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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 2021년 연구데이터·AI 분석활용 경진대회 개최
-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DataON 저변 확대 도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김재수, 이하 KISTI)이 연구데이터 공
유와 활용 활성화 및 DNA 저변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
과학기술연구회가 주최하고 KISTI가 주관하는 ‘2021년 연구데이터·AI 분
석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2회를 맞는 본 경진대회는 ‘DataON* 또는 개인 보유 연구데이터
를 사용한 분석·활용 사례 발굴 및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주제로 일반
적인 연구데이터의 분석·활용 사례를 보여주는 연구데이터 부문과 기계
학습이 가능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최적 성능을 보이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인공지능 부문으로 진행된다.
* DataON: KISTI가 운영하는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서비스로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
로 공유·관리하고 검색·분석·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커뮤니티 연구자들
끼리 데이터를 공유하고 공동 활용해 국가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연
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분석환경은 KISTI에서 제공하며 연구데이터 부문은 DataON에서 모든 과정
을 수행해야 한다. 데이터는 DataON 데이터 및 공개된 데이터와 개인 보
유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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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진대회의 인공지능 부문에서는 작년 KISTI가 디지털 뉴딜 사업을
통해 구축한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5종 4백 59만여 건(첨부2 표 참조)
을

공개하고

활용을

지원한다.

해당

데이터셋은

KISTI

AI

Data

Archive(https://aida.kisti.re.kr)에서 연구 목적에 한해 이용 동의를 얻은 후
무료로 접근 가능하며, 향후 과학기술 논문 전문 기반 사전학습 언어모델
도 10월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1차 서류 평가와 최종 발표평가로 진행되며 연구 자료의
분석·활용과 인공지능 분석 등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4인
이하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서류 접수는 9월 23일(목)부터 30일(목)까
지이며 DataON 공식 홈페이지(dataon.kisti.re.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상은 ▲최우수상(부문별 1명(팀)) ▲우수상(부문별 2명(팀) ▲장려상(부문
별 2명(팀)으로 진행된다. 최우수상은 각 상금 200만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상, 우수상과 장려상은 각각 상금 150만원, 100만원과 국가과학기술
연구회이사장상과 KISTI원장상이 수여된다.
KISTI 김재수 원장은 “연구데이터에 관심 있는 모든 분이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숨은 인재들이 많이 발굴되길 바란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이런 기회를 통해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이 더 많이 알려
지고, 국가 차원의 연구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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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2021 연구데이터·AI 분석활용 경진대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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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KISTI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공유‧활용 시범서비스

□ 개요
ㅇ

AI

기술 경쟁력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분석‧활용 인프라 구축‧제공
ㅇ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종(8월)과 과학기술 논문 전문 기

5

반 사전학습 언어모델(10월)을 우선 공개
ㅇ

KISTI
KISTI

KISTI

AI

Data

Archive(aida.kisti.re.kr)

과

ScienceOn(scienceon.kisti.re.kr)

에서 공개하며,
을

DataOn(dataon.kisti.re.kr)

통해서도 검색과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공 예정
ㅇ 향후 분야별 기계학습 데이터, 사전학습 모델, 관련 코드,
모델 구축 환경 등 과학기술
축 및

Data/AI

AI

데이터 분석‧활용 인프라 구

기반 문제 해결 체계 추진 예정

<서비스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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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 공개 예정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소개
ㅇ

년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구축된 데이

‘20

터 5종과 대전시 도로영상 객체인식 데이터셋을 공개
-

해당 데이터셋은 연구 목적에 한해 이용 동의 후 무료로 접근 가
능

구축 데이터
전문 텍스트
국내 질의응답 셋
논문
문장의미태깅
보고서 표/그림 설명
기관식별
대전시 도로영상
객체인식
합계

건수
504,000
283,000
155,000
3,419,000
233,000
4,594,000

구축 내용
국내논문 PDF를 기계학습이 가능한 텍스트 형태로 구축
국내논문에서 질의와 정답 쌍 구축
국내논문의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등 문장 의미 태깅
국가R&D보고서 원문의 표/그림에 대한 설명 텍스트 구축
국내 논문/보고서에서 저자의 소속기관명 식별데이터 구축
KISTI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도로영상 비디오를 활용한
영상객체 인식용 학습데이터셋

□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공유‧활용 시범서비스 주요 기능
ㅇ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등록, 관리, 검색, 조회
ㅇ 데이터 활용 신청 및

Open API

제공

ㅇ 과학기술 논문 전문 기반 사전학습 언어모델 제공
ㅇ 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Data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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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인프라 연계 기능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