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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노트란 

민간기업에서의 연구 활동이 발명의 상업화를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며 현재 일본

의 지적재산중시정책 중에는 특히 대학의 연구 활동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발명의 상업화에 따라 선발명주의인 미국에의 특허출원 뿐만 아니라 발명자의 인정 

차원에서도 연구가 어느 단계로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 또한 

연구 활동의 추진에 따라 연구부정이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경우

도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필요한 것이 연구노트이다. 연구노트란 어떤 시점에서 연구 활동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증명하는 노트이다. 연구노트에는 하루의 연구계획과 그 

결과를 기록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해 정기적으로 내용확인을 받은 

서명이 존재해야 한다. 또한 연구노트의 요건으로서 기록의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 

요구된다. 또한 연구노트는 적정하게 관리되고 장기간 보호될 필요가 있다.

대학․공공연구기관․민간기업의 연구실은 연구활동을 영위해 연구성과를 만들어 

내는 기본 단위이다.

연구실을 단위로 연구 자금의 획득, 선행 연구에 관한 정보교환, 아이디어에 관한 

브레인스토밍, 연구진행방법이나 데이터의 해석에 관한 어드바이스, 연구 장치나  

시약의 구입과 사용, 실험동물이나 세포관리 등의 연구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연구활동을 기록하는 것이 연구노트이며, 실험노트라고도 한다. 본서에서

는 연구노트의 작성방법이나 관리방법에 대해 설명되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연구

노트는 무엇일까?

연구노트의 큰 목적은 해당 연구자의 연구활동이 어느 시점에서, 어디까지 진행

되고 있는가를 증명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연구노트는 적정하게 관리되어   장기간 

보존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재의 변경이 불가능해야 한다. 게다가, 연구 내용을 이

해할 수 있는 제3자(증인)에 의해 정기적으로 내용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며, 확인받

은 서명이 있어야 한다. 본인의 확인만으로는 객관적인 증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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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한 관리와 장기간 보존

❖ 기재의 변경이 불가능한 것

❖ 제3자에 의한 확인과 서명

연구노트를 사용하는 시점에서 연구 진도를 증명하는 것을 통해 연구의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허출원을 할 때, 발명자가 누

구인가를 결정해야 할 경우 판단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각각 발명자의 공헌도를 

산출할 경우에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비밀유지계약을 맺은 정보를 교환할 경우,

자신은 어디까지 도달했는가를 명확히 한 상태라면 추후에 우선권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기 어려우므로, 편하게 미공개 연구 성과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하는 것에 맞춰 선발명의 입증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연구

노트는 연구의 공정성 증명이나 지식관리의 역할도 가지고 있지만 상세한 것은   

나중에 기술한다.

❖ 연구의 우선권 증명

❖ 연구실에서의 지식관리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연구노트는 단순히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노트」를 의

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실험의 디자인과 결과에 관한 정보를 연구노트에 기재하는 

연구자도 있을 것이다. 연구노트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자유롭게 메모할 수 있는 

서브노트를 가지고 실험을 실시하고 필요한 시약양의 메모나 계산 등은 서브노트에 

기입하는 연구자도 있을 것이다. 실험형태는 연구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서

에서 특정한 방법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브노트를 메모로서 이용하면서   

위에서 기술한 역할을 가지게 하려면 실험 정보로서 남겨두어야 할 주요한 부분은 

별도로 연구노트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

에 대해서는 3장에서 해설한다.

본장에서는 연구자 개인, 연구실의 리더, 연구기관, 지적재산본부․TLO(기술이전

조직)등의 각 주체에 있어서 왜 연구노트가 필요한가를 설명하고 연구 환경의 변화

에 따라 연구노트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연구노트와 관

계가 밀접한 특허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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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노트의 필요성: 연구우선권의 증거 

<발명자의 인증과 연구노트>

대학의 연구자는 연구 커뮤니티에 있어서 특허출원 보다도 논문지나 학회에서의 

발표에 의해 평가되어지기 때문에 특허취득 자체를 목표로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이유로 특허출원의 경우에 발명자로서 기재할지 여부에 대해서  

무관심한 연구자도 많았다.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는 제3자는 

누구로 해야 할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4, 5장에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최초에 

요점을 정리해 두도록 하자.

원칙적으로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

는 제3자는 그 연구노트를 쓴 연구자가 

논문발표나 특허출원 할 경우 공동저자․

공동연구자로서 포함되지 않는 것이 바람

직하다. 공동저자․공동연구자는 해당연구

자와의 이해를 일치하기 위해서 추후에 연

구노트의 날짜나 내용을 위조할 개연성이 

다른 사람보다 높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는 자

는 기계적으로 서명하는 것만으로는 부

족하고 연구노트에 기재된 실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주위에 이러한 역할

을 누구에게 부탁하면 좋을 것인가?

공동저자 관계가 아니면서 실험의 내용

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등은 없다고  

대부분이 대답할지도 모른다.

고려할 수 있는 선택사항으로서,

① 주변의 연구실리더

② 같은 연구실내에 다른 연구팀의 리더

③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지적재산본부나 

연구추진부의 실험 내용을 자세히 아는 

스텝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자질과 

능력이며 어느 자리에 있는지 등이다.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이 있다.

많은 대학에서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생 등을 Teaching․Assistant로 등록하

고, 학생실습의 지도나 강의 보조를 맡

겨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가 

가능할 것이다. 위와 동일하게 각 연구

실로부터 1명 정도 「연구노트 어시스

턴트」를 선정하고 대학의 학과나 연구

기관의 실마다 이러한 사람들을 모아 

각각의 소속처가 아닌 연구실에 파견하

고, 이런 사람들이 주 1일․수시로 같은 

시간을 할당해 파견된 연구실멤버의 연

구노트를 체크해 서명하는 제도는 어떨

까? 물론, 기재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

는 계약을 맺고 이 제도를 통해서 의도

하지 않은 연구정보의 누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Teaching․Assistant와 같이 그 임무를 

맡은 사람에게 있어서도 좋은 기회가 되

는 것은 물론 연구실간 교류도 촉진되어 

일석이조의 시책이 되지 않을까?

다만, 4장에서 설명했듯이 서명을 한 

제3자는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장기적인 

증언이 가능해야 하며, 그에 따른 유의해

야 할 점들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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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구 성과가 특허화되어 실시료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질 것

이다. 발명자로서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실시료 수입의 배분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연구 성과의 특허화가 추진되고 있다면 연구자는 이것에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발명에 기여하지 않은 연구자가 발명자란에 이름을 기재하면 미국에

서는 특허가 무효화 될 위험성이 있다. 발명자의 기재를 일부러 속였다는 것이 입

증되었을 경우에 특허는 무효가 된다. 이런 이유로 인해, 누가 발명자인지는 신중하

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연구노트의 기재사항은 발명자의 판단에 기여한다. 발명자 각각의 공헌

도를 산정하고, 실시료 수입의 환원 비율에 차이를 둘 경우에도 연구노트가 객관적

인 판단자료가 될 것이다.

이것은 특허만의 경우가 아니라 연구실의 리더가 논문의 저자를 결정하고, 누구

를 필두저자로 할 것인지 등의 저자 성명 게재순서를 정할 때에도 연구노트가 하나

의 판단자료가 될 것이다.

❖ 연구노트는 발명자 선정(발명에 대한 공헌도의 산정)의 판단근거가 된다.

<비밀유지계약과 연구노트>

대학발명의 상업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① 대학의 연구 성과가(필요에 따라 특허화되어) 산업계에 기술이전 되는 것

② 대학과 기업의 공동연구 성과를 공동으로 특허출원하는 것

③ 대학발 벤처를 만들어서 기초가 되는 기술의 산업응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

을 생각할 수 있다.

위의 방법에서 기업의 지적재산부 직원, 연구 개발 담당자, 사업부장 등이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공동 연구를 위한 합의에 있어서

는 각각 가지고 있는 연구 성과, 기술 Seeds를 가지고 그것들을 조합시켜서 어떤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의논한다. 이 경우 정보를 공유하는 좋은 브레인스토밍

은 아니지만, 정확한 절차를 밟고 나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성과를 가로

채는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 혹은, 그러한 오해가 생겨 양자 간의 관계가 악화될

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이 비밀유지계약이다. 「정보교환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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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제시된 미공개 정보와 정보교환으로 얻을 수 있었던 새로운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임의로 이를 공개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합의

시작 전에 간단한 서면으로 계약을 맺도록 습관화하면 좋다. 또한「정보교환에   

의해 누가 어떤 아이디어를 얻은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회의록이나 녹음

자료을 남겨 두는 것도 필요하다.

비밀유지계약의 형식은 많은 대학지적재산권본부의 웹사이트에 공개되고 있다.

전형적인 비밀유지계약의 예문으로서, 일본변리사회와 부정경쟁금지법 위원회에 의

해 제시된 비밀유지계약 샘플에 근거해 대학과 기업 간의 실제 계약 내용을 아래에 

제시하였다. 추가로, 대학의 경우에는 비밀정보를 포함하는 연구성과의 공표방법에 

대해서도 비밀유지계약 내에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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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샘플)

A대학(이하 갑 이라고 한다) 및 X주식회사(이하 을 이라고 한다)는 아래와 같이 비밀유
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1) 비밀정보 란 갑이 을에 대해 개시한 정보 중 비밀정보 로서 지정한 것을 의미한다.

단, 갑은 구두로 비밀정보로 개시한 것에 대해서는 을에 대해 당해개시 후 30일 이내
에 당해정보를 명시한 서면을 송부해야 한다.

(2) 비밀정보 로서 지정된 정보 중, 다음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계약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① 을이 갑으로부터 공개를 받았을 때에 공공지식의 정보
② 을이 갑으로부터 공개를 받은 후, 을의 과실 또는 본 계약의 위반에 의한 것이 아닌  

공공지식이 된 정보
③ 갑으로부터 공개를 받기 전에 을이 스스로 알 수 있었던 정보
④ 을이 갑과는 무관하게 정보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얻은 정보
⑤ 을이 공개된 정보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제2조(을의 의무)
(1) 을은 갑의 비밀정보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밀을 보유하는 것으로 갑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을은 비밀정보를 해당비밀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을의 종업원 및 임원에 한하여 공개

하는 것으로 하고, 동 종업원 및 임원에 대하여 본 계약에서의 을의 의무와 동등하게 
부과해야 한다.

(3) 을이, 재판소 또는 정부기관의 명령에 의해 비밀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본 조항 제1
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단, 을은 이러한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갑
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성과의 취급)
(1) 을은 비밀정보에 근거한 발명, 고안, 의장 등의 성과에 대해서는 특허출원, 실용신안

등록출원, 의장등록출원 등의 출원을 해서는 안 된다.
(2) 을은 전항의 성과에 대해서 출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갑에 그 취지를 통지해서 협의

한 후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반환)
을은 갑에 대하여 본 계약의 종료 후 즉시, 을이 갑으로 부터 공개 받은 비밀정보를 

기록한 매체 일체 (복제․복사․요약을 포함한다)를 반환한다.

제5조(기간)
본 계약은 상기계약일로부터 〇년 간을 이하로 종료한다.

제6조(준거법)
본 계약의 유효성, 해석 및 이행에 대해서는 일본법에 준거해 일본법에 따라서 해석되

는 것으로 한다.

제7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해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양쪽당사자는 분쟁 

등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한다. 양쪽당사자에 의해 분
쟁 등이 우호적으로 해결될 수 없을 경우, 소송에 대해서는 〇〇지방법원을 전속 관할재
판소로 한다.

본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 각1통을 보유한다.

(갑) (을)
주소                                   주소
명칭  A대학                           명칭 X주식회사
직무                                   직무
서명                 (인) 서명                         (인)

<그림 1> 비밀유지계약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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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① 비밀보유의 관점 및 특허출원한 공유발명의 범위확인 관점에서 공표의 가부․범

위에 대해 계약상대방에 대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것

② 확인이 요구된 상대방은 합리적인 일정기간 내에 회답하는 것을 정해 두면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비밀유지계약 체결에서의 리스크도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확실한 연

구 성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내용이 상대방에 의해 새로운 사실로서  

제시된 경우에는 자신의 연구진도 단계를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면, 비밀유지

계약에 포함되어 지금까지 진행하였던 연구내용을 완성하여 발표하는 것조차 어려

울 수도 있다<그림 2>.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비밀유지계약을 맺는 전제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연구노트

이다. 연구노트에 의해「누가, 언제, 어느 단계까지 진행했는가」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비밀유지계약을 맺을 경우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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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노트가 연구의 진보를 증명하는 것으로부터 공동연구 등에서 비밀유지

계약에 의한 문제를 방지한다.

<미국 특허출원과 연구노트>

대부분의 모든 기술분야에 있어서 미국은 거대한 시장이다. 해외출원을 하면   

비용이 늘어나지만 가치 있는 특허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특허를 취득

해야 한다.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먼저 발명된 것에 특허를 준다는 선발명주의를 채용하

고 있다. 3장에 서술되어 있는 것처럼 선출원주의로의 이행을 포함하는 법안이 제

출되어 심의되고 있어(2007년 9월 7일에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미국에

서도 조만간 선출원주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의 현행 선발명주의에 있어서는 복수의 특허출원 사이에서 클레임(후

술)의 저촉이 생겼을 경우, 저촉심사절차(interference)에 의해 어떤 사람이 선발명자

가 될지 결정된다.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는 심사부 이외에 심판․저촉심사부 

(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s)가 있어 저촉심사를 통해 어느 발명자

가 더 신속하게 실용화했고 개념화 하였으며 발명을 위해 적정한 노력을 계속했는

지를 검토한다.

발명일자의 입증을 위해서는 연구내용․착상날짜가 기록된 연구노트의 존재가 중

요하다. 연구노트를 심결이나 재판에서 증거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발명자 자신 

및 다른 연구자의 서명이 기입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3장 참조.

❖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 발명일자 입증을 위해서 연구노트는  

중요 

<연구의 공정성과 연구노트>

상세한 것은 뒤에 서술하겠지만, 대학발명의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에 있

어서 연구노트는 각각의 국면에서 그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연구노트가 필요한 

것은 결코 연구 성과의 상업화를 목표로 하는 연구자뿐만이 아니다. 상업화하는 연

구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연구 자체의 공정성에 관한 논의도 왕성하게 이루어져 

왔다.

경쟁이 심한 연구 분야에서 날마다 선두주자를 목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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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에 있어서 다양한 상황을 통해 어느 시점부터 어디까지의 연구 성과를 얻었

는가를 증명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경쟁관계의 연구자로부터 자신의 연구 성과를 도용 당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혹이 생길 경우

❖ 논문을 발표한 경우, 다른 연구자에 의해 재현성이 없다고 지적받았을 때 

데이터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증명해야만 할 경우

❖ 논문을 심사할 경우 자신의 연구 성과와 동일한 내용이 보고가 되고    

있어, 자신이 논문을 발표하면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한 의혹이 생길

경우

이러한 경우에 연구노트가 없다면, 자기의 주장을 증명할 수 없고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연구노트는 학술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지키

는 방어장치이다.

2) 연구노트의 필요성: 연구실에서의 지식관리

지금까지 서술한 것처럼, 연구노트를 사용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있어서 어떤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었는가를 증명할 수 있고, 연구 우선권의 입증역할을 한다.

우선권 입증 이후, 연구실에서의 정보관리 혹은 지식관리라는 관점에서 연구노트

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

<연구실 구성원의 연구진도관리>

연구실의 리더가 연구실 운영(연구실 관리)을 할 때는 연구실의 각 구성 멤버의 

연구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어드바이스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구실

의 리더는 정기적으로 연구실 멤버의 연구노트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

실 크기에 따라서는 해당 연구실의 리더가 모든 연구노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없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사한 연구 테마를 가진 소수의 연구자를 묶은   

서브리더 연구자가 그 역할을 해도 좋다.

이런 경우 기재방법에 불충분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연구노트의 작성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이것은 대학생․대학원생 등과 같은 젊

은 연구자에 있어서는 연구노트의 첨삭방법에 있어 OJT의 좋은 기회이다.

연구노트의 체크는 연구진의 관리기능도 가지고 있다. 연구노트를 비교해 보면 

다른 연구자가 동일한 실험을 하는 것으로 인한 이중투자를 피할 수 있고, 어떤 연

구자의 테마에 있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다른 연구자에 의해 해결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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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식관리의 관점에서 본 연구노트의 역할

이와 함께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 있는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 

환경에 관한 고민 상담 등 조언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연구노트

를 매일 작성하는 것이 지속적인 연구진행을 위한 하나의 동기부여 기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주 1회 등의 빈도로 개최되는 연구실 미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

우도 있지만, 미팅에서 보고용으로 준비된 자료보다도 연구노트 쪽이 실험의 상세

한 실태를 잘 반영하고 있어 연구실 미팅에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연구실의 리더나 서브리더가 연구실 멤

버의 연구 진도를 체크하는 목적으로도 연구노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

노트를 이러한 목적에서 보았을 때 서명을 했더라도 앞에서 설명한 특허에 관한 분

쟁에서 필요한「증인의 서명」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에 주의해야한다(3, 4장 참조).

연구실의 리더나 서브리더는 해당연구자가 논문을 발표할 경우 혹은 발명을 특허출

원할 경우에 공동저자 혹은 공동 발명자로서 이름을 기재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

문에 심결이나 소송에서는 공정한 제3자로는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다.

❖ 연구실의 리더나 서브리더의 서명은「증인의 서명」은 될 수 없다.

⟶ 공동저자나 공동 발명자가 되기 때문에 공정한 제3자로는 간주되지 

않는다.

<연구실내에서의 지식의 융합>

연구실 내부에서는 연구실 동료끼리도 상호간 연구노트를 보여주고, 지식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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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연구를 효율적으로 진척시킬 수 있다.

전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구노트를 서로 참조하는 것으로 어떤 연구자의 애

로사항이 다른 연구자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의 연구노트일지라도 주기적으로 참조하는 것에 

의해 다른 지식과 조합하여 새로운 지식이 창조될 가능성도 있다.

경제학자인  Schumpeter가 「이노베이션」은 「신결합」이라고 정의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결합을 만들어 내는 것은 혁신적인 지식창조의 원천이 된다.

<연구실 멤버의 유동성에 따른 대응>

연구 성과를 가장 빠른 단계에서 공유하고, 연구수행의 어려움을 함께 했던 연구

실의 동료들도 시간이 흐르면 별도의 연구 기관이나 연구실로 이동하게 된다. 또는 

스스로 연구실의 리더가 되어 새롭게 연구팀을 만드는 사람도 나온다. 이러한 연구

자의 유동성에는 연구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작용도 있지만 연구실의 리더로서는 

유의하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연구자의 이동시에 그 연구자가 실시했던 연구에 관한 정보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여러 분야에 걸친 테마를 다루고 있는 연구실의 경우에

는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서 연구노트가 적절하게 기재되고 관리되고 있다

면 연구노트를 보면서 다른 연구자도 그 연구를 재현할 수 있고 연구 정보 및 연구

수행도 문제없이 지속될 것이다.

세포주나 벡터 등의 Material에 있어서는 그 Material의 제작과 보유를 담당하던 

연구자가 이동한 후에 별도의 연구 기관 또는 연구자가 Material Transfer를 요구할 

수 도 있다. 이러한 경우「담당 연구자가 이동해 버려서」라는 이유로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면, 연구 커뮤니티의 멤버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았고 연구 정보의 공

유․유지가 잘 되지 않는 연구실이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 한편, Material의 관리에 

대해서는 일련번호를 활용해 순서대로 보존하는 동시에 DB화하는 등, 각각의 연구

노트와는 다른 관리 체제를 연구실마다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하나의 유의점은 이동한 멤버를 통해서 연구실내의 비밀정보가 누설되지 않도

록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연구실내의 의견 교환이나 정보의 유통은 자유롭게 이

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세세하게 비밀유지를 걱정해서는 매일의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자는 언젠가는 그 연구실로

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하므로 비밀유지에 있어서 특정한 수단이 필요하다. 따

라서 연구자가 연구실에 들어가는 시점에서「해당 연구실에서 알 수 있었던 정보 

중 영업 비밀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연구실 리더의 허락 

없이 공표․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정한 「연구실에서의 비밀유지계약」 (그 내용

은 <그림 1>에 준한다)을 연구실 리더와 연구자 간에 맺는 것을 습관화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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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이의 일기를 마음대로 읽고, 아

내가 남편의 휴대 전화 메일이나 발신․수신 

기록을 마음대로 본다면..., 어쨌든 친한 관계

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 부부조차도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프라이버시를 침

해했다고 간주되는 행위이다.

그러면 실험실의 지도자가 구성원의 연구

노트를 마음대로 보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

에 해당되는 것일까? 대답은 해당되지 않는

다. 연구노트는 개인적인 기록이 아니라 연

구실에 귀속되며, 연구실에서 지속적으로 관

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서술하

면, 연구실 자체가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연구노트는 대학이나 연구 기관의 재산

이고 게다가 각 연구실에서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연구노트가 연구실에 귀속 관리되

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실험실에서 생성

된 지식은 모두 연구실 리더의 것" 것"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실에 있는 

구성원이 자신의 연구를 거듭한 실험 방법

을 생각한 연구노트를 작성했다고 하자. 그 

연구노트를 본 연구실 리더가 마치 자신이 

그 방법을 생각했듯이 행동하고, 그 구성원

을 제쳐두고 논문 있좔자가 되었다면 그 사

람은 리더의 자질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

을 것이다. 지식을 생성한 개개인에 대한 

존경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연구 공동

체의 대원칙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

다.

❖ 연구에 관한 정보가 유실되지 않도록

❖ 비밀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한편, 많은 연구 분야에 있어서 자신이 진행하는 연구 테마를 계속할 수 있는 것

은 연구자의 career․development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므로 연구자가 연구실을 이

동할 경우에는 그 연구자가 이용하고 있었던 연구 방법이나 Material에 대해서는 

연구 기관 및 연구실 리더의 승낙을 얻은 후에 다음 연구 장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

도록 배려해야한다. 연구노트에 관해서도 기본적으로 기관귀속이므로 노트 자체를 

반출할 수는 없지만, 그 연구자의 독자적인 연구방법에 대해서는 가령 해당 연구실

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최대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부분을 

복사해 반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그 연구실이 영업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는 연구 방법이나 Material중 이동

하는 연구자가 만들어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 것인가? 또

한 경쟁연구실에 이동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그 연구자자신이 만들어 낸 연구 방법

이나 Material의 반출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사정과 관

계되므로 획일적인 판단은 어렵지만, 적어도 연구노트나 Material에 관한 문제가 생

겼을 경우 상담창구를 각 대학․연구 기관 내(예를 들면 대학지적재산권본부내)에 

마련하는 등 제도적인 정비는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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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관리>

연구 개발의 성과로서 얻은 지적재산 중 단백질입체구조해석이나 DNA Micro

Array 해석의 생성 데이터 등은 그것 자체를 특허로서 권리화 하는 것이 어렵기 때

문에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허출원전의 연구 성과나 출원 공개전의 

특허명세서도 영업비밀로서 보호해야 할 것이다.

부정경쟁금지법 제2조 6항에는「이 법률에 있어서 『영업비밀』이란 비밀로서 관

리되고 있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의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이며,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라는 영업비밀의 정의가 제시되

어 있다. 다시 말해, 아래의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부정경쟁금지법에 있어서의 영

업 비밀로 간주된다.

①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 것

② 사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인 것

③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인 것 

논문 등으로 공표하기 전 단계에 있는 실험 결과 및 과거에 논문 등으로 공표한 

것 이외의 실험 결과가 다른 연구 그룹에 의해 공표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③에 해

당하고, 대부분의 연구 관련 정보나 데이터는 ②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

와 더불어 ①에 해당하면, 부정경쟁금지법상의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이

러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는 "비밀로서 관리한다"라는 것을 명기하고,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서랍에 보관해 두는 것이다.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4장에서도 설명

하기로 한다.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연구실에서의 비밀유지계약」에 있어서 영업비밀을 정

의할 때, 연구노트가 도움이 된다. 계약 내에「이 계약에서의 영업비밀이란 연구실

이 관리하는 연구노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 이미 논문 등으로 공표한 것 

이외의 정보를 가리킨다.」라는 문장을 담아 두면 좋을 것이다.

<연구커뮤니티에서의 연구노트의 기능>

지금까지 제시된 연구노트의 기능에 대해서 누구에게 어떠한 이점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정리해보려고 한다. 연구노트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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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개인에 있어서는

•자신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연구 성과를 얻고 있는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표시하고, 연구 부정이 없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 비밀유지계약을 교환해서 논의할 경우, 자신의 연구진도를  

필요에 따라 증명할 수 있다 

❖ 연구실 리더에 있어서는

•특허의 경우 발명자의 결정에 이용할 수 있다.

•논문의 경우 저자와, 저자의 순번(필두저자를 누구로 할지 등) 결정에 이  

용할 수 있다

•연구실 멤버의 연구 진도를 아는 자료로서 이용할 수 있다.

•연구실에서의 지식융합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연구실에서 지식의 계속  

성을 담보하는 툴로서 이용할 수도 있다

•연구실 리더와 연구실 멤버가 연구실내에서 알 수 있었던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에 대해「연구실에서의 비밀유지계약」을 정할 때 연구노트에 기  

재된 정보 중 공표되지 않은 것을 해당 연구실의 영업비밀로서 정의할 수 있다 

❖ 대학의 지적재산본부나 TLO에 있어서는

•미국에 특허출원을 할 경우, 선발명의 입증에 이용할 수 있다

•발명자 각각의 기여율을 정해 실시료 수입을 환원해야 할 경우, 그 결정에 

이용할 수 있다

3) 연구환경변화에 따른 연구노트 중요성의 고조

<일본에서의「지재입국」 움직임>

일본에서는 최근 지적재산의 창조․보호․활용이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 출발점은 2002년 2월 고이즈미 전 수상이 시정 방침 연설에서「일본은 연

구 활동이나 창조 활동의 성과를 지적재산으로서 전략적으로 보호․활용하고, 일본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국가의 목표로 한다」라고 연설한 것이 발단

이 되었지만, 횃불을 당긴 것은 유지단체「지적재산국가전략포럼」의 제언이었다.

동 포럼은 ‘01년 8월에 활동을 시작해 10월에 중간제언을 그 다음해인 ’02년 1월에 

「100의 제언」을 발표해 지적재산정책의 논점을 세상에 선언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02년 2월에 지적재산전략회의가 발족하고, 같은 해 7월에   

지적재산전략대강이 결정되었다. 그 내용에는 지적재산의 창조․보호․활용․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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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에 대해서 ’05년도까지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정책으로서 52개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지적재산기본법이 공표되었다.

지적재산기본법 제13조에는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하,「대학 등」)의 연구 성

과는 신사업의 개척이나 산업기술 향상에 유용하기 때문에 대학 등의 연구 성과가 

적절하게 관리되어 산업계에 원활하게 이전되도록 대학 등에 있어서 체제정비를 해

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동법은 ‘03년 3월에 시행되어 내각에 지적재산전략본부가 또한 내각 관방에 지적

재산전략추진사무국이 설치되었다. 같은 해 7월에「지적재산의 창조․보호․활용에 

관한 추진 계획」(지적재산추진계획)이 결정되어 총 270개 항목의 활동 계획이 포함

되어 있다. 추진계획은 매년 업데이트되어 ’07년 5월 31일에는「지적재산추진계획

2007」이 결정되었다.

「지적재산추진계획2007」지적재산 창조편에 (본편 31page) 연구노트에 대해서

「연구노트의 도입을 장려한다」라고 하는 항목으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발명자․발명일의 명확화나 연구 활동에 있어서 부정방지 때문에 연구노트의 

적극적 도입을 장려하는 동시에 2006년도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2007년

도부터 연구노트의 기재․관리방법에 관한 규정의 명문화, 연수 등의 대처를 촉진

한다. (종합과학기술회의,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관계부성)」

즉 국가차원에서 연구노트의 사용이 권장하고 있어 지적재산의 창조․보호․활용

이 중시되는 환경 속에서 연구노트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대학발명 상업화의 진전>

이러한 지적재산을 중시하는 정책 안에서 대학의 연구 활동에 대하여, 지적재산

창조의 주체 혹은 국가혁신시스템의 주요한 플레이어로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일본에서는 대학 연구 성과의 산업계이전은 개인 베이스의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1998년 이후에는 체계적인 구조가 구축되었다. 이 해에 4개의 TLO기관이 탄생하였

고 같은 해에 제정된「대학 등에 있어서의 기술에 관한 연구 성과의 민간사업자에

의 이전촉진에 관한 법률」(통칭「대학 등 기술이전 촉진법」)에 근거해 승인을 받

은 (주식회사 첨단과학기술 인큐베이션센터 (CASTI, 후에 동경대학TLO), 간사이 

TLO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북테크노아치, 학교법인 일본대학) TLO는 보조금이나 채

무보증을 받을 수 있고, 특허수속에 필요한 특허료나 심사 청구 수수료의 감면 조

치를 받을 수 있다. 그 후, 2007년 6월 12일까지 승인 TLO의 수는 44개 기관이 되

었다. 독립행정법인이나 국립공공연구기관에 대응하는 TLO로서는 산업기술종합연

구소, 정보통신연구기구, 후생노동성 소관의 연구 기관군 및 농림수산성 소관의 연

구기관군이 각각의 기술 Seeds를 취급하는 TLO를 가지고 있어, 그것들은 상기   

법률에 근거해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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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승인․인정을 받지 않고 대학․공공연구기관에서의 기술이전활동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기관들도 존재한다. 승인․인정을 받지 않으면 앞에서 서술

한 보조금, 채무보증, 특허료감면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기술이전활동 자체

는 승인․인정 없이도 실시할 수 있다. TLO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형태로 대학외

부기관으로서 설립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국립대학은 국립대학법인법에서 TLO

에 출자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 ‘06년 3월에는 주식회사 니카타 TLO에 대한 니카

타 대학과 ’07년 2월에는 주식회사 도쿄대학 TLO에 대한 도쿄대학의 출자가 인정

되었다.

한편 이것과는 별도로 ‘03년 7월에 문부과학성의 「대학지적재산본부정비사업」

으로 43개의 대학지적재산권본부가 선정되었다. 대학지적재산권본부는 대학외부조

직인 경우가 많은 TOL와는 달리 대학내부조직이다. 대학지적재산권본부는 대학에

서 지적재산의 전략적인 창출․보호․활용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학내

부의 조직이다. 앞으로는 TLO와 대학지적재산권본부의 기능을 구분함과 동시에 그  

연계를 통해 기술이전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한 대학에 

대학지적재산권본부와 TLO가 함께 존재할 경우에 예를 들면, 대학지적재산권본부

는 ①「지적재산정책」「직무발명관련규정」「이익상반정책」등의 대학 내 규정을 

정비하고 ② 발명자의 인정․이익상반 등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해결창구가 되

고, ③ 발명을 한 연구자로부터 발명 내용의 보고를 받는다. 한편 TLO는  외부변

리사와 연계해 특허를 출원하고  기업에 대한 창구가 되어 대학의 기술 seeds를 

팔고  기업과의 라이센스 교섭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기능 등을 구분하여 생각

할 수 있다. 이 중, 발명의 보고를 시작으로 특허출원, 기술매매, 라이센스 교섭으로 

나아가는 프로세스는 대학지적재산권본부와 TLO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또한, 발명을 특허출원할지 여부의 의사결정이나 기업측에서 기술 seeds의 소개의뢰

가 있었을 경우에도 어느 조직이 결정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조직간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성공적인 대응을 이루어 질 것이다. 산학연계 프로

세스에는 대학지적재산권본부와 TLO이외에도 공동연구계약체결을 위한 학내창구,

외부연구자금을 관리하는 학내창구, 학내외의 벤처창업지원 조직 등도 밀접하게 관

여하고 있다. 이것들의 조직사이에서「종적의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학지적재산권본부나 TLO정비 등을 받은 대학의 국내특허취득건수는 ‘02년 

<149건>에서 ’06년 <535건>으로 3.6배이고 실시허락건수는 ‘02년 <399건>에서 ’05년 

<1,273건>으로 4.3배가 되었다.

따라서, 대학에 있어서 지적재산의 상업화가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각 연구실에 

서의 연구 활동도 이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앞에서 서술한대로 연구노

트는 이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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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대학에서의 지적재산 상업화에는 각 조직의 연계가 중요

지금까지 대학발명 상업화의 진전, 연구에 있어서 공정성을 설명하는 책임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연구노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 중 대학발명의 상업화는 특허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허제도에 

관한 기초적 사항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그림 5> 대략적인 특허출원 이후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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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론

일본에서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첫걸음은 필요한 서류를 갖춰 특허청에 출원하

는 것이다. 발명의 내용은「특허청구범위(클레임)」에 기재한다. 출원된 서류에 대해 

심사관에 의해 신규성․진보성․산업상이용가능성․명세서의 기재 등의 심사가 이

루어진다. 심사관에게서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보정을 통해 거절 이유를 

해결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특허사정 혹은 거절사정을 낼 수 있다. 거절 사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판결과에도 납득이 가지 않으면 재

판소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다<그림 5>.

특허제도는 국가마다 정해져 있어 어떤 국가에서 인정받은 특허권은 그 국가에서

만 유효하다. 어떤 국가에 특허출원을 한 후 1년간은 그 출원에 근거해 다른 국가

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은 신규성, 진보성, 선후출원의 판단 등에 있어

서 최초 국가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이다. 일본에서도 국내우선권 제도가 

있다. 어떤 발명을 특허출원 한 후 1년 이내에 그 특허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

장해 새로운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것에 의해 연구단계를 진행시켜 생성된 발명을 1

개로 정리해 포괄적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으로부터 20년이다. 의약품이나 농약은 제조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어 시험이나 수속에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를 2년 이상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5년을 한도로 특허권의 존속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허기간연장제도).

❖ 출원으로부터 20년

❖ 의약품 및 농약은 최대 5년 연장이 가능하다.

2)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현재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선출원주의란 같은 내

용의 특허가 출원되었을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제도이

다. 어떤 좋은 발명을 해도 그것을 클레임으로 표현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한, 후

에 같은 발명을 한 다른 사람이 권리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특허출

원해야 한다. 현재 일본의 제도에 있어서는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같은 날에 두개 

이상의 특허가 출원되었을 경우 특허출원인끼리 협의를 통해 한쪽의 출원인만이 특

허를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경우 어느 쪽의 출원인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반면 전 세계에서 미국만이 가장 먼저 발명을 한 사람에게 특허를 부여하

는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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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이외의 국가 : 선출원주의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

❖ 미국 : 선발명주의 (먼저 발명한 자에게 특허)

* 2007년 10월 현재

3) 신규성 상실의 예외

일본 특허법 제29조 1항에는 특허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이 필요한 것으

로 정해져 있다. 신규성이란 특허출원전에「일본 국내 또는 외국에서」,「공개」되

지 않은(비공지),「공개실시」되지 않은(비공용) 및「배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어」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대중에게 이용 가능한」적이 없는 것이다. 제29조 2항에는 

진보성이 필요한 것으로 정해져 있어 특허출원전에「그 발명이 속한 기술의 분야에

서 통상의 지식을 소유한 자」(이것을「당업자」라고 한다)가 선행기술에 근거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

어 있다.

❖ 신규성 : 비공지․비공용으로 간행물이나 전기통신회선으로 공개되지 않은 것

❖ 진보성 : 당업자가 선행 기술에 근거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 

특허출원전에 같은 내용이 학회나 논문 등으로 공표되면, 신규성과 진보성이   

상실되고 특허를 획득할 수 없게 된다. 가령, 발명자 자신에 의한 공개일지라도   

이 원칙은 변함없다.

그렇지만, 학술성과의 발표와 특허출원은 가능한 한 양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건부의 구제 조치가 특허법 30조에 정해져 있다. 발명자 자신이 논문에서의 발표,

인터넷에서의 공표, 특정한 학회에서의 발표 등을 했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특허

를 출원해 그 취지를 기록한 서류를 제출하면, 당초의 행위에 의한 신규성이나 진

보성은 상실되지 않는다. 단, 3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학회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

의가 필요하다(특허법 30조 지정의 학술단체에 대해서는 참고URL 12를 참조). 이 

외에, 30조 3항에는 국제박람회에의 출품에 관한 규정이 제시되어 있지만 빈번한 

경우는 아니다.

그러나 30조는 어디까지나「특허 받을 권리를 소유한 자 본인의 행위」에 한정된 

규정이며, 특허 받을 권리를 소유한 자 이외의 자(신문 기자 등)가 기사로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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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했을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타인이 개량 발명해 먼저 특허를 출

원했을 경우에도 원래 발명을 한 연구자는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이 경우, 특허

로서 출원된 개량 발명은 원래의 발명이 공표된 선행 기술이 되므로 그것과의 비교

로 신규성․진보성을 판단하게 된다). 또한 유럽에서는 국제박람회에 전시했을 경우

에 한해서 특허출원까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지만, 그 외 다른 경우에는 

유예 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본에서 발표해 버리면 유럽에서 특허를 얻을   

가능성이 낮아진다(만일, 심사 시 선행기술조사에 걸리지 않더라도 무효가능성을 가

진 상태에서 특허가 성립하게 되고, 가치가 높은 특허일수록 타사로부터 공격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이유로 30조로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특허성립성의 영향을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단정할 수 없다.

실무적으로도 30조에 근거한 절차는 어디까지나 특별한 경우에만 이용하는 것이

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특허출원은「발표전 최대한 빨리」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한편, 미국에서는 누구에 의해 또는 어떠한 형태로 공개되었는지에 관계없이 특허출

원까지 1년간의 유예 기간이 인정되고 있다(미국 특허법 102조 (b)).

4) 출원인과 발명자

특허출원의 원서에는 출원인과 발명자를 기재하게 되어 있지만 이들의 자격은  

다르다. 즉, 발명자란 발명을 만들어 내기 위한 기술적 공헌을 한 사람이며, 단순한 

관리자나 보조자는 발명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특허출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발명자 본인,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도받은 자연인(특정의 개인) 또는 법인(기업이나 연구기관, 국가도 이것에 해당한

다)이다. 출원인은 특허출원비용을 특허청에 지불할 필요가 있으며 특허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특허권의 보유자 즉 권리자(특허권자)가 된다. 특허권은 어디까지나 특허

권자의 것이고 발명자라 할지라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여기에서「특허를 받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 발명이 완성됨과 동시에 자연스럽

게 생기는 권리이며, 발명이 완성된 순간에는 발명자가 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발명자를 특별히 정하기 위해서는「발명이 완성된 순간」에 이르기까지

의 과정에서 누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검증 작업을 하였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연구노트의 기재가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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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자 : 발명에 대하여 기술적 공헌을 한 사람. 발명이 완성된 순간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 출원인 : 특허를 출원한 자, 발명자 본인, 특허 받을 권리를 양도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 된다. 특허권의 보유자가 된다.

5) 직무발명

종업원이 직무로 실시한 발명에 관한 규정은 특허법 35조로 정해져 있다. 기업이

나 연구기관은 자사 종업원의 발명에 관해서는 그것이 직무발명인 경우에만, 해당

기업이 그 발명의 특허권을 승계하는 것을 계약이나 근무 규칙으로 미리 정해 둘 

수 있다(예약 승계). 반대로, 직무발명이 아닌 발명에 관해서는 그러한 계약이나 근

무 규칙을 정할 수는 없다(특허법35조 2항). 직무발명의 승계에 관해서는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경우 이외에, 발명을 고안한 다음 사후에 특허권을 기업에 계승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발명의 특허권을 계승한 기업은 발명을 

한 종업원에 대해「상당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35조 3항). 한편, 직무발명의   

특허권을 기업이 계승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기업은 해당특허권의 통상실시권을   

무상으로 얻을 수 있다(35조 1항). 이처럼 연구 개발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그   

발명의 사용을 보증하면서, 발명의 당사자인 종업원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보상을 

보증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종전의 특허법에 있어서 대가액은 그 발명에 의해 기업이 얻은 이익 및 

기업의 공헌도를 고려해 정하는 것으로(구35조 4항), 그 판단은 재판소에 맡겨져 있

었다. 만일 근무 규칙 등으로 대가의 지불방식이 정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판소

가 판단하는 대가액이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직무발명소송이 빈번한 원

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여 특허법 개정이 검토되었다. ‘02년 9월부터 산업구조심

의회 지적재산정책부회의 있어서의 특허제도 소위원회에서 직무발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03년 12월에 보고서「직무발명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가 정리될 수 있

었다. 이것에 따른 개정특허법안이 「특허심사 신속화 법안」의 일부로서 ‘04년 2월

에 국회에 제출되어 ’05년 4월부터 직무발명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었다. 계

약이나 근무 규칙으로 직무발명의 대가를 정했을 경우 그 절차가 불합리하지 않으

면, 그 정함을 따라 결정된 대가를 존중한다라는 것이 새로운 규정이다(35조 4항․5

항). 보다 자세히 언급하면

~발명의 대가에 대한 기준을 정할 경우에는 기업이 종업원에 대해 의견을 정취하

여 양자가 잘 협의한 뒤에 결정하고, 기준을 공개 할 필요가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발명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지만, 대가의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은 경우, 또는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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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준이 적절한 절차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대가액을 결정한다.

그 경우에는 발명에 의해 기업이 얻은 이익 뿐만 아니라 발명에 대한 기업 측의 공

헌이나 발명자의 처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학․연구 기관에도 적용된다.

‘04년 9월에는 특허청에서「신직무발명제도에 있어서의 절차 사례집」이 공표되

었다. 이것으로 인해, 종업원의 경우에는 대가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업에 

있어서는 소송의 리스크가 저감되었다. ’06년 1월의 특허청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

업 등의 96%가 신직무발명 제도를 인식하고, 대기업의 95%, 중소기업의 86%, 대

학․공공기관의 79%가 대응 완료 또는 대응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3년 4월 22일, 대법원은 올림푸스 광학 

공업의 원직원들이 직무와 관계없는 발명에 

대해 "상당한 대가"의 지불을 회사 측에 요

구한 소송에서 "근무 규칙에서 정한 대가액 

이 '상당한 대가'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업원은 추가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때의 "상당한 대가 "의 금

액은 250만엔이었지만, 이 판결의 내용은 그 

후 수많은 직무발명대가 청구소송의 계기가 

되었다.

그러한 소송 중에서도 특히 청색다이오드

를 발명한 나카무라 오사무교수(켈리포니아 

대학교수)와 이전 교수가 근무했던 니치아 

화학공업사이의 소송이다.

나카무라 교수는 '01년 8월 직무발명의 대가 

지불을 요구하고 니치아화학공업을 상대로 

도쿄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청구액은 당초 20

억엔이었지만 후에 200억엔으로 증액되었다.

'04년 1월 제1심에서는 직무발명의 대가는 

604억엔으로 인정되었지만, '05년 1월 도쿄고

등법원의 권고에 따라 화해가 성립되어 상당 

대가는 약6억엔으로 인정되었다(연체손해액

을 포함하여 약 8억엔의 지불).

6) 누가 특허권을 가질 것인가?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에서 종업원이 직무로서 연구에 종사하고 발명이 생성되었을 경우에「특허를 

받을 권리는 기업에 이전된다」라는 것을 미리 정해 놓을 수 있다는 것은 특허법 

35조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은 이 규정에 근거하여 특허 받을 

권리를 계승하고 스스로 출원인이 되어 특허를 취득하게 된다. 그 때, 발명을 한  

종업원이 상당한 대가의 지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도 특허법에 정해져 있다.

<대학․연구기관의 경우>

일본의 학술 섹터에 있어서 특허권 귀속의 특징으로서, 종래는 국립연구소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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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대학이 법인격(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속성)을 가지지 않고 스스

로 출원인이 되어 특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문부과학성의 규정에 의하면 국립대학에서 생긴 발명에 관한 권리는 기본적으로

는 교수개인에 귀속하지만, 예외로 그 발명의 생성을 목적으로 국가가 특별한 연구 

경비를 사용했을 경우나, 가속기 등 국가의 특수한 연구 설비를 이용해서 발명이 

생성되었을 경우에는 권리가 국가에 귀속된다. 그 경우, 발명자에게는 등록 보상금

이나 실시 보상금이 지불된다. 또한 권리귀속에 대한 판단은 각 대학이나 각 학부

에서 그 대학의 교수로 구성된 발명위원회에서 행해진다. 또, 발명위원회의 운영방

법이나 귀속 판단의 상세한 규정은 대학마다 다르다.

그러나 국립연구소의 대부분은 독립행정법인화 되었고 국립대학은 ‘04년 4월에 

법인화되었다. 공립대학에 대해서도 설립자인 지방공공단체의 판단으로 법인화가 

가능해지고 있다. 그 때문에, 현재는 많은 대학․연구기관에서 발명에 관한 권리를 

기관에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권리의 귀속이 개인이 아닌 기관으로  

된다는 것은 기관으로서 전체적인 지적재산권의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쉽다는 것이

다.

그러나 이미 그전부터 존재한 특허는 개인에 귀속하는 것이 많다. 문부과학성의 

『지적재산 워킹․그룹 보고서』(2002년)에 의하면 ‘01년도에 국립대학 발명위원회

에서 심의된 발명 가운데 개인귀속의 비율이 86.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현재는 개인귀속의 발명과 기관귀속의 발명이 혼재한 상황이다.

<외국의 대학․연구기관의 경우>

특허권 귀속에 관한 규정은 나라마다 상이하지만 한 예로서 미국대학의 경우에 

관해 서술한다. 미국에서는 사립대학․주립대학이 함께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1980

년에 정해진 베이돌법에 의해, 정부자금으로 생성된 발명에 대한 권리가 각 대학에 

귀속된다. 베이돌법을 계기로 각 대학에 특허취득과 발명마케팅을 위한 TLO가 정

비되어, 산학간의 기술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대학․연구기관에서는 연구성과가 개인이 아닌 대학․기관 측에 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관리가 일본보다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때

문에 미국의 대학․연구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소속되어 연구를 하고, 일정 기간 후

에 일본에 돌아갈 경우에 자신이 쓴 연구노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사해서 갖고 

가도 좋은 것인가? 혹은 자신이 만든 실험 Material(세포주나 벡터 등)을 반출해서 

사용해도 좋은 것인가? 라는 것을 대학․기관측에 확인하고, 정식으로 승인을 얻고 

난 후에 그것들을 반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솔한 행동은 큰 문제를 일으킬 위험

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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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의 경우>

특허의 권리자는 개인 혹은 하나의 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복수의 기관 혹은 개

인이 권리자로서 특허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복수기관에 의한 

공동연구의 성과를 공동으로 특허출원할 경우에는 특허수입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

지, 특허출원 비용이나 변리사 비용은 어느 쪽이 부담할 것인지 등을 정해 둘 필요

가 있다. 협의를 통해 공동연구기관 중 한 기관만이 출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일본에서는 특허권이 A, B의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 A, B 각각은 해당 특허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제3자에게 사용 허락할 때에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하다(73조). 이 경우에 미국에서는 특허권을 공유한 자 사이에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제3자에게 특허권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서술한 특허제도 내에서 연구노트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 선발명을 입증할 수 있다

❖ 복수의 발명자 간에 직무발명대가의 환원 비율을 정할 때, 공헌도를 산정

하는 근거가 된다

❖ 공동연구로부터 발명이 생겼을 경우,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공유할 것   

인지의 판단 혹은 특허발명의 라이센스에 의한 수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등 대가의 비율산정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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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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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노트의 현황

본장에서는 유럽, 미국, 일본의 연구노트 기재, 사용현황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특

히, 1996년 미국의 법제도 개정으로 출원인이 미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관해서

도 선발명주의가 적용되게 되어 일본기업을 중심으로 연구노트의 보급이 급속히 확

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현재 전자연구노트가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서 보급되고 있는 상황을 소개하고 일본에서 현재 보급되고 있는 전자

의무기록이 기능상 유사하여 향후 전자연구노트로서 보급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연구노트란 단지 실험 기록을 기재한 노트가 아닌 1장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발

명일의 입증이나 발명에 관한 소송 등에 있어서 증거로서 제출 가능한 요건을 구비

하고 있는 노트이다.

연구노트가 이 요건을 필요로 하는 큰 이유의 하나에는 미국의 선발명주의를 들 

수 있지만 미국은 2007년 7월에 가까운 장래 선출원주의로 이행하는 것을 표명했

다. 만약, 미국이 선출원주의를 이행한다고 하면 일본에서 미국 특허출원을 대비하

여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구노트 도입을 널리 퍼뜨리는 것은 불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연구노트는 선발명주의의 대책이외에도 많은 역할을 가지고 있어(1장 참

조) 미국이 선출원주의로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연구노트의 필요성은 더욱 더 높다.

예를 들면, 최근 첨단연구분야에 있어서 논문 데이터 위조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들은 지도 교수가 연구노트를 체크하고 있으면 쉽게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연구윤리의 유지, 데이터 신빙성의 유지, 연구방향 수정 등의 측면

에서 최근 연구노트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미국에 있어서는 전자연구노트의 급격한 보급이 생명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연구노트를 다른 시스템, 웹 정보, 과학 데이터베이스와 링

크시켜 얻을 수 있었던 실험 데이터의 해석, 정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 때문

에, 실험을 통해 얻은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향후

에 바이오와 관계된 실험 효율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연구노트를 둘러싼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후에는 보다 효율

적으로 다기능을 가진 연구노트로 발전하는 것이 기대된다. 아래에서는 현황을 중

심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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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종래부터 지적재산의 상업화에 대한 인식이 높으며 대학을 비롯해 많

은 연구기관에서 연구노트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유학한 대부분의 연구자는 

연구처의 대학, 연구소 등에서 연구노트를 사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구노트를, 미국 대

학에서는 학부별한 대부분의 연작성에 대한 지침(guidance) 등을 인터넷에 게재하

는 경우도 있다. 그 내용은 선발명주의의 대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발명일의 증

거가 되도록 서식이 정해져 있어 엄격하다.

한편, 유럽에서는 선출원주의 때문인지 기재 방법은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영국, 리버풀 대학에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도하는 연구노트에 관한 

지침(guidance)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되어 있다.

❖ 목적 및 기능

•실험계획서 (일 단위), 실험 기록(결과 데이터도 기재)

•장기의 연구 기록(과거의 논문이나 연구노트 참조 가능)

•논문, 보고서의 정보원

•아이디어 노트

❖ 노트의 형식 

•하드커버(hardcover) 형식과 루즈 리프(loose-leaf) 형식이 있고 

어떤 형식이라도 가능 

❖ 색인은 필수 

❖ 안전한 장소에 보관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교수에 의한 서명이라든가 제3자에 의한 서명과 

같은 기재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연구자의 마음가짐으로서 연구노트 기재는 장

려, 교육되고 있어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기재하는 습관은 몸에 배어있다. 또, 제3자

인증 등의 장려도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예로서, 미국 켄터키대학 화학부문에서의 연구노트의 내용을 조사해 보면 

아래와 같은 서식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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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는 제본된 것으로 페이지 수가 들어 있어서 절하가능한 카본 카피(carbon

copy) 용지 

❖ 최초의 3페이지는 목차를 위해 비워 둔다. 또 목차는 항상 최신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갱신해야 한다.

❖ 각각의 실험은 새로운 페이지에서 쓰기 시작한다. 결코, 한 페이지에 한    

가지 실험 이상의 정보를 기재해서는 안된다. 또, 아래항목을 모든 페이지에  

기재한다

•실험 제목

•기재자의 성명 

•날짜 

❖ 각 실험의 기록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시킨다 

•선행 참고문헌 (또는 각 연구실 메뉴얼의 참조라도 가능)

•실험의 목적

•실행된 또는 연구된 모든 반응에 대한 반응식

•각 반응에 관한 공식 중량, 질량, 몰수

•모든 관찰(색채변화 등)

•사용한 화학재료의 원료(공업제품)

•사용된 제어 기기나 설비

•모든 데이터가 만약 어떤 결과를 얻었다면, 그 피크와 강도의 개요

•모든 계산

•데이터에 관한 견해와 해석 

❖ 연구노트에 공백페이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또한, 한 개의 실험에 대해서

페이지를 건너 뛰어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목차 또는 각 페이지에 「0

페이지부터 계속된다」나「0페이지에 이어진다」라고 기재한다.

❖ 모든 기재는 파랑 또는 검정 잉크  

❖ 모든 데이터나 기술은 직접, 연구노트에 쓴다. 결코 메모지를 통해서 기재  

해서는 안된다 

❖ 잘못된 경우에는 확실하게 ∝표시를 넣는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감추려고 하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읽기 어려워지지 않도록 한다. 또, 수정에는 이유를 쓴다 

❖ 남이 언제 보아도 이해가 가도록 정연하게 쓴다 

이처럼 미국의 많은 연구기관에서는 각각의 부서 등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연구

노트의 서식이 정해져 있다. 또한, 연구실 내에서의 연구노트 취급에 대해서도 상기 

연구노트 정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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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연구실 생활의 종료 시점에서 연구노트를 인스트럭터(instructor)에게 제출

해 체크를 받고, 서명을 받으십시오. 규칙대로 기재되고 있으면 인스트럭터

(instructor)는 서명을 하고 날짜를 기입합니다. 만약, 기재가 규칙대로 되지 않으면 

개선하도록 지도를 받을 것입니다. 또, 연구실을 떠나기 전에 날짜를 첨부하여   

복사 시트를 제출해 주십시오.

만약 연구실 외부에서 계산을 하거나 데이터를 수집하였을 경우에는 연구노트

에 반드시 그 취지를 써 주십시오.

(「Daily Procedure」로부터)

위와 같이 교수의 체크가 의무화되고 취급방법에 대해서도 확실히 정해져 있다.

실제 위의 연구노트 정책에는 연구노트 기재의 목적, 연구노트의 사양 등이 상세하

게 기재되어 있다.

이 경향은 연구 분야에 관계없이 어느 대학에서도 동일하다고 생각되고 각각의 

대학에서 같은 연구노트 기재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유럽과 미국의 연구노트를 비교하면 연구노트 활용의 기본적 사상은 연구 기록이

며 아이디어의 기재이기 때문에 같지만 그 기재 양식의 엄격함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특허제도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미국의 엄격함은 선발명주에   

의해 필연적으로 생긴 것이다. 한편, 미국은 1996년 법개정을 하고, 선발명주의에 

관해 미국인출원에만 적용하는 규정을 전 세계에 확대하였다. 이 결과 뒤에 서술한 

것처럼 일본에서 연구노트의 보급이 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보급되고 있다.

이 경향은 유럽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일본에서의 연구노트 사용은 ‘96년 미국의 법개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추정된

다. 다시 말해, 그 이전의 미국 출원에서는 미국인 이외에는 선발명주의 적용이   

인정되지 않았다. ‘95년 1월에 발효된 TRIPs협정(지적재산권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 27조에「발명지에 의한 차별없이 특허권을 향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 상기 규정은 이 협정에 위반되고 있었다. 미국은 이 규정을 개정하

고 ’96년 1월부터 WTO가맹국에서 생성된 발명은 발명일을 입증할 수 있으면 미국

인 출원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후, 기업을 중심으로 연구노트의 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에 있는 연구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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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제조업체인 일본 기술무역주식회사의 판매 통계에 의하면 ‘96년 ~ ‘02년 2월말

까지 86,330권의 판매 실적과 273개 기관에서 구입된 것이 소개되어 있다. 더욱, 도

쿄공업대학의 산학연계추진본부 보고에 의하면 ’04년 8월까지 123,000권을 약 420개 

기관에 판매하고 있으며 그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이전에는 기업에서의 채용이 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은 대학 등에서의 채용도 증가되고 있어, 현재의 

판매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구노트는 일본 기술무역주식회사이

외에서도 판매하고 있어 상당수가 보급되고 있다. 그리고 도입업체수를 업종별에 

보면 화학, 의약관계 업종이 절반을 차지하고, 뒤이어서 섬유, 식품, 전기분야 등이 

많아지고 있어 대학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널리 보급되고 있다. 미국 출원특허에 

관한 선발명주의가 세계에 확대된 결과, 첨단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노트의 활용

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요즘은 특히 지적재산보호 차원에서

의 요구, 연구의 공정성 등의 요구로 대학에서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경향은 다른 분야에도 확대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꾸준히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각각의 지적재산본부가 연구노트의 활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본격적인 연구노트를 채용하고 있는 예는 적고 노트를  

사용하고 있어도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는 실험 기록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

각 대학의 지적재산권본부 등의 연구노트 홍보가 최근 활발해지고 있지만 앞으로

는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도쿄공업대학의 산학연계추진본부가 ‘05년 3

월에 『산학연계활동의 전개에 따른 대학에서의 정보 등의 관리와 연구 노트의 활

용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를 실시하고 있다. 그 중 연구노트를 활용하고 있는 이

화학연구소, 요코하마연구소, 산업종합연구소, 쿄토대학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산업종합연구소에서는 일률적으로 연구자에게 연구노트를 배포하

여 사용․관리를 실시하고 있지만, 모든 분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화

학연구소에서는 생명과학 연구 분야에 있어서 실시되고, 쿄토 대학에서는 의학영역

을 희망하는 연구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다. 도쿄공업대학․산학연계추진본부가 

이러한 조사를 한 것은 문부과학성 대학지적재산본부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04년「21세기형 산학관연계수법의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모델 프로그램 연구」의 

연구 과제로서 제시된 『영업비밀 관리의 본연의 자세, 연구 노트의 취급, Material

에 대해서』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화학연구소 또는 쿄토 대학의 연구노트 사용이 조사 시점에서 일부 분야

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은 그 분야에 있어서 미국 출원이 활발해 선발명주의에의 대

응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이 반영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 보고서에도 서술되어있는 것처럼 대학에서의 연구노트 관리는 기업에 있어서

의 연구관리, 지적재산권관리의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 연구자양성의 관점에

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분야에도 확대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일본의 연구기관(이화학연구소, 산업기술종합연구소로부터)이 연구노트를 도입하

게된 이유로는 ① 미국출원 대책 ② 논문 신빙성 담보 ③ 독창성 증명 ④ 발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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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수단 ⑤ 연구 일지, 연구 기록 수단 ⑥ 노트 바로 그것이 귀중한 지적재산 등

을 들 수 있고 증인서명의 조건, 연구노트 보존 기간을 포함하는 관리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것들은, 대체로 미국 연구노트의 관리 방법에 따른 것이다

연구노트의 구체적인 기재 방법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미국의 방법에 준하고    

있다. 하나의 예로서 오사카대학 의학부 홈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하

면 아래와 같다

(http://www.med.osaka-u.ac.jp/pub/orgct/www/jikkenn%20not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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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노트는 공개를 원칙

• 원칙, 연구실 제공의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고 제본한 연구노트를 사용. 다른    

타입이 라도 좋지만, 루즈 리프(loose-leaf) 타입은 불가. 실험 기록을 컴퓨터에만

기재하고, 남이 볼 수 없게 하는 것은 금지. 반드시 수기의 노트를 사용 

• 컴퓨터에만 데이터를 남겨야 할 경우에는 그 취지를 연구노트에 기입.

출력한 데이터 등은 실험실시일을 기입한 후 연구 노트에 붙인다.

붙일 수 없을 경우에는 연구노트에 보관 장소를 기재한다.

• 반드시 실험을 실시한 날짜를 최초 페이지에 기재한다.

• 실험에 사용된 수단, 방법은 가능한 한 자세하게 기입

• 노트에의 기재는 실험 장소에서 한다. 실험 내용을 메모용지에 기재한 후 뒤에

노트에 기재하는 것은 피한다 

• 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

• 결코 잘 된 실험만을 기재하지 않는다. 실패해도 반드시 기재한다.

연구노트는 일기

• 지우개, 수정액으로 수정은 불가. 수정 부분에 선을 그어서 수정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수정자의 이름을 기재 

• 동물실험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 동물의 strain, 연령, 성별을 기재.

트렌스제닉마우스나 녹아웃마우스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것들이 적정한 것  

인지를 나타내는 의견을 첨부 

• 사용한 시약이나 세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유래(회사명, 공급자명 등)를 기재

• 형태적 특징이 있는 동물, 세포, 조직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진 등을 찍고,

연구노트에 붙인다.

• 실시한 실험이 기재자 본인의 것이 아니고, 단지 도와준 것일지라도 자신의  

연구노트에 실험기록을 기재한다.

(나중에, 연구의 권리주장을 할 경우 필요한 경우가 있다)

• 연구노트에는 실험 방법, 결과 뿐만 아니라 그 시점에서의 데이터 해석에     

대해서도 기재한다. 이것은, 그 다음에 어떤 실험을 해야 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이며, 이것이 없으면 어떤 생각으로 실험을 실시할지 모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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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서술한 것 같이 ‘07년 10월 현재 미국의 선출원주의 이행이 구체화되고 

있어 연구노트의 의미부여에 의문을 느끼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논문 데이

터의 신빙성이 큰 화제가 된 적도 있어 그 필요성은 재인식되고 있다. 또, 연구노트

에는 1장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각양각색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도 연구노

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 검토의 항목의 안에는 다음에 서

술하는 전자 연구노트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림 1> 전자연구노트의 기능과 과제

1) 유럽, 미국의 상황

인터넷으로 미국에서의 전자연구노트 최근의 상황을 보면 생명과학 분야, 화학분

야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향은 미국을 중

심으로 각국에 널리 퍼지고 있다. 그 상황을 아래에 소개한다.

<미국의 상황>

미국의 atriumresearch사 (http://www.atriumresearch.com/) 는 과학연구분야의 

시장조사, 연구기관의 능력개선, 교육 등의 컨설턴트 업무를 하는 기업이다. 전자 

연구노트, 전자정보관리시스템(LIMS), 연구업무관리(LPM), 그 외 많은 연구 업무수

행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고, 미국의 IBM 등의 대기업을 비롯해 다수의 유저를 소유

하고 있는 기업이다. atriumresearch사의 CEO 엘리오트는 최근『전자연구노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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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동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아래에 요약해서 소개한다.

그 내용에 의하면 전자연구노트 기능은 최근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로 인해, 의학분야나 프로세스 화학분야를 비롯한 각 연구기관에

서는 전자 연구노트가 평가되기 시작하여 생물학, 분석 화학, 품질 보증 등의 분야

에서 도입되기 시작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아직 도입하고 있진 않지만 많은 

기관에서 전자연구노트의 구입을 계획중으로 전자연구노트의 수요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태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자연구노트의 어떤 기능이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가?

초기의 전자연구노트는 데이터 등의 안전한 보존 장소의 기능뿐이었다. 그런 이

유로 연구자에게 있어서 굳이 도입할 만큼의 이점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의 전자 

연구노트에는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등 연구자를 보조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이 

기능은 전자연구노트 수요를 만들었다.

전자연구노트는 각종 데이터베이스와의 링크나, 연구실 내의 기구나 시약 등의 

관리 기능을 가지는 등 이후 점점 통합적인 것이 되어갈 것이다. 즉, 전자연구노트

가 연구실의 시스템을 지원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연구노트를 판매하는 업체도 최근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제품이 

시판되고 있다. 그러나 각각 판매하는 전자연구노트 간에는 호환성이 없어, 현재 이

것은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

또한, 전자연구노트를 도입하는 것에 따른 불안요소로 과연 증거능력이 있는가라

는 것이다.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라는 것이다. 이 법률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각 연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전자연구노트의 보급은 그 결

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한편, 연구노트의 증거능력을 생각할 경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제3자의 서명

을 생각할 수 있다. 사실은 현재, 모든 전자연구노트에 있어서 전자서명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다고 단언할 수 있는 단계

가 아니며 앞으로의 동향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 외에 전자연구노트의 검토 과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소프트나 OS 등의 업

데이트가 있다. 특허가 관계될 경우 연구노트의 보존 기간은 30년 정도가 바람직하

다고 여겨지고 있다(3장 참조). IT의 발전이 현저한 시점에서, 과연 현재의 전자연구

노트가 30년 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보증이 있을 것인가? 30년 전의 파일을 현재의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할 경우, 불안을 전부 떨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미국에서의 전자연구노트 시장의 활발한 동향과 전자연구노트의 문

제점을 소개했지만, 이 경향은 미국뿐만이 아니다. 프랑스에서의 상황도 소개한다.

<프랑스의 상황>

프랑스에서는 고쿠니움시스템회사와 파스퇴르연구소, 피에르대학에서 개발된 전

자연구노트가 있고 그 전자연구노트에 대해서 고쿠니움시스템회사의 포론스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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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전자연구노트가 보급되지 않은 요인으로서 연구 성과의 정보출

처가 여러 갈래로 복잡하게 나누어져(예를 들면, 이미지정보, 웹 정보, 소리정보 등),

전자 연구노트에 입력할 경우 분류체계가 어렵고 번거롭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간

편한 날리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각각의 데이터에 내용을 표현한 태그를 부여해 분

류하도록 했다(ipad 시스템). 또한, 본 시스템을 공유함으로써 공동연구자는 상호간

에 내용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능이 추가되어 정보가 명확해졌다. 또한 예

상치 못한 효과로서 이것들의 연구노트는 웹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연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각자 충분히 주의해서 쓰게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미묘한 정보를 포함하는 일부의 문서는 특별 분류되어, 적절하게 처리된다 

(예를 들면, 인쇄되어 서명된다). 이런 것에 의해 지적재산보호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것 같다. 일부의 전자정보가 처리되므로 본질적으로 일의 양은 감소하고 있다고 한

다.

상기전자연구노트의 개발자는 전자연구노트가 갖추고 있는 기능으로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들고 있다.

•정보의 명확화 (자기자신, 타인 쌍방)

•연구품질의 유지 

•보고서나 논문집필에의 자연스러운 이행 

•정보검색

•정보공유

•집약통합 

이렇게 전자연구노트는 급속히 보급되고 있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도 있어 완전

한 이행을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통합적인 기능을 가진 전자연구노트

는 큰 매력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현재시점에서는 서면연구노트를 대신하는 것으

로 생각하기 보다는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일본의 상황

일본에서의 연구노트 사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서술했듯이 일부 연구실과 대학에

서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 또다른 대학에서는 도입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전자연구노트 채용의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구노트  

도입의 논의와 함께, 전자연구노트에 관한 의견도 다양하며, 먼저 미국에서 보급되

고 있는 전자 연구노트도 일부 인터넷에서 광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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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Vision Publisher」가 있다. 미국 등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 일본에서도 보급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자연구노트와 비슷한 전자의무기록이 존재한다. 전자의무기록에 관해서는 

‘01년 후생노동성이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그랜드디자인을 내고 그 영향으로 현재 

큰 병원을 중심으로 도입이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관

한 필요 요건으로는 1999년 4월, 후생성 통지『진료기록 등의 전자매체에 의한 보

존에 대해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 같이, 『진정성』,『견독성』,『보존성』의 3가

지이며 연구노트에서 필요로 하는 요건과 유사하다. 그런 이유로, 일본에 있어서의 

전자연구노트는 전자의무기록의 시스템을 응용한 것일 수도 있다. 그 유사성을 비

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노트 니즈와 전자의무기록 니즈의 유사성

연구노트 니즈 유사 전자의무기록 니즈

연구계획․과정․성과의 기록 ◯

•연구일지로서의 측면 •특정환자의 진단기록

연구독자성의 증거 ◯

•발상시기의 명확화
•발명자의 특정
•논문게재자 자격

•치료의 독자성, 효과

연구에서의 비밀정보․노하우관리 ◯

•공동연구에서의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기재
•영업비밀을 위협하는 유체물연구

•개인정보의 유출방지 대책이 필요

특허심판, 소송에 관한 증거 ◯

•미국특허소송에서의 선발명자 문제,

성실성 증명
•데이터 조작문제 증명

•문제발생시의 원인 해명자료
•기본적으로 조작불가

제3자증인의 서명 ×

지적재산의식의 조성 △

•아이디어, 노하우의 메모 •치료에 관한 아이디어 기재

보존성 ◯

•영구보존 가능한 재료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기재필요

•일정 법정기간의 보존

◯: 유사 내지는 동등, △: 기능추가 가능, ×: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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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연구노트와 전자의무기록>

<표 1>에서 전자연구노트와 전자의무기록 요구와의 유사성을 정리해 보았다. 위

의 표 작성에 있어서 좌측항목에 관해서는 앞에서 서술한 2005년 3월 도쿄공업대학

에 의한 보고서를 참고했다. 연구노트 니즈에 대해서 전자의무기록 니즈도 거의 대

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자의무기록 기능 요건에 관해서는 앞에서 서술한『진료기록 등의 전자매

체에 의한 보존에 대해서』에 의해 <표 2>의 좌측항목에 표시된 내용으로 정리하

였다. 그리고 우측에는 각각의 요건에 대응하는 연구노트의 기능 요건을 표시하였

다.

엄밀성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자는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것으로부터 전자연구노트에의 응용은 비교적 부드럽게 진행될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한편, 연구노트와 전자의무기록과의 중요 차이점은 다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

다.

<표 2> 전자의무기록과 연구노트의 기능요건

전자의무기록 기능요건 연구노트 기능요건

진정성: 보존의무의 진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 ◯

•고의과실에 의한 허위입력, 개서, 삭제  
및 혼동을 방지하는 것
•작성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

•조작불가, 개정기록의 명확성필수
•수정불가
•페이지번호 인쇄
•여백불가(추가기입방지)

•기입자 서명, 날짜기입 필수
•증인서명, 확인일자 필수

견독성: 보존의무가 있는 정보의 견독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

◯

•정보의 내용을 필요에 따라 육안으로도   
읽을 수 있는 상태로 쉽게 할 수 있는 것
•정보의 내용을 필요에 따라 직접적인 서면   
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

•명확성 필수
•애매성 불가

보존성: 보존의무가 있는 정보의 보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

◯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 내, 복원 가능한  
상태로 보존하는 것

•일정기간의 보존성 필수
•영구보존가능한 노트 재료

◯: 유사 내지는 동등, △: 기능추가 가능, ×: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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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노트의 기재자는 동일인물(단, 연구실의 리더 등이 코멘트 할 경우가    

있지만)이지만, 전자의무기록은 복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② 연구노트에는 제3자에 의한 확인 증인이 필요하지만 전자의무기록은 불필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연구노트에 응용할 경우, 상기②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

인지가 과제가 된다. 그러나 앞의 예와 같이 미국에서는 전자서명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예상되어진다.

또한, 현재의 전자의무기록이 종래의 단순한 카르테를 바꿔 놓는 것이 아니라 의

료 시스템을 구성하는 일부로서 사용되어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다. 현재, 미국에

서  급격하게 보급되고 있는 전자연구노트가 과학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베이

스의 사용을 노트 내에서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또 다른 관련 시스템에 링크가 가능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 점에 있어서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응용하

는 것으로 전자연구노트에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

다.

연구노트는 연구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또, 대학에 있어서는 연구자육성 

면에서 교육상 중요한 툴에 되는 것이며 또한, 지적재산에 있어서의 발명자 문제,

독창성 증명 또는 발명시점증명 뿐만 아니라 연구가 오류, 불일치, 조작 등의 문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여부, 또는 부정자금에 의해 행해지고 있지 않은지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들의 조건을 충족하는 미국식 연구노트는 미국의 선발명주의 폐지에 

관계없이 이후 대학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보급될 것이다.

한편, 전자연구노트에 관해서는 현재 연구노트에 요구되고 있는 보존성, 제3자인

증 그 외에 많은 문제가 내재되어있지만 이것들이 해결되면 기타 기능을 통합하는 

매력 있는 연구노트가 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당장은 종래의 미국형 연구노트의 활용을 보급, 체득하면서 특히 팀 연구

에 있어서 투명성이 높게 연구자의 의식을 바꾸는 것으로서 이후 과학기술의 진전

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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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노트 작성방법

연구노트의 도입에 따라 그 일상적인 기재․관리의 번거로움을 염려하는 연구자

도 존재하며 반드시 모든 연구자가 적극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수많은 연

구기관과 각 대학의 연구추진부서 등이 연구자의 의식 향상이나 연구노트의 중요

성․필요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어 연구노트 도입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

연구노트의 서식이나 지도 교수의 체크방법에 관해서는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많이 소개되고 있지만, 실제로 연구자가 실무상 사

용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 어느 수준까지 미국의 방법을 준수할 것인지에 대

해서는 현재도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실제 연구자의 연구노트를 소개하면서, 연구자가 최소한 알아

두어야 할 연구노트의 기재사항 등에 관한 포인트를 설명한다.

대학에서 연구노트의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특허권 취득을 목표로 하지 않는 연구에 대해서 연구노트는 필요없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확실히 모든 연구가 특허출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구 

관리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엄격한 노트 작성을 요구하지 않아

도 된다라는 의견도 가능하다. 또한, 연구노트는 일반적으로 연구 계획․과정․성과

를 기록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는 반드시 특정한 체재․서식 및 관리방법을 정

할 필요는 없고 연구자에게 맡겨도 상관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연구노트에 객관성을 기대한다면 이야기는 다르다. 예를 들면, 2007년 10월 

현재 선발명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미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한다면 미국의 연방증거규

칙이나 판례법에 적합한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발명일이나 발명자의 특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국제특허가 일반화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

는 일본의 연구자들도 연구노트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특허분쟁에 관해서는 

대학들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07년 10월 현재 미국은 선발명주의를 선출원

주의로 변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선발명주의를 계속 채택하고 있는 한,

연구노트의 기재 유무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실 등에서 특허에 관한 소송이 조금이라도 염려된다면 연구노트의 도입을 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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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 이외에 데이터의 날조․도용․조작 등의 「부정」문제, 발명의 공헌도나 소유 

등을 다투는 「발명자 인정」문제, 정보교환 소프트 등에 의한 「정보 누설」문제 등

에 대해서도 연구노트는 큰 역할을 한다(1장 참조). 이처럼 다양한 국면에서 연구노트

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필자들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 있어서도「왜 연구노트를 쓰는 것인가(Why)」

「연구노트는 어떻게 쓰는 것인가(How)」에 대한 질문을 빈번하게 받는다.「왜 쓰

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1장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길 바란다. 또한 

5장의 Q&A에서도 관련된 질문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읽어주길 바란다. 따라서 본장

에서는 「어떻게 쓰는 것인가(How)」에 초점을 맞춰 연구실에 들어간 신입생이나 

지도교수, 기업 연구소에 속한 연구원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에 맞춰 해설하였

다. 연구노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연구실에 대응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지고 해설

할 생각이지만, 실제로는 바이오․의학계의 연구자 니즈에 맞춘 경향이 강하기 때

문에 노트의 기재 예 등은 바이오․의학계의 것이다.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어느 분

야에서도 공통적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2006년 6월 특허청에서「선사용권제도의 원활한 활용을 향해서 - 전략적인 

노하우(know-how) 관리를 위해서 -」라는 가이드라인이 발행되어 선사용권을 주장

하기 위한 증거자료의 하나로 연구노트의 취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참고하

길 바란다.

다음은 2006년 9월 26일자 닛케이 신문 일면에 

게재된「특허, 출원우선으로 통일․미국이 전환, 수

락」이라는 제목의 기사이다. 내용에 따르면「일

본, 미국, 유럽 등 41 개국은 특허를 허용하는 

기준을 통일하는 새로운 조약을 만들기 위해 

큰 합의를 하고, 미국이 자국의[선발명주의]를 

포기, 먼저 출원한 기업과 개인에게 특허를 주

는 일본과 유럽의 [선출원주의]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라는 것이다. 미국이 선발명주의에

서 선출원주의로 변경한 이유중 하나는 글로

벌진전에 의한 치열한 특허획득경쟁에 있다.

즉 미국 기업들이 "먼저 발명했다"는 것을 증

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미국이 선출원주의로 이행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특허기준 통일에 관한 합의의 골자>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주는 일본과  

유럽 등의 “선출원주의”로 통일

․미국은 먼저 발명한 자에게 특허권을 주는 "

선발명주의"를 포기 

․발명공표에서 출원까지 유예기간을 1년간 인정

․발명의 참신함, 진보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공통화

․출원으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내용을 공개  

하는 제도를 철저하게

․출원서류의 언어에 상관없이 최초의 출원   

일을 각국이 인정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언제  

실행되는지는 현재(2007년 10월)에는 판단하

기 힘들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가능한 미국 

선발명주의 대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그 

이외의 경우로 나누어 서술했다. 하지만 이 

상황이 계속되는 한 연구노트의 측면에서는 

미국특허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자

는 주의해야 한다. 향후 이 화제가 어떤 결

론에 도달하지는 필자들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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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구성이 높은 노트

기록 전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우선, 연구노트는 장기간의 보존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특허청에서 발행된 가이드라인이나 수많은 서적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연

구 성과의 기록으로서 또한, 발명자․발명일 특정의 증거로서 연구노트는 이용 가

능해야하므로 장기보존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미국출원의 발명일 입증의 

증거로서 활용할 것을 예상한다면 30년간의 보존 기간이 필요하다(후술, 4장 참조).

따라서 열화 되기 어려운 영구보존지가 사용된 노트를 연구노트로서 이용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실험실내에 가져올 경우에는 내약품성, 내수성에 대상한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가져오지 않을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내약품성과 내수성이 있는 편이 

좋다. 왜냐하면 장기간 보존에도 기재된 잉크가 번지지 않을 예함이다. 종이두께도 

뒤에 배어 나오지 않을 정도가 좋다. 또한, 그래프나 도표 등을 쓰는 경우에는 양면

이 편리하므로 구입 시 판단 기준으로 하면 좋다. 전형적인 대학 노트는 가로줄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질이 좋지 않은 종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하진 않는다.

선택해야 할 노트의 크기, 형태, 페이지 수는 사용 환경이나 목적에 따라 변경해

도 무방하다. 실험실에 가져오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포켓사이즈와 같은 소형

사이즈를 사용하고 데스크 워크(desk work)전용이나 몇 년에 걸친 연구 계획일 경

우에는 A4판 사이즈로 100장 정도가 평균적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기관의 상황에 

따라 사이즈와 페이지 수 등은 선택할 수 있다.

2) 실철 제본되어 페이지 번호가 붙은 노트

연구노트를 다양한 목적의 증거로서 이용할 경우, 조작이 불가능해야 한다. 그렇

기 때문에 보존중의 유실, 수정을 방지하는 의미로 루즈리프(loose-leaf) 형식은 피하

고 유실할 우려가 없는 실철로 제본된 노트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적절

하게 기재․관리․보존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 미리 연속 페이지 번호가 인쇄되어 

있으면 확실하다. 이것이 없다면 페이지 교환이 가능하다는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증거가치가 떨어진다. 연구를 기록하는 기록부에는 기재자, 증인서명과 날짜

를 기입하는 란이 필요하고 여기에 서명하는 것으로 연구노트의 증거력은 높아진

다.

또한, 연구노트의 기재에는 장기보존을 견뎌내고 수정이 불가능한 내광성․내수

성이 있는 볼펜 또는 펜을 이용해야 한다. 펜의 색은 검정색 또는 파랑색이 바람직

하다. 이유는 햇볕의 영향으로 퇴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붉은색은 햇볕의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한편, 법률에서는 연구자가 제본노트에 수기로 기록하는 것을 특별히 의무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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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진 않지만, 노트의 사용이 많은 경우 법률상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최선의 방

법이 된다. 과학연구에서 가장 규제가 엄격한 분야는 아마도 약학일 것이다.

FDA(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비임상실험에 관한 Good

Laboratory Practice」를 공표하고 있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비임상연구에 의한 데이터는 컴퓨터로부터 직접 얻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속하고 읽기 쉽게 잉크로 직접 기재해야한다. 모든 기재사항에는 기재자가 날짜 

및 서명 또는 이니셜을 부기해야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연구기록에 있어 제본된 노트를 사용하는 것이 약학연구기관에 

서의 실시 기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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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노트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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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있으면 편리한 요소

연구노트 표지 또는 서두에 노트 관리를 위한「노트번호」「타이틀」「서명」

「노트사용기간」등의 조항을 마련해두면 편리하다(단, 조직에서 관리할 경우 노트 

번호는 필수. 4장 참조). 또한, 서두에는 적절한 기록을 촉구하기 위한 연구기관의 

「기재 요항」을 마련하고 노트의 어느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신속하게 찾기 위해서「목차」를 마련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는 날짜와 연구 

타이틀로 대응시켜 두면 검색이 쉽고, 또한 복수의 프로젝트를 한 권의 노트에 기

록할 때에도 편리하다.

한편, 노트 내에 사용되고 있는 약어를「약어표」로, 해당연구 독자의 용어에 대

한 해설을「용어해설」로서 최초에 기재해 두면 자신이외의 연구자가 읽을 때에 편

리하므로 작성을 권한다.

각각의 항목을 실제로 어떻게 노트에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실제 예를 제시하면서 설명한다.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고 열화되기 어려운 재질 

•실철제본으로 연속 페이지 번호가 있는 것

•연구의 기록 페이지에는 아래항목이 있는 것

페이지 번호, 기재자와 증인의 서명․날짜기재란 

•기입은 내광성, 내수성이 있는 볼펜(ball-pen) 혹은 펜(검정이나 파랑색)

❖ 있으면 편리한 항목 

•표지 또는 서두에 노트관리에 필요한 아래항목을 기재(단, 노트번호는 관리상 필수)

노트번호, 타이틀, 서명, 사용기간 

•서두에 연구 기관의 기재 사항이나 목차 

•약어표나 용어해설 

최근, 연구노트가 일부 회사에서 시판되고 있고(부록 참조) 상기의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그로 인해 특별주문으로 처음부터 완전한 연구노트를 사용할 것인

지, 통상의 노트를 연구노트에 연결하여 사용할 것인지, 시판되고 있는 연구노트를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등 연구실의 방침에 따라 형식을 맞출 것을 권한다. 그렇게 

하는 편이 손이 많이 가지 않고 실수도 적고 결과적으로 비용면에서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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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는 과학자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의 하나이다. 노트를 작성하는 것에 의

해 과학자는 실험의 내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또, 연구를 효율적으로 후세에 계

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욱이 최근 과학자가 자신의 과거 또는 현재의 연구 내

용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1장 참조). 연구노트는 그러한 상황에서

의 증거로서도 활용된다.

이처럼 나중에 증거로서 노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레이아웃과 기술방법이 명확

하고 읽기 쉽게 작성되어져 있어야 한다. 즉, 다른 과학자가 노트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노트를 기입할 때에는 자기 자신의 사고방식과 동시에 앞으로 노트를 읽

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작업과 프로젝트 내용에 따라 

그 시점에 걸맞는 노트 편집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트의 기재에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 작성자는 통일되고 획일적인 기재방식을 염두에 두고 수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이 되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1) 처음에 작성하는 것

책등 또는 표지에 노트의 타이틀을 작성하면 책장에 노트를 늘어놓은 상태에서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편리하다. 따라서 연구노트에 타이틀을 부여하는 것을 

추천한다. 타이틀은 “신규유전자◯◯◯”등과 같이 프로젝트명을 간결하게 쓰고 노

트번호를 함께 쓰면 좋다. 노트번호는 프로젝트 약호(「GNP No.1」등)나 단순한 

연속번호라도 좋지만 관리상 필요하므로 반드시 붙이도록 한다(4장 참조).

더욱이 사용 시작일이나 종료일도 노트의 관리상 편리하므로 책등과 표지에 기재

해 두도록 하자.

기타 관리상 편리성을 위해 표지에는 사용자 서명이나 소속, 발행일, 발행자 등의 

항목을 마련해도 좋지만 서두에 기재하는 항목(후술)에 맞추어 적당히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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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표지․서두에 작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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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두페이지에 작성하는 것

우선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첫 페이지에는 사용자 서명이나 소속 등, 노트 자체의 

정보를 기재해 두면 노트 관리상 편리하다. 이것은 표지에 기재한 항목에 맞춰 적당

히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기타 실제의 기록 페이지에 앞서 기재상의 주의나 장려 

사항이 씌어진 기재 요항이나 목차, 약어표 등의 페이지가 있으면 작업 내용, 프로젝

트 내용, 연구자의 필요성에 따라 그 시점에 어울리는 노트 편집이 가능해진다.

기재 요항에는 본장에서 게재되어 있는 것 중 주된 사항을 간략화해서 기재하는 

것 외에 기관 고유의 규칙을 기재해도 좋다. 하나의 예를 아래에 소개하였다. 각 항

목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서술한다.

기재요항

❶ 기입은 검정이나 파랑 잉크 볼펜(ball-pen) 또는 펜을 사용할 것

❷ 연구노트의 기록은 작업한 날에 기입할 것 

❸ 신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면 즉시, 연구노트에 기입할 것

❹ 타인으로부터 아이디어의 제공이나 논의 등의 상세내용도 기입할 것

❺ 페이지순으로 기입할 것 

❻ 여백이 없도록 기입할 것 

❼ 여백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x표시를 붙일 것 

❽ 오자 등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는, 선을 긋고 서명과 수정일을 기입할 것 

❾ 후일 정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정한 날의 페이지에 정정 개소의 페이지    

번호와 정정일, 정정 내용, 정정 이유를 기입할 것

❿ 연구노트에 별지 등을 붙일 경우에는 노트에 걸치는 형태로 기재자와 증인  

의 날짜, 서명을 기입할 것

⓫ 기재사항의 마지막 부분 및 업무종료 후에는 반드시 날짜와 서명을 부기할 것 

⓬ 작성자는 기입년월일과 서명, 증인은 확인년월일과 서명할 것 

⓭ 목차 페이지, 약어 페이지에 대해서는 진행에 맞춰 추가할 것 

<그림 3> 기재요항의 예

목차 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많은 연구자에게 번거로운 작업의 하나지만, 노트의 

어느 페이지에 어떠한 항목이 작성되어 있는지를 빠르게 검색하는데 매우 편리하

다. 그러나 목차에 정보를 지나치게 담으면, 읽기 어렵기 때문에 적당한 양의 정보

를 작성해야 한다. 목적에 맞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목차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항상 동일한 형식의 목차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유연하게 노트를 쓴다는 것은 이

런 것을 의미한다. 한편, 목차에 증거능력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수정 등은 서명 없

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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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목차의 기재 예

약어표는 연구노트에서 일관되게 이용되고 있는 기호나 코드번호 등의 정보가  

간단히 기재된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연구노트 앞부분에 기재하는 이유는 지도 교

수나 공동 연구자가 노트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며 장래에 그 노트를 다른 연

구자가 연구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용어해설도 목적은 약어표와 동일하며 사전에 실려 있는 것 같은 연구 분야의 전

문 용어보다도 해당연구에서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해설을 기재하

면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연구실에서 수립한 세포주나 트렌스제닉마우스 등이 해

당될 것이다.

<그림 5> 약어표와 용어해설집의 기입 예

3) 연구의 기록페이지에 작성하는 것

연구노트는 단순히 실험 방법이나 그 결과를 기재하고 증거로 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개념화(conception)」한 날짜를 입증하는 것에도 사용된다.「개념화」란 발명

이 관념상 또는 개념상 완성된 상태를 의미하므로 연구노트에는 데이터 뿐만 아니

라 아이디어, 생각 등이 포함되어 있어도 좋다.

즉 연구노트에는 연구목적 제시, 실험방법, 실험데이터, 결과로 무엇을 알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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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전의 것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앞으로의 

전망 등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 날짜, 타이틀, 목적, 샘플, 실험 계획, 작업 내용, 결과, 고찰 등의 

항목을 기재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노트 기재순서와 주요사항을 실제 각 항목의 

기재 예와 비교하면서 순서대로 해설하도록 하자.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 

~ 날짜, 타이틀, 목적, 계획, 샘플, 실험 방법 등~>

노트의 첫머리에는 항상 시작일과 실험 타이틀을 기재한다. 복수의 실험이 병행

되고 게다가 같은 내용의 실험을 반복하는 것도 많으므로, 혼동되지 않도록「시작

일+실험타이틀」로 관리하는 것이다. 날짜는 070410으로 하지 않고, 전표기(「2007

년 4월 10일」이나 「Apl.10.2007」)로 한다. 즉, 누가 보아도 날짜의 표기라고 알게 

쓸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목적, 계획, 샘플, 실험 방법(프로토콜) 등 실험 전에 쓸 수 있는 것을 

기재한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특별히 결정된 서식 등은 없지만, 샘플이나 프로토

콜에서는 아래의 요소를 포함시키는 등 나중에 누군가가 보아도 재현할 수 있도록 

주의해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

•장치와 그 조작법 

•사용 조건, 시간, 온도, 압력 등의 컨트롤 조건

•특징적인 재료, 반응물, 시약

목적에서는 이 실험으로 무엇을 밝힐 것인지가 배경부터 논리적으로 기재되어 있

는 것이 이상적이다. 또한, 예정하고 있는 실험의 전체 내용이 단적으로 씌어진 스

케줄은 나중에 재검토할 때에도 도움이 된다. 샘플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실험 내용을 검토할 경우를 위해서도 n수, 합계수, 샘플

간의 차이는 무엇인가(처리 시간, 세포종, 사용 약제 등) 등 할 수 있는 한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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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

프로토콜도 같은 이유로 가능한 한 상세히 작성해야 하지만 이전과 같은 실험을 

할 경우, 반복해 작성할 필요는 없다. 이전의 프로토콜이 씌어져 있는 페이지를 참

조하여 변경된 사항만을 상세하게 쓰면 된다. 또한, 연구프로토콜 등을 따를 경우에

는 그것을 참조해도 좋지만, 이런 경우 연구프로토콜 자체도 확실히 관리되어야 한

다. 또는 프로토콜을 복사해서 노트에 붙이는 방법도 좋다. 붙일 때에는 서명을 하

는 등의 주의사항이 있지만, 상세한 것은 뒤에 서술한다. 이렇게 되풀이 되는 기재

를 생략하는 방법은 프로토콜 이외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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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프로토콜 기재 예

<실험 중에 작성하는 것  ~결과 등~>

실험 데이터 등의 결과는 물론 실험 중에 알아낸 것(샘플의 변화 등)이나, 실패 

또는 요령 등도 작성하면 좋다.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는 관찰 사항 및 데이터 

등은 즉시 기재하는 것이다.

즉시 기재하는 이유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어떤 관찰 사항이

더라도 기억에 의지해 나중에 노트에 기재한다면, 무엇인가 누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데이터를 즉시 기입해 버리는 것으로, 진행중인 실험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머릿속에 있으

면, 주의가 산만해져 실패의 원인이 된다. 자신이 한 것 또는 본 것을 노트에 기록

하여 머릿속을 산뜻하게 한 다음 작업을 이행하는 것이 실험 성공의 포인트이며,

확실한 연구노트 작성의 포인트이다. 물론, 데이터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모든 

실험과 결과를 기록한다. 그리고 실험이 끝난 후에는 결과에 대해 충분히 고찰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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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중 알아낸 것, 결과 데이터 등은 즉시 기재

→ •확실한 기록 때문에 

•실험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결과나 데이터는 어떻게 기재하면 좋을까? 우선 기재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자세하게 기재한다. 예를 들면 기호나 약호를 사용하여 

그 설명을 기록하고, 그래프는 축의 수치나 단위를 밝히고 오차 범위(error bar)나 

순수데이터의 기재도 잊지 않도록 한다. 또한 현미경에서의 관찰 결과이라면, 스케

일 바(scale bar)등으로 축척을 밝힌다. 기타 필요에 따라 실험 데이터, 결과의 설명

을 보충한다. 즉, 데이터의 해석에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호나 약호의 설명을 부근에 기재 

•그래프에서는 축의 수치나 단위, 오차 범위(error bar), 순수데이터

•현미경 사진에서는 스케일 바(scale bar)나 관찰 조건(앞에 서술되어있으면 

불필요)등, 해석에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결과를 기재할 때 실험에 따라 수기로 기입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물리적

으로 노트에 직접 기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수기로 기입할 수 있는 경

우는 지금까지 설명한 기재의 규칙을 따르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생략하고 그 외

의 경우에 관한 기재 방법을 설명하려고 한다. 이것도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기재하는 것이며, 연구의 단순한 기록 뿐만 아니라 증거로서의 가치

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노트에 붙일 수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노트에 붙일 수 있는 것은 풀로 접착하여 부착한다. 사진이나 전자데

이터의 출력물(print out) 뿐만 아니라 건조한 젤 등 부푸는 것도 복사해서 부착하

면 좋다.

부착할 경우에는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우선 한 가지는 장기간 보존해도 떨

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화 되기 쉬운 셀로판테이프는 추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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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접착제는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도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부분적으로 

접착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 서명을 하거나, 공백인지 여부를 표시할 필요

가 있어 다소 번거롭다(4장 참조).

또 하나는 서명이다. 기재자 본인 및 증인에 의한 날짜와 서명을 노트에 걸쳐 기

재해야한다. 여기에서 증인의 존재는 연구노트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증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증인의 서명 여부에 따라 연구노트의 증거가

치는 크게 달라진다(칼럼 참조). 연구노트에 증거력을 높이려면 증인은 반드시 필요

하다.

한편, 아래와 같이 노트에 자료를 부착할 경우의 주의사항은 프로토콜의 복사본

을 부착할 경우에도 같다.

<그림 8> 결과를 첨부하는 경우

※ 부분적으로 첨부하는 경우에는 4장 참조

[노트에 붙일 수 없는 경우]

게놈 데이터 등 대량의 전자데이터나, 동영상 데이터 또는 유체물을 생성하는 것

은 물리적으로 노트에 부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데이터는 노트와 별도로 보

존하도록 한다. 또한, 노트의 지면보다 큰 종이의 경우도 같다. 노트에는 원본데이

터의 보존 장소, 데이터의 명칭(파일명 등), 설명 등을 기재해 둘 필요가 있다. 한편,

원본데이터의 경우에도 연구노트 관련 페이지를 기재해 두도록 한다. 이러한 상호

인용이 증거력을 높이게 한다(4장 참조). 가능하면 원본데이터에는 기재자와 증인 

의 날짜와 서명을 기입해 두면 좋다. 적어도 증인에게 데이터의 존재를 확인시켜 

서명에 의해 증거를 남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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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hem사와 Roalbo사는 스페인 제약기

업으로 두 기업 모두 마쿠마리 반응을 통해

서 Loratadine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청구항

으로 한 특허를 가지고 있었다. Loratadine은 

상품명을 Claritin으로 하는 지속성 선택H1

수용체경쟁․알레르기성 질환치료제로서 미

국의 셰링플라우사로부터 시판되고 있다.

Rolabo사의 특허출원 서류는 외국우선권에 

근거해 1997년 2월 26일에 제출하였다. 한편,

Medichem사의 특허출원 서류는 미국의 임

시출원에 근거해 1997년 5월 30일에 제출하

여 그 차이는 약 3개월이었다. Medichem사

측은 Rolabo사보다 먼저 발명한 것을 증명해

야만 했다.

Medichem사는 재판소에 아래의 3개를 증

거로서 제출했지만, 결과로서 인정받지 못했

다.

① NMR스펙트럼(spectrum)

② Medichem사의 발명자A씨의 연구노트

③ Medichem사의 발명자가 아닌 인물 X씨의  

연구노트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NMR스펙트럼(spectrum)

NMR스펙트럼 데이터는 Loratadine화합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이지만, NMR

스펙트럼 데이터는 Loratadine을 생산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증거가 아니다라고 

여겨졌다.

② Medichem사의 발명자 연구노트

연구노트에 증인의 서명이 없었다.

③ Medichem사의 발명자가 아닌 인물 X씨의  

연구노트

날짜는 적혀 있었지만, X씨의 서명도 없  

고 증인의 서명도 없었다.

또한 재판에서 X씨는 증언하지 않았지만 A

씨의 공동발명자 B씨는 B씨와 X씨는 서로

의 노트를 정기적으로 기입했다고 증언했다.

재판소는 X씨의 노트에 X씨의 서명이 없고,

증인에 의한 서명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노

트는 최소한의 뒷받침만이라고 생각하고 우

선권과 특허권은 Roalbo사에 주도록 결론지

었다.

----------------------------------------------------------

외국우선권: 특정 국가에 선출원한 내용을 

12개월 이내에 외국에 출원할 경우, 특정 

국가에 출원한 날과 동일한 날에 외국에도 

출원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임시출원: 향후에 통상출원을 전제로 임시

로 출원하는 것. 미국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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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결과를 노트에 부착할 수 없는 경우

그렇다면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 것일까? 본인만 알 

수 있도록 지나치게 간략하게 기재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자세한 

기재는 번거롭기 때문에 연구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 기술을 따라 해당분야의 다른  

연구자가 이해, 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학문적 배경이 있더

라도 실험에 관한 조건이나 재료, 장치의 종류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읽는 것을 전제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연구의 지식이 없어도 해당 분야의 연구자라면 이해, 재현할 수 있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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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후에 작성하는 것  ~ 고찰, 서명 ~>

기재자는 하루의 실험 종료 후 즉시 그 날에 실시한 실험을 마무리하고 실시한 

연구 내용(배경, 실험 계획, 관찰․실험 결과 및 데이터 확인 및 검토 내용 등)이 확

실히 기입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즉, 그 날에 실시한 것은 그 날 중으로 기재한다.

또한, 보통의 실험을 종료했을 경우에는 고찰 사항을 작성한다. 실험 결과로 무엇

을 설명할 수 있는가, 실험 목적을 달성했는지, 실험 계획은 잘 수행했는지, 다른 

방법을 적용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가설실증의 여부, 다음에 실

시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검토한다.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는 1~2페

이지에 걸치지만 통상적인 실험의 경우에는 한 두 줄로 끝마칠 수 있다.

한편, 고찰에는「고찰」「해석」「데이터 평가」등 적당한 표제를 기입하고, 데이

터 및 결과 등 다른 항목과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한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이디

어나 추측, 사실을 분류할 수 있고 또한 목차에 기입할 수도 있다. 즉시 참조할 수 

있도록 고찰페이지를 인덱스 탭으로 표시해 두는 것도 유용하다.

<그림 10> 고찰 기재 예

고찰과 같이 다른 연구자와의 논의나 회의 내용에 대해서도 연구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이라면 노트에 기록해 두어야 한다. 논의된 아이디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에 의한 제안, 누가 출석했는지, 아이디어나 제안에 공헌한 사람들의 이름을 조심스

럽게 기재한다. 연구의 귀속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논문에 있어서의 필자나 특허에 

있어서의 발명자 등을 결정할 때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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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나 생각 등은 사실과 나누어서 기재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명확히 해둔다

다음으로 연구노트 기재내용이 사실이며 조작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요소는 기재자와 증인의 서명이다. 특허성이 있는 발명일 경우에는 특히 중요하다.

한편, 서명은 항상 날짜와 함께 기록한다. 서명이 필요한 경우는 앞에서 서술한 것

과 같이 노트에 결과물을 부착하는 것 이외에 몇 가지가 있다.

우선, 기재자는 스스로가 기재자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 매일 기재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서명한다. 발명일은 증인에 의해 서명된 날짜로 결정되므로, 동시에 증인도 

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우 나중에라도 

증인은자인 된 각각의 페이지에 정기적으로 서명해야 한다.

기재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 페이지의 작성이 끝났을 때, 기재자는 그 페

이지에 서명을 기입해야한다. 증인도 동일하게 서명해야하지만 당일기입이 어려우

면 나중에라도 증인의 서명을 기입한다. 발명일은 증인이 서명한 날짜로 결정되지

만 나중에 서명해도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뒤에 서술한 것처럼 그룹미팅 

등의 기회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누가 증인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는 뒤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한편, 페이지에 여백이 남을 경우는 나중에 기입이 불가능하도록 x표시(크로스 아

웃)를 기입한다.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나머지 전 페이지를 사용하고 싶지 않을 경우

에도 미사용 전 페이지에 x표시(크로스 아웃)를 기입하고, 기재자의 서명을 한다. 이 

표시에 의해, 노트 기재자가 의도적으로 나머지의 페이지 부분을 사용하지 않았다

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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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서명의 기재 예

<기타 기재방법>

조작의 의혹을 피하기 위해 노트는 시간순으로 공백이 없도록 기재하는 것이 원

칙이다. 공백은 앞에서 서술한 것 같이 x표시로 채우고 기재 내용은 나중에 수정해

서는 안된다. 물론, 수정액으로 지워서도 안된다. 이전의 기재된 내용을 나중에 수

정할 경우에는 수정한 페이지에 수정 개소, 수정 내용, 수정 이유를 기재한 후 기재

자의 서명을 하도록 한다. 한편, 잘못 표기했을 경우에는 본래 작성된 내용을 판독

할 수 있게 선으로 그어 수정하고 서명한다. 여기에서의 서명은, 작성자에 의한 수

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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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수정의 예

실험이 며칠 동안 계속 될 경우나 복수의 실험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에는 기본적

으로 날짜와 표제로 구별하여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목차에 기재하여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수일에 걸쳐 실험할 경우에는 앞의 단락에서 언제까지 실험을 진행할 

지를 쓴다. 이어서 날짜 및 실험제목을 쓰고 언제부터 시작되어 실험이 어느 단계

인지를 알 수 있도록 표제를 기입한다. 전날부터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경우,

실험제목은 생략해도 좋다. 즉, 나중에 보아도 혼동되지 않도록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그림 13> 수일에 걸친 실험의 기재 예

복수의 실험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날짜와 표제로 구별하여 쓰고,

실험계획 일정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한다. 즉, 어떤 실험이 어느 부분에 연결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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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기되어 있고 목차가 타당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실험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5장 참조).

<그림 14> 복수의 실험이 병행될 경우

또한 노트기재 시 실험방법 작성도중 페이지가 끝나버려 다음 페이지에 연속해서 

작성할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페이지에 계속」「○○페이지

부터 계속」과 같이 표시하여 기재가 계속되고 있는 취지를 기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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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다음페이지에 계속될 경우의 기재 예

4) 노트를 다 사용하면

기재자는 그날의 연구내용 작성을 마친 연구노트를 열쇠를 사용하는 케비넷, 서

랍 등에 보관한다. 노트는 다 사용하면 새로운 노트를 받고, 새로운 노트의 번호를 

확인한다. 다 쓴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새로운 노트 번호를 기재하고, 다음 노

트에 연결되도록 한다. 다 사용한 노트는 각 연구실의 방침에 따라 관리한다. 모든 

노트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연구실도 있는 반면에 연구자가 연구실을 그만둘 때 

까지는 개인에서 관리하게 하는 연구실도 있다. 노트의 관리에 대해서는 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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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에 기재할 각 항목의 주의사항은 전항에서 설명하였다. 주요사항을 정리

하면 아래와 같다.

❶ 시간순으로 기입한다

❷ 공백을 남기지 않는다. 공백에는 x표시를 하고 아무런 내용도 삽입하지 않는다

❸ 이전에 기재한 내용은 나중에 직접 수정해서는 안 된다. 수정하고자하는 내용은  

그 시점에 작성하고 있는 페이지에 기재 

❹ 기재 내용은「날짜」와「표제」로 관리 한다(목차와 맞춰 활용하면 좋다)

❺ 약어나 특별한 단어에는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설명문장을 기재한다

(서두에「약어표」「용어해설」을 마련해 두어도 좋다)

❻ 새로운 계획 또는 실험이 시작될 때 목적, 논리적 근거, 계획을 간단히 설명해둔다

❼ 기재 내용은 제3자가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쓴다 

❽ 기재가 어디부터 시작되어 어디까지 계속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❾ 결과나 관찰 사항 등은 즉시 기재한다  

❿ 결과물 등을 첨부할 때는 기재자, 증인의 날짜와 서명을 노트에 걸쳐 기재한다

⓫ 첨부가 곤란한 것은 노트에 소재나 명칭을 기록해 별도 보존하고 상호인용한다

⓬ 데이터 등의 사실과 고찰 등의 아이디어나 추론은 명확히 구분해 기재한다 

⓭ 미팅에서의 토의 등도 기록한다

⓮ 각 페이지에 기재자와 증인의 날짜, 서명을 첨부한다 

노트를 색깔로 구분해 기재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연구실 이동시 노트를 흑백

으로 복사할 경우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컬러복사로 할 것인지 또는 

처음부터 색깔로 구분하지 말고 모양 등으로 구분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레이아웃이나 실험방법을 명확하고 읽기 쉬운 글자로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

를 들면, 1(하나)과 l(엘), 0(제로)과 0(O)등과 같이 헷갈리기 쉬운 문자는 잘못 읽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보기 쉽게 작성하기 위해 실험 중에는 별

도의 다른 노트에 기록하고 나중에 연구노트에 깨끗이 작성하여 정리하는 것은 효

율적이지 않다.

어디까지나 연구가 있어야만 연구노트가 존재하므로 노트기재에 지나치게 정성을 

들여 실험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즉시 기재한다라는 사항에도 어긋난다.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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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더라도 보기 쉬운 노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항상 생각하고 익숙해져야한다.

또한, 즉시 기재가 원칙이므로 노트는 통상적으로 실험대에 가지고 가야한다. 이 

경우 단순한 것이지만 실험대에서의 노트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실험을 진

행하면서 노트를 작성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한다. 노트에 시약을 흘리

거나 떨어뜨릴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양한 실험기구 사이에 작은 공간에

서 작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연구노트는 장기간 보존하는 것으로 열화를 촉진시

키는 행동은 피하고 정성스럽게 취급해야한다. 오른손잡이 실험자는 실험대상 기구

의 오른쪽에, 왼손잡이 실험자는 실험대상 기구의 왼쪽에 노트를 두고 실험하는 자

세로 가지도록 한다. 한편, 시약을 흘리는 등 노트를 파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복사본 등을 소중히 간직해 두는 등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노트를 파손했을 

경우의 대처법에 대해서는 4, 5장을 참조한다.

즉시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눈앞에 노트가 없을 경우에도 해당된다. 어떤 용지

라도 가까이 있는 것에 생각이나 데이터를 적어 두도록 한다. 이렇게 연구노트가 

아닌 메모를 남기는 이유는 생각이나 데이터를 확실히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최대한 빨리 자신의 노트에 기입하고 증인의 서명을 얻어야 한다. 몇 일간 

노트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지에 서명하고, 증인에게도 서명하게 한다. 나중

에 첨부물을 부착하면 좋다. 증인의 서명을 받는 이유는 발명일의 증거자료 사용 될 

경우 서명이 없으면 작성 것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특허나 외국과의 공동연구 등 문제발생시 연구노트가 필요할 가능성

이 있는 경우 영어번역에 오해가 없도록 기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주어와 시제를 

명확히 하고 가능한 한 능동형으로 쓰는 등, 일본어의 애매성이 문제되지 않도록 

작성해야한다.

1) 상사, 지도교수의 체크

상사 또는 지도교수는 연구자의 기록작성이 일정수준에 도달한 것을 판단하기 위

해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 작업은 중요하다. 예를 들면, 연구미팅 등

의 기회를 활용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4장 참조). 만약 이것을 소홀히하면 부

정의혹이 발생 했을때 증거자료인 연구노트가 없는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또한, 연구실의 리더가 되면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가 많아지므로 이런 

경우의 대처법도 사전에 정해 두어야 한다.

상사 또는 지도교수가 노트를 점검할 때에 이용할 수 있는 10개 항목의 체크리스

트를 기록한다. 적절하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두「yes」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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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검정(또는 파랑) 볼펜 또는 펜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❷ 문자를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가, 혼동하기 쉬운 서식은 아닐까

❸ 기재 내용을 명시하는 표제가 있는가, 목차는 최신의 내용까지 업데이트되어 

작성 되었는가

❹ 공백이 없고 시간순으로 기재되어, 조작의 여지가 없게 되어 있는가

❺ 이전에 기재된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는가

❻ 원본데이터의 소재는 명확한가

❼ 기재자의 보충 설명 없이도 이해가 쉽고 기입의 누락은 없는가

❽ 아이디어나 관찰은 직접 노트에 작성되어 있는가

❾ 각 페이지나 데이터에는 기재자와 증인의 서명이 있는가, 또 날짜의 서식은 

혼동하기 쉽지 않은가

❿ 노트는 안전하게 보관․사용되고 있는가

위의 질문은 노트를 적절하게 작성하기 위한 기계적 작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사 또는 지도교수는 더욱 광범위한 책임을 지고 연구자가 좋은 일을 하도록 배려해

야 한다. 가설의 논리성, 대조의 타당성, 데이터의 통계적 분석, 결론의 타당성 등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1장 참조).

2) 증인에 의한 서명 

연구노트가 증거로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연구자(발명자)는 각 페이지의 기입

내용에 대해 규칙적으로 서명과 날짜를 첨부해야 하며 특정 증인에 의한 서명과 날

짜도 첨부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증인이 연구노트 작성자가 실시하고 있는 연구(발명)의 내용을 이해

한 후에 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증인은 기술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

다. 보다 엄격하게 노트를 작성할 경우 증인은「확인하고, 이해했다」등의 문장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4장 참조).

또한, 특허에 관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 등을 생각하면 연구종료 후에도 몇 년

간에 걸쳐 증언이 가능한 사람이 바람직하다(4장 참조). 더욱이 증인이 공동발명자 

또는 발명에 공헌하여 공동발명자가 될 경우에는 증인변경이 필요하다. 기재자와 

이해관계가 강하기 때문에 공동발명자의 증언은 증거력이 불충분하다. 그렇기 때문

에, 공동발명자로서 의혹을 가지는 직속상사 또는 같은 연구팀의 연구자 등은 적합

하지 않다(1, 4장 참조).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인물을 찾아내고 매일 서명하게 하는 것은 대학 등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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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따라서 대학 등의 연구기관에서는 누구를 증인으로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대안을 제시한다면 주간 혹은 월간 그룹미팅이나 런치 세미나를 통해 이웃 

연구실의 연구자를 서로 교환해 노트에 서명을 받는 형태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1장 칼럼에도 소개하였듯이 다른 연구실의 대학원생 등을 아르바이트(part-time job)

로 고용하는 방법도 있다. 요즘은 대학 내에 지적재산부서가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증인이 되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확실히 증인이 되는 인물을 찾고 서명하도록 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연구실에서 연구 성과를 상업화할 경우나 데이터 재현성에 의혹이 생길 경우를 대

처하기 위해서는 증인으로서 대학 내에 연구를 이해하는 제3자를 설정해야 한다.

대학의 연구자가 그룹내에서 연구를 진행

하여 발명하였을 경우「누구까지 발명자」라

고 생각하면 좋은 것일까? 논문과 같이 지도

교수는 절대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의 판례를   

소개한다.

1994년 고혈압치료약의 복용량을 조절하기 

위해 포제를 용이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

는 기술을 화이자가 개발해 ‘94년에 특허출

원하고 ’99년에 등록하였다.

화이자 일본법인의 제제연구실장이고 공동

연구자의 상사였던 X씨(원고)는 회사로부터 

보상금 15,000엔을 지불받았다. 그런데 화이

자를 상대로 동특허의 발명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특허를 양도한 대가의 일부인 10억엔

을 회사에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05년 9월 13일 도쿄지방재판소판결의 개요

는 아래와 같다.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자에 대해「참된 발

명자(공동발명자)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당발명에 있어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

에 현실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라고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사람은 발명자로 

보기 어렵다는 발명자의 인정 기준을 제시했

다.

※ 발명자에 대하여 일반적 관리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 자

(단순한 관리자)

예) 구체적 착상을 가리키지 않고, 단지 통

상의 연구테마를 주거나 발명의 과정에 있

어서 일반적인 지도를 하거나 과제의 해결

을 위한 추상적 조언을 한 것에 지나지 않

는 자

※ 발명자의 지시에 따르고 보조한 것에 지

나지 않는 자

(단순한 보조자)

예) 단지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문서를 작성

하거나 실험을 실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 자

※ 발명자에 의한 발명의 완성을 원조한 것

에 지나지 않는 자 

(단순한 후원자)

예) 발명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거나, 설비 이

용의 편의를 제공한 것에 지나지 않는 자 등

이에 따라 X씨는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 75 -

3) 연구노트의 보관

원칙적으로 연구노트는 기관에 귀속되기 때문에(4장 참조), 대학 등과 같은 연구

자의 소속기관이 연구노트의 관리를 맡게 된다. 이런 경우, 대학 등은 연구노트의 

발행, 노트 기재 규칙의 책정, 전 페이지의 기재를 마친 연구노트의 보관 등을 일괄

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모두 작성된 연구노트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되고 보관자는 연구노트의 일람자료를 작성한다. 연구노트의 보존 기간은 적어

도 30년이 바람직하다(4장 참조).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20년이지만, 우선권제도나 

특허기간연장제도(1장 참조)을 이용하였을 경우 최장 6년의 추가기간동안 보호를 받

을 수 있다. 더구나 특허분쟁 등에 필요한 연구노트는 발명까지의 연구경위가 기록

된 출원시점 보다 수년 전의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적어도 30년의 보존이 바람직하

다.

한편,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을 떠날 때 각각의 연구자는 모든 연구노트를 반납해야

하지만 대학과 같은 기관들의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복사대출은 가능할 수 있다.

연구자의 경력관리 및 자기계발을 위해서 이것은 할 수 있는 한 허용되어야 한다(1장 

참조).

4) 증거력을 높인다

마지막 부분에서 연구의 증거력을 보다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할 것

이다. 연구노트가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의 증거로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관

중인 연구노트의 작성 시기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보관하고 있는 연구노

트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과 그 증거자료(연구노트)를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증명하

는 것은 증거력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절대적으로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연구노트의 증거력을 높이는데 유효한 제도와 공증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증인의 서명은 문서내용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며, 공증 서비스란 문서내용이 위협이나 무효 등에 해당되는지를 심사과정에 의해 

증명하는 것이다.

<확정날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있는 사문서(이것을「사서증서」라고 한다)에 공증인사

무소에서 확정날짜인을 날인하는 것으로 그 사서증서가 그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증명하는 것.

확정날짜를 부여받은 사서증서는 청구자가 스스로 보관하는 것이므로 보관에 주

의가 필요하다. 확정날짜는 문서의 작성일에 관한 분쟁이 염려될 경우 효과가 있다.

확정날짜를 부여받는데 필요한 수수료는 1통에 대략 700엔(참고 URL 1참조).

<사실실험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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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이 실험, 즉 오감의 작용으로 직접 체험한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는 공정 증

서(공증인법 35조). 법제도상 가장 강한 증거력이 인정된다. 사실실험공정증서는 작

성된 후 20년간 공증인사무소의 서고에 보존되므로, 분실이나 조작의 걱정이 없다.

사실실험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한 수수료는 사실실험에 필요한 시간과 증서작성

에 필요한 시간의 합계에 1시간마다 11,000엔을 계산한 금액. 또한, 휴일이나 오후 

7시 이후에 실시했을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든다(참고 URL 1참조).

<계약 등의 공정증서>

공정증서에는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증명하는 것도 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법률행위의 취지를 기재한 공문서이며, 작성된 후 20년간 공증인사무소의 서고에 

보존되기 때문에 분실이나 조작의 걱정이 없다.

계약이나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원칙으로 그 목적가액 

(그 행위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상대방의 이익, 반대입장에서 보면 그 행위에 의해 부

담하는 불이익 또는 의무를 금액으로 평가한 것)에 의해 정해진다(참고 URL 1참조).

<사필증서의 인증>

사필증서의 인증이란 인증대상문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작성명의자인 본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는 것. 인증일에 있어서 증서의 존재와 더불어 작성명의

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문서성립의 진위에 관한 증거가  

되는 점에서는 확정날짜와 비교해 증거효과가 높아진다.

사서증서의 수수료는 계약서 등의 경우에는 11,000엔이다(참고 URL 1참조).

<선서인증>

선서인증제도는 공증인이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할 경우 사서증서를 작성한 본

인이 그 문서의 기재 내용이 진실한 것을 선서한 뒤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것 

또는 문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으로 스스로가 인정한 것을 인증하는 것.

선서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내용의 사서증서를 2통 준비할 필요가 있고, 1개는 

공증인이 보관하므로 내용조작 등의 걱정이 없다.

선서인증의 수수료는 11,000엔. 대상문서가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6,000엔이  

추가된다(참고 URL 1참조).

<전자공증제도>

전자 데이터에 의한 서류(전자문서)에 대해 정관의 인증, 사서증서의 인증, 확정날

짜의 부여 또는 인증이나 확정날짜가 부여된 정보의 보존, 동일성의 증명, 내용의 

증명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

전자공증제도를 이용할 경우의 수수료는 이용한 서비스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참

고 URL 2,3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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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URL

1) 일본공증인연합회 : http://www.koshonin.gr.jp/index2.html

2) 법무성민사국 「전자공증제도 이용의 안내」:

http://www.moj.go.jp/MINJI/MINJI24/minji24-01.html

3) 일본공증인연합회「전자공증제도의 안내」:

http://www.koshonin.gr.jp/index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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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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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노트 관리방법

본장에서는 연구노트의 관리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왜, 관리가 필요한 것인가? 바

람직한 관리방법이란? 특히, 연구자, 상사 그리고 증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

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 연구노트는 연구실의 연구기록 원본이며 역사다.

장래, 연구의 독자성이나 발명자로서의 역할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 연구노트가 

필요하다. 이 때, 연구실 관리의 일부로서 연구노트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노트는 연구실 내의 다른 자료와의 상호보완에 의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가치가 높아진다. 한편, 본문에서는 주로 기업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대학 등

도 될 수 있는 한 이것에 따라 연구노트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관리규정이 증거능력을 높인다

“연구노트를 사용합시다” 라는 구호만으로는 연구노트는 보급되지 않는다. 더구

나, 연구노트가 증거능력을 갖추도록 절처하게 작성하는 것을 각각의 연구자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 연구자의 연구능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그 연구 성과가 활

용되도록 연구노트는 이용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연구노트를 완전하게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실(조직)전체의 자료를 합리적으로 관리해 내용에 모순

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 연구노트에 관한 관

리 규정이며 또한, 연구노트 기재 시의 상호인용이다(후술).

극단적인 예이지만 연구노트 한권을 통째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증거

능력으로서는 불완전하다. 연구노트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잉여 노트의 

이용이 자유로우면 노트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이 생기면 증거능력으로서 가치는 떨어져버린다.

미국에서는 분쟁이 생겼을 경우 분쟁상대방이 퇴직한 연구원을 찾아 당시연구실

의 상황, 연구노트 운용 실태 등 필요한 증언을 끌어내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만약 

그 증언 내용에 의해 연구노트의 운용사실이 거짓으로 판단되면 연구노트의 날짜

(증인서명 날짜)도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버릴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구노트의 사용방법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구노트를 구

입했을 경우의 수용 절차를 시작으로, 사용 후 노트의 보관방법, 최종폐기까지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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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대한 규정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연구노트 관리규정이며 이러한 규정대로 운

용되고 있는 것(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연구노트의 합리성을 담보하는데 도움이 

되고, 일반적으로 각 증거의 증거력을 높이는데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연구노트의 운용만으로 완벽한 연구 기록의 증거로 하는 것은 곤란하

며, 그 외의 기록 등을 서로 보완하여 증거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연구실 전체 자료가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서로 모순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안정된 시스템 운용과 「상호인용」에 의한 보완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적절한 연구노트 사용방법 

•적절한 연구노트의 관리방법(구입․보관․폐기까지의 규정)

•데이터나 자료 등과의 상호활용

2) 상호인용에 의한 보완적 증명

연구노트에「관련 자료」또는「별도 보관자료」의 기재란을 마련하면 편리하다.

상호인용을 기재하는 것은 증거력을 높일 수 있다(그림1). 앞에서 서술했지만 연구

노트만으로는 완벽한 연구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면에서 곤란하다. 아래에 

상호인용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한다.

연구노트의 기재사항으로「제3자가 재현가능할 정도의 실험 순서를 기재한다」라

고 되어 있지만 각 실험마다 실험재료와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는 없

으며, 연구프로토콜(표준순서서 : SOP)의 해당 페이지, 공표 학술문헌의 서지사항,

자기(동료)의 과거 연구노트의 특정 페이지 등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으로 기재를 생

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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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증거력을 높이기 위한 상호인용 방법

실험기록으로서 한 개의 실험에 관한 모든 분석데이터, 관찰기록, 사진 등을 반드

시 연구노트에 기재, 첨부해야 한다면 그 양은 방대해진다. 또한, 물리적으로 연구

노트에 첨부할 수 없는 자료나 물건이 있다. 전자화된 데이터, 전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된 데이터를 비롯하여 실험결과로서 유체물이 생길 경우에도 연구노트와 별도

로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연구노트에 첨부하는 대신 유체물이나 데이터 또는 기록 등(이하

「기록 등」이라고 표기)의 보존 장소와 명칭, 관리번호, 설명을 연구노트에 기재해

두어야 한다(3장 참조). 관리되지 않는 기록 등은 기록자체가 장래에 소실되거나 보

존된 장소를 확인하기 어렵고, 연구노트에서의 데이터 참조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별도로 관리보존된 기록 등에도 관리번호 

외에 언제, 누가, 어떤 프로젝트에서 측정한 것인지를 명기해 두어야 한다. 이러한 

기재가 서로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록 등은 복수의 사람이 참조하기 때문에 교체하거나 위조할 수 없으며,

각종 자료를 서로 인용하는 것은 발명일 입증(발명사실입증)의 증거력을 높이게 된

다.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연구실 운영․관리가 된다.

연구노트 관리규정과는 별도로 명문화된 규정에 의해 연구 계획서,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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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연구실 또는 연구기관은 많은 편이다. 연구 계획서나 연구 

보고서에는 일반적으로 관리번호가 부여되고 여러 사람의 서명이나 날인을 통해 날

짜가 특정되어진 기관고유의 자료가 된다. 이런 자료들은 여러 가지 사내보고서나 

회의 자료에 인용된다. 이러한 경우에 연구 계획서와 연구 보고서는 발명 사실 및 

발명일의 입증 증거로서 대단히 유용하다. 또한, 연구노트와 서로 인용하면 발명 사

실의 증거력을 한층 높일 수 있다.

3) 노트는 개인소유인가~ 기관소유가 원칙~

연구노트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최초에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연구노트는 개

인적으로 구입, 소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배포하여 귀속하는 것이 원칙

이다. 연구용 시약이나 기구가 연구기관의 소유물인 것과 같이 연구노트도 다루어져

야 한다. 연구노트의 기재 내용은 연구자의 연구활동 기록이기도 하지만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연구기록이며, 특히 일차기록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그 기관의 재산으로

서 기관이 명확한 취급․관리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업에 있어서 연구자의 연구 성과가 기업에 귀속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연구 성

과는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직무발명규정에 의해 기관귀속이 된다. 또한, 연구노

트에 대해서도 별도규정을 마련하여 기관귀속의 원칙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 등에 있어서도 2004년 4월의 국립대학법인화를 계기로 연구 성과의 기관귀

속원칙이 한층 강화되었다. 법인화된 기관이 연구 성과를 지적재산으로서 효율적으

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동시에 소유권이 명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법인이 계약당사자로서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

대학 등에서는 학생이 소유한 연구노트에 대해서 기관귀속이 아닌 개인소유로 할

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교육기관에 있어서는 학습의 기록이라는 관점에서 개

인소유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연구실(소속기관)의 입장에서는 연구노트의 기재

내용은 연구실 자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의 기록이며, 순수데이터의 집약이다. 이

러한 관점에서 생각하면 연구노트는 연구 성과가 기록된 귀중한 지적재산이므로 기

관귀속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학의 연구실은 타 대학이나 민간 기업과의 공동연구 등을 할 경우가 많

으므로 연구 성과에 대한 공헌도 등을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 공동연구에 참여할 

경우 연구기록은 연구실(기관)소유의 연구노트에 기재하여야 한다.

연구노트를 개인소유로 하면 졸업․전직 등으로 연구원이 연구실을 떠날 때에 연

구노트가 남지 않게 되어 연구기록으로서 기재된 내용을 향후에 확인할 수 없게 된

다. 또한, 연구노트에 기재된 내용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많아 개인소유로 

할 경우 비밀관리의 관점에서도 문제시 될 우려가 있다.

대학 등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개인이 연구노트를 소유할 수 있지만 기관귀속제도

를 이행한 후에는 가능한 한 연구노트를 양도 받아 기관귀속으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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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노트 사용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관소유의 연구노트를 사용할 사람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연구원이 타부서로 이동하거나 새로운 연구자가 전입해 올 경우에 대비하여 

연구노트 사용자의 범위를 규정상 명확히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연구노트는 연구

활동의 성과를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구실의 연구원이 작성하고 있다면 사

무원․기술원까지 기록할 필요는 없다. 연구원이 기술원 등에 지시한 내용에 대한 

분석 기록 등의 취지를 연구노트에 기재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연구노트를 관찰기

록 또는 업무일지의 성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학생 및 기술원․연구 보조원도 포

함시켜 연구노트를 사용해야 한다.

5) 전자연구노트와의 공존

최근, 컴퓨터 문화가 일반화되어 PC나 전자수첩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

다. 연구실에 있어서도 서면연구노트만으로 충분한 것일까? 현재, 전자연구노트 시

스템이 시험적으로 운용되는 단계에 있다(2장 참조).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98년 3월, 전자데이터도 증거로서 이용할 수 있다고 

공표하였다. 일본은 2005년 4월부터 소위 e-문서법(「민간사업자 등이 실시하는 서

면의 보존 등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과「동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2개의 법률을 통칭함)이 시행되고 있어, 법률상 

서면으로 보존이 의무화되어 있는 서류를 전자화해 보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단순한 전자데이터만은 날짜나 내용의 조작이 용이해서 신빙성의 문제,

즉 증거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의 기관에 의한 시각 인증과 데이

터의 존재 증명을 인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공증소가 실시하

고 있는 전자공증제도를 이용하면 그 데이터의 증거력은 서면과 동일하게 된다. 한 

편, 타임스탬프서비스나 전자공증제도에는 유효기한(공증소의 경우는 20년)이 있어 

연구노트와 같이 장기간보존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서면연구노트와 전자연구노트를 조합해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

으며, 상호인용 등으로 증거력을 높이면 문제없는 운용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또

한, 시약이나 동물의 발주기록, 납입, 지불기록 뿐만 아니라 연구원의 업무일지, 근

태 등도 전자화되어 보존되고 있어 이것들을 종합하면 보다 증거력이 향상된 전자

연구노트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1) 연구노트 관리규정이란 ?

연구노트 도입에 맞춰 사용방법의 규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항에서 서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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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이 연구노트 관리규정이다. 연구노트는 기관의 지적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관

리관점에서 특별한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산관리관점보다는 특허분쟁시의 증거로서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노

트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연구노트 관리규정은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초첨을 맞춰 만들어진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특허분쟁을 염두해 두고 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에서의 증거능력기준으로는 합중국연방소송법 연방증

거규칙(Federal Rules of Eviednce)에 증인(Witness)이 되기 위한 요건과 전문

(Hearsay)(연구노트의 기재는 전문에 해당한다)을 증거로 할 경우의 요건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연구노트의 증거가치를 높이기 위한 관리규정도 이 규칙을 

고려해 작성해야 한다.

한편, 2007년 10월 미국연방의회에서는 선발명주의(미국고유제도)를 선출원주의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채용하고 있는 제도)로 이행하는 법안이 심의되고 

있다. 미국이 선출원주의를 채용하면 선발명의 분쟁은 없어진다.

미국에서 연구노트를 증거로서 활용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선발명에 관련된 것이

다. 빈도는 감소하고 있지만 참된 발명자를 둘러싼 싸움, 공동연구 등에 있어서 독

자기술의 증명(우선권은 누구의 것인지, 비밀유지의 대상인지 등의 증거가 된다)을 

둘러싼 분쟁이 있다. 따라서, 선발명의 분쟁이 없어지더라도 기타분쟁에 있어서 연

구노트는 필요하며 미국에서 증거로서 충분한 가치를 갖는 연구노트 관리규정이라

면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증거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연구노트에 기록된 연구성과는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공개 연구 

성과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

다(부정경쟁금지법 제2조 제6항). 이런 이유로 연구노트 기재내용은 비밀로 관리한

다라는 규정을 만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관계자이외에 연구노트를 공개하는 것

을 금지하는 규정이나, 연구노트 보관장소는 자물쇠를 채운다는 규정 등에 의해 제

3자의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자세한 내용은 1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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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자와 연구노트를 둘러싼 환경

2) 무엇이 연구노트 관리규정으로 규정될 것인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연구노트 관리규정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크게 연구노

트 관리부문의 역할과 이용부문의 역할로 구성된다. 이용부문이란 연구실의 연구원,

증인, 연구실 관리자(연구자의 상사)를 의미한다. 연구원이라면 특정 개인이 3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증인과 연구실 관리자로서의 역할은 연구노트 시스템 운용상의 

특수한 역할이며, 관리라는 입장에서 보면 중요하다.

연구노트 관리규정에는 연구노트의 발행(배포)․회수․보관 등의 절차적인 기재방

법, 증인에 의한 기재사항 등의 증명, 연구실 관리자에 의한 연구노트의 검사, 연구

노트에 관한 교육 등에 대해서 규정한다.

단순한 연구노트 관리규정에서는 ① 연구노트 배포 ② 연구노트 작성시의 주의사

항(증거가치를 얻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③ 연구노트 사용 후의 보관과 같은 구

성으로 정할 수 있다.

상세한 연구노트의 규정은 아래와 같은 분류를 통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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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정의 목적

② 연구노트 관리부문의 역할

③ 연구노트의 관리방법(구입․보관․폐기․배포와 반환․관리 대장기록)

④ 연구실 관리자에 대한 지시사항

⑤ 증인에 대한 지시사항

⑥ 연구노트 사용자에 대한 지시사항

⑦ 기타 (규정의 변경-연구노트의 선정 등)

각각의 항목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설명하기로 한다.

3) 누가 연구노트 관리규정을 책정하고 운용할 것인가 ?

연구노트 관리규정은 지적재산을 관리하는 부서 또는 연구를 추진․관리하는 부

서가 책정하고 기관전체의 규정으로서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적재산을 관리

하는 부서, 연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이외에 문서관리의 관점에서 총무부서, 자료

실․도서 등의 부서가 책정하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연구노트 관리규정을 책정한 부서가 연구노트 관리부문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연구노트 관리규정의 변경이나 연구노트의 폐기 

등을 어떤 기준에 따라 누가 결정할지도 정해두어야 한다. 연구노트 관리부문이 독

자적으로 결정하는 것 보다는 조직내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

리규정에 대해 지적재산부서가 더 큰 역할을 할 경우에는 발명위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

조직 전체로 규정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연구실 단위로 연구노트 시스템을 운용하

고, 연구실 내에서 규정을 책정할 수도 있다. 연구실 내에서도 규정해야 할 내용에

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단, 연구노트 관리자, 연구실의 관리자, 연구자, 증인의 분

업을 세세하게 제시하기 어렵고 역할이 중복될 수도 있다. 특히 공동발명자인 연구

자가 증인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관리부문)

연구노트를 관리하는 부서는 연구노트 사용자가 속해 있는 부서와는 다른 곳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로 지적재산관리부서․총무부서․자료실․도서 등의 

부서일 것이다. 관리부문은 연구노트 관리규정의 작성, 연구노트의 구입․배포․회

수․보관 등의 관리, 규정의 운용 상황파악, 규정의 보급 등의 업무를 한다. 작은 

조직에서는 부서가 아닌 특정한 담당자가 연구노트 관리를 담당해야 하는데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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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연구노트 사용자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규정의 보급에는 조직 관리

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1) 연구노트의 선정

연구노트 관리부문은 조직 내에서 사용할 연구노트를 미리 결정해 두어야 한다.

나중에 노트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노트자체의 교체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이다. 일

반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대학노트는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다. 우선, 노트번호나 페

이지 숫자를 기입하고 나서 사용하지 않으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또한 목

차, 기재자(사용자) 및 증인의 서명․날짜란이 없기 때문에 연구노트 운용이 번거로

워진다. 결국, 연구원들의 부담과 실수를 줄이고 증거력이 높은 연구노트를 운용하

기 위해서는 전용노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연구노트에 요구되는 재질은 장기간(몇십년) 보존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이즈나 페이지수 등, 사용 환경이나 목적에 따라 바꿀 경우도 있다. 실험실내에 

가져올 경우는 다소 소형을 선호하지만 데스크 워크(desk work)전용인 경우는 대형

을 선호한다.

연구노트는 목차페이지, 연구기록을 기재하는 페이지로 구성하고 특히 연구기록

을 기재하는 페이지에는 프로젝트명 등의 소정사항기재란, 기재자서명란, 증인서명

란 등을 인쇄해두면 편리하다. 또한, 뒷 표지 또는 첫 페이지에「기재 요항」을 인

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세한 것은 3장을 참조한다.

이러한 연구노트는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회사를 포함하여 소수의 회사(일본

기술무역, 고쿠요 등)가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 제품을 이용하면 큰 어려움은 없다.

특별주문해서 제작하더라도 가격이나 품질을 고려하면 연구노트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기관명(회사․대학․연구실 등)을 첨부해서 

2년 정도의 분량을 예측 수량으로 발주하면 좋을 것이다.

2) 연구노트 관리대장의 작성

연구노트 관리규정이 생기면 관리부문은 연구노트의 준비와 함께 연구노트 관리

대장을 준비하고 작성한다. 전용서식이 인쇄된 관리대장을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노트 한 권을 관리대장으로서 사용해도 좋다. 만약 조작할 가능성이 있

다면 신뢰성이 손상되므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기재사항에는 담당자가 아닌

(제3자라면 좋다) 증인의 서명을 추가해야 한다. 특히 증인은 기재사항을 「기재를 

읽고, 이해했다」가 아닌 「기재된 것을 사실로서 확인했다」로 해야 한다. 예를 들

면, 500권의 연구노트를 구입해 노트번호를 부여하고 보관을 완료하였을 경우에 증

인은 노트번호가 부여된 500권의 노트가 소정의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

고, 그 취지의 서명을 해야 한다.

연구노트 관리대장에서는 연구노트의 구입․연구자에의 배포․회수․보관 등에 

해당하는 기록을 한다. 배포나 회수에 따른 연구자와의 교환서명은 관리대장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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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각 연구노트에 부여되는 여러가지 데이터(예: 노트관

리번호, 보관장소, 등록일, 배포일, 회수일, 연구기록기간, 사용자, 소속, 프로젝트(연

구 테마), 대출기록, 복사 기록, 특허출원의 유무 등)는 관리의 편리성을 위해 컴퓨

터에 등록해 DB화하여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① 연구노트의 구입일․권수․노트번호(관리번호)

② 연구노트의 배포일․배포처의 소속(사용 장소)․성명․수취 서명

③ 연구노트의 회수일․반환자의 소속․성명․서명․보관장소

④ 연구노트의 정기검사일․검사내용․확인 내용․검사자의 서명

⑤ 연구노트의 폐기일․폐기방법(폐기 증명)․폐기자의 서명 

상기 ①, ⑤에 추가해서

⑥ 연구노트에 기재된 프로젝트(연구테마), 목차의 내용 

⑦ 특허출원에 관한 실험․착상 등이 기재된 노트번호와 페이지

⑧ 사내보고서․투고된 학술문헌의 실험이 기재된 노트번호와 페이지

⑨ 연구에 의해 유체물(화학물질․세포․항체 등)이 생겼을 경우 유체물의 관리장소와  

해당 유체물 조정기록․시험기록이 기재된 장소

⑩ 공동연구처, 연구조성금의 종류

⑪ 연구노트의 대출․반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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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연구노트는 실철로 제본된 노

트가 아니면 안된다고 여겨지지만 절대조건

은 아니다. 루즈리프형식이더라도 기재내용을 

제3자의 증명에 의해 증거로서 가치를 획득

할 수 있다. 보완적으로 공동연구자의 기록,

순수 데이터, 연구보고서 등을 참조하는 것으

로 참된 발명일을 입증하는 것도 가능하다.

요컨대,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연구기록을 작

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기록의 형식은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문헌 2의 

120페이지).

실제로 미국에서는 넘버링된 루즈리프형식의 

시트를 연구기록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실험 중의 연구기록용지로서 루즈리프형

식의 용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무균실에 연구노트를 가져갈 경우 필요한 

시트만을 autoclave(고압증기멸균기)에서 멸균해 

가져가게 된다.

 그러나 처음 연구노트를 도입할 경우에는 

루즈리프(loose-leaf)형식은 추천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작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

해 작성이 완료된 시트를 제본한다거나 넘버

링의 관리를 제3자에게 의뢰하는 등 더욱더 

엄격한 대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반면 실철로 제본된 전용연구노트를 사용하면 

연구기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상대

적으로 감소한다.

처음부터 완성도 높은 연구기록시스템을 운

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며, 더욱이 연구자

가 매일 연구노트를 기록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편, 전기나 기계분야에서는 「발명제안서」

를 선발명의 발명일 주장의 증거로 할 가능성도 

있다(문헌 2의 122페이지). 발명제안서에 조작

방지방법이나 제3자의 서명․날짜를 기재하

므로서 객관적 증거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소수예라고 생각되지만 화학․바이오 

분야에 있어서도 연구노트를 사용하지 않고,

연구보고서의 작성을 시스템화하여 이것을 

중심으로 발명일 입증의 증거로 활용하려는 

기업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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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노트 관리대장의 기재 예

3) 연구노트 본체의 관리 

<연구노트 발주․수용>

필요한 연구노트의 수량을 추정하여(예를 들면, 작년도의 실적을 참고해 1년치를 

예측한다) 소정의 연구노트를 발주한다. 발주 전표와 함께 연구노트 관리대장에 발

주기록을 남겨 서명해 둔다.

납품되면 즉시 검수하고 각 연구노트에 노트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도 그 취

지를 기재해 서명해 둔다. 노트번호를 부여하지 않은 연구노트는 없도록 한다.

남은 연구노트가 분실되면 분쟁시에는 부정하게 사용된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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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가능성이 있다.

납품된 연구노트는 신속하게 자물쇠를 채울 수 있는 소정의 장소에 채워서 보관

한다.

관리대장의 증인서명은 내용을 기재한 후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연구노트 사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점에 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느 것으로 할

지는 미리 규정화해두면 좋다.

<연구노트의 배포>

연구원에게 연구노트를 배포하는 것에 맞춰 연구노트 관리대장에 연구노트번호,

그 배포처인 연구원의 성명, 소속, 배포날짜를 기록한다. 연구노트의 교환기록을 남

기기 위해서는 연구노트를 배포한 담당자의 서명과 연구노트 사용자의 수령확인서

명을 관리대장에 남겨야 한다.

연구노트의 관리부문이 큰 조직 전체를 관리하고 있고 연구실이 분산되어 존재할 

경우에는(예를 들면, 종합 대학의 지적재산권본부) 연구실이 부분적으로 관리 기능

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관리부문이 소지한 미사용의 연구노트를 일정 수량을 연구

실의 관리담당자가 수령하여(관리부문의 관리대장에 수령서명을 한다) 연구노트를 

사용하는 연구자에게 배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연구실 전용의 

연구노트 관리대장을 준비하고, 연구노트를 수령한 연구자가 그 대장에 수령확인서

명을 한다.

한명의 연구원에게는 한권의 연구노트가 원칙이지만 복수의 소속을 겸직하고 있

을 경우에는 소속마다 연구노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연구노트는 최종적으로 기관

전체로 관리되지만 실제로 연구노트 사용 중에는 연구실 단위로 검사지도를 받는 

것이며 각각의 연구내용은 연구실마다 관리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명의 연구원이 동일소속으로 프로젝트마다 연구노트를 사용하는 것도 고

려할 수 있다. 단, 연구노트의 권수가 늘어나는 것에 따른 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

다. 게다가 증인의 서명 빈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하며 향후 분쟁에 대응해

야 할 경우에는 그 연구자가 사용한 모든 연구노트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그러나 

대형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용노트를 배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처음으로 연구노트를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연구노트의 사용방법에 관한 교

육을 받게 한다(후술).

<연구노트의 회수>

사용이 끝난 연구노트를 회수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연구노트를 마지막페이지까지 

사용하였는지, 목차의 기재, 페이지의 누락, 기재자 및 증인의 서명이 있는지 등의 

소정사항을 점검한다. 잔여 페이지가 공백인 채로 있는 경우 연구노트 사용자에게 

이하의 페이지에 기입하지 않은 이유「이하 미사용」또는 「이하여백」등을 기입하

게 한 후, 빈 페이지에 x 표시(크로스 아웃)와 서명(날짜, 성명)을 부탁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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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장 참조). 연구노트 사용자가 퇴직하는 등 부재시에도 연구노트 관리부문이 동

일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 연구노트 사용자가 이동․퇴직할 경우에는 종종 

빈 페이지의 처리가 없는 연구노트를 볼 수 있다. 원래 퇴직 전에 조치를 취해야하

지만 이것은 뒤에 서술할 연구실 관리자의 역할이다.

이외에 점검항목으로서 연구노트번호, 사용시작일, 사용자, 소속, 사용종료일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내용을 연구노트 관리대장과 대조하여 추가되는 

내용은 새롭게 기록한다. 또한, 이것들의 항목을 컴퓨터상에 DB화하여 이용하고 있

는 경우에는 컴퓨터상에서 처리한다. 그리고 연구노트 관리대장에 반환자(사용자)와 

회수자(연구노트 관리담당자)의 서명․날짜를 기입하고 반환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사용 후 연구노트의 보관>

연구노트에 기재된 내용은 특허출원 또는 학술문헌으로서 발표된 내용을 제외하

면 비밀정보이며, 연구실의 노하우(know-how)가 축적된 것이다. 이것들을「영업비

밀」(부정경쟁금지법 제2조 제6항)이라고 한다(1장 참조). 「영업비밀」로서 법적 보

호를 받기 위해서는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것들의 내용은 

공동연구계약하에서 행해진 연구 성과를 포함하는 기록이며 일정기간 비밀관리를 

약속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도 있다.

이런 점에서 연구노트는 자물쇠로 채울 수 있는 책장 등에 보관하고, 사용이 종

료되어 보관하고 있는 연구노트의 대출(열람)은 일정한 제한요건을 마련해두어야 한

다. 특히, 공동연구처와 비밀유지계약을 맺은 연구기록을 기재한 연구노트에 대해서

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외부인에게 공개해서는 안된다. 그 이외의 연구노트에 대

해서도 미공개정보가 많으므로 사용 후 2년에서 5년 정도 제한기간을 두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교직원, 기업 종업원의 경우 근무 규칙 등으로 비밀유지의무

가 규정되어 있어, 기관 비밀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

적으로 학생의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가 없으므로, 공개 제한이 있는 연구노트를 

열람하려면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열람․대출의 기록이 남도

록 해야 한다.

보관 중인 연구노트를 타 연구실 및 기관에서 대출을 요청할 경우 분실 방지, 비

밀관리차원에서 복제물은 물론 대출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보관된 노트의 수는 방대하므로 보관 시에 각각의 노트에 인덱스를 붙이고 

노트를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도록 목록화한다(후술).

<연구노트의 복제>

사용이 끝난 연구노트는 천재지변 등에 의한 소실이나, 노트의 분실, 열화에 대비

하기 위해 microfilm 또는 PDF화한 다음 이용하게 한다. 이러한 경우 연구노트 원

본은 보존하기에 적합한 환경과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외부전용창고에 보관하는 



- 93 -

것이 좋다.

연구노트 관리부문의 입장에서는 기재가 완료된 연구노트는 즉시 반환되기를 원

한다. 반대로 연구자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실험기록을 참조하면서 실험결과를 고찰

하고 다음 실험을 기획한다. 따라서 모든 연구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된 연구노트를 

항상 참조하고 싶어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연구노트의 복제이다.

그러나 연구노트를 복제하고 있는 조직은 드물다. 연구노트를 복제하지 않는 경

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기록이 완료된 연구노트를 연구자가 관리하도록 허용하고 있

다. 이것보다 발전된 형태는 연구실이 연구노트 관리부문의 기능을 일부 담당하는 

형태로서 일정 기간(수년간), 연구실 단위로 연구노트를 보관․관리하는 방법이다.

한편, 기업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만 

연구노트가 연구실 내에 있으면 충분하다.

보관하고 있는 연구노트를 복제할 경우에는 일정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 앞에서 

서술한대로 연구노트는 실험조건, 노하우(know-how), 결과가 기재된 영업 비밀이며 

그에 따른 비밀관리가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복제 허가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이

상적이다. 비밀유지관점에서는 연구노트의 원본 및 복제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관

리해야 한다.

<연구노트의 보존 기간과 폐기>

노트의 보존기간은 적어도 30년, 이상적으로는 50년이어야 한다. 또한 그 발명(기

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모든 과정이 기록된 연구노트

는 영구보존할 경우도 있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으로부터 20년이지만 우선

권제도(1년)나 특허기간연장제도(의약품의 존속 최대 5년)를 이용할 경우, 최초의 출

원으로부터 최장 26년의 보호를 받게 된다. 연구노트에는 발명의 실시과정에 대한 

연구내용이 기록 되어있으므로 연구노트가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시점은 특허출원 

전부터이다. 발명의 착상은 착상의 구체화 및 개량실용화를 통해 완성되게 되며 이

러한 발명이 실시되는 과정의 기록은 특허출원 전이 중요하다. 특허권이 소멸해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최장 20년을 고려하면, 이상적인 보존 기간은 50년이다. 일반

적으로 미국에서의 특허분쟁을 고려해 보존기간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이 

많다(이화학연구소,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등).

미국에서의 선발명에 관한 분쟁은 5년에서 15년 전의 연구 성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특허유효성에 관한 분쟁은 특히 의약품관계에서는 15년에서 25년 전

의 연구 성과를 대상하는 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연구노트를 30년 내지 50년간 보존할 필요는 없다. 상업화되지 않는 연구결

과물, 특허출원이나 논문발표를 하지 않는 연구들은 연구자의 유동성과 활용 가능

성 등을 고려했을 때 보존기간을 10년 내지 20년으로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특허

출원, 상업화에 공헌한 연구내용이 기록된 연구노트만을 장기간 보존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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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기준에 따라 폐기 및 장기간 보존할지를 미

리 정해두어야 한다. 예를 들면, 연구노트 관리규정에서 발명위원회의 권한으로 연

구노트를 폐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명시해 두고「상업화 되지 않은 연구」,「특

허출원이나 논문발표를 하지 않은 연구」를 판단하여 폐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러한 내용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30년 내지 50년 

•제품에 사용된 기술에 관한 것은 영구보존 하기도 한다.

•사업화, 특허출원, 논문발표를 하지 않은 연구에 대해서는 10~20년으로 할 수 있다.

•누가, 어떤 기준에 따라 폐기할지를 정해 둔다.

<그림 4> 연구노트의 사용자 등록 예

※ 승인결재를 인감에서 서명으로 바꾸고 있는 기업 등이 최근 늘어나고 있어 그러한 경우

에는 조직 내에 공통으로 등록된 서명을 연구노트에 사용해도 좋다.

4) 연구노트 사용자의 등록 : 서명의 등록

새로운 연구원이 신규 채용되면 연구노트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연구자는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용자 등록은 증인으로서의 등록을 겸하고 

있다. 여기에는 성명과 소속, 본인 서명, 날짜를 등록한다<그림 4>. 그 기관에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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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된 사람이라면 연구노트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연구원 등이 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변경을 등록해야 한다. 또

한, 연구노트 사용자의 직속상사는 누구인지, 증인은 조직상 어떤 위치에 있는지 등

을 알기 위해 조직도를 함께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직무발명의 대가를 

지불할 경우 참고가 되는 자료로서 연구노트 사용자의 직위 등도 기록하면 좋다.

여기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인감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분

쟁 시 연구노트를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감의 날인이나 관리를 엄격하게 하

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에서는 인감의 관리가 엄격하게 이

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서명을 등록해 두는 이유는 분쟁시 필적감정 등의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이다. 서

명은 외국인이라도 식별할 수 있게 영어(로마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단,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니셜보다는 풀 네임의 사인 바람

직하다.

서명은 영구적이 아니라 조금씩 변화하기 때문에 몇 년마다 서명확인을 해야 한

다. 연구노트 사용자라면 새로운 연구노트의 배포시 또는 사용 후 반환시에 관리대

장에 날짜를 첨부하고 서명을 해야 하므로 이것을 활용해 서명을 재등록하면 좋다.

•새로운 연구원은 성명과 소속, 서명, 날짜를 등록한다

•영어(풀 네임)가 바람직하다

•서명으로서 인감을 사용하는 것은 피한다

•정기적으로 서명을 확인하면 좋다

•별도로 조직도를 등록하면 좋다

사용자의 연락처 등은 인사기록을 관리하는 별도의 부서가 있기 때문에 연구노트 

관리부문이 할 필요는 없다(「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그 

취급에 유의한다). 그러나 연구원의 퇴직(이동)후에는 그 연구원의 연락처를 시스템

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퇴직한 연구원이 발명자라면 발명을 권리

화할 경우나 발명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기 위해 서명이 필요하기 때

문이다.

5) 연구노트 사용현황의 관리와 정기검사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사용하는 동안 년 1회 정도 연구노트 관리부문은 연구노트

의 사용 현황을 검사해야 한다. 검사의 목적은 연구노트의 내용이 아닌 시스템 운

용 현황의 확인이다. 특히, 사용 중 노트의 분실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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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퇴직자가 연구노트를 반환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점검시에는 기재자 및 증인서명의 취득 상황 등을 포함한 연구노트 사용자의 기재

상황에 대해 확인할 수 있으면 좋다. 이 경우 사용 중인 연구노트를 검사한 담당자

의 서명과 날짜를 기재해야 한다.

결국 연구노트시스템의 신뢰성을 유지하여 분쟁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증인에 의한 내용의 증명, 연구실 관리자(상사)에 의한 작성방법 지도, 연구노트 관

리부문의 정기검사, 정기적인 종합교육이 필요하다<그림 2>.

사용 중 보관 장소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사해야 한다. 연구노트 사용자는 연

구노트를 자물쇠로 채울 수 있는 곳에 보관하고 귀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연구노트에는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실과 비밀관리를 

충분히 유의한 후에 자유롭게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다.

•관리대장과 사용자, 사용 중인 연구노트의 대조(노트의 방치, 분실이 없는가)

•연구노트의 기재상황 확인(여백처리․증인서명을 확인)

•사용 중 연구노트의 보관상황(자물쇠로 채울 수 있는 장소)

•검사담당자의 서명(날짜)을 해당 연구노트에 기재(목차 페이지 등, 미리 정해 둔  

규정대로 실시)

•소정의 보관장소에 사용이 끝났거나 미사용된 연구노트가 있는지

•연구노트 관리대장에 검사실시의 개요를 기재하고 서명을 한다 

만일, 연구노트 사용자가 사용 중에 페이지를 파손하거나 노트 자체를 분실했을 경

우에는 즉시, 사용자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리대장에도 기록해야 한다. 보고서

에는 보고자 성명(서명포함), 날짜, 파손․분실일시, 파손․분실상황(연구노트번호․페

이지 등) 및 사유(사고가 있었던 상황을 포함한다), 상사의 확인 서명, 증인서명(연구

노트 관리자 또는 연구노트 관리부문의 담당자가 바람직하다)의 기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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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고서를 제출

② 관리대장에 기록

•보고서의 요지를 기록하거나 복사본을 붙인다

•증인의 서명

※보고서에는 다음의 항목이 필요

•보고자 성명(서명포함)

•날짜

•파손․분실 일시

•파손․분실의 상황(연구노트번호, 페이지 등)

•사유(사고가 있었던 상황을 포함한다)

•상사의 확인서명

•증인의 서명

6) 연구노트 기재내용의 목록화

회수한 연구노트는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목록화 한다. 이것은 증거력을 높이

기 위한 방법이라기 보다는 검색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컴퓨터를 활용하면 좋다.

단순히 노트의 사용기간과 사용자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내용 즉 연구

테마, 프로젝트명 등을 기록하여 목록을 만드는 것이다.

연구 성과를 특허출원 할 경우에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이 어느 연구노트에 

기재되어 있는지 표시할 필요가 있다. 특허명세서 기재의 실험데이터와 대응되는 

연구노트의 기재 페이지를 특허출원 이후에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환된 연구노트의 목차내용을 노트번호에 대응시켜 컴퓨터에 등록해 두면 이상

적이다. 이렇게 하면 어느 연구실에서 누가, 어떤 실험을 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귀중한 연구 성과 재산관리방법의 하나이다.

상호인용된 보고서의 실험결과(그림이나 표)와 연구노트 페이지를 비교할 수 있도

록 목록화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논문을 투고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연구에 의해 생성된 유체물(화학물질․세포․항체 등)의 관리 

장소, 외부와의 공동연구표시, 특정 자금에 의한 프로젝트표시 등을 색인할 수 있

다. 이것들은 목적에 따라 다른 상황에 맞춰 색인․기록하면 좋다.

7) 연구노트 관련교육

<연구노트 도입 시 교육>

처음으로 연구노트를 사용하는 연구자에게는 연구노트 관리부문이 정형적으로 교

육을 실시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 등은 연구실내에서 연구실 관리자에게 교육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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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연구실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소속 연구원의 연구노트를 검사하고 지도함과 

동시에 교육을 실시한다.

① 연구노트 기입상의 주의점

② 증인서명을 받는 방법 

③ 연구노트의 기관귀속에 대해서 

④ 영업비밀과 비밀유지 의무에 대해서 

⑤ 발명자 인정방법

⑥ 미국의 선발명주의에 대해서

⑦ 발명일 인정의 방법(미국) 등

<정기교육(일반적인 지적재산권 교육)>

연구원을 대상으로 연구노트시스템에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지적재산관련제도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도 좋다. 연구원은 서

로 증인이 될 수 있는 입장이므로 연구노트 기록자로서의 교육과 증인으로서의 교

육을 구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연구노트시스템에 관련된 주요 교육내용은 발명자의 정의, 소송에 있어서 증거물

의 증거능력․증명력에 관한 내용 등이 있다. 판례를 제시하면서 교육할 수 있으면 

한층 더 좋을 것이다.

또한, 다른 연구원의 연구노트를 좋은 예시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기재 

방법에 관한 모임을 갖는 것도 추천한다. 증거력을 높이기 위한 작성방법, 번역시 

주의사항에 관해 학습하면 좋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3장을 참조한다.

특허제도에 관한 기초적인 교육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특허요건 가운데 신규성

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간행물에 기재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이란 타인이 

그 내용을 보았다는 사실에 의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주된 요인이다. 공공지식이란 연구노트기재와 관련

하여 설명하면,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닌 비밀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것이 중

요하다(1장 참조).

교육은 담당자 뿐만 아니라 전문가에게 요청하는 것도 좋다. 대학 등의 경우 지

적재산본부나 대학에 관계된 TLO와 협의하면 좋을 것이다. 또, 중소기업 등에서는 

특허유통어드바이저(adviser)〔(사) 발명협회가 도도부현(都道府縣)단위로 배치되어 

있다〕에게 상담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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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적재산권분야에서 활동하는 외부변호사나 변리사를 초청해 강연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1) 증인의 요건

연구노트의 기재사항을 증명하는 증인은 공동발명자가 아니며 발명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동발명자로 생각될 수 있는 연구자나 어드바이저(adviser) 등의 입장에 있

는 사람도 피해야 한다. 노트를 작성하는 연구자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공동발

명자의 증명은 증거력으로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속상사나 동일한 

테마를 연구하는 연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 옆 팀의 상사가 적합하다. 같은 연구실 

내에 있어도 연구하는 테마가 다르면 발명일을 입증하는 증인으로서 가능하다.

증인은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증언이 요구되므로 이후 몇 년 간 증언할 수 있어

야 한다. 반대로 퇴직한 연구자나 주소가 부정확한 학생 등은 현재 연구내용을 이

해하고 있어도 증인으로서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증인이 한 명일 경우에는 공동발명자 또는 향후에 사망이나 주소불명으로 

인해 증인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증인은 여러 명일수록 좋다.

향후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증인을 변경하지 않는 것

이 좋다.

❖ 필수요건 

•발명을 이해할 수 있는 자

•공동발명자가 아닌 자

❖ 바람직한 요건

•장래에 걸쳐 발명에 대한 증언이 가능한 자

❖ 피해야 할 요건

•공동발명자로 의심이 가는 공동연구자나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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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인이 증명해야 하는 것

연구노트와 관련된 미국소송에 있어서 증인의 중요한 역할은「읽고/read」「이해

/understand」하는 것이다. 이해의 수준은「understand」의 수준이면 충분하다.

형식적으로 증인이 서명과 날짜를 기재하는 것은 증명 행위가 아니다.

증인은 아래에 예시한 것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후 서명해야 한다.

「이상의 공개된 내용을 읽고 나는 그것을 이해했다」

「나는 상기를 읽고 이해했다」

「이날 나는 상기를 읽고 이해했다」

「Disclosed to and understood by」

「Understood and Witnessed by」

또한 특별하게 기재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예를 들

면「나는 실험에 참관했다. 그 결과는 상기대로인 것을 확인했다.」라는 내용을 기

재한 후 날짜기입과 서명을 하면 좋다.

증인은 노트에 첨부할 수 있는 순수 데이터, 도표, 보고서, 계획서의 복사물에 대

해서도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나중에 추가로 첨부하거나 교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착물에 날짜와 함께 서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체를 접착제로 부착할 경우에는 노트와 부착물을 걸쳐 서명한다. 부분적으로 

부착할 경우에는 노트와 부착물을 걸쳐 서명하고 접착되지 않은 이면에는 서명과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또한, 접착되지 않은 부분의 페이지에는 공백인지, 기재가 

있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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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데이터 등을 부착한 경우의 서명

* 기재자가 鈴木花子, 증인이 研究次郎의 경우를 나타낸다

1) 바람직한 연구실 관리규범

지금부터는 연구실 관리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연구실 

관리자는 연구실장 또는 그 대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연구실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에서는 관리직의 위치에 있는 자, 대학의 경우 

는 교수가 바람직하다. 관리자에 의해 적당한 연구실 관리규범을 정하고 이 규범에 

따라 연구실을 운영하면 부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실 관리자는 

연구실의 단순한 운영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연구의 방향성을 정하고 지적재산

을 관리한다.

연구실 관리자는 연구실 관리업무의 하나로서 연구노트 관리규정에 근거한 연구

노트 사용법에 대한 검사 및 지도를 해야 한다. 연구노트는 연구실의 연구업무기록 

이며, 연구실 활동의 근간이다.

연구실에는 일반적으로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의 규정, 순수 데이터의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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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에 관한 규정, 위험방지에 관한 규정,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연구노

트에 관한 규정은 연구계획서와 보고서, 순수 데이터의 기록에 관련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실을 잘 관리하면 상호 인용된 연구노트의 내용과 순수데

이터의 관계가 명확해지고 증거력이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실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연구노트를 직접 검토하는 것으로 좋은 연구내용이 유지되고 

연구에 관한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높일 수 있다.

2) 노트기재의 검사․지도

연구실 관리자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소속 연구원의 연구노트를 검사하고 기재내

용에 대해서 지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연구내용에 관한 토론이나 연구진행방법

의 지도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내용은 연구노트 관리규정으로 정해 두고 실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구실 관리자는 연구노트 보관관리에 대해서 독자적인 규정을 마련할 수

도 있다. 이 경우, 연구노트 관리부문과 합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연구노트 관리부

문이 기관차원에서 책정한 연구노트 관리규정안에 세칙 또는 특별규칙으로서 연구

실 고유의 규정을 추가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실은 별도의 운용규칙을 가지

고 있다.

특히, 실무상의 운용세칙으로서 증인과 연구자의 관계, 상사의 검사지도방법, 연

구노트의 대출, 일상의 보관 장소 등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연구노트의 내용은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공개의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이나 작성이 완료된 노트의 

취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상사가 검토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

기 위해서 중요하다.

이 경우 연구실 관리자는 공동발명자이더라도 상관없다.

3) 연구실 관리자가 연구노트를 체크하는 것

3장에서는 연구노트 검사시의 체크항목에 대해 예시하고 있지만 그 중에는 연구노

트의 사용목적에 따라 불필요한 항목도 있다. 예를 들면, 발명 입증을 중시할 경우에

는 선행기술에 대한 내용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또한, 발명이 과소평가될 위험이 있

기 때문에 실험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되도록이면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한편, 생각의 정리를 중시할 경우에는 앞에서 서술한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

체크 항목 중에 관리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① 개인의 연구노트 보관상황은 적절한가

② 모순이나 비약없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외부자료와의 상호인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③ 기재 빈도나 증인서명은 적절한가

또한 노트 기재의 일반적인 주의사항은 연구노트 뒤표지 등에 인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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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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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노트 Q&A

연구노트란 Laboratory Notebook의 약자이며, 연구 과정이나 아이디

어 등을 순차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노트이다. 선발명주의를 채용하

는 미국에서는 발명일이나 발명자의 입증에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적

으로 이용하고 있다.

실험진도를 기록하는 것으로 연구데이터의 조작 등 부정행위가 없는 

것의 증명이나 발명의 시기와 발명자(공동발명자)의 특정 등, 미국의 

선발명주의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외에도 교육측면에서의 역할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1장 참조).

연구자 여러분이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노트를 

이용할 것을 권한다.

국가방침에 따라 대학 등에서도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1장 참조). 이런 이유로 연구노트 도입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대학이 늘고 있지만, 강제적으로 연구노트를 도입할 것인지는 각 대

학의 방침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과계열의 학생은 기업의 연구직이나 연구기관에 취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학재학 중에 연구노트의 서식이나 관리방법

을 배울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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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가설, 실험의 목적, 계획, 순서, 사용한 장치, 재료, 실험자료 

등 실험결과, 고찰 그리고 아이디어 등을 기입한다. 날짜와 함께 기재자

의 서명을 기입하고, 공동저자 또는 공동발명자가 아닌 제3자의 서명도 

기입한다. 발명자나 발명완성일 등을 특별히 지정하기 위해서이다.

미국 특허를 생각했을 경우 발명의 착상일과 실시화를 위해 노력

한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연구과정을 자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

다. 발명인정일을 착상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기재사항 이외에 연구노트를 자물쇠로 채울 수 있는 곳에 엄격하게 

보관하고, 입출고를 관리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데이터 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증거능력을 높이기 위해서이다(4장 참조).

실험 데이터를 관리하는 컴퓨터에는 비밀번호 등을 지정하여 외부인

으로부터 접근을 제한하는 등 조작을 막을 수 있다. 전자기밀문서 

형태로 하면 보다 엄밀하게 보관할 수 있다. 중요한 데이터는 전자

공증(3장 참조) 및 타임스탬프를 찍는 것에 의해 작성자, 시간이 특

정되어   증거가 된다.

연구노트에는 데이터의 보존 장소 등을 기재해 두는 것으로 한다

(3, 4장 참조). 또한, 데이터를 인쇄할 수 있으면 연구노트에 직접  

부착하고 서명해 보존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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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중 언제 아이디어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실험데이터가 특허

에 관련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어렵다고 생각된다. 원칙적으로는 본

서에서 서술한 기재사항을 정확히 지켜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특허취득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을 생

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열쇠를 사용한 장소의 보관이나 입출고의 

관리, 증인 등은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공동연구에 있어서의 우선권 문제나 연구의 정당성

을 증명할 경우에도 연구노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확실히 대처할 수 있도록 특허에 상관없이 기입하는 것을 권한다.

또한, 학생 등이 향후에 연구기관에서 일할 경우에는 각 장에서 설

명하고 있는 대로 실천해 두는 것이 취직 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허가 될 가능성이 적은 연구에까지 엄격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을

까라는 의문을 가질지 모르지만, 연구노트는 다양한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작성하는 것을 권한다.

제약업체를 비롯한 많은 기업에서는 연구노트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교육적 관점에서도 연구노트 도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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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시스템은 증인에 의한 기재사항의 증명, 연구실 관리자(상사)에 

의한 연구노트 작성법의 지도, 연구노트 관리부문의 정기검사 등으로 

분쟁 대응력이 향상한다(4장 참조).

❑ 증인

기재자가 실시하고 있는 해당연구(발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

며 공동발명자는 안된다. 증인이 발명에 공헌해 공동발명자가 될 경

우에는, 증인의 변경이 필요하다(3, 4장 참조). 또한, 해당연구의 종료 

후에도 몇 년간에 걸쳐 증언이 가능한 사람이 바람직하다.

❑ 연구노트 관리자

연구노트의 사용 상황을 검사하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검사의 

목적은 발명 내용의 확인이 아닌 시스템 운용 상황의 확인이다.

특히, 사용 중 노트의 분실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퇴직자가 연구노트를 반환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구노트 사용자의 사용 상황, 다시 말해 기재 

방법, 증인서명의 취득상황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면 좋다.

이 경우 사용중의 연구노트에 검사를 실시한 담당자의 서명과 날짜

를 기재해야 한다(4장 참조).

❑ 필요한 물건

기재에 필요한 물건(3장 참조)이외에 관리대장 등 관리에 필요한 

물건(4장 참조)이 있다. 또, 열쇠를 사용하는 선반 등 연구노트 보관 

장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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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서명한다는 것은 어려우므로 대안을 제시하면 주 1회 정기미팅 시

에 일괄적으로 서명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 경우 소속 연구실의 

리더나 서브리더가 서명하면 안된다. 공동저자 또는 공동발명자이기 때

문에 소송에서는 공평한 제3자로 간주되지 않는다(3, 4장 참조).

소속기관 내의 옆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연구 주임 등을 증인으로 하

거나(3장 참조), 동일 연구실내에 연구 프로젝트팀이 2개 이상 존재할 

경우에는 상호프로젝트 간에 증인서명을 하는 것이 좋다. 1장 칼럼에

서 설명했듯이 아르바이트(part-time job)를 고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일 것이다.

또한, 현재 대학에는 지적재산부서가 존재하므로 그 부서 내에 실험 

내용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증인서명을 할 수 있다.

실험데이터는 기관에 귀속되는 지적재산이며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노트를 도입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연구노트는 기관전체로 

취급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연구노트를 가지고 있어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한다.

본서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증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학생의 경우에는 기업의 연구직이

나 연구기관 등에 취직할 것을 고려해 기재서식 등을 배워둘 필요가 

있다.

연구노트에는 증거능력을 높이기 위해 증인이 필요하며 요건을 갖

춘 사람이나 공증인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대학 등에서는 지적재산부서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부서 내에 

전문 기술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증인으로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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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연구노트를 증거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연구자에 있어

서는 데이터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4

장 참조). 연구종료 후에는 열쇠가 있는 선반 등에 보관하고, 입출고

의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 열쇠가 달린 

책상 서랍 등에 보관하고, 반출하지 않도록 한다.

반출할 경우에 자세한 규정은 기관방침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된다.

동일기관이라면 기관귀속의 원칙에 따라 반출해도 좋을 것이다.

기관이외에 반출할 필요가 있어도 이동중의 분실을 생각하면 반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4장 참조). 메모 등을 해두고 연구노트에 

작성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꼭 반출해야할 경우에는 연구노트 

관리자에게 허가를 받아 노트의 출고와 반환을 확인한 후 반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복사물의 분실 등으로 실험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지만 비밀유지

계약을 맺고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한다(1장 참조). 예를 들면, 이동 

후 연구를 계속할 경우에는 공동연구계약을 맺고 계약 내용에 따라 

복사 등을 해서 연구를 할 수 있다. 또, 논문 등의 발표도 계약 내용

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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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보존성이나 편리성 등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 보존성

발명자나 발명일 인정의 증거로서 활용할 것을 생각하면 30년간의 

보존 기간이 필요하다(3, 4장 참조). 따라서, 열화되기 어려운 영구보

존지가 사용된 노트를 연구노트로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존

중의 유실 및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철로 제본된 노트일 필요가 

있다. 종이재질은 실험실내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내약품성, 내수

성이 요구된다(3장 참조).

대학 노트에는 장기간 보존에 의해 페이지가 분리될 가능성이   

있어 증거능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 편리성

시판되고 있는 연구노트이외의 노트를 사용할 경우, 표지 또는  

서두에는 노트번호, 타이틀, 서명, 발행일란 등을 기록부에는 목차,

페이지 번호, 날짜, 연구타이틀란, 기재자서명․날짜란, 증인서명․

날짜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3장 참조). 또한, 증인이 서명할   

경우 그 목적을 기재할 필요가 있어 운용이 번거로워진다(4장 참조).

소속기관의 규칙이나 운영방침에 따라 다르지만 연구노트 관리측면

에서 새로운 연구노트에 기재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연구노트 

사용자가 퇴직 등으로 없을 경우 잔여 페이지가 공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식으로「이하 페이지에 기재가 없다」

의 취지 기입 후 비어있는 페이지에 x표시와 기재자의 서명을 하고 

연구노트 관리자에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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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연구실에서의 연구 결과는 예전 연구실이 속한 기관에 귀속하

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연구를 계속해도 좋을지의 여부는 예전 소속

기관 대표에게 허가를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기관의 대표가 예전

연구실의 주임과 상담한 후 연구를 계속해도 좋을지 등을 정할 경우

가 많다). 그 후 공동연구계약을 맺거나 또는 연구 실험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MTA(Material Transfer Agreement)등을 맺을 필요가 

있다.

공동연구계약을 맺었을 경우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노트에 어떻

게 기재할지 문제가 되지만, 예전 소속기관의 허가를 얻어 연구노트

를 복제해 현 소속기관에 가져올 필요가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

은 연구노트의 내용은 노하우(know-how)등을 포함하는 영업비밀이

므로 복제물은 원본과 같이 비밀로서 관리해야 한다(4장 참조). 복제

물의 기재를 바탕으로 고찰이나 착상 등을 새로운 연구노트에 기재

할 때에는 원본 노트번호나 페이지번호를 참조해 기재하면 좋을 것

이다. 연구노트가 증거로서 필요할 경우, 예전 소속기관에 보존된  

연구노트를 사용하면 좋기 때문이다. 단, 예전 소속기관에 있어서의 

연구노트 보관기간에 주의해야 한다.

연구노트는 시간순으로 기입하고 공백페이지를 만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장 참조). 또 복수의 실험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목차 페이지를 활용하고 각 실험 내용이나 결과 등이 어느 페이지에 

작성되어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게 기재하면 좋다. 목차 페이지를 

기재해 두면 복수실험을 진행하더라도 어디에 무엇이 기재되어 있는

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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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의 연구원에게는 한권의 연구노트가 원칙이지만 예외로서 겸직

하고 있을 경우에는 소속마다 연구노트를 가져야 한다. 연구노트는 

최종적으로 기관전체로 관리되지만 실제로 연구노트 사용 중에는  

연구실 단위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한명의 연구원이 동일소속으로 프로젝트마다 연구노트를  

사용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프로젝트수가 많아지면 연구노트 

수가 늘어나게 되므로 관리상 바람직하지 않다. 단, 대형 프로젝트 

등에 관여하고 있을 경우에는 전용노트를 배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장 참조).

연구노트를 나눌 경우에는 연구자가 테마별로 나누어져 연구계획

이나 과거실험의 결과를 검토할 경우에는 대단히 편리하지만 관리가 

어려워진다.

한편, 노트를 나누지 않을 경우에는 발명일의 특정이 쉽다. 미국 

특허법에는 발명일을 발명을 실시화한 날로 정의하고 있지만 발명의 

착상일로부터 실현된 날까지의 근면성을 입증할 수 있으면 발명의 

착상일이 발명일로 여겨진다. 단점으로서는 테마별 결과를 볼 때  

번거롭다는 것이다. 이 경우 목차를 활용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3장 참조).

연구노트는 원칙적으로 무엇이든 기입해두면 좋다고 생각한다. 실험 

기록으로서 계산 과정 등도 연구를 진척시키는 동시에 필요한 정보

이므로 적극적으로 노트에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프로토콜의 복사물 등을 연구노트에 부착할 경우 부착물과 

연구노트를 걸쳐 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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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 작성할 경우에는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기재해야 한다.

연구노트는 일본어나 영어를 불문하고 제3자가 실험 등을 재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기재자의 보충 설명 없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표기 등

은 피해야 한다.

위의 질문에서와 동일하게 연구노트는 실험데이터를 제3자가 재현할 

수 있도록 또한 기재자의 보충 설명 없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

야 하기 때문에 잘못된 문자 등은 없는 편이 바람직하다. 기입하고 

난 후 정정할 경우에는 새로운 페이지에 날짜, 정정 페이지, 정정 개

소, 정정 이유 등을 기록해야 한다(3장 참조).

조작이 불가능하고 제거할 수 없는 테이프라면 문제없다고 생각한

다. 또한, 보관기간에 테이프가 열화 등의 이유로 벗겨져서는 안되므

로 내구성도 필요하다. 열화를 견뎌낼 수 있는 테이프도 존재하므로 

테이프의 선택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데이터 등을 붙일 경우에는 조작할 수 없도록 풀로 붙일 

것을 권한다(3, 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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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으로 연구노트에 첨부할 수 없는 자료나 물건이 있다고 생각

된다. 또한, 실험 결과로서 유체물이 생성될 경우도 있어 필연적으로 

연구노트와는 별도로 관리된다.

자료나 유체물을 첨부하는 대신 데이터와 그 보존 장소를 연구노

트에 기재해 두어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다.

또한, 관리 보존되고 있는 데이터에도 관리번호이외에 언제, 누가,

어떤 연구에서 측정한 분석 기록인지를 명기해 둔다. 이러한 기재가 

서로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다(3, 4장 참조).

한편, 겔 등은 복사나 사진을 찍어서 노트에 부착하는 것으로 대

응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원본데이터는 논문 등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트를 파손했을 경우 새로운 페이지에 파손된 날짜, 정보를 기입해 

증인의 서명을 받아 두면 좋다. 노트 그 자체를 분실했을 경우도 같

다. 엄격하게 연구노트를 관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보고서를 제출

하고 관리대장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서에는 보고자

성명(서명포함), 날짜, 파손 또는 분실의 일시, 파손 또는 분실의 상

황(연구노트번호․페이지 등), 사유(사고가 있었던 상황을 포함), 상

사의 확인 서명, 증인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한다(4장 참조).

또한, 유기용제 등을 사용한 실험을 할 경우에는 액체를 흘려   

데이터를 소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사해 둔다. 이 경우 연구

노트 내용은 노하우(know-how)등을 포함하는 영업비밀이므로 복제

물은 원본과 같이 비밀로 관리되어야 한다(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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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연구노트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비밀유지의무를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연구노트는 특허출원 또는  

학술문헌으로서 발표된 내용을 제외하면 비밀정보이며, 연구실의  

노하우(know-how)가 축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1장 참조).

이런 경우 특허분쟁이 발생했을때 연구노트관리를 잘못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선 컴퓨터내의 데이터 백업을 통해 실험데이터의 소실을 피해야 

한다. 예를 들면 CD-R 이나 보존용 하드 디스크에 보관해 둘 수 있

다. 또한, 공증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자공증제도를 이용하고 특허

에 영향을 미치는 실험데이터를 적절하게 보관하는 것도 유효하다(3

장 참조).

실험데이터, 정량데이터 등 Excel에서 계산결과 등으로 가능한 것

은 인쇄 또는 복사해 연구노트에 첨부해두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다.

데이터를 분실했을 경우라도 DNA등의 원본 샘플이 있으면, 실험

을 재현해 기재대로 결과가 나왔다면 증거능력으로 채용될 가능성도 

높다. 재현할 수 없을 경우 위조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연구노트를 파손하거나 분실했을 경우에 준한다(4장 참조). 데이터 

처리 전이나 연구노트 기재전의 경우에는 그 데이터존재의 신뢰성이 

흔들리므로 특히 새로운 발견, 발명에 관한 데이터의 경우에는 다시 

데이터를 덧붙여야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과실에 의해 소수의 데

이터를 소거하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연구노트를 포함한 상호보완

에 의해, 그 데이터가 존재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분실보고서 등

에 의해 처리될 경우도 있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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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의 리더는 소속기관의 대표로부터 감독 의무를 부여받았기 때

문에 연구진도나 연구데이터 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지 등 

연구의 지휘, 감독을 목적으로 연구노트를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연

구노트는 원칙적으로 기관에 귀속하는 것이므로 프라이버시가 있는 

성격의 물건이 아니다(1, 4장 참조).

직무발명은 종업원 등이 실시한 발명이며, 발명이 업무범위에 속하

는 동시에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1장 

참조). 추가해서 설명하면 종업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발명

은 자유발명이라고 한다. 또한, 종업원의 업무범위에는 속하지만 현

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 발명은 업무발명이라고 한다.

소속기관에서 생성된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권리는 그 기관이 

아닌 발명자에게 있다(특허법 제29조). 그러나 직무발명이라면 종업

원 등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회사는 그 발명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특허법 제35조 제1항).

직무발명의 경우 특허를 받을 권리 등을 예약 승계하는 경우가 많다.

예약 승계에 관해서는 조직의 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소속기관이 예약승계한 후 출원하지 않을 경우 특허를 받을 권리를 

발명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가능하며 개인으로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

다. 한편, 소속 기관이 발명을 영업비밀로서 보호하고자 출원하지 않

는 경우 등은 특허를 받을 권리를 반환하지 않고 개인으로도 출원할 

수 없다.

또한, 예약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개인으로 출원하는 것을 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발명

자는 권리화를 통해 스스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나 타인에게 특

허권을 계승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것에 의해 상당의 대가를 

얻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