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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Ⅰ》

이공계 기피현상의 진단과 전망
장 수 영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 서 론
최근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자연계 지원자의
수가 급격히 줄고 인문계와 예체능계 지원자의 수가 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인문계 수능성적을 가지고 자연계에 교차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본적인
수학능력을 갖지 못한 학생들이 자연대와 공대에 입학하고 있다.
자연계 내에서도 성적우수자들은 대체로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에 지원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는 암담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일반계 고등학교 83.9%, 실업계
고등학교 42% 합계 68%로서 세계 최고수준이며 인구비례 대학생수도 세계
에서 가장 높다(4년제 3.29%, 전문대 포함 4.59%, 방송통신대 포함
5.38%). 한편 공과대학에서도 지금까지는 공급자 위주로 졸업생을 배출하였
으며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 나라보다 인구가 6배인 미국과 2.5배인 일본보다
도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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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은 인문계통에서도 마찬가지다.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입학은 자유로워
도 졸업요건을 강화하면 고등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의 대학들은 대부분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독일이나 프
랑스처럼 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 이공계 지원자 감소 현황
지난 7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 계열별 응시자수는 <표 1>과 같다.

<표 1> 지난 7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 계열별 응시자수 추이
(단위: 명)

구분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

합계

1995

391,450
(48%)

344,931
(43%)

73,468
(9%)

809,849

1996

378,374

344,780

72,184

795,338

1997

411,753

362,849

79,670

854,272

1998

411,082

336,510

92,245

839,837

1999

451,522

301,458

115,386

868,366

2000

480,807

256,458

134,571

871,836

2001

468,717
(55.1%)

250,884
(27.5%)

130,704
(15.4)

850,305

2002

416,700
(56.4%)

198,963
(26.9%)

123,466
(16.7%)

739,129

자연계 지원자의 감소는 199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00년에 급격히 감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4년제 대학의 2001학년도 입학정원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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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열별 입학정원

계열

입학정원

인문계

45,632명

사회계

84,444명

자연계

130,089명

의약계

10,722명

예체계

32,610명

10.29%

사범계

13,283명

4.20%

합 계

316,780명

100.00%

41.06%
44.45%

즉 실제 입학인원은 아직도 자연계가 인문사회계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다.
독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공계 기피현상이 나타났고 아헨공대의 분야별 학생
수의 변동은 다음과 같다. 이 추세는 독일 전체의 경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표 3> 아헨공대의 분야별 학생수

자연과학부

구 분

1989년

6,672

1999년

4,918

토목공학부

1,484

2,139

기계공학부

7,574

4,854

광산,금속공학부

1,867

1,569

전기정보공학부

4,272

2,296

건축학부

2,128

2,177

인문학부

3,259

4,899

경제학부

3,591

2,900

의학부

3,406

2,879

기타

385
합 계

34,638

28,631

토목공학부만을 제외하고 공학부와 자연과학부의 학생수는 많이 감소되었고
인문학부는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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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공대 졸업생들의 숫자가 크게 준 것은 지난 10여년간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많이 하지 않은 것이 한 원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정보기
술분야의 인력부족으로 인도에서 인력을 수입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자
연과학부내에서도 물리와 화학분야의 학생수가 많이 줄고 있다. 1990년에는
기계공학부의 입학생이 1,100명이었는데 1996년에 450명으로 줄었다가
2002년에는 700명으로 늘어났다. 독일대학의 기계공학부에는 화학공학과 항
공공학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표 4> 한국, 일본, 미국의 공학계 학사, 석사, 박사 배출수(1991년)

구분

한국

항공공학
104
농공학
건축
3,687
의공학
요업공학
396
화학공학
2,565
토목공학
3,021
컴퓨터공학
3,242**
전기전자공학 8,758
환경공학
575
산업공학
1,693
조선공학
515
재료공학
1,797
기계공학
5,468
광산공학
446
핵공학
134
석유공학
기타
593
합계
32,994

*

학사
일본 미국 한국
687

9,580
17,984
25,366
4,970
220
1,605
18,493
433
421
6,086
86,115

2,945
246
524
598
341
3,960
8,227
3,917
18,092
170
3,769
259
750
14,774
105
316
194
3,907
63,094

32

석사
일본

103

310
94
315
227
367
895
146
595
57
245
516
40
33

2,166
1,803*
3,409
158
53
374
2,311
124
174

322 2,466
4,194 13,141

박사
미국 한국 일본 미국

833
119
61
363
75
1,021
3,361
2,557
7,681
265
1,720
68
615
3,846
54
224
65
2,731
25,659

1

18

43
12
49
64
23
134
4
19
4
44
75
10
1

179
121*
255
14
11
40
98
6
17

18 289
501 1,048***

261
70
1
118
30
698
612
366
1,453
29
220
22
388
967
21
127
29
551
5,963

건축포함.

** 전자계산학과 포함.
*** 과정박사의 수, 논문박사를 포함하면 약 70%를 더 가산해야 됨.
자료 한국: 교육통계연보 1991 교육부 중앙교육평가원.

※

일본:

平成 3年度 學校基本調査報告書 大臣官房調査統計企劃課.

미국: Engineering Education, Jan/Feb 1993 American Society for Engineering Education
4년제 B.E.T 18,033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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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 나라의 공대졸업생의 숫자는 지난 10년간 32,994명에서 62,099
명으로 88%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86,115명에서 101,940명으로
18.4% 증가하였고 미국은 63,094명에서 70,466명으로 11.7%증가하였을
뿐이다(<표 4>와 <표 5> 참조).

<표 5 >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의 공학계 학사, 석사, 박사
배출수

구분
항공공학

학사
석사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624

645

농공학

1,642

657

150

649
5,789

8,841

의공학

48

998

129

6,319

1,116

547

3,312

444

화학공학

3,264 11,303

토목공학

3,632 *19,868 10,607

컴퓨터공학

6,588

환경공학

2,134

산업공학

2,611

재료금속공학

2,639

기계공학

5,806

1,312

227

934

1,118 *3,097

3,905

708

554

1,711

970

4,867 2,311

4,002

2,332

772

687

728

1,321

642

22

112

7,894 20,676 14,177
249

329

광산공학

300

197

126

핵공학

262

411

222

석유공학

9,539

3,913 2,120

123

4,954

3,026

962
6,826

7,103

4,338
2,851

1,162

1,038

731

247

1,959

619

147

594

131

71

1,534

3,874

3,881

82

75

29

38

90

40

38

210

257

240
12,242 10,942

1,235

1,176

3,284

187

2,982

2,867

567

5,189

41

4,044

113

493

593

148

492

2,755

544

합 계

4,801

7,273

745

조선공학

기타

4,343

2,518

전기전자공학 12,935 31,773 13,900

765
157

건축학

무기재료

173

3,241

272
6

4,420

550

3,313

86

145
1,135

4,886

336

1,187 *22628

62,099 101,940 70,466 25,665 32,706 7,133 13,802 23,337 31,434 13,746

7,044 3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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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5,731

4,816

구분
항공공학

한국

일본
24

박사

미국
28

영국

프랑스

260

농공학
건축학

독일

28

101
95

148

의공학

113

134

183

16

화학공학

101

305

670

191

184

토목공학

103

*244

616

249

225

85

컴퓨터공학

120

전기전자공학

459

552

1,591

586

374

125

환경공학

46

산업공학

55

21

279

107

29

435

재료금속공학

677

72

111
60
114

276

1,228

254

무기재료

17

기계공학

192

186

940

조선공학

16

13

7

광산공학

19

13

26

8

27

135

167

976

827

52

379

1,529

***2,394

6,510

2,342

2,085

핵공학

46

석유공학
기타
합 계

513

8
469

29

49
1,928

* 건축 포함.
** 전자계산학과 포함.
*** 과정박사의 수, 논문박사를 포함하면 약 70%를 더 가산해야 됨.

※ 자료 한국: 교육통계연보 2001 교육부중앙교육평가원.
독일: Statistisches Jahrbuch 2001.
일본: 平成 9年度 學校基本調査報告書 大臣官房調査統計企劃課.

미국: Digest of Educational Statistics 1998, 4년제 B.E.T 15,323명 제외.
영국: "Student in Higher Eudcation Institutiond" 1997/98, Higher Education
Statistics Agency.
프랑스: Centrede Documentation.
* 22,628명은 Grandes Ecole에서 배출되는 Diplome D'Ingenieur 다른 숫자는
Universite에서 배출되는 숫자로서 학사는 Licence, 석사는 DEA, DESS,
MAITRISE, MST박사는 Doctorat.

특히 재료금속공학의 경우 한국은 2,639명, 일본은 687명, 미국이 728명
의 공학사를 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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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의 자연과학분야 졸업생수

학 사
석 사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한국 일본 미국 독일

구분

영국

수학 및 통계학

3,525

5,103

13,143

152

3,939

426

975

4,031

1,696

529

물리학

2,005

4,020

3,679

81

2,320

488

1,361

1,678

2,353

315

화학

3,206

3,669

10,415

279

3,393

674

1,159

2,254

1,955

427

생명과학

3,950

2,011

60,994

245 16,885

762

832

6,157

3,096

1,947

493

831

3,190

1,221

145

484

991

874

311

24,098

10

9,991

459

N/A 10,151

2,965

2,763

2,729

3,503

585

456

133

409

3,496 41,252

3,539

5,267 25,262 13,072

6,701

지질학 및 지구과학
전자계산학*

3,312

N/A

기타

6,177

2,855

합계

22,668 18,489 115,519

박 사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구분
수학 및 통계학

106

144

1,209

547

302

물리학

131

300

1,462

1,509

558

화학

139

175

2,287

2,545

927

생명과학

230

194

4,780

1,677

1,674

지질학 및 지구과학

42

98

372

309

154

전자계산학*

63

N/A

867

424

263

기타

39

136

9

198

7,020

4,076

합계

750

1,047 10,977

※ 자료 한국: 교육통계연보 2001. 교육부 국립교육평가원(한국과학기술원 제외).
일본: 平成 9年度 學校基本報告書

(박사학위숫자는 신제만 표시, 논문박사의 숫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전자계산학은 공학분야 전기통신공학에 한함.

미국: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1998.
독일: Statistisches Jahrbuch 2001.
독일의 첫번째 학위(Diplom)를 석사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였음.
교사자격증(Lehramtprüfungen) 합격자 5,156명 제외.
학사는 Fachhochshule졸업생.
영국: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1997/98, Higher Education
Statistics Agency, Higher Education Statistics Agency.
프랑스: Centre de documentation, 58 boulevard du Lycee-92170 Vanves 박사
6,290명 DEA&DESS 16,149명 Maitrises 24,544명, Licences 32,4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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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과학분야에서도 우리 나라가 불필요하게
많은 학사를 배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리학에 있어서 한국은 2,005명
의 물리학사를 배출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인구가 거의 6배인 미국은 3,679명
으로 우리보다 1.83배만을 졸업시키고 있는 것을 보아도 우리는 수요공급원
칙을 무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자계산학을 제외하면 한국이 19,356명 일본이 18,489명으로 인구가 훨
씬 적은 한국이 일본보다도 많은 이학사를 사회에 내보내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자연계 지원자 감소 추세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연계뿐 아니라 인문계에서도 우리 나라 대학들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
원보다 훨씬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최근 문
제가 되고 있는 취업난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지난 30년간 대학생 수는
146,414명에서 1,665,398명으로 11.4배가 증가되었던 것이다. 이 숫자는

휴학생을 제외한 재학생수이다.
인문․사회계의 한국, 독일, 미국의 졸업생수를 비교하면 <표 7>과 같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철학의 나라 독일이 철학사(Magister)를 410명, 철학
교육학사를 302명 배출시키는데 비하여 우리 나라는 철학사 1,467명을 졸업
시키고 있는 점이다

론 독일은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사범대학에서 별도로 교육시키는 것이 아
니고 인문학부와 자연과학부 등 해당 부서에서 양성하고 있다. 이점은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나라만이 사범대학에서 전문분야 교육까지 담당하고 있다.
독일의 법학교육은 우리와 크게 다르다. 40년 전에 변호사의 수를 제한하
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판결에 있은 후 미국과 비슷하게 변호사의 수
물

가 늘어났다.

관
행 등에 취업할
수 있고 2차 시험에 통과한 사람 중에서 수련을 거친 후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가 된다.
그러나 국가고시 1차 시험에 합격하면 외교 , 공무원,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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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스터대학(Westfälische Wilhelms-Universität Münster)은 독일에서
가장 큰 법학교육기관으로서 법학전공학생이 8,000명에 교수는 30명이다. 매
년 600～800명 정도가 2차 시험까지 합격한다.
강당에서 500여명의 학생에게 강의를 한다고 하며 2차 시험 합격자중 성적
우수자 20% 정도가 판사나 검사가 된다고 한다.
<표 7> 인문․사회계 졸업생수 비교

학사
석사
박사
구 분 한국 독일
미국 한국 독일
미국 한국 독일 미국
철학 1,467 410 4,555 90 (302)
695
41
265
324
역사 2,136 1,322 26,005 154 (924)
2,898
58
421
805
독문학

영문학
영어교육
심리학

2,062

2,256

1,290

64 (4,527)

305

16

5,871

1,283 50,698

363 (2,099)

7,893

118

1,184

436

294

75

85 1,535

2

818

2,798 69,044

186

(32)

4,793

28

256 1,553

사회학

1,221

1,430 24,071

128

(379)

1,772

13

211

527

정 학

1,950

1,515 30,775

258

(161)

2,204

38

252

634

치

법학
행정학
경제학

※ 자료

6,432 12,100

JD)

487

(1) 39,828(

106 1,443

2,485

889

(5)

7,556

132

6,824 14,446 16,674

422

(343)

2,533

4,791

348

31

157

59 1,039

916

한국: 교육통계연보 2001.
독일: Statistisches Jahrbuch 2001 학사는 Diplom, Magister, 교사자격증 합격자는
편의상 석사에 ( )로 표시되어 있음.
미국: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1998.

법학교수는 반드시 변호사자격을 가질 필요는 없다. 우리도 조속히
법학대학원 제도를 도입해서 교육에 의한 법관양성제도를 정착해야 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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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의약계 졸업생수 비교

박사
구 분 한국 학독일사 미국 한국 독일석사 미국
한국 독일 미국
의 학 3,064 9,318
1,670
15,341(MD)
977 6,913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약 학

※ 자료

694

330

749 1,601

330

595

896

129

1,746 1,827

307

DDS)
2,109(VMD)
3,697(
2,555

153
183

998

32

660

91

231

한국: 교육통계연보 2001.
독일: Statistisches Jahrbuch 2001.
미국: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1998.

볼 수 있다. 인구 10만명당 의학과 졸업
생 수는 한국 8명, 미국 5.48명, 독일 11.36명으로 독일은 현재 의사 과잉상
태이며 우리도 더 이상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서는 안된다. 또한 조속히 의학
대학원제도가 정착되어 의예과를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의약계 졸업생비교는 <표 8>에서

. 이공계 지원자 감소는 복합적 원인에 기인한다.

첫째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士農工商개념이다.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대부
분 문과출신이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같은 부

당
법대나 상대출신들이다.
2001년 행정고시에서 233명의 합격자가 있었으나 기술고시는 불과 41명이
었다. 일본의 공무원 1종시험에서는 사무계가 241명, 기술계가 263명이었다.
프랑스의 Ecole Polytechnique는 1794년에 설립된 이공계대학이며 이 대
학 출신 3명이 프랑스의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도 과학기술계의 지도자의 대
처의 기술담 국장들도 대부분

부분이 이 대학 출신이다.

중국의 국가주석, 총리, 全人大위원장, 부주석과 정치국 상무위원 중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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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모두 이공계 출신이다.

둘째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기업체에서 40대～50대 기술자들이 해
고되었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눈에는 자연계로 진학하는 것이 별로 희망이 없
다고 느꼈을 것이다.
셋째 어려운 수학과 과학을 기피하는 신세대의 경향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수능 시험에서 문․이과 교차지원을 허용한 점도 그 주요 원인의 하나이다.
. 대 책

울

김태유 교수는 “서울공대” 통권 45호에서 이공계
활성화 방안으로 병역특례 확대강화, 국가인력 활용에서 과학기술인력우대,
이공계 대학교육개혁, 산학협동 활성화 등을 열거하였다.
필자는 거기에 공감하지만 좀더 근본적인 대책은 고등학교에서 조속히 문과
이과 구분을 철폐해야 된다. 그래야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을 통해
서 국가정책 결정자가 되는 사람들도 과학의 기초를 알 수 있게 된다. 고등학
교 문과출신이 대학에서도 인문사회계통만 공부하고 졸업하면, 과학의 기초를
전혀 모르게 된다.
또한 앞서 지적했듯이 소위 교차지원제도를 조속히 철폐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해외유학, 장학금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 이과학생에게 불리한
입시제도개선, 병역특례 확대, 어렸을 때부터 이공계 선호유도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국비장학금으로 해외유학을 확대시키는 것은 국내 대학원의 발전을 저해하
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제는 국내 대학원의 수준도 많이 향상되었
으므로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박사후연수과정(Post Doctoral Fellow)
서 공대 이장무 학장과

을 보내는 것은 무방하다.

또한

택

택

져

7차 교육과정이 채 되면 학생들의 교과목 선 외 자유가 많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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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정부의 행정조직에 있어서 기술계통부서는 행정부서보다도 서열이
낮게 되어 있으므로 설사 기술고시 합격자수가 늘어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어려운 수학, 물리 등의 과목을 선 하는 학생들이

이다.

영
관
원만하게 할 수 있고 문화관련 지식을 많이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공과대학 교육에서도 경 학 등의 교과목을 도입해서 학생들이 대인 계를

다.

확

측
배출하라는 요구만을 할 것이 아니고, 엔지니어들이 60세까지 일할 수 있도
록 사내교육, 원격교육 등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게 해야 할 것
산업계에서도 부정 한 인력소요 예 자료에 터하여 공대에 졸업생을 많이

이다. 최근 과학기술부에서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의 정년을 61세로 보장

행

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다 한 일이다.
대학에서도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만이 아니고

람

적은 숫자라도 질 높은 졸업생을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 바 직하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사회의 수요보다 훨씬 많은 졸업생들

큰 위기라고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공계 대학교육을 더욱 내실있게 시행할 기회가 왔다고 본다. 아마
도 10년 후에는 이공계 졸업생들이 부족해서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대량생산해서 값을 내리는 것보다 꼭 필요한 우수한 인력을 기르는 것이
우리 나라 장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을 배출하고 있으므로 이공계 지원자의 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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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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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Ⅱ》

인적자원개발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정 해 주
(진주산업대학교 총장)

. 서 론

◦ 21세기는 자본과 노동의 양에 의하여 경쟁력이 좌우되는 산업화 사회와
는 달리 지식과 정보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사회로 급격히
이행되고 있다.
- 국가의 경쟁력, 기업의 생산성, 개인의 노동시장 지위의 결정요인이
자본․노동 등의 유형자본으로부터 지식․정보 등의 무형자산으로 전환
◦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은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의
수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로운 지식을 남보다 빠르고
창의적으로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유능한 인적자원을 얼마나 효율적
으로 육성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
◦ 세계의 모든 국가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
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특히 핀란드,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과 같이 최근 국가경쟁력이 크게 향
상되고 있는 국가는 대부분이 지식의 창출과 활용에 성공한 나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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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우리 나라는 후발 산업화에 성공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
지만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문제의식과 체계적 대응노력은 선
진국에 비해 아직 뒤져 있는 실정이며,
◦ 한국이 21세기 일등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인적자원의 역량강화
가 핵심요소이므로 그 동안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온 인적자원의 잠재력
을 질적 도약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 따라서 국가인적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활용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
하고 시급한 과제이며,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이 분야에 대한 국가
적인 노력이 크게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1.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IT), 생명공학(BT) 등 신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산업전반에 걸친 기술혁신으로 경제의 지식집약화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고, 지식과 정보를 핵심 축으로 하는 지식기반산업이 경제성장을 견
세계경제는 정보통신(

인하고 있으며,

◦ 지식기반산업 경제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종래의 자본․노동 중심의
전통적 산업은 후진국으로 이전되고, 지식과 정보를 바탕을 둔 정보통
신․생명공학․첨단기술분야 등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 또한 경제에 있어 전통적인 국경이 사라지고 국가간의 지식․정보 교류
가 확대되는 지구촌 경제시대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세계경제의 통합은 연구개발에서 생산․판매에 이르는 기업활동의 전
영역에 국제분업 관계를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무한경
쟁시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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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나라 경제성장의 패러다임 변화

◦ 그 동안 우리 나라는 노동 및 자본의 투입 증가를 통해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지만 지식과 정보, 기술혁신을 배경으로 하는 지식기반 경제체
제 하에서는 이러한 전통적 방식의 성장전략은 한계가 있고, 과거의 틀
을 벗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없을 경우 선진형 경제성
장은 물론 후발 개발도상국의 추격 속에 현재의 경제성장 기조를 유지
하기조차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

◦ 따라서 21세기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 패턴은 종전의 물적 자본축적 중심
에서 인적 자본축적 중심으로, 노동력 투입에서 지식투입으로, 정부 주도
에서 기업과 대학이 선도하는 구조로 패러다임의 대 변화가 요구된다.
◦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는 신기술(IT, BT, NT 등)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의 투자 확대와 종전의 제품화․상품화 연구중심에서 기술개
발의 기본이 되는 기초기술에 대한 연구중심으로 연구개발투자의 대전
환이 요구되고 있다.

<표 1> 주요선진국의 기술개발분야 우선 순위

미국
① 나노기술
② 정보통신
③ 생명공학
④ 신에너지
⑤ 우주항공

일본

① 생명공학
② 정보통신
③ 나노/신소재
④ 신에너지

독일

① 생명공학
② 정보통신
③ 나노기술
④ 신에너지

프랑스

① 생명과학
② 정보통신
③ 신소재
④ 우주항공

◦ IMF 이후 경기 위축과 기업환경 악화로 기업은 존속이 최고 경영목표
가 되어 연구개발 투자를 크게 축소하였고 정부 또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으나, 1999년도부터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지금
- 19 -

흐름과 신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연구개발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벤처기
업육성 정책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은 정부나 기업체에서 세계경제의

있다.

<표 2> 연구개발 투자 실적

십억원, %)
증감율 백분비

(단위:

구분
대

기

업

벤처․중소기업

정

부
계

1997

1998

증감율 1999

8,853

7,536

△14.9

8,281

9.9

62.5

1,215

1,395

14.8

1,958

40.3

14.8

2,773

2,711

3,069

13.2

22.7

12,841

11,641

13,308

14.3

100.0

△2.2
△9.3

※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회(1999)「기업연구소 연구활동 실적 조사」
※ 참고: 정부의 연구개발예산 ’98년 2.7조원(3.6%) → ’02년 5조원(4.7%)
3. 지식기반사회의 노동시장 구조와 수요 변화
가. 노동시장 변화

◦ 노동력의 공급측면을 보면, 향후 우리 나라 총인구는 2020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부터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되며,
- 경제활동참가율은 1997년에 62.2%, 1998년에는 60.8%로 ’90년대
초반 수준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2005년은
63.3%, 2010년에는 65.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선
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
고 청소년의 노동시장 진입연령이 높기 때문이다.
- 그러나 향후 경제활동참가율은 취학률 상승으로 청소년은 낮아지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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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 저하․다양한 근무형태 등으로 여성의 경
증가되고 평균수명 증가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면, 여성의 고학력 출산

활
활발해질 것이다.
제 동참가가

◦ 노동력의 수요적인 측면을 보면, 수요 증가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
망된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향후 10년간은 성장률 5% 내외의 중성
장 경제로 진입하고, 기술진보로 인해 성장의 고용흡수력이 줄어들 것
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와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다.
- 산업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노동의 구조와 성격이
“근력에서 지력으로(from brawn to brain)” 전환되며, 창의적인 지
식근로자가 다수가 발생되고 이들이 산업계를 선도할 것이다. 이는
특히 전문성과 기술력에 바탕을 둔 중소벤처기업들에 의해 주도될 것
으로 보인다.

◦ 또한 제조업과 농업, 어업의 종사자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전문기술직
의 인력수요는 빠르게 증가할 것이며, 서비스업 부문은 노동시장에서
높은 고용 흡수력을 보이면서 지식기반 제조업과 함께 우리경제의 지속
적인 성장을 견인해 나갈 것이다.
☞ 지식기반산업: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활동 또는 새로운 기술의
투약집약도가 높은 산업(OECD 정의)
예) 제조업: 첨단기술제조(우주, 항공, 의약품), ITC제조(전자부품,
정보통신기기 등)
서비스업:

ITC 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비즈니스 서비스업 등

◦ 따라서 단순생산직과 사무직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전문기술직과 지식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할 것이며, 고용의 신축성이 확대되
면서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이 증가하는 한편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영이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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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진국형 교육 훈련수요의 증대

◦ 지식과 기술이 급속히 변화되고 근로자의 일자리 이동이 빨라지면서 기
업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사내에서의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보다는
외부 노동시장을 통해 경험있는 우수한 인력의 조달을 선호하고,
◦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 직업관이 변화되면서 근로자의 자기 주도적
인 능력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이에 따라 사이버교육 훈련, 기술계
학원 등 민간부문에 의한 인적자원개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또한 숙련지식이 부족한 청년층의 취업 애로가 증가하고, 성인층의 전직
과 재취업이 활발해지면서 평생학습과 개인의 진로발전을 연계한 인적
자원개발 시스템의 구축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며,
◦ 인구증가율 감소와 고령화사회의 도래로 고령인구의 경제․사회활동 참
여를 위한 재교육․훈련수요가 증대해 갈 것이다.
※ 인구증가율 변화전망: 1.0%(’90년대)→0.7%(2001～2012년)
※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중: 7.1%(2000년)→14%(2022년)
. 인적자원개발의 당면과제
1. 인적자원의 양성․공급 측면

◦ 의무교육의 확대 및 고등교육의 대중화로 인적자원의 양적 공급기반은
대체로 양호하나, 교육정책이 중․고등학교 교육의 입시지옥 해소와 교
육기회 균등에 맞추다 보니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
시키지 못하고 교육의 하향평준화와 특성교육이 실종되는 역기능을 초
래하고 있으며,

◦ 창의적인 인재배출의 산실이 되어야 할 대학이 급격한 학생수 증가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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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

악

수 부족, 교육여건 미 으로 교육환경이 열 하고, 대학의 의무인 연구

쟁

기능이 상실되어 경 력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 지난 20년간 4년제 대학수는 3배, 학생수는 1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교수 1인
해

저조

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과 대학의 연구경쟁력은 선진국에 비

※ 대학 수(4년제): 71개교(1970년) → 193개교(2001년)
학생 수(4년제): 146천명 (1970년) → 1,931천명(2001년)
※ 교수 1인당 학생수(2000년): 한국 30.7명, 미국 14.6명, 일본 11.8명
※ SCI논문수(2000년): 미국의 4.6%, 영국의 16.4%, 일본의 17.7%
◦ 또한 대학이 지식의 실용화와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능동적․탄력적으
로 대응하지 못하고, 지역의 산업․문화적 특성과 대학의 핵심역량을
연계한 대학별 특성화가 미흡한 가운데 대학의 의무중 하나인 지역사회
의 지식창출 및 확산에 관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고급인력의 양성과 첨단기술의 획득은 주로 유학 및 기
술도입 등 해외부문에 크게 의존해 온 것이 사실이다.
◦ 창의적인 신기술개발을 위한 기업체․학교․연구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계
와 협력이 부족하고, 외국의 대학․연구소 등과의 교류 협력이 미흡할
뿐 아니라 국내 우수인력의 해외 유출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 대학의 양적 성장에 비하여 질적 수준의 저하는 지식관련 지표의 상대지
수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교육지출, 대졸자 비중 등 지식의 투입지
수는 선진 5개국에 약간 미달하는 수준이지만 논문발표나 기술료 수입
등 성과지수는 32.7에 불과하여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우리 나라는 고
비용 저효율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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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우리나라 지식관련 지표의 상대지수

개 평균 = 100)
유량지수
저량지수
투입지수 R&D투자 교육지출 사내훈련 연구원 비중 대졸자 비중 평균
(선진 5 국

117.2

101.6

83.5

65.4

83.3

90.2

68.3

3.4

23.9

57.0

11.1

32.7

산출지수
영양지수
산출지수 특허출원 논문발표 성장기여도 기술산업 비중 기술료 수령 평균

※ 자료: 재정경제부, 한국개발연구원(1999) 새천년의 패러다임-지식기반 경제 발전 전략
2. 인적자원의 배분․활용 측면

◦ 인력수급전망, 직업정보, 자격제도 등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을 연계하는
기본적인 정보 인프라가 부족하여 졸업 후 전공과 무관한 분야에 취업
하는 일자리 불일치(job mismatch)현상이 심각하고, 고학력자가 저직
능 직종에 하향 취업하는 인력수급의 질적 불일치(skill mismatch)가
발생하고 있으며,
<표 4> 전공과 직업 일치도

구분

매우 일치 일치하는 편

보통

(단위: %)

관계없는 편 전혀 무관

실업고졸

3.1

14.3

25.9

30.8

25.8

전문대졸

14.0

21.8

21.5

23.8

18.9

대학이상졸

20.2

25.1

21.6

20.7

12.3

10.3

19.0

23.8

26.5

20.4

평균)

계(

※ 자료: 통계청, 2000년도 사회통계조사(교육부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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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년대 이후 시장수요를 무시한 대학정원의 확대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적 자원의 불균형을 가져와 활용 및 배분과정에 엄청난 낭비와 비효
율을 초래하고 있다. 우수한 인재가 법학 및 의학 등 일부 분야에 집중
되고 대학 재학생들이 전공과 무관한 국가고시에 매달리며, 지방 우수
인재들의 서울 집중으로 지방대학이 고사위기에 처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 인적자원의 대표적인 수요자인 기업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통
로가 미비하고, 산업발전 추세에 대한 보수적인 대응으로 인해 전문인
력에 대한 기업체의 수요는 급증함에도 대학에서 배출하는 전문인력의

양과 질이 산업계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 인문․사회분야의 고급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기반산업 분야의 인력
수급이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와 실용화 노력의 부족으로 제대로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다.

◦ 고등교육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0%에도 못 미치고, 여성 인적자
원의 개발과 활동의 미흡으로 여성들에게 적합하고 유리한 고부가가치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저조하며,
※ OECD국가의 고등교육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교육인적자원정책위 자료)
- 한국 48.7, 스웨덴 84.0, 영국 76.1, 프랑스 75.8, 미국 72.5, 독일 67.6
◦ 청년층(15세～2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고, 직업세계의 진입시기가
선진국에 비해 늦어 청년기 근로경험과 숙련의 기회를 상실하고 젊은
인재의 번쩍이는 아이디어를 활용하는데 적지 않은 손실을 보고 있다.
※ 2000년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31.8%
◦ 또한 성인단계의 평생학습체계가 미흡하여 우리 나라 성인의 계속교육
참여율은 OECD국가들의 평균 수준인 30%에 훨씬 못 미치는 10% 미
만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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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인적자원개발의 방향

식

21세기 지 기반사회에서의 인적자원의
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다.

효율적 개발은 그 나라의 국가경쟁

활

온 원인은 무엇보다도 대학에서
세계 제일의 창의적인 인재를 배출하여 지식경제로 전환해 왔기 때문이다.
세계 선진국들의 예를 보더라도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재도약의 기로에 섰
을 때 이를 해결하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은 바로 교육개혁 즉 인적자
원의 개발이었다. 1, 2차 세계대전과 1929년 세계 대공황 시 미국과 영국은
교육개혁을 단행하고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
최근 들어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경제강국들인 싱가폴, 핀란드 등은 오래
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치밀한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싱가폴은 지난 ’98년부터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Man Power21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체계적으
미국이 지난 10여년간 경제 성화를 지속해

로 추진해 나오고 있다.

행

월

다 히 우리 나라도 2001. 2 에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고 부

총리급 부처로 격상됨과 동시에 인적자원개발을 총괄하는 부서로 지정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난 연말 “사람, 지식 그리고 도약“이라는 국가인적
자원개발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종합적
이고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제 우리도 이를 바탕으로 교육개혁 즉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치밀한 전략
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의 승부수는 바로 인적자원의 개발이고,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우리의 미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 26 -

1. 기본방향

◦ 국민 개개인의 기초역량은 국가경쟁력의 기본 토대이기 때문에 국민모두
의 평생학습능력과 창의적 사고능력을 높이고 세계화․정보화시대를 능
동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기본능력과 소양을 강화하고
◦ 창의적 인재육성과 선진기술개발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경쟁력의 근
본이므로 영재 육성과 국가전략분야에 대한 지식인력을 집중적으로 양
성하고 창의적인 인재배출의 산실인 대학의 경쟁력을 시급히 강화해 나
가야 한다.

2. 실천방향
가. 전국민의 기본역량 강화

◦ 초․중등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국민 기초교육을 보장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확
대하여 학교와 교사의 자율적 혁신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모든 국민이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체제를 활성화하여 직장교육․성인교육․사회교육의 기회를 확
충하여야 하며,
◦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에 대한 교육기회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교육의 확대로 계층간의 정
보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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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창의적 인재와 지식 개발

◦ 지식기반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천재가 수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이므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영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인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 IT, BT, NT, ET, ST, CT분야 등 21세기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고 갈 전략분야에 대한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첨단분야
의 지식개발을 위하여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외국대학 및
연구소와 연계하여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 등 해외 인적자원도 적극 활
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대학의 혁신

후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가 필요한 많은 인재들을 공급

우리 나라 대학은 전

왔으며, 지금도 우수한 인재들의 대부분이 대학에 모여 있는 것이 사실
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과거의
모습에 안주하면서 양적인 성장에만 몰두해 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대학 내부의 문제점과 장점을 철저히 인식하고 반성하며 사회의 변
화요구를 깨달아 자발적인 교육개혁을 실천해 나가지 않고서는 21세기 지식
기반사회를 이끌고 갈 창의적인 인재 양성은 요원하다. 대학개혁의 요체는 기
본적으로 경쟁원리의 도입을 통한 핵심경쟁력의 확보에 있으며, 이를 통한 대
학의 특성화와 질적 개선이 없고서는 대학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
과 소임을 다할 수 없을 것이다.
하여

◦ 대학이 창의적인 인재 배출의 산실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방법이 개인의
창의력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종합적인 교양교육과 문제해
결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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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인재는 개개인의 전문분야를 관통하는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
는 지성이나 교양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개인적․분석적 사고보다는
단체적․종합적 사고가 필요하므로 강의 위주의 수업을 지양하고 참여
(경험, 토론 등)학습 중심의 수업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양질의 실험과 현장실습을 강화하고,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연구개
발 실무경험을 함양해야 하며, 특히 이공계를 전공한 학생들은 기초과
학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기술진보를 이룰 수
없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할 것이다.
◦ 대학이 산업현장과 연계한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연구기
관, 산업체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지식 기술의 개발과 이의 공유 확산
을 촉진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지식 네트워크에서 대학이 핵심적인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요망된다.
◦ 대학의 연구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집중 지원․육성하고, 대학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대학의 질을 개선하고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학에도 경
쟁적 요소가 투입되어야 한다. 학생에 대한 공정하고도 엄격한 학사관
리가 이루어짐은 물론 대학교수도 능력과 실적에 따른 철저한 업적평가
가 이루어져 교수의 질을 높여야 한다.
◦ 또한 대학은 지역의 산업․문화적 여건과 대학이 가진 핵심역량을 연계
하여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특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며, 대학내
부의 운영시스템을 효율화하기 위한 노력 등을 부단히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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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민간기업의 역할

◦ 국가의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민간부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어쩌면
정부보다도 더 적극적이다. 따라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민간기업체의
역할을 인정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데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젊은이들은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국가주관의
정보처리기사자격증의 취득보다는 미국계 선진기업체에서 실시하는
PC활용자격인증의 취득에 오히려 목표로 삼고 있으며, 삼성에서 운
영하고 있는 디자인 학원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우수인력이 재입

- 지금 우리

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인적자원개발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
원체제를 강화해야 하며, 인적자원개발에 관련된 산업에 대한 정부차원
에서 규제의 완화 및 폐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 또한 능력중심으로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기업문화를 활성화하고 근로자
의 능력개발을 중시하는 생산적 노사 파트너쉽을 유도하며, 중소기업
부문의 취약한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 국가인적자원 인프라의 구축

◦ 인적자원의 가치와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관리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교육현장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정보인프라를 구축
해 나가야 할 것이며,

◦ 정부, 대학, 연구소 등이 각각 보유한 지식자산을 효과적으로 결합, 상
호 활용하기 위한 지식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적재산권이 보호되
고 공정하게 거래되는 시장을 창출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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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국가 인적자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인적
자원분야 정책연구를 활성화하는 등 국가인적자원 정책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결 론

◦ 세계가 너무나 빠르게 지식기반사회로 이행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사회에 적
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이 시급하다.
◦ 또한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은 이제 정부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 민간, 학계, 연구기관 등 개발 주체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
에서만 가능하다. 정부는 인적자원개발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 통
합하고, 이들이 제대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성적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특히 정부는 지식과 노동 등의 공급자․규제자 측면에서 이제는 인프라
구축 등 자율적 혁신의 지원자 측면으로 전환하고, 산업정책․노동정책
및 교육정책간의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우리 나라도 최근 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
부로 개편함과 동시에 인적자원개발을 총괄 조정하는 임무를 부여한 바
있으며,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취하고 있다.

◦ 그러나 교육은 백년대계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더라도 불과 4년
동안에 7명의 교육부장관이 교체되고, 입시정책 등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양상을 보여 주어서는 안 된다. 국가인적자원개발은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많은 토의와 대화를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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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 위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 될 때 소기

적 합의를 도출하여 장기적 바

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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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토론 - 인문사회계 》

교육에서의 기본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성 원
(서울대학교 교수)

책 포럼에 나와 토론을 해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았을 때 제가
들은 설명으로는, 전체 주제는 “학문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라면 인문학에 종사하는 제게도 조금은 보탤 말이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이에 응했습니다만, 막상 두 분의 발제문을 접하고 나서 저는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구체적인 현실 진단과 정책 대안을 논의하
는 자리에서 제가 발언해야 함을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도 제가 평소에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주제를 둘러싼 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에 관한 논의라면 저보다 훨씬 적합한 분이 있을 터인데도 제가 이 자리에서
어쭙잖게 발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의식을 이 순간에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인문학의 위기니 인문교육의 실종이니 하는 말을 허다하게 들어왔습니
다. 여기에 더하여 응용학문에 대한 일반적 선호로 인해 기초학문에 대한 인
식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충분히 근거 있는 우려
와 비판이 대두되더니, 드디어는 이공계 일반에 대한 기피현상이 문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어느 분야에 종사하든 간에 학문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명
제 앞에는 공동운명체가 될 수밖에 없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지만, 특히 국
오늘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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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르
류 삶이 자연과학과
공학의 발전에 의존해 왔고 그 의존도는 앞으로 더욱 증대하리라는 점을 감
안할 때, 이 이공계 기피현상은 실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교육과정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이공계에 대한 기피현상은,
표현에 어폐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선진국”들은 이미 겪은 일입니다. 장수영
교수님이 독일의 예를 드셨지만, 이는 비단 독일에 국한된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학의 전 분야에 걸쳐 미
국에는 약 25만명의 공학도들이 대학원과정을 밟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들
중 미국대학의 학사과정을 마친 학생은 9만명 정도이고 나머지 16만은 유학
생들로 충당한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렇듯 전세계의 우수인력을 흡
인할 수 있는 제도와 그 제도를 뒷받침할 경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사과
정의 공학도들의 규모가 9만에 그쳐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졸업 후 즉시 취업이 유망하다는 이유로 공대, 약대 등
이 선호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업입국의 국가전략과 맞물려 공대는
지속적으로 양적 팽창을 거듭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가 경제로부터 일상생 의 구석구석에 이 기까지 인 의

사회의 수요보다 훨씬 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있으므로 이공계 지원자의

큰 위기라고 볼 필요는 없다”는 진단은 약간은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진단이 아닐까 합니다. 문제는 가장 우수한 인력집단이 기초과학 및 공학 분
야에 종사하게 만드는 교육 정책 내지는 학문 정책은 무엇일까일 것이기 때
감소를

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학력이나 일반 지적능력이 가장 뛰어난 학생

들은 의학(최근에는 한의학도 여기에 포함되게 되었지만)을 공부하기를 원하

매달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학의 입학(학과 지망)이나
졸업 후 진로 선택에서 뚜렷이 확인되는 바, 학생들 간에 만연된 고소득 추구
의 출세지향주의가 아무리 시류에 휩쓸린 선택이요 때로는 천박한 행태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또 그것이 국가적 인적자원의 수급의 면에서도 그다지 바람
거나 고시공부에

- 36 -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탓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
다. 우리의 과제는 이러한 추세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전제하고서, 어떻게 하
면 가장 우수한 인력을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기초과학과 공학에 종사하도
록 유도할 수 있을까, 또 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일 것이기 때문입니
다. 그러나 이 정책의 문제에 전문적 식견도 없고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은
제가 이 문제에 직접 언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와 관련
되어 평소에 생각해 오던 것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만족할까 합니
직하지 못한

다.

저는 교육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교육
이란 우선 인적자본(human capital)에 대한 투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교육을 통해서 일정한 자질
을 지닌 건강한 시민을 길러내는 일이나, 개인적 차원에서 높은 소득을 기대
하면서 보다 나은 교육을 받고자 욕구하는 것이나, 모두 인적 자본을 늘리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요즈음 추진되는 교육개혁도 결국은 그와 같은 투자
의 실질가치를 높이는 일, 다시 말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일로 귀결
해야 한다고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우리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교육과정이란 일종
의 거르고 선별하는 사회적 장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는 입시지옥이니
일류병이니 하는 사회 문제만을 생각해서 이 문제를 사실상 방치 내지는 포
기하고 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모든 문제는 대학
입시로 떠넘겨지고 그래서 병목현상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중등교육과정에
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진로지도는 왜곡된 형태의 진학지도로 전락해 버렸
습니다. 그러나 능력과 적성별로 단계적으로 우수한 인력의 풀을 만들어 가는
일은 사실상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는 중등교육과정에서 반드시 이루
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향평준화가 자주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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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적절한 선별과 진로지도를 포기하였기 때문이고, 능력과 적
성에 따른 선별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나라
는 고등학교 교육은 물론 대학교육도 이미 보통교육의 성격을 갖는 단계로
진입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모든 집단이 동일한 성격과
내용의 교육을 받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능력에 따

저는 “대학이 산업 현장의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
한다”는 지적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대학교육이 산업현장과
유리되어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학교육이 보다 “시장친화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점점 더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약간의 개념의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교육도 실사구시의 정신을 떠나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실용성’ 개념을 너무 단선적으로 이해하여 자칫 ‘시장친화
적’인 것이 실용적이라는 잘못된 견해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
니다. 좋은 교육은 현실관련성이 높은 교육일 뿐입니다. 이 문제를 떠나서,
그렇다면 산업현장은 과연 어떤 내용이나 능력이 보통교육이나 고등교육을
통해 길러지고 교육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
2) 다음으로

니다. 이는 산업현장의 수요에 대한 학교의 부응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반대
로 기업

또한 보통교육이나 고등교육의 성격과 목표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

해서도 필요합니다.

접한 유수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어느 설문조사의 결과는 저의 상식
적 판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산업현장
에서 요구되는 자질이란 크게 보아 ① 인성 및 품성에 관련된 부분(도덕성,
가치관, 성실성, 대인관계의 기술, 조화능력, 리더쉽 등), ② 다양한 기초능
력(발표력, 학습능력,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등), ③ 지식에 관련된
전문능력(전문지식, 폭넓은 지식, 외국어 능력, IT능력 등)이었습니다. 이러
한 자질 또는 능력은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렇겠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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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ㆍ고등 교육이 함양하고자 하는 능력에 대한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진술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교육은 역시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점을 재확인합니다. 또 노동시장 또는 기업의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상황에 대학이 발빠르게 적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통념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강조될 성질의 것이 아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결코 구호
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학교교육의 목표는 피교육자의 성장
이나 국가 전체의 필요와 같은 포괄적인 목표를 그리며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업이나 산업현장의 그때그때의 요구에 맞추는 일일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지식의 수명, 혹은 새로운 지식으로 대체되는 속도가 짧아지고 빨라지는 현상
황에서, 교육은 피교육자의 평생을 안목에 두고 기본적인 능력의 함양을 목표
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의 강
화를 더욱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만, 실로

각

치 논의는

3) 생 이 여기에 미 면.

다시금

중등교육에로 돌아가게 됩니다.

중등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인이 되어 가는 과정
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은 모색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땅히 이
루어져야 할 인문교육-사려 깊은 인간으로 만드는 교육-이 현재와 같이 방치
된 상태로 남아있게 되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시류에 떠돌아다니는, 자기
스스로 검증하지 않은 가치에 의식 없이 함몰되어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굳이 힘들여 가면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풍조, 곧 이공계 기피현
상과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성장과정에서 학생들은 어떤 형태로든 role
model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그게 성장의 또 다른 정의일 수 있습니다. 힘든
공부지만 과학자, 연구자가 되고싶다 하는 이상을 본보기를 통하여 심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은 단순히 결과적으로 어떤 보상이 돌아오리라는 계산과는 성격
을 달리 합니다. 인센티브 부여도 필요하겠지만 인센티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교육이기도 합니다. 무책임한 말로 들릴지 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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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중등교육이 ‘정상화’ 되지 않는 한, 국가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은 계속 표류할 것이며 정부에 의한 그 어떤 교육투자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만,

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 수준에 관한 것
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어느 분야이건 전문 인력의 축적이 두텁게 이루
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럴수록 신문지상
에 오르내리는 주장이나 견해에 쉽게 좌우되기도 하고, 정부에 의해 새로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면 마치 그것만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교육 현
실을 구제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되고 추진되고는 합니다. 그런 가운데 때로
는 오랜 기간에 걸쳐 차근차근 바로잡고 일궈나가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기
본이 되는 사실들이 자칫 묻혀져버리고는 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은 어떠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그리고 이 자
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사항을 다시금 환기시킨 것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마지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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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토론 - 이공학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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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토론 - 이공학계 》

국가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과 학문의 균형발전
김 태 유
(서울대학교 교수)

. 이공계지원 감소의 원인

◦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사(상)․농․공의 잘못된 사회통념
- 실제 땀 흘려 일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한 사람에게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 사회
※ 결국 산업화에 뒤진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
◦ 사회 지도층 특히 정부에 과학기술인의 진출이 제도적으로 봉쇄되어 있
는 경우가 대부분임.
- 행정부: 5급 이상 공무원(113백명)중 이공계 16%(19백명)
각료 및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중 이공계 9%
- 사법부: 실질적인 이공계 출신의 진출은 없음(이공계 대학생이 이공계
법

교육을 포기하고 고시 공부한 경우 제외).

치 관료, 경제인(기업가)이 대부분

- 입 부: 정 인,

- 43 -

※ 행정 자치부 공채 계획인원 (이공계 대비 인문사회계, 2001)
행정고시 230명
외부고시 30명
*(사법고시 1000명)

인문사회: 이공계 = 약 30:1

기술고시 41명
7급 공무원 행정직

390명

기술직

68명

9급 공무원 행정직

1,783명

기술직

300명

인문사회: 이공계 = 약 6:1
인문사회: 이공계 = 약 6:1

◦ IMF 경제위기 이후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등 안정적인 직업 선호 추세
- 경제 위기로 인한 연구 개발 및 생산 위축은 신규채용 감소와 실직 초래
- IT, BT 등 첨단 신기술의 등장과 기술수명의 단축으로 과거 존경받
던 고급과학 기술인의 실직

◦ 과학기술인의 성공 사례가 일반 국민이나 입시생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음.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인사 중에 과학기술인이 적음.
주로 정치인, 고급관료, 연예인, 운동 선수 등에 매스컴의 보도 비중
이 집중되어 있음.
- 10대 그룹 임원 4,538명 중 반 이상, 신규 승진의 80%가 이공계로
바뀐 것이 이미 지난 ’95년이었음.
- 한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알려진 삼성전자의 총 임원 355
명(2001)중 공학계가 228명(64%), 이학계가 14명(4%)으로 이공계
출신이 68%에 이른다는 사실도 홍보되지 않음.
-

- 44 -

-

벤처기업의 신화를 창조한 과학 기술인의 성공 사례가 일부 부도덕한
작전 세력과 비리 경영인에 의해서 퇴색됨.

◦ 과학기술인의 노력과 자질대비 경제적 보상 낙후
- 의료계(의학, 치의학, 한의학)대비 경제수준 열악
- 노동계, 의료계 등과 같은 집단 행동이 없었음
◦ 낙후한 이공계 대학 교육
18세기의 강의실에서
19세기의 자료를 가지고
20세기의 교수가
21세기를

살아갈 학생을 교육?

. 국가발전과 이공계 인력 양성

◦ 이공계 지원자의 질적 양적 저하는 우리 나라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국제 경쟁에서 낙오하여 영원히 후진국으로 전락하도록 할 수도 있음.
◦ 사례

천시로 조선 사회가 가난하고 배고픈 후진국
전락하였음(명치유신과 산업화로 일본은 선진

- 산업기술에 대한 무지와
으로 그리고

식민지로

국, 지배자로 등장).

Ⅱ차 세계대전에 패전 후 일본의 기록적인 성장의 원천은 우수한
이공계 인재의 대량 양성에 있었음(일본 미답 과학기술 연구회 1989).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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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
서 뒤떨어짐(자동차 산업에서 미국의 2급 두뇌와 일본의 1급 두뇌의
경쟁).
- ’90년대 IT, BT 등 첨단 기술분야 인재 대량 양성에 힘입어 미국은
2000년대 세계 최고 경쟁력 회복
- ’90년 동서독의 통일로 동독 기술자의 대량 유입은 기술 인력의 실업
과 임금저하를 유발하였고, 결국 이공계 지원자가 절반으로 줄어든
결과 현재 심각한 과학기술인력 부족난 직면
- IT 분야의 기술인력 부족 예측
1. 미국 IT 인력 수요 160만명 중 85만명 부족
2. EU IT 인력 수요 200만명 중 100만명 부족(IDC, 2001)
- 미국도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로 80년대 일본과의 산업기술 경 에

3. 우리 나라 2004년 21만명 부족 예상

콘벨리 필요기술 인력의 30% 부족, 30억불 손실
(Joint Venture)

4. 실리

◦ 산업 발전의 단계
- 중․후․장․대한 저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대량 생산사회가 성숙
하여 기술과 자본이 축적되어야 경박단소한 고부가가치 상품 및 서비
스 상품을 생산하는 지식기반 사회(후기산업사회, 첨단기술사회, 정보
화사회)로의 진입이 가능함.

식

- 지 기반 사회로의 진입은 1인

당 GNP 2만～3만불($)수준에서 가능

양적 감소와 질적 향상을 동반함.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때쯤 이공계 기피(양적 감소)현상이
나타남.
더구나 선진국은 높은 급여를 제공하여 개도국의 기술 인력을 필요할
해지며 이공계 기술인력의

때 수입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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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제한 철폐
독일: 인도 High Tech 기술과 2만 5천명 5년간 노동허가
일본: 인도 IT 인력 1만명 고용
-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우리 나라의 GNP가 1만불에도 아직 못 미치는
수준, 즉 대량생산 사회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지식기반사회로 진
입할 수 있을 만큼 기술과 자본이 축적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공계 기
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임. 이는 우리 사회의 가치창출 원천을
축소시켜 기술과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성장 기반을 잠식하게 되고,
선진국형 지식기반 경제사회로의 진입을 불가능케하여 결국 우리 나
라를 영원한 후진국으로 전락시킬지도 모른다는 점에 진정 문제의 심
각성이 있음.
예) 미국: 전문직 외국인 취업비자

. 잘못된 주장

발

런

1. 이공계 지원 감소는 선진국들도 이미 경험한 경제 전 단계상 자연스

황

현상으로서 현재 특별히 우려할 만한 상 이 아니다.
2. 이공계 지원자가 감소하면 이공계 전공자의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따라

임금이 상승하여 다시 이공계 지원자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
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
3. 현재 이공계 대학 졸업자가 취업이 잘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우리
대학에서 필요 이상 너무 많은 과학기술자를 양성하고 있다.
4. 21세기 지식 기반사회에서는 과학기술자의 양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소수라도 질적으로 우수한 과학기술자가 있으면 된다.
5.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를 하루 빨리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공계 지원 감소는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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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되고 있는 이공계 지원 방안은 시장 원리를 역행하는 인위적인
규제와 지원으로서 자연스런 사회 발전 과정에 간섭하여 시장을 왜곡시
킬 수 있다.

6. 현재

. 대 책

◦ 정부 과학기술 인력채용 대폭 확대
◦ 이공계 병역 특례 제도의 확대
◦ 대학 입시제도와 고등학교 교육의 개편
◦ 이공계 대학 및 출연 연구소의 개혁
◦ 국회 의원 전국구 비례대표 일정비율을 과학기술인으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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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토론 - 의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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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토론 - 의약계 》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학문의 균형적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
이 무 상
(연세대학교 교수)

발표의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이에 더하여 이공계 지원 기피현상의
해소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학문의 균형적 발
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더하고자 한다. 기초과학 기피현상은 갑작스러운 현상
은 아니며, 그간 학문의 실용성이 강조되면서부터 예견된 일이다. 그러나 고
등학교에서 이과 선택 학생의 수가 최근에는 26.9%로 감소하고, 서울대 공
대의 등록률이 81.7%이며, 미래의 자기 직업으로 과학기술인을 선호하는 청
소년이 0.4%에 불과하고, 자연과학대학원의 박사과정 학생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의 미래는 심각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원인을 어떠한 시각으로 접근하느냐이다. 지난 10년
동안 기초과학 전공자가 꾸준하게 증가하지만,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기초과학 기피현상을 심
각한 위기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도 일견 수긍이 가는 면이 있지
만 교육의 위기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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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의 교정과 수요 창출

심

초

균형이다. 따라서 사
회가 요구하는 적정한 규모의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초과학 전공 졸업자의 취업이 어렵고 불경기에 모든 조직
에서 기초과학 전공자의 퇴출이 우선되는 한은 학생들의 기초과학 기피현상
은 지속될 것이며 학문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는 어렵다.
21세기 핵심 과학기술로 대변되는 BT, CT, ET, IT, NT, ST 등은 미래
의 핵심 국가사업이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다. 이것은 기초과학의 충실함과
획기적인 향상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학생들의 기초과학 및 인문학
과 같은 기초학문 기피현상을 우려하기 전에 이들 분야에 대한 새로운 수요
의 창출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학생들의 기초학문 기피현상
을 위기로 볼 것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수요를 예측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
문제의 핵 은 기 과학 전공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하는 기회로 보아야 한다.

2. 실용학문의 학제 변화

론

초

일반 고교는 물 이고 과학고를 졸업하는 우수 인력들이 기 학문분야보다는

·

안정적이고 실용성이 높은 학문분야로서 의학계열로 진학하고, 인문 사회과학을

초

관

전공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기 과학을 전공하는 많은 학생들이 전공과 무 한

매달리는 것은 국가로서는 매우 불행한 일이다. 마치 조선시대 많
은 유생들이 오직 과거시험에만 몇 년씩 매달리고 있던 상황과 비슷하다.
그래서 주제발표에서 논의되었듯이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그간 후발 산업화 국가로서 실용학문을 강조하여 왔던
것은 당연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실용학문에 대한 교육과정은 학제를 통하여
국가고시에

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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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런

점에서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획

의학전문대학원 도입계 은

균형적 배분에 매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법학전
문대학원의 도입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고시제도)의 변화도 필요하다. 일단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우수한 학생들이 집중되는 의예과가 폐
지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수한 인재들이 다른 학문분야에 균등하게 배분될 가
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며, 의학교육의 기초가 되는 기초과학 분야로의 우수
학생 진입은 분명히 늘어날 것이다.
인재의

3. 생활인으로서의 우대

람

책

뢰

새로운 교육정책의 희생양이 되
기를 원하지 않는다. 문제는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장기성이며 종합적인 접근
시각이 필요하다. 특히 기초과학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교육정책이 제안되어야 한다. 초․중등학생들이 조기에 기초과학에 대한 흥미
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기초과학 분야에 지원하는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인센티브도 필요하며, 기초과학 전공자에 대한 병역특
례 등의 다양한 고려도 필요하다.
물론 기초과학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 여건을 개선하고 기초과학자들
의 우대 수준을 높여야 한다.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이 조사한 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에 유학중인 과학기술인의 62.8%가 국내에 만족스러운 자리가 없으면
외국에서 취업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32.0%가 해외에 정착하기를 원하고 있
많은 사 들이 교육정 을 신 하지 않고,

다. 이것은 과학 기술분야의 연구 환경에 문제가 있음을 대변하는 일이며 고

심각한 상황을 말해주는 자료이다.
따라서 기초과학자들의 우대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중년이후의 기초과학자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인 배려는 반
드시 필요하다.
급 과학 기술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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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의 변화 유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의 자발적 개혁의지가 필요하다. 또 대학
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대학의 발전과 학문분야별 발전을 위해서 개혁
의 필요성이 대학구성원 자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기초과학
의 위기, 이공계 지원자의 감소에는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존재하지만, 대학
스스로 해당 학문분야를 특성화하려는 노력도 부족하였다.
특히 국․공립과 사립대학간에 차별화와 특성화가 없다. 유현숙(2002)은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국·공립 대학은 자유경쟁에 의해 발달되기 어
려운 인문학이나 기초과학 등에 보다 역점을 두어 지원하고, 사립대학은 시장
의 논리에 치중하여 채산성이 있는 학문분야에 대하여 산학협동을 장려해야
한다는 지적은 생각하여 볼만하다. 이것은 대학의 역할분담을 의미하며 대학
학문의

의 특성화를 의미한다.

5. 사회 분위기 변화 유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행정가, 학생, 학부모,
기업 및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인문학은 우리 사회의 가치에 관
한 이론과 논리를 제공하며, 기초과학은 실용학문의 토대가 된다. 두 학문은
공존하면서 사회에 적용되어야 한다. 인문학과 기초과학이 공존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한 사회의 정신과 물질의 균형적 발전이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메카니즘이다.
인문학과 기초과학은 어느 한 분야도 상대적으로 경시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두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
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부가가치가 제1의 가치 기준이 되면서 학문에
대한 관심과 진로선택의 기준 역시 경제논리에 따라 현실적으로 높은 부가가
학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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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생산하기 어려운 기초분야의 인기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
민과 기업은 이러한 시각에서부터 극복하여 보다 거시적이고 고차원의 시각
으로 국가적 인력양성 차원에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인규(2002)는 한림원의 석학회원 등 과학기술계 원로들을 활용하여 과학
기술 대중화 마인드 확산과 대중강연을 위해 일본이나 선진국의 경우처럼 ‘과
학대사(Science Ambassador)’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국민과 정부는 기초과학의 중요성과 대중화에 대한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론

발표자의 의견에 대한 동의와 함께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를 생각해보았다. 이제 국가는 21세기 사회의 인력개
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인적자원개발 관련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종합적인 추진과제가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토 자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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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토론 - 일선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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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토론 - 일선학교 》

이공계 기피현상의 진단과 전망
서 삼 천
(휘문고등학교 교사)

. 서 론
2002년 대학 입시가

끝난 후 유난히 고교생들의 이공계 진학 기피 현상에

관한 논의가 분분하다. 이공계 지원자의 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

이 아니며, 비단 우리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도 아니다. 산업사회 구조에

식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일어나기 시작한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모든 기능이 자동화되고 전산화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전통적인
이공계 계통의 학과는 이제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다. 사실은 더 우수한 고급
두뇌의 인재가 요구되는데도 학부모나 학생들은 사회로부터 대접받고 경제적
으로 여유 있는 노후가 보장되는 학과만을 선호하고 있다. 물론 이공계 학과
의 지원자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우수한 학생들의 특
수 학과 집중 현상이다. 인문계열의 법․상경계학과 자연계열의 치․의학, 한
의학 집중이 미래의 우리사회를 위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것이다.
일선 고등학교의 교육 현장에서 느낀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적어본
서 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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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계 기피현상의 원인

◦ 고교평준화 정책의 후유증으로 학생들의 학습의욕이 감소한 상황에서 힘
들고 어려운 자연계 학과인 수학, 과학의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따
라서 상대적으로 수학과 과학과목의 부담이 적은 인문계를 선호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 과학 교육의 발전 계획은 구호에만 그치고 실제로 가시적인 대책이 미흡
하고, 대학에서의 이공계대학 시설 투자가 학생을 유인하기에는 부족하
지 않은가 생각한다.
대학에서도 모든 학과의 균형적인 발전보다는 자기학과 중심적인 과시적
발상에서 비롯된 우수 학생 유치 경쟁의 산물로 교차지원이 확대되면
서, 고등학생들 사이에 어려운 수학이나 과학의 수업 부담이 많은 자연

택

계보다는 인문계를 선 하고 대학 진학은 자연계로 하는 경우가 증가되
고 있다.

◦ 운동선수, 연예인을 우상화하는 청소년 대상 신문, 방송 등 언론 문화가
가뜩이나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을 자극하여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를 방해하는 면도 이공계 기피현상에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생각한다.
◦ IMF위기 때 학부모와 학생들은 힘든 자연계학과를 선택하여 나름대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던 아버지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설움을 경험하였다. 일확천금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경
계학과, 출세가 보장되는 법학계, 퇴직의 부담이 거의 없는 의학, 치의학,
한의학계 학과가 교차지원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공부하기 쉬운 인문계를 선택하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이다.
◦ 특수 목적교 경우에도 과학고보다는 외국어고등학교의 학교 수와 학생
수가 월등히 많다. 이것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설립 운
영의 편리성과 경제성 때문인가? 이미 특수 목적교가 대학 입시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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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학생들만의 특수

집단이

되어

버리지 않았는가?

이들이

빠져나간

일반 고등학교의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다.

◦ MBC에서 한국과 일본 고교생들의 일과를 비교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일본 학생들에 비하여 우리 학
생들의 학교 생활은 기괴하기까지 하였다. 새벽 1～2시까지 학원을 전
전하다가 3～4시간의 수면으로 등교한 학생들은 부족한 잠을 보충하기
위하여 책상에 엎드려 잠만 자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지치고 늘어진
학생들이 창의력을 기본으로 하는 어려운 자연계 관련 학과 수업을 좋
아할 리 없다. 학교의 수업 시간이 제한되듯 학원의 강의 시간도 제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맑고 건강한 상태로 수업 시간에 임
할 수 있어야 한다.

◦ 현재 고등학교에서 이공계 관련학과를 지도하고있는 선생님들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열악한 실험실 시설, 과도한 수업 시간,
50분이라는 제한된 수업시간 등 어렵고 힘든 점은 있다고 하지만, 학생
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하여 그들에게 과학자의 꿈을 심어 주고 미
래의 보람과 사명을 심어 주는데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선생님이
얼마나 있는지도 반성해야 할 점이다.
◦ 요즘 학생들은 실험실에서 시약 다루기를 꺼려한다. 힘들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옆의 친구에게 미루려한다. 실험 보고서도 인터넷으로 해결하
려 한다. 정말 심각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해당 시간 내에
제출시키면 된다고 하지만 한 시간이 50분인 상태에서 준비하고 실험하
고 보고서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보는가?
◦ 대학 졸업 후 입사 시험에서 수학이나 과학을 시험 과목으로 제시하는
곳이 없다. 영어, 상식 위주다. 대학만 입학하면 그 다음부터는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니 이공계 관련 학과의 과목은 학생들의 혐오과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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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자의 현수막은 요란해도 기술고시의
현수막을 본 기억은 거의 없다. 각종 인문계 관련 고시와 기술고시의
인원수를 비교하면 한심한 수준이다. 대기업의 CEO 대다수가 인문계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이공계 출신들
의 진출 기회는 상대적으로 문이 좁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이공계로 진학을 결심하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한 대책

◦ 고등학교의 문․이과 계열 분리가 미친 영향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직업이 다양화되고 학문간의 유대가 깊어지는 지식 정보화 시
대에 고등학교 단계에서 계열을 분리하고 대학 입학과 동시에 자신의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7차 교육과정의 학생 자율 선택은 학습 부담은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이공계 기피현상은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인문계나 예․체능
계를 선택하면 수학과 과학 과목의 수능 영역 시험을 보지 않아도 대학
에 갈 수 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의 선택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
◦ 대학입시전형에서 교차지원을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수능 고득점자
를 많이 확보하는 것만이 학과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지난 3월 13일에 2003년도 대입 전형에서 교차지원이 금지되거나 부분
적으로 제한규정을 두어 인문계 응시자가 치․의학계나 한의학계, 이공
계 학과에 지원하는 것을 규제한다고 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모든 대학과 정책 당국이 현실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안목으
로 고교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입시 전형 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으
미래 직업이

- 62 -

각

로 생 한다.

◦ 인문계에서도 최소한의 수학 과학시험을 부과하는 것도 한가지 대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학문의 영역에 따라서 학생 선발 시험과목이 달라
지는 것이 바람직한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에게 시험과목을 줄
여주는 것이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여 주고 사교육비를 줄여 준다고 생
각될 수도 있겠지만 과목이 적다고 해도 학업 부담이나 사교육비의 절
감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다. 인문계 학과에서도 수학과 과학 지식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생각한다. 고교에서의 이공계 기피 현상은 직접적으
로 입학 전형 영역별 반영과 상당 부분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
다.

◦ 이공계 선택 학생들에게 병역특혜, 장학금확대, 수능 가산점을 주는 것
이 한 방법일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며 오히려 과학 선진국
에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졸업 후의 안정되고 인정받는 직장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공계대학과
학과선택의 결과에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의 우수한 과
학 인재들이 외국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귀국해도 자신의 연구를
계속하며 일할 수 있는 마땅한 직장이 보장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당
한 보수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공계 기피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보장된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 고등학교에서의 진로 지도가 현실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일선 고등학
교에서조차 대학진학 숫자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생각이다. 진
정한 의미의 학과 선택이나 직업 선택을 위한 지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대학진학이 시대 따라 테마 따라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직업과 전망 등을 다루는 강의가 학생들의 학과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특정 계열이나 학과로의 편중 현상도 많이 줄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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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계학과의 출신도 CEO, 장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열린 사회로
발전해 가는 모습을 학부모나 학생 그리고 교사들이 실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공계 출신의 취업과 사회적 대우가 좋아지고, 사회나 정부의 요
직에 이공계 출신이 차별 받지 않는 사회친화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모든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 언론의 역할도 더없이 중요할 수 있다. 운동이나 연예계의 스타만 부각
시킬 것이 아니라 자연 과학을 열심히 공부한 능력 있는, 성공한 젊은
이들의 이야기도 긍정적인 각도에서 부각시켜야 한다. 언론계가 이공계
기피의 현상보도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공계 진출의 장래성이
나 희망과 꿈을 심어 주고, 더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 제시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교육적 역할을 감당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
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교육 일선에서 학생들과 상담을 해보면 자연계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가 수학과 과학이 어려워서라고 말한다. 고등학교의 수학과 과학 과목
의 내용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해야 한다. 우리 나라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와 선생님들로부터 수학과 과학은 어려운 과목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세뇌되어온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어
려운 것을 가르쳐야 실력 있는 선생으로 비쳐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
어나야 한다.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이수되는 수학, 과학의 내용이 상당
히 높은 수준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이 어려
운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쉬운 과목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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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론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이공계 기피 현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다. 교육부총리도 최근 방송을 통해 문
제점의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문
제는 해결하려는 의지와 실천력이다.
결론적으로 이공계 지원자의 감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공계 감소는 어
차피 세계적이고 시대적인 현상이다. 지식정보화, 자동화사회에서는 소수의
우수한 기술 인력만 있으면 된다. 소수의 과학두뇌가 국가나 세계를 이끄는
것이지 결코 많은 자연 과학도나 공학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계
속에 한국을 팔 수 있는 전문 세일즈맨이 더 필요할 수 있다. 이공계 출신도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대접받는 사회가 된다면 이공계 기피현상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우수 인력이 특정 학과에
만 몰리는 인재의 편중 현상이다. 한 예로 전국의 치․의학, 한의학과의 모집
인원이 대략 5,500여명 정도인데 자연계열의 상위 학생 대부분이 이곳으로
진학하려 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이공계의 기피 현상이 사회
적 신분 상승이나 경제적 안정만을 추구하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현상
이라고 본다면 해결책은 가치관의 변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이공계 전공자로서의 긍지와 사명감과 사회적으로 대접받고 소외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각 부처에서도 일정 비율 이상의 이공계 출신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야한다. 아직도 우리 사회 전체가 사농공상의 관료 중심적
사고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학생들은 어른들의 사회에서 자신의 미
래를 보고 설계한다.
지금까지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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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토론 - 교육인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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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토론 - 교육인적자원부 》

대학과 학문의 균형발전을 위한 토론
정

기

오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장)

개발도상국으로서 불균형발전 전략에 입각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나라의 대학 또는 학문 역시 어느 정도는 의도된 불균형 상태를 불가피하게
겪어 왔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불균형을 이제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듯이, 학문의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가 왕성해지고 있다. 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여론에 떠오르는 이슈와 문제 중심으로 쫓아가다 보면 건설적이고도 올바
른 논의를 그르치기 쉽다. 바꾸어 말해 종합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문의 균형발전을 논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먼저 가려야할 일은 무엇과
무엇 사이의 균형인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여기서 내리는 잠정적인
해답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과 연구 사이의 균형 ② 이론과 경험간의 또는
이론가와 현장전문가 간의 균형 ③ 학문/교육의 분야간 균형 ④ 학문과 학문
이외의 세계간의 균형.
그 다음으로 가려야할 것은 균형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는 것이다: ①양적
(규모와 무게에 있어서)인 균형인지, ②대등한 상호의존 관계를 의미하는지
③균형된 상호 견제와 비판인지?
상기 두 가지 물음은 서로 긴밀히 관련이 있다. 여기서는 이들을 서로 교차
시켜가며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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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 연구의 균형

균형 회복은 개발도상국 처지를 벗어나 선진국으로 진입하
는데 중요한 발전 과제 중의 하나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식의 창출과 이의
전수/확산간의 균형 문제인 동시에, 학문과 지식에 종사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활동 중점의 생애에 걸친 배분 문제이기도 하다.
원칙적으로 지식 창출은 누적된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원칙
적으로” 라고 토를 다는 이유는 기존 지식과의 결별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패
러다임 창출과 같은 경우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상적인 경우인 동일
패러다임 내 발전에 관하여 말하자면 지식과 학문은 역시 누적된 바탕이 그
발전의 토대이다.
따라서 교육과 학습을 통한 지식의 확산은 연구를 통한 지식 창출을 좌우한
다. 반대로 그 어떠한 연구성과도 학습을 통해 확산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다. 즉 양자는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것이며 이러한 상호 의존관계가 깨지거
나 바로 서지 못하면 그 것이 학문의 불균형을 낳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고
등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분리되고 교육자와 연구자가 분리되는 지배적 관행
에 젖어 왔다. 그 만큼 양자간의 불균형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
러한 위험은 현재 이미 충분히 현실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대학과 학문의
불균형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 연구는 교수 또는 연구자와 같이 지식을 직업적으로 다루는 개인의
생애발달에 있어서도 자연적 연령의 한계에 따라 균형 배분되어야 한다. 즉
체력과 정신력이 왕성한 젊은 시절에 집중적으로 연구활동에 종사하고 지혜
와 인간 관계가 성숙해지는 장년에 가까울수록 교육을 통한 지식의 확산에
보다 많이 집중해야 하는 것이 자연의 요구에 따른 순리일 것이다.
고등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분리되고 교육자와 연구자가 분리되는 지배적
관행에 젖어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지식 종사자들에게 이러한 자연의 순리에
따른 경력발전이 대단히 제약되어 있다. 이를 시정하는 것이야말로 학문과 지
식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교육과 연구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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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과 경험간의 균형

research)와 이론(theory)간의 균형의 필요성은 모든 연구자가 기본
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이다. 이론가들은 분석적 작업을 통해 현장 경험 또는
체계적 조사 자료를 토대로 주장과 판단들을 논리적으로 연결짓고 이를 이론
화한다. 그러나 검증이 되지 않은 주장이나 판단은 결국에는 가설일 따름이며
경험적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검증을 필요로 한다.
한편 그 어떠한 가설도 처음에는 제한적인 경험을 기초로 형성되게 된다.
우리가 현장 전문가의 경험을 중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들의 경험은
보다 체계적인 검증을 위한 가설 형성의 주요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지식과 경험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은 심리학, 해석학, 정보이론 등을 종
합하여 최근 크게 발전해온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에 근거한 학습이론
의 기본적 공리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는 모든 지식과 이론이 기본적으로 상
황의존적이라는 인식이 그 기초가 되어 있다. 다른 한편, 이론적 진술이나 개
념은 현실과 경험에 입각한 先理解에 의해서만 의미 있게 해석되며, 현실과
경험은 개념과 이론의 틀에 의해서만 인식될 수 있다는 해석학적 순환
(hermenutic circle) 현상은 고대로부터 최근까지의 인류의 인문학적 사유
의 일관된 결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실과 환경에 대처하는 연구자의
주관과 창의성이야말로 지식과 경험의 통합을 성취하는 근본 요인이며 요즘
많이 운위되는 TACITNESS라는 것의 실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학자나 연구자들은 취향에 따라 대체로 이론 또는 조사연구의 그 어느 한
쪽에 전문적으로 매달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학자들 간의 분업이 형성되게 된
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분업이 충분히 발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론도 약하고 조사도 취약한 경우가 많다. 특히 사회과학 분야의 경
우에는 연구와 현장 전문가간의 분리 단절로 인해 경험적 정보가 부족한 상
태에서 이론이나 가설이 현실과 유리된 공론으로 떨어지기 쉽다. 우리 나라에
서 특히 학문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 것은 바로 경험 특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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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

한국의 현실과 현장에 바 을 두지 못한 학문연구의

겨

습관과 교육 관행에 있

다고 여 진다.

3. 학문/교육 분야간의 균형

균형이라는 점에서 보면 해묵은 정신과학과 자연과학간의 균
형, 기초과학과 응용과학간의 균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
리 나라에서는 전자의 경우, 어떤 사람들은 인문사회과학이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이공계 학문이 기피되고 있다고 주장하여 판단
이 엇갈리고 있다. 기초와 응용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사람들은
기초과학이 불충분하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응용학문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
학문 분야간의

고 있다고 불만을 표한다.

논란들은 그 자체로는 일리 있어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타 분야에 비교해 양적으로 불균형 되었다는 주장이라기보다는 연구와
교육의 질이 낮다는 주장으로 귀일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학부제 논란에서 보는 것처럼 학생 모집단위 광역화로 인
해 학생들이 특정 분야로 편중됨으로써 후진 양성에 위기를 겪는 문․사․철
등 순수학문 분야의 문제가 학문의 불균형 발전 논란을 야기하고 있기도 하
다. 이 문제는 과거의 학문분류에 입각한 편제에 집착하여 학생 모집 및 소속
단위 즉 교육과정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그 근본 원인이
이러한 주장과

있는 것이다.

중
스 부분의 고용이 확대된다. 이른바 서비스 사회로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 그런데 서비스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이며, 고도화된 사회경제 구조
가 요구하는 표준화된 행동양식이다. 따라서 서비스가 발전하려면 그만큼 인
원래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이공계 제조업 분야의 고용비 이 줄고 서비

문사회과학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추세이다. 다만 이때의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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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편제가 아니라 문제 중심 또는

육과정의 구조는 과거와 같은 전통학문

행 역량 중심의 편제를 채택하고 이러한 편제 하에서 인문사회과학
지식이 고등교육프로그램의 핵심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바
로 이러한 방향의 대학교육과정 및 학생모집․소속 단위 재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세분화된 전통적 학과 경계를 허물어 모집단위를 기계적으로 확대하
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에 학과 전공 교과목간 학생 모집의 불균형이 심화되
직무 수

는 것이다.

흔히 학부제라고 불리는 모집단위 광역화 조치의 의의는 문제중심 또
는 직업적 역량중심의 교육과정 재편을 위해 그 선결 조건인 전통적인 학과
간의 벽을 허무는데 있는 것이지 광역화 그 자체가 정책목표인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진통은 과도기적인 것이며 하루 빨리 대학교육과정의
재편 작업이 진행되어야 인문사회과학이 사회경제 발전과 함께 발전하는 길
사실

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4. 학문과 학문 이외의 세계간의 균형: 지식인 사회 내부의 균형

카 즘 저널리즘간의 상호 견제와 갈등은 널리 알려진 경향이다. 아
카데미즘에 충실한 교수는 언론에 자주 얼굴을 내밀고 일반 언론 매체에 글
을 쓰는 것을 피할 뿐 아니라 그런 행동을 잘못된 타기의 대상으로 비판한다.
반면 저널리스트들은 아카데미즘에 입각한 글과 행동에 대해 현실에 둔감하
고 공허한 것으로 무시하고 조롱하기까지 한다.
이상과 같은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관계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대학과
언론이라는 양 제도간의 상호 견제와 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이 보통이다. 대학
은 언론을 센세이셔널리즘과 인기 영합의 주범으로 비난한다. 대학의 언론에
대한 무시는 생각 이상으로 심각해서 많은 우리 나라 대학에서 교수업적평가
시에 일반 출판사의 출판물 형태의 저서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보다도 그 가
아 데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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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며, 아카데미즘에 철저한 일부 학과의 경우
학위논문을 지도할 때 학술지 논문이 아닌 저서는 인용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해 일반언론은 흔히 대학을 보수와 권위주의라는 이유로
비난하고, 출판언론에 종사하는 출판인들은 출판이야말로 대학의 권위주의로
부터 벗어난 재야 지식인과 진보적 지식의 요람이라고 자부하며 대학을 비판
한다.

런

카 즘 저널리즘, 대학과 언론의 상호 비판과 갈
등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극히 건강한 사회의 한 징표이기도 하다.
오히려 문제는 대학과 언론이 서로 추켜세우고 담합을 할 때 나타난다.
우리 나라에서 언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대학이다. 대학에
대한 도전적 기사를 쓴다는 것은 언론인의 경우 가장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
이 되어 있다. 아마도 그러한 기사 대부분이 언론사 데스크와 편집과정을 통
과하기 힘들 뿐 아니라 기사화 되지도 못하고 취재한 기자만 눈총 받기 일쑤
그 데 이상과 같은 아 데미 과

이기 때문일 것이다.

언론과 친하려고 애쓰고 있다. 학회 등 학술행사를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면서 홍보에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참여라는 명분으로 언론에 기고하고 언론을 활용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대학 스스로는 언론 상대의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대외 협력”이라는
이름의 홍보활동이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언론의 대학에 대한 경계와 대학의 언론에 대한 홍보 노력은
양자간의 담합을 손쉽게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되고 있다. 여기에 언론과 대
학이 서로의 경영진간에 중첩 공유가 생기면 언론과 대학의 담합은 더욱 쉽
게 일어난다. 우리 나라에서 언론사와 사립대학의 최고경영진이 특정인을 중
심으로 상호 유무상통하는 사례는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우리 나라 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의 하나가, 바로 상호 견제 관계에 있어야 할 대
학과 언론이 서로 제휴관계에 서는 것이며, 이는 대학의 발전 뿐 아니라 언론
한편 많은 대학교수들이

- 74 -

의

발전 또한 가로막는 것이다. 대학으로부터의 비판이야말로 언론의 정상적

발전에 약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과 언론의 담합을 방지하고 이를 견제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
이 잘 발달된 정상적 출판저널리즘, 또는 대학언론이다. 출판저널리즘이 일반
신문저널리즘을 견제하고 학술적 지식의 유통을 통해 대학을 지식수요자와
만나게 함으로써 대학이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유
사한 대학과 언론의 담합 견제 역할을 대학신문이 한다. 언론의 상업주의에
대학신문이 경종이 되고 대학 내의 공론 활성화를 통해 대학 구성원에 자극
이 되는 것이다.

낡은 통계지만 1998년에 우리 나라 도서발행종수는 28,838종이며 사
회과학서적은 증가하여 ’98년 사회과학서적 발행부수가 학습지보다 3만3천권
이나 많고, 기술과학, 문학, 아동부문은 발행부수보다 종수가 차지하는 비율
이 높다. ’98년 정기간행물 등록종수는 ’97년 대비 9.4% 감소하여 6,785종
이며, 정기간행물에서 일간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조금씩 증가하여 ’98년에는
5.7%이다. 이러한 출판물 통계는 우리 나라 출판 저널리즘이 대학과 일반
언론을 비판적으로 견제하며 다종소량 발행으로 독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
족하기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 나라의
450 개가 넘는 고등교육기관들 중 대학신문과 기타 정기간행물을 발간하지
않는 학교는 거의 없다. 우리 나라 대학언론은 그 자체가 일반 언론 이상으로
언론계 내에서 그 한 부문으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대학신문과 출판저널리즘이 그 양적 팽창에
걸맞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대학신문의 편집에 교수가
깊이 관여하고 출판계가 전문적이고 비판적 능력을 가진 유능한 편집인들을
다소

육성해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이다.

저널리즘 즉 학술논문발표의 창구가 되는 각종의 학회지의 경우는 어떠
한가.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학술 정기 간행물 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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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학자들의 연구 발표의 장도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그 운영이
역시 문제라 학술지의 질적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 즉 학술지 발행 운영 경비
가 정부 및 학술지원기관 및 대학의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학술지 독자들의 방응과 수요에 따라 학술지가 운영되기 어렵고 실리는
논문 내용의 고급화가 근본적으로 장애에 부딪치는 것이다. 많은 학술지가 자
체적인 논문 수록심사 위원회와 심사 기준을 운용하고 있고, 또 한국학술진흥
재단과 같은 공공기관이 학술지 평가와 등급 부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러
한 조치만으로는 학술지의 질적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
학술 저널리즘 발전을 위한 지원의 정석은 학술지의 구매자인 전국의 도서
관들이 학술지의 평판을 반영하여 학술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술
지 발행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수요자의 판단에 직면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의 학술지 구입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같은 예산과
자금이면 학술지 발행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보다는 그 금액을 도서관에 학
술지 구입비용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학술저널리즘과 대학 발전의 첩경이라
그 만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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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토론 - 과학기술부 ◑

- 77 -

《 지정토론 - 과학기술부 》

국가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학문의
균형적 발전 방안 에 대한 토론
박

영

일

(과학기술부 기초과학인력국장)

◉ 토론요지

발

1. 이공계에 우수한 학생이 모여야 21세기 국가 전의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이들을 잘 교육시켜 산
업과 연구현장에서 “가치있게 활용될 수 있는 과학기술인력”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3. 그러나 문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점차 이공계로 진학하지 않겠다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는데 있다.
4. 그 원인은 대략 다음의 다섯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① 초․중․고 청소년들이 수학․과학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
다(초․중․고 과학교육의 문제).
② 과학영재조차도 이공계에서 다 수용해 키울 수 있는 체제가 미흡하
다. 현 시스템으로는 과학영재들이 의․치․한의과 등 다른 분야로
2. 현재도 이공계에 모이는 학생들은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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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를 가질 수밖에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과학
영재교육 시스템의 문제).
③ 학생들의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학입시제도가 수학․과학
등을 소홀히 하는 등 이공계 교육에 필요한 자질을 충분히 갖추지
않아도 쉽게 진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이공계 대학진학제도의 문
진출하려는

제).

④ 이공계 대학에 진학 후에 보면, 교육여건과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해
내실있는 교육이 되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대한 인센티브가 적어 취
업 등을 염두에 둔 다른 교육에 많은 눈을 돌리고 있다(이공계 대학
교육의 문제).

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교 졸업 후 과학기술계에 진출하고 보니,
다른 분야에 비해 취업/보수/사회적 대우/직업안정성/노후대책 등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고 느끼고 있고, 사회적으로 과학기술자들을 존
중하고 우대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못하는데서 과학기술자들은
좌절을 느끼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과학기술자가 되려는 꿈을 포기
한다(과학기술에 대한 풍토조성과 과학기술자 사기문제).
5.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부는 관계 전문가와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와 긴밀히 협조
하면서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실천에 들어가고 있음.
① ’01. 12월부터 각계 전문가와 교육인적자원부 참여 하에 과학교육발
전위원회 를 구성․운영하여 종합대책안을 마련중이다. 초중등과학교
육분과, 과학영재교육분과, 이공계대학진학제도분과, 이공계대학교육
분과, 학교밖 과학교육 및 사기진작분과 등 5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
고 있으며, 최근에는 위원회 구성을 확대하여 재정경제부, 산업자원
부까지 참여시키고, 매주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4월말을 목표로 작
업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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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소년 이공계진출 촉진대책의 기본방향과 중요한 단기과제들에 대해
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02. 3. 2.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거쳐 확정하고 각 과제별로 세부실천
계획을 세워 추진중이다. 이 기본방향에 따라 우선 2003년도 대학입
시에서 교차지원제도를 제한 또는 억제함으로써 우수 학생들이 자연
계를 공부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큰 성과가 있었다.
③ 앞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정책방향과 중장기 과제로는 초․
중․고 과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각종 대책, 과학영재교육의 정상
화를 위한 지원시책, 이공계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마
련, 그리고 과학기술의 저변 확대와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획기적인
사기진작책의 강구 등을 들 수 있다.
④ 특히 과학기술부는 이공계대학 졸업자 및 석․박사들에 대한 사회 전
반에서의 수요 확대와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가장 중요하
⑤

게 고려하고 있다.

발
중심으로 4월말까지 종합대책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인적자원개발회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토록 할 계획
이며,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2003년도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과학교육 전위원회 를

※ 별첨: 현재 과학기술부가 검토․논의중인 청소년이공계진출촉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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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방안(안)
이 자료는 현재 실무검토 단계에 있는 과제들로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조정될 예정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님.
1. 기본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기본방향

◦ 청소년들이 과학에 대해 흥미를 갖고, 이공계로 진출하여 과학에 대한 잠
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 과학기술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사회적 명예제고 등 사기진작과 과학기술에
친숙한 풍토 조성
⇨ 과학기술자가 존경받고 대접받는 사회, 청소년들이 과학기술자 됨을 자랑
으로 여기는 사회

⇩

중점추진과제

과제 3

초중고 과학교육 내실화
과학영재교육 정상화
이공계 대학 진학제도 개선

과제 4

이공계 대학교육의 질 제고

과제 5

과학기술

과제 1
과제 2

저변 확대 및 사기 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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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별 추진방안
가. 초중고 과학교육 내실화

◦ 초중고 과학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구축이 미흡
◦ 실생활과 연계되지 않은 학습주제와 학습량 증가로 학생들의 과학에 대
한 이해도와 흥미도가 감소

□ 과학진로지도 및 과학에 대한 관심 유도
◦ 우수 과학도 대통령상 제정 시행
- 수학, 과학성적이 우수하고 교내․외 과학활동이 탁월한 우수 고등학
생을 대통령 장학생 으로 선발, 시상하는 제도
- 주요 내용 및 범위 등

․ 우선 고교생 중심 100명 선발, 점차 이공계 대학생으로 확대
․ 대통령 장학증서와 장학금 지급, 이공계 대학 입학특전 부여
◦ 퇴직과학자, 과학교수, 과학교사를 활용,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
유도

□ 초중고 과학교육과정 및 평가방법 개선
◦ 학교 교육에서 과학교육의 위상강화
◦ 학생의 흥미도 제고를 위해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제공
◦ 창의력과 탐구능력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 시도/시군 교육청 평가항목에 과학교육진흥 관련활동을 세분화하고 평가
가중치를 확대
◦ 학교평가 방법의 개선과 과학교육 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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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교육 여건 및 과학공연․경연의 활성화
◦ 수도권에 세계수준의 국립과학관 건설
- 해외 선진과학관의 축적된 경험과 창의적 민간의견을 수렴
- 유치희망 지자체에 대한 공모결과, 경기 과천지역 선정
․ 부지 10만평, 건물 1만5천평 규모로 건설(’06년 완공)
◦ 실험실습 여건 조성 방안
◦ 과학공연과 경연 활성화 방안 강구
□ 초․중등 과학교사 전문성 제고 및 사기 앙양
◦ 초등학교 과학교사 양성체제 및 과학교사 전문성 신장 위한 여건 개선
◦ 올해의 과학 교사상(Best Science Teacher) 제정 시행
- 수학․과학분야에서 우수한 초중고 교사 각 5명씩 총 15명을 선정,
대통령상 시상 및 연구장려금 1천만원 지급
- 금년 하반기(내년부터는 과학의 날(4.21)) 시행 목표
□ 초중등 과학교육 인프라 구축
◦ 가칭 과학교육연구센터(SERC) 설치 운영 지원
- 과학교육의 내용/평가, 과학 우수학생의 발굴/교육, 과학적 창의력의
개발/교육 등에 관한 연구와 과학교육의 학습방법 및 교재의 개발․
보급 등을 통해 과학교육을 발전
◦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에 과학교육지원 전담부서 설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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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학영재교육의 정상화

◦ 과학고등학교의 입시위주 교육으로 창의적 과학활동이 미흡
◦ 교원들의 영재교육 전문성 결여로 심화교육을 하기에 불충분
◦ 과학영재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체제 미비

□ 우수 과학고생 국비유학 제도 시행
◦ 우수 과학분야 학생을 국비로 유학시켜 세계적인 핵심 과학자 군으로 양
성하여 장래 노벨상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매년 10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1차년도에는 30명선을
선발하여 점차 확대(2003년 첫 시행 목표)
◦ 대상은 과학영재학교 및 과학고 졸업예정자를 우선으로 하되,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일반고등학교 졸업예정자도 포함
□ 과학고 및 KAIST 학생의 수급불균형 조정
□ 과학영재를 위한 진학제도 개선 조정
◦ 수학․과학 성적 우수자에 대한 진학시 우대제도 검토
◦ 과학고와 각 대학간 Advanced Placement(AP) 제도를 활성화
□ 여건이 되는 과학고를 영재학교로 전환, 집중 지원
◦ 부산과학고를 영재학교로 전환(01.10 선정)
- 교육장비 및 실험실습 기자재 지원, 전자교재 개발(02년)
- 첨단 과학관 건설, 신입생 선발 등 준비를 하여 개교(03.3)
◦ 나머지 과학고에 대해서도 교육장비, 기자재, 교원연수 등을 지원하여
- 85 -

영재학교로 전환하는 등 영재교육을 확산

□ 과학영재 교육기관과 이공계 대학간의 연계성 확보
◦ 과학영재교육원(센터) → 과학영재학교 → KAIST 등 이공계 대학으로
이어지는 영재교육 지원체제 구축
◦ 인센티브 마련으로 우수과학고생, 영재학교생 이공계 진학 유도
다. 이공계 대학 진학제도 개선

◦ 자연계 교과목은 공부하기 어려워 인문계나 예체능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기 어려움
- 원점수 반영시 교차지원을 하는 경우 자연계가 불리
◦ 자연계 학생 평균이 예체능계나 인문계보다 높아 표준점수로 학생을 선발
하는 경우에도 불리

□ 2003학년도 대학입시 개선
※

개 대학 2003학년도 대학입시 전형계획 집계․분석(’02. 3.
1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부분의 대학이 2003학년도 대학입시에서 교차지원을 통해 자연계열
모집단위에 진학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고 발표
전국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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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공계 대학교육의 내실화

◦ 고등학교 과학교육의 부실과 이공계 전공수업을 위한 준비가 미비한 학생
들의 이공계 진학으로 질적 수준 저하
◦ 어려운 과목 기피현상으로 이공계 학생들의 전공과목에 대한 관심과 흥미
저하
◦ 기업에 필요한 이공계 우수인력 부족과 연구인력의 질 저하

□ 이공계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학과 및 학부제 운영
◦ 이공계 대학 교과 개편․강화
- 연구소/기업 파견 학점제 등 연구/산업 현장과 연계를 강화한 교육과
정 도입

Inter-disciplinary 교재 개발
* 생산시스템, 설계시스템, 자동화시스템 등
- 다양한 사이버 교재 개발 및 사이버 교육시스템 구축
◦ 양질의 이공계 전공자를 위한 전공 학점수 확대
- Stanford 대학: AP 제도를 통해 일부 고등학교 학점 인정
◦ 대학원과의 연계 교육기회 확대
- MIT의 5년제 공학석사제, 이화여대의 학․석사 통합제도
◦ 교수 평가 제도의 개선
- 이공계대학 교수평가에서 연구중심의 평가를 연구와 교육을 동일한 비
율로 평가하여 지원
◦ 공학교육 인증제도의 활성화
- 학과-부문간 공조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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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계 대학 학생들의 전공에의 동기 및 흥미 유발
◦ 이공계 학생에 대한 국비장학금 제도 도입 추진
◦ 학생들의 산업체 및 연구소, 대학 연구실 등 다양한 형태의 인턴제 실시
- Wisconsin-La Crosse 대학의 경우 교내 인턴제 실시
◦ 교육 및 연구의 국제화
- 이공계 학생의 해외 교환학생 및 연수 기회 확대
- 외국 우수 대학, 연구소와의 교육․연구협력 강화
- 개도국 우수 연구자, 학생 초빙 확대
◦ 고교생-대학생 또는 학생-지도교수 1:1 자문제도 도입(cf: WISE 프로
그램)
- 이공계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1:1 후견인 연계체제를 통하여 이공계의
전문지식․가치관 등을 학생에 전수하고 이공계로의 진출을 유도
- 학생들의 실험실 배치 및 1:1 지도교수제
◦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 확대 및 활용도 제고
- 산업기능요원 TO(02년 21,729명)의 일부를 전문연구요원 TO(02년
3,324명)로 배정

벤처기업(54%) 편중 배정에서 제조업분야 중소/대기업 연구소 확대
- 복무기간 단축, 선발시기 조정 등 제도개선 지속적 추진
-

마. 과학기술 저변 확대 및 사기 진작

◦ 과학과 실생활을 연결시키고 과학에 흥미를 높일 수 있는 학교 밖 프로그
램의 부족
◦ 청소년들은 의사, 변호사, 회계사, 연예인 등에 비해 과학기술자에 대한
보수와 사회적 대우가 낮다고 인식

- 88 -

□ 학교 밖 과학활동의 활성화 및 과학기술에 친숙한 환경 조성
◦ TIST(Teenagers Into Science & Technology) 운영
- 청소년-과학기술자를 연결하는 과학기술 멘토링(Mentoring) 프로그
램을 실시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동기 유발
◦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 스타과학자 키우기 운동 전개
-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한 국내외 저명 과학기술자를 소개하는 TV 프로
그램을 제작, 방영
◦ 과학 클럽의 육성 및 지원
- 과학반, 과학 동아리 등을 육성하고 과학 프로그램 개발 지원
◦ 과학전문 TV 채널 운영 등 대중매체 이용
- TV과학프로그램의 제작․방영 지원(’02년 11억원)
- 과학만화 보급 및 과학영화시나리오 공모(’02년 7억원)
◦ 청소년과 국민의 과학문화 향유기회 확대
- 학교밖 과학활동의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제1회 한․미 청소년과학캠
프를 국내에서 개최(’02.7, 40명)
- 대한민국과학축전, 청소년과학경진대회, 별빛축제 등 과학체험행사 확대
- 청소년 과학화 및 과학독서 장려를 위한 사이언스북스타트 운동 의
활성화 지원
․ 저명 과학기술자를 과학Ambassador 로 활용
□ 과학기술자 사기 진작
◦ 처우개선과 안정적 연구비 지원
- 출연(연) 연구연가 활성화와 연구성과급 지급을 확대하고 우수연구원
에 대한 永年職연구원(Tenure)제도 도입 검토
- 출연(연)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비․인건비의 안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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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심층연구의 활성화와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 대학교수 개인의 창의적 기초연구 지원 확대(02년 280억원)
◦ 연구역량의 극대화
- 대학원대학 을 설립하여 석․박사과정 등 운영
․ 신생 융합기술분야 인력양성 및 인력구조 개선
․ 중장년 과학기술자를 위한 평생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치
- 원로․퇴직과학기술인력을 중소기업 기술자문요원 또는 대학교수요원
으로 활용 확대
◦ 사회적 명예 제고와 노후보장
- 연구업적 및 능력이 탁월한 산․학․연 연구원을 대상으로 국가연구
원제도(National Research Fellowship) 도입
․ 대통령 인증서 수여와 함께 각종 혜택 부여
-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공로년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명예의 전당 ․
추모공원 조성방안 강구

관 건립 검토
- 현장 기술자 사기진작을 위한 이달의 엔지니어상 신규 제정
◦ 기술직 공무원 임용확대를 위한 방안 강구(행자부 협조)
* 국가공무원(3급 이상)중 기술직 비율: 6.8%(국내 10대 기업임원:
- 연구원

복지향상을 위한

과학문화회

53%)

․ 2002년 채용규모: 사법시험 1,000명, 행정고시 246명, 기술고시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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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 단기, 중장기 과제가 포함된 종합대책
◦ 과학교육발전위원회 를 중심으로 방안 마련(3～4월)
◦ 인적자원개발회의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확정(4월 말)
□ 2003년도 예산이 소요되는 과제
◦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2003년도 예산편성에 반영(5월)
□ 시행계획 작성
◦ 관련부처 공동으로 세부시행계획 작성(5～6월)
◦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보고 후 시행(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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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발전위원회 구성
구분

과학교육발전위원회

청소년과학교육분과
박승재 전 서울대
위원장
채영복 과기부장관
물리교육학과교수
위 원
홍창선
박승재
이혜숙 이화여대
(*는 간사) KAIST원장
제1분과위원장
수학과교수
김창식
김수용
이면우 춘천교대
전 과교총연합회장 제2분과위원장
과학교육과교수
김정덕
박도순
이양락 교육과정
과학재단이사장
제3분과위원장
평가원 연구위원
황해웅
박성현
송진웅 서울대
기계연구원장
제4분과위원장
물리교육학과교수
주덕영
김학수
이규석
생산기술연구원장
제5분과위원장
상경중학교교장
김태유
박병원 재경부
현종오
서울공대교수
경제정책국장
성동공고 교사
최재천
정기오 교육부
임성민 서울대
서울대자연대교수 인적자원정책국장
교육연구원강사
한민구
＊박영일 과기부 서혜애 교육개발원
서울공대교수
기초과학인력국장
연구위원＊
이영무
이병호
오승현 교육부
한양대공대교수 산자부 산업기술국장
조정2과장
정태승
김만곤 교육부
전경련전무이사
교육과정정책과장
곽재원
김이환 과기부
중앙일보산업부장
과학기술인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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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재교육분과
김수용 KAIST
물리학과교수
소광섭
서울대 물리학부교수
이상천
경남대 화학과교수
조석희 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
박인호 인천대
물리학과교수＊
이관행 광주과기원
기전공학과교수
조정희
서울과학고 교사
오승현
교육부 조정2과장
김이환 과기부
과학기술인력과장

구분

이공계대학진학분과
이공계대학교육분과
청소년과학화분과
박도순
박성현
김학수
위원장
고려대 사범대학장
서울대 공대학장
서강대 신방과교수
위 원
김영철 교육개발원
김철구 연세대
임경순 포항공대
(*는 간사)
수석연구위원
물리학과교수
인문사회학부교수
한인옥
구본수 인하대 이과대학장 신이섭 과학문화재단 실장
경기여고 교사
권재술 교원대
한민구
유성철
물리교육과교수
서울공대 교수＊
태능고교 교사
김주훈 교육과정평가원 한형상 인포미아대표이사
이은경 STEPI
연구위원＊
선임연구원＊
민경집 LG화학
강혜련 이화여대 입시처장
국양 서울대 물리학과교수
연구소 박사
신일용
한송엽
이세경 표준연구원
한성과학고 교사
서울공대 교수
선임연구부장
이걸우 교육부
육동한 재경부
오승현 교육부 조정2과장
학술학사지원과장
기술정보과장
한형호 과기부
전대기 과기부
황홍규
교육부
조정1과장
기초과학정책과장
과학기술문화과장
한형호 과기부
기초과학정책과장
김호원 산자부
산업기술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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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토론 - 산업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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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토론 - 산업계 》

국가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학문의
균형적 발전 방안 에 관한 토론
정 진 화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
는 가운데, 우리 경제 역시 지식기반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진행을 촉
진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식기반
경제는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知力이 기반이 되는 경제로서, 지식이라는 무형
자산이 개인과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된다. 따라서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의 주체로서 인적자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
하며,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을 양성․배출하는 대학
교육의 역할 또한 그만큼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교육을 통한 국가
인적자원의 균형개발을 모색하는 오늘의 토론회와 두 분 발표자의 논문은 매
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발표내
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첨언을 하고자 한다.
1. 인적자원 개발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발

식

주제 표에서는 지 기반경제라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특성과 이에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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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구조변화(전반적인 고용흡수력의 둔화, 지식기반산업 및 지
식집약적 직업 중심의 인력수요 등)를 설명한다. 인적자원개발의 문제점으로
서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 및 인력수요와의 괴리, 전공이나 학력의 일자리 불
일치 등을 지적하고, 인적자원개발의 중요한 축으로서 대학교육의 혁신과 민
간기업의 역할 등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발표에서도 지적하였듯, (교육소비자의 교육수요가 아닌) 우리 사회의
인력수요만을 고려할 때 대학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미 충분하게 이루어진 상
태이며, 교육의 양적 팽창보다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력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조정하고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과제이다. 대
학졸업자 전체를 놓고 볼 때, 이들 인력의 초과공급은 외환위기 훨씬 이전부
터 고착화되어 있었으며, 기업의 인력부족은 대학졸업자 전체의 공급부족이
아니라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춘, 기업이 채용하고 싶어하는 자질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대학졸업자가 전체적으로 또 전공
별로 얼마가 배출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혹은 우리
사회 전체에서 필요로 하고 채용할 만한 인력을 얼마나 배출하느냐 하는 것
이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경제발전 및 고용창출을 주도할 전략분야 중심으로
대학정원이 조정되어야 하며, 특히 대학의 학과와 전공을 다양화하고 실용화
하여 사회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되는

필요하다.

식

창

식

식

지 기반경제에서의 고용 출은 주로 지 기반제조업과 지 기반서비스업에

루

化

흡
도 증대된다. 우리의 경우 산업화 과정에서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인력정책은 주로 제조업의 인력수요에 초점이 맞추
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향후에도 첨단기술(high-tech) 제조업의 발전
과 전통 주력산업의 지식집약화에 따라 연구개발과 기술관련 업무를 담당할
이공계 고급인력의 확보와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단 이와 동시에 지식기반서

의하여 이 어지며, 경제 전체의 서비스 에 따라 일반서비스업의 고용 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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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및 활용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며, 이를 위하여 대학에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
비스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다양한

배출되어야 한다.

전공분야의 인력

겠

이공계 교육도 예외는 아니 으나, 특히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노동시장과 지나치게 괴리되어 있어 고학력 실업자의 양산을 초래하고 있다.
순수학문은 순수학문대로 계승하되, 가능한 부분은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의 성
격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실용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교육
이 직업교육으로서의 성격을 얼마만큼 갖느냐 하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으
며 대학교육이 개인이나 사회에 제공하는 효용 내지 편익에는 경제적 측면
이외에 다양한 비경제적 측면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 대학졸업자의
80%이상이 졸업과 함께 취업을 택하고 있고 고학력 실업이 개인은 물론이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학교육과 노동시장간의
연계는 개인 및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대학의 인력양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다양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대다수의 대학에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정형화된 커리큘럼으로 인력을 양성․배출하는 것은 고학력 실업자만 양산하
는 결과를 초래한다. 각 대학의 여건에 맞도록 대학교육을 특성화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학부제 운영은 교육여건
이 우수하고 학사졸업자의 대부분이 취업보다는 대학원 진학을 택하는 연구
중심대학의 경우에는 효율적이나,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오히려
학과 내지 학과群 단위의 정원관리를 통하여 전문분야에서 현장성을 갖추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는 체제가 바람직할 수 있다. 획
일적이기보다는 각 대학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
다.

쟁 굳이 IMD 보고서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
문제점이 수없이 지적되어 왔다.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의 질에 대한 기업의
우리 나라 대학교육의 경 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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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채용관행이 자리잡는 계
기로도 작용하고 있다.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통
한 단위대학의 자율성 확보와 공정한 평가체제의 확립이 중요하다. 각 단위대
학이 스스로의 책임 하에 구조조정을 하고 경쟁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학교
육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인증제도의 확대 도입, 평가에 기초한 선별지원
확대 등이 요구된다.
불만이 크며, 이는 신규졸업자보다는 경력자

2. 이공계 기피현상의 진단과 전망

발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이
공계 출신의 정부 고위직 진출이 제한되어 있고, 고용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기업에서 활동하는 이공계 출신의 비전이 미흡하고, 신세대들이 수학이나 과
학 등 어려운 과목을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
한 대책으로서 고등학교에서의 문과/이과 구분 철폐, 이공계 선호 유도 (해외
유학, 장학금, 병역특례), 이공계 대학교육의 개혁(경영학 등과의 접목, 산학
협동 활성화), 기업의 이공계 출신에 대한 대우 향상(예: 교육훈련투자 확대)
주제 표에서는 대학 진학시 이공계 기피현상이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발표자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공계를 포함하여 대학의 인력배출규모가 우리
사회의 인력수요를 크게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공계 기피현상 자체가 곧 위기
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인력수요 및 국가인적

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이공계 기피현상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
다. 우선 아직까지는 이공계 지원자는 줄어들더라도 이공계 입학자가 줄어드
는 것은 아니므로 이공계 배출인력의 규모 면에서는 영향이 없으나, 상대적으
로 우수한 인력이 이공계를 기피함으로써 이공계 배출인력의 질적 저하를 초
래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 지식/기술경쟁이 심화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연
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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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및 기술인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질적 저하는 심각한 문제
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이공계 기피현상이 지속되어 이공계 배출인력의 감소
로 이어지고 인문계 등 다른 분야의 인력배출 비중이 확대된다면, 이는 인력
수요와 공급간의 괴리를 확대시켜 노동시장의 왜곡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구

따라서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은 시장기능에 의해서 우수인력이 자

발적으로 이공계로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공계 대학교육
을 이수할 경우 기대되는 보상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야 한다. 우선 이공계

익

SF, 1997)의 예를 들면,
연령이나 경력을 통제할 때 대학졸업자 중 공학계 졸업자의 임금수준이 남녀
모두 가장 높으며 성별 임금격차도 가장 작다. 컴퓨터와 수학, 물리학, 화학
등 기타 이학계열의 임금수준 역시 전계열 평균보다 높다. 즉, 최소한 경제적
보상수준에 있어서는 이공계열이 프리미엄을 갖는다.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까
지 신뢰할 만한 전공계열별 임금 데이터가 없으나(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조사자료 출간 예정), 승진이나 임금 면에서 이공계 출신이 오히려 불리하다
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다만 기술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이공계 출신의 벤처 창업이 늘어나면서, 이공계 출신 CEO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결국 공공부문도 마찬가지이겠으나 기업에서 이공계 인력에
대한 적정한 대우와 능력개발기회가 보장될 때,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러한 노
동시장정보가 제공될 때, 우수한 인력의 이공계 진출이 확대될 것이다.
이공계 출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개혁도 필수
적이다.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와 괴리된 이공계 교육으로는 이공계 졸업자의
취업이 어렵고, 취업 후 경력개발이나 대우에도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단
기적 실업대책이 아닌, 현장성을 심어주는 교육의 일환으로서 인턴제가 정착
되어야 하며,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교과과정이 개발되
어야 한다. 경영학과의 접목 등을 통하여 창업이나 기업 내의 다양한 경력개
대학교육의 경제적 기대수 이 높아야 한다. 미국(N

- 101 -

발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공계 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확대나
병역특례의 확대 등은 임시적인 유인책이기는 하나, 그 자체가 국가경제의 차
원에서 이공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그널링 기능을 수행한다는데 의
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신세대의 이공계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학이나 과학 등의 과목
이 중요하고도 재미있는 과목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의
OECD(2001) 자료에 의하면, 수학 및 과학의 학업성취도에서는 우리 학생
들이 최상위권을 차지하였으나, 학업성취도의 성별 차이가 매우 크고, 특히
수학에 대한 흥미도에 있어서는 최하위권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개발 등을 통하여 어릴 때부터 이들 과목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
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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