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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1 》

교수업적평가제의 진단과 처방
임 종 수
(경기대학교 교무처장)

. 서 론
최근 대학사회에서

교수업적평가제

모든 구성원들 특히 교수들의 지대한

관심거리이며, 나아가서 일반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2002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인 대학교수들에 대한 계약제 및 연봉제를 실시
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러한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준의
설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미 수년 전부터 대학 사회에서는 자의적이던 또는 타의에 의해서
든 교수들에 대한 업적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었으며, 대학교육협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반복적인 정책 연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1992년부터 실시된 대학교육협의회 주관의 “학문분야평가”와 1994년부터 실
시된 “대학종합평가”는 오늘날의 대학이 시행하고 있는 자체적인 교수업적평
가의 틀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한다. 또한 1998년부터 교육부에서
권장하여 시행하고 있는 “교수정년보장제”가 단기간에 많은 교수를 충분한 평
가 없이 정년을 보장해 주었고, 정년보장후의 객관적인 교수 평가의 보완정책
을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여러 문제점들(예를 들면 연구업적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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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교육의 나태함 등)이 교수업적 평가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여론 형성의 촉
매제가 되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과정에서 노정된 많
은 문제점들을 무시한 채로 교육행정을 관리 감독하는 행정기관에서는 거의
교수들의 의견을 도외시한 채로 연봉제 및 계약제를 도입하려는 새로운 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행해지는 이 포럼에서는 전반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
는 것이 행정당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설득력 있는 평가 기조를 이룰 수
있는지와 교수들의 입장에서 불편 부당하지 않은 기준의 설정 기조를 이룰
수 있는지의 잣대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대학은 사회조직의 하나로서 자율성과 책무성을 기본이념으로 운영되며, 사
회의 여타 조직과의 관계에서 뿐 만 아니라 대학을 구성하는 집단간에 서로
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자체적인 다양한 형태의 평가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의 역사를 보면, 대학 구성집단간에 자율적인 상호견
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수의 권한만이 지나치게 확대되었을 때에는 대학이
본연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어 외부 세력에 의해 간섭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근래에 발생되는 우리 나라 많은 대학들
에서의 내적인 불화의 대부분도 어떤 측면에서는 구성원들에 대한 자체적 평
가체제의 불합리성에서 발생된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이 중에
서도 학생들과 직원들로부터의 교수들에 대한 불만과 비판은 교수 스스로의
입장에서 건실한 평가제도를 유지할 때 현저히 감소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대학이 본래의 이념에 입각한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다. 오늘날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대학교수의 업적평가제는 대학의 전통 속에
남아있는 교수와 학생집단 혹은 행정집단 간의 상호견제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지난 7월 대교협에서 주관했던 이 문제에 대한 세미나에서 한 발표자는 아
직도 일각에서는 교수에 대한 평가는 비용과 시간에 있어서 엄청난 손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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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올 뿐만 아니라 교수들의 창의성을 둔감케 하고 동료간의 관계를 단절시
켜 궁극적으로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입장

논

에서 상당 부분 현실 리에 입각하여 대학교수에 대한 평가의 도입은 대학의
가치에 대해 전

혀 동정적이지 않거나 고등교육의 본질과 진정한 이익에 대해

혀 무지인 권력의 소유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적절치 못한 외부적 요구 사항에 의해 대학이 입게 되는 손상은 치명적인 것
이 될 것이며, 대학의 손상은 궁극적으로 전체 사회적 손실로 돌아오게 될 것
이라고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대학의 책무성이 강조되
는 추세 속에서 대학교수 평가제도의 도입은 대학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싫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교수업적평가제
는 대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견해라는 것이 지배적 현상
전

이다.

결정하는 것은 대학교수가 수행해야 할 교육적․사
회적 기능에 대한 책무를 규명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학의 기
능을 교육 과 연구 와 봉사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이 바로 교수의 사
회적 책무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현재 우리 나라 대부분의 대학에서 행하는
교수들의 업적 평가의 근간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와 같은 평가의 근간
이 늘 구성원들의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 또한 기능의 상대성을 무시하고 거
의 일률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고자 함에 있다고 분석된다.
교수의 책무는 피 평가자의 입장에 있는 교수집단이나, 평가자의 입장에 있
는 대학행정가 혹은 학생집단 중 어느 일방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
니라 교수의 기능과 본질에 대한 공통된 견해에 기초하여 정의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능에 대한 기초적 견해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
교수의 업적평가 내용을

한다.

첫째, 교육 이란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혹은 그와 관련된 활동)로서

교수의 가장 기본적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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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구는

식

교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지 의 창조와 관련된

활동이며,

교수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셋째, 봉사는 교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교수업적평가제에 대한 국내외의 현황들에 대해서는 7월의 세미나에서 뿐

안 많은 기회에서 제기들이 있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측

만 아니라 그 동

피하고 각 대학에서 거론되고 있는 교수업적평가제의 문제점들
을 알아보고 이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것이 오늘
주제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면의 거론은

. 현재 진행되는 교수업적평가제에 대한 진단

재 우리 나라 대학들이 시행 중인 교수업적평가제는 다음
과 같은 세 가지 형태 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교수의 업적을 정해진 범주에 의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까지
활용하는 형태이다. 여기에서 인사관리란 교수들의 승진은 물론 호봉
승급 또는 교수의 연구년(또는 안식년) 대상자 선정, 성과급 지급 등까
2001년 10월 현

지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업적평가제를 많
은 대학에서 모방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추측된다.

결과를 직접 인사관리에까지 활
용하지는 않는 형태이다. 이 제도를 시행중인 대학은 정해진 기준에 따

2) 대학교수의 업적평가만을 실시하고 그

라 교수들의 업적을 평가하여, 연구업적집 발간이나 연구보조비 지급에

활용할 뿐, 직접적인 인사관리에는 활용치 않는다.
3) 단순히 학생에 의한 수업평가제만을 시행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경우는
아직 대학의 역사가 짧은 신설대학이나 또는 특수목적 대학들이 이 범
주에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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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근무하는 경기대학교에서는 1995학년도부터 교수업적평가제를 실시
하고 있다. 교수의

승진 및 재임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 업적, 연구 업적,

별
적평가 결과를 회계 연도 말에 “성과급”지급과 학술상 시상에도 반영하고 있
다.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연봉제와 계약제의 합리적인 기본 모델 개발을
위해 다각적인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다른 대학에서는 교수업적평가 결과를 승진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호봉
승급 및 연구비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대학에서는
최고 근무연한 이내에 승진하지 못한 교원에 대하여는 승진할 때까지 호봉승
봉사업적 로 평가체계를 구체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업

급 정지 및 연구비지급과 연구년 교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례

오늘 여기서는 여러 대학의 교수업적 평가 사 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앞

․
고 해결점을 찾는 것이 주 의제가 되므로 더 이상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
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던지 우리 나라의 약 200개에 달하는 4년제 대학은
사회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이 차이란 대학이 연구중심이냐, 교육을 통한 취
업 중심이냐 등을 비롯하여, 시설을 포함한 재정적인 문제 전반까지도 포괄하
는 의미이다. 따라서 모든 대학이 동일한 기준으로 업적 평가를 할 수도 없으
며 그래서도 안 된다고 판단된다. 이들 200개에 달하는 대학은 대학에 대한
평가 자체가 아마도 수학적인 표현으로 정상분포(Gaussian 분포)를 이루리

으로 연봉제 계약제 등에 대비하여 “교수업적평가제”의 당면 문제를 진단하

라 생각한다.
또한 대학의

존립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교수 라는 직업은 학문을 전수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동

필요로 하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면서, 또한 끊임없는 자기 개발
과 성찰, 그리고 재충전을 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직업이다. 과거에 비
해 학문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다양화되고 있으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
력의 내용에도 변화가 있으니 만큼, 교수의 역할에도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필요한 시대이다. 직업적 소임에 충실한 교수를 구별하여, 승진, 연구비 책
시에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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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두는 것은 민주주의의 평등 원칙에도 부
합한다고 본다. 단, 행정 편의주의적인 획일적 평가방식을 지양하고, 공정하
정, 정년보장 등 인사 대우에

고 합리적인 새로운 업적평가의 도입으로 다양한 학문분야의 특수성과 각 교

처한 입지 조건과 상황을 반영하는 입체적 교수업적평가방식이 개발되
어 교수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어야만 한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교수업적평
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자의 공정성과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합리
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교수업적평가의 기준 안은 학문분야별 특
수성을 고려하여 달리 책정되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교육개혁사례집(1999)자료에서는, 교수업적평가
수가

제가 실시될 경우

◦ 긍정적인 측면
1) 연구의

활성화

활

2) 교육, 연구, 봉사 동에

참여의식 확산

질 향상
4)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학교 발전
3) 교육의

5) 합리적 인사기준 정착

6) 체계적인 교수업적관리 시스템 구축
7) 교수의 질 향상
8) 선의의 경쟁체제 정착
9) 교수의 학생지도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기여 증진
10) 우수 교수 유치

◦ 부정적인 측면

차 요구됨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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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점
3) 질적 평가보다 양적 평가가 이루어짐
4) 해당 대학의 실정에 맞는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
5) 연구영역이 지나치게 강조됨
6) 교수간 갈등관계 표출
7) 학술단체의 대학 평가자료 미비
8) 평가항목별 중요도 설정이 어려움
9) 자율성이 무시된 채 업적을 평가기준에만 맞추려함
10) 자발성보다는 행정 당국의 강제적 추진 성격이 강함
2) 학문분야

등을 지적하고 있다.

: 연구
영역 : 봉사영역의 비례관계를 4:4:2 정도로 하고 있다. 또는 변형된 비례관
계인 6:2:2 또는 2:6:2 정도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함수 관계를 인
문․사회계와, 자연계와, 예․체능계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도 문제가
있다. 우선 각 영역별 고려 대상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실시하는 교수업적 평가 기준에서 보면 교육영역

1. 교육영역
현

재 교육영역의 업적 평가는 교수별 담당 강의 시간 수와 그에 따른 강의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 형태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주당 강

록

목

록 높은 점수를

의 시간 수가 많을수 , 또 당해 과 에 수강학생이 많을 수

임 시간 수(대부분의 경우 종
전의 교육법에 근거하여 주당 9시간 강의 담당을 원칙으로 함. 예외적으로
몇 몇 대학에서는 주당 6시간 강의를 기준으로 하기도 함)를 책정해놓고, 그
책임 시간 수를 초과하는 양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부여하고 있다. 대학마다 기본적인 주당 강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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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을 경우에도 가산점을 부여하기도 한
다. 강의평가는 수강학생들을 대상으로 담당교수의 수업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항목에 걸쳐 학생들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있다. 또한 IMF사태 이
후 최근에는 학생들의 취업지도실적 및 상담실적 등을 교육영역의 중요한 범
또한 수강학생의 수가 일정한 수준이

주로 간주하여 반영하는 대학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가. 강의 책임 시간수

재 국내 대학 교수들의 책임 강의 시간 수는 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주당
9시간이 일반적이다. 이에 더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학기당 책임 강의 시간
수 외에 연간 책임 강의 시간 수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대학도 있다.
대학마다 확보하고 있는 전임교원의 수에 따라서 또는 학부제를 도입하면서
기존 학과체제를 허물고 학부체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전공선호도
에 따라서 책임 강의 시간 수를 초과하거나 또는 부족한 현상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학생들의 강의 선택의 선호는 사회적 욕구가 변화함에 따라
예전과는 달라져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교수들은 자신의 고유학문과 고유한
교수방법을 고수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기도 한다. 이에 더
하여 개설 전공(학과)이 주간과 야간으로 병행 운영되는 경우에는 교수들의
수업담당 부담은 더욱 고통스러워 지기도 한다.
이러한 객관적 사정을 전혀 무시한 채 전공교과와 교양교과를 구분하지 않
고 단지 수업 시간 수의 많고 적음만으로 계량화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
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전공교과의 경우 교과 내용은 대부분의 학생
들은 비교적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으나 교양교과의 경우에는 상황이 아주
현

판이한 것이 실정이다.

공
담당을 기
피하기도 한다. 이 이유는 교양과목의 수강학생 수가 전공 교과에 비하여 과
다할 뿐 아니라 수업의 준비가 전공교과에 비하여 부담이 되며, 이에 비하여
특히 대부분의 교수들은 일부 전 자들을 제외하고는 교양교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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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평가

결과는 수강학생들의 수업결과와 무관하게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

문이기도 하다.

나. 강의평가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대부분의 대학에서 실시하는 강
의 평가는 지식의 전수라는 측면만을 강조한 것으로 이는 교육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강의평가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대학에

1) 강의 및 준비의 충실도

재

2) 강의의 진도 및 교 의 적합성
3) 과제의 적절성
4) 강의시간외에 교수에의

접근성

5) 학생의 의사발표 장려 정도

6) 학생의 자신에 대한 평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강의평가는 강의의 외적인

식

있다. 이론 지 의 전

요소가 중심이 되고

달 측면만을 강조한 것으로 학생의 인성지도 측면이 도

외시되고 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일부 대학에는 교수들이 학생의 인성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학생상담시간을 마련하거나 학생
상담을 어느 정도 했는가를 계량화하여 그것을 교육업적이나 봉사업적에 반
영하기도 한다. 하지만, 상담 사실 자체만을 계량화하고 상담으로 인한 학생
의 인성변화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기도 하다.
도에

2. 연구영역

물

연구업적 평가는 연구 업적 (주로 학

술논문 및 전문분야의 저서)의 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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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평가한다. 학술 논문 평가는 발표된 연구논문의 편수와 그 연구논문이
발표된 학술지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학술지를 국제학술지, 국내 전문학술
지, 기타의 경우 등 3～4단계로 구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학에 따라
저술과 번역물 및 각종 연구 보고서를 연구업적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경기대학교에서는 연구프로젝트나 공연․전시 등은 물론 특허, 매체활동 등
의 전공별 특성에 따른 세부내역까지 연구 업적에 포함시켜 교수들의 연구활
동의 폭을 넓혀 주고 있다.
연구업적의 평가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은 계열별(인문․사화계
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로 어떤 기준으로 업적을 평가하느냐이며, 여기
에 더하여 연구업적의 발표 기회의 불균등성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연구 논문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의 하나로 대학들이 채택하고 있
는 것은 학술지의 수준을 등급화 하는 것이다. 학술지의 수준을 등급화 하는
방법으로는 국제적으로는 A&HCI(인문계), SSCI(사회계) 또는 SCI(자연
계)을 기준으로 하고, 국내학술지의 경우에는 학술진흥재단에서 등재후보 학
술지로 인정하는 것을 원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학 자체적으로 학술지
등급을 책정하고 이 내용을 약 2～3년 주기로 등급을 조정하여 반영하는 대
학도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시하는 것은 학술지를 발행하는 단체의 외형
크기와 심사규정의 유무 등 외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수 전문분야
의 연구업적이 홀대된다는 원성도 있을 뿐 아니라 대학자체의 연구논문집이
나 대학의 부설연구소의 논문집은 대체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연구분야
의 사대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공

동일한 전 학문이라도 세부 학문분야에

따라 그 발표 기회와 가능성의 다

차이 난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발표 가능한 지면의
차이가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동일한 척도를 적용하여 평가함으로
써, 교수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인 연구업적평가제가
교수들의 연구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질 높은
과가 상당히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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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연구 과를 발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루어지는 연구업적평가를 의

식하여 단기적 연구성과만을 발표함으로서 연구 결과의 질 저하 현상도 심히
우려되는 바가 많다. 발표된 논문의 양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깊이 있는 이론
이나 개념이 정립되기 위하여 분야에 따라서는 다년간의 고통스런 연구의 진
행이 필요하기도 하므로 논문 출판이 적다고 하여 연구가 부진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연구영역에 대한 업적 평가의 대
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1)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 이 경우 학술지의 등급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
2) 전문분야의 저술 또는 번역서
→ 교과서적인 저술이나 번역서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3) 공연 또는 전시를 인정하는 경우
→ 예․체능계의 경우 이론교육중심의 교수가 있는가 하면, 실기 중
심의 교수가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임.
4) 대학 논문집 또는 기타 학술 발표 업적
→ 많은 대학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낮은 가중치의 적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또한 무시할 수 없음. 특히 인문 또는 예술
대학에

분야의 경우 업적 평가에 대한 사대사상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음.

3. 봉사영역
교수들의 봉사업적의 대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종 영리 및 비

술

활동 및 교내에서의 활동에 근거된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 이외의 봉사, 특히 종교단체에서의 봉사나 또는 개인적 봉사는
인정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교수들의 봉
영리 단체와 학 단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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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활용

사 에 대한 정의이다. 일반적 정의는 대학 교수 라는 사회적 지위( )를

앞에서 제시한 분야에서 활동한 일을 봉사 라고 정의 해 오고 있다. 그
런 면에서 보면 계열에 관계없이 교수들이 봉사업적을 쌓을 수 있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특히 이제 대학 교수로서 활동을 시
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소장학자들의 경우에는 더욱 기회가 없다고 보아야
하여

할 것이다.

따라서는 교수들이 교내의 각종 보직이나 또는 대학의 운영에 자문
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맡을 경우, 대학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더, 대개는 주요 보직자의 경우는 일반교수가 갖는 책임 강의시간의 경감과
더불어 보직수당을 지급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교수들도 대개는 실비 보상적 수당 또는 교통비 등을 지급받고 있다. 그 수당
이 명목상 교통비 보상, 또는 실비보상적 성격의 수당이라고 하더라도 금전적
이득에 더하여, 봉사업적을 인정하는 것은 중복적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 하여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일부 대학에서 대학 내의 봉사에 대하여 대학의 발전 기
여도를 측정하는 방안의 하나로 교내의 보직과 위원회의 위원을 우대하는 경
우도 있다. 이렇게 하면 보직과 위원회 위원을 선호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교
수의 교내 활동의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교내의
보직이라 하여도 교수들이 원한다고 해도 임명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또한
교수들의 전공과 보직과의 연관성이 직접적인 함수관계를 이루지 않기 때문
에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또한 높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교수들이 국내 학술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임원활
대학에

동비를 지급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보다 많

찬조금을 학술단체에 납부할 뿐 아니라 자신의 귀중한 시간까지도
할애하여 학회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학술단체의 임원으로서의
봉사활동도 어느 정도 해당 전공 분야에 업적이 쌓이고 사회적으로 또는 학
은 회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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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하며, 신진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 같은 남의
이야기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학연이나 인맥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기회
가 주어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교수의 사회적 봉사가

격

교수 라는 지위로 인한 것으로 정의한다면,

떠
액
던 보수가 주어지더라도 객관화할 수 있는 성격이라면 봉사로 인정하여야 할
봉사의 성 이 어 한 것이든 간에, 그리고 실비 보상적이던 아니면 정 적이

것이다.
대학에서 인정하는 교수의 사회봉사
다.

범위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

앙 및 지방 정부)의 각종 자문위원 또는 출제 채점위원
2) 각 학술단체의 임원
3) NGO관련단체의 임원(예: 경실련 등)
4) 임의 단체의 경우 제한적 인정
1) 정부기관(중

5) 교내의 각종 보직 및 각종 위원회 위원

6) 매체활동

. 바람직한 교수업적평가의 방향
지난 7월 있었던 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 발표자는 미국이

캐나다와 같은 이민족 혼합국가와 한국과 일본 같은 단일민족 정착국가는
엄연히 다른 기준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교수업적평가제도가 일찍이 정착된 반면에 한국과 일본에
서는 교수업적평가제도가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민족적 기질과 사
회의 구성형태의 차이에 기인하며,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서구의 제도를 맹
목적으로 모방할 경우 상당한 마찰이 발생하게 된다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교수업적평가제도가 경우에 따라서 교수들의 통제수단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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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수업적평가제도의 오용을 막고, 교수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인 틀을 마련하고 세
부적인 항목은 각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작성하고, 당해 학교 전체교수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 경우에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적인 방향까지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
한 업적 평가 결과가 정상분포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교수들의 적극적 참여
를 통한 전반적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어떤 경우라도 교수업적평가제도는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히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영역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업적평가의 좌표를 설정하였으면
한다. 물론 대학마다 실정에 따라 교육과 연구와 봉사 등의 각각의 영역에 가
변적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독자적인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적용의

1. 교육영역
가. 강의 책임시간 수
대학이 가지는 기능의

첫번째를 교육이라 한다면 교수들의 역할에서 가장

요
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은 교수들이 책임 강의 시간 수를 초과하여 수업하는 경우에 일반적으
로 초과강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물론 대학마다의 사정에 따라 책임시간도
다르듯이 초과강의에 대한 정의 또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그 초과강의 수
중 한 것 역시 교육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대학에서 교수는 반드시 강의

당도 시간강사의 강의수당 보다 적은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그러나 교육과

요

접 참여 방식을 통한 수업이라
면 “교육영역”의 업적 평가에서 수업시간 수에 대한 평가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대학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강의는 학부과정과 대학원과정으로 국한하
관련된 평가대상 중에서 가장 중 한 것이 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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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학 내에 설치된 대학 이외의 기관, 예를 들면 사회교육원 등에서의 강

좋을 것이다. 근래에는 대학마다 많은 수의 전문대학원과 특수
대학원들을 운영하는데 이 경우의 강의 담당은 별도로 규정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할 경우 과도한 수업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이 저하될 수도 있으므로
책임 강의 시간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은 초과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는 제외함이

나. 강의평가

공

강의평가는 어떤 경우라도 전 교과와 교양교과를 구분하며, 수강학생수의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동일한 시간의
강의를 하더라도 대상이 전공교과인지 교양교과인지, 그리고 소규모 강의인지
대규모 강의인지를 구분하여야 한다. 만일 동일한 척도로 평가할 경우 대규모
강의 교수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기 쉽다. 따라서 수강 학생수와 강의
시간 수에 따른 상대적인 가중치의 부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는 연세대학
교에서 택하고 있는 방식이 비교적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연구영역과 병행하여 고려하는 데 부교수 이상의 경우에는 강의학점이 많은
경우 연구평점을 경감시켜주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물론 정교수의 경우
에는 연령대에 따라서 배려하기도 한다. 또한 전공교과에 비하여 교양교과를
담당하는 교수들에 대한 평가의 가중치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많고 적음에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

결
층
으로 계량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강의평가에서 학생들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밀도 있는 수업을 통
하여 학생들의 지적 수준을 높이려 노력하는 열정적인 교수들에게 교
육에 대한 열의를 자극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학습의욕이 높
은 학생들이 모인 집단과 학습의욕이 낮은 학생들이 모인 집단 모두

1) 강의평가 과의 양극단의 일부는 제외한 중간 계 의 설문지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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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로 성적이 부여되는 경우에 상당수의 우수한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보다 수준이 낮은 학생 집단의 과목을 선택한다는 것이
다. 이는 학부제의 부작용으로 이미 많은 학교에서 경험하고 있는 현
가 동일한

상이다.

좌 임하는 학생들의 자세에 따라 교수에 대한 강의 만족도도 크
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자신
의 준비 정도를 깨우칠 수 있는 패턴의 개발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강 에

다. 교육영역의 평가에서 고려할 점

달라야 할 것이
다. 교육중심대학의 대부분은 연구보다는 교육을 위한 시설투자에 초
점이 맞추어 있을 뿐 아니라 교수들의 강의 시간 수도 많은 것이 보
통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을 위한 연구비 수혜의 기회도 비교적 열악
한 실정인 대학들인 반면에, 연구중심 대학은 이미 첨단 연구시설은
물론, 연구를 위한 강의 시간 수의 감축은 물론, 다양한 연구비 지원
책 등이 마련되어 평가기준을 달리 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2) 모든 대학에서는 연구와 교육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므
1)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에서는 그 평가기준이

로 연구중심대학 또는 교육중심대학을 불문하고, 각 대학마다 연구지

향교수, 교육지향교수로 본인이 원하는 데로 선택하게 한다. 그리고
교수업적을 평가할 경우에 연구지향교수는 연구에 비중을 두어 평가
하고, 교육지향교수는 교육에 비중을 두어 평가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3) 산학 협동에 의한 공동연구, 학생의 산업체 현장교육(internship),
그리고 산업연구인력의 재교육도 평가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응용학문의 경우, 그 나라 산업체의 기술을 선도할 책임이 대학에 있
는 만큼 실제 산업체나 연구소와의 hardware개발을 위한 협동연구
- 18 -

요

재 같은 SCI논문 편수를 가장 중시하는 풍토의 평
가일 경우, 교수들 스스로가 교육보다는 연구에 치중하게 될 것인바
그런 경우에 자칫 산업기술과 국가 경제에 필요한 교육을 등한시 한,
가 중 하다. 현 와

현실을 무시한 추상적인 교수업적평가가 될 수 있다.

2. 연구영역

요

연구업적 평가는 교수업적 평가 중에서 가장 중 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

까

논문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양적 평가에 치우친 면이 없지도
않다. 그러다 보니 교수업적평가 대상 중에서 계량화가 가장 쉽지만 사실상
계량화의 기준 설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심한 영역이다. 연구영역에서 평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모든 학문 분야별로 연구논문, 저술, 번역물 및 각종 연
구보고서의 질의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외의 모든 학술지의 수준을
계량화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질을 논의하는 것은 무
의미하다. 대학마다 독자적인 기준으로 학술지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상황이다. 저술과 번역물 및 각종 연구보고서의 경우도 대학마다 독자
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여 업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논란이 많다.
하지만 어떤 경우이던지 간에 대학의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가중치의 조정
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모든 대학에서 일률적으로 동일한 연구영역 가중
치를 적용함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으며, 업적 평가기준을 국외학술지
중심으로 적용함으로서 국내 학술단체의 침체우려의 목소리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교적 국제적 비교가 용이한 자연계를 제외하고
는 국내 전문학술지 등에 대한 가중치 조정을 통하여 해당 학문분야의 연구
의욕 고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 아직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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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량
덧붙여, 연구결과의 학문적 중요성과 기여
도, 그리고 파급효과 등의 질적 평가도 전문가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
어지도록 해야 한다. 논문의 수도 중요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지
만, 논문 출판이 적다고 하여 연구가 부진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경
우도 많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질적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많
은 시간과 운영상 비용이 소요되리라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위해서
는 일차적으로 각 학술단체의 자체적 정리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한

1) 현 의 정 적인 평가에

다.

별 특수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학문분야별로 논문 쓰기가 비교적 용이한 분야가 있고, 쉽지 않은 분
야가 있다.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이 차이가 있으며, 같은 자연
과학분야에서도 순수기초학문과 응용학문 분야에 따라 논문의 수가
다르다. 이렇게 다른 학문분야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같은 잣대로
평가함은 교수들로부터 연구업적 평가에 대한 공평성에 대한 문제로

2) 연구평가에 있어서는 학문 분야

제기될 수 있다.
3)

깊이 있는 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교수업적평가 기간을 1년 단위와
더불어 중장기 평가도 병행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와 같은 단
기적인 평가가 지속될 경우 연구 편수를 늘리고, 자신의 연구 역량을
나타내려고 함으로써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결과를
내야 하는 현실적 압박 때문에 연구가 깊이 있게 무르익기 전에 발표
함으로써 질 낮은 논문을 양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보다 깊이
있고 권위 있는 연구를 권장하고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1년 단위 단

～

기적인 평가와 3 5년 단위 중장기적 평가가 동시에 행해져야 한다
고 본다.

술 A&HCI, SSCI와 SCI만 강조하다 보면, 국내학술
지의 도태와 질적 저하가 가속화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4) 해외전문학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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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봉사영역

재 대학에서 인정하고 있는 교수들의 봉사업적은 교육과 연구 이외의 교
내․외에서의 활동을 포함한다. 여기서 봉사라 함은 주로 “교수”로서의 역할
과 관계된 내용을 주로 한 것인바 앞에서 언급한 것들에 더하여 반드시 고려
해야 할 점들이 있다. 여기서 1) 정부기관(중앙 및 지방 정부)의 각종 자문
위원 또는 출제 및 채점위원, 2) 각 학술단체의 임원, 3) NGO관련단체의
임원(예: 경실련 등) 등에 대하여는 어느 대학에서나 봉사업적으로 인정하는
데 인색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임의 단체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정할 수 없는 이유
로는 교수의 전문성과 무관한 분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격

임의단

따라서 임의 단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제도
적 장치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어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감으로써 오히려 소장
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교수들에게 전공과 무관한 봉사의 범위를 넓힐 수 있
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신진학자들 사이에 널리 활용되는 연구소모임 활
동과 같은 경우는 그 모임의 성격이 학술연구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고
체의 성 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려해 보는 것도 한 방편일 수 있다.
이 이외에도 대학에

따라서는 교내의 각종 보직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활

동을 봉사로 인정하기도 하고 또는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인정하지 않는 경

활동이 보직의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강의시
간의 단축혜택과 수당 지급 등의 이유로 이중적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활동은 교수로서 당연히 해야하는 업무라고 평
우에는 이들 교내의 각종

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보직자의 경우 학교로부

같은 혜택과 개인의 학문적 연구기회의 박탈 등과 견주어
보았을 때 후자의 손실은 감히 계산하기 어려울 경우가 많다. 실제로 대학 행
정의 정책 결정이나 운영 전반에 걸쳐서 대부분이 교수 중심으로 이루어질
터 주어지는 위와

뿐 아니라, 최근 들어 각 대학들이 대학종합평가 등을 대비하여 학교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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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천

위하여 많은 계 을 연구하고 실 하고 있다. 이 모든 행정의 대부분이 보직

따라서 이를 과감히 인정하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봉사의 정당한 평가가 되리라 판단한다. 따라서 학문의
발전과 함께 대학에의 발전에 기여함을 실질적으로 인정해 줌이 당연하다고
교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할 수 있다.

. 결 론
최근 대학교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각 대학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 때의 핵심은 무엇을 가지고 대학교수를 평가할 것인가 이
다. 그러나 논쟁의 열기는 매우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문제의 핵심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각 대학이 추구하고 있는 교수업적평가에서 평가지표의 설정 및 이와 관련

논의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의 고민을 엿 볼 수 있다.
하나는 평가지표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여 만들 것이냐이며 다른 하나는
무엇을 평가할 것이냐의 고민이다. 이러한 고민은 먼저 대학의 사명 또는 대
학의 본분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정리한 다음, 대학의 존립과 관계가
깊은 지표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되리라 생각한다. 즉 대학이 가지는
방향성과 특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모든 대학은 국립(공립)대학이던, 또는
사립대학이던 대학의 건학이념과 특성화 전략(대학의 발전전략)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당 대학의 교수의 업적평가제도는 이러한 점들이 반영됨이 바
람직하다고 하겠다. 대학이란 교육하고 연구하며 봉사하는 기관이므로 대학은
대학사명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명제에 맞추어 교수평가
지표가 만들어 질 수 있다.
한

또한 교수들에 대한 업적 평가의 틀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각 학교
마다의 사정이

달라서

구분하

긴 어렵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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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모든 교수들을 연구지 교수와

향

택하게 하고 이에 합당한
비례관계의 평가기준을 설계하게 함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
교육지 교수 등으로 구분하여 본인들이 한가지를

다.

찌 되었던 간에 교수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든 교수(계열에 관계없이,
교수활동기간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교수들의 지향성에 관계없이)들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교수업적평가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만이 교육과 연구와 봉사의 동기 유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대학전체의 경
쟁력이 강화됨은 물론 국가차원의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며 나아
가서는 교수업적평가제도도 원만하게 정착될 것으로 믿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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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 1-1 》

교수업적평가제의 진단과 처방 에
대한 토론
조 용 승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재 실시되고 있는 교수업적평가제도의 실상과 문제점에 대한 임종수 교수
님의 발표내용은 “교수업적평가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수업적평가제는 교수 자신의 발전과 여러 가지 평가의 자료를
제공해주는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교수업적평가는 학문의 세부 분야별
특성과 각 교수의 적성과 특기를 적용한 교육, 연구, 봉사영역별 차등점수제
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발표자의 발표 내용 중에서 몇가지 점
을 강조․보완하는 차원에서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현

1. 교수업적평가제와 연봉제 연계
발표자의 발표문은 대체적으로 교수업적평가제가 적용여부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각 대학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2002년도부터 적용될 “교수
계약제” 및 “교수 연봉제”실시의 전제 제도로서 제도의 정착이 시급하다고

습

하고 있 니다. 본

말

토론자는 두 제도 모두 정착이 시급하다기 보다는 교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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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정착에는 찬성하나, 이를 연봉제와 연계시키는 문제는 시간
을 갖고 보다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수
연봉제는 우리 나라 교수사회의 문화와 근간을 뒤바꿀 매우 혁명적인 제도이
기 때문에 보다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외국의 사례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엄격한 평가에 바탕을 둔 교수연봉제를 20～30년 전부터
실시해온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이 제도의 효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들이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본 토론자는 교수업적평가를 엄정히 실시하여 그 결과를 승진, 연구비 책
정, 정년보장 및 성과급 지급 등의 지표 자료로 삼는 것에는 찬성입니다. 그
러나 교수업적평가 결과가 연봉 책정의 전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점에 대해서
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수업적평가를 연봉제와 연계시
키는 문제에 대한 신중론의 배경은 무엇보다 이는 봉급의 액수가 문제가 아
니라 교수를 우열화시키는 교수의 자존심이 크게 걸린 문제이고, 평가항목들
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해지면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시비와 불화가 끝이지 않
을 것이 뻔하며, 시간을 요하는 훌륭한 업적보다는 점수에 민감해지면서 교수
사회는 급변하게 삭막해지고 불만과 불평, 불행감이 팽배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논문 몇편 더 썼다고 까마득한 후배 교수가 더 많은 봉급을 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실용주의에 익숙한 서양 사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힘든데 우리 나라와 같은 유교적 배경의 사회에서는 더욱 문제가 심각하리라
봅니다.
교수란 이미 학문을 업으로 하기로 택한 사람들인 만큼 연봉에까지 적용시
키지 않고 교수 개개인의 업적을 정량화하고, 이를 승진과 정년보장에 적용한
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되어, 대부분이 역량껏 노력하여 업적 향상
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봅니다. 사실이지 교수의 우열을 가리는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힘이 듭니다.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나
라에서 교수들의 연구의 우열은 이미 가려져서 연구비 수혜, 진급 등에 거의
적평가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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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니다. 교수업적평가제는 그 자체로서 필요한 제도로
정착되어야지, 연봉제로 가는 중간단계의 제도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니다.

2. 평가영역의 가중치

바람직한 교수업적평가의 방향은 각 대학마다의 실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기준은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하지만, 세부적인 항목별
평가 기준은 당해 전체 교수들의 전체적인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규정되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의견에 동감입니다. 그리고 제시한 각 영역
별 평가에서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공감합니다. 본 토론자가
지난 7월 학술세미나에서 “교수업적평가의 기준과 방법”이라는 발제로 발표한
발표자가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재 대부분의 교수나 대학이 교수업적평가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
습니다. 그리고 교수업적평가제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
다. 다만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하며, 객관성을 지닌 평가 기준이 마련되고 공
정한 절차에 의하여 추진될 때 교수업적평가제의 기대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것으로 봅니다. 개개의 교수들은 무슨 항목을 어떤 비율로 평가하며, 어디에
평가를 적용하는가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며, 이점은 교수들의 첨예한 관심사
중의 하나입니다. 대학 당국은 무엇이 평가의 대상인지를 분명하게 각 교수들
에게 공지해야 하며, 평가의 과정 또한 투명하게 하여 교수가 자신의 평가 결
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거친 후에 최종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연구, 봉사의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각 대학
의 특성, 각 학문 분야의 특성, 각 교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
직합니다. 따라서 학교마다 다를 수 있고, 학과마다 다를 수 있으며, 교수마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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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겠습니다. “교수업적평가제”란 정년 보장
에 따른 과거의 안이한 교수 사회를 교수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는 효
율적인 창조적 집단으로 바꾸려는 의도에서 실시된 것인 만큼, 평가 방식이
교수들의 동의와 합의에 의해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합니다. 교수에 따
라서 연구에 흥미와 재능이 있는 교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더
잘 하는 교수가 있을 수 있으니, 교수 본인이 원하는 데로 선택하게 하여 평
가시 연구교수는 연구에 비중을 두어 평가하고, 교육교수는 교육에 비중을 두
어 평가함으로서 교수 개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발하는 방향으로 탄력
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업적이 평가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많지만, 지나치게 편중
되는 점은 개선해야 합니다. 강의하는 일을 즐겁게 잘 하는 교수는 그 일을
행복하게 잘 하도록 놔두고, 연구를 잘하고 좋아하는 교수는 가르치는 일을
적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볼 때 보다 발전적이라 생각합니다. 국가
나 대학에서는 평가의 큰 틀만을 정하고, 교수 개개인에 대해서 가장 잘 알
고, 전문가들 집단인 학과에서 소속 교수의 업적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다를 수 있음이 인정되었으면

고 생각합니다.

3. 국내학술지의 평가

술 인문계의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 사회계의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와 자연계의
Science Citation Index 만 강조하다 보면, 국내학술지의 도태와 질적 저하
와 가속화가 이뤄질 것으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발표자가 말했습니
다. 공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반드시 대안을 찾아야 할 사
안이라고 봅니다. 본 토론자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나
의 대안으로 한국의 주요 학회의 대표 학회지에 한해, 앞에서 언급한 분야별
연구평가분야에서

해외전문학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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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술
점수를 부여하자고 건의합니다. 국내 학술지에 좋은 논문의 게재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국내전문학술지의 수준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발표되는 한국의 수준 높은 논문들이 우리 나라
저널에 함께 모아져 출판됨으로서 우리 나라의 결집된 학문적 성과를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나라의 학술지 수준을 높이는 효과와 더불
어 우리 나라의 학문적 위상을 더 효과적으로 해외에 내보임으로서 보다 좋
은 해외 논문의 투고도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학술지에 투고하면서 해
외전문학술지와 같은 점수를 받는다면 시간상 편리한 점에서도 우리 나라의
좋은 논문의 투고가 있게 될 것이고, 점진적으로 해외 citation index에 등
재될 기회도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현재에는 좋은 논문들은 거의가 해외학술지로 빠져나가는 실정이고, 이러한
현상은 교수업적평가제 실시 이후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주요 전
문학술지들이 해외 citation index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평가점수가 낮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혹자는 우리 나라 저널이 빨리 citation index에 등재되도
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나,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 나라의 학자들이 먼저 좋
은 논문은 실으려고 하지 않는 현실적 악순환의 고리를 깨기는 힘듭니다. 우
리의 것은 우리가 살리자는 분위기가 아쉽습니다. 우선 대표 학회의 대표 논
문집에 한해 평가점수를 상향시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점차적으로 이런 악
순환이 개선되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저널이 많이 탄생하리라 확신
국제

Citation Index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 라도 해외전문학 지 수준의

합니다.

처방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짚어 봤
습니다. 본 토론자는 모든 교수가 본인의 적성과 역량에 맞게 가중치가 부여
이상으로 교수업적평가제의 진단과

된 교육, 연구, 봉사영역의 평가를 받음으로서 불만없이 행복하게 근무하고,

더불어 이룩하는 “윈-윈 정책”을 이끌어내는 교수
업적평가제가 우리 나라에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의 학문적 발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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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1-2 》

교수업적평가제의 진단과 처방 에
대한 토론
최 희 섭
(전주대학교 교수)

선 현행 교수업적평가제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잘 정리해서 발표해주신 임
종수 교수님께 좋은 발표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교수님이
잘 지적하셨듯이 현재 각 대학 나름대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하려 하고 있는 교수업적평가제는 상당한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가 교수 사회의 동요를 가져오고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사회적
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교수를 개혁의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
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수의 역할 내지는 기능을 교육과 연구와 봉사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고, 여기에 바탕을 두고 업적평가를 하는 것에 관해서는
토론자도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발표자가 지적하였듯이 문제는 기능의
상대성을 무시하고 거의 일률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고자 함에 있다고 여겨집
니다. 다시 말하여 각 대학 나름대로의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중요법적인
처방을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 자율을 표명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지원 정책
을 통하여 대학을 한 줄로 세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인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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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부는 2002년부터 국립대학 교수들의 연봉제를 실시하고자 시도하며 그

였

근거자료로 업적평가를 실시하려고 하 으며, 사립대학들도 이에 동조하지 않

됩

휘 감독

을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 니다. 이는 대학을 교육인적자원부의 지

두려는 노력에서 기인한 것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
옵니다. 발표자가 제안하였듯이 대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교육인적
자원부는 대강의 방향을 수립한 후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대학 자율로 맡겨두
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것으로 생
각됩니다.
발표자가 지적하였듯이 약 200개에 달하는 4년제 대학은 사회적으로 차이
하에

가 있으나 현행 업적평가는 그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

름

다. 이는 대학 나 대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규정안을 마련하려 했기 때문
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대학에 대한 평가 자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면을 충
분히 고려한 후에 업적평가 규정을 개정하여야 바로잡아질 수 있으리라고 여
겨집니다.
교수의 사기 진작을 위해 발표자가 제안하는 입체적 교수업적평가 방식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후 학문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책정하는 교수업적평가
기준안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업적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입체적 교수업적평가 방식을 수립하고 기준안의 모
델을 개발하기 위해 발표자가 연구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문제점을 교육․연
구․봉사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및 이와 연계된 지원을 고려한 이상적인

1. 교육영역

바와 같이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주당
강의시간 수가 많을수록, 또 당해 과목 수강학생 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교육영역에서는 발표자가 연구한

6-

- 3

금 과도한 강의를 하고 대형강의를 하도
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초․중등 학교
를 대상으로 학급당 인원수를 35명 이하로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정책과도
정면 배치되는 현상입니다. 초․중등학교는 학급당 학생수를 최소화하려는 정
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학은 이와 반대로 대형강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
부대학의 경우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초과강의와 대형강의를 암묵적으로
권장하는 경우도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초과강의는 강의준비의 부실과 강의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큽니다. 또한 대형강의는 학생들 개개인의 성취도를 고려하
지 않은 일방적인 지식전수에만 그칠 가능성이 많고, 강의의 질을 저하시키고
학업성취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기 쉽습니다.
초과강의와 대형강의는 또한 전임교수의 채용을 불필요하게 하거나 기피하
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는 학부제가 실시되는 대학에서 특히 문제
가 되고 있습니다. 학부제가 실시되면서 일부 전공분야의 경우 수강학생이 거
의 없으며, 일부 전공분야에는 학과에서 수용가능한 숫자 이상의 학생들이 수
강함으로써 초과강의와 대형강의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초과강의와 대
형강의는 또한 시간강사의 수업담당 비율을 낮춤으로써 교수의 수업분담율을
제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임교원의 채용을 촉진하고 보다 더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 초과강의를 하
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 발표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형강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로,
예를 들어 일정한 숫자 이상의 학생이 수강하는 대형강의에 대해서 가산점이
아니라 감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거나 일정한 강의 시간 수를 초과하는
초과강의에 대하여는 벌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교수들로 하여

강의 평가는 학생들이 교수의 강의를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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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듯이 상당수의 우수한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보다 수준이 낮은 학생집단의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학부제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밀도있는 수업을 통하여 학생
들의 지적 수준을 높이려 노력하는 열정적인 교수들이 오히려 낮은 평가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인기투표식의 강의평가 내지
는 마녀사냥식의 강의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에 각별한 주의
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발표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강좌에 임하는 학
생들의 자세를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고, 인성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를 측정하는 척도의 개발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적인 문제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발표자도 지적하

2. 연구영역

물

질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술
과 번역물 및 각종 연구 보고서를 연구업적에 포함시키는 여부도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보다도 더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가 연구업적의 발표 기
회의 불균등성의 문제와 연구업적물의 양과 질의 평가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동일한 전공학문이라도 세부학문분야에 따라 그 발표 기회와 가능성의 다과
가 상당히 크게 차이나는 점을 도외시하고 동일한 척도로 평가하는 것은 발
표자가 지적한 대로 상당한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발표자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를 밝혀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발표자가 제안한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잣대는 어떠
한 것이 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주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방대한 작업이 되겠습니다만, 전국의
대학에 있는 교수들의 기존 연구업적 내지는 현존 학술지에 발표된 과거 몇
년간의 연구업적을 세부학문분야에 따라 도수분포표를 작성하여 그것을 근거
로 하여 각 교수들의 연구업적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되기
연구업적의 평가는 주로 연구업적 의 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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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

도 합니다. 이 게 할 때의 장점으로는 각 학문분야 비교 평가를 통한

습

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 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평성

척도를 마련하는

개인이나 대학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국내학술지 및 대학 내지는 대학 연구소의 논문집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한 문제입니다. 해외전문학술지를 높이 평가하고 국내
학술지와 대학 내의 학술지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우리 나라의 대학 사회
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과거에 교수들의 연구활동에 상
당히 도움이 되던 대학 및 대학연구소의 논문집은 현재 거의 고사상태에 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학 및 대학연구소의 논문집은 모든 연구활동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활성화되어야 마땅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활동의 발전이 매우 걱정됩니다. 발표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
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이 한

3. 봉사영역

활

누

대학 교수의 봉사 동은 크게 교외 봉사와 교내 봉사로 나 어지고 있으며

공 학문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
의 봉사로 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정부기관의 각종 자문위원 또는 출
제 및 채점 위원, 각 학술 단체의 임원, 비정부관련 단체의 임원 등은 대부분
의 대학이 인정하고 있으며, 임의단체의 경우에는 그 인정범위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임의단체의 경우 그 인정범위를 어떻게 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수의 교내 봉사의 인정범위와 그 평가 정도에 관하여 각 대학마다 그 결
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학 행정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
는 보직교수들의 봉사업적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
교외 봉사의 경우에는 각 교수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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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토에 따라 보직을 선호하는 교수들이 많은 대학도 있을 것이고 그와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보직을 선호하는 교수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
책임강의 시간의 단축 혜택과 수당 지급 등의 차별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
각됩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의 봉사업적 인정여부에 관해서도 그 범
위와 정도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발표자가 제안한 모든 교수들을 연구지향교수와 교육지
향교수로 양분하는 것보다 교수의 역할 세 가지에 맞추어 봉사지향교수의 한
분야를 첨가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여 교육지향교수,
연구지향교수, 봉사지향교수의 세 가지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각 집단별로 그 정도를 비교 평가하여 구성원 모두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비례관계의 평가기준을 확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발표자는 이렇게
세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학의

4. 요약

습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 니다만 발표자가 정확히 진단하고 상

처방을 제시했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한 문제점만 요약하도록 하겠습
니다. 교육영역에서는 초과강의와 대형강의에 가산점이 아니라 감점을 주어
제도적으로 신임교수의 초빙을 강제하는 것과 강의평가에 있어서 학생들의
인성과 학습욕구의 평가를 고려하는 것 및 하향평준화 방지문제에 대한 발표
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연구영역에서는 세부학문별로 비교평가척도를 마
련하는 것과 교내 학술지의 활성화 방법에 관한 의견을, 봉사영역에서는 임의
단체의 인정범위 및 봉사지향교수 집단을 구분하는 것에 관한 발표자의 견해
를 듣고 싶습니다.
당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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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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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 1-3 》

교수업적평가제의 진단과 처방 에
대한 토론
김

응

권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행정지원과장)

께
향
검
토를 해주셔서 이 문제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수
업적평가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논의
발제자 서 교수업적평가제에 대한 진단과 발전방 에 대하여 종합적인

가 되고 있지만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서 실제로 교수업적평가제를 실시하고

습

재 전국 181개의 4년제 대학중 84.5%에 해당
하는 153개교가 교수업적평가를 실시중이고 각 학교에서는 평가결과를 인사
운영, 연구비 및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있 니다. 2001년 4월 1일 현

<표> 교수업적 평가 실시 현황
구분

총
학교수

2001. 4. 1 현재

활용정도 (학교수)
실시 학교수
(비율)
인사반영 연구비 차등 성과급 반영 연구년제 반영

국 립 32
28(87.5%) 15
14
공립 2
2(100 %) 2
1
사 립 147
123(83.7%) 111
45
계 181
153(84.5%) 128
60
※ 국립 :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교육대학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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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0
41
69

15
0
44
60

께 언급하셨듯이 교수업적평가제가 대학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
화에 적응하고 대학과 교수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
고자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학은 지식 공급기지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만, 현재 산업계를 비롯한 일반사회나 학부모, 학
생들이 대학에 대해서 기대하고 요구하는 수준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졌
습니다. 그 결과 종전에는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나 대학교수님들의 교
육․연구 활동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의제기나 불만이 표출되지 않았으나 최
근 들어서는 학생, 학부모, 언론 또는 산업계에서 대학교육과 관련된 일부부
분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과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은 대학교수님들이 교육과 연구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그 수준은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한 의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대학 자체
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고, 평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수님들의 신분
과 관련된 부분에 활용하는 것은 대학 외부의 부정적인 시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수업적평가제가 갖는 고유의 목적적 가치가 있음에도 수단적 가
치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활동에 대
한 평가를 통하여 개별 교수님들의 강의가 과연 학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
지는지, 강의에서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를 얻을 수 있고 연구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연구능력을 향
상시킬 수 있다는 중요한 가치가 있음에도 인사에 반영할 자료축적, 연구비
차등지급, 계약제 임용 또는 연봉제 시행을 위한 수단으로 업적평가제가 실시
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교수업적평가는 대단히 전문적인 영역이고 각 학교별, 학문영역별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는 대학별로 마련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어떤 기준과 절차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경우에는 학교, 학문분야, 학과가 갖는 다양성과 특성을 반영할 수
발제자 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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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화의 한계를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교수업적평
가제를 대학 자율로 하도록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정부가 교수업적평가제를 강요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만 대학 재정지원
을 위한 평가지표의 일부분(10점)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었을 뿐, 법령상으
로 시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개별 대학의
입장에서는 평가지표 하나 하나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정부로서는 최소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유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서 교수업적평가를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되, 구체적인 평가영역, 기준, 절
차 등은 성숙한 대학의 양식을 바탕으로 대학 내에서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는 점과 발제자의 발표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한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시하
없고

고자 하는 의견은 실제 평가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교육영역의 평가에 있어서 강의시간과 강좌의 규모를 기준으로 가점
을 부여하는 방식의 평가가 일반화될 경우 다른 측면의 문제가 파생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충실한 강의의 준비로 강의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초과강의
에 몰두하도록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과목의 성격(필수, 선택)에 따
라 강좌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내용의 충실도나 질에 대한 평가
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의 초점은 강의시간이나 강좌에 참
여하는 학생수보다는 질적인 측면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의평가를
위한 평가지 작성과정에 해당교수가 반드시 참여하여 자신의 강의에서 특별
히 평가하고 싶은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강의 평가의 결과는 담당교
수에게 feed-back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일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학교에서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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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도실적이나 상담실적을 교육영역의 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대
단히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받고 취업이나 사회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적인 영역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는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만 객관적인 기준의 설정에 대해서는 보다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셋째, 연구 평가시 학문분야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은 발제자께서
도 지적하셨지만 연구논문 외에 일정 수준의 공연, 전시 실적 등도 동일한 비
중으로 평가될 수 있는 방안과 기준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
니다. 또한 평가가 연구업적 중심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피 평가자가 특정한
연도 또는 학기에 평가받을 영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실적을 평가
받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연구에 대한 평가를 면제하는 방법 등도 생각할 수
의 외에

있을 것입니다.

넷째, 국내 학술지나 대학 논문집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에 대해서 외국 유명 학술지에 실린 것과 동일한 취급을 함으로
써 관심을 끌 수도 있으나 우선적으로는 관련 학회나 대학들이 각 학술지의
quality control을 위해 보다 엄격한 심사절차를 통해 게재논문을 선정하는
등 자구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학술지 등급화 사업을 통
해서도 이 부분의 문제점은 다소간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보았습니다만 발제자 또는 다른 토론자 분들
께서 제시한 내용들과 각 대학에서의 업적평가경험에서 습득된 Know-How
들을 바탕으로 모든 대학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수업적평가의 기준과 절
차가 확립되고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6-

- 4

◐토

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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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 1-4 》

교수업적평가제의 진단과 처방 에
대한 토론
김

형

근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 직대)

께

발제자 서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대학교수

선
싫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대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
한 견해라는 것이 지배적 현상이다”라고 지적하신 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대학교수에 대한 업적평가는 내년 계약제 교수 임용제를 앞두고 찬반 논쟁
이 교수사회에 뜨겁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것이 아니다. 대학
교수에 대한 추상적 평가는 대학이 탄생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하
며, 오늘날과 다른 점은 평가 내용이나 방법의 체계성, 평가 범위와 내용 그
리고 평가 결과의 활용 문제 등에 있다.
우리 나라의 대학 재직 교수에 대한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평가기준은 1976
년도부터 시행된 대학교원의 기한부 임용제도(재임용제)에서 비롯되었다. 이
에 앞서 당시 문교부는 대학교원 임용(제청)에 대한 연구실적 심사 기준 통
보 라는 예규를 1974. 6. 21 전국 대학에 시달하였는데, 이 예규에서 연구실
적물의 범위, 연구실적물의 인정, 연구실적물 심사위원 선정 방법, 연구실적
물의 평점 산출기준 등을 제시하여 1979년에 약간의 수정이 있었고 1992년
평가제도의 도입은 대학을 보호하기 위한 최 의 방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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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으로 제목을 변경하여 재임용 심사에서 적용
할 연구실적 심사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종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
다(다만 박사학위 논문은 200%로 상향). 그 후 1996. 6. 1 이 지침의 개정
을 통해 연구실적물의 범위, 연구실적물의 인정 기준과 인정 환산율은 각 대
학의 학칙이나 규정으로 정하도록 자율화함으로써 대학별로 자체적인 교수
연구실적 심사 기준을 마련 운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정부가 제도적
으로 요구하고 있는 대학교수 인사에 있어 평가는 연구실적 평가분야에 한정
에는

대학교원 인사 관리 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의 주제인 교수업적평가제는 연구실적 외에 교육(강의)과 봉사

활

분야가 추가되어 교수 동 전반에 관한 교수평가로 확대된 것에 대한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999년도에 조사한 교수업적평가제의 도입 실태를

개

보면 1995년 이전에 이미 14

였

개

대학이 도입하 고, 1995년 11

대학,

6
개 대학, 1997년에 22개 대학, 1998년에 18개 대학, 1999년에
11개 대학 등이 새로이 도입하여 1999년까지 전체 189개 대학 중 46%에
해당하는 87개 대학이 교수업적평가제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87개 대학 중 교육, 연구․봉사 영역간 평가 비중을 구체적으로 응
답한 대학은 14개 대학이었으며 대체로 중․소규모 대학인 점에서 보면 대규
모 대학일수록 구체적 업적평가 기준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4개 대학의 영역간 평균 비중을 보면 교육 43.1%, 연구 41.9%, 봉사
15.0%로서 교육과 연구분야의 비중이 크고 비슷하며 봉사영역은 대단히 낮
게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업적평가제 실시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
교육․연구․봉사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문제점
으로는 발제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절
차를 들고 있었다. 또한 갈등관계 표출, 업적을 평가 기준에 맞추려 함, 자발
적인 추진보다는 교육부의 강제적 성격으로 추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
도 하였다.
199 년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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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년 이후 정부가 수립 발표한 주요 교육개혁 방안에서 업적평가제를 대학교원
인사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한 데 기인한 것이다. 즉, “그동안 대학교수 인사
제도는 정년보장제도의 관행 및 정실․온정주의적 운영으로 인해 능력보다는
경력 위주로 이루어져, 이는 교수의 전문성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 있어 대학교수 인사제도가 능력 본위로 전환되어야 한다” 따라
서 “교수업적과 각종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합리적인 교수업적평가제의 정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시행이 법령으로 강제된 것은 아
니고 평가나 재정지원 정책에 수업, 연구실적 및 봉사활동 실적 등 교수의 업
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중요하게 고려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정부가 유도해 왔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학평가 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오늘날 교수업적평가제는 대학교육개혁 방
안의 하나로서 대세를 이루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대학교수의 직무는 고
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평가하는 일이 용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학생모집과 재원확보 등 현
실적으로 대학간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학교수의 질
과 능력이 대학간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나아가 국가간 경쟁력은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과 직결되므로 교수의 위치와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는 피할

여기서 교수업적평가제가 교육부의 강제적 성 으로 추진되었다 함은 1995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필요성의 차원을 넘어 실시에 있어 평가 목적
을 달성할 수 있는 평가 기준과 절차의 합리성․적절성 그리고 평가 결과의
활용성에 초점을 맞출 때에 접어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미 상당수의
대학들이 다양하고 정교한 업적평가기준을 나름대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
며, 그 결과의 활용에 있어서도 호봉승급, 직급승진, 정년보장 심사에 활용하
는 대학, 연봉이나 연구보조비 차등지급에 반영하는 대학, 인사관리나 보수
책정 등에 반영하지 않고 제한된 부분에 참고하는 대학 등으로 나누어지며,
이제 교수업적평가제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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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종합적인 업적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다.

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
으며, 인식정도에 있어서도 대학 구성집단간 또는 교수 개인간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음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리고 대학마다 지향하는 대학이념이나 목
표에 특성이 있고 대학별 역사, 지역적 환경, 재정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명
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한 대학 내에서도 학문계열이나 교수들의
성향에 따라 업적평가의 기준 설정이나 활용에 있어 보편타당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업적평가 기준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활용에
있어서도 대학별 실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교수업적평가제는 다른 제도와 마 가지로

이다.

께

임 시간수 평가에 있어 전공교과와 교양교과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교양교과의 기피나 어려움을 강조하셨는
발제자 서 강의 책

데 이를 구분하여 적용할 경우 그 비중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두

새로운 문제가 대 될 것이다. 또한 강의평가에 있어서 학생의 인성지도 측면

요

술

이 도외시되고 있다는 지적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 한 문제이지만 기 적인

딪힐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연구업적 평가에
있어 학술지의 등급화, 단기간의 연구성과․연구의 양적 평가 위주 등에서 발
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공감하며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
안은 지속적으로 개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측면에서 한계에 부

봉사 영역 평가에 있어서도 교수의 전문성과의 관련성, 교내의 각종 보직

활동 인정 등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학문의 발전과 함께 대학의 발
전에 기여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한다. 왜
냐하면 대학교수의 봉사활동은 그 동기나 형태가 어떠하든 대학교수라는 직
및 위원회

책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끝으로 교수업적 평가제는 평가항목 설정이나 배점 및 시행절차 등에 있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평가결과의 활용은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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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지나치게 형식에 치
우치거나 계량적 수치에만 의존할 경우 잡무증가나 갈등심화 등 부작용만 초
래할 우려가 있음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수업적평가제에 있어서 정
형화된 평가 기준 외에 특별보너스적 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국제적으로 명성있는 연구업적이나 탁월한 사회활동
으로 소속 대학의 명성을 높인 경우나 기부금 유치나 연구비 확보에 결정적
인 역할을 하여 대학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는 그 정도에 따라 일정 점
수를 가산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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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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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2 》

교수 연봉제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권 오 승
(서울대학교 교수)

. 들어가는 말

신

공

우리 교수들은, 한편으로는 대학에서 각자 자 의 전 분야에 대한 연구를

차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
게 될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
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부심에 걸맞지 않는 낮은 급여수준과 열악한 연
구환경에 냉가슴을 앓고 있으면서도,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적 요구와
국내외의 경쟁압력에 대처해 나가느라 남모르는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
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장

한 상황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라 한다)는 우리 교수들이 아무런

염려 없이 오로지 연구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수들의 처우와 연구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우리 나라 대
학의 경쟁력이 저조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뒤에, 그 주된 이유가
마치 우리 교수들의 연구 및 교육의욕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우리 나라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교수 계약제 임용과 아울러
연봉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교수연봉제의 도입은 교수들의 처우와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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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수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교수사회의 내
부질서를 교란시키는 등 대학의 연구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매우 예민
한 사안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도입하려는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시행지침이나 방법 등을 명확히
발표한 뒤에, 한편으로는 교수들에게 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와 그
것이 가지는 장점과 순기능을 홍보하는 등 교수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가지는 폐해나 부작용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전문적인 검토와 아울
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그 제도의 수범자인 교수들로부터 폭넓은 지
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조만간 그
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겠다고 하면서도, 아직 그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이나 시행지침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가 가지는 구체
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거나 제도의 도입에 따르는 폐
해나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등 전문적인 검토나 준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수들의 광범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아예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교육부가 교수 연봉제의 도입을 추진하려는 이유
와 경과, 교수 연봉제의 구체적인 내용 및 기대되는 효과와 우려되는 폐해나
부작용, 그리고 그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이나 사전
준비 등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함으로써 교수연봉제의 도입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에, 현 단계에서 교수연봉제를 도입하려고 할 경우에 채택할 수 있
는 연봉제의 설계방안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끝으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 나라 대학의 경쟁력이 과연 그렇게 저조한지, 만약 그것이 사
실이라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나라 대학의 경쟁력을 근본
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사견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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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연봉제에 대한 검토
1. 교육부의 구상

획안

교육부는 2000년 7월에 발표한 국립대학 발전계 ( )에서 국립대학의

質

管理(quality control) 체제를 확립한다는 명분 하에,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교수의 계약제 임용의 도입, 교
수업적평가제의 강화, 교수 연봉제의 도입 및 우수 교수 인센티브의 강화 등
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은 직접적으로는 국립대학만을 대
상으로 하고 있지만, 1999년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
립대학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나라의 대학은 양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질적으
로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은 거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우리 나라 대학의 경쟁력이 저조한
이유가 교수의 연구 및 교육성과의 미흡에 있다고 보고, 대학의 경쟁력을 제
고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핵심구성원인 교수들의 교육 및 연구활동의 질적 수
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수의 임명, 승진 및 정년보장에
관한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대학 내부의
경쟁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교육부는 현행 기간임용
제가 당초 교수의 자질향상과 연구진작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
고, 재임용기간의 미비와 형식적 운영 등으로 인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교수들의 교육․연구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교수 계약제 임용제와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를 위하여 1999년 1월 29일에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종래 교수 재
1)

1) 남궁근, 국립대학발전계획시안, 국립대학발전계획(안) 공청회자료(2000.7.28), 34면 이
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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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제의 근거가 되고 있던 제 11조(신규채용 등) 제 3항 을 삭제하는 대신
에, 제 11조의2(계약제 임용등) 를 신설하였고, 같은 해 9월말에는 교육공
무원임용령 을 개정하여 교수계약제임용 및 연봉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1999년 8월에는 사립학교법 제 53조의2(학교의장
이 아닌 교원의 임면) 제 3항 을 개정하여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6
교육부는 당초 금년 2월말까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기 위한 구
체적인 시행지침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여론수렴이 필요하다
는 이유로 그 시기를 조금씩 늦춰 오다가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확정하여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제도가 교육부의 계획대로 내년 초부터 실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현
재로서는 언제부터 실시할 수 있을지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 최근
의 신문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2년에는 계약임용제를, 그리고 2003년
에는 연봉제를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시행시기가 언제가
2)

3)

4)

5)

)

7)

2) 제 11조 3항은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
여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3) 교육공무원법 제 11조의2(계약제 임용등)는 “대학의 교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근무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5조의2(대학교원의 임용)는 대학의 교원을 교수 및 부교수와
조교수․전임강사 및 조교로 구분하여, 교수 및 부교수는 원칙적으로 교육공무원법
제 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65세)까지 임용하고, 조교수․전임강사 및 조교는 기간
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 53조의2 제 3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근무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 관하여 적용되는 관
련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6) 참고로 2000년 4월 현재 사립대학의 약 25.2%가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김
재춘, 사립대학 교수계약제 및 연봉제 실시방안. 교수계약제임용 및 연봉제 시행에
관한 공청회, 2000, 87-103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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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획

림

될지는 아직 분 하지 않지만, 조만간 시행할 계 으로 있는 것은 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교수 연봉제
가. 연봉제의 개념 및 유형

1) 연봉제란?

임금을 결정하는 요소나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를 크
게 나누어 보면 직급이나 근무연수에 따라 임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식
(연공제)과 능력이나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연봉제)
이 있다. 일반적으로 연봉제라 함은 개인이 담당하는 직무의 종류와 난이도,
성과(실적, 업적)를 평가하여 고용주와 계약에 의하여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
하는 직무 및 성과중시형의 보수체계를 말하며, 교수연봉제란 대학교수의 기
본적인 책무인 연구, 교육, 봉사의 가치와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하여
교수의 보수총액을 차등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는 보수체계를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종래 교수들의 임금이 능력이나 성과와는 전혀 상관없이
학력이나 경력에 따라 초임이 결정되고, 직급이나 근무연한에 따라 차등적으
로 결정되며, 해마다 일정한 비율만큼 인상되는 이른바 연공제를 위주로 하고
일반적으로

8)

있었던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러한 제도가 교수들의 자

개
욕
키
침체시켜서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대학사회를 경쟁의 원리
가 지배하는 사회로 바꾸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교수 연봉제의 도입을 추
진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즉, 교수들의 교육 및 연구활동의 질적 수준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교수들의 인사 및 보수제도를 개혁하여 우수하고 성실한 교수
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 발에 관한 의 을 저하시 고 대학사회의 분위기를

7) 중앙일보 2001.9.1, 31면 참조.
8) 김신복 외, 교수 계약제임용 및 연봉제 실시방안,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 1999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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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봉제의 유형

람 따라 개념

연봉제는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사 에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연봉제는 임금의 항목과 평가기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시 미국식 연봉제와 일본식 연봉제로 구별된다.
우선, 미국식 연봉제는 먼저 당해 직무의 시장가치에 따라 정해지는 기본급
(base-pay)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각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선별적으
로 지급되는 업적급(merit pay)과 인센티브(incentive pay)를 부가하는 제
을

도이다. 이것이 연봉제의 전형이다.
그러나 일본이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각 직무의 시장가치가 제대로 형성

랫 안 연공제를 실시해 온 결과 조세나 복리비용
등 제반 관련제도들이 모두 연공제를 기준으로 하여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식 연봉제와는 임금 항목과 평가기준의
구성에 있어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나 우리 나라에
서 도입하고 있는 연봉제는 순수한 의미의 연봉제가 아니라 연공제의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변형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우리 나라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연봉제는 기관별로는 매우 다양하지만, 임금항목을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고 단일연봉으로 구성하고, 연공급이나 직무급 및 교섭임금을 배제
한 이른바 미국식 연봉제를 적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체로 기존의 연
공급과 직무급을 인정하고, 교섭임금인상을 반영하는 일본식 연봉제를 적용하
거나, 능력급을 변형한 연봉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변형된 연봉제
는 연공서열, 안정성, 평등성, 노사협의 등을 존중하고, 냉정한 개인평가가
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오 동

시행되기 어려운 우리 나라의 기업 혹은 조직의 문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9)

결과, 일본이나 우리 나라의 기업에서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에 연봉을
12개월의 월급여로 구성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종래의 통상임금이나 연
그

9) 나민주, 국립대학 교수 연봉제의 설계방향, 고등교육연구 제 11권 1호(2000), 13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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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등의 기준임금에 해당되는 월 급여를 기본단위로 하여, 연봉을 18개월분
또는 22개월분의 월급여로 구성하는 것이 보통이며, 회계기술상 이를 다시
12개월분의 월 급여에 해당되는 ‘기본연봉’과 연봉에 포함해도 되는 기타 수
당과 상여로 구성되는 ‘업적연봉’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10)

나. 교수연봉제 도입을 위한 준비

공

엇

대학교수의 경우, 연봉제의 도입이 성 하기 위해서는, 무 보다

먼저 교수

공별로 노동시장에서의 직무가치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또 교수의
업적이나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교수업적평가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연봉제 도입의 필요성이나 그 내용 및 시행
지침 등에 대하여 일반 교수들로부터 폭넓은 지지와 동의를 받을 수 있어야
들의 전

한다.

1) 교수 노동시장의 형성과 직무의 시장가치 결정

공 두
요구되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서는
우선, 교수의 전공별로 전국단위의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고, 그 시
장에서 각 교수들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시장가치가 객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교수들의 전공분야에 따라 직무의 시장(임
금)가치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수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그
교수 연봉제가 성 을 거 기 위해서

것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에는 각 전

공별로

교수들의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데다가 그 시장에서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법학교수와 철학교
수는 그 직무의 시장가치가 전혀 다르고, 또 같은 법학교수라고 하더라도 그
세부전공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직무의 가치가 상당히 다르다. 예컨대 민법을
전공하는 교수의 연봉이 100,000-120,000$이라면 기초법을 전공하는 교수
각 교수들의 직무의 가치가

10) 박준성, 교수연봉제의 설계방안과 전망, 대학교육, 1998.7.8, 64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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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봉은 80,000 100,000 이라고 하는 직무급 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교수의 연봉은 이를 기초로 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직무급의 수준
은 대학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따라서 미국 대학의 교수
들의 직무급 수준은 당해 교수의 전공별 노동시장에서의 직무가치, 채용의 필
요성, 해당 교수의 역량가치 등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는 아직
이러한 전제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수연봉제가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교수 연봉제
를 도입하여 실시하게 되면, 정부나 대학 당국은 교수들의 연봉을

결정하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교수들
의 연봉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연봉을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
라, 각 교수들은 연봉을 결정하는 과정이나 결정된 연봉의 수준에 대하여 불
만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교수연봉제가 교수들의 연구
및 교육의욕을 자극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하기는커녕, 오
히려 교수들의 연구 및 교육의욕을 저해할 우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
학 당국과 교수들간에 갈등을 야기할 우려도 있고, 교수들 상호간에 불화나
위화감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나라 대학에 연
봉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연봉제는 결국 미국 대학의 연봉제와 본질적
으로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데에

2) 교수업적 평가제도의 마련
교수 연봉제는 교수의 업적이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하여 실시하게

격
있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기란 결코 쉬운 일
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의 결과가 교수의 신분이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수들은 여기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되는데, 교수의 업적이나 성과는 대단히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성 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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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수연봉제의 성패는 결국 객관적이고 공정한 교수업적
평가제도를 여하히 마련할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왜냐하면 교수의
업적이나 성과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할 경우에
는, 거기에 기초한 교수연봉의 결정은 결국 교수들의 연구 및 교육의욕을 자
극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학당국
과 교수들간, 또는 교수들 상호간의 불신이나 갈등을 초래하여 대학사회의 분
위기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각 교수들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사기를 저
하시키는 등 여러 가지의 폐해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수의 업적이나 성과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교수업적 평가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데, 이러한 교수업적평가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평가주체의 자격과 능력,
평가내용의 타당성, 평가기준의 객관성, 평가절차의 민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평가주체가 교수의 업적이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미국처럼 전공분야별로 노동시
없을 것이다.

장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교수의 업적이나 성과가 당해 시장에서 시
시각각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주체가 문제될 여지가 적지만, 우리 나
라의 경우에는 아직 그러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수의 업적

밖의 제 3
자의 판단에 의하여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가 신뢰
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평가주체가 그것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립대학발전계획
시안도 이 문제에 관하여 단순히 계열별․단과대학별 학문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되, 교내․외의 인사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 ,
그 이상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동료 교수들이나 학생들 또는 그

11)

11) 남궁근, 위의 글, 3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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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평가내용이 타당하고 평가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작

누 질 뿐만

교수의 직무는 연구(창 ), 교육, 대학과 사회에 대한 봉사로 나 어

돌

아니라 이들이 상호 보완적일 경우도 있고 충 적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

별

수의 업적이나 성과에 대한 평가내용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직무영역

두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그런데 평가영역별로 그 비중을 어떻게 보고 평가항목을 어떻게 설정하
며, 평가항목별로 배점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각 대학
의 사명이나 기능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
으며, 특히 각 단과대학이나 학과 또는 전공분야의 특성 또는 대학 당국의 전
략적 우선순위 등에 따라 각각 다른 견해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평가영역별 비중이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배점 등에 대하여는 각 단과대
학이나 학과 또는 전공분야별로 그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평가와 종합적 평가를 모

것이다.

공정하게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각 평가영역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항목과 기준을 설정
한 뒤에, 그것을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 계량적인 지표를 제시해야 한다. 그
리고 이러한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서 교수 개인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대학이나 학과 등 집단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그
리고 단기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측면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그리고 교수의 업적이나 성과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고

할 것이다.

셋째로

차

평가과정이나 절 가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교수의 업적이나

증빙자료를 통하여 검증이 된다. 그러나 교수의 업적이나 성과
중에는 증빙자료로 검증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고, 점수화된 잣대로 평가
하기가 곤란한 것들도 있다. 따라서 문서화된 자료 이외에 본인이 평가를 받
성과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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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관하여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절 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가절차는 단과대학이나 계열 또는 전공분야에
따라 달리 설계될 수 있지만, 1단계로 학과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검증한 뒤
에 2단계로 대학단위에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평가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드시 당해 교수들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평가결과에 대
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제기나 소청절차를 통하여 자기의 입장을 소
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련할

3) 교수들의 공감대 형성

임금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
에, 교수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교수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대립하거나 충돌할 우려가 있는 매우
예민한 문제이다. 따라서 연봉제의 도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의 수범
자인 교수들이 그 제도의 장점과 순기능을 이해하여 그 도입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 제도의 시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
교수연봉제의 도입은 교수들의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대학 당국은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발전방

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 미래상과 관련하여 연봉제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그리고 그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무엇이며, 그러한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와 초래될 폐해 내지 부작용에
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폐해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
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등에 관하여 교수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
을 정도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 및 사전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를 통하여
교수들의 폭넓은 동의와 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워낙 예민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
히는 미묘한 것이기 때문에, 교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감대를 형성
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

67 -

선 그 추진주체가 분명해야 하며, 또 그들이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
요성과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예상되는 폐해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교수들에게 설득함으로써 교수들로부터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교수 전체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는 전체 교수회의나 교수협의회 또는 교수평의회
등의 동의절차를 거칠 수도 있을 것이다.
우

4) 필요한 재원의 확보
교수연봉제는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고, 나아가 연구업적이나 교육성과에

응

뛰

써 교수들의 연
구 및 교육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성공을 거두
기 위해서는 여기에 필요한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
의 경우에는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한 여건이나 준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
어난 교수들에게 거기에 상 하는 적절한 보수를 지급함으로

은 상태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가

폐해나 부작용을 예방하고 교수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는 플러스 섬(plus sum) 형태의 연봉제를 운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데,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원의 확보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지는

12)

다. 교수연봉제의 운영사례
국내의 대학 중에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아직 그리 많지 않다.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 중에서 직무급형 보수체계를 완전히
성과급형 연봉제를 실시하는 대학도 한

폐지하고

군데 있다고 하나, 대체로 현행 직무

12) 외국 공공부문의 성과급제도의 시행사례를 살펴보면, 상당수 국가에서 그 제도가 당
초의 기대와는 달리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
인으로는 평정체제의 지나친 표준화와 중앙통제로 인한 융통성의 결여, 관련당사자
들의 냉소적인 태도 등이 지적되고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예산상의 제약으
로 인한 가용자원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나민주, 앞의 논문 140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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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형 보수체계를 고정급으로 설정하고 성과급형 보수체계를 수용하고 있는

같다. 여기서는 1996년부터 연봉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아주대
학의 사례 중심으로 그 운영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주대의 경우, 기존의 임금항목은 본봉, 학생 지도비, 직급별 연구비, 연
구비, 기타 연구비, 상여, 가족수당, 시간강사료, 급량비, 특별보직수당 등으
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연봉제를 실시한 이후 학생 지도비, 직급별 연구비,
연구비, 기타 연구비, 상여를 연구비에 통합하여, 임금항목을 본봉과 연구비
로 재구성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연봉인상은 단과대학별로 교수들의 업
적을 A급(10%), B급(80%), C급(10%)으로 평가하여, 시행 첫해에는 A급
은 14%, B급은 8%, C급은 4%를 인상하는 정율방식을 적용하였으나, 그
다음 해에는 A급은 200만원 인상, B급은 100만원 인상, C급은 동결하는 정
액방식을 적용하였다고 한다.
것

13)

라. 연봉제 도입의 효과

효과를 분석한 실증적인 자
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본의 ‘사회경제생산성 본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연봉제 도입의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봉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높은 연봉을 받은 사람이 한층 더 의
욕을 갖게 되었다. 업적평가가 명확하게 되었다. 사내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자극을 줄 수 있었다. 목표관리제도가 철저하게 되었다. 경영에 대한 참여의
식이 조성되었다. 연공급의 재검토과정에서 종업원 연령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었다. 1인당 인건비의 신장이 낮아졌다. 획일적 임금체계에서 개별 임금
결정으로 이행할 수 있었다.
반면, 연봉제의 단점으로 지적된 것은 다음과 같다; 평가자의 부담이 커졌
우리 나라 대학에서는 아직 교수연봉제 도입의

13) 류종영, 사립대학교 교수연봉제 시행의 문제점, 1999. http://home.mokwon.ac.kr/
~prof/tlfgja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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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할 수 있는 평가가 어렵다. 연봉이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의욕을 잃
었다. 단기적인 업적이 중시되고 장기적인 것에 소홀해진다. 종업원간, 부문
간의 협력관계가 약화되었다. 능력주의가 지나쳐서 조직 전체의 사기가 저하
다.

되었다.

례 석 결과

연봉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우리 나라 기업에 대한 사 분 의

슷

도 대체로 이와 비 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기업의 경우 이

담
증가하였고, 목표관리제도, 개인
및 팀에 대한 업적평가제도 등과 같은 사전준비가 부족하여 연봉제 운영상의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제도의 도입 초기에 인건비의 부 이 오히려

14)

3. 교수 연봉제의 도입계획에 대한 종합평가

달리하는 미국 대학에서
형성, 발전되어 온 제도이며, 이는 우리 나라 대학에서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교수 연공제와는 제도의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도이다. 따라서 교
육부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여건이나 준비가 제대로 갖
추어졌는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교수 연봉제는 우리 나라 대학과는 역사와 전통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게 되면, 그

욕

쟁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교수들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제도가 교수들의 연구 및 교육의 을 자극하여 대학의 경 력을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도 있고, 대학 당국과 교수들간 또는 교수들 상호간에
불화나

쟁

갈등을 초래하여 교수들의 연구 및 교육의욕을 떨어뜨림으로써 대학

의 경 력을 저하시킬 우려도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더라도 이를 무리하게 추진할 것
이 아니라,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나라 사회나 대학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
14) 박준성, 위의 글, 6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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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필요한 사전준
비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냉정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
는 우리 나라에는 아직 교수연봉제의 도입에 필요한 여건과 준비가 제대로
하여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성 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되어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교육부나 대학당국은 교수연봉제의 도

두

말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여건과 준비가 갖추어져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서서히 그리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여건의 성숙이나 준비의 정도는 각 대학별,
계열별, 또는 전공별로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나 대학 당국
은 이러한 제도를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건과
준비가 갖추어진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되, 각 대학에서는 단과
대학별, 계열별 또는 학과별로 자율적,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면서 제기되는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입을 서 르지

4. 교수연봉제의 설계방안
가. 연봉제 설계의 기본원칙

재 우리 나라 대학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교수연봉제를 도
입하여 실시하기 위하여 그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설계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
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교수 연봉제는 교수들의 연구 및 교육의욕을 제고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교수연봉제의 도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수들의 연구 및 교육
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목표
현

15)

15) 나민주, 앞의 논문, 13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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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
다.

둘째로,

공

두

교수연봉제가 성 을 거 기 위해서는 교수들의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활동이나

업적에

평가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대학교수의 기본적인

직무가 연구, 교육 및 사회봉사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

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교수연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별, 계열별 및 전공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교수업
성과를 연봉과 연 하는 것은

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평가제도부터 마련하지 않

안 된다.
셋째로, 교수연봉제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대학이 그 대학의
목표와 전략 및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대
학은 교수들의 연구 및 교육활동에 대하여 기대하는 목표나 추구하는 전략이
서로 다르고 처한 사정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각 교수들에게 요구되는 성
취수준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수연봉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각 대학이 자율적, 전략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컨대 교수의 연봉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수들의 업적을 평가하는 경
우, 연구기능을 중시하는 대학은 교육활동보다 연구업적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교육활동을 중시하는 대학은 연구업적보다 교육성과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같은 연구분야에 대한 평가라고 하더라
도 양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대학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질적인 측면을 중시
으면

하는 대학도 있을 것이다.

나. 교수 연봉제의 시행방안

1) 기존 보수체계와의 조화
교수들에게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연봉제는 성과급형 연봉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똑 같은 성과급형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이를 직급과 호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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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유
형은 ① 현행 직급체계와 호봉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에서부터, ② 직급
체계는 유지하되 호봉체계는 폐지하는 방안 또는 ③ 직급과 호봉체계를 모두
폐지하는 방안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기존 교
수인사제도와의 조화, 시행상의 혼란 및 대학사회의 수용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①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도입하여 시행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
지만, ② 또는 ③의 경우에는 여건과 준비가 제대로 갖추어진 뒤에 도입해야
비로소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과급형 연봉제를 도입하려
고 할 때에는 가장 보수적인 형태인 ①의 형태에서 출발하여, 차츰 ② 또는
③의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성되어 있는 현행의 보수체계와 어떻게 조화시

2) 연봉의 구성요소
성과급형 연봉제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하되, 기본연봉과 성과연

높게 설정하는 반면에 성과연
봉을 낮게 설정하여 성과연봉이 전체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도록
하되, 여건과 준비가 제대로 갖추어지고 폐해나 부작용이 해소되어 가는 것을
보아가면서 차츰 성과연봉의 비중을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봉의 구성비율은 초기에는 기본연봉의 비율을

3) 등급간 격차

따라 일정등급을 부여하고, 등급
별로 성과연봉에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운영되게 된다. 따라서 연봉제가 성과
급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려면 성과연봉액 또는 연봉인상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적에 따라 연봉액이
차등적으로 결정될 등급의 수와 등급에 포함될 대상자의 비율을 결정하는 일
성과급형 연봉제는 통상 업적이나 성과에

이다. 성과연봉을 적용할 등급의 수는 3등급 내지 5등급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초기에는 3등급정도로 설정했다가 차츰 이를 확대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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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각 등급에 배정될 대상자의 수는 가능한 한
골고루 분포되게 하되, 한 등급에 50%이상이 집중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는 것이

4) 성과연봉의 운영방식

식

섬 zero sum)방식과 플러스섬(plus
sum)방식이 있다. 그런데 제로섬 방식은 업적과 성과가 좋은 교수와 나쁜
교수에게 분명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고 또 추가적인 재정이 필요하지
성과연봉을 운영하는 방 에는 제로 (

않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수의 직무에 대한 시장가치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교수업적평가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성원간에 불화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여건과 준비가 갖추어질 때까지는 플러스섬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 우리 나라 대학의 경쟁력 현황과 그 제고방안
1. 경쟁력의 측정

쟁

교육부는 우리 나라 대학의 경 력이 매우 저조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식

인 이 사회 일반에

식

널리 확산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필자는 오래

전부터 이러한 인 이 과연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

같다.
우선, 대학의 수준이나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
데,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에 우리 나라 대학의 경쟁력이 그렇게 저조
하게 나타나는지가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수준이나 경쟁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대학의 핵심적 구성원인 교수들의 지적 능력이나 연구업적 또는 학
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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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성과 등이 평가의 기준이 될 터인데, 이들 각 요소들은 대단히 전문적인 사
항이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또 각 요소
들의 상관관계나 비중을 적절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더욱 어
려운 일이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우리 나라 대학의 수준이나 경쟁력이
저조하다고 하는 것은 교수들의 연구성과나 업적만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닌

왜냐하면 교수들의 연구성과나 업적에 대하여는 불완전하나
마 비교의 기준을 찾을 수 있지만, 우리 나라 대학의 학습성과를 다른 나라
대학의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평
아 가 생각된다.

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통상 SCI 논문발표수가 대학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

되고 있는데, 이 기준은 대학 교수들의 연구업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
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는 없다. 뿐만 아

니라 이 기준은 교수들의 연구업적의 평가에 관해서도 절대적인 기준이 될

밖

수는 없고 일정한 분야에 있어서 제한적인 의미 에 가지지 않는다.
이 기준은 자연과학을 대상으로 하여 영문으로 발표된

왜냐하면

논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
만,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특히 법
학과

같이 역사성이나 지역적 특성이 강한 학문분야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경쟁력이 저조한 이유

쟁

디

?이문
제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필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우리 나라 대학의 경 력이 저조하다면, 그 이유는 어 에 있는가

생각하고 있다.

선

우 , 우리 나라 대학은 아직도 그 주된 기능이 교육기능이지 연구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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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연구기능은 아직도 대학의 주된 기능으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다. 우리 나라 대학에서는 1960년대 이래 조국근대화에 필요한 인재
들을 배출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연구, 교육 및 사회봉
사 등과 같은 대학 및 교수의 3대 기능 중에서 교육기능 하나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대학의 연구기능은 크게 위축되었으며, 그 결과 교수들의 연구
업적이나 성과는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러한 역사적인 추이나 사정은 전혀 도외시하고, 언제부터인가 대학의 수준
이나 경쟁력을 오로지 교수들의 연구성과나 업적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세
계적인 추세에 편승하여, 우리 나라 대학의 경쟁력이 저조하다고 속단하는 것
은 결코 타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나라 대학의 경쟁력이 저조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로 연구분
아니다. 다시

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교육기능은 교수
들의 연구의 연구성과와 업적을 기초로 하여 이를 전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낮으면 교육성과도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대학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 대
대학의 연구성과가

학에서 교수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오로지 우리 나라 대학 교수들의 연

선진 제국의 연구성과를 직접, 간접으

구성과만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로 수입하여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 나라 대학의 연구성과와 업적이 저조하다면, 그 주된 이유가 어

디에 있는지에 대하여는 좀더 깊이 그리고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
다. 필자는 그 주된 이유가 우리 나라 대학이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지 못
하였고, 또 연구개발에 필요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교수들이 마음놓고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6 교수들의 연
1 )

16) 우리 나라 정부의 R&D는 응용 및 개발 연구에 집중하는 기술 위주의 과학정책을 펴
온 결과, 단기적인 기술개발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미래의 장기적인 투자인
기초과학의 육성에는 소홀하였다. 1999년도 정부 R&D 투자분포를 보면, 총 연구비
(국방 및 인문사회분야 제외) 2조7천억원 중 기초과학에 투자한 연구비는 8.4%에 불
과하며, 이는 같은 해 미국 6조원에 비하면 30분의 1수준이며, 일본의 15분의 1 수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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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구의 이나 동기가 저조하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럽 등 선진국의 대학에서는 오래 전부터 대학의 주된 기능을 연구기능으로

유

보고, 대학의 연구업적이나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한 연구인력을

필요한 시설의 확보, 도서와 자료의 구입, 양호한 연구환경
의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왔는데 반하여, 우리 나라 대학에서는 교
수들이 아직도 과중한 강의부담으로 인하여 연구할 수 있는 시간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정부나 대학 당국
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하여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이나 기자재의 확보는
물론이고, 도서나 자료의 구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양호한 연
구환경의 조성이나 여건의 정비 등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사실은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실정이다.
확보하고, 연구에

17)

3. 경쟁력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

쟁

안 대학에서 연구기능

우리 나라 대학의 경 력이 저조한 주된 이유가, 그동

을 중시하지 않은 점과, 정부와 대학 당국이 대학의 연구능력을 제고하기 위

투자를 게을리 한 점에 기인하고 있다는 필자의 분석이 옳다면, 우리 나라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선 정부나 대학 당국은 대학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연구기능
한

이며, 교수의 주된 기능도 연구기능이고, 교육기능은 연구된 성과를 기초로

쉽게 가르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여, 각 대학의
기능을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진작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
하여 그것을 알기

에 지나지 않는다.
17) 이러한 사정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학의 전체 예산 중에서 도서구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IMF 사태를 맞았을 때에 제일 먼저 삭감된 것이 도서예산이었다는 점등을
상기해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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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교수들이 주도하는 고도로 지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대학의 연구성과나

선 우수한 교수들을 다수 확보하여, 그들이 마
음놓고 연구와 교육에만 전념하여 훌륭한 연구성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급여
수준과 연구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급여수준이나 연구환경의
개선은 장기적으로는 우리 나라 대학이 경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세계 최
고대학의 수준을 목표로 하되,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국내 일류기업이나 연구
소의 수준까지는 확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도 없지만, 어렵게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계속 유
지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또 그들이 훌륭한 연구성과나 업적을 산출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수들의 연구활동에 장애가 되는 제반 부담이
나 관행들을 과감히 개선하는 동시에, 연구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의 공
급 및 도서와 자료의 제공은 물론이고 적절한 인력과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쾌적한 연구환경과 여건의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
업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

가 있다.

환경부터 정비해 나가면서, 그러한 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여건이나 준비가 갖추어진 대학이나 계열 또는 전공별로 자율
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수연봉제는 이러한 여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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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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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 2-1 》

교수 연봉제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에 대한 토론
김 병 채
(한양대학교 교수)

승 교수님의 발표는 매우 심도 있게 연봉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
악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까지 제시한 훌륭한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연
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그 제도가 우리에게 적합한 제
도인지를 검증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해방 이후에 시행된 여러 가
지 교육제도는 아무런 성찰도 없이 그리고 무분별하게 외국, 그것도 특히 미
국식 교육제도를 일방적으로 모방만 함으로써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상기할 때 권교수님의 이러한 논의가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교수님은 먼저 연봉제의 유형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연봉을
12개월의 월 급여로 구성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나라의
연봉제는 미국식 연봉제와 임금 항목과 평가기준의 구성에 있어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
고,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르기 때문에 연봉제의 구
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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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

말은 미국식의 틀에 집어넣기가 어렵다는 말은 아닌
지요? 그리고 이러하기 때문에 연봉제의 시행이 어렵다는 말은 설득력이 약
하다고 생각됩니다.
권교수님은 연봉제의 도입효과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일본의 ‘사회경제생산
성 분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연봉제 도입의 효과를 인용하여 몇
가지의 단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러한 단점들은 당연히 지적되어져
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론의 여지도 있으므로 여기에 저의 의견
을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평가자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모든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같은 구성원이므로
당연히 그 부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떤 식이
던지 여러 영역에서 평가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그 대상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교수의 업적을 평가하는 일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둘째, 납득할 수 있는 평가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대
학의 교수에 있어서는 그래도 평가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평
가의 기준이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평가의 틀은 마련 할 수 있다는 점은 기업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은 계속하여 조정되어져야하고 개선되어져야 합니다.
셋째, 연봉이 올라가지 않는 사람은 의욕을 잃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남
들보다 연봉이 적게 책정되면 불만과 의욕이 떨어지리란 것은 있을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어차피 경쟁하는 사회란 것을 감
안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안고 가야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넷째, 단기적인 업적이 중시되고 장기적인 것에 소홀해진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학문에 있어서는 이러한 우려가 중요한 몫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 같
성이 또한 어 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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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어차피 학문은 단기간에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
효과가 단기적이냐 아니면 장기적이냐의 문제는 학문의 성격에 관계하는 일
이며 연봉제와는 그렇게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섯째, 종업원간, 부문간의 협력관계가 약화되었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대학에서는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닐 듯 싶습니다. 물론 연
봉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전체 대학 구성원을 한 묶음으로 하여 시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별로 혹은 계열별로 묶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는 하겠습니다만 평가 때문에 소속 교수들 사이에 위화감이나 협력관계가 약
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일과 연구하는 일은 노동을 통
하여 평가되는 것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능력주의가 지나쳐서 조직 전체의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지적하였다시피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는
경쟁사회이고 따라서 어느 정도의 경쟁은 필수적인 일이겠습니다. 그리고 어
떤 점에서는 바로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좀더 적극
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그 점이 자본주의 사회를 발전시키는 힘의 원천이라고
도 말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능력주의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오히려 장
점으로 부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권교수님은 대학교수의 경우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로써 무엇보다 먼
저 교수들의 전공별 노동시장에서의 직무가치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논의를 해야할 일은 대
학교수와 노동시장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정리를 하여야 갰습니다. 대학교수는
전통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선생님의 범주에 속하는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 사회에서의 선생님은 노동이라는 용어와는 어쩐지 격이 안
어울리는 계층이라는 의식 속에 숙달되어져 있습니다. 선생님은 단순히 그의
능력을 노동가치로 환원할 수 없는 어떤 존경심과 근엄함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상과 관련 지워지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일에

- 83 -

식의 어떤 정서에 연봉제가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경우엔 최소한도 선생님과 노동시장은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연봉제는 단지 교수님들의 연구업적을 향상시키는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만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노동시장에서 논의되는 노동가치
로써 교수님들의 존재영역을 평가하는 일만은 사양하고 싶습니다. 교육과 연
구는, 적어도 교육만은 언제나 다른 직업들과는 구분 지워져야 되겠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존경받는 교수의 위치가 확립될 것이고 그러한 위치가
확립될 때 교육은 힘을 갖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말
은 어떤 분들은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는가 라고 냉소적인 표정을 짓는 분들
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교육자가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에서
만이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적으로 교육자 자신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권교수님은 교수업적 평가제도가 마련된 이후 연봉제의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또한 이러한 평가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평가주체의 자격과 능력,
평가내용의 타당성, 평가기준의 객관성, 평가절차의 민주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그러
면서 권교수님은 몇 가지 논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평가주체가 교수의 업적이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예를 들고 있
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방식을 그대로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식의 시장이 언제쯤
형성될지, 그리고 그러한 시장의 형성이 바람직한 일인지도 알 수 없는 일이
기도 하구요.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학문영역에 따라 각 교수의 업적과 성과
가 달리 조정함으로써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평가내용이 타당하고 평가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하
십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혼란과 불편이 따르는 일이겠습니
동양적인 그리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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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고 그 평가가 계속 반복되다보면 점차 여가지 문제점
들이 나오게되고 그것들을 개선해 나아가면 점차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
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한 제도가 출현하는 일은 없으니까요.
단지 가능하면 완벽한 제도를 가지고 시작하면 그 이상 더 좋을 수는 없지요.
셋째, 평가과정이나 절차가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대학교수들까지도
때로는 민주적인 절차를 준수하는데 아직은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
리가 연봉제를 시행하자고 결정하면 그 과정이나 절차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평가에 관여하는 교수
들이 모두 민주적인 방식을 운용함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불편은
다. 그러나 시간이

감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연봉제의 대상
인 교수들의 공감대는 이 제도를 정착하는데 반듯이 필요한 일이고 매우 중
요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사전 준비는 반듯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기며 건너는 기분으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연봉제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교수들의 학문적 시야
를 넓혀서 세계적인 학자로 승격될 수 있는 기막힌 제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신중을 기하여 그 시행을 제삼 제사 점검하여야 한다. 따라서 권교수님의 다
음과 같은 말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나 대학에 그러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는지, 또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전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권교수님의 지적과 같이 대학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SCI 논문발표수가 활용되고 있는데 이 기준은 자연과학을 중심으로 한 일부
권교수 은 교수연봉제를 시행함에 있어 교수들의

학문분야에서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인문과학이나

- 85 -

습 더구나 인문사회과학
의 평가로 활용되고 있는 SSCI 등에 등재된 학술지는 미국 중심의 지극히
편협한 시각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한국사 한국철학 한
국문학 등 동양학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중심으
로 교수의 업적을 평가하여 연봉제의 시행에 사용한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교수업적평가에 사용되는 평가자료는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사회과학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없 니다.

우리 나라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하며, 미국 중심의 혹은 서양
중심의 평가기준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막

금 근면히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고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봉제가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가져오는 적은 불편은 감내
하여야 할 것입니다. 권교수님은 우리의 경쟁력이 저조한 이유가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또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가 부족하여 교수들이 연
구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봉제는 도입되어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
하면 만일 연봉제를 시행하게되면 역설적으로 이러한 여건이나 환경들이 점
차 개선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연구여건이나 환경이 정비된 다
음에 도입하게되면 우리는 그러한 제도를 언제 도입하게될지도 모르고 따라
서 우리의 경쟁력은 영원히 현재의 수준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
비를 완벽하게 한 뒤에 도입하는 일은 결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연구여건이나 환경은 영원히(?) 개선될 수 없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
마지 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교수들로 하여

입니다.

6-

- 8

◐토

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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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 2-2 》

연봉제 도입보다 교육․연구 여건의
국제화가 더 시급하다
박 거 용
(상명대학교 교수)

‘ 쟁 ’

우리나라 대학의 경 력 이 저조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교육인
적자원부가 그 원인을 교수들의 연구 및 교육 의

’

안

력 제고를 위한 방 의 하나로 교수계약제

욕 부족으로 파악하고 ‘경쟁

임용과

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권교수는 1)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2) 그 원인을 우

족 투자 부족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3) 따라서 준비가
되지 않은 연봉제 도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권교수
는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서서히 단계적으로 준비가 갖추어진 대학별로 자율
적으로 성과급형 연봉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권교수의 주장에 전반적으
로 동의한다. 다만 교수의 직무가치가 객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가 하는 문
제와 연봉제(미국식의 경우엔 업적급)를 누구와 계약하고 업적급을 누가 주
는가 하는 문제는 더욱 검토해볼 과제이다. 또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국․공
립대학 교수를 계약제․연봉제로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합헌적인지도 문
제이다. 몇 가지 인용문으로 연봉제와 관련된 문제를 생각하는 자료로 삼고자
수 연구인력 확보 부 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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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1 : 이메뉴얼 월러스틴, 백영경 옮김,

유토피스틱스 또는 21세기의

역사적 선택들 , 창작과 비평사, 1999, 105～106쪽

끊임없는 자본축적의 우선성의 극복)은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 보수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일반적으로 금전적 보상은 질높은 노동을 위한 유
인책이라고 주장된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실인 경우도 더러 있
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질높은 공예품에 대해 장인에게 보상을 주는 것과 회
사를 위해 특단의 이익을 올린 데 대해 경영자에게 보상을 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이는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좋은 공예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질높은 노동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특단의 이윤을 얻는 것은 오로지
끊임없는 자본축적의 우선성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질높은 노동이다. 그
밖의 다른 어떤 근거로도 이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두 번째 차이점은 보상
의 크기이다. 질높은 노동의 보상으로 자인의 소득을 10% 또는 심지어 25%
올려주는 것과 경영자의 수입을 100% 또는 심지어 1000%씩 올려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산업관리자가 현 체제가 제공하는 그런 엄청난 상여금을 받아야만 일을 잘
하리라는 말은 진정 사실인가? 나는 그건 말도 안되는 생각이라고 믿는다.
일을 더 잘하게 되는 일차적 자극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늘어나는 물질적 보
상보다는 오히려 명예와 자신의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력의 증대 등의 결합에
서 오는 대학교수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전문직의 뚜렷한 예가 있다. 사람들
이 보통 노벨상을 받는 것은 끊임없는 자본축적에 고무되어서가 아니다. 그리
고 현 체제 안에도 금전이 일차적 동기가 아닌 사람들은 의외로 많다. 실제로
명예나 자신의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력의 증대가 좀더 일반적인 형태의 보상
이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더욱 큰 만족감을 얻는 보상형태가
되지 않겠는가?”
“(

★ 보수의 문제가 연구 성과를 높이고 나아가서 대학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가치의 문제이고 세계관의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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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2 : 비전임교원 명칭별 임용(초빙) 인원 수 현황
구 분

국․공립

사립

전체 전임교원(A)
11,504
31,710
겸임
368
4,581
초빙
188
899
명예
902
1,293
객원
145
459
석좌
3
49
기금
254
9
특임
0
22
외래
22
138
비전임
임상
14
106
계약
106
160
교원
대우
7
284
강의
0
48
연구
21
303
교환
2
10
방문
0
15
예우
0
21
산학연
0
34
소계(B)
2,032
8,431
전임/비전임 소계 (A+B)
13,536
40,141
비전임 비율
15.0
21.0
시간강사(C)
11,668
41,002
비전임/시간강사 소계(D)
13,700
49,433
합계(E) (A+B+C)
25,204
81,143
비전임/시간강사 비율
54.4
60.9
기준 : 2001년 4월 1일 현재
자료 : 김형근, ‘비전임 대학교원 실태와 개선방향’ 대교협,
호, 44쪽에서 재편집

합계

43,214
4,949
1,087
2,195
604
52
263
22
160
120
266
291
48
324
12
15
21
34
10,463
53,677
19.5
52,670
63,133
106,347
59.4
대학교육

통권 114

★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와 이에 대한 투자가 ‘경쟁력’제고의 기본 조건이
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은 전임교원보다 시간강사가 많고 전임교원에 대한
비전임 교원의 비율은 20%에 육박한다. 연봉제 도입보다 중요한 일이 이러
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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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3 : Cary Nelson & Stepher Watt, Academic Keywords : A Devil's
Dictionary for Higher Education, (Routledge, 1999), p.166～169
Merit Pay(업적급) : 업적급은 대학에서 가장 논쟁적인 문제들 가운데 하
나다. 그러나 연구중심대학교(research university)의 대부부의 행정가들은
이 개념을 지지한다. … 보스턴 대학의 John Silber 총장은, 자신이 Zinn의
진보적인 정치적 입장을 거절했기 때문에, 유명한 역사학자 Howard Zinn에
게 업적급 인상을 계속해서 거부했다. Rutgers 대학교 행정가들은 1990년대
중반에 계약협상을 하면서 모든 봉급 인상은 업적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교수들을 분리하고 노조연대감을 잠식하는 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다. …
그래서 누가 사실상 업적급을 주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
경영학 교수가 IBM과 경쟁해야만 한다는 통념은 매우 수상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학환경을 선택할 때 그 환경의 내재적 보상(이익 보다는 지식의
산물을 추구하는 능력, 자신의 시간에 대해 더 많은 통제를 행사하고 자신의
지적 목적을 설정하는 능력, 강의실에서 젊은이들과 계속해서 접촉하는 것
등)을 보고 선택하기 때문이다.
… 교수는 자신이 고안한 지적 프로젝트를 추구하기 위해 겨울에 3달을 가
질 수 있는 반면에 교수의 동창들은 6자리수의 봉급과 회사에서 미래의 동업
관계를 억측하면서 주당 80시간씩 일한다. 후자는 시간이 돈이라고 가정하
고, 전자는 시간이 돈보다 더 값지다고 이미 결정했다.
★ 업적급은 미국대학사회에서 가장 논쟁적인 문제들 가운데 하나이며, 그
것이 교수직의 본성과 일치하지 않는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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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4 : Trends in Faculty Employment
Total

1977
1979 1
1981
1983
1985 1
1987 2
1989
1991
1993
1995
1997

678,000
675,000
705,000
724,000
715,000
793,000
824,000
826,000
915,000
932,000
990,000

Employment status
Full-time
Part-time

66%
66%
65%
65%
64%
66%
64%
65%
60%
59%
57%

34%
34%
35%
35%
36%
34%
36%
35%
40%
41%
43%

Type institution
Public
Private

73%
72%
72%
71%
70%
70%
70%
70%
71%
70%
70%

27%
28%
28%
29%
30%
30%
30%
30%
29%
30%
30%

1. Estimated on the basis of enrollment
2. Because of revised Survey methods, data for 1987 and thereafter are net
directly comparable to previous years
출처 :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2001. 8. 31, volume ⅩLVⅢ, No.1.
★

․

결과(1977년과
감소, 시간강사 채용의 증가일 뿐이다.
계약제 연봉제의

임

1997년의 비교)는 전 교원 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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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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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 2-3 》

교수 연봉제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에 대한 토론
안 승 준
(삼성전자 상무)

. 성과주의 임금제도(연봉제) 도입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수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 교수연봉제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와 진행경과,
․ 구체적인 내용 및 기대되는 효과
․ 우려되는 부작용
․ 교수연봉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한 여건이나 준비 등을

검토하고 교수들 사이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것은
제도도입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에 전적으로 공
사전에 충분히

감하고 동의함.

우리는 여기서

임

것 .
교수들의

교수연봉제를 왜 도입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임금은 능력이나 성과에 상관없이 직급이나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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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교수연봉제의 도입목적이 연공제가 교수들의 자기개발에 관한 의욕을 저하
시키고, 대학사회의 분위기를 침체시켜서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대학사회를 경쟁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바꾸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수연봉제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되어 있음.
적으로 지급하는 연 제 위주로 하고 있음.

上記의 내용을 볼 때 현재의 교수 임금체계가 문제가 많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므로 연봉제를 도입할 주변여건이 완전히 성숙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개선차원에서 성과중심의 임금제도인 연봉제 도입이 필
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듬.
도입을 하지 않는다고 문제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직무가치에

벽

더

기초한 시장가치의 형성이나 완 한 교수평가제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

검토 및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성과주의 임금제도를 도입한다면
큰 의미가 있다고 봄.
어떠한 것도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으며, 또한 제도라는 것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것으로 주변환경과 여건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해 가는 것
이므로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도입하고,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임.
라도 충분한

<표> 교수의 직급체계 및 임금수준 예시
구분
교

조건

수
학력,근속,경력등

조 교 수

자

임

시간강사

～
40～42
35～36
30～31
45 47

부 교 수
전 강사

연 봉(백만)

격요건에 따라
차별화

시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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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별 연봉
차액은 연공에 의한 호봉
승급의 차이
직급

교수의 현행 직제 및

임금수준 결정방법을 잘 모르지만 <표>와 같다고 가정

하고 연봉제를 도입한다고 하면,

선 재 공
임금체계를 성과주의 임금제도인 연봉제의 형
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단, 현행기준을 급격히 변경하여 재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하여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차별화 폭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우 , 현 의 연 급 형태인

환

임금인상(Merit Increase)을 할 경우 성과 또는 역량을 평가
한 평가결과에 따라 인상에 대한 차별화를 실시하되, 평가에 대한 공정성 및
납득성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여야 할 것임.
어느 정도 연봉제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 점진적으로 차
별화 폭을 확대시키는 것이 좋을 것임.
전 후 다음

직급체계도 현행제도가

맞지 않는다면 적절한 단계를 설정하여 현실에 맞게

재설계 해보는 것도 필요함.
대부분의 한국내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기본잣대가 서구와 같은 직무가치
중심이 아닌 학력, 근속등 속인적 요소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직급에 의한 경
우가 대부분이므로 직급설계에 대한 부분도 개선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의 직급내 근속에 따라 매년 상승하는 호봉제도는 폐지토록 하
고, 호봉폐지에 따른 급여하락은 일정기간 조정급등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필
요함.
향후 직무가치나 시장가치(수요공급에 의한 임금)등의 임금수준 차별화
factor가 형성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임금수준을 재설계할 수 있을 것임.
※ 핵심인력(기존 또는 신규)의 경우 기존의 테이블로 흡수하기 어려울 경우
에는 별도 인센티브 부여하여 인력에 대한 시장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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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평가 부분

임금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평가이며, 성
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연봉제 성공의 관건임.
성과주의

MBO)를 도입하여 사전에 업무목표를
설정하고, 과정관리를 통하여 평가자와 피평가자간에 목표달성도에 대한 체크
를 하고 달성도를 평가하여 연봉결정 및 피평가자에게 Feed-Back을 통하여
CDP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임.
업적평가는

목표관리에

의한 평가(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측정하기가 용이하도록 계량화할 수 있도
록 하고, 연구논문같은 것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점수화하여 평가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임.
또한 연구논문 출원건수, 강의(학생들의 반응)등의 비중 등을 고려 적절한
평가요소 개발이 필요할 것임.
평가지표는

평가에 대한

접근방법도 변화가 필요함.

◦ 전통적인 접근법

임금, 승진, 해고,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의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주목적임.
업적의 정확한 측정과 이를

◦ 전략적 접근법
평가 자체만을

목표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조직의 환경과 전략과 부합되도

록 구성원의 성과를 유도하는 보다 적극적인 성과관리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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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교수에 대한 노동시장의 형성 및 직무의 시장가치 등이 현실적으로 미비하

안 더

고, 교수업적평가에 대한 평가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현실을 감 하 라도 현

재의 연공적인 교수 보수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많음을 고려하고, 21C에
는 대학도 경쟁력이 없을 경우 생존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성과주의 임금제도 도입은 큰 흐름이라고 생각되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
를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시장가치, 성과 등을 고려
하여 차별화해 가는 수순을 밟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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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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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 2-4 》

교수 연봉제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에 대한 토론
김

병

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책임연구원)

공

임용 등) 및 같은 해
9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 2(대학교원의 임용)의 신설 및 개정, 그리고
1999년 8월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 개정을 통하여 교수 연봉제 시행
을 위한 근거 법규정을 이미 정비한 바 있다. 다만 이들 규정이 강제조항이
아닌 점, 교수사회의 저항과 준비 불충분 등 몇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그 실
시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교
육부 가 내년 초부터 시행하려 했던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지만 발표자의 지적대로 시행시기의 다소간 조정은 있을지라도 우리 나
라에서 교수 연봉제의 시행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기정 사실이 된 것으로 보
정부는 1999년 1월 교육 무원법 제11조의 2(계약제

인다.

따라서 이제는 연봉제 도입의 當否나 可否를 논의하는 때는 지났고, 그 시
행으로 인한 효율의 극대화와 갈등과 역기능의 최소화를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당면 과제이다. 일반적으로는 이를 연봉제 도입을 위한 ‘전제
조건’(김신복, 2000; 진재구, 2001) 또는 ‘연봉제 설계의 기본원칙’(나민주,
2000)이라 하여 논하고 있으며, 발표자는 ‘도입을 위한 준비’라는 항에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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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고 있다. 사실 연봉제는 기존의 인사 관리 및 교수의 역할과 활
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혁신적인 제도이고, 연봉제가 일반화되
어 있다는 미국에서조차 그 성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조사연구결과가 보고되
고 있는 실정이므로(김병주, 2000; 조용승, 2001)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며, 발표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잘 정리하고 있다:
분하여

별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직무의 객관적 시장가치가 결

1. 교수의 전국 단위

정될 수 있어야 한다.

/

2. 교수의 업적 성과를 객관적 기준에

격

따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능

력과 자 을 구비한 평가주체 구성, 평가내용의 타당성, 평가기준의 객

차

관성, 평가절 의 민주성과

투명성 등이 종합적으로 보장되는 교수업적

평가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접 당사자인 교수들이 제도의 순기능을 이해하고 적극적으
로 동참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3. 이해관계의 직

4. 연봉제 도입을 통하여 우수 교수를 확보하고, 연구업적이나 교육성과가

뛰어난 교수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물론 여기에는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이러한 조건 내지 설계의 기본방
향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내용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김성국, 1999; 김병
주, 2000; 나민주, 2000):
개별 대학은 교육 및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와 우수교수 유치라는 연봉
제 도입의 목적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
2) 연봉제의 세부 내용과 기준은 각 대학이 주체적으로 설정하여 추진해온
개별적인 특성화 상황에 상응하게 자율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1)

6-

- 10

격 완화를 위하여 초기에는 plus sum 방식에서
시작하여 zero sum 방식으로 강도를 높여 가는 단계적 실시가 바람직

3) 연봉제 실시로 인한 충
하다.

4) 우리 나라의 대학 현실과

공동체의

연대성을 강조하는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

결과주의나 개인이기주의가 만연될 소지를 최
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5) 단기적 실적을 중시하는

같은 사항은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 예견되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므로, 매 항목마다 내용을 보다 심화시키는 논의가 구체
화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은 전제조건이 未備 내지 不備하므로 제
도 시행이 연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으로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여건
의 성숙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매우 단순한 논리이지
만,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자가 거기에 상응하는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대학의 질이 고양되고 국가경쟁력이 신장되며 사회의 평온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문제의 핵심은 연봉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교수 개인의 업적을 얼마나 정확하
게 평가할 수 있느냐이다. 흔히 質的인 문제를 어떻게 量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 또는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지적 창조물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數
値化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교수는 자신의 지적 활
동이 늘 최고․지선이라고 자부하며 타인의 비판과 평가를 유난히 싫어하는
직업군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수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과 갈등
은 상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전에 평가결과에 불만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불만을 원만하게 수습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의 구축이 오히려 교수들의 제도 도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에 대한 평가 문제는 교수
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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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프라이버시와 관계되므로 소송 절차 등으로 본의 아니게 공론
화된 경우가 아닌 한 가급적이면 비공개로 하면서도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여
갈등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 권리구제장치가 필요함을 알
의 자 심이나

수 있다.

敎授業績評價 結果에 대한 不服 내지 救濟制度의 정비에 관하여
같은 試案的 內容을 간략히 提案하는 것으로 토론에 가늠하고자 한

여기서는
다음과

:

다

개별 대학에 ‘교수업적평가/연봉제 조정위원회’를 둔다. 동 위원회는 대
학본부에 두며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조정신청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전공 영역 타교 교수 3인 등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회의 소집 및 진행 등 실무적 업무를 담당하나, 결정권은 없게 한다. 대
학내 調停에 실패하면 교육부 등에 仲裁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2.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대학자율의 상징으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
국대학교육협의회에 ‘교수업적평가/연봉제 중재위원회’를 둔다. 동 위원
회의 위원장은 대학지원국장 또는 대교협 사무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중재신청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전공 영역 타교 교수 5인 등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회의 소집 및 진행 등 실무적 업무를 담당하나, 결
1.

정권은 없게 한다.

재

결정은 법원의 판결에 준하는 법적 효
력을 갖게 하고, 중재진행과정에서 절차적 정의를 보장한다. 공정한 중
재를 위하여 위원 구성시 除斥, 忌避, 回避 제도를 둔다(행정심판법 제

3. 교육부 등에 설치한 중 위원회의

7조 등).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49조의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
사위원회’와 함께 그 특별규정으로서 동법 제49조의 2를 신설하여 규정
한다.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에 의거 교육공무

4. 동 위원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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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원법이 준용된다. 중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령령으로 정한다.
5.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완적 법개정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추
진함으로써 교수들이 과거 교수재임용제도에 관한 불유쾌한 선입견을
조기에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한다.
6. 교육공무원법 제49조의 苦衷處理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
재제도를 별도로 신설하는 이유는 전자의 심사위원이 여러 가지 고충
중의 하나인 교수업적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즉 중
재절차는 교수의 지위나 권리에 관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당해 교수가
어떠한 업적을 거두었는가를 평가하는 사실문제를 주로 다룬다. 후자의
중재 신청이 있을 때마다 신청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 영역의 권
위자를 (조정)중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하게 함으로써, 형식적인 양
적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여 질적 평가를 포함한 종합적 평가를 시도할
대통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질을 고양하는 유일한 정책이 결코 아니다. 연봉제가
도입되어도 교육 및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렵
게 추진한 취지가 빛을 잃는다. 우리는 서구 제국과 달리 계약주의적 문화에
아직 익숙하지 않다. 연봉제 도입으로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평가될 수 없는
조직내의 장유유서 의식이 훼손되고, 동료간에 위화감을 조장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교수직이라는 노동시장은 매우 경직되어 있
다. 인간 내지 인간의 지적 창조물을 양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는 넘기 힘든 장애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교수업적을 연봉이라는 돈이 아닌
다른 보상, 예컨대 승진, 연구년, 강의부담, 연구를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
국내외 학술활동 지원, 기타 각종 근무조건에 연계시킴으로써 그 성취의욕을
자극할 수도 있다. 연봉제는 그 시행을 위하여 먼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산적
연봉제는 대학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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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

토대를 다듬어 가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급선무
이다. 그 중 하나가 위에서 제안한 敎授業績評價 結果에 대한 不服節次의 整
備이다.
해 있으 로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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