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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methodology how to utilize management of research scheduling plan, 
processing, and results using Web Knowledge Database System, which integrates research knowledge 

management model under the Research & Development Environment.

The content of this paper consists of description on utilization of the Web Knowledge Database 

System, sharing of the Research Knowledge through design data review, communications, and 

management of research knowledge flow during the Research & Developmen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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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업은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경쟁우위를 유지하기를 바라며 특히 연구개 

발 부문에서는 핵심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전략과 사업전략과의 연계를 강조 

해야 한다. 연구개발 활동은 더 이상 블랙박 

스가 아니라 비즈니스 성과를 관리하는 도 

구가 되었고, 기술을 지식 자산으로 평가하 

고 관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연구 개발 제 

반 활동에 수반되는 연구 지식에 대한 관리 

는 지금까지 미흡하였다. 연구지식 관리란 

연구개발 계획에서부터 연구개발 수행, 연구 

개발 결과물 생산 전단계에서 연구 산출물 

을 연구지식으로 변환하여 연구조직의 가치 

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의 체계적 관리를 

말한다. 연구개발을 하면서 특히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기초연구개발과 같은 경우에 

는 연구개발 수행 중에 발생하는 각종 산출 

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그리 

고 각종 연구개발 산출물을 연구지식으로 

변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 또는 무 

엇보다 중요하다.

〈그림 l>Web 기식관리시스템 개념도

연구개발 조직은 이른바 지식연구원이라 

는 독특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원 

인 지식연구원은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에 기여하는 연구개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지식연구원들이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조직이 갖추어야 하는 요 

건 및 이를 위한 시스템 체계는 다음과 같 

다. (1)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거. (2)관련 구성 

원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할 

것. (3)전체 조직에 산재해 있는 관련 지식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게 할 것. (4)중복 업무 

및 불필요한 업무를 방지할 것. (5)전문성이 

유지될 것 등 이상이다.

연구지식 관리의 목적은 첫째, 연구개발 

핵심기술을 축적하여 연구조직의 가치를 증 

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지식을 관리하 

고, 둘째, 연구개발 수행 중에 산출되는 각 

종 연구지식을 검토 및 승인과정을 거쳐 연 

구지식의 흐름을 관리하여 연구개발 책임자 

가 연구개발 전체 공정을 통합관리를 가능 

하게 하고, 연구개발 공정/진도 지연을 방지 

하고, 불필요한 형상 변경을 예방하여, 예산 

을 통제하고, 최적화된 연구관리를 하는데 

있고, 셋째, 연구지식으로 변환된 자료를 연 

구개발 수행원들간에 연구지식을 공유하고, 

연구개발 중복업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 

다.

본 논문에서는 크고 복잡한 연구개발 전 

부분에 걸쳐 연구지식에 대한 Data, Design 

Review, 조직 구성원들간에 자료 공유를 통 

해서 체계적인 연구지식관리를 구현하는 모 

델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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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지식관리 물리적 모델

2. 연구지식 정의 및 관리 모델

연구지식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개 

발 조직에 맞는 각기 고유한 특성에 대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연구지식에 대 

하여 정의를 내려야 한다.

연구개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 설계 결 

과물, 전산코드, 설계방법론, Database 개발 

및 검증 결과, 제반 실험결과, 설계 결과물 

기초자료, 각종 보고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여러 분야에 걸친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각 연구조직에 맞는 전문화된 연구지식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

연구지식에 대한 정의를 내린 후 이 지 

식에 대한 관리 지침서를 개발해야 한다. 관 

리 지침서에 포함뒫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지식 적용 담당부서를 정의. (2)연구지식 

적용 문서를 정의. (3)연구지식과 관련된 문 

서에 대해서 문서번호 체계, 검토, 승인, 배 

포, 양식, 보관지침 등과 같은 규정을 정의. 

이와 같은 범위 내에서 연구지식 관리 지침 

서를 수립하여 연구개발 계획에 따른 수행 

결과로서 생산되는 연구지식 설계문서 및 

연구지식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작성 및 관 

리 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표 1> 연구지식 분석 기준

연구지식 기준 내용

연구의 초점 지식경영 Frame Work 구축에 있어 각 연구의 강조 

점은 무엇인가 ?

지식에 대한 정의 지식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고 있는가 ?

지식의 분류 정의된 지식을 어떠한 형태로 분류하고 있는가 ?

지식경영 활동 지식경영을 위한 지식 조직활동을 어떻게 정의하 

고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지식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지식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이고 어떻 

게 구성되어 있는가 ?

지식경영 시스템을 위한 정보기술 구성요소 지식경영 시스템을 위해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기 

술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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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지식관리 아키目쳐 4단계

연구개발은 관련되는 기능간의 지식/경 

험/정보 등을 유기적으로 통합/공유하여 연 

구개발 단계를 거치면서 새로운 지식을 모 

색/창출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연구지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시작부터 종료 시점까지 연구개발 수행 중 

에 발생할 수 있는 연구지식 예상현황을 공 

정계획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연구 

개발 특성상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유 

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물 변 

경 및 신규 결과물을 추가하고, 연구 종료 

씨점에서 연구개발 전과정 동안 발생되는 

연구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연구개발 조직이 연구지식결과물과 관련 

된 수행 활동을 연구개발 전과정에 대해서 

크게 연구개발 공정계획, 연구지식 산출계획, 

연구공정/지식진도관리, 연구지식 결과물관 

리 등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1) 연구개 

발 공정계획 : 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 개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일정계획을 수립, 연 

구개발 내용에 대한 상세업무 및 일정을 계 

획 및 관리한다. 2) 연구지식 산출계획 : 연 

구개발 공정계획을 기반으로 연구개발을 수 

행하면서 산출이 예상되는 연구지식 결과물 

을 최대한 상세히 계획하고 관리한다. 3) 연 

구공정/지식진도관리 : 연구개발 수행 중에 

발생하는 결과물을 검증하여 연구지식으로 

변환하고, 연구지식에 대해서는 각 팀원들간 

에 공유를 하여, 연구개발 중에 반복적인 실 

수 및 중복된 업무의 방지로 연구공정진도 

를 관리하여 연구가치의 효율성을 높인다.

〈그림 3> 연구지식 결과물 검토, 승인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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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외부 기관과의 업무 제휴로 인한 

각종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4) 연 

구지식 결과물관리 : 연구개발 전 개발 과 

정 중에 발생되는 연구지식을 웹 데이터베 

이스라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연구지식을 

축적, 나아가 연구 핵심역 량을 축적하여 연 

구개발 조직에 대한 가치 증대에 기여한다.

4. 웹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연구지식 관리시스템

연구개발 부문에 있어서 연구지식에 대 

한 개념적인 연구는 많이 나왔지만, 실지 연 

구개발 지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연구지식 프로세스와 지식관 

리시스템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및 사례는 지금까지 미흡하였다.

연구지식 관리시스템이란 연구개발 수행 

중에 발생하는 연구 결과물을 연구지식으로 

변환하여 연구지식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 

해서 지식관리 프로세스 체계화를 지원하는 

정보기술 시스템이다. 연구지식을 유기적으 

로 결합, 효율적으로 저장, 관리할 수 있고, 

중복된 연구를 방지하고, 변환된 연구지식을 

이용하여 가치를 창출하여 연구개발에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된 정보기술을 

개발하였다.

웹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연구 

개발 수행 책임자의 검증, 승인을 거쳐, 연 

구개발 조직 구성원들에게 연구지식을 공유 

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지식데이터베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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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웹 기반 연구지식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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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연구지식을 이용, 검토, 숭인 절차가 

가능한 웹 지식 전자결재시스템을 개발하였 

으며, 승인된 연구지식을 연구개발 구성원에 

게 배포할 수 있는 자동 송수신 메일 처리 

시스템을 개발 하였다. 그리고 검증 승인된 

연구지식을 언제든지 활용하여 연구개발 조 

직의 가치를 증대 시킬 수 있게 하는 연구 

지식 저장소를 구축, 구성원들에게 배포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연 

구개발 조직과 외부 기관과의 협력으로 인 

하여 발생되는 각종 산출물을 연구지식으로 

변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연구개 

발 구성원들이 연구지식을 이용할 수 있게 

구축하였다.

연구지식 관리시스템 구성은 크게 3가지 

아키텍쳐로 구성되어 있다. (1)연구지식 데이 

터베이스 : 연구개발 결과물을 검토, 숭인 

절차를 거쳐 연구지식으로 변환, 저장, 그리 

고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2)연구원 

들의 연구지식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인터 

페이스 : 연구결과물 검토 절차 및 자료 배 

포를 위한 웹 전자결재시스템 및 연구지식 

관리프로그램. (3)연구지식교류 체계 : 연구 

지식을 활용하고 구성원간에 커뮤니케이션 

을 할 수 있는 체계

연구지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개 

발에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효율성을 높이 

게 된다.(1)비공식적인 요구사항이 줄어들게 

된다. (2)연구 결과물과 관련된 많은 Meeting 
을 줄일 수 있다. (3)비공식적인 형상 변경이 

줄어들게 된다. 이와 같은 장점으로 연구개 

발 전체 공정의 지연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최적화된 연구개발을 수행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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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연구지식활용과정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연구개발 조직 시스템이 

갖는 특징인 연구원이라는 지식근로자를 통 

해 지식 변환 과정을 거쳐 각종 연구결과물 

이 다양한 형태로 산출되고 그리고 조직 내 

에 이러한 연구결과물이 분산되는데 이러한 

연구지식을 효율적으로 저장, 관리하기 위하 

여 통합된 개념의 인터넷 웹 지식데이터베 

이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웹 지식데 

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구개발 결 

과 검토 승인하고, 조직 내 지식결과물을 공 

유할 수 있는 연구지식관리 프로세스를 정 

립하였다. 결과적으로 연구지식의 흐름을 관 

리하여 최적의 연구개발 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하는 연구지식관리 모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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