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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산학 력단을 심으로 거 국립 학의 기록 리 황 분석을 통해 문제 을 살펴보고, 이에 

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 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해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학기록   산학 력단

의 역할과 련 기록물 범 를 악하 으며, 정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청구  거 국립 학 웹사이트에

서 제공되고 있는 기록 리 황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제도 ․성과 리 측면에서 문제 을 도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개선방안과 학기록   산학 력단 간의 력체계를 제안하 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records management of the foothold national 

university related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For these purpose, the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survey. Moreover,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content of university 

archives and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web sites. In addition, we gained the materials 

from the national archives in Korea thorough a request of information disclosure. It was found 

that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terms of institutional and achievement management. 

Consequently, based on the analysis, cooperation framework between university archives and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was developed. With the proposed system, the academic 

utilization of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records can be facilit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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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필요성  목

체계 인 기록 리의 요성이 부각되면서 

련 법률의 제정  개정에 따라 국내 국․공

립 학교에서는 학기록 을 설치․운 하여

야 한다. 그러나 재 다수의 학에서는 기

록 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기록 이 설치

된 학조차도 기록  운 방향이 명확하지 않

은 상태이다. 구체 으로는 국가기록원에서 수

행한 “2014년도 기록 리 평가결과”를 살펴보

면 시범평가 기 인 국․공립 학교 20개 기

의 기록 리 수 은 평균 39.5 으로 낮았고, 

기  간 표 편차가 20.4로 커서 미흡기 에 

한 집 인 리  지속 인 교육이 필요하

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재 국․공립

학교에서는 기록 리 규정  로세스 마련, 

인 라 구축 등 반 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

이다. 특히 학은 교육  연구를 통해 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율 이고 독립 인 기 이다. 따라

서 학에서 생산․보존되는 기록물에는 학

의 설립과 발 , 기능 수행과 련되어 생산된 

제반 공문서, 비행정문서, 유물, 개인기록 등이 

포함되어 주요 회의록  행정문서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평가문서, 학교행사, 학생활동 등을 

모두 포 한다(이은경 역 2007; 박도연 2014). 

이는 즉 학기록 에서는 학 모든 구성원의 

공식 인 업무과정 는 그 이외의 활동에서 생

산된 기록물들을 모두 입수하고 기술하여 사회

구성원들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

문 연구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뜻한다.

학기록 이 스스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의 기록물을 효율 으

로 보존․ 리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 했

다시피 재 국․공립 학은 여러 문제로 인하

여 기록물 리에 한 제도 ․인 ․시설  

제반사항이 안정화되지 못해 체계 인 기록물

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

정이다. 더불어 재 ｢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에서는 학기록물에 한 특수성을 고

려하지 않고 일반 인 기록 의 기능을 학기

록 에 그 로 용하고 있으며, 행정기록 이외

에 학이 생산 는 수집하는 다양한 기록물을 

리할 성문화된 근거나 강제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기록 의 한계 을 극

복하기 해 각 학은 스스로 기록물의 수집

상과 수집범 를 설정하고 리․보존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소 한 학의 자산이 무 심 

속에서 멸실될 우려가 크다(박도연 2014; 김

우 2008; 정태진 2012).

그 에서도 학을 구성하는 여러 조직 에

서 산학 력단은 연구수행기록을 생산하는 핵

심 기 이다.  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써 

발 함에 따라 동반자 인 력 계가 강조되

고 있으며, 그 에서도 산학연의 활성화는 국

가 신역량의 주요 지표로서 선정될 만큼 요

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교육진흥  산학

연 력 진에 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이 

산학 력을 체계 으로 지원하도록 산학 력

단을 설립하게 함으로써 산학 력단의 효율  

업무수행을 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 다(엄

미정 외 2010). 한 산학 력단은 ｢공공기록

물 리에 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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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에 속하는 공공기

으로써 학의 연구지원을 통해 새로운 지식 

 기술을 창출하여 사회와 국가가 발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행정을 함께 수행하는 요 

기 이다. 이러한 산학 력단에서 생산․ 리

되는 기록물들은 연구개발과 이에 한 행정지

원 등에 한 요한 기록물이지만 재 제

로 된 보존연한이 없으며 자체 으로 폐기되는 

문제 이 발생하고 있다(오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  설치의무를 가

진 국․공립 학 에서 거 국립 학을 심

으로 학기록 리의 일반  황  산학

력단의 기록 리 황을 악한 후에 이를 바

탕으로 문제 을 도출하여 제도 ․성과 리

 측면에서 기록 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산학 력단을 심으로 거

국립 학의 기록 리 황분석을 통해 학기

록  편제  인력 황, 학기록  운 규정, 

학기록물 생산기 , 기록물분류기 표 상의 

문제 을 악하여 거 국립 학에서의 기록

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우선 학기록 의 법률  의미

와 역할, 학기록물의 범 에서부터 산학 력

단의 요성  다양한 업무활동에 이르기까지 

총 인 부분을 검토하고자 국내․외의 연구

문헌을 조사하 다. 그리고 국내 국․공립 학

의 기록 리 황을 살펴보기 해 9개의 거

국립 학을 심으로 학기록  황을 조

사․분석하 다. 조사의 주요 역은 기록물

리 담부서 황, 인  황, 정책, 산학 력단

의 기록물분류 황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학 

산학 력단  기록  웹페이지나 정보공개청

구를 통해 련 내용을 악하 다. 본 연구에

서 국․공립 학 에서도 거 국립 학을 선

택한 이유는 국․공립 학  규모가 크고 각 

지역을 표하는 종합 학이기 때문이며(정태

진 2012), 재 법인인 서울 학교를 제외한 강

원 , 경북 , 경상 , 부산 , 남 , 북 , 

제주 , 충남 , 충북 를 심으로 기록 리 

황을 조사하 다. 이후 거 국립 학의 기록

리 황 조사내용을 기반으로 본 연구를 실

시하 으며 학 내의 특수 조직으로써 산학

력단과 련하여 생산되는 기록물의 기록학  

가치를 함께 고찰하 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

서는 산학 력단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리의 

요성을 인식하고 기록 과의 연계를 통한 효

율 인 기록 리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그 목

으로 한다.

 

1.3 선행연구

학기록 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학 논문

을 심으로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으며 주로 

학기록 의 수집에 한 연구들이 부분이

다. 그 외에도 기록  기 설립과 련하여 설

립의 정당성, 기록 의 필요성, 각 학 기록

의 기단계 운  황, 기록 이 설립되지 않

은 학의 기록물 실태에 한 연구가 수행되

었다. 특히 학기록  운 과 련된 연구에

서는 기록 의 업무에 한 구체 인 분석보다

는 직제, 인력, 규모에 한 표면 인 연구가 주

를 이루었다. 선행연구에 한 구체 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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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와 직 으로 련된 연구로써 

정태진(2012)은 거 국립 학에서의 체계 인 

기록물 리 업무수행을 하여 기록물 수집․

이 체계 재설계  기록물의 수집과 공동 활

용 방안, 통합 기록물 리 시스템 구축  기구 

설치, 수집기록물 홍보방안 마련  교육 로

그램 개발, 기록 리 문요원 충원방안 등을 

제안하 다. 오 (2012)은 학이 가지는 특

수한 가치를 반 하기 하여 산학 력단의 기

록 리기 표를 제안하 다는데 그 의의가 있

으며 목포  산학 력단을 상으로 업무와 기

록 리 황을 악하고 기록물분류기 표의 

문제 을 제시하 다. 이 외에도 국․공립 학

기록 의 수집과 리 그리고 보존과 련하여 

김 우(2009), 박도연(2014), 노은정(2003), 박

효숙(2003), 임승희(2008), 박형 (2006), 김

이훈(2009), 이주연(2008) 등은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 다. 

학에서의 특수 기록물의 리에 한 연구

에 있어서 김지연(2013)은 학기부기록물의 

기록학  가치와 리의 요성을 주장하 고, 

임정훈(2010)은 학이 고등교육을 통한 사회

공헌의 목 을 가진 공 기 으로서 설명책임

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한 기록 리 방안을 

제안하 다. 배성  등(2014)은 소규모 학교

에서 다양한 매체를 효과 으로 리  보존하

고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

합문화공간인 라키비움을 제안하 다. Burckel 

and Cook(1982)은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이하 SAA)에서 수행한 학기록

 황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의 학기록

 반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 으며, 

그 결과 학 유형에 따라 제도  운 방안 등

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밝 냈다. Yakel and 

Bost(1994)는 주로 역사 인 목 을 가진 이용

자를 상으로 그간의 기록 연구가 이루어졌음

을 비 하면서 학에서 행정 인 목 으로 기

록을 이용하는 행정 직원에 하여 조사․분석

을 실시하 으며 이를 통하여 학기록 의 가

장 큰 문제는 행정 직원이 기  내 소장기록물 

범 를 제 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을 지 하

다. Brown and Yakel(1996)은 학의 행정

직원이 행정 , 법 , 재정 , 역사 인 사유로 

학기록물에 의존함을 피력하면서 학 행정직

원의 정보활용 패턴을 연구하여 학기록 의 

역할을 재정의하 다. Schina and Wells(2002)

은 각각 15개의 미국  캐나다 학을 상으

로 효과 인 기록 리 로그램 설계를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그 결과 기  차원

에서의 자기록물 리 정책  차 부재와 

더불어 학의 기록 리 로그램에 한 공식

인 표 의 부재를 주요한 문제 으로 뽑았다. 

Noonan and Chute(2014)는 학기록물이 기

록생애주기 상에서 체계 이고 지속 으로 

리되기 해서는 문 인 능력을 갖춘 담 인

력이 학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해야 함을 강

조하 다. 

이처럼 학의 체 인 부분에서 기록

리 역을 연구한 논문은 많이 있으나 산학

력단과 련하여 세부 인 기록 리 업무를 

논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학 력단을 심으로 거 국립 학의 기록

리 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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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배경

2.1 학기록

국가기록원(2011)에 따르면 학에서는 종

이기록물에서 자기록물 심으로 기록 생산 

환경이 변화하고, 정보공개 업무의 활성화  

국민 참여 행정 등 국민의 알권리의 증 와 함

께 학의 규모, 구성원 증가에 따른 업무기능

의 확 로 인하여 기록 을 설치함으로써 ｢공

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을 수하고 국가

인 기록 리 체계를 이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법률에서 제시한 바에 의하여 

학에서 기록물을 문 으로 보호하고 리함

으로써 학 내 주요정책  의사결정의 기록

화와 책임행정 구 이 가능해지며(국가기록원 

2015a), 지식정보의 축 으로 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성원의 자 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SAA의 학기록 원회(The Committee 

of College and University Archives)에서 제

정한 학기록 을 한 지침(Guidelines for 

College and University Archives) 2005년도 

수정 에서는 학기록 의 임무와 역할에 

해 다음과 같이 구체 으로 기술하고 있다(이

주연 2008; SAA 2005). SAA(2005)에 따르

면 학기록 은 교육 , 연구 , 재정 , 법률

, 서비스  측면에서 학이 임무를 수행하

기 한 활동들을 지원해야 한다. 구체 으로 

학기록 에서는 학에 어떤 증거가 필수

인지를 결정하고, 기 에서 기록물을 생산하도

록 장려하며 생산한 기록물에 근이 가능하도

록 해야 한다. 한 학문  탐구와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행정 직원에게 효율 인 상황 단 

 의사결정을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업무

수행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기록물 활용을 

통하여 강의  기타 교육 장에서는 학부 교

육의 강화와 함께 련 분야에 한 역사 인 

맥락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에서는 역사와 문화 그

리고 기억에 한 가치를 인지하고 이로 인해 

확장된 의 인식을 통하여 문화와 세  간

의 이해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2.2 산학 력단

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 17조 6,395억 

원 에서 학은 년 비 1,305억 원(3.3%)이 

증가한 4조 1,203억 원을 차지하 다. 이는 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23.3%를 차지한 것으로

서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비 을 살펴보면 학

은 출연연구소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투자 

비 을 차지하고 있다(엄익천 2015). 학의 

연구개발 투자지원은 학의 지식창출능력을 

지원하기 한 요 활동으로서 정부의 학 

산학 력에 한 지원규모는 나날이 확 되는 

추세이다(추성엽 2009). 이에 학에서는 산학

연 력 활동에 한 체계 인 지원체제가 필요

해짐에 따라 산학 력단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2003년 ｢산업교육진흥  산학연 력 진에 

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법  지 를 확보함

에 따라 2009년을 기 으로 체 412개 학  

86.9%인 358개 학에서 산학 력단을 설치․

운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엄미정 

외 2010). 

산학 력단은 ｢산업교육진흥  산학연 력

진에 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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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따라 산학연 력계약의 체결  이행, 산

학연 력사업과 련한 회계의 리, 지식재산

권의 취득  리에 한 업무, 학의 시설 

 운 의 지원, 기술의 이 과 사업화 진에 

한 업무, 직무발명과 련된 기술을 제공하

는 자  이와 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한 보상, 산업교육기 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

지원  기업가정신 함양 진 등에 한 업무, 

그 밖에 산학연 력과 련한 사항으로서 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3. 거 학 기록 리 황분석

3.1 학기록 리의 일반  황

｢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 시행령 10조

에 따라 우리나라 52개 국․공립 학은 기록

을 설치․운 해야 하는 상으로서 기록 은 

기록물 리부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거 국립 학을 심으

로 기록 리 황을 조사하 으며 조사 상 

학은 강원 , 경북 , 경상 , 부산 , 남 , 

북 , 제주 , 충남 , 충북  등 9개교이다. 

 

3.1.1 기록  편제  인력 황

2014년을 기 으로 국가기록원에서 실시한 

57개 국․공립 학의 기록 리 실태조사를 살펴

보면 기록 리 인식 부분에서 기록  직제 반  

19개(33%)․기록 리 규정 제정 29개(51%)․

보존서고 확보 53개(93%)․기록물 리 문

요원 배치 28개(49%) 등 법령에 따른 기록  

미설치  문요원 미채용 학이 다수이며, 

이는 기록 리 요성에 한 인식 부족을 의

미한다. 한 재 국․공립 학 내 기록물 보

유 황 악의 미비로 인하여 체계 인 기록

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학 내 기록물분류기

 부재로 인한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 미비, 기

록  설치 기 에 따른 보존시설․장비․환경 

구축의 미흡, 자  기록 리 시스템 구축 미

흡 등 학의 기록 리를 한 인 라 확보가 

시 한 실정이다(국가기록원 2015a).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거 국립 학을 심으로 조직, 인

력, 제도별로 체 인 기록 리 황을 조사

하 다. 다음은 2015년 7월에 국․공립 학의 

인력  지원 황에 한 “2014년 학기록물 

리 실태조사서”를 정보공개청구 받은 내용으

로서 자세히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재 독립 체제로 기록 이 설치된 학은 

경북 와 부산  2개의 학이며, 나머지 5개

의 학은 기타 처리과 부서에서 기록 리 업

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립 

체제로 설립된 경북 와 부산 의 기록 은 

학의 소속 란에는 존재하지만 실질 으로 기록

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처리과별로 생산

된 기록물의 분류  이  조치는 타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기록

 운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학은 경상 를 

제외한 8개교로 나타났으며, 기록  서고를 운

하고 있는 학은 북 를 제외한 8개교로 

밝 졌다. 모든 거 국립 학에서는 학기록

물을 리하는 담 직원을 배치하여 직 으

로 기록 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그 에

서도 경북 , 경상 를 제외한 7개교에서만이 

기록 리 문요원 자격을 갖춘 문 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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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소속
기록
설치 

기록 
직제반

기록 리
규정유무

기록
서고

문
요원

직렬 황 RMS
13년 생산 황 

총계 
보유

기록물 총계 

강원
사무국 
총무과

× ○ ○ ○ ○ 기록연구사1 ×  4,345  60,042 

경북
학

기록
× ○ ○ ○ × 사서2 ○  53,291  416,384 

경상
총무과 
총무

× × × ○ × 행정1 ×  6,214  45,890 

부산 기록 × ○ ○ ○ ○
기록연구사1

계약직1, 기능직1
○  15,655  107,061 

남 총무과 × ○ ○ ○ ○
기록연구사1

행정3
×  13,489  111,499 

북 총무과 × ○ ○ × ○ 기록연구사1 ○  1,481  23,379 

제주
사무국 
총무과 
기록

× ○ ○ ○ ○ 기록연구사1 ×  4,303  25,979 

충남 총무과 × × ○ ○ ○ 기록연구사1 ×  5,736  49,703 

충북 총무과 × ○ ○ ○ ○ 기록연구사1 ○  3,010  27,518 

<표 1> 2014년도 거 국립 학 기록 리 황

채용하고 있다. 한 각 처리과별로 생산된 문

서의 리는 기록 리시스템(이하 RMS)을 통

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RMS를 활용하는 학

은 경북 , 부산 , 북 , 충북 로 총 4개교

이다. 기록생산시스템에서 생산된 문서는 보  

1년 후에 이 되어 RMS로 리되어야 하지만 

4개교 이외에 5개교에서는 별도의 이 조치 없

이 문서가 보 되어 리되어지는 것으로 보인

다. 한, 재 거 국립 학 에서 기록  웹

페이지를 운 하고 있는 곳은 경북 학교 학

기록 , 경상 학교 학사자료 , 부산 학교 

기록  총 3개의 기 뿐이다. 거 국립 학은 

지역의 재학생 1만 명 이상 등의 여러 조건을 충

족하는 종합국립 학으로서(정태진 2012), ｢공

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에 따라 기록 리 

문요원을 두어야 하는 기타 공공기 이다. 이

러한 기 에서 실질 으로 기록 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문요원을 채용하지 않은 기 이 존

재하며 생산 황 악의 미비하다는 것은 거

국립 학의 기록 리 체제 개선의 시 함을 보

여 다. 

3.1.2 학기록  운 규정

학기록 은 자체 리가 원칙으로서 구

기록물 리기 의 역할을 병행해야 하므로 ｢공

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에서 정한 범  내

에서 자체 리를 한 제도와 정책 수립이 요

구된다(국가기록원 2015a).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재 경상 를 제외한 나머지 8개교에

서는 각 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학기록  

운 규정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각 

기록 이 인식하고 있는 학기록 의 업무에 

해 악하고자 한다.

기록 의 주요 업무에는 주로 용  

용 기록물을 심으로 기록물 리에 한 기본

계획 수립  시행, 소 기록물 수집․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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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기록 리기 표의 리, 기록물생산 황 

취합  구기록물 리기 으로의 통보, 보존

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구기록물 리기

으로의 이 ,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 기록물․간행물․행정박물․시청각기록물

의 리, 기록물평가심의회 운   기록물폐

기 리, 소  비공개기록물  비 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당해 기   소속기 의 기록물

리에 한 지도․감독, 기록 의 시설  장

비 리, 기록 리시스템의 설치  운 , 활용

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검

색․열람제공, 소  비 자기록물의 자화, 정

보공개 청구 수, 기록물 편찬, 시, 홍보에 

한 사항, 학사료의 수집․정리  보존 등이 

｢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에 근거하여 규

정되고 있다. 

3.1.3 학기록물 생산기

우선 각 거 국립 학에서 제공하는 조직도

를 통해 략 인 기록물 생산기 들을 1차

으로 조사하 다. 재 기 의 분류에 한 용

어가 통일되지 않아 각 소속기 에 차이는 있

으나 거 국립 학의 1차 인 생산기 에는 본

부, 학원, 학, 부속기 , 지원시설  부속

시설, 연구소  연구시설, 법인, 기타 등이 존

재한다. 학기록물을 생산하는 기 들을 거

국립 학을 심으로 통합 으로 살펴보기 

해 2차 으로 각 학의 생산기 들을 부 조

사한 후에 ｢ 학설립․운  규정｣의 교사시설 

구분(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

시설)을 참조하여 교육기본시설에 포함되어 있

는 규모가 큰 학본부의 행정조직과 더불어 

연구시설  부속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산학

력단을 한 단 로 분리하여 학의 조직을 행

정조직,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부속시설, 

산학 력단, 법인  기타로 <표 2>와 같이 구

분해 보았다.

학은 본부조직을 포함하여 다양한 부속기

구분 소속 조직  기

행정조직

교무처(교무과, 학사 리과), 학생․취업지원처(학생처, 취업지원본부), 입학본부, 외 력본부

(국제교류본부), 사무국(시설 리과, 재무과, 총무과), 기획조정본부(기획처, 평가지원과), 행정본부

(행정지원부), 홍보실, 총장실, 심의기구 등 

교육기본시설 학(학부), 학원, 도서 , 학생회 , 실습 (공동실험실습 ) 등

지원시설 

 부속시설

기록 , 보건진료소, 박물 , 인재등용 , 정보 산원, 문화원, 학생생활 , 국제어학원, 학운 지원

실, 교원양성자원센터, 평생교육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인 원, 기 교양교육원, 창의융합교육본

부, 재정 리실, 천문 , 교육원  교육센터( 재교육원, 실습교육원, 부설교육원), 인재양성센터(청

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 지원센터(장애지원센터, 기업정보화지원센터), 연수원(생활체육지도자연

수원), 동물 리센터(동물사육장, 실험동물센터), 학부속시설(부속공장, 학술림), 부설학교, 안

리실, 법률상담소, 사회 사센터, 여 상커리어개발센터, 상담센터, 술진흥 , 체육진흥센터, 

기타 센터 등

산학 력단

산학 력단(산학연구처, 연구지원부), 연구소  연구센터, 특수사업단(산학 력선도 학육성사업

단, LINC 사업단), 창업지원단, 인력양성사업단(BK21 Plus 사업단), 커 링사업단(산학 커 링사

업단), 특성화․활성화사업단 등) 등

법인  기타 학병원, 학출 부, 재단, 동조합, 신문방송사, 스포츠센터, 학교기업, 학군단 등

<표 2> 거 학교 학기록물 생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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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기 들 에서 본 연구

에서는 학의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산학 력단을 심으로 기록

리 체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 했다시

피 산학 력단은 사회과 국가의 발 을 목 으

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행정업무를 함께 수행

하는 요 조직이나, 산학 력단에서 리되는 

자료들은 재 제 로 된 보존연한이 없으며 자

체 으로 폐기되는 문제 이 발생하고 있기 때

문이다(오  2012). 이러한 산학 력단에서

는 연구계획서, 보고서, 정산서, 연구수행검토서, 

심의․평가서, 연구비 책정  운 자료, 연구결

과물, 연구윤리 심사  감사자료, 연구비 집행

자료, 약서, 연구원 인사자료 등 많은 기록물

들이 생산되고 있다(유완이, 이명규 2013).

3.2 산학 력단의 기록 리 황

우리나라는 정부 심으로 산학 력제도가 운

되며 부분의 거 국립 학에서는 연구처 

 산합 력단을 통합하여 산학 력단에서 교

내․외의 연구가 종합 으로 리되는 통합형

으로서 조직을 운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학의 실정에 따라서 각 산학 력단의 

조직과 업무분장은 다를 수 있으나 교육과학기

술부(2012)에 따르면 부분의 산학 력단은 

기획 산부서, 약정산부서, 재무회계부서, 구

매자산부서, 성과 리부서, 감사부서, 인사총무

부서, 련 원회 등으로 구성되며 산학연

력 활동을 가장 효과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

직체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각 거 국립 학에서 산학 력단의 업무와 

생산기록물을 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하

여 기록물분류기 표 상의 처리과기 코드와 단

업무 황을 조사하 다. 

3.2.1 기록물분류기 표 처리과기 코드

분류제도 변경에 따라 일반 공공기 은 법률

에 의해 앙행정기  이외의 공공기 은 2013

년부터 기록 리기 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은 정부기능분류체계 미도입 기

으로서 법률 시행령 부칙에 의하여 기록물분류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12)

<그림 1> 산학연 력 흐름에 따른 산학 력단 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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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
교육

기본시설
지원시설/ 
부속시설

산학
력단

연구소/ 
연구센터

특수
사업단

법인 
 기타

강원 ○ △ △ △ × × ×

경북 ○ ○ ○ △ △ × ○

경상 ○ ○ ○ △ ○ △ ○

부산 ○ ○ △ × △ △ ○

남 ○ ○ ○ △ △ △ ○

북 ○ ○ ○ △ △ △ ×

제주 ○ ○ △ △ △ △ ○

충남 ○ ○ △ △ △ △ ○

충북 ○ ○ ○ △ ○ × ○

(○:잘 부여되었음 △:1개 이상 부여되었음(과반수 이하 부여) ×:  부여되지 않았음)

<표 3> 거 학교 기록물분류기 표 처리과기 코드 황 

기 표로 운 이 가능하다(국가기록원 2015b). 

이에 재 거 국립 학에서는 기록물분류표

를 통해 기록 리의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표 3>은 국가기록원에서 공개하고 있는 2013

년도 각 거 국립 학의 기록물분류기 표에

서 부여한 처리과기 코드 황을 나타낸 것이

다. 처리과기 코드는 업무부서의 최소 기본단

로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생산기  

구분을 기 으로 산학 력단을 세분화하여 산

학 력단과 연구소  연구센터, 특수사업단을 

심으로 처리과기 코드 황을 조사하 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재 학에서 산학 력단과 

련된 기록물들을 어떻게 리하는지 살펴보

았다. 

기록물분류기 표  기록 이란 명칭으로 

처리과기 코드를 부여한 학은 기록 이 독립 

체제로 운 되는 경북 학교, 부산 학교 2개

교이며 그 외에는 총무행정 아래 기능으로 포

함되어 있다. 그리고 부분의 거 국립 학에

서는 교무처, 국제교류본부, 기획처, 외 력

본부, 사무국 등의 행정조직과 더불어 각 학 

 학원, 앙도서  등 교육기본시설, 지원

시설  부속시설에 해서는 부문별로 처리과

기 코드를 잘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산학

력단, 연구소  연구센터와 특수사업단에 

해서는 각 학별로 차이를 보이며 련 업무

에 하여 업무 최소 단 로서 처리과기 코드

를 부여하지 않은 학도 있다. <표 3>에서 나

타난 표시는 각 학의 산학 력단 조직도를 기

반으로 각 조직이 처리과로서 얼마나 구 되었

는가를 나타낸다. 이에 산학 력단과 특수사업

단, 연구소  연구센터의 구체 인 단 업무를 

<표 4>, <표 5>  <표 6>과 같이 정리하 으며, 

각 학별로 동일한 단 업무명을 가지는 연구

소  연구센터는 생략하 다.

3.2.2 기록물분류기 표 단 업무 

강원 에서는 캠퍼스별로 산학 력단을 운

하고 있으나 <표 4>에서는 춘천캠퍼스의 산

학 력단만을 표시하 다. 강원 는 산학연구

기획과와 산학연구지원과, R&D 략부, 운

원회  심의 원회, 산학 력지 (강원창업보

육센터 등), 연구소, 학교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원 의 산학 력단에서 리하는 국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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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명 단 업무명

강원

강원 학교 산학 력단
산학연구 기획과

산학교류 력(10), 산학 력(5), 연구소운 리(5), 학술연구지원(5)

강원 학교 산학 력단 
산학연구 지원과

간 연구경비 리(5), 인 리( 구), 경제권선도사업인재양성사업(5), 교수국외
연수  연구년제(5), 교원성과 리(5), 교원출장(5), 교육훈련 리(10), 근무성 평정
(10), 리사업추진운 (10), 메디 어 로젝트(5), 산학교류 력(10), 산학연구센터운
(5), 산학 력(5), 산학 력단정 제개정( 구), 산학 력선도 학육성사업(10), 산

학 력 심 학사업단운 (5), 세 련업무(5), 연구비 리(5), 연구소운 (5), 연구소
운 리(5), 연구원 리(5), 인사발령 장( 구), 산 리(3), 직원 여(10), 학내규정
제개정폐지( 구), 학술용역연구(5), 회의 리( 구), BK21사업(5) 

경북

경북 학교 
경제경 연구소

구기록물등록( 구), 연구소운 (5)

경북 학교 
산학연구처 산학 력과

간 연구경비 리(5), 교내연구지원사업(5), 교외학술연구지원(5), 국책사업 리(5), 
로벌박사펠로우십(5), 여(5), 기술이 리(20), 리사업단 리(5), 미래기 과학핵
심리더양성사업(5), 산학 력단지원(10), 산학 력선도 학육성사업(10), 산학 력우수
문 학지원사업(5), 센터운 리(5), 연구소운 리(5), 인사 리(3), 문연구요

원 리(10), 정보통신연구 담교수운용(5), 지 재산 리( 구), 창업보육업무지원(5), 
특허출원등록( 구), 학교기업( 구), 학술연구지원(5), BK21사업(5), WCU사업단
-WCU업무총 (10)

경북 학교 
산학연구처 연구진흥과

간 연구비 리(5), 교수해외 견연구지원(5), 교외학술연구지원(5), 교육사업(5), 국제
공동연구 세미나(5), 용자 리(5), 산학 력(5), 세무 리(5), 연구비 리(5), 원
회(학술지원 공무국외여행 계)(5), 인사 리운 ( 구), 학과설치폐지( 구)

경북 학교 
산학 력단

구기록물등록( 구), 산학 력단(10)

경북 학교 
산학 력지원분단

계약직원인사 리(10), 국책사업 리(5), 기술이 리(20), 산학 력(5), 산학 력 심
학사업단운 (5), 센터운 리(5), 연구비 리(5), 연구소운 리(5), 지 재산권
리( 구), 창업동아리(5), 특허출원등록( 구), NURI사업(5)

경상

경상 학교 
경남문화연구원

구기록물등록( 구), 연구계획신청 리(5), 연구비 리(5), 연구원운 련업무(5)

경상 학교 산학 력단 
산학연구과

교수해외 견연구지원(5), 산학 력(5), 연구소운 리(5), 자체학술연구지원(5), 학술
연구지원(5)

경상 학교 산학 력단 
산학지원과

기술이 리(20), 산학 력단 리(5), 지 재산권 리( 구), 학교기업(5)

경상 학교 
장특화고 인력 
양성사업단

구기록물등록( 구), 산업체인력재교육과정개설운 (5), 수익사업(10), 연차별사업계획
보고서 련(5), capstonedesign운 (5)

경상 학교 
BK21 학원육성사업단

구기록물등록( 구), 사업계획 리(5)

<표 4> 강원 ․경북 ․경상  산학 력단 기록물분류기 표의 단 업무 황

사업에는 산학 력선도 학(LINC)육성사업과 

BK21 러스 등이 있으며 그 외에 다양한 학술

연구지원사업들을 함께 리하고 있다. 이에 분

류기 표 상에서 산학연구 기획과와 산학연구 

지원과로 처리과명을 부여하고 있으나 기획과

의 업무를 설명하는 단 업무가 부족한 상태이

다. 를 들면 기획과는 총무인사 , 산학감사 , 

기획 약 , 기술이 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업

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단 업무명은 산학교류

력, 산학 력, 연구소운 리, 학술연구지원만이 

부여되었다. 한 지원과의 단 업무 상에는 연구

소  사업단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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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부 등에 한 단 업무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산학 력단의 체 인 업무체계를 설명하기에

는 역부족이다. 

경북 의 산학 력단은 산학 력부, 연구진흥

부, 연구지원부, 연구기획 략실, 기술사업부, 연

구감사실, 창업교육보육부, 산학 력단분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분류기 표 상에서는 우선 

몇몇 연구소에 처리과명을 부여하 으며 산학

력단은 산학 력과, 연구진흥과, 산학 력단, 산

학 력지원분단으로 처리과명이 구성되어 세부

으로 리되고 있었다. 그러나 산학 력단에는 

구기록물등록  산학 력단의 단 업무만이 부

여되어 있어 처리과기 코드가 부여되지 않은 

연구지원부, 연구기획 략실, 기술사업부 등의 

업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국책사업

리와 리사업단 리, 산학 력선도 학육성

사업, BK21사업, WCU사업단-WCU업무총  

등이 산학 력과 산하에서 부분 으로 리되고 

있다. 한 재 연구소의 처리과명에는 구기록

물등록과 연구소운  단 업무만이 존재하고 있

어 연구소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물들을 

리하기에는 불충분하다. 

경상 의 산학 력단은 연구감사실, 산학연

구과, 산학지원과, 부속기   사업단, 학 부

속 연구시설, 각종 원회 등으로 조직되어 있

다. 이에 분류기 표 상에서는 각 연구소와 더

불어 산학렵력단의 산학연구과  산학지원과, 

장특화고 인력양성사업단, BK21 학육성사

업단 등이 처리과명으로 부여되었다. 연구소에

서는 구기록물등록, 연구계획신청  리, 연구

비 리, 연구원운 련업무 등 비교  자세한 

단 업무를 규정하 으며 부분 으로 사업단에 

처리과명을 부여한 것이 특징 이라 할만하다. 

그러나 타 학에 비하여 산학 력단에 부여한 

단 업무가 조직의 업무를 설명하기에는 불충분

한 상태이다. 

부산 에서는 산학 력단을 연구 리 원회

와 산학 력단운 원회, 연구감사실, 산학지

원부, 산학기획부, 양캠퍼스 산학 력본부으

로 구성하여 운 하고 있으며 BK21 러스사

업 이외에 다양한 국가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

다. 그러나 몇몇의 연구소와 국제 문실무인력

양성특성화사업단에 해서만 처리과명이 부

여되어 있고, 산학 력단의 업무를 분류기 표 

상에  반 하지 않고 있어 차후 수정이 필

요해 보인다.

남 의 산학 력단은 산학 력부, 기술사업

부, R&D 략부, 연구진흥부, 회계감사부, 여수

캠퍼스 산학 력단, 창업과 련된 부속시설  

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사업단  센터, 

연구소가 소속되어 있다. 분류기 표 상에서는 

본부 법인 산학 력단  기술인력교육센터, 

자동화시스템서계기술교육센터, 자상거래지

원센터 등과 창업보육센터, 산학연구과, BK21

지역 학육성사업단에 하여 처리과명이 부

여되었다. 재 산학 력단 산하에 속하는 다

양한 센터들을 처리과명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를 설명하기에는 센터운   연구비

리로 구성된 단 업무 내용이 부족하며, 각

각의 조직에 한 업무를 분리하지 못하여 크

게 산학 력단과 산학연구과로만 처리과명을 

구분하고 있다. 특히 지 재산권 리 단 업무

를 본부 법인 산학 력단 하에서 구  5년의 

보존기간으로, 그리고 산학연구과 하에도 지

재산권 리 단 업무가 존재하여 재 복

으로 단 업무가 부여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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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명 단 업무명

부산

부산 학교 간호과학연구소 구기록물등록( 구), 연구용역계약 연구비 리(5)

부산 학교 

국제 문실무인력양성

특성화사업단

구기록물등록( 구), 국제학복수 공자모집(5), 복수 공인정(5), 수입 리(5), 학

리일반(10), 해외연수(5)

남

남 학교 본부 법인 

산학 력단

산학연 력(3), 산학 력간인사 리( 구), 산학 력계약(5), 산학 력사업교육운

련(5), 산학 력사업회계 리(5), 산학 력정보 리(5), 연구비세입(5), 연구비지출

(5), 연구비통계 리(5), 지 재산권 리( 구), 지 재산권 리(5)

남 학교 본부 법인 

산학 력단 기술인력교육센터/

기술통화연구센터/반도체설계

교육 남 지역센터/삼성 주

자연구개발지원센터/정 화학소

재개발지원센터/화공소재기술인

력약성센터

센터운 (5), 연구비 리(5)

남 학교 본부 법인 산학 력단 

자동화시스템설계기술교육센터
센터운 (5)

남 학교 본부 법인 산학 력단 

자상거래지원센터
교육사업(3), 연구비 리(5), 컨설 사업(3)

남 학교 본부 법인 산학 력단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리 지원업무(5), 행사 외사업(5)

남 학교 본부 법인 산학 력단 

BK21지역 학육성사업단
구기록물등록( 구), 장학생 리(3)

남 학교 본부 산학연구처 

산학연구과

간 연구경비 리(5), 세감면(5), 교내연구지원사업(5), 교원성과 연구보조비지

리(5), 교원연구실 리(3), 구기록물등록( 구), 산학연 력(3), 연구비세입

(5), 연구비지출(5), 연구비통계 리(5), 연구소운 (5), 용 학술상 리(5), 자체계

약직 리( 구), 자체학술연구비지원(5), 문연구요원 리(10), 임연구원임용

( 구), 앙 리연구과제 리(10), 지 재산권 리( 구), 학술활동지원(5), 회의

(제반학사업무)( 구), 후생복지 (4 보험)(5), Postdoc 연수지원(10)

남 학교 연구시설 

5․18연구소
센터운 (5), 연구비 리(5), 연구소운 (5), 학술활동지원(5)

북

북 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각종성분분석(5), 교육조교 리(5), 구기록물등록( 구), 보조연구원 리(5), 소식지

논문집발간( 구), 어린이생물과학 학개최(5), 용역과제 리(5), 자체평가보고서

제출(5), 온 장고 리(5), 북 학교객원연구원 리(5), 학술 회 세미나개최

(5), PostDoc(5)

북 학교 반도체물성연구소

개인정보보호(20), 공익근무요원 리(3), 인 리( 구), 교무업무일반(3), 교수업

리 평가(5), 교수해외 견연구지원(5), 교원인사(복무) 리(5), 교육 연구통

계(3), 구기록물등록( 구), 국제교류 련(3), 기자재신청 리(10), 기획홍보발

력일반(3), 반도체연구기반 신사업수행(5), 수입물품구입(3), 시설일반(3), 연구

소법령규정 리(5), 연구소자체평가(5), 연구원 리(5), 우편업무(3), 자체학술연구

지원(5), 문연구요원 리(10), 연구소연구 리(5), 학사 리학생지원일반(3), 

학술연구지원(5), 회의(제반학사업무)( 구)

북 학교 새만 연구사업단
구기록물등록( 구), 규정신설개정조정( 구), 산학연 력(3), 업무회의(5), 연구과

제 리(5), 학술행사개최 참가(3)

북 학교 산학 력단 

산학 력과

발 재단지정사업지원 보조(10), 산학 동(5), 정 이사회( 구), 특별 리사

업단(5)

북 학교 산학 력단 

연구지원과
재단자 리(10), 학술연구지원(5)

<표 5> 부산 ․ 남 ․ 북  산학 력단 기록물분류기 표의 단 업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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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명 단 업무명

제주

제주 학교 산학 력단 

산학 력과

간 연구경비 리(5), 교수학술연구비지원업무(5), 교수해외방문 교육지원사업

(5), 교육통계(5), 리사업단 리(5), 산학 계약체결(5), 산학 력단운 (5), 연

구소센터업무(5), 연구소운 리(5), 원회 리(5), 소기업 련업무(5), 지

재산권 리(10), 지치 규정 리(5), 학교기업 리(5), 학술연구과제 리(5)

제주 학교 해양과학 학 

두뇌한국21사업단

BK21교육인력지원(10), BK21국제 력업무(10), BK21기획평가홍보(10), BK21

응자 확보 산결산(10), BK21 학(원)생지원(10), BK21사업일반업무(5), 

BK21사업특성화과제연구지원(10), BK21 산집행(5)

제주 학교 해양과환경연구소

공익근무요원 리(3), 교원인사(복무) 리(5), 구기록물등록( 구), 국내외교류

력( 구), 면허 리(5), 선박운항운 (5), 시간강사(겸임교원등) 리(5), 시설

리(3), 양식장 리(3), 연구소운 (5), 원회 규정지침 리(5), 학술행사업무(5)

충남

충남 학교 뇌과학연구소 구기록물등록( 구), 뇌 신경과학분야연구( 구)

충남 학교 산학연구본부

교원해외 견연구지원(5), 구기록물등록( 구), 기술개발지원 리(5), 기술이 업

무( 구), 외 력(10), 산업교육지원 리(5), 연구소운 리(5), 자체학술연구

지원(5), 지 재산권 련지원(5), 직무발명국가승계 련업무( 구), 창업지원 리

(5), 특허출원등록( 구), 학술연구지원(5)

충남 학교 산학 력단

기술개발지원 리(5), 기술이 업무( 구), 벤처기업집 시설 리(5), 산업교육지

원 리(5), 지 재산권 련업무(5), 직무발명국가승계 련업무( 구), 창업보육센

터운 (5), 창업지원 리(5), 특허출원등록( 구), 학술연구지원(5)

충남 학교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단

가상교육지원(3), 교육훈련(10), 구기록물등록( 구), 국제학술회의지원(3), 규정

지침(5), 근로장학 지 (5), 여(5), 기술자문(3), 기술지원일반업무(3), 기획

리(5), 단기해외연수(3), 단장 의회(3), 복무(3), 산업체겸임교수(3), 산업체

응자 (5), 산학담당조교(5), 산학 동 원회(3), 세미나 워크샵(3), 시설 리

입주(3), 실무교육(3), 실험실습교재개발 연구과제(5), 외부 탁연구지원(5), 웹

사이트운 (3), 인사 리(5), 인턴쉽(5), 자격증응시료환 (5), 장기해외연수(3), 

정보통신강좌수강료환 (3), 지역주민정보화교육(3), 학생지원업무(5), 학생활동

업무(5), 홍보(10), 회의(제반학사업무)( 구), 회의 간담회(사업단)(3), 후생복

지(10), BK21 학원장학 리(3), BK21자산취득비물품 리(5), BK21자산취득

비물품구매(3), BK21학부생장학 리(5)

충북

충북 학교 건설기술연구소 건설기술연구소운 (5), 구기록물등록( 구)

충북 학교 산학 력단

간 연구경비 리(5), 세감면(5), 교원연구실 리(3), 국책사업운 (10), 기술

사업화(10), 기획정책연구(10), 응자 리(5), 발 기 재단회계(5), 산학 력

사업(5), 세무 리(5), 연구과제 리(5), 연구비세입(5), 연구비지출(5), 연구비통

계 리(5), 연구성과 리(10), 연구소 리(10), 연구인력지원사업 리(5), 외부연

구과제 리(5), 원회 리(5), 인사 리운 ( 구), 자체계약직 리( 구), 

문연구요원 리(10), 임연구임용( 구), 앙 리연구과제 리(10), 지식재산권

기술이 (10), 통계 리(5), 학생학 술활동지원(5), 학술상 리(5), 학술진흥지

원사업(5), Postdoc 임용(10)

충북 학교 산학 력단 

부속 창업지원단

규정 지침 리( 구), 기술창업육성(5), 기획 홍보(5), 보직자 직원인사 복

무 리( 구), 비즈쿨(5), 소방(5), 직원인사 복무( 구), 창업교육과정개설

(3), 창업보육센터사업(5), 창업자율 로그램(5), 창업활성화포럼(5), 후생복지

리(5) 

충북 학교 산학 력단 

부속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구기록물등록( 구), 기획 홍보(5), 보직자 직원인사 복무 리( 구), 산학

동(컨소시엄) 특허 리(3), 소방(5), 연구비지원 리(5), 연구원운 규정 제규

정 계( 구), 연구원운 원회운 (5), 연구원주업무(5), 재교육사업(5), 창업보

육센터사업( 기 자제조부품분야)(5), 창업지원센터사업(정보통신분야)(5), 학칙

교무 계연구비제규정(5), 후생복지(10), ISBN(국제표 도서번호)업무( 구)

<표 6> 제주 ․충남 ․충북  산학 력단 기록물분류기 표의 단 업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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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의 산학 력단은 산학 력과, 연구지원

과, 연구윤리감사실, 연구실안 리센터, R&D

략센터, 장실습지원센터, 창업교육지원센

터, 부설기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사업단 

 연구소들을 리하고 있다. 이에 분류기 표 

상에서는 산학 력과와 연구지원과로 구분하여 

처리과명을 부여하 으나 발 재단지정사업지

원  보조, 산학 동, 정   이사회, 특별 리

사업단, 학술연구지원 등의 단 업무만이 설정

되어 있으며 오히려 각각의 연구소나 새만 연

구사업단에서 부여한 단 업무명이 더 자세한 

실정이다. 

제주 의 산학 력단은 산학 력과, 연구지원

과, R&D 략센터, 기술이 센터, 감사부, 부설

기   소 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나 분류기

표 상에서는 산학 력과만이 처리과명을 부여

받았다. 따라서 산학 력단의 업무 분석을 통한 

업무분리  상세화가 필요하다. 한 산학 력

과 하에 주요국책사업단 단 업무가 설정되지 

않고 여러 사업단 에서 경 사업단과 두뇌한

국21사업단만이 따로 분리되어 단 업무가 부

여되었다. 산학 력단의 주요 업무인 요국책

사업단의 업무를 분류기 표 상에 반 하기 

해서는 특수사업단에 처리과기 코드를 부여하

지 않더라도 단 업무는 부여해야 한다. 이외에 

일부 사업단과 연구소에 부여된 자세한 단 업

무들은 타 학에서 참고할 만하다.

충남 의 산학 력단은 산학 력단, 연구지원

부, 연구 리부, 산학 력부, 창업교육센터, 기업

지원센터․이 폴리스캠퍼스사업단 등으로 구

성되어 있으나 분류기 표 상에서는 산학연구본

부, 산학 력단에 해서만 처리과명을 부여하

고 있다. 더불어 지 재산 련지원, 직무발명

국가승계 련업무, 창업지원 리, 학술연구지원 

등 산학연구본부와 산학 력단 간에 단 업무가 

많이 복되어 구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외에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단, 소기업 력단 등의 

일부 사업단에 처리과명을 부여하여 자세한 단

업무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주 처럼 정작 산

학연구본부나 산학 력단 하에는 주요국책사엄

단에 한 단 업무가 없다.

충북 의 산학 력단은 기업지원센터, 창업

지원부, 연구기획실, 학술연구부. BK사업지원 , 

산학행정부, 연구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분류기 표 상에서는 산학 력단, 산학 력단 부

속 창업지원단, 산학 력단 부속 학연산공동기

술연구원에게만 처리과명을 부여하고 있다. 그

리고 산학 력단 산하에 국책사업운 과 연구

인력지원사업 리만이 단 업무로 책정되었을 

뿐 국책 련 사업단들은 처리과명으로 부여되

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충북 학은 각각이 연

구소에 하여 과반수 이상 처리과기 코드를 

부여 으며 추가 으로 타 학의 단 업무를 

참조하여 상세화가 필요하다. 

    4. 산학 력 련 기록 리 
개선방안

본 연구에서는 학기록 리의 일반 인 

황과 더불어 산학 력단의 기록 리 황 분석

을 통하여 산학 력단  유 기 에서 생산되

는 기록물에 한 리와 활용을 한 개선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황 분석

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 을 도출하 으

며 도출된 문제 을 기반으로 학기록 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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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단의 긴 한 력체제 구축을 한 거

국립 학에서의 기록 리 개선방안을 제안하

겠다.

첫째, 기록물분류기 표 상에서 산학 력단

과 련된 처리과  단 업무 설정이 미흡한 

것이 문제이다. 학기록 에서 산학 력단의 

기록물을 체계 이고 통합 으로 리하기 

해서는 합한 기록물분류기 표의 설정이 필

수 이며, 이는 장기 인 측면에서 업무를 지

원하는 기본 인 지표이다. 그러나 재 각 거

국립 학에서는 산학 력단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표할 수 있는 처리과기 코

드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부산 에서는 산학 력단에 한 처리과기 코

드를 아  부여하지 않은 상태이다. 더불어 기

록물분류기 표 상에서는 기획 산, 재무회계, 

약정산 등에 한 단 업무를 주로 책정하고 

있어 산학 력단의 체 인 업무체계를 이해

하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기록 리 차에 따

라 산학 력단의 기록물을 기록 으로 이 하

여 보존․활용하기 해서는 산학 력단 업무

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록물분류기 표를 보

완해야 한다.

둘째, 학 내의 연구소  특수사업단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악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

다. 연구소  특수사업단은 기록물분류기 표 

상에서 산학 력단 산하에 일부 단 업무로써 

책정됨에 따라 련 업무를 악하기 쉽지 않

다. 앞서 조사한 기록물분류기 표를 살펴보면 

연구소  특수사업단에 하여 처리과기 코

드가 부여되거나 단 업무의 일부로서 보존기

간이 책정된 경우가 있었지만 부분의 국책지

원사업은 확인할 수 없다. 이처럼 연구소  특

수사업단이 산학 력단의 단 업무로서 운 되

어 처리과기 코드를 부여받지 못하고 자체

으로 리되는 경우에는 해당 활동이 끝나면 

련 기록물이 기록 으로 이 되지 못하고 일방

으로 폐기되는 문제 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

서 학에서는 각각의 사업단  연구소 체계와 

특성에 합한 처리과명 단 업무명을 부여하

여 기록 리시스템 상으로 련 기록물들을 끌

어들여야 한다.

셋째, 연구  기술개발 활동 에 생산되는 

산출물 리가 미흡한 것이 문제이다. 이는 연

구업 , 연구노트, 연구데이터, 학술논문, 지

재산권, 특허, 직무발명 등 성과 리 상의 문제

으로서 재 거 국립 학에서는 지식가치

창출의 기반이 되는 연구과제 산출물 리방안

의 개선이 시 하다.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산

출되는 기록물들은 산학 력단과의 연계를 통해 

학기록 에서 통합 으로 수집․ 리한 후 

학의 내외 구성원에게 제공됨으로써 신규 

사업  연구에 한 지원을 가능  하는 요 

자원이다. 따라서 력  는 시스템 인 측면

에서 다양한 연구과제 산출물을 체계 으로 

리하여 학의 연구역량 강화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

넷째, 부분의 거 국립 학에서는 기록  

웹페이지를 운 하지 않고 있어 외부이용자들

의 학기록물에 한 근성이 미미한 것이 

문제이다. 이는 앞서 언 한 연구과제 산출물 

리와 연계되는 문제로서 재 각 거 국립

학 기록 에서 산학 력과 련하여 어떠한 기

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하는지에 한 정보를 외

부에서 획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거 국립

학교에서는 학기록물에 한 근성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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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하여 기록  웹페이지를 운 해야 하

며 산학 력단 웹페이지와 연계되어야 한다.

4.1 제도 분야

4.1.1 운 규정

법률의 제약을 받는 국․공립 학 그리고 거

국립 학은 기록 리 업무를 체계 으로 수

행하기 하여 기 의 특성  환경요소를 고려

한 기록  세부 운 규정이 제정되어야만 하며

(이주연 2008), 이는 산학 력단도 마찬가지이

다. 이에 각 거 국립 학에서는 기록  운 규

정과 더불어 산학 력단의 정   운 세칙을 

밝히고 있다. 특히 산학 력단의 정   운

세칙의 문제 으로는 기록물 리에 한 규정

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제주 학교 산학 력

단 운 세칙｣  제4조에서 산학 력과의 업무

로서 인 리, 보안  기록물 리를 일부 언

하고 있을 뿐이다. 세부 업무분장에서도 인

리, 보안  기록물, 물품 리 단 업무의 세

부업무로서 인등록  폐기, 보안업무 일반 

 자체보안 검, 문서의 수․분류, 각종 통

계에 한 사항, 기록물 리, 물품 리를 정의

하고 있어 기록물 리에 한 인식 부족을 드

러낸다. 이처럼 산학 력단의 기록물 리에 

한 인식 부족은 학 내에서의 기록 의 상과

도 연결되어 있다. 앞서 황분석에서 나타났듯

이 재 거 국립 학에서는 각 기 에 실질

으로 기록 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기

록  서고도 마련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 재 법률에 의하여 학기록 은 반드시 

기록물 리 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나 연구 

시 에서 거 국립 학 에서는 문 인력을 

채용하지 않은 기 이 존재하 다.1) 따라서 각 

학에서는 기록 리 요성에 한 인식을 제

고하고 문 인력의 채용을 통하여 각 처리과에 

한 기록 리 교육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재 기록  운 규정에서 기록 리 교육 규정을 

삽입한 학은 강원 , 경북 , 충남 , 충북  

등 4개교이므로 나머지 5개교의 운 규정에 

한 수정이 필요하다. 한 기록   산학 력

단의 운 규정에는 지식창출기 인 학의 특

성에 합한 연구  기술 개발 활동을 통해 산

출되는 연구업 , 연구노트, 연구데이터, 학술논

문, 지 재산권, 특허, 직무발명기록물 등에 

한 구체 인 리 규정이 필요하다. 

4.1.2 기록물분류기 표

기록물분류기 표는 기록물의 생산내력, 역

사  가치, 보존의 경제성, 이용의 편의성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는 출처별 원칙에 입각한 것

으로 기록물 리의 통합  운 체계를 확립하

는 기 이 된다. 따라서 기록물 리  과정을 

효율 이고 통합 으로 수행․통제하기 하여 

일선 업무부서와 기록 리부서가 력하여 기

록물분류기 표를 제정  운 하여야 한다(국

가기록원 2015b). 이에 앞서 조사한 내용을 바

탕으로 기록물분류기 표 상에서 산학 력단과 

련한 처리과  단 업무 설정의 미흡과 학 

내의 연구소  특수사업단에서 생산되는 기록

물 악의 어려움 등을 문제 으로 제시하 다. 

이를 해결하기 해 각 거 국립 학의 기록물

 1) 재는 2015년 9월 1일자로 학 문인력의 배치가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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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조직 단 업무

산학 력단

기획 산부서

교내연구지원사업, 교외학술연구지원, 국책사업 리, 국제공동연구 세비나, 인 리, 산학

력단 정 제개정(정 이사회), 학내규정제개정폐지, 학술용역연구(연구과제 리), 회의 리, 

원회운 ( 리), 산학 력정보 리, 행사 외사업, 기획정책연구, 통계 리

약정산부서

산학교류 력, 산학 력계약체결, 산학연구소  연구센터 운 리, 창업지원 리, 창업보육업

무지원, 창업동아리, 학교기업 리(입주기업 리 지원업무), 소기업 련업무, 기술지주회사

리

행정지원부서

(재무회계․

구매자산부서)

산결산 집행, 간 연구경비 리, 세무 리(세 련업무), 연구비 리(연구비세입, 연구비

지출), 연구비통계 리, 용자 리, 회계 리, 세감면, 재단자 리, 증빙서류 리, 시설

리, 물품검수 리

인사총무부서

인사 리운 , 산학 력간인사 리, 교수국외연수  연구년제(교수해외 견연구지원), 교원성

과 리, 교원연구실 리, 교원출장, (산학 력사업)교육훈련 리, 근무성 평정, 연구원(

문연구요원) 리, 인사발령 장, 직원 여, 자체계약직 리, 임연구원임용, 산업교육지원 리, 

후생복지 

성과 리부서
연구성과 리, 기술이 리, 기술료산정, 기술개발지원 리, 지 재산 리, 특허출원등록, 직무

발명국가승계 련업무, 연구용역보고서 리, 연구논문 리, 연구노트 리, 연구데이터 리

감사부서 감사기본계획, 회계검증보고서, 감사 연구윤리진실성 원회, 부정행 신고

특수사업단

구기록물등록, 교육인력지원, 국제 력업무, 기획평가홍보, 응자 확보 산결산, 여, 학

(원)생지원(근로장학 지 리), 사업일반업무, 산집행, 사업특성화과제연구지원, 규정신

설개정조정(규정 지침), 업무회의 간담회, 연구과제 리, 학술행사개최 참가, 사업계획

리, 수입 리, 학 리일반, 해외연수, 장학생 리

연구소  연구센터

구기록물등록, 연구소운 , 연구계획신청 리, 연구용역계약 리, 연구비 리, 연구원운

련업무, 학술활동지원, 교육조교 리, 보조연구원 리, 소식지 논문집발간, 용역과제 리, 자체

평가보고서제출, 학술 회 세미나개최, 개인정보보호, 인 리, 교무업무일반, 교수업 리

평가, 교수해외 견연구지원, 교원인사 리, 교육 연구통계, 국제교류 련, 기자재신청

리, 기획홍보발 력일반, 수입물품구입, 시설일반, 연구소법령규정 리, 연구원 리, 문연구

요원 리, 학사 리학생지원일반, 회의, 공익근무요원 리

<표 7> 학조직별 기록물분류기 표 단 업무 

분류기 표와 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  가

이드를 참조하여 산학 력단, 연구소  연구센

터, 특수사업단별로 기록물분류기 표 상의 단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이처럼 체계 인 기록물분류기 표의 수립

을 통하여 학기록 은 국가 기   연구재단

에서 발주하는 연구의 기록물을 통합 으로 

리하고 련 정보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

록 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학에

서는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게 되고 새로운 연구

개발이나 사업을 활성화시키며 연구역량을 강

화하여 발 을 도모하게 된다.

4.2 성과 리 분야

학기록 에서는 기본 인 업무 이외에도 

보유 기록물의 통합  리를 수행하여 학 

구성원들에게 기록물을 체계 으로 제공함으

로써, 연구성과  연구과제 수주의 실  향상 

등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학 발 을 도모해

야 한다. 재 학에서는 교육부재정지원 사

업(BK21 Plus, CK-1 등), 정부부처 연구개발 

사업(CRC, LINC 등), 지자체 사업 등의 다양

한 산학 력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사업기획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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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가 생산되고 있다. 한 산학 력단과 각 

연구소  연구센터를 통해 기획보고서, 기술

황분석보고서, 과제제안요구서, 연과과제계획서, 

약서, 기술보고서, 간보고서, 연구일지, 연구

노트, 연구데이터, 연구논문, 지 재산권, 특허, 

기술이 , 기술요약정보, 창업보육 련 기록 등 

다양한 기록물이 산출되고 있다(최 옥, 이해  

2010). 그러나 연구과제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산출물들은 학의 가장 요한 자산임

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로 지엽 으로 리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사업을 비하는 과정에서 련 

기록물의 치  내용에 한 악이 어렵다. 이

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생산기록물들

을 통합 으로 리하고 신규 연구  사업 추진

에 있어서 요한 참고자료를 사업성격에 따라 

즉각 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

다. 따라서 학기록 에서는 기본 으로 수행

해야 할 업무 외에 산학 력단과의 업을 통해 

산학 력 련 기록물을 리함으로써 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4.2.1 력  측면

학기록 이 산학 력단과 력체계를 구

축하기 해서는 우선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있

는데, 그는 바로 학기록 의 조직 개편  

문 인력의 배치이다. 기존에 총무과 소속으로서 

타부서 업무의 일환으로서 기록 리 업무를 수

행하게 된다면 산학 력단과의 주체 인 업무

력체계를 구축하기가 어렵다. 이주연(2008)

에 따르면 기록 리 업무가 특정 조직에 편제되

는 경우 학기록 으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

지 못하기 때문에 기록 의 가장 이상 인 조직 

유형은 독립기구로 운 되는 것이다. 물론 기록

이 총무과 소속이면 고유업무의 직제 반  시 

원활한 인계인수가 보장된다는 장 이 있으므

로 독립된 형태의 기구로서 학기록물을 통합

리하기 해서는 총무과 산하에 기록 리

을 별도로 신설하여 운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거 학교와 같이 규모가 큰 기 의 경우에는 

기록 이 독립 인 부서로 운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북 와 부산 를 제외하면 부분의 

거 국립 학이 처리과 산하에서 다른 업무와 

함께 기록 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차후에 

진 으로 독립 체제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한 재 법률에 의하여 학기록 은 반드

시 문 인력인 기록물 리 문요원을 배치하

여야 하나 거 국립 학 에서는 문 인력을 

채용하지 않은 기 이 존재한다. 기록물 리 

문요원은 학 기록물의 체계  리, 안 한 

보존  효율  활용체계 구축을 한 필수 인 

요소로서 산학 력단과의 업무 력체계를 구축

하여 기록 리 업무를 확장하기 해서는 담 

인력이 아닌 문 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규모

가 큰 거 국립 학에서는 담 인력  문 

인력의 인원을 확 하여 기록 리 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거 국립 학에서는 산

학 력단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산출 기록물

의 통합  리를 수행함으로써 축 된 지식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학의 기록

리 문화와 체계가 성숙할 수 있도록 조직 개

편과 시설․장비․환경의 구축  문 인력의 

보강 등의 인 라 구축이 시 하며 리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2.2 시스템 측면

정보보안 기업들에 한정되어 있지만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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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2012)에서 제공하는 바에 따르면 기업

이 경   기술정보를 수집하는 경로로서 학 

 연구소는 정보보안에서는 11.2%, 물리보안

에서는 2.3%의 비 을 차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학에서 매일 생산되는 다양한 연구데이

터나 연구결과물을 학의 내외부에서 제 로 

활용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에 한 해결방

법  하나는 학 기  리포지터리(Institutional 

Repository)를 구축하는 것이다. 리포지터리는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 축 하여 리해주는 

오 소스 소 트웨어로서, 기  리포지터리란 

한 기 에서 생산한 학술정보를 이용자가 별다

른 제약 없이 이용하고 학술정보의 장  

리를 한 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김희란 

2011). 체로 학 차원 는 학도서 에서 

기  리포지터리를 구축하고 있으나 학기록

 차원에서도 기록물을 축 하여 활용하는 

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  리포지터

리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  리포지

터리는 기록 리시스템이 제공되지 못한 환경

에서 산학 력단과 련하여 생산된 산출기록

물과 학 내외 이용자가 자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일부 

부산  산학 력단에서는 산학DB를 구성하여 

연구논문, 수행과제, 특허정보, 기업정보, 장비

정보, 연구자정보, NTIS-사업공고, 산업  기

술동향에 한 정보를 검색가능하도록 제공하

고 있으며, 남 학교는 연구인력․장비․특허 

통합안내시스템을 통해서 련 정보 검색을 제

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 220여개 아카이  

기 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Archives Hub

에서는 연구자로 하여  학기록 을 포함하

여 다양한 기 의 1차 인 기록물을 라우징

하고 련 정보를 효과 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상의 제도 ․성과 리 측면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그림 2>와 같은 학기

록 과 산합 력단 간의 력체계를 구성하

<그림 2> 학기록 과 산합 력단 간의 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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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리과인 산합 력단의 기획부서․산학연

계부서․ 약정산부서 등에서 연구개발계획, 

과제제안, 연구수행( 리), 연구결과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록물을 시스템 상에 

생산․등록하고 성과 리부서의 성과 리 업

무와 연계하여 기록물의 정리․이  단계를 수

행한다. 이러한 과정 에서 법률에 따라 기록

으로 이 되어 보존  활용할 수 있는 성과 

기록물들은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아카이  시

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즉 성과 리를 통하여 

산출된 연구논문, 수행과제, 특허정보, 기업정

보, 장비정보, 연구자정보, 산업  기술동향 등

에 한 정보를 추출  분류하여 데이터베이

스를 설계하고 검색  라우징이 가능한 아

카이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한다. 시스템 구

축을 통해 보존된 연구과제  기술개발 산출

물들은  다시 연구개발 계획에 정보원을 제

공함으로써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학기

록 에서는 학 내외의 이용자가 모두 활용

할 수 있는 근 을 제공해야 한다. 

5. 결론  제언

지식정보사회에서 학은 지식정보를 창출

하는 핵심 연구기 으로서 다양한 연구기록물

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그 에서도 산학 력

단은 연구수행기록을 생산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함으로써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하

는 요 조직이다. 그러나 재 국․공립 학

은 산학 력단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통합

으로 리하기 한 기록 리 체계가 아직 미

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  설

치의무를 갖는 국․공립 학 에서 거 국립

학을 심으로 기록  편제  인력 황, 기

록  운 규정, 학기록물 생산기  등의 

학기록 리의 일반  황과 함께 산학 력단

의 기록 리 황을 조사․분석하 다. 그리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 을 도출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첫째로 

기록물분류기 표 상에서 산학 력단과 련

된 처리과  단 업무 설정이 미흡한 것이 문

제이다. 둘째는 학 내의 연구소  특수사업

단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악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셋째는 연구  기술개발 활동 에 

생산되는 산출물 리가 미흡한 것이 문제이다. 

넷째는 부분의 거 국립 학에서는 기록  

웹페이지를 운 하지 않고 있어 외부이용자들

의 학기록물에 한 근성이 미미한 것이 

문제 으로 뽑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 문제 을 제도 ․

성과 리 측면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하 다. 제

도  측면에서는 크게 운 규정과 기록물분류기

표로 나 어 기록물 리에 한 인식제고를 

한 운 규정 수정과 더불어 산학 력단, 연구

소  연구센터, 특수사업단별 기록물분류기

표 상의 단 업무를 제시하 다. 성과 리 측면

에서 학기록 은 기본 으로 수행해야할 업무 

외에 산학 력단과의 업을 통해 산학 력 

련 기록물을 리함으로써 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해야 함을 주장하 다. 이에 력  측면에

서 학기록 과 산학 력단의 력체계를 구축

하기 한 학기록 의 조직개편  문 인력

의 배치를 제안하 다. 시스템 측면에서는 연구

데이터  연구결과물의 활용성 향상을 한 

학 기  리포지터리 구축을 제안하 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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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학기록 과 산학 력단 간의 

력체계 구축을 한 기본 인 사항을 정리하

으며 이러한 내용을 토 로 거 국립 학의 

기록 리체계 발 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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