우,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에서 데이터의
안전성을 유지한다.
•정기적으로 데이터가 백업된다.
•데이터 카탈로그를 통해 데이터가 인터넷에서 검색대상 자원이
된다.
•일반적인 포맷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인증하는 라이선스 처리를 할 수 있다.
•데이터의 소유권을 명시하는 표준화된 인용 방식을 사용한다.
•많은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배포한다.
•데이터의 재이용을 감독한다.
•데이터 소유자를 대신하여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한을 관리하고
이용자의 질의에 대응한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아카이브와 같은 데이터 센터는 저장하는
데이터를 평가하고 선정하기 위해 특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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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데이터 센터의 예
남극 환경 데이터 센터(Antarctic Environmental Data Centre)
•고고학 데이터 서비스(Archaeology Data Service)
•바이오 메디컬 정보학 연구 네트워크 데이터 저장소
(Biomedical Informatics Research Network Data Repository)
•영국 대기 데이터 센터(British Atmospheric Data Centre)
•대영 도서관 사운드 아카이브(British Library Sound Archive)
•영국 해양 데이터 센터(British Oceanographic Data Centre)
•캠브리지 결정학 데이터 센터(Cambridge Crystallographic
Data Centre)
•경제·사회 데이터 서비스(Economic and Social Data
Service)
•환경 정보 데이터 센터(Environmental Information Data
Centre)
•유럽 생물정보학 연구소(European Bioinformatics Institute)
•학술 기탁·추출을 위한 지리공간 리파지토리(Geospatial
Repository for Academic Deposit and Extraction)
•히스토리 데이터 서비스(History Data Service)
•적외선 우주 천문대(Infrared Space Observatory)
•영국 생물다양성 네트워크(National Biodiversity Network)
•영국 지구과학 데이터 센터(National Geoscience Data
Centre)
•NERC 지구관측 데이터 센터(NERC Earth Observation Data
Centre)
•NERC 환경 생명정보학 센터(NERC Environmental
Bioinformatics Centre)
•해저암석 시료분석 데이터베이스(Petrological Database of
the Ocean Floor)
•지구과학·환경 데이터 공개 네트워크(PANGAEA, Publishing
Network for Geoscientific and Environmental Data)
•Scran
•옥스포드 텍스트 아카이브(The Oxford Text Archive)
•UK 데이터 아카이브(UK Data Archive)
•UK 태양계 데이터 센터(UK Solar System Data Centre)
•시각 예술 데이터 서비스(Visual Arts Data Service)

데이터 관리계획
지속 가능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고품질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사전계획

데이터의 관리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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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리와 공유계획은 연구자가 연구를 기획할 때 연구과정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 후에 보다 넓은 연구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공유할 것인가를 고려하는데 도움이 된다.
최근 몇 년간 영국과 전 세계의 수많은 연구자금 지원기관은
각각의 데이터 정책에 있어 데이터 관리와 공유에 관한 계획서를
연구자금 신청서의 일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의
사례로서는 영국 바이오테크놀러지 · 생물화학연구회(BBSRC)5,
경 제 사 회 연 구 회 ( E S R C ) 6, 의 학 연 구 회 ( M R C ) 7,
자연환경연구회(NERC)8, 웰컴 트러스트9가 있다.
각 연구자금 지원기관은 각자 계획서의 내용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통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연구에서 어떤 데이터가 생성되는가?
•메타데이터, 표준, 품질의 보증 수단
•데이터의 공유 계획
•데이터 공유에 대한 윤리적, 법적 문제와 제한
•데이터의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데이터의 저장과 백업 방법
•데이터 관리의 역할과 책임
•필요한 비용 또는 자원

데이터 공유에 큰 제약이 되는 것으로서 연구자의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특히 연구가 종료될 시기가 되면 연구성과의 출판과
계속적인 연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한다.
연구 사이클에서 시기와 관계없이 데이터의 관리와 공유를 위한
소요비용이 턱없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구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각 연구개발 단계에 걸쳐 모든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그 이후의 혼란과 좌절을 피할 수가 있다.
그 이유는 데이터 관리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의 조정, 관리를 위해
수행되는 일상 관리업무와 각각의 연구 단계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데이터 관리는 계획 단계에서 종료되지 않으며, 사소한
문제가 극복할 수 없는 장애로 커지기 전에 필요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 관리와
공유계획을 수립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은 연구팀 내에서 데이터
문제를 생각하고 논의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다10.

이 지침서에서는 위의 모든 항목에 대해 우수 사례의 조언을
찾아볼 수 있다.
데이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 연구자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연구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데이터
공유를 제한 또는 금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무엇이며 이러한
제한을 없애기 위해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다.
데이터 관리계획은 모델 템플릿에 표준화된 텍스트를 붙여 넣는
것 같은 단순한 관리업무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연구초기부터
데이터 관리방법을 실행할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데이터의 공유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면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데이터 관리계획
지역경제토지이용(Relu) 프로그램은

사례 연구

2004년부터 연구 프로젝트의 데이터
관리계획을 실행하는데 있어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 세 연구회(ESRC, NERC, 그리고
BBSRC)의 우수한 데이터 관리와 공유의

실천 방침에 의거하여 Relu는 연구자금을 지원받은 모든 프로젝트가
데이터 관리계획을 수립, 실행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연구 프로젝트의
전체기간 동안 데이터가 적절히 관리되도록 하고 있다11. 데이터
관리계획에서 연구자는 다음을 설명한다.
•기존의 데이터 소스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

연구에 있어서 데이터 관리계획의 주요 과제

•연구 프로젝트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연구자 자신이 연구대상자, 공동연구자, 연구자금 지원기관,

•데이터의 품질 보증과 백업 절차

연구기관에 대해 연구데이터의 법적, 윤리적, 그리고 기타
책임을 이해할 것
•적절한 실천방법을 일관된 방식으로 수행할 것
•연구의 관계자들에게 역할과 책임을 할당할 것

•수집된 데이터의 관리와 아카이빙 계획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데이터 관리를 설계할 것
•데이터 관리방법을 연구 사이클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포함시킬 것
•연구의 진행과 심사의 일환으로서 연구기간 전체에 걸쳐
데이터를 관리하는 동시에 그 내용을 재검토 할 것

•연구팀 내에서 데이터 관리를 책임지는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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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2차 분석을 위해 데이터 제공과 관련하여 예측되는
어려움과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데이터의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의 소유자

과거의 프로젝트의 계획 사례가 Relu의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다12.

역할과 책임
데이터 관리는 반드시 연구자의 책임은 아니다. 연구 과정에는
다양한 관계자가 관여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적정한 관리와 공유에
대한 모든 제약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구자 이 외의 사람도 역할을
할 수 있다. 데이터 관리는 명시적으로 역할과 책임을 할당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공동연구자 전체에 대해
역할과 책임을 할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 관리와 공유에 관련된 담당자는 아래와 같다.
•연구를 계획하는 프로젝트 디렉터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하는 연구직 직원
•데이터 수집, 데이터 입력, 처리, 분석에 종사하는 외부의
위탁업체
•연구와 연구자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지원부서의 직원
•데이터 저장과 백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내의 IT 서비스
직원
•데이터 공유를 지원하는 외부의 데이터 센터 또는 웹서비스
아카이브

데이터 관리계획의 작성
2010년 4월 디지털 큐레이션 센터(DCC)는

사례 연구

연구자와 그 외에 데이터 관련 이해관계자가
대규모의 연구자금 지원기관이 의무화한
조건에 따라 데이터 관리계획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웹기반 도구인 DMP 온라인을

개발했다14. 연구자는 이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자금 신청단계와
연구의 사이클 동안 여러 버전의 데이터 관리계획을 작성, 저장,
갱신할 수 있다. 데이터 관리계획은 커스터마이징한 후 다양한
형식으로 반출이 가능하며, 연구자금 지원기관과 조직별로 우수사례
지침서가 준비되어 있다.
이 도구는 DCC의 포괄적인 「데이터 관리계획용 체크 리스트」와
연구자금 지원기관이 의무화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있다. DCC는
연계조직과 협력하여 분야별, 대상별 지침서를 이 도구에 도입할
예정이다.

데이터 관리의 비용 계산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데이터 관리의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데이터 관리계획에 포함시키거나 연구자금
신청서를 준비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데이터 수집에서 처리, 분석, 저장, 그리고 공유와 보존까지의
데이터 사이클 전체에 대해 데이터 관련 활동과 자원 전체의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데이터 생성, 데이터 공유, 데이터 보존의
총 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또한 1차 연구팀을 넘어서서 연구데이터를 공유하는데 필요한
표준 연구절차와 관행을 뛰어 넘는 추가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은(예를 들면 데이터 관리 체크 리스트에 근거하여)
데이터를 공유하는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 관리활동과 단계를
열거한 다음, 필요한 인력과 시간, 그리고 필요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와 같은 물리적 자원의 관점에서 각각의 활동에 대한
가격을 산출함으로써 계산이 가능해진다.
UK 데이터 아카이브는 후자의 방식으로 데이터 관리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도구를 개발했다13.

역할과 책임
SomnlA(Sleep in Ageing) 프로젝트 : 써리 대학(University of Surrey)에
의해 「뉴 다이내믹스 오브 에이징 프로그램(New Dynamics of Ageing
Programme)」의 일부로 수행된 프로젝트인 「슬립 인 에이징(Sleep
in Ageing)」 프로젝트는 전임으로 데이터 관리의 책임자인 연구
직원(research officer)을 채용했다15.
영국의 4개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연구팀으로 구성된 이 다학제적인
프로젝트는 전용의 수면 각성 기록장치와 광센서에 의한 측정,
자기기입식 질문지 조사, 무작위 통제 임상 실험, 질적인 인터뷰에
이르는 광범위한 데이터를 생성했다.
연구 직원은 이 프로젝트의 연구를 담당하는 것 외에도 각 워크
패키지에서 수집된 연구데이터의 관리업무를 SharePointWorkspace
2010을 이용하여 수행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데이터와 문서에 대해
관리된 권한 수준으로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암호화와 자동으로
버전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연구 직원은 모든 데이터와 문서를 매일 오프-사이트(off-site)
서버에 백업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으며, 개별 연구자들은 다른 데이터
관리 작업의 책임을 맡았다.

데이터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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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문서화
데이터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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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관리와 공유

데이터를 사용하기 쉽고 공유 가능하게 하며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그 데이터를 모든 이용자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명확하고 상세한 데이터의 설명, 주석, 배경정보가 필요하다.
데이터의 문서화

데이터의 수준에 대해 문서화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의 문서화는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디지털화
되었는지, 데이터의 의미와 내용 및 구조, 데이터에 실시된 모든
작업을 설명하는 것이다. 데이터의 문서화는 데이터를 생성, 정리,
관리할 때 수행해야 할 활동이며, 데이터의 보존에 중요하다.
데이터가 이용될 때마다 그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한 충분한 배경
정보가 필요하다.

올바른 데이터의 문서화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된다.
•데이터 수집 배경 : 프로젝트의 이력, 목적, 목표, 가설
•데이터 수집 방법 : 샘플링, 데이터 수집 절차, 조사표 또는
사용기기, 사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축척과 해상도,
시간적 및 지리적 대상 범위, 사용한 2차 데이터 소스
•데이터 파일의 데이터 셋 구조, 연구사례, 파일 간의 연결
•데이터에 대해 실시된 검증, 확인, 증명, 클리닝, 품질 보증
절차
•최초 생성된 이후, 데이터의 변경 사항과 다른 버전의 데이터
파일을 식별하는 정보
•접속과 이용 조건 또는 데이터의 기밀 유지에 관한 정보

NVIVO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문서화

사례 연구

•명칭과 상표, 변수, 기록, 그 값의 설명
•사용한 코드와 분류방법의 설명이나 정의
•사용된 전문용어나 약어의 정의
•결손치의 코드와 이유
•수집 후에 생성된 파생 데이터와 코드, 알고리즘, 코맨드
파일
•생성된 가중치 변수와 총 변수
•사례, 개인, 사항에 관한 주석의 데이터 목록

데이터 수준에서의 설명은 데이터 파일 자체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많은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다양한 속성(레이블,
코드, 데이터 형식, 결손치), 데이터의 형식 정의, 테이블의 관계
등과 같이 데이터에 주석을 추가하고 설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른 데이터에 관한 문서는 출판물, 최종보고서, 연구보고서,
연구기록에 포함되거나 수집 데이터 이용자 가이드로서 작성되는
일도 있다.

날짜와 시간 스탬프가 붙어 있는 프로젝트 이벤트 로그는 NVivo

데이터의 분석에 NVivo 9와 같은 정성적 데이터

프로젝트 사이클에서 실행된 모든 프로젝트 이벤트를 기록할 수 있다.

분석 패키지를 이용하는 연구자들은 그 일련의

프로젝트 파일 자체, 데이터, 문서, 메모, 노드, 분류와 같은 프로젝트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설명하고 문서화할

파일에서 작성하거나 프로젝트 파일에 반입한 모든 개체에는 부가적인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분석에 도움이 되는

설명을 추가할 수 있다.

동시에 연구의 종료단계에서 데이터와 함께

NVivo 프로젝트 사이클에서 정리된 모든 텍스트 문서는 나중에 문서

프로젝트 파일에서 반출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일로서 반출할 수 있다. 분류와 이벤트 로그는 스프레드시트로서

데이터를 공유할 때에 필수적인 문서가 된다.

문서저장 데이터 컬렉션에 반출할 수 있다. 프로젝트 객체의 구조는 그룹

연구자는 사람(면접조사를 받은 사람), 데이터 소스(면담), 코딩의

또는 개별적으로 반출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에 대한 개요정보는 전체

분류를 만들 수 있다. 분류는 면담한 사람의 인구통계적 특성, 사용한

또는 객체그룹으로서 프로젝트 개요 추출 보고서를 통해 텍스트, MS

가명, 면담 날짜, 시간, 장소와 같은 속성을 포함할 수 있다. 연구자가

Excel, XML 파일로 반출할 수 있다.

미리 포괄적인 분류를 작성하는 경우, 프로젝트 전체를 통해서 속성은
모든 소스 또는 사람에게 적용시켜 표준화할 수 있다. 기존의 템플릿과
사전 분류 시트를 NVivo에 반입할 수도 있다.
방법론에 대한 설명, 프로젝트 계획, 면접조사 지침, 동의서 양식과
같은 문서 파일은 NVivo 프로젝트 파일에 반입하여 Memos 폴더 내의
documentation 폴더에 저장하거나 NVivo 9의 외부에 링크를 걸 수도
있다. 분석 또는 데이터 조작에 관한 추가문서는 NVivo에서 메모로서
작성할 수 있다.

데이터의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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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문서화
UK 데이터 아카이브의 카탈로그에 있는

사례 연구

문서는 프로젝트 지시사항, 질문지, 기술
보고서, 이용자 지침서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기록물을 작성한다. 또한 GoGeo! GeoDoc16이나 UK location 메타데이터 편집기17와
같은 메타데이터 작성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다. 연구자가
상세하고 의미 있는 데이터 셋의 제목, 설명, 키워드, 기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센터는 저장된 수집 데이터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발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작성할 수 있다.

포맷

파일명

크기(KB)

설명

PDF

6713dataset_
documentation.pdf

1403

데이터 셋 문서(변수 리
스트, 파생변수, 보고서
표에서 사용된 변수)

PDF

6713project_
instructions.pdf

1998

프로젝트 지시사항(면
담자, 간호사, 코딩과
편집의 지시사항)

PDF

6713questionnaires.
pdf

2010

질문지(CAPI, 자기완성
질문지, 쇼카드)

PDF

6713technical_report.
pdf

6056

기술보고서

PDF

6713userguide.pdf

256

이용자 지침서

PDF

UKDA_Study_6713_
Information.htm

19

연구정보와 인용

데이터 센터는 각 데이터 셋에 서지정보를 첨부하며 이용자는
연구결과에 이 서지정보를 인용함으로써 사용한 데이터 소스의
근거를 정확하게 참조하고 그 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은
데이터 소스와 배포처의 기여에 대해 명시하고 연구결과의 재현에
필요한 데이터 소스를 지정한다.

메타데이터
데이터 관리에서 메타데이터는 수집 데이터의 기원, 목적, 해당
시기, 지리적 위치, 작성자, 접근 조건, 이용 조건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하고 표준화, 구조화된 데이터 관련 문서의 일부이다.
일반적으로 메타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연구 자원 발견을 위해 사용되는데 메타데이터는 이용자가 기존
데이터를 찾기 쉽도록 검색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용을 위한 서지 정보로 사용된다.
온라인 데이터 카탈로그 또는 발견을 위한 포털용의 메타
데이터는 보통 국제적인 기준과 스키마에 따라 구조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더블린코어, 지리 정보에 관한 ISO 19115,
데이터 도큐멘테이션 이니셔티브(DDI), 메타데이터 인코딩 전송
표준(METS), 기록 사료 기술의 일반 국제표준(ISAD(G))과 같은
국제적인 기준들이 있다.
eXtensible Mark-up Language(XML) 형식의 표준화된 기록의
이용은 주요 데이터 문서를 단일 문서로 모아서 데이터에 관한
풍부하고 구조화된 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메타데이터는 웹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으며, 추출과 분석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어서 필드별 검색을 가능하게 한다. 다른 종류의 카탈로그를
공유할 수 있으며 양방향 브라우징 도구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메타데이터는 메타데이터 수집용 OAI 프로토콜(OAI-PMH, Open
Archives Initiative Protocol for Metadata Harvesting)을 통해 다른
시스템에 전달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 기탁 양식에
기입하거나 메타데이터 편집기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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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의 작성
Go-Geo! GeoDoc은 연구자가 공간 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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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기록물 작성에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메타데이터 작성 도구이다.
메타데이터 기록물은 UK GEMINI 규격,
유럽 INSPIRE 지령, 국제 ISO 19115 지리

공간 메타데이터 규격을 따르고 있다18. 연구자는 메타데이터
기록물을 작성하고 UK AGMAP 2, UK GEMINI 2, ISO 19115,
INSPIRE, 연방 지리데이터 위원회, 더블린코어, 데이터 도큐멘테이션
이니셔티브(DDI)와 같은 다양한 포맷으로 반출하거나 지리 공간
데이터의 발견 포털인 Go-Geo! 포털에 공개할 수 있다.

데이터의 포맷
적절하게 체계화되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한다

데이터의 관리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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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적이고 호환성이 있거나 공개되고 무손실의 데이터 포맷을 사용함으로써 데이터의 장기적인 이용 가능성이 확보된다. 고품질
데이터는 올바르게 체계화되고 구축되어 명칭과 버전이 정해져 있으며 마스터 파일의 신뢰성이 인증되어 있다.
파일 포맷
연구데이터를 생성, 디지털화하는 포맷과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연구자의 데이터 분석 계획, 사용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용 가능성에 의존하고 있으며 분야 고유의 기준과
관습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모든 디지털 정보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해석하여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꿀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본래 소프트웨어에
의존한다. 따라서 모든 디지털 데이터는 데이터 접근과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환경의 노후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많은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이전 버전에서 생성한 데이터를
반입하는 하위 호환성이 있으며 경쟁하는 주류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의 상호운용성도 있지만, 장기적인 데이터 접근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선택은 데이터를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읽어 들일 수 있는 데이터의 교환과 변환에 적합한 표준 포맷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독자 사양의 포맷이 아니라 오픈 문서
포맷(ODF), ASCII, 탭 구분 포맷, 쉼표 구분, XML 등 공개된 표준
포맷의 사용을 의미한다. MS 워드나 MS 엑셀 등 일부 독점 사양의
포맷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무기한이 아닌 적정한 기간에 걸쳐
접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계획된 분석에 맞추어 가장 적절한 데이터
포맷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만 한다. 한편, 데이터 분석이
완료되고 데이터 저장을 위한 준비가 끝나면 연구자는 각자의
연구데이터를 표준적이고 호환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맷으로 변환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백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표준 포맷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UK 데이터 아카이브가 연구데이터의 장기 보존에 권장하는 파일 포맷
데이터의 형태

공유, 재사용, 저장에 권장되는 파일 포맷

- 다수의 메타데이터를 동반하는 정량적 테이블 데이터
- 데이터 매트릭스에 추가하여 다양한 레이블, 값 레이블, 정의된 결손치

- SPSS 포터블 포맷(.por)
- 메타데이터 정보를 포함한 구분 텍스트와 코맨드(‘setup’) 파일(SPSS,
Stata, SAS 등)
- DDI XML 파일 등 메타데이터 정보를 포함한 일부 구조화 된 텍스트와
마크업 파일

- 최소한의 메타데이터를 동반하는 정량적 테이블 데이터
- 행 제목(column headings)과 다양한 명칭을 동반, 또는 동반하지 않는
다른 메타데이터나 레이블이 없는 매트릭스 데이터

- 쉼표로 구분된 수치값(CSV) 파일(.csv)
- 탭으로 구분된 파일(.tab)
- 적절한 SQL 데이터 정의 설명과 함께 특정 문자 집합으로 구분된 텍스
트를 포함함

- 지리공간 데이터
- 벡터와 래스터 데이터

- ESRI 셰이프 파일(Shapefile)(필수 : .shp, .shx, .dbf, 선택 : .prj, .sbx,
.sbn)
- 지리 참조 TIFF(.tif, .tfw)
- CAD 데이터(.dwg)
- 지리 정보(GIS) 속성 데이터

- 정성 데이터
- 텍스트

- 해당하는 문서타입 정의(DTD) 또는 스키마(.xml)에 따른 eXtensible
Mark-up Language(XML) 텍스트
- 리치 텍스트 포맷(.rtf)
- 일반 텍스트 데이터, ASCII(.txt)

- 디지털 이미지 데이터

- TIFF 버전 6 비압축(.tif)

-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

- 무료 무손실 오디오 코덱(FLAC)(.flac)

- 디지털 비디오 데이터

- MPEG-4(.mp4)
- 모션 JPEG2000(.jp2)

- 문서

- 리치 텍스트 포맷(.rtf)
- PDF/A 또는 PDF(.pdf)
- 오픈 문서 텍스트(.odt)

※ 이 밖에도 여러 데이터 센터나 디지털 아카이브가 서로 다른 포맷을 권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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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디지털 보존의 경우, 데이터 아카이브는 데이터를
이와 같은 표준 포맷으로 유지한다. 동시에, 데이터는 그 당시의
일반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데이터 포맷으로 변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데이터는 필요에 따라 새로운 버전의 포맷으로
변환되는 경우도 있다.

모델의 저장과 공유
모델링 소프트웨어와 코드의 저장과 공유를

사례 연구

목적으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출 기능과 데이터 변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어떤
포맷에서 다른 포맷으로 변환할 때에는 데이터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변환 후에는 다음과 같이 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변화는 없는지 데이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통계 패키지,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에 보존되고 있는
데이터는 다른 포맷으로 변환되는 동안 결손치 정의, 소수,
식, 변수 레이블 등 데이터 또는 내부 메타데이터의 일부가
유실되거나 데이터가 잘려져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강조 표시, 굵은 글자, 머리글/바닥글 등의
편집이 유실될 수 있다.

생물학에서는 유럽생물정보학연구소(EBI,
European Bioinformatics Institute)의 바이오

파일 변환

모델 데이터베이스가 생물학 프로세스와

JISC에서 연구자금을 지원받은 존인즈센터

분자 기능에 대해 피어 리뷰(동료 평가)를 거쳐 출판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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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Innes Centre)의 바이오 이미징 데이터

계산 모델의 리파지토리이다19. 모든 모델에는 주석이 붙어있고

관리 프로젝트는 바이오 이미지를 다양한

관련된 데이터 리소스에 연결된다. 연구자들에게는 오픈소스 포맷인

독자 사양의 현미경 이미지 포맷에서

시스템즈 바이올로지 마크업 랭귀지(SBML, Systems Biology Markup

오픈 현미경 환경 포맷(OME-TIFF)으로

Language)로 쓴 모델을 기탁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모델은 장기적인

일괄 변환하는 BioformatsConverter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21.

보존용으로 정리된다.

플랫폼을 넘어서서 데이터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오픈 파일 포맷인
OME-TIFF는 원본 이미지의 메타데이터를 XML 포맷으로 유지한다.

파일과 폴더의 체계화

파일의 포맷
웨섹스 고고학 계측 아카이브 프로젝트(Wessex Archaeology Metric
Archive Project)는 영국의 일련의 고고학 사이트에서 얻은 동물

적절하게 체계화된 파일명과 폴더 구조는 데이터 파일의 발견과
추적을 용이하게 한다. 자신의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 규칙을
정하고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절한 파일명은
파일의 내용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단서가 되며
파일을 고유하게 식별하여 파일 분류에 도움이 된다. 파일명은
약칭(acronyms), 연구자의 머리글자, 파일 형식 정보, 버전 번호,
파일 상황 정보, 날짜를 포함할 수 있다.

뼈의 계측 데이터를 단일 데이터베이스 포맷으로 정리했다20.
이 데이터 셋에는 일반적으로 현장 조사에서 발견된 동물의

우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뼈 조각에 대해 웨섹스 고고학(Wessex Archaeology)이 동물

•의미 있고 간결한 명칭을 만든다.
•파일명을 사용하여 다양한 형식의 파일을 분류한다.
•스페이스나 특수 문자의 사용은 피한다.
•너무 긴 파일명은 피한다.

고고학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얻은 일련의 계측 값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자는 이 데이터 셋을 MS 엑셀과 MS 액세스 포맷으로
작성하여 동일한 포맷으로 고고학 데이터 서비스(ADS, Archaeology
Data Service)에 기탁한다. ADS는 데이터 셋을 오라클과 쉼표로
구분된 수치 포맷(CSV)으로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오라클/
콜드퓨전라이브인터페이스(Oracle/Cold Fusion live interface)와
다운로드 가능한 CSV 파일로서 배포하고 있다.

데이터의 변환
연구자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데이터 아카이브에 제출할
경우는 연구자 자신이 데이터를 바람직한 데이터 저장 포맷으로
변환해야 한다. 왜냐하면 변환 시에 데이터의 무결성 확보에
최적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데이터를 이해하고 있는 연구자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최신의 포맷에 대해 기탁하는 데이터
아카이브로부터 도움을 얻을 필요가 있다.

컴퓨터는 파일 형식, 생성과 변경 일시와 같은 기본 정보와
속성을 파일에 추가할 수 있지만 이것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가 아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정보는 파일명 또는 폴더 구조로
기록하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파일과 버전 확인 및 체계화가 용이하도록 파일을 폴더에 어떻게
구조화하는 것이 최적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공동
작업의 경우, 폴더의 구조를 정리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다.
깊은 계층 또는 얕은 계층의 어느 쪽이 바람직할지를 판단하면서
파일에 가장 적합한 계층을 생각해야 하며, 파일은 데이터베이스,
텍스트, 이미지, 모델, 음성 등 데이터의 종류나 면담 조사, 통계
조사, 포커스 그룹 등 연구 활동의 종류, 또는 데이터, 문서, 출판물
등 재료의 종류에 따라 폴더를 구성할 수도 있다.

데이터의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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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보증
데이터의 품질 관리는 모든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며, 데이터 수집,
데이터 입력과 디지털화, 데이터 확인 등 여러 가지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연구의 모든 단계에서 데이터의 품질을 보장하는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데이터 수집을 시작하기 전에
적절한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연구자는 기록된 데이터가 실제의 사실,
답변, 관찰, 행사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데이터 수집의
품질 관리방법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계측의 정밀도, 편향, 축척을 확인하기 위해 계기를 조정한다.
•여러 번의 계측과 관측을 실시하는 것과 여러 개의 대상을
사용한다.
•전문가와 함께 기록의 진실성을 확인한다.
•명확한 지시 사항이 있는 기록 양식에 따라 표준화된 방법과
프로토콜에 따라 관측을 기록한다.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CAPI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면접 조사의 표준화,
답변의 일관성 검증, 질문의 순서 제어, 답변의 모순 발견 등이
가능하다.

수 있다. 데이터 파일에 표준 파라메터 또는 가공한 변수를
포함시킴으로써 데이터의 재사용 가능성의 가치가 크게 높아지며
연구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에
지리적 참조를 붙임으로써 다른 연구자가 보다 쉽게 데이터에
수치를 추가하여 그 데이터를 지리정보처리 시스템에 적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면접 조사에서 필드 노드를
제공함으로써 연구배경을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다.

데이터의 수치 값 추가
지역커뮤니티위원회(CRC, Commissi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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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ral Communities)는 빈곤 관련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종종 기존의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국 규모의 데이터를 지방, 도시
해석에 사용한다. 이러한 종류의 공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원래의 우편번호는 분류되는 지방 또는 도시의 종류에
맞추어 평가되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기록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영국에서 지방과 도시의 거주 분류가 포함된 전국통계 우편번호
요람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러한 지리적 표시를 데이터 셋에

사용하는 데이터 수집 방법은 데이터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며,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문서화는 데이터의
품질을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

적용하는 업무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거나 때로는 결과를 얻지

데이터의 디지털화나 전사, 데이터베이스 또는 스프레드시트에의
입력, 암호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명확한 지시 사항이 있는
표준화된 일관성 있는 절차에 의해 품질이 확보되며 오류가
방지된다. 이러한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입력 소프트웨어에서 데이터의 검증 규칙이나 입력
제한을 설정한다.
•데이터 입력 화면을 사용한다.
•통제 어휘, 코드 목록, 선택 목록을 사용함으로써 손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최소화한다.
•변수와 기록 명칭을 상세히 표시하여 혼란을 방지한다.

경우도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있어서 지방/도시 구분과 같은

•목적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설계하고 데이터와 데이터
파일을 정리한다.
데이터 체크에서는 데이터의 편집, 정제, 검증, 크로스 체크,
정당성을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체크는 자동과 수동 체크 모두를
포함하며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관찰 또는 답변의 코드화와 범위를 벗어난 수치의 더블 체크.
•데이터의 무결성 체크.
•디지털 데이터 무작위 표본의 원본 데이터에 대한 검증.
•데이터의 이중 입력.
•오류와 이상 값을 탐지하기 위한 빈도, 평균, 범위, 클러스터링
등의 통계 분석.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심사(피어 리뷰).
연구자는 생각할 수 있는 용도를 넓혀서 추가적인 변수나
파라메터를 포함시킴으로써 자신의 데이터에 부가가치를 추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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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수도 있다. CRC는 단지 이 데이터가 대표적인 지방의 샘플
프레임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업무를 해야 하는
지방, 도시 거주 표시가 데이터 셋에 포함되어 있으면 지방, 도시를
분석하는 사람에게 크게 유익할 것이다22.

버전 관리와 신뢰성
버전은 파일이 그 내용에 관해 다른 파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버전이 다른 파일, 다른 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관련 파일, 파일 간에 상호 참조되는 정보는 모두 분명하게
버전 관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버전을
결정하거나 버전 간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23.
적절한 버전 관리 전략은 파일의 이용자가 하나인지 여럿인지,
파일의 이용 장소가 하나인지 여럿인지의 여부와 버전이 이용자과
장소를 초월하여 동기화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존한다.
데이터 파일이 여러 사람이나 장소(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
모두)에서 공유되는 경우, 파일의 마스터 버전(예를 들어 최신
버전)을 항상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파일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다른 파일의 관련 정보도 같이 갱신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확인과 절차를 제대로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우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파일의 버전을 몇 개나 유지할 것인가, 어떤 버전을 유지할
것인가, 버전을 어떻게 얼마 동안 체계화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버전을 확인한다.
•체계적인 명칭 작성기준을 사용하여 파일을 고유하게
식별한다.
•초안, 잠정, 최종, 내부 등과 같은 파일의 버전과 상황을
기록한다.
•새 로 운 버 전 이 만 들 어 졌 을 때 파 일 에 어 떤 변 경 이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한다.
•코드와 경쟁 데이터파일 간, 데이터파일과 관련문서 또는
메타데이터 간, 여러 파일 간의 관계 등 필요에 따라 사항
간의 관계를 기록한다.
•파일이 여러 장소에 저장된 경우 파일의 장소를

추적한다.
•MS SyncToy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하여 다른 장소에 있는
파일을 정기적으로 동기화한다.
•단일 마스터 파일을 적절한 파일 포맷으로 유지하여 여러
유효한 버전의 파일이 동시에 만들어 짐으로써 생기는 버전
관리의 문제를 방지한다.
•중요한 버전과 마스터 버전을 저장하는 하나의 장소를
정한다.
파일의 버전은 다음을 통해 식별할 수 있다.
•파일명이나 파일에 기록된 날짜
•파일명의 버전 번호(v1, v2, v3나 00.01, 01.00)
•파일명 또는 파일 내의 버전 서술(초안, 최종)
•버전, 날짜, 저자, 파일의 변경 세부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파일에
포함된 파일 이력, 버전 관리의 표나 주석들
버전 관리는 다음을 통해 유지할 수 있다.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버전 관리 기능
•Subversion(SVN) 등의 버전 설정 소프트웨어의 사용
•Dropbox, Google Docs, Amazon S3 등 파일 공유 서비스의 사용


디지털 정보는 쉽게 복사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고 데이터의 무단 변경 가능성이 있는 권한
없는 접근을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전사(Transcription)
분석적이며 방법적인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일관성 있는
전사는 적절한 데이터 관리계획의 일부이다. 연구에 필요한 전사의
결정, 전사의 지시 사항 또는 지침, 수집 데이터 전체의 균일성을
확보하는 템플릿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사라는 것은 데이터의 형태 변환이며, 가장 일반적인 것은
질적 조사에서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작업이다.
전사의 작성은 분석과정의 일부가 되는 경우가 많으나, 질적 조사
데이터의 공유와 재사용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데이터 공유
시에는 전사를 완전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전사 작성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연구자와 위탁자 사이의 데이터와 전사본을 송신할 때에
데이터의 안전성
•위탁자가 준수해야 할 데이터의 안전 지침
•위탁자의 기밀 유지 계약
•필요한 전사 양식, 배치, 편집을 나타내는 위탁자에 대한 지시
사항이나 지침

우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템플릿 또는 지침을 작성하기 전에 헤더와 포맷의 손실 등
질적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의 반입 기능에서 전사 포맷의
호환성을 고려한다.
•특히 많은 전사 기관이 전사할 경우 사용하는 전사 템플릿을
개발한다.
•전사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전사를 작성할 때에는 데이터를 익명화하거나, 나중에
익명화한다. 기밀 정보를 표시한다.

•파일 편집 권한의 관리
•다수의 이용자에 의해 편집된 내용을 수작업으로 통합
전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신뢰성 확보의 우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데이터의 단일 마스터 파일을 유지한다
•마스터 파일에 대한 책임을 1명의 프로젝트팀 멤버에게
할당한다
•데이터 파일의 마스터 버전에 대한 쓰기 권한을 제한한다.
•마스터 파일의 모든 변경 사항을 기록한다.
•새로운 마스터 파일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오래된
마스터 파일을 유지한다.
•정기적으로 마스터 파일의 사본을 보관한다.
•마스터 파일의 파기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수립한다.

•명칭 또는 번호로 면접에 레이블을 붙이는 자체 식별자를
가진다.
•연구 프로젝트 또는 수집 데이터 전체에 걸쳐서 일관된
레이아웃을 가진다.
•발언자 태그를 사용하여 대화에 있어 대화 순서나 질문/답변
시퀀스를 나타낸다.
•대화 순서 사이에 줄 바꿈을 넣는다.
•페이지 번호를 붙인다.
•날짜, 장소, 면담자와 피면담자 이름 등 면담 또는 행사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문서의 표지 또는 헤더를 붙인다.

데이터의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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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정보 소스에서 스프레드시트로 통계표를 전사하는데 있어서는 전사의 일관성과 데이터 파일에서 포맷팅의 사용을 피하면서
디지털 데이터를 최대한 원본에 가깝게 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파일의 버전 관리표
제목

에섹스에 있어서 탁아소의 시력 검사

파일명

VisionScreenResults_00_05

해설

2007년 6월에 에섹스의 5개의 탁아소에서 실시한 시력 검사 120회의 결과 데이터

작성자

Chris Wilkinson

관리자

Sally Watsley

작성일

2007.7.4.

최종 수정일

2007.11.25.

기반

VisionScreenDatabaseDesign_02_00

버전

책임자

주석

최종 수정

00_05

Sally Watsley

Sally Watsley가 버전 00_03와 00_04를 비교하여 합병

2007.11.25.

00_04

Vani Yussu

Steve Knight와는 별도로 Vani Yussu에 의한 입력 체크

2007.10.17.

00_03

Steve Knight

Steve Knight에 의한 입력 체크

2007.7.29.

00_02

Karin Mills

검사 결과인 81 ~ 120을 입력

2007.7.5.

00_01

Karin Mills

검사 결과인 1 ~ 80을 입력

2007.7.4.

UK 데이터 아카이브가 추천하는 모델 전사(transcript)
이 모델 전사는 면담의 배경정보와 식별정보를 포함한 권장되는 레이아웃을 나타내고 있다.

사례 연구
연구 제목 : 이민의 일화

면담 번호 : 12

기탁자 : K. Clark

면담 ID : Yolande

면담자 : Ina Jones

면담일 : 1999.6.12.

피면담자의 정보 :
생년월일 : 1947.4.4.

혼인 구분 : 기혼

성별 : 여자			

직업 : 급사

거주지 : 에섹스

민족 : 중국

Y : 나는 1968년 말에 이곳에 왔습니다.
I : 1968년 말에 여기에 온 것입니까? 오래 전이네요.
Y : 31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31년이네요.
I : (웃음) 정말 긴 세월입니다. 그 때 왜 영국에 오시기로 선택하셨습니까?
Y : 남편을 만나 홍콩에서 결혼한 후에 영국으로 오기로 지원한 것입니다.
I : 남편 분은 홍콩에서 만났습니까?
Y : 네.
I : 남편 분은 이미 여기(영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까?
Y : 남편은 여기에서 몇 년간 근무했습니다. 옛날에는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 홍콩으로 돌아가는 일이 매우
일반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소개로 우리들은 만났고 서로에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 나는 홍콩에서 빠져
나오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그와 결혼하는 것은 나에게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도박 같았습니다. 정말 도박 같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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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보관
디지털 데이터를 안전하고 확실하며 복원 가능한 방법으로 유지한다

데이터의 관리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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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데이터의 장기적인 관리와 불필요한 손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확실한 보관, 백업, 전송, 폐기를 위한 적절한 전략을
확실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공동연구의 경우, 데이터 공유 저장과 접근에 관해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백업 만들기

증가분 또는 차이분의 백업

파일의 백업을 만드는 것은 데이터 관리의 핵심요소이다. 정기적인
백업은 다음에 기인하는 예기치 않은 사고나 악의적인 손실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한다.
•하드웨어의 고장
•소프트웨어 또는 미디어의 이상
•바이러스 감염 또는 악의적인 해킹
•정전
•사람의 실수

증가분 백업은 최초에 모든 관련 파일, 대부분의 경우는 PC의 모든
내용의 복사본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 백업 이후에 변경된 파일의
증가분 백업을 생성한다. 이 지침은 이동식 매체(CD/DVD)가
권장된다. 차등 백업의 경우는 처음에 완전한 전체 백업을 만든
다음, 마지막의 부분적인 백업 이후가 아니라 처음의 완전한 전체
백업 이후에 변경 또는 생성된 파일의 백업을 실시한다. 이 방법은
하드 드라이브와 같은 고정 매체가 권장된다.

백업은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원본의 복원에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의 복사본 생성이 포함된다. 정확한 백업 절차의 선정은
현장의 환경, 데이터의 가치, 적절한 위험 수준에 의존한다.
데이터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마스터 파일과 백업 복사본
1개 등 필요한 최소한의 복사본만을 만들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백업 파일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하드 드라이브에 보관하거나, CD/
DVD, 이동식 하드 드라이브, 자기 테이프 등 오프라인 미디어에
저장할 수 있다. 물리적인 미디어는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도 있다.
최적의 백업 절차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개별 파일을 백업할 것인가, 컴퓨터 시스템 전체(완전한 시스템
이미지)를 백업할 것인가?
•필요한 백업의 빈도, 데이터 파일의 변경 때마다 할 것인가,
정기적으로 할 것인가?
•휴대가 가능한 컴퓨터와 장치, 비네트워크 컴퓨터, 고정형
컴퓨터를 포함하여 데이터가 유지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한 전략
•모든 백업 파일과 미디어를 체계화하여 라벨을 명시한다.

중요한 파일과 마스터 복사
중요한 데이터 파일이나 자주 사용하는 파일은 자동 백업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매일 백업하며, 오프라인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중요한 파일의 마스터 복사본은 장기적인 유효성을
고려하여 독자 사양이 아닌 오픈 포맷으로 해야 한다. 백업 파일은
정기적으로 검증하여 타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완전히 복원하여 원본과 비교하거나, MD5 체크섬
값(checksum value), 파일 크기, 날짜를 확인하는 등 백업
복사본의 무결성과 일관성을 체크한다.

기관의 백업 정책
대부분의 기관은 네트워크 공간에 유지되는 데이터에 대한
백업 정책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속한 기관이 어떤 전략 또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중요한 파일의 백업 복사본을
독자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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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전 백업을 새로운 백업으로
덮어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데이터의 보관
적절한 취급을 하지 않는 한, 디지털 저장 매체는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이며, 모든 파일 포맷이나 물리적 저장매체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구식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보관전략이
중요하다. 모든 데이터의 접근성은 저장매체의 품질과 각
개별매체에 대응하는 데이터 읽기 기기의 이용 가능성에
의존한다. 현재 데이터 파일을 저장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매체는
광학매체(CD와 DVD)와 자기매체(하드 드라이브와 테이프)가 있다.

우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읽기 가능성을 고려하여
독자사양이 아닌 개방형 표준 포맷으로 데이터를 저장한다
(파일 포맷 표를 참조).
•광학매체와 자기매체는 모두 물리적으로 열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데이터 파일은 처음에 생성하고 나서 2~5년 후에는
새로운 매체에 복사 또는 이송한다.
•저장된 데이터 파일에 대해 데이터의 무결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단기 프로젝트라 하여도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매체(하드
드라이브와 CD 등)에 저장하는 보관 전략을 수립한다.
•종이 문서를 장기 보존, 또는 보관하기 위해 PDF/A 포맷으로
디지털 버전을 만든다.
•특정 데이터 또는 물리적인 접근이 쉽도록 저장된 데이터를
정리하여 라벨로 명시한다.
•디지털 또는 비디지털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영역이나
공간은 그 목적에 적합한지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침수나
화재의 위험이 없는지를 확실히 확인한다.

대영도서관의 자료보존사무국은 온도, 습도, 공기품질, 조명조건의
변화나 적절하지 않은 취급에 취약한 CD와 DVD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발행하고 있다24.

데이터의 백업과 저장
연구팀이 산호초를 조사하면서 휴대정보

사례 연구

단말기(PDA)를 사용하여 현장 데이터를
수집한다. 디지털 데이터는 매일 그 기관의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전송되고 암호로
보호된 파일에 보관된다. 모든 데이터

파일은 개별의 버전 번호와 작성일로 식별된다. 버전 정보(버전
번호와 버전 간의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하는 주석)는 스프레드시트와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보관된다. 기관의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Ultrium
LTO2 데이터 테이프에 완전히 백업된다. 증가분 백업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생성되며 전체 서버 백업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생성된다. 테이프는 독립된 별도의 건물에 확실하게 보관된다. 연구가
완료되면 데이터는 기관의 디지털 리파지토리에 기탁된다.

데이터의 백업과 보관
2008년 2월 대영도서관(BL)은 스완지대학(University College,
Swansea)이 1969년부터 1995년까지 실시한 웨일즈 지방에서 대화에
사용하는 영어에 관한 조사(SAWD, Survey of Anglo-Welsh Dialects)의
기록결과를 받았다. 이 조사는 농장과 농업, 집과 집안일, 자연,
동물, 사회활동, 날씨 등의 주제에 대해 나이 많은 사람과 면담하여
기록함으로써 웨일스 지방에서 대화에 사용하고 있는 영어를
기록했다. 수집된 데이터는 503개의 디지털 오디오 파일인 .wav
파일로서 대영도서관의 디지털 라이브러리에 등록되었다. 디지털
복사본의 생성 원본인 오디오 카세트 151개의 오리지널 마스터
기록과 함께 모든 파일의 디지털 복제가 웨일즈 지방 영어 아카이브에
보관되어 있다.

데이터의 보안
데이터의 보안 확보와 무단 접근, 변경, 노출,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물리적인 보안, 네트워크 보안, 컴퓨터 시스템과 파일의
보안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보안의 준비는 데이터의
특성과 관련 위험성과의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데이터를
파기할 때에는 보안에도 주의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상업적 이익 보호와 개인정보나 기밀정보의 유지를
위해 데이터 보안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물리적인 데이터 보안은
다음을 필요로 한다.
•데이터, 컴퓨터, 저장매체가 보관되어 있는 방이나 건물에의
출입 제한
•보관실의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의 이동과 접근 기록
•기밀 데이터의 이동은 특별한 경우에 한한다. 수리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고장을 일으킨 기밀 데이터가 들어 있는 하드
드라이브를 컴퓨터 제조업체에 맡기는 것은 기밀유지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트워크 보안은 다음을 의미한다.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와 같은 기밀 데이터를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서버나 컴퓨터, 특히 인터넷 서비스를
호스팅하는 서버 등에 저장하지 않는다
•바이러스나 악성코드를 막기 위한 방화벽 보호와 운영체제의
보안과 관련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와 패치
컴퓨터 시스템과 파일 보안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암호로 컴퓨터 시스템을 잠그거나 방화벽 시스템을 도입한다.
•양 방 향 무 정 전 전 원 공 급 장 치 ( U P S ) 를 통 해 전 원 서 지
보호시스템으로 서버를 보호한다.
•접근 금지, 읽기 전용, 읽기와 쓰기 권한 허가, 관리자 전용 허가
등 데이터 파일의 암호 보호와 접근을 제한한다.
•제한된 자료에 대한 접근은 암호화하여 관리한다.
•기밀 데이터의 관리자나 이용자와 기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개인정보나 기밀 데이터를 이메일이나 파일전송 프로토콜
(FTP)로 보내지 않고 암호화 데이터로서 전송한다.
•필요한 경우 일관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파기한다.

대영도서관 디지털 라이브러리는 보스턴 스파(Boston Spa), 세인트
판크라스(St Pancras), 애버리스트위스(Aberystwyth), 그리고 제3자에
의해 제공되는 비밀의 아카이브(‘dark’ archive)의 4곳에서 미러링되고
있다. 이러한 서버들은 각각 무결성 검사기능을 갖추고 있다.
대영도서관은 열람실에서 사운드서버시스템을 통한 .mp3 오디오
파일 형식으로 이용자가 복사본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SAWD의 기록물에서 발췌한 일부의 음성은 대영도서관의 억양·방언
웹사이트인 「Sounds Familia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데이터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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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전송과 암호화

개인 데이터의 보안
개인 데이터 보호가 관련된 경우, 데이터 보안은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개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한 영국의
국내법인 1998년의 데이터보호법에 근거한다. 개인 데이터는
환자기록, 서명이 들어간 동의서, 면담의 표지 등 비디지털
포맷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디지털 파일과 같은
안전한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여러 장소 사이에서나 연구팀 내에서의 데이터 전송은 데이터
관리기반에 있어 풀어야 할 과제가 있을 수 있다. 기밀 데이터 또는
개인 데이터는 안전한 전송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기준으로
암호화되어야 한다. 익명 또는 기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데이터만이 암호화되지 않은 형태로 전송될 수 있다. 암호화는
전송에 있어 데이터의 보안을 유지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데이터보다 높은 보안수준에서 취급할 필요가 있다. 보안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쉽게 실시할 수 있다.
•데이터의 익명화 또는 집합화
•보안의 필요성에 따라 데이터 내용의 분할
•이름이나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데이터 파일에서 삭제하고
별도로 보관한다
•보관 전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암호화한다.
암호화는 이와 같은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의 전송을 이메일에 의존하는 것은 내부적인 전송이라
해도 기밀 데이터 보호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메일로
전송되는 모든 것들은 발신자 서버, 수신자 서버와 기타 개재하는
다수의 교환 서버를 통과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설명과 이해를 필요로 하는 동의의 절차에 있어서는 기밀
데이터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는지에
대해 안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안내를 통해 개인데이터의
해당 당사자가 통지를 받고 어떻게 데이터가 저장되고
전송되는지에 대해 동의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데이터의 파괴

사례 연구

독일표준협회(DIN)는 파쇄업계에서
채택되고 있는 문서와 디스크의 파괴 수준을

큰 파일의 전송
대규모의 데이터가 수집되는 경우는 큰 파일의 전송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타사의 상용 파일공유 서비스가 있어서 파일의 이동은
쉬워지고 있다. 그러나 Google Docs와 YouSendIt 등의 서비스는
반드시 영구적이지 않고 안전하지도 않다. 또한 해외에 본사를 둔
경우도 많아서 영국의 법률 대상도 되지 않는다. 데이터는 충분한
보호 없이 다른 나라로 이송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1998년
영국 데이터보호법을 생각해 볼 때 잠재적으로 영국 법을 위반할
가능성조차 있다. 데이터를 이송하기 전에 암호화하여 데이터를
보호하도록 한다.
드롭박스 서비스는 책임을 지는 기관에 의해 유지관리가 된다면
큰 데이터 파일의 전송에 있어 안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UK 데이터 아카이브는 연구자로부터 데이터 기탁을 받을 때,
제출 전에 기밀정보나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파일을 암호화한
후에 에섹스대학 드롭박스 서비스를 통해 기탁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표준화했다. 기밀 자료의 파쇄에 대해 DIN
3을 채택한다는 것은 물체를 2mm 길이의
띠 모양, 또는 4×40mm 길이의 잘게 썬
조각 모양의 미세 조각으로 절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정부는
정부자료에 대해 적어도 2×15mm의 미세 조각으로 절단하는 DIN 4
규격을 요구하고 있다.
최고의 보안수준은 DIN 6로 알려진 것으로서 이것은 미국연방정부가
극비자료나 기밀자료를 매우 안전하게 파쇄하기 위해 사용하며
1×5mm의 미세 조각으로 절단한다.

데이터의 암호화
UK 데이터 아카이브는 정부 부처에서 아카이브에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수많은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을 테스트한 결과, 업계표준 암호화
기술인 PGP(Pretty Good Privacy)를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암호화된 데이터를 휴대용 매체나 파일 업로드,
이메일을 통해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GnuPG 등
신뢰할 수 있는 오픈소스인 암호화 소프트웨어가 존재한다.
암호화에는 한 쌍의 공개 키와 비밀 키, 그리고 암호 문구의 작성이
필요하다. PGP 비밀 키와 암호 문구는 암호화된 각 파일의 디지털
서명에 사용되며, 수신자가 송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수신자의 PGP 공개 키는 파일을 암호화할 때 송신자에
의해 설정되어 인증된 수신자만이 해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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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관리와 공유

데이터의 폐기

파일의 공유와 공동 환경

파일을 삭제하고 하드 드라이브를 다시 포맷해도 그 하드
드라이브에 존재하고 있던 데이터의 복원을 방지할 수는 없다.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데이터 파일을 삭제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데이터 사이클의 여러 단계에 관련되어 있다. 연구기간
동안 더 이상 필요 없는 데이터 파일의 복사본은 파괴할 수 있다.
연구의 종료시점에서 보존할 필요가 없는 데이터 파일은 안전하게
폐기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공유의 촉진, 이송과 보관, 다양한 협력자나 기관에게
데이터의 접근 방법을 제공할 경우, 공동연구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할 수 있다. 다양한 가상연구환경이 존재하지만 본 보고서 집필
시점에서 아직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막대한 초기 설정/
유지보수 비용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는 단일 조직적인 것이
많다. 결과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그 기능을 충분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결국 이메일이나 온라인 파일공유 서비스를 통한 데이터
전송에 의존한다.

자기저장장치인 하드 드라이브를 가진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파일을 단순하게 제거하는 것은 파일이 삭제되지 않고 그 파일의
참조만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삭제된 파일은
쉽게 복구될 수 있다. 파일은 덮어 써서 읽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파일을 하드 디스크에서 안전하게 삭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것은 기밀파일을 충분히 해독 불능으로 할
수 있는 평가가 완료된 덮어쓰기 기능의 규격을 만족시키고 있다.
그 예로서 Windows용에는 BC Wipe, Wipe File, DeleteOnClick,
Eraser가 있다. Mac 사용자는 표준의 secure empty trash 옵션을
사용하거나 소프트웨어 Permanent Eraser를 이용할 수 있다.

특정 데이터 형식의 공유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파일공유 서비스와
위키가 적합한 경우도 있지만, 기밀 내용이 있는 데이터에는
부적절하며 이용자는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저장되는 장소를
관리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메모리 스틱 등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는 하드 드라이브와 다른 구조를 가지므로 하드 드라이브의
안전한 파일 삭제 방법이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에 유사하게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파일을 삭제하는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으로서 물리적으로 디스크나 드라이브를 파괴할 것을
권장한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폐기방법은 물리적인 파괴이다.
모든 드라이브에 적용되는 위험 회피 방법은 운영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와 처음 사용하기 전에 장치를 암호화하는 것과
데이터를 파괴할 필요가 있을 때에 기관이 인정하는 안전한 파괴
설비를 사용하여 드라이브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해결책은 공동 작업을 촉진하면서도 최소한의 훈련으로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일
것이다. 본 보고서 집필 시점에서 Fedora나 DSpace와 같은
오픈소스 리파지토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해결책을 개발
중이지만 아직 사용 용이성과 확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기관 IT
서비스를 포함해야 한다.
가상연구환경은 흔히 그룹의 공동 작업에 있어 데이터 파일과
문서를 위해 암호화된 공유 작업공간(workspace)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작업영역을 만들고 멤버들을 작업영역에 추가, 또는
초대할 수 있다. 각각의 멤버들은 개인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작업영역의 사본을 가질 수 있다. 이용자는 비공개의 가상공간인
공통의 작업공간에서 서로 교류하고 공동으로 작업한다.
변경사항은 추적되어 모든 멤버들에게 알려진다. 작업공간의 모든
사본은 네트워크를 통해 peer-to-peer 방식으로 동기화된다.
플랫폼이 적용되는 경우 적절한 기준으로 암호화되어 버전이
관리될 필요가 있다.

문서와 CD/DVD의 파괴에는 적절한 보안 레벨이 인증된 분쇄기를
사용해야 한다. 사용 수명이 거의 끝난 컴퓨터나 외장 하드
드라이브는 케이스에서 분리하여 물리적으로 파괴함으로써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다.

사례 연구

가상연구환경

오픈소스 시스템인 Sakai는 JISC 가상연구환경 프로그램의 프로젝트에서

일반적으로 다양한 시스템이 많이 있는

사용되었으며 교육 커뮤니티 라이선스가 있으면 입수가 가능하다25.

고등교육기관에서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Sakai는 확립된 지원 네트워크를 가지며 공지 기능, 개인 파일공유를

파일 전송과 공유에 대해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위한 드롭박스, 이메일 아카이브, 리소스 라이브러리, 커뮤니케이션 기능,

예를 들면 SharePoint와 Sakai가 있다.

스케줄 툴, 승인과 접근 관리를 특징으로 한다.

SharePoint는 영국의 대학에서 사용되며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연구자는 설치와 설정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며 장점으로서는 외부 액세스와 공동작업을 할
수 있으며 도큐먼트 라이브러리의 사용, 팀 사이트, 워크플로우 관리
프로세스, 버전 관리 능력이 있다.

데이터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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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유에 대해 합의를 얻고 데이터의 익명화와 데이터 접근 제한 기능을 같이 사용하면 사람과 관련된 연구데이터를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람으로부터 데이터를 취득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구의 경우에는
연구를 수행할 때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단계에서 연구자는
학술단체나 기관, 연구자금 지원기관에서 권장하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정해진다. 정보제공자의 익명성을 유지할 의무는 명시적이어도
좋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연구데이터는 그것이 개인과 관련되어 비밀로 해야만 하는 정보를
포함해도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연구자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윤리적이며 법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사전에 동의를 얻을 때에는 데이터 공유의 조건을 포함할 것.
•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익명화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할 것.
•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할 것.
•

•1998년 데이터보호법
•2000년 정보자유법
•1998년 인권법
•2007년 통계·등록 서비스법
•2004년 환경정보규칙

위의 방법은 개별적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데이터의 공유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방법은 우수한 연구사례와 데이터 관리의 일부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사람에게서 수집된 사람에 대한 데이터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은닉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서 취득한 모든 데이터가 개인 정보 또는
은닉을 필요로 하는 정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은닉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공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규는
다음과 같다26.

정량 조사를 위한 동의 설명 샘플
이 조사에 참여하기로 동의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질문지에 당신이 제공한 정보는 연구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당신 개인의 답변이 식별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일은
없습니다.
익명화된 연구데이터는 다른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의 데이터 공유의 관례에 맞게
저장됩니다.

에

법적 및 윤리적 문제
익명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는 연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지만
본질적으로는 연구자의 윤리적 및 법적 의무에 의해 방침이

정의
개인 데이터
개인 데이터는 그 데이터에서 또는 그 데이터와 데이터
관리자가 소유하거나 소유할 것 같은 다른 정보로부터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련된 데이터이며, 그 개인에 관한 데이터
관리자의 의견이나 의도가 표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그 개인과
관련된 다른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1998년 데이터보호법).
비밀 데이터
비밀 데이터는 기밀로 취급되는 데이터 또는 비밀취급으로
하는 합의가 연구자와 연구대상 사이에 존재하는 데이터이다.
구체적으로는 직업, 소득, 건강, 의료기록, 또는 정치적 의견 등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이다.
민감한 개인 데이터
민감한 개인 데이터는 1998년 데이터보호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사람의 인종, 민족적 출신, 정치적 의견, 종교적
또는 이와 유사한 신앙, 노동조합 가입여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이나 상황, 성생활, 범죄 또는 범죄 추정, 관련된
또는 관련되었다고 의심되는 범죄의 소송, 그러한 소송의 최종
판결, 또는 그러한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에 관한 데이터이다.

설명과 이해에 근거한 동의와 데이터 공유
일반적으로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과 수집된 정보의
이용에 대해 설명과 이해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얻어야 한다. 동의는 가능하면 연구데이터의 공유, 저장,
장기이용과 같은 데이터의 미래적인 이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동의 양식은 불필요하게 데이터를 파괴하는 약속을
함으로써 데이터의 공유를 사전에 불가능하게 해서는 안된다.
연구자는 다음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연구데이터가 어떻게 보관, 저장, 이용되는지를
참가자에게 통지한다.
•데이터의 익명화 등 비밀이 어떻게 보호되는지를 참가자에게
통지한다.
•데이터의 재이용에 대해 서면 또는 구두로 동의(Informed
Consent)을 얻는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참여와 데이터 이용의
모든 측면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에 자발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편지
등의 연락에 대한 반응이 없기 때문에 동의했다고 추정하면
안된다. 데이터 공유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는 연구데이터를
다른 연구자와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윤리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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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용 샘플 동의 양식
[프로젝트 이름]에 관한 동의서
해당 사항에 체크하십시오.

Yes

No

참여
나는 [날짜] 일자의 프로젝트 정보 시트를 읽고 이해했습니다.
나는 프로젝트에 대해 질문할 기회를 받았습니다.
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동의합니다. 프로젝트의 참여는 면접과 녹음 또는 녹화가 포함됩니다a.
나는 자신의 참여가 자발적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참여를 원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만을 위해 내가 제공한 정보의 이용
나는 전화번호, 주소 등 내 개인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프로젝트 이외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발언이 출판물, 보고서, 웹페이지, 기타 연구 성과물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두 가지 선택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나는 내 실명이 위에서 사용되는 것을 희망합니다.
나는 내 실명이 위에서 사용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 프로젝트 이외에서 이용
나는 내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UK 데이터 아카이브에 저장되는 것에대해 동의합니다b.
나는 이 양식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다른 연구자가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양식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만 다른 연구자가 				
내 발언을 출판물, 보고서, 웹페이지, 기타 연구 성과물에서 사용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당신이 제공하는 정보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자료에서 내가 가진 저작권을 [연구자 이름]에게 양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참가자 이름 [인쇄] 서명

날짜

		

연구자 이름 [인쇄] 서명

날짜

		

프로젝트에 관한 문의처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기타
참고 :
a 다른 참여형태를 열거할 수 있다.
b 음성, 영상, 필기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하게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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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심사위원회와 데이터의 공유
연구윤리심사위원회의 역할은 연구 참가자의 안전, 권리,
행복을 지키는 것을 지원하고 윤리적으로 건전한 연구를
촉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연구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하여 1998년의 데이터보호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사람에 대한 연구에서 연구데이터가 개인정보, 취급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정보, 또는 비밀정보를 포함한 경우 데이터 공유와
데이터 보호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데이터 보호와 연구윤리의 원칙을 그 어휘와 정신의 두
측면에서 지키면서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자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함으로써 그
역할을 수행한다.
•참가자로부터 취득한 대부분의 연구데이터는 기밀유지를
위반하지 않고 올바르게 공유할 수 있다.
•수집한 개인 데이터와 일반적인 연구데이터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보호법은 익명 데이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개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면 개인정보는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개인의 식별과 관련된 정보는 공유되는 데이터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많 은 연 구 자 금 지 원 기 관 은 데 이 터 공 유 또 는
데이터관리계획을 권장하거나 의무화하고 있다.
•큰 규모의 데이터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주의를 기울이며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준수하면
취급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개인데이터도 공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UK 데이터 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조사 데이터와
질적인 데이터는 여기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익명화되어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등록을 거친 후에 특정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용자는 데이터에서 개인을 식별하려고 하지 않으며,
미등록 이용자와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을
포함한 승낙서에 서명한다. 비밀 데이터나 극비 데이터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자들에게 동의서의 내용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데이터를 윤리적으로 공유하는 방법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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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과 이해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상세한 동의
양식인 서면을 통해 명시적인 문장으로서 얻을 것인가, 아니면
구두에 의해 얻을 것인가는 연구의 성격, 수집된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 포맷, 그리고 어떻게 데이터가 이용되는가에 의존한다.
개인 데이터, 민감 데이터, 또는 기밀 데이터가 수집되는 상세한
인터뷰 조사나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데 이 터 보 호 법 이 나 전 문 가 단 체 와 연 구 자 금 지 원 기 관 의
윤리지침을 확실하게 준수하기 위해서는 서면동의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일반적으로 서면 동의에는 정보 시트와 참가자의 서명이 들어간
동의서가 포함된다.
•구두에 의한 동의 승낙은 음성 또는 영상 데이터와 함께 기록할
수 있다.
개인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거나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가
데이터에서 제거되는 조사나 비공식적인 인터뷰 조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서면 동의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연구의 성격과 목적, 연구자의 신원,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의
취급(데이터의 공유를 포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한 정보
시트를 참가자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UK 데이터 아카이브에서는 동의서의 견본을 준비하고 있다27.
한 번만 동의하는가, 단계마다 동의하는가?
모든 동의서에 대한 설명과 동의의 취득은 한 번만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회성의 동의는 간단하고 실천적이며 참가자에게 반복적으로
요구하지 않아도 되며 연구윤리심사위원회의 공식적인
요구사항을 대부분 충족시킨다. 그러나 「체크한다」라는 것에
너무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단계마다의 동의는 연구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검토되고 연구
참여자의 설명과 이해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가
유효한지를 확인한다. 연구 참여에 관한 동의, 1차적인 데이터
이용에 대한 동의, 그리고 데이터 공유에 대한 동의는 연구의
여러 단계에서 계속 검토되어야 한다. 이 절차는 참가자에게
참가의 의미와 데이터 공유 방법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반복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도 있다.

기밀 데이터의 공유

표준적인 접근 관리는 다음과 같다.

국립생물기록센터(BRC, Biological Records

•일반 이용자는 모든 기록을 최소 10km2 수준의 해상도로 열람과

Centre)는 영국제도에서 야생동물의 분포에

다운로드할 수 있다. 데이터 제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더 높은

관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국영관리기관이다28.

해상도로 한다.

자원봉사자, 연구자, 각종 단체들이 데이터를
제공한다. BRC는 환경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교육, 연구를 위해 데이터를 제공한다.
공개하는 것 중에서 종 또는 서식지 환경에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맹금류의 둥지 장소 등)는 기밀로 취급된다. BRC는
영국생물다양성 네트워크 게이트웨이를 통해 보유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서면에 의한 동의인가, 구두에 의한 동의인가?

•등록된 이용자는 기밀 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기록을 1km2 수준의
해상도로 열람과 다운로드할 수 있다.
•환경보호단체는 기밀 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기록을 최고 해상도로
파일의 고유정보(attribute)를 포함하여 열람과 다운로드할 수 있다.
•공공보호기관의 직원은 기밀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기록을 최고
해상도로 파일의 고유정보를 포함하여 열람과 다운로드할 수 있다.
•데이터 제공자가 기밀 데이터로 지정한 기록은 데이터 제공자의 동의
없이 보호기관에 제공되지 않는다.

윤리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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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익명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공개 또는 다른
연구자와 공유하기 전에 데이터에서 개인, 조직, 직업이 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익명화할 필요가 있다29.
윤리적인 이유로 사람의 신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법적인 이유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 또는 상업적인
이유 때문에 익명화는 필요할 수 있다. 응답자에게서 구체적인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Personal
Data)를 연구정보에서 공개하면 안된다. 다만 인터뷰 이력 등
인터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여 공유하는 것이
관습적이어서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익명화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질적인 텍스트 데이터 등의 연구데이터는 익명화에 시간이 걸리며
따라서 경비가 증가하게 된다. 특히 연구초기에 계획되어 있지
않거나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방치된 경우는 이러한 경향이 많다.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익명화할 수 있다.
•이름이나 주소와 같은 직접적인 식별요소를 제거한다.
•생년월일을 연령 그룹으로 교체하는 등 정보를 통합하거나
변수의 정밀도를 떨어뜨린다.
•상세한 묘사를 일반적인 설명으로 대체한다. 예를 들어
의사의 상세한 전문분야를 전공분야로 대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본명 대신 가명을 사용한다.
•변수의 상한과 하한을 제한하여 벗어난 값을 숨긴다. 예를
들어 일정액 이상의 소득은 하나로 정리한다.

숨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익명화와 동시에 데이터
공유를 위한 설명과 이해에 근거한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를
얻거나 데이터에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익명화의 관리
•연구초기의 데이터 수집 시점에서 익명화를 계획할 것.
•연구팀 내에서의 이용, 그리고 보존을 위해 편집되지 않은
데이터의 오리지널 버전을 유지할 것.
•익명화를 위해 실시한 모든 대체, 변수 값의 통합, 정보 제거에
대해 작업 기록(로그)을 작성할 것.
•로그는 익명화된 데이터 파일과는 별도로 보관할 것.
•의미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텍스트를 대체한 장소를 나타낼
것. 예를 들어, 인터뷰 조사의 문자기록(transcript)에서 대체된
텍스트를 괄호로 표시하거나 XML 마크업 태그 <anon>.....</
anon>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시청각 데이터
개인을 식별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음성과 이미지 파일을
디지털로 조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음질 변경이나 이미지 흐리기와
같은 기술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들며 데이터가
갖는 연구의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시청각 데이터에서
익명화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변경되지 않은 데이터의 이용과
공유에 대해 참가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좋다. 또한 필요한 경우
데이터 접근(취득)에 추가적인 제한을 마련해야 한다.
데이터의 보안과 익명화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는 영국 전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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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자 50만명의 의료와 유전자 데이터를
수집하여 중병의 예방과 치료를 연구하기
위한 연구 자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람의 신원은 다음과 같이 식별될 수 있다.
•이름,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등 직접적인 식별요소
•직장, 직업이나 또는 소득, 나이에서 눈에 띄는 값 등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다른 정보원과 연관시켰을 때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간접적인 식별요소
다음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데이터 셋의 여러 변수 사이의 관계를 통해 신원이 공개될
수 있는 관계형 데이터
•점 좌표 등과 같은 공간적 기준을 식별하면 지리공간적 값도
얻을 수 있는 지리 참조 데이터
공간적 기준을 제거하면 공개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모든
지리 정보를 잃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는 공간적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 대신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른 방법으로서 지점 정보는 구체적인 장소의 식별과
연결되지 않는 더 큰 지리적 영역 또는 지리적 위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대체변수로 치환할 수 있다.
설명과 이해에 근거한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 과정에서
승인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익명화의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기밀성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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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보안, 기밀성, 익명화의 방법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30.
영국 바이오뱅크는 참여에 동의한 남녀 환자들과 그들의 의료기록,
혈액, 소변, 유전자 샘플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은 연구자에게 이러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자에게 제공된
데이터나 샘플은 결코 개인의 식별로 이어지는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모든 데이터와 샘플은 개인의 식별에 연결되는 모든 정보를
제거함으로써 익명 데이터로서 저장된다. 식별정보 자체는
암호화되어 영국 바이오뱅크의 상급직원이 관리하는 접근이 제한된
데이터베이스에 별도 보관된다. 식별 데이터와 샘플은 외부에는 의미를
추측할 수 없는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연결할 수 있다. 영국 바이오뱅크
내의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환자의 식별정보와 데이터, 그리고 샘플을
연결하기 위한 코드의 열쇠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직원은 고용계약의
일환으로서 기밀을 유지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있다.

접근 관리
특정 환경에서 극비 데이터와 기밀 데이터는 데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그러한 데이터에의 접근을 규제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다. 동시에 연구와 교육목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도 있다.
데이터센터 또는 데이터 아카이브에 소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대부분의 경우, 널리 일반에게 이용되도록 제공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데이터는 이용자 등록을 거친 후에 특정목적으로 제한되어
이용되고 있다. 이용자는 이용허가서에 서명하고 데이터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등 몇 가지
조건을 승낙해야 한다.
데이터센터는 기밀 데이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접근을 더욱
제한하는 수도 있다.
•데이터 소유자로부터 구체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하는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다.
•기밀성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질 때까지의 일정기간 동안 기밀
데이터의 제공을 중지한다.
•승인을 받은 연구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밀 데이터의 원격 집계 분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데이터에
대해 안전하게 접근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없다.

사례 연구

일부의 데이터 컬렉션에는 여러 수준의 접근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구체적으로 기밀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제한되지만,
기밀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센터는 데이터를 소유하는 연구자와 협의하여
가장 적합한 데이터에의 접근 방식을 결정한다. 접근을 제한할
경우에는 항상 데이터의 종류와 관련 기밀성과의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오픈 액세스
디지털 혁명은 정보의 오픈 액세스 경향을 더욱 촉진하고 있으며,
인터넷은 정보 공유를 빠르고 간단하며 강력하게 함으로써
연구의 고도화에 기여하고 있다. 학술출판업계는 연구의 영향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오픈 액세스에로의 전환에 직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학술지, 오픈 액세스 학술지, 오픈 액세스
리파지토리에 실적물을 기탁할 수 있는 저작권 정책 등이다. 이
오픈 액세스 운동은 연구발표의 기반이 되는 기초자료나 증거의
오픈 액세스를 더욱 촉구하고 있다. 더욱 많은 학술출판지가
원고 제출 시에 연구결과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오픈 액세스
리파지토리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접근 제한과 오픈 액세스

산림공간정보 카탈로그는 국제임업연구센터(CIFOR, Center for

보안 데이터 서비스는 데이터 소유자와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에 의해 개발된 공간 데이터와 지도에

협력하여 상세하며 취급에 주의를 요하고

대한 일반 접근을 허용하는 웹기반의 포털이다34. 카탈로그에는

기밀이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 연구자에게

위성사진, 항공사진, 토지이용 삼림피복지도, 보호영역지도, 농업지도와

안전하게 접근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인구지도, 삼림경계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세계자연보호

이러한 데이터는 자매 서비스인 경제사회

모니터링센터가 1997년에 작성한 전 세계의 산림피복지도를 디지털

데이터서비스(ESDS, Economic and Social Data

벡터 데이터로서 자유롭게 다운로드할 수 있다.

Service)가 운영하는 표준 라이선스 하에서는 이용하기 어렵다31. 이

글로벌 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서비스의 보안 철학은 교육과 신뢰, 첨단기술, 허가와 법적체제(2007년

Framework)는 전 세계의 생물다양성 데이터를 세계의 어디에서도

통계등록서비스법을 포함), ONS와 ESRC 모두에 의해 승인된 엄격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35. 이 프레임워크는 표본과

보안정책과 처벌에 근거하고 있다.

관찰, 학명과 일반명, 생물분류에 따른 수백만 종의 발생기록과 종의

이 기술 모델은 ONS 가상 마이크로데이터 연구실(ONS Virtual Microdata

기록에 대한 지도참조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수많은

Laboratory)32과 NORC 보안 데이터 엔클래이브(NORC Secure Data

국제적인 데이터 제공자에 의해 확충되고 있으며 지리참조기록은 Google

Enclave)33와 많은 유사점이 있다. 이 기술 모델은 최종 사용자의

Earth 위에 지도로 표시할 수 있다.

컴퓨터를 원격 단말기로 하는 Citrix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모든
데이터 처리는 안전한 중앙 서버에서 수행되며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하는 일은 없다. 출판을 위한 실적물은 반드시 교육을 받은
서비스 직원에 의해 통계적 공개 점검을 받은 후에 전달된다.
보안 데이터 서비스의 데이터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다.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각자의 책상 또는 안전한 방에서 데이터를 원격으로
분석한다. 보안 데이터 서비스는 연구자가 익숙한 통계 소프트웨어와 MS
Office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점에서 떨어진 거점」의 연구시설을
제공하여 원격 협업과 분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생물다양성협약에 이어 정보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클리어링
하우스 메커니즘을 통해 1992년 이후부터 생물학적 다양성과 생태계에
대한 오픈 액세스가 가능한 데이터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윤리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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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관리와 공유

저작권은 자동으로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지적재산권이며 원래의 저작물이 허락을 거치지 않은 채 복제되거나 출판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저작권은 연구데이터에 적용되어 데이터의 생성, 공유, 그리고 재사용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한다.
누가 저작권을 가질 것인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연구자들이 각자의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 스프레드시트, 출판물, 보고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 대부분의 연구 성과는 저작물이며, 따라서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그러나 사실(Facts)에는 저작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저작자는 자동으로 최초의 저작권 소유자가 된다. 다만
저작권의 할당을 다르게 정하는 계약이나 저작권자의 서명이
들어간 저작권 양도 서면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정보가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구조화되어 있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저작권과 함께 그 구조도 데이터베이스 권한을 획득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 권한의 양쪽에서
보호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권한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의 취득, 검증, 그리고 표현에 있어 상당히 지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
저작권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자신의 것이며, 서면이나
녹음 등 실제 있는 형태로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생각이나
녹음되지 않은 발언에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연구자가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조사 대상자의 발언을
녹음 또는 받아 적은 경우, 연구자는 이러한 기록의 저작권을
획득한다. 또한 각 조사 대상자는 기록된 자신의 말의 저자이다36.
공동연구나 파생 데이터의 경우, 저작권은 다양한 연구자 또는
조직에 의해 공유될 수 있다. 특히 데이터 셋이 다양한 자료로부터
생성되는 경우, 예를 들어 다른 연구자로부터 원본 자료를 구매
또는 차용했을 때에는 저작권을 바르게 할당할 필요가 있다.
종이로 된 자료나 사진 또는 아날로그 녹음을 디지털화 할 때에는
원본이 되는 자료의 저작권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계에서는 이론적으로 고용주는 종업원이 고용 중에 만든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소유자이다. 그러나 많은 학술기관은
연구자료, 데이터, 출판물의 저작권을 연구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연구자는 소속된 기관이 어떻게 저작권을 할당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의 재사용과 저작권
데이터의 2차 이용자는 데이터를 복제하기 전에 저작권
보유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다. 비영리 교육 또는 연구 목적의
경우, 데이터의 저작권자에 대한 감사의 글을 게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데이터를 공정하게 취급한다는 생각 아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다. 감사의 글에는 이용하는
데이터의 출처, 데이터의 제공자, 저작권 보유자의 공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센터를 통해 데이터가 공유되는 경우, 연구자 또는 데이터
생산자가 데이터의 저작권을 보유하며 데이터센터에게 데이터의
처리와 제공을 허가하게 된다. 모든 권리 보유자는 확인되어
그들이 데이터의 저장과 배포를 허용하지 않는 한 데이터센터는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보유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데이터센터는 데이터에 대한 감사의 글과 인용방식을
지정한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셋에 부수되는 메타데이터 또는
데이터이용허락서 중에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 (일본 번역자 주) 일본의 저작권법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권한 개념은 없으며
데이터의 수집, 배열 등의 구조화에 독창성이 있으면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http://chosakuken.bunka.go.jp/naruhodo/ (2013년 1월 24일 방문)

미디어소스의 저작권

단위(SOAs) 모두에 대해 광범위한 사회경제와 환경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자는 신문 데이터베이스인 LexisNexis를

SECRA에는 2011년의 센서스 데이터, 토지피복도 데이터와 함께

사용하여 지난 10년간의 가디언 잡지에서

토지등기청, 환경청, 영국자동차협회, 우정사업, 영국조류학회의 데이터

국무총리에 대한 기사를 수집했다. 그 후에

등 많은 제3자의 데이터소스가 사용되었으며, SOAs에 맞추어 데이터를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는 기사를

다시 계산하여 맵핑시키고 있다. 연구자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배포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전사/복사하였다. 연구자는

더욱 광범위하게 이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데이터센터에 복사된 텍스트와 함께 신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제3자 데이터는 있는 그대로의 형식으로 포함되지는

데이터베이스의 복사본을 신청했다. 그러나 연구자는 원본자료의

않고 다시 계산된 데이터만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SEI와 다양한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는 어떤

제3자 데이터의 저작권자와의 사이에 저작권이 공유되어 있는 상태이다.

것도 공유할 수 없다. 또한 데이터센터는 이와 같은 데이터를 받을

연구자는 모든 데이터 소유자로부터 데이터를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요구하고 있으며 모든 제3자 데이터의 저작권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 경우에 권리 보유자인 가디언 잡지와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배포가 가능하다.

사례 연구

LexisNexis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3자 데이터의 이용
스톡홀름 환경연구소(SEI, Stockholm Environmental Institute)는 통합
공간 데이터베이스인 지방의 사회적 및 환경적 조건(SECRA, Soci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Rural Areas)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였다37.
이 데이터베이스는 2011년 센서스에서 영국 지방의 작은 지역 집계

저작권

29

출판물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데이터가 학술지에 제출될 때에
연구자는 출판사가 데이터의 저작권 양도를 희망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들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ces)라는 개념을 알고 있을 것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지적재산의 재이용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해 저작자가 유지하고 싶은 권리와 포기하고
싶은 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보통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데이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오픈 데이터
커먼즈 라이선스(Open Data Commons Licence)나 오픈 거버먼트
라이선스(Open Government Licence) 등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라이선스가 더 적합하다38.

「엘리트」에 대한 인터뷰 조사의 저작권

수집한 데이터와 통합된다. ESRC 연구과제 계약의 일환으로서 데이터는

연구자가 5명의 전 장관과 그들의 경력에 대해

UK Data Archive에 제공되어 저장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통합 데이터를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녹음하는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동시에 전체 인터뷰 기록을 작성했다. 연구자는

AgCensus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의 계약에는 EDINA의 서면에 의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터뷰가 녹음된 매체와

사전허가 없이 데이터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에 전송하면 안된다고

인쇄된 기록의 저장을 데이터센터에 신청했다.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UK Data Archive는 연구자가 EDINA에서 허가를

그러나 연구자는 조사 대상자의 발언을 해당

받지 않는 한 이러한 통합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다. AgCensus에서 얻은

연구를 넘어서서 이용되는데 필요한 저작권 이양에 대한 서명을 받지

데이터를 제거한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부분 데이터는 저장할 수 있다.

않았다.

그리고 2차 이용자는 AgCensus 접근 권한을 취득하면 부분 데이터를

이 경우에 데이터센터는 데이터를 기탁 받는데 있어 문제가 생길 수

AgCensus 데이터와 다시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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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데이터를 대폭적으로 발췌하여 2차 이용자가 인용할 수는 없다.
이 행위는 조사 대상자가 기록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가지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1차 연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문제이다.
조사 대상자가 자서전을 출판하는 등 어떤 이유로 발언의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자는 저작권의 양도 또는 면담에서 얻은
데이터의 이용에 대한 허락을 요구해야만 한다.

허락을 얻은 데이터의 저작권
어떤 연구자가 데이터센터인 EDINA에서 공간적 AgCensus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획득한다. 이렇게 얻은 데이터는 연구자가 독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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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센터의 전략
연구자를 위해 데이터 관리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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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센터와 연구프로그램은 가장 적절하고 실천적인 데이터 관리 프레임워크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를 지원할 수 있다. 데이터 관리의
중요한 지침에는 현지에서 지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형을 제공하고 예시하는 것도 포함된다.
2010년 UK Data Archive는 선택된 ESRC 연구센터와
연구프로그램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기존 데이터 관리사례를
평가하는 동시에 데이터 관리계획의 전략을 책정하였다. 이
지침서에서 권장되는 사항은 이와 같은 실제의 경험에 근거한다.
연구거점은 데이터 관리를 집중화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 각각의
연구자에게 데이터 관리에 대한 재량권을 줄 수도 있다. 전자인
경우 데이터의 취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후자인 경우 각
연구자가 자신의 데이터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된다.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연구거점의 규모, 단일 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지 여러 조직에 걸쳐진 사업인지, 그리고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방법론과 분야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데이터 관리를 집중화할 경우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가 적절한 방법과 데이터 관리 경험을 공유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센터 자체도 데이터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데이터 관리에 대한 통일적인 운용방법을 확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와 관련된 정책을 일원화할 수 있다.
•데 이터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시간에 따라 추적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연구자가 이동할 때 유용하다.
•데이터를 한 곳에 집중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관련정보를 알기 쉬운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모든 연구자와
직원으로 하여금 연구데이터에 대한 의무, 책임, 연구자금
지원기관의 요구사항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한다.
동시에 연구자는 각자의 데이터를 관리할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데이터 관리를 연구자의 재량에 맡기는 경우, 각 전문분야의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줄 수가 있다. 또한
연구방법에 맞춘 데이터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데이터 관리의 틀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거점이 하는 활동으로
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지명된 개인에 대한 데이터 관리 책임의 할당
•동의 절차, 윤리 심사, 데이터관리계획 등 표준화된 서식의 준비
•데이터의 품질 관리, 데이터의 전송, 데이터 취급자의
비밀엄수 의무 등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
•파일의 공유와 저장에 관한 절차
•데이터의 저장과 이동에 관한 보안 정책
•데이터의 보존과 폐기 정책
•센터와 개별 연구자를 위해 데이터의 저작권과 소유권의
소재를 명문화한다.
•표준 데이터 포맷의 추천
•버전 관리와 파일 명칭에 대한 지침서 제공
•데이터의 관리와 공유에 관한 연구자금 지원기관의 정책이나
요구사항을 각 프로젝트나 센터 전체에 공지한다.
•구체적인 데이터 공유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각 기관의 리파지토리를 통한 공개, 데이터센터의 이용,
웹사이트를 통한 직접 공개 등의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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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리를 집중화하는 것은 특히 데이터의 포맷, 저장, 백업에
유용하다. 또한 데이터 공유 정책의 관리, 데이터의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의 확립, 역할과 책임의 분담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
데이터 관리 리소스 라이브러리
연구거점은 데이터의 관리와 공유와 관련하여 연구자와 직원이
이용하는 리소스를 한 곳에 모을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트라넷 사이트, 웹 사이트, 위키, 공유된 네트워크 드라이브,
가상연구환경 등에 집중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리소스 라이브러리는 관련 데이터 정책과 가이드라인이 되는
문서, 서식, 센터가 만든 도구나 견본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의 정책과 지침, 그런 리소스에의 링크를 포함할 수 있다.
리소스는 센터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특정 연구자나
프로젝트에 의해 이용된 사례에서 좋은 것을 선정하여 다른
곳에서 견본으로 이용할 수도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가치가 있다.
리소스 라이브러리는 기관 내부에서 생성된 문서와 외부기관의
문서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
기관 내에서 생성되는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연구데이터와 성과물의 저작권에 관한 방침
•기관의 IT 데이터 관리와 기존 백업 절차의 방침
•데이터의 공유 정책
•데이터의 보관과 폐기 정책
•파일 명칭에 대한 규칙
•버전의 관리 방침
•개별 프로젝트의 데이터 일람표
•데이터의 공유를 전제로 한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의
서식과 설명문서
•윤리 심사를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예
•데이터 익명화 지침
•인터뷰 기록에 관한 지침
외부 문서는 다음과 같다.
•연구자금 지원기관이 요구하는 데이터에 관한 정책
•전문가 단체가 정한 연구윤리 지침
•연구데이터에 관한 복무규정이나 직업상의 기준
•영국정보시스템합동위원회(JISC)가 정한 정보 공개와
연구데이터 : 질문과 답변(2010)39
•1998년 데이터보호법의 지침
•2004년 환경정보규칙에 대한 설명
•UK Data Archive의 데이터 관리와 공유에 관한 지침
•정부의 데이터 취급 절차40

데이터 인벤토리
연구센터는 데이터 인벤토리를 작성하여 센터 내의 다양한
연구자에 의해 생성 또는 취득된 모든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다.
인벤토리는 데이터의 내용, 데이터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어디서
취득했는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누가 열람, 이용, 편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누가 관리의 책임이 있는지를 기록할
수 있다.
동시에 인벤토리를 데이터 관리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연구시작
단계에서 데이터 관리에 대한 정책을 정하고 연구 수행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내용을 갱신함으로써 데이터 관리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가 있다. 인벤토리는 데이터의 저장과 백업 정책을 기록하고
버전 갱신에 대한 기록을 남기며 품질 관리의 절차를 기록할 수
있다. 데이터 관리는 일 년에 한 번씩 재검토하거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회의에서 연구내용의 상세 조사와 동시에 데이터
관리정책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인벤토리는 데이터의 공유를 촉진하는데 유익하다. 왜냐하면
인벤토리는 데이터의 소유권과 데이터 공유에 대한 허가를
기록하는 동시에 기본적인 메타데이터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인벤토리는 연구 성과를 감독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연구성과물의
기록과 조합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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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리와 공유 전략

제3섹터연구센터(TSRC, Third Sector Research Centre)는 ESRC의

ESRC의 센터와 프로그램은 각각의

연구자금 지원을 받는 센터로서 주로 버밍엄 대학(University of

연구데이터를 관리, 제공하는 계약상의 책임을

Birmingham)과 사우스앰프톤 대학(University of Southampton)에 의해

맡고 있다. 지역경제토지이용(Relu) 프로그램은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TSRC는 센터 매니저를 고용하여 기관의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서로 다른 분야에 걸친

활동 전체를 총괄한다. 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으로서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발족 당시에 프로그램

연구윤리 심사, 사전 동의, 데이터 재이용의 준비 등을 들 수 있다.

고유의 데이터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많은

센터에는 부센터장, 선정된 연구원, 센터 매니저로 구성되는 데이터

위원회를 담당하는 데이터지원서비스를 설립했다.

관리위원회가 있으며 센터의 연구 전체의 데이터관리계획을 고안하거나

Relu의 데이터 정책은 공적인 연구자금을 지원받은 연구에서 생성된

집행한다. 관리직원은 전사본을 관리하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연구데이터는 귀중하고 장기적으로 보존되어야 할 자원이며 Relu

정리함으로써 데이터 관리 활동을 지원한다.

프로그램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유익한 것이라는 견해에 기초하고
있다.
연구지원금의 수혜자는 연구 수행기간 동안 데이터를 관리하고 연구
종료 후에는 그 데이터를 검증된 데이터센터에서 아카이빙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진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에 데이터관리계획을
준비한다면 이 데이터지원서비스에서 적극적인 조언과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유익하다.
연구위원회는 연구결과로서 얻어지는 데이터의 장기 저장과 배포,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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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리 체크리스트
데이터의 수집, 가공, 확인, 인증, 검증에 표준화된 일관성이 있는 절차를 적용하고 있는가?
구조화된 데이터는 사용하는 변수 명칭, 코드, 축약의 관점에서 일목요연한가?
데이터가 의미하는 내용, 어떻게 데이터가 수집되었는지, 데이터 생성에 사용된 방법에 대해 어떤 해설문서와 배경문서를 가지고
있는가?
데이터, 기록, 파일을 어떻게 분류하고 체계화하는가?
표준 템플릿과 입력양식 등 데이터의 목록을 작성하고 전사, 체계화하는지에 대해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데이터 포맷을 사용하는가? 포맷과 소프트웨어는 특허나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나 개방형 표준기반의
소프트웨어처럼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데이터의 포맷을 변환할 때에 데이터나 내부 메타데이터에 손실이나 변경이 없는지 확인하는가?
디지털 데이터와 비디지털 데이터, 그리고 복사본은 안전하고 확실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가?
개인정보나 기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필요가 있는가?
데이터를 휴대용 장치로 수집할 경우, 어떻게 데이터를 전송하고 보관하는가?
데이터가 여러 장소에 보관된 경우 어떻게 버전 추적을 하는가?
정기적으로 적절하게 파일이 백업되고 있는가? 백업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가?
데이터 파일의 마스터 버전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가?
데이터는 기밀 또는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포함하고 있는 경우, 데이터 공유에 대해 데이터를 제공해 준 응답자와
논의했는가?
데이터를 현재의 연구를 넘어서서 공유하는 것에 대해 (서면에 의한) 동의를 응답자에게서 받았는가?
연구 중에 또는 데이터의 공유 준비 단계에서 식별정보나 개인데이터를 제거하는 등의 데이터 익명화가 필요한가?
데이터의 저작권을 누가 소유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가? 공동소유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가?
연구 중에 또는 연구 후에 어떤 데이터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접근 제한이 필요한가?
데이터 관리의 어떤 부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데이터 관리에 인원, 시간, 하드웨어 등 특별한 자원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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