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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 R&D 예산 

및 성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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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예산과 성과 

• ’14년 정부 R&D 예산은 17.7조원(연평균 7.5%) 

13.7 14.9 16 16.9 17.7 

2010 2011 2012 2013 2014

• 이에 반해, 성과 질적 수준 및 지식효과 확산은 상대적으로 미흡 

37,730  
41,385  45,435  47,066  

2009 2010 2011 2012

- (논문) 질적수준과 생산성 : 국제 평균대비 낮음 
  * 논문당 평균 피인용 수(‘08-’12) : 4.23(한국)/5.15(세계평균) 

  * 연구원 1인당 SCI 논문 수(‘11) : 0.16(한국)/0.34(OECD)  

- (특허) 양적 성과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 

  * PCT 출원건수 : (‘10) 9,669 → (‘11) 10,447 → (’12) 11,848 
 

- (지식효과∙확산) 지식창출성과 대비 저조 

  * ’12년 글로벌 혁신 지수 

    → 지식창출(3위) : 논문, 특허 건수 

    → 지식효과(43위) : 사업화, 표준화 등 

    → 지식확산(20위) : 기술료, 컴퓨터통신서비스 수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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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개념 

정부는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 

 

* 200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ʻ연구성과ʼ는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되는 특허･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포함 
 

- 연구성과는 일반적으로 단기･직접적으로 발생하는 1차적 성과와 장기･간접
적으로 발생하는 2차적 성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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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성과물 및 전담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13항에 따라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유통 전담기관을 두고 있음 

범 부처 차원의 통합적 연구성과 

등록관리 및 공동활용은 미흡 

* 전담기관 외 연구기관의 기탁률(‘09-’12) 

  → 화 합 물 : 3.8% 

  → 생물자원 : 0.18% 



Ⅱ. 과학기술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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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패러다임과 빅데이터 

1세대 연구 

실험 중심 

2세대 연구 

이론중심 

3세대 연구 

컴퓨팅자원중심 

4세대 연구 

데이터중심 

Jim Gray 
 

• 미래의 연구방식은 데이터 분석 기법이 

  다양한 과학연구의 일반적인 현상 
 

•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 

 

2007년 “Computer Science and 

Telecommunications Board”에서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NTDi6_-lGTIwTM&tbnid=7yQuVVyYDK-QRM:&ved=0CAUQjRw&url=http://research.microsoft.com/en-us/collaboration/fourthparadigm/&ei=gXB_Uq6rJuKAiQfiooGQAw&bvm=bv.56146854,d.aGc&psig=AFQjCNGQUQ8ZgM4fttcYSUVR0Qo7XtGSuA&ust=138416993369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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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고 있는 빅데이터는? 

로그 데이터, SNS, 센서 데이터 

위성데이터, 천문사진, 가속기 데이터, 유전체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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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빅데이터(1/2) 

과학기술 활동의 과정·결과를 통해 얻은 데이터 

연구 결과 검증을 위해 필수적인 데이터 
 

• 관측(observation) by 망원경, 전자현미경, 인공위성 등 

• 감시(monitoring) by 센서 등 

• 조사(investigation) by 설문조사, 기술/시장조사/ 기술가치평가 등 

• 실험(experiment) by 가속기, 화학/바이오 실험장비 등 

• 연구 분석(research analysis) by 분석도구 등 

• 계산(computation) by 슈퍼컴퓨터 등 

출처: 

OECD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Access to Research Data 

from Public Funding (2007)  

형태(type) 
 

• 수치(numerical) 
• 공간(spatial) 
• 도표(graphical) 
• 문서(tex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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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빅데이터(2/2) 

LHC : 입자 가속기    /    LSST: 천체망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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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오늘날의 문제인가? 

• 1997년 10월, Michael Cox와 David Ellsworth가 IEEE 8th 
conference on Visualization에 게재한 논문에서 ‘big data’ 용어를 
최초 사용 (Application-controlled demand paging for out-of-core 
visualization) 

 

• Big Data는 Data 자체가 아닌 problem.  

 

 

 

 

 

 
 

• Data-Intensive Scalable Computing(DISC) 기술의 필요성 제기 

“Visualization provides an interesting challenge for 
computer systems: data sets are generally quite large, 
taxing the capacities of main memory, local disk, and 

even remote disk. We call this the problem of big 
data. When data sets do not fit in main memory (in 
core), or when they do not fit even on local disk, the 
most common solution is to acquire more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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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중요성 

• 데이터 없이 힉스입자 발견 가능할까? 

• 아마존닷컴 CEO 제프 베조스  

  “우리는 절대로 데이터를 내다버리지 않는다” 

• IBM CEO 버지니아 로메티 

  “앞으로 모든 산업에서 데이터가 

                                승자와 패자를 가를 것이다”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KQ_lOtOTHvgAXM&tbnid=swLLb2YwYWp-NM:&ved=0CAUQjRw&url=http://besuccess.com/2013/05/%EC%95%84%EB%A7%88%EC%A1%B4-ceo%EA%B0%80-%EC%A3%BC%EC%A3%BC%EB%93%A4%EC%97%90%EA%B2%8C-%EC%A0%84%ED%95%9C-%ED%8E%B8%EC%A7%80/&ei=DoV_UpLTMq2RiQfu7IH4Ag&bvm=bv.56146854,d.aGc&psig=AFQjCNHa3UUqrcD2IoyUkHijqv6NvvkIyA&ust=13841752230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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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가치 - 경제적인 관점 

Europe public sector 
administration 
- 연 €2,500억 가치 창출 
- 연 ~0.5% 생산성 향상 

Global  
personal location data 

-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는 
$1,000억 이상의 가치 창출 

- end user들에게는 
최대 $7,000억 가치 제공 

US health care 
- 연 $3,000억 절감  
- 연 0.7% 생산성 향상 

Manufacturing 
- 개발 비용 50% 감소 
- 노농 자본 투자 7% 감소 

US retail 
- 60% 추가 이익 발생 
- 년 0.5~1.0% 생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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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가치 - R&D 관점 

“데이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에 

1달러 투자하면 

3~9달러의 ROI 얻을 수 있음” 

※ IDC 백서 

“전문적인 데이터 관리와 

큐레이션 서비스를 활용하여 

연구시간의 1%를 절약하면 

1년에 1,000만 유로를 절약” 

※ Winkler, S., “Research Data - A Funder‘s Perspective”, 
   DataCite Summer Meeting, 8 June 2010. 



Ⅲ. 국가 과학기술 빅데이터 

거버넌스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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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R&D 환경변화 

범 국가차원 에서 과학기술 R&D를 수행하고 있는 31개 부처에서 생성된 

과학기술 빅데이터 공동활용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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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전담조직체계 미흡 

공동활용을 위한 플랫폼 부재 

활용에 관한 법·제도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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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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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추진과제 



Ⅳ. KISTI 차원의 

빅데이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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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국내 

“우리나라의 경우, 응답자의 약 69%가 

연구 수행자가 소유와 관리 주체임” 

※ 국가과학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 기본연구(2012)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Science, Vol. 33. 
2011. 

“응답자 33% 데이터 분실 경험” 

데이터 관리 미흡과 유실 

연구현장의 목소리(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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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현장의 목소리(2/3) 

해외 국내 

“폐쇄된 커뮤니티 내에서 공유 59.4%, 

공유하지 않는 경우 30%” 

※ 국가과학데이터 공유∙융합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2011)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Science, Vol. 33. 
2011. 

“연구용으로 활용 33.6%, 

제공할 의무가 있을 때만 30.2% 

적절한 대가를 지불한다면 24.9%” 

제한적인 데이터 공유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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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현장의 목소리(3/3) 

연구 현장에서의 

빠른 계산 서비스 필요 

데이터 관리의 어려움 

타 연구 그룹의 데이터 
활용 필요 

융합 연구를 통한 
새로운 발견 필요 

데이터 공유는 부정적 

저렴한 비용의 
Scalable Computing 기술 개발·제공 

데이터 관리를 위한 

Repository 개발·제공 

플랫폼 기반 
융합 연구 지원 

분산·연계형 
계산·공유 체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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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 중점 추진사업 

과학기술 빅데이터 기반의 

Data-Intensive Science 연구 환경 구축 

과학기술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개발 

과학기술 빅데이터 

거버넌스 체제 구축 지원 
 
 
 
 
 
 
 

 

 
 
 
 
 
 
 

 

• 과학기술 빅데이터 거버넌스 

  체제 구축 지원 

•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과학기술 공동 활용 플랫폼 

  개발 및 보급 

  (대용량 분산 저장/관리 기능) 

 과학기술 빅데이터 

핵심/활용기술 개발 
 
 
 
 
 
 
 

 

• 데이터 집중형 문제 해결을 위한  

  병렬 처리 기술 개발 

  (위성 데이터 분산 병렬 처리)  

Supercomputer Visualization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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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 빅데이터 공유 시스템(1/2) 

※ 우리나라 연구자의 약 69%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 개인이 관리 

※ 국내 연구자의 약 37%가 실험·관측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 유실 경험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docid=P0XMJ586bu4DtM&tbnid=FD_E955PDP1DeM:&ved=0CAUQjRw&url=http://www.learnblogtips.com/seo-tips-to-make-your-blog-no-1/&ei=YPWTU8S1Gcf38QXe-4LoCA&bvm=bv.68445247,d.dGc&psig=AFQjCNEMXh4mnX9v5u2WigsFEVu-GM8gIw&ust=140229186092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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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빅데이터 공유 시스템(2/2) 

• 극지분야 1종 

• 금속 5종 

• 물리화학 16종 

• 보건 7종 

• 생명과학 3종 

• 에너지 2종 

• 재료 4종 

• 플라즈마 1종 • 인체영상 1종  

“데이터 관리, 

접근을 

쉽고 편하게”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6Tneuq3MFcOOjM&tbnid=zFwmgxv2SeK5yM:&ved=0CAUQjRw&url=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42685&ei=GRZvUoLWJITPkgXa3YCwBg&bvm=bv.55123115,d.dGI&psig=AFQjCNH0VhyCKYKYkTzZOwFT6SCcqBuizQ&ust=1383098256346457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bLBm7OzmDoDpOM&tbnid=_lmQ4LQScfqqUM:&ved=0CAUQjRw&url=http://www.etnews.com/news/economy/education/2647849_1491.html&ei=gRZvUu-5JoyUkwWppoGQBQ&bvm=bv.55123115,d.dGI&psig=AFQjCNFRb11GL9cn99FB2CSBZ_7bgNs1NQ&ust=1383098286743023
http://www.google.co.kr/url?sa=i&source=images&cd=&cad=rja&docid=qUsIMUpr2KUytM&tbnid=x6uC400JPFM1EM:&ved=0CAgQjRwwAA&url=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7090302011657731004&ei=9xZvUqrpHM3AkQW0-4HIBg&psig=AFQjCNGVuNnJQTKDCO-Tk7y1FvXQ3uSUeA&ust=138309848752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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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Intensive Science 지원(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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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Intensive Science 지원(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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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Intensive Science 지원(3/7) 

대기 

오존 

OISST 

센서정보 

대기보정 

보조자료 

L0-L1A 
(광학자료, 지형정보 

위성정보 포함) 

L1A-L1B 
(광학보정 및 

기기보정치 반영) 

L1B-L2 
(물리적 의미) 

엽록소, 수온 등 

L3 
(시/공간 격자 자료) 

Geo-Location 
(지형보정) 

* 1개 영상당 평균 7분 소요 

고정밀·대용량 위성자료를 

사용한 연구 효율성 제고 

• 특정 지역 

• 약 10,000장 정도 사용 

• 약 53일 소요 

• 개별 연구자 처리 가능 

• 다수 지역 또는 전지구 

• 약 500만장 정도 사용 

• 약 72년 소요 

• 개별 연구자 처리 불가능 

대
규
모 

자
료 

소
규
모 

자
료 

고성능 Big Data 
S/W 플랫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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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Intensive Science 지원(4/7) 

34시간 30분 ⇒ 2시간 53분 

(약 1,193% 성능 향상) 

• 한반도 주변 위성영상 

• 1,203 파일, 285GB 

프로세스 개선 데이터 및 프로세스 병렬화 

개선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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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Intensive Science 지원(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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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Intensive Science 지원(6/7) 

• 이용자 맞춤형 위성영상 빅데이터 변환 

• 단계별 위성영상 빅데이터 변환 과정 모니터링 

• 이용자별 변환 위성영상 빅데이터 관리 



- 34 - 

Data-Intensive Science 지원(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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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방향 

위성영상 
분석 

천문 
데이터
분석 

가속기 
데이터 
분석 

Metadata 

Metadata Metadata 

Metadata 

Metadata 
Metadata 

과학기술 빅데이터 
융합·공유 체제 

서비스 지원 
API 제공 

연구지원 

연구지원 연구지원 

연구지원 

연구지원 연구지원 

유전체
분석 

융합·공유 융합·공유 

융합·공유 

융합·공유 

융합·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