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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1장. 연구 데이터 개방
1절

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 배경
 과학연구 수행방식이 기존의 이론, 실험 중심에서 데이터 및 사이버인프라를
활용하는 3세대, 4세대 방식으로 진화

[그림 1]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
※ 자료: Microsoft External Research (2010)

 대형 시설장비와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방법 확산 및 디지털 기술과 새로운 협업
도구를 활용한 연구개방과 협력연구 수요가 증가함
* 초대형 입자가속기, 천체 망원경, 초고전압 전자현미경 등 연구를 위한 데이터의 관리
규모 확대, 분석 시간의 단축 요구, 과학의 새로운 발전 도구로 활용 필요 증대

 유럽 등 선진국은 연구 데이터의 공유, 확산을 통한 가치창출을 위해 오픈 사이언스
정책을 추진함
 데이터 기반 과학의 가상화를 통해 빅사이언스의 수행과 과학기술 패러다임
변화가 촉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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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어젠다로 개방형 과학(open science)에 대한 관심의 고조
 2004년 OECD 과학기술 장관회담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연구 데이터의
접근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Access to Research Data from Public
Funding) 채택됨
 2015년 OECD 과학기술 장관회담에 개방형 과학이 핵심 의제로 등장함

나. 필요성
 “데이터 중심형”으로의 연구개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저비용 고효율”로의
생산성 극대화 필요
 국가 R&D 사업에 연구 데이터 공동활용 및 데이터 기반의 연구방법론을 적용
확대하여, 국가 차원의 R&D패러다임 전환 유도 필요
* 산업기술개발에 데이터기반 가상설계 개발체제 도입을 통해, 개발시간 61.6% 단축,
개발비용 75.6% 절감 가능(KISTI 중소기업 계산과학 활용 경제효과분석, 2010)

 연구 패러다임이 대용량 데이터 중심의 거대과학*으로 진화함에 따라 원천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활용을 위한 인프라 지원 필요
* 중성미자검출실험(RENO), 초고전압 바이오전자현미경, 중이온가속기, 다부처 유전체연구,
뇌연구, 기후변화대응 등

 연구 데이터 생산 및 활용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 국가 차원의 추진 체계
및 관련 제도 미비로 지속적인 활용 확대에 한계 존재
 국가 차원의 연구 데이터의 관리 및 개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부재
[표 1] 국가 연구 데이터 관리 현황
구분

현황

 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되었지만, 연구 데이터 공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연구성과물 관리 규정상 주요 성과물 중심의 연구성과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연구
법률 및 규정 데이터는 아직 부족
* 과학기술분야 9대 연구성과물 전담관리기관 운영(KISTEP) : 생명자원(생명연),
신품종(농정원 외), 논문(KISTI), 특허(지재전략원) 등
R&D
관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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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M(인문사회 분야 기초학문자료센터), 전문연구정보활용사업(NRIC)의 사례가 있으나,
체계적인 연구 데이터 수집 시스템은 아직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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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황
* NRF 인문사회분야 지원과제에서 산출된 모든 연구성과물은 의무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원문파일은 KCI, KRM에서 원문 서비스 제공
* 전문연구정보활용사업(NRIC) : 기초연구 관련 분야별 전문연구정보를 수집·가공하여
가치 있는 정보제공으로 각 분야의 융복합 연구를 지원

연구기관/
연구자

 연구기관 차원에서의 데이터 관리 및 공유정책이 없으며, 극히 일부 대학이 기관
리포지터리(연구 데이터 미포함)를 운영
 연구자들의 데이터 관리 및 공유에 대한 합의된 인식이 없음

 데이터 생산기관의 체계적인 관리 부재로 국가연구시설장비에서 생성된 연구
(실험)데이터가 단독으로 활용된 이후 소멸되고 있음
- 실험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27개(63%)이며, 16개 시설은 데이터
성격(개별연구자 실험) 등의 이유로 실험데이터를 관리하지 않음
* 국가연구실설장비진흥센터(NPEC) 조사(‘16.5) 결과

 대형연구프로그램 등 국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연구 데이터에 대한 재활용
및 가용 여부, 소재(위치) 정보 파악 불가능
- 대규모 국가 R&D사업에 대해 기관 차원의 연구 데이터 관리규정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22개 기관중 5개(23%) 기관에 불과
* 출연연 수행 대규모 국가R&D 22개 과제에 대한 현황조사(KISTI, ‘15.12)

- 연구 데이터는 개방･공개는 9개 사업(41%)에서 하고 있으며, 이 중 5개(23%)는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4개는 이메일, USB 등으로 제공
 국내 연구자의 연구 데이터 공유･활용 경험 및 관련 인식 부족
- (출연연 참여의사) 적극적 참여(36%), 제도 및 플랫폼 등 환경 구비시 참여(55%),
참여의지 없음(9%)(2015 출연연 22개 조사, KISTI)
- (대학) 연구 데이터 공유 필요성 인지(55%) 및 참여의사(45%)도 있으나 의무화
방식은 반대(73%)(2016 대학 11개 연구실 조사, KISTI)
* 해외에서는 연구자의 41~46%(미국 46%, 영국 43%, 호주 41%)가 연구 데이터 공유
활동 수행 경험이 있음(Wiley,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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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정의 및 범위

 (연구 데이터 개방) 저작권, 특허 등의 기술적, 법적 제약 없이 데이터에
접근･활용 및 재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개방을 의미

 (개방 대상) 과학 커뮤니티에서 연구 발견(결과) 검증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록된 사실자료(factual record)(수치, 텍스트 기록, 이미지, 소리 등)로서,*
연구 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데이터, 연구 내용 검증에 사용가능한 데이터,
연구 내용 재현에 꼭 필요한 데이터 등을 의미
* OECD (2007),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Access to Research Data from
Public Funding”

 EU 등에서는 FAIR라는 이름으로 다음의 네 가지 원칙을 충족하는 데이터를
개방 대상이 되는 연구 데이터로 간주
[표 2] FAIR 데이터의 의미
조건

내용

발견 가능성(Findable)

 웹 검색 등을 통해 연구 데이터의 존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서 데이터 객체는 유일하고 영구적으로 식별 가능해야 함.

접근 가능성(Accessible)

 연구 데이터는 컴퓨터를 비롯한 시스템을 통해 접근, 전송 가능해야 함.
 이와 관련해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데이터의 저장이
용이해야 함.

상호운용성(Interoperable)

재사용성(Re-Usable)

 연구 데이터의 효과적인, 공개 공유를 위해 데이터는 기계 작동이
가능하고, 공유 어휘 또는 온톨로지를 사용해야 함.
 이를 위해서 데이터에는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기술 및 표준이
적용되어야 함.
 데이터는 라이센싱 정보 등을 통해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함.
 라이센싱이나 데이터 소스에 대한 정보는 사용자의 데이터 사용 방법을
결정하는 데에 도움을 줌.

* FAIR 원칙에 추가해, 사이언스 인터내셔널(Science International)은 개방 가능한 연구 데이터의
조건으로 이해가능성(intelligible), 평가 가능성(assessable)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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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 대상이 되는 연구 데이터의 특징
 개방 대상이 되는 연구 데이터를 특성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표 3] 연구 데이터 개방 대상의 종류 및 특징
종류

특성

예

활용

실험데이터

대형연구시설등의 실험을 통해서 나온 원천데이터

데이터와
데이터 결합

관측, 측정 데이터로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데이터 간 연계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데이터

기상, 지질,
지진, 교통

재난대응
예측·계획 수립

R&D 과제
데이터

국가 R&D 수행 과제 정보 및 이와 연계된 데이터

NTIS

과학기술 정책
활용

비정형데이터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빅데이터(문장, 비디오, 그림)를
통해 숨겨진 의미와 가치 발굴

구매이력,
고객불만

신제품 개발

CERN LHC 실험, 자연현상 기술,
LIGO, 천문
발견

 개방 대상이 되는 연구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주로 데이터 및 컴퓨팅 활용이
활성화된 분야에서 생산됨
[표 4] 주요 연구 데이터 개방 대상 분야
대분류

중분류
11 Accelerator Physics(High Energy Physics 등)
12 Astrophysics

1 Physics

13 Atomic/Molecular Physics
14 Nuclear Physics
15 Fusion Energy(Plasma Physics 등)
21 Bioinformatics(Proteomics, Systems Biology 등)

2 Biology

22 Medical Science
23 Neuroscience

3 Chemistry

31 Organic & Bio-Chemistry
32 Inorganic & Physical Chemistry
41 Atmospheric Sciences

4 Earth Science

42 Oceanic Sciences
43 Geosystem Sciences &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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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Materials Science(Condensed Matter Physics 등)

5 Materials

52 Nano Science(electronics, mechanics, photonics 등)
61 Aerodynamics
62 Civil engineering
63 Computer Science & Computer Graphics

6 Engineering

64 Electric engineering & Electronics
65 Mechanical engineering
66 Naval engineering
67 Nuclear Energy

7 Social sciences

 국가R&D 사업 분야별로 개방 대상이 되는 연구 데이터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표 5] 국가R&D 사업 분야별 개방 대상이 되는 연구 데이터
국가 R&D 사업 분야
장비시설 R&D 사업

범부처 대형 R&D 사업

연구자 R&D 사업

특성
대형 연구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는 분야로 별도의 대용량데이터의
관리활용 시설이 필요한 분야
범부처 대형 국가사업으로 사업규모가 크고 산출되는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분야
일반적인 국가R&D 사업으로 연구수행을 위한 IT 인프라 미비로 데이터의
개방처리분석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

 개방의 예외 대상
- 프라이버시, 안전, 보안, 윤리 등과 관련된 연구 데이터는 개방에서 제외
- 상업적 이용이 더 넓은 공적 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공공/민간 공동
지원으로 생산된 연구 데이터는 제외됨. 이 경우 포괄 적용이 아닌 사례별로
적용하며, 개방 제외를 주장하는 이의 책임이 수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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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원칙*
 과학자 및 연구 기관의 책임
-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과학자 및 연구기관은 반드시 필요한 새로운 지식 및
관련 데이터의 생성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익에 기여할 책임이 있음. 이들은
타인이 데이터를 재사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개방시켜야 할 책임이 있음
 과학적 주장에 대한 테스트
- 공개된 과학적 주장에 증거를 제공하는 데이터는 데이터와 주장간의 연결 논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험이나 관찰에 대한 재현을 통해 데이터의 타당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능적으로 개방된 형태로 만들어져서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과학결과에 대한 출판사의 책임
- 과학적 개념을 보여주는 연구보고서를 출판하는 출판사는 지능적으로 개방되고
가능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리포지터리에 보관된 증거 데이터를 요구해야 함.
데이터는 심사자가 심사단계에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예외 인정
- 합법적인 상업적 이용, 사생활, 비밀, 안전 및 보안의 경우에 개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적시성
- 데이터는 생성되자마자 공유 가능해야 하고, 늦어도 데이터에 기반한 결과가
공개되기 전까지 이를 공유해야 함
 합법화된 재사용
- 국제협약, 국가법, 정책 등을 통해 연구 데이터는 공적 영역에서 개방되어야
함. 이러한 법적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데이터의 경우, 사용자는 데이터 생산자의
승인보다는 보다 유연한 조건 하에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함
 인용 및 출처
- 학문적 소통에서 연구자가 다른 연구자가 생산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데이터
생산자, 출처 및 DOI 등을 밝히고 인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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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 과학자들은 소속된 연구기관을 통해 추가 비용 없이 TDM을 사용하여 과학
학술지에 게재된 과학적 발견, 분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상호운용 가능성
- 연구 데이터 및 평가, 재사용 가능한 메타 데이터는 가능한 상호운용이 허용되어야 함
 지속 가능성
- 가능한 접근 장벽이 낮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지능적으로 개방된 형식으로
데이터를 보관,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리포지터리에 저장되어야 함
 인센티브
- 연구자금 지원기관 및 연구기관은 올바른 연구 데이터 개방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데이터 재사용을 허용한 연구에 대한 기여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연구 기여지표에 인용지표, 연구자금 지원기관의 연구평가 분석
등을 포함시켜야 함
* 자료: Science International, "International accord on open data for open
science".
http://iupap.org/wp-content/uploads/2016/10/13-2-Science-Interna
tional-Open-Data-accord-draft-3-cle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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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2장. 동향 분석
해외 동향

1절
가. 미국

1) 연구 데이터 공유/활용 관련 법률 및 정책
 연방정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의 연구 데이터 관리 및 확산에 관한 기본원리 제시('09)
- 과학 연구의 디지털자료는 국가의 재산
- 자료의 보존은 정부의 책임이며, 그 목적은 사회 전체 이익
- 실행공동체는 디지털 사회의 중요한 특징
- 자료의 장기보존 및 접근을 위한 ‘디지털 자료의 생애주기’에 따른 관리 필요
- 일부 디지털 자료는 영구 보존이 불필요
- 물리적 자료에 대한 디지털화에 대한 각 기관의 적극적인 전략 필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의 연구 데이터관리 및 공유에 대한 지침
(Memorandum) 발표(’13)
- (목적) 공공연구 관리기관을 통해 공적 연구자금 지원으로 수행되는 연구결과
(연구출판물,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제고
* 디지털 데이터: 논문에 활용된 데이터셋 등 연구 자료를 의미함. 과학자 집단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디지털 형태의 자료(실험노트, 일차분석, 연구보고서 초안, 향후 계획, 동료심사
보고서, 동료와의 대화, 실험견본 등은 제외) 등이 해당됨.

- (대상)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정부 연구개발비를 운용하는 기관
* 대상 기관: NSF, NIH, DoE 등

- 연구 출판물 및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공공 액세스 정책 개발을 지시
- 정부 예산으로 진행된 연구과제의 결과물을 과학출판물과 디지털과학데이터로
구분하고, 연구결과물이 연구과제 종료 후 12개월의 엠바고 기간 이후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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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연구비 지원기관은 연구 데이터 관리 및 공유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비
신청자들에게 DMP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데이터 공유 활동을 시작
- 현재, 미 연방 R&D 예산의 99%를 담당하는 22개 연방 부처 및 기관이 공개
접근 계획을 시행하고 있음('17년 1월 기준)
[표 6] 미국의 연구 데이터 개방 현황
방법 및 내용

현황(기관 수)

모든 연구 결과물의 공개

• 17개 기관 시행
(그 외 3개 기관 단계적 추진 중)

모든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DMP 제출 요구

• 14개 기관 시행
(그 외 4개 기관 단계적 추진 중)

연구 출판물의 공개를 위한 리포지토리 지정

• 모든 기관
(자체 리포지터리가 없는 경우, NIH의
리포지터리를 활용하기도 함)

- (추진절차) ‘09년 학술 출판물 라운드 테이블을 시작으로, 공공의견 수, 부처간
워킹 그룹 운영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지침 마련
[표 7] 미국의 연구 데이터 개방 정책의 수립 과정
방법

내용

학술 출판물
라운드테이블
(Scholarly
Publishing
Roundtable)
(‘09년 06월)

• 추진주체: 미국 하원 과학기술위원회, OSTP
• 목적: 공적자금이 투입된 연구의 성과물인 논문의 공개 접근 확대 방안 모색
• 쟁점: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연구결과에 접근 및 보존에 대한
합의 도출
• 참여자: △연구행정(대학 교무처장 3명, 도서관 협회 1명) △학술 도서관 사서(3명)
△과학저널 발행기관(학회 2곳, 관련 비즈니스 모델 성공 기관 1곳, 오픈 액세스
스타트업 1곳) △도서관 및 정보과학 분야의 연구자 (3명)
* “Report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Scholarly Publishing
Roundtable”(2010) 참고

공공의견수렴
(public
consultation)
(‘09년 12월
~’1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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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추진주체: 백악관 Open Government Initiative, OSTP
목적: 공개 접근 기관 확대 가능성 및 시행 방안 논의
근거: NIH 사례
방법: 온라인 토론
안건
① 시행: △시행기관 △엠바고 등 관련 정책 시행에 영향을 미칠 변수(예: 과학분야,
공적/민간 연구 지원 비율 등)
② 특징 및 기술: △데이터 접근의 수월성 등을 위한 데이터 제출 형식 △공공이익을
극대화하는 보관 및 상호 운용성에 관한 디지털 표준의 존재 여부 △변화의
예상 결과
③ 운영: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최선의 메커니즘, 성공의 최적의 기준 △민간
부문(국내 및 국제)에서의 좋은 사례 △논문, 데이터에 접근하는 이들에게
피드백 제공 기회 부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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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내용
• 참여자: 관련 기관, 연구자들로부터 약 500건의 의견 수렴

미국 경쟁력법
(America
COMPETES
Reauthorization
Act of 2010)
시행
(‘10년)
부처간 워킹 그룹
논문 개방 의견
수렴(‘12년)

• 103조, 104조에서 연방지원 연구 프로그램의 성과물, 즉 논문출판, 과학데이터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개방접근의 중요성 강조
• (103조 주요 내용) △(주체) 국가 과학기술 위원회 산하의 워킹 그룹 △(역할) 연구
결과의 확산 및 관리 관련 연방 과학기관의 연구 및 정책 조정 △(대상 기관) 외부
지원 연구비 연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연방 과학기관 △(공개 대상) 해당 기관의
자금 지원을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받은 연구 △(공개 범위) 디지털 데이터, 동료
리뷰를 거친 학술 논문, 분류되지 않은(unclassified research) 연구 결과
• (104조의 주요 내용) OSTP에서 과학 수집 관리, 온라인 정보센터, 정보 폐기, 예산
산출, 과학 데이터 수집 정의 등에 관한 정책을 개발
• 자세한 운영 내용은 공개되어 있지 않음
• 탄원 서명 인원: We The People에 약 6,500명 서명

*자료: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administration/eop/ostp/library/publicaccesspolicy

 정보 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통한 정부 소유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통제 권리를 보장
- 정부 각 기관은 정보 요청에 따라 원본 자료를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원본 데이터를 제공함
- 1999년 백악관 예산정책국에서 공표한 Circular A-110에서는 정보자유법에
따라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연구비 지원을 받은 기관에 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다만, 해당 데이터가 연방정부기관이 법의 수행을 위해 취한 행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논문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연구 결과의 활용 방식에서도 법률을
개발하거나 기관 행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인용하여야 함
 미국 경쟁력강화법(America Competes Reauthorization Act of 2010)을
통해 연구 데이터에 대한 관리 원칙을 천명
- 연방 정부 지원 연구프로그램의 성과물인 논문출판, 과학데이터에 대한 개방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제성이 높은 과학기술 표본 데이터, 자료의
장기보존 및 온라인상의 원활한 접근, 이요에 관한 관리정책을 추진
- OSTP가 중심이 되어, 연방 과학수집 계획에 따라 과학데이터를 수집하되, 관련
정보의 접근 및 콘텐츠를 안내하는 기구로서 정보안내센터를 설치, 운영
- 연방연구프로그램을 통해 생산되는 연구 데이터의 구체적 생산, 관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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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은 NSF의 “연구과제 신청 및 선정 절차 지침”을
통해 규율
 대용량데이터 허브 구축 로드맵(10년)
- 1단계(’16-’18년): 지역별 대용량데이터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초점
* 프로젝트 기반 spoke 선정을 통해 지역별 대용량데이터 생태계 구축. 이는 기본적으로
공모 방식을 통해 선정되나, 지역 허브가 지역의 우선 대상 분야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NSF에 추천하고, NSF가 선정하는 과정으로 진행

- 2단계(’19-’21년): 데이터집약형 과학기술 혁신을 목적으로 허브를 중심으로
지역별 데이터집약형 연구분야 발굴
- 3단계(’22-’25년): 국가 차원의 대용량데이터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별
허브간 연계에 초점
 Big Data R&D Initiative(’12년), Data to Knowledge to Action(’13년)의
일환으로 대용량데이터 혁신 생태계 구축 추진(‘16년)
- 지역별 허브, 스포크(spoke) 중심으로 생태계 구축
- (지역별 허브)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두며, 데이터집약형 연구 프로젝트 및
데이터센터인 스포크간 연계 활성화 지원
- (허브) 지역 특성에 맞는 대상분야 우선순위가 존중될 수 있도록 과학분야별
4개의 지역혁신 허브 구축
* 프로그램 시작전 지역별 이해관계자 포럼을 통해 지역에 맞는 우선 적용 분야 선정
[표 8] 미국의 대용량 데이터 지역혁신 허브
대용량데이터
지역혁신허브

대상분야

호스트기관

예산

보건의료, 해안재난, 산업
Georgia Tech.
데이터, 재료물성, 생물서식지
Univ. of North Carolina
데이터

3년간 5백만달러
(60억원)

Northeast Hub

에너지, 금융, 교육 관련
데이터과학, 기후환경

Columbia Univ.

3년간 5백만달러
(60억원)

Midwest Hub

농업, 식품, 에너지, 수자원,
스마트시티

Univ. of Illinois
Urbana-Champaign

3년간 5백만달러
(60억원)

South Hub

West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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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Diego Supercomputer
대용량 데이터 기술, 천연자원, Center
재난관리, 개인맞춤형 의료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3년간 5백만달러
(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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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
 [NSF] 데이터 정책 수립, 공유, 관리를 위한 TF 운영
- (배경) 과학과 공학의 진보는 데이터의 수집 및 공유･관리에 달려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연구 데이터 정책 수립의 필요성 제기
* NSF가 자금을 지원하는 활동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의 수집･공유･관리를 통해 연구 커뮤니티
전체에 대한 장기적인 가용성과 접근성을 보장해야한다는 이슈 대두

- (목적) 데이터의 효과적인 공유･활용을 목적으로 추진가능한 데이터 정책 및
관련 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해 2010년 2월에 설립
- (운영) 미국국립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과 NSF의 정책
수립기관인 국립과학위원회(NSB: National Science Board)가 조직하여 운영
* NSB의 전략 및 예산 분과위원회(Committee on Strategy and Budget)에서 설립･운영

- (구성원) 미국국립과학위원회(NSB)의 임원진을 기반으로 TF를 구성하고 NSF의
담당자를 TF에 포함하여 산･학･연･관 전문가 총 33인으로 구성
- (주요 과제)
① 지속가능한 데이터 정책의 구현: 데이터 관리 계획(DMP)의 2011년 1월
발효를 포함하여 NSF의 관련 정책 검토
② 오픈데이터 및 데이터의 공유･관리 문제를 고려한 ‘Statement of Principles*
(원칙 성명서, 2011년 2월 TF 승인)’ 개발
* (목적) 연구 데이터 이슈 검토, 디지털 데이터 정책 개발을 위한 이사회 가이드

③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데이터 정책 개발을 위해 향후 후속 위원회를 위한
지침(guidance) 제공
- (TF 운영과정) NSF의 TF 운영과정은 다음과 같음
[표 9] NSF의 TF 운영과정
날짜

업무 내용

’10년 2월 3-4일

• NSB CSB의 데이터 정책 TF 설립
* 데이터 정책 이슈 및 연구 데이터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가능한 정책 옵션의
명확화 등 NSF의 TF 임무･목표 정의

’10년 4-5월
’10년 5월 4-5일
’10년 5-8월
’10년 8월 25-26일

• 데이터 이슈에 대한 TF 위원들의 정보 수집 및 자료 초안 준비
• [TF 회의 개최] 연구 진행 상황 및 다음 단계 논의
• 원칙 성명서 초안 작성(Statement of Principles)
• [TF 회의 개최] 원칙 성명서 초안 검토, TF 예산 및 운영계획의 개정･검토,
겨울에 개최 예정인 이해 관계자 워크숍 계획(안) 수립,

13

과학기술 연구 데이터 개방 전략

날짜
’10년 8-9월
’10년 9월
’10년 9-12월

업무 내용
• 결과 검토 및 편집
• TF 회의 개최 및 비정기적인 업무 진행 회의 개최
• 지속적인 내･외부 조사 진행, 연구 데이터 정책관련 권장사항의 공식화 추진
• [TF 회의 개최] 연구 결과의 검토 및 토론

’10년 12월 1-2일

’10년 12월 - ’11년 2월
’11년 1월

• [정책 포럼(강연) 개최] 오픈엑세스 관련 전문가 강연 및 토론회
* 3명의 전문가 초청: 
미국 대학 협의회 부의장(John Vaughn, Ph.D),

국립생명공학센터 센터장(David Lipman, M.D.)

독일 막스플랑크 중력 물리학 연구소 소장(Bernard Schutz, Ph.D., 앨버트
아인슈타인 연구소)
• 주요 이해관계자 워크숍 개최(기간: 1-2일)
• NSF 자금 지원 사업 제안 시, 데이터 관리 계획(DMP) 제출 요구
* 제안서에 연구결과의 개방･공유에 대한 NSF 정책과의 부합여부 기술
산출물: 데이터 관리 계획(Data Management Plan) 권고안

’11년 2월

• 원칙 성명서(Statement of Principles) TF 승인
 산출물: 데이터 공유･관리를 위한 원칙 성명서(Statement of Principles)

’11년 3월

• [전문가 패널 토론회 개최] 연구 데이터 이슈와 관련하여 연구자, 대학, 도서관,
출판사, 산업계, 학회 및 공공･민간 기금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11년 2-5월

• 데이터 정책에 대한 조사결과 및 권장 사항을 포함한 최종보고서 초안 작성

’11년 12월 14일


산출물: TF 운영보고서 “디지털 연구 데이터의 공유 및 관리(Digital Research
Data Sharing and Management)” 발간

- 데이터 정책 수립 관련 주요 이슈
① 데이터 공개의 구성 요소 정의(재사용･생산이 가능한 원시데이터 포함)
② 공유될 데이터의 유형 정의
③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 및 수집
④ 데이터 가용성을 고려한 보존 기간
⑤ 정책 추진 관련, 수행 기관 및 데이터의 특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분야 및
연구 커뮤니티의 의견 반영
* 기관･분야별 데이터 관리 계획(DMP)의 개발･운영을 위한 NSF의 가이드라인 제공

⑥ NSF가 펀딩한 대규모 시설 및 센터의 데이터 정책 포함
⑦ 메타데이터 요구 사항에 대한 표준 설정
⑧ 데이터의 공유 및 교환을 위한 형식, 큐레이션 표준 설정
⑨ 데이터의 게재(publishing) 및 보관을 위한 요구사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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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관리 계획(DMP) 규정 운영
- NSF, NIH, NASA, DoE 등의 연구자금 지원기관에서는 연구 프로젝트 책임자
에게 연구계획서 작성 혹은 프로젝트 선정 6개월 이내에 DMP 제출을 의무화함
- DMP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시작 초기부터 향후 생산될 연구 데이터의 공유,
재활용 등을 고려한 데이터 보관,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표 10] 미국 연구기관의 DMP 구성 요소
기관

NASA

NIH

NOAA

NSF

구성 요소
 서론
 과제개요
 데이터흐름
 데이터생성, 저장, 배포, 보존 접근
 산출물과 메타데이터
 고려사항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유형
접근허용범위
저장장소
공유일정
접근성 향상방안

 데이터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
 담당자 연락처
 데이터 감독
 데이터 기록화
 데이터 공유
 데이터 저장 및 보호
 장기적 아카이빙과 보존
 연구결과물의 유형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포맷과 내용 표준
 데이터 접근 및 공유
 데이터 재사용, 재배포, 파생데이터
 데이터 및 기타 연구결과물의 보존계획

 소유권 및 보상 규정 운영
- 연구성과물에 대한 소유는 국가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과제의 경우에도 연구
기관에 귀속되며, 연구산출물에서 발생하는 부가적 이익은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돌아가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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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의 품질 관리
- NIH는 데이터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지원과제 수행 연구자들에게 데이터셋을
문서화하도록 유도함
- NASA, NOAA 등은 DMP를 통해 메타데이터를 비롯한 데이터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

2) 연구 데이터 공유 지원 체계
 연구비 지원기관
 데이터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지원과제에서 생산된 연구 데이터의 공유·활용 촉진
- NOAA의 해양데이터센터(NODC), NASA 우주과학 데이터 공동 아카이브
(NSSDCA), NIH의 국가바이오정보센터(NCBI)등을 통해 연구자의 연구 데이터
공유를 지원

 대학 도서관
 DMP 지침, 연구 데이터 관리, 공유 세부규정의 상이함에 따른 연구자의 공유
정책 준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 연구자들을 적극 지원

3) 연구자금 지원기관의 연구 데이터 플랫폼
 NODC
 NOAA에서 운영하는 리포지토리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생산된 해양
관측 데이터의 수집, 처리, 저장 공유
-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으며, 각 국가에서 생산된 해양관측 데이터를
배포, 분석하는 리포지토리로 운영됨
- 해저부터 해수면의 데이터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분야 데이터를 수집하고 적시에
사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 품질 보장 등의 관리를 수행
- 수집된 데이터를 표준화된 파일형식이나 지도, 그래프 등의 자료로 제공
- 사용자 정의 그래프 생성, 분석 및 시각화, 검색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여 제공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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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SDCA
 NASA의 우주과학 데이터 보관 및 공개를 위해 NASA에서 운영하는 리포지터리
- 우주과학 데이터의 영구보관 서비스를 액티브 아카이브를 통해 실시간 혹은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함
* 550여개의 우주선에서 수지한 400TB 이상의 디지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약 7TB의 데이터가 전자적으로 접근이 가능함

 Arctic Data Center
 NSF에서 지원*하는 극지데이터 센터
- 캘리포니아주립대 산타바바라캠퍼스(UCSB)의 국립생태분석종합센터(NCEAS,
National Center for Ecological Analysis and Synthesis)에서 운영
- 2016년 3월 말부터 운영이 시작되며 국립과학재단(NSF)이 지원하는 연구팀들의
극지 관련 연구 데이터를 보관
- 연구 결과를 비롯해 관련 소프트웨어, 업무 과정, 출처 정보 등 전체 연구 과정을
모두 저장, 보존
- 데이터 센터 팀은 지속적으로 데이터 접속 및 관리와 관련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NSF에서 2016년 이후 5년간 590만 달러(한화 약 68억원) 지원
[표 11] 분야별 주요 데이터 센터 및 서비스
데이터 센터 및 서비스

분야

관련 기관

URL

National Oceanographic Data Center

해양

NOAA

nodc.noaa.gov

National Coastal Data Development Center

해양

NOAA

ncddc.noaa.gov

National Geophysical Data Center

지구환경

NOAA

ngdc.noaa.gov

NASA Space Science Data Coordinated Archive

우주항공

NASA

nssdc.gsfc.nasa.gov

Earth Observing System Data and Information System 지구환경

NASA

earthdata.nasa.gov

바이오

NIH

ncbi.nlm.nih.gov

의학

NIH

ndar.nih.gov

Arctic Data Center

지구환경

NSF

arcticdata.io

Earth Resources Observation and Science Center

지구환경

USGS

eros.usgs.gov

기상

DoE

www.arm.gov/data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National Database for Autism Research

Atmospheric Radiation Measurement Climate
Research Facility Data 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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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국
1) 연구 데이터 공유/활용 관련 법률 및 정책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05년 발표)
 영국 정보공개법 제도의 기본이자 핵심인 법
 정부부서 및 보건기구, 국공립학교, 대학, 공기업 등 10만 여개에 이르는 공공기관과
공적 서비스 및 관련 계약을 맺은 민간기업의 정보가 적용 대상
 폭넓은 문헌 및 정보를 포괄하며 공공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이 법적으로
보장을 위해 소급적용됨
 공개범위 대상에 연구 데이터*가 포함되며, 해당 연구 데이터는 실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저작권을 가짐
* 데이터셋이라는 용어를 포함시킴으로써, 데이터를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며,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허용

 RCUK(영국연구회)의 ‘데이터 정책에 관한 공동원칙(Common Principles
on Data Policy)’ 제시(’11)
 개별 연구위원회 데이터 정책의 기본틀을 제공
 RUCK가 제시한 데이터 정책에 대한 7가지 공동 원칙은 다음과 같음
[표 12] RUCK 데이터 정책에 관한 공동원칙
구분

내용

1

공적 자금으로 수행된 연구 데이터는 공공 관심으로 생산된 공공재이며, 최소한의 제한으로
적시에 책임감 있게 활용가능 하여야 함

2

제도 및 연구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데이터 관리 정책 및 계획은 적절한 표준, 커뮤니티의
우수사례에 부합되어야 하며, 장기적 가치를 지닌 데이터는 미래연구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보존
및 접근 가능성이 유지되어야 함

3

검색, 효과적인 재사용 등 연구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화기 위해 충분한 메타데이터가 기록되어야
하고, 다른 연구자들이 데이터의 연구 및 재사용의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함

4

RUCK는 연구절차가 부적절한 데이터 발표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의 모든
단계에서 연구기관의 정책 및 관행들이 고려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함.

5

연구팀이 데이터의 수집, 분석에 들인 노력이 적절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자들이 제한된
기간동안 연구자가 수집한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자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게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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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6

주요 연구 데이터셋을 생성, 보존, 공유한 연구자의 지적 기여를 인정해주기 위해서는 연구
데이터의 모든 사용자들이 이들의 데이터 출처를 표기하고 모든 데이터에 대한 이용 조건에
따라 접근해야 함

7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은 연구 데이터의 관리 및 공유를 지원하기 위해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

 개별 연구위원회의 연구 분야 및 데이터 특성에 맞춘 관련 정책 운영
[표 13] 영국 개별 연구위원회의 연구 데이터 공개 정책
구분

내용

연구출판물

학회지 논문, 컨퍼런스 논문 등에 대해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의 산출물에 제한없이 접근
가능한 오픈 액세스를 추구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리포지토리 제공함
* 연구출판물과 함께 메타데이터도 함께 기탁

데이터

대부분의 연구비 지원기관은 데이터와 함께 장기적 활용을 위해 메타데이터와 관련 문서도
함께 제공하도록 함

기한

콘텐츠 접근 가능 시기, 연구 결과 보존 기간 등은 지원기관마다 다르나, 대부분의 출판물은
발간 후 6개월 이내에 시기적절하게 최대한 빨리 공개하도록 함

DMP

대부분의 연구위원회는 DMP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연구비 지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접근 및 공유

RCUK가 제시한 공동원칙에 따라 연구결과에 광범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조건적
데이터 공유 가 아닌 간접비 지불 등 최소한의 규제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큐레이션

연구 결과물이 장기 보전에 관한 규정으로 보존 기간 및 자원, 필요성, 유용성 등 데이터
생애주기의 다양한 면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관리하고 관련 문서 및 메타데이터를 유지함

 (사례) 공학물리연구위원회(EPSRC)의 데이터 공유 정책 프레임
[표 14] EPSRC의 데이터 공유 정책
구분
1

내용
연구원, 연구팀, 연구기관의 과학적 명성을 성장시키기 위해, 연구 가시성을 증가시키고
연구인용을 확대생산함

2

공개적인 과학적 탐구를 강화함

3

객관적으로 검증된 연구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구 전반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과학적 논쟁 해결에
도움을 주며 다양한 분석방법을 고취시킴. 이를 통해 잘못된 데이터로부터 연구자를 보호함

4

분석방법 및 데이터 수입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유도함

5

보다 많은 협업 연구 기회를 제공함

6

초기 연구자가 보지 못한 연구를 위해 연구 데이터의 재상용을 통해 불필요한 연구 데이터
중복 수집을 방지함

7

다양한 원천의 자료 통합으로 생산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강력한 분석결과를 도출함

8

신규 연구자 및 대중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교육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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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5월부터 EPSRC의 참여 연구기관은 연구 데이터에 대한 모든 기대사항을 완벽히 준수하도록
함
** EPSRC는 참여연구기관의 연구 데이터 공유에 대한 진행상황 및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함. 만약 합리적인
데이터 공유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에 합당한 제제를 취할 수 있음

2) 연구 데이터의 공유/활용 지원 조직
 디지털 큐레이션 센터(DCC)
 연구 데이터의 가치 제고 및 장기적 활용을 위해 데이터 관리 능력 향상, 기술에
초점을 두고 데이터 저장 및 관리를 지원하는 기관
 2004년 정보시스템합동위원회(JISC)*의 지원으로 설립
* JISC: 영국 고등교육 및 연구 분야의 ICT 활용을 지원하는 비영리기관으로, 학술자료의
오픈 액세스 추진 비용, 혜택 추정모델의 개발 등 연구성과물의 공개 및 공유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연구기관이 필요로 하는 연구 데이터의 저장, 관리, 보안 및 공유에 전문적
조언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 가이드, 사례 연구 및 온라인 서비스 등의 자원을 제공하며, 정책 개발 및 DMP
등에 대한 컨설팅, 데이터 관리 및 공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온라인 데이터 관리 계획 작성 도구인 DMP Online*을 개발하여 DMP의
직접적인 작성 서비스, 연구자금 지원기관의 요구사항 분석, 데이터 관리 계획
체크리스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DMP Online은 영국 내 소속 연구, 대학기관이 있을 경우 활용 가능하며, 그 외 기관의
경우 이용자 등록을 통해 기관명과 함께 활용 가능함. 다양한 연구비 지원기관의 템플릿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자가 참조할 수 있는 답변을 제시함으로써 DMP 작성을 지원함

3) 정부운영 연구 데이터 공유 플랫폼
 [RCUK]리서치피쉬(ResearchFish) 통합 플랫폼
 EPSRC 등 모든 연구위원회의 연구 산출물 및 연구 데이터 수집을 위한 연구위원회
공통 플랫폼
 연구비 지원기관, 연구기관, 연구자에게 연구 및 연구 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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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경우 제공자에게 직접 요청해야 함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구비 지원기관의 요구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지원

 [NGDC] 국가 지구과학 데이터 센터(NGDC)
 주요 지질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 시스템, 수리지질학 데이터, 해저지질 및
지구물리 데이터 등을 수집, 관리하며 웹을 통해 정보 제공
 데이터 기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데이터 기탁이 가능
 DOI 발행기관으로 인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 기준을 수립

 [DEFRA] UK-AIR
 영국의 대기오염 및 대기질에 대한 정보 및 오염 수준, 오염예측정보, 관련 데이터
및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
[표 15] 분야별 데이터 센터 및 서비스
데이터서비스

분야

관련 기관

British Oceanographic Data Centre

해양

NERC

www.bodc.ac.uk

Environmental Information Data Centre

환경

NERC

eidc.ceh.ac.uk

National Geoscience Data Centre

지구환경

NERC

www.bgs.ac.uk/services/ngdc/

UK Polar Data Centre

지구환경

NERC

pdc.nerc.ac.uk

기상

NERC

badc.nerc.ac.uk

우주항공

STFC, NERC

British Atmospheric Data Centre
UK Solar System Data Centre

URL

www.ukssdc.ac.uk

UK Environmental Change Network Data
지구환경
Centre

NERC

www.ecn.ac.uk

UK Data Service

ESRC

ukdataservice.ac.uk

National Survey of Health and Development 건강의료

MRC

www.nshd.mrc.ac.uk/nshd/

e-Mouse Atlas of Gene Expression
(EMAGE)

의학

MRC

www.emouseatlas.org/emage/

UK Air Information Resource

환경

DEFRA

인문

uk-air.defra.gov.uk/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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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호주
1) 연구 데이터 공유/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정책
 정보자유법(FOIA)
 개인의 정부 정책, 프로그램, 의사결정 과정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
 정부기관의 문서를 대상으로 하지만, 정부주도의 과학연구 사업에 데이터
공유의 법적 기반이 됨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국가지침’(the Code, 2007)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책임있는 연구 수행을 유도하는 기본 지침으로서, 사회에서
연구자와 연구기관에 기대하는 기준을 제시함
 Code에 규정된 연구 및 연구 데이터의 관리 및 보급, 연구윤리, 동료심사 등에
관한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책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개별 연구기관인 호주의
모든 대학은 자체적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데이터를 공유, 관리함
 연구자는 소속된 the Code에 기반한 연구기관 및 대학의 규정 또는 지원에
따라 데이터 관리 및 보존활동을 수행함
 연구과제에서 생산된 모든 데이터가 보존 대상이지만, 1차 자료의 경우 보존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차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 데이터에 대한 보전 및
접근성 보장을 의무화함
 연구과정 전반을 규정하고, 연구 데이터 관리 공유 및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만,
데이터의 공개 및 공유에 관한 강제 조항은 없음
 연구 및 연구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개별기관 규정 또는 연구계약에 규정된
바를 준수하도록 규정함

 DMP 등에 관한 정책
 2014년부터 연구자금 관리기관인 ARC가 DMP 제출을 의무화함
 이를 기반으로 연구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호주국가데이터 서비스(ANDS)
에서 DMP 및 관련 가이드라인, 템플릿을 제공
 연구관리기관인 NHMRC에서도 ARC와 동일한 수준의 연구 데이터 관리, 공유
의무사항 준수를 요구하지만, DMP 제출을 의무화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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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데이터 공유지원 체계
 호주 국립 데이터 서비스(ANDS)
 호주 정부 프로그램인 NCRIS의 재정지원을 받아 설립된 조직으로, 과학연구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장기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메커니즘 확립을 목적으로 함
 모나쉬 대학 주도로 호주국립대학, CSIRO와의 협력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운영,
관리됨
 주요서비스인 Research Data Australia(RDA)는 연구 데이터 포털 서비스를
통한 검색 및 재사용 지원
* RDA는 개별 연구기관 리포지터리에 축적되어 있는 활용 가능한 데이터 및 연구결과를
목록화한 메타 데이터를 확보함

 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리 및 공유를 위한 가이드, 교육 등을 제공하고, 연구자
간 협력을 지원하며, 연구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메타데이터를 수집, 제공
 운영 방식
[표 16] 호주 ANDS의 운영방식
분야

내용

파트너쉽

민간의 연구중심 대학, NCRIS의 데이터 중심 시설, 슈퍼컴퓨터, 중앙 및 지역 정부 기관,
지역사회와의 데이터 시스템, 연구결과 출판 및 연구자, 연구자금 등의 연구사업 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 도모를 지원

서비스 제공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검색, 연계, 출판, 공유, 사용, 재사용 서비스와 관련해 RDA, DOI,
Handle Service, Research Vocabularies Australia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역량 강화

연구 시스템 및 데이터 관련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ANDS 파트너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온오프라인 교육 제공

데이터
연계 전략

연구자, 연구그룹, 연구활동 및 연구시설, 연구 데이터, 연구분야의 연구에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을 위해 기초적인 정보 기반 시설을 제공

 대학 도서관
 개별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는 Vice-Chancelloer를 중심으로 연구 데이터 관리
조직을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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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지원의 연구 데이터 공유 체계
 수요 기반 데이터 인프라 및 서비스 연계 구축
 호주 정부는 데이터의 구축(RDS) 및 검색(ANDS), 연구 인프라 구축･지원(NeCTAR)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3개 프로젝트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 중
* 현재 3개 프로젝트의 통합 추진을 진행 중

 이와 관련해 호주 정부는 ｢국가 공동 연구 인프라스트럭쳐 전략(NCRIS, 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Infrastructure Strategy)｣*을 통해, 국가 차원의
연구 데이터 관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 중
* NCRIS: 국가 전반에 걸친 e-Research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1억 5000만 호주 달러 상당의 연구자금을 전국의 약 24개 기관에 매년 지원

- (목적) 연구자의 데스크톱(책상)에서 연구 프로세스 전 주기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클라우드온라인 네트워크 기반 전국 규모의 연구 인프라를 구축지원
[표 17] 호주 정부지원의 연구 데이터 공유 체계 현황
프로젝트명

내 용

ANDS
(Australian National Data
Service)

 호주 내 대학,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의 연구 데이터를 검색, 엑세스,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검색 서비스’
 기관 파트너쉽을 통해, 메타 데이터(데이터의 자체 저장)를 수집하여
온라인 기반으로 검색엑세스 제공
* 분야별 132,408종의 데이터셋 엑세스 제공(2017.10. 기준)

NeCTAR
(National eResearch
Collaboration Tools and
Resources project)

 도메인 중심의 eResearch 협업 연구 환경 지원 서비스
 연구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원격･실시간으로 저장･액세스･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컴퓨팅 인프라,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제공

RDS
(Research Data Service)

 호주 내 대학,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연구
커뮤니티(분야)별 연구 데이터 구축
 데이터의 구축 및 공유, 관리 기술 개발 등

 NCRIS 데이터 관련 프로젝트
[표 18] NCRIS의 데이터 관련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명

분야

프로젝트 내용

Atlas of Living Australia
(ALA)

생물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로 연구자들과 사용자들이 호주에
서식하는 식물과 동물들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 정보를 융합하며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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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분야

프로젝트 내용

AuScope

지구과학

지구 과학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프로젝트로,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인프라부터 모델 개발과 시뮬레이션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함

Australian National Data
Service (ANDS)

인프라

데이터 관리, 연계, 발견 촉진 등을 통한 호주의 연구 데이터 환경
변화 추진

분산 네트워크 기반의 종합적 데이터와 정보 서비스 접근을
Australian Urban Research
향상시키기 위한 전자 인프라스트럭저를 기존 도시 환경과 도시
Infrastructure Network 도시 환경
연구자, 디자이너, 설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협력
(AURIN)
사업
Bioplatforms Australia
(BPA)

바이오

유전체학, 단백질체학, 대사체학, 바이오정보학 분야의 과학적
인프라스트럭처 제공

National eResearch
Collaboration, Tools and
Resources (NeCTAR)

인프라

호주 연구자에게 디지털화된 데이터와 분석/모델링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국가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호주의 동물, 식물 및 소재의 최신 이미지를 제공하는 국가적
National Imaging Facility
생물/소재
(NIF)
네트워크 구축
Population Health
건강의료
Research Network (PHRN)
Research Data Storage
Initiative (RDSI)

인프라

Terrestrial Ecosystem
지구환경
Research Network (TERN)

다양한 부처와 권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헬스 데이터셋으로부터
비식별화된 인구 헬스 데이터를 연계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데이터 집중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접근, 관리, 공유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구축
생태계 연구자에게 여러 분야에 걸친 데이터 수집, 저장, 공유, 통합
지원

 (시사점) 연구 커뮤니티수요 기반의 데이터 인프라 및 서비스 연계 구축제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 추진
- 국가 차원 협력체계를 통해 데이터 ⟷ 인프라 통합 연구환경 구축
- 연구 데이터, 연구자, 연구시설 등의 정보 연계, 데이터에 대한 재활용 및 가용
여부, 소재(위치) 정보 파악 등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모니터링 가능

 Research Data Australia(RDA)
 ANDS에서 운영하는 연구 데이터 공유 플랫폼으로, 직접 데이터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개별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관리하는 연구 데이터
플랫폼 정보 및 개별 연구와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수집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하고, 필요에 따라
직접 연구를 수행한 기관, 연구자에게 연결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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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에게 데이터, 연구사업, 연구자, 기관 등 연구과정 전반에 걸쳐 시각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관련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함
 연구기관와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연구기관에서 생산하는 데이터가 관리된
형태로 전환되고 데이터 간 연계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련의 활동을
통해 데이터의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연구분야별, 주제어별 검색이 가능하며 제공되는 메타데이터 정보에는 △연구내용
및 연구 데이터에 대한 일반정보 △연구자 정보 및 연구 소유자 정보와 대표
연락처 △연구수행기관 △데이터 직접 제공자 링크 △데이터 생산년도 △연구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 △데이터 공개 여부 △데이터와 관련된 출판물 정보 △DOI

라. 프랑스
1) la loi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디지털 공화국 법)(‘16. 10) 공포
 법률 취지
 EU 디지털 단일 시장과 관련해, EU가 구상하는 규제의 미래상에 대한 선구적
역할 수행
 디지털 사회의 주도권 확보
* '15년 프랑스 정부가 내놓은 ‘디지털 전략’의 캐치프레이즈: 혁신의 자유, 권리의 평등,
모두에게 접근가능한 디지털의 박애, 국가 현대화의 모범

 목표
 정보와 지식의 공개 정책
 개인의 주도권 및 권리 강화를 중시하는 ‘디지털 진보주의’

 핵심 쟁점
 저작권 및 공공 정보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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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구성

내용

제1편

정보와 지식의 순환 촉진을 위한 규정

제2편

개인정보보호 등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제3편

디지털 서비스에서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규정

제4편

프랑스 해외 영토에 대한 특칙

 법률 수립 과정
 1차 시민 의견 수렴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네티즌 의견 취합(‘14. 10~’15. 02)
- 온라인상에서 중요 쟁점에 관한 네티즌의 의견 교환 및 토론
- 국가디지털위원회(Conseil national du numérique, CNNum)에서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 제출
* 네티즌의 의견 4000여 건을 취합·분석하여, 총 4개의 주제에 대한 70건의 제안을 수록

 전문가 의견 수렴
- 국가디지털위원회 보고서를 기초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의 싱크탱크로
구성된 입법제작실(law-making fab lab)에서 법률 초안 작성
 2차 시민 의견 수렴
- 온라인 홈페이지에 초안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 취합 후, 초안 수정
- 인터넷 오픈 액세스 등의 일부 조항에 대한 네티즌의 전폭적인 지지
* (방법) 각 조문에 대한 찬반투표, 의견 개진, 조문 수정안 제안 및 다른 네티즌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한 찬반투표
** (참여현황) ’15. 9월 3주간 홈페이지 방문수 약 13.7만 건, 법률안 작성 기여자수 2천 명,
투표 참여자수 14.7만 명

2) 오픈 사이언스 관련 조항
 법률 조항
 제1편 2장의 제30조 및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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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학술연구법전 L.533-4조): 오픈 액세스 및 오픈 데이터 관련 조항
- 제38조(지식재산권법 L.122-5조, 342-3조): TDM 관련 조항

 목적
 학술논문 DB의 높은 정기구독료로 인한 공공 도서관의 DB 구독 중지와 도서구입
감소를 해결
 학술지 및 논문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DB에 구독이 편중되어 접근
가능한 간행문의 다양성, 깊이가 약화되는 상황을 개선
 연구자와 DB 제공자 사이의 불균형을 시정
 연구자의 연구결과 공개에 대한 권리 강화
* 일종의 오픈 사이언스에 대한 연구자 및 사용자의 권리 강화

 법률 영향 평가(예정)
 디지털법 공포일로부터 2년 내에 해당 조항이 프랑스의 학술지 출판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학문적 아이디어와 정보의 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의회에
보고서 제출 예정

 제30조 오픈 액세스 및 오픈 데이터 관련 조항
 연구자의 권리
- 독점권이 발행인에게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무료
배포할 권리
 대상
- (전제조건) 프랑스 또는 EU의 공적자금으로 연구비의 50% 이상을 지원받은
논문 또는 연구 데이터
- (논문)
① 연 1회 이상 간행물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출판 승인된 최종본, 즉 동료
심사를 거친 출판 전 저자의 최종 논문
② 발행인에게 독점권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자간 합의로 배포 가능.
단, 비상업적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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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정 기간의 엠바고* 설정 가능
* (엠바고 기간) EU의 권고안에 따라 과학기술, 의료 분야는 6개월, 인문/사회과학 분야는
12개월

④ 디지털 오픈 포맷 형식으로 배포
 연구 데이터
- 논문의 연구 데이터, 연구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데이터
- 연구자, 연구기관, 연구조직이 공개시, 자유롭게 활용 가능
- 발행인은 논문과 관련된 연구 데이터의 재사용의 배타적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음
* 프랑스 연구법 L.112-1조에서는 공공연구의 임무로 “과학지식 공유 및 전파”, “과학
데이터에 대한 공개 액세스” 등을 명시하고 있음. 디지털법 30조는 이러한 연구 데이터의
사유화 금지를 법적으로 보다 명확히 함.

 제38조 TDM 관련 조항

 (대상) 과학적 결과물에 포함 또는 이와 관련된 텍스트, 데이터
 (목적) 비상업성의 공적 연구
 (공개 가능시기) 텍스트 또는 데이터가 생산된 연구활동 종료 후
 (DB 사본 제작 가능자) TDM을 목적으로 해당 연구 데이터에 접근권이 있는 자
 (기술 사본의 저장, 공유) 법령으로 지정된 조직
 (그 외 사본 또는 복사물) 파기

 한계
 엠바고 설정이 가능한 최종 버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
- 지적재산권법, 유산법 등에 “원고(manuscript)”, “저자 버전(author's version)”,
“발행인 버전(publisher's version)”, “출판 전(pre-publication)”, “출판 후
(post-publication)” 등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불명료함. 그로 인해 오픈 사이언스
추진시 사용자 간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출판된 논문과 관련해 연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상의 비대칭성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 양도에 관한 계약 모델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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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이상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연구에서 생산된 데이터의 범위가 불명료함.
또한 연구 데이터의 개방 및 공유의 절차가 제기되어 있지 않음.
디지털 공화국 법의 제 30조, 38조 조문
제30조
연구법 5조 표제 3의 제3장에 다음과 같이 L.533-4조를 추가한다.
L. 533-4조
I.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연구비지원기관, 유럽연합기금 등으로부터 연구비의 최소
50%를 지원받은 연구활동에서 생산된 과학 문헌은 적어도 연 1회 이상 간행되는 정기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 발행인에게 독점권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저자는 공동저자와의 합의 하에 출판이
승인된 최종본을 디지털 오픈 포맷의 형식으로 무료 배포할 수 있다. 이는 발행인이 출판 승인된
최종본을 무료 배포할 수 있는 디지털 형식으로 제작하거나 최초 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 가능하다. 이 기간은 과학, 기술 및 의학 분야의 발행물의 경우 최대 6개월, 인문 및 사회과학
분야는 12개월이다.
첫 번째 하위절에 의거해 무료 배포된 버전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II.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연구비지원기관, 유럽연합기금 등으로부터 연구비의
50%이상을 지원받은 연구 활동에서 생산된 데이터는 특정 권리, 또 는 특정 규정을 근거로 보호되지
않으며, 연구자, 연구기관 또는 연구조직이 데이터를 공개할 경우 이를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다.
III. I에서 언급한 과학 문헌의 발행인은 발행물에 공개된 연구 데이터의 재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
IV. 이 조항의 규정은 공공 정책으로서, 이에 반하는 조항은 불문에 부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8조
지식재산권법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I L.122-5조 9°의 두 번째 하위절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10°을 추가한다.
“10° 상업적 목적이 아닌 공적 연구를 목적으로 과학적 결과물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합법적인 디지털 복사 또는 복제를 허용한다. 이는
텍스트 또는 데이터가 생산된 연구 활동의 종료 후에 산출된 파일의 저장 및 공유, 텍스트 또는
데이터를 조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여기서 파일은 연구 데이터를 의미한다.”
Ⅱ L.342-3조 4° 이어서 다음과 같이 5°를 추가한다.
“5° 데이터베이스의 디지털 사본 또는 복사물은 상업적 목적이 아닌 연구에서 생산된 과학적 결과물에
포함 또는 이와 관련된 텍스트, 데이터의 마이닝을 목적으로 접근권이 있는 사람이 제작해야 한다.
텍스트, 데이터가 생산된 연구 활동의 종료 후에 가공된 기술 사본의 저장 및 공유는 법령으로 지정된
조직이 수행해야 한다. 그 외 사본 또는 복제물은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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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일본
1) 관계 기관의 정책 및 전략
가) 내각부
 [오픈 사이언스 전문가 패널] “일본 오픈 사이언스 촉진” 보고서* 제출(‘15)
* 보고서명: Expert Panel on Open Science (2015), “Promoting Open Science
in Japan: Opening up a new era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
[표 20] 일본 오픈 사이언스 촉진 보고서의 내용
구분

내용

 경쟁력 강화, 혁신성 증진을 위한 이니셔티브
 절차의 투명성
 공적 자금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생산된 디지털화된 연구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보장 및
정확한 소재(location) 정보 제공
오픈
 연구결과의 장기적인 관리 감독 방안, 데이터 접근의 용이성 및 상호운영성을 위한 검색,
사이언스
저장, 확산에 대한 최적화 방안
정책의 기본  공적 연구자금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에 대한 명확한 의무 규정 지침 수립 및 관련
요소
규정 개정
 오픈 사이언스 관련 계획 및 협약, 이행 전략 등에 대한 평가
 계획 및 기타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비 및 기타 비용 확보 방안
 계획 실행을 위한 로드맵
 데이터 인프라(리포지터리 등) 구축 계획
 분야별 특징과 연구 데이터의 저장 및 공유 방법 차이
 연구 데이터의 활용(접근, 검색, 재활용, 분석 등) 보장
 기밀유지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 지적 재산권 보호
 데이터 장기 보관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수립에 관한 로드맵
 데이터의 자유로운 사용 보장을 위한 규칙
연구 데이터
* (예) CC0, CC-BY
정책의 구성
 연구자의 DMP 작성 및 이에 대한 평가
요소
 연구자의 연구 데이터 관리를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 리포지터리 등의 설계
 사용자의 접근이 가능한 DB에 데이터 위탁 가능성
 특정 연구에서 사용될 연구 데이터셋의 속성에 기반한 데이터셋 제공 플랫폼
 연구 데이터의 관리, 분석, 유지, 저장, 공유 관련 기술 활용을 위한 인력 개발, 훈련 및
교육 지원
오픈
 정부 및 내각부(CAO), 과학기술혁신 심의회(CSTI) 등이 각 기관의 계획 및 이니셔티브 집행
사이언스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정책 수립 및 * (대상) 데이터 관리에 관한 인프라 구축 및 진행 상황,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플랫폼
이행 평가
아키텍처, 스토리지 및 공유 기술, 인력 개발 등
오픈
사이언스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무료 또는 무상”, “자유로운 사용” 등에 대한 정확한 정의
 연구 결과 활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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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시
고려사항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데이터 큐레이션, 스토리지 제공 등에 관한 학술 출판계와의
공존
 오픈 사이언스에 기여한 연구자 및 과학 커뮤니티의 인센티브
 연구 분야별 차이를 고려한 연구 데이터의 저장/공유/규칙
* (전략) 분야별 데이터 공유/개방성을 이해하는 인원 수 조사, 개별 데이터셋의 기술적
용이성 및 해결과제 고려, 전문기술/연구능력의 필요성 대비 데이터 생성 및 조직화에
필요한 노력 분석
 목적별 데이터의 차이
* (예) 연구개발 목적, 행정 목적
 연구자 대상의 데이터 개방/공유 관련 기술 개발 교육훈련
 데이터 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포괄적 교육시스템의 조사/홍보
 연구 지원을 위한 데이터 과학자 및 데이터 큐레이터 확보

 [과학기술기본계획] 정부 및 기관의 오픈 사이언스 명시/권장
 (제4기)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연구 환경 및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부 역할
명시(‘11)
- 논문, 측정결과, 실험 데이터 등의 체계적 수집, 저장, 공개, 접근을 위한 기관
리포지터리 구축 촉진 및 연구기관의 교육 권장
- 학술지 및 문헌, 자원에 대한 디지털화 촉진 및 개방화 장려
- 분야 간 경계 제거를 위한 통합 검색, 구조화, 지식 추출의 자동화 촉진
* (세부 임무) 디지털 정보 자원의 네트워킹, 데이터 표준화, 콘텐트 소유권 관련 정보 인프라
구축, 정보 연결을 위한 절차 개선, 정보의 통합 검색/ 식별이 가능한 지식 인프라 시스템의
설계/확산

- 공공/연구기관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자저널 가입에 관한 효과적인
정책의 수립 여부 조사 및 관련 이니셔티브 지원
 (제5기) 오픈 사이언스 촉진 제안(‘15)
- 오픈 사이언스의 추진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관련 기관이 협력해 오픈 사이언스
촉진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
* 연구 데이터가 오픈 데이터의 대상에 포함됨을 명시

나) MEXT
 제8기 학술정보위원회의 오픈 사이언스 방향성 제시(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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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MEXT 학술정보위원회의 오픈 사이언스 권고안
구분

내용

 공적 연구 자금으로 수행된 연구는 프로젝트의 규모,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한 DMP
작성 및 그에 따른 데이터 관리
 대학 등은 연구자의 DMP 작성 및 계획에 기반한 관리를 지원하고, 논문의 근거 데이터
논문 근거가 되는 제공할 수 있고 논문과 데이터를 연결,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 가능한 공용 플랫폼 활용
연구 데이터의
* 이용빈도가 낮은 데이터는 콜드 스토리지를 활용하는 등의 효율적인 저장 방안 모색 필요
보관·관리
 관계 기관은 클라우드 등 연구 데이터의 공개 관련 인프라 정비
 메타 데이터의 표준화 및 저장 대상 데이터의 규정 등에 관한 데이터 저장 정책 개발
필요
 NII의 리포지터리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이를 연구 데이터 스토리지로 정비
 학회 등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일본 학술회의(SCJ)에서
연구 커뮤니티의 공감대를 형성
논문 근거
 연구 데이터는 활용 가능한 형태로 공개하되, 신뢰성 확보
데이터의 범위
 연구에 사용된 프로그램, S/W 버전 등도 데이터 작성자가 공개시 이를 명시
및 형식
 공적 자금으로 수행된 논문 근거 데이터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비밀 유지 등과 관련된
경우 제외
 분야별 특성을 반영해, 생명과학 분야와 같이 이미 국가 지원으로 통합 DB를 구축하고
있는 분야는 기존의 리포지터리 활용, 공동 DB가 없는 분야는 대학 등의 기관
리포지터리 활용
연구 데이터의  데이터와 논문 정보에 관한 통합 검색, 분야별 데이터 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정비
공개 방법
 JST는 J-STAGE의 고도화와 함께 학 합회의 수요를 바탕으로 데이터 저널 출판에 관한
기반 정비
 NII는 JST 등과 연계하여 논문 이외의 DB 및 기관 리포지터리의 연구 데이터의 횡단적
검색·활용에 관한 기반 서비스 제공
 대학의 경우, 논문, 연구 데이터 관리에 관한 규칙 수립 및 연구 성과의 소산, 소멸,
파손 방지를 위한 시책 강구하고, JaLC와 협력하여 논문 및 연구 데이터에 대한 DOI
부여/관리 구조 확립
 대학, 학회 등은 이용 규칙의 명시, 라이센스 체제 구축 등을 통한 연구 성과의 활용
연구성과의 활용
촉진
연구 데이터의
 인용된 데이터 생산자의 기여 실적 평가 필요
인용 및 평가 활동
 연구 데이터의 공개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연구 데이터 전문 인재 육성이 필요
인재 육성 및
* 대학 등에서도 기술직원, 도서관 직원 등이 데이터 큐레이터로서 일정 기능을
확보
담당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의 업무와의 병행 등의 문제로 직원의 역량 개발과
함께 새로운 전문 인력의 확보 고려 필요

연구 성과의 소실
등의 방지

연구 데이터  연구 데이터의 정확한 저장 및 활용을 위한 플랫폼 정비 필요
* 지구환경정보통합융합 프로그램(DIAS-P), 생명과학데이터센터(NBDC),
인프라 정비의
혁신센터(COI) 프로그램 등을 통해 데이터 축적 및 활용이 촉진되는 중
방향성

다) JST
 연구 출판물의 공개 및 연구 데이터 관리에 관한 정책 및 가이드라인 수립
(‘1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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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JST의 연구 데이터 정책 및 가이드라인
구분

내용

연구 책임자의  DMP를 기반으로 연구 프로젝트의 연구 데이터를 보관/관리하고, 연구 프로젝트 시작
책무
전까지 DMP 제출
대상

 직접적인 연구 산출물로서의 원천 데이터, 출판물의 근거 데이터 등

공개 제외 및
제한 대상

 비밀유지, 영업 비밀, 국가적 이득, 국가적 보안 관련 데이터, 상품화 및 산업화를
목적으로 수집된 데이터, 민간 기업 소유의 데이터, 공동 연구자 동의 등이 불가능한
데이터, 사생활 보호 관련 데이터, 지적 재산권 보호를 받는 데이터

비공개

 연구자 및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엠바고 기간 등을 설정

DMP

 연구 데이터의 보존 및 관리, 공개/비공개 방안, 연구 데이터 공개 체계, 데이터의 재활용
방법 및 증진 방안 등을 기술

보존·관리
공개
재활용

 DMP를 기반으로 연구 데이터의 보존/관리
* 연구프로젝트가 완료된 이후에도 가능한 연구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보존
 공공 DB, 학회의 분야별 리포지터리, 기관 리포지터리 둥을 활용
* 저널에서 데이터 저장용 리포지터리를 제안 가능
 연구 데이터 생산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 분야별 연구 데이터 포맷
방법/권고에 준하여 관리

라) SCJ
 오픈 사이언스 위원회의 정책 제안
 연구 데이터 인프라구축

[그림 2] 오픈 사이언스를 위한 오픈 데이터 인프라 구조
* 자료: Committee on Open Science (2016), "Recommendations Concerning an Approach to Open
Science That Will Contribute to Open Innovation", Science Council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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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연구 커뮤니티와의 협업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 데이터를 관리, 공개할
수 있는 연구 데이터 인프라 구축
- (특징)
① 고성능 네트워크 기술 및 인증 협업 기술을 통한 속도, 안전성, 유연성을
갖춘 데이터 액세스
②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데이터 저장
③ 연구 커뮤니티의 공개/비공개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 전략을 기반으로 연구
데이터 리포지터리 구축, 관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 구축
④ 소규모 연구기관에게는 등록(registration) 기반의 저비용 비공개 공동
리포지터리(joint repository) 서비스 제공
- (세부 구성)
[표 23] 일본 SCJ의 연구 데이터 개방을 위한 인프라의 세부 구성(안)
구성

기능

발견 인프라
(discovery infra)

 학술논문, 연구자 및 연구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는 범용 연구 데이터
재활용 시스템으로서 기능
 해외 발견 서비스와의 연계, 논문 및 연구 데이터 연계 기능을 통해 연구자가
세계 어디에 있든 원하는 정보에 접근 가능

공개 인프라
(publication infra)

 학술지 게재시, 논문 및 연구 데이터를 관련 분야의 공개/비공개 지침에 따라
공개 인프라를 통해 공개
 공개 자료는 동료 평가 및 검증에 활용
 데이터에 대한 셀프 아카이빙, 버전 관리 및 자동 패캐징, 개인 정보 데이터 익명
기능 제공

관리 인프라
(management infra)

 네트워크, 인증협업,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여 저비용의 안정하고 유연한
데이터 접근 가능
 고효율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스토리지 제공
 연구자가 사용하기 쉬운 API를 통해 메타 데이터를 관리 인프라에 등록
 등록 데이터는 비공개 또는 접근이 허가된 연구 커뮤니티와 공유
 연구부정 행위 예방 지침에 따라 논문은 출판 후 10년간 보관

 연구 커뮤니티에 의한 데이터 전략 수립
- 각 연구 커뮤니티가 다루게 될 데이터 예측, 엠바고, 데이터 공개 범위 및 데이터
분석 도구의 공개/비공개 전략을 결정
- 연구 커뮤니티에서 결정한 공개/비공개 전략에 기반한 리포지터리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메커니즘은 연구 데이터 인프라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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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생산자 및 큐레이터에 대한 인센티브
- 저작권 보유자의 기여 표기, 논문에 데이터를 제공한 데이터 생산자 및 데이터
큐레이터의 이름 기입
- 데이터 인용 이니셔티브(예: DOI) 채택
- 데이터의 생산, 큐레이션에 관한 성과 평가 지표 도입
- 관련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2) 연구 분야별 데이터 공유 현황
가) 생명과학
 JST 국립생명공학DB센터(NBDC)의 DB 통합 추진
 CSTI가 2001년 수립된 JST의 국립생명공학센터(NBDC)을 통해 일본 MEXT
생명과학 분야의 통합 DB 정비 사업과 JST의 바이오 인포메틱스 센터 사업을 추진
 기능
- DB의 정비·통합 전략 기획 및 가이드라인 전략 수립
- DB를 통합적으로 검색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용 포털 사이트의 구축·운용
- ‘기반기술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등에 위탁하여 데이터베이스 통합화의
실현의 기반이 되는 기술개발 실시
- ‘통합화 추진 프로그램(DICP)’을 통한 분야별 DB 통합화를 추진하여 일본 바이오
관련 DB 통합 추진
 극복 과제
- 데이터 생산자들의 강한 소유권 의식으로 인한 데이터 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설계의 어려움
- 연구자와 분야 간의 의미 및 용어에 관한 의견 불일치
- 생명과학 분야의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와 다양성으로 인해 새롭게 이용 가능한
장비와 시설의 부족
* 그밖에 생명과학 분야 DB로는 일본DNA데이터은행(DDBJ), 일본단백질데이터은행
(PDBJ) 등이 있으나, 미국, 유럽 등에 비해 센터 활용 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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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정보통신융합연구센터(CiNet)의 뇌정보 DB
 학제간 뇌과학 기술 연구소로서 ICT, 뇌-기계 인터페이스, 뇌이미지 기술, 로봇
관련 분야의 기초 시스템 신경과학 및 응용 연구를 위한 최첨단 시설을 구축

[그림 3] NICT 뇌 정보 DB센터 CiNET
*자료: Committee on Open Science (2016), "Recommendations Concerning an Approach to Open
Science That Will Contribute to Open Innovation", Science Council of Japan

 생명과학 데이터센터(DBCLS)
 대학 공동 이용 기관법인 정보시스템 연구기구(ROIS)소속으로, 생명과학 분야
DB 통합의 거점 형성을 목적으로, 생물학적 DB 통합·유지·관리 및 정보기술의
연구개발 수행

[그림 4] DBCLS의 타 기관과의 관계도
*자료: http://dbcls.rois.ac.jp/en/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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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구/우주 과학
 [ICSU]일본 세계데이터시스템(WDS)
 기능
- 공공 데이터의 공정한 접속, 데이터로의 용이한 접근, 손쉬운 접속 보장 노력,
데이터의 품질보장, 개선된 데이터 관리 촉진, 정보격차해소, 보다 나은 연구를
위한 데이터 제공 관련 서비스를 제공
 극복 과제
- 최근 새로운 데이터 수집, DB 구축, 데이터 공개 방법 등이 등장하고 있으나,
형식, 공개 규정, 엠바고, 데이터 제공 기관의 권리 등에 관한 표준화 부재로,
일부 분야는 일반적인 국제규칙 적용이 어려움
- 공적 이용 가능성 및 데이터 포맷, 데이터 공유 촉진을 위한 메타 카탈로그
정보 제공이나 사용자 친화적인 데이터 조직화를 위한 인적 자원 배분 등에
대한 관심 부족
* 현재 12개 나라에 52개 센터를 설립, 운영 중임. 일본에는 7개의 센터가 있음

 데이터통합·분석 시스템(DIAS) 개발
 MEXT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지구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축적, 통합,
분석하고, 데이터를 전지구적 환경문제 및 대규모 자연재해 등에 대한 위기관리에
유익한 정보로 변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재, 약 700종류의 지구관측·예측정보, 사회경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약 540개 기관, 약 1800명이 이용 중
** 「지구환경정보플랫폼 구축추진 프로그램」('16~'20)을 통해 기업 등 신규 사용자를 포함
하여 장기적·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운영체제를 구축 중

 현재 물 문제를 중심으로 국내외 사회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성과 창출 시작
 향후 사용자 확대, 기후변화대응책 및 완화책 등에 기여하는 공통기반기술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지구관측·예측 정보 등을 활용한 기후변화
적응·완화 등의 사회과제 해결에서 세계를 선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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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재 과학(나노기술)
 소재과학국립연구소(NIMS)의 소재 DB(MatNavi)
 폴리머, 무기, 금속, 확산, 초전도 소재의 크리프(creep)/피로(fatigue) 데이터,
학술 논문에서 추출한 수치 데이터 등에 DB들을 상호 연결하여 데이터 제공
 소재 개발, 최적의 소재 활용 및 선택 등에 유용한 정보와 소재 특성 예측 및
비교를 통한 소재 식별을 위한 정보 제공

[그림 5] DIAS의 구성요소
*자료: Akiyuki Kawasaki et al. (2017), "Data Integration and Analysis System (DIAS) Contributing to
Climate Change Analysis and Disaster Risk Reduction", Data Science Journal, 16(41), pp. 1-17

바. 독일
1) 정부 정책 및 법률
 정부의 디지털 정책의 기본지침을 제공하는 디지털 아젠다(digital agenda)
프로그램 추진(’14)
 (목적) 디지털화로의 전환 지원 및 선도
 (전략목표)
- 디지털 부가가치 창출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성장, 고용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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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어젠더 2014-2017 발표(2014)에서 디지털화에 대한 기준을 제시
- 디지털 세계에 대한 접근선 개선 및 디지털화의 기회 공유
- 디지털화를 위한 IT기술 사용시 신뢰 구축 및 보안 강화
 (7대 활동 영역) ① 디지털 인프라 ② 디지털 경제와 근로 ③ 혁신 국가 ④ 사회
내 디지털 삶의 세계 ⑤ 교육․연구․학술․문화 및 미디어 ⑥ 안전․보호․사회경제에
대한 신뢰 ⑦디지털 아젠다의 유럽과 글로벌 차원
 디지털 아젠다의 일환으로 연방 교육연구부(BMBF)에서는 공적 자금으로 추진된
연구의 출판물에 대한 효과적이고 영구적인 근에 관한 사전 조건 수립 및 연구
데이터 접근 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오픈 액세스 전략 개발 추진

 전자정부법(e-Government Law) 발효(‘17. 07)
 (의의) 디지털 공공 행정기관의 발전을 위한 연방정부 및 연방정부 소속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개에 관한 사법적 토대를 마련
 (내용)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어 있으며 행정 당국의 외부 상황과 관련된 사실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네트워크를 통해 원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오픈 데이터에 관한 중앙 지원 기관을 설립 예정

 (개방 대상) 연방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정부의 자료(표, 목록으로 구성된
데이터)
 (한계) 공개 대상에 문서화된 문서는 제외되며, 대학 및 연구기관은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음
12a 연방 행정부 소속의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
(제1항) 연방 행정기관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네트워크를 통해 검색 가능하도록 공공법률 의무
또는 제3자를 통해 획득한 원시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러한 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주장은 이 법률에
기초하지 않는다.
(제2항) 제1항은 당국에 의해 전자적으로 저장되고, 행정기관 외부와 관련된 사실만을 담고 있는 수집물
중, 표, 목록으로 구성된 데이터만 적용된다. 즉, 편집되지 않은 연방정부 관련 자료를 타 기관에서 편집한
데이터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적 또는 사실적 이유로 편집되지 않은 데이터는 데이터의 공개 및 연구
목적으로의 수집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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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데이터가 제공될 필요가 없는 경우
1. 정보자유법의 3에서 6절에 의거해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거나 제한적인 경우 또는
액세스 권한이 제3자를 포함할 때만 가능한 경우
2. 데이터가 제3자의 동의없이 생성되어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3. 데이터가 이미 공적으로 접근 가능한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경우
(제4항) 제1항에 의거한 자료 제공은 수집 목적이 부적절하지 않은 경우 수집 즉시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다. 수집 목적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는 해당 문제가 해결된 후 제공 가능하다. 기술적 또는
기타 중요한 사유로 즉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결된 후에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제5항)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데이터는 메타데이터와
함께 제공 가능하다. 메타데이터는 국가 메타데이터 포털 GovData에 저장된다.
(제6항) 제1항에 의거해 데이터는 무상으로 제공되며, 누구나 무한 재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동 절에
따른 데이터 검색은 강제 등록이나 수집 목적에 대한 기술 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7항) 연방정부의 공공기관은 은 사전에 제1항에 명시된 데이터 요구 사항에 맞춰 다음을 추진해야
한다: 제9항과 관련된 최적화된 행정절차, 데이터 수집 및 처리에 관한 계약 규정 수립, 데이터 저장
및 처리를 위한 정보기술시스템의 확보
(제8항) 연방정부 소속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타당성 등에 대한 확인 의무는 없다.
(제9항) 연방정부는 공개 데이터 제공에 관한 공공기관의 자문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고, 지역
기관과 연락 가능한 중앙 기관을 설립한다.
(제10항) 매 2년마다 연방정부는 연방정부 소속의 공공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 현황을 연방 의회에
보고한다.

2) 연구기관의 전략
 프라이어티 이니셔티브 “디지털 정보(Digital Information)” 추진
 (추진주체) 과학단체연합(Alliance of German Science Organizations)*
* 참여기관: 독일학술진흥재단(DFG), 홈볼트장학재단(AvH), 프라운호퍼연구협회(FhG), 독일
학술교류서비스(DAAD), 독일총장협회(HRK), 헬름볼츠연구협회(HGF), 라이프니츠연구
협회(WGL), 막스프랑크과학진흥협회(MPG), 과학및인문학위원회(WR) 연합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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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디지털 출판물 및 연구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확대
- 독일 출판물 및 연구 데이터의 국제적 확산 및 수용을 위한 최적의 프레임 개발
- 전세계에서 수집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의 장기간의 이용 보장 및 디지털
연구 환경의 통합
- 혁신적인 정보기술 및 디지털 방법을 활용하여 IT 기반 연구 지원
 1차 이니셔티브(’08-12년)* 발표
* Alliance Initiative (2008), "Digital Information“
[표 24] 독일 과학단체 연합의 “디지털 정보” 1차 이니셔티브
어젠더

국가 라이센스

내용
 (목표) 공급 지향형 라이센스에서 수요 지향형 라이센스로의 전환
 (방법)
- 연구소(기관)와 과학 출판사 간의 국가 컨소시엄 계약을 달성하여 개별
연구자에게 무료로 디지털 출판물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권 제공
- DFG의 국가 라이센스 모델을 모든 연구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때까지
확장하여, 포괄적인 디지털 연구 환경에 기여

오픈 액세스

 새로운 인프라를 기반으로 과학기술단체연합의 이니셔티브 개발을 통한 기관 및
연구 분야별 디지털 리포지터리의 범위 및 네트워크 확장

국가 호스팅 전략

 (목표) 디지털 텍스트 저장을 위한 효율적인 인트라 구축 및 운영
 (방법) 라이센스가 있는 상업용 출판물 및 라이센스를 획득한 그 외 매체와의 공동
전략 개발 및 이행

1차 연구 데이터

 (목표) 모든 주요 연구 분야의 1차 연구 데이터의 수집, 아카이빙, 재활용을 위한
구조 수립
 (중요과제) 연구자와 정보 제공자 간의 긴밀한 협력
 (활동 영역)
- 연구자에게 1차 데이터의 인프라 유용성을 제시하고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의 데이터 정책 수립
- 연구자와 정보 전문가 간의 협력 증진 및 파일럿 프로젝트의 지원자금 확보
※ 프로젝트 목표: 데이터 큐레이션의 주제별 표준 및 방법 개발, 업무 분장
- 분야별로 국제적으로 연결된 데이터 리포지터리 구축

가상 연구 환경

 (목표) 가상 연구 환경으로 알려진 주제별, 분야별로 연결된 디지털 연구 인프라
구축
 (초기 사례) eSciDoc 개발: HGF의 헬름호르츠 가상 연구소, 헬름홀츠 연합, DFG의
“Thematic Information Networks" 프로그램, MPG, WGL 참여

법적 프레임

 (방법)
- 저작권법 개정에서 오픈 액세스 적극 주장. 특히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결과를
출판할 수 있는 “기본권” 확보
- 인쇄물 발행과 디지털 출판 간의 왜곡된 경쟁에서 부가가치세의 적용 가능한
비율을 균등화함으로써 제거 가능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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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이니셔티브(‘13-’17년) 발표
- (국가 라이센스)
[표 25] 독일 과학단체 연합의 “디지털 정보” 2차 이니셔티브
어젠더

(1차의) 추가 내용(방법)

국가 라이센스

 연구소(기관)와 과학 출판사 간의 국가 컨소시엄 계약을 달성하여 개별 연구자에게
무료로 디지털 출판물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권 제공
 광범위한 사용권에 관한 가이드라인 구축하고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과학자
연합이 아닌 부분에서도 이를 표준을 설정

오픈 액세스

 (목표) Gold Access에 대한 기금 확보, 오픈 액세스 출판 비용에 관한 기준 설정,
오픈 액세스 리포지터리의 콘텐츠 증대, 국제 오픈 액세스 인프라에 대한 공동 지원
 (활동) 오픈 액세스 문화로의 전환을 위해 오픈 액세스 정책 연구 수행하여 대학
및 연구소의 오픈 액세스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관한 권고 사항 및 가이드라인 제공

국가 호스팅 전략

 프로젝트 팀의 전문가 위원회 역할 수행 및 전자 정보 리소스에 대한 지속 가능한
접근을 위한 “안전망” 구현을 위해 프로젝트 결과 전송 지원, 장기적인 보관 문제
해결 등

1차 연구 데이터

 (연구 데이터 관리) 기존 데이터 관리 체크리스트 사례에 대한 비교 검토 및 연구
데이터 인용에 대한 세부 권고안 수립, 데이터 상호 운용성 개선 및 메타 데이터
교환을 위한 메타 데이터에 관한 최소 조건 제안
 (연구 데이터의 유용성 및 가용성) 관련 “성공 사례” 수집을 통한 연구 데이터의
유용성 및 가용성 보장의 이점 규명 및 모든 연구 분야의 연구 데이터를 표준으로
설정하도록 독려
 (비용 구조) 다양한 분야에서 선택한 연구 데이터 센터를 위한 비용 구조 개발 및
운영
 (법적 프레임) 연구 데이터의 개방 보장 및 과학적 목적을 위한 공개 제한에 관한
메커니즘 및 가이드라인 개발

가상 연구 환경

 (맵핑 및 분석) 가상 연구 환경과 관련해 수행된 조사 및 CAPET 프로젝트와 협력하여
맵핑 및 분석에 대한 설명 및 표준화, 구체화, 분석
 (영구적 운영으로의 전환) 영구적 운영으로의 전환에 관한 가이드라인(권고 사항)
수립
 (법적 이슈) 새로운 조직 형태 및 유형(국가 기금 재원의 해외에서 사용 가능성)
등에 관한 법적 문제 파악 및 해결책 개발, 시행 등
 (경험 교환) 실무경험에 초점을 맞춘 주제 워크숍 추진

법적 프레임

 저작권 법 개정 과정에 적극 참여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과학단체 연합의 분야별 다양한 이슈에 대한 사전 작업을
추진

 공적 자금이 투입된 연구 데이터의 개방 지원을 위한 연구 데이터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 수립(2010)
- (보존 및 접근성) 연구 자금 지원 및 연구 수행과 관련된 중요 국제 조직에
따라, 공적 자금이 투입된 연구의 데이터를 장기간 보존 및 오픈 액세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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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분야 간의 차이) 연구 데이터 액세스의 방법 및 조건은 데이터 수집,
데이터 통합의 크기 및 가능성, 실질적인 유용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 분야별로
개발되어야 함. 동시에 특정 연구 분야의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 및 사용
시나리오에 대한 고려 필요
- (과학적 인식) 재활용을 목적으로 연구 데이터 제공은 과학, 인문학 전체에 이익을
제공함. 이에 추가 비용 및 시간 소요 등에 대한 기여 인정
- (표준 적용) 연구 데이터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표준에 맞춘 적절한 메타 데이터
제공함. 또한 학제 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주제별 조건, 표준, 메타 데이터의
카달로그 및 레지스트리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인프라 개발) 연구자 및 정보 전문가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연구
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이슈를 규명

3) 데이터 공유 플랫폼
 e-연구 플랫폼(eSciDoc)
 BMBF의 지원으로 MPG와 FIZ Karlsruhe가 공동으로 다학제 연구조직을 위한
e-연구 플랫폼 구축
 (목적) 과학 연구소 및 연구 조직의 연구 결과 및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오픈
액세스 보장
- 데이터의 저장, 처리, 보강, 배포, 발간 등의 연구과정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
문서, 원시 및 실험 데이터, 예비 출판물, 학습 자료 등 모드 연구 중간과정을
포함하여 연구 결과 및 자료에 대한 접근권 보장
 (주요 기능)
- 특정 연구 그룹 또는 연구 질문에 필요한 커뮤니티별 솔루션 제공
- 다른 커뮤니티 또는 시스템을 위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제공
※ 오픈소스 S/W로 자유롭게 접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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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eSciDoc의 구조
*자료: https://www.escidoc.org/JSPWiki/en/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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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운영사례 조사

2절

가. 수요 기반 데이터 공유․관리활용 지원 서비스
 [호주] ANDS
 배경
- 국가차원의 연구 데이터 통합 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08년 9월)
- (목적) 연구자들의 연구 데이터에 대한 용이한 접근과 활용을 통해 효율적인
연구 수행 및 연구결과 활용 제고
- ‘09년 통합 인프라인 Australian Research Data Commons를 구축, 호주
정부 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Infrastructure Strategy(NCRIS)의
지원으로 운영
 추진 방향
- 국가차원에서 데이터 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합하는 관점으로 수요기반의 점진적인
확장 추진
① 점진적인 접근: 데이터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기반 점진적인 확장 추진
② 인프라와 서비스의 통합: 데이터센터 서비스를 위한 기반 구축에 초점을
두고, 협업 연구를 지원하는 다양한 인프라 서비스와 연계 추진
③ 성공사례 기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기존 데이터집약형 연구그룹과
우선적으로 협력 추진
④ 데이터 확보 노력: 데이터를 양적으로 충분히 확보하고, 이후 데이터의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방식 추진
⑤ 지속성 확보: 연구 데이터가 장기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3년 단위 계속사업
으로 추진
 주요기능
① 다양한 분야의 관리되지 않는 연구 데이터를 국가차원에서 통합 관리하여 연구
데이터 공유·활용을 지원
② 연구 데이터 통합: 국가의 모든 연구 데이터를 데이터 공유·활용체계에 포함
③ 연구 데이터 공유: 체계적인 데이터관리 방침 아래 데이터의 관리 및 공유
④ 연구 데이터 저장: 연구 데이터의 주기적인 저장, 접속, 관리를 위해 안정적인
시스템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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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문성 확보: 연구기관 및 관리기관의 데이터관리 전문성 확보 지원
⑥ 연구 데이터 검색: 데이터 공유·활용체계에서 접속 및 데이터 검색 용이성 확보
⑦ 연구 데이터 활용: 다른 분야 및 다른 연구자간 데이터 공유, 재활용, 융합 촉진
 연구 데이터 공유·활용 체계(Australian Research Data Commons)
- 국가차원의 연구자와 연구 데이터의 협업 환경으로 ①공유 가능한 데이터 제공,
②데이터 설명 포함 메타데이터 제공, ③데이터 공유 환경을 위한 인프라 제공,
④데이터, 연구과제, 기관들 사이의 통합 연계 환경 구축
- 연구 데이터 공유·활용 체계의 Research Data Australia를 통해 연구 데이터
검색 및 재사용 등의 서비스 접근 가능
- 연구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의 저장 및 통합 관리하고, 사용자는 온라인
접속을 통해 메타데이터에 접속하여 ARDC가 제공하는 서비스 유틸리티 및
분석 툴 활용
* 연구 데이터는 원천데이터 생산기관이 보유하나, 필요시 데이터 복사본을 ARDC에 저장
* 연구 데이터 저장 보다는 공유·활용에 초점을 둔 허브 기능 수행

[그림 7] ANDS 인프라 및 서비스 구조

 [호주] NeCTAR
 개요
- 호주 정부가 ‘Super Science initiative’의 일환으로 2009년 ‘NeCTAR
(National eResearch Collaboration Tools and Resources project)’ 설립
* 호주 연구 기관, 대학, 연구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eResearch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호주
정부의 ｢국가 공동 연구 인프라스트럭쳐 전략(NCRIS, 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Infrastructure Strategy)｣을 통해 지원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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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호주의 연구 역량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eResearch 협업 도구 및 인프라
제공 등 연구자 지원 역할을 수행
*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를 분석(활용/재사용)할 수 있는 협업 환경 구축
* 연구자의 데스크톱(책상)에서 연구 프로세스 전 주기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클라우드온라인
네트워크 기반 전국 규모의 연구 인프라를 구축지원

① NeCTAR Virtual Lab: 리서치 데이터, 모델, 분석 도구 및 워크 플로우를
통합하여 협업 연구를 지원하는 도메인 중심의 온라인 연구 환경
② NeCTAR Cloud: 호주 연구 커뮤니티가 데이터를 원격･실시간으로 저장･
액세스･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컴퓨팅 인프라,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제공
- (사용자) NeCATR는 호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연구 네트워크로 1만여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 매달 250명의 신규 연구자가 등록 중
* NeCATR의 13개 가상연구소, 16개 eResearch 도구, 클라우드에 1만여 명 이상의
사용자가 등록하여 사용 중(2017년 2월 기준)

 서비스 상세
- [1] NeCTAR Virtual Lab(가상 연구실)
* 천문학, 기후, 생태학, 경제학, 지구과학, 인문학, 생명과학, 해양, 사회과학의 분야별 연구
집단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 실험실/도구 제공
[표 26] 호주 NeCTAR의 연구분야별 가상 연구실 및 연구 툴 지원 현황
연구 분야

천문학

가상 연구실/리서치 툴() 및 내용
[1] ASVO(All-Sky Virtual Observatory)
- 분산 네트워크를 통한 이론 및 관측 데이터셋의 제공(엑세스)
- 천문 망원경(크기: 1.3m) 관측 데이터셋 및 천문 분야 메타 데이터 제공
* 주관 기관: Astronomy Australia Ltd
[2] CWSLab(Climate and Weather Science)
- 호주의 기후 및 날씨 연구에 대한 과학적 협업 및 정보 공유를 지원하는 도구 및 리소스의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는 가상 실험실
- 기후날씨 모델링 소프트웨어, 광범위한 데이터 라이브러리, 연구분석시각화 도구, 연구
커뮤니티 내 실험 및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 제공
* 주관 기관: 기상청(Bureau of Meteorology)

기후
[3] BCCVL(Biodiversity and Climate Change VL)
- 기후 변화 모델링인 생물 다양성의 과정을 단순화시키는 "원스톱 모델링 샵" 으로 분석
및 데이터 소스를 위한 표준화된 도구 모음 제공
- 생물학, 기후 및 환경 데이터 제공(엑세스), 모델링 및 실험 수행 지원, 데이터의 저장 및
공유 기능 제공
* 주관 기관: 그래피스 대학(Griffith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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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분야

가상 연구실/리서치 툴() 및 내용
[4] IELab(Industrial Ecology)
- 데이터 통합 및 새로운 분석 도구의 개발을 통해 공급망 분석연구 지원
- 호주의 미래 바이오 연료 산업, 산업 공생 및 물질 효율성, 폐 금속 흐름에 대한 연구 지원
* 주관 기관: 시드니 대학교(University of Sydney)

생태학/

[Research Tool] Field Acquire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경제학
- 연방 고고학 정보 관리 시스템 프로젝트 (Federated Archaeologic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Project) 현장에서의 디지털 데이터 수집, 결과 데이터의 온라인 처리
및 보관을 위한 도구 구축
* 주관 기관: 맥쿼리 대학교(Macquarie University),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교(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지구
과학

인문학

생명
과학

[5] VGL(Virtual Geophysics Lab)
- eResearch 도구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는 통합 환경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과학 워크 플로우 포털
- Geoscience Australia(공공부문 지구과학단체)가 제공하는 대규모 데이터셋, 모델
제공(엑세스), 데이터 분석처리 지원 및 결과 아카이브, 공유 기능 제공
* 주관 기관: CSIRO(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6] VHIRL(Virtual Hazards, Impact and Risk): 재해재난 분야
- eResearch 도구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는 통합 환경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과학 워크 플로우 포털
- 자연 재해 예측 모델 제공
* 주관 기관: CSIRO(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7] HuNI(Humanities Networked Infrastructure)
- 호주 최대의 인문학 및 창조적 예술 데이터베이스로 인물, 작품, 이벤트, 조직 및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
- 호주 문화 웹 사이트의 데이터를 연계결합하여 제공
* 주관 기관: 디킨대학교(Deakin University)
[8] Alveo(인문학 분야 13개 조직 간 파트너쉽)
- 인간의 의사 소통 데이터 세트, 음성, 텍스트, 음악 및 동영상에 액세스하고 데이터
검색분석을 위한 도구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인프라 제공
- 클라우드 기반의 ‘휴먼 커뮤니케이션 과학’ 수행을 지원
* 주관 기관: 웨스턴 시드니 대학교(University of Western Sydney)
[9] CVL(Characterisation Virtual Lab)
- 원자 프로브, 신경 이미지, 구조 생물학, X- 레이 및 기타 이미징 데이터 및 데이터 처리
도구를 제공(엑세스)하는 온라인 환경
- NeCTAR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원격 데스크톱 환경을 제공
- 호주의 주요 영상 장비와 특수 컴퓨팅 기능을 통합, 분석 및 공동 작업을 위한 공통 데스크탑
환경 개발
* 주관 기관: 모나쉬 대학교(Monash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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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분야

가상 연구실/리서치 툴() 및 내용
[10] GVL(Genomics Virtual Lab)
- 연구교육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유전체 분석 도구 및 데이터 제공
* 주관 기관: 멜버른 대학교(University of Melbourne), 퀸즐랜드 대학교 (University of
Queensland)
[11] mGVL(Microbial Genomics Virtual Lab)
- Galaxy를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 이미지, 미생물 관련 도구 및 참조 데이터셋 제공
- 미생물 관련 분석 방법 및 소프트웨어, 맞춤형 분석 플랫폼 지원
* 주관 기관: Victorian Life Sciences Computation Initiative(VLSCI)
- 연구 설계에서 데이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고성능 컴퓨팅 자원 및 전산 기술을 지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12] endoVL(Endocrine Genomics Virtual Lab)
- 임상 및 생물 의학 데이터셋 제공
- 내분비학, 부신 종양, 당뇨병, 성병, 니만 픽 (Niemann-Pick) 질병, 비정형 대퇴골 골절 및
다발성 난소 증후군 등 생물 의학 분야의 임상 커뮤니티 지원
* 주관 기관: 멜버른 대학교(University of Melbourne)

[Research Tool] UniCarbKB
- 당뇨(학) 분야 연구를 위한 온라인 정보(구조기능실험데이터) 저장 및 검색 플랫폼 개발
* 주관 기관: 맥쿼리 대학교(Macquarie University)

해양

[13] MARVL(Marine Virtual Lab)
- 해양 및 해안 환경 예측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해양 모델링 패키지(지리적 위치, 관측
데이터셋, 분석을 결합한 워크플로우), 관측 지원
* 주관 기관: 태즈메이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Tasmasnia)

사회
과학

* VHIRL(Virtual Hazards, Impact and Risk): 재해재난 분야
- 사회과학자, 통계학자 등을 지원

- [2] NeCTAR 클라우드 서비스(http://cloud.nectar.org.au)
① (개요) 연구자가 데이터를 게시공유하고 컴퓨팅 서버를 운영하는 부담 없이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배포엑세스할 수 있는 컴퓨팅 인프라
서비스를 지원
② 호주 권역별 거점 기관(node sites)과의 제휴연결을 통해 하나의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운영
[표 27] 호주 권역별 NeCTAR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제휴 기관
지역(State)
NSW
(New South Wales)
TAS(Tasmania)
VIC(Victo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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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National Computational Infrastructure (NCI)
(Australia Capital Territory)
SA(South Australia)

eRSA(researchers in SA)

WA
(Western Australia)

PAWSEY supercomputing centra

QLD(Queensland)

QRIS Cloud

③ (활용 지원) 연구자 활용 활성화를 위한 모듈별 가이드 제공 및 평가판(trial)
인프라 할당을 지원
* 연구 프로젝트 시험판을 통해 3개월 동안 2대의 가상 시스템을 제공하며,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할 경우 추가 할당 신청 가능

④ (지원 내용) 호주 전역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솔루션 제공
[표 28] 호주 NeCTAR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징
구분/기능
비용(Cost)

내용
무료

개별 설정
(Individual setup)

사용자는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할 때마다 자체 서버(예: 운영 체제 선택 및
소프트웨어 설치)를 구성하고 클라우드에서 실행할 수 있음.

엑세스
(Access independence)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나 (사무실, 집, 회의장소, 출장지 등) 다양한
장치(데스크톱,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수행 할 수 있음.
연구 응용 프로그램을 각 장치에 설치(및 유지 관리)할 필요 없음.

컴퓨팅 용량

대규모의 컴퓨팅 용량(Large computing capacity) 제공

유연성 및 확장성
사용자는 필요할 때마다 신속하게 기술 인프라 자원을 확장이나 축소할 수
(Flexibility and scalability) 있음.
자원 공유

자원을 공유하여 여러 연구자가 동일한 데이터를 동시에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3] NeCTAR 사이언스 클라우드 서비스
① 생명과학, 해양과학, 생태학의 3개 연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지원
* 3개 커뮤니티: ① Australian BioSciences Cloud, ② the Australian Marine Sciences
Cloud, ③ the Australian Ecosystems Science cloud

② 각 연구 커뮤니티(도메인) 별 요구에 따라 공유 데이터, 도구, 플랫폼 및
컴퓨팅 리소스에 대한 접근을 지원
* 커뮤니티 기반 클라우드 플랫폼은 기존의 NeCTAR, RDS(Research Data Services),
BPA(Bioplatforms Australia), TERN(The Terrestrial Ecosystem Research Network) 및
IMOS(Integrated Marine Observing System) 인프라를 통합확장업그레이드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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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RDS
 개요
- NCRIS(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Infrastructure Strategy)의
지원으로, 파트너인 Node Operators를 통해 연구자의 데이터 저장, 검색,
접근, 공유 등을 지원
 주요 활동(협업 프로젝트)
- 연구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
[표 29] 호주 RDS의 연구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 내용
분야

지구과학

지원 규모

지원내용

파트너

 NERDIP(National Environmental Research Data
Interoperability Platform)을 통한 지구환경시스템 데이터, Australian
데이터: 40종,
분석, 가시화 툴에 접근
National
9,463TB
 수집 데이터 관리
University 등
금액: ＄807K
6곳
 NCI Data portal을 통한 데이터 카달로그(GeoNetwork)
 국제 중요 리포지터리(Earth Systems Grid Federation) 접근

 데이터 검색 서비스(RDS Genomics Metadata Store)
 데이터 수집 서비스((메타)데이터 관리, 공유를 지원하는
데이터: 31종, MyTardis 연구관리 플랫폼)
University of
생명과학
2,237TB
 1000 게놈 데이터셋 미러
Queensland 등
(유전체학)
금액:＄1.1M  Beacon 교육용 서버
4곳
 게놈 가상 실험실과의 데이터 통합
 교육

의료·보건

이미지
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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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건 데이터의 검색, 활용
 인간 유전 정보 사용 시 고려해야할 법률, best practice,
데이터: 90종,
보안 등에 관한 정보 제공
2,200TB
 연구자의 특정 데이터셋을 호스팅, 사용할 수 있는
금액: ＄1.1M
eResearch 전산 인프라에 대한 정보 제공(설문지 기반)
* 위 해당 서비스는 med.data.edu.au을 통해 제공

ANZAC
Research
Institute 등
22곳

 MyTardis, DaRIS, OMERO, XNAT 등 커뮤니티에서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관리 도구를 활용하여, 데이터의 수집, 수명주기
데이터 관리
관리, 분석 환경으로의 전송 등을 지원
S/W와 연결된
 지속가능하고 공동지원 되는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장비:
eResearch 실무자 커뮤니티 지원
MASSIVE 등 5곳
59개(연구시설
 기존 커뮤니티에서의 S/W, 통합된 연구장비* 및 현/신규
22곳)
수집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및 구축
데이터: 575TB
 사용자 커뮤니티 구축(약 500명 이상이 서비스 사용)
금액: ＄807K
*프로젝트 종료시까지 50개 이상의 연구장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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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지원 규모

지원내용

파트너

 GLEAM, CHILES 천문학 데이터셋에 대한 접근, 가시화 지원
데이터: 4종,
 GeoNetwork 카달로그를 통한 ASVO*의 데이터 셋 검색
105 TB
 데이터 활용을 위한 툴 및 파이프라인 지원
금액: ＄441K
* All Sky Virtual Observatory

천문학

문화 및
커뮤니티
(인문학,
사회과학)
육상 생태계

 repackaging 데이터에 대한 기술 분석
데이터: 49종,
 정부기관, 대학 사서 등을 위한 데이터 큐레이션
359 TB
프레임워크
금액: ＄807K
 FigShare, Omeka, CKAN등의 데이터 툴 지원

Monash
University 등
4곳

데이터: 51종,  데이터 툴
1459 TB
 데이터 API
금액: ＄942K  교육/훈련

Griffith
University 등
6곳

 데이터 스토리지 및 큐레이션 서비스(Aspera)
 데이터 검색 서비스*
University of
데이터: 54종,
 웹 기반 데이터 접근 서비스
Tasmania 등
1055TB
 Nectar 연구 클라우드 및 HPC 데이터 접근 서비스
5곳
금액: ＄1.1M
* AODN 포털, RDA, TPAC Digital Library 123 Portal, JCU
portal, AIMS Portal

해양학

데이터 : 46종,
 광물 샘플 및 인공위성 등의 원격 장치를 통해 수집된
355 TB
분광학 데이터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금액: ＄408K

지구과학

데이터: 1종,
9TB
금액: ＄93K

지구물리학

Omics
(유전체학,
전사체학,
단백질체학,
대사체학)

CSIRO

 호주국립지구물리학의 레퍼런스 데이터 수집, 분석, 가시화
툴에 접근할 수 있는 NERDIP* 플랫폼 제공
 데이터 관리 도구
ANU 등 3곳
 데이터 검색 카달로그(GeoNetwork)
* National Environmental Research Data Interoperability
Platform

 Mediaflux에 기반한 데이터 관리 플랫폼
데이터의
 재활용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공동분석을  레퍼런스 데이터셋
지원하는 호주  재생산 가능한 파이프라인 및 프로토콜
최초의 플랫폼  교육 및 훈련
금액: ＄1.6M  국제 협업 및 데이터 공유
* 위 서비스는 omics.data.edu.au을 통해 제공

VLSCI 등 3곳

- 연구 인프라 지원 시스템
① Data LifeCycle Framework(DLCF): NCRIS의 지원 및 공동투자로 생성된
연구자원 및 관련 활동을 연결
* (협업조직) ANDS, Nectar, AARNET*, AAF, RDS
* (활용 가능 기술) Research Activity Identifier(RAiD): 프로젝트 활동 및 산출물에 관한
메타데이터 제공을 위해, 연구 활동 및 프로젝트에 영구 식별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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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빅 데이터 이동: 국가 연구협업 지원 및 향상된 툴 및 서비스를 연구자에게
제공
* National MediaFlux Service, 국가국제 수준에서 수행되는 데이터 기반 연구 관련
인프라의 도입

 Node Operators(거점)
- 운영 중인 Node 총 8곳

[그림 8] 호주 RDS의 거점 현황

- 지원 규모

[그림 9] RDS의 Node별 데이터 개방 현황

 특징
- 협업 연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수요를 기반으로 데이터 인프라 및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

54

2장. 동향 분석

-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존 데이터집약형 연구그룹과 우선적으로 협력 추진
- 연구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연구 데이터, 연구자, 연구시설 등의 정보를 연결함
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재활용 및 가용 여부, 소재(위치) 정보 파악 및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모니터링 가능

나. 바이오 분야 R&D 지원 플랫폼
 Benchling
 R&D 가속화･지원을 위해 ’12년 8월에 설립, 지능형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제공
- 연구자들이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실험을 설계, 공유 및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R&D 효율화 도모
* 일명 유전학을 위한 GitHub로써 DNA로 작업하는 연구자들이 간편하게 서열 데이터를
설계･분석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SW)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제공
* 라이브러리에 대한 엑세스 권한 부여로 공동 작업자가 다운로드 및 편집할 수 있는 기능,
중앙집중식 데이터 저장소를 통한 데이터･작업 공유로 협업 연구 지원

- 연구 노트, 데이터 추적을 위한 중앙 집중식 저장소, R&D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
모니터링 및 공유, 설계 및 분석 툴 제공을 통해 R&D 프로세스 전체를 지원
- (개인용) 학계 및 소규모 연구팀을 대상으로 모든 분석 도구 및 엑세스 등의
기능, 계정 당 10GB 저장 용량 무료 제공
* R&D 활동 정도(연구팀 규모 등)에 따라 15GB의 저장용량 추가 제공

- (기업용) 분석 도구･엑세스 및 워크 플로우 관리, 용량 무제한의 저장소 및
가상 사설 클라우드 등 전문 서비스 제공
* Benchling 플랫폼은 R&D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총 4가지 기능(제품: Lab Notebook,
Molecular Biology Suite, Bioregistry and Sample Tracking, Workflow and
Results Management)을 제공하여 R&D 효율화를 지원
* 참고(사이트): https://benchling.com

① (Lab Notebook) R&D 및 협업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화된 연구 노트, 아래
3개 기능과의 통합 활용 지원
② (Molecular Biology Suite) 10가지 이상의 디자인 툴의 통합 제공, 설계
작업 전체에 대한 공유 및 협업 지원(시각화), 메타데이터 기반 정보･결과
추적, 실험 설계･모델 구축 및 생물학 데이터 검색의 속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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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Bioregistry & Sample Tracking)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생물학적 개체를
등록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능 제공, 등록의 중앙 집중화를 통한 데이터
무결성 보장, 데이터 관리 기능 제공
④ (Workflow & Results Management) R&D 프로젝트 관리 기능 제공, 관리
대시보드를 통해 진행의 모든 단계를 추적하고 병목 현상을 파악, 효과적인
자원 할당 지원, 결과 수집 자동화 기능 제공

다. 소재분야 R&D 지원 플랫폼
 Springer Materials
 (개요) 재료 과학 분야 세계 최대 물리 및 화학 DB로서, 웹 기반으로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물질 특성을 규명할 수 있도록 선별된 데이터 및 기능 제공
 (이용 방법) 유료(연간 구독/ 구매 이용)
 기본 특징
- (포괄적 DB) Landolt-Börnstein 시리즈를 주요 기반으로 여러 자원 제공
- (향상된 데이터 시각화) 상호작용 결정 구조(interactive crystal structures),
데이터 테이블 및 위상 다이어그램 등을 제공
- (재료 과학에 최적화된 검색 기능) 원소 조성, 화학구조 검색 등을 통해 신속하게
재료 특성 데이터 확인 가능
- (재료 과학 전문가의 저술, 편집, 실증) 수천 명의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높은
데이터 품질을 보장하는 신뢰할 수 있는 선별된 자원 제공
 보유 DB(Landolt-Börnstein DB)
- 460권이 넘는 인쇄본이 12.5만여 건의 온라인 문서로 재현되며, 140만 건
이상의 참고 자료 보유. 3천 건 이상의 물질 속성 및 29만 건 이상의 물질
및 화학 체계 정보 제공
 제공 서비스
- 원소 주기율표를 통한 검색 기능
- 화학 구조 검색 기능: 사전에 제공되는 구조를 이용하거나 통합 그리기 도구를
이용하여 분자구조를 검색 쿼리값으로 이용 가능함. 구조 검색 결과는 정확한
매칭값을 제공하며, 관련 부분 구조는 유사 비율에 따라 순위별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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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적인 통합 콘텐츠
① inorganic solid phases: 물리 속성을 포함하는 35만 건의 데이터시트,
phase 다이어그램, 결정 데이터, 데이터 시트 회절, 정확한 좌표 도구 제공
② Interactive crystal structures: 출판 데이터 상의 결정 구조 제공. 개인에
특성화된 보기 설정 가능
③ Thermophysical Properties: 선별 기술에 관한 Dortmund DB에서 제공
하는 열적 속성, 1,225건의 유기 화합물과 이원 혼합물에 대한 425천 건의
데이터 포인트 제공. 그 외 밀도, 표면장력, 점도 및 관련 속성 정보 제공
④ Polymer Thermodynamics DB: 150개 이상의 폴리머와 고분자에 대한
포괄적 DB 포함. 열 수용량, Gibbs 에너지, 엔탈피, 엔트로피 등과 같은
열적 속성 제공. 계산 및 실험 데이터를 제공하는 3만 건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 제공
- 흡착 DB: 1,500건의 물리 흡착 등온선 제공
- MSI DB: 이원 및 삼원 요소 시스템을 제공하는 4,000건의 평가 보고서 컬렉션
으로서 MSIT 네트워크, 전 세계 물리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편찬된 데이터.
7,500개의 상호적 phase 다이어그램 제공

 The Material Project
 (개요) 웹을 기반으로, 슈퍼 컴퓨터, 최첨단 전자 구조 방법을 활용하여, 기존의
알려진 물질, 예측된 물질에 관한 계산 정보 및 새로운 물질을 고안, 설계할
수 있는 강력한 분석 도구를 제공
 (이용 방법) 간단한 회원가입(무료)
 (지원/후원 기관) 미국 에너지부(DOE), 로렌스 버클리 국립 연구소(LBNL),
에너지저장연구 종합센터(JCESR) 등
 (보유 데이터 현황) The Material Project의 데이터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17년 8월 기준)
[표 30] The Material Project의 데이터 보유 현황
Inorganic Compounds

BandStructures

Molecules

Nanoporous Materials

69,640

53,645

21,954

530,243

Elastic Tensors

Poezoelectric Tensors

Intercalation Electrodes

Conversion Electrodes

5,099

941

3,628

1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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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자원) 슈퍼컴퓨터, API, 소프트웨어 등
- 슈퍼 컴퓨터: LBNL의 NERSC 과학 컴퓨팅 센터, 컴퓨터 연구부서 등을 통한
슈퍼컴퓨팅 인프라
- API: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REST) 기반으로 협력 연구 및 새로운
응용/분석 지원. 사실상 Material Project의 데이터 액세스에 대한 플랫폼 기능
수행
- 소프트웨어: 물질 특성에 관한 데이터 셋 계산에 관한 소프트웨어
① 물질 탐색: 화학, 성분, 속성 등을 통해 물질의 정보 제공
② 전지 검색: 리튬 전지 후보 물질 검색, 전압 프로파일 및 산소 발생 데이터
정보 획득
③ 결정(crystal) 툴킷: 종(species)이 대체/제거될 경우의 새로운 결정 제시
④ 구조 예측: 실험 결정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 지식을 활용해 잠재적인
새로운 화합물 생성
⑤ 다이어그램 생성: DFT 계산을 기반으로 0K에서의 조성 및 전위 위상
다이어그램 산출
⑥ 포베(Pourbaix) 도표: 고체에 대한 DFT 계산 DB 및 용액의 이온에 대한
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용액에서의 안정성 다이어그램 산출
⑦ 반응 계산: 밀도함수 이론 계산 DB를 사용하여 고체 반응 에너지 결정
⑧ 열: 외부 소스로 만들어진 열역학 데이터 검색
⑨ 원소 비교: 원소 화합물의 실험적 특성 비교 및 대조
⑩ 나노 다공성 물질 탐색: 나노 다공성 물질의 구조 및 흡착 특성 조사
⑪ 분자 탐색: 분자 화합물 데이터 검색
⑫ RFB(Redox flow batteries) 대시보드: 레독스 전위, 분자량, 용해도,
(비)수계 레독스 흐름 전지 비용 관련 정보로 링크
- 기타: Material Project 활용을 위한 교육 동영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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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인프라 구조 및 프로세스

[그림 10] 인프라 기본 구조
※ firework, pymatgen(Pythom Material Genopmics) 등의 오픈 소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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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리계획(DMP) 동향

3절
 정의

 DMP는 연구 진행과정 및 연구 완료 후에 연구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처리 방법을
기술한 문건을 지칭함
 DMP는 프로젝트 시작 전(자금지원 과제 선택시 등) 연구자가 연구에 활용할
데이터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계획 및 장기 보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평가함

 [NSF] DMP 작성 의무화
 2011년 1월 18일 이후 제출되는 과제 제안서에는 2페이지 이상의 ｢데이터
관리 계획(DMP)｣이라는 별도의 양식 제출을 의무화함
* 데이터가 생성되지 않더라도 DMP가 제출되어야 하며(본 프로젝트에서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는 없다), DMP를 포함하지 않은 제안서는 검토 없이 반환됨

 NSF에서는 데이터 관리･공유를 위한 정책 수립을 통해, 각 연구분야별 추진을
위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공
 DMP에 따라 제안서 내 연구 결과의 보급 및 공유와 관련하여, NSF 정책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설명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함
[표 31] NSF의 DMP 구성 권고안
구분

내용

데이터 유형

데이터, 샘플, 물리적 수집물, 소프트웨어, 커리큘럼 자료, 연구과정에서 생산되는
기타 자료에 대한 유형

데이터 표준

데이터, 메타데이터 포맷 및 내용에 사용되는 표준
(기존 표준이 부재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해결방법을 문서화하여 제출)

공유･개방 정책
재사용 정책
데이터 아카이빙
계획

프라이버시, 기밀, 보안, 지적재산권, 기타 권리･요구사항 보호 관련 사항을 포함한
데이터 공유･개방 정책
재사용, 재배포, 파생연구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를 위한 정책･조항
데이터, 샘플, 기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아카이빙 및 접근(공유)을 위한 계획

* NSF 내 연구분야 7개 분과(사무국)에서 DMP 권고안에 따라 세부 시행지침 제공
* 자료: NSF_Proposal & Award Policies & Procedures Guide(PAPPG)_Chapter II.C.2.j
https://www.nsf.gov/pubs/policydocs/pappg17_1/pappg_2.jsp#IIC2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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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F 내 연구분야별 7개* 사무국 중심으로 데이터 관리 요구 및 계획에 대한
지침** 제공
※ 연구분야별 사무국에서 해당 프로젝트(제안서)에 대한 DMP 준비 지침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지침을 따라야 하며 지침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NSF 일반 지침을 적용
* 7개 분야: Biological Sciences (BIO),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
and Engineering (CISE),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EHR),
Engineering (ENG), Geosciences (GEO), Mathematical and
Physical Sciences (MPS), Social, Behavioral and Economic
Sciences (SBE)
** 7개 연구분야별 DMP 지침 및 양식

 (생물학 분야) DMP 지침 요약(2015.10.1.)
[표 32] NSF의 생물학분야 DMP 지침
구분

내용

배경

 NSF의 DMP 지침에 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며 바이오분야 특성(커뮤니티 및 연구
관행 등)을 고려한 표준 제안

요구사항

 모든 제안서에는 ｢DMP｣라는 라벨이 붙은 2페이지 이상의 보충 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

콘텐츠

 제출한 제안서의 DMP가 NSF 정책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기술
 향후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위한 준비 및 데이터 품질･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 추가
 NSF 지침 5가지와 유사하며 ｢생산된 데이터의 장기간 접근 계획 및 저장･보관
장소(물리적/사이버 자원 및 외부 시설 등), 과제 종료 후 데이터의 저장･보존 여부｣
지침을 추가

관리

 DMP의 이행은 연차･최종보고서를 통해 생물과학부(BIO) 프로그램 책임자 및 전문가
위원회에 의해 평가
 최종보고서에는 ‘기간 만료 후 보존될 데이터’, ‘데이터의 공유･개방 방법’, ‘표준 메타데이터’,
‘장기 보존･공개를 위한 저장소, 데이터 식별자, 엑세스 번호’ 등의 정보를 포함함

향후
제안

 DMP 이행에 대한 평가는 후속 과제 제안을 평가할 때 적용(이전의 NSF에 대한 지원
결과를 후속 제안서에 보고해야함)

* 자료: https://www.nsf.gov/bio/pubs/BIODMP_Guidance.pdf

 (컴퓨터 공학 및 정보과학) DMP 작성 가이드라인
[표 33] NSF의 컴퓨터 공학 및 정보과학 분야 DMP 지침
구분
기본형식
내용

내용
 2페이지 이상의 보충 문서로 제출함
 프로젝트 기간 동안 생산되는 데이터, 메타데이터, 샘플, 물리적 수집물, S/W, 커리큘럼
물질, 기타 물질 등의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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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데이터 및 메타 데이터 형식 및 콘텐츠에 사용되는 표준(기존 표준이 부재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제안된 솔루션이나 해결책과 함께 문서로 제출)
 프로젝트 종료 후 데이터 저장, 보존에 사용되는 물리적/사이버 지원 및 시설(제3자 제공
포함)
 개인정보 보호, 기밀 유지, 보안, 지적 재산권, 기타 권리 등을 포함한 데이터 접근 및
공유에 관한 정책
 재사용, 재배포, 파생 데이터의 생산에 관한 정책 및 규정
 데이터, 샘플, 기타 연구 부산물, 프로젝트 종료 후 이에 대한 접근 계획
 프로젝트 종류 후, 데이터 관리와 모든 이해관계자의 역할 및 책임(프로젝트 핵심 인력
이탈에 따른 비상시의 계획 포함)
 DMP는 프로젝트 제안서의 중요 평가 자료로 활용됨
 심사자가 현재 계획과 과거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DMP는 관련 연구 커뮤니티의 모범 사례를 반영하고, 계획한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에 부합해야 함

평가

 [MIT] DMP 지원 서비스
 MIT 도서관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데이터 관리 메뉴를 통해서, MIT 주요 교수,
연구자들이 연구과정에서 생산해 내는 데이터를 공유, 저장, 관리하는 방법을
제공함
 핵심 지원 서비스
- MIT 도서관에서는 DMP 작성과 관련해 크게 △생산되는 데이터의 기본 특성
△데이터의 저장 △공유 △ 보존 등에 관한 내용 기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함.
[표 34] MIT 도서관이 제안한 DMP 작성 가이드라인
단계

기술 내용

 연구의 목적
 대상 데이터 종류
 수집되는 데이터의 형태 및 수집 방법
프로젝트, 실험,  데이터 유형(숫자, 이미지, 텍스트, 모델링 등)
데이터에 대한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
기술
 데이터 수집 및 변경 주기
 타인의 데이터 사용 여부, 데이터 출처
 데이터 관리 책임자
 DMP 실행 가능 여부
 기록 방식(메타데이터 기술) 사용 여부
 표준 메타데이터의 참조 분야 및 메타데이터의 저장 및 관리 방법
 파일 형태 사용 여부, 사용하는 파일 형태의 개방형 표준 준수 여부
기록, 조직, 저장
 디렉토리 혹은 파일 명명 규칙 사용 여부
 로컬 저장, 백업 절차, 별도의 보안 요건 필요 여부
 데이터 접근을 위한 별도의 S/W, 도구의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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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기술 내용

접근, 공유,
재사용

 데이터 관리 책임자
 공유할 데이터의 대상, 시기, 방법
 프라이버시, 정보윤리, 기밀문서 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공유방식 사용 여부, 데이터
보호, 익명에 대한 계획 여부
 프로젝트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 기타 정보에 대한 지적재산권 소유자
 사용할 저작권, 라이선스 종류 및 연구자의 데이터 사용 및 배포 권한 소유 여부
 기관의 보조금과 관련된 데이터 공유에 특허, 기술 라이센스 등의 제한 존재 여부, 기술
라이센스 관련 정보 제공 여부
 데이터를 포함한 연구 결과가 저널을 통해 출판 가능성
 데이터에 대한 엠바고 존재 여부
 재사용, 재배포, 새로운 도구, 서비스, 데이터 셋, 파생 상품에의 활용 승인 여부, 상업적
용도의 사용 허용 여부

보존

 데이터 보존 방법, 장기적인 접근을 위한 리포지터리 저장 계획
 분야별 리포지터리에서의 데이터 활용 가능성
 보존, 공유를 위한 데이터 준비 방법, 익명성을 위한 데이터 변환 여부, 데이터 사용을
위한 S/W, 툴의 필요성
 데이터의 보존 기간(3-5년, 10년, 영구적)

 [EU Horizon 2020] DMP 규정
 Horizon 2020 프로젝트에서는 ‘개방형 연구 데이터 파일럿(ORD Pilot)’을
시작으로 모든 연구자에게 DMP 제출을 의무화함
※ ORD는 ‘14년부터 시작하여 ‘17년부터는 모든 프로젝트로 확장됨.

- 연구자는 프로젝트 시작 후, 6개월 내에 DMP를 제출해야 함
- 프로젝트 기간 동안 새로운 데이터 생산, 정책, 참여 구성원 및 외부 요인 변화
등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 DMP 수정 가능함
[표 35] Horizon 2020 DMP 구성 요소
DMP 구성

개요

FAIR
데이터*

발견가능성

내용
 데이터 수집/생성 목적
 프로젝트 목표와의 관계
 생성/수집되는 데이터의 형태 및 형식
 기존 데이터의 재활용 여부
 데이터 출처
 예상되는 데이터의 크기
 데이터 활용 개요(누구에게 유용한지 등)
 데이터 발견 가능성 개요(메타 데이터 제공)
 데이터 식별가능성, 활용하는 표준 식별 메커니즘, DOI와 같은 영구적인
고유 식별자 활용 여부
 사용되는 명명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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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P 구성

내용
 검색 키워드에 대한 접근 방법
 명확한 버전 관리 방법
 메타 데이터 생성 표준(없을시, 메타 데이터의 생성 방법 및 형태)

접근 가능성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 비공개 데이터가 존재할 경우, 그 근거 제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제작 방법
 데이터 접근에 필요한 방법, S/W(데이터에 접근에 필요한 S/W 관련 문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관련 S/W(예: 오픈 소스 코드)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탁된 데이터 및 관련 메타 데이터, 문서, 코드 위치
 제한 사항이 있을 경우,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방법

상호 운용성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 평가. 상호 운용성 제고를 위해 준수해야 할 데이터,
메타 데이터의 어휘, 표준, 방법
 데이터 셋에 있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에 대한 표준 어휘사용을 통해 학제간
상호 운용성을 허용할지 여부(만약 그렇지 않다면, 보다 일반적인 온톨로지
활용 여부)

재활용성

 데이터의 광범위한 재활용성을 위한 데이터의 라이센스 방법
 데이터 재활용 가능 시기(필요한 경우, 데이터 엠바고 기간 및 이유)
 프로젝트 종류 이후, 프로젝트에서 생산/사용된 데이터의 제3자의 활용
가능성(일부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이유)
 데이터 품질 보증 절차
 데이터 재활용 가능 기간

자원 배분
데이터 보안

 FAIR 데이터 제작에 필요한 예상 경비, 비용 처리 방법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관리 책임자
 장기 보존의 비용 및 잠재적 가치
 데이터 복구, 안전한 스토리지, 민감한 데이터의 전송 방법

윤리

 DoA의 윤리 검토 및 윤리 자료 등의 맥락에서 검토(참조 및 관련 기술
측면도 포함)

기타

 사용 중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 다른 국가, 연구 지원 기관, 부서 등의 절차를
참조할 것

* FAIR 데이터: 발견가능성(findable), 접근 가능성(accessible), 상호 운용성(interoperable),
재활용성(re-usable)을 갖춘 데이터
* 자료: EC Directorate-General for Research & Innovation(2016), "H2020 Programme Guidelines on FAIR
Data Management in Horizon 2020"

 DMP 양식 예시
 연구자는 지원 기관에서 요구하는 DMP 지침이나 툴 등을 활용하여 DMP를
자유롭게 작성 가능함
 DMP 제출을 의무화하는 기관에서는 DMP 양식을 제공하여 연구자의 작성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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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PTool
- 캘리포니아 대학의 디지털 도서관(California Digital Library) 큐레이션 센터
(Curation Cente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프로젝트 지원자는 DMP Tool에서 여러 연구자금 지원기관에 제출된 다양한
DPM 사례를 확인, 공유, 리뷰 가능함

[그림 11] DMPTool 홈페이지

 (양식 1) NSF
- 광범위한 DMP 내용 작성을 지양하며, NSF에서 제시한 기본양식을 참조하여
DMP를 작성할 것을 권고함
* 미시건 대학의 연구개발 및 관리부서에서 만든 양식을 기반으로 제작됨

 (양식 2) EU Horizon 2020
- Horizon 2020 프로젝트에서는 FAIR 데이터의 생산, 공유, 관리를 위해, 질문
중심으로 구성된 DMP 양식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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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F)

(EU Horizon 2020)
[그림 12] 기관별 DMP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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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주요 시사점

 국가별 오픈 데이터 정책은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다르지만, 정책의 주요 실행
수단으로 역량 강화(enabler) 구축, 인센티브(incentives) 도입, 의무조항(requirement)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음.
 연구 데이터 공유에 대한 낮은 인식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연구공동체의
역량이 미흡한 상황에서 제도적인 의무화를 통한 연구 데이터 공개 및 공유
정책은 실패할 확률이 높음.
 디지털 기반 연구로의 전환과 함께 그동안 부족했던 연구공동체 형성 및 인프라
지원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오픈 사이언스 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공동체 및 인프라 구축, 오픈 사이언스
친화적인 방향으로 법률 개정, 연구 결과물의 공유, 활용을 위한 관련 기술 개발
등 개방의 역량 강화 필요
 인센티브 도입은 연구 데이터 개방을 위한 연구자 및 학문 분야의 노력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점차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의무조항은
연구비 지원시 연구 데이터의 공개 요구, 국가나 연구 기관의 연구 데이터 공개를
의무화 정책 추진을 하는 것으로 연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가며 진행해야 할
것임.
 이상의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체제 구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픈 사이언스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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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데이터 개방을 위한 주요 전략 요소

가. 데이터 표준화
 연구커뮤니티 주도의 데이터 개방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추진
 연구커뮤니티 주도의 데이터 개방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추진
 연구시설의 디지털화와 연구망의 연동을 통한 국가R&D 연구 데이터센터
스토리지에 저장
 개별 연구자 생산데이터의 입수 및 연구자 활용 기반 구축

나. DoI 서비스 활용
 DOI 기반의 연구데이터 재활용, 성과측정, 권리보호 체계 구축
 발견, 관리, 출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성, 순환하는 연구 활동을 중심으로 연구
데이터의 수집, 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

[그림 13] DOI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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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데이터 DOI 등록 절차
- DOI, 메타 데이터, URL을 DOI 시스템에 제출
- 학술단체가 DOI를 직접 부여할 수 있도록 엑셀 등록 양식 제공
- 연구 데이터의 DOI 등록, 인용 및 연구내용 검증에 활용 지원
 서비스 정책
- (회원제) 한국 DOI 센터를 중심으로 회원제로 운영
- (운영체계) 센터 및 전체 시스템은 KISTI에서 운영하며, 국내 대표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전반의 전략을 논의함
- (비용)
① 국가(KISTI) 기본 사업으로 운영: IDF 회비 납부, 서비스 개발/운영 등
② 기탁 수준에 따른 일부 비용 부과 가능
③ 무료 등록 및 서비스를 원칙으로, 유료 서비스는 민간에서 운영하도록 유도
④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 예산 투입 모색

 DOI 활성화 방안
 학술지 정책 평가
- 각종 연구 및 학술지 평가 요소에 DOI 반영(한국연구재단, 과총 등)
- 하향식 평가 정책에 따른 확산보다는 콘텐츠 보유자의 자발적 판단에 따른 참여
방안 모색
- DOI를 학술지 영향력 제고 지표로 활용하도록 타 평가 정책에도 반영
 연구 업적 평가 반영
- DOI 적용 및 이용에 따른 인용, 통계 산출 지원
- 국내외 타기관, 타 RA DOI 서비스와 연계하여 이용통계 서비스 제공(Crossref,
JaLC, ISTIC 등)
 국가 차원의 식별체계 관리 공적 역할 명확화
- 연구 데이터 보유자의 인식 수준 제고 노력 필요
- 연구 데이터의 해외 이전이나 거래시 발생 가능한 법제도적 문제 해결 수단 활용
 고려사항
- 국내 연구 데이터 현황 파악 시급
- DataCite와의 연계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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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서비스 연계 및 발굴 지원
- (공공-민간 역할 분담 원칙 수립) 공공에서는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에서는
고부가가치 민간 서비스 창출을 지원함
- (민간지원 서비스 발굴) 랜딩페이지의 선택적 제공, 메타데이터 플랫폼 제공,
연구 데이터 스토리지 제공, 등록/이용통계 제공 등

 국내외 협력 및 교류 확대
 국제 협력 필요성
- 협력기관 공유 정보의 항구적 접근성 보장
- 식별체계간 상호연결에 의한 연관 정보의 조감 및 탐색/분석 지원

[그림 14] 식별체계간 연결(예)

다. 인력양성
 연구자에 대한 데이터 및 컴퓨팅 활용 교육 제공
 대학생, 대학원생 및 현직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전문 분야에서의 데이터, 컴퓨팅
활용을 위한 초급 및 중급 교육 프로그램 제공
 인력육성 인프라 및 원격연구환경으로서 분야별 데이터․컴퓨팅 활용 플랫폼과
교육용 데이터 뱅크를 구축하고, 수준별 교재 개발․보급
* 기계학습 도구, 계산과학 S/W 및 광범위한 교육용 데이터 탑재 → 온라인 가상 실습
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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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기반 연구 참여를 통한 고급인력 양성 추진
 R&D와 인력양성 동시 추진으로 고급 인재 육성
* (예) 대학원생 인턴쉽, 산․학․연 방문 연구자 프로그램 등

 데이터 기반 연구 커뮤니티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기반 연구의 증가에 따른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ICT 기반
관리․운영․서비스 인력 양성

라. DMP 적용
 연구자금 지원기관의 DMP 제출 의무화 정책 수립의 필요
 연구 데이터 저장, 공유, 활용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데이터의 공유, 활용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
- DMP를 활용하여 연구 자금이 투입된 연구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함으로써
데이터의 손실, 누락, 중복 생산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 데이터의 재활용을
촉진
- DMP는 연구 기획 단계에서부터 연구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관리,
연구 종료 이후의 데이터 공유 방안을 고려하는 데에 기여

 DMP 관련 정책 수립시 고려사항
 연구 데이터를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공적 결과물(공공재)로 규정
 다양한 연구 분야의 연구 데이터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독립적인
연구 데이터 공유, 활용에 관한 법률 수립
 연구 데이터의 인식 제고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DMP 의무화 정책 도입
 분야별 연구 및 데이터 특성을 반영한 실행 가능한 정책 수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규정, 지침을 수립하고, 관련 세부 정책은 데이터 수집, 관리 기관별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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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 및 대학도서관 등의 DMP 지원 서비스 제공
 연구기관, 대학 도서관 등은 연구자의 DMP 작성, 데이터 저장, 관리 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해야 함
- DMP 작성을 위한 활용 툴 제공
- 지명된 개인에 대한 데이터 관리 책임의 할당
- 파일의 공유 및 저장에 관한 절차 지원
- 표준 데이터 포맷 추천
- 동의 절차, 윤리 심사, DMP 등 서식의 지원
- 데이터의 품질 관리, 데이터의 전송, 데이터 취급자의 비밀엄수 엄수 등의 기준
및 절차 이행 관련 지원
- 버전 관리 및 파일 명칭에 관한 지침서 제공
- 구체적인 데이터 공유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DMP에서 고려해야할 기본 요소
 DMP 추진시 다음과 같은 기본요소를 고려해야 함
* DMP 계획서는 기본요소를 중심으로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함
[표 36] DMP의 기본 구성요소
기본요소

내용

타입

데이터, 샘플, 물리적으로 수집될 결과물, 소프트웨어, 교육자료 등 프로젝트진행
중 산출된 자료

표준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접근에 사용될 표준

공유

산출된 데이터의 접근과 공유 정책 및 규정

재사용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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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디지털 연구노트
 디지털 연구노트 시스템의 구축
 디지털 연구노트 시스템의 필요성
- 서면으로 작성된 연구노트*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대상문서의 형태로 기록,
저장함
* 연구노트: 연구자가 연구개발 시작부터 연구개발 결과물의 보고, 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성과를 기록한 자료

- 단순한 연구노트 작성 기능을 넘어 일상적인 연구활동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자동 축적하여 DB화 가능함
- 디지털 연구노트를 통해 전주기 연구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 실험데이터의 기록,
분석으로 산출된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연구자의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에 기여함
- 협업 연구 내․외부 구성원 간의 연구 자료 공유에 활용 가능함
- 이에 연구 데이터의 저장, 공유, 활용을 위해 디지털화된 모든 자료를 수용
가능한 통합 플랫폼으로서 디지털 연구노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디지털 연구노트 시스템의 기본방향
- 연구환경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연구자의 부담 최소화
- 단순하면서도 쉽게 연구노트 작성,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
- 데이터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디지털 연구노트에 저장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통합적으로 저장, 관리하는 시스템의 개발 및 연계
- (시스템 구성요건)
[표 37] 디지털 연구노트 시스템의 구성요건
구성요건

내용

편의성

 사용자 PC와 서버의 동기화로 노트 자동 업로드 기능
‣ 업무부담 최소화

확장성

 다양한 저작 포맷 수용
 공동작업, 다양한 열람 권한 기능

유효성

 원문 진본 유지(PDF 자동 변환, 시점 인증(Time Stamp), 원문 히스토리 관리를 통한
버전 관리)

※자료: 채균식, 심세현(2016), KRISS 전자 연구노트 운영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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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공유･활용 플랫폼 구축 및 분석툴 개발 지원
 클라우드 기반 연구 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 재사용할 수 있는 eResearch 협업 도구
및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연구 역량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
- 클라우드온라인 네트워크 기반 전국 규모의 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연구자의
데스크톱에서 연구 프로세스 전 주기의 수행이 가능
 클라우드 플랫폼 운영 방법
- 전국에 중요 거점별 기관과의 제휴연결을 통해 하나의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운영
- 연구자 활용 활성화를 위한 모듈별 가이드 제공 및 테스트용 인프라 할당을
지원
- 연구 프로젝트별, 연구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인프라 미보유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클라우드 방식의 인프라 지원
-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 관리 S/W의 개발 및 공유 지원
[표 38]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의 서비스 내용
구분/기능
비용(Cost)

내용
무료

개별 설정
(Individual setup)

사용자는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할 때마다 자체 서버(예: 운영 체제 선택
및 소프트웨어 설치)를 구성하고 클라우드에서 실행할 수 있음.

엑세스
(Access independence)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나 (사무실, 집, 회의장소, 출장지 등) 다양한
장치(데스크톱,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수행 할 수 있음.
연구 응용 프로그램을 각 장치에 설치(및 유지 관리)할 필요 없음.

컴퓨팅 용량

대규모의 컴퓨팅 용량(Large computing capacity) 제공

유연성 및 확장성
(Flexibility and scalability)

사용자는 필요할 때마다 신속하게 기술 인프라 자원을 확장이나 축소할
수 있음.

자원 공유

자원을 공유하여 여러 연구자가 동일한 데이터를 동시에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자료: http://cloud.nectar.or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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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국내 적용 전략

가. 데이터 개방 전략 방향
 연구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에 있어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은 연구현장의 변화임.
공유의 가치를 이해하고 서로 나눌 때 더 큰 가치가 창출됨을 이해해야 함.
 정부도 데이터 공유에 있어 연구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연구현장에서 데이터 공유를 꺼리게 하는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이와 함께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 및 연구관리 차원의
전략 수립도 지속해 나가야함.
 국내의 연구 데이터 개방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데이터의 공유･활용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공동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총량의 증가와 데이터 기반 R&D
환경 구축이 전제 되어야 함.
 단계적 확산 전략을 통해 일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신약･신소재 개발
등 데이터 활용의 수요와 데이터 공유의 의지가 높은 연구 분야를 우선적으로
개방하여 정책실패 요소 우선 탐색
 이와 함께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이 필요함.
이들 데이터는 고예산을 투입하여 산출된 고부가가치 데이터로서 활용 가치가
크기 때문임.

나. 국가 연구데이터 개방 전략
 주요 정책 방안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연구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관리 및 공유･활용의 근거가
되는 법제를 정비해야 함.
- 이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생산된 연구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원칙 천명, 연구
데이터의 정의 제시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현재 연구 데이터의 공유･활용
사례가 없고, 모든 분야에서 연구 데이터의 관리와 공개를 의무화하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 또한 연구 데이터의 연구자에 대한 소유권 귀속을 분명히 하여 연구 데이터
기여를 인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향후 연구 데이터의 공유･활용이 활성화

75

과학기술 연구 데이터 개방 전략

된 후 관련 정책의 추진경험을 바탕으로 의무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및 개선이
필요함.
 둘째, 연구 데이터의 공유･활용은 분야별 연구 공동체를 중심으로 추진하여
실효성을 높임.
- 분야별 연구 공동체가 데이터 활용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등 활용 방향을
설정하고 데이터 공유를 위한 표준화･큐레이팅, 분석 SW 개발 등 해당 분야
연구 데이터의 관리 권한 및 책임을 보유함.
 셋째, 계층(Tier) 구조 방식의 국가 데이터 공유･활용 생태계를 구축하여 계층별
역할 정립과 전문성 확보, 연구 데이터 활용의 생태계를 육성해야 함.

[그림 15] 계층별 연구 데이터 공유·활용 체계 개념도

- 예를 들면, 신약개발, 촉매소재 개발 등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소분야별 연구 공동체를 Tier-2 센터, 바이오･소재 등 대분야를 Tier-1 센터로
각각 둠. 이들 센터는 수집된 데이터를 관리･검증하고, 공유를 위한 큐레이팅
및 활용을 담당함.
- 또한, 분야 연구 데이터에 대한 권한을 보유한 그룹으로서 1차 아카이빙(Archiving)도
담당함. Tier-0은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Tier-1, Tier-2의 데이터와 인프라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허브 역할을 함.
 넷째, 국가 연구 데이터플랫폼의 구축과 클라우드 방식의 인프라 및 기술 지원으로
대규모･대용량 데이터의 관리 수요에 대응하고, 연구자 및 연구공동체의 연구
외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함.
- 연구 데이터플랫폼은 데이터의 제약 없는 접근, 데이터를 융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마이닝의 가상작업공간을 제공하고 새롭게 창출된 데이터 및 분석
SW를 재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계층구조의 생태계에서 Tier-0을 담당함.
- 또한 Tier-0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Tier-1과 Tier-2 센터 및 개별
연구자에게 로컬 인프라처럼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고,
Tier-1과 Tier-2에서 개발하는 분석 SW 등에 대한 기술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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