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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위기(Crisis of Science)” (Jia, 2017)

• 현대 과학의 네 가지 중요한 규범 : Merton(1979)

– 보편주의(Universalism), 커뮤니즘(Communism), 무관심성(Disinterestedness), 조직적 회의론
(Organised scepticism) 등

– 위 규범들은 개방성(Openness)을 전제로 함

• 과학의 위기: 

– 개방성의 결여

– 재현이 불가능한 연구 결과

– Nature 결과 중 70%이상 다른 연구자들에 의한 결과 재현 실패 (Baker, 2016).

• 과학 연구 생태계: 급격한 성장, 그러나 성장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

2. Open Science



• 오픈 사이언스에 대한 필요성

– 과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오픈사이언스에 대한 필요성이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

• 연구의 개방성

– 과학 연구에서의 개방형 생태계 시스템

– 연구 결과의 전용(Appropriation)과 활용(Exploitation)에서 중요한 역할

• 오픈사이언스: 오픈 액세스 및 연구데이터관리

– 오픈 사이언스 촉진을 위한 개방형 학술정보 생태계 구현

– 과학 연구의 성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그리고 연구 성과의 재현을 위한 데이터의 공유

2. Open Science

과학의 위기(Crisis of Science) 극복을 위한 오픈 사이언스



• 오픈 사이언스

– 2015년 OCED는 과학기술장관회의 ‘Making Open Science a Reality’보고서

• 공공의 연구비를 바탕으로 창출된 연구 성과가 공개되어, 과학 연구자들과 사회와 산업에 이익
제고를 논의

• 공개의 대상이 되는 연구 성과에는 연구 결과, 연구데이터, 메타데이터 등

<#>
오픈 사이언스 연구 연도별 동향

오픈 사이언스 연구 분야별 동향

2. Open Science



• 오픈 사이언스 촉진을 위한 데이터

– 연구 데이터: 연구 수행 과정의 기록

– 연구 데이터의 공유는 연구의 투명성을 제고

– 연구 결과 재현가능성 제시

– 임상 연구에서의 데이터 공유: Ross와 Krumholz (2013), Harlan (2012)

– 의료/보건 분야 오픈사이언스: MAgalhases 외 (2017)

– 과학 발전을 위한 오픈사이언스와 데이터/소프트웨어 공유: Gewin (2016)

• 데이터에 대한 오픈 생태계

– 데이터 그 자체,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도구,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워크플로우, 분석, 통합, 
해석, 합성 등의 다양한 영역을 포함

– 데이터의 복잡성 증대와 크기의 증대로 인한 변화는 향후 과학적 발견에서의 기회이자 난점

3. Data



• 데이터에 대한 오픈 액세스

– 데이터에 대한 오픈 액세스: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재사용이 기술적이나 법적으로 제약없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 (신은정, 2015).

• 연구데이터

– 연구 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이고, 메타데이터는 이러한 연구데이
터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워크플로우와 데이터 자체에 대한 데이터를 의미 (신은정, 2015). 

– Pampel과 Dallmeier-Tiessen(2014): 오픈 사이언스의 일환이자 구현의 수단으로 연구 데이터에 대한 오픈
액세스의 중요성 제시

3. Data



• 연구데이터 크기와 양 급증

– 개별 연구자의 차원에서 관리되는 수준을 넘어 체계적인 데이터의 관리가 필요

– 연구 기금 제공의 입장: 연구데이터도 연구비의 주요 결과로 인식하여서 저장/관리 수요

– 오픈 데이터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오픈 사이언스에서 데이터 공유의 중요성 제시

• 연구데이터 기반 효과적인 연구 환경 조성

– 연구데이터 공유를 통한 연구에서의 반복 작업 최소화

– 수집된 데이터 연구를 통한 새로운 발견

– 기존 데이터에 대한 재분석을 통해, 새로운 연구 주제 발굴

– 연구데이터를 통한 연구 결과에 대한 검증도 지원

3. Data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주어진 데이터 내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AI 

– 데이터로부터 귀납적으로 추론을 하는 머신러닝 기법 中

– 다층 인공신경망에 적용되는 기법 의미

4.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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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신경망: 뉴런의 정보처리 방식을 모사한 머신러닝 기법

• 데이터를 분석하여 예측, 분류 등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기법

신경망(Neural Network)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4. AI



2. Framework

• Data driven AI: “Must Have skillset”

– AI :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

AI leveraged

Insights

4. AI



 Machine Learning 모형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

종속 및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주어진
독립(설명)변수를 바탕으로 종속(반응)변
수 예측 모형 제시

예: 회귀/분류 모형

비지도학습 (Unsupervised Learning)

Target(종속변수/반응변수)이 없으며, 
독립(설명)변수 간의 관계나 이를 바탕으로
개체들을 구분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

예:군집 분석, 연관성 분석, 주성분 / 요인분
석

[decision tree] [logistic regression] [clustering analysis] [link analysis]

4. AI



• 추천기법의 예시

4.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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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공간+콘텐츠+서비스

• 학내 다양성을 제고

• 데이터, 콘텐츠의 큐레이션

• 학술 연구를 위한 서비스

4. AI



• 교내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교내 고등교육혁신원과의 협업
“머신러닝과 공공데이터 기반 사회적 혁신 부트캠프”

-사회적 혁신 관련 아카이빙 구축까지 확장

-Y-Valley 및 Makerspace와의 연계

4. AI



• 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

– 오픈사이언스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데이터관리의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연구데이터관리

– 현황

• 해외 대학 내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데이터관리서비스를 구축/운영하는 사례 증가

– 서비스, 계획 수립, 데이터 반입, 데이터 공유의 단계로 구성 되어 서비스

• 계획 수립

• 데이터 반입

• 데이터 공유

• 활용 지원

5.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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