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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여러 가지 일정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13회「대학교육 정책
포럼」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우리 나라의 대학들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나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에 치중하여 이루어진 측면이 있으며,
현재 우리의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고등교육시장 개방 등 대내외 환
경의 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학은 치열한 국내외 경쟁체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대학의 경쟁력은
대학의 생존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이제는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대학경영체제를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 나라 대학들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육․연구의 경
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각 대학들이 자율적인 경영혁신 노력을 경
주하고 있으며, 정부의 고등교육정책도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고등교육기관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추
면서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과 방안이 강구되
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이 대학의 구조조정입니
다.
그러나, 대학의 M&A를 포함한 구조조정의 문제는 우리 대학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나 전략이 부재하며 국가적인 지원도 뒷받침되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
여가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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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에 고등교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생존
을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는 국내 대학의 구조조정 및 통․폐합과 관련하여
“한국고등교육의 위기와 대학 M&A”라는 주제로 제13회 「대학교육 정책포
럼」을 개최하게 된 것은 시의 적절하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
히 우리 대학인들이 스스로 민감한 사안일 수 있는 구조조정 및 M&A 문
제에 대하여 논의하며 대학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여 보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대학 M&A 등을 포함한 대학의 자율적인 경영혁신 노력을 지원하기 위
한 방안으로 마련된 이번 정책포럼이 대학들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지기를 바라며, 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의 중지를
모은다는 측면에서 국내 대학들의 발전방안으로 논의되는 M&A 등 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책포럼의 개최와 관련하여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를 해 주실 이
현청 사무총장님, 박도영 교학처장님, 서정화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세미
나의 사회를 맡아주실 박용수 강원대 총장님과 홍승용 인하대 총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중요한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많은 편의
와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신 숭실대학교 이중 총장님께 감사드리며, 끝으
로 이 행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우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0월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김 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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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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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Ⅰ》

고등교육환경변화와 대학 구조조정 전략
이 현 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Ⅰ. 서론
근래들어 대학의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고등교육환경의 변화에 기인된
결과이다. 고등교육환경변화 중에서도 지식기반사회에 따른 산업과 직업구조
의 변화라든지 대학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미충원 인원의 증가, 그리고 고등
교육시장개방 따른 국제경쟁력 신장의 필요성 등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과 관계가 있다.
근자에 대학구조조정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고 대학 파산론까지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고등교육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과 무관치 않다. 흔히
21세기 대학을 지칭하여 ‘잠재적 위기대학(risk university)'으로 부르는 것
도 현재 대학들이 직면하고 있는 운영상의 위험요소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이러한 대학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은 M&A까지 포
함하는 대학구조조정전략이라 볼 수 있다. 향후 2030년까지도 학생수 감소가
불가피하고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점증할 것을 감안한다면 고등교육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대학들은 불가피하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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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학경쟁력 강화와 함께 M&A를 포함한 성공적인 구조조정전략
을 위한 대학 통폐합 관련 적법한 제도도입과 인센티브 등 재정지원, 그리고
국립과 사립 대학간 역할분담 및 권역별 육성방안, 대학구성원간 갈등조정방
안과 지역혁신프로그램(RIS)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할 시점이다.

Ⅱ. 고등교육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위기
1. 고등교육환경 변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대학의 기능은 창의적 지식을 창출
하고 이를 적시에 현장에 응용토록하며 정보량의 폭증에 따른 지식선별기능
을 강화함으로서 ‘유용한 지식’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2)
그러나 이러한 역할의 변화요구와 함께 고등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대학
의 위기를 초래케하고 있다. 고등교육환경의 변화 중 두드러진 부분은 산업
및 직업구조의 변화와 대학진학인구의 감소,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현상심화,
그리고 대체고등교육환경의 확산과 고등교육시장의 개방에 따른 기존 대학관
의 변화를 들 수 있다.

1) 산업과 직업구조의 변화
지식정보화 사회의 주된 특성은 대학의 지식창출의 기능강화와 창의적 지식
에 대한 요구 그리고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인력의 필요성이 산업사회에 비
해 더욱 강화되는 사회이다. 이에 따라 산업과 직업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

교육 또한 새로운 기능을 요구받게 된다. 즉 학령 학제중심의 교육에서 개

․

인 생애중심학습으로 전환되고 암기위주교육보다는 사고하는 교육을 중요시
1) 이현청(2003), ‘대학진학률과 학령인구변화추계’ (미발간 자료)
2) 이현청(2001), ‘21세기와 함께 하는 대학’ (서울:민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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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는 유연하고 열린교육체제와 교육현장
의 자율성강화, 그리고 학벌중심의 교육관에서 능력중심의 교육으로의 전환
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산업과 직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교육시스템으로의 전
환이 불가피하여 다양한 학습체계와 교육의 국제화, 그리고 교육시스템간의
학습이동성(learning mobility)증가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산업과 직업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환경의 변화

져오게 된다.

를 초래하여 대학교육 내용과 직업수요의 변화를 가

<표 1> 주요국의 산업구조 비교 (단위:%)
구 분

농림어업

990
8.5

광공업

2 .

(제조업)

2 .

타

독일

한국
1

990

2000 1

7

4.

본

일

990

2000 1

영국

1.4

1.2

2.4

1.3

6 28.2

23.4

2 .0

6

20.

23.2

25.

8

20.

96

31.

88

31.3

7

2 .4

990
1.9

2000 1

미국

1.1

990
1.9

6

20.0

2000 1

9

25.

9

21.

8

23.2

1 .

2000
1.4

7

1 .3

8 6 18.1 16.0

기 서비스산업

61.9 63.7 70.4 75.4 71.6 77.8 72.2 77.3 78.1 81.3

(서비스산업)

4 .4

GDP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

9 62.1 68.5 59.6 68.1 62.9 70.3 70.9 74.3

52.

첫째, 지식집약산업의 증가로 지식집약적인 고기술산업의 지속적 증가가 예
상되고, 둘째, 전문기술직의 증가로 직종별 분포에 있어 사무직으로의 진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며, 그 중에서도 고숙련사무직의 증가추세가 가장 두
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고학력자의 수요 증가로 고학력자의 비중
은 2000년 19.5%에서 향후 2010년까지 23,8%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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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입학학력인구의 감소

목

속
으로 2000년 11,383천명(24.2%)인 학령인구가 2030년에는 총 인구 중 차
지하는 비율이 14.1%인 7,081천명으로 감소해 고등교육기관 진학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변화를 감안해 볼 때 고등교육기
관에 진학하는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미
고졸예정자의 숫자는 지난 2000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2010년에 숫자가 약간 늘어나기도 하지만, 이후부터는 다시 지속적으로 줄어
든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환경의 변화 중 가장 주 할 부분은 학령인구의 지 적인 감소현상

<표 2-1> 연도별 학령인구 및 18세 인구의 추계
학령인구
연도

합계
(
21)

11,3 3

4,0 3

2001

8
11,295

초등
(
11)

2002

11,153

4,203

2003

10,

4,1

2000

6～

2005

960
10,759
10,588

2010

10,141

2004

2015
2020
2025
2030
2040
2050

9,366
8,374
7,602
7,081
6,344
5,487

6～

중등
(12 14)

96

～
1,869
1,850
1,869
1,924

4,130

2,005

4,034

2,0

7
4,156

고등
(15 1 )

～7
2,166
2,019
1,910
1,855
1,836
1,855

대학교
(1
21)

8～

2,501

1,2 4

8
1,590
1,492
1,359

2,2 2

1,213

1,232

7
3,270
3,170
2,984
2,788
2,622
2,593
2,726
2,336
2,063
1,947
1,637

1, 00

1,014

1,0 2

1,511

78
1,980
1,684

6
3,116
2,915
2,608
3,4 5

9

1,533
1,43

7

6

* 통계청(2001),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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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102
1, 40

6

3,2 5

8

1 세
인구

827
778
719
663
630
611
691
656
547

3

505
4

76

410

67

<표 2-2> 고졸(예정)자 대비 대학입학정원 추이
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2005 2010
대학입학정원 46,300 57,950 205,875 278,783 350,413 505,833 657,728 662,678 662,678 662,678
년도

졸예

1

6 6 69 467,388 642,354 761,922 671,614 764,712 632,822 613,921 696,861

고 ( 정)자 145,0 2 2 3,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2001), 2001학년도 대학교육기본 통계자료

본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현재의 정원 개념에서 탈피하여 경쟁력 있는 분야․전
략 분야․선호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정원을 대폭 조정해 나가는 것이

따라서 대학은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대책이 불가피하여 보다 근 적인

필요하다.

3)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현상 심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위기요인 중 대표적인 요인의 하나는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현상으로서 지방출신 우수학생의 수도권 유입 가속화현상과 지역산업과
의 연계부족에 의한 취업률 저하, 재정의 열악성과 투자효율성 저하 등에 기
인된 학생 미충원률의 증가 등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

집중화현상에서 기인된 구조적 문제와 학령인
구감소에 따른 초과공급현상 그리고 비수도권 대학의 선호도 저하 등에서 기
인되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지방대학의 공동화현상은 대학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점증시켜주고 있다.
한 위기현상의 심화는 수도권

4) 고등교육시장의 개방
1995년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교육시장이 서비스상품으로 인식되고 각
국의 다자간 협상에 의해 개방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이러한 고등교육시장의
개방 추세는 국내외 대학간 치열한 경쟁을 요구하고 있으며 양적팽창에 주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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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우리대학들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특히 입학자원
의 국제적 유동성이 증가됨에 따라 입학자원의 유출과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
이어서 우리나라 대학들의 직간접적 위기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해

2.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위기현상

때 우리나라 대학들의 위기현상 역시 이
러한 환경변화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입학자원의 부족에 따른 미충원의
심화라든지 국제경쟁력 차원에서의 낮은 경쟁률 그리고 직업구조변화에 따른
인력양성구조의 불합리 등 위기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
고등교육환경의 변화와 관련해 볼

라 고등교육의 위기현상은 전반적인 대학의 구조조정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아 전반적인 구조적 검토와 개혁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부분이 많

1) 대학미충원율의 증가

각 문제는 대학 미충원 문제로서 그동안
특정한 지역의 일부대학만의 문제에 지나지 않던 미등록현상이 2003학년도에
는 대부분의 비수도권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대학이 안고 있는 가장 심 한

<표 3> 최근 3년간 대학 미충원율 추이
년도

모집
인원

문

전 대학
등록
인원

9 97 87 8
2002 293,144 270,286
2003 285,869 235,516
2001 2 1, 1 2 ,3 2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4년제 대학

모집

등록
인원

인원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모집
인원

계
등록
인원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89 378,306 365,409 12,897 670,277 652,791 17,486
6
(3.4)
(2.6)
22,858
19,971
829
365,580 345,609
658,724 615,895 42,(6.5)
(7.8)
(5.5)
50,353
35,681
382,770 347,089
668,639 582,605 86(12.,034
(17.6)
(9.3)
9)
4,5
(1. )

*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ㆍ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내부자료(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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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 나타나있듯이, 2001년도에 2.6% 내외에 불과하였던 미충원
율이 2003년에는 12.9%로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전문대학의 경우 더욱 두드
위의

러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356개 대학(전문대학 포함) 중에서 67개 대학이 정원의
70%를 채우지 못하고 있어 개별대학의 차원에서는 대학의 존폐까지 위협받
고 있는 실정이다.

<표 4> 대학 미충원율 분포도 (단위:학교수, %)
%

% 50%대 60%대 대학수
전문대학
1 (0.6) 5 (3.2) 10 (6.4) 16 (20.2) 11 (7.1)
156
4년제 대학
4 (2.0) 6 (3.0) 3 (1.5) 11 (5.5)
199
계
1 (0.3)
9 (2.5) 16 (4.5) 19 (5.3) 22 (6.2) 356
*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ㆍ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내부자료(2003)
미충원율 분포

20 대

%

30 대

40 대

때 전북지역의 미충원율이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전남과 광주․제주 지역이 20% 이상의 미충원율을 보이고

지역적으로도 볼
있으며,

뒤이어

있는 실정이다.

<표 5> 지역별 미충원율(2)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

%

미충원율( ) 0.

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8 2.7 10.5 2.5 23.6 6.8 1.7 1.9 15.8 6.4 9.1 25.4 26.3 14.0 15.7 21.2

*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내부자료(2003)

물론 학문계열별로는 공학계열의 등록율이 87.4%로 계열별 미충원율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연과학, 예체능 계열 순서로 미충원
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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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학문계열별 등록율 비교
계열 구분

문

인 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기

타

계

모집인원
158,822
86,829
81,884
42,120

96
8,199
382,770
4, 1

등록인원

7
77,137
71,545
38,627
4,914
7,642
347,089
14 ,224

등록율

92.7
88.8
87.4
91.7
99.9
93.2
90.7

*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내부자료(2003)

문제는 결국 대학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대학경영
의 부실과 대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충원이 주로 비수도
권 대학에서 두드러짐에 따라 지역 불균형문제와 함께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 미충원

2) 대학교육의 낮은 경쟁력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그동안 교육의 양적인 성장에만 치우친 나머지 질적인
측면에 소홀해 교육 경쟁력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
이다. 스위스 경영개발원(IMD)의 2001년 자료에 의하면 세계 49개국을 대
상으로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전체 순위는 28위이나 교육인적
자원 경쟁력이 32위에 그쳐 교육부문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별히 고등교육의 경우 효율성 부분에서 47위를 기록하여 경쟁력
저하가 두드러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일반적 지수인
학생/교사의 비율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48.6명으로
OECD국가 평균 14.7명과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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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수 국제 비교
* OECD
평균
교원1인당
48.6 14.7
학생수
국가

*

한국

한국 산정기

6 665명)

준

링 캐나다 일본 폴란드 스웨덴

미국

영국 프 스

13.5

1 .

7 6 18.3 9.8

11.4

문

14.

7 9.3

9 9 9명)/교원수

: 전 대학 및 4년제 대학 학생수(2, 4 ,50

( 0,

* 출처 : 교육통계연보(2003), OECD교육지표(2002)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낙후된 경쟁력은 고등교육의 직접적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체의 시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전경련이 우리나라 CEO들을 대
상으로 실시한 인적자원 부문의 경쟁력 수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적자원개발 수준은 선진국의 46% 수준이며, 교육시스템은 52%인 것
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별히 대학교육시스템은 40%, 인적자원의 영어 능력
과 기초학문 및 전문성은 각각 27%, 33%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 8> CEO가 바라본 우리나라의 인적자원부문 경쟁력
항목

분야

교육
시스템

인력수급
시스템

최고국가

전체 교육시스템

미국

대학교육 시스템

미국

커리큘럼의 효율성
CEO 육성 교육기관
인문계 인력 공급구조
이공계 인력 공급구조

미국
미국
미국

활용도
숙련근로자 조달 용이성
여성인력

독일
핀란드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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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국가

3위국가

독일 영국
프랑스
독일
독일 핀란드
스위스

독일
미국
미국
미국

영국
영국

랑
스웨덴
일본

프 스

한국의

준%

수 ( )
52
40
35
35

60

42

8
72
2

분야

국민적

마인드

항목
국민의 경제 마인드
숙

성 한 시민의식

윤

영어 구사능력

능력

외

제2 국어 구사능력
기초학

뇌

문 및 전문성

두 유출입 정도

풍부성
인적자원 총괄
인적자원의

2위국가

싱가폴
미국
싱가폴
싱가폴 독일
일본
독일
싱가폴 네덜란드
독일 네덜란드
미국
독일
미국
일본
미국

사회가치의 경쟁력 기여도

노동자의 노동 리

인적자원

최고국가

중국
미국

미국

독일

* 출처 : 전경련(2002), CEO가 본 한국의 국가경쟁력

3위국가
일

본

독일
일본
싱가폴
독일
싱가폴
프랑스
독일
독일
싱가폴

한국의
수 ( )

준%
73
55

8

4

42

7

2

20
33
42

87
46

3) 백화점식 전공운영
현재 우리나라 4년제 일반대학을 기준으로 할 때 대학당 모집단위수는 국
공립대가 33단위, 사립대가 21단위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일반 4년제
대학들이 최소 21개 전공에서 33개 전공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당 설치되어 있는 전공이 많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만, 문제는 대다수의 대학들이 대규모의 전공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각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전공중 상당수가 개별대학의 집중육성 의지와는 무
관하게 서로 중복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특성화된 대학의 경우
몇몇 학문분야만 집중 육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설치전공수가 적거나 대학 명
칭에 특성화 분야를 명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집단위수가 5개 이하인 대학
수는 전체 4년제 일반대학 169개교 중에서 35개교이며, 대학 명칭에 특성화
분야가 명기된 대학수는 39개교 정도이다. 이들 학교 중 상당수가 서로 중복
되어 있고, 대학 명칭 중 종교명이 표기된 대학이 23개교인 점을 고려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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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4년제 일반대학의 특성화 비율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이 특성화되지 않았음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 대규
모대학과 소규모대학간 대학운영에 있어서 차이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과,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그 지역의 산업적 특성과 지역적 수요를 고려하여 전
공을 설치하는 예가 드물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현재 국공립대학과 사립
대학의 차이는 사실상 설립 주체의 차이만 있을 뿐 설치 전공이나 학문영역
간의 차이는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던 학부제의 경
우에도 모집단위의 광역화라는 학생선발 방식의 변화만 가져왔을 뿐, 실질적
으로 대학의 전공 운영을 특성화된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는 실패하여 내실있
는 운영이 되지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 사회적 요구와 괴리된 고등교육 인력양성 구조
2002년 12월에 전경련이 기업체 임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의
하면 신입사원들이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은 기업에서 필요한 수준의
26%정도에 불과하며, 교육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산업계 수요에 부합한 학제개편을 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학교육
에 대한 산업체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이 조사결과는 한마디로 현재의 대
학교육은 산업체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산업체의 요구와 달리 공급자 위주의 사고로 고등교육 인력을 양성
해 온 관행을 탈피하여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수요 인력
을 제공해 주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도 따지고 보면 양적으로는 많은 대학
졸업자를 배출하면서도 산업구조 및 직업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한데서 기인된 점도 없지 않다. 현재 대졸이상의 고학력 인력은 많이 배출
되고 있으나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고급인력은 대부분 해외유학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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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당
신․반도체 등 사회적 수요가 증대되는 신산업 분야에서도 고급인력들이 해
외취업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IT․BT․NT 등 핵심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도 약 19만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보통신 부문의 인력 부족은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해 기업 유경험자, 기업자체 육성인력으로 충 되고 있는 실정이고 정보통

3)

<표 9> 정보통신부문의 2000～2004년간 직군별ㆍ학력별 부족인력 전망(천명)
구 분

/W
웹서비스, 컨텐츠
H/W 및 부품
S

통신

합계

실업고
41.

7

13.1
54.

8

학사

65.5
56.7
7.5
1.7

131.4

석사

10.3

9.0

박사
1.7
1.5

합계

77.5
67.3

1.1

-

50.3

1.1

0.2

1 .1

21.5

3.4

211.2

6

* 출처 : 경제정책조정회의 내부자료(2000.4.10)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전공분야별 학생비율 OECD 평균치와 비교해 볼
때에도 우리 사회가 선진국가들의 산업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한다면, 향
후 정원책정 등에 있어서 시사받는 바가 많다.
<표 10> 4년제 대학의 전공분야별 학생 비율의 국제비교(2002)
공학,
수학
문
보건및 생명 자연
컴퓨터 기타
제조 농학
및
예
복지 과학 과학
과학
및 건축
통계학
한국 5.6 20.9 22.8
2.5
27.4 3.2 6.6 2.1 4.4 2.1
2.4
국가 13.
평균 2 12.6 33.5 2.5 13.2 2.3 11.5 3.1 3.0 1.1 3.1 0.9
* 출처 : OECD(2002), OECD교육지표 2002.
교 인 사회과학, 서비스
육
술 경영,법학 계열

3)

김규환(2003), ‘대학구조조정과 M&A활성화 방안’, 미발간 연구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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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대학의 위기심화
우리나라의 지방대학은 학교수로는 65.5%, 학생수로는 61.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고등교육의 거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대학의 발
전 없이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지방대학은 위기의 단계를 넘어서서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대학들이 정원을
채우고 있지 못하고 있고 2003학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
의 경우 미충원율이 1.3%에 불과하지만,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18.3%에 달
하고 있어 양자간의 차이가 14배에 달하고 있다. 특히 미충원율이 최근 3년
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특별한 대책이 마련
되지 않은 한 지방대학의 학생모집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표 11> 2003학년도 대학 유형별․지역별 정원 미달 현황
문

전 대학

대 학

총계

모집인원 등록인원 미충원(비율) 모집인원 등록인원 미충원(비율) 모집인원 미충원(비율)
1,350
1,518
2,868
수도권 99,144 97,794
122,932 121,414
222,076
(1.4%)
(1.2%)
(1.3%)
45,052
30,871
75,923
지 방 175,323 130,271
239,055 208,134
414,328
(25.7%)
(12.9%)
(18.3%)
50,172
35,681
85,853
계 285,869 235,697
382,770 347,089
668
,639
(17.6%)
(9.3%)
(12.8%)
구 분

*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3), 2003년도 하계대학총장세미나 자료

졸업자들의 취업율이 낮은 점도 심각한 문제이
다. 통계적으로만 보면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율은 49.5%로 수도권대 졸업자
의 취업율 54.1%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4년제 대학졸업자의
100대기업 취업 현황을 보면 수도권대학이 지방대학보다 2배 이상 취업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지방대학졸업자와 수도권대학 졸
미충원율과 함께 지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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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취업율의 차이는 훨씬 더 커지게 되며, 100대기
업을 기준으로 하면 4:1의 격차가 있다.
업자의 분포도를 고 한다면

<표 12> 대학 졸업자의 취업 현황

졸업자
취업대상자수
취업자
취업률
수도권
84,332명
68,984명
37,664명
54.1%
지 방
120,058명
106,622명
52,813명
49.5%
합 계
204,390명
175.606명
90,147명
51.3%
*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3), 2003년도 하계대학총장세미나 자료
구분

6) 부족한 대학교육재정 투자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이 질적인 측면에서 한계를 갖게 되는 주요 요인 중 하
나로 대학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GDP수준에 따른 대학교육에 대한 공교육투자는 큰 차이
가 없지만,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에서는 OECD 평균의 63%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13> 학생 1인당 공교육투자 수준 국제비교 (단위: US달러, %)
구 분
한국

당 OECD평균
교육비
한국/OECD평균
학생1인

한국

아
1,673
3,788

유 교육

초등교육
3,30

3,51

44

8
3,769
88

중등교육

12

23

24

1

25

당
17
GDP대비 OECD평균
한국/OECD평균
71
* 출처 : OECD(2000), OECD교육지표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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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28

8
5,507
64
96

고등교육

6,844
10,893
63
47
49
96

속

져온 대학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 부족으로 인
해 총투자 누적액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격차가 크고, 그 결과 대학교육여건이
크게 미달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학교육에 대한 재정부족은 우리의 교육
예산이 초․중등교육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고, 대학교육 예산조차도 상대적으
로 국립대학에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부족한 대학예산을 더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대학교육 재정만을 OECD 주요국가들과 비교하면, GDP 대비 대학예산의
비중은 0.5%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며, 학생 1인당 교육비도 OECD
평균의 70% 이하에 불과한 실정으로 대학경쟁력 저하의 주요한 요인 중의
더욱이 그동안 계 해서 이어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표 14> 주요국의 대학교육 재정 비교
항목

네덜란드 스웨덴 OECD평균
GDP 대비 교육비(%) 0.5 0.5 1.4 1.1
1.6
1.0
학생 1인당 교육비($) 6,844 10,157 17,466
9,989 12,981 10,893
* 출처 : OECD(2000), OECD교육지표
한국

일

본

미국

Ⅲ. 고등교육의 구조조정 전략
1. 위기 극복의 기본 방향

본

질에 의해서 좌우되는 지식기반사회
에서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국가의 전체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 선진국의 경우 자국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등교육의 경
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개인과 국가의 발전이 지적자 의 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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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세계 주요국의 고등교육 개혁 동향
국가

미국

독일

개혁의

- 고등교육의 기회 등
제고
- 교육의 수 성 증진

-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확보

- 교수임용
간소화( 수 두 의 해 유
출 방지책 일환)
- 연구업적별 보수체계
등화, 국제화 교육
과정 도입,
원격시스템 구
- 고등교육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의 연계 강화

설

영국

- 고등교육의

-

질적인
질 제고

“대학이 바뀌면 일본
도 변한다”

금
질

규

절차

랑

중국

균

월

프 스

본

개혁의 방향
- 교육시스템의 개혁(특히, 교육부의 서비스
기능 강화)
- 대학의 연구개발비 확대('21세기 연구기 '
치)
- 원격교육의 강화(관련법
정비 및 양 의
프로그램 제공)

- 고등교육의
변화

일

핵심

첨단

우
차

뇌

외

축

협

-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학 동 연구체제 확
립
- 고등교육기관 연구비 산 대폭 증
(2000 200 년,
450 프 )

액
억 랑
- 대학의 학습과 교수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추진
- 고등교육 질 관리청(QAA : Quality
Assurance Agency)의 설치 추진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국가규모의 독립적 자
문기관, 5년 단위로 실시)
- 평가에 기초한 경쟁원리의 철저
～ 6 총

예

- 국립대학을 민간 경영원리의 도입에 의한
법인화로 전환
- 대학의
산업 창출 역할 강화(세계수 의
전 가 육성)

新
준
문
- 1990년대 이후 일류대학(중국→아시아→세
계 수준) 건설을 목표로 강력한 구조조정과
지원 정책 실시
- 21세기를 대비한 세계 일류대학 건설 프로
- “일류대학 건설”과 “과
젝트인 ‘211공정’을 추진하며 2003년 현재
교흥국(科敎興國)”
100여 개의 대학을 중점 지원․육성
- 가까운 시일 내에 세계 일류대학 진입을 목
적으로 10개 내외의 대학을 특별히 중점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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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의 경향은 주로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예외가 될 수 없고 앞서 고등교육환경의
살펴본바와 같이 대학위기극복의 방안으로서

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서

우리대학의

위기요인을

맞추고 있다. 우
변화와
구조조

정전략이 불가피하다 볼 수 있다.

당면 목표와 우리 대학이 현실적으로 당
면하고 있는 상황에 적합한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학의 위기 상황
과 세계 주요국의 고등교육 개혁 동향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개혁의 방향
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지식기반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학문분야의 인재를 적시에 배출
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화사회에 적합한 인력양성 체제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특히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라는

두어야 한다.

둘째,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현재의 대학정원 규모는 축소가

불가피하며, 따라서 정원의 합리적인 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
하다.

셋째,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고등교육시장의 개방을 고려하여 세계적인 규
준에 맞는 고등교육의 체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넷째, 특성화ㆍ전문화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요소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역할 분담 등 특성화
ㆍ전문화된 대학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균형 발전이 절실한 우리의 현실에서 지역혁신체제(RIS) 등
지방대학이 자생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
다.

섯째, 고등교육 재정의 대폭적 확충이 단기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
하여 대학의 구조조정 노력, 특히 교육여건 개선과 특성화ㆍ전문화된 대학교
육에 최우선적인 재정 지원을 실시하는 전략적 차원의 고등교육 재정 투자목
표가 달성되어야 한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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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구조조정 및 M&A에 관한 인식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대학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학간 M&A가 실제로 일어
나고 있으며, 현재 이를 검토 중인 대학들도 상당수에 달한다. 교육목표
(mission)의 보완성이 강한 대학들간의 M&A는 교육과정의 전면 재검토와
보완적 학위 프로그램에 집중함으로써 대학간 중복성을 제거하고 교수 자원
의 확장을 가능케 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
할 뿐만아니라 대학들간의 M&A는 통합된 대학들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규
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개선, 학생 충원의 안정화, 대학 행정
의 효율성 제고, 동창 기반의 확충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향
후 수년 내에 누적되는 미충원 사태 등으로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대학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는 대학간 통합 및 M&A의 활성화가 대
학 도산 시대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기도 하다. 이에 최근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내의 “대학 M&A 등 자율경영혁신 모델” 연구팀에서 실
시한 대학 M&A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대학 M&A에 관한 우리나
라 대학 관계자들의 인식은 몇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전국 200개 4년제 대학과 158개 전문대학의 이사장․이사, 총․학장, 교
수, 직원 등 3,100명을 대상으로한 욕구진단 결과 대부분의 대학관계자들이
대학 M&A 등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75%). 또한 구조조정 유형에 있어서는 대학별 학생 정원 감축 등을 통한
구조조정, 학점 상호인정, 공동(복수) 학위제도,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의 대학간 교류․협력 강화, 권역별(지역별) 연합대학 체제 구축을 통한 대학
간 역할분담 및 특성화 추진, 대학간 M&A 등을 통한 인수․합병․통합 중
대학관계자들은 직위별, 대학유형별, 지역별, 대학 규모별 공히 ‘대학별 학생
정원 감축 등을 통한 구조조정’에 가장 높게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 구
조조정의 여러 방식 중 정원 감축 등 단위대학 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구조조정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엄정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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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통하여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교육의 질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판정된 한계법인 및 부실대학의 경우 단계적 퇴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
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82%), 필요성을 느끼는 대학간에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 정부가 주도하는 것, 대학 자율협의체나 전문가 그룹 등으로 구
성된 심의․조정 기구의 중재 하에 추진하는 것 등을 선택지로 제시하여 설
문한 결과, M&A의 의사를 가진 대학간에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심의․조정 기구의 중재 하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각각 35.8%와 43.2%로 비교적 높은 반응도를 보여
주고 있다.

항

그리고 대학 M&A관련 주요사 의 의사결정 주체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

견해를 나
타내고 있다(57%). 그리고 학생 미충원 문제 해결, 교육․연구 여건 향상,
대학경영의 효율성 제고, 대학간 교류․협력의 문화 증진, 대학의 특성화․다
양화 촉진, 대학의 국내․국제적 경쟁력 강화 등의 대학 M&A로 인한 긍정
적 측면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및 학사운영상의 변화로 학생들의 학
업과 진로 혼란에 초래, 기구․학과의 축소 및 통폐합 등으로 인하여 교수․
로 ‘M&A 관련 별도의 특별기구’가 의사결정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직원의 고용불안, 통합된 대학구성원간의 갈등 및 위화감 조성 등 통합된 대
학 구성원간의 갈등이나 위화감 조성

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나 나 있다.

속 대학에서 타 대학과 M&A를 추진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
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대학간 M&A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
로 인한 혼선, M&A에 관한 대학구성원의 동의 창출, M&A 과정에서 불가
피하게 불이익을 받게 될 대학 구성원에 대한 구제․보상 방안 마련, M&A
대상 대학과의 협상 및 합의 도출 등 M&A에 관한 구성원의 동의 도출과 불
이익을 받게 될 대학구성원들에 대한 구제․보상 방안 마련이 M&A 추진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실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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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 볼 때 첫째, 대학관계자들은 대부분은 최근 우리나
라 대학들의 학생 미충원 사태 및 국내․외적 대학환경 변화 등에 따른 대학
이러한 결과들은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대학 M&A 등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둘째, 대학관계자들은 대학 구조조정의 여러 유형 중 학생정원 감축 및 학
과 조정 등 단위대학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구조조정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대학관계자들은 엄정한 대학평가를 통하여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교육의 질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판정된 한계법인 및 부실대학의 경우에는
단계적인 퇴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매우 공감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 M&A 추진의 주체와 방식 문제에 있어서는 필요성을 느끼는
해당 대학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일정 정도 자율협의체 등의 심의와 조정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다섯째, 대학 M&A 관련 주요사항 결정 기구에 대해서는 이사장․이사 등
은 ‘이사회 등 현행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선호하고, 총․학장의 경우 중립
적이며, 교수 및 직원은 ‘M&A 관련 별도의 특별기구’를 선호하는 등 직위별
로 대학관계자들의 반응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여섯째, 대학관계자들은 대부분은 대학 M&A가 학생 미충원 문제 해결 및
교육․연구여건 향상, 대학경영의 효율성 제고, 대학간 교류․협력의 문화 촉
진, 대학의 국내․국제적 경쟁력 강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일

곱째, 대학관계자들은 대학 M&A가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 혼란, 교수․

직원의 고용 불안 발생, 통합된 대학 구성원간의 갈등 및 위화감 조성, 폐교

축
칙 역행 사태 발생, 대학
의 양극화 현상 심화 등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
또는 대학 이전에 따른 지역사회 위 , 구조조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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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여덟째, 대학 M&A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구성원의 동의
도출과 불가피하게 불이익을 받게 될 구성원에 대한 구제 및 보상 방안 마련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으로 나

3.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전략
대학의 구조조정 방식은

크게 단위대학 차원에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조정

질 수 있는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과 대학간에 이루어

차원의 구조조정 노력이 중요하다.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이 구조조
정의 과정을 거쳐 확보되듯이, 대학의 경우에도 먼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경
쟁력을 갖추기 위한 단위대학 차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의 구조조정 방식은 개별 대학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서로 다
른 형태로 진행될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구조조정의 노력 없이는 대학교
육의 질 제고나 경쟁력 확보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대학 자체의 구조조정 노
력이 없는 한 정부를 포함한 외부의 어떤 지원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개별대학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1) 개별대학 특성화와 자율경영혁신 : 내적 구조조정
단위 대학 차원의 구조조정의 경우, 개별 대학이 스스로의 인적ㆍ물적 자원
에 비추어 경쟁력이 있는 학문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특성화 전략과 (지역)사
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절하게 양성하고 산업체 및 지역사회와의 유기
적인 협력체제를 형성하는 사회적 책무감 수행 전략, 그리고 대학의 운영구조
를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게 재편하는 대학경영의 합리화 전략 등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된 내적 구조조정의 경우는 ① 대학별․분야별로 연구․교육․실무
중심으로 특성화, ② 자율적인 정원 감축, ③ 학사 및 행정조직의 간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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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된 구조조정 노력이 되어야 한다.

2) 대학간 교류․연합․통합의 경영혁신 : 외적 구조조정
대학간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학사교류를 강화하는 등 대학간 교류의 활성화
전략과 특정 지역/권역 내 대학간에 특성화에 기반한 역할 분담과 인적ㆍ물
적 자원의 공동 활용을 추구하는 연합체제 구축 전략, 그리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배가하는 대학간 통합 및 M&A 전략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간 교류의 활성화를 촉진시켜야 하고, 한정된 자원의 활
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참여 대학의 약점을 보완함으로서 강점을 강화하는 효
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 교수․학생 교
류, 공동학위 프로그램 운영, 시설․설비․정보자료의 공유 등 대학간 학사교
류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나 앞으로 이를 더욱 확산해 나가기 위한 조치가 필
요하다. 고등교육 관계 법령에 대학들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학사

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학사교류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대학
들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운영 상의 교
야 한다.

/

축

또한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권역별 지역별 연합대학 체제의 구 을 통해 구

축은 특정 지역/권역 내 대학간에 역할 분담을 통하여 특성화를 유도하고 자
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광주․전남 지역 5개 대학
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하고 있듯 아직 그 윤곽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연합대학 체제 구축 전략은 지역/권역내 대학간 역할 분담과 특성화
를 통하여 지방대학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지방대학의 위기
현상을 극복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당면 핵심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지방분권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다른 접근은 대학간 통합 및 M&A의 추진을 들 수 있다. 대학간 통합
및 M&A는 대학수․정원 팽창과 이로 인한 고등교육의 경쟁력 약화․개별
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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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존립 위기를 해결하고 고등교육 체제의 재구조화와

질적 도약을 도모

할 수 있는 유력한 전략 중의 하나이다. 특히, 고등교육 환경 변화로 인하여

각

심 한 경영위기에 처한 대학들에게 대학간 통합 및 M&A의 제도화도 적극

려

적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서 고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준 및 절차, 피통합 대학의 학생 및 교수․직원 처리, 재산상
의 권리․의무 승계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 M&A를 통해 교육목표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하고 통합을 통해
교육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과 보완적 학위
프로그램강화, 교수자원의 확장 효과극대화, 그리고 재무구조개선, 학생충원
의 안정화 등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등에 통합의 기

Ⅳ. 결론 및 제언

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구성원들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장
단기적 안목에서의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며 대학환경변화에 부합되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M&A를 포함한 대학 구조조정은 몇 가지 철
학과 원칙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국립과 사립간의 기능분화와 역할 재정립을 전제로 국․사립 차별화
된 전략이 필요하다. M&A의 경우도 차별화된 통합원칙이 필요하다.
둘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공립과 사립, 4년제와 2년제의 상호보완적
연계선상에서 구조조정원칙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국가적 차원에
서뿐만아니라 지역적 차원과 개별대학 차원에서의 내적 구조조정이나 M&A
와 같은 통합적 접근에서도 유념할 부분이다.
셋째, 선 구조조정 후 통합이나 최소한 통합시 동시 구조조정원칙을 필요로
한다. 자칫 부실화된 대학간의 통폐합은 또 다른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
문에 건전한 유도를 위한 통합원칙이 되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퇴출도
대학 구조조정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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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득 퇴출할 경우에는
퇴출유형을 자율퇴출, 조정퇴출, 권고퇴출 등으로 유형화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고 전체통합이나 부분통합 등의 접근도 고려됨직하다. 다만 부득이
퇴출이 불가피할 경우 부실대학을 선별하는 부실지표(M&A indicator)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넷째, M&A를 포함한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정원조정 등과 관련된 정원
제도, 편입학문제, 교수정원인사부문, 재정지원 방식 등 제반 구조조정 부문
별 평가체제와 인센티브체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합적인 구조
조정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며 인사, 행재정, 정원, 학사, 평가제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쟁형 M&A나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고 기존대학 강화책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으리라 본다. 특히 발전적 통
합과 단순생존형 통합의 식별도 가능해지리라 본다.
다섯째, M&A 등은 신중을 기해야 하고 학생확보율, 졸업율, 부채비율 등
한계대학법인 판단기준을 엄격히 설정해야 한다. 또한 이를 자율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대학자율협의체에 설치 운영하는 것도 권장할만하다.
여섯째, 통폐합이 아닌 구조조정은 인센티브나 평가 등 기존의 기제로서도
유도가 가능하지만 통폐합은 민감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통합근거 및 절차규
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잉여재산의 귀속 특례규정이나 사립학교법
에 통폐합 규정을 신설하는 일, 그리고 사립대학 구조조정 특별회계제도운영
그리고 구조조정 기금의 확보 등 행재정적 측면에서의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
신중히 고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부 이

하다.

곱째, 국립대 연합체제, 국립대 법인화, 국․공․사립대 역할분담 체제구
축, 그리고 대학통폐합 등을 포함한 적극적 구조조정 정책을 지금 정부에서
적극추진중인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여덟째, 통폐합이 활성화되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처럼 교육연구체제
의 강화와 경영기반의 강화, 그리고 지역 및 사회공헌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
록 대학을 재편 통합하는 종합적 구조조정비전이 필요하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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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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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Ⅱ 》

국내대학의 통합사례와 그 시사점
박 도 영 (영 산대학 교 교학 처장)
이 금 배 (공주대학교 기획연구처장)

1. 왜 대학통합인가?

최근 대학간 통합이 전체적인 대학구조조정의 중요한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대학교육의 추세적인 공급초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학령
인구의 감소는 이미 장기적인 추세로 자리잡았으며, 인구변동의 추세가 변화
하지 않는 한 2030년 경에는 현 대학정원의 70%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암
울한 예측이 이미 제시되었다. 2003년은 학령인구와 대학정원의 역전현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원년으로 기억될 것이다. 2003학년도 입시에서 정원을 채
우지 못한 대학이 속출하였으며 지방사립대학이, 그중에서도 2년제 대학들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물론 대학교육의 공급초과현상은 단순히 출산율의 감소의 결과만은 아니다.
지난 10년 남짓한 기간 (1992-2003) 동안 우리나라의 대학 수는 247개에서
327개로 32.4% 증가하였으며 입학정원은 371,150명에서 612,962명으로
65.2% 증가하였다. 이는 교육부의 장기적인 고등교육정책의 부재를 보여주
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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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등교육기관(2년제 + 4년제 대학) 수와 입학정원의 증가
년도

학교
입학정원
학과수
수
증가율
수
증가율
수
증가율
24
3 1,150
5, 53
32
12, 12
14, 25
0
32.4
241, 12 5.2
,0 2 155.0

99 B 7
7
B 8

1 2( )
2003(A)
증가(A- )

7
8
6 8
9
% 8 6 % 9 7

* 자료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

문제를 단순히 대학정원의 양적 조정 필요성이라는 관점
에서 접근할 수는 없다. 최근 들어 산업사회가 고도화되면서 고등교육의 사회
적 역할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대표적인 예가 대학교육의 이중불
일치(double mismatch) 문제이다. 사회의 필요와 대학의 교육 사이에 이중
의 불일치가 존재한다. 우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의 분야와 대학의 학
문분야가 불일치하며(job mismatch),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대학에
서 제공하는 교육내용이 불일치하다(skill mismatch)는 것이다. 그 결과 특
정산업들, 특히 미래성장산업들에서는 전문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
학을 졸업한 많은 청년들은 실업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따라서 대학통합이 작
금의 대학위기에 대한 전정한 해소책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양적 조정과 더
불어 대학의 질적 조정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대학의 질적 조정은 우선
글로벌 경쟁시대에 우리 대학교육 전체의 질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여건의 개선, 그리고 각각 기초학문분야육성, 산학협력연구, 산학연계교육 등
그러나 대학통합의

을 주된 영역으로 하는 대학간 역할 재정립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당대학의 입장에서 대학통합이 성공적인 구조조정일 수 있기
위해서는 통합을 통하여 대학의 재정적 기반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못한
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통합이 대학의 재정적 문제를 악화시켜서는 안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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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에서 모두 성공적이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
다. 특히 통합을 통한 양적 조정이라는 문제와 재정의 건전화라는 문제는 서
로 상충하기까지 한다. 또한 특성화라는 구호 하에 국립대학부터 지방사립대
학까지 거의 모든 대학이 산학협력과 실용교육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
합을 원하는 개별대학들에게 전체적인 고등교육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자기역
할을 정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우리가 통합의 문제를 개별
대학 차원에서의 자구노력으로 치부하지 않고 공론의 장으로 끌고나와 토론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하에서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국내대학의 주요통합사례를 국립대와 사
립대로 나누어 검토하면서 향후 대학통합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대학통합이 이러한 세 가지

보고자 한다.

2. 국립대학의 주요 통합사례

논의가 본격화되기 훨씬 이전부터 대학통합을 위
한 자발적인 노력들이 있어왔으며, 현행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통합에 성공한
몇몇 사례들도 이미 존재한다.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우선 국립대학의 통
대학통합에 대한 교육계의

합과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대학의 통합으로 대별할 수 있고, 국립대학의
통합은 다시 국립 4년제 대학간 통합, 국립 4년제 대학과 국립 2년제 대학의

누

통합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먼저 이를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국립 4년제 - 국립 4년제 대학통합(부산수산대+부산공업대=부경대)
○ 통합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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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수산대학교와 부산공업대학교는 정부의 조직, 기구통폐합 정책에 부응
하고 세계화 시대에 교육경쟁력을 제고하며,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발전에 기여

명분 하에 통합을 추진하여 1996년 중에 통합인가를 얻었다. 통합전
후 양대학의 일반현황과 통합 후 부경대의 일반현황은 <표 2>와 같다.
한다는

<표 2> 부산수산대와 부산공업대학의 통합
구분

단과대학(학과)
대학원
학생정원(학부)
교원
교사

996) 부산공업대(1996) 부경대(1997)
6개 단과대학(28학과) 3개 학부(30학과) 6개 단과대학(43학과)
3개 대학원
1개 대학원
3개 대학원
1,605명
2,350명
3,825명(△130)
274명
232명
506명
87,031㎡
87,835㎡ 174,866㎡
부산수산대(1

○ 통합의 성과와 한계
통합 전 각각 공학과 수산과학 분야에서 특성화된 중간 규모의 대학이었으
나 통합 후 학생수 2만명 규모의 4년제 거대 종합국립대학으로 발전했다.
대학교육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점, 아울러 학제간 연구의 용이성이
나 교양교육의 다양성이라는 차원에서 범위의 경제 또한 매우 크다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해당대학의 차원에서는 분명히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
가 되었다. 이는 통합 후 입학생의 학력수준이 급격히 향상되었다는 점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정부차원에서도 분명히 통합의 성과가 있었다. 양 대학의 행정기구를 통폐
합함으로써 비용의 절감 내지 효율화를 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눈으로 보면 분명 아쉬운 점들이 있다. 우선 양 대학의 통합
과정에서 정원의 축소가 극히 미미했으며 그나마 통합이후 다시 원상회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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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는 당시까지만 해도 통합당사자였던 대학과 이를 승인해준 교육부에
서 대학정원의 축소라는 문제의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통합을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의 기회로서도 사고하
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은 교원확보율이나 교사확보율과 같은 교육
여건의 지표 중 어떤 것도 의미있게 개선시키지 못했다.
또한 양 대학의 통합으로 인하여 부산광역시는 전국 광역지자체로서는 유일
하게 두개의 거대 종합국립대학을 보유한 도시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
와 대학당국이 양 대학의 역할구분에 대해서 어떤 진지한 고민을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2) 국립 4년제 - 국립 2년제 대학통합(공주대학교+공주문화대학)4)
○ 통합개요
문

문

문
및 중복설치 학과 과다 문제 해소, 지역간 균형발전, 대학입학 자원감소 문제
완화 등에 기여한다는 명분 하에 통합을 신청하여 2001년 통합 공주대학교로
재출범하였다. 통합 전후 양 대학의 일반현황은 <표3>과 같다.
공주대학교와 공주 화대학은 다양한 고급 전 인력 양성, 충청권 전 대학

<표 3> 공주대학교와 공주문화대학의 통합

례

4) 국립 4년제 대학과 국립 2년제 대학의 통합사 로는 그 밖에도 공주대학교와

문대학)의

통합(1

예산농업전

992), 경상대학교와 통영수산전문대학의 통합(199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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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과대학(학과)

공주대(2000)

단 67
6
8명
311명
74,533㎡

문

공주 화대(2000)

5개 과대학( 학과) 14개 학과
대학원
개 대학원
학생정원(학부) 2,1 5
1,000
교원
교사

61명

명

21,041

㎡

공주대(2001)

6개 단과대학(77학과)
6개 대학원
2,705명
372명
95,574㎡

○ 성과와 한계
공주대와 공주문화대의 통합은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양적 조정의 필요성
을 통합의 명분으로 제시한 최초의 사례이다. 통합의 결과 공주문화대 입학정
원 1,000명이 공주대 입학정원 520명으로 전환되어 입학정원 기준으로 약
480명의 정원축소효과가 있었다.
2년제 520명이 4년제로 전환됨에 따라 편제정원은 미세하게나마 증가하였
으며,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의 등록금 차이를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 상당
한 재정개선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도 양 대학은 교육인적자
원부에 제출한 대학통합 추진계획(안)(2000.6)에서 양 대학의 통합으로 매년
22억의 재정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통합을 통하여 가시적인 교육여건의 개선을 이루어내
지는 못했다.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통합 후 교원 수와 교사면적이 불변
이라고 가정한다면 통합으로 인하여 교원확보율과 교사확보율이 정체하거나
다소 악화될 소지를 안고 있다. 또한 사실상 동일 권역에 있는 충남대학교와
5)

문
/
칙
었
살펴볼 영산대학교와 성심외국어대학의 통합
이전까지 모든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합의 경우에 적용되었다.

5) 교육인적자원부는 통합시 전 대 정원의 1 2을 4년제 정원으로 부여하는 것을 정원조정의

묵

암 적 원 으로 하고 있 으며, 이는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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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력과 역할분담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3. 사립대학의 주요 통합사례

모든 국립대학은 설립과 운영의 법적 주체가 사실상 단일하다. 따라서 국립
대학간 통합은 법인 또는 학교의 인수 또는 매매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반면 법인을 달리하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학교의 매매를 금지하
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는 통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몇
몇 사립대학간 통합사례가 예외 없이 단일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간의 통합이
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또한 2002년 현재 2개 이상의 고등교육기
관을 운영하는 33개 법인 모두가 1개의 4년제 대학과 1개 또는 2개의 전문
대학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립대학의 통합은 동일법인하의 4년제 대학과 2
년제 대학의 통합의 문제로 좁혀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성사되었던 몇몇 통합사례 중 영산대학교와 성심외국어대학의 통
합(2003)을 중심으로 사립대학 통합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히 이 사
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사립대학의 통합 뿐만 아니라 대학통합 전반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
공하고 있기 때문이다.6
)

1) 영산대학교와 성심외국어대학의 통합 개요
영산대학교와 성심외국어대학은 정보화․세계화 시대의 인재양성, 교육여건
개선, 지역특성에 맞는 캠퍼스별 특성화, 경영효율화, 총정원감축을 통한 대
학교육의 수급불균형 완화 등을 표방하며 통합을 추진하여 2003년 통합 영산
6) 영산대학교와 성심외국어대학의 통합이전에 이미 경희대학교와 경희호텔전문대학의 통합
(1997), 경희대학교와 경희간호대학의 통합(1999), 부산가톨릭대학교와 지산대학의 통합
(2000) 사례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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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였

황 <표 4>와 같다.

대학교로 출 하 다. 통합전후의 일반현 은

<표 4> 영산대학교와 성심외국어대학의 통합
구분
과대학(학과전공)
대학원
학생정원(학부)
교원
교사

단

/

영산대(2002)
12개 학부(34전공)
3개 특수대학원
2,240
21
55,3 2

명
9명
9㎡

외

성심 국어대(2000)
25개 학과 전공
2,300
115
54,

/

명
명
898㎡

영산대(2003)
1 개 학부(4 전공)
3개 특수대학원
2, 40
334
110,3 0

6

8

7 명
명
8㎡

○ 전공 통․폐합 및 정원 감축
성심외국어대학을 폐지하고 영산대학교가 이를 흡수⋅통합하면서 다음과 같
은 구조조정의 원칙을 따랐다.
- 전공 통․폐합 : 영산대학교의 설치전공과 유사한 성심외국어대학의 전
공(학과)은 폐지하여 영산대학교의 해당 학부/전공에 통합한다.
- 전환ㆍ신설 : 영산대학교의 설치전공과 중복되지 않는 성심외국어대학의
학부/전공은 발전가능성이 있는 4년제의 학부/전공으로 전환하여 신설한
다.

- 폐지 : 4년제로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사회적 수요가 현저히 떨
어지는 전공은 폐지한다.

- 정원감축 :

외

명

명

축
2,740명이

성심 국어대학의 입학정원 2,300 을 500 으로 감 하여

영산대학교 정원을

늘린다.

이로 인해 영산대학교의 정원은

된다.

<그림 1> 영산대학교와 성심외국어대학의 통합
6-

- 3

․

(통 폐합 및
정원조정 )

통합 전

통합 후

성
심 2개 학부 ( 개 전공)
4개 계열 ( 개 전공)
국
개 학과
어
대
학 입학정원 2,300

외

9

7
9

통․폐합, 신설
⇨
명 입학정원 500명 ⇨

영
산
12개 학부(34개 전공)
대
학
교 입학정원 2,240

○ 교직원 고용승계

명

6

6

1 개 학부(4 개 전공),
1개 학과

⇨기존학부/전공유지 ⇨
입학정원 동결

7 명

입학정원 2, 40

월 1일자로 성심외국어대학의
모든 교직원을 영산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채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
하였다.
- 성심외국어대학의 교수를 영산대학교의 교수로 신규채용한다. 기존의 급
여를 모두 인정하되, 전문대학교수와 4년제대학 교수의 입직연령의 차이
와 직급별 나이차이를 고려하여 직급은 일괄적으로 한등급 감한다.
- 성심외국어대학의 직원을 영산대학교의 직원으로 신규채용한다. 기존의
급여와 직급을 모두 인정한다.
- 성심외국어대학의 조교를 그 잔여임기 동안 영산대학교의 조교로 임용한
영산대학교는 대학통합이 실현되는 2003년 3

다.

○ 캠퍼스별 특성화에 따른 학부 재배치
7-

- 3

외

귀속됨에 따라 구 영산대학교 캠퍼
스를 ‘양산캠퍼스’로, 구 성심외국어대학 캠퍼스를 ‘부산캠퍼스’로 명명했다.
캠퍼스 배치는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각 캠퍼스의 특성화를 고려
하였으며, 이 원칙에 따라 양산캠퍼스의 기존 학부 중 국제학부와 호텔관광학
부는 부산캠퍼스로 위치를 변경했다. 캠퍼스 특성화는 캠퍼스별 지역산업 기
반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고려하여 부산캠퍼스는 관광, 국제화, 영화 등 문화
․ 관광분야로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양산캠퍼스는 법률, IT, 무역, 유
통, 금융, 디자인 등 주로 기업경영지원서비스(비즈니스서비스)분야로 특성화
성심 국어대학의 재산이 영산대학교로

를 추진하고 있다.

2) 통합의 성과와 한계
첫째, 최초의 본격적인 총정원감축형 통합 사례라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
이다. 총 입학정원 1,800명, 총정원 2,600명의 대규모 정원감축이 이루어졌
다.

둘째,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성심외국어대학 재학생이 졸업하
는 2004년 기준으로 영산대학교의 교원확보율은 100%를 넘게되며, 교사확
보율은 140%에 달하게 될 전망이다(<그림 2>참조).
<그림 2> 통합 전․후 교육여건 비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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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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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교원확보율〕

통합 후
(2004년)

〔교사확보율〕

셋째, 4년제-2년제 통합으로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현장친화적인 교육과정
및 교원구성에 보다 근접하게 되었다. 이는 향후 영산대학교가 산업인재 양성
을 주된 목표로 하는 교육중심 대학으로 자기역할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
었 첫째 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대규모 정원감축을 감행할 경우 필연적으로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
하는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물론 교지, 교사 등 대학의 시설을 확장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으로 일부 그 부담을 상쇄할 수는 있겠지만 인건비가
거의 고정비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 국립대와는 달리 행정인력의 축소가 용이
하지 않다는 점 등 때문에 자칫 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통합
이후 편제가 완성되는 첫 4년 동안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 둘째
통합은 불가피하게 중복되는 특정분야들에서 인력의 과잉을 낳는다. 영산대의
경우 양교 모두에서 교양필수로 채택하고 있었던 영어와 동양고전(논어) 분
야 교수의 심각한 과잉이 발생하였다. 셋째, 양교의 급여차이 해소 등 구성원
간의 실질적인 통합이 과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성과에 못지않게 한계도 분 하게 노정되 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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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영산대의 통합승인과정에서 교육부가 부과한 이행조건이 조만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2006년까지 매년 4월 1일 기준
으로 교수확보율 100%, 교사확보율 100%, 수익용재산 확보율 85%라는 이
행조건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2003년 타대학의 일반적인 증원조건에 비해 매
우 과중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영산대에 편입된 부산캠퍼스에 대해
서는 신설에 준하는 기준(위치변경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통합이전 4,300명을
수용하던 캠퍼스에 향후 4년간 주간기준으로 700명의 정원밖에 선발하지 못
하게 한 것도 대학의 캠퍼스별 특성화 추진을 제약함으로써 경쟁력을 잠식하
는 요인이 되고 있다.

4. 시사점과 정책제안

몇 가지 대표적인 유형별 사례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진행되었던
통합의 개요 및 개별적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례들
이 향후의 대학통합과정에서 해당대학 및 전체 고등교육계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1) 대학통합은 한계대학의 퇴출통로가 아니다
필자는 최근 여러 공청회와 토론회에서 대학통합이 논의되는 방식이 때로는
다소 부적절하고 위험스럽기까지 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모두에서
지적했듯이 대학통합이라는 문제가 갑자기 대두되고, 논의의 초점이 되기 시
작한 것은 최근의 고등교육 수급불균형 상황 때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조만
간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대학들이 퇴출될 수도 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분
명 학교법인의 해산과 귀속재산 처리가 문제로 된다. 여기에는 학교법인의 매
매를 전제한 대학간 인수합병을 허용해야 하느냐 라는 뜨거운 문제가 도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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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시장경제에서의 기업간 M&A의 문제와 동일시
하려는 경향이 대두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학이 기업이 아닌 것처럼 고등교육계가 시장은 아니며 따라서 심
각한 수급불균형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시장적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오늘날의 심각한 수급불균형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어
설픈 시장적 접근이었을 수도 있다. 정부는 오랫동안 규제해왔던 대학의 설립
을 준칙주의라는 이름하에 자유화했다. 누구라도 설립기준에 맞는 교원과 교
사, 자산을 갖추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다. 사
실 그동안 정부가 행사해온 자의적인 결정보다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것은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편제정원기준 교원 ․ 교사 ․ 수익용 재산
100%라는 기준은 기존 국립대학의 교원확보율이 60%대에 머무르고 있고
사립대의 경우 그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성대학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기준이다. 이 기준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처음에는 매우 작은 규모로 시장에 진입했다. 그러나 앞서도 지적했듯이 대학
은 규모의 경제가 매우 강력하게 존재하며 최소 재학생 6,000명이 되지 않는
대학은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는 것이 대학경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상식으로 된지 오래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제정에 이어 정부가 도입한 정원자율화조치는 증원의
조건을 엄격하게 규제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정원의 급속한 증
가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나 이 역시 불공정경쟁을 심화시키기
는 마찬가지였다. 이미 4-5천명 이상의 과다한 정원을 보유하고 있어 증원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은 대학에게 기득권을 인정하고 소규모로 신설되어 증
원의 필요성이 절실한 대학들의 증원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신설대학들의 자
원배분을 왜곡시키고,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갖기 힘들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만약 시장적 접근을 주장하려면 우선 경쟁력 없는 한계대학의 퇴
출매카니즘을 논하기 이전에 공정경쟁의 룰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고 있으며 대학통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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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설립기준은 아니라고 해도 최소한 정원자율조정기준에라도 맞
추어 정원을 축소해야 할 것이다. 기성 사립대학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국립대학부

적용되어야 한다.

당

호

대학통합은 한계대학의 처리방식이라기 보다는 해 대학의 입장에서는 상

완

너 효과를 창출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대학경쟁력을 강화하
는 계기로서,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는 과다한 대학정원을 감축하여 고등교육의
질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계기로서 사고되어야 할 것이다.
보 적인 시 지

2) 국립대학의 통합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앞의 사례들을 볼 때 국립대간 통합은 통합의 결과가 매우 안정적이며 경영
효율화의 여지도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사립대의 경우와 비교하여 가장 큰
장점은 국립대의 경우 해당대학 행정인력의 감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반면
사립대의 경우는 행정인력의 감축은 곧 해고를 의미하므로, 통합을 통하여 얻
을 수 있는 경영효율화의 이점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국립대학의 통합을 강력히 추진해야하는 이유는 이러한 통합의 용이성
에만 있지 않다. 대학정원의 추세적 과잉이 단지 경쟁력 없는 지방사립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등교육시스템 전체를 교란하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는 점
에 동의한다면 이 문제의 해결도 지방사립대의 자발적인 통합에 기댈 수만은
없다. 더욱이 대학통합이 단지 정원축소의 계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차원에서
의 교육경쟁력 강화의 계기로서 사고되어야 한다면 국립대학의 통합이 더욱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국립대학은 정부의 예산지원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나은 시설과 싼
등록금으로 입시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왔지만 입시경쟁력이 곧 대학경쟁력은
아니라는 점에서 자기역할을 충분히 다해왔다고 할 수 없다. 어쩌면 국립대학
의 평균 교원확보율이 65.4%에 불과한 상황에서 기초학문육성이나 지방거점
대학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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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람 거
거
립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학부정원을 축소하고 교육여건을 강화하여야
최근 서울대의 정원감축계획 발표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국립대학이 기초학 육성의 요 이 나 지방의 지식 점으로서 스스로를 정
한다.

동일권역 내 국립대학간 통합 또한 국립대학의 교육경쟁력 제고와 대학정원

축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
다. 최근 광주전남지역의 5개 국립대학간에 진행되고 있는 연합대학의 논의
가 통합으로 발전한다면 매우 바람직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립대학
간 통합을 통하여 정원을 축소하여 교육부가 신설 사립대학들에 요구하고 있
는 교원확보율 100%를 국립대학이 우선 달성하고, 단계적으로 기성의 사립
대학들에 대해서도 기준충족을 강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과다한 대학정원의
축소를 유도하여 전체적인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동일법인 하 사립대학의 통합을 장려해야 한다
2003년 현재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학교법인
이

총 32개 이며 이 범주에 속하는 36개 2년제 대학의 총정원이 95,000명에

달하고 있다.
영산대의 예와 같은 동일법인 산하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의 통합은 전
체 대학정원축소에 기여함으로써 지방대학들이 봉착하고 있는 심각한 미충원
상황을 완화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입학 대상자들의 전문대학 교육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전
문대학 졸업자의 상당수가 4년제 대학에 편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전문대학의 수 및 정원의 감소가 가져올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
며, 나라 전체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 상의 왜곡도 4년제 대학
간 역할 재정립을 통해 해소가능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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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산출할 가능성이 크다. 첫째 영산대의 경우처럼 각각으로서는 부족한
교육여건(교원, 교사, 수익용재산 확보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대학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둘째 4년제-2년제 통합을
통하여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교육과정 및 교원구성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2년제는 설립목적 상 실무중심적, 현장친화적 교육과정과 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교육부가 산업-대학교육 간의 skill mismatch의 해
소를 지방대 육성의 주요 추진 목표로 설정하고 실질적인 산학협력의 증진을
그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교원구성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을 수 있다. 셋째, 총정원축소형 통합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긴
하나 통합대학의 정원증가는 분명히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것
동일법인 산하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간의 통합은 다음과

이다.

물론 동일법인 산하 4년제-2년제 대학통합을 어렵게 만드는 난제들도 존재
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육여건 개선이 통합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공익적 판단과 상충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통합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대학의 사적 비용구조 악화라는 문제이다. 즉 교육여건 개선효과를 동반한 통
합이 되기 위해서는 총정원이 축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총정원의 축소는 예산
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서 비용구조를 악화시킨다. 특히 통합이
후 편제가 완성되는 첫 4년 동안 대학은 줄어든 학생과 늘어난 인건비 때문
에 고통받아야 한다. 이 문제는 통합의 시너지가 발휘될수록, 그 결과 대학의
경쟁력이 제고되어 재학생 수가 늘어날수록 완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통합 후 첫 4년 동안에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재정지
원에는 당위성도 존재한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대학정원 과잉의 해소에 기
여하는 총정원축소형 통합이 우리사회에서 공익적 가치를 가진다면 이러한
공익적 가치의 산출비용을 사적 주체인 대학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합리
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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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 만드는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어느 경우나 통합을 무산시킬 만한 잠재력을 가진 문제들이지만 결국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의 강도가 관건이 될 것이다.
첫째 통합으로 특정분야 교수의 과잉이 예견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해당분
야 교수들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때문에 통합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개편 및 교수의 자기개발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영산대의 경우 영어, 동양고전 등 인문학 교수
의 과잉을 교양과정에서 기초소양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그 밖에 통합을 어 게

있다.

둘째 4년제 대학교원과 2년제 대학교원의 직급 및 급여차이도 심각한 문제
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연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입직연령이 낮
은 전문대 교수가 직급이 높으며, 동일 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4년제 대학
교수의 급여가 높다. 직급의 경우는 입직연령의 차이를 고려하여 2년제 직
급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부산가톨릭대와 영산대의 경
우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급여의 조정은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 일괄 상향조
정은 재정부담 가중을, 일괄하향조정은 4년제 교직원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능력 및 기여에 따라 급여차이가 해소될 수 있는 누적
형 성과연봉제의 도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영산대
의 경우 2003년에는 양교의 현행 급여체계 유지하고 있으나 2004년부터 성
과연봉제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5. 맺음말에 대신하여 : 대학통합과 M&A

금

온 대학통합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그 시
사점을 정책제안의 형식으로 제시해보았다. 결론에 즈음하여 대학통합에 대한
지 까지 국내에서 진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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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내린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동일한 주체에 의해 운영되는 복수의 대학
들이 기구통폐합, 정원조정 등을

거쳐 하나의 대학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것’

같다. 법적으로 상이한 주체에 의해 운영되는 대학
들이 매매를 전제로 한 인수합병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대학으로 되는 대학
을 의미한다고 해야 할 것

간 M&A와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혹은 대학의 매매는 불가능하다. 이는 학교법인
이 비영리재단으로서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매우 타당
한 법규라고 할 수 있다. 즉 학교법인의 설립 및 이를 통한 대학의 설립은 개
현행법 하에서는 학교법인

인재산의 사회환원이라는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학교의 교육용

설립자의 최초 기여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해
조성된 것이며, 수익용 재산조차도 불투명한 회계처리과정을 거쳐 증식된 경
우도 종종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 혹인 학교의 매매를 가능하게 하
는 방향으로의 법률개정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M&A보다는 대학통합이 현재로서는 실현가능성이 높고 타당한 구
조조정의 방식일 수 있다. 정부가 직접 강제하거나 장려할 수 있는 수단을 가
지고 있다는 점도 대학통합이 정책수단으로서 M&A보다 우월할 수 있는 이
재산은

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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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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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Ⅲ》

외국 대학의 통합 사례와 그 시사점
서 정 화 (홍익대학교 교수)
박 종 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
정 영 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

롯
․외적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추
학령인구 감소를 비 한 고등교육 시장개방 등 교육 내

진되고 있다.

70년대에 들어서서 일본과 중국을 비롯해서 영국
이나 미국, 호주, 노르웨이 등 외국에서 대학의 통합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활발한 대학 합병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일본과 중국, 그리고 유럽과 호주 등에서의 대학 통합 사례
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 일본
가. 대학 M&A를 둘러싼 일본 대학의 상황

본

大學 再編․統合’이라는 용어가 일반적

일 에서는 대학 M&A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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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일 에서는 국립대 법인화와 M&A를 강력하게 추

움직임의 본격적 시발점은
2001년 일제히 이루어졌던 중앙성청(中央省廳)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정부는 먼저 중앙성청을 개편하고 사회 각 분야의 ‘구조개혁’을 시도해 왔
다. 국립대학의 법인화와 M&A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분야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출생률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의 급감(小子化, 18세 인
구감소)이 일본 대학경영을 압박하는 현실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7
그리하여 2009년도에는 대학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 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2년제 專門學校의 폐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
고 3년제 短期大學은 4년제 대학으로의 재편을 통해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려
고 하고 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특히 지방 소도시에 있는 사립대학이 학생
부족으로 극심한 대학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다.
일본의 대학 M&A는 현재 국․공․사립 모두 현실적 문제로 수용하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문부과학
성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국립대의 M&A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여파
가 공․사립 대학교의 경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진하여 점

차

그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

추진되고 있는 대학 M&A는 다음의 3가지 관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첫째, 교육연구 체제를 강화한다. 이것은 대학 M&A를 통해 각 대학의 기
능을 상호 보완 및 충실을 기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겠다는 것이고, 동
시에 계획적인 인재양성(교원양성 등)에 대한 대응과 고도의 전문직업인 양
성 등 사회적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양성 기능을 강화한다는 의도가 담

겨져 있다.

7) 문부과학성(文部科學省)에 따르면 18세 인구가 가장 많았던 1966년 1백 49만명에서
2002년에는 1백 50만명으로 격감했다. 그에 비하여 4년제 대학은 1965년에 3백 17개
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6백 86개로 증가했다. 대학과 전문대학을 합치면 1천 2백 27
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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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역공헌 및 사회공헌의 기능을 강화한다. 이것은 대학이 지적 문화
의 거점으로서 지역 및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경영기반을 강화한다. 이것은 각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유용한 활용 및 전략적 재편성과 공통적 교육연구 조직 및 사무분야
의 간소화와 합리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일본에서는 18세 인구의 급감에 따른 학생부족이라는 위기적인 요
인을 대학 M&A를 통해 대학존립과 대학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요 불가
결한 수단으로 수용하고 있다.
나. 국․공립대학의 M&A 현황

본
9 9 「新制國立大學」 발족 시에 69개 대학이던
것이 「국립대학정비(1949~1972)」 및 「신구상 대학 설치(1973~198
1)」, 그리고 「대학원대학 설치(1988~1997)」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99개 대학에 이르고 있다. 국립대학은 그 동안 일본의 고등교육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이제, 21세기의 새로운 대학환경 및 사회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재편․통합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01년 6월 문부과학성은 “대학(국립대학)의 구조개혁 방침”을 발표하였다.
‘활력이 넘치고 국제경쟁력 있는 국․공․사립 대학 만들기의 일환으로서’라는
부제를 달은 이 방침은 재편성․통합, 민간적 발상 도입, 제3자 평가에 의한
경쟁원리 도입 등 세 영역에 걸친 것이었다.
국립대학의 재편․통합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째, 인재대국 및 과학기술 창출국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국립대학이 국제경쟁
력 있는 대학으로 활성화되고 각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기반을 강
화시킨다는 것이다. 둘째, 대학의 구조개혁 추진과 국립대학법인화 등을 기반
으로 한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충실과 발전을 기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국립대학 M&A는 다음 <그림 1>과 같이 추진한다
일 의 국립대학교는 1 4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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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식을 제시하고 있다.

는 기

배 경)

(

교육연구의
글로벌화
대학간의
경쟁 격화
과학․기술
의 진전
의 지역․사회
대학에 대한
기대 고조
國立大學法
人化

대
학
∧
국
립
대
학
∨
의
구
조
개
혁
방
침
등

☆☆대학

○○대학
●●학
부 한정되어
․교육연구분야가
있고 폭이 협소함

․지역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
할 수 없음
․새로운분야․새로운 영역
개척에 불충분함

․경영기반이 취약

××대학
◎◎ 학부
◇◇ 학부
△△ 연구
과

<그림 1> 일본의 국립대학 M&A 추진 기본 도식

개
성
과
統 특
색
合
있
는
대
학
구
축

통합에 따라 설치
되
는 학부/연구과
(예)
□□학부
◎◎학부
◇◇학부
△△연구과
【교육】
․교양교육 충실
․계획적 인재양
성
【연구】
․간학문, 복합영
역 전개
․산학연계, 공동
연구 활성화
【경영】
․교육연구, 지원
체제 충실
․경영기반 강화
․지역공헌, 사회
공헌 기능 강화
․인재의 유동화
등등

본 ․
을 했거나 2004년도 신입생 수용을 목표로 추진 중 또는 2005년도 이후 통
합을 목표로 협의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국․공립대학의 대학 M&A의 다
양한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외에 통합을 협의․검토 중인
일 의 국 공립대학은 대학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학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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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2003년 9월 현재 일본의 국․공립대학 M&A의 진
척 상황은 <표 1>, <표 2>, <표 3>, <표4>에서와 같다.

대학이 있는가 하면 M&A 대신 대학간 연계 및 제 를 시도하고 있는 대학

<표 1> 일본의 국․공립대학 M&A 상황(2004-2005)
구분

마

대학

＋ 마

명

통합대학

마

국
립

야 나시대 야 나시의과대

야 나시대학

국
립

쓰쿠바대＋도서관정보대

쓰쿠바대학

쿄 ＋ 쿄
토쿄해양대학
쿠
＋ 쿠
후쿠이대학
코베 ＋코베
코베대학
코베
＋효쿄
호 효교현립대학
＋姬路
마네 ＋ 마네
시마네대학
카 ＋카
카가와대학
코 ＋코
코치대학
큐슈 ＋큐슈예
규슈대학
오 타 ＋오 타
오이타대학
＋
사가대학
＋
미야기대학
쿄
＋ 쿄
건
＋ 쿄
＋ 쿄 단
마 ＋ 마 약
＋타카오카단
오 카
＋오 카
신생부립대학
호 ＋오 카
仮)
마
＋
마
건 ＋ 마

국
토 상선대 토 수산대
립
국
후 이의과대 후 이대
2 립
0
0 국
대
상선대
4 립
상과대
현립간
년 공
공업대
도 립 대
까 국
시
대 시
의과대
지 립
의
국
가와대
가와의과대
립
통 국
치대
치의과대
합 립
국
대
술공업대
립
국
이 대
이 의과대
립
국
사가대 사가의과대
립
국
미야기대 미야기의과대
립
토 도립대 토 도립보
공
2 립 과학대 토 도립과학기술
대 토 도립 기대학
0
0 국토야 대 토야 의과 과
기대
5 립 대
년 공 사 부립대
사 부립
도 립 간 대
사 여자대
(
이
히로시 현립대 히로시
공
후
현립보 복지대 히로시 현립
립
여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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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기

비고

터

2003.4부 신입
2002.10
생 수용
〃
도서관 정보대학
〃
대학 도서
관정보 전 학
2003.4 신입생
2003.10( 정)
수용 정

※
→쓰쿠바

예

예

문 군

〃

〃

〃

〃
〃

예

2003.10( 정)

〃

〃

〃

〃

〃

〃

〃

〃

〃

〃

〃

〃

〃

통합하여 2005년
도에 개교
2005.10

6

200 .4
신입생
수용
2005년도를
로 추진중
2005년도
개교 정

예

목표
통합․

<표 2> 통합 협의․검토 중인 대학
구분

대학

비고

히로사키대＋아키타대
통합․협의 중
＋이와테대
국립 사이타마대＋군마대 통합․협의 중
니이가타대와 통합, 그 외 토야마대, 신슈대와의
국립 죠에츠교육대
통합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음
시즈오카대＋하마마츠
국립
통합․협의 중
의대
․나고야대학과 통합을 둘러싸고 협의 중
국립 豊橋과학기술대 ․시즈오카대와 하마마츠의과대에도 통합을 요
청하고 있음
국
립
․ 기후대＋시립기후약학 통합․협의 중
공립 대
사가대＋사가의과대＋
국립 교토교육대＋교토공예 통합․협의 중
섬유대
이바라키대＋우추노미
국립 야대＋군마대＋사이타 4개 대학이 연계(제휴) 방침에 대해서 협의 중
마대
도쿠시마대＋나루토교 ․연계(제휴)를 위한 시코쿠 국립대학협의회
육대＋카가와대＋카가
국립
설치
와의과대＋코치대＋코
치의과대＋애히메대 ․7개 대학의 단위교환 등을 목표로 함
단기대 학부를 2006년도를 목표로 폐지하고 4년
공립 사이타마현립대
제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
쿄토부립대＋쿄토부립 통합을 목표로 하여 연계(제휴)를 검토하고 있음
공립
의과대
나가사키협립대＋협립 2005년 4월독립행정법인화, 2008년도 중에 통
공립
나가타키 시볼트대 합을 검토하고 있음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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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통합을 단념했거나 하지 않을 방침인 대학
구분

대학
비고
키 미공업대, 사히가와의
이도 내 개 국립대학
통합을
국
과대, 무로 공업대,
루 2004년 립행정법인화 이후 통합
한
립
상과대, 비히로 산대,
및 연합 등에 대해 재 토할 가능
대학
이도교육대
성이 있음
통합하지
토 대, 토대, 토후 대,
않을방
토 대, 토 술대, 나고
인 대학 야공업대,
야 대등

타

아
․홋카
란 오타 ․ 독
단념
오 축 홋
카쿄 쿄
쿠
침 쿄외 쿄예
오카 마

6

검

<표 4> 국립대학 대학간 연계․제휴

휴․연합
대학
지역
형식
공업대＋아사히가와의과대＋무로란
홋카이도 6개 공업키대타미＋오타
루상과대＋오미히로축산대＋ 홋카이도(北海道)
단과대학 연합 홋카이도교육대
토후쿠북쪽지
아오모리현＋이와테
역 3개 대학 연 히루사키대＋이와테대＋아키타대
현＋아키타현
합
토쿄 4개대학 토쿄의과치과대＋토쿄외국어대＋토쿄공업
토쿄도(東京都)
연합
대＋히도츠바시대
야마대＋토야마의과치과대＋타카오카단
호쿠리쿠 지구 기대토＋카
토야마현＋이시카와
나자와대＋호쿠리쿠선단과학기술
국립대학 연합
현＋후쿠이현
대학원대＋후쿠이대＋후쿠이의과대
토쿠시마대＋나루토교육대＋카가와대＋카 토쿠시마현＋카가와
시코쿠 국립대
가와의과대＋애히메대＋코치대＋코치의과 현＋애히메현＋코치
학 협의회
대
현
제

월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단기대학을 포함한 101개 국립대학 중
80%가 대학 M&A를 검토하였고 그 중 36개 대학이 실제 통합을 목표로 움
직였다(山口和孝, 2002).
2002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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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99개 중 약 35%가 대학 M&A를 추진하고 있
다고 집계되고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02년에 4개 대학이
통합(각각 야마나시대학, 쓰쿠바대학)되었고, 2004년 4월 신입생 수용예정으
로 2003년 10월에 통합될 국립대학은 21개가 된다. 효교현의 공립대학 3개
도 2004년 4월 신입생 수용예정으로 2003년 10월에 통합된다. 이 밖에도
2005년도 이후 통합을 목표로 <표 1>과 같은 국․공립대학들이 상호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나아가 효교현의 공립대학을 비롯하여 상당수의 공립대학들
도 대학 M&A를 추진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다. 이들 M&A에서 보여지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하여 일 의 국립대학

1) 舊 제국대학을 제외한 지방대학 M&A 활성화
<표 3>에서와 같이 일본 국공립대학 M&A의 특징은 그 대부분이 지방의
新制 국립대학이고, 토쿄대학 및 쿄토대학, 홋카이도대학, 토후쿠대학 등의
소위 舊제국대학은 통합의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이들 대학은 통합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2) 의과대학을 비롯한 단과대학 성격의 대학은 흡수․합병 M&A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의과대학을 비롯한 단과대학 성격의 대학은 종합
대학으로 흡수․합병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야마나시대＋야마
나시의과대→야마나시대학」,「쓰쿠바대＋도서관정보대→쓰쿠바대」는 단과대
학이 종합대학으로 흡수․합병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쓰쿠바대학으로 흡
수․합병된 도서관정보대학은 쓰쿠바대학교 「도서관정보전문학군」으로 합
병․설치되었다. 2004년 4월 신입생 수용을 목표로 2003년 10월에 통합하는
대부분의 대학은 흡수․합병 유형의 M&A가 추진되고 있다.
이들 흡수․합병 유형의 M&A는 영역으로 볼 때 이질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학 M&A가 용이하고 재정적 및 학문적 등의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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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3) 동일 지역내 동질 대학의 통합 M&A
같은 지역 내에서 학문영역상 유사 대학간의 통합 M&A를 하는 예로서는
「토쿄상선대＋토쿄수산대→토쿄해양대학」을 들 수 있다. 이 두 대학은 학문
영역상 동질적 성격을 지니면서 통합을 시도하여 별도의 기관(토교해양대학)
을 창출해 2004년 4월 신입생 수용예정으로 2003년 10월에 통합한다. 이 두
대학은 1999년에 양 대학총장이 학점단위 교환 등을 포함한 대학간 제휴를
합의한 후 다시 통합을 위한 논의를 하게 되었다. 그 후 2000년 10월 19일
양 대학의 교수회에서 통합승인이 결정되었고, 2002년 통합대학명을 「토쿄
해양대학(仮)」로 하여 설치에 따른 개략 예산요구서를 문부과학성에 제출하
였다(大津皓平, 2003). 이러한 유형의 M&A는 2005년도 이후 단과대학 성
격의 대학간 등의 통합사례에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여 진다.
기능을 하면서 대학수 을 향상시키는

4) 동일 지역내의 대학 합병․통합 M&A
2002년에 동합한 야마나시대학과 쓰쿠바대학을 비롯하여 2004학년도 신입
생 수용을 할 예정인 합병․통합 대학, 2005년도 이후 통합이 예정되어 있는
대학은 모두 동일 지역(縣) 내의 대학간 M&A의 유형을 띠고 있다. 공립대
학 M&A도 물론 동일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질 지역(縣間)에 있는 대학이 합병․통합하는 M&A의 논의도 이루어지
고 있지만 그 성과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표 2>에서 「사이타마대＋군마
대」와 「사가대＋사가의과대＋교토교육대＋교토공예섬유대」 등이 이질 지
역의 대학간 통합 M&A를 추진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지만 거의 진척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사이타마대학(사이타마현)과
군마대학(군마현)의 대학간 M&A는 종합대학이면서 이질 지역의 대학간
M&A로 주목을 받았지만 현재 거의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 대학간
의 통합은 특히 상대적으로 군마대학의 지역이 소도시이면서 군마현의 단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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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등에 따른 이해관계가 얽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2004년도
국립대학 법인화 후 다시 협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 선

5) 국립대학과 공립대학간의 M&A

졌거나 예정된 대학은 아직 나타
나지 않았지만, 현재 M&A를 전제로 하여 협의 중에 있는 곳이 기후대학(국
립)과 기후약학대학(기후시립)이다. 이 두 대학은 기후현에 있는 동일 지역내
에 위치해 있는 대학이다. 이 두 대학과 같이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이 대학간
M&A가 가능하게 되는 것은 2004년 4월부터 전면 실행되는 국립대학법인화
의 뒷받침이 있어서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학과 공립대학간의 M&A가 이루어

6) 대학간 연합․제휴 M&A
<표 4>와 같이 현재 「홋카이도 6개 단과대학 연합」과 「토후쿠 북쪽지역
3개 대학 연합」, 「토쿄 4개 대학 연합」, 「호쿠리쿠 지구 국립대학 연
합」, 「시코쿠 국립대학 협의회」의 5개 대학간 연합․제휴형식의 M&A를
볼 수 있다. 이들 대학간 연합․제휴는 동일지역(호카이도 6개 단과대학 연
합, 토쿄 4개 대학 연합)과 이질 지역(토후쿠 북쪽지역 3개 대학 연합, 호쿠
리쿠 지구 국립대학 연합, 시코쿠 국립대학 협의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대학간 연합․제휴 M&A는 동일 지역뿐만 아니라 縣의 경계를
뛰어넘는 이질 지역간에도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각
대학이 독립적으로 대학을 유지하면서 타대학과 전략적 제휴를 하여 상호 연
합․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의 합병․통합 M&A보다 상대적으로 수월
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들 대학의 대학간 연합․제휴는 학점교
환 및 편입학, 복수영역 코스 운영 등 다양한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들 대학의 연합․제휴는 반드시 대학간 통합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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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토쿄 4개 대학 연합」과 「시코쿠 국립대학 협의
회」등은 대학간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다만 「홋카이도 6개 단과
대학 연합」의 6개 단과대학은 2004년의 국립대법인화 후 통합․연합 등에
대해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표 2>에 나타나
있는 「쿄도부립대학＋쿄도부립의과대」(공립)도 통합을 전제로 대학간 연계
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볼 수 없다.

다. 교원양성계 대학의 M&A 현황

편․통합은 국립대학의 구조조정의 시발점이
되었다고도 일컬어지고 있다. 일본은 80년대에 들어 출생률 저하에 따른 학
령인구 감소(小子化) 등에서 비롯된 교사 적체로 의해 교원양성계 대학․학
부의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당시 폐지 대상으로 일컬어졌던 대부부의 교원양
성계 대학․학부는 80년대 후반부터 문부과학성의 강력한 지휘 하에 이루어
졌던 교원양성과정 정원의 「新課程으로의 분리(교원양성의 퇴출)」 정책에
따라 학부정원의 반에서 그 이상을 「新課程」으로 돌렸다. 여기에 해당된 학
부는 ‘교육학부’라는 명칭을 변경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 결과 2001년도
에 교원양성계의 정원이 9,750명인 반면에 「新課程」의 정원은 6,180명에
이르게 되었다(山口和孝, 2002). 교사적체에 따른 교사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일환으로 문부과학성은 이와 같은 교원양성정책을 단행하여 교원양성계 대
학․학부의 구조조정을 도모하였다.
또한, 문부과학성은 2000년 8월에 국립대학교원양성계 대학․학부에 대한
방향을 검토하는 간담회를 발족시켜 “국립 교원양성계 대학․학부의 방향에
대해서(2001년 11월 26일)”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교원양성
계 대학․학부 M&A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있다. 그 골자를 보면, ①1현
(縣) 1교원양성계학부 체제 제고, ②소규모 학부를 적정규모로 재편․통합,
교원양성계 대학 및 학부의 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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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입학정원 1만명 체제의 유지, ④초등학교 교원의 계획적 양성, ⑤「新課
程」의 교원양성학부로부터의 분리 또는 폐지, ⑥복수 대학․학부의 통합, ⑦
교원양성담당 대학의 다양한 교원자격증 취득, ⑧교원양성이 폐지되는 일반대
학의 교양교육 담당화 또는 ‘교직센터’ 설치 등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부과학성의 정책에 따라 교원양성계 대학․학부의 M&A가 대학
간에 협의되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은 다음 <표 5>과 같다.
<표 5> 교원양성계 대학․학부 통합 상황
구
분

대학

비고

＋아 타 ＋ 테
마카타 ＋
＋쿠
마
군마 ＋ 타마
교원양성계 학부의 재편을 목표로 협의
국
립 토쿄학예대＋요코하마국립대
중
국
립 니아가타대＋죠에츠교육대
교토고예섬유대＋사가의과대와 통합한
국
립 사가대＋쿄토교육대
새로운 대학에 새 학부를 설치함
오사카교육대＋쿄토교육대＋효고 4개 교육대에서 협의 중
국
립
교육대＋나라교육대
국
립 와카야마대＋미에대
교원양성 담당은 시마네대에서 하고, 돗
국
립 돗토리대＋시마네대
토리대에도 초․중학교 및 양호학교를
포함하는 교원양성기능은 남는다
․시코쿠 지역교육대구상에대해서 협
나루토교육대․카가와대․고치대
국
립
의 중
․애히메대
․교육학부를 2개 학부 정도로 통합함
국
립 히로사키대 키 대 이와 대
야
대 미야기교육대 후
국
립
시 대
국
립
대 사이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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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서

․
질 지역(縣)간의
M&A가 시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오사가교육대학을 축으로 쿄토
교육대학, 효교교육대학, 나라교육대간의 협의가 있고 시코쿠(四國) 지역에서
는 나루토교육대학이 교원양성계를 통합하는 「시코쿠교육대학」의 구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밖에도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교원양성계 대
학․학부들이 합병․통합을 전제로 하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학간 M&A는 대학간 통합과 함께 「돗토리대학＋시마네대학」과 같이
역할분담 형태를 띠는 경우도 있음을 볼 수 있다(<표 5> 참조). 아직 구체
적인 M&A의 성과를 이룬 곳은 나타나 있지 않고 M&A에 대한 협의가 거
의 중단된 곳도 있다. 현재 교원양성계 대학의 M&A가 뚜렷한 성과를 거두
지 못하고 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교원양성계
대학의 경우 타지역간(縣)의 M&A가 논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대학이
통합이 되었을 때 교원양성 대학이 없는 현(縣)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 경
우 그 현의 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 예
컨대,「오사카교육대＋쿄토교육대＋효교교육대학＋나라교육대」의 M&A는
이러한 이유로 거의 진척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80년대
후반부터 교원양성과정 정원을 「新課程으로 분리」라는 교원양성 퇴출 단행
으로 상당히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소규모학급(小人
數學級)’ 편성에 따라 앞으로 교사적체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
도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사수급 및 지역 교육청(敎
育委員會), 대학간의 중복 학과․학부설치 등도 교원양성계 대학․학부의
M&A가 난항을 겪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볼

때

대부분의 교원양성계 대학 학부는 이

라. 사립대학의 M&A 현황

1) 사립대학의 일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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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2002년도 현재 512개의 4년제 사립대학교가 있는 , 이것은 전체 4년제

74.6%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학
M&A의 대부분은 국․공립대학의 경우이고, 사립대학은 표면적으로 그렇게
대학 중

드러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터 대학 미충원률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
다. 그 결과 2년제의 專門學校는 상당히 폐교되어 정리되고 있고, 3년제인
短期大學도 학생부족으로 대학경영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8 앞으로
18세가 인구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정원미달 대학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일 에서는 이미 10여년 전부

)

보인다.

거의 표면적으로 등장
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출생률 저하
에 따른 18세 인구감소에서 비롯되는 대입 지원률 저하 현상이 이미 10여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각 사립대학교에서는 대학의 특
성화 도모 등을 통해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해 왔다. 그리하여 상대적으로
백화점식 종합대학교는 적다고 할 수 있다. 둘째, 2002년도 현재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하여 대졸 취업률이 56.9%로 상당히 저하되었지만(1992년도는
79.9%) 그동안 대졸 취업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 셋째, 수도권 대학으
로의 쏠림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대부분의 사립대
그동안 사립대학 M&A가 국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8)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에 따르면, 2002년도 현재 4년제 사립대의 경우 2001년
도에 109개 법인 113개 대학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 대학의 약25%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사립단기대학의 경우는 전체의 약 45%인 85개 법인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ww.zakzak.co.jp). 이에 따라 2000학년도에 최초로
1개 대학이 신입생을 뽑지 못한 데 이어 2001년 4개 대학, 2002년 5개 대학, 2003년
8개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하지 못했다. 이들 대학은 대부분 지방 소도시의 2년제 전문
학교지만, 2003학년도에 4년제 대학인 릿시칸대학(立志館大學)이 신입생을 선발하지 못
했다(경향신문. 2003.8.26.).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에 따르면, 신입생 모집에
서 정원 미달인 사립대는 98년까지는 전체의 10%미만, 99년에는 19.8%, 2003학년도
에는 대학의 28.2%가 정원 미달하여 147개 대학이 정원에 미달했고 정원의 50%에 미
달한 대학이 17곳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日本私立學校振興․共濟事業団,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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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학생확보 면에서도 상
호보완을 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 왔다.
학들이 부 학교 등을 두고 있기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대학 미충원 등에 따른 사립대학의 재정적자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학생부족으로 인하여 전문대학의 도산과 단기대학의 4년제 전환 등이 있어왔
듯이 계속되는 학생부족과 대졸 취업률 저하 등으로 바로 영향을 받은 것으
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사립대학들이 점점 대학재정의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4년제 사립대학간 합병되는 M&A가 2002년에 「오사카 국제대학」을 주축
으로 이루어졌고, 2003년 4년제 대학 중 처음으로 「릿시칸 대학」이 도산되
어 인수․합병되는 M&A의 사례가 나타났다.
증가에 따라 사립대학도 M&A가 현실적

2) 사립대학의 합병에 관한 법적 규정
일본의 사립학교 M&A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
의 제4절(해산) 제50조(해산이유), 제51조(잔여재산의 귀속), 제52조․제53
조․제54조․제55조(합병절차), 제56조(합병의 효과), 제57조(합병의 기대)
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제51조에 의하면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
외하고 관할청에 청산완료를 신고할 때 기부행위가 정한 바대로 귀속시켜야
하는 자에게 귀속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처분되지 않는 재산은 국고로 귀
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국고로 귀속된 재산(금전은 제외)은
사립학교 교육의 조성을 위해 학교법인에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
으로 되어 있다.

병 려

때는 이사의 2/3 이상의 동의
가 있어야 하고, 합병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제52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합 하 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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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또한 제53조에 따르면 관할청의 인가가 있을

목

때는 그 인가의 통

차 표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간 M&A시 학교법인의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지 않고 인수․
합병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목적 이외의 재산은 국고
로 귀속시키도록 제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학경영에 적자 등으로 파산
또는 폐교를 하게 될 경우 재산처리의 기준은 ‘학생’의 보호에 두고 있다. 실
제 대학이 파산 또는 폐교되었을 때 해산하는 대학은 반드시 재학생을 졸업
할 때까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이 때 재학생은 다른 대학에 들어가게 되
고 폐교하는 대학은 재정을 은행 등에 대출하여 합병하는 대학에게 주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대학의 재산처리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다. 폐교되는 대학은 대학재산을 팔아 대출한 은행에 갚게 된
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사립학교법”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법인의 대학
M&A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고 M&A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동시에 학교법인이 영리목
적 등의 비교육적 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가 있은 후 2주 이내에 재산 록 및 대 대조 를

3) 사립대학의 대학간 M&A 사례
⑴ 오사카국제대학(大阪國際大學) : 합병․통합 사례
오사카국제대학은 2002년 4월에 동일법인에 속하는 3개 대학(오사카국
제대학＋오사카국제여자대학＋오사카국제여자단기대학)을 합병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대학이다. 통합 전의 오사카국제대학 2개 학부와 오사카국제여자대
학 1개 학부가 통합되었고 오사카국제여자단기대학을 ‘오사카국제대학 단기대
학부’로 개칭하였다. 그리하여 통합된 오사카국제대학은 ‘경영정보학부’와 ‘法
政経學部’, ‘인간과학부’, ‘단기대학부’의 4개 학부로 구성되어 문과계열 종합대
학으로 재구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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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국제대학은 그동안 국․공립대학에서는 ‘통합’ 및 ‘합병’의 진전이 있
어 왔지만, 사립대학간의 ‘통합’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축소와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여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공립대
학의 M&A 사례와 달리 대학측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합병이 이루어진 특징
이 있다고도 평가되고 있다.
이 대학의 통합은 대학간 분산되어 있던 자원을 집약하여 질적 향상을 기하
려는 의도도 있었으며, 합병을 통해 오사카국제여자대학 인간과학부를 남녀공
학으로 만들려는 의도 등 다양한 목적에서 이루어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통합 후 입시 지원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된
것이 그 예다.(www.oiu.ac.jp, www.jca.apc.org, http://rihe.hiroshima-.ac.jp)
⑵ 릿시칸대학(立志館大學)의 도산 및 인수․합병 사례
4년제 사립대학인 릿시칸 대학이 학생부족으로 인하여 2003학년도 학생선
발을 하지 못하고 폐교하는 형태로 2003년 4월에 「구레대학(吳大學)」의
‘사회정보학부’로 인수․합병되었다. 릿시칸대학은 원래 1989년 단기대학(히
로시마여자상과단기대학)으로 설립되었다가 2000년 ‘경영학부 매니지먼드학
과’만 있는 4년제 대학으로 승격시켜 출발하였으며 학생부족 선발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학경영 압박을 받아 왔다. 더욱이 학생이 정원에 반도 차지 않았
기 때문에 국가의 사학조성금도 받을 수 없었다. 릿시칸대학의 도산은 일본
대학에서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게 되는데 소위 ‘대학 도산시대’가 현실로 다가
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www.zakzak.co.jp)
문부과학성의 강력한 대학 재편․통합의 방침 및 실천의지와 사립대학의 재
정적자 누적, 18세 인구의 지속적 감소 등으로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공립대학의 M&A는 물론 사립대학의 M&A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립대학의 경우 그 특성상 재정적 안정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대학간
M&A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4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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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터 전면 실시되는 국립대학법인화와 함께 내년도부터 실시되는 대학종합
평가 등의 第3者評価 등에 의해 재정지원과 연결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
에 국립대학도 종래와 같이 안주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4년제 사립대학의 경우는 국립대학과는 사정이 판이하게 다르다. 일본사립
학교진흥․공제사업단의 발표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매년 4년제 사립대학이
학생 미충원률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학재정적자가 누적되어 가는 대학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태는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까지 4년제 대학은 현상 유지를 해왔으나, 소도시에 위치하고 대학
재정이 심각히 누적된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M&A가 표면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일본의 사립대학의 특성상 학교법인은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유지․경영해고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과는 달리 사립대학의 M&A는 릿시칸
대학의 사례와 같이 대학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돌연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중국
가. 합병의 배경

992년 이후 ‘一流大學 건설’과 ‘科敎興國’을 목표로 한 고등교
육체제 구조조정 사업의 핵심 과제로 대학 합병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중국에서의 대학의 합병은 ‘21세기를 대비하여 세계적 수준의 100개 일류
대학과 중점 학문분야를 육성한다’고 하는 일류대학 건설 프로젝트인 ‘211공
중국에서는 1

정’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983년 6월 武漢에서 개최된 고등교육 업무 회의에서 4명의 원로 교육자
(南京大學의 명예총장 匡亞明, 天津大學의 명예총장 李曙森, 大連理工大學의
명예총장 屈伯川, 浙江大學의 명예총장 劉丹)가 중앙정부에 ‘50개 정도의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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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초
국가 교육위원회에서 ‘211공정’ 구상, 1994년 <中國敎育改革與發展綱要>에 정
식 포함되면서 국무원에서 ‘211공정을 통하여 약간 수의 대학이 21세기 초에
는 국제 일류대학의 학술 수준에 접근하거나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식
공포하게 되었다. 또, 9․5(제9차 5개년 계획, 1996-2000)기간을 거쳐
2003년도 현재 전국 95개의 대학이 ‘211공정’의 집중 지원을 받고 있다.
2003년 현재 ‘211공정’ 대학은 95개로 나타나고 있다. (부록 1 참조)
1998년 5월 이후 세계적 수준의 일류대학 건설을 목표로 한 ‘985공정’이
가동되면서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중심으로 군소 단과대학 등을
흡수 통합하는 대학 합병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1998년 5월 2일 李崗淸 부총리가 世界大學總長論壇 개막식 연설 중, ‘다음
세기에는 우리도 일군의 대학이 세계 일류대학의 행렬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고 또, 1998년 5월 4일 江澤民 총서기가 北京大學 개교 100주
년 경축 대회에서,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에도
세계 선진 수준을 구비한 약간 수의 일류대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른바 ‘985공정’이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1998년 12월 14일 교육부에서 제정한 <21세기를 대비한 교육진흥 행동계
획(面向21世紀敎育振興行動計劃)>에서 ‘약간 수의 세계 선진 수준을 구비한
일류대학과 일군의 일류학과(즉, 학문분야)를 창건한다.’는 목표를 명시하고,
그 첫 지원대상으로 淸華大學․北京大學․南京大學․復旦大學․上海交通大
學․西安交通大學․中國科技大學․하얼빈工業大學․浙江大學 등 9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학을 국가 중점대학으로 육성하자’고

나. 합병의 특징

1) 정부 주도의 강력한 구조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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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

당

중국 대학의 합 은 사회주의 교육체제의 특성상 국 공립대학에 해 하는

앙
앙 행정부와 위원
회)와 省․市․自治區 등 상위 관리부문의 주도 하에 전국적 범위에서 강력
하게 추진되고 있다. 개별 대학들에서도 합병을 통하여 교육․연구 역량을 강
화하고 학교의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국가 중점지원 대상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대학간 합병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대학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 정부(교육부 등 중

2) 대학의 종합화 강화
1949년 사회주의 중국 성립 이후 이루어진 고등교육체제 구조조정이 기존
의 종합대학을 공업․농업․의약․사범 등의 단과대학으로 분화시키는 방향
으로 이루어졌던 것에 반하여, 1992년 이후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기존
의 단과 중심 대학들을 종합대학에 흡수 통합하여 거대 종합대학을 건설하거
나 동일 지역의 종합대학을 합병하는 등 대학의 종합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중점 대학 중심의 집중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중국 대학의 합병은 ‘211공정’과 ‘985공정’에 의하여 선정된 중점 대학의 경
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대학 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과 시
너지 효과 창출을 토대로 일부 중점 대학을 ‘중국 일류대학→아시아 일류대학
→세계 일류대학’으로 발전시키려는 점진적․장기적 목표를 갖고 대학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3년부터 향후 5년간 엄격한 대학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부 지원과 연계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중점 대학을
중심으로 일류대학을 육성한다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
다.

4)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과 구조적 다양화 동시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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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저

낮은 고등교육 이수율(2002년
15%, 고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진학률은

중국에서는 국제적 수 에 비하여 현 하게
현재 고등교육

순수

입학률이

83.5%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 정원의 대폭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
에 따라 대학의 증편과 신설 등 양적 성장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로 인
한 국가 재정 부담의 가중을 막기 위하여 기존 대학들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
정을 병행하고 있다. 즉, 기존 국․공립 대학의 대대적인 합병과 구조개혁을
통하여 자생력을 갖춘 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민간자본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는 民辦大學, 즉 사립대학을 적극 권장하고, 고등교육의 대외개방을 확
대하여 中外合作大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고등교
육체제는 기존의 국․공립 대학 위주의 단일․폐쇄 구조를 탈피하여 국․공
립 대학과 사립대학, 중외합작대학 등이 공존하며 경쟁하는 다양화․개방화
구조로 나아가고 있다.
다. 중국 대학 합병 현황 및 사례 분석

7월 1일 현재 중국에는 모두 1,517개의 대학(전문대학 포함. 사립
대학은 제외)이 있는데, 1992년 이후 연도별 합병 현황을 살펴보면 1992년
부터 2002년까지 총 733개의 대학을 288개로 통합하여 평균 2.55개의 대학
이 하나의 대학으로 통합되었다. 연도별 합병상황은 다음 <표 6>에서와 같다.
2003년

<표 6> 연도별 대학 합병 상황(1992-2002)
구 분 1

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합 전

병

54

22

2

9

51

4

6

41

병

20

9

11

21

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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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후

6

78 72
9

2

계

221

50

69 733

8 85

23

2

2

9 288

표

대 적인 합

병 사례로서는 절강대학, 양주대학, 호남대학 등을 들 수 있다.

1) 절강대학(浙江大學)
중국 浙江省 杭州市에 위치하고 있는 이 대학은 1897년에 창설된 ‘求是書
院’을 전신으로 하여 발전한 중국 최초의 근대 대학 중의 하나이다. 1950년
대 사회주의 중국 성립 이후 단행된 고등교육기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기존
의 종합대학이 여러 곳의 단과성(單科性) 학교로 분리된 바 있고 1992년 이
후의 고등교육체제 개혁 과정에서 1998년에 杭州市 소재의 杭州大學․浙江農
業大學․浙江醫科大學과 합병하여 현재의 ‘浙江大學’이 되었다.
합병 효과는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교육(인재육성) 분야의 경우 2002년 현재 절강대학의 학부생 총 규모는
53,000명이며, 대학원생은 합병 당시 5,400명에서 2002년에는 11,000명으
로 증가하여 그 규모가 전국 1위가 되었다. 학부생 취업률은 합병 당시 60%
에서 2001년에는 95%로 상승하였다. 또한 박사과정 모집정원이 전국의 대학
중 1위이며, 최근 3년간 전국 우수 박사논문 100편 중 절강대학의 박사논문
이 13편을 차지하였다.
연구(과학연구) 분야의 경우 합병이래 절강대학의 연구비는 매년 인민폐 1
억원(한화 160억원 상당)씩 증가하여 합병 당시 3.8억원에서 2001년에는
6.9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자연과학 연구기금의 총액과 연구비 규모가 모두
전국 대학 2위를 차지하였다. 2002년도 SCI논문이 1,000편을 넘어설 것으
로 예상된다.
학과(학문분야)와 교수진 확충 분야의 경우 합병 후 절강대학에서는 학문분
야 발전의 신경향에 따라 21개의 단과대학을 건설하였으며, 5개년 계획을 수
립하여 이․공․농․의학 계열에서 25개 학문분야를 선정하여 국내 및 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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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목표로 중점 지원하고 있다. 현재 대학에는 국가 중점 학문분야
24개, 국가 중점 실험실 11개, 국가 공학(기술)연구센터 5개, 인문사회과학
기지 2개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225개 분야의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전국 2위의 2급 학문분야 박사과정 수, 전국 1위의 1급 학문분야 박사과정
수, 전국 1위의 post-doc 과정 수 등을 기록하고 있다.
사회봉사 분야의 경우 浙江省의 전체 연구과제 중 절강대학이 담당한 숫자
가 합병시의 357개에서 2001년에는 1,623개로 증가하였으며, 연구경비 또한
6,000만원(한화 96억원 상당)에서 21,900만원(약 350억원)으로 증가하였
다. 또한 杭州․寧波 두 도시와 전면적인 과학기술합작협정을 체결하였다. 아
울러, 절강대학은 절강성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해당 지역을 위한 고급 인재의
배출에도 크게 기여하여 현재 절강성 대학원 연구생 중의 83%, 박사 연구생
중의 95% 이상을 절강대학에서 배출하고 있다.
본 浙江大學은 1998년에 인근의 杭州大學․浙江農業大學․浙江醫科大學과
합병한 이후 ‘1+1+1+1=4’라는 단순 통합 효과를 넘어 ‘1+1+1+1=4+α’
라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현재 淸華大學․北京大學․南京大學․復旦大
學․上海交通大學․西安交通大學․中國科技大學․하얼빈工業大學 등과 함께
중국 정부가 세계 일류대학 건설을 목표로 집중 지원하는 중국 내 최상위권
대학으로 발전하였다.
선진 수 을

2) 양주대학(楊州大學)
중국 江蘇省 楊州市에 소재하고 있는 이 대학은 1992년 楊州師範學院, 江
蘇農學院, 楊州工學院, 楊州醫學院, 江蘇水利工程專科學校, 江蘇商業專科學校
등 6개교가 합병된 것이다.
합병의 특징으로서는 기존의 군소 단과성 대학들을 통합하여 종합성 대학을
출범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양주대학은 현재 省 직속 대학으로서 本科(학사학
-

71 -

위 과정)와

였

專科生(전문학사학위 과정) 합계 28,100여명인 省級 重點大學으

로 발전하 다.

병 과정을 보면 합병 후 “연합→합병→조정→제고”의 개혁․발전의 길을
걸어 왔다. 즉, 1992년 합병을 통하여 ‘楊州大學’을 건립한 후 초기에는 6개
대학이 ‘느슨한 연합’의 형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실질적 합병’을 진행시켜 나
갔다. 1998년 대학에서는 내부 관리체제 조정을 통하여 기존의 학과군을 15
개 단과대학으로 재편하고 대학-단과대학-학과로 이어지는 3단계 관리 방식
을 채택하였다. 2002년 대학에서는 기존의 15개 단과대학을 20개로 증설하
고 대학-단과대학-학과로 이어지던 3단계 관리 방식을 대학-단과대학으로 축
소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내부 관리체제의 조정과 개혁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합병 대학으로서의 내적 결속을 다지고 학교의 위상과 교육․연
구의 수준을 높여 나가고 있다.
합

3) 호남대학(湖南大學)
중국 湖南省 長沙市에 소재하고 있는 이 대학은 2000년 湖南財經學院과 합
병, 2002년 湖南計算機高等專科學校와 합병하였다. 이 대학은 종합대학으로
출발하여 사회주의 중국 성립 이후 단과성 대학으로 분화되었다가 다시 합병
을 통하여 종합성 대학으로 발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예컨대, 省立湖南大學
(1926-1937)․國立湖南大學(1937-1949)으로 발전해 온 湖南大學은 1949년
사회주의 중국 성립 이후 1950년-1952년의 고등교육체제 구조조정의 과정에
서 中原大學․湖南農學院․中南礦冶學院 등이 분화되어 나가고, 1953년에 다
시 華中工學院․中南財經大學․中南政法大學․湖南師範學院․華南工學院․武
漢大學․中山大學 등으로 대학이 분화되어 나감으로써 中南土木建築學院
(1953-1958)․湖南工學院(1958-1959)이라는 단과성 대학으로 변화되었다.
1959년에 다시 기존의 湖南大學(1959-현재) 명칭을 회복하였으나 군소 대학
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다 2000년과 2002년에 이루어진 대학 합병을 통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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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종합성 대학으로서의 옛 위상을 회복한 셈이다.

3. 기타

웨 호주 등에서의 사례를 개략적으로 제시하면 다음

여기서는 영국, 노르 이,
과

같다.9

)

가. 영국

970년대 중반부터 통합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져왔다. 1975
년도에 South Wales and Monmouthshire School of Mines와
Glamorgan Colleage of Education이 통합되어 글래모건 대학(Univ. of
Glamorgan)대학이 만들어진 이후 10여개 대학이 통합되었다(부록3 참조).
또한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고등교육재정위원회(HEFCE: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를 중심으로 통합을 적극 추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구조조정 및 협력기금(the restructuring and
collaboration fund)"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6년 고등교
육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97~’98년도에 1,000만 파운드의 기금
을 조성하였고, 이후 2000년도까지 추가적으로 1,500만 파운드의 기금을 조
영국에서는 1

성한 것이 그것이다.

금

단순히 구조조정만이 아니라 대학간의 다양한 형태의 협
력활동에도 지원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기금 지원을 위해 ① 학과구성을 전
면 혁신할 경우(major changes to the academic portfolio), ② 기관 형
태의 큰 변화(예: 합병)가 발생했을 때(major constitutional change)라는
이 기 은 현재는

9) 여기서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합에 관한 연구(강우섭. 2002, 79-87) 내용을
주로 인용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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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었

998년에는 새로운 기준이 추가되어 고

두 가지 경 에 한하여 지원되 으나 1

협력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교육재정위원회(HEFCE)는 구조조정 및 협력기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의 장기적 재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통합할 경우, 재무의 안정성과
능력 복구를 돕기 위하여 통합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뿐 아니라 통합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도기적 제반 비용을 위해
HEFCE의 구조조정과 협력기금을 요구하는 경우 기금 사용에 대한 사업계획
을 감시하고 승인한다.
등교육기관간의

나. 노르웨이

990년대 초에 노르웨이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고등교육 시스템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고등교육의 예산 집행을 어렵게 만들었고, 따라서 고등교육 시스템
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혁 방안이 실시되었다.
’90~’91년에
노르웨이
정부에서는
고등교육의
‘노르웨이
네트워
크’(Norway network in higher education)를 구축함으로써 통합
(merging)을 통해 교육기관의 규모를 크게 하여 기관 자체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차원에서도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르웨이 네트워크’의 개념은 종합대학(university), 대학
(university colleges), 주립대학(state college)이 통합된 고등 교육의 국
가 시스템 속에서 발전할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전국에 걸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고등교육 기관간에 보다 뛰어난 분업과 긴밀한 협조
를 유도하게 되었다.
종합대학(University)은 최상의 학문 수준에 관한 고등 교육의 기준과 학
문적 깊이 속에서 연구에 기반을 둔 교육을 실시하고, 기초 연구에 대한 훈련
과 졸업자들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맡고 있다. 대학(university colleges)은
전문분야에서 매우 높은 기술수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분야에 대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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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 기초 연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리고 각 주립대학(state
college)은 최소한 한 분야의 자기 학교만의 전문적인 학문 분야를 발전시켜
왔다.
노르웨이 네트워크의 목표는 대규모 비(非)대학 기관들(non-university
institution)로 이루어진 통합된 고등 교육 시스템을 이룩함으로써 대학들
(university)의 적극적 파트너로 만드는 것이다. 이 개혁 방안에 따라 ’94년
8월에 98개의 여러 지역에 걸친 전문대학들이 26개의 주립대학(state
college)으로 통합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새롭게 통합된 대학 중 9개의 대학(college)은 복합캠퍼스
(multi-campus)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단과대학의 학부들이 하나의 캠
퍼스가 아닌 여러 캠퍼스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복합캠퍼스로 이루어
진 대학은 통합에 따른 효율성을 이루는데 몇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이를테면, 복합캠퍼스 대학을 연계해서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지리적으
로 한곳에 통합된 캠퍼스를 갖은 대학보다 더 높고 또, 복합캠퍼스를 갖고 있
는 대학은 통합에 따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문화의 차이와 행정권을 갖
기 위한 통합된 기관간의 경쟁 등이 그것이다. 통합의 주된 목적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때 이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복합 캠퍼스로 이루어진
대학들은 창의성과 학문적 혁신이 추가적으로 요구되었다.
‘노르웨이 네트워크’는 학생들에게 매우 폭넓은 선택권을 주고, 서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프로그램들을 통합하는 것을 쉽도록 만들었다.
연구

다. 호주

호주는 교육개혁백서(Higher Education ; A Policy Discussion
Paper, 1988)를 통한 고등교육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지역 또는 유사성에 따
라 고등교육기관들을 통폐합함으로써 교육효과와 운영의 효율성 제고함을 목
적으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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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백서에

포함된 주요 과제는 국립통합체제(

The Unified National

System)의 추진과 대학통합으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대학 교육 개혁 이전

9
당
단
C E : College of Advanced
Education)이 통합되었고, 또 기존의 44개 기술단과대학 중 일부는 기술단
과대학끼리 통합하여 새로운 대학교를 설립하거나 규모가 큰 전문대학으로
전환되었다.
호주의 국립통합체제는 대학간의 통합과 연합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고등교육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교육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립통합체제는 기
본적으로 해당 고등교육기관과 연방정부가 합의하여 참가하게 되고, 정부는
특별 재정지원으로 도움을 주었다. 국립통합체제에 따라 교육기관의 수는 줄
어든 반면 대학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었고 교육과정의 개설이나 학
과 영역의 세분 또는 학점교류 등에 있어서는 대학들간에 한층 능률적인 조
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국립통합개혁은 고등교육기관간의 규모를 확대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우수하고 형평성(equity)있는 대학기관체제를 갖추게
하여 각 기관이 독특한 강점과 특성을 지닌 학문영역을 발전시키면서도 포괄
성을 띤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형태로 조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육의 능률
화를 꾀하고 재정적 효율화를 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렇게 국립통합체제
를 실시함으로써 필요한 제반자원들을 통합화 또는 집중화시킬 수 있어서 결
국은 학생의 강의와 연구에 있어서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었다.
통합체제에 참여한 대학들은 그 특성과 기능화에 기초하여 교수자원 및 연
구자원에 대한 경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대학이 교수(teaching)를
주된 활동으로 하지만, 연구활동에 있어서는 대학의 특성적 기능에 따라 다르
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모든 전문영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지
않고 여러 프로그램 중에 그 기능이 두드러진 것에 대해서만 자금을 지원하
의 1 개 대학교에는 상 수의 기술 과대학(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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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대학들은 국립통합체제에 가입하도록 권장
되고 있다. 특히, 통합체제 가입에 있어서 중요사항은 대학별로 교육 프로파
일(educational profiles)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이 교육 프로파일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① 대학의 광범위한 사명
과 목표, ② 학생의 이수단위나 학위 및 졸업 등 교수활동의 상세한 범위, ③
진행중인 연구활동과 연구 운영계획, ④ 형평성 등 국가적인 우선 달선사항,
⑤ 기타 중요활동과 수행사항, ⑥ 연간 소요 재정규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대학의 예로는 시드니에 있는 기술대학(UTS;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을 들 수 있다. 호주 정부의 고등교육개혁(교육계획백
서, 1988)에 따라 1990년 기존의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들을 통합하여 하
나의 종합대학교로 통합하여 2년제 준학사 과정, 4년제 학사 과정 및 석․박
사 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대학교 중에서 CAE 등을 합병하여 대학교의 규모가 커진 대학교들
이 통합되는 기관은 16개로 나타나 있다(부록 참조).
대학간

4. 시사점

본

롯

몇 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학간 M&A 사
례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일본의 경우 국립대학의 M&A를 위해 정부(문부과학성)에서 2001
년 1월의 중앙성청의 재편을 시발점으로 하여 조성된 사회제반의 구조조정
흐름을 놓치지 않고 치밀한 계획과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 결과 현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상 일 을 비 한 중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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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립대학의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

써 사립대학도 최근의 재

누적 및 학생 미충원 현상이 나타나게 되자 이제 M&A는 피할 수 없
는 현실적 문제로 인식하게끔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국립대 M&A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대부분 단과대학(의과
대학 등)이 종합대학으로 합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종합대학간의 M&A는
협의․논의의 움직임은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종합대학간의 M&A가 난
항을 겪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학과/학부간의 충돌이다. 또한 단과대학과
종합대학간의 M&A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은 대학들의 특성화가 진전되어
왔고 M&A를 도모하는 대학간의 학과/학부의 충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본에서 지역(縣)을 초월한 대학간 M&A가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는 자치단체장 및 지역주민의 반발이 주요 이
유이다. 이는 가능한 한 동일 지역 내에서 M&A를 도모하는 것이 용이할 것
정적자

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외

본

이 에, 일 의 사립대의 경

․

우

우 해마다 대학재정 적자가 심화되면서도 대학

을 유지 경영하는 경 가 있어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이 없는 한 사립대학의

우려되고 있다. 사립대학에 대한
대폭적인 재정지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립대학이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
을 때 M&A를 지원․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과적일 것으로 인식되고
파산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있다.

우

거점대학 중심의 합병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 대학의 합병은 주로, 주요 省․市의 거점대학들에 중․소규모의 單科性
대학을 합병함으로써 각 지역별 거대 종합대학들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211공정’과 ‘985공정’ 지
원 대상 대학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계적 수준의 일류대학을 목표로
하는 중점 육성 대학이 각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일종의 국가균형
발전 전략 차원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 ,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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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1990년대 이
후 중국에서 ‘일류대학 건설’을 목표로 고등교육체제의 구조조정과 대학 합병
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날로 격화되고 있는 고등교
육시장의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육성하고자 하
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WTO 가입 이후 고등교육시장의 대외 개
방을 확대하고 있으며, 2003년 9월 1일부터 중외(中外) 합작교육에 관한 조
례(원명 <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作辦學條例>)를 정식 시행하여 외국 일류대학
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03년 현재 北京大學과 淸華大學 등 전
국 64개 대학이 외국 유명 대학들과 합작으로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이 외국 대학과의 합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목적은 우선 외국의
일류 대학과의 합작교육을 통하여 낙후된 중국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획
기적으로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하여 경쟁력을 갖춘 중국의 대학이 고
또한, 고등교육시장 대

등교육시장에서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병

병행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에서는 합병을 통하여 거대 종합대학을 육성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도 강
력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는 국․공립대학
의 일부를 민․관 합작으로 독립법인화(일종의 ‘민영화’이자 ‘아웃소싱’)하는
것이다. 이것은 거대 종합대학의 탄생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 지원 부담 가중
문제를 해결하고, 대학들이 내부 경영혁신을 통하여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국․공립대학의 일부를 민간기업이나 연구소,
개인(외국기업․외국인 포함)과 합작으로 운영하는 독립법인(일명 ‘독립학원’
(獨立學院))으로 만든 대표적 사례는 華中科技大學의 ‘武昌 分校’와 武漢大學
의 ‘城市學院’ 등이 있다.
영국의 경우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통합을 추진하여 왔고 노
르웨이의 경우도 ‘노르웨이 네트워크’를 통해 고등교육 기관간의 역할분담과
협조를 추진하여 왔다. 또한 호주에서도 정부에서 고등교육개혁 차원에서 대
그리고, 대학 합 과 내부 경영혁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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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국의 고등교육체제가 달라 우리나라와 단순하
게 대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세계 주요국가에서는 대학의 통합을
대학경쟁력 향상의 한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직․간
접적으로 국가의 주도적인 개입이 있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정
부의 지원이 있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고등교육의 내․외적 환경변화와 함께 학생수 감소
에 따른 위기적 요인이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대학의 합병․통합 등이 불가
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각 대학
의 특성화를 비롯한 질관리체제 확립을 포함하는 자구노력과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 아울러, 대학의 합병․통합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와 함께 행정․
재정적․ 법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학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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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중국의 대학 통합 상황

「북경대학, 중국인민대학, 청화대학, 북방교통대학, 북경공업대학, 북경항
공항천대학, 북경이공대학, 북경과기대학, 북경화공대학, 北京郵電大學, 중국
농업대학, 북경임업대학, 북경중의약대학, 북경사범대학, 북경외국어대학, 北
京廣播學院, 대외경제무역대학, 중앙민족대학, 중앙음악학원, 남개대학, 천진
대학, 천진의과대학, 하북공업대학, 태원이공대학, 내몽고대학, 요녕대학, 대
련이공대학, 동북대학, 大連海事大學, 길림대학, 연변대학, 동북사범대학, 하
얼빈공업대학, 하얼빈工程大學, 동북농업대학, 복단대학, 동제대학, 상해교통
대학, 화동이공대학, 동화대학, 상해제2의과대학, 화동사범대학, 상해외국어
대학, 상해재경대학, 상해대학, 남경대학, 蘇州大學, 동남대학, 남경항공항천
대학, 남경이공대학, 중국광업대학, 하해대학, 강남대학, 남경농업대학, 중국
약과대학, 남경사범대학, 절강대학, 안휘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 厦門大學,
복주대학, 남창대학, 산동대학, 중국해양대학, 석유대학, 정주대학, 무한대학,
화중과기대학, 중국지질대학, 무한이공대학, 호남대학, 중남대학, 호남사범대
학, 중산대학, 曁南大學, 화남이공대학, 화남사범대학, 광서대학, 사천대학,
중경대학, 서남교통대학, 전자과기대학, 사천농업대학, 서남재경대학, 운남대
학, 서북대학, 서안교통대학, 서북공업대학, 서안전자과기대학, 장안대학, 蘭
州大學, 신강대학, 第2軍醫大學, 제4군의대학, 국방과학기술대학」(총 95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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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중국의 주요 합병 대학(‘211공정’ 대학을 중심으로)

병

합 후
학교 칭

명

鄭州大學
北京工業大學
南昌大學
上海大學
南開大學
延邊大學
同濟大學
北京科技大學
浙江大學
上海交通大學
淸華大學
北京大學
湖南大學
復旦大學
華中科技大學
吉林大學
武漢大學
江南大學
遼寧大學

병 전 학교 명칭
河南體育專科學校,
鄭州大學
北京工業大學, 北京計算機學院
南昌大學, 江西醫學院
上海工業大學, 上海科技大學,
上海大學, 上海科技高等專科學
校
天津對外貿易學院, 南開大學
延邊大學, 延邊醫學院, 延邊農
學院, 延邊師範高等專科學校,
吉林藝術學院延邊分院
上海城建學院, 上海建材學院,
同濟大學
北京科技大學, 北京冶金管理幹
部學院
浙江大學, 杭州大學, 浙江農業
大學, 浙江醫科大學
上海交通大學, 上海農學院
淸華大學, 中央工藝美術學院
北京大學, 北京醫科大學
湖南大學, 湖南計算機高等專科
學校
復旦大學, 上海醫科大學
華中理工大學, 同濟醫科大學,
武漢城市建設學院
吉林大學, 吉林工業大學, 白求
恩醫科大學, 長春科技大學, 長
春郵電大學
武漢大學, 武漢水利電力大學,
武漢測繪科技大學, 湖北醫科大
學
無錫輕工大學, 江南學院, 無錫
敎育學院
遼寧大學, 遼寧外國語師範高等
專科學校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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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河南省
北京市
江西省
上海市
國家敎委
吉林省
國家敎委,
上海市
敎育部
敎育部
敎育部
敎育部
敎育部
敎育部
敎育部
敎育部
주관부

병
1992-5-18
1992-6-6
합 시기

2001-1-21

994-4-25
1994-11-15
1996-4-16
1

996-7-18
1998-7-20
1998-8-26
1999-8-16
1999-9-22
2000-3-29
1

2002-5-23
2000-4-21
2000-5-23

敎育部

2000- -5

敎育部

2000- -2

敎育部
遼寧省

6

7 6

2001-1-4
2002-5-15

부록 3) 영국대학의 통합 현황
통합한 이후의
학교

명

설립

University of
Glamorgan

1 13

University of
Wales,
Aberystwyth

1

University of
Wales, Bangor
Cardiff University
(University of
Wales Cardiff)
University of
Wales Institute,
Cardiff
University of
Wales College,
Newport

당초 학교명
hW

d

Sout
ales an
Monmout s ire S
Mines

9

hh

chool

College of
872 UWniversity
ales, Aberystwyth

College of
884 UNniversity
orth Wales
University College of
1883 South Wales and
Monmouthshire
South Glamorgan
1976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1

ent College of
975 Gw
Higher Education

1

orth East Wales
North East Wales Institute 1975 NInstitute
of Higher
of Higher Education
Education
West Glamorgan
Swansea institute of
1976 Institute of Higher
Higher Education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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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년도

o

f 1975
995

1

996

1

988

1

976

1

975

1

975

1

부록 4) 호주의 대학교육 개혁에 따른 기존 대학의 통합 현황(1990.8)
대학교

N

명

Australian ational
niversity (A
)

U

q

Ma uarie

NU

University

통합되는 기관(통합시기)

․ Canberra Institute of Arts(1991.1)
․

f Early Childhood
C E (1991.1)

Institute o
Sy ney, A

d

d

Stu ies

University of Newcastle

․ Hunter Institute(1989.11)
․ NSW Conservatorium of Music :
Newcastle branch (1989.11)

University of Newcastle

․ Hunter Institute(1989.11)
․ NSW Conservatorium of Music :
Newcastle branch (1989.11)

University of New England

․ Armidale CAE (1989.7)
․ Northem Rivers CAE (1989.7)
․ Orange Agricultural College (1990.1)

University of Sydney

․Cumberland College of Health Science
(1990.1)
․ Sydney College of the Arts (1990.1)
․ NSW Conservatorium of Music :
Sydney branch (1990.1)
․ Education, Sydney CAE (1990.1)
․ Institute of Nursing Studies Sydney
CAE (19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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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명

통합되는 기관(통합시기)

Institute (1990.1)
h ․․ CSt.ityGArt
eorge Institute of Education :
(CAE 1990.1)
University of Technology, ․ Kuring-gai CAE (1990.1)
Sydney
․ ILATE, Sydney CAE (1990.1)
․ Brisbane CAE : Mt. Gravatt (1990.1)
Griffith University
․ Gold Coast CAE (1990.1)
․ Queensland Agricultural College
990.1)
University of Queensland ․ (1
Queensland Conservatorium of Music
(1991.1)
․Roseworthy Agricultural College
University of Adelaide
(1990.1)
․City Campus of SACAE (1991.1)
Fliners University of ․ Sturt Campus of SACAE (1991.1)
South Australia
․ Australian Maritime College (1991.1)
University of Tasmania ․ Tamanian State Institute of
Technology (1991.1)
Deakin University
․ Warmambool IAE (1990.8)
La Trobe Un6iersity
․ Bendigo CAE (1991.1)
․ Chisholm Institute of Technology
Monash University
(1990.7)
․ Gippsland IAE (1990.7)

University of New
Wales

Sout

-

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