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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동안 힘들여 가꾸어온 농사 가을걷
이도 마무리하고 농부들은 이제 차분하게 내년 농사를 구상할 시간입니
다. 우리 대학인들도 다음 연도 대학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아가 새
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대학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협의회는 “차기 정부의 고
등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23회 대학교육정책포럼을 개
최합니다. 학기 중이라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포럼에 참
석해주신 총장님들, 처장님들 그리고 고등교육 관련 전문가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을 위하여 이처럼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또한 환영의 말씀
을 해주실 홍익대학교 권명광 총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기조발표를 해주실 홍익대 서정화 교수님, 주제발표를 해주실 대
교협의 강병운 고등교육연구소장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정토론을 맡아
주실 강원대 신승호 처장님, 아주대 김민구 처장님, 서울대 신정철 교수
님, 한국대학신문의 서수용 본부장님 그리고 대구가톨릭대의 정일환 교수
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실 대교협의 백정하 부장님, 중
앙대 이일용 교수님, 서강대 김재웅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협의회와 함께 포럼을 주최하는 두 단체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우리 고등교육 분야의 유일한 학회로
서 다양한 학술활동을 해오던 한국고등교육학회가 ‘한국고등교육정책학
회’로 이름도 바꾸고 체제도 일신하여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이번 행
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현장의 일선에서 대학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오시는 기획처 ․ 실장님들의 협의체인 ‘전국대학기획실(처)장협의
회’도 이번 포럼을 공동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금년 말 대선을 맞아 고
등교육 분야의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에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
전에 주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는 이들 기관과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학의 위기를 얘기합니다. 우리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면서도 외국의 교육기관을 기웃거리는 가슴 아픈 현
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200만명의 유학생중에 20만명이 한국 학
생인 반면, 한국으로 유학 오는 외국학생은 지난해 겨우 3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극심한 역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교육 외적 요인도 많기 때문에 대학만의 잘못은 아니라
고 강변해보기도 하지만, 경제단체들이 우리 대학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의
지식은 26%정도만 쓸모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새롭게 신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아우성에 대학인들
은 곤혹스럽습니다.
국제 사회의 각종 평가기관들의 우리 고등교육에 대한 평가 결과는 가혹
합니다. 평가방법론상의 문제점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IMD나 The Times
등이 매년 발표하는 고등교육 경쟁력 순위와 세계대학평가결과는 우리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WEF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11위라고 발표하였습니다만 국가
전체의 경제력과 국력에 걸맞지 않게, 우리 대학의 경쟁력이 저조하다는
사실은 앞에서 본 여러 사실들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대학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고등교육 예
산에 대한 정부 부담은 현재 GDP의 0.6%로 OECD 평균 1.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대학생 1인당 교육비도 OECD 국가평균의 63%, 미국의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당연한 결과로 교수 1인당 학생수 비율은 OECD

국가평균보다 1.6배, 일본보다 2.3배나 높은 매우 열악한 교육여건 지표를
보여줍니다.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이처럼 미진한데도 불구하고, 대학에 대
한 정책적 규제는 대학의 자율적, 창의적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직원 인사, 재정 운영 등 대학경영 전반에 대한 대
학의 자율권은 크게 훼손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고 일정한 성과도 있었
다고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양적이고 외형적 형식적 규제 완화일 뿐, 근본
적인 질적 변화를 대학인들이 체감하기에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
다.
더구나 정부는 대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정부 정책을 직접 연
계하고 있어, 대학의 실질적 자율권이 크게 침해당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심각하게 주시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세계 주요 교육선진국들이 다투어 교육개혁을 외치고 있고 그 중심에 고
등교육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대학입학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경
험하고 있는데, 교육수요자들이 우리 대학을 외면하고 외국으로 눈을 돌
리는 상황입니다. 교육 선진국들은 높은 교육열과 구매력이 있는 우리나
라의 교육수요자들을 그냥 놔둘리 만무합니다. 국제사회의 구성원의 의무
이기도 하고 나아가 경쟁을 위해서도 국가간 학생이동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입니다만, 우리 교육이 외국의 경쟁 대학에 잠식당하
는 사실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해결책은 원천적으로 우리 대학
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길 밖에 없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이처럼 우리 고등교육 분야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수많은 미결 과제를 안고 우리는 금년 말에 대선을 맞습니다. 차기 정부
는 이러한 우리의 고등교육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여 실현 가능하고 우리
대학인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고등교육 전문가 여러분께서 이마를 마주
하고 차기 정부는 우리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정책
포럼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대교협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
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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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손병두

환영사

차세대 고등교육의 실질적 정책 수립을 기대하며

안녕하십니까?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 홍익대학교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23회를 맞이한 대학교육정책포럼은 그간 대학교육의 바람직한 방향과
실질적인 실천과제를 도출해 왔다는 점에서 그 역할과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 교육은 한층 성숙한 선진
성을 이루어 나갈 것이며, 나아가 교육발전의 토대 아래 국가역량 강화에
도 분명한 일조를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특히 ‘차기정부의 고등교육경쟁력 제고’라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한 내용으로써, 다음 세대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시하
게 해 줄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기의 변화와 함께 현대 사회는 급변하는 역사적 전개를 특성으로 가지
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 올 차기 정부의 시대 역시 대학사회를
향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세
계 각국이 하나의 사회처럼 상호관계를 적극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실정에
서 볼 때,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문제는 교육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
경쟁력의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대학사회 또
한 이에 부응할 만한 자기 혁신의 노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
화와 부응의 흐름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대학사회의 발전지표는 바로
적절한 정책의 수립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포럼을 통해 차세대 대학사회의 실질적인 정책방향이 모색
되길 기대하며 우리 대학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 교
육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천을 경주해 나갈 것
이라 다짐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포럼을 계기로 대학사회의 비약적인
발전에 우리 대학도 동참할 것을 말씀 드리며 다시 한 번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 대학에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의 원만한 진행을 위
해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리면서 환영사에 가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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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총장

권 명 광

기 조 발 표

대학경쟁력 강화와 대학의 인적자원 개발
서 정 화 (홍익대 교육학과)

5.31 교육개혁이 발표 이후 교육 및 연구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서 국제화, 특성
화, 산학협력 등에 걸쳐 국가주도적인 대학개혁을 추진해왔다.
그리하여 기본적인 인프라가 화충되고 연구 실적도 늘어나고 교육과정 개선, 매
체 및 시설확충, 정보화 등의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대학들은 여러 측면에서 경쟁력이 취약하고 위기적인 국면을 맞고
있다.
이제 일류 국가로의 도약을 열망하는 시대적․국가적 요청에 부응하여 대학이 새
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대학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
해야 할 것이다.
대학개혁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대학구성원의 인적자원 개발에 관심
이 요청된다. 모든 시스템이 구축되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
정과 성과는 인적자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소론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교육정책의 흐름과 성
과를 살펴보고 대학의 내외적 상황과 과제, 대학의 인적자원개발의 실태 및 동향,
그리고 향후 대학교직원 개발의 과제를 모색하고자한다.

1.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개혁 정책의 흐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된 교육개혁위원회는 ‘95년 5월 31일을 시작으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교육정책 전반에 걸친
개혁 내용들을 담고 있는 5.31 교육개혁 방안은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교육복지
국가(Edutopia)'를 만들겠다는 취지 아래 고등교육 목표를 대학운영의 자율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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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여건의 세계화, 세계적 수준의 학문과 과학 기술 창조의 산실화, 사회 각 분야가
요구하는 최적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다양한 인재 양성 등에 두고 있다. 대학개혁
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열린교육․평생학습사회 구축, 대학 입
시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대학 개혁의 추진과정과 결과가 재정지원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는 개혁의 시동을 걸었고, 이러한 개혁 사례는 ① 열린교육 체제의 기반 구축 ②
교육정상화를 위한 학생 선발 ③ 교육․연구의 수월성 제고 ④ 대학의 특성화 ⑤ 대
학의 세계화․정보화 ⑥ 대학 행․재정의 합리화 등에 걸쳐 있다(교육인적자원부,
1997).
대학 개혁의 핵심 내용은 특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교육 또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의 지향,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 집중 육성, 설립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특정 프로
그램 운영 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특성화 추진 지향 방향이 그다지 차
별화되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및 최소전공인정학
점제 도입, 전공 선택 확대, 봉사학점제 실시, 학부 및 대학원 간의 학점 연계제
도입, 계절학기제 등이 대부분의 대학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 유사학과의 통․폐합 및 학부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없지 않았지만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학문분야를 접할 수 있게 하고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
도록 하며 시간제 학생등록제 및 대학 간 학점 교류도 확산되고 있다. 국․내외 대학
과 초보적인 수준에서 학점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대학입시에
서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수학능력 시험, 논술, 면접 등 다양한 전형 기준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외에 교수평가제 및 계약제를 실시하고 있고 준칙주의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이 등장하게 되었다. 전과 및 편․입학이 종전보다는 용이해졌다.
이상과 같은 교육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96년부터 교
육개혁 추진 상황을 평가하여 예산을 차등 또는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는 등 대학

개혁 추진과 연계시킴으로써 대학개혁을 유도․촉진하였다.

문민정부 하에서 마련된 5.31 교육개혁방안은 대학의 입시, 학사, 경영 등 전반
에 걸쳐 추진되어 왔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대학개혁의 큰 골격이 그대
로 유지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① 국제경쟁력 있는 분야 대학원
및 연구소 육성 ② 전문대학원 중심 전문 인력 양성 ③ 대학평가기능 강화 위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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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구 설치 ④ 대학 특성화 지원 위한 구조조정 ⑤ 산학 협력 강화 및 지방대학
육성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대학의 연구역
량을 높이는 동시에 지방대학을 육성하며 대학의 유형 및 특성에 기초한 정책을 추
진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서범석, 2004).
5․31 교육개혁방안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된 대학개혁 정책은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질적 수준 향상과 직결
된 교수 수, 시설․설비, 도서관 장서 확충 등 교육 및 연구여건 등이 가시적으로 성
과가 나고 있고 연구업적도 향상되고 있다.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추진되어 온 핵
심연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BK21 사업과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은
대학원 집중육성과 지역대학 특성화를 비롯한 연구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노동시장과 교육체제의 연계를 비롯하여 산학연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가 있었지만 대학개혁 추진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점들도 없지
않았다. 대학의 자율성의 기조를 내세우면서 대학개혁의 새로운 장을 열었지만 국
가주도적이고 하향적인 정책을 계속 시행함으로써 현장에서는 수동적인 입장을 벗
어나지 못하였다.
또한 대학평가를 비롯해서 학부제 추진 등 무리하게 추진된 접근방식에 대한 비
판과 불만이 표출되었다. BK21사업이나 대학의 구조조정 사업도 충분한 공론화 과
정을 거치지 못하여 참여와 공감대 형성 노력이 부족하여 대학의 적극적인 호응을
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국가적 필요나 사회적 요구를 강조하면서 수요자 중심, 경쟁, 효율, 선택
과 집중 등의 논리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요소가 지배하게 됨으로써 대학교육
의 본질

현보다는 상업적이고 경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

어 왔다.

2. 대학환경의 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그 동안 추진된 대학개혁 정책은 성과가 컸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미완
의 과제로 남아있다. 대학의 내․외적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있고

새로운 상황변화

에 부응하는 개혁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환경의 변화는 내적, 외적 측면
에서 살펴볼 수 있다.
2006년 현재 연간 출산율이 1.08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거니와 이는 앞
으로의 대학 학령인구의 감소현상을 예고하고 있다. 대학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
라 대학 진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지난 2000년을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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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점차 줄어들어, 2006학년도에 60만 3,840명으로, 그리고 2021학년도에는 45
만 9,000여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에 따른 대학 학령인구의 감소는 지방대학의 상황을 더
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전체 고등교육의 2/3정도가 되는 지방 소재 대학의 미충원률
증가는 국가․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대학들의 경쟁력 수준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자
주

거론되고

있다.

스위스

경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의 2007년 발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는
29위에 그치고 있고 교육경쟁력도 29위를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100대 대학에 진
입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이유는 연구결과, 교육여건, 국제화 수준 등과 관련되어
있다. 대학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연구의 질적 수준과 기본
적인 교육여건, 글로벌화, 평판 등 최상의 교육활동뿐 아니라 수준 높은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유도․촉진하기 위한 여건조성과 행․재정 확충과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
하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 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에도 직면하고 있다. 1995년 1월 WTO 체제
의 출범과 함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GATS)’이 발효됨에 따라 국경을 넘어서서 교육 서비스를 서로 전달
하고 불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낮추자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자유무역의 다자간 협력 틀 보다는 양자 간 또는 지역 내 협상을 통한 상호
이익 증진에 주력하는 FTA(Free Trade Agreement)가 활성화되면서 세계 유수 교
육기관이나 교육프로그램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시장의 개방 추세는 양적 팽창에 주력해온 우리 대학들의 질적 수준 향상이
중요한 당면 과제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특히, 입학 자원의 국제적 유동성이 증
가됨에 따라 국내․외 대학 간의 치열한 경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화를 통해 국내 학문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고 교육 서비스 질 향상
등이 기대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학교육기관의 자생력 약화와 위축, 외국 의존도
심화, 고급인력의 해외 유출로 인한 국부의 손실, 외국문화의 침투 등이 우려되기
도 한다(이현청. 2006).
그렇지만 개방화, 세계화의 시대적 흐름이 불가피하다고 볼 때, 교육 프로그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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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 개선 등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
로 활용하는 자세와 전략이 요청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개혁 노력에 박차를 가하
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고등교육혁신과 인적자원경쟁력 강화, 평가인증, 고등교
육시스템의 표준화, 품질보증 등을 통해 고등교육 질 관리와 경쟁력강화를 위한 노
력의

일환으로

리스본

협약(Lisbon

Convention),

볼로냐

선언(Bologna

Declaration), UNESCO/OECD 가이드라인 등이 제시되고 있다(김영식, 2007).일본
에서는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일본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조개혁 계획’을 발표하
고 경쟁과 평가를 통하여 30여개 대학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추
진하고 있다. 또 2004년 4월부터 국립대학은 물론이고 사립대학을 포함하여 대학
간의 합병․통합․제휴가 가속화되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시장원리가 도입되어 거점대학 중심의 합병과 경영
혁신을 추진하는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211 공정 총체건설 계획’에
의해 세계 수준의 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대학입학관리청(UCAS)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대학 입시관리체제를
구축하면서 고등교육의 질 관리청(QAA: Quality Assurance Agency)을 설치하는
등 고등교육의 질적 변화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고등교육재정
위원회(HEFCE)를 중심으로 대학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구조조정 및 협
력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대학평준화가 초래한 문제점들을 비판하면서 생활보조금까지
받는 ‘게으름뱅이 직업대학생’ 들을 먹여 살리느라 대학실패를 가져왔다고 보고,
대학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교수임용 절차를 합리화하고 연구업적별 보수체제 차등
화, 고등교육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의 연계 강화 등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에서도

고등교육미래위원회를

설치하여

고등교육개혁방향을

발표하였다

(2006.9). 고등교육 미래모형에서는 고등교육기회 확대, 학생을 위한 재정지원, 학
습혁신, 투명성과 책무성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의 연구 개발비를 확충하고
고등교육의 기회 균등과 수월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프랑스에
서도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학협동연구체제를 확립하고 있으며 고등교육기관 연구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고등교육의 질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학교육의 직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경쟁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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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고 있다. 자율화의 기초 위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내․외적인 상황 변화 속에서 우리의 대학들도 발 빠르게 변신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교육의 기능, 내용, 시스템, 운영방식 등에 있어서 허다한 문제점들
을 안고 있다(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2002).
대학 간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분화되어 있지 못하고 대학의 특성화, 차별화
가 미흡하다. 또, 대학개혁 추진을 위한 내부 역량이 부족하고 대학의 운영 여건과
경영구조가 비효율적이다. 재정투자가 부족하여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도 미흡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단위 대학의 재
정 취약에 기인하고 있다.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의 기조 위에 경쟁과 공
동체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특성화를
유도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나감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
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수 및 학생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에 주력해야 한
다. 이를 위해 교수 정원의 확충을 위한 새로운 법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수 능력을 향상시키는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하는 동시에 직원의 능력 개발, 향
상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지원
에 의해 장기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기초과학, 인문학 등의 연구 분야에 대해 공동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공공분야 연수기관 간의 교육
및 연구 교류 활성화와 연계강화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축하며 여기에 필요한 법률
적 뒷받침과 재정적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등교육정보망’을 구축하여
대학별 학생, 교직원, 학사운영, 학생선발 방식, 재정 현황 등 제반 고등교육관련
자료를 DB화하고, 연계시켜 고등 교육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대학평가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에 있지만, 대
학평가의 궁극적인 취지가 대학의 질 개선에 있는 만큼, 항목에서 특성화를 유도하
는데 초점을 두고 국제적 표준에 맞는 대학평가 기준(이현청, 2007)을 개발하고 전
문적인 평가 전담 인력위주로 평가단을 구성․운영해야할 것이다. 대학이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 등을 평가하되 대학교육의 투입, 과정, 산출 등을 포괄적
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대학의 자구적인 질 개선
노력 및 경쟁체제를 유도하도록 한다.
그리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해하기 위해 이수 교육프로그램을 학점으로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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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간제 등록제를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고령자의 교육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재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설치도 필요하다.
또 지방대학이 실질적인 지역의 산․학․연․관 협력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방화 및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위해 외국 대학과의 교육․연구를 위한 연
계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부 초청
‘국가장학금’제도를 확대하며 국내외 학생의 교육 연계를 위해 대학교육과정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수들을 확보하고, 그들이 교
육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갖추는 동시에 자율적이며 경쟁적인 분
위기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3.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인적자원 개발
인적자원 개발은 인적자원을 양성, 배분, 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제반활동이다. 대학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은 인적자원의 양성과 배치,
개발, 활용 및 유치활동과 관련된 제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경영층과 주요 보직 교
수들, 그리고 행정 직원의 능력개발이 대학에서의 핵심적인 인적자원 개발이라 할
수 있다.
대학교수의 역할로서는 수업, 학문, 사회봉사, 학생지도, 그리고 행정에 대한 봉사
자로서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역할 이외에 대학의 행정을 담당하
는 보직자들은 대학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유능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경영층과 보직자들을 확보할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러한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또 유지함으로써 대학의 기능을 최상으
로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대학 직원은 대학의 교육과 연구 및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대학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대학행정 전문가로서
의 실무 능력 개발과 교육, 연구, 사회봉사 기능 등의 활동을 지원․관리 능력이 요
청된다.
대학의 규모가 커지고 방대한 시설․설비와 막대한 재원을 관리하면서 교육, 연구
그리고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대학 직원의 역할과 비중 또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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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직원을 확보하고 그들의 전문적 자질을 신장시키고 또, 높은 사기를 가지고
근무에 전력하도록 도와주는 여건조성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주요 요
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교수 및 행정 직원들을 위한 적극적인 능력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2007년 현재 420여개 대학에 70,000여명의 교수와 39,500
여명의 대학 행정직원이 있다. 특히 행정직원들은 교육, 연구, 봉사활동 지원 및
이에 필요한 시설, 재정확보· 유지,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학행정 직원 및
경영자의 역할과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대학 교직원 개발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교직원 개발
(Staff Development)을 대학의 주요 정책으로 정착시키려는 경향이 있고, 또 단기
적 차원의 직원 연수를 넘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행정경영 인력 개발 인식이 확산
되고 있다.

4. 대학인적자원 개발의 현황과 동향
대학개혁이 추진되고 대학평가를 비롯해서 산학협 강화, 국제화 추진 등이 강조되
면서 교수와 직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신임교수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희망하는 교수
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실시하기도 하고, 신임교수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
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교수학습센터를 중심으로 교수자질 향상을 위한 활동이
진행되기도 한다.
교육학습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수개발 프로그램 운영도 다양하게이루어
지고 있다. 이를테면, 수업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에 대한 안내와 효
율적인 강의를 전개하는데 필요한 수업기법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러한 프로그램은 대학 차원, 단과대학 또는 학과 단위 자발적 프로그램도 있다. 그
운영방식은 일정기간 소규모 세미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단위 대학별 교수개발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도 하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중심
으로 대학 교직원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교원의 교수법
및 학생지도 능력의 개발, 직원 직무능력 개발 및 전문성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
는 다양한 주제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직교수들과 행정직원들을 위한
단기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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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는 대학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위과정을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교육
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주대학교, 고려대학교, 홍익대학교 등이 그 예다. 아주대학
교는 교육대학원에 ‘대학행정관리 전공’을 2000년도에 처음 개설하였다. 이 대
학행정관리 전공의 교육목표는 ①대학 행정 직원의 전문직 자질 함양에 필요한 관
련 지식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하며, ②대학 행정가로서의 행정 실무능력 개발에 필
요한 현장밀착형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게 하는 것 등이다.
또한, 홍익대학교에서 1999년 교육경영관리대학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대학원에서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 및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서
서 자율 역량을 가지고 대학의 개혁과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학행
정․경영 전문가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대학행정 전공을 설치하여 2007년 9월 현
재 30여명의 원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또한 워크숍, 세미나, 연구수행 참여, 선진
대학 탐방 등을 통해 대학 직원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이외에 고려대학교에서도
2006년부터 고등교육 전공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동향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에 있다.
학위과정을 통해 대학직원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종래의 단기적이고 일
회성 방식으로부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과정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석․
박사학위과정을 통한 대학직원개발은 대학행정인력의 양성․개발의 커다란 한 축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 교직원 특히, 행정직원과 보직자 개발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재정 등의 대학상황을 들여다보면
대학 자체적으로 전담 전문교원 확보 등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의 직원개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대학의 관리직원 및 그 외 직원, 대학취직 및 전직을 희망하는 사람,
대학행정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교육대학원 등에 의한 고등교육에서의 장기 학위 프로그램
과 주로 현직을 대상으로 하여 단기 집중적인 프로그램이 있다.
석사 학위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수백개에 이르고 박사학위 수여 대학도 70여
개에 달하며, 주로 고등교육기관 직원 대상의 전문자격 학위로 개설되어 있다.
Pennsylvania 대학의 경우 석․박사 과정에서 고등교육의 전반에 관한 내용을 강의
하고 있다. 피츠버그 대학의 경우도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설치하여 고등교육 전
반에 관한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 내 장기적 직원연수 프로그램 운영 사례로서는 Berkeley 대학의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Berkeley 대학에서는 대학 내 인적자원부서(Office of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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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를 두어 신입교직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직원 학습과 개발
영역에서 직무개발, 인적자원경영, 지도력개발 프로그램 등을 중․단기적으로 운영하
고 있다. 지도력 개발 프로그램으로서는 변화하는 대학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효율
적 지도력개발에 필요한 안목, 지식, 기술 등을 획득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코스
워크, 워크숍, 사례연구, 프로젝트 작업 등을 하고 있다.
대학 내 단기적 직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사례로서는 George Washington 대학의
예를 들 수 있다. 이 대학에서는 교직원 개발 과정으로서 대학 정책을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영진이나 간부급 직원들은 입사 혹은 승진
이후 2년 이내에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 직원은 직원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해
야 한다. 간부급 경영자는 리더십 개발 워크숍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 정보 등과
관련한 교육을 받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고등교육기관의 관리직원과 행정직원을 회원으로 하는 직능단체인
AUA(대학행정직원협회)에서 ‘계속적 직능개발'의 일환으로 장기 직능개발 프로그
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AUA는 고등교육기관의 관리직원과 행정직원을 회원
으로 하는 직능단체로서 회원의 계속적 직능개발 일환으로 2000년부터 장기 직능
개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 2002년에는 Open University의 인증제도
에 의한 과정학위(taught degree) 프로그램으로 인증 받아 석사 수준의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동등의 직능자격을 지닌 사람, 고
등교육 및 공공ㆍ비영리영역, 상업분야 등 일정한 직무 경험을 가진 사람에 대해
수강자격을 개방하고 있다.
대학 내 상시 지원체제 운영 사례로서는 영국 Bristol 대학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직원개발팀을 상시 운영을 위해 대학전체에서 행정 및 경영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
처하는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다. 여기서는 여러 명의 보조 인력과 전문 인력을 상
시 배치하여 기술적 지원, 예산, 평가, 리더십, 경영 등의 문제를 지원하며, 워크숍
형태의 훈련 및 개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히로시마 대학교 교육학연구과에서 2000년에 ‘고등교육개발전공’
을 개설하였다. 이 고등교육개발전공은 연구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전문가 양성도 목적으로 하여, 현직의 대학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또한 2002년도부터 주로 대학직원의 학습 폭을 확대시키기 위해 야간
ㆍ주말에 개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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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 운영은 나고야 대학, 츠꾸바 대학의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대
학연합 차원의 중․단기 직원연수프로그램 운영 사례로서는

일본의 사립대학연맹(사

대련)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121개 대학으로 구성된 연맹 산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단기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수의 내용별로는 대학문제(고등교
육의 사회적 과제)연수, 대학교원 대상의 교육 및 수업관련 연수, 직원종합연수 등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원으로서의 업무 지식, 기능, 태도 등에 국한되지 않은 동기, 신념, 인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자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직원 종합연수로서는 1993년 이후 업무지식습득 위주의 연수에서 ‘차세대 인재
육성’이라는 목표로 전환하였다. ‘차세대를 담당할 책임과 자각을 가진 직원의
육성’을 목적으로 단기 집중코스와 장기 강화코스로 구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
방적 강의보다는 체험학습, 문제해결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단기 과정은
의사소통기술 능력개발, 영역별 선진사례 연구, 과제학습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장기 강화코스는 반년 간에 걸쳐 이루어고 있으며, 그 목표를 ‘과제 발
표로부터 해결안 작성, 결정, 실시라는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에 두고 대학의 정책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대학 행정직원을 주축으로 하는 대학행정관리학회가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며 일본사립대학협회에서도 직무연수형태로 각종연수, 해외연수,
국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5. 대학 인적 자원개발의 방향과 과제1)
어느 조직이나 기관이든지 리더를 비롯한 경영층과 행정관리 업무 담당하는 이들
의 역량과 자세는 대학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자율화의 기조아래 특
성화, 국제화 등을 통해 대학경쟁력을 강화하는 개혁과제들을 실천하려면 유능한
행정․경영력을 필요로 한다.
앞으로 대학 교직원 개발과 유지 및 보존을 위한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1) 김영화 외 (2006). 대학행정․경영전문가 양성 및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 및 정책 방향. 홍익대학교 특성화사
업단 연구 보고서
양승실 외 (2006).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행정 경영 혁신 과제. 홍익대학교 특성화 사업단 연구 보고
서
서정화 (2006).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행정․ 경영 전문가 양성․ 개발 프로그램”. 대학 행정․ 경영
혁신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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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먼저, 대학 행정․경영자들을 개발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대
학의 경영자, 보직자, 행정직원을 포함하는 행정가로 하여금 개념적 기술과 인간적
기술, 그리고 전문적 기술을 습득시킬 수 있는 내용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대상별
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보직담당교수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자질로서
는 의사결정 능력과 리더쉽 등을, 대학행정직원들이 필요한 지식으로는 사무관리 능
력, 법 및 규정, 교육과정 운영, 재무회계 등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기를 수 있
는 프로그램과 교과목 설정 등이 요구되고 있다.2)
이러한 교과목을 담당할 교․강사진은 이론과 실무에 전문성을 지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이론과 실제를 균형 있게 다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학행정․
경영 전문가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격의 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
다. 오프라인 프로그램 개발 시 단기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개설하고, 단기적으로
는 석사과정을, 중․장기적으로는 박사과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행정․경영전문가들의 양성․개발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동기 유발이 필
요하다. 대학 행정 직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동기를 유발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각 대학에서 연수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프로그램 이수에 대한 자격 인증제를 실시하고 이수 실적에 대해 인사 상 인센티브
를 부여하는 등 연수 실적에 대한 보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학 행정․경영전문가 양성․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소속 기관에서 직원의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연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수 대상자의 업무 시
간과 부담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교직원 개발에 관한 요구를 분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기간은 2005년 4월 20일에서 2005년 5월 2일에 이루어졌으며, 설문대상(응답자)은 전국 국․공
립대학, 사립대학, 전문대학 등의 주요 보직담당교수 및 행정직원 226명으로 하였다. 설문내용으로는
대학행정, 경영전문가의 자질, 기술, 교육과정, 인센티브, 지원인프라, 희망연수 프로그램, 대학해정/경
영전문가 양성 및 개발 프로그램 참여 의향 등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의 양성 및 개발의 방향
과 추진과제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요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선호하는 연수프로그램
으로서는 계획 수립, 선진국의 대학 혁신동향 및 사례,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교과 과

목으로서는 대학 행정․경영 전반, 대학교육 과정 운영, 대학교육 관련 법 및 규정, 주요 선진국의 대학
혁신 동향 및 사례, 대학 자체 평가․진단, 대학발전계획 수립, 학생 진로 및 취업 지원 전략, 대학 인
력개발종합(취업)센터 운영, 사립대학 경영․재정, 산학협력단 운영, 사립대학 절세 전략과 재무제표 작
성, 대학 교수․학습지원 센터 운영, 대학의 발전기금 조성, IT 소양 및 정보화 능력 향상 관련 프로그
램 등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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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행정․경영 경험과 지식의 공유를 위한 워크숍을 중심으로 하여, 선진 대학
의 행정․경영 사례에 대한 연구 및 보고, 우수 사례에 대한 견학 및 탐방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을 적용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대학교육협의회 같은 자율 기구나 단위 대학 또는 대학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행정직원 및 보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노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끝으로, 대학행정․경영, 고등교육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 교류와 정보교환 등의 장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는 물론 정책 개발 등
을 통해 정책과 시스템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등
교육 관련 학회의 활발한 학술․연구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대학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관건이다. 대학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점 그리고 글로
벌 감각과 경영마인드를 지닌 정책결정자들과 경영층의 리더십 및 보직자와 행정직
원들의 능력과 자세를 갖추도록(김종량, 2007) 하는 교육․훈련이 강화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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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에 요청하는
고등교육 핵심 정책 과제3)
강 병 운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

Ⅰ. 제안 배경
▢ 지식기반 사회에서 인재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며 대학 경쟁력은 국가 경
쟁력의 원동임
▢ 그러나 경제규모에 비해 우리 대학 경쟁력은 아주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도 상존하고 있음
- 경제규모 세계 12위, 교육경쟁력 29위, 대학경쟁력 40위
▢ 세계 각국은 고등교육 강화 및 인재유치를 위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
고 있음
- 프랑스 대학개혁, 싱가포르 아시아 교육허브 정책, 일본 도야마플랜,
국 111프로젝트, 미국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설치 등(별첨5 참조)

중

▢ 소득 3~4만불 시대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창의성과 세계적 경쟁력을 갖
춘 인재 양성이 핵심적 과제임
▢ 세계의 중심축이 아시아 국가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세계 속
의 중심적인 교육허브국가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고등교육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3)

본 핵심 정책 과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 임원 및 대학 총장님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 내용임.

1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실상

가. 대학의 낮은 국제경쟁력

◦

IMD가 평가한 고등교육경쟁력 40위
- 기업의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사회요구 부합정도가 낮은 수준(별첨1
참조)
- 59위(’05) → 50위(’06) → 40위(’07)

◦세계 200위권 대학 3개(100위권 1개)에 불과(’06)
- 영국 The Time지 세계대학평가결과, 아시아 주변국가와도 격차 발생(별
첨2 참조)
※ 세계 200위권 대학 일본 11개, 중국 6개, 홍콩 4개

◦ 대학 연구역량의 국제적 수준 격차가 큰 실정임
- SCI 논문발표수 총량 기준 세계 11위이나 대학별 최고 순위는 32위에
불과(’06)
※ 주요대학 순위 : 하버드 1위, 동경대 2위, 서울대 32위

나. 대학 교육재정 부족 및 열악한 교육여건
◦ 고등교육재정의 정부 부담은 GDP 0.6%로 OECD 평균 1.1%에 크게 못미치
는 수준(’03)
- 대학생 1인당 교육비(7,089 ppp달러)가 OECD 국가 평균의 63% 수준,
미국의 1/3 수준(별첨7 참조)

◦ 교수 1인당 학생수(25.2명)는 OECD 국가 평균 보다 1.6배, 일본보다 2.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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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03)
- 초등교육 29.1명, 중등교육 17.9명, 고등교육 25.2명

다. 대학 운영의 자율권 확보 미흡
◦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직원 인사, 대학재정 운영 등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대학의 자율 권한 미흡
- 대학 자율화에 대한 정부와 대학간 인식 차이 상존
※ 정부는 대학 자율권 대부분 이양 주장, 대학현장에서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승인이나 허가 사항으로 인식
◦ 대학에 대한 행․재정지원과 정부정책을 직접 연계하고 있어 대학의 실질적
자율권 침해

라.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 심각
◦ IMD 두뇌 유출 지수 61개국 중 40위(’06)
- 1995년 7.53에서 2006년 4.91로 급격히 악화(별첨3 참조)
- 반면, 홍콩, 인도, 아일랜드 등은 자국 고급두뇌의 확보율이 지속적으로
개선

※ 두뇌유출지수 : 고급인력의 국외 유출이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지수화한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고급인력 확보
상태가 양호함.

◦ 유학 역조현상 심화, 두뇌유출 및 유학․연수 수지 악화(국내 학생 외국유학
이 외국학생 국내 유학의 5.8배)
- 외국인 유학생 수 32,557명(’06 학위과정 22,624명)
- 국내학생 외국 유학 190,364명(’06 학위과정 113,7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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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외국 인력의 유입이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0.18%에 불과한 실정임
(’05)

마. 대학입학 학령인구의 감소와 미충원율 증가
◦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대학입학 학령인구의 감소
- 2005년 대비, 18세 대학입학 대상자가 2020년에는 81.5%, 2030년에는
64.8% 수준으로 감소(별첨4 참조)

◦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입학정원 미충원율 증가
- 2001년 3.4%에서 2004년 9.98%로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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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주요국의 고등교육경쟁력 강화 대책 동향

일본 ◦ 국립대 법인화(2004), 101개 국립대 89개로
통폐합
◦ 21세기 COE(Center of Excellence)
- 일본판 BK21, 세계적 연구교육거점 대학 육성 지원(2002)
- 182억엔('02)→382억엔('05)

◦ 제3자 대학인증평가 의무화를 통한 대학간
자율경쟁체제 구축

중국

◦ 211공정
- 21세기 대비 100개 대학 중점 육성

◦ 985공정
- 소수정예원칙에 입각하여 칭화대, 북경대 등 34개 대학 집중 육성,
733개 대학을 288개로 통․폐합

◦ 111프로젝트 : 세계일류 대학 육성을 위한 핵
심인력 양성
- 세계 100위권

유명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우수인력 1,000명을

초빙하여 중국내 주요 대학 100개 학과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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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
◦ ‘개방과 지원’을 통한 교육허브정책 추진
포르
- 2010년까지 MIT, 와튼 등 세계 최고 수준 10개 대학 유치
- 30년간 부지 무상 임대, 운영비․연구비 지원 등 정부차원의 파격적 유
치 전략 추진

프랑스 ◦ 학생선발, 교육과정운영 등 대학 자율권 확대
- 대학 총장의 재정 집행, 인사 재량권 확대
- 총장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개편

◦ 고등교육에 2012년까지 50억 유로(약6조
2,500억원) 추가 투입, 5년 후 현행 대비
50% 증액 추진

독일

◦ 대학의 자율적 학생선발권 강화
◦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우수대학 육성 정책
(Excellent Initiatives) 추진
◦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한 학사구조 개혁
(BA/MA)
◦ 대학평가시스템 정비를 통한 국제적 호환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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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세계 최고의 고등교육경쟁력 확보
- 실용주의 대학관, 대학 경쟁체제 확립, 자율적 질 관리 시스템

◦ 교육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미래위원회 구성
◦ 빌게이츠, 교육혁신을 통한 강한 미국 만들기
6,000만불 투자

<시사점>
□ 세계적 수준의 인재양성을 위한 국가적 대학경쟁
력 강화 정책 추진
□ 대학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
□ 대학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 대학의 국제화 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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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등교육 비전과 고등교육 정책방향

1

고등교육 비전

□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경쟁력을 갖춘 대학
- 대학경쟁력 20위 진입(2012년), 10위권 진입(2020년)
- 이공계 노벨상 수상자 배출
- 대학 교육의 글로벌화

□ 지역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 대학교육의 특성화
- 대학교육의 사회・산업과의 연계 강화
-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

□ 사회발전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대학
- 윤리경영 확립을 통한 책무성 제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창립

주년 기념 고등교육비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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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2

고등교육 정책방향

① 대학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경쟁체제 확립

② 대학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운영의 자율권 확대

③ 세계적 수준의 대학육성을 위한
국제화․지역화 지원

④ 대학의 사회적 기여도 제고를 통한
책무성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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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등교육 4대 핵심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

1

고등교육 4대 핵심 정책과제

[과제1]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 조치 강구

[과제2] 대학 운영의 자율권 보장

[과제3] 대학의 글로벌화 추진

[과제4] 지역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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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대 핵심 정책과제별 세부과제

가.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 조치 강구

배경
◦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가 미흡하고 대학의 국제경
쟁력이 낮으므로 고등교육 재정 획기적 확충 필요
◦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기반으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 교수 및 시설 등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사립대학 지원 확대 및 지방대학 육성 등을 위한 획
기적 조치 필요

1) 대학재정의 획기적 확충
◦ GDP 대비 현재 0.6%(’03)를 OECD 평균 1% 수준으로 확충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조원 이상 연차적으로 증액
하여, OECD 평균수준으로 확충
- 대학지원 예산 총액배분제를 도입하여 예산집행의 자율권 부여
◦ 대학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 교부금’ 제도 도입
※ 초․중등학교의 경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2008
년부터 내국세의 20%(2007년 19.4%)를 지방교육재정으로
확보
-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운영비 지원율(4.5% 수준)을 연차적으로
10% 수준으로 확대(일본 12% 수준, 미국 18% 수준)(별첨8

- 29 -

참조)
- 국립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 대학에 대한 세제 지원 및 재정관련 규제 완화
- 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인정한도 100%로 확대 및 소액기부금의
세액공제 신설(별첨11 참조)
※ 기부금에 대한 손금인정한도가 소득금액의 75%에서 2009년부
터 50%로 축소될 예정
- 수익용 재산에 대한 지방세, 국가유공자관련 장학금 비율, 학비 면
제비율, 교지인정 및 확보기준 등 완화(별첨10 참조)

2) 대학의 특성화와 다양화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10개, 세계 TOP 10 학문분야 10개
육성(10․10 프로젝트)
- 대학의 R&D 예산에 대한 지원 확대
※ 대학에 이공계 박사학위자의 72%가 집중되어 있으나, 국가 총
연구개발비의 10%만 사용(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 2004)
◦ 교육중심대학 및 직업능력중심대학 등의 대학교육여건 개선 지원
- 대학교원확보율과 실험실습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 재학생 기준으로 전임교원 확보율 67.8%에 불과함(2006, 교육
부자료)
-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에 대해 부가세감면 등 세제해택 부여

3) 이공계 및 인문학 집중 육성
◦ 첨단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이공계 활성화
- 이공계 인력공급과 수요간의 양적․질적 불일치 해소 및 산업현
장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인재 육성 지원(별첨9 참조)
◦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인문학 육성
- 미래사회에서 인문학의 가치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연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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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연구소육성, 장학금 설치 등 투자와 지원 확대(별첨9 참조)

4) 대학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 대통령 직속, 민관산학연 인사로 구성
-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미국,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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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운영의 자율권 보장

배경
체체로 인한 국제적 무한 경쟁시대 도래로

◦

대학의 창의적인 발전 기반 조성 필요

◦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자율 강화는 세계적
추세

- 프랑스의 대학 자율 확대 개혁안, 독일의 자율적 학생선발권 강
화, 일본의 대학설치기준 대강화 등(별첨6 참조)

1)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 대학에 일임
◦ 최소한의 규제 사항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외 모든 사항은 대학
자율에 맡기는 포괄주의 도입
- 사전 규제에서 사후관리시스템으로 전환
◦ 대학에 대한 모든 행·재정지원과 정부정책 직접 연계 지양
◦ 사립학교법을 포함하여 대학의 자율운영을 제약하는 법률 개정
- 대학평의회 등으로 인한 대학운영문제 해소

2) 학생 선발권 대학에 부여
◦ 대학 특성에 맞는 자율적 학생 선발권 보장
- 창의적 우수인재 육성 및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선발제도
정착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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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간 자율협의조정시스템 설치
- 대학에 대한 자율권 부여시 대교협 내에 ‘자율협의조정기구’를
설치
- 자율적인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 및 갈등조정 역량 강화

3) 대학운영의 책무성 강화
◦ 교육과 연구의 질 관리를 위한 자율 관리시스템 강화
- 연구윤리지침 자율 조정 및 준수
- 대학 특성에 상응한 교수업적평가 시스템의 합리화
◦ 학사관리 강화
- 학업성취도 평가체제 엄격화
- 효율적 학사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역량 강화
- 행정 쇄신을 위한 주기적인 환류시스템 강화
※ 대학운영의 책무성 차원에서 대교협을 중심으로 대학 스스로 강
화
◦ 대학평가시스템의 정비
- 선진 외국 평가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 고등교육 질 관리를 위한 대학의 자체평가 및 제3자 평가 강화
- 정부와 자율 평가기관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
※ 대교협이 중심으로 되어 대학 질 관리를 위한 자체 노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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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학의 글로벌화 추진

배경
◦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글로벌 인재 육성
◦ 아시아 고등교육의 허브화 추진

1) 대학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확대 지원
◦ 해외 석학 교수초빙 확대 지원
- 해외 석학 500명 초빙 추진
- 대학별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학문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석학 초빙
지원 : 연구비, 거주비, 연구지원인력 확보 등
※ 국외로 유출된 국내 우수인재의 U턴을 위한 지원책도 동시에 추
진
◦ 외국 대학과의 전략적 프로그램 제휴 확대 지원
- 학점 교류, 학생교류, 교수교류 등의 단순 협력 차원을 넘어서는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 제휴 확대를 통해 공동학위제(joint degree), 복수
학위제(dual degree) 활성화 지원
- 프로그램 제휴를 통해 국내 학생의 해외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외국
학생의 국내 유입 확대 추진

2) 외국 유학생 10만명 유치
◦ 유출 유학에서 유치 유학 체제로 전환
- 국내 학생 외국 유학(’06) : 190,364명(학위 과정 113,735명)
- 국내 외국인 유학생(’06) : 32,557명(학위 과정 22,624명)
◦ 외국 유학생 10만명 유치 목표로 매년 1만명씩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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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지원센터」건립,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한국어 교육 프로
그램, 수업료, 장학금 등 지원
※ 일본의 경우 2003년 외국인 유학생수가 109,508명으로, “유학
생 유치 10만명 계획” 달성 : JASSO 장학금을 통해 임차보증금, 생활비
지원

3) 대학생 글로벌 마인드 제고 사업 지원
◦ 대학생 해외 인턴십 파견(10만명) 지원
- 정부지원 대학생 인턴십 185명에 불과(’06년 산업자원부 청년무역
인력양성 인턴십 사업)
※ 전문대학은 매년 300명 규모 지원
- 향후 5년간 2만명씩 연차적으로 확대, 총 대학생의 5% 수준인 10만명
지원
- 항공료, 체제비 등 소요경비 지원과 우수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보
급
※ 미국, 10년 후에는 매년 100만명에 대한 장단기 해외연수를 목
표로 법률 제정(Paul Simon Study Abroad Bill '07. 6)
◦ 대학생 해외 봉사단 창설
- 전공연계 현지 봉사활동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 체득(별첨12 외국 대
학생 해외봉사 사례 참조)
- 향후 5년간 2만명씩 연차적으로 확대, 총 대학생의 5% 수준인 10만명
지원
※ 미국 사례 : 케네디 대통령의 평화 봉사단(PeaceCorps), 클린턴 대통
령의 미국 봉사단(AmeriCorps), 부시 대통령의 배우고 봉사하는
미국(Learn and Serve America)(별첨12 참조)
◦ 국내 대학의 국제캠퍼스 구축 지원
- 국내 대학 캠퍼스의 글로벌화 지원
- 외국어 전용 강의 확산을 위한 지원

4) 교육수출 확대 지원
◦ 국내 대학 해외 캠퍼스 설립 지원 등 국내 대학 해외 진출에 대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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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 강화
- 국제 경쟁력을 갖춘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도상국, 선진국 등
에 지역별, 유형별로 다양한 해외 캠퍼스 설립 추진 전략 수립 및
지원
◦ 개발도상국 대상 이공계 분야 기술전수 등 교육 know-how 수출 지원
- 후발국 교육지원 전담 기구 설치
- 재경부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공적개발원조) 지원
금(’06년 총 4억 5,525만달러 지원)의 교육분야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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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역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

배경
◦ 우수 지역인재 수도권 유출 대학입학 학령인구 감소
로 특성화를 통한 지방대학 육성책 절실
◦ 경제적 부와 관계없이 원하는 학생들에게 대학교육기
회 제공
◦ 청년실업의 심각한 사회문제화
1) 지방대학의 획기적 육성
◦ 지방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특성화와 다양화 지원
- 연구중심, 교육중심, 실무교육중심 등 지방대학의 특성화, 다양화를
위한 전략 추진 지원
※ 자율경쟁의 원칙에 입각한 선택과 집중의 과정을 통해 대학간
역할 분담 추진
- 지역 거점 국립대 역할 강화
- 다양화, 특성화 추진을 위한 지역대학간 상생 네트워크 구축 및 실
질적인 교류협력 확대로 지역대학공동체의 경쟁력 강화
- 교육과정 공동운영, 시설설비 공동사용 등 지역 내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한 교육과 연구의 질적 개선 추진
◦ 대학과 지역사회간 네트워크 확대
- 대학이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의 코어 역할 수행
-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및 연구서비스의 개발․보급(별첨16
외국 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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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산업체 인력 공급, 지역사회 복지,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
의 대민 서비스 활동에 대학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도 제고
- 지역 내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교류 활성화 기구의 설립
◦ 저출산 현상에 따른 지방대학 대책 지원
- 대학 특성화, 다양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지역 인재 유출
현상 최소화
-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성인의 고등교육 수요 창출
지원
- 지방 산업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

2) 대학을 통한 평생학습기회 확대
◦ 대학에 성인학부(계속교육학부) 설치 추진
-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전담 학부 설치를 통해 성인의 고등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추진
◦ 졸업생 및 일반인 대상 평생학습기회 제공 확대
- 성인학습 참여율 23.4%를 선진국 평균인 50% 수준으로 확대(’05
핀란드 65%, 미국 48% 등)(별첨13 참조)
※ 지방대학의 학생부족 현상 등을 감안하여 지방대학부터 단계적
으로 실시하는 방안 강구

3) 학자금 융자 및 장학금 확충
◦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실질적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장기저리
융자 및 장학금 확충
-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 확대 정책 추진(별첨15 외국 학자금
지원 사례 참조)
-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제도 개선
※ 학자금 융자 규모 확대 : 전체 대상자 중 수혜 학생비율
15%(’06 전체 고등교육기관 총 재적생 기준)에서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30% 수준으로 확대
※ 학자금 융자 대출금리(6.59%) 인하를 통한 상환부담 축소
※ 저소득 대학생에 대한 무이자 및 저리 대출 확대 : 8만 2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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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수준을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15만명 수준으로 확대
- 국가유공자 장학금 및 가계곤란자 장학금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 대학 등록금 현실화로 소요재원 일부 확보
- 등록금 현실화를 통한 대학재정 확충을 기반으로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대학차원의 장학금 규모 확대 추진

4) 적극적인 청년 실업 해소 대책 마련
◦ 취업기회 확대와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일자리 창출
-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수립
※ 2006년 대졸자 취업률 67.3%, 정규직 취업률 49.2%(별첨14 참
조)
- 대학생 해외 취업 활성화 지원 : 해외 인턴십 제도 등
◦ 대학생을 위한 취업․고용정보 시스템의 개선
- 취업정보 제공을 포함한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등 인
력수요자와 공급자의 상생을 위한 산업체․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연
계 추진
◦ 여대학생 취업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 여성 취업률(59%)를 OECD 평균(79%)으로 제고하기 위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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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D 고등교육경쟁력 평가 지표
- 기업인이 평가한 고등교육경쟁력 40위
- 고등교육프로그램과 사회․경제적 수요간의 연계성에 대한 국제경쟁력 평
가 결과

<교육부문 세부항목별 순위>
(

)안 산출값의 단위
’07

’06
구 분

산출값

1.
2.
통계 3.
지표 4.
(7개) 5.
6.
7.

GDP 대비 교육관련 공공지출(%)
4.0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명)
30.2
중․ 고교 교사 1인당 학생수(명)
17.80
중등학교 취학률(%)
87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 47.0
PISA 성적(‘00,´03) : 수학, 과학(점) 542/538
15세 이상 문맹률(%)
2.1

1.
2.
설문 3.
지표 4.
(7개) 5.
6.
7.

교육제도
대학교육
시민의 경제지식 수준
경제교육(기업 요구 부합여부)
언어능력(기업 요구 부합여부)
수준급 엔지니어의 공급여부
기업과 대학간 지식이전의 충분한 정도
국가 수(개)

4.47
4.29
5.64
4.86
4.65
4.73
4.55
61

순위

산출값

순위

48
56
41
33
4
3,4
34

4.6
29.10
17.90
88.3
49.0
542/538
2.0

29
52
44
27
4
3,4
32

38
50
22
46
35
54
32

4.22
4.46
6.57
5.47
3.93
6.83
5.37

32
40
12
28
44
13
21
55

주: 평가대상을 ´06년 총61개에서 ’07년 8개 경제권역(독일 바이에른 등)을
제외하고 2개국(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을 추가하여 55개국으로 조정
자료: IMD(2007); 교육인적자원부(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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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Times 세계대학평가
- 세계 200위권내 대학수는 일본 11개교, 중국 6개교, 홍콩 4개교이나,
한국 3개교에 불과함
<아시아권내 대학 중 세계 200위권내 대학>
(단위: 순위)
국가
한국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폴

대학수
3개

11개

6개

4개

2개

2006년

대학명

63

Seoul National University

150

Korea University

198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19

University of Tokyo

29

Kyoto University

70

Osaka University

120

Keio University

128

Kyushu University

128

Nagoya University

133

Hokkaido University

118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158

Waseda University

168

Tohoku University

181

Kobe University

14

Beijing University

28

Tsing Hua University

116

Fudan University

165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China

179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180

Nanjing University

33

University of Hong Kong

50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58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154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19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61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자료: The Times, Higher Education Supplement; 교육인적자원부(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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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MD 두뇌유출지수

- 국내의 두뇌유출지수는 1995년 7.53에서 2006년 4.91로 악화됨
- 홍콩, 인도, 핀란드, 아일랜드 등은 자국 고급 두뇌 확보율이 지속적으
로 증가함

<두뇌유출지수 국제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폴

핀란드

홍콩

중국

인도

아일랜드

1995

7.53

8.51

7.46

7.22

5.92

4.15

2.62

3.00

2.48

2006

4.91

7.84

6.75

6.93

7.59

7.17

3.22

6.76

8.14

주: 1. '두뇌유출'이란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대표적 기관인 IMD가 기업경
영 효율성 (business efficiency) 분야의 지표로 측정하고 있는 항목 중의
하나임
2. 고급인력이 국외로 유출됨으로써 기업 경쟁력이 영향을 받는 현상
3. 기업 경영진에게 "두뇌유출이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지 않고 있다"
라는 항목을 대해 조사하여 0~10까지 점수를 매김
4. 순 두뇌유입 비율=자국에 거주하는 외국 태생 고학력 인구(고졸이
상, 25세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 태생의 고학력 인구/자국 내 노동가능인구
자료: IMD(1995, 2006),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4. 학령인구 감소 추이
▢ 대학입학 학령인구의 감소와 미충원율 증가
◦ 대학입학 학령기 입학자원 감소로 대학의 위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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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 대상자(18세) 인구 변동 추이>
(단위 : 천명, %)
구분

2005년 대비 비율
2010 2020 203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624

679

645

508

426

404

108.9

81.5

64.8

2,637

2,574

2,676

2,269

1,731

1,648

97.6

86.0

62.5

대학입학대
상자
(18세)
대학생
(18-21세)

※ 통계청, 2007년
◦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정원 미충원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에 심각한 문
제 야기
- 4년제 대학 미충원율 : 2001년 3.4% → 2004년 9.98%

5. 주요국 고등교육경쟁력 강화 대책 동향
□ 일본
◦ 국립대학 법인화: 도마야 플랜
- 국립대학을 민간 경영원리의 도입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
- 101개 국립대 89개로 통폐합
◦ 21세기 COE(Center of Excellence)
- 세계적 연구교육거점 대학 육성․지원을 통해 고등교육 학술연구를 세계
적으로 끌어올리고, 대학의 교수-학습 수준을 선진화·첨단화함
※ 2002년 182억엔 → 2003년 334억엔 → 2004년 367억엔→ 2005년
382억엔
◦ 대학간 경쟁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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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평가에 기초한 경쟁체제 강화
- 대학의 자체 평가 및 제3자 인증평가 의무화
□ 중국
◦ 211공정
- 세계적 수준 100개 대학과 800여개의 중점학과 집중 육성
◦ 985공정
- 소수정예원칙에 입각하여 칭화대, 북경대 등 34개 대학 집중 육성
- 985 공정의 구조개혁 성과로 733개 대학을 288개로 통․폐합

◦ 111프로젝트
- 세계 100위권 유명 대학 또는 연구기관 우수인재 1,000명을 초빙하여
중국내 주요대학 100개 학과에 배치
- 이러한 학과를 혁신기지로 하여 과학․기술 혁신 능력과 종합적 경쟁력
제고 도모
□ 싱가포르
◦ ‘개방과 지원’을 통한 교육허브정책 추진
- 2010년까지 MIT, 와튼 등 세계 최고 수준 10개 대학 유치
- 30년간 부지 무상 임대, 운영비․연구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파격적 유
치전략 추진
□ 프랑스
◦ 사르코지 대통령의 대학자율 확대 개혁안 발표
-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등 대학 자율권 확대
- 총장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전환
- 대학 총장의 재정 집행, 인사 재량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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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에 2012년까지 50억 유로(약 6조 2,500억원)추가 투입, 현행대
비 50% 증액 추진
-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청소년 50%이상이 대학 학위를 갖도록 추진

□ 독일
◦ 국제적 표준에 따른 학사구조개혁(BA/MA)
- 유럽연합의 학생 교환 프로그램인 Erasmus와 Tempus 프로젝트를 통
해 학생들이 희망하는 국가의 대학에서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여 졸업
시험을 통해 학력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운영
◦ 우수대학 육성
- 대학원 지원
40개 대학원을 선정하여 학교당 매년 1백만 유로 지원
- 우수연구 클러스터 지원
30개 우수연구 클러스터를 선정하여 클러스터당 매년 650만 유로 도합
1억9,500만 유로 지원
- 첨단 연구대학 구축 미래구상
10개 첨단 연구대학으로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대학원 및 우수연구클러
스터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종합전략을 제시한 대학에 매년 2억1,000
만유로 지원
□ EU 고등교육정책
◦ 리스본 협약(Lisbon Convention)
- 1997년 4월 리스본에서는 유럽의 고등교육에 대한 자격 승인(학위와 졸
업증서)에 대하여 합의
- 각국마다 다른 학위와 졸업증서에 대한 동등성을 상호인정하기로 승인
함
◦ 소르본 선언(Sorbonne Declaration)
- 1998년 소르본대학 800주년 기념을 계기로 이루어 졌으며, 유럽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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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이동과 고용을 위한 열쇠로서 ‘고등
교육의 창조’를 강조
- 유럽문화 발전에 있어 대학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영
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에 의해 채택, ‘공통된 학위 구조’에 대해
서명했으며 다른 나라도 합류할 수 있도록 개방
◦ 볼로냐 선언(Bologna Declaration)
- 1999년 볼로냐에서 유럽의 29개국 문부성장관회의를 통해 유럽지역 고
등교육체제통일의 중요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2010년까지 유럽지역
고등교육체제 통합에 대해 합의
- 볼로냐선언에 대한 후속 회의가 Prague 회의(2001.5.19), Berlin 회의
(2003.9.18-19),

Bergen

회의(2005.5.19-20),

London

회의

(2007.5.17-18)로 이어짐.
- 유럽연합 고등교육체제 단일화와 질 보장에 대한 협약에 따라 자국의
고등교육체제를 개혁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며, 외국 대학(특
히 미국대학)과 비교 가능한 학위체제를 도입하고 석․박사 과정을 강화
◦

Erasmus 프로그램

- 1987년부터 시작된 유럽연합(EU)의 학생교환 프로그램으로 점차 교수,
대학교원 교류로 확대
- 유럽의 31개국 2,199개 고등교육기관이 참여
◦ Socrates 프로그램
- 1995년 3월 14일 체택된 Socrates 프로그램은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유럽공동체 실천 프로그램
- 소크라테스 I :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기간 동안 8억 5천만유로의
예산을 책정하여 수행
- 소크라테스 II : 2000-2006년 7년동안 18억 5천만유로 투자
-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유럽공동체의 교육개발, 상호언어의 습득, 그리
고 상호간의 문화교류 촉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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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국 대학자율화 정책 동향
□ 프랑스
◦ 사르코지 대통령의 대학자율 확대 개혁안
- 대학 총장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제 변경
- 총장의 실질적 예산 및 조직 운영 권한 행사
□ 일본
◦ 대학설치기준의 대강화
- 고등교육기관간 개방성과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교육과 전문교
육과목의 구분 폐지, 교지․교사면적, 전임교원의 기준 완화
◦ 고이즈미 내각의 구조개혁과 규제완화 정책 제안
- 2001년 4월 내각부에 설치된 ‘총합규제개혁회의’는 규제개혁의 추진
에 관한 제1차 답신(2001년 12월), 2차 답신(2002년 12월)에서 고등교
육의 자유로운 경쟁환경 정비를 규정함
- 대학학부 설치규제의 준칙주의화와 인가 억제방침 재검토, 대학설치에
있어서 교지면적기준과 자기소유 비율 규제의 완화, 대학설치에 있어
서 제한구역의 폐지, 대학의 연구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쟁자금 확
충, 사회인파트타임 학생제도의 창설, 대학교원평가 도입, 국립대학
법인화, 교육분야에 주식회사 참여, 대학정보공개촉진, 학교 외의 교
육인정 촉진, 국립대학 교원의 근무조건 탄력화

□ OECD 고등교육 자율화
- OECD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추세는 직접적인 국가통제를 축소하는 경향
이며, 한국과 일본은 대학 자율성이 비교적 제한적임
<OECD 고등교육 자율화 현황>
국가

건물 및

자금

자신의

학문

장비

차입

목적에

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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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의 급여결정 재학생 수
채용 및

결정

등록금
수준 결정

구입

따라 예산 교과내용
사용

결정

해고

한국(국․공립)

-

-

Δ

Δ

-

-

Δ

-

멕시코

O

Δ

O

O

O

Δ

O

O

네델란드

O

O

O

Δ

O

O

O

Δ

폴란드

O

O

O

O

O

Δ

O

Δ

호주

O

Δ

O

O

O

O

Δ

Δ

아일랜드

O

Δ

O

O

O

Δ

O

Δ

영국

O

Δ

O

O

O

O

Δ

Δ

덴마크

Δ

O

O

Δ

O

Δ

O

Δ

스웨덴

Δ

Δ

O

O

O

O

Δ

-

노르웨이

Δ

-

O

O

O

Δ

O

-

핀란드

Δ

-

O

Δ

O

O

Δ

-

오스트리아

Δ

-

O

O

O

O

-

-

터키

-

-

-

-

Δ

-

Δ

O

일본(국․공립)

-

-

-

-

Δ

-

Δ

Δ

주: O 자율성 보유, Δ 어느정도 자율성 보유
자료: OECD(2003), Education polic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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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지원
- 한국은 GDP 대비 전체 고등교육 투자비율이 2.6%로 OECD 평균1.4%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정부 부담은 GDP 0.6%로 OECD 평균 1.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OECD 국가의 GDP 대비 고등교육비>
구 분

정부부담

개인부담

계

한국

0.6
(23%)

2.0
(77%)

2.6
(100.0%)

프랑스

1.1
(86%)

0.2
(14%)

1.4
(100.0%)

일본

0.5
(40%)

0.8
(60%)

1.3
(100.0%)

영국

0.8
(70%)

0.3
(30%)

1.1
(100.0%)

미국

1.2
(43%)

1.6
(57%)

2.9
(100.0%)

OECD 국가평균

1.1
(76%)

0.4
(24%)

1.4
(100.0%)

자료: OECD(2006). 교육지표

8. 사립대학 재정 지원 현황
- 4년제 대학 중에서 사립대학의 비율이 86.0%이나, 국립대학이 전체 국
고보조금의 80%인데 비해 사립대는 20% 불과
- 외국의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보조 비율은 미국 16.1%, 영국 55.9%, 일
본 12.1%

<4년제 국․사립 일반대학의 국고보조금 비교>
구분

합계

국립

사립

학교수

171
(100.0%)

24
(14.0%)

147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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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1,795,520,278
(100.0%)

1,437,252,043
(80.0%)

358,268,235
(20.0%)

주: 1. 2003년 결산액 기준임
2.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대학원대학 등을 제외한 일반대학 기
준임
3. 국립대학의 경우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주요 사업비를 포함한 금
액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5). 국정감사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5). 교육통
계연보

<사립대학 국고보조 비율 국제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국고보조비율(%)

4.5%(2003)

16.1%(1996)

55.9%(1998)

12.1%(1996)

자료 : 한국지역대학연합(2006); 이종갑(2005)

9. 이공계․인문계 대학 위기 현황
[이공계 대학 위기 현황]
- 전체 수능 지원자의 이공계열 지원 비율(%)은 90년대 후반에

비해 상

대적으로 저조한 상태가 지속되는 추세
<계열별 수능 응시자 규모 추이>
구분

1997

자연계

356,559(43.3%)

총 수능인원

824,368(100%)

2003

2004

204,790(30.3%)

211,118(31.3%)

675,922(100%)

673,585(100%)

자료 :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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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청소년의 이공계 대학 진학률이 감소하는 추세

<수능 자연계 1등급 연도별 이공계 진학률>
구분
학생수(자연계1등급)
진학률

1998

2001

51.2%

44.1%

자료 : KDI, 2004
- 이공계 인력의 공급과 산업체의 수요 간에는 양적․질적인 불
일치 현상이 존재
<2001년 - 2010년 전체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와 공급비교>
구분

공급(A)

과학기술인력
전체

공급대비

대체수요(B) 수요증가(C) 전체수요(D=B+C)

848,415

331,506

380,700

수요비중(D/A)

712,205

83.9

주: 누적치임, 단위는 명,%
출처 :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2001 - 2010)
[인문계 대학 위기 현황]
- 인문대의 전과 증가에 따른 학생 수 감소
서울대에 따르면 2학년을 마친 인문대(어문․역사계열) 학생

268명 중

44명(16.4%)이 다른 전공을 택해 전과
<연도별 서울대 인문대 전출 ․ 전입인원>
(단위:명)
연도

전출

전입

2005

52

8

2006

59

9

2007

4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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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대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이 대학에 지원한 전체 연구

비 중 인

문학 비율은 3%-5%이며, 타 분야와 비교 시 상대적 으로 위축

<대학연구비의 재원과 분야별 집행규모>
(단위 : 백만원)
2003

2004

2005

구분
연구비 수혜
대학전체
인문학

교원비율

2,003,230

연구비 수혜

교원비율

2,082,161

연구비 수혜

교원비율

2,374,060

105,015

5.24% 14.31%

85,122

4.09% 14.65% 89,950

3.79%

14.84%

사회과학 116,095

5.80% 16.20%

124,486

5.98% 16.19% 158,371 6.67%

16.55%

자연과학 356,661 17.80% 10.55%
공학

402,291 19.32% 10.44% 414,876 17.48% 10.35%

1,005,193 50.18% 23.45% 1,058,012 50.81% 23.16%

1,165,5
18

49.09% 22.83%

출처 :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보고서(학술진흥재
단, 2003~2005)
- 2006년 대학․대학원의 인문계열 졸업생의 취업률은 63.6%(학부) 및
76.7%(대학원)로 평균 취업률(학부 : 67.3%, 대학원 : 81.9%)보다 낮
음.
<2006년 고등교육기관 취업률 분석>
학교급별

평균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학

예체능

대학

67.3

63.6

62.7

61.9

69.2

64.6

90.2

76.4

일반대학원

81.9

76.7

76.9

79.8

83.1

78.8

93.4

74.9

취업률

출처 : 주요 교육인적자원통계(교육인적자원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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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립대학의 규제 완화
□ 국가유공자 관련 장학교부금 비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학교는 국가유공
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의 학비를 전액 면
제하고, 국가보훈처는 사립대학에서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면제한 부분
에 한하여 면제 금액의 50% 보조
- 초․중등학교는 교육재정결함보조금, 국․공립대학은 교육비특별회계 제도
를 통해 학비를 전액 보조

<국가유공자 관련 학생에 대한 수업료 등 분담 비율>
구분

초․중등학교
(자녀 및 본인 등)

국․공립대학
(자녀 및 본인 등)

사립대학
자녀

본인 및 배우자

학교분담

-

-

50%

100%

정부분담

100%

100%

50%

-

□ 학비면제 비율

- 사립대학은 현원의 10% 이상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
하도록 의무적으로 지정(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
-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의 30% 이상을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가계곤
란자)에게 면제함

□ 교지 인정 기준

- 대학설립인가 지번과 붙은 지번 또는 도로․하천 등으로 부득이 하게 분
리되어 인접한 경우에만 교지로 인정
- 임차 토지는 물론 허가를 받아 대학이 사용하는 국․공유지도 교지로 인
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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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지 확보 기준

-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모든 대학에 대하여 재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지를
확보할 것을 규정
※ 재학생 400명 이하 교사건축면적 이상 확보, 401명～999명 교사기준
면적 이상 확보, 1000명 이상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 확보토록
규정

11. 사립대학의 세제 지원
□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인정 비율

- 법인이 공공법인 등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 소
득금액의 5%(법인세법 제24조 제1항)를 손금으로 인정함
- 학교로 기부하는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의 50%(2008.12.31까지 한시적으로 75%)를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함
※ 2009.1.1부터 소득금액의 50%

□ 소액 기부금 세액공제

-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대상임
-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으로 기부금의 일부를 절
세함
※ 10만원을 기부할 때 절세액
사립대학: 절세액 = 10만원 × 세율(개인별 8.8%～38.5%)
정치자금: 절세액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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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용 재산 등에 대한 지방세

- 대학의 교육사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익사업에서 발생
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도를 100%까지 허용
하여 결과적으로는 수익금을 학생교육에 사용하면 수익금 전체에 대하
여 비과세함
- 대학의 교육용재산은 대부분의 지방세가 비과세되나, 수익용기본 재산
은 물론 학교내 임대 복지매장에 대하여도 각종 지방세가 부과됨

12. 외국의 대학생 해외봉사 사례

□ 미국

◦ 케네디 대통령: 평화봉사단(PeaceCorps)
- 개발도상국에 교육·농업·보건·무역·기술·지역사회개발 분야의 전
문인력을 보내 지원함

◦ 클린턴 대통령: 미국봉사단(AmeriCorps)
- 자원봉사자(17-24세)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
- 자원봉사자는 9-12개월 기간에 1,700시간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4,725
달러 정도의 학비 지원
- 2년 이하 900시간 참여하는 파트타임 자원봉사자(대부분 대학 재학생)
는 위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학비 지원받음

◦ 부시 대통령: 배우고 봉사하는 미국(Learn and Serve America)
-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생을 위한 학교 중심 프로그램, 지역사회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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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대학생을 위한 고등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해 운영

□ 캐나다

◦ Volunteer Abroad Program
- 도움이 필요한 전세계 NGO, 정부기관, 각종 단체에 자원희망자들을 연
결

◦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 해외에서 적절하고 유익한 인턴십 기회를 갖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 8개국과 다양한 전공영역의 해외 인턴십프로그램 운영

◦ SWAP(Student Work Abroad Program)
- 정부 차원의 Working Holidays 교환프로그램 일환임
- 18세에서 35세까지 누구나 신청가능함

13. 대학을 통한 평생학습

- 우리나라 2004년 15세 이상 국민의 1년 동안 평생학습참여율은 21.6%
- 25~64세 성인의 평생학습참여율은 한국은 23.4%로 핀란드 64.8%, 영
국 53.7% 등 대부분 OECD국가의 평생학습참여율에 비해 매우 낮음

<OECD회원국의 평생학습참여율>
국가

평생학습참여율

직무관련평생
학습참여율

한국

23.4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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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64.8

44.1

스웨덴

59.2

-

미국

48.1

44.3

영국

53.7

49.5

스위스

45.3

29.2

자료: OECD(2004, 2005); 교육인적자원부(2007)

14.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 2006년 대학졸업자의 취업률은 67.3%이며 정규직 취업률은

49.2%로

낮은 상태
※ 전문대학: 전체 취업률 84.2%, 정규직 취업률 67.1%
<고등교육 졸업자 취업통계 세부내역(2006)>
취업자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구 분
취업자

취업률

취업자

취업률

취업자

취업률

취업자

취업률

389,157

75.8

299,804

58.4

80,679

15.7

8,674

1.7

전문대학 177,364

84.2

141,464

67.1

32,799

15.6

3,101

1.5

67.3

118,491

49.2

40,183

16.7

3,500

1.5

전체

대학

162,174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한국교육개발원(2006).

15. 외국의 학자금지원제도 사례
□ 국내 학자금 및 장학금 현황
- 학자금 대출 금리가 높고, 장학금 비율이 낮음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의 상환이자 부담(대출금리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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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은 14.5%(’04)
- 가계곤란, 근로 장학금의 비율은 15% 수준(’05)

□ 일본

- 학자금 제도는 무이자 대출(제1종 장학금)과 장기 저리 이자 대출(제2종
장학금)로 구성
- 학생의 학력, 가정형편, 자택에서의 통학여부 등에 따라 지원내용 다르
며, 학자금 지원에는 학비와 생활비 모두 포함
- 학자금 융자 자금은 대출상환금, 국가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재정융자 자
금의 차입금 및 장학업무담당기관의 채권발행으로 조달

<일본 장학금 수혜인원 및 대출액>
(단위: 명, 억엔)
제1종 장학금

제2종장학금

합계

구 분

2004년

수혜인원

대출액

수혜인원

대출액

수혜인원

대출액

438,338

2,504

526,785

4,316

965,123

6,820

(45.4%)

(36.7%)

(54.6%)

(63.3%)

(100%)

(100%)

자료: 일본문부과학성 홈페이지(http://www.mext.go.jp); 한국교육개발원
(2005)

□ 뉴질랜드

- 2003, 2004학년도 학자금 융자신청 자격이 있는 학생의 60%인 156,250
명의 학생이 9억 8,700만 달러의 학자금 융자를 받음(학기당 평균 융자
액 6,316달러)
- 융자 상환 소요 시간은 9.3년이며, 전체 상환자의 75%가 12년 이내에
상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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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학생과 학부모의 소득에 연계하는 소득연계융자제도 도입
- 학자금 융자(생활비) 제도는 정시제 학생을 위한 생활비 보조를 목적으
로 운영

□ 미국

- 미국의 학자금 제도는 학자금 보조(Grant), 학자금 융자(Loans) 및 연방
근로장학금(Federal Work Study)으로 구성
- 학자금 보조는 저소득층 학생대상으로 하며, 상환의무 없음
- 학자금 융자는 학생의 성적에 의해 결정되고, 상환의무 있음
- 연방근로장학금은 학생의 근로 대가로 제공하는 장학금

<미국 연방교육부의 학자금 지원제도>
학자금
유형

연방 학자금 프로그램

Federal Pell Grant

보조금

근로
장학금

융자

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
(FSEOG)

Federal Work-Study

Federal Perkins Loan

Subsidized FFEL or

프로그램의 특징

연간 지원 한도액

- 학부생만 지원됨
- 모든 유자격자는 Pell
Grant 기준에 따라 장학금
을 받게 됨
- 특별한 재정적 필요가
있는 학생에게만 지원됨
- Federal Pell Grant 수
혜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
지고 지원금은 학교사정에
따라 결정
- 학부생과 대학원생 모두
지원
- 학교내외에서 일할 수
있고 학생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됨
-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위
한 5% 금리가 부과되는
융자임
- 상환금은 융자를 해준
소속 대학에 납부함
- 대출자가 재학 중이거나

- 2003-2004: 4,05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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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액 없음

- 학부생: 4,000달러
- 대학원생: 6,000달러

-2,625-8,500달러

Direct Stafford Loan

Unsubsidized FFEL or
Direct Stafford Loan

Federal PLUS Loan

졸업 후 상환 유예나 연기
중인 경우 교육부에서 이
자를 지불
- 상환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함

- 학부생의 학부모를 대상
으로 한 융자

(학점에 따라 결정)

- 2,625-18,500달러
학점에 따라 결정, 동일
기간에 보조된 융자액도
포함된 금액임
- 대출자의 대학재학경비
에서 기 지원 받은 학자금
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함

자료: 미국교육부홈페이지(http://www.ed.gov); 인적자원 투자 촉진을 위한
대학(원)생 학자금 융자제도 활성화 연구(김안나, 2004)

16. 외국의 지역과 대학 간의 협력 사례
□ 프랑스 U3M계획

- 국가교육연구기술부는 ‘U3M계획’ 수립하여 국립과학연구센터
부여하였던 순수 과학적 연구 임무를 대학과 연계하도

에게만

록 함으로써 21

세기의 경제-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고등교육과 연구체계 확립 추진
- 대학과 산업체간의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이 지역 기술 혁신의

원동력으

로 작용하며, 이를 통한 고등교육의 질적 변화와 내실 화 추구

□ 핀란드 ‘Oulu’

- 울루대학을 중심으로 대학과 산업계, 연구소간 네트워크 형성

을 통해

하이테크 및 첨단 과학기술을 제공
- 대학과 산업계의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해 인력교류, 연구기금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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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등

□ 프랑스 ‘Sophia Antipolis’

- 1982년 ‘지방분산법’에 의해 지방의 데파르트망에 힘을 실어 주어 소피아 앙티
폴리스를 테크노폴리스화 하는 사업에 큰 도움이 됨
- 초기정부의 관심속에 출발하여 클러스터 내 혁신주체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
인 참여를 통해 첨단산업 집적지로 성장
- 단지 내․외간 교류활성화 뿐만 아니라 단지내의 협력 네트워킹 강화, 정보교
류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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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토론 1

‘차기 정부에 요청하는 고등교육 핵심 정책 과제’에 대한
토론문

신승호(강원대학교 기획협력처장)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면서 대학의 세계적 순위에 관심
을 가지게 되었고, 또 학생들의 해외교류가 활발해 지고 외국대학을 포함하
여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 문제가
도마에 오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경제력으로는 선진 경제권의 언저리에
들고 세계의 중심축이 아시아 국가로 이동하는 현실에서 40위권에 불과한
고등교육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획기적인 대책의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고등교육의 핵심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발제자의 논고는 시의적절하고 유용하다고 판단
된다. 발제자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처한 현실을 낮은 국제경쟁력과 열악한
교육여건, 미흡한 자율권과 우수인재의 해외유출 그리고 학령인구의 감소와
이로 인한 미충원율의 증가를 들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는 우리대학이 처한
현실에 대하여 적절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발제자는 이러한 문제

진단을 배경으로 경쟁체제 확립, 자율권확대, 국제화 및 지역화지원, 책무성
확립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4대 핵심정책 과제를 제시
하고 있다.
토론자는 이러한 문제의 제기나 핵심정책과제의 도출에 대하여 상당 부분
공감하면서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상충하는 여러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한 발
표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과
제가 수평적으로 나열될 수밖에 없는 점과 제시된 각 과제가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못한 점 등 몇 가지를 아쉽게 생각하면서 총괄적인 면과 세부과
제에 대하여 국공립대학이라는 교육현장에서 당면하는 문제들을 함께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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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토론자는 다음의 세가지 문제점을 우선 지적하
고 넘어가고자 한다.
첫째로 문제의 제기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과제의 중요성과 우선순위
설정이 어려운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싶다. 각론부분에서 다시 이야기할 기
회가 있겠지만 경쟁력 제고와 같이 중요한 문제의 대부분이 재정지원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다거나 대학운영의 자율권이 전반적인 자율권을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나 있다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정책제안은 가능성 있는 다양
한 대안을 나열하고 차기 정부가 취사선택하도록 하기 보다는 가장 중요하
고 우선적인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필요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다.
둘째로 도출된 과제들이 대학 측의 요구만을 담고 있다는 부분이다. 기존
의 대학이 상아탑이라고 하여 사회와 격리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강했다
면, 현실의 대학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요구와 사회적 여망을 충족해
야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정책과제의 도출도 대학의 요구와 함께 대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담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
이 국가적, 사회적 요구와 대학의 필요성이 적절하게 균형을 잡지 못하면 이
러한 정책의 제시나 대학의 요구가 자칫 대학 이기주의라는 비판에 직면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로 대학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은 많이 담겨 있으나 대학들이 하고 있는
또는 해야 하는 노력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
제발표에서 언급된 정책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일반
적인 지원책이나 다양한 정책의 동시추진은 낭비와 부작용의 소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를 경쟁력 중심으로 재편하고 자구노력과 연계하는
추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시범운영 후 확산이나 자구노력과 연계하는
노력 등이 대학에 대한 요구도 함께 제시되어야 정책과제들이 보다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각론으로 들어가서 발제자가 제시한 4가지 핵심정책과제별 세부과제에 대
하여 간단하게 토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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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과제인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는 몇 개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대부분 재정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획기적인 재정확충
은 물론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먼저 제기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을 위한 재
정확보이고 무엇을 위한 재정지원이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GDP 대비 1%의 고등교육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에 이론을 달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재정지원의 총액 규모와 함께 문제가 되었던 것
은 재정지원의 내용이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방향설정이 불분명
한 지원, 나아가서는 상반되는 메시지를 동반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도 있었다. 따라서 이 과제에서는 재정확충뿐 아니라 확충될 재원의 목적에
관한 부분도 보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매년
1조원을 증액하여 2013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확충하는 것에 못지않게
이러한 재원이 중․장기적인 계획속에서 기반확충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부분
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2과제인 대학의 특성화와 다양화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 대학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특히 연구중심, 교육중심, 직업능력중심 등 역할
분담은 많은 대학들에 고통스런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기도
한다. 국립대학의 경우 그동안 4년제 일반대학, 교육대, 산업대, 전문대 등
의 분화된 구조에서 4년제 승격과 통합 등을 통하여 산업대, 전문대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교육대학 체제에 대한 개편도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의 제시도 함께 요구되며, 개별대학에 대
한 역할 분담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1도 1국립대 체제를 구축하여
권역내 역할 분담을 담당하도록 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특히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사이의 역할분담에 대한 것도 함께 언
급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공계 및 인문학 육성에 대한 부분도 시간과
지면의 제약이 있어 단편적으로 제시되었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인 이공계 활
성화가 아니라 우수 이공계에 대한 집중육성 등으로 정책의 방향을 구체적
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학생들의 이공계 선택감소가 단순한 기
피라기보다는 산업현장의 변화를 이미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이다.

인문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문학 육성이 아니라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넘어 3~4만불 시대를 겨냥한 인문학의 대중화와 세계적 경쟁력 확
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발표자는 핵심정책의 두 번째 과제로 대학운영의 자율권 확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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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율권 문제는 그동안 대학과 정부 사이에 끝없이 줄다리기를 해온
사항이다. 교육부는 대부분의 권한을 대학에 이양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하
여 대학은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없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근
본적으로 양적 자율화가 아닌 질적 자율화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다. 대학자율화의 핵심은 몇 개의 규제를 대학으로 넘겨주었느냐가 아니라
핵심적인 어떤 기능을 이관했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된다. 대학 자율권의 보
장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사회적 감
시기능의 작동과도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 자율화의 축을 사후관리시스
템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발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에 더하여
사회적 감시기능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시제 등을 활용하고, 특히 이 과정에
서 대학평가, 경영진단, 인적자원 개발 등 대교협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여
야 할 것이다.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대학이 가져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
지가 없다. 다만 현재와 같이 서열화된 대학구조와 80%가 넘는 대학진학률
은 대학선발방식이 고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면에서 고교교육정상
화와 함께 연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과제로 선정한 대학의 글로벌화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처한 상황
에 따라 요구 수준이 크게 다른 것이다. 대학의 글로벌화 국제화하면 우선적
으로 떠오르는 것이 외국대학과의 교류, 해외유학생 유치 등이며 지표도 영
어강의, 외국인 교수수 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는 방법 또는 결
과이지 목표가 될 수는 없다. 대학 글로벌화의 우선적인 목표는 대학의 국제
적 경쟁력의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국제교류를 통하여 내적인 자
기수준의 진단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대학 스스로의 경쟁력 확
보 없이 외형중심으로 국제화를 추진하는 것에는 큰 위험부담이 있다는 것
을 지적하고 싶다. 이미 각 분야에서 각종 국제인증을 통하여 국제표준에 접
근하고자하는 노력이 있으며, 외국학생들의 유입도 가속화되고 있다. 발표자
가 제시한 국제석학 유치, 외국인 학생 유치확대, 대학생 글로벌 마인드 제
고 사업과 교육수출은 이미 각 대학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도하고 있는
것 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책을 통하여 특정한 사업으로 추
진하기 보다는 대학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평가하여 대응하는 형태로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에서 언급된 지방대학 육성의
문제에 대하여 토론해 보고자 한다. 먼저 대학의 구분이 수도권대와 지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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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는 것에 큰 문제가 있으나 이는 때늦은 감이 있다. 토론자는 실제로 지
방대와 수도권대학의 차이는 거점화 기능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본다. 수도권
대학은 그 자체로 일종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데 반하여 지방의 대학
들은 산재해 있어 시너지 효과를 얻기 힘든 면이 있다. 따라서 발제자가 제
안한 지역거점의 강화와 지역대학간 상생네트워크 구축은 매우 중요한 점이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다만, 지역적으로 산재한 대학들 간에 어떤 형식
의 네트워크 구성이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
다고 본다.
지역거점 기능은 주로 지방의 국립대학들이 역할을 맡고 있는데, 지역거점
대학들은 대부분이 60여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절반 이상의 대학
건물이 국민소득 1,000불 시대에 지어진 30년 넘은 노후 건물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지역의 대학들이
평생학습에 기반한 성인교육과 직업재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
며 이를 위하여 대학의 시설을 활용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는데 동감한다. 이
에 더하여 지방인재의 지역정착을 위해서는 지방 이공계 졸업생들이 지방
우수 이공계 교수들의 연구실에서 한시적으로 연구인턴 등을 담당할 수 있
도록 하여 대학의 자구노력에 의한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과 함께 연구인력
부족의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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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차기 정부의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에 대한 의견
아주대학교 기획처장 김민구

차기 정부의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려고 한다.

1) 정부 주도형 교육 정책에서 대학의 자율과 책임에 따른 관리 운영

2) 예측 가능하고 교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재정적 지원

3) 현실적인 연구비 정책

첫째는 책임이 따르는 자율적 대학 운영이 가능토록 고등정책을 폈으면 한다. 교
육부는 대학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그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
율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학생 대 교수 비
율, 교수 자격 요건, 학점 인준 기준 등 최소한 요건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요건의 충족 여부는 매년
체크하고 감독해야 한다. 또한 재정에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예를 들어 외부 회계감
사를 의무화 하는 등,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
면 학교의 운영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교육부 자
체의 업무도 대폭 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최근에 교육부가 추진하
려고 하는 정책 중에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의 선택 문제의 경우 싶
게 결정할 수 있는 대학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어떤 분야는 연구 중심으로 어
떤 분야는 교육 중심으로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학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보다는 정부가 제안하는 프로젝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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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받기 위해 대처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노력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예측 가능하고 교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재정적 지원이다. 경쟁력 있
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등록금만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학교의 질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대학은 학생 수에 비례하여 일정액을 지원해
야 한다. 그리고 지원액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여러 종
류의 사업을 만들어 평가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교수
들은 상당 시간 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교수 본연의 업무에 전담하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도 명문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 전체 예산의 10%-20%, 주립대학의 경우는
30%-50% 정도 주정부가 지원하고 주정부의 정책을 잘 따르지 않는다든가 문제가
발생하면 예산을 삭감하는 정책으로 대학을 관리하고 있다.

셋째는 현실적인 연구비 정책이다. 교육부, 과기부 등에서 지원하는 우수연구과
제에 대한 지원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정립되어 잘 운영되고 있지만 연구비의 현
실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구를 진행하는 교수들의 인건비
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 12개월
월급의 지급과 그 중에 연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생각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교수가 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연구비를 지급하
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다. 사실 교수의 월급은 연구를 하지 않든 하든 월급인 것이
다. 또한 교수들의 월급 중 연구비로 지급하는 부분에서도 세금을 이미 상당 부분
징수하고 있어 과거 연구를 열심히 하는 교수들에게 혜택을 주려했던 정책은 이미
시효가 말료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미국에서처럼 교수들이 받는 연봉
은 9개월 치로 간주하고 3개월분의 인건비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는 연구비가 인상되어야 하며 관리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인건비에 대하여 Overhead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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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차기정부에 요청하는 고등교육 핵심정책과제 토론
신정철(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발제자가 제안한 중요 정책과제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견과 보완사항을
언급하고자 한다.
1. 대학정책의 다양화․차별화
o 대학의 여건과 지향하는 목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국가정책으로
획일화하는 것은 비효율과 더불어 대학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
과를 초래함
o 정부는 우선 대학의 주된 미션에 따라 대학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접
근하여야 하며,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접근은 지양되어야 함. 예를 들면,
연구중심대학으로서 세계의 유수대학과 경쟁하여야 하는 대학과, 학부 및
교양수준의 교육에 역점을 두는 대학, 산업인력 공급에 역점을 두는 대학
을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부가 대학의 다양성을 제약하고, 궁
극적으로는 대학의 경쟁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o 이러한 정책의 다양화 및 차별화는 어떠한 정책과제 보다도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임. 참고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대학의
Mission Classification 체계를 갖추고 있거나, 또는 마련하는 과정에 있
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함
2. 학술정책의 수립
o 오늘날 대학 간 국제경쟁의 핵심이 대학들 간의 연구력 경쟁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부차원에서 학술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마련하여
야 함. 이를 위해서는 학술연구의 진흥 및 이의 보급을 위한 정책차원의
정책이 필요함. 즉, 현재와 같이 연구비 지원기관(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
재단)이 연구예산을 배정하는 것과 더불어, 학술연구의 진흥을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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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함
o 예를 들면,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간의 비중, 이공계와 인문사회계간의 비
중, 기관에 대한 지원과 개인에 대한 지원간의 비중, 연구 성과급(연구수
당)과 연구보조원에 대한 지원 간의 비중, 장기연구 지원과 단기연구 지
원간의 비중, 연구계획 중심의 지원과 연구실적 중심의 지원간의 비중 등
에 대한 반성적 고민이 필요함.
o 아울러, 연구결과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먼저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노력과 더불어 좋은 연구결과를 논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널리 보급할 수 있어야 함. 지난 10여 년간의 노력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연구역량은 급속도록 팽창하여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음. 다만, 인문사
회분야의 경우 언어적인 한계 등으로 인하여 국제적인 학술지 게재경험이
나 국제학술지 발간경험 등이 부족하여 실제 연구역량에 비하여 연구 성
과가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음.
o 따라서 향후 과제는 정부의 학술연구 지원정책을 분석적으로 평가하여 기
존의 학술연구지원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하여야 함. 또한, 연구비 지원기관
의 연구비 지원이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규제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 자체 보다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행정적인 요
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함
3. 대학재정의 양적 확충과 운용의 효율성 증대
o 부족한 대학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정부의 예산 중 고등교육 분야에 대
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야 함. 아울러, 앞으로는 재정운용의 효율
성에도 점차 관심을 가져야 함. 정부는 대학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학들로 하여금 많은 재정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고는 있으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재정투자는 자칫 대학들의 변화를 어렵게 만들고
대학의 구조개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예를 들면, 적은
투자로 얼마나 많은 연구 성과를 만들어 내느냐 또는 얼마나 좋은 교육성
과를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함.
o 대학들로 하여금 변화에 대한 적응을 어렵게 만들고, 장기간 막대한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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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투자를 요하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같은
기준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외견상 타당해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
으로 모든 대학들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님. 특
히, 전임교원 확보에 많은 재정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학의
구조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곤란함.
o 앞으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및 대학평가 등에 있어서도 재정투자의 양
적인 측면과 더불어 효율성에 대한 관심도 동시에 가져야 할 것임.

4. 대학의 자율성 확대
o 대학의 자율성 확대의 걸림돌이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고민하
고, 대학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
이 무엇인지 고민하여야 함. 자율성은 단순히 대학구성원들의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국의 대학들과의 경쟁에 필요한 대학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임. 자율성의 제약은 필연적으로 대학경쟁력의 저하를 가져올
것임
o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함. 첫째로, 대학
을 일종의 행정기관으로 인식하고 모든 공문을 이첩하고, 행정적인 절차
를 준수하도록 하는 관행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임. 대학이 행정의
최 말단 단위인지 또는 교육 및 연구기관인지 고민하고, 그에 근거하여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임. 또한, 특정한 대학이 문
제가 있다고 하여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새로운 규제를 양산하는 관행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임. 둘째로, 대학들이 일종의 정치적 활동인 국정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함. 물론, 대학들이 정
부의 재정을 지원받고는 있으나, 그렇다하여 대학들이

그것이 정치활동

의 일환인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는 지는 여전히 의문이 있음
o 또한, 정부의 대학정책도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함. 향후 대학에 대한 정부
간섭은 투입 및 과정에 대한 통제를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결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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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토론회 발표 자료

서수용(한국대학신문 N&S 본부장)

가. 주제 발표에 대한 평가
현재 국내 대학들은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사느냐, 죽느냐’ 바로 이것이 지금 대학들에게 던져
진 최대 화두다.
그러나 대학들이 이 같은 어려운 시기에 처해있지만 대학에 대한 사회의
평가는 엄격하고 냉정하기만 하다. “왜 국내 대학들의 국제 경쟁력이 이것
밖에 안 되는가”는 질타의 목소리도 높다. 그래서 한 대학 관계자는 “사회
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지금 대학들에 대한 냉소적인 평가는 전적으로 대학의 잘못에 기
인한 것일까? 대학이 충분한 재원과 기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 물론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대학들은 다양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대학들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결국 대학에
대한 획기적이고 전폭적인 재정지원과 나아가 대학들의 자율성 담보가 대학
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4대 핵심 정책과제별 세부과제’ 가운데 오늘 발표에서 제
기된 대학재정의 획기적 확충과 대학운영의 자율권 보장을 위한 안들은 매
우 구체적이고 또한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들이라고 본다. 다만 현실적인 대
학들의 니즈를 고려해 몇 가지 의견을 추가한다면 다음과 같다.

- 77 -

○...구태적인 세제 조항 수정해야
대학에 대한 세제 지원 및 재정관련 규제 완화(13p)에 대한 부분은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도 덜고 대학에는 비용 절감을 통한 비용 확보를 유도한
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제안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할 수 있는 점
은 사립대의 경우 세금 부가와 관련된 오래된 조항들 때문에 지자체와 끊임
없이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실례 가운데 하나가 대학들이 운영하고 있는 임대 상점 또는 건물에 관
한 경우다. 일반적으로 지자체들은 대학이 직영하지 않는 임대 상점이나 건
물 등은 대학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판단,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학들은 임대 상점 등은 구성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비록 임대의 형태이긴 하지만 명백히 대학의 고유목적사업이라는 입
장이다. 특히 식당, 매점, 여행사 등 상점들을 일일이 대학이 직영할 수 없
는 현실에서 임대는 복지에 대한 구성원의 요구와 대학의 고유사업을 동시
에 충족시키는 효율적인 형태라는 게 대학들의 주장이다.
이처럼 현실과 맞지 않는 구태조항을 전면적으로 수정한다면 대학들의 세
제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대학 재정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 : 별첨 자료, 한국대학신문 2005년 10월 3일자 1면 기
사)
○...균형적인 발전 전략 마련 필요
발제자는 대학의 특성화와 다양화 지원을 위해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10개, 세계 TOP 10 학문 분야 10개 육성이라는 이른바 10·10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국내 대학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매우 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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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10·10 프로젝트가 대학 간 양극
화 발생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10·10 프로젝트에 해당되
지 않는 대학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동시에 마련해 대학들의 균형발전을 유
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학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에 대한 법적인 지위 부여
대학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의 독립적인 법적 기구로 구성
돼야 한다. 현재도 많은 대통령 산하 위원회들이 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
어 위원회의 결정들이 권고 내지 자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대학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
적인 기구로 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의 자율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유도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학의
발목을 잡는 각종 행·재정 규제들은 분명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 그러나 중
요한 것은 대학의 자율성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
학의 자율성이라는 의제가 논의될 때마다 사회는 그러한 대학의 주장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왔다.
왜 그런가? 이유는 간단하다. 아직 대학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회의 불신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대학의 자율성은 요원할지 모른다.
따라서 정부·시민단체·학계 등이 참여하는 대학자율화위원회(가칭)를 구성
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대학 자율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전문적인 평가기관 설립과 인풋 중심의 평가제 도입
현재 국내의 대학평가는 중앙일보와 대교협 등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매년 그 전문성과 신뢰성이 의심되고 있다. 따
라서 대학 평가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전문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대학을 평가할 수 있는 대학전문평가기관 설립이 요구된다.
또한 미국의 경우 대학 평가의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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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평가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평가함으로써 대학의 교육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대학평가를 아웃풋 중심이 아닌 인풋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현재처럼 대학이 제공하는 교
육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나. 대선 후보별 고등교육 정책 공약 비교

구 분

주요 공약

▶3단계 대입 자율화
(1단계: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
이명박
율화→2단계:수능과목 축소 → 3
단계:완전 자율화)

대학재정관련 공약

대학 자율화 관련 공약

구체적으로 제시된 공약 없음

3단계 대입 자율화

▶세계 수준의 특성화 대학 50개 육성
▶고등교육 예산 10조 확대로 사립대
지원
▶대학원 중심대학·교육중심대학·
▶고등교육 예산을 현행 5조에 ▶대학에 대한 교육부 간섭 배
정동영 평생 및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대학
제 (11월 1일 교총 토론회)
서 10조 확대로 사립대 지원
을 특성화
▶서울대 공대·의대·약대·경영대
등 법인화하여 슬림화
▶대학평의회 등 교육자치 역량 강화
▶2020년까지 세계 명문대
Top 100에 10개 대학 진입
▶기초학문 및 우수과학두뇌
집중 육성
이인제
▶5개 권역의 지식경제대특구
내에 지식기반 대학과 첨단과
학 연구소 설치
▶대학 등록금 걱정 해소

구체적으로 제시된 공약 없음

구체적으로 제시된 공약 없음

▶대학평준화에
따른
2조
4376억원
추가지원(2012년
기준)
▶대학평준화에 따른 2조 4376 ▶교수회·학부모회·학생회 법
제화 등으로 대학 자치 실시
▶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 억원 추가지원(2012년 기준)
권영길 위로 대학평준화
▶교수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등으로 대학 자치 실시
▶국공립대 교수 1만명 증원
▶대학등록금 상한제
▶3불 정책 유지

문국현 ▶지방대학발전특별법 제정

구체적으로 제시된 공약 없음

구체적으로 제시된 공약 없음

▶국립대 공동학위제 실시

각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고등교육정책 공약 가운데 대학재정과 대학자율
화와 관련된 공약을 분석해보면 대학재정은 정동영 후보와 권영길 후보가,
대학자율화는 이명박 후보, 정동영 후보, 권영길 후보 등이 공약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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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시된 공약들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수준이
아닌 원론적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각 대선 후보들이 구체적으로 공약을
마련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다. 마무리 총평
대학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국가 역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대학의 경
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각 대선 주자들은 교육 공약과 관련해 ‘대학 개혁’
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저마다 ‘교육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다. 또한
사회 역시 더욱 강하게 대학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서비스 주체인 대학 중심의 개혁이다. 즉, 대
학의 니즈와 목소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대학 개혁을 단행해야만 진정한
대학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즉 일방적으로 대학 개혁이 이뤄질 경우 오히려 개혁이 아닌 퇴보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 하나 대학과 관련된 정책의 안정성과 장기적 비전이 전제돼야 한다.

이

를 위해 무엇보다 교육부 장관의 임기보장이 요구된다. 그동안 교육의 수장
인 교육부 장관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수시로 교체되면서 교육정책은 계
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오죽 했으면 교육현장에서는 “열차는 계속
달리고 있는데 기관장이 자꾸 바뀌면 어떡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
겠는가. 독일의 경우 외교의 비스마르크로 불렸던 한스 디트리히 겐셔 전 외
무장관이 독일 통일 전후(74년부터 92년까지)로 외무장관을 지냈다는 점이
독일 통일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각 계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교육계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학계는 구체적인 행동을

- 81 -

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오늘 이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의 중지를 모아 분명
하게 우리의 요구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대학 중심의 대학 개혁
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을 재차 강조한다.

※별첨자료

대학가 세금 전쟁 ‘몸살’
지방세 두고 대학 vs 지자체 갈등

대학가가 세금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방세를 둘러싸고 대학과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세금 반환소송, 이의신청 등이 잇따르고 있어 조속한 대책이 요구된다.

◆세금전쟁, 속출 = 현재 경희대 수원캠퍼스와 용인시청 간에 등록세, 취득세 반환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용인시청이 경희대 수원캠퍼스 기숙사에 입주해 있는 임대 상점들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하자 경희대 수원캠퍼스가 이에 불복해 2002년에 첫 소송을 제기한 뒤, 어느덧
3심에 이르게 됐다.
1심(서울지법 2003년 7월)과 2심(서울고법 2004년 7월)은 경희대 측이 모두 승소했다. 만일 경
희대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면 7억원 상당의 세액을 환급받게 된다.
연세대는 지자체가 공학원에 부과한 지방세를 두고 지자체 및 행정기관과 한 차례 혈전을 벌였다.
공학원은 지난 1999년 LG, 풀무원 등 기업체들의 기부금을 통해 지어진 건물로 현재 LG·풀무원
을 비롯, 삼성·KT 등이 입주해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일반기업체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매년 재산세, 소득세, 취득세를
부과해왔다. 이에 연세대는 공학원은 일종의 산학협동건물로 과세는 부당하다며 서울시와 행정자치
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끝에 결국 지난 7월 12억원을 환급받았다.
경희대 수원캠퍼스와 연세대 사례는 대학가에 적잖이 일어나고 있는 세금 전쟁의 대표적 사례다. 이
두 대학 외에 지자체와의 갈등으로 행정소송 및 이의제기까지 이른 대학은 드물다. 그러나 한국사학
진흥재단에 따르면 세금과 관련한 대학들의 문의가 끊이지를 않고 있어 대학과 지자체의 또 다른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갈등의 배경은 = 지방세를 둘러싼 갈등은 비과세 대상에 대한 대학과 지자체의 시각차에 기인한
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종교·자선·학술 등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대학도
고유목적사업에 부합되는 재산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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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대학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다는 것. 특히 대학들이 운영하고 있는 임
대 상점 또는 건물이 갈등의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지자체들은 대학이 직영하지 않는 임대 상점이나
건물 등은 대학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판단,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다. 행정소송까지
치달은 경희대 수원캠퍼스와 용인시청의 경우 기숙사 내 임대매장이 문제였다.
용인시청 관계자는 “비과세 대상에 대한 대학과 지자체의 관점차는 있을 수 있지만 법규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들은 임대 상점 등은 구성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비록 임대의 형태
이긴 하지만 명백히 대학의 고유목적사업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식당, 매점, 여행사 등 상점들을 일
일이 대학이 직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대는 복지에 대한 구성원의 요구와 대학의 고유사업을 동
시에 충족시키는 효율적인 형태라는 게 대학들의 주장이다.
경희대 수원캠퍼스 기획조정실 변호연 팀장은 “실질적으로 사회가 변하고 있는데 일괄적 잣대로
제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폭 넓은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갈등 해결책은 = 비록 경희대와 연세대 사례이긴 하지만 지방세를 둘러싼 대학과 지자체의 갈등
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대학은 없다. 물론 국립대의 경우 법에 따라 1백% 면세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예외다.
결국 세금 전쟁은 사립대의 몫이며 이에 따라 국립대와 사립대 간 형평성 논란도 발생할 여지가 있
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 비책은 없을까? 우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세무)는 “법리 문제는 법률 조항이 명백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면서
“결국 임대냐 그렇지 않느냐의 사실 문제인데 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
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희대 수원캠퍼스가 1심, 2심에서 승소했다는 사실과 행정자치부가 연세대의 손을 들어줬
다는 것을 봤을 때, 지방세를 둘러싼 갈등에서 대학들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게다가 얼
마 후면 경희대 수원캠퍼스와 용인시 간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이어서 대법원 판결이 갈등의
종지부를 찍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행정자치부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후 보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
다.

정성민 기자 (news@unn.net) | 입력 : 2005-10-01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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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5

‘차기정부에 요청하는 고등교육 핵심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요지
정 일 환(대구가톨릭대학교)
I. 머리말
□ 새로운 정치․사회 환경의 변화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가 2007년 11월 15일 [고등교육 비전 415]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우리나라를 세계 속의 고등교육 강국으로 육
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 4대 핵심정책과제와 15개 세부실천과제를 차기정부
의 핵심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점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발표문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대학의 낮은 경쟁력, 대학교육재정의
부족 및 열악한 교육여건, 대학운영의 자율권 확보 미흡, 우수인재의 해외유
출 심각, 대학입학 학령인구의 감소와 미충원률 증가 등은 우리 대학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음. 이외에도 대학교육의 심각한
현안과제로 대학교육 프로그램의 적합성 미흡, 대학졸업자의 낮은 전공연계
취업률 및 청년실업의 증가, 대학교육 성과의 낮은 사회적 기여도 등 대학교
육의 투입, 과정, 산출 및 성과에 있어서 총체적인 부실을 지적할 수 있음.
□ 먼저,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의 필요성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음.
○ 한 국가의 경쟁력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국제
경쟁의 시대에 경제 및 사회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가생산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교육부문이며, 국가운영에서도 국방, 경
제, 교육의 문제가 중요한 3요소로 등장하고 있음.
○ 한편, 국제경쟁력 지수를 보면, 한국의 경우 국가경쟁력보다 교육제도
(IMD '06년 38위/61개국; ‘07년 32위/55개국), 대학교육경쟁력(50위/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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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40위/55개국)이 다른 부문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도 대학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본질적
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제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음.
□ 한국대학의 현주소를 보면, 강점 및 기회 요인으로는 대학교육 기회의 대
폭 확대로 풍부한 인적자원 배출, 박사급 이상 고급 인력의 대학집중으로 연
구 잠재역량 풍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확대 및 구조조정 공감대
형성,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범정부적인 지방대학 육성 의지, 지식정보화에
따른 성인의 계속교육 수요 증가 등을 들 수 있으며, 약점 및 위기요인으로
는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교원, 시설 등 교육여건 취약, 백화점식 종
합대학화로 특성화가 미흡하고 수월성 추구 부족, 대학 운영체제의 비효율성
및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의 부재, 산업현장의 수요와 유리된 대학교육, 학령
인구 감소 및 수도권 위주의 대학 서열화로 지방대학의 공동화 심화, 고등교
육 시장 개방 요구증대와 외국대학에 대한 선호 경향 등을 들 수 있음.
□ 현 대학교육의 주요 쟁점으로는 대학 자율화(대학자율화 및 규제개혁, 대
학입학제도의 개선 등), 대학의 국제화(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확대, 국제발
표 논문의 확대 등), 대학의 구조조정 실현(국립 및 사립대학의 통합 유도,
국립대학의 법인화 추진 등),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효율화(Brain Korea 21
사업, 누리사업의 확대 등) 등을 들 수 있음.
□ 대학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지식정보사회, 세계화,
개방화, 다원화 사회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작성․제시한 고등교육 비전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경쟁력을 갖춘 대학, 지역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를 양성하는 대학, 사회발전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대학)과 정책방향(대학교
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경쟁체제 확립, 대학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운영
의 자율권 확대, 세계적 수준의 대학육성을 위한 국제화․지역화 지원, 대학
의 사회적 기여도 제고를 통한 책무성 확립), 4대 핵심 정책과제(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 조치 강구, 대학운영의 자율권 보장, 대학의 글로벌화
추진, 지역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 및 15개 세부과제 내용들은 체계
적이고 현실성 있어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지향해야 할 나침반을 제공해 주
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는 데 정부와 대학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임. 따라서
토론자는 발표원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학교육의 정책기조 및 과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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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보완․강조하는 것으로 토론에 대
체하고자 함.

II. 토론 요지
□ 대학입시 자율화 방안
□ 원칙과 전략
○
○ 대학입시 자율화를 통해 학생들의 입시부담과 학습부담을 줄여야 함. 3
단계 대입자율화의 전략모색이 필요함.
(1) 1단계: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
- 대학이 학과의 특성에 따라 지원자의 학생부와 수능 반영을 자유롭게 하
고, 정부는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고급심화과목제도
(AP) 등에 대하여 지원해야 할 것임.
(2) 2단계: 수능과목 축소
- 현재 평균 7과목을 응시해야 하는 수능과목을 학생의 수준과 적성과 대
학이 요구하는 과목 위주로, 보통과정, 탐구과정 중에서 각각 2~3개씩 4~6
개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하도록 함.
- 지원학생의 다른 과목의 성취수준이 필요한 경우, 대학이 개별학생의 교
과별 내신을 참조하도록 함.
(3) 3단계: 완전 자율화
- 대학이 본고사 없이도 학생의 잠재력․창의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생
을 선발할 수 있는 대학 자체 학생선발능력과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대학입시를 완전히 대학에 맡기는 완전 자율화 단행
□ 국제화된 인재양성 방안
□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육성을 통해 첨단과학기술 인재 10만명, 국
제 금융,통상, 외교 인재 10만명,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10만명을 유치하는
Triple 10 프로젝트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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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단과학 기술인재 10만명 양성
- 신성장동력산업을 이끌어 갈 창의적 연구개발 인재 양성
- IT, BT, NT, CT 등의 분야에서 수요조사 후 적정 배분하여 인재 양성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한국인의 강점을 살리는 인재 양성
(2) 국제 금융, 외교, 통상 전문인력 10만명 양성
- WTO, FTA 등 세계화된 환경에서 활약할 국제화된 인재 육성
- IMF 위기관리, 펀드 매니저, 국제분쟁 해결 등 금융, 통상, 외교 분야
인재 육성
- 전문대학원 육성
(3) 외국인 유학생 10만명 유치
- 중국, 몽골, 베트남 등 양질의 대학교육 기회가 부족한 국가의 우수 유
학생 유치
- 선진국 및 유학생 유치국가의 우수교수 초빙
- 교육수지 격차 완화
□ 대학교육의 현장 적응성 제고방안
○ 현장 적용형 대학교육 강화
- 대학의 주문형,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강화
- 교육과정에 대한 기업체의 요구 전달 통로 마련
- 대학생 취업률 제고를 위한 연차별 계획 수립
․4년제 정규직 취업률 : 49.2%(’06) → 80%(’12)
○ 대학과 산업체간의 협력 강화
- 교수와 기업체간의 협력에서 탈피하여 대학과 산업체간의 긴밀한 협
력 강화
- 대학과 산업체간의 인적교류 활성화
○ 대학생의 취업 진로지도 강화
-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각종 취업관련 정보제공
- 직종별 취업에 필요한 대학의 교과목 수강 지도 강화

- 88 -

□ 취업률 높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 대학교육 평가인증(대학평가 전문가, 지역인사 주도, 민간기구 중심의
대학질 관리체제 도입)을 받은 대학에 대하여 취업률(일정기간 이상 취업상
태 등 질적 부분 고려)과 충원률, 학생수를 기준으로 재정지원액 결정
- 포뮬러 재정지원(formula funding)방식으로 자의적 평가에 따른 불필
요한 관료행정과 비효율성을 줄이면서 대학들이 실제 학생에게 유용한 교육
을 내실있게 하고, 높은 취업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쟁 촉진 유도
- 일정수준의 충원률, 취업률을 달성한 대학에 취업비율에 비례해서 일정
액 지원 방식으로 선정된 대학 지원
- 대학에 대한 모든 행․재정지원과 정부정책 직접 연계 지양
□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는 친-평생학습 교육환경 조성
○ 성인 및 학습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
- 특별전형, 편입학, 사내대학 등 계속교육 기회 제공
○ 졸업생(성인)의 재교육 강화
- 지역사회 인적자원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의 계속교육 역할 강화
- 경력차단 여성 및 중․고령자 등의 취업을 위한 대학의 연수기능 강화
○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기능 강화
- 지역사회 내 교육기관, 행정기관, 산업체, 시민단체 등 수직․수평적
연계 체제 강화 및 관련 기관 내 정보 교환을 위한 네트웤 확립
○ ‘일-학습-삶’이 하나 되는 지역 평생학습도시 확대
- 평생학습체제 인프라 구축(유비쿼터스환경 조성, 진로지도전문가 배
치, 지역특성에 적합한 진로정보개발 및 보급․확산 등)
-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실버 세대 특화 직업교육과정 개설․운영
□ 계속학습을 통한 평생교육기회 확대
- 생활 근접형, 고객 만족형 질높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 4050 New Start Project: 40대 50대 평생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실질
적 재교육 확대
-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확대를 위한 바우처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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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계좌제 활성화: 경험학습 결과의 평가인증을 통한 자격 부여

□ 대학 행정․경영 전문가 개발 육성
○ 대학 행정․경영 전문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 대학 행정․경영 전문가를 위한 연수 활동 강화

III. 맺음말
□ 대학체제의 역량 강화없이는 국가 경쟁력 제고는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의 합리적인 대학정책 추진과 더불어 대학자체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
는 자율능력 제고가 요청됨.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
하여 교육․연구하는 대학에 대하여 더 이상 관치에 의한 대학운영으로는 창
의적이고 경쟁력 높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대학 스스로 대학에
주어진 미션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대학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 학문
적으로 소홀히 되고 낙후된 사회적, 인적, 프로그램 등의 제 분야에 대한 정
부의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오늘 대학 구성원들이 모여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대학발전을 위한 정
책과제들이 실제 정부의 정책적 차원 및 대학 구성원들의 자구적인 내실있
는 조치들과 조화를 이루어 정치․경제․사회 환경 변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패
러다임의 대학상을 정립하는 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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