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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데이터 공유의 행태를 탐색하고 연구데이터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데이터 공유와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의 기술통계를 통해 연구자들의 연구데이터 공유현황 여건, 공유방식, 공유대상 등의 현황을 제시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연구데이터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연구자들이 연구데이터 공유활동에 조직 대내외적으로 소극적인 정보행태를 보이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데이터 공유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차원에서 플랫폼 구축 연구자들
의 근무평정 반영 등 제도적 체계와 더불어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연구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조직문화 변화의 
필요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 정보공유, 리포지터리, 연구데이터, 지식경영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behavior of research data sharing among researchers in science and technology 

field and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research data sharing. We conducted surveys for research data 
sharing and spirit factor analysis. Through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collected data, present status of 
research data sharing status, sharing method, and shared object were presented by researcher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data sharing.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researchers showed passive information behavior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organization in the research 
data sharing activities. In this study, in order to promote the sharing of research data, it is necessary to suggest 
the institutional system such as reflection of the working level of the platform construction researchers at the 
organizational level, and the necessity of the organizational culture change related to the research data sharing 
for the actual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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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인간은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재생산함으로 새
로운 가치창출을 추구한다(김문정, 김성희, 2015). 특히 대량의 정보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현대사회에서 정보
와 지식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정보를 소유하고 보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과
거에 비해 정보를 공유하고, 개방하고,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참여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이는 인터넷
의 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그리고 같은 정보서비스의 제공으로 일반인들이 
정보를 활용하고 공유하는 방식에서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정보의 중요한 생산자이며 수요자인 연구자들에게도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면서 새로운 방식 
및 인식 전환에 대한 정보서비스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 서비스 요구에 대한 대응의 하나로 연구
자들 스스로 연구결과물에 대한 정보원을 공유할 수 있는 오픈액세스 기반의 정보서비스가 제공 되고 있다(홍
재현, 2008). 최근들어 오픈액세스 기반의 정보서비스 대상으로 연구데이터를 포함하는 노력이 더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 연구데이터의 공유는 연구자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중복연구를 예방하며 궁극적으로 연
구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김지현, 2012). 

연구데이터는 연구결과물이 산출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원정보에서 연구결과물까지의 모든 생성
물을 포함하는 개념이다(김문정, 김성희, 2015). 연구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아날로그 매체로 존재할 가능성이 
많고 재산적 특성, 전문집단지식 등의 특징으로 인해 공유에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과 저항이 존재할 수 있다
(Davenport and Prusak, 1998; Crews, 1998). 따라서 연구데이터와 유사한 성격의 지식공유를 위해서는 다
양한 제도적 장치와 인센티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되어왔다(Sharon et al., 2009).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인센티브 시스템을 적절하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연구데이터 공유에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구 데이터 공유에 대한 연구는 초기단계이며 특히 연구자들의 행태를 조사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자들의 연구데이터 공유 행태를 탐색하고 연구데이터 공유의 영향요
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데이터 공유 행태를 조
사한다. 또한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데이터 공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 요인들이 연
구데이터 공유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증분석 한다. 본 연구는 연구데이터 공유의 효과가 더
욱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특히 오픈액세스 기반의 정보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연구데이터 공유를 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
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기존 문헌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연구방법과 자료수집, 연구데이터 공유 행태 분
석, 연구데이터 영향요인 실증분석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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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연구 

2.1 연구데이터 관리와 공유에 대한 인식연구 

연구데이터 공유를 위해서는 연구데이터 관리방식이나 공유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연
구가 초기에 이루어졌다. Raivo(2008)는 OECD 가입 국가의 연구데이터 공유를 위한 정책, 전략, 인프라 그리
고 서비스를 각 국가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데이터 공유를 위한 정책 지원, 규정, 데이터 협력과 접근 서
비스, 연구 진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데이터 공유 지원서비스, 그리고 데이터 공유를 위한 연구 기술 등을 분석
하였다. 김선태(2010)는 연구결과물의 공유와 재활용을 위한 방법으로 국내 정보관리 및 유통과 관련된 기관 
및 서비스 환경을 반영한 연구데이터 관리모형을 제시하였다. 미국, 호주, 영국, 등 국가차원에서 연구데이터
를 수집, 관리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의 사례 및 특징을 조사하였다. 유수현(2012)은 효율적인 자원공유를 위
해 전통적인 도서관 정보공유 협력체제를 벗어나 자원공유의 새로운 방향성의 정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 예로 다양한 유형의 기관과의 협력과 국내외 협력 확대를 위한 국가차원의 글로벌 게이터웨이 구축을 제안
하였다. 

또한 연구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연구자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Perry(2008)는 캐나다 Social 
Science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들의 연구데이터 공유에 관련된 
인식을 파악하였다. 75명의 연구자들에 대해 연구 수행 중 발생되는 연구데이터를 얼마나 저장하였는지, 향
후 연구자를 위해 연구데이터의 보존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장덕현 등
(2008)은 생물학 관련 연구자 102명을 대상으로 R&D 연구성과물 공동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연구정보 유형에 따라 저작권의 소유자를 달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저작권 지침 명시. 그리고 리포지
터리를 통한 연구성과물 수집을 제안하였다. 또한 연구실적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들을 위해 리포지
터리에 연구 성과물을 등록하는 연구자들에게 가산점이나 인센티브 지급 등의 평가와 보상이 제공되어야 함
을 제안하였다.

김지현(2012)은 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자 131명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서 대학
에서 생산ㆍ수집되는 연구데이터의 유형은 인문ㆍ사회과학 분야와 자연과학ㆍ의학 및 공학 분야 연구자들 간
에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응답자들은 주로 관련정보와 데이터를 연결시키거나 추가적으로 생산된 데이
터를 병합하는 활동을 통해 연구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있었다. 연구데이터의 공유는 주로 소속 연구팀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외부에서 데이터를 요청하는 연구자들과 공유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대학 내에서는 연
구데이터의 관리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특히 데이터의 장기보존과 메타데이터 작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데이터 아카이빙 서비스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2.2 연구데이터 공유의 영향요인

연구데이터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연구데이터 공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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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히 발생하는 여건이나 장애가 되는 상황을 연구함으로써 영향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Anderson(2007)은 
데이터 생애주기를 4단계 중심으로 연구자들의 데이터 관리과정을 분석하였다. 태생적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생산하는 분야와는 다르게 비(非)디지털 데이터가 상당량을 차지하는 분야일 경우 데이터베이스 작업이나 메
타데이터 기술 등의 작업에 대한 비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와 같은 요인이 데이터의 공유를 저해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National Academy of Sciences(2009)에서는 연구데이터를 공유
하는데 있어서 발생되는 장애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
므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본인의 연구결과가 즉시 공개되어 공유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연구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의 설정문제와, 데이터의 독점
적 사용기한, 연구결과 공개에 따른 독점적 기한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Tenpoir et al.(2011)은 자연과
학ㆍ의학 및 공학 분야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 공유의 장애요인 그리고 공유
를 촉진시킬 수 있는 조건을 논의하였다. 설문 결과 응답자들은 연구 활동 시 데이터 공유에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의 효용성 부분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이 응답자들은 연구 데이터의 장기적
인 보존 현황 시스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데이터에 대한 인용 
그리고 협동 연구의 기회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면 데이터 공유의 의사를 제시하였다.

김은정(2012)은 연구데이터 수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에서 정보인프라, 동기부여, 장애요인을 통해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정보공유의 장애요인으로 추가적인 시간 및 노력의 문제, 연구 데이터를 통해 더 
많은 논문을 출판하고 싶어 하는 연구자들의 속성, 그리고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면과 기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내적동기부여요인을 강화하는 것이 연구
데이터 제출을 독려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제안하였다.

 <표 1> 연구데이터 공유 관련 기존 연구 
구분 연구 연구대상 연구내용 연구방법

현황 
및 

인식

 Raivo (2008) OECD 가입국가  연구데이터 공유정책, 서비스 국가간 비교 사례연구

 김선태(2010) 국내외 연구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연구데이터 관리모형 국가간 비교 사례연구

 유수현(2012) 한국 및 해외 사례  정보공유 현황 국가간 비교 사례연구

 Perry (2008) 사회인문분야 연구자  연구데이터 공유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장덕현 등(2008) 한국 생물학 연구자  연구성과물 공개와 유통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김지현(2012) 한국 대학 연구자  연구데이터 관리 현황 및 인식 설문조사

영향
요인

 Anderson(2007) -  장애요인 : 비(非)디지털 데이터 -

 National Academy of 
Sciences(2009) -  장애요인: 즉시 공개에 대한 부정적 인식

 Tenopir et al.(2011) 자연과학, 의학, 
공학 연구자

 장애요인 : 공유에 소요되는 시간, 장기보존
 촉진요인 : 데이터 인용, 협동연구기회 설문조사

 김은정(2012)  장애요인 : 소요시간 비용, 추가 논문 작성, 
                   개방화, 기밀성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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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

3.1 연구절차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자들의 연구데이터 공유에 대한 행태와 연구데이터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래 <그림 1>과 같은 절차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데이터 공유 행태
와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설문지를 작성하고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 가운데 실태조사 부분의 데
이터를 기술통계를 통해 연구자들의 연구데이터 공유현황과 여건, 공유방식과 공유대상 등의 현황을 제시하
였다. 마지막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연구데이터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공유실태 조사 영향요인분석

• 기존문헌 기반으로 
  설문지 작성
• 연구자 대상으로 설문실시

• 공유 현황과 여건 조사
• 공유 방식과 공유 대상 조사

• 영향요인 파악 및 설정
• 다중 회귀 분석으로 
  영향요인 분석

<그림 1> 연구 절차 

3.2 자료수집

자료수집을 위해서 설문지를 다음 <표 2>와 같이 작성하였다. 설문지의 구성 및 항목을 크게 3개의 부분으
로 구분하였다. 먼저 응답자 정보 부분, 연구데이터 공유실태를 조사하는 부분,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부분으
로 구분하였다. 연구데이터 공유실태를 본 연구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문항별로 주어진 항목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설문응답을 하도록 설계하였다. 영향요인 분석의 설문문항은 개별 변수들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
로 구성되었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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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설문지 구성 및 항목
항     목

현황 
및 

행태

연구데이터 공유 범위

연구원들의 타 연구자 연구데이터 획득방식

연구소에서 연구데이터 공유에 있어 어려운 점

연구소내 연구데이터 공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연구데이터 공유시 적정한 인센티브

연구데이터 공유시 이용하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 

인지성

나는 다른 연구자의 연구데이터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

나의 연구소 연구자들과의 연구데이터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나의 연구데이터를 연구소의 연구자들과 공유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의 연구와 공동 연구를 위해서 연구데이터의 공유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 

나의 연구소에 있는 다른 연구자들과의 연구데이터가 적극적으로 공유된다.

나는 다른 연구자의 연구데이터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느낀다.

나는 다른 연구자의 연구데이터를 요구할 때 상대방이 꺼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뢰성

나는 일반적으로 나의 동료 연구자들을 신뢰한다. 

나는 나의 연구소의 동료 연구자들의 전문적 지식을 신뢰한다.

나는 적극적으로 나의 연구데이터와 연구정보를 나의 동료들과 함께 공유한다. 

나는 나의 연구에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나의 동료 연구자들에게 조언을 구한다. 

내가 연구데이터를 제공한다면, 동료 연구자도 연구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한다. 

개방성

동료 연구자들에게 자유롭고 오픈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연구데이터 혹은 연구정보에 관련된 의견을 동료연구자들과 상호작용하여 교환한다.

동료연구자가 연구에 사용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주저없이 동료연구자에게 문의한다.  

동료연구자들은 내가 수행한 연구데이터가 필요할 경우 주저없이 나에게 문의한다. 

동료연구자들과 연구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희망한다.  

주위 연구자들은 그들의 연구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시도한다. 

협력성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혼자하는 것보다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하는 것을 선호한다. 

나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협업하는 것보다 혼자 연구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평가 
및 

보상

연구데이터를 공유함에 있어 공정한 평가와 보상 시스템을 기반해야 한다

개인 혹은 그룹에서 제공된 연구데이터 혹은 연구정보는 공정하게 측정되어야 한다. 

소통
채널

연구데이터 및 연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필요하다. 

연구데이터를 공유하기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존재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자원
공유

연구소에서 동료들이 연구정보의 공유를 희망한다면 나의 정보자원을 공유할 것이다

연구 동료자들이 내 연구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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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대상은 한국과학기술정보원의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진행 하였다. 한국과학기술정보원은 연구 산출물
을 공유할 수 있는 오픈 액세스 리포지터리를 기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며, 연구데이터 공유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적합한 연구대상으로 판단하고, 본 기관의 연구자를 표본으로 설정하였다. 설문은 총 
150부를 배포하였으며, 이 가운데 마무리되지 않은 설문지 8부를 제외한 총 142부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한 사람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여성이 54.9 %로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설문에 참여했고 연령대는 30세 미만이 47.2 %, 30-39 세가 30.3 %로 응답자의 80 %를 차지하였다. 근
무 연수의 경우 5년 이하가 73.7 %로 다소 근무경력이 낮은 응답자 비중이 높으나 연구데이터 공유에 대한 응
답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3> 표본의 일반적 특성
빈 도 백분비(%)

성 별
남자 64 45.1%

여자 78 54.9%

연 령

30세 미만 67 47.2%

30-39세 43 30.3%

40-49세 26 18.3%

50-59세 6 4.2%

근무 연수

5년 이하 98 73.7%

5-10년 미만 21 15.8%

10-15년 미만 8 6.0%

15-20년 미만 6 4.5%
합   계 142 100.0%

4. 연구데이터 공유행태 조사

4.1 연구데이터 공유 범위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본인의 연구데이터를 활용하는 범위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항목은 연구책
임과 공유, 연구책임 공유, 연구팀 전원 공유, 연구책임 및 외부연구자 공유, 소속연구팀 및 외부연구자 공유, 
외부연구자 공유, 완전 공유로 제시하였다. 모든 답변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이 50 %를 넘어서 공유에 대해 소
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부연구자 공유 및 완전 공유에 대해서는 95 % 이상이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연구책임이나 연구팀 및 외부연구자에게 공유하는 데 대해서도 80 % 이상이 부정적
으로 답변하였다. 연구데이터를 공유한다면 연구책임과 연구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약 38% 수준이 공유한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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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데이터 이용 범위
항  목 답 변 빈 도 백분비(%)

소속 연구팀의 책임, 공동 연구자와만 공유
아니오 88 62.0%

예 54 38.0%

소속 연구팀의 모든 사람들과만 공유
아니오 113 79.6%

예 29 20.4%

소속 연구팀의 책임, 공동 연구자와 데이터를 요청하는 외부 연구자와 공유
아니오 116 81.7%

예 26 18.3%

소속 연구팀의 모든 사람들과 데이터를 요청하는 외부 연구자와 공유
아니오 117 82.4%

예 25 17.6%

데이터를 요청하는 외부 연구자들과만 공유
아니오 137 96.5%

예 5 3.5%

모든 사람들 (데이터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공개)
아니오 138 97.2%

예 4 2.8%

4.2 연구원들의 타 연구자 연구데이터 획득 방식

연구원들이 타 연구자들의 연구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이다. 질문항목
은 공개되는 논문활용, 개인적 요청, 연구자 웹사이트 활용, 연구데이터 아카이브를 제공하였다. 응답결과는 
아래의 <표 5>에 제시되고 있다. 개인접촉이나 연구자의 웹사이트 활용에 대해서는 각각 66.2 %와 90.1 %가 
부정적으로 답변하였으며, 연구데이터 아카이브 활용에 대해서도 70.4 %가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타 연구
자의 연구데이터를 확보하는 방법은 대부분 공개되는 연구산출물을 활용하는 것으로 답변(76.8 %) 하였다.

<표 5> 연구원들의 연구데이터 획득 방식에 대한 응답
항  목 답 변 빈 도 백분비(%)

출판된 논문의 본문에서 데이터 추출
아니오 33 23.2%

예 109 76.8%

개인적으로 연구자에게 연락
아니오 94 66.2%

예 48 33.8%

연구자의 웹 사이트
아니오 128 90.1%

예 14 9.9%

국내 외 연구데이터 아카이브
아니오 100 70.4%

예 42 29.6%

4.3 연구소에서 연구데이터 공유에 있어 어려운 점

연구데이터 공유에 있어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연구공유자와의 연결문제, 연구데이터의 재산적 
특성, 연구데이터의 오류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세 가지 항목에 대해 긍정답변의 비중이 더 높은 항목은 없었
다. 연구자와의 연결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63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데이터의 재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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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나 연구데이터 오류 가능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표 6> 연구소에서 연구데이터 공유에 있어 어려운 점
항  목 답 변 빈 도 백분비(%)

연구 공유자와의 연락이 어렵다
아니오 90 63.4%

예 52 36.6%

개인의 소유물로서 공유의 문제
아니오 76 53.5%

예 66 46.5%

나의 연구결과에 따른 연구데이터 및 정보의 오류 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오 80 56.3%

예 62 43.7%

4.4 연구소 내 연구데이터 공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여섯 개의 항목에 대해 긍정과 부정으로 답을 하도록 제시하였다. 첫 두 항목은 연구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개인적인 부정적 인식에 대한 항목이며, 나머지 4개 항목은 연구데이터 공유대상정보, 조직차원의 인센티브, 
제도적 체계, 채널 부재에 대한 인식에 대한 항목으로 볼 수 있다. 연구데이터 공유로 인해 개인적인 불이익이
나 경쟁력 약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아니라는 답변이 각각 75.4 %, 66.2 %로 나타났다. 조직적
인 이유에 대해서는 연구데이터 공유대상 정보 부재, 체계적인 절차 부재, 정보공유채널 부재에 대해서는 그
렇지 않다는 답변이 50 %를 상회했다(각각 57.7 %, 61.3 %, 66.2 %). 다만 연구데이터 공유에 따른 평가 및 보
상체계가 없다는 데에 그렇다는 응답이 54 %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구데이터 공유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이나 조직적 차원의 제도 미비가 연구데이터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
지지 않은 이유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에 큰 차이는 없으나 평가 및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연구소 내 연구데이터 공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항  목 답 빈 도 백분비(%)

공유된 연구데이터가 나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
아니오 107 75.4%

예 35 24.6%

나의 연구데이터를 공유하면 나의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다.
아니오 94 66.2%

예 48 33.8%

필요한 연구자들과의 연락이 힘들고 연구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아니오 82 57.7%
예 60 42.3%

나의 연구데이터를 공유하는 데에 따르는 평가 및 보상체계가 없다.
아니오 65 45.8%

예 77 54.2%

나의 연구데이터 공유를 위한 체계적인 절차나 양식이 없다.
아니오 87 61.3%

예 55 38.7%

나의 연구데이터 공유를 위한 연구소 내 적절한 정보공유 채널이 없다.
아니오 94 66.2%

예 48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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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정보 공유 시 적당 보상체계

연구데이터 공유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
해 동료들로 부터의 인정, 조직 내 인사적인 보상, 미래 연구를 위한 인센티브로 항목을 제시하였다. 동료연구
자에 대한 인정이나 조직 내 인사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다(아니오 답변 각각 59.2 %, 
75.4 %). 미래 연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75.4 %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비공식적인 
보상이나 조직차원에서 인사적 조치보다는 미래 연구에 투자할 수 있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정보 공유 시 적당 보상체계
항 목 답 변 빈 도 백분비(%)

동료연구자들로부터의 감사표현
아니오 84 59.2%

예 58 40.8%

승진이나 진급
아니오 107 75.4%

예 35 24.6%

향후 연구를 위한 인센티브의 제공
아니오 35 24.6%

예 107 75.4%

4.6 정보 공유 시 이용하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

연구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에 대해, 개별 면담, 그룹 미팅, 전화 및 팩스 이용, 이메일 이용, 조직차원의 서
비스에 대해 질의하였다. 대면하는 방식의 경우 그룹보다는 개별면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수단
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메일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차원의 연구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
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74.6 %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연구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갖
추어 지더라고 이 방식을 반드시 선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 정보 공유 시 이용하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
항  목 답 변 빈 도 백분비(%)

면 대 면 미팅
아니오 64 45.1%

예 78 54.9%

그룹 미팅
아니오 93 65.5%

예 49 34.5%

전화 혹은 팩스
아니오 117 82.4%

예 25 17.6%

이메일
아니오 69 48.6%

예 73 51.4%

네트워크상에서 공동 작업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아니오 106 74.6%

예 36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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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데이터 공유 영향요인 분석

5.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연구데이터 공유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아래 <표 2>의 설문을 통해 확보된 데이터를 요인분석과 신
뢰성 분석을 거쳐 회귀분석을 위해 변수별로 평균을 하였다. 각 항목의 답변이 다음 <표 10>과 같이 7개의 변
수로 형성되었으며, 변수별 기숱통계가 <표 10>에 제시되고 있다. 변수가운데 평가와 보상시스템 변수의 평균
값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사소통 채널 변수가 2.6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협력성 변수의 경우 
3.04로 중립 수준의 평균값이 나타났으며 나머지 변수들의 경우 3.5에서 3.73 수준으로 평균값이 나타나 중립
에서 일부 높은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표 10> 기술통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인지성 142 2.57 5.00 3.63 0.56
신뢰성 142 2.20 5.00 3.73 0.62
협력성 142 1.50 4.50 3.04 0.69
평가와 보상시스템 142 2.50 5.00 4.19 0.70
의사소통 개방성 142 2.00 5.00 3.50 0.62
의사소통 채널 142 1.50 4.50 2.66 0.53
자원공유 142 2.00 5.00 3.46 0.56

<표 11>은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종속변수인 자원공유와 독립변수들과는 의사소통 채널 변
수를 제외하고는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독립변수들 간에는 대부분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상관계수가 0.5 이하 수준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의사소통 채널과 타 
독립변수들간에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유의하지 않아 회귀분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11> 변수간 상관분석

인지성 신뢰성 협력성 평가와 보상 의사소통 
개방성

의사소통 
채널

자원
공유

인지성  
신뢰성 0.379**  
협력성 0.164 0.333**  

평가와 보상 0.342** 0.225** 0.138  
의사소통 개방성 0.276** 0.574** 0.226** 0.219**  
의사소통 채널 -0.279** 0.155 -0.151 -0.090 0.189*  

자원공유 0.345** 0.606** 0.373** 0.174* 0.460** 0.058
 ** p<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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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인과관계 분석

연구데이터 공유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자원공유이
며 독립변수는 영향요인으로 인지성, 신뢰성, 협력성, 평가와 보상시스템, 의사소통 개방성, 의사소통 채널이 
사용되었다. 응답자의 특성이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연령, 성별, 근무 연수,  SNS 이용
여부를 통제하여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표 12>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베타 공차 한계 VIF
(상수) 3.584 .194 18.514 0.000
성별 -.025 .103 -.022 -0.243 .809 .938 1.067
연령 -.038 .076 -.054 -0.499 .619 .671 1.491

근무 연수 -.017 .076 -.024 -0.219 .827 .663 1.509
SNS 이용여부 -.016 .104 -.014 -0.154 .878 .939 1.065

R²=.006, F=.196, p=.940 
(상수) .883 .461 1.916 0.058
성별 -.070 .082 -.062 -0.854 .395 .866 1.155
연령 .015 .061 .020 0.239 .811 .627 1.595

근무 연수 -.051 .062 -.073 -0.823 .412 .590 1.696
SNS 이용여부 .041 .083 .036 0.493 .623 .874 1.144

인지성 .148 .090 .144 1.658 .100 .610 1.639
신뢰성 .353 .085 .394 4.182 .000*** .518 1.929
협력성 .141 .061 .176 2.306 .023* .789 1.267

평가와 보상시스템 -.036 .061 -.044 -0.586 .559 .811 1.233
의사소통 개방성 .163 .078 .183 2.089 .039* .602 1.662

R²=.439, F=9.556, p=.000*** 
  * 종속변수: 자원공유 *** p<0.001, * p<0.05

1단계에서 연령, 성별, 근무 연수,  SNS 이용여부 등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원공유를 종
속변인으로 한 회귀식은 (R²=.006, F=.196, p>.05)로 95 %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별로 보면 어떠한 독립변수도 95 % 신뢰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2단계 회귀분석에서 의사소통 개방성, 협력성, 평가와 보상시스템, 의사소통 채널, 인지성, 신뢰성을 추가하
였다. 분석결과 회귀식은 (R²=.439, F=9.556, p<.001)로 95 %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계수는 0.439로 회귀식의 설명력은 43.9 %로 나타났다. 인과관계의 방향성과 관련하
여, 평가와 보상시스템의 계수가 (-)로 나타났고 나머지 변수는 모두 (+)의 부호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가와 보
상시스템은 그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영향관계 분석에 활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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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유의한 인과관계를 보인 변수는 신뢰성(β=.394, p<.001), 협력성(β=.176, p<.05), 의사소통 개방성(β
=.183, p<.05)이다.  

6.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과학기술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데이터 공유의 행태를 탐색하고 연구데이터 공유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관 내에 오픈액세스 기반의 연구데이터 공유 시스템
이 구축된 기관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데이터 공유의 행태와 관련하여, 연구데이터 공유활동이 연구팀 내부 뿐 만 아니라 외부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연구자의 연구데이터를 확보하는 경우 출판된 논문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연구데이터 공유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연구의 재산성이나 본인 연구데이터의 오류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
으로 답하였으나 문제점을 명확하게 답변하지는 않았다. 이는 연구데이터 공유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문제점에 대한 인식도 크지 않은 것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데이터 공유가 적극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개인적인 항목에 대한 답변이나 조직 내 제도적 
체계에 보다는 보상체계 부족을 조금 더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적절한 보상에 대해서는 주변 연구자의 인
정이나 인사 차원의 보상보다는 미래 연구를 위한 인센티브가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연구데이터 공유 시 
사용하고자 하는 방식은 대면 접촉이나 공유 플랫폼 보다는 이메일에 대해 더 많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연구데이터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평가와 보상체계보다는 조직 내 연구데이터 공유에 
대한 인식이나 상호 신뢰성, 의사소통 개방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차원의 평가나 
보상을 통한 통제 장치보다는 조직 문화 자체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 대한 시사점과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연구데이터 활용 
실태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으나 공유 자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태 조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영향요인 
분석도 실증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데이터 공유에 대한 행태를 집중적으로 하여 연구자
들이 공유 활동에 조직 대내외적으로 소극적이고 공식적인 정보서비스 보다는 이메일과 같은 개인적 통신 수
단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증분석에서는 조직의 체계적 영향요인과 조직 문화와 관련된 영향요
인으로 구분하여 제도적 체계적 영향요인 보다는 조직 문화와 관련된 영향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어 기존 문헌에 기여를 하고 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연구자 간의 연구데이터 공유를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인 시사
점은 조직차원에서 플랫폼 구축, 공유 시 근무평정 반영 등 제도적 체계를 갖추고자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
과를 위해서는 연구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조직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데이터는 개인 재산적 
성격과 기밀성이 있으며, 연구자들은 연구데이터를 통해 추가의 연구실적을 창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므
로 공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구데이터를 공유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효용성이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이러한 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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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과학기술연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표본의 수가 다소 부족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
가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데이터 공유가 연구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모형 확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의 확장과 연구모형의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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