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내 학생 관련 기록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tudent Records Management 
System: Cases of Myongji University

OPEN ACCESS

공민은(Min Eun Kong)1, 이해영(Hae-young Rieh)2

E-mail: mermaid7305@gmail.com, hyrieh@mju.ac.kr

1
제 1저자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 

2
교신저자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논문접수 2019.1.20

최초심사 2019.1.30

게재확정 2019.8.16

초  록

학 내 학생 련 기록은 학의 기능 , 사회 , 개인  측면에서 요성을 가지지만 

여러 주체들이 생산해 내는 기록의 양이 방 하고, 리 장소가 분산되어 있으며, 

그 유형과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체계 인 리가 어렵다. 이에 따라 학생 기록이 

가지는 요성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의 실행은 부진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연구는 학의 행정 기록을 제외한 학생기록을 ‘학생 련 

기록’으로 정의하고, 교육 기록, 학생 창작  연구 기록, 학생 활동 기록으로 범주화하

다. 각 범주별로 국내외의 모범 사례를 살펴보고 명지 학교의 황을 살펴본 후, 

각 범주별로 합한 리 방안과 종합  리 방안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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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ent records are essential for the functional, social, and personal aspects 
of the university. However, it is difficult to systematically manage such records 
because of the vast amount produced by several agents, the decentralization 
of the university’s records management system, and various types and forms 
produced. Despite acknowledging the importance of student records, Myongji 
University implements its records management system at a sluggish pace. This 
study defined students’ records except for the administrative records of the 
university as “student-related records” and categorized them into education re-
cords, student creation and research records, and student activity records. After 
examining the best practices in Korea and abroad, we reviewed the current 
status of Myongji University’s student records management system and proposed 
appropriate and comprehensive management plans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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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목

고 부터 재까지 학은 폭넓은 고등 교육

의 기회를 제공하며 인재를 배출해왔고, 교수

와 학생의 사회 , 문화  향력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생, 교수, 직원 등 여러 구성

원들의 다양한 업무와 행 로, 학에서 생산

되는 기록은 그 유형과 형태가 다양하다. 

재 많은 학에서 행정 인 업무에 의한 기

록은 상당량 리되고 보존되고 있으나, 수업, 

학습, 사회화 과정과 학생들의 활동 기록 등 

요한 활동의 기록은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

생은 학의 심 구성원으로, 학의 역사 가

운데 있는 당사자들이다. 그런데 폭넓게 학생 

련 기록에 속하는 학과  학생 활동, 강의 

련 기록 등의 비행정 기록은 학과  학교의 역

사에 있어 요한 역사 , 증거  가치를 가짐

에도 불구하고 학 차원의 체계 이며 일 성 

있는 수집규정이 없어 학과가 자체 으로 보존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조용훈, 서은경, 2014). 

학생 기록은 개인  측면에서는 지  활동의 

산물로써 부분 인 생애사  기록이 될 수 있

으며, 학창 시 과 수업, 학습, 사회화의 증거가 

될 수 있다. 후배에게는 다양한 수업과 활동의 

표본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업들은 학생의 창작 

는 연구 성과물 기록에서 심있는 역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그 연장선으로 기록

이 학생과 기업을 잇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에서 사회 으로는 창의  자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학생 기록은 학 측면에서는 학

의 문화발   학생들의 역할과 발 을 생생

하게 알려주고, 그 역사를 기록하는 정보원으

로서 기능도 할 수 있다. 

학생 기록에는 업무 으로 생산되는 기록으

로는 행정 기록, 재정 기록, 학술 기록, 경우에 

따라 의료 기록과 사회  활동 기록 등이 있으

며, 학생들이 생산하는 기록으로, 학업 과정에

서 생산되는 과제, 로젝트 수행 과제물  결

과물, 졸업 작품, 동아리, 축제의 활동 결과물 

등이 있다. 그러나 이 기록들은 다양한 주체에 

의해 여러 곳에서 생산되며, 기록의 양이 방

하고, 리 장소도 분산되어 있으며, 형태가 다

양하여 체계 인 리가 어렵다. 따라서 기록

리의 실행 측면에서 부진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연구는 학 내 학생 기록  비교  수

집․ 리가 효율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 

기록을 제외한 나머지를 ‘학생 련 기록’으로 

정의하고 이를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학생 련 기록의 체계  수집을 통한 기록 보

존  효용성 제고를 목 으로, 학생 련 기록

의 특성과 종류에 해 살펴보고, 재 국내외 

학의 리 사례를 바탕으로 수집  리방

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1.2 선행연구

학생 기록을 학 기록으로 수집․ 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국내 연구는 역사

가 길지 않다. 해외에서는 1950년 부터 성장

한 학기록 이 업무의 증거로서 생산하거나 

수한 공공기록을 심으로 이 된 기록을 

리해왔으며, 학의 역할이 확 되면서 수집의 

범 가 확장되었다. 이후 1970년 부터 학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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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Burcke, 1976). 

먼  학기록  학기록 의 역할과 요성에 

해서는 Fournier(1992), Frye(1993), Samuels 

(1998) 등이 이와 련된 연구를 진행하 다. 

국내에서도 이주연(2008), 김복희(2009), 임정

훈, 강규형(2010), 박도연(2014), 이혜경, 이해

(2014) 등의 연구자들에 의해 학기록  

학기록 에 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수행되

었다. 

한편, 학생 기록의 수집․ 리와 련된 연

구들도 다양하게 수행되었는데, 최 주(2005)

는 학의 개인 구성원을 행정가, 교수, 학생으

로 나 고, 각 집단의 기록 리를 학기록  

차원에서 연구하 다. 자율성에 의한 연구  활

동을 추구하는 학의 특성에 따라 강제성을 갖

는 정책은 개인기록에 맞지 않는다고 단하고 

명지 를 심으로 학생기록 실태를 조사하여 

효과 인 수집방안을 제시하 다. 이유빈(2011)

은 학 총학생회를 학생 기록의 생산자로 특

정하여 총학생회의 활동과 기록에 한 리 

방안을 연구하 다. 명지 학교를 사례로 총학

생회의 조직, 기능, 기록 리 황을 악하고 

분석하여, 기록 리 과정의 체계화, 기록 리 

인 라 확립 등을 제안하 다.

오윤택(2014)은 학의 가장 요한 구성원

을 학생으로 보고, 학생 공동체를 상으로 연

구를 진행하 다. 여기서는 일상아카이  방법

론을 통한 학생활동의 기록을 명시하고 리 

방안을 제시하 다. 박수경(2014)은 기록의 수

집과 활용의 유기  상 계에 해 연구하

는데, 학생 공동체 기록의 수집과 활용의 과정

을 통해 학생 공동체를 비롯한 학 구성원들

의 심과 호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하 다.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기록의 수집과 다양한 

기록의 활용을 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혜라, 장우권(2017)는 학생기록의 체계

이고 효과 인 리를 해 학생기록의 생산자

인 학생의 인식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학

생 기록에 한 이  연구들의 범주화하여 살

펴본 후 학생기록에 한 인식과 학생기록의 

요도에 한 인식을 심층 으로 살펴보았다. 

허윤정(2017)은 학생기록을 학생이 생산한 기

록과 학생에 한 기록으로 나 어 범주화하고 

국내 6개 학을 상으로 학생기록의 수집 

황을 악하 다.  실무자와 학생들의 학생

기록에 한 인식과 요구를 악하고, 도큐멘

테이션 략을 활용하여 학생 동아리 기록 수

집 모형을 개발하 다. 

1.3 연구 범 와 방법

이 연구에서는 먼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학생 기록을 분석하고 이를 범주화하 다. 허

윤정(2017)은 학생 기록 개념을 학생이 생산한 

기록과 학생에 한 기록으로 구분된다고 보았

다. 강혜라, 장우권(2017)은 이를 발 시켜 학

생 기록을 학생에 한 기록과 학생에 의한 기

록으로 분류하 고, 학생에 한 기록은 학생

이 아닌 타자가 주체가 되어 생산하는 기록들

로 생산 주체를 교수, 직원, 언론사로 구분하

다.  학생에 의한 기록은 생산 주체를 개인과 

단체로 나  수 있다고 보았다(<표 1> 참조).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학생 기

록 에서 직원이 생산 주체인 행정 기록의 

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학생 련 기록’이라

고 명명하 다. 이  학생에 한 기록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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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정
(2017)

학생이 생산한 
기록

∙수업  연구를 통해 생산된 자  비 자기록
∙동아리와 같은 학생 자치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자  비 자기록
∙학내 행사에 참여한 모습에 한 자  비 자기록
∙학내  사회  주요 사건에 해 작성한 자보, 온라인 게시 , 언론 기고물 등 온․오 라
인에 작성한 

학생에 한 
기록

∙강의, 성  산출과 련한 정자  비 자기록
∙입학, 졸업 등 학 과 련한 자  비 자기록
∙학생에 한 자  비 자 보도 자료

강혜라, 
장우권
(2017)

학생에 의한 
기록

생산 
주체

개인 ∙학생 개인의 학 활동 증거가 되는 기록물

단체
∙특정 목 을 해 학생이 주체가 되어 집단으로 학생 활동을 하면서 
생산한 기록물

학생에 한 
기록

생산
주체

교수
∙ 학의 기 ․기본 인 교육․연구와 연 됨
∙ 학의 지  발 에 도움
∙기록물 시: 시험 채 표, 과제물, 연구보고서

직원

∙학생이 학에 소속됨의 증거가 되는 기록물
∙ 학의 업무 수행  생산되는 행정  기록물
∙기록물 시: 입학 졸업 증명서, 학생 복지 지원 련, 학생증, 장학  
증여

언론사

∙입상, 연구 성과, 학생운동 등 학생의 외 인 활동 련
∙ 학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의 시선에서 보는 사건에 한 다양한 

 함유 가능
∙기록물 시: 보도자료, 신문기사, 뉴스

<표 1> 선행연구에서의 학생 기록 분류 

기록이라 하고, 학생에 의한 기록은 창작  연

구 기록과 활동 기록으로 나 어 총 세 범주로 

학생 련 기록을 구분해 연구를 진행하 다. 

이 연구에서는 학부생의 기록과 학원생의 기

록을 모두 포 하여 함께 다루었는데, 주체의 

차이는 있어도 공통 으로 학이라는 기 에

서 생산된다는 , 통합된 기록 리 체계를 수

립하는 것이 리에 수월하다는 , 모범 사례

에서 살펴본 학들  다수가 두 상의 명확

한 구분 없이 기록을 수집․ 리하고 있는 

을 근거로 통합 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기록의 범주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교육 

기록’은 교수  직원이 생산 주체인 기록들로, 

학의 학사일정, 학부  학을 구성하는 교

과 과정  련 기록, 각 수업의 기본이 되는 

강의 계획서, 강의자료 등이 포함된다(<표 2> 

참조). ‘학생 창작  연구 기록’은 학생들이 학

습한 결과물로 기록의 생산 주체가 학생이며, 

수업 별 과제물, 로젝트 과정물  결과물, 졸

업 논문, 졸업 작품 등이 포함된다. ‘학생 활동 

기록’은 학에서 학생들이 수업 이외에 자율

으로 참여하는 자치 활동들에 한 기록으로, 

학생회, 동아리, 클럽 등의 학생 단체 운   

참여 련 기록이 포함된다. 학 축제의 경우

도 학생회  동아리가 주도 으로 주최하고 

기획하기 때문에 학생 활동 기록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기록을 이 게 범주화한 후, 국내․외 학

의 학생 련 기록 리 사례를 살펴보았다. 

학 차원의 학생 련 기록 리 방안 사례와 학

과 차원의 학생 련 기록 리 방안 사례를 포

으로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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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록 학생 창작  연구 기록 학생 활동 기록

정의
학이 교육 기능을 수행하기 해 교수 

 직원에 의해 생산되는 기록

학 교육 기반의 로그램을 통해 산출

되는 학생들의 창작  연구 성과물의 

과정과 결과에 한 기록

학생들이 교육 이외의 활동 행 를 통해 

생산하는 기록

주체 교수  직원 학생 학생

시

∙학사일정 는 수립 과정 기록

∙교과과정 는 수립 과정 기록

∙강의계획서

∙강의자료

∙수업 별 과제물

∙ 로젝트 과정물  결과물

∙ 학 학과 별 졸업작품

∙ 학 학과 별 졸업논문

∙ 학 축제의 비 과정 기록 는 결

과 기록

∙학생단체(동아리, 클럽 등), 운   

참여에 한 기록

<표 2> 교육 련 기록의 종류별 정의  주체와 시

해외 학 사례는 먼  도서   기록 을 

학 내에 설치하고 있는 학들 에서 학생 

련 기록 리 여부를 수집 정책을 통해 확인

하 다. 여기서 웹사이트 방문과 도서  사서 

 기록  직원과의 이메일 면담을 통해 시사

을 도출할 수 있었던, Harvard 학교와 MIT 

 Yale 학교의 수집정책  수집 주체, 서비

스 방식 등을 살펴보았다. 한 학생 련 기록

의 리 황을 악하기 해, 미국 내 모든 지

역의 학을 상으로 리포지토리 설치  활용, 

리, 기술 인 라 등에 한 조사를 실시한 

MIRACLE Project의 결과 보고서(Markey et 

al., 2007)를 살펴보았다. 

국내 학 사례는 학생 창작  연구 기록의 

형태가 다양한 학들을 으로 살펴보았

다. 기록   웹사이트 방문과 도서  사서  

기록  직원과의 화, 이메일 면담을 통해 학

생 련 기록을 수집  리, 서비스하는 데 

있어 시사 을 도출할 수 있는 학으로, 한국

술종합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

국기술교육 학교 등을 선정하 다.

학부  학과 차원에서 학생 련 기록을 수

집․ 리하는 사례는 다양한 유형  형태의 기

록을 아카이빙하는 사례를 선정하 다. Harvard 

학교 디자인 학원 로젝트 아카이 , 서

울시립  건축학부 건축학 공 오  아카이 , 

서울과학기술 학교 조형 학 디자인학과 시

각디자인 로그램 디지털 아카이 , 홍익 학

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 공 디지털 아카이

가 연구 상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명지 학교의 학생 련 기록 생

산 황을 각 범주별로 분석하고, 문헌연구와 사

례조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록 리 방안

을 제시하 다. 사례로 선정한 학들은 일반 

학에 비해 생산 기록이 더 다양하며 규모 등에서

도 차이가 있고, 일부는 필수 인 리가 요구된

다는 차별화 된 특성을 가지지만, 이와 같은 특

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효율 이고 체

계 인 기록 리 방안을 모범사례로 보고, 일반

학교에 합하도록 학생 련 기록의 범주별 

리 방안과 종합 리 방안을 제시하 다.

2. 국내외 학생 관련 기록 관리 사례

2.1 교육 기록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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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은 교수진의 수업자료  교과과정에 한 

산출물들로, 학사일정, 교과과정, 강의계획서, 

강의자료 등을 포함한다. MIRACLE Project 

(Markey et al., 2007)를 포함하여 교육기록의 

수집과 리의 모범 사례로 살펴본 Harvard 

학교, MIT, Yale 학교, 한국 술종합학교, 한

국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 학교 여섯 학에

서 모두, 기록의 수집정책에 교육 기록을 포함하

고, 학사일정, 교과과정, 교수 자료 등을 교육 기

록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표 3> 참조). 

교육 기록의 수집 주체는 학, 기록 , 도서

, 온라인 리포지터리와 웹기반 학습 시스템 

등 다양했다(<표 3> 참조). 한 사례 학들은 

부분 연간 계획에 따른 이 , 생산과 동시에 

등록․수집하는 방법을 통해 기록 수집을 하고 

있었다. 이는 정기 으로 생산되는 교육 기록

의 특성에 따른 수집 방법으로 보인다. 생산과 

동시에 등록하여 수집하는 방법으로 수집되는 

기록들은 별도의 이 차 없이 온라인으로 수

집․ 리․서비스될 수 있다. 특히 Yale 학

교의 사례처럼 웹 기반 학습 리 시스템에서

의 기록 수집은 수집 시 이 즉각 이라는 

과 학생, 교수 등 학 구성원들이 필요한 기록

을 빠르게 검색․열람․이용할 수 있다는 

에서 편리하다.

학사일정  교과과정 기록의 경우, 해외 

학들은 수집은 기록 에서 하더라도 교육 기록

의 서비스를 한 사이트를 별도로 운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모든 학과의 교과과정을 

과거의 기록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Harvard 학의 경우, 수집 기 과 서비스 

기 이 다른데도 기  간 기록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지며, 배   링크를 통해 이용에 불편

함이 없도록 했다. MIT의 경우에는 모든 MIT 

교과과정 컨텐츠를 웹으로 제공하는 OCW(Open 

Course Ware)를 운 한다. 주제별, 학과별, 

로그램 별 교과과정의 세부정보를 제공하고 

부분 련 교육 기록을 제공한다. 서비스의 일

부로, 기록 에서 수집한 교과과정 기록을 활

용하여 학부 교과과정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 참조). 모든 교과과정을 지도의 형식

으로 시각화하여 커리큘럼의 용 범 를 확인

할 수 있으며, 탐색이 가능하다. 그림에서 작은 

원들은 교과과정에서 하나의 주제를 나타내며 

각각의 원들은 연 있는 다른 원과 연결되어 

있고 수십 개의 원이 모여 하나의 학과를 이룬

다. 이 사례들처럼 학 내 기  간 력은 기록

의 리  효율 인 활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학 교육 기록물 수집 범

Harvard 학교 - 학사일정, 교과과정, 교과과정 가이드, 커리큘럼, 교수 자료

MIT
- 학, 학과  로그램 기록(아카이  컬 션), 커리큘럼, 강의계획서, 온라인 교과서, 비디오/
오디오 강의, 교수 자료

Yale 학교 - 학사일정, 교과정보, 강의계획서, 학과 기록, 강의노트, 교과과정, 교수 자료

한국 술종합학교 - 학사일정, 수강편람, 교수 자료

한국과학기술원 - 학사일정, 학사요람, 강의계획서, 교과과정, 교수 자료

한국기술교육 학교 - 학사일정, 학사요람, 교과과정

<표 3> 학별 교육 기록 수집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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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조사 

상 학
수집 주체 수집 방법

기록 활용, 

열람  이용 서비스
특징

Harvard

학교

- 학 연간 계획에 따른 이 - 온라인 교과과정 카탈로그1)

서비스 간 연계 활성화
- 기록

생산과 동시에 등록, 

자발  기증

- 기록  A-CATS2)

- 도서  DB 검색 랫폼: HOLLIS+3)

MIT

- 기록 자발  기증 - 기록  사이트

수업자료/그 외 기록을 

분류하여 수집

기록 컨텐츠 제공

- 온라인 개방형 

리포지터리
자발  기증 - DSpace@MIT4)

- MIT open 

course ware
생산과 동시에 등록

- MIT open course ware

- 교과과정 지도 제공5)

Yale

학교

- 학 생산과 동시에 등록
- 온라인 학사일정 사이트: OCI6)

- 온라인 교과정보 사이트7)

-
- 웹 기반 학습 

리 시스템
생산과 동시에 등록 - Canvas@Yale8)

한국 술

종합학교

- 학 생산과 동시에 등록 - 온라인 수강편람9)
수업에 활용되는 단행본 

리스트 제공- 기록 연간 계획에 따른 이 - 자 도서

한국과학

기술원

- 학 연간 계획에 따른 이
- 온라인 학사요람10)

- 학술 시스템11) 디지털 책자 형식으로 

서비스

수업에 활용하는 단행본 

리스트 제공

- 기록 연간 계획에 따른 이 - 기록  사이트

- 도서 생산과 동시에 등록 - 도서  사이트

한국기술

교육 학교

- 학 생산과 동시에 등록 - 학  학원 홈페이지12)
디지털 책자 형식으로 

서비스- 도서 연간 계획에 따른 이 - 도서  사이트

<표 4> 교육 기록 리 사례

 1) Harvard 학교 온라인 교과과정 카탈로그 https://courses.harvard.edu/

 2) Harvard 학교 A-CATS 웹사이트 http://hul.harvard.edu/lib/archives/a-cats/

 3) Harvard 학 HOLLIS+ https://hollis.harvard.edu/

 4) MIT 온라인 리포지터리 DSpace@MIT http://dspace.mit.edu/

 5) MIT Open course ware https://ocw.mit.edu/

 6) Yale 학 온라인 교과정보 사이트 https://students.yale.edu/oci/

 7) Yale 학 온라인 교과정보 페이지, https://www.yale.edu/calendars/

 8) Yale 학 Canvas@Yale https://canvas.yale.edu/

 9) 한국 술종합학교 온라인 수강편람

http://nuri.karts.ac.kr/nuri_course/CourseCatalog/InitCourseCatalog.do?secret_yn=Y

10) 한국과학기술원 온라인 학사요람 http://bulletin.kaist.ac.kr/html/kr/

11) 한국과학기술원 온라인 학술 시스템 https://cais.kaist.ac.kr/totalOpeningCourse

12) 한국기술교육 학교 학 홈페이지 https://www.koreatech.ac.kr/kor/sub01_03_0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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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IT Open Course Ware의 학부 교과과정 지도

(출처: MIT OCW curriculum map https://ocw.mit.edu/courses/mit-curriculum-guide/)

2.2 학생 창작  연구 기록

이 연구에서 학생 창작  연구 기록은 학 

교육을 통해 산출되는 학생들의 창작  연구

의 과정과 결과에 한 기록으로, 수업 과제물, 

로젝트 과정물 혹은 결과물, 졸업 논문, 졸업 

작품 등이 포함된다. 사례로 살펴본 여섯 학

은 모두 학생 창작  연구 기록을 수집․서비

스하고 있었다. 일부 학은 학생 연구물  창

작물을 기록으로 보고 수집하고 있기도 했다

(<표 5> 참조). 학 논문을 주로 수집하고 리

하고 있었는데, 이는 학이 학생들에게 의무

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학 정책이 원인인 것

으로 보여진다(Markey et al., 2007).

해외 학의 사례에서는 학생 창작  연구 

기록의 수집 주체가 도서 , 기록 과 온라인 리

학 학생 창작  연구 기록 수집 범

Harvard 학교 - 졸업논문, 학생 노트, 학생 에세이, 학생 연구물

MIT - 졸업논문, 학생 연구물

Yale 학교 - 졸업논문, 학생 연구물, 학생 과제물

한국 술종합학교 - 졸업논문, 졸업작품, 실습 과제 공연/ 시/상  기록, 본

한국과학기술원 - 졸업논문, 졸업작품, 연구 성과

한국기술교육 학교 - 졸업논문, 졸업작품

Harvard 디자인 학원 - 학생 논문, 학생 연구물, 수업 별 학생 창작물, 온라인 시 기록

서울시립  건축학부 건축학 공 - 학생 연구물, 학생 창작물(3D 입체물, 설계도 등)

서울과학기술 학교 조형 학 디자인학과 - 졸업작품(입체작품, 상 등)

홍익 학교 디지털미디어 디자인 공 - 졸업작품(VR/AR, 모션 그래픽, 웹 등)

<표 5> 학별 학생 창작  연구 기록 수집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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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터리 고, 국내는 주로 도서 이었다(<표 

6> 참조). 특히 온라인 리포지터리는 학 내에

서 생산되는 학생 창작  연구기록을 한데 모아 

공개하고 연구자 간 공유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

과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유실의 험 없이 본

인  교수진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

사례조사 상 
학

수집주체  
서비스주체

수집 방법
 기록 활용, 

열람  이용 서비스
특징

학 차원의 
학생 창작  
연구 기록 리 

사례

Harvard 학교

- 기록 자발  기증 - HOLLIS+

서비스 간 연계 활성화- 온라인개방형 리포
지터리

필수 제출 - DASH

MIT

- 도서 필수 제출
- 온라인 도서  카탈로그: 
Barton Catalog13) 학과별 컬 션 운 을 통한 

학생의 연구 기록 수집- 온라인 개방형 
리포지터리

연간 계획에 따른 이 , 
자발  기증

- DSpace@MIT

Yale 학교

- 도서 자발  기증 - Orbis

학과의 력을 통해 열람 
 서비스 지원

- 온라인 리포지터리 필수 제출, 기증 - EliScholar14)

- 웹 기반 학습 리 
시스템

생산과 동시에 등록 - Canvas@Yale

한국 술종합학교 - 도서 필수 제출

- ( 학) 디지털 술정보 
서비스: K’ARTS 모든 기록을 디지털 형태

로 서비스
- (도서 ) 자 도서

한국과학기술원

- 온라인 리포지터리 필수 제출 - KOASAS15)
서비스 간 연계를 통해 열람 
 서비스

- 기록 생산과 동시에 등록 - 기록  사이트

- 도서 연간 계획에 따른 이 - 도서  사이트

한국기술
교육 학교

- 학 생산과 동시에 등록 - 학 사이트
디지털 책자 형식으로 서
비스- 도서 필수 제출

- 도서  사이트16): 학  
논문 컬 션

학과 차원의 
학생 창작  
연구 기록 리 

사례

Harvard 
디자인 학원

- 학원
생산과 동시에 등록, 자
발  기증

- Harvard 디자인 학원 
로젝트 아카이 17)

학원 내 모든 로젝트 
 련 수업 기록물 수집

서울시립  
건축학부 
건축학 공

- 학과 필수 제출
- UOSARCH: 서울시립  
건축학부 건축학 공 오  
아카이 18)

아카이 를 수업  학생 
포트폴리오로 활용

서울과학기술 학교 
조형 학 디자인학과 

- 학과 연간 계획에 따른 이

- SEOULTECH DESIGN 
SHOW: 서울과학기술
학교 조형 학 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 로그램 디지
털 아카이 19)

졸업 시회 련 기록 수
집  서비스

홍익 학교 
디지털미디어 
디자인 공

- 학과 연간 계획에 따른 이
- 홍익 학교 디지털미디어
디자인 공 디지털 아카이

20)

매년 졸업 시회를 컬 션 
형태로 운 하여 서비스

<표 6> 학생 창작  연구 기록 리 사례 

13) MIT 온라인 도서  목록 http://library.mit.edu/

14) Yale 학 EliScholar https://elischolar.library.yale.edu/

15) 한국과학기술원 KOASAS http://koasas.kaist.ac.kr/

16) 한국기술교육 학교 도서  웹사이트 https://lib.koreatech.ac.kr/#/

17) Harvard 디자인 학원 로젝트 아카이  http://www.gsd.harvard.edu/projects/

18) 서울시립  건축학부 건축학 공 오  아카이  UOSARCH http://openarchive.uosarch.ac.kr/

19) SEUOLTECH DESIGN SHOW http://www.seoultechdesignshow.com/index.html

20) 홍익 학교 디지덜미디어디자인 공 디지털아카이  http://hongikdmd.com/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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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수집 방법으로는 졸업 논문  졸업 작품의 경

우 의무  제출을 통한 수집이 부분이었으며, 

기타 연구물의 경우 자발  기증  생산과 동시

에 등록하는 방법을 통한 수집 방법이 활용되었

다. 특히 연간 계획에 따라 이 하거나, 기록이 

생산됨과 동시에 수집되도록 기록의 수집 단계

를 차화한 경우 수집이 수월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많은 학이 수집 정책을 통해 학생 창작 

 연구 성과물을 수집하고 리하고 있음을 천

명했지만, MIRACLE Project(Markey et al., 

2007)에서 언 된 바와 같이 학 차원의 기록 

수집  서비스는 텍스트 기반의 기록에만 치

되어 있었다. 창작물의 경우에는 양식의 통일이 

불가하며, 다양한 형태의 기록은 수집과 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 술종합학

교와 한국기술교육 학교는 다양한 유형의 학생 

창작물과 연구물을 단순 텍스트가 아닌 사진과 

상, 3D 모델링 로그램 등을 통해 디지털화하여 

리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 술종합학교는 학교 

내에서 개최하는 모든 공연에 해 아카이빙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서비

스하는 디지털 술정보 서비스 K’ARTS21)를 

운 하고 있었다. 동 상, 사진, 이미지, 음원, 텍

스트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목록과 함께 학

교 구성원에게 서비스하는 것이다.

학과 차원의 리 사례에서도 상과 사진, 

디지털 로그램을 이용하여 실물의 연구물을 

기록하는 곳이 여러 곳 있었다. 사례로 살펴본 

네 곳  서울시립  건축학부 건축학 오  아

카이 (UOSARCH)는 서울시립  건축학부 건

축학 공 교과목 로그램의 구성원들이 공개된 

온라인 콘텐츠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통을 통해 

자발 이고 자체 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 참조). 

체 설계 수업에 용되어 학생들이 스튜디오 작

업을 과정 심으로 아카이빙하고 이를 공유하

도록 하 다. 학생들은 이를  학년에 걸쳐 본

인의 작업을 체계 으로 모아볼 수 있는 포트폴

리오로 활용할 수 있다(UOSARCH, 2018). 

학과 내에서 창작물이 생산되는 수업과 그 

과제에 해 일종의 학과 자 포트폴리오 기

능을 하는 아카이 를 운 하고, 졸업작품 뿐 

아니라 졸업 시회 자체를 아카이빙하여 학생

들이 능동 으로 창작하고 연구한 기록을 모두 

기록으로 수집하고 서비스하는 사례는 제한

으로 실행되고 있었고, 부분의 사례에서는 

학  논문  졸업 논문에 국한되어 수집 인 

것으로 나타나 학 수 의 기록 수집에 있어

서의 한계와 더 폭넓고 상세한 수집범  제시 

 리의 필요성을 보여 다.

2.3 학생 활동 기록

이 연구에서 학생 활동 기록은 학생들이 교

육 이외의 활동 행 를 통해 생산하는 기록으

로, 학생회  동아리 기록, 축제 기록 등 학

에서 학생들이 수업 이외에 자율 으로 참여하

는 자치 활동들에 한 기록들이 포함된다. 사

례로 살펴본 학들은 학생 단체 리스트를 기

록으로 리하고 있었으며 행사 등 학생 활동 

사진을 수집하기도 하 다(<표 7> 참조). 하지

21) 한국 술종합학교 디지털 술정보 서비스 https://dais.kart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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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UOSARCH 수업과 발표자료 일부 

(출처: UOSARCH http://openarchive.uosarch.ac.kr/)

학 학생 활동 기록 수집 범

Harvard 학교 - 학 내 단체 리스트, 학생 클럽 기록, 학생회 기록

MIT
- 학생 단체 기록(아카이  컬 션), 학생 단체 리스트  웹사이트 링크, 학생회 기록, 학생 원회 

기록

Yale 학교 - 학생 단체 리스트, 학생 단체 출 물, 학생 단체 회의록/보고서, 학생회 기록

한국 술종합학교 - 학생 행사 사진

한국과학기술원 - 학생 활동 기록, 학생 기록 컬 션

<표 7> 학별 학생 활동 기록 수집 범  

만 앞서 살펴본 교육 기록과 학생 창작  연구 

기록에 비해 학생 활동 기록의 리는 국내외 

사례 모두 수집의 체계성  리의 효율성이 

부족했다. 가장 큰 이유는 생산의 주체가 다양

하여 일 인 수집이 어렵고, 기록의 제출이 

의무 이지 않아 소수의 기증자에게만 의존하

게 된다는 데에 있다. 실제로 모든 사례에서 기

록 수집 방법이 학생 조직 목록 기록을 제외하

고는 기증을 통한 수집 방법이 부임을 확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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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례조사 상 학  해외 학 기

록 은 모두 매년 학 내 학생 단체의 생산기

록에 해 악하여 목록을 갱신하고 있었고, 

단체별로 컬 션을 만들어 기록이 수집되었을 

때 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었

다(<표 8> 참조). 

학 차원의 기록 리 보다는 학생 자치 단

체가 자체 으로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기록을 

리하는 경우가 부분이었는데, MIT, Yale 

학교,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에는 학에서 

제공하는 학생 단체 목록에서 링크를 제공하여 

학생 자치 단체의 웹사이트로 연결이 가능했다

(<그림 3> 참조). 각 학생 조직은 스스로 업무 

 활동에 있어서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고 기

록의 생산․수집을 이행하고, 개개의 학생 조

직을 리하는 학생 자치 단체가 하  조직의 

기록들을 리하고, 학생 자치 단체로부터 링

크를 제공받아 기록 이 이용자로 하여  기록 

열람을 지원하는 체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사례조사 

상 학
수집 주체 수집 방법

기록 활용, 

이용  열람 서비스
특징

Harvard

학교
- 기록

자발  기증, 권유에 

의한 기증

- 기록  사이트22)

-
- (도서 ) HOLLIS+

MIT

- 기록 자발  기증 - 기록  사이트

각 학생자치단체에서 하  

학생 조직 기록을 리- 각 학생자치단체 권유에 의한 기증

- 학부 학생회23)

- 학원 학생 원회24)

- 학생 활동 회

Yale 학교

- 학 생산과 동시에 등록 - 학 사이트

각 학생자치단체에서 하  

학생 조직 기록을 리

- 기록 권유에 의한 기증 - 도서  카탈로그: Orbis

- 학생 자치 단체 권유에 의한 기증
- 별도의 학생 자치 단체 웹사

이트

- 학별 학생회 권유에 의한 기증 - 별도의 학생회 웹사이트

한국 술

종합학교
- 도서 생산과 동시에 등록 - 디지털 술정보 서비스25) -

한국과학

기술원

- 기록 권유에 의한 기증 - 기록  사이트26)

학생 단체의 발간물 수집  

서비스- 학생 자치 단체
자발  기증, 권유에 

의한 기증

- 별도의 학생 자치 단체 웹 

사이트

<표 8> 학생 활동 기록 리 사례 

22) Harvard 학 기록  웹사이트

https://library.harvard.edu/university-archives/using–the-collections /associated-organIzations

23) MIT 학부 학생회 웹사이트 http://ua.mit.edu/

24) MIT 학원 학생 원회 웹사이트 http://gsc.mit.edu/

25) 한국 술종합학교 디지털 술정보 서비스 https://dais.karts.ac.kr/

26) 한국과학기술원 기록  웹사이트 http://archives.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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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Yale 학 홈페이지의 학생자치단체 목록 일부

(출처: Yale Student Life 페이지 https://studentlife.yale.edu/student-groups-activities)

3. 명지대학교 학생 관련 기록 생산 

현황

3.1 교육 기록

교육 기록은 학  학원이 필수 으로 생

산하는 기록이며, 기록의 종류에 따라 생산 기

이 달라진다. 학사일정은 학  학원 단

로 생산되며, 교과과정은 학과 혹은 공 단

로 생산된다. 이는 학의 공식 인 기록으로, 

학교 내 회의를 통한 수립 과정 산출물이 존재

할 수 있다. 강의계획서와 강의자료는 수업 단

로 생산되며, 교수  강사가 개인 으로 연

구․작성한 기록으로 출처와 형태가 다양하다.

명지 학교는 부분의 교육 기록을 디지털 

형태로 생산․배포하고 있다. 명지 학교 홈페

이지에서 학부  학원의 학사일정을 통합하

여 배포하고 있고, 매년 2월에 업데이트된다. 

한 모든 학과에서는 한 에 학년별 이수 과

목  순서를 알 수 있는 공이수 로드맵을 제

공한다. 학원의 경우는 각 학원의 홈페이

지에서 교과과정을 소개한다. 한 명지 학교 

규정에는 ｢학칙 시행규칙｣  ｢학사 처리에 

한 내규｣에서 수업계획서와 련된 규정을 포

함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수업계획서는 홈페

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표 9> 참조).

많은 학에서 재 e-Class를 활용하고 있

듯이 재 명지 학교도 자 일 형태의 강의

자료를 교수  강사와 학생들 간 공유하도록 

e-Class27)를 운 하고 있다. 개설되는 모든 과

27) 명지 학교 e-Class http://eclass.m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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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번호 규정 제목 규정 내용

2-2-1
학칙 시행규칙(학사과정) 제66조 

수업계획서의 작성  배부

① 각 교과목 담당 교수는 매 학기 개시 1개월 까지 수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종합정보시스템 입력하여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수업 계획서는 학기  수강 학생들에게 배부하거나 인터넷 상에 게시하

여야 한다.

3-1-2
학사처리( 학원)에 한 내규 

제13조 수업계획서

① 각 교과목 교․강사는 매 학기 개시 1개월 까지 수업 계획서를 종합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수업 계획서는 학기  수강생들에게 배부하거나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표 9> 명지 학교 규정  수업계획서와 련된 규정

교육 기록 필수 여부 기록 생산 주체 해당 생산 기록 유형

학사일정 ○
- 학교

- 각 학원

- 명지 학교 체 월별 학사일정

- 일반 학원 학기별 학사일정

- 문 학원  특수 학원 각각의 학기별 학사

일정

- 자 문서

교과과정 ○
- 학교

- 각 학원

- 학과별 교과과정

- 학과별 공 이수 로드맵

- 일반 학원 학과별 교과목 리스트

- 문 학원 석, 박사 교과과정

- 특수 학원 학과별 교과목 리스트

- 자 문서

수업계획서 ○ - 교수  강사
- 명지 학교에서 개설되는 모든 수업에 해당하

는 수업 계획서

- 자 문서

- 인쇄물

강의자료 × - 교수  강사
- 명지 학교에서 개설되는 모든 수업에 사용되

는 강의 자료 

- 자 문서

- 오디오, 동 상

- 인쇄물

<표 10> 명지 학교 교육 기록 생산 황

목에 해 e-Class가 생성되고 교수  강사, 

학생들은 강의자료 공유, 게시  운   과제 

제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 일의 형태가 

아닌 오디오나 동 상 혹은 실물 형태의 강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교수  강사가 

e-Class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모든 강

의자료가 업로드되지는 않으며, 재는 2년간 

만 자료의 확인이 가능하여 기록으로의 보존

은  이루어지지 않고,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별 인 입수는 가능하다.

3.2 학생 창작  연구 기록

학생 창작  연구 기록은 학생들이 창작하고 

작성한 기록으로, 학 논문을 제외하고는 기록

의 형태와 유형이 다양하다는 특성이 있다. 

재 명지 학교는 학원의 학 논문은 일종의 

리포지토리인 도서  d-Collection에 필수 으

로 업로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가 공개를 

한 경우는 바로 도서  사이트에서 온라인 열람

이 가능하다. 

학  학원의 부분의 수업에서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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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자 문서로 작성된 과제는 e-Class 

등을 통해 제출하지만, 실습수업인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과제를 작성한다. 그 유형은 방

송 로그램, 다큐멘터리 등 동 상 일로 제

작되는 유형부터 UI, UX, 임베디드 소 트웨

어 등 로그램 일과 화, 공간 설계 모형 

등 실물 형태, 발 , 오페라 공연, 뮤지컬 제작 

등 무  에서 재 될 수 있는 유형까지 매우 

다양하다(<표 11> 참조).

다양한 유형으로 생산되는 것은 졸업작품도 

마찬가지이다(<표 12> 참조). 졸업 작품은 

체로 기획부터 설계, 구 까지 학생들이 직  

제작하며, 생산되는 기록들은 과정과 결과물까

지 포함된 구체 이고 다양한 형태인 경우가 

많다. 반 으로 학생 창작  연구 기록은 유

형이 다양하고 특히 문화 술  공학 계열의 

학과와 수업으로부터 학생들이 산출해내는 창

작  연구 성과물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그

런데 재 이들의 리는 잘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3.3 학생 활동 기록

명지 학교 학생들의 자치활동의 종류는 사

료실의 기능 분류에서 악해볼 수 있는데, 학

생회, 학생복지 원회, 동아리, 기타 학생 자치 

활동으로 나  수 있다. 학생 활동 기록은 필수

으로 생산되어야 하는 기록은 아니지만, 활동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산되는 

기록들로, 학생 활동을 증거하는 역할뿐 아니라 

학생 단체들이 활동과 업무를 계속해 나가는 데

에도 참고 정보원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표 인 학생자치단체인 명지 학교 학생

회는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학 별 학생회, 

학원 별 원우회가 있다. 를 들면, 총학생회 기

록의 범 는 총학생회 출범부터 시작하여 학기

학 학과 실습 과목명 (일부) 과제물 종류

ICT
융합 학

디지털콘텐츠
디자인학과

- 디자인 워크
- UX 설계
- 모바일 게임 엔진

-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로젝트
- UX
- 모바일 게임

정보통신공학과
- 정보 통신 응용 로그래
- 캡스톤 디자인
- 임베디드 시스템

- 설계 로그램
- 로그램 설계  실행
- 임베디드 소 트웨어 디자인 로젝트

술체육
학

디자인학부

- 화
- 모션 그래픽스
- PUI
- 멀티미디어 디자인 로젝트
- BX 디자인

- 화
- 모션 그래픽스
- 제품 디자인
- 디자인 멀티미디어
- 랜딩

화 뮤지컬학부

- 한국 무용
- 클래식 발
- 단막극 연기실습
- 뮤지컬 제작 실습

- 한국 무용
- 발
- 연기
- 뮤지컬 제작

건축 학 건축학부
- 건축 CAD
- 설계 워크
- 도시 공간 계획론

- CAD
- 건축 설계
- 도시 공간 계획 설계

<표 11> 명지 학교 학부 실습수업의 과제물 종류(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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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학원 학과 졸업 작품 필수 과목  졸업 요건

ICT융합 학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 졸업 로젝트

융합소 트웨어학부
-  로젝트
- 산학 로젝트

정보통신공학과 - 캡스톤 디자인

공과 학 체 학과 - 캡스톤 디자인

술체육 학

디자인학부

- 졸업연구
- 상 로젝트/시니어 로젝트
- 멀티미디어 디자인 로젝트
- 패션 디자인 컬 션

음악학부
- 오페라 클래스
- 공 실기

화 뮤지컬학부
- 졸업 로젝트
- 뮤지컬 제작 실습

건축 학
건축학부 - 건축 설계

공간디자인 공 - 공간 디자인

문화 술 학원

교회음악학과
- 이론 공: 종합시험
- 실기 공: 졸업연주회

피아노페다고지학과 - 졸업 연주  논문

실용음악학과 - 학  논문 는 싱 음반 로젝트(졸업작품)

공연콘텐츠학과 - 졸업 공연

<표 12> 졸업 작품 필수인 명지 학교 학부 황

별 업무 기록, 각종 행사 련 기록, 총회 회의

록, 공고문, 자보, 사진  상기록, 회계자

료 등 연간 업무가 종결되는 그 순간까지의 모

든 생산 기록물들을 포함한다(이유빈, 2011). 

재 명지 학교 자연캠퍼스 총학생회는 

세계 학들의 로벌 디 토리인 루니스를 

통해, 인문캠퍼스 총학생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운  이

다. 부분의 행사 공지  홍보는 커뮤니티를 

통해 진행되며, 회의록이나 업무 련 기록은 

학생회 구성원들만 들어가는 커뮤니티에서 공

유된다. 각 학별 학생회도 비슷한데, 임기가 

끝나고 다음 의 학생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해

당 커뮤니티는 폐쇄되거나 삭제되고  이용

되지 않는다. 학원의 원우회는 비교  학생의 

수가 고 원우회 구성원의 수도 어 온라인 

커뮤니티보다 공유 드라이 를 통해 기록을 

리한다. 거의 모든 기록을 업로드하여 공유 드

라이 를 통해 리하는데, 이는 매학기 새로 

개설하는 커뮤니티를 통한 리보다는 유실의 

험이 고 리가 수월한 것으로 보인다. 

명지 학교 동아리는 학술, 사회연구, 시창

작, 체육 등 일곱 분과로 45개의 동아리와 동아

리가 있으며, 총동아리연합회가 학 동아리의 

활동 지원  복지․홍보를 주 한다. 총동아리

연합회는 웹사이트를 운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각 동아리와 총동아리연합회 기록을 리하고 

있다. 부분의 동아리는 회의록  활동 기록, 

활동 일지를 통일된 양식으로 생산하며, 월별 활

동일지를 주기 으로 업로드하고 이를 공개한다. 

이 외에 동아리 지원서, 선거인명부, 로젝트 계

획서, 지출내역서, 동아리 박람회 등록서 등이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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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일로 작성되어 제출․ 리되지만, 인쇄

물의 경우 따로 보 되는 경우도 있다.

명지 학교 축제인 백마축제는 매년 개최되

며, 개막식, 학과 별 행사, 동아리 행사, 개인  

단체의 부스 운 , 청가수의 공연 등으로 다

양하게 구성된다. 축제 장을 담은 사진  

상 기록, 축제 일정표, 산 책정 기획서, 거래 

내역서, 행사 수막  포스터 등이 축제 기록

으로 생산된다. 외부 학이나, 기 , 주민들와

의 교류가 축제를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기도 

하여, 축제와 련하여 생산되는 기록의 유형

과 형태, 주체가 다양해졌다. 

명지 학교 학생복지 원회는 학생들의 복지

를 해 학생들이 직  운 하는 단체로, 물품

여, 생필품 무료 제공, 사용을 한 상시 물품 배

치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 업무이

다. 비정기 으로 학생들의 의견 조사를 통해 공

동 구매를 진행하기도 한다. 명지 학교 학생복

지 원회는 회의록, 여 기록, 공동 구매 진행 

기록 등 학생 복지 업무 기록을 생산한다.

그 외에 강경  열사 추모사업회의 추모제 

기록, 추도식 기록, 정기총회 련 기록, 산․

결산 자료 기록 등이 생산되는 등, 학생들은 다

양한 자치활동을 통해 여러가지 기록을 생산하

고 있다. <표 13>과 같이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

한 유형의 학생활동 기록을 생산하고 있지만 

학 차원의 수집과 리는 기록의 생산에 비

해 잘 리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학생 활동 기록 필수 여부 기록 생산 주체 생산 기록 기록 유형

학생회 기록 ×

- 총학생회
- 총여학생회
- 각 학 학생회
- 각 학원 원우회

- 일반 행정업무 기록
- 회의기록
- 홍보기록
- 행사기록
- 학생 지원 업무 기록
- 복지업무 기록
- 웹 공개 기록
- 선거 기록

- 자 문서
- 인쇄물(회의록, 기획서, 보고서 등)
- 팜 렛  발간 책자
- 포스터
- 수막

학생복지 원회 
기록

× - 학생복지 원회 - 학생 복지 업무 기록

- 자 문서
- 인쇄물
- 사진  상
- 팜 렛

동아리 기록 ×
- 총 동아리 연합회
- 각 동아리

- 산 집행 기록

- 자 문서
- 인쇄물
- 사진  상
- 팜 렛

기타 학생자치활동 
기록

×
- 강경  열사 추모사업

회( )
- 추모 행사 기록

- 자 문서
- 인쇄물
- 사진  상
- 팜 렛

축제 기록 ×
- 축제 참가 동아리
- 학교
- 총학생회

- 축제 장 기록
- 축제 일정표
- 산 책정 기획서
- 가수 청 의서
- 거래 내역서
- 행사 수막  포스터

- 자 문서
- 인쇄물
- 사진 일
- 동 상
- 팜 렛
- 포스터
- 수막

<표 13> 명지 학교 학생 활동 기록 생산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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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 관련 기록 관리 방안

4.1 범주별 리 방안

4.1.1 교육 기록

명지 학교의 교육 기록은 부분 디지털 형

태로 생산․배포하고 있으며, 교수  강사와 

학생들 간에 강의자료를 공유하도록 e-Class를 

운 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과 리 황을 바

탕으로, 사례 분석 결과를 용한 기록 리 방

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육 

기록들은 시기별 기록 수집계획 수립이 필요하

다. 모든 학의 교육 기록은 정기 이고 필수

으로 생산되므로, 시기별 수집 계획의 수립

이 체계 인 교육 기록 수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Harvard 학에서는 학사일정에 따라 4

월, 7월, 11월에 교육 기록을 수집하고, 서비스

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매 학기의 시작 시  혹

은 그 이 에 학사일정, 교과과정  강의계획

서 등의 교육 기록은 이미 생산되어 있으므로, 

매년 시기별 기록 수집 목록 작성  수집 계획

을 수립하여 교육 기록의 수집을 체계 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기록 이 심이 되

어 진행하는 것이 할 것이다.

둘째, 재 강의에 사용하고 있도록 하고 있

는 e-Class 사용의 필수화와 기록으로의 수집 

 보존과 리를 권장한다. 교육 기록  강의 

자료는 학마다 리 방법이 다르다. MIT는 

강의 자료를 교수의 연구물로 분류하여 온라인 

리포지터리에서 수집하며, Yale 학은 강의자

료를 학생과 교수의 학습물로 분류하여 학습 

리 시스템에서 수집한다. 한국 술종합학교

와 한국과학기술원은 강의자료의 일부인 교재

로 사용되는 단행본을‘지정도서’ 는 ‘지정자

료’라는 명칭 하에 도서 에서 리스트로 수집

하여 서비스한다. 명지 학교의 e-Class는 국

내 많은 학이 도입하고 있는데, Yale 학의 

학습 리시스템인 Canvas@Yale과 비슷한 시

스템으로, 교수별 홈페이지를 통해 교수 정보 

 교수별 e-Class 확인이 가능하다. 수업에 활

용되는 다량의 자료를 많은 이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으며, 학생들과 교수의 온라인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공지사항이나 과제 등 주고받는 

의사소통 과정이 모두 기록으로 남는다. 그러

나 앞에서도 지 되었듯이 개설된 지 2년이 지

나면 근이 불가해진다는 이 한계이다. 이

는 시스템 상의 문제로, Yale 학과 같이 구

으로 교육 구성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리하고 보존하여, 필요할 때에 쉽게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1.2 학생 창작  연구 기록

명지 학교의 다양한 공에서 생산되는 학

생 창작  연구 기록은 유형과 형태가 다양하

고 그 양이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록으로 

남지 않고 유실되는 경우가 부분이다. 명지

학교에서 이 기록들은 졸업논문을 제외하고

는 거의 리되지 않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이 산출되어 기록 에서 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체계 인 리를 해 다음과 같

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단과 학이나 학과 심으로 학생 창

작  연구기록을 수집하고, 학차원에서 

리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사례

로 살펴본 모든 학들이 학 논문은 수집․

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수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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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되는 학생 과제  로젝트 등의 연구 성

과물과 졸업 작품은 수집되지 않는 경우가 많

았다. 반면 술종합학교나 한국과학기술원, 한

국기술교육 학교는 수업과제를 포함하여, 학

생들의 창작  연구 성과물을 수집하고 리

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에 기반하여, 특히 학

생들의 창작  연구성과물이 많이 나오는 단

과 학이나 학과가 수집의 심이 되고, 학

차원의 리를 통한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창작  연구기록들은 디지털 유형의 

기록 리가 바람직하다. 창작물의 경우 양식

의 통일이 불가능하며, 다양한 형태의 기록은 

수집과 보존에 물리 으로도 한계가 있다. 한

국 술종합학교는 텍스트 기반 유형의 경우에

는 인쇄물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되, 성악, 음악, 

조형 술, 건축, 무용 등의 활동 련 모든 작품

은 디지털 일의 형태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

다. 디자인, 건축, 조형 디자인 등의 학과에서 

문서 유형보다 박물 유형에 가까운 자료들을 

주로 디지털 형식의 기록으로 수집․ 리되고 

서비스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본인의 창작  

연구 성과물을 가장 잘 표 해낼 수 있도록, 혹

은 시를 보는 입장에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

도록 사진, 상, 3D 모델링 로그램 등을 통

해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을 선택하 다. 이

게 기록을 디지털 형식으로 리를 하면, 이용

자들의 기록에 한 근성과 이용을 높일 수 

있으며, 기 에서 보  인 기록들을 보호할 

수 있고, 타 기 과의 력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이유정, 2016). 명지 학교에서 실물 

형태 는 비텍스트의 형태들로 산출됨에 따라 

기록 리가 어려웠던 문제는, 이들이 디지털 

형식의 기록으로 생산되고 획득될 경우 수집․

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4.1.3 학생 활동 기록

명지 학교의 학생 활동 기록은 다양한 학생 

단체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학생 자치 단체는 운

에 있어 자율성이 강하고, 학생회를 제외하면 

공 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단체가 부분이

다. 각각의 기록들이 생산 주체에 의해 일정 부분 

수집되고 있지만, 분산되어 있으며, 명지 학교 

차원의 수집은 거의 안 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 하여, 두 가지 리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생산․수집된 기록의 연결  통합이 

필요하다. 다양한 학생 단체가 존재하기 때문

에 이 기록들은 출처가 다양하고, 편철 구조나 

유형이 다르며, 훼손되거나 유실되는 경우가 

많다. 해외 학의 사례에서도 각 학생 단체들

은 개별 으로 필요에 따라 기록을 생산하고 

수집․ 리하고 있었다. 다만 학 기록 에서, 

학생 단체의 기록들을 수집하여 리스트로 제공

하고, 가능한 경우는 링크를 통해 학생 단체의 

웹사이트로 연결을 제공한다. 명지 학교의 경

우 학생 활동 기록은 크게 학생회, 동아리, 기타 

학생 자치단체의 활동  축제의 결과 생산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많은 학생 자치 단체에서 

웹사이트 운 을 통해 디지털 일로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의 기록까지 열람 가능

한 상태로 두는 경우도 많았다. 명지 학교 사

료실은 학생자체단체 기록을 일부 확보하고 분

류체계에도 이를 반 하고 있으니만큼, 기록

에서 먼  명지 학교 내에 존재하는 학생 자

치 단체를 조사하여 리스트를 구성하고, 각 자

치 단체가 개별 으로 확보하고 있는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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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는 배 와 같은 형식으로 연결하여 이

용자들로 하여  이용․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

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학생 자치 단체 구성원의 교체와 온

라인 커뮤니티 공간의 변경은 늘 이루어지느니

만큼 기록 은 학생 자치 단체와의 력을 통

해 열람  근이 가능한 기록에 한 수집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기록 수집 로세스의 체계화가 필요

하다. 학생 활동 기록의 수집에는 학생들의 기

록 기증이 가장 요하다. 미국 학들의 리포

지터리 황(Markey et al., 2007)에서도 확인

된 것처럼, 의무화 정책이 없이는 꾸 한 기록

의 기증이 지속되기 힘들다. 그러므로 학생 자

치 단체에서 생산하는 기록들은 기록 이 극

으로 기증받는 로세스를 체계화시켜야 한

다. 학차원에서 각 학생 단체들과 지침을 공

유하여 기록 으로의 기증을 하나의 업무 로

세스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에도, 학 축제, 학생 운동 등을 통한 학생 

활동 기록을 소장하고 있는 학생과 졸업생들의 

기록 기증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4.2 학차원의 기록 리 제고 방안

여기에서는 앞에서 제안한 교육 기록, 학생 

창작  연구 기록, 학생 활동 기록을 아우르는 

학생 련 기록들의 효율 인 리를 해 학

교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에서 제시한 학생 련 기록의 리가 

실제 학차원에서 자리 잡기 해서는 학교 

반의 기록 리 제고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선행연구  사례 분석결과를 종합 으로 분석

하여 황조사 결과에 용하여 실제 어떤 일

들이 이 져야 할지를 제시해 본다. 

첫째, 학에서는 모든 유형의 학생 련 기록

을 학의 수집 기록 범주에 포함하는 학 기록

의 범  재설정이 필요하다. Harvard 학의 경

우 학 기록의 범주 안에 학생 단체 기록을 포함

시키고, 하  역으로 학생 클럽  단체를 두는 

등 범주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기록의 로서 교

과과정 기록, 교과 로그램 리 기록 등 세부

인 기록을 정하고 있다. Samuels(1998/2007)가 

제시한 학의 기능에 따른 기록의 범 와 국가

기록원의 2016 학 기록 리 매뉴얼 에 제시

된 학 기록 생산 주체 별 기록의 범 에도 학생 

련 기록에 해당되는 기록의 범주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명지 학교 사료실은 학 행정기록, 교수기

록, 학생  동문 기록, 법인 기록, 기타 기록을 

학 기록의 범 로 정하여 학생 기록이 포함

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체 이지 못하여 미흡한 

이 있다. 명확하게 학생 련 기록을 포함하

여 학 기록의 범주를 재설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록 리 정책 확립과 수집 정책의 성

문화가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학생 련 기

록의 생산 주체  부서를 확실히 하고, 기록 

생산과 제출이 업무 과정의 일부로 의무화되어 

있어야 한다. 행정 기록의 경우 기록 으로의 

이 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연구 

기록의 경우나 생산 주체가 학생인 기록의 경

우에는 기록의 수집․제출이 의무화되지 못하

는 경우가 많다. MIRACLE Project(Markey 

et al., 2007)에서도 기록 수집을 해하는 1순

로 꼽힌 요소는 ‘의무  기여에 한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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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 명지 학교 사료실은 학생 련 기록을 

기증의 방식으로 수집해오고 있다. 이러한 방

식으로는 체계 인 수집이 어려우므로, 수집 

정책에 학생 련 기록의 이  기 , 이  시기, 

보존 시기 등을 지정하여, 용기록은 생산학

과가 리하도록 하고 비 용기록은 정책에 따

라 학기록 으로 체계 으로 이 할 수 있도

록 하는 규정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학 내 조직들 간의 력이 필요하다. 

기록의 생산 기 과 수집  서비스 조직이 다

를 경우 이들 간의 력은 필수 이다. Harvard 

학과 MIT의 경우처럼 기록의 생산 주체, 

리 주체, 서비스 주체가 모두 다르더라도 부

서․기  별 연계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기록을 

리하고 서비스 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이

처럼 부서  기 의 력을 통해서 기록 리

의 체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명지 학교는 사료실은 도서 에 속해 있으

나 도서 과 수집 범 , 소장 황, 정리 황, 

산화 등의 측면에서는 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내외 많은 학들이 기록  소장 기록

을 학 도서 의 통합 검색 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서  서비스와 통합 검

색 시스템의 구 은 기록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

법이 될 것이다. 도서  이외에도 명지 학교 

내의 기록 생산 부서, 학생 자치 단체 등과의 

력 역시 학생 련 기록의 리에 핵심이다.

넷째, 디지털 리포지터리의 확장 운 이 필요

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명지 학교는 학

논문만을 수집하여 서비스하는 d-Collection만 

도서 에서 운 하고 있다. 리포지터리는 기록

의 장기 보존, 분류  근, 는 배포의 도구

가 될 뿐 아니라, 생산자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

며 디지털 자료의 조직  리와 검색  활용

이 용이한 좋은 랫폼이다. 즉, 리포지터리가 

확장 운 되면 용단계의 학기록을 보 하

는 랫폼이 되는 것이고, 기록 에서는 인트

라넷이나 학생들의 종합정보를 리하는 시스

템과 연동하여 기록정보를 서비스하는 좋은 매

개체가 되는 것이다(조용훈, 서은경, 2014). 

<그림 4>는 확장된 리포지터리의 학생 련 

기록 수집체계를 재구성하여 제시한 것이다. 리

포지터리는 운  못지않게 정책의 수립이 요

하다. MIRACLE Project(Markey et al., 2007)

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리포지터리를 운 하

는 미국 내 학들의 50%이상이 수립한 리포

지터리 정책의 항목에는 <표 14>에 제시한 것

과 같이, 수용 가능한 일 포맷, 권한 리자 

설정, 컬 션 정의, 근제한 정책, 메타데이터, 

수집 범 , 콘텐츠 삭제 정책, 콘텐츠 보존 정

책, 외부 기증자 정책, 콘텐츠 업데이트 정책 등

이 포함된다.

<그림 4> 리포지터리 구축을 통한 학생 련 

기록 수집 체계

※조용훈, 서은경, 학기록 에서의 비행정기록 수집방안

에 한 연구, 2014를 참고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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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지터리 정책 항목

∙수용 가능한 일 포맷

∙권한 리자 설정

∙컬 션 정의

∙ 근제한 정책

∙메타데이터

∙수집 범

∙콘텐츠 삭제 정책

∙콘텐츠 보존 정책

∙외부 기증자 정책

∙콘텐츠 업데이트 정책

※MIRACLE Project(Markey et al., 2007)를 참고하여 

재구성

<표 14> 리포지터리 정책 제안 항목 

온라인 리포지터리는 그 기능을 확장함으로

써 학의 지  자산과 교육 구성원들이 활용 

가능한 연구 성과들을 장기 으로 확보되도록 

할 수 있고, 폭넓게 공개되고 활용되도록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이

다. 한 기록   도서 과 그 시스템, 그리

고 학생 서비스 등의 력 계를 구축하는 데

에 심 인 역할을 할 수 있고, 학생 련 기

록의 효율  리를 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이 연구는 학생 기록  행정 기록의 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학생 련 기록이라고 정의

하고, 교육 기록과 학생 창작  연구 기록, 학

생 활동 기록으로 구분하여 이에 한 수집․

리방안에 해 살펴보았다. 이를 해 국내

외 여섯 학의 리 사례와 네 곳의 학과 사례, 

그리고 미국 역 학의 온라인 리포지터리 

설치  운  황을 조사한 MIRACLE Project 

(Markey et al., 2007)를 살펴보고 명지 학교

의 황을 살펴보았다. 

사례 분석 결과, 수업자료  교과과정에 

한 산출물들인 교육기록과 련하여서는 많은 

학들이 기록의 수집정책에 교육 기록을 포함

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었으며, 부분 연간 계획에 따른 이 , 생

산과 동시에 등록․수집하는 방법을 통해 기록 

수집을 하고 있었다. 수집 주체는 학, 기록 , 

도서 , 온라인 리포지터리와 웹기반 학습 시

스템 등 다양했다. 

학생 창작  연구 기록 련하여서는, 학

논문을 주로 도서  심으로 수집하고 리하

고 있었으며, 일부 학이 학과 차원 등으로 다

양한 유형의 학생 창작물과 연구물을 사진과 

상, 3D 모델링 로그램 등을 통해 디지털화

하여 리하고 있었다. 학생 활동 기록은 많이 

이 지지 못하고 일부는 학생 단체의 생산기록

을 악하고 있었으며, 주로 기증을 통해 수집

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학생 자치 단체로부터 

링크를 제공받아 기록 이 이용자들에게 열람

을 제공하는 체계를 활용하고 있었다. 

한편 명지 학교의 교육 기록 리 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 기록이 꾸 히 생산되고 있

지만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

습 자료로 인식되는 강의자료의 경우는 많은 

양이 e-Class에서 수집되나 보존이 잘되고 있

지 않아 장기 인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 명지 학교의 학생 창작  연구 기록은 

학 도서 에서 졸업논문을 제외하고는 수집  

리 행 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한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이 산출되고 있어 사료실

이 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명지 학교의 

학생 활동 기록들과 련해서는 학생 자치 단

체들의 기록이 생산되고 있으나 분산되어 있고, 

체계 인 수집이 무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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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하여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육 

기록은 기록 이 심이 되어 매년 시기별 기

록 수집 목록 작성  수집 계획을 수립하여 체

계 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며, e-Class 사용의 

필수화와 보존과 리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학생 창작  연구 기록은 학생들의 창작  연

구 성과물이 많이 나오는 단과 학이나 학과 

심의 수집을 하되, 학차원에서 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유형의 기록 

리가 바람직하다. 학생 활동 기록은 자치 단체

가 개별 으로 확보하고 있는 기록을 링크 등

으로 연결하여 이용․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되, 기록 수집 로세스의 체계화가 필요하

며, 학생 활동 기록을 소장하고 있는 학생과 졸

업생들의 기록 기증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된 학생 활동 기록 

리 방안은 학생 자치 단체 기록의 생산, 수집 

 리가 어느 정도 수 으로 이루어져야 가

능할 것이며, 이는 학 는 기록 이 학생 자

치 단체에 기록 리 련 지침을 제공하면 더 

체계 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교육 기록, 학생 창작  연구 기록, 학생 활

동 기록을 아우르기 해서는, 학차원에서 

기록의 범  재설정  기록 수집 정책의 성문

화가 필수 이며, 비 용기록을 기 에 따라 

사료실로 체계 으로 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록의 수집․서비스를 한 기  력

은 필수 이고, 온라인 리포지터리의 확장 운

이 필요하다. 

매년 학에서 생산되는 학생 기록은 양이 

방 하고 기록 역이 매우 넓으며, 학에서 

생산되는 기록 에서도 그 요성이 매우 높

다. 재 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 이후에 

학에 입학하여 다양한 학습효과를 릴 미래 

학생들에게도 요할 뿐 아니라, 다른 공과 

련된 다양한 활동과 결과물을 통해 융합 인 

연구를 하는 교수들, 학의 다양한 역에 

심있는 외부 연구자들, 그리고 사회에서 창의

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다양한 섹터에 

정보로서 큰 가치가 있다. 하지만 국내 부분

의 학들이 행정 기록을 제외하고는 학생 기

록을 학 기록의 범주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체계 으로 수집․ 리하지 

못하고 있다. 

학의 곳곳에서 기록들이 생산되고 일부 나

름 로 리되고는 있으나, 많은 학생 련 기

록들이 생산된 후 수집․ 리 되지 못한 채 사

장되거나 버려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 으로도 

큰 낭비이다. 선행연구와 사례조사를 통해 확

인한 것처럼 먼  학 구성원들이 학생 기록

의 요성과 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데에 선제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는 못했고, 이는 이 연구의 한계라고 하겠다. 

한 이 연구는 명지 학교 내에서 생산되고 있

는 학생 련 기록을 상으로 생산 이후의 

리 방안을 제안하 으나, 실행의 구체성은 부

족하며, 일부 사례를 근거로 일반화하여 제시

할 수 없는 것도 한계라고 하겠다. 

그러나 실제 으로 학생 련 기록이 어떻

게 더 잘 리될 수 있을지 다양한 모범 사례

를 살펴보고 분석해 본 후, 명지 학교 황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리 방안을 모색해본 것

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학들

에서도 이 연구에서 살펴본 사례  제안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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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더 다양한 연구를 통해 

더 구체 인 개선안들과 효과 인 인식제고 

방안 등이 제시되고, 실제 장에서 용되기

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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