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1. 전자연구노트 국내외 현황 및 관련 사업 소개 ・・・・・・・・・・・・・・・・・・・・・・・・・・・・・・・・・・・・・・・・・・・・・・・・・・ 1

2. 전자연구노트 관련 법 및 법적 효력 ・・・・・・・・・・・・・・・・・・・・・・・・・・・・・・・・・・・・・・・・・・・・・・・・・・・・・・・・・・・・・・・・ 13

3. 전자연구노트 시스템 구축 사례(연구기관) ・・・・・・・・・・・・・・・・・・・・・・・・・・・・・・・・・・・・・・・・・・・・・・・・・・・・・・ 27

4. 해외 전자연구노트 솔루션 도입 사례(기업) ・・・・・・・・・・・・・・・・・・・・・・・・・・・・・・・・・・・・・・・・・・・・・・・・・・・・ 37

5. 모바일을 이용한 연구개발정보 기록, 관리 사례(병원) ・・・・・・・・・・・・・・・・・・・・・・・・・・・・・・・・・・ 57

6. 전자연구노트 관련업체 소개 ・・・・・・・・・・・・・・・・・・・・・・・・・・・・・・・・・・・・・・・・・・・・・・・・・・・・・・・・・・・・・・・・・・・・・・・・・・・・・・ 65





전자연구노트 국내외 현황 및 관련 사업 소개

김  승  군 팀장

    

- 1 -





전자연구노트 국 내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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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연구노트 도입의 필요성

35% 이상의 연구원이 매주 과거의 연구기록을 찾으며
15%에 가까운 연구원은 매일 과거 연구기록을 찾음

25% 정도의 연구원이 일주일 40시간 근무 중 5시간
이상을 서면연구노트의 관리에 시간을 투자

정보통신, 제약, 생명공학 등 많은 기술분야의 실험실
에서산출되는정보의양이엄청나므로그정보를서면
연구노트에 온전히 옮기는 것이 불가능

(P&G) 전자연구노트를 이용하여 8,000명 이상의
연구원이 7%의 생산성 향상

(Merck) 연구자 1인당 1주일에 평균 1시간 36분의
시간 절약 효과

(GSK)분석데이터의승인과재검토에50%의시간절약

미국 DOE 2000, 전자연구노트

특허청 전자연구노트, 2009

미 래

IT기술을 이용하여 연구기록의 작성, 보
관, 활용이쉬운전자연구노트에대한관심
증가

제3회 연구노트 확산 세미나(‘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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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Atrium Research 2011 Edition 5 ELN Report

< 전자연구노트 시장 동향 > < 산업별 전자연구노트 사용 현황 >

 전자연구노트 사용자 수 : 154,000명

 매년 25~30% 시장 규모 증가

Non-
Defense 

Government, 
7%

BioPharma, 

36%

Food, 
Veverage, 

Agriculture, 
4%

chemicals, 
Oil, 

Materials, 
CPG, 14%

Other, 

20%

Academic, 

19%

2. 해외 전자연구노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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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reduction

Operational consistency

Replace paper

Improve data quality

Improve data organization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egulatory compliance

Information/data archiving

Collaboration and knowledge sharing

Improve lab efficiency and productivity

0.14 

0.18 

0.30 

0.41 

0.45 

0.54 

0.54 

0.58 

0.89 

1.71 

자료 : Atrium Research Survey 2010

 연구의 효율성과 생산성 개선을 위해 전자연구노트 선호

< 전자연구노트 선호 이유 >

2. 해외 전자연구노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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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CK(의약 및 화학 전문 기업)
- 개인별 / 연구실험 단계별 생산성 향상

Experiment set-up : 24.5%
Write-up of experimental results : 33.6%

Mean Time Savings : 1시간 36분/주
Median Time Savings : 1시간 18분/주

2. 해외 전자연구노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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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사용 현황

7

3. 국내 전자연구노트 현황

자료 : 2012년 연구노트 현황 조사, R&D특허센터

제3회 연구노트 확산 세미나(‘12.12.7.)

향후 전자연구노트 사용 의향

8

3. 국내 전자연구노트 현황

전자연구노트 사용률은 현재 12.1%에서 향후 1~2년 이내 34.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향후 3년 이내에는 최대 79.6%까지 사용 확대가 예상

자료 : 2012년 연구노트 현황 조사, R&D특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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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통계

연구과제 등록 연구노트 정보

Dashboard

타임스탬프 현황

 전자연구노트 사용 중인 기관 : 카이스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자연구노트 구축 중인 기관 : 경상대학교, 울산대학교, 포항가속기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 국내 전자연구노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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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청 연구노트 활용촉진 지원사업 소개

지침 등 제도
개선 지원

전자연구노트
구축 지원

연구노트
교육

종합 지원

체계 운영

연구자의 연구노트 인식개선

As-is

지침 등 제도
개선 지원

전자연구노트
구축 지원

연구노트
교육

연구기관의 연구노트 운영 체계 강화

To-be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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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전자연구노트 구축(예정)·운영 중인 대학·공공연구기관 대상으로 체계적 지원을
통해 단기간에 연구노트 활용 촉진을 도모

▶ 지원대상 : 대학·공공연구기관(’13년 6개 기관 예정)

▶ 지원시기 : 상·하반기

▶ 지원내용

연구노트 활용촉진 종합지원 사업

4. 특허청 연구노트 활용촉진 지원사업 소개

관련 지침 제 개정 지원

연구노트 교육

상담실 운영
연구노트
역량진단

제3회 연구노트 확산 세미나(‘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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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활용촉진 종합지원 사업

4. 특허청 연구노트 활용촉진 지원사업 소개

▶ 전자연구노트 시스템 구축 운영 컨설팅

기관의 연구환경에
적합한 전자연구노트

구축 모형 제시

요건에 맞는
전자연구노트 시스템

설계 지원

전자연구노트
시점인증 SW 보급
(3,000만원 상당)

전자연구노트
시점인증

(Time-stamp)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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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R&D 과제용 전자연구노트(시점인증SW) 향후 지원 기관

4. 특허청 연구노트 활용촉진 지원사업 소개

제3회 연구노트 확산 세미나(‘12.12.7.)

진본성 검증서비스 제공

14

기록자 : 홍길동
기관명 : 한국과학기술원

① 기록자 인증

전자연구노트 기록자 확인

전자문자
(워터마크 처리)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or

② 시점인증 & 진본인증

진본인증
(진본여부확인)

시점인증
(한국표준시)타임스탬프

기록자 : 홍길동
기관명 : 한국과
학기술원

① 기록자 인증

전자연구노트 기록자 확인

전자문자
(워터마크처

리)

전자서명
(공인인증서)or

② 시점인증 & 진본인증

진본인증
(진본여부확인)

시점인증
(한국표준시)

타임스탬프

4. 특허청 연구노트 활용촉진 지원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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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청 연구노트 활용촉진 지원사업 소개

[참고]특허청 전자연구노트 시점인증 연계 프로세스

전자연구노트에 의해 작성된 기록물의 증거력 확보(시점인증, 원본증명)를 위해
행정안전부(전자문서진본확인센터)와 연계 지원

제3회 연구노트 확산 세미나(‘12.12.7.)

16

사업 협력기관에 대한 지속적 지원

4. 특허청 연구노트 활용촉진 지원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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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R&D특허센터 연구노트확산지원본부는
연구개발정보의 체계적인 기록, 관리, 활용과
올바른 연구 기록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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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연구노트 관련 법 및 법적 효력

문  선  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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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연구노트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숙명여자대학교교수/ 변호사·변리사
문선영 (echelo@sookmyung.ac.kr)

전자연구노트의 정의 및 요건

전자연구노트의 정의

- “전자연구노트”라 함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대상문서의 형
태로 내용을 기록, 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3조 제3호)

- 전자연구노트는 ① 기록자 점검자의 서명인증 기능(제1호, 서명
인증기능), ②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의 공인된 자동기록 기능(제2
호, 타임스탬핑 기능) 및 ③ 기록물의 위, 변조 확인 기능(제3호, 
Marking 기능)을 충족한 것이어야 한다.

(위 지침 제8조 제2항)

전자연구노트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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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연구노트의 작성 기준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9조(작성방법) 전자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

음각호에따라작성하여야한다.

1. 연구노트는기재내용의위조ㆍ변조없이객관적인사실만을 상세

하고정확하게 기록하여야한다.

2.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 특성 및 과제 성격에 따라 기관의

장이별도로정하는과제는예외로할수있다.

3. 연구수행과정및결과는제3자가재현가능하도록작성하여야한다.

전자문서로서의 전자연구노트

1.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법제명의변경 (2012. 9. 2.)

전자거래및전자문서를아우르는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문서”의 정의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

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cf.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연구노트지침 제3조 제4호)

3. 전자연구노트는 전자적 정보에 의한 전자적 기록물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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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의 효력 관련 해외 법제

지역 입법조항 내용

UN

전자상거래모델법
제5조

“자료는 그것이 데이터메시지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유효성, 구속력에 관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국제전자계약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제8조 제1항 : “의사표시 또는 계약은 그것이 전자적
의사표시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유효성, 구
속력에 관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 9조 제2항 (문서성/서면성) : “법률이 의사표시 또
는 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정하거나
또는 서면의 부존재에 대한 효과를 정한 경우, 그 요건
은 전자적 의사표시에 포함된 정보가 이후의 참조를 위
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가능하다면 그 전자적 의사
표시에 의하여 충족된다.”

전자문서의 효력 관련 해외 법제

지역 입법조항 내용

EU
전자거래지침
제9조 제1항

 “회원국은 법제도가 계약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체결되도록 허용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특
히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전자계약의 이
용에 대한 장애를 만들거나 그 계약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그 유효성, 구속력에 관한
법적 효력이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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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의 효력 관련 해외 법제

지역 입법조항 내용

미국

통일전자거래법
제7조

 (a)항 “기록 또는 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
로 구속력에 관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b)항 “계약은 체결에 전자기록이 사용되었다는 이
유만으로 구속력에 관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
다.” 
 (c)항 “법률이 서면에 의한 기록을 요구할 경우 전자
기록은 그 법률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전자서명법
제101조 (a)항

 “다른 모든 법규와 무관하게 국내외 통상에서의 또
는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에 있어서, (1) 그러한 거
래와 관련된 서명, 계약서 또는 기타 문서는 단지 그것
이 전자형태라는 점 때문에 법적 효력이나 정당성 또는
강제성이 부정될 수 없다; 그리고 (2) 그러한 거래와 관
련된 계약서는 체결 당시 전자서명 또는 전자문서가 사
용되었다는 점 때문에 법적 효력이나 정당성 또는 강제
성이 부정될 수 없다”

전자문서의 효력 관련 국내 법제

근거법 조항 내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
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4조 제2항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록ㆍ보
고ㆍ보관ㆍ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
하여진 경우 당해 법률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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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의 효력 관련 국내 법제도

근거법 조항 내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전자문서
의 보관)

① 전자문서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의 보관
으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
1.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전자문서가 작성 및 송신ㆍ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3.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ㆍ수신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종이문서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
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
한 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문
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전자문서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관련 법제도 - 해외법제도

지역 입법조항 내용

UN

전자상거래
모델법 제8조

 “법에서 정보가 원본의 형태로 제출되거나 보존될 것을 요구하
는 경우,  정보가 최종적인 형태로 처음 생성된 때로부터 데이터
메시지 또는 기타로서 정보의 완전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보장
이 있고,  정보가 제출될 것이 요구되는 때에 그 정보가 제출 받
아야 할 자에게 보일 수 있는 때에는 데이터메시지와 관련하여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한다. 그 요건이 의무의 형식을 취하는지 또
는 법에서 단지 그 정보가 원본 형태로 제출 또는 보관되지 않은
경우의 효과를 규정하는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규정

전자상거래
모델법 제9조

 “재판에서 증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데이터메
시지라는 것만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그것이 이를 인용한 자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증거인 때에는 그것이 원형 그대로가 아니라
는 이유로, 데이터메시지를 증거로 인정하는 것을 부정하지 못한
다.”

- 19 -



전자문서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증거능력 : 증거방법이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음. 

증명력 : 증거자료가 요증사실의 인정에 기여하는 정도로서, 
증거력 또는 증거가치라고도 함.

• 문서의 증명력

① 형식적 증거력 문서가 입증자가 주장하는 특정인의 의사에 기

하여 실제로 작성되었는가(이른바 진정성립)

② 실질적 증거력 그 문서의 기재내용이 요증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얼마나 유용한 증거가치를 가지는가

전자문서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관련 해외법제

지역 입법조항 내용

UN

전자상거래
모델법 제8조

“법에서 정보가 원본의 형태로 제출되거나 보존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가 최종적인 형태로 처음 생성된 때로부터 데이터메시지 또는 기타
로서 정보의 완전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보장이 있고,  정보가 제출
될 것이 요구되는 때에 그 정보가 제출 받아야 할 자에게 보일 수 있는 때
에는 데이터메시지와 관련하여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한다. 그 요건이
의무의 형식을 취하는지 또는 법에서 단지 그 정보가 원본 형태로 제출 또
는 보관되지 않은 경우의 효과를 규정하는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규
정

전자상거래
모델법 제9조

“재판에서 증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데이터메시지라는
것만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그것이 이를 인용한 자가 얻을 수 있는 최
선의 증거인 때에는 그것이 원형 그대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데이터메시
지를 증거로 인정하는 것을 부정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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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관련 해외법제

지역 입법조항 내용

UN

국제전자
계약
협약
제9조

 제4항(전자적 의사표시의 원본성과 보관의 기능적 등가성)
- “법률이 의사표시 또는 계약이 그 원본의 형태로 활용 가능하거
나 보존될 것을 요건으로 정하거나 또는 원본의 부존재에 대한 효
과를 정한 경우, 그 요건은 전자적 의사표시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충족된다. 
(a) 전자적 의사표시 또는 그 밖의 것으로 최종적인 형태로 처음 생
성되었을 때부터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정보의 무결성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는 보장이 존재하는 경우
(b) 전자적 의사표시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가 활용 가능하도록 요
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가 활용할 사람에게 재현될 수 있는
경우”
 제5항(전자적 의사표시에 포함된 정보의 무결성 및 신뢰성의 판
단기준)
- “제4항 (a)의 목적상, (a) 무결성의 판단기준은 통신, 저장 및 재
현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가적 기재나 변경을 제
외하고 그 정보가 완전하고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b) 요구되는 신뢰성의 기준은 그 정보가 생성된 목적
및 모든 관련 사정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전자문서의 효력 관련 해외 법제

지역 입법조항 내용

미국

통일전자거래법
제13조

(전자문서의 증거능
력 인정)

“절차에서 기록 또는 서명의 증거는 그것이 전자적 형
태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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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의 효력 관련 해외 법제

지역 입법조항 내용

일본

전자서명 및 인증업
무에 관한 법률 제3
조(전자적 기록의
진정한 성립 추정)

전자적 기록으로서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 작성된
것(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을 제외한다.)은 당
해 전자서명(이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부호 및 물
건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본인만이 할 수 있
게 되는 것에 한한다.)이 된 경우에 진정하게 성
립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자문서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관련 국내법제

증거능력

전자문서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령은 존재하고있
지 않으나,  민사소송은 자유심증주의를취하고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전자문서
의 증거능력에는 제한이 없음

근거법 조항 내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
전자문서의
문서성 인정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구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1997) :전자문서는 재판기타의 법적 절차에서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유엔 전자상거래모델법 제5조의 영향을 받아 규정되었으나, 시기상조 논란
으로 2002년 개정시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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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관련 국내법제

증명력(형식적 증거력)
- 전자서명법상 공인전자서명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 요건을 충족
한 것으로 보나, 일반전자서명의 경우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또는 인장에 의한
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

근거법 조항 내용

전자
서명법

제3조(전
자서명의
효력 등)

①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
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
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③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
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민사소송 등
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전
자서명)

① 제5조에 따라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그 서류를 전
자문서로 변환하는 경우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전자서명과 제2항의 사법전자서명은 민사소송등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

전자문서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관련 국내법제

증명력(실질적 증거력)

관련법 내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7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①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
서는 보관기간 중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공인전자문서센터가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보관 사실,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그 증명서에 적힌 사항은 진정한 것으
로 추정한다.

- 실질적 증거력이란 그 문서의 기재내용이 요증사실을 인정하기에 얼마나 적합한 증거가치를
가지는가의 문제이므로,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르는 것으로서 입법사항이 아님

- 다만 이러한 실질적 증거력을 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정성 추정 규정 등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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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관련 해외법제

관련법 내용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자무역문서의 효력)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한 전자무역문서는 무역관련법령등이 정한 절차에 의
하여 처리된 문서로 본다.
제16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보관하는 전자무역문서의 효력) ①전자무역기반사
업자가 전자무역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전자문서의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전자무역문서의 보관을 위하여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
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17조 (전자무역문서의 증명) ①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의 송ㆍ수신
일시 및 그 당사자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진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①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전자문서중계자의 컴퓨터의 파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의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증명력(실질적증거력)

전자문서에 의한 증거제출

근거법 조항 내용

민사소송 등에
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소송법)

제5조(전자문서에 의
한 민사소송 등의 수

행)

① 당사자, 소송대리인,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민사소송 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
다.
② 이 법에 따라 작성ㆍ제출ㆍ송달ㆍ보존하는 전자문서는 다
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

제8조(문서제출방법)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
템을 이용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
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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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방법

근거법 조항 내용

민사소송 등에
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소송법)

제13조(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①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으로 할 수 있다.
1.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ㆍ사진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증거
조사: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방법
2. 음성이나 영상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전자문서를 청취하거
나 시청하는 방법
②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제3절부터 제5절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374조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
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3절 내지 제5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
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전자문서가 담겨 있는 저장매체가 증거방법일 때 적용.

[정리] 전자연구노트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전자연구노트의 증거능력

- 전자연구노트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은 자유심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음

전자연구노트의 증명력 - 형식적 증거력

- 전자인증제도와 전자서명제도의 정비로 상당부분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음

전자연구노트의 증명력 – 실질적 증거력

- 전자연구노트는 보고문서로서 그 실질적 증거력은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
라 최종적으로 법관이 판단

- 전자연구노트 작성자가 작성 단계별로 객관적인 제3자에게 확인을 받게 되
면 그 내용의 진정성에 대하여 증명력을 높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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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연구노트 시스템 구축사례

오  정  훈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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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의 전자연구노트
시스템 구축사례

2012. 12. 07 기술정보팀장 오정훈

Contents

I. 연구노트 기록사업 추진현황

II. 전자연구노트 시스템 구축 배경

III. 전자연구노트 시스템 구축 시 어려웠던 점

IV. 전자연구노트 시스템 구축 진행과정

V. 전자연구노트 사용 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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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노트 기록사업 추진현황

연구노트 도입 목적

◇ 연구자의 기술 및 노하우의 축적과 전수
- 특히, 후배 연구원에게 축적된 노하우 빠르게 전수

◇ 특허분쟁 대비 등 지식재산권 보호 및 침해 방지
◇ 발명자의 특정 등으로 연구윤리 향상에 기여

연구노트 기록사업 추진 현황

◇ 2007. 7 부터 연구노트 기록사업 시작
- 연구노트 설계/제작/배포(150쪽/50쪽)
- 간이 전자연구노트 자체 개발/보급
- “연구노트 편람” 발간/배포(173쪽)
* 연구노트 기록 대상과제 점진적으로 확대

◇ 연구노트 기록 현황(2012.9 기준)
- 서면 연구노트: 2,500권 배부/기록
- 전자연구노트 : 280건 승인/710건 기록

참고1 : 서면 연구노트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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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연구노트 편람

II. 전자연구노트 시스템 구축 배경

서면 연구노트의 문제점 개선해결 필요

◇ 서면 연구노트 관리의 어려움
- 배부/회수/보관/기록화 등에 시간/인력/예산 많이 소요

◇ 연구자들의 관련 지침에 따른 기록 기피
- 특히, 점검자 선정 및 서명 받기

◇ 연구노트 인쇄 비용 절감 및 유휴지면 낭비 방지
- 50쪽(1만원/권), 150쪽(1.7만원/권)

간이 전자연구노트의 불편함 해소

◇ 텍스트 입력 및 문서 붙임 기능 만 보유
◇ 전자연구노트 기록실적 점검 등 관리자 기능 부족

전자연구노트의 최신 기술 도입

◇ 타임스탬프 공인인증으로 연구노트의 공신력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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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 구 전자연구노트 기록 화면

III. 전자연구노트 시스템 구축 시 어려웠던 점

초기 개발 예산의 확보

◇ 초기 시스템 개발에 많은 예산 소요
◇ 예산담당부서 설득에 어려움

도입할 범용 시스템의 부족

◇ 모델로 삼을만한 국내 시스템 구축 사례 부족
◇ 참고 모델 시스템에 개선할 사항이 많음

예산 부족으로 적정한 시스템 구축에 애로

◇ 맞춤형 설계 대신 국내 최근 구축 모델 구매
◇ 패키지를 우리 연구원 실정에 맞게 개선

- 구축 시 개선사항 요구(계약업무 범위 내)
- 전자연구노트 다양하게 작성, 테스트로 개선사항 도출/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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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전자연구노트 시스템 구축 진행 과정

예산 확보 및 모델 선정(2011.8)

◇ MIS 개선사업 구축 예산 일부를 배정 받음
◇ 국내 전자연구노트 시스템 모델 구매 결정

전자문서 진본 및 시점인증 획득 노력

◇ R&D특허센터에 시점인증소프트웨어 보급기관 신청(2011.9)
◇ 연구노트 활용 종합지원사업 협약 체결(2012.4)

◇ 타임스템프 설치(2012.6)

전자연구노트 설치/테스트/개선

◇ 전자연구노트 시스템 서버에 설치(2012.5)
◇ 전자연구노트 테스트 및 기능개선(2012.6~현재)

참고4 : 전자연구노트 작성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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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5 : 전자연구노트 진본 /시점인증 화면

V. 전자연구노트 활성화 대책

서면노트 대신 전자연구노트를 의무화

◇ 연구과제 개설 시 자동으로 전자연구노트 사용 환경화
- 불가피한 경우에만 서면 연구노트 배부

◇ 연구노트관리지침에 전자연구노트 우선 명문화

전자연구노트 사용 편의성 향상

◇ 다양한 문서작성 프로그램으로 바로 작성 가능
◇ 작성된 문서를 불러와 기록하는 기능 추가
◇ 사례별 연구노트 기록용 템플릿 제공

전자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예정

◇ 전자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기능 개선 계속

◇ 태블릿PC/휴대폰 등 입력기록의 연구노트 자동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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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술정보팀장 오정훈

042-868-2198/jhoh1@ka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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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자연구노트 솔루션 도입 사례

강  신  욱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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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Drug Discovery Company

Shin Wook Kang, R&D, Chemizon

Electronic Lab. Notebook at Chemi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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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Drug Discovery Company

Contents

전자연구노트 기술 변화

전자연구노트시장 및 현황

해외 전자연구노트 활용 예

케미존의 전자연구 노트 활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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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Drug Discovery Company

Contents

전자연구노트 기술 변화

전자연구노트시장 및 현황

해외 전자연구노트 활용 예

케미존의 전자연구 노트 활용 예

Global Drug Discovery Company

1990년대 중반부터 연구노트 상의 정보의 중요성 인식  특허분쟁 등.

종이연구노트와 이와 연관된 data들을 단일 database화하여 보관, 
관리함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전자화된 새로운 solution 필요

Biopharma를 중심으로 전자화된 연구노트의 승인, 보관, 관리, 추적 등
의 solution 개발 시작.

전자연구노트의 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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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Drug Discovery Company

1세대 전자노트

순수 종이연구노트의 대용으로 시작

보안, 인증 (전자서명) 등의 기능에 중점

연구원이 개별 작성한 Office 문서, PDF 등을 ELN system에 입력

Project code, 실험번호, compound ID 등의 metadata를 입력, 추후 검색에 이용

특정목적을 지닌 ELN의 등장

 VelQuest - GMP/GLP procedure execution

 Synthematix and MDL - synthetic chemistry research

 Intellichem - process research

화학합성에 목적한 제품은 searchable reaction database 기능 제공

범용전자연구노트로의 기능 부족

전자연구노트 기술의 변천

2세대 전자노트

Global Drug Discovery Company

2세대 전자노트: Intellichem

Content editor for planning and recording chemical
procedures.

Content editor for multistep syntheses

Org.Proc.Res.Dev., 2004, 8, 1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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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Drug Discovery Company

Cambridge Soft의 E-Notebook 등장

 Merck, Array BioPharma와 공동개발

 specific function ELN + generic function ELN 

 Synthetic chemistry  2세대 + Others (biology)  1세대

Chemistry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ELN 내의 tool을 이용하여 notebook 작성

각 부서간 collaboration을 ELN을 통해 구축

3세대 전자노트

전자연구노트 기술의 변천

4세대 전자노트

구조화된 data를 다루기 위한 LIMS와의 연계 및 통합

Work-flow 구축 및 실행을 위한 module 통합

재사용 가능한 template를 이용, 실험 실행의 자동화

QC/QA Lab.에서 GxP에 적합한 실험의 실행

Vendor 자체에서 구현하지 못하는 기능은 타 업체의 module을 탑재 이용
(ReDi Tech. (Labtronics Inc.) E-Notebook (PerkinElmer))

Global Drug Discovery Company

Analysis Request -OpenLab (Agilent)

From Agilent web site

Eliminate the need to go from lab to lab to submit analysis requests, prioritize samples, track 
status, or gather results for a fin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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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Drug Discovery Company

From Electronic Laboratory Notebooks,
Atrium Research & Consulting LLC, 2012

Entering procedure information

- E-WorkBook(IDBS)

Since it has a non-specific framework, it allow an organization to leverage a single platform 
across multiple domains.

Global Drug Discovery Company

ELN in Cloud

IT infrastructure가 부족한 소규모 조직의 경우, 초기 비용 없이 ELN을 구축
가능.

단시간 내에 ELN 구축, 이용 가능.

유지 비용 저렴  Update, back up 등의 비용 없음.

Collaboration이 쉽고 e-mail 등을 통한 경우에 비해 보안이 강함.

IP에 대한 보안이 취약한 경우 상대적으로 강한 보안 제공.

Cost Category Cloud In-House In-House Explanation

Initial Cost $0 $23,700 $13,700 capital + $10,000 installation

Annual Cost (50 Seats) $50,000 $60,000 ($800* # of seats) + $20,000 maintenance

Ongoing Support $0 $30,000 $20,000 maintenance + $10,000 Infrastructure

Annual Update Cost $0 $5,000 

Total First Year $50,000 $98,700 

Total Each Subsequent Year $50,000 $95,000 

From ChemBioNews.com, “E-Notebook Cloud Economics”, Richard Strauss, PerkinElmer

P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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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Drug Discovery Company

“Are you ready for "cloud ELN" with multi-billion-
dollar patent data residing on third-party servers? “

Cons

47%의 연구자가 cloud ELN에 대한 거부감을 보임.

대규모 업체 종사자일수록 거부감 강함

# of employ <100 100-500 >500

Yes 13% 15%

No 41% 60% 70%

Maybe 46% 26% 30%

ELN in Cloud

From Electronic Laboratory Notebooks, Atrium Research & Consulting LLC, 2012

Global Drug Discovery Company

Contents

전자연구노트 기술 변화

전자연구노트시장 및 현황

해외 전자연구노트 활용 예

케미존의 전자연구 노트 활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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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Drug Discovery Company

Current Market Summary

Mergers and Acquisitions:

Symyx and Contur Accelrys

CambridgeSoft, ArtusLabs, and Labtronics PerkinElmer

Quantrix IDBS

Convergence continues: ELN looking more and more like LIMS 
products (sample management and tracking).

Big emphasis on analytical.

Big three (CambridgeSoft, Accelrys, IDBS) remain the big three.

The cloud: The strongest interest is from academic and government 
accounts.

The use of ELN is expanding rapidly.

Global Drug Discovery Company

J. Association for Lab. Automation, Feb 1, 2011

주요 vendor 점유율

ELNs on the Market

3개사 (Cambridge,Accelrys, IDBS)가 과
점.

IDBS가 빠르게 성장

Cambridge

IDBS
Symyx
(Accelrys)
Custom

VelQuest

From Electronic Laboratory Notebooks, 
Atrium Research & Consulting LLC,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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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Drug Discovery Company

24%의 연평균 성장률

Service fee의 비중 증가
 Consulting services to design templates

 Integration with other systems

 Custom modules (calibration, inventory, sample tracking)

ELN supplier revenue by year 

From Electronic Laboratory Notebooks, 
Atrium Research & Consulting LLC, 2012

($M, 2011/12 are projections)

Global Drug Discovery Company

Contents

전자연구노트 기술 변화

전자연구노트시장 및 현황

해외 전자연구노트 활용 예

케미존의 전자연구 노트 활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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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Drug Discovery Company

 Implementing an enterprise ELN for Medicinal Chemistry community

 1,000 Scientists in 10 research sites (UK, France, India, Sweden, US and Canada).

Productivity analysis - AstraZaneca Case

Productivity Factors Saved Time

 Individual factors
Preparing reactions, Registration, Signing & Witnessing
Write-up for report & patents, Referring to past notebooks

14.927 hr/month/FTE 
179,067 hr/year

 Enterprise Factors
Elimination of experiment failure,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New employee & team member ramp time,
Patent, regulatory attorney requests

23,830 hr/year

Saved time put to productive use: 121,738 hr/year
Productivity increase converted to cost saving: 9.5 million$/year
Improvement in the productivity of 10%
A break-even point at 19 months post-deployment

Weston, Simon, Implementation of an Enterprise E-Notebook 
- A Case Study, ChemBioNews 18.1, CambridgeSoft

Global Drug Discovery Company

Company Profile

 Founded in 2003, Located in Kalamazoo, Michigan, USA

 Small CRO company  Organic and medicinal chemistry concentrated.

 23 bench chemists

Kalexsyn Story

ELN in Kalexsyn

 Introduced in 2004.

 Tool to provide better, faster 
service to their clients.

 Served as the central hub for 
all research activities.

 Scientists spend 25% less time 
on data entry.

Paperfree from Day One: ELN drives collaborative research at Kalexsyn ,
http://accelrys.com/resource-center/case-studies/area/el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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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Drug Discovery Company

Contents

전자연구노트 기술 변화

전자연구노트시장 및 현황

해외 전자연구노트 활용 예

케미존의 전자연구 노트 활용 예

Global Drug Discovery Company

케미존 사업부 개요

연구용역 사업

Full Time Equivalent  연구원, 기간 기준 연구 용역

Customer: Takeda, Array BioPharm 등의 해외제약사, 국내 제약사 등

연구용역 사업

표적치료 항암제, 당뇨병 치료제: 아산병원과 공동연구

Custom Synthesis

Order-base synthesis (mg to Kg scale)

Impurity, Reference compounds 등의 multi-step synthesis

자체 Process 개발 및 compound delivery

설립일자 : 2005. 1. 18 (2007. 8. 13. 대한광통신과 합병)

연구시설 : 2,970㎡, 화학합성설비 위주 (경기도 성남 소재)

글로벌 네트워크 : 미국 지사, 일본 마케팅 agency.

Hybrid Business Model 

사업모델 1  Custom synthesis & 연구용역 서비스 제공 (안정적 매출 창출)

사업모델 2 - Partnering & risk sharing을 통한 pipeline 구축 (미래 가치 창출)

현 황

주요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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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Drug Discovery Company

Chemizon의연구환경

More than
>100 data
per day

Open-access to 
analytical instruments

Requests of 
raw data and 
timely reports

Researcher

Partner
Customer

Traceable data 
management system

Efficient 
communication tool

Partner
Customer

Global Drug Discovery Company

Chemizon의 연구 환경

• E-Notebook을중심으로한추적가능한 Lab. Data management system
• E-Notebook Number가 모든 electronic data의일차구분자 (identifier).

Researcher

E-Note Server

Search

Review

Communication
in organization

Documentation

Experiment 
Preparation

Recording
Results

Access 
Raw data at 
Office/Lab 

Send to
E-Notebook 

Open-access 
to Anal. Instr. 

LC, LC-MS

NMR

Communication
with 3rd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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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Drug Discovery Company

Experiment preparation

 Audit Trail

Reagents & 
Solvent 
Select from 
DBs

Auto-calc. by
changing 
equivalent,
molarity, 
ratio…

Double click 
to start embedded 
ChemDraw

 Auto-Text 
 Link with Reactant, Product, 
solvent Condition tables

 Notebooks & Experiments
according to each researchers
and projects

Global Drug Discovery Company

Experiment preparation

 Notebook 한 page에 여러 실험을 기록  Spectral data 첨부 (pdf/raw file)

 실험 방법, data, report 통합 관리  MS Office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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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Drug Discovery Company

Stack of Experiments

A Notebook

Researcher/Project

Procedure
Analytical data
Summary/Report

An Experiment

About 550 Notebook
in Chemizon 
for 5 years

Internal
Reaction DBs

ELN

ELN

ELN

Global Drug Discovery Company

Search of Experiments 

Get results across all notebooks Instant access to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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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Drug Discovery Company

Search of Experiments – Batch Explorer

Search predecessor and successor of a compound

Search/View whole scheme of a compound without navigating database

Find a reference 
notebook number from 

reaction tree.

Global Drug Discovery Company

Issue된 Notebook의 사용기한과 experiments의 수를 제한. 
Data의 방치를 방지하고 주기적인 DB의 update 유도

Issue Use/Record Sign/Close 

Sign of 
Witness

Sign of 
Supervisor

Store 2 copies
at different places

Electronic copy

Hard copy

Electronic copy

Electronic Back-up 및 hardcopy의 분리 보관으로 불의의 IP 손실을 방지.

Process for Signing & Closing

Print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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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Drug Discovery Company

Project Oriented IT Management 

 Project oriented IT management: Centrally controlled IT management system
 Limited Data Transfer: download controlled through administrative access
 Double back-up:  One in the central server and the other of hard copy in safe
 Good governance: IP protection contract with employees, regular training

Project A Project B

Main Server

Dedicated Sub-server Dedicated Sub-server

User-A1 User-A2 User-A3 User-B1 User-B2 User-b3

Global Drug Discovery Company

Process for Analysis Request & Report

“MS SharePoint”

Analysis request on 
company intranet

E-Mail 
notification

ELN

Add to ELN

Researcher

QC/QA

Resear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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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Drug Discovery Company

Registration Inventory

E-Notebook

Register Product to Registration
as Compound and Batch

Register Reactant & Product
to Inventory as Reagents

Using Reactants or Products
in E-Notebook from Reg or Inv

Register Compounds to Inventory
as Reagents

Register Reagents to Registration
as Compound and Batch

Registration 

Global Drug Discovery Company

Inventory

Stockroom Laboratory & PC

Check-Out

Check-In

Input Usage Info

Using Barcode System
while check-out/in Zebra Barcode Printer

Invento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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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Drug Discovery Company

Benefits of ELN in Chemizon

• Replaces paper laboratory notebook 
- No time lost in routing paper notebooks

• Increasing its recording accuracy
• Easy-to-record a variety of analytical results
• Real-time search & access of past records

• Figure out current projects status and 
manage multiple projects

• Enables teams to share knowledge 
- Efficient communication with real data

• A reasonable tool for evaluation

• Establish the searchable internal database 
• Protects intellectual property
• Give a good impression to customers

“Chemizon implements a framework with which laboratory studies are planned, 
performed, monitored, recorded, reported and archived through ELN.”

Researchers

Project 
Leaders

Company

Productivity Return

Organization

Global Drug Discovery Company

Acknowledge

바이텍캠스 한종수 차창

인실리코텍 엑설리스 사업부 김성곤 책임

R & D 특허센터 경태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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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을 이용한 연구개발정보 기록,관리 사례

조  재  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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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연구노트 관련업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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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주 에이비씨솔루션( )

대표자명 이 태 형

주 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신태진빌딩 층17-12 8

전화 팩스 02)783-7649 / 02)783-7752

이 메 일 ischoi@abcsolution.co.kr

홈페이지 www.abcsolution.co.kr

회사 소개

에이비씨솔루션은 구성원간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가치증대와“ 

지식기반시스템 개발 및 공급 을 비전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공공 통신 교육” , , ,

분야의 다양한 시스템 개발 경험을 축적하였고 이를 기반으로e-Business ,

관련분야의 고부가가치 솔루션을 컨설팅 개발 및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

특히 및, ABC-Traceability, ABC-ERP, ABC-Commerce ABC-Labbook

등의 다양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개<< ABC-Labbook >>

서면연구노트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증거자료 및 연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 대상문서 형태.

내용을 기록 저장하기 위한 연구노트 작성기능◎ ᆞ

인증 프로세스 기능◎

운영 및 통계기능◎

타 시스템 연계를 위한 제공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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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주식회사 윈드소울

대표자명 남관녕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삼호빌딩 층1623-6 2

전화 팩스 T: 02-785-1131 / F: 02-785-1132

이 메 일 gwshim@windsoul.com

홈페이지 http://www.windsoul.com

회사 소개

년 설립된 윈드소울은 최신 정보기술 개발을 기반으로 미래 정보 산업을2006 , 

선도하고 신 경영서비스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기업으로 특별히 공공기관 정, ,

보 구축을 주력으로 시스템통합 시스템종합처리 정보Infrastructure (SI), (SM),

통신 컨설팅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R .

주요 사업영역< >

솔루션1.

전자연구노트1) (ELN) 연구자가 연구 수행시작에서 연구종료까지의 연구과:

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로써 특허청의 국책사업을 통하여 입증된 기술력

공유 저작 기술개발 및 학술 연구노트를 선진화한 솔루션SCM, , , .

서술형 온라인채점2) 국내 유일의 서술형 서답형 온라인 채점솔루션으로 문: ( )

제관리 배분 채점 취합 등의 전 과정 통합관리 솔루션, , , .

인터넷 정보관리솔루션3) 독보적인 스크립트를 이용한 지능형 수집:

시스템으로 인터넷 정보를 수집 및 관리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솔루션.

트위터 정보관리솔루션4) 자체 개발한 지능형수집로봇을 통해 트위터: SNS( )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솔루션.

맞춤형 솔루션 리셀링2.

1) MATRIX-BI 이벤트성 비정형 북선 요구에 대한 명확한 대응 에서: . DB

쉽고 빠르게 정보를 추출하여 보고서 생성 기반의 분석 및 의사결정 지원OLAP

환경을 통한 공유 및 협업 지원 솔루션Web .

2) MyBuilder 및 환경에서 운영되는 화면 및 를 동시에: Web C/S UI Report

개발할 수 있는 통합 개발도구Application

기타3) 보안 등: DBMS, DB , DRM

모바일 어플리케이션3.

시스템통합사업4. (SI)

5. HR(Human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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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유니닥스 주식회사

대표자명 정기태

주 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 동 번지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 호

전화 팩스

이 메 일

홈페이지

회사 소개

일반 현황1.

유니닥스 주 는 지난 여년간 전자문서의 생산을 비롯한 수집 보관 및 서( ) 12 ,

비스의 전 공정에 걸쳐 다양한 전자문서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PDF ,

으로 다수의 공공 또는 금융기관이 발주한 사업 등을 수행한SI Know-How

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년부터 모바일 사업을 위해 기술 개발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시2010

장에 진출하여 라는 브랜드로 뷰어를 세계 최초로 모든ezPDF Reader PDF

를 지원하는 을 출시하여 전세계 앱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OS App .

주요 사업 분야2.

모바일

솔루션

사업

스마트 및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업무 형태의 혁신

을 꾀하는 구현을 위해 모바일 기기Paperless Work

가 가지는 고유한 특징들을 고려하고 가 수행하는PC

기능들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용 솔루션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및SI

전자문서

컨설팅 사업

전자문서의 효율적인 생성과 변환 및 관리 서비스 보안, ,

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여 전자문서 업무를 위한 컨설팅,

디자인 개발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 사업

년부터 기존의 종이책과 동일한 형태의 전자책 서비2006

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언론사 제휴를 통해 전자신문 발행,

및 스크랩 등의 프로세스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솔루션PDF

사업

국내 최초로 언어권 변환 솔루션 개발 이후2 byte PDF ,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변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년에는 개발된PDF . 2006

국가기록원 영구기록물 보존포맷 은 국내 공공기(PDF/A)

관 및 일반기업에 널리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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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타임스탬프솔루션 주식회사

대표자명 김동현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우림 센터 호43 e-Biz 411

전화 팩스 02 - 2164 - 9495 / 02 - 2164 - 9496

이 메 일 mskim@timestamping.co.kr

홈페이지 http://www.timestamping.co.kr

회사 소개

대한민국 Time Business를 선도하는

- 70 -



회 사 명 주식회사 펜제너레이션스

대표자명 강용훈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스페이스 빌딩 층220 SOLiD 8

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번지 스페이스 빌딩 층( : 673 SOLiD 8 )

전화 팩스 담당직통031-600-0800, 02-600-0811( ) / 031-600-0801

이 메 일 sales@pengenerations.com, source39@pengenerations.com

홈페이지 www.pengenerations.com

회사 소개

회사개요 

펜제너레이션스는 스웨덴 사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펜 닷패턴 제품 및Anoto ,

관련 솔루션을 개발하여 한국시장 및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자 설립한 업체입니다 최근 디지털 펜 기술을 기반 하여 교육 제조 방송 병. , , ,

원 건설 및 플랜트 등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최상의 솔루션을 고객들에게 제공하,

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트북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기. PC/ , /

기 에서의 디지털 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을 구현하거나 고객, TV N-Screen

의 에 앞서서 다양한 편리성을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 런칭Needs /

하고 있습니다.

설립일 : 년 월2011 5 , 인원 : 기준17(2012.11 )

주요 사업분야 
교육 스마트스쿨 전자칠판 솔루션 인터엑티브- Solution : e-learning, , ,

서비스 디지털교과서 등,

제조분야 품질 및 공정 고도화 서비스 등- Foams Solution : Healthcare,

전자도면 전자도면 첨삭 서비스 등- Solution :

연구노트 전자 서면연구노트 솔루션 등- Sol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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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주 바이텍켐스( )

대표자명 서병희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금강펜테리움 타워 동 호810 IT A 2008

전화 팩스 TEL: 031-463-1050 6 / FAX: 031-463-1053 
이 메 일 seo@chems.co.kr

홈페이지 www.chems.co.kr

회사 소개

주 바이텍켐스는 년 국내 최초로 분자모델링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기( ) 1991

술지원을 시작으로 생명과학 및 신약개발 분야에 있어, Global Leading

의 제품을 국내에 판매 기술지원 사용자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Suppliers , ,

다.

주 바이텍켐스는 미국 구( ) PerkinElmer ( , CambridgeSoft /

의 대한민국 총괄 대표 대리점으로써www.cambridgesoft.com) , ChemDraw社

로 대표되는 로부터 전자연구노트Desktop Products , E-Notebook ( ),

시약관리 솔루션 서버기반 라이브러리 관리 솔루Inventory ( ), Registration (

션 등의 에 이르기까지 전 제품에 대한 국) Enterprise Solutions , PerkinElmer

내 판매 기술지원 및 사용자 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

은 전 세계PerkinElmer E-Notebook ELN (Electronic Laboratory

분야 시장점유율 을 기록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전자연구노Notebook) No.1

트 제품으로써 등 대부분의 제약회사, Merck, GSK, Roche, AMGEN, Takeda

연구소와 등 및 분야 연구소에서DOW, Eastman Chemicals Materials 자사의

지적재산 관리 솔루션으로 도입하여 전사적 시스템IP (Intellectual Property, )

으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다수의 신약개발분야 연구소를 중심으로 도입 운용, 중에 있

으며, 주요 제약회사 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소 등에서 성공적인 평가를 통한 도

입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품 방문세미나 기술지원 문의/Trial/ / : 
주 바이텍켐스 한종수 차장( ) 031-463-1055/jshan@che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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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주 아이쿱( )

대표자명 조재형

주 소
서울 서초구 반포동 카톨릭 대학교 성의교정 서울성모병원 별관 구505

교수동 호409

전화 팩스 070 - 4412 - 9578 / 02 - 594 - 2704

이 메 일 ikoob@ikoob.com

홈페이지 http://www.ikoob.com/

회사 소개

About iKoob

주 아이쿱은 기업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 가장( )

효율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기업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인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

니다 이에 맞춰 아이쿱은 분야별 업무특성에 맞는 디자인 및 소프트웨어를 기. ,

획하고 개발하여 제공 합니다.

전자 연구 노트의 최적화된 시스템 아이쿱‘ ’

왜 전자연구노트는 아이쿱 인가why? ?

아직도 서면 연구 노트에 연구 내용을 기록하십니까?

기존의 서면 연구 노트의 한계

연구 노트를 수작업으로 기록하고 계십니까1. ?

아이쿱은 시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디바이스를 이용한 연구 노트 문서 편집 
이 가능합니다.

같은 날의 기록에는 같은 필기구를 사용으로 불편하지 않으십니까2. ?

아이쿱은 연구 노트 작성 시 작성 날짜 및 작성자가 즉각적으로 서버에 저장되

므로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연구 결과를 장기 보관 시에 연구노트 관리가 어렵진 않습니까3. ?

아이쿱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버에 데이터를 보관하기 때문에 연구

노트를 영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제 자에게 내용을 확인받고 서명을 받으러 방문하고 계십니까4. 3 ?

아이쿱으로 작성된 연구 노트는 실시간으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어 공유하

고 있는 상대방에게 연구 결과가 전송되어 실시간으로 서명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자간의 연구 사항은 메일을 통해 전달하고 계십니까5. ?

아이쿱은 실시간으로 연구내용이 공유되며 연구 오류 내용이 실시간으로 수정,

가능합니다.

또 프로그램 내의 를 이용하여 연구 내용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SNS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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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주식회사 코마스

대표자명 이향호 이태하 공동대표, ( )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2145 ( : 479-12)

전화 팩스 담당직통02-3218-6300, 02-3218-2616( ) / 02-518-1969

이 메 일 myeffort@comas.co.kr

홈페이지 www.comas.co.kr

회사 소개

코마스 

회사개요 : 코마스는 년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자1993 ‘ ’

라는 모토로 설립한 이후 고객중심의 솔루션업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 IT

여 오고 있습니다 코마스는 공급 업체로서 금융뿐. Total IT Infra Solution

만 아니라 제조 유통 공공 병원 등 모든 산업분야에 최상의 솔루션을 고객, , ,

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설립일 : 년 월 년1993 1 (20 ), 인원 : 명 기준170 (2012.11 )

년간 매출 : 억원 년 억원 년 억원 년890 (2011 ), 800 (2010 ), 720 (2009 )

주요사업분야 
-Paperless Solution : ECM, EDM, Imaging, BPM, TimeStamp, e-Form

지식재산보호분문 연구노트관리 전자 서면연구노트 시점인증- : , (TimeStamp) 
-Hardware : IBM Power System, X System, Blade, System Z, Storage

-Infra Solution : IBM DB2, Tibero, WebSphere, WebLogic, Quest

-Security Solution : 통합방화벽 웹방화벽 암호화 개발 생성 그래픽, , DB , DB ,

OTP

기록관리부문 구축 기록물이관 특수기록관구축- : RMS , ,

드림시큐리티 

회사개요 : 드림시큐리티는 년에 설립되어 최정예 정보화 인력과 선진기1998

술을 바탕으로 기반의 보안 인증 기록물 암호화 솔루션 및 보안 컨PKI · · ·

성팅을 제공하는 유 무선 보안 전문업체입니다. 
설립일 : 년 월 년1998 7 (15 ), 인원 : 명 기준105 (2012.7 )

년간 매출 : 86 억원 년 억원 년 억원 년(2011 ), 69 (2010 ), 55 (2009 )

주요사업분야 
인증부문 등의 유 무선 통합 인증-PKI/ : RootCA, CA/RA, OCSP, TSA ·

솔루션 인증(GS ), 인증PKI/ Toolkit

유선보안부문 데이터 암 복호화 웹보안 솔루션- : / , , 지원하는 솔루PKCS#11

션

무선보안부문 의 인증서를 무선단말기로 이동 및 저장 전자서면 무선- : PC , ,

단말기와 모바일서버간의 암 복호화 솔루션E2E ·

전자문서보안 시점인증 타임스탬프 정보패키지구성솔루션 장기검증솔루- : ( ), ,

션 대용량 전자서명 파일 송 수신 솔루션 인증, · (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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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Accelrys Korea

대표자명 성 브라이언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코리아바이오파크694-1 C-602

전화 팩스 031-628-0321 / 031-628-0333

이 메 일 sales@accelrys.co.kr

홈페이지 www.accelrys.co.kr

회사 소개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있는 미국 나스닥 상장사Accelrys (

사는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선두 기업NADAQ:ACCL) R&D

으로 차별화를 위해 과학적 혁신을 필요로 하는 전세계의 유수의 기업 및 조직,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북미 유럽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전. , ,

반에 직원을 둔 다국적 기업으로서 제약 생명 공학 에너지 화학 우주 항공, , , , ,

포장 소비재 및 산업용 제품 산업등의 분야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여개1300

의 굴지의 기업들이 당사의 주요 고객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전문WIN-WIN ,

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명 이상의 가 고객을 위한 보다 나은150 Ph.D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Product .

의 는 업계 최고Accelrys Enterprise Research &Development Architecture

의 플랫폼에 의해 구축되어 있으며 연구 개발 공정 규모 확Pipeline Pilot , , ,™

대 그리고 제품 개발의 초기 제작단계 전반에 걸쳐 과학의 다양성 실험적 과, , ,

정 그리고 정보요구를 통합하기 위해 최적화된 폭 넓고 융통성이 있는 과학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업체 연구실 관리 워크플. , ,

로우 정의 및 포착 데이터 관리 및 정보과학에 적용할 능력을 포함함으로써, ,

를 통해 혁신적 과학자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강화된 혁신 향상된 생산Accelrys ,

성 및 컴플라이어스 비용 절감과 연구실과 시장까지 소요되던 시간 단축 등 지, ,

금까지 경험해 보실 수 없었던 방법으로 데이터 접근 정리 분석 그리고 공유하, ,

실 수 있게 됩니다.

는 미국 사의 한국지사로서 년에 설립되어Accelrys Korea Accelrys 2002

에서 제공하는 모든 제품군에 대한 국내 판매 기술지원 및 교육 업무Accelrys ,

등을 수행하고 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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