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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대학마다 여러 가지 일정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12회 「대학
교육 정책포럼」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학의 국가사회적 역할과 기대가 막중한 시
기입니다. 21세기는 국가의 경쟁력이 그 나라의 인적자원의 지식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이므로 대학교육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선진국과 비교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형편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짧은 역사 속에서도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나
양적 팽창에 치중함으로써 질적 수준의 향상은 물론 경영구조의 개선과
현실화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더구나 국가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대단히 미흡한 반면 오랫동안
여러 가지 통제와 규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자율역량이나 자생력 배
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직면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적으로는 학생수 부족으로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대학
이 경영프로그램의 특성화나 경영구조의 합리화 등을 통하여 교육소비자
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구성원이 각기 가지고 있는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대학경
영체제를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의 발전과정을 볼 때, 대학은 민주성과 더불어 자율성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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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운영에 있어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
리의 성숙된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수준 높은 대학
운영이 되도록 모두가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매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
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참으로 시의 적절하고, 우리
대학인들 스스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를 해 주실 김용일 교수님, 윤종건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토론을 맡으신 배한동 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회장
님, 이한우 논설위원님, 신재철 교수님, 이철세 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회장님, 문창재 논설위원님, 장오현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미
나의 사회를 맡아주실 홍기형 대진대 총장님과 이무근 경일대 총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중요한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많은 편의
와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신 중앙대학교 박명수 총장님께 감사드리며, 끝
으로 이 행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우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여러분
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5월 1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김 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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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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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Ⅰ》

국ㆍ공립대학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 탐색
김 용 일
(한 국 해 양 대 학 교 교 수 )

Ⅰ. 서 론

ㆍ

글의 제목이 포럼 기획안의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 당초 기획안에는 “국

공립대학의 경영체제 개선 방안”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니 제목을 변경한 사
유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

ㆍㆍㆍ방안”이라 하지 않고,

ㆍㆍㆍ방안 탐색”이라고 했다. 전자의 표현이 너무 단정적이고 또 필자의 능

“

력을 벗어나는 일이라 생각했다. 그와 같은 표현이 불러일으키는 ‘오해’를 피
하고 싶었다. 이 글은 연구자로서 나름의 고민의 소산일 뿐이다.
“경영체제”를 “지배구조”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언급할 필요
가 있다. 요즈음 ‘대학경영’, ‘대학의 경영체제(구조)’ 등의 표현을 즐겨 쓴다.
그러나 이런 용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대학
은 기업과 다르다.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는 물론 운영하는데 적용되는 원리가
그렇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조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이 다른 어떤
가치에 우선한다. 하지만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조직이며, 따라서 교육
적 가치와 공공성을 중시한다. 이런 점은 대학의 설립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
과 상관없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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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이란 용어를 즐겨 쓰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
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란 뜻이다. 1970년대 말부터 널리 유포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 때문이다. 그 핵심은 공공부문도 기업경영으로
부터 ‘한 수’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살림살이 관리든 민간부문의
살림살이 관리든 “살림살이”의 원리는 매 한가지라는 단순한 사고방식이다.
근대 행정학의 성립기에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시장’을 요체로 하는 기업관
리론이 득세하게 된 것이다.
이런 변화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행정”과 “경영”의 구분이 무의
미하다. 자신들이 신봉하는 이데올로기의 속성상 “행정”보다는 “경영”이란 용
어를 쓰는 게 내용(주장)과 형식(표현)의 통일을 기하는데 효과적이다. ‘대학
경영’이란 표현이 얼마나 편향적인 생각에 기초한 용어인지 잘 헤아릴 필요가
있다. 특히 국립대학 운영에 관련된 권한(력)관계를 “경영체제”라 표현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1) 이런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학 “지배구조”라는
표현으로 바꾼 것이다. 또 필요할 경우 “대학 운영체제”라는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Ⅱ.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과 총장전권체제
대학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쟁은 “정부 대 교수단체”2)의 대립구도로 진행
1)

2)

그렇긴 하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경영’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굳이 이의
를 달 생각은 없다. 우리 사립대학의 일면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이다. 공공성 보장에 필요한 관련 법규가 너무 취약하다. 뿐만 아니라 다 그런 것
은 아니지만 이윤동기(profit motive)로부터 자유롭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운
게 우리 사립대학의 현주소다.
이런 기본구도를 바탕으로 교육인적자원부-사학법인(대다수 국립대 현직 총장)-보
수적인 학자군이 한편에 서고, 교수단체-시민운동단체-개혁적인 인사들이 다른 한
편에 서있다. 국회는 교육위원회의 다수파를 장악하고 있는 현재의 야당이 오래
전부터 대학 지배구조를 전향적으로 개편하는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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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왔다. 그러나 이 논쟁은 여러 차례 양측의 견해차만 확인하였을 뿐 문제
해결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입장이 다르고 현실을 보는 관점과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말 그대로 천양지차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그간 전개되어온 논란을 사려 깊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임 총장직선제를 모든 문제의 근원인양
몰아 붙여왔다. 그 논리적 귀결은 교수들에게 대학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을 부
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교수들에 대한 불신을 토대로 한 접근이라고나 해야
할 것이다. 반면, 교수단체는 교육부의 진단과 처방에 크게 반발해왔다. 간헐
적으로 내놓는 대학 지배구조의 ‘개혁’ 내지 ‘개선’ 방안이 대학행정의 민주화
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총장전권체제”와 “교육부-총장”으로 이어지는 통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로 줄 )는

제 위주의 대학행정, 이것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주장이다.

총장 선임제도 개선” 문제를 처음 들고 나온 것은 1998
년 초 였다. 고등교육 분야의 “교육개혁 추진성과”(교육부, 1998. 1: 25)를
논하는 자료에서였다. 여기에 담긴 교육부의 구상은 ‘문민정부’ 시절 교육개혁
위원회가 주도해온 고등교육 개혁정책의 큰 흐름을 벗어난 것이었다. 여하
튼 교육부가 “총장 선임제도 개선”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자 이 문제가 대학구
조조정과 함께 관련당사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교육부의 생각을 직접
교육부가 “국립대학
3)

4)

들어보기로 하자.

창

혁

“ 의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으로 대학 신을 주도할 유능한 인사를

총장으로

회에 계류중인 세 개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런 사
정과 무관치 않다.
3) 일찍이 사립대학 측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기 위해 집요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대학사회를 정치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등 대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조심스럽게 ‘관망’
하고 있을 뿐이었다.
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용일(2002)의 책 12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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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합리적인 제도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강구토록 함으로써
대학자율화에 부응하고 국가경쟁력이 있는 대학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
도록
선 할 수 있는

딕 강조는 필자)
총장 선임 문제에 국한된
(고 의

「

발

」

월
나오기 전 대학 지배구조에 대한 교육부의 의중은 1998년 3월에 발표된「교
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에서 드러난 바 있다. ‘국립대 운영의 자율화 기반
구축 및 구조조정’을 언급하는 가운데 밝힌 ‘대학이사회’ 설치가 그것이다. 대
학이사회는「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책임운영기관심
의회”나 “책임운영기관평가위원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교직원이 아닌 인사”로
구성한다는 점이 이채롭게 받아들여졌었다(김용일, 2002: 127 참조).
“2000년부터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행 국립
대학 예산회계제도를 자율적 운영이 용이한 특별회계제도로 개편 추진 검토.
국립대학 특별회계제도 등 대학의 자율운영체제가 도입되는 경우
것 말고, 국립대학 전계획 (2000년 12 )이

.

예ㆍ결산, 직제 개편, 총장 선임 등에 관한 사항
을 심의ㆍ의결”(고딕의 강조는 필자, 교육부, 1999. 3: 126)
대학이사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놓고, 평교수가 참여하는 “교무위원회”
(가칭)에 학사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구상이
었다. 그러면서 “현행 직선제의 폐해를 방지하고, 대학통합과 경영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교육부, 1999. 3: 130)하는 한편, “대학 운영의
합리성ㆍ효율성ㆍ민주성 제고를 위해 총장과 교무위원회와의 효율적인 업무
분담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같은 면)한다는 것이 골자다.
(여기서 - 필자 주) 대학의

5)

5)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2000년부터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대학에 평교수가 참여할 수 있는 교무위원회 설치.
”(고딕의 강조는 필자, 교육부, 1999. 3: 126)
-

6-

후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듯 싶더니 2000년 7월「국립대학발전계획
(안)」에서 교육부의 구상의 전모가 드러나고, 동년 12월「국립대학발전계
획」으로 확정된다. 이를 계기로 대학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은 한층 격화되
는 양상을 띠게 된다. 교육부가 주장하는 바의 핵심은 “일부 교수 중심의 폐
쇄적인 대학운영체제를 벗어나야겠다”6 는 것이다. 이것이 지배구조와 관련하
여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대학의 문제상황인 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가칭)를 설치해야겠다는 생각임을 알 수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총장직선제 폐지 와 ‘책임운영기관제’ 도입을 전제로 한 제
도다. 대학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학내 기본정책을 심의하고 예산 및 결산
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구성은 대학 내부자와 외
부자 모두 참여시키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기할만한 점은 총장과 보직교수
가 당연직이고,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와 지방자치단체
장, 직원 및 학부모대표, 동문대표 등이 망라되어 있다는 점이다. 기능과 구
성, 그리고 선출방법 등이 초ㆍ중고의 학교운영위원회 도입방안의 그것과 거
의 똑같다.(김용일, 2002: 129-130)
그러나 이 구상은 실현되지 못했다. 2001년 정기국회에서 고등교육법을 개
정한 뒤 2002년부터 대학을 선정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도입하겠다는 일정이
지켜지지 못한 것이다. 왜 그런 걸까? 지나간 경험으로부터 귀중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교육부나 이런 구상에 정당화논리를 제공했던 사람들은 교수단
체 또는 교수들의 반대 때문이라고 불평한다. 그건 일면 맞는 얘기다. 그러나
그건 틀린 말이기도 하다.
대학평의원회 도입으로 대표되는 교육부의 대학 지배구조 개편안이 정당성
이

)

7)

이 역시 전문을 그대로 옮겨보기로 한다. “ㅇ학내 민주적 의사결정기구의 도입을
통해
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학운영체제 구축”(고딕의 강조는 필자)
7) 그렇기 때문에 대학평의원회의 기능 가운데 하나로 “총장 및 단과대학장의 선출
방법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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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계획안을 실천에 옮길 수 없게 만들었
다. 교수단체의 “반대”는 원인이 아니라 중간결과다. 이것이 다시 일련의 정치
과정 속에 투입되어 계획안의 실현이 좌초된 것이다. 교육부의 구상이 근본적
은 물론 현실적 성을 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이 교수단체나 교수들

인 원인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것 말고도 여러 차례 명

칭8 과 내용을 조금씩 바꿔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설득력이 없었던 것이다.
어째서 그런가?
우선 교육부가 구상한 내용의 정당성 문제다. ‘대학 운영의 합리성, 효율성,
민주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과연 그럴 의지가 있는지 의문 투성이다. 대학 지
배구조 개편은 “대학행정체제의 정당성”을 제고시켜 운영의 합리화와 효율화
를 기하고자 하는 개혁의제다. 다른 나라의 경우이긴 하지만, 이런 “가설”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된 바다. 요컨대, 교육의 바람직한 변화는 수월
성이나(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려는 관리방법의 개선이 아니라 “체제의 정당
성”(legitimacy of system)을 높일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성공적
인
학교개혁은
기술적인
요인(technical
factors)보다는 민주적
(democratic)이고 지적인(intellectual) 요인에 초점을 맞춘 경우였
다”(Ward, 1996: 25)고 한다.
그런데 교육부는 줄곧 사회민주화의 산물인 총장직선제의 폐해만을 과장해
왔다. 대학민주화에 기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면서 이 제도를 폐지
해야겠다고 나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그 연장선상에서 지배구조 개편 구상
이 이뤄졌다. 총장직선제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변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

8)

책임 있는 행정 당국이 구상하고 있는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기구의 명칭이 이렇
게 자주 바뀔 수 있는 건지 생각해볼 문제다. 이 글에서 검토한 것만 보더라도
‘전문경영인 체제’(총장직선제 폐지, 1998년 초) → (‘대학운영위원회’, 1998년 중
순 교육부 검토 내용) → ‘대학이사회 설치’(1999년 3월) → ‘대학평의원회’ 설치
(2000년 12월) → ‘이사회’ 신설 및 ‘교수평의회’ 구상(2002년 11월) 등 다섯 번의
명칭 변화가 있었다. 구상의 기본적인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이 명칭만 평균 1년
에 한번꼴로 바뀐 셈이다. 이런 식의 ‘개혁안’을 대학구성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지 생각하면 실로 난감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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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함 써 제도 자체가 권
력의 전횡을 막는 효과를 갖고 있다. 문제는 일단 선출되고 난 다음 총장의
행정행위에 대한 견제장치가 부재하다는 데 있다. 때문에 차기 총장선출을 앞
둔 일정 시점까지 “총장전권체제”로 전락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국ㆍ공립대학이 바로 이런 문제로 몸살을
앓아왔다. 그러면 어째서 견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걸까? 사정이 이런 데는
그러나 이 제도는 선 을 통한 “권력의 변화”를 전제 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바로 교육부로 대표되는 정
부의 대학에 대한 기본관점이나 이해 때문이다. 말로는 대학 운영의 ‘자율성’
을 내세우지만, 기본적으로 대학을 여전히 행정적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게 하자니 자연 교육부와

총장으로 이어지는 “독점적 권력”(김용일,

: 8
밖
현행법상 대학 운영에 있어 총장을 합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가 부재하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란 뜻이다. 이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
다. 견제장치의 법적 보장이 없이 총장직선제의 폐지에 논의에서 출발한 지배
2002 13 )을 고수할 수 에 없는 것이다.

구조 개편 논의가 정당성을 결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교육부 중심의 일방적인 주장일 따름인 것이다. 대학통제의 의지를 여전히 고

채 ‘개혁’이라 강변되는 논리를 대학구성원들이 쉽게 수긍할 수 없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국ㆍ공립교수(협의)회 측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수한
은

하자.

ㆍㆍㆍ역사는 역대 정권의 대학 통제가 우리 대학과 사회를 얼마나 황폐화
하였는가를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의 관료적 통제와 간섭,
사학 재단의 전횡은 여전하며, 이로 인해 대학자율의 핵심 주체여야 할
“

당하고 있다.

착

태

하려는 교육부의 시

월 학칙 시정 요구와 관련하여 경북대, 경상대,

대 오적 행 는 2002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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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낸 협박성 공문("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재정상
의 불이익을 주겠다")에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고딕의 강조는 필자, 민주화
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외, 2003. 1. 16: 5)
정당성을 결하고 있다고 한 것은 비단 이런 이유에서만이 아니다. 이른바
‘시장화’(marketizing) 전략 의 연장선상에서 대학 지배구조 개편 구상이
나왔다는 정황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책임운영
기관화’나 ‘경영계약제’다. 기업경영 방식의 대학 운영 제도 도입을 전제로 대
학 외부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 바로 대학평의원회
구상이다. 이른바 ‘소비자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민주주의라는 명분을 들
이댄 것이다. 그러나 대학 운영의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권을 부여한
기구에 외부자 참여(external participation)는 매우 신중히 결정될 문제
다. 권한은 늘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대학을 시장논리 와 기업경영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실로 커다란 문제
다. 기업경영 방식의 근저에는 이윤동기(profit motive)가 자리잡고 있기 때
문이다. 이런 식의 변화를 강요하게 되면, ‘효율성’과 ‘생산성’이란 가치가 앞
세워짐으로써 대학의 공공성과 운영의 민주성은 크게 약화되기 마련이다. 대
영 대 등에 보

9)

10)

이런 점에 대해 반상진(2003. 2. 5: 53)은 “특히 국민의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고등
교육개혁 기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쟁점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는 말로 대신하고 있다. 다른 곳에서는 “대학 구조조정의 기본전제는 경쟁력 제
고를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감축과 효율적인 배분에 두고 있기 때문에ㆍㆍㆍ
지나치게 자유 시장 경제논리 의존에 대한 비판과 교육논리와의 갈등이 유발되
곤 하였다”(55쪽)는 신철순 외의 논지를 인용하고 있다.
10) 일찍이 도입된 ‘대학설립준칙주의’ 역시 이런 문맥에서 도입된 것이다. 학생자원
이 자연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시장의 조절 기능을 맹신한 나머지 남설 현상 등은
초래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결국 대학의 양적 팽창만
을 불러일으키고 말았다. 학벌사회적 특성, 고등교육에 대한 엄청난 사회적 수요,
학교자본의 속성 등 우리 나라 특유의 조건을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
고로 1990년 대비 2002년 현재 대학수는 4년제 56개교(총163개교), 2년제 42개교
(총159개교)가 증가하였다. 4년제의 경우 국립과 공립이 각1개교씩 늘어난 반면,
나머지 54개교가 사립대학이다. 2년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사립대만 41개교가
늘어났다.(교육인적자원부ㆍ한국교육개발원, 2002. 10: 29-30) 대학이 말 그대로
‘과잉공급’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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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 이것이 정당한 일인가. 이 때문에 대학 지배
구조 개편을 말하는 교육부의 의중이 전혀 다른 데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
는 것이다. 대학에 대한 통제의 의지와 대학운영의 시장화 전략, 이것을 버리
지 않는 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렵다.
이제 현실적합성 문제를 따져볼 때다. 과연 대학평의원회 구상은 현실에 대
한 올바른 진단에 기초한 것이고 또 실현 가능한가? 유감스럽게도 두 가지
학이란 조직의 정체성에

다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렵다. 우선 문제의 원인이 “일부 교수 중심의

폐쇄적인 운영”, 달리 말해 총장직선제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점은 앞서 살펴
본 대로다. 총장전권체제와 교육부-총장으로 이어지는 “독점적 권력”이 초래
한 문제를 총장직선제 문제로 대치하는 순간 대학평의원회는 현실에서 설자
리를 잃게 된다. 그릇된 진단이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 아
닌가.
대학평의원회 구상은 그 ‘기능’과 ‘구성’간의 괴리 가능성이 높다. 현실에 뿌
리내리기 어려운 제도라는 말이다. 학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외부자를 대거
참여시키면서도 권한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초ㆍ중고의 학교운영위원회 경험에서와 같이 대표성, 표의 등가성 및 책임 문
제 등이 제기되어 의결권이 박탈될 공산이 크다. 결국 기껏해야 심의기구로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재심의 절차조차 무력
화되어 이른바 ‘순수한 심의기구’로 변질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김용일, 2001: 213-222 참조). 대학 내외부자가 모두 참여하는 기구에 심
의ㆍ의결권을 부여하자는 ‘큰 그림’으로 대학행정의 민주화 요구를 일축하겠다
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게다가 여전히 전근대적인 지배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현실적

합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대학경영층’(총장 및 보직교수)을 당연직으로 임
명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이 한데 뒤
섞이는 권력구조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교수(협의)회의 의결기구화”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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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있는 마당에 교수단체들이 이런 방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평 회 구상은 교수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비현실적이다.
결국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교육부의 대학평의원회 도입 구상은 좌절되었
다. 정당성과 현실적합성이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대학 운영의 민
주화와는 거리가 먼 방안이었던 것이다. 대학 통제의지가 여전다. 뿐만 아니
라 시장화라는 비(반)교육적 개혁 전략에 기초하고 있다. 게다가 대학 현장의
문제점과 개혁 요구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교수들에게 대학 운영의 실
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관
우위 내지 관이 주도해온 대학정책의 전통을 압축해서 보는 듯한 인상이다.
저간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일이다.
교육부의 대학 의원

Ⅲ. 대학 운영의 민주화와 교수회의 법제화

꺾였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기구의 성격
상 정부측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
책위원회 명의의 “국립대학 경영구조 개편” 구상 때문이다. 다른 무엇보다
교수에게 대학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는 생각이 여전하다.
이런 구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장직선제의 폐해를 과장하고 있는 것도 똑같
다. 먼저 총장직선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그렇다고 해서 교육부의 ‘의지’가

11)

총(학)장선임제도 개선 ㆍ국립대학 총(학)장은 ‘총(학)장초빙위
원회’(Presidential Search Committee)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국립대학

11)

책임운영기관화와 같이 기업경영 방식으로 재편 내지 구조조정하려는 의지가 많
이 약화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국립대학 경영구조”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국ㆍ공립대학을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재편하려했던 저간의 흔적을 떨쳐
내지 못하고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대로 이것은 단지 표현만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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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회 구성원, 교직원 대표, 동문 대표, 사회인사, 학부모 대표 등
으로 구성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대학 이사회에 위
임.”(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2002. 12: 74)
총장직선제로는 안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외
부자로 구성된 ‘총(학)장초빙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대
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별 대
학 이사회에 맡기고 있다. 이와 같은 구상은 총장직선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평가에 기초한 것이다.
위원 는 이사

총(학)장 직선제는 정부 또는 재단
이사회의 일방적인 총장 임용 관례를 개선하고, 구성원의 참여의식을 높이는
“대학 민주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데 기여하였으나,

딕의 강조는 필자,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2002. 12: 258)

”(고

총장직선제를 임명제로 바꾸자는 주장을 정당화하고, 그것이
곧 대학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큰 그림’으로 이어지고 있다. 핵심은 이사회를
신설하여 “이사회와 총장이 대학의 운영 주체가 되도록 하고, 총장 자문기구
로서 교수평의회를 구성ㆍ운영” 하자는 것이다. 이사회-총장-교수평의회의
이런 진단이

12)

권력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다.

“- 이사

회: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인사ㆍ재정ㆍ

학사 등의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대학경영 성과에 대한 확인을 통해 대

회 책무성을 제고하는 등 국립대학 경영구조의 핵심적인 역할 담당

학의 사 적

장기적으로 국립대학간 상호 자율협력을 기하고,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기능별ㆍ지역별 ‘국립대학운영위원회’ 설치 검토”(위의 자
료, 같은 면)라는 내용도 함께 들어 있다.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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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 대학을 대표하고 대학경영을 책임지는 최고 집
행권자의 역할 - 교수평의회: 전체 교수 중에서 선정된 인원으로 구성되는
총장 자문기구로서 교무ㆍ학사행정ㆍ교원인사 등의 분야에 대해 총장 자문
역할”(고딕의 강조는 원저자,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2002.
12: 258)
-

총장,

평 회ㆍ교육인적자원부ㆍ동창회 추천인사, 사회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신설하여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하
자는 구상이다. 이 때 전체 교수 중에서 선정된 인원으로 구성된 교수평의회
는 교무ㆍ학사행정ㆍ교원인사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총장 자문기구의 위상을
갖게 된다. 또한 총장의 역할을 “대학을 대표하고 대학경영에 책임지는 최고
집행권자”로 설정하고 있다. 이사회 구성방식이나 구성원에 있어 조금 차이가
있을 뿐 대학평의원회 구상과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게다가 총장의
역할을 재차 언명함으로써 사실상 총장의 권한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감
추지 않고 있다. 집행기구와 심의ㆍ의결기구가 미분화된 전근대적인 지배구조
교수 의

도 여전하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명칭이 어떻든 이런 식의 기구는 대학 운영
의 민주화 요구를 대치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대학행정의 민주화 요구에
대해 ‘큰 그림’을 그려 사태를 복잡하게 함으로써 그 어느 하나도 실현 불가능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사회가 그런 ‘악역’을 맡고 나선 셈
이다. 바로 이것이 교육부의 ‘의지’가 꺾이지 않았다고 말한 이유다. 대통령자
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의 명의를 빌어 대학행정의 민주화 요구와는 거리
가 먼 지배구조 개편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제 정당성이 있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생각해볼 때다. 앞에서 교육부가
주도하여 내놓은 지배구조 개편방안들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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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지였다. 하나는 “교수들에게 대학 운영의 실 적인 권한을 줄 수 없다”는 교
육부의 대학통제 의지 때문이었다. 그런 생각이 우리 대학이 당면한 문제상

황

왜곡하게 만들었다. 총장직선제가 ‘만병의 근원’이며, 폐쇄적인
대학운영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대학의 현실을 있는 그
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부와 총장으로
이어지는 “독점적 권력”에 대한 견제기구가 부재한 현실이다.
다른 하나는 고등교육에 대한 시장주의적 접근이 비(반)교육적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대학 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앞세우는 한, 대학교육의 공공성
이 잠식되고 교육적 가치가 냉소의 대상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
런 식의 개혁은 고등교육에 있어 사부담률을 증가시켜 계층간의 교육불평등
을 심화시킬 뿐이다. 이는 경험적으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학이나 학교의 실질적인 권한(심의ㆍ의결)이 있는 기구에 외부자 참여를
강조하는 것 또한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임이 입증되었다. 이른바
그럴 능력이 있는 선택된 ‘교육소비자’의 권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였던 것이
다.(김용일, 2001 참조)
과 그 원인을

결국 대학 지배구조 개편을 설득력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학통
제 의지를

거두어야 한다. 그럴 때 교수가 대학교육개혁의 파트너로 인식될

수 있다. 권력을 주고 말 대상으로 보는 한 변화가 요원하다는 말이다. 대학

강화시키는 한편, 대학행정이 교육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시장주의적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
이다. 대학행정체제 전반의 정당성 제고를 강조한 것은 바로 이런 과제 해결
을 위해서다. 고등교육정책이 민주적 조건에서 결정ㆍ집행되고, 동시에 개별
대학 운영의 민주화 를 이룩해야 한다.
의 공공성을

13)

13)

사실 “대학 운영의 민주화”는 대학행정체제의 정당성을 제고하는 한 축일 따름
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교육부를 정점으로 한 배타적인 정책결정구조 때문
이다. 대학정책 결정과 집행의 “민주적 조건”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함께 갖고
있다는 뜻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대학 지배구조 개편의 과제가 개별 대학 문
제만이 아니고 “교육부개혁”이란 과제와도 연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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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건

높은 대
안은 “교수회의 법제화”다. 대학 운영에 있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이 그 정당성을 말해준다. 교수회가 법정기구로 존재
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의 굴절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이다. 군사정권 을 물리치고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친 마당에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참여정부’가 교수회의 법제화를 개혁의제로 적
이런 점을 생각할 때, 현 의 조 에서 설득력 있고 실현 가능성이

14)

시한 것도 다 이런 사정 때문이다.

○ 대학 지배구조의 개편 - 교수회를 법제화하는 한편, 교직원ㆍ학생ㆍ학
부모ㆍ지역인사가 대학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대학과 교
“

육인적자원부의 관계 등 대학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들에 대한 점

ㆍ

령

회

검 시정 조치”(대통 직인수위원 , 2003. 2)

회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하겠다 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럴 경우 총장은 대학을 대표하고 대학행정에 책임지는 최고 집
행권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교수회와 총장이 의결과 집행권을 분점함으
로써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대학행정체제를 갖추자는 것이다. 다만, 교직원ㆍ
학생ㆍ학부모ㆍ지역인사가 대학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성격이
이런 구상은 교수 를

15)

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루고 있지만, 김용일(2003)의 글도 참조할 것.
14) 이렇게 비민주적인 지배구조를 갖게된 것은 5.16 이후 전문개정을 통해 교육공
무원법(1963. 12. 5, 법률1463호)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사정을 강인수(강
인수ㆍ허종렬, 2001. 8. 8: 1)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즉, “과거 1953년 교육
공무원법에서는 총장, 학장, 교수 등의 임명에 있어 교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
고, 교수회는 단과대학별로 구성하되, 총장추천에 있어서는 교수전원으로 구성하
도록 되어 있었다.(동법 제8조) 이 제도는 5.16 이후에 폐지되었다.”
15) 어찌 보면 교수회를 심의기구로 할 것이냐 의결기구로 할 것이냐는 것은 다음
문제다. 사실 정부의 개혁방안에서는 이 정도의 개혁의제만 제시하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공론의 장”을 거쳐 구체화될 일이다. 그러나 그간 우리는 그런 일에
익숙하지 않았다. 교육정책 결정의 민주적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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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하다. 현재의 조건에서 내외부자가 참여하는 기구의 경우, 기
본적으로 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것이 앞서
지적한 대표성 문제나 권한에 따른 책임 문제도 해결하고, 대학 지배구조상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부자인 학생과 교직원의 의결기구 참여 요구가 거셀 공
산이 크다. 이런 점 때문에 제한적 권한이긴 하나마 그것이 대학행정에 참여
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게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육
부가 제시했던 ‘큰 그림’이 개혁의 요구 자체를 일축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험
때문이다. 게다가 교직원은 직장협의회라든가 교육공무원 노조의 합법화를 목
전에 두고 있는 상태다. 학생 역시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학생회를 통
해 실질적인 대학행정 참여를 보장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의결기구에 행정직원과 학생이 참여
할 수 있는 전향적인 제도 개혁 6 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걸 위해서라
도 교수회의 법제화를 통해 대학행정에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안착시키는
게 우선적인 과제라는 점만은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런 생각은 총장직선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다음의 글 속에도 그대로 담겨있다.
상대적으로

1 )

○ 국ㆍ공립대학 총장직선제 등의 공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 궁극적으로 모든 대학
구성원(교수, 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인사 등)이 함께 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나감.”(고딕의 강조는 원저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3. 2)
“

교육부가 그토
16)

록 몰아 붙여온 총장직선제에 대한 입장이다. 교수회의 법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적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임의
단체인 교수회를 법제화하고, 학생회와 공무원직장협의회 또는 직원노조 형태로
결집되어 있는 행정직원들이 학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ㆍㆍㆍ교수집단은ㆍㆍㆍ대학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당사자
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강인수ㆍ허종렬, 2001. 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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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다음 “추진전략”으로 부기되어 있는 내용이다. “공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대학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ㆍ추진”이란
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모든 대학구성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구상의 바탕에는 저간의 냉엄한 현실에
대한 절절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더 이상 총장직선제의 폐해를 과장하면서
‘큰 그림’으로 대학 지배구조의 민주화 요구를 일축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지의
화를 언명하고

표현이라고나 해야 할 것이다.

강조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 바로 “교육부개혁”
문제다.「대학 지배구조 개편」을 언급하는 곳에서 이미 “대학과 교육인적자
원부의 관계 등 대학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인들에 대한 점검ㆍ시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17)

정 조치”를 적시한 바 있다. 대학 지배구조 개편이 단순히 대학 운영의 민주

판단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제고시키려면, 교육부의 독점적인 정책 관련

화 과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반

대학행정체제 전 의 정당성을

폭 축소되어야 한다.

기능이 대

“1. 교육인적자원부 기능

재편과 교육행정개혁 ㅇ
- 대

령 직속 교육혁신기구 신설과 연계되어 있는 사안으로 두 기구간의 역할분
담 병행 추진 - 정책의 현장적합성 제고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 직제 개편
(후략)”(고딕의 강조는 원저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3. 2)
통

교육부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17)

판단이 자리잡고 있

대학 총장과 교수, 직원 등 학내 오피니언 리더 계층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대학신문(2003. 5. 6; 의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학 구성원
은 참여정부 구현을 위해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등 총체적인 조직개편을 포
함한 교육부 개혁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65.8%)’거나 ‘대체로 필요
하다(24.7%)’고 답해 교육부 개혁 필요성에 전체의 90.5%가 지지를 보였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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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대학 지배구조의 민주화 역시 이런 변화를 통해서만이 가능
하다. 이런 구상이 곧바로 “교육혁신기구 설치” 구상으로 이어진다.
음을

“

○

책

- 교육정 의 입안

ㆍ심의ㆍ(심사)평가 기능 및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협의ㆍ조정 기능을 부여
- 아울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도모하기 위해「교육개혁법」(가
칭) 제정 검토”(고딕의 강조는 원저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3. 2)
회 법제화가 단순히 교수에게 권한을 주고 말고의 문제
가 아님을 새삼 깨닫게 된다. 대학 운영의 민주화가 일차적 과제다. 그러나
그것은 대학행정체제 전반의 민주적 조건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
은 문제다 그러니 교육부개혁을 통해 교육행정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완화해
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교육혁신기구”다. 이와
같은 개혁들이 병행 추진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교수회
의 법제화가 이런 큰 문맥에서 제시된 대안이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이렇게 보면, 교수 의

한다.

Ⅳ. 결 론

혁 과제를 교육부에 맡겨둔다는 게 어쩐지 부자연
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최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공론의 장”
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국민의 힘”으로 우리 대학행정의 민주화
를 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참여정부’를 출범시킨 국민의 뜻이 바로 그런 데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우리는 대학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매우 정치적인
사안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교수단체의 대학행정의 민주화 요구는 어제오늘
대학 지배구조 개편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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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말로는 대학 지배구조의 ‘개선’ 내지 ‘개

혁’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정당성과 현실적합성이 매우 낮은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일관하였다. 교수들에게는 대학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
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셈이다.
우리 대학이 겪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이 전혀 달랐던 것은
바로 이런 사정 때문이었다. 정치적 공방과정에서 현실에 대한 사려 깊은 진

앞세웠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가
“총장직선제의 공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자연스
럽고 이해할만한 일이다. 사실관계에 기초한 처방만이 우리 대학의 미래를 기
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 지배구조의 민주화라는 개혁의제를 공론화하고
중지를 모아 실천해나갈 때다.
이 글에서는 대학 교수회의 법제화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란 점을 강조하였
다. 교수회의 위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별 대학의 최고 의결기구로 상정
하고 있다. 총장의 집행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취지
다. 이럴 경우 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인사 등은 ‘대학발전위원회’(가칭)를
통해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내외부자로 구성된 대학발전위원회의 위상
과 권한을 어떻게 할지는 추후 “공론의 과정”을 거쳐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처음에는 제한적 권한을 부여할 수밖에 없지만, 점차
그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데 변화하지 않는 구석이 너무 많다. 정치권
이 그렇고, 우리 사회의 이른바 ‘힘있는’ 사람들이 의식이 그렇다. 그런 반열
에 대학 지배구조의 비민주적인 모습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980년대
말 사회민주화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획득한 총장직선제 말고는 단 한치의
진전도 없었다. 민간민선 정부라고 한껏 들떠 출발한 ‘문민정부’도 맥을 못 추
었다. 스스로 가장 ‘진보적인’ 정권이라 자부하던 ‘국민의 정부’는 참으로 이해
못할 대학 지배구조 ‘개혁안’의 후원자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대학 교수회의
법제화를 내건 ‘참여정부’는 과연 어떨지 자못 궁금하다.
단보다는 자신의 입장과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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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Ⅰ-1 》

국공립 대학의 지배 구조
개선 방안 탐색
배한동
(경북대 교수,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 상임회장)

혁

본 논문은 대학 교육 개 의 핵심이 되는 국공립 대학의 지배 구조의 개편

노무현 참여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나라5 대
학 교육의 획기적인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대학 운용의 엔진 역할을 하
는 대학의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는 심도 있게 논의할 사안임은 분명하다. 김
용일 교수의 대학 지배 구조 개혁에 관한 논문에 관한 논지나 주장은 문제의
식을 정확히 진단하여 방향을 제사하고 있어 우리 국교협의 입장과 대체로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일치한다.

파행과 혼란에는 교육 정책 당국과 교육 관료 뿐 아
니라 교육학자들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 그 동안 교육학자들이 이 나라
교육의 이상과 본질에 관한 문제는 덮어두거나 도외시하고 기존 체제 유지와
전수에만 안주하여 ‘상황적 현실적 학문’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대학 지배구조 개혁에 관한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입장에서 강한 개혁 의지를 보여 신선함을 느낀다. 발표자는 서두에
이 나라 교육 행정의

서 국공립 대학의 ‘경영 체계’를 ‘지배 구조’ 로 제목을 변경하였다. 이는 학문

저 신자유주의적 경영체계로 접근하려는 교육 정책에 관한
강한 거부감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시장 논리의 생산성이나 경쟁력만이 살
의 전당인 대학 마

- 25 -

길인 것처럼 외형적인 실적에만 의존하고 대학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도외시
한 대학 지배 구조와 정책에 관한 제동과 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발표자의 ‘지배 구조’(governane structure)라는 용어는 자
칫 대학에 대한 권위주의나 패권주의를 연상시킴으로서 논자가 가치 중립적
인 입장에서 제의한 ‘대학 운영 구조’ 나

난

‘대학 운용 구조’ 개선으로 하는 편

이 무 할 것 같다.

평 발표자의 주장이나 논지는 대체로 지지하면서도 부분적으로
논점을 보완하거나 논지를 보다 분명히 하는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첨가하려고 한다
본 논 자는

1. 교수회의 법제화 문제

발표자는 현행의 교육인적자원부 (이하 교육부)-대학 총장으로 이어지는 교
육 행정의 독점적인 지배 구조는 개선되어야 하며 그 장치가 ‘교수회의 법제
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 의사 결정 구조가 정권-행정 관료-대학 총장으
로 이어지는 지시 명령 위주의 행정 체계는 참여 정부 시대 정신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의 자율성에도 어긋나기 때문 이를 전폭 지지한다. 이제
국공립 대학의 교수회는 과거의 ‘교수협의회’처럼 임의 단체의 성격을 벗어나
정권 인수위가 보고한 것처럼 시급히 법정 기구화나 법제화되어야 할 것이
다.

짚고 넘어 가야할 문제는 교수회는 법정기구화 함
과 동시에 그 성격이나 기능이 반드시 의결 기구화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지
금도 대학에 따라서는 대학 교수회는 학칙상의 조항으로만 들어 있는 의미
기구일 뿐 교수회의 내규도 공포되지 못한 대학이 허다하며, 심지어 집행기관
인 총장이 의결기구인 교수회 의장을 겸하는 대학까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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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대학 교수 의 의결 기구화의 당위성은
의 자치와 자율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1)

회

헌법이 보장한 학문의 자유와 대학
교육부- 총장 중심의 독점적인 대

학 행정체계를 교수 를 통한 권력 분립의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다. 국

회

난 1월 3일 교육부가 내려보낸 교수회 성격관련 시정
요구와 불이행시의 행재정적인 제재 조치공문에 반발하여 헌법 소원을 제기
한 것도 이 같은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는 헌법 재판소의 조속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대학 교수회의 법제화는 분명히 고등교육법상 의결기구로 명
문화되고 학칙상으로도 규정되어 그 내규까지 학교 규칙으로 총장이 공포되
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관철하기 위한 국공립대학 교수협의
회 등 교수 단체의 노력과 함께 단위 대학 교수회도 ‘의결기구화’를 위한 강력
한 의지와 실천적 노력 등 자율 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평자는 교수회의 법제화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교육 당국이 이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화를 위한 발표자의 구체적이고 실
공립 대학 교수 가 지

천적인 방안이 있으면 들었으면 한다.

2. 대학 이사회 구성 문제

회
재 교무회의, 학처장 회의, 평의원회, 평의회을 두고 있지만, 일부 대학을 제
외하면 대체로 총장의 집행권에 대한 심의 자문 기구에 불과하다. 이 같은
대학의 의사 결정의 대의 기구로서 교수 와는 별개로 여러 대학에서는 현

1)

헌법 22조 1항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데 학문의 주체인 교수와 교수들
의 구성체인 대학이다. 학문의 자유는 헌법 31조 4항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과 전문성과 연결되어, 대학의 운영은 학문의 자유의 주체이자 연구. 교육의 전문
가인 교수들의 자주적인 의사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헌법적 명령으로 확인
된다. 헌법 31조 1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주요한 헌법적 가치이다. 대학의 자율성은 교육, 연구, 인사, 행정의 자율성과
더불어 재정의 자율성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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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는 대학 당국이나

총장의 집행권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

래

법
는 대학의 지배 구조로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 인사가 대학 운영에 참
여하는 장치 마련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난번 대통
령직 인수위의 보고서 가운데 대학 지배 구조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을 통해 대학 구성원(교수, 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 인사 등)이 참여하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보고내용을 주시하고 있다. 이 안은 과거 정권시
대통령 교육인적자문위원회의 ‘대학 이사회’를 신설하여 대학 운영의 주체가
되도록 하자는 안과 맥락을 같이 한다. 즉 대학 이사회는 총장, 교수 평의회,
교육인적자원부, 동창회 추천인사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하여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최고의 대학 의사 결정 기구로 하자는 구상이다.
이를 언뜻 보면 ‘모든 대학 구성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라
는 참여 민주주의 기본 정신이 반영된 듯하여 반대할 명분이 없다. 그러나 이
제도가 가진 문제점은 많다. 우선 이제도의 도입은 대학의 근본 목적인 교육
과 연구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한 외부자의 대거 참여로 중등학교 학
교 운영위원회처럼 형식적인 운영기구가 될 우려가 크고, 현행 기성회처럼 총
장의 재정에 관한 행정 행위를 추종이나 추인하는 기능에 그쳐 총장의 역할
이 오히려 강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현행 전체 교수회의 대의 기구인 평의회
와의 역할충돌 문제도 제기된다. 그러므로 대학 이사회의 구상은 발표자가 지
적 한 것처럼 폐쇄적인 대학 운영 체계를 개방, 개혁해야 한다는 명분뿐이며
실질적으로는 대학 운영의 권한을 교수들에게 줄 수 없다는 교육 당국의 대
학 통제의지가 반영되어 교육 관료들의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
우리는 여기에서 정부나 교육부가 오 전 부터 입 화를 위해 구상하고 있

2)

고 볼 수 있다.
2)

이때 교수 평의회는 교무, 학사 행정, 교원 인사 등 제한적 범위에서 총장 자문
기구로 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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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립대학 운영 특별법안이 대학 재정
의 의사 결정을 대학의 연구 교육과 무관한 교외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재
정위원회에 부여하고 교수들의 참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려는 법안에도 잘
나타나 있다. 대학 이사회나 재정위원회의 구성이 교수외의 다수의 외부 인
사로 구성되면 대학의 개방적 운영을 명분으로 하지만, 법안으로 발효되면 대
학의 학사 행정이나 재정은 대학을 모르는 인사들에게 위임될 수밖에 없다.
결국 대학의 지배권이 내부에서 외부로 이관되며 대학 운영의 문외한인 인사
들, 교육부의 영향권에 있는 인사들의 의지로 대학의 운명이 좌지우지됨으로
써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전문성, 대학과 교수의 학문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침해되기 때문 우리는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발표자는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의 의사 결정 기구나 의결 기구에 행
정 직원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향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성을 인식하
이같은 구상은 현

3)

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면서도 구성원들의 의사가 학사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나 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 싶다.
3. 총장 직선제 문제

폐단이 있지만 총장 직선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논지를 펴
고 있는데 이는 우리 국교협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같아 이를
지지한다. 교육부는 교수들에게 대학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을 줄 수 없다는
입장에서 내면적으로 총장 직선제를 선거 과열, 파벌 형성 ,집단이기주의, 구
성원간의 갈등, 대학의 정치 투쟁장화 등을 들면서 마치 ‘만병의 근원’인 양
확대재생산하고 언론이 여론을 내세워 대체로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총
장 직선제는 대학 교수(협의)회가 학원 민주화 과정에서 쟁취한 권한 중 가
논자는 다소의

3)

서울대학교 교수 협의회,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
참조

(20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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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암울했던 권위
주의적 독재 체제하에서 대학 민주화의 상징으로 쟁취한 한 것이 바로 총장
직선제이다. 그러나 작금 전국의 10여개 대학 총장 선거에서 직원들의 총장
직선제 참여 문제로 갈등과 진통을 겪고 있지만 직선제의 그 기본적인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는 직원들도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직원들은 과거 총장
직선제를 백안시하다가 이제 겨우 정착단계에 들어가는 대학 총장선거 참여
문제로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교육부의 복안인 대학 총장 임명제
나 간선제에 의한 대학 통제 정책에 동조하는 일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과거
중앙에 눈치만 보던 임명제 총장보다 직선제 총장은 자신의 대학 발전에 대
한 비전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교수회가 중간 평가 등을 통해 점
검함으로서 대학 행정의 공개와 민주화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
다. 직선제 총장은 과거 임명제 총장이 교육 당국이나 부당한 권력에 눈치보
면서 동조 추종하는 것과는 달리 대학의 자치와 자율의 공간을 확대해 가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으로 단위 대학에서 요구되는 특성화 사업
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여 대학 발전에 기여하였음을 부인 할 수 없다. 그러므
로 대학 지배 구조의 핵심인 총장 직선제 원칙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에 파생
되는 문제점은 보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국공립 대학 총장 선거에서 대학의 동일 구성원 원칙을 내세우며 직
원 학생들이 현행법을 무시하며 투표권 행사를 요구하며 집단 시위, 강제 점
거 등으로 교수단체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발표자의 이에 대한 입장이
나 해법을 듣고 싶다.
장 가시적인 성과중의 하나이다. 대학이 정권의 시 가 되었던

4. 교육부의 개혁과 교육 혁신기구 문제

발표자는 대학의 지배구조 개혁에 앞서 교육부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데 본
토론자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다. 이 점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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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독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책 개발, 집행 및 지원 기능 중심
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교육 혁신 기구’를 대통령 직속의 법률기구로 상설화
할 것을 보고한 바 있다. 교육부의 개혁은 교육관료들의 개혁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그 동안 교육 부총리의 잦은 교체는 교육 정책의 혼선 뿐 아니라 교육
관료들의 전문성을 빙자한 권위만 강화시키고 교육 행정의 민주성과 공공성
을 담보하지 못함으로서 교육 정책이나 행정의 불신의 온상이 되었다. 김대중
정부하의 여러 명의 부총리 경질과 단명은 교육 정책의 실패로 이어져 결국
대학 사회에서 ‘교육부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 교육부의 독단적인 정책과 행정의 실패는 부지기수이다. 교수 단체
에서 ‘바보 코리아’ 정책이라고 그렇게 반대하던 BK21 정책은 아직도 표류하
고 있고, 조령모개식의 입시 정책의 혼선은 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엄
청난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지원하겠다는 해프닝식 교육 발상은 장관의 교
체로 사라지고, 법률적인 구제 장치도 없는 교수 재임용제 시행으로 인한
500여명의 해직교수 양산과 헌법 불일치 판결은 무엇을 의미하며, 한치 앞
도 볼 수 없었던 초․중등 교원 정책과 교원 적체 현상, 대학 설립 준칙주의
라는 미명하에 과도한 학교 설립 허용과 정원 미달 사태로 인한 대학 합병
방안 발표, 지금도 인권 침해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NEIS정책의 혼란 등
이 그것이다. 이같은 정책의 실패와 시행 착오는 교원 단체나 교수 단체의 의
사를 배제한 교육 당국의 독단적 정책 결정과정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곧 출범할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기구에서 우선적인 과제로 설정해
야할 사안이 교육부 자체의 구조 개혁과 함께 교육 관료들의 발상 전환을 위
한 제도 개혁을 단행하야 한다. 정권 인수위의 보고사항중 교육부 기능 재편
과 교육 행정 개혁을 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은 시의에 적절하며 이는 교육
부의 과도한 정책 독점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 개발, 집행 및 지원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오죽했으면 별도의 교육 혁신 기구가
교육 정책의 입안, 심의, 심사, 평가 및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협의 조정 기
의 과도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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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였겠는가. 이제 교육부는 대학 구조의 개혁 주체임과 동시에
개혁의 대상과 객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부의 개혁을 통해 교육
행정의 독점적인 권한은 완화되고 교육부의 권한은 대학으로 대폭 이전하고
이에 대한 책임 및 평가와 함께 총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장치는 마련되어
야 한다. 교육부와 총장의 독점적인 지배 구조를 분산적인 구조로 전환하고
교육 개혁의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교수회의 법제화이다.
본 토론자는 교육부의 개혁은 교육부에만 맡길 수 없을 정도로 중병이 들었
다고 본다. 발표자의 교육부의 개혁에 관한 입장과 방향을 들었으면 한다. 동
시에 곧 출범할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의 역할과 교육부와의 관계 설
정 문제에 관해서 고견을 듣고 싶다.
능을 행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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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Ⅰ-2 》

국․공립 대학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이한우
(조 선 일 보 논 설 위 원 )

김용일 교수께서는 경영이라는 말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계신 것 같
다. 그것은 아마도 시장주의가 대학에 침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김교수는 대학은 기업과 다르다 고 했다. 물론 대학은 영리
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는 다르다. 따라서 기업에 요구되는 수준의 시장주의
가 대학, 특히 국립대학에 적용되는 것에는 본인도 반대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대학을 지켜본 입장에서 우리 대학의 학문생산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연구는 말할 것도 없고 학생교육의 수준도 형편없다. 최근
어떤 조사에 보니 대학강의에 대해 만족한다는 학생이 30%에도 미치지 못하
고 있다. 본인은 이게 정확한 수치라고 본다.

스스로 개선할 수 없다. 연
구와 교육은 대학의 핵심적인 존재이유다. 이 부분을 끌어올리는 것이 대학개
혁의 핵심이다. 따라서 필자는 김교수와 달리 대학에도 경영개념이 도입되어
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다양한 평가시스템을 개발해 공정하게 운영함으
로써 대학의 학문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 대학을 책임지는 총장의 첫번째 과
이런 문제는 교수들 자신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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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수의 발표에 대한 몇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먼
저 총장 직선제 관련 부분이다. 본인은 총장직선제가 현재 대학에서 빚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다만 국외자의 입장에서 보자
면 대학을 대표하는 총장을 직선제로 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
다. 총장직선제는 사회전반적으로 민주화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올 때 생
겨난 것이다. 그리고 10년 이상 직선제를 해보았지만 부정적인 측면들도 많
이 노출되었다. 무엇보다 대학의 분열과 정치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
다. 이제는 이런 점들을 보완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총장을 직선으로
뽑지 않는다고 해서 권위주의가 되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다. 교수들도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져주기를 바란다.
이런 관점에서

두번째로 총장직선제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평교수들의 의견이 보다 다양하
게 학교운영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수회의 법제화는 긍정적으로 검
토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된다면 교수들의 우려하는 전횡과 독선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좌절된 안이라고 말한 대학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대학이사회는 오
히려 대학과 지역사회의 결합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만일 이를 반대한다면 그것은 교수들의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
에 없다.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그런
데 김교수의 발제는 지나치게 민주성에만 집착하고 있어 외부관찰자의 입장
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결국 대학문제는 민주성과 생산성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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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Ⅰ-3 》

“국․공립대학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탐색”에 대한 토론
신재철
(전 남 대 학 교 교 수 )

늘 ‘국․공립대학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탐색’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김용
일 교수께 대단히 수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린다. ‘참여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권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앞으로 우리 나라 대학의 발전과 대학운영의
민주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관하여 많은 생각을 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이 발표논문은 그러한 사고결과들 중의 하나라고 믿는다.
토론에 앞서 발표 논문을 간단하게 요약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발표자 김용
일 교수는 이번 ‘대학교육 정책포럼’의 제 1 주제인 “국․공립대학 경영체제
개선 방안”을 “국․공립대학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탐색”으로 변경하였다. 발표
자께서는 대학은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와 운영원리가 다르다고 하면서 ‘경영’
오

이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기본원리로

삼기

함

때문에 교육과 연구를 수행 에 있어서 교육적 가치와 공공성을 가장

중시하는 대학조직의 운영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째 동안 교육부가 추진하여 온 대학지배구조 개편안들이 정당성과 현
실적합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김용일 교수는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먼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라 칭함)가 대학에 대한 통제의지를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총장직선제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총장임명제를 추진하고, 그것이 잘 되지 않으니까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학
둘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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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인사로 구성된 대학운영위원회, 대학이사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총
장을 선임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교
육부-대학총장으로 이어지는 독점적 권력에 의한 통제 위주의 대학행정이라
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총장전권제체로서 총장에 대한 법적 견제장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으며, 교수들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하기
때문에 현실적합성이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부의 개편안들은 지금까
지 시장화 전략에 의하여, 예를 들면 ‘책임운영기관화’나 ‘경영계약제’ 등 기업
내

경영 방식의 대학운영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려 했다는

발표자께서는 대학운영에 대하여 시장논리 또는 기업경영방식으로 접
근하게 되면 효율성과 생산성만을 앞세우게 되어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민주
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대학운영에 시장논리를 앞세우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
것이다.

다.

셋째, 김용일 교수께서는 대학운영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교수회의 법제화를
주장하였다. 즉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통제와 총장전권체제를 견제하고, 고등
교육정책이 민주적 조건에서 결정․집행되며, 동시에 개별 대학의 민주적 운
영을 위해서 교수회를 법제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총장은 대학을
대표하고 대학행정을 책임지는 최고집행권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교수회는 최
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교수회와 총장이 의결권과 집행권을
분점하여 견제와 균형의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직원, 학
부모, 학생, 지역인사 등의 대학운영과정에 참여는 '대학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제한적 권한을 부여하고 점차 그 권한을 확대하자고 하였다.

발표자의 주장에 대하여 토론자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토론자로서 소임을 다 하기 위하여 ‘국․공립대학의 지배구조'에 관한 발표자
의 주장에 대하여 몇 가지를 덧붙이고 한다. 첫째, 김영삼 정부이래 교육정책
은 신자유주의의 이념을 앞세우고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지나치게 대
학간 경쟁을 부추기고 대학운영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면서도 국립대학에 대한
이상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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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국립대학의 공립화를 시도하는가 하면 국립대
학 구조조정 방안의 하나로 ‘국립대학특별회계제도’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토
론자가 국립대학특별회계제도에 대하여 비판적인 것은 국립대학에 대한 안정
적인 정부지원의 불투명성과 운영비 확보수단으로서 등록금 인상의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육에 있어 경쟁은 선의의 경쟁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경쟁은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하여야 경쟁의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
역적으로 재정적으로 유리한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들이 출발점이 다른 데
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쟁을 부추기는 정책은 공평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경쟁의 출발점이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국내의 모든 대학들이 거의
같은 수준의 출발점에서 경쟁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정책이
먼저 시행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문의 경쟁은, 발표자께서도 지적
하였듯이, 교육의 본질과 공공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경쟁이 지나칠 경우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체의식은 전
혀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 비인간화현상과 인간소
외현상 및 계층간 불평등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둘째, 발표자께서도 지적하였듯이,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대학에 대한 통제의 고삐는 늦추지 않고 대학운영의 책무성을 담보한다는 미
명 아래 갖가지 평가를 실시하여 대학을 획일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 때문에 예전부터 재정이
건실하고 사회적 평판이 좋은 대학들은 더욱 발전하고 그렇지 못한 대학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
을 거의 다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선 대학의 관계자들은 대학이 자
율적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통제의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통치체제를 개혁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즉 대학을 교육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민․관․산․
학계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국가수준의 가칭 ‘대학위원회’ 또는 ‘고등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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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설치하여 고등교육에 관한 정책결정, 집행, 평가 등의 고등교육에 관한
교육부의 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대학위원회는 교육부로부터
독립된 의결기관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면서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계획, 조
정, 감독, 정책평가 등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재철, 2000).
셋째, 김용일 교수께서는 대학운영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체제를 갖추도록
교수회의 법제화와 행정직원, 학부모, 학생,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
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제한적 권한을 부여하고 점차 그 권한을 확대
하자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단기적 처방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 처방으로는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 하면, 만
약 교수회가 대학운영의 의사결정권을 독점한다면 ‘교수독제현상’이 초래될 개
연성이 있고, 일단 잡은 권한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수회에 의사결정권을 독점하게 하기보다는 교수, 행정
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인사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가칭 ‘대학평의원회’
를 설치하여 대학운영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평의원회의 인적 구성비율을 교수회에서 선출한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예
를 들면 교수, 학생, 행정직원, 학부모, 지역인사의 비율을 5 : 1 : 1 : 1 :
1로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교수가 대학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높고 대학의 주요 기능인 교육과 연
구를 직접 수행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독일의 Baden-Wurttemberg 주의
경우 대학평의원회는 선거직이 교수, 조교, 학생, 행정직원의 대표가 3 : 1 :
1 : 1의 비율로 구성된다(이시우, 2000: 43). 그리고 평의원들은 자신이 속
한 집단에서 각각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며,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의사
를, 예를 들면 교수는 교수회의 의사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지역인사는 교수, 학생, 행정직원, 학부모 평의원
들이 합의하여 평의원으로 위촉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오늘 발표된 ‘국․공립대학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탐색’에 관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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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 국․공립대학의 통치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대학운영을 민주화
하는 데 매우 유익한 논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우리 나라 대학운영의 민
주화를 위하여 좋은 논문을 발표한 김용일 교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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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Ⅱ 》

사립대학의 경영체제 개선방안
윤종건
(한 국 외 국 어 대 교 수 )

Ⅰ. 서 론

새삼스럽
게 거론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학들은 다른 나라와 비
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으며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 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얼마 전 “4년제 대학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초 중 고교보다도 많다”는 제하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특히 사립대의 경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대학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는 수도권이 39명, 지방이 45명으로 이는 전국 초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

8

생 수 2 .1명, 중학교 19.3명, 고등학교 15.7명에

비해 3배나 많다. 그리고

흔히 비교대상으로 삼는 OECD 국가의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
평균 14.7명과 비교하면 말문이 막히고 만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고도 우리의 대학교육이 제 기능을 올바로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
거나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기야 아무도 대학이 소수 엘리트교육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학교육을 ‘고등교육’이라는 말 대신에 ‘후기중등교육(post-secondary
school education)’이라고 부르는 말이 더 보편화되고 있을 정도로 대학교육
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대학도 이미 고등교육 취학률이
나 이수율이 OECD 평균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특히 이수율은 34%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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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서서 보편화 단계에 들어섰
다. 이처럼 대학인구 자체만을 두고 비교한다면 오히려 선진국 중에서도 선두
그룹에 속한다. 문제는 대학의 질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질적인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인 대학교육의 경제수요 부응도는 세계 47위이
다(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보고서, 2002).
우리의 대학이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의 열악성이
다. 우리나라의 대학재정 총 규모가 미국의 한 주립대학의 예산 정도 밖에 되
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아무리 잘 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돈
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
이다. 첨단기자재를 비롯한 대학시설과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초 중등학
교 보다 못한 환경조건 아래서 경쟁력 있는 대학교육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오죽하면 얼마 전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이
서울대의 시설이 자신이 다녔던 과학고등학교보다 못한 사실에 놀라 학업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는 서글픈 얘기가 신문지상에 보도되었을까
만, 한 강의에 수강하는 인원이 심지어 백 명을 넘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
니 이는 정녕 비극이 아닌 희극이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부실은 반드시 돈 탓만은 아니다. 그에 못지 않게 중요
한 것이 학교경영이다. 아직도 많은 대학들이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
학들이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경영이념이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상
아탑의 꿈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학문지향성과 전문지향성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수직적 지배체제와 교수중심 체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많은 사립대학들이 족벌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민주화 개방화
의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비효율적인 경영체제와 개혁의지의
부족, 그리고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등으로 대학들
은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이제 대학경영도 기업적 경영 마인드에 바탕을 두고 대학경영을 투명화, 전
5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대중화 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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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써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경영방식을 바

문화 으로

꾸어야 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대학경영체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사립

펴

대학을 중심으로 살 보고자 한다.

Ⅱ. 사립대학 경영체제의 최근 변화 동향

후 지향해야할 대학 경영체제개선의 기본 방향은 개방화, 민주화, 다양화
이다. 개방화란 ‘상아탑’을 허물고 대학이 지역사회 및 세계 속으로 파고 들어
야 됨을 뜻한다. 그리고 대학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
향

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의 민주화란 대학운영에 있어서의 권력이 수직구조

평

함을 뜻한다. 대학조직구성원들의 목소리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수렴하여 대학경영에 반영하
여야 하며, 재단중심, 행정중심, 교수중심에서 학습자 중심, 소비자 중심, 수
요자 중심으로 대학의 경영체제를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화란 대
학이 'university'의 개념이 아닌 'multiversity'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음을
인식해야한다는 것을 뜻한다. 교육이 학교중심체제에서 평생교육체제로 전환
됨에 따라 대학들의 역할과 기능도 다양화된 것이다. 학부와 대학원만 있던
대학들은 이제 평생교육센터, 사이버(cyber)대학, 이동(mobile)대학, 원격
(distant)대학 등등의 다양한 형태를 수용하는 체제로 탈바꿈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어느 대학도 수요자의 욕구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으며, 다
양한 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대학도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궤를 같이 하여 빠르게 변신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게 된 것이다. 지금 우리의 대학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회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것
에서 수 구조화로 이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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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은 현 의 대학 경영체제가

탓이다.
유현숙 등(1998)은

빠른 주변상황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갖지 못

한

21세기에는 고등교육이

①학력의

명목적 가치보다는

될 것이며, ②대학은 진리탐구의 상아탑으로써의 기
능뿐만 아니라 지식기반의 정보사회 요구를 수용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 분
배하는 기술 정보의 산실로써의 기능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등 변화할 것이
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대학은 관료적 통제에서 시장통
제를 광범위하게 수용하는 방향으로 경영체제가 변화할 것이며, 교육공급자
중심의 커리큘럼 결정 모형은 교육수요자의 교육과정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
향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변신과
더불어 또 한 가지 대학이 피할 수 없는 것이 교육의 개방화와 국제화 압력
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고등교육의 개혁을 국민적 과업으로 장기적 안목
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국가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고등교육에 경쟁개념을 도입하여 획일화된 대학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유현숙 외, 1998).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고등교육개혁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장수영(2001)의 연구보고서에 소개
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일본의 경우 문부과학성은 2001년 7월 ‘대학이 바뀌면 일본도 변한다’는 구
호를 내걸고 대학을 기점으로 하는 일본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구조개
혁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평가에 기초한 경쟁원리를 철저하게
도입하여 국 공 사립을 불문하고 톱30(전체의 약 5%)의 대학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중점 투자를 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립대학을 민간 경
영원리를 도입하여 법인화 하거나 대학원 벤처를 활성화함으로써 일본판 실
리콘 밸리를 10년 안에 전국에 10개소 창출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
워 실천하고 있다. 그밖에도 세계를 통용하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등 대학의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게

6-

- 4

및 교육 경쟁력을 효율화 집중화하기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직업교육이 강한 독일에서도 고급인력의 양성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고등교육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학자금지
원제도를 강화하는 등 유인책을 펼치고 있다. 독일 연방내각은 2001년 교육
개혁안을 확정하고 2002년 초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교육개혁안을 통하여 교
수임용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예컨대, 업적별 보
연구

수지급제를 실시하며, 대학운영의 자율화를 보장하고, 국제화 교육과정을 도

넷 첨단기능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그리고 혁신
적 지역성장 거점(Innovativer Regionaler Wachstumskeme)이라는 프로
그램을 통해 과학기술인력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99년 12월 고등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발표된
‘U3M 계획’은 연구개발 및 기업과의 산학협동을 통한 고등교육의 질적인 변
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 U3M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단기기술대
학의 증설을 억제하고, 중소도시의 대학을 비롯하여 단기기술대학, 고등기술
자과정, 기술계 및 직업계 고등학교의 기술자원을 재조직하여 중소기업의 신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산학협동
연구체제를 확립하고 인문대와 의대 시설을 확충한다는 내용이다. 그밖에 대
학의 신기술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기술 진흥법’을 제정하였다.
소수 엘리트교육에 치중해 왔던 영국도 최근에 21세기를 내다보는 영국의
야심적인 고등교육개혁계획을 ‘론 디어링(Ron Dearing)’ 보고서에 바탕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더 많은 젊은이들을 고등교육의 수
혜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대학의 문호를 대폭 개방하고 2010년까지 20대
청년의 50%가 고등교육을 받도록 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학비보조제도를 강
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등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고등교육 질관리청
(QAA: Quality Assurance Agency)을 설치하였으며, 연구와 장학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의 고등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입하며,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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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압과 고등교육에 대한 억제정책을 펼쳐왔던 중국도 ‘세계
일류대학’정책을 펼치고 있다. 세계일류교수를 확보하기 위한 차등적인 교수
대우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학과’와 ‘중국만의 학과’를 집중 육성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세계일류수준으로 교육행정을 개혁하
기 위한 노력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대학의 시장경제에 대
한 적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중국은 1993년부터 추진중인
‘211 공정 총체건설계획’을 통해 21세기를 대비해 100여 개의 중점 대학과
800여 개의 중점학과를 육성하려는 고등교육 육성사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세계제일의 강국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일찍부
터 고등교육진흥에 정성을 들였던 탓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누가 뭐라도
대학교육의 수월성만은 미국이 세계 최고라는 자존심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
도 미국의 대학들은 연구를 통한 지식창출과 학생들의 지식창출능력 배양에
온갖 정성을 쏟는 등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미국대학들의 노력은 계속
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미국의 대학들이 1980년대부터 ‘감축
(reduction)’, ‘재 배분(reallocation)’, 그리고 ‘긴축(retrenchment)’을 중
심으로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다(전병찬, 2001). 최근에도 미국은 21세기 미
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자 ‘21세
기 연구기금(The 21st Century Research Fund)’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국제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세계화(globalization) 시대를 맞이하여 그 동안 우리나라도 대학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대학들이 많은 노력을 경주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 기본방향은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대학은 대
학대로 정부가 지원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있
다고 불평한다. 그리고 정부는 정부대로 대학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재정지원
도 크게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스스로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
지식인에 대한

8-

- 4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 사립대학들이 저마다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 자구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기 이
전에 대학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그리하여 어떤 대학은 스스로 정원을
감축하고, 학과를 통폐합하는 등 몸집 줄이기가 한창인가 하면, 또 어떤 대학
들은 인기 실용전공으로 특화를 서두르고 있으며 대학의 간판(학교명)을 바
꾸는 등 재포장 사업도 활발하다. 심지어 어떤 대학은 2004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을 자진해서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대폭 감축한 곳도 있다. 이러한 구조조
정과 경영체제를 혁신한 결과 대학서열이 뒤바뀌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노력하는 만큼 대학이 변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대학경영체제혁신이
성공할 경우 얼마나 많은 차이를 드러내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대학의 이름을 거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지방의
조그만 대학이 최근에 눈부신 성장발달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만성적인 재정적
자로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던 대학이 총장의 경영혁신추진능력에 힘입어 건
실한 대학으로 변신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또한 이러한 성공사례를 거울삼아
학자가 아닌 전문기업경영인을 총장으로 영입하여 대학경영혁신을 도모하는
사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모든 대학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나
름대로 경영체제의 개혁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사립대학은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하루 빨리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건학이념을 살리면서 최고교육기관으로서
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성실히 이행하고, 궁극적으로 수월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그 구체적 대안을 살펴보자.
하다고 불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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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좋은 사립대학 만들기
- 조직효과의 극대화를 지향하며 대학의 경영체제를 개선하려는 것은 결국 대학으로서의 사명을 성실히 이행

함

하기 위 이다. 그리고 대학의 사명은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연구, 교육,
봉사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일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기

건
갖추어져야 한다. 먼저 대학
의 사명에 대한 대학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
러한 합의는 대학운영의 목적과 방향으로 정립되어 드러난다. 즉, 연구기능에
보다 역점을 둘 것인지, 교육기능에 역점을 둘 것인지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명목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의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둘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도 필요하다.
대학의 이념과 목적과 방향을 정립하는 일은 바로 대학의 정체성을 확인하
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지향점을 확립한 뒤에 경영체제를 논해야할 것이
다. 경영이란 특정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적의 방안을 찾는
노력이다. 대학경영은 대학의 조직효과를 극대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는 여러 가지이다. 일반적으로 조직은 세 가지 핵심적
인 활동을 수행한다. 즉, 목표달성기능, 조직자체의 유지기능, 그리고 외부환
경에의 적응기능이 그것이다(Argyris, 1964). 따라서 조직효과는 이 세 가
지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정도로 잴 수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조직
효과는 목표달성도로 평가하려는 목표모형(goal model)과 조직에 투입되는
귀하고 가치로운 자원(인력, 자본, 원료 등)을 획득하는 능력으로 평가하려는
체제자원모형(system-resource model), 그리고 조직의 경영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조직의 구조적 특성과 기술, 조직원들의 능력과 동기수준, 의사결정
방법 등으로 평가하려는 과정모형(process model)이 있다. 따라서 어떤 모
형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조직효과를 측정하는 준거도 달라질 수 있다.
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여러 가지 조 들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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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ron(1978)은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조직효과 측정

가지를 제시했다.

준거로

홉

다음 아

①학생들의 교육적 만족도
②학생들의 학업성취도
③학생들의 취업
④학생들의 인간성장
⑤교수 및 행정가의 직무만족
⑥교수들의 전문적 성장과 질
⑦조직의 개방성과 지역사회 교류
⑧자원획득 능력
⑨조직건강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대학의 경영활동은 그 대학의 조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즉, 대학이 지향하는 바 이념과 목적과 방향을 최대한 달성하
기 위한 모든 활동이 대학경영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대학경영은
좋은 대학 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그리고 좋은 대학이란 연구, 교육, 봉사
활동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높은 평판을 받는 대학이다. 물론 평판이란 것이
실제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으며 주관적일 수도 있다. 대학이 경영에 신경
을 쓰는 까닭은 좋은 대학으로 평가를 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평
판이 나쁘면 학생이 오지 않는다.
지금 우리의 교육은 유치원부터 대학입시에 목을 매고 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현장이다. 봉사
활동을 점수화하여 대학입시에 반영한다면 돈을 주고라도 봉사확인증을 사야
하고, 내신성적이 좋아야 유리하다고 하면 학교에서 일부러 시험문제까지 알
려주는가 하면 점수 후하게 주기 캠페인이라도 벌이듯 경쟁적으로 야단이다.
특기를 갖는 것이 대학입시에 도움이 된다면 특기를 기르기 위한 학원을 다
녀야하고, 수행평가체제도입과 그에 따른 포트폴리오 방식이 보편화되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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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났

들의 학교 제를 대행해 주는 업체도 생겨 다고 한다. 목적은 단 한 가지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함이다.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은 대학만 갈 수 있다
면 양심도 돈도 문제가 안된다. 집을 팔아서 전세로 옮겨도 내 자식 뒷바라지
다.

는 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좋은 대학으로 인정받으려면 훌륭한 이념과 목적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대학의 이념과 목적과 방향이 훌륭하게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
것들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
아야 한다. 그것은 대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학 자체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고객이 없으면 대학은 망한다. 고객들에게 좋은
대학으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한다면 끝나는 것이다. 대학의 평판은 대
학경영의 결과에 달려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대학의 경영체제에 대해
서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대학평가는 공식적으로 두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대학교육협의회에 의한 평가인증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일보사에서 행
하는 대학평가이다. 그러나 두 가지 평가가 모두 신뢰성은 떨어진다. 그것은
평가준거와 평가자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
로 대학평가는 사회적인 평판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좋은 대학은 우
수한 학생이 얼마만큼 모여드는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으며, 취
업률에도 민감하다. 그리고 그 대학을 졸업한 선배들이 얼마나 정계, 법조계,
재계 등 각계의 요직에 포진하고 있는가가 평판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문적 기여도는 대학의 평판에 있어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그런데

다.

좋은 대학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말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대학은 저마다 다르며,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립대학들은 설립자의 건학이념이 모두 다르다. 따라서
그러나

경영체제나 방식도 다른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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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들은

똑

같은 경영체제와 방식을

채택하여

까

지금 지 획일화된 경영을 해

착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다 같이 위기에 봉 하고 있는
것이다.

좀 심하게 말하면 설립당시부터 우리의 사립대학들은 몇몇 대학들을 제외하
고는 대부분 영리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래서 ‘상아탑’이 아닌 ‘우골탑’이었
다. 지금도 내실보다는 외형적 성장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대학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져간 거대한 공룡들처럼 지금
존폐의 기로에 서서 처량한 신세로 먹이를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에는 그 동안 방관적 자세를 취했거나 무분별하게 대학설립인가를 해
준 당국의 책임도 크다.
분명한 것은 사립대학이 살아남고, 사회적 공공성과 책무성을 다하면서 좋
은 대학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영체제를 혁신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
서는 원론적으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Ⅳ. 건강한 사립대학을 만들기 위한 경영체제 개혁방안

좋은 대학이라는 평판을 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고, 좋은 대학이 되기 위해
서는 학교경영을 잘 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경영은 결국 대학의 조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학의 조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영
체제를 개선하여 건강한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건강한 사립대학 경영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할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순서는 중요하지 않
다.

1. 특성화를 지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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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마다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대학들은 너무 똑
같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사회적 평판이 좋은 대학이면 학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왕이면 수도권의 대학과 선배들이 사회각계에 많이 포진하고 있는 전통적
인 대학을 선호한다. 서울에 있는 대학은 모두 ‘서울대학’이라는 우스개의 의
미를 되새겨 보자. 그러나 앞으로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좀 어설픈 비유이지만 요즘 음식점들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도 많은 음식점
들이 생겨나고 문을 닫는다. 자유시장 경제논리에 바탕을 둔 자유경쟁체제에
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문을 닫는 입장에서는 심각한 후유증을 앓
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음식점들은 흔히 말하는 성패의 최대 관건이 되는
몫이 좋지 않은 외진 곳에 있어도 번성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것은 그 음
식점은 남다른 특색이 있기 때문이다. 대학도 다를 바 없다. 사립 지방대학들
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지만 몇몇 특색 있게 운
영하는 대학들은 오히려 수도권의 대학들보다 경쟁률도 높고 건실하게 운영
대학은

되고 있다.

될 수 있다. 특성화란 다른
말로 하면 차별화이다. 음식점으로 치면 분위기가 좋거나, 맛이 특별하거나
메뉴가 별난 경우 등등이다. 대학의 특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흔히 다
루는 것은 교육과정의 특성화이다. 시대적 변화와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교
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대학의 특성화방법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메뉴가 관심을 끌지만 맛이 뒤따르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외면하듯이 특성화된 내용과 함께 수준 높은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의 수월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유능한 교수진을 확보하여 강의의 질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서비스의 질도 중요하다. 대학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불만이 직원들이나 교수들의 불친절과 서비스 불량이다.
여기서 대학의 특성화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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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대학들이 나름대로 종합적인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one-stop service
체제를 구축하고, TQM(total quality management)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수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분위기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요즘은 학생들이 캠퍼스의 규모나
조경 등에도 관심이 많다. 건물 하나에도 대학의 특성이 느껴져야 하며, 위생
적 측면에서의 물리적 환경요건을 갖추는 것과 아울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의 편의성을 높이고, 구성원이나 학생들에게 쾌적함과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거

뚝 서서 자신을 지키는 상아탑이
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서는 대학이 살아남을 수 없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더구나 시대적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지금은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 의 대학은 시대가 변해도 고고하게 우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바람이 마

흔들어대는데 어찌 나무가 가만히 서 있겠는가?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
는 유연성을 갖추어야 사립대학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부러지거나 뽑혀나가게 된다.
그렇다고 대학이 물 위에 떠 있는 나뭇잎처럼 물결치는 대로 흘러가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학은 흔들리되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한다. 은행나무는 계절의 변
화에 적응하면서 천년을 살지만 은행잎은 한 번 떨어지면 그것으로 끝나고
구

만다.

flexibility)은 융통성이라고도 하며, 경직성의 대칭이 되는 개념이
다. 대학이 유연성을 가지려면 경영체제가 가변성을 지녀야 한다. 주변환경의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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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반응하고 그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려면 항상 열린 마음
으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려는 경영마인드
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경영체제가 개방적이어야 한다. 고정적이고 경직적인
경영체제는 유연성이 없다. 유연성이 없는 조직은 폐쇄적이다. 그리고 폐쇄적
인 조직은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조직과의 경
쟁력이 약화된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경영체제를 갖춘 조직을 건강한 조직이라고 한다. 건강
한 사람이 적응력이 빠르고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있듯이 건강한 조직
은 조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좋지 않은
환경변화에도 잘 견디면서 유지와 발전을 계속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지니고
있다(윤종건, 1999).
한 조직이 진정한 건강성을 유지하려면 조직원들을 성숙한 인간으로 보고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욕구, 즉, 독립성,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 창의적
업무에 대한 도전감, 승진의욕, 자신의 다양한 능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욕망
과 능동성 등을 최대한 보장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Argyris, 1958).
조직을 하나의 연에 비유해 볼 수 있다. 건강한 조직이 갖는 특성은 바람을
이용하면서 힘차게 솟아오르는 좋은 연이 갖는 특성과 같다. 즉, 좋은 연은
튼튼한 뼈대와 바탕, 꼬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그리고 연을 잘 날리는
기술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조직은 조직의 구조가 견실하며, 조직의
문화 풍토가 건전하고, 유능한 조직원들과 훌륭한 리더가 필요하다.
변화에 민 하게

3. 조직문화를 바꾸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

갖는다는 자체가 조
직문화와 관련된다. 조직문화란 조직 구성원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가치, 규
범, 가정을 말한다(Ashforth, 1985). 조직문화는 조직원들의 행동으로 표출
대학을 특성화하는 문제나 대학경영에 있어서 유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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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커다란 영
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조직건강과 조직효과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윤종
건, 1999).
조직문화를 바꾸려면 조직원들의 신념체계(belief system)와 가치체계
(value system)를 바꾸어야 하며, 그에 따라 조직의 규범과 행동표준도 바
뀌게 되며 그 결과 조직원들의 행동양식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조직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가장 심층적이고 내면적인 수준의 신념체계
는 인간에 대한 신념, 진리에 대한 신념, 조직에 대한 신념 등 추상적인 묵시
적 가정(tacit assumptions)을 바탕으로 한다.
조직원들이 갖는 가치관의 차이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조직
들이 갖는 가치관을 A이론적 가치관이라고 명명하고, 일본의 조직들이 갖는
가치관을 Z이론적 가치관이라고 명명한 Ouchi(1981)의 이론이다. 즉, 일본
의 기업들은 종신고용제를 채택함으로써 조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고, 승진이 느린 특성은 능력중심보다 경력중심의 생애직에 대한 가치
를 존중한다. 그리고 만장일치식 의사결정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협동심과 팀웍
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집단연대책임을 존중함으로
써 조직에 대한 신뢰와 충성심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부분보다 전체를 강
조함으로써 평등주의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윤종건, 1999).
경영효과가 높은 조직이 공유하는 공통가치관을 Peters와 Waterman(1982)은
다음과 같이 꼽고 있다.
①행동 중시: 계획이 곧 실천은 아니다.
②고객 중심: 고객에 봉사하라.
③혁신 지향성: 자율과 기업가 정신을 존중하라.
④인간 중심: 생산성은 사람에 달렸다.
⑤성취 지향성: 우수한 제품 생산이 근본이다.
되는 생 양식이다.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의 사고방식과 행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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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떤 조직문화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조직문화 형성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조직원들 간에

루

규범과 가치, 신념, 행동

양식 등에 있어서 일치를 이 기 어려우면 하위 문화권을 형성하게 된다.

4. 참여식 의사결정형태를 강화하여야 한다.

흔히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처럼 중지를 모으면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임을 조직경영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론이 참여식 의사결정모형(shared decision-making or participative
decision-making model)이다. 참여식 의사결정모형에서는 의사결정과정에
의 조직구성원들의 참여는 의사결정의 민주화라는 의미 외에 참여자들의 동
기유발과 적극적 참여의지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나도 그 정
책 결정과정에 참여를 하였다. 그러니 나도 열심히 그 정책을 구현하는데 참
여하고 적극적으로 성공을 위해 노력하자’라는 의지를 갖도록 하는데 참여식
의사결정의 장점이 있다.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모든 구성원들을 전부 참여시킨다는 것은 비효
율적이다. 그래서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의제는 참여의 폭과 방법을 결
정하는데 있어서 업무와의 상관성과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참여의 폭을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의제의 모순점도 많다. 여기서 현실적
으로 사립대학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의 폭과 방법을 정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재단, 교수집단, 직원집단, 그리고 학생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하
게 대립되는 사안들이 많다는 점이다. 예컨대, 총장 선출권, 인사권, 예산책
그러나

정과 배분, 학사운영 등이다.

태

꾸

구체적으로 사립대학의 의사결정형 를 어떻게 바 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건

어렵다. 그것은 대학별로 처한 여 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결
정과정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조직구성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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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폭

넓혀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결국 의사결정에 관한 문제도 대
학 스스로 합의를 도출하여 결정해야할 사안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만은 필자의 소신을 밝히고 싶다. 사립대학의 설립주
체는 재단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대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따지더라도 설립
주체의 경영권을 제한하려는 처사는 옳지 않다고 본다. 설립주체가 건학 이념
에 따라 최대한 자율이 보장된 가운데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 비리나 부정을 행한다거나 교육본래의 기
능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게을리 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지도
록 해야하지만 근본적으로 경영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그 자체가 월
권이다. 그 동안 너무 많은 사학재단의 비리가 있었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긴 했지만 그에 반해 사학의 공로도 지
대하다는 점을 인정해야할 것이다. 사학의 부정과 비리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로 미리 법적으로 경영권을 제한하고 사학운영의 자율권을 해치는 규제
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립대학의 총장을 교수 직선제에 의해 선출하는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총장임용에 교수나 직원 또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다수의 횡포에 다름없다. 경우에 따라서 재단이 스스로
판단하여 권한의 일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양할 수는 있다. 그러나 외압에 의
해서 또는 부당한 법적 제재에 의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재단 고유의 권
한이 박탈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을

5. 조직원의 능력개발에 힘써야 한다.

발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다. 대학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헌신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일이 관건이다.
대학구성원들의 능력을 개 하는 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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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성(commitment)은 조직몰입이라고도 번역된다. 헌신성은 조직에 대
한 애착심과 충성심이다. 헌신성은 직무만족과 상관이 높지만 단순히 직무만
족이 높다고 헌신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헌신성은 동기요인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 헌신성은 내가 조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마
음의 준비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헌신성이 높다는 것은 조직을 위해서 몸을
바칠 각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조직이 ‘나’를 위해
서 무엇을 얼마큼 해 주고 있는가를 인지하는 정도와 비례한다(윤종건,
1999).

헌신성은 ①조직목표와 가치에 대한 강한 믿음과 수용, ②조직을 위해서 헌
신하려는 의지, ③조직의 일원으로 남고자 하는 강력한 욕망 등으로 나타난다
(윤종건, 1999). 한편, 집단에서 헌신성을 형성하는 세 가지 행동 특성은 다
음과 같다(윤종건, 1999).
①희생(sacrifice): 집단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나 사물을 포기함.
②투자(investment): 자신이 가진 것이나 자신을 줌.
③공유(communion): 일의 공유, 정규적 접촉, 공통적 배경(we-feeling)
강화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들이 자체연수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실시하거나 위탁교육형태로 노력하고 있다. 한 대학의 사례를 보
조직구성원들의 전문성을

면 직원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행정직무 전문교육을 입문단계와 심
화단계로 세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입문단계는 교무, 학생, 사무, 기획 등의
4개 기본과정을 실시하여 학내행정업무의 개요를

파악함으로써 상호이해를

협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교육을 하고 있으며, 심화단계는
기본 과정 이외에 전산, 어학, 도서관, 학생 상담과정 등을 행정 직원의 창의
력과 업무 개선 및 심화에 도움을 중수 있는 내용으로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
었다(송기창, 2002).
전문성 개발은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해야하는 것이 아니다. 교수들의 교직
통한 행정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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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밖에도 교수는 학자로서의 연구능력, 봉사자로서의 자질개발도 필요
자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수 을 개 하는 등

하다.

6. 변혁 지향적인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

좋은 조직에는 반드시 유능한 리더가 있다. 급변하는 시대에 요구되는 유능
한 리더가 발휘하는 리더십을 변혁 지향적인 리더십이라고 부른다. 변혁 지향
적인 리더의 특성은 ①변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②새로운 비전과 그 비전을
실현하고자 헌신적으로 노력한다. 그리고 ③보다 발전 지향적인 장기적인 목
표를 세우고, ④그러한 목표에 조직 구성원들의 공감대와 흥미를 유도한다.
뿐만 아니라 ⑤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의 변화를 꾀하며, ⑥조직 구성원
들 각자가 담당하는 업무영역의 리더가 되어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게 한다(Hoy and Miskel, 1996).
변혁 지향적인 리더는 가치 지향적이며, 변화촉진자이며, 불확실하고 복잡
한 상황을 다루는 전문가이다(Wilmore and Thomas, 2002). 변혁 지향적
인 리더는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자발적, 헌신적으
로 일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는데 능하다.
변혁 지향적인 리더는 CDO(chief destructive officer; 최고파괴자)이며,
CKO(chief knowledge officer; 최고지식경영자)이다. 최고파괴자는 기존
의 낡은 것들을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자이다. 또한, 최고경영자
는 지식경영자가 되어야 한다. 지식경영이란 조직이 지니는 지적 자산뿐 아니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조직 내부의 보편적 지
식으로 공유하고, 이의 활용을 통해 조직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경영이
론이다(송기창, 2002).
라 개개인의 지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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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전략경영(strategic management)이라는 기법을 대학경영에 도
입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전략경영이란 “조직체의 기업가적인 활동, 조
직체의 혁신과 성장, 보다 구체적으로는 조직체의 여러 활동을 유도해 가야할
전략의 개발과 실행에 관련되는 과정(process)”로 정의된다(Schendel and
Hofer, 1979).
어떤 경영기법을 활용하든 대학경영체제를 개혁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것
은 대학이 전문가집단이기 때문에 저마다 나름대로 전문가이며, 전문가들은
간섭을 받거나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외압에 의하여 바꾸는데 매우 거부반
응이 크다. 조직변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변화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소
극적인 집단의 저항과 반발이다. 따라서 변화와 혁신이 성공하려면 리더는 변
화에 소극적이거나 반발하는 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고, 인식시키고, 회유
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의식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도 필요하
다.

외부에 용역을 주어 대학경영실태를 분석하고 발전방안
을 제시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방안을 토대로 개혁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려
했으나 구성원들의 저항과 반발로 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조직의 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
하다(윤종건, 1999).
첫째, 조직 내부로부터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
둘째, 조직변화에 필요한 인적 물적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
셋째, 변화에는 반드시 저항세력이 있다. 이러한 저항세력을 극소화하고 동
조세력으로 규합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것(윤종건, 1999).
실제로 어떤 대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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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는 말
- 변화와 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경영체제로의 전환을 바라며 -

건 데는 사립대학의 소
유와 경영의 분리라든지, 사립대학 내의 의사결정참여집단에 교수집단이나 사
무직원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문제와 만약 참여를 보장한다면 그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쟁점으로 부각시켜
보고자 하는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대학마다 처한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저마다 다른 해법을 스
스로 찾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일반론적으로 말한다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야 바람직하다. 그리고 의사결정에의 참여폭을 확대하여 교수회의 학사에 대
한 의결권을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대학경영, 예를 들면 총
장 선출에 있어서 교수집단, 사무직집단, 학생집단의 참여를 제한적으로라도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총장선출을 직선제로 할 것인가, 간선제로 할 것
인가, 아니면 임명제로 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견해는 피력할
수 있지만 여기서 그 문제로 갑론을박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어느 특정 대학을 모델로 제시하고 그 대학에서 경영체제를 어떤 형
태로 할 것이며, 총장선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의사결정참여 방식을 어
떻게 할 것인가를 논한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은 자율과 창의이다. 지금까지 사립대학들은 자율성을 많이 훼손 당했
다. 그것은 사립대학들에도 책임이 있다. 자율에 따른 책무성을 성실히 이행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족벌경영체제와 그에 따른 인사비리, 재단의 전입금은
거의 없으면서 학생들의 등록금을 유용하는 등 재단에 의한 각종 재정비리,
학사행정 부실로 인한 교육의 수월성 미흡 등등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
어 왔다.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하면서 양적 팽창에만 적극적인 관
심을 보였다. 말하자면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력을 키
아마도 사립대학의 경영체제 개선이라는 주제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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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 위한

노력은 별로 하지 않았고, 자구책을 마련하는데 소홀했던 것이 사

실이다.

타의든 대학은 변해야 한다. 그것은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이
나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학개혁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
다. 각종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차등지원을 통해서 대학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말로는 자율을 강조한다지만 정부가 마련한
잣대에 따라 평가를 하고, 그러한 잣대에 어긋나면 가차없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 사립대학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그것이 또 다
른 획일화를 부추기며 사학의 특성화를 파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립대학들도 거듭나기 위하여 살을 깎는 아픔을 감내해야 한다. 그러나 정
부당국도 보다 확실하게 사립대학에 대한 규제를 전면 철폐하여야 한다. 부익
부 빈익빈을 가속화하는 재정지원규정도 바꿔야 한다. 다만, 아직도 개혁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사회로
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실대학은 퇴출을 유도해야 한다. 지방대학 육성책
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아래 경쟁력도 없는 대학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을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진정으로 대학개혁에 관심을 갖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인력자원개발정책을 펼칠 의지가 있다면 본보기로 국립대학
개혁부터 확실하게 해야할 것이다. 국립대학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면서 사
립대학에 어설픈 칼자루를 휘둘러 자율성을 해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든 사립대학들은 특성화되어야 하며, 경영방식도 달라야 한다. 특성화의
기본은 ‘튄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성화라고 해서 반드시 튀어야 하는 것은 아
니다. 소비자의 취향과 욕구도 다양하다.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특성화할 것
인가에 대해서는 대학들이 나름대로 연구하고 고민하여야할 것이다. 고집스럽
게 전통을 이어가는 것도 미련한 짓이지만, 지나치게 유행에 민감하거나 시대
이제 자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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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닐 것이다.
끝으로 대학교육정책결정권을 쥐고 있는 정치권이나 사립대학행정을 맡고
있는 정부당국자에게 한 마디 하고자 한다. 진정으로 사립대학들이 국제경쟁
력을 갖고 건전한 발전을 하도록 하려면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 제발 내버
려 두었으면 좋겠다. 다만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만은 철저히 평가하고 감
독해야할 것이다. 그밖에는 모든 것을 사립대학에 맡겨야 한다. 학생선발을
어떻게 하든지, 총장선출을 어떻게 하든지, 등록금을 어떻게 얼마큼 책정하든
지 간섭해서는 안된다. 총장을 어떻게 뽑거나 기여입학제를 실시하거나 말거
나 간섭하지 마라. 간섭이 없으면 지원도 없다는 전근대적이고 관료적인 정부
당국의 발상이 변하지 않는 한 여기서 논하는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결코 사립대학의 진정한 발전은 없다. 돈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것이다. 온
실에서 키운 나무는 결코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는 들판에서 살아남을 수 없
을 것이다. 이제 사립대학도 어디에서건 잘 자랄 수 있는 건강한 나무로 키워
적 변화에 신속하게 적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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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Ⅱ-1 》

사립대학 경영체제 개선방안의 핵심
이철세
(배재대 교수,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상임회장)

울

IMF를 맞게되면서(IMF 관리체제로 들어 간
것을 이렇게 표현해야 실감이 난다) 갑자기 유행한 단어가 ‘구조조정’이다. 국
가는 물론 사회, 경제의 각 분야와 기업과 학교, 심지어는 가정도 구조조정을
해야 산다고 하면서 “왜 아직도 구조조정을 안하느냐?”고 난리를 치거나 “아
직도 구조조정이 멀었구나!”며 한탄하는 소리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다.
너도, 나도 구조조정만 하면 잘 살게 된다고 야단들을 쳤는데 왜 구조조정을
못하고 미련스럽게도 계속하여 고생들을 하는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
람들이 많은 모양이다. 그래서 아직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말이 단골 처방으로 등장하고 있다.
1997년 겨 에 우리나라가

쉬워서 구조조정이지, 정말로 국가와 기업과 가정을 살리는
구조조정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을 본 일이 없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업적으로 이미 노벨상을 받고 청와대
안주인이 되어 있음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니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구조조정을
외치는 것은 공연한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말하기

종건 교수는 사립대학의 경영체제의 개선에 대하여 공허한 구조조정을 거
론하지 않고 구체적이며 유익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처방은 구체적인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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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므

현실 진단을 근 로 하고 있으 로 설득력이 있다. 그는 결론 부분에서 대학

책
쥐고 있는 정치인들과 관료들을 향하여 “제발 내버려 두
었으면 좋겠다”고 절규한다. 대학 경영체제 개선의 기본 방향을 개방화, 민
주화, 다양화에 두고 이론을 전개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도달한 결론이 “제발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비명이 되고 만 것이다.
교육정 의 결정권을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에서는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 권한도
없다. 대학에 대하여
는 표정을

모든 분야에 대한 자율권을 주고 있다”라며 터무니 없다

짓는다. 그러니 아마도 교육부에서 사용하는 국어 사전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국어 사전과 다른 것 같다.

自律)을 ‘스스로 규칙을 세워서 하는
것처럼 강제하는 행위’로 풀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예를 들면 그들은 관
광 여행 목적지를 부산으로 지정하고는 “자율적으로 가라”고 지시하며 자율권
을 부여했다고 강조한다. 그리고는 기차, 자전거, 비행기, 버스 또는 승용차
를 타고 온 사람 중에서 비행기를 이용한 사람에게 가장 빨리 왔다고 칭찬을
하면서 멋대로 상을 준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가장
늦게 도착한 사람에게 “기름이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참으로 기특하
그들이 사용하는 국어 사전에는 자율(

다”며 상을 주기도 한다.

광 여행 목적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마
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교통편도 합리적 판단에 따라서 임의로 선택 할 수
있어야하고 때에 따라서는 관광 여행을 가지 않을 수도 있어야만 자율적 결
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교육부는 항상 가야할 곳을 지정하고는 가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하면서 “자율적으로 가라”고 말한다. 그러니 우리는 교육부에
서 말하는 자율을 ‘강요의 동의어’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부산이든 목포든 아니면 제주도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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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책 강요에 길들여진 사람들
이다. 그들은 순종의 대가로 얻은 떡(입학 정원 증원, 보조금)을 내 보이며
능력을 과시하고 생색을 내지만 사실은 그런 일에 별로 우수한 두뇌가 필요
한 것은 아닐 것이다. 대학 총장이 교육부에 순종을 잘 할수록 우수대학 휘장
을 더 많이 내 걸게 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학 내의 민주적 의사 결정이란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교육부의 의사 결정이라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야할 처지인데 과연 어떠한가?
대학 장들은 대체로 자율로 위장된 교육부의 정

반

루 져

덕

일 적으로 의사결정은 민주적으로 이 어 야하며 그 결과가 도 적으로
바람직해야 한다는 데에는 별로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의 의사

두 가지 기본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우선
교육부라는 관료조직의 의사 결정이 비민주적이라는 것은 이해당사자들의 의
견을 무시한 독단적 정책 결정이 수시로 일어난다는 데에서 쉽게 입증이 된
다. 그리고 ‘그 결정이 과연 도덕적으로 바람직한가?’ 라는 의문을 끈임 없이
일으킨다.
결정은 대체로 이

예를 든다면 교육부는 어떤 평가에서 90점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는 보조금
을 지급하는 등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대신에 점수가 부족한 대학에 대하여
는 행정적 또는 재정적 제재를 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도덕적이며 합리적이냐는 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90점 이상인 대학은
이제 그 정도 되었으면 자력으로 운영하도록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대신
성적이 미진한 대학을 적극 지원하여 정상화시키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교육을 정상화하는 보다 도덕적이며 바람직한 결정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교육부가 매기는 점수는 문서 놀음일 뿐이고 실제로 대
학 경영의 건전성과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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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육부의 대학 지원 정책은 대학 경영의 건전성 평가에 바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대학 경영의 건전성 평가 방법은 의외로 간단
하다. 대학 내에서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정이 도
덕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사전적인(교육부 사전이 아님) 자
율권이 행사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암담함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 때문이 아
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 내에 민주적 의사 결정이 가능한 공식적 의결
기구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의사 결정에서 도덕성이 거의
우리가 대학에서

고려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제 대학의 경쟁력은 민주적 의사결정이

모든 결정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가
를 검증하는 자율적 검증 기구의 설치로부터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가능한 의결기구가 공식적으로 설치되고

사립대학 경영체제 개선의 기본 방향인 개방화, 민주화, 다양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핵심은 대학 내에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공식 기구를 설치
하는 일,

즉 교수협의회의 법제화와 중요 사항에 대한 의결권 부여임을 강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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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Ⅱ-2 》

대학 경영개선과 정원정책
문창재
(한 국 일 보 논 설 위 원 실 장 )

두 분 선생님 주제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대학교육협의회 정
책포럼에 더러 참석한 인연도 있고, 대학 경영체제 개선이라는 이번 행사 주
제에도 관심이 있고 해서 또 한번 불려 왔습니다. 대학의 의사결정과 지배구
조 개선은 우리 대학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전
문가들을 모시고 널리 의견을 듣는 것이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늘 행사는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의 경영체제 개선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 개진을 하지 않고, 우리 정부
의 대학경영 정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이런 이슈
가 생긴 것도 대학의 양적인 팽창주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

잿더미를 딛고 일어나 반 세기만에 국민소득 1만 달러,
경제규모 세계 13,4위 수준의 나라가 된 것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교육열 때
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학교육의 공헌도는
두 번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의

늘

습 까

그러나 오 의 현실은 어떻 니 . 대학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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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고 구조조정 하자는 얘

돌더니, 급기야 대학 M&A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교육인적자
원부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금년도 중요업무 가운데 대학간 인수합병
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도대체 대학이 얼마나 많고 경영상
태가 어떻기에 인수합병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
영난으로 문을 닫는 대학이 늘어나고, 신입생을 채우지 못해 교수들에게 학생
모집 할당을 매기는 대학의 현실을 떠올리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뿐입
니다. 월급 100만원 짜리 교수의 탄생이 이상할 것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
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기가 나

느 신문 기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 200개 4년제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이 3만 5,000명, 160개에 가까운 전문대학은 무려 5만여 명을
채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원의 반도 채우지 못해 시설과 인력을 놀리는 대
학도 많습니다. 고교 졸업생보다 대학 정원이 많은 웃지 못할 일이 오늘날 한
얼마 전 어

국의 현실입니다.

태

칙

허 끝없는 정원 늘려주기 정책의 결과
라고 볼 때,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학이 포화상태가 된 지
오래고, 고교 졸업자 수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가 분명한데 팽창정책을 지속시
이런 사 가 무원 한 대학 설립 가와

키다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태

6

쉽게 해준다
고 대학설립 및 운영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종전에는 10만 2,000평 이상의 교
지와 3만 4천평 이상의 학교건물을 가져야 대학설립허가를 내주었으나, 학생
수가 400명 이하일 경우는 운동장이 없어도 1,000여 평 땅이 있으면 설립할
수 있는 미니대학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시골 군청 소재지에까지 대
학이 생겨났습니다. 1997년에는 국립대와 수도권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학정
대학이 포화상 가 되기 시작한 199 년 교육부는 대학설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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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자율화해 주어 199 년부터 대학정원이 3만 5천여 명

늘었습니다.

김영삼 정권 5년간 연평균 2만명 이상 증원이 이루어진 결과는 1998년 대
학 세일시대 예고기사로 나타났습니다. 1998년 한 신문은 대학정원 늘리기
정책의 지속으로 2001년이 되면 대입 지원자가 모집정원보다 1만여 명 부족
해져 대학을 사고 파는 시대가 온다고 내다 봤습니다. 그 기사는 고교 졸업생
통계수치를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
뒤에도 교육부의 대학설립 인가는 계속되었고, 정원조정이란 이름으로 증원도
계속되었습니다. 1999년에는 미충원 인원이 5만 명이나 되었지만 2000년대
에 들어와서도 대학은 계속 생겨났고, 규모는 줄었지만 증원정책도 그대로였
습니다. 올해에도 학과신설 정원조정 등을 이유로 1,500명이 늘어났습니다.
얘기를 오래 하니까 20년 전 교육부를 드나들며 교육기사 쓰던 시절
이 생각나서 그 때의 소망 한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대학생 100만 명 시
대가 되었다는 기사를 제 손으로 쓰는 것이 제 꿈이었지만 끝내 이루지 못하
고 말았습니다. 졸업정원 제도 시행으로 대학마다 정원이 30%씩 늘어나 급
팽창한 대학사회가 수용시설 부족으로 애를 먹던 시대였지만, 그래도 대학에
대한 향수랄까, 막연한 기대감 같은 것의 작용으로 대학의 양적인 성장을 대
견해 했습니다. 그러나 고교 졸업생을 다 쏟아 부어도 정원을 몇 만명씩 못
채우는 시대가 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대학

써도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환경을 젖혀두고 대학의 경영
개선을 외치는 것이 좀 공허하지 않나 싶어 한번 짚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
아무리 용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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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Ⅱ-3 》

「사립대학의 경영체제 개선방안」에
대한 논평
장오현
(동 국 대 교 수 )

1. 발제논문의 요지

종건 교수의 논문은 크게 두 부문으로 집약될 수 있다고 본다. 그 하나는
대학교육의 부실에 대한 원인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사립대학의 경영체제 개
윤

선 대안이다. 대학교육의 부실에 대한 원인진단과 사립대학의 경영조직의 개
선대안은

모두 탁견이라고 본다. 그가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종건 교수가 제시한 사립대학의 경영체제 개선방안은 논문의 말미에 집약
되어 있다. 윤교수의 논지는 간결하고 자명하다. 자율과 창의가 살아 숨쉴 때
윤

대학은 교육과 연구 그리고 봉사란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엇

달라져야 사립대학이 바로 설 수 있
다는 점이다. 정부의 부당한 간섭과 규제야말로 사립대학의 조직효과를 높이
는데 최대 장애물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대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은 철저히
평가․감독하는 역할에 국한하되 그 밖의 모든 것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사립대학의 조직효과가 제고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이 제자리
의 결론이다. 무 보다도 정부의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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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면 대학은 고객인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선택과 살아 남기 위하여
저마다 스스로 조직과 경영체제를 혁신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윤교수의 견
해이다. 사립대학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여부, 총장을 어떻게 뽑고 학생을 어
떻게 선발하며 대학행정에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은 저마다 처한 환경과 여건에 따라 스스로 결정토록 방임하는 것이 최선
를

의 대안이며 따라서 부차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평
직접적인 감독과 통제를 벗어나는데서부터 그 실마리를 찾아야한다는데 윤교
수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아직도 대부분의
이사회가 전근대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됨으로써 이것이 대학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점을 가볍게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본다. 대학이 발
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립대학 이사회의 역할이 획기적으로 변해야함은
물론, 총장과 본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내부의 의사결정구조가 단과
대학중심으로 재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이 논평자의 입장이다. 따라서 먼저 발
제 논문을 중심으로 몇가지 논평을 하고 이어서 교육관련 법규와 대학지배구
조가 법치주의 정신에 그 기초해야한다는 점을 제언코자 합니다.

논 자는 사립대학의 경영체제 개선방안은 대학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2. 이사회의 구성과 총장의 선출방법
(1)

법인과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길

대학의 자율성 확보야말로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름 이

동의한다. 아니 절대적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사립대학의
설립주체는 법인이며 따라서 법인의 경영권은 존중되어야한다는 그의 견해는
옳다고 본다. 그러나 공공성과 책무성에 반하는 경영권의 행사에 대하여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물론, 공공성과
란 윤교수의 견해에

- 79 -

책무성을 평가하고 감독하는 일은 정부의 몫이다.
그런데

한국에

있어서는

회

이사 진의

구성을

이른바

이해당사자들

takeholders)로 국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
으로 이사회는 총장, 부총장, 교수대표, 동문중 명망가 및 직원대표 등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이 바로 그것이다(장수영(2002. 6), 「대학의 지배구조 개편
방향」; 박찬석(2002. 6), 「학사운영의 자율화 방향」). 이러한 제안에 의
하면 총장은 교수대표로 구성된 총장추천위원회의 복수추천을 거처 이사회에
서 임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있다. 이 모형은 사립대학 설립 제1세대
들이 황무지에서 대학을 초법적으로 개척할 당시에 조직한 전근대적인 이사
회의 구성과 운영관행이 여전히 반복됨으로써 학내갈등이 조장되고 이러한
갈등이 대학발전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배경으
(

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은 대학내부의 권력구조를

반영함으로써 구성원간의 갈등요인을 줄일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사
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기금모금과 재정기반의 확충에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모

Harvard와
Princeton 대학모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두 대학은 개방적 외
부통제형 이사회를 갖고 있으며 이사들의 대부분은 다양한 분야의 대학외 전
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대학들은 거대한 기업과 마찬가지로 풍부한 재
원을 조달하여 교육과 연구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원 조달능력
은 이사회의 구성 및 활동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또한 하버드대학은 정부로
부터 지원 받는 예산의 비중이 20%를 넘지만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금 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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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혁 논의는 재정자립과 경영정상화를 전제로 하
지 않고는 무의미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국․공립만으로는 대학교육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립대학은 재정운영을 스스로 책임져야하며 여기
에는 무엇보다도 명실상부한 등록금의 자율화가 시급하다고 본다. 등록금 자
율화는 장기적으로 고려할 만큼 한가로운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스스로가 공
급하는 교육서비스의 가격조차 결정할 수 없는 여건에서 대학이 어떻게 고급
인재를 교육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물론 대학은 영리추구기관은 아니
다. 그러나 재정운영에 자기책임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과 학
문의 수월성은 재정의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60%에도 미치
한국에 있어서 사립대학의 개

지 못하는 교원으로서는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것은 자명하지 않은가?

회

참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
야한다고 본다. 1960년대 유럽 대학에서 대학운영에 구성원들의 참여로 인한
폐해가 극심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학에서 조차 교수의 이사회 참여가
경영효율을 크게 저해했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하지 않을까 한다
(Henry Rosovsky, The University : An Owner's Manual(1990);
Brown Jr. and O. William, "Faculty Participation in University
Governace and the Effects on University Performance",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tion, 2001).
사립대학은 태생적으로 재정의 자기원칙 때문에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고
객위주의 경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은 교육서비스의
이사 에 교수가

공급자인 대학간의 경쟁을 통해서 확보되는 것이 자연적인 이치이다. 교육의

열 록 대학교육은 자기생존을 위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응토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특성화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은 대학별․프로
그램별 학생 모집패턴의 다양화와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자극하게 것이다.
따라서 사립대학개혁은 대학간 공정하고 유효한 경쟁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공급자간에 경쟁이 치 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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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의 문제로부터

출발해야한다고 본다.

총장보좌진의 강화와 대학 내부 경영체제
법적권한을 갖는 부총장제도를 도입하여 총장의 과도한 업무를 줄이고 학
사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대학내부의 경영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
다고 본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본부중심의 지배구조를 단과대학중심형․
단과대학연방형 학사운영체제로 전환하고 총장은 단위프로그램중심의 학사운
영을 지원하는 역할에 국한해야한다고 본다. 대학본부에 집중되어 있는 예산
권과 인사권을 단과대학 중심으로 이관하고 동시에 프로그램단위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교육과 연구의 질적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
(2)

3. 법치주의 -원칙과 철학의 문제(philosophy of governance)

재

저해의 요인
윤종건 교수는 오늘날 대학교육이 부실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사교육시장
(암시장)이 날로 번성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을 국가독점을 매개로하는 파원
집단과 이익집단의 담합구조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평자는 다음
과 같은 이유로 윤교수가 문제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했다고 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담합구조는 국가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개발연대에 형성된 박정희 정부의 유산이다. 개발연대에는 정부가 사회전반에
행사하는 영향력은 초법적인 폭과 심도를 갖고 있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
실이다. 몇 차례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정부 영향력
의 폭과 그 심도는 완화 되었으나 그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본다.
(1) 문제의 소 와 대학의 자율성

Tocqueville은 자신의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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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이러한 개념을 통치의 중안집권(.centralization in
government)과 행정의 중앙집권(centralization in adminitration)으로
설명하고 있다. 통치의 중앙집권은 국가전반에 걸친 문제, 예컨대 국민전체에
해당되는 법규의 제정과 대외관계설정 등이 중앙정부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
이고, 행정의 중앙집권은 국가의 한 부분, 예컨대 지방자치에 관한 의사결정
권을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경우를 말한다. 토크빌에 의하면 자유주의 국가가
존속하기 위하여서는 통치의 중앙집권은 필요하지만, 행정의 중앙집권은 국민
의 지방정신을 위축시키고 결국은 그 국민의 정신을 황폐화시킨다는 것이다.
1 35) 에서

두 가지 형태의 중앙집권을 가장 폭넓게 독점하고
있는 예에 속한다. 한국에서 중앙정부는 최고위 권력엘리트(power elite)와
그 밑의 기술관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자는 최고통치자와 청와대의 막료들
이며, 후자는 전자의 명령이나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관료를 말한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중앙집권은 교육분야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교육이 마땅히 가
저야 할 자율성과 다양성을 잃게되었으며 대학이 하부 기관화되고 본연의 기
능과 의사결정을 상부기관에 자진해서 위임하는 관행이 공고화 되었다고 본
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기능의 재정립이야말로 교육개혁의 관건이라고 본
그런데 한국의 정부는 이

다.

(2)

철학과 원칙의 충돌

범위와 대학내부의 자율역량을 둘러싸고 교육인
적자원부와 대학현장 사이에 존재하는 인식과 시각의 차이는 실로 심각하다
고 본다. 이러한 인식차이가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학교육의 수월성은 요원할
뿐이다. 그러면 왜 이러한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자유
주의적 원리로서의 교육질서와 공리적 원리로서의 교육정책의 충돌에서 비롯
되었다고 본다. 여기에서 자유주의적 원리로서의 교육제도와 정책은 교육의
학사운영에 대한 자율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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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 그리고 다양한 가치의 추구를 존중하는 기본질서로서 시대
와 상황 바뀌어도 바뀌어서는 아니 될 정책원리를 의미한다. 반면에 공리적
원리, 개입주의적 원리로서의 교육정책은 산업의 경쟁력 등을 지원하는 정책
으로서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야 할 정책, 즉 교육의 기본가치 창달을 지원․
보완하는 수단으로서의 정책을 의미한다.
자율성과

(3) 어떻게 할 것인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분야에서 질서와
정책의 재정립을 필요로 한다. 하나는 대학을 지배하는 외부 지배구조의 혁신
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내부의 경영구조, 즉 내부혁신이다. 이 두 가지 혁신
은 서로 보완적일 경우에만 시스템에너지를 기대할 수 있으나, 원리상으로 보
면 전자가 선행되지 않는 한 대학 자율역량의 향상은 불가능하다. 교육인적자
원부가 모색하고 있는 고등교육 관련 법은 이러한 의미에서 대학교육의 발전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기대해도 좋은가?
대학이 본연의 기능을

『자유론(On Liberty)』은 내가 쓴 어느 저작보다도 오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유란 단 한 가지 진리에 대한
철학적 교과서가 되도록 집필했기 때문이다. “그 진리란 현대사회에서 일어
나고 있는 변화가 더욱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의 개성과 다양
성이 무수히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충분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개인
이나 사회에 대해서나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이 진리의 기초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은, 피상적으로 관찰하면 그러한 교훈이 별로 필요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아 보였던 시기에, 그것을 제창하여 깊은 감명을 준 사실로 미루어 보아 무
엇보다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A single truth is " The importance,
to man and society, of a larger variety in types of character, and
of giving full freedom to human natue to expanpand itself in
자유의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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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umerable and conflicting directions. Nothing can better show
how deep are the foundations of this truth, than the great
impression made by the exposition of it at a time which to
superficial observation, did not seem much in need of such a
lesson"(Autobiography, p.177))
i

<국가독점교육에 대한 경고>
“일률적인 국가 교육은 사람들을 서로서로 똑 같이 본떠 놓기 위한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형을 만들어내는 틀은 정부내의 지배세
력--그것이 군주이든, 성직자계급이든, 귀족계급이든, 또는 현세대의 다수파
이든 간에--의 마음에 드는 것이므로, 그것이 유효하고 성공적일수록 정신에
대한 전제주의를 확립하여 마침내 자연의 추세에 따라 신체에 대한 전제주의
에까지 이르게 된다”(A general State education is a mere contrivance
for moulding people to exactly like one another: and the mould in
which it cast them is that which pleases the predominant power
in the government, whether this be monarch, a priest, an
aristocracy, or majority of the existing generation; in proportion
as it is efficient and successful, it establishes a despotism over
the mind, leading by natural tendency to onr over the body ”( J.
S. Mill, On Liberty, p. 98에서 인용)).
혁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현
장에 자율성과 다양성의 보장이 필수불가결하다는 평소의 소신을 독일의 자
유주의자인 Wilhelm Von Humboldt의 사상을 빌어 강조해 두는 바이다.
결론적으로 대학의 지배구조 개 이 소기의 성과를

「교육이 지표로 삼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지도원리는 모든 인간이 제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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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되어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그리고 본질
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The grand, the leading principle, towards
which every argument unfolded in these pages directly converges,
is the absolute and essential importance of human development
in its richest diversity) - W.V.Humboldt, Sphere and Duties of
Government(F.A.Hayek, The Constitution of liberty, p394에서 인
그 개성에 따라서 가장 다양하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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