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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사이언스의 현재와 미래:
개념적 이해와 실천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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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오픈사이언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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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산업 환경의 변화

e
Explosion of data

book

e

journal

e

science

OA journals

신은정·정원교(2017)

Bosman and Kramer(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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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육 환경의 변화 (1)

Papers w/ Int’l collaboration :
10.7%(‘00) → 21.3% (‘15)

Data: nature index(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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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육 환경의 변화 (2)
Sloan Digital Sky Survey
Human Genome Project
(1990-2003)

천문학논문(2006-2009)기여도 Top 1

(2009- )

심리학연구재현성 검증 :
40%만 재현가능

3 out of 11
problems
solved

Data Science / Total Science Papers > 2 %

자료: 신은정·정원교 (2017) 재인용

Clauset et al.(2017) Science 355: 47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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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수요의 변화
COVID-19 Database & TAP

(2007-)

Learn, J. R. (2019.1.22.) Nature

Crouzier (2015) Science Ecosystem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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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경의 변화 (1)
년도

주관

주요 정책/선언

2002

OSI

부다페스트 OA 선언

2003

MPG

베를린 OA 선언

2007

OECD

공공 연구데이터 접근성 제고 지침

2011

World Bank

2012

UNESCO

2013

GRC

2013

G8

2015

OECD

대전선언문

2020

OECD

연구데이터 접근성 제고 지침 개정 예정

2021

UNESCO

Open Data Portal 도입
OA 정책 가이드라인
OA/연구진실성 베를린 선언
Open Data Charter

오픈사이언스 권고 마련 예정

ROARMAP (2020) Registry of OA Repository Mandates and Policies, http://roarmap.eprints.org

1,071 기관 (20.3. 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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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경의 변화 (2)
미국 (2013)

EU (2015)

핀란드 (2014)

EU (2020)

일본 (2015)

남아프리카공화국
(2018-)

네델란드 (2017)

프랑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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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사이언스의 부상 배경
Tech/Business

Knowledge

기술
∙
산업

“디지털 혁신＂
• 디지털 연구성과(출판물/데이터) 증가
• 연구협업환경/연구관리/평가시스템의
디지털화
• 디지털과학기반/활용 산업의 성장

연구·교육
“우수한 연구”
• 난제 해결을 위한
다학제 연구
• 과학의 글로벌화,
거대화에 따른 협력
연구
• 데이터 중심 연구와
AI 기반 연구의 성장

Open Science
Open
Access

사회
∙
정책

Open
Data

Open
Collaboration

“사회적 책임성–효용성”
• R&D의 사회적 책임성 및 효용성 요구 증가
• 공공연구 관리기제의 강화
• 과학-사회간 소통 및 과학 참여, 시민과학 성장

Public/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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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사이언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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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사이언스의 이해

Tech/Industry
온라인 기반/디지털
기술 활용

Academy

Public/ Society

연구결과·과정의
공개 검증,
공동 생산

학계 소속여부를 떠나
연구성과나 과정의 접근,
이용 or 참여 관점의 오픈

Open Science
efforts to make the scientific process more open and
inclusive for all relevant actors, within and beyond the
scientific community, as enabled by digitalisation
- Dai, Shin, Smith (2018) OECD STI working paper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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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사이언스 FRAMEWORK (OECD)

Dai, Shin & Smith (2018),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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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사이언스 TYPOLOGY (유럽)

FOSTER(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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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사이언스 범위의 확대 (일본)

CAO(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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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사이언스 TOOLS (유럽)

Bosman and Kramer(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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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사이언스 실천사례(UNESCO)

UNESCO(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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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의 이해
오픈사이언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연구의 성과와 과정의 공개·공유
•

오픈액세스, 오픈데이터, 오픈콜라보레이션 포괄하는 개방적 연구활동
OA

연구출판물을 오픈액세스저널이나 온라인
리포지토리를 통해 공개하여 출판물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

OD

디지털 형태로 연구데이터를
공개·공유하여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노력

OC

연구의 성과와 과정을 공개·공유하기
위한 개방형 온라인 연구 협력·소통활동

OA

OD
(

(
)

)

OC
(

)

EC (2018) Open Science Monitor, 신은정 외(2018), p. 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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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픈사이언스 이해·실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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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인식·경험: 오픈사이언스
• 오픈사이언스 인지도

• 오픈액세스논문
이용도

(N=787) (N=817)

저널

세계평균

한국

20
OECD(2015), 신은정 외(2017) 재인용

안형준 외(2017), 신은정 외 (2018) 설문조사 결과

21

연구자 인식·경험: 연구데이터 공개
• 연구데이터 생산·관리·활용 경험
(N=580)
단위: %

(N=787)

데이터
생산
65%

데이터
공개

공개
데이터
활용

단위: %

(N=787)

37%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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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인식·경험: 연구데이터 공개 상세
• 연구데이터 공개·공유 경험

분석툴, 소스코드 등의 공개

데이터관리계획의…

출판 전 데이터의 공개

단위: %

(N=787)

5.6%

6.0%
8.2%
(N=817)

데이터 저작권/라이센싱…

9.2%

OD 관련
데이터출판
데이터 고유식별자 이용

논문연계 데이터 공개

활동 유
48.70%

11.6%
12.1%

23.9%

OD 관련
활동 무
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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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인식·경험 : 개방형 협력
• 오픈콜라보레이션 경험

단위: %

(N=787)

크라우드소싱형 프로젝트 참여

온라인 기반 실시간 자료공유 및 분석

1.60%

3.70%
(N=817)

대안적 성과지표 이용
개방형 논문동료심사 참여

연구중 소셜미디어 이용
연구자 프로파일 웹서비스 이용

5.10%

OC 활동 무
33.90%

14.40%

24.70%

OC 활동 유
66.10%

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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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사이언스 – 연구성과 간 관계
 오픈사이언스의 효과에 대한 연구자 인식

평점

과학적 성과
창출 및 확산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4.0

3.9

3.9

1 (negative) - 3 (neutral) - 5 (positive)

 오픈사이언스 실천 정도와 연구성과 간 상관관계
과학적 성과

기술경제적 성과

사회교육적 성과

OS 인지정도

(++)

-

(++)

OA 이용정도

(+++)

-

(+)

OD 실천여부

-

-

(+)

OC 실천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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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를 통해 발견한 보완적 사실
Astronomy

Polar Research

 Association b/w OS Practice
and Research Performance
- 글로벌 연구데이터 공유를 통한 과학적
성과(선도연구, 논문 출판 등) 창출
사례 및 학생지도 성과 확인
- 공개된 연구데이터 및 도구/SW 활용
대학생 지도 사례

Geo science

Geoscience Data Repository(GDR)

- 공개 연구데이터 및 성과 공모 사업을
통해 시민과학 및 과학소통 성과 일부
창출

Particle Physics
ALICE
한- CERN
협력사업

CMS

Biomedical
infor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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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단 및 미래를 위한 실천 과제

27

오픈사이언스 전환기의 초기 단계
• 오픈사이언스에 관한 국내적 관심과 인식, 실천 제고 단계
- 연구데이터 공유 사업의 증가, 국가 R&D 연구성과 관리 및 활용 정책 갱신
- 연구자의 OA 논문, 소셜 미디어 및 데이터 플랫폼 이용도 증가, 특히 논문 데이터 공개율 증가
- 오픈사이언스에 관한 인지적 측면의 긍정적 효과 및 과학적/사회적 연구성과와의 상관성 확인

• 오픈사이언스 실천을 위한 체계적·조직적 지원 부족
- 집단 협상력 부족으로 OA 논문 vs. 기존 구독 논문 비용 이중 부담
- 연구데이터, 대안적 평가지표, 개방형 논문심사 등에 대한 관심에 비해 이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조직 부족
- 기존 연구논문 등의 평가, 유통구조에 비해 새롭게 부상한 OA논문, 연구데이터, 개방형
연구활동에 대한 평가 및 성과 유통/공유 체계의 기술적·법적 한계

28

오픈사이언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공적 지원 연구의 성과에 대한 접근성 강화 조치
- 국가R&D 연구성과 관리 및 정보시스템 통합 관련 개선
- 국가R&D 연구성과 공개/공유 규정 정비 및 연구자/중개자 인센티브 마련
- 임무중심형 연구와 국립연/정부 데이터 연계 협력 강화

• 논문-데이터 연계 제공 및 공개 활성화 방안
- OA 출판물을 참조한 연구데이터 의 공개 및 활용 지원

• 데이터 공조 동반 글로벌 공동연구 장려 방안
- COVID-19 관련 연구데이터 공유모델 확대발전 방안 등

29

오픈사이언스의 체계적·조직적 지원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 디지털 데이터 관리 전문성 강화, 연구자 측면 지원
- 연구 자료 및 성과의 디지털화 추세 속 연구자 측면지원 서비스 조직으로 도약, 조직
구성원의 RDM 센터로서 기능
- 연구자의 연구 성과/자료 공개를 디지털화, 공개, 공유하는 과정 지원하는 업무 강화
(자료관리지식뿐만 아니라 기술적, 법률적, 재산적 이슈 사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 필요)

• 디지털 연구 성과물의 공개, 유통, 활용 안내 서비스
- 조직 구성원의 일차적 OA 리포지터리로서 기능
- 디지털 식별자 및 문헌정보 분류 등 기존 문헌관리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유형의
연구정보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 유통
- 기존 구독 출판사/DB사뿐만 아니라 OA 출판사 및 Preprint 중심 기관리포지터리와의
협력네트워크 확대, 구독 중심 vs. OA 출판 지원 중심 모델의 균형 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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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사이언스 관련 중장기 검토 이슈

•

오픈사이언스 인식 및 실천환경 모니터링

•

디지털 전환기 오픈사이언스 국가 전략(유관 정책 연계 포함)

•

오픈사이언스 관련 법제도, 라이선스/협약 및 연구기반 정비

• 오픈사이언스 활용 인력 양성 및 재교육 방안

• 오픈사이언스 지원조직 및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
• 오픈사이언스 기반 과기외교 및 ODA 추진 방안
• 오픈사이언스 기반 과학소통·참여·교육 활성화

31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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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측면에서
유럽연합 2019/1024 지침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유럽연합의 법제화

유럽연합 2019/1024 지침의 제정
n

n

정식명칭은 “개방형 데이터 및 공공정보의 활용에 관한 지침
”(Directive (EU) 2019/102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open data and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2019년 6월 20일 제정

❍ PSI 지침(Directive 2003/98/EC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은 폐지
 PSI 지침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존 문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활용 및
실질적인 조치를 관리하는 일련의 최소 규칙을 설정함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에만 적용됨
n

EU 회원국은 2021년 7월 17일까지 주요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
해야 함(지침 제17조)

OAK 2020. 10. 28.

1

법제화 방향 1

유럽연합 2019/1024 지침의 방향성 1
n

EU는 여러 유형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공통된 유럽 데이터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추진된
법제화의 한 사례임

❍ EU 회원국 중 PSI 지침에서 설정한 최소 수준 이상(낮은 이용 요금, 제한
이 완화된 라이선스 조건 등)으로 입법하는 등 회원국 간의 다양한 법제로
인한 제품 및 서비스의 국제적 제공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자 함
 데이터 활용을 위해 공공사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포함하여, PSI 지침의 적용
범위를 확장함
 공공사업이란 공공기관의 소유권, 그 재정참여 또는 이를 관리하는 규칙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함

❍ 공공데이터셋을 활용할 수 없게 하는 위험 제거
 혼합된 데이터셋의 적절한 처리가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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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방향 2

유럽연합 2019/1024 지침의 방향성 2
n

데이터 처리 및 데이터 공유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활용하기
위해 노력함

❍ 특히 비개인데이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n

n

데이터의 개방성과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은 데이터 중심 경제의
잠재력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증가시킴
데이터의 개방성과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은 EU 전역에서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는 도구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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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의 특징

유럽연합 2019/1024 지침의 특징
n

공공정보에 초점을 맞춤

❍ 공공정보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말함
❍ 공공기관이란 국가나 지역, 지방자치단체, 공법이 적용되는 기관
또는 이러한 기관 중 한 곳 이상이 설립한 협회를 말함
 도서관도 여기에 속하며 대학도서관, 박물관, 기록보관소(아카이브)를 포함함
 디지털 전환과 함께 디지털 퍼블릭 도메인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면서 도서관은
상당한 양의 귀중한 공공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n

각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수용되면, 동적 데이터의 공개를 쉽게 함

❍ 동적 데이터란 주로 실시간으로 자주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를 말함
(예: 환경, 교통, 위성, 기상과 센서 생성 데이터 등)
n

공공기관이 데이터 활용에 대한 한계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의 수를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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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와 데이터
v 정보(information)

v 데이터(data)

문서(콘텐츠와 그의 일부)
n 매체에 무관함(종이 및 전자
매체 또는 시각, 청각 및 시
청각 기록데이터)
n
n 행위, 사실, 정보의 표현과
이러한 행위, 사실, 정보의
편집을 포함
n 컴퓨터프로그램은 제외(단,
국내법 수용 시 확대 적용
가능)
v 공공업무 또는 일반대중이 관심을 가질 서비스에서 수집, 생성, 활
용, 확산되는 공공정보는 디지털 콘텐츠 제품 및 서비스의 중요한
기초 자료이며, 개발과 함께 더욱 중요한 콘텐츠 리소스가 됨
n

공공기관이 기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생성 및 보
유하고 있는 데이터 또는 지
식정보
활용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데이터베이스권의 획득이
가능한 온/오프라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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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데이터셋 1

공공데이터셋의 의의
n

개인 및 비개인데이터로 구성됨

❍ 데이터 경제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데이터로 IoT, AI, Big Data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개발로 인해 일반적임
n

고부부가치 데이터셋이란

❍ 부가가치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고급 일자리의 창출에 적합하고,
❍ 이러한 부가가치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의 잠재적인 수익자가 많아서,
❍ 활용에 따른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편익이 큰 문서를 말함
n

고부가가치 데이터셋의 범주

❍ 지리공간, 지구 관측 및 환경, 기상, 통계, 기업 및 기업 소유권
❍ 모빌리티(인구이동, 소비와 시장 변동, 지식과 사상 변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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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셋 2

공공데이터셋의 적절한 처리
n

개인데이터와 비개인데이터를 구별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불가분하게 연결됨’은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 데이터셋에 개인데이터와
비개인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고, 이 둘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컨트롤러에 의해 분리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거나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간주된 상황을 의미할 수 있음
n

n

개인데이터와 비개인데이터를 분리하는 것이 반드시 공공데이터셋
의 적절한 처리를 보장하지는 않을 것임
비개인데이터 부분과 개인데이터 부분이 불가분하게 연결
(inextricably linked)된 경우, ‘일반 데이터보호 규칙(Regulation
(EU) 2016/680)’에서 비롯된 데이터 보호 권리 및 의무는 전체
데이터셋에 완전히 적용됨

❍ 개인데이터가 데이터셋의 일부만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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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셋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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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셋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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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데이터 측면에서 오픈액세스

오픈액세스 정책
n

n

n

n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혼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해짐
공공자금으로 보조를 받거나, 공공 및 민간이 공동자금을 지원하여
발생한 데이터로 확장하는 등 특정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개선해야 함
프라이버시, 개인데이터, 비밀성, 국가안보, 공공보안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상업상 이익 및 제3자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우려를 적
절하게 고려함
행정적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미 공개된 데이터에만 적용되고,
데이터셋 검색에 추가비용을 부과하거나 데이터의 큐레이션(수집,
분류, 구조화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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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측면에서 오픈데이터

개방형 데이터 정책
n

개방형 데이터란 일반적으로 어떤 목적으로든 누구나 자유롭게 이
용, 활용, 공유할 수 있는 오픈 형식의 데이터를 의미함

❍ 디자인 및 기본적으로 개방 원칙에 기반한 데이터 생성을 장려하도록
권장됨
❍ 다만, 민감한 중요 인프라 보호 관련 정보가 관련된 경우를 포함하여 공공
보안과 같은 공익 목표에 대한 일관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해야 함
n

n
n

법적, 기술적, 재정적 제약을 최소화하거나 전혀 없는 민간 또는 상
업적 목적으로 공공정보의 광범위한 가용성 및 활용을 장려함
경제운영자뿐만 아니라, 대중을 위한 데이터의 흐름을 촉진함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데이터를 결합하고 이용하는 새로운 기법
을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시작하고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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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공공데이터 1

동적 공공데이터의 접근과 활용
n

n

n

상호운용성, 재사용, 접근성을 보장하는 개방형 데이터 및 관련 메
타데이터의 검색 가능성과 실제 가용성을 보장해야 함
이때 이용자의 활용 요청에 대한 응답 시간의 제한은 합리적이어야
함
합리적인 시간 제한은 새롭게 집계된 데이터 제품 및 서비스의 생
성을 촉진할 것으로 봄

❍ 동적 공공데이터의 경우, 즉각적인 가용성과 정기적인 업데이트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결정
❍ 동적 공공데이터는 수집 즉시 또는 데이터셋 수정 직후에, API를 통해 수
동 업데이트의 경우, 동적 공공데이터에 기반한 인터넷, 모바일,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이 쉽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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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데이터 2

개방형 API
n

n

n

n

활용을 위해 오픈데이터에 액세스하려면, 잘 설계된 API를 통해 동
적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보장하는 것이 유용함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프로토콜을 적용해야 하며, 데이터셋에 대
한 국제표준을 적용해야 함
잘 활용되지 않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가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API의 설정 및 이용

❍ 가용성, 안정성, 수명주기 동안 유지 보수, 균일한 이용 및 표준, 이용자 친
화성 및 보안과 같은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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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원과 독점권

문화자원 디지털화와 배타적 권리
n

민간파트너를 포함하여 도서관 사이에 수많은 협력 협정을 맺음

❍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은 문화자원의 가치 있는 활용을 촉진하고, 일반
인이 문화자원에 대한 접근을 가속화할 수 있음
❍ 문화자원을 디지털화 할 때, 민간파트너에게 독점권이 필요할 수 있음
n

배타적 권리가 문화자원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경우, 민간파트너가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의 독
점권이 필요함

❍ 해당 기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으로 제한해야 함
 문화자원이 디지털화되면, 퍼블릭 도메인 영역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함
 문화자원을 디지털화 할 배타적 권리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을 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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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활용 조건

조건 없는 활용과 예외
n

n

공공데이터 활용은 조건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함
그러나 공익 목적에 의해 정당화된 경우, 책임, 개인데이터 보호, 데
이터의 적절한 활용, 무변조 보증과 같은 조건을 부과하는 라이선
스가 발급될 수 있음

❍ 라이선스의 조건은 객관적이고, 비례적이며, 차별적이지 않아야 함
❍ 표준라이선스의 가용성도 제공해야 함
❍ 활용에 대한 제한(예, 소스 표시 제한 등)을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함
n

상업적 및 비상업적 활용을 위한 차별적 과금정책의 채택을 방해해
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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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활용에 따른 비용

디지털 퍼블릭 도메인과 비용
n

n

비용은 중요한 시장진입의 장벽을 구성함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나, 비용이 필요
한 경우 원칙적으로 한계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함

❍ 그러나 도서관은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계비용 이상을 청구
할 수 있어야 함(한계비용 이상 부과 기준 설정 필요)
 단, 합당한 수익과 함께 수집, 생성, 복제, 보급, 보존, 권리허가 등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됨
 적용 가능한 경우, 개인데이터 및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익명화 또는
비밀조치 비용도 적격비용에 포함시켜야 함
n

도서관의 목적과 특성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인 투자수익률을 산정
할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데이터 활용에 대해 민간이 부과하는 비
용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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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1
v 공공자금으로 보조를 받거나, 공공 및 민간이 공동자금을 지원하여
발생한 데이터로 확장하는 등 특정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조
건을 개선해야 함
v 리포지토리가 아닌 다른 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확장할 수 있어야 함
v 관련 기술 및 재정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
야함
v 개인데이터가 포함된 공공데이터 활용의 범위 및 조건에 대한 결
정을 내릴 때, 데이터 보호 영향평가를 실시함

OAK 2020. 10. 28.

17

시사점 2
v 공공데이터의 활용 범위, 공공데이터가 제공되는 조건 및 구제 실
무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v 추가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됨
❍ 단, 도서관은 정상적인 운영이 방해되지 않도록 한계비용 이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익명화 및 상업상 비밀정보보호를 위해 취해진 조치로 발생한 한계비용을
회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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