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

30년史

오늘날 대학은 상아탑의 전통과 함께
사회 유기체로서의 능동적 변화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대학의 가치를 지키고 미래를 만드는 중심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진리탐구와 학문연구는
대학의 오랜 전통이자 가치입니다

대학은 자율적 규칙을 통해 스스로를 유지하고 순수학문을
연구함으로써 인류와 사회에 헌신합니다. 때로는 자유를
위한 실천적 비판으로 세계의 정신을 진일보시키고
지식 함양의 열린 공동체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수세기를 이어 온 대학의 전통과
가치를 존중합니다.

대학이 바로 서지 않고는 국가는 물론 국민 개개인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학이 바로
선다는 것은 대학이 사회로부터 존중받아 온 가치를 계승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대교협은 수많은 연구와 간행물을 통해 대학의 전통과 가치를 공유하고 시대에 맞게 재정립 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대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학문 공동체로서
대학의 존립을 주장하여 왔으며, 특히 대교협의 설립 원칙을 대학의 전통적 속성을 지키는
데 둠으로써 교육의 자율성 신장과 민주화를 위한 이정표를 세우고, 명실상부한 대학의 대표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학은 유래 없는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였습니다

지식정보화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의 변화는 대학의 위상 역시
새롭게 바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교협은 지난 30년 동안 대학 개혁의 시대적 요청과
회원대학의 권익을 대학 간 협의를 통해 선도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 정부, 산업계 등 고등교육정책의 주체들과
소통하며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진하였습니다.

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지금 대학의 주체들은 저마다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학의 서열구조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명력을
고사시키고 있으며 결국 대학의 혼란은 고등교육은 물론 나라 전체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대학 간, 그리고 학생과 교수 등 대학을 이루는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논의를 이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대학이
전통의 가치를 살리면서도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대학과 정부,
국민이 뜻을 모아 백년지대계의 과업을 함께 풀어 가는 것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교협은 지난 30년간 고등교육의 여러 당사자를 잇는 가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으며 우리나라 대학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오랜 전통도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새롭게 재창조
됩니다. 이론과 현실을 동시에 추구하고 사회 기여를 확대하는
것이 대학의 새로운 갈 길입니다.
새로운 교육 시스템과 국제적 교류가 증대할 것이며 학생층의
다변화도 예상됩니다. 대교협은 새로운 대학의 미래 또한 지난
30년의 경험으로 개척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미래의 대학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 당국과 관련자들이 대학을
중심으로 가슴을 열고 소통할 때 비로소 가시화 될 것입니다.
글로벌 시대 우리 대학의 모습은 자유와 비판의 전통을 중시하는 가운데 미래를 선도하는
내용적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끊임없는 혁신으로 스스로를 강화하여 사회에 대한
책무와 환원도 다하여야 합니다. 대교협은 우리 대학의 미래를 제시하는 매개체로써 앞으로도
논의와 소통의 중심적인 역할을 이어가겠습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제언으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대학의 전형을 창출하기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모든 전통은 현실 속에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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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0주년의 뜻깊은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협의회가 지나온 30년의 역사를
회고함으로써 오늘의 현실을 성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이번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30
년사』를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협의회가 30세에 이르기까지의 발전과정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회원대학들의 아낌
없는 협력과 사회적 지원을 토대로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여 왔습니다. 1982년 설립 이래 역대 회장님과 수
많은 총장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자율성 신장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특
히 대학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총장님들의 고견과 대학인들의 지혜를 결집하여 현명한 해법을 제시함으로
써 대학이 국가발전의 한 축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심체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자족하지 않고 대학 간 협력의 중추기관으로서 우리 협의회에 거는 국가와 사회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다짐을 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대학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측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학문적 원칙과 전통을 지켜나가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과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고, 속도를 가늠하기 힘든 변혁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역할도 주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대학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잘 구조화된 조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학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교육 역시 세계사에 유례없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학인
모두가 실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학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학령인구
급감 현상과 대학 재정 위기, 글로벌 경쟁의 심화는 대학의 존립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책무성
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
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들이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들의 위기 극복의 첫걸음은 기본을 충
실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대학, 국민들에
게 희망을 주는 대학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협의회가 대학의 발전을 견인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보완하고 다듬어야 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립 초기 초심으로 돌아가 회원대학의 어려움을 보살펴주고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
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들은 설립 배
경이나 처한 현실,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주곡이 아름다운 이유
는 여러 악기가 각자의 독특한 음색을 가지면서도 조화를 이루려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협의
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걸맞게 앞으로도 우리 회원대학의 유대가 더욱 공고히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협의회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전·현직 임직원 그리고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대학인 여러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 교육·사회·경제 단체를 비롯한 많은 유관기관에
도 감사의 인사와 함께, 앞으로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주실 것을 충심으
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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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설립 이전의 고등교육

오늘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동안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교육이 개인의 성장은 물론 국가의 발전과 영속을 가
능케 하는 가장 훌륭한 투자라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고등교육은 고차원적인
연구와 진리 탐구라는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배운 지식을 바로 사회에
서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각 나라가 처한 역사적 상황에 따라 고등교육의 발전 방향이나 수준도 나라마다 다
른 결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즉, 오늘날 여러 나라가 보여주는 자국의 대학 현실은 마
치 한 뿌리에서 나왔지만 풍토와 기후에 따라 서로 다른 모양으로 자란 나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 역시 비록 역사는 길지 않지만 급속한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현실에 맞게 변화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해방정국과 고등교육

1945년의 민족해방은 아쉽게도 거의 모든 면에서 우리 국민 스스로 주체적 결정을 할 수 없
는 상황을 동반했으며, 교육정책 역시 미군정에 의한 신탁통치라는 타율적 관계 속에서 새
롭게 수립되었다. 그러나 오랜 숙고와 연구에 기반을 두고 펼쳐진 정책은 아니지만 새로운
근대적 교육의 틀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당시 미 군정청은 조선교육심의회를 두어 새로운 교육체계 개편을 시도하였는데 조선교육
심의회는 자문기관의 성격이지만 실질적인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갖기도 하
였다. 조선교육심의회는 미 군정청의 권고에 따라 일제시대의 고등교육체제인 대학과 전
문대학 이원체제를 미국식 모형으로 바꾸었다. 오늘날 우리 교육체계의 근간인 초·중등
6·3·3제와 대학 4년제도 모두 이 시기에 결정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조선교육심의회
를 중심으로 미국의 고등교육제도와 체계를 우리나라에 적용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해방 당시 남한에는 19개의 고등교육기관, 1,490명의 교수, 7,819명의 재학생이 있었음
·1946년 8월 군정법령 102호에 의거 국립서울대학교 설립
·일반 민간에 사립대학 설립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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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설립 이전의 고등교육

·6·3·3제 시행
·일제시기의 3학기제를 없애고 2학기제 채택(1학기 : 9월~2월, 2학기 : 3월~8월)

정부수립과 고등교육
기관의 양적 팽창

1948년 역사적인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이듬 해 교육법이 제정됨으로써 교육정책도 새
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교육법의 제정은 교육정책을 법률로써 수립하고 보호한다는 취지
로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정부의 직접적 통제를 명문화한 부작용도 동시에 수
반하는 것이었다.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은 교육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교육문제
를 해결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았다. 미 군정청의 개방적 고등교육정책에 따른 대학의 급격
한 증가가 가져온 폐단을 줄이기 위해 대학의 설립을 제한하는 등 일련의 정책들을 시도하
였으나 미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쟁의 와중에서도 전시연합대학을 설립하여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대학 재학생들을 모아 학업을 이어 간 것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역사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일이다. 전시연합대학의 경험은 전쟁 이후 지방대학의 설립을 촉진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전쟁 직전 고등교육기관수 : 종합대학 4개교, 단과대학 30개교, 대학학력인정학교 8개교
·재직 교원수 : 2,052명, 재적학생 : 29,218명
·1949년 2월 학도호국단 결성
·1949년 12월 법률 제86호 교육법 통과

전쟁이 끝나고

한국전쟁이 끝나고 교수와 학생, 그리고 학교 시설 등 대학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주체와 시
설이 큰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휴전이 성립된 후 외국기관에 의한 원조 등 다양한 방법을 동
원한 대학 복구 노력이 이어졌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전시연합대학을 모태로 지방
국립대학이 설립되고 일부 사립대학도 개교를 하는 등 대학은 빠른 속도로 수가 늘어났다.
그러나 급속한 대학의 팽창은 곧 부실한 교육, 사학재단의 전횡 등 부작용과 한계에 부딪혔
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는 1955년 대학설치 기준령을 제정하여 대학 설립 인가와 관련
한 기준과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전후 불안정한 시기를 법령과 규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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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효과적으로 극복함으로써 고등교육 환경과 여건을 내실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대학설치 기준령은 해방 후 미국식 고등교육제도와 개방적 정책으로 인한 대학의 양적
팽창을 질적 수준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하도록 만들었다.

·4년제 대학 졸업이수학점 180점 → 160점으로 하향
·1955년 대학설치 기준령 제정 : 대학생 정원감축, 학과 폐지 등 대학정비
·대학시설 연도별 보충 기준령, 대학실험실습설비기준 제정
·지방국립대 및 사립대 급격한 증가

1960년대

대학설치 기준령은 무분별한 대학의 증가로 인한 부실한 대학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
의 법적 근거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에 있어 실질적인 내용을 담보하
고 실천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고 고등교
육정책은 새로 들어선 정부에 의한 관리강화라는 상황에 직면했다.
새 정부는 대학정비를 위한 첫 시도로 1961년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공포하고 국·공
립대학 정비, 사립대학 성장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제3공화국의 간섭정책은 고등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실시되기는 하였으나 이후 대학의 자율성을 상당히
위축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 정부에 의한 관리감독이 크게 확대된 1960년대 고등교육정책은 대학교육의 발전은 보
다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시기라 할
수 있다. 즉, 대학교육의 실질적 발전은 국가권력에 의한 강권적 조치보다는 대학 스스로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발현된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국공립대학 흡수·통합, 소규모 사립대학 폐지(1961년의 4년제 대학 수 71개교 → 50개교,
679개 학과 정원 91,920명 → 532개 학과 정원 66,410명으로 감소)
·초급대학 학교 및 정원 증가(12개 학교, 정원 3,208명 → 27개 학교, 정원 10,509명)
·1961년 11월 사립대학 정비기준 공포
·1963년 사립학교법 제정
·1963년 실업고등전문학교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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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대학입학예비고사령 제정으로 대학입학적격자 선발
·1969년 대학입학예비고사 실시

1970년대

1970년대의 고등교육정책은 큰 틀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수정과 보완을 통해 개
선하려는 경향으로 흘렀다. 이는 기존의 정부주도라는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비한 상
태에 머물렀던 1960년대의 대학정비정책을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대
표적인 정책들로 실험대학 운영, 현지대학 학문평가, 학문영역별 대학평가 등이 있다. 또한
대학특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적 활용, 대학 간 역할 분담, 산학협동 등 맞춤
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 정부 주도의 고등교육정책은 대학교육의 실질적인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운영
방식을 도입하려는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학평가를 실시하여 적절한 경쟁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집중한 점도 인정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시기의 고등교육정책은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주도의 획일적 정책이 주류를 이루는 것이었다. 이는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
학을 둘러 싼 모든 정책적 과제에 대학 스스로 주체가 되어 나서야 한다는 사회적 각성을 불
러일으켰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2년 3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공포
·1979년 3월 2년제 초급대학과 전문학교를 전문대학으로 발족
·실험대학 내용 : 졸업학점 160점 → 140점으로 하향 조정, 학생모집의 자율적 결정, 학생
의 자율에 따른 부전공 및 복수전공 제도화, 계절학기제 도입 등
·대학평가실시 : 현지대학 방문평가(1972년), 대학원 평가(1977년), 학문영역별 대학평가
(1978년)
·대학특성화 정책 실시 : 18개 대학 51개 학과(공업계 25개, 농학계 19개, 수산계 3개, 항
공계 2개 학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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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출범

1. 설립 배경

가. 창립 당시의 시대적 상황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설립되던 1982년은 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으로 인
한 신군부의 집권연장 기도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사회민주세력이 거세게 충돌한 직후였다.
1979년 10월 26일 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으로 발단된 격동과 혼돈의 정치사회적 분위
기가 서서히 가라앉고 강제적이기는 하지만 안정과 질서가 조금씩 자리 잡아 가고 있었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1980년대는 불안과 혼미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억압되어 온 정치·사회적인 욕구가 다양한 계층에서 갖가지 방법으로 분출되면서 시작되
었다. 구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이 대통령 시해를 발
화점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민적 열망을 과도내각이 수렴
하여 정치적 해결로 승화하기에는 그 기반이 너무나 취약한 상황이었다. 결국 신군부를 중
심으로 하는 정국 주도세력은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
는 중대한 위기로 규정짓고 무력에 의한 진압을 시작했다.
이른바 ‘서울의 봄’으로 불리는 1980년 초부터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끊이
지 않았고 드디어 5월 17일, 날로 가열되는 대학생과 시민들의 시위 등을 이유로 신군부는
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 선포했다. 또 각 대학의 학생회장들을 연행하는 등 강경책으로 선회
하는 시점에서 발생한 광주민주화운동과 이에 대한 계엄군의 과잉진압 등으로 1980년대 정
치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이 때 계엄사령부는 계엄당국과 행정부간의 협조라는 명
목으로 국가보위비상대책 위원회(국보위)를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설치하고 당시 전두환 장
군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실상의 군정을 실시하였다. 국보위는 군부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
한 가운데 각 분야별 위원회를 두고 사회개혁이란 이름 아래 각종 초법적 조치를 단행하였다.
부정축재자 규제와 공직자의 대규모 숙정, 언론 통폐합, 순화교육 및 사회정화운동이 추진되
었으며, 특히 교육면에서는 소위 7·30 교육개혁조치라는 「교육의 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
소방안」이 발표되면서 1980년대 대학교육의 무리와 혼란을 야기시킨 동기가 되었다.
그 후 1980년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은 사임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전두환 국보위
위원장이 11대 대통령으로 선임되었으며, 새 대통령은 10월 22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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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공화국 헌법을 공표함과 동시에 기존정당을 해산하였다. 새로 제정된 헌법에 따라 국보
위는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계승되어 입법기구로 활동하며 정치활동규제법, 언론기본법 등
훗날 악법으로 평가받는 각종 법안들을 발표하였다. 각계 81명의 인사들이 참여한 국가보
위입법회의는 다음 해 2월 25일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제12대 전두환 대통령 선출과 민
정당 중심의 제11대 국회 개원까지 활동하고 1981년 4월 10일 해산하였다. 이로써 강압과
비민주적 성격을 안은 채 제5공화국 헌정체제가 발족하게 되었다.

나. 주체적 근거

이와 같은 1980년대 초기의 정치·사회적 상황이나 시대적 배경은 대교협의 발족동기가 되
었다. 지나친 정부 주도의 대학 규제가 많은 물의와 부작용을 초래하였으며 일방적이고 하향
식인 대학정책으로 인해 시행착오가 거듭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교협 창립동기가 시대적
특성에 의해서만 발현된 것은 아니다. 이미 현실은 실정에 맞지 않는 고등교육정책을 개선하
고 바로잡을 민간 주도적 협력기구가 필요하였고, 직접 당사자인 대학들이 주체적으로 참여
하여 대학 전반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잠재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실제로 전
년도 활동상황을 총람하는 연차보고서 1983년도판에서 언급한 대교협 설립배경을 보면 대
학 스스로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서 자치협력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는 대학교육의 대중화·보편화 단계에서의 대학경영기반을 개발하여 새로운 시대의 사조와 변
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이르게 된 것이다.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운영관리의 합리화를 도
모하기 위해서는 감독청의 일방적 통제나 획일화된 기준설정보다 대학사회의 자율을 바탕으로 한 창의
와 협력으로 상호적 혜택을 향유하면서 대학 내·외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학 간
협동체제를 강구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대학 간 협동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수십 년
의 역사를 지니며 개발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대학 간의 자율적 협조와 상호적 교류강화
방안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그동안 발전도상국의 초기과정에서 볼 수 있는 중앙집권적 감독강
화체제나 일부 대학의 자율능력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 등으로 그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 1983년 연차보고서 중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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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전두환 정부가 제시한 대학교육 관련 개혁조치들을 보면 대학입시를 위한 과외금지, 졸
업정원제 실시, 대학별 본고사 폐지, 사학법인에 대한 규제 및 높은 수준의 장학금 의무화 등
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그 나름대로의 명분이나 이유가 있고 시행 당시에
는 다소간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근원적인 교육의 본질이나 대학교육의 기본적인 속성을
무시한 채 강요된 시책으로 이후 끊임없는 비판과 규탄의 대상이 되었고 불과 5~6년이 지
나 원상으로 되돌아가기까지 숱한 물의와 혼란을 야기시켰다. 특히 그 후속조치로 이루어졌
던 입시규제로 인해 발생한 1981~1982학년도 대학 입시 미달사태는 대학의 학사운영에 관
한 획일적 규제와 간섭에 대한 대학의 반발을 초래하는 등 학사운영상 많은 난조와 갈등을
빚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처럼 각 대학의 창의와 자율이 존중되어야 할 대학교육을 정부가 나서 획일적 정책이나
지시로 간여하는 것은 다양성을 지녀야 하는 대학교육을 위축시키며 대학운영상의 책무성
이나 의욕을 제고하지 못한다.
대학은 근원적으로 그 자체로서 하나의 자치기구이며, 지원은 받되 지배당하지 않는 학문
공동체이며 자기통제 기관이다. 이같은 대학의 속성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대학 간의 협의
조정 기구로서 협의체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것은 과도 규제의 반사에 기인한 면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주체적 인식 속에서 자율성의 신장과 교육민주화를 위해 또 하나의 이
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다. 발족의 동기와 설립 과정

7·30 교육개혁 조치 이후 1981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의 본고사가 폐지되고 복수지원
이 허용됨에 따라 학생들의 대학지원 기준에 큰 혼란이 일고 지원 후 면접에 응시할 때 엄
청난 ‘눈치작전’이 생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종전의 대학 진학 방식이 크게 바뀌어
혼란이 일고 주요 대학 입시에서 미달사태가 발생하였다. 결국 대학국장이 인책 사퇴를 하
고, 1982학년도 입시에서는 다대학 지원제를 2개대에 국한하는 복수지원제로 수정하는 등
의 개선책을 강구하였으나, 역시 미달사태 등의 혼란이 일어남에 따라 정부와 대학 간의 마
찰과 불만이 크게 고조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개별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정
부의 직접적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각 개별대학에 일임할 경우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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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간 협의와 상호협동을 통해 공동문제를 해결해 가는 접근방법을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문교부 이규호 장관과 정태수 차관, 그리고 김찬재 대학국장 등 관계관들이 위와 같은
배경에서 정부와 대학사회의 중간기구를 구상하였고, 이를 1982년 연두보고 시 대통령에
보고함으로써 수용되기에 이르렀다. 언론 또한 정부-대학 간 중간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
고 고등교육정책에 있어 두 주체가 상호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 협의체의 당초발상이 금년 2월 문교부에서 나왔고 추진에 대한 막후 지원도 문교부가 맡고 있지만 어
쨌든 대학이 여러 가지 문제를 자치적으로 협의 해결하고 때로는 문교부에 건의도 할 수 있는 이런 자율
적인 기구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이 협의체가 구성되면 문교부는 비정책적인 문제들은 여기에 맡겨 처리
하게 하고 스스로는 보다 원대한 교육문제에 대해 신경을 쓸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될 것이다
- 동아일보 1982년 3월 19일자 -

그 후 본격적인 발족을 위해 1982년 3월 18일 문교부의 주선으로 주요대학 학장으로 구성
된 발기준비위원회가 서울 중구 남산동 소재 외교구락부에서 개최되고, 당시 서울대 총장이
준비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정관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준비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하였다. 동 위임에 따라 권이혁 서울대 총장은 수도권 8개 대학(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서강대, 명지대, 숙명여대, 단국대) 총장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당해 대학 사무처
장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관(안)의 작성 및 운영 계획 등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동년 3월 26일 서울대 제1회의실에서 발기준비위원회가 연달아 개최되어 정관(안)과 협
의회 구성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로써 준비위원회의 역할이 종료되고 드디어 1982년 4월 2일 오후에 세종문화회관 대
회의실에서 전국 97개 대학 총·학장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동 총회에
서 정관을 통과 확정하고 회장단(회장 박길진 원광대 총장, 부회장 단국대, 동아대, 공주사
대 총·학장)과 15명의 이사 및 2명의 감사를 선임함으로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정식으
로 발족하였고 4월 8일부터 대한교원공제회 건물 708호에 사무실을 갖춘 가운데 업무를
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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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의 제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교협은 당시 서울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의 준비
과정을 거쳐 1982년 4월 2일 전국 97개 4년제 대학의 총·학장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
를 개최하고 발족하였다. 처음에는 임의단체로 시작하였으나 같은 해 10월 8일 정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이듬해부터 대교협 설치의 법적 근거나 그 육성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화를 위한 노력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선진외국의
제도적 선례나 입법의 내용 등에 관한 연구가 추진되었고, 외부적으로는 문교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간 협의나 조정이 추진되었다. 일련의 과정에서 당시 민정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이대순 의원이 자신의 문교부 고등교육국장 시절의 체험이나 의지를 바탕으로 법제화 추진
에 앞장섰고, 결국은 당초의 정부 제안 입법에서 방법을 바꿔 이대순 외 33명의 의원 입법
안으로 제안되었던 것은 특기해야 할 사항이다.
동 법안은 1983년도에 그 명칭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여러 논의가 많았고 당시 문공위원
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계속하였다. 그때의 일련의 과정은 대학교육 정책에 대
한 새로운 검토와 오랫동안 잠재워 오던 대학 자율이나 교육의 민주화 등에 대한 자기성찰
의 의미 있는 과정이었으며, 우리나라 대학 발전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 과정으로서
평가되는 측면도 있었다.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고와 함께 문공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여 드디어 1984년
3월 26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4월 10일 법률 제3727호로 제정 공포되었다. 동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의 제정으로 대교협은 특별법에 의한 사단법인적 성격의 특수법인
으로서의 법인격을 갖추게 되었으며, 정부와 대학 간의 중간조정기관이며, 대학 상호간의 협
동과 연구 및 평가기관으로서의 공식적 지위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동 대교협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주요 기능을 보면 아래와 같다. 이와 같은 기본 기능은
그 법적 규제에 따라 대교협의 고유 사무로 정착된 셈이다.

① 대학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②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③ 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조성방안
④ 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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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학의 평가
⑥ 대학 교직원의 연수
⑦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⑧ 기타 대학상호간의 협동에 관한 업무의 시행

이하 법제화 과정에서 체계화된 이론적·현실적 배경은 제안설명서에 잘 요약되어 있다.

 제안설명서 - 제안자 국회의원 이대순 외 33명
1. 우리나라 대학은 해방 후 30여년 동안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확충과 성장을 거듭하
였고 그 교육성과는 지난 1970년대 이후의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했다는 것
은 우리 모두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각 대학의 실상을 자세히 살
펴볼 때 외형과 그 조직은 나름대로 대학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나 아직도 그 교육내용이
나 교육여건이 선진외국의 수준과 비교할 때 많은 과제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
이며, 이는 근간 일부 언론에서도 여러모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대학교육의 여러 가지 과제와 문제점들은 사실 대학인 자신들만의 책임이기보
다는 우리나라의 여러 영역이 그러했듯이 지난 30여년 동안의 정치·경제적 배경과 사
회·문화적 여건 속에서 조성된 결과이며,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던 지난 날의 교육적
풍토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지난날 일부 사학의 운영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각종 규제나 제약 등은 이미 습성화, 획일화되어 대학교육의 기본적 속성이라고 하
는 대학의 창의와 자치는 위축되고 모든 학사행정에 대한 각 대학의 소신과 책임감보다
는 정부당국의 구체적인 지시명령에 안주하는 경향마저 있어 이는 우리나라 대학의 보다
생동적인 학문연구와 면학풍토를 위해 학내외를 막론하고 다같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오
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그동안의 대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나 간여가 당초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대학의 운영 부실이나 학사질서 문란이 스
스로 자초했던 불가피한 타율이었고, 한편 이러한 정부 보호와 간섭이 이 정도나마 대학
을 발전시킨 보호대가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3. 그러나 7·30 교육개혁 조치와 그동안의 각 대학에서의 노력으로 대학의 학사질서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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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히 향상되었고 다양한 시련과 시행착오를 겪는 동안 각 대학의 자체 역량이 현저히 향
상되어 이제 대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향상되어 가고 있음은 크게 다행한 일이라 하겠
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각 대학 내부에서도 독자성의 확립과 자율성의 회복을 부단히 제
기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가능한 한, 각 대학의 자체 역량에 의한 자율 능력을 신장시켜
책임있고 공정한 학사운영을 스스로 해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사실 대학이란 그 발생 초기부터 고도의 자유와 자율을 향유하는 학술조직(Universitas)으
로서 교황이나 군주로부터 특허를 받아 발족하였고, 이러한 자치는 오랫동안 대학의 이념
이며, 또 특권으로 대학의 속성을 이루기도 했으며, 선진 외국의 모든 대학들이 근간 정부
보조금의 확대나 사회 속의 대학으로서의 기능이 확대되면서도 그 속성과 권익을 훼손함
이 없이 잘 간직해 올 수 있는 것은 교육자치의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하겠습
니다. 사실 대학이 추구하는 학문의 자유와 훌륭한 교육도 대학의 자치나 자율성을 전제
로 한 것이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외부의 지나친 간섭이나 규제 속에서는 참다운 학술문
화와 지성은 개발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5.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다가오는 2000년대를 향하여 다양한 미래지향적 구상과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 속에서도 미래사회의 주역을 양성하는 대학교육에 대한 지극한 관심
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선진조국 창조를 위한 많은 준비 가운데
서도 가장 확실성 있고 성과가 보장되는 대학교육을 위한 강력하고 창조적인 지원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6. 또 시기적으로도 자율과 개방을 통해 창의적 발전과 위대한 성취를 이룩하고자 하는 새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교육 정책과 그 행정체계도 불신과 규제로 일관했던 구각을 탈피
하고 보다 대담한 개방체제와 화합을 위한 상호협동의 계기를 조성해야 할 시점에 와 있
다고 하겠습니다. 기실, 방대해진 오늘의 우리나라 각 대학을 정부가 낱낱이 배려하고 이
를 지도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방대하고 그 교육내용과 방법의 전문화, 다양화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학에 대한 고도의 제도적·정책적 업무만
을 문교부가 관장하고 기타 학사운영이나 실제 경영에 관한 대부분의 업무는 각 대학 자
체의 창의와 자율에 일임하며, 각 대학의 공통적 과제나 공동관심사에 관한 사항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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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대학 간의 중간 협의기구를 두어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사항은
정부에 건의하는 대학 간 협력기구의 운영이 바람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선진외국에서
는 이러한 대학 간 협의기구가 이미 수십년의 역사를 가지고 모든 대학의 참여 속에 다양
하게 개발되어 자율과 협동을 바탕으로 발전해오고 20세기 종반의 세계적 과제인 교육
개혁 사업의 수행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7.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해 정부와 대학 간의 합의로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당면하
고 있는 공통과제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필요한 것은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기 위하
여 전국 98개 대학 총·학장으로 구성된 대학교육협의회를 발족시켜 그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대학교육에 관한 정보매체를 개발하고 대학교육의 내실을 위한 평가사업을 추진
하여 대학제도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퍽이나 다행한 일이
라 하겠습니다.

8. 그러나 이 협의회가 단순한 임의단체로 각 대학의 회비로만 운영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취약한 운영체제로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또 외국의 대학이나 유사기관과 긴
밀한 제휴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봉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자면 이를 위한 뒷받침이나 최우선적인 정부보조를 위해 특별법에 의한 지
원과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① 앞으로 대학교육협의회는 이 특별법의 보호와 지원 속에서 대학교육의 각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확보하여 각 대학의 여망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이를 바탕으로 연구
검토하고 대학인들의 참여 속에서 그 해결방안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② 또 각 대학에서 필요한 교육정보나 자료를 국내외에서 개발 확보하여 각 대학에 배포
함으로써 각 대학의 교육적 질 향상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것이며,
③ 각 대학을 대표하여 교육재정의 확보와 교육여건의 향상을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
여야 할 것이며,
④ 정부의 의도나 정책 그리고 새로운 교육사조를 각 대학의 교육 현장에 보급 확산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⑤ 특히 대학교육 문제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교육제도나 학사운영
을 위한 각종 연구를 주관하여 추진함으로써 명실공히 대학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편
2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30년史
제 1 부 역사의 탑

/

제 2 부 헌신의 탑

/

제 3 부 내일의 탑

/

부록

제1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설립

정부의 정책방향을 각 대학에 확산, 향도하는 중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9. 위와 같은 취지를 볼 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육성법의 제정은
·국가가 지향하는 자율과 개방의 시대적 요청에 부합되고
·문교부의 대학관계 업무를 정책적 차원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필요하며,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한 발전을 희구하는 대학인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일 뿐만 아
니라,
·대학교육의 공통과제를 각 대학의 참여와 협조 속에 자율적으로 협의·결정·시행하
는 능률성과 대학 간 협동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그 지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별안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법안의 내용
1. 명
 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육성법
2. 주요 골자
·국가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음
·회비의 징수와 정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사회단체, 개인으로부터 기부금과 연구비
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국가는 협의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
의회에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음
·회원은 협의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상호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함
·협의회의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기관 교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국가, 공공단체, 연구단체 등에서 발간된 간행물이나 자료의 배부를 요청할 수 있음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불과 50여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다른 나라에 유례가 없는 양적 성장
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대학교육이 추구해야 할 교육의 질적 수준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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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조건 및 그 전제가 되는 교육재정은 낙후되어 있으며, 대학교육을 위한 지원체제나 대학
교육의 본질이라고 하는 자율성이나 다양성 및 개방성이 정착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정부주
도적인 규제 속에서 자율 역량을 키워 오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미흡한 교육환경이나 교육조건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사회적 불신과 함
께 국제경쟁 면에서 크게 뒤짐으로써 학생들의 학구적 욕구 불만이나 학교교육에 대한 경시
풍조 및 학내외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원래 대학의 자치(autonomy of university)란 각 대학 내부의 조직 운영이나 교육 및 연구활동
을 외부의 규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주체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특권을 말한다. 이
는 오랫동안 대학의 한 속성으로 보편화되어 왔고 초기대학들이 교황이나 군주로부터 받은
특허장(Royal Charter)에 따라 고도의 학문 자유나 교육 운영의 자치가 윤허되었던 것이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모든 나라의 대학인가제도나 학문과 예술의 자유, 그리고 대학만이 향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의 연원이 되어 왔다. 그러나 대학의 본질이며 속성이라고 하는
자율성의 보장도 시대와 나라에 따라 달리 취급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1940년대의 정초기를 시발로 하여 1950년대의 대폭적인 확장
기를 거쳐 오는 동안 일부 사학의 비리나 학사 질서의 문란이 사회적 물의로 부각됨에 따라
1960년대의 통제기를 자초했다. 그 후 1970년대의 관 주도기가 성숙되기 전에, 7·30 교육
개혁 등으로 1980년대의 시행착오적 혼란기를 맞게 되었다.
대학교육 본연의 가치관이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1980년대 초기 한국 대학들의 위상이나
성장은 그동안의 관주도적이고 획일적인 대학정책으로 인해 각 대학들이 정부의 주도 속에
안주하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자율 역량을 신장
하며 대학 간의 연대를 강화하여 선진적인 대학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와 노
력이 필요한 입장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창설의 이념과 목적은 바로 정부와 대학사회의 가교가 될 중간
적 협의기구를 두어 대학사회 자체의 규율과 상호협력을 통한 각 대학의 균형적 발전을 추
구하는 데 있었다고 요약된다. 다시 말하면 종래의 획일성과 경직성 및 정부와 개별대학 간
의 일방통행적·하향적 행정 체제를 탈피하여 대학사회의 공감대와 협력을 통해 앞으로 한
국의 대학들이 지향해야 하는 대학교육의 자율성, 다양성, 개방성 및 책무성을 더욱 고양시
키는 시대적 과제를 자율적으로 수행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성숙기를 조기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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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직과 기능

2. 대교협 운영체제의
정립
총회와 이사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총회는 전국 203개 4년제 대학의 총장들로 구성된다.
대교협은 성격상 총장만을 구성요소로 하는 사단적 성격의 조직체가 아니라 각 대학으로 구
성되는 협의체라 할 수 있다. 다만 총장들은 각 대학의 대표권 및 최고책임자로서 총회에 참
석하는 것이므로 유고시에는 부총장이나 대리자가 참석할 수 있다.
총회는 대교협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매년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등 2회를 원칙으로 하여
소집되고 필요할 때는 수시 소집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대교협 정관 제13조가 규정하
고 있는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②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 사업계획의 승인
⑤ 기타 중요사항

총회에서는 대학사회의 학사, 재정, 시설 등 중요 관심사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아울러 대교
협 기능 전반에 관한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결정된다. 대학의 관할부처인 교육부장관이 총
회가 열릴 때마다 참석하여 대학교육 정책의 기조를 밝히고 총장들과 대학 현안에 대한 심
도 있는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또한 하계 방학에는 2~3일간 임시총회를 겸한 총장세미나
를 개최하고 있는 바, 대학 총장들의 직무 연수기회가 되고 있는 것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및 10인 내지 20인의 이사로 구성되며, 감사 2명도 이사회에 참석
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사회의 기능은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
결하도록 되어 있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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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⑤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⑥ 기타 중요 사항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연 6회 개최되며, 대교협의 실질적 의사결정 및 집행기관이므로 이사
는 총회에서 2년 임기로 선출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대교협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이사회는 총회와는 달리 이사가 각 대학의 총장 중에서 선임되지만, 정
부의 승인이나 법원에 등기가 되는 개인자격이므로 해당대학의 대리 참석이 인정되지 않는
다. 2년 임기의 이사 선임은 수도권의 대규모 대학이나 지역별·설립별 안배 및 특수성이
있는 대학의 대표권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그 선임에 어려움이 있다. 이사회도 회장이 소집
하고 의장이 되며, 회의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특례 규정으로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는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는 것은 일반법인
의 경우와 같다. 또 총회와 이사회는 소속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이나 이
사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개정시에는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교
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종 위원회
대교협은 대학사회의 광범위한 여론이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이 수립·추진되며 대외적 교섭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교협은 위원회 조직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대교협 정관에서 정한 사업, 총회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한 사업, 교육부로부터 위임 및 위탁된 사항 또는 대교협 운영에 관한 요구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회장 소속 하에 여러 위원회를 두고 있다. 2013년 현재 상설위원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대학윤리위원회, 대학평가인증위원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등 4
개 위원회를, 특별위원회는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대학재정대책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대
책위원회, 국·공립대학발전위원회, 사학법대책위원회, 대학평가대책위원회, 국제화대책위
원회, 지방대학발전특별위원회 등 8개 위원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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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무처 및 현황
조직구성 및 일반현황
대교협법 제8조에서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총장을 둔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
한다. 사무총장은 이사를 겸임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정기관화하고 있다.
대교협 정관 제22조에서는 “협의회에 사무총장을 두되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과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용한다.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또
한 “사무총장은 소속직원을 감독하고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협의회의
업무를 통리한다”고 규정하여 그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제23조에는 “협의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무총장 밑에 부서를 둔다. 협의회에 전문영역별 연구위원회 또는 특별위원
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대학의 총장, 처·실·과장 및 전문가 중에서 사무총장이 제청하
여 회장이 위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이 대교협법이나 정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무총장을 책임자로 하는 사무처는 2013
년 1월 현재 경영기획실, 대학입학지원실, 대학교육정보실 등 3실과 고등교육연구소, 한국
대학평가원, 고등교육연수원, 한국교양기초교육원 등 4개의 부설기관을 두고 대교협의 전체
적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문적인 전문성과 대학의 학사 및 연구업무와 직결되는
부서의 부장은 대교협법 제11조에 따라 회원대학의 중진교수들을 파견받아 임용할 수 있는
바, 이는 업무의 전문성 제고나 회원대학 또는 대학교수들과의 연계나 일체감 형성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특기할 만하다. 경영이나 행정지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서는 그 학
술적 연구기능이나 대학의 학사와 연계된 성격으로 인해 연구위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등 연구직렬로 임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임용된다. 발족
당시 총 인원 7명으로 출발한 대교협의 직원 조직이 업무 확충이나 그 기능 강화로 인해 창
립 30주년 현재 1백여 명의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교협 사무처는 아직은 취약한 구조이지만, 많은 회원대학의 중진교수들이 대교협의 각종
사업에 계속 참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실제 활동 영역이나 범위는 어느 기관 못지 않은
대규모 조직임을 알 수 있다. 대교협의 기구와 인원 및 업무체계를 더욱 소상히 살펴보기 위
해 2013년 1월 현재 기준의 조직도와 정·현원 및 각 부서 업무 분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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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직도

총회

이사회

회장

사무총장

(부설)

경영기획실

경영기획팀

대학입학
지원실

대학교육
정보실

고등교육
연구소

입학기획팀

대학정보
공시센터

정책연구팀

대입상담센터

평가기획팀

조사분석팀

입학지원팀
대외협력
홍보팀

(부설)

한국대학
평가원

정보화표준팀

연구지원팀

평가관리팀

(부설)

(부설)

한국교양
기초교육원

고등교육
연수원

한국교양
기초
교육원

고등교육
연수원

 정 · 현원
○ 총회 : 전
 국 203개 대학교(일반대학 186개교, 교육대학 10개교, 산업대학 2개교, 방송대
학 1개교, 특수대학 4개교)
○ 이사회
구분

정원

현원

회장

1

1

부회장

3

3

이사

10~20

20

감사

2

2

계

16~26

26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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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처
구분

정원

현원

사무총장

1

1

수석연구위원 및 수석전문위원

1

-

1급 연구원 및 전문원

3

3

2급 연구원 및 전문원

10

7

3급 연구원 및 전문원

25

20

4급 연구원 및 전문원

20

22

5급 전문원

2

7

비정규 연구원 및 전문원, 팀원

-

35

계

62

95

※ 파견교수 근무자 4명 및 객원연구원은 현원에서 제외

 부서별 업무 분장
부서명

업무 내용
1. 총회 및 이사회 개최
2. 사업 및 예산 계획 수립·조정, 실적 관리
3. 조직 및 정원, 예산편성 관리 및 감사

경영기획팀

4. 임원 관리 및 임직원 행동관리
5. 직원 인사관리·교육훈련·복무관리·근무평정
6. 재무 운영 및 급여, 후생복지, 회비 수납
7. 총무 및 구매 · 계약, 보안 및 안전, 시설 관리
8. 기관 행사 및 임원실 보좌
1. 회원대학 총장 정보관리 및 총장세미나 운영
2. 총장협의체·사립대학 교원임면보고·대학교원 정부포상 등 회원대학 관련 지원

대외협력홍보팀

3. 국회업무 및 대외감사, 정부부처·대외기관 협력
4. 언론사 관리 및 기관 홍보물 발간
5. 대학윤리위원회, 고문변호사제도 운용
1.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수립 및 관련 위원회 운영
2.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수립

입학기획팀

3. 대학입학전형 자료 제작 및 안내
4. 대학입학정보 시스템 및 홈페이지 관리·운영
5. 고교-대학 간 협의체 운영
1.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 사업
2.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사업

입학지원팀

3.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 재직자 특별전형 지원
- 전문·희소계열 교육과정 공동운영체제 구축 지원
4.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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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대입상담센터

업무 내용
1. 대입상담 및 운영, 관련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배포
2.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자격연수, 대입상담교사단 직무연수 등 교사 대상 연수 실시
1. 대학정보공시 및 관련 시스템·홈페이지 관리, 운영

대학정보공시센터

2. 정보공시 항목별 관리기관 운영
3. 대학 학부·과 표준분류시스템 개발

정보화표준팀

1. 기관 전산 시스템 운영 및 정보보안, 인프라 관리
2. 사업별 시스템 지원
1. 정책 연구 및 건의, 현안대응 및 자료개발

정책연구팀

2. 정책포럼 및 세미나 운영
3. 특별위원회, 교육협력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사분석팀

1. 국내·외 고등교육동향 분석
2. 대학교육지 발간
1. 연구과제 발주 및 관리, 문헌정보실 운영

연구지원팀

2. 평가인증기관 지정사업
3. 대학글로벌현장학습사업
4. 고등교육 국제협력
1. 대학기관평가인증 운영 및 시스템·홈페이지 운영
2. 대학기관평가인증 편람 및 매뉴얼 개발, 평가위원 선발 및 연수 등

평가기획팀

3. CAMPUS Asia 사업
4. 한·중·일 질보증기관협의회 운영
5. 국제학위인증(NIC) 추진
6. 국내·외 유관 평가기관과의 대외협력
1.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관리팀

-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
2.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사업

한국교양기초교육원

1. 기초교양강화사업
- 연구 및 진단사업, 성과 확산사업, 범대학 지원 사업
1. 교수·직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고등교육연수원

2. 연수 자료 개발 및 강사 관리
3. 고등교육연수원 시스템·홈페이지 운영

※ 대교협 조직 및 기구의 변천과정은 부록 부분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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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관

1982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출범 당시, 대교협의 역할과 관련한 화두는 ‘대학
의 자율화’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제5공화국 출범 당시 교육정책 당
국자들 사이에, 대학교육이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고등교육의 대중화 단계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대학
입학제도를 비롯한 대학 운영의 모든 부문을 정부가 통제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한계
성을 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의 총장들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참함에 따라 대안적 기구로 한국대
학교육협의회가 출범하게 되었고, 출범 2년 후인 1984년에는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한국
대학교육협의회법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대교협의 설립에는 정부, 대학, 국회 등 고등교육정
책의 주체가 모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창설 당시에 대교협 설립에 대한 긍정적 견해가 주류를 이루기는 하였지만 당
시의 정치사회적 상황 속에서 ‘옥상옥(屋上屋)’이라든가 ‘정부의 시녀기관’이 될 것이라는 부
정적 여론도 적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대교협은 기관 창설의 취지에 따라 정부와
대학 간, 대학사회와 일반사회, 국제협력 및 회원대학 간의 상호협력, 그리고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창립 이후 지난 30년간의 대교협 성장과정은 기능과 역할 등 사업 영역의 활동과 같은 실천
적 측면에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 자율화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
졌는가 하는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 물론 대교협 창립의 시대적 상황이나 역할과 기능 등
을 감안한다면 이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새
로운 사업의 신설이나 확장, 정부로부터의 사업이관 등은 모두 대학 운영의 자율화와 밀접
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30년을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시기는 1982년에서 1986년까지로 운영기반을 만들어 가면서 타율 속에서 자율을 모
색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시기는 1987년에서 1994년까지로 기관을 확충해 가며 실
질적인 자율화를 위해 첫발을 내딛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는 1995년에
서 2002년으로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고 자율화도 상당부분 이룬 기간이다. 마지막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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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서 현재까지로 자율과 경쟁이라는 정책기조 속에서 대교협이 실질적인 고등교육
정책을 입안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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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발전과정

1. 운영 기반 구축과
타율적 자율의 시대
: 1982 ~1986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발족된 1980년대 초는 1970년대에 이어 강력한 군사
독재정부가 들어서면서 권위주의적 행정체제나 분위기가 사회 각계에 만연하던 시기였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 운영의 자주성이나 공공성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대교협의 태
동은 당시에 다소 생소한 기관으로 치부된 면도 있다. 당시 대교협에 대한 시각은 정부와 대
학 간에 상당히 차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이 기관을 통해 대학행정을 효율적으
로 추진하고, 또한 정부정책의 지지자 또는 방벽이 되는 기능을 기대했으며, 반면에 대학사
회는 명실상부하게 대학의 이익과 권익을 옹호하는 기관이자 자율적 의사결정체로서 역할
을 기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는 대교협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각계의 합의가 결여되어 있었고, 대학 운영의
모든 부문이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던 환경 속에서 대학 간 협의체를 수용할 만한 정치사
회적 환경이나 주변 풍토가 성숙하지 못하였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협의체의 역할
과 기능에 관련된 경험을 지닌 전문가나 회원대학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대교협의 기관적 성격은 일정한 타율성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자율화의 모색
기라고 할 수 있다.
대교협은 발족과 동시에 회원대학에 대한 성장 파악과 아울러 대교협 활동의 필요성 및 선
진 외국의 대학 간 협동에 관한 사례들을 홍보하면서 한편으로 각종 내규 제정을 비롯한 업
무체제 및 발전계획 수립에 착수하였다. 특히 회원대학 간 정보교류를 위한 모체가 되는 기
관지 발간을 급선무로 보고, 회지발간 준비를 서둘러 불과 6개월 후인 1982년 말에 격월간
인 『대학교육』지를 발간·배포하게 되었다.
아울러 당시 문제가 많았던 입학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전후기 분할모집’과 ‘학과별 가산점
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회원대학에 권장했으며, 1983년도부터는 당시 문교부에서 대
학평가 업무를 이관 받아 수행하였다. 아울러 선진 외국의 대학 간 협의체와 교류를 개시하
는 한편, 발족 2년 후인 1984년에는 한·미 대학 간 대규모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대교협
의 역할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한 바 있다.
또한 대학 내의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여망을 실현하기 위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학도호국단
체제의 개편을 주장하여 관철하는 한편, 1984년 2월에는 5·17 이후 학원사태와 관련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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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되거나 제적된 학생들의 석방과 복교 및 해직교수들의 복직을 건의하여 실현시키기도 하였
다. 또 학원의 안정과 면학질서 확립을 위해 여러 차례 사회와 학부모 및 일반학생들에게 호소
하고 경고도 하는 성명을 내기도 하였으며, 1985년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역할과 기능’
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대교협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와 갈등이나 견해차도 적지 않았고, 대학사회의 여망을 소홀히
할 수 없는 협의체 입장에서 애로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5공 말기의 ‘학원안정법’ 파
동 시에는 관변의 간곡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지하거나 협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문
교부가 주최하는 총·학장회의에서 당시 회장으로 하여금 학원안정법 찬동 성명을 낭독하
게 함으로써 마치 대교협이 이를 결의한 것으로 오인되어 먼 훗날까지 많은 진통을 겪었던
것은 특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여러 가지 애로나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전개
하면서 대교협이 국민 일반과 대학사회에 조금씩 인정을 받게 되고, 결정적으로 운영 기반
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밝힌 바 있는 대교협법의 제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의 제안과 심의과정에서 그 필요성은 심도 있게 분석되고 외국의 선례 등도 자세히 소개되
면서 소위원회에서 집중적인 작업도 이루어졌다. 심의 결과, 외국의 경우 선례가 없는 ‘한국
대학교육협의회법’이 문공위원회와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
전에 또 하나의 초석을 쌓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 외에도 초기 5년 동안에 개발하여 정착시킨 사업들은 많다. 아시아재단과의 협력으로 미
국의 기증도서를 대학도서관에 대량 배포하고 대학직원들의 연수사업도 착수하였다. 또 국
제교류 업무를 확충하여 세계적 기관과 인적·물적 교류의 길을 열었을 뿐 아니라 각종 연
구개발이나 조사연구사업이 회원대학 전공교수들의 협력을 얻어 크게 활성화되었다.
이와 같이 급격히 늘어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했지만, 대교협
법 제정 후에도 정부 보조금이나 문교부의 연구비 지원이 미흡하여 사업 확충이나 개발에
는 많은 제약이 따랐다. 그러므로 단위사업들을 크게 개발하지 못하고 프로그램만을 다양화
하는 시험적 운영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각 대학 간의 유대
가 강화되고 정부에 대해서도 각종 건의활동과 아울러 때로는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이 점진
적으로 증대하면서 발전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대교협은 외견상 자율적 협
의체이면서도 제반 여건이나 환경은 타율적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정한 시대적 한계성
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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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 확충과
자율화의 태동
: 1987~1994

1987년 당시의 여당 대통령 후보가 발표한 ‘6·29 선언’은 우리나라 정치발전이나 사회민
주화의 시발점이 되는 동시에 대학 자율화 등 교육 민주화 추진의 기점이 되었다는 점은 부
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각계각층의 갖가지 불만과 욕구의 분출로 인한 사회적 혼란
과 갈등도 많았고, 특히 대학과 관련해 고등교육정책의 혼선과 그에 따른 진통이 극에 달하
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시대적 분위기는 오랜 권위주의적 지배논리가 붕괴되고 균형과 조
화의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역사적 과정의 하나로 평
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와 대학사회의 변모과정에서 대교협은 교육 민주화나 대학교육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오늘날의 성취를 이루
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우선 6·29 선언 직후 회원대학들의 요구를 심도 있게 수렴하여 이
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10여 차례에 걸친 여러 가지 형태의 세미나 또는 심포지엄을 개최하
여 대학교육 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종합·정리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종
합된 대학사회의 요구 등을 체계화하여 1987년 8월 ‘대학 자율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같은 해 9월 문교부는 이를 전폭 수용하여 대학 자율화 조치 15개항을
발표함과 아울러 그 지침을 각 대학에 통보한 바 있다. 그 주요항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교수대의제 또는 평의원제 도입
② 총·학장 선임방법의 민주화
③ 국책과목의 폐지 및 자율화
④ 종합대와 단과대의 구분 폐지
⑤ 교수임용제도 개선 및 정년보장제 도입
⑥ 사립대학 총·학장 취임 승인제 및 취소권 폐지
⑦ 대학 학생정원의 단계적 자율화
⑧ 대학 학생선발권의 자율화와 입시제도 개혁
⑨ 대학 졸업정원제의 완전폐지
⑩ 학위등록제의 단계적 폐지
⑪ 학생납입금 책정의 자율화
⑫ 국립대학의 포괄예산제와 사립대학 예산안 보고의 간소화
⑬ 내부 장학생이나 학비감면의 의무기준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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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별 대학협의회의 설치 운영
⑮ 대학관계법령 중의 획일적 규제 철폐

위 건의 내용들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과제도 있지만, 교육법을 비롯한 사립학교법이나
각종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대부분 실현됨으로써 대학 민주화의 획기적 계기를 이룩하였
다. 그 중에 학생납입금 책정의 자율화 조치의 경우 대교협에 의해 2~3년간 협의·조정하
는 절차를 거쳤지만, 계속되는 학생들의 반발 등 대학사회에 많은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
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대학 운영이 더욱 투명하게 공개되고, 정부에 대한 대학의 자율
성이 한층 신장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으며, 대교협 또한 정부의 간섭보다는 이사회를 통
한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변모하여 갔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그동안 대학 행정관리직의 연수만을 실시해오던 대교협에 대학교수 연
수업무가 이관됨으로써 교수개발(Faculty Development Program)을 정규사업으로 정착시켰
다. 그 내용은 교수요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자료나 모형을 개발하며, 이를 회원
대학에 배포하고 매년 희망 교수들의 합숙연수를 1~2회 실시하는 것이다. 또 각 대학별 연
수에 강사진을 파견함과 아울러 국내 대학 간 교수교류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교수·직원 연
수의 주관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88년에는 부설연구소를 발족하여 각종 대학정책에 관한 연구나 대학의 학과별 프로그램
개발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또 1989년에는 고등교육에 관심이 깊은 여러 인사와
학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고등교육연구회를 발족시키는 사업을 주도하여 대교협과 부
설연구소를 지원·조성하는 학술단체를 형성함으로써 기관 활동의 지원체제를 확고히 하
였다. 그리고 업무기능의 확충 강화에 따라 매년 4~5명의 신규직원을 공채하였고, 예산규
모도 연차적으로 소폭이나마 증액하였으며 많은 외국의 대학이나 유사기관과 협력체제도
강화하였다.
또 이 시기에는 취약한 대학재정이나 열악한 교육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성장
조사, 대학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회장
단이나 임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정치인들과 빈번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정부 관계자에 대한
건의활동도 활발히 하였으며, 그 성과로 1990년도부터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보조나 융자제
도가 정착되어 지원 규모가 매년 확충되는 가시적 결과를 얻기도 하였다.
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연구기능은 대학교육 전반에 걸친 각종 성장조사 연구나 학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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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개발,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 등 200여건에 달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정부와 각 대학에 배포하였다. 특히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대학평가인정제 실시를 위한 모형연구』 등은 정부 위탁연구로서 그 연구 결과가 제도 개선
에 미친 영향 등을 감안할 때 큰 비중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
로 1995년부터는 대학입학 업무가 대교협에 이관되었고, 대학평가 업무도 더욱 강화되었다.

3. 업무체제 정착과
자율화의 준비기
: 1995~2002

이 기간은 대교협의 제반 사업이 심화되고 정착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는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의 관점에서는 자율화가 한층 정착되고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대
교협이 명실상부한 대학사회의 대의기관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시험을 거친 시기
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동안 대학의 각종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상당 부문이 자율화되
었지만 당시에 몇몇 부문에서는 여전히 일정한 제한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입
시, 정원 책정 등에서 정부는 일정한 공공적 제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는
일방적인 대학의 자율화를 주장하기보다는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정부의 공공성 유지와
사회적 책무성 교차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1983년부터 소규모로 실시되어 왔던 대학 교수·직원 연수사업은 1995년 한국 고등교육연
수원 설립을 통하여 연간 2,500여명 내외의 연수생을 배출하는 사업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연수원은 이후 1999년부터 연수부로 개편되어 대학의 각 계층별·직능별·전문분야별 인
력개발 기능을 담당하였다. 또한 그동안 교육부에 의해 실시되어 오던 대학입학에 관한 업
무가 1995년부터 이관됨으로써 대교협의 회원대학과 국민에 대한 입학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매 학년도 전국 대학의 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을 발간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
사 등을 대상으로 입학상담을 실시하였으며, 1999년부터는 정기적으로 매년 1회씩 대학입
학정보박람회를 개최하여 각 대학의 입학정보를 학생, 학부모들에게 직접 상담을 통하여 홍
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학입학 관련 업무를 자율적 협의기구인 ‘대학입학전형계획 심
의위원회’를 통하여 각 대학이 자체 전형계획에 따라 공정한 입학문화를 정착하도록 유도하
였지만, 대학입학 정책 결정의 완전한 자율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하였다.
이 시기에는 대학평가 업무도 본격화되었다. 대학평가 업무는 1993년도부터 평가인정제도
에 대비한 각종 연구와 아울러 정부와 협의가 있어 왔고, 이를 토대로 1994년부터 대학평가
인정제가 도입되면서 대교협이 수행하여 오던 기관평가와 학문영역평가 모두 평가인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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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되었다. 대학평가는 설립 초창기부터 대교협이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수행해오던 사업으
로, 지금도 대학평가의 주체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회원대학 스스로가
조직의 건강도와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자율적 기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한다는 측면
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그동안 대학평가제도로 인해 회원대학의 각종 교육여건이 개선되었음은 물론, 교수 채
용이나 각종 연구실적이 국제적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은 특기할 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평가시스템 자체가 교육·연구 행정체제를 합리적으로 정착시키고 경영을 투명
하게 운영하는 데 일조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울러 이 시기는 회원대학의 학사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참고자료가 되게 하고, 대
정부 건의 및 입법 건의 등을 위해 기초가 되는 정책적 조사연구를 이전보다 훨씬 다양하
고 광범위하게 추진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들로는 총장선출제도, 교수업적평가제도, 행정조
직 개편, 각종 교육과정 개발 연구, 대학 설치 기준 및 시설·설비 등에 대한 재검토 등이 있
다. 또한 통일교육, 대학재정, 대학입학, 대학평가, 교육환경, 세계 각국의 박사학위 수여대
학 조사, 고등교육 국제지표, 고등교육 관련 법률, 기타 대학의 현안 등에 관한 다양한 조사
연구 등도 있다. 특히 대학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관련 정부부처,
국회, 각 정당 대표, 경제계를 대상으로 건의문 전달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적지 않은 분야를
해결하는 실적을 남겼다.
이 기간은 또한 대교협이 주체적으로 나서 고등교육정책을 건의·수립하는 등 실질적인 역
할을 키워 나간 시기라 할 수 있다. 그 예로 1998년부터 실시한 ‘대학교육 정책포럼’을 들 수
있다. 이 포럼은 대학교육의 주요 정책에 관한 대학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제
시하기 위해 연간 3~4회 개최하였으며, 대학평가와 재정확충 등 대학사회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형성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편, 1997년부터는 4년제 대학과 2년제 전문대학이 공동으로 별도 법인으로 설립한 한국
대학사회봉사협의회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이는 대학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사회봉
사 활동을 대학생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봉사정신과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적 지도력을 향
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대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해외봉사단 파견, 지역별·권역별 대
학연합 사회봉사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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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율화 정착과
미래 준비기
: 2003~2013

대학 사회가 요구하는 자율화는 향후 대교협이 회원대학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고, 정
부와 협의를 거쳐 대학 입학제도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어떻게 정책에 구현하는가에
따라 시차가 있을 것이다. 대교협은 지난 10년간 보다 확실한 자율화 정착을 위해 선언적
의미보다는 대교협 자체의 역량강화와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 왔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연수부 강화, 대교협 원탁회의, 입학사정관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미래 대학의 변화와 관
련하여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회원대학이 경영, 학생선발, 교수내용 등에 있어 주체적인 자
세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부는 보다 전향적으로 대학 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03년 직제개편시 ‘교직원개발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는 전문화와 특성화를 고루 갖
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2006년에 ‘고등교육
연수원’으로, 2013년에 다시 ‘부설 고등교육연수원’으로 명칭을 바꿔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2년부터 실시한 ‘대교협 원탁회의’ 역시 대학과 우리 사회에 보다 폭넓고 깊은 대학교육
의 비전을 제시하고 상호 공감대를 넓혀감으로써 대학자율화의 필요성을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 회의에는 회원대학 총장, 정부부처 및 경제계의 주요 인사, 언론계와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고등교육관련 사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2007년에 시범 도입한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 일정 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대교협이 관리
를 담당하는 체제로 자율성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입학사정관제는 정부가 2004년
10월에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여 사정관전형제도 도입 계획을 밝힌 이후
2007년 9월부터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입학사정관제는 2013년 현
재 국고 지원 대학만 66개교이고, 대학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대학도 61개교에 이르는
등 모두 127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짧은 기간 동안 비약적인 변화를 보였다.
또한 지난 10여년은 대학정보를 예비대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시함으로써 자율적 대학 선택
의 폭을 넓히고 회원대학 간 선의의 경쟁과 개선 노력을 유도하였고, 대입정보박람회도 더
욱 확대하였다. 대학정보공시는 2007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2008
년 11월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2009년부터 시행령에 명시된 공시시기에 맞
추어 ‘대학알리미’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다.
대입정보박람회는 지난 1999년 이후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개최하여 수험생들에게 대학
관련 정보를 충족시켜 주었다. 2010년부터는 수시전형을 앞두고도 대입정보박람회를 개최
하여 1년에 2차례의 박람회를 열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수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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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입장에서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대학의 정보를 모두 접할 수 있는 것으로써, 시
간적인 면이나 정보의 정확도 측면에서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래 10년은 대교협이 수행하고 있는 많은 업무가 정착되기는 했지만 유
례없이 빠른 국제화의 진행 속에서 새로운 과제를 맞이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지난 30년간
고단한 부침 속에서도 대교협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한 결실이 모습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학이 갈 미래는 또 다른 혁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년 전부터 불투명한 대학의 미래에 대한 우려는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각 대학
은 물론 관련 기관들은 대학의 운명을 좌우할 기제와 그에 따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교협 역시 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2000년대 후반부터 정책연구를 늘
려 수행하였다. 변화된 미래 대학의 모습으로 체질변화를 이루기 위해 지금 대학이 고민해
야 할 과제는 특성화, 경쟁력 제고, 수월성과 질 관리, 산학협력 등이다. 이를 위해 대교협
은 정책연구 활동의 강화를 통해 대학이 주도할 혁신 과제와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대교협은 지난 30년 동안 성장과 발전의 과정 속에 수없이 많은 부침을 거듭하였으
며, 다양한 정책과 업무를 시행함으로써 대교협 창설의 기본 목적에 부합되는 역할을 다하
며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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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표로 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고등교육

1. 지표로 보는
대교협

정책연구

고등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421건

정책연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3조(기능)에 명시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지난 30년간 421건에 이르는 각종 연구결과를 수행하였다. 대교협
이 대학교육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을 주요한 기능으로 설정한 것은 전문적 정책연구개발기
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교협이 수행한 정책연구과제는 연간 평균 14건으로 대부분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당면하
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과제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연구결과물은 정부와 회원대학
에 보급하거나 관계기관에 보내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정책과제는 대부분 대교협에 설치되어 있는 각 전문분야별 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의
교수와 대교협 연구원 및 교육부 관계관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로 수행하였다. 연구범위도 매
우 광범위하여 대학의 이념과 제도, 입시제도, 재정, 평가, 시설과 정원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학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대학의 경쟁
력 제고, 협력, 국제교류 등 미래지향적인 의제(Agenda)들을 중요한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

회원대학

대교협 회원대학 203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조(목적)에는 ‘대학운영의 자주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앙양하며 대
학의 상호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제5조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두며, 총회는 대교협의 최고의결기관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회원대학이 대교협의 근간을 이루는 주체이자 동시에 스스로 최종 목적이기도 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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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출범 당시에는 총 97개 대학이 대교협 회원대학으로 등록하였다. 이듬 해에는 서울
교대 등 교육대 11개 학교를 회원대학으로 승격하는 등 모두 13개 대학이 더 참여해 110개
대학으로 늘었다. 1989년에는 한국방송통신대가 가입하였고, 산업대학군 대학을 회원대학
으로 승인하여 총 122개 회원대학으로 늘었다.
이후 2005년 203개 대학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다가 2013년 현재는 203개 대학이 참여하
고 있다. 대학 구성을 보면 일반 사립대학이 155개교로 가장 많고, 국공립 일반대학이 31개
교, 산업대 2개교, 교육대 10개교, 육군사관학교 등 기타 대학이 5개교다.

총회·이사회

총회 52회 / 이사회 183회

대교협은 설립취지와 목적에 따른 대학 간 협의·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와 이
사회를 두고 있다. 정관에 따르면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임원선출, 예산, 사업계획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총회에서 위임받아 집행한다.
총회는 203개 회원대학 총장으로 구성된다. 연 1회 개최되는 정기총회와 특별한 안건이 발
생하였을 때 소집되는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2012년까지 모두 합하여 총 52회 개최되었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1982년 8월 20일에 개최된 제2차 총회에서 대교협 법인화 추진을
의결한 것과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인 1992년 7월 4일 총회에서 대학발전 10개년 계획을
정부에 건의한 것 등이 있다.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20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며, 총회 위임사항을 실질적으
로 집행하는 기구로 2012년까지 모두 183회 개최되었다. 이는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매년
6회 이상 열린 것으로 이사회가 빈번하게 소집되어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대교협이 대학 간 협의·조정기관으로서 역할을 자율적으로 잘 수행하였음을 방
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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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세미나

국제 세미나 49회

대교협은 창립 이래 외국의 고등교육기관 및 관련 교육기관과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
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 30년간 모두 49회에 이르는 크고 작
은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초청 국가도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러시아, 필리핀, 독일, 인도,
대만 등 다양하게 구성하여 세계적 동향을 파악하기에 힘썼다.
세미나 주제는 국제 세미나라는 성격상 참가국의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와 고등교육 부
문 국제협력이 주로 많았고 이 외에도 대학재정, 입시제도, 대학평가제도, 교수임용제도에
관한 내용들도 다루어졌다.

국내 세미나

국내 세미나 117회

대교협이 실시한 국내 세미나는 대학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과제와 공통관심사안을 서로 공
유하고 토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1983년에 대학의 자율성, 대학경영쇄신 등
을 주제로 4번 개최된 것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총 117회 열렸다.
그동안의 추이를 보면 1990년대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여 연간 6회 정도 개최되다가 1997
년에는 단 1회에 머물렀는데, 이는 대교협이 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설립한 고등
교육연수원이 1995년에 발족됨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98년에
‘대학교육 정책포럼’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세미나를 도입하여 대학 현안 문제 중심으로 국
내 세미나는 다시 활성화되었다.
세미나 주제는 우리 대학이 해결해야 할 경영, 학사, 재정, 시설 및 교육여건, 교육과정, 산학
협동, 국내외 대학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대학교육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가 상정되었다.
현재 대교협 국내 세미나는 대학교육 정책포럼과 1991년부터 시작된 대학총장 세미나(하계
및 동계) 두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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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사업

연수사업 951회

21세기는 세계화·정보화·고객화 등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흐름이 지식사회에 기반을 두
고 있으며 그에 따라 대학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교협은 이와 같은 미
래 대학의 변화에 대비하고 창조적 리더십을 키우기 위하여 무려 1,000회에 다다르는 다양
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대학교수와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창립 초에는 대학의 행정·관리직원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나 1989년부터는 교수 연수도
도입하였고 이후 ‘한국고등교육연수원’을 설립하여 1998년까지 전문대학의 교수 및 직원과
경영관리직 등으로 교육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연수 프로그램은 1983년부터 실시한 워크숍 프로그램, 1995년 시작한 해외연수사업, 1998
년 도입한 패키지 프로그램, 현재 교수·직원 직무능력 개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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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고등교육 일반

고등교육기관 학교 수
고등교육기관 학교 수는 총 432개교로 전체적으로는 2011년 대비 2개교가 감소했다. 이 중
일반대학은 189개교로 6개교가 늘었고, 전문대학은 142개교로 5개교가 줄었다. 또 산업대
학은 7개교가 일반대학으로 변경됨에 따라 2개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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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재적학생 수
2012년 들어 일반대학의 재적학생 수는 산업대학 7개교가 일반대학으로 학제 변경함으로
써 늘었지만 고등교육기관 전체 재적학생 수는 감소국면으로 전환하였다. 전체 3,728,802
명으로 2011년 대비 6,904명(0.2%)이 줄었다. 일반대학의 재적학생 수는 2,103,958명으로
38,507명 증가하였고 전문대학의 학생 수는 769,888명으로 6,850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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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재적학생 수
고등교육기관 재적 여학생은 1,574,076명(42.2%)으로 1980년 이후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 중 일반대학 재적 여학생은 821,875명으로 전년대비 19,800명(2.5%) 증가하였으
나 전문대학 재적 여학생은 307,350명으로 오히려 2,897명(0.9%) 감소했다.
일반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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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자 수
고등교육기관 입학자 수는 2006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2년은 전년에 비하여
15,489명(1.9%) 감소했다. 일반대학의 입학자 수는 372,941명으로 11,255명(3.1%) 증가하
였으나 전문대학과 대학원의 입학자 수는 줄었다. 이 중 전문대학의 경우는 238,952명으로
10,741명(4.3%), 대학원의 경우는 756명(0.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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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생 수
고등교육기관 휴학생 수는 1,103,615명(29.6%)으로 전년 대비 8,780명(0.2%) 감소했다. 일
반대학의 휴학생수는 2010년까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다, 소폭 감소하여 2012년에는
619,727명으로 전년 대비 8,666명(0.9%) 줄었다. 그러나 전문대학의 경우 277,207명으로
3,962명(0.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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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자 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수는 665,057명으로 2011년 대비 11,939명(1.8%) 증가하였다. 이 중
일반대학 졸업자 수는 298,727명으로 4,760명(1.6%), 전문대학은 252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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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위 취득자 수
대학원 석사 및 박사 학위취득자는 95,00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에
비하여는 3,960명(4.3%) 늘었다.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각각 82,765명, 12,243
명으로 3,362명(4.2%), 598명(5.1%) 증가했다. 이 중 일반대학원 학위취득자 비율은 46.8%,
전문·특수대학원은 53.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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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수
외국인 유학생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다 86,878명으로 2011년 대비 2,659명(3.0%)으
로 감소했다. 학위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총 60,589명으로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
적학생의 1.6%를 차지했다. 전년에 비해서는 1.4% 감소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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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 전임교원 수
고등교육기관 전임교원 수는 84,910명으로 2,720명 증가했다. 일반대학은 68,034명으로
4,129명(6.5%), 전문대학은 13,078명으로 187명(1.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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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전임교원 수
고등교육기관 여성교원 수는 19,118명(22.5%) 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년 대비
1,255명(0.8%)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일반대학의 여성교원 비율은 20.1%, 전문대학은 34.3%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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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평균 연령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평균연령은 48.5세로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전년 대비하여 0.3세
증가하였으며 일반대학은 48.5세로 전문대학의 47.8세 보다 0.7세 많았다. 설립별 교원의 평
균연령은 국립과 공립 교원의 경우 49.9세와 50.0세, 사립대학은 48.0세였다.
(세)
49.0
48.5 48.5

48.5
48.2

48.1

48.3

47.9

48.0

47.8
47.6

47.5

47.3

47.0
46.5

2010

2011

2012

고등교육기관

일반대학

전문대학

전임 교원의 학위 현황
고등교육기관 전임교원의 학위 현황은 박사 68,158명, 석사 14,204명, 학사 2,443명으로 2011
년 대비 큰 변동은 없었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전임교원 박사 학위 소지자는 각각 57,236
명(84.1%), 8,187명(62.6%)으로 일반대학의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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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소지 교원의 학위 취득국가
박사학위 소지 교원의 학위 취득국을 국내와 국외로 비교해 보면 고등교육기관 교원 중 국내에
서 학위를 취득한 비율은 65.6%로 나타났다. 일반대학의 비율은 61.3%, 전문대학은 93.6%였다.

박사학위 소지 교원의 학위 취득국 비율
구분
연도

(단위: %)

고등교육기관

일반대학

전문대학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2012

65.6

34.4

61.3

38.7

93.6

6.4

2011

65.3

34.7

60.6

39.4

93.5

6.5

2010

65.6

34.4

61.1

38.9

93.5

6.5

2009

65.7

34.3

61.0

39.0

93.3

6.7

2008

65.6

34.4

60.9

39.1

93.5

6.5

2007

65.7

34.3

60.9

39.1

93.2

6.8

2006

66.4

33.6

61.6

38.4

93.4

6.6

외국인 교원 수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전임교원수는 5,96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일반대학의
외국인 교원은 5,126명으로 전년 대비 592명(13.1%) 늘었으며 전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교원수의 85.9%를 차지하였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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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0.9명으로 전년 대비 1.0명(3.2%)으로 감소하여 교육여건이 개
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는 각각 25.7
명과 37.7명이었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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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년 전인 2008년 대비 2.3%
늘어났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은 각각 7.5%, 5.7%로 일반대학의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주 1) 고등교육기관은 전문대학,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각
종학교,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
학, 전공대학, 기능대학, 대학원대학이
포함됨.

(%)
8.0

2) 교
 원 수는 총(학)장 및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만 포함됨.
단, 국공립대학은 전임교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금교수가 포함됨.

6.0

※ ‘기금교수‘라 함은 외부기관이나 개
인의 기탁금·부담금 또는 이를 바
탕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총장이 교
수로 임명한 국내·외 인사를 말함
3) 일
 반대학은 학부와 대학부설 대학원
의 교원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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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지난 2012년 9월, 출범 3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대학신
문과 함께 ‘뉴스로 본 대학 30년’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학이
사회의 변화와 함께 궤를 같이 하며 부침을 거듭하여 온 만큼 언론보도를 통해 대학의 역사
를 반추해 보기 위해서였다. 설문 대상자는 전국 4년제 200여개 대학 총장과 교수, 직원 등
대학 구성원 2,019명이었으며 온·오프라인 병행 조사를 통해 10대 뉴스와 각 정부별 5대
뉴스를 선정하였다. 한국대학 30년사에 있어 가장 큰 사건으로는 ‘6·29 민주화선언’이 선
정되어 대학이 우리나라 민주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강력한 대학구조
조정 방안을 천명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출범’이 2위로 그 뒤를 이었으며, 반값등록금 집회
와 관련대책이 3위에 올랐다. 각 정부별 뉴스의 순서는 전국 대학 구성원 2,019명이 선정한
우선 순위에 따른 것이다. 설문조사와 관련한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조사 일시 : 2012년 9월 19일(수) ~ 28일(금)
2. 조사 대상 : 대교협 4년제 회원대학 총장, 교수, 직원
3. 조사 방법 : 이메일과 팩스, 면대면조사 등 온오프라인 조사 병행
4. 응답자 특성(총 2,019명)

1. 응답자 소속 대학 규모
보기

응답자수(명)

응답자 비율(%)

대규모(재학생 1만명 이상)

725

35.9

중규모(재학생 5,000명 이상, 1만명 미만)

656

32.5

소규모(재학생 5,000명 미만)

638

31.6

합계

2,019

100

보기

응답자수(명)

응답자 비율(%)

경상권(대구경북, 부산경남)

483

23.9

전라제주권(전북, 광주전남, 제주)

345

17.1

서울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682

33.8

2. 응답자 소속 대학 소재지

60

제1장 언론으로 보는 대학 30년

/

Ⅰ. 대학 30년 10대 뉴스

보기

응답자수(명)

응답자 비율(%)

충청권(충북, 대전충남)

406

20.1

강원권

103

5.1

합계

2,019

100

보기

응답자수(명)

응답자 비율(%)

30대 이하

87

4.3

40대

372

18.4

50대

923

45.7

60대 이상

637

31.6

합계

2,019

100

보기

응답자수(명)

응답자 비율(%)

총장

131

6.5

교수

1,490

73.8

직원

398

19.7

합계

2,019

100

보기

응답자수(명)

응답자 비율(%)

남

1,660

82.2

여

359

17.8

합계

2,019

100

3. 응답자 연령

4. 응답자 직권(신분)

5. 응답자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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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학 30년 10대 뉴스

1위 6·29 민주화선언(1987년 6월 29일)
대학생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순수한 염원과 독재에 항거한 희생은 전 국민적인 민주화운동
으로 발전해나갔고 ‘6·29 민주화선언’을 이끌어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착에 큰 획
을 그었다. 한국대학 30년을 아우르는 가장 큰 뉴스는 바로 ‘6·29 민주화선언’이었다.
5공화국 정부의 강압적인 통치하에서도 계속된 민주화 요구는 1987년 서울대 박종철 고문
사망사건과 군부 세력의 장기집권 의도를 드러낸 4·13 호헌 조치, 시위도중 최루탄을 맞고
결국 사망한 연세대 이한열의 죽음 등을 계기로 6월 민주항쟁으로 발전했다.
‘호헌철폐, 민주헌법쟁취, 독재 타도’를 외치는 본격적인 시위가 전국에서 전개됐고 6월 26
일 국민평화대행진에는 100여만명의 시위대가 나섰다. 전국민적인 민주화 요구를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던 군부세력은 시국수습방안으로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6·29 민주
화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2위 강력한 대학구조조정,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출범(2011년 7월 1일)
2011년 7월 1일 부실대학 통ㆍ폐합과 퇴출 등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학구
조개혁위원회’가 발족했다. 위원회는 경영부실 대학의 통·폐합과 퇴출 및 국립대 선진화 등
구조개혁 계획, 대출제한 대학 선정안 등의 심의·검토를 맡았다. 교과부는 강력한 대학구조
조정을 단행함으로써 명신대, 성화대학, 선교청대가 폐쇄됐고 자진 폐교한 건동대를 포함 가
장 최근에는 벽성대학의 퇴출로 이어졌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 대출제한 대학 등의 수순을
통한 부실대학 퇴출을 본격화하고 국립대 역시 구조개혁 및 부실대학 선정을 위한 실사에
나서며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를 지정하는 등 강력한 대학구조조정의 의지를 표명했다.

3위 반값 등록금 집회와 국가장학금 1조 8,000억원 투입 결정(2011년 6월 24일)
2011년 황우여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되자 소득 중하위층 자녀 대상 ‘무
상·반값등록금’ 제도를 추진키로 하면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공약으로 처음 등장했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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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등록금의 현실화를 위한 재정마련과 지원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됐다.
같은해 6월 한나라당 지도부는 3년간 재정 6조 8,000억원, 대학장학금 1조 5,000억원을 투
입해 등록금을 최대 30%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며 이와 별개로 당정은 합의를 통해
2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국가가 1조 5,000억원, 대학이 5,000억원씩을 부담하고 향후 2년 동
안 등록금 동결 대학에 한해 재정을 투입, 고지서상의 등록금을 10% 낮춘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학들은 반값등록금 논의가 정치권 중심의 포퓰리즘에 휩쓸리는 것을 경계했다. 반
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학생과 시민들의 집회가 같은 해 5월 본격화됐고 6월 10일
에는 ‘6·10항쟁’을 맞아 주최측 추산 2만명, 경찰 추산 5,000명이 모인 최대 규모 집회가
열렸다.

4위 대학구조개혁 방안 발표 : 대학 간 통·폐합 및 학생정원 감축 추진(2004년)
2004년 12월 28일 교육부가 대학 간 통·폐합, 학생정원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대학 구조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양적 팽창을 지양하고
새로운 고등교육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대학 구조개혁 방안에는 △국립대 정원 15%
감축 △국립대 교원 1인당 학생 수 개선 △대학정보 공시제 도입 △사립대 전임교원 확보
목표 설정 △대학 구조개혁특별법 제정 △대학 간 통합·개편 촉진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
는 이 과정에서 2009년까지 전국 358개 대학 중 국립대 8개교, 사립대 79개교 등 87개 대
학이 통·폐합 등을 통해 정원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대입전형 관리 업무를 대교협으로 위탁했으며 △임원 취임·해임 보고제 전환
△학교법인 정관 준칙 폐지 △법인 기본재산 처분 요건 완화 △사립대 예산 편성 자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해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썼다는 평을 받았다.

5위 본고사 부활과 3불정책(1994년)
1994학년도 입시에서 13년만에 본고사가 부활했다. 서울대를 비롯 40개 대학이 본고사를
실시했다. 처음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함께 본고사의 부활은 대학입시에서 일선 고
교와 수험생들에게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켰다. 조완규 당시 교육부장관은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성이며 그런 의미에서 대학 본고사 부활은 매우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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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본고사는 사교육 난립의 폐해가 심각해지자 금지됐다. 고교등급제는 고교 서열화와
학교 간 경쟁을 부추기면서 역시 심각한 부작용을 앓았다. 입학을 조건으로 기부금을 내는
기여입학제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금지돼왔다.
3불정책은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
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994년 잠시 부활했던 대입본고사는 1998학년도부터 다
시 금지됐으나 2012년 현재도 본고사를 포함 3불정책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6위 총장직선제 실시(1987년)
총장직선제는 1987년 12월 국립 목포대에서 처음 실시됐다. 당시 국·공립대는 친여 성향
의 교수가, 사립대는 재단 측 인사가 총장으로 선임되는 것이 불문율이던 대학가에, 총장직
선제는 정부와 재단의 간섭으로부터 대학의 자치권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직선제 시행 초기에는 국·공립대 총학장 임명권을 쥐고 있던 정부가 ‘직선 총장’의
승인을 꺼려, 목포대의 경우 직선으로 뽑힌 강태석 학장(경영학)이 7개월 동안이나 ‘무자격’
학장으로 지내야만 했다. 목포대에 이어 전남대가 직접투표로 총장을 선출했으며 사립대는
계명대가 가장 먼저 교수 직선투표로 총장을 선출했고 같은 해 7월 국민대와 연세대가 직선
총장을 뽑았다. 이렇게 도입된 총장직선제는 일부 총장들의 폐지 촉구 발언과 부작용에 대
한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을 빚었다. 외부 개방형 후보 영입이 힘들고 선거운동 과열에 따른
후유증이 클뿐만 아니라 지연·학연 등에 얽힌 교수 사회의 인맥, 알력 등 외적 요소에 영향
을 받는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7위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1월 14일)
1987년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고문·
폭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단순 쇼크사인 것처럼 사
건을 위장 발표한다. 그러나 부검의의 증언과 언론 보도 등으로 고문 의혹이 제기됐고, 정부
는 김종호 내무부장관과 강민창 치안본부장의 해임, 고문근절 대책 수립 등으로 사태를 무
마하려 했다.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7주기 추모 미사에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김승훈 신부는 박종
철 고문치사와 관련 경찰의 은폐 조작을 폭로한다. 안기부, 법무부, 내무부, 검찰, 청와대 비
서실 및 이들 기관의 기관장이 참여하는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은폐조작에 조직적으로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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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종철 고문치사와 은폐조작사건은 5공화국 정권에 큰 타격을 주
었고 1987년 6월 항쟁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면서 민주화운동의 촉매제가 됐다.

8위 대학설립운영규정 제정 및 대학설립준칙주의 시행(1996년)
기존의 획일적인 학교 설립 기준을 지양하고 설립 목적과 특성에 따라 학교 설립 기준을 다
양화한다는 취지로 문민정부는 대학설립준칙주의를 포함한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한다.
대학설립준칙주의를 틀로 1996년 정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제정하게 된다. 일정 규모의
학생정원 시설을 확보해야 설립이 가능했던 대학설립 예고제에서 대학설립 신고제로 변경
하는 근거법이다.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후 2011년까지 설립된 대학은 63개교. 현재 300
개에 달하는 사립대학의 20%가 준칙주의의 수혜를 입은 대학이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대
학들은 최근 재정난과 정원 부족에 시달리다 8개교가 이미 교과부로부터 학원폐쇄 명령을
받았다. 대학설립준칙주의는 고등교육의 자율화, 보편화를 이뤘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으나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외시한 채 몸집만 불리며 우리 대학들의 총체적 부실화를 가져왔다
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9위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시행(1994년)
1994년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평가부터 평가인정까지 대교협이 전적으로 맡게 되면서 대
교협은 명실상부한 대학평가의 본원으로 자리 잡는다. 첫해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충남대,
전남대, 전북대, 포스텍(포항공대) 등 7개 대학이 평가인정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평가를 통
해 ‘인정’을 받은 대학은 교육당국으로부터 학생 정원조정과 학과증설 등에서 행정·재정적
으로 다른 대학보다 유리한 지원을 받도록 했다. 이 평가를 통해 교육부는 대학지원의 객관
적인 기준을 얻게 된다. 대학은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입시자료나 재정지
원의 척도로 활용된다. 평가 영역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 △시설 △경영 △재정 △대
학원의 7개 분야로 국·공립대와 사립대간 특성에 따라 영역별 가중치도 두기로 해 형평성
을 맞췄다. 2011년부터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 대신 대학평가인증제가 도입돼 인증 인정기
관으로 지정된 대교협으로부터 30여개 대학이 인증을 받았다.

10위 개방형 이사제 포함한 사립학교법 개정(2005년)
사립학교법은 1963년 제정 이래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802호까지 36차례 개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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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치른다. 개정 사학법의 취지는 사학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학교 운영의 투명
성은 높일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개정 사학법의 최대 쟁점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다. 모든 사립학교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와 △임원의 승인 취소 요건 확대 △
직무 집행 정지 제도 도입 △중대 부정 비리 15일 계고 기간 제외 △이사회 회의록 참석 이
사 기명 날인 서명 및 의무적 공개 △비리재단 복귀 기한 5년으로 연장 △복귀시 재적이사
3분의2 찬성 등이 골자다. 이외에도 감사제 내실화와 이른바 족벌운영 제한 등의 내용도 담
고 있다. 사학 재단들은 개방형 이사제, 직계존비속의 교장직 금지는 경영권 침해며, 이사장
의 부모, 자녀, 배우자의 학교장 임명 금지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침해라는 주장을 제기
했다. 이들은 건학이념과 관계 없는 외부인사가 이사로 들어오면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
다고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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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화국

1위 6·29 민주화선언(1987년 6월 29일)
1987년 6월 29일 민주정의당(민정당) 대표 노태우가 국민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여 발표한 특별선언이다. 1985년 2·12총선 이후 야당과 재야세력은 간선제로 선
출된 제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의 도덕성, 정통성 결여와 비민주성을 비판하며 직선제 개헌
을 주장했다. 이에 전두환은 1987년 4월 13일 개헌논의를 금지하는 호헌조치를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국은 대결국면
으로 치달았다. 6월 10일 전국 18개 도시에서 민주 헌법 쟁취 국민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대
규모 가두집회가 열리고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됐다. 하루 전인 9일 연세대 이한열이

▲사진 출처 : e-영상역사관

경찰이 쏜 최루탄을 맞고 사경을 헤매면서 26일 전국 37개 도시에서 100여만명이 시위에
참여하게 된다. 결국 이한열은 한 달 만에 사망한다. 시위가 거듭되고 규모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는 한때 군 투입을 검토했으나 결국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리고 6·29 민주화선언이 발표됐다. 10월 27일 국민투표로 직선제 개헌이 이뤄졌고 12월
16일 대통령 선거에서 민정당 후보 노태우가 36.6%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2위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1월 14일)
전두환 정권의 탄압과 그에 대한 저항은 1980년대 중·후반에 더해가고 있었다. 건국대 점
거농성사건 이후 전두환 정권은 저항세력의 발본색원을 강조하며 대대적 검거를 실시했다.
경찰은 ‘민주화추진위원회사건’ 관련 수배자 박종운의 소재 파악을 위해 그 후배인 서울대 언
어학과 박종철 학생을 불법 체포했다. 1987년 1월 14일, 경찰은 박종철을 고문하다가 사망
에 이르게 한다. 같은 달 15일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며 단순 쇼
크사인 것처럼 발표했다. 부검의 황적준 박사가 사인을 ‘쇼크사’가 아닌 ‘경부압박에 의한 질
식사’로 부검소견서를 작성했고 언론들은 일제히 물고문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의혹
이 제기되자 사건 발생 5일 만인 19일에 물고문 사실을 공식 시인했다. 결국 수사경관 조한
경과 강진규 등 2명이 구속됐다. 박종철 고문치사와 은폐 조작사건은 전두환 정권의 정당성
에 큰 타격을 주었고 정권 규탄 시위를 촉발해 1987년 6월 항쟁의 주요한 계기가 됐다. 한편
당시 박종철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10·26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6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30년史
제 1 부 역사의 탑

/

제 2 부 헌신의 탑

/

제 3 부 내일의 탑

/

부록

제1장 | 언론으로 보는 대학 30년

3위 졸업정원제 채택(1981년)
1970년대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교육(과외) 과열, 재수생 누적, 인성
교육 부재, 대학의 안일한 학문풍토, 타성적 학사관리 등의 병폐가 커지자 이와 같은 문제들
을 해소하고 대학문호 개방과 면학 풍토 정착을 위해 졸업정원제가 채택됐다.
그러나 취지와는 달리 운영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난다. 첫째 선진국의 경우 대
학들은 자율적으로 학업을 등한시하는 학생들을 가려내는 데 비해 한국은 국가 방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둘째 초과 모집인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탈락시키는 것은 각
대학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경직된 제도 운용이라는 점, 셋째 중도에 수료 학생들 중에는 입
학 성적이 비교적 좋은 학생도 포함돼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중도수료자가 다시 진학· 편
입학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 등 문제들이 하나둘씩 대두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1983년 8월 대학이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졸업정
원제를 개선했다. 하지만 졸업정원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1990년(의학·치의학·한의학과는1992년) 졸업자를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4위 학원, 과외 등 사교육 금지령(1981년부터)

1980년 7월 30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에
서 발표한 7·30 교육개혁조치에 따라 재학생의 과외 교습 및 입시 목적의 학원 수강을 금
지하는 조치가 내려진다. 대학입시 과열로 고교생의 과외가 성행하자 1980년대 이후 정부
의 본격적인 개입이 시작되고 법적으로 과외금지조치가 시행된 것이다. 국보위는 ‘교육정상
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으로 교육개혁 조치를 단행한다.
7·30 교육개혁은 당시 우리 사회의 큰 병폐로 문제시 되고 있던 과열 과외는 물론 교육의
기틀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대학 본고사 폐지와 고교 내신 성적 확대 △졸업정원제 실
시와 대학입학 인원의 대폭 증원 △대학의 주·야간 구분제도의 폐지 등을 골자로 했다. 동
시에 과열 과외 추방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설학원의 학생출입엄금 △위반학원은 인가 취
소 △과외교사 등록 의무화 △소득의 세금징수 등 범국민운동 전개방안을 제시했다. 국보
위는 모두 151개의 법을 국회를 대신해 제정 공포하였으며 당시 그중 하나로 공포된 법률
이 과외금지였다. 그러나 이후 2000년 4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과외 교습 단속행위에 대
한 위헌결정을 내려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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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교육개혁심의회’ 설치 및 교육개혁안 마련(1985년 3월)
교육개혁심의회는 1985년부터 1987년까지 3년간 설치됐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주로
주요 교육정책과제에 관한 연구와 심의를 하고 이를 종합해 교육개혁방안을 제시하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교육개혁을 위한 사회 경제적 측면의 지원대책안을 수립·제시했다. 교육개
혁심의회는 미래의 전망과 우리 교육현상에 비추어 21세기를 주도할 한국인상을 ‘자주적,
창조적, 도덕적 인간’으로 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10대 교육개혁안을 수립한다. △학
제 개편 △입시제도 개혁 △학교시설 현대화 △우수 교원 확보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쇄신
△과학두뇌 개발 △대학교육 수월성 추구 △평생 교육체제 확립 △교육행정 자율화 △교육
투자의 획기적 증대가 그 내용이다. 교육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정
부 실무국장급으로 교육개혁 대책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국민의식 및 사회·환경 부문, 고
용 및 임금부문, 교육재원 부문에서 각 부처별로 교육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
고 부처 간에 협의를 진행했다.

6공화국

1위 총장직선제 실시(1987년)
1987년 목포대를 시작으로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 기운을 타고 교수협의회가 결성돼 직선
제로 총장을 선출하는 대학이 늘게 된다. 학내 민주화 실현과 사학 재단의 전횡을 막자는 취
지에서 도입된 이 제도는 구성원들에게 환영받았다. 재단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총장을 선임
해 학교의 전체 운영을 좌지우지하면서 발생됐던 각종 재정이나 인사비리, 구성원간 소통부
재 등의 문제들로 인해 학내 분규를 유발하며 정상적인 교육 운영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총
장 직선제의 도입은 대통령 직선제만큼이나 학내 민주화를 염원하던 구성원들에게는 희소
식이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 후에도 학내 갈등은 계속 됐다. 선거과열로 인한 후유증,
교수사회 파벌 조장, 총장의 인기영합적인 행정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총장직선제의 문제점
이 하나둘씩 드러났다. 직선제를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도 이
러한 문제가 가시화되던 무렵이다. 일부에서는 직선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교수협의
회와의 논의 없이 이사회가 총장을 선출해 버리는 직선제 이전의 행태가 다시 나타나는 경
우도 적지 않았다. 학내 구성원들이 이사회의 독단이나 정실인사, 비민주적인 의사소통에 대
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대학에서 특히 그랬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직선제 유지와

▲사진 출처 : e-영상역사관

폐지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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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교육개혁위원회 개혁안, 사립학교법 개정 ‘재단 권한 비대화’ 논란(1990년 3월)
1990년 3월 16일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학에 대한 행정감독권을 축소해 사
학의 자율성을 신장한다는 명분 아래 재단에게 교원임면권을 비롯한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다. 이와 같은 사립학교법의 내용이 교육계에 알려지면서 재단의 권한을 지나치게 비대화
시킨 개악이라는 비난여론이 빗발쳤다.
개정 법률은 재단 이사장 친인척의 총·학장취임 금지 규정 등이 삭제되고 총·학장이 갖
고 있던 대학 교수·직원 임면권을 학교법인에 넘겨줘 재단이 교원 신분에 대한 절대적 권
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게 돼 있었으나 겸직할 수
있도록 바꾸었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임대할 때는 관할청(문교부 교위)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허가절차를 없애 버렸다. 더욱이 교육법·교육공무원법 등 다른 교육관계법의 처리
를 늦추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안만을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전격
처리함에 따라 여론은 악화됐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와 전교조 등 평교수, 평
교사 단체들은 “재단 이사장이 학교운영에서 전횡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 주었으며 교원의
신분을 극도로 위태롭게 하는 법률”이라며 민주적 개정을 요구하였다.

3위 사립대 57명 교수 강제해직 등 교권침해 논란(1991년 4월)
유신시대와 5공 당시 정부시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갖거나 사회와 학원 민주화에 앞장섰던
사립대 교수들 57명이 강제 해직되고, 탄압의 도구로 사용된 교수 재임용제도에 의해 교수
들이 대거 재임용에 탈락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교육계에서는 ‘교권침해’라며 강력하게 반
발했다. 1990년 3월 사립학교법 개정 통과 발효로 교수의 재임용 기간을 재단에 일임하게
▲사진 출처 : 전국대학교수노조

되자 그전까지 2년이었던 전임강사의 재임용기간을 6개월로 단축, 매 학기마다 재임용심사
라는 ‘무기’로 교수들에 대한 교권 침해는 물론 해당교수와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졌다.
해직교수가 급증하자 사립학교 관련법에 재임용 절차방법 등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
아 연구 업적 평가 같은 객관적 요소보다 재단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재임용이 이뤄지기 때
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단의 눈 밖에 난 교수들이 재임용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이들의 해직 사유는 교수 재임용탈락, 해임, 직위해
제, 파면, 강제사직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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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전교조 교육정책 반대 시국선언(1991년 5월)
1991년 4월 26일 명지대 학생 강경대가 시위를 진압하던 일명 ‘백골단’의 구타 끝에 사망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신에서 쇠파이프 등 둔기에 의해 찢겨진 상처가 발견됐다. 이에 전
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911명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강 군 등의 죽
음은 강압통치에서 나온 필연적인 산물인데도 정부당국이 제도적인 개선도 없이 내무장관
경질 등으로 무마하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느끼며 현직교사로서 제도적 폭력으로
통치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선언문을 통해 △노태우 내각
총사퇴 △백골단과 전경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를 포함한 7개 조항을 내걸었다.
교육부는 서명 교사들에 강력히 대응했다. 그럼에도 불구 5월 8일까지 2,821명이 서명을
마쳤다. 정부의 저지에도 서명운동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징계로 방침을 선회했다. 교육부
는 “교사들의 서명활동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공무원집단행위 금지조항 등에 위배된다”
고 밝혔다. 교육부의 강경방침이 이어졌으나 전교조는 정치 사회적 활동을 늦추지 않았다.
1999년 합법화 기구로 승인됐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5위 대학 ‘학사제적(除籍)’ 부활(1991년 6월)
6월 민중항쟁의 여파로 폐지됐던 대학의 학사제적 제도가 부활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 지역 주요 대학들은 1991년 6월 5일 전국 63개 대학 총·학장회의에서 면학 풍토
조성을 위해 학내 쇄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6월 민중항쟁 이후 대학들은 자율화의 물결 속에 학사경고와 학사제적 등 규제학칙을 철폐
했고 총장이 직접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폐지됐다. 사실상 학내에서 학생들의 행
동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사라진 셈이다.
이러한 대학 자율화 계획이 대학 본연의 교육적 위상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하자 다시 학사
제도의 규제조항을 도입하게 됐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현행학칙이 △성적불량자에 대한 제재 조치 완화로 면학분위기가 흐려
지고 △성적불량자 징계 규정 삭제로 대학의 질적 향상이 어렵게 됐으며 △출·결석 상황
미반영으로 결석이 잦아도 처벌이 곤란하고 △총·학장 직권 징계 조항 삭제로 문제 학생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어렵게 돼 있으며 △학생회 및 학생단체의 운영에 관한 규정미비로 학
생지도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학사 제적 제도 부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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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

1위 본고사 부활과 3불정책 실시
- 고교등급제, 대학별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1994년)
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정책은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과 교육평
준화정책이 맞물려 각계의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3불정책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기여입학제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해외에서도 허용
사례가 드물다는 점 △고교등급제는 고교 평준화에 맞지 않고 명문 고교에 대한 입시열기
과열이 우려된다는 점 △본고사 실시는 사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공교
육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든다.
반면 반대 측은 △기여입학제는 대학들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등록금 인상 억제효과와 빈곤
층 장학금 혜택 확대 효과를 주고 △고교 등급제는 실제로 존재하는 고교 간 학력 차 반영에
도움을 주고 공정한 내신 반영으로 공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되며 △본고사는 대학에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해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
은 3불정책 이후 사교육비가 오히려 급증했다는 점 등도 문제시했다.

2위 대학설립운영규정 제정 및 대학설립준칙주의 시행(1996년)
정부는 대학설립준칙제정 위원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1996년 7월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제
정·공포했다. 이는 대학설립의 목적과 특성에 따른 일정한 설립기준 충족 시 특성화·다양
화된 대학을 자유롭게 설립·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학은 강의실·실습실·연구실 등
의 교육 기본시설과 도서관·학생회관·대학본부 등의 지원시설을 갖춰야 하고, 학생 수에
따른 기준면적을 확보하되, 최소 학생정원 기준을 400명(대학원 대학은 100명)으로 하는 것
을 규정으로 한다. 하지만 제도 도입 후 많은 소규모 대학이 설립돼 다양화·특성화 측면에
는 맞지만, 경쟁력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교육여건과 재정규모가 열악한 영세 대학의 남설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립대학의 자발
적인 구조개혁을 촉진하고자 대학신설시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규정이 개선됐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설립준칙주의는 대학이 난립하는 계기가 돼 최근 대학 구조조정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부실대학 퇴출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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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대학종합평가 인정제 시행(1994년)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이 강했던 우리나라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과정에서 교
육여건과 기반 조성을 통해 대학교육의 수월성, 효율성, 책무성, 자율성, 협동성을 제고했다.
또 대학 재정의 확충을 통해 대학을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뒀다.
대교협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대학종합평가인정제 1주기 평가를 수행했다. 2주기 평
가는 1주기 평가를 바탕으로 21세기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교육을 유도했
다. 개별 대학의 특성화·차별화 전략 수립과 추진을 권장해 대학교육 질의 국제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도 했다.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사업은 일반적으로 △평가연도 신청, 대상대
학선정 △대학별 자체평가연구수행 △서면평가, 현지방문평가실시 △인정 여부 판정, 결과
발표 △재평가인정 등의 절차로 시행됐다.
한편 1990년대 중반 교육부와 언론사 및 학회에서 자체적인 대학평가를 수행하기 시작해
대학평가는 다변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위 특성화·다양화 평가결과와 재정 지원 연계 방식 도입
- 자구노력지원사업,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재정지원사업(1996년)
1996년 5월 17일 교육부는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특별재정지원 계획안을 발표했다. 교
육과정운영 및 학사개혁 등 내적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학을 중점적으로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및 연구여건 등 가시화된 외적 성과를 우선시 했던 기존의 정책을 넘어서는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을 이루거나 특성 있는 학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적 변화
노력이 재정지원의 기준이 된 것이다.
주요 평가 분야는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생 선발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열린 교육
체제의 제도적 기반구축 △학술연구의 수월성 제고 △대학교육의 세계화·정보화 △대학
교육의 공공성 등이다.
첫 평가에서 서울대를 포함한 23개 대학이 교육개혁 우수 대학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 자구노력지원사업 등 교육부의 대학지원 정책이 특성화 전략 및 내적 개혁을 중
시하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대학의 구조조정과도 같은 방향성을 띠었다. 당시 교육부는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지원 예산 가운데 일부를 교육개혁 진척도 등을 평가, 지
원하고 있지만 구조조정은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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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5·31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1차 교육개혁방안’ 발표(1995년)
줄세우기식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학습욕구에 따른 선택과 창의적 교육을 중시하며 과
열된 과외를 해소하기 위한 복안이 제시됐다. 1995년 5월 31일 문민정부의 교육개혁 총론
을 담은 청사진 5·31 교육개혁안이 그것이다. 당시 교육개혁위원회의 이명현 상임 위원은
이 개혁안을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라고 표현했다. 이 개혁안은 이후 교육개혁의 청사진
으로 활용된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추진한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치·의학전문대학
원도 모두 이 교육개혁안에서 출발했다. 대학의 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대학설립준칙주
의도 이 개혁안에 담겨져 있다.
그러나 미완의 개혁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교육재정의 GNP 대비 5% 확충 방안에 대
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등 교
수단체들은 개혁안에 대해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전제가 돼야 할 구체적 방안
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했다. 이들은 △교육재정 확보방안 제시 △사립학교법 개정 △교
수협의회의 의사결정 기구화 등을 촉구했다.
5·31 교육개혁안은 기존의 교육개혁의 틀을 깨고 총체적 변화를 모색했다는 점에서는 긍
정적인 시각이 있다. 그러나 교육재정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청사진만 제시하고 실질적 변
화를 일으키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민의 정부

1위 대학별 입학전형 다양화·특성화 - 다양한 특기자 전형, 무시험전형 등(1998년)
1990년대 후반 대학별 입학전형이 다양화·특성화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특기나 특별활
동, 수상 실적 등으로 학생을 뽑는 무시험전형이 크게 확대되고 수능은 자격고사화되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도 했다.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을 국·공립대
입시에 의무 반영하던 것을 자율화했다. 교과성적은 절대평가방식인 평어(수, 우, 미, 양, 가)
와 상대적 평가방식인 계열별 석차가 모두 기재됐다. 수능 영역은 4개에서 언어·수리탐구
Ⅰ·사회탐구·과학탐구·외국어 등 5개로 세분화하고 9단계로 등급화하도록 했다. 소수
점 이하의 배점과 총점은 석차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 폐지됐다. 특차모집은 폐지되고 수
시모집은 연중 실시됐다. 고교 3학년 1학기에 신입생을 뽑는 ‘조기선발제’를 도입됐다. 그러
나 대입확정자가 많아지면 고교 3년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선발

▲사진 출처 : e-영상역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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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각 대학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전형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추천제 전
형 확대실시와 추천자 범위 확대 등으로 추천의 공정성 시비가 일었으며 이와 함께 학교생
활기록부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의 공정성·객관성을 둘러싼 논란도 심화됐다.
특별전형이 다양화되고 그 비중이 커지면서 특별활동, 특기 점수를 높이기 위한 과외 역시
성행하는 부작용도 낳게 된다.

2위 교수임용제도개선 방안 발표 : 교수계약제 도입(1998년 11월 6일)
새로 채용된 교수가 일정 계약기간이 지나 교수인사위원회의 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
을 때 바로 퇴직하는 신임교수 임용계약제도가 도입된다. 신임교수의 질을 높이고 교수의
연구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다. 1999년 9월부터 교수 신규 임용시 특정 대학
출신이 채용 인원의 절반 이상을 넘지 못하게 했으며 교수 신규 임용시 정실인사를 배제하
기 위해 기초심사, 전공심사 및 면접심사 등 3단계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이미 임용
된 교수의 경우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계약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65세 정년이 보장
되는 교수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전임강사 이상의 모든 신임교수는 채용 2년 뒤에 반드시 재임용 심사를 거치며 심사 전까지
는 승진은 물론 보직도 맡을 수 없다. 특히 신임교수는 전체교수회의, 학과회의, 단과대학회
의 등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한편 교수노동조합,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 등 7개 교수단체들은 교수계약제에 반발하여
‘교수계약제·연봉제 철회를 위한 전국교수투쟁본부’를 구성하기도 했다.

3. 두뇌한국(BK:Brain Korea)21 사업
-대
 학원 중심대학 및 지역 우수대학 육성(1999년)
BK21은 세계 수준의 대학원과 지역 우수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부의 프로젝트이다. 국
제적인 비교 우위 확보가 가능한 과학기술, 전략분야 등에 경쟁력이 있는 일부 대학원을 육
성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산업수요와 연계해 특성화된 우수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지
역 우수대학을 키우는 것이 골자다. 또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한국을 주도할 재능과
실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일류대학과 인기학과 중심의 대입 경쟁 대신 초·중등 교육
의 정상화를 꾀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1단계로 1999~2005년까지 모두 1조 5,700억원이 투입됐다. 2단계 BK21은 2006~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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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74개 대학, 568개 연구팀에 2조 3,000억원이 지원됐다. 사업 결과 BK21 참여 교수
의 1인당 SCI(과학기술 논문 인용색인)급 논문 수가 BK21 비참여 교수에 비해 10배 이상 높
아졌으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사업단은 ‘휴보’를 개발해 우리나라 로봇연구력을 인
정 받았다. 그러나 사업이 시작된 후 BK21 사업단 선정 과정에서의 부정과 특정대학에 집중
적인 특혜, 선정된 사업단들의 실적 부진, 지원비 남용 등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
과 함께 사업초기에 우려했던 △대학 간 서열화 심화 △학문간 불균형 초래 △지방대학 죽
이기 △사업의 졸속추진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4위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확대 개편, 장관은 부총리로 격상(2001년)
21세기로 접어들면서 IT산업이 큰 관심을 끌게 되고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는 지식기반사회 구축이 요구됐다. 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해 인적자원 개발은 필수적이다.
각 부처나 개별 기업체들이 각기 시행해 온 인적자원 개발을 국가적 차원에서 총괄, 조정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확대, 개편하고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
도록 하며, 조직의 제1 주요 업무를 인적 자원 개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으로 정했다.
2000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2001년 1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이 바뀌고
2실 4국 4심의관 32과로 조직 개편이 이뤄졌다.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되면서 각 부처에 분
산된 인적 자원 개발 기능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 2002년 장관(부총리) 1인
과 장관 밑에 차관과 공보관, 차관 밑에 차관보 각 1인을 두고 감사관, 국제교육정보화기획
관, 기획관리실, 학교정책실을 둬 총 2실 4국 1심의관으로 구성됐다. 2008년 2월 정부조직
법 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 일부와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된다.

5위 10여개 ‘사이버대’ 최초 개교 - 사이버대학제도 본격화(2001년)
교수자와 학습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컴퓨터 및 정보통신과 같은 교수 매체를 매개로 교수 ·
학습활동 및 학사업무를 수행하는 사이버대학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수업·강
의·시험·과제물 등의 모든 학사과정이 인터넷 공간에서 처리된다. 교육서비스의 범위 확
대를 비롯하여 △다양하고 품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 △고등교육의 사회적 비용 절감 △고
급 전문 인력 양성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이버대학제도가 도입됐다. 평생교육 기관
과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고등교육법상 원격대학에 속한다. 학자금 융자는
물론 대학원 진학과 편입학·군입대 연기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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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면 교육과 달리 컴퓨터 단말기와 화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해 교수와 일대일 교육이 가능
하며 전자우편을 통해 과제를 제출할 수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강의실과 연구실 등 별도의 시설과 강사진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도 없으며 학
생 수도 대폭 늘릴 수 있어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3월부터 인터넷을 이용해 학사학위나 전문학사 학위를 딸 수 있는
사이버대학 10여개가 개교했다. 여기에는 열린사이버대, 경희사이버대, 서울사이버대, 세종
사이버대, 한국디지털대, 한국사이버대, 서울디지털대(이상 고등교육기관), 영남 사이버대,
세계사이버대(이상 평생교육기관) 등이 포함된다.

참여정부

1위 대학구조개혁 방안 발표 : 대학 간 통·폐합, 학생정원 감축 추진(2004년)
2004년 12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과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
했다. 대학 간 통·폐합, 학생정원 감축을 축으로 한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
계획에는 대학입시 관련 정책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관하
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대학의 책무를 강조하면서 자율성을 확대시키는 당근과 채찍이라
고 표현했다. 이는 사회 전반의 변화와 함께 확산된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 요구에 따른 것이
다. 당시 대학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질적 향상이 제고되지 못했고 교육부는 이를 타파
하기에 당시 고등교육계의 현실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봤다. 특히 각 대학의 재정적자가 심
화되는 등 고등교육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였다.
그러나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자율화방안이 무늬에 그쳤다는 평가도 있다. 보수언론은 사설
을 통해 3불정책이 재고되지 않는다면 대학에 주어진 입시권한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고 평가했다.

2위 개방형 이사제 포함한 사립학교법 개정 통과(2005년)
2005년 12월 9일 열린우리당의 4대 개혁 입법 중 하나였던 개정 사립학교법이 국회를 통과
했다. 여야가 극한대치를 보인 끝에 열린우리당이 강행처리해 통과된 법이었다. 이 법의 개
정은 국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과 진통을 거쳤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골자는
재단의 권한 축소와 학내 자치 단체 권한 강화다.
새로운 사립학교법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해 사학재단의 경영권을 축소시켰다. 또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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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대학평의회에 학생과 직원 대표를 참석시켜 학내 자치단체의 역
할을 키웠다.
개정을 주도한 열린우리당은 사립대학이 특정 세력이나 집단의 지배적 영향권 아래 놓여서
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학법인협의회 등 사학단체는 개방형 이사제가 학교운영의 투
명성 제고를 빙자해 교원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마찰은 개정 후에도
계속됐고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이 법은 이명박 정
부의 집권 후 개정 2년 만에 재개정됐다.

3위 사법개혁위원회 ‘법조인양성 및 선발’ 방안 확정(2004년)

미국의 로스쿨 제도를 본떠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은 국제화·다원화 시대에 맞는 다양하
고 전문화된 법조 인력을 양성해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출발했다.
서울대를 비롯,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북대, 전남대 등을 비롯 전국 25개 대학
이 인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2008년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대학 발표 직후 탈락 대학들은 총장사임, 법적 대응
등에 나서면서 대학가가 술렁이기도 했다. 학업 스트레스로 2010년 5월 서울대 법학전문대
학원생이 자살했고 전북대에서도 투신사건이 발생한다. 극심한 경쟁, 변호사시험 위주의 교
육과정 등 비판도 제기됐다. 한시적 결원보충을 통해 다음 해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총인원의
10% 이내로 인원을 충원할 수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로스쿨 운영대학이 재정난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교과부는 인가신청 시 약속한 교원확
보 등 이행의무를 위반한 16개 로스쿨에 2013학년도 선발 정원축소를 예고하며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인다. 이들 대학은 현실은 감안하지 않았다며 항변했다.
2009년 3월 입학한 법학전문대학원 제1기가 2012년 졸업, 첫 졸업생을 내게 된다.

4위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 NURI사업(2004~2008년)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은 영문 첫 글자를 따 누
리(NURI)사업이라고도 불렸다. 이 사업은 정부가 BK21사업의 후속으로 추진해 2004년부
터 5년간 시행됐고 약 1조 2,357억원의 국비가 투입됐다. 누리사업의 목적은 각 지방대학
에서 졸업 후 바로 사회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양성해 배출하고, 지역 기
업과 연계해 특성화 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수도권 위주의 발전 기반을 각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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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구도로부터 시작됐다.
2004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누리사업의 지원대상으로 권역별 112개 사업단을 선정 발
표했다. 최종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101개 대학 140개 사업단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교육과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기관 인적자원 간의 네트
워크 구축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등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총 19만여명의 학생이 참
여했다. 그 결과 4년간 사업단 신입생 충원율 100%를 기록했고, 졸업생 취업률은 2004년
58.9%에서 2008년 74.7%로 향상됐다.

5위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2003년)
종전의 의대 6년 과정을 대학원 과정의 4년제 과정으로 의사 양성체제를 바꾼 의학전문대
학원제도(이하 의전원)는 이공계 전공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학부 졸업생들에게 의대를 개방
해 타 전공과 의학의 융합을 통한 의학의 발전, 특히 기초의학발전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참여정부 당시 2005년 의전원은 첫 신입생을 받았다. 그러나 2005년 서울대, 연
세대, 고려대를 비롯해 일부 대학에서 의전원으로의 전환을 반대하면서 ‘4(학부)+4(대학원)’
의 의전원과 ‘2(예과)+4(본과)’의 의과대학 체제의 2가지 방식이 병행 운영된다. 참여정부 후
반인 2007년 이공계 학부교육이 의전원 입시를 위한 예비학원으로 전락하고 이공계 대학원
을 황폐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의전원 입시 과열이라는 역효과를 가져오면서 비난에
직면한다. 등록금도 문제였다. 2배가량 높아지면서 의전원은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열게
된다. 2011년 수시모집 비율이 56%까지 늘어나고 의학교육입문검사(MEET)의 반영률을 줄
이거나 반영을 전혀 하지 않는 의전원이 증가하면서 ‘특혜전형’ 시비도 일었다. 2012년 10
월 현재 운영 중인 27개 의전원 중 22곳이 의대 체제로 복귀할 예정이다. 이들은 “의대 체
제보다 나은 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우수학생 유치나 대학 위상 제고를 위해서라도 복귀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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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1위 강력한 대학구조조정,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출범(2011년 7월 1일)
2011년 7월 1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이하 구조개혁위)가 발족했다. 초대 위원장은 홍승용
위원장이 맡았다. 구조개혁위는 사립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부실대학을 판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립대의 선진화와 통폐합도 구조개혁위에서 논의되고 검토됐다. 구조개혁위는
사회적 이슈였던 등록금 문제와도 밀접히 맞닿아 있다. 법인부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사립재단에 대해 책임을 묻고, 부실대학을 평가하는 평가지표에 법인지표를 만들어 넣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대학구조개혁을 표방했다.
2012년에만 명신대와 성화대학, 선교청대가 교과부의 폐쇄명령을 받았다. 부실대학 선정,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지정 등의 활동을 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대부분 취업률 등
정량지표에 의존하고 있어 반발을 샀다. 예술대학이나 순수학문, 지방대에 대한 안배가 부족
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또한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지원 사업에 선정된 대학이 재
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2위 반값등록금 집회와 국가장학금 1조 8,000억원 투입 결정(2011년 6월 24일)
한해 등록금 1,000만원 시대. 정부는 ‘반값 등록금’ 대선공약의 이행 방안으로 든든학자금
(ICL.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을 2010년에 도입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B학점 이상의 신청 조
건과 취업 후 상환 시점까지 부과되는 고금리·복리(複利)이자 때문에 그해 2학기 대출자는
일반 대출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11만여명에 그쳤다. 대학생들은 2011년 5월부터 ‘조
건 없는 반값 등록금’ 이행을 요구했다. 이들은 그해 6월 10일 대학가 동맹휴업을 맺고 서울
광화문에서 시민단체, 정당관계자, 학부모단체까지 합세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후
반값 등록금 논란은 국민 혈세를 부실 대학에 쏟아 부을 수 없다며 ‘선 대학 구조조정, 후 반
값 등록금 시행’ 요구를 일으켰다. 이에 2011년 교과부는 부실대학을 선정해 선정대학은 학
자금 대출과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립대가 2012년 반값등록금
을 실현했고 2014년부터 강원도립대학은 ‘등록금 없는 대학’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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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서울대 국립대학 법인화법 국회 통과(2010년)
서울대는 예산 사용의 탄력성이 없고 교직원 채용 및 인사와 조직 개편 등에서도 많은 제약
을 받는 등 정부 조직이 갖는 경직성 때문에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인으
로 운영 중인 KAIST, 포스텍, 연세대, 고려대 등 다른 대학의 성장과도 비교되자 정부는 정부
규제와 지침에서 벗어나 서울대가 독립경영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법인
화는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5년 처음 제안된 이후 역대 정부가 모두 추진했지만 학내 구성
원과 야당 등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되었다가 2010년 12월 결국 국회를 통과, 2012년 설립
등기절차를 거쳐 법인으로 전환됐다. 서울대는 독립된 법인조직으로 예산, 인사 자율, 수익
사업 허용 등의 자율권이 확대되지만 부지 기자재 등 자산은 국가가 무상 양도하는 등 재정
지원은 계속된다. 총장선출은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뀌며 7~15명의 이사회가 구성된다.
교직원의 신분도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바뀐다. 하지만 서울대생들이 등록금 인상 등의 이
유를 들어 총장실을 점거하는 등 법인화에 반대해 진통을 겪었고 2012년 새 인사규정안을
놓고 공무원직과 기성회직 간 차별 논란을 빚기도 했다.

4위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2011년)
대학 총장직선제는 1987년 민주화선언 이후 우리 대학가에 불어닥친 민주화 바람을 타고
국·공·사립대 대부분이 채택해 시행해 왔다. 그간 직선제가 국립은 대통령, 사립은 재단
이사회의 인사 전횡을 바로 잡고 대학의 자율과 민주화에 상당한 기여를 해온 긍정적인 효
과가 있었다. 하지만 선거제도가 갖는 갖가지 병폐를 대학사회에 고스란히 옮겨놓으면서 우
리 대학들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켜 왔다는 비판과 자성이 대학사회 내부에서부터 쏟아져
나왔다. 그로 인해 사립대부터 직선제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고 2012년 교육과
학기술부가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국립대의 직선제 폐지 추진을 본격화하게 된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즉각 직선제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
혔다. 이들은 국공립대가 사립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근거가 없고 지표상으로 국공
립대가 사립대에 비해 훨씬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정부는 2012년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에서 총장직선제 폐지여부(15%)를 평가지표
로 사용하면서 직선제 폐지를 유도, 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정부 재정지원을 받기 어렵
게 됨에 따라 마지막까지 총장 직선제 유지를 고수하던 목포대, 부산대, 전남대 등을 포함
38개 국립대 전체가 총장 직선제 폐지를 수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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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입학사정관제 확대(2010년)
입학사정관제란 내신성적과 수능점수만으로 평가할 수 없었던 잠재능력과 소질, 가능성 등
을 다각적으로 평가해 각 대학의 인재상이나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
도이다.
2007년 8월 입학사정관제 시범대학 10개교 선정에 이어 2008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40개 대학을 선정했으며 2009년 7월 가톨릭대,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등 선도대학 10곳과
계속지원, 신규지원을 포함해 총 47개 대학으로 입학사정관제 재정지원이 확대된다.
대학들은 성적 위주의 획일적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선발 방식으로
개편했다. 학교생활기록부, 수능 성적, 각종 서류 등 다양한 전형요소를 해석해 선발하는 입
학사정관 즉 대입 전형 전문가 활용체제를 구축했다. 10개 대학 254명으로 출발한 모집인
원이 2012학년도에는 122개 대학 4만 1,250명, 4년제 학 모집정원의 10.8%를 차지하게
됐다. 그러나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컨설팅 업체에 맡기거나 입학사정관이 고액 컨설팅을
한 사례 등이 불거지는가 하면 지적 장애 청소년에 대한 집단 성폭행 전력을 감추고 2011
년 한 학생이 성균관대에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도의 무용론
까지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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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학 간 협의·조정 활성화

1. 총회 및 이사회
운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설립 취지와 목적에 따른 대학 간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 이사회, 지역별·기능별 대학 간 협의회, 각종 위원회 등을 구성·
운영해 왔다.

						

가. 총회

총회는 전국 203개(2013년 현재) 4년제 대학교 총장으로 구성되며, 대교협의 최고 의결기관
이다. 그 주요 기능으로 ①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②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
산의 승인, ④ 사업계획의 승인, ⑤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뉘는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대교협 설립 당시 1982년에는 4월의 창립총회, 8월에는 대교협 법
인화 추진을 위한 임시총회 등이 개최되었다. 특히 제13차 총회(1991.2.2)부터는 대학의 현
안과제에 관한 연구발표와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제14차 총회부터 2박 3일(혹은 1박 2일)의
일정으로 하계대학 총장세미나의 일환으로 임시총회가 개최되고 있다.
창립 이후부터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제10차 총회(1989.1.27)에서 지역별·기능별 대학
협의회(분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대학의 재정난 극복을 위한 건의서를 심
의하고 이후로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활동을 벌임으로써 미흡하나마 대학 재정에 대한 국고
보조 확충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다. 제11차 총회(1992.2.12)에서는 대학평가인정제
에 관하여 심의하여 체계적인 대학평가를 실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12차 임시총회
(1990.11.9)에서도 대학 재정난 해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학평가
제도의 개선방안 및 대학교수 기성회 연구비 과세방침의 유보를 정부에 건의했다. 제14차
임시총회(1991.7.5)에서 대학의 안정을 위한 갖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학원정상화연구위원
회(대학발전연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창립 10주년을 기점으로 개최된 제16차 임시총회(1992.7.4)에서는 대학발전 10개년 계획을
협의하여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제17차 정기총회(1993.2.9)에서는 회원의 징계에 대한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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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과 대학교육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건의서를 채택하였다. 제18차 임시총회(1993.7.3)
에서 대학교육의 새로운 위상 정립을 위한 대학 총장들의 결의문을 발표하였으며, 제19
차 정기총회(1994.2.22)에서는 대학재정의 확충과 합리적 배정에 관한 건의서를 채택했다.
제24차 임시총회(1996.7.6)에서 ‘대학의 통일교육과 통일 후 교육통합방안에 관한 결의문’
및 ‘대학사회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우리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기관에 발표하였다. 제
25차 정기총회(1997.2.12)에서는 전국 각 대학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여기서 2000년대 이후 정기총회 및 하계대학 총장세미나(임시총회) 등에서 발표한 대정부
건의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2005년 하계대학 총장세미나(7.1) : 대학윤리강령 선포
대학은 인류 보편적 가치와 고도의 문화를 전수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최고 학문의
공동체로서 연구와 교육의 사명을 통하여 높은 도덕성과 합리성을 갖춘 인적 자원을 개발하
여 인류와 국가사회에 봉사해야 한다.
우리의 대학은 길지 않은 역사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민주주의 역량 신장과 국가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등교육의 대중화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모범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대학의 양적 팽창과 취약한 교육환경 등으로 인하여 대학의 질적 향상 및 경쟁
력 제고에 차질을 빚은 점과 공적 윤리 및 양심의 보루로서 대학의 위상을 지키지 못한 일부
사례에 대하여 깊이 자성하는 바이다.
21세기에 접어든 오늘날 대학은 세계화와 정보화의 급변하는 조류 속에서 국가 경쟁력 강
화를 위한 핵심적인 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무거운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 대학이 이
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높은 윤리성을 확립하여 개인
으로부터 국가사회에 이르기까지 실천적인 모범을 보여야 한다. 아울러 대학은 건강한 윤
리 확립을 위한 자기 성찰과 개혁에 부단히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사회는 대학이 자율
적으로 고유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교육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학 공동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에 따라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 갈 대학
본연의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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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장은 대학 공동체의 대표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계와 국가 및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의 책무를 우선으로 하며, 대학의 설립이념을 구현하고 대학 구성원의 신분과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학문적 자율성과 독창성을 신장하며 학생의 면학과 인격 함양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하여 학내외의 부당한 요구와 간섭을 거부
할 권리를 가진다. 총장은 학습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있는 시대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최고의 교육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연구와 교육 및 봉사라는 대학 본래의 사
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대학 행정 전반을 책임있게 지휘·감독한다.

1. 교수는 대학교육의 주체로서 그 사명감을 확고히 하고 전문분야의 학자로서 연구를 심화
하여 고도의 지식사회를 선도하는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에 봉
사한다. 아울러 교육자로서의 높은 윤리 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변화 속에서 대학이 양심
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학생을 교육의 동반자로서 존중하고 시대가 요구
하는 창조적인 전문지식인으로 육성하는 일에 혼신을 다한다. 교수는 연구와 교육 및 봉
사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학내외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대학
의 발전을 위하여 직분과 관련된 제도와 운영에 권리와 의무를 다한다.

1. 직원은 대학의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는 전문인으로서 교육에 대한 행정적 전문성에 기
초하여 모든 업무를 봉사하는 자세로 성실히 수행한다. 아울러 대학의 운영 및 관리가 원
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시로 창의적인 제안을 하고, 교수의 연구활동과 학생의 교육 프
로그램이 능률적으로 수행되도록 적극 지원하며 대학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한다. 직원
은 학내외의 부당한 간섭이나 위법적인 지시는 따르지 아니하며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지
고 대학의 연구와 교육을 위해 봉사한다.

(전국 대학총장 일동)

▲ 2006년 하계대학 총장세미나(7.5) : 대정부 건의 내용
[대학 구조개혁 일반]
-구
 조개혁 선도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대폭 확대 또는 재정 확충을 위한 자율성 부여
-구
 조개혁 선도대학에 입시 자율성 부여
-개
 별 대학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구
 조개혁 관련 평가 지표의 개선
8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30년史
제 1 부 역사의 탑

/

제 2 부 헌신의 탑

/

제 3 부 내일의 탑

/

부록

제2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분야별 활동

[대학 내부 개혁]
-교
 육중심대학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준과 지원책 마련 필요
-국
 제화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책 필요
-국
 제법, 미국법 등 법률교육 부문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필요
[대학 간 통·폐합]
-대
 학 구성원인 교수, 학생, 교직원 80~90% 이상의 공감대가 확인되면, 구성원 동의 관
련 요건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 요망
-통
 폐합 대학들의 입학정원 감축에 따른 재정 손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배려 요망
-대
 학 간 통·폐합 심사기준 조정 요망 : 통폐합 요건에서 교지 확보보다 연구 공간 및
연구 기자재 확보, 학생 복지시설 기준 부분에 대한 가중치 확대
-소
 청 제기시 사립학교법 존중 입장 확인 요망
[캠퍼스 다변화 전략]
-대
 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정 지원 확충 요망
-연
 구 인프라 구축 및 지원 강화

▲ 2010년 하계대학 총장세미나(6.24)
: 언론사 대학평가에 대한 대학의 입장 (결의문)
대학평가는 교육 및 연구의 질을 높이고,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평가 과정과 결과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 강화 등 대학발전
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대학교육의 세계화 및 대학교육 질 보증에 대
한 국가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평가는 그 본래의 목적과 역할을 다
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언론사의 대학평가는 그 평가
내용, 방법과 절차, 결과 활용 등의 측면에서 대학교육의 질 보증이나 향상에 기여하기보다
는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언론사의 대학평가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언론사의 대학평가는 평가의 전문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 특히, “평판도” 부문의 일
부 지표들의 타당성이 부족하며, ‘양적 평가’에 치중하여 ‘교육의 질’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점수집계방식에 있어서 총점평정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어느 한 영역이 최저점수를 받더라
도 최종적으로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평가결과로서의 타당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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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언론사의 대학 평가는 대학의 획일화를 조장하고 있다. 각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
는 획일적인 평가 지표를 적용함으로써 대학의 특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셋째, 언론사 대학 평가는 대학의 서열화에 치중하고 있다. 평가지표에 이론적 근거가 뒷받
침되지 않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점수로 그 순위를 발표하는 것은 대학교육의 질 제
고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넷째, 언론사 평가는 순위 발표를 통해 대학 간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교육
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광고 효과를 올리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러한 언론사 평가의 문제점들은 대학의 특성화 및 차별화를 저해함으로써 대학 경쟁력 강
화는 물론 대학교육의 질 개선 어느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교협은 2010
년 하계대학 총장세미나에서 대학평가대책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회원대학의 의견을 모아
대학에 대한 모든 평가가 다음과 같이 실시되기를 촉구한다.

1. 대학평가는 평가의 전문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대학평가는 개별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함으로써 대학을 특성화하고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3. 서열화하는 대학평가에 협조할 수 없으며, 순위발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별 대학의 특성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역점을 둔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고자 한다.
1. 서열화를 조장하는 순위 평가가 아닌 질적 평가를 지향한다.
2. 맞춤 평가를 통해 대학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다.
3. 대학정보공시 등 실제 자료를 중심으로 한 평가로 대학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4. 대학의 발전을 위한 컨설팅 평가를 지향한다.

(전국 대학총장 일동)

▲ 2011년 임시총회(11.7)
: 감사원의 대학 등록금 등에 대한 감사결과 중간결과 발표에 대한 성명서
1. 우리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음을 잘 알고 있다. 과도한 교
육비와 높은 청년실업률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분출하고 있는 현실도 직시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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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우리 대학은 그동안 열악한 정부지원 하에서도 국민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
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현실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
2.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며, 이 때문에 국가부담이 개인에
게 전가되어 학생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도 1인당 교육비는 하위권에 머물
고 있다. 늦게나마 국가장학금 명목의 1.5조원 재정지원을 확정한 것은 다행이나, 지속성
을 갖고 확대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3년
간 등록금을 동결해 왔다. 정부와 대학은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부담
을 낮출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수행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며, 그 전제 위에서 우리 대학도 정부의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수용
하고, 각 대학별로 자구노력을 다할 것이다.
3. 반값등록금 문제로 촉발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우리 대학은 안팎으로 많은 상처를 입
었다. 재정운영은 투명성과 효율성의 제고가 기본이다. 우리 대학은 앞으로 감사원의 지
적 중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대학에서 나타난 잘못을 대학
전체의 일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여 대학 전체를 매도하고,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일
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학의 자율성은 대한민국 헌법으로부터 보장받고 있
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국가의 미래를 담당하는 대학교육 주체들의 명예와 본분은 존중되어야 하며, 무엇보
다 대학의 자율성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이 본연의 모습인 진리탐구
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율적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둘째, 백년대계인 교육의 미래를 위해 발전적 논의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국민의 뜻과 대학
의 이념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론 조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우리 대학도 대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셋째, 우리 대학은 국민뿐 아니라 대학 구성원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스스로 뼈를 깎
는 아픔을 감수하는 개혁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실천할 것이다.
(전국 대학총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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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임시총회(하계대학 총장세미나, 6.27)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지식 정보사회에서 대학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경쟁력 있는 우수 인재의 육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 각국
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건국 이후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무역규모 8위의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
내 대학들은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에 공급해왔으며, 현재에도 국가 발전
의 한 축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학들의 미래 교육 환경은 갈수록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교 졸업자
수는 2012학년도 64만명에서 빠르게 감소하여 2017학년도에 대학 입학 정원보다 적어지
고, 2020학년도에는 고교 졸업자 수가 46만명으로 대입 정원보다 11만명 이상 부족한 상황
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등록금 인하 및 동결 정책이 지속되면서 대학 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교육의 부실화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한국 고등교육은 변화와 발전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
다. 우리 대학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현재
의 위기를 단순히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차원을 넘어서 고등교육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창조적 혁신이 필요하
며, 창의적 인재 육성과 연구가 요구된다. 대학은 이 모든 것을 지원하는 중심이 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서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
부 지원과 대학의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교협 회원대학 총장 일동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한다.

첫째, 대학 자율성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이 환경변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둘째,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모순
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특히 과학기술원, IT종합학교 등 특수목적기관을 새로이 설
립하기보다는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지원을 늘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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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창의적 인재 육성과 지식 창출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을 GDP 1% 이상으로 확충하고,
등록금 관련 규제 개선과 소액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통해 고등교육지원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또한 국가장학금은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현재 방식에서 탈피하고 대학을 통해 지
급함으로써 대학이 자율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학의 부담을 강요
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은 1유형에 통합되어야 한다.
넷째, 대학을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하고, 대학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따라 평가함
으로써 대학이 자율적으로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발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대학평가는 대
학협의체의 자율적 질 관리시스템에 의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는 대학평가인증
결과를 2014년부터 재정지원 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강사의 강의 기회를 축소하고 강사의 사회적 복지를 충족하지 못하며 대학의 부담
을 가중시키는 현행 고등교육법상 강사 관련 내용은 재논의가 필요하고, 관련 당사자들 간
합의를 바탕으로 대체 입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불합리한 보상금 산정 기준에 의해 일방적으로 고시되어 대학교육의 질을 저해하
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은 폐기되어야 하며, 대학도 수업목적 저작물의 무상
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10년간 정기총회와 하계대학 총장세미나(임시총회) 운
영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최근 10년간 대교협 정기총회 및 하계대학 총장세미나 운영 현황
연도

구분
정기총회

일자

장소

2004.

여의도 63시티

1.14

국제회의장

주요 참석자

주제

•안병영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대담
•정세현 통일부장관: 특강
•안병영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대담

2004

하계대학
총장
세미나

•서범석 교육인적자원부차관: 대담, 정책설명회
2004.

제주 라마다

•김칠두 산업자원부차관: 대담, 정책설명회

국가발전과

7.1~3

프라자호텔

•임상규 과학기술부차관: 대담, 정책설명회

대학의 역할

•박길상 노동부차관: 대담, 정책설명회
•김태환 제주도지사: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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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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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석자

주제

고려대학교
LG-POSCO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차관: 대담

경영관

2005
하계대학
총장
세미나

2005.

대구

6.30~7.2

인터불고호텔

대학 경쟁력
•김진표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축사, 발표, 대담

강화의
전략과 과제

서울대학교
정기총회

2006.

인문사회

1.12

멀티미디어

•김진표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대담

강의동

2006
하계대학
총장
세미나

정기총회

2006.

제주

7.5~7

신라호텔

2007.
1.12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
컨벤션센터

•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차관: 대담
•김광조 교육인적자원부차관보: 정책설명회

대학구조
개혁과
대학발전

•김신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강연, 대담
•김우식 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 강연

2007
하계대학

2007.

그랜드인터

총장세미나

6.28~29

컨티넨탈호텔

정기총회
2008

하계대학
총장
세미나

2009

2008.

이화여대

1.14

LG컨벤션홀

2008.

강원도 양양

7.2~4

쏠비치호텔

•한덕수 국무총리: 축사

재정 위기와

•권철현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 축사

대학의 역할

•김신일 교육부총리: 축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오찬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담

대학경쟁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찬

강화를 위한

•김진선 강원도지사: 만찬

과제와 전략

정기

2009.

서울교육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담

총회

1.15

문화회관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장: 축사

하계대학
총장
세미나
정기총회 및
동계대학
총장세미나

2009.

제주

7.1~3

신라호텔

2010.

서울교육

1.27

문화회관

대학의

•김신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축사, 대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담, 만찬

대학 경쟁력
기반 조성 전략

•정운찬 국무총리: 축사

2010
하계대학

2010.

총장세미나

6.23~24

정기총회및
동계대학
총장세미나

부산
파라다이스

국제화 시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담

호텔

2011.

부산

1.20~21

롯데호텔

대학운영의
현안과 방안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담

2011
하계대학

2011.

총장세미나

8.9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글로벌시대의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담

대학 국제화
강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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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분
정기총회

일자

장소

2012.

서울교육

1.13

문화회관

주요 참석자

주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정책보고, 대담

2012
하계대학

2012.

총장세미나

6.28~29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정책설명, 대담
•홍승용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기조강연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기조강연

대학의 과제총장의 책문
(策問)과 리더십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기조강연
2013.

서울 쉐라톤

•이명박 대통령: 축사

2.18~19

워커힐호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담

하계대학

2013.

경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담

총장세미나

6.27~28

힐튼호텔

정기총회
2013

위기를 기회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기조강연

대학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

나.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사 10인 이상 20인 이내, 감사 2인 등 모두 26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주로 지역별·기능별 총장협의회 회장, 상설 위원회 위원장 등 대표성이
인정되는 대학 총장들로 이루어진다. 이사회의 주요 활동은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
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⑤ 정
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⑥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982년 설립 이후 2013년까지 30년 동안 195회 정도 개최되었다.
그동안 이사회는 대교협법 제3조(기능)와 정관 제4조(사업)에 명시된 대학교육 제도의 연구
와 협의조정, 학생선발 및 지도, 공납금 책정, 대학 재정 및 회계제도, 예산 편성 및 운용, 대
학 간 교수교류, 학술정보, 학점교환 인정, 시설 공동활용, 대학의 평가, 대학 교직원 연수, 정
부(교육부장관 등)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업, 대학의 공동 관심사 등에 대한 안건들을 협
의·조정하고 심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안들은 대학의 자치 정신과 권위를 위하여 자체
의 지혜를 모아 자율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며, 대학의 협의·조정기관으로서
대교협에 의하여 촉진될 수 있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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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은 전국 단위의 유일한 종합적인 대학 간 조직이며, 4년제의 모든 대학이 회원으로 구
성되므로 협의할 내용과 활동의 폭이 광범위하다. 따라서 전국 단위 혹은 공통적 사항만을 협
의·조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지역별·기능별 또는 특수성이 있는 대학들의 고유한 문
제를 다루기에는 한계성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대교협 정관은 제5장의 2를 규정하여 대교
협의 지역 조직과 그 기능과 성격이 서로 같은 대학들이 하부 조직을 갖도록 하고, 이를 지
원하고 있다.
대교협 정관 제5장의 2는 지역별·기능별 분회에 관한 항목을 두고 제21조의 2에서 “협의
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분회를 둘 수 있다. 분
회의 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하부 조직으로는 우선 지역별 대학총장협의회를 두어 전국을 강원, 충북, 대전·충
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제주 지역 등 7개 대학권으로 구분하
여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 협의회는 각 권역별로 회장을 선임하고, 지역 대학들의 현안 발생
시 수시로 협의하면서 지역별 대학 간 협동을 추진하고 있다.
기능별 대학총장협의회는 설립 유형에 따라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거점국립대, 지역중심 협
의회 포함),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특성에 따라 교육대학총장협의회(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로 명칭 변경), 신학대학총장협의회, 가톨릭계대학총장협의회, 산업대학총장협의회(2013년 현
재 2개 사립산업대 유지)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능별 협의회도 각 협의체별로 회
장을 선임하고, 현안 공통과제와 당면문제 해결을 위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교협은 지역별·기능별 대학총장협의회의 중요성과 대표성 등을 인정하여 관례상 각 협의
체 회장을 이사회 임원으로 선임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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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종 위원회 조직
운영

대교협은 4년제로 설립된 모든 대학들이 모여 대학 간 협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을 도모
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 등을 조직 운영해 왔다. 각 위원회 밑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 자문,
전문적 의견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가. 상설 위원회

(1) 대학윤리위원회
○ 설치 목적 : 대학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한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고양
○ 주요 기능
- 대학 신입생 선발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조사 및 필요한 조치 요구
- 교직원 임용 등 교직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조사 및 필요한 조치 요구
- 대학 예산 집행, 연구비 관리 등 대학의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조사 및 필요한 조치 요구
- 기타 대학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사 및 필요한
조치 요구
○ 위촉절차 : 이사회 심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
○ 근거 : 대학윤리위원회 규정(1993)

(2) 대학평가인증위원회
○ 설치 목적 : 대학평가사업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기관평가인증 추진을 위한 최고의
사결정 기구)
○ 주요 기능
-기
 관평가인증의 기본방향과 사업내용에 대한 심의·의결
-기
 관평가인증사업 추진에 관한 심의·의결
-인
 증 판정 및 결과 활용방안에 관한 심의·의결
-기
 타 기관평가인증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
○ 위촉절차 : 평가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교협 회장이 위촉
○ 근거 : 대학평가인증위원회 규정(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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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 설치 목적 : 대학사회의 건전한 통일문화를 형성하고 대학의 평화통일교육 발전 사
항 제안·권고

○ 주요 기능
-대
 학의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조사, 협의, 연구
-대
 학 구성원들의 통일 의식 및 참여방안에 관한 사항 조사, 협의, 연구
- 기타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협
의, 연구
○ 위촉절차 : 대학총장 중에서 대교협 회장이 위촉
○ 근거 :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규정(1994)

(4) 대학입학전형위원회
○ 설치 목적 : 대학입학전형계획에 대한 대학 간 이해관계를 자율적으로 협의 조정
○ 주요 기능 :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기타 대학의 입학전형과 관련된 사항 심의, 의결
○ 위촉절차 : 이사회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
○ 근거 : 대학입학전형위원회 규정(2008)

나. 특별위원회
○ 설치 목적
-대
 학의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조정
-대
 학총장 참여를 통한 대교협-대학 간 긴밀한 관계 구축
○ 주요 기능
-대
 학의 현안에 대한 연구, 조사, 심의 및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특
 별위원회 전체 회의(총장세미나 등)를 통한 위원회별 주요 쟁점과 과제 발표
-특
 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자문교수 전체 회의를 통한 주요 현안 논의
-자
 문교수 회의 운영을 통한 위원회별 쟁점 검토 및 현안과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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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교수 연구 활동 지원을 통한 현안 발굴 및 해결책 모색
○ 조직 및 위촉 절차
- 위원회는 현안과제별로 필요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설치
- 사업 목적이 달성되거나 종료한 때 해체
-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위원은 회원대학 총장 중에서 현안과제별로 관심과 전문성이
풍부한 자를 사무총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
○ 근거 : 특별위원회 조직 운영 규정(2008)
○ 특별위원회 종류
-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대학재정대책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 국공립대
학발전위원회, 사학법대책위원회, 대학평가대책위원회, 국제화대책위원회, 지방대학
발전특별위원회 등

다. 자문위원회

○ 설치 목적
-대
 교협 회장 및 사무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협의
○ 주요 기능
-대
 교협 정관에 정해진 사업에 대한 자문
-총
 회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한 사업에 대한 자문
-교
 육부 등 정부 위임 및 위탁된 사항 또는 대교협 운영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한 자문
○ 조직 및 위촉 절차
-회
 원대학, 교육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 소속인사로서 분야별, 기능별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선임
-사
 무총장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
○ 근거 : 자문위원회 조직 운영 규정(1982)
○ 자문위원회 종류
-정
 책자문위원회, 교육협력위원회, 대학교육지 편집위원회, 고등교육연수원 자문위원회,
각종 정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관리위원회 및 정책위원회, 운영위원회, 전국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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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과 대입-중등교육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운영위원회, 대학정보공시 관련 유
관기관 운영협의회, 회원대학 위탁 및 협력사업 실시를 위한 위원회(대입정보시스템, 대
입박람회, 교양기초교육) 등

4. 과제와 전망

한 대학이 성장하여 종합대학으로서의 교육체제를 갖추었을 때 수준 높은 교수·직원 집단
및 동창회 등의 지원을 통해 자율적인 운영 역량이나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
연하다. 그러나 아무리 역량 있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국가사회를 배경으로 설립되
고, 지난날과 달리 사회와의 연계를 무시할 수 없는 현대사회에서 대학은 정부와 사회로부
터 갖가지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대학사회 안에서도 서로 협력해야 하고, 배출한 인
력을 사회의 직업 세계에 정착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라 부단한 자기갱신과
교육개혁을 성취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대학은 이제 역동적인 사회 유기체로서의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바로 대학들이 대교협을 중심으로 상호협력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특히 대
학교육의 발전과 전반적인 수준 향상 및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하여 대교협이 대학 간 협의·
조정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추구해 나가야 할 기능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대교협의 설립은 중간적 조정기관이 없는 대학과 정부 간의 직접 행정에서 오는 갖가지 불
편을 제거하고, 정책을 조율하며, 한편으로는 대학사회의 현안을 발굴하여 공동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협의 기구의 필요성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제 대교협은 정부
의 규제 완화와 대학의 구조개혁 시대를 맞아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건전한 대학교육의
발전을 기대하는 대학인의 여망에 부응하여 대학의 공통과제를 각 대학의 참여와 협조 속
에 자율적으로 협의·조정·시행함으로써 한국 대학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
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은 그 특성상 단일의 협의체로 모이기가 쉽지 않다. 개별 대학마다 독자적인 설
립 이념과 건학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대규모 대학과 소규모
대학 간, 수도권 대학과 지역 소재 대학 간에 따라서 각기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안들이 종
종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교협은 각 회원대학의 다양성을 수용
하고, 이를 하나로 좀 더 집약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교협은 각 회원대학의 요구와 필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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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건의를 하며, 실제 정책으로 수용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회
원대학들이 시급하다고 느끼고 깊은 관심이 있는 정책 의제 및 요구 사항의 선정이 중요하
다고 본다. 예컨대, 대학에 대한 국가 재정 보조의 확대, 대입전형제도의 자율화, 대학평가와
구조개혁 문제 등은 지금까지 대학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온 사안이다. 특히 이처럼 중요
한 의제에 대한 결정과 건의에 있어서는 이해관계를 갖는 회원대학들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
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정책의제의 선정에서는 타당성·적합성과 우선순위 등
에서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대학 간 상호 협의·조정과 대학사회의 현안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과 협력 구조의
활성화는 대교협의 설립 요체이며, 가장 주된 기능이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회원대학
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당면과제와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수렴과 해결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적 협의체로서 본연의 기능을 착실히 수행해 나간다면, 대교협은 회원대
학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신뢰를 기반으로 더욱더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힘찬 전진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 줄 때, 정부와 국회뿐만 아
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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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4월 2일 설립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법률 제
3727호, 1984. 4. 10 공포)에 근거하여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특히 1988년 2월
8일 부설 고등교육연구소가 개설되면서 정책연구 수행 기능은 보다 강화되어 왔다. 2013년
현재 고등교육연구소는 소장, 정책연구팀, 조사분석팀, 연구지원팀에 모두 12명의 인원이 근
무하고 있다. 고등교육연구소의 주요업무와 구성원별 담당업무는 아래 표와 같다.

 고등교육연구소 주요업무 및 구성원별 담당업무
구분

주요업무

세부사항
·고등교육연구소 운영 총괄

고등교육연구소장

·정책연구팀 업무 총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대학교육 정책포럼 및 세미나
·정책연구 및 건의
·현안 대응 및 자료 개발
- 고등교육 정책연구 및 건의
정책연구팀

- 고등교육 현안 대응, 자료 개발
- 대학교육 정책포럼 및 국제 세미나 기획

·특별위원회 운영
·대학교육 정책포럼 및 세미나
·정책연구 및 건의
·교육협력위원회 운영
·대학교육 정책포럼 및 세미나
·정책연구 및 건의
·현안 대응 및 자료 개발
·조사분석팀 업무 총괄

조사분석팀

- 국내·외 고등교육동향 분석

·국내 고등교육동향 분석
·대학교육지 발간

- 대학교육지 발간

·국외 고등교육동향 분석
·연구지원팀 업무 총괄
- 대내·외 고등교육 연구 수주 및 관리
연구지원팀

- 대학글로벌현장학습
- 고등교육 국제협력
- 문헌정보실 운영

·연구 및 자료 관리
·영문 홈페이지 관리
·대학글로벌현장학습 사업
·고등교육 국제협력 업무
·평가인증기관지정사업

주) 내용을 기술함에 있어 각 연도에 발간된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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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교육 		
정책연구

대교협은 다음 사항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고등교육과 관련된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연구 추진을 통해 대학과 정부 간의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며 효율
적인 정책수립 지원

·

현안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요구 수렴과 연구를 통해 고등교육 정책의 적합성과
효율성 제고 및 대학의 사회적 기여도 향상 지원

1982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413개의 정책연구가 수행되어 왔고, 연도별 수행 실적을 정
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매년 작게는 2개에서 많게는 66개까지 큰 편차를 지니고 연구가 수
행되었으나, 10년 단위로 분석해 보았을 때 창립 이후 정책연구 수행 실적은 전반적으로 증
가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는 정책연구 수행업무 증가로 대교협의
정책연구 기능이 보다 강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정책연구 수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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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정책연구 수

연도

정책연구 수

연도

정책연구 수

1982

4

1992

10

2002

2

1983

7

1993

10

2003

3

1984

5

1994

11

2004

2

1985

5

1995

7

2005

11

1986

7

1996

7

2006

15

1987

10

1997

15

2007

10

1988

14

1998

17

2008

36

1989

12

1999

6

2009

25

1990

9

2000

7

2010

29

1991

9

2001

3

2011

61

-

-

-

-

2012

44

소계

82

소계

93

소계

238

총계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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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분석 결과의 역사적인 해석을 위해서
는 20년사에 제시된 분류 기준을 따
름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시대
적인 흐름에 따라 수행된 연구 주제가
상이하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기
존의 분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새로
운 분류 기준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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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가 어떠한 경향으로 진행되어 왔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13개 영역을 설
정하여 수행된 정책연구를 분석하였다.1)

·

대학 구조개혁

·

대학의 역할과 전망

·

교육정책 및 제도

·

교육과정

·

교수 방법 및 평가

·

교육환경

·

교수 및 연구

·

재정

·

대학평가 및 경쟁력

·

학생

·

교류 및 협력

·

대학 조직

·

대학원

각 영역별로 다루고 있는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숫자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30년을 10년 단위로 하여 정책연구 주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교육정책 및 제도, 대학평가 및 경쟁력, 교육과정 등과 관
련된 주제들이 정책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 주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정책연구가 증가
한 양상을 보인 반면, 대학의 역할과 전망, 교육환경, 교수 및 연구, 재정, 대학조직, 대학원
등과 관련된 연구들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거의 일정하게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들
어 특히 강조되고 있는 주제들은 전체적인 경향과 유사하게 교육정책 및 제도, 교육과정, 대
학평가 및 경쟁력 등을 들 수 있다.

10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30년史
제 1 부 역사의 탑

/

제 2 부 헌신의 탑

/

제 3 부 내일의 탑

/

부록

제2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분야별 활동
 시기별 정책연구 주제
주제

1982년 ~ 1991년

1992년 ~ 2001년

2002년 ~ 2012년

계

대학 구조개혁

2

6

9

17

대학의 역할과 전망

5

7

7

19

교육정책 및 제도

11

17

60

88

교육과정

9

4

57

70

교수 방법 및 평가

5

2

16

23

교육환경

2

4

0

6

교수 및 연구

8

5

7

20

재정

12

10

12

34

대학평가 및 경쟁력

15

27

44

86

학생

0

1

5

6

교류 및 협력

5

2

13

20

대학 조직

6

8

7

21

대학원

2

0

1

3

계

82

93

238

413

각 영역별 정책연구에서 제시된 주요 키워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대학 구조개혁 : 개방화, 경영진단, 경쟁력, 구조개혁, 발전계획, 법인화, 선진화, 전환, M&A 등

·

대학의 역할과 전망 : 규제, 기여, 방향, 비전, 수요자, 역사, 이념, 자율성, 체제, 통일교육,
평생교육, 현안 등

·

교육정책 및 제도 : 3불정책, 고등교육정책, 대학입시, 법령, 수능, 입학사정관, 정원자율
화, 학부제 등

·

교육과정 : 교양교육과정, 대학과목선이수제, 봉사활동, 프로그램 등

·

교수 방법 및 평가 : 교수-학습방법, 국제어강의, 사이버강의, 수업계획서, 수업평가, 스마
트러닝, 학습성과, 해외 인턴십 등

·

102

교육환경: 교육여건, 시설, 실험·실습 설비, 정보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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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및 연구: 보수, 업적 평가, 연구 역량, 연구 윤리, 인사제도, 정원 등

·

재정: 교육비, 등록금, 발전기금, 재원, 재정구조, 전형료 등

·

대학평가 및 경쟁력: 국제적 수준, 니즈, 대학정보공시, 산업계 관점, 인증, 자체평가,
종합(기관)평가, 학문분야(학과)평가 등

·

학생: 유학생, 진학정보, 취업 등

·

교류 및 협력: 공유, 국제화, 연계, 협력 등

·

대학 조직: 의사결정, 직원, 총장, 행정조직 등

·

대학원: 대학원, 전문대학원 등

1982년부터 2012년까지 각 연도별로 수행한 정책연구 목록을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제시
하면 각각 아래 표와 같다.

 1982년~1991년 정책연구 수행 목록
연도

정책연구 제목
교수수업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대학재정구조 분석 연구

1982
한국대학교육의 이념과 방향정립에 관한 연구
현행대입제도의 문제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국가발전에 대한 고등교육의 기여에 관한 연구
대학 간 협력체제에 관한 연구
대학예산회계법제정을 위한 기초적 연구
1983

대학의 학기제와 수업운영 효율화방안 연구
대학입시제도 보완 연구
사립대학 공납금의 적정화를 위한 연구
전국 대학교수 자원의 특성에 관한 분석적 연구
대학교육시설의 적정기준에 관한 연구
대학단위교육비 산출에 관한 연구: 학점단위당 등록금제도를 중심으로

1984
대학재정 경영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1985학년도 사립대학 공납금 및 교직원의 급여를 중심으로
대학행정직원의 전문화를 위한 재교육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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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정책연구 제목

1984

총·학장의 직무분석과 대학내부 행정체제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
대학 신임교수의 교수활동 극대화를 위한 직전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대학의 학과별 평가체제개발에 관한 연구

1985

대학협력체제의 권역화와 그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세계 주요국의 대학교육과정 비교 연구
한국 대학의 교수-학습방법의 성장과 문제점 분석
교수 추천제 개선방안 연구
대학교수 국내교류제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대학교육에 있어서의 산학협동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1986

대학교직원 정원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대학의 학과별 경비분석에 관한 연구
의과대학의 평가체제 및 준거개발과 그 적용모형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 대학교육에 관한 종합적 연구
농학계 대학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대학 간 협력체제 정착을 위한 실험적 연구
대학교과 수업계획서 작성의 이론과 실제
대학교육여건과 재정구조의 국제비교 연구
대학교육의 발전모형과 평가체제의 개발에 관한 연구

1987
대학기관평가 기준개발 연구
대학평가제도 연구
사범계 대학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우리나라 대학원의 학위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 고등교육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각종 학교 운영체제분석과 그 개선에 관한 연구
과학교사교육용 교과교육 모듈개발에 관한 연구
1988

대학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개선방안 연구
대학 교육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대학교원의 법정 산출기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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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제목
대학세입금의 자율화정책과 적정수준에 관한 연구
대학의 계열별 교수정원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대학의 교수-학습체제 분석과 학습량 적정화방안 연구
대학의 의사결정과정의 합리화방안에 관한 연구

1988

대학입시의 자율화에 따른 모형 연구
대학평가 인정제도의 도입 가능성 탐색 연구
약학계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영문학계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 고등교육체제의 기능분화에 대한 기초연구
국립대학의 특수법인화에 관한 연구
대학 학문영역 평가를 위한 평가준거 개발 연구
대학원 단위교육비 산출에 관한 연구
대학입학시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대학재정 수입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북한의 고등교육체제 연구

1989
학과기술 기초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대학연구체제 강화방안 연구
학과별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학문영역별 평가를 위한 편람 발간
한국 고등교육 관련문헌 조사 연구
한국 대학평가 사업의 종합적 분석 연구
한국과 호주의 고등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
1990학년도 대학등록금 책정의 과정 및 결과 분석
고등교육관련 법령의 구조와 문제 분석 연구
대학교원 보수체계에 관한 연구
1990

대학별 고사의 출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대학에서의 학업성적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학평가인정제 시행방안 연구(1): 제도방안
대학평가인정제 시행방안 연구(2): 절차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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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제목
대학평가인정제 시행방안 연구(3): 기준방안

1990
이·공학계 학과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4년제 대학의 학사과정 개방화 방안 연구
극복되어야 할 대학사회의 갈등과 재정위기
대학 교직원노조의 운영합리화를 위한 연구
대학 학과 평가준거특성에 관한 연구
1991

대학 학과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대학등록금 책정결과 분석 및 등록금 책정방법 개선 연구
대학발전 10주년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대학의 행정관리조직의 구조개선을 위한 연구
학원정상화 방안연구

 1992년~2001년 정책연구 수행 목록
연도

정책연구 제목
국립대학교 교육여건 개선방안 연구
극복되어야 할 대학사회의 갈등과 재정위기
대학 직원노조의 운영합리화를 위한 연구
대학 학과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대학교수 국비 해외파견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1992
대학교육 워크숍 자료 개발 연구
대학등록금 책정결과 분석 및 등록금 책정방법 개선 연구
대학발전 10주년 계획 연구
대학의 개방화 추진 방안 연구
대학의 행정관리조직의 구조개선을 위한 연구
1995, 1996학년도 개교예정 개교대학 설립 타당성 연구
1993

대학 교직원 연수프로그램 개발 연구
대학 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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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제목
대학관련법령 국제비교 연구

1993

대학교수의 업적평가를 위한 제도개발 연구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시행 방안 연구
대학종합평가인정제도의 평가기준 개발 연구
모델대학의 대학교육비 추산 연구
세계 각국의 박사학위 수여대학에 관한 조사 연구
우수수업계획서의 발굴 및 확산 방안
대학 신임교수를 위한 연수교재 개발 연구
대학 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대학교수의 업적평가를 위한 제도개발 연구

1994

대학에서의 통일교육방안 연구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실험 연구
대학총장 선출제도에 관한 연구
대학행정조직의 개편에 관한 연구
사립대학의 자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세계 각국의 박사학위 수여대학에 대한 조사연구 2
우수수업계획서 선정 및 사례분석 연구
한국 신학교육의 발전과제 연구
대학 종합평가인정제 실험 연구
대학 행정조직의 개편에 관한 연구
대학에서의 통 일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1995

대학평가 종합평가인정제 시행을 위한 평가기준 개발 연구
세계 각국의 박사학위 수여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2
우리나라 대학의 총장선출 제도
통일후 북한 대학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개별대학 종합평가인정 시행을 위한 평가기준 개발 연구

1996

대입원서 접수·등록제도 개선방안 및 표준서식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학 및 전문대학 실험·실습 준비기준 폐지에 따른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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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정책연구 제목
대학의 개혁과 미래-대학장기 발전계획의 방안 연구
사범계 학과평가인정제 시행을 위한 평가기준 개발 연구

1996
상주산업대학교 장기발전계획
신학계 대학 종합평가인정제 시행을 위한 평가기준 개발 연구
1997년도 대학 등록금 책정과정 및 효과 분석
1주기 평가실적분석에 관한 연구
21세기를 대비한 학과평가 활성화 방안
2주기 대학 종합평가인정제 시행 방안 연구
고등교육 국제배경
국립대학 재정운영 평가방법
대학 경영진단에 관한 기초조사 연구
1997

대학 진학정보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대학 학부제 개선방안 연구
대학교육 여건조사 개선방안 연구
대학입학전형 지원업무 효율화방안 연구
대학재정 국고지원 현황에 관한 연구
대학종합평가 평가준거의 분석 연구
대학평가인정제 중간보고 및 그 성과와 전망
통일후 교원양성 및 재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1주 기 평가실적분석에 관한 연구
21세기를 대비한 학과평가 활성화 방안
2주기 대학종합평가인증제 시행방안 연구
국·내외 대학교육관련 기관 현황 조사

1998

국·내외 대학평가기관의 기능과 역할 분석
국립대학 특별회계법 제정에 관한 연구
대학 등록금 책정의 차등화 방안 연구
대학 간 교류 활성화 및 고등교육 국제비교 연구
대학교육여건조사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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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제목
대학입학전형 지원업무 효율화 방안 연구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개선 방안
대학재정 국고지원 모형 개발 연구
대학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화 방향 연구

1998
대학정원자율화에 따른 고등교육분야별 인력수급 추정 및 정원모형 개발
대학종합평가 평가준거 분석
사립대학진흥법 제정 및 조세감면을 통한 사립대학 재정확충방안 연구
수능시험 성적정보의 활용성장 및 문제점 분석
2002학년도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학부모 및 교육관계자 의식전환 방안 연구
2002학년도 새 대입제도에 대비한 대학별 전형모형 및 기준개발 연구
2주기 대학종합평가인증제 시행 방안 연구
1999
국내 대학평가 기구의 발전 방안 연구
대학 등록금 책정의 차등화 방안 연구
대학의 의사결정 조직과 절차에 관한 연구
대입전형 체계의 주요경향 분석 연구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연 구
대학교원의 인사제도에 관한 연구
2000

대학평가 국제비교 연구
대학평가에 대한 평가대상 기관 및 교육수요자의 의견조사 연구
신설대학 종합평가 편람개발 연구
학문분야평가 관련 기초연구
고등교육기관 학생정원 운영 모델 개발

2001

대학 실험·실습 설비 적정 기준에 관한 연구
대학평가에 있어서 평가팀별 오차와 그 축소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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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2012년 정책연구 수행 목록
연도

정책연구 제목
디자인 분야 고등교육기관 인력현황 및 성장조사

2002
여교수 채용확대를 위한 대학평가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대학 M&A 등 자율경영혁신 모델 연구
2003

대학교육체제 환경변화에 따른 대학교원 신인사제도 개선연구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협력모델 연구
대학교원 현황 통계 분석

2004
대학의 강사 및 비정규직 교원 대책 연구
2008 대입제도 개선안에 따른 다양한 대입전형 모형 개발연구
고등교육 학제개편에 관한 연구
고등교육정책 현안 과제 분석 연구
대입전형 세 가지 최소사항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대학 및 전문대학 통합학사모형에 관한 연구 1
2005

대학 및 전문대학 통합학사모형에 관한 연구 2
대학교수 개발을 위한 공통 프로그램 개발 연구
대학행정직 연수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대학행정직을 위한 공통 프로그램 개발 연 구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고교-대학 간 연계체제의 개선 연구
산학연 협력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인재 양성 방안 연구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정책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고등교육 이러닝 현황조사 분석 연구
국가별 대학평가시스템에 관한 사례연구
국내 유학생 유치현황과 유학요구 및 개선방안 연구

2006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 기준 연구
대학 경영진단 컨설팅(강원대학교)
대학 등록금 성장조사 및 책정 모델 개발 연구
대학입학 동일계 특별전형 활성화 연구
대학입학 인터넷 접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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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제목
사립대학 재정자립을 위한 규제 완화: 재정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중심으로

2006

수시모집 제도 개선방안 연구
심층면접과 고등학교 교육 상관관계 연구
주요국 고등교육체제 비교
특성화 대학 평가편람 개발
해외 대학입학제도 성장 조사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정책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국가별 대학평가시스템에 관한 사례연구
대학입학상담자료 개발 연구

2007

등록금예고제 매뉴얼 개발 연구
사립대학 재정자립을 위한 규제 완화
한국 고등교육 비전 수립 연구
해외 대학입학제도 성장 조사
현안 문제 정책연구(대학등록금)
현안 문제 정책연구(대학자율화)
현안 문제 정책연구(비정규직 입법현황)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수립을 위한 입학전형 개선방안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및 투자분야 연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입시 타당화에 관한 연구: 입학 사정관 역할을 중심으로
국공립대학 발전기금 투명성 제고 방안
대입정책의 방향과 과제 연구
대학 자체평가 모형개발 연구

2008
대학과목선이수제 교육기관 확대 대비 연구
대학과목선이수제 글쓰기분야 표준 교육과정 및 평가기준 개발연구
대학과목선이수제 운영체제 및 성장분석 연구
대학과목선이수제 표준 교육과정 물리분야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연구
대학과목선이수제 표준 교육과정 생물분야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연구
대학과목선이수제 표준 교육과정 수학분야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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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제목
대학과목선이수제 표준 교육과정 총론분야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연구
대학과목선이수제 표준 교육과정 화학분야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연구
대학교육을 위한 산업계 니즈개발 연구 1
대학교육을 위한 산업계 니즈개발 연구 2
대학교육을 위한 산업계 니즈개발 연구 3
대학교육을 위한 산업계 니즈개발 연구 4
대학교육을 위한 산업계 니즈개발 연구 5
대학교육을 위한 산업계 니즈개발 연구 6
대학교육을 위한 산업계 니즈개발 연구 7
대학생 해외인턴십 활성화 방안 연구
대학입학사정관제 지원대학 선정 및 평가 연구
대학입학사정관제 지침서 개발 연구

2008
대학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확보방안 연구
대학자율화 정착 기반 조성 고등교육 관련 법 개정 연구
대학재정 확충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중심으로
물리학분야 교육중심대학 체제 의 가능성 연구
물리학분야의 국제경쟁력 지표 비교연구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개선방안 연구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보험분야 예비조사 연구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시공분야 예비조사 연구
산업대학의 일반대학 전환 특례요건 정립과 발전방향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발전방안 연구
입학사정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탐색
자율화시대의 한국 고등교육정책의 방향 탐색

“3불정책”의 헌법적 검토
2009년 대학입학사정관제 지원대학 선정평가 연구
2009
고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연구
교육프로그램 평가의 메타평가 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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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제목
국제적 수준의 대학평가모형 및 지표개발 연구
대학 기관평가인증 방안 개발 연구
대학과목선이수제 2009년 운영체제 성장분석 연구
대학과목선이수제의 중등교육기관 적용 연구
대학교육의 선진화 방안 연구
대학구조 개혁을 위한 대학여건 개선연구
대학의 연구 생산성 분석 및 제고방안 탐색
대학자체평가 담당자 연수프로그램 개발 연구
물리분야 대학과목선이수제 평가 문항 비교 연구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발전방안 연구

2009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를 통한 교육과정 개선방안
생물분야 대학과목선이수제 평가 문항 비교 연구
수요자중심 교육인재개발
수학분야 대학과목선이수제 평가 문항 비교 연구
일반대 전환 특례요건
입학사정관 교육훈련을 위한 안내서 개발
입학사정관의 전문윤리에 대한 델파이 연구
입학사정관제 2008년 사업실적 평가 및 정책 설계에 관한 연구
입 학사정관제 정착을 위한 운영체제 개선 및 사교육 경감 방안
한국대학생 해외봉사활동의 현황 분석과 활성화 방안 연구
화학분야 대학과목선이수제 평가 문항 비교 연구
2010년 산업계 대학평가의 평가지표 개발
2014년도 수능 체제개편 방안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 조사
3불정책에 대한 대학의 인식과 현황

2010

간호학과 대학설립 운영 규정 및 실행방안 연구
경기도 대학유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국가유공자 학자금지원제도 개선 방안
국내외 대학과목선이수제 성장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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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제목
국제암전문대학원 설립 타당성 운영방안 연구
대입공통지원서 개발 및 원서접수 시스템 개선 연구
대학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대학 간 CTL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 연구
대학 정보공시 시스템의 현황 분석

2010

대학과목선이수제 표준 교육과정 개발(경제)
대학과목선이수제 표준 교육과정 개발(생물)
대학과목선이수제 표준 교육과정 개발(영어)
대학과목선이수제 표준 교육과정 개발(화학)
대학규제개혁 현황과 개선
대학선이수제 수강학생 종단 분석
대학입학 전형자료 이용사례 및 사용료 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
대학자체평가 분석 및 제도 방안 연구
수능개편에 따른 공교육 논술프로그램 개발
수시입학전형유형 단순화 방안
인증기준별 점검사항 타당성 검토 및 적용방안
입학사정관제 고교사례 연구
입학사정관제 공통기준 연구
입학사정관제에 따른 현장변화와 성과 분석

2011

입학사정관제의 안정적 운영 방향
창의인재 선발을 위한 대입선진화 및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방안 연구
한국 대학체제의 발전방향
한중일 대학생 교류프로그램 협력협의회 협의전략 연구
2011년 CAMPUS Asia 사업 협의체 운영
2011년도 대학자체평가 결과분석 연구
21세기형 글쓰기 교육을 위한 융복합적 프로그램 개발 연구
강좌 성격에 따른 수업형태 및 수업지원 방책에 관한 연구
고교 수준의 대학과목선이수제 설치방안 연구
고교-대학 연계 우수 사례 발굴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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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제목
고등교육기관 학부·과 표준코드 개발 및 관리 방안 연구
고교-대학-교육청-대교협 연계 구축방안 연구
교양교육의 위상 및 교육과정-학사구조 선진화 방안
교양-전공 연계 교육 교과과정 모형 개발
국제암전문 대학원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
국제어 강의의 성과 평가 및 내실화 방안
글쓰기 센터 운영안 개발
다문화 역량계발을 위한 융복합 교양과목 개발연구: 체험-성찰-표현을 중심으로
대입환경 변화에 따른 입학사정관제 정착 방향
대학 교양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 e-러닝 체계 및 교수-학습 모델 개발 연구
대학 교양기초교육에 대한 종합적 분석 연구
대학 교육 목적 유형별 기초교양교육과정 개발 연구
대학 교육과정 개정의 표준 절차에 관한 연구
대학 기관평가인증제 정착을 위한 과제와 전망

2011
대학 기초교양교육의 질과 성과 분석을 위한 평가도구 개발 연구
대학 자체평가 제도의 내실화 방안 연구
대학 정보공시 운영 현황과 수요자 만족도 조사
대학 직원 업적평가 현황 분석
대학과목선이수제 운영 규정 개정 연구
대학과목선이수제 종단 연구
대학과목선이수제 표준 교육과정 및 평가기준 개발연구(경영학)
대학과목선이수제 표준 교육과정 및 평가기준 개발연구(문학)
대학과목선이수제 표준 교육과정 및 평가기준 개발연구(물리)
대학과목선이수제 표준 교육과정 및 평가기준 개발연구(한국사)
대학교수의 연구역량 분석 연구
대학교육 규제의 유형과 방안-간접적, 임의적 규제를 중심으로
대학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표준화 방안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성장 및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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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제목
대학수업 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상금 산정근거 타당성 분석 연구
대학영어 교육을 위한 ESP 교과목의 역할연구
대학입학전형료 적정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대학정보공시제 발전 방안
미래 대학 체제의 발전방향
미래문화론 개발
사이버강의의 교육성과 평가 및 내실화 연구
사회봉사 실천 과목 개발 전략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영국 고등교육 정책 변화 연구
쌍방향 국제화 시대의 바람직한 대학 교양교육 과정 연구
연구중심대학 정책이 학부 교양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미친 효과
연구-학습윤리 규범 연구개발
이공계 통합 인문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2011

입학사정관 활성화를 위한 고교-대학 연계 방안
입학사정관제 교육 질 제고 방안 연구
입학사정관제 성과분석 종단 연구
장학금 조기지급을 위한 우수학생 국가장학생 선발제도 개선 및 효율적인 대학별 장학금 배분방안 연구
전공 글쓰기 교과과정 개발
전공 연계 글쓰기 교육과정 개발
정원외 특별전형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주기적 평가 시행에 따른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의 시행방안 연구
창의성 함양을 위한 대학 융합 교양교과목 〈대학창의성〉 개발
튜터 부재 대학수학교육 모델 개발
학문횡단형 교양과목 개발: 설득과 소통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성과 평가 종단 연구
학습자 중심의 유형별 말하기 교육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 학생들의 말하기 유형화 작업을 중심으로
해외 우수대학들의 교육과정 연구 개발 및 적용 동향 분석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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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제목
2013년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을 위한 사업설계 및 지표개선 연구
21세기형 글쓰기 교육을 위한 융복합적 프로그램 개발 연구 2
2단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의 온라인 교육 도입 방안 연구
고등교육재원 GDP 대비 1.1% 확보 및 활용방안 연구
고등교육정책에 관한 대학교원들의 인식 및 유형화에 대한 연구
과학글쓰기의 학제적 접근을 위한 고찰
교양교육에서 인터넷 집단지식의 활용 방안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및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사업성과 종합분석 연구
국제교육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시도교육청과 대학 간의 협력 강화 연구
대입논술 및 구술능력 평가 과정 분석 연구
대입통합전형 운영방안 연구
대학 교양기초교육에 대한 종합적 분석 연구 2
대학 기초교양교육의 질과 성과분 석을 위한 평가도구 개발 연구

2012
대학 녹색성장 교과목 개발
대학 취업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관련 의견조사 연구
대학교육의 학생 학습성과 측정도구 개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안 설계
도덕적 추론
모듈화·체계화를 통한 실현가능한 교양교육 모형 개발과 확산 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연합대학 체제확립을 위한 법적 과정과 내용 연구
미래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운영 모형 개발
사이버 강의의 교육성과 평가 및 내실화 연구
세계 시민정신
스마트 러닝을 통한 교양기초교육 콘텐츠 확산 방안
쌍방향 국제화 시대의 바람직한 대학 교양교육 과정 연구 2
예술 창의성 향상을 위한 논리와 사고 교과개발 연구
예체능 계열 글쓰기 교수법 및 교재 개발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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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정책연구 제목
외국인 학생을 위한 수학 준비 프로그램 개발
융복합 교양 STEAM 교과 개발을 위한 연구
입학사정관 전형 내실화 방안 연구
자기개발을 위한 코칭 리더십 교수법 워크숍
재외국민전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전공연계 글쓰기 교육과정 개발
정부지원 국제화 사업의 효율성 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2012

정원 외 특별전형의 입학사정관제 활용 방안 연구
평가인증 결과활용방안 연구
표준분류 체계 관리 및 운영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성과 평가 종단 연구
한국 대학생의 가치관 변화에 관한 조사 연구
한중일 3국 대학 간 공동복수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연구
한중일 CAMPUS Asia 확대 및 정교화 방안 연구
행정직원 연수에 대한 대학요구 분석 및 연수 결과의 대학 행정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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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은 지난 30년간 대학교육 현안에 대해 연구와 토론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고, 국
내외 고등교육 관련 정보교류 및 협력을 위해 여러 유형의 세미나와 정책포럼 등을 운영하
여 왔다. 다음 내용은 이처럼 다양한 활동 중에서도 대학총장세미나, 국제세미나, 그리고 정
책포럼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대교협은 1987년 회원대학 총장들을 위한 세미나로 ‘회원대학 총·학장 세미나’를 시작하였
다. 대학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개최되는 세미나는 1992년부터 ‘하계총장세미나’로 명칭을
바꾸어 진행하였고, 2010년과 2011년에는 하계와 동계, 두 번에 걸쳐 개최하였다.
각 연도별 주제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대학총장세미나 연도별 주제 목록
연도

구분

주제

1987

-

대학 자율화의 종합적인 방안

1988

-

대학 자율화 추진

1989

-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당면과제

1990

-

변혁기에 있어서 대학의 위상과 사명

1991

-

전환기의 대학교육 : 그 개혁을 위한 방향 탐색

1992

하계

21세기를 지향하는 대학교육의 발전방안

1993

하계

대학의 자율과 상호평가

1994

하계

개혁과 변화를 통한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

1995

하계

대학교육의 세계화·개방화를 위한 방향 모색

1996

하계

대학교육의 개방화·세계화를 위한 개혁방안 탐색

1997

하계

대학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대학 간 협동의 활성화

1998

하계

대학재정난 극복과 대학운영 체제의 혁신

1999

하계

21세기 대학의 역할

2000

하계

학습사회를 위한 대학의 역할과 과제

2001

하계

국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정부·기업·대학의 역할

2002

하계

대학 경영 혁신 전략과 새로운 리더십

2003

하계

교육환경 변화와 대학의 경쟁력 제고

2004

하계

국가발전과 대학의 역할

11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30년史
제 1 부 역사의 탑

/

제 2 부 헌신의 탑

/

제 3 부 내일의 탑

/

부록

제2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분야별 활동

연도

구분

주제

2005

하계

대학 경쟁력 강화의 전략과 과제

2006

하계

대학구조개혁과 대학발전

2007

하계

대학의 재정위기와 정부의 역할

2008

하계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와 전략

2009

하계

대학 경쟁력 기반 조성 전략

하계

국제화 시대, 대학운영의 현안과 방안

동계

대학의 비전과 과제

하계

글로벌시대의 대학 국제화 강화 전략

동계

브랜드시대의 대학과 운영 효율화

하계

한국 대학교육의 미래 방향과 과제

2010

2011

2012

대학총장세미나에서는 매우 포괄적인 주제들이 다루어졌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
항들이 논의 또는 공유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부 프로그램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대학총장세미나가 1987년에 시작된 이후 10여년 동안은 대학 자율화가 주된 주제였다면,
1997년부터 10여년 동안은 경쟁력 제고가 주로 논의되었고, 2007년 이후부터는 주로 국제
화가 주된 관심사였다고 할 수 있다.
대교협은 1983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49차례의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선
진 외국의 고등교육 동향을 회원대학과 공유하는 노력을 하였으며, 국외 기관들과의 교류에
도 만전을 기했다고 할 수 있다. 각각의 국제세미나에서 어떤 주제들이 논의되었는지를 제
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국제세미나 개최 목록
연도

구분

주제

1992

1992 서울국제회의

아시아·태평양시대에 있어서 대학교육의 역할

1993

1993년도 국제세미나

21세기를 대비한 극동지역의 대학 간 협력

국가발전전략을 위한 고등교육의 국제화에 관한

Global Networking and

국제세미나

Adaptive Entrepreneurial University

고등교육의 국제경쟁과 협력에 관한

A Strategy for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in

국제세미나

Higher Educatio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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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95

1996

1997

구분
일본 사립대학연맹 대학교직원 연수단과
한국 대학직원 연수단 합동세미나
한국 · 핀란드간 고등교육협력방안에 관한
국제세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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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대학운영 관리면에서의 한 · 일 대학 간의 비교

핀란드 고등교육의 체제와 정책

1997년도 한 · 중 · 일 국제세미나

21세기를 대비한 고등교육의 개혁과 전망

한 · 일간 대학교육 협력을 위한 세미나

-

유네스코 아 · 태지역 고등교육회의

아태지역 학점 및 학력 상호인정에 관한
제4차 국제회의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Higher Education toward the

1998년도 한 · 중 · 일 국제세미나

1998년도 국제세미나

1999

아 · 태 고등교육 국제교류 연차회의

2000

2000 UMAP Conference

2002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2003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2004

2004년도 국제세미나

2005

2006

2007

21st Century in Far-East Asian Countries
: Korea, China, Japan

1998

고등교육 의 개혁동향과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세미나
-미국, 중국, 한국
아시아 · 태평양 국가들의 대학 간
학생 · 직원들의 교류증진 방안 토의
아시아 · 태평양 국가들의 대학 간
학생 · 직원들의 교류증진 방안 토의
The University Paradigm Shift and
University Quality Assurance
Reform & Prospects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China and Japan
대학교육의 질 제고와 국제협력체제 구축

유네스코 세계고등교육회의 후속

아태지역 고 등교육의 대중화

아 · 태지역회의

: 정책개혁, 대학구조개혁과 혁신사례

한국 · 중앙아시아 국제세미나

한 · 중앙아시아 대학교류의 과제와 방안

유네스코 고등교육 포럼 아태지역 세미나

WTO · GATS가 고등교육에 미치는 영향

2006년도 한 · 독 국제세미나

연구역량 제고와 후속세대 연구인력 양성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대학의 재정위기와 정부의 역할

대교협-유네스코 국제회의

아태지역 고등교육 학위인정 협약 국제회의

한-영 고등교육 원탁포럼

한국-영국 대학 간 상호이해와 정보교환

대교협-독일대학총장협의회 국제세미나

대교협(KCUE)과 독일대학총장협의회(HRK)의
유대 강화 및 고등교육 분야 협력관계 모색

2008

2008년도 국제세미나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 사례에 관한 국제세미나

2009

세계대학 총장포럼

대학의 교육 경쟁력 강화

2010

20 10년도 국제세미나

대학의 학부교육 공개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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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분

주제

2011년도 국제세미나

고등교육의 수월성 강화

UNAI(UN Academic Impact) 포럼

변화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 UN과 세계의 교육공동체

2011

1983년 서독과의 교류로 개최된 국제세미나를 시작으로 가장 최근에는 UN과의 교류를 통
한 국제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국제세미나에 초청된 주요국으로는 독일, 러시아,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핀란드, 필리핀, 호주 등을 들 수 있다. 국제세미나 주제를 통해서는 어떠한 경
향성을 발견할 수는 없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경쟁력, 수월성 등이 주된 주제의 하나라
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제시한 세미나 외에 1998년부터 대학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매년 1회~5
회의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2012년까지 모두 40회를 개최하였으며 각 정책포럼의 주제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대학교육 정책포럼 회차별 주제 목록
연도

회차

주제

1998

1

연구중심대학, 무엇이 문제인가?

2

대학재정, 무엇이 문제인가?

3

21세기 대학입학관리체제의 발전 방안

4

21세기 신대학문화의 이념과 방향

5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

6

대학 학생선발방식의 다양화 방안 모색

7

초 · 중등교육의 위기와 대학교육의 과제

8

학부제의 성과와 개선방향

9

교수업적평가제와 연봉제의 현황과 과제

10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학문의 균형적 발전 방안

11

200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과 향후 방향

12

대학의 경영 체제 개선 방안

13

한국 고등교육의 위기와 대학 M&A

14

대학 M&A시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999

2000

2001

20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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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주제

15

지식기반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산학협력 방안

16

대학평가와 대학발전

17

사립대학의 발전과 사립학교법 개정

18

대학구조개혁과 대학평가

19

고등교육의 특성화 전략

20

교수개발의 전략적 접근 방안

21

대학 등록금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22

글로벌 대학순위 평가의 실제와 대응

23

차기정부의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24

대학자율화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25

고등교육 재정의 확보 및 배분방안

26

대학발전과 고등교육재정의 확보방안

27

대입제도의 선진화 방안 : 선진적 입시제도 적용 사례

28

우리나라 대학생의 학업성과, 어느 정도인가?

29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

30

5 ·31 교육개혁 평가와 미래교육비전 전략

31

대학교육 지원시스템의 발전방안

32

국제화 시대의 대학 영어강의, 그 진단과 방향

33

대학교육에서의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

34

입학사정관제의 성과와 발전방향

35

고등교육의 현안과 쟁점

36

대학평가지표의 한계와 개선 방향

37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제도 개선방안

38

대학의 균형발전 방안 탐색

39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40

대학생 취업, 진단과 대안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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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 정책포럼은 최초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논의로 출발하여 40회 ‘대학생 취업, 진단
과 대안’에 대한 내용까지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어 왔는데, 각 시기별로 사회적 쟁점사항
이 주로 논의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M&A, 구조개혁, 대학평가 등이 주
로 다루어졌고, 최근 들어서는 입학사정관제, 저작권, 영어강의, 취업 등이 주된 주제였다.

3.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대교협은 주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고등교육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 건의를 함으로써 고
등교육의 발전을 꾀함은 물론 회원대학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각 연도별 주
요 정책건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연도별 정책건의 주요 내용
연도

정책건의 내용

1985

사립대학 세입금제도 개선방안 건의

건의처

대학재정 확보를 위한 건의
1989
대학행정 효율화를 위한 건의
대학재정 확보를 위한 건의
대학교수 기성회 연구보조비 과세방침 철회를 위한 건의

1990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의 시정을 위한 건의

병무청

대학발전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건의

문교부

1990년도 사학진흥기금 융자에 관한 건의

문교부

국립단과대학의 종합대 개편에 대한 건의

문교부

OMR카드 저작권에 관한 우선심판 요청 건의

특허청

대학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건의

교육부

대학의 재정난 극복을 위한 건의

1991

대학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건의

국회, 교육부

남북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대학관계자의 남북교류 추진에 관한 건의

교육부, 통일원

대학부속병원의 지방세(사업소세) 부과에 따른 건의

서울시

국 · 공립대학의 현안과제 해결 을 위한 건의
대학교지내 발전제한지역 완화를 위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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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내용

건의처

대학교수의 연구활동 강화를 위한 건의

교육부

대학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
1992
국립대 비법정기구 보직자 수당 등 시정제시 관련 건의
1993년도 사립대학 시설설비보조금 조기집행을 위한 건의
대학의 총장 명칭 사용문제에 관한 건의

교육부

대학교원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기준 협의에 대한 건의

재무부

대학 재정 확보를 위한 건의

교육부, 교육개혁위원회

1994년도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기준에 대한 건의

재무부

국립대학 총장명칭 사용에 관한 건의

교육부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건의

교육부, 교육개혁위원회

산업기술대학 건립계획 중지 건의

교육부, 통상산업부

공과대학 국책지원 사업에 대한 건의

교육부

대학개혁 추진을 위한 재정 확충 및 제도개선 건의

교육부

강릉대학교 총장 징계재심 사건에 대한 건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사립 대학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

교육부

교육환경 보전에 관한 건의

교육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1993

1994

사립대학 발전을 위한 세제조정 건의
1995학년도 학술연구달성 사업계획에 관한 건의

재정경제원, 민자당,
민주당, 신민당
교육부
대통령비서실, 재정경제원,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개정에 관한 건의

국회교육위원회,
국회재정경제위원회

1995

국립대학교 기성회노조 파업관련 건의

교육부, 노동부

대학지원방식의 개선 및 대학 자율화 추진에 관한 건의

교육부

대학 이전 및 재원지원 확대 건의

교육부

사립대학 발전을 위한 세제 조정 건의

교육부, 민자당

1997년도 대학재정 관련 국고지원 확충 건의

청와대, 교육부, 재정경제원, 교
육개혁위원회, 국회 등

1996
대학인접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에 관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록금 불반환 조항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 심의 활동에 관한 건의

건설교통부
국무총리,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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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96

1997

정책건의 내용

건의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령에 대한 반대 의견 건의

교육부, 대통령비서실

대학교육재정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건의

교육부 등

1997년도 대교협부설 고등교육연구소의 연구비 지원 건의

교육부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안)에 대한 건의

교육부

기술대학 설립 · 운영 규정(안)에 대한 건의

교육부

산업기술인력정책 추진방향(안)에 대한 건의

통상산업부

고등교육법(안) 중 대학평가 및 관련 규정에 대한 건의

교육부

경기 지역 교육대학 신설 허용 관련 건의

건설교통부

대학설립 · 운영규정 시행 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건의

교육부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중 대학관련 사항에 관한 건의

국회재정경제위원회,

국무총리, 교육부,
재정경제원

1998

고등교육법시행령(안)에 대한 건의

교육부

사범대학 평가 유보에 대한 재건의

교육부

대학교육 정책조정 협의회 운영 건의

교육부

우수 해외교포의 이중국적 허용범위 확대 건의

각 정당 정책위원회

대학 인접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제한 완화에 관한 관련법령 개정 건의

건설교통부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중

교육부, 국회의장,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건의

국회교육위원회

대학 인접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제한 완화 재건의

건설교통부

대학교지 중 농업구역 해제 건의

농림부

지방대학 육성대책에 관한 입장

교육부, 국회교육위원회

1999

2000

대학에 대한 교통유발 분담금 부과 방침 철회 요청 건의

교육부, 건설교통부,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사립학교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건의

교육부, 국회교육위원회

2001

사립대학 육성 방안 건의

국회교육위원회

2002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 건의

산업자원부

대학부설평생기관에 대한 법인세 면제 건의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경제부

국립대학교 기성회직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소급 부과 철회 건의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대학 직장예비군 지휘관 임용 관련 건의

국방부

20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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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내용

건의처

인턴채용제(지역인재추천채용제) 도입 관련 건의

중앙인사위원회

국립대 기성회직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소급 부과 철회 건의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2004

2005

2006

대학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종합하여
하계대학 총장세미나에서 채택한 대정부 정책건의

교육부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에 대한 건의

교육부

하계대학 총장세미나에서 채택한 대정부 정책 건의

교육부

대학 설립 운영 관련 규제 개선에 관한 건의

국무조정실

1985년부터 2006년까지 건의된 내용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과 관련된 것이었다.

•재정 : 과세, 등록금, 사학진흥기금, 세입금, 수업료/입학금, 재정 확보 등
•행정 : 교원연금, 기성회직, 행정 효율화 등
•교육환경 : 교육여건 개선, 교지, 발전제한지역 완화 등
•운영 : 개편·신설, 대학 설립 운영, 사립대학, 이전, 지방대학 등
•법률 :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연구 : 연구활동 강화 등

2007년의 경우 고등교육비전 4·15 선포를 통해 정책건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고등교육비
전 4·15에는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 조치 강구, 대학 운영의 자율권 보장, 대학의
글로벌화 추진, 지역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 등이 차기정부에 요구하는 핵심 정책과
제로 제시되어 있다. 2008년 이후에는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책건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08년의 경우 모두 10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 대학윤리위
원회, 대학평가인정위원회의 상설위원회와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대학재정대책위원회, 법
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 사학법대책위원회, 대학평가대책위원회, 국공립대학발전위원회,
국제화대책위원회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한편 2010년부터는 대교협 사업의 다양화
와 규모 확대에 따라 정책적 현안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문을 하고, 대교협
사업과 회원대학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조직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7개의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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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운영위원회
·대학규제개혁위원회
·대학재정위원회
·대학교육과정위원회
·대학평가위원회
·대입전형위원회
·대학정보공시위원회

4. 고등교육 		
정책자료 개발

대교협은 다음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다양한 고등교육 정책자료를 발간하여 왔다.

·고등교육 관련 쟁점사항, 주요 동향, 국내·외 우수 사례 등 대학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다
양한 지식정보 제공
·대학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각종 정책 결정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위와 같은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로는 고등교육 정책문고와 이슈페이퍼 등이 있다. 고등교육 정책
문고는 2007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하여 매년 3~4권씩 2011년까지 모두 18종이 발간되었다. 첫
해에 재정운영과 대학 경쟁력 제고에 관한 내용을 시작으로 주로 재정 및 회계, 경쟁력 제고, 입
시제도, 대학평가, 대학과목선이수제 등과 관련된 정책문고가 발간되었다. 그동안 발간된 고등교
육 정책문고 목록은 다음과 같다.

 정책문고 발간 목록
연도

정책문고 제목
외국의 고등교육 재정운용 및 개혁 사례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와 전략 I

2007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와 전략 II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와 전략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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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고 제목
외국의 고등교육 재정운용 및 개혁 사례

2008

주요국의 대학입학제도
주요 국가 대학종합평가의 실제
세계 속의 한국대학
미국 대학교육의 현황과 과제

2009
입학사정관제의 운영 사례
주요 국가의 대학자체평가 실제
대학과목선이수제의 운영과 활용

2010

공개교육자료(OER)에 대한 이해
국경을 넘은 고등교육 질 관리 가이드라인
대학재정지원기구의 교육재정배분 방식과 특징

2011

인터넷시대에 있어 고등교육과 행복
사립대학 학교회계 분리제도의 쟁점 분석

이슈페이퍼는 2009년에 시작되어 2012년까지 모두 54종이 발간되었다. 연도별 이슈페이
퍼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이슈페이퍼는 뜻 그대로 각 연도별 사회적인 쟁점사항
이 되는 현안에 대한 자료를 보급함으로써 회원대학이 즉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슈페이퍼 발간 목록
연도

이슈페이퍼 제목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개념과 쟁점
대학자체평가제도 개선 과제

2009
입학사정관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 연구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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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이슈페이퍼 제목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재산 귀속처분
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공립대학의 구조개혁 방향과 과제
대학의 시간강사 현황과 개선방안

2010
대학의 재정투자와 기부금 유치
대학등록금 성장과 책정문제
대학 지배구조의 개선과 방향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운영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본 대학교육에서의 저작권법 적용 사례
시간강사 처우 개선에 관한 대학의 의견 분석 : 고등교육법을 중심으로
대학 취업률 선정방식의 문제와 개선 방안 : 예체능 계열을 중심으로
대학기부금 활성화 방안
대학운영체제의 선진화 방안
대학 등록금 면제 및 감액제도 개선방안 연구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 및 방향
대학등록금 정책의 문제와 개선방안
대학교육과정 개정의 표준 절차에 관한 연구
2011

기관평가인증제 개선 방안
대입환경 변화에 따른 입학사 정관제 정착 방향
대학정보공시제 발전 방안
교육역량강화사업 정책의 성과와 과제
입학사정관제 도입 성과와 발전방안
대학등록금 인하 지원 및 대학 재원 다변화 정책 분석 연구
국가장학체제와 든든학자금 제도의 성과와 발전방향
고교-대학 연계를 통한 입학사정관제의 발전 방향 : 서울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기여입학의 법적 근거와 도입가능성 검토
Building Strength Through Knowledge Networks in High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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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제목
한국대학생의 대학생활 경험 분석과 활용
미국과 영국의 대입원서 접수방식 비교
대학에서의 학습윤리규정 현황과 과제
대학직원평가의 현황과 발전방향
대학재정지원사업 지표의 이해와 한계
일의 세계변화와 대학 - 노동시장 연계방안
21세기 고등교육의 미래
성과기반의 고등교육평가
대학핵심역량진단 : 현황과 과제
고등교육기관 학부, 과 표준코드개발 및 관리방안 연구
좋은 강의

2012

대학자율화의 동향과 개선방향
한국대학의 국제화 방향과 과제
대학특성화 및 지역대학 발전방안
한국대학의 평생교육 발전방향
대학등록금 인하 지원 정책
대학재원 다변화 방안
교육역량 강화 사업 성과와 과제
강사제도 추진과정의 쟁점과 과제
대학입학사정관제 정착을 위한 발전방향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해외홍보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교수-학습센터(CTL)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대학사회봉사 현황 점 검 및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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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사회의
정론지		
‘대학교육’ 발간

‘대학교육’은 1983년 1월 1일 창간호가 발행된 이후 2012년까지 178호가 발행되었다.
2011년까지는 격월간으로 매년 6호가 발간되었으나, 2012년부터 계간으로 전환되어 매년
4호가 발행되고 있다. ‘대학교육’은 대학상호간의 의사소통이나 정보교환을 맡을 전달체계
가 부재하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창간되었고, 고등교육 정책 및 교육방향의 소개와 홍보,
대학교육 전반에 관한 논단, 고등교육에 관한 국제적 사조와 동향 소개, 국내외 대학의 선도
적 우수사례, 학문영역별 학술정보 전달, 문교부(당시) 및 협의회의 대학교육 행·재정에 관
한 자료 소개, 기타 전국 회원대학의 중요 뉴스 수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대학교육’에 수록된 특집 주제가 어떠한 흐름으로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각 시기별
로 어떠한 주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파악하였다. 특집 주제를 분석하기 위한 틀
로는 앞서 정책연구 부분에서 제시한 13개 영역에 ‘대교협’ 영역을 추가하여 모두 14개 영
역으로 구분하였다.

각 영역별로 다루고 있는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숫자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30년을 10년 단위로 하여 주제별 특집 수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아
래 표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대학교육’에서 특집으로 다루어진 주요 주제로는 대학
의 역할과 전망, 교육정책 및 제도, 대학 구조개혁, 학생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대학 구조개
혁과 관련된 주제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대학교수 및 연구, 대학 조직 등과 관련된
주제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주제로는 대학 구조개혁, 재정, 대
학평가 및 경쟁력 등의 주제를 들 수 있다.

 ‘대학교육’ 특집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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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983년 ~ 1992년

1993년 ~ 2002년

2003년 ~ 2012년

계

대학 구조개혁

2

6

10

18

대학의 역할과 전망

13

17

9

39

교육정책 및 제도

7

8

6

21

교육과정

4

0

2

6

교수 방법 및 평가

1

4

2

7

교육환경

5

1

3

9

교수 및 연구

6

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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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983년 ~ 1992년

1993년 ~ 2002년

2003년 ~ 2012년

계

재정

5

2

7

14

대학평가 및 경쟁력

2

1

7

10

학생

6

9

3

18

교류 및 협력

1

1

0

2

대학 조직

4

3

1

8

대학원

3

4

3

10

대교협

1

0

2

3

계

60

60

58

178

각 영역별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 구조개혁 : 대학개혁, 구조조정, 통합 등이 주된 주제로 다루어졌고, 사립대학, 지방
대학, 학생부족 등과 관련된 주제들이 일부 다루어졌다.
•대학의 역할과 전망 :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대학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지, 어
떤 기능 또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지, 그에 따른 과제는 어떻게 되는지, 자율성을 어떻
게 확보할 것이고 그에 따른 책무는 무엇인지 등이 주된 주제였다. 대학 내 갈등과 진통,
기초학문 육성, 정체성, 봉사, 평생교육 등과 관련된 주제들이 일부 다루어졌다.
•교육정책 및 제도 : 새로운 정부의 출범 시기와 맞물려 대학 교육정책이 주된 주제로 다
루어졌고, 입시제도와 관련된 주제도 꽤 많았다. 편입학, 학위제도 등과 관련된 주제들도
일부 있었다.
•교육과정 : 교육과정과 관련된 주제들이 ‘대학교육’에서 많이 취급되지는 않았다. 교육과
정을 포함해 교양교육, 해외연수 등이 일부 다루어졌다.
•교수 방법 및 평가 : 특정 주제보다는 교수전략, 스마트러닝, 가상대학, 성적 및 강의평가
와 관련된 주제들이 많았다.
•교육환경 : 교육 시설, 환경, 도서관 중심의 학술정보, 복지 등이 주요 주제였고, 최근 들어
학자금 및 장학금 분야가 증가하고 있다.
•교수 및 연구 : 임용제도를 포함하여 교수와 관련된 주제가 주를 이루었고, 연구, BK21 등
의 주제가 일부 다루어졌다.
•재정 : 대학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최근 들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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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업과 관련된 주제가 중심이었으며, 산학협력, 산학협력단, 대학교육과 벤처의 관계 등
과 관련된 주제들이 일부 소개되었다.
•대학평가 및 경쟁력 : 국제경쟁력, 국제화, 대학평가 등과 관련된 주제들이 주로 다루어졌
고, 최근 들어 정보공시제와 관련된 주제가 조금 늘었다.
•학생 : 학생과 관련된 주제는 ‘대학교육’에서 많이 다루어진 것 가운데 하나이다. 대학문
화, 대학생활 등과 관련된 주제들이 주를 이루었고, 진로지도 및 취업, 여성과 관련된 주
제들이 다음을 이었으며, 성문화, 특수교육대상자, 외국인학생 등과 관련된 주제들이 일
부 다루어졌다.
•교류 및 협력 : 남북교류, 국제교류 등과 관련된 주제들이 일부 다루어졌다.
•대학 조직 : 총장, 행정 및 대학기구 등과 관련된 주제들이 주를 이루었고, 법인, 대학신문
사 중심의 대학언론 등과 관련된 주제들이 일부 다루어졌다.
•대학원 : 대학원, 전문대학원, 로스쿨 등과 관련된 주제들이 다루어졌다.
•대교협 : 이상에서 제시된 대학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 외에 대교협과 관련된 주제
들이 일부 다루어졌다.

창간호부터 178호까지 각 호에서 다루었던 특집 주제 목록을 10년 단위로 제시하면 다
음 표들과 같다.

 1983년~1992년 ‘대학교육’ 특집 주제 목록
연도

호

특집 주제

1

대학원, 대학 그리고 개혁

2

교양교육, 그 실상과 좌표

3

대학교육과 직업세계

4

대학교수 : 이상과 현실

5

대학의 학기별 개편과 그 운영

6

대학재정, 그 진단과 처방

7

대학의 자율과 책임

1983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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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84

호

특집 주제

8

대학생의 현실과 이상

9

대학에서의 교수전략

10

전문대학원, 그 현황과 개선

11

대학원, 그 과제와 발전

12

대학시설을 진단해 본다

13

대학의 입시제도

14

학생활동과 지도

15

대입논술고사의 운영방향과 실제

16

대학과 연구기능

17

대학생과 대학문화

18

대학교육과 산학협동

19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의 재조명

20

대학생의 복지 이대로 좋은가

21

대학재정의 자율화

22

교양교육의 이념과 현황

23

대학에서의 학술정보체제

24

대학부설연구소의 활성화

25

대학평가의 과제와 전망

26

현대 대학 총학장론

27

학위제도, 그 문제와 개선책

28

대학과 사회봉사

29

대학 교육과정의 재검토

30

대학의 자율화, 그 방향과 과제

31

전환기에 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32

한국대학의 갈등과 해소

33

새정부에 바라는 대학교육정책

34

여성과 고등교육

35

기초과학교육의 과제와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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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1986

1987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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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호

특집 주제

1988

36

대학의 자율화: 시련과 극복

37

사회민주화와 대학의 발전

38

격동기의 대학 진로

39

우리나라 사립대학 무엇이 문제인가

40

한국의 대학생

41

한국의 대학교수

42

한국의 대학: 진통과 극복

43

90년대 한국대학의 발전 전망

44

분단극복을 위한 대학교육

45

대학 설립정원정책, 이대로 좋은가

46

교육의 질 향상과 대학평가 인정제

47

대학교육과 국제교류

48

사회 변화와 대학의 위상

49

대학의 재정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50

전문대학원, 무엇이 문제인가

51

새 대학입시제를 조명한다

52

총학장 선출, 어떻게 할 것인가

53

대학교수의 전문성 신장

54

대학법인, 이대로는 안된다

55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국대학

56

대학의 교육환경, 이대로 둘 것인가

57

산학연 협동의 활성화

58

대학행정의 합리화와 전문화

59

한국의 교수사회, 그 자성적 진단

60

대학의 복지 이대로 둘 것인가

1989

1990

1991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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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2002년 ‘대학교육’ 특집 주제 목록
연도

호

특집 주제

61

한국 대학교육의 진로

62

대학교육의 생산성 향상

63

대학원교육의 내실화

64

우리학문의 정체성 위기와 극복

65

대학 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

66

정보화 사회와 학문의 발전방향

67

새사회개혁과 한국대학의 발전과제

68

대학의 신입생맞이, 어떻게 할 것인가

69

새 대입제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70

한국대학, UR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71

대학개혁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은

72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보장

73

해방후 한국대학 50년의 자성과 전망

74

대학 자율화의 의미와 전망

75

한국 대학기구의 허와 실

76

3대 전문인양성교육제도의 개혁방향

77

교육개혁안과 대학교육

78

대학원중심대학 무엇이 문제인가

79

대학의 개혁과 발전전략을 점검한다

80

한국 대학의 교수방법, 이대로는 안된 다

81

새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와 과제

82

대학교수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

83

대학문화의 새로운 지평

84

대학 재정의 확충 방안을 말한다

85

대졸 여성인력의 취업

86

기초학문의 위기는 오고 있는가?

87

대학평가제 중간평가

1993

1994

1995

1996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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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97

호

특집 주제

88

기여입학제의 재음미

89

학생운동의 새로운 지평

90

국제전문인력 선발 대학원의 운영 현황과 과제

91

대학언론의 오늘과 대학

92

IMF시대 극복을 위한 대학의 역할

93

대학편입학제도의 현황과 전망

94

실업대란과 대학의 역할

95

대학구조조정의 과제와 방향

96

국민의 정부의 대학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97

정부의 대학교육 지원예산 배분 정책

98

가상대학, 비전과 한계

99

새로운 교수임용제도에 대한 제언

100

새로운 밀레니엄을 향한 한국의 고등교육

101

대학과 평생교육

102

대학의 성적평가

103

한국 대학교육의 어제 오늘 내일

104

대학생의 정치참여

105

대학교육과 벤처열풍

106

한국의 대학행정

107

대학의 성문화

108

대학의 특수교육 대상자 처우 성장과 대책

109

새 천년 한국 대학 교육의 미래상

110

2002학년도 새 대학 입학 전형 제도 운영

111

교육부총리제 신설과 대학 교육

112

대학의 남북 교류

113

사이버 대학의 현황과 과제

114

한국의 대학교수제: 어제와 오늘

1998

1999

200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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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호

특집 주제

115

새로운 교육제도하의 신입생: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116

21세기 한국대학의 정체성: 지난 20년을 돌아보며

117

대학교수 계약 임용제

118

대학교육과 여성교육

119

기초학문 육성과 국가 경쟁력

120

한국의 대학원 교육: 현재와 미래

Ⅱ. 대학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2002

2002

 2003년~2012년 ‘대학교육’ 특집 주제 목록
연도

호

특집 주제

121

한국 대학의 국제경쟁력: 무엇이 문제인가

122

대학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123

지방대학 육성의 방향과 과제

124

학생 부족 시대의 한국 대학의 거듭나기

125

참여정부의 대학교육정책의 방향

126

대학교육과 진로지도

127

전환기 대학의 좌표

128

대학입학제도의 현황과 과제

129

과학기술개발과 대학의 역할

130

대학원 교육의 현황과 과제

131

한국 대학의 중장기 과제

132

외국인 학생 정책의 과제

133

대학구조개혁정책의 방향

134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135

한국 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136

한국 대학의 국제경쟁력

137

산학협력단의 성과와 과제

138

대학생 해외연수: 진단과 제언

2003

20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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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호

특집 주제

139

2단계 BK21사업의 전망과 과제

140

한국 대학교수란 누구인가

141

대학구성원간의 갈등, 원인과 해결방안

142

대교협, 변화를 위한 과제

143

대학발전과 대학총장

144

대학교수와 연구윤리

145

대학발전계획,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가

146

대학의 경쟁력 제고, 어떻게 할 것인가

147

대학통합, 성과와 과제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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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제와 전망

대교협은 설립 목적에 부합하여 다양한 정책연구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앞서 기술한 대
로 정책연구 기능은 고등교육과 관련된 연구과제 수행, 국내 및 국제 세미나 개최, 정책포
럼 운영,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이슈페이퍼, 정책문고 등의 정책자료 개발 및 보
급, ‘대학교육’ 발간 등을 통해 진행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모든 활동들은 전반적으로 활발
하게 수행되었다.
정책연구의 경우 대교협 설립 이후 20년간은 175개가 수행된 반면, 그 후 11년 동안은 무려
238개로 양적으로 큰 확대가 있었다. 또한 고등교육 정책문고와 이슈페이퍼가 발간되기 시
작하면서 정책연구 기능이 확대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확대가 앞으로도 지속될 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으로도 귀결되기
위해서는 담당 인력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요망된다. 많은 정책연구를 외부 용역으로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대학교육 현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연구소
내에서도 정책연구팀 등 인력 확충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난 30여년간 수행된 400여건 이상의 정책연구들은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여 주제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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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 것임은 자명하다. 하지만 교육정책 및 제도, 대학평가 및 경쟁력, 교육과정 등과 관련
된 연구가 60%에 달함은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특히 교육환경, 학생, 대학원 등과 관련된
연구는 4%에도 미치지 않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학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주체인 학생
들을 위한 교육환경에 집중된 연구가 향후에 보다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학부교육 이
외에 대학원교육에 초점을 둔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총장세미나는 대교협이 담당하고 있는 여러 업무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대학총장세미나의 주제는 현재와 같이 향후에도 포괄적인 내용으로 선정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국제화 시대에 부합하는 경쟁력 제고가 주요 쟁점
사항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업의 연속성
을 고려할 때 한 해에 두 차례의 대학총장세미나를 개최할 것인지 또는 한 차례에 집중할 것
인지에 대해서는 대교협 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대학총장세미나와 함께 핵심적인 세미나의 하나로 국제세미나를 들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대
로 국제세미나에 초청된 주요국으로는 독일, 러시아,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핀란드, 필리핀,
호주 등을 들 수 있으나, 주로 미국과 일본 중심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국제적인 논의
상대의 지속성을 제공한다는 여러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대학교
육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대전제는 큰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여러 채널을 통해 익히 잘
알 수 있는 국가들과의 교류는 조금 지양하고, 보다 다양한 국가들과의 학술적인 교류의 장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학 평준화와 특성화를 비교적 잘 적용하고 있는 프랑스, 핀란드를
포함한 북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국제세미나
개최를 그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원조공여국으로 돌아선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
려할 때 우리나라의 대학이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의 국가발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국제세미나도 향후에는 기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학교육’의 경우 1983년부터 지금까지 대학상호간에 정보교환 통로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 정책연구와 마찬가지로 특집 주제의 경우 대학의 역할 및 전망, 교육정책 및
제도 등에 집중하여 왔다고 할 수 있으나, 정책연구에 비해서는 비교적 다양한 주제들이 고
르게 논의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논의된 주제들 가운데 교류 및 협
력, 대학조직, 교육과정, 교수 방법 및 평가, 대교협 등과 관련된 주제가 비교적 적었음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교협 자체의 성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발전
전략을 ‘대학교육’을 통해 모색해 보는 것은 대교협의 발전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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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기존에 격월간으로 발간되던 것이 2012년부터 계간으로 전환되었음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교협은 4년제 대학의 협의체로서 기능을 비교적 충실히 수행하여 왔고, 수행되는 여러 기
능들 가운데 정책연구는 그 어떤 기능들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교협이 정책연구
기능을 향후에도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칭)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 기능
2023’과 같은 발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정책연구 기능을 점검하
고, 향후 10년 동안은 내용적으로나 방법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인력 확충 측면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책연구 결과를 현재에도 문헌정보실을 통해 온라인으
로 확인할 수 있지만, e-book 기능을 보다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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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자율성 확대와 정착을 위한 지원

1. 대학입학 전형의
성격과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가. 대학과 대학입시
해방 이후 6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
다. 의도한 일이었든 아니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일이었든 생존을 위해 진화할 수밖에 없
었고, 그러다 보니 아쉬움이 짙은 변화도 보인다.
하지만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만을 전제로 한다면, 그 변화를 이끈 주역이 학교 교육이
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일제의 강점에서 벗어나자마자 맞닥
친 전쟁과 그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민주화와 물질적 풍요를 이룬 배경에는 민족 특유
의 높은 교육열과 학교 교육이 자리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의 토대로써 초등교육 및 중등교
육의 역할도 컸다. 또한,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을 추동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왔다는 점에서 대학교육의 역할 역시 소홀히 다룰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현대적인 모습의 대학 교육을 시작한 것 역시 해방 이후의 일이니, 이 또한 60
여년이 지났고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이루었다. 외형적인 변화는 말할 것도 없고, 인재 양성과
연구 성과의 축적이라는 대학 본연의 기능 면에서 볼 때도 그러하다. 물론 여전히 아쉬운 부
분이 있고, 적지 않은 문제들이 노정되고 있기도 하다. 대학 교육을 둘러싸고 드러나는 문제
들에 대한 원인 규명과 그 해결의 방안에 대해서는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 원인의 맨 앞에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자율적 운
영의 첫머리에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적 권한의 확대를 두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거기에 대
한 책무를 분명히 해 두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입시를 관
리하고 관장할 수 있는 당위론적 조건이 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 대학의 공통된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하는 것이 ‘서열만 있고,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수긍이 가는 바다. 그런데 서열화의 역사적 배경에는 대학입시가 자리 잡고
있다. 곧 전국 단위 자격시험의 성적 공개 등이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라는 의미다. 해방 이후
각 대학은 설립 유형이나, 대학 소재지, 건학이념, 전통 등에 따라 그 나름의 교육정책으로
특성화를 이루면서 발전을 이끌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전국 단위 자격시험 성적이 일반에
공개되면서 서열화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 결과 대학의 특성이나 학문적 지향에 의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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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보다는 점수에 따른 대학 선택 및 지원이 수험생들에 의한 학교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 당
연하게도 대학입시는 주로 지필고사 성적에 의해 좌우되었고, 서열화 외에 다른 차이가 없
어지면서 대학의 특성이나 자율성을 논의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 결과 대학은 선발 경쟁에 휩싸이고, 교육 경쟁은 뒷순위로 밀려났다. 선발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입시와 관련된 분야에서 대학 외부의 간섭을 불러들였고, 이런 현상의 확대로 대학
교육 전반에서 자율성 확보는 멀어졌다. 지필고사 점수에 의한 선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간섭의 끈이 더욱 단단해지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학은 입시의 자율성
확대보다는 손쉬운 선발 방법을 택하는 것 외에 달리 선택지가 없었다. 대입학력고사나 대
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등에 의존해서 선발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학생 선발의 자율성은 그
만큼 더 위축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순환이 거듭되었다.

나. 대입전형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역할
이런 가운데 우리 사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고, 그 변화의 여파로 대학 자율
협의체에 의한 대입 관리라는 우리나라 입시 사상 획기적인 변화가 찾아온다. 1996학년도
입시부터 대학 입시 관리가 당시의 ‘교육부’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관되어 대교협이
대입 관리를 맡게 된 것이다. 이는 그만큼 대학의 자율적 책무가 커졌다는 사실의 방증이며,
1995년 이래 대교협은 ‘모집요강 등 입시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 및 홍보, 대입 정보자료집
발간, 지원 현황 및 등록 현황 집계’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대교협이 대입관리를 맡게 된 초기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4년 10월 19일 정부
에 의해 대학입학 관리체제의 획기적인 개편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 방안의 핵심은 대학입
시 정책의 기조를 자율화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자율화 정책 추진의 기반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학 입시 업무 중 정부에서 관리해야 하는 일부의 내용을 제외한 모든 관련 업
무를 대학 협의체에 이관함으로써 대입과 관련된 역할을 최소화했다. 대입과 관련된 기능과
역할이 교육부에서 대교협으로 옮겨지게 된 단초가 된 것이다.
한편, 이는 대학입학 업무와 관련된 모든 관리 및 연구 등의 기능을 협의체와 회원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의무가 부과된 정책이었다. 그런 만큼 대교협 내에 필요
한 위원회 및 실무담당 부서를 설치하게 되었다. 입시 관리와 관련하여 대학 및 대교협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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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과 공공성, 그리고 책무성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뒤이어 취해진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입시 관리에서 대교협의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계
기가 되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학의 학생 선발이 공정하고 안
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대교협은 각각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이하 ‘회원대학’이라 한다) 간의 협의와 협조를 통하여 입학전형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입 전형의 기본사항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는 제32조 제2항에서 ‘학교협의
체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 입학연도의 전(前) 학년도가 개시
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고 제한을 두었다. 이렇듯 입시 관리 전반에 대한
대교협의 책무는 갈수록 확대되었다.
2003년 이래 이른바 ‘삼불(三不)’로 불리는 ‘기여 입학, 고교 등급제, 본고사 실시’ 등 세 가
지의 제한 사항을 제외하면 대학은 비교적 자유롭게 신입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와 있다. 하지만 오랜 기간의 입시 관련 업무에 대한 통제가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던 것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입시에 관련된 대학 자율화 역행의 요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시정책 수립 및 관리의 상당 부분이 대학 외부에서 이루어졌다.
둘째, 몇 차례의 입시 개선을 통해 학생 선발 방법에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없지 않았으나,
학교 내의 교육적 요인에 의한 변화보다는 외부의 교육 외적 논리에 의한 변화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셋째, 대학 입시가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대학 간 차이나 특성이 없어졌다.
넷째, 대학들이 지나치게 선발 경쟁에 치중하면서 정작 중요한 교육 경쟁력은 약화되었다.
다섯째, 결과적으로 대학의 특성에 부합하는 인재 선발 및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학 고유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그간 교육당국과 대학에 의해 학생 선발 방법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되었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 온 것은 아니다. 결국 입시의 자율성 확보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학의 자율성 확보와도 거리가 있었다. 물론 어떤 제도든 완벽하게 갖추어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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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운용될 수는 없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운영하는 조직이나 운영자에 의
해 얼마든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통해 2012년 이후 대입 완전 자율화를
목표로 내걸어 대학 입시의 전면적 자율 운영 체제를 선언했다. 그런 한편으로 대입사정관
제도의 도입과 사정관제도 운용에 따른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해마다 예산 지원
을 확대하여 입시 환경에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기구로서 대교협의
역할 역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대교협 업무는 ‘입학사정
관제도 지원 및 관리 업무, 대학입학정보의 제공과 대학입학정보 박람회 관리, 대입상담센터
운영, 고교와 대학교육 간 학습 연계 관리, 선취업 후진학 시스템의 지원, 대학입학 전형제도
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연구’ 등 최근 몇 년 사이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대교협 사무처 내에 대학입학지원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그 산하에 입학기획팀과 입
학지원팀을 두어 폭증하는 업무에 대비하였으며, 아울러 대입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수험생
들 및 학부형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등 지난 10년 사이에 입시에 관한 한 대교협의 역할은 크
게 확대되었고, 자율적 책무를 수행하는 기구로서의 위상 역시 높아졌다.
대입 제도의 핵심은 각 대학에서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다. 대학의 인재상은 대학의 설립 유형, 건학 이념, 교육 목표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더
불어 한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배경과 교육체제의 구조 및 운영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대학은 교육목표 등에서 적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
라 공정하게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관리와 진행을 대학 자율협의체인 대
교협에서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은 그런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우리나라 대학 교육은 보다 많은 청년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대학의 체제 내에 수용하겠다는 이른바 보편교육 중심의 체제로 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교
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히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의 확대를 지향하고 있다. 그리
고 그 궁극적인 목표는 대학 및 대학 입시에서 자율적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
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공공성이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성의 원칙을 전제로 한 자
율성의 보장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학 자율 협의체에서 대학입학전형을 관리하
는 것은 자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방안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 규범에 부합하면서 사회 전체의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원칙이다. 공공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와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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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선발과정의 공정성, 교육받을 기회의 형평성, 그리고 공교
육의 역량 강화 문제 등이다. 대학입학 시험에서 자율성을 중시하여 각 대학의 입학을 각자
의 자율에 맡기고 전체적인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공공성과 공정성이 침해될 수도 있다. 따
라서 대학 자율 협의체에서 공공성을 고려한 기본적인 조건을 협의하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조건들을 지켜나가면서 자율적으로 입학 제도를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교협이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율성과 공공성을 모두 아우르는 방안 중 하나일 것이다.

2. 대학입학 전형의
변천과정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는 해방 이후, 곧 현대적 의미의 대학 교육 체제가 갖추어진 초기에
는 대학별고사라는 입시 제도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학생을 선발하였다. 그러
던 것이 대학 지원자가 늘어나면서부터는 국가단위의 시험과 대학별 고사 등의 시행과 취
소, 전형 요소의 축소와 확대 등 개편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60여년 동안 10여차
례의 크고 작은 개편이 이어졌는데, 국가단위의 시험만 해도 1954년의 대학입학 연합고사,
1962~1963년의 대학입학 자격고사, 1969~1981년의 대학입학 예비고사, 1982~1993
년의 대학입학 학력고사, 그리고 1994~현재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이 있었다. 대학별 고
사와 고교 성적의 반영에서도 적지 않은 개편을 볼 수 있는데 이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는 주로 대학입학 전형 관리업무가 대교협으로 이관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994년을 기점으로 대학입학 전형이 다양화와 자율화
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고, 1995년부터는 대학입학 관리업무를 대교협이 주관하였
으므로 1994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국가 단위의 시험과 대학별 고사 시기(1945~1980)

1) 대학별 단독고사 시행 시기(1945~1953)
해방이후 6.25 전쟁 종전까지 8년간의 대학입시는 총학장회의 또는 대학 간의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한 이른바 대학별 고사 시기이다. 전형방법은 주로 필기시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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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별 선발시험이 채택되었다. 입학사정은 총점에 의거하였다. 시험은 필답고사, 신체
검사, 면접고사를 병행하고, 필답고사는 필수과목(국·영·수·사)과 선택과목(실업과목 중
택1)으로 구성되었다. 시험 시기는 대학 간의 협정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대학별 단독시험 시행 초기에는 입학자격자의 절대 부족으로 정원미달 현상이 빚어졌지만,
후기에는 부정입학 및 무자격자의 입학 등으로 정원초과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대학의 자
율성과 관리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의견이 대두되어 공공성 확립과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입
학제도 개선이 요구되었다.

2)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제도 및 대학별 고사 병행 시기(1954)
대학별 시험에 따른 입시 부조리를 배제하고 입학시험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의도에
서 ‘대학입학자 선발고시위원회’ 주관의 ‘국가연합 고사제’와 대학별 고사를 병행하여 실시
하였다. 연합고사는 국·영·수·사 필수과목과 과학 실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과목으
로 구성되었다. 본고사에서는 국·영·수 중 한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였다. 시험 시기는 전
기·후기·추가 모집 등으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3) 대학별 단독시험제도 시행 시기(1955~1961)
대학입학 연합고사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단 한 차례 시행 후 폐지되었다. 이후
대학별 시험 부과와 무시험제를 병행하였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내신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었다. 전형 방법은 주로 입학정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적부의 내신 성적으로만 선발하거나 내신 성적과 대학별 고사 성적을 합산하
여 선발하는 제도였다. 시험과목은 필기 4과목 이상(국·영·수·사·과)이고, 선택은 1과목
이상으로 대학이 지정하였다. 시험 시기는 전기·후기·추가모집으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그러나 대학별 단독시험제는 대학 간의 학력 격차, 정원 초과 모집으로 인해 초래된 대학교
육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했고, 특정 교과에 대한 본고사 실시로 고교 교육의 비정상
화를 심화시켰다. 특히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와 부정입학의 성행은 외부로부터 입학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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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제도 시행 시기(1962~1963)
이 시기에는 부정입학과 무자격자의 진학을 막고,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
지에서 선발고사의 성격을 띤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제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고등
교육기관을 정비하고, 부정입학 등 사회적으로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배척한다는
정부의 뜻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대학 간 학력 격차 노출, 정원 미달, 우수 학
생의 탈락, 그리고 대학의 학생선발권 침해 등의 문제가 야기되어 2년 시행 후 폐지되었다.

5) 대학별 단독시험제도 시행 시기(1964~1968)
이 시기에는 대학입시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목적으로 대학별 단독시험을 통
해 학생을 선발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전형방법은 주로 대학별 선발시험이 선택되었고,
일부 대학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신 성적과 진학 적성검사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시험
형태는 객관식과 주관식을 절충한 필기시험이었다. 시험과목은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시험 시기는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시행하였다.

6) 대학입학 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 병행 시기(1969~1980)
고등교육을 이수할 적격자를 미리 선발하여 대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대학의 불합리한
입학관리를 개선하여 대학 간 질적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궁극적
으로는 교육투자의 낭비를 억제하고 국가 인력수급 정책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취지
에서 시행된 국가 단위의 대학 진학 자격고사 제도이다. 예비고사라는 말 그대로 자격고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대학별 고사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였다. 이 기간의 입학 사정은 ①예비
고사 성적으로 전형, ②예비고사 성적, 고교 내신 성적, 대학별 고사 성적에 의한 전형, ③예비
고사 성적과 대학별 고사 성적에 의한 전형, ④예비고사 성적과 고교 내신 성적으로 전형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아울러 특별전형도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 시험
형태는 예비고사의 경우는 4지 선다형 객관식이고, 본고사는 주관식과 객관식의 혼합형이었
다. 시험과목은 예비고사의 경우는 고교 교육과정 대부분이었고, 본고사는 주로 국·영·수
등의 이른바 필수 과목이었다. 시험 시기는 전기·후기·추가모집으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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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시제도는 예비고사와 대학별 고사에 따른 수험생의 부담 가중과 과열과외, 입시위
주의 교육에 따른 공교육의 위상 실추, 재수생 누적 등의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나. 대학별 본고사 폐지와 고교성적 반영 시기(1981~1993)

1) 대학입학 예비고사와 고교 내신 성적의 병행(1981)
과열과외의 해소, 예비고사와 대학별 고사의 이중 부담 경감, 고교 생활지도의 개선이라는
취지 아래 본고사를 폐지하고 대학입학 예비고사 성적과 고교 내신 성적에 의해 입학전형이
이루어졌다. 이 제도는 대학별 고사의 폐지로 인한 극심한 혼란과 복수지원에 의한 정원 미
달, 지역 간 및 학교 간 격차를 무시한 내신성적, 고등학교 내의 극심한 경쟁, 그리고 학생선
발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 제한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2) 대학입학 학력고사와 고교 내신 성적 병행 시기(1982~1985)
대학입학 정원의 확대로 예비고사가 자격고사로서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1982년부터 대학
입학 예비고사를 대학입학 학력고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내신 성적에 의한 선발을 병행하였
다. 그러나 학력고사의 난이도 유지, 내신 성적에 대한 불신, 입학 정원제로 인한 강제탈락,
전후기모집 대학의 구성비 불균형, 극심한 눈치 경쟁, 그리고 학력고사의 고등교육 수학능력
측정 미흡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3) 학력고사, 내신 성적 및 논술고사 병행 시기(1986~1987)
이 시기에는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부분적으로 보장하고 차원 높은 정신 능력 측정을 강화
한다는 취지에서 대학입학 학력고사, 고교 내신 성적, 그리고 논술고사 성적에 의해 신입생
을 선발하였다. 학력고사는 객관식 출제 형태의 편중이 학생들의 사고능력 발달을 저해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위축한다는 비판 때문에 객관식과 주관식, 그리고 대학별 논술고사 시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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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완해서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논술고사는 본래의 목표에 비해 그 기능이 미흡하였
고, 여전히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4) 대학입학 학력고사와 고교 내신 성적 및 면접고사 병행 시기(1988~1993)
실효성에 대한 문제로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대학입학 학력고사의 내용을 개선하여 주관식
출제를 추가하였으며, 학력고사 출제는 중앙교육평가원에 그리고 시험관리는 각 대학에 일
임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학입학은 대학입학 학력고사, 고등학교 내신성적, 면접고사를 주 전
형자료로 하고, 예체능계 대학 및 학과는 실기고사 실시를 골격으로 하였다.
대학입학시험은 선지원후시험의 원칙에 따라 수험생이 지망하는 대학에서 시행하였으며, 입
학사정은 모집 단위별로 실시하였다. 그 외에 예체능 특기자, 체육고등학교 출신자, 산업체
근무자, 외교관 자녀 및 교포 학생 등에게 특별전형 혜택이 주어졌다.

다. 입학전형의 다양화와 자율화 실현 시기(1994~2013)

1) 대입 전형의 다양화와 자율화 도입 시기(1994~2002)
대학입시 자율권에 대한 구체적 변화는 1994년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1994년부터 수능
시험과 본고사 중심의 입시에서 탈피하여 선발대상 및 평가도구의 다양화, 과목별 가중치
적용, 추천제, 가정환경 및 거주지별 특성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전형 방법이 도입되었다.
특별전형으로 농어촌 학생, 근로자, 격오지 근무자, 특기자 선발도 가능하게 되었다. 대학이
여러 형태의 재능과 속성을 갖춘 학생 집단을 선발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개혁안이 제시
되었던 것이다. 대학의 다양성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공공성을 약화
시키지 않기 위해, 대학 자율 협의체인 대교협은 공공성에 대한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
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자율규제 방식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1994년 이후의 대입제도는 우리나라 대학들에 입학전형의 자율권을 주고, 자율 협의 기구
인 대교협이 대학입학전형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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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995학년도에는 대학입학전형 관리 업무를 교육부에서 담당하였고, 1996학년도 이
후부터는 대교협이 담당하였다.

2) 3불(三不)정책과 다양화 병행 시기(2003~2007)
‘고교 등급제, 기여 입학제, 본고사’ 등 이른바 세 가지의 불가 사항만 지켜진다면 입시에 관
련된 모든 내용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할 수 있게 된 시기이다. 이른바 입시의
3불(三不)정책 시대를 맞은 것이다. 대학마다 다양한 전형요소와 전형방법을 개발해서 수험
생들에게 진학 기회 제공의 문을 활짝 연 시기이기도 하고, 통합 교과형 논술이나 심층 면접
등의 시행으로 수험생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양면성을 보인 시기이기도 하다. 대교협은 한편
으로는 대입전형심의위원회를 두어 대학 입시에 대한 자율적인 규제로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율성 확보의 토대를 굳건히 지켜 왔
다. 그러나 과열된 입시 경쟁으로 대학의 학생 선발이 사교육의 과잉 공급과 공교육 붕괴의
단초가 되어 교육계 전체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입시의 과열 경쟁을 해소할 방안 찾기에
골몰하게 되었다. 이런 방안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 2008학년도 수험생부터 학생부 및 수학
능력 시험의 등급제 시행과 대입사정관전형제도의 도입이다.

3) 대입 완전 자율화와 사정관전형 확대 시기(2008~2013)
정부의 대입 3단계 자율화와 사정관전형제도의 도입으로 대학 입시에 일대 변혁을 가져온
시기이다. 정부는 2012년까지 입시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에 이관하
고, 정부의 국고 예산으로 사정관전형제도의 정착과 확대를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사교육 저
감과 공교육의 역량 강화를 추구하였다. 이때부터 대교협의 입시 관련 업무도 큰 폭으로 늘
어났다. 사정관전형제도 시행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공교육 현장에 괄목할 만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났다. 학생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 능력을 발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소
유한 전문가 집단으로 사정관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직렬이 생겼고, 일부 대학은 사정관 양
성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 모든 일이 대교협의 주관과 관리로 이루어
지면서 대교협에는 새로운 전문 관리 기구의 존치 사유가 발생했고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
었다. 입학사정관제도 지원 및 관리 업무, 대학입학정보의 제공과 대학입학정보 박람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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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대입상담센터 운영, 고교와 대학교육간 학습 연계 관리, 선취업후진학 시스템의 지원, 대
입상담센터 운영,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연구 등의 업무가 새로 추가되
거나 기존의 업무에 보태졌다. 이에 맞추어 사무처 내에 대학입학지원실을 별도로 설치하
고, 입학기획팀과 입학지원팀을 두어 폭증하는 업무에 대비했다. 아울러 대입상담센터를 두
어 수험생들 및 학부형들의 요구에 부응하게 하였다. 이 시기는 입시 업무와 관련하여 대교
협의 자율적 규제 역량과 공공성의 유지라는 두 가지 과제가 시험대에 오른 때이기도 하다.

3. 입학사정관제도
지원 및 성과

2007년 대입 사정관전형제도 도입 후 초·중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학에서도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잠재력 및 창의성 향상을 위한 교육활
동이 활발해지고, 진로교육 및 진학지도가 활성화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주목되
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참여가 소극적, 방관자적 자세에서 적극적인 참여의 자
세로 전환됨으로써 학교생활에 더 충실해졌다는 점이다. 대입 전형을 위한 준비가 지필고사
성적 위주에서 학교생활 전반에 충실해지는 등 긍정적인 학교 교육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음
을 알게 해 주는 지표들이다. 이는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 의존도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대학의 경우에는 전형의 자율성이 신장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대학별로 입학 전형이 다양
해지고 대학의 교육 환경이나 설립 유형별 특성이 반영된 전형의 개발이 가능해진 것이다.
예로써 입학전형이 대학마다 다른, 이른바 다양화 및 특성화로 나타나 대학의 경쟁이 입시
경쟁에서 교육 경쟁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신입생 구성이 다양해지
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진 반면, 중도 탈락률 감소 등 부정적인 지표는 하락하여
교육 지표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가. 도입배경 및 목적

1) 도입 배경
지난 수십년 동안 학생 선발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대학의 성적 중심 학생 선발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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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의 지나친 점수 경쟁을 초래했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서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상 현상으로까지 지적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대학 입장에서는 대학이나 모집
단위의 특성에 맞는 잠재력과 소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데 한계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학생부에 기재된 교과 및 비교과 영역의 활동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성장 가
능성을 평가하여 이를 입학사정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었고, 그 방안의
하나로 사정관전형 제도를 채택하여 도입하게 된 것이다.

2) 도입 목적
사정관전형제도는 대학이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게 하고, 학생선발 체제
를 개편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아울러 대입전형에서 전문가 활용체제를 구축하
고, 입학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 거기에 더하여 대학 입시로 인해 황
폐해진 초중등 교육현장의 정상적 운영 및 내실화를 추동하는 데에도 비중을 두었다. 사교
육의 이상 과열 현상을 완화하고, 학부모들에게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기대
도 없지 않았다. 종합하면 사정관전형제도를 통해 입시의 이상 과열 현상을 해소해 고등학
교 등 공교육의 내실화를 이끌면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데 목적이 있었다. 동시에 대학
들이 선발 경쟁보다는 교육 경쟁에 치중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경쟁력의 강화에
도 의미를 부여한 입시 정책이다.

3) 도입 효과
사정관전형제도 운용의 효과는 교육현장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였다. 대학에서는 사정
관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대학 생활의 만족도
및 전공 적합도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정관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
들의 중도 탈락률이 다른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보다 낮게 나와서 긍정적인 변화로 받
아들이고 있기도 하다. 고등학교 등 공교육 현장에서의 움직임도 보인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학교생활 풍토가 조성된 것은 물론, 잠재력 및 창의성 향상을 위한 교육 활동 또한 눈에 띄
게 활성화되었으며, 교사와 학생 간 상호 작용도 활발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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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 경과
전문 사정관을 양성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대학도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5~9개 학교를 운영하여 전문 사정관을 양성 배출하기도 했다. 사정관제도 추진 현황을 요
약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2007년부터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 추진
○입
 학사정관제 정부 지원 대학 : (’07) 10개교 → (’08) 40개교 → (’09) 47개교 → (’10)
60개교 → (’11) 60개교 → (’12) 66개교 → (’13) 66개교
○ 입학사정관 연수·훈련 프로그램 운영 대학 : (’09) 5개교 → (’10) 7개교 → (’11) 9개교
→ (’12) 8개교 → (’13) 5개교
(2) 입학사정관제 정착을 위한 로드맵(3단계 정착방안) 발표(’09. 4)
(3) 입학사정관제 공통운영기준 발표(’10. 4)
(4) 「2013년 대학의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 사업」 추진(’13. 5 ~ 현재)

다. 추진 현황

2007년 시범 시행 당시에 10개 대학이 처음으로 제도 운용에 참여하였고, 현재는 국고지원
대학만 66개교에 달한다. 국고지원 예산도 초기의 20억원에서 2013년에는 395억원으로 확
대되었다. 예산의 상당 부분은 전문 사정관들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사정관의 전
문성 확보와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 대학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대학도 2013년 기준 61개 대학에 달하여 전국에서
모두 127개 대학이 사정관 전형을 시행하고 있다. 사정관 전형에 의한 선발 인원도 도입 첫
해인 2008학년도에 254명(4년제 대학 입학정원 대비 0.1%)에 지나지 않았으나, 2014학년
도 입시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는 49,649명(14.3%)으로 큰 폭의 확대를 보이고 있다. 입학사
정관제도의 구체적인 추진 현황을 표 등의 자료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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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비 지원 현황
○ 국고지원 현황
-사
 업 연도별 국고지원액 지속적 증가
-6
 년간 1,900억원 지원

 연도별 국고지원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원대학수

10개교

40개교

47개교

60개교

60개교

66개교

66개교

국고지원총액

20억원

157억원

236억원

350억원

351억원

391억원

395억원

○ 대학 대응자금 투입 현황
- 6년간 550여억원을 투입했고, 2013년부터 국고 대비 대응 비율은 24%로 증가 추세에 있다.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선도대학’을 지원체제를 만들어서 중점 지원하고, 국고대비
대응 편성 비율을 8:2로 함으로써 대응 편성의 비율을 낮췄다. 이는 운영 대학이 조기
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라는 정책적 배려에 의한 것으로 해당 대학들은 사정관전
형 선발 인원 확대 등으로 제도의 운영에 적극적이어서 입시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연도별 국고 : 대응 편성 비율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원대학수

10개교

40개교

47개교

60개교

60개교

66개교

66개교

국고지원총액

20억원

157억원

236억원

350억원

351억원

391억원

395억원

실 지원액*

18.9억원

144억원

218.6억원

324.8억원

314억원

355억원

377억원

대응총액**

19.2억원

63.5억원

67.6억원

92.8억원

90.6억원

102.7억원

114억원

국고 대비 대응 비율

50.4%

30.6%

23.6%

22.2%

22.4%

22.9%

24.0%

* ‘실 지원액’은 사업 연도별 사업관리비, 입학사정관 연수훈련프로그램 운영 기관 지원비, 현장 정착지원비 등을 제외한 금
액이다.
** ‘대응 총액’은 연도별 지원 대학의 대응자금 총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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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 도입 및 학생 선발 현황
○ 제도 도입 대학 현황
-2
 007년 10개교(정부지원 대학 10개교)에서 시작하여 → 2013년 127개교(정부지원대
학 66개교, 독자실시대학 61개교)로 확대되었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대학 현황
구분

08학년도

09학년도

10학년도

11학년도

12학년도

13학년도

14학년도

정부지원

10개교

40개교

47개교

60개교

60개교

66개교

66개교

독자실시*

0개교

0개교

43개교

57개교

61개교

59개교

61개교

합계

10개교

40개교

90개교

117개교

121개교

125개교

127개교

* ‘독자실시’는 정부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대학이다.

○ 학생 선발 현황
-2
 008학년도 254명(4년제 대학 입학정원 대비 0.1%)을 선발한 데 비해 → 2014학년도
에는 49,649명(14.3%)으로 확대되었다.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 선발 현황〉
08학년도

09학년도

10학년도

11학년도

12학년도

13학년도

14학년도

정부

254명

4,476명

19,819명

28,354명

32,903명

37,874명

39,855명

지원

(0.1%)

(1.3%)

(5.6%)

(8.1%)

(9.4%)

(10.8%)

(11.5%)

독자*

254명

4,476명

24,696명

35,421명

41,762명

47,606명

49,649명

포함

(0.1%)

(1.3%)

(7.0%)

(10.1%)

(11.9%)

(13.5%)

(14.3%)

구분

4년제 대학
입학정원
대비 비율

(3)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제고 현황
○ 입학사정관 신분의 법적 기반 마련
교육부와 대교협은 입학사정관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정관에 대한 신뢰성 제고 차
원에서 입학사정관 신분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12년 1월 고
등교육법이 개정·공포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 고
 등교육법 제34조의 2(입학사정관 등), 제34조의 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제64
158

제2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분야별 활동

/

Ⅲ.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자율성 확대와 정착을 위한 지원

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이다.

○ 입학사정관 신분 안정화 현황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교육부와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신분 안정화를 지
원해 온 결과, 정부지원 대학 전임사정관 수가 2008년 229명에서 → 2013년 630명으
로 대폭 확대되었다. 2013년에는 정부지원 대학 전임사정관 정규직 비율이 2008년의
8.3%에서 → 2013년 52.2%로 확대되었다.

 정부지원 대학 전임사정관 신분 안정화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임사정관 수*

229명

346명

512명

593명

618명

630명

정규직 수

19명

69명

111명

175명

266명

329명

(8.3%)

(19.7%)

(21.7%)

(29.5%)

(43.0%)

(52.2%)

* ‘전임사정관 수’는 채용사정관, 전환사정관을 합한 인원이다.

○ 대교협 직무연수 운영 현황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대교협 차원의 현직 입학사정관 대상 직무연수 프로그
램을 운영해 왔다. 이 프로그램에는 현직 전문사정관은 물론이거니와 대학의 위촉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평가전문가로서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하고 있다.
-2
 009년~2011년 : 입학사정관 업무에 필요한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2
 012년~2013년 : 표준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기본역량 및 전
문 역량 교육)

 입학사정관 대상 대교협 직무연수 운영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13.10현재)

직무연수 횟수

6회

10회

12회

9회

13회

직무연수 시간

64시간

156시간

149.5시간

216시간

202시간

참여자 수

1,020명

1,475명

1,730명

2,408명

1,702명

15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30년史
제 1 부 역사의 탑

/

제 2 부 헌신의 탑

/

제 3 부 내일의 탑

/

부록

제2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분야별 활동

○ 입학사정관 연수·훈련프로그램 운영 기관 교육 현황
대교협은 자체 연수 프로그램 외에도 전문사정관의 양성과 연수 훈련을 돕기 위한 프로
그램 운영을 위해 2009년부터 연수기관을 선정해서 표준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해 왔다.
연도별로 다르지만 5~9개 정도의 연수기관을 공모로 선정하여 다양한 평가 프로그램 및
윤리적 소양 등을 교육하고 있다.
-2
 009년부터 입학사정관 연수훈련프로그램 운영 기관을 선정하여 표준교육과정을 운
영하고 있음
-2
 013년부터 입학사정관만을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함
-운
 영기관 현황 : 2009년 5개교 → 2010년 7개교 → 2011년 9개교 → 2012년 8개교
→ 2013년 5개교
-입
 학사정관 연수 참여자 지속적 증가 : 2009년 148명 → 2013년 490명

 입학사정관 연수훈련 프로그램 운영 기관 교육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운영 기관

5개교

7개교

9개교

8개교

5개교

현직

148명

366명

184명

119명

430명

신규

-

-

-

53명

60명

예비 사정관*

117명

302명

85명

-

-

교사·교육전문직

177명

985명

1,135명

995명

-

학부모**

-

-

1,728명

1,873명

490명

입학사정관

대상

* ‘예비 사정관’은 입학사정관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과정이다(이 양성과정은 2012년 사업부터는 양성 인원
의 과다로 인해 폐지하고, 이후 현직 사정관의 연수 훈련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다).
** ‘학부모’ 대상 정보제공 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운영되었다.

(4) 공정성확보시스템 운영 현황
○ 공정성확보시스템 구축 현황
입학사정관전형에서 언제나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관
한 것이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12학년도 수시전형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을 공정하게 실
시할 수 있는 ‘공정성확보시스템(회피제척시스템, 유사도 검색시스템, 고교정보시스템)’을 대
교협 차원에서 개발하고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학들의 활용도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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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고 있는데, 이는 수험생들에게 사정관 전형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으로 제도의 안
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된다. 시스템에 의해 적발되는 유사도 비율이 점차 감소하여 수험생들
이 지원 서류 및 추천서 작성 등에 보다 신중해지고 있음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공정성 확보 시스템 구축 내용
시스템 명

내 용
대학이 대입전형 과정에서 수험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회피·제척시스템

입학사정관 및 현황을 기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학생이 제출한 서류(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에 대하여 대학내,

유사도 검색시스템

대학 간 서류의 유사도를 검색하는 시스템
고교 교육과정을 포함한 고교 프로파일을 기록·관리하는 시스템

고교DB시스템

○ 유사도검증시스템 운영 현황
-시
 스템 활용 대학 지속적 확대 : 2012학년도 50개교 → 2013학년도 98개교 → 2014
학년도 108개교

 유사도검증시스템 운영 현황
구분

2012학년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사정관제 운영 대학 수

121개교

125개교

127개교

시스템 활용 대학 수

50개교

98개교

108개교

총 검색 건수

476,702건

709,188건

925,654건

- 자기소개서 평균 유사도 비율 감소 : 2012학년도 1.27% → 2013학년도 0.70%(대학
의 시스템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제출서류는 신중하게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사도검증시스템 전체 평균 유사도 비율
구분
자기
소개서

교사
추천서

검색방법

2012학년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대학 내 검색

1.70%(50개교, 165,567명)

0.23%(98개교, 245,463명)

0.03%(109개교, 324,175명)

대학 간 검색

1.27%(50개교, 165,567명)

0.70%(94개교, 243,488명)

0.12%(109개교, 324,060명)

대학 내 검색

4.15%(24개교, 74,175명)

2.06%(48개교, 112,623명)

1.27%(54개교, 180,349명)

대학 간 검색

3.57%(23개교, 73,525명)

2.83%(45개교, 107,614명)

1.84%(54개교, 180,3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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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도검증가이드라인(2012.11)’을 마련하여 2014학년도 정시전형부터 정부지원대학
을 중심으로 하여 준수를 의무화하였다.

 유사도검증가이드라인 유사도 수준별 확인방법
유사도 비율
표절 정도

확인방법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위험수준(Red zone)*

30% 이상

50% 이상

의심수준(Yellow zone)**

5% 이상~30% 미만

20% 이상~50% 미만

유의수준(Blue zone)***

5% 미만

20% 미만

유선확인, 현장실사, 본인확인,
교사확인, 심층면접 등

서류평가 단계에서 검색된 문구 등을
특히 유의하여 검증

*위험수준(Red zone) : 표절 등의 가능성이 높은 수준
**의심수준(Yellow zone) : 표절 등이 우려되는 수준
***유의수준(Blue zone) : 통상적인 수준. 표절 등의 가능성은 높지 않음

○ 고교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시
 스템 정보 등록 고교의 수 지속적 증가 : 2013학년도 1,710개교(74%) → 2014학년
도 1,861개교(80%)

 고교정보시스템 정보 등록 현황
연도

입력 대상 학교 수

등록 완료 고교 수

등록율

2013

2,316

1,710

74%

2014

2,328

1,861

80%

라. 주요 추진 성과

앞에서 살핀 대로 지난 몇 년 동안 교육부와 대교협은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 왔다. 첫해인 2007년 20억원 정도의 예산 지원에서 출발하여 2013년
395억원으로 늘리는 등 해마다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초기의 시범사업 단계를 거쳐 ‘입학
162

제2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분야별 활동

/

Ⅲ.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자율성 확대와 정착을 위한 지원

사정관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2009년)도 병행했다. 이후 ‘입학사정관 전형의 공
정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2010년)하는 등 내실을 다졌다. 그 결과 짧은 시행 기간에
도 제도 발전을 위한 토대가 비교적 굳건히 다져졌다. 물론 시행 과정에서 여론의 냉혹한 검
증을 받기도 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난관도 적지 않았으나, 2010년부터는 ‘공교육 연계
강화’ 프로그램의 개발(2010~2011년)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를 견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하는 등 질적 향상을 시도했다. 이렇듯 대교협은 입학사정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환경 조성
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 대학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
가) 학업성취도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후 이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그 외의 전형으로 입학
한 학생보다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런 경향은 학년이 올
라갈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이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대상 대학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하여 ‘가, 나, 다’ 대학 등으로 표시한다.
※ 학업성취도 : 2010학년도(16개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균은 약 3.32
점으로 일반 전형 입학생의 약 3.15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입학사정관제 성과분석연구, 김
신영 외, 2011).

 ‘가’ 대학 2007학번 인문계 입학사정관 전형과 그 외 전형 합격생의 학업성취도 비교
(점)
3.7
3.6
3.5
3.4
3.3
3.2

1-1학기

1-2학기

2-1학기

2-2학기

3-1학기

3-2학기
입학사정관 전형

4-1학기

4-2학기
비입학사정관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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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대학 2007학번 자연계 입학사정관 전형과 그 외 전형 합격생의 학업성취도 비교
(점)
3.5
3.4
3.3
3.2
3.1
3.0
2.9
2.8

1-1학기

1-2학기

2-1학기

2-2학기

3-1학기

3-2학기

4-1학기

입학사정관 전형

4-2학기
비입학사정관 전형

 ‘나’ 대학 2009학번 인문계 입학사정관 전형과 그 외 전형 합격생의 학업성취도 비교
(점)
3.6
3.5
3.4
3.3
3.2
3.1
3.0
2.9

1-1학기

1-2학기

2-1학기

2-2학기

3-1학기
입학사정관 전형

3-2학기
비입학사정관 전형

 ‘나’ 대학 2009학번 자연계 입학사정관 전형과 그 외 전형 합격생의 학업성취도 비교
(점)
3.6
3.5
3.4
3.3
3.2
3.1
3.0
2.9

1-1학기

1-2학기

2-1학기

2-2학기

3-1학기
입학사정관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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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생활 적응도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그 외의 전형으로 입학
한 학생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대학생활 적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대학의 대학생활적응도
분석 결과 하위영역인 ‘사회적 적응’, ‘일반상황에 대한 적응’과 대학생활 적응도 전체에 있어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이 그 외의 전형 입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대학의 대학생활적응도 비교
영역

문항수

입학사정관(n=211)

비입학사정관(n=260)

p

학업적 적응

24

3.13

3.08

.11

사회적 적응

20

3.01

2.91

.01

개인-정서적 적응

15

2.92

2.87

.32

일반상황에 대한 적응

7

3.83

3.57

.00

대학생활적응도

66

3.22

3.11

.00

다) 학교 적응도 및 만족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그 외의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비해 전반적으
로 학교적응도 및 학교만족도가 높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라’대학의 경우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들은 수시전형이나 일반전형 학생에 비해 학교적응도와 학교만족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라’ 대학의 전형별 학교적응도, 학교만족도 비교
영역

문항수

수시전형

입학사정관전
형

일반전형

F

학교적응도

9

3.13

3.66

2.87

11.39**

학교만족도

8

2.88

3.23

2.79

8.80*

학업태도

7

3.54

3.45

3.38

.56

수업태도

9

2.60

2.85

2.68

2.94

*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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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및 고등학교에서의 긍정적인 변화
위에서 제시한 성과 외에도 다양하면서도 긍정적인 변화들이 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
는 고등학교 등 공교육 현장의 활성화이다. 이를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높은 리더십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그 외의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비해 전반적으
로 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대학의 경우에는 리더십의 9개 하위 요인 중 도
전 정신을 제외한 8개 요인(대인관계와 조직능력, 타인 배려와 팀워크, 비전과 자신감, 추진
력과 자기관리, 과제책임감, 정직과 신의, 사회헌신)에서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나) 높은 전공 적합도
입학사정관제도를 운용하는 대학들이 전공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가진 학생을 선발하여 사
정관 전형 합격생의 전공 만족도가 높고, 이에 따라 전과비율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바’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2,071명을 대상으로 전공 만족도를 설문 조사한 결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3.69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다) 낮은 중도 탈락률
학생의 적성, 잠재능력 등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
을 선발한 결과 사정관 전형 합격생의 중도 탈락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학별로 차이는 있으나 2010학년도(17개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의 중도 탈락률이
2.05%로 일반 전형 입학생의 4.42%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왔다.

라) 신입생 구성의 다양성 확대
입학사정관 제도 시행 이후 주요 대학에 합격자를 낸 고등학교의 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합
격자의 시·군별 수도 증가하였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자녀의 합격이 증가하는 등 경제
적, 지역적, 고교별 다양성의 확대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2013학년도 신입생의 출신 고교를
전체 전형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입학사정관제 국고지원 대학 66개교
기준), 일반고 출신 합격자는 비슷한 수준(전체전형 : 79.2%, 입학사정관전형 : 80.9%)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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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성화고 합격자는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높으며(전체전형 : 3.0%, 입
학사정관전형 : 4.6%), 특목고 출신자는 입학사정관전형에서 낮고(전체전형 : 8.0%, 입학사
정관 : 6.8%), 자율고 출신자 역시 입학사정관전형에서 낮게(전체전형 : 7.3%, 입학사정관 :
2.4%) 나타나 입학사정관전형이 특정 고교에 유리한 전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
별로도 전체 전형에 비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특목고 출신의 선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특정 고교에 유리한 전형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입학사정
관 전형이 고교 유형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입생 구성의 다양성
구분

도입 전 평균

도입 후 평균

비고

고교의 다양성(합격자 배출 고교수)

693개교

774개교

81개교 증가

지역적 다양성(합격자 배출 시·군·구 수)

165개교

178개교

13개교 증가

계층의 다양성(합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수)

48명

70명

22명 증가

 2013학년도 전형에 따른 고교유형별 선발 비율
전체 전형
대학명

입학사정관 전형

일반고
(%)

특목고
(%)

특성화
(%)

자율고
(%)

기타
(%)

일반고
(%)

특목고
(%)

특성화
(%)

자율고
(%)

기타
(%)

경희대

76.2

10.4

3.1

8.9

1.4

81.5

3.8

7.7

6.8

0.3

고려대

61.9

19.9

0.9

14.6

2.7

86.9

0.4

2.9

9.6

0.2

서강대

54.3

25.6

0.7

16.1

3.4

67.6

9.1

3.0

19.1

1.2

서울대

69.9

23.5

0.2

0

6.4

69.5

22.7

0.2

0

7.6

성균관대

56.3

28.8

1.4

12.0

1.6

67.2

18.2

5.5

9.0

0.1

연세대

54.5

28.6

1.0

9.7

6.1

85.1

3.6

3.8

5.7

1.8

중앙대

71.3

16.5

1.7

9.2

1.3

79.1

5.5

8.0

7.0

0.3

한양대

66.9

14.9

3.6

10.8

3.7

71.3

8.0

8.3

8.6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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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고교-대학 연계 전형의 개발과 운영 확대
입학사정관제도 도입에 따라 대학은 고교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면
서도 다양하고, 특성화된 전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공교육의
활성화와 사교육의 축소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바) 고교 교육의 변화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이후 고등학교에서는 교과 활동뿐만 아니라, 비교과 및 진로 활동 등
이 활성화 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활동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서 중등교육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교사추천서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진로진학 상담 등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이 활성화되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도 점
차 충실도가 높아지고 있다. 고교 교사의 대부분은 ‘입학사정관제 도입 후 학교생활기록부에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 결과 학생이 제출
하는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의 대필이나 표절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사) 진로·진학활동 활성화
진학설명회 및 진로진학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진학설
명회 및 진로진학 교육 프로그램은 ‘논술 및 모의 구술면접시험 등의 준비, 맞춤형 진로지도,
학과 체험특강, 직업인과의 만남, 전통 체험활동’ 등으로 다양해졌다. 한 조사에 따르면 고교
교사 171명 중 90.1%가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
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81.2%가 ‘학생들의 포트폴리오 작성을 체계적으로 관리지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93.5%는 ‘교사추천서 작성에 노력을 기울인다’고 응답했다.

아) 고교-대학 연계 강화
입학사정관제 도입 이후 고등학교와 대학 간 연계프로그램이 다양화하고 확대되었다. 특히
입학설명회, 고교-대학 방문 등의 활동이 급증하였고, 모의전형, 동아리 연계 등 내용 중심
의 실질적인 연계 프로그램이 확대되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고교 교사의 64.0%
가 ‘대학이 고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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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요 쟁점 및 보완 과제
위에서 일별한 대로 입학사정관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운영된 지 이제 7년차를 맞고 있
다. 그 동안 가시적이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반면, 문제점도 적지 않게 노정되었다. 성
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물론, 예견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할 것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세움으로써 질적 향상과 내실을 다져야 할 것이다. 어느
부분을 확대하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지난 6년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 기간 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해서 새로운 발전 방안의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앞에서와 같은 성과 분석과 진단의 토대 위에서 향후 보완해야 할 내용과 그 구체적인 과제
를 제시하여 사업 내용을 체계화하는 등의 작업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
정관의 전문성 제고와 신분 안정화 문제, 재정지원사업의 합목적적 재구조화 문제, 전형 운
영의 질적 향상과 내실화 문제, 고등학교 및 교육청, 그리고 대학 등 관련 기관과의 역할 강
화와 협력 체제 확립 문제, 마지막으로 입학사정관제도 성과를 유지하면서 공교육 역량강화
사업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현안이 되고 있다.

1) 입학사정관 전형의 내실화
가) 전형의 간소화
전형명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함에 따라 선발대상 및 전형요소가 동일한 전형임에도 대
학마다 명칭을 다르게 하고 있거나, 전형명만으로는 전형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전형
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통합하는 것이 수험생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
다. 입학사정관제도의 취지에 맞게 만들어진 전형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하고, 특별전형
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입학사정관 전형(특별전형명)’으로 제시하는 것
도 한 방법이다.
여기에는 전형요소의 간소화와 제출서류의 표준화 등을 들 수 있다. 전형요소의 간소화 방
안으로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활동보고서, 면접 등 다양한 전형요소를 ‘학생부, 서류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의 3개 요소로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하
나는 제출 서류의 표준화를 상정할 수 있다.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문항으로 대교협의
공통양식 활용을 의무화하고,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교외활동 관련 실적자료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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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어학성적 등의 제출 금지를 모집요강에 명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2014학년도 전형부터 정부지원대학(66개교)을 중심으로 대교협 공통양식의 활용을
의무화했다. 향후 입학사정관제도를 운용하는 모든 대학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완화 및 폐지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 정상화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
음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완화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의 ‘대
입전형 제도 발전 방안(2013.9)’에 따라 2016학년도 전형까지 완화 또는 폐지토록 유도하
고, 2017학년도 전형부터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4학년도 기준 입
학사정관 전형 503개 중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은 150개로 29.8%에 해당한다.

다) 사교육영향평가 시행
대입과 공교육의 연계 강화를 통한 창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대입 전형에 대한 상시 모니
터링 체제를 구축하도록 정부지원 대학에 사교육 영향평가를 의무화해서 사정관전형에 따
른 사교육의 영향 배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3년 사정관 역량 강화 지원 사업부터 지원 대학에 사교육영향평가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2013.6)하고 있다. 대입의 공교육 연계 강화 차원에서 입학사정관제도를 운용하는 모
든 대학에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 입학사정관의 신분 안정화 및 전문성 제고
○ 신분 안정화
입학사정관 신분 안정화는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대학이 보다 안정적으로 신
분 안정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2013년 전임사정관
의 정규직 비율은 52.2% 수준이다. 국립대는 정부 차원의 공무원 정원 확보 노력(2012년
전문 계약직 공무원 18명 확보)과 재정지원을 통한 신분 안정화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사
립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신분 안정화를 견인하고 제도 정착
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 확보의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전형료 수입을 ‘입학전형을 위한
연구개발비’, ‘입학전형 전문가로서 학생 선발 업무를 전담하는 입학사정관 인건비’ 등에 활
용할 수 있도록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완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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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 제고
지금까지는 대교협 및 ‘입학사정관 연수·훈련프로그램 운영 대학’에서 입학사정관 계속 교
육(재직 기간 1년 미만 입학사정관 120시간, 재직 기간 1년 이상 입학사정관 60시간 표준
교육과정 운영)을 담당해 왔다.
대교협에서는 전문심화교육 강화의 목적으로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8개 주요 업무영
역 15시간씩 총 120시간)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입학사정관의 질 관리 차원에서 체계적이
고 지속적인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
영 시 윤리 교육 시간 확대(기존 표준교육과정 3시간 → 5시간) 실시가 요구된다. 대교협에
서는 ‘입학사정관 윤리강령’을 마련하여 보급(2013.8)했다. 특히 사정관 퇴직 후 사교육 시
장 유입 등과 관련한 전문가 윤리를 강조하고 직무연수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윤
리의식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마) 학생 제출서류 검증 체제 강화
사정관 전형과 관련하여 학생이 제출한 서류(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에 대한 검증이 공정하
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교협 제공의 유사도 검색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대교
협의 ‘유사도검증가이드라인(2012.11)’ 준수를 의무화하고, 검증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학별
로 세부적인 검증방법, 절차 등의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검증기준 등은 모집요강,
홍보자료 등에 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2013년에 정부지원 대학을 중심으로 유사도
검색시스템 활용 및 가이드라인 준수를 의무화하였으며, 입학사정관제도 운용 대학 전체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학에서는 전형 이후 재검증 절차를 의무화하고, 평가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오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 등의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정확하고 구체적인 전형 정보의 제공
입학사정관제도 운용의 취지(종합평가, 정성평가)에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평가요소, 평가
기준 등을 모집요강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대학의 전형 설명회에서 전형
준비 방법 등 실질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 기타 지원 시스템 유지
입학사정관 전형이 보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형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체 예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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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독자실시 대학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교
협 차원에서 매 학년도 전형 기본계획 발표 후 전형계획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대학에 환류
할 필요가 있다. 정부지원 대학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사도 검색시
스템, 회피·제척시스템 등의 활용을 유도하는 등 대교협의 컨설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연 1회 정도 희망대학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추진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을 할 필요가 있다.

가. 대학입학정보 박람회

4. 대학입학정보의
제공과 대학입학
정보 박람회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우리는 이른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정보를 얻는 일이 더욱 어렵고 중요해지기도 했다. 꼭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취사하고 선택해야 하는 새로운 문제가 생긴 것이다. 대입 정보도 마찬가지
다. 하루하루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수험 공부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지난날에는 사설 업체에서 만든 수험서나 이른바 배치표 등의 정보지를 통해 수험 정보를
얻어내기도 했지만, 교육 외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내용도 있어서 수험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는 거리가 있었다. 이에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실에서는 홈페이지에 고정란을 개설하
여 새로 생성된 정보를 시시각각 게시함으로써 대학입학과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또한 1999년 이후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연 단위로 대입정보박람회를 개최하여 수험생들
의 정보 수요에 부응해 왔다. 2010년부터는 수시전형에서도 대입정보박람회를 개최하여 1
년에 2차례에 걸쳐 박람회를 열고, 수험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박람회에서는
그 자리에서 입시상담을 해 주고 있기도 하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학교를 방문하지 않더라
도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의 정보를 모두 접할 수 있어서 시간을 아끼면서도 가장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에 얻을 수 있는 조력자를 만나는 광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험생들에게는 정확한 입시 정보를 얻는 일도 공부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1994
년 이후 대학별로 입학전형이 다양해지면서 대학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보가 대입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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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입학정보에 대한 수험생, 학부모, 진학지도교사들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입학에 관한
궁금증 해소와 대학 및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정보 제공 기회를 원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대학 홍보의 필요성과 학생들의 정보 욕구를 이용하여 일부 사설단체에서 영리
목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하기도 해서 대학과 수험생에게 재정 손실을 끼쳤지만, 정작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했다.
대학에서는 대학 나름대로 입시설명회 등을 통하여 개별 대학의 입학전형을 소개하고, 우수
한 학생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다양한 입시 정보를 제공하여 왔다. 그
러나 이러한 일이 대학별로 진행되면서 과도한 홍보비 부담 등 발생하는 문제점도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에 개별 대학의 홍보행사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
련해 보자는 여론이 대두되었다. 당연히 정보 제공을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대학입학정보
박람회 개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대교협이 이를 주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1999년 3월에 대교협은 대학입학정보 박람회에 대한 의견조사를 시행하였고, 43개 대학이
참여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따라 대교협에서 박람회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후 해마다 정시 전형의 원서 접수 이
전인 11월이나 12월 초에 4일 내외의 일정으로 진행해 왔다. 장소는 수험생들의 접근성 등
을 고려하여 삼성동의 코엑스를 이용하였고, 수험생들의 요구 때문에 해마다 참여 대학의 수
가 늘어났다. 1999년부터 2013년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15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2010
년부터는 수시 박람회도 개최하여 수험생들의 요구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다. 연도별
로 참가대학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은 박람회가 대학의 신입생 유치 및 홍보에 상당한 효과
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운영의 목적
수험생, 학부모, 진학지도 교사 등에게 종합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대입 관련 정보를 한 자리
에 모아서 제공하고, 참가대학의 신입생 유치 및 홍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상업
적 성격의 입시박람회 난립을 방지하여 대학의 홍보예산을 절감하고,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
게는 유용한 입시 정보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입시 부담을 경감하
고 공정한 경쟁을 견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수험생에게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대학 관계자와 1:1 상담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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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시간과 경비의 절감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2) 운영 체계
대교협에서 참여 대학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고, 참여 희망대학에서 의사를 표시한 후 진행
에 대한 사항을 위임하면 대교협은 박람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규모에 맞게 구체적
인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한다. 이의 기반 위에서 업무를 실행할 위탁 기관을 선정하고, 참
가 신청 대학과 긴밀한 협조하에 실무를 진행한다. 대교협에서는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참
여 대학은 물론, 정보를 제공 받고자 하는 수험생이나 학부모 모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문 등의 지원을 하는 체계이다.

 대학입학 정보박람회 운영 체계도

박람회 준비위원회 (주최)
-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 업무주관 및 운영 위탁
- 결과보고 및 결산

운영 위임
참가대학
결과 보고

결과 보고

운영 위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 위탁업무 주관
(특별회계 편성)
- 준비위원회 업무 지원

운영 자문
운영위원회

3) 박람회 운영 현황 및 실적
 정시모집 박람회 개최 현황

174

구분

개최년도

참가교

방문객

제14회

2012년

107개교

101,314명

제13회

2011년

100개교

92,406명

제12회

2010년

88개교

70,296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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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최년도

참가교

방문객

제11회

2009년

82개교

49,090명

제10회

2008년

72개교

48,061명

제9회

2007년

57개교

41,844명

제8회

2006년

50개교

58,477명

제7회

2005년

67개교

52,266명

제6회

2004년

80개교

61,936명

제5회

2003년

85개교

75,556명

제4회

2002년

85개교

55,720명

제3회

2001년

78개교

54,335명

제2회

2000년

73개교

58,695명

제1회

1999년

65개교

57,238명

비고

 연도별 정시모집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참가 대학교 수와 방문 인원 현황
(개교)
120
100
80

73
65 (58.695)
(57,238)

85
85
78 (55,720) (75,556) 80
(61,936)
(54,335)

67
(52,266)

60

57
50 (41,844)
(58,477)

88
82 (70,296)
72 (49,090)
(487,061)

107
100 (101,314)
(92,406)

40
20
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참가 대학교 수 (방문인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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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모집 박람회 개최 현황
구분

개최년도

참가교

방문객

제4회

2013년

109개교

57,853명

제3회

2012년

102개교

43,826명

제2회

2011년

95개교

32,324명

제1회

2010년

74개교

24,926명

비고

 연도별 수시모집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참가 대학교 수와 방문 인원 현황
(연도)
109개교
(57,853명)

2013

102개교
(43,826명)

2012

95개교
(32,324명)

2011
74개교
(24,926명)

2010

0

20

40

60

80

100

120
(개교)
참가교(관람객 명)

가. 운영의 목적과 경과

5. 대입상담센터 운영

대입정보박람회나 개별 대학 차원의 입시 설명회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에도 전
형 유형 등이 점점 더 다양해지면서 수험생들의 상담 요구도 강해졌다. 상시적인 정보 제
공과 상담 수요의 확대에 따라 전문화된 상담 기구의 설치와 상담 요원의 상주 요구가 확
산되었다.
이에 대입 전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이의 토대 위에서 상담을 시행하여 수험생들의 학
습 외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3년 3월 서울시교육청에
의뢰해서 추천받은 진학지도 전문교사 55명으로 대입상담 교사단을 발족해서 운영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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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상담센터의 모태가 되었다. 2004년에는 전국 시도교육청까지 확대해서 추천을 받았다.
이렇게 하여 상담교사단을 408명으로 확대하였다.
상담교사단 운영이 알려지자 학부모와 수험생의 문의가 쇄도했고, 상담교사의 전문성 확보
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상담 전문가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입시 상담문화의
외연 확대를 위해 상담교사단 직무연수를 실시해서 상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갔다.
2005년부터는 교육청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대입 설명회 및 정보박람회 등을 개최하면서
체계적인 상담활동을 시작했다. 지역이나 전형 시기별로 나누어서 전형계획 및 대입 관련
주요사항 설명회, 수시/정시모집 지원전략 설명회 등의 입시 설명회와 대학입학정보박람회
등의 운영과 상담을 병행하였다. 2006~2008년 사이에는 교육청 및 지자체와 연계한 대입
설명회 및 정보박람회를 통해 상담활동을 확대하였다.
대입사정관전형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수험생들의 상담 수요가 급증했고, 급기야 2009년
9월부터 대교협의 대학입학지원실 산하에 대입상담총괄콜센터를 개소하여 입시 관련 전문
상담기관으로 확대·개편하였다.
인적 구성은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받은 파견교사 3명, 상담원 5명, 행정원 1명 등 센터장
을 포함하여 모두 10명으로 출범했다. 2010년 상담교사단 및 대입상담콜센터를 통합하여
대입상담센터로 재출범하면서 전화 상담과 더불어 상담 시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상담을
병행하기로 하고, 온라인상담교사단을 구성하여 현재는 EBS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상
담교사 관련 운영 현황은 표와 같다.

 연도별 상담교사단 참여 인원 현황
연도

상담교사단 인원

연도

상담교사단 인원

2003

55명

2009

350명

2004

408명

2010

350명

2005

148명

2011

340명

2006

237명

2012

369명

2007

259명

2013

215명

2008

2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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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입상담센터 운영 현황
1) 입시 설명회
2011~2012년에는 대교협-EBS 공동주관으로 고교방문 설명회, 대입정보박람회 등으로
상담활동을 확대했다. 2011년에 500개 고교를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며 2012년, 2013년
에는 1,000개 고교를 대상으로 입학사정관제 설명회, 대학입학전형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2) 진로진학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2011년 5월부터는 사교육비 절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에 따른 고교 중심의 진로진학상
담문화 정착, 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진로진학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동안 16개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하여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상담프로그램 활용
연수 및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3) 진로진학 상담교사 부전공자격연수 운영(2012~2014년)
고등학교에서 진로·진학 상담 제도에 의한 시행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을 담당할 전
문 상담교사 양성을 주관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및 정착, 진로진학
상담교사의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진학 상담교사 부전공 자격연수를 대교협 대입상담
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다.

 연도별 진로진학 상담교사 연수 참여 인원 현황
연도

시기

일시

대상인원

학기중

2011.04.24.~27

856명

하계

2011.07.04.~15

755명

동계

2012.01.02.~13

898명

하계

2012.07.23.~26

518명

동계심화

2012.02.22.~23

350명

20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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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일시

대상인원

동계

2013.01.07.~18

480명

소속교 교장

2013.04.29.~05.01

461명

하계

2013.07.22.~25

477명

2013

역량강화심화

2013.08.05.~07,
2013.08.07.~09

400명

4) 대입정보매거진 개발
전형 시기별로 대학입학정보 제공, 상담 사례 안내, 대학입학 유의사항 안내, 입학사정관
제 준비요령 등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2012년 8월부터 온라인 대입정보매거진을 개발하
여 시·도 교육청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을 통한 대입 정보의 제공으로 수험생
들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접속을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5) 전공상담 기부단 운영
수험생들의 올바른 직업관 설정 및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진
로 관련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진로직업박람회 상담 부스(서울시교육청
행복진로직업박람회), 전공상담 프로그램(서울 강동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등이다.
2012년부터 전공상담 기부단을 운영하고 있다. 39개 회원대학, 140여명의 교수, 300여명
의 대학교 재학생, 30여명의 입학사정관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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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교와 대학 교육
간 학습 연계성
추구

고교와 대학 교육간 학습 연계성 추구는 고등교육법 제23조에 근거를 둔 제도이다. 고등학
교 재학 중인 학생이 대학 수준의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하고, 이수결과를 대학 진학 후 학
점 인정 또는 대체과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고등학교와 대학 간 학습 연계 프로그램이다.
2007년에 대학과목 선이수제로 출발하여 2012년에는 고교-대학 연계 심화 과정으로 제도
및 명칭의 변경이 있었다.

가. 운영의 개요

1) 제도의 취지
특정 학문 영역에 적성과 능력이 뛰어난 고등학생에게 대학 수준의 심화학습을 제공하여
학습 욕구를 충족하고, 잠재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6년 7월 교육부-대교협 간 업무위탁협약체결로 가능해졌다. 대교협은 그 해 12월 제도
기반구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쳤고, 2007년 6
월 교육부가 대교협을 대학과목 선 이수제 주관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시행된 것이다. 2012
년에는 ‘대학과목 선이수제’에서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으로 제도 및 명칭이 변경되었다.

2) 특징 및 효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학년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다. 대학 과정
의 선 이수를 통하여 해당 교과에 대한 이해를 넓혀서 학습하는 방법 등을 향상시킬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대학생활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어 대학입학준비 과정에서 동기유발이 가
능하게 되는 이점이 있다. 어느 대학에서 학습하든지 협약대학 내에서는 이수결과를 활용할
수 있어서 대학 진학 후 시간 및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대학의 졸업학점이나 필수과목을 미리 이수한 것이므로 관심 분야의 강의 선택 기회가
확보되어 조기졸업 및 복수전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다. 자신의 적성을 전공 선택
이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뿐만 아니라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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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선 경험으로 진학 결정에 도움이 되고, 자신의 역량과 꿈을 대학 진학 전에 점검해
볼 수 있으며, 잠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3) 운영의 개요
·교육대상 : 학교장 또는 교사(학급 혹은 교과담당교사 중 1인)의 추천을 받은 고등학교 재
학생(학년 구분 없음)이면 가능하다. 사회적 배려대상학생 및 거주지역내 지방대학 수강생
은 수강료를 전액 지원한다. 수시모집에 합격한 고3 학생들도 수강 가능하여(합격대학 수
강시 필수서류 제출 불필요) 시간 활용 및 대학 진학 후 활용이 가능하다.
·교육시기 : 학기중(주중 또는 토요일), 방학중(여름·겨울방학)
·교육장소 : 강의 개설 대학
·강의담당 : 대학의 전임교수 또는 강의 경력이 풍부한 강사
·학급구성 : 한 학급당 최대 30명(수강생이 많은 경우 1개 반까지 분반 가능함)
·교육내용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인증한 표준교육과정
·이수분야 : 모두 12개 분야로 수학, 통계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컴퓨터과학, 환경과학, 과
학사, 글쓰기, 영작문, 경제학 등이다. (현재 검정 중인 분야로는 문학, 한국사, 경영학 등이 있
다.) 개설 교과목은 운영 대학의 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학기 개설 교과는 변경될 수 있다.

 표준교육과정 개발 현황
구분

교과명
미적분학 Ⅰ·Ⅱ

미적분학
수학
통계학
화학

일반화학Ⅰ·Ⅱ, 일반화학실험Ⅰ·Ⅱ

생물

일반생물학Ⅰ·Ⅱ, 일반생물학실험Ⅰ·Ⅱ

물리

일반물리학Ⅰ·Ⅱ, 일반물리학실험Ⅰ·Ⅱ

과학
과학사
컴퓨터과학
환경과학
국어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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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과명

영어

영작문

사회

경제학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4) 운영절차
① 각 대학에서 운영신청서 제출(대학 → 대교협) →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선정심사(대교
협) → 개설교과목 확정

사업신청

심사 및
승인공고

수강학생
모집

수강학생
선발

교육/운영

대학→대교협

대교협→대학

대학&교육청 연계

대학

대학→대교협

운영
결과
보고

② (수강신청방법Ⅰ) 수강희망학생 추천명단 수합 및 제출(고교⇀시·도 교육청⇀대교협) →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홈페이지(http://up.kcue.or.kr)에서 수강신청(학생) → 수강생 선
정심사 및 확정(대학) → 수업(대학, 학생) → 수강종료 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교육청, 고
교) → 대학 진학 후 학점인정(대학)
③ (수강신청방법Ⅱ) (개인이 각자 추천서를 받아서)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학생) → 수강생 선정심사 및 확정(대학) → 수업(대학, 학생) → 수강종료 후 학
교생활기록부 기재(교육청, 고교) → 대학진학 후 학점인정(대학)

5) 이수결과의 활용
① 이수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교과학습발달상황-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한다.
② 협약대학으로 진학 시, 해당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학점인정 방법은 대학의 학
칙에 의거하므로 대학별로 상이할 수 있다)한다.
182

제2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분야별 활동

/

Ⅲ.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자율성 확대와 정착을 위한 지원

가.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지원

7. 선취업 후진학
시스템의 지원

고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 후에 진학하게 되는 특성화고교, 마이스터고
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과 진학 후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1) 사업 개요
특성화고교·마이스터고교 졸업생의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정착시키고, 취업 후의 경력 개
발은 물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경로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체제
를 강화하여 특성화고교와 마이스터고교를 취업 중심의 학교로 전문화·정예화 하는 데 목
적을 두고 추진해 왔다. 이는 대학의 사회적 사명과 관련된 제도이다. 대학이 대입전형 제
도를 개선함으로써 여러 유형의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여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 또 재직자 특별전
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대학의 교육과정 개발
과 운영을 지원한다.

2) 사업내용
- 지원 대학 선정 및 평가, 예산 지원
-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위원회 운영
- 지원 대학 성과관리: 대학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업 실적에 대한 성
과평가 실시 후 결과 환류
- 현장점검 및 컨설팅 추진
- 사업결과 발표회 개최 및 우수사례 공유 등 대학 간 정보교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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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희소계열 후학업 교육체제 구축 지원
대상 학생은 소수인데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분야, 곧 전문·희소계열 학문 분야의 교
육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이 분야와 진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1) 사업 개요
현재 개발된 NCS를 기반으로 하여 교육과정 개편, 교육콘텐츠 개선 등 산업체·현장에 맞
는 재교육역량 강화 중심으로 후학업 교육체제의 확립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미 개발
된 NCS 농업 등 250개 분야에 대한 지원 체제의 구축이다. 개별대학 차원에서 학과 개설이
어려운 분야는 ‘분야별 대표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공동교육망을 구성하
거나 Hub 대학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대상 학생은 소수이면서 전국적으로 분
산되어 있는 수산·해양·농업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과 전국에 흩어진 소수·희소계열 재
직자의 계속 교육 및 학사운영 체제 마련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공동운영 등 학사
유연화에 선도적 역할 담당할 수 있도록 ‘대학 입학 전 예비과정’ 운영, ‘집중이수제, 학점교
류, 과정형 자격제 도입 준비’ 등을 대상으로 한다.

2) 사업 내용
- 지원 대학 선정 및 평가, 예산 지원
- 고졸 계속교육지원 운영위원회 운영
- 교육과정공동운영, 지역여건 및 대학의 역량·준비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학의 성
과관리
-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전국단위 공동교육네트워크 구축, 과정형 자격제도 연계 등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
- 현장점검 및 컨설팅 추진
- 사업결과 발표회 개최 및 우수사례 공유 등 대학 간 정보교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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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는 그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단지 대학만의
문제로 한정할 수 없다. 대학입시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과 영향력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울림이 크다. 이런 이유로 입시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따
라서 입시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는 한순간의 중단도 없이 계속되고 있고, 계속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어떤 방안도 절대적인 지지를 얻을 수 없다. 또 쉽게 바꿀 수 없다는 한계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다는 점 역
시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앞으로도 입시 제도와 관련된 연구는 어떤 형태로든 지속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1994년 이래 한동안은 대입 전형의 다양화를 추구하면서 전형의 평가 요소나 평가 유형에
대한 연구가 주된 흐름이었다면, 최근 몇 년간은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연구가 큰 흐름을 이루고 있다. 특히 2007년 사정관전형 제도 시범 도입 후 최근 몇 년간은
사정관전형과 관련된 연구가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전부터 미국의 사정관제도
운용에 대한 보고서들이 한두 편 나오더니 도입 이후에는 학교마다 연구물들을 내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특히 사정관전형에 대한 국고 지원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연구
경비 지출이 가능해지면서 해마다 반복되는 종단 연구는 말할 것도 없고, 사정관전형 운영
에 관련된 연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크게는 대교협 자체에서 수행한 연구과제가 있고, 개별 대학에서 국고 지원 경비로 수행한
연구과제가 있다. 하지만 국고 지원 경비로 수행한 사업 역시 대교협과 무관하지 않으니 큰
틀에서 함께 다루게 된다. 대교협에서 수행한 연구과제는 주로 사정관전형 운영 정책에 관
한 것이었다. 정책연구 과제로는 사정관전형 운영을 위한 공통기준연구, 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를 비롯하여 전형 운영의 타당성 및 효율성 검토 등 제도에 대한 보완 연구
가 끊이지 않았다. 사정관의 전문성 확보 방안,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 사정관 교육의
질적 개선과 내용의 향상 방안 등 제도 운용의 기틀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도 상당수에 달한
다. 그런 만큼 사정관전형 운영을 위한 제도 확립과 성과 및 성찰에 대한 연구가 하나의 흐
름이 되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가 가지는 특성에 관한 것으로 사정관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대학
적응 능력을 측정하는 학업 성취도, 전공 적합도, 중도 탈락률 등의 연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또 하나는 고등학교 현장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제도 도입 이후 공교육의 내
실화와 교육 활동의 충실도 향상 등 환경의 변화를 다룬 연구물들이 적지 않게 나왔다. 주
18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30년史
제 1 부 역사의 탑

/

제 2 부 헌신의 탑

/

제 3 부 내일의 탑

/

부록

제2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분야별 활동

목할 만한 현상은 현장의 교사들이 직접 연구에 참여하여, 고등학교 교육 현장의 모습을 생
생한 목소리로 대변하고, 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전의 연구에서는 볼 수 없던 경향이
다. 특히 최근에 불거진 사회 현상의 하나로 학교 폭력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인성평가 방안
에 대한 연구도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여기에도 교사들의 참여율이 높았다. 고등학교와 대
학의 연계 강화를 위한 연구물도 상당량에 달한다. 모두 공교육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만
한 내용들이다. 특히 고교와 대학의 연계 강화를 위한 연구는 대학마다 경쟁적으로 수행하
여 연구 결과물만도 상당수에 달한다.
그런가 하면 사정관전형의 평가 요소 등 평가 운영에 대한 연구물도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모두 대학 입시와 사정관전형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에 기여할 만한 내용들이다. 다만, 최
근 몇 년간 이루어진 연구 성과가 지난 몇 십년간의 성과에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일일이 다 밝힐 수는 없다. 이 연구들을 유형화하고 우수 연구물들을 공유해서 확산한다면
입시제도 운용 및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본다.

9. 과제와 전망

대교협이 수행하고 있는 대학 관련 수많은 업무 중 소홀히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마도 없
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도에서 맨 앞에 두어야 할 과제를 하나만 들라고 한다
면 입시 관련 업무를 꼽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사회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이목이 집중
된 과제라는 뜻이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입시는 단지 대학에만 국한해서 논의할 수 없다. 대
학 입시의 변화는 사회 구조의 변화로까지 확대되는 실정이다. 앞에서 살핀 대로 대교협의
적지 않은 업무가 대학입학지원실 소관으로 되어 있다.
대교협 30년의 역사 중 입시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관리해 온 시간이 햇수로 20년이니 그
역사도 깊다. 그러나 앞으로 닥쳐올 파고도 그리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다. 입시 관리의 엄정
성과 엄격성은 날이 갈수록 높은 수준의 결단을 요구받고 있다. 아울러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향후 계획 수립이 난망할 정도로 예측을 허용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
지만 정보 제공의 범위를 어디까지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명료하지 않다. 하지
만 회원대학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극복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대교협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는 막중한 책무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 예상되는 과제에 대한 전망과 성
찰로 마무리를 짓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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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입 관리업무의 자율성과 공공성 확보
지금은 대입과 관련된 업무 중에서 많은 부분이 교육부로부터 대교협에 이관되어 있다. 고
등교육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
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입 관련 업무가 대교협의 대학입학지원실 소관으로 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 도입된 입학사정관전형 업무는 국고 예산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새로 도입·시행된 제도로서 관리 부담이 큰 편이다. 거기에 더하여 향
후 사업은 현재까지 명료하게 드러난 내용이 적다. 향후 변화에 대한 불가측성으로 말미암
아 대학과 입학사정관실로부터 기대와 우려를 한꺼번에 받고 있기도 하다. 치밀한 대비로
풀어가야 할 난제가 되고 있다.
대교협은 대학입학전형의 기본사항을 매 입학연도의 전(前)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공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의 제2항에 적시되어 있는
‘대입 전형계획 수립 및 공표’에 대한 규정이다. 곧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
다 8월 말까지 그들이 다음 해에 치를 입시의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서 해당 학년도의
입시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개별 대학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
시되는 날의 3개월 전인 11월 말까지 ‘대입전형의 시행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
33조의 제1항이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대교협 대학입학지원실은 회원대학들로부터 입학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심의 및 조정을 거쳐 집계·발표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입시 진행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역할도 부여되어 있다. 대학 자율 협의체로서 입시의
자율성 확보와 관리의 공공성 확립이라는 서로 상충될 수 있는 가치 사이에서 거리 조정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교협은 대학
의 권익 신장과 자율적 책무 수행을 위해 정해진 역할을 꿋꿋하게 해야 한다.
대학 입시가 초·중등 교육의 체제를 근본부터 바꾸어 놓는 우리나라 교육환경을 생각한다
면 입시에 관련된 것은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히 다룰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대교협의 입시
에 대한 엄정한 관리는 앞으로도 사회 일반의 주목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것처럼 향후에도 대학 입시의 공공성과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교육 기
관의 자율협의체로서 역할을 굳게 지켜내야 한다. 입학전형의 기본방향을 회원대학들과 협
의 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준수하게 하는 방향으로 관리 업무의 방향이 설정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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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입학전형에 대한 자율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대학입학 전형의 공공성을 확보하
는 데 비중을 둔 관리업무 수행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나. 학령인구의 감소와 입학 전형 간소화에 대한 대비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을 통한 생활의 변화라는 기대치에 기대
어 오랜 기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학생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향후 전개될 학령인구
의 급격한 감소 추세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다. 당연히 대학들에 닥칠 어려
움이 간단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대교협의 입학관리 지원업무도 심각성을 예고하고 있다.
대학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예상해서 나름의 자구책을 세워나가고 있지만, 대
교협 차원에서도 고등교육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대학교육 수요자의 감소로 인한 변화와 입학전형 자율화 및 간소화에 따른 변화로 대교협
의 입학전형 관리업무는 복잡성이 증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대교협은 입시 관리
라는 소극적 지원 업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대학교육의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방안 마
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회원대학의 경쟁력을 높
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국내 유입 외국인 학생들의 질 관리를 통
한 유학생 유치의 확대 문제 등 근원적인 것에서부터 변화를 모색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특히 입학전형의 간소화로 인한 변화에 대비해서 선제적인 대응태세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다. 대학입학 정보 제공의 과제와 전망

대교협은 수험생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대입정보박람회를 1년에 두 차례씩 열고 있다. 해마
다 참여 대학의 수가 늘어나고 방문 학생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대입상담센터도 EBS와 연
계하여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온·오프라인 모두를 동원한 총력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
다. 이는 짧은 기간 동안 이룩한 놀라운 변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대교협 대학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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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실의 활동력과 노고는 더할 나위 없이 크다. 그러나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여전히 정
보 부족을 호소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수요자의 인식과 환경이 모두 바뀌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조건이다. 새로운 형태의 정보
제공 방안과 방향 전환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수험생들의 요구를 면밀
하게 분석해 보고, 그 토대 위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박람회 운
영 방식, 지원체제 등 전반적인 형태에 대한 재설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이다.
박람회 참여 대학이 최근 들어 대폭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일부 대학에서는 참여를 머
뭇거리고 있고, 현장에서 수험생들에 의해 곧바로 폐기되고 마는 홍보물에 대한 대책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최지역 등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라. 기타 지원 사업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는 지원 사업 중 ‘고교와 대학교육간 학습 연계성 추구 사업’ 및 ‘선취
업 후진학 시스템 지원 사업’은 작은 규모의 업무이지만 대학의 책무성 강화와 관련하여 중
요한 내용을 함의하고 있다. 비록 관련자가 소수에 지나지 않고, 참여 대학의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대학 및 대교협이 관심을 가지고 수행해야 할 과제이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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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학교육 내실화를 위한 대학평가 지원

1. 대학평가의
필요성과 의의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국가경쟁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고등교육 개혁과 발
전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고등교육의 질이 곧 국가경쟁력
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
운데, 특히 대학의 자율적인 평가체제로서 대학기관 및 교육프로그램 평가와 인증의 필요성
이 날로 커지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기관은 1945년 이후 급속하게 양적으로 팽창하였고, 대학의 수도 증
가하였다. 이와 같은 성장은 대학설립인가 기준이 1995년 이후 준칙주의로 바뀌면서 고등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지만, 질 낮은 대학이
지나치게 남설되었다는 사회적 인식과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적으로
는 불가피하게 ‘어떻게 하면 대학이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일반 국민과 사회로부터 공신력
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과제가 남게 되었다.
다른 한편, 국외적으로는 글로벌시대가 도래하면서 산업수요와 함께 국가 간 인구이동이 폭
발적으로 증가하여 대학교육 이수 범위와 학력의 상호 인증이 중요한 관심의 초점이 되었
다. 학사학위를 증명하는 대학졸업증, 각종 대학교육 관련 자격증, 그리고 면허 등의 질을 상
호 인정해 줄 것인지 여부, 즉 국가 간에 어떠한 수준과 범위에서 인정해 줄 것인가가 대학
교육의 주요 이슈로 대두되었다.
요컨대, 국내적으로는 대학교육의 책무성을 다하도록 하여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국외
적으로는 국가 간 학력의 상호인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평가인증체제가 국
가마다 올바로 구축되고 정착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것이다. 이
러한 필요성에 기반을 두어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학기관평가인증체제는 미
국과 유럽,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EU 국가들과 일본, 호주, 중국, 홍콩, 대만 그리고
최근 동남아 국가들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학자율평가체제에 대한 인식이 유독 부족하였고,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대학 간 자율평가인증체제의 근간이 뒤흔들리
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대학평가는 외부의 시각으로만 일방적
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시각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그러한 내부의 시각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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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학평가의 의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인증된 대학기관과 학문분야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
보를 공유하고, 취득한 정보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대학을 선택하여 입학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학위취득에 대한 공신력을 부여받을 수 있다.
둘째, 대학의 측면에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구조 조정하여 개혁·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그 특수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특성화된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
회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는 대학이 자체의 책무성을 다함으로써 사회가 대학을 신뢰할 수 있
도록 해주는 자극적 기제가 된다.
넷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측면에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관리함
으로써 자율적인 대학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다섯째, 국가 차원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되, 교
육의 질에 대해서는 대학 스스로 책무성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과 국
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2. 대학자율협의체에
의한 대학평가의
역사적 발전과정

가. 대학종합평가 활동 및 경과

우리나라 대학평가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집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유네스코 조사활동(1952)으로서의 대학평가
우리나라의 학교 · 교육기관에 대한 최초의 전국 규모 평가는 1952년 ‘유네스코운크라 파한
교육계획 사절단(UNESCO-UNKRA Education Planning Mission to Korea)’에 의해 실시된 한
국 학교교육에 대한 조사활동이다. 사절단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당시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건의하였는데, 현재의 대학평가제도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고등교육
을 포함한 우리나라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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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감사적 성격의 대학평가
1960년대까지의 대학평가는 문교부가 대학에 대한 행정적 지휘감독권을 발휘하는 과정
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이때의 대학평가는 감독과 통제적인 특성을 띠었으며, 피평가자
로서 대학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시행되었다. 평가의 대상은 문교부가 선별적으로 결정하였
으며, 그 선별기준은 대체로 문교부 관료들의 분석적 판단 또는 여론에 크게 좌우되었다. 평
가내용과 기준은 1955년에 제정 · 공포된 대학설치기준령과 같은 법률적 필수요건들이 기
초가 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교육적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행정감사적 성격의 관주도 평
가체제였다.

3) 실험대학평가(1972)
실험대학제도의 도입에 따라 1972년부터 시작한 실험대학평가는 종래의 관료 위주 평가체
제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대학평가를 시행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실
험대학제도는 1972년 교육정책심의회 고등교육분과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학교육의
내실화와 이를 통한 국가 · 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최대화하기 위한 문교부의 고등교육
개혁사업이었다.
실험대학평가는 「실험대학선정평가」와 「실험대학운영평가」로 나뉘어 수행되었다. 실험대학
평가위원회는 1972년 9월 대학 방문평가를 실시하여 1차로 10개 실험대학을 선정하는 실
험대학선정평가를 실시하고, 1973년에는 실험대학운영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두 가지
평가는 1980년까지 지속되었다.

4) 대학자율평가의 태동(1982)과 전개과정
1980년대는 대학 간 협의체에 의한 자율적 대학평가가 시작된 시기로, 1982년 한국대학교
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발족하면서 자율적 · 동료적 장학 측면에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가 활성화되었다. 1984년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이 제정되어 대학평가 수행에 대
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문교부로부터 대학평가 사업을 위탁받아 현재와 같은 협의기구
에 의한 법정사업으로 대학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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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대학평가는 크게 두 가지 접근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기관평가」이고, 또 하나는 「학문영역평가」이다. 기관평가는 대학 전체를 평가대상으로 종합
적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고, 학문영역평가는 특정 분야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교육 내용
과 운영을 심도 있게 평가하는 것이다.
대교협의 초기 기관평가는 매년 모든 대학이 주요 정량적 지표중심으로 서식을 작성하여 제
출하면 현지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제2차 대학기관평가는 제1차 기관
평가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1986 ~1987년 동안 대학기관평가의 성과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고 1988년부터 실시되었다.
2차 기관평가의 주요 특징은 대학 간 자율적 평가라는 취지와 의도에 적합한 평가 목적의
설정과 더불어 국가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보다는 대학의 자체적인 발전을 도모하
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기본방향의 설정에 따라 기존의 1차 기관평가에서 적용된 상
대평가(규준지향평가) 준거를 폐지하고 절대평가(준거지향평가) 준거를 적용하였으며, 전체
대학에 대한 연간 평가를 지양하고 대학이 희망하는 연도에 일정한 대학을 순차적으로 평
가하였다. 또한 사무직원이 작성하던 자체평가보고서를 대학교수들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
여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등 평가과정 및 방법
의 변화가 수반되었다. 또한 평가대상 대학 전체에 대한 결과 종합보고서뿐만 아니라 개별
대학의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대학에 피드백함으로써 전국 차원이 아닌 개별 대
학 차원의 평가가 실시되었다.
학문영역평가는 크게 계열평가, 프로그램평가 및 학과평가로 이루어졌다. 계열평가는 특성
화 공과대학(1982), 기초과학계(1982), 공학계(1982), 사립공학계(1983), 이학계(1985), 인
문과학계(1985), 공학계(1985), 사회과학계(1985), 사범계(1988), 농림계(1988), 어문학계
(1989), 약학계(1989) 등에 대해 평가했다. 프로그램평가는 국민윤리(1983), 교양국민윤리
(1984), 교양교육전반(1986), 교양국어(1986), 교양영어(1986), 교양한국사(1986), 교양국민
윤리(1986) 등을 평가했고, 학과평가는 법학과(1984), 특성학과평가(1987), 간호학과(1990),
도서관학과(1990) 등을 평가했다. 학문영역평가는 1990년도에 들어오면서 학과평가로 단
일화하여 운영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대교협은 대학평가인정제를 도입하게 되고, 대학평가를 다양하게
실시했다. 1980년대 말부터 대학평가제도의 강화와 발전을 통한 고등교육의 발전을 유도하
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결과를 공개 발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도록 하는 대학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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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제의 도입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대교협은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1992년
학과평가인정제를 도입하여 기초학문분야의 물리학과와 응용학문분야의 전자공학과에 대
한 평가를 먼저 실시하였다. 그리고 1994년 대학종합평가인정제가 도입되면서 대교협이 수
행하여 오던 두 가지 평가가 모두 평가인정제로 전환되었다.
학과평가인정제는 평가주기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으나, 기본적으로 10년 주기의 평가
를 전제로 매년 2~3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학과평가는 평가준비와 관련하여
1~2년 전에 평가대상을 선정 · 예고하여 대학 및 학과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
였다.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7년(1994~2000)을 주기로 실시했는데, 과거 기관평가를 생각
한다면 3차 종합평가에 해당한다.
한편 1990년대 중반에 들어 교육부와 언론사 및 학회에서 자체적인 대학평가를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대학평가가 더욱 다변화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94년부터 교육부는
일반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차등적 행 · 재정적 지원의 근거로써 평가
를 실시하게 된다. 일반지원사업으로는 국 · 사립대학 자구노력지원 평가사업을, 특수목적지
원사업으로는 공과대학 중점지원 사업의 추진 등을 위한 대학평가를 실시하였다.
이후 학부제의 실시 등으로 인해 학과단위의 평가가 어려워지자 1999년부터 학과평가를
학문분야평가로 변경하였으며, 종합평가는 2001년부터 2주기 종합평가인정제를 실시하였
고 기존에 평가인정된 대학과 1997년 이후 신설 대학에 대한 평가를 구분하여 2006년까
지 실시하였다.

5) 정부 인정에 의한 대학평가인정제(2007 이후)
2007년 이후 고등교육법이 바뀌면서 대학평가는 정부가 인정해주는 기관에서 평가를 실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 개정에 따라 대교협은 교육부로부터 대학기관평가 전문기관으
로 인정을 받아 부설로 한국대학평가원을 설립하여 전문성과 독립성 자율성을 가지고 평가
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대교협의 대학자율평가체제에 대해 안정적이고 지속해
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조성을 하기보다는 통제와 간섭이 심화될 우려가 커지
게 되었으며, 나아가 대학자율평가체제를 정부주도의 대학구조개혁평가로 대체하려는 법제
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교협은 2007년 당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의해 대학평가를 수행해 오던 자율평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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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자체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주도의 평가체제로의 법 개정에 대하
여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정부가 평가기관을 인정해주어야 비로소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학평가기관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나. 대교협에 의한 대학기관평가의 발전과정

대교협의 대학종합평가는 1986년까지는 고등교육정책 차원의 평가를 수행하였으나, 1987
년에는 대학종합평가를 위한 제도와 기준개발 연구를 통하여 자체평가를 중요시하는 평가
로 전환하였다. 1990년의 대학평가인정제 시행방안 연구를 거쳐 1994년부터 현재와 같은
평가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종합평가는 1982년부터 1986년까지를 정
초기(定礎期), 1987년부터 1993년까지를 발전기(發展期), 그리고 1994년 이후를 성숙기(成
熟期)로 분류하고자 한다.

1) 정초기(1982~1986)
대학기관평가는 대학과 대학원을 분리하여 평가하였으며, 평가의 목적과 범위에 따라 대학
(원)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종합평가와 특정분야에 중점을 두고 부분적으로 평가하는 중
점평가로 나눌 수 있다. 1982년부터 1984년까지는 대학평가를 학사문제와 재정문제로 분
리하여 평가하고 대학과 대학원을 분리하여 평가하였으나, 1985년에는 학부와 대학원 모
두 학사와 재정을 통합하여 대학(원)기관평가로써 평가하였고, 평가단위도 종합적으로 접근
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1986년에는 교양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평가를 실시하였기 때문
에 기관평가는 실시하지 않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 페이지의 표와 같다. 이 동안의 대학기
관평가는 평가주기의 개념이 없었으므로 매년 모든 4년제 대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기간에 시행된 대학기관평가사업의 진행 과정 및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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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대학평가
학부

대학원

연도
종합

중점

1982

종합

대학운영종합평가

1983

대학기관평가

대학재정·경영평가

1984

대학기관평가

대학재정·경영평가

1985

대학기관평가

중점
대학원운영평가

대학원평가
대학원기관평가

 대학기관평가사업의 진행 과정 및 특징(1982~1986)
연도
1982

명칭 및 대상
• 대학운영종합평가
(97개 대학)

• 대학원운영평가

(69개 대학 169개

대학원)

평가 내용
• 대학 편제, 교육과정 운영, 교수충원,

평가방법
• 현황보고서와

졸업정원제 운영, 수업방법, 연구비,

설문지에 기초한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 시설

사전분석

• 외래강사 의존도, 출강교수의 직위와 학위,

주요 특징
• 기관평가와
학문영역평가로 분리

• 모든 대학을 방문평가

과목당 평균수강학생수, 활동과목 개설,
교수당 담당과목수, 입학전형절차, 교수당
논문지도 학생수 등

1983

• 대학기관평가(98개 • 교육목적, 교수, 학생, 학사행정, 교육시설
대학)

• 대학재정 · 경영평
가(98개 대학)

및 설비, 행정조직과 운영, 재정운영, 대학원
제도와 운영, 부설기관, 사회봉사, 발전계획

• 대학교육 경영 · 재정의 기본과 여건,
대학재정, 대학자산, 대학 교육 경영 · 재정

• 자체분석연구보고에
기초한 서면 평가

• 현지방문평가: 35개
단과대학

• 대학기관평가(110
개 대학)

• 대학재정 · 경영평
가(110개 대학)

• 대학원평가(184개
대학원)

• 학생 · 교수 집단 분석, 전공교육과정 성장,
논문집 및 연구비, 교수연구활동, 대학행정,
대학시설

• 대학교육 경영의 기본여건과 분석, 대학재정

1일로 확대

• 대학측과 상호간담회
실시

• 자체분석연구보고에

체제, 대학교육 경영 성과
1984

• 평가일정을 半日에서

기반한 평가

• 자체분석연구보고에
기초한서면 평가

• 현지방문평가: 42개
종합대학

의 기본여건과 분석, 대학법인자산 분석, 대학
운영체제의 분석, 교육경영 여건 분석

• 대학원의 편제, 출강교수, 교과과정, 입학전
형, 졸업이수학점 및 종합시험, 학위논문지도

· 심사, 등록금 · 장학금, 강사료, 논문지도비
및 심사수당, 대학원간 협동
1985

• 대학기관평가(110
개 대학)

• 대학원평가

• 교수 · 학습활동, 연구활동, 장학 · 복지활동, • 자체분석연구보고에
기초한서면 평가
사회봉사활동, 행 · 재정운영, 교육여건 조성
• 교수 · 학습활동, 연구활동, 장학 · 복지활동, • 현지방문평가: 40개
단과대학
사회봉사활동, 행 · 재정운영, 교육여건 조성

• 전체 대학 통계자료
및 개별대학 통계자료
활용

• 기관평가와 재정 ·
경영평가 통합 실시
(학부,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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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기：대학종합평가 기간(1987~1993)
1987년에는 기관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한국 대학평가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연구」와 「대
학 기관평가 기준개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과거 정초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평
가제도와 평가기준을 연구 · 개발하여 1988년부터 적용하였다.
대학종합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대학 간 자율적 평가라는 취지와 의도에 적합한 평가 목적의
설정에 있다. 따라서 대학의 자체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3) 성장기：대학종합평가인정제 기간(1994~ )
1987년 대통령 자문기구이었던 교육개혁심의회의 건의에 따라 대교협은 연구진을 구성하
여 대학평가인정제의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990년에 그 시행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따라 대교협은 1992년부터 학과평가인정제를 시행하였고, 1994년부터 7년
을 주기로 하는 제1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2000년까지 시행하였다. 제1주기 대학종합
평가인정제가 종료됨에 따라 대교협은 173개의 제1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실시 대학을
대상으로 하여 5년을 주기로 하는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2001년부터 시행 중에 있
다. 아울러 2001년부터 졸업생을 배출하는 신설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평가 기
준에 의하여 신설대학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대학종합평가 실시 현황 (1988~1992)
연도

평가실시대학
강릉대, 경기대, 경원대, 관동대, 광운대, 대전대, 동덕여대, 목원대, 배재대, 부산외대,

1988

상명여대, 상지대, 서울여대, 수원대, 순천대, 안동대, 울산대, 인제대, 전주우석대,
한남대, 한림대, 호남대, 호서대 (계: 23개 대학)

평가단 구성
평가단: 4개 평가반
평가위원: 평가반별 7명
* 1명의 평가위원이 1개 영역
평가/평가위원장 총괄

경남대, 경성대, 국제대, 군산대, 대구대, 덕성여대, 목포대, 부산대, 부산여대, 삼육대,
1989

서원대, 성심여대, 순천향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원광대, 인천대, 전주대, 중앙대,

상동

창원대, 청주대, 한성대, 효성여대 (계: 23개 대학)
강원대, 건국대, 경상대, 경희대, 계명대, 국민대, 동아대, 동의대, 동국대, 명지대,
1990

성균관대, 성신여대, 숙명여 대, 숭실대, 영남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

상동

한국외대, 한양대 (계: 21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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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평가실시대학

평가단 구성

가톨릭대, 강남대, 경북대, 경산대, 고려대, 고신대, 금오공대, 대한체육과학대,
동신대, 부산수산대, 서강대, 서울대, 여수수산대, 연세대(원주), 연세대, 전남대,
1991

충남대, 포항공대, 한국관광대, 한국교원대, 한국체육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상동

한신대, 홍익대
(계: 25개 대학)

〈개방형 대학〉
경북산업대, 광주대, 대전공업대, 부산공업대, 서울산업대, 전북산업대,
한국방송통신대 (계: 7개 대학)

평가단: 3개 평가반

〈신학대학〉
1992

감리교신학대, 광주가톨릭대, 그리스도신학대, 대구가톨릭대, 수원가톨릭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장로회신학대, 침례신학대, 호남신학대 (계: 9개 대학)

〈교육대학〉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인천교대, 전주교대, 제주교대,

평가위원: 평가반별 4명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4명으로 구성(1명의 평가위원이
2개 영역평가/평가위원장 총괄)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계: 11개 대학)
(계: 27개 대학)
합계

119개 대학

가) 제1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1994~2000)
제1주기 대학종합평가의 시행방안은 1993년도에 이루어진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시행방안
연구」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대교협은 이 연구결과와 제2차 및 제3차 대학평가인정위원회의
결정사항에 근거하여 1993년 각 대학으로부터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실시 희망년도를 신청
받아 연도별 평가실시 대학을 확정하였다. 대교협은 대학종합평가인정제 도입에 따른 대학의
부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1994년에는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1995년부터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특수목적의 대학들은 동일한 연도(교육
대학 1997년도, 신학계 대학 1998년도, 개방적 성격의 대학 1999년도)에 평가를 받도록 하
였다. 2000년은 1994~1996년에 설립된 대학, 기 설립대학 중 1994~1999년에 평가인정을
받지 못한 대학, 통합된 대학과 유형이 전환된 대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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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평가내용(1994~1999)
1. 대학목표

4. 교수

1.1 대학의 이념과 목적

4.1 인사

1.2 대학의 목표

4.2 처우
4.3 교수여건

2. 교육과정

4.4 연구와 봉사

2.1 교육과정의 편성 및 구성

4.5 교수자질개발

2.2 교육과정 운영 및 성적평가
2.3 교육과정 개선체제

5. 시설 · 설비
5.1 기본시설
5.2 연구시설 · 설비

3. 학생

5.3 도서관 · 전산실 및 기타

3.1 학생선발
3.2 학사관리

6. 행 · 재정

3.3 학생지도 및 성과
3.4 학생자치활동

6.1 정책결정과 지도성

3.5 장학 및 복지

6.2 행정
6.3 재정
6.4 학교법인(사립)

제1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마지막 연도인 2000년도에 적용된 일반대학 학부 및 대학
원의 평가내용의 평가영역 및 평가부문은 아래와 같다.

학 부
평가영역

평가부문

1. 교 육

평가
가중치
항목수
(23)

(120)

1.1 교육목적

3

14

1.2 교육과정

6

1.3 수 업
1.4 학 생

평가영역

평가부문

(16)

( 80)

4.1 교수 구성

6

29

40

4.2 수업부담 및 복지

2

12

6

36

4.3 교수 인사

3

20

8

30

4.4 교수 개발

5

19

(11)

( 65)

(19)

(100)

2.1 연구실적

3

17

5.1 교육기본시설

4

24

2.2 연구여건

4

22

5.2 교육지원시설

7

36

2.3 연구지원체제

4

26

5.3 실험실습설비

3

20

( 8)

( 35)

5.4 후생복지시설

5

20

3.1 사회봉사

4

14

(22)

(100)

3.2 대외협동

4

21

4

24

2. 연 구

3. 사회봉사

4. 교 수

평가
가중치
항목수

5. 시설 · 설비

6. 재정 · 경영
6.1 재정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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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
가중치
항목수

평가부문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
가중치
항목수

6.2 예산편성 및 운영

5

26

6.3 기획 및 평가

3

14

6.4 행정 및 인사

6

22

6.5 대학의 의사결정

4

14

99

500

계

 대학원
평가부문

평가항목수

가중치

7.1 교육과정

4

20

7.2 수업 및 논문지도

6

36

7.3 교수

4

22

7.4 시설 · 설비

3

12

7.5 재정 · 경영

3

10

20

100

계

평가기준은 대학의 당시 현황을 바탕으로 1992년에 수행된 「대학발전 10개년 계획」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설정되었다. 정량적 평가항목의 평가기준 중 일부는 매년 소비자 물가 상
승률을 반영하여 수정 · 적용되었다. 그리고 평가기준의 등급은 1994년, 1995년의 경우는
정량평가항목은 5단계 척도(A, B, C, D, E 등급)를, 정성평가항목은 3단계 척도(A, B, C 등급)
를 적용하였으나 1996년부터 모두 5단계 척도를 적용하였다.

나)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2001~ )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제1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2001년
에 1개 대학 및 대학원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대교협에 의한 대학기관평가는 2007년 이후 획기적 변화를 맞는다. 대학평가의 근거가 한
국대학교육협의회법의 대학평가 조항이었으나,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정부에 의해 인정
된 기관이 인증평가를 하도록 변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교협에 2011년도 한국대학평가원이 대교협 부설로 설립되어 원장의 주도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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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관평가인증을 독립적이며 자율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인증기관을
인정해주는 의미가 무엇이며, 그 범위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정
부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다) 학문분야평가 활동 및 경과
대학평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명시된 대교협의 기본사업이자 주요 역점사업이다. 이
에 따라 대교협은 1982년 설립 이후부터 대학 전반을 진단하는 대학기관평가와 개별 학과
나 학문영역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학과별 또는 학문영역별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학과평가인정제는 매년 2~3개 정도의 학과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오다가 IMF 관리
체제로 인하여 1998년에는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999년 대학평가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필요성이 정부에 의해 다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학과평가인정제의
연속 선상에서 ‘학문분야평가인정제’를 계속 실시하기로 하고, 법학 분야와 건축(공)학 분야
를 선정하여 다시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1) 학문분야평가인정제 실시 이전(1982~1990)
1982년도부터 시행된 학문영역에 대한 평가는 특정한 계획에 의하여 수행하였다기보다는
필요 때문에 또는 교육부의 요청으로 수행되었다. 이 동안의 학문영역별 평가는 대체로 계
열별 평가, 프로그램별 평가, 학과별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계열별 평가는 교육부의 학생모집단위 기준에 의한 분류인 6개 대분류와 29개 중분류를 기
준으로 하여 1982년에는 기초과학계 · 공학계 · 특성화 공학계, 1983년에는 사립 공과대학,
1985년에는 인문과학계 · 사회과학계 · 이학계 · 공학계, 1988년에는 사범계 · 농림학계, 1989
년에는 어문학계 · 약학계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계열별 평가를 위주로 하면서 국가 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특정 프로그램 평가를 병
행하였는데, 1983년에는 국민윤리 및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1984년에는 대학 교양교육과
국민윤리 및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1989년에는 교양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를 수행하
였다. 학과별 평가는 1984년 법학과 평가를 시작으로, 1987년에는 특성학과에 대한 평가,
1990년에는 도서관학과와 간호학과를 평가하였다.
이 시기의 연도별 평가분야 및 대상, 평가내용, 평가방법 및 특징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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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문영역 평가의 진행과정 및 특징(1982~1990)
연도
1982

평가분야 및 대상

평가내용

평가방법

• 기초과학계대학평가:

평가특징
• 기관평가와 학문영역평가

60개교

를 분리 시행

• 공학계 대학평가: 24개교
• 특성화 공대운영 진단:
6개교
1983

• 국민윤리 및 이데올로기 비 • 대학(교)의 학사 운영 전반
판교육평가: 98개교
• 사립공학계대학평가: 34

과 학문영역별 교육과정의
편성 · 운영

개교

• 자체분석연구에 기초한
서면평가
• 현지방문평가: 35개 단
과대학

• 종래의 1회적 · 단기적 평가
체제에서 장기적 · 조직적
평가체제로의 전환
• 기관운영 평가와 학문영역
평가로 분리시행
• 대학별 자체분석 연구에 의
한 서면평가와 현지방문평
가로 이원화
• 특히 대학자체분석연구의
방향 제시

1984

• 예년의 기관 평가 중심에

• 교양교육과 국민윤리 및 이
데올로기 비판교육평가:

서 학문영역(학과) 평가로

110개교

확대 실시

• 법학계 학과 평가: 60
개 학과
1985 • 인문과학계 학과평가: 69
개 학과
• 사회과학계 학과평가: 82

• 교육 · 연구 · 사회봉사활동, • 자체분석연구에 기초한 서 • 대학의 기능을 세분화한 평
행 · 재정운영, 교육여건 등
에 관한 평가

면평가
• 현지방문평가: 60개교

가준거 개발 및 적용
• 연차적 자료 축적을 위한
전산화

개 학과
• 이공학계 대학(원) 평가
- 이학계: 72개교의 37개 학과
- 공학계: 53개교의 63개 학과
1986 •교양교육평가: 111개교
- 교양교육전반, 교양국어, 교
양한국사, 교양국민윤리의
5개 분야

• 교과별 평가준거(교양교육)

• 교양교육의 운영개선을 위

개발(대 · 중 · 소분류)

한 수강학생들의 반응 조

• 교과계획, 교과과정, 교수-

사병행
• 교양교육 담당교수 워크

학습방법 및 평가, 학습환경

숍 및 교무처장 세미나 사

등에 관한 평가

전 개최
1987 • 특성학과평가: 83개 대학

• 특성학과의 설정 배경 · 육

83개 특성학과

성 · 지원상황에 관한 종

면평가와 24개교의 현지

합평가

방문평가

• 농림학계, 사범계평가기

• 자체분석연구에 따른 서

• 진단평가의 성격
• 대학평가편람 발간

초연구
1988 • 사범계 대학에 대한 학문영 • 교육목표, 교육과정, 학생,
역평가: 34개교
• 농림학계 대학에 대한 학문

교수, 시설 · 설비 및 교육자
료, 행 · 재정

영역평가: 21개교

• 피평가대학에 의한 자체평 • 교수용, 학생용 설문지를 추
가(분석)
• 자체평가연구에 따른 서
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
(12개교)

가로 개발하여 학문영역평
가에 활용
• 12개 개별대학별 학문영
역 평가보고서 및 농림학
계 · 사범계 대학평가종합보
고서 발간

1989 • 어문학계 대학평가: 78개교 • 교육목표, 교육과정, 학생,
• 약학계 대학평가: 20개교

• 자체평가연구에 따른 서
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

연구를 통해 그 내용을 근거

자료, 행 · 재정

(10개교)

자료와 함께 분석 · 제시

• 어문 · 약학계교육프로그
램개발연구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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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및 대상

1990 • 도서관학과 평가: 30개교
• 간호학과 평가: 18개교

평가내용
• 교육목표,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설비 및 교육자
료, 경영 ·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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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평가특징

• 자체평가에 따른 서면평가 • 학문영역평가에서 학과 평
및 현지방문평가(7개교)

가로 전환

• 도서관학과 프로그램개발
연구 선행

(2) 학문분야평가인정제 실시 이후(1992~)
학문분야평가인정제는 전문학문분야 교육프로그램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미국도 19세기말에 미국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하였고, 대부분의 선
진국도 마찬가지다. 그 이후, 치의학, 법학, 신학, 공학 그리고 약학 교육으로 파급되었고, 이
러한 노력은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교협
은 「대학의 학과별 평가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1986), 「대학평가인정제 시행방안 연구(Ⅰ),
(Ⅱ), (Ⅲ)」(1990) 그리고 「학과평가인정편람」(1991) 등의 연구·개발을 통해 현행 학문분야
평가인정제의 전신인 학과평가인정제를 확립하게 되었다.

(3) 학문분야평가인정제의 추진 실적
학과평가인정제 시행 첫해인 1992년도에 물리학과(53개교)와 전자공학과(45개교)를, 1993
년도에 화학과(64개교)와 기계공학과(33개교)를 평가하였다. 1994년도에는 평가 대상 학과
의 범위를 넓혀 생물학계열 학과와 화학공학계열 학과를 평가 대상 학과로 선정하였다. 다
만 생물학과와 화학공학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평가받게 하고 유사학과의 경우에는 대
학의 평가 신청 희망 여부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생물학계열 학과는 56개 대
학 65개 학과(생물학과 53개, 분자생물학과 3개, 미생물학과 6개, 생명과학과 2개, 생물과
학과 1개), 화학공학계열 학과는 34개 대학 36개 학과(화학공학과 34개, 공업화학과 2개)가
최종 평가 대상이 되었다.
연도별 학문분야평가 실시대학 및 우수대학 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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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학문분야평가 실시대학 및 우수대학 수
연도

평가결과 우수대학 (종합)

학문분야
(학과, 계열)

평가 대학

전자공학과

학 부

대학원

45개교

17개교

10개교

물리학과

53개교

20개교

10개교

화학과

63개교

23개교

10개교

기계공학과

33개교

13개교

10개교

1992

1993

56개교
생물학계열

(생물학 56개
미생물학 6개
분자생물학 3개)

1994

34개교
화학공학계열

(화학공학 34개
공업화학 2개)

1995

경영 · 무역 · 회계
관련학과

94개교

의학 · 치의학

(의학 31개

한의학

치의학 10개

생물학과 24개교

생물학과 15개교

미생물학과 4개교

미생물학과 3개교

분자생물학과 3개교

분자생물학과 2개교

화학공학 14개교

화학공학 11개교

공업화학 2개교

공업화학 1개교

최우수

우수

최우수

우수

18개교

23개교

15개교

14개교

50개교
1996

의학 14개교

의학 7개교

치의학 4개교

의학 16개교

의학 3개교

치의학 4개교

한의학 3개교

한의학 9개)

한의학 3개교

간호학과

23개교

8개교

7개교

약학계열

20개교

13개교

9개교

1997

 연도별 학문분야평가 실시대학 및 우수대학 수
연도

학문분야
(학과, 계열)

평가결과 우수대학 (종합)
평가 대학
학 부

대학원

※ 1999년부터 학문분야 평가로 명칭 변경

건축(공)학
1999
법학
전기 · 전자

· 정보통신공학

최우수

우수

4개교

41개교

11개교

37개교

최우수

우수

최우수

우수

22개교

41개교

13개교

31개교

67개교

79개교

91개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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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학

40개교

7개교

21개교

6개교

12개교

재료공학

52개교

10개교

15개교

10개교

17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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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우수대학 (종합)
평가 대학
학 부

대학원

※ 1999년부터 학문분야 평가로 명칭 변경

교양교육분야
2001
디자인분야

최우수

우수

5개교

62개교

11개교

40개교

최우수

우수

5개교

9개교

165개교

78개교

3. 교육부 인정 대학기관
평가인증제 실시와
대교협의 역할

가. 대학기관평가인증제 도입 배경

1) 국내 대학의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필요
 국제적으로 낮은 고등교육 경쟁력
-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 : 59개 국가 중 2위
- 대학교육의 사회요구 부합정도 : 59개 국가 중 39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입학정원의 미충원 발생
-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 : 1990년 33.2% → 2010년 79.0% → 2011년 82.0%
-대
 학 재학생 추정치 : 2011년 206만명 → 2016년 202만명 → 2020년 171만명 →
2030년 125만명

2) 고등교육 질 보증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 확산
 해외 유학 고등교육 인구 증가
- 지난 30년간 3배 증가 : 1980년 110만명 → 2000년 210만명 → 2009년 370만명
 고등교육 질 보증에 대한 국제 규범
-볼
 로냐 프로세스 Bergen 회의(2005.5.19) : 유럽고등교육 권역 고등교육 질 보증 지침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Quality Assurance in the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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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NESCO/OECD의 「국경 없는 고등교육 질 보증을 위한 지침(Guidelines on Quality
provision in cross-border higher education)」(2005.12.30)
- 정부 : 고등교육의 질 보증에 대한 포괄적 책임 요구
- 대학 : 자체평가 및 인증평가를 통한 고등교육 질 제고에 대한 책무성 강화

나. 법적 근거

1) 기관평가인증제의 법적 기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자체평가와 기관평가인증을 별도로 분리하고 정부로부터 인정받
은 기관에 한하여 기관평가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은 자체평
가에 관한 법적 근거에 따라 최소 2년 주기의 자체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정
부가 인정한 평가기관에서 기관평가인증을 받도록 되었다.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2007.10 신설)
-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2007.5 제정)
-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2008.11 제정)
- 「고등교육기관의자체평가에관한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1호 : 2008.12 제정)
- 「고등교육기관의평가인증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21163호 : 2008.12 제정)

2) 기관평가인증제 시행기관 지정(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0-386호)
 새롭게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률에 따라 대학 자체평가가 의무화되고 기관평가인증은 정
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교협 부설 한국대학평가원(
이하 평가원)은 기관평가인증제 시행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준비를 해 왔으며, 2009년
정부의 고등교육 평가인증제 시행기관 인정을 위한 계획에 근거하여 기관평가인증제의
시행기관으로 신청하였으며, 2010년 11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시행기관으로 인정을 획득하였다.
206

제2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분야별 활동

/

Ⅳ. 대학교육 내실화를 위한 대학평가 지원

 대교협 평가원이 정부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시행기관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2011년
부터 기관평가인증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4항에 근거하여 대학평가 · 인증 결과를 2014년부터 정부의
행 · 재정적 지원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3) 대학평가인증제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
대학기관평가인증 법적 근거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신설 2007.10.17)
○ 고등교육기관의평가인증등에관한규정(제정 2008.2.17. 대통령령 제21163호)

			

다. 대학기관평가인증제 실시 경과

1) 2011년도
가) 추진현황
(1) 2011년 대학기관평가인증 운영
○ 일정
주요 진행 일정
기관평가인증 신청서 접수 및 확정
- 2011년 기관평가인증 신청 안내
- 기관평가인증 신청 마감
- 기본모형 평가인증대상 대학 확정 통보
- 2011년 인증신청대학 설명회 개최

기본
1월 14일
2월 15일
2월 21일
3월 8일

대학평가인증 담당자 워크숍 개최

4월 28일

대체추가모형 평가인증대상 대학 확정 통보

6월 9일

기관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신청서 접수
- 평가위원 후보자 평가대상 대학 및 평가영역 배정
- 평가위원 후보자에 대한 대학별 의견 수렴
- 평가대상 대학에 대한 평가위원 후보자 의견 수렴
자기점검평가보고서 제출

대체추가

9월 5일~9일
9월 14일~22일
9월 23일~30일
10월 4일~7일
10월 14일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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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진행 일정

기본

대체추가

평가위원 서면평가 워크숍 개최

10월 20일~22일

12월 1일~3일

서면평가 수행

10월 24일~11월 4일

12월 5일~12일

평가위원 현지방문평가 워크숍 개최

11월 7일~8일

12월 19일~20일

현지방문평가 수행

11월 9일~19일

12월 21일~29일

결과검증회의 및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 평가영역별 결과검증회의
- 총괄평가 결과검증회의
- 기관평가위원회별 결과검증회의

11월 25일
12월 3일
12월 5일~16일

12년 1월 5일~6일

평가결과보고서 대학 송부 및 대학의견 수렴

2012년 1월 2일~20일

1월 13일~25일

기관평가위원회별 대학별 의견서 검토

1월 25일~31일

1월 25일~31일

대학평가인증위원회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 심의·의결

2월 2일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 공표

2월 15일

대학기관평가인증 인증 획득 대학 인증패 수여식

2월 16일

(2) 2011년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
(가) 신청대학 : 총 31개교
 기본모형 : 24개교
경상대, 경일대, 경희대, 군산대, 동국대(서울), 서울대, 성균관대, 울산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충남대, 포항공대, 한림대, 한서대, 한양대
(서울), 한양대(ERICA), 한영신학대, 호원대
※ 경희대, 중앙대는 본분교 통합 평가함
 대체추가모형 : 7개교
강남대, 꽃동네대, 덕성여대, 동서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동대, 한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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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위원 Pool 운영 및 연수
 연수 일정 및 주요 내용(프로그램 사례)
시간

주요 내용

발표자

10:00~10:30 (30분)

등록

사회: 서동석 (대교협 평가기획팀장)

10:30~10:40 (10분)

• 개회, 인사말씀

서민원 (한국대학평가원 원장)

10:40~11:10 (30분)

• 주 제 (1): 대학기관인증평가의 동향과 과제

서민원 (한국대학평가원 원장)

• 주 제 (2):
11:10~12:30 (80분)

- 대학기관평가인증제 개관

서동석(대교협 평가기획팀장)

-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준거 수준별 판정
12:30~13:30 (60분)

중식

13:30~15:00 (90분)

• 주 제 (3): 평가영역별 평가준거 및 진단기준

15:00~15:20 (20분)

Break Time

15:20~16:20 (60분)

• 주제 (4): 대학기관평가인증제 평가위원의 역할

16:20~16:30 (20분)

• 폐회, 이수증 수여

백정하 (대교협 책임연구원)

전현정 (대교협 선임연구원)

다) 기관평가인증 설명회 및 담당자 워크숍(사례)
시간

주요 내용

13:30∼14:00 (30분)

등록

14:00∼14:10 (10분)

• 인사말: 정병걸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장)

14:10∼14:50 (50분)

• 시범대학 평가를 통한 기관평가인증의 개선 방향

14:50∼15:30 (60분)

• 대학 건의사항 조치

15:30∼16:30 (60분)

• 질의응답

발표자

서민원 (한국대학평가원장)
백정하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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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년도
가) 추진현황
(1) 2012년 대학기관평가인증 운영
주요 내용

1차

2차

- 대학기관평가인증 설명회

2011년 11월 14일

2월 21일

- 2012년 신청 안내

2011년 11월 15일

2월 29일

- 대안모형 신청 마감

2011년 12월 9일

3월 26일

- 기본모형 신청 마감

2011년 12월 23일

4월 9일

1월 2일

4월 27일

- 기획처장 간담회

-

5월 9일

- 서면평가 워크숍

3월 30일

5월 29일~30일

- 현지방문평가 워크숍

6월 5일

10월 4일

- 평가위원 신청서 접수

4월 5일 ∼11일

7월 24일∼27일

- 평가위원 후보자 평가대상 대학 및 평가영역 배정

4월 12일∼17일

7월 30일∼8월 6일

- 평가위원 후보자에 대한 대학별 의견 수렴

4월 18일∼24일

8월 7일∼16일

5월 2일∼4일

8월 24일∼28일

자체진단평가보고서 제출

6월 1일

9월 28일

평가위원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 워크숍 개최

6월 7일~9일

10월 10일~12일

서면평가 수행

6월 4일~15일

10월 4일~12일

현지방문평가 수행

6월 18일~29일

10월 15일~11월 2일

결과검증회의 및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7월 2일~31일

11월 5일~23일

평가결과보고서 대학 송부 및 대학의견 수렴

8월 1일~17일

11월 26일~12월 5일

기관평가위원회별 대학별 의견서 검토

8월 20일 ∼9월 2일

12월 6일~14일

기관평가인증 신청서 접수 및 확정

- 평가인증대상 대학 확정 통보
대학평가인증 신청대학 담당자 워크숍

기관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대상 대학에 대한 평가위원 후보자 의견 수렴

210

대학평가인증위원회 평가결과 심의·의결

12월 18일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 공표 및 인증서(패) 수여식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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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차

대학 및 평가위원 대상 사업 만족도 조사

12월 14일~31일

사업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

2013년 1월 2일~31일

대학별 평가결과보고서 제작 및 송부

2013년 2월 1일~28일

(2) 2012년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
(가) 신청대학 : 총 30개교
- 1차 신청대학 : 4개교
기본모형 : 4개교
건국대학교, 연세대학교(서울), 연세대학교(원주), 이화여자대학교
- 2차 신청대학 : 26개교
 기본모형 : 24개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성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주대
학교, 단국대학교(본교), 단국대학교(분교), 대전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신대학교, 목
포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결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아주대학교, 우석대학
교, 충북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호서대학교
 대안모형 : 2개교
나사렛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나) 평가결과 : 30개교 인증
인증기간 : 5년(2013. 1. 1 ~ 2017. 12. 31)

(3) 2013년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
지역

구분

대학

지역

구분

대학

지역

구분

대학

경남

사립

가야대학교

대전

사립

목원대학교

전북

사립

예수대학교

경기

사립

가천대학교

전남

사립

목포가톨릭대학교

경기

사립

용인대학교

서울

사립

가톨릭대학교

대전

사립

배재대학교

대전

사립

우송대학교

충북

사립

부산

국립

부경대학교

전북

사립

원광대학교

건국대학교
(글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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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분

대학

지역

구분

대학

지역

구분

대학

충남

사립

건양대학교

부산

사립

부산가톨릭대학교

경북

사립

위덕대학교

경남

국립

경남과학기술대

부산

국립

부산대학교

경기

사립

을지대학교

경남

사립

경남대학교

부산

사립

부산외국어대학교

인천

사립

인천가톨릭대학교

강원

사립

경동대학교

경남

사립

부산장신대학교

서울

사립

장로회신학대학교

경북

사립

경운대학교

서울

사립

삼육대학교

전북

사립

전주대학교

대구

사립

계명대학교

서울

사립

상명대학교

충남

사립

중부대학교

서울

사립

고려대학교

충남

사립

상명대학교(천안)

경기

사립

차의과학대학교

세종

사립

고려대학교(세종)

강원

사립

상지대학교

경남

국립

창원대학교

부산

사립

고신대학교

서울

국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충남

사립

청운대학교

강원

사립

관동대학교

서울

공립

서울시립대학교

충북

사립

청주대학교

서울

사립

광운대학교

경기

사립

서울신학대학교

전남

사립

초당대학교

서울

사립

국민대학교

서울

사립

서울여자대학교

서울

사립

총신대학교

서울

사립

그리스도대학교

경기

사립

서울장신대학교

경기

사립

평택대학교

충남

사립

금강대학교

충북

사립

서원대학교

경기

국립

한경대학교

경북

국립

금오공과대학교

충남

사립

선문대학교

충북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광주

사립

남부대학교

충북

사립

세명대학교

서울

사립

한국성서대학교

충남

사립

남서울대학교

서울

사립

세종대학교

경기

사립

한국외국어대학교

경북

사립

대구가톨릭대학교

경기

사립

수원대학교

서울

사립

한국항공대학교

경북

사립

대구대학교

서울

사립

숙명여자대학교

강원

사립

한라대학교

경북

사립

대구한의대학교

전남

국립

순천대학교

대전

국립

한밭대학교

경기

사립

대진대학교

서울

사립

숭실대학교

서울

사립

한성대학교

서울

사립

동덕여자대학교

부산

사립

신라대학교

경기

사립

한세대학교

부산

사립

동명대학교

경북

국립

안동대학교

경기

사립

협성대학교

부산

사립

동아대학교

경북

사립

영남대학교

광주

사립

호남대학교

부산

사립

동의대학교

경북

사립

영남신학대학교

서울

사립

홍익대학교(서울)

경기

사립

명지대학교

경남

사립

영산대학교

세종

사립

홍익대학교(세종)

제2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분야별 활동

/

Ⅳ. 대학교육 내실화를 위한 대학평가 지원

나) 평가위원 Pool 운영 및 연수
(1) 2012년 주요 내용
 평가위원 풀(Pool)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표준 교육과정(안)을 마련하여 2011년 당일로
운영하였던 연수 프로그램을 1박 2일의 일정으로 체계적으로 운영
 연수 내용은 기관평가인증제 개요, 평가의 기본개념, 전문가 판단에 의한 기관인증평가,
평가내용 구성 체계, 평가위원의 역할 등에 대한 강의와 평가준거의 점검사항을 적용한
모의평가, 결과검증 등 기관평가인증의 모든 절차를 실제 경험할 수 있도록 함

(2) 2013년 주요 내용
 2012년과 동일하게 1박 2일의 일정으로 운영하고, 모의평가 결과검증 시에는 서면평
가에 따른 추가요청자료, 현지확인사항 등을 추출하도록 하면서 조별로 판정이 일치하
지 않는 경우는 2011년, 2012년 판정결과와 평가의견을 제시하여 평가시 주안점을 확
인할 수 있도록 함

구분

설립

2012년

2013년

국립

130

181

사립

420

590

해당 없음

3

3

남

502

695

여

51

79

40세 이하

5

3

41세~45세

37

48

46세~50세

118

168

51세~55세

202

249

56세~60세

172

266

61세 이상

19

40

성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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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2년

2013년

인문사회

308

415

공학

145

206

자연과학

70

112

의학

6

9

예체능

19

25

기타

5

7

5,000명 미만

104

153

5,000명 이상~10,000명 미만

202

285

10,000명 이상~15,000명 미만

115

165

15,000명 이상~20,000명 미만

77

94

20,000명 이상~25,000명 미만

50

72

25,000명 이상

2

2

해당 없음

3

3

강원

26

40

경기

64

88

경남

20

31

경북

52

77

광주

21

33

대구

11

16

대전

39

60

부산

38

51

서울

135

172

울산

3

5

인천

10

12

전남

15

24

전북

34

43

제주

7

7

충남

47

67

계열

규모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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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013년

31

48

553

774

(3) 평가위원 연수 실시 현황
 일정 및 참석인원
연도

시기

일시

장소

이수자

1차

6월 13일(수)∼14일(목)

대전 호텔 리베라 유성

79명

2차

7월 11일(수)∼12일(목)

대전 유성호텔

129명

2월 25일(월)∼26일(화)

서울 The-K 호텔

151명

2012

2013

 연수 프로그램(사례)
 1일차
일정
10:30~11:00 (30분)
11:00~11:20 (20분)

주요 내용
등록
• 개회
• 인사말씀

진행 및 장소
숙소 배정

서민원(한국대학평가원장)

11:20~12:20 (60분)

• Ice Breaking

서지영, 황청일(한국대학평가원 선임연구원)

12:20~13:30 (70분)

중식

별관 3층 코스모스홀

13:30∼14:00 (30분)

• 대학기관평가인증 개관

서동석(한국대학평가원 평가기획팀장)

14:00∼14:50 (50분)
14:50∼15:00 (10분)
15:00∼16:00 (60분)

• 평가의 개념 및 유형
• 평가의 타당도 및 신뢰도

김성숙(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평가본부장)

휴식
• 대학기관평가인증: 전문가 판단에 의한
정성평가의 논리와 방법

서민원(한국대학평가원장)

16:00∼16:10 (10분)

휴식

16:10∼17:10 (60분)

• 평가영역별 평가준거 및 진단기준 - 1, 2영역

서지영(한국대학평가원 선임연구원)

17:10∼18:00 (50분)

• 평가영역별 평가준거 및 진단기준 - 3영역

전현정(한국대학평가원 선임연구원)

18:00∼19:00 (60분)

석식

별관 3층 코스모스홀

21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30년史
제 1 부 역사의 탑

/

제 2 부 헌신의 탑

/

제 3 부 내일의 탑

/

부록

제2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분야별 활동
 2일차
일정

주요내용

진행 및 장소

07:30~09:00 (90분)

조식

09:00∼10:00 (60분)

• 평가영역별 평가준거 및 진단기준 - 4, 5, 6영역

10:10~12:00 (90분)

서동석(한국대학평가원 평가기획팀장)

• 모의평가 수행 방법 안내

서지영(한국대학평가원 선임연구원)

• 평가 점검사항 논의

12:00~13:00 (60분)

중식

별관 3층 코스모스홀

13:00∼14:00 (60분)

- 평가 점검사항 적용한 모의평가

• 모의평가
- 추가 요청자료, 면담자 및 방문 시설 목록 작성

서지영(한국대학평가원 선임연구원)

14:00∼14:20 (20분)

휴식

14:20∼15:40 (80분)

- P(충족), W(미흡), F(미충족) 판정 결과 및 평가의견

• 모의평가 결과 검증
확인
15:40∼16:20 (40분)
16:20∼16:40 (20분)

서지영(한국대학평가원 선임연구원)

•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준거 수준별 판정
• 평가위원의 역할 및 자세
• 폐회, 이수증 수여

서동석(한국대학평가원 평가기획팀장)

다) 기관평가인증 설명회
 일정 및 참석 인원
시기

일시

장소

참석 인원

1차

2011년 11월 14일(월)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대공연장

179명

2차

2012년 2월 21일(화)

대전대학교 30주년기념관 하나컨벤션홀

132명

 설명회 프로그램(사례)
시간

주요 내용

13:00~13:30 (30분)

등록

13:30~13:40 (10분)

• 개회, 인사말씀

발표자

서민원 (한국대학평가원 원장)

• 주 제 (1): 대학기관평가인증 개요
13:40~14:20 (40분)

- 대학기관평가인증 내용 및 절차
- 2012년도 대학기관평가인증 추진 일정

14:20~14:30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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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 주 제 (2): 평가준거별 평가 기준
- 평가준거별 근거 자료 및 자료기준연도
14:30~15:30 (60분)

- 평가준거별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 및 산출식

전현정 (한국대학평가원 선임연구원)

- 평가준거의 대체 및 추가
• 주 제 (3): 대학 특성화 평가
15:30~16:00 (30분)

• 질의응답, 폐회

라) 평가위원 워크숍
 목적
-2
 012년 대학기관평가인증 1, 2차 신청대학에 대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운
영을 위한 평가위원 전문성 제고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제공
-서
 면평가워크숍 : 인증을 받고자 하는 대학의 평가원에 제출한 자체진단평가보고서를
토대로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현지방문
평가 시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함
-현
 지방문평가워크숍 : 현지방문평가 시 수행하게 되는 추가자료 확인, 면담, 시설 방문
과 현지상호협의회 운영 방법 및 현지방문평가 세부 일정에 대한 안내를 실시함

마) 평가결과 검증회의
 주요 추진 내용
〈1차 신청대학 평가결과 검증회의〉
- 일자 : 2012년 7월 5일(목)~6일(금)
- 장소 : 라마다 호텔 앤 스위트 서울 남대문
- 참석 인원 : 평가위원 10명(2개반×5명)

 회의일정(사례)
 1일차
일정

주요내용

13:30∼14:00

등록

14:00∼14:20

• 개회, 인사말씀

진행 및 장소
309호
서민원(한국대학평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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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14:20∼15:00

주요내용
• 워크숍 일정 안내

서동석(평가기획팀장)

•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

15:00∼15:20

휴식

15:20~18:00

• 모범사례 확인

진행 및 장소

서지영(한국대학평가원 선임연구원)
장소 이동

• 평가준거별 평가결과 확인 및 조정
• 평가부문 및 평가영역 판정
18:00~19:00

석식

19:00~21:00

• 평가결과보고서 기술 수정 - 평가준거, 영역

 1, 2, 6영역: 서지영, 황청일(309호)
 3, 4, 5영역: 서동석, 전현정(611호)
24층 레드스퀘어

 1, 2, 6영역: 서지영, 황청일(309호)
 3, 4, 5영역: 서동석, 전현정(611호)

 2일차
일정
08:00∼09:00
09:00∼11:30

주요내용

진행 및 장소
24층 레드스퀘어

조식
• 평가단별 평가결과 종합

진행: 평가단장

• 대학별 모범사례 확정

309호

• 추후 일정 안내
11:30∼12:00

• 1차 신청대학 평가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 평가위원

서동석(평가기획팀장)
309호

수, 영역 배정 등
• 폐회

12:00∼13:00

중식

바) 대학기관평가인증시스템 고도화 및 홈페이지 개발
 대학기관평가인증시스템 구축 : http://aimsys.kcue.or.kr
로그인 화면

국문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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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기관평가인증 국·영문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 http://aims.kcue.or.kr

영문홈페이지 화면

인증대학 현황 소개 화면

사) 대학평가 국제교류 협력 강화
- 대학평가 국제기구 가입 및 세미나 참석
-아
 시아, 유럽지역 평가기구 간 네트워킹 구축을 위하여 ENQA 참관 회원 가입 및 기존
가입기구(INQAAHE, APQN) 주최 세미나 참석
- 대학평가기구 간 MOU 추진 및 체결
- 아시아, 유럽지역 평가기구 간 교류 확대를 위하여 MOU 추진
- 대학평가기구의 방문 대응
- 대학평가 국제기구 간 네트워킹 구축 및 정보 공유를 위해 적극 대응

아) 인증대학 홍보
- 대교협 입시자료에 인증 및 인증대학 홍보
- 인증 국영문 홈페이지를 통한 인증대학 명단 및 인증기간 안내
-대
 학 간(국가 간) 인증 여부 확인 및 인증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인증대학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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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학기관평가인증제 실시 결과
 2011년에 처음 시행된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는 교육수요자 및 일반 국민에게 대학교
육의 질 평가를 통한 공신력을 부여하고자 도입되었으며, 2013년에는 총 96개 대학으로
부터 신청을 받아 3차년도 평가를 시행함
 대학평가인증위원회(위원장

김영호, 배재대학교 총장)는 96개 신청 대학 중 87개 대학
‘인증’, 3개 대학 ‘조건부인증’, 6개 대학 ‘인증유예’로 최종 심의·의결함
 ‘인증’ 판정을 받은 대학은 향후 5년간 인증이 유효
 인증평가 과정에서 발굴된 대학운영의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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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모범사례

가톨릭대학교

효과적인 성과관리중심의 특성화 사업

경동대학교

취업보장 취업프로그램

계명대학교

교수학습센터 조직 및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국민대학교

사제동행세미나 교과목 개설 운영

금오공과대학교

자체평가 환류 시스템 운영

남서울대학교

사회봉사지원센터 조직 및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대구대학교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

대진대학교

감사관리 프로그램

동아대학교

진로지도 및 취업상담

삼육대학교

비전드림 – 삼육 MVP 인성교육에 기반한 사회봉사

상지대학교

자체평가

서울여자대학교

바롬 인성 교육과정

숭실대학교

ALC를 활용한 창의적 수업

영남대학교

훌륭한 교수·학습지원시설 확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전주대학교

통합 교양과정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연계 교양과목 개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내 제1의 글로벌 대학을 지향하는 단계별 글로벌 특성화 교육

한성대학교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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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2013년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활용
2011년에 도입된 대학기관평가인증은 2013년 현재 총 194개 대상 대학 중 157개 대학
(80.9%)이 신청하였으며, 평가결과 151개 대학이 인증(인증 148개교, 조건부인증 3개교), 6
개 대학이 인증유예 판정을 받음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는 2014년부터 정부의 행·재정 지원 사업과 연계(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0-386호. 2011. 11. 11)되며, 다음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됨
- 대학에는 자기점검의 기회 및 상시 평가체제 구축을 통한 교육의 질 개선
- 사회에는 대학교육에 대한 질 보증과 사회적 공신력 부여
- 국가적으로는 고등교육 질 보증 체제 구축 및 정부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 국제사회에는 고등교육의 국제적 통용성 확대를 통한 국가간 학력인정 및 교류협력 증
진 기반 구축

 2011~2013년 대학기관평가인증 인증대학 명단
구분
2011년
(30개교)

2012년
(30개교)

대학명
강남대, 경상대, 경일대, 경희대, 군산대, 꽃동네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서대, 서울대, 성균관대, 울산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충남대, 포항공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동대, 한림대,
한서대, 한신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호원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경기대, 경북대, 경성대, 공주대, 광주대, 나사렛대, 단국대(죽전), 단국대(천안),
대전대, 동국대(경주), 동신대, 국립목포대, 서강대, 성결대, 성신여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원주),
우석대, 이화여대, 충북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호서대
가야대, 가천대, 가톨릭대, 건국대(글로 컬), 건양대, 경남과기대, 경남대, 경동대, 경운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고신대, 관동대, 광운대, 국민대, 그리스도대, 금강대, 금오공과대, 남부대, 남서울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진대, 동덕여대, 동명대, 동아대, 동의대, 명지대, 목원대, 목포가톨릭대,
배재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 부산외국어대, 부산장신대, 삼육대, 상명대, 상명대(천안), 상지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서울장신대, 서원대, 선문대, 세명대, 세종대, 수원대,

2013년

숙명여대, 순천대, 숭실대, 신라대, 국립안동대, 영남대, 영남신학대, 영산대, 예수대, 용인대, 우송대, 원광대,

(91개교)

위덕대, 을지대, 인천가톨릭대, 장로회신학대, 전주대, 중부대, 차의과학대, 창원대, 청운대, 청주대, 초당대,
총신대, 평택대, 한경대, 한국교통대, 한국성서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라대, 한밭대, 한성대, 한세대,
한영신학대, 협성대, 호남대, 홍익대, 홍익대(세종)

※ 2011년 인증유예 → 2013년 재평가 결과 인증 대학 1개교 포함
※ 조건부인증 대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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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 재정지원
평가 위탁사업
추진 성과 및 쟁점

가.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교육역량강화사업은 2012년 4월부터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교육부 위탁사업을 이관 받아
대교협이 추진하여 오고 있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 주요 현황 및 성과, 그리고 쟁점은 다음
과 같다.

1) 정책 추진 배경 및 경과
가) 추진배경
(1) 교육역량강화지원
 경제 규모의 팽창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미흡
○ 지식경제 · 사회에서 대학교육은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인이나 기업의 질 높은 인적
자원 양성요구와 학습자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대학교육이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
다는 지적 제기
※ 대학교육의 경쟁 사회 요구 부합도(IMD, ’08) : 53위 / 55개국
※대
 졸자 대학교육 만족도 3.1점/5점(’06 직능원), 대졸 신입사원에 대한 기업체 만족도
25.9%(’05 경총)
○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 대학의 학부 수준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취약
※학
 부 수준 재정지원 : NURI, 수도권 특성화, 산중사업 등 4천억 수준(고등교육 예산 4.3
조원 ’08)

 대학의 정부주도 정책지원 의존으로 자율적 역량 강화 취약
○ 정부에

의한 특성화 분야 선정과 평가 등 하향적 재정지원에 대한 대학의 의존도가 높
아 자율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 부족
○ 기관

단위 포괄재정지원 비중(5.9%, ’07)이 낮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전략적 투자에 한계
※ 선진국의 기관단위 재정지원 비중(’07) : 일본 81.4%, 미국 82.2%, 핀란드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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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중심 대학평가를 통한 재정지원으로 자율적 교육역량 강화 유도 필요
○ 대학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 지표가 반영된 포뮬러에 의한 성과중심 재정지원으로 대
학 간 경쟁풍토 조성
○ 재정지원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포괄 지원(Block Grant)으로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대
학 총장의 자율적·전략적 투자 촉진

(2)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
 학습풍토의 개선 시급
○ 대부분의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소모적인 경쟁을 하며, 그 결과 공
부는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
-우
 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84%)임. 반면, 학생들이 진학을 선호하는 대학
은 몇몇 명문대에 불과하므로 대학입학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실정임
-학
 생들은 공부하는 목적 자체를 사회적 출세와 신분을 보장해 주는 명문대학 진학에 두
고 있으며, 명문대학 진학에 실패할 경우 아예 학업능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부정
적 자아개념이 형성됨
-학
 생 자신의 학업능력과 학업에 대한 부정적 자아개념은 학습에 전념하는 대학풍토 조
성에 악영향
○ 질 높은 교수-학습 면학분위기 조성 미흡
-대
 부분의 학생은 자신이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채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며, 대학에 진학한 다음에야 해당 대학과 전공학과가 자신
에게 적합한 것인지를 고민하는 경우도 흔함
-대
 학에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학생들을 잘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편이며,
특히 대학입학 후 신입생이 수강하는 교양교육의 질이 학생들이 학업에 흥미를 갖지 못
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함

 교육수요자의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 결여
○ 학부교육에

대한 만족도 저하
-국
 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2009년 전국 6개 대학 36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
사한 결과, 교육과정, 강의내용과 방법, 교육시설, 행정서비스 등 학부교육 전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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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만족도는 20% 내외에 불과
○ 고등학교까지의

주입식 교육방식에 습관화된 학생들의 탐구중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부족으로 현대 사회와 산업계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거나 배출하지 못하
고 있음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한 글로벌화
○우
 리나라 대학교육의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약화
-세
 계는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고 있으며,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이런 상
황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길러주
어야 함

 대학 학부교육에 대한 교육정책적 투자와 지원 미흡
○학
 부 교육의 질 향상과 개선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이 연구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

나) 추진경과
 2008년 고등교육재정 1조원 확충 계기, 사업 신설(’07.12)
 신정부 출범에 따라 대학 재정지원 포뮬러펀딩 방식 도입(’08. 3)

※ 대학 자율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식 개편(신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
- 기존 선정평가 방식의 정책목적형 사업이 대학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축소하고 객관적 지표(포뮬러)에 의한 재정지원으로 전환

 2008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확정(’08. 7)
 2008년도 지원대상 대학 및 지원금 확정·발표(’08. 8)
○6
 4개교(수도권 25개, 지방 39개) 선정, 총 500억원 지원
 2009년도 사업 기본계획 확정·공고(’09. 3)
 2009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최종 확정·발표(’09. 4)
○8
 8개교(수도권 31개, 지방 57개) 선정, 총 2,649억원 지원
 2010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확정·공고(’10. 2)
○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신설, 사업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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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신설
-“잘 가르치는 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로, 학부교육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투자 유도

 2010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확정·발표(’10. 3)
○8
 8개교(수도권 31개, 지방 57개) 선정, 총 2,600억원 지원
 2010년도 학부교육선도대학지원사업 지원대학 선정·발표(’10. 6)
○1
 1개교(수도권 4개, 지방 7개) 선정, 총 300억원 지원
 2011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확정·발표(’11. 5)
○8
 0개교(수도권 29개, 지방 51개) 선정, 총 2,420억원 지원
 2011년도 학부교육선도대학지원사업 지원대학 선정·발표(’11. 5)
○1
 1개교(수도권 3개, 지방 8개) 선정, 총 600억원 지원
 2012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확정·발표(’12. 5)
○8
 0개교(수도권 29개, 지방 51개) 선정, 총 2,420억원 지원
 2012년도 학부교육선도대학지원사업 지원대학 선정·발표(’12. 5)
○3
 개교(수도권 1개, 지방 2개) 선정, 총 400억원 지원
 2013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관리 운영
○8
 0개교(수도권 29개, 지방 51개) 선정, 총 2,420억원 지원

2) 추진 현황
가) 교육역량강화지원(2011년도 사업기준)
 재정지원 방안
○지
 역별, 규모별, 대학 특성별 등 8개 유형*으로 구분
※ 기본지원금의 90%를 재학생수(학부) 기준, 10%를 학교수 기준으로 배분
- 수도권 대학 지원 : 601.7억원
① 재학생 1만명 이상 대학 : 408.86억원
② 재학생 5천명~1만명 대학 : 133.63억원
③ 재학생 5천명 미만 대학 : 59.21억원
- 지방대학 지원 : 1,601.22억원
① 재학생 1만명 이상 대학 : 871.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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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학생 5천명~1만명 대학 : 510.92억원
③ 재학생 5천명 미만 대학 : 219.08억원
- 산업대학 지원 : 119.02억원
- 교육대학 지원 : 44.66억원

 유형별 재학생수(’10.4.1. 기준)

(단위: 명)

일반대
구분

산업대

교대

계

39,690

25,155

5,450

618,745

261,750

86,553

46,368

15,205

878,483

389,638

126,243

71,523

20,655

1,497,228

1만명 이상

5천~1만명

5천명 미만

수도권

420,563

127,887

지방

468,607

계

889,170

 유형별 학교수(’10.4.1. 기준)

(단위: 명)

일반대
구분

산업대

교대

계

26

3

2

73

34

48

8

8

127

52

74

11

10

200

1만명 이상

5천~1만명

5천명 미만

수도권

24

18

지방

29

계

53

나) 지원대학 선정 및 재원배분 방안
「교육지표 포뮬러」 적용

「재원배분 포뮬러」 적용

지원대학 및

: 대학별 지원 우선순위 결정

: 대학별 지원금 결정

지원금 확정

 지원대학 순위 결정 : 「교육지표 포뮬러」 적용
○ 「교육지표

포뮬러」 적용 결과 순위가 높은 대학부터 순서대로 지원하되, 유형별 지원
총액 한도 내에서 지원대학 선정·지원
- 개별 지표에 대한 획득 점수를 합산, 총점순으로 순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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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 구성
○ 포뮬러는

대학의 교육여건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로 구성하고, 정책유
도 지표 포함
○ 대학별

지표값은 대학 정보공시제에 따른 공시정보를 활용하되, 취업률 관련 세부지
표는 교과부 자체조사결과, 대입전형 지표는 각 대학이 대교협에 제출한 자료를 활용

<교육지표 포뮬러>
지표 내용

성
과

공시항목

① 취업률: 0.8×(6월 · 12월 평균취업률+해외취업률) + 0.2×유지취업률

5-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② 재학생 충원율
: 0.6×(전체 재학생 수/편제정원) + 0.4×(정원내 재학생 수/편제정원)

4-마. 재적학생 현황

4-라-1. 재학생 충원율

지
6-마.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표

③ 국제화: 0.7×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 0.3×외국인 졸업생 비율
5-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④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교원 법정정원

6-다. 전임교원 확보율
2-나. 성적평가 결과(분포)

⑤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11-나-1. 강좌당 학생수
: 0.5×학점관리 현황(T점수) + 0.2×소규모 강좌 비율(T점수) + 0.15×전임교원 강의
11-나-2. 교원 강의담당 비율
담당 비율(T점수) + 0.15×시간강사강의료 지급단가(T점수)
13-차. 시간강사 강의료

여
건

8-가. 일반회계 예결산 현황

지

⑥ 장학금 지급률: ｛교내 장학금(학비감면+내부장학금+근로장학금) + 교외 장학금(사설 8-나. 기성회계 예결산 현황
8-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및 기타)｝/등록금 총액

표

11-다. 장학금 수혜 현황

⑦ 학생1인당 교육비: 총 교육비 / 재학생수

9-나. 학생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⑧ 등록금 인상 수준
: 100 - (0.4×’10년도 등록금 인상 지수 + 0.6×’11년도 등록금 인상 지수)

8-차. 등록금 현황

⑨ 대입전형 지표: 0.5×대입전형 간소화 + 0.5×대입전형 공교육 연계

-

 지표별 반영 비율
○ 포뮬러

지표별 반영 비율은 사업목적과 정책 부합도 및 지표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
여 설정
- 대학의 특성에 따라 일부 지표의 구성 및 반영비율을 차별화
※지
 표 정의가 상이해진 지표중 일부(취업률,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등록금 인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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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와 신규지표(대입전형 지표)는 향상도 고려대상에서 제외
○일
 반대학 및 산업대학
-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지표에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 단가’를 추가하여 반영비율을 확
대(5%→10%)하고, ‘취업률’지표의 반영 비율을 축소(25%→20%)
※ ’10년도 사업 기본계획(’10.2.17.)에서 예고
- ‘장학금 지급률’지표 및 ‘1인당 교육비’지표의 반영 비율 축소(15%→10%)
※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과 지표 연계성 강화
- ‘대입전형’지표 신규 도입(5%)
※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전형의 공교육 연계 강화 유도
- ‘등록금 인상수준’지표의 반영비율 확대(5%→10%)
※ 물가 안정 및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유도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성과지표(45%)
구분

여건지표(55%)
등록금
인상
수준

대입전형
(신규)

10%

10%

5%

9%

9%

10%

5%

1%

1%

-

-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국제화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및 장학금 1인당
교육과정 운영 지급률 교육비

전체

20%

20%

5%

10%

10%

10%

현황지표

20%

18%

4.5%

9%

10%

향상도 지표

-

2%

0.5%

1%

-

○교
 육대학
-일
 반대학의 포뮬러지표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지표를 사용하되, 교육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구성 및 비중을 조정
- 교대 설립목적을 반영하여 ‘취업률’지표를 ‘임용시험합격률*’로 변경
* 교과부 내부자료 활용
-학
 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대 정원 축소 정책 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재학생충원율’
지표 반영비율 축소(20%→10%) 및 향상도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고, 100% 이상일 경
우 동일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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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
성과지표(35%)

여건지표(65%)

임용시험
합격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장학금
지급률

1인당 교
육비

등록금
인상
수준

대입전형
(신규)

전체

25%

10%

10%

10%

15%

15%

10%

5%

현황지표

25%

10%

9%

10%

13.5%

13.5%

10%

5%

향상도 지표

-

-

1%

-

1.5%

1.5%

-

-

구분

 대학별 점수 산출
○각
 지표별 점수는 표준화(T 점수로 변환)하여 지표별 반영비율에 따라 획득점수를 합
산, 총점을 산출
※ 표준화된 형태로 지표값이 산출된 지표에 대해서는 지표값을 그대로 활용
- 지표별 표준 점수의 최저점은 20점, 최고점은 80점으로 설정
*

(X= 지표값, m= 평균, a= 표준편차),

-각
 지표별 향상도는 ’10년 대비 ’11년도 지표값의 증가율로 계산하고, 표준화(T 점수
로 변환)하여 반영(최저점 20점, 최고점 80점)
○8
 개 유형별로 포뮬러 획득 총점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 결정

다) 재원배분 : 「재원배분 포뮬러」 적용
※ 대학 지원금 중 기본지원금(2,366.6억)을 근거로 재원 배분

 지원금 배분
○ 교육지표

포뮬러 획득 점수와 지원대상 대학의 규모, 소재지에 따른 예산규모 차이를
반영하여 재원배분 포뮬러 구성·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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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배분 포뮬러>
기준 경비

규모 지수

×
10,200천원

성과 지수

×
√재학생수

지역 계수
=

×
획득점수/총점

수도권 : 3.8 /지방 : 6

대학별
재정지원액

- 기준 경비 : 10,200천원*
* 2010년도부터 공시한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출근거에 따른 전국 4년제 대학 1인당 교육비 평균(’09년도 결산 기
준) : 10,193천원

- 규모 지수 : 대학별 재학생 수(학부)의 제곱근
※ 순수 종교지도자 양성학과의 재학생은 제외하고 재원 배분
- 성과 지수 : 교육지표 포뮬러 획득점수 / 총점
- 지역 계수* : 수도권과 지방의 예산규모 차이를 고려, 차등 적용
* 수도권 대학 : 3.8 / 지방대학 : 6

※ 교육대는 소재지에 따른 교육여건 차이가 미미하므로 수도권 계수 동일 적용
○ 2010년

행정제재 계획에 따른 제재 대상 대학 중 지원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및 타 재
정지원사업에서 조치 미이행 등으로 제재받는 대학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에 따라 지
원액을 삭감

<행정제재 수위에 따른 포뮬러 적용>
구분

행정제재 내용

포뮬러 적용

가

정원감축(입학정원 5% 이상), 대학원 폐지

지원액 50% 삭감

나

정원감축(입학정원 5% 미만), 설치학과 폐지

지원액 40% 삭감

다

모집정지(입학정원 5% 이상)

지원액 30% 삭감

라

모집정지(입학정원 5% 미만)

지원액 20% 삭감

마

정원동결, 정원동결 및 예고 처분, 기타사항

지원액 10% 삭감

※ 기타 재정지원사업에서 제재받는 경우에는 각 사업에서 규정한 바에 따름

○유
 형별 우선순위에 따라 가용 예산 범위내에서 재원배분
-단
 , 선정 최하위 대학에 대한 지원액이 재원배분 포뮬러 값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상위 순위 대학의 지원액을 동일 비율로 삭감하여 선정 최하위 대학도 재원배분 포뮬
러 값의 50%까지 지원을 받도록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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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액은 10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지원(100만원 단위로 지원)
- 각 대학별 최종 예산 지원액은 수도권 대학(일반회계, 634.28억원)과 지방대학(광특회계,
1,732.32억원) 지원 예산 규모 및 선정규모에 맞추어 보정 가능
※교
 비횡령 등을 사유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 중인 대학의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지원금 축소 및 선정대상 제외, 지원금 집행정지 및 회수 등의 조치 가능

 학부교육 선도대학 지원과 중복 선정된 대학의 지원금 조정 등
○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선정대학 중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에 중복으
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당초 교육역량강화 지원금 중 20%를 삭감하여 지원
※ 2010년도 선정대학의 2011년도 교육역량강화 지원분에도 감액비율 20% 동일 적용
○ 지원금

삭감비율 축소에 따라 사업계획 컨설팅을 통해 「교육역량강화 지원」과 「학부교
육선도대학 지원」간 사업성격 차별화 및 중복 프로그램 운영 최소화 유도
※감
 액으로 인한 재원은 추가선정 없이 기존 선정대학에 재분배하여, ‘선택과 집중’ 원
칙 유지 ((’10) 88개교 → (’11) 80개교 이내로 선정대학 수 축소)

3) 학부교육선도대학 지원사업
가) 사업목적
 다양한 학부교육 선진 모델 창출을 위해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선도 대학 중점 지원
○대
 학의 강점과 건학이념 등을 반영한 경쟁력 있는 다양한 학부 교육 선진 모델 창출
○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지속 지원하여, 선진형 학부 교육 모델의 정
착을 유도

 교육과정과 교육지원 시스템의 총체적 선진화 병행
○ 21세기형

대학 교육 선진화를 위해 지식 융합시대에 걸맞은 교육과정개발 · 운영과 첨
단 교육환경 구축을 지원
○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대학내 학사조직 혁신, 교육의 질관리 체계 구축, 교수 업적평가
제도 개선 등을 동시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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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개요
 사업비 및 사업기간
○사
 업비 : 2011년 600억원
- 대학 지원금 : 597억원 (수도권 209억원, 지방 388억원)
- 사업 관리·운영비 : 3억원
○사
 업기간
- 2011년도 신규 선정대학 : 2011년 ~ 2015년(4년, 2년+2년)
※2
 년 지원후,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이 미진한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중단 계획
- 2010년도 선정대학 : 2010년 ~ 2014년(4년, 2년+2년)

 신청대상 : 4년제 국 · 공 · 사립대학
○교
 육대학 및 산업대학 등도 신청 가능하며, 「교육역량강화 지원」과 신청자격 동일

 지원 대상 및 규모
○ (지원 대상) 9개교 내외
○ (지원 규모) 대학당 평균 30억원 수준
-3
 0억원 이내에서 대학의 특성과 사업 내용 등에 따라 대학별로 적정 규모의 사업계
획을 수립
※사
 업비 집행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교육역량 강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계획 수립
※ 대학별 최종지원액은 전문가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

분야)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선진화, 교육방법 및 지원 시스템 선진화 등을 통
해 학부교육 선도모델을 창출
-사
 업 종료시까지 학부교육을 총체적·체계적으로 선진화하되, 대학별 사업 추진 전략
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 범위 확대 가능
※사
 업초기 일정규모 이상 단과대학(또는 단과대학 간 융합) 등 특정 학사 조직 중
심으로 학부교육 선진화를 추진하되, 단계적으로 추진 범위를 대학 전체로 확대하
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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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조건) 학부교육 선진화를 위해 학사관리, 교수 업적평가, 교육의 질 관리 체계 개
편 등 총체적 제도 혁신 필수
※ (예시) 학생의 전공 선택권 보장(확대), 교육과 연구의 균형된 교수업적 평가, 교수학습의 질관리 체계 개편 등
-연
 차별로 각 대학이 사업계획을 통해 제시한 교육지원 시스템 개선 및 관리 계획을
점검하고 확인
※ 당초 제시한 선진화 계획 불이행 대학에 대해서는 사업비 삭감 등 제재

다) 지원대학 선정방법
 유형 구분
○소
 재지 및 대학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유형 구분
* 학부 재학생수 기준, 대규모는 1만명 이상, 중·소규모는 1만명 미만
-다
 양한 학부교육 선도모델의 창출이 가능하도록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교육역량강
화 지원」 유형 구분과 연계를 고려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선정 비율〉
구 분

대규모(1만명 이상)

중 · 소규모(1만명 미만)

합 계

수도권 (33%)

1개 내외

2개 내외

3개 내외

지 방 (67%)

1~2개 내외

4~5개 내외

6개 내외

합 계 (100%)

2~3개 내외

6~7개 내외

9개 내외

※ 유형별 선정 대학 수는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조정 가능

 평가 내용
○ (개요) 학부교육 선진화 역량과 선진화 계획을 종합 고려
○ (학부교육

선진화 역량, 70%) 기본적 교육여건 및 성과, 학부 교육 선진화를 위해 특성
화된 교육역량 평가
-교
 육여건 검증 강화를 위해, 「교육역량강화 지원」에서 최종 선정된 대학 중에서 지원
대상 최종 선정
-정
 량지표 비중을 확대하고 「교육역량강화 지원」의 교육지표 포뮬러를 공통 활용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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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확보율ㆍ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 학부생 비율 등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
표의 배점비중을 확대
※ 공교육 연계 대입전형 지표 등 「교육역량강화 지원」 포뮬러 수정 · 보완사항 공통 활용
○ (학부교육

선진화 계획, 30%) 교육 목표,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교육지원 시스템 등
을 종합 평가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평가기준>
영역

항목

연번

평가 내용

배점

1

졸업생 취업률

80

2

재학생 충원율

80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3

20

국제화
외국인 졸업생 비율

4

전임교원 확보율

80

학점관리 현황
1. 기본 교육여건 및 성과

학사관리

(500점)
5

및
교육과정
운영

소규모 강좌 비율
75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 단가(신규)

학부교육
선진화
역량
(700점)

6

장학금 지급률

45

7

학생 1인당 교육비

45

8

전체 재학생 중 학부생 비율*

60

9

대입전형(신규)

15

1

교양 교육과정

40

2

전공 교육과정

40

3

비교과 교육 과정

20

1

학생 선발

10

2

학사제도 및 학생지도

25

3

교수-학습 지원 체계 활성화

25

4

교육의 질관리(평가, 환류) 체계

40

1.특성화된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
(100점)
2.
학부교육
특성화
역량
(200점)

2.특성화된 교육지원 시스템 구
축 현황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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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항목

1. 학부교육 선진화 목표 및
계획(80점)

학부교육

2.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선진화

선진화 계획(110점)

계획
(300점)

3. 교육지원 시스템 선진화
계획(1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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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평가 내용

배점

1

계획 수립의 적절성

30

2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 체계의 적절성

30

3

확산 및 지속 가능성

20

1

교양 교육과정

45

2

전공 교육과정

45

3

비정규 교육 과정

20

1

학생선발

10

2

학사제도 및 학생지도

30

3

교수 학습 지원 체계 활성화

30

4

교육의 질관리(평가, 환류) 체계

40

* ‘등록금 인상 수준’대신 ‘전체 재학생 중 학부생 비율’을 반영
* 학부생 비율 산식: 학부 재학생수 / (학부 + 일반대학원) 재학생수

					

나.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추진 목적(배경)
-산
 업계의 입장에서 분야별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 직무역량, 필수 교과목 등을 직접 제
시하고 평가하여 대학교육의 질적 변화 유도
-대
 학 교육과 산업계 요구인력 간 질적 불일치를 해소하고 대학 교육과정 개선에 필요
한 정보 제공

 추진 경과(연도별 추진 현황)
- 「산·학·관 간담회」에서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 추진 합의(’07.5)
※ 경제 · 교육부총리, 경제5단체장, 대교협, 전국국공립 및 사립 총장 협의회장 등 참석
- 기획재정부, ’08년 대통령 업무보고시 관련 내용 보고(’08.3)
- 교육과학기술부,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추진 기본계획 수립(’08.7)
- 2008~2011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1주기 평가 완료, 2012~2013년 2주기 평가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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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8.8~’09.2) (’09.7~’10.4) (’10.7~’11.5) (’11.7~’12.5) (’12.7~’13.5) (’13.6~’14.2)
정보통신,
전자반도체,
자동차,
설계, 시공,

분야

엔지니어링,
은행, 보험, 증권

석유화학

전자반도체

화장품

정보통신

제약

컴퓨터

조선, 일반기계,

컴퓨터(SW),

금속철강

자동차, 건축,

정유석유화학,

신소재

토목, 환경,

정밀화학(화장품)

에너지

바이오(의약,
의료기기),
비이공계분야

총 7개 분야

총 3개 분야

총 3개 분야

총 2개 분야

총 7개 분야*

총 8개 분야**

조사기업

24개 기업

32개 기업

41개 기업

31개 기업

1,517개 기업

(미정)

평가대학

13개 대학

18개 대학

33개 대학

30개 대학

41개 대학

43개 대학

평가학과

32개 학과

29개 학과

74개 학과

36개 학과

103개 학과

112개 학과

* 2012년 7분야 중 2개 분야(환경, 에너지)는 평가는 생략하고 요구분석만 진행
** 2013년 8분야 중 3개 분야(바이오 의약, 의료기기, 비이공계분야)는 평가는 생략하고 요구분석만 진행

 추진 체계

교육부
(기재부·산자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용부·중기청)

운영위원회

대학협력위원회
산업별 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산업계 요구분석 위원회

산업계 평가위원회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의 결과 활용 현황(대학)
- 산업계가 제안한 교육과정 및 최신경향 기술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 개편시 활용
-평
 가결과 우수 대학 사례(산학연계 교육과정) 등을 벤치마킹하여 현장실습 등 운영 개선
하여 산학협력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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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의 효과성(대학)
-산
 업계 관점 대학평가의 효과성에 대한 평균인식수준을 살펴본 결과, 대학의 경우 ‘산업
체 활용 프로그램의 내실화(3.37)’와 ‘대학교육-산업계 요구 간 질적 불일치 해소에 기여
(3.37)’에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 ‘신입생 유치에 도움(2.92)’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
내었음

대학(N=234), 5점척도
항

목
M

SD

산업계가 핵심 직무역량, 필수 교과목 등을 제시하여 대학교육의 질적 변화 유도

3.10

.886

대학교육-산업계 요구 간 질적 불일치 해소에 기여

3.37

.880

대학 교육과정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3.31

.977

산업체 경력 전임교수 비율 확대 등 전임교수 채용시스템 개선에 기여

3.01

.936

전임교수의 산학협력 활동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수업적평가 지표 및 제도 개선 유도

3.07

.942

산업체 활용 프로그램의 내실화(인턴십, 현장실습 등)를 자극

3.37

.913

3.24

.909

학생성과 및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개선 및 성과 관리를 유도

3.17

.877

전공 분야 산업체 기술 이전 활성화

3.01

.709

신입생 유치에 도움

2.94

1.003

졸업생의 취업에 도움

3.14

1.037

단발성 프로그램보다 학과 고유의 특성화 전략으로 산업체와의 연계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유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의 효과성(산업계)
-산
 업계 관점 대학평가의 효과성에 대한 평균인식수준을 살펴본 결과, 산업계의 경우 ‘산
업체 활용 프로그램의 내실화(인턴십, 현장실습 등)를 유도한다(4.12)’와 ‘역량 중심의 교
육과정 개선 및 성과 관리를 유도한다(3.82)’에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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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N=31), 5점척도
항

목
M

SD

대학교육-산업계 요구 간 질적 불일치 해소에 기여한다

3.76

.903

산업체 활용 프로그램의 내실화(인턴십, 현장실습 등)를 유도한다

4.12

.781

역량 중심의 성과 관리를 유도한다

3.82

.809

전공 분야 산업체 기술 이전 활성화한다

3.59

.795

신규직원 채용 유치에 도움이 된다

3.53

1.125

※ 설문대상(N)은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평가위원회에 참여 경험이 있는 국내 산업체 인사팀장 또는 부서장을 대상으로 함

다. CAMPUS Asia 사업

1) 사업개요
목적
○ 한중일

대학생 교류 및 3국 대학 간 공동 · 복수학위 활성화를 통하여 3국간 상호이해
증진 및 아시아 대학 간 교류 활성화 기반 마련
-3
 국 정부 · 대학 간 협력 체제 구축, 성과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사업 내실화 · 정교화
→ 범아시아권 대학생 교류프로그램으로 확대 추진

 주요내용
○ 한중일 3국 대학 간 컨소시엄* 단위의 학생교류 및 프로그램개발
*학
 과·단과대학·대학 차원에서 구성, 3국 정부 공동으로 총 8개 대학(국내 기준) 10
개 컨소시엄(사업단) 선정(’11.10)
- 교류대상 : 학부생 및 대학원생(연간 각국별 100명, 총 300명)
- 프로그램개발 : 공동 · 복수학위 등 특화된 공동커리큘럼 개발·운영
○ 각국 정부는 학생교류 및 프로그램개발 비용 일부 지원
* 학생교류비 부담 : 체재비(초청국, 정부초청장학생 수준)
* 프로그램개발비(전문인력고용비, 어학교육비 등)는 각국이 자율적으로 대학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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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12년~2015년(4년)

 2013년 사업예산 : 24.92억원(’12년 18.3억)
* 학생교류비(10.44억원), 프로그램개발비(13억원), 사업운영비(1.48억원)

 사업주체
교육부

•사업 총괄 기획, 예산 지원
•중국 교육부, 일본 문부과학성 공동 추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업 및 예산 관리·집행 총괄
•한중일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 운영

각 사업단

•개별 학생교류 프로그램 기획·진행

 추진경과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제주) : 2010.5.30
○C
 AMPUS Asia 시범사업을 신규 협력사업으로 채택
*학
 점인정 ·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통한 3국 대학 간 교류 확대 합의(3국 협력 VISION 2020)

 제3차 한중일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제주) : 2011.5.17
○시
 범사업 추진원칙, 절차 및 일정 등 합의
*3
 국 국장급 공무원, 질보증 기관 대표, 대학 총장, 산업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3국간
CAMPUS Asia 사업 협의체

 CAMPUS Asia 시범사업 사업단 선정
○사
 업 공고(’11.5.30) ⇒ 제안서 접수(’11.7.15~’11.7.22) ⇒
1단계 심사(’11.9) ⇒ 3국 공동심사(’11.10) ⇒ 최종선정(’11.10.31)

 CAMPUS Asia 사업단 지정서 수여 : 2012.2.20(서울대 국제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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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CAMPUS Asia 발전방안 정책연구 : 2012.11.13~2013.1.31
* 한중일 CAMPUS Asia 확대 및 정교화 방안 연구(변기용 교수)
* 한중일 3국 대학 간 공동·복수 학위과정 운영 제도 연구(박인우 교수)

 한중일 CAMPUS Asia 시범사업 현장점검·컨설팅 : ’13.1.17~1.24

 현장점검 및 컨설팅위원 결과보고 워크숍 개최 : ’13.1.30

 2012 한중일 CAMPUS Asia 시범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 ’13.2.15

2) 사업추진 방향

정책목표
한중일 대학 간 학생교류, 공동·복수학위 제도 활성화를 통해
3국의 상호이해 증진 및 고등교육 협력 인프라 구축

추진전략
◇ 1차년도 시범사업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한중일 정상회담, ASEAN+3 교육장관회의 등 고위급 협의체를 최대한 활용, 정부 차원에서 사업 추동력 재확인
◇ 한중일 공동 사업 모니터링, 공동 기획연구 등을 통해 한중일 CAMPUS Asia 사업 확대·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 국내·해외 사업단간 협의체 운영 활성화로 우수사례 공유 및 성과 확산

주요 추진과제
◇ 사업단 협의회 정기 개최 및 포털 구축
◇ 한중일 3국간 정부 및 전문가 회의 정례화
◇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을 위한 3국 공동연구 추진
◇ 현장점검/컨설팅 및 한중일 3국간 공동 중간평가 추진
◇ 성과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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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추진계획
가) 2013년도 예산 지원 계획
 지원대상 : 8개 대학 10개 사업단

 2013년도 예산 규모 : 24.92억원
○中
 ·日학생체재비 : 10.44억원(100명 ×12개월 × 87만원)
* 한국학생 항공료 : 대학 또는 학생 자비 부담
* 각국 정부초청장학생 수준으로 지원(한국 : 학부/대학원생 월80/90만원)
* 9개월 미만 교류학생이 많아 예산 절감시 전체 예산 범위내 학생 추가 교류
○프
 로그램개발비 : 13억원(10개 사업단 1.3억원)
○사
 업 총괄 관리 및 운영비용(대교협) : 1.48억원

 지급 방법 : 사업계획서에 의한 일괄 지급 → 사후 정산
* 사업 관리 차원에서 학생체재비는 분기별로 지급

 2013년도 사업기간 : 2013.3.1 ~ 2014.2.28

 예산 집행기준
학생체재비

프로그램
개발비

학사 월80만원, 석박사 월90만원

교재개발비

교재 연구비, 강의자료집 제작 등

현장학습비

학생 1개월 미만 체류비, 현장실습비 등

전문인력고용비

교수요원, 코디네이터 등

언어교육비
/어학자격취득 지원비

어학 강사료, 어학 교재개발/구입, 어학 자격취득 지원 등

교직원 교류비

파트너 대학 간 업무협의 출장 등

기타 사업운영비

행사개최, 통 · 번역비, 회의비, 홈페이지 개발, 사업단 협의회 공동경비 등

사업 총괄관리 및 운영비

한중일 협의체 운영, 사업단협의회, 성과발표회 등 행사개최비, 홍보비 등

※ 간접비 산정기준: 프로그램개발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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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AMPUS Asia 시범사업의 내실화 추진
〈사업단 협의회 운영 및 포털 구축〉
○분
 기별로 사업단 협의회 개최하여 의견 수렴 및 우수사례 공유
- 사업단 협의회 구성방안 : 사업단 참여교수 주축(※ 하반기부터 학생 참여)
○ 사업단

포털을 대교협에 구축하여 각종 행사, 제도개선,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축적 ·
제공하는 창구로 활용

〈한중일 3국 정부간 고위급 및 실무협의 강화〉

3국 실무자급 회의 개최(수시)

○ (일시 및 장소) 2013년 3월, 일본
○ (참석범위) 3국 교육부처 과장급 공무원, 대교협 등
○ (주요의제)

3국 공동 모니터링 및 중간평가, 차년도 사업단 확대 여부, CAMPUS Asia 중
장기 발전방안, 제도개선 위한 3국 공동연구 추진 등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2013년 상반기, 일본
○ (참석범위) 3국 교육부처 국장급 공무원, 대학 총장, 질보증기관 대표 등
○ (주요의제)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의제의 결정
※ 기타 ASEAN+3 교육장관회의 실무그룹 등과 연계 추진

◇ ASEAN+3 교육장관회의('12.7)에 따라‘고등교육 이동성 증진 및 질보증’을 위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형성
- 한중일 CAMPUS Asia 사업과 긴밀히 연계되어 논의가 진행되도록 실무그룹 회의 참석을 통한 모니터링 및 적극적 의제개발 및 상
정 추진

〈현장점검 · 컨설팅 및 시범사업 중간평가 추진〉
○현
 장점검 · 컨설팅(’13.8.1~’1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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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사업 내실화를 위해 자문 등의 목적으로 수행
- 점검 주체 : 교육부, 대교협, 컨설팅단 관계자* 등
* 대학 · 연구소 등 국제협력 전문가, CAMPUS Asia 연구진 등 10명 내외
○ 시범사업 중간평가(’13.11.1~’13.11.29)
- 목적 : 2차년도 종료전 전체 한국 사업단(10개) 대상 중간평가 실시
- 점검 주체 : 교육부, 대교협, 컨설팅단 관계자 등
※중
 간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장점검 기간동안 한중일 교육부처 · 질보증기관 공
동으로 공동 모니터링 실시 추진
-점
 검결과 조치 : 사업관리 부실, 계획대비 실적 미흡 등의 평가를 받은 사업단은 사업
비 삭감 · 탈락 등 조치

〈성과확산 및 공유를 위한 홍보 강화〉
○프
 로젝트 운영 성과 및 개선방안 워크숍 개최(’14.1)
※ 한중일 정부 관계자와 컨소시엄 대학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개최 추진
○참
 여학생 수기모집(’13.11~)
○우
 수사례집 발간 등(’14.2)

4) 한중일 대학별 세부 추진 프로그램
한국

중국

일본

프로젝트명

고려대

복단대

고베대

동아시아 위기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한중일 교육협력 프로그램

대상: 대학원생(석사)

① 제1단계(2012-2013): 3개 대학 간 교환학생 활성화 및 고려대-고베대간 복수학위제 실시
② 제2단계(2014-2015): 고려대-복단대, 고베대-복단대 복수학위제 도입
③ 국제학술회의[4회, 고베(’12)-서울(’13)-상해(’14)-인도네시아(’15)]

한국
동서대

중국
광동외어
외무대

일본
리츠메이칸대

프로젝트명
동아시아 차세대 인문학 리더 양성을 위한 한중일 공동운영의
트라이앵글 캠퍼스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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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일본

프로젝트명

대상: 학부생 (보완 프로그램은 대학원생 포함)

① 1단계(2012): 파견 전 교육(초급 언어, 커뮤니케이션, 인문학 기초)
② 2단계(2013-2014): 이동식 국제공동캠퍼스(3국 학생들이 공동으로 각 대학을 이동하며 3학기제로 운영됨. 중/고급 언어, 동아
시아 지역학(3국 역사, 문화 등))

③ 3단계(2015): 졸업 준비 과정(언어자격 시험, 전공 관련 논문, 해외 인턴십(3개월))
* 보완 프로그램: Teaching Assistant(TA) 양성 교환 프로그램, Tutor 교환 프로그램

한국

중국

일본

프로젝트명

부산대

상해교통대

큐슈대

에너지-환경 과학기술 글로벌인재육성 협동대학원 교육프로그램

대상: 대학원생(석/박사)

① 박사과정 프로그램: 1년간 유학에 의한 연구수행, 학점이수 정도에 따라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
② 석사과정 협동교육 프로그램: 상호 학점인정, 교수의 상호파견 또는 원격강의시스템을 이용한 합동분담강의
* 2013년 복수학위제 도입

한국

중국

일본

서울대

북경대

동경대

프로젝트명
BESETO 국제학 및 공공정책학 복수 석사학위 프로그램
(BESETO DDMP)

대상: 대학원생(석사)

① 3개 대학 중 2개 대학에서 1년씩 수학하여 복수학위 취득 + 나머지 1개 대학에서 1학기 수학 후 수학증명서 취득(총 2년6개월)
② 3개 대학 모두 1년씩 수학 후 삼중 복수학위 취득(총 3년)

한국

중국

일본

서울대

북경대

히토쓰바시대

프로젝트명
BEST(Beijing-Seoul-Tokyo) Business School Alliance
: Asia Business Leaders Program (ABLP)

대상: MBA(경영학 석사)

① 복수학위, 학점교류, 공동프로그램 개발
② 특화프로그램(Doing Business in Asia): 3주 집중과정
* 3개국 학생 약 30명이 3개국을 함께 방문하며 진행

한국

중국

일본

성균관대

길림대

오카야마대

프로젝트명
동아시아 현안 문제 해결능력 증진을 위한 차세대 핵심인재양성
프로그램 - 동아시아 고전학을 통한 동아시아적 문화 공동성 모색

대상: 학부/대학원(석/박사)

① 2개국 북수학위: 소속대학과 그 외 1개 대학에서 2학기 이상 해당 학점을 이수한 경우
② 3개국 공동학위: 소속대학과 그 외 2개 대학에서 각 2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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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동아시아 '유스 코무네'(공통법) 형성을 향한
법적, 정치적 인식공동체의 인재양성

상해교통대

대상: 학부생 1학년 교육 종료시 학생선발, 2 · 3학년때 공통 커리큘럼 교육
(상대국 대학에 수학하여 공통강의 수강)
* 지금까지 교류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던 로스쿨 학생과 대학원생에게도 일부 참여기회를 제공

① 각국의 법 · 정치에 관한 입문 강의
② 사회과학적 소양과 국제사회에 대한 시야를 배양하기 위한 비교법 · 정치 강의
③ 사회과학분야에 특화한 어학과목

한국

중국

일본

프로젝트명

포항공대/

난징대/

나고야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아시아 교육협력의 시작

서울대

상해교통대

동북대

: 화학/소재 과학기술영역의 개척

대상: 학부 3, 4학년 및 대학원생(석, 박사)

① 3-12개월 학생 교환 및 상호 학점인정
* 향후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위한 시험 프로그램 운영

② 교수 및 연구 인력들간 세미나 형식 강의 교환

한국

중국

일본

프로젝트명

KAIST

칭화대

동경공업대

TKT CAMPUS Asia Consortium

대상: 고년차 학사과정 및 석 · 박사과정

① 학점 취득 및 연구 활동이 병행되는 최소 학기 기반의 학기제 교환 프로그램
② 여름학기 프로그램
③ 연구 중심의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15년 공동 또는 복수학위 프로그램 도입

한국
KDI국제
정책대학원

중국
칭화대

일본
국립정책
연구대학원

프로젝트명
동북아시아 정책학 컨소시엄

대상: 대학원생(석사)

① 2년 6개월 간 3국 모두 수학(1년+1년+0.6개월) 후 모교 및 상대 1개교에서 복수학위 취득
* 1년 체류 시 학위, 6개월 체류 시 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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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제와 전망

가. 한국대학평가원의 자율성·독립성·전문성 확립과 보장
대교협의 대학평가기능은 약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속
적으로 정부와 언론, 그리고 국회로부터 지적되고 있는 것이 평가의 자율성, 독립성을 확보
하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학구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정부산하로 정부 주도적인 평가기구를
설립하여 한국대학교평가원의 기능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쟁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주도의 재정 배분이나 구조개혁 목적의 대학평가는 대학의 자율적인 평가체제와
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학의 자율적인 평가체제는 근본적으로 대학교육의 질 보장과 질
향상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려는 대학평가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대학
의 진정한 발전이 자율성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평가도 이러한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최대한 보장하되, 책무성을 다하도록 자극을 주는 측면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대학평가원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평가원이 자율
성, 독립성,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교협의 협조와 지
원으로 한국대학평가원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바람직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나. 대학평가를 통한 대학과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

대교협의 기본적인 목적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적
인 평가체제를 바람직하게 정착시키려는 대학 전체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대학이 자율
적으로 하지 않으면 대학 외부에서 강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
학평가의 자율적인 평가체제가 장기적이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큰 방향만 잡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권위를 한국대학평가원
에 부여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운영의 자율성은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음을 상기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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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학평가의 방향 : 대학생 학습성과 측정 논의
대학평가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대학의 발전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전 세계
적으로 학생의 학습성과에 초점을 두어 평가하려는 방향으로 대학평가가 변화하고 있는 동
향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대학평가가 여건이나 자원 중심에서 학생역량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대학이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얼마나 대학이 학생변화에 교육적 영향
을 미치고 있느냐에 평가의 초점을 두어야 함을 말한다. 이러한 접근은 논리적으로 타당하
지만, 측정학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학문적 심층연구와 평
가학적 타당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는 연구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대학평가의 바람직한 패러다임을 올바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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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대학 교수·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1. 대학교육과 교육
연수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양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하여 왔지만, 상대적으로 질과 수월성 면에
서 아직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종합대학 모형으로 성장이 이루어져 대
학별로 특성화가 미흡한 형편이다. 더욱이 대학입학 학령인구의 감소로 통계청의 연령별 추
계인구에 따르면 2018년에는 대학입학자를 초과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입학정원이 약 1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만약 예상대로 입학정원이 12만명을 초과한다면, 입학정원이 3,000명인 40개 정도의 대학
이 학생모집을 못해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맞추어 이제 우리나라 대학들도 점차 고객중심의 학습 모델을 설계하면
서 모든 재정이나 경영전략을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고객, 정보화, 학습)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학생 유치를 위해 대학마다 차별화와 특성화를 추진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학생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점차 고등교육을 지배하
는 패러다임을 학문적인 모델로부터 경영적인 모델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실리추구의 원
칙으로 바꾸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고등교육의 개혁 방향이 경영차원에서 대학 구조를 재조정하고 과정을 재설계하며
자원을 재분배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대학경영 전략 또한 지식창출과 학습 중심으로
조직과 기구를 재편 중이다. 업무절차도 확장주의 일변도에서 벗어나 개별 대학의 특수성을
살리면서 교육의 수월성 제고와 연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이제 대학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대학구성원들의 인적자원개발을 주요 관심사로 다루게 되
었다. 그 이유는 대학의 경쟁력은 대학의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운
영해 나갈 수 있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
에서 대학 조직의 인적자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대학직원의 핵심능력을 최대
한 개발하고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외국대학은 이미 대학 구성원
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대학 내 전담 기구나 부서를 설치하여 개별대학 중심의 형태 혹은 대
학 간 컨소시엄 형태로 협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호주의 퀸스랜드 대학(University of Queensland, UQ)은 ‘대학교직원개발정책(Staff
Development Policy)’에 근거를 두고 교직원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The University

248

제2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분야별 활동

/

V. 대학 교수·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of Queensland, 2006).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도 대학 직원을 대상으로 ‘프린스턴에서 뛰어나
기(Excelling at Princeton)’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직원들이 현재의 위치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대학의 조직목적 달성에 적합한 인적자원으로 개발
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교육이 필수적이고, 교육을 통해 개개인이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실제
로 업무 성과(Performance)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그만큼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토대로
써 인적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하느냐는 이제 대학 운영의 핵심적 사항이 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1982년 창립 이후, 우리나라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
화되어온 대학의 역할과 기능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교수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대교협은 향후에도 새로운 시대에 대학이 요구
받는 새로운 대학의 모습을 갖추고,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대학교수 및 직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화와 다양화 등 연수 사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다음은 그 동안
대교협이 진행해 온 교육 연수에 대한 발자취이다.

2. 대교협 연수
업무의 출발 시기
(1982-1994)

1982년 대교협 창립 이후 연수프로그램은 1983년에 대학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
되었으며 이후 1986년부터 교수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행정직원 워크숍은 직무별 워
크숍, 직급별 워크숍, 공통교육 등으로 대별되며 주요 내용은 대학의 변화추세 인식과 이에
따른 사고 혁신, 최신 행정관리기법 습득, 대학 간 교류 활성화 등이었다.
교육은 대학 행정관리자로서의 전문성 제고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3박 4일간
합숙형태로 진행되었다. 교수 워크숍은 초기 3년간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대
학 신임교수 연구과정’을 개설·운영하였으며, 1989년부터는 대교협 단독으로 대학교수 워
크숍을 실시하였다. 주로 각 대학의 신임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중진 교수도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교육내용은 교수의 교육, 연구, 사회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수법, 학생지도 및
상담기법, 연구관리 등과 같은 기법과 대학교육의 전반적인 동향과 미래 전망 제시, 교양 프
로그램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2박 3일간의 합숙형태로 진행되었고, 이 시기의 연
수사업은 정부의 예산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과 실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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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교협 초창기 교수 및 행정직원 워크숍 운영 실적(1983~1994)
연도

프로그램

대 상

운영 실적

1983년 : 기획·재무담당 과장급 직원
1983 ~ 1985

대학 행정·관리직원 연수

1984년 : 교수·학생·총무담당 과장급 직원
1985년 : 행정 및 관리직원 전체

대학 신임 교수 연구과정
1986 ~ 1987
대학 행정·관리직원 연수

1988 ~ 1994

총 8회: 2,145명
교수

(신임교수
연구과정: 1,413명)

대학 신임교수를 대상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공동 운영
행정 및 관리직원 전체

행정
직원

대학교수 워크숍

1989년도부터 실시

(교수개발 프로그램)

: 대학 신임 교수 및 중진교수

대학 행정·관리직원 연수

행정 및 관리직원 전체

3. 한국고등교육
연수원 시기

총 13회
(’83년도 2회 실시):
1,355명

가. 조직

(1995-1998)

대교협은 대학 교직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1995년 3월 1일 전문대학
교육협의회와 병설하여 ‘한국고등교육연수원’을 출범시키게 된다. 한국고등교육연수원은
1993년 대교협 제66차 이사회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1년 간의 사전조사와 준비
기간을 거쳐 대교협 제67차 이사회에서 설립·운영 규정이 통과되었다. 한국고등교육연수
원의 초대 원장은 황응연 박사(1995-1997)였으며, 2대 원장은 구병림 박사(1998)였고, 연
수 장소는 강원도 양양의 ‘오색 그린야드 호텔’을 이용하였다. 개원 당시 한국고등교육연수
원의 운영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한국고등교육연수원 운영 조직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운영위원회
감사
한국고등교육연수원장

연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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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수프로그램
1) 워크숍 프로그램
한국고등교육연수원은 종전의 교수와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온 연수 프
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였다. 연수프로그램의 구성은 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수 및 직원, 경영
관리직으로 구분하여 각 직능별·직무별 워크숍과 핵심 주제별 전문 패키지 프로그램, 해외
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다.
워크숍 프로그램 중에서 경영관리직 워크숍은 대학의 총장, 학장 및 학부장, 처·실장 등 보
직교수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주요 내용은 대학 환경의 변화와 경영혁신의 필요성, 고등
교육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 등 대학경영관리직에게 필요한 지식과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
이 주를 이루었으며 2박 3일간 합숙형태로 진행되었다. 교수 워크숍은 임용 2년 이내의 초
임교수들을 인문계, 사회계, 이학계, 공학계 등 계열별로 실시했으며, 15년 이상의 중진교수
들은 계열 구분없이 2박 3일의 합숙형태로 진행되었다. 행정직 워크숍은 1995년에 직급별
로 일반, 중급, 상급별로 했으나 1996년부터는 직급별뿐만 아니라 직무별로도 구분해서 이
루어졌으며 3박 4일의 합숙형태로 진행되었다.

 연도별 워크숍 실시 현황
프로그램
대학 경영
관리직

1995

1996

대학 초임총장

대학 초임 처·실장

인문계
대학 초임

사회계

교수

공학계
이학계

이학계

1997

1998

초임 총장 연찬회

최고 경영자 과정

보직자

대학 보직자

중진교수

공학계

이학계

이·공학계

공학계

인문계

인문계

사회계

사회계

인문·사회계
이·공학계

도서관행정직
총무행정직
학생행정직
대학 행정
관리직

일반행정직

총무행정직

중급행정직

교무행정직

상급행정직

기획행정직
홍보담당자

기획·예산행정직
상급행정직
중급행정직
학생행정직
교무행정직
신입직원
감사업무

신입직원
도서관 행정직
총무행정직
기획·예산 행정직
학생행정직
교무행정직
상·중급 행정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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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프로그램

1996

1997

1998

신입직원

보직자

초임학장 연찬회

전문
대학

초임학장

초임학장

보직자

자연계 초임교수

자연계 초임교수

상급행정직

인문계 초임교수

인문계 초임교수

실업계 초임교수

일반행정직

일반행정직

공업계 초임교수

중급행정직

중급행정직

학생행정직
교무행정직

신입직원
도서관 행정직
상중급 행정직
기획·예산·총무행정직
학생·교무행정직
실업·공업계 초임교수

총무행정직

최고 경영자 과정

2) 패키지 프로그램
패키지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1998년도부터이지만 그 출발점은 1996년과
1997년에 실시된 홍보담당자와 감사업무의 특별과정에서 착안되었다. 패키지 프로그램은
대학의 교육수요가 다양해지고 세분화됨에 따라 기존의 직무별, 직급별 워크숍 프로그램 외
에 특정 주제나 업무별 쟁점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심화과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루어졌
다. 패키지 프로그램은 기존의 워크숍 프로그램과는 달리 더욱 연수의 성격을 강화하고 실
제 교직원의 역량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변화전략 추진 과정 등 6개 과정으로 구성하고 3
차에 걸쳐 1998년도에 처음 실시하였다.

 패키지 프로그램 실시 현황(1998)
과정명

대상

변화전략 추진 전략

각 부서의 처·실·국장 등 경영관리자 및 과장, 주임, 계장급

사무행정 혁신 과정

과장·주임·계장급, 행정개선 실무직원

신문서 실무 과정

각 부서의 과장·주임·계장급, 서무행정 실무직원

비고

각
과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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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전략 실무 과정

기획 및 행정부서의 과장·주임·계장급 또는 실무직원

구매 실무 과정

관재 및 경리부서의 과장·주임·계장급 또는 구매실무직원

커뮤니케이션 향상 과정

상·중급 행정직, 기획관련 직원, 보직교수 등

연간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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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체연수
대학 자체연수 지원사업은 1998년도부터 실시하였으며 개별대학 고유의 특성과 상황을 반
영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개별대학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사업이다. 대학들은 일
반적인 교육내용보다는 개별대학에 맞는 연수프로그램을 필요로 했으며, 가급적 대학의 상
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전문성이 반영된 내실 있는 자체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 했다. 이에 한국고등교육연수원에 해당 대학이 자체연수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탁해 오
면 한국고등교육연수원은 해당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연수프로
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대학 자체연수는 이처럼 개별대학내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여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의 활성화와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회원대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자체연수 지원사업 실시 현황(1998)
프로그램명

대상

동아대학교 직원 직무교육

교직원 260명

한양대학교 보직자 연수

보직자 20명

대전대학교 직원 직무교육

교직원 150명

4) 해외연수
대학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해외연수는 1995년 대학직원 해외연수로부터 시작되
었다. 이후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점차 확대되어 동계·하계 방학기간 동안 각각 2회씩 실시
하게 된다. 해외연수는 외국 대학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의 행
정직원들에게 세계화·국제화를 위한 안목을 넓히고, 외국 선진 대학의 현황을 직접 체험함
으로써 직원의 기본소양과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1997년까지 실시하였으며,
이후 IMF사태로 인한 대학의 재정난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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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연수 지원사업 실시 현황(1998)
연도

프로그램명

대 상

1995

행정관리직 유럽지역 해외연수

대학 행정직원 18명

1996

행정관리직 오세아니아지역 동계 해외연수

대학 행정직원 20명

행정관리직 미주지역 동계 해외연수

대학 행정직원 33명

행정관리직 유럽지역 하계 해외연수 1차

대학 행정직원 23명

행정관리직 유럽지역 하계 해외연수 2차

대학 행정직원 18명

행정관리직 오세아니아지역 동계 해외연수

대학 행정직원 25명

행정관리직 미주지역 동계 해외연수

대학 행정직원 28명

행정관리직 유럽지역 하계 해외연수 1차

대학 행정직원 31명

행정관리직 유럽지역 하계 해외연수 2차

대학 행정직원 30명

행정관리직 유럽지역 하계 해외연수 3차

대학 행정직원 22명

1996

1997

다. 연수실적

개원연도인 1995년에 한국고등교육연수원의 연수 실적은 교수 695명, 행정직원 747명, 경
영관리직 54명, 해외연수 18명으로 총 1,47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후에도 점차
연수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갔으며, 한국고등교육연수원의 2대 원장으로 구병림 박사가 취
임한 1998년에는 연수프로그램도 더욱 다양화하였다. 한국고등교육연수원 당시의 연수실
적은 다음과 같다.

 한국고등교육연수원 운영 실적
프로그램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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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996

1997

1998

계

교 수

659(8)

603(7)

516(7)

362(3)

2,140(25)

행정직원

747(8)

1,159(10)

1,453(13)

800(10)

4,159(41)

경영관리직

54(2)

44(1)

105(4)

62(3)

2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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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996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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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계

교 수

-

-

-

-

-

경영·행정직원

-

119(1)

276(2)

399(18)

794(21)

18(1)

94(4)

136(5)

-

248(10)

패키지

해외
연수

행정직원

대학자체연수

-

-

-

430(3)

430(3)

합계

1,478(19)

2,019(23)

2,486(31)

2,053(37)

8,036(110)

※ ’96, ’97의 패키지는 특별과정으로 운영됨.
※ ( )는 프로그램 실시 횟수임.

가. 개요

4. 대교협 연수부 및
(1999-2002)

교직원 개발부 시기
(2003-2005)

대교협은 1999년에 기존의 한국고등교육연수원을 폐지하고, 대학교수 및 직원 연수사업을
전담하는 연수부를 대교협 내에 신설하였다. 한국고등교육연수원 대신 연수사업을 전담할
연수부 신설은 연수 업무의 약화를 가져온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 당시 대학의 환경변화
에 대처할 수 있는 회원대학 중심의 내실있는 연수가 필요하다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 대교협 연수부는 기존의 전문대학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않고, 대학 프
로그램만을 전담함으로써 회원대학만을 위한 연수에 집중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워크
숍 프로그램, 패키지 프로그램, 해외연수, 대학 자체연수 지원사업 등 기본적인 틀은 그대
로 유지하였다.
연수부는 ‘연수’의 차원을 넘어서 대학 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03년에 한
국 대교협 직제 개편 때 ‘교직원개발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교직원개발부로의 명칭 변경
은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고자 했던 의도가 반영되었다.
이 당시의 연수는 국고지원과 참가자 소속 대학의 분담금으로 운영됨에 따라 대학의 교육
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지속적인 물가인상 등 교육참가비의 인상요인이 상존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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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로그램 내용
1) 워크숍 프로그램
워크숍 프로그램은 대학경영관리직, 대학교수, 대학행정 관리직으로 프로그램이 구분되어
있다. 대학경영관리직은 총장 또는 최고경영자 과정으로 대학 총장과 처·실장이나 학장 등
보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학교수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계열별로 구분해서 진행하
였지만 점차 계열 구분 없이 신임교수 워크숍 1개 프로그램만 진행하였다. 대학행정관리직
은 직무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점차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연수부 및 교직원개발부 시기의 연도별 워크숍 실시 현황
프로
그램

1999
7Habits
최고 경영자

대학 경영

과정

관리직

처 · 실국장
총장
학장 · 학부장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장
학장 · 학부장

처 · 실장

처 · 실장

총장

총무처장 ·

학장 · 학부장

대학 보직자

대학

총장 워크숍

최고경영자

대학 보직자

과정

사무국장

인문계

대학교수

사회계

인문계

공학계

이학계

사회계

인문계

공학계

이학계

사회계

교육과정 개혁

의학계

이학계

가상대학

공학계

의학계

인문 · 사회계
자연계

신임교수

신임교수

신임교수

신임교수

워크숍

워크숍

워크숍

강좌 운영

경리실무

대학 행정
관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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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실무

취업실무

IT관리자

신입직원

신임직원

고급관리직

신입직원

신입직원

신입직원

도서관사서

회계경리

교무행정

교무행정직

기획

교무행정

입시담당자

시설관리직

기획행정

신입직원

학생행정직

교무

도서관사서

시설관리직

초급관리자

대학성희롱

전산직

시설관리직

취업실무

인력개발

회계.경리

기획행정직

입학업무

취업실무

경리실무

총무

기획행정직

홍보전략

연구행정직

대학원

도서관 사서

전산직

경리실무

연구행정직

대학원행정직

도서관사서

시설관리직

취업실무

도서관 사서

전산직
취업실무

기획행정직

학생행정직

연구행정

교무

도서관 사서

전산직

연구지원

학생행정직

중급관리자

중급행정직

학생

총무

학생

시설관리직

초급관리자

회계경리

초급관리직

상 · 중급

기획

상 · 중급

경리실무

전산직

교무행정직

총무행정직

상 · 중급

시설관리직

학생행정직

총무행정직

도서관사서

평생교육

중급관리자

전산직

학생행정

교무행정직

총무행정직

회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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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키지 프로그램
패키지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그 동안 총 56개의 과정이 개설되었
다. 1999년에 15개 과정이 개설되었으며, 2000년 25개 과정, 2001년과 2002년 24개 과
정, 2003년 23개 과정, 2004년 22개 과정, 2005년 18개 과정이 개설되었다. ‘고객만족 서
비스 실천 과정’과 같이 매년 개설된 과정도 있지만 ‘교육매체를 활용한 강의기법 개발 과
정’은 2003년만 개설되기도 했다. 연수부 및 교직원개발부 시기의 패키지 프로그램 개설 현
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연수부 및 교직원개발부 시기의 연도별 패키지 프로그램 실시 현황
프로그램 명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고객만족 서비스 실천 과정

○

○

○

○

○

○

○

○

○

고급관리자 핵심역량
관리자 직무능력 향상 과정

○

교수기법 습득 과정
교수업적평가 설계와 연봉제 추진 과정

○

○
○

○

○

○

○

○

교육과정 혁신 과정

○

○

○

○

○

○

○

○

○

○

○

○

○

○

○

○

○

○

국제교류 실무 과정

○

기금 조성운영 전략 과정
기획능력 향상 과정

○

○

교육매체를 활용한 강의기법 개발 과정

구매실무 과정

○

○

○

○

○
○

대학 발전전략 개발 과정

○

대학 행정통계 실무 과정
등록금 책정 실무 과정
리더십 개발 과정

○

법인행정관리 과정

○

○

○

○
○

○

목표관리에 의한 업적평가제 도입 과정
문제해결 의사결정 과정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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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명

1999

2000

2001

변화전략 추진 과정

○

○

○

2002

보직 수행능력 향상 과정

○

비서직무 수행 향상 과정

○

○

○

○

○

○

○

○

사무행정 혁신 과정

○

사이버 강좌 개발 과정

2003

2004

2005

○

○

○

사회봉사 실무 과정

○

산학협력 실무 과정

○

○

○

○

○

상급관리직 직무능력 및 리더십 과정

○

성공적 협상 스킬 과정
수업·학적 담당자 과정

○

시간·정보 관리 과정

○
○

시설관리 혁신 과정
시설 및 실험실 안전관리 과정

○

시설설계 및 건축실무 과정

○

신문서 관리 실무 과정

○

신입생 확보 및 등록생 유지관리 과정

○

○

○

○

○

○
○

여성행정직 능력 향상 과정

○

연수(교육)담당자 직무관리 과정

○

입학담당 직무 관리 과정

○
○

○

의사결정 합리화 추진과정

○

자기혁신과 조직 활성화 과정
재정 확보·운영 전략 과정
정보화와 업무프로세스 혁신 과정

○
○

○

○

○
○

전략적 대학 경영관리 과정

○

중견관리직 직무능력 및 리더십 과정

○

지식경영 혁신 과정
직무분석과 정원평가 전문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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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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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04

2005

○

○

○

○

○

○

○

○

○

○

○

○

○

직무프로세스 혁신 과정

○

초급관리직 직무능력 및 리더십 과정
커뮤니케이션 향상 과정
팀운영 전략과 연봉제 설계 과정

○

○

○

○

○

평가전문가 과정
평생교육 운영 과정

○

프리젠테이션 기법 습득 과정
행정업무(ISO) 경쟁력 향상 과정

○

홍보전략 실천 과정

2003

회계관리 실무 과정

○

○
○

○

○

○

○

○

○

○

○

○

○

이러닝 운영실무 과정
15

계

25

24

24

22

23

18

3) 자체연수 지원사업
자체연수 지원사업은 회원대학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학과 협의하여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시행한 후에는 그 결과를 대학에 전달하는 것이다. 대학 자체연수 비용은 해당 대학
에서 부담하며 연수부 및 교직원개발부 시기의 대학 자체연수 지원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다.

 연수부 및 교직원개발부 시기의 자체연수 실시 현황
연도

1999

1999

프로그램명

대상

계원조형예술대학 직원 연수

직원 60명

단국대학교 직원 연수

직원 470명

조선대학교 직원 연수

직원 100명

동부산대학 교직원 연수

교직원 140명

중부대학교 교직원 연수

교직원 210명

안동대학교 직원 연수

직원 1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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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프로그램명

대상

장로회신학대학교 직원 연수

직원 48명

백제예술대학 직원 직무 교육

직원 37명

대전대학교 직원 연수

직원 100명

안동대학교 자체연수

직원 150명

강릉대학교 행정직원 직무연수

직원 40명

2001

교직원 500명

고려대학교 동계 교직원 종합연수

다. 연수실적

 대교협 연수부 및 교직원개발부 운영 실적
프로그램

워크숍

1999

2000

(단위：명)
2001

2002

2003

2004

2005

교 수

354(6)

171(5)

86(5)

193(5)

329(2)

352(2)

334(2)

행정직원

823(9)

839(11)

747(11)

702(11)

1497(17)

1088(15)

1357(16)

경영관리직

84(4)

88(4)

53(3)

19(1)

14(2)

-

107(3)

113(6)

135(5)

306(5)

65(1)

444(3)

782(30)

796(26)

915(24)

994(22)

954(17)

1224(22)

1179(19)

-

-

-

-

-

-

-

1,300(6)

-

875(6)

-

-

-

-

3,343(55)

2,001(49)

2,789(55)

2,043(44)

3,100(43)

2,729(40)

3,334(41)

교 수

20(1)

패키지
경영·행정직원
해외연수

행정직원

대학자체연수
합

계

※ ( )는 프로그램 실시 횟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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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요

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교육연수원
(2006-현재)

대교협 교직원개발부는 2006년에 직제 개편으로 고등교육연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가 2009년에 부설 고등교육연구소로 직제를 바꾸었고, 2013년에 다시 부설 고등교육연수
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와 같이 고등교육연수원의 직제 개편도 있었지만 고등교육연수원
이 별도의 연수시설을 갖추지 못한 관계로 여러 차례 연수 장소의 이동이 있었다. 한국고등
교육연수원 시절부터 사용했던 강원도 양양군의 ‘오색그린야드 호텔’이 태풍 피해로 인해 호
텔을 연수시설로 이용할 수 없게 되어 2006년 강원도 횡성의 ‘성우 리조트’에서 약 6개월간
연수를 진행하였고, 그 해 다시 6개월 정도 충북 제천에 있는 ‘청풍리조트’로 장소를 옮겼다.
그 후 2007년에 이르러 고등교육연수원은 편리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대구 수성구에
소재한 ‘인터불고 호텔’을 연수장소로 정했고, 지금까지 연수도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연수시설이 없다는 한계점은 있었지만 연수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
은 계속 이루어졌다. 교육 참가 기회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연중 연수 실시기간을 확대
하고 프로그램도 증설하였다. 또한 회원대학과 업무협조의 효율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
및 이메일을 활용한 문서전달 체제 등 행정업무 전산화체제를 구축하였다.
한국고등교육연수원이 연수운영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은 크게
다섯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한국고등교육연수원의 비전, 목적, 목표 등 연수목
적 체계도를 구성하고, 연수운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둘째, 기존의 연수프로그램 형
식을 개편하여 그 유형을 다양화 했다. 셋째, 연수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연수운영 방식을 새
롭게 설정하였다. 넷째, 연수프로그램의 양적 확대 및 내용을 다양화했다. 다섯째, 교수법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세분화하였다. 한국고등교육연수원의 비전, 목적, 목표 등 연수체계도
는 다음과 같다.

한국고등교육연수원의 연수목적 체계도

 비전
대학교수ㆍ직원의 역량 배양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선도해나가는 세계 수준의 고등교
육 전문연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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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ㅇ 수월성(Excellency) : 학습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학습성과를 극대화시키는 수준높은 프로
그램의 개발ㆍ운영
ㅇ 전문성(Speciality) : 대학의 교육과 연구, 사회봉사 업무를 수행ㆍ지원할 수 있는 전문 능력
의 함양
ㅇ 체계성(Systemicity) : 대학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능력 및 기술 습득의 기회를 지속적ㆍ체계
적으로 제공

 목표
ㅇ 대학교수의 교수(teaching) 능력 향상

ㅇ 대학 직원의 직무 수행 능력 제고

ㅇ 대학행정의 전문성 신장과 국제화 활성화

ㅇ 대학교육의 수월성 추구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한국고등교육연수원은 연수 운영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첫째, 대학 및 대학 구성원의 필요와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연수를 지
향한다.
둘째, 대학 행정직원의 직무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실무 위주의 내용으로 프로그램
구성 및 연수 운영을 한다.
셋째, 대학교수의 교수(teaching)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이고 다양한 교수법 프로
그램을 개설한다.
넷째, 연수 참여자들간 행정 실무 경험 및 강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토론과 정보 공유
를 촉진하는 참여형 연수를 활성화한다.

나. 프로그램 내용

1) 교수법
교수법은 대학 수업의 효율성 증대와 학습력 제고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교수방법에 대한 이
론적ㆍ실제적 지식을 익히고, 수업 경험을 함께 공유하며, 실습을 통해 교수법 능력을 향상시
켜나가는 연수과정이다. 교수법은 교수의 참여가 용이한 방학기간에 강좌를 집중적으로 개설
하고, 2박 3일 일정으로 수업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토론 및 실습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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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포인트 활용 프레젠테이션 스킬 교수법 과정
/ 교수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스킬 향상 과정(2회)
/ 대학생 동기유발을 위한 교수 전략 과정
/ 문제중심학습(PBL) 대학교수법 과정(2회)
/ 소셜미디어 기반의 스마트 환경을 활용한 교수법(기초) 과정(2회)
/ 소셜미디어 기반의 스마트 환경을 활용한 교수법(심화) 과정(2회)
/ 소통하는 수업을 위한 토의수업 전략 과정
/ 수업의 몰입도를 높이는 정서활용 교수법 과정
/ 스마트미디어(UCC) 강의활용 교수법 과정
/ 신임교수 과정(2회)
/ 아이패드를 활용한 스티브 잡스식 스마트 교수법 과정
/ 자기조절학습(SRL) 중심 대학교수법 과정(2회)
/ 잘 가르치는교수법 과정(3회) / 창의적 액션러닝 교수법 과정(3회)
/ 최신 e-러닝 교수전략 개발 과정(2회)
/ 토의수업 전략(퍼실리테이션 기법) 과정
/ 팀기반학습(TBL) 수업전략 과정(2회)
/ 파워포인트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수법(기초) 과정(2회)
/ 파워포인트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수법(심화) 과정(2회)
/ 프레지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교수법 과정
/ 학생면담지도 기법 및 대학생의 이해 과정(2회)
/ 효과적 대학교수법 과정(3회)

2) 직무연수
직무연수는 각 행정부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적ㆍ실제적 지식을 익히고 실무 경험을
함께 나눔으로써 업무 개선의 효율적 방법을 배워나가는 연수과정이다. 직무연수는 2박 3
일 일정으로 직무별 대학 간 협의체와 사전협의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이 구성
되며, 직무와 관련된 사례 분석 및 분과토론도 병행하고 있다.

/ IT업무 담당자 과정

/ 산학협력업무 담당자 과정

/ 감사업무 담당자 과정

/ 수업·학적업무 담당자 과정

/ 관재업무 담당자 과정

/ 시설업무 담당자 과정

/ 교무업무 담당자 과정

/ 신입직원 직무 연수 과정

/ 구매업무 담당자 과정

/ 연구업무 담당자 과정

/ 국제교류업무 담당자 과정

/ 예산·회계업무 담당자 과정(심화)

/ 기획업무 담당자 과정

/ 예산·회계업무 담당자 과정(일반)

/ 노무관리업무 담당자 과정

/ 입학업무 담당자 과정

/ 대외협력·홍보업무 담당자 과정

/ 장학업무 담당자 과정

/ 대학 성희롱 고충상담원 직무 연수 과정

/ 총무업무 담당자 과정

/ 대학원업무 담당자 과정

/ 취업업무 담당자 과정

/ 도서관업무 담당자 과정

/ 평가업무 담당자 과정

/ 사회봉사업무 담당자 과정

/ 평생교육업무 담당자 과정

/ 산학협력단 예산·회계업무 담당자 과정

/ 학생업무 담당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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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관리직
경영관리직은 대학의 경영 및 관리를 맡고 있는 간부급 관리직 행정직원 및 보직교수를 대
상으로 대학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을 익히는 연수과정이다.
신임관리자 과정과 현직관리자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대학 내외의 변화와 혁신과 관
련한 사례 중심이나 대학의 중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토론 및 발표 등 실제적 경영 지식 중
심으로 강좌를 진행한다.

대학행정관리자(과장 · 계장)과정 / 대학행정관리자(팀장 · 부장)과정

4) 실무기술
대학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실무기술과 기능을 익히고, 이를 통해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실제 과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워나가는 연수과정이다. 실무
기술은 2박 3일 일정을 원칙으로 운영하며, 핵심 실무 기술을 습득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
어서 개인별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프로젝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 대학행정 기획실무 과정
/ 대학행정 사무 및 문서관리 과정
/ 대학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문서작성 실무 과정
/ 대학행정에 바로 쓰는 통계활용기술 실무 과정
/ 엑셀 함수를 활용한 대학행정업무 능력 향상 과정
/ 엑셀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대학행정업무 능력 향상 과정
/ 엑셀매크로와 VBA를 활용한 대학행정업무 능력 향상 실무 과정
/ 엑셀사용자를 위한 엑세스 활용 실무 과정
/ 입찰·계약업무 실무 과정
/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프레젠테이션 스킬 향상 실무 과정

5) 리더십
리더십 과정은 지식정보화사회가 필요로 하고 전문직 종사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여
러 리더십 능력을 이론적ㆍ실제적 지식과 실습을 통해 익힘으로써 조직의 발전과 개인의 자
아실현을 조화롭게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연수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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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하는 대학리더를 위한 리더십 향상 과정
/ 기획능력 향상 과정
/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과정
/ 고객감동 서비스 전략 과정

6) 위탁연수
위탁연수는 외부 기관의 필요와 요청에 의하여 맞춤형으로 개설되는 연수과정이다. 연수 일
정 및 연수 장소는 위탁하는 기관의 요구를 일차적으로 반영하며, 연수 내용 및 강사도 위탁
기관과의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 안동과학대학 교수법 자체연수(잘 가르치는 교수법 과정)
/ 인천대학교 대학행정능력 향상 전문교육
/ 계명대학교 교수법 자체연수(창의적 교수법)
/ 계명대학교 교수 연수: 문제중심학습(PBL) 대학교수법 과정

7) 특별과정
특별과정은 고등교육 정책 환경의 변화와 대학사회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 회원대학
또는 유관기관의 필요를 수용하여 추가로 개설하는 연수과정이다. 프로그램 성격상 정규 프로
그램 이외에 이루어지므로 강좌의 성격에 따라 일정, 내용 구성 등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을 보
이게 된다. 특별프로그램으로 개설된 과정은 대학 퇴직예정 교직원 미래설계 과정이 있었다.

다. 연수실적

고등교육연수원의 연수참가자 현황을 보면 2006년과 2007년에는 약 3,000여명 수준을 밑
돌고 있었지만 점차 늘어나 이제는 4,500여명까지 늘었다. 특히 교수법과 실무기술 프로그
램 개발이 연수참가자 확대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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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교협 고등교육연수원 운영 실적

(단위 : 명)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교수법

446

638

744

934

1,292

1,634

1,634

1,824

9,146

직무연수

2,461

1,755

2,208

1,796

2,286

2,065

2,222

2,048

16,841

경영관리

-

154

53

36

-

-

37

19

299

실무기술

-

378

-

369

311

257

298

269

1,882

리더십

-

-

371

-

-

-

80

-

451

위탁연수

-

-

12

878

149

601

262

128

2,030

특별

-

-

165

-

-

320

24

-

509

합계

2,907

2,925

3,553

4,013

4,038

4,877

4,557

4,288

31,158

연수 만족도는 각 연수과정별 연수 마지막 날에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는 연수가 끝
난 다음 주 월요일에 연수 참가자에게 발송되고 있다. 조사방법은 5점 척도(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로 이루어지며, 연수과정별 만족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교협 고등교육연수원 만족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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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

유형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비고
(매우만족+만족)

직무연수

20.3

50.6

24.6

35

1.0

70.7

교수법

48.9

39.9

9.5

2.4

0.5

87.7

경영관리

25.4

57.2

15.7

0.8

0.8

82.6

실무과정

48.5

44.1

7.2

0.2

0.0

92.6

리더십

72.2

22.8

5.0

0.0

0.0

95.0

특별과정

39.1

52.7

5.5

1.8

0.9

91.8

합계

42.3

44.2

11.5

1.4

0.5

86.5

제2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분야별 활동

6. 대
 학 교수·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방향과 과제

/

V. 대학 교수·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가. 사업평가
대교협은 대학교수 및 직원 연수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대학교수와 경영관리직,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다. 그 결과 대학 교직
원들의 역량 강화와 우수한 인적자원의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대학의 교
육, 연구, 사회봉사 활동의 질적인 향상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대
학교수 및 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연수 과정을 진행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크
게 세 가지 점에서 발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연수를 전담하는 기구의 변화가 있
었지만 지속해서 대학 및 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요구조사를 강화하고, 고등교
육 정책 변화에 따른 현안 사항을 연수 내용에 반영함으로써 연수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으로도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졌다.
둘째, 연수과정을 마치고 연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연수만족도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연수내용이 참가자의 요구에 얼
마나 충족하느냐와 이를 담당하는 강사가 얼마나 우수한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대교협의 연수는 우수 강사요원의 지속적인 발굴 및 연수 결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하
는 과정을 거치면서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그 결과 2013년 연수에 대한 참가자
만족 정도가 5점 척도 중 매우 만족 및 만족의 비율이 교수법은 88.0%, 직무연수 70.5%, 실
무기술 88.6%로 매우 높았다.
셋째, 신규 프로그램개발 강화 및 연수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대교협 부설
한국고등교육연수원과 연수부 및 교직원개발부 시기에는 워크숍 프로그램, 패키지 프로그램,
자체연수 사업 등 프로그램 유형이 성격상 구분으로 단조로웠으나, 부속 고등교육연수원이 되
면서 프로그램 유형을 내용상으로 구분하여 교수법, 직무연수, 경영관리직, 실무기술, 위탁연
수, 특별연수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특히 과거의 패키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교수법을 강
화하고, 실무기술 프로그램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한 점이 의미 있는 발전이라고 볼 수 있
다. 또한 국고지원으로 이루어지던 연수에서 벗어나 연수원이 독립적인 경영을 하게 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수,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및 개설, 실무
위주의 내용, 참여형 연수를 지향하면서 전문성이 확보되었다.
이처럼 대학의 교수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전무한 상태에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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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및 직원 연수사업은 교수와 직원의 자질함양은 물론 대학 간, 대학구성원간 정보교류
와 인적교류 확대를 통한 공동관심사 논의의 장, 의견수렴의 장으로서 기능을 수행하였다.

나. 향후 발전 방향

사회와 대학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우수한 인재 개발과 확보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
게 된다. 대학내 우수한 인재의 자격과 조건 또한 과거에 비해 차별화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주기 또한 짧아지고 있다. 따라서 만약 연수원이 인적자원의 개발과 확보를 위한 교육과 연
수에 필요한 수요자의 요구 변화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
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구태의연한 프로그램으로 전락하게 된다. 대교협은 동 사업의 중요
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1983년 이후로 프로그램의 횟수와 대상의 확대, 종류의 다양화 등
양적인 성장과 함께 교육내용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통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이루었다.
대학의 인력개발을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보편화·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수원은 교
육수요의 다양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수운영 체제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
러한 시대적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대학 교직원의 역량개발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고등교육
연수원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연수원에서는 대학 교직원들의 연수과정에 대한 요구를 사전에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
이 선행요건이다. 연수운영체제의 요구분석은 연수원 내부 여건과 외부 대학 환경을 고려해
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요구분석은 요구분석 대상 범위를 정하고, 적절한 기법을 적용
하며, 요구분석 결과의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구분석의 결과는 내부적으로만 활용할 것
이 아니라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학사회의 피드백을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연수원의 연수 여건에 대한 분석이나 사회변화, 대학환경 변화,
미래 예측 등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고 요구분석 대상도 연수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폭넓은
요구분석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요구분석 기법과 도구의 활용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연수원은 우선 회원대학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을 위한 과학적인 요구분석의 실시 그리고 그 결
과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268

제2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분야별 활동

/

V. 대학 교수·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둘째, 연수원은 현대사회가 지식정보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연수과정의 다양한 변화를 고려
해 보아야 한다. 최근 연수는 연수원 중심의 집합연수에서 현장중심 연수와 팀 공동체 연
수, 그리고 개별학습 연수 등과 같이 학습자 중심 연수로 전환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우
수대학 탐방 등 현장견학 프로그램, 외부 전문교육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연수운영체제의 변화는 기존의 연수원 중심에서 열린 연
수체제 중심으로 전환되고 궁극적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역량개발을 강조하는 학습조
직의 개념이 전파되면서 인적자원개발과 연수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의 연수는 7개 유형(교수법, 직무연수, 경영관리직, 실무기술, 리더십, 위탁연수, 특
별연수)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향후 추가적으로 온라인이나 글로벌 연수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온라인 화상강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합을 통한 교육효과
의 극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교직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2~4일 정도
의 집합 연수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고, 장기 연수프로그램(2주나 1~6개월, 1년 등)의 개
발 및 운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해외 연수 프로그램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재개설하는 방안
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연수기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코칭, 멘터링, 실시간 연수(사이버 연수), 팀 동료 간 연수 등과 같은 다양한 연수기법
의 활용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현재 연수시설의 제약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새
로운 첨단 매체를 활용한 연수 기법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이버 연수는 개인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시간적·공간적 제약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대학 교직원들이 원하는 교육내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
다. 대학의 교수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은 성인교육, 평생교육의
일환이다. 따라서 연수원은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향후 연수 프로그램의 구성과 기획에
있어서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수·학습방법의 도입과 사이버 연수원 등 새로운 형태의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수원은 대학교수와 행정직원들의 장기적인 자기 계발과 능력 증대를 위한 표준 교
육과정의 개발과 이에 입각한 전문적인 자격증 과정의 체계를 갖추는 것도 시급하다. 지금
까지 연수원은 대학교수와 직원들에게 요구되는 핵심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기본소양이나
리더십, 직무능력, 지식 등을 업무분야별, 대상별, 직위별, 경력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연수원이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들 프로그램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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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관련 프로그램들을 체계화하여 주요 연수 과정의 표준 교육과
정을 개발하는 한편, 전문 자격증과 연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학기획전문가
양성과정에서는 현재 개설되고 있는 기획관련 프로그램을 표준 교육과정으로 개발하고, 이
를 단계적 표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하나의 모듐으로 묶고, 이들 과정을 장기간에 걸쳐 이
수하게 되면 대교협에서 공식적으로 대학기획전문가로서 인증을 해주고, 이들 전문가들은
대학사회에서 강사나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수원이 자격증이나 인증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적용할 경우, 대학과 교육 수요자는 장기적인 계획과 수요에
따라 더욱 체계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적용은 연
수 결과의 활용 가능성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넷째, 연수원은 연수프로그램 평가를 체계화하는 작업을 시도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평가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진다. 하나는 연수 참가자들로 하여금 연수과정을 이
수한 후에 연수과정에 대한 만족도 정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연수과정 목표의 달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평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연수참가자들이 연수과정
을 이수하기 전과 후에 역량개발과 전문성 신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하는 것이다. 전자는 연수생 개인 차원의 만족도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연수내용
을 어느 정도 성취했느냐 하는 성취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현재 연수원은 전반적인 교육 실시 과정이 만족스러웠는지를 조사하는 수준에서 평가가 이
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연수과정에서 다룬 교과목에 대한 이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연수
생의 성취도를 측정하는 접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연수원은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만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탈피하여 연수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를 회원대학에서
행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단순 만
족도 평가에서 탈피하여 교육목적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 프로그램의 질은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적절함에 의해 좌우되며, 이는 다시
우수한 강사요원의 확보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시기별로 요구되는 교육내용을 강의할 수
있는 적절한 강사진을 개발하고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연수원
소속 전문·겸임 강사제를 도입하여 연수원 강의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강사 풀(예비후보)
을 마련하고, 타 기관(대학 포함) 소속 강사의 경우에 겸임강사를 둘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강
사 평가 시스템도 강화하여 만족도 조사를 더욱 정교하게 하고, 우수 강사에 대한 인센티브
를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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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대학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종합정보센터로서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 연수원에서는 교육정보 및 교육과 관련된 각종 교육용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앞
으로 대학 내 교육 및 인사 담당자간 커뮤니티 구성과 운영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대학과 공유하여 강사 풀제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결국 연수원은 대교협 내의 연수원
이기보다는 우리나라 대학 전체를 바라보고 대학 교직원의 역량개발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서 대학 자체 연수의 강화 및 대학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수원 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연수운영의 목표와 발전방향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연수의 목적과 조직 및 예산 운영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연수
원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수참여 인원의 사전 예측성을 강화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사전 신청제를 엄격하게 실시하여 연수참여 인원의 사전 확정 및 이
에 따른 연수 운영과정 개설의 예측성을 높여야 한다. 전문 연수기관이 되기 위해서 프로그
램 개발 및 평가 전문 인력을 확대하여 연수 프로그램 개발에 전문성을 높여야 하고, 연수원
의 직원들에게도 연수 운영 관련 직무 지식 교육의 기회가 강화되어야 한다. 연수원은 대교
협의 부속기관이지만 그 운영은 참가자들의 회비를 받아서 운영되기 때문에 연수원 운영과
관련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일정 부분 유지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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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대학정보공시

1.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사업 개요

대학정보공시제는 대학알리미 사이트(http://academyinfo.go.kr)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국
민의 알권리 보장과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
다. 대학의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 및 정부의 정책 집행 시 합리적인 판단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학의 주요 정보를 수요자 관점에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다.
현재 5개의 메뉴(소개, 정보검색, 통계마당, 참여마당, 서비스안내)와 통합검색을 통해서 정
보수요자 입장에서 관련 정보를 조회하고 비교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 중이며, 특히
대학별 검색과 통합비교 검색, 주요지표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대학의 각종 정보를 수요자
입장에서 서비스 중에 있다. 대학알리미는 궁극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대국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학알리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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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정보공시 목적
○ 대학 정보의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
○ 정보 공시를 통한 대학의 자유경쟁 유도
○ 고등교육정보의 용이하고 합리적인 활용
○ 정보공시 체계 및 시스템 안정화

 대학정보공시 근거
대학정보공시는 2007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2008년 11월 동법 시
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2009년부터 시행령에 명시된 공시 시기에 맞추어 대국민 서
비스 실시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382호, 2012.3.21, 타법개정]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27호, 2012.8.13, 일부개정]

 대학정보공시제 목표

공시정보의 신뢰도 및 활용도 제고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

공시 인프라 구축

공시정보 서비스

법·제도, 공시체계
전산인프라 안정화

공시내용 확충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공시정보 확충

공시운영 효율화

시스템을 이용한
공시 체제 개선

대학공시정보 및
다양한 컨텐츠 정보서비스

대학정보
공시센터

연계체제 구축

대학, 항목별 관리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공시정보품질 고도화

공시정보의 신뢰도 및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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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정보공시 운영·연계체계
대학정보공시제의 시행에 따라 항목별 관리기관은 대학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검증하고,
검증된 정보를 총괄관리기관인 대학정보공시센터의 ‘대학알리미’를 통해 통합적으로 공시
하고 있다. 항목별 관리기관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총 8개 기관이 있으며, 이들 기관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학정보공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총괄 및 항목별 관리기관
항목별 관리기관

항목별 관리기관

총괄
관리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총괄관리기관인 대교협의 역할과 기능
총괄관리기관은 대학 및 항목별 관리기관에 정보공시 양식을 배포하고, 항목별 관리기관으
로부터 공시정보를 제공 받아 학생, 학부모, 연구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대학알리미를
통해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총괄관리기관은 정보공시를 위해 대학알리미 및 콜센터 운영,
대학의 공시 현황 모니터링, 공시정보 제공, 이슈페이퍼 발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정보공시업무의 전체적인 구성도는 아래와 같다.

 대학정보공시제 운영

교육부

(공시대상)대학

항목별 관리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괄관리기관)

일반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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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관리기관에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
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장학재단 등
총 8개의 기관이 있으며, 이들 기관은 정보공시 관리항목을 각급 대학으로부터 수합 및 검
증하여 총괄관리기관으로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더불어 각 대학은 대학 홈페이지
에 대학정보를 공시하며, 관련 공시자료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할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각각의 기관별 역할과 기능은 다음 표와 같다.

 대학정보공시 기관별 역할과 기능
추진조직

주무부처

기관명
교육부
(교육통계과)

주요 기능 및 역할
대학정보공시 기본계획 조정·승인
총괄관리기관, 항목별 관리기관 지정
정보공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대학정보공시 실행계획 수립
대학정보공시 양식, 지침 개발 및 안내

총괄관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기관

(대학정보공시센터)

정보공시 교육안내 및 콜센터 운영
공시자료 모니터링 및 성장점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대학알리미 운영
공시자료 분석 및 자료제공 서비스
대학정보공시 관련 연구 및 개선방안 도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항목별 관리
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입학],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리공시항목 정보의 조사 및 검증
대학별 정보공시 연계(간접입력)
공시항목 지침개발 지원
정보공시 성장조사 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공시 데이터 작성 및 관리
공시주체

고등교육기관

항목별 관리 기관 및 총괄관리기관으로 정보 제출
공시내용에 대한 문의처 운영

2013년 대학정보공시 대상 고등교육기관은 총 431개교로(<표> 2013년 대학정보공시 대상
학교, 참조) 2008년 414개교, 2009년 427개교, 2010년 434개교, 2011년 439개교, 2012년
433개교이다. 2013년은 대학의 통폐합으로 공시대상 대학 수가 줄었다.
공시항목은 2008년, 2009년에는 13개 분야 55개 항목과 82개 세부항목, 2010년에는 13개
분야 61개 항목과 95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2011년에는 13개 분야 71개 항목과
112개 세부항목, 2012년에는 13개 분야 72개 항목과 114개 세부항목이었다. 그리고 2013
년에는 13개 분야 67개 항목과 103개 세부항목이 공시되어 매년 대학정보공시제의 규모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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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대학정보공시 대상학교
공시대상의 근거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제2조)

학교 종류

학교수

국립

공립

사립

대학

195

30

1

164

산업대학

2

-

-

2

교육대학

10

10

-

-

전문대학

139

1

7

131

방송대학

-

-

-

-

통신대학

-

-

-

-

방송통신대학

1

1

-

-

사이버대학

19

-

-

19

기술대학

1

-

-

1

각종학교

5

2

-

3

대학원대학

41

-

-

42

414

44

8

362

12

-

-

12

소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39조)

그 밖에

한국폴리텍대학
/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한국농업대학설치법(제1조)

한국농수산대학

1

1

-

-

한국과학기술원법(제1조)

한국과학기술원

1

1

-

-

광주과학기술원법(제1조)

광주과학기술원

1

1

-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제1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

1

-

-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제1조)

한국학대학원

1

1

-

-

소계

17

5

-

12

합계

431

49

8

374

다른 법률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가 대학정보공시 대상에 해당
하며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국방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육군3사관학교, 국가정보대학원은 특례법 제
2조 5호 단서(단, 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제외)에 의해 제외되며, 평생
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사내대학은 평생교육시설이므로 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사이버대학(원격대학)은 고등교육법에 의해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되는 사이버대학만 해당됨
※ 2013년도 신설학교: 창신대학교(학제변경), 서울제일대학원대학교(신규공시)
※ 2013년도 통폐합학교: 경동대학교(경동대학교+동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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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정보공시 시기
대학정보공시 시기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2013
년을 기준으로 13개 분야, 67개 항목, 103개 세부항목을 정기(4월, 6월, 8월, 10월)와 수시
로 나누어 공시하였다. 2012년에 비해 2013년 정기공시 횟수는 연 8회에서 4회로 조정하
고 대학의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화하였다.

2. 대학정보공시제
운영 프로세스

대학정보공시 시행 이후, 2011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대교협으로 대학정보공시 총괄관
리기관이 변경되었다. 이로써 대교협은 항목별 대학입학정보를 제공하던 항목별 관리기관
에서, 8개 항목별 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대국민에게 공개하는 총괄관리기관으로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었다.
대교협은 대학과 소통하는 기관으로서 갖는 강점을 통해 대학 현장에서 요청하는 이슈사항과
건의사항을 토대로 대학정보공시 지침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정보공시 담당자 교
육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대학실무자의 올바른 입력을 지원하는 등 정보공시 운영
의 효율성과 공시자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선 항목별 관리기관과 대학에서 제공하는 정보공시 자료의 정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
정보공시센터에서 다단계 검증을 실시하여 보다 올바른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기
공시 이후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고등교육정책의 주요사항을 국민에게 안내하였고 일반수요자
를 대상으로 ‘대학정보공시 외부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대학이 제공하는 대학홈페이지나 홍보
물, 광고, 모집요강 등의 허위·과장된 정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대학정보공시 현
장점검을 확대·실시하여 올해 100개 대학을 대상으로 공시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였고 개선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대학현장에서 올바른 정보공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매년 100개 이상의 대학정보공시 현장점검을 계획하고 대학현장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대
학의 목소리도 청취하여 만족도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학정
보공시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여 정부기관과 대학
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수요만족도 조사연구를 통해 대학정보공시 운영점검과 개선
사항을 진단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화와 국
제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영·중문 대학알리미를 구축하여 해외 유학생 유치와 국내
대학의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대학정보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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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중문 대학알리미

3. 표준분류체계
도입과 운영

대학정보공시의 활용 가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정보의 근간이 되는 대학의 학과코드 표준
화가 통계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고등교육통계정보를
생산하고 운영하는 항목별 관리기관들은 나름대로의 학부·과 및 전공 분류체계를 운영 및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 분류체계들은 각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및 통계작업에 가장
적합한 형태와 구조로 구축·운용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통합적 고등교육통계정보를 생산, 배포 및 활용하는 과정의 구축과 관련
해서는 현실적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류체계가 상이함에 따라 관련 분류코드 역
시 서로 다르며, 이들 상이한 분류코드에 따라 축적되어 있는 고등교육통계 원천자료를 통
합하는 과정은 상당한 비효율성이 존재하였다. 더욱이 433개 고등교육기관에서 매년 2만
여건의 학과 변경(통폐합 및 삭제 포함)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각 기관의 분류코드가 매
년 변경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이들 개별 분류체계 및 전산코드에 따라 대학이 관리기관에
제공하는 통계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은 이들 각 기관뿐만 아니라 원천자료 제공자인 대학에
도 과다한 행정력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연계된 통계정보의 신
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대학과 유관기관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분
류체계 및 전산코드의 개발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대교협은 2012년 표준분류체계 도입
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표준분류 도입의 타당성 분석과 업무프로세스 수립 등 관리운
영과 분류체계를 체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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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통계자료 취합·연계를 위한 과거 분류체계
대학 A
A 기관
분류체계

B 기관
분류체계

관리기관 A
C 기관
분류체계

A형
분류체계

C 기관
분류체계

B형
분류체계

C 기관
분류체계

C형
분류체계

대학 B
A 기관
분류체계

B 기관
분류체계

관리기관 B

B 기관
분류체계

B형
분류코드

관리기관 C

대학 C
A 기관
분류체계

A형
분류코드

C형
분류코드

총괄관리기관

A형
분류체계

A형
분류코드

B형
분류체계

B형
분류코드

C형
분류체계

C형
분류코드

 목적
○ 대학정보공시를 위한 코드 표준화와 항목별 관리기관간 고등통계자료 신뢰도 제고
○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정보 기반 항목관리기관간 표준분류체계 연계 구축
○표
 준분류정보 및 표준분류체계의 검토 및 이의신청을 통한 고등교육통계정보의 신뢰
성 및 타당성 제고

 표준분류체계 운영 체계
표준분류체계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근거한 교육부 5대 분류를 기반으로 34개 중분
류,180개 소분류 체계에 따라 대학 학부·과(전공) 정보를 표준화하고 연도별 대학코드 연
계 및 공유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였다(2013. 10). 대학은 대학정보
공시에 근간이 되는 표준분류체계를 매년 확정하기 위하여 학부·과(전공)의 신설, 변경, 분
리, 통합, 폐지 사항을 표준분류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계열별 심의위원의 심의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류와 분류체계의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이력관리가 가능하도
록 시스템과 업무프로세스를 체계화하였다.
세부 내용은 아래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 시스템과 표준분류 운영 절차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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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 시스템

 표준분류 운영 절차

대학
• 학부·과 및 전공 신설,
통합, 분리 및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계열변경
관련 의사결정
• 표준분류체계에 따른
대/중/소계열 분류 결정
• 정보표준기획팀에 자율분류
결과 이첩
• 학과명,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수진 프로필 및
유관직종/직군 등의 관련
정보 제공 필요

의사결정 후
30일 이내

대학교육협의회
• 대학자율분류결과 접수
• 필요시 유관계열 표준분류
심의위원회에 검토 요청

접수 후
7일 이내

• 해당 학부·과 및 전공의
계열 검토 및 분류 확정
(온/오프라인)
접수 후
14일 이내

통지 후 14일 이내

정보표준기획팀

대학
• 이의신청

즉시

• 대학에 분류 결과 통보

• 표준분류심의위원회 분류
결정 수용

• 단순 학부·과 명칭 변경

표준분류심의위원회

• 학부·과 전공 폐지 결정
이첩 후
7일 이내
반영

대학교육협의회

대학
• 학부·과 및 전공 관련 제반
행정업무에 활용

즉시

상시

• 분류DB 및 이력DB에 반영
• 대학 및 고등교육통계정보
유관기관에 공유

유관기관

상시

• 고등교육통계정보 관련
업무에 활용

표준분류체계 심의·확정을 위해서는 교육부 산하 대학정보통계위원회 소위원회로 표준분
류심의위원회를 설치(2011. 12)하였다. 학부·과 및 전공 표준분류체계에 대한 기본 연구(
280

제2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분야별 활동

/

VI. 대학정보공시

김승용 외, 2012)에서 제시한 표준분류체계 운영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원천자료 제공자
인 각급 고등교육기관과, 표준분류체계 상시전담기관인 표준분류관리센터(2012년 2월 이
후 대교협 대학교육정보실 산하 대학정보공시센터에서 운영)를 설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
하고 있으며, 표준분류체계를 활용하여 각종 고등교육통계를 생산·운용할 항목별 관리기
관과 협업 과정을 통해서 표준 업무체계를 구성하였다.

 표준분류심의위원회 인력 구성

표준분류심의위원회

표준분류관리 심의위원장

4. 과제와 전망

인문/사회 계열 위원장

증분류

증분류

자연계열 위원장

증분류

증분류

공학계열 위원장

증분류

증분류

예체능계열 위원장

증분류

증분류

의학계열 위원장

증분류

증분류

증분류

증분류

증분류

 정보공유 확대와 창조경제를 위한 서비스 발굴
2008년부터 시행된 대학정보공시는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 정보공개 대표사례로 향후 정
부3.0 정책에 발맞추어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확보와
OPEN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서비스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정보공시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매년 변경되는 항목과 지침의 내용을 대학현
장에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기회와 교
육횟수를 늘려 정보공시를 통해 수집되는 각종 고등교육정보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서비스와 정보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온라인 대화형서비스(OLAP,
On-Line Analytical Processing)를 구축하여 대학에게 일괄적으로 제공되는 정형화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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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정보수요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특정유형 대학별, 지역별, 전략별, 규모별로 차
별화된 분석 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제에 맞추어 국민과 정부, 대학의 요구에 부합하는 대학정보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조경제에 발맞추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고등교육
통계정보와의 연계를 통해서 OECD 또는 국제적인 등록금 정보 및 입시정보 등과 통합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의 입시 및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국제적인 고등교육 통합정보서
비스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표준분류체계와 직업분류체계 및 산업분류체계의 연계를 통
해 국가적 인력수요 공급정책에 필요한 주요 지표를 양산하고 국가의 중장기적인 정책 기조
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과 국가에 부응하는 서비스로 발전해 나아가는 것 또한 필요하다.

 국가의 고등교육통계 표준코드 정착
대교협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총괄기관으로서 대학정보공시
를 시행하고 있으나 고등교육 정보의 근간이 되는 대학의 학부, 학과 코드에 대한 이력관리
부재로 표준분류체계에 대한 필요성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교협은 대학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작·배
포하였으며, 표준분류 지침 확정을 위해 교육부와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분류체계가
고등교육통계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향후 표준분류체계에 대한 업무를 보
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과 항목별 관리기
관의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정보공시의 근간이 되는 대학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체계는 범국가적인 고등교육통계
의 표준코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대학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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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운영

1. 교양교육의
현실적 의의

2012년도 스위스 경영개발대학원(IMD)이 조사 발표한 대학교육의 ‘경쟁사회 요구 부합도’
에서 한국은 전체 58개국 중 46위라는 초라한 성적을 받았다. 이 결과는 한국 대학교육이
국제경쟁력을 가진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상황에서 대
학 교육이 국제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주요한 길은 바로 융합에 기초한 새로운 부가가치
의 창출이다. 하지만 한국 고등교육의 심각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대학이 전문 지식 교육에
지나치게 편중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산업화에 따른 학문 세분화
로 인한 학과 중심의 대학교육 관행이 지식정보화 시대라 불리는 현대 사회에서도 별로 바
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한국의 대학교육은 현실적으로 ‘특화된 전문직업교육’에만 열중해 왔지 교양
교육을 토대로 한 ‘일반적 보편지성교육’은 매우 등한시해왔다. 직업교육의 성격이 강한 응
용학문 분야의 전공교육이 대학교육의 중심이 되어 왔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학에서 이러
한 편향된 교육이 널리 시행되었던 것은 특정 전문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단기간 내에 대
폭적으로 학습-수용하여 급속히 국가사회를 근대화시켜야 한다는 교육사회적 이념이 지배
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도 산업화를 이루고 ‘정보사회’로 이행하였고, 따라서
산업화에서 요구되었던 ‘특정 분야의 기성 지식’의 학습만으로는 대학의 고등교육이 제 역
할을 다할 수 없는 사회가 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교양교육이 중심이 되는 ‘일반적 보편
지성교육’이 곧 ‘전문 직업교육’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디지털 혁명이 가져온 사회상의 변화와 그 핵심을 이루는 지식사회의 지형변화가 바로 이러
한 변화를 요구하게 된 원인이다. 디지털 기술은 인간의 문화적 활동에서 시간적 순차성과
공간적 배타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생활세계를 열어놓음으로써 인간의 욕구와 욕구충족의
방식을 동시적 복합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았고, 이에서 연유해 기술이 융합하고 산업이 융
합하고 지식이 융합하는 문명사적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제는 특정 전공분야
의 전문지식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고, 여러 영역을 조망하고 종합적으로 사유하여
창의적 발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지적 상황이 된 것이다. 각 전문분야들의 지식을
폭넓고 깊이 있는 안목 아래서 조망하고 연결시켜 주는 ‘지적 연결지평’이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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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융·복합교육이 절실히 필요해졌으며, 융·복합교육의 기초로서 교양교육이 중요해
진 것이다.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런 전문 지식을 비판적으
로 수용하고 창의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폭넓은 사유의 지평과 기본적인 지적
능력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교양교육이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되는’ 여
분의 교육이 아니라 기초 학문의 깊이 있는 탐구 성과가 담겨 있는 분야로서 전공교육과 나
란히 대학교육의 한 축을 이루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렇듯 교양교육의 강화 및 심화가 절실
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교양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교양교육 체제 개편을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서는 범대학적인 교양기초교육 전담 기구의 역할과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 높
아졌다고 할 수 있다.

가. 설립배경

2.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출범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하 교기원)은 한국의 대학사회에 널리 잠재되어 있던 교양교육 분야
의 실질적 수요로부터 빚어져 나온 오랜 숙원이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대학의
교양교육을 내실화하려는 노력은 〈대학교양교육협의회〉와 〈한국교양교육학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선구적 식견을 갖고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교·강사나 기관장들이 횡적으로
1) 서울대 기초교육원, 열린지성 18호 참조,
이하 건의 내용:
① 교육과학기술부 내에 대학의 기초교
양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
원체계(예산과 인력)의 마련
② 대학 기초교양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
상시키기 위해, 대학평가에서 기초교
양교육의 성과 및 기획을 중요 항목
으로 설정하고, 평가체계를 제도화
③ (가칭)‘대학기초교육연구센터’를 전국
의 주요 거점대학들에, 혹은 통합 신
설되는 연구재단(학술진흥재단+한국
과학재단) 내에 설치
④학
 술진흥재단의 연구지원체계상의 분
류에서 기초교양교육 분야를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의 전공학문분
야로부터 독립된 범주로 설정하고, 학
제적 융합학문적 기초교육연구의 지
원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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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를 강화해 교내의 무관심을 이겨내고 교양교육에 활력을 넣고자 결성된 모임이 2001년
대구대학을 거점으로 하여 창립된 〈대학교양교육협의회〉이다. 좀 더 학구적인 연구활동에
힘을 쏟아 그 성과를 축적하자는 뜻에서 2006년 당시 창립된 것이 〈한국교양교육학회〉다.
2009년 대학교양교육협의회와 한국교양교육학회는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에서 열린 제15
회 심포지엄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내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대학 교양교육의 강
화책을 수립, 집행할 것을 건의하였다.1)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당시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교양교육 강화에 대한 논의 끝
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고등교육위원회’(위원장 민경찬 교수)가 주축이 되
어 2010년 1월초부터 5차례에 걸친 전문가 좌담회 및 포럼을 개최하였다. 그 결과로 2010
년 4월에 대학의 교양교육 강화를 위해 범대학적 기구의 설립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가 제출되기에 이르렀다.2) 그 후 우여곡절이 없진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이 제안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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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보경 외, “학부 교양교육 강화를 위한
국가수준 지원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
부, 자문조사 2009-11), 34-37쪽
이 보고서는 교양기초교육 선진화를 위
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부
의 지원 방안으로 다음의 네 가지 방안
을 검토했다.
1안: 주요 거점대학 기초교양교육 연구
센터 구축안
2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한 지원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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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된 것이 현재의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라 할 수 있다.
처음 〈한국교양교육센터〉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본 기구의 운영위원회는 2011년 6월 30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한국교양교육센터를 7월 1일부로 창립할 것을 의결하고, 설치·
운영규정을 인준하였으며 초대 운영위원장에 민경찬 연세대 교수를, 초대 센터장에 손동현
성균관대 교수를 선임하였다.
이렇게 출범한 한국교양교육센터는 2011년 8월 25일 제2차 운영·실무위원 연석회의에서

3안: 개별 대학 지원안

그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하자는 뜻에서 〈한국교양기초교육원〉으로 기구명을 개칭하고, 기

4안: 대학교양교육협의회 혹은 한국교
양교육학회를 통한 지원안으로부
터 독립된 범주로 설정하고, 학제
적 융합학문적 기초교육연구의 지
원체계 강화

구 개원식과 개원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나. 이념과 목적

교기원의 이념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안목을 길러주는 심도 깊은 교양교육과 비
판적·창의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글로벌 인재로서 활동 능력 및 기초 과학지식 등을 함
양하는 기초교육의 내용 및 과정을 개발 확산할 것을 그 미션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교기원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수립하였다.
첫째, 전국적 차원에서 교양기초교육의 목표와 방안에 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동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대학교육 전반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범 대학적
기구로서 활동한다.
둘째, 교양기초교육에 대한 대학 및 사회의 올바른 인식을 선도하는 공론장을 제공한다.
셋째, 전반적인 교양기초교육의 수준을 진단하고 그 성과를 평가한다.
넷째, 교양기초교육의 개선을 위한 방책을 강구하며, 대학교육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의 목표에 따른 대학별 유형과 현실적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교양기초교육의 교과
과정 및 교육내용을 개발, 공유한다.
이처럼 교기원은 각 대학 및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교양 기초 교육의
의의와 목표에 대한 공유점을 찾고 교양 기초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그 교육적 성과에 대한
평가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견실한 교육 과정 및 교양 기초 교과목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학의 전공 교육과 교양 교육의 비합리적인 구분을 극복하는 교육과정 및 교육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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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상호보완적 ‘통합형’ 교육과정 및 운영시스템을
연구한다. 그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교육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유연한 학사시스템을 연
구하고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교기원은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의 이분법적인 학사구조를 개
선하여 21세기의 새로운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대학 교육의 전형을 개발, 제시, 공유
함으로써 대학교육 전체의 질적인 수준을 제고한다.

다. 운영체제 정립 및 활동 경과

교기원은 최고 의결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운영위원회는 인사, 예산, 사업 등 원
의 모든 주요 사항에 관해 심의 의결권을 가진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당
연직 위원으로서 교기원장, 대교협 사무총장, 한국교양교육학회장(전직 및 현직 회장), 대학
교양교육협의회장(전직 및 현직 회장), 전국교무처장 협의회장(전직 및 현직 회장)으로 구성
된다. 교기원은 대학교양교육협의회, 한국교양교육학회 및 전국대학 교무처장 협의회를 자
매기구로 두며 이들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 산하에는 차후 교육개발지원팀, 연구평가팀, 학생지원팀, 학술협력팀
등 총 4개의 팀을 둘 예정이다. 교기원의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운영위원회

한국교양교육학회
대학교양교육협의회
대학교무처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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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

편집위원회

사무국

실무위원회

교육개발지원팀

연구평가팀

학생지원팀

학술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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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과정·교과목 개발 및 교양기초교육 진단

3. 주요 프로그램
종류 및 내용
 기본방향

○대
 학 교양기초교육의 실질적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교과목 콘텐츠 개
발 보급
○각
 대학별 교육목표와 특성을 고려한 교양교육 진단 모델과 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대
학들을 대상으로 점검 실시

 사업내용
○ 융복합 교과목 콘텐츠 개발
- (목적) 융복합 교양 교과목을 개발하고 이를 대학 강단에 설강함으로써 융복합 시대
에 부합하는 교양 교과목의 질 제고
○ 대학별 교양교육 성과 진단 평가 시행
- (목적) OECD-AHELO(고등교육 학습성과평가) 일반핵심역량(Generic skill) 함양을 지
원함으로써 교양기초교육 수준의 국제화를 도모
- (목적) 투입요인과 산출결과 위주의 종전의 교양교육 평가에서 학습과정에 대한 진
단과 평가로 보완
-개
 발된 평가 툴(tool)을 바탕으로 성장 진단을 위해 설문에 참여한 대학별 성장 보고
서 발간·공유
-교
 양기초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저해요인을 탐색하여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개발에 활용
○ 교양기초교육 질 보증과 질 개선을 위한 진단 평가 시행
- (목적) 교양기초교육의 다양한 교과목 유형별로 최적의 수업환경 및 조건을 연구함
으로써 교육효과를 제고
- 스마트러닝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의 조건을 반영하는 수업지원 방안 강구
- 대학 유형별, 수업유형별로 바람직한 모델에 토대한 인증평가 모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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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양기초교육 성과 확산
 기본방향
○ 대학

간 교양기초교육 수준 격차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 핵심적 지식 정보의 원활한
확산체계 구축
○교
 양기초교육 강화를 위한 대학 간의 협력체계 및 산학협력 체계 구축

 사업내용
○ ‘디지털 라이브러리’(아카이브) 확충
- (목적) 대학 교양기초교육 관련 지식·정보의 허브 역할 수행을 위한 토대 및 체계적
아카이브 구축
-K
 ERIS의 KOCW 안에 교양기초교육 아카이브 페이지를 구축하여 콘텐츠 공동관리 운영
○웹
 사이트 고도화 및 유지
- (목적) 교양기초교육의 혁신을 기하고자 하는 대학 및 교수자들에게 교육콘텐츠 제공
을 위한 정보인프라 고도화
○핵
 심교양기초교육과정 개발포럼 개최
- (목적) 교기원 개발 신규 교과목 및 교과과정의 최종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며 연구 성
과를 공유·확산
- 교양교육학회/협의회의 정기 학술대회(6월, 12월)와 연계하여 개최
○e
 -저널 ‘두루내’ 발간
- (목적) 간행물을 통한 교양기초교육 정보 축적 및 교류
- 편집위원회를 주축으로 각 호의 편집기획 후 격월 발간

다. 범대학 지원

 기본방향
○교
 양기초교육 혁신의 의지를 가진 대학 및 교수자들에게 교양교육의 이상적인 방법론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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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 지원 제공
○ 지원의 양적 지표보다 질적 성과 달성에 주력

 사업내용
○ 신임보직교수 집단 컨설팅
- (목적) 대학별 교양기초교육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대학별 교양기초교육 방향성 제고
와 행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
-교
 양교육 기관장(보직교수) 교체로 인한 행정적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대학 내 교양기
초교육에 대한 인식을 강화
○ 개별 대학 컨설팅
- (목적) 교양기초교육과정에 혁신을 원하여 구체적인 방법론을 모색하는 대학의 실정에
맞는 맞춤식 컨설팅 제공
- 연중 컨설팅 계획에 따라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위원들이 해당 대학 방문
- 컨설팅 후 대학별로 피드백을 받아 컨설팅의 실질적인 효과 제고

28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30년史
제 1 부 역사의 탑

/

제 2 부 헌신의 탑

/

제 3 부 내일의 탑

/

부록

제2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분야별 활동
가. 교육과정·교과목 개발 및 교양기초교육 진단

4. 운영 실적

교기원에서는 1차년도에 37개, 2차년도에 14개, 3차년도에 12개의 연구 및 교과목 개발을
진행하였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1차년도
구분

연구명
1
2

교양교육의 위상 및 교육과정-학사구조 선진화 방안
쌍방향(In/Out Bound) 국제화 시대의 바람직한 대학 교양교육 과
정 연구

Ⅰ.
교양기초

Ⅱ.

소속

정연교

경희대

이보경

연세대

허남진/

3

대학 교육목적 유형별 기초교양교육과정 개발 연구

4

교양-전공 연계교육 교과과정 모형 개발

김순임

전남대

5

이공계 통합인문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진우

포항공대

6

전공 연계 글쓰기 교육과정 개발

원만희

성균관대

7

튜터 부재 대학 수학교육 모델개발

박종일/강혜정

서울대

8

창의성 함양을 위한 대학 융합교양교과목 〈대학 창의성〉 개발

이일하

서울대

9

학문횡단형 교양과목 개발 : 설득과 소통

박구용

전남대

10

사회봉사 실천 과목 개발 전략

김춘이

계명대

11

‘미래문화론' 개발

홍승용

대구대

서덕희

조선대

교육과정
관련연구

연구 책임자

12

다문화역량 계발을 위한 융복합 교양과목 개발연구 :
체험-성찰-표현을 중심으로

김지현

서울대

교양기초
교육교과목

13

대학영어 교육을 위한 ESP 교과목의 역할 연구

박형지

연세대

14

21세기형 글쓰기 교육을 위한 융복합적 프로그램 개발 연구[1]

정희모

연세대

15

전공 글쓰기 교과과정 개발

김창원/이봉호

덕성여대

유혜원

단국대

관련연구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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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중심의 유형별 말하기 교육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학생들의 말하기 유형화 작업을 중심으로

17

예술 창의성 향상을 위한 『논리와 사고』 교과개발 연구

서민규

중앙대

18

통합적 교과목 개발 ‘사고와 통합’과 ‘생활과 과학’을 중심으로

최승회

한국항공대

19

지성·덕성·감성 함양을 위한 교양한문 교과 개발 기초 연구

김영우

인제대

제2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분야별 활동

구분

연구명
20

Ⅲ.
교양기초교육
교수-학습
관련연구

Ⅳ.
교양기초교육
성과평가
관련연구

Ⅴ.
교양기초교육
정책관련연구

대학 교양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스마트 e-러닝 체계 및 교수
-학습 모델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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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책임자

소속

권성호

한양대

이명찬/

21

글쓰기 센터 운영안 개발

22

강좌 성격에 따른 수업형태 및 수업지원 방책에 관한 연구

조상식

동국대

23

연구-학습윤리 규범 연구개발

이재성

계명대

24

예체능 계열 글쓰기 교수법 및 교재 개발 워크숍

강성숙

인제대

25

비판적 사고에 기초한 〈학술적 글쓰기〉 실습 자료 개발

박상태

성균관대

26

교양교육에서 인터넷 집단지식의 활용 방안

박일우

계명대

27

읽기와 토론을 활용한 글쓰기 교육 방안

박중렬

전남대

28

대학 글쓰기 교육 이론과 발전 방향

허재영

단국대

29

자기계발을 위한 코칭 리더십 교수법 워크숍

홍덕기

전남대

30

과학글쓰기의 학제적 접근을 위한 고찰

황성근

군산대

31

대학 기초교양교육의 질과 성과 분석을 위한 평가도구 개발연구

배상훈

성균관대

32

국제어 강의의 성과 평가 및 내실화 방안

김미숙

경희대

33

사이버 강의의 교육성과 평가 및 내실화 연구

유홍준

성균관대

34

대학 교양기초교육에 대한 종합적 분석 연구

손동현

교기원

35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사업 성과 평가 종단연구

배상훈

성균관대

36

연구중심대학 정책이 학부 교양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미친 효과

박주호

한양대

홍성기

아주대

연구 책임자

소속

37

모듈화·체계화를 통한 실현가능한 교양교육 모형 개발과
확산 방안에 대한 연구

김윤선/육민수

덕성여대

2) 2차년도
구분

연구명

Ⅰ.
교육과정

1

쌍방향 국제화 시대의 바람직한 대학 교양교육 과정 연구

이보경

연세대

2

대학 녹색성장 교과목 개발

박태윤

연세대

3

도덕적 추론

강상진

서울대

연구

Ⅱ.
교과목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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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명

연구 책임자

소속

4

세계 시민정신

이희용

서울신대

5

융복합 교양 ‘STEAM’ 교과 개발을 위한 연구

김선욱

숭실대

6

외국인 학생을 위한 수학 준비 프로그램 개발

박종일, 강혜정

서울대

7

전공연계 글쓰기 교육과정 개발

원만희

성균관대

8

21세기형 글쓰기 교육을 위한 융복합적 프로그램 개발 연구

정희모

연세대

9

대학 기초교양교육의 질과 성과 분석을 위한 평가 도구 개발 연구

배상훈

성균관대

10

사이버 강의의 교육성과 평가 및 내실화 연구

유홍준

성균관대

11

대학 교양기초교육에 대한 종합적 분석 연구

박주호

한양대

12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사업성과 평가 종단 연구

배상훈

성균관대

13

스마트 러닝을 통한 교양기초교육 콘텐츠 확산 방안

강인애

경희대

14

한국 대학생의 가치관 변화에 관한 조사

손동현

교기원

연구 책임자

소속

Ⅱ.
교과목
관련 연구

Ⅲ.
성과 평가관련
연구

Ⅳ.
정책관련 연구

3) 3차년도
구분

토대
연구

융복합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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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명
1

대학 유형별 교양교육과정 개발 연구

박부권

동국대

2

강좌별 수업형태에 따른 수업지원방책 연구

이성흠

경기대

3

교양교과목 내용 분석과 그 내실화 방안 연구

박주호

한양대

4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질과 성과 분석을 위한 평가도구 개발 연구

송해덕

중앙대

5

의사소통교육 성과 진단 도구 개발

정희모

연세대

6

학부교육 성장진단

배상훈

성균관대

7

인문학·예술 융복합 신규 교과목 〈그림 읽기로 세상보기〉개발

박일우

계명대

8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만남

최예정

호서대

9

지식의 지형도와 과학기술 사회론

김유신

부산대

10

과학과 인문학의 만남

박희주

명지대

11

‘봄’의 미학, 디지털 영상과 기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최명원

성균관대

12

정신분석적 접근과 융복합적 해석을 통해 본 이슬람 문화

오은경

동덕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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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으로 개설된 강의 목록
개설 정보
연구명

•튜터 부재 대학 수학교육 모델개발

박종일
/강혜정

이일하

•교양-전공 연계교육 교과과정 모형 개발

김순임

•전공 연계 글쓰기 교육과정 개발

원만희

•지성·덕성·감성 함양을 위한 교양한문 교과 개발 기초
연구

학교명

학기

기초수학

동양대

2013-1

창의적 사고와 삶

서울대

2012-2,

2012-1,

•창의성 함양을 위한 대학 융합교양교과목
〈대학 창의성〉 개발

•비판적 사고에 기초한 〈학술적 글쓰기〉 실습 자료 개발

교과목명

2013-1

박상태

신입생세미나

전남대

예정

사고의 기초

성신여대

2012-2

국어사

상명대

2012-2

학술적 글쓰기

성균관대

매학기

인제대

매학기

한문 1
김영우
한문 2
2011-2,
2012-2,

사고와 통합

•통합적 교과목 개발 ‘사고와 통합’과 ‘생활과 과학’을
중심으로

한국

최승회

2013-1

항공대
2012-1,

생활과 수학
환경과의

2013-1
연세대

2013-1

도덕적 추론

서울대

2014-1

이희용

세계속의 나

서울신대

2013-1

•스마트 러닝을 통한 교양기초교육 콘텐츠 확산 방안 연구

강인애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경희대

2013-1

•융복합 교양 ‘STEAM’ 교과 개발을 위한 연구

김선욱

•대학 녹색성장 교과목 개발

박태윤

•도덕적 추론

강상진

•세계 시민정신

조화로운 삶

2013-1

환경문제와 인간
숭실대
환경문제와 사회

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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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술지에 게재
게재 정보
논문명

연구 책임자
학술지명

권호사항

•다산 정약용 인(仁) 해석의 특징

김영우

東洋哲學

제 38집

•대학 작문 교육의 현실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허재영

교양교육연구

제6권 1호

•교양 - 전공 연계교육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예비고찰

민춘기, 김순임

교양교육연구

제6권 1호

•교양교육에서 인터넷 집단지성의 활용을 위한 제언

박일우 외 2명

교양교육연구

제6권 2호

유홍준

교양교육연구

제6권 3호

김순임, 민춘기

교양교육연구

제6권 3호

배식한

교양교육연구

제6권 3호

이보경 외 4명

교양교육연구

제6권 4호

민춘기

교양교육연구

제7권 1호

•교양기초교육에서 사이버 강좌 운영 성장과 개선방안
•과정과 문화 중심의 교양교육 개선
•전공연계글쓰기(WAC)의 국내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
: 미국 WAC 프로그램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쌍방향 국제화를 지향한 대학의 교육성장과 비교과과정에 대한 연구
•대학 신입생 기초교육: 수업 사례와 개선 방향

나. 교양기초교육 성과 확산

○ 핵심교양기초교육과정 개발포럼 개최(2011년~2013년 11월 현재)
-2
 011년부터 교양교육 학회 및 교양교육 협의회의 공동 학술대회와 연동하여 연 2회(6
월, 12월) 개최

○ 핵심교양기초교육과정 개발포럼 개최(2011년~2013년 11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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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포럼

일자 및 장소

참가인원

제1회

2012.6.9/경희대

70명

제2회

2012.6.9/경희대

180명

제3회

2013.6.15/서울대

70명

제4회

2013.12.18/프레지던트 호텔 브람스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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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교육 협력 포럼
협력 포럼

일자 및 장소

참가인원

제1회

2013.5.27/포스트타워 21층

50명

제2회

2013.10.23/프레지던트 호텔 슈벨트 홀

90명

제3회

2013.12.11/더케이서울호텔

○ e-저널 ‘두루내’ 발간
- 2012년 3월호를 시작으로 2013년 11월 현재 총 11호 발간

○ 대학생 고전독해 에세이 콘테스트
- 일자: 2013. 5. 28
- 장소: 연세대
- 참여: 52개대 300명 참가

다. 범대학 지원 사업
○ 신임보직교수 집단 컨설팅 (2012년~2013년 11월 현재)
집단 컨설팅

일자 및 장소

참가인원

제1회

2012.2.23/성균관대

45개대 85명

제2회

2013.8.20/홀리데이 인 성북

67개대 115명

○ 개별 대학 컨설팅 (2012년~2013년 11월 현재)
일자

대학명

2012.08.02

유한대

2012.08.27

세한대

컨설턴트
손동현 원장,
최종철 사무국장
손동현 원장

내용
• 교양교육과정 구성 관련
• 교양교육과정의 중요성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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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대학명

컨설턴트

2012.09.21

계명대

조상식 교수,

손동현 원장,
강용순 교수

내용
•교양교육과정의 분야 분류 및 이수학점 구성의 적절성
•교양 교육과정 수립 및 교육 추진 조직의 적절성

2012.10.11

대구보건대

손동현 원장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
•학사제도(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교양학부 운영에 관한 사항

2012.10.26

상명대

손동현 원장

•교양교육과정의 분야/분류 및 이수학점 구성의 적절성
•교양교과목 학문간 구성의 적절성
•강좌 특성별 개설 기준 인원

2012.11.09

충남대

손동현 원장

•교양교육과정 개편 관련

2013.01.23

상지대

2013.05.14

창원대

손동현 원장,
강용순 교수

•교양교육과정 전면 개편에 따른 교양 교과목 편성 방침
•영어 향상을 위한 교양필수 및 영어 인증제 방향
•기초교양 등 교양 영역별 이수학점 관련

박정하 교수,
원만희 교수,

•의사소통 영역 교양강좌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정희모 교수
손동현 원장,
2013.5.16

관동대

김지현 교수,
배상훈 교수
손동현 교수,

2013.05.23

청주교대

박주호교수,
서민원 교수
손동현 원장,

2013.5.31

광주여대

2013.6.21

제주대학교

2013.6.21

한서대학교

2013,6.20

우송대학교

2013.8.21

선문대학교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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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
대학교

•교사양성 기관에 적합한 교양과정의 필요성과 목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과목 개발 및 개설

•최근 개편된 교양교육 체제 개편 및 내용 타당성, 효율성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학부교육 선진화 방안으로서 교양교육과정 편성 운영

김순임 교수

모델에 대한 자문

김순임 교수,
박구용 교수
손동현 원장,
박일우 교수

현경석 교수,
이주열 교수

청운대학교

역량 보강을 위한 신규 교과목 개발

박주호 교수,

손동현 원장,

2013.6.25

•관동 핵심역량강화기반 교양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방식 개선, 기초

손동현 원장,
김남두 교수
윤우섭 교수,
현경석 교수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과목 개발 및 개선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과목 개발 및 개선

•교양교육원 융복합 프로젝트 18개 모듈 교육자료개발, 교양교육원
융복합 프로젝트 운영 지침 마련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과목 개발 및 개선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과목 개발 및 개선

손동현 원장,
박일우 교수,
원만희 교수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과목 개발 및 개선, 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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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대학명

컨설턴트

2013.10.15

한신대

정연교 교수,

유홍준 교수,
현경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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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교양교과과정 및 교양대학 운영체제의 효율성과 적합성, 2013년 새로
도입된 교양과정에 대한 평가, 한신대 입학생의 인구학적 특성과 학력
수준에 비추어본 교양과정 교과목 및 내용의 적정성, 실용교육과 인문
지향적 교육의 편성 비율 및 내용 구성의 적정성

유홍준 교수,
2013.10.15

협성대

정연교 교수,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과목 개발 및 개선, 조직 개편

현경석 교수
손동현 원장,
2013.10.15

경상대

정인모 교수,
박일우 교수
손동현 원장,

2013.10.15

경남과기대

정인모 교수,
박일우 교수
손동현 원장,

2013.10.18

서원대

윤우섭 교수,
현경석 교수
손동현 원장

2013.10.24

세한대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과목 개발 및 개선, 조직 개편, 교수 및
강사 구성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과목 개발 및 개선, 조직 개편, 교양 교육
전반에 관한 컨설팅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과목 개발 및 개선, 조직 개편, 비전과
철학, 진단, 취업 및 국제화 연계 방안 등

•교육교과 과정 선진화 보고서 적정성 여부/필수 교과목 지정에 대한

정연교 교수

적정성 여부/교육과정 운영의 적정성 여부(편성, 수강인원, 전임교원 현황

유홍준 교수

등)

손동현 원장
2013.11.1

장신대

하병학 교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과목 개발 및 개설, 교수진 운영

이보경 교수
박일우 교수
2013.11.7

대구한의대

김남두 교수
윤우섭 교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과목 개발 및 개설

손동현 원장
2013.11.14

위덕대

박일우 교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과목 개발 및 개설, 조직개편

정인모 교수
손동현 원장
2013.11.21

충남대

허동현 교수

•2014년도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컨설팅 희망

현경석 교수
2013.11. 27

울산대

2013. 12.10

명지대

•교양교육과정 개편
유홍준 교수
이보경 교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과 교과목 개발

하병학 교수
손동현 원장
2013.12.17

경인교대

변순용 교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과 교과목 개발

박병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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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 국제심포지엄 개최
- 일시: 2012. 6. 8
- 장소: 경희대
- 참여: 54개대 100명
- 주제: 정보사회에서 교양기초교육의 새로운 의의

5. 과제와 전망

가. “기초교양교육 강화사업”을 연구지원사원 중심에서
기초교양 콘텐츠·모델 확산 및 DB 공유체제 마련 등
“정책사업 중심”으로 전환
○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을 대학 및 교수 대상 컨설팅 기관으로 자리매김시키고 대학 기초교
양교육의 구심점이 되도록 역량 제고 추진

1단계(’11∼’12) : 교육과정 개발지원

2단계(’13∼’14) : 성과확산 및 정책현장 지원

-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지원

- 교양교육 콘텐츠 DB 집중화 및 확산

- 대학 간 교류협력 토대 구축

- 개별대학 특징별 교육프로그램 지원

- 교양교육 콘텐츠 DB 구축

- 기초교양교육 성과진단 및 컨설팅

3단계(’15∼’16) : 성과 결과 확산 및 공유
- 교양교육 콘텐츠 DB 공유
- 개별대학 특징별 교양교육프로그램 정착 점검 및 지원
- 기초교양교육 성과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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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성과 확산 및 대학 간 연계) 사업내 성과확산과제 비중을
확대하고, 교기원을 거점으로 대학 간 기초교양교육 연계체제 구축
○ 주요 대학에 기초교양교육 관련 교육과정·교과목 등 개발된 콘텐츠 시범 적용 추진

다. (기초교양교육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의 특징·여건에
대한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컨설팅을 제공
○ 컨설팅 결과와 개선사항 등을 다른 대학과 공유하여 컨설팅 성과를 확산하고 다른 대학
의 기초교양교육 혁신 유도

라. (창의·융합형 교육과정 개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융·복합 교양교과 중심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목·교과군을 개발
○ 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적 연구보다는 대학이 강의 현장에서 직접 활용이 가능한 교육과
정 개발에 중점

마. (체험교육과 연동된 인성 교육 과정 개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체험교육과 연동된 인성 관련 교양교과
중심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목·교과군을 개발

바. 교기원의 역할을 연구위탁기관으로 명확히 설정하여
연구관리능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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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회변화와 대학

1. 개관

우리나라 사회변화의 흐름을 주도한 요인으로는 과학기술혁신, 인구와 사회구조의 변화, 그
리고 정치·경제 변화 및 글로벌화 등을 들 수 있다. 과학기술혁신은 정보통신기술 및 산
업구조의 고도화, 뇌과학, 바이오 기술 분야 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 및 사회구조
의 변화는 저출산, 고령화, 평생학습 수요 증대 및 웰빙 추구, 가족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나
타났다. 또한 정치·경제 변화는 남북문제와 빈부격차에 의한 양극화, 성장가치분배의 갈
등, 국제화는 국가 간 교류 활성화와 동아시아 공동체 등을 부각시키며 사회변화의 주요 흐
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금전적 가치보다도 질적인 행복을 더 중요
시 하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조직문화는 개방성과 평등을 강조하고 소통과 여가에 대
한 욕구가 높아졌다. 또 무형재에 대한 가치가 증대하였고, 복지문화는 물론 직업에 대한 가
치관도 상당히 바뀌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결국 대학도 우리 사회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과학기술혁
신,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 정치·경제 변화 및 글로벌화 등을 변화의 주요 동인으로 삼고
예측해야 할 것이다.

2. 대
 학의 미래,
미래의 대학

가. 대학환경 변화와 대학의 변화

1) 학령인구의 급감과 대학입학자원의 다변화
대학환경 변화와 관련해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대학 학령인구의 급감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 학령인구의 감소는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도 잘 나타나 있다. 통계청이 조사한 학
령인구 자료에 따르면, 2012학년도 학령인구는 69만명으로 정점을 기록하였고, 이후 지속
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수를 초과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줄어드는 현상은 계속 되어 2025년도 학령인구는 42만명, 2030년에는 3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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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축소될 것으로 통계청은 예측하고 있다. 2030년 학령인구가 2012년 대비 55% 수준
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과거 2010학년도 입학정원 58만명과 비교하면 20만명이 부족하다.
이런 수치는 2023년 학령인구 수급을 고려할 때, 입학정원 1,600명 규모의 대학 100개 이
상이 수급불균형에 의해 폐교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런 현상은 출산율 감소가 가속화됨에 따라 초등단계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학령인
구의 절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다. 이는 결혼관의 변화에 따라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무자녀 가정 등 출산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다만 대학 평생교육체제의 확충에 따라 대학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등교
육의 대체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대체 인구란, 연령과 인종, 그리
고 수학 형태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대학생들을 말한다. 재학생들 중 성인학습자와 외국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시간제 학생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연령이 다양해지
고, 국경을 넘어서는 교류가 증가하고, 국적이 다양한 학생들의 입학률이 상승할 것이며,
더불어 급변하는 기술 변화와 세계화와 직업구조의 재편 등에 따라 재교육의 필요성이 크
게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대학은 평생학습의 수요에 맞추어 성인학습자에게 크게 관심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의 변화에 맞추어 학사운영에서부터 교육내용, 대학문화 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가 야기될 것이고, 등록금의 효율성, 교육과정의 적절성, 교육 시설 및 교육의 질 측면
에서도 변화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2) 대학의 위기의식과 대학 경영전략의 강조
학생 수 감소와 질 관리 체제의 강화에 따른 대학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 경영전략의
중요성도 더욱 강조될 것이다. 양적 성장에 치중해 왔던 기존의 틀과는 달리 대학의 생존과
유지 차원에서 질적·내재적 경영체제의 의미가 새롭게 등장하게 될 것이다. 대학 간 인수
합병(M&A)도 합법화되어 문을 닫는 학교가 점차 늘어나고 다국적 대학이나 초거대 대학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법인화로 가는 대학과 국립대학 간 통·폐합으
로 인해 거대 국립대학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대학 경영의 측면에서는 정보화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이 온라인과 오프
라인을 통합한 블랜디드 학습(Blended Learning) 형식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점에 주
30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30년史
제 1 부 역사의 탑

/

제 2 부 헌신의 탑

/

제 3 부 내일의 탑

/

부록

제1장 | 전망과 과제

목해야 한다. 이는 대학 경영이 사회적 수요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시장원리에 더욱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교육의 논리보다 경영의 논리를 더 우선할 가능성이 높다. 순수
학문과 진리탐구적 기능에 치중해왔던 기존의 대학교육관에서 벗어나 시장경쟁원리와 사
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이 전략적 경영
을 하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적 수요가 적은 학문 분야나 인문사회계, 기초 학문 분야
의 위축은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총장의 리더십에 대한 견해도 바뀌어 총장의 자
질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대학 행정에서도 전문 행정직의 역할이 새롭게 등장하
고 그 역할이 강조될 것이다.

3) 대학 행정의 변화
학생 수 부족은 대학 경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대학의 구조조정과 학문분야의 설치·
운영 등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과 대학의 위상 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방 소재 대학들에게는 커다란 위기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학사운영에 대한 사고의 전환은 입학에서부터 졸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변화를 가속화
할 것이다. 대학 경영도 수요자 중심 교육체제로 변할 것이고, 학생 서비스 개념이 확대되
고, 대학교육과 시설·설비 등 대학교육 환경 전반이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운영에
서도 ‘학습자 만족’이 강조됨으로써 교육과정에서 학습자의 선택권이 확충될 것이고, 대학
문화 또한 학습자 중심 문화로 바뀌게 될 것이다.
대학 학사행정의 변화는 교수사회의 변화도 불가피하게 만들어 정년트랙의 교수와 비정년
트랙 교수에 대한 인식이 더욱 구체화될 것이다. 교수들의 신분상의 안정과 학문의 자유라
는 측면도 영향을 받게 되고, 성과급 제도의 확산으로 연봉제의 개념이 보편화 되면서 교수
의 경쟁력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또 교수업적평가제나 종신후 평가제 등 다양한 형태
의 교수 경영 기법이 도입됨으로써 교수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연구중
심교수나 교육중심교수 등 역할이 다양화되며, 정년트랙 교수의 역할을 하는 비정년트랙의
교수가 정착이 되고 이로 인한 교수사회의 정체성 변화가 확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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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교육의 개념 변화
대학교육의 개념이 교수(teaching) 중심에서 학습(learning)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무
엇을 가르쳤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무엇을 배웠느냐’가 더 중요하게 됨으로써 교수에 의
한 강의 중심 교육보다는 학습자의 참여적 학습이나 자기주도적 학습이 더욱 확대될 것이
라는 의미다. 이런 점에서 대학교육은 학위 중심에서 능력 중심이나 자격증 중심으로 확대
될 것이며, 대학은 자연스럽게 평생교육체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 학습사회의 도래
와 확대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격증 과정을 확충할 것이다.
또한 정보화 및 유비쿼터스 사회 진입에 따라 대학교육의 새로운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재
조명이 필요하다. 최근 가상대학의 증가와 현장학습의 개념이 강조되면서 대학교육이 반드
시 캠퍼스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캠퍼스 안팎에서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
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캠퍼스의 경계가 약화되고, 그로 인해 교수방
법 및 교육과정 등이 크게 혁신될 것으로 예상된다.

5) 질 관리체제의 강화
대학 환경 변화 중에서, 대학 경영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는 대학평가체제
이다. 대학 인구가 증가하고 대학교육이 일반화되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문제와 대학교육
의 질 관리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대학교육이 수요자 중심체제로 변하
고 국제화가 확대되려면, 대학교육의 질 관리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국제화에 따른 각국
간의 학점교류 및 상호인정, 학생 이동 등에 따라 상호 질 관리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제화의 진전을 지속하려면 외국 학생 유치에서부터 외국 교수의 초빙, 교육활동에서 사용
하는 언어까지 교육의 질을 국제화에 맞추어야 한다. 이런 과제는 국가적인 차원은 물론, 각
대학들이 최소한의 기준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자율성의 확대와 책무성 강화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의 기원에서부터 강조되었으며, 대학이 처한 환경변화에 따라 대학은
자율적으로 경영 및 교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다. 대학의 자율성은 생존·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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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발전 전략이 이루어질 것이고, 정부도 대학 자
율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율성 정책은 그에 따른 책무성의
강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동시에 책무성이 중요하게 강조된다. 정부 재정지원의 경
우도 ‘선택과 집중’형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대학의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책무성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경쟁력이 없거나 대학의 책무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대학의
경우, 합병 대학이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퇴출되게 될 것이다. 결국 대학은 학생 수 감소 및
질 관리체제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대학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변화
에 따라 대학의 책무성이 대학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나. 미래 대학의 역할과 기능

1) 창의적인 융합지식의 선도
미래 사회는 창의성 기반의 산업구조로 전환되고, 세계적 수준의 한국기업이 등장하여 IT,
BT, 뇌 과학 등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지식의 융·복합, 환경과 문화의 결합 등이 예견
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지만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대한 국내 기업의 불만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대학은 융·복합
첨단 과학기술분야의 창조적 인력을 양성하고, 융·복합 기반 대학의 교육·연구 통합 체제
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 수요 주도형(demand-driven) 학사운영 및 학
위체제 개편과 세계수준의 대학원 지원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미래의 대학은 융합형 인재 양성 및 배출을 통해 창조적인 사회를 주도하고, 첨단 과
학기술을 기반으로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추동하는 창의적 지식생산으로 경제발전에 더욱
중요한 주체로 부상할 것이다.
대학의 창의적인 융합지식은 대학 자체만이 아닌 정부, 산업 등 보다 광범위한 관점에서 시
스템적으로 접근이 이루어질 것이다. 대학은 지식창출 및 이를 위한 인력 양성이 대학의 고
유 기능이 아닌 창조적인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부응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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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대학의 역할은 미래사회가 지향하는 융·복합 연구와 교육이 활성화되어 고부가가
치의 지식자본을 생산하고, 생산된 기술이 산업현장과 연계되어 시너지를 창출하는 교육
을 구현하는 것이다.

2) 평생교육 체제 구축
미래 사회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성의 변화 및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해 산
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직업 이동이 심화될 것이다. 더욱이 양질의 삶을 추
구하는 웰빙 트렌드가 확산되고,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 요구로 인해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의 입학자원은 다양해지고 평생교육 기능이 확대될 것이다.
경직된 학생관 및 학사구조와 지역사회와의 느슨한 연대는 대학의 위기를 초래하게 만들
것이다. 산업구조 재편 및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직업이동과 재취업 요구가 증대되면 대
학의 역할과 기능도 새로워져야 한다. 정원 및 대입전형제도 개선을 통한 성인 교육진입
의 장벽을 제거하고, 재취업자들에게 전문교육 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향후 고등교육은 학
령기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40대에서 60대 성인들이 고도화된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인력으
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성인들이 쉽게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고, 성인들에
게 고등교육을 지원하며, 성인의 지속적인 자기계발 및 전문성 신장을 지지하는 고등교육
체제를 구비해야 한다.
대학은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장년층은 물론 노년층의 고등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고등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고등교육체제는 다양한 연령층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
키기 위한 학습-고용-복지의 연계를 강화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변모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학은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지역 경제 및 문화 발전의 중
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대학은 학습-고용-복지 통합 체제를 구축하는 데 순환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및 입학자원의 감소에 대비해 지역 성인고등교육
기관으로 확대하고, 지역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교육거점으로서 고등교
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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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변화의 선도
미래 사회가 급속한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성 및 신재생 에너지에 의한 저
탄소 녹색 성장의 활성화를 요구하는 만큼, 앞으로 대학의 녹색융합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
기반 확대와 친환경 구축을 위한 대학사회의 관심이 커져야 한다. 대학은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의 영역별 학문별 교류 및 통합 정책에 대한
논의를 보다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확대시키고, 녹
색성장 및 녹색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또한 대학을 통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미래 대학은 교육과 연구, 정책개발을 중심으로 경제성장, 사회 안정 및 통합, 환경보전 문
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개발하고 제시할 것이다. 또한 국제화 사회의 글로벌 리더
십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미래사회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써 녹색성장의 변화를 추
동하게 될 것이다. 녹색성장의 과정에서는 IT, ET, BT 등 융합형태의 녹색기술 인력이 요구
됨에 따라 융합기술의 전략적 활용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등교육 체제의 확
립도 이루어질 것이다.

4) 사회통합 및 국제화 주도
미래 사회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외국인 고등교육 수요자 유치가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으며, 정부 대외개발원조 정책과 연계된 고등교육 국제화 프로그램이 다양화되
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교육수요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제반 인프라가 미흡하고, 양적
성장 위주의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추진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학생 교류에 국한
된 단편적 교육협력 프로그램과 핵심산업 분야별 인재양성 및 인력공급과 국제화 정책 연
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미 국제화 정책은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북한의 도발에 따른 위험지역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
학은 우선 아·태지역 통합 글로벌 인재양성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협력 프로그램부터 추진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외 노동시장 인력수급 및 인재양성 정책과 연계한, 유학생
정책 수립 및 관련 제도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남북한 통합 고등교육 체제 개혁
에 대한 장기비전 및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마련해서, 통일 이후 남북한 고등교육기관의 역
할 분담 및 대내외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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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남북한 통합, 경제적 격차에 기인한 삶의 질 양극화 등의 정치·경제·사회적 측면
에 내재된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아·태 지역 통합 글로
벌 인재양성체제 구축을 통해 국가간 조화로운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대내적으로는 남북
통일을 주도하여 새로운 국가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고등교육 체제 개혁과 형평성을 제고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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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학교육 발전전망과 대교협의 과제

1. 대학교육 발전의
기본방향

가. 특성화와 구조조정
대학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의 기능 분화와 특성화이다. 우
리나라 대학들이 지난 10년간 특성화를 강조했지만 아직도 백화점식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
고 있고, 대학의 강점과 전략적인 경쟁력 분야를 키우지 못하고 있다. 환경 변화에 따른 생
존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 특성화이고, 각 대학들은 자기 대학이 처한 환경을
충분히 감안해서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화를 추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특성화는 설립목적과 역사 그리고 학문분야 분포 등 제반 특성을 고려한 기능 분화를 통해
서 가능하다. 특성화는 설립목적, 대학규모 및 생존 전략 차원에서 교육과정의 재편을 그 전
제로 하기 때문에 대학 구조조정의 핵심적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특성화와 구조조정은 곧
대학 개혁의 전략과 일치하기 때문에 규모, 운영, 학과 설치 및 통폐합 등 총체적인 관점에서
재구조화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물론 설립 주체에 따른 기능 분화는 특성화 및 구조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설립 주체별 기능 분화를 전제로 한 구조조정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나. 대학 경쟁력 제고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은 새로운 지식과 역량을 창출해서 사회 변화와 경제 및 생산성 발
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교육경쟁력 국제비교·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국가경쟁력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대학교육 경쟁력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낮
게 평가되고 있어 대학교육의 질적 강화가 필요하다. 대학의 연구력이 양적인 측면에서는
증가하였으나,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일부 대학은 신입생 미충원 위기에 직면하고 대학재
정 악화 및 학사운영 부실화로 고등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의 전체 조직 차원에서 특성화의 기조를 유지해야 하지
만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설치 운영, 조직 경영에서는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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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이 견지되면 사회변화의 틀 속에서도 대학의 적응 능력을 높일 수 있고, 사회적 요구는
물론 다양한 교육 욕구를 지닌 학습자들의 필요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 다양성은 교육과
정 운영에서 수업 형태 등 학사운영, 연구와 교육 등과 관련된 교수 경영, 그리고 학생들의
입학과 졸업 등 학생 경영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대학 운영과 관련된다.

다. 수월성과 질 관리

대학의 수월성은 대학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강조됨으로써 대학개혁
의 핵심적 논리가 될 것이다. 이처럼 수월성은 교육과정의 운영, 교수의 업적, 학생의 성취
수준, 대학의 역할과 기능 등에서 재구조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수월성은 단순
히 한 측면에서 접근이 아닌 대학의 총체적인 접근으로 보기 때문에 체제적인 교육의 재구
조화를 강조하게 된다. 즉 대학의 투입요인에서부터 과정적 요인과 산출 요인에 이르기까지
시스템의 획기적 재구조화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대학의 질 관리의 기저를
이루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의 성취수준을 본다면 지금처럼 단절된 시스템보다는 입
학에서부터 대학생활과 졸업에 이르기까지 시스템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다.
입학과 더불어 교수학습센터나 학생생활연구소, 취업정보센터 등도 유기적으로 하나의 시
스템 속에서 학생의 성취수준을 제고하도록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질 관리 역시 대
학개혁의 중요한 방향인 책무성과 관련이 있게 될 것이고, 이는 대학평가의 강화와 연계될
것이다. 다만 과거에 외부 평가에 의존하는 수동적 자세보다는 자체의 질 관리체제와 대학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자기점검 기능인 자체평가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자체
평가를 통해서 대학행정과 경영의 효율성을 점검할 수 있는 경영진단 체제는 물론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업적평가체제, 학과나 전공별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제고하고 점검할 수
있는 질 관리체제가 대학 개혁에 포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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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계화
대학교육은 앞으로 더욱더 세계의 장으로 나아가게 되고, 세계화의 큰 틀 속에서 고려될 것
이다. 세계화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학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
는 각 대학들의 입학자원 학보, 교육과정과 교육운영, 인재양성, 교수 충원과 관리, 대학 체
제 등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다. 다만 앞으로 세계화 속에서 학생 이동이나 학생 유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대학교육의 질 관리가 세계화의 성패를 가름하게 될 것이다.

마. 지역 균형 발전

우리나라에서 전체 대학수의 63%를 차지하는 수도권 이외의 지방 소재 대학은 학생 수 감
소와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학령인구의 수도권 편중은 대학생의 수도
권 집중현상을 심화시켜 지역 불균형을 초래해 지방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는 지역 우
수 인재의 수도권 대학 진학을 초래하고 그 결과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약화 및 지역
발전의 동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
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발전은 대학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
으므로 대학들이 지역적 특성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균형 발전은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바. 산학협력의 강화

대학 교육과정과 그 운영이 사회적 수요와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
함으로써 졸업생들의 취업현장에서 미스매칭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는 적극
적인 방법이 산학협력 기능이다. 사회적 필요를 일정 부분 수용하고 이 기능을 강화하여 대
학과 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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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산학협력은 대학교육에서 보편적인 개념이 되었고, 대학 운영과 교수방법 면에서 획기
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대학의 위기 극복과 발전을 위한 방향 중에 하나가 산학협
력을 교육과정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착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대학 캠퍼스의 구
조화, 학습자 중심체제로 교수학습 방법 전환, 대학행정의 전산화, 현장학습을 위한 기업과의
교류와 협력 등 그 어느 것 하나 산학협력의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산학협
력은 대학의 발전 방향에서 기본적인 구도가 될 정도로 중요시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대학교육
협의회의 과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신장을 위해 자율적인 협의·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법적 기구로 1982년에 탄생되었다. 특별법률 제3727호인 한국대학
교육협의회법에 의하면, 전국 4년제 대학교가 회원이 되어 설치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대
학 운영의 자주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앙양하며, 대학의 상호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
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 간 유일한 협의체로서 대
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용에 관한 연구 개발,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 및 입학정
보개발에 힘쓰고, 대학의 재정 지원 및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건의와 더불어 대학의 교육
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등 대학의 평가와 대학교육 정보자료의 개발에 심혈
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 교직원 연수,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에 관한 자문 또는 건의,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그리고 기타 대학 상호간의 협동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대학교육 전
반에 대한 정책 개발과 지원 서비스를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교협은 한국의 고등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책의 추진 전략이 필요
하고, 미래 국제사회의 변화와 이에 따른 한국사회의 변화 모습을 예측하고, 고등교육이 이
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대학환경 변화와 대학의 역
할과 기능의 변화에 따라 대교협의 위상도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 대교협의 새로운 위상
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관점이 변화의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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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의체 기능의 강화
대교협은 회원대학의 협의체 기능이 주된 목적이자 존재의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회원대학
간 협의·조정 서비스 및 국내·외 대학 간 협력체제 구축 등의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앞
으로 대학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대학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고 이를 통한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고등교육재정지원에 대한 입장에서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
학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여
대학 간 적극적인 협력을 추구할 수 있도록 협의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협의체 역
할을 강화하는 본래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대교협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다.
대교협은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협의체로서의 기능
재정립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학들이 상호 협력과 경쟁 속에서 갈등과 분열이 일
어나지 않도록 회원대학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회원대학의 강령이나 회원대학의 이
해관계를 중재하는 기구를 대교협 내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고등교육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기능 강화

대교협은 대학 간 유일한 협의체로서 회원대학에 대한 서비스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고등교육의 전문기관으로서 그만큼 전문성을 가지
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특히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시대에 부응하는 적시성 있는 정책
개발과 수행이 가능해야만 회원대학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교협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를 회원대학들이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
인 연구와 정책개발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연구 결과들을 대학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
문성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정보 네트워크와 자료 개발, 정책제언과 국내외 대학
의 개혁사례 등 제반 정보와 자료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미래 국제사회의 변화와 이
에 따른 한국사회의 변화 모습을 예측하고, 고등교육이 그러한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요 OECD 국가는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지원 하에 다양한 미래사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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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과 교육전망을 제시하고,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청사진이나 시나리오를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대교협도 미래 고등교육과 관련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실효성을 높
이기 위해 미래 진단을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 대학의 자율성 신장 기능의 강화

대학의 자율성 신장 노력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 나아가 미래에도 필요한 일이다. 특히
지식정보화의 특성이 자율을 전제로 한 경쟁원리가 주요한 경향이라고 볼 때, 대학의 자율
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대학의 자율성과 더불어 대학들이 질 관
리 시스템을 정착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를 지원하는 한편, 대학기관인증평가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도 더욱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라. 국제화 기능의 강화

대교협은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역할 수행에 더욱 힘쓸 필요가 있다. 교
육과정의 국제화, 자격증과 인력수급에 관한 국제적 협력 구축, 국제적 기준에 부응하는 대
학평가, 국제적 수준의 연구와 교육 등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대교협의 위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새로운 도약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국
제적인 네트워크 속에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화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는 국제협력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마. 정부와 대학 간 조율 기능의 강화

정부는 지난 10년간, 기초연구를 포함한 정부 R&D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BK21 사업에 의
한 대학원생 지원 등 연구지원 확대와 연구여건 개선, 연구 인프라 강화 등으로 질적인 면
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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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등교육 여건은 아직도 열악한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므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
요하다. 정부와 사회의 입장은 대학교육이 산업체의 인력수요 충족이나 질적 경쟁력 제고
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고등교육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이나 특성화 노력도
다소 미진한 편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와 사회는 대학의 구조개혁이나 정부재정지원사업을
통한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으나, 정책대상자인 대학은 개별적으로 이런 정
책적 압박에 직접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교협은 대학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동시에 정부의 국가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
아갈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하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대학 간의 조
율 기능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
난 1982년에 제정된 특별법률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도 이제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
실적으로 맞지 않는 점은 없는지, 미래 대학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기능을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볼 시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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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1984.4.10. 제정,
2013.5.22.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육성하여 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
고 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10.3.17.).
제2조 (설립)
	① 대
 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가 설립되면 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전문개정 2010.3.17.).
제3조 (기능)
①협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개정 1990.2.27., 2001.1.29., 2008.2.29.).
		 1. 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3. 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4. 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5. 대학의 평가
		 6. 대학 교직원의 연수
		 7.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8. 그 밖에 대학 간의 협동에 관한 업무의 시행
②협
 의회는 대학교육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부
장관에게 건의 할 수 있다(개정1990.12.27., 2001.1.29.,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4조 (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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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회원의 이의신청과 재정(裁定)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0.3.17.)
제5조 (총회)
① 협의회에 총회를 둔다.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3.17.).
제6조 (임원)
① 협의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 10명 이상 20명 이하, 감사 2명을 둔다.
②임
 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 부회장
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기면 이사회에서 보궐임원을 선출한다(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2013.3.23.).
③임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④회
 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
 사는 협의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전문개정
2010.3.17.).
제7조 (이사회)
①협
 의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
 사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중
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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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무총장)
①총
 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의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
무총장을 둔다.
②사
 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개
정 1990.12.27., 2001.1.29., 2008.2.29., 2013.3.23.).
③ 사무총장은 이사를 겸임한다(전문개정 2010.3.17.).
제9조 (경비보조 등)
①국
 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개
 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③제
 2항에 따라 협의회에 기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17.).
제10조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①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
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의 내용·조건 및 절차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3.17.).
제11조 (교직원의 파견근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 파견을 교
육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17.).
제12조 (자료 제공)
① 협의회는 국가·공공기관·연구기관 등에서 발간된 간행물이나 자료 중에서 협
의회 운영과 관련이 있는 간행물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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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3.17.).
제14조 (사업계획서 등)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전
문개정 2010.3.17., 2013.3.23.).
제15조 (결산보고)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
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
정 1990.12.27., 2001.1.29., 2008.2.29., 2013.3.23.)(전문개정 2010.3.17.).
제16조 (결정사항의 준수의무)
	회원은 협의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17.).
제17조 (업무위탁)
①교
 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2013.3.23.).
②제
 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
다(전문개정 2010.3.17.).
제18조 삭제(2013.3.23.)
제1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한다(전문개정 2010.3.17.).
제19조 (「민법」의 준용)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한다(전문개정 2010.3.17.).
제20조 (과태료)
①제
 19조를 위반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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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
 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전문개정 2010.3.17.,
2013.3.23.).
제21조 삭제(2010.3.17.)

부

칙

〈제3727호,1984.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
의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
무는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명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명의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한국
대학교육협의회가 행한 행위로,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하여 행한 행
위는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④이
 법 시행전에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
로 한 것은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
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
대학교육협의회의 임·직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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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268호,1990.12.27.〉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7호·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
18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⑬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

칙

〈제6400호,2001.1.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
1항 및 제18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1〉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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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
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
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3〉 까지 생략
〈11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
항 및 제1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제10078호,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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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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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제11690호,2013.3.23.〉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부조직법)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
육부장관”으로 한다.
〈8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1772호,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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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협의회는 전국대학(교)의 학사·재정·시설 등 주요관심사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
와 연구·조정을 통하여 상호협력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 정책에 반영케
함으로써 대학의 자주성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앙양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협의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대학교육 제도의 연구,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선발 및 지도에 관한 연구개발
3. 공납금책정에 관한 사항
4. 재정 및 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5.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보수제도에 관한 사항
7. 대학 간 교수교류와 학술정보의 교환 및 학점교환 인정에 관한 사항
8. 시설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9. 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연구와 평가에 관한 사항
10. 기타 대학(교) 공동관심사에 관한 사항
11.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는 사항(타법개정 2009.6.25.)
12. 대학 교직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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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자격)
	이 협의회의 회원은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하되 대학교의 단과대학은 제
외한다)의 장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이 협의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대
 학 교직원으로서 당해 대학 총·학장의 위임을 받은 자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
를 갖는다.
제6조의 2(회원의 징계)
①회
 원으로서 이 협의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대학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
지를 하거나 경고를 할 수 있다.
②자
 격이 정지된 회원은 제6조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정지된다.
③ 징계결과는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제7조 (결정사항의 준수)
회원은 협의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이의신청과 재정)
①회
 원이 소속 대학(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총회나 이사회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
 1항에 의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사회의 재의에 회부하
고, 이사회는 재심의 결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결로서 그 신청
을 받아들일 수 있다.
③이
 사회의 소집권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
회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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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
① 이 협의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3인
3. 이 사 10인 이상 20인 이내
4. 감 사 2인
② 제22조에 규정된 사무총장은 이사를 겸임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임
 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임
 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제2항에 의한 보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부
 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또는 연
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감
 사는 이 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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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총 회

제13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4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
시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
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연장자인 부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시기적으로 총회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에 의한 회원의 의사를 수합하여 총회에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
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7조 (총회의결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 또는 회원이 속한 대학과
협의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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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사회

제18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
 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
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
 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①재
 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장이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이
 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
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자인 부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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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의 2
지역별·기능별 분회

제21조의 2(지역별·기능별 분회)
①협
 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분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별·기능별 분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5 장의 3
대학입학전형위원회 등

제21조의 3(대학입학전형위원회)
①협
 의회는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과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협의·조정
하기 위해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신설 2008.6.13.).
②대
 학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8.6.13.).
제21조의 4(대학윤리위원회)
①협
 의회는 학생선발, 학사, 교무 등 대학운영 전반의 윤리성 제고를 위하여 대학윤
리위원회를 둔다(신설 2008.6.13.).
② 대학윤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8.6.13.).

제6장
조 직

제22조 (사무총장)
①협
 의회에 사무총장을 두되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
어 회장이 임용한다(개정 2008.6.13.).
②사
 무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8.6.13., 2011.3.29.).
③사
 무총장은 소속직원을 감독하고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협의
회의 업무를 통리한다.
제23조 (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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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
 의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무총장 밑에 부서를 둔다. 부서 업무의 독립
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부서를 부설기관으로 할 수 있다(개
정 2009.1.22.).
②부
 서의 구성과 분장 업무는 직제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9.1.22.).
③부
 서의 장은 대학 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사무총장의 제청으
로 회장이 임용한다(개정 2009.1.22.).
④협
 의회에 전문영역별 연구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대학
의 총장, 처·실·과장 및 전문가 중에서 사무총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1.22.).
⑤ 삭제(2009.1.22.)
제24조 (자문위원회)
	협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회장 및 사무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5조 (직원)
① 협의회의 직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직제,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장
자산 및 회계

제26조 (재정)
협의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운영비지원을 위한 정부의 출연 및 보조금과 기부금
3. 기타수입
제27조 (회계연도)
이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 (사업계획과 예산)
	사무총장은 협의회의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
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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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외의 채무부담이나 채권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제30조 (결산)
	사무총장은 매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해당년도의 사업집행 실적을 첨부하
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 교육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정관개정)
	이 협의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해산)
①협
 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해
 산당시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제33조 (시행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협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다만, 협의회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이나 기본재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장
보 칙

부칙 (1982.4.2.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10.8.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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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대학교육협의회의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
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날로
부터 기산한다.

부칙 (1983.12.31.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3.21.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2.4.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3.1.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사무총장의 임기는 1990년 5월 10일부터 기산한다.

부칙(1993.2.26.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7.27. 개정)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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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29.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7.14.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6.13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첫번째 사무총장의 임기는 2010년 4월 7일까지로 한다.

부칙(2009.1.22.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3.29.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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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혁

2008

2월 1일

1982

사무실 이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2009
4월 2일

창립총회 개최

10월 8일 사단법인 설립 인가

9월 10일 대입상담센터 개설
9월 21일 부설 대학평가원 개설

1984
2010
4월 1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 공포
(법률 제3727호)
9월 30일 사무실 이전 (서울 서초구 헌릉로)

1988

2011

2월 8일	부설 고등교육연구소 개설
1월 1일

대학정보공시센터 개설

6월 30일 부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 개설

1995

2012
5월 3일

부설 고등교육원수원 개설

12월 14일 대학진학정보센터 개설

2월 15일 대학정보표준원 개설
12월 5일 사무실 이전(서울 금천구 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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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혁

4. 조직 및 기구 변천과정(20년사 이후)

2002.6.~2006.6.
회장

사무총장

기획협력실

대학지원실
고등교육연구소

학사지원부

평가지원부

교직원개발부

기획개발부

총무부

2006.7.~2007.8.

회장

사무총장

대학지원본부

고등교육연구소

고등교육연수원

연수개발팀

연수운영팀

연구지원부

정책연구부

학사지원부

평가지원부

대외협력부

경영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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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9.~2008.11.

총회

이사회

회장

사무총장
(부설)
경영지원부

대학지원본부

고등교육연수원

(부설)
고등교육연구소

대외협력부
학위검증팀
평가지원부

정책연구부

연수운영팀
연수개발팀

학사지원부

2008.12.~ 2010.9.

총회

이사회

회장

사무총장
(부설)
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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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지원실

기획홍보팀

입학관리팀

경영지원팀

입학지원팀

국제협력팀

대입상담콜센터

대학평가원

(부설)
고등교육연구소

평가기획팀

정책연구부

평가운영팀

고등교육연수원

4. 조직 및 기구 변천과정(20년사 이후)

2010.9.~ 2010.12.

총회

이사회

회장

사무총장

(부설)
기획조정실

기획홍보팀
경영지원팀
국제협력팀

입학전형지원실

대학평가원

(부설)
고등교육연구소

입학관리팀
입학지원팀

평가기획팀

정책연구부

입학정보화팀

평가운영팀

고등교육연수원

대입상담센터

2011.1.~2011.5.

총회

이사회

회장

사무총장

(부설)
기획조정실

기획홍보팀
경영지원팀
국제협력팀

입학전형지원실

입학관리팀
입학지원팀
대입상담센터
입학정보화팀

대학평가원

평가기획팀
평가운영팀
대학정보공시센터

(부설)
고등교육연구소

정책연구부
고등교육연수원

34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30년史
제 1 부 역사의 탑

/

제 2 부 헌신의 탑

/

제 3 부 내일의 탑

/

부록

부록
2011.6.~2011.6.

총회

이사회

회장

사무총장
(부설)
경영기획실

입학전형지원실

대학평가원

기획홍보팀

입학기획팀

평가기획팀

경영지원팀

입학지원팀

평가지원팀

정보지원센터

대입상담센터

대학정보공시센터

(부설)

(부설)

고등교육연구소

고등교육연수원
정책연구부

2011.7.~ 2012.1.

총회

이사회

회장

사무총장
(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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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실

입학전형지원실

대학평가원

기획홍보팀

입학기획팀

평가기획팀

경영지원팀

입학지원팀

평가지원팀

정보지원센터

대입상담센터

대학정보공시센터

(부설)

(부설)

(부설)

고등교육연구소

고등교육연수원
정책연구부

한국교양
교육센터

4. 조직 및 기구 변천과정(20년사 이후)

2012.2.~2013.6.

총회

이사회

회장

사무총장

(부설)
경영기획실

입학전형
지원실

대학정보
표준원

입학기획팀

정보시스템
지원팀

입학지원팀

정보표준
기획팀

대입
상담센터

대학정보
공시센터

경영기획팀

대외협력팀

(부설)

고등교육
연구원

한국대학
평가원

정책
연구팀

평가
기획팀

국제화
지원팀

(부설)

(부설)

한국교양
기초교육원

고등교육
연수원

한국교양
기초
교육원

고등교육
연수원

평가사업
관리팀

2013.6.~ 현재

총회

이사회

회장

사무총장

(부설)
경영기획실

대학입학지
원실

입학기획팀
경영기획팀

대학교육정
보실

대학정보
공시센터

대입
상담센터

정책
연구팀

한국대학
평가원

(부설)
고등교육연
수원

(부설)
한국교양
기초교육원

평가
기획팀

조사
분석팀

입학지원팀
대외협력홍
보팀

고등교육
연구소

(부설)

정보화
표준팀

연구
지원팀

평가
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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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원대학 변천사

회원대학명
연도
(대학수)

국, 공립대
일반대

사립대
산업대

일반대

비고
산업대

금강대(신설), 대구외국어대(신설)

2003
(200)

성민대(신설), 아시아대(신설)

신설 6개

예수간호대(신설), 진주국제대(신설)

2004
(201)

한북대(신설)

신설 1개

경북외국어대(신설), 신경대(신설)
영산원불교대→영산선학대(변경)

2005
(203)

예수간호대→예수대(변경)
그리스도신학대→그리스도대(변경)

신설 2개
교명변경 4개

동해대→한중대(변경)

2006
(201)

부산대(부산대+밀양대)(통합)

건동대(신설)

신설 1개

강원대(강원대+삼척대)(통합)

동명정보대→동명대(변경)

교명변경 2개

전남대(전남대+여수대)(통합)

천안대→백석대(변경)

통합 3개

2007
(201)
2008
(198)

2009
(200)

변동없음

경북대(경북대+상주대)(통합)

가천의과대→가천의과학대(변경)

교명변경 1개

제주대(제주대+제주교대)(통합)

아시아대(폐교)

통합 2개, 폐교 1개

대전신학대(신설), 중원대(신설)

신설 3개

을지의과대→을지대(변경)

교명변경 4개

강릉대→강릉원주대(변경)

진주국제대→한국국제대(변경)

일반대전환 1개

한국정보통신대(폐교)

포천중문의대→차의과학대(변경)

산업대)

한려대(전환)

폐교 1개

울산과학기술대(신설)

신설1개

2010
(201)

서울산업대→서울과학기술대(변경)
충주대(전환)

김천대(신설)

교명변경1개
일반대전환1개
(산업대)

2011
(201)

2012
(200)

2013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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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추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꽃동네대(변경)

추가1개

진주산업대→경남과학기술대(변경)

성민대→선교청대(변경)

교명변경3개

송원대(신설)

추가 1개, 신설 1개

육군사관학교(추가), 한국산업기술대(전환)

가천대(가천의대+경원대)(통합)

일반대전환 5개

서울과학기술대(전환), 한밭대(전환), 경운대(전환)

대불대→세한대(변경)

(산업대)

초당대(전환), 한국교통대(충주대+한국철도대)(통합)

제주국제대(탐라대+제주산업정보대)(통합)

통합 3개, 교명변경 1개

명신대(폐교), 건동대(폐교)

폐교 2개

경찰대(추가), 해군사관학교(추가)

창신대(신설), 한북대(한북대+신흥대)(통합)

추가 2개, 신설 1개

선교청대(폐교), 경북외대(폐교)

통합 1개, 폐교 2개

5. 회원대학 변천사

6. 회원대학 현황

대학명

영문명

홈페이지

설립년

주소

가야대학교

Kaya University

www.kaya.ac.kr

1993년

621-748 경남 김해시 삼계로 208

가천대학교

Gachon University

www.gachon.ac.kr

1939년

461-701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가톨릭대학교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www.catholic.ac.kr

1855년

137-7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감리교신학대학교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www.mtu.ac.kr

1887년

120-70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31

Kangnam University

www.kangnam.ac.kr

1946년

446-702 경기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www.gwnu.ac.kr

1946년

210-702 강원 강릉시 죽헌길 7

강원대학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ww.kangwon.ac.kr

1947년

200-701 강원 춘천시 효자2동 강원대학길 1

건국대학교

Konkuk University

www.konkuk.ac.kr

1931년

143-701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양대학교

Konyang University

www.konyang.ac.kr

1991년

320-711 충남 논산시 대학로 121

경기대학교

Kyonggi University

www.kyonggi.ac.kr

1947년

443-760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154-42

1910년

660-758 경남 진주시 동진로 33번길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Gyu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www.gntech.ac.kr
경남대학교

Kyungnam University

www.kyungnam.ac.kr

1946년

631-701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월영동)

경동대학교

Kyungdong University

www.kyungdong.ac.kr

1996년

217-600 강원 속초시 속초우체국 사서함제 57호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www.knu.ac.kr

1946년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Kyongb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ww.kufs.ac.kr

2005년

702-320 대구광역시 북구 동호동 151번지

경상대학교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www.gnu.ac.kr

1948년

660-701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성대학교

Kyungsung University

www.ks.ac.kr

1955년

608-736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대연동)

경운대학교

Kyungwoon University

www.ikw.ac.kr

1997년

730-739 경북 구미시 산동면 강동로 730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www.ginue.ac.kr

1964년

407-753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 62

경일대학교

Kyungil University

www.kiu.ac.kr

1997년

712-701 경북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경주대학교

Gyeongju University

www.gju.ac.kr

1987년

780-712 경북 경주시 태종로 188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www.police.ac.kr

1980년

446-703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74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www.khu.ac.kr

1949년

130-7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

www.kmu.ac.kr

1954년

70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www.korea.ac.kr

1905년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신대학교

Kosin University

www.kosin.ac.kr

1946년

606-701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194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www.gjue.ac.kr

1938년

314-711 충남 공주시 웅진로 27(봉황동)

공주대학교

Kongju National University

www.kongju.ac.kr

1948년

314-701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관동대학교

Kwandong University

www.kd.ac.kr

1954년

210-701 강원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내곡동)

경북외국어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경찰대학

공주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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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www.kwangshin.ac.kr

1954년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36

광운대학교

Kwangwoon University

www.kw.ac.kr

1934년

139-701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

Gwangju Catholic University

www.gjcatholic.ac.kr

1962년

520-710 전남 나주시 남평읍중남길 12-25

광주과학기술원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www.gist.ac.kr

1993년

500-71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오룡동)

광주교육대학교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www.gnue.ac.kr

1923년

500-703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 55

광주대학교

Gwangju University

www.gwangju.ac.kr

1981년

503-703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광주여자대학교

Kwangju Women

www.kwu.ac.kr

1990년

506-713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대길 201

국민대학교

Kookmin University

www.kookmin.ac.kr

1946년

136-702 서울 성북구 정릉로 77

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www.kunsan.ac.kr

1946년

573-701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그리스도대학교

Korea Christian University

www.kcu.ac.kr

1958년

157-722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24길 47

극동대학교

Far East University

www.kdu.ac.kr

1998년

369-700 충북 음성군 감곡면 대학길 76-32

금강대학교

Geumgang University

www.geumgang.ac.kr

2002년

320-931 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14-9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www.kumoh.ac.kr

1980년

730-701 경북 구미시 양호동 1번지

Gimcheon University

www.gimcheon.ac.kr

1978년

740-704 경북 김천시 대학로 214

꽃동네대학교

Kkottongnae University

www.kkot.ac.kr

1998년

363-823 충북 청원군 현도면 상삼길 133

나사렛대학교

Korea Nazarene University

www.kornu.ac.kr

1954년

331-718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48

Nambu University

www.nambu.ac.kr

1999년

506-706 광주 광산구 월계동 첨단중앙로 23

남서울대학교

Namseoul University

www.nsu.ac.kr

1994년

331-707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학로 91

단국대학교

Dankook University

www.dankook.ac.kr

1947년

448-7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www.cu.ac.kr

1914년

712-702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www.dnue.ac.kr

1950년

705-715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19

Daegu University

www.daegu.ac.kr

1956년

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Daegu Arts University

www.dgau.ac.kr

1992년

718-912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거문 1길 202

Daegu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ww.dufs.ac.kr

2003년

712-721 경북 경산시 남천면 남천로 730

Daegu Haany University

www.dhu.ac.kr

1980년

712-715 경북 경산시 한의대로 1

Daeshin University

www.daeshin.ac.kr

1954년

712-713 경북 경산시 경청로 222길 33

Daejeon Catholic university

www.dcatholic.ac.kr

1993년

339-850 충남 연기군 전의면 가톨릭대학로 30(신방리 263-3)

Daejeon University

www.dju.kr

1980년

300-716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대학로 62

Daejeon Theological University

www.daejeon.ac.kr

1954년

306-8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41(오정동 226-22)

대진대학교

Daejin University

www.daejin.ac.kr

1991년

487-711 경기 포천시 호국로 1007(선단동)

덕성여자대학교

Duksung Women

www.duksung.ac.kr

1920년

132-714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

Dongguk University

www.dongguk.edu

1906년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Dongduk Women

www.dongduk.ac.kr

1950년

136-714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3길 60

광주가톨릭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남부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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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영문명

홈페이지

설립년

주소

동명대학교

Tongmyong University

www.tu.ac.kr

2006년

608-711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28

동서대학교

Dongseo University

www.dongseo.ac.kr

1991년

617-716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주례동)

동신대학교

Dongshin University

www.dsu.kr

1987년

520-714 전남 나주시 건재로 185

동아대학교

Dong-A University

www.donga.ac.kr

1946년

604-714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하단동)

동양대학교

Dongyang University

www.dyu.ac.kr

1994년

750-711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로 145

동의대학교

Dong-Eui University

www.deu.ac.kr

1976년

614-7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

루터대학교

Luther University

www.ltu.ac.kr

1966년

446-700 경기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 82번길 20

명지대학교

Myongji University

www.mju.ac.kr

1948년

120-7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www.mokwon.ac.kr

1954년

302-729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88

목포가톨릭대학교

Mokpo Catholic University

www.mcu.ac.kr

1966년

530-742 전남 목포시 영산로 697

목포대학교

Mokpo National University

www.mokpo.ac.kr

1946년

534-729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도림리 61)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www.mmu.ac.kr

1950년

530-729 전남 목포시 해양대학로 91(죽교동)

배재대학교

PaiChai University

www.pcu.ac.kr/

1885년

302-735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

백석대학교

Baekseok University

www.bu.ac.kr

1994년

330-704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암로 76

부경대학교

Pukyoung National University

www.pknu.ac.kr

1996년

608-737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Busan

www.cup.ac.kr

1964년

609-757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57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www.bnue.ac.kr

1946년

611-736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

Busan National University

www.pusan.ac.kr

1946년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장전동)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ww.bufs.ac.kr

1982년

608-738 부산광역시 남구 석포로 15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www.bpu.ac.kr

2001년

621-747 경남 김해시 구산동 1894-68

삼육대학교

Sahmyook University

www.syu.ac.kr

1906년

139-742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상명대학교

Sangmyung University

www.smu.ac.kr

1965년

110-743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 2길 20

상지대학교

Sangji University

www.sangji.ac.kr

1955년

220-702 강원 원주시 상지대길 83

서강대학교

Sogang University

www.sogang.ac.kr

1960년

121-742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서경대학교

Seokyeong University

www.skuniv.ac.kr

1947년

136-70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 124

서남대학교

Seonam University

www.seonam.ac.kr

1991년

590-711 전북 남원시 춘향로 439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www.seoultech.ac.kr

1910년

139-74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교육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www.snue.ac.kr

1946년

137-74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

서울기독대학교

Seoul Christian University

www.scu.ac.kr

1937년

122-879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4길 26-2호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www.snu.ac.kr

1946년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시립대학교

The University of Seoul

www.uos.ac.kr

1918년

130-74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90

서울신학대학교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www.stu.ac.kr

1911년

422-742 경기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 489번길 52

서울여자대학교

Seoul Women

www.swu.ac.kr

1961년

139-774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21

목포해양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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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Jangsin University

www.sjs.ac.kr

1954년

464-742 경기 광주시 경안로145(경안동)

서원대학교

Seowon University

www.seowon.ac.kr

1968년

361-742 충북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377-3(모충동)

선문대학교

Sun Moon University

www.sunmoon.ac.kr

1986년

336-708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21번길 70

성결대학교

Sungkyul University

www.sungkyul.ac.kr

1962년

430-742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성결대학로53

성공회대학교

Sungkonghoe University

www.skhu.ac.kr

1914년

152-716 서울특별시 연동로 320

성균관대학교

Sungkyunkwan University

www.skku.edu

1398년

110-745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

Sungshin Women

www.sungshin.ac.kr

1936년

136-74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 3가 249-1

세명대학교

Semyung University

www.semyung.ac.kr

1991년

390-711 충북 제천시 세명로 65번지

세종대학교

Sejong University

www.sejong.ac.kr

1940년

143-747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

세한대학교

Sehan University

www.sehan.ac.kr

1993년

526-702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72

송원대학교

Songwon University

www.songwon.ac.kr

1951년

503-742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송원대학365

Suwon Catholic University

www.casuwon.ac.kr

1984년

445-744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왕림1길 67

The University of Suwon

www.suwon.ac.kr

1982년

445-743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번지

Sookmyung Women’s University

www.sookmyung.ac.kr

1906년

140-742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순천대학교

Sunchon National University

www.sunchon.ac.kr

1935년

540-950 전남 순천시 중앙로 255

순천향대학교

SoonChunHyang University

www.sch.ac.kr

1978년

336-745 충남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

숭실대학교

Soongsil University

www.ssu.ac.kr

1897년

156-743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신경대학교

Shingyeong University

www.sgu.ac.kr

2004년

445-852 경기 화성시 남양로 400 (남양동)

신라대학교

Silla University

www.silla.ac.kr

1954년

617-736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700번길 140(괘법동)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www.acts.ac.kr

1974년

476-751 경기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276

아주대학교

Ajou University

www.ajou.ac.kr

1973년

443-749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

안동대학교

Andong National University

www.andong.ac.kr

1947년

760-749 경북 안동시 송천동 388

안양대학교

Anyang University

www.anyang.ac.kr

1948년

430-714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708-113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www.yonsei.ac.kr

1885년

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영남대학교

Yeungnam University

www.yu.ac.kr

1947년

712-749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Young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www.ytus.ac.kr

1956년

712-720 경북 경산시 진량읍 봉회1길 26

영동대학교

Youngdong University

www.youngdong.ac.kr

1993년

370-701 충북 영동군 영동읍 대학로 310

영산대학교

Youngsan University

www.ysu.ac.kr

1997년

626-790 경남 양산시 주남로 288 영산대학교 양산캠퍼스

Youngsan University of Son Studies

www.youngsan.ac.kr

1992년

513-902 전남 영광군 백수읍 성지로 1357

Jesus University

www.jesus.ac.kr

1950년

560-71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168-1

Yewon Arts University

www.yewon.ac.kr

2000년

566-822 전북 임실군 신평면 창인리 271

용인대학교

Yong In University

www.yongin.ac.kr

1953년

449-714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로 134

우석대학교

Woosuk University

www.woosuk.ac.kr

1979년

565-701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

서울장신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예수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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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원대학 현황

대학명

영문명

홈페이지

설립년

주소

Woosong University

www.wsu.ac.kr

1954년

300-718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7-2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www.unist.ac.kr

2007년

689-798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울산대학교

University of Ulsan

www.ulsan.ac.kr

1970년

680-749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www.wonkwang.ac.kr

1946년

570-749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위덕대학교

Uiduk University

www.uu.ac.kr

1996년

780-713 경북 경주시 동해대로 261번지

Korea Military Academy

www.kma.ac.kr

1946년

139-799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화랑로 574

Eulji University

www.eulji.ac.kr

1967년

301-746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771번길 77

Ewha Womans University

www.ewha.ac.kr

1886년

120-7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Inje University

www.inje.ac.kr

1979년

621-749 경남 김해시 인제로 197

인천가톨릭대학교

Incheon Catholic University

www.iccu.ac.kr

1996년

406-84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송로 12(송도동 9-3)

인천대학교

Incheon National University

www.incheon.ac.kr

1979년

406-772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2-1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www.inha.ac.kr

1954년

402-751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www.pcts.ac.kr

1901년

143-75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5길 25-1(광장동)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www.jnu.ac.kr

1952년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북대학교

Chonbuk National University

www.jbnu.ac.kr

1947년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www.jnue.kr

1923년

560-757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50 (동서학동)

Jeonju University

www.jj.ac.kr

1964년

560-75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번지

Jeju International University

www.jeju.ac.kr

1973년

690-7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70(영평동)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www.jejunu.ac.kr

1952년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www.chosun.ac.kr

1946년

501-759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중부대학교

Joongbu University

www.joongbu.ac.kr

1983년

312-702 충남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 101

중앙대학교

Chung-Ang University

www.cau.ac.kr

1918년

156-756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Joong-Ang Sangha University

www.sangha.ac.kr

1979년

415-070 경기 김포시 풍무동 159-1

Jungwon University

www.jwu.ac.kr

2009년

367-805 충북 괴산군 괴산읍문무로 85

진주교육대학교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www.cue.ac.kr

1940년

660-756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69번길 3

차의과학대학교

CHA University

www.cha.ac.kr

1997년

487-010 경기 포천시 해룡로120

창신대학교

CHANGSHIN University

www.cs.ac.kr

창원대학교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www.changwon.ac.kr

1969년

641-77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청운대학교

Chungwoon University

www.chungwoon.ac.kr

1994년

350-701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학길 25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www.cje.ac.kr

1941년

361-712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2065

청주대학교

Cheongju University

www.cju.ac.kr

1947년

360-76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298

초당대학교

Chodang University

www.chodang.ac.kr

1994년

534-701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80

총신대학교

Chongshin University

www.chongshin.ac.kr

1901년

156-7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43

우송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육군사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중원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2013

630-764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팔용로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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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예술대학교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www.chugye.ac.kr

1973년

120-76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90-1

춘천교육대학교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www.cnue.ac.kr

1939년

200-703 강원 춘천시 석사동 339

충남대학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www.cnu.ac.kr

1952년

305-764 대전 유성구 궁동 대학로 99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www.chungbuk.ac.kr

1951년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52(개신동)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Seminary

www.kbtus.ac.kr

1953년

305-358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90

칼빈대학교

Calvin University

www.calvin.ac.kr

1997년

446-912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142-12

평택대학교

Pyeongtaek University

www.ptu.ac.kr

1912년

450-701 경기 평택시 용이동 111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www.postech.ac.kr

1986년

790-784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1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www.hankyong.ac.kr

1939년

456-749 경기 안성시 중앙로 327

한국교원대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www.knue.ac.kr

1984년

363-791 충북 청원군 강내면태성탑연로250

한국교통대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www.ut.ac.kr

1905년

380-702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대학로 50

한국국제대학교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www.iuk.ac.kr

1978년

660-759 경남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965(상문리 산 270)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www.koreatech.ac.kr

1991년

330-708 충남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충절로 1600번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www.knou.ac.kr

1972년

110-79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 86

한국산업기술대학교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www.kpu.ac.kr

1997년

429-450 경기 시흥시 정왕동 산기대학로 237

Korea Bible University

www.bible.ac.kr

1952년

139-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14길 32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ww.hufs.ac.kr

1954년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체육대학교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www.knsu.ac.kr

1977년

138-76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륜동 88-15

한국항공대학교

Korea Aerospace University

www.kau.ac.kr

1952년

412-791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한국해양대학교

Korea Maritime University

www.hhu.ac.kr

1945년

606-791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727

한남대학교

Hannam University

www.hnu.kr

1956년

306-791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오정동)

한동대학교

Handong Global University

www.handong.edu

1994년

791-708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한동로 558

한라대학교

Halla University

www.halla.ac.kr

1997년

220-712 강원 원주시 한라대길 28

한려대학교

Hanlyo University

www.hanlyo.ac.kr

1995년

545-704 전남 광양시 광양읍 한려대길 94-13

한림대학교

Hallym University

www.hallym.ac.kr

1982년

200-702 강원 춘천시 한림대학길 1

한밭대학교

Hanbat National University

www.hanbat.ac.kr

1927년

305-719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125

한북대학교

Hanbuk University

www.hanbuk.ac.kr

2004년

483-777 경기 동두천시 벌마들로 40번길 30

한서대학교

Hanseo University

www.hanseo.ac.kr

1991년

356-706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한서1로 46번지

한성대학교

Hansung University

www.hansung.ac.kr

1972년

136-79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2가 389

한세대학교

Hansei University

www.hansei.ac.kr

1953년

435-742 경기 군포시 한세로 30

한신대학교

Hanshin University

www.hs.ac.kr

1940년

447-791 경기 오산시 한신대길 137

한양대학교

Hanyang University

www.hanyang.ac.kr

1939년

133-79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www.hytu.ac.kr

1970년

152-717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290-42

침례신학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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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설립년

Hanil University &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www.hanil.ac.kr

1923년

565-706 전북 완주군 상관면 왜목로 726-15

Hanzhong University

www.hanzhong.ac.kr

1991년

240-713 강원 동해시 지흥동 산119

REPUBLIC OF KOREA NAVAL ACADEMY

www.navy.ac.kr

1949년

645-035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빈동 1(중원로 1)

협성대학교

Hyupsung University

www.uhs.ac.kr

1977년

445-745 경기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72

호남대학교

Honam University

www.honam.ac.kr

1978년

506-714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417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www.htus.ac.kr

1955년

503-756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108

호서대학교

Hoseo University

www.hoseo.ac.kr

1978년

336-795 충남 아산시 배방읍 165

호원대학교

Howon University

www.kau.ac.kr

1977년

573-718 전북 군산시 임피면 호원대3길 64

홍익대학교

Hongik University

www.hongik.ac.kr

1946년

121-791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94

한일장신대학교
한중대학교
해군사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영문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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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OU 현황

일자

내용

협의기관

2013. 07. 25

〈한국대학교육협의회-프랑스 대학총장협의회 교류 및 협력〉

프랑스 대학총장협의회

2013. 03. 06

〈한-스코틀랜드 고등교육 교류 및 협력〉

스코틀랜드 총장협의회

2012. 09. 17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강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2. 06. 20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업무협약〉

한국산업인력공단

2012. 05. 09

〈대학 교직원의 복리증진〉

한국교직원공제회

2011. 11. 23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활성화〉

2011. 11. 22

〈글로벌 인재육성 증진〉

한국장학재단

〈진로와 진학지도 연계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2011. 09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방송공사

녹생성장위원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2011. 07. 13

〈녹색성장 실현 협력〉

2011. 04. 25

〈World Friends Korea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국가브랜드위원회

2011. 03. 23

〈기초교양교육센터에 대한 상호 교류 및 협력〉

한국 Open Course Ware협의회(KOCWC),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협의회(ACEC)

2011. 02. 16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11. 01. 24

〈대학정보공시 총괄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 상호 협약〉

2010. 12. 13

〈대학정보공시 관련 협력에 관한 협약〉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10. 12. 10

〈한중일 고등교육 질보증 협약〉

HEEC, NIAD-UE

2010. 11. 15

〈교육발전을 위한 상호 이해 및 협력, 정보교류 협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11. 15

〈평가인증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

대교협-한국의학교육평가원

2010. 10. 25

〈호텔이용 할인 협약〉

서울교육문화회관

2010. 10. 22

〈한중 고등교육 질 보증 활동 강화 및 협력〉

국토해양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연구재단

HEEC(Higher Education Evaluation Center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 중국
교육부 산하 고등교육평가원)
서울특별시, 서울시교육청,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서울시여성단체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2010. 09. 16

〈서울G20 민관파트너십 공동 협약〉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서울시관광협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한국음식업중앙회, 대한병원협회서울시병원회,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서울글로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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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OU 현황

일자

내용

협의기관
NIAD-UE(National Institution for Academic Degrees and University Evaluation :

2010. 08. 19

〈한일 고등교육 질 보증 활동 강화 및 협력〉

2010. 04. 05

〈정보교류와 학술협력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교류 협정〉

한국교육개발원

2010. 03. 30

〈교육적 이해 강화를 위한 협약〉

국립중앙박물관

2010. 03. 04

〈사업연계, 정보공유, 홍보강화를 위한 협약〉

한국교육방송공사(EBS)

2010. 02. 24

〈CEO초청 특강에 관한 협약〉

서울경제신문

2010. 01. 21

〈대학 진학 지원, 고교-대학 연계 관련 사업 등 추진 협력 협약〉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09. 08. 10

〈업무협력, 사업연계, 정보공유 등에 관한 협약〉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9. 07. 01

〈미국대학총장협회와의 업무 교류 협약〉

ACE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2009. 03. 24

〈미국 평가인정기관 정보교류 협약〉

2009. 02. 27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08. 04. 29

〈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 정보 교류 및 협력 협약〉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8. 04. 02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을 위한 협약〉

일본 독립행정법인 대학평가ㆍ학위수여기구)

WASC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 Colleges, Accrediting Commission for Senior Colleges &
Universities)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2008. 02. 19

〈멕시코 국가교육과학기술정보원과의 인적자원 및 정보교류 협약〉

2008. 02. 15

〈페루 대학평가기구와의 업무 협약〉

2007. 10. 05

〈독일대학총장협회와의 학술정보 교류 협약〉

2007. 01. 30

〈인적자원통계 협력망 운영에 관한 협약〉

CONEAU(Comision Nacional de Evaluaciony, Acreditaciony Universitaria)

ANiEi(Asociacion Nacional de Instituciones de Educacion en Tecnologias de
Informacion A.C.)
Certiﬁcacion de la Calidad de la Educacion Universitaria, Peru
German Rectors’Conference (HRK)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학술진흥재단

2006. 11. 01

〈독일대학총장협회와의 고등교육 정책 및 인적자원 교류를 위한 포괄적 업무 협약〉

German Rectors’Conference (HRK)

2004. 02. 11

〈공학 분야 평가 협력 등에 관한 협약〉

한국공학교육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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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EO 초청특강 개최 결과

 추진배경 및 목적
ㅇ국
 내 기업체 최고경영자(CEO)를 강사로 초청, 미래 한국을 짊어질 젊은 대학생들에게
꿈과 열정, 도전정신을 고취
ㅇ대
 학생들에게 생생한 경영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고,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한 미래 비
전 제시

 개최경과 (2013년 12월 현재)
ㅇ 2010년 : 8개교 개최 (국립 : 2개교, 사립 : 6개교)
ㅇ 2011년 : 7개교 개최 (국립 : 3개교, 사립 : 4개교)
ㅇ 2012년 : 7개교 개최 (국립 : 3개교, 사립 : 4개교)
ㅇ 2013년 : 6개교 개최 (국립 : 1개교, 사립 : 5개교)

 개요
ㅇ 초청 전문가 : 국내 기업체 최고경영자(CEO)
ㅇ 특강 대상자 : 개최교 대학생
ㅇ 특강 내용 : 기업가정신과 대학교육 연계, 기업 경영 및 사회적 책임, 글로벌 마인드 등

 기대효과
ㅇ 대학생들에게 미래비전 제시
ㅇ 회원대학에 외부기업 연계서비스 제공
ㅇ 회원대학 이미지 제고 및 인지도 향상

 주관 및 후원
ㅇ 공동주관 : 대교협, 서울경제신문, 서울경제TV (SEN)
ㅇ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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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특강 기업체 및 개최대학

8. CEO 초청특강 개최 결과

 CEO 특강 실시 현황 (2010~2013)
일자

개최 대학

초청 강사

주제

비고

2013.10.28(월)

숙명여자대학교

심재명 명필름 대표

한국 영화의 현재와 여성

28회

2013.05.31(금)

성균관대학교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21C 금융 트렌드, 건강과 행복 스마트 금융

27회

2013.05.10(금)

한국외국어대학교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세상의 변화, 새로운 가치에 주목하자

26회

2013.04.18(목)

충북대학교

박상호 매그나칩반도체 회장

평범한 학생이 글로벌 CEO가 되기까지

25회

2013.04.04(목)

원광대학교

김한 전북은행장

바람직한 금융인의 자세

24회

2013.03.27(수)

경남대학교

최재호 무학 회장

통찰력! 내일을 보는 감성

23회

2012.11.21(수)

경북대학교

이동형 나우프로필 대표

창업은 퍼즐 조각을 맞추는 과정

22회

2012.09.26(수)

한남대학교

오영호 KOTRA사장

21세기 글로벌 인재의 요건

21회

2012.06.26(화)

창원대학교

김동철 두산엔진 사장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20회

2012.06.07(목)

세종대학교

김홍선 안철수연구소 대표

융합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19회

2012.05.30(수)

제주대학교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

모바일 혁명과 카카오

18회

2012.05.03(목)

서강대학교

이건영 빙그레 대표이사

식품으로 세계를 간다

17회

2012.03.28(수)

한림대학교

신현성 티켓몬스터 대표

젊은이여, 도전하라

16회

2011.11.16(수)

전남대학교

김성산 금호고속 사장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15회

2011.10.12(수)

서울여자대학교

이순우 우리은행장

은행산업에 대한 이해와 국내 은행이 나아갈 길

14회

2011.09.23(금)

강원대학교

김태환 코오롱생명과학 사장

우리의 비전, 그리고 함께 갈 인재들

13회

2011.06.10(금)

한동대학교

조환익 KOTRA 사장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과 한국경제의 미래

12회

2011.05.27(금)

경희대학교

최방길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

글로벌 금융시장의 움직이는 균형

11회

2011.05.02(월)

충남대학교

허원준 한화케미칼 부회장

한국인의 선택과 미래

10회

2011.03.28(월)

건국대학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기업 경쟁력과 창업가정신

9회

2010.11.24(수)

서울대학교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Technology Innovation and Future Society

8회

2010.11.04(목)

전북대학교

신헌철 SK에너지 부회장

마라톤으로 배우는 글로벌 경영

7회

2010.10.06(수)

중앙대학교

김승유 하나금융그룹 회장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마이크로 파이낸스

6회

2010.09.29(수)

한양대학교

윤부근 삼성전자 사장

상상력이 만들어 가는 세상

5회

2010.06.01(화)

동국대학교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새로운 경제질서에 대비하라

4회

2010.05.25(화)

연세대학교

윤용로 기업은행장

금융의 역사를 통해 미래를 본다

3회

2010.04.15(목)

고려대학교

김중겸 현대건설 사장

Great Korea, 미래에 도전하라

2회

2010.03.22(월)

이화여자대학교

정준양 포스코 회장

포스코, 대한민국 그리고 21세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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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역대 임원 명단

제11대 임원
〈2002.4.8.~2004.4.7.〉

직위

성명

회 장

김우식

연세대학교 총장

2002.04.08.~2004.04.07.

장상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2002.04.08.~2003.03.25.

부회장

이 사

감 사

356

소속

비고

오명

아주대학교 총장

2003.03.25.~2004.04.07.

정석종

전남대학교 총장

2002.04.08.~2003.05.13.

이광진

충남대학교 총장

2003.05.13.~2004.04.07.

박용수

강원대학교 총장

2002.04.08.~2004.04.07.

김정배

고려대학교 총장

2002.04.08.~2003.05.13.

권영우

세명대학교 총장

2002.08.20.~2003.05.13.

성기태

충주대학교 총장

2003.05.13.~2004.04.07.

김재훈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2003.05.13.~2004.04.07.

김종량

한양대학교 총장

2002.04.08.~2004.04.07.

박명수

중앙대학교 총장

2002.04.08.~2004.04.07.

박재윤

부산대학교 총장

2002.04.08.~2004.04.07.

박충생

경상대학교 총장

2002.04.08.~2003.05.13.

배병희

군산대학교 총장

2002.04.08.~2003.05.13.

이영호

한일장신대학교 총장

2003.05.13.~2004.04.07.

부만근

제주대학교 총장

2002.04.08.~2003.09.25.

심윤종

성균관대학교 총장

2002.04.08.~2003.05.13.

엄영석

동아대학교 총장

2002.04.08.~2003.05.13.

오명

아주대학교 총장

2002.04.08.~2003.05.13.

오제직

공주대학교 총장

2002.04.08.~2002.08.20.

신극범

대전대학교 총장

2002.08.20.~2004.04.07.
2002.04.08.~2003.05.13.

윤덕홍

대구대학교 총장

윤 형섭

호남대학교 총장

2002.04.08.~2003.05.13.

이경숙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2002.04.08.~2004.04.07.

이기준

서울대학교 총장

2002.04.08.~2002.08.20.

이진설

서울산업대학교 총장

2002.04.08.~2003.05.13.

정해주

진주산업대학교 총장

2003.05.13.~2004.04.07.

이택휘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2002.04.08.~2003.09.25.

김재복

경인교육대학교 총장

2003.09.25.~2004.04.07.

최한선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2002.04.08.~2003.05.13.

황승룡

호남신학대학교 총장

2002.04.08.~2004.04.07.

김달웅

경북대학교 총장

2003.05.13.~2004.04.07.

박영식

광운대학교 총장

2003.05.13.~2004.04.07.

정운찬

서울대학교 총장

2 003.05.13.~2004.04.07.

어윤대

고려대학교 총장

2003.05.13.~2004.04.07.

신인령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2003.05.13.~2004.04.07.

정석종

전남대학교 총장

2003.05.13.~2004.04.07.

홍승용

인하대학교 총장

2003.05.13.~2004.04.07.

이현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2002.04.08.~2004.04.07.

강우정

한국성서대학교 총장

2002.04.08.~2004.04.07.

이창훈

한라대학교 총장

2002.04.08.~2003.05.13.

조정원

경희대학교 총장

2003.05.13.~2004.04.07.

9. 역대 임원 명단

제12대 임원
〈2004.4.8.~2006.4.7.〉

직위

성명

소속

비고

회 장

박영식

광운대학교 총장

2004.04.08.~2005.10.08.

(직무대행)

김병묵

경희대학교 총장

2005.10.09.~2006.04.07.

부회장

이 사

감 사

신극범

대전대학교 총장

2004.04.08.~2005.06.20.

김달웅

경북대학교 총장

2004.04.08.~2005.06.20.

이광진

충남대학교 총장

2004.04.08.~2005.06.20.

권영건

안동대학교 총장

2005.06.20.~2006.04.07.

김병묵

경희대학교 총장

2005.06.20.~2005.10.08.

신방웅

충북대학교 총장

2005.06.20.~2006.04.07.

김대수

삼척대학교 총장

2004.04.08.~2006.04.07.

김병수

포천중문의과대학교 총장

2004.04.08.~2006.04.07.

김웅배

목포대학교 총장

2004.04.08.~2005.06.20.

김재복

경인교육대학교 총장

2004.04.08.~2005.06.20.

김재훈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2004.04.08.~2005.06.20.

김종량

한양대학교 총장

2004.04.08.~2005.06.20.

김주훈

조선대학교 총장

2004.04.08.~2006.04.07.

박경문

경성대학교 총장

2004.04.08.~2005.06.20.

박용수

강원대학교 총장

2004.04.08.~2004.11.08.

선우중호

명지대학교 총장

2004.04.08.~2005.06.20.

성기태

충주대학교 총장

2004.04.08.~2005.06.20.

신인령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2004.04.08.~2006.04.07.

어윤대

고려대학교 총장

2004.04.08.~2006.04.07.

정갑원

원광대학교 총장

2004.04.08.~2005.06.20.

정운찬

서울대학교 총장

2004.04.08.~2006.04.07 .

조무제

경상대학교 총장

2004.04.08.~2006.04.07.

함기선

한서대학교 총장

2004.04.08.~2005.06.20.

정창영

연세대학교 총장

2004.06.21.~2006.04.07.

최현섭

강원대학교 총장

2004.11.08.~2006.04.07.

김성영

성결대학교 총장

2004.11.08.~2006.04.07.

류택희

극동대학교 총장

2005.06.20.~2006.04.07.

박찬모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2005.06.20.~2006.04.07.

이균범

동신대학교 총장

2005.06.20.~2006.04.07.

이용숙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2005.06.20.~2006.04.07.

장이권

대구교육대학교 총장

2005.06.20.~2006.04.07.

최석원

공주대학교 총장

2005.06.20.~2006.04.07.

이현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20 04.04.08.~2006.04.07.

강우정

한국성서대학교 총장

2004.04.08.~2006.04.07.

김호성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2004.04.08.~200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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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30년史
제 1 부 역사의 탑

/

제 2 부 헌신의 탑

/

제 3 부 내일의 탑

/

부록

부록

제13대 임원
〈2006.4.8.~2008.4.7.〉

직위
회 장

부회장

이 사

감 사

358

성명

소속

임기

권영건

안동대학교 총장

2006.04.08.~2007.04.06.

이장무

서울대학교 총장

2007.04.08.~2008.04.07.

김병묵

경희대학교 총장

2006.04.08.~2007.04.06.

김인세

부산대학교 총장

2006.04.08.~2007.04.06.

최재룡

동아대학교 총장

2006.04.08.~2007.04.06.

손병두

서강대학교 총장

2007.04.07.~2008.04.07.

최현섭

강원대학교 총장

2007.04.07.~2008.04.07.

나용호

원광대학교 총장

2007.04.07.~2008.04.07.

강정채

전남대학교 총장

2006.04.08.~2008.04.07.

김병수

포천중문의과대학교 총장

2006.04.08.~2008.04.07.

김성훈

상지대학교 총장

2007.07.12.~2008.04.07.

김영석

우석대학교 총장

2006.04.08.~2007.04.06.

김종량

한양대학교 총장

2006.04.08.~2008.04.07.

김현태

창원대학교 총장

2006.04.08.~2007.07.12.

김호성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2006.04.08.~2007.04.06.

류택희

극동대학교 총장

2006.04.08.~2006.08.08.

박찬모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2006.04.08.~2007.04.06.

손병두

서강대학교 총장

2006.04.08.~2007.04.07.

신인령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2006.04.08.~2006.11.15.

안병우

충주대학교 총장

2007.10.10.~2008.04.07.

어윤대

고려대학교 총장

2006.04.08.~2007.04.06.

이상주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2006.04.08.~2006.11.15.

정창영

연세대학교 총장

2006.04.0 8.~2008.01.15.

최석원

공주대학교 총장

2006.04.08.~2006.08.08.

최현섭

강원대학교 총장

2006.04.08.~2007.03.09.

최홍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장

2006.04.08.~2007.10.10.

김인환

총신대학교 총장

2006.08.08.~2008.04.07.

이상윤

한남대학교 총장

2006.08.08.~2008.04.07.

이배용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2006.11.15.~2008.04.07.

이장무

서울대학교 총장

2006.11.15.~2007.04.07.

임동철

충북대학교 총장

2006.11.15.~2008.04.07.

한재숙

위덕대학교 총장

2007.04.07.~2008.04.07.

강희성

호원대학교 총장

2007.04.07.~2008.04.07.

김문규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2007.04.07.~2008.04.07.

목연 수

부경대학교 총장

2007.04.07.~2008.04.07.

이현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2006.04.08.~2006.05.09.

김영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2006.05.10.~2008.04.07.

강우정

한국성서대학교 총장

2006.04.08.~2008.04.07.

윤진식

서울산업대학교 총장

2006.04.08.~2007.10.10.

김재현

공주대학교 총장

2008.01.15.~2008.04.07.

9. 역대 임원 명단

제14대 임원
〈2008.4.8.~2010.4.7.〉

직위
회 장

부회장

이 사

감 사

성명

소속

비고

손병두

서강대학교 총장

2008.04.08.~2009.06.05.

이배용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2009.06.27.~2010.04.07.

노동일

경북대학교 총장

2008.04.08.~2009.06.05.

서거석

전북대학교 총장

2009.06.05.~2010.04.07.

이기수

고려대학교 총장

2009.06.27.~2010.04.07.

이배용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2008.04.08.~2009.06.05.

이희연

군산대학교 총장

2009.06.05.~2010.04.07.

임병선

목포대학교 총장

2008.04.08.~2009.06.05.

강정채

전남대학교 총장

2008.04.08.~2008.09.15.

강창석

동의대학교 총장

2008.04.08.~2009.06.05.

김성훈

상지대학교 총장

2008.04.08.~2009.02.28.

김영길

한동대학교 총장

2009.08.21.~2010.04.07.

김윤배

청주대학교 총장

2008.12.05.~2010.04.07.

김인환

총신대학교 총장

2008.04.08.~2008.09.15.

김종량

한양대학교 총장

2008.04.08.~2010.04.07.

김한중

연세대학교 총장

2008.04.08.~2010.04.07.

김혁종

광주대학교 총장

2008.09.15.~2010.02.19.

나용호

원광대학교 총장

2008.04.08.~2010.04.07.

노동일

경북대학교 총장

2009.09.10.~2010.04.07.

도한호

침례신학대학교 총장

2008.09.15.~2010.04.07.

박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2009.08.21.~2010.04.07.

서정돈

성균관대학교 총장

2008.04.08.~2010.04.07.

설동호

한밭대학교 총장

2008.04.08.~2010.04.07.

송광용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2009.04.02.~2010.04.07.

안병우

충주대학교 총장

2008.04.08.~2009.06.05.

안영섭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2010.02.19.~2010.04.07.

오거돈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2009.06.05.~2010.04.07.

우동기

영남대학교 총장

2008.04.08.~2008.12.22.

이광자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2008.04.08.~2010.04.07.

이기수

고려대학교 총장

2008.04.08.~2009.06.26.

이리형

청운대학교 총장

2009.06.05.~2010.04.07.

이효계

숭실대학교 총장

2008.04.08.~2009.08.21.

이희연

군산대학교 총장

2008.04.08.~2009.02.28.

이희재

안동대학교 총장

2008.12.23.~2010.04.07.

임동철

충북대학교 총장

2008.04 .08.~2008.12.04.

차종권

예원예술대학교 총장

2009.04.02.~2010.04.07.

하우송

경상대학교 총장

2008.04.08.~2010.04.07.

한송

강릉원주대학교 총장

2009.04.02.~2010.04.07.

허숙

경인교육대학교 총장

2008.04.08.~2009.02.28.

홍승용

인하대학교 총장

2008.04.08.~2009.08.21.

김영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2008.04.08.~2008.08.03.

박종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2008.08.04.~2010.04.07.

강우정

한국성서대학교 총장

2008.04.08.~2010.04.07.

김재현

공주대학교 총장

2008.04.08.~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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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30년史
제 1 부 역사의 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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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임원
〈2010.4.8.~2012.4.7.〉

직위

성명

소속

비고

회 장

이기수
김영길

고려대학교 총장
한동대학교 총장

2010.04.08.~2011.02.28.
2011.03.01.~2012.04.07.

부회장

이 사

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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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

한동대학교 총장

2010.06.10.~2011.02.28.

김윤수

전남대학교 총장

2011.04.15.~2012.04.07.

박 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2011.02.17.~2012.04.07.

송용호

충남대학교 총장

2010.06.10.~2011.06.20.

우형식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2011.06.20.~2012.04.07.

한 송

강릉대학교 총장

2010.06.10.~2011.04.15.

고석규

목포대학교 총장

2011.10.25.~2012.04.07.

권영중

강원대학교 총장

2010.06.10.~2012.04.07.
2011.04.15.~2012.04.07.

김병철

고려대학교 총장

김봉태

선문대학교 총장

2011.03.28.~2012.04.07.

김상용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2011.03.28.~2012.04.07.

김선배

춘천교육대학교 총장

2011.04.15.~2012.04.07.

김선욱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2011.04.15.~2012.04.07.

김윤배

청주대학교 총장

2010.06.10.~2010.11.03.

김종량

한양대학교 총장

2010.06.10.~2011.03.28.

김한중

연세대학교 총장

2010.06.10.~2012.04.07.

나용호

원광대학교 총장

2010.06.10.~2011.03.28.

노준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2011.02.17.~2011.12.14.

도한호

침례신학대학교 총장

2010.06.10.~2010.08.31.

문성모

서울장신대학교 총장

2010.08.31.~2012.04.07.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2011.03 .28.~2012.04.07.

박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2010.06.10.~2011.02.16.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

2010.06.10.~2012.04.07.

서광수

예수대학교 총장

2011.10.25.~2012.04.07.

신동진

경동대학교 총장

2010.08.31.~2011.04.15.

안영섭

목포대학교 총장

2010.06.10.~2011.02.17.

오연천

서울대학교 총장

2011.06.20.~2012.04.07.

오장원

광주여자대학교 총장

2011.02.17.~2011.10.25.

우형식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2011.04.15.~2011.06.20.

이광자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2010.06.10.~2012.04.07.

이남식

전주대학교 총장

2011.04.15.~2011.10.25.

이배용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2010.06.10.~2011.04.1 4.

이리형

청운대학교 총장

2010.06.10.~2011.02.17.

이상희

가야대학교 총장

2010.06.10.~2011.03.28.

이영선

한림대학교 총장

2010.11.03.~2012.04.07.

이현청

상명대학교 총장

2011.04.15.~2011.12.14.

이희재

안동대학교 총장

2010.06.10.~2010.11.03.

장병집

충주대학교 총장

2010.11.03.~2012.04.07.

정보주

진주교육대학교 총장

2010.06.10.~2011.03.28.

정장복

한일장신대학교 총장

2010.06.10.~2011.04.15.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

2010.11.03.~2012.04.07.

최준영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장

2011.12.14.~2012.04.07.
2011.12.14.~2012.04.07.

함인석

경북대학교 총장

성태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 장

2010.04.08.~2011.03.18.

황대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2011.04.29.~2012.04.07.

강우정

한국성서대학교 총장

2010.06.10.~2012.04.07.

김윤수

전남대학교 총장

2010.06.10.~2011.04.15.

서거석

전북대학교 총장

2011.04.15.~2012.04.07.

9. 역대 임원 명단

제16대 임원
〈2012.4.8.~2014.4.7.〉

직위
회 장

부회장

이 사

감 사

성명

소속

임기

서거석

전북대학교 총장

2013.04.08.~2014.04.07.

함인석

경북대학교 총장

2012.04.08.~2013.04.07.

김상용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2012.04.08.~2013.03.30.

김준영

성균관대학교 총장

2013.07.30.~2014.04.07.

박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2012.04.08.~2013.07.30.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

2013.08.26.~2014.04.07.

신항균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2013.03.31.~2014.04.07.

이효수

영남대학교 총장

2012.04.08.~2013.03.18.

고석규

목포대학교 총장

2012.04.08.~2013.03.18.
2013.04.05.~2014.04.07.

권순기

경상대학교 총장

2012.07.09.~2014.04.07.

권영중

강원대학교 총장

2012.04.08.~2012.07.16.

김기섭

부산대학교 총장

2013.04.05.~2014.04.07.

김선배

춘천교육대학교 총장

2012.04.08.~2013.04.05.

김선욱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2012.10.03.~2014.04.07.

김승택

충북대학교 총장

2013.05.09.~2014.04.07.

김윤배

청주대학교 총장

2012.11.12.~2014.04.07.

김희옥

동국대학교 총장

2013.08.22.~2014.04.07.

문성모

서울장신대학교 총장

2012.04.08.~2014.04.07.

박영식

가톨릭대학교 총장

2013.03.18.~2014.04.07.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

2012.04.08.~2013.02.17.

서강석

호남대학교 총장

2012.04.08.~2013.03.18.
2012.09.18.~2013.04.07.

서거석

전북대학교 총장

서광수

예수대 학교 총장

2012.04.08.~2012.09.18.

서만철

공주대학교 총장

2012.04.08.~2013.04.05.

송영무

순천대학교 총장

2013.03.18.~2014.04.07.

오연천

서울대학교 총장

2012.04.08.~2014.04.07.

이원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2014.04.29.~2014.04.07.

임덕호

한양대학교 총장

2012.04.08.~2014.04.07.

장병집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2012.04.08.~2012.11.12.

전방욱

강릉원주대학교 총장

2013.04.05.~2014.04.07.

정갑영

연세대학교 총장

2012.04.08.~2014.04.07.

정량부

동의대학교 총장

2012.04.08.~2013.04.05.

정상철

충남대학교 총장

2012.04.08.~2014.04.07.

정세현

원광대학교 총장

2013.05.09. ~2014.04.07.

정현태

경일대학교 총장

2012.11.12.~2014.04.07.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

2012.04.08.~2012.11.12.

한영실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2012.04.08.~2012.09.18.

허향진

제주대학교 총장

2012.07.16.~2013.05.09.

황대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2012.04.08.~2013.04.28.

황선조

선문대학교 총장

2012.07.09.~2013.02.07.

강우정

한국성서대학교 총장

2012.04.08.~2014.04.07.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2012.07.16.~2014.04.07.

허향진

제주대학교 총장

2012.04.08.~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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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직원 명단

이름

임용일

이원근

2013.04.28

사원리스트[부서명]

직위(급)
사무총장

경영기획실
정유석

1986.06.16

이기조

1991.04.20

실장/책임연구원(2급)
경영기획팀

팀장/책임전문원(2급)

국춘호

2012.08.01

경영기획팀

팀원(위촉직)

배현정

2013.12.10

경영기획팀

팀원(위촉직)

김숙현

1995.02.15

경영기획팀

주임전문원(4급)

염혜진

2008.05.13

경영기획팀

주임전문원(4급)

김혜영

2012.03.19

경영기획팀

주임전문원(4급)

차상욱

1994.04.01

경영기획팀

선임전문원(3급)

김선욱

1994.04.11

경영기획팀

선임전문원(3급)

정소나

2007.05.21

대외협력홍보팀

주임전문원(4급)

윤종성

2010.06.01

대외협력홍보팀

주임전문원(4급)

이수영

2012.08.25

대외협력홍보팀

주임전문원(4급)

백정하

1991.07.01

김정희

2007.10.01

고등교육연구소
소장/책임연구원(2급)
연구지원팀

팀장/선임연구원(3급)

박민아

2008.01.25

연구지원팀

주임전문원(4급)

조준범

1997.03.01

연구지원팀

선임전문원(3급)
팀장/책임전문원(2급)

강낙원

2001.04.02

정책연구팀

전혜림

2012.03.19

정책연구팀

연구원(계약직)

강이화

2012.06.11

정책연구팀

연구원(계약직)

송선영

2012.02.15

정책연구팀

선임전문원(3급)

김수경

2009.04.10

조사분석팀

팀장/선임연구원(3급)

강희돈

1994.09.15

조사분석팀

연구위원(1급)

정원창

2013.10.01

조사분석팀

선임연구원(3급시보)

김규환

2000.09.01

고등교육연수원

황인성

1999.03.01

고등교육연수원

책임연구원(2급)

신지선

1994.12.01

고등교육연수원

주임전문원(4급)
주임전문원(4급)

고등교육연수원
원장/연구위원(1급)

김현숙

1995.07.01

고등교육연수원

양재근

1984.03.05

고등교육연수원

전문위원(1급)

서동근

1995.03.06

고등교육연수원

선임전문원(3급)

김승용

2012.02.15

이경미

2011.01.01

대학교육정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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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파견직
대학정보공시센터

주임전문원(4급)
주임전문원(4급)

지준오

2013.04.12

대학정보공시센터

한송희

2012.07.23

대학정보공시센터

전문원(계약직)

송완수

2013.04.12

대학정보공시센터

전문원(계약직)

이정은

2013.04.12

대학정보공시센터

전문원(계약직)

박기일

2013.09.01

대학정보공시센터

전문원(계약직)

김효진

2013.11.01

대학정보공시센터

전문원(계약직)

정다운

2013.11.01

대학정보공시센터

전문원(계약직)

김영지

2012.03.19

대학정보공시센터

연구원(계약직)

이재혁

2010.08.25

대학정보공시센터

센터장/주임전문원(4급)

장민혜

2011.01.01

대학정보공시센터

선임전문원(3급)

손중호

2011.02.21

정보화표준팀

팀장/선임전문원(3급)

이상헌

2004.07.20

정보화표준팀

주임전문원(4급)

임현창

2012.05.01

정보화표준팀

주임전문원(4급)

김경수

2013.02.13

정보화표준팀

주임전문원(4급)

김대영

2013.10.16

정보화표준팀

전문원(5급시보)

김재덕

2013.10.16

정보화표준팀

전문원(5급시보)

민진홍

2013.10.16

정보화표준팀

전문원(5급시보)

박진만

2013.10.16

정보화표준팀

전문원(5급시보)

10. 직원 명단

이름

임용일

사원리스트[부서명]
대학교육정보실

직위(급)

장현택

2013.10.16

정보화표준팀

전문원(5급시보)

최용규

2013.10.16

정보화표준팀

전문원(5급시보)

김승준

2012.02.01

정보화표준팀

선임전문원(3급)

대학입학지원실
최창완

2013.01.01

홍정기

2011.02.25

실장/파견직
대입상담센터

주임전문원(4급)
주임전문원(4급)

신숙경

2012.05.01

대입상담센터

김소연

2013.07.01

대입상담센터

전문원(계약직)

권대혁

2013.09.01

대입상담센터

전문원(계약직)

신영규

2013.11.01

대입상담센터

전문원(계약직)

전지수

2013.11.01

대입상담센터

전문원(계약직)

김혜란

2013.10.16

대입상담센터

전문원(계약직)

김영심

2010.06.01

대입상담센터

전문원(5급시보)

채용석

2013.03.01

대입상담센터

파견교사/파견직

구안규

1996.09.01

입학기획팀

팀장/선임전문원(3급)

강명숙

2000.04.01

입학기획팀

주임전문원(4급)

김은혜

2011.08.24

입학기획팀

주임전문원(4급)

문미주

2012.07.16

입학기획팀

전문원(계약직)

유우형

2012.07.23

입학기획팀

전문원(계약직)

이동규

1995.06.01

입학기획팀

선임연구원(3급)

김병진

2009.04.22

입학지원팀

팀장/선임연구원(3급)

이선애

1989.10.04

입학지원팀

주임전문원(4급)

김현아

2008.05.13

입학지원팀

주임전문원(4급)

박수연

2012.06.01

입학지원팀

전문원(계약직)

기은정

2012.06.18

입학지원팀

전문원(계약직)

김준경

2012.11.01

입학지원팀

전문원(계약직)

장선영

2013.09.01

입학지원팀

연구원(계약직)

방재현

2012.09.03

입학지원팀

선임연구원(3급)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손동현

2011.07.01

송혜정

2014.01.01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전문원(계약직)

황청일

2012.02.15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선임연구원(3급)

조혜경

2013.07.01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사무국장/연구원(계약직)

원장/객원연구원

한국대학평가원
서민원

2011.05.18

서동석

1995.03.01

원장/파견직
평가관리팀

팀장/책임연구원(2급)

배정연

2013.08.28

평가관리팀

팀원(위촉직)

송정규

2013.11.18

평가관리팀

팀원(위촉직)

김소영

2013.11.01

평가관리팀

전문원(계약직)

최유주

2012.02.15

평가관리팀

연구원(계약직)

이정은

2012.02.15

평가관리팀

연구원(계약직)

곽진영

2012.03.19

평가관리팀

연구원(계약직)

김민경

2012.08.27

평가관리팀

연구원(계약직)

김신아

2013.09.01

평가관리팀

연구원(계약직)

김시라

2011.02.21

평가관리팀

연구원(4급)

임호용

2011.11.01

평가관리팀

선임연구원(3급)
팀장/선임연구원(3급)

전현정

2011.02.21

평가기획팀

최현정

2013.02.04

평가기획팀

팀원(위촉직)

김유리

2013.02.01

평가기획팀

전문원(계약직)

오윤경

2013.07.01

평가기획팀

연구원(계약직)

이소정

2013.09.09

평가기획팀

연구원(계약직)

서지영

2011.08.16

평가기획팀

선임연구원(3급)

김선주

2012.02.15

평가기획팀

선임연구원(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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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교협 주요 홈페이지 현황

대교협 영문 홈페이지 english.kcue.or.kr

대학입학정보 포털사이트 univ.kcue.or.kr

교사와 함께하는 대학입학정보  ssam.kcue.or.kr

고교-대학연계 심화과정 up.kcue.or.kr

대학알리미 academyinfo.go.kr

교육역량강화(학부교육선도대학)  eduup.kcue.or.kr

대학평가정보 홈페이지 eval.kcue.or.kr

대학기관평가인증 aims.kcue.or.kr

고등교육연수원 hrd.kcue.or.kr

한국교양기초교육원 konige.kr

문헌정보실 library.kcue.or.kr

계간 「대학교육」 magazine.kcue.or.kr

대교협 기관 홈페이지  www.kcue.or.kr

캠퍼스아시아  campusasi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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