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디지털 전환과 4차 패러다임의 핵심에는 데이터

가 그 중심이 되고 있다[1].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데이터의 중요성은 한층 더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인

공지능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연구자

또는 사용자들이 좀 더 쉽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

록 플랫폼 개발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

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은 컴퓨터의 아키텍처, 운영체

제, 프로그램 언어, 라이브러리 등을 포함한 응용 소

프트웨어 실행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

합을 의미한다[2].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데

이터와 소프트웨어들이 연결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

으로 다양한 분야의 융합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융합 연구의 기반은 당연히 데이터이며, 다양한 종

류의 데이터(즉, 이기종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기

종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정의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 데이터에 대한 융합 연

구를 지원할 수 있다.

2. 관련 연구

메타데이터란,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또는 ‘물리

적 혹은 디지털 개체에 대한 정보’라고 정의된다[3].

즉,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원을 검색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자원을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데이터를 다루어야하는 융합 연구 측면에서는 ‘데이

터를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로 해석할 수 있다.

•더블린 코어 메타데이터(Dublin Core)[4]:

1995년 3월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개최된 워크숍을

계기로 탄생하였으며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뜻하

는 ‘메타데이터’라는 용어가 전 학문 분야에서 사용

되었다. 방대한 양의 웹 자원을 기술하기 위해 제안

되었으며, 웹 자원 탐색에 필수적이면서도 비전문가

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화하고, 간결하고 호

환성과 확장성을 통해 모든 영역에서 사용 가능하고

다양한 자원 및 시스템에 적용 및 확장 가능하도록

목적을 두고 있다. <표 1>은 더블린 코어에서 확정

한 15개의 메타데이터 요소를 나타낸다.

•캐글 데이터(Kaggle)[5]:

Kaggle은 비즈니스 문제, 채용 및 학술 연구 목적을

위한 데이터 과학 대회를 주최하는 플랫폼으로 다양

한 분야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데이터 분

석과 인공지능 기술의 활발한 연구로 다양한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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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4세대 연구 패러다임의 도래와 함께 데이터가 연구의 중심이 되었고, 인공지능(AI)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심화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융합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융합 연구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분석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정의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융합 연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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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이 캐글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

고 있다. <표 2>는 캐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셋을 정의하기 위한 메타데이터를 나타낸다.

명칭 정의
Title 리소스에 지정된 이름
Creator 리소스를 주로 만든 개체(엔티티)
Type 리소스의 특성이나 장르(genre)

Contributor 리소스 기여를 담당하는 엔터티
Publisher 리소스를 사용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엔터티
Date 리소스의 수명 주기에서 날짜 정보

Language 리소스에 사용된 언어
Format 리소스의 파일 형식, 물리적 매체 또는 크기
Description 리소스에 대한 설명
Subject 리소스에 대한 주제
Relation 관련 리소스
Identifier 리소스에 대한 명확한 참조
Rights 리소스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권리 정보
Source 리소스가 파생된 관련 리소스
Coverage 자원의 공간적 또는 시간적 주제

<표 1> 더블린 코어 메타데이터

Title (데이터셋 이름) Contributors (기여자)
Subtitle (데이터셋 설명) DOI (식별 정보)
License (저작권) Code (소스 코드)
Version (버전) Discussion (연관글)
Visibility (공유 여부) Metadata (키워드)
Versioning (버전 표시 방법) History (버전 리스트)

Link Sharing (링크 제공) Expected update frequency
(업데이트 주기)

Thumnail Image (로고 이미지) Usability (데이터 품질 점수)
Geospatial Coverage (지역정보) Summary (데이터 요약 정보)
Start/End date (게시날짜) Data Explorer (파일 목록정보)
Authors (저작자) Location (저장위치)
Sources (데이터 출처) Quota (사용자별 쿼터)
Collection Methodology
(수집 방법) Info (파일별 정보)

<표 2> 캐글 메타데이터

•나노허브(nanoHub)[6]:

나노허브는 나노 소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자, 전

기기계, 바이오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의 온라인 시뮬

레이션을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이며, 양자 도트, 공

명 터널링 다이오드, 카본 나노튜브, PN 접합, MOS

캐패시터, MOSFET, 나노와이어, 초박형 바디

MOSFET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

를 제공한다. <표 3>은 나노허브의 데이터셋에 대

한 메타데이터를 나타낸다.

Title (데이터 콜렉션명) Version (버전 정보)
Abstract (콜렉션 설명) See also (관련 데이터)
Tag (태그 정보) Usage (사용 방법)
Powered By (저작권) Reviews (의견)
Contributors (기여자) Citations (관련 정보)
Publish date (게시일) Wishlist (관심 정보)
DOI (식별 정보) Questions (질의)
Category (카테고리) Launch Tool (연계 툴)

<표 3> 나노허브 콜렉션 메타데이터

3. 융합 연구를 위한 메타데이터 설계 및 정의

데이터를 다루는 분야마다 데이터 특성이 있으

며, 다양한 분야를 다루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특성

을 추출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관

련 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들을 분석

하여 이기종 데이터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메타

데이터를 정의하였다. 본 논문에서 정의한 메타데이

터는 기본 정보, 소유 정보, 연관 정보, 파일 정보,

지능(스마트) 정보로 구성된다.

기본 정보는 더블린 코어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등록시 필수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정보를 나

타낸다. <표 4>는 기본 정보를 나타낸다.

Title (데이터셋 이름) Language (사용 언어)
Description (데이터셋 설명) Date (생성일자)
Keyword (키워드) Category (카테고리)

<표 4> 기본 정보

소유 정보는 데이터를 저작하거나 기여한 사람이

나 라이선스 등을 나타내며 저작권에 관련한 정보이

다. <표 5>는 소유 정보를 나타낸다.

Creator (생성자, 저작자) Geospatial Coverage
(수집지역)

Contributors (기여자) Visibility (공개 유무)
Provider (제공자, 기관) Publish date (공개 날짜)
License (라이선스)

<표 5> 소유 정보

연관 정보는 제공하는 데이터와 연관된 데이터

혹은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며 상호 연계체제

를 구축할 수 있는 정보이다. <표 6>은 연관 정보

를 나타낸다.

Source (연계 데이터) NTISID (NTIS 과제정보)
Source ID (연계 데이터 ID) DMP (DMP 정보)
DOI (식별 정보) JID (저널 정보)
RID (국가연구자번호) RPAS (데이터 라이프사이클)
SID (과학기술표준분류) EID (실험 연계 정보)

<표 6> 연관 정보

파일 정보는 데이터를 구성하는 데이터 파일에

관한 정보이며, <표 7>은 파일 정보를 나타낸다.

Data type (데이터 타입) RPAS info (파일 상태 정보)
File format (파일 포맷) Version (버전 정보)
Dataset info (파일 구성 정보) Q score (데이터 품질 정보)

<표 7> 파일 정보

지능 정보(또는 스마트 정보)는 특정 데이터 파

일을 파싱하여 파일 내의 정보를 추출한 정보를 나

타내며, 최신의 인공지능 기술 등을 사용하여 메타

데이터 자동 추출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보다 풍

부한 데이터 표현과 검색을 지원한다. <표 8>은 지

능 정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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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추출 정보 자동 연계 정보
자동 분류 정보 자동 추천 정보

<표 8> 지능 정보

4. 결론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 기반의 다양

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융합 연구를 위해서는 융

합 연구를 위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기

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기종의 다

양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설계 및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검색 및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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