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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집행의 시각에서 2015년부터 2년 동안 진행된 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
(KORUS) 구축사업의 집행과정을 분석하였다. 정보화 사업의 집행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본 연구는 정보화 사
업을 정책과정의 일부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분석모형의 설정에 있어서
는 정책집행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채택된 분석변수를 기본으로 하였다. 거기에 사업수
행의 주체가 되는 민간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관리와 관련된 일부 변수를 추가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코러스 구축사업을 위한 적정한 재원의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대학 요구사항의 반영, 구축사업자의 순응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둘째, 구축사업자
의 구성과 전문성의 문제로 인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셋째, 구축사업
의 관리를 위한 조직구성과 인력충원이 적절하지 못하여 대학사용자의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고 조직 간의 협업과 조정, 집행관계자들의 순응을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었
다. 발견된 문제점의 대부분은 코러스 사업의 집행단계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었다.
다만,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이 있었다면 일부분 해결이 가능했지만, 이들의 지원은 충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정보화 사업의 추진 등 유사 정책 집행은
정책결정 단계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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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국 국립대의 행·재정 업무를 단일시스템으로 사용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이 2017년에 개통
되었다. 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으로 명명된 이 시스템의 구축사업은 2010년 국립대의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당시 국립대의 정보화 수준은 타 공공기관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고 대학 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에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재정·회계분야에서의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교육부
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대안을 모색한 끝에, 국립대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단일 통합정
보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교육부, 2014).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은 2011년에 마련되었다. 총 사업비 규모와 사업비 부담 주체에
대한 이견으로 교육부와 예산당국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다가 2015년이 되어서
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교육부에서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용역사업자를 선정한 후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의 3대 요소인 응용프로그램 개발, 상용프로그램 도입, 물적기반 구축을 진행
하여 당초 예정대로 2017년에 시스템을 개통하였다.
정보화 사업(IT Project)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사업비’와 ‘사업일정’
의 준수라는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식이 있다. 이 두 가지 기준만을 적용하면 미국에서의 사업
성공률은 40% 이하에 그친다 (Simon, 2011).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국립대자원관리시
스템 구축사업은 성공이라 평가할 수 있다. 총 사업비의 변동이 없었고 시스템 개통도 일정에
맞추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성공적인 정책이
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구축사업 집행과
정에서의 제반 측면을 살펴보았다.
교육정책에서의 집행 분야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간헐적
으로나마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분야의 선행 연구를 보면, 정책학의 집행 분야에서 제시
하고 있는 각종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모형을 수립한 뒤, 사례분석을 통하여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있다(정성수, 2008); 서용희, 주철안, 2009; 박상완, 김재웅, 2015).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정보화 사업의 집행 측면을 분석한 경우는 매우 드물며, 일부 사례연구
에 있어서도 정보화 사업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정광훈, 2013). 예를
들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용역사업자의 구성이나 전문성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 이와는 달리, 정보화 분야의 연구자들이 수행한 정보화 사업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사업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자의 구성, 담당자의 전문성,
현업직원의 협조 등과 같은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김영렬, 정선필, 2004; 박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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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기, 2007). 그러나 이들 연구는 주어진 사업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요인을 규명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으며, 정책집행에서의 관료 조직의 특성이나 예산 확보 및 운용의 어려움,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역동적인 참여 같은 측면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홀히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축사업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책집행
측면과 정보화 사업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하였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차적인
목표는 사업목적의 달성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관리가 핵심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추진하
는 사업은 정책과정 (policy process)의 일부이므로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들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분석모형의 수립에서는 정책집행
연구와 정보화 사업의 연구에서 제시된 주요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여 논의한다. 연구대상은
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정책집행’단계에 한정한다. 분석대상 기간은 국립대자원관
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시작된 2015년 5월부터 사업이 종료된 2017년 4월까지이다. 다만, 집행
단계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정책결정’단계의 설명을 추가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를 우선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자 면담을 통해 자료를 보완하였다. 정보
화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나 사업의 진행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입수하기 어렵다. 정보 보안의
문제이거나 사업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공개된 원문 자료의 입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서 인용하거나, 보도자료, 홍보자료,
언론보도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를 통해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대자원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하였던 교육부 사업추진단, 국립대 실무지원팀, 사업컨설팅사 등의
관계자 면담을 통해 검증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교차검증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분석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모형
1. 정책집행 모형
미국에서 정책학 연구가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이다. 그 이유로서
사회적 측면을 보면, 미국 정부가 하류층의 빈곤, 실업, 인종차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의 건설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여러 정책을 추진하면서 학문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정정길 외, 2010: 9). 당시의 정책 연구는 정책결정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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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정책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입법이 완료되면 집행은 결정자가 기대
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정정길 외, 2010: 563). 그러나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고 실패로 끝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오클랜드 프로젝트(Oakland Project)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프로젝트는 1966년에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지역에서 흑인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천 3백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3천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업 시행 3년 후에 평가한 결과, 예산 투입은 4백만 달러에 그쳤고
신규 일자리 창출은 63개에 불과했다 (Bardach, 1977: 1). 이 정책의 실패 원인 중의 하나로서
정책결정과 집행의 괴리가 지적되었다. 정책집행은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결정과 별개
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정책목표와 수단 역시 부분적
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Pressman & Wildavsky, 1984: 143). 이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결과는 1970년대 초반부터 정책집행 분야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가
되었다 (유훈, 2007: 120).
정책집행에 대한 연구는 그 이론적 틀에 따라 주안점이 달라진다. 초기의 정책집행 연구의
이론적 틀은 하향적 접근법(top-down approach)과 상향적 접근법(bottom-up approach)으
로 나뉜다. 하향적 접근법은 정책집행을 정책결정단계에서 채택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수단
적 과정으로 파악하며 정책결정자가 집행과정의 제반 측면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연구의 초점은 정책결정자에게 바람직한 집행이 일어날 수 있는 제반 요인에 대한 규범
적 처방을 제시하는데 있다.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정책목표와 정책산출
간의 타당한 인과관계의 성립,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일관성, 정책수단의 적정성, 유능하고
헌신적인 집행관료, 결정된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등이 있다(정정길 외, 2010: 569-571;
Sabatier & Mazmanian, 1979; Sabatier, 1986). 이와는 달리, 상향적 접근법은 정책결정자가
아니라 정책집행 현장과 현장에서의 참여자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정책결정자가 집행과정에
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책집행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은 정책결정권자가 아니라 일선집행자이다. 따라서 정책집행을 이해하
기 위해서는 일선집행자가 집행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장애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들
이 가진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량을 부여하고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보상체계의 제공, 현장 참여자들 간의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 등이 중요
하다(정정길 외, 2010: 589-591; Elmore, 1979-1980; McLaughlin, 1987).
하향적 접근법과 상향적 접근법은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합하려는 노력
이 이루어져 왔다. Sabatier(1986)는 정책지지연합모형을 통해 두 접근법의 특성을 결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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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모형의 구성을 시도하였는데, 상향적 접근방법에서 제시하는 분석단위를 채택한 후, 개개
의 분석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하향적 접근방법의 변수에 사회경제적 상황 등의 변수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Elmore(1983)는 집행 연구를 전방향적(하향적) 접근방법과 후방향적(상
향적) 접근방법으로 구분한 후, 정책목표는 전방향적 방법에 의해 결정하고 정책수단의 선택은
후방향적 방법에 의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통합모형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시도는
두 접근법이 서로 다른 분석범위, 초점, 바람직한 집행관을 바탕으로 하는데서 기인하는 것이
므로 통합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최종원, 1998). 통합모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이후에도 여러 방식으로 시도되었으나 대안으로서의 주도적인 분석모형은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박상완과 김재웅(2015)은 국내의 교육정책에 대한 집행연구에서는 이론
적 틀에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례연구에서 하향식 접근방법과 상향식 접근방
법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각각의 접근방법에서 제시하는 변수를 혼재하여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 선행연구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정책집행과 정보화 사업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한다.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은 이 두 가지 측면 중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연구의 접근방법과 분석변수의 선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부류의 연구
(그룹Ⅰ)는 정책집행에 중점을 두면서 정책학 분야에서 제시된 변수를 중심으로 교육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있는 반면에, 두 번째 부류의 연구(그룹Ⅱ)는 정보화사업의 관리 측면에서
성공과 실패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두 그룹의 분석변수와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규명해 본다.
먼저, 분석변수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룹Ⅰ과 그룹Ⅱ간에 유사점과 차이점이 동시에 발견
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룹Ⅰ에는 교육대학발전 교사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정
성수, 2008),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서용희, 주철안, 2009), 학교평가 정책(박상완, 김재웅,
2015)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의 분석변수를 하위변수와 결합하여 보면 명칭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정책목표의 구체성․명확성, 적절한 정책수단의 확보,
정책결정자의 지원, 정책집행조직 및 담당자의 능력․태도, 조직내․외의 협업, 정책대상집단과
의 의사소통과 이들의 순응, 정책을 둘러싼 외부 환경의 변화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변수를 바탕으로 교육 분야의 정보화 사업을 연구한 사례는 찾기가
쉽지 않다. 다만 최근에 이루어진 사례로는 정광훈(2013)의 디지털교과서 도입정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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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있다. 분석변수를 정책, 집행조직, 대상집단, 환경 등으로 구분하고 하위변수로는 앞의
연구에서 제시된 것 이외에 집행조직의 이원화, 법과 제도 개정의 어려움, 기반기술의 급격한
변화 등을 추가하였다.
<표 1> 선행연구의 분석변수
분류

그룹Ⅰ

연구자

분석변수

정성수
(2008)

정책결정자
정책집행자
정책대상자
정책환경

•
•
•
•

사업목표․사업성격․예산
집행자 구조, 행위 및 전략
정책대상자 특성, 인식(만족도)
사회․경제적 환경, 지배기관 지원, 이해관계집단

서용희,
주철안
(2009)

•
•
•
•

정책목표
정책집행자
정책대상집단
환경

•
•
•
•

정책목표, 정책수단
집행자의 성향, 추진전략․활동
대상집단의 반응, 인식
정치․사회․경제적 여건, 이익집단, 언론․대중

박상완,
김재웅
(2015)

•
•
•
•

정책특성
정책결정자
정책집행조직․담당자
정책집행대상집단

•
•
•
•

정책목표, 정책수단 및 자원확보
정책결정자 지지와 태도
집행주체 능력․태도, 관료규범, 집행절차, 협업
순응과 정치력, 대중․매스컴 지지

• 정책
정광훈
(2013)

• 집행조직
• 대상
• 환경
• 조직지원요인

그룹Ⅱ

하위 분석변수

•
•
•
•

이광수,
안성진
(2014)

• 사용자지원요인
• 개발지원요인

• 정책목표의 명료성, 정책문제의 성격, 제도의 정
합성, 정책집행의 일관성
• 정책관리자 교체, 집행담당자 이동, 집행조직 이
원화, 법․제도 개정 어려움, 예산 및 재원확보
• 대상집단의 변화, 대상집단의 만족도
• 사회․기술적 환경변화, 주요 국가기관의 영향, 예
상외의 사건발생, 기반기술의 급격한 변화
• 명확한 목표, 최고경영층 지원, 제도정비, 경쟁강
도, 의사결정 적시성, 프로세스 융통성, 예산 적
정성, 사업기간 적정성
• 현업직원의 주도적 참여, 프로젝트팀 구성, 추진
조직, 담당자의 사업이해도, 조직내 협업
• 전문인력 보유, 사업경험, 기술력 보유, 개발단계
별 검증활동, 교육․훈련, 시스템 연계, 프레임워
크 적용, 신기술 적용

그룹Ⅱ에는 이광수와 안성진(2014)의 고등교육기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성공모형
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들은 국립대 및 사립대에서 구축한 통합정보시스템을 분석한 후, 정보
시스템 구축 시 고려해야할 세부 측정항목으로서 조직지원요인, 사용자지원요인, 개발지원요
인 등의 3개 분야에서 21개의 측정변수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그룹Ⅰ의 분석변수와 비교해
보면 유사한 측면이 있다. 조직지원요인은 정책 자체의 특성, 사용자지원요인은 정책대상집단,

- 94 -

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정책집행 분석

개발지원요인은 집행조직 및 집행담당자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차이점도 발견된다. 목표
설정의 경우에는 목표의 설정 여부 자체가 중요하고 사용자지원에서는 사업추진과 직접 관련된
조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추진조직 외부와의 협업이나 정책 환경과 관련된 변수는 제외되
었다. 이러한 차이점은 정보화 사업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ERP) 구축사업을 분석한 연구(김영렬, 정선필, 2004; 박인
우, 권재기, 2007; Finney & Corbett, 2007; Ali & Miller, 2017)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분석결과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룹Ⅰ의 경우에는 <표 1>에 제시된 분석변수가
전반적으로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룹Ⅱ의 경우에는 사례별로 변수
간의 중요도에 차이가 크다. 주요한 변수로는 명확한 정책목표와 수단의 설정 및 목표와 수단
간의 연관성(김재웅, 2007, 2011; 서용희, 주철안, 2009; 권혁주 외, 2010; 송경오, 2013;
박상완, 김재웅, 2015; 이승호, 2017), 정책대상집단의 참여, 순응 및 이들과의 소통(김재웅,
2007, 2011; 서용희, 주철안, 2009; 박상완, 김재웅, 2015; 이승호, 2017), 일선 집행담당자의
참여 및 순응(이장익, 2012), 집행담당자의 업무연속성, 전문성·의지 및 예산확보(정성수,
2008), 정책결정자의 지원(박상완, 김재웅, 2015; 이승호, 2017), 언론과 여론(김재웅, 2007;
이승호, 2017) 등이 있다. ERP 구축사업에 있어서는 최고경영자의 지원과 유능한 프로젝트팀
의 구성 등 두 개의 변수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었으며, 그 이외의 주요 변수로는 예산계획
및 관리, 교육·훈련, 조직간 의사소통, 사용자의 참여, 집행전략 및 사업일정 등이 있다(김영렬,
정선필, 2004; Finney & Corbett, 2007; Ali & Miller, 2017).

3. 분석모형
분석모형을 만들기 위해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분석변수와 분석결과를 일차적으로 참고
하였다. 그러나 그룹Ⅰ과 그룹Ⅱ에서 제시된 변수를 단순하게 결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룹Ⅰ의 경우에는 분석변수의 선정과 명칭에 있어서 부분적인 차이는 있지만 유사성이 높고,
분석결과에 있어서도 변수들의 중요성이 사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제반
변수를 포괄하고 있다. 반면에, 그룹Ⅱ의 경우는 분석변수의 범주나 용어의 정의에서 일관된
기준을 찾기가 어렵고, 분석결과에서도 변수의 중요도가 사례별로 편차가 큰 편이다. 이러한
차이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여기에서는 그룹Ⅰ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책집행에서의
분석변수를 중심으로 하면서, 그룹Ⅱ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일부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모형을 만들고자 한다.
분석변수의 선정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변수를 포괄하고 있는 정정길 외(2010)가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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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수를 중심으로 하고, 이 변수들을 <표 2>에서와 같이, 정책변수, 집행변수, 환경 및 맥락
변수, 문제관련변수로 분류(정일환, 1997)한 후, 각각의 하위변수를 설정한다. 이와 함께,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구축사업자’와 ‘사업기간’ 변수를 추가한다. 정보
시스템 구축에서 사업관리의 주체는 사업 발주자이지만, 프로그램 개발이나 물적기반 구축과
같은 업무는 구축사업자가 수행한다. 이런 의미에서 구축사업자는 중간매개집단(정정길 외,
2010: 551-552)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축사업자(프로젝트팀)의 특성이나 순응 등
을 정책변수와 집행변수의 하위변수에 포함시켜 분석한다. 아울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적정한 사업기간의 확보여부는 정보화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잣대(Simon,
2011)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그룹Ⅱ에서의 주요 변수에 포함(이광수, 안성진, 2014)되어
있기에,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정책변수의 하위변수에 포함시켜 분석한다.
<표 2>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변수

정책변수

집행변수

환경 및
맥락변수

문제관련
변수

하위변수

주요 내용

• 정책내용의 명확성 및 일
관성
• 정책집행에 필요한 수단
및 자원의 확보

• 정책목표와 수단이 정확히 제시되고 명확히 전달되며
일관성이 있느냐의 여부
• 재원확보 및 조직·인력구성의 적정성
• 사업기간의 적정성
• 정책대상집단, 집행관료, 사업자의 순응 확보수단

• 집행주체의 능력과 의지
• 중간매개집단의 능력
• 집행체제의 구조

• 교육부 사업추진단의 구성, 관리능력, 전문성, 표준운
영절차, 집행의지
• 구축사업자의 구성, 사업경험, 전문성
• 조직 및 기관 간의 협력 및 조정

• 정책결정자의 지지․태도
• 정책대상집단의 태도
• 대중 및 매스컴의 관여

• 집행수단․자원․권한 확보를 위한 정책결정자의 지원
• 정책 수혜집단의 지지와 희생집단의 저항
• 일반대중 및 매스컴의 반대 또는 지지

• 정책의 중요성

• 정책대상집단의 규모와 지리적 분포, 정책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 정책으로 인한 변화의 정도
• 정책문제의 복잡성, 동태성, 불확실성
• 정책유형에 따른 수혜자와 반대자의 개입 차이

• 문제상황의 특성
• 정책유형의 차이

Ⅲ. 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연혁
1. 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추진배경
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국립대학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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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국립대의 자원 및 정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하
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국립대 정보시스템의 낙후성 문제이다. 당시 국립대 40개교의 정보시스템 중 64.2%는
향후 3년 이내에 전면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일반행정 분야의 경우는 대부분 전산화
수준이 높았으나, 예산관리, 회계관리 등에서의 전산화 비율은 60%이하(한국개발연구원,
2012: 16-18)였는데, 이는 초․중등학교의 정보화 수준과 비교할 때도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
(안성진 외, 2011: 41-42). 둘째, 정보화 수준에 있어서 국립대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었다
(교육부, 2014). 국립대 정보시스템은 대학별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었기에 정보화 수준에서
의 차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그 격차가 너무 클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격차가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는 점이다. 셋째, 전산화가 이루어진 대학업무의 경우에
도 대외시스템과의 연계, 학내 시스템 간의 연계가 미흡하였다(교육부, 2014).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에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를 직접 지원하여 대학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이는 예산 낭비라는 논란이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국립대
별 정보시스템 투자비용과 통합시스템 구축사업비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전자의 사업비가
후자에 비해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한국개발연구원, 2012: 130, 159), 국회에서
는 국립대들이 동일한 정보시스템을 개별 구축해 국고 1286억 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자신문, 2013.12.16.). 다른 한편에서는 국립대 정보시스템의 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미국 대학에서 1990년대에 시작되었던 ERP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김영렬, 정선필, 2004). 이에 따라 교육대와 산업대에서 ERP를 도입하여 운영해 보았
으나, 업무처리의 비효율성 증가, 프로그램 활용율 저조, 추가 개발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용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이광수, 안성진, 2011; 안성진 외, 2011).

2. 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추진과정
국립대 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를 해결
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 착수하였다. 먼저 국립대의 정보화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
하고, 이를 토대로 2010년에 발표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 개발사업을
포함시켰다. 그 이후, 정책연구를 거쳐 2011년에 구축사업의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였
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국립대자원관리선진화TF팀이 구성되었고, 업무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BPR)와 정보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ISP)이 수
립되었으며, BPR/ISP를 바탕으로 2012년 기획재정부에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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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통과하였다(한국개발연구원, 2012).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발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까
지 순조롭게 진행되던 구축사업 추진은 사업 예산의 부담주체와 부담비율에 대한 예산당국과
의 이견으로 2년여의 협의기간을 거치게 되었다. 2014년에서야 총 사업비가 554억 원으로
최종 결정되었고, 구축사업자 선정을 통해 2015년 5월 29일 사업착수식을 시작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교육부, 2015b).
사업의 집행단계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축사업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2년간 진행되었다. 2015년 6월부터 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를 진행하
였고, 이어서 12월부터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된 후, 시스템의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업무분야별 중점 대학을 선정하여 시범운영을 마쳤
다. 이와는 별도로, 대학별 데이터 이관 작업과 물적기반(인프라) 구축작업도 병행하였다(국립
대학자원관리팀, 2016). 또한 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 영문 명칭을 공모하여 ‘코러스(KORUS:
Korean University Resource United System)’로 명명(이하에서 ‘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과
‘코러스’를 동일한 의미로 혼용한다)하고, 코러스 시스템의 운영업무를 맡게 될 코러스운영센
터를 공모를 거쳐 전남대학교에 설치하였다(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구축사업단, 2016). 이
러한 과정을 거쳐 2017년 1월과 3월에 업무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시스템을 개통하였으며,
4월에 구축사업을 종료하였다(국립대학자원관리팀, 2017).
<표 3> 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집행단계 추진과정
연월

소요기간

2015년 5월

-

2015년 6월-11월

6개월

시스템 분석 및 설계

2015년 12월-2016년 6월

7개월

시스템 개발

2015년 12월

-

2016년 4월-12월

9개월

2016년 9월

자료

:

주요 내용
사업 착수식

-

코러스(KORUS) 명칭 선정
대학별 데이터 이관
코러스운영센터 개소식

2016년 7월-8월

2개월

시스템 테스트

2016년 9월-12월

4개월

시스템 시범운영

2017년 1월

-

시스템 1차 개통

2017년 3월

-

시스템 2차 개통

2017년 4월

-

사업 종료

국립대학자원관리팀(2016,

2017)

및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구축사업단(2016)을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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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집행과정 분석
1. 정책변수
가. 정책내용의 명확성 및 일관성
코러스 사업 내용의 명확성이나 일관성에 대한 평가는 상반된 측면이 있다. 사업 내용의
명확성 측면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코러스 사업의 목표를 “국립대의 행정업무영역과 다양한
회계를 유기적으로 연계 처리할 수 있는 통합 행․재정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국립대 행․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예상되는 효과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a). 사업 내용과 절차는 사업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RFP)에서 상세히 소개(교육부, 2014)하고 있으며, 보도자
료, 홍보자료, 공문 등을 통하여 대학관계자들에게도 전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목적이나
내용이 대학의 교직원 등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불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다. 일반 사용자들은
정보화 관련 정책이나 용어를 이해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에
익숙해져 있기에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러스 사업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부정적 요소가 크다. 코러스 사업은 2010년에 정책의제로
설정된 이후 2015년 사업에 착수하기까지 5년여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업범위
나 방식이 수차례 변경되었다. 또한 정보시스템 구축은 사업제안요청서(RFP)의 기능을 구체
화하는 시스템 구현 과정에서 사용자들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RFP의
내용을 변경해야만 한다. 이러한 점은 사업의 일관성에 대한 집행관계자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리라 보여진다.

나. 재원확보의 적정성
코러스 사업예산은 554억 원으로 사업 착수부터 종료까지 변동이 없었으며, 총 예산중 40%
인 222억 원은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60%인 332억 원은 국립대에서 부담하였다. 코러스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집행단계까지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BPR/ISP 단계부터 최종 확정까지 큰 폭의 조정
을 겪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11년 BPR/ISP를 바탕으로 산정한 사업비는 1516억 원이었
다. 사업 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이며, 사업 분야는 응용프로그램과 인프라 구축
을 포함하였다. 응용프로그램은 인사, 재정·회계, 연구, 학사 분야 등 국립대 업무 전반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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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였다(한국개발연구원, 2012: 5).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1516억 원의 사업비는 한
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면서 2001억 원으로 대폭 상향 추계되었다(한국개발
연구원, 2012: 130-131). 그러나 이 사업비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협의를 거친 후,
2014년 확정 단계에서는 대폭 축소되었다. 사업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었고, 학사분
야가 제외되었으며 사업비는 554억 원으로 감액된 것이다(교육부, 2015b).
당초에 제시된 사업비 1516억 원과 2001억 원을 최종 사업비 554억 원과 비교하기 위해서
는 학사분야 개발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재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
개발연구원의 사업비에서 학사분야의 개발비용을 기능점수(Function Point: FP) 방식으로
추산하여 비교해 보고자 한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산출한 1516억
원의 사업비에서 응용프로그램 개발비 총액(B)은 575억 원이며, 응용프로그램 개발 총 기능점
수 61575점 중에서 18%에 해당하는 11228점이 학사분야에 할당되었다(한국개발연구원,
2012: 107). 반면에 한국개발연구원 조사에서는 2001억 원의 사업비에서 응용프로그램 개발
비 총액(B)이 611억 원이며, 응용프로그램 개발 총 기능점수 65139점의 12%에 해당하는
7804점만이 학사분야에 할당되었다(한국개발연구원, 2012: 110). 이를 토대로 학사분야 개발
비(C)를 추산하면 교육과학기술부 사업비에서는 103억 원, 한국개발연구원 사업비에서는 73
억 원이 도출된다. 따라서 응용프로그램 개발비에서 학사분야를 제외한 개발비(D)는 각각
472억 원, 562억 원이 된다. 코러스 응용프로그램 개발비(B) 286억 원은 이들과 비교할 때
각각 61%, 51%에 불과하다. 학사분야를 제외한 총 사업비(E)를 비교하면 더욱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당초 제시한 사업비는 1413억 원, 한국개발연구원에
서 추계한 사업비는 1928억 원으로, 코러스 사업비 554억 원은 이들과 비교할 때 각각 39%,
29%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때, 코러스 구축사업은 재원확보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실제, 코러스 사업을 종료한 후 교육부에서 코러스 유지보수사업비 산정을 위해
구축사업비를 재산정하여 791억 원으로 추산(교육부, 2018)하였으며, 이는 적정 사업비의
30% 정도가 부족하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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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코러스 구축사업비 비교

1)
2)
3)

교육과학기술부(2011)1)

한국개발연구원(2012)2)

교육부(2015)3)

사업기간

2013년-2015년(3년)

2013년-2015년(3년)

2015년5월-2017년4월(2년)

사업분야

∘ 응용프로그램개발
(인사/재정/연구/학사)
∘ 인프라 구축

∘ 응용프로그램개발
(인적/지적/재정/정보)
∘ 인프라 구축

∘ 응용프로그램개발
(인사급여/재정/산학연구)
∘ 인프라 구축

총 사업비

1,516억 원

2,001억 원

554억 원

자료
자료
자료

:
:
:

Ⅳ–

한국개발연구원(2012) <표1-4> 및 <표
28>에서 인용
한국개발연구원(2012) <표
28>을 재구성
교육부(2015b) 및 국립대학자원관리팀(2017)

Ⅳ–

<표 5> 학사분야를 제외한 구축사업비 비교

총 사업비(A)
소계(B)
학사분야
개발비(C)
학사분야 제외한
개발비(D=B-C)
학사분야를 제외한
총 사업비(E=A-C)

응용프로그램
개발비

1)
2)
3)
4)

자료
자료
자료
자료

:
:
:
:

(단위 : 억 원)

교육과학기술부
(2011)

한국개발연구원
(2012)

교육부(2015)

1,516

2,001

554

5751)

6351)

2862)

1033)

734)

0

472

562

286

1,413

1,928

554

Ⅳ–
Ⅳ–
Ⅳ–

한국개발연구원(2012) <표
28>에서 소프트웨어개발비를 반영
교육부(2014)의 구축사업비 총액에서 응용소프트웨어개발비를 반영
한국개발연구원(2012) <표
7>의 기능점수(FP)를 반영하여 계산
한국개발연구원(2012) <표
10>의 기능점수(FP)를 반영하여 계산

다.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코러스 사업의 집행 조직은 교육부 사업추진단, 용역사업자,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부가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코러스 구축업무
를 총괄하고, 용역사업자는 구축사업자와 사업컨설팅사가 각각 개발업무와 컨설팅업무를 담
당하였다. 지원조직인 국립대실무지원팀은 39개 국립대의 파견 직원들로 구성되었다. 교육부
사업추진단과 용역사업자, 국립대실무지원팀은 충청북도 오송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2년 동안
상주하면서 코러스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 그 이외의 지원조직으로는 대학별로 국립
대학자체실무추진단을 구성하였고, 국립대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한 국립대학협의회와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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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화자문단을 운영하였으며, 사업비관리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였다(교육
부, 2014;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구축사업단, 2016).

[그림 1] 코러스 구축사업 추진체계 (교육부, 2014)

코러스 구축사업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에 있어서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먼저, 코러스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구축사업자는 서로 이질적인 사업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구축사업자는 A, B, C 3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20명에
서 170여명의 인력이 상주하였다. 구축사업자를 선정할 당시에 관련법령(소프트웨어산업진흥
법 제24조의2)에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였기에, 중견 내지 중소기업 규모의 3개 기업이 컨소
시움을 구성하여 재정회계, 인사급여, 산학 분야 업무를 각각 맡았다. 코러스는 시스템통합
(System Integration: SI) 방식의 개발이었기에 이들 업체 간의 협력이 중요하였다. 그러나
이들 3개 업체는 인적구성이나 조직특성, 의사결정 방식 등에 있어서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일부 측면에서 협력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용역사업자로서 사업
컨설팅사(Project Management Office: PMO)가 참여하였다. PMO는 정보화 사업의 전문적
인 사업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정보화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면서
중소기업의 미숙한 사업관리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서용원 외, 2016).
다음으로는 교육부 사업추진단의 인력구성과 조직위상의 문제이다. 사업추진단은 교육부내
의 자율팀 형태로 구성되었다. 대학정책실 소속으로 ‘국립대학자원관리선진화팀’(이하, ‘코러
스팀’과 혼용한다)이라는 명칭 하에 교육부 직원 3명과 국립대 파견직원 7명 등 10명으로
구성되었다. 교육부 직원은 서기관 팀장 1명, 행정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1명으로 구성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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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립대 파견직원은 전산직 주무관 6명과 행정직 1명으로 구성되었다(국립대학자원관리시
스템구축사업단, 2016). 오송사업장의 특징은 코러스팀, 컨소시움 3개 업체, PMO, 국립대실
무지원팀 등 성격이 다른 5개의 조직 200여명이 서로 협업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컨소시엄 3개 업체는 협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했으며, 국립대실무지원팀은 대학현장의 의견
을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시켜야 하므로 구축사업자와는 긴장관계에 있었고, PMO 역시 구축사
업자와의 관계에서 견제와 협력의 상반된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코러스팀은 이러한 조직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협업을 이끌어 내는 총괄 관리역할을 해야 했지만, 자율팀 형태의 10명
의 인력으로 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라. 사업기간의 적정성
코러스 시스템은 사업계획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2017년 1월에 정상적으로 개통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촉박한 일정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2014년 12월에 코러스 사업의
입찰공고를 내면서 사업기간을 ‘계약일로부터 2016년 12월까지’로 정했다(교육부, 2014).
입찰공고 이후의 사업자 선정기간을 고려하더라도 2015년 2월에는 사업이 시작되어야 했으
나, 세 번이나 유찰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3-4개월 늦은 2015년 5월말에서야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사업 착수 시점이 늦어졌으면 사업 종료 시점도 함께 연장이 되어야 했지만, 사업기간
은 총 사업비와 함께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끝난 상태였고, 코러스 개통일정은 정부회계와
대학회계의 시작 시점인 1월과 3월에 각각 연동되어 있기에 당초의 사업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다(교육부, 2015b). 그 이후, 사업기간 문제는 의외로 예산당국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면서 연장이 되었다. 2016년 기획재정부는 코러스 사업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코러스 사업비 일부를 2017년으로 이월하여 배정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사업
종료 시점을 2016년 12월에서 2017년 상반기로 조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업비의 증액이
없는 사업기간 연장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켰다. 구축사업자의 경우, 당초 정해진 사업기간
내에 투입할 인력의 전체 규모를 미리 계산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기에 사업비 증액이 없는
상황에서 연장되는 시기까지 추가 인력을 투입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마. 정책관련자의 순응 확보
코러스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순응과 관련된 주요 관계자는 정책대상 집단, 집행관료, 구축사
업자이다. 첫째, 정책대상 집단의 순응 확보 수단이 미흡하였다. 중요한 정책대상 집단은 국립
대의 총장, 보직자 등 대학 내 주요 의사결정권자와 코러스를 실제 사용하는 교직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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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의 총장, 사무국장, 전산원장 등은 대학분담금 납부와 코러스팀에의 인력지원에 대한
결정에 직접 관여하고, 교직원은 프로그램개발 과정에서의 참여가 핵심 역할이다. 법령상으로
는 교육부가 국립대의 정보화를 추진할 의무(교육기본법 제23조의2,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5
조)가 있고, 대학회계제도 도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해야할 의무(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가 있지만, 이를 근거로 국립대의 코러스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개별 국립대의 코러스 사업 참여
여부는 대학의 자발적인 대학분담금 납부 확약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는
국공립대노동조합과 국공립대교수연합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대학분담금의 폐지를 요구(전국
국공립대학교노동조합, 2015;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2017)하였고, 국립대 총장협의
회, 사무국장협의회 등에서는 코러스팀에 파견된 인력의 대학복귀를 계속하여 요구하였다.
교직원들의 경우는 대학업무의 현황분석, 프로그램 테스트 및 교육 등의 과정에서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정책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둘째, 사업을 집행하는 교육부 직원과 대학에서 파견된 직원 등의 집행관료에 대한 순응
확보수단도 미흡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코러스팀은 자율팀 형태의 임시조직으로 만들어
졌기에 여기에 소속된 교육부 직원은 정규부서와 비교할 때 인사고과나 성과급 책정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실무지원팀으로 파견 나온 국립대 직원들 역시
특별한 보상은 없었다. 교육부는 인력을 파견한 대학들에게 일부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가산
점을 주는 방식으로 보상을 하였으나(교육부, 2015c), 이러한 보상이 파견인력 개개인에게
혜택으로 작용한 경우는 드물었다.
셋째, 정책집행의 중간매개집단으로서의 구축사업자에 대한 순응확보 역시 어려움이 있었
다. 외형적으로 본다면, 사업발주자인 교육부와 사업자의 관계는 법률상 계약에 기초하므로
교육부가 사업자의 순응을 확보하는 수단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적인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그 주요 원인은 사업 시작
이후에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대학의 새로운 요구가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가된
요구를 반영하려면 사업비의 증액이 필요한데, 국고 예산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했고, 대학분담금의 증액을 위해서는 39개 모든 대학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2년이라는
짧은 사업기간과 사업비 조정을 위한 절차상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사업비 증액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여건 하에서 구축사업자의 순응 확보에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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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변수
가. 교육부 사업추진단의 관리 능력
코러스 사업의 관리 주체는 교육부 사업추진단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업추진단은
교육부 직원 3명과 국립대에서 파견 나온 직원 7명으로 구성되었다. 이중에서, 교육부 소속
직원 3명과 전산직 주무관 6명은 공무원 경력과 실무 경력이 20년 이상이었기에 코러스 사업
추진에 적절한 역량을 갖추었다고 평가되며, 이들은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구축사업 시작부
터 종료까지 근무하였다. 다만, 교육부 소속 팀장의 경우에는 코러스 사업의 계획 단계인 2011
년부터 사업 착수 직후인 2015년 8월까지 다섯 번 바뀌었다.
코러스의 사업 관리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전산직의 경우, 업무를 총괄한 전산사무관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발 경험이 있었고, 전산담당 주무관 6명 역시 소속 대학에서 자체 프로
그램 개발과 사업 관리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선임 팀장급 이상으로 구성되었기에 코러스
구축사업의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이들의 전문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이들은 대학 정보화
현황 파악, 사업제안요청서(RFP) 작성 및 해석, 프로그램 개발 및 물적기반 구축, 산출물의
테스트 및 검수에 이르는 표준운영절차와 함께 이러한 과정에서 수행해야할 과제에 대한 실무
능력도 충분히 갖추었다.

나. 구축사업자의 전문성
코러스 프로그램 개발을 맡은 구축사업자의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한다. 구축사업자는 외형적인 측면에서의 전문성은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재정회계 분야를 맡은 A기업은 초․중등학교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개발한 경험
이 있는 인력이 주요 직무에 배치되었고, 인사급여 분야를 맡은 B기업은 사립대에서의 인사급
여 프로그램 개발 경험을 가진 인력이 중심이 되어 참여하였다. 산학연구 분야를 맡은 C기업의
경우에도 이 분야의 전문업체가 하청사업자로 참여하였다.
구축사업자의 이러한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국립대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에 대해서는 논란
이 있었다. 재정회계 분야의 경우, 사업자가 초․중등학교의 회계업무에 대한 사업 경험은 있었
지만 대학회계에 대한 경험은 부족하였다. 국립대에서 복식부기 사용을 의무화한 대학재정회
계법이 2015년부터 시행되었기에 사업자의 경험 부족은 당연한 측면이 있었다. 인사급여의
경우에는 국립대의 인사급여 프로그램 개발을 경험한 인력이 전무하다시피 했다. 그동안 국립
대에서는 인사급여 프로그램 개발을 외부 용역이 아니라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해 왔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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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가 이에 대한 개발 경험을 축적할 기회 자체가 부족했던 것이다. 이런 사유로 프로
그램 개발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 급여업무를 맡은 하청사업자가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후속 사업자의 선정에 수개월이 소요되어 사업일정
이 지연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산학연구 분야의 경우에는 39개 국립대의 요구사항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여 표준화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증액이 필요했으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는 성사되지 못하였다.

다. 조직 간의 협력 및 조정
코러스 구축은 여러 측면에서 조직 및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사업이었다. 첫째, 코러스는
시스템통합(SI) 사업이므로 사업자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컨소시움 사업자의 경우
사업제안서 단계에서부터 업체 간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였기에 외형적으로는 3개사 간의
협업에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사업이 시작되고 대학에서 새로운 요구사항이 증가하면서
추가적인 사업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이 비용을 컨소시움 3개사가 어떤 방식으로 배분하여
부담할 것이냐의 문제가 핵심적인 논란이었다.
둘째, 코러스는 39개 국립대의 다양한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구축사업자와 대학과
의 협업도 중요했다. 구축사업자와 대학과의 소통은 서비스관리시스템(IT Service
Management: ITSM)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와 병행하여 대학담당자의 교육,
대학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도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노출되었다. 먼저, 대학
업무담당자들의 참여가 소극적이었다. 구축사업자가 업무 현황분석이나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를 대학에 요청하였을 때, 업무담당자들은 자신이 맡은 현안업무 처리의 시급성을
이유로 코러스 업무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았다. 코러스가 39개 대학이 공통으로 사용하
는 단일시스템인 까닭에 검토 업무를 타 대학으로 서로 미루는 분위기도 있었다. 다음으로는
대학 업무담당자들의 참여가 사업기간 동안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사업초기에
는 참여가 저조했다가, 2016년 중순에 시작된 프로그램 테스트 단계에서부터 요구사항이 급증
하기 시작했다. 대학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테스트 단계에 와서야 코러스 개발 화면을 볼 수
있었기에 이 시기부터의 참여가 불가피한 측면은 있었지만, 문제는 구축사업자들이 폭증하는
요구를 모두 해결해 주기 어려운 시점이었다는 점이다. 사업자는 인력 운용 측면에서 사업
일정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이었으며, 프로그램 개발이 상당히 진척된 시점에서 구조적
인 측면의 기능개선을 반영해 주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셋째, 코러스 시스템은 대외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확대하였기에 이들과의 협력이 필요했다.
코러스가 도입되기 이전에 국립대의 대외기관과의 연계는 일부 기능에 한정되어 있었다. 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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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외연계를 대폭 확대하였다(국립대학자원관리팀, 2017). 연계
추진 과정에는 각각의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외부기관과의 행정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시스
템 간 데이터 전송 등의 기술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했다. 코러스팀은 이와 관련된 민간업체,
공공기관, 정부 타 부처 등의 협조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애로를 겪었다.

3. 환경 및 맥락변수
가. 정책결정자의 지지와 지원
정보화 사업에 있어서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지원이 사업 성공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러스 사업은 2015년 시작 당시 정부의 국정과
제로 지정(교육부, 2015d)되었으며, 사업이 시작된 이후 2016년 1월에 실시된 교육부 연두
업무계획(교육부, 2016)에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점은 정책결정자들이 코러스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쓸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심이 사업집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였느냐의 여부이다.
사업기간 2년 동안 장관과 차관은 한 번씩 바뀌었고, 코러스 업무를 맡은 대학정책실장은
두 번, 대학정책관은 세 번 바뀌었다. 장관과 차관은 집행과정에서 주요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코러스 사업의 경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이들의 관심이 타 정책에 비해 현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사업집행 수단인 예산 및 인력 지원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이들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정책결정자의 역할을 사업의 시작
단계에서의 예산, 조직, 인력의 지원에 한정한다면, 이들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일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예산의 경우 집행단계에서는 증액 등이 제도적으
로 어려웠기에 정책결정자들이 관여할 여지가 적었고, 조직이나 인력측면에서도 코러스팀
구성, 국립대실무지원팀 구성 등의 체제를 갖추고 이 체제가 사업 종료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었
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정책결정자의 역할을 사업의 집행과정까지 확대한다면 평가는 달라
질 수 있다. 코러스팀은 사업비의 60%를 구성하는 대학분담금의 수합과정에서 대학들의 반대
에 부닥쳤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립대 총장협의회나 교수연합회, 대학노조 등에서
이를 국고로 대체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교육부 차원의 지원
이 필요하였으나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다. 또한 교육부 사업추진단의 위상이나 인력구성,
국립대 파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에 있어서도 정책결정자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
였으나 미흡하였다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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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대상집단의 태도
코러스의 정책대상집단인 39개 국립대는 구축사업의 전체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 또는 반대 입장을 표출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코러스는 대학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학의 교직원 협의회와 대학회계직 노동조합에서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 코러스는 대학을 행․재정적으로 통제․감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2017; 한국교원대신문, 2017.2.20; 한국대학신문, 2017.1.13). 둘
째, 대학분담금의 부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국립대의 재정상태가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
워지는 상황에서 코러스 운영경비마저 대학의 등록금 수입으로 부담하는 것은 학생교육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기존 시스템 운영비도 대학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이중부담이라는
것이다(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2017; 전국국공립대학교노동조합, 2015; 한국대학신
문, 2016.8.12, 2017.2.9, 2017.2.17). 셋째, 코러스를 직접 사용하는 국립대 실무자들은 코러
스 시스템 자체의 오류나 불완전성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대학의 기존 시스템에서 코러스로의
전환과정에서의 불편함, 코러스와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부족, 학사 업무의 배제로 인한
불완전성, 대학의 개별적 업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데이터 입력의 이중 작업으로
인한 비효율성 등이 주요 불만 사항이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17; 한국교원대신문,
2017.2.20; 한국대학신문, 2017.1.29). 대학회계직 노조에서는 2017년 5월에 위와 같은 문제
제기와 함께 코러스의 사용중지를 요구하는 공익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였다(전국국공립대
학교노동조합, 2017). 그러나 감사원은 대학 의견수렴과 현장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대학신문, 2017.11.23)

다. 대중 및 매스컴의 관여
코러스 사업에 대한 대중 및 매스컴의 관심은 매우 적었다. 코러스 사업의 계획에서부터
집행단계까지 주요 언론에서의 보도는 없었으며, 정보화 관련 언론이나 대학관련 언론에서
간헐적으로 보도가 되었을 뿐이다. 계획단계인 2014년까지는 사업비 예산확보의 어려움(전자
신문, 2013.12.16), 학사분야 제외에 대한 문제점 지적(전자신문, 2014.6.4)이 있었고, 집행단
계인 2016년에는 코러스 사업비의 대학분담금에 대한 문제 제기(교수신문, 2016.1.27; 한국
대학신문, 2016.8.12)가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통을 앞둔 2017년에 와서야
주요 사안들이 언론에 다수 보도되었다. 일반시민의 관심 또한 거의 없었다. 코러스는 국립대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반 시민이 사용할 영역이 거의 없었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일반 시민이 코러스에 대해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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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기회는 적었다고 하겠다.

4. 문제관련 변수
가. 정책대상집단의 규모
코러스 사업의 문제관련 변수는 정책집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정책의 중요성 측면
에서 보면, 코러스 도입은 국립대 교직원 모두에 영향을 미치며 학사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변화를 가져오는 사업으로서 대상 집단의 규모, 영향의 범위 및 변화의 정도가 큰 정책이다.
코러스는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사용 대상을 국립대 교원(시간강사 포함) 및 직원 등 5만여
명(교육부, 2014)으로 추산하였기에 학생을 제외한 교직원 모두가 해당된다. 대상 사업 역시
재정회계, 인사급여, 산학연구, 공통업무 분야로서 학사를 제외한 모든 업무가 대상이다. 또한
코러스가 도입되면 기존의 시스템을 중단하거나 코러스와 병행 사용해야 하므로 대학에서는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 이관 작업을 수행해야 하고, 기존의 업무 방법 및 절차의 변화에 적응해
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나. 정책의 불확실성
코러스는 정책의 복잡성, 동태성,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이었다. 코러스는 기존의 업무별로
분절된 국립대의 정보시스템과는 달리 대상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시스템통합
(SI)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39개 국립대의 다양한 업무내용과 업무절차를 단일 시스템에
담아내야 하므로 복잡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었다. 시스템의 구현 과정에서는 대학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추가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당초 설계되었던 시스템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였기에 변동성과 불확실성 역시 높았다고 하겠다.

다. 수혜자와 반대자의 개입 차이
정책유형에 따른 관련 집단의 코러스 사업에 대한 개입에도 차이가 있었다. 코러스 사업은
규제정책과 분배 및 재분배정책의 속성을 함께 갖고 있다. 코러스 도입은 국립대에서 사용하던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대체하도록 한 점에서는 규제정책이므로 이에 대한 반대가 있을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코러스 사업이 분배 및 재분배 정책의 성격도 띠므로 수혜집단과 희생집단이
생기며, 수혜집단의 경우에도 그 혜택의 정도가 대학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코러스 사업예
산중에서 60%는 개별대학에 차등적으로 부과된 대학분담금으로 구성되었으나, 대학에 제공
- 109 -

교육정치학연구 제27집 제2호

하는 정보시스템은 동일하므로 대학별로 상대적인 이익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학 자체 예산이 부족하여 정보화 사업의 추진이 미진했던 대학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부담하
더라도 코러스를 도입하면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이미 대학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정보화
수준이 높은 대학들은 코러스 도입으로 손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개별
대학들의 코러스 사업에 대한 개입 여부, 개입 강도 등에 차이가 있었다.

Ⅴ. 결 론
코러스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인 2016년 9월 코러스운영센터 개소식에서 교육부장
관은 이 사업에 대해 “39개 국립대의 상이한 업무적 특성을 하나하나 반영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아시아경제, 2016.9.22)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코러스 구축사업의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코러스 구축사업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집행과
정의 제반 측면을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변수에서 문제점 또는 장애요인이 발견되었다. 첫째, 코러스 구축사업에
필요한 적정 재원의 확보에 실패하였다. 코러스 구축사업의 총 예산은 554억 원으로 책정되었
으나, 이는 필요한 예산과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코러스 사업 예산을 추산한 결과, 학사분야를 제외하였을 경우 1413억 원이었고, 2012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1928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554억 원을 이들과 비교하
면 각각 39%, 29%에 불과하다. 코러스 사업 종료 후, 교육부에서는 구축사업비를 재산정하여
791억 원으로 추산하였는데, 이는 적정사업비의 30% 정도가 부족하였음을 의미한다. 예산
부족은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대학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구축사업자의 순응을
확보하는 데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되었다. 코러스 구축사업에서 대학사용자의 요구는 사업
중반 이후부터 폭증하였는데, 이를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인력증원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려웠기에 사용자 요구의 일정 부분은
구축단계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유지보수 사업으로 넘길 수밖에 없었다.
둘째, 구축사업자의 구성과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정보화 사업에서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구축사업자는 중소 내지 중견 3개 기업이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참여하
였다. 이들 기업은 조직문화나 의사결정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었기에 협업에 있어서 일부분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추가적으로 개발경비가 소요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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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업무분장이나 경비분담에 대한 협의가 매우 어렵게 진행되었으며, 협의 자체를 위한 시간
낭비와 사업일정의 지연이 발생하였다. 구축사업자의 전문성과 관련한 논란은 특히 사업초기
에 집중되었다. 재정회계 분야의 경우에는 국립대에서 복식부기가 처음으로 도입되었기에
사업자가 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였으며, 인사급여 분야의 경우에도 그동안 국립대에서 이
분야의 개발을 대학 자체에서 해결해 왔기에 민간사업자가 개발경험을 가질 기회 자체가 없었
던 실정이었다. 산학분야의 경우에는 39개 국립대의 요구사항이 다양하고 차이가 컸기에 이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사업기간이 짧았고 사업비도 부족하였다.
셋째, 사업의 관리와 지원을 위한 조직구성과 인력충원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코러스 사업
은 한정된 예산으로 39개 국립대의 상이한 업무내용과 절차를 표준화시켜 단일 시스템에
적용해야하는 복잡성, 동태성,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이었다. 사업의 성격 측면에서는 규제정책
과 분배 및 재분배 정책의 속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서 대학의 반대와 대학 간의 이해관계
가 상충하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대학의 요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학사
용자와 구축사업자, 국립대실무지원팀 간의 협의와 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은 교육부의 사업추진단이 맡았다. 그러나 사업추진단은 정규조직이
아닌 자율팀 형태의 임시조직(TF)으로 교육부 직원 3명만이 배치되었고, 그 외의 인력은 국립
대에서 파견형태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조직 구성은 총괄 관리조직의 위상에 긍정적으로 작용
하지 못하였으며, 집행관계자들의 순응을 확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넷째, 정책결정자의 지지와 지원이 부족하였다. 구축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정책결정자의 지
원이 필요한 부분은 많았다. 대학분담금을 수합하거나 국립대실무지원팀의 인력파견 요청을
위해서는 국립대의 총장, 사무국장, 전산원장 등 의사결정권자들의 협조가 필요했고, 대학노조
나 교수단체로 부터의 코러스에 대한 민원제기에 대해서는 코러스팀만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 사업추진단의 위상이나 인력구성, 국립대 파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에
있어서는 교육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했으며, 코러스 시스템을 직접 사용하게 되는 대학구성원
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대학정책국 차원의 지원도 필요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관심과 지원은 충분하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위에서 제기된 문제들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연관성
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만약, 앞에서 제기된 문제들의 원인이 현행 제도나 구조적
인 측면에 있다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정책집행 과정에서 찾는다는 것은 매우 낮은 확률이
다. 사업의 출발에서부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산정액 1928억 원의 1/3이하 예산
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였다. 예산 확보에 대한 전략과 방법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정책집행 과정으로 전가되었다. 결국 코러스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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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되었지만 부족하게 투입된 시스템 구축 예산은 운영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감내하게 될 것이다.
둘째, 복잡한 정책집행의 과정에 대한 조정기능이 필요하다. 코러스 구축사업의 예산에 대한
결정 권한은 국고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대학분담금의 경우에는 국립대에 있다. 정부의 예산
이 확정된 이후에 추가적인 사업비의 확보에 있어서는 초중등교육 분야와는 달리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교육부의 재량권이 거의 없다. 또한 사업기간 조정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의
사전 협의와 승인이 필요했고, 사업관리를 위한 신설 조직의 인력증원은 행정안전부에 결정
권한이 있다. 구축사업자의 선정에서 대기업의 참여제한은 법령 사항이며, 사업자의 전문성과
관련된 평가는 조달청에서 주관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책결정자들의 지원이 있었다면 일부
분 해결이 가능했지만, 정보화 사업의 특성상 정책결정자들이 사업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현실적으로 실천하기는 어려웠다.
셋째, 집행부서의 전문성과 책임감, 그리고 권한이 요구된다. 앞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었다. 교육부가
주관한 사업이지만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들에 대해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정책결정
단계에서 정책집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장애요인이나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는 등의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산, 인력, 추진전략, 추진체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확보없이 성공적인 정책집행은 불가능하다. 특히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내용의 정책을 집행
하기 위해서는 더 조심해야 한다. 과거의 경로의존성이 이미 형성된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벗어나야 다원화된 환경에서 정책집행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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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policy implementation on the project of Korean
University Resource United System(KORUS)
Lee, Uisok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irector)
Park, Daekwon (Myongji University, Professor)
This study analyzed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Korean University
Resource United System(KORUS) project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implementation from 2015 to 2017; it considers the project implementation
as a part of whole policy process while most previous researches on IT
projects lean on project management perspective for achieving policy goals.
The finding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 First, as KORUS project failed to
secure appropriat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whole project, it faced with
huddles of responding the needs of the universities and securing the
conformity of the vendors. Second, the composition and the expertise of the
system implementing vendors were considered as a source of inefficient
implementation. Third, problems with the constructing organization and
personnel procurements brought difficulties in cooperation, coordination and
conformity

among

the

project

implementation

participants

and

university-level users. Most of the problems were innate and few option
could be found to resolve them during implementation process. If the
decision makers had paid more attention on it since inception, they could
have resolved the problems in part.

[Key words]

System Integration, Korean University Resource United
System(KORUS), IT System Construction, Policy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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