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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mote the understanding of laboratory notebook’s

record characteristics through getting a line on the importance of the notebooks which

have record,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proof functions. To improve the research

ethics and cultures, this study was examined and investigated by literature references and

survey results. This study analyzed the status of the notebooks in part of laboratory

information system of the R&D institutes, paper notebooks for laboratory records

management, and the introduction of ELN for digital record. For the notebook’s

institutionalization, more review is needed to the possibility of involvement in the

conflict, evidential requisite and signature by inspector, the limitation of autonomous

policy for the notebook’s operation, the difficulty of preservation for 30 years, the

introduction of ELN and utilization for the notebooks. To improve management and

institutionalization for the notebooks, it is needed to the notebook’s record for knowledge

management and evidential values, support and budget for the notebook’s management

department, researcher’s recognition conversion for the notebooks related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and technology transference, the record method train for the

notebooks from the university classes, and the introduction of ELN related to the

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or project management system.

ELN, Electronic Laboratory Notebooks, Government Institute, Laboratory Notebooks,

Management, PMS, R&D Institute, Research Ethics, Research Record, RIMS, University,

21 CFR Part 11

서 론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1.1

우리는 한 때 조선왕조실록과 사고처럼 기

록과 그 기록물관리의 우수성을 자랑하던 역사

의 시기를 갖고 있었다 최근에 부활한 국가.

차원의 기록물관리 제도에서 공공기관은 업무

와 관련하여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

정박물 등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 · ·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 · · ·

부수되는 제반 기록물관리 업무를 체계적 전·

문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정부출연연구기관도 대부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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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결재과정에서 발

생한 자료까지도 기록물로 남겨 전자기록생산

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

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교육과학기술부령 호 에는 교육과학기술( 1 )

부의 학술연구윤리과에서 연구노트 제도 운

및 활성화 추진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

의 연구노트 시스템 구축 지원 및 점검 관리·

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년. 2007

월 일자로 시행하기 시작한 옛 과학기술12 21

부 훈령 제 호25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

트 관리지침’의 관리를 위한 부처 통합에 따른

업무분장이다 이 훈령은 과학기술부의 정책.

연구 결과물 과학기술부 에 따라 새로( 2007b)

만들어진 것으로 직접적 계기는 줄기세포 및

늑대복제 논문의 조작사태와 연구노트 부재

지만 우수한 원천연구에서 특허권을 획득하,

게 되면 막대한 상업적 이윤이 발생할 수도 있

어서 진실에 기반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기 때

문이었다.

연구노트는 연구의 계획 과정 성과 등· ·

관찰이나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나 결과를 가

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한 차 기록물1

이자 원자료이다 이러한 원자료를 논문이나.

특허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수록하

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가공과정을 거쳐 도표

나 그림으로 제시된다 그래서 제 자들이 보. 3

게 되는 논문이나 특허 내용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발생하는 경우 연구노트는 이를 해

소하기 위한 주요 도구가 된다 당사자 이외의.

제 자가 본 논문이나 특허 등의 도표와 그림3

은 대부분 가공된 상태여서 진실성 판단의 도

구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원 기록인 연구노

트는 기록물적 중요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과 대학교를 대상으로 훈령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구노트 관리를 도모하도록 권장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

은 내부규정을 정비하여 훈령을 반 한 연구

노트 관련 규정을 제 개정하고 양식을 특정·

하여 연구노트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연구노트를 진실하게 연구윤리를 준수

하면서 기록 관리하여 연구개발 활동에 기여·

하도록 제도를 운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노트의 중요성과 연구기

록물적 성격을 규명하여 연구윤리와 연구문화

를 개선시키기 위해 필요한 올바른 연구노트

관리 제도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노.

트 제도화의 출발선에 선 지금 연구노트 제도

화의 취지와 의의 및 중요성에 대한 체계화 없

이 제도화가 시행된다면 연구현장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여 근본적 연구문화의 개선

까지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연구노트 제도

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시급하다 이러한 필.

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연구노트에 관한 이론적 기반을

더 충실히 하여 연구기록물인 연구노트 관리

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시도로 연구기관

에게는 나침반과 같은 연구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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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범위와 방법1.2

훈령에 의하면,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

의 수행시작에서부터 연구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이다 연구노트는 흔히.

실험노트 실험실노트 연구실노트를 말하· · 며,

어로 Inventor’s·Laboratory·Patent·

나Research Scientific Notebooks 이라고

하며 매체에 따라 서면 연구노트와 전자 연구,

노트로 구분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벨상 수상자가 실험,

실의 애초 데이터와 발표된 데이터 사이의 불

일치로 Nature 저널에 게재된 논문의 취소를

요청했고한겨레신문 년 월 일( 2008 3 12 ), Science

조선일보 년 월 일와( 2006 1 10 ) Cloning and

Stem Cells 동아일보 년 월 일와( 2007 4 28 )

Science 및 Nature Chemical Biology 중앙(

일보 년 월 일 저널에 수록된 국내2008 3 13 )

연구원들 논문의 조작이나 오류가 대학과 수사

당국에 의해 밝혀지면서 조사결과 연구노트의

미작성 또는 논문과의 데이터 불일치가 보고되

었다 이처럼 국내외 현실에서는 연구노트가.

진실성과 연구윤리를 구비한 연구기록물로서

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그리하여 연구현장에서는 연구노트와 연구

기록물을 둘러싸고 이상과 현실사이의 간극이

크며 제도화를 독려하는 정부의 입장에 비해,

당사자인 연구원들과 연구기관들은 무엇을 왜

어떻게 어떤 순서에 의해 제도화에 힘써야 할

지 막막한 현실이다 본 연구자는 핵심 연구기.

록물인 연구노트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제도강

화를 요구하는 이때에 연구노트는 왜 중요하

며 국내 제도와 현황은 어떠하며 갖추어야, ,

할 요건은 무엇이며 어떻게 요건을 반 하여,

기록하고 기록된 후 관리와 활용은 어떻게 하,

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규명하여 올바른

연구노트 제도화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이러한 연구발

상에 대해 규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연구노트의 연구기록

물 성격에 대해 직접 규명한 선행연구가 부족

하므로 체계화를 위해 선행연구의 문헌분석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연구노트.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기존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알아보았다 이러한 분석과 제도화.

경험을 기반으로 제기된 문제에 대해 바람직

한 연구노트 관리 제도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련 규정과 선행연구 검토2.

연구기록물 관련 규정2.1

연구노트 관련 훈령에서는 범위를 넓혀 연

구노트를 작성하는 국공립 및 전문생산기술

연구소와 기업 및 대학을 포함하지만 본 연구,

에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 중 정부출

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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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에서는 기관 운 을 위한 일반 행정

기록물과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되어 생산되는

연구기록물을 보유하게 된다 그러나 연구기.

록물에 대한 상세한 별도의 규정은 찾을 수 없

으므로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만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 연

구기관들은 연구개발계획서제 조 연차실적( 4 ), ·

계획서제 조 연구개발비의사용실적보고서( 6 ), ( )·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요약서 및 자체평가의·

견서 제 조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 제( 11 ), (

조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 제 조 등 각17 ), ( 18 )

종 연구기록물을 생산하게 된다 그리고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개별 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특허 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를· ‘연구성과’

라고 하므로 연구기록물에 대한 내용이 잠재

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행.

정기록물에 대해서는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해

야 한다.

연구보고서의 일종인 최종보고서는 도서관

에서 널리 공개 유통되는 연구기록물이다· .

연구개발 결과는 보통 최종보고서 형태로 공

개가 원칙이지만 보안상 필요 지식재산권의,

취득 업비밀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 비공개 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조 그러나 다른14 ).

연구기록물은 이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

어 통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필요시에만 공개

하고 있다.

연구노트는 훈령에 따라 특별한 경우가 아

니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원칙이 정해져 있

어서 기록물관리상의 비공개 기록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비공개 기록물인 연구노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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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과하면 모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

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 그리고35 ).

보존기간이 년 이상인 기록물은 관할 구30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하

므로 계속 관리하려면 관할 구기록물관리기

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따라서 연구노트는30 ).

공개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기록물 규정

중 비밀 기록물의 관리 조항을 따라야 할 부분

이 많다.

2.2 연구기록물과 연구노트 관련 선행연구

연구기관 실무자들에 의해 공공기록물 관리

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데 필요한 연구기관의

일반 기록물관리 방향에 관한 선행연구가 다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초기단계인 연구기관.

등 기타 공공기관은 기록물을 관리하는 연구

기관이 많지 않아서 표준화된 구체적 관리방

법과 생산단계별 내용 분석이 적절히 제시되

지 않고 있다 그 중 국방과학연구소 김선현. (

박재학 정세 나 한국과2005; 2006; 2007)

학기술연구원 여상아 사례를 중심으로( 2007)

연구기관 등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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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및 운용 방안을 제시

한 연구가 있었다 또한 기록물관리시스템이.

지식경 의 기초로 연구기관 지식관리에서 차지

하는 위치를 엿볼 수 있는 연구 서광식( 2006)

와 연구기록물 중 연구노트에 대해 언급하면

서 ‘연구개발 기록물’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연구 노시경 도 있었다 비록 이들은 이( 2007) .

론적 체계성이 떨어지지만 현장에서 해결해야

될 기록물관리를 위한 문제점들은 상당수 도

출되어 연구기록물관리를 위한 발판이라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센터는 특허R&D

청 및 과학기술부와 함께 정부차원의 연구노

트 제도화를 위한 여러 보고서나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발표하 다 고명숙( 2007;

김승군 고명숙 특허청 특허청, 2007; 2006;

이들은 특허제도 활성화 관점에서 이2007).

에 필요한 일부로 연구노트를 취급하는 경향

이지만 국내 관련 연구가 부족하던 차에 단비

와 같아 관련 분야의 초석이 되므로 의의가 크

다.

한편 연구노트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도서 조은희 외 와( 2007)

연구노트에 대해 언급하면서 연구윤리 준수를

요청한 도서 과학기술부 가 있었다 또( 2007a) .

한 연구노트 제도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결

과를 수록하여 현재 국내 연구기관 연구노트

제도화의 지침이 되고 있는 연구보고서 과학(

기술부 와 이 보고서의 내용을 포함한2007b)

연구노트 작성과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

명한 도서 한국원자력연구원 도 있었다( 2007) .

이러한 자료의 발행은 연구노트의 제도화를

앞두고 연구기관과 정부에서 업무분석과 준비

의 결과를 반 한 것으로 다른 연구기관의 참

고자료가 될 수 있어 제도화에 다소나마 도움

이 될 것이다.

반면 외국에는 전자 연구노트의 도입과 그,

필요성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발표되면서

풍부한 도입 사례와 다양한 소프트웨어에 대

한 평가가 있었다(Drake 2007; Du 2007).

따라서 연구기관 지식관리를 위한 전자 연구

노트는 전성기를 맞이할 준비단계로 기록물의

유지와 소프트웨어의 표준화로 연구의 정확도

와 투명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었다(Butler

2005).

이처럼 연구기관의 연구기록물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아직 시작단계라 체계성이 떨어지

고 사례기관 현황을 확장해 일반화 시키면서

무리한 결론에 이르고 있었다 특히 연구노트.

는 최근 연구노트 관리가 제도화되면서 이슈화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관련 도서나 연구

보고서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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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록물과 연구노트 현황3.

연구기록물의 종류와 이용3.1

연구기관의 기록물은 연구기록물과 행정기

록물로 크게 구분되지만 일부 기록물은 그 성,

격이 애매하거나 복합적이어서 연구지원기록

물 등으로 세분하기도 한다 그 중. ‘연구기록

물’은 연구의 기획 계약 수행 발표 보고· · · ·

및 결과물 관리 등의 연구진행 단계에서 생산

되는 각종 기록물이다 연구성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연구기록물이 반드시 생

산되며 특히 연구노트는 논문 특허 연구보, · ·

고서의 기본 자료가 되는 핵심 연구기록물이

다 선행연구에 언급된 연구기관의 연구기록.

물 종류를 정리하여 작성하면 다음 표 과< 1>

같다 그러나 외부로 공개되기를 꺼리는. TN

(Technical Notes), TM(Technical Mem-

orandums), TDP(Technical Data Pack-

같은 연구기록물은 연구기관의 주제분야age)

에 따른 특성이 반 되어 와 항공 및 기계분IT

야에 주로 사용되지만 분야에서는 거의 사BT

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감안할 때 연구기록물은

연구지원기록물로 각종 협약 평가 회1) · ·

의 연구비정산 기술이전 사업화 창업보· · · ·

육 등의 연구 지원 및 행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서위주의 기록물이 있고 연구관리기록, 2)

물로 연구계획서 연구협약서 진도보고서· · ·

중간보고서 연차실적계획서 요약서 자체· · ·

평가의견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최종보· ·

고서 연구결과활용보고서 등의 연구진행 과·

정에서 주로 의무적으로 생산되는 기록물과

경우에 따라 생산되는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

가 있다 연구정보기록물로 연구기획서와. 3)

연구과정에서 전략적 선택에 의해 생산되는

TN·TM·TDP·OD(Other Documents)·

실험SP(Special Publications)· Protocol·

동향정보 분석자료 등의 기술현황 정보를 수·

록한 기록물이 있고 연구성과기록물로 연, 4)

구과정에서 필요한 연구노트와 더불어 공개위

주의 논문 학술발표자료 세미나자료와 기술· ·

문서 규격서 도면 계산서 기술사양서 실( · · · ·

험보고서 등 와 유전자원처럼 등록된 연구성)

과 및 지적재산권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

다 이러한 연구기록물과 연구노트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과 같다< 1> .

연구기록물 중 연구노트는 실제 연구수행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원 자료로 다른 연구성

과기록물의 기초와 뼈대가 되므로 타 연구기

록물과 상호 연계된다 실험이 종료되면 아무.

것도 기억할 수 없어 실험과정 및 결과의 정확

성 타당성 신뢰성을 증명할 수 있고 반복· · ,

실험의 횟수를 크게 줄이고 결과를 쉽고 다양,

한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 조은희 외(

에 차 자료인 연구노트를 비롯한 연구2007) 1

기록물의 관리와 이용이 중요하다.

연구기관에서는 연구개발 활동을 통하여 창

출되는 특허 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 무형의 경제 사회 문화적 성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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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구분 연구기록물의 종류 비고

서광식

2006

연구문서,

기술자료 문서( ),

행정문서

- 연구문서 연구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실노트: , , ,

기타 연구문서 등

- 기술자료문서 기술 노트( ) : (Technical Notes),

기술 메모 기술(Technical Memorandums),

데이터 패키지(Technical Data Package),

특허 연구 논문(Patent), (Research Papers),

세미나나 출장보고서 등의 기타 문서(Other

연구개발성공사례집 브로셔 연Documents), / /

보 리플렛 색인집 초록/ / / 집 등의 특수 출판물

등(Special Publications)

행정문서 구체적 언급 없음- :

연구기록의 일종인 연구

문서의 한 형태로 연구

실노트를 언급

박재학

2006

일반적인

기록물보다

광범위

연구노트 보고서 뉴스레터 동향정보 연구소, , , ,

건설 설계도면 회의자료 행정문서 지침 규정, , , , ,

연구계획서 등

연구결과가 좋지 않았던

연구기록을 보존하지 못

해 커다란 자산의 손실

정세

2007

보존기록물,

상기록물,

연구자산기록물,

연구시설기록물

계획서 규격서 도면 보고서 문서 기획서, , , , , ,

기록카드 시설도면 등,

연구개발 연구기획 연, ,

구지원 단계별로 생산

여상아

2007

행정기록,

연구관리기록,

연구기록

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 위탁보고서 기술현황, , ,

분석보고서 기술보고서 등,

연구기록은 연구과제 진행단계에 따라 기획 협( ,

약 수행 종료 단계로 구분되어 생산되며 수행, , ,

단계에서 연구노트가 생산)

연구노트는 유명무실화된

기록 중 하나이지만 생생

한 연구 과정과 풍부한

노하우나 아이디어가 담

길 수 있는 기록

노시경

2007

연구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노트와

기술자료

연구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계획서 기술보고서, ( , ,

기술현황분석보고서 연구결과 실험보고서 진도, ,

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연구노트와, , ),

Technical Notes, Technical Memorandums,

Technical Data Package, Patent, Research

Papers, Other Documents, Special Publications

등의 기술자료와 특허 연구실기록부 기타 연구, ,

문서 등

기록 물 은 연구 관련 부( )

서의 생산 기록이고 연구,

개발 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이며 한 연구, ( )

과제 안에서 단계적으로

발생하여서로긴밀히연계

과학기술부

권철홍 등( )

2007b

종류12

연구수행계획서 실행연구과제계획서, , Techni-

연구논cal Data Package, Technical Memo,

문 연구보고서 기고서 발명자, S/W Program, , ,

신고서 단행본 연구계약서 기타 보도자료 등, ,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구분 기준을 언급

표 선행연구의 연구기록물 구분과 종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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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를 획득하게 된다 특허 논문 등 연. ·

구기록물 형태의 과학기술적 성과는 기록물 관

련 규정과 서로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성.

과 유형별 관리 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

가과학기술위원회가 년마다 기본계획에 포함5

하며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

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고 있다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 조 조2 , 12 , 14 ).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

정에서는 연구기록물의 이용을 위한 부분이 있

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제 조에 대해 규정하( 16 )

는 한편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 또는 그 전자문

서를 배포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널

리 공개제 조의 하도록 하고 있다( 14 2) .

연구기관의 연구기록물 관리3.2

이공계 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기록물25

관리규정과 담당부서는 개 기관이 보유하고13

있지만 개 기관만 별도의 기록관리 전담부, 3

서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기록물관리를 실시하

고 있어 연구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기록물관.

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황 파악도 되지 않으,

며 전담요원 확보와 기록관리 규정이 필요하,

다고 보고되었다 박재학 그리고 연구( 2006).

개발기록물은 생산 후 년 이내에 전문관리기9

관으로 이관 기록물관리를 위한 전문요원, ·

보존시설 예산 등 인프라의 부족 각 기록물· ,

별 관리체계의 미정립 기록물관리를 위한 각,

시스템간 연동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통합검색

이 어려워 활용기반의 취약 등도 보고되었다

정세 한편 연구기관의 기록물관리( 2007). ,

그림 연구기록물과 연구노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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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서광식 처( 2006)

럼 자료관시스템과 함께 연구결과물시스템과

시청각시스템을 통합하여 정형 비정형 지식·

을 아우르는 지식관리 및 지식경 을 뒷받침

하거나 국방과학연구소 정세 처럼 자( 2007)

체 연구기관 내 비밀기록물을 포함한 이미지

기록물과 전자기록물은 물론 인쇄기록물 중심

의 디지털화 추진도 보고되었다.

연구기관의 기록물관리 개선 방안으로는 기

관 간 정보교류 활성화를 통한 업무체계 정립,

단위조직 신설 규정 정비 김선현 와 전, ( 2005)

담부서의 설치 전문요원의 확보 기록보존 규, ,

정 마련 기록물분류기준표 수립 기록물관리, ,

협의체 구성 기록물 검색시스템의 구축 정보, ,

관련 부서와 자료관 및 기록물 생산부서의 유

기적인 협력 박재학 이 보고되었다 그( 2006) .

리고 공인된 기록관리 체계 안에서 획득된 기

록은 일정 기간 지난 후 이관 및 정리되어 이

용 연구과제가 기록관리의 기본 단위로 사,

회 역사적 가치를 지닌 연구기록은 장기보존·

여상아 과 연구개발기록물 이관 제도( 2007) ,

비밀기록물 관리체계 기록물 구축 표준 및, DB

관련 인프라 전문인력과 보존시설 확보 기록, ,

물별 체계적 관리 프로세스와 구축 통합검DB ,

색시스템 구축 정세 등이 필요하다고( 2007)

발표되었다.

연구기관의 연구기록물 중 최종 연구보고( )

서와 연구결과기록물은 주로 외부에 공개되지

만 다른 연구기록들은 관리 책임자도 불분명

하고 연구과제별로 관리되지도 못하여 방치되

다시피 생산 및 관리되고 있어 기록물 이용이

라는 관점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상태이다 그.

러나 연구기관의 연구노트는 해당 연구팀원

뿐만 아니라 연구과제가 종료된 후에도 외부

인에게 필요하다면 정보적 가치와 증거적 가

치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정과 요건에

맞추어 미리 기록되어야만 한다 특히 과학기.

술분야 연구노트는 정보의 속성상 최신성이

중요하므로 정보적 가치 때문에 연구팀원이나

외부인에게 공개를 할 경우 신속히 제공될 필

요가 있다.

연구기관의 연구노트 제도3.3

훈령 시행 전 연구기관에는 전반적으로 관

련 규정 없이 연구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증

거적 요건이 부족한 연구실노트나 연구일지( )

에 기록하도록 연구노트 양식 정도만 관리하고

있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

구원은 년에 새 연구노트 양식을 만들었2007

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연구과제관리시,

스템(Project Management System; PMS)

에 등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기TM .

업체는 상대적으로 연구노트 관리에서 앞서가

고 있는데 그 중 삼성종합기술원과 삼성 는SDI

년대부터 서면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규1990

정을 운 하면서 삼성 는 년부터 연구SDI 2007

과제전주기관리시스템(Project Life-cycle Man

에 전자 연구노트를 병행하agement; PLM)

고 있고 삼양사 의학연구소 와 한미약품은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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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연구노트를 운 하면서 전자 연구노트의

도입을 검토 중에 있었다 대학교 중 서울대학.

교와 한국과학기술원과 포항공과대학교는 연

구노트 양식은 보급하고 있었지만 규정은 준

비단계로 기관차원의 관리는 미흡하 다 과학(

기술부 2007b).

그러나 훈령 시행 후 한국생명공학연구원1)

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을 년 말에 제정하여 점검자2007

서명란이 포함된 새 서면 연구노트를 제작하

여 배포를 시행하고 있다 물론 훈령이 국가연.

구개발사업에 모두 적용되어 연구기관뿐만 아

니라 대학교도 제도화에 힘써야만 하므로 앞

으로 연구노트 제도화 기관이 늘어날 것이다.

외국 중 프랑스 과학기술부 에서는( 2007b)

과학기술부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국립연구소

용 연구노트작성가이드라인’과 ‘국립연구소용

연구노트’ 만부를 고유번호를 갖도록 보급10

하여 국제 표준에 부합 투자자와 공동연구자,

에게 신뢰감과 이미지 제고 프랑스 연구소 내,

에서 생산된 지식자산의 발굴 축적 전수의· ·

용이성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 산업.

기술종합연구소에서는 일련번호의 연구노트를

배포하여 년간 보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30

으며 이화학연구소에서도 최저 년간 연구노, 5

트를 보존할 것을 의무화했다 김승군 고명숙( ,

고 한다 이는 연구노트의 작성을 기관2007) .

차원에서 지식재산 관련 규정에 지속적으로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연수를 장려하여 과학

계에 연구노트 활용을 권장하여 연구노트 작

성을 연구활동의 일부로 정착시키고자 함이었

다 특허청( 2006).

미국에서는 연구노트 작성에 관한 가이드라

인 도서가 출판된 이후 각 연구기관에서는 연

구노트를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자율적으로 연

구기록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그리고 선발명자 입증의 보강증거로.

연구노트가 중요하므로 에45CFR46.1115(b)

서 법적으로 연구노트의 년 보관을 규정하고3

있었다 과학기술부 국에서는 연구( 2007c).

노트 양식의 보급은 물론 과학 및 공학분야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연구기관에 제시하여

연구과제가 종료된 이후 년 또는 년간 보10 20

존하도록 하 고 과학기술부 과학기( 2007b),

술 연구개발 과정에서 산출되는 각종 데이터

를 아카이빙하여 재활용하고 있었다 여상아(

그 밖에 아일랜드는 서면 연구노트 가2007).

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호주는 정부차원에서 법,

적 효력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과 홍

보를 실시하고 있었다 과학기술부( 2007b).

한편 전자 연구노트는 미국식품의약청, (FDA)

이 허가과정에서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학계보다 규정에 익숙한 제약산업계에서 높은

사용율을 보 다 그렇지만 국(Nature 2007).

1)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연구노트 관리 규정과 양식을 강화하기 위해 년 하반기에 차례 회의를 통해2007 4 TFT
이를 확정하였고 년에는 차례 회의를 통해 서면 연구노트 양식을 새로 제작하고 연구원들을 상대로, 2008 2 TFT ,
한 차례의 연구노트 작성교육이 있었다 현재는 서면 연구노트 관리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고 전자 연구노트의3 . ,
도입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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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는 일부 기업체 연구소에서 전자 연구노

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보고될 뿐이다.

연구노트의 인식과 작성 및 관리3.4

년에 국내 명의 연구원 및 기술이2005 511

전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국가과학기(

술자문회의 에서는 연구노트 작성에 대2006)

해 가 부정적이며 만 긍정적이57.6% 24.3%

고 지식재산 부서의 업무대상으로 연구노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점 척도에서 평균5 2.4

로 응답해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국내 연구자 명 중 김해도1,043 86.7%(

에는 대학 연구소 기업2006 86.4%, 87.4%,

체 가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있지만 일87.4%) ,

련번호가 부여된 제본노트에 점검자의 서명을

받지 않는 경우가 로 기관 및 연구실 차85.8%

원에서 연구노트의 보관과 관리는 만57.2%

수행되고 있었다 특허청 또한 위주( 2006). BT

연구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에 의하면( 2006) , BT

분야 연구노트 작성율은 대학 기업(94.3%),

국공립연구소 순으로 전체(90.5%), (89.0%)

가 작성 중이었다91.1% .

그러나 훈령을 제정하기 직전 국내 개 연28

구기관과 개 대학 등 개 학술기관을 대상66 94

으로 한 설문조사 과학기술부 재인용( 2007b )

결과 연구노트 작성 기관 연구기관33.3%(

대학 규정 보유 기관55.0%, 24.3%), 11.7%

연구기관 대학 관리 실시 기관( 32.1%, 3%),

연구기관 대학 다 따11.7%( 28.5%, 4.5%) .

라서 약 가 연구노트 작성은 하고 있지만33% ,

의 기관에서 관련 규정도 없고 관리도 되88%

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연구노트 기록이나.

관리에 대한 인식조차 미흡하며 법적 증거력,

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인 서명을 받는 경우는

에 불과하여 연구개발 지식관리 차원에14.2%

서 연구노트가 불충분하게 작성 관리되어 창·

출된 지식이 권리화 되거나 특허 분쟁에서 증

거로 활용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내부 인트라넷에

접속한 연구원 235명 중 129명(54.9%)이

응답한 설문조사를 연구노트 제도화 이전인

년에 실시하 다 조사결과 기술이전 시2007 .

연구노트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구분

연구실의 연구노트
보관 및 관리 여부(%)

연구노트에 정기적
점검자 서명 여부(%)

기술이전시 연구노트
요구 인지 여부(%)

대학교 연구소 기업체 계 대학교 연구소 기업체 계 대학교 연구소 기업체 계

한국 56.4 59.5 64.0 57.2 12.6 17.5 31.8 14.2 41.8 48.6 48.0 43.4

미국 51.9 - 72.2 53.2 18.7 - 44.4 20.2 62.1 - 77.8 62.1

표 한국과 미국의 연구노트 작성 현황 비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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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특허나 기술이전이 아니라 후40.8%,

속 실험과 논문을 위해서만 작성하는 경우가

기관에서 작성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58.9%,

가 연구노트를 부서 실험실 나 개인47.6%, ( )

단위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비율이 사63.7%,

후관리를 위한 제도화시 규정 준수 예정자가

로 나타났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내부45.7% (

자료 2007).

년 한국의 대학 공공연구소 기업의2006 , ,

연구원 명과 년 미국의 대학 공공1,043 2007 ,

연구소 기업의 박사급 연구원 명을 대상, 248

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 김해도 특허( 2006;

청 를 비교하여 표 와 같이 작성하2007) < 2>

다 표에서처럼 연구기관이나 실험실 차원의.

연구노트 보관과 관리는 한국이 로 미57.2%

국의 보다 약간 높았지만 기술이전시53.2% ,

연구노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한국이

로 미국의 보다 낮았고 연구노43.4% 62.1% ,

트 작성시 점검자란의 정기적 서명 등 기록의

충실성도 한국이 로 미국의 보다14.2% 20.2%

낮았다 또한 대학에 비해 기업체의 연구노트.

제도화나 증거력 확보를 위한 인식 및 관리가

더 철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은 연.

구노트를 단순한 연구과정의 기록용도로 사용

하는 경향이지만 미국에는 기술이전시 실사에

대비하고 법적 분쟁시 증거력 확보를 위해 연

구노트의 작성과 관리를 더 충실히 하고 있으

므로 한국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연

구노트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서면 연구노트와 기록물관리4.

연구노트의 중요성과 가치4.1

연구노트는 서론에서 언급한 기록물적 중요

성과 가치 이외에도 연구팀 내부에서 생산된

연구정보의 집합체이다 따라서 연구노트는.

연구기관내 지식자산의 발굴 축적 전수와· ·

팀원간 노하우 전수 수단이어서 연구원 부재

시 대응을 포함한 지식 및 정보적 가치와 기능

도 있다.

우수한 연구성과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부

여해 이를 인수하려는 회사들은 상업화할 연

구성과의 진정성과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연구노트의 확인이 가장 중.

요한 역할을 하는데 관리가 우수하다면 국내,

외 기술이전가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또한.

외국 기업과의 라이선스 실사나 공동연구의

지분 평가를 위한 협상근거로 연구노트가 사

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과학계의 이미지 제고.

와 국제적 연구 의사소통 도구이면서 연구과

제 진도 관리에도 사용되므로 연구노트는 커

뮤니케이션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직 선발명주의에 따라 먼저

발명을 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므로 선발

명자와 발명일의 객관적 입증을 위한 증거자

료로써 연구노트가 중요하다 더구나. TRIPs

협정의 호혜원칙에 의해 미국 이외 협정 국가

의 발명일도 미국내와 동일하게 인정하면서

특허 관련 분쟁에서 연구노트가 연구성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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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는 물론 발명일의 객관적 증거자료로 사

용되고 있다 한국은 선출원주의이지만 선발.

명의 경우에 부정경쟁방지 및 업비밀보호법

과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규정한 특허

법 제 조에 의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통상103

실시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노트는.

법적 분쟁시 증거적 가치를 보유하면서 연구

독창성과 진실성 및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증

명이나 발명자 확인과 특정에도 사용되므로

잘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노트의 관리 소홀과 허술한 작

성으로 유무형의 피해를 당한 사례가 다수 조

사되었다 굴드 는 년 빛. (Gordon Gould) 1957

을 증폭하는 아이디어를 연구노트에 기록한

후 레이저 장치를 완성하여 늦게 특허를 출원

하 지만 자신의 연구노트 기록을 근거로 선

발명에 대한 장기간의 특허소송을 통해 1977

년 승소하 다 고명숙 그리고 애보트( 2007).

라는 미국 제약사는 카이론 과(Abott) (Chiron)

의 특허침해소송에서 불충분하게 작성된 연구

노트로 인하여패한 바 있고 앤더슨, (Andersen)

대 크로더 사건에서 실험기간 중(Crawther)

설명되지 않는 두 달 동안의 공백으로 발명을

인정받지 못한 판례도 있었다 김미순( 2007).

또한 노벨상을 수상한 볼티모어(David Bol-

ti 의 동료 연구자는 년도more) 1986 Cell 지

논문에 대해 재현성 부족 때문에 연구부정행

위로 기소되어 연구노트를 수정잉크로 덮어

쓰거나 나중에 기록해 실험일자가 불일치하여

볼티모어가 록펠러대학 총장을 물러나는 등

년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도10 있었다

조은희 그리고 일본 동경대 교수는( 2003). 연구

노트의 미기록과 재현성이 없어 Nature 수록

논문의 신뢰성을 의심받는 일이 발생해 특허

건의 포기로도 파급되었다 한편 한국전자6 . ,

통신연구원은 퀄컴과의 핸드폰 관련 특허분쟁

시 연구노트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과(

학기술부 2007b).

따라서 연구노트는 실험데이터 관리 차원에

서 데이터의 수집 조작 공유 보존의 생산· · ·

성과 효율성이 높아야하고 연구지식 관리 차,

원에서 연구기관의 과학적 지식의 저장소로

관련 실험데이터가 필요하면 접근과 활용이

편리해야하며 지식재산 보호 차원에서 선 발, ( )

명일과 권리자 입증 등 권리 주장을 위한 증거

채택 가능성을 높이도록 연구기관의 가장 중

요하고 근본적 연구기록물로 작성 및 관리되

어야만 한다.

연구노트의 종류와 요건4.2

연구노트는 연구자가 연구를 완성하기까지

의 실험 조건 방법 데이터 노하우 등 연구· · ·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것이다 그리하여 연구.

노트는 기록매체에 따라 제본된 노트에 필기

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재하는 ‘서면 연구

노트’와 실험실 정보의 디지털 생산과 기술IT

의 발달로 년대부터 등장해 전자문서 형1990

태로 내용을 기록 ․ 저장하는 ‘전자 연구노트’

(Elec 로tronic Laboratory Notebook; E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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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된다. CENSA(http://www.censa.org/)는

전자 연구노트를 “법률 규제 기술 과학적· · ·

인 요구를 충족하는 방법으로 완전한 전자기

록을 생산 저장 검색 및 공유하도록 정책· · ·

절차 기술 및 규제가 올바로 조합된 시스템· ”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 연구노트.

에는 특정 분야 데이터를 담으려는 전용 전자

연구노트 와 모든 분야의 데이(Specific ELNs)

터를 수록하도록 설계된 범용 전자 연구노트

가 있다 사용 단(Cross-disciplinary ELNs) .

위로는 순수하게 개인 차원의 사용을 위한 개

인형 전자 연구노트(Personal Electronic

Note 와 연구기관내 정book System; PENS)

보 공유와 공동 연구가 가능한 공유형 전자 연

구노트(Collaborative Electronic Notebook;

로 구분할 수도 있다CENS) .

서면 연구노트에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 사이에 공백이 없도록 기

록해야 하며 추가 삽입한 부분도 삽입한 표시,

를 해야 하며 수정된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기록에 기재된 날.

짜를 명시하여 기록자와 함께 발명자가 아니면

서 발명에 대해 지식을 가진 점검자가 서명을

해야만 연구노트의 신뢰성과 증거성이 높아진

다 따라서 서면 연구노트는 낱장식 보다는 제.

본된 상태이며 페이지가 사전에 연속적으로,

기재되고 지질의 보존성이 우수하며 점검자, ,

서명란과 날짜 기록란 등이 사전에 인쇄되어야

높은 신뢰성과 증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서면 연구노트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요건은 전자기록의 특성상 필요 없지만 전자

연구노트는 추가적 요건으로 입력이 연구가

이루어진 직후에 해당 지식이 있는 자가 입력

을 했고 전자 연구노트가 기관내 규정화 되어,

평상시에도 입력되었고 전자 연구노트 관리,

자가 이러한 사항을 증언할 수 있으면 법률적

인 분쟁이 생길 경우 법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

할 수 있다 즉 전자 연구노트 기록이 제도화. ,

된 상태에서 신뢰성을 갖고 인증장치를 통해

입력 및 저장이 됐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서면

연구노트처럼 증거 효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서면 및 전자 연구노트가 법률적인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연구노트를 작성한

증인이 연구 당시에 작성된 연구노트라고 증언

을 해야 하는데 작성자가 그 기관에 오래 근,

무하지 않을 경우 증인을 확보하지 못해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속적,

으로 작성해 사전에 점검자와 함께 서명을 해

두는 것이 객관적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

아지게 된다 이와 같은 연구노트의 기능과 요.

건을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표 과 같다< 3> .

연구노트의 활용과 관리4.3

연구노트에는 보통 실험의 일자 아이디어(

형성 실험개시 실험완료 실험의뢰 결과통, , , ,

보 일자 목적 연구목적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

기록 방법 및 과정 실패한 실험은 물론 참고), (

문헌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반복되는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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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참고정보를 기록 결과 실패로 간주되는), (

데이터도 포함 논의 및 결론 가정이 틀린 경), (

우에 대한 설명도 포함 등을 기록한 후 기록)

자와 점검자가 함께 서명하고 그 일자를 기록

하게 된다.

이러한 기록 내용을 지닌 연구노트는 국가

기록원의 기록물 기술규칙 개 요소 중 개26 7

역 식별 배경 내용과 구조 열람과 이용( · · ·

조건 연관자료 주기 기술통제에서 개 항· · · ) 15

목 참조코드 제목 일자 기술계층 기술단( · · · ·

위의 규모와 매체 생산자명 보존내력 범· · ·

위와 내용 평가 폐기 처리일정 정보 열람· , , ·

조건 언어와 문제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 ·

구조건 출판주기 주기 기술일자 이 연구기· · · )

록물 기술 여상아 과 데이터베이스 운( 2007)

에 필요하리라고 보여진다.

한편 연구노트는 연구과제 단위로 작성, ·

정리 기술 보존 이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 · .

연구노트의 공개도 연구과제 단위로 사전에

결정되어 현용단계에서는 물론 비공개기록물

로 관리되지만 필요하다면 공개하면서 보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노트는 년. 30

기능 기록물 지식 정보( ) 커뮤니케이션 증거

연구노트

고유의

기능

연구 과정과 결과-

기록

날짜별 진도 기록-

논문 특허 보고- · ·

서 등 연구성과 발

표의 원 기록

연구기관 지식과 정-

보 관리의 수단

연구팀원 간에 지식-

과 정보 공유

연구원 부재시 대응-

정보원

기술 특허 가치 평가 및- ( )

기술이전 실사의 수단

공동연구 및 국제협력연-

구의 수단

연구과제 진도관리 및-

업무보고 수단

선발명과 진정한 발-

명자저자의입증수단( )

지적재산권 특허 등- ( )

확보의 근거

-법률분쟁 대응 자료원

연구윤리 준수와 재-

현성 주장의 근거

전자

연구노트

의 추가

성격

파일 방-PDF-A1

식으로 기록물의

구 보존

템플릿 제공 반복- ,

정보의 복사 워터,

마크 표시

지식 저장소로- KMS

적 기능

- 와Inventory

Regis 기능try

편리한 데이터 공유- ,

조작 활용,

나 와 연계시-LIMS PMS

편리한 소통

동일한-PDF, Word,

파일로 출력해 열ELN

람 가능

-FDA 21 CFR Part 11
훈령- Marking,
Dating, Authenti
ca 기능ting

관리자가 전자-ELN
서명 전자문서 등,

제도화 입증ELN

연구노트

의 요건

망라적 순차적- · ·

연속적 기록

-기록자 페이지 표·

시 불변 잉크· ·

장기 보존 지질

수록 불가능시 참-

고정보 기록

체계적 데이터 수-

집 보존 공유 위한· ·

지식 정보의 차 보( ) 1

존 공간

진도 및 진행상의 각-

종 일자 기록

타인이 해독 가능한 언-

어 글씨 파일로 기록, ,

데이터나 파일 해독위한-

동일 버전 보존SW

-공백은 물론 사후 삽
입 수정 삭제 방지· ·

-사후 삽입 수정 삭· ·
제시흔적과이력표시
기록자와 점검자 과- (
제 미참여자 중 연구
내용 알만한 자 의)
서명

표 연구노트의 기능과 일반적 요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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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이 원칙이므로 백업도 고려해야PDF-A1

한다 또한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훈령에서는.

작성 후로부터 기산하지만 기록물관리에서는,

기록물철 단위로 처리가 완결된 날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 해당 과제가 종결된 날 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월 일 공공기록물 관리1 1 (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로 해 조정이 필26 )

요하다.

연구노트의 관리는 연구노트가 기록물적 성

격을 포함하고 있고 년간 보존해야 하므로30

기록물관리 담당부서에서 담당하거나 협조를

얻어 관리되어야 한다 실제로 한국원자력연.

구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내부규정을 정

비하여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는 정보관리 부

서에서 연구노트 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

다 도서관이나 정보관리 부서의 서비스 기능.

을 감안해 인류 지식자산의 보고인 정보자료

를 도서관에서는 장기 보관 및 관리가 주요 임

무여서 담당부서 결정의 핵심 관건이 되었다.

앞에서 살펴 본 연구노트의 기록 정보 커· ·

뮤니케이션 증거적 기능의 필요성이 발생하·

면 연구노트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연구기관에

유리하도록 운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노트.

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서면 보다 전자 연구노

트 제도 하에서 훨씬 더 편리하고 효율적이다.

전자 연구노트의 도입과 디지털5.
기록물

전자 연구노트의 장점과 필요성5.1

서면 연구노트는 부서 상호 간의 검토나 이

용을 위해 관련 데이터의 위치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없고 데이터의 잠재적 손실과 지속,

적 안정성이 부족하고 기록된 항목과 출력된,

컴퓨터 파일의 수작업 탐색이 필요하며 연구,

노트에 소요되는 연구원 시간의 가20-30%

더 필요하다 한편 전자형태 정(Rabin 2005).

보의 출판 공유 검색이 가능하게 되고 자동· ·

화 도구에 의해 생산되는 데이터가 급증하여

디지털 데이터와 이미지가 완전히 통합 가능

하면서 전자 연구노트의 유용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식품의약청에 의해서 전자.

기록이 수용되면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확보

하고 저장하며 연구업무 흐름에 따라 연구자,

간의 공동연구를 장려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전자 연구노트가 널리 사용되

고 있다 각종 선행연구를 참고(Rabin 2005).

하여 이러한 서면 연구노트와 전자 연구노트

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다음 표 와 같다< 4> .

서면 연구노트는 기록한 글씨의 판독이 힘

든 경우가 발생하며 분량이 많을 경우 보관,

및 정리가 힘들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얻은 데,

이터를 서면에 다시 기록하는 것이 귀찮은 일

이다 또한 원하는 부분을 다시 찾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연구자가 많을 경우 동시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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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진행 사항을 기록하고 기록된 자료를 서로

공유하기가 힘들며 법적 분쟁시 증인을 구하,

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전자 연구.

노트가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며 데이터와 성,

과들을 과학자들이 공유하게 만들어주며 타,

인 성과에 쉬운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어 다른

사람이 수행한 것을 바로 확인 가능하며 연쇄,

데이터로 하이퍼링크도 가능하여 연구를 편하

게 해줄 수 있다(Butler 2005).

전자 연구노트는 특허권 보호를 기관차원에

서 지원하고 검증된 사람만 접근 가능해 서면,

연구노트보다 더 안전하고 엄격한 버전 통제,

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 연구노트는.

실험 기록 보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쉽게

실험 항목을 옮기거나 반복 실험 수행이 용이

하고 연구기간 동안 지속되는 작성 템플릿을,

제공하며 검색 기능 제공으로 공동연구의 기,

회를 확대하면서 연구시간 단축 연구 효율성·

극대화 타 분야와 공동연구 지원 등이 가능·

해 연구실 환경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 또.

비고 서면 연구노트 전자 연구노트

장점

기존 방식에 익숙해져 반-

발 감소

저렴한 유지 보관 및 관리- ,

비용

연구노트의 휴대 및 보관-

이 편리

기관내 데이터와 실험결과 정보의 원격지까지 공유 가능-

기록된 정보의 검색 사본 재생산 편리 및 백업시 구보존 가능- ,

- 자료의 재생산시 편리하고 저렴특히 변수의 날자순 변화과정 제시( )

- 재활용 소요시간 감소와 업무생산성 향상으로 지식정보 포털 기능

외부 국제 기관과 공동연구 및 기술 이전시에 편리- ( )

디지털 데이터와 이미지들을 완전하게 통합 가능-

실험실내 다양한 전자적 데이터 처리에 편리( )

화합물 단백질 유전자가 언급되는 곳에서 웹상의 구조와 연쇄- , ,

데이터로 하이퍼링크 및 멀티미디어 활용과 분야별 템플릿 가능

연구실 기록관리 문화와 행태를 변경해 의사소통 촉진 가능-

단점

중복 연구 탐색 및 검색-

어려움

원본 분실시 복구 대책이-

전혀 없음

실험실 및 개인 소유물로-

인식될 개연성 높음

기록관리 표준화가 어려움-

타인 필체 확인에 시간과-

부정확

서버와 구입비는 물론 전자 디지털서명과 타임스탬- Oracle DB

프 및 전자 보안 등에 많은 비용 소요

전자 디지털서명과 타임스탬프가 현재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법-

정에서 테스트되지 못함

연구원들 근무 실태 관리용 으로 악용될 가능성- (Big brother)

도입시 사용법 교육과 이용 유도에 많은 비용과 시간 소요-

표 서면 및 전자 연구노트의 장단점 비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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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자 연구노트를 이용하여 미국식품의약청

의 디지털 서명 전자기록 관리 소프트웨어, ,

품질시스템 관리 표준 형식 전자 사본, PDF ,

복제를 위한 21 CFR Part 11 and 21 CFR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할 수 있다Part 820

(Rabin 2005).

5.2 전자 연구노트의 증거적 요건과 신뢰성

과학계의 연구성과 발표에서 조작과 실수가

발생하면 데이터를 복원하기 위해 전자 연구

노트는 유용하다 그러나 전자 연구노트는 연.

구기관 책임자에 의해 보존될 수 있고 연구,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관되고 궁극적으로 장,

래에 이용가능하고 저널 안에서 인용이 가능,

하고 원 데이터가 검색될 수 있어야 하는 등,

관련자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널리 보급될 수

있다.

미국식품의약청의 전자파일 법적 인정과 관

련된 기준으로 이 있지만 전21 CFR Part 11 ,

자 연구노트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에는 입력자와 점검자 검증 또는 서명을 위한

인증 장치 와 자동 입력일 기(Authenticating)

록 장치 와 기록을 수정했을(Date stamping)

경우 수정한 표시를 구적으로 남기는 장치

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전자 연구노(Marking) .

트를 사용하게 된다면 규정을 만들고 연구노

트의 입력이 그런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수 있어야한다과학기술부( 2007b).

전자 연구노트는 디지털서명과 타임스탬프가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자동으로 다수의 장소로

백업 될 수 있지만 때로는 디지털 파일을 읽,

을 수 없고 법정에서 인정되지도 못해 아직도

전자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인쇄한 후 서명하

기도 한다고 보고되었다(Butler 2005).

국내에서 연구기록물의 전자화시에는 기록

물이 전자적으로 생산 관리되도록 중앙기록·

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기

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또는 구기록,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 하여야 하며 국가정· ,

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취하여

전자기록물의 생산 이관 보존 및 폐기 등· ·

기록물관리 과정에서 전자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 제 조에 따라. 30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출입인원 보존시설· ·

전산장비 및 기록물 등으로 구분하여 보안대

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대피· ,

우선순위 근무자 안전규칙 등을 포함하는 기,

록물 재난대비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공· (

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4 , 5

조 조, 62 ).

주요 상업 전자 연구노트와 도입사례5.3

전자 연구노트는 범용성이 없어 년까2000

지 소규모 지만 최근에는 보안 법적 규제, · ·

화 요구 문제와 범용성을 높여 여개 제품이30

업 중이다 최근 기술 등을 기반. Web 2.0

으로 웹에서 기록을 할 수도 있고 원격 공동연

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무료 전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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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아직 연구기관에,

서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

기에는 문제가 많다 따라서 전문 연구기관에.

서는 기능의 고급화와 함께 보안성이 중시되며,

상업 전자 연구노트 중 일부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상업 전자 연구노트의 종류와 특

징 을([Scientific Computing World 2007])

정리하여 다음 표 와 같이 다시 작성해 비< 5>

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업 전자 연구.

노트의 도입 사례 를 조사하면(Robson 2007)

다음 표 과 같이 정리하여 다시 작성할 수< 6>

있다.

전자 연구노트의 증거력 확보책으로 전자서

명과 다른 요건 준수 장치가 확대되어 이제는

전자연구노트 ‘도입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언

제 전자 연구노트를 도입 하느냐 라는 ‘도입시

기’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전자 연구노트가.

화학분야 중심에서 분야와 기업연구소 중BT

심으로 급성장해 확대 추세이며 일반 범용 전,

자 연구노트에서 각 분야별 전용 전자 연구노

트 중심으로 확대되고, 년에는2006 30-40%

성장세로전세계 천만달러5 규모에육박해연구

기관의 가 전자 연구노트에 관심이 있지만83% ,

그 중 만 심각하게 도입을 검토 중으로43%

제약회사 등 분야 거대 상업회사의BT 20%

정도가 전자 연구노트를 도입 중이었다(Elliott

이처럼 산업계는 잘 정의된 프로젝트2007).

관리와 풍족한 지원과 함께 규모가 크고 자IT

금사정이 좋아 전자 연구노트의 커스터마이징

이 학계보다 쉽게 이루어지지만 대학은 연구,

자 중심이고 소규모이며 자금이 없고 연구실

마다 다양한 다른 상황들이 존재해 도입과 커

스터마이징에 어려움이 존재한다(Butler 2005).

따라서 전자 연구노트의 연구기관내 도입에는

연구실 문화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요구하므

로 업무흐름 전산 데이터 데이터의 통합 도, , ,

입과정 등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면밀히 고

려되어야 한다 많은 전자 연구(Drake 2007).

노트가 상품화되어 있음에도 연구자는 반대하

는 경향이 강하고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전자

연구노트도 없다([Nature] 2007).

국내 연구기관에서는 전자 연구노트 사용이

활발하게 보고되고 있지 않다 한국전자통신.

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계된 전자

결재시스템에서 과 등을 등록하여 평TN TM

가하도록 시스템을 운 하고 있지만 이들은,

지식정보 관리차원이지 전자 연구노트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연구 수행 중 생산.

되는 중간 정보 혹은 지식의 등록을 목적으로

연구보고서 작성 완료 전에 생산되는 발표자

료 등의 기술메모와 기술노트 관리 한국국가(

기록연구원 가 주기능이기 때문이다 최근2005) .

특허청의 발주로 특허센터에서 전자 연R&D

구노트를 시범적으로 개발 중이며 주, ( ) R&D

프로젝트연구소에서 웹 버전으로 개발이 완료

되었다 그리고 주 옵토매직의 화학 및 제약. ( )

부문인 케미존사업부에서 사CambridgeSoft

의 을 도입하여 중국지사와 함께E-Notebook

어로 연구노트를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전자

파일은 물론 출력 후 기록자와 점검자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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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제작사 주요 분야 특징 및 주요 내용
21 CFR Part

11

Benchware Tripos 제약사 등 이용자 중심의 디자인 비용효과적,

BioBook IDBS
Biology

포함 전분야

공유와 데이터 분석 우수 시각화나,

통계는 부족
Yes

Catalyzer Axiope 등Biology 기반 바코드와 연계XML

Contur ELN Contur 등Biotech

협동연구와 정보공유 및

검색 우수 개 기관이 년부, 40 2003

터 사용

디지털 서명

eLab Notebook Waters 화학 중심 전반적인 전산관리 필요, Oracle

E-Notebook
Cambridge

Soft
Bio+Chem

기반 로 등Web C/S Chem Draw

연계되며, GSK, Orgnon, Ast-

등 대 유럽 주요 제약사razeneca 3

와 국내 주 옵트매직이 도입( )

Yes

eStudy

notebook

iAdvantage

Software
임상 후반부 중심

이용자 중심의 디자인과 통계분석

및 시각화 우수하며 eStudy Dat-

aCipher/Publisher

Infotrieve ELN Infotrieve
Biochemistry

포함 다분야

인쇄노트의 전산화로 검색기능 등

부족

Kalabie ELN Kalabie
Med Chem

포함 다분야

연계해MDL, Accelrys, Agilent

년부터 개시2001
Yes

Nexxis qELN Labtronics 중심QA/QC 기반Web

NoteBook

Maker

NoteBook

Maker
전분야 인쇄노트의 전산화

phaseFour
phaseFour

Informatics
사업화 기관 중심 컨설팅 기반

Study Director
Studylog

Systems
동물실험 중심 소동물 실험 기반

Symyx ELN Symyx
등Biotech

전분야

석유화학 분야에 강점이 있어서 40

여개 기관 사용

VirtualLab
Mettler

Toledo
중심Chemistry 통합 정보 관리

표 주요 상업 전자 연구노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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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제작사 사용 기관 채택 이유 장점 및 특징,

Benchware Tripos Schering

개인별 커스트마이징 가능한 템플릿 노트 페이지․
페이지내 자동계산과 공동 연구 소프트웨어 제공․
오라클 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의 검색 가능DB․
연구시간 절감 및 기술혁신 유도․

BioBook IDBS Pfizer
환경에서 안전하고 쉬운 기록21 CFR Part 11․

실시간 공유로 보고서 분석 및 신속한 전달․

CERF ELN Recentris US Air Force

생물 연구개발 분야 최우수 지식 관리 플랫폼 선정․
연구실에서 에 바로 기록해 시간 절감 가능ELN․
복제본 없이 실시간으로 효과적인 프로젝트 검토․
데이터 무결성과 다양한 데이터 조직과 표현․

Contur

ELN
Contur Karo Bio

환경 재설정 필요 없이 기존 하부구조와 통합 용이․
손쉬운 사용법과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안(IP)․
전자서명으로 증거력 확보와 긍정적 피드백90%․

Discovery
Notebook
(Symyx)

Symyx(MDL) Kalexsyn
검색가능한 오라클 기반DB․
보고서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성 증대․
고객 위주의 커뮤니케이션 도구․

eLab
Notebook

Waters
West Midlands

Regional
Pharmaceut.

현행 업무흐름의 정확한 복제(copy)․
분석처리 도구들과 일관적인 인터페이스 제공․
지속적으로 다양한 템플릿 개발․

ELN

Labnotes

Terrington
Data

Management,
YBS

요구에 따라 데이터를 기록과 표로 제작21 CFR Part 11 ·․
확인 증명 보존가능하게 함· ·
자동화 계산법은 분석가와 품질 보증 전문가 모두에게 노동력․
절약 가능케 함

E-Notebook CambridgeSoft

GSK, Orgnon,

Astrazeneca,

벨기에 석유사

강력한 데이터 및 지적재산권 보안(IP)․
와 실험 계획 및 계산에 도움ChemFinder․

정보 공유와 향상된 표본 관리로 균일한 작성․
템플릿 제공과 안전 가이드라인의 배포 용이․

eNovator

ELN
Kinematik

Ferring

Pharmaceuticals

이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와 탄력적인 환경설정․
기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의 손쉬운 결합, ,․
완전히 검색 가능한 전자 환경․
타 부서와 공동연구 용이한 플랫폼 제공․

eStudy

notebook
iAdvantage

의존 없이 보안 환경과 통계 제공 등 신축성IT․
오라클 엑셀 등 다양한 데이터 접근LIMS, ,․

웹기반 시스템으로 하부구조와 유지비용 절감IT․
연구자의 시간 절감과 시공간 초월한 연구80%․

Infotrieve
ELN

Infotrieve Merrimack

오라클 를 통한 데이터 저장장소 제공DB․
복잡한 프로토콜을 가진 다양한 업무흐름도 유지․
워드 엑셀 아크로뱃 프로그램 안에 내장 가능, ,․
프로젝트 변경시 정보손실 최소화․

Kalabie

ELN
Kalabie Serono

고객 요구 반 및 향후 휴대 에 적용 기대PC․
건 이상 실험기록 검색과 지적재산권 관리36,000․

보고서 수준 향상과 연구시간 절감 및 관련 검색․
다양한 포맷 으로 출력 가능(.xls, .rdf, .sdf)․

표 주요 상업 전자 연구노트 도입 사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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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본을 거쳐 서면 연구노트 부도 동시에2

보관하면서 운 중에 있다.

연구노트 관리 제도화를 위한 검토6.

앞에서 살펴 본 선행연구와 설문결과 등 연

구노트 현황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연구노

트 제도화 과정에서 도출된 제도화시 고려해

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연구노트.

제도화시 검토가 필요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바람직한 연구노트 제도 운 방향도 같이 제

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리 및 운 방향을.

따르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장의 연구노트 중요

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연구기관 차,

원에서 연구노트 제도를 긍정적 시각에서 지

속적으로 마케팅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이 요

청된다.

연구노트가 분쟁에 말려들 가능성6.1

연구노트에 기반한 연구성과가 이해관계의

다툼에 의해 분쟁으로 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원

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많은 경우 법적 분쟁.

이전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결되지만 일

부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

히 남아있다 물론 법적 분쟁시에도 꼭 연구노.

트가 쟁점이 될 가능성은 더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제까지 연구책임자와 기록자만 보던

연구노트를 필요시 외부인에게 제시해야 된다

는 사실에 대해 많은 연구원들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더구나 이처럼 희박한 분쟁 가능성.

에 대비해 여러 가지 요건을 준수하고 본인이,

체험하지 못한 연구노트의 중요성과 가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비효율

적 제도라고 여길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그 중요성은

연구기관의 존폐를 결정할 정도로 사활을 건

분쟁이 될 것이며 특히 특허 및 기술이전 문,

제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연구노트가 핵심 쟁

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꼭 법적 분쟁이 아니더라도 연구 실험 의( )

재현성과 반복 가능성에 대해 상호간에 주장

이 대립될 경우 연구노트를 통한 주장과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노트는 분쟁 가.

능성을 염두에 둔 보험가입 성격도 갖게 되므

로 사전에 규정과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충분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야할 것이다.

증거적 요건 구비와 점검자의 서명6.2

연구노트가 분쟁의 쟁점이 될 경우에 제 자3

에 의해 객관적 증거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연

구노트의 요건에 대한 준수가 필요하다 연구.

노트의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실험 후 신

속히 연속적이면서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서명

후 점검자의 확인서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

정 삽입 삭제 등의 사후 변동 가능성을 예· ·

방하고 발생하더라도 그 이력이 관리되어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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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그 연구노트에 대해 신뢰성을 부여해 줄

수 있도록 관리되어져야만 한다 그 중 가장.

구비하기 어려운 요건은 분쟁에 대비한 객관

적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점검자의 주

기적인 서명을 하는 것이다 더구나 점검자의.

신분도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지 않지

만 실험내용을 알만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

야 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

은 연구노트 기록자와 잠재적 경쟁 관계에 놓

이기 쉽기 때문에 내부 정보유출로 인한 경쟁

력 약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훈령과 함께 배.

포된 예시 규정에는 점검자의 신분과 확보 문

제로 연구책임자가 점검하게 되어 있다 연구(

노트 작성관리 자체규정 예시 제 조7 ).

점검자 확보는 연구기관 차원에서 전략적

필요에 의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되어 체계적

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물론 점검자 열람에.

의해 정보유출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정보유출

은 연구노트 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팀원이나

내부적 관리 소홀로도 발생하므로 판례 등의

충분한 검토와 지적재산권 확보 가능성의 면밀

한 검토를 통해 그 수준을 정해 제도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구노트의 객관적 증거.

요건 확보를 위한 점검자 서명에 비밀성 보장

과 시간 소요가 문제 된다면 변리호사나 외( )

부 기관과 협정에 의해 제도적으로 외부에 의

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구현장에서는 점검.

자에 의한 연구정보나 노하우 유출로 연구노트

를 기록중인 연구팀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

려가 커 이행되기 어려운 여건이 있다 이러한.

점검자 확인 과정은 일기나 일지적 성격으로

연구노트를 이해하려는 연구자에게는 거북한

일이지만 기록의 객관성 담보와 정확성 추구,

를 유도하도록 연구팀내 지식 공유를 비롯한

긍정적 기능이 우선 강조되어야 한다.

많은 연구원들이 종전에 연구노트는 연구결

과의 단순한 기록일 뿐이라고 인지하고 있으

므로 특허나 기술이전과 관련시켜 연구노트의

기능과 가치 및 필요성에 대한 연구원들의 인

식 전환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

구원들에게 왜 연구노트를 체계적으로 작성하

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전 설득이 중요

하며 연구기관 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자발,

적인 제도화의 수용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

기 위해서 연구노트를 매일 작성하지 않거나

교육 미경험자가 다수이므로 국가 및 연구기

관 차원에서 기록 요건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작성 교육이 필요하고 관련 교육은 대학교에,

서부터 실시되어 연구원 신분인 동안 체질화

되어야만 한다 또한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교육 후 연구팀 단위에서 연구원별로 연구노

트 작성이 생활화 되어 연구노트의 네 가지 기

능을 갖추어 작성하도록 교육과 지도감독이

늘어나야 한다.

자율적인 연구노트 제도 운영의 한계6.3

연구노트 제도 도입시에 연구 분야별 특성

이 다양해 일률적인 제도화가 곤란하다고 보

아 큰 틀만 정부에서 밑받침하고 세부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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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계획되었다.

물론 연구노트의 양식 기록내용 체계 등 분· ·

야별 특성이 다양함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방

향이다.

그렇지만 제도화 초기에는 더 많은 부분에

서 중앙집중적으로 연구 및 검토되어 권장 기

준과 방안이 제시되어야 단위 연구기관에서

중복 검토에 따른 낭비적 요소 제거와 기관 역

량의 허비가 방지될 것이다 서면 연구노트 양.

식의 권장안 보급 연구기관별 규정의 상동성,

자료 준비 제도화 과정의 상호 참조 공동 교, ,

육자료 준비 공동 교육 실시 우수 제도화 기, ,

관의 인센티브제 도입 등에 대해 교육과학기

술부 학술연구윤리과 등에서 힘써야 될 부분

이다.

물론 단위 연구기관에서도 중앙부처와 함께

이러한 부분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율적

회의체 구성 담당자간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

국내외 사례 공동 연구 등에 노력해야만 연구

분야 간에 균질한 수준의 연구노트 제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연구노트 관리부서에서는 연.

구노트 제도화를 위해 인력 조직 예산의 확· ·

보를 통해 우수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 사례를

개발하여 연구기관 내 전파와 교육에 힘써야

한다 또한 핵심적 연구기록물의 제도화를 통.

해 연구윤리의 확립은 물론 지적재산권 분쟁의

증거력을 높여 기록에 기반한 연구개발로 연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기관에서는 훈령을 반 해

연구노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연구노트를

연구기관의 지식자산이자 중요한 연구기록물

로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완벽한 증

거적 가치 확보를 위해 연구노트 관리를 제도

화해야 한다 연구노트가 기록 정보 커뮤니. · ·

케이션 증거적 가치를 모두 갖도록 작성되기·

위해 요건에 맞는 서면 연구노트 양식을 보급

해야 하며 배포 및 기록 과정을 관리해야만,

한다 그리고 전자 연구노트도 도입하게 되면.

연구기관 차원에서 제도화가 필요하며 체계,

적이면서 지속적인 연구노트 관리와 지원을

위해 관리부서의 예산확보는 물론 홍보 및 교

육과 함께 관리부서 협의회 등 공동 협력 대응

을 위한 장치도 필요하다 연구노트는 장기간.

보존해야 하므로 공간 시설 전문인력 예· · ·

산 전담부서 등의 확보를 통해 연구노트와·

연구기록물 관리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국가기록원에서 지정한 백업 파일을PDF-A1

갖추어 필요시 구보존도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연구노트의 기록물적 성격과 년간6.4 30

보존

연구노트는 작성 후 년간 보존을 원칙으30

로 하고 있다 년간으로 정함에 있어서 특. 30

허 권리기간을 염두에 두었지만 어떻게 년, 30

간 보존하고 어떻게 활용해야만 보존 가치를

다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이를 위해 서면 연구.

노트의 지질 제본 방법 보존 방법 보존 공, , ,

간의 요건 보존 기간 동안의 관리 방법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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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및 폐기 제도 보존을 위한 공간과 관리자,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특허 관련 분쟁을 염.

두에 두고 장기간 보존할 가치 있는 연구기록

물로 중시한다면 연구노트는 공공재 성격의,

기록물로써 기본적 가치가 있어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기록물관리에서 규정

한 방법과 순서에 의해 보존 관리되어야만·

한다.

또한 작성된 연구노트는 연구원이나 연구팀

의 소유라는 인식이 강해 사용 후 연구노트를

관리부서에서 인계받기가 쉬울지가 문제이다.

사용 후 연구노트도 연구과제 종료 후 논문과

특허명세서 작성 및 학술발표 등의 후속 연구

성과 발표에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당

분간 필요하여 연구과제 종료와 동시에 즉시

인계받으려면 반발이 클 것이다 따라서 관리.

부서로 인수인계와 동시에 복사본 생산이나

백업 파일의 활용 등 사용 후 연구PDF-A1

노트 인계과정에서 인계 후 연구노트 활용방

안처럼 연구노트에 대해 충분한 준비가 필요

하다.

그리고 연구노트의 공개 및 열람을 위해 4

개 수준 연구노트 작성관리 자체규정 예시 제(

조 으로 구분하기를 권장하지만 그 기준이10 )

애매하고 적용하기 어렵다 훈령과 함께 제시.

된 예시 규정의 연구노트 공개 등급은 명백히

구분이 가능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전자 연구노트 도입과 활용도 제고6.5

실험실 환경의 디지털화로 각종 데이터의

많은 부분이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서

면 연구노트보다 전자 연구노트가 연구현장에

서 더 필요하지만 전자 연구노트를 언제 어떻,

게 어떤 예산으로 개발하거나 외부 도입할 것

인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외국의 연구.

사례에서 보듯이 전자 연구노트가 서면 연구

노트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많지만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보보안적 측면의

검토와 함께 많은 인적 재정적 준비가 필요·

하다 또한 상업용 전자 연구노트 소프트웨어.

를 도입하게 되면 도서관계에 정착된 국가전

자저널컨소시엄 차원에서 학술 및 연(KESLI)

구기관에서 공동구입으로 예산절감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전자 연구노트는 연구과제 관리시스템이나

연구실업무전산화시스템과 연계될 때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여겨지므로 연구기관 내

지식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연구생산성을 확보

해야 한다 그래서 전자 연구노트는 제. NTIS

도화와 연구성과 관리 강화라는 연구개발 현

장의 최근 환경에 따라 외국 사례를 반 하면

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특허화 가

능성이 높거나 연구단위가 세분된 연구기관·

연구부서 ․ 연구과제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 데이터 보존 관점에.

서 전자 연구노트를 도입하여야 하므로 데이

터 통합에 대한 기관내 정책을 고려하여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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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접근해야 하며 연구실내 연구문화까지,

도 변경하는 중요한 일이고 연구자 연구책임·

자 특허관리자 전산관리자 기록물관리자· · ·

등 각 입장에 따라 관심도가 다르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적합한 상용 또는 자체개발한 전자 연

구노트를 도입해 연구생산성을 높이고 연구기

관 기록관리 문화를 국제화 시키기 위해 연구

노트를 공개할 용의자도 있지만 개인기록으로

여겨 공개에 부정적이므로 전자 연구노트 제

도화시에는 연구실 지식자산 관리와 연구문화

의 변동도 촉발하기 때문에 사전 설득과 충분

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허청과 특허센터에서는R&D

단순한 워드프로세서 기반 서면 연구노트 전

산화 수준의 범용 전자 연구노트 소프트웨어

보다는 분야별 전문성이 반 된 전용 전자 연

구노트나 공유형 전자 연구노트의 보급도 같

이 검토해야 한다 물론 전자서명의 신뢰성 부.

여와 전자 연구노트 디지털 파일의 보존에 대

한 객관적 타당성 담보를 위해 시행중인 공인

전자문서보관소 제도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결론7.

최근 기초연구 성과가 상업화로 이어지면서

성공적 연구성과와 더불어 연구노트의 중요성

이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연구기관.

은 의무적 연구기록물의 생산과 제출에만 관

심이 있었지 사후 관리나 연구노트의 충실성

과 중요성에는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다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연구논문과 특허 생산량이

증가하고 각종 평가제도가 계량화되면서 연구

성과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비윤리적 연구성

과 조작 발표가 발생하면서 연구활동에 대한

가장 기본적 연구기록물인 연구노트에도 관심

을 갖게 되었다 연구노트는 연구성과의 공개.

와 활용이라는 과학적 필요성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독자성 근거라는 법률적 필요성 연구,

결과의 재현성 확보를 위한 진실성과 연구윤

리 확보라는 연구결과의 질적 제고 필요성 상,

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써 협동연구와 기술

이전의 진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연구기록물

이다.

각종 연구성과 발표에 따라 연구결과의 재

현성 창작성 진실성 등의 의혹이 제기될 수· ·

있으며 이때 당사자인 연구자는 연구노트로,

그 의혹을 해소해야 본인의 명예를 지킬 수 있

다 연구결과는 독창성과 함께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연구노트는 이의 공식적 비공식적 검증과정·

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개발 기록.

물관리 차원에서 연구노트가 적합하지 않게

작성되고 관리되면서 창출된 연구성과와 지식

이 권리화 되거나 활용되는데 심각한 장애요

인으로 작용하므로 체계적인 제도화와 교육이

필요하다.

정확하고 진실된 연구노트의 작성은 연구원

의 기본적 의무이자 연구윤리의 척도이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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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노트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의 연구노트 관련 표준 가이드라인 훈령 에 따( )

라 개별 연구기관별로 규정을 정비하고 연구,

과제 종료시 관리부서에 인계하면 관리부서는

년간 보존과 백업하기 위해 읽기전용 포맷30

으로 디지털화하고 각 연구팀이 소장한 과거,

연구노트도 필요시 관련 연구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디지털화를 추진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연구노트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연.

구 윤리성 확보는 물론 산업화와 연계한 지속

적 교육 실시로 연구노트 작성 유도 연구노트,

활성화 저해요소 발굴 및 개선 인쇄 양식 개선(

포함 타기관 우수사례 전파 및 기관내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홍보 및 포상 인센티브 제도(

화 매월 연구노트 점검의 날을 지정 후 기관),

내에 공지하여 인지도 확산 등이 필요할 것이

다 또한 특허청의 주제별 전용 전자 연구노트.

의 개발 및 보급 동향을 모니터링 하면서 전자

연구노트 도입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연구기록물의 정확한 관리는 연구윤리와 연

구품질 확보라는 두 명제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기록물의 생산 수집. · ·

정리 분류 평가 보존 이용 등에 대한 규· · · ·

정을 명확히 하고 관련 업무를 위해 담당부서,

를 정한 후 인력 예산 조직의 확보를 통해· ·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노트를 통해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진실성을 확보하며 기록된,

연구노트 등의 연구기록물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필요시 연구자에게 적시에 제공되어

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연.

구기관 내 지식정보 관리의 핵심 수단과 도구

로 전자 연구노트 제도를 활용해야 연구기관( )

의 진정한 지식경 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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