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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1 표준의 목적
AI-데이터 커먼즈는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작업 절차의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협업 절차에서 참여 역할에 따라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협업 플랫
폼을 제공하는 환경이다. 이 표준의 목적은 AI-데이터 커먼즈 개방형 협업 환경에서 일
어나는 협업 절차상에서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기여도에 따른 보상을 보장하
기 위한 보상 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2 주요 내용 요약
이 표준은 AI-데이터 커먼즈 환경에서의 개방형 협업 모델을 설명하고, 개방형 협업 공
간에서 일어나는 참여-협업-보상 절차에 따라 참여자들이 기여하는 역할에 따른 보상 관
리 방안을 규정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AI-데이터 커먼즈의 배경과 필요성, AI-데이터
커먼즈 구성 요소와 같은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이후, AI-데이터 커먼즈에서 고려하
는 개방형 협업 모델과 참여자들의 역할 모델 설명을 통해 개방형 협업 개념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러한, 개방형 협업 개념 모델을 바탕으로 개방형 협업 공간 상위 구조와 각
기능에 관하여 설명한 후, 참여-협업-보상 기반 개방형 협업 공간에서의 보상 관리 방안
을 기술한다.
3 인용 표준과의 비교
3.1 인용 표준과의 관련성
‘해당사항 없음’
3.2 인용 표준과 이 표준의 비교표
‘해당사항 없음’

i

IoTFS-0227

사물인터넷융합포럼표준(국문표준)

Preface

1 Purpose
The concept of AI-Data Commons provides a open collaboration environment
that supports participants’ collaboration process to solve AI based problems with
various datasets. This standard defines a method for participants’ incentive
management
encourage

in
the

AI-Data

Commons

participants

open

activities

collaboration

by

providing

environment
transparent

for

to

incentive

management procedures.
2 Summary
The main content of this standard includes a method for participants’ incentive
management in AI-Data Commons open collaboration environment. Specifically,
this standards introduces the background, the necessity, and the concept of
AI-Data

Commons.

Then,

it

describes

a

model

of

open

collaboration

environment, including the concept of participation-collaboration-incentives. With
the open collaboration model, it identifies procedures for participants’ incentive
management in AI-Data Commons open collaboration environment.
3 Relationship to Reference Standards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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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데이터 커먼즈 개방형 협업 환경에서의
참여자 보상 관리 방안
(The Method for Participants’ Incentive Management in
AI-Data Commons Open Collaboration Environment)

1 적용 범위
이 표준은 AI-데이터 커먼즈 환경에서 데이터 소유자 및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 등이
요구하는 데이터 세트와 인공지능 모델을 참여자들이 참여-협업-보상 정책에 따라 협업
하여 개발 및 공유할 때, 참여자들의 기여도와 보상을 관리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
이 표준에서는 AI-데이터 커먼즈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기여도 및 보상을 계산하는 방법
은 다루지 않는다.
2 인용 표준
해당 사항 없음
3 용어 정의
3.1 AI-데이터 커먼즈 (AI-Data Commons)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작업 절차의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협업 절차에 참여하여 참여자들이 자신의 데이터나 인공지능 모델 등을 제공함으로써 다
양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참여 역할에 맞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협업적 문제 해
결을 지원하는 사용자 주권 기반 협업 실행 환경
3.2 참여-협업-보상 (Participation-Collaboration-Incentives) 정책
AI-데이터 커먼즈 개방형 협업 공간에 참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 절차에 기여한 참
여자들이 측정된 공헌도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4 약어
AI
API
DAG
GDPR
PCI
REST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Directed Acyclic Graph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Participation-Collaboration-Incentives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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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I-데이터 커먼즈
5.1 개요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아지면서, 데이터
-인공지능 경제 기반 활용 활성화와 제공자의 권리 보호를 동시에 만족하는 방향으로 패
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
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에서도 데이터 3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패러다임을 따라가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표준은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고 민감 데이터를 보호하여, 데이터
활용 가치 사슬을 통해 다양한 사용자 정의 맞춤형 AI 문제를 해결하는 참여-협업-보상
(Participation-Collaboration-Incentives; PCI) 기반의 개방형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AI-데이터 커먼즈(Commons)와 관련된 표준으로, 먼저 AI-데이터 커먼즈와 참여협업-보상 정책 적용을 위한 개방형 협업 환경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주요 협업 절
차상에서 참여자들의 기여도에 따른 보상 관리 방안을 규정한다.
AI-데이터 커먼즈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작업 절차(Workflow)의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협업 절차에 참여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참여
역할에 맞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협업적 인공지능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용자 주권 기반 협업 절차 실행 공간이다. AI-데이터 커먼즈의 주요 특징은 참여-협업
-보상을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세한 개요는 부속서 A에 나타난다.
AI-데이터 커먼즈 환경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개방형 협업 공간
에 직접 참여하여 문제 해결에 기여하거나 데이터-인공지능 거래 시장(Marketplace)을
통해 등록된 인공지능 모델 및 데이터 자원들을 구매 혹은 판매할 수 있다. 협업 공간
참여자들의 활동은 각자의 기여도(공헌도)에 따라 추후 보상을 위한 지분으로 명세가 되
며, 협업 절차가 끝난 후 기여도에 따른 보상을 수령할 수 있다. 협업 공간이나 시장에서
관리되는 자원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실행되고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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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개방형 협업 개념 모델
AI-데이터 커먼즈의 핵심 요소인 개방형 협업 공간은 다양한 사용자 맞춤형 AI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게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진 협업 모델을 통해 수행되며, 각 모델에 따라
참여자들은 이하 3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5-2) AI-데이터 커먼즈 개방형 협업 개념 모델

a) 개방형 협업 모델
1) 문제 발행
AI를 이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관하여 기술하여 개방형 협업 공간에 등록하는
단계이다. 문제에는 프로젝트 설계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범위, 기한, 요구 데이
터 형식, 보상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된다.
2) 프로젝트 설계
개방형 협업 공간에 등록된 문제들을 확인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선정한 후에,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계획한다. 프로젝트는 업무들의 순차적인 실행 단계들
로 구성되는 작업 절차 형태로 기술되며, 작업 명세를 통해 작업 단계별로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 (Directed Acyclic Graph; DAG) 형태를 띤다. 프로젝트 설계 단계에
서 작업 절차 각 단계의 세부 업무 내용과 범위 및 결과물에 대해 정의한 후, 이를
개방형 협업 공간에 등록한다.
3) 참여자 모집
참여자들은 개방형 협업 공간에 등록된 프로젝트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 모집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참여 신청자들의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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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채용을 결정하고,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합의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 프로젝
트팀을 구성한다.
4) 프로젝트 수행
참여자들이 작업 절차의 각 작업 단계에 참여하여 공통된 문제 목표를 위하여 실제
로 맡은 역할을 수행한다.
b) 개방형 협업 모델 참여자 역할
1) 문제 정의자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기반 문제, 범위, 기한,
결과 형식, 보상 등을 기술하여 개방형 협업 공간에 등록하여 문제를 발행하는 역할
을 한다. 또한, 마지막 단계에서 협업 공간의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수행한 수행 결과
를 문제 정의 요구사항에 맞는지 검증하는 역할을 겸한다.
2) 프로젝트 리더
문제 정의자를 통해 생긴 협업 문제를 해석하고, 어떤 형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구체
적인 작업 절차를 정의하고, 프로젝트 멤버 선정을 통해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
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프로젝트 설계와 참여자 모집을 주로 담당한다.
3) 프로젝트 멤버
프로젝트 리더가 설정한 프로젝트 명세에 정의된 작업 절차를 확인하고, 자신이 가
능한 작업에 참여하여 직접적으로 문제 해결 단계에 참여하는 역할을 한다. 각 작업
에 참여하게 되면, 선행 단계의 결과물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에 부합하게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산출한다.
한 참여자는 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참여자는 프로젝트 리더의 역할
을 하면서 프로젝트 멤버의 역할을 겸할 수 있으며, 여러 작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 또
한, 한 프로젝트 멤버는 작업 절차상의 여러 작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
참여-협업-보상(PCI) 정책에서 보상(Incentive)의 개념은 변하고 있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모델 활용 패러다임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 모델들을 제공하는 제공자의 권리를 보장하
는 방법의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 특히, 다수의 참여자가 참여하는 AI-데이터 커먼즈
PCI 기반 협업 실행 공간에서는 참여와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투명하게 제공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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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여-협업-보상 기반 개방형 협업 공간 참여자 보상 관리 방안
6.1 기능 구조
참여-협업-보상 기반 개방형 협업 공간 시스템은 개방형 협업 공간 기능군과 참여-협업
-보상 기능군으로 이뤄진다.

(그림 6-1) 참여-협업-보상 기반 개방형 협업 공간 기능 구조

a) 개방형 협업 공간 기능군
1) 문제 정의 등록 기능
문제 정의 단계에서는 문제 정의 등록 기능을 이용하여 문제를 정의한다. 개방형 협
업 공간은 문제 정의 명세(범위, 기한, 요구 데이터 형식, 보상 등)를 세부적으로 작
성하기 위한 웹 포털과 문제 정의에 대한 메타데이터(metadata)를 등록하기 위한
REST API 등을 제공한다.
2) 프로젝트 설계 등록 기능
프로젝트 설계 단계에서는 개방형 협업 공간에 등록된 문제를 검색하고 질의하여 해
결해야 할 문제를 찾으면 문제 해결을 계획한다. 계획은 설명 명세(description
schema)로 기술되며 이를 프로젝트라고 명한다. 프로젝트 작업 명세는 단계별 방향
성 비순환 그래프(Directed Acyclic Graph; DAG), 단계 정의의 집합 등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분산 협업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다. 프로젝트 작업 명세는 순차적인
문제 해결 단계들로 구성되며, 상위와 하위 단계 간의 흐름과 종속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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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 팀 구성 기능
프로젝트 설계 등록 기능을 통해 생성된 프로젝트를 위한 참가자를 모집하여 팀을
구성한다. 프로젝트 정의 등록 기능을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가 등록되면 관련 이벤
트가 발생하며, 사전 구독 등의 방법으로 프로젝트 등록 이벤트를 수신한 이용자들
은 프로젝트 및 각 단계의 업무 정보를 확인하고 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참가자는
프로젝트 리더와 프로젝트 멤버로 이루어지며, 각 프로젝트 멤버는 여러 단계로 구
성되는 프로젝트 작업 명세에 작성된 작업 절차의 각 단계를 담당한다.
4) 참여 및 협업 합의 기능
프로젝트 멤버 모집이 완료되면, 프로젝트 리더는 참여 합의 절차를 시작한다. 참여
합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멤버들 간의 다자간 합의를 의미하며, 모든 멤버
들은 참여 동의 절차를 수행하여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고 프로젝트
가 승인된다. 프로젝트가 승인된 후에, 프로젝트 리더는 참여 합의에 이어 두 번째
형태의 다자 계약인 협업 합의를 수행한다. 협업 합의는 인접한 두 단계의 프로젝트
멤버들 간의 양자 계약으로 각 단계의 출력 결과물 규격 및 품질에 대해 인접한 두
단계의 멤버들 간의 합의로 결정된다.
5) 프로젝트 실행 기능
각 단계의 수행자는 개방형 협업 공간을 통해 자신에게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고 협
업 합의 계약에 따라 결과물을 생성한다. 각 단계의 결과물은 작업 절차의 다음 단
계로 전달되며, 다음 단계 수행자는 입력받은 결과물을 검증한다. 다음 수행자는 입
력 결과물이 협업 합의 계약에 따라 규격 및 품질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이
를 수락한다. 불만족 시에는 이를 반환 및 재검증 절차를 반복한다. 최종 단계의 결
과물까지 산출되면, 문제 정의자는 이를 검증하고 프로젝트를 종료한다.
b) 참여-협업-보상(PCI) 기능군
개방형 협업 공간 기능군에서 참여-협업-보상(PCI) 기능군으로 전달되는 다양한 요청들
은 PCI 관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처리되며 주요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1) 문제 관리 기능
개방형 협업 공간에서 등록되고 풀어져야 하는 문제들을 관리하는 기능으로 문제 정
의자의 개방형 협업 공간에서 활동하는 내용(문제의 생성부터 완료 혹은 소멸까지의
전반적인 생명주기(lifecycle) 관리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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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 참여 관리 기능
개방형 협업 공간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을 프로젝트 리더와 프로젝트 멤버 역할에 따
라 프로젝트 생성 시 각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참여에 따른 참여 합의를
통해 프로젝트가 시작되도록 관리하는 기능이다.
3) 프로젝트 협업 관리 기능
프로젝트 리더가 생성한 프로젝트 및 협업 작업 절차와 프로젝트 멤버들의 협업 합
의 내용과 협업 절차를 관리하는 기능이다. 프로젝트/협업 관리 기능은 프로젝트 리
더가 생성하는 프로젝트 명세에 작성된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 기반 작업 절차 상세,
참여자들의 작업 내용, 각 작업 단계의 진행사항, 작업 결과물의 검증 여부 등 프로
젝트 협업 시 고려되는 내용들을 관리한다.
4) 인센티브 관리 기능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활동에 따른 보상기여도를 산정하고 관리하는 기능이다. 개방
형 협업 공간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인공지능 모델이나 데이터 등을 제공하면서 서로
다른 형태로 협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므로 공통화된 보상 산정 방식, 기여도
에 따른 보상 분배 등을 관리한다.
6.2 참여자 보상 관리 방안
참여-협업-보상 기반 개방형 협업 공간에서 참여자 보상을 관리 절차는 3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


문제 정의자를 주도로 하는 문제 전체에 관한 보상 등록 절차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기여도를 산정하고 해당 기여도를 관리하는 보상 계산 절차



문제 풀이 후, 등록된 보상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보상 분배 절차

6.2.1 보상 등록 절차
그림 6-2는 참여-협업-보상 기반 개방형 협업 공간을 위한 협업 문제가 등록되고 참여
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협업 문제 해결 결과에 대한 보상을 명시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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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보상 등록 절차

1. 문제 정의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협업 문제를 명시(지급할 총
보상 포함)하여 등록하면, 해당 문제가 프로젝트 리더들에게 알려진다.
2. 해당 문제에 관심 있는 프로젝트 리더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명세를 위
해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 형태로 작업 절차를 구성한 후, 작업별 최소 지분율을 설정
한다. 생성된 프로젝트는 참여-협업-보상 관리 기능군에 등록되어 각 프로젝트 멤버
들에게 알려진다. 만약, 문제에 관심 있는 프로젝트 리더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 1번
단계로 돌아간다.
3. 프로젝트 멤버들은 공개된 프로젝트 내용과 작업, 지분율 등을 확인하여 자신이 원하
는 작업 정보를 명시해 프로젝트 참가 요청을 보내게 되고, 각 참가 요청은 프로젝트
리더에게 알려진다. 만약, 프로젝트 구성을 위한 충분한 프로젝트 멤버가 참여하지 않
는 경우, 1번 단계로 돌아간다.
4. 프로젝트 리더는 프로젝트 멤버들을 선정하여, 구성한 프로젝트 작업 및 프로젝트 참
여 계약을 생성하여 참여-협업-보상 관리 기능군에 등록하고, 이 계약은 해당하는 프
로젝트 멤버들에게 공지된다.
5. 프로젝트 멤버들은 프로젝트 계약에 서명함으로써 프로젝트 참여를 확정하게 되며, 모
든 멤버가 서명한 후 프로젝트가 확정되었다는 것이 알려진다. 만약, 계약단계에서 프
로젝트 구성을 위한 충분한 프로젝트 멤버가 서명하지 않는 경우, 1번 단계로 돌아간
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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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든 참여자의 동의에 따라 프로젝트가 확정되면, 프로젝트 전체에 관한 내용을 참여
-협업-보상 기능군에 등록하고, 등록된 프로젝트는 문제 정의자에게 알려진다.
6.2.2 보상 산정 절차
그림 6-3은 참여-협업-보상 기반 개방형 협업 공간에서 각 작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보상을 산정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그림 6-3) 보상 산정 절차

1. 프로젝트 리더는 협업 작업 절차의 첫 작업(작업 1) 개시 요청을 하고, 해당 작업 요
청이 담당 프로젝트 멤버(프로젝트 멤버 1)에게 전달된다.
2. 프로젝트 멤버는 자신이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고, 작업을 수행한다.
3. 프로젝트 리더는 프로젝트 멤버의 작업 시작 내용을 참여-협업-보상 기능군에 기록한
다.
4. 프로젝트 멤버가 자신의 작업(작업 1)이 완료됐음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리더는 해당
이벤트를 수신한다.
5. 선행 작업(작업 1)이 완료되었으므로, 프로젝트 리더는 다음 작업(작업 n) 개시를 요
청하고, 전 단계 참여자(프로젝트 멤버 1)와 다음 단계 참여자(프로젝트 멤버 n)에게
해당 이벤트가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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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행 작업의 결과에 따라 다음 작업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 단계 참여자는 자
신의 결과를 검증을 위해 프로젝트 리더와 다음 단계 참여자에게 공개하고 작업 결과
를 검증한다. 작업 결과가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는 2번 단계로 돌아간다.
7. 선행 작업의 검증이 완료되면 프로젝트 리더는 해당 작업(작업 1)의 기여도를 산정하
고, 해당 기여도 정보를 포함하여 결과가 완료되었음을 참여-협업-보상 기능군에 기
록한다. 해당 기록을 통해 참여자들이 결과 검증이 끝났음을 알게 된다.
8. 다음 단계 참여자가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위의 절차대로 작업 검증과 기여도 산정이
이뤄진다.
6.2.3 보상 분배 절차
그림 6-4는 참여-협업-보상 기반 개방형 협업 공간에서 모든 작업이 완료되고 프로젝트
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보상이 참여자들에게 분배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그림 6-4) 보상 분배 절차

1. 협업 작업 절차의 마지막 참여자(프로젝트 멤버 n)가 자신의 작업을 수행한다.
2. 참여자가 자신의 작업 (작업 n) 결과는 참여-협업-보상 기능군에 등록하고, 프로젝트
리더가 해당 이벤트를 수신한다.
3. 프로젝트 리더는 결과를 검증하고 검증 결과를 참여-협업-보상 기능군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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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지막 작업(작업 n)의 검증된 결과 기반으로 프로젝트 리더는 해당 작업의 기여도를
산정하고, 작업 결과가 완료되었음을 기록한다.
5. 마지막 작업의 완료되었음을 모든 참여자가 이벤트로써 수신하고, 프로젝트 완료 확인
서명을 통해 프로젝트 완료를 확정한다.
6. 프로젝트 리더는 참여-협업-보상 기능군에 프로젝트가 모두 완료되었음을 기록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결과가 문제 정의자에게 전달된다.
7. 문제 정의자는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을 검증한다. 이때,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문제
정의 요구사항에 맞지 않으면, 프로젝트 결과는 폐기되고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고
절차가 끝난다. 프로젝트 결과 검증에 통과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8. 프로젝트 검증 후, 문제 정의자는 참여-협업-보상 기능군에 보상 집행 요청을 보낸
다.
9. 보상 산정 절차에서 기록된 각 참여자(프로젝트 리더 및 멤버)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
될 보상을 산정하고, 각 참여자에게 기여도에 맞게 보상을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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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속 서 A
(이 부속서는 표준 내용의 일부임)

AI-데이터 커먼즈 환경

이 부속서에서는 AI-데이터 커먼즈 환경을 설명한다. AI-데이터 커먼즈는 데이터를 활용
한 인공지능 기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작업 절차의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협업 절차에
참여하여 참여자들이 자신의 데이터나 인공지능 모델 등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으
로 기여할 수 있도록, 참여 역할에 맞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협업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
는 사용자 주권 기반 협업 실행 환경이다. AI-데이터 커먼즈는 크게 인프라, 플랫폼, 서
비스로 나누어지며, 자세한 개요는 그림 A-1에 나타난다.

(그림 A-1) AI-데이터 커먼즈 환경 개요

a) AI-데이터 커먼즈 인프라
AI-데이터 커먼즈 인프라는 개방형 협업 공간과 데이터-인공지능 모델 거래 시장
(Marketplace)에서 이뤄지는 협업 과정이 실제로 실행되는 공간으로 물리적인 컴퓨터 및
가상머신 등의 실행 환경이며 엣지노드, 클라우드, 네트워크 및 사용자 단말 등을 포함한
다. 고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AI-데이터 커먼즈 네트워크는 탈중앙형(분산형)으로 구
축되어 있으며,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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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I-데이터 커먼즈 플랫폼
AI-데이터 커먼즈 플랫폼은 개방형 협업 공간과 데이터-인공지능 거래 시장으로 구분되
며, AI-데이터 커먼즈의 핵심으로 참여자들의 활동과 생성된 인공지능 모델 및 데이터
자원의 관리를 담당한다. 이를 위하여 자원 관리, 트러스트 관리, 데이터 주권 관리, 분
산 신원 관리 등의 기능들을 제공한다.
1) 개방형 협업 공간
협업 공간은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으
로 참여-협업-보상 정책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와 인공지능 모델 자원뿐만
아니라 협업 절차 진행 및 기여도에 따른 보상 분배를 위한 협업 및 보상 관리 등이
이뤄진다.
2) 데이터-인공지능 모델 거래 시장
데이터-인공지능 모델 거래 시장은 기존의 데이터나 인공지능 모델 거래소와 같이
판매자들이 자신의 자원을 등록하고 필요한 구매자들이 자원을 검색하여 구매하는
공간으로 인공지능 모델 및 데이터 자원, 구매자와 판매자 관리 등이 이뤄진다.
c) AI-데이터 커먼즈 서비스
AI-데이터 커먼즈 서비스는 참여자들이 AI-데이터 커먼즈 협업 공간 및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창구 기능을 하며 문제 정의 도구, 인공지능 협업 샌드박스, 데이터 커먼즈,
데이터-인공지능 모델 거래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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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
(이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AI-데이터 커먼즈 참여자 보상 고려 요소

이 부록에서는 AI-데이터 커먼즈에서 활용될 수 있는 참여자 보상 도출 시 고려될 수 있
는 요소 중 데이터 제공 보상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다.
Ⅰ.1 데이터 제공 보상 고려 요소
이번 절에서는 데이터 제공 보상을 도출하기 위해서 데이터 가치 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의 예시를 소개한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 거래 지원 가이드라인
[I-1]에 따르면, 데이터 거래소 환경에서 정형 데이터의 가치는 크게 1) 콘텐츠 적합성,
2) 품질·공급 신뢰성, 3) 기술적 사용성, 4) 경제성의 네 가지 평가 차원으로 나눌 수 있
으며, 전체적인 가치 평가 요소와 지표 개요는 그림 Ⅰ.1-1에 나타난다.

(그림 Ⅰ.1-1) 데이터 가치 평가 세부 지표 예시
각 항목을 실제 측정하고, 각 항목의 중요도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실제 적용의 문제
로 적용 사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의 특성이나 활용 분야
의 특성에 따라 데이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위의 항목에 제시된 세부 지표를 일부만 적
용할 수도 있다.
a) 콘텐츠 적합성
데이터가 내포한 정보(콘텐츠)에 관한 직접적인 가치 평가 기준으로, 예를 들어 같은 분
야나 주제를 다루더라도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높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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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정보의 다양성
(a) 의미칼럼수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칼럼 수를 나타내며, 데이터 누락
이 심한 칼럼이나 데이터 관리를 위한 칼럼들은 제외할 수 있다.
(b) 정보범주수
데이터가 나타내는 정보의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데이터 칼럼이 표
현하고 있는 정보들을 의미적 유사성 등으로 구분하여, 다른 정보를 나타내는
범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하는 것이다. 구분되는 정보 범주가 많을수록 정
보가 다양하고 데이터 가치가 높을 것으로 볼 수 있다.
2) 타데이터와의 연계성
(a) 표준연계키 개수
다른 데이터들과 연계를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느냐와 관계된 내용으로, 표준화
된 연계키 개수가 많을수록 다른 제공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와 결합이 쉽고 이는
실제 활용 편의나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데이터명세의 명확성
(a) 절대척도칼럼 비중
전체 연속형칼럼 (수치 자료형을 갖는 칼럼) 중 실제 직접적인 의미가 있는 표기
인 절댓값으로 나타낸 칼럼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척도이다. 절댓값 칼럼과
상댓값 칼럼은 구분하는 이유 중 하나로 예를 들자면 상대 척도로 표기된 값
(비율, 확률, 증감, 보정 값 등)은 절대 척도로 표기된 값에 비해 그 의미가 희석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b) 연속형칼럼명의 표기 명확성
연속형칼럼은 수치로만 표시되어 있으므로, 그 의미가 명확히 해석되지 않는 경
우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하는 활용자로서는 그 해석이 어려울 수 있다. 데이터
의 활용 편의성 측면에서 해당 표기가 명확한 칼럼들이 그렇지 않은 칼럼들에
비해 활용 가치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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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범주형칼럼값의 기준 명확성
연속형칼럼은 수치로만 표시되어 있으므로, 그 의미가 명확히 해석되지 않는 경
우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하는 활용자로서는 그 해석이 어려울 수 있다. 데이터
의 활용 편의성 측면에서 해당 표기가 명확한 칼럼들이 그렇지 않은 칼럼들에
비해 활용 가치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4) 데이터의 적시성
(a) 데이터 생성일의 최신성
데이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과
거의 데이터와 현재의 데이터가 같은 기준으로 생성되었어도 그 중요도가 다를
수 있다. 데이터의 가치 평가를 하는 시점에서 각 데이터가 실제 생성된 시간의
차이를 확인하여 측정할 수 있다.
(b) 데이터 제공 주기의 규칙성
데이터 활용자로서는 데이터 활용 방식이 단발성이 아닌 경우, 새로운 데이터가
제공되는 주기가 실제 데이터 활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데이터 활
용 특성에 따라 실시간부터 일간, 월간, 분기 등 다양한 주기가 적용될 수 있으
며, 활용자의 요구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c) 데이터 집계 주기의 규칙성
제공되는 데이터 세트 내에서 데이터가 얼마나 규칙적으로 생성되는지에 관한
척도이다. 데이터 생성 특성에 따라 초, 분, 시간 단위 등으로 적용될 수 있으
며, 활용 환경과 활용자의 요구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b) 품질·공급 신뢰성
데이터의 물리적인 품질과 데이터 공급에 관한 가치 평가 기준으로, 예를 들어 같은 데
이터 종류를 다루더라도 데이터 내용이 오류가 적고 데이터 공급이 지속해서 가능할수록
활용자로서는 가치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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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의 물리적 품질
(a) 데이터 품질(정합성율)
주어진 데이터의 물리적인 품질을 의미하며, 데이터 품질 평가를 통해 오류 데
이터를 판단하고, 전체 데이터에서 오류 내용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정합성율을 측정할 수 있다. 정합성율이 높은 데이터 세트일수록 그 내
용이 정확하고 품질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데이터건수의 충분성
(a) 유효데이터건수
전체 데이터에서 결측값이 없는 데이터 건수를 말하는 것으로, 중복된 값이나
없는 값이 포함된 칼럼이 있는 데이터 행(Row)을 측정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실제 활용에 문제가 없는 데이터 행, 즉, 유효데이터가 많은 데이터 세트일수록
가치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데이터공급의 지속성
(a) 공급기간
데이터 제공자가 실제 얼마나 오래 데이터 활용 환경에 참여하여 데이터를 공급
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환경의 참여 기간에 따라 신규 공급자와 기존 공급
자 등 같은 종류의 데이터 세트라도 공급자에 따라 다른 가치 평가를 할 수 있
다.
(b) 공급건수
데이터 제공자가 실제 많은 데이터를 공급하고 있는지 이력에 관한 것으로 데이
터 제공 이력을 파악하여 같은 종류의 데이터 세트라도 공급자의 특성에 따라
다른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다.
(c) 공급최신성
데이터 제공자의 활동 이력에 관한 것으로 데이터 활용 환경에 참여한 내역을
파악하여 같은 종류의 데이터 세트라도 공급자의 특성에 따라 다른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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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공급자의 신뢰도
(a) 공급자의 기업신용등급
데이터 제공자가 기업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 것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업
의 신용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데이터의 가치 또한 평가될 수 있다.
(b) 공급자의 데이터품질인증 등급
데이터 제공자가 기업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 것으로 데이터품질인증 보유여부
나 데이터품질인증 등급 등에 따라 제공되는 데이터의 가치 또한 평가될 수 있
다.
(c) 공급자의 평판
데이터 제공자의 평판에 따라 제공되는 데이터의 가치 또한 평가될 수 있다.
c) 기술적 사용성
기술적 사용성은 데이터 활용자가 데이터를 받아 실제 데이터를 활용할 때 예상되는 기
술적 제약사항 등에 대한 가치이며, 예를 들어 이용이 편리하고 특정 소프트웨어에 의존
적이지 않을수록 데이터 활용자로서는 가치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데이터 수령방식의 편리성
(a) 데이터 수령방식
데이터 제공자의 환경에 따라 데이터는 API, FTP, 다운로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데이터 활용 환경에 따라 기술적인 제공 방식 또한 데이터
세트의 가치에 평가될 수 있다.
2) 확장자의 개방성
(a) 확장자 개방성 단계
특정 소프트웨어에 의존하지 않는 데이터 확장자일수록 데이터 활용이 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픈데이터 표준에서는 데이터 확장자에 따라 단계별로 확장자
개방성을 구분하고 평가하는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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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경제성
경제성은 데이터 활용자로서 주어진 데이터 활용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제도적 제약사항
과 대안 가능성 등에 관한 가치이며, 예를 들어 활용의 제약이 없고 대안이 적을수록 데
이터의 가치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제약성
(a) 라이선스 유형
주어진 데이터의 라이선스 유형에 따라 데이터의 활용 방향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CCL)의 경우 유형에 따라 다양한 조건이 있으며, 제약 조건이 많을수록 활용자
로서는 데이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할 수 있다.
2) 대체 가능성
(a) 동종 카테고리 상품 비중
데이터 제공자들이 다수 있는 환경에서, 데이터 활용자가 원하는 데이터가 얼마
나 많이 제공되고 있는지에 따라 데이터의 대체 가능성 (혹은 희소성)이 평가될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 결과가 데이터의 가치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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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Ⅱ-1
(이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지식재산권 확약서 정보

아래에 기재된 지식재산권 확약서 이외에도 이 표준이 발간된 후 접수된 확약서가 있을 수
있으니, 사물인터넷융합포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Ⅱ-1.1 지식재산권 확약서(1)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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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Ⅱ-2
(이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시험인증 관련 사항

Ⅱ-2.1 시험인증 대상 여부
해당 사항 없음.
Ⅱ-2.2 시험표준 제정 현황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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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Ⅱ-3
(이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이 표준의 연계(family) 표준

Ⅱ-3.1 IoTFS-0226, AI-데이터 커먼즈 환경에서의 트러스트 기반 개방형 협업 관리 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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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Ⅱ-4
(이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참고 문헌

아래 기재된 참고 문헌의 발간일이 기재된 경우, 해당 표준(문서)의 해당 버전에 대해서만 유
효하며, 연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표준(권고)의 최신 버전을 따른다.
[I-1] 민기영, 2020 종합안내서 데이터 거래 지원 가이드라인 - 1권 데이터가격책정 종
합안내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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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Ⅱ-5
(이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영문표준 해설서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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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Ⅱ-6
(이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표준의 이력

판수

채택일

표준번호

내용

담당 위원회

제 1판

2021.12.03

제정
IoTFS-0227

-

융합기술분과위원회
IoT플랫폼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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