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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과학기술분야 연구기 의 연구기록물은 연구개발사업 생애주기 반에 걸친 

설명책임을 이행하기 한 핵심기록이다. 따라서 연구기록물은 체계 으로 리

되고, 보존되어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는 연구기록물 리 방안으로 

DMP의 용 효용성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생산 이 단계에서의 연구기록물 

리의 필요성과 연구개발사업과 연구기록물간의 계정보 리의 요성을 

발견하 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 에서 연구기록물 리에 활용

할 수 있도록 DMP를 용하여 ‘연구기록물 리계획(RRMP)’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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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records are essential records to explain the accountability of research 
throughout the life cycle of a research project. Thus, they need to be properly 
managed, preserved, and shared.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iveness and 
ability of applying DMP to research records management. This study also 
suggested the RRMP (Research Records Management Plan) for the research 
records management and preservation in scientific research institutes. RRMP 
is considered as up-front planning for the research records management 
and preservation before any records are c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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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

과학기술분야 연구기 의 연구기록물은 연

구개발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  수한 정형 

는 비정형의 기록으로서, 연구개발과정과 결

과에 한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이행할 

수 있도록 리되고 보존되어야 하는 핵심기록

이다(구찬미, 김순희, 2017).

행 공공기록물법이 앙행정기  심으

로 설계되어 과학기술분야 연구기 을 포함한 

정부산하 공공기   학 등의 기록 리 환경

과 맞지 않은 부분이 많다(국가기록 리 신 

TF, 2017, p. 4). 그리고 과학기술분야 연구기

의 연구기록물 리 차에 한 구체 인 가이

드가 없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국

가기록 리 신 TF는 기타 공공기 의 특성을 

반 한 공공기록물법의 정비가 필요하고 연구기

, 학 등의 사업․연구 등 기  고유기능과 

련된 기록물로 기록 리 범 의 확 를 제안

한 바 있다(국가기록 리 신 TF, 2017, p. 79).

과학기술분야 연구기 의 기 별 특성에 따

라 기록물을 자율 으로 책임있게 리하기 

해서는 생산 이 단계에서의 통제와 리가 반

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연구기록물은 연구개발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연구개발 

사업에 한 기록집합체로 리되어야 한다. 

이를 하여 연구기록물과 연구개발사업은 출

처와 맥락정보가 함께 리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록 리 제도의 한계를 보

완하고 생산 이 단계에서부터 연구기록물의 

리가 가능한 방안은 모색하고자 하 다. 최근 

과학기술선진국에서 데이터 리와 공유를 해 

제도화한 데이터 리계획(Data Management 

Plan, 이하 DMP)은 “연구개발사업 주기 반

에 걸쳐 연구데이터를 어떻게 리할 것인가

에 한 종합 인 계획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그리고 연구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데이

터를 어떻게 리할 것인지에 한 개략 인 

내용을 서술한 공식 문서이다(University of 

Virginia Library).” 미국 과학재단(U.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이하 NSF)은 2010년부터 

모든 연구제안서에 DMP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U.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2010. 5). 

재 국내 일부 연구기 에서도 DMP를 도

입한 바 있으며 학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서 본격 인 DMP 도입에 한 논의를 시작하

는 단계이다. 이 시 에 기록 리 에서 과

학기술분야 연구기 의 연구기록물 리에 

한 DMP의 용가능성과 효용성을 분석해 보

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

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기록물의 생산 이

단계에서 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DMP

의 개념을 용하고, 선행연구(구찬미, 김순희, 

2017)에서 도출된 연구기록물의 가치와 특성을 

최 한 반 할 수 있도록 ‘연구기록물 리계획

(Research Records Management Plan, 이하 

RRMP)1) 모델’을 제안하 다.

 1)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DMP와 차별화하고 기록 리 에서 문서화된 연구기록물과 연구데이터뿐만 아니라 

연구물질을 포함한 연구기록물에 한 리 계획임을 의미하기 하여 ‘연구기록물 리계획(Research Records 

Management Plan)’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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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상과 방법

이 연구의 상은 공공기록물법의 용

상인 과학기술분야 연구기 의 연구기록물이

다. 과학기술분야 연구기 에서 생산하거나 

리하는 기록물은 종류와 유형이 다양하지만 

그 에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

하거나 획득한 연구기록물로 범 를 한정하

다.

이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연구기록물 

리와 DMP의 도입배경, 도입 황에 한 선행연

구를 수행하고, NSF 홈페이지와 DMPOnline 

사이트에서 DMP의 작성항목을 조사하 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DMP가 과학기술분야 연

구에서 산출된 출 물, 데이터세트, 소 트웨

어, 특허, 작권을 상으로 한다는 면에서 다

양한 유형을 포함하고 있는 연구기록물2)에 

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단하 다.

다음으로 행 국내 기록 리 제도를 과학기

술분야 연구기 의 연구기록물 리에 용하

는데 한 한계 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연구

기록물의 생산 이 단계의 통제가 필요하고, 

연구기록물 가치와 특성을 반 한 리가 필요

하다는 을 발견하 다. 한 선행연구 결과 

DMP가 연구개발 착수 인 제안서 단계에서 

작성되는 리계획이므로 연구기록물의 생산 

이 단계에서의 통제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을 발견하 다.

그리고 실제로 연구기록물 리에 용하기 

한 모델을 개발하기 하여 DMP의 작성항목

을 살펴보고 연구기록물 리에 한 용가능

성과 함께 효용성을 분석하 다. 그 결과 DMP

는 연구기록물의 생산 이 단계의 통제 도구로

서뿐만 아니라 출처주의 용  메타데이터 확

보 측면에서 연구기록물의 리에 효용성이 있

음을 확인하 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기록물의 체계 인 리

를 한 DMP의 용방안을 제시하고, 연구기

록물의 증빙 , 정보 , 자산  가치와 연구개

발사업과 연구기록물의 연계  연구기록물의 

생산과 활용의 연속성이라는 연구기록물의 특

성(구찬미, 김순희, 2017)을 반 한 연구기록물 

리용 상세항목을 도출하여 ‘RRMP 모델’을 

제안하 다.

1.3 선행연구

연구기록물에 한 연구가 활발한 편은 아니

지만, 지속 으로 심을 가지고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박재학(2005), 서 식(2006), 정세 (2007), 

김상 (2008)은 화학분야 연구기 , 항공우주

분야 연구기 , 종합과학연구기 , 생명공학분

야 연구기 의 연구기록물의 유형, 리  시

스템 구축을 심으로 황 조사를 통한 개선방

안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러한 연구는 

2000년 기록물법 시행으로 과학기술분야 연구

기 에서도 기록물 리를 한 조직이 신설되

 2) 연구기록물은 연구개발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수한 정형 는 비정형의 기록으로서, 연구개발과정과 

결과에 한 설명책임(accouontbility)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지 리되고 보존되는 기록물이다. 연구기록물에는 

문서화된 기록물과 컴퓨터에 의해 생산되고 분석된 연구데이터, 연구결과를 증빙하고 재 하기 한 물리  증

거로서 실물(實物)인 연구물질을 포함한다(구찬미, 김순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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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록 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연구기 의 

기 기록물 리 기반 마련에 한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기 별로 존재하는 다양

한 연구기록물의 황조사는 연구기록물 연구

를 한 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미 (2014)은 연구기록의 보존 상 선별

기 에 한 국외 사례를 정리하여 소개하 고, 

연구기록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기록과는 다

른 기 이 용되어야 을 강조하 다.  이

미 (2018)은 연구기 의 보존기간기 표 설

계에서 연구기 의 고유기능이자 핵심기능인 

연구분야는 제외하고 공통 연구지원기능에 

한 사례를 제시하는데 그쳤는데, 연구분야를 

제외한 이유를 연구기록이 연구사업단 로 생

산되지만 연구기록의 범 , 리기 에 한 

논의가 미진한 을 들고 있다.

김로사, 장우권(2016)은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 에서 생산하는 연구 리기록물

의 리 필요성을 제기하 다. 각 기 의 규정

을 분석하여 표 화된 기록 리 로세스로서 

연구 리기록물 리 매뉴얼을 제안하고자 하

다.

구찬미, 김순희(2017)는 연구기록물이 일반 

행정기록물과는 다른 특성과 가치를 가진다는 

에 주목하여 연구기록물의 개념을 정립하

다. 그리고 연구기록물 리 방안 마련을 해 

선행되어야 할 기록 리 에서 연구기록물

의 본질  가치와 특성을 분석하 다.

DMP에 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지 (2014)의 미국 108개 최고연구 심 학

의 연구데이터 리서비스(Research Data Man- 

agement Services)에 한 조사에 의하면 31

개(29%) 학도서 에서 학내 연구자의 연구

데이터 리를 지원하기 하여 DMP작성과 연

구데이터 리서비스를 운 하고 있다. 이 연구

는 미국의 학도서 의 사례를 소개한 것으로 

학내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를 요기록물

로 인식하고 체계 인 리를 한 DMP 작성

을 지원하고 있다는 을 알 수 있다. 

심원식(2015)은 국가 차원의 연구데이터 

리  공유를 한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DMP

정책을 시행하여 모든 연구개발계획서에 DMP

를 제출하도록 하고 장기 으로는 DMP정책의 

수여부를 평가할 것을 제안하 다. 그리고 미

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

학기술연구회 주도 하에 각 출연연구소, 국공립 

연구소가 연구데이터 리  공유 련 자체 정

책과 로세스를 구축하여 연구데이터 리 체

계 구축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 다. 

김선태(2017)는 연구데이터 리를 한 DMP

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 으며, 한국과학기술정

보연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DMP 도입에 

해 논의 이라고 하 다.

2. DMP 도입현황

2.1 해외 황

NSF는 2003년 다음세 에 과학과 공학 연

구와 교육을 제공할 디지털 명의 생산물을 통

합하고 확 하기 한 책임이 있으며, 미래에 

생산될 것으로 기 되거나 재 생산되고 있는 

방 한 디지털 과학데이터의 수집, 장, 아카

이빙, 공유를 한 ‘cyberinfrastructure’의 필요

성을 주장하 다(Atkins Daniel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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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0년 NSF는 과학기술 원회(National 

Science Board) 회의에서 모든 연구제안서에 

DMP를 제출하도록 요구하 다(U.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2010. 5).

2013년 2월 백악 은 주요 연방 연구기  

리기 에 한 행정명령(H.R.708, 2013-2014)

에서 연방정부가 기 을 지원하고 있는 기 연

구  응용연구의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과학

자, 의사, 교육자, 시민에게 공유하여 연구결과

를 재활용을 하고, 연구의 효과와 활용을 극

화할 목 으로 연방연구기 이 지원된 연구결

과에 한 의 근과 연구데이터의 공유 

 보유일정에 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

다.

미국연방정부과학기술정보기 인 Commerce, 

Energy, NASA,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Defense, Interior[이하 CENDI](2017)에서 제

공하는 DMP와 데이터공유정책의 도입 황에 

따르면 미국 에 지성(Department of Energy) 

등 부분의 미국 정부부처나 기 이 2014년부

터 착수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DMP를 차

으로 시행하 다. 이와 같이 미국 연방 연구기

을 지원하는 정부부처나 연구기 은 DMP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의 연구기  지원기 은 상 기구로 

Research Councils UK, RCUK)가 있고 산하

에 7개의 분야별 연구비 지원기 이 있다. 이들 

개별 연구비지원기 은 기 별로 연구데이터 

리  공유에 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디지털큐 이션센터(Digital Curation Centre, 

DCC)에서 연구데이터의 리  보존에 한 

다양한 온라인 가이드라인과 데이터 리계획 

작성 온라인 도구인 ‘DMPOnli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심원식, 2015). DMPOnline에

서는 <그림 1>과 같이 NSF의 DMP 뿐만 아니

라 다양한 분야의 DMP 작성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도 2014년 2월부터 연구 원회(Australian 

Research Council, ARC)가 기   응용연구 

 연구 훈련을 지원하는 국가경쟁력연구기

<그림 1>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DMP 작성항목( 시)

출처: DMP Online <https://dmponline.dcc.ac.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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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National Competitive Grants Program, 

NCGP)에서 연구기 을 지원하는 사업을 상

으로 데이터 리계획 제도를 시행하 고 연구개

발사업 기에 연구개발사업 생애주기 반에 

걸친 데이터 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

다(Australian Resarch Council, 2018).

이와 같이 과학기술선진국들은 정부에서 연

구기 을 지원한 연구개발사업에서 생산된 연

구데이터에 하여 DMP 제출을 의무화하거나 

이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DMP의 작

성은 보편화되고 있다.

2.2 국내 황

국내의 DMP도입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극지

연구소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국내 일부 연

구기 만 도입하 고, 학계와 한국과학기술정

보연구원 등에서 DMP의 도입을 해 논의하

는 단계이다.

한국극지연구소(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는 2011년 데이터 정책을 수립하여 연구자들이 

연구제안서에 DMP를 포함하도록 하 다. DMP

제도를 시행한 후 데이터 등록건수가 증하

으나 데이터정책이 극지연구소의 내규에 의해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Jin, D. & 

Lee, M. C., 20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보존가치가 큰 연구

데이터의 손실과 훼손 가능성이 높고 보 여부

와 보 치에 한 확인이 어려워 복 조사나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 다. 2016

년부터 DMP를 주요사업 연구계획서 양식에 

포함시켜 제출하도록 하여 DMP를 제도에 반

하기 시작하 다(한종규, 2017).

과학기술분야 연구 심 학인 주과학기술

원, 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

학기술원이 운 하는 BIC STAR Library에서는 

연구데이터 리의 요성과 함께 DMP를 간략

히 소개하고 있다(BIC STAR Library, 2017).

학계에서도 DMP 도입에 한 심이 증가

하고 있지만,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 에서 구체 인 용

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단계까지 이

르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기 에

서 DMP를 도입한 사례가 있으며, 국가 차원에

서의 DMP 도입을 제도화하기 한 논의가 진

행 에 있다.

 3. 연구기록물관리에 DMP 적용 

효용성

DMP는 연구개발과정에서 생산되거나 리

되는 산출물을 상으로 하고, DMP의 목 이 

데이터를 포함한 산출물의 리와 보존  공

유를 하여 연구개발 기획단계에서 데이터 

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있다. 연구기록물도 체계

인 리를 하여 생산 이 단계에서의 리

와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연구기록

물의 가치와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리 계획

이 필요하다.

이러한 을 수용할 수 있는 연구기록물 리

계획 모델을 도출하기 하여 먼  과학기술분

야 연구기 이  기록 리제도에서 연구기록

물을 리하는데 어떤 한계 이 있는지와 DMP

를 연구기록물 리에 용하 을 때 어떤 효용

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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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행 기록 리 제도의 연구기록물 리에 

용 한계

행 기록 리 제도를 연구기록물의 리에 

용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기록 으로 이 이다. 기록물을 기록

으로 이 하도록 하는 것은 비정형의 연구기록

물에 용하는 것은 실 으로 어렵다. 물리  

이 을 제로 한 처리과－기록 의 이 보다

는 논리 인 이 의 의미를 가지는 새로운 개념

이 필요하다(주 미, 임진희, 2017). 국가기록

리 신 TF, 2017, p. 61)도 “체계 인 수집에

서 체계 인 통제로”를 변화를 제안한 바 있다.

둘째, 출처  계정보 리이다. 연구기록

물은 생산의 근거이자 출처인 사업에 한 정보

와 함께 리되어야만 연구기록물의 맥락 이해

와 활용에 더 효율 이다. 이러한 출처와 계

정보는 연구기록물의 생산 이 시 부터 리

되고 통제되어야만 실효성 있는 연구기록물 

리가 가능하다.

셋째, 기록물분류체계 용이다. 연구기록물

의 리와 활용을 해서는 기록물분류기 표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표 분류표 등 다양한 분

류체계의 용이 필요하다. 자기록환경에서는 

다변화 분류법이 실  가능하고, 2개 이상의 분

류체계를 탑재하는 경우가 있다(김익한, 2002). 

연구기록물은 기록물 리뿐만 아니라 연구기록

물의 활용이나 기술보호를 한 다양한 기술분

류체계를 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존기간 책정의 문제이다. 연구기록물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이 용받는 법률뿐만 아니라 

약이나 계약에 의해 보존기간이 향을 받기 때

문에 이러한 부분을 유연하게 반 할 필요가 있다.

3.2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DMP 작성항목

연구기록물 리에 DMP 용 가능성과 효

용성을 확인하기 하여 NSF의 ‘연구제안서와 

기 정책  차 가이드(Proposal & Award 

Policies & Procedures Guide (PAPPG), 2017.1)’

와 ‘데이터 리  공유에 한 FAQ(Data 

management & sharing FAQ, 2010.11)’를 

바탕으로 DMP 작성항목을 살펴보고 다음의 

요소별로 정리하 다.

3.2.1 DMP 수립 상

DMP 작성 상이 되는 ‘데이터’의 범 를 동

료평가자와 연구 로그램 리의 과정을 통해 

심커뮤니티에 의해 자율 으로 결정하고, 데

이터, 출 물, 샘 , 물리  수집물, 소 트웨어 

 모델을 포함하지만 이것에 한정하지는 않았

다. 데이터나 샘 을 생산하지 않을 것으로 

단되는 연구 로젝트의 경우에도 이를 명시하

도록 하 다.

3.2.2 데이터의 보존 치 

DMP에는 데이터의 보존 치를 작성하도록 

하 다.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연구데이터를 장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며 연구제안서 평

가와 연구 로그램 리 과정에서 데이터의 

리와 근의 효율성에 해 해당 연구분야에 

심있는 커뮤니티의 의견을 반 하여 데이터의 

보존장소가 합한지를 결정하도록 하 다. 그

리고 샘 과 물리  수집물 등의 보존과 근에 

해서도 개인 , 기 차원 는 다른 리포지토

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샘 의 유형과 수

집물 등에 하여 DMP에 기술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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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데이터의 리 비용

DMP에는 연구제안서의 산과 산증빙 항

목에 구체 인 데이터 리 실행비용을 포함하

도록 하 다. 그리고 연구업무 수행과정에서 생

산되거나 수집된 요 데이터, 샘 , 물리  수

집물과 다른 연구과정과 결과를 뒷받침할 만한 

물질들은 원가상승비용보다 많지 않은 비용으

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 다. 

3.2.4 연구기 의 데이터 리정책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기 에 연구데이터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해서는 연구기 은 기  

자체 으로 연구데이터 리와 보존에 한 정

책을 수립하고 DMP에 명시하도록 하 다.

3.2.5 메타데이터와 이력 리

데이터의 리와 근에 해 검증할 수 있는 

규약  야외실험 연구노트 등을 문서화하고, 

이러한 연구기록물에 한 메타데이터를 작성

하도록 하 다. 그 이유는 모든 연구자들이 자

신의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방어하기 해서는 

연구기록물뿐만 아니라 연구기록물에 한 메

타데이터가 필수 이며, 메타데이터를 통해 데

이터의 리와 보존에 한 사항은 물론이고 데

이터를 어떻게 수집했는가에 한 기록을 완

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2.6 보존기간  공개시기

DMP에 연구데이터의 보존기간과 공개시기

를 작성하도록 하 다. 연구개발 실 을 학술지 

등에 출  에 연구데이터의 공개와 제공을 강

제하는 것은 아니며, 연구데이터의 보존기간과 

공개시기도 동료평가자와 연구 로그램 리의 

과정을 통해 심커뮤니티에 의해 결정될 수 있

다고 하 다. 그리고 한 기간이 지난 후에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다른 연구자가 이용 가능

하도록 그 시 을 미리 DMP에 공유 계획을 반

하도록 하 다. 

3.2.7 민감정보

DMP는 데이터의 리를 강화하고 공유를 

활성화하는데 목 이 있으나, 민감정보에 해

서는 련 법률이나 표 을 따르고 해당 법률

이나 표 을 명시하도록 하 다. 민감데이터의 

연구용 사용은 한 정과 비 유지조항을 

포함한 구속력 있는 계약을 통해 허가되는데, 

이런 경우 개인이나 험에 빠진 종에 한 정

보 등 민감정보에 해서는 응답자의 비 유지

나 개인 라이버시 보호에 한 한 표

에 따라 유지되고 배포되도록 하 다.

3.2.8 지식 재산권

연구업무 수행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수집한 

요 데이터, 샘 , 물리  수집물과 다른 뒷받

침될 만한 물질들을 정한 시간 내에 다른 연

구자와 공유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그러나 지식재산권과 잠재  상업  가치의 보

호가 필요하며, DMP에 제안된 상업  교섭에 

해 기술하도록 하 다. 

3.2.9 국가간․학제간 연구에 한 지침

국가간 연구는 규모 국제 연구컨소시엄이

나 미국정부와 상 국에 의해 서명한 공식 인 

과학기술 정에서 제시하는 데이터 규약에 의

해 향을 받기 때문에 력을 계획할 때 상

국의 연구기 과 연구데이터의 리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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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등에 하여 논의하도록 하 다. 그리

고 연구제안서가 학제 간 연구이고 여러 지침

과 련되어 지침이 하지 않으면 연구제

안서의 데이터 리계획에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 다.

3.3 과학기술분야 연구기 의 연구기록물 

리를 한 DMP 효용성

3.3.1 생산통제와 생산 황 악의 효용성

과학기술분야 연구기록물은 유형이 다양하

기 때문에 문서화된 연구기록물 외에 연구데이

터나 연구물질과 같이 기존 기록 리 체계의 생

산 황을 악하는 차를 용하기 어려운 경

우가 많다. 

정부출연연구기 의 연구기록물은 수집 비

이 낮은데 종료단계의 연구기록물보다 나머지 

단계의 연구기록물의 수집비율이 특히 낮다(김

수진, 정은경, 2012). 따라서 연구기록물의 생산

과 수집 강화를 하여 기록물의 생산 이 단계

인 ‘개념화 단계(conception stage)(ICA/CER, 

Feb, 1997, p. 31)’에서의 연구기록물의 생산통

제와 생산 황을 효율 으로 악하기 한 도

구가 필요하다. DMP를 용하여 연구개발사

업의 계획단계에서 연구기록물 리 계획을 수

립한다면 연구기록물의 생산 황을 리하는

데 더욱 효율 이다.

3.3.2 출처주의 용 가능

과학기술분야에서 연구개발사업은 연구기록

물이 생산되는 근거이자 출처이며 연구기록물

의 맥락을 이해하기 한 요한 정보원이 된다. 

디지털환경에서는 보다 다양한 ‘ 계’를 출처에 

포함하는 것이 메타데이터나 기술 련 국제표

의 경향이며, 기록생산과 리뿐 아니라 이용

까지 포함하여 기록의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

한 계를 확인하고 기술할 필요가 있다(설문

원, 2017).

연구기록물 리에 DMP를 용하여 연구

개발사업과 계정보를 리할 수 있도록 연구

기록물 리 계획을 설계한다면 연구기록물과 

연구개발사업의 계, 해당 사업에서 생산된 

연구기록물간의 계를 리할 수 있다.

3.3.3 연구기록물의 메타데이터 확보

기록 리 메타데이터 표 에서는 23개의 기

록 리 메타데이터요소로 제시하고 있으나, 별

도로 웹기록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특수

유형 기록물을 한 메타데이터를 정의하고 있

다(국가기록원, 2012b). 

DMP를 용하면 생산 이 단계에서부터 연

구기 지원기 별이나 연구수행기 별, 연구주

제 분야별로 필요에 따라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연구기록물의 체계 인 리, 

보존, 공유에 필요한 메터데이터와, 기술보호나 

민감정보 보호 등 연구기록물의 자산  가치 보

호에 한 메터데이터 등도 리 상 메터데이

터로 확장하여 리할 수 있다. 이러한 메터데

이터의 확보는  기록 리 제도에서 기록 리

의 상으로 포함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는 연구

물질의 리에 용할 수 있다.

4. DMP를 적용한 연구기록물 관리

새로운 로젝트의 시작은 로젝트 계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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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단계이며, 이 계획단계는 연구기록물에 

한 메타데이터 계획을 포함한 연구개발 로젝

트 기록과 데이터(project records and data)

의 보존 략으로 끝마쳐야 한다(ICA, 2010). 

즉,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연구기록물

의 메타데이터 계획과 보존 략을 포함한 연구

기록물 리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ICA(2010)의 연구개발 로세스와 아카이  

흐름에서는 <그림 2>와 같이 ① 계획(planning), 

② 데이터수집(collection of raw data), ③ 분

석(analysis), ④ 평가/감사(evaluation/audit) 

⑤ 결과보고(reporting of results), ⑥ 재정보

고(financial reporting), ⑦ 새로운 연구 인식

(inception for new research), ⑧ 과학  질문

(scientific question)이라는 8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계획 단계에서 아카이빙이 시작되

어 체 연구개발 로세스에서 연속 으로 아

카이빙된다고 하 다(ICA, 2010). 

  <그림 2> ICA에서 제시한 연구개발 

로세스와 아카이  
*출처: ICA(2010).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scientific records and data. p. 16

앞에서 살펴본 DMP의 운 사례와 DMP 작

성항목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데이터 리 계획 수립이라는 운 개

념을 기본틀로 하되 기록 리 에서 연구기

록물의 특성과 가치를 반 하고 리와 보존 

 공유와 활용에 필요한 요소들을 용하여 

연구기록물 리 계획 모델을 설계하 다.

4.1 RRMP 개념

이 연구에서 연구기록물 리에 DMP를 

용하여 설계한 RRMP의 개념과 목 은 다음

과 같다. 

“RRMP는 연구개발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

정에 한 연구진실성과 업무활동에 한 설명

의 책임을 이행하기 하여 연구기록물의 생산 

이 단계에서 해당 연구개발사업에서 생산되고 

획득되는 문서화된 연구기록물뿐만 아니라 연

구데이터, 연구물질을 포함하는 연구기록물의 

보존  리 계획이다. RRMP는 연구기록물

을 가, 어디에서, 어떻게 리하고 공유할 것

인가에 한 연구기록물 리에 한 정책과 계

획을 기술한 문서이며, 연구기록물이 연구개발

업무의 과정에서 결과까지 설명책임을 다하고, 

연구기록물의 증빙 , 정보 , 자산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RRMP의 목 은 연구기록물이 생산되기 이

에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선제 으

로 연구기록물의 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

로써 연구기록물의 훼손이나 망실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기록물의 특성에 맞게 연

구기록물을 체계 이고 효율 으로 리하기 

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문서화된 연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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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물 뿐만 아니라 연구데이터나 연구물질 등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리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미리 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기

록물의 출처인 연구개발사업과의 연계를 견고

하게 함으로써 연구기록물의 맥락을 이해하고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다. 

4.2 연구기록물 리에 DMP 용 방안

연구기록물의 리에 DMP를 용한 RRMP

를 실행하기 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RRMP 

수립단계’, ‘작성단 와 작성책임자’, ‘연구분야

별 RRMP’로 도출하 다.

4.2.1 RRMP 수립단계

연구기록물의 체계 이고 효율 인 리를 

하여 연구기록물에 한 보존과 리에 한 

계획을 연구개발사업의 계획시 에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연구개발사업의 계

획단계는 연구기록물의 ‘생산 이 단계’에 해당

하며 자기록의 생산환경을 개념화하는 단계

인 ‘생산 이 단계’가 연구기록물 리 계획을 

수립하기에 가장 합한 시 이다.

논리 ․개념  구성체로서의 기록은 생산

되기 이  시 부터 기록의 폐기나 이  시 까

지 시공간이 통합된 복합 인 실 속에 존재하

고 생산 이 단계에서 기록물의 리를 한 

산시스템 구축, 진본성, 무결성을 지닌 기록

리가 시작되고, 조직 업무분석, 분류체계 확립, 

가치평가를 통한 처리일정의 확립 등이 이루어

진다(박지태, 2011). 특히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하면 새로운 통제를 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스템의 설계단계에서 기

록 리 요건을 반 하는 것이 필요하다(조은희, 

임진희, 2009). 

2009년 미국에서 ‘연구데이터 활용과 진실성 

보장 원회’와 ‘과학, 공학과 공공정책 원회’

는 공동으로 연구데이터의 무결성(integrity), 

근성(accessibility), 스튜어드쉽(stewardship)에 

한 연구결과를 발표하 는데, 권고사항의 하

나로 연구자들이 각각의 연구개발사업의 기

에 연구데이터 리를 한 한 조항이 포함

된 DMP를 수립하도록 하 다(U.S. Committee 

on Ensuring the Utility and Integrity of 

Research Data in a Digital Age, 2009). 연구

기록물의 무결성, 근성, 보존과 리를 한 

책무는 기록 리에서 매우 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개발사업의 기에 리 계획을 수

립하도록 하는 권고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장기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연구기록물의 황을 악하면 

훼손되거나 망실될 확률이 높고, 연구기록물의 

생산주체인 연구참여자 는 연구책임자의 변경

으로 연구기록물의 선별이나 연구기록물의 가치

평가에 한 기 이 달라질 수 있다. 연구기록물

을 기록으로서 리하기 해서는 기록 리 요

건이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체 과정에서 

생산 시스템에 반 되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기 에서는 DMP를 

용하여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연구기

록물 리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단계별로 지속

으로 최신화하여 그 실효성 강화하여야 한다. 

4.2.2 작성단 와 작성책임자

연구기록물 리 계획의 작성단 는 연구개

발사업이 되고, 연구개발사업책임자는 작성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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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가 되어야 한다. 

ICA(2010)에서 연구기록물은 연구 로젝

트에서 생산되고, 로젝트별 기록물에 한 

보존 략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 다. NSF의 

DMP에서도 작성 상을 해당 로젝트에서 생

산되는 연구기록물을 상으로 하고 로젝트

명을 명시하도록 하 다.

｢기록 리기 표 작성  리 차｣에서는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단 과제(6 벨)는 ‘기능’

에 따라 책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2012년 8월 

9일 발표된 규모 투자사업에 한 정책실명

제 강화방안에 따라 2013년부터 ‘ 규모 투자

사업’은 ‘사업’ 단 로 단 과제를 책정하여 기

록물을 통합 리하여야 한다고 하 다(국가기

록원, 2012a). 

연구기록물의 생산 맥락을 이해하고 하나의 

연구개발사업에서 생산된 연구기록물은 그 유

형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패키지로 통합 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연구기록물의 생산과 리에 

요한 향을 미치는 외부 규제환경인 법률, 

규정, 연구기 의 내규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사업 수행  연구기록물에 한 이해당사자

(stakeholder)의 요구는 연구개발사업 단 의 

계약이나 약으로 체결된다. 연구개발결과의 

귀속이나 활용,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기술료 

징수․사용, 연구윤리 확보  연구부정행  방

지 등에 한 내용은 약의 요한 내용이다. 

이러한 연구개발사업단 로 체결되는 계약이나 

약내용을 간과한다면 연구기록물의 자산  

가치를 훼손하고 증빙  가치를 침해하는 원인

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연구기록물에 한 

리 계획은 연구개발사업 단 로 수립하고, 연구

개발사업의 규제환경을 반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연구기록물 리 계획의 작성책임

자는 연구개발사업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기록

의 생애주기 과정에서 생산된 연구기록물을 

리하기 해서는 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사업책임자를 리해야 한다. 이는 기록의 맥

락을 이해하기 한 요한 출처정보가 될 수 

있다. 정부출연연구기 의 연구기록물 리에 

한 연구에서도 연구기록물의 효율 인 리

를 해 연구 로젝트 단 로 제출담당자를 지

정하여 리할 필요성을 제기하 다(김수진, 정

은경, 2012). 이러한 연구기록물의 생산, 리, 

활용 과정의 계정보를 리 계획에 반 하

기 해서는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가 리 계

획의 작성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

개발사업책임자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간

에 변경된다면 연구기록물 리 계획의 작성책

임자도 변경하고 그 이력을 리하여야 한다. 

4.2.3 연구분야별 RRMP

연구주제 분야별로 생산되는 연구기록물의 

유형이나, 활용을 한 유용성, 보존이 필요한 

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별 특

성이 연구기록물 리 계획에 반 되어야 한다. 

ICA(2010)에서는 연구기록물의 정의가 국가

별로 기 별, 분야별로 다를 수 있으며 연구기

록물의 리와 공개에 한 원칙도 다를 수 있

다고 하 다. NSF의 DMP에서도 작성 상과 

리, 보존, 공개에 한 결정에 있어서 연구주

제 분야별 커뮤니티의 자율  결정을 반 하도

록 하 다. 학 연구자들을 상으로 한 데이

터 리와 공유에 한 연구자들의 인식조사에

서도 분야별 데이터의 유용성 기간이 4년에서 

30년까지 다양하 다(김지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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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연구분야별로 요 연구기록물의 

유형과 유용성  보존기간에 한 연구자의 

인식이 다르다. 최근 연구개발 추세는 정부출

연연구소, 학, 기업 등 다양한 연구개발 주체

들의 력을 통한 이질 인 학문 분야간 융합

연구이다. 하나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더라

도 각기 다른 연구분야별로 생산되는 연구기록

물의 유형은 다를 수 있다. 각기 다른 실험이나 

계측 어 리 이션을 사용하는 연구데이터나, 

분야별로 문 보 기 이 필요한 연구물질 등

에 하여 연구분야별 문가 공동체의 의견을 

반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록 리 표 이 품질보증과 효율성 증 , 비용

감소 등에 기여하지만 하나의 표 이 모든 경우에 

용되기는 어렵다(Hofman, Hans, 2006). NSF

는 공통된 원칙은 제시하지만 DMP 작성가이드

에서 학문분야별로 데이터 리  공유에 한 

다른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자 하 으며 연구주제 분야별 템 릿을 제시하고 

있다. NSF의 생물학 분야 DMP 가이드에서는 각

각의 다른 연구커뮤니티는 그들만의 데이터 리

규칙과 표 을 가지고 있으며 데이터 리규칙도 

변화하고 데이터 유형에 따라 유용성에 한 라이

사이클은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 커뮤니티가 필

요한 표 개발을 가이드하고 공유와 아카이빙에 

한 요구사항을 정립하고 데이터 리에 하여 

해당 연구분야에서 제안된 우수사례와 표 을 반

하여야 한다고 하 다(U.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2015.10.1).

이와 같이 연구분야별로 생산되는 기록물의 유

형과 후속 연구 등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기록물

의 유형이나 요도, 활용방법이 다를 수 있다. 연

구주제 분야별 학회나 회 등의 동료 연구자 공

동체를 통하여 해당 공동체에서 요하게 인식하

는 연구기록물의 유형이나 활용성, 보존기간, 보

치나 방법에 한 의견을 연구기록물 리에 

반 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구기록물 리 계획 

수립시에 연구주제 분야별 공동체의 기 를 반

하여 기록 리 에서 수해야 할 원칙을 포

함한다면 련 연구주제 분야의 공동체가 연구기

록물을 더욱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다. 

4.3 연구기록물 리계획(RRMP) 모델 

4.3.1 RRMP 구성

RRMP는 연구기록물의 특성을 반 하고, DMP

의 용 효용성을 높이기 해서 ‘계획서정보’, 

‘연구개발사업정보’, ‘연구기록물정보’의 세 

역으로 구성하 다. 이 세 역은 상호 계정

보를 가지고 연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큰 

틀에서 연구기록물 리 계획의 작성책임과 이

력을 리하고, 연구개발사업과 연구기록물이 

연계되어 리되도록 함과 동시에 각 역별로 

연구기록물 리에 필요한 요소를 메타데이터

로 정의하기 한 목 이다.

‘계획서 정보’, ‘연구개발사업 정보’, ‘연구기

록물 정보’ 역별 작성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서 정보’는 연구기록물을 연구개

발사업 단 의 패키지로 리할 수 있도록 연

구개발사업명을 명시하여 작성한다. 그리고 연

구개발사업의 수행단계별로 연구기록물 리 

계획이 갱신되었을 때 계획서를 버 별로 리

하고, 작성책임자가 이력을 리한다.

둘째, ‘연구개발사업 정보’는 연구기록물의 출

처정보와 연구기록물의 리와 보존에 향을 

미치는 외부환경을 긴 하게 연결하는 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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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역은 ① 연구기록물의 생산과 획득에 

한 맥락을 이해하기 한 연구개발사업에 

한 기본정보를 기술하는 연구개발사업 기본정보

를 비롯하여 ②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근거가 

되어 연구기록물 리에 향을 미치는 법률, 규

정, 지침, 계약, 약 등의 연구개발 규제환경과 

③ 연구개발의 결과이자 획득한 기술(技術)을 

포함하는 연구기록물의 자산  가치를 보호하고 

리하기 한 기술(技術)분류, 지식재산권, 기

술이 , 공유정책에 한 정보를 포함한다.

셋째, ‘연구기록물 정보’는 기록물로서 연구기

록물 리에 필요한 요소를 기술한다. 연구기록

물의 보 장소, 메타데이터, 처분, 보존기간, 공

개구분, 근권한, 활용시 참고사항, 기록물 유

형별 리에 한 규제환경 등을 포함한다. 연구

기록물정보는 연구기록물별 특성이 반 될 수 

있도록 연구주제 분야별로 연구기록물의 유형과 

특성에 맞게 가변 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연구개발사

업 착수 후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생

산되는 연구기록물의 목록을 추가할 수 있다.

4.3.2 RRMP 상세항목

RRMP 상세항목은 구찬미, 김순희(2017)의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기록물의 증빙 , 정보

, 자산  가치와 연구개발사업과 연구기록물의 

연계  연구기록물의 생산과 활용의 연속성이

라는 연구기록물의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항목

과 ICA(2010)에서 제시한 연구기록물의 유형과 

보존  공개에 한 항목, NSF의 DMP 작성항

목을 정리한 결과에서 연구기록물 리계획에 기

술되어야 할 요소를 선별하여 도출하 다. 

ICA(2010)에서 제시한 연구기록물의 유형

과 보존  공개에 한 항목별 정책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① 메타데이터는 연구개발사업 기에 정의

하고 보존하고, ② 안, 메모 등 의사결정에 

향을 끼치지 않는 기록물은 최종 으로 리나 

보존의 상이 되지 않는 경우 처분에 한 사

항을 포함하고, ③ 보존계획/ 략은 연구개발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내규에 따라 비

공개 가능하고, ④ 연구기  지원서나 약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르고, ⑤ 찰데이터, 시

청각기록, 인체자원은행 샘 에 한 기록 등 

데이터 수집단계의 연구기록물도 연구결과를 

증명하기 해 필요한 기간만큼 보존하되, 근

정책은 국가별 법령, 기 의 규정에 따르는 등

이다(ICA, 2010. pp. 17-27).

NSF의 DMP 작성항목을 살펴본 결과를 요

약하면 ① DMP 수립 상은 해당 연구 로젝

트에서 생산하는 데이터, 출 물, 물리  수집

물이 포함되며 자율 으로 확  가능하고, ② 

보존 치는 기 차원이나 다른 리포지토리를 

활용할 수 있고 이를 DMP에 작성하여야 하고, 

③ 메타데이터를 통해 데이터의 수집, 리, 

근에 한 내용을 유지하며, ④ 보존기간과 공

개시기를 작성하여 보존  공유 계획을 DMP

에 반 하고, ⑤ 민감정보, 계약의 비 유지조

항 등에 한 보호사항을 포함하고, ⑥ 지식재

산권 등 상업  교섭에 한 사항을 기술하고, 

⑦ 국가간․학제간 공동연구로 정에 의해 

향을 받는 상호지침을 기술하도록 하 다.

ICA(2010)의 항목별 정책과 NSF의 DMP 

분석결과에 따르면 리계획의 작성 상은 해

당 연구 로젝트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유형의 

연구기록물이고 메타데이터, 보존 치, 보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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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공개시기 등이 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별의 법률, 연구 로젝트에 한 

약, 연구커뮤니티의 자율  결정, 연구기록물의 

유형별 특성도 리 계획에 반 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기 별, 연구분야별로 다

양한 연구기록물 리계획을 설계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구성요소별 상세항목을 제시하 다.

1) 계획서 정보 상세항목

<표 1>은 연구기록물 리계획 이력을 리

하기 한 ‘계획서 정보’ 상세항목을 제시하 다.

2) 연구개발사업 정보 상세항목

연구개발사업 정보는 연구기록물에 한 

요한 맥락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맥락정보는 

행 에 한 증빙을 해 필수 인 요소이다

(ICA/CER 1997). <표 2>는 연구기록물의 맥

락정보 리를 한 ‘연구개발사업 정보’ 상세항

목을 제시하 다.

3) 연구기록물 정보 상세항목

자기록환경에서 기록을 생산할 때부터 생

산자의 활용에도 함께 응해야 하며 기술의 

주체가 기록 리 문가뿐만 아니라 기록물 생

산자이기도 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김

익한, 2002). <표 3>은 연구기록물의 생산 이

단계에서부터 생산이 완료되는 시 까지 연구

개발사업 참여자인 연구기록물 생산자가 연구

구 분 내 용 비고

RRMP 제목 연구개발사업명과 일치하게 작성

버 RRMP가 변경된 이력 리를 한 버 정보

최 작성책임자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업책임자

최 작성일자 RRMP가 처음 작성된 일자

수정일자 RRMP를 수정한 일자

수정책임자
RRMP를 수정한 경우 수정한 시 의 사업책임자(연구개발사업에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업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업책임자)

수정내용 RRMP 버 별로 주요 수정내용

<표 1> RRMP 모델의 계획서정보 상세항목

구 분 내 용 비고

연구개발사업

정보

연구개발사업명 연구기록물의 생산과 획득의 출처가 되는 사업명

사업부호 연구개발사업에 한 식별번호

사업수행기간
사업수행기간은 연구개발사업의 착수일자와 종료일자를 기술

* 종료일자는 연구기록물의 보존기간 책정시 기산일이 될 수 있음

사업유형 기 연구, 응용연구, 공동연구 등 해당 연구기 의 구분에 따라 작성

공동연구․

동연구기

공동연구와 동연구를 수행하는 기 의 규정이 연구기록물 리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동연구․ 동연구기 의 연구참여자도 연구기록물 리계획을 공유

하고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술함

수행단계 해당 연구기 의 구분에 따라 작성

련시스템 식별자 연구개발사업정보 등을 확인하기 한 련시스템 식별자

<표 2> RRMP 모델의 연구개발사업 정보 상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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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비고

기록물명 기록물 제목

기록물식별자 기록물 식별번호(보고서번호, DOI 등)

형태 구분 문서/연구데이터/연구물질 구분

유형 구분 연구기 별로 구분하는 유형에 따라 작성(연구/행정/재정/시설․설비 기록물 등)

생산자 연구기록물의 생산자

확인자 연구기록물의 확인자(연구개발사업책임자와 다를 수 있음)

생산일자 기록물의 생산일자~완료일자(연구데이터의 경우 생산시작시 과 완료시 이 다를 수 있음)

자기록물
형태

련 연구분야의 데이터센터나 디지털아카이 에서 공유, 재사용에 권장하는 포맷 사용을 고려
(Veerle Van den Eynden 외, 2011, p. 12) 

보 장소
연구기록물의 보   리 장소(연구데이터의 리시스템식별자, 연구물질의 기탁기  등 이 불가
시 필수작성)

규제환경
연구기록물의 생산과 리에 한 법률, 규정, 지침, 계약, 약 등 규제환경(연구윤리에 한 사항 
포함)

용표 해당 연구기록물 생산과 리에 용하는 표 이 있는 경우 명시

메타데이터
해당 연구기록물에 용되는 메타데이터 표 이 있는 경우 명시(연구개발사업 착수시 에 사용할 
메타데이터를 결정(ICA, 2010, p. 18, p. 27))

처분
연구기록물의 처분에 한 사항( 안, 메모 등 의사결정에 향을 끼치지 않는 데이터(ICA, 2010, 
p. 18, p. 27)의 처분에 한 사항도 포함)

이 시기
연구기록물 이 이 가능한 시기(연구기록물별로 생산완료시 이나 계속활용의 필요성 등으로 이 시
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작성)

보존기간
연구기록물의 가치  규제환경을 고려하여 작성(연구개발사업 종료시 을 고려하여 연구기록물의 
증빙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정)

공개구분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규제환경을 고려하여 작성

공개시기
최단기간 내에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규제환경  자산  가치를 고려하여 작성(지식재산권 
출원 후, 학술지 게재 후 등으로 명시 가능)

개인정보 규제환경을 고려하여 작성(인간을 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민감정보에 유의)

근권한 규제환경을 고려하여 근권한과 정책 작성

활용시 참고사항 특정 어 리 이션에 의존 인 경우 등 활용시 필요한 사항 명시

리담당자 연구기록물의 리담당자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생산부서명시

주기 해당 연구기록물 리에 유의사항 등

<표 3> RRMP 모델의 연구기록물 정보 상세항목

구 분 내 용 비고

연구개발 

규제환경 

정보

련법령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이나 해당 사업의 수행 에 의무 으로 생산해야 하는 

기록물이나 리방법, 보존기간이 명시된 법령이나 규정, 지침 등

계약․ 약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련되어 체결된 계약이나 약

문가 회 권고 연구주제 분야별 문가공동체의 표 , 지침, 권고 등

획득기술 

리 정보

기술분류

연구기록물이 기록물로서 기능분류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분류체계(Technology 

Classification Systems) 등 해당 연구개발분야에서 정보로 유용하게 리되고 

활용하기 하여 용할 필요가 있는 분류Classification Systems)에 해 기술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확보를 목 으로 하는 연구개발의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를 하여 

연구기록물 리시 유의사항이 포함되도록 기술

기술이  
연구개발의 목 이 기술이 이거나, 향후 기술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구기록

물 리에 필요한 유의사항이 포함되도록 기술

공유정책 
해당 연구개발사업과 련된 비 ․공개․비공개 조건 등 연구기록물 리에 

필요한 유의사항이 포함되도록 기술



과학기술분야 연구기 의 DMP를 용한 연구기록물 리  17

http://ras.jams.o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19.19.1.001

기록물의 리와 보존  공유에 한 내용을 

기술할 수 있도록 ‘연구기록물정보 정보’ 상세

항목을 제시하 다. 

5. 결 론

국가기록 리 신 TF에서 문제 으로 지

한 것과 같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기 에서 연구

기록물 리를 한 제도나 정책뿐만 아니라 지

침이나 용가능한 도구가 없는 것이 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

여 생산 이 단계에서 기록 리의 요성에 주

목하 다. DMP를 연구기록물 리에 용하면 

생산 이 단계에서 연구기록물의 생산통제가 

가능하고 생산 황을 리할 수 있고, 자기록

환경에서 두되는 계정보를 바탕으로 한 출

처와 맥락의 리가 가능하고, 메타데이터 확보

에 효용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확인된 DMP 효용성을 

연구기록물 리에 용하기 하여 ‘RRMP 모

델’을 설계하 다. 

‘RRMP’의 기 효과는 연구개발사업 완료단

계뿐만 아니라 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간 산

출물도 망실이나 훼손 없이 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록 리 문가가 연구기록물 

생산과 리에 극 개입하여 기록 리 요건과 

정책을 반 할 수 있고, 연구데이터나 연구물

질과 같은 비정형 연구기록물을 리 상으로 

확 할 수 있다. 더불어 연구기록물의 활용시

기를 앞당기고 활용성을 높이는 것도 기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RRMP 모델을 제안하는데 그쳐 

아쉬움이 있으나, 연구기 별 특성을 반 한 

생산 이 단계에서의 연구기록물 리에 용

한 사례연구가 이어지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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