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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과기출연’)에서 생산하는 연구관리기록물의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리
매뉴얼(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과기출연의 기록물 관련 규정을 수집하고 연구관리 총괄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조사 결과 연구관리 담당자 및 담당부서 배치율(100.0%)에 비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33.3%~50.0%)
및 기록관리부서 배치율(23.1%)은 저조했다. 기록물관리규정 제정율은 26.4%였고, 73.7%의 기관이 문서관리규정 혹은 사무관리
규정만으로 기록물을 관리했다. 연구관리기록물은 규정된 수집범위 없이 기관 역량에 따라 수집되며, 기록물 누락․훼손․망실
대비책 또한 미진했다. 연구관리기록물의 생산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이에 대응방안으로 ‘관리 매뉴얼(안)’을
제시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기록물관리 담당부서의 설치, 생산현황 통보를 의무화하고 기록관에 준하는 시설․장비
설치를 권장하였다. 덧붙여 표준화된 수집범위를 제시하고, 연구관리기록물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주제어: 연구기록물, 연구관리기록물, 기록관리, 기록관리 매뉴얼

<ABSTRACT>
This study suggested the necessity of the management of R & D management records produced from
government-supported science research institutes (the so-called “gwagichulyeon”) and of a record management
manual (item). As such, it gathered rules with regard to record management, conducted a survey, and interviewed
general R & D manager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ratio of the arrangement of R & D managers to R
& D management departments is 100%; however, the ratio of the arrangement of record managers is 33.3%-50%,
and the ratio of the arrangement of record management departments is 23.1%, which was poor. The enactment
ratio of record management rules is 26.4%, and 73.7% of institutes has managed their records under the provision
only of document management rules or only of office management rules. R & D management records has been
collected according to an institute’s capability without a prescribed collection scope, and the conditions with regard
to the omission, damage, and loss of records were poor. There are institutes that did not comprehend the production
status of R & D management records. Thus, as a response, this study suggested a record management manual
(item) established for the arrangement duties of record managers and record management departments as well
as for notifications on the status of R & D management records. In addition, this study produced a standardized
collection scope and described how to manage R & D management records.
Keywords: R & D records, records of R & D management, record management, record management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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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산서류를 다시 청구하는 등 과기출연에 불이
익을 주는데, 증빙의 수집범위를 명시한다면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증빙누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관리 학계에서도 연구기록물의 중요성을

과학기술의 흥망성쇠는 곧 국가의 흥망성쇠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

와 직결된다.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 강화의

가 점차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기록물의 일

수단으로 R&D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

반적인 관리방법이나 기록물관리시스템 도입을

며, 우리나라도 GDP 대비 정부와 민간의 총 연

다룬 연구가 대부분으로, 과기출연의 연구관리

구개발비를 2013년 4.4%에서 2017년 5% 수준

기록물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

까지 높일 것을 목표로 R&D에 대한 재정 투자

은 실정이다. 또한, 연구기록물의 조작적 정의와

를 확대(국회예산정책처, 2014)하고 있다. 이러

연구기관에서 생산하는 기록물의 분류가 연구자

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수행 주체는 과학

마다 천차만별이라 해당 연구의 진행에도 어려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과기출연)이

움이 있다.

다. 과기출연은 주로 국가적 필요에 의한 비영리

따라서 이 연구는 연구기관에서 생산하는 기

적인 기초연구활동을 수행하며, 국가연구개발사

록물을 구분하고 과기출연 연구관리기록물 관

업 예산의 약 41%1)를 지급받고 있다. 이에 따

리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연구 결과로서 과기출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훌륭한 연

연 연구관리기록물 관리 매뉴얼(안)(이하 관

구 성과도 내면서 그 연구 성과를 유지하고 연

리 매뉴얼(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 수행 과정과 결과를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지닌다.
그러나 연구비 대비 과기출연의 생산성은 낮

1.2 선행연구

게 평가되며(김승태 외, 2012) 생산성이 낮은

연구기록물에 관한 선행연구를 시기별로 살

이유의 하나로 행정적 부담이 언급되고 있다

펴보면, 초기에는 연구기록물 관리의 필요성을

(김영학 외, 2013). 과기출연의 행정업무가 비

제기한 연구와 과기출연을 대상으로 하되 일반

효율적인 이유를 분석한 연구(황석언 외, 2009)

공공기관의 행정기록을 다루는 연구가 주를 이

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관리 과정에서 발

룬다. 최형태(1995)는 수작업과 문자정보에 의

생하는 불필요한 절차의 문제, 그리고 과도한

존하는 관리방식을 탈피하여 광디스크 기반 화

정산업무에 따른 기록물관리의 부담을 원인으

상DB 연구기록자료 관리시스템의 모델을 제시

로 꼽는다. 그러므로 과기출연의 행정 부담을

하였다. 박재학(2005)은 정부출연연구소(이하

덜 수 있는 기록물관리체계의 논의가 필요하다.

출연연)가 기록물에 대한 현황파악조차 하지

예컨대 연구비 정산 시 누락된 증빙이 많으면

못하고 있으며, 전문요원의 배치는 물론 각 기

1)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2015, p. ⅲ의 2010-2014.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추이 그래프를 토대로 최근 5년간 출연연 투자 비중 평균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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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맞는 기록보존규정과 기록물분류기준표,

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다. 김수진․정은경

검색도구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012)은 과학기술연구회와 경제․인문사회연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연구기록물관

구회 소속 출연연 연구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방안

리체계 및 법과 제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

을 수집과 관리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석하여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도출하려는 연구

여기에서는 성과와 보고서 등 종료 단계의 기록

가 수행되었다. 김대율(2007)은 한국학술진흥

물 위주로 운영된다는 그간의 지적을 포괄적인

재단에서 각 연구기관에게 중간산출물 생산을

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미영(2014)은

의무화한다면 연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연구기록의 평가 가이드나 기준이 미천함을 지

연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세

적하며, 연구기록은 적절한 보존기간을 정하는

영(2007)은 연구기록물은 보존보다는 활용하여

차원을 넘어 연구자 집단의 연구를 위한 정보

연구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해야 하며, 기

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록물별 중요도에 따른 보존용․서비스용 구분

있다고 하였다. 오정훈(2015)은 연구개발의 연

DB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상아(2007)는

속성과 지식전수 기능을 담보할 TOC(Table of

기타공공기관인 과기출연의 기록물관리가 현황

Contents) 기반의 연구기록물관리시스템 모델

파악조차 안 되어 공공기록물관리의 의무 적용

을 제시하였다.

이 가장 마지막까지 유예된다는 점, 많은 기록

이와 같이 연구기록물관리에 관한 연구는 관

관리학 연구자들이 인문사회과학에 뿌리를 두

리의 필요성 제기부터 시작하여 시간을 거듭할

어 과학기술분야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점을

수록 논의의 방향이 구체화․다양화 되었으며,

지적하였다. 김상준(2008)은 국내외 연구기관

일반적인 행정기록물과 다른 관점에서 연구기

의 연구노트 제도를 살펴보고 전자연구노트의

록물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금까

도입 시 고려할 사항을 논의하였다.

지의 연구는 김대율(2007)을 제외하면 대부분

2010년에 들어서는 기록관리의 품질 향상

연구기록물 전반이나 연구활동기록물을 다루고

요건을 제시하거나 연구기록물관리를 위한 메

있다. 연구관리기록물을 다룬 김대율(2007)의

타데이터를 제시하는 등 더욱 심도 있는 논의

연구는 과기출연이 아닌 연구관리기관인 학

가 이루어졌다. 기록관리 현황 재검 차원의 연

술연구진흥재단의 기록물관리를 다루므로 이

구도 있었다. 천누리(2010)는 국가과학기술종

연구의 연구분야와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연

합정보시스템(NTIS)2)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구기록물에 관한 연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

내용을 중심으로 상세 수준까지 기술할 수 있는

로 향상되고 있으나 과기출연의 연구관리기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시하였다. 임진희(2011)

록물을 깊이 있게 다루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는 기관 특성에 맞는 연구기록물관리체계 수립

않았다. 그러나 과기출연의 연구기록물을 다

절차를 제시하고, 전자연구노트 도입 시 고려

룬 많은 선행연구자가 연구관리기록물을 별

2) 15개 부처․청과 연계하여 과제, 인력, 장비․기자재, 성과 등 국가가 진행하는 연구개발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천누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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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구분한다는 것은 연구관리기록물의 별

해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도 관리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연구관리기록물 관리

할 수 있다.

측면을 주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기록물의 전반적

첫째, 과기출연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

인 흐름과 맥을 같이 하여 과기출연 연구관리

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다. 기타공공기

기록물의 관리 필요성을 제시한 후 관리 현황

관으로 분류되는 과기출연은 적법하게 관리된

을 파악하고, 연구관리기록물을 관리함에 있어

기록물을 통해 기록물의 설명 책임을 충족해야

고려해야 할 사항을 관리 매뉴얼(안)에 제시하

하며, 과기출연 주요 행정 과정에서 생산되는

고자 한다.

기록물은 바로 연구관리기록물이다. 둘째, 연구
관리기록물의 허술한 관리는 과기출연의 행정
부담 증가로 연결된다. 회계법인 위탁정산 등

2. 이론적 배경

사후검증 방식은 연구수행 기관에서 제출한 증
빙문서 사본에 의존하므로 증빙의 진위 및 중

2.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복을 검증하기 어렵다(김영학 외, 2013). 그러
나 연구비 횡령 사실이 적발되면 증빙검증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

크게 강화되어 해외출장의 경우 항공권 사본,

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

호텔숙박 영수증, 각 국가별 입국 확인, 주요 방

으로 하는 기관”(과기출연기관법)이다. 과기출

문처별 사진까지 날짜별로 요구하므로 출장 기

연은 정부가 시장실패(높은 투자 위험과 투자

피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박건형, 2012). 또

결과의 회수․전유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회피

한 박기범(2011)은 연구비 집행 증빙의 허위

또는 부분최적투자)와 체제실패(국민의 안녕

제출로 신뢰도가 하락한 결과 연구비 집행 검

질서, 산업재해, 환경보호 등과 같이 기업에 맡

증 절차가 까다로워짐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길 수 없는 역할)를 사전 예방하거나 대응할 필

과기출연의 연구관리기록물은 기관 차원에서

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과기출연은

진본성․신뢰성․무결성․이용 가능성을 충족

국가적 필요에 의한 기초연구활동을 수행하고,

하게 관리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적극적인 비영리적 연구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셋째, 과기출연은 복잡체제적 성격을 지닌다. 먼

각종 법적 특혜는 물론 특정 연구기관육성법에

저 과기출연은 국가혁신체제 중 하나의 하위체

의거한 출연금을 지원 받는다.

제 또는 부분으로서 역할변화에 따라 자주 통폐

과기출연의 이러한 특성은 곧 연구 수행에

합한다(<표 1> 참조). 이와 더불어 국가연구개

항시 투명성과 효율성을 요구받는 것으로 연결

발사업의 추진체계에서 주관연구기관에 해당하

된다. 그러나 과기출연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는 과기출연은 사업에 따라 다양한 중앙행정기

주요 수행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개발 효

관 및 전문기관과 협업하며 기록물을 생산․제

율성이 낮게 평가된다. 과기출연의 효율성 저

출한다. 뿐만 아니라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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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시대별 변화상(백승현, 2014)
구분

1960~70년대

1980년대

국내
여건

민간․대학의 민간․대학 연구능력
연구기반 취약
부분적 신장

체제
변천

KIST설립,
기술 분야별
출연(연) 설립

주무
부처

1990년대

1999~2007년

2008~2012년

2013년 이후

민간주도 기술혁신체제 신장 및
대학의 연구역량 확대

창조경제 중심으로
출연(연) 부각

3개 연구회 출범
∙기초기술
∙공공기술
∙산업기술

2개 연구회 통합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범(2014.07)

출연(연)
통폐합(1980)

출연(연)
구조조정(1991)

부처별 분산
관리체제

과학기술처 일괄관리

유관부처로
소속이관

임무
기능

산업기술 지원

산업기술 지원 및
국가연구 개발사업
수행

주로 국가연구
개발사업 수행

연구
영역

선진국 성숙기
산업기술 모방

성장기 기술개발, 미래형
첨단기술 모방

2개 연구회로
개편(2008)

주무부처
과학기술부 ￫
이원화(교육과학기술부,
국무총리실 ￫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2004)
지식경제부) ￫
지식경제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원천․대형
․첨단 기술개발
요구

기초원천기술,
산업원천기술

혁신적 연구개발을 통한
미래형 첨단기술 개발

원천기술개발 +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
업화 등 역할 확대
First Mover 요구,
경제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역할 확대

관, 위탁연구기관 등의 형태로 과기출연끼리는

연구자와 관련된 모든 기록’으로 정의하고, 브라

물론 참여기업과도 협업한다. 그러나 처리과

질에서는 ‘특정 연구자와 관련된 기록은 물론 개

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연구관리기록물은

인기록까지 모두 포함하여 과학 연구 프로젝트

공공기록물 관리의 일반적인 절차를 지켜 관

중에 생산된 모든 기록’으로 정의한다(Renata

리되고 있지 않다. 이는 연구관리 업무와 기록

Arovelius, 2003). InterPARES2(2008)에서는

물관리체계가 제대로 선순환하지 않음을 의미

연구기록물을 ‘특정한 주제나 분야와 관련된

한다. 따라서 과기출연의 특징을 반영한 체계

데이터세트에 모아진 미가공 형태의 데이터,

적인 연구관리기록물관리 체계가 수립되어야

숫자, 그래프 또는 텍스트일 수 있으며 화학의

한다.

복잡한 구조, 결정학 데이터, 유전자 배열 등의
논리구조를 포함한다.’고(이미영, 2004) 정의

2.2 연구기관의 기록물과 연구관리기록물

한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학자와 기관마다 정의가

연구기록물은 연구 활동과 관련된 모든 기록

사뭇 다른데, 이는 연구기록물을 관리하기 위

물을 포괄적으로 의미하지만, 연구기록관리에

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서 비롯한 것으로 여

대한 역사적․법률적 배경과 전통이 다르기 때

겨진다. 여상아(2007)는 행정기록과 연구기록

문에 학자들은 물론 기관과 국가마다 그 정의

을 구분하여, 연구부서와 연구지원부서에서 생

가 매우 다양하다. 해외연구를 살펴보면, 일리노

산하는 기록을 ‘연구기록’으로 정의하였다. 김

이 대학(University of Illinois)에서는 연구기록

상준(2008)은 연구기록물을 연구의 기획․계

물을 ‘개인문서(private papers)를 포함한 특정

약․수행․발표․보고 및 결과물 관리 등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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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진행 단계에서 생산되는 각종 기록물로 정의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

하였다. 최현옥(2010)은 연구기록물을 연구의

박물”을 지칭한다. 이 연구는 ｢공공기록물관리

계획에서 종료에 이르기까지 연구의 전 과정

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과기출연의 연구관리

중에 생산된 기록으로 정의하였다. 김수진․정

기록물에 관한 연구이므로 연구기록물의 생산주

은경(2012)은 연구기록물을 연구성과물이 나

체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오기까지 발생하는 기록물로서 연구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한정한다.

의미를 가진 서류와 여러 형태 자료들도 포함한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다고 하였다. 오정훈․이응봉(2015)은 연구기

의 연구기록물을 정의하면, 연구기록물은 “｢공공

록물을 연구 계획에서부터 성과 보고에 이르기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연구기관

까지의 전 연구 활동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문

이 연구의 전 과정에 걸쳐 생산하거나 접수한

서, 보고서와 연구노트, 실험 장치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물”로서 문서․도서․대장․카드․

데이터세트 등 다양한 형태의 문서나 정보로 정

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

의하였다.

록정보를 포함하며 연구과정과 유기적으로 관

이 연구에서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련된다. 연구기관에서 연구기록물의 생산 주체

의 기록물 정의와 선행연구의 정의를 종합하여

는 연구부서 및 연구관리부서이며, 연구 활동

연구기록물을 정의하고자 한다. ｢공공기록물관

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행정기록과 구

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기록물이란 “공

분된다.

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

연구기록물의 유형 또한 연구자와 기관마다
다르게 구분한다(<표 2> 참조).3)4)
3)

<표 2> 연구기록물 구분과 종류
연구자

구분

인쇄기록물
최형태
(1995)
시청각기록물
행정문서

연구기록물의 종류
비고
∙연구보고서: 연구계획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학술지: 논문(Articles), 보문(Review), 노트(Note)
∙단행본: 연구원 저술서, 번역서, 편람
∙시트: 연구개발 관련사진, 낱장 도면, 각종 양식
∙학술행사록: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팸플릿, 강연록, 발표록 등 ∙기록물의 매체에 따라 분류
∙기타: 신문스크랩, 잡지게재물, R&D안내 소책자, Annual Report,
∙행정문서 별도 분류
News Letter 등
∙오디오자료: 토론회 녹음자료, 라디오 인터뷰자료
∙비디오자료: 관련 기관 및 R&D활동 소개자료, TV출연 녹화자료
∙행정문서: 연구수행

3) 김수진, 정은경, 2012, p. 113. 연구기록물의 구분과 종류를 참고하여 재구성. 연구기관에서 생산하는 일반행정기록
물은 제외함.
4) 연구기록물은 ‘연구관리기록물’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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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구분
연구기록물의 종류
구(舊)기록물
비밀기록물
∙연구노트, 보고서, 뉴스레터, 동향정보, 연구소건설 설계도면, 회의
박재학
연구기록물
자료, 행정문서, 지침, 규정, 연구계획서 등
(2005)
영상기록물
자산/시설기록물
∙연구계획서
∙연구보고서: 진도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연구문서
∙연구실노트
∙기타 연구문서
∙Technical Notes(TN)
∙Technical Memorandums(TM)
∙Technical Data Package(TDP)
서광식
기술자료(문서) ∙Patent(PT)
(2006)
∙Research Papers(RP)
∙Other Documents(OD)
∙Special Publications(SP)
∙법규문서
∙공고문서
행정문서
∙일반문서: 원외발송문서, 원외접수문서, 원내일반문서, 전언통신
문, 기타문서
∙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 위탁보고서, 기술현황 분석보고서, 기술
여상아 연구관리기록물
보고서 등(연구기록은 연구과제 진행단계에 따라 기획, 협약, 수행,
(2007) 연구기록물
종료 단계로 구분되어 생산됨)
∙연구단계: 개념연구계획서, 간략연구계획서, 기초연구계획서, 응
용연구계획서
∙개발단계: 탐색개발계획서, 체계개발계획서, 시제/시험계획서, 개
연구개발기록물
발/운용시험기록, 시험평가계획서
∙개발완료: 기술자료묶음(TDP), 연구개발/시험평가결과보고서
정세영
∙공통기록물: 집행계획(변경) 승인건의서, 예비검토회의자료(PDR),
(2007)
상세설계검토회의자료(CDR), 기타 업무보고자료
∙기획/제도/평가, 연구/기술계획, 장기발전계획: 문서, 계획/기
연구기획기록물
획서
∙기술정보/전산, 일반행정, 재무/회계, 시설/자산, 인사관리: 문서,
연구지원기록물
기록카드, 시설도면
∙각종 협약․평가․회의․연구비정산․기술이전․사업화․창업
연구지원기록물
보육 등의 연구지원 및 행정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서위주의 기록물
∙연구계획서․연구협약서․진도보고서․중간보고서․연차실적
계획서․요약서․자체평가의견서․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최
연구관리기록물
종보고서․연구결과활용보고서 등의 연구진행 과정에서 주로 의
무적으로 생산되는 기록물
∙경우에 따라 생산되는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
김상준
∙연구기획서와 연구과정에서 전략적 선택에 의해 생산되는 TN
(2008)
(Technical Notes)․TM(Technical Memorandums)․TDP
연구정보기록물
(Technical Data Package)․OD(Other Documents)․SP(Special
Publications)․실험 Protocol․동향정보․분석자료 등의 기술현
황 정보를 수록한 기록물
∙연구노트와, 논문(공개위주), 학술연구데이터, 세미나자료, 기술
연구성과기록물
문서(규격서․도면․계산서․기술사양서․실험보고서), 등록된
연구성과 및 지적재산권 등

비고

∙H연구소 기록물 분류체계

∙A연구원 기록물 분류체계

∙K연구소 기록물 분류체계

∙업무형태에 따라 분류 후 매체
별 유형 제시
∙K연구소 기록물 분류체계

∙연구지원기록물과 연구관리
기록물을 별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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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구분
연구지원기록물
연구정보기록물

김수진
정은경 연구성과기록물
(2012)
4)

연구기록물

기타 기록물

연구기록물의 종류
비고
∙각종 협약․평가․회의․연구비정산․기술이전․사업화․창업
보육 등의 연구지원 및 행정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서위주의 기록물
∙연구기획서와 연구과정에서 전략적 선택에 의해 생산되는 문서들,
실험 프로토콜, 동향정보, 분석자료 등의 기술현황정보를 수록한
기록물
∙연구노트와 논문(공개위주), 학술연구데이터, 세미나자료, 기술문 ∙김상준 (2008)의 구분에 ‘기
서(규격서․도면․계산서․기술사양서․실험보고서), 등록된 연 타’를 추가하여 기록물의 범위
구성과 및 지적재산권 등
를 넓힘
∙연구계획서, 연구협약서, 진도보고서, 중간보고서, 연차실적계획서,
요약서, 자체평가의견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최종보고서, 연구
결과활용보고서 등 연구진행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생산되는 기록물
∙경우에 따라 생산되는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연구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기록물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연구자에 따라 기록

것으로 보인다.

물 유형 구분은 차이를 보였지만, 연구기관에

이 연구에서는 업무를 중심으로 기록물을 분

서 생산하는 기록물을 크게 ‘일반행정기록물’과

류하는 선행연구의 최근 경향을 따르는 한편,

‘연구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면서 생산․접

기존의 분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연구기관

수하는 기록물’, ‘연구관리 과정에서 생산․접

에서 생산하는 기록물을 분류한다. 먼저 연구

수하는 기록물’로 구분하는 시각이 공통적으로

기관에서 생산하는 기록물은 크게 ‘일반행정기

드러났다. 덧붙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록물

록물’과 ‘연구기록물’로 구분한다. 연구기록물은

매체보다 연구수행 단계 혹은 업무를 중심으로

다시 ‘연구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면서 생산․

기록물을 분류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원인은

접수하는 기록물’(이하 ‘연구활동기록물’)과 ‘연

보존보다 활용에 초점을 맞춰 연구기록물을 관

구관리 과정에서 생산․접수하는 기록물’(이하

리해야 한다는 연구자들의 인식 변화에 있는

‘연구관리기록물’)로 구분한다(<표 3> 참조).

<표 3> 연구기관 기록물의 구분과 종류
구분
일반
행정
기록물

연구기록물의 종류
일반
행정
기록물
연구
활동
기록물

연구
기록물

연구
관리
기록물

∙총무․인사․예산 등 연구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련된 모든 기록물
∙여타 일반 행정기관과 비슷한 형태로 생산․관리
∙연구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면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기록물
- 연구정보기록물: 연구를 진행하면서 전략적 선택에 의해 생산되는 기록물
- 연구성과기록물: 연구노트, 논문(공개위주), 학술연구데이터, 세미나 자료 등 연구수행 결과로 생산되
는 기록물
∙연구관리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기록물
- 계획서․협약서: 연구수행 및 연구비 집행의 합목적성(한국연구재단, 2014)을 보증하는 기록물
- 단계별 보고서: 연구수행 중 의무적으로 생산하여 연구관리 전문기관에게 제출하는 기록물(미래창조
과학부, 2014)
- 연구회계기록물: 연구비 집행의 객관성(한국연구재단, 2014)을 보증하는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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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기록물은 총무․인사․예산 등 연

관리기록물은 연구기관이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구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련된 기록물이며 여타

제출해야하는 기록물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

일반 행정기관과 비슷한 형태로 생산․관리할

나 연구지원부서는 기관마다 ‘사업관리부서’, ‘연

수 있다.

구관리부서’ 등으로 차이를 보이는 용어이며, 관

연구활동기록물은 연구활동을 직접적으로 수

련 법령과 매뉴얼5)에서 연구관리를 표준 용어

행하며 발생한다는 점에서 정세영(2007)의 ‘연

로 쓰는 점을 미루어 ‘연구관리기록물’이라고 칭

구개발기록물’(계획서 제외), 김상준(2008) 및

하는 것이 타당하다. 덧붙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김수진․정은경(2012)의 ‘연구정보기록물’과 ‘연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안)｣(2014, 미래창조과학

구성과기록물’을 포괄한다. 정세영(2007) 분류에

부)에서 주관연구기관을 표준 연구관리 체제의

서 연구기획기록물은 연구개발기록물의 계획

일부로 상정하고 협업체계를 도식화한 점에 따

서에 흡수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보인다. 그러나

라 연구지원기록물은 연구관리기록물로 흡수하

연구계획서는 김상준(2008) 및 김수진․정은

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2012)처럼 연구관리기록물로 분류해야 한

연구관리기록물의 하위분류체계는 선행연구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연구

(안)｣(2014)에서도 연구계획서의 수집․제출은

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

연구관리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얼(안)｣(2014, 미래창조과학부)과 ｢2015 국가

이 연구에서는 연구활동기록물의 하위 영역으로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2014, 한국

‘연구정보기록물’, ‘연구성과기록물’을 두었다.

연구재단)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임의

연구관리기록물은 최형태(1995), 서광식(2006)
의 ‘행정문서’, 여상아(2007)의 ‘연구관리기록

구성 후, 목록을 활용해 실시한 설문조사 및 인
터뷰의 결과를 참고하여 정하였다.

물’, 정세영(2007)의 ‘연구기획기록물’과 ‘연구
지원기록물’, 김상준(2008)의 ‘연구지원기록물’
과 ‘연구관리기록물’, 김수진․정은경(2012)의

2.3 연구관리 제도

‘연구지원기록물’과 ‘연구기록물’을 포괄하는 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1990년대 이후 추진주체

념이다. 이 기록물의 명칭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가 다원화되면서 2014년 기준 33개 부․처․

김상준(2008)의 분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청․위원회-범부처 포함-(미래창조과학부, 2014)

그는 연구수행 중 행정부문과 관련한 기록물을

로 확대되어 수행 중이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

연구지원기록물과 연구관리기록물로 분류하였

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개별 연구개발사업 추진

는데, 세부목록을 통해 연구지원기록물은 연구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부처별로 독립적으로 시

기관 내 연구지원부서가 생산하는 기록물, 연구

행되고 있다.

5) 다음의 세 가지를 말한다(｢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5.12.23.> <대통령령 제26729호, 2015.
12.22.,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안)｣ 2014. 한국연구재단, ｢2015 국
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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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유형은 ‘직

인 협력연구가 필수적인데, 이 때 과학기술계의

접관리’, ‘위탁관리’, ‘기타’의 세 가지로 분류할

최신동향을 숙지하고 기본적인 연구현장문화를

수 있다. 직접관리는 별도의 위탁관리기관에 의

공유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 덧붙여

하지 않고 행정기관(국공립 연구기관 포함)이

준공공조직은 자원의 활용과 여러 의사결정과정

직접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에 있어 정부조직에 비하여 폭넓은 자율성과 신

방식이다. 위탁관리는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 환

축성을 부여받는다(이길우 외, 2009).

경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정부

한편 연구관리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

가 직접 수행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있으므로 각

야 할 부분은 바로 ‘연구비 관리’이다. 국가연구

부처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취하

개발사업의 출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

게 된 형태이다. 기타 유형은 출연기관육성지원

는 재원인 만큼 연구비 관리에는 고도의 도덕성

비, 국공립대학 교육공무원 인건비, 기타 산하

과 투명성이 요구된다(강선준, 2007). 따라서

기관 인건비․기본사업비 등 기관지원성격의 사

연구관리 정책과 시스템은 항시 연구비 유용의

업을 들 수 있다(이길우 외, 2009).

방지를 고려해 설계된다. 그러나 연구비 관리에

세 가지 연구관리 형태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의 문제는 항시 논란의 대

는 위탁관리이다. 2015년 기준으로 R&D 예산은

상이 되어왔다. 연구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대부분 연구관리 전문기관6)을 통해 집행되었다

위해 도입한 제도나 시스템이 과도한 행정 부담

(국회예산정책처, 2014). 연구관리는 고도의 전

을 초래해 연구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기술경쟁시대에 우수

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기업․연구

연구비 관리제도 및 시스템의 고안․도입은 현

소․대학 등 기술혁신 주체들 간의 상호유기적

재진행형이다(<표 4> 참조).

<표 4> 현행 연구비 관리제도 및 시스템
연구비 관리제도

특징

문제점

∙위탁정산을 수행하는 공인회계사가 연구현장에 대한 이
해 없이 연구비에 대한 회계적인 흐름만을 검증함
회계법인
∙2005년 7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도입
∙회계법인 위탁정산 방식은 부적정 연구 집행에 대한 예방
위탁정산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정산관리업무를 총괄하고, 회계 의 기능은 거의 하지 못함
(사후검증 방식)
법인은 정산 업무를 위탁받아 총괄업무를 지원하는 방식 ∙정산을 판정하는 주체가 늘어나 규정 해석에 다양성을
가지며,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음

6) 부처별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다음의 17개 기관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미래창조
과학부 및 교육부의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업통상자
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산업통상부 및 중소기업청의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사)한국산학연
협회(중소기업청), 국방기술품질원(방위사업청),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토교통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해
양수산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림축산식품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
경부), (재)기상기술개발원․한국기상산업진흥원(기상청), 한국콘텐츠진흥원(문화체육관광부), 한국방사선안전재
단(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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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관리제도

연구비
중앙관리
(사후검증 방식)

연구비
카드제
(사후검증 방식)

연구비
관리인증제
(사전예방 방식)

실시간
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
RCMS
(사전예방 방식)

특징

문제점

∙일정한 전담기구가 제반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집행하는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
∙연구자의 연구관리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연구의 효율성
을 극대화
∙연구자가 직접 연구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을
통해 집행함으로써 대외적 신뢰성을 확보
∙정부가 전자정부 구현을 선포한 후 2000년 10월부터
과학기술부에서 도입한 새로운 차원의 국가연구개발사
업 연구관리시스템
∙과기출연, 대학, 기업연구소 등에 속한 연구원이 정부출
연금을 사용할 때 현금 대신 연구비 카드로 결제하고,
해당 집행내역을 국가연구비 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
력하도록 하여 국가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연구비 집행에 대한 증빙을 간소화하여 연구비
관리의 행정 부담을 경감시키며 신용카드 사용풍토를
확산시켜 신용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
∙연구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하
고 자체 연구관리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개별과제
별 사후정산이나 연구비 감사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
∙연구비 집행을 위한 연구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 연구
인프라, 집행절차 등을 중심으로 사전적인 예방에 치중
∙RCMS: 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온라인 지급관리시스템, 연구비 카드 관리시스템, 전자
증빙 관리시스템, 온라인 정산 관리시스템, 금융망 연계
시스템, 과제관리 연계시스템을 포함한 통합 모듈
∙국세청, 은행 및 카드사와 연계하여 연구비 사용․실시간
조회․정산까지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지원
∙연구수행기관은 사용계획에 맞는 증빙을 갖추고 RCMS
에 해당 내역을 등록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음
∙모든 사용내역이 시스템에 등록되므로 연구관리 전문기
관은 연구비 사용을 모니터링하여 실시간 중지․재개
가능
∙증빙을 온라인으로 등록하여 증빙분실의 위험과 담당직
원의 변경으로 증빙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를 예방하고,
연구비 정산 시에도 RCMS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들을
활용함
∙주요 문서가 온라인으로 자동 생성되어 보고서 작성 시
발생하는 실수를 방지함

3. 과기출연 연구관리 및 기록물
관리실태 분석

∙연구비를 집행할 때 기존에 없었던 업무단계가 늘어나므
로 오히려 연구비 집행의 신속성이 낮아질 수 있음
∙연구자들은 연구비 중앙관리가 오히려 연구 수행과정에
서 복잡함을 유발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국가연구비 전산종합관리시스템이 오히려 연구관리 절
차를 복잡하게 하고 있으며, 연구비 카드제에 참여하는
카드사마다 별도 시스템을 운영하여 연구비 관리의 어려
움이 가중
∙연구기관에서 자체 행정정보시스템(MIS)을 구축하고
있는 경우, 연구관리 담당자는 기관 자체의 행정정보시스
템과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이중으로 입력해야함
∙연구비전산종합시스템에 내용을 기재했음에도 상세기
입하지 않은 부분은 증빙서류를 내야하므로 행정업무를
이중으로 할 수 있음
∙연구자 및 연구관리 담당자 모두 우대사항의 실질적인
혜택에 대해 회의적이고, 오히려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
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가 자율적인 연구 수행을 방해
한다고 인식

∙이제 기본 개념이 도입된 단계임
∙다양한 계층의 사용자가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다 편리하게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함

참조)의 연구관리 총괄담당자(처리과의 기록
물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
뷰를 실시하였다.7) 설문조사는 예비조사와 본

이 연구에서는 과기출연 25개 기관(<표 5>

조사로 나누어 예비조사는 3개 기관을 대상으

7) 조사는 과기출연 25개 기관 중 21개 기관에서 협조하였으며, 2개 기관은 거부하였고 2개 기관은 무응답이었다.
조사에 응한 21개 기관을 설문․인터뷰한 결과 15개 기관(71.5%)이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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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조사기관 목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KIST부설/녹색기술센터(GTC)

∙한국식품연구원(KFRI)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KFRI부설/세계김치연구소(WIKIM)

∙KBSI부설/국가핵융합연구소(NFRI)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한국천문연구원(KASI)

∙한국기계연구원(KIMM)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KIMM부설/재료연구소(KIMS)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한국전기연구원(KE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화학연구원(KRICT)

∙ETRI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I)

∙KRICT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KIT)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로 이메일을 활용하여 2016년 4월 14일부터 16일

는 인력과 조직으로 범위를 좁혔을 때 기록물

까지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와 기록관리 담당 교

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율은 33.3%~50.0%,8)

수 및 전문가(교수 3명, 기록연구사 1명), 석사

기록관리부서 배치율은 23.1%이었다. 그러나

과정 전공자 2명의 조사를 바탕으로 문항을 보

연구관리 조직․인력 대비 연구기록물관리 조

완하였다. 이 조사는 2016년 4월 18일부터 4월

직․인력의 부재는 과기출연 주요 행정업무(연

25일까지 1차 조사, 6월 6일부터 6월 13일까지

구관리) 수행 중 생산하는 기록물에 대한 관리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 기관의

조치 미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록물관리규정, 문서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

둘째, 기록물관리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기관

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

이 많다. 조사 결과 과기출연 기록물관리규정의

였다.

제정 비율은 26.4%였고, 73.7%의 기관이 문서

조사 결과 도출한 과기출연 연구관리기록물
관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관리규정 혹은 사무관리규정만으로 기록물을 관
리했다. 문제는 문서관리규정이나 사무관리규정

첫째, 연구기록물관리 조직과 인력이 충분하

에서 정하는 기록물관리업무가 기록물관리규정

지 않다. 조사 결과 과기출연의 연구관리 담당

에서 정하는 기록물관리업무에 비해 엄격하지

자 및 연구관리 담당부서 배치율은 100.0%였

않다는 것이다. <표 6>과 <표 7>은 A기관의 기

으나, 연구기록물관리 담당자 배치율은 80.0%,

록물관리규정과 문서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기록

연구기록물관리 담당부서 배치율은 86.7%이

물 평가․폐기 업무 내용이다.

었다. 전문적인 기록물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
8) 연구기록물관리 담당자의 전공을 조사했을 때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제외하면 33.3%, ‘잘 모르겠다.’를 포함하면
5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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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A기관의 기록물관리규정에 명시된 기록물 평가․폐기 업무
기록물관리규정
제 15 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 16 조(생산부서 의견조회) 제15조에 따라 처리과의 장은 당해 처리과 폐기대상기록물의 처리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4호에 의한 기록물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 조(전문요원의 심사)
① 제15조와 제16조에 따라 전문요원은 처리과에서 제출한 기록물 평가의견서의 적정성 여부 검토 등 평가 심사를 수행하고
별지 제5호에 의한 기록물 평가심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문요원은 기록물 평가ㆍ폐기 대상목록이 확정되면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연구원 내부 전자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임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18 조(기록물평가심의회) 연구원은 제15조에 따라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
2. 그 밖에 보존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원장이 요청한 사항
제 19 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 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인 이내의 내부위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기록관장으로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주관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내부위원은 총무재무팀장과 시설인프라운영팀장이 되며, 민간전문가는 연구 및 행정에 대한 이해가 높은 관련분야
연구자 또는 공직 유경험자와 기록관리 분야의 전문가 중 기록관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한다.
④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기록물평가심의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기록물 생산부서의 장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업무담당자로 한다.
제 20 조(심의회 위원의 사전검토)
①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안건, 기록물 평가의견서 및 평가심사서 등 기록물 평가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 위원이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자료를 확인한 후, 폐기대상 기록물 원본열람을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위원은 처리과의 장에게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이나 관련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1 조(회의 및 의결 등)
① 심의회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 시 가부동수일 경우 해당 기록물의 폐기는 보류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에 의한 서면심의의견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참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기록물의 가치판단 여부 등 필요한 경우 당해 업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 종료 후 별지 제7호에 의한 기록물 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8호의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에
참석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⑥ 기록물의 보존기간 등의 변경에 관한 심의회 의결이 확정되면 처리과는 의결 내용에 따라 해당 기록물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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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변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간사는 심의회에 배석하여 별지 제9호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후에는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제24조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 22 조(전자기록물의 폐기)
① 전자기록물은 비전자기록물의 평가심의와 동일한 절차 및 기준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로 출력하여
심사 및 심의할 수 있다. 단, 심의회에서 폐기로 의결된 기록물은 대상 전자기록물과 출력된 종이기록물을 일괄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② 전자기록의 폐기는 전자적 처리와 물리적 방법을 동반하여 수행하되, 폐기 후 해당 기록정보의 재생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3 조(폐기보류 기준) 심의는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은 폐기를
보류하거나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보존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원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조직 및 직제 변경에 관한 기록
2. 연구원의 업무기능과 관련하여 역사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
3.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이후 소송 등의 법적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록
4. 연구원 임직원의 임용, 징계 및 상벌, 교육 등 개인 인사정보에 관련된 기록. 단, 해당 임직원의 임용일로부터 50년이
경과된 기록은 폐기할 수 있다.
5. 회계법상 시효, 민ㆍ형사상의 시효, 계약기간, 혹은 관계 법령에 정해진 보존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록
6. 주요 정책수립 기록으로 해당 정책의 시행 및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기록
7. 기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분류 기준 중 보존기간이 영구 또는 준영구에
해당하는 기록물 및 그와 관련성이 높은 기록물
제 24 조(폐기 증거기록의 보존) 기록관장은 제16조에서 제22조까지의 모든 과정과 심의회 의결 이후 기록물의 물리적
폐기가 완료될 때까지의 과정을 담은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청각기록물의 형태로 생산․관리하
여야 한다.
제 25 조(위원의 의무)
① 심의회 위원은 제23조의 폐기보류 기준을 준수하여 중요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신중한 평가심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6 조(경비지급) 심의회에 참석한 민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또는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지
<별지
<별지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기록물평가의견서
기록물평가심사서
서면심의의견서
기록물평가심의서

<표 7> A기관의 문서관리규정에 명시된 기록물 평가․폐기 업무
문서관리규정
제 48 조(폐기)
①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별도 결재에 의하여 폐기하고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일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② 폐기문서는 소각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문서는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별지 제11호> 보존문서기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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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규정에서는 기록물 평가․폐기 업

법률｣에 따른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를 준수

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기록물 폐기 시에는 중요

률｣에 따른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소각․파쇄․용해 등

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의무

의 방법을 적용해야 하나 폐기문서의 재생 활

화하고 있다. 또한 심의회의 의결 절차, 심의회

용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나

의 구성과 위원의 의무, 전자기록물의 폐기, 폐

타나듯이 문서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에 의

기보류 기준 등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러

해 관리된 기록물은 신뢰할 수 있는 규격으로

나 문서관리규정에서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

관리된 기록물이라고 하기 어렵다.

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를 준

셋째, 명시된 수집범위가 없고 및 기록물 누

수하지 않으며 ‘일반문서는 관례에 따라 처리한

락․훼손․망실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 과

다.’ 등의 용어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기출연의 연구관리기록물은 구체적인 수집범

<표 8>은 B기관의 사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기록물 폐기 업무이다.

위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비 집행 및
부당집행 공통기준에 명시된 기록물을 중심으

사무관리규정 또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로 기관 역량에 따라 수집되고 있었다. 기록물관

<표 8> B기관의 사무관리규정에 명시된 기록물 폐기 업무
사무관리규정

제 57 조(폐기)
① 문서 주무부서는 매년 1월에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에 대하여 폐기문서 목록대장에 기입한 후에 문서주무부서장의 입회하에
이를 폐기한다.(별표 제18호)
② 원내 왕복문서로서 보존문서에서 제외되는 문서는 그 처리를 완결한 후 폐기한다. 다만, 폐기시에 처리 완결을 확인하고
문서대장의 완결란에 폐기일자를 기입한 후 폐기절차를 밟도록 한다.
③ 폐기되는 모든 문서에는 별표 제19호에 의한 폐기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 58 조(사적자료)
보존기간이 만료된 문서로서 해당 문서의 내용이 연구원의 사적자료로 영구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서는 폐기하지 아니한다.
제 59 조(폐기문서의 재활용)
문서의 폐기는 비밀문서 기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하지 아니하고 재생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다.
제
①
②
③

60 조(분류보관)
문서는 정리, 보관 및 참고의 편의를 위하여 각 부서별로 분류, 보관하여야 한다.
문서의 분류는 직무의 특징별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며 편의를 위하여 예외로 통합할 수 있다.
문서분류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61 조(문서의 보안유지)
① 비밀문서의 폐기에는 비밀 보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문서 중 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사항의 세부절차는 따로 문서보안 요령으로 정한다.
<별지 제18호> 폐기문서목록대장
<별지 제19호> 폐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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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규정을 제정한 기관에서도 기록물분류체계를

지 않은 기관이 있다. 인터뷰에 응한 세 기관에

제시할 뿐 구체적인 수집범위는 명시하지 않는

연구관리기록물 생산현황 목록이 있는지, 혹은

다. 하지만 수집범위의 부재는 수집대상의 기준

생산현황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질문하였을 때

이 모호해지거나 수집해야할 기록물이 누락될

“전자기록물은 전자문서철로 관리하고, 비전자

경우로 이어지기 마련(김수진, 정은경, 2012)이

기록물은 별도 목록이 없다.”, “생산현황 목록

고, 연구관리 전문기관 및 지정 회계법인은 연

은 없다.”, “내부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서 관리

구비 정산 시 누락된 증빙이 많으면 연구비 정

한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생산현황 통보는

산서류를 다시 청구하는 등 기관에 불이익을

정책적으로 중요한 기록이 생산되지 않거나 생

준다. 그러나 인터뷰에 응한 세 기관의 담당자

산되더라도 무단으로 폐기되는 경우를 방지하

에게 연구관리기록물이 누락․훼손․망실 대

고자 기록물의 생산 의무에 따라 소관 기록물

비책을 물어보았을 때 “별도 대책 없이 연구관

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고 의무 명시된 기록

리 담당자가 최대한 연구관리 진행 도중 확인

물관리 행위이다. 생산현황을 파악하고 통보함

한다.”, “누락되는 기록물에 대한 대책은 없다.

으로 인해 핵심업무 기록이 반드시 생산되도록

훼손 망실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전자화를 통한

통제할 수 있고, 기록물의 의도된 폐기 및 비악

2차 보존매체를 생성한다.”, “누락되는 기록물

의적인 유실을 방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

에 대한 대책은 없다. 훼손․망실을 방지하기

록물의 수집 및 이관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위해 별도의 문서고에 보관한다.” 등 답변은 미

유용하다(황진현, 2013).

진한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관리 담당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관리기록물 수집․관리
교육이 있는지도 조사했으며, 세 기관은 각각
“특별한 교육은 없다.”, “특별한 교육은 시행하

4. 과기출연 연구관리기록물 관리
매뉴얼(안)

지 않는다.”, “특별한 교육은 없으나 자료의 중
요성을 항상 절감하고 있다.”라고 답하였다.
넷째, 연구관리기록물의 생산현황을 파악하

과기출연 연구관리기록물 관리 문제점에 대
응하는 관리 방안을 제시하면 <표 9>와 같다.

<표 9> 과기출연 연구관리기록물 관리 문제점에 대응하는 관리 방안
문제점

관리 매뉴얼(안)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의무화
연구기록물관리 조직과 인력이 충분하지
∙기록물관리부서의 설치 의무화
않음
∙기록관에 준하는 시설․장비 설치 권장
기록물관리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기관이
∙기록물관리규정을 반영한 처리과 단위 연구관리기록물 관리 방법 상세 기술
많음
명시된 수집범위가 없고 기록물 누락․훼 ∙표준화된 수집범위의 기관 내 명시 및 지속적인 공지 의무화
손․망실 대비책이 부족함
∙연구관리 담당자 대상의, 매뉴얼을 활용한 지속적인 기록관리 교육 의무화
연구관리기록물의 생산현황을 파악하지
∙생산현황 통보 의무화
않는 기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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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및 기록물

도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 관리 지침｣에서

관리부서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록관에 준하

기록관 설치 인정 기준을 인력, 공간, 관련 규정

는 시설․장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2016년도

정비 등의 유연한 적용으로 하여 기록관 설치를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 관리 지침｣에 따르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권장사항으로

면 200개의 기타 공공기관 중 기록관 설치 대상

하였다.

은 149개 기관이지만, 실제로 기록관을 설치하거

둘째, 기록물관리규정과 지침을 반영하여 처

나 전문인력․공간․관련규정을 갖춰 기록관을

리과 단위 연구관리기록물 관리 방법을 상세하

설치했다고 인정된 기관은 28개 기관(18.8%)이

게 기술한다. 조사 결과 기록물관리규정의 제정

었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과기출연 또

비율(26.4%)도 저조하였지만, 기록물관리규정

한 전문인력(33.3%~50.0%) 및 기록관리부서

을 제정한 기관에서도 연구관리기록물에 대한

의 배치율(23.1%)과 기록물관리규정의 제정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그

율(26.4%)은 저조했다. 그러므로 과기출연에

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현재 기록물관리규정이

연구관리기록물 관리 체계를 조속히 실현하기

제정되지 않은 과기출연에서도 적용 가능하며

위해서는 ｢2016년도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

추후 기록물관리규정을 제정할 때 참고할 수 있

관리 지침｣의 아래 조항에 대비하여 과기출연

는 연구관리기록물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

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와 기록물관리부

시하였다.

서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셋째, 표준화된 수집범위의 기관 내 명시 및
지속적인 공지, 연구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록관은 기록물관리부서에 설치(시행령

매뉴얼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기록관리 교육을

제10조). 다만, 기록관 설치기준에 미달하

실시할 것을 의무화한다. 조사 결과 과기출연

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의 연구관리기록물은 별도의 수집 정책이나 명

부서에서 기록관 업무를 수행

시된 수집범위 없이 기관 역량에 따라 수집되

∙평가 및 폐기 원칙: 2012년부터는 기록물

고 있었다. 수집 범위의 부재로 누락․훼손․

관리 전문요원에 의해서만 기록물 심사업

망실될 수 있는 기록물에 대한 대비책 또한 없

무 진행. 다만, 기록물 생산량이 기록관 설

었으며, 연구관리기록물 수집․관리에 대한 교

치기준에 미달하는 정부산하공공기관은 기

육 없이 실무자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

록물관리부서의 기록물관리담당자가 수행

러므로 연구관리기록물의 수집 범위를 구체적

할 수 있음

으로 명시하고 기관 내 주기적으로 공지할 것

∙기록관을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158개 기

을 의무화해야한다. 또한, 연구관리 담당자가

관 중 89개 기관은 생산량과 보유량을 미

연구관리기록물의 수집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

파악한 기관으로 대상 여부 판단 유보

고 기관 내 기록물관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다만 기록관에 준하는 시설․장비는 ｢2016년

넷째, 연구관리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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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화한다. 조사 결과 연구관리기록물의 생산현

둔다. 관리 매뉴얼(안)의 적용범위는 ｢공공기

황은 잘 파악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생산현

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과학기

황은 기록물의 수집 및 이관 계획을 수립하는

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며, 근거조항은 ｢공

데 필요하며, 생산량과 보유량이 미파악된 기

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기록물 생

관은 기록관 설치기준 대상 판단에도 유보된다.

산의 원칙)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그러므로 생산현황 파악은 기록관리체계의 조

관한 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이

속한 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다. 이러한 내용을 관리 매뉴얼(안) 제Ⅰ장에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2016년도 정부산
하공공기관 기록물 관리 지침｣ 및 ｢국가연구개

서 소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목차와 구성은
<표 10>과 같다.

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연구개발

관리 매뉴얼(안) 제Ⅱ장에서는 연구관리기

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을 참고하고, 처리과

록물을 정의하고, 그 수집범위를 세부항목별

단위 기록물 관리 매뉴얼 작성에 대해 현직 기

및 연구관리 단계별로 나누어 <표 11>, <표 12>

록연구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리 매뉴얼

와 같이 제시하였다. 또한, 관리 매뉴얼(안)에

(안)을 고안하였다.

서 명시한 연구관리기록물의 수집 범위를 기관

관리 매뉴얼(안)은 범부처 공통의 ｢과기출연

내에 지속적으로 공지해야함을 연구관리기록

단위 연구관리기록물 관리 매뉴얼｣을 제공하여

물 관리 책임자의 의무로 두었다. 덧붙여 연구

연구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공공

관리기록물의 법령체계를 제시하였다(<표 13>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목적을

참조).

<표 10> 관리 매뉴얼(안) 목차 및 구성
목차
Ⅰ. 연구관리기록물 관리 매뉴얼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적용범위 및 근거조항
3. 연구관리기록물 관리 매뉴얼 구성
Ⅱ. 연구관리기록물 개요
1. 연구관리기록물의 정의 및 수집범위
2. 연구관리기록물의 법령체계
3. 연구관리기록물 주요 용어
4. 연구관리기록물 관리 업무 흐름도
Ⅲ. 연구관리기록물 관리 실무
1. 연구관리기록물 관리 일반사항
2. 연구관리기록물의 생산․등록
3. 연구관리기록물의 분류․기술
4. 연구관리기록물의 보존․이관
5. 연구관리기록물의 평가․폐기

구성
연구관리기록물 관리 매뉴얼의 작성배경과 목적, 적용범위와
근거조항 및 구성에 대해 정리함

연구관리기록물의 정의와 수집범위, 법령체계, 주요 용어를
정리하고 연구관리기록물 관리 업무의 흐름도를 제시함

연구관리기록물 관리 실무의 전체 프로세스를 생산․등록, 분
류․기술, 보존․이관, 평가․폐기로 나누어 자세하게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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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구관리기록물 세부항목별 수집범위
구분

정의

계획서․
협약서

연구비 집행의 합목적성을 보
증하는 기록물
연구를 진행하면서 의무적으
로 생산하여 연구관리 전문기
관에게 제출해야하는 기록물

단계별
보고서

연구회계
기록물

수집범위

연구계획서, 연구과제신청서, 연구협약서, 연구용역계약서, 보안서약서, 연구협약변
경서류, 연구비청구서
진도보고서, 중간보고서, 기술보고서, 기술현황분석보고서, 수탁보고서, 위탁보고
서, 연차실적․계획서, 요약서, 최종보고서, 연구결과활용보고서, 기술료징수결과보
고서, 자체평가의견서
총괄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회계정산보고서, 연구비사용총괄표, 연구비
명세서
사용비목명세서
참여연구원 현황표, 월별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계좌이
인건비
체증명, 근로계약서,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참여연구원별 참여
율 확인서,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생인건비의 경우)
지출결의서,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구매확
연구장비․
인서/검수조서, 수입신고서류(외자구매의 경우), 임차사용내역, 임
재료비․
차료단가기준, 사유서,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가결 공문, 국가연
수용비 등
구시설자비정보등록증
국외․
출장신청서, 출장결과보고서, 출장관련 기타 증빙, 연구비카드 사용
연구비 집행의 객관성을 보증 국내여비 전표,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하는 기록물
내부결재를 득한 품의서, 전문가 자문확인서, 자문회의 참석확인서,
기술정보 자문내역, 계좌입금영수증, 자문료 지급내역서, 교육비수납영수증,
활동비
교육수료증, 교육비계좌입금증, 영수증, 거래명세서, 기타 증빙(학
회참가․문헌구입 등), 기술도입계약서, 기술검수조서, 단가기준표
회의비․
카드매출전표, 회의록, 서명록, 내부품의서, 야근 및 특근 증빙
식대
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원별 기여도 평가서류, 지급신청서, 미지급
연구수당
사유서, 계인별 계좌입금증
위탁연구
입금증
개발비
간접비
입금증

<표 12> 연구관리기록물 단계별 수집범위
연구단계

연구관리단계

기획단계

∙기획․공고․과제선정

협약단계

∙과제협약

수행단계

∙연구비 지급․관리

종료단계

∙결과 보고․평가 정산
∙결과의 소유․활용촉진
∙기술료 징수․활용
∙보안․정보관리
∙참여제한․사업비환수

연구관리기록물 수집범위
연구과제신청서, 연구계획서
연구협약서(전자협약/수기협약/전자협약+수기협약), 연구용역계약서,
보안서약서, 연구협약변경서류, 연차실적․계획서
연구비청구서, 현금출납부(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 연구비카드관리대장,
연구비 정산 관련 기록물 중 비목별 증빙 서류(연구관리기록물의 세부항목
별 수집범위 참조), 진도보고서, 중간보고서, 기술보고서, 기술현황분석보
고서, 수탁보고서, 위탁보고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회계정산보고서, 연구비사용총괄표, 연구비사용
비목명세서, 최종보고서, 요약서, 연구결과활용보고서, 기술료징수결과보
고서, 자체평가의견서, 이의신청서(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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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연구관리기록물 관련 법령체계
기준

과학기술분야

법률
대통령령

기록관리분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훈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지침․고시)
(세부규정의 제정․운영)에 따른 부처별 세부규정
가이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라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다음으로 연구관리기록물과 관련한 주요 용

먼저 ‘관리 일반사항’으로 연구관리기록물 관

어를 ‘기록물’과 ‘연구관리’ 영역으로 나누어 정

리를 위한 업무 분장(<표 14> 참조)을 의무화하

리하였다. 또한, 직접관리기관9)과 자체관리기

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

관을 위한 연구관리기록물 관리 업무 흐름도를

령, 시행규칙, NAK/S 3:2013(v2.1): 처리과 기

수록하여 각 기관이 기록관리 업무 흐름을 한

록관리 업무처리 절차, NAK/S 4:2012(v2.1):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 등 실무자가

관리 매뉴얼(안) 제Ⅲ장에서는 연구관리기록
물 관리 실무의 프로세스를 관리 일반사항, 생
산․등록, 분류․기술, 보존․이관, 평가․폐기
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참고하기 용이하도록 관련 근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연구관리기록물의 생산․등록’에서는 연구
관리기록물의 등록 범위 및 공공기록물관리체

<표 14> 연구관리기록물 관리 업무분장 예시
구분

연구기관장

연구관리기록물
관리 책임자

연구관리 담당자

업무분장 내역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기록관리부서의 설치
∙기록관에 준하는 시설․장비 설치
∙기록관리 관련 정책․절차․표준의 준수여부 지도감독
∙연구관리 담당자 중 연구관리기록물 관리 책임자 지정
∙단위과제별 단위과제카드 작성 기준 확정
∙연구기관 기록관리기준표 작성․관리
∙단위과제별 단위과제카드 작성기준의 수립
∙기록물 및 단위과제카드의 등록․관리
∙연구관리기록물의 정리․보관(문서고 관리) 및 이관
∙그밖에 연구관리기록물 관리 전반 및 기록관리 교육
∙연구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모든 기록물 등록
∙연구관리기록물 분류 및 편철
∙연구관리기록물 정리 및 보관

9) 한국과학기술원(KIST),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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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따른 첨부물의 분리등록, 생산등록번호의

해를 돕기 위해 기록물분류체계를 설명하고, 연

부여시기, 등록번호의 표기 방법을 제시하였다.

구관리기록물을 생산시점부터 보존기간, 공개

전자문서 붙임 파일 첨부 시 유의해야 하는 암호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

화 금지, 압축 금지, 링크 첨부 금지 또한 안내하

였다. 연구관리기록물의 공개 및 공개재분류는

였다. 전자문서 붙임 파일 첨부 시 비밀번호를

일반적인 공공기록물관리지침을 준용할 수 있

설정하면 비밀번호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없

어 주요 실무 내용을 기술하고 기록물의 비공개

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전자문서 여러 개를

대상 구분번호를 표로 제시하였다.

압축할 경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되는

연구관리기록물의 편철에서는 연구관리기록

파일 수와 실제 파일 수가 상이하여 진본성 입

물의 기록물철 작성기준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

증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 파일이

시하였다(<표 15> 참조).

아닌 연결 정보를 링크 첨부한다면 링크 오류

다음으로 연구관리기록물을 정리함에 있어

가 발생하거나 실제 파일이 변경되는 등 무결성

종결 단위는 일반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을 훼손할 수 있다. 이외에 연구관리기록물에도

가 아닌 과제별 총 연구기간을 적용하여 단계별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세부 사항은 생략하고 ‘공

연구기간 단위로 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생산현

공기록물법 시행규칙 <별표1> 등록정보의 표시

황 통보를 의무화하고 기록관리(자료관)시스템

방법’을 참고자료로 연결하였다.

의 유무에 따라 시스템이 구축된 기관은 ‘기록물

‘연구관리기록물의 분류․기술’에서는 분류,

정리' 기능을 이용하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공개, 공개재분류, 편철, 정리, 생산현황 통보에

기관은 엑셀 서식을 활용하여 기록물생산현황

대해 안내하였다. 먼저 연구관리기록물의 특성

통보 시스템(SORA)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이

을 반영하여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작성할 때 ‘과

외에 기록물관리 세부 사항은 생략하고 ‘정부산

제별’, ‘연차 협약과제 각 단계별’ 등으로 단위업

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을 참고자료로 연결

무를 도출하도록 하였다. 연구관리 담당자의 이

하였다.

<표 15> 연구관리기록물의 기록물철 작성기준 예
단위
업무코드

PA163027

단위
업무명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연구관리

보존
기간

10년

기록물철명

기록물철 설명

보존
기간

A과제
협약 및
협약변경
A과제
단계별
보고서

연구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약 및
협약변경을 하기 위한 업무관련 기
록물

10년

연구수행 중 의무적으로 생산하여
단계별 보고서와 관련된 기록물

10년

연구수행 중 연구비 집행업무와 관
련된 기록물

5년

A과제
연구비
정산

보존기간 책정사유
연구기관의 설치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업무에 관한 기록물이므
로 장기보존이 필요함
연구기관의 주요업무에 관한 기록
물로 업무참고 및 업무수행 증빙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책정
연구비 정산 증빙은 기관의 전자기
록생산시스템에 보존되므로 업무
참조 및 연구비 관리 증빙 보존 의무
기간을 고려하여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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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기록관리시스템 미구축기관의 기록물평가심의서 양식
기록물관리
처리과
전문요원
보존
(기록물관리담당자) 심의회
기록물철 생산 기록물철
기간
분류번호 년도
제목
의견
만료일 처리
평가
평가
사유
사유
의견
의견
결과

등록정보
재책정
폐기
사유 보존․보류
결과
기간

폐기집행결과
폐기
사유

폐기
입회자 감독자
일자

‘연구관리기록물 보존․이관’에서는 연구관

제시하였다. 이외에 기타 세부 사항은 생략하

리기록물의 보존 장소와 보존 방법, 이관 절차

고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을 참고

에 대해 안내하였다. 연구관리기록물의 보존기

자료로 연결하였다.

간은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 연구기간
이 종료된 연도를 기준으로 익년도 1월 1일부
터 기산(起算)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연구관리

5. 결론 및 제언

기록물의 이관은 일반적인 이관 절차를 준용하
고, 이관 대상은 매 1년 단위 전년도 종료과제

이 연구는 과기출연 연구관리기록물 관리 분

의 연구관리기록물로 정하였다. 이외에 기타

야의 기초 연구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

세부 사항은 생략하고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리기록물의 관리 필요성을 제안하고 현장에서

<별표 14> 보존기록물 점검주기’와 ‘정부산하

참고할 수 있는 기록물관리 매뉴얼을 제시하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을 참고자료로 연결

데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

하였다.

률｣이 적용되는 25개 과기출연의 기록물 관련

마지막으로 ‘연구관리기록물의 평가․폐기’

규정을 수집하고 연구관리 총괄담당자를 대상

에서는 과기출연 문서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

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다음은

정의 평가․폐기 방법이 미진한 점을 고려하여

조사 결과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기록물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첫째, 연구기록물관리 조직과 인력이 충분하

안내하였다. 또한 조사 결과 기록물관리규정의

지 않다. 과기출연의 연구관리 담당자 및 연구

도입률(26.4%)이 저조한 것을 바탕으로 했을

관리 담당부서 배치율은 100.0%였으나, 기록

때, 기록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과기출연

물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록

또한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록관리시스템 미

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율은 33.3%~50.0%,

구축기관의 기록물평가심의서 양식’(<표 16> 참

기록관리부서의 배치율은 23.1%로 저조했다.

조)을 수록하였다.

둘째, 기록물관리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기관

덧붙여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 많다. 과기출연의 기록물관리규정 제정 비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하지 않아도 되는 연구

율은 26.4%였고 73.7%의 기관이 문서관리규

관리 업무 관련 일반자료 폐기 절차도 기록물

정 혹은 사무관리규정만으로 기록물을 관리하

폐기 절차를 준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께

였다. 그러나 문서관리규정과 사무관리규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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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물관리규정을 대조한 결과 문서관리규정 및

시할 것을 의무화한다. 넷째, 연구관리기록물의

사무관리규정에 근거한 기록물관리업무는 공

생산현황 통보를 의무화한다.

공기록물관리체계에 준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과기출연 연구관리기록

셋째, 명시된 수집범위가 없고 기록물 누락․

물 관리의 구체적인 모델로서 ‘관리 매뉴얼(안)’

훼손․망실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 과기출

을 제시하였다. 연구관리기록물 관리 매뉴얼은

연의 연구관리기록물은 구체적인 수집범위가

범부처 공통의 ｢과기출연 단위 연구관리기록물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 역량에 따라 수집

관리 매뉴얼｣을 제공하여 연구관리 업무의 원

되고 있었다. 또한, 인터뷰 결과 기록물 누락․

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

훼손․망실 대비책도 미진하였으며, 연구관리

로 보존․관리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또한, 공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관리기록물 수집․

공기록물관리체계가 도입되지 않은 기관에서도

관리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고가 가능하며, 추후 공공기록물관리체계를

넷째, 연구관리기록물의 생산현황을 파악하

도입할 때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지 않은 기관이 있다. 인터뷰에 응한 세 기관을

이를 위해 관리 매뉴얼(안)은 연구관리기록

대상으로 연구관리기록물 생산현황에 대해 조사

물의 정의, 연구관리기록물 관리의 근거조항과

하였을 때, 세 기관은 각각 ‘전자기록물은 전자

법령체계, 세부항목별 및 연구관리 단계별 수집

문서철로 관리하고, 비전자기록물은 별도 목록

범위, 연구관리기록물 관리 업무의 흐름도와 세

이 없다.’, ‘생산현황 목록은 없다.’, ‘내부 전산시

부 절차 및 참고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스템에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답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반회계연도가 아닌 과제별 총 연

그러나 과기출연은 비영리적 연구를 수행하

구기간을 적용한 기록물 종결 단위를 제시하는

는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기관주요업무를 수행

등 연구관리기록물의 특성에 맞추어 일부 내용

하면서 생산하는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

을 조정하고 각종 양식의 예를 제안하였다.

여 질 높은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모든 활동을

그러나 연구관리기록물 관리가 체계적으로

객관성으로 증명할 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관리

이 연구는 과기출연 연구관리기록물 관리 대응

담당자, 부서 및 규정의 유무를 살펴볼 뿐만 아

방안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니라 연구관리기록물 관리체계의 근본적인 문

첫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및 기록물

제로서 현재 과기출연이 연구관리기록에 대한

관리부서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록관에 준하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연구관리기

는 시설․장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둘째, 기록

록물 중 잘 관리해야할 대상이 무엇인지, 기존

물관리규정과 지침을 반영하여 처리과 단위 연

연구관리시스템 등 과기출연 연구관리 체계의

구관리기록물 관리 방법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연구관리기록물을 어떻

셋째, 표준화된 수집범위의 기관 내 명시 및 지

게 관리해야하는지, 연구관리기록물의 관리 책

속적인 공지, 연구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

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뉴얼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기록관리 교육을 실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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