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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5년 동안(’08~’12) 추진해 온 교육과학기술정책의 현황과 성과
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집대성한 정책자료집 「인재대국 진입으로 선진일
류국가 실현」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 교육과학기술의 현주소를 가늠해
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정책자료집의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인재대국’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
서 내건 5대 국정지표 중 하나이자, 선진일류국가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
심 과제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은 인재대
국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교육과학기술정책도 과거 산업사회
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미래사회를 만들어가
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패러다임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교육과 연구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그 중심에 있는 우리 학생들과 국민들
이 인재대국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정책자료집의 발간은 한 시기의 정책을 역사로 남기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주
요 정책을 기술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간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해
온 개별 정책들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으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발전되
었고, 현재 어디에 이르렀는지를 사실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기록이 축적되어 가면서 행정과 학문의 발전이 가
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히
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본 자료집은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권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에 따라 ‘모두를 위한 교육’, ‘창의인재 양성’, ‘대학 개혁’, ‘과학기술 혁신’이
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자료집에는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 배경 및
성과, 주요 내용, 향후 과제 등을 소상히 담았고,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의 현주
소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통계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직, 재정규모 및 소관 법
령도 수록하였습니다. 본 자료집이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이 나아갈 방향을 모
색하는 좋은 자료이자 지침서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분주한 가운데서도 정책자료집의 발간을 위해 노력한 편집진, 검토자 등 관계
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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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절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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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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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대학은 대학의 다양한 기능 중 특히 ‘연

이에 정부는 향후 국가경제발전에 주도적인 역

구’에 초점을 둔 대학으로 지식 창조와 보급에 힘

할을 할 연구중심대학 육성 및 연구의 질적 성장

쓰는 학문적 기관을 의미한다. 연구중심대학에 대

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다양한 재정지원사업

한 아이디어는 19세기 독일 훔볼트(Humboldt)의

과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이로써 연구중심대학

고등교육 이념에서 비롯되어 미국에서 더욱 발전

의 핵심 요소인 훌륭한 인재, 풍부한 자원, 적절

되었으며, 이는 오늘날 미국이 세계 초일류 국가

한 거버넌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 법인

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또한 영

화를 추진하고, WCU(World Class University),

국, 호주, 일본 등의 경제적 성장의 이면에는 국가

GPF(Global Ph.D. Fellowship), SSK(Social

발전을 선도한 연구중심대학들이 있었으며, 오늘

Sciences Korea)사업 등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대

날 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에서도 경쟁력 있는 연

학원 재정지원사업 확대 및 학술지 제도개선 등을

구중심대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세계 각국이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연구중심대학이 새로운 지식을 창
출·보급하고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발전에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연구중심대학은 민간영역에서 소홀하기 쉬운 기
초학문 분야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 국부
의 원천이 될 창의적 실용지식을 창출하고, 특히
기초 연구수행이 교육과 병행됨으로써 향후 국가
발전을 선도할 핵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30여 년간 높은 경제성
장과 교육열로 고등교육의 급격한 양적 팽창이 이
루어졌다. 1970년에 64개에 불과했던 대학원수는
2011년에는 1,167개로 대략 18배 증가하였으며,
대학원 재학생 수는 같은 기간 동안 약 54배나 증
가했다. 또한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 확대로 연
구의 양적 발전도 눈에 띄게 증가하여 2008년 우
리나라 SCI 논문게재 수는 세계 12위를 기록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 비해 연구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논문 당 피인용 횟수는 세계 30
위 수준에 그쳐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
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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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체가 교수 중심의 총장 직선제를 실시하

제1절

법인 서울대학교 출범

고 있다. 직원이 참여하거나 학생대표까지 참여
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교수가 총장선거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교수 중심의 의사결
정 관행과 총장 직선제의 문제점은 외부 환경변화
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에 미흡하고 직선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제로 선출된 총장이 학내 구성원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

가. 정책 추진 배경

다는 것이다.
둘째, 국립대학의 재정·회계구조는 국고회계

서울대학교는 지난 60여 년간 고급인재 양성과 지

와 비국고회계로 다원화되어 있다. 이러한 재정구

식창조에 매진하여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해 왔다.

조는 재정효율성이 낮고 회계별 회계연도가 다르

그러나 법령이 정한대로 운영되는 현행 국립대학

고 합산재무제표를 파악하기 어려워 종합적인 재

체제는 21세기 국제화 사회와 지식기반 정보화 사

정운영상의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회의 개방성, 유연성, 역동성 추구 노력에 걸림돌

이외에도 국고회계 운영에 따른 예산운영의 경직

이 되고 있다. 서울대학교가 국가행정조직으로 운

성과 비효율성, 세입·세출예산의 비연계성으로

영됨에 따라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 곤란, 교육활동 관련 수익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의 자체 발

을 모두 국고에 납입하도록 함에 따른 교육과정의

전전략에 따른 대학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효율성과 효과성 저하, 대학예산 성과책무성 보

대학 운영 분야별 현황 및 자율성과 책무성 차

장, 국립대학 재무정보가 미비하여 경영비교가 곤

원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

란하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결론적으로 대학은

대학 거버넌스는 법령상 총장 1인의 독임제 의사

독립된 재정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운영

결정기구이나 실제로는 학칙에 의하여 대학평의

에 필요한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

회, 교수회 등이 심의 또는 의결 기능을 하고 있

며 회계별 회계연도가 학사일정과 불일치하기 때

어 합의제 의사결정기구 형태를 띠고 있다. 국립

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표 1-1-1> 국립대학 운영의 영역별 제한
분야
교직원 정원·인사
조직 설치·폐지
예산·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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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내용
대통령령으로 교직원의 계급별·직급별 정원을 통제, 총장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만 임용권 행사, 보수는
정부가 정한 보수표에 의해 결정
대통령령으로 처·실·국, 과 및 담당관의 설치 범위까지 결정(서울대는 6개의 처·실·국과 16개 과 및 담당
관으로 제한)
국립대학의 회계 중 국고 부분은 정부예산의 일부로 편성·집행되고 있어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의 일률적
적용, 재산 소유·사용권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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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입 경과

셋째, 국립대학의 조직·인사 운영 역시 국가기
관으로 운영되어 자율성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정원 확보, 보수 및 수당의 인상과 신설에 제약이

서울대학교의 법인화 추진은 20년 전부터 시작되

있고, 행정조직의 설폐권도 없다. 대학별 정원이

었다.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1987-2001)」에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총장은 6급 이하

서 처음으로 ‘서울대학교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만 임용권을 갖고 있어 인

하면서 부터이다. 1987년 이후 법인화 추진 과정

사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다.

에서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정부의 주요 움직임에

넷째, 국립대학을 별도 대상으로 하는 성과평가

대한 중요한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

제도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국립대학의 특성을 반
영한 성과평가제도가 없고, 대학의 성과와 무관하

(1) 2000년대 이전

게 인건비, 운영비, 자본적 경비 등에 대한 지원이

●

이루어지며, 성과평가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1987.1 :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1987-2001)」
에서 “서울대학교법” 제정 필요성 제기

않다는 문제가 있다.

●

위와 같은 국립대학의 국가행정조직으로서의

1995.1 : 「서울대학교 2000년대 미래상」에서
“특수법인화” 필요성 제기

제약 등으로 인해 최근 주요 세계대학 평가에서

●

1995.5 : 정부 교육개혁위원회는 “신교육체제

주요 사립대학들의 경쟁력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원하

국립대학들은 답보상태이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는 국립대학은 선택적으로 특수법인화를 추진

있어 이는 법인화를 추진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할 수 있음을 밝힘

<그림 1-1-1> QS 세계대학평가 순위로 본 서울대 순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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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0년대 이후
● 2002.6 : 기획예산처는 국립대학 회계제도 개편

(안) 검토시 “국립대 법인화” 필요성 제기
●2
 004.

: 「국립대 법인화 및 대학 회계제도 도

입법(안)」 황우여 의원 발의, 서울대 법인화 TF

생 대상 설명회
●2
 009.5.7

: 법인화 방안에 대한 구성원별 설문

조사(3.17-4.7) 결과 발표
●2
 009.7.10

: 서울대 법인화법률 시안 교과부에

제출

발족
● 2005.

: 「국립대 법인화 및 대학 회계제도 도입

법(안)」 이주호 의원 발의
●2
 006.11

: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 내 법인화분

●2
 009.8.27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안
●2
 009.8.28

과위 구성
●2
 007.3

(4) 정부입법 절차

: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 법률(안)에 대한 부처 의견 수렴

(8.28-11.25)

특별법(안)」 입법예고

●2
 009.9.2

※ 법안에 대한 서울대 검토의견 정부에 제출(2007.3.29)

●2
 009.10.19.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10.19-10.26)

●2
 007.11

: 「2007-2025년 서울대학교 장기발전

계획」에서 서울대 발전을 위한 법인화 방향 제시
●2
 007.12

: 서울대 평의원회, 「서울대 법인화에

관한 연구 : 이사회 및 평의회 구성과 문제점 중
심으로」 연구보고서 발표
●2
 008.1

: 서울대 「자율화추진위원회」 발족, 동

위원회에 법인화 대책 기능 추가(2008.4.23)

: 법률(안) 입법예고(9.2-9.21)

●2
 009.11.18

급 회의
※ 관계부처 이견사항에 대한 최종 의견 조정
●2
 009.11.25

●2
 008.8

: 총장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내 법인화 희망 및 법인화위원회 구성 계획 발표
●2
 008.9

: Mercer Korea에 조직·인력 진단 및

인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착수
●2
 008.10

: 서울대 교수협의회, 「서울대 법인화

를 위한 제3의 길」 연구보고서 발표, 「서울대 법
인화위원회」 발족(10.13)
※ 공동위원장 : 김신복(부총장), 박성현(통계학과)
●2
 009.3.26

: 법인화위원회 ‘법인화 방안(안)’에

대한 학내 공청회
●2
 009.4

22

: ‘법인화 방안(안)’에 대한 교직원·학

: 부처협의 결과를 반영한 부처안

확정
●2
 009.11.26
●2
 009.12.8

: 법제처 심사(11.26-12.7)

: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12.9)

●2
 009.12.11

(3) 법인화 추진 발표 이후

: 국무총리실 주재 관계부처 차관

: 정부안 국회 제출

●2
 010.12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 제정
●2
 011.3

~ : 서울대법인 설립준비위원회 설치·

운영, 서울대 법인화 이행점검 T/F 구성·운영
●2
 011.9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국유재산 무상양도
협의 요청
●2
 011.12

: 서울대법인 정관 인가, 서울대법인 이

사·감사 취임 승인, 서울대법인 설립등기 및 교
직원 신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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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화 전환 이후
●2
 012.1

: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 2011년 법인회

계 세입·세출예산안 확정(제1차 이사회)
●2
 012.2 : 평의원회·학사위원회·재경위원회 규

하여 교과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총
 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서

울대 교직원 및 외부인사 등을 포함하여 30명 이
내로 구성한다.

정 제정, 4년 단위 대학운영 성과목표 및 2012
년 대학운영계획 수립, 2012년 법인회계 세입·

(3) 부총장 등

세출예산안 확정(제2차 이사회)

●대
 학

●2
 012.3 ~ : 서울대 학술림·수목원 무상양여 관

련 TF팀 운영

운영과 관련한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

해 2명의 부총장을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부
 총장

외의 총장 보조기관·보좌기관 설치 등

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규정한다.

2. 주요 내용
(4) 이사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조직, 재무·회계, 국가의

●이
 사는

①총장, ②부총장 중 정관에서 정하는 2

지원 및 육성, 교직원 임용특례 등 운영체제를 「국

명, ③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1명, ④교과

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1명, ⑤평의원회의 추

규정을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천을 받은 인사 1명, ⑥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
요한 지식과 안목이 있는 인사로 구성하되, 외부

가. 조직

인사 1/2이상을 포함한다.
●⑤
 ,

(1) 임원

⑥에 해당하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과부장관이 승인한다.

●당
 연직

이사 5명(총장, 부총장 2명, 기재부·교

●이
 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과부 차관)과 내부인사인 이사 4명, 외부인사인
이사 6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한다.
●2
 명의

감사를 두되, 교과부장관이 추천하는 감

(5) 이사회
●이
 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사 1명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나머지 임원은 비

이사회에서 호선함. 단, 법인 설립 당시 총장은

상근(非常勤)으로 둔다.

그 잔여임기동안 이사장을 겸임한다.
●이
 사장

(2) 총장
●총
 장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장으로서 학

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임기는 4년
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총
 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이사회가 선출

궐위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감
 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재
 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

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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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는

자신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학
 사위원회는

총장을 포함한 교원 25~35명으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재적

로 구성,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 위원

이사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장은 총장이 겸임한다.

●이
 사회는

총장의 선임,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예

산·결산,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9) 재경위원회

처분과 관리,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

●연
 도별 대학운영계획 중 재무경영 관련 사항, 예

및 폐지,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 정관의

산 및 결산, 입학금·수업료 등 학생의 금전적

변경,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개정

부담, 주요사업의 투자계획, 수익사업, 채무부

및 폐지, 대학의 발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후

담행위, 재정부담 수반 규정의 제·개정, 회계

원 등을 심의·의결한다.

규정의 제·개정, 임·직원의 보수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

(6) 감사
●감
 사

경위원회를 둔다.

중 1명은 교과부장관의, 1명은 평의원회의

●재
 경위원회는

교직원과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과부장관

25~35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를 1/3이상 포

이 승인한다.

함,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 위원장은

●감
 사의
●감
 사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은 불가하다.

호선한다.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하면 이사

회와 교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나. 재무·회계

(7) 평의원회

(1) 법인회계 설치

●중
 장기

●서
 울대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평

회계처리를 위해 법인회계를 설치하며,

의원회가 추천하는 임원에 관한 사항, 정관에서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

정하는 교육·연구 및 교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일까지로 한다.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 둔다.
●평
 의원회는

교직원 50명 이내로 구성, 평의원

※법
 인회계는 종전 서울대의 국고회계인 일반회계와 기
성회의 회계를 승계토록 함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 의장 및 부의장 1명
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재산의 관리 및 보호
●교
 육·연구에

사용되는 서울대의 재산 중 대통

(8) 학사위원회

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

●연
 도별

경, 담보제공 시 교과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대학운영계획 중 교육·연구 관련 사항,

학생의 입학·졸업, 교원 인사, 교수평가와 연

●교
 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서울대의 재산 중

구,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 증여, 담보제

여 학사위원회 둔다.

공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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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권리 또는 수업료 기

타 납부금을 관리하는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은
압류가 불가하다.

(6) 잉여금의 처분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

당하고, 남을 때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
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학교 운영에 사용

(3)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국
 가는

하여야 한다.

법인 설립당시 서울대에서 관리하던 국

유재산 및 물품 중 서울대 운영에 필요하다고

(7) 수익사업 등(제28조)

인정하는 경우 교과부장관이 서울대 총장의 의

●교
 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

견을 들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무상으로 양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학교 경영에 충

도한다.

당한다.

●지
 자체는

법인 설립당시 서울대에서 관리하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국
 가는

다. 국가의 지원 및 육성

서울대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유

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대부·사용하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게 할 수 있다.

●국
 가는

●지
 자체는

서울대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공

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다.

서울대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

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 재정지원을 하
여야 한다.
●국
 가 및 지자체는 법령 및 조례를 통해 서울대와

서울대 발전기금에 대해 각종 제세공과금에 관

(4) 개인재산의 양여 또는 출연
●서
 울대는

한 특례를 규정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 자로부터 무상

으로 재산을 양도받거나 그 밖의 출연금을 받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법 등

을 수 있다.

●국
 가는

●양
 도

또는 출연 받은 재산 처분 시 제공한 자의

의사 또는 그와의 계약에 따르되, 정한 것이 없
으면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서울대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매년

인건비, 경상비, 시설 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
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한다.
●법
 인

설립당시 서울대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

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출연금을

(5)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서
 울대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과부장관 승인을 받

산정한다.
●지
 자체는

그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서울대의 사

업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아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이 가능하다.
●교
 과부

장관은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 승인

시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서
 울대는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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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관한 4년 단위 계획과 매년 실행계획 수

(3)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립·시행하며, 국가는 실행계획 시행을 위해 예

●서
 울대 임원 및 교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산의 범위에서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서
 울대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
로 의제된다.

위한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비 부담
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복지 시책을 수립·

마. 부칙

시행한다.
●국
 가는

서울대 학생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없

는 자체재원 확충 노력을 장려해야 한다.

(1) 설립준비위원회
●종
 전의

서울대 총장은 법인설립 업무 처리를 위

해 설립준비위원회 설치

(4) 대학운영계획의 수립·평가 및 국가의 지원
●총
 장은 4년 단위로 교과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

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연도별 대학운
영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교
 과부장관은

●설
 립준비위원은 종전의 서울대 총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종전의 서울대 총장이 교
과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위
 원장은

종전의 서울대 총장이 겸임한다.

대학운영계획의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지원에

(2) 총장 임명에 관한 특례

반영할 수 있다.

●종
 전의 서울대 총장은 남은 임기 동안 법인 서울

대의 총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보칙

●종
 전의

서울대 총장은 남은 임기 동안 이사장

을 겸임한다.
(1) 부설학교 등
●서
 울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

교를 부설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종
 전의 사범대 부설 초·중·고등학교는 ·초·

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로서의 지
위를 유지한다.
●총
 장은

종전의 사범대 부설 초·중등학교를 지

도·감독할 수 있다.

(3) 교직원 임용 특례
●종
 전의

서울대 소속 교직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

라 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공무원으
로 남을 사람으로 구분한다.
●법
 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법인 설립시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법인의 교직
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법
 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않는

(2)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공무원의 소속, 신분보장, 복무관계는 대통령령

●서
 울대가

으로 정하되, 교원의 경우 법인 설립 후 5년간

아닌 자는 서울대의 명칭, 표장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다.
●법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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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에 적용되던 공무원 정년을 따르되, 법인의

가. 자체 발전전략에 따른 자율적 대학 운영

정년이 더 장기인 경우 그에 따른다.

(1) 교직원 인사
(4) 기성회 직원의 임용 특례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고 대학의

●종
 전의

서울대 기성회 직원은 법인이 설립된 때

발전방향에 적합한 인재의 채용이 확대될 것이다.

그 직원으로 임용되고, 종전의 서울대 기성회 직

파격적인 대우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석학 임용

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및 민간 전문가를 사무국장, 시설관리국장 등으로

●퇴
 직

당시 기성회 규약상의 정년에 따르되, 법

인 직원의 정년이 더 장기인 경우 그에 따른다.

의 영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연구·교육·봉사, 산학협력 등에 대한
엄격한 업적평가에 의한 실질적 차등 성과연봉제

(5) 연금 적용의 특례

및 승진제도를 구축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소

●법
 인 서울대의 교직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교

통 능력을 가진 전문가를 행정직원으로 자체 채용

직원연금법· 을 적용한다.

할 수 있게 된다.

●단
 , 법인 서울대의 교직원 중 공무원이었던 교직

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향후 20년간

(2) 예산·재무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가 세부적으로 목적을 정하지 않고 총액으
로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나눠먹기가 아닌 대학의

(6) 경과조치(부칙 제8조~제11조)

중·장기발전계획에 근거한 우선순위에 따라 집

●종
 전의

중적인 재원투자를 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교수채

서울대 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가의

권리·의무관계를 포괄 승계한다.
●종
 전의 서울대 총장이 학교 운영상 한 행위는 법

인 서울대 총장의 행위로 간주한다.
●종
 전의

용과 학과개설이 가능해진다.
수업료 이외에도 수익사업(대학교재 출판, 지적
재산권 수입, 공인언어시험 등)을 통한 자체 재원

서울대 재적생, 졸업생 및 제적·제명된

수입과 기부금 확대를 통해 한국인·외국인 우수

사람은 법인 서울대의 재적생, 졸업생 및 제적·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석좌교수 채용도 확대

제명된 사람으로 간주한다.

될 수 있을 것이다.

●법
 인

서울대의 법인회계는 종전의 서울대 국고

또한 기존 국고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가 통합

지원금 관리 회계 및 기성회의 회계를 승계한다.

된 ‘법인회계’의 설치로 국립대학의 각종 회계 간
칸막이가 폐지되고 복식부기 도입으로 종합적인
재무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과성 및

3. 기대효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3) 조직 설치·폐지

같다.

국립학교설치령 등 각종 법령에 구애받지 않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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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설치 및 폐지할 수 있게

직교수 등을 임용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역량이 제

된다. 기부금 모금 및 운영 전문조직을 설치하여

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하거나, 대외협력과 같이 국제화 분야를 전문
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을 강화할 수 있으며, 기타

(2) 이사회 구성·운영

현안에 대응하여 임시조직(사업단 등)을 신속하게

대학운영의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이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회를 설치하고 이사회에 사회적 명망가 등 외부
인사가 대폭(1/2 이상) 참여함으로써 사회의 요구

나. 선진적인 대학 거버넌스(Governan

와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개방적인 대

ce) 구축

학운영이 가능해 질 것이다.

(1) 총장 선출

다. 성과평가 체제 구축

교수직선이 아닌 총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에 의
한 총장 선임이 가능해 짐으로써 교수들의 이해관

서울대 총장은 4년 단위로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

계에 얽매이지 않고 총장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

정하고,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해

할 수 있어 획기적인 대학개혁 추진이 가능해 진

야 하며 교과부장관은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공표

다. 또한, 교수들이 총장 선거에 몰입하지 않고 본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서울대 운영에 대한 종합적

연의 임무인 교육·연구에 집중할 수 있으며, 총장

인 평가와 결과를 행·재정지원에 반영함으로써

이 전문적인 능력을 토대로 단과대학(원)장과 보

대학운영 성과가 제고될 것이다. 국내에서는 대학

<표 1-1-2> 국립대학 법인화 전후 운영체제 비교
내용

현   행
•교무회의-교수회 중심의 의사결정

지배 •학내구성원의 의사반영에 중점을 둔 교수 직선제 방식의
구조

총장 선출

법인전환 이후
•학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사회
요구 반영
•경영능력과 대외협력 능력에 중점을 둔 총장 간선제 방식
※ 총장선출위원회 추천 → 이사회 선임 → 교과부 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성과 •최근 부분적으로 성과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나 전반
평가

적인 성과점검 시스템 없음

조직 •국립학교설치령 등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

재정
운영

인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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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목표협약 체결 및 중장기 성과에 대한 평가로 종합적인
성과점검 가능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사·연구 조직 설치 및 폐지 가능

학사·연구조직 설폐 가능
•품목별 예산방식

•총액 예산 지원방식

•정부회계와 기성회회계로 이원화되어 회계와 재정성과 연계

•대학법인회계로 일원화하여 회계 운영과 성과가 명확히

미흡

연계됨

•대학 스스로 재정을 확보할 수단이 거의 없음

•기채나 장기차입 등을 통한 다양한 재정확보 수단 보유

•재산활용이 국유재산법 등에 의해 제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 확보로 외부자원 확보용이

•인사운영이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해 제한

•대학의 발전방향에 적합한 인재의 채용, 활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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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롤 모델이 제시·확산되고 세계대학 평가에 있

과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행·재정지원을

어서도 10위권 진입을 향한 경쟁력 제고가 이루어

강화하며, 세계 Top 10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약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수준의 학자·연구자,
유학생 인재 유치를 지원하며, 국립대학 법인화
선도모델을 창출함으로써, 여건을 갖춘 국립대학

4. 향후 과제

이 학교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스스
로 원할 경우 법인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

서울대가 대학운영 성과목표를 통해 제시한 비전

도록 할 계획이다.

<그림 1-1-2> 서울대학교 대학운영 성과목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비전과 과제
비전

미션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공동체

창의적 글로벌 리더 육성

인성·소통역량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

선도적 학문가치의 창출

국가적·세계적 도전과제의 연구

공생발전을 위한 사회기여

개방과 공유를 통한 사회봉사

핵심과제(2012-2015)

교육

부문별
핵심 과제

연구

사회기여

창의적 선도연구인재

잠재력 기반

네트워크 구축

학생선발체제 강화

기반학문 교육 진흥

글로벌 과제 대응 중점연구 추진

국내외 사회공헌활동 강화

수요기반 학생 지원체제 구축

창의지향 연구지원 서비스 혁신

대학자원의 사회공유 체제 조성

세계수준의 학문후속세대 육성

자율과 책임의 운영체제 구축

인프라 과제

•법인체제 정착 및 발전

•바람직한 대학 문화 구현

•대학 운영 시스템 혁신

•구성원 역량 가오하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확충

•사람중심 차세대 캠퍼스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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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및 참고자료

(7) 일본
●서
 구

유명대학의 형태와 유사한 법인형태로 전

환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국립대학 법인화 해외사례

국립대학의 법인화 추진, 2004년에 89개 국립
대학을 동시에 특수법인으로 전환

(1) 미국
●관
 리운영조직의

중앙집권화와 학위조직의 책임

운영 및 종합적 품질관리(TQM)모델 도입

(2) 영국
●폴
 리테크닉(종합기술전문학교)의

법인화, 목표

관리에 입각한 대학관리운영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재원배분방법도입

(3) 독일
●2
 003년에

괴팅겐대학, 2008년에 프랑크푸르트

대학을 재단형 주립대학으로 전환

(4) 핀란드
●대
 학에

폭넓은 행·재정적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2009년 신대학법 제정, 국립대학을 공법
상의 법인으로 전환

(5) 중국
●1
 998년에

국립대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총장 책

임 하에 자율적인 학생선발·조직개편·자산운
영 등 대학운영의 자율과 책임 부여

(6) 싱가폴
●도
 시국가

명운을 걸고 국립대학을 선진국 수준

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지를 토대로 2006년에
싱가폴 국립대학(NUS)과 난양기술대학(NTU)
을 법인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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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제를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대

제2절

재정지원을 통한
대학원 연구역량 강화

학 연구역량 강화는 국정과제의 4대 핵심과제에
포함되면서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BK21사업의 지속 추진
과 함께 해외의 유능한 석학을 초빙하여 교육·연
구 풍토를 혁신하고, 융복합 등 신성장동력분야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CU: World Class University, 이하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WCU 사업)이 새롭게 도입되었고, 박사과정생들
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가. 정책 추진 배경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사업(GPF: Global Ph.D.
Fellowship, 이하 GPF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 동안 압축 성장을 통해 산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고 OECD 회원국가로

담당할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과 독창적 지식

서 국제무대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은 국

창출 능력을 갖춘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발판

가 경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재양성을 위해

이 마련되었으며, 각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배경

투자를 아끼지 않은 정책적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은 다음과 같다.

있으며,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가장 중
요한 화두 역시 우수한 인재의 양성이다. 특히 우

(1)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WCU)

수한 대학원에서의 교육과 연구경험을 축적한 전

미국 MIT대학의 어윈 제이콥스(Irwin Jacobs)

문 석·박사 인력 양성은 원천·핵심 기술 및 신

교수는 1985년 퀄컴(Qualcomm)사를 창업해

성장동력분야에서 미래 국부 창출에 결정적 요인

CDMA기술을 개발하였다. CDMA 기술을 활용하

으로 평가된다.

는 우리나라 이동통신업체들은 1995년부터 2006

우리나라에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 육

년까지 매출의 5%인 3조4,000억 원을 로열티로

성 정책이 본격적으로 개혁정책의 중심에 자리를

지불하였다. 하버드대학의 제임스 왓슨(James

잡게 된 것은 1990년대이다. 제4차 교육개혁안

Watson) 교수는 DNA 구조를 해석해 노벨상을 수

(1997.6.2)이 마련되면서 대학원중심의 연구중심

상하고 생명공학분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

대학을 선정하여 세계수준 명문대학으로 육성한

시켰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 개별 교수의 창의적

다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두뇌한국

연구개발 역량은 한 국가의 국부창출에 핵심이 되

21사업(BK21: Brain Korea 21, 이하 BK21사업)

고 있다. 특히 우수한 교수가 우수한 학생을 유치

이 추진되었다.

하고,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유치함은 궁극적으로

2008년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는 5대 국정
지표의 하나로 인재대국 실현을 선정하고 18개 국

소속 대학의 경쟁력과 국가 성장 동력의 핵심인자
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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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거 국내 대학은 국제적 수준의 저명학

학원 문호개방, 연구비 중앙관리제, 교수업적평가

자의 부족으로 대학의 국제적 명성과 경쟁력 제고

제도 등을 의무화하고 매년도 행·재정점검을 통

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외국인 전임교원수도

해 관리하였다.

아시아 주요 명문대학에 비해 현저히 적어 세계

2단계 사업은 경제위기 극복 이후 원천·핵심

대학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기술, 신성장동력분야 등 미래의 국부를 창출할 핵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5년간에

심 분야의 고급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데 중

걸쳐 미래 국가발전 핵심 분야의 연구를 추진하

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고 신성장동력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목표
로 연구 역량이 높은 해외학자를 확보하여 대학의

(3)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사업(GPF)

교육·연구 풍토를 혁신하는 ‘세계수준의 연구중

우리나라가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의 시기에는 해

심대학 육성사업’이 추진되었다.

외로 인재를 보내 선진문물을 배워 국내에 전파하
는 것이 유효한 성장 전략 중 하나였다. 그러나 우

(2) 두뇌한국 21 사업(BK21)

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면

BK21사업은 1999년도 당시의 국가·사회적 위기

서 더 이상 해외박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

상황과 함께 태동되었다. 1997년 IMF에 구제금융

내 대학원에서 세계 수준의 박사를 양성할 수 있어

을 요청한 이후 한국 사회는 각 분야에서 구조조

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에 따른 고통을 겪게 되었다. 당시 대학의 석·

국내 대학원의 국제경쟁력은 국가의 경제수준

박사 과정은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우

과 경쟁력에 비해 취약한 편이다. 유학수지 불균

수인재 양성을 해외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었다.

형은 지속되고 있으며, 우수학생들이 재정지원이

국가경제는 마이너스 성장과 더불어 13억 달러의

더 뛰어난 해외 대학원을 선택하면서 두뇌유출

경상적자를 내게 되는데 그 중 53.8%(7억 달러)가

(brain drain)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수인재

해외유학에 따른 지출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의 해외유출현상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

은 인적자본의 중요성과 국내 양성기반의 필요성

표화(0:완전유출-10:완전유입)한 스위스 국제경

이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두뇌한국 21사업

영개발연구원(IMD)의 두뇌유출지수(BRI: Brain

이 출현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Drain Index)에 의하면 2011년 미국 7.15(5위), 인

BK21사업은 1단계(1999~2005), 2단계(2006~
2012)에 걸쳐 총 14년 동안 추진되었다. 1단계에

도 6.29(12위), 일본 5.89(17위), 한국 3.68(44위)
로 우리나라의 두뇌유출문제는 심각하다.

총 1조 3,421억 원, 2단계에 총 1조 8,000억 원의

또한 대학원생 학업 여건 실태를 조사(2010,

국고가 지원되었고, 지원된 사업비의 70%이상이

KISTEP)한 결과, 박사과정생이 과다한 연구프로

대학원생의 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해외연

젝트 수행 환경에 노출되어 개인의 학업과 연구에

수경비 등에 사용되었다.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

1단계 사업에서는 대학 교육개혁과 연계를 핵

났다. 특히, 미국은 정부·대학의 학비지원 비중

심 과제로 선정하여 사업단의 학사정원 감축, 대

이 75.4%인 반면, 국내는 약 24.1%에 불과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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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대학원생들은 학비를 주로 가족이나 자신의 취

(2) 두뇌한국 21 사업(BK21)

(부)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BK21사업은 1단계 추진결과의 평가와 진단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위해 국

을 토대로 추진되었다. 부처 자체평가 5회, 국무조

내 대학원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국내박사 양성

정실과 예산정책처에 의한 외부 평가, 전문가 및

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수한 박사과정생에 대한

대학원생 간담회, 대학 관계자 포럼 등 2004년도

지원이 선해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

부터 1년에 걸쳐 관계기관 및 관계자와의 충분한

다. 기존의 사업단/기관단위 지원사업은 주로 연

소통의 과정을 통해 1단계의 단점을 보완하여 2단

구기반구축 위주로 추진되어 대학원생의 학업몰

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입여건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므로 우수한

2단계 사업계획을 토대로 2006년 1월에는 2단

박사과정생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학업·

계 BK21 사업을 공고하였으며, 그 해 4월 총 74개

연구 몰입도를 제고하고자 GPF사업이 도입되었

대학 244개 사업단 및 325개의 사업팀을 선정하

다. 이를 통해 국내 대학원의 우수 대학원생 유치

였다. 2008년에는 중간 평가 및 신규 사업단 선정

경쟁을 촉진하고, 국내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박사

을 통해 총 70개 대학 244개의 사업단과 321개 사

를 양성함으로써 국내 대학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

업팀이 조성되었다.

고자 하였다.

(3)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사업(GPF)

나. 도입 경과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학부생에
서 국가과학자에 이르는 GPS 시스템 완성” 과제

(1)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WCU)

가 추진되면서 2011년 학부에서 박사, 박사후 과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선거기간에

정까지 단절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

제시하였던 교육공약을 토대로 교육개혁의 청사

하는 GPS(Global Ph.D. Scholarship) 시스템이

진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인수위에서 제시한

구축되었다.

국정과제는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 계획”으

2011년 1월 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된 GPF사업

로 제시되었는데 그중 중요 정책추진방안 중 하나

은, 2011년에는 295명, 2012년에는 205명을 선발

가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시안」의 하나인 WCU

하여 2년간 총 500명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에 2008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는 WCU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그해 9월 연구관리 전문기

2. 주요 내용 및 성과

관인 당시 한국과학재단을 통해 전국 92개 대학으
로부터 475개 과제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3단계의

가. 주요 내용

평가(1차 전공패널심사, 2차 해외평가, 3차 종합심
사)를 거쳐 2008년 12월에 131개 과제를 최종 선정

(1)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WCU)

하여 1차년도 사업을 개시하였다.

WCU사업은 총 5년(2008~2013)에 걸쳐 8,2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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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연 1,6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본으로 하였다.

재원조달은 사업수행주체에 따라 수도권(일반회

한편 WCU 사업은 정부(교육과학기술부), 한국

계)과 지방소재대학(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으

연구재단 그리고 WCU 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

로 구분되어 있다. 지원 분야는 인문사회, 자연과

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업계획 확정 및 공

학, 공학 및 생명과학계열의 범주 내에서 창의적

고, 최종지원과제 확정 및 발표, 사업성과 관리 등

지식과 혁신적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사업위탁을 받

높은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 및 융복합 분야이다.

은 한국연구재단은 과제 신청 접수, 선정평가, 연

WCU사업은 ①전공·학과 개설 지원과제(유형

차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의 제반 평가관리,

1), ②개별학자 초빙 지원과제(유형2), ③세계적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

석학 초빙 지원과제(유형3)로 나뉘며 모두 각 분

다. 또한 WCU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확정

야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해외학자의 참여를 기

관련 자문, 종합패널 심사 운영 그리고 최종지원과

<표 1-2-1> WCU 사업단 현황(2012.11.1 기준)
유형

내 용

(유형1)
전공·학과 개설
(유형2)
개별학자 초빙
(유형3)
해외석학 초빙

대학

과제수

전일제 해외학자와 국내 교수가 함께 참여하여 신규 전공 또는 학과를 개설

19개

34개

전일제 해외학자를 대학의 기존 학과에 유치하여 수업 및 공동연구

18개

41개

세계 최고 수준의 석학을 비전일제 교수로 초빙하여 수업 및 공동연구

19개

41개

30개

116개

합계

ʼ12년 예산
(단위:억 원)
458
(70%)
156
(24%)
37
(6%)
651

<그림 1-2-1> WCU 사업 운영 체계

교육과학기술부

한국 연구 재단
사업위탁

사업계획 확정 및 공고
최종지원과제 확정 및 발표

•과제 신청 접수 선정 평가 실시
- 전공 패널 심사

사업 진행 보고

- Int’ I Peer Review 심사

사업 성과관
자문·심의
WCU 위원회
사업계획 확정관련 자문
종합 패널 심사 운영
최종지원과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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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사업단을 신규 선정하였다.

WCU사업은 2008년도 사업개시 이후 성과 극

WCU 사업은 1차·2차·3차 사업 선정과정과

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3단계 추진목표를 설정

연차·중간평가를 거치면서 총 30개 대학에서 116

하였다. 사업의 정착기인 1~2차년도는 교육·연

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치된 해

구의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3~4차년도는

외학자는 노벨상 수상자 7명을 포함하여 총 315명

교육·연구 성과 도출 시기로 연구 결과물을 연차

이다(2012년 11월 기준).

평가 및 중간평가 지표에 반영토록 하였다. 마지

WCU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사업성과

막 5차년도는 연구 성과를 분석하여 우수한 성과

를 극대화하기 위해 1차 및 2차 선정 대상 사업단

를 대국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홍보에 역

을 대상으로 실시된 2009년도 연차평가는 사업단

점을 두는 것으로 연차별 추진목표를 설정하였다.

평가와 대학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사업단

WCU사업 선정평가에서 최초로 시도된 주목할

평가를 통해 분야별 미흡 사업단(C등급)에 대해서

만한 특징은 첫째, 1차 전공패널 심사 시 연구실적

는 사업비의 10% 내외를 삭감하여 우수 사업단(A

정량평가를 실시하여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등급)에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해외학자 유치 등 사

연구역량를 심도 있게 평가한 점, 둘째, 1차 심사

업신청 적격 요건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사업추진

를 통과한 과제에 대하여 순수 해외학자로만 구성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평가되는 경우(D등급)

(재외 한국인 제외)된 해외동료평가(International

에는 사업비를 대폭 삭감 또는 사업 중단/종료 등

Peer Review)를 실시하여 교육·연구계획 및 대

의 제재조치를 실시하였다.

표논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평가를 실시한 점,

2010년에 실시된 중간평가는 2008년 및 2009

셋째, 수월성에 기초한 우수과제 선정을 위해 과

년에 선정된 35개 대학 149개 사업단을 대상으로

락제도를 도입하여 1차 심사 시 최소기준에 미치

하였다. 2010년 중간평가는 사업개시 이후 2년이

지 못한 과제는 2차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점이라

경과된 시점에서 중간평가를 통해 ‘선택과 집중’

할 수 있다.

원칙을 강화하여 사업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2차 사업에서는 총 139개 신청과제(45개 대학)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교한 평가항목

를 대상으로 1차 사업과 동일한 평가절차를 거쳐

과 지표를 도입하였다. 특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 4월에 29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3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해외동료평가를 도입하여

차 신규 사업단 선정은 원자력에너지 시스템 및

세계수준의 도달 정도를 평가하며, 학생충원, 해

IT(SW) 분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여 유형1의 2개

외학자 성과관리 등 사업 내실화 정도를 중점 평

<표 1-2-2> WCU 사업단 심사 절차
   
1차

2차

전공 패널 심사
지원대상의
2-3배수 선정

⇒

대표 논문 및 연구계획서에 대한
해외 동료평가

3차
⇒

종합 패널 심사
사업총괄관리위원회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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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대학(사업단)별 연구성과의 조기 가시화,

WCU사업은 국내 학문후속세대의 연구역량을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재조정 및 협약

강화하고 국제적 연구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WCU

해지를 평가의 기본방향으로 정하였다. 평가결과,

사업 참여 연구자들(대학원생 국외교육훈련 지원

우수 15개 사업단에 차년도 사업비 15% 증액의 인

확대)의 해외교류 확대와 중국 등 유사 사업을 추

센티브가 지원되었고 사업이 부진한 10개 사업단

진 중인 국가들과의 국제협력을 꾸준히 추진해오

은 중도 퇴출 되었다.

고 있다. 또한 WCU 사업성과를 확산하고 학문 간

2011년에 실시한 3차년도 연차평가의 기본방향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WCU사업 협의회와

은 2010년에 이루어진 중간평가의 연속선상에서

공동으로 2010년부터 매년 WCU참여 노벨상 수상

해외학자와 국내학자의 교육·연구 실적을 중점

자가 함께하는 「WCU International Conference」

평가로 설정하고, 국내 전문가 패널(발표)평가와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재미한인과학자

해외평가를 병행하여 평가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

학술연차총회(UKC)에서 WCU사업 소개 및 성과

고에 집중하였다. 아울러 해외학자 참여로 인한 교

를 알리는 기획세션을 운영하는 등 대외 홍보에도

육과정 편제 및 운영실적, 대학원생 지원실적, 사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업단장의 성과 제고 노력 정도 등을 평가할 수 있
는 지표를 개발·적용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차년

(2) 두뇌한국 21사업(BK21)

도 사업비 조정 및 지원 중단 등 성과중심 평가원칙

2단계 BK21사업은 총 7년간 핵심고급인력인 대학

을 준수하였다. 총 30개 대학 123개 사업단을 대상

원생을 매년 22,000명이상 지원 육성하고 대학 교

으로 국내전문가 심사 및 해외동료평가(유형1·2)

육·연구력 제고 기반을 확충하여 세계 수준의 연

를 실시하여 부진 및 미흡 사업단의 사업비를 삭

구중심대학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R&D사업

감하여 최우수 사업단에 인센티브로 지급하였다.

과 연계하여 국내 대학의 연구력을 강화하며 산학

<표 1-2-3> WCU International Conference 개최 현황
구분

제 1회 WCU IC

제 2회 WCU IC

제 3회 WCU IC

일시

2010. 5. 18(화)

2011. 8. 4(목)

2012. 9. 14(금)

서울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서울 JW메리어트 호텔

장소

- Kurt Wuthrish

기조연설

  (2002 노벨화학상)

- Louis Ignarro

- Rovert H. Grubbs

  (1998 노벨의학상)

- Peter A. Gruenberg

  (2005 노벨화학상)

- Ivar Giaever

  (2007 노벨물리학상)

- Roger D. Kornberg

  (1973 노벨물리학상)

  (2006 노벨화학상)
- 패널토론(주제 : 노벨상 배출을 위한 - 패
 널토론(주제 : 노벨상 배출을 위한
프로그램

토대조성)

토대조성)

- 분야별 연구주제발표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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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00여명

- 분야별 연구주제발표
총 400여명

- 패널토론
- 해외석학 초청 강연
총 4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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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활성화를 통해 대학에서 민간으로 지식 이전

으나 1단계 사업에 비해 2단계 사업은 추진 과제

촉진, 분야별 대학원 특성화 등 뚜렷한 정책 목표

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 예를 들어 인재 양성 및 지

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원뿐만 아니라 각 대학 선정 사업단의 특성화 촉

2단계 BK21사업은 첫째, ‘선택과 집중’의 원칙

진 및 평가관리 체계 등 경쟁적 연구 분위기 조성,

을 통한 지원 둘째,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창의

산학협력·국제화 추구,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적 학문후속세대 양성’ 셋째, 대학의 교육·연구력

들 간의 지역격차 해소 등 추진 방향이 1단계에 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연계한 지원 넷째, 산·

해 확대되었다.

학 협동 및 국제교류프로그램을 통한 인력양성 수

중점 추진방향에 따라 사업은 전국단위 우수 대

준 향상 다섯째, 지역혁신을 선도할 지역 대학원

학원 육성사업, 지역 우수 대학원 육성사업, 고급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

전문서비스 인력양성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되었

2단계 BK21사업은 고등교육기관에서 우수한

다. 전국단위 및 지역 우수대학원 육성사업 지원

석·박사들이 교육력과 연구력 증진에 매진할 수

분야는 기초과학분야, 응용 및 학제간 융합분야,

있도록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

인문사회분야, 핵심사업분야로 구분하였고, 의학,

성한다는 기존 1단계 BK21사업과 추진 방향은 같

치의학, 경영학은 고급 전문 서비스 인력양성 사업

<표 1-2-4> 단계별 BK 사업 중점추진 방향
1단계 BK21사업 (1999~2005)

2단계 BK21사업 (2006~2012)

•우수한 교육·연구 집단에 우수한 석·박사 학생 배치(집중화)

•우수한 교육·연구 집단에 우수한 석·박사 학생 배치(집중화)

   - 고등인력 양성 체제 구축

   - 탈락·재진입의 경쟁적 인력 양성 체제 구축
•대학원 특성화 촉진과 경쟁적 연구 분위기 조성

•대학교육 정상화와 안정된 교육·연구 여건 조성

   - 평가관리체계 혁신,선택과 집중 원칙

- 대학정원 감축, 문호개방, 연구경쟁 분위기 조성

•산학협력, 국제화 및 국가균형 발전 중시

<표 1-2-5> BK21 사업의 세부 사업 및 분야
기초과학분야
전국단위
우수대학원
육성사업

지역
우수대학원
육성사업

고급 전문서비스
인력양성 사업

응용 및 학제간 융합분야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생명과학), 지구과학
기계, 재료, 화공, 건설, 정보기술(전기, 전자, 통신, 컴퓨터 등),
응용생명(한의학, 약학, 농림수산학, 수의학, 생명공학 등 포함), 학제간 융합

인문사회 분야

인문, 사회, 학제간 융합(디자인·영상분야 포함)

핵심사업 분야

전 학문분야

기초과학분야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생명과학), 지구과학

응용 및 학제간 융합분야

기계, 재료, 화공, 건설, 정보기술(전기, 전자, 통신, 컴퓨터 등),
응용생명(한의학, 약학, 농림수산학, 수의학, 생명공학 등 포함), 학제간 융합

인문사회 분야

인문, 사회, 학제간 융합(디자인·영상분야 포함)

핵심사업 분야

전 학문분야

의학, 치의학,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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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하여 지원되었다.

Check(임의검증)의 방식과 동일분야 사업단(팀)

또한 2단계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진방향에 근

간 성과의 정확성과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상호

거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운영과 현장 간의 거

검증하는 절차를 시행하여 실적에 대한 객관성과

리를 좁히는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무작위

2008년도 중간평가는 사업단의 신규 선정과 동일

검증 또는 상호 검증 결과 실적 오류 및 부정직한

한 절차인 만큼 평가 이전에 대학 현장의 의견이

보고 발생 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여 일정 비율을 감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총 5차례의 전국 순회 간담

점 조치하였다.

회를 개최하는 등 연구자와의 소통을 통해 평가제

특히 2008년에 시행된 중간평가는 2006년도에

도와 현장과의 괴리를 최소화하였고, 연도별 연차

선정된 기존사업단의 평가와 더불어 신규로 신청

평가에서도 평가 이전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하는 사업단은 같이 놓고 경쟁시켜 2008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사업운영 측

단을 새롭게 선정하는 형식이었다. 2006년도 최

면에서도 불합리한 제도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

초 선정되었던 569개 사업단(팀) 중 2008년도 중

여 과감히 개선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간평가에서 70개가 퇴출되고 70개가 새로이 진입

정책노력을 병행하였다. 아울러 「2단계 BK21사업

하였고, 이후 매년 평가를 통해 불량사업단을 퇴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여 대응자금 확보

출하는 등 철저한 경쟁 원리에 의해 사업이 운영

부담 경감, 신진연구인력 자교출신 채용제한 비율

되었다. 아울러, 3차, 4차, 5차 년도의 평가를 통

완화 등 연구자 중심의 운영에도 중점을 두었다.

해 총 57개의 사업단(팀)이 탈락하였으며, 409개

한편 2단계 BK21사업에 선정된 사업단(팀)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가 이루어졌다. 평가의 과정은

의 사업단(팀)이 사업비가 삭감되는 등 성과중심
의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었다.

다음과 같다. 평가에 앞서 각 사업단(팀)의 보고

이처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 사업

서 공개를 통해 성과정보를 공개하고 검증하는 절

단(팀)은 자체 내에서 연구 실적과 성과에 기초하

차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전문가에 의한 Spot-

여 참여교수를 선정하는 경쟁방식으로 운영하였

<표 1-2-6> 최근 6년간 평가결과 현황
구분
탈락 사업단
(팀) 수

1차년도 평가

2차년도 평가

3차년도 평가

4차년도 평가

5차년도 평가

6차년도 평가

-

70

6

36

15

-

패널 평균의

패널 평균의

만점의 70%

탈락
탈락 기준

-

신규 신청/ 기존

미만이고,

사업단 비교평가

패널 평균의
90% 미만

사업비
삭감

38

삭감 사업단
(팀) 수
삭감 비율

93%(신규

90%(신규

88%) 미만

85%) 미만

-

120

-

112

121

178

-

10-20%

-

8-12%

10-30%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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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사업단에 참여하기 위해 교수 간에는

선호하는 우수학생의 국내 대학원 진학을 유도하

치열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사업단은

여, 국내 대학원의 우수 대학원생 유치 경쟁을 촉

평가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우수 연구자에 집중 지

진함으로써 대학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세계

원하고,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경쟁적 노력을 기

수준의 우수 국내박사 양성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울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쟁체제는 우수한 교

주요 목표이다.

육·연구집단의 지속성이 보장됨으로써 우수 대

GPF사업은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과 석·박사

학원생을 집중 유치할 수 있었으며 BK21 사업의

통합과정 입학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성과를 강화하는데 큰 동인이 되었다.

선발하며, 2011년에는 295명, 2012년에는 205명

한편 BK21 사업운영의 큰 특징은 목표관리운

을 선발하여 시범사업기간 동안 총 500명을 지원

영(MBO: Management By Objective)방식을 도

한다. 선발분야는 인문사회분야(20%)와 과학기술

입하였다는 점이다. 목표관리운영방식은 신청 당

분야(80%) 전 분야에 해당하며, 이공계에 한해 박

시 사업단이 제시하였던 연구실적, 대학원생 취업

사과정생과 석·박사통합과정생을 구분하여 평

률, 전임교원 확보율, 대응자금 확보, 산학협력 등

가하되 선발인원의 40% 이상을 통합과정생에게

에서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평가에 반영

배정하고 있다. 우수한 인재의 국내 대학원 진학

함으로써 목표중심으로 사업단을 운영하도록 하

을 유도하기 위해 석박사통합과정생 비율은 향후

는 것이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사업단으로 하여

50%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금 경쟁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기반이

선발된 글로벌 박사 펠로우들에게는 교육과학

되었고, 참여 연구자 또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

기술부장관 명의의 펠로우 지정서가 수여되며, 매

해 협력하는 등 대학 사회에 경쟁적 협력 분위기를

월 250만 원(연간 3,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였다. 장학금은 등록금, 생활비, 단기 해외연수비
용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년을 기본

(3)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사업(GPF)

으로 하되, 2년간 지원 후 성과를 평가하여 박사과

기존의 대학원 지원사업이 기관 혹은 프로그램 중

정은 추가 1년,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최장 3년

심의 간접적 개인 지원 방식이었던 데 비해 GPF

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은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을 취했다는

글로벌 박사 펠로우 선정은 서면평가와 면접평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GPF 사업은 우수한 대학

가 2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서면평가에서는 학

원생 개인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창의적 연

업성적, 기초능력 및 이해도, 연구실적, 학업·연

구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학생의 학업 몰입도

구 계획 평가 등에 대해 평가하고, 면접평가에서

를 향상시키며 이들을 통해 국내 대학원의 경쟁력

는 발표 및 인터뷰 등을 통하여 학생의 창의성, 문

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 국가경쟁력을 선도

제 해결력, 미래성장 가능성 등 질적 요소를 중심

할 글로벌 수준의 박사 인력 육성을 위해서 창의

으로 평가하였다.

적 지식과 리더십으로 무장하고 국제적 네트워크

평가는 세부학문분야별로 이루어지며 석학으로

를 갖춘 인재를 키우고자 한다. 또한 해외유학을

구성된 패널심사(패널별 토론평가) 방식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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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평가로

리와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는 선정된 학생의 학

진행되었다. 또한 세계적인 수준의 박사 양성이라

업·연구과제의 관리를 위해 매년도 학업 및 연구

는 사업 목적에 적합하도록 서면평가와 면접평가

진척도를 평가하는 연차평가와 2년차 협약기간 종

는 각각 영어로 이루어졌다. 2단계 평가 후 ‘G-

료 후 학업·연구 실적을 평가하는 단계평가로 이

Ph.D. 지원위원회’를 통해 단계별 학생선발의 적

루어졌다.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를 통과하지 못

정성을 심사한 뒤 선정자가 확정되었다.

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은 중단될 수 있다.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

GPF 사업에서는 장학금 지원 외에 학생의 학

기 위해, 선발과정에서 개인별로 제안한 학업·연

업·연구를 상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문분야

구 내용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주기적인 성과관

별 석학으로 구성된 전문 컨설팅단을 구성·운영

<표 1-2-7> 2011년, 2012년 선정자 현황
세부분야

인문
사회

합계
29

어문학

17

12

11

8

19

법정상경

17

8

25
20

사회과학

12

8

문화융복합

5

5

10

인문사회 계

62

41

103

박사

11

4

15

통합

4

4

8

박사

23

5

28
15

물리·지학

화학

생명과학

의약학

기술
화공소재

전자정보

공학기반

융합과학
과학기술 소계
합계

40

ʼ12년 선발인원

역사철학

수학

과학

ʼ11년 선발인원

통합

7

8

박사

13

4

17

통합

15

11

26

박사

17

11

28

통합

16

20

36

박사

11

9

20

통합

6

6

12

박사

11

7

18

통합

8

9

17

박사

28

16

44

통합

10

15

25

박사

22

11

33

통합

8

7

15

박사

16

9

25

통합

7

8

15

233

164

397

295

205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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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학생들은 메일링 시스템을 통해 도움이

나. 주요 성과

필요한 경우 석학에게 직접 문의하고 지도를 받
을 수 있으며, 학문분야별 주요 학술자료, 국내외

(1)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WCU)

저명학술대회 정보, 최근 연구동향정보 등을 교환

WCU사업은 34개의 새로운 융·복합 전공 및 학

할 수 있다.

과를 개설함으로써 신성장 동력 및 융·복합 분야

<표 1-2-8> WCU사업 전공·학과 개설 사업단(유형1) 현황
대학명

사업단장명

고려대

이성환

개설 전공/학과명
뇌공학과

이화여대

정낙신

바이오융합과학과
화학생물공학부

서울대

장정식

경희대(국제)

이동훈

우주탐사학과

순천대

비빅

인쇄전자공학과

광주과기원

커트케클러

나노바이오재료전자공학과

성균관대

이영희

에너지과학과

서울대

김성근

생물물리및화학생물학과

고려대(세종)

고재중

소재화학과

KAIST

한순흥

해양시스템공학전공

연세대

서진근

계산과학공학

KAIST

강정구

EEWS대학원

서울대

한재용

농생명공학부

건국대

박배호

물리학과

포항공대

박재훈

첨단재료과학부

성균관대

이관민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단국대

공명선

나노바이오의과학과

KAIST

신중훈

나노과학기술대학원

서울대

홍국선

재료공학부

서울대

조맹효

기계항공공학부

연세대

정인권

융합오믹스 의생명과학

서울대

이상훈

뇌인지과학과

한양대

이영무

에너지공학과

포항공대

홍원기

정보전자융합공학부
분자의학및바이오제약학과

서울대

오우택

포항공대

황인환

융합생명공학부

서강대

임채운

글로벌서비스경영학과

부산대

정명영

인지메카트로닉스공학과

아주대

성재영

금융공학과

울산과기대

박수문

친환경에너지공학부

전남대

김정묵

바이오에너지공학과

전북대

이승희

BIN융합공학과

포항공대

김무환

첨단원자력공학부

KAIST

맹성현

웹사이언스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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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9> 세계대학평가 –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08
순위

학교명

50

서울대

95

KAIST

188

2009
계

3

포항공대

순위

학교명

47

2010
순위

학교명

서울대

50

69

KAIST

134

포항공대

151

계

2011
순위

학교명

서울대

42

79

KAIST

112

포항공대

4

계

5

연세대

2012
순위

학교명

서울대

37

서울대

90

KAIST

63

KAIST

98

포항공대

97

포항공대

112

연세대

137

고려대

179

성균관대

142

연세대

129

연세대

191

고려대

190

고려대

계

5

계

<표 1-2-10> WCU사업 산출 논문 - SCI급 저널 등재현황

’09
(’08.12~
’09.10)

’10
(’09.11~
’10.9)

’11
(’10.10~
’11.8)

’12
(’11.9~
’12.8)

합계

SCI급 저널

NSC저널

SCI급
상위1%저널

전체

1인당

전체

1인당

유형1

440

1

9

185

0.42

453

1.03

2

3

51

0.26

129

0.67

8

0.04

39

0.18

244

0.29

621

0.73

유형2

193

유형3

212

계

845

3

12

유형1

440

6

22

618

1.40

1,521

3.46

유형2

193

1

9

253

1.31

673

3.49

유형3

203

1

2

44

0.22

201

0.99

계

836

8

33

915

1.09

2,395

2.86

유형1

472

5

20

609

1.29

1,366

2.89

유형2

185

4

259

1.4

619

3.35

유형3

181

4

61

0.34

193

1.07

계

838

5

28

929

1.11

2,178

2.60

유형1

477

10

34

777

1.63

1,717

3.60

유형2

171

1

5

313

1.83

802

4.69

유형3

127

1

3

52

0.41

183

1.44

계

775

12

42

1,142

1.47

2,702

3.49

유형1

457

22

85

2,189

4.79

5,057

11.07

유형2

186

4

21

876

4.71

2,223

11.95

유형3

181

2

9

165

0.91

616

3.40

계

824

28

115

3,230

3.92

7,896

9.58

<작성기준>
SCI급 상위1%저널 : ESI DB 기준 상위 1% 저널
SCI급 상위 10%저널 : JCR DB 기준 학문분야별 상위 10% 저널
참여교수 : 2009년 845명(해외학자 345명 / 국내참여교수 500명)
            2010년 836명(해외학자 336명 / 국내참여교수 500명)
            2011년 838명(해외학자 342명 / 국내참여교수 496명)
           2012년 775명(해외학자 318명 / 국내참여교수 4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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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급 상위10%저널

참여교수 수

구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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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래 인재양성과 연구를 착수하는 계기를 제공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WCU 사업 성과평가 연

하였다. 또한 국제적 명성이 높은 해외 유명석학

구, 2011).

을 전일제 교수 또는 초빙 교수로 초청하여 대학

뿐만 아니라 WCU사업은 유치 해외학자들을 통

원생들이 이들의 강의를 청취하고, 논문 및 실험지

해 원 소속 대학 및 연구네트워크와 국내학자들과

도를 직접 받는 등 국제적 수준의 연구·교육 환경

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제

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원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크

적 수준의 공동연구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하였

게 향상시켰다.

으며, 이를 통해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실적 수준도

또한 WCU 사업은 해외석학들의 국내 대학 유

크게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치를 통해 그동안 저평가된 국내 대학들의 학술 및

WCU사업의 주요 논문 성과를 살펴보면, 세계

연구 수준을 해외 학계로 널리 알리는데 일조하였

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큰 Nature, Science, Cell에

다. 이는 대부분의 국제 대학평가에서 동일 분야

17편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SCI급 저널에 게재된

학자들의 동료평가 항목에 긍정적인 작용을 미침

논문 총 5,783건 중 약 41%인 2,358건이 SCI급 상

으로써 국내 대학 및 학문 분야의 국제적 순위가

위 10% 저널에 게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중

<표 1-2-11> WCU사업 참여 대학원생 연구 실적
구분

대학원생 수

SCI(E)급 저널

SCI(E)급 외 저널

국제
학회발표

국내
학회발표

2009

2,378

411

45

486

725

2010

2,378

725

100

1,020

1,017

2011

3,231

975

116

1,230

1,794

2012

2,941

500

95

1,711

2,191

합계

10,928

2,611

356

4,447

5,727

<그림 1-2-2> WCU 사업 교육성과

융합교과목 개설

66강좌

70
50
40

총568강좌

600

80
60

해외학자 강의

2배
증가

500
400
300

33강좌

30

200

1.7배
증가
총331강좌

100

10
0
2차년도

985강좌

800

1.9배
증가

600

514강좌

400
253강좌

132강좌

200
0

0
1차년도

1200
1000

315강좌
(OCE공개)

199강좌
(OCE공개)

20

외국어 강의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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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급 상위 1% 저널에 게재된 논문만도 85건, 전

가 2006년-2010년까지 연평균 12.9% 증가하였

체 SCI급 저널의 1.5%를 차지하였다.

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SCI급 논문 1편당 평균

또한 WCU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의 논문

IF(Impact Factor, 피인용 지수)가 연평균 7.0%

성과 및 대외활동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융

증가하였다. 또한 인문사회분야의 경우에는 같은

합교과목 개설, 해외학자 강의, 외국어 강의 실적

기간 1인당 학술연구 실적이 연평균 12.4% 증가

도 1차년도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여 교육 풍토 혁

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인문사회분야 전체 1인

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 실적 연평균 증가율 4%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결
과이다.

(2) 두뇌한국 21 사업(BK21)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분야 사업단의 국제경쟁

우수학생들이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도록 유도하

력은 미국 주요 대학(UC Berkeley, MIT)과의 논

고 진학한 대학원생들을 뛰어난 연구역량을 갖춘

문 수준 비교에서 지속적으로 차이를 좁히면서 향

인재로 육성하는 것이 BK21 사업의 가장 핵심적

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학계열(물리학)의 경

인 성과목표이다. 이러한 성과목표는 연구역량 향

우 2009년 기준 UC Berkeley, MIT의 물리학과와

상의 중요한 척도인 참여 대학원생들의 학술활동

비교하여 교수, 대학원생, Post-Doc.의 논문수준

실적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각각 62.7%, 67,6%, 64.0%로 BK사업단 참여

SCI급 논문이 중요 연구역량 지표인 과학기술

대학원생의 논문수준 격차가 가장 적어 대학원생

분야의 경우 참여대학원생 1인당 SCI급 논문 수

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표 1-2-12> 2단계 BK21 사업 주요성과 현황
구 분
참여교수
SCI논문
(총건수)

참여
대학원생
신진
연구인력

연구
성과

참여교수
논문
1건당 IF
(과기분야)

참여
대학원생
신진
연구인력

산학

정부·산업체

협력

연구비 수주액

인력
양성

44

석·박사 과정 참여자 수

1 단계
(누계)

ʼ06 년도
(1차)년도

ʼ07 년도
(2차년도)

ʼ08 년도
(3차년도)

ʼ09 년도 ʼ10 년도
(4차년도) (5차년도)

ʼ11 년도
(6차년도)

합계

55,297

23,704건

24,140건

25,999건

26,731건

26,341건

27,187건

154,102건

26,531

9,786건

11,133건

13,861건

15,100건

15,728건

16,428건

82,036건

9,544

2,091건

3,392건

3,492건

3,284건

3,053건

2,841건

18,153건

1.98

2.17

2.46

2.51

2.69

2.80

2.98

-

2.08

2.43

2.50

2.66

2.71

2.97

2.01

2.32

2.57

2.50

2.80

2.71

3.04

129,156명

석·박사 지원 대학원생 수 34,924명

2.60
(평균)
2.56
(평균)
2.66
(평균)

9,931억원 11,445억원 13,343억원 13,934억원 15,494억원 16,139억원 80,286억원
35,476명

37,871명

38,118명

39,547명

32,971명

33,101명

217,084명

-

7,820명

9,051명

9,756명

9,408명

9,318명

45,3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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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 물리학 분야 BK21 학과와 미국 주요학과의 저자 지위별 논문당 IF 비교
<교수논문 IF 비교>

<대학원생 논문 IF 비교>

<Post-doc 논문 IF 비교>

미국 Post-Doc

미국 Post-Doc

미국 Post-Doc

BK Post-Doc

BK Post-Doc

BK Post-Doc

7.00

7.00

7.00

6.00

6.00

6.00

5.00

5.00

5.00

4.00

4.00

4.00

3.00

3.00

3.00

2.00

2.00

2.00

1.00

1.00

1.00

0.0

2006

2007

2008

2009

0.0

2006

2007

2008

0.0

2009

2006

2007

2008

2009

* Post-doc 논문 IF 비교의 경우 BK21 학과는 신진연구인력 논문 IF를 의미
** 미국 대학의 논문 IF는 최근 3년간(2007-2009)의 논문의 평균치를 적용

또한 BK21 사업은 참여 대학원생들의 연구역량

증가하였고 결과적으로 연구성과의 향상으로 이

을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

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이 향상

서도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사업을 통한 국고지원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은 연차별 감소 추세였으나 참여 대학원생의 논문

2단계 BK21 사업은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실행

수와 IF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고지원 대비 효

에도 크게 기여하였는데, 사업단 소속 대학의 교

율성은 크게 향상되었다.

원 1인당 평균 학생 수를 정부 가이드라인(대학 구

이러한 결과는 BK21 사업이 학생들의 학업몰입

조개혁 방안) 40명보다 훨씬 적은 30명 미만 수준

여건을 전반적으로 강화하였고, 사업단에서 학생

으로 유지하였고, 전임교원 확보율은 65% 이상을

들의 연구 여건 향상에 사업비 지원을 아끼지 않

유지하여 대학의 개혁에 소속 대학이 적극 참여한

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BK21 사업으로 대

것으로 평가된다.

학원생들의 연구여건이 조성되면서 박사과정생이

BK21 사업을 통해 양성되는 박사학위자는 매년

<표 1-2-13> BK21 사업 연도별 국고지원 대비 참여 대학원생 SCI 논문 성과 현황
구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국고지원금(억원)

1,596.3

1,590.1

1,504.7

1,466.2

1,325.4

1,370.7

참여대학원생 SCIE논문 수

8,373

8,879

11,242

12,162

12,623

13,392

1원당 SCIE논문수

5.25

5.58

7.47

8.29

9.52

9.77

1원 당 IF

10.01

11.67

16.30

19.53

24.11

27.46

※ 과학기술기초, 과학기술응용 및 학제간 융합분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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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추세에 있다. 2009년도에는 박사학위자를

위자들은 취업에 있어서도 고용시장의 어려운 여

1,805명 배출하여 국내 전체 박사 배출인력 9,912

건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체 대학원 졸업생 현황과

명의 18.2%, 2010년도에는 2,211명으로 국내 전체

비교하여 매우 양호한 성과를 얻었다. 이는 사업

박사 배출인력 10,542명의 21%를 점유하였다. 박

단의 우수한 교육과 연구여건을 반영한 졸업생의

사학위자의 배출인력과 국내에서의 점유율이 지

사회적 활용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속적으로 향상된 것은 BK21사업단의 교육·연구

이 뿐 아니라 BK21 사업은 세계수준의 연구중

력의 수월성을 입증하며 국내 대학원의 연구여건

심대학원 육성을 목표로 교육과 연구 역량기반의

을 크게 개선하면서 우수 인재를 유치한 결과로 평

선진화와 우수 인재들의 유치를 통해 국내 대학

가된다. 이와 같은 우수인력 유치 및 배출 성과는

원의 국제경쟁력을 변화시키는데 주력해왔다. 이

강원대학교의 뉴트라슈티컬(Nutraceutical) 사업

와 같은 정책효과는 국내 대학에 대한 국제적 평

단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사업단은 2010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사업 초기인 1999년도

학년도에 한국 학생과, 중국, 방글라데시에서 온

에는 세계 대학 순위 100위권에 국내 대학은 전

유학생을 포함하여 박사 6명과 석사 1명을 배출

무했으나, 2011년도에는 3개 대학이 진입하였으

하였는데 유학생들의 경우 박사학위자가 모두 자

며, 세계 300대 대학에는 7개 대학이 이름을 올렸

국의 대학교수로 임용되었고, 한국 학생의 경우도

다. 이는 1999년도 세계 47위에서 2011년도에 29

MIT Post-Doc.에 선정되는 등 졸업생 모두 연구

위로 일본과 대등한 수준으로 상승한 교육 국제경

실적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성과를 보였다. 우수인

쟁력 평가결과와도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

재를 유치하여 국내 대학을 세계적 연구중심 대학

다. 즉, BK21 사업을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으로 육성하고자하는 사업의 정책효과가 있었음

대학을 육성하고자 했던 장시간에 걸친 일련의 노

을 알 수 있다.

력들이 기초가 되어 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이처럼 BK21 사업을 통해 양성된 석·박사 학

있는 것이다.

<표 1-2-14>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교원1인당 학생수

29.92명

29.64명

27.95명

전임교원 확보율

65.0%

66.0%

67.2%

※ BK21종합정보관리시스템(2012년 2월말 기준)

<표 1-2-15> BK21사업 졸업생 취업율 현황
구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BK21사업 참여대학원생(전체)

92.0%

92.8%

91.9%

91.4%

92.0%

91.2%

81.9%

81.7%

81.6%

79.9%

70.0%

72.1%

일반대학원 취업률
(취업통계연보, 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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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사업(GPF)

(2) 두뇌한국 21사업(BK21)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사업은 우수 학생의 국내 대

삼성경제연구소가 2011년에 발간한 ‘미래 유망분

학원 진학을 유도하고, 학생 개인에 대한 재정지

야 핵심인재 양성계획 수립’ 연구결과에 의하면 향

원을 통해 학생의 학업 몰입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후 석·박사인력의 추가 양성이 없을 경우 2011년

사업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2013년까지 매년 2,864명, 2013년~2018년까

2011년에 실시된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이

지 매년 9,810명의 전문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4.7점, 5점 척도)

측되어 인력양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되고

나타났으며, 특히, 우수 학생의 국내 대학원 진학

있다. BK21사업이 열악한 기반에서 연구 인력 및

유도(4.4), 학업몰입과 자기연구 기회 확대(4.6)에

연구 실적의 확대와 대학원 지원 학생 수 증가를 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 가급적 많은 학생에게 실소요 등록금 및 생활비
를 지원하다보니 적은 금액의 연구 장학금(석사 월

다. 향후 과제

50만 원, 박사 월 90만 원)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재
정지원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대학원생의 증

(1)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WCU)

가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 여건상 전체 사업비가

WCU사업은 해외석학 초빙을 통해 참여 대학의

매년 감소하여 연구 장학금의 상향조정이 이루어

교육·연구의 국제적 수준을 높이고 국내대학 및

지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학원생의 실질적인

연구자들의 국제적 명성 및 인지도를 높이는데 상

체감 수혜도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당한 기여를 하였다. 2011년 QS 세계대학평가에

정부·대학의 대학원생에 대한 학비 지원 비중

서 국내 3개 대학이 100위권 내에 포함되는 약진

이 24.1%수준에 불과한 만큼, 향후에는 정부사업

을 이뤘던 원동력은 WCU사업을 통한 대학의 해

으로 지원하는 연구장학금 지원기준을 등록금, 물

외 인적자원 인프라 개선과 해외 동료평가 결과 향

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체

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기반 구축효

감 효과가 있도록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다수의 국내대학을 명

연구중심대학 육성이라는 목표로 BK21 사업이

실 공히 세계수준의 대학으로 조기 진입시키기 위

기획되었으나, 교육과 연구 활동이 복합적으로 설

해서는 지속적인 대학개혁과 정부의 체계적인 지

계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

원이 필요하다.

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가

World Class University의 핵심적인 특성이 우

고 있는 만큼 이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

수한 인적자원, 풍부한 재정지원, 자율적인 지배

의 연계를 강화한 형태의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

구조의 확보라 할 때, 향후 정부의 재정지원이 대

다. 따라서 향후 후속 사업 추진할 때에는 교육과

학 전체의 발전으로 연결되고, 소속 사업단의 성과

연구 활동을 복합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즉,

창출이 대학 전체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대학

사업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학문 특성에 따라 교육

자체의 제도혁신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과 연구를 동일한 비중으로 수행할 수 있거나 연
구 또는 교육에 선택적으로 중점을 둘 수 있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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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다양한 사업 유형을 마련하여 참여 사업단이 각

할 예정이다. 즉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선발시 지

각의 특성에 적합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역 대학원 육성을 위하여 지역인재를 추가로 선

의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

발하고, 단계적으로 그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 실적 산정이 논문 편수 중심으로 이루

또한 2011년~2012년 2년간의 시범사업 성과와

어지면서 양적 증가는 이루어졌으나 한편으로 질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다각적으로 분

적 성과를 제고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였다. 예컨

석하여 2013년 이후 GPF사업의 확대 발전방안을

대, 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가 연구력의 질적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수혜자의 박사학위

우수성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SCI 논문 피인용지

취득과정 및 졸업 후 진로 등에 대한 종단연구 등

수에서 2004년~2008년 우리나라 논문의 순위는

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30위권에 머무는 수준이었다. 향후에는 Science,
Nature, Cell 등의 저널에 게재된 논문의 평가 가
중치를 대폭 상향 조정하거나, SCI저널 게재 논
문도 피인용지수 상위 10%, 20%, 30% 등 저널의
등급을 세분화하여 가중치를 차별화함으로써 논
문 수 보다는 질적 우수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3)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사업(GPF)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사업은 기본적으로 우수인
재 양성사업으로 교육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한 사
업이다. 그 결과 수도권의 소수 대학과 5대 과학
기술특성화대학(KAIST, GIST, DGIST, UNIST,
POSTECH)에 수혜자가 몰리는 문제점이 있다.
향후 역량있는 박사과정생의 지역대학 대학원
진학을 장려하고 지역의 우수 대학원을 육성하기
위해 GPF 사업에서 지역인재에 대한 지원을 확대

<표 1-2-16>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수혜자 현황 (2011-2012년)
2011년 선발
구분
수혜자수
비율

2012년 선발

서울

지역

합계

192

103(9)

295
100

65.1

34.9
(3.1)

* 괄호안은 5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제외한 지역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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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서울

지역

합계

서울

지역

합계

수혜자수

138

67(11)

205

330

170(20)

500

비율

67.3

32.7 (5.4)

100

66.0

34.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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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기 위해 우수한 학제적·융합적 연구집단

제3절

학술연구 역량 강화

(Think Tank)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
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 Social Science
Korea)과 인문학과 대중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인
문학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
는 인문학 대중화사업을 들 수 있다. 이하 위에서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언급된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학술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 정책 추진 배경
나. 도입 경과
학술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새
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

(1) 학술단체 지원 사업

여하는 한편,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
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은

(가) 학술지 지원

현 정부에도 계속되어 왔다. 이를 위해 추진되고

1991년, 학술단체의 학술활동 활성화 및 국내학

있는 다양한 사업 중 하나로 국내 학술단체에 대한

술지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학술지 지원 사업

학술대회 및 학술지 지원을 통해 학술 활동을 활성

이 시작되었으며, 학술지 평가를 통해 등재(후보)

화하고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국내 학술단체의 학

지로 선정된 학술지를 대상으로 일정규모의 학술

술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학술단체 지원 사업이

지 발행 지원 예산을 지원해 왔다. 이후 신규학술

있다. 특히 학술지 지원 사업의 경우 일률적 기준

단체 설립이 급증하여 1990년 1,890개였던 학술

으로 학술지를 평가하고 학회에 학술지 발행 지원

단체 수가 2011년 7,446개로 약 4배로 증가하였

예산을 균등 배분하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학계의

다. 이에 학계에서는 학술지 평가제도에 대한 비판

자율 평가를 지원하고 우수학술지를 육성하는 정

과 함께, 학술단체에 소액의 학술지 발행경비를 지

책을 추진하고 있다.

원하는 것이 자생력 없는 소규모 학회를 양산할 수

더하여 인문사회분야의 학술연구 역량을 제고
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을 손꼽

있다고 언급 하며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자면, 사회과학분야에서 국가·사회적 문제에

<표 1-3-1> 2012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분류
개인연구군

학문후속세대, 신진연구자, 중견연구자, 우수학자 지원

집단연구군

인반공동연구, 토대연구, 대학중점연구소, 학제간융합연구, 인문한국(HK), 한국사회과학연구(SSK) 지원

성과확산군

저술출판, 명저번역, 우수논문, 우수학술도서, 인문학대중화사업, 기초학문자료센터(KRM) 지원

국제교류군

신흥지역연구, 글로벌연구네트워크(GRN),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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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연도 별 신규학술단체 현황(ʼ12.9.)
년도

신규단체 수

비율

누적단체 수

~60

155

2%

155

61~70

274

3%

429

71~80

427

5%

856

81~90

1,029

13%

1,885

91~00

2,411

31%

4,296

01~10

3,056

39%

7,352

11~

320

4%

7,672

미등록

198

3%

7,870

계

7,870

100%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록된 학술단체(한국연구재단)

<표 1-3-3> 등재(후보)지 발행 학술단체 규모 별 현황 (ʼ12.9, KCI 등록 회원수 기준)
인원(명)

1
~50

51
~100

101
~300

301
~500

501
~1000

1001
~5000

5001~

계

미제출

총계

학술단체 수

4

3

30

86

372

871

238

1,604

532

2,136

비율

0.2%

0.2%

1.9%

5.4%

23.2%

54.3%

14.8%

100%

532

2,136

<표 1-3-4> 2010년 국내 학술지 지원 현황         
신청과제

선정과제

선정율

총 지원액

과제 별 지원액

958

956

99.8%

3,200백만 원

3.3백만 원

(나) 학술지 평가

그러나 2010년 국정 감사 시 등재(후보)지 수가 과

1998년, 일정 기준 이상 학술지를 등재(후보)지로

다하게 증가(1998년 56종->2011년 2,060종)하였

인정하는 ‘학술지 평가제도’가 도입되어 학계 및

으며 질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1년에

다양한 연구 지원 기관에서 교원 업적 평가 및 정

학술지 530종을 실태 점검한 결과 취소 7종, 경고

부 지원 R&D 사업 신청 자격 등에 활용되어 왔다.

40종, 주의 135종 등 34%가 문제 있는 것으로 확

<표 1-3-5> 등재(후보)지 발행 학술단체 분야별 현황(ʼ12.9)

50

구분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의약학

농수해

예체능

복합학

계
1,542

등재

407

510

89

183

163

65

77

48

등재후보

136

218

22

52

85

12

44

25

594

계

543

728

111

235

248

77

121

7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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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었다. 한편 이 제도가 모든 학술지를 동일한

활용해야한다는 인식 아래 2007년 인문학 진흥사

잣대로 평가하여 국내 학문의 발전에 저해가 되고

업이 신규 추진되었으며, 인문학 연구 인프라 구

있다는 학계의 문제 제기가 점증되었다.

축을 위한 인문한국(HK) 사업과 함께 인문학대중
화 사업이 시작되어 2012년 현재까지 국민에게 인

(2)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

문학의 가치와 성과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

1963년 학술연구조성사업이 시작되었으며, 그 중

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은 현재 한국사
회에 적실한 연구 성과를 축적할 수 있는 연구 집
단 육성이 절실하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2. 주요 내용 및 성과

바탕으로 2010년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에서
한국사회과학발전방안으로 확대 개편되어 150억

가. 학계 자율적 학술지 평가 지원 및 우수

원의 규모로 시작되었다. 이어 2011년에는 인문

학술지 육성

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이 ‘인문사회기초연구사업’
과 ‘한국사회과학연구 지원사업’으로 분리되어 현

(1) 학술지 평가제도 폐지 및 학계 자율평가체제

재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약 50억원이 증액된

로의 전환

200억원의 규모로 진행되었다. 2012년 이 사업은

1998년 시작된 학술지 평가제도는 국내 학술지의

3년차로 접어들며 사회과학계에 중요한 연구지원

체계 확립 및 일정 수준의 질적 향상에는 기여하

사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260억원의 규모로

였으나, 논문 게재 절차 및 형식을 중심으로 한 평

약 200여 팀의 연구진에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가로 인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질적 수월성을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학술지 평가의 일정 기준만 충족되면 등재되었

(3) 인문학대중화사업

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아 등재(후보)지가 과다

2006년 전국 인문대학 학장의 ‘인문학 위기선언’

하게 양산 되었으며 일반 학술지와 등재(후보)지

을 시작으로 인문학의 사회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간의 차별성이 약화되었다. 또한 상이한 학문분야

학계와 사회의 요구가 폭발하였다. 인문학이 미래

에 동일한 평가 기준이 적용되어 학문 분야별 특수

한국의 미래자본이며, 이를 장기적으로 육성하고

성을 반영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표 1-3-6> 학술지 평가 영역 및 배점
평가영역

배점

체계(형식)

40점

정시발행 여부, 논문 게재율, 논문 1편당 심사위원 수 등

주요 항목

주제전문가

40점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 참고문헌의 서지정보에 대한 정확성 및 완전성,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등

패널(절차)

20점

심사기준 및 절차의 구체성 및 엄정성, 편집위원의 전문성 등

계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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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등재(후보)지 논문 게재 여부가 교수·

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술지

연구자의 채용·승진 등 인사관리와 연구실적에 반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2011.12.7). 신

영되고 국가 연구비 지원사업의 핵심평가 자료로

규 등재(후보) 학술지 선정 평가는 2012년부터 중

사용되어 학계에 영향력이 지대한 반면, 등재(후보)

단하여 정책의 추진력을 높이고, 2014년까지의 이

지의 질 관리는 허술하여 논문 심사 부실 및 고의적

행 기간 중 학계 자율평가가 착근될 수 있는 토대

인 게재율 낮추기 등 일탈행위가 발생하였고, 논문

를 마련할 예정이다.

실적 부풀리기 수단 등으로 악용되었다.

학술지 평가 폐지에 따라 동 제도를 교원업적

결과적으로 등재(후보)지의 수준이나 질과 상관

평가의 교수 ‘연구영역’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

없이 각 대학의 교원업적평가 등에서 동일하게 평

던 대학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외 교원

가되고 있어 심사가 까다로운 우수 학술지에 논문

업적평가 사례 및 연구자들로부터 분야별 학술지

을 게재할 유인이 줄어들어 학술지 질의 하향평준

에 대한 정기적인 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하는 등

화가 초래되었으며, 등재(후보)지에 논문 게재 여

대학의 교원업적평가를 지원할 자료를 제공하기

부 및 게재 논문 수 등 ‘양’적 기준에 의한 교원업

로 하였다.

적평가 등으로 연구자의 학술지 평가 의존이 심화
되고, 학계의 자율적인 평가 역량이 약화되었다.

또한 학술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학회 및
대학에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학회 제반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학술

업무 지원, 학술논문 투고· 심사·전자 저널 생성

지 평가제도가 없으며, 동료학자들의 심사를 받은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보급하

저술(논문과 저서 등) 등을 토대로 연구자의 학술

고, 각 기관의 학술 DB 연계 등을 통해 가능한 모

활동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학술지 평가

든 논문을 DB화하고 검색 및 전문 공개를 확대하

제도를 3년간의 이행 기간을 걸쳐 2014년 12월 31

여 지식의 선순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자로 폐지하기로 하고, 학계의 자율적인 학술지

논문 게재의 객관성·투명성이 강화되고 자료 DB

평가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학술지 운영의 투명

가 강화되어 국내 연구 지원 및 학술지 수준 제고

성 제고하여 학계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

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3-1>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의 주요 역할
학회 홈페이지 관리

•학회소개
•알림마당
•회원관리
•임원관리
•회비관리
•논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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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발행 관리
•기준, 학회, 학술지 환경설정
•편집위원회 관리
•학술지논문제출
•학술지논문 심사
•전자출판
•KCI 제출
•현황 및 통계

학술대회 관리

•대회환경설정
•개최안내
•논문제출
•논문심사
•사전접수
•대회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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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7> 2010년 학술지 지원 사업 현황
구분
지원 대상
2010년 지원현황
과제

국내학술지

국제학술지
최근 3년간 연2회 이상 외국어 발행 및

학회 또는 대학부설연구소 발행 등재(후보)지

국제적 성장 가능성이 큰 국내학술지

과제 수

평균지원액

예산총액

과제 수

평균지원액

예산총액

인문사회

956

3.3백만 원

3,200백만 원

24

30.6백만 원

735백만 원

과학기술

428

4.0백만 원

1,700백만 원

40

41.6백만 원

1,665백만 원

(2) 우수학술지 육성

선정하여 1억 2천만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1991년부터 추진된 국내학술지 지원 사업의 경우,
매년 1,000여개의 등재(후보)지 발행 학술단체에

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과제 지원 및

소액의 학술지 발행 경비를 지원하여 자생능력 없

인문학의 대중화 추진

는 소규모 학회를 양산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한 학술지 평가제도가 학술지의 질을 제고하지

(1)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

못하는 비판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

사회과학분야 학술연구의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고와 학문발전을 선도할 우수 학술지 육성을 위

사회과학 연구의 학문적 자생력 강화 및 차세대

한 장기적인 집중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사회과학자를 양성하고, 국가·사회 수요(문제)에

이 제기되었다.

대응할 수 있는 학제적·융합적 연구집단(Think

따라서 2011년 발표된 학술지 지원제도 개선방

Tank) 육성을 위한 SSK 사업은 매우 독특한 구조

안을 통해 정부는 학문분야별 우수학술지를 집중

를 가지고 있다. ‘경쟁과 융합을 통한 연구센터 육

육성하여 세계적 수준의 학술지로 성장할 수 있도

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소형연구팀→

록 지원을 확대하고, 소외·신생 학문 분야, 지역

중형연구단→대형 연구센터’로 의제(agenda) 중

학문 발전을 위해 배려가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해

심의 단계적 성장을 통한 융합연구를 지향한다.

지원을 확대하여 학문의 분야별·지역별 균형 발

각 단계 2년 차 연차평가 시 하위 20% 내외, 각 단

전을 도모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를 위해 학술지

계 진입을 위한 단계평가 시 하위 50% 내외가 탈

발행 지원 예산 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여 우수학술

락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차 및 단계평가를 실시하

지 및 소외 학문 분야 등의 학술지 지원 사업으로

고 평가에서 탈락된 과제의 연구비를 우수 집단에

전환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문의 균

증액 배정하여 경쟁력을 높인다. 또한 학과, 대학

형적 발전을 도모하여 우리나라가 학술연구의 중

중심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학문 분야 간, 대학 간,

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국가 간 교류·융합을 촉진하여 개방적 연구 네트

우수학술지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규모·

워크 형성 및 한국 사회과학의 국제화를 추구하며,

절차·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학계의 의견수렴을

연구팀 간 자발적 교류연구 및 융합·소통 지원의

거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ʼ12년 7개 내외 과제를

장을 제공하여 자발적 융합을 통한 성장을 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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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발굴-경쟁-집중-심화로 이어지는 진화형

었고, 박사급 이상 연구자 700여명이 참여하여 국

사업이다. 2012년 선정된 43개 소형 연구팀의 성

내 사회과학연구의 대표주자로 자리 잡은 이 사업

장경로는 <그림 1-3-3>과 같다.

은 SSK 네트워킹 관련 국내외 모범 사례 발굴 및

2010년 92개 과제, 2011년 71개 과제가 선정되

연구 성과 공유, 협업을 위한 분과별 심포지엄 30

<그림 1-3-2> 한국사회기반연구지원(SSK) 비전

사회과학을 통한 한국사회 선진화
미래 선진사회 설계
연구/기반

미래 한국사회 예측 및 설계

한국사회과학(SSK)
연구공동체

사회과학 연구기반 조성

토착화/적실성

사회 위기 진단 및 처방

한국사회과학(SSK) 역량강화

한국인/한국사회 기반연구

사회문제 진단/해결

사회과학자 양성

2단계(3년, 2+1년)
(2015-2017)

3단계(4년,2+2년)
(2018-2021)

<그림 1-3-3> SSK 연구 집단 성장 모형
1단계(3년, 2+1년)
(2012-2014)

<중형>
•연구단(Research Cluster)
<소형>
•연구팀(Research Clan)
- 3인 이상 참여연구원
(연구책임자 포함)
•연 100백만 원이내
- 2년차 결과 평가 후
우수과제에 예산 증액
(ABD연수해외비용)

- 7인 이상 참여연구원
(연구책임자 포함)
•전임연구인력 2명 이상
- 연구책임자 소속 거점대학에
전담연구시설
•연 230백만 원이내
- 2년차 결과 평가 후
우수과제에 예산 증액
(ABD연수해외비용)

소형연구팀 : 43개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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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연구단 : 17개 → 14개

<대형>
•연구센터(Research Center)
- 17인 이상 참여연구원
(연구책임자 포함)
•전임연구인력 8명 이상
- 연구책임자 소속 거점대학에
전담연구센터
•연 600백만 원 이내
- 2년차 결과 평가 후
우수과제에 예산 증액
(ABD연수해외비용)

대형연구센터 : 7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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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개최 등을 통해 연구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

2012년에는 총 260억 원(2011년 대비 50억 증

화 하였고, 사회과학협의회 주요 회원 학회지 기고

액) 중 신규 지원에 5,941백만 원(43과제), 계속지

및 한국사회 갈등해결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내외

원에 20,058백만 원(165과제)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확산해 왔
다. 적실성 있는 사회문제 연구를 위해 2011년부터

(2) 인문학 대중화 사업

는 지정주제(Top-Down Agenda)를 선정(선정과

인문학과 대중의 소통을 확대하여 인문학의 가치

제 70% 내외)하였고, 2012년에는 비율을 확대(선

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인문학의 사회적

정과제 85% 내외)하여 한국 사회의 주요 문제와 미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문화국가의 기반을 마련하

래사회 변화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사회과학

기 위해 200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인문학 대중

아젠다 개발 연구 및 학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화사업은 인문학 관련 강좌와 행사 지원 중심으로

개발된 2012년 아젠다는 다음과 같다.

진행되고 있다.
사업 6년차인 2012년에는 사업의 전반적인 개

<그림 1-3-4> 2012년 8대 Top-Down Agenda

선을 도모하고자 세부사업 별로 분석하여 다음과

2012년 8대 Top-Down Agenda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시민인문강좌는 당년

·삶의 질과 행복

도 지원 및 사업성과 분석 부족으로 우수 강좌의

·대한민국의 위상변화와 국제협력

노하우가 다른 강좌 및 차년도 사업과 공유되지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와 한반도
·정치·시장의 변화와 정부 역할의 재정립

못해 사업 효과성이 약화되었고, 강좌를 운영하

·한국경제의 글로벌화와 상생발전

는 ‘연구자’ 중심의 지원으로 수요자(성인, 청소년)

·개인과 공동체

의 특성에 맞는 대중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부족

·교육과 한국사회의 미래

하였으며, 지역 사회의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기

·지역발전

관이 가지고 있는 대중 대상 강좌 운영 노하우 및

<표 1-3-8> 2012년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지원 내역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사회과학특정연구지원사업
네트워크지원

사업
유형

신규과제

예산(백만 원)
선정 과제 수

계속과제

지정
주제
지원

기획
과제
(신규)

SSKNetworking

SSK성과
홍보
·확산

사회과학
중장기
Agenda
개발

5,441

19,929

129

100

250

100

50

43

163

2

1

1

1

1

계속

지정

지정

지정

과제

과제

과제

과제

인문사회과학분야 석·박사과정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
지원 대상

는 대학 혹은 해당기관과 협력연구가 가능한 연구자
※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 분야 연구자(전임교원)에 한함

지원 금액

소형 : 100백만 원 이내

지원 기간

최장 10년(3+3+4)

공모

예산금액 이내
1년

1년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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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9> 2011년 추진 실적
(단위 : 백 만원)

구분

지원내용

예산

- 운영기간 : 2011. 12. 1 ~ 2012. 8. 31 (9개월)
시민 인문 강좌

- 지원내용 : 20개 인문학 강좌

668

- 주요성과 : 일반시민 대상 11개, 소외계층 대상 9개 강좌 운영
- 운영기간 : 2011. 9. 19 ~ 26 (7일)
인문 주간

- 지원내용 : 대학, 인문학 단체 등 33개 기관

832

- 주요성과 : 전국 270여개 인문학 관련 행사 개최
- 운영기간 : 2011. 11. 24 ~ 26 (3일)
세계 인문학포럼

310

- 지원내용 : 제1회 세계인문학포럼 개최
* 교과부, 유네스코, 부산광역시, 한국연구재단

50

* HK 연구소 성과전시회 개최(2011.11.25, 부산 BEXCO)

- 운영기간 : 2010. 11. 13 ~ 2011. 11. 12 (1년)
석학 인문 강좌

- 지원내용 : 10개 강좌(강좌당 4회 강의, 1회 토론), 특별강연

840

- 주요성과 : 강의당 300여명 참여, 석학총서 17편 발간
계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

2,700

으로 나타났다.

었다. 인문주간의 경우 인문 주간 참여 기관을 별

2012년에는 사업을 전면 개편하고 평생교육

도 선정하고 일주일 간 행사 위주로 지원하여 사

진흥원의 성인·청소년 교육 노하우를 활용하여

업의 지속성이 부족하였고, 인문학에 대한 대중의

2011년 시민인문강좌 성과 분석 및 발표회 개최,

흥미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SNS 등 다양한 수

우수강좌 사례 콘텐츠 제공, 강사 워크숍 실시를

단을 활용한 전국적·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추진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차년도 선정에 반영하

<그림 1-3-5> 인문학대중화 사업 추진 체계
교육과학기술부

사업 총괄 및 기획
•교육방법(대중성) 측면

•과제 선정
•강좌 관리

•성과 분석
한국연구재단

평생교육진흥원

•강사 지원
•강의 평가

•연구자 관리
•행사, 홍보
•강사풀 구축
•인문학 콘텐츠 및
사업 전반 측면
성과 분석
•강의 평가

석학인문강좌
과제

시민인문강좌
과제
(인문주간, 세계
인문학포럼)

과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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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 장소, 홍보 지원

지역 문화 기관
(박물관, 도서관 등)

교육방법 측면 지원

예산, 장소 홍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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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사업성과 분석 및 확산을 강조하였다. 또한

주간 행사가 일회성 행사로 종결되지 않도록 사업

시민인문강좌 지원 대상을 박물관·도서관 등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강좌 수가

외 연구·사회·문화단체로 확대하고 지자체(교육

20개에서 57개로 확대되었고, 유형 또한 소형(15

청 등)와의 연계 강화를 유도하였다.

백만 원, 30개)에서 중형(30백만 원, 28개), 대형

또한 시민인문강좌 수를 확대 및 지원 유형을 다

(100백만 원, 2개) 까지 다양화되었다.

변화하고, 시민인문강좌 기관 중 일부가 인문주간

연중 SNS(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인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인문

문학 강좌, 성과발표회, 학술대회, 포럼 등 인문학

<표 1-3-10> 2012년 시민인문강좌 지원 유형
(단위 : 백 만원)

유형

지원 예산

과제 수

예산 총액

운영 내역
- 강좌 운영(소규모 중심)

Ⅰ

15백만 원 이내

26과제

376

- 인문주간 참여 여부 선택 가능
- 지자체, 지역사회기관 연계 권장
- 강좌 운영

Ⅱ

30백만 원 이내

29과제

866

- 인문주간 참여 필수
- 지자체, 지역사회기관 연계 권장
- 지역 내 인문자원을 통합적 연계하여 강좌, 체험, 축제 실시

Ⅲ

100백만 원 이내

2과제

200

57과제

1,442

- 인문주간 참여 필수
- 지자체(교육청)와 지역사회기관(도서관, 박물관 등) 협력 의무화

계

<그림 1-3-6> 인문학 대중화 사업 및 인문주간 홍보 계획
•인문 강좌/행사 안내 : 시민인문강좌, 학술대회, 포럼 등
•인문학 정보 : 우수저서, 논문, 연구성과 등
•생생현장 : 인문학 강좌/행사 탐방기
•이벤트 : 국민 참여의 장
•인문주간(한시) : 9월~11월까지 인문주간 집중 홍보

인문학대중화사업 SNS 홍보

ʼ12.6

ʼ10.29.

인문주간

ʼ11.4.

ʼ13.5

•개막식 및 이벤트(서울, 10.29)
•인문사회분야 성과전시회(미정, 10.29~10.31)
•세계인문학포럼(부산, 11.1~11.3)
•시민인문강좌 행사(전국, 10.29~11.4)
•폐막식 및 이벤트(미정, 11.3~4중(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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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일정 안내하고 SSK, HK, 중점연구소 등의

정책 안내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KRI(한국연구업

기존 연구된 내용 중 대중적인 정보 소개하며 다양

적통합정보시스템), 대학 정보공시 등에서 교수의

한 국민 참여 이벤트를 실시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

논문실적기준으로 등재(후보)지 기준을 활용하고

고자 한다. 이 밖에도 ‘인문강좌 탐방단’을 구성하

있는 바,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동 제도가 폐지

여 강의 홍보 및 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이며 인

됨을 사전 홍보하고 점진적으로 기준을 삭제해 나

문학 관련 온라인 카페, 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

가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교원업적평가 지원을

축 등을 계획하고 있다.

위해 제시될 국내외 교원업적평가 사례 및 학술지

특히 2012년의 경우 주 5일 수업제의 전면 도입

선호도 조사 등의 자료는 학계 자율적인 평가 지

및 청소년 인성 교육 강화 여론 증대에 따라 청소

원을 위해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다. 또한 학

년 인문학 강좌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술지 평가가 존속될 2014년 12월 31일까지 교원업

창의적 체험 활동, 토요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적평가가 대학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변경되어야

청소년 대상 인문 고전 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

함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게다가 학술지

교육청과 연계행사(글쓰기, 토론 및 문화 공연 등)

DB 구축의 경우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

를 추진하는 등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

회도서관 등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이며 인문주간 기간(10.29~11.4)을 인문사회 연

학술지 DB와의 연계 여부를 검토하고, 각 기관이

구진흥성과전시회(10.30~31) 및 세계인문학포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기간(11.1~11.3)과 연계하여 인문학의 ‘축제의 장’

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계의 동의 아래 논문 전

을 열 계획이다.

문 공개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연구윤리 강화 및
지식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향후 과제

(2) 우수학술지 육성
국내 학술지가 세계적인 학술지로 거듭나기 위해

가. 학계 자율적 학술지 평가 지원 및 우수

서는 집중적인 예산 지원 외에도 편집인 교육이

학술지 육성

중요하다. 편집인은 학술지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
우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의학 분야 및 과학기

(1) 학술지 평가제도 폐지 및 학계 자율평가체제

술분야의 경우 한국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편

로의 전환

협)과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과편협)이 활

학술지 평가제도 폐지에 따라 R&D 요건 및 결과

동하고 있어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학술지의 질 향

물 제출 방법 등으로 등재(후보)지 제도를 활용하

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수한 학술지는 결국

고 있던 사업에서 등재(후보)지 기준을 삭제해야

우수한 투고자와 편집인, 발간인이 만들어내는 것

한다. 지난 15년 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이다. 예산 지원의 틀에서 벗어나 우수학술지를 육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등재(후보)지 기준

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을 활용한 바, 등재지 제도 폐지에 대한 지속적인

58

4편 제1장 연구중심대학 육성

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과제 지원 및
인문학의 대중화 추진
(1)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
SSK 사업은 국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젠다를 연구하고 있으므로 해당 연구가 도움이
될 정부 정책이나 사회 분야에 적극적으로 전달되
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각 부처를 대상으로 SSK
연구 결과에 관심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보
건복지부, 식약청 등 3개 부처에서 관련 자료를 요
청해 왔다. 적극적인 정책 반영이 가능한 연구의
경우 개별 연구자와 각 부처 담당자를 직접 연계하
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인문학 대중화 사업
이 사업은 그동안 강좌와 행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같이 추진되고 있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과의 연계가 미약하였다. 연구 성과를 보다 쉬운
언어로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을 때 인문학 연구
에 대한 성과를 국민이 인식하고 그 가치를 향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
원사업을 통해 추진된 연구의 성과 중 대중이 관
심 있고 이해하기 쉬운 주제를 선별하여 쉽게 기
술하거나 다이어그램, 동영상 등으로 이미지화하
여 SNS 등의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인문학과 대중이 더욱 가
까워짐으로써 인문학의 대중화를 이루는 것이 용
이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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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만

보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로 키

셋째, 대학교육의 창의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워내기 위한 대학교육의 변화는 더욱 중요하다.

조직·인사, 학생정원, 학사운영 등 대학의 전 영

지금까지 대학과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대학입

역에 걸쳐 규제 완화와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

시’였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학의 자율성과 책

선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대학의 사회적 책무

무성을 강화하여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

를 실현하기 위해 정보공시를 강화함으로써 대학

를 바탕으로 ‘잘 가르치는 대학’의 토대를 마련하

의 주요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

고자 노력하였다.

고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 및 교육에 대한 참여,

먼저 ‘잘 가르치는 대학’을 지원하는 최초의 대

대학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아울

규모 재정지원사업으로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시

러, 평가인증을 통해 대학 스스로 대학교육의 질을

작하였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총액 교부(Block

제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Grant) 형태로 지원하며 비목별 집행용도를 정해
놓지 않고 대학이 추구하는 발전방향에 따라 총
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객관적이고 공개
된 지표를 활용하여 지원대학을 선정하므로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뿐 아니라 대학
들의 평가 부담이 크게 줄었다. 2010년부터는 학
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 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원되어
대학들이 다양한 학부교육 선진모델을 개발, 정착
시켜 가고 있다.
둘째, 대학교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부
터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교원의 교육·연구·사회봉사 및
기타 업적을 일정 주기로 평가하여 연간 보수 총
액을 결정함으로써 교원의 자발적 동기 유발을 촉
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강사’ 제도 도입 및 1년 이상 계
약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2011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시간강사
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대학 강의의 질 제고와 학생 학습권의 충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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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

이를 이행하는 수준이었으므로 자율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
다. 특히 과거 정부는 좋은 대학을 만들기 위해 대
학에 더 많은 자율과 책무를 주기보다는, 소위 ‘3
불 정책’을 빌미로 대학에 간섭을 하고, 이를 각종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대학 지원 사업에 연동시킴에 따라 대학 자율성은
고사하고 정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게 되었다는

가. 정책 추진 배경 및 특징

비판이 있었다.
아울러 정부재정지원도 기관 단위 포괄재정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교육은 국가경쟁력

원 비중(5.9%, 2007년)이 낮아 교육여건 개선을

강화의 핵심요인이나 기업의 질 높은 인적자원 양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전략

성요구와 학습자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제대로 충

적 투자는 한계가 있었다. 2007년도 외국의 기관

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

단위 재정지원 비중을 보면 일본이 81.4%, 미국이

왔다. 2008년 IMD 평가에서는 대학교육의 경쟁

82.2%, 핀란드가 82.1%에 이른다.

사회 요구 부합도가 55개국 중 53위를 차지하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다. 또한 2006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사에 따

는 다음과 같은 대통령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우

르면, 대졸자의 대학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1

선, 모두를 위한 창의적 교육을 위해 교육의 방향

점에 그쳤고, 2005년 경영자총연합회에서 조사한

을 ‘관치(官治)’에서 ‘자율(自律)’로 교육의 자율경

대졸 신입사원에 대한 기업체 만족도는 25.9%에

영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대학에 대한 불필요한

불과했다.

간섭 등의 관치를 철폐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

한편 고등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한 보장하고 이를 통해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는데 집

높이고 대학의 실질적인 특성화를 유도하고자 하

중되어 있어 대학의 학부 수준 교육 역량 강화를

였다. 이에 따라 정부재정지원 방식을 획기적으로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

개선하여 대학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학생수 및

다. 2008년도의 고등교육 예산 4.3조 원 중에서 지

성과지표에 따라 지원을 받게 하여 정부가 아니라

방대학혁신역량강화 사업(NURI), 수도권대학 특

수요자인 학생과 산업계를 만족하는 교육이 이루

성화 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 등 학부교육수준의

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평가를 통한 정책 사업

재정지원은 4천 억원 수준으로 9.3% 수준이었다.

비를 줄이고 포뮬러·블록 펀딩 방식으로 전환하

대학은 정부주도의 재정지원과 정책지원에 의

여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대학 발전

존함으로써 스스로 교육역량을 강화하는데 미흡

의 필수적인 핵심 지표가 반영된 포뮬러(formula)

하였다. 정부가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선정하여

에 의한 성과중심의 재정지원인 ‘대학교육역량강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특정 목적을

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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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입 경과

방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방식의 펀딩 방식을 도입
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4월 「우수인력양성 교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은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육역량강화 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수립하여 전문

및 성과 창출을 지원하여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가 위원회의 토론, 대학별 의견수렴, 정책자문위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되

원회 검토 등을 거쳐 2008년 7월에 이 사업을 최

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

초로 시작하게 되었다.

편, 교수역량 및 학습력 제고, 교육 인프라 확충 등

초창기인 2008년도 및 2009년도의 대학 교육역

교육역량의 질적 수준을 높여 이를 통해 현장에 직

량강화사업은 일원화된 사업이었으나 2010년도부

접 투입될 수 있는 실용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

터는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을 신설

성하고자 하였다.

하여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 유형과 학부교육 선

2007년 12월, 정부가 고등교육재정 1조원을 확
충하고 500억 원의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을 신
설하면서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기존의 평가선정

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 유형으로 구분하여 ‘잘 가
르치는 대학’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은 <교육역량강화 사업>

<표 2-1-1>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도입 및 추진 경과
추진일정

추진 내용

2007.12

2008년 고등교육재정 1조원 확충 계기, 사업 신설(500원)

2008.3

신정부 출범에 따라, 대학 재정지원의 포뮬러 펀딩 방식 도입

2008.4-5
2008.6
2008.7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본계획(시안) 마련(1차 추진위 회의)
기본계획(시안) 설명회 개최 및 대학별 의견수렴
대학 주요 의견 검토 및 기본계획(개선안) 마련(2차 추진위 회의)
기본계획(개선안)에 대한 기획처장 협의회 의견수렴
기본계획(최종안) 마련(3차 추진위 회의)
교과부 정책자문회의(고등교육분과) 의견수렴

2008.7

2008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확정·공고

2008.8

2008년도 지원대상 대학 및 지원금 확정·발표

2009.3

2009년도 사업 기본계획 확정·공고

2009.4

2009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최종 확정·발표

2010.2

2010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확정·공고

2010.3

2010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최종 확정·발표

2010.6

2010년도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지원대학 선정·발표

2011.2

2011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확정·공고

2011.5

2011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확정·발표
2011년도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지원대학 선정·발표

2012.3

2012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확정·공고

2012.4

2012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확정·발표

2012.5

2012년도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지원대학 선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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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ACE: Ad-

도대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으로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다. <교육역량강화 사업>은 매년 대학

2. 주요 내용 및 성과

발전의 핵심지표를 활용하여 정량평가를 통해 지
원대학을 선정·지원하고 지원금은 대학의 자율

가.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적 발전계획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여 대학이 스스
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역량을 강
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학부

(1) 특징

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의 강점과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건학이념에 따른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한 학사조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대학 교육역량 제고의 핵심

직 개편, 교육과정 개편 등 총체적, 체계적인 학부

지표로 구성된 포뮬러를 통한 성과중심 재정지원

교육 시스템 개선을 유도하여 다양한 학부교육 선

이다. 이는 교육여건 개선 및 성과 창출 등을 위한

진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선

대학 간 경쟁을 촉진하고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

<그림 2-1-1>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우수 인재 양성

정책목표
대학 교육역량의 질적 수준 제고
교육과정 개편, 교수역량 및 학습력 제고, 교육 인프라 확층 등

추진전략
우수대학에 대한 선택과 집중 및 선도모델 확대로 정책 효과 극대화
선도모델의 창출 확산
자율적 교육역량강화

학부교육 선도모델 창출
선진화 기반 조성

교육역량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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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여건 개선 및 성과창출 경쟁 촉진

1. 학부교육 선도모델 육성확산

2.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역량강화

2. 학부교육의 총체적·체계적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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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두

높이고 정교하게 개선하였다. 평가지표는 일관성

번째는 대학 발전전략에 따른 자율적 재정집행 보

을 유지하면서 현실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

장이다. 대학의 자체 발전계획에 따른 교육역량 강

학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유도 지표 등이

화를 지원하여 재정운용의 자율성·효율성을 제

추가되었고 산식 자체가 변하거나 반영 비율이 조

고할 수 있다.

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2012년 사업에서는
그 동안 통합하여 평가하였던 국공립 대학과 사

(2) 포뮬러 지표 및 반영비중의 변화

립대학을 구분하여 평가하면서 국공립대학 선진

포뮬러 지표는 해마다 정책연구를 통해 타당도를

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공립대 선진화 지표를 포

<표 2-1-2>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포뮬러 지표 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국공립 지표>

- 취업률

- 취업률

- 취업률

- 취업률

- 재학생 충원율

- 재학생 충원율

- 재학생 충원율

- 재학생 충원율

- 기성회회계 건전성

- 전임교원확보율

- 전임교원확보율

- 전임교원확보율

- 전임교원확보율

- 총장직선제 개선

- 장학금 지급율

- 장학금 지급율

- 장학금 지급율

- 장학금 지급율

- 배정정원 대비 전임교원확보율

- 학생 1인당 교육비

- 학생1인당교육비

- 학생 1인당 교육비

- 학생 1인당 교육비

- 국제화 수준

- 국제화 수준

- 국제화 수준

-학
 사관리 및 교육

- 학사관리 및 교육

과정 운영

과정 운영

- 등록금 인상 수준

- 등록금 인상 수준
- 대입전형 지수

<국공/사립 공통>
- 취업률
- 재학생 충원율
- 교원확보율
- 장학금 지급율
- 학생 1인당 교육비
-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국제
화 수준, 대입전형 지수 포함)
-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

지표명

2008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취업률

25%

25%

25%

20%

20%(18%)

재학생 충원율

25%

25%

20%

20%

20%(18%)

(전임)교원확보율

10%

10%

10%

10%

10%(9%)

장학금 지급율

20%

20%

15%

10%

10%(9%)

20%

15%

15%

10%

10%(9%)

-

5%

5%

5%

학사과정에 포함

-

-

5%

10%

10%(9%)

-

-

5%

10%

20%(18%)

-

-

5%

학사과정에 포함

기성회회계 건전성

-

-

-

-

(5%)

총장 직선제 개선

-

-

-

-

(5%)

학생1인당교육비
(학생 교육 투자)
국제화 수준
등록금 인상 수준
(등록금 부담 완화)
학사과정 및 교육과정 운영
대입전형

* ( )는 국공립대 반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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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시켰다.

정보 활용 및 외부 항목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였

2008년도부터 도입된 대학 교육역량강화의 핵

다. 국공립대학에는 국공립대학 선진화 지표(총장

심인 성과 및 여건 지표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직선제 개선, 기성회 회계 건정성)를 신설하였고

첫째, 2009년도의 포뮬러 지표는 사업 초기의 포

국공립대학의 교원확보율은 ‘배정정원 대비 전임

뮬러 지표와 비교했을 때 국제화 지표 및 향상도

교원’으로 반영했다.

가 추가 반영되었다. 둘째, 2010년도의 포뮬러 지
표에서는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지표, 등록

(3) 지원대학 선정방식 및 재원배분

금 인상수준 지표가 추가로 반영되었고 일반대학

지원 유형별로 각 대학의 ‘교육지표 포뮬러’에 의

및 산업대학과 교육대학을 구분하여 포뮬러 지표

해 산정된 포뮬러 점수에 따라 대학별 지원 우선순

가 구성되어 있다. 셋째, 2011년도에는 대학의 특

위를 결정하고, ‘재원배분 포뮬러’에 의해 순위가

성에 따라 일부 지표의 구성 및 반영비율을 차별

높은 대학부터 순서대로 지원하되, 유형별 총액 한

화하였다.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지표에 ‘시간강

도 내에서 지원대학 선정 및 지원이 이루어 졌다.

사 강의료 지급 단가’를 추가하여 반영비율을 확대

지원금 배분은 교육지표 포뮬러 획득 점수와 지

하였고 ‘취업률’ 지표의 반영 비율을 축소하였다.

원대상 대학의 규모, 소재지에 따른 예산규모 차

그리고 ‘장학금 지급률’ 및 ‘1인당 교육비’ 지표의

이를 반영하여 재원배분 포뮬러를 활용한다. 기준

반영 비율을 축소하였고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

경비는 대학정보공시에 의해 공시되어 있는 학생

입전형의 공교육 연계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

1인당 교육비 산출근거에 따른 전국 4년제 대학생

입전형’ 지표를 신규로 도입하였다. 또한 물가 안

1인당 교육비 평균이다. 규모지수는 대학별 재학

정 및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금

생 수(학부)의 제곱근이며 성과 지수는 교육지표

인상 수준’ 지표의 반영비율을 확대하였다. 넷째,

포뮬러 획득 점수를 총점으로 나눈 값이다. 지역

2012년도에는 포뮬러 지표를 국·공립대학, 사립

계수에 있어 수도권과 지방의 학교수·학생수 대

대학, 교원양성대학으로 구분하였고 정책유도 지

비 예산규모 차이를 반영하여 차등 적용하되, 가

표를 포함시켰으며 대학정보공시제에 따른 공시

용예산과 선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하

<그림 2-1-2> 지원대학 선정 및 재원배분 절차
「교육지표 포뮬러」 적용
: 대학별 지원 우선순위 결정

「재원배분 포뮬러」 적용
: 대학별 지원금 결정

지원대학 및
지원금 확정

<그림 2-1-3> 재원배분 산출식
기준 경비

규모 지수

×
10,662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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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지수

×
√재학생수

지역 계수

×
획득점수/총점

=
수도권 /지방으로 구분

대학별
재정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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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였다.

토록 함으로써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하
고 있다. 또한, 사업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과 성과

(4) 사업집행 및 성과관리

지표 달성여부 등 사업수행 성과에 대해 사업 종

지원예산은 기관에 총액으로 교부되며 대학총장

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성과우수 대학에 대해

은 교육역량 강화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비를

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집행해야 한다. 총장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대학의
발전계획에 따라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5) 지원 및 선정현황

창의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지원예산은 자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지원예산은 2008년

율적 집행이 보장된다. 단, 대학들은 대학 교육과

500억 원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NURI 사업 등

취업의 연계 강화를 위해 취업(창업지원 포함) 촉

이 본 사업에 통합되어 2008년에 비해 5배 이상

진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에 지원금의

증액된 2,649억 원, 2010년에는 2,900억 원, 2011

30% 이상을 집행해야 한다.

년에는 3,020억 원으로 예산이 매년 증액되었으

지원 대학은 체계적 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나 2012년에는 약 600억 원 가량이 감액된 2,411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추진위원회는

억 원이 책정되었다. 2012년 교육역량강화 사업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논리모델(Logic Model)에

예산이 줄어든 것은 국가장학금 사업이 대폭 확충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되면서, 기존에 교육역량강화 사업비에서 지급되

각 개별 대학이 여건 및 상황에 적합한 세부사업

던 장학금 비중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을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자율적으로 성과지표를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선정은 지역별, 규

정하여 성과관리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

모별, 대학 특성별에 따라 2008년도부터 2011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까지는 총 8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

지원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 성과지표와 사업

으며 2012년도에는 국·공립대, 교원양성대, 사

계획서에 대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에 사

립대를 분리하여 지역별, 규모별에 따라 총 9개

업계획의 타당성과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을 자문

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전국 4년제 지

하고 컨설팅 내용 결과를 기존 사업계획서에 반영

원대상대학 중 신청대학의 비율은 2008년도에는

<표 2-1-3> 2008년도 - 2012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 현황
지원대상대학
(개교)

신청대학
(개교)

신청비율
(%)

2008년도

171

151

2009년도

182

171

2010년도

183

2011년도
2012년도

구분   

선정대학
(개교)

선정비율
(%)

88.3

64

42.4

93.4

88

51.5

158

86.3

88

55.7

185

165

89.2

80

48.5

151

143

94.7

97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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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2009년은 93.4%, 2010년은 86.3%, 2011

(6) 교육역량 프로그램 및 사업비 집행 현황

년은 89.2%, 2012년은 94.7%이며, 신청대학 중

대학은 지원받은 교육역량강화 사업비로 총장이

선정대학의 비율은 2008년도에는 42.4%, 2009

리더십을 발휘하여 자체 발전 계획에 따라 교육여

년은 51.5%, 2010년은 55.7%, 2011년은 48.5%,

건 개선 등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2012년은 67.8%이다.

창의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1-4>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프로그램 현황
구분
장학금

취업촉진
프로그램 운영비

운영 프로그램
· 가계곤란자 장학금      

· 외국인 유학생 성적 장학금

· 성적우수장학금         

· 사회봉사활동 장학금

· 글로벌 리더 장학금     	

· 장애우 장학금

· 취업박람회 개최      

· 취업동아리 지원

· Job 카페 개설        

· 국내 산업체 해외 인턴십 지원

· 진로상담서비스 강화  

· 미취업자 취업캠프 운영     

· 취업프로그램 전용강의실 운영
·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산학협력 강화
· 모의면접 프로그램(무인셀프 면접시스템 설치)
· 성적우수 입학생 어학연수지원사업
· 전문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

학생교육 및
실습활동 지원비

· 외국인 교원과 학생의 교육·문화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
· 신입생 창의력 강화 캠프 운영
· 장애인을 위한 학습지원 시스템 운영
· 장·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 확대
· 교수법·학습법 컨텐츠 개발
· 경력개발 책임지도 교수진 구성 및 교육 실시

교육과정 개선비

· 영어전용 융합전공 과정 개발
· 해외대학과 화상강의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동커리큘럼 개발
·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교수연수 실시
· 개방 실습실 노후 PC 교체

기자재 구입비

· 스마트 보드(전자칠판) 구입
· 첨단강의실 구축 관련 기자재 구입
· 특성화를 위한 교육기자재 확충

인건비 및 인센티브

· 강의평가 우수교원 포상(우수강의 인센티브)
· 사업관리 전담인력 채용
· 첨단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환경개선
· 다목적 학습공간 시설 및 환경 개선

교육환경 개선비

· 학습공간에 방음시설 설치 등 집중도 향상 시설 설치
· 화상강의실 보완 및 신규 구축
· 멀티미디어 강의실 확충
· 사업집행 실무자 특근비

기타 운영비

· 사업추진위원회 운영비
· 자체평가 수행경비

※ 출처 : 김영섭 외(2010). 2010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설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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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교육역량강화 사업비를 취업역량강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부교육이 중요하다

및 학습력제고 지원, 장학금 지원, 교수역량강화,

고 역설하였다. 이에 대학의 학사조직, 교원인사/

교육인프라확충, 교육과정개편 등에 투자하고 있

평가, 교육과정 개편을 포함한 총체적, 체계적, 전

다. 이 중 취업역량강화 지원 분야의 비중은 2008

략적 학부교육 혁신을 유도하고자 이 사업의 추진

년 7%, 2009년 18.8%, 2010년 19.3%, 2011년

을 제안하였다.

30.9%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외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은 다음과

학습력제고 및 장학금 지원, 교육인프라 확충 등에

같은 면에서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과 구분된다.

도 재원이 집중되고 있다.

첫째, 사업목적 면에서 전자는 학부교육 혁신의지
와 역량을 갖춘 대학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부교

나.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육 선진모델을 창출하는 것이고, 후자는 현재의 교
육여건 및 성과가 우수한 대학을 지원하여 학부교

(1) 특징

육 역량강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 사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ACE : Ad-

업기간 면에서 전자는 4년(2년+2년)간 계속 지원

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은 국가교육과

되어 교육과정 구성 및 학사조직 개편 등 학부교

학기술자문회의 제안으로 태동하게 되었다. 2009

육 선진화를 위한 장기적·안정적 지원이 가능하

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학생의 90%가

며, 후자는 1년 단위로 지원되어 사업에의 진입 및

졸업과 동시에 사회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퇴출을 통한 대학 간 경쟁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고 기초소양(의사

셋째, 지원대학 선정평가 면에서 전자는 21세기형

소통력, 창의력, 리더십 등)을 길러주면서도 쓸모

학부교육 선진화를 위한 특색있고 경쟁력있는 학

있는 실용교육을 확대하여 인성, 글로벌 역량, 창

부교육의 교육목표, 교육여건, 교육과정 등을 평

의력, 통섭적 지식을 갖춘 21세기형 글로벌 창의

가하고, 후자는 전체 대학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표 2-1-5> 교육역량 프로그램별 사업비 투자 비율
사업비 투자항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취업역량강화 지원

7

18.8

19.3

30.9

학습력제고 지원

7.2

26

26.7

21.7

장학금 지원

33.7

21.4

22

16.1

교수역량 강화

4.4

3.8

4.4

7.3

41

20.9

16.5

13.1

5.2

7.5

9.6

9.7

교육인프라확충
(교육여건 및 제도개선)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정규, 비교과 과정)
사업관리비 및 운영비

1.5

1.6

1.5

1.2

계

100

100

100

100

※ 지원대학의 실적보고서상 운영 프로그램 등을 참고하여 7개 분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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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대학 발전의 핵심적인 공통지표를 통해

지원사업’의 학부교육 특성화 역량을 심사하는 ‘정

평가한다. 넷째, 지원내용 면에서 전자는 학부교

성평가(20%)’, 학부교육선진화 계획을 심사하는 ‘정

육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혁과 교육과정 개편, 학

성평가(30%)’로 이루어진다.

생 및 교원 역량강화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2단계 면담평가 및 현장실사는 평가위원이 직

후자는 대학의 교육과정 개편, 교원 및 학생의 역

접 대학을 방문하여 대학 총장 및 학생들과의 면

량 제고,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자율적 집행을 보

담결과를 반영하는 정성평가로 대학의 특색있고

장하고 있다.

경쟁력있는 학부교육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확산
하기 위함이다.

(2) 지원대학 선정방법 및 평가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의 지원대학

(3) 사업집행 및 성과관리

선정을 위한 평가는 단계별로 총 3단계로 이루어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의 사업운영

지며 1단계 서면평가, 2단계 면담평가 및 현장실

및 관리 방식은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과 유사하

사, 3단계 총괄심사로 진행된다. 평가의 성질별로

다. 이 역시 지원예산은 기관에 총액으로 교부되고

는 크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되며 평가비

자율적 집행이 보장된다. 또한 대학이 제시한 자

중은 각 각 50%이다.

율적 성과지표와 사업계획서에 대해 컨설팅을 통

1단계 서면평가는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의 교
육지표 포뮬러인 기본적 교육여건 및 성과를 평가
하는 정량평가(50%)와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해 내실있는 사업운영과 성과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매년 연차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연차평가는 각 사업연도 집행 후 성과지표 달성

<그림 2-1-4>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선정 절차
단계

1단계

평가구분

서면평가

평가내용

정량평가

·기본적 교육 여건 및 성과

정성평가

·사업계획서 심사

주관
사업위탁기관
평가위원회

   - 학부교육 선진화 역량 및 계획

2차심사 대상 확정 : 유형별 최종 선정대학 수의 2~3배수(점수제)

2단계

면담평가/현장실사

정성평가

·면담평가 및 현장실사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확정 : 유형별 2차 심사 대학 순위 및 평가의견 제출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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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와 사업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환류

성하고자 하는 성과지표를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하게 되며, 연차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연도별 지원

개별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지표와 학부교육 선도

액을 차등 지원한다. 중간평가는 연차평가 결과를

모델을 포괄하는 핵심 성과지표도 함께 제시토록

반영하되, 1·2차년도 실적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

하였다. 또한 대학별로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학생

가한다.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의 내

의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사업을 통한 학생의 교육

실화를 위해 컨설팅 위주로 진행하고 실적이 현저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히 떨어지는 대학은 지원을 중단한다. 또한 사업의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해 타 대학으로의 확산 노력

(4) 주요 프로그램 현황

정도, 차년도 사업계획 등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

대학은 특색있고 경쟁력있는 다양한 학부교육 선

한다. 종합평가는 사업기간(4년) 종료 후 사업추진

진모델을 창출하고 교육과정과 교육지원 시스템

성과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의 총체적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의 성과 관

영하고 있다.

리는 선정된 각 개별 대학이 사업 수행을 통해 달

<표 2-1-6>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주요 프로그램
대 학
가톨릭대학교
(2010년 선정)
건양대학교
(2010년 선정)
대구가톨릭대학교
(2010년 선정)
서울시립대학교
(2010년 선정)
서울여자대학교
(2010년 선정)
성균관대학교
(2010년 선정)
세명대학교
(2010년 선정)
신라대학교
(2010년 선정)
울산대학교
(2010년 선정)
한동대학교
(2010년 선정)

주요 프로그램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과정, 학사제도 혁신”
- 전공교과에 융복합 트랙 도입
- 강의평가결과 전면공개, 교수업적평가의 교육부분 반영률 40%까지 확대
“가르쳤으면 취업까지 책임지는 교육”
- 신입생 대상 동기유발학기 운영 	 - 교수 현장 학기제, 전문 기업인 교수제
“인성·창의성·다문화적인 전문인 양성”
- 자기주도형 창의력 신장 교양교과목 개발
- ‘Me in Others’ 프로그램 운영(다문화 체험 및 다문화 봉사)
“자체 교육 인증시스템 구축”
- 글쓰기 센터 설립 및 융합 교양군 신설  	

- 강의 수시 평가제, 동료교수 강의평가

“공동체 기반의 학부교육 선진화”
- 기숙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심화  	

- 교수 생애주기별 교수역량 강화 지원

“교육과 연구의 균형”
- 창의적 융복합 전공교육 확산  	

- 맞춤형 밀착 학사지도

“미드필더형 인재 양성”
- 학과 특성화(학과역량강화 + 취업역량강화)  	

- 기업체험 프로그램

“해외 취업 명문 도약”
- 신라 글로벌 화랑 프로그램 → 신라 장보고 프로그램 → 해외 인턴십 파견/취업
“개방과 공유”
- 산업체 장기 인턴십, 산학협력교수 	

- 강의 인터넷 공개

“창의·융합 특성화”
- 글로벌 전공봉사사업(GEM)

- 학부생 연구지원사업(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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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2010년 선정)
경희대학교

“교수-학생 밀착형 학부교육”
- 신입생 대상 정주대학 프로그램 운영 	
“전문성·인성 갖춘 창의적 글로벌 리더양성”

(2011년 선정)

- 교양대학 Humanitas College 운영 	

계명대학교

“Creative Global Citizen의 얼굴 만들기”

(2011년 선정)
동국대학교(분교)
(2011년 선정)
목포대학교
(2011년 선정)
서강대학교
(2011년 선정)
아주대학교
(2011년 선정)
안동대학교
(2011년 선정)
우송대학교
(2011년 선정)

- ‘HARMONY’ 전략을 통한 교양교육 선진화

- 핵심 소양교육 강화

- 융합전공(지식융합학부) 도입

- 수준별 의사소통, 기초과학 교과목 개발

영남대학교

한양대학교
(2012년 선정)

- 전공진입 준비도 점검, 학업부진자 관리

“β-ESCORT 교육선도모델”
- 수준별 전공교육 선진화 프로그램

- 얼(EOL: Essence Of Life) 인성교육 과정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SMART 人 양성”
- 4학기제 운영 내실화

“21세기 선비형 글로벌 리더 양성”

(2012년 선정)

- 서강교육품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다산형 인재 양성”

충북대학교

(2012년 선정)

- 찾아가는 맞춤형 산학협력 교육

“융복합시대 학제개편 및 전인교육 구현”

- 2+2학제, 신입생 4학기제 운영

금오공과대학교

- 학생 자율 ‘동국 커리어 Up동아리’ 강화

“자기주도적 산학협력교육 모델”

“기초역량 강화형 학부교육 특성화”

한밭대학교

- 강의 인증제 도입

“핵심역량 선진화 모델 창출”

전북대학교

(2011년 선정)

- 전공간 융합활동 지원

- 국제화, 산업연계형 전공교육

(2011년 선정)

(2011년 선정)

- 맞춤형 취업트랙제

- 글로벌 역량강화

- 교육·연구 통합교육, 교수 복수학과 소속제

- 전공교육의 품질관리

- 교양과 전공의 이원화 극복
“창의적 지역리더 양성”
-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 9개의 전공 통폐합

- 캡스톤디자인, 인턴십 등 활성화

“tech+ 인재양성을 위한 학부교육 선진화 사업”
-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 융합형 공학교육 선도모델 구현
- 산업연계 문제해결형 교육, tech+형 3단계 창업교육 모델 구현
“Y형 인재육성을 위한 학부교육 선진화(Y-Plan)”
- 교육과정별, 핵심역량별 Matrix 체계 구축

- 융복합형 학제체제 구축(Y-type PSB 등)

“다이아몬드형 인재양성을 위한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 지원사업”
- 폭넓은 인문교양을 바탕, 통찰력을 갖춘 우물파기형 교양교육
- 문제해결형 창의중심 돌탑쌓기 전공교육

(5) 지원 및 선정현황

따라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총 25개교가 선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예산

정되었다. 지원대상 대학 중 신청대학의 비율은

은 2010년에는 300원, 2011년과 2012년에는 각

2010년 67.6%, 2011년 63.6%, 2012년 43.0%로

각 600원으로 책정되었다.

나타났으며, 신청대학 중 선정대학의 비율은 2010

지원대학은 소재지(수도권, 지방) 및 대학규모

년 8.8%, 2011년 11.2%, 2012년 4.6%로 나타났

(대규모: 1만명 이상, 중·소규모: 1만명 미만)에

다. 2010년에 선정된 대학은 2013년까지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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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현황
구분

지원대상대학
(개교)

신청대학
(개교)

신청비율
(%)

선정대학
(개교)

선정비율
(%)

2010년

185

125

67.6

11

8.8

2011년

154

98

63.6

11

11.2

2012년

151

65

43.0

3

4.6

받고 2011년에 선정된 대학은 2014년까지 지원을

는 경쟁’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교수들이 어떻게 하

받으며 2012년에 선정된 대학은 2015년까지 정부

면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 고민하게 하고, 교

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수법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학생 지향적 변화를 이끌어 냈다. 또한 학생들

(3) 주요성과

에게는 21세기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와 기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은 그 동안 연구에 치중된

업이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어 졸업하도록 하였다.

대학 사회의 관심을 교육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이렇듯 대학에 불기 시작한 대학교육의 변화 바

되었다. 대학의 교육여건 및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

람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사업에 선정되

선시키고 있으며,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대학 간

지 않은 대학들도 학생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이 무

경쟁을 촉진시키고 있다. 대학의 다양하고 창의적

엇인지 고민하고 대학 구성원들이 학생 역량강화

인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의 일례로 취업역량

를 위해 필요한 방법이 무엇인지 토론하며 학교의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과 운영이 확대되어 졸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업생의 취업률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교수법 및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 사업

학습법 콘텐츠 개발과 융합전공 과정 개설, 해외

추진이 필요하다.

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 개발 등 교육과정 개선 및
교수법 혁신 노력이 각 대학에 확산되고 있다. 또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구체적 인재상은 이미

한 대학은 자율적 발전계획에 따라 프로그램별 재

많은 연구나 조사를 통해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원 투자 비율은 다르지만, 장단기 해외연수 프로

대학들의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없

그램, 진로상담 및 학습 동아리 지원 등 학생 교육

다면 인재는 길러지지 않을 것이다. 대학들은 졸

및 실습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업 후 사회에 진출하는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져
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대학의 책임을 독려하

다. 향후과제

며 대학 스스로 방안을 찾도록 안내자 역할을 수
행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은 대학 교
육에 획기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그간 ‘잘
뽑는 경쟁’에 치중하였던 대학의 관심을 ‘잘 가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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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내의 경우 저출산·고

제2절

대학교원 경쟁력 강화

령화에 따라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방 국립대의 경우 수도권대학 선호로 가
중된 경쟁상황이 불가피해졌다.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에서 대학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해서는 높은 보상체계를 통해 저명한 학자를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유치하고 교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관건이
며 최근 국내 사립대학도 업적과 보수를 연계하

가. 정책 추진 배경

는 다양한 방식의 차등적 보상체계 도입을 추진
하고 있다.

(1)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국립대의 경우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로 인해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는 교원의 교육·

교육·연구 업적과 상관없이 학력과 근무경력에

연구, 사회봉사 및 기타의 업적을 일정 주기로 평

따라 보수가 결정되어 능력·실적의 반영이 곤란

가하여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제도로서, 업

했던바 성과에 부합하는 보수체계를 구축하여 교

적에 대한 보상의 일부가 가산, 누적되어 업적에

원의 자발적 동기 유발을 촉진하고자 2011년부터

따라 교원 간에 일정한 보수의 격차가 발생하며,

국립대학 교원에 대해 단계적으로 성과급적 연봉

책정된 연봉을 12개월로 균분하여 지급하는 제도

제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이다.
21세기에 이르러 대학은 지식의 생산·유통에

(2) 시간강사 제도 개선

서 기업체·연구소 등 다른 기관과의 새로운 경쟁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에 따르면 2010년 4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선진국들은 고등

월 기준으로 시간강사의 수는 약 7만 5천명으로

교육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대학 간 경쟁이

전임강사 이상 교원 7만 4천명과 규모면에서 유사

국제사회로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연구소 등의

하다. 또한, 시간강사는 평균적으로 시간당 3만 5

지식 생산자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천 원의 낮은 강의료에도 불구하고, 대학 강의의

2023년 고교졸업자가 대입정원보다 20만 명 부

36%를 맡고 있는 등 대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표 2-2-1>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기대효과

교원

대학

교육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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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교원 사회에 발전적인 경쟁풍토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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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식·직업 창출을 통해 고급 인력 육성
·대학교육과 시장수요의 괴리를 해소하여 취업경쟁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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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1977년 이래 시간강사는 대학의 정규

이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관계부처의 협의

교원이 아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위촉되

를 지속하는 한편, 국립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

는 계약제 교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로 하는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거친 후

시간강사 제도와 처우에 대해 그 동안 꾸준히 개

2010년 4월·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운

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시간강사

영방안(시안)·을 확정하였다.

는 전임교원과 비교하여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고,

시안을 확정한 후에도 권역별 설명회, 토론회

차별적 대우는 합리성을 잃은 것이어서 헌법상 기

등을 통해 국립대학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

본권인 평등권의 침해소지가 있고, 국민의 교육받

편, 당정협의를 거쳐 국립대학 교원에 대해 성과

을 권리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급적 연봉제 시행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규정〉(대

2004. 5. 24)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은 시간강사

통령령) 개정에 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2010

를 전임강사 이상 교원과 다르게 차별하는 것은 동

년 10월-11월).

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예고 중 다양한 의견을 제시되어 성과등급

기본원칙과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

별 인원비율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한편, 성과급

음을 지적한 것이며, 인권보장 차원에서도 개선이

적 연봉제 도입 시기를 단계적으로 연기하는 등의

필요함을 권고한 것이다.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재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시간

이후 법제처,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 제도는 변화가 필요하다. 학기 단위로 강의

2011년 1월 <공무원 보수규정>개정안이 공포되었

를 담당하는 시간강사의 경우 학기시작 직전에 계

으며 같은 해 1월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신분보장도 약

운영지침>을 제정하였다.

하고, 강의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학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의 기본방향은

생들의 실질적인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임용 교원부터 시행하여

학 강의의 질을 높이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새로운 임용조건 적

위해서도 시간강사를 대학 내의 우수 인적자원으

용이 가능한 신임교원부터 시행하고 기존 재직교

로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원의 경우 일정한 전환 준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

정비할 상황이 온 것이다.

다. 둘째, 업적평가를 통하여 업적에 상응하는 적
정보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성과연봉의 일부를 기

나. 도입 경과

본연봉에 누적시켜 단년 또는 누계에 따른 균분경
향을 방지하고 뛰어난 업적을 보인 교원에 대해서

(1)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는 획기적 보상을 통해 대학별로 우수 교원 발굴·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통령 연두 업무 보고에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교과부는 최소 기준을 제

서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시하고 세부사항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하였으며·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성과연

자 한다. 교과부는 대학의 자율성, 다양성과 교원

봉제 도입·운영방안’을 보고하였다.

보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중요사항의 최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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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제시하고, 대학은 최소 기준 내에서 대학 및 학

계획을 제출 받아 검토하고 필요 시 보완 권고를

문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세부사항을 자율 결

할 예정이다.

정할 예정이다. 넷째, 운영상황 평가를 통한 제도
정착을 유도하고자 한다.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

(2) 시간강사 제도 개선

해 교과부가 매년 대학별 운영 결과 및 향후 운영

소위 ‘보따리 장수’, ‘상아탑의 노예’라는 냉소적

<표 2-2-2> 재입법예고시 주요 변경 내용

① 성과등급별 인원비율 탄력성 부여
등급

당초

수정

비고

S

20%

20%±5%

15%~25%

A

30%

30%±5%

25%~35%

B

40%

40%±5%

35%~45%

C

10%

10%±5%

5%~15%

② 성과연봉제 적용 시기 연기
대상

당초

수정

비고

신임교원

2011년

2011년

동일

비정년교원

2012년

2013년

1년 연기

정년교원

2013년

2015년

2년 연기

③ 등급간 성과연봉 격차 완화
등급

당초(안)

수정(안)

비고

SS(자율)

평균의 2.5배 이상

평균의 2배 이상

하향조정

S

평균의 1.7배 이상

평균의 1.5~2배 미만

“

A

평균의 1.2배 이상

평균의 1.2~1.5배 미만

“

B

자율(평균의 75% 이하)

자율

상향조정

C

없음

없음

당초안 유지

④ 신임교원 호봉승급분 보전 등
년차

호봉제(현행)

연봉제(개정)

1년차

경력에 따른 보수책정

호봉제 → 연봉제 전환

1년차 보수 + 성과급

1년차 기본연봉 + 성과연봉

+ 호봉승급분

+ 신임교원 가산금

2년차 보수 + 성과급

2년차 기본연봉 + 성과연봉

+ 호봉승급분

+ 전년도 성과연봉 가산금

2년차
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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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이 붙은 시간강사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은

것이다. 교과부는 고려대 고등교육 중점 연구소를

2010년 5월 25일 한 사립대 시간강사의 자살사건

통한 학술세미나와 사통위 시간강사 특별위원회

을 계기로 주목받게 되었다. 교원임용에서 탈락한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0년 7월 27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40대 대학 시간강사의 고

일 시간강사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시간강사 중

단한 삶은 우리 사회가 외면한 불편한 진실이었다.

에서 뛰어난 사람을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로 채용

정규교원과 동일한 강의를 하는 시간강사에게 불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교과부안에 대해

안정한 신분보장과 낮은 강의료를 지급하는 것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시간강사노조는 비정

이명박 정부 국정지표인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것

규직을 양산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이라고 비판

이요, ‘동반성장’을 외면하는 것이었다.

하며,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문제를

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은 교과부와 사회통합

제기하였다. 한편, 국회에서도 8월 30일 한국비정

위원회(이하 사통위)가 함께 고민하여 정책의 입

규교수노동조합, 전국교수노조, 대학의 교무처장

안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만들어낸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열어 이해관계가 상

<표 2-2-3> 대학 시간강사 관련 고등교육법개정안 의원발의
발의의원

주요내용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하고, 시간강사를 교원의 종류에 포함

1

이상민 의원

•시간강사와 전임강사를 통합하여 “연구교수”로 함
•명예교수제도 폐지

2

권영길 의원

3

황우여 의원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하고, 시간강사를 교원의 종류에 포함
•시간강사와 전임강사를 통합하여 “연구강의교수”로 함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하고, 시간강사를 교원의 종류에 포함
•시간강사와 전임강사를 통합하여 “강사”로 함
•강사의 임용기간은 2년이상으로 하고, 강사의 종류·임용·처우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하고, 시간강사를 교원의 종류에 포함
•강사의 임용절차 및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 관련 조항 준용

4

박보환 의원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이상으로 규정
•강사의 보수 및 연구비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 재정지원 의무화
   <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
   -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 교원으로 보지 아니함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강사를 교원의 종류에 포함
•명칭은 강사로 함

5

유성엽 의원

   <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
   - 강사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전임강사에 준하여 임용과 신분관련 조항 적용
   - 사립학교 강사의 근무기간, 근무조건, 신분보장은 국공립학교 강사에 준함

6

김진표 의원

7

김영진 의원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하고, 시간강사를 교원의 종류에 포함
•명칭은 강사(연구강사 및 시간강사)로 함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강사를 교원의 종류에 포함
·명칭은 연구강의강사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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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되는 부분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각 계 각 층의

2010년 11월 12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 후 3회 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2010년 10월 25일 사통

쳐 대학 측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된 정부 최종안은

위(위원장, 고건) 주관으로 “대학 시간강사 제도개

2011년 3월 25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선 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에 보고하였다. 주요

당시 시간강사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제출된 정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

부안 외에도 국회에는 7건의 의원발의법안이 제출

를 부여하고, 1년 이상 계약기간을 두는 등 신분보

되어 있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보고 후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하였다.

2011년 4월 26일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
부안을 중심으로 의원 발의안을 병합 심사하여, 대

“대학 시간 강의를 하는 분들은 고급인력이다.

안을 의결하였다. 이후 대안은 2011년 12월 30일

이런 고급인력이 최소한의 생활안정이라도 취할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관련 시행령 정비 등을 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제안한 것을 잘 정착

쳐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행을

시켜 달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사립대까지도 확

1년간 유예하는 ‘고등교육법ʼ 개정안이 의권발의로

산되고 정착되어야 한다.”

2012년 11월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014

사통위 발표 다음 날인 10월 26일 비정규직 교

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수노조와 교과부 장관과의 면담이 있었다. 이 자
리에서 교수노조는 2년 이상 계약기간 설정 등 발

나. 주요 내용 및 성과

표된 시간강사 제도의 보완을 요구하였다. 교과부
는 교수노조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1)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사통위안을 토대로 한 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을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는 <고등교육법> 제

<표 2-2-4> 연도별 적용대상 및 적용방법
연도

적용대상

적 용 방 법
·2011년부터 신규로 임용하는 모든 교원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임용 예정 직명 및 정년 보장 여부와 관계 없이 연봉제 적용)

2011년

신임교원

·임용 다음연도 최초 업적평가 실시 및 성과연봉 지급
·2012년에 최초로 업적평가를 실시(신임교원간)하고,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2012년 중 최초의
성과연봉 지급
   ※2012년 1-2월말 신규임용된 교원은 2013년에 최초 평가 후 2013년 중 최초의 성과연봉 지급

2013년

재직교원
(비정년 교원)

·재직교원 중 2012년 12월 31일 기준 비정년교원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2013년에 최초로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2013년 중 최초의 성과연봉 지급
   ※ 2013년 1-2월말 정년을 보장받은 교원은 2013년부터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재직교원 중 2012년1년 31일 기준 정년을 보장받은 교원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2015년

재직교원
(정년보장 교원)

(모든 교원 대상 전면 시행)
   ※2012년 12월 31일 기준 정년보장 심사 대상 교원이 아닌 정년을 보장받은 교원을 말함

·2015년에 최초로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2015년 중 최초의 성과연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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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성과등급별 인원비율 및 성과연봉 지급비율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5%

30%±5%

40%±5%

10%±5%

성과연봉 기준액 이하 자율결정

없음

지급 비율

1.5β이상

1.2β이상

2β미만

1.5β미만

※ S등급 중 일부 SS등급 배정 가능, β : 성과연봉 기준액

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립학교설치령>, <한국교원

적 강조, 평가단위 특성에 따른 차별화 및 다양한

대학교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한

정성평가 활용 등이 가능하고, 산학협력, 취업지

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

도 등 대학별로 필요한 실적 항목을 포함하여 ‘종

령> 등에 따른 국립대학 교원을 대상으로 시행하

합적인 교원 업적평가체제’를 구축운영하되 학문

고 있다.

간 융·복합 및 공동연구 촉진과 졸업생의 취업경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교원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는데 2011년부터는 신규임용 교원,

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평가기준 및 내용 반
영을 권장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 비정년교

동일한 평가단위 내의 교원은 동일한 기준으로

원, 2015년부터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 정년보

평가하되 연령·재직기간 등 성과와 무관한 특성

장교원까지 포함하여 전면 시행하게 된다.

을 반영하여 평가기준을 설정하거나 평가하는 것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업적평가의 경우 평가 기

은 금지하나, 상대적 약자(출산·질병휴직자 등)

준일은 매년 2월말이며 평가는 매년 시행하되, 평

에 대한 배려는 권장하고 있으며 동일한 평가단위

가 대상 기간은 1년 이상으로 동일 대학 내에서도

라도 동일한 평가기준 내에서 학문분야별 특성에

평가단위의 특성에 따라 차등설정이 가능하다. 위

따라 평가의 내용·방법 등의 차별화는 가능하다.

와 같은 업적평가를 매년 5월말일까지 완료하도록

평가단위 내 성과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비율
은 자율성 확보차원에서 일정비율 조정이 가능하

규정하고 있다.
평가내용은 대학 발전전략을 고려하여 특정실

며 SS등급은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S등급 교

<표 2-2-6> 교원의 종류 변경
개정전

교원

개정후
교수

교수

부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교원외

겸임·초빙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교원
▶

조교수
강사

교원외

겸임·초빙교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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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중 특별히 뛰어난 업적을 나타낸 교원에 대하

사직 제한, 불체포 특권 등을 보장하여 강사의 신

여 선정 가능하며, 이 경우 성과연봉 기준액의 2배

분보장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계약 만료 후

이상을 성과연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에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재임용 심사 기회를 부
여토록 하여 자의적인 재임용 탈락을 방지하였다.

(2) 시간강사 제도 개선

4대 사회보장보험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산재
보험, 고용보험 등 3대 보험은 2011년 가입할 수

교원의 지위 부여

있도록 법령을 이미 정비했으며, 건강보험은 복지

바뀌는 시간강사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

부와 직장가입이 가능하도록 협의 중에 있다. 현

간강사를 ‘강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강사’를 <고

재의 ‘시간강사 제도’와 개선된 ‘강사제도’를 비교

등교육법> 상의 교원의 종류에 포함시켰다.

하면 다음과 같다.

또한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 대학(교원)인사위원
회 동의, 공개채용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시간당 강의료 인상

실시토록 하였다.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

신분보장 강화와 더불어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

로 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의사에 반한 면직·권고

하여 단계적으로 국립대 시간강사 강의료 인상을

<표 2-2-7> ‘시간강사’와 ‘강사’의 비교
구분

(종전) 시간강사

법적지위

교원 아님

임용

(개정) 강사
교원 (단, 교육공무원은 제외)

기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채용

기간

계약에 따라 결정

절차

대학 자체 기준

역할 및 임무

주로 강의

재임용 심사

대학 자체 기준

신분보장

없음

대학내 의사결정

참여 기회 없음

대학 학칙에 따르되, 능력에 임용이라는 심사원칙 준수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간은 학칙으로 결정
공개채용 등을 통한 공정심사
강의/학문연구 병행
강의 또는 학문연구만 전담 가능
강의·연구평가를 기준으로 심사
면직·권고사직 제한,
불체포 특권 보장 등
학칙을 통해 가능

<표 2-2-8> 시간당 시간강사 강의료 현황
시간당 시간강사 강의료(천 원)
구분
전체 (180개교)

2011년

2012년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23.6

60.6

43.1

25.0

66.0

47.1

설립

국공립(27개교)

39.2

56.5

50.8

50.0

66.0

58.0

유형

사립(153개교)

23.6

60.6

40.4

25.0

62.0

42.8

※ 시간당 시간강사 강의료 (1인 1시간 지급기준) = (등급별 시간당 지급기준단가×총 강의시간 수)의 총합/총 강의시간 수의 총합     

82

4편 제2장 대학교육 선진화

추진하고 있다. 국립대 시간강사 강의료를 살펴보

는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 사업’을 2011년부터 새

면, 2010년 4월 기준으로 시간당 약 3만 5천 원 정

롭게 추진하고 있다. 시간강사에게 주도적으로 학

도였다. 교과부는 매년 국립대 전업 시간강사의

문 연구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고등교육의

시간당 강의료 단가를 1만 원씩 인상하여 2013년

질적 수준을 제고할 의도로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

이 되면 전임강사 연평균 보수의 50%인 약 2천 2

다. 2011년 총사업비는 173억 원이었다. 175개 대

백만 원이 되도록 지원계획을 밝혔다. 2012년 현

학에서 총 1,954개 과제를 신청하여 평균 경쟁률

재 국립대 전업 시간강사 시간당 단가는 7만 원이

이 1.14대 1이었다.

며 총예산은 988억 6천만 원이다. 2012년 4월 1일

학문분야별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심

을 기준으로 2011년과 2012년 시간강사 강의료를

사하여 1,708명에 1인당 연구비로 1천만 원씩 지원

비교한 대학정보 공시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4년

하였다. 2012년의 예산은 168억 원으로, 6월 신청

제 대학 180개교의 2012년도 시간당 시간강사 강

을 받아 평가를 거쳐 9월중 배정될 예정이다. 시간

의료는 학교당 평균 약 4만 7,100원으로 전년도 4

강사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문적 연

만 3,100원에 비해 4,000원 높아졌다. 국·공립

구 성과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학 시간당 시간강사 강의료는 약 5만 8,000원으
로 사립대학 약 4만 2,800원보다 1만 5,200원 높

3. 향후 과제

아졌다. 이는 교육역량강화사업,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 등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주요
평가지표에서 시간강사 강의료 비중 증가와 2012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에 따라 2011년 신

년도 국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업 추진에 기인

규임용된 교원 446명에 대한 첫 성과평가가 2012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국립대에 비해 상대

년 처음 시행되었는데 동 제도가 도입 초기인 만

적으로 낮은 사립대학의 시간강사 강의료 단가인

큼 시행과정 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서는 ·국립

상을 위해 교과부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지표

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 개정 등을

의 가중치를 높이고,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강의료

통한 제도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

를 대외에 공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유

다. 아울러 성과등급에 따른 과도한 보수격차 발

도하고 있다.

생으로 인해 일부 교원이 받을 수 있는 박탈감을
해소해 나가고자 전년도 성과등급에 따라 다음연

연구비 지원

도 기본연봉에 누적되는 가산비율을 완화해 나갈

교과부는 연구책임자를 ‘전업 시간강사’로 한정하

필요가 있다.

<표 2-2-9> 2011년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 신청현황
구 분

어문학

역사철학

법정상경

사회과학

문화융복합

합계

신청과제수

661

336

311

246

40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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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시간강사의 법적지위 강화를 위한 <고
등교육법>의 효력 발생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후속조치 중 가
장 중요한 것이 시간강사의 임용 및 재임용 등 세
부절차의 마련이다. 대학과 시간강사노조 등 이해
집단간의 처지와 상황이 달라 현장의 의견을 충분
히 수렴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시간강사의 신분보장 강화와 처우개선이라는
입법취지와 대학의 시간강사 임용 및 재임용 제
도 변화에 따른 행정부담의 최소화, 재정부담 완
화 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
다. 더불어, 시간강사 제도 도입에 따른 일시적 혼
란을 줄이기 위해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대학에 알
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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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대학 자율화 추진

나. 정책수립의 배경 및 의의
현 정부 이전의 대학자율화 정책은 2000년, 2004
년에 각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율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학사, 재정, 인사 등의 분야에서 자율
화를 추진하였으나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가

1. 정책추진 배경 및 도입 경과

미흡했고, 2007년 민·관 합동으로 ‘대학자율화위
원회’를 구성하여 33건의 자율화 과제를 발굴하였

가. 제도 개요 및 목표

으나 몇 개의 과제만이 자율화 조치가 완료되었다.
현 정부의 대학자율화 정책은 2007년 제17대 대통

현 정부의 대학자율화 정책은 ‘대학의 발목을 잡는

령선거 과정에서 당시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가

제반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여 우리 대학의 자생

제시한 공약에서 시작되었다. 한나라당의 10대 공

적인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자율화

약 가운데 하나인 ‘세계 일류 우리 대학’에는 ‘대학

추진에 대한 기본전제는 대학인의 상식과 이성에

관치 완전 철폐’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대학 자율

대한 믿음이었다. 이는 대학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화의 원칙과 전략에 대해 ‘대학에 대한 불필요한

자율화하게 되면, 점차 자율통제가 작동될 것이고

간섭 등 관치를 완전히 철폐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동시에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정책 기능을 선진

최대한 보장하여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

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될 것이며, 또한 자

이고 대학의 실질적인 특성화를 유도하겠다.’고 제

율성 확대에 따른 대학경쟁력 제고의 편익이 다

시하였다. 대학관치 완전 철폐를 위한 실천과제로

소의 혼란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클 것이라

‘관치 없는 대학 학생선발’과 ‘관치 없는 대학재정

는 생각이다.

지원’, ‘국립대학 법인화’ 등 3가지를 제시하였다.

대학자율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기본방향은 첫

아울러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

째,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포괄적인 자율화를 추

하고, 세부 추진과제로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대

진하되,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강화해야 할 규

학운영의 자율화, 대학정보 공개 및 평가인증제 도

제 발굴 및 대학별 역량을 감안한 규제완화를 동시

입, 국립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각각 선정했다. 국

에 추진하고, 둘째, 필수 규제는 법률에서 정함을

정과제로 대학 자율화 확대를 채택한 것은 대학자

원칙으로 하여, 하위법령 및 지침 등 연쇄적 재위

율화에 대한 현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명한

임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법률 이외의 규

것이고, 자율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를 최소화하고, 셋째는 교육·연구여건, 취업률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등 대학정보 공시체제 구축 및 외부 평가인증시스
템 등을 통한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하고, 민간·시

다. 정책추진의 근거

장에 의한 통제강화를 통해 자율화에 따른 책무성
을 제고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헌법에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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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라. 5년간의 추진과정

에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
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

2008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자율화 관련

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령을 전면 재검토하여 필요한 최소 기준을 제

있다. 이는 법률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

외하고 대학에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 주요 국정과제 실행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

한편,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대통령 초청 대

였으며, 같은 해 4월 대통령 초청 대학총장 간담

학총장 간담회(2008.4.4)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회에서 대학자율화와 관련하여 대통령령 개정만

대학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 연구비 및 대학지

으로도 실행할 수 있는 자율화 조치는 즉각 정비

원 방식의 개선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학 지원방안

를 추진하고 고등교육제도 전반에 관한 검토가 필

을 밝혔으며, 지원방안에는 조직, 인사 및 학사운

요한 과제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고등교육법, 교육

영의 대폭적인 자율화를 통해 대학현장에서 피부

공무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에 와 닿을 수 있는 규제 완화 내용을 포함하였다.

법률 등 관련 법령 일체를 정비할 계획임을 밝혔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자율화를 위해서 대학자

으며, 국립대학 조직운영·학생 모집단위·외국

율화추진팀(2008.4), 대학운영자율화팀(2009.7)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자율화, 타 학교 학

설치 및 대학운영자율화위원회 구성(2009.9)하는

점 인정 비율 1/2제한 폐지 등을 자율화 추진과제

등 대학자율화 관련 조직과 위원회를 운영하였다.

로 제시하였다.

이들 조직을 통해 대학 자율화 1단계 추진계획을

2008년 4월, 대학자율화를 위해 「대학 자율화 1

마련하는 등 자율화 과제를 발굴하여 자율화를 적

단계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조직·인사, 학사운영

극 추진하였다.

및 시설·재정분야에서 12건의 자율화 과제를 추

<그림 2-3-1> 대학운영 자율화 상시 추진체제

대학운영자율화위원회

조정 회의

교과부

대교협

전문대교협

(대학운영자율화팀)

(대학운영개선팀)

(전문대학운영개선팀)

대학·법인

전문대학·법인

대학, 전문대학, 법인,
전문가, 일반국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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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기로 했으며, 2008년 9월 「대학 자율화 2단계

도 대학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

1차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45건의 자율화 과제를

고 있는 것을 격려하였다. 대통령은 “지금은 학령

추진하기로 하였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 국가 간 인재확보 경쟁의 심

2009년 7월, 지금까지 대학자율화 추진사항을

화 등 환경 변화에 대해, 정부와 대학이 함께 선제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담은 「대학운영자율화

적으로 대응할 시점으로, 금번 획기적인 대학 자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수립하면서 대학운영 자

율화 추진 계획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율화 상시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과학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술부 내에는 대학운영자율화팀을 설치하고, 한국
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학운영개선팀과 전문대학교
육협의회에 전문대학운영개선팀을 설치·운영토

2. 주요 성과

록 하여 대학 및 전문대학으로부터 자율화 요구과
제를 상시적으로 접수하고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

가. 조직·인사분야

한 대학운영 자율화 추진 과제 선정과 추진방안을
심의하고, 자율화에 따른 책무성 확보 방안 등을

국립대학의 경우 대학규모별로 적용되는 단과대

자문받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

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의

학기술부장관의 심의·자문기구로 ‘대학운영자율

설치범위를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

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대학의 교원

3단계 자율화 추진과제는 2009년 10월부터

은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

2011년 7월 까지 5차례의 대학운영자율화위원회

는 규정을 삭제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의 심의를 거쳐 23건의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1단

하는 등 대학의 조직운영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계와 2단계 자율화 계획을 포함하여 총 80건의 과

총 보직수행경비 내에서 부총장의 보직 설치·운

제를 선정하여 자율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영 자율화했다.

아울러 2012년 8월 27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

그동안 전임교원임에도 ‘강사’라는 명칭 때문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개선 요구가 많았던 전임강사 제도를 폐지하여 교

가 합동으로 마련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

원을 ‘교수·부교수·조교수’의 3단계로 단순화하

학 자율화 추진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는 그간 추

였다. 당초 전임강사의 명칭을 준교수로 변경하는

진해왔던 대학자율화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나아

것을 고려했으나 대학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갈 방향을 제시한 방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동

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방안의 발표에 앞서 대학 총장과의 오찬 간담회를

교원의 임무를 원칙적으로 교육·지도와 학문

마련해 대학 자율화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

연구로 하되, 학칙이나 정관으로 교육·지도, 학

하고, 총장들의 의견을 경청하였다.

문연구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하게 할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에서 등록금 부담

하여 다양한 전담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완화 요구, 구조개혁 추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신규 채용 시 공고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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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단계별·분야별 자율화 추진과제 현황
자율화 분야

1단계
(2008.4)

2단계
(2008.9)

3단계
(2009~2011)

계

조직·인사

3

22

-

25

학생정원

-

4

4

8

학사운영

7

6

5

18

법인운영

-

4

2

6

재정

-

4

8

12

시설

2

5

4

11

계

12

45

23

80

합리적인 최소기간을 법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나. 학생정원분야

는 의견을 수용하여 최소 15일 이상의 기간을 학칙
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교원의 재임용 계

대학이 총 입학정원 내에서 학생정원을 자율적으

약 시 직명별 근무기간에 대한 지침’과 ‘교원의 직

로 조정하는 것이 용이하게 관련기준을 완화하였

명별 최소 근무소요연수에 관한 지침’을 폐지하고,

다.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하는 경우

명예교수 추대에 필요한 재직기간은 대학이 정하

종전에는 4대 요건인 교원, 교사, 교지 및 수익용

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

또한 대학 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였으나 교원확보율만 전년도 이상 유지하는 것으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

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대학설립·운영규정

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1년 단위로

제2조의3). 그 이유는 그동안 교사·교지의 경우

적용함에 따라 교원 채용공고연기, 임용유예 등의

과도한 규제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수익용 기본

문제점이 있어 이를 매년 연도 말 누계로 적용하

재산 확보율은 산식이 ‘기본재산 평가액’을 ‘학교회

도록 개선하였고, 교수를 신규채용 할 경우는 해당

계 운영수익 총액’으로 나눈 값으로 하고 있어, 매

교수에 대한 검증을 위해 근무기간을 정년이 아닌

년 등록금 인상에 따라 산식의 분모값인 ‘학교회계

계약이 정하는 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운영수익 총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재산 확보

다만 국내교원의 외국대학 전임교원으로 겸직
을 허용하는 자율화 과제는 법률개정(국회계류)

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대
학의 건의가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의 어려움으로 추진되지 못했고, 교원의 파견승

아울러 학생정원의 증원, 학과의 증설 및 정원

인 권한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하는 자율화 과제

내에서 자체 조정 할 경우 교육여건을 계산하는

는 관련부처와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이 보

산식의 기준이 되는 학생 수를 종전에는 편제정

류되었다.

원과 등록학생 수를 혼용하였으나, 이를 편제정원
으로 일원화하였다. 등록학생 수로 산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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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동성이 큰 정원 외 입학생과 휴·복학에 의

다. 학사운영분야

한 변동요인을 포함하고 있어 예측가능성이 낮다
는 지적이 있어왔다. 다만, 편제정원을 채우지 못

그동안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졸업학

한 대학은 보다 완화된 기준인 등록학생수를 적용

점의 1/2은 해당학교에서 이수해야 하는 조건으로

토록 하였다.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2009년 1월에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본교와 캠퍼스 간 정

관련 규정(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삭

원을 자체 조정할 경우 4대 요건 중 교사와 교지는

제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외국대학과

본교와 캠퍼스별로 각각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해

의 협약을 통해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가능해졌고,

당하는 기준 면적을 100% 확보해야 하고 나머지

나아가 2011년 7월에는 외국대학과 국내대학간 형

요건인 교원과 수익용 기본재산은 본교와 캠퍼스

평성 및 국내대학간 협력 제약 등의 문제가 있던

를 통합하여 확보 기준을 100% 충족해야 해서 대

국내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의 근거를 신설하

학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제도개

여 국내대학 간 교육·연구 협력을 촉진하는 기제

선 요구에 따라 교사와 교지 확보율은 본교와 캠퍼

를 마련하였다.

스별로 전년도 이상 유지하고, 교원확보율은 본교

일정범위 내에서만 대학원 교과목 수강이 가능

와 캠퍼스를 통합하여 전년도 이상 유지하면 허용

하고, 2학년 또는 3학년 진학 시 성적우수자를 대

하도록 하였다. 다만, 캠퍼스가 본교와 동일한 기

상으로 진학자를 별도 선발하여 운영하던 학·석

초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경우와 본교로부터 반

사 연계과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부 신입생

경 20km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본교와 캠퍼

부터 석사과정 진학자를 선발토록 하는 학·석사

스를 통합하여 교사·교지·교원의 확보율을 전

통합과정을 전격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학문간 연

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정원을 자체 조정하는 것

계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과목의 중복 이수를 방지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함으로써 수월성 및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총 정원 변동 없이 학과를 신설·통합하거

대학이 매 학기마다 제출했던 산업체 위탁교육

나 학과간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자체 조정의 경

생의 재직사실 확인서를 매년 9월 1일에 한 번만

우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교원 확보율을 전년도 이

제출하도록 축소하였고, 기존에 대학 편입학 일정

상으로 유지토록 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 기준완화

을 일률적으로 지침에 반영함으로써 개별대학의

요구가 있었다. 이는 편제정원 또는 재학생 수 중

여건 및 전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던 것을 개

적은 수를 기준으로 하는 총 정원 증원보다도 자

선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편입학 전형일정을 정

체 조정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에 대한

하도록 하되 전형 일정 차이로 인한 최소한의 혼란

불합리성과 편제정원보다 재학생 수가 더 적은 지

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등록 마감일은 반드시 편입

방대 등에 불리함에 따른 개선 요구였으나 학생들

학 지침에서 정한 기일을 준수하도록 하여 자율성

에 대한 최소의 학습권 보장 등의 이유로 추진이

에 따른 책무성을 확보하였다.

보류되었다.

특히 불필요한 승인제·보고제(2주 범위 내 수
업일수 감축 시 승인제, 임시 휴업 시 보고제,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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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제 등)는 과감히 폐지함으로써 대학의 학사업

전화 결의’, ‘안건의 회람을 통한 결의’, ‘묵시에 의

무를 경감하고 학년도 시작의 자율화를 추진하여

한 결의’, ‘의결권의 대리 및 위임’ 등은 허용되지

대학 학사운영 효율화를 적극 도모하였다.

않고 있으나 통신수단의 발달로 원격화상회의의

다만 산업체 위탁교육 자율화와 관련해서는 산

경우 공간의 제약 없이 충분한 의견교환이 가능하

업체 재직자의 교육기회 보장 측면에서는 자율성

고 출석과 동일하게 의사의 진의를 확인할 수 있

이 보장되어야 하나 산업체 위탁교육장의 설치 승

었기 때문이다.

인, 재직여부 확인 및 전임교원 확보 등 최소한의

다만 사립학교 법인의 임원 취임과 연임은 현재

교육여건 확보를 위해 완전 자율화하는데 한계가

관할청의 승인을 얻고 있으나 연임의 경우는 특별

있어 추진을 보류하였다. 이는 최소한의 규제로 학

한 검증 없이 실질적으로 임기만을 연장하는 행위

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대학교육에 걸맞은 교

이므로 이를 보고제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사립

육의 질 담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학교법 개정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반대
의견이 있어 추진을 보류하였다. 또한 학교법인

라. 법인운영분야

재산처분 등에 대한 경미한 사항을 신고제에서 보
고제로의 변경, 처분재산 보고가액의 상향조정 등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제에서 보고제로 변

의 자율화 과제는 입법추진의 어려움으로 추진되

경하여 법인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사립학

지 못하였다.

교법 제45조).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

마. 재정분야

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
으나 이를 보고제로 개선하되, 보고된 내용 중 법

BK21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전임교원 확보율 제

령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시정요구 할 수 있는 규

고 등을 위해 사업초기에는 비전임 교원의 BK21

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학교법인 정관은 당해 학

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였으나, 우수한 인

교법인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는 것이고, 정관변경

재의 진입과 참여교수의 경쟁범위를 확대하고 사

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행정행위

업단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전임 교원에

임을 감안하였다. 아울러 변경인가 여부는 행정

대한 참여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대학 현장

청의 자유재량이 아니라 기속재량에 속하여 대부

의 의견을 반영하여 「2단계 BK21사업 관리운영

분의 경우 신청한 대로 인가되고 있는 현실을 고

에 관한 훈령」개정을 통해 비전임 교원의 BK21사

려하였다.

업 참여를 허용하였다. 또한 신진연구인력의 자교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출신비율을 당초 50% 이내에서 2/3 이내로 확대

로 공간의 제약 없는 실시간 회의가 가능해 짐에

하여 학문분야별 특성에 따라 자교 출신 신진연구

따라 원격화상회의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인력의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비

사회의 결의는 이사들의 충분한 의견표명과 교환

중 여비집행에 있어서는 소속대학의 여비규정으

및 토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서면 결의’, ‘

로 일원화하는 등 BK21사업 관리제도를 대폭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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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완화하였다.

련된 업무 이외에는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대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데 있어

있어 설립초기 운영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많았다.

서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범위를

비 비목구조를 15개 항목에서 6개 항목으로 단순

확대하여 일부 영리 행위를 허용 하였고, 기술지

화하고, 연구비목별 사용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규

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기술 출자비율 최소 50%

제를 완화하였다. 인건비는 내·외부 인건비를 통

이상에서 30% 이상으로)하는 등 대학의 기술지주

합하여 관리토록 하고, 직접비는 유사세목 통합을

회사 운영과 설립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통해 7세목을 3세목으로 간소화하였으며, 간접비

한편 사립대학의 경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세목을 통합한 후 주관연구기관의 자율적 집행을

은 산학협력단회계, 부속병원회계 등 다른 회계에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대학현장에서 끊임없이 요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

구한 연구비집행의 자율성을 대폭 높였다.

체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대응자금을 지원하는

대학의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와 관

경우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의 일부를 산학

<그림 2-3-2> BK21사업 관리제도 개선안
현행(4비목 15세목)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개선안(4비목 6세목)

인건비

관리

연구장비재료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

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관리비·시작품제작비 등)
직접비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회의비, 식대 등)

·과제관리비(인건비 3%이내)

연구수당

·연구활동진흥비(인건비 15%이내)

(인건비 15%이내)

비,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내부인건비의 30%이내

과학문화활동비
·인건비의 5%이내
연구실 안전관리비
·인건비의 2%이내

위탁연구개발비

관리

(연구실별 전담행정요원 인건비, 지원부서 인건

연구개발준비금(출연연)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개별

인력지원비

간접경비

간접비

공통

외부인건비

직접경비(6세목)
처리·관리비·시작품제작비 여비, 수
직접비

내부인건비

연구지원비
간접비

(기관 공동지원경비, 사업단(연구단) 운영경비
·비품구입경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

공통
관리

준비금 등)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위탁연구개발비

개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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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의 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

분교를 운영하는 사립대학이 중·장기 발전계

정법률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법률개정의 어려

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본교와 분교를 통합할 수 있

움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는 제도적 기반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분
교 간 중복된 학문분야를 줄이고 한정된 자원의 선

바. 시설분야

택과 집중을 통해 캠퍼스별 특성화를 추진하는 한
편, 캠퍼스별 학문분야 전문화, 기능 다양화를 통

대학연구소를 교지 밖의 산업단지, 연구단지 등에

해 대학의 자율적 발전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학 내에 민간기업을

였다. 또한, 대학의 경쟁무대가 국내에서 국제사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더불

회로 확대됨에 따라 해외분교 설치기준을 완화하

어 실질적인 산학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으며,

기 위해 해외분교 설립재원으로 교비회계 사용 허

대학의 일부 위치변경 시 교사 확보율 산출의 기

용, 현지국가 기준 충족 시 설립 인가 및 별도 이사

준이 되는 학생 수를 최소 1천 명에서 최소 4백 명

회 설치·운영 등 대학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였다.

으로 축소하는 한편,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의 국내유치를 위해 외국

위해 일부 학년 대상의 소규모 특성화캠퍼스를 운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결산상 잉여금을 외국학교

영할 수 있도록 대학의 위치변경이 가능하도록 허

법인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기준은 본

용하였다. 이 경우 교사 확보 기준이 되는 최소 학

국의 외국학교법인의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

생수는 400명, 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

록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

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최소 학생수를 200

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의

명으로 적용하였다.

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입법 추진과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등이 대학의 교지

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출된 개정 법

안에 설치하는 협력연구소와 복지시설 중 교육연

률안은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어 더 이상

구활동 및 학생복지에 직접 활용될 경우 교사확보

추진되지 못했다.

율 산정 시 확보면적의 50%를 반영하였다.

<표 2-3-2> 분야별 자율화 추진과제 시행현황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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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과제 수

조직·인사

25

시행현황
완료

추진 중

추진보류

22

2

1

학생정원

8

7

-

1

학사운영

18

17

-

1

법인운영

6

2

3

1

재정

12

11

1

-

시설

11

7

2

2

계

80

66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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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자율화 추진과제 시행 총괄

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정책을 집행하는데

2008년 4월부터 1,2,3단계에 걸쳐 이루어진 대학

있어 관련기관·단체를 통해 집행하는 경우가 많

자율화 관련 총 80건의 과제 중 66건은 완료 되었

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 기관의 규제가 더욱 심각하

으며, 추진 중이었던 과제 8건은 개정법령안이 18

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의 규제는 비교적 공개되어

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어 완료하지 못했

있는 절차를 거치지만 관련기관을 동해 생성되는

고, 6건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자율화

규제는 대학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규모도 광범위

추진을 보류하였다.

하다. 연구재단의 각종 기준이나 지침, 대교협의
평가지침, 정보공개에 따른 각종 기준이나 지침,
교원양성기관의 평가지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3. 향후 과제

따라서 대학이 이들 위탁업무 집행과정에서 규제
로 느끼고 있는 사항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학 자율화 정책 추진은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장하여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
의 실질적인 특성화를 유도하는 데에 있음에도 불
구하고, 관련 추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및 추
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정책의 최종적인 지향
점은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기보다는 자율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 및 대학의 특성화 유도에 있다.
향후에는 대학 자율화 정책의 최종 목표를 재정립
또는 재확인하고, 정책목표달성의 기준에 따라 자
율화 과제를 중점 기획 발굴하는 추진체계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자율화를 추진함에 있어 자율화 요구 조사
대상이 대학과 대교협, 사학법인 등에 국한되었
고, 대학 구성원의 일부인 교원과 학생·학부모의
의견 수렴은 다소 미흡하였다. 공문접수와 홈페이
지 참여마당 정책토론, 대학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
해 교원과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기는 쉽
지 않다. 대학의 자율성 확대가 국제 경쟁력 강화
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
성과 협력이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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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 및 참고자료
부록 1 | 대학운영자율화위원회 위원 명단 (2009년 기준)
구분

성명

소속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

김영진

경복대학 교수

김정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기획처장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교수

성태제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10인)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안태식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학장

양한주

동양공전 교수/기획처장

이 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교육서비스선진화T/F 민간팀장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국제처장

경제계 관계자

이호성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이사

(2인)

류지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변호사(1인)

이재교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전)인하대 교수

언론인(1인)

오대영

중앙일보 논설위원(국제부장)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

박영규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무총장

유현숙

한국교육개발원(KEDI) 고등교육연구실장

사학법인

유지권

우송대 법인(우송대 행정지원처장)

관계자(2인)

이한규

경희대 법인 사무처장/사학법인 국·처장협의회장

시민단체

이세용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장

(2인)

홍승용

녹색성장해양포럼 회장/(전)인하대 총장

교과부(1인)

최수태

교과부 교육선진화정책관

유관 기관
(3인)

※ 총 22명으로, 대학운영 자율화 추진 과제 선정 및 추진 방안 심의, 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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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대학자율화 추진과제 현황
과제 수

완료

추진 중

추진보류

80

66(82.5%)

8(10%)

6(7.5%)

추진단계 구분
분야

조직·
인사
(25)

자율화 추진내용

1단계
(‘08.4)

예산 범위안에서 국립대학 조직 운영 자율화

○

교원의 소속 조직 의무화 규정 폐지

○

보직교수 임기 규정 삭제

○

2단계
(‘08.9)

총 보직수행경비내 국립대 부총장 보직 설치·운영 자율화

○

국립대 전문 및 특수대학원의 장 겸보 범위 확대

○

국립대학 부속시설 평가주기를 학칙으로 결정하도록 규정

○

국내교원의 외국대학 전임교원 겸직 허용

○

교원의 재임용 계약시 직명별 근무기간에 대한 지침 폐지

○

교원의 직명별 최소 근무소요연수에 관한 지침 폐지

○

명예교수 추대에 필요한 재직기간 자율화

○

교원확보율 보고기준일 확대

○

사립대학 교원 임면보고 제출서류 간소화

○

공립대학 교원의 징계에 대한 심의·의결기구 일원화

○

국립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 동의절차 없이 보직교수 임용 허용

○

대학인사위원회 당연직 위원 및 위원수 상한 제한 폐지

○

대학인사위원회 위원장 보임부서를 실제 인사관련 담당부서로 규정

○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파견승인 권한을 대학의 장에게 일부 위임

○

대리 및 분임 회계관계공무원 중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임명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

3단계
(‘09~)

시행
여부

법률 자동폐기

추진보류

○

국립대학 6급 이하 공무원 정원관리 권한 일부 위임

○

‘전임강사’명칭 폐지 및 교원 구분 단순화

○

교원의 임무 다양화(교육전담·산학협력전담 허용)

○

교원의 임무특성에 따른 재임용 심사기준 다양화

○

교원 신규채용 공고기간을 15일 이상으로 학칙에 위임

○

법률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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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신규채용제한 적용방식 개선
인사
(25) 교수 신규채용시 근무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학생

○
○

대학정원 자체조정시 교육여건 확보기준 완화

○

증원·증과 및 자체 정원조정시 교육여건 학생수 기준 개선

○

대학원 학위과정과 협동과정의 입학정원 통합관리 허용

○

본교와 캠퍼스간 자체 정원조정 요건 완화

○

정원
(8)

학사

학부 정원 감축을 통한 대학원 정원 증원 허용

○

사립대학 통·폐합시 연차별 교원확보율 산정 방법 개선

○

학생정원 자체조정시 교원확보율 평가기준 명확화

○

학생정원 자체조정시 교원확보율 평가기준 완화

○

학생 모집단위 자율화

○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자율화

○

타학교 학점 인정 비율 1/2제한 폐지

○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 완전 자율화

○

학칙보고제 폐지

○

학·석사 통합학위과정 근거 신설

○

학년도 시작일 자율화

○

추진보류

국내대학간 공동 학위과정 설치·운영 근거 마련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도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허용

○

2주 범위내 수업일수 감축시 교과부 승인제 폐지

○

임시 휴업을 할 경우 교과부 보고제 폐지

○

산업체 위탁교육생의 재직사실 확인·제출 횟수 축소

○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권역 범위 확대

○

운영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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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보류

원격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생의 재직사실 확인·제출 횟수 축소

○

편입학 전형일정에 대한 자율성 확대

○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 중 관련분야 재직경력 요구항목 삭제

○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요건 완화

○

전문대학 간호과 수업연한 자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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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학교법인 임원의 연임 시 취임승인을 보고제로 변경

○

추진보류

사학진흥재단 융자에 대한 기채 신고제를 보고제로 변경

○

법률 자동폐기

학교법인 재산처분 등에 대한 경미한 사항 신고제를 보고제로 변경

○

법률 자동폐기

학교법인 재산처분 등에 대한 보고가액 상향 조정

○

법률 자동폐기

운영
(6)

학교법인 정관변경 인가제를 보고제로 변경

○

학교법인 이사회의 원격화상회의 시행 인정

○

사립대학 교비회계 수입의 산학협력단회계 전출 일부 허용

○

국고보조 연구비 비목별 집행기준 완화

○

2단계 BK21사업 참여교수 범위 확대

○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인정

○

법률 자동폐기

재정

국가 재정지원사업 지원시 국·공립 및 사립대학 구분 평가

○

(12)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본교와 분교를 분리하여 평가

○

연구비 관리 효율화를 위한 ‘사업별 별도 통장개설의무’ 폐지

○

2단계 BK21사업 참여 신진연구인력의 자교출신 채용 제한 비율 완화

○

2단계 BK21사업 참여교수 여비집행 규정 적용 완화

○

기술지주회사 업무범위 확대

○

재정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 변경

○

(12)

대학취업률 산정방식 개선

○

시설
(11)

6개

대학 내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민간기업 유치 허용

○

설립주체가 소유하지 않은 토지에도 연구시설 설치 허용

○

대학의 일부 위치변경시 교사 확보기준 최소 학생수 완화

○

외국교육기관의 학교운영경비 중 일부를 외국학교법인으로 송금 허용

○

법률 자동폐기

외국교육기관에 본국 외국학교법인의 회계기준 적용 근거 마련

○

법률 자동폐기

일부학년을 대상으로 한 대학의 위치변경 허용

○

협력연구소 및 복지시설을 교사확보율에 일부 반영

○

국립학교의 시설사업 절차 간소화

○

추진보류

국립대학 소재지 완화

○

추진보류

사립대학 본·분교 통합 근거 마련

○

국내대학 해외분교 제도개선

○

계(80개)

12

4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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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 2012년도 대학 자율화 추진 과제

구분

연번

자율화 과제 내용

1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의무적 컨설팅 폐지

2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집행지침 완화

운용방식

3

주요 재정지원사업의 Block Grant 방식 지원 확대

규제 완화

4

연구개발 간접비 지급 비율 인상

5

연구개발 간접비 집행 용도 확대

6

부처별 연구비 집행규정 일원화

재정지원

(6건)

국제화

7

국외교사 설치 규정 명확화

8

외국대학원 교육과정 공동운영 시 정원 규제 완화

9

국내대학 교원의 외국대학 교원 겸직 허용

10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요건 완화

11

기숙사에 대한 교지·교사 인정 범위 확대

12

교지·교사 소유 의무 완화

13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전환 허용

14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제 폐지

15

사학진흥기금 차입금 한도 확대

16

사립대학 총장 임기 제한 폐지

17

국립대학 소재지 범위 확대

18

국립대학 총정원 범위 내 정원 조정 시 교원확보 기준 완화

19

국립대학법인 정관변경 사후보고제 전환

20

교육대학교 교원 산정방식 개선

21

원격대학 수업연한 단축제도 도입

22

사이버대 교사·수익용 기본재산 등 보고 기준일 변경

23

방송통신대 2학기 학생선발제도 도입

24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부담 완화

25

대학 기숙사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26

학교 소유 공원부지 내 기숙사 신축 허용

27

대학 교사 건축 시, 높이기준·건폐율 완화

28

산업시설용지에 교육연구시설 설치 허용

29

대학 내 호텔 및 국제회의산업 관련 시설 설치 허용

30

사립대학 민자사업 기숙사 등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31

산학협력단의 대학시설 무상사용 부가가치세 면제

32

산학협력단 수행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소관 부처

교과부

국과위
교과부

교과부

촉진
(4건)

대학
(법인)
운영
(13건)

교사 등

법무부

교과부

국토부

건축규제 완화
(6건)

조세 감면 확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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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 대학자율화 정책추진 일지

추진내용
2008. 3월

주요 국정과제 실행계획 보고

2008. 4월

대통령 초청 대학총장 간담회 개최

2008. 4월

‘대학자율화추진팀’을 설치하고, ‘대입 자율화’와 ‘대학운영 자율화’를 구분하여 대학자율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2008. 4월

대학 자율화에 관한 수요조사 실시

2008. 4월

대학자율화 1단계 추진계획 확정ㆍ발표

2008. 9월

대학자율화 2단계 추진계획 확정ㆍ발표

2008.11월

대학 자율화 관련 법률 개정안(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2009. 5월

대학선진화과에서 ‘대학운영 자율화’ 업무 담당

2009. 7월

외부 전문가로 자문기구인 대학운영자율화위원회 구성

2009. 8월

2009년 대학자율화 수요조사를 실시

2009.10월

제1차 위원회에서 12건의 자율화 과제 검토

2009.12월

2009년 대학운영 자율화 실행 계획 수립, 10개 과제 확정

2010. 1월

제2차 위원회에서 ‘국내대학의 해외분교 설립요건 완화 방안’을 집중 논의

2010. 4월

제3차 위원회에서 ‘사립대학의 분교를 본교에 통합하는 방안’과 ‘국립대학 소재지 제한 완화 방안’ 등을 논의

2010. 5월

제4차 위원회에서 ‘2010년 대학 자율화 3개 과제’ 선정

2010. 7~8월

2010년 대학 자율화 수요조사를 실시

2011. 1~2월

2011년 대학 자율화 수요조사를 실시

2011. 3월

대학자율화 추진부서를 인재정책실에서 대학지원실로 변경

2011. 6월

대학 자율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1. 7월

제5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2011년 대학운영 자율화 추진과제를 심의

2011. 7월

2011년도 자율화 추진계획 수립, 10개 추진과제 선정

2012.8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ʼ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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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대학정보공시 강화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가. 정책 추진 배경
정보화, 세계화, 개방화 등과 같은 사회변화의 흐
름속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가 사회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신뢰 있는 자료를 생

전반에 걸쳐 강조됨에 따라, 2007년 5월 초중등학

성 및 관리,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고등교

교와 대학의 정보공개를 규정하는 「교육관련기관

육 정보관리시스템은 고등교육 발전의 핵심기반

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미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

도 오랜 기간 동안 고등교육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

라 주요 정보를 표준화된 양식에 맞춰 의무적으로

고, 중요한 정책결정시 수집된 정보가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넘어

활용되고 있으며, 정확한 통계와 정보에 기반한 정

서 학교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

책결정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높이며, 정책수립 및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5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공포되었고,

학술연구를 진흥하도록 대학정보공시제도를 도입
하게 되었다.

2008년 11월에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2008년 12월부터 대학알리미(www.acad-

나. 도입 경과

emyinfo.go.kr) 및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의 교육여건과 성과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2004년 12월 대학구조개혁 방안 중 대학정보공시

공시하는 대학정보공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제 도입을 발표한 후, 2005년 4월 「교육관련정보

대학정보공시제도는 고등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

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2007
년 5월에 제정·공포되었다.

써,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 및 학과 선택 시 유용한

본격적으로 대학정보공시를 추진하기 위한 대

정보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우에는 우수

학정보공시 총괄 및 항목별관리기관이 2008년 3

고용 인력의 발굴 및 채용을 위한 기초정보로 참

월에 지정되었고, 동년 3월에 대학정보공시 양식

고할 수 있고, 정부는 대학재정지원 사업 및 대학

개발·보급 및 시스템 구축이 시작되어 같은 해

구조조정 등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

11월에 완성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해 주기 위한

한 고등교육정책 수립의 핵심자료로 활용하고 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다. 또한 정보의 생산자이자 동시에 수요자인 대

제정·공포되었으며, 12월부터 대학정보공시 포

학은 대학운영의 책무성과 투명성 제고, 발전계획

털사이트(대학알리미)가 구축되어 본격적인 서비

수립 및 성과평가, 대학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

스를 시작하였다. 수요자 관점 서비스 강화를 위

하는데 필요한 비교데이터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해 2009년 12월에는 대학경쟁력알림서비스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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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높이기 위해서 대학정보공시 실무를 전담하

통되었다.
2010년 3월에는 등록금 산정근거, 학생 1인당

는 총괄관리 기관이 당초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비 산정근거, 시간강사 강의료, 신입생의 출

2008~2010)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1.1)로

신고교 현황 등 6개 공시항목, 2011년 4월에는 대

변경되었다. 아울러 공시자료를 간접 연계하는 항

학의 사회봉사 역량,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장애

목관리기관으로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장학재

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 국·공유 재산

단,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8개 기관을 지정하여 운

확보 현황 등 4개 공시항목, 2011년 10월에는 산학

영하고 있다.

협력분야 12개 항목 등을 추가하기 위해, 「교육관
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
하였다. 특히, 2011년 5월에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

2. 대학정보공시제도의 운영 현황

르고 있는 허위 과장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도 마련하였다.

가. 추진체계

다. 운영기관 현황

대학정보공시 업무를 위해 주무부처인 교육과학
기술부(교육통계과), 총괄관리기관인 한국대학교

2011년에는 대학정보공시 성과의 시너지 효과

육협의회(대학정보공시센터), 항목별관리기관 8

<그림 2-4-1> 대학정보공시 추진체계

교육과학기술부
저옵공시제 운영위원회(자문)

항목별관리기관

항목별관리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전형지원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총괄관리기관

•한국장학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각급대학(고등교육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

고등교육법(제2조)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학원대학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한국농수산대학,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학대학원

2012년 기준 433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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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 대학정보공시 추진 모형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공시운영위원회

계획수립 양식지침표준화
공시자료 수집, 분석 시스템 운영

대학정보공시 기본 계획 조정, 승인
총괄관리기관, 항목별 관리기관 지정
공시자료제출

항목별 관리기관

사업협력 협의
운영비 지원
연수 및 실태조사 지원
항목별 공시정보
제출 및 확인

대학, 대학원

공시자료제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총괄관리기관)
모니터링

사업협력 협의
운영비 지원
연수 및 실태조사 지원

오류 및
시정사항요구,
만족도 조사 반영

일반 국민

항목별 관리기관

항목별 공시정보
제출 및 확인

전문대학

<표 2-4-1> 대학정보공시 추진체계와 역할
추진조직

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과)

주요기능 및 역할
- 대학정보공시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 총괄관리기관, 항목별관리기관 지정
- 정보공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대학정보공시 실행계획 수립
- 대학정보공시 양식 개발·개선·보급

총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학교별 대학정보공시 지원 및 콜센터 운영

관리기관

(대학정보공시센터)

- 운영 관련 조직간 협조체계 구축
- 대학정보공시 관련 연구 및 개선방안 도출
- 대학정보공시 실태조사 및 평가보고서 작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연구재단
항목별

한국사학진흥재단

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 관리공시항목 정보의 확인
- 대학별 정보공시 자료 제공
- 공시항목 지침 개발 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 교육정보공시 자료 작성
공시 주체

- 항목별관리기관 및 총괄관리기관으로 정보 제출
- 공시내용에 대한 문의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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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 대학정보공시 업무 흐름도

총괄관리기관
양식 및 지침

공시자료

공시통합

공시자료

대학정보

정보공시

표준화

수집

DB구축

전환

통합공시

모니터링

대학

통계조사

공시자료

최종 공시

대학별

실시

입력

정보확인

정보공시

통계조사

공시자료

공시자료

수행

확인

제출

항목관리기관

개, 공시주체인 대학 등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

나. 공시대상

고 있으며, 항목별관리기관으로는 한국사학진흥재
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전문

2012년 현재, 대학정보공시의 공시대상은 고등교

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대학교육

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416개교)와

협의회(입학전형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201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17개

년에 한국장학재단이 추가되어 8개 기관이 지정

교) 등 총 433개 대학이다.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항목별 관리기관은 대학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검증하고, 검증된 정보를 총

다. 공시내용

괄관리기관인 대학정보공시센터의 ‘대학알리미’ 공
시DB와 연계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

대학정보공시의 법적기반별 공시범위를 살펴보

다. 또한 대학정보공시제도는 주요 추진조직 외에

면,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13개 분야, 특례법

공시업무의 자문을 위해 교육정보공시운영위원회

시행령 (별표2) 72개 공시범위, 대학정보공시지침

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에 의한 113개 세부항목을 정기 8차례(2월, 3월,
4월, 6월, 7월, 8월, 9월, 11월)와 수시로 나누어
공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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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 대학정보공시 대상학교
공시대상의 근거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 종류

학교수

국립

공립

사립

대학

196

29

2

165

산업대학

2

-

-

2

교육대학

10

10

-

133

전문대학

141

1

7

방송대학

-

-

-

-

통신대학

-

-

-

-

방송통신대학

1

1

-

-

사이버대학

19

-

-

19

기술대학

1

-

-

1

각종학교

5

2

-

3

대학원대학

41

1

-

40

416

44

9

363

12

-

-

12

소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39조)

그 밖에
다른 법률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한국농업대학설치법(제1조)

한국농수산대학

1

1

-

-

한국과학기술원법(제1조)

한국과학기술원

1

1

-

-

광주과학기술원법(제1조)

광주과학기술원

1

1

-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제1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

1

-

-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제1조)

한국학대학원

1

1

-

-

소계

17

5

-

12

합계

433

49

9

375

<표 2-4-3> 대학정보공시 월별 공시항목
【수시 공시】 - 5개 분야, 8개 항목, 10개 세부항목
1-가. 학교규칙

직접입력

1-나. 학교규칙 외 학사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직접입력

3-나-1. 신입생 모집 요강

직접입력

3-나-2 편입생 모집요강

직접입력

9-가.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직접입력

10-가-1. 학교 특성화 계획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0-가-2. 학교 특성화 계획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가. 정관

직접입력

13-나. 법인의 임원 현황

직접입력

13-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

직접입력

합     계

10개

【2월 공시】 - 2개 분야, 2개 항목, 3개 세부항목
8-차-1. 등록금 현황

한국장학재단

8-차-2.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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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2-가. 등록금 산정근거

한국장학재단
합     계

3개

【3월 공시】 - 1개 분야, 2개 항목, 4개 세부항목
2-가-1. 전공과목 성적 분포

직접입력

2-가-2. 교양과목 성적 분포

직접입력

2-가-3 교직과목 성적 분포

직접입력

2-가-4. 졸업생의 졸업성적 분포

직접입력
합     계

4개

【4월 공시】 - 2개 분야, 3개 항목, 5개 세부항목
11-나-1. 강좌당 학생수

직접입력

11-나-2. 교원 강의담당 비율

직접입력

11-나-3. 대학강의 공개 실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3-차. 시간강사 강의료

직접입력

13-카.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

직접입력

합     계

5개

【6월 공시】 - 1개 분야, 8개 항목, 12개 세부항목
8-가-1. 국공립대 일반회계 현황 - 세입

직접입력

8-가-2. 국공립대 일반회계 현황 - 세출

직접입력

8-나-1. 국공립대 기성회계 현황 - 세입

직접입력

8-나-2. 국공립대 기성회계 현황 - 세출

직접입력

8-다-1. 국공립대 발전기금 회계 - 세입

직접입력

8-다-2. 국공립대 발전기금 회계 - 세출

직접입력

8-라. 예·결산[합산재무재표] 현황

한국사학진흥재단

8-마-1. 자금예산서[예산]

한국사학진흥재단

8-바-1. 자금예산서[예산]

한국사학진흥재단

8-자. 산학협력단 회계 현황

한국사학진흥재단

8-카-1.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직접입력

8-카-2. 입시수당 산정 기준

직접입력
합     계

12개

【7월 공시】 - 2개 분야, 2개 항목, 4개 세부항목
8-차-1. 등록금 현황

한국장학재단

8-차-2.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한국장학재단

8의2-가-2. 등록금 산정근거

한국장학재단
합     계

4개

【8월 공시】 - 7개 분야, 34개 항목, 51개 세부항목
4-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4-나. 기회균형 선발 결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4-다. 신입생 충원 현황

KEDI 고등통계

4-라-1. 재학생 충원율

KEDI 고등통계

4-라-2. 편입학 선발 결과

직접입력

4-마. 재적 학생 현황

KEDI 고등통계

4-바-1. 외국인 학생 현황

부분직접입력

105

정책자료집 ➌ 대학 개혁

4-바-2.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 현황

직접입력

4-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

KEDI 고등통계

4-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현황(전문대학)

KEDI 고등통계

4-자.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직접입력

5-가. 졸업생 현황

KEDI 고등통계

5-나. 졸업생의 진학 현황

KEDI 고등통계

5-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KEDI 취업통계

6-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부분직접입력

6-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KEDI 고등통계

6-다. 전임교원 확보율

KEDI 고등통계

6-라-1. 국가별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KEDI 고등통계

6-라-2. 전공계열별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KEDI 고등통계

8-가-1. 국공립대 일반회계 현황 - 세입

직접입력

8-가-2. 국공립대 일반회계 현황 - 세출

직접입력

8-나-1. 국공립대 기성회회계 현황 - 세입

직접입력

8-나-2. 국공립대 기성회회계 현황 - 세출

직접입력

8-나-3.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

대학지원과

8-다-2. 국공립대 발전기금 회계 - 세입

직접입력

8-다-2. 국공립대 발전기금 회계 - 세출

직접입력

8-라. 예 · 결산[합산재무제표] 현황

한국사학진흥재단

8-마-2. 법인회계 자금계산서[결산]

한국사학진흥재단

8-마-3. 법인회계 운영[손익] 계산서

한국사학진흥재단

8-마-4. 법인회계 대차대조표

한국사학진흥재단

8-바-2. 교비회계 자금계산서[결산]

한국사학진흥재단

8-바-3. 교비회계 운영[손익] 계산서

한국사학진흥재단

8-바-4. 교비회계 대차대조표

한국사학진흥재단

8-사. 적립금 현황

한국사학진흥재단

8-아. 기부금 현황

한국사학진흥재단

8-자-2. 산학협력단 회계 자금계산서[결산]

한국사학진흥재단

8-자-3. 산학협력단 회계 운영 계산서

한국사학진흥재단

8-자-4. 산학협력단 회계 대차대조표

한국사학진흥재단

8의2-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직접입력

11-다-1. 장학금 수혜 기준

직접입력

11-다-2. 장학금 수혜 현황

KEDI 고등통계

11-다-3. 학자금 대출현황

직접입력

11-라-1. 외국대학과의 교류 현황

직접입력

11-라-2. 외국대학과의 교류 현황

KEDI 고등통계

11-마.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직접입력

11-아. 산업체 경력 전입교원현황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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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파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한국연구재단

11-하.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한국연구재단

11-거-1. 교원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직접입력

11-거-2. 교원의 창업 현황

직접입력

13-아.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합     계

51개

【9월 공시】 - 4개 분야, 13개 항목, 13개 세부항목
7-가.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한국연구재단

7-나. 저[著] · 역[譯]서 실적

한국연구재단

11-가. 연구비 수혜 실적

한국연구재단

11-나-1. 강좌당 학생수

직접입력

11-나-2. 교원 강의담당 비율

직접입력

11-나-3. 대학강의 공개 실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2-가. 장서보유 현황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2-나. 도서관 예산 현황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2-다. 연구시설 현황

한국연구재단

13-다. 교지확보 현황

한국사학진흥재단

13-라. 교사시설 확보 현황

한국사학진흥재단

13-마. 기숙사 수용 현황

한국사학진흥재단

13-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한국사학진흥재단

13-사. 직원 현황

KEDI 고등통계

13-타. 국·공유재산 확보현황

직접입력
합     계

13개

【11월 공시】 - 1개 분야, 5개 항목, 10개 세부항목
11-사.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현황

한국연구재단

11-자-1. 산학협력단 고용주체별 인력현황

한국연구재단

11-자-2. 산학협력단 전문인력현황

한국연구재단

11-자-3.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현황

한국연구재단

11-자-4. 산학협력단 조직운영

한국연구재단

11-차.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 현황

한국연구재단

11-타-1. 현장실습 운영 현황

한국연구재단

11-타-2. 캡스톤 디자인 운영 현황

한국연구재단

11-타-3. 학교기업 운영현황

한국연구재단

11-너. 기술지주회사 운영 현황

한국연구재단
합     계

10개

※ 볼드체 표시된 항목은 연 2회 공시항목(7개 항목, 14개 세부항목)
※ 이탤릭체로 표시된 항목은 세부항목의 공시시기가 다름(3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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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 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 구성도
사용자

대학정보공시 통합 시스템

대국민 포털(알리미)

입력 시스템 포털

대학 알리미

입력 시스템
입력 시스템

대학 알리미 소개

대국민

•대학 알리미 안내
•관련법령
•추진체제와 과정
•대학정보 공시센터
•조직도

정보고시 지표 검색

학생, 교사

사용자

영
문
알
리
미

•공시 데이터 입력/수정/공시
서비스(대학, 전문대, 대학원)
•나의 할 일, 수신자료,
나의 정보, 버튼 현황 등
•게시판(Q&A, 공지사항,
개선의견접수)

총괄 및
항목별
입
력
홈
페
이
지

담당자

대학담당자

예비공시

•통합 비교 검색(비교, 주요, 산출 공시)
•대학별 검색(학교 종류별 등)
•주요지표 검색(지표, 주요, 산출 공식)
•대학경쟁력 알림 서비스

•본 고시 이전 대학담당자들에게
만 공지 정보 확인/수정
•각 대학에서 공시자료 최종 확인

경쟁력 알림 마당
정부, 기업

•일반대학, 전문대 주요정보
•상세몰록/대학 찾기/목록 보기
•일반대학, 전문대학 지표 및
산출공식 보기

여린정보 마당

공시센터

•대학 10개, 전문대학 7개
•Formula 지표 생성
•Formula 지표 확인

연계(EAI) 시스템
•관리자 기능
•송·수신 모니터링 기능
•항목별 관리기관 연계 현황

연
계
기
관

관리기관

대학정보공시

7
개

센터

)

•대학 알리미 Help 가이드
•게시판(공지사항, 자료실, FAQ,
대학홍보실)
•학과사전, 용어해설

중
문
알
리
미

항
목
별

(

대학, 담당자

항목별

교육역량강화

<표 2-4-4> 대학정보공시 서비스 현황
서비스명

서비스 설명
·개별 대학의 공시항목별 자료 수집(직접/연계)·확인·제출하기 위한 시스템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
(input.academyinfo.go.kr)

·공시 초기정보를 대학에서 직접이나 항목관리기관으로부터 간접 입력한후 대학의 총괄담당자 관리
자 기능, 공시자료 제출(공문제출), 형식검증, 오류현황관리를 개별 기능으로 구현
·대학정보공시 안내 및 관련 콘텐츠(지침, 매뉴얼), 문의응대, 개별공시정보입력, 예비 공시 등 공시
운영을 위한 시스템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

·대학정보공시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대학별 정보공시 활동 지원, 검색 기능 제공(통합비교, 주요지표, 대학별), 대학경쟁력알림 서비스
운영

대학알리미 영문 홈페이지

·대학알리미에서 외국인 잠재 유학생들에게 대학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영문서비스 시스템

(heik.academyinfo.go.kr)

·대학알리미 소개, 대학별 16개 주요 지표, 대학별 경쟁력 지표 서비스 운영

대학알리미 중문 홈페이지

·대학알리미에서 중국어권 잠재 유학생들에게 대학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중문서비스 시스템

(heik.academyinfo.go.kr/china) ·대학알리미 소개, 대학별 16개 주요 지표, 대학별 경쟁력 지표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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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 및 서비스

용검증 후 마지막으로 대학 항목담당자가 입력확

현황

인을 하고 총괄관리자가 최종 확인하는 다단계 검
증을 통해 대학공시 자료를 정확하게 공시하기 위

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은 대학으로부터 공시자

해 노력하고 있다. 공시 후에는 정부 및 항목관리

료를 입력·확인·수정할 수 있는 입력시스템 포

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털과 입력된 공시자료를 예비공시를 통해 최종 확

매년 2~3차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정한 후 국문·영문·중문 대학알리미 사이트를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공시항목들은

통해 공시할 수 있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 후 확인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시 오류 발견 및 대학알리미 활용 관련 수
요자 의견 수렴을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 학생·학

3. 주요 내용 및 성과

부모·교사 등 교육수요자가 참여하는 외부 모니
터링단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이 고의

가. 대학정보공시 지속적인 신뢰도 제고

로 허위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
한 오류정보신고센터도 온·오프라인으로 설치·

시행 3년차인 2011년도에 들어서면서 대학 공시

운영하고 있다.

정보는 그동안 단순히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셋째, 대학정보공시 대국민 공개에 앞서 공시주

한 학교선택 정보 제공과 대학의 투명성 강화를

체인 대학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공시정보를 사

통한 책무성 제고차원을 넘어서 학자금 대출한도

전에 확인 할 수 있도록 예비공시제(4일-5일 이

제한대학, 국립대 특별관리기관 선정, 각종 정부

상)를 운영하고 있다.

재정지원사업에 주요 평가자료로 활용되는 등 그

넷째, 대학이 공시내용과 다르게 잘못 공개하는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공시자료 신뢰도의 중요성

허위·과장 광고·홍보에 대해서는 2011년 5월에

이 대내외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는 공시정보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하여 보다 신

의2(공개·공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

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

경 명령)를 개정하여,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로 지원하고 있다. 첫째, 대학이 정확한 정보를 공

근거를 마련하였고, 허위과장광고 규제 기본계획

시토록 하기 위해서 매년 초 공시 시작 전에 대학

(2012.6) 및 허위과장광고 규제 시행계획(2012.7)

정보공시 지침(양식, 기준 등)을 개발하여 각 대학

을 수립하여 허위·과장 광고·홍보에 대해 엄중

과 공시항목관리기관을 대상으로 2~3차례 설명

규제하고 있다.

회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충분한 설명과 함께 배포
하여 공시 담당자들의 공시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나. 대학공시정보 활용도 제고 및 홍보 강화

제고시키고 있다.
둘째, 대학이 입력하면서 1차 입력 검증을 하고,

대학의 공시정보를 활용하는 수요자들의 관점에

항목관리기관(간접입력)과 공시센터의 형식·내

서 보다 적극적으로 공시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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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첫

로 발생하는 협의 필요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

째, 공시중인 이슈 정보에 대해 분석한 후 도출된

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대학정보 공

또한 매년 전년도 대학정보공시 활동에 적극 참

시 이슈페이퍼’를 상·하반기 연 2회 발간 및 배포

여하여 이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적극 기여한 대

하고 있으며, 둘째, 공시정보를 교육정책의 기초

학을 중심으로 40여개 대학을 시범운영대학으로

자료로 활용하여 다양한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

선정하여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이나 공시제도를

해 학술연구 목적에 대해서는 연구계획서 검토 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공시 관련 주요 이슈에 대

공시 원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대학정보공

해서도 사전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시시스템 등 공시제도 운영 개선에 적극 반영하기

상시 콜센터 전화(02-6393-5600~5604), Q&A,

위해 매년 9월-12월중에 대학정보공시 이용 실태

오픈메일, 팩스 등을 운영하면서 공시관련 수요자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넷째, 수시·

(대학 및 교육정보 수요자 등)들의 다양한 문의를

정시 대입박람회(연 8회 이상), 입시 설명회(연 6

응대하고 있다.

회 이상) 등을 통해서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

아울러 2008년 대학정보공시제도 도입 이래,

으로 대학정보공시 안내, 홍보물 제작·배포 등 대

공시 정보의 양적 증가에 따른 대학 현장의 업무

학정보공시제도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적극 전개

부담을 완화하고 공시항목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

하고 있다. 다섯째, 대학 공시정보 DB연계, 신뢰

하기 위하여 현행 113개의 공시항목을 100개 이내

도 제고 등 업무협력 강화를 위한 『항목관리기관

로 제한하는 공시항목 총량제를 도입하고, 공시시

협의회』(연 3회), 대학의 공시관계자, 학생·학부

기 조정을 통해 연중 8차례의 공시횟수를 4차례로

모 등 교육수요자 대상 설명회 및 워크샵(연 5회)

줄이고, 항목관리기관과의 DB 연계를 통한 간접

등을 개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국제적 역

입력 항목을 현행 70개에서 90개 항목으로 확대하

량강화를 통해 외국의 잠재 유학생들을 국내 대학

여 다단계 검증과 확인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에 적극 유치하기 위해 국내 대학 정보를 소개하는

골자로 하는 대학정보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영어 대학알리미를 개통(2011.10)한데 이어 2012

하여 2013년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년 3월초에는 국내 유학생의 70% 이상을 차지하
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중국어 대학알리미 사이트

라. 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안정화

다. 대학정보공시 관리·운영 체계 효율화

대학정보공시의 기반이 되는 공시 정보 DB 분
석 결과를 토대로 통합시스템 DB 재구축, 공시

대학정보공시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교육

정보 입력 및 연계시스템 고도화, 통합 관리 프

과학기술부, 총괄·항목별관리기관 정보공시 업

로그램 개발 등의 공시 정보 신규 응용 프로그램

무책임자가 참여하는 대학정보공시 실무협의회를

을 개발하였고, 공시 정보 인프라 확충 및 개선,

구성하여 분기별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수시

IDC(Internet Data Center)를 이용한 공시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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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5> 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 서비스 구성도
대학정보공시 통합 시스템

대학 알리미(대국민)

영문알리미

중국어 알리미

입력시스템

예비공시

입력시스템 홈페이지

연계시스템

대국민 포털 대학정보공시 지표 서비스

공시 직·간접 입력자료 수집·적재·검증

(국민, 학생, 교사, 정부, 기업, 대학담당자)

(대학, 항목별관리기관, 대학정보공시센터)

전산시스템 인프라

대학정보공시 시스템 프레임워크

스토리지/백업
방화벽

Reporting Tool

서버

UI-Tool

챠트 Tool

1. 학부교육
Struts
VTL S/W
JVM

연계 EAI

WAS

DBMS

서버보안 S/W
네트워크
DB보안 S/W

<그림 2-4-6> 대학정보공시 영문홈페이지

WEB

<그림 2-4-7> 대학정보공시 중문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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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8> 정보공시자료 서비스 현황

80
68

70
60
50
40

26

30
20
10
0

18

16

12

6

6

감사원

국회

기타

대교협

대학

정부

항목별관리기관

템 운영, 현 통합시스템 유지·보수 및 추가개발,

여건에 달하는 공시자료를 제공하였고, 공시시기에

국제적인 공시 정보 서비스 구축 및 운영(영문·

는 주요공시항목에 대한 요소별 분석을 통해 맞춤

중문 홈페이지) 등의 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 구

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적시에 제공하고 있다.

축하여 운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공시 주요정보를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요구

마. 대학알리미 활용 현황

(교육정책 및 역량강화사업 평가, 국정감사, 감사자
료, 연구·학술활동 등)에 맞추어 2011년도에 200

2008년도 대학알리미 사이트 개설 이후 2009년

<표 2-4-5> 대학알리미 접속자수

합계

월별 접속자수 (천명)

총 건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1

5,312

492

385

396

359

342

395

386

628

594

378

433

524

2010

6,213

669

559

433

349

306

280

357

663

782

612

515

689

구분

2009

5,643

413

546

380

321

353

349

297

434

588

539

488

936

2008

167

-

-

-

-

-

-

-

-

-

-

-

167

2011

1,311

108

81

86

91

78

89

87

112

141

메인

2010

1,267

158

110

79

83

65

49

58

140

131

145

93

157

페이지

2009

1,187

138

94

57

50

75

71

47

78

120

114

102

241

2008

139

-

-

-

-

-

-

-

-

-

-

-

139

264

306

321

383

대학
홈페이지
연계

2011

4,001

384

304

310

268

2010

4,946

511

449

354

266

2009

4,456

275

452

323

271

2008

28

-

-

-

-

※ 대학별 개별공시는 배너를 통해서 대학알리미 접속하는 경우

112

179

163

96

299

449

431

231

299

523

651

467

422

532

278

278

250

356

468

425

386

695

-

-

-

-

-

-

-

28

241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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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0천명, 2010년 6,213천명, 2011년 5,312천명

또한 공시정보의 활용도 제고 및 수요자 친화적

등 총 17,335천명의 교육수요가 대학알리미 사이

서비스 강화를 위해 대학공시 정보에 대한 홍보강

트를 통해 대학의 주요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나

화, 수요자 요구 맞춤형 대학알리미 시스템 개선

타났다.

주요현안 분석을 위한 이슈페이퍼 발간, 국문·
영문·중문 홈페이지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3. 향후 과제

아울러 항목기관간 협조체제 및 시스템(DB연계
등) 연계 강화를 통해 중복 조사 등을 최소화하

대학정보공시제도는 대학의 구조조정과 학생·학

고, 대학공시센터 조직(Help Desk 운영강화) 역

부모의 대학선택, 연구학술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량 강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2012년

활용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에는 노후화 장비 교체, 대학정보공시시스템 이중

기대된다. 앞으로 공시시스템 및 제도 개선 지속

화, 수요자 중심의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주요

추진, 민관합동현장점검 확대(대학수, 횟수), 허위

내용으로 하는 대학정보공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과장 공시·광고·홍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

추진하고 2013년부터는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보

센터 기능 강화, 공시시스템의 선제적 검증·확인

다 선진화된 정보공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을 위한 시범대학 운영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림 2-4-9> 대학정보공시 전산인프라 확충 및 개선 구성도
백본 스위치
DDoS

서버팜

IPS

L3 스위치

방화벽
웹 방화벽

DMZ
L3 스위치
알리미/
입력 #1

알리미/
입력 #2

DB서버#1 DB서버#2 DB서버#3

보안관리 DB보안
서버
서버

L4 스위치
SAN S/W#1

SAN S/W#2
대량메일
서버

WEB1

WEB2

개발서버 모니터링
서버

WEB3

기존장비 재활용

신규 도입 장비

장비 증설

향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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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 등 참고자료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2]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4조제1항 관련)
공시정보항목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충
 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공시정보 범위
가. 학교규칙

7. 전임교원의 연구 성과에 관한 사항

8. 예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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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대학

수시

수시

대학

연1회

3월

나.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대학

연1회

3월

가. 대학입학(편입학) 전형 시행 계획

대학

수시

수시

나. 모집요강(편입학 포함)

대학

수시

수시

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대학

연1회

8월

나. 기회균형 선발 결과

대학

연1회

8월

다. 신입생 충원 현황

대학

연1회

8월

라. 학생 충원 현황(편입학 포함)

대학

연1회

8월

마. 재적 학생 현황

대학

연1회

8월

바. 외국인 학생 현황

대학

연1회

8월

자.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공시 시기

수시

나. 학칙외 학사운영에 관한 각종규정

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

진로에 관한 사항

공시 횟수

대학

가. 교육과정 편성 및 평가기준

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현황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현황 등 학생의

공시 기관

대학

연1회

8월

전문 대학

연1회

8월

대학

연1회

8월

가. 졸업생 현황 (졸업자수)

대학

연1회

8월

나. 졸업생의 진학현황(국내외 대학진학)

대학

연1회

8월 수시

다. 졸업생의 취업현황(각종 취업률지표)

대학

연1회

8월

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대학

연1회

8월

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대학

연1회

8월

다. 전임교원 확보율

대학

연1회

8월

라.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대학

연1회

8월

마. 외국인 전임 교원 현황

대학

연1회

8월

가.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대학

연1회

9월

나. 저(著)·역(譯)서 실적

대학

연1회

가. 일반회계 예·결산 현황

국공립

연1회

나. 기성회계 예·결산 현황국공립대학

국공립

연1회

다. 발전기금 예·결산 현황

국공립

연1회

라. 예·결산(합산재무제표)현황

사립 대학

연1회

마. 법인회계 예·결산 현황

사립 대학

연1회

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사립 대학

연1회

9월
(예)6월
(결)8월
(예)6월
(결)8월
(예)6월
(결)8월
(예)6월
(결)8월
(예)6월
(결)8월
(예)6월
(결)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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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2.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9. 「고등교육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0.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11. 교원의 연구ㆍ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사. 적립금 현황

사립 대학

연1회

(결)8월

아. 기부금 현황

사립 대학

연1회

(결)8월

자. 산학협력단 회계 현황

대학

연1회

차. 등록금 현황

대학

연2회

카.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현황

대학

연1회

가. 등록금 산정근거

대학

연2회

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대학

연2회

8월

가. 위반 내용 및 조치결과

대학

수시

수시

(예)6월
(결)8월
4월
7월
6월
4월
7월

가. 학교 발전 계획 및 특성화 계획

대학

수시

수시

가. 연구비 수혜실적

대학

연1회

9월

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대학

연1회

4월
9월

다. 장학금 수혜 현황

대학

연1회

8월

라.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대학

연1회

8월

마. 산업체연계 교육과정 개설 현황

대학

연1회

8월

바.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대학

연1회

8월

사. 특허출원 및 등록 실적

대학

연1회

8월

아. 교원의 창업 및 창원지원 현황

대학

연1회

8월

자.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대학

연1회

8월

차.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대학

연1회

2월

가. 장서보유 현황

대학

연1회

9월

나. 도서관 예산 현황

대학

연1회

9월

다. 연구시설 현황

대학

연1회

9월

가. 정관

사립 대학

수시

수시

나. 법인의 임원 현황

사립 대학

수시

수시

다. 교지(校地) 확보 현황

대학

연1회

9월

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대학

연1회

9월

마. 기숙사 수용 현황

대학

연1회

9월

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사립 대학

연1회

9월

사. 직원 현황

대학

연1회

9월

아.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

대학

연1회

8월

대학

수시

수시

차. 시간강사 강의료

대학

연1회

4월

카.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

대학

연1회

4월

국공립 대학

연1회

9월

자. 「고등교육법」제11조의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

타. 국유·공유재산 확보 현황

※ 비고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중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예산(위 표에서 ‘예’로 표기한다)은 해당연도 예산을 6월에, 결산(위 표에서 ‘결’로 표기한다)은 전년도 결산을 8월에 각각 공시한다.

115

정책자료집 ➌ 대학 개혁

ESCO/OECD 국경 없는 고등교육 질 보증, 가이

제5절

드라인」이 채택(2005.12)되었고, 그 이후 지금까
지도 고등교육에 대한 질 보증(Quality Assur-

고등교육 질 관리
체제 구축

ance)은 국제 사회의 주요 화두로 대두되어 왔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
고 대학의 자율적 질 관리 체제를 통한 고등교육
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 자율기구를 중
심으로 하는 대학 평가·인증의 질 관리 시스템을

1. 정책 추진 배경 및 경과

구축하였다.
대학교육 평가·인증 질 관리 시스템은 교육과학

가. 정책 추진 배경

기술부장관의 인정(Recognition)을 받은 기관(인정
기관)이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의 운영전반(기

오늘날 고등교육의 급속한 양적 팽창으로 인해 고

관평가) 또는 교육과정 운영(프로그램평가)을 인

등교육 질 관리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및 사회

증(Accreditation)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적 책무성 제고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대학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이를 도식화 하

교육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지 못

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한다는 지적에 따라 고등교육의 질을 국가적 차원
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로이 도입된 평가·인증제는 대학의 특성 및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량지표 중심의 대학종

국제적으로도 국가 간 고등교육 인구 이동이 활

합평가인정제와는 달리, 대학교육 및 운영의 제

발해 짐에 따라 각국이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고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질적 평가이다. 뿐

교육 질 보증 체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만 아니라, 대학교육의 성과로서 학생의 학습성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UN-

과를 중시하고 대학교육의 질 보증(Assurance)과

<그림 2-5-1> 고등교육 평가·인증 체제
교육과학기술부
⑤ 행·재정 지원 연계

•인정기관 지정
•인증결과 활용
① 인정기관 신청

② 인정기관 지정

결과 공개
대학

인정기관
④ 평가 인증

•자체평가 실시

•평가

•평가·인증신청

•인증
③ 평가 인증 신청

116

4편 제2장 대학교육 선진화

질 개선(Enhancement)을 지향하는 새로운 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어 관련 법적

체제이다. 대학은 평가·인증을 통해 교육의 질을

체계가 정비되었다.

보증할 수 있는 최소요건을 확보하고 있음과 지속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적인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

에서는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인정기관

인받게 된다.

지정절차 및 방법, 인정기관심의위원회 구성, 평

정부는 2007년 10월 17일에 신설된 <고등교육법>

가·인증의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1조의2(평가)를 근거로 관련 법령 체계를 정비

2009년 4월, 인정기관 지정심사를 위하여 법정

하였으며, 2011년도에 첫 기관평가·인증을 시작

위원회인 ‘인정기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으로 본격적인 대학교육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중에 있다. 위원회는 대학평가 관련 전문가, 교육

있다.

전문가, 당연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
관을 포함한 총 9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정기

제11조의 2(평가) ①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
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관 지정여부, 인정기관 지정 유효기간, 지정여부
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또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한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산하에 기관인증, 프로그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램인증(의료·공학·사회경제), 지도감독 등 5개

조에서 ‘인정기관ʼ이라 한다)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

의 소위원회를 두어, 인정심사 및 지도감독에 대한

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
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전문적인 조사·검토를 담당하고 있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 기관, 제10조에

2009년 12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대학교육협의회가 기관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여 동 기관에 대한 인정기관 지정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
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심의를 통한 보완작업이 약 1년에 걸쳐 진행되었

있다.

고, 2010년 11월과 12월에 각각 대학 기관평가·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인증 인정기관과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인정

제4항의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

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관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이후, 5개 프로
그램 평가·인증기관(한국간호평가원, 한국건축

나. 도입 경과

학교육인증원, 한국경영학교육인증원, 한국공학
교육인증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인정기관 지

2007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신설을 통

정심사를 신청하였으나(2010.11.29), 인정기관심

해 대학자체평가 실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

의위원회가 신청기관에 대한 지정기준요건 보완

정기관 지정, 인정기관에 의한 대학 평가·인증 실

을 요청함에 따라 심사가 중단되었다(2011.1.31).

시, 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

그리고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련되었고, 2008년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위해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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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1> 대교협 고등교육 기관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경과
일정

경과 내용

2009년12월4일

고등교육 평가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제출

2009년12월21일-23일

교육과학기술부 서면심사

2010년 1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 현장실사

2010년 2월-10월

실무위원회(5회)와 간담회를 통한 수정 및 보완

2010년 4월-10월

대학 관계자 전문가회의(4회) 및 공청회(3회)

2010년 6월

대학총장세미나 및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의견수렴

의 방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

원(2012.5.31)이 간호학교육 프로그램 및 건축학

어, 정책연구를 통해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

교육 전문학위 프로그램 평가·인정기관으로 각

기관 지정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그 내용은

각 지정 받았다.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인정의
목적은 학습성과 중심의 평가·인증 체제 구축에

2. 주요 내용 및 성과

있기 때문에 인적·물적 자원 중심의 투입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지향하

가. 기관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및 실시

는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2011년)

및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인정기관 지정을 통한 공적인 권위를 부

대학 및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여함으로써 평가·인증기관이 국제사회에서 학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대학평가원과 한국

및 자격의 상호인정 움직임을 선도해 갈 수 있는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

기반을 마련하고, 이들의 국제협력 활동에 대한 지

원(이하 인증원)이 2009년 12월 인정기관 지정을

원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등

신청하여 약 1년의 심사기간을 거쳐 2010년에 인

교육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정기관으로 지정 되었다.

셋째, 인정기관 지정 제도를 통해 평가·인증

새로이 시작되는 대학 평가·인증제를 통해 그

기관에 대한 전문성 및 역량에 대한 검증을 실시

동안의 서열화된 대학평가에서 벗어나 개별대학

하고 주기적인 재인정 심사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평가 체제로 전환됨에 따

평가·인증의 책무성 및 사회적 신뢰성을 확보해

라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야 한다.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인정기관심의위원

각 인증원은 2011년에 처음으로 인증심사를 실

회의 보완요구사항에 대한 개선작업을 완료한 한

시하였고, 결과를 발표하였다. 첫 인증심사 결과,

국간호평가원(2011.11.28)과 한국건축학교육인증

대학은 신청 31개교 중 30개교(조건부인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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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증을 받았고, 전문대학은 신청 35개교 중 28

역량을 심사하여 인증해 주는 역할을 담당할 ‘간호

개교가 인증(조건부인증 포함)을 받았다. 인증을

학과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한국간

받은 대학 및 전문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호평가원을 지정하였다(2011.11.28.).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질 개선 노
력을 기울이고 있음이 공인된 것이다.

한국간호평가원은 2010년 11월에 인정기관 지
정을 신청하여 약 1년에 걸쳐 기관의 인프라, 평

기관평가·인증은 크게 사전준비, 자기점검평

가·인증 기준 및 방법, 평가·인증 실적의 활용

가, 서면 및 현지방문평가, 평가결과 판정, 인증

측면에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

후 활동의 5개 단계로 진행 된다.

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

2011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평가·인증제는 대

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핵심간호기술 평가를 통

학의 선진화된 대학 경영 체제 확립을 통해 교육

한 현장실무능력을 강화하는 등 학습성과 중심 평

의 질을 보장하고, 교육 수요자에게 대학교육에 대

가·인증 기준을 도입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한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간호평가원은5년간(2011.11.28~2016.11.27)
인정기관으로 활동하게 되며, 인정기관으로 지정

정부는 2013년까지 모든 대학에 대해 인증심사

된 기간 동안에는 인정기준을 일관되게 준수하고

기회를 부여하고, 인증심사가 마무리되는 2014년

있는지와 제출한 개선계획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부터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정부의 행·재정지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정부는 한

평가 시 동 인증심사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국간호평가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지도감
독 소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나. 간호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한국
간호평가원 지정

의료법이 개정(2011.12.31)됨에 따라, 교과부장
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대학 또는 전
문대학을 졸업해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

정부는 간호학 프로그램(학과, 학부, 전공)의 교육

사가 되기 위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어

<표 2-5-2> 기관인증평가 활동영역 및 내용
활동영역
사전준비 활동
자기점검 평가활동
서면 및 현지 평가활동
평가결과 판정 활동
인증 후 활동

내용
대체·추가 평가준거에 대한 해당 대학과 평가위원이 사전 협의단계, 대학이 평가준거를 대체·추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최소 8개월 이전에 제출해야 함
인증 신청서 제출 및 대학별 자기점검평가보고서 제출
서면평가, 현지방문평가, 현지방문평가 후 편차 조정 및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보고서에 대한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보고서를 확정하여 대학평가인증위원회에 보고
대학평가인증위원회를 통해서 평가결과를 최종적으로 판정하여 이를 공표, 해당 대학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이의제기 심사
인증 판정 대학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실시, 불인증 판정 대학에 대해서는 현지방문평가 후 희망대학
에 한하여 컨설팅 실시, 재인증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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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규정을 통해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2008년 캔버라 어코

문에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인증사업을 본격적으

드(Canberra Accord, 건축학교육 국제협약체로

로 추진할 예정이다.

회원국 졸업생은 모든 회원국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음) 정회원 자격을 취득하는 등 국제적으로 인

다. 건축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정을 받은 기구로, 인정기관 지정을 통해 국내적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지정

인 공식 권위를 부여받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학위 및 자격의 상호인정 움직임을 선도해 갈 수

정부는 건축학 전문학위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있는 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마련되

심사하여 인증해 주는 역할을 담당할 평가·인증

었다고 할 수 있다.

인정기관으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을 지정하였
다(2012.5.31).

개정 건축사법 시행(2012.5.31)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2010년 11월에 인정기

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전문학위 과정의 대

관 지정을 신청하여 2012년 5월까지 약 1년 6개

학 또는 대학원 과정을 이수해야 하므로(2023년까

월에 걸쳐 기관의 평가·인증의 합목적성, 인프

지 경과규정 마련),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인정

라,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실적의 활용 측면

기관으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참여의지가 있는 모

에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며, 위

든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원회의 보완요구 사항에 대한 개선이 완료됨에 따

본격적인 인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최종 확정하여 인정기
관으로 지정하였다.
위원회의 인정심사를 통하여, 국제적 호환성을

3. 향후 과제

고려하면서 한국 현실을 고려한 평가인증 기준 수
립, 성과중심의 평가인증 체제 확립을 위한 관련

평가·인증을 통한 고등교육 질 관리 체제 구축은

규정 정비, 대학의 부담경감 방안 마련 등 인정기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 체제가 구축되고, 본격적인

관심의위원회의 22개 보완요구사항에 대한 개선

인증사업을 시작하게 된 성과가 있었으나 다음과

작업을 통해 평가·인증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되는

같은 과제가 남아있다.

성과가 있었다.

정부는 평가·인증 사업의 출범과 함께 대학의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5년간(2012.5.31~201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구체적

7.5.30) 인정기관으로 활동하게 되며, 인정기관으

인 평가·인증 결과의 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

로 지정된 기간 동안에는 인정기준을 일관되게 준

다. 시범적으로는 일부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로

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받게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대학을 단위로 지원되는

된다. 정부는 건축학교육인증원에 대한 지도감독

모든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신청자격으로 연계되

을 위하여 지도감독 소위원회를 6월 중 설치·운

어야 한다.

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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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한국대학평가원 및 한국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
원은 대학협의체 부설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독립성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독립
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관에 평가·인증 업무는 평
가원장에게 일임하고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는 내용의 정관 등 내부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
고, 최종 의결기구인 대학평가인증위원회의 독립
적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평가·인증을 위한 예
산의 안정적 확보와 평가위원들의 전문성 신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인증기관을 인정하는 것뿐
만 아니라, 인정 이후에 인정기관 지정 준수여부
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한
동시에, 평가·인증이 사회 전체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정부의 지도감독은 평
가·인증제가 우리사회에 안착하여 진정한 고등
교육 질 보장 기제로 자리 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
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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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지고 융복합 학문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 이에

어 대학의 질적 고도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우리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나라 고등교육은 질적 측면에서의 경쟁력은 여전

를 위하여 다양한 고등교육 개혁사업을 펴고 있

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IMD(2011)에서 발표한

다. 일본은 “대학구조개혁 없이는 발전과 재생은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의 사회부합도는 국가경쟁

없다”는 국가적 인식하에 2001년 ·도야마플랜·

력 22위, 교육경쟁력 29위에 반해 현저히 떨어진

을 수립하여 국립대 수 삭감, 10개 분야 Top 30 국

39위이며(조사대상 59개국), 세계경제포럼(WEF,

립·사립대학 중점 육성, 국립대 독립법인 행정화

2009)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은 23위인 반면에

와 민간 경영기법 도입 등을 추진했으며, 중국은

대학경쟁력은 46위로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이

1990년 이후 대학개혁을 장기적인 시각 아래에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더 높은

는 바, 대학의 질적 제고 등을 위한 대학 구조의 변

야망 : 지식기반경제에서 대학의 미래, 2009년·

화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보고서를 통하여 대학개혁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도 대학구조개혁을 통한 대학의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부존자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생 수 감축, 유사학

이 빈약한 대한민국이 전후 60년만에 세계 15위

과 통폐합, 대학 간 통폐합 재정지원 사업 등 지속

(2010년, GDP기준)의 경제대국이 된 것은 교육에

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

대한 뜨거운 국민들의 열망과 그 열망으로 키워낸

다. 그러나 2018년 이후 고교 졸업자 수보다 대학

인재 덕분이었고, 그 인재를 키워낸 곳이 현재 우

입학정원이 많아지는 등 환경변화가 급속하게 이

리 고등교육기관이다.

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에 대한 더욱 강력

그러나 21세기 국가간, 대학간 이동이 자유로워

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3-1> 고교졸업자 및 대학입학정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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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표한 고등교육

지는 대학에 경각심을 주어 대학 스스로가 교육의

수요 전망(채창균, 2012)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경

질 제고를 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경

우에는 4년제 대학에 비하여 학생 수 감소폭이 높

영개선을 위한 동인을 제공함으로써 대학 경쟁력

아 평균적으로 2015년 이후부터 미충원문제가 심각

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해지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충

사립대학의 경우 상시적 구조개혁이 추진될 수

원율이 2019년에는 80% 아래로 떨어지고, 2020년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대학에서 공시한 주요 지

대 후반에는 40% 내외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

표를 토대로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단계별로 정부

망되어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

실대학 순으로 깔대기 모형의 구조개혁 틀을 만

터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고등

들어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대한 부정·

교육관련 교육계·경제계·산업계 인사들로 대학

비리대학, 감사결과 불이행 대학 등은 부정·비리

구조개혁위원회를 구성(2011.7)하였다. 위원회는 장

의 정도에 따라 해당 단계에 추가하여 구조개혁을

관자문기구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

추진하였다.

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에 의거 설치되었다.

국립대학에 대해서도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는 사회적 인력 수요와

대학을 지정하여 지배구조 개선(총장직선제 개선

대학의 공급능력을 감안하여 장기 처방 방식으로

등), 유사학과 통·폐합, 학과개편, 특성화, 더 나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

아가 대학간 통·폐합 등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만 부실한 부분을 떨어 내지 않고 구조개혁을 추

제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진하기에는 학생과 노동시장, 산업계의 비용부담

이를 기반으로 대학(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

이 너무 크고,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업, ACE사업, LINC사업 등 다양한 재정지원 사

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업을 통하여 대학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

속에서 단기 처방으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

도록 하였다.

<그림 3-2> 대학 및 전문대학 충원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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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제1절

사립대학 구조개혁 추진

‘반값 등록금’ 논쟁에서 촉발하여 2011년 6월 2일
여야 영수회담에서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
성되고 2011년 6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
통령의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지시와 당부가 대학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존 대학선진화위원회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가. 정책 추진 배경

새로이 법률, 회계, 산업, 경제계, 교육계 등 민간
전문가 20명으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글로벌 재정위

발족(2011.7.1)하였으며, 이 위원회는 사립대학 구

기의 여파로 저성장·고물가 등 경제 상황이 악화

조조정과 관련하여 부실대학 평가기준, 판정절차,

되었고, 소득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서민층과 중산

인수·합병 및 퇴출 등을 심사하고, 나아가 국립

층에게 대학등록금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대학 선진화 및 통·폐합까지 논의하는 등 대학구

대학생들은 촛불 시위를 하는 등 ‘반값 등록금’

조개혁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정치권은 무분별한 정
부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죽어가는 부실
대학을 살리는 부적절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2. 주요 내용 및 성과

는 우려를 표명하는 등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
되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간부회의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구

(2011.6.27)에서 “이번 등록금 완화 논의 과정에서

조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확인된 만큼

학 평가와 연계하는 방안과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을 확실히 추진하자”라고 구

연동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3단계 깔때기 모형(Funnel Model)을 만들었

청와대 국무회의(2011.6.28)를 주재하면서 “대학

다. 전체 대학 중 평가결과 하위 15%대학을 정부재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재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

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하고(1단계), 정부재정지

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해 달라”라고 지시하였다.

원제한대학 중 대출제한대학을 추가 지정하며(2단
계), 마지막으로 대출제한대학 중 경영 부실 대학

나. 도입 경과

을 지정함으로써(3단계) 깔때기 모형을 완성하였
다. 이러한 단계적 구조조정 체계를 통해 상대적으

교육과학기술부는 100대 국정과제(2008.10) ‘대학

로 부실한 대학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대학들이 교

퇴출 및 통·폐합 지속 유도’의 일환으로 대학선진

육의 질 관리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개혁

화 위원회를 구성(2009.3)하여 사립대학을 중심으

에 노력하도록 유도하였다.

127

정책자료집 ➌ 대학 개혁

<그림 3-1-1> 대학구조개혁의 개념도

구조개혁 우선대상 대학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절대지표 2개

대출제한대학

이상 미충족시

재정지원제한+대출제한
실사

감사 이행명령 및

경영부실대학
재정지원제한+
대출제한+
컨설팅+

중대 부정비리대학

퇴출

감사 이행명령 및

계고 폐쇄

계고 폐쇄

퇴출

또한 감사 결과 교비 횡령, 불법 학점 부여 및 학

하였고, 대학재정지원이 많은 부처(지식경제부,

위 수여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를 중심으로 협의체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등 비리대

를 구성(2011.10.4)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학 상시 감사 체제를 유지하였다.

대학 재정지원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대학교육
의 질 평가와 관련한 CIPP(Context, Input, Pro-

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cess, Product)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투입요소,
산출요소, 과정요소의 핵심 3대 요소와 관련된 지

기존 교육과학기술부 중심으로 재정지원사업과

표를 선정하였다. 최초 지표에서는 교육지표(취업

연계하여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던 방식을 전 부

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학사관리),

처 및 지자체로 확대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더

재무지표(교육비 환원율, 장학금지급률, 상환율,

욱 높였다. 이 정부재정지원 제한 사업을 전 정부

등록금 인상수준, 산학협력 수익률(전문대))을 평

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당시(2011.6.16) 지식

가지표로 활용하였고, 2013학년도 재정지원제한

경제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산업인력

대학 평가시에는 대학의 경쟁력 제고에 대한 법

양성 및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인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전입금 비율

만난 자리에서 대학 구조조정 추진에 긴밀히 협조

과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법인지표로 새로이 도입

하기로 약속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하였다.

전 부처 및 지자체 등에게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결과 및

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2011.9.7)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명단 발표(2011.9.6) 이후

128

4편 제3장 대학 구조개혁

교과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대학들이 제기한

우 건강보험 DB외에 국세 DB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요구사항에 대해 수차례의 간담회와 토론회

개선하여 1인 창업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취업이 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노동시

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지표 개

장의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여 남·여 취업률을 각

선 방안을 발표하였다(2011.12.29). 취업률의 경

각 표준점수화하여 반영하였다. 또한 정원 외 재

<표 3-1-1> 2012,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선정지표 및 비율
4년제 대학

구 분

전문대학

2012학년도

2013학년도

증감

2012학년도

2013학년도

취업률

20%

20%

-

20%

20%

증감
-

재학생 충원율

30%

30%

-

40%

30%

△10%

전임교원 확보율

5%

7.5%

2.5%

5%

7.5%

2.5%

교육비 환원율

10%

7.5%

△2.5%

5%

7.5%

2.5%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5%

10%

5%

5%

10%

5%

장학금 지급률

10%

10%

-

7.5%

7.5%

-

상환율

10%

-

△10%

10%

-

△10%

등록금 부담완화

10%

10%

-

5%

7.5%

2.5%

법인지표

-

5%

5%

-

5%

5%

산학협력수익률

-

-

-

2.5%

5%

2.5%

<표 3-1-2> 평가지표 주요 개선 내용
지 표

주요 개선내용
·건강보험DB외에 국세DB(1인창업자, 프리랜서 등) 추가
·예체능계의 인정 취업률(개인창작활동 종사자 등) 도입

취업률

*예체능계 재학생 비율이 높은 대학은 평가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평가미참여시 재정지원 대상
에서도 제외)

·남녀 취업률을 각각 표준점수화(T점수)
·교내취업률 인정 요건 강화(3→12개월, 월 최저임금 이상)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등
장학금 지급률
상환율
등록금 부담완화
법인지표

·충원율 100% 이상 대학은 100%로 환산하여 점수 산정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반영 비중 확대
변동 사항 없음
·교육비환원율 산정시 교육비에 도서구입비 등 포함
·배점 확대(5→10%)
·「대학 등록금 규칙」의 학비감면 실적* 반영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시 제외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에서는 포함
·등록금 인하 정도에 따라 점수 차등폭 확대
·법인지표(법인전입금, 법정부담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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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무분별한 유치를 막기 위해 정원 내 재학

광역자치단체에 편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의 가중치를 확대하는 등 재학생 충원율 지표의

해당 지역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

타당성을 높였으며, 학생의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

에서 지역별 상한제(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재

에 대한 대학별 상환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의 경

학생 수가 해당지역 전체 대학의 재학생 수의 30%

우에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서는 제외하

초과 금지)를 적용하였다.

고,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평가에만 계속하여 반
영하기로 하였다.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총 43개
교(대학 28개교, 전문대 15개교)이다. 재정지원제

평가는 원칙적으로 모든 대학 및 전문대학을 대

한대학 평가는 매년 실시하며, 평과 결과는 다음

상으로 하되, 편제 미완성 대학, 경영체제전환 대

해 재정지원 사업에 적용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학은 일정기간 평가를 유예하였으며, 종교계 대학

으로 지정된 경우 국가와 지자체의 모든 재정지원

과 예체능계 대학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사업에 참여가 제한되지만 대학 자체의 여건·성

평가 참여 여부를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

과와 관계없이 개인단위로 지원하는 장학금, 개인

다. 단,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은 정부재정지

연구비 등은 지원 받을 수 있다.

원 대상대학에서 제외하였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명단을 공개하기보다

평가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수도권 소재 여

는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의 명단을 발표하여

부 등 대학의 차이를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4년제

2012학년도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대학 선택을 하

대학과 전문대학을 별도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를

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시하였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을 통합하여 하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2011년 처음 선정되어

10%를 선정하되, 추가 5% 대학을 선정할 때에는

2012학년도부터 적용되고 있기에 아직 그 성과를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여 각각 하위 5% 내외 대

파악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그러나 재정지원제

학을 선정하였다. 또한 인구구조와 산업 등 지역

한대학 평가를 통해 경쟁력이 부족한 대학들에 경

별 특성으로 인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 특정

고 신호를 주고 경각심을 부여함으로써 대학사회

<표 3-1-3>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결과
구분
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
(A)
재정지원 제한대학
(B)
소계(A+B)
평가 미참여 대학
(종교계 대학)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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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관수)

전문대(기관수)

수도권

지방

소계(a)

수도권

지방

소계(b)

합계
(a+b)

59

98

157

43

88

131

288

8

20

28

3

12

15

43

67

118

185

46

100

146

331

15

-

15

200

146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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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2011

이 대학에 지원하기 전에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 중 많

명단을 공개하여 학부모나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

은 대학들이 장학기금 확충, 교원 신규채용, 정원

할 때 사전이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감축 및 학과 구조조정 등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가구소득 7분위이하 학생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제

시작하였다.

한 없이 대출 이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하여 학자금 대출

나.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지정

제한대학을 지정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학자금대
출제한대학들을 ‘제한대출 그룹’, ‘최소대출 그룹’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지정에 대해 대학의 문제를

으로 분류하였다. 제한대출 그룹에 대해서는 등록

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일부 비판이 있었다.

금의 70%, 최소대출 그룹은 등록금의 30%까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부나 대학은 학생들이 대학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을 허용

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한다. 구체적으로 대출한도 설정 지표에 따른 상

한 학생들의 취업 등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하

대평가(15%) 결과 정부재정지원 대학에도 포함되

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 선순환 구조

는 대학을 ‘후보군’으로 설정하고, 후보군중 절대

가 작동하기 위한 핵심은 바로 질 높은 대학 교육

평가 4개 지표(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의 구현이다.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중에 기준치에 미달하는

학자금대출제한 조치에 따라 불합리하게 피해

지표가 2개 이상일 경우 ‘제한대출 그룹’으로 지정

를 보는 학생을 최소화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에

하고, 절대평가 지표 4개 모두 지표의 기준을 충족

서는 신입생들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학생들

하지 못한 대학과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통해 부

<표 3-1-4> 2013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 지표
구 분
취업률

상대평가(가중치)

절대평가(기준)

4년제 대학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전문대학

20%

20%

50%(45%)

50%(55%)

재학생충원율

30%

30%(40%)

90%

80%

전임교원확보율

7.5%(10%)

7.5%(5%)

61%

51%(50%)

교육비 환원율

7.5%(10%)

7.5%(5%)

100%(90%)

95%(85%)

학사관리

5%

5%

-

-

장학금 지급률

10%(5%)

7.5%(2.5%)

-

-

연체율(상환율)

5%(10%)

5%(10%)

-

-

등록금 부담완화

10%

7.5%(5%)

-

-

법인지표

5%(0%)

5%(0%)

-

-

산학협력수익률

-

5%(2.5%)

-

-

※ ( )는 2012학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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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대학 등으로 확정된 대학에 대하여서는 ‘최소대

더불어 대학의 허위공시를 막기 위해 평가확정 후

출 그룹’으로 지정한다.

(2011·2012학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등으로 공시

대출제한 그룹은 입학 당시 적용된 등급이 그대

자료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당초 평가에 영향을

로 유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 연차평가

미치는 등 중대사항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제도

에서 등급이 상향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한 단계 하향 조치가 가

한해 높은 등급을 적용받고, 입학 당시 보다 등급

능하도록 하였다.

이 하향된 경우 그대로 같은 등급을 적용받는다.

2011년 9월에 2012학년도 대출제한 대학으로

또한 평가지표를 활용하는 대학관련 사업과의

제한대출 그룹을 13개교(4년제 6개교, 전문대 7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출제한 대학·부실대학

교), 최소대출 그룹을 4개교(4년제 3개교, 전문대

은 교육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참여를 배제하였다.

1개교) 지정하였다.

<표 3-1-5> 선정시기별 대출제한 대상 학생
대출제한 대상 학생(소득 8~10분위)

선정 평가 연도
2010년

2011학년도 신입생

2011년

2012학년도 신입생
2011학년도 신입생(2012학년도 2학년생)

2010년 + 2011년

+2012학년도 신입생

<표 3-1-6> 학생이 속한 가구의 소득분위별 대출제한 적용
소득분위

1~7분위

8~10분위

일반학자금

100% 대출

70% 또는 30% 대출

든든학자금(ICL)

100% 대출

해당 없음

<표 3-1-7> 2013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선정결과
구분
제한대출

4년제

(70%한도)

대학교

최소대출

(7개 대학)

(30%한도)
제한대출
(70%한도)

전문대학
(6개 대학)

최소대출
(30%한도)
계

대상대학

비고

가야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위덕대학교, 한북대학교, 경주대학교

5개

경북외국어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2개

경산1대학, 송호대학, 전남도립대학(공립)

3개

김포대, 부산예술대학, 영남외국어대학

3개

13개 대학(대학 7, 전문대 6)

※ 영남외국어대와 부산예술대는 3년 연속(’11~’13), 김포대는 2년 연속(’12~’13), 대구외국어대는 2회(’11, ’13)에 걸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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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영부실대학 지정

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교육 및 재무여건을 종합적
으로 확인한다.

“경영부실대학”이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한편 경영부실대학 선정시 대학 운영에 대한 학

정한 경영진단 지표인 재무지표·교육지표·법

교법인의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 재무지표

인지표를 실제 적용, 평가한 결과 고등교육법에

와 교육지표에 법인지표를 추가하는 등 지표들이

서 정한 대학으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기능을 수행

서로 상관관계를 갖도록 개선하였다. 경영부실대

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거나, 대학이 갖추어

학 선정을 위한 세부지표는 등록금 의존율, 교육

야 할 시설, 교직원, 학생 등을 유지하기 위한 재

비 환원율, 장학금지급율 등의 재무지표, 재학생

원 확보가 곤란한 상태에 있어 대학으로서의 정상

충원율,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적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대학

학사관리 등의 교육지표, 법정부담금 부담률, 법

을 말한다.

인전입금 비율 등의 법인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부실대학은 당해년도에 선정된 학자금대출

경영부실대학은 2010년 1월에 12개교, 2011년

제한대학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며, 학교 관계

1월에 1개교, 2011년 9월에 1개교,2011년 12월 4개

자 인터뷰 등 현지실태 조사를 통해 학교 지표값

교, 2012년 12월 3개교 등 총 21개교가 선정되었

<그림 3-1-2>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추진 체계도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1.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2. 사업예산 지급

대학구조개혁 위원회
대학선진화 사업 관련
의사결정 및 자문기구

9. 모니터링

컨설팅 공동 수행 그룹

한국사학진흥재단

3. 시행계획 수립
컨설팅기관
(컨설턴트)

4. 컨설팅기관 공모, 선정

경영컨설팅 위원회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관련 의사결정 및 자문기구

5. 대상대학 공모, 선정
6. 컨설팅 공동 수행

4-1. 컨설팅기관 공고 응모
6-1. 컨설팅 공동 수행
(점검, 결과제출)
7-1. 컨설팅 용역비 수령

7. 컨설팅 용역비 지급

사립대학

8-1. 컨설팅 결과 이행 점검
5-1. 대상대학 공고 응모
6-2. 컨설팅 수행 협조
8. 컨설팅 결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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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해당 대학은 경영컨설팅 결과 도출된 구조

중대 부정이나 비리가 발견되어 정상적인 학사운

조정 이행과제를 2년 안에 이행해야 한다. 이행 기

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대해서 고등

한 내 구조조정과제가 미이행될 경우, 대학구조개

교육법에 따라 학교폐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부실대학으로 재지

있다. 다만, 대학 폐쇄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정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훼손되는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근 대학의 유사

사립대학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대학별 내·외

학과로의 특별 편입학 등을 지원하고 있다

부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최적의 컨설팅을 제공하

2011년 12월 9일에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한 4

기 위하여 전문컨설팅 기관이 수행하며, 컨설팅 결

개 대학 중 3개 대학은 경영컨설팅을 통해 학과통

과 도출된 이행과제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

폐합 및 학생수 감축 등 구조조정과제를 추진 중에

의를 거쳐 확정하고, 분기별로 그 이행사항을 점검

있으며, 부실정도가 심한 1개 대학에 대하여서는

하고 있다.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은 경영

종합감사결과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부실대학을 포함하여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립대

판단되어 폐쇄조치하였다. 퇴출이 확정된 학교의

학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입학정원 감축

학생들은(명신대: 442명 중 168명, 성화대: 1,375

(약 3,000명), 대학 통·폐합(6개교 ⇒ 3개교), 학

명 중 710명) 주변 대학으로 특별편입을 추진하여

과 특성화 등을 유도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하였다.

교과부는 경영부실대학 선정 실태조사 등에서

<표 3-1-8> 경영컨설팅 분야(예시)
세부 영역

경영컨설팅 분야
학내 구조조정
(교육ㆍ연구여건
+ 재정ㆍ회계 분야)

동일법인 내
학교간 구조조정

대학간 연합
및 제휴

·구조조정 계획 수립(비전·특성화 전략 포함)
·단과대 및 학과 통·폐합, 자율적 정원 감축
·조직개편 등 교직원 구조조정(이직 및 각종 퇴직프로그램)
·재무적 실행계획
·구조조정 계획 수립(비전·특성화 전략 포함)
·캠퍼스 통ㆍ폐합
·동일법인 내 대학(교)간 통ㆍ폐합
·공동 프로그램 운영(전공구조 및 교육과정 강화)
·교수 및 학생 교류, 시설 공동이용 등
·전문 경영 진단 : 교육진단, 연구진단, 학생진단 등

대학 및 법인간
M&A, PMI

·M&A 대상 발굴 및 인수후보 탐색 등
·최적 M&A 방안 및 해산 법인의 재산 처분 방법 제시
·합병 후 비전 및 경영(특성화) 전략, 재무 및 인력 계획
  등 학교 가치 제고를 위한 컨설팅

※ M&A : Mergers & Acquisitions (인수·합병)
※ PMI : Post Merger Integration(합병 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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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과제
한양대학교 이영 교수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채
창균 박사의 2030년까지의 대학 재학생 규모 및
입학 충원율 전망 결과는 대학입학 정원의 대폭적
인 감축이 불가피하며, 최대 20~30%의 대학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에 따라 느슨하고 느린 구조개혁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부실화 속도를 도저히 감내하
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대학구조개혁을 촉진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여 부실대학 퇴로 확보, 심
의기구운영 등 대학 구조개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미래의 생산인구 축소와 연
동되는 것으로 현재의 경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생산인력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생산 가능
인력 1인당 생산성이 향상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
등교육 시스템의 효과적인 활용 차원에서 기업과
대학-자치단체간의 연계 강화, 성인 학습자를 위
한 교육 및 재교육시스템 도입, 고등교육 시설 활
용 등 전략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더불어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글로벌화가 진행
됨에 따라 과거 국내대학간의 경쟁에서 벗어나 국
내대학이 세계의 모든 대학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
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국내 인증평가결과를 대학
구조개혁과 연계하여 대학이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P.Drucker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
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듯
이, 결국 대학구조개혁이나 경쟁력 강화에서 모두
대학이 자신의 미래를 창조해가기 위한 스스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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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

제2절

국립대학 선진화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더불어 2009년 모집단
위 자율화 조치 이후 대부분 대학이 모집단위 광역
화에서 세분화된 학과중심 학사운영으로 회귀2) 함
에 따라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어 융·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복합형 창의인재 양성에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1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가. 정책 추진 배경

(2010.8)”의 보완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립대학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성과제

국립대학의 운영 및 교육성과와 관련하여 여러 가

고를 위해 “1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

지 한계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국립

였고, 이에 따라 ‘서울대 법인화법’ 제정, 학장직선

대는 대부분의 운영경비와 사업비를 국고로 지원

제 폐지,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등 성과를 거두었

받고 있으며 최근 지원금액도 늘고 있으나, 교육성

다. 그러나 총장직선제로 인한 교육·연구 분위기

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 비판이 늘고 있다.

훼손, 총장 성과검증 미흡, 재정·회계운영의 불

둘째, 국립대학이 전체 고등교육 발전을 선도해

투명성·비효율성 문제 지속, 우수 인재양성과 직

야 한다는 기대가 있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

결되는 학사운영 문제 등 한계도 지적되고 있어 국

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립 4년제 일반대학1)

립대학 선진화의 완결성 제고를 위한 후속과제의

20개교와 주요 사립대 20개교를 비교한 결과, 취

발굴과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업률,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수, 기술이전수
입 등에서 국립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해 성과가 저

나. 도입 경과

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창의적

2010년 제1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확정·

인 사고력, 유연한 의사소통 능력, 글로벌 활동 능

발표(2010.9.28)한 이후 1단계 방안의 보완·정교

<표 3-2-1> 국립대와 주요 사립대학 성과 비교
구분

국립대

사립대

기술 이전 수입

495,684천 원

699,811천 원

0.35건

0.44건

51.9%

58.7%

전임교원 1인당 논문수
(SCI급/SCOPUS학술지)
건강보험 DB연계 취업률

1) 교원대,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한국체육대, 방통대를 제외한 20개 대학
2) 주요 사립대 10개교 : 56%(2008년)→64%(2011년), 거점 국립대 : 58%(2008년)→83%(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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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NTIS를 활용한 정부연구비 지원에 의한 성과 비교
SCI급 논문게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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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QS 세계대학평가 순위로 본 국립대와 사립대 순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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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1단계와 2단계 비교
부문

세부 추진과제
1단계 선진화방안

2단계 선진화방안
•(신규) 총장직선제 개선

리더십

•(지속) 국립대학 법인화

•(신규) 총장의 대학운영

•학장직선제 개선

성과목표제 도입
•(보완) 학장공모제 도입

인사

재정 회계

•(지속) 국립대학 법인화

•지속 추진

•학장직선제 개선

•(보완) 교원업적평가체제 선진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

•지속 추진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 시스템 구축

•지속 추진

-

•(신규) 기성회회계 제도 개선 및 운영 선진화

구조 조정

•(지속·정교화) 국립대학 통·폐합 등 구조개혁 지속 추진

학사 운영

<과제 없음>

•(신규) 학부 교양교육 활성화
•(신규) 학사운영 선진화

화 및 완결성 제고를 위해 제2단계 국립대학 선진

●시
 안에 대한 국립대학 의견수렴 : 2011.8.23-9.2

화 방안을 마련(2012.1)하여 지속적으로 국립대학

●구
 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발표 : 2011. 9.23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 경과는 다

●국
 립대학 발전추진위원회 구성3)·운영 : 2011.10.14-

음과 같다.

●국
 립대학 구조개혁 컨설팅팀 구성4)·운영 : 2011.10●국
 립대학 구조개혁 컨설팅팀 간담회 : 2011.11.14(1차),

●국
 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운영방안(시안)· 확정

: 2010.4

2012.1.4-5(2차)
●구
 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 철회 : 2011.11-2012.2

● 1 단계 국립대학 선진화방안 확정·발표 : 2010.9.28

●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방안 확정·발표 : 2012.1.27

●국
 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관련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

●국
 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전부 개정 : 2012.2

2011.1
●국
 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 제정 : 2011.4
●2
 단계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시안) 발표 : 2011.8.23

3) 교과부장관 자문기구로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으로 구성
4) 각 팀별 6명씩 2개팀(강원대ㆍ강릉원주대/충북대ㆍ군산대)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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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립대학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성과협약 : 2012.5.15

주화 추세와 더불어 1991년 3월 8일에는 「교육공

●강
 원대, 총장공모제로 총장후보자 선정·추천 : 2012.5.31

무원법」이 개정되어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선거에

●총
 장직선제 개선을 위한 학칙 개정 : 2012.3~2012.8

의해 당해 대학의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식으
로 전환되었다. 즉,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①“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또는 ②“교

2. 주요 내용

원들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대학의장 후
보자 선정이 가능하나 현재 모든 국립대학이 총장

여기에서는 제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주요

직선제를 선택하고 있다.

과제인 ‘총장직선제 개선’,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도

총장직선제는 도입 초기, 대학의 민주화 실현과

입’, ‘단과대학 학장공모제 시범 도입’, ‘학부 교양교

자율성 신장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으

육 활성화 및 학사운영 선진화’, ‘기성회회계(비국

나, 20년이 지난 현재, 교육·연구 분위기 훼손,

고회계) 제도 개선 및 운영 선진화’, ‘성과급적 연봉

각종 공약에 의한 등록금 인상 등 긍정적 요인보다

제 정착을 위한 세부 방안 마련’, ‘구조개혁 평가’에

는 부정적 요인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대한 각각의 추진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교과부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학칙과
‘총장 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가. 총장직선제 개선

총장직선제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방식
이 아닌 현행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국립대학의 총장 선임 제도의 변천과정을 보면,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1953년 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8조 제1항에 따

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라 국립대학의 총장은 ‘교수회의 동의’를 받아 문

개선된 방식으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에도 추천위원회의 구성, 총장 후보 선정에 관한

있었다. 그런데 1963년 12월 5일 「교육공무원법」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대학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개정으로 ‘교수회의 동의’ 절차가 폐지되고 정부가

대학의 자체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총장직선

직접 임용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다. 그러다 민

제 개선방식은 대학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표 3-2-2> 총장직선제로 인한 부작용
선거 전

선거 후

선거운동 과정에서 인맥ㆍ학연 등에 따른 파벌 형성

‘자기 사람 심기’와 논공행상에 따른 보직 나눠주기

투서ㆍ비방 등 과열선거로 학내 면학ㆍ연구 분위기 저하
금품제공 등 불법선거 양상 속출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교수들 사이의 갈등 지속
▶

전문적 역량 없는 총장이 선출될 경우 경쟁력 저하

교수 중심의 선출로 대학공동체 의견수렴 곤란

교직원 급여인상 등 공약에 따른 등록금 인상

사실상 외부 인사가 총장이 되는 길 차단

보직 약속과 공약 남발로 총장의 리더십 약화

5) 4년제 38개 국립대학 중 31개 대학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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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

1차 서류심사와 발전계획서 평가 등을 거쳐 5인의

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한 후, 2차로 면접·정책토론회·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합동연설회·표본설문조사(교수 96명, 직원 12명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3 제6항 :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대학의 장이 정
한다.

대상)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정하였다. 종전의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서 추천위원회 위원은 부교수 이상만 대상이었으
며, 외부인사도 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장직선제를 개선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총장

에만 제한적으로 참여가 가능하였으나, 동 규정의

후보자를 선정·추천한 첫 사례인 강원대의 각종

개정에 따라 직원과 학생도 위원에 포함하고, 외부

위원회 구성과 주요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다.

위원이 전체 위원의 1/4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였
다. 아울러 추천위원회는 교원위원의 경우 불참의

(1) 총장후보초빙위원회

사를 밝힌 교원을 제외하고 각 학문영역별(인문사

총장 초빙공고에 응모하는 인사 이외에도 명망이

회, 자연, 공학, 기타계열) 비율에 따라 인원을 배

높고 역량을 갖춘 후보자를 발굴하기 위해 ‘총장

정하고 추첨에 의해 무작위로 위원을 선발하는 한

후보초빙위원회’(이하 “초빙위원회”라 한다)를 구

편, 추천위원회 학내 위원의 노출로 인한 후보와

성·운영 하였다. 초빙위원회(Search Commit-

위원 간 접촉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집중 심의기간

tee)는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

(5.24~25) 전일 무작위로 위원을 선발하는 등 공

하여 교원 이외에도 직원 및 학생위원이 참여하는

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6)

한편, 널리 유능한 외부 인사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토록 했

나.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도입

다. 또한 교원위원의 경우 각 단과대학(대학원 및
독립학부 포함)에서 각 1인씩 추천하고 추첨에 의

지식과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사회에

해 무작위로 위원을 선발하여 위원선정이 공정하

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등교

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육의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 국립대학은 국가가 설
립·운영하는 대학으로 고등교육을 선도할 책무

(2)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가 있으나 이러한 책무에 따른 성과목표 제시 및

총장직선제가 폐지됨에 따라 총장후보자 선정에

점검체계는 그간 부재하였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을 추천위원회가

외국의 경우 대학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제도를 이

행사하도록 하였다. 추천위원회는 학내외 인사를

미 도입·시행하고 있다.

포함하여 46명으로 구성7)하였다. 추천위원회에서

6) 학내 9명(교원 6, 직원 2, 학생 1), 學外 4명(총장 추천 2, 평의원회 추천 2)
7) 교원 28명, 직원 4명, 학생대표 2명, 외부인사 12명 등 46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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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강원대학교 총장 선정 절차

대통령 임명
(8월 초)

교육과학기술부 제청
(5/31)

•46명으로 구성
•최종 후보자 2인 선정

•13명으로 구성
•총장후보 발굴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선정
(5.24-5.25)

총장후보초빙위원회 추천
(4/24)

총장 초빙 공고
(4.20-5.9)

•1차 : 서류, 발전계획서 평가
•2차 : 면접, 정책토론회

•20일간 공고
•전임교원 30인 추천

총장후보추천관리단 행정지원
(4/17)
•총장이 7~9명의 학내인사로 구성
•선정 과정의 행정적 절차 지원

운영의 효율성과 책무성 강화에 대한 대내외 요구

과계획서를 바탕으로 그 이행실적에 대해 매년 3

가 높아짐에 따라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평가환류

월 평가를 실시하여 5월 중 완료하게 된다.

체계를 마련하여 대학운영의 질적 제고를 도모할

국가 고등교육 정책방향, 국립대학 기능·역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에 지역 특화산업과 대학의

과의 정합성 및 대학별 특성화에 부합하는 성과지

강점분야를 연계한 대학별 특성화를 도모하고 대

표를 개발하였으며 기능과 목표가 서로 상이한 일

학 차원의 책임운영 체제를 구축하여 국립대학의

반대학군(26개교)와 교육대학군(총 11개교, 교원

경쟁력을 강화하는 취지로 “국립대학 운영 성과목

대 포함)을 분리하여 적용하였다.

표제”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국립학교 설치령>(36개교, 1개 전문

다. 단과대학 학장공모제 시범 도입

대 제외),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37개
국립대학이 적용대상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국립대학 학장

개별 국립대학을 대표하는 총장과 4년 단위 대학

은 대학의 장이 추천이나 선출의 절차를 거치지 아

운영 성과목표와 첫해 성과계획서를 첨부한 성과

니하고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1년 단위 또는 2년 단위 성

에서 직접 임명하도록 되어있으며, 학장의 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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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국립대학 성과목표제 추진 목적

자율성과 책무성에 바탕한

국립대학 경쟁력 강화

국민

정부

•국립대학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국립대학 선진화 정책의 체계적인

책임성 제고 요구

대학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업무수행

점검 확인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개선 계기 마련

국립대학 운영 성과목표제 도입

<표 3-2-3> 일반대학군 성과지표 및 평가방법(안)
부문
(비율)

성과지표(안)

평가방법

평가
주기

특성화 계획 수립·추진 성과
공통
(45)

실적 등

1년

실적(설문조사)

1년

기초 교양교육 활성화

실적

1년

기성회 회계 등 재정운용의 적절성

실적

1년

실적+향상도

1년

달성도

2년

정성

2년

지역사회 기여도·재학생 교육 만족도

취업률 제고
지배구조 개선, 전임교원 1인당 SCI&SSCI 논문게재 건수, 3대 학술지(Nature, Science, Cell)
자율

논문게재 건수, 우수 해외/기업연구소 유치, 모집단위 광역화, 학사운영 선진화, 전임교원

(55)

1인당 기술이전료, 삼극특허 등록 건수, 대학 재정 확충 다변화, 여성·장애인 전임교원

※예시

임용비율 제고 등
역점지표 적절성 및 목표 설정의 타당성(非자율·공통지표)

<표 3-2-4> 교육대학군 성과지표 및 평가방법(안)
부문(비율)

성과지표(안)
특성화 계획 수립·추진 성과

공통
(45)

자율
(55)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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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기여도·재학생 교육 만족도

평가방법

평가주기

실적 등

1년

실적(설문조사)

1년

기성회 회계 등 재정운용의 적절성

실적

1년

임용시험 합격률

실적

1년

장애인 학생 입학 비율

실적

1년

달성도

2년

정성

2년

여성·장애인 전임교원 임용비율 제고, 교육실습 현장적합성 제고, 창의·인성을
겸비한 교원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글로벌 교원양성, 교원양성기관 간 및
초·중등학교와의 교류·연계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
역점지표 적절성 및 목표 설정의 타당성(非자율·공통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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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다. 이와 달리 ‘학장공모제’는 학내 인사뿐

발하는 데 적절한 기초교양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만 아니라 외부의 열정과 능력이 있는 유능한 인

있다. 개별 대학은 교육 목표에 따라 적절한 모델

재를 학장으로 영입하여, 대학의 중추기관인 단과

을 선택하여 각 대학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

대학에 활력과 변화를 불어넣기 위해 도입되었다.

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장공모제는 국립대학법인, 교육대학 등을 제

둘째, 대학의 필수 핵심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

외하고 국립대학 27개교를 대상으로 한다. 부교수

한 다양한 융복합형 신 교과목 및 교과군을 개발

이상 또는 부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

하고 있다. 글쓰기 교육, 학생주도형 체험교육 등

로 내부 공모형은 보직발령의 형식을, 외부 공모형

의 필수 역량 개발을 위한 교과목뿐만 아니라 표

은 교원임용과 학장 공모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절 예방 교육, 녹색시민 소양 교육 등 선진 일류 사

교원임용과 동시에 학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

회 구현에 필요한 국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과목도

였다. 특히 외부 공모형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개발된다. 개발된 프로그램 및 강의 동영상은 한

이 외부 공모형을 선택할 경우 별도의 교원 정원을

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하여 개방형 소프트웨어로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제를 정비하였다.

제공될 예정이므로 각 대학 및 일반대중들도 공유

대학은 (가칭) ‘학장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서류심사, 단과대학 발전계획 발표 심사 및 심층

셋째, 대학별 기초교양교육이 학생의 요구를 충

면접 등을 통해 후보자를 검증하도록 학칙을 정

족시키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을 함양

비한다. 이에 따른 학장 공모 절차를 살펴보면 다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운영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음과 같다.

성과 중심의 기초교양교육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평가도구를 통하여 대학들은 운영하고 있
는 기초교양교육 프로그램 및 교과목을 평가할 수

라. 학부교양교육 활성화

있으므로 기초교양교육이 질적으로 향상될 것으
로 기대된다.

기초교양교육센터는 대학 학부의 교양교육을 활
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추진하고 있다.

마. 학사운영 선진화

첫째, 연구중심, 학부중심, 전문적 기능훈련 중심
등 개별 대학의 교육목표에 따라 핵심 역량을 개

학사운영 선진화를 위해 추진하는 과제의 주요내

<표 3-2-5> 학장 공모 절차(예시)
모집 공고
외부형

교수임용 및 학장 보임 후보자 공모

내부형

동일 단과대 소속자만 응모

▶

심사

임용

교수임용 및 학장 보임 동시 심사

교수 신규임용 및

(신규교원 채용 절차 준수)
학장 보임 심사

▶

학장 보직 임용
학장 보직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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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적 미래 인재 육성을

운용에 대한 사항을 대학에 이양하였다. 기성회비

위해 융·복합적 학사운영을 확대하고 융·복합

는 국립대학 등록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적 학과신설을 유도한다. 둘째, 학년도 시작일 자

지(2011년도 기준 80.9%)하는 주요 재원으로서, 4

율화(2011.7.21 고등교육법 개정·공포)로 대학별

년제 국립대학 전체 수입 중에서는 국고 다음으로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학기제 운영을 유도한다. 셋

그 비중이 높다(2010년도 기준으로 전체 국공립대

째, 학생 수업 선택권 강화 및 강의의 질 제고를 위

학 수입 중 국고 48.5%, 기성회비 20.2%).

하여 학생 강의평가 결과 공개를 유도하는 등 학생
중심의 학사운영을 유도한다.

그간 기성회비와 관련하여 본래의 목적과는 다
fms 각종 수당으로의 부적절한 사용이나 후진적
대학회계 운영으로 인한 전체적 재정상태 파악의

바. 기성회회계(비국고회계) 제도 개선 및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서울대

운영 선진화

등 8개 국립대학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 2011년
8월에 국립대학 기성회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

대학 기성회는 1963년 수익자 부담을 원칙 하에

한 ‘국립대학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당시 대학의 취약한 재정기반을 보완하기 위한 재

은 기성회비의 성격에 대한 논란을 확산시키는 계

원의 확보수단으로 도입되어 1988년까지 엄격한

기가 되었다. 2012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지침에 따라 운영되었다. 그러나 1989년 이후 대

소송의 판결에서 국립대학 기성회는 법적근거 없

학운영자율화 방침에 따라 각 대학에 기성회 회계

이 기성회비를 징수하였고, 그에 따라 국립대학 재

<표 3-2-6> 국공립대학 등록금 현황
(단위 : 천 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입학금(A)

173

179

174

2011년
169

수업료(B)

841

893

921

829

기성회비(C)

2,787

2,774

2,886

3,522

등록금 평균(B+C)

3,614

3,652

3,799

4,350

<표 3-2-7> 국립대학 재정수입 구조
(단위 : 억 원,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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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금액

2008년
비중

금액

2009년
비중

금액

2010년
비중

금액

비중

국고보조금

27,679

50.1

30,217

46.1

36,568

48.3

37,225

48.5

기성회비

13,362

24.2

14,821

22.6

15,117

20.0

15,493

20.2

기부금

1,370

2.5

1,649

2.5

1,441

1.9

1,430

1.9

전년도이월금

6,813

12.3

7,551

11.5

10,930

14.4

12,646

16.5

기타

6,010

10.9

11,243

17.2

11,637

15.4

9,987

13.0

계

55,234

100.0

65,481

100.0

75,693

100.0

76,78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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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각각 1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항소
심이 진행 중에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성회 회계의 투명성과 효

●기
 성회회계

복식부기8) 도입을 위해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각각 결산함
●대
 학은 정부지침을 준용하여 예산안 편성지침과

예산집행지침 작성

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8년도 이후 4차례에

●예
 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클린카드제 도입

걸쳐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인 ‘국립대학(교) 비국

●예
 산내역서

고회계 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이 중에서 2010
년 9월과 2012년 2월에 규정이 크게 개정되었다.
2010년 9월 6일 시행된 국립대학(교) 비국고회
계관리 규정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개범위를 확대(과목별 총액 ⇒ 과

목별 세부내역)함
●세
 출과목

중 “교육지원비”, “경상보조” 과목을

폐지. 단, 상기과목에서 각각 지원하던 학생활
동지원, 학교행사지원 경비는 그 필요성이 인정
되므로, 학교운영비 과목 내에 “학생활동지원”,

●급
 여보조성

경비는 인건비 항목에 합하여 본예

산에 편성하되,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학교행사지원” 세목을 신설하되, 인건비성 경
비 계상 금지 내용 명시

부족을 제외하고는 추경 또는 전용 등을 통한 인
상이나 지급항목 신설 금지
●기
 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예·결산서

대학 홈페이지 공개
●기
 성회회계

한편 2011년부터 각 대학의 기성회계 운영을 적
극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전국 국공립대학을 대상
으로 기성회계 운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재

세출예산 집행지침에서 정하지 않

정지원과 연계하여 대학의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

는 사항은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급여보조성 경비의 지급

침 준용

규모, 인상률 등 지표를 평가하여 과다 인상한 대학

●학
 칙

등이 아닌 총장의 방침에 의한 연구보조비

등 지급 폐지

에 대해서는 지원 예산을 일정비율로 차등 감액하
고 교원 정원 배정에도 반영한다. 2011년도에 실시
한 평가결과에 따라 14개 대학에 대해 2012년도 기

2012. 2.27 시행된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

본경비와 교육기반조성 사업비, 시설비 예산에서

리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최저 1%부터 최고 3.5%까지 각각 차등 삭감하고,

다음과 같다.

삭감된 금액은 상대적으로 급여보조성 경비를 적
게 쓴 다른 대학에 인센티브로 추가로 배정하였다.

●회
 계연도

독립원칙, 예산총계주의, 예비비, 계

속비, 명시이월비, 추가경정예산 및 세출예산의

사. 성과급적 연봉제 정착을 위한 세부 방

이월 관련 조항 신설

안 마련9)

8) 복식부기, 재무회계 규정은 국립대학 선진화관리시스템 적용 회계연도까지 시행 유예
9) 대학교원 경쟁력 강화 중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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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였다. 아울러 교육공무원임
용령을 개정하여(2012.5.7 공포) 총장임용추천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추진을 통한 주요 성과는

원회에 지역인사, 동창회 등 외부 위원을 전체 위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

원의 1/4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학내 위원

울대(2012.1)와 인천대(2013.1)의 국립대학 법인으

에 교수 이외에도 직원 및 학생을 포함할 수 있도

로의 전환이다. 법인 전환을 통해 서울대는 QS의

록 하여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의사가 반영되

2012년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동경대를 제치고 4위

도록 하였다.

(2011년 6위)로 순위가 상승하였으며, QS의 세계

셋째, 국립대학 운영 성과 목표제 도입이다. 성

대학평가에서도 전년대비 5계단 오른 37위(2011년

과관리를 통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책무성 확

42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2011년 노벨 경제학상

보를 위해 국립대학 운영 성과목표제가 2012.1월

수상자인 토머스 사전트(Thomas Sargent) 미국

최초 도입되었으며, 2012년 5월 지역 특화산업과

뉴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를 올 2학기부터 경제학

대학의 강점분야를 연계한 대학별 특성화를 도모

부 전임교수로 임용하는 등 세계 Top 10 수준의 대

하고 대학 차원의 책임운영 체제를 구축하여 국립

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취지로 교과부장관과

둘째, 총장직선제 개선이다. 총장이 지역사회와

37개 국립대학 총장 간에 성과협약을 체결하였다.

의 공생발전을 선도하고 대학혁신을 강력히 추진

넷째, 단과대학 학장공모제를 시범실시한 것이

할 수 있도록 총장직선제 개선을 추진하여 2012

다. 단과대학 학장공모제를 시범 도입하여 창원대

년 8월말 현재 국립대학법인(서울대, 울산과기대)

가 국립대학 최초로 대학 내외 구분 없이 3개 단과

을 제외한 전체 38개 국립대학 모두 총장직선제

대학의 학장을 공모하였는데, 외부 3명, 내부 6명

개선을 위한 학칙 개정 또는 MOU를 체결하였다.

이 응모하였고,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내부인사
3명을 학장으로 임명하였다. 한밭대는 2012년 외

<그림 3-2-6> 교과부-금오공대·창원대·안동대·목포해
양대 선진화 추진을 위한 MOU 체결(2012.3.14)

부 공모형으로 1명을 임용할 예정이다. 2012년은
학장공모제를 시행하는 첫 해라 내부 공모형을 선
택한 경우가 많았다. 내부 공모형으로 임명된 학장
들은 단과대학의 비전과 목표를 새롭게 제시하는
등 경직적인 대학사회를 적극 변모시킬 것으로 기
대된다. 더욱이 2013년부터 외부 공모형이 활성화
되면 대학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원대는 국립대학 최초로 직선제가 아닌
공모제의 방식으로 대학의장 임용추천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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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과제

화 조성을 위해 교육기부 활동에 대해 각 대학이
자발적으로 학점으로 인정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첫째, MOU를 통해 자체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기

여섯째, 기성회비 징수에 대한 법적 논란 등 기

로 한 대학들의 방안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성회회계제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일반회계와

이 필요하다. 자체 선진화 방안에 제시된 대로 총

기성회회계를 통합하여 교비회계를 설치하는 것

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세부 규정들을 2012년 12

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을

월 말까지 마련하도록 독려하고, 다른 선진화 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제를 포함하는 자체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하도록 할 것이다.

일곱째,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는 2011
년 신규임용 교원을 시작으로, 2013년 비정년보장

둘째, 국립대학 성과 목표제가 2012년에 처음

교원, 2015년 정년보장교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만큼 평가지표 보완 등 제도를 보다 정

시행될 예정으로 2011년 신규 임용된 교원 446명

치하고 세밀하게 설계해 나가는 작업이 요구된다.

에 대한 첫 성과평가가 2012년 처음 시행되었다.

2013년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첫 평가에 사용될 평

동 제도가 도입 초기인 만큼 시행과정 상 나타난

가지침을 외부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2012년 하

미비점에 대해서는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

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제 운영지침」 개정 등을 통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

셋째, 학장공모제가 현장에 잘 정착되기 위한 노

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력이 필요하다. 현행 법령 하에서 학장공모제 내부
공모형은 동일 단과대 소속 교원만 응모가 가능하
며, 외부 공모형은 학장임용과 교원 신규임용을 동
시에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올 하반기에는 기초교양교육강화사업의
1차년도 결과물이 나올 예정이다. 1차년도 사업은
기초교양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개별 대학들이 활용할 수 있
는 다양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이 성과물로 도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
여 향후에는 더욱 다양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개발된 결과물이 대학에서 다
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섯째, 동일 사안에 대한 동일 업무처리를 위해
2012년 8월까지 대학 학사업무 매뉴얼을 개발 보
급한다. 또한, 대학 지성인의 책무성과 나눔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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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다.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짐에 따라 일자리 창

과거에는 대학의 기능이 교육과 연구에 집중되어

출을 위한 전략을 창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있었지만, 최근에는 산학협력을 통한 사회적 기여

이를 위해 대학에서 기업가정신(entrepreneur-

까지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ship)을 바탕으로 한 창업교육을 강화하였다. 실

서도 2000년대 초부터 정부 차원에서 산학협력을

제 창업 여부와 관계없이 청년들이 창의성을 바탕

강조하기 시작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

으로 진취적인 인생설계를 해나갈 수 있도록 대학

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부터 대학 내에 산

내 창업교육을 체계화하고, 창업문화가 확산되도

학협력단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산학협력

록 지원하고 있다.

중심대학육성사업’과 같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그동안 직업기술교육의 핵심을 해왔던 전문대

지원사업이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학의 교육기능도 강화하였다. 2008년부터 전문대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도 대학에 대한 산학협력

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전문대학의 교육의

촉진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잠재성

질을 높이고, 2010년 대표브랜드 사업, 2011년 세

장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하고 청년층의 실업

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 사업 등을 통해 전문

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산학협력을 통한 선

대학이 현장맞춤형 교육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

진경제 도약 및 국가경쟁력 강화’가 주요 정책과

원하고 있다.

제로 부각되었다. 그리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중
심으로 ‘개방형 기술혁신으로 지식기반경제를 선
도하기 위한 산학연협력 선진화 방안’이 마련되
어 2010년 10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최종 심
의·의결되었다. 한편으로는 대학 졸업생과 기업
간의 취업 불일치 문제(mismatch)가 지속됨에 따
라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을 통한 선순
환 구조를 마련해야 된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되
었다. 이를 위해 2011년 1월 국무총리 주재의 교육
개혁협의회에서는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대
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 방안’이 확정하였으며,
2011년 2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내에 산학협력을
담당하는 국 단위의 산학협력관실을 신설하여 정
부 차원의 산학협력 지원 체계를 확립하였다. 교
과부는 특히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중심 교육을 확
대하여 대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창업에 대한 지원도 활성화하고 있다. 청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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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산학협력 활성화

실업이 심각해지고 대졸인력의 양적 팽창에 비해
대학교육이 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인
력양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학졸업생
들이 공공부문, 대기업 등 안정된 일자리만 선호
함에 따라 지역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업은 구인난을 호소하는, 인력불일치 현상이 심해
지고 있어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교육을 개선할 필

가. 정책 추진 배경

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한편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

2003년 ‘산업교육진흥법’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

므로 대학 정원감축, 학과간 정원조정 등 대학 구

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촉법)’로 개정됨에

조개혁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백화점

따라 대학 내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설치되었

식 학과 운영을 탈피하고 지역대학과 지역산업 간

다. 산학협력단의 설치는 대학의 산학협력이 한층

의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산촉법에

분야를 갖출 수 있도록 대학의 특성화가 필요하다.

서는 산학협력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나. 도입 경과
첫째,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둘째,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
발·사업화

2007년 산촉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학 기술지주회
사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2008년 9월 한양대학교에

셋째,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제1호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되었다. 2008년 3

넷째,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무형의 보유

월에는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 9월에는 ‘글로

자원 공동 활용

벌 청년리더 양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글로벌인턴
지원을 추진하였다. 2009년에는 광역경제권 선도

2000년대 초 산학협력이 확산되기 시작하던 시

산업과 연계하여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

기에는 주로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이전 또는 사업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전국 20개교에 21개 인재양

화를 주된 산학협력 활동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성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인재양성을 추진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이전 수입료를 연구

2009년 7월에는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

비 총액으로 나눈 연구비 회수율은 0.9%에 불과하

업을 추진하여 17개교를 선정하고 대학의 산학협

여 미국의 5.2% 수준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

력 활동을 지원하였다.

어서 연구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기술이전·사업
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청년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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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0

개교(대학 51개교, 전문대학 30개교)를 선정하였

년 10월에는 이명박 정부의 첫 번째 산학협력 종

다. 이를 통해 향후 산학협력이 선도대학을 중심

합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산학연협력 선진화 방

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안’을 마련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최종 확

2012년에는 창원대, 배제대를 산업단지캠퍼스 조

정하였다.

성 지원대상으로 추가 선정하였다.

2010년 하반기부터 지역대학과 지역산업 간의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준비하여
2011년 1월 국무총리 주재 교육개혁협의회에서 ‘지

2. 주요 내용 및 성과

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 방안’을 확정지었
다. 2011년 2월에는 산업단지캠퍼스 제도를 도입

가.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하기 위해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하였고, 교육
과학기술부 내에 기존 과 단위의 산학협력 부서

(1) 추진배경

를 산학협력국으로 확대·신설하여 산학협력 지

1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원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11년 3

산학협력 인프라 및 경험을 확대·발전시켜 실질

월 제2기 대학 기술이전전담조직(TLO: Technol-

적인 산학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 성과를 창출하

ogy Licensing Office)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는 2009년

2011년 4월 논문 중심의 교원인사제도를 개선하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기 위해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대학교원인사제도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은 대학-산업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2011년 6월 ‘산업단지캠

협력을 통한 기업 수요에 맞춘 R&D 지원 및 기

퍼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산업단

술개발·이전, 인력양성을 추진하여 기업-대학간

지캠퍼스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완료하였

Win-Win 체제를 구축하고, 혁신클러스터의 부

다. 이를 통해 2011년 7월까지 조선대, 한밭대, 경

족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종합 처방 방식을 채

남정보대 등 3개교를 산업단지캠퍼스 조성 지원

택하여 인력양성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대상 대학으로 선정하였다. 2011년 7월에는 산학

의 산학협력 관계를 유기적으로 이끌어가는 허브

협력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으로 평가받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는 산학협력중점교수에 대한 근거 조항을 고등교
육법에 신설하였고, 2011년 9월 산학협력중점교

(2) 추진경과

수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대학에 안내하였다. 산학

2004년부터 추진된 1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

협력을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는 산학협력단의 역

사업은 ‘신산학협력 비전 및 추진전략(2003.9.25)’

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므로, 2011년 12월 ‘산학

계획의 일환으로 산업 집적지를 ‘혁신 클러스터’로

협력단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그

전환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와 긴밀한 협력을 이

리고 2011년 산학협력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작

끌어갈 산학협력중심대학을 선정·육성하기 위해

업을 진행하여 2012년 3월 산학협력 선도대학 81

추진되었다. 대학을 통해 산업 집적지에 기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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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기술혁신 수단을 종합

구, 모델개발 연구, 산업기술인력양성 방안 정책

적으로 연계하여 산업단지의 연구기능과 네트워

연구 등을 실시하여 전국 17개 대학을 지원하는

크 능력을 확충하도록 지원하였고, 이에 따라 대

2단계(2009.7~2011.12)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

학은 산업단지의 R&D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광역경

수 있도록 대학교육 및 산학협력 체제를 개선하고,

제권 선도산업 인력양성, 지역거점 연구단 육성

교수 및 학생평가, 교과목의 개편, 교수 임용, 행

사업과 통합되어 대학의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창

정지원 등 대학 시스템을 산학협력 중심으로 재편

출·확산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Leaders

하였다. 특히, 대학의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육성사업

와 산업체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으로 개편되었다.

사업을 추진하여 대학의 시스템 개선 및 산업단지
의 기능 보완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3) 사업개요

를 극대화하였다.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은 대학체제를

전국 12개 대학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1단계

산학협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업수요에 맞춘 인

(2004.9~2009.6)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1단

력양성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해 지역대학과 지역산

계 사업추진으로 조성된 산학협력 인프라 및 경

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3년간 전국 17개 대학을

험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2단계 사업 기획연

대상으로 총 1,030억 원을 투자하였다.

<그림 4-1-1>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주관대학 현황
동국대
성균관대
인천대
한국산기대
한양대(ERKA)

문화산업(Culture vally 조성)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제약

녹색성장 기반 인프라구축

기존 기반사업의 고부가가치화

경북대

에너지 관련 부품소재 특성화

IT기계, 첨단부품소재

경운대

유비쿼터스, IT 융복합 로봇

경상대

IT산업, 기계, 항공 운송장치산업

동명대

기계부품소재산업, 해양산업

고부가가치 부품산업(사이언스 밸리)

충북대

부품소재 및 환경산업

한밭대

지식산업(대덕특구 연계)

호서대

의약바이오 산업 및 IT 산업

순천대

금속 석유 및 정밀화학

전주대

첨단농기계, 친환경부품소재 산업

호남대

광산업 및 디자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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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

경남과기대

녹색산업, 수송기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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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총사업비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2008

2009

2010

2011

정부지원금

43,500

36,000

36,000

31,000

지자체

3,504

3,690

3,601

2,799

민간

6,258

4,319

4,375

3,988

계

49,012

41,699

41,611

35,810

(4)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체계

램 등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2단계 사업에서는 기업의 수준별 기술개발 및 맞

산학협력형 대학체제 개편은 교수 업적평가 시

춤형 인력양성 등 기업지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산학협력 평가분야 도입 및 산학협력 실적 반영비

사업내용을 집중·간소화하여 실질적인 산학협력

율 확대 등 대학의 산업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으며, 특히 기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수 임용 시 산

존의 획일화된 정부주도의 사업방식에서 탈피하

업체 경력 인정비율 확대, 산업체 경력자 우대 등

여 수요자 중심의 자율적 산학협력 체계 구축을 위

산업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의 교수임용 촉진을 들

해 사업 프로그램 구성에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2

수 있고, 또한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 사업은 산학협력형 대학체제 개편, 고용연계

산학협력단의 사업기획 및 총괄기능 강화에도 역

형 인력양성, 산학연계 기업지원, 브랜드 프로그

점을 두었다.

<그림 4-1-2>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추진체계
사업주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사업집행보고
평가결과보고

사업공고(공모)

사업기본계획 수립
평가위원회 구성

사업협약 체결
사업지 지급

사업기본계획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사업별 조정위원회
사업집행보고

사업심의 및 확정

(평가방안)통보
평가결과보고
평가위원회

사업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의뢰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관리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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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연계형 인력양성은 특성화학과(전공) 운영

를 양성하는데 있다.

등 산업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기업수요를 반영한

산학연계 기업지원은 가족회사, 산학협력협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프로그램이며, 산업

회 등 지역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대학이 보유

체 현장실습학점제, 캡스톤디자인 등 현장 실무교

한 기술·장비·인력(교육) 등을 중소기업에 제공

육을 내실화하여 지역산업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기업수요를 반영한

<표 4-1-2>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주요 사업내용
구분
사업비
사업기간
권역

1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평균 440억원/년(교과부 220억원, 지경부 220억원)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360억원/년(교과부 180억원, 지경부 180억원)
※’11년 교과부 180억원, 지경부 130억원

2004년-2008년

2009년-2011년

8대 행정권역별 선발

5대 광역경제권별 선발

대학구분

일반대/산업대 분리 평가

구분(일반대/산업대, 기존/신규) 없음

지원규모

총12개 대학(일반대 7, 산업대 5)(대학당 평균 37원 지원)

총17개 대학(대학당 평균 21원 지원)

총 사업비 대비 10% 이상 출자 의무

대응투자 필수조건에서 제외

(지자체 5%, 기업 5%)

(지자체 대응 자율)

Top-Down 방식의

필수 프로그램(10개) 축소 및

다수 필수 프로그램(20개)

Bottom-Up 방식의 자율프로그램

대응투자



산학협력 체제구축
- 특성화학과 육성
- 계약형학과제
- 산업체위탁과정
- 교수임용 및 평가제도 개선



- 산업계 출신 교수임용
- 산학인력교류

- 교수임용·업적평가 등 대학제도 개선


- 캡스톤디자인

- 현장실습학점제

- 가족회사제

- 캡스톤디자인

- 산학협력협의회

- 미취업자인턴십

- 산학협력전담교수
- 현장실습학점제




- 기술개발/기술지도
- 공용장비 활용

- 기술이전

- 산업체 재직자 재교육

- 기술지도


지역혁신인력양성

산학연계 기업지원 강화
- 산학간 접촉점 확보

기술개발 및 지도·이전
- 기술개발과제



산학중심형 대학체제 개편
- 특성화학과(전공) 설치·운영

- 공학교육인증제
사업내용

산학협력 대학체제 개편

대학별 브랜드 프로그램

- 산업계기부장학금
- 산업계 인력양성


사업단 구성
평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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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술개발 및 기술지도 등을 추진하여 지역

<그림 4-1-3> 산학협력중심대학 주요성과(Ⅰ)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프로그램은 주변 산업여건
과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자율적 산학협
력 프로그램을 발굴·육성하여 대학고유의 브랜
드 모델로 발전시키고 타 대학으로의 확산을 유도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술부와 지식경제부가 중심이 되어 사업의 기본계
획과 정책방향을 결정하며, 전문기관인 한국산업

84.1%

70
60
50
40
30

이 사업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교육과학기

79.4%

80

20
10
0

40.3%

2010 2011

29.8%
2011
2010

교수 업적평가시 산학협력
실적 반영률(%)

교수 임산평가시 산업체
경력 인정률(%)

기술진흥원에서 세부 시행계획 및 주관기관 사업
관리 등을 지원하고, 전국 17개 주관대학에서 대
학체제개편, 인력양성 및 기업지원 등의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17개 중심대학의 교수임용 및 평가제도에 산학
협력 지표를 명시화하여 교수 업적평가 시 산학협
력 실전 반영률 및 교수 임용평가 시 산업체 경력

(5) 사업성과

인정율의 괄목할 만한 향상을 보여주었다. 사업이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은 산학협력형 대학체

종료된 2011년 말 17개 중심대학의 교수 업적평가

제 개편, 고용연계형 인력양성, 산학연계 기업지

시 산학협력 실적반영률은 40.3%, 교수 임용평가

원, 브랜드 프로그램의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시 산업체 경력 인정률은 84.1%에 달하는 등 대학

본 사업은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기 때문에 단일분

이 산업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

야 지원으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대학의 제

틀을 마련하였다.

도개선까지 가능하게 한 점에서 타 사업들과의 차

현장실습학점제, 캡스톤디자인 등 현장맞춤형

별성을 지닌다. 2단계 사업에서는 내실 있는 사업

인력양성 사업 수행으로 참여학과 학생들의 취업

추진을 위하여 필수 프로그램 수를 최소화하여 집

률이 상승하는 직·간접적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중지원 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였다.

현장실습 학점제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수요 맞춤

<그림 4-1-4> 산학협력중심대학 주요성과(Ⅱ)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수행
현장실습
학점제

3,261개의 기업 참여

캡스톤
디자인

2,365개의 과제 수행

7,406명의 학생 참여

중심대학 참여학과 취업률
현장적응
인재양성

•17개 중심대학의
- 대학 전체 취업률 53.48%

8,536명의 학생 참여

창의적
인재양성

- 참여학과 취업률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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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산학협력중심대학 주요성과(Ⅲ)
기존 3~5개의 대학별 브랜드 프로그램을 1~2개의 프로그램으로 통합·개편
2009~2010

•총 브랜드 수 : 43개
•대학별 브랜드 수 : 2~5개

형 교육을 통한 고용연계를 강화하였고, 교육과정

2011
•총 브랜드 수 : 19개
•대학별 브랜드 수 : 1~2개
17개 중심대학 중, 2개 대학만이 2개의 브랜드 존재

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력양성

내실화 및 정규교과 전환을 통한 안정적 현장맞춤
인력양성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1) 추진배경

2단계 사업에서는 기존의 획일화된 정부 주도

오늘날 세계 각국은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

의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중심의 자율적

력을 좌우한다는 판단 하에 지역의 광역화, 분권

산학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 프로그램 구성에

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지역의 특화된 발전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주변 산업 여건

을 위해 투자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

및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주관기관 고유의 브랜드

고, 부처별 중복투자에 따른 효율성 문제 등이 지

프로그램을 마련, 17개 대학에서 총 43개의 브랜

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1년도 대학별 Top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을 7개(5+2) 광역경제권

브랜드 개발 계획에 따라 43개의 브랜드를 19개

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지자체가 합의한 산업분야

로 통합·개편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추진하

를 지정, 신성장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교

였고, 이를 통해 대학의 산학협력 브랜드의 가치

육과학기술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2조(지역

를 제고하는 기반을 다졌다.

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진흥)와 지역발전 5개년 계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은 대학의 교

획에 의거하여 지역대학을 통해 선도산업 발전에

육·연구 체제에 산업계의 수요를 적극 반영함으

필요한 우수인력을 공급함으로써 국제적으로도

로써 기업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고

경쟁력 있는 광역경제권을 조성하고자 수도권을

기업 유형별로 총체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외한 6개 광역경제권을 대상으로 선도산업 인

우수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재양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지방대

하는데 기여하였다. 대학과 기업이 Win-Win할

학·산업체·광역협의체·지역연구소가 광역경

수 있는 기술혁신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여 대학의

제권 선도산업을 매개로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위

경쟁력 강화 및 기업의 수익창출 구조를 개선하는

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지역대학의 경쟁

기반을 마련하였다.

력 제고를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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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경과

센터가 운영되었으며 2012년 3년간의 사업성과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은 국가균형발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19개 센터, 보

전위원회의 광역경제권 발전추진 전략보고(‘5+2

통 2개 센터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광역경제권’ 중심의 열린 국토공간 구축과 지역의

후속사업으로 지역거점 연구단 육성사업, 산학협

신성장동력 사업 발굴) 이후 광역권 거점대학 육성

력 중심대학 육성사업과 통·폐합하여 대학의 산

추진 정책연구실시, T/F팀 구성 운영, 지경부 선

학협력 선도 모델을 창출·확산하는 산학협력 선

도산업과 교과부 인재양성사업 연계추진 방안 마

도대학(LINC) 육성사업으로 개편되었다.

련, 광역권 거점대학 육성사업 선정지표 연구, 사
업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

(3) 사업비 투자 및 지원대학 현황

련되었다. 본 사업은 2009년도에 사업을 시작하

이 사업은 3년 동안(2009.6-2012.2) 20개 대학

여 2012년까지 3년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었

21개 인재양성센터에 총 3,020원을 투자하였으

으며, 2009년도 사업 선정 시, 신청 49건에 선정

며, 연도별 지원예산은 아래와 같다.

20건으로 평균 경쟁률이 2.5 : 1 정도였다. 2010년

지원 사업비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산

도에는 울산대 그린카(Green Car)분야 인재양성

학협력비, 국제 협력비, 교육환경개선비, 기자재

센터가 추가 선정되어 20개 대학의 21개 인재양성

구입·운영비, 장학금, 기타 사업운영비, 간접비

<표 4-1-3> 사업비 투자현황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지원액

1,000억원

1,020억원

1,000억원

3,020억원

<표 4-1-4>지원대학 현황
광역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선도산업

대학

의약바이오

순천향대

센터명
SCH 의약바이오인재양성센터

의약바이오

충남대

New-IT

한기교대

충남대학교 의약바이오인재양성센터

New-IT

호서대

충청권 New IT 선도인재양성센터

신재생에너지

목포대

해상풍력중심 신재생에너지 인재양성센터

신재생에너지

전북대

신재생에너지산업 인재양성센터

친환경 부품소재

전남대

광기술기반 융합부품ㆍ소재산업인재양성센터

친환경 부품소재

조선대

친환경 자동차 기반 부품소재 인재양성센터

수송기계

창원대

녹색기술기반 해양플랜트 인재양성센터

E2-반도체장비인재양성센터

수송기계

울산대

수송기계

한국해양대

그린카 인재양성센터

융합부품소재

부경대

수송기계 안전편의 융합부품소재 인재양성센터

융합부품소재

부산대

기계기반 융합부품소재 인재양성센터

글로벌 선도 해양플랜트 인재양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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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권

그린에너지

금오공대

그린에너지

영남대

대경 광역경제권 그린에너지 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

IT융복합

계명대

광역선도 IT융복합 의료기기 실무형 인재양성센터

강원권

제주권

그린에너지 시스템 인재양성센터

IT융복합

경북대

IT융복합 글로벌 인재양성센터

의료융합

강원대

강원 의료융합 인재양성센터

의료관광

한림대

한림 의료관광 인재양성센터

물산업

제주대

제주 물산업 인재양성센터

관광레저

제주대

관광레저 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

<표 4-1-5> 사업비 항목 구분 및 세부 집행 가이드라인
비    목

내      용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개선, 교재개발, Capstone Design, 실습활동, 산업체 관계자 특강, 졸업생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자격증 및 어학취득 등 취업역량 향상지원 프로그램 등
현장실습, 인턴십(국내), 협력기업 기술지도, 기업체 공동연구 등 ·산업체 인턴 대상자에 대한 산재보험

산학협력비

가입 경비 포함
※ 미취업 졸업생 산업체 인턴 수당 지급 가능(휴학생 제외)
※ 선도산업분야 기업과의 공동연구비는 총 국고지원금의 20% 이내가능, 다만 학부생의 참여 의무

장기연수, 단기연수, 인턴십(해외), 학회 참여 등
국제협력비

※ 교수만 참여하는 해외연수 및 출장 지원 불가
※ 단순 해외 견학, 어학 연수 지원 지양, 인솔 교수 참여 최소화
※ 대학원과정 학생의 해외인턴십 및 1개월 이상 해외연수 지원 제외

강의실, 실험실습실의 내부시설, 냉난방시설, 인테리어 등의 기타 설비 환경개선 등 (총 국고지원금의 10%
교육환경개선비
(건물·건축 설비비)

이내)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실, 실험실습실 등의 집적화 예산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1차
사업연도에 한하여 국고지원금의 30%이내 집행 가능
※ 기존 건물 및 건축설비의 유지·보수는 가능하되 건물 및 토지의 매입, 신축·증축·개축은 불가

기자재
(구입·임차·리스)
장학금

PC, 소프트웨어, 부품, 기자재 구입 및 부대경비 등·3천만 원 이상 고가 기자재의 경우 ‘활용계획서’
첨부 의무
·사업 참여 학생에 대한 장학금 (총 국고지원금의 20% 이내)
인건비 : 비정규직 교원·직원·연구원의 급여, 시간외 수당 등(총 국고지원금의 8% 이내)

기타 사업운영비

운영비 :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행사, 세미나, 워크숍(회의비, 여비), 홍보비, 전시회, 각종 수용비 및 수수료,
우편료 등의 소모성 경비 및 센터 운영 경비
대학(산학협력단 포함)의 사업단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총 국고지원금의 4% 이내)

간접비

센터장이 자체 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센터 구성원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 가능
※ 1인당 연 최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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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 있다.

활동은 각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및 협력 시스템 구축과 포럼 및 워

(4) 사업내용 및 추진체계

크숍 등을 통한 산·학·연 교류협력 활동 추진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의 주요 내용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산업 및 기업 수요 기

은 선도산업 대응 교육과정·기획·개발·운영과

반의 맞춤형 강좌 운영, 기업의 애로기술개발 지

선도산업 기업과의 연계협력 및 기업지원 활동, 고

원, 전문 교류회 운영 등을 통한 기업지원 활동,

용 및 취업지원 연계 활동, 산학 공동연구개발 등

캡스톤디자인 및 산업체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

기업지원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기업 이해도 제고 및 기업과의 연계협력 제고

첫째, 선도산업 대응 교육과정·기획·개발·

등을 추진한다.

운영은 선도산업과 연계한 현장 밀착형, 맞춤형

셋째, 고용 및 취업지원 연계 활동은 지역대학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한 융복합 교육 시스템 실현

졸업자의 고용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취업률 향상

및 선도산업에 기반을 둔 인력양성 교육체계 운영

지원 프로그램, 미취업 졸업생 인턴십 프로그램 등

을 지원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산업체 수요조사

을 운영하는 것이다. 인턴십 등 진로취업 교육이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선도산업 기업 맞춤형, 주

정규직 취업으로 연계되는 시스템 구축(기업체 수

문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프로세스 정립 및

요 조사-사전교육-관리-취업 및 환류) 및 각 인

특성화된 공동실습실, 기자재 확충 등 전문화된 교

재양성센터의 우수한 사업성과를 기업체와 매칭

육연구를 여건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 EXPO 등을 통하여 산

둘째, 선도산업 기업과의 연계협력 및 기업지원

학협력 네트워크를 추진한다.

<그림 4-1-6> 광역경제권 인재양성사업 추진체계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선도산업 육성사업)

사업기본계획 수립

지역위

사업 집행 및
평가결과 보고

사업관리위원회
컨설팅단

사업비 심의·확정

평가결과
제출

사업집행 보고

구성·운영
한국연구재단

전문 컨설팅단

평가위원회
평가의뢰

사업수행

컨설팅 의뢰

사업관리

사업수행
사업평가

자문
대학인재양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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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산학 공동연구개발 등 기업지원 활동은 선

대학의 적극적 산학협력 및 우수인력 공급을 통한

도산업 기업체와 연계한 기술 개발 과제 운영 등

지역기업 경쟁력 제고→기업 및 지역의 고용 흡수

을 통하여 연구 인력 양성 및 지역대학 연구역량

력 강화→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있는 광역경

제고를 추진한다.

제권 창조의 가치사슬 구조를 확산하였다. 한편으

이 사업의 추진체계는 주관부처인 교육과학기

로 정부의 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의 핵심 축을 담당

술부가 중심이 되어 사업의 기본계획과 정책방향

하고 있는 선도산업 지원사업과 인재양성사업 간

을 결정하고,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

의 원활한 연계협력과 시너지 제고를 위한 협력방

평가 및 관리 등의 행정사항을 지원하며, 20개 대

안을 마련하고 중점 추진하였다.

학 21개 인재양성센터에서 인력양성 및 기술지원
등의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산
 업체

맞춤형 교육을 통한 지역의 인력의 취업

불일치 완화

(5) 사업 주요성과

이 사업은 선도산업 및 기업 수요 기반의 다학제

이 사업은 3년동안(2009.6-2012.2) 20개 대학,

적 교육과정 기획·운영 및 졸업생 재교육, 산업체

21개 인재양성센터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성과를

인턴 지원 등 지역의 산업 수요에 대응한 선도산업

거두었다.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하여 학·석·박사 및 외국
인 학생, 미취업 졸업생 등 다양한 인력이 참여하

●일
 자리

창출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였고, 1차년도 29,695명에서 2차년도 37,160명으

노력

로 약 7천 5백 명 정도 참여자가 증가하였다. 3년

인재양성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재가 권역 내 취

간 총 94,247명 참여로 선도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업을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여하였다.

권역 내 취업률 제고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

전체 취업률, 선도산업분야 취업률, 정규직 취

시하였으며 인센티브로 사업비 50억원을 차등 지

업률, 해당 광역경제권 취업률을 주요 성과관리

급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지역대학

지표로 설정 및 관리함으로써 지역대학의 취업지

졸업생의 취업 기회 확대 및 우수 인재의 역외 이

원 기능 및 선도산업 분야 우수 인력 공급 기능을

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업박람회 및 채용장려금

강화하였다.

을 통해 고용 및 취업을 촉진하였다.

기업맞춤형 강좌는 3년간 총 2,708건 개설,
총 94,378명이 참여하였고, 캡스톤디자인은 총

● 선도산업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광역경제권 경

쟁력 제고

3,854건 운영, 총 16,034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
타났다.

광역권 내 선도산업 유관 기업들과의 협동 프로

이 사업을 통하여 정부의 광역경제권 활성화 정

젝트 발굴 등 산학공동연구과제 및 다양한 산학협

책과 대학과 기업간의 실질적인 산학협력 제고를

력 프로그램을 통해 선도산업 관련 산업체의 기술

위하여 포럼 및 교류회, 산학공동연구과제 추진

발전을 도모하였다. 또한 지역 선도산업체와 지역

을 통해 대학교육의 현장성과 산업 및 기업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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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반영의 교육 강화, 기업과의 실질적 만남을 통

89,938명이 참여하였고, 산학공동연구과제는 총

한 대학과 기업간 소통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그

974건 수행하였다.

결과 3년간 포럼 및 교류회는 총 1,640건 개최, 총

<표 4-1-6> 사업참여인력 현황
참여인력(명)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학사

27,603

34,652

25,252

87,507

석사

1,165

1,566

1,313

4,044

박사

199

269

270

738

외국인

69

90

147

306

미취업졸업생

659

583

410

1,652

합계

29,695

37,160

27,392

94,247

<표 4-1-7> 취업률 현황
취업률(%)

1차년도

2차년도

전체취업률

74.3

76.2

3차년도
72.6

정규직취업률

57.8

63.5

63.2

선도산업분야취업률

51.3

56.3

53.6

해당 광역권내 취업률

41.3

36.5

32.5

<표 4-1-8> 인력양성 프로그램 현황
구분
기업맞춤형
개설강좌수(개)
기업맞춤형 강좌
참여학생수(명)
캠스톤디자인
과제수(개)
캠스톤디자인
참여학생수(명)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609

1,093

1,006

2,708

21,776

38,180

34,422

94,378

1,076

1,406

1,372

3,854

4,305

6,023

5,706

16,034

<표 4-1-9> 기업과의 연계강화 성과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협력기관수(개)

2,236

2,922

3,154

8,312

포럼 및 교류회 개최건수(건)

457

570

613

1,640

포럼 및 교류회 참여자수(명)

21,420

31,212

37,306

89,938

산학공동연구과제수(개)

324

334

316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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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사업과의 중복문제로 인해 체제개편의 필요성이 대
두되었고,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기존 사업의 단점

(1) 추진배경

(폐쇄적 운영, 대학중심의 기초연구 집중 등)을 수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속성장을 위해 지역대학을

정·보완하여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이 출범하

중심으로 연구거점을 확보하고, 해당지역에서 특

였다. 이후 2009년에 강원대학교(의료·바이오신

화 될 수 있는 미래원천 기술분야를 선택하여 연구

소재융복합연구사업단), 경북대학교(노화극복웰빙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을위한융합의료기술개발사업단)를 추가로 선정하

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였으며 2010년 공주대학교(에너지자립형그린빌

이에 이 사업을 통해 지방연구중심대학을 축으

리지핵심기술사업단)를 추가 선정·지원하여 총 7

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원천기술을 확보

개 사업단을 2012년 2월 29일까지 지원해왔으며,

하여 지역내 미래산업의 창출을 주도하고, 중·장

본 사업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산

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증대시키는데 필요한 핵

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과 함께 대학의 산학협

심기술을 지역별로 개발하며, 산업시설과 우수연

력 선도 모델을 창출·확산하는 산학협력 선도대

구인력의 지역유입 및 정착 유도를 통한 국가의 균

학(LINC) 육성사업으로 개편되었다.

형발전을 추진하였다.

(3) 사업비 투자 및 지원대학 현황
(2) 추진경과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은 2004년부터 2011년까

2004년 지방의 열악한 연구환경을 극복하고자 지

지 7개 사업단을 선정하여 총 890억원을 지원하

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으로 시작된 본 사업은

였다. 사업단 현황 및 연도별 지원현황은 아래와

2004년 부산대학교(차세대물류IT기술연구사업단),

같다.

전북대학교(헬스케어기술개발사업단)의 선정·지

선정된 사업단은 국고지원금의 20% 이상의 지

원을 시작으로 2005년 충북대학교(충북BIT연구중

자체·대학·산업체 대응자금을 확보하고 지원사

심대학육성사업단), 전남대학교(바이오하우징연구

업비는 연구개발비용, 대형연구시설확보, 고급 과

사업단)를 추가 선정하여 지원해왔다. 2008년 새

학기술인력 양성 지원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기여하기 위한 교육과 연구
개발에 관한 새로운 정책 추진의 필요 및 타 부처

<표 4-1-10> 지역거점연구단 사업 연도별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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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사업단수(개)

2

4

4

4

4

6

7

7

합계
7

사업비(억원)

50

100

100

100

100

150

145

145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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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지역거점 연구단육성사업 지원 사업단
충북BIT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단
의료, 바이오 신소재 융복합 연구사업단

•주관대학 : 충북대
•참여대학 : 청주대, 건국대(충주)
•사업기간 : 2005. 4.~2012. 2.

•주관대학 : 강원대
•참여대학 : 한림대, 강릉원주대
•사업기간 : 2009. 4.~2012. 2.

에너지자립형 그린빌리지 핵심기술사업단

노화극복, 웰빙을 위한 융합의료기술개발사업단

•주관대학 : 공주대
•참여대학 : 고려대(세종), 상명대(천안)
•사업기간 : 2010. 9.~2012. 2.

•주관대학 : 경북대
•참여대학 : 계명대, POSTECH, 대구카톨릭대
•사업기간 : 2009. 4.~2012. 2.

헬스케어기술개발사업단
•주관대학 : 전우대
•참여대학 : 우석대, 원광대
•사업기간 : 2004. 10.~2012. 2.

차세대물류IT기술연사업단
•주관대학 : 부산대
•참여대학 : 부경대, 동아대
•사업기간 : 2004. 10.~2012. 2.

바이오하우징연구사업단
•주관대학 : 전남대
•참여대학 : 조선대, 통신대
•사업기간 : 2005. 4.~2012. 2.

<표 4-1-11> 사업단별 지원액 및 과제 내용
사업단
차세대물류IT 기술연구사업단
(부산대)

헬스케어 기술개발사업단
(전북대)
BIT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단
(충북대)
바이오하우징 연구사업단
(전남대)

의료바이오신소재 융복합연구사업단
(강원대)

융합의료기술 개발사업단
(경북대)

사업비(백만 원)

·스마트 안전 미들웨어 플랫폼
19,800

(공주대)

·고정밀 고신뢰 전자태그 통신
·무인자율이송장치 자동화 기술
·헬스케어용 나노소재 및 기기개발

19,125

·천연물로부터 의료소재 개발·응용
·상황기반 지능형 u-Care 제품개발

16,675

·메디컬 바이오 핵심기술 연구
·바이오 응용시스템 핵심기술 연구
·바이오하우징 재료 및 구조시스템 개발

17,450

·바이오하우징 환경조성 및 유해성 평가기술 개발
·바이오하우징 통합솔루션 구축
·건강·보건 신소재 개발 및 제품화

6,975

·진단·약물전달체 신소재 개발 및 응용
·생체이식 의용 신소재 개발 및 응용
·대사성질환 치료기술 개발

6,675

·남성형 탈모 치료기술 개발
·노화극복·웰빙 의료기기 및 기술 개발

에너지자립형 그린빌리지
핵심기술사업단

과제 내용

·스마트 식물공장 핵심요소기술 개발
2,300

·식물공장환경제어핵심기반기술개발
·농촌기반시설의 에너지 저감 최적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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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2> 지원분야 및 주요 내용
구분
연구개발비용
(대형연구장비·시설제외)

계상비율
70%내외

대형연구시설확보

20%내외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비용

10%내외

비고
지역특화가 가능한 미래 원천기술 및 지역 산업체 필요기술에 대하여 과제 수행
※ 30~40%는 반드시 지역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연구과제 수행

지역특화 미래원천기술 및 지역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공동 활용이 가능한
대형 연구 장비 및 시설 구축
해당 특화분야의 전공지식과 기술경영 능력을 보유한 석·박사급 인력양성

(4) 사업내용

원천기술확보를 통한 사업화를 활성화하는데 주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은 지역미래특화분야와

안점을 두고 있다.

관련이 있는 권역 내 대학원과정이 설치된 이공

기존 지방의 열악한 고급연구인력 부족 문제를

계 대학이 공동(주관대학1+협력대학2)으로「지역

해결하기 위해 계획된 석·박사 및 박사 후 과정

거점연구단육성사업단」을 운영하며 지역 미래 특

생 중심의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의 인력양성은

화산업을 위한 미래원천기술확보, 고급과학기술

산·학·연 체계를 기반으로 산업체와의 공동연

인력양성을 통한 글로벌 기술선도 인재공급, 대

구 및 각 사업단별 산업체와 연계된 자체 인턴십

형공동연구시설 구축을 통한 대응 인프라 구축을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고급연구인력 자원의 자연스

지원한다.

러운 산업체 정규직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사업비의 70%를 연구개발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개발 비용의 투자는 기존 지역

러한 성과들은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성장시키
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의 특화산업과 관련된 연구분야에만 국한하지 않

산·학·연 관계자들로 구성된 연구장비구입위

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향

원회의 연구장비 수요 심사 및 필요성 검토를 거

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까지 아우르고 있다. 7

쳐 운영되고 있는 7개 사업단의 대형공동연구시설

개 사업단이 개별적으로 대학, 지자체, 산업체 등

이 지역거점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

으로 구성된 미래기획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

써 대학을 비롯한 지역 중소기업체들에게 고급연

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래기획조직위원회는 해

구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고, 이

당 지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연구분야와 관

러한 연구장비들의 활용을 통해 질 높은 연구성과

련된 연구과제의 선정 및 지역 산업체와의 공동연

창출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본 사업의 경우 산
업체 등에 대한 기술수요 조사(산업체 설문조사)

(5) 추진체계

와 산학연 EXPO참가 및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공

이 사업의 추진체계는 주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

동연구수행을 통해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

부가 중심이 되어 사업의 기본계획과 정책방향을

해 나가고 있으며, 연구개발 분야와 관련하여 SCI

결정하고,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평

급 논문 게재,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및 이러한

가 및 관리 등의 행정사항을 지원하며, 7개 지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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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지역거점연구단 사업 추진체계
교육과학기술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방향 제시
•정책방향 및 주요 의사 결정
•주요사항 의사결정 및 방향제시

업무분담을 통한 성공적 사업목표달성

•주요사항 보고 및 승인요청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단 집행관리
•연차 실적 등 사업추진 실적 점검

•컨설팅 모니터링

협력을 통한 효율적 사업 추진

•추진현황 모니터링

•사업관련문의, 각종 의견제시

미래기획 조직위원회

평가자문위원회

•사업단 비전 및 운영정책 수립
•단계별 주요 연구개발 계획수립
•사업단 예산 및 결산

•사업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평가
•연구결과물 부합도 평가
•지역수요 및 특성에 맞는 R&D
수행 여부 점검

지자체

대형공동연구시설 조직위원회

산업체

•평가위원과 컨설팅 TF 지표개선
•성과 Working Group

지역거점
연구단

•대형공동연구시설 운영 및 관리
•기자재/연구장비 구입 및 관리

대학

운영위원회
•사업단 운영규정의 개정
•사업단 사업비 집행계획의 수립
•사업단 연구과제의 선정

협력
대학

점연구단에서 인력양성 및 기술지원 등의 실질적

한 노력으로 813건의 국내·외 특허 출원 및 335

인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건의 국·내외 특허 등록, 2,601건의 논문게재 성
과를 이루었다. 또한 지자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

(6) 사업 주요성과

께 미래특화분야를 발굴하고, 연구 과제를 공동으

이 사업은 8년 동안(2004.10~2012.2) 7개 지역거

로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미래 산업을 선도하였으

점연구단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며, 기술개발에 필요한 애로사항을 지역거점 R&D
사업단이 공유하며 해결하였다.

(가) 지역특화 미래원천기술 확보 및 지역특화 산업에
기여

(나) 지역 산업체 우수 석·박사 인력 공급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은 지역특화가 가능한 미

지역대학의 연구 환경 개선을 통해 우수 석·박사

래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능력을 확보하기 위

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완화시켰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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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3> 지역거점연구단 육성사업 연구개발 성과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국내·외 특허출원

4

66

92

102

87

167

134

161

813

국내·외 특허등록

0

3

35

68

32

32

52

113

335

SCI논문 게재

16

106

188

147

128

197

292

315

1,389

비SCI논문 게재

17

113

176

173

150

200

178

205

1,212

건수

0

2

16

22

23

35

43

41

182

백만 원

0

23

115

450

823

719

854

747

3,731

기술이전 성과

<표 4-1-14>지역거점연구단 육성사업 고급 과학기술 인력양성 성과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인력양성

460

758

811

750

816

1,147

1,263

1,138

7,143

취업인원

54

94

141

113

132

187

196

169

1,086

<표 4-1-15> 지역거점연구단 육성사업 대형 공동연구시설 인프라 구축 성과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대형 연구시설 구축

1,106

3,405

4,860

6,653

6,521

8,324

9,148

9,246

49,263

공동장비 구축

207

135

54

125

70

73

239

80

983

<그림 4-1-9> 국외 MOU 체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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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R&D 거점으로써 지역특화산업에서 필요로

적인 제도개선과 정부 투자 확대를 추진하였다. 그

하는 우수 석·박사 인력 및 기술을 공급하고, 지

러나 사업 수행 주체들의 산학연협력 경험 부족 및

역산업체의 수요를 견인하였다.

인력시장의 수급 불일치 현상 등이 지속되어 산학
연협력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대학과 지

(다) 지역 대형 공동연구시설 인프라 구축

역산업의 연계성 증진, 친(親)산학협력 환경 구축

지역특화산업 기술개발에 필요한 대형 연구시설

및 실질적인 산학협력 활성화, 대학의 경쟁력 강화

을 지역의 거점대학에 확보하고, 지역 R&D 허브

및 대학과 지역사회의 공생발전 유도 등을 위한 정

로써 지역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활

부의 지원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용할 수 있는 연구 장비 구축을 통해 지역 R&D 연
구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행·재정지원사
업간 유사성 및 중복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동

(라) 국제협력 증진 및 글로벌 인재 양성

시에 정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통합 및 내실화를

국제 워크숍, 전시회 유치 및 학술발표대회 참여

통하여 대학과 기업의 실질적인 교류 및 협력시스

등을 통해 해외 유수의 대학 및 연구소와 국제협

템 구축을 통한 “대학-기업-지역”의 상생발전을

력 증진을 도모하고, 주관대학 및 협력대학의 연

도모해야만 하는 시기이다.

구재원을 고용하여 지역의 산업체·연구소의 산

따라서 정부에서는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업인력 및 글로벌 맞춤형 인력양성을 추진하였다.

개편, 대학의 산학협력 문화 조기 정착, 지역산업
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 지원 방안 마련, 지역산업

라.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및 대학의 강점 분야를 기반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특성화 촉진 등을 위하여 「산학협력 선도대학

(1) 추진배경

(LINC : Leaders in INdudstry-university Co-

최근 학령인구대비 대학진학률이 현저히 높은 반

operarion) 육성사업」을 수립·추진하게 되었다.

면,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은 50위권에 머물고 있
어 대학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2) 추진경과

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특히, 대학교육이

정부는 공과대학 중심의 산학협력 지원사업 성과

이론중심, 연구중심으로 진행되어 실용중심의 교

를 대학전체로 확대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교

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

육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취업 불일치 해소 및

어 학생들의 실무능력 함양, 대학과 산업의 연계

지역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2012년 이전까지 대

성 증진 등을 위해 산학연협력이 강조되는 교육문

학과 기업의 산학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①광역

화의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권 선도산업 인재양성 사업, ②산학협력 중심대학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대학 내 산학협력단 설

사업, ③지역거점 연구단 사업 등을 추진해 왔는

치, 산학연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지원, 맞춤형 인

데,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따

력양성사업 추진 등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속

라 이들 사업을 통합·개편한「산학협력 선도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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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 육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개선을 추진하였고,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따라서 기존 산학협력 관련 사업을 추진하던 대

대상 선정을 위한 1단계 평가에 이러한 제도 개선

학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연착륙하고 사업성과를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산학친화형 제도 개선 사항

원활하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사업

이 대학 사회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의 성과지표를 개선하여 새로운 사업에 반영하는

셋째,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수립과 관

한편 기존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이와

련하여 “산학협력실적 평가지표(안)”을 제시할 때,

동시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대학의 이해를 높이기

교원의 신규임용 시 산업체 재직 경력 반영 비율

위하여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대한 설명

제고 등을 위하여 마련된「산업현장 친화형 대학교

회 개최 및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였다. 산학협

원 인사 개선방안」(2011.4.12)을 반영함으로써 대

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주도할 대학 교원의 역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할을 재정립하고 산학협력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

첫째, 2011년 까지 약 44개 대학에 대해 1,455

였다.

억 원이 지원된 ①광역권 선도산업 인재양성 사업,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마련된 「산학협력 선도대

②산학협력 중심대학 사업, ③지역거점 연구단 사

학 육성사업」은 2010년 12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

업 등 3개의 주요 산학협력 지원 사업을 통합·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대통령에 보고하였고, ‘지

개편하여 2012년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5년간)

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 보고서에 산학협

약 50개 내외의 대학에 대하여 1,700억원을 지원

력 재정지원사업 개편 방안으로 반영하여 국무총

하는 종합적·체계적 산학협력방안으로「산학협력

리 주재 교육개혁협의회에 보고한 후, 관련 전문가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2011년에 수립하였다.

회의 및 정책연구를 통해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둘째,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방안 마련을

사업 시안으로 2011년 4월 28일 처음 발표되었다.

추진함과 동시에 산학협력중점교수제도 도입, 각

그 후 산학협력단장, 전국대학 설명회를 등 각계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2012년 1월 「산학협

정보공시 사항에 산학협력 실적 및 현황의 반영 등

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

산학친화형 대학사회 구현을 위한 패키지형 제도

업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통해 2012년 3월

<표 4-1-16>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개편
(단위 : 억원)

2011년도
구분

사업비

지원규모

광역권 선도산업 인재양성

1,000

20개교

산학협력중심대학

310

17개교

지역거점연구단

145

7개교

계

1,455

44개교

※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비 310원에 지경부 예산 130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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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구 분
▶

사업비

지원규모

1,700

51개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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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7>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최종 선정대학
      
권역별

유형별

수도권

기술혁신형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공주대학교

충청권

한국교통대학교(구, 충주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전북대학교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경상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합계

합계

7

건양대학교, 단국대학교(천안) , 순천향대학교, 우송대학교
한밭대학교, 호서대학교

강원대학교

동남권

인하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충북대학교

조선대학교
대경권+강원권

가톨릭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충남대학교

전남대학교
호남권+제주권

현장밀착형

광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동신대학교,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우석대학교, 제주대학교, 호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경운대학교, 계명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안동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영산대학교, 울산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14

28일 최종적으로 51개 대학을 선정·발표하였다.

37

11

11

11

11

51

더불어 이공계에 집중되어 있던 산학협력의 개
념을 인문·사회 분야까지 확대하고 창업을 강조

(3) 사업개요

하며 대학의 체질을 산학친화형으로 개선하고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Leaders in

하는 등 기존의 산학협력 사업들과 차별화되었다.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은 2012년도

정부는 이번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통

를 시작으로 2016년 까지 총 5년간 국가가 대학에

하여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산학협력 활성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

대학 내 산학친화형 문화의 조기 정착, 궁극적으

으로 2012년에는 51개 4년제 대학에 평균 33원씩

로 전 국토의 균형 잡힌 성장·발전을 도모하고자

총 1,700원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기존의 ①광

하고 있으며,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실

역권 선도산업 인재양성 사업, ②산학협력 중심대

시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산학협력 우수사례를 발

학 사업, ③지역거점연구단 사업 등 총 3개의 사

굴하고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사업에 참여하지 않

업을 통합·개편하여 도입되었으며 각 지역사회

은 대학의 산학협력 문화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

의 특수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함께 지역기업이

다. 이와 동시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활용하여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전 등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대학과 지역기업이

을 통해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의 안정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마련되었다.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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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내용 및 지원현황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사
회와 산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설계해

(가) 신청요건

야 하고, ②각 대학의 교원인사제도는 산학협력 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화형으로 개선해야 하며, ③산학협력단의 역량을

는 정부가 다양한 지표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선

강화하는 등 이상의 세 가지 요건을 우선 갖추어

정한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해당되지 않는 4

야 한다. 특히,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와

년제 국립·공립·사립대학이어야 한다.

관련하여 대학의 학사조직 중 3개 단과대학 이상

또한 이 사업에 신청하려는 대학은 ①산학협력

이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를 반드시 도입
해야만 이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다.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인정기준

☞ ① 교수업적평가에 산학협력 관련 실적*(기술이전,

(나) 지원대학 선정유형 및 유형별 선정대학 수

특허, 현장실습 지도, 기술자문, 산업체 공동연구 등)이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통하여 재정을 지

반영되어 있거나 ② 재임용·승진/승급 시 산학협력 실

원받는 대학은 지역(광역경제권) 및 산학협력 유형

적물*로 연구실적물을 대체 가능할 것 또는 ③ 교수업
적평가에 산학협력 영역이 별도로 존재할 것
*제
 시된 산학협력 관련 실적 중 1개 이상 있으면 인

등을 고려하여 5대 권역별로 ‘기술혁신형’과 ‘현장
밀착형’으로 선정한다. ‘기술혁신형’은 다양한 산학
협력 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이

정 가능
☞ 사업 신청시점에 ①-③ 중 1개를 충족하면 신청이

를 기업에 이전 및 사업화하는 것에 초점을 둔 유형

가능하나, 2단계 사업계획에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

이고, ‘현장밀착형’은 지역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사제도 개선 확산계획(a. 산학협력 실적 배점 비율 상

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춘 유형으로 광역경제권(수

향, b. 재임용·승진/승급 시 연구실적물의 산학협력
실적물 대체 가능 비율 상향)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강원권, 호남·제주권)
을 기준으로 일정 수의 대학을 선정한다.

<표 4-1-18> 산학협력 유형구분
구분
기
술
혁
신
형

목표
·창의적 기술 인재 및 혁신적
연구인력 양성
·원천·혁신기술 개발 및
기술 사업화 지원

밀
착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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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대학원
※학부를 사업 참여 중심 조직

필수

특화(예시)

·교수평가, 임용·승진제도 ·문제해결형 교육과정
개선

·실습·현장중심 교육과정

으로 하며, 대학원은 학부와

·산학협력단 역량 강화

·학·석사 통합과정

연계된 학사조직으로 참여

·특성화 분야 지원

·융·복합 전공

·현장실습학점제, 현장실습 ·맞춤형 학과(특성화 트랙)

현
장

산학협력의 내용

지원대상

·현장 맞춤형 기술 인력 양성
·현장 애로기술 개발 및 기술
이전 지원

학부 중심
※학부를 사업 참여 중심 조직
으로 하며, 대학원생은 개인
자격으로 참여

지원센터 운영
·캡스톤 디자인 운영
·취·창업 교육

·공동연구, 공동실험실
·산업체 재직자 교육 및
후진학 지원

·산학협의체, 산학협력 가족 ·기술이전 및 사업화
회사 운영

·애로기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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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9> 산학협력 선도대학 지원대학 선정
기술혁신형

구분

현장밀착형

권역별

전국

권역별

전국

수도권

2개교 내외

5개교 내외

충청권

2개교 내외

5개교 내외

호남권 + 제주권

2개교 내외

대경권 + 강원권

2개교 내외

동남권

2개교 내외

계

5개교
내외

10개교 내외

5개교 내외

10개교

5개교 내외

내외

5개교 내외
25개교 내외

15개교 내외

35개교 내외

※ 사업 신청 상황에 따라 권역 내 기술혁신형, 현장밀착형 대학 수는 7개교 범위 내에서 유형간 조정 가능

이 사업으로 지원받는 대학은 50개 내외이며 ‘기

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술혁신형’으로 약 15개 대학, 현장밀착형으로 약 35

먼저 「1단계 평가」에서는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

개 대학을 선정하게 되고, 50개교 중 약 35개는 광

역량 및 산학협력 특성화 역량과 관련된 포뮬러 지

역경제권별로 분배하여 선정하고, 약 15개는 전국

표를 통한 정량평가를 통하여 최종 선정대학의 약

단위 경쟁(수도권 제외)을 통해 선정함으로써 우수

1.5배수인 75개 대학을 선정한다.

한 산학협력 역량을 보유하고, 혁신적 산학협력 모
델을 제시한 대학이 선정된다.

그리고 「2단계 평가」에서는 1단계 평가에서 선
정된 75개 대학을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실시한다.
정성평가에서 대학별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

(다) 지원대학 선정 절차 및 방법

한 심사평가(서류평가+발표평가) 점수와 각 대학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통하여 재정을 지

이 협력하고 있는 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

원받는 대학의 선정은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가 가

조사(조사 및 응답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총 2회

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3단계 평가 절

의 설문조사 실시 결과 반영) 결과를 각각 70%와

<표 4-1-20> 단계별 평가절차, 방법 및 선정(안)
단계
1

2

평가방법

평가내용

산학협력 포뮬러 지표 평가

·대학 기본역량 및 산학협력 특성화 역량 포뮬러 지표

(정량평가)
사업계획 심사 및 산업체

·(사업계획 심사) 산학협력 선도모델 창출 역량 및 계획

설문조사

·(산업체 설문) 대학-산업체간 밀착도, 협력도, 산학협

(정성평가)
3

평가

선정
전체 선정대학의 1.5배수 내외
(75개교 내외)

-

력 기업 만족도 등

사업관리 위원회

·권역별 지원대학 선정(35개교 내외)

(지원대학 선정)

·전국단위 지원대학 선정(15개교 내외)

50개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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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1> 대학 기본역량 포뮬러 지표 : 30%
교육·연구 성과 (20%)
구분

교육·연구 여건 (10%)

취업률

교수 1인당
특허(등록) 건수

재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7%

7%

6%

5%

5%

비 율

<표 4-1-22> 산학협력 특성화 역량 포뮬러 지표 : 70%
산학협력 체제 (40%)
제도 및 인프라
구분

인력

·교수업적평가(성과급) 및 승
진 승급 평가시 산학협력 반
영 비율 (15%)

인력양성 및 고용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비율
(5%)

·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 (10%)

(5%)

·산학협력단 내 정규직 및 전문 ·창업지원 현황 (5%)

·공용장비 운영수익 (5%)
비율

산학협력 내용 (30%)
기술개발 및 이전
·산업체 공동연구 과제 수
및 연구비 (10%)
·기술이전 계약건수 및 수

인력 현황 (5%)

20%

20%

입료 (10%)

10%

20%

<표 4-1-23> 사업계획 평가지표
평가영역
산학협력
선도모델 VISION
(10%)
산학협력
선도모델
SYSTEM
(40%)

산학협력

평가항목

평가 내용

1

계획 수립의 적절성

2

성과관리 체계의 적절성

3

확산 및 지속 가능성

1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개편

2

산학협력단 역량 강화

배점

산학협력 선도모델의 독창성 및 수월성
사업 계획수립 및 예산 집행계획의 적절성

6%

성과관리 및 지원체계의 적절성

2%

사업 성과의 확산 및 지속가능성
대학 구성원의 사업 추진 의지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 운영
산학협력 친화형 학사 운영
산학협력단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영
산학협력 친화형 공동활용 장비 운영 및 기업지원 체

2%
20%
10%
10%

3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1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제 구축·운영
교육과정 개편의 유연성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취업·창업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인력양성 및 취업·창업 지원

* 창업교육센터 운영, 창업강좌 운영 및 동아리지원 등

5%

특성화 분야

특성화된 인력양성 프로그램
특성화 분야의 적절성(지역산업과의 부합 여부)
특성화 분야 인프라 및 운영 시스템 구축
특성화 교육과정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20%

선도모델
COMPO NENT
(30%)
3

5%

특성화 관련 기업 지원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
(기술개발, 기술지도, 기업 지원, 인력교류 등)
1
산학협력
선도모델 LINK
(20%)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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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연계체계 구축

기업
지원

산학협력 협의체 구축 및 운영
기업에 대한 패키지形 종합 지원 시스템 구축

8%

기술개발

개방형 기업 기술개발 지원 체계 구축·운영

4%

인력양성

개방형 대학-기업 인력 교류 체계 구축·운영

4%

맞춤형지원

맞춤형 기업 지원
(기술, 디자인, 마케팅, 해외시장 개척 등 AllSET 지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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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4> 산업체 설문조사 주요내용 (예시)
구분

설문내용
·대학 구성원의 산학협력을 위한 전문지식 습득 정도
밀착도

·산학협력을 위한 협력환경(시설/장비 등)의 구축·운영 정도
·기업과 대학 간 인적/물적/정보의 교류 정도

대학-산업체
LINK 정도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수행 현황
협력도

·산학협력을 위한 대학내 행정 프로세스(행정처리 기간, 절차 등) 현황
·대학의 체제가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개편된 정도
·참여한 프로그램이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

만족도

·산학협력을 통해 양성된 인력에 대한 만족도
·대학이 수행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실질적 도움 정도

30%씩 반영하여 50개 내외의 대학을 선정한다.

연평균 20~40억 원 내외의 지원을 받는다.

특히 2단계 평가와 관련하여 70%의 비중을 차
지하는 ‘사업계획서’는 각 대학의 ①산학협력 체제

(마) 사업 주요 추진내용

구축 방안(System), ②산학협력을 위한 추진 내용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된 각 대학은

(Component), ③기업과 대학의 연계 방안(Link)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특성화, 현장실습 등 현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30%의 비중을 차

중심 교육 내실화, 취·창업 교육 실시 및 지원, 재

지하는 ‘산업체 설문조사’는 대학과 산업체 상호간

직자에 대한 후진학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의 ①밀착도, ②협력도, ③만족도 등에 대한 내용

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내용의 효과를 제고

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대학의 체제와 체질을 산

마지막으로 「3단계 평가」에서는 2단계 평가에서

학협력 친화형으로 개편해 나가야만 한다. 각 대

선정된 50개 내외의 대학을 대상으로 산학협력 전

학이 주요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

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관리위원회’에서 단계별

용을 보면, 첫째, 각 대학은 자체 역량 및 지역사

평가내용 및 권역별 선정대학 수 등을 고려하여 최

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산업과 연계된 ‘특성

종적으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통한 재

화 분야’를 선정한 후, 선정된 특성화 분야와 관련

정 지원 대학을 확정하게 된다.

있는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대학의 역량
을 집중하여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추진

(라) 대학별 지원규모

해야 한다. 대학별 특성화 분야는 이명박 정부의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재정 지원 대상으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과 연계하되, 각 지역

로 선정된 대학은 5년에 걸쳐 연평균 약 33억 원

특성 및 대학의 중장기 비전 등을 고려하여 대학

내외의 지원을 받게 되며, 특히 ‘기술혁신형 대학’

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은 연 평균 30~50억 원 내외, ‘현장밀착형 대학’은

둘째, 각 대학은 학 내 대학생들의 현장실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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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전담조직으로 ‘현장실습지원센터’(전담

를 개설하고 창업 동아리 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

인력 확보)를 설치하여 현장중심의 실무 교육프로

학사회를 중심으로 창업 붐이 활성화 될 수 있도

그램 운영을 내실화해야 한다. 또한 동 센터를 통

록 지원하는 중심(HUB)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하여 기업과 학생의 연계·연결 지원 및 산학협력

넷째, 대학의 산학친화형 제체 구축 및 대학과

중점교수 또는 학과별 담당교수의 현장실습 사전

기업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특성화고 졸업자 등

교육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 취업 후에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선취업 후진

셋째,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된 대

학 지원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대학은

학은 소속 학생들에 대한 ‘창업교육도 강화’해야

이러한 후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학과 개설

한다. 이는 학생들이 기업에서 실습을 하는 수동적

및 교육과정 개선 등의 하드웨어적 노력과 재직자

학습의 수준을 넘어 장기적으로 준비된 창업가를

특별전형 운영, 주말반·야간반 확대, 산업체 현

육성하는 능동적인 대학 내 ‘창업교육체제’를 구축

장경력의 학점 인정, 산학협력 학·석사 통합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각 대학은 대학 구

정(5년제) 운영 등 산학협력 친화형 학사 운영 구

성원 및 사회전반에서 창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조 마련 등의 소프트웨어적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

이러한 관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창업교

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로

육센터’를 설치해야만 한다. 동 센터는 창업 강좌

각 대학별 산업체 재직자 교육 지원 및 후진학 지

<그림 4-1-10> 대학과 지역산업간 연계 강화 방안

<대학>

<지역 산업>

대학 자율

기술이전·사업화

프로그램

취업·재직자교육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

특성화 분야
(지역, 산업, 기존
사업과의 연계)

지역기반

기업맞춤형

프로그램

프로그램

산학협력
협의체

•지역 특화산업
•지역 기반산업/뿌리 산업

산업인력수급전망
기업체 연계

<표 4-1-25> 현장실습지원센터 모형(예시)
대학생
·현장실습 수요 제출
·현장연계 교육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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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지원센터
·(역할) 현장실습 총괄
* 현장실습 수요 매칭, 사전 교육, 현장지도 및 평가

·(인력) 산학협력중점교수, 현장실습 지원 전담인력 등

기업 등
·현장실습 지원 및 관련 지도
·교육·연수 및 취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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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6> 대학별 사업수행 (예시)
구분

사업 내용(예시)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 체질 개선
·교수 평가, 승진·승급 산학협력 반영 확대
필수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 확대
·대학 역량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대학 특성화, 구조조정

대학체제 개편

·융·복합 분야 교육 활성화
·교수 산학협력 휴직제도
특화

·학·연 협력 교수제 도입
·교수 연구년 활용 기업 등 파견근무
·학·석사 통합 과정 운영 등    

S

·산학협력단을 대학내 산학협력 자원과 네트워크의 허브로 구축

y
s

산학협력단

t

역할 및 위상 강화

e

필수

특화

m
창업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 센터 설치

·대학 내 산학협력 및 취·창업 총괄 기획
·산학협력 전문인력(변리사 등) 채용 및 운영
·기술이전센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등

·창업교육 및 현장실습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
필수

·창업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산학협력 내실화를 위한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필수
산학협력

·대학 내 공용장비의 연계 및 집적화
·산학연계 실험실 연구소   

인프라 확충
특화

·기술개발 공용장비 구축
·공동 연구실 및 실험장비 등
·산업체 재직자 교육시설 등

·지역 산업(선도·전략)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C
o

교육과정

필수

개편 및 운영

·현장실습학점제 및 캡스톤 디자인 운영
·연구소·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 ·맞춤형 학과 및 계약학과

특화

m

·특성화 분야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특성화 트랙 등) 운영

·문제해결형 교수법 개발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개설
·현장중심 교수학습 지원 등

p
o

·지역 산업 및 산학협력 유형에 따른 특성화된 취업·창업 교육 및 지원

n
필수

e
n

인력양성 및

t

취업·창업지원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창업교육 강화 및 창업동아리 운영 지원 등
·산학연계 공동 논문지도, 산학연계 공동 과제 수행   

특화

·특허·지식재산권 교육 및 경영·회계소양 교육  
·후진학 지원(재직자 특별전형, 온라인, 주말·야간반 운영)
·실험실 창업 등 기술 사업화 지원 등

·지역 및 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기업 지원 강화

L
I
n
k

기업연계 강화

필수
특화

·산학협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선도기술 개발 지원      ·기술지도 및 애로기술 지원
·경영컨설팅, 디자인·마케팅 지원 등 기업맞춤형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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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계획을 평가하여 우수한 대학에 대해서는 ‘후진

문가로 구성된 ‘전문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하여

학 선도대학’으로 지정(50개 내외의 대학 중 10개

각 대학의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성과 제고 방안,

대학 선정)하고 2억 원 내외의 재정을 지원한다.

애로사항의 해결 등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도 실시

다섯째,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대학
은 각종 센터 설치 및 교육과정 마련 등을 통한 학

하여 이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고 내실 있게 운
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생지원 뿐만 아니라 각 대학과 연계하고 있는 기

마지막으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각 대학의 창

업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해야 한다. 연구년을 활

출한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하

용한 교수의 기업 파견 근무, 교수·학생·기업의

여 각 대학의 사업계획서를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

공동 연구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하여 대학은 기

해 상시 공개하도록 했다.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간

업이 애로를 가지고 있는 영역에 관한 기술 개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정보교환이 이루어

을 지원하고 경영·마케팅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질 수 있도록 하며(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만들

을 실시하며 기업에서 원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

었으며 우수사례와 주요성과에 대한 산학협력 워

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대학과 기

크숍 및 심포지움도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업의 상호이해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기업 지원
과 학생 취업이 연계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효과를

(5) 사업추진 기대효과

가져 올 것이다.

정부가 2011년 까지 단편적인 프로그램 중심으로

결론적으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대

추진해오던 여러 산학협력 지원 사업들을 통합하

학의 산학친화형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

여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확대·개편

기업과 대학의 연계 강화 등 산학협력 사업내용을

함으로써 대학 교육과정에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

망라하는 종합계획사업이다.

그램이 도입되고, 산학친화형 제도 및 인프라의 구
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 사업관리

또한 이 사업의 참여대상이 학부생과 대학원생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사업대상 선정 단

모두를 아우르고 있어 학부와 대학원간 인력양성

계에서 각 대학이 제시한 사업계획서의 이행 현황

연계의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효

및 실적을 점검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사업운영

과들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대학 체제와 체질의 산

기간 종료 후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

학협력 친화형으로의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

도별 재정 지원액에 연계하고, 재정을 2년 지원한

대된다.

후에는 ‘단계평가’를 통하여 사업추진 성과가 미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의 추진을

한 대학은 지원을 중단한다. 그리고 5년간(2012

통해 지역대학의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성과가 지

년˜2016년)의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 추진 성과

역산업의 고용 및 기술혁신으로 이어짐으로써 지

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이 종료된 후에

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계기

도 우수한 성과사례들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가 될 것이고, 특히 지역산업발전에 필요한 인력

또한 사업 수행 1차년도부터 산학협력 관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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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지역산

(2) 추진경과

업과 인력양성 간 연계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

『고용-교육-R&D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단

대하고 있다.

지캠퍼스 조성사업을 국가고용전략회의 ‘교육 및

한편 기존 산학협력 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산학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을 추진하면서 비

인력양성 T/F’에 상정하였고(2010.6), 산업단지캠
퍼스 조성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2010.9).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됨으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설림·

써 우수 인재 유출 및 취업 불일치 등의 문제에 직

운영 규정>을 개정(2011.2)하여 대학의 일부를 산

면한 지역대학이 산학협력을 통하여 새로운 도약

업단지 안으로 위치 변경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특

의 계기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

례 조항을 신설하고, 산업단지캠퍼스 설치 심사

에 대규모 재정지원사업의 추진으로 말미암아 대

위원회의 설치·운영, 인가기준, 심사절차 등 세

학사회와 교수 및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의 산학협

부 운영 기준을 규정한 <산업단지캠퍼스 설치기

력에 대한 인식과 행동변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

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2011.6)하여 관련 법

을 전망이다.

령을 정비하였다.
지식경제부에서도 ‘산학융합지구’를 도입하여

마. 산업단지캠퍼스 조성

산업단지에 대학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2.4)

(1) 추진배경

하여 기존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학융

대학 중심의 산학협력 추진만으로는 산업계수요

합지구를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를 반영한 인력양성 및 고용효과 제고는 한계가 존

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산업단지캠퍼스의 성공

재하였고, 생산 중심형 산업단지의 지식기반 산업

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위해, 산업단지캠퍼스를 설

단지로의 재구조화 및 지역중소기업의 고용흡수

치·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사업

력 제고에도 한계가 있었다. 즉, 지역경제 활성화

도 추진하여 2011년도에 3개 대학, 2012년도에 2

와 기업 및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

개 대학을 시범대학으로 선정하였다.

학과 기업 간의 클러스터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
책이 필요한 것이다.

(3) 대학 ‘산업단지캠퍼스’ 제도 마련

이러한 배경에서 이전과 다른 대학과 기업 간 상

대학이 일반적으로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적·현장 밀착형 산학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

교사·교지를 소유하여야 만 하였고, 학생 정원

반을 마련함으로써 인재육성의 질 제고, 인력수급

400명 미만이 이전하더라도 400명 이상의 교사

의 매칭, 지역 중소·중견 기업의 R&D 경쟁력 강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는 최소면적 확보 의무로 캠

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인접)로 대학(

퍼스 설치에 대한 부담이 컸다.

원)의 일부 학과 및 전공을 이전시키는 산업단지캠
퍼스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산업단지캠
퍼스에 대해서는 교사·교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사의 최소면적 확보 의무도 없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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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대학의 초기 투자비용을 획기적으로 낮

아 산업단지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밭대(대

추었다.

전 대덕밸리, 2011.9~), 조선대(광주 첨단산단,

산업단지캠퍼스의 정책적 취지를 구현하기 위

2011.9~), 경남정보대(부산 센텀산단, 2012.3~),

해 산업단지캠퍼스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최소

배재대(대전 대덕밸리, 2012.3~), 창원대(경남 창

한의 요건을 설정하였다. 즉, 산업단지캠퍼스로

원산단, 2012.3~), 한국산기대(경기 시화산단,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이 산업단지 내부에 있

2012.6~)가 각 지역의 산업단지에 캠퍼스를 설

어야 하며(지리적 근접성), 산업단지의 업종과 학

치하여 맞춤형 산업인력양성과 지역 중소기업의

과·전공간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학문적 근접성),

R&D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재직 교원들이 연구활동 보다는 산학협력에 전념

아울러 경기 과기대(경기 시화산단), 동서대(부

할 수 있도록 채용, 승진·재임용 등에서 산학협

산 센텀산단), 금오공대(경북 구미산단), 경운대(경

력 활동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

북 구미산단), 구미1대(경북 구미산단), 한남대(대

해야 하며(산학친화형 교원인사체제), 학생에 대

전 대덕산단)도 산업단지 캠퍼스 계획인가를 받아

한 교육도 산업체에 부합하는 실무형 교육과정을

산업단지 캠퍼스 구축에 나섰다.

편성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과 창의적 종합설계를
필수 교과목으로 하도록(현장맞춤형 교육과정 운

(4) 산업단지캠퍼스 조성 지원사업

영) 하였다.

산업단지캠퍼스 제도 도입과 병행하여 산업단지
캠퍼스에 대한 성공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하

제도 개선 이후 현재 6개 대학이 설치인가를 받

<표 4-1-27> 2011-2012년 산업단지캠퍼스 설치 지원사업
2011년
산업
단지
이전
학과
학생수/
교원수
운영
시기

한밭대

조선대

경남정보대

대전 대덕밸리

광주 첨단산단

부산 센텀산단

기계설계공학과, 금속재료공학과 등

첨단방송학과, 컴퓨터정보계열 등

4개 학과

3개 계열

213명/20명

230명/20명

440명/33명

2011년 2학기 ~

2011년 2학기 ~

2012년 1학기 ~

응용화학과, 화학공학과 등 3개 학과

2012년

배재대

산업단지

대전 대덕밸리

이전학과
학생수/
교원수
운영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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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학과, 생명유전공학과 등 5개 학과

창원대
창원 국가산단
본 캠퍼스를 산단캠퍼스 지정하고,
공학계열 9개 학과 위주 운영

306명/34명

1,336명/128명

2012년 1학기 ~

2012년 1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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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산업단지캠퍼스를 조성하고자 하는 대학을 선

산업단지캠퍼스에 대한 도시계획상의 요건을 완

정하여 일부 재정지원을 하였다.

화하는 방안도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과 협의

열악한 산업단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교

를 진행 중에 있다.

직원이 상주할 수 있도록 연구실, 강의실 등을 최
우선으로 정비하도록 하였고, 산업단지캠퍼스가

바.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확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할 수 있도
록 산학융합연구실을 운영하도록 하여 대학이 지

(1) 추진배경 및 경과

역기업의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

기존의 교원채용이 대부분 학위와 논문실적을 기

을 두었다.

준으로 이루어지다보니 기업 등 타 직업의 경력

대학 당 연 10억원을 3년 간 지원하는 내용으

을 가진 전임교원 채용비율이 낮아 대학교육에 산

로 2011년 3개 대학(한밭대, 조선대, 경남정보대)

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

을 선정하였고, 2012년에도 2개 대학(배재대, 창

다. 2011년도 대학정보공시자료 통계에 따르면 대

원대)을 신규 선정하여 총 5개 대학에 지원을 하

학 및 전문대학의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비율은

고 있다.

10.4%로 전문대학(14.5%)에 비해 대학은 9.6%로
매우 낮았다. 여기서 의학과, 간호학과를 제외하

(5) 향후 개선방향

면 대학의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은 6.5%에 불과한

산업단지캠퍼스가 지역 기업체와 대학간의 고용-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학교원에 개방형 혁신 인

교육-R&D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학생 취업

사를 채용하여 현장 적합성이 높은 교육 및 연구가

률 제고 및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기 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학협력중점교수제도를 도

해서는 산업단지내 ‘산학연 생태계 형성’이 필요하

입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기업 퇴직 임직원 등 산

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이 산업단지에 캠퍼스의

업체 경력자를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하거나

설치와 철수가 용이하도록 미니형태의 산업단지

기존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지정하고

캠퍼스를 도입하여 대학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

수업시수를 줄여 산학협력활동에 주력할 수 있도

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산업단지의 산

록 하는 한편, 이들을 산학협력 실적을 근거로 평

업시설구역에 대한 대학의 입주자격을 부여하여

가하도록 교원인사제도 개편도 병행 추진하였다.

<표 4-1-28> 대학의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비율(2011년)
구분

전문대학

대학

합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수(A)

1,807

5,738

7,545

전체 전임교원수(B)

12,422

60,010

72,432

비율(A/B)

14.5%

9.6%

10.4%

※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 최근 5년 이내 임용된 산업체 경력 3년 이상의 전임교원
※ 대학의 경우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중 의학과, 간호학과의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181

정책자료집 ➌ 대학 개혁

우선 2011년 4월 산학협력중점교수 확대와 산

(3)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 마련

학협력 활동에 대한 평가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대학 교원인사제도 개선방

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중

안’을 마련하였고, 고등교육법에 산학협력중점교

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

수 근거 조항을 마련(2011.7.21 시행)하여 산학협

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그 인정기준을 2011년

력중점교수를 채용·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9월에 마련하여 대학에 공지하였으며 내용은 다음

하였다. 또한 12월에는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

과 같다. 첫 번째,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제도 예시안’을 마련하고 대학에 제공하여 많은 대

로 여기서 산업체 경력이란 민간 산업체, 국가기

학의 교원인사제도 개선을 유도하였다.

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에서 담
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

(2)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할모델 개발

미한다. 두 번째,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의 도입

따라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되거나 지정된 자

을 위해 역할모델개발을 추진하였다. 산학협력중

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①산학협

점교수의 역할은 크게 교육, 연구, 취·창업지원

력중점교수의 임무, ②임용 또는 지정 방식, ③산

등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며, 대학의 특성에 따

학협력 실적 중심의 교수업적평가 및 재임용·승

라 중점역할을 결정하여 채용하게 된다. 그 내용

진 심사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세 번째, 산학협

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육’은 기업출신(CEO, 임원

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책임강

등) 산학협력중점교수가 직접 기업가 정신에 대해

의시수에서 30% 이상을 감면을 받은 자로 앞서 언

강의하고, 산학연계과정에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

급한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산학협력중점

는 강의인력을 섭외하여 기업맞춤형 강의를 제공

교수로 인정된다.

하는 등의 활동이다. ‘연구’는 기업의 연구소장, 현
장전문가 등을 채용하여 기술개발, 기술이전, 애

(4)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확대를 위한 정부지

로기술 해결, 대학의 장비활용 등 산학업체 맞춤

원 및 향후계획

형 연구 활동을 의미한다. ‘취·창업지원’은 기업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식경제부와 함께 2012년도

밀착형 산업체 인턴십을 기획 및 운영하거나 기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인원 2,000명을 목표로,

업체 수요조사를 통해 졸업자와 고용계획이 있는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채용확대를 유도

기업을 상호 매칭하는 한편,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2012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운영하여 신규고용, 특허, 벤처기업 등록 등 경제

(LINC)의 선정평가 지표에 ‘산학협력중점교수 현

적 성과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이 밖에도 산학협

황’을 반영하였고, LINC 선정대학의 경우 산학협

력중점교수는 학내 인사제도를 산학협력 친화형

력중점교수 채용 시 인건비의 70%를 사업비로 집

으로 개선하고 산학협력 정책을 기획하는 등의 활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3년 전문대학 교

동도 할 수 있다.

육역량강화사업 추진 시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
을 포뮬러 지표에 반영하고 2012년 이후에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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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9>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2012년 9.1 기준, 지정형 제외)
구분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합계

대학

810

322

1,132

전문대학

251

42

293

합 계

1,061

364

1,425

채용된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인건비를 사업비로

정하는 교육 분야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또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산업사회는 급변하는 기술발전과 기술의 융합에

서도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을 추가하여 산학협

부응하는 인력, 즉 맞춤형 인재의 양성을 대학에

력 관련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11월 22일 전국

지역혁신과 국가발전을 위해 지역산업 현장에

경제인연합회와 산업체 경력자의 대학교육 참여

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공급할 수 있는 수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산학협력중점교수

요자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산업체가 필요로 하

로 채용이 가능한 우수 산업체 경력자 Pool을 마련

는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과 연계하기 위해

하여 수요가 있는 대학에 보급해 오고 있다. 더 나

서는 산-학 간 유기적 협력과 더불어 현장실습이

아가 산학협력중점교수에 관심이 있는 산업체 경

활성화 되어야 한다.

력자들을 위한 산학협력중점교수 안내 홈페이지
구축하였으며(professor.uicc.re.kr) 이를 활용하

(2) 추진경과

여 좀 더 체계적인 인력 Pool을 마련하여 산학협
력중점교수를 채용하고자 하는 대학이 활용할 수

현장실습은 미국에서 1906년 신시내티 대학교(미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 오하오주)의 허먼 슈나이더(Herman Schnei-

이 밖에도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를 도입하고

der) 박사에 의해 대학 내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처

정착시키기 위한 대학 내 노력과 정책적 보완이 필

음 시행되었으며 학생의 졸업 후 진로와 연관된 전

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학협력중점교수와 관련

공분야의 경력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어

된 대학 내·외적인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

1992년 리버사이드 주니어 칼리지에서 현장실습

선해 나아갈 것이다.

교육을 실시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도 현장실습이 보편화되었다.

사. 현장실습 활성화

국내에서는 1963년 ‘산업교육진흥법’ 제정 공포
됨으로써 최초의 현장실습교육 개념이 도입되었

(1) 추진배경

고, 2003년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

세계화·정보화·개방화의 21세기는 무한경쟁을

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장실습을 산학협력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국가의 미래를 결

촉진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국가의 역할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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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이에 따른 학점은 대학마다 학교 규칙(학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2009년 ‘산학

칙)을 통해 인정범위를 정하고 있다.

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및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 사업을 도입하여 현장실습학점제를 운
영하게 되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
1항 4호

(3) 현장실습 학점제

① 국가는 산업교육의 진흥 및 산학 협력의 촉진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현장실습 학점제 도입을 통해 대학 내 현장실습 교

야 한다

육을 체계화하고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역

4. 산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현장실습계획의 수립·

인력의 취업 불일치를 완화하였다. 산학협력중심

수행

(전문)대학 육성사업에서는 현장적응력과 창의력
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
이명박 정부는 산학협력과 현장실습의 중요성

로 참여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현장(기업)에서 실

을 인식하고 산-학간 인력 불일치 해소와 산업체

습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는 ‘현

<그림 4-1-11> 현장실습 운영 체계

Feedback : 교수

Feedback

현장실습 요청

사전교육 프로그램

Feedback : 기업측

현장실습 목표결정
현장실습 내용결정
현장실습 일정결정
현장실습 평가기준작성

실습의뢰 직무추출

위촉 교원 활용

산업체의 현황조사

현장실습가능 직무조사
현장실습 실시

교과과정 분석
순회
지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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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기업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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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0> 산학협력중심대학 맞춤형 인력양성 현황
구분

항목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현장실습 기업체수(개)

2,763

4,022

3,261

10,046

현장실습 참여학생수(명)

5,273

8,089

7,406

20,768

현장실습 기업체수(개)

1,899

2,659

2,391

6,949

현장실습 참여학생수(명)

3,669

5,189

4,528

13,386

산학협력중심대학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

<표 4-1-31>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력양성사업 맞춤형 인력양성 현황
참여인력(명)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학사

27,603

34,652

25,252

87,507

석사

1,165

1,566

1,313

4,044

박사

199

269

270

738

외국인

69

90

147

306

미취업졸업생

659

583

410

1,652

합계

29,695

37,160

27,392

94,247

장실습 학점제’를 도입함으로써 각 대학에서 공통

아. 글로벌인턴지원

된 기준 없이 실시하던 현장실습을 체계화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실습 교육을 내실화하여 통한 우수

(1) 추진배경

한 현장맞춤 인력의 안정적인 양성시스템 마련하

글로벌인턴지원사업은 대선공약 “글로벌 청년리

게 되었다.

더 10만 명을 양성하겠습니다”에 따라, 글로벌 직

광역경제권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선도산업 및

장체험을 위한 해외인턴 실시를 주요 국정과제로

기업 수요 기반의 다학제적 교육과정 기획·운영

선정하고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계획(2008.4월)』

및 졸업생 재교육, 산업체 인턴 지원 등 지역 산

을 수립하여 부처별 정부해외인턴사업을 추진하

업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을 활성화하였다. 선도

고 있다. 이 사업은 우리 청년들의 취업 무대를 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하여 학·석·박사 및

내 노동시장에서 세계로 확대하고, 다양한 해외 경

외국인 학생, 미취업 졸업생 등 다양한 인력이 참

험을 쌓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성장을 주도할 핵

여하였고, 1차년도 29,695명에서 2차년도 37,160

심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명으로 약 7천 5백명 정도 증가하였고, 3년간 총
94,247명 참여로 선도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

(2) 추진경과

을 양성하는데 기여하였다.

글로벌인턴지원사업은 ‘2008년 3월 국정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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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여 2008년 4월 주요 국정과제 추진계획인

제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의 지속적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

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

었다. WEST(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고학력 청년 실업자가

사업은 2008년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력

청년들의 교류확대를 위해 추진이 합의되었다.

은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청년들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글로벌 청년

의 취업 무대를 국내 노동시장에서 세계 시장으로

리더 양성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총리실에 해외

확대하고, 다양한 해외 경험을 쌓도록 지원함으로

인턴··취업··자원봉사 분야에 대한 총괄 지

써 국가 성장을 주도할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는 한

원을 위한 『글로벌 리더 양성 정부지원 협의회』를

편, 기업이 원하는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여 노동

구성하여 글로벌 리더 양성 추진관련 제도개선 등

시장의 불일치 및 마찰적 실업 완화방안을 마련해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하였다. 2010년 7월 『수요자

야한다. 정부는 2009년부터 대학생 글로벌 현장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을 국무

학습을 신설하는 등 대학생 해외 인턴을 확대하여

회의에 보고하고 그간 부처별로 추진한 6개 부처

각 부처별 특성에 맞는 인턴 사업을 다음과 같이

10개 사업을 교과부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운영하기로 하였다.

교과부내에서는 WEST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벌

또한 정부는 국내 기업 해외지사와 협력업체, 현

인턴지원단에 교과부내 해외인턴업무를 통합하고

지진출기업 등을 통해 수요처를 발굴하여 해외인

정부해외인턴사업도 총괄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

턴·연수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더

율성을 제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11년부터는 정

불어 해외 주요 취업 사이트 및 언론 등을 통해 홍

부해외인턴사업간 경쟁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고

보하는 동시에 해외인턴·연수 등 기업체의 우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통합운영계획을 수립

운영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기업체들이 공유할 수

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해외인턴사

있도록 하였다. 한편, 대학생들의 인턴 참여를 독

업을 ‘글로벌 역량강화 유형’과 ‘취업연계 유형’으

려하고 경험자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학점인

로 재편하여 민간(대학) 인턴사업과 차별화하고,

정을 확대하고 해외인턴 경험자 정보를 DB화하

정부해외인턴 포털사이트(www.ggi.go.kr)을 구

여 해외취업 연계 사이트에 등재함으로써 해외취

축하고 정부해외인턴 통합운영규정을 제정하며,

업 알선에 적극 활용하는 등 사후관리도 지속적으

공동홍보, 공동모집 및 접수, 통합설명회 개최 등

로 강화하였다.

통합운영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또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동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차등지원·사

(4) WEST 프로그램 신규 도입

업재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학연수와 인
턴취업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발표함

(3)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에 따라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WEST 프로그

최근 국제사회는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 사람의

램 양해각서를 체결(2008.9)하여 정부지원으로 5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 경

년간 추진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글로벌인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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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 2009년 이후 정부해외인턴사업 현황
사업 명
(주관 부처ㆍ기관)
전문대학생 해외현장실습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교육협의회)
한·미대학생 연수취업(WEST)
(교육과학기술부)

연도별 목표인원(명)
‘09

‘10

‘11

‘12

‘13

계

800

500

500

600

600

3,000

300

300

300

250

250

1,400

550

340

340

400

500

2,130

24

20

40

84

850

720

820

4,390

교사대 졸업자 해외진출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 무역인력 양성
(지식경제부, 무역협회 등)
해외농업인턴(농림수산식품부)

1,000

1,000

50

30

외식기업 청년인턴(농림수산식품부)
국제 전문여성인턴(여성가족부)

30

해외관광인턴(문화체육관광부)

30

30

30

170

200

120

100

420

30

30

30

30

150

100

100

100

100

400

60

90

150

물류인력 해외인턴(국토해양부)
해외농업연구인턴(농촌진흥청)
중소기업 해외인턴(중소기업청)
합계

2,730

2,300

20

20

40

200

200

200

600

2,574

2,550

2,780

12,934

원단을 구성하고 WEST 정부추천자 선발, 저소득

(5) 정부해외인턴 통합운영

층 지원방안 등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2008년

정부는 수요자인 고객의 입장에서 사업의 재설계

10월에 업무를 개시하였다. WEST 프로그램은 5

필요가 있어 2010년 7월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

개월 영어연수+12개월 인턴취업+1개월 여행 등

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최장 18개월로 구성된 특화프로그램이다. WEST

정부해외인턴사업도 수요자 입장에서 쉽게 이용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미국 유수기업체에서 인

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

턴으로서 직장체험을 통해 기업문화를 익힐 수 있

합하여 아래와 같이 6개 부처의 10개 정부해외인

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 참

턴사업을 교과부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하였

가자들이 글로벌 역량을 키워 국내외 기업체에 우

다. 더불어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여 취업

수한 성적으로 취업하고 있다. WEST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이 1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약 2,000명 파견을 추진

선하였다.

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학생에

교과부는 통합운영의 취지에 맞게 아래 표와 같

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적 인재로 성장할

이 개별사업을 ①글로벌 역량강화 유형과 ②취업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있다.

연계 강화 유형으로 재편하고 유형별 중점 추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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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설정하였다.

지양하고 기업수요와 학생참여가 저조한 프로그램

글로벌 역량강화 유형을 국가전략분야(신성장

을 축소하는 등 파견인원을 조정하여 사업을 내실

동력, 고부가가치, 국제기구, 해외교육실습 등)와

화하였다. 더불어 해외인턴 참가자가 현지 우수기

연계된 인턴파견 기회를 확대하고 미국·호주·

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파견기업 대상을 지속적으

일본 등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는 인턴 파견국을

로 확대하였다. 또한 통합운영 취지에 맞게 2011년

중동·ODA대상국·개도국 등으로 다변화하여

부터 할당제, 가점 부여 등 우대 선발과 정부재정

민간 인턴사업과 차별화시키고 있다.

지원 확대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업취약계층 1)을

취업연계 강화 유형은 무리한 파견인원 달성을

우대하여 2012년에 30%로 확대 선발함으로써 경

<표 4-1-33> 정부해외인턴사업 효율화 방안
2010년 예산

부처

사업명

교과부

대학생(글로벌 현장학습, WEST)

59

640

교과부

전문대생 해외현장실습

50

500

지경부

글로벌무역전문가(해외인턴)

49

1,000

교과부 인턴사업으로 통합,

문화부

관광분야인턴(해외)

7

100

취업취약계층

농진청

농과대생

3

24

10% 파견

농림부

해외농업인턴

2

30

여가부

국제전문여성인력

3

30

예산(억원)

효율화방안

인원(명)

<표 4-1-34> 정부해외인턴사업 재편현황
부처

AS IS (2011년)

TO BE (2012년)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교과부

대학 및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전문대학생 해외 현장실습
WEST
교사대 졸업자 해외진출

▶

WEST
교사대 졸업자 해외진출

여가부

국제전문 여성인력 양성

국제전문 여성인력 양성

농진청

해외농업 연구인턴

해외농업 연구인턴(이관)

지경부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외식기업 청년인턴

외식기업 청년인턴

농림부

해외 농업인턴

▶

해외 농업인턴

문화부

해외 관광인턴

해외 관광인턴

중기청

중소기업 해외인턴

중소기업 해외인턴

국토부

-

물류인력 해외인턴(신규)

1) 저소득층 : 기초수급대상자·최저생계비 150% 이하 + 소득 1~3분위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50% 이하,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장애인, 여성가장,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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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해외인턴 기회를 제

하다. 따라서 교·사대 예비교사의 해외진출지원

공하였다.

사업과 같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해외인턴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1년

IT, 수학·과학교사, 한류 등 국가전략분야에 중

에 성과지표 및 설문조사 문항을 개발하고 2012

점을 두어 해외인턴을 실시하고 해외취업까지 연

년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

계되도록 특화된 해외인턴을 구상하여 추진할 필

와 수료자 대상의 만족도 평가(설문조사)를 통해

요가 있다.

2011년 해외인턴사업(6개 부처 12개 세부사업)에

둘째, 해외인턴을 위해 국가별 인턴비자 문제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정부해외인턴

가 해결되어야 한다. 국내 대학생들이 2~6개월의

사업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해외인턴을 하기 위해서는 인턴 파견국가에서 합

수 있는 실행예산 지침을 편성하여 시행하였고,

당한 비자가 발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덴마크 등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규정을 제정·발령하

은 비자발급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미국은 인턴

였다. 참가자의 사전교육 강화를 위해 e-learning

이 가능한 J비자를 발급 받기가 쉽지 않다. 그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해외봉사사업 및 해외취

서 관광비자나 어학연수 비자 등으로 인턴국가에

업사업과 DB를 연계함으로써 정부해외인턴사업

입국하여 체류목적이 위배되는 인턴을 실시해, 종

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 하여, 인턴 수료 후에

종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

도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참가자 관리를 강

서 글로벌인턴지원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화하였다.

추진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가 국가

2012년부터 인턴십 멘토링제 도입을 통해 파견
전 교육·상담부터 인턴십 활동, 모니터링, 파견

별 인턴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해야 할 것이다.

후 취업연계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

셋째, 유사·중복된 사업을 과감히 통·폐합해

다. 또한 2012년부터는 「글로벌 청년리더 중동지

야 할 것이다. 그동안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

역 진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중동 TF를 구성하

개선방안(2008.9)』 및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

고, KOTRA, 해외인턴 컨설팅업체, 시행기관과

자리사업 효율화 방안(2010.7)』 등에서 유사·중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중동지역 인턴수요

복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통·폐합하였으나, 여전

처를 적극 발굴하고 중동지역 인턴을 지속적으로

히 사업간 중복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해외관광인턴의 호텔 식음료부 근무와 외식기업
청년인턴의 호텔 근무는 상당부분 중복되고 있으

(6) 향후 개선방향

며, 일부 한인기업에서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글로벌인턴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해외인턴, 글로벌 무역전문가 인턴 참가

서는 몇가지 과제에 대해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

자를 무분별하게 채용하여 유사한 업무를 부과하

다. 첫째, 해외취업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지금

는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8개 부처, 15개 세부사

도 인턴수행 후 해외취업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통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

합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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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대학생 취업통계 내실화

다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서로의 취업률이 비
슷하다는 것은 결국 취업률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
다는 것이다.

(1) 추진배경
취업통계조사는 대학졸업자의 취업현황을 조사하

결국 대학과 이해당사자(취업담당자 및 교수)의

여 대졸자들의 취업대책마련, 일자리 창출 효과 파

영향력을 완전하게 통제하고, 자기보고식 실태조

악 및 대학의 취업률 제고와 같은 정책수립에 필

사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취업률통계 조

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실시

사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하였다. 하지만 기존 취업통계조사가 학교 담당자
의 자기보고식 조사로 진행됨에 따라 자료의 신뢰

(2) 추진경과

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특히 취업률이 대학재

기존의 자기보고식 취업통계조사에서 발생하는

정지원의 핵심적 평가로 활용되기 때문에 조사결

취업률 부풀리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행정

과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

DB와 연계 한 취업통계조사로의 전환을 추진하

였다. 실제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취

였다. 취업통계조사와 연계 가능한 국가행정 DB

업통계조사」취업률을 한국고용정보원「대졸자직업

를 찾기 위해 직장인의 4대보험인 건강보험, 고

이동경로조사」의 고용률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분석하였고, 분석

조사」와 비교해 본 결과 취업률은 고용률과 비슷

결과 건강보험이 가장 폭넓은 가입대상을 보유하

하였고, 경제활동인구조사 보다 15%p 높았다.「대

고 있어 건강보험 DB를 취업통계조사 연계 DB로

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대학 졸업 1년 이후 학

선정하여 2010년부터 건강보험 DB연계 취업통계

교에서 직장으로의 이동경로를 추적 조사하기 때

조사로 변경하였다. 2010년 이후 취업률의 신뢰

문에 졸업 1-2개월 이후 조사된 취업통계조사보

성은 향상 되었으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

<표 4-1-35> 「취업통계조사」 취업률과 유사 통계조사 고용률 추이 비교

구분
2006

취업통계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20-29세)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취업률1)

졸업생

고용률2)

졸업생

고용률

생산가능인구

75.8

561

79.9

561

60.2

6,741

2007

76.1

561

78.3

561

60.0

6,653

2008

76.7

559

78.7

559

59.1

6,584

2009

76.4

548

-

58.2

6,496

2010

55.0

540

-

58.3

6,374

* 2005년 기준.
** 2010년 1월에서 11월까지를 합산하여 평균한 값.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표본의 모집단은 취업통계조사 모집단이기 때문에 졸업생 규모가 동일함.
출처 : 1)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 취업통계조사」, 각년도
자료 : 2) 한국고용정보원「대졸자 직업이동조사(GOMS)」,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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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외취업자, 1인창업자 및 프리랜서 등이 취업

취업률 조사에 건강보험 DB를 활용함에 따라

률에 산정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해외취

대학들의 불건전한 관행으로 인한 취업률 부풀리

업자, 1인 창업자 및 프리랜서 등을 취업자 인정항

기 현상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또한 취업

목에 추가 하여 취업률 통계의 신뢰성을 더욱 향

률 기준에 따른 정부 교육재정 분배를 둘러싼 공

상 시켰다.

정성 논란을 해소 하였고 지표에 의한 대학평가의
신뢰성이 제고 되었다.

(3) 건강보험DB 연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 추진

(4) 교내취업자 인정기준 강화 및 유지취업률 조사

2010년 이전 취업통계조사의 신뢰성 문제로 인해

실시

2010년부터 건강보험 DB연계 취업통계조사로 변

2010년 직장건강보험 DB연계로 취업통계조사 방

경하여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를 취업자로 판별하

식이 변경됨에 따라 조사기준일(6월1일)에 단기적

는 조사방식으로 전면개편 하였고 조사기준일 역

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취업률을 부풀리는 사

시 졸업 후 대졸자의 평균 구직기간(3.5개월)을 고

례가 지적되었으며, 특히 대학 내에 졸업자들을 단

려하여 4월 1일에서 6월 1일로 변경하였다. 이처

기 취업시켜 취업률을 부풀리는 사례가 발생하였

럼 취업자 범주가 엄격하게 규정되면서 표에서 보

다. 이러한 취업률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11

는바와 같이 2010년 6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

년에 교내취업자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학교 내에

업률은 55%로써 2009년 76.4%에 비해 21.4%p

취업한 졸업자는 고용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된

하락하였다.

경우로서 근무형태, 재직기간 등이 표시된 고용계

<그림 4-1-12> 연도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취업자 및 취업률 추이

(단위 : %)

전문대학

90

80

77.2
74.1

75
70

66.8

65
60

85.2

74.2

73.7

85

75.4

67.3

65

75.8
68

85.6

76.7
68.9

대학

고등교육기관전체

86.5

76.4

68.2
60.7

56.4

55.6

55

60.9
58.6

55
51.9

54.5

59.5
56.2

5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취업통계」, CE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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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서를 제출해야 취업자로 인정 하였다. 이를 통해

자도 취업자로 인정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 국

단기 직장건강보험을 가입을 통한 취업률을 부풀

세청 DB와의 연계를 통해 1인창업자 및 프리랜서

리기를 방지하였다. 2012년에는 교내취업자 인정

를 취업자로 인정하였으며, 영농업종사자와 개인

기준을 강화하며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월

창작활동 종사자를 학교자체조사를 통해 취업자

급여가 최저임금이 이상인 경우에만 취업자로 인

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취업자 인정항목 확대를 통

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체교비를 통한 취업률 부

해 취업률의 형평성을 제고하였고, 특히 프리랜서

풀리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와 개인창작활동 종사자들이 많은 예체능계열 대

또한 2011년부터는 조사기준일인 6월1일의 대

학에 대한 취업률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학의 취업률뿐만 아니라 6월1일 취업자가 지속적
으로 취업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유지취

(6) 향후 개선방향

업률 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지 취업률은 6월 1일

현재 취업률은 정부의 각종 대학평가에 활용되고

직장건강보험 가입자가 9월, 12월에도 직장건강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표에 의한 대학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표의 신뢰

이를 대학 재정지원평가에 반영하여 단기 취업에

성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취업률 검증 기능

의한 취업률 부풀리기를 방지하였다.

을 강화하고 사후 실사를 통해 위장 취업률을 조
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후 실사에서 부정한 방

(5) 취업자 인정 항목의 확대

법으로 취업률을 높인 것이 발각된 대학에 대해서

2010년 직장건강보험 DB연계로 취업통계조사 방

는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 처벌을 부여하여 일부 대

식을 변경함에 따라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

학에서 행해지고 있는 취업률 부풀리기를 차단하

은 종교지도자, 1인창업자 및 프리랜서, 해외취업

는 것이 취업률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향후 추진

자, 영농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 종사자들이 취업

해야 할 과제이다.

률 조사 시 제외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
제의 해소를 위해 2011년에는 종교지도자 양성학
과는 취업률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해외취업

<표 4-1-36> 대학평가에서의 취업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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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사업 명

반영 비율

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 선정

20%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 선정

25%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20%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대상 선정

7%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대상 선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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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학협력단 역량강화

제정된 이후 전체 434개 대학중에서 370개 대학
(85.3%, 11년 기준)이 설치·운영하고 있다. 산학

(1) 추진배경

협력단 설립초기(2004년) 보다 기술이전수입액은

산학협력단이 도입된 이후 8년이 지났으나, 대학

7.8배, 기술이전 협약체결건수는 7.4배 이상 증

내 산학협력 리더로서의 기능은 미흡했고, 기술이

가하는 등 산학협력단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

전전담조직(TLO), 학교기업, 창업보육센터 등 산

해 왔다.

학협력 관련 학내기구를 총괄하는 기능이 다소 약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 따라, 산학협력단도 연구

하였다. 그 역할이 주로 연구비 관리(행정·회계

비 관리 기능에서 벗어나 연구기획·개발, 인력양

업무 중심)에 머문 경우가 많았다. 대학 산학협력

성, 기술사업화 등 통합적 관점에서 기능적 전문성

단의 기능 확대 및 전문화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

확보는 물론 인적 구성 측면에서도 산업체 경력자,

하고, 높은 계약직 비중, 구성원의 잦은 이직 등으

기술거래사 등 통합적 관리자 충원이 필요하다. 교

로 인해 산학협력단의 업무전문성이 낮고 업무 효

육과학기술부에서는 3차례의 대학 산학협력단장

율성도 저해되는 실정이다. 산학연 협력을 통한

등 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산학협력단 역량

개방형 기술혁신의 추세에 맞추어 대학 내 연구활

강화 방안’을 마련(2011.12)하였다.

동에 대한 전주기적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관리와산학협력단에 대한 역할 재

(3) 주요내용

정립이 필요하였다.
(가) 대학내 산학협력 HUB 기능 강화

(2) 추진경과

교내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을 포함시켜 대학내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

산학협력을 산학협력단 중심으로 총괄 조정할수

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촉법이라 함)>이 2003년

있도록 산촉법 시행령 제26조를 개정하였다. 또

<그림 4-1-13> 산학협력단 역할 다양화

기술이전
일자리창출
인력양성

국가경쟁력
제고

대학재정기여

수익창출 기반
대학/국가경쟁력 기여(-15년)
성과확산 정책 전환(-10년)
연구개발 정책 위주(-06년)

연구중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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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4> 연도별 산학협력단 활동 규모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

(백만원)

기술이전수입

2,500

60,000

2,000
37,820
1,500
27,752
951

1,000

1,221
587
500

0

6,184

50,000

1,806

40,000

1,461

30,000

1,291

20,000

16,415
10,000

9,033

6,323

243
2004

563

29,981

48,1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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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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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국가 R&D 과

현황을 포함시킨 바 있다. 산학협력 전문가 육성을

제에 대한 성과평가시스템 기본 전략을 수립하였

위해 관련 민간자격을 신설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고, R&BD 단계별 활동 유형에 상응하는 성과지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과

표 산출을 위해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을 개정

동시에 질이 높은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증

(2012.4)하였다. 아울러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연

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인증프로그램 및 이

구개발기획, 기술마케팅, 기술창업 지원 등의 기

수자의 경력관리를 위해 DB도 구축할 계획이다.

능이 강화되도록 산학협력단 조직을 재설계하도
록 하였다.

(다) 산학협력단 재원의 다양화 및 비용절감 추진

대학별 자체 산학협력 기반조성을 위해 자체 연구
(나) 산학협력단 지위 및 전문성 제고

진흥, 기술창업(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 학교기

산학협력단을 ‘대학의 부설기구에서 대학 내 주요

업·기술지주회사) 등에 간접비를 투자할 수 있도

기구’로 재정립하여 대학의 교무·기획 등 본부기

록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

능과 유기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위상을 높이도록

정·시행하였다(2012.7). 또한 산학협력 관련 세

하였다. 또한 산학협력단이 교내·외 연구관리의

제개편 및 운영비용 절감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일원화 및 연구성과 사업화로 직결될 수 있도록 조
직을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단에 정규직

(4) 항후 개선방향

채용을 독려하고 무기계약직 비중을 확대하도록

산학협력단은 대학과 별도의 법인격을 보유하고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의 평가지표’

있지만, 대학 내 하나의 기구로서의 측면도 지니

및 ‘연구비 중앙관리 평가지표’에 직원 및 전문가

고 있다. 이런 산학협력단의 이중적 성격에서 발생

194

4편 제4장 산학협력 및 창업·취업 지원

하는 문제점이 일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산촉법

전을 촉진하고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력을

개정을 통해 해결하여, 대학현장에서 산학협력이

확보하고 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였다.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특히 새로운 산학협력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고

개방형 혁신체제에서 대학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

용을 창출하고 대학의 재정 다변화에 기여하고자

짐에 따라, ‘대학-기업-정부’의 접점을 강화하여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육성 사업을 시행하였다.

산학협력단의 역할과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미국의 경우 1980년 바이-돌 법(Bayh-Dole

다양한 전문가의 영입 및 내부 직원의 역량 향상에

Act)을 제정·시행하면서 대학이 차지하는 특허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대학의 연구성과 활용이
촉발된 반면,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촉진법’, ‘산업

카. 대학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지원

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
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

(1) 추진배경

학의 경험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기술이전·사업

최근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원천이 되는

화 성과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였다. 따라서 대

지식기반 사회에서 새로운 지식 창출능력과 창의

학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조직인

적 인재가 집적된 대학은 학문적 지식의 창출과 공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육성사업이 기술이전·

유라는 전통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국가 경쟁력을

사업화 확대의 출발점이 되었다.

가질 수 있는 신기술과 지식 개발의 주체이자 공급

우리나라 대학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사업

자로의 역할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에 대학이

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6년 7월 국가균

기업의 R&D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대학

형발전위원회·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

과 기업 간 기술이전 촉진 및 사업화를 활성화시

부)·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가 커넥트 코리아

키기 위해 대학 내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을 육

(Connect Korea)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제1기

성·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이 보유한 우수기술이

대학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지원 사업이다. 이

사장되지 않고 산업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산학연

사업은 2006년부터 5년간 기술이전·사업화를 선

협력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보유기술의 직접

도적으로 추진할 18개 대학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허 발굴 및 관리, 기술이전 마케팅 등을 수행하

2)

는 고급인력 확보 및 기술이전 소요 비용 등에 대

(2) 추진경과

한 재정지원을 통해 산학협력 주체 간 교류 증진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은 2000

및 활용성 높은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대학 보유

년 제정된 「기술이전촉진법(2000.1.28)」을 기반으

기술, 지식재산권 등 연구성과의 정리 및 권리화

로 시작되었으며,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의 민간 이

지원과 교수·학생 등의 창업지원 등 연구결과의

2) 기술이전전담조직(TLO : Technology Licensing Office)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한 대학 및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술이전·사
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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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기술이전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기술이전 계약체

제2기 TLO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5개년 사업

결 건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공동으로 시

2010년도에는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가 커넥트코

작되었고 2012년부터는 교육과학기술부 단독으

리아 사업 이전인 2005년도 대비 156.9%의 큰 폭

로 30개 대학 TLO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으로 성장하였다. 기술이전 수입료 역시 2010년까

있다. 이 사업은 기술이전·사업화 역량이 우수하

지 높은 비율로 성장을 거듭하였으며, 2010년도는

고 R&D 규모가 크며 보유기술이 많은 대학의 경

2005년도 대비 498.1% 급성장하였다.

우에 독립형으로 22개를 운영하고, 기술이전·사

특히 대학 TLO 지원 사업을 통해 이루어진 대

업화 역량이 다소 떨어지는 대학들은 기술거래전

학 보유기술의 기업이전 건수 및 기술료 수입 역

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컨소시엄형으로 8

시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아래 표와 같이 2005

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체적인 TLO조직 구

년-2011년 연도별 기술이전 실적 현황을 살펴보

성 및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대학을 위

면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

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존 TLO와 유사한 역

여 2011년도는 2005년도 대비 140.5%의 큰 폭으

할을 수행하도록 E-TLO(External Technology

로 성장하였고, 기술이전 수입료 역시 2011년까지

Licensing Office) 제도를 시범 도입하여 20개 대

높은 비율로 성장을 거듭하여 2011년도는 2005년

학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도부터 확대 운영할

도 대비 562.7% 급성장하였다.

계획이다.

또한 대학 TLO 지원 사업을 통해 이루어진 TLO
의 전문인력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TLO 전

(3) 주요내용 및 성과

체인력의 증가와 함께 전문인력도 지속적인 증가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실적은 특허 출원·등록

추세에 있다. 아래 표와 같이 변리사, 기술거래사,

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

박사 등의 전문인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

고 있다. 아래 표와 같이 2005년-2010년 연도별

히 2011년도의 경우 TLO 전체인력 중에서 전문인

<표 4-1-37> 연도별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기술이전 계약체결(건)

587

563

951

1,221

1,291

1,508

기술이전 수입(백만 원)

6,323

9,033

16,415

27,752

29,981

37,820

<표 4-1-38> 대학 TLO 지원사업 연도별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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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2006~2010)

제2기

구분

2005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기술이전 계약체결(건)

467

314

507

578

679

693

1,123

기술이전 수입(백만 원)

5,678

6,436

11,839

18,108

20,499

24,885

37,630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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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9> 대학 TLO 연도별 전문인력 확보 현황
제1기(2006~2010)

구   분
총 인력 수
변호사,변리사
전문
인력 수

제2기

2006.7

2007.2

2008.2

2009.2

2010.10

2011.12

72

114

115

162

173

277

0

7

8

10

17

27

기술거래사

0

8

19

26

27

58

기술가치평가사

0

0

15

23

41

38

박사학위자

0

0

0

21

13

17

소 계

0

15

42

80

98

140

력의 비중이 50.5%를 차지하고 있다.

타.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4) 향후과제

(1) 추진배경 및 경과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실적은 아직

우리나라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제도는 대학

까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으로 대학 TLO

에서 개발된 기술의 직접 사업화를 통해 대학 연

지원 사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기술이전·

구성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

사업화 전담인력(평균)에 있어서 한국은 3.26명인

여 대학이 교육과 연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반면 미국은 6.03명, 일본은 6.4명이고, 연간 기술

를 만들고자 도입되었다. 이를 위해 2007년 8월

이전 건수에 있어서 한국은 1,576건인 반면 미국

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은 4,565건, 일본은 1,681건이며, 연간 기술료 수

에 산학협력단이 주식회사 형태의 ‘산학협력기술

입에 있어서 한국은 39.5백만달러인 반면 미국은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1,757백만달러이고, 연간 기술이전율에 있어서 한

특히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대학의 직접사업

국 13.8%인 반면 미국은 25.6%, 일본 18.1%이다.

운영에 따른 위험요인 부담이 경감되어, 대학이 직

향후에는 대학 TLO의 역량에 따라 성장단계별

접 기업경영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채무에 대한 연

(신생형, 성장형, 선도형)로 유형화하고 맞춤형 지

대책임,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책임법상

원을 통해 TLO의 역량을 강화하여 기술이전·사

의 제조자 책임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기업 활동을

업화가 더욱 촉진되도록 지원규모를 연차적으로

통한 수익을 비교적 융통성 있게 확보하게 되었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재정지원을 통한 육성’에

2008년에 제1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인 ‘한양

서 ‘자립능력 개선’으로 전략을 전환하여 TLO의 재

대학교 기술지주회사(주)’가 설립된 이래, 2012년

정구조를 이익창출(기술료 수입)을 통한 자립형으

9월 현재 총 23개 기술지주회사가 설립인가 되었

로 전환을 유도하고 일정요건에 따른 졸업제도를

고, 기술지주회사는 106개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도입할 계획이다.

운영함으로써 국가 신성장동력 발굴, 지역 경제 활
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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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지주회사 제도개선

하기 위해 대학 산학협력단 보유기술 사업화 지원

2011년 7월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기

2012년에는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를 더욱 활

술출자 의무비율을 50%에서 30%로 완화하여 설

성화시키기 위해 여러 제도의 개선·보완을 추진

립·운영 부담을 줄였고,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

마련하여 설립·운영 초기 재정적 부담을 덜게 하

정을 개정하여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총액의 5%

는 등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이 활

범위 안에서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등 기술창

성화되도록 하였다.

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

2011년부터 기술기반형 학교기업이 적극적으로

고, 대학의 기술지주회사를 비롯한 창업·벤처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경영위

업 투자를 위해 모태펀드3) 내에 대학전용펀드를 신

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기술지주회사(자회사)로의

설하였으며, 산학연협력연구 비중과 필요성 급증

전환을 유도하고 대학 연구 성과물의 직접 사업화

으로 협력연구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수

및 기 설립된 기술지주회사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

익 분배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어 ‘산학연 협력

<표 4-1-40>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지주회사 설립건수

3

5

5

3

7

23

자회사 설립건수

3

11

26

30

36

106

① 대학 보유기술 직접 사업화 지원사업 현황
•사업 추진 역량·계획, 성공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기업 전환, 기술지주회사 설립 대학을 선정·지원
구분

개념

지원수

지원액

학교기업 전환

학교기업을 기술지주회사(자회사)로 전환 소요경비 지원

1개 대학

2억원

기술지주회사 설립준비,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3개 대학

4.5억원

기술출자비용

2개 대학

2.2억원

5개

8.7억원

기술지주
회사 설립
기술출자
합계

②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사업화 확산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건수(누적) : 2008년 3건 → 2012년 21건
•자회사 설립 건수(누적) : 2008년 3개 → 2012년 76개

3) 정부기금과 예산으로 조성하여 중소·벤처기업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하는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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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4~1.6
억원
1억~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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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

(2) 추진경과

의 교수·학생이 창업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립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절차 등에 대한 가이

(2005.10)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방안’의 일

드라인 마련,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환으로 산학연 공동연구연구법인 설립에 관하여

설립계획서 작성요령 등을 매뉴얼로 제작하여 배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개방형혁신 촉진

포하였으며 후속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여러 대학

을 위한 산학연 협력 선진화 방안(2010)’이 마련

들에게 파편적으로 전달되어 왔던 정보들이 보다

되었고,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지원사업 기획연구

종합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향후에는 그간 설립

(2010)’ 등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1년

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경영현황을 분석하

에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지원 사업이 태동하게 되

고 우수사례의 도출을 통해 기술지주회사의 제도

었다. 정부는 2011년 사업화 기획비로 5억원을 지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

원하였고, 2012년에는 사업비를 15억원으로 확대

사 제도의 활성화 및 성과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하여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

대통령에게

보고

이고 있다.

파. 산학연공동연구법인
(3) 사업개요
(1) 추진배경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은 기술 보유기관인 대학·출

국내 대다수 중소·중견기업들은 3~4년 후의 주

연(연)과 기술의 사용자인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력제품 발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핵심 원

연구개발전문회사를 말한다. 이는 대학·출연(연)

천기술 확보와 중장기 R&D 투자여력 부족으로 어

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기업이 참여하

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학이나 출연(연)이 보유

는 것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사업비를 바로

한 기술을 기반으로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수익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약 6개월이 소요되는 행

창출형 제품이나 신산업을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정소요기간을 거쳐 공동연구법인이 설립된 후 공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R&D과제 기반의 산학

동연구법인에 후속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는 점이

연 공동연구는 ‘기업수요 반영 미흡’, ‘참여주체의

다른 사업과 차별되는 특성이다.

책무성 부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등의 문제로

기존의 공동연구는 기업의수요 반영이 어렵고, 지

R&D 투자에 비해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성과

식재산권 소유 분쟁 등으로 성과 ㅊ아출에 제약을

가 미흡하므로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

받는 반면, 기업과 함께 설립한 연구법인이 주도하

일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

는 견구개발은 지식재산권 소유와 성과 배분을 명

었다. 즉, 산학연이 공동으로 연구법인을 설립하

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대학·연구소가 연

여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직접 사업화를 견인하고

구개발을 통해 산출한 연구성과만으로는 제품 또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

는 서비스로 사업화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공동

성화 및 대학의 수익증대에 기여할 필요성이 커지

연구법인을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게 된 것이다.

하는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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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절차

제 중 상용화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최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지원 사업은 크게 1단계 사업

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추가 연구개발 및 사업화

화 기획과 2단계 후속연구개발(R&BD)로 이루어

등을 추진하게 된다.

진다. 1단계는 대학 등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
한 타당성 검증을 통해 후보과제를 선정하고, 이

(5)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과제에 대하여 사업화 기획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

상용화에 성공하였거나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판

화 기획에는 적용분야(제품, 서비스 등) 도출, 기

단되는 경우 민간 주도의 독립적 기업으로 전환

술 로드맵 및 연구개발 계획, 법인 운영계획(연구

된다. 평가결과 단독으로 사업화를 추진하기 곤란

인력, 시설·장비, 자금 등 확보 방안) 등을 제시하

하거나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그 동안의 연구

되 참여 기업들과의 투자약정, 참여 주체간의 공동

성과물은 국내외 민간 기업에 기술이전 또는 매각

연구 및 상용화 협약도 포함된다. 2단계는 후보과

도 가능하다.

<표 4-1-41>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지원 사업 추진 절차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대학(산학협력단), 출연(연) → 교과부(연구재단)
·공동연구법인 설립·운영계획 등 제출

↓
1단계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심층 검증

(기획)

타당성 검증

·사업계획서 중 10개 내외 선정

↓
보완 기획

·타당성이 검증된 10개 내외의 계획서 대상
·법인 설립·운영계획 상세설계

▼
지원대상 선정

·정부지원 대상 선정(年 2개 내외)
·기획보고서 및 투자약정서 등을 토대로 평가

↓
공동연구법인 설립
2단계
(R&BD)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설립(약 6개월이내)
·법인 등기, 연구인력 및 공간 등 확보

↓
정부연구개발비 지원

·사업비 : 공동연구법인당 연간 5억원 내외
·사업기간 : 5년 이내(3+2년)

↓
사업성과 평가 및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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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5>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체계

정부지원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독자 사업화 가능
성과평가

민간주도의 독립기업

독자 사업화 불가능
법인
청산

기술이전, 매각 가능
기업 등에 기술이전, 매각
기술이전, 매각 불가능
원천기술 원소유기관에 귀속

(6) 향후 개선방향

첫째, 2012년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을 통한 후속연구개발은 사업

선정된 기존 51개교를 더 늘리고, 각 대학별 평

화 기획 과제로 선정된 10개 내외 과제 중 2개 과

균 재정 지원 규모도 교당 평균 33억 원에서 더

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 등이 보유

욱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대학 연구성과의 기술

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계

이전·사업화가 적극적이고 원활히 이루어 질 수

등의 전문가 활용 및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해 정

있도록 각종 연구성과가 축적된 대학에 대해 지원

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하는 R&BD에 특화된 성과확산형산학협력 지원사
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지역대학을 중
심으로 제2의 창업 붐(boom)을 조성하기 위한 창

3. 향후 과제

업교육 및 창업문화 확산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다양한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2012년부터 기존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광

산업체와 대학생의 현장실습 교육에 대한 수요 매

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지역거점연구

칭을 지원하며 전국 대학생 취업정보 DB 구축 및

단지원사업이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기업정보 연계 등 체계적 취업지원 허브 구축을 위

통합됨에 따라 좀 더 체계적인 산학협력 지원체

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제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2013년부터는 지역산업
에 특성화된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지역대학의 경
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
업을 지역대학 육성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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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 양성을 최우선으로 하

제2절

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매
우 크다.

대학생 창업 지원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정(’97년) 이후 중기청 등 관계부처에서 창
업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1. 정책 추진배경 및 도입경과

한 결과, 벤처 1세대가 경험했던 열악했던 상황보
다는 창업을 위한 주변 환경은 확실히 나아졌다.

가. 정책 추진 배경

하지만 외형적 성과에 치중한 탓에 창업의 핵심이
라고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창업교

미래경제의 핵심 화두로 청년 창업이 대두되고 있

육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창업강좌가 개

다.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 단순한 취업 지원만

설된 경우에도 일반교양수준에 머무르는 등 창업

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교육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창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창업

업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기업설립을 지원하는

을 고용창출과 혁신의 핵심원천으로 인식하여 창

하드웨어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가마인드

업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

를 갖춘 인재 양성이라는 창업교육에 초점을 둠으

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정책을 보면,

로써 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창업을 선도해야 한다.

기업가마인드(Entrepreneurship)로 무장한 창조

한편 우리나라는 창업에 따른 위험이 체계적으

<그림 4-2-1> 청년 창업생태계 현황

<정책목표 : 지속가능한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
관계부처

지경부
중기청

지원정책
•홍보마케팅지원
•엔젤투자지원

창업기업
성장

•창업보육센터 입주
•창업자금지원

중기청

•기술이전·시제품제작
창업자 보육
•창업교육·창업동아리 확대
우수인재선발

교과부

대학사회 전반의 창업교육·문화조성

•학생·교사·학부모 창업 교육
•창업 경진대회/포럼
•창업교육센터 설치
•대학전용 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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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단계별 정부지원 내용
창업보육 전 단계
(Pre-incubation)

단계
내용

창업교육 강화

대학 창업인프라 지원

•창업교육센터 설치
세부
지원
방안

창업후 보육단계
(Post-BI)

창업보육 지원

창업후 보육 지원

•창업보육센터

   (LINC대학)

•취업률에 창업률 포함(정보공시)

•창업자금 지원

•전국포럼/경진대회

•민간 창업 교육기부

•창업홍보

•강좌확대/동아리지원

•대학전용펀드/적립금 활용

•시제품 제작

•중·고등학생 교육
주요
부처

창업보육 단계
(BI)

•마케팅지원

•공간제공(TP 등)
•홍보·마케팅 지원
(글로벌 시장 겨냥)
•엔젤투자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금융위 등

중소기업청, 금융위 등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타부처

타부처

로 관리되지 못해 청년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창

회 간 “창업교육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업 붐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패사례를 소중

하였고, 2012년 2~3월 권역별 창업관계자 간담회

한 자산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창업 문화 조성이

(장관 주재)를 실시한 후, 2012년 3월 대학 창업교

필요한 시점이다.

육 및 창업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상황인식을 토대로

또한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2012년 5월29일 서울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문화 활성화 방안”(2011.12

대학교 문화관에서 대학생 등 1,800여 명이 참석

월)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준비된 창업가” 육성을

한 가운데 “2012 대한민국 학생창업 페스티벌”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부처

개최하였다.

간 역할분담 및 차별화를 통해 창업교육에서 창업
기업성장까지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청년창업 선
순환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및 성과

나. 도입 경과

가. 대학의 창업지원체제 구축

2011년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문화 활성화를 위해

(1) 산학협력을 통한 창업촉진

창업전문가회의(5회), 정책토론회(장관주재, 2회)

그동안 다양한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통해 산업체

등으로 현장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으며, 2011년 12

맞춤형 인력양성, 산·학공동 R&D 확대, 대학보

월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문화 활성화 방안”을

유기술(특허)의 사업화 추진 등에서는 가시적인

마련하였다. 2012년 3월 선정된 산학협력 선도대

성과를 거둔 반면, 대학의 창업교육 지원 및 창업

학 내 “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하여 대학 창업관련

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은 미흡하였다. 이에 2012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였다. 2012년 2

년부터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산학협력선도대학

월 교과부-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벤처기업협

(LINC)사업에서는 지식기반 사회에 걸맞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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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연구의 혁신에 기반을 둔 창업 등을 통해 산

수·학생창업의 경우 기술력은 높으나 마케팅 능

업 발전을 선도하는 적극적인 산학협력을 유도하

력부족 등 경영상 미숙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여 대학 및 사회 전반의 창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발생하고 있다.

창업교육 체제 구축을 꾀하고 있다.

이에 경영자문, 운영 자금 등의 지원을 받아 성

2012년도에 선정된 61개 LINC대학(전문대 10

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지주회사의 자회

개교 포함)에서는 산학협력 유형에 따른 특성화·

사 범위에 교수·학생의 교내 창업기업을 추가하

체계화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교수업적평가에

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창업실적 반영 및 창업 관련학과를 개설하는 등

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자회사로

대학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장중심형

할 수 있는 회사), 2012.1.26)

창업교육이 가능하도록 산학협력중점교수(2012

이 외에도 대학의 간접비 중 일부를 기술창업에

년 2,000명 채용 목표) 중 창업경력자를 다수 임용

투자할 수 있게 되었으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

할 계획이다. 특히 산학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리 등에 관한 규정, 2012.7.1일 시행), 대학 적립

위해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교내 창업 및 취업을 총

금도 10분의 1한도 내에서 대학 소속 교원 및 학

괄하도록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

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

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제20조, 2012.1.26)했다.

처기업에 대해 투자가 가능(사립학교법 제32조의
2, 2011.7.25)하게 되었다. 중기청 모태펀드 내 대

(2)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

학의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지원 대상으로 하

기술지주회사 등 대학 내 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해

는 “대학창업펀드”가 설치(2012.2월)되어 대학이

서는 연구개발, 시설, 경영관리, 영업 등을 위한 초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할 수 있는 길이 많

기자본이 필수 요소인데, 투자회수에 대한 불확실

이 열렸다.

성으로 외부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교

<표 4-2-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개정안

제26조 (산학협력단의 업무)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

제20조 (산학협력단의 업무)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학협력단은 산

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학협력단은 산

학협력단의 연구원 및 직원의 인원수와 산학협력단 사무소의 위

학협력단의 연구원 및 직원의 인원수와 산학협력단 사무소의 위

치 등을 고려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호부터 제8호

치 등을 고려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8호부터 제11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학협력단의 업무

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학협력단의 업무로

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1. 대학내 산학연 협력 총괄 기획·조정

《신 설》

  2. 산업교원 및 학생의 교내 창업 지원

《신 설》

  3. 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 지원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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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가마인드(Entrepreneurship) 및
창업교육 강화

< 창업교육센터 교육 모델(예시) >
•학년별 창업교육의 커리큘럼 작성, 교육프로그램

(1) 중·고등학교 창업교육 강화
현재 중등단계의 창업교육은 중기청에서 추진하
고 있는 특성화고 대상 비즈쿨(Bizcool, 2012년
124개교)이 유일하다. 우수한 창업인재를 육성하

개발 등 총체적 관리·지원
•기업가로서의 태도, 혁신 마인드, 창조적 사고 등
핵심역량 Building
•기업가로서의 Career Path를 설계할 수 있도록
멘토링 및 컨설팅 제공 등

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창업을
진로의 하나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하
고, 이에 중고등학교 단계 선택과목인 “진로와직
업” 교재(스마트 북 형태)에 기업가마인드 함양을
위한 창업부분을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현
장에서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연수를 통해 창업 필요성, 창업마인드를 우선 심어
줌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 창업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예시) >
•(창업강좌) 정규과목으로 창업강좌 개설(지재권 관
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 대학생 창업캠프 등 다양
하게 운영)
•(기업 연계 캡스톤디자인) 기업과 연계한 캡스톤 디
자인 과정 운영을 통해 창업으로 연계
•(창업실습)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등 현장중심형
교육과정에 창업실습 내용을 포함하여 창업 체험기
회 확대

(2) 대학 정규과목으로 창업교육 강화
그동안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은 부족한 편이었고,

또한 학생창업 시 현장실습 학점인정이나 창업

강좌가 개설된 경우에도 CEO중심의 현장중심사

휴학제 등을 도입한 대학사례를 공유하여 창업으

례나 일반교양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낮다. 현

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고 있다.

재 추진되고 있는 창업교육사업은 창업경영, 벤
처비즈니스, 인터넷창업 등 일반적 사항으로 전

국내사례 : (인덕대)창업동아리활동 학점인정, (순천향

공별, 수준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학기 단기

대)중소기업진흥공단 현장실습학점인정, (전

간 사업으로 심도있는 창업교육에는 한계가 있다

주비전대)창조캠퍼스사업 학점인정 등

고 평가되고 있다.
예비창업자인 학생들이 재학 중 체계적 창업교

(KAIST) 일반휴학기간은 최장2년,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최대 4학기 연장 가능
외국사례 : (칭화대)4학년 1년간 해외창업파견, 학점인정

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61
개교)에 “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하여 대학 1,2학년
때 기업가마인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전공별·단

다. 사회적 창업분위기 조성

계별 특성을 반영하는 창업교육을 확대한다. 또한
사업아이템 발굴부터 시장조사, 사업계획서 작성,

(1) 학생의 창업관심 제고

사업자등록까지 실제 창업을 체험할 수 있는 실전

2011년 3월 23일부터 3일간 “MIT 국제청년창업

창업교육프로그램도 포함된다.

워크숍”이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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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대학 유사운영사례 >
•(Syracuse, Babson) Student Start-up Accelerator 프로그램 운영
<1학기>
What’s the Big Idea?

<2학기>
Idea2Startup

<3학기>
실제 창업

-창업아이디어발굴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시장조사,아이템 도출

-학내펀드지원자격부여

-학교펀드지원 또는 벤처투자 창업

•(고려대·이화여대) 캠퍼스 CEO 프로그램 운영
- 창업실전과정(학점인정)운영, 운영비용 대학지원·기업후원 병행, 벤처캐피털 투자 연계

MIT 공대학생들이 주관하는 행사로, 매년 한차례

미웨일스), 창업교육 활성화 워크숍, 학생창업 챔

씩 개최국을 달리해 열고 있는데, 작년에는 교과

피언십 경진대회, 기자간담회가 있었다.

부와 중기청 후원으로 서울대 창업동아리 학생벤

2012 대한민국 학생창업 페스티벌 행사 시 길잡

처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최해 학생들의 도전의

이형태의 “꿈꾸는 창업 다이어리”를 제작하여 제

식을 고취시켰다.

공함으로써 범부처·지자체별로 지원되고 있는

2012년 5월29일에는 서울대 문화관에서 도전적

창업 정보를 분야별·단계별로 손쉽게 찾아볼 수

이고 창의적인 학생 창업문화와 창업분위기 조성

있도록 하였고, 한국연구재단 또는 전국 학생창업

을 위한 전국 규모의 “2012 대한민국 학생창업 페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eBook형태로 제공하고 있

스티벌(2012 Korea Student Startup Festival)”

다. 특히 창업 다이어리 표지를 대학 창업동아리

이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학생 창업동아리연합체

가 디자인함으로써, 학생중심의 페스티벌이라는

인 전국학생창업네트워크(SSN: Student Startup

의미를 더할 수 있었다.

Network)와 공동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 한국청

교과부에서는 청년창업의 핵심주체인 대학생들

년기업가정신재단, 벤처기업협회, 서울대 산학협
력단이 주관하여 1,500여명의 학생, 선배성공창업
가(70여명), 대학 관계자(200여명)가 함께하는 학
생 중심의 교류의 장이 펼쳐졌다.
세부프로그램으로는 전국학생창업네트워크 출
정식, 멘토-멘티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런치, 지
미 웨일스(Jimmy Wales) 창업특강, 창업공감 토
크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 되었다.
부대행사로는 매일경제신문사 주관의 창업좌담
회(교과부 장관, 홍국선 페스티벌 추진위원장,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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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스로 주최하고 창업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

연협력 EXPO를 통해서 우수창업사례를 발굴하

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창의성과 도전

여 교과부장관상 수여와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정신을 갖춘 준비된 창업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

(Epc), 엔젤투자자설명회, 네트워크 파티, 창업부

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 전시 등 대학창업관(Student Startup Valley)

대학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배출된 창업성공사

을 운영하였다.

례 발표, 창업인사 특강, 토크콘서트 형식의 권역
별 로드쇼를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업가마인

(2) 대학차원의 창업관심 제고

드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창업관심도를 증가시키

2012년 11월, 대학에서 1년간 개설한 창업 강화

고, 정기적 포럼을 개최하여 전국의 창업에 관심

현황을 대학정보공시와 연계함으로써, 대학 스스

있는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공유할 수 있

로 학생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12년부

는 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2년 11월 산학

터 취업률에 1인창업자와 프리랜서 등을 산입하여

<표 4-2-3> 2012년 U-Startup Contest 수상자
시상구분

상훈

대표자명

소속

내용요약

비고

‘반려동물의 마음을 두드리다ʼ를 의미로 ‘친환경 강아지 사
대상

국무총리상

오종석

펫톡
(인천대학교)

료ʼ 특허, 펫톡애견카페를 통한 사료 홍보 전략 등이 특징

우수 대학

인천대학교 예비창업지원으로 화성시 서신면에 펫톡 반건

창업기업

조 사료 공장 공사 중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상

유준선

포항공과
대학교

최우수상
매일경제신문
회장상

라하나

교육과학
기술부

이승택

장관상
교육과학
우수상

기술부

회장상

(한밭대학교)
서령
고등학교
제이브로

이진호

장관상
매일경제신문

다조인

미디어
(연세대학교)

정용은

노정경

위습소프트
(한양대학교)

개인사업자

교육과학
특별상

교육 창업

성을 느끼고 개발한 교육용 영어 블록 위츠(WITZ)

아이디어

1인창업기업 및 여성기업으로 전기공사 시공 시 다양한 굵
기와 여러개의 전선의 결선작업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공구
인 ‘전섬꼬임장치ʼ 제조 및 공급
교육 주체들(학생, 교사, 학부모)간 소통의 위기 및 학생 생
활지도상의 문제점등을 배경으로 소통의 문화조성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Edu-talkʼ

우수 대학
창업기업
교육 창업
아이디어

소비자가 올바르고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트렌드와
정보를 제공하며, 전문가가 골라준 제품을 체험한 뒤 제

우수 대학

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브스크립션 커머스ʼ 제작

창업기업

및 운영
모바일 게임 엔진(앱스토어 전체 1위, T tmxhdj cncjsdoq,
bada 삼성앱스 1위<당시 카카오톡 2위>, 삼성전자 bada 모
바일 앱 공모전 3위)

우수 대학
창업기업

일반적인 연산법+주산식방법+인도베다수학+수를 분해 및

교육 창업

조합하여 연산도 사고력, 창의적으로 접근

아이디어

최근 창업지원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창업지원을 받은 후 실

기술부
장관상

실용적인 영어 실력이 떨어지게 되는 영어교육에 대한 심각

조충환

개인사업자

제 창업을 하지 않으나 본 신청자는 다소 적은 금액에도 불
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창업에 도전하였고 실패후에도 계

재기사례

속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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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2011년 학생의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대학정보공시)
(단위 : 건, 명)

창업 강좌 현황
구분

전체(124개)
국공립(26개)
설립
사립(98개)
수도권(38개)
소재지
비수도권(86개)

창업 동아리 현황

강좌수

이수자수

동아리수

동아리
참여인원수

1,797

123,554

1,031

12,105

(14.5)

(996.4)

(8.3)

(97.6)

321

22403

315

3,011

(12.3)

(861.7)

(12.1)

(115.8)

1,476

101,151

716

9,094

(15.1)

(1,032.2)

(7.3)

(92.8)

580

49,483

141

2,167

(15.3)

(1,302.2)

(3.7)

(57.0)

1,217

74,071

890

9,938

(14.2)

(861.3)

(10.3)

(115.6)

* ( )는 대학당 평균값
* ʼ11년 대학의 창업강좌는 전국 124개 대학이 평균 14.5개 강좌를 개설하여 996.4명이 이수한 것으로 나타남.
* 국·공립대학은 창업강좌를 대학당 12.3개 개설하여 861.7명이 이수하였으며, 사립대학(15.1 강좌, 1,033.2명이수)보다 낮게 나타남
* 수도권대학(15.3강좌, 1,032.2명)이 비수도권대학(14.2강좌, 861.3명)보다 창업강좌가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남.

<표 4-2-5> 학생창업문화로드쇼(창업지락) 개최현황
구분
주제

5월 29일

9월 7일

9월 25일

꿈꾸는 대학생 여러분

Think outside

미래를 창업으로

의 꿈을 응원합니다.

the box

디자인하라

창업특강(지미웨일스)
프로그램

학생창업경연
토크콘서트
학생창업 챔피언십

권역
홍보현황
주관

10월 10일

11월 14일

열린세상

창업 한바탕
창업청춘이고함

대학별 홍보부스

대학별 홍보부스

글로벌 CEO특강

우수동아리전시

창업퀴즈쇼

투자경매쇼

멘토링네트워킹

디딤돌 멘토링

창업투자쇼

1인창업거리

아이디어마켓 전시회

창업특강

실전마케팅

현장리크루트

창업골든벨

디딤돌 멘토링

아이디어피치

전국대학

수도·강원권

호남·제주권

동남·대경권

중부권

(1,800여명)

(21개교, 350여명)

(21개교, 500여명)

(12개교, 420여명)

(15개교, 600여명)

지면 19, 기고 6,

지면 5, 온라인 14

dhsfkdls 9

지면 4, 온라인 5

방송 4, 온라인 68

SNS 343

SNS 42

방송 3

교과부, SSN

연세대학교, SSN

조선대학교, SSN

울산대학교, SSN

지면 1, 온라인 5
한밭대학교, SSN

대학의 자발적인 창업지원 노력을 하도록 제도개

(3) 창업교육센터 역량강화

선을 하였다.

대학 창업교육의 총괄 전담기관인 ‘창업교육센터ʼ 역

2012년3월에 선정된 산학협력 선도대학 선정평

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센터의 기능·

가에도 창업지표(창업교육, 공간지원, 재정지원,

역할 등 공통 기준을 담은 창업교육센터 운영지침

전담인력 각 25%)를 반영하여 대학의 학생에 대한

(5월)을 마련하여 대학에 제시하였고, 대학은 이

창업지원을 유도하려고 노력하였다.

를 토대로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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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련·운영토록 하여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유

해를 결산한다. 전국 50개 대학의 50개팀 250여

도하였다.

명의 학생이 출전하여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경합

대학은 창업교육 센터장 임명 등 센터 설치

을 펼친 학생창업 챔피언십 경진대회 결승전, 창업

(ʼ12.6월)를 조속히 완료하고 대학간 창업교육 관

경험을 나누는 학생창업포럼, 창업에 성공한 선배

련 상호 협력을 위한 자율 협의체인 “창업교육센

창업가의 부스 전시 등 다채로운 창업문화 행사가

터 협의회”(ʼ12.6월)를 구성하여 창업교원 교육 프

펼쳐질 계획이다.

로그램 개발·운영과 같은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3. 향후 과제
교과부는 대학이 다양한 창업 강좌를 개설·운영
할수 있도록 교육과정개발, 교과목 운영방법 등 창
업교육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더불
어 창업전담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 교육체제를 창
업교육 친화형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학 창업교
육 로드맵」을 수립중에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조
하여 창업교육 활성화 및 창업문화 행사 공동 추
진 등 시너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창업정책을 추
진할 계획이다.
전국적인 학생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
력으로, 지난 5월에 개최된 “2012 대한민국 학생
창업 페스티벌”을 시발점으로 전국 단위의 창업로
드쇼 및 창업 멘토링이 연중 지속될 것이다. 학생
들의 창업성공사례, 연사특강, 토크쇼, 멘토링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대학학생들의 눈높
이에 맞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여 지속적
인 창업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2012년 10월말에 개최되는 산학연협력 EXPO
는 학생창업을 주요 이슈로 삼아 학생창업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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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전문대학의
직업기술교육 강화

그러나 여전히 한국경제는 전문대학이 양성하
고 있는 중견 전문기술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
며, 특히 중기업 및 소기업에서는 당장 투입 가능
한 숙련된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반면, 대학 졸업자들은 괜찮은 일자리
를 찾아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의 이면에는 그동안 전문대학의 교육이 사회경제
적 변화 및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못한 데서 오는 내재적 한계와 국민들 및 기업들
이 학위의 수준으로 인재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관

가. 정책 추진 배경

행이 여전히 뿌리 깊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
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전문대학은 1979년 학제 도입 이래 고등교육법에

전문대학 직업기술교육 강화정책은 이러한 현

의해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최고 수준의 고등직

상 및 과제를 깊이 인식하여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업교육기관으로 성장하였다. 한국경제는 유래 없

능력과 열정을 갖춘 우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전

는 고도성장을 경험했고, 최근에는 G20 정상회의

문대학 교육의 내용을 보다 사회경제적으로 적합

를 개최하는 등 많은 경제적 발전이 있었다. 이러

성 있게 개선하고 교육의 수준도 첨단기술의 급속

한 성과 뒤에는 산업현장에서 제 몫을 다하고 있는

한 진화에 맞추어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그 목적과

전문대학 출신의 우수한 기술인력이 있었다는 사

필요성이 있을 것이며, 전문대학이 스스로 내재적

실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역량 및 자원을 자신의 강점분야 및 특성화 분야

반면 한국경제가 성장하면서 전통적인 성장 산

에 집중하여 경쟁력 있는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업이었던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으로, 이행

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데 그 배

등 산업구조가 다변화 되어가고 있으며, 정보통신

경이 있다 할 것이다.

및 글로벌화로 인해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의
수준이 고도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학문분야 간 융

나. 도입 경과

복합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과
기술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루어지고 있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자율성을 기반으

는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사회적 적합성 및 타당성

로 한 교육성과 창출 중심의 전문대학 교육체제 구

은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으며, 학령인구 대부분

축을 통해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

이 고등교육으로 진학하는 고등교육의 보편화 현

정지원사업으로, 2008년 ‘직업교육을 잘하는 전문

상은 4년제 일반대학 학위 선호현상을 부추기고,

대학을 육성하여 전문대학의 취업역량을 제고’ 한

상대적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등

다는 추진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어 2012년 5년차

전문대학은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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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2008년부터

성 높은 실무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경제발전

2009년까지는 단일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기존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

이 사업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전문대학 특성화

여건과 성과가 우수한 경쟁력 있는 전문대학을 선

추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며, 대학정보공시제에 따

대학 대표브랜드사업이 도입되었으며, 또한 2011년

라 공개된 각 대학의 정량지표를 활용하여 사전에

에는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선정방법과 연계하여 평

구성된 산식(Formula)을 적용함으로써 평가과정

가를 하고, 교육역량 강화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

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는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지정·운영사업’

교육역량 강화사업 선정을 위한 성과포뮬러 지

이 도입됨에 따라 세 가지 정책을 포함하는 종합적

표와 재원을 배분하기 위한 재원배분 포뮬러는 매

사업 성격을 갖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년 제기되는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타당성과

WCC 육성 정책은 2011년 ‘세계적 수준의 직업

객관성을 높여가고 있으며, 대학의 특성이나 여건

교육 전문대학 육성연구’를 바탕으로 동년 4월에

을 고려하기 어려운 정량지표 적용의 한계를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8월까지 현장설명회 및 단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계별 평가 및 산업체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2011

2012년 교육역량 우수대학은 취업률, 정원 내

년 9월1일 최초로 WCC 7개교를 발표하였으며, 금

재학생 충원율, 산학협력 역량지수 등 전문대학

년도는 정책추진 2년차로 WCC 4개교를 추가 선

의 교육여건과 성과를 나타내는 8개 핵심지표로

정하였다.

구성된 공식에 의해 획득한 점수와 감사원·교과
부 감사 결과 및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의 노
력 등의 가감점을 반영하여 지원대학 순위를 결

2. 주요 내용 및 성과

정하였다.
선정대학의 지원액 배분은 성과포뮬러 점수와

가.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대학의 재학생수를 반영한 공식(재원배분 포뮬러)
에 의해 결정하며, 배분된 재원은 각 대학이 자체

(1) 지원대상 대학 선정 및 재원 배분 방식

발전전략에 따라 학생 취업지원 프로그램, 산학협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전문대학의 직업

력,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교육과정 개편 등 대학

교육역량을 강화시켜 직업기초능력과 현장적합

의 취업 및 교육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 대학

<표 4-3-1> 성과지표 포뮬러
성과지표(50%)

여건지표(50%)

구분

취업률
지수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산학협력역량지수

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학점관리지수

등록금
부담 완화지수

반영비율

25%

15%

10%

10%

20%

1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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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율적으로 집행한다.

원에 연계하고 평가결과를 대학에 환류시키는 방
식으로 사업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추진체계 및 사
업관리

(3)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추진 실적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매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2008년 시범사업은 500억원의 재정지원규모로

공고 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사업을 위탁

시작하였지만 2009년 특성화사업과 누리(NURI)

하여 운영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협력대학 지원사업, 고등교육직업체제 혁신지원

자금 교부, 사업컨설팅, 사업성과 평가, 집행·관

사업 등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으로 통합

리 기능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운영 전 과

하여 규모가 확대되었고 2012년까지 1조 350억원

정을 모니터링하며 주요 사항은 사업관리위원회

을 지원하였다.

의 자문·심의를 받아 추진한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지원된 사업비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효율적

8,010억원은 교육역량우수대학사업에 6,334.06

운영을 위하여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관리

억원(79.1%), 대학 대표브랜드사업에 1,578.99억

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고, 대학 단위의 ‘교육

원(19.7%), WCC사업에 57.95억원(0.7%), 사업관

역량 강화사업 자체운영규정’의 제정 및 시행을 의

리운영비에 39억원(0.5%)이 집행되었다. 사업관

무화하였다.

리운영비 39억원을 제외한 7,971억원은 수도권 전

또한 대학 단위 사업에 대한 컨설팅·현장회계
점검·성과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재정지

문대학에서 2,564.39억원(32.2%), 비수도권 전문
대학에서 5,406.61억원(67.8%)이 집행되었다.

<그림 4-3-1>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추진 체계
사업 추진 체계

교육과학기술부
사업계획 확정 및 공고
사업 위탁

결과보고

포뮬러 지표값
관리

한국전문대학교교육협의회

사업관리
위원회

자문 심의

•사업관리위원회컨설팅단 운영
•지원대학 및 지원액 확정 교부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사업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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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2>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연도별 지원내역
(단위 : 억 원)

사업명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500

2,310

2,600

2,600

2,340

10,350

대학 단위에서 이루어진 교육역량우수대학사업

을 추진하였으며, 11개 대학(14.5%)에서 기술과 산

은 대학별로 다양한 세부사업을 개발하여 운영하

업의 융·복합화 추세에 맞추어 융·복합형 전문

였는데, 학생역량 강화(장학금지원, 글로벌인재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육성, 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 실험실습, 기자재 구

4년간 추진된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대한 전문대

입 및 교육환경개선 등)사업을 가장 중요시 하였으

학 현장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이하 5점 척도 기

며, 동 분야에 가장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9

준), 이 사업이 ‘전문대학 교육 경쟁력 및 교육의

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69.5%의 사업비를 집행

질 향상을 위해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하였고, 그 다음으로 취업역량 강화(취업지원, 산

(4.63점) 있으며, 고등교육 재정 전문가 집단에서

학협력 활성화 등)에 평균 23.6%의 사업비를 집행

도 사업의 필요성(4.65점)과 타당성(4.78점)이 매

하였으며, 조직역량 강화(교직원역량 개발 및 조

우 높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전문대학 현장에서

직관리시스템 체계화 등)에는 평균 2.7%, 기타 항

는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통하여 재학생 만족도가

목에 4.2% 투자를 하였다. 따라서 대학 단위에서

향상되었고 전문대학이 발전하였다는 긍정적 성

이루어진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전문대학 교육 및

과평가를 하고 있으며, 전문가 집단은 투자 대비

취업지원 역량 강화’라는 사업목표 지향아래 학생

성과가 우수한 효율성 있는 사업이라는 긍정적 성

교육과 취업지원에 집중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하

과평가를 하였다.

였음을 알 수 있다.
대학 대표브랜드사업은 대학별로 강점과 역량

(4)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성과

을 가진 비교우위 분야를 선정하여 각기 다양한 세
부사업을 운영하였다. 대학에서 선정한 브랜드 학

(가) 교육적 성과

과는 자연과학계열(간호·보건·의료 등) 학과가

재정지원을 통해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역량과 취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공학계열 학과, 인문사회계

업지원 역량’을 강화하여 전문대학 경쟁력을 높이

열 학과, 예체능계열 학과 순 이었다. 대학 단위에

고자 하는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성과를 투입-과

서 이루어진 대학 대표브랜드사업 내용은 대학이

정-산출이라는 고등교육 체제 모형을 활용하여

소재한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관련 전문 인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력을 양성하는 지역 연계형 프로그램이 많았고, 그

교육투입(여건) 향상 : 대학에서는 교육역량 강

다음으로는 글로벌 지향적 사업이 많았는데 2011

화사업을 통해 지원된 국비와 교비를 교육 운영

년의 경우, 18개 대학(23.7%)이 글로벌 관련 사업

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개선시키는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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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고등교육 체제 모형 기반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성과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투입
(여건)

최종결과
(파급효과)

재원투입
과정
(전환)

인적자원
물적자원

산출
(성과)

교육환경

전문대학 경쟁력 강화
산업발전에 기여
지역발전에 기여
고등교육발전에 기여

전환과정
교육과정운영

성과

학생지원활동

취업역량 강화

취업지원활동

직업교육역량 강화

사회 통합에 기여

산합협력활동

하여 교육여건을 제고하였다. 특히 2009년부터

라, 국고 외 ‘교비 및 교외 장학금’ 지급률도 상승

2011년까지 3년 동안 교육의 투입(여건)에 해당하

하여 학생의 생활 여건 개선 및 학습동기 유발 등

는 전임교원확보율(2.7%)과 교육비환원율(8.3%),

을 통한 교육성과 향상에 기여하였다.

장학금지급률(0.8%)은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향

실습수업이 50% 이상인 전문대학 교육과정 운

상되었다.

영에 필요한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및 교육시설 개

장학금 지급의 경우, 2009년에서 2010년까지 2

선을 위해 총 사업비의 37.2%가 투자되어 전문대

년간 국고 지원을 통하여 약 20만 6천명의 학생들

학 실습교육의 질을 향상시켰다.

에게 864억 원의 장학금이 지원되었을 뿐만 아니

전환(교육)과정의 질 향상 : 교육역량 강화사업

<그림 4-3-3>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으로 인한 교육여건 향상
전임교원확보율 향상

53.0%

53.9%

교육비환원율 향상

100.4%

장학금지급률 향상
103.3%

95.0%
13.2%

51.2%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2010년

※ 출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2012),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성과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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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009년

13.3%

2010년

14.0%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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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교육환경 개선 투자비(2008-2010)

(단위 : 억원)

3500
2968.5

3000
2500
2000
1500
850.9

1000
500
0

974.6

934.3

2010년

2011년

208.7
2008년

2009년

누적액

※ 출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2012),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성과분석 연구

을 통해 수행된 각종 정규·비정규 교육과정 운영,

요소를 반영한 전문 분야별 교육과정 개발 및 운

산학협력 활동,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교직원 능

영, 현장실무 중심의 실습 심화교육 운영, 전공 분

력개발 활동 등의 전환과정 활동에 4년간 투입된

야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산업사회

예산은 연도별 총지원금의 평균 40%를 차지하고

가 요구하는 고급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상생협력

있다. 대학에서 수행된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지

과 지역발전에 기여하였다. 또한 융·복합 및 통

원 활동은 이 사업의 목표인 ‘전문대학 직업교육

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첨단 정보화 사회

및 취업지원역량 강화’라는 사업목표와 잘 부합되

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의 성과를 이루었다.

고 있고(4.2점), 사업목표 달성에 효과적(3.9점)이

교육산출(성과) 향상 : 교육산출(성과)은 전환과

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사업목표 지향적 전환

정을 거쳐 향상된 교육의 내용과 수준 등 교육의

과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동시

질적 성과를 의미한다. 전환과정을 통하여 제공된

에 교육과정 운영의 질 향상이라는 성과와 연계되

교육서비스에 대한 총괄적 만족을 나타내주는 ‘재

어 있음을 의미한다

학생충원율’, 전공 교육과정의 질과 진로개발 관

대학 대표브랜드사업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련 교육서비스의 질을 시사하며 전문대학의 교육

특정 분야를 대학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산

적 책무인 ‘취업률’, 그리고 산학협력 활동의 성과

업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특성화 프로그램을

로 간주될 수 있는 ‘산합협력수익률’의 향상 정도

개발·운영하고, 참여 학과 간의 공통적인 융합

를 보면 다음과 같다.

4) 학생교육지원프로그램 18%, 실험실습 8%, 국제화교육 6%, 교육과정개발 4%, 산학협력활성화 2%, 교직원능력개발 2% 등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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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성과
재학생충원율 향상

84.8%

취업률 향상

산학협력수익률 향상

87.6%

82.1%

60.7%

55.7%
41.9%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1.2%

2010년

2011년

2009년

1.5%

2010년

1.6%

2011년

※ 출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2012),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성과분석 연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재학생 충원

(나) 정책적 성과

율(5.5%p)과 취업률(18.8%p) 그리고 산학협력수

고등교육 재정지원 방식의 적절성과 선정의 투명

익률(0.4%p)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교

성 제고 : 교육역량 강화사업에서 포뮬러 지표에

육투입 성과와 교육과정 성과가 향상되면서 파급

의거 선정하는 포뮬러 펀딩방식은 대학 전체 차원

된 성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산출 성과

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예산집행의 자율성이

의 지속적 향상은 ‘전문대학의 교육 및 취업지원역

신장되며, 선정평가의 부담이 감소되는 등의 효과

량 강화’ 라는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목표가 상당한

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재정지원 대학 선정을 위

수준으로 달성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해 별도의 평가 없이 정보공시된 지표를 활용함으

<그림 4-3-6> 재정지원 대학과 미지원 대학의 성과계량지표 값 비교
4회 선정 대학 평균

120.0

111.8

100.0

105.4
92.9

미지원 대학 평균

88.5 86.7

80.0
60.0

지원 대학 평균

72.8
57.4

52.4 52.9
43.4

53.2

49.7

40.0
20.0

13.7 13.5 14.1
2.0 1.4 1.1

0.0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장학금지급률

※ 출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2012),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성과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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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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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이전의 특수목적형 사업 선정 평가에 비해 선

하여 우수 전문대학 중심으로 고등직업교육체제

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었다.

개편을 유도하고, 중등직업교육의 ‘마이스터고’ 처

성과중심 교육운영 체제 유도 및 재정 투자의 효
율성 제고 : 사업이 추진된 기간 동안 전체 전문대

럼 우수 전문대학 육성을 통해 전문대학 발전을 견
인하고자 WCC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학의 성과포뮬러 지표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성과포뮬러를 활용한

(가) WCC 개념

경쟁적 선정방식이 전체 전문대학으로 하여금 성

WCC(World Class College)는 ‘국내·외 산업체

과중심 교육운영 체제를 가동하도록 유도한 효과

의 요구 및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여건

라고 볼 수 있다.

을 갖추고 계속적인 성장가능성과 글로벌 직업교

성과포뮬러 지표를 통해 사업목표 추진의 일관

육역량을 갖춘 선도 전문대학’이다.

된 방향성을 견지함으로써 사업성과 달성을 위한
사업 운영을 효과적으로 유도하였으며, 또한 전체

(나) 주요 특성

전문대학의 성과포뮬러 지표값이 상승하였을 뿐

산업체의 요구 및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산학

만 아니라 재정지원 대학이 미 지원 대학보다 성

밀착형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장 중심 교

과포뮬러 지표값의 ‘향상도’가 전반적으로 더 높

육과정 운영, 산업체 경력교원 및 산학협력 중점

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기

교수 활용, 취업과 연계된 현장실습 등 취업경쟁력

하였다.

강화를 중심으로 교육시스템을 운영한다.
대학의 적극적인 교육투자 및 경영자의 확고한

나.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

리더십을 바탕으로 건전한 학교 경영을 추진하고,
교원 및 학생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확

(1) 추진배경

대하며, 대학 발전계획 및 중장기 비전을 설정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에 대웅

고, 자율성과 책무성 바탕의 학교 책임경영제를

<그림 4-3-7> WCC 중장기 비전
WCC 2020

1

2011-2013
WCC 형성기

2

2014-2016
특성화 발전기

3

2017-2020
국제적 도약기

•교육역량 강화

•지역 산업발전 선도 기술인 양성

•해외 우수학생 유치

•학교경영 선진화 기반구축

•특성화 분야 역량 집중

•해외캠퍼스 설립

•평가, 질관리

•직업교육프로그램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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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한다.

학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인 특성화·취업·산

지역산업 기반의 특성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을

학협력·국제화 교육역량을 평가하여 상위 14개

위한 국제화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교를 선정한다. 최종적으로 4단계에서는 직업교

지역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지역인재 육성, 세계 각

육의 수요자인 산업체의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국으로부터의 교육수요 유인 및 해외취업이 가능

7개교를 선정하게 된다.

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한다.
(바) 지원내용
(다) 중장기 비전

WCC로 선정된 대학은 한국 최고의 전문대학이

WCC는 발전잠재력 및 기본적인 교육역량을 바

라는 명예와 타이틀을 부여 받게 되며, 이를 위

탕으로 글로벌 수준의 특성화된 전문대학으로 육

해 교육과학기술부는 WCC 선정 대학에 대하여

성하고 WCC를 2020년까지 직업교육 해외수출의

‘WCC 지정서’를 수여한다. 재정적인 인센티브로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한다.

는 매년 성과 및 여건지표로 평가하여 총액(Block
Funding) 방식으로 지원하는 교육역량 강화사업

(라) 선정규모

비를 추가 지원받게 된다(2012년 학교당 평균 5억

3년간(2011-2013) 총 21개교를 WCC로 지정·운

원 추가 지원). 또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및 산

영할 계획이나, 평가결과 WCC로 지정될 만한 대

업체 위탁교육 운영 등에 있어 보다 많은 자율권

학이 부족한 경우 운영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을 부여받는다.

(마) 선정과정

(사) 성과창출 관리방안

한국 최고의 전문대학을 선정한다는 취지에 걸맞

WCC 지정의 효과는 3년 간 지속된다. 3년 후에는

게 매우 까다로운 평가과정을 거친다. 우선 WCC

그동안의 성과를 종합하여 평가를 받게 되며, 평

는 최소한의 교육여건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가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WCC 지정이 해제된

전제를 바탕으로 1단계에서는 교육역량 강화사업

다. 대학들은 스스로 발전계획을 세우고 필수 성과

평가지표와 연동한 요건평가를 실시하여 상위 40

지표와 자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를 실

개 대학을 선정한다. 2단계로 대학발전의 밑거름

시하며, WCC 대학의 발전계획에는 교과부가 제

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여 하

시한 3대 목표 9대 필수과제 및 대학의 특성화 추

위 30% 대학을 탈락시킨다. 3단계에서는 WCC 대

진과제 등이 포함된다.

<표 4-3-3> WCC 목표와 과제
3대 목표
9대 필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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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학교경영

국제적 수준의 직업교육

1. 대학의 산학협력 시스템 강화

4. 법인의 교육투자 확대

7. 해외취업 확대

2. 학생의 취업경쟁력 강화

5. 학교재정 재원의 다양화

8. 유학생 유치 확대

3. 산학협력 프로그램 내실화

6. 학생 직접교육비 투자 확대

9. 국제적 수준의 직업교육 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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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사업관리기관이 컨설팅 주관기관을 선

‘1년 4학기제를 통한 현장실습·프로젝트 학기제’

정하여 컨설팅 기관과 WCC 대학 간 자율협약을

운영,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교육과정(6시그마 문

체결한 후 컨설팅을 통해 해당 대학의 발전전략 및

제해결 역량 향상과정, 셀프리더쉽과정, 팀워크

과제를 발굴,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업성과를 창출

향상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향상을 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하고 있다.
영남이공대는 ‘메카트로닉스 및 보건복지분야’

(아) WCC 대학에 부여된 사명

전문인력 양성에 특화하고 있으며, ‘학생진로개

WCC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대학이며, 전체 전

발프로그램(ICPP: Individual Career Plan Pro-

문대학 발전을 선도하는 선도 대학이다. 따라서

gram)’을 운영하는 한편, 캐나다 국립공과대학

높은 수준의 명예와 다양한 지원을 받음과 동시

(BCIT) 등 49개교와의 복수학위과정 등을 운영하

에 고도의 책임감을 부여받는다. WCC 대학들은

고 있다.

대학별로 특성화되고 모범적인 운영사례를 창출

영진전문대는 ‘메카트로닉스·기계·전자정보

해야 함과 동시에 전체 전문대학 발전의 밑거름이

기기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특화하고 있으며, 현

될 수 있는 선도모델을 제시해야 하며, 직업교육

장경험이 풍부한 전임교수진(전임교수 85%이상

현장의 다양한 고민과 아이디어 교환을 위한 소통

이 산업체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및 ‘졸업전공능

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력 인증제’ 등을 통해 기업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
고 있다.

(자) WCC 선정대학 소개

울산과학대는 ‘조선해양·자동차·플랜트·신재
생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에 특화하고 있으며, 용접

● 2011년

7개교

교육센터, 기계가공·금형교육센터, 자동화·로봇

거제대는 남해안권 조선해양산업 배후입지를 바

교육센터 등 ‘선진직업기술교육센터’ 운영, 전교생

탕으로 ‘조선해양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특화

대상 ‘기초학습능력인증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고 있으며, 설계실습 → 제작실습 → 현장실습

제주한라대는 제주도의 입지여건을 최대한 활용,

→ 취업으로 이어지는 ‘현장형대학 교육프로그램’

‘관광분야 글로벌 인력양성’에 특화하고 있으며, 스

을 운영, 러시아·오만·루마니아 등에 ‘조선해양

위스호텔학교와의 복수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실

교육 프로그램’을 수출하고 있다.

무중심 교육방법론으로서의 PBL(Problem Based

대전보건대는 ‘글로벌 보건의료·산업 기술인력

Learning)을 교육과정 전반에 적용하고 있다.

양성’에 특화하고 있으며, 취업률 향상을 위한 ‘1인
多자격 취득과 전공자격증 취득’, ‘개인 맞춤형 통

● 2012년

합적 진로지도 시스템(Cycle HIT 프로그램)’ 등을

경기과학기술대는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내에

통해 우수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위치하여 경기도, 시흥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지

4개교

연암공업대는 ‘컴퓨터·전기전자·기계 등 순

역의 특성화고 등과 산·학·관 네트워크를 구성

수공업계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특화하고 있으며,

하여 ‘기업수요 맞춤형 기계기술 인력’을 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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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서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경북전문대는 ‘전인적(全人的) 인성과 현장중심

는 체계적인 지원책과 성과관리가 뒷받침되어야

의 실무능력을 갖춘 GL(Global-Local)형 보건전문

한다. 우선 WCC 선정대학들이 교당 1개씩 글로

인재양성’에 특화하여 ‘창의적 실무인재양성을 위한

벌 수준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육성할 수 있도록

생애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전교생 대상 ‘졸업인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향후 재정

증제ʼ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도 이러한 특화 발전분야로 집중될 수 있도록

아주자동차대는 세계 수준의 자동차특성화 대
학을 목표로 ‘자동차산업 분야로 특성화된 전문기
술인력 양성’에 특화하고 있으며, 직무중심의 주
문식 교육과정인 전공코스제 운영 및 1:1 Super
Car 제작을 통한 전공 협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한림성심대는 ‘강원도의 신성장 핵심 선도 산업
인 의료관광산업에 부합하는 글로컬(Glocal) 치유
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특화하고 입학에서 취업까
지 개인 맞춤형 상시 진로지도 및 경력관리 프로
그램, 산업체 현장실습 8학점제 및 현장실습 전담
교수제를 운영하고 있다.

3. 향후 과제
대학이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포괄적 재정지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대학의 발전 방
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자체적인 구조개혁을 통
해 대학의 특장점이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화
함으로써 차별화·특성화를 원활히 이룰 수 있도
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
기술부는 안정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성과관리 방
안을 지속 모색하고 대학에서도 스스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강화하는 등 꾸준한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WCC 대학을 명실상부 한국 최고의 전문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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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대학등록금이 자율화된 이후 현정부 출범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전까지 등록금은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인상

다만 등록금 부담 완화의 지속추진과 함께 등록

되어 왔다. 특히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정부

금 부담 완화의 이면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의 고등교육 질제고 정책에 따라 대학들이 우수 교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한때 80%를

원 확보, 시설 투자 등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을

넘었을 만큼 높은 수준이다. 고등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면서, 수입이 다변화 되어있

위해 개인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국가가 재정지원

지 못한 우리나라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을 통해 필

을 통해 낮춘 결과는 불필요한 대학 진학으로 이어

요한 재원을 조달했다. 학벌을 중시하는 한국적 풍

질 수 있다. 또한 높아진 대학 진학률로 인해 노동

토에서는 등록금이 비싸지더라도 대학교육의 수

시장과의 불일치가 악화될 수 있으며, 구조조정 대

요가 줄지 않는 특성이 있어 대학들은 어려움 없

상 대학의 퇴출 지연 등도 우려된다. 등록금 부담

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었다.

경감을 위한 노력은 지속해 나가되 고졸 취업확대

1)

이러한 이유 등으로 2008년까지는 대학 등록

와 대학 구조조정 등 정부 정책방향과 성과 및 재

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였으나, 현

정건전성 등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 출범이후인 2009년부터는 등록금인상률상
한제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등록금을 안정화시키고자 노력해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등록금인상률을 유지시켜왔다. 그러나 이미
높아진 등록금 절대 수준에 국민들이 느끼는 등록
금 부담 역시 상당한 상태였다.
높은 수준의 등록금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지속
적으로 제기되던 2011년 5월, 정치권의 ‘반값등록
금’ 발언을 계기로 대학등록금은 국민적 관심사항
으로 이슈화 되었다.
교과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긴밀한 협의를 거
쳐 2011년 9월 28일 국가재정지원과 대학자체노
력을 통한 등록금 부담경감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2년에는 총 1.75조원의 국가장
학금 지원과 등록금 인하 등 대학 자체노력을 통
해 7분위 이하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약 25% 이상
경감시켰다. 향후에도 정부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1) 우리나라 대학들은 법인전입금, 기부금 수입, 산학협력 자금의 유입 등이 외국의 대학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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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나라당은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경쟁
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같은 해 7월 5일 교
육과학기술부 내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를 구성하여 부실대학 구조개혁과 연계한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였다. 7월 21일 당·정·
청 협의를 거쳐, 대통령 현안보고 결과 7분위 이하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지원>

학생에게 등록금 인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의견
을 수렴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장학재단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내 국가장학금지원사업 실무추진단(TF)을 구성하
여 전산시스템 개발에 착수, 사업 세부시행계획 수

가. 정책 추진 배경

립 등 2011년 8월-12월 간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
한 사전 준비를 시작하였다. 2011년 9월 8일 정부

우리나라 학생 1인당 등록금은 소득 수준을 고려

는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저소득

할 때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적

층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1조 5,000

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대학등록금의 증

억 원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당초 발표된 국가

가, 경기침체, 대학졸업자의 취업난 가중 등 점점

장학금 1조 5,000억 원 규모는 2012년도 국회 예

어려워지는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 대학생들의

산심의에 따라 2,500억 원이 증액된 1조 7,500억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 또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원의 규모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확정되었다.

시작하였다. 정치권, 시민단체, 대학생들은 등록
금 부담 완화를 위해 목소리를 모았고, 더불어 등
록금 부담완화와 연계하여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

2. 주요 내용 및 성과

한 대학구조개혁의 요구가 확산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 구축’이

2012년도 정부가 추진한 국가장학금 사업은 기존

라는 대선 공약을 발판으로 대학생이 경제적 여건

저소득층 장학금을 국가장학금 사업으로 통합하

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고, 규모를 확대하여 등록금 부담이 큰 저소득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제도 구축을 위해

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존 장학

힘을 기울였다. 그 중 등록금 부담이 큰 저소득층

금과 차별화하여 정부 재정 지원이라는 한방향이

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를 위해 새로운 제도 추진

아닌 대학자체노력과의 연계를 통하여 대학의 참

을 모색하였다.

여를 적극 도모하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3분위 이하 대학

나. 도입 경과

생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Ⅰ유형과 소득 7분위 이
하 대학생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구

대학등록금이 사회 이슈로 부상하며 2011년 6월

224

분되며 Ⅰ유형의 예산은 7,500억 원, Ⅱ유형의 예

4편 제5장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그림 5-1-1> 국가장학금Ⅰ·Ⅱ유형 기본방향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대학교육 비용구조 정착

국가장학금(1.75조원)

대학자체노력(0.75조원)

Ⅰ유형

Ⅱ유형

등록금 동결·인하

(소득분위별 최저지원)

(자구노력 연계 추가지원)

교내장학금 확충

0.75조원

1조원

0.75조원

인프라 확충

대학 재정·회계 투명성 제고

산은 1조 원이다.

대학 교육 질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대학생에 대하여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대학도
등록금 부담 완화에 동참토록 대학자체노력과 연

가.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사업 개요

계하여 지원하고자 함에 있다.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대상 대학은 대학의 등록금 인하 또는 장학금

(1) 국가장학금Ⅰ유형 개요

확충 등을 통한 자체노력을 필요로 하며 한국장학

국가장학금Ⅰ유형 사업의 목적은 소득 3분위 이하

재단과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교육과학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기술부가 발표하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과 정

위함이며, 정부가 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450

부재정지원 제한대학평가에 미 참여한 대학의 신

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계층별로 일정비율을 지원

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3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

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최소 성적기준을 충

상으로 하며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동일한 최소 성

족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

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학금을 지원한다. 대

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하며, 등록

학별 배정 금액은 소득 7분위 이하 재학생 수를 기

금을 초과하지 않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준으로 배정하며 대학의 자체노력 인정규모에 대
한 1:1매칭으로 지급한다.

(2) 국가장학금Ⅱ유형 사업 개요
국가장학금Ⅱ유형 사업의 목적은 소득 7분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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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소득분위별 연간 최대 지원 금액
지급률(%)

소득분위

연간 최대 지원 금액(만 원)

기초생보자

100

450

1분위

기준지원액

50

225

2분위

년450만 원

30

135

20

90

3분위
※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

<표 5-1-2> 국가장학금Ⅰ유형 성적 기준
구분

신입생
·
재입학생

국가장학금Ⅰ유형 성적기준
내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 6등급이내

수학

수능 영역(언어/수리/외국어(영어),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등) 중

능력시험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 내신 또는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 제출
  -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재학생·편입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우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100점 만점의 70점이상, 수능은 7등급까지 가능
※ 소속 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 대학의 학사 규정에 의함
※ 재입학생이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나.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신청·선발·

확한 장학금 정보 제공과 장학금 신청 유도를 위해

지원 및 기대효과

교육과학기술부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다. 2011
년 11월 29일~30일 양일간 전국 약 400개 대학

(1)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신청

장학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2012년 1학기는 재학생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두

2012년 국가장학사업 제도 개편 및 통합, 대학 참

차례에 걸쳐 장학금 신청 기간을 두었다. 전국 대

여 방법 등을 안내하였다.

학생에게 장학금 수혜 폭이 확대됨을 고지하고 정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가정통신문 및 안내물

<표 5-1-3>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구   분

신청대상(A)

장학신청

장학취소

신청완료(B)

신청율(B/A)

일반대

1,538,100

1,260,972

78,423

1,182,549

76.9%

전문대

503,493

387,395

23,693

363,702

72.2%

합 계

2,041,593

1,648,367

102,116

1,546,251

75.7%

   
※ 2012년 1학기 : 재학생(1차) : 2011.12.5.(월)~2012.1.4(수), 신입생(2차) : 2012.3.2.(금)~2012.3.1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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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송하였고,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23개 일

(2)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선발 및 지원

간지에 보도자료 및 광고를 게재하였다. 전국 지

2012년 1학기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신청학생 소

자체 및 전국 대학홍보협의회, 대학교육협의회 등

득분위 조회결과 소득 3분위 이하 학생은 43.3%,

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한국장학재단 장학 홍

7분위 이하는 67.5%로 나타났으며, 소득분위별 성

보대사를 활용하여 대학 내 홈페이지 등에 홍보활

적통과 비중은 82.6%로 나타났다. 그 결과 835,313

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SNS를 통해 장학금 신청

명 학생이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았고, 국가장학금

을 독려하고, 네이버·다음 배너를 게재하는 등의

Ⅰ유형 평균 88만 원, Ⅱ유형 평균 47만 원의 장학

온라인 홍보와 지하철 역사 행선안내기를 통한 자

금을 수혜 받았다.

막 및 플래시 광고, 지하철 디지털 스테이션, 스크

국가장학금Ⅱ유형 최종 집계결과 총 대상대학

린 도어 등 전국 36개 전광판 홍보를 실시하였다.

344개교 중 336개교(97.7%)가 참여하여 대학재

그 결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1차 신청기간

정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대학자체노력계획서를

(2011.12.5.~2012.1.4)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2

제출한 대학의 등록금 인하율은 2011년 평균등록

차 신청기간(2012.3.2.~2012.3.15)동안 154만 명

금 대비 4.4%(6,127억원)로 나타났으며, 대학 자

의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장

체 노력으로 장학금 확충 3,489억 원을 통해 등록

학금을 신청하였다.

금 6.9%의 학생부담 완화율을 보였다.

<표 5-1-4> ʼ12.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에 따른 소득분위 비율
구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소득분위(명)

62,625

182,560

216,828

187,279

111,397

90,508

83,004

78,636

92,259

131,355

263,269

비율

4.2

12.2%

14.5%

12.5%

7.4%

6.0%

5.5%

5.2%

6.2%

8.8%

17.6%

성적통과(명)

52,605

154,470

184,980

159,587

94,300

76,358

70,230

66,681

69,804

101,113

206,012

통과율

84.0%

84.6%

85.3%

85.2%

84.7%

84.4%

84.6%

84.8%

75.7%

77.0%

78.3%

<표 5-1-5> ʼ12.1학기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소득분위별 지원 금액
구분

수혜자(명)
I유형

수혜금액(백만 원)
II유형

I유형

II유형

1인당 평균 수혜금액
I유형

II유형

기초

52,072

24,763

110,104

14,230

2.11

0.57

1분위

151,663

131,588

170,379

68,643

1.12

0.52

2분위

180,592

164,052

124,401

78,149

0.69

0.48
0.44

3분위

155,535

140,950

69,076

62,678

0.44

4분위

-

86,230

-

44,325

-

0.51

5분위

-

69,777

-

32,539

-

0.47

6분위

-

63,708

-

25,411

-

0.4

7분위

-

60,621

-

21,651

-

0.36

합계

539,862

741,689

473,960

347,625

0.88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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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ʼ12년도 대학자체노력계획서 세부현황
(단위 : 백만 원, %)

학제

지역

대상
대학수

총 등록금
(A)

국가장학금
Ⅱ유형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등록금

학교노력

수도권

6

305,429

22,766

34,793

2,385

11.4

12.2

비수도권

25

1,218,311

98,589

68,450

16,824

5.6

7.0

교대

10

64,619

1,681

21

4,705

0.0

7.3

설립
구분

국공립
일반대
사립

사립

인하율

수도권

64

4,762,739

179,789

149,948

148,360

3.1

6.3

비수도권

88

4,514,132

221,380

215,263

106,366

4.8

7.1

통합

9

25,839

1,668

1,699

866

6.6

9.9

수도권

44

1,368,353

67,802

54,347

40,137

4.0

6.9

국공립
전문대

대학 자체노력

비수도권

합계

90

1,770,466

111,563

88,205

29,259

5.0

6.5

336

14,029,890

705,238

612,725

348,901

4.4

6.9

3. 향후 과제

(3) 국가장학금Ⅰ·Ⅱ유형 기대효과
국가장학금Ⅱ유형에 참여한 335개 대학을 대상
으로 국가장학금Ⅰ·Ⅱ유형의 기대효과를 분석한

가.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향후 지원규

결과 장학금 지급에 따라 소득 3분위 이하 학생

모 논의

은 31.0%,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은 25.3%의 등록
금 부담 완화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국가장학사업 규모는 1.9조 원으로 2007

<그림 5-1-2> ʼ12년도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

11년 총등록금
대학자체노력
국가장학금
9,616억원
6,494억원

4,163억원
14,656억원

31.0%

60,741억원
3분위 이하

※ 원 안의 비율은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를 의미
※ 국가장학금Ⅱ유형에 참여하는 335개 대학을 대상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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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0억원

25.3%

17,500억원

19.3%

94,751억원

140,299억원

7분위 이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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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대비 약 20배 확충된 금액이다. 이는 2012년

반영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대학생 다자

도 전체 고등교육 예산의 30.9%에 해당한다. 한

녀가구·한 부모 가정 등 대학별로 학생의 현실과

정된 예산을 등록금에 집중할 경우, 교육·연구기

장학금 수요에 맞는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장학

반시설 확충, 산학협력 강화 등 다른 대학 관련 사

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개별학생

업에 대한 투자 여력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또한

상담을 통하여 맞춤형 장학 정보를 제공하고, 학

과도한 등록금 인하는 대학 진학과 대졸 취업희망

생의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하여 장학금 지원

자 확대에 따른 고학력 인력 수급의 불일치를 심

여부 및 지원수준을 심의할 수 있는 장학사정관제

화시킬 우려가 있다. 2009년 고등교육 이수율이

활성화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

OECD 평균 37%이나, 한국은 63% 수준으로 미국
41%, 일본 56%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
에 있다. 2011년-2012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
서도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 인력 공급이 수요 50
만 명을 초과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한정된 예
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그리고 학생들의 진학률
에 왜곡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적정한 등록금 부담
경감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나. 지속적인 대학 자체노력 필요
2008년 이후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 기조와 2012
년 등록금 인하에 따른 부담 등으로 2013년 이후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노력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대학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대
학의 수입다변화 및 회계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등의 노력과 대학자체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가 필요하다.

다. 다양성을 고려한 국가장학금 제도 보완
장학금 혜택의 체감 효과가 커질 수 있도록 Ⅱ유
형 장학금 배분 기준에 다양한 요소 반영을 고려
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직접지원 방식은 개인
별 특수사정 반영에 한계가 있으며, 대학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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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2
 011년

: 전문대 학생을 위한 ‘전문대 우수학생

장학사업’ 신설(2011)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2
 012년

: 저소득층의 해외유학 지원을 위한 ‘대

통령드림장학생’ 사업 신설(2012)

가. 정책 추진 배경

※대
 통령과학장학생사업, 국가장학생(이공계·인문사회
계)사업, 대통령드림장학생사업 2008년 국정과제 ‘고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이라는 국정과제에 맞

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입

추어 우수한 인재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
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미래의 국가경
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

2. 주요 내용 및 성과

위과정과 학문 계열 구분에 따라 균형있게 지원함
으로써 기초 학문분야와 미래 국가전략분야의 창

2008년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 중, 교육부분 대

의적 우수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

책(2007.7)의 일환으로 ‘지방인문계장학생사업’, ‘지

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

역대학우수학생지원사업(이공계)’사업을 신설하였

원특별법 제9조>,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

으며, 대통령과학장학생사업, 이공계국가장학생사

라 시행하고 있다

업, 지역대학우수학생지원사업, 이공계대학원연구
장학사업 등 이공계열 지원 장학사업을 ‘국가과학기

나. 도입 경과

술장학사업’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2009년 한국장학재단 출범(2009.5.7)에 따라

: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 촉진 방안

유사사업의 통폐합 및 4개 장학사업을 ‘우수학생

(2002.7)의 일환으로 이공계대학 및 대학원 우

국가장학사업’으로 통합관리하며 우수인재 양성

수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에 기여하였다.

●2
 003년

●2
 008년 :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 중, 교육부

우수학생장학사업은 2008년 972억 원, 19,215

분 대책(2007.7)의 일환으로 ‘지방인문계장학생

명, 2009년 1,014억 원, 23,341명, 2010년 988억

사업’, ‘지역대학우수학생지원사업(이공계)’ 신

원, 20,970명, 2011년 1,072억 원, 21,831명의 규

설(2008)

모로 지속적인 지원됐다.

●2
 008년

: 이공계열 지원 장학사업을 ‘국가과학

기술장학사업’으로 통합관리(2008)
●2
 009년

: 한국장학재단 출범(2009.5.7)에 따라

3. 향후 과제

유사사업의 통폐합 및 4개 장학사업을 ‘우수학
생 국가장학사업’으로 통합관리(2009)

우수학생지원 사업은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

※대
 통령과학장학생사업, 국가장학생(이공계)사업, 국가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미래의 국가

장학생(인문사회계)사업, 국가연구장학생(이공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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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7> 우수학생 장학사업 연도별 지원금액 및 수혜인원
                                                      (단위 : 억 원, 명)

2008
사업명
대통령과학
장학생
국가장학생
(이공계)
지역대학
우수학생
국가장학생
(인문사회계)

2009

2010

2011

지원금액

수혜
인원

지원금액

수혜
인원

지원금액

수혜
인원

지원금액

수혜
인원

67

565

67

573

57

503

49

487

682

13,621

696

15,176

772

16,453

765

14,655

39

1,973

59

3,495

-

125

2,478

132

3,494

150

3,922

162

3,588

59

578

60

603

9

92

1

10

-

-

-

-

95

3091

1,072

21,831

-

-

-

국가연구
장학생
(이공계)
전문대
우수장학생
합계

972

19,215

1,014

-

23,341

988

20,970

※ 2010년도 지역대학우수학생 장학금 사업은 국가장학생(이공계) 사업으로 통합·운영

하고, 지역대학우수학생, 국가연구장학생, 전문대

KOICA 및 재단지식봉사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

우수장학생 사업이 폐지되는 등 우수 인재 양성 및

회공헌활동 개발하는 등 대학, 봉사단체들과 유기

확보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 확보 방안을 강

적인 협력체제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공분

구해야 할 것이다.

야 취업·진학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수 인재의 사회공헌의식 함양을 위한 제도마

앞으로도 우수인재들이 전공분야로의 진학·취

련과 함께 전공분야에 대한 진로 상담 및 지원 확

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정보 확보 및

대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니터링·평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장학생 커뮤니티 및 e-소
식지 등을 통한 정보교류 및 공헌활동 확산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여 미래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해
야 할 것이다.

<표 5-1-8> 2011학년도 우수학생 커뮤니티 현황
구분
대통령과학장학생
국가장학생(이공계)
합계

목표인원
14,554
14,554

가입인원
8,700
14,100
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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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2
 006년

: 전국 전문대학으로 확대 실시

●2
 008년

: 국정과제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으로 국가근로장학금 사업 개편 추진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2
 009년

: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

●2
 010년 : 전문대학 국가근로장학금 사업 한국장

가. 정책 추진 배경

학재단으로 통합·운영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이라는 국정과제에 따
라 국가장학시스템을 구축하여 저소득층의 대학
생들이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 없이 대학교육을 받

2. 주요 내용 및 성과

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높은 대학 등록금으
로 인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경제적인 이

전문대학생을 위주로 운영하였던 ‘전문대학 근로

유로 대학 진학 및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장학 사업’은 2005년도에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방지하고자 이 사업을 통하여 등록금과 생활비를

2009년도에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이라는 국

지원하고 있다.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은 <국가장학

정과제와 함께 4년제 대학생까지 확대 실시되었

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재학 중

으며 그 후 2010년도에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이

전공 관련 근로 경험을 축적하여 현장적응력 및 취

라는 명칭으로 통합·운영됐다. 이후, 국가근로장

업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

학사업 대상 대학을 전문대→4년제→원격대학 및

체험 기회 제공과 대학의 지역사회 봉사기능을 도

방송통신대학으로까지 확대하였으며, 장학생 선

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발기준 개선 및 허위근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나. 도입 경과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2010년 국가근
로장학사업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서 근무여건

●2
 005년

: 지방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만족도 80.5%,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도움 77.9%,

<표 5-1-9> 2009년-2011년 국가근로장학금 사업 예산 및 수혜인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예산(원)

930

750

810

수혜인원(명)

43,410

45,867

34,490

<표 5-1-10> 2009년-2011년 근로장학생의 학업지속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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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계획

80%

83%

83%

  달성

-

92.8%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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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1>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대비 국가근로장학금 지원 금액
(단위 : 원)

구분

최저임금

인상률

교내

교외

2009

4,000

6.1%

6,500

9,000

2010

4,110

2.75%

6,000

8,000

2011

4,320

5.1%

6,000

8,000

2012

4,580

6.0%

6,000

8,000

학업 집중도 향상 도움 75.9% 등 만족도는 전반적
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은 2009년 43,410
명, 930억 원, 2010년 45,867명, 730억 원, 2011
년 34,490명, 810억 원의 규모로 지원됐으며 저소
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및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업 중도 포기 등을 방지하는데 기여했다.

3. 향후 과제
2011년도 신청인원(104,315명) 대비 근로인원(46,
112명)은 44.2% 수준으로 많은 학생이 신청했음
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생이 국가근로장학금 혜
택을 받지 못하였다. 앞으로 국가근로장학금의 추
가예산 확보를 통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
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233

정책자료집 ➌ 대학 개혁

<대통령과학장학생>

생지원 및 이공계대학원연구장학생 사업
●2
 009년:

한국장학재단 출범(2009.5)에 따른 유

사사업의 통폐합으로 ’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대
 통령과학장학생, 국가장학생(이공계), 국가장학생(인
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생(이공계)

가. 정책 추진 배경
선진 과학 기술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의 발전

2. 주요 내용 및 성과

방향이 무궁하고 국가적 목적에 의해 진행되어야
할 이공계 분야에 있어 그 지원자가 점점 감소하
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 촉

2003년 신설된 대통령과학장학생은 국내장학생

진 방안(2002.7)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대통령

과 해외장학생으로 구분하여 선발하고 있다. 국내

과학장학생을 비롯하여 이공계국가장학생 및 이

장학생에게는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

공계대학원연구장학생 사업이 추진되었다.

비(학기당 200만 원)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으
며, 해외장학생에게는 실비학비, 체재비 등 연간 5

대통령과학장학생은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

만 달러(미화)를 지원하고 있다.

한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수 학생을 발굴하고 육성

대통령과학장학사업은 2003년 19억 원, 110명

하여 세계적 수준의 핵심 과학자를 양성하는데 그

으로 시작해서, 2008년 67억 원, 565명, 2009년

목적을 두고 있다.

67억 원, 573명, 2010년 57억 원, 503명, 2011년
49억 원, 487명의 규모로 지원이 이뤄졌다.

나. 도입 경과

선발된 대통령과학장학생에게는 대통령이 직접
●2
 002년: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격려함으로써 장학생으로서

7월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 촉진 방안

의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지원

시행
●2
 003년:

대통령과학장학생 사업 지원 시작

을 통해 이공계에 대한 긍정적 공감대를 형성함으

●2
 008년:

이공계역 지원 장학사업*을 ‘국가과학

로써 우수 청소년의 이공계 분야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기술장학사업’으로 통합관리
※대
 통령과학장학생, 이공계국가장학생, 지역대학우수학

<표 5-1-12> 대통령과학장학사업 연도별 지원금액 및 수혜인원
(단위 : 억 원, 명)

사업명
대통령과학장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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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9

2010

2011

지원금액

수혜인원

지원금액

수혜인원

지원금액

수혜인원

지원금액

수혜인원

67

565

67

573

57

503

49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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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과제
대통령과학장학생은 국가적 이공계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으로 최고 위상의 국
가장학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학장학
금은 현재 이공계열에 한정되어 있어 인문·사회
계 및 예체능계열 학생들은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이공 계열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열로의
장학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재정지원을 통하여 혜택을 받는 장학
생이 해당 분야에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
도록 일정 수준의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체계 또
한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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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든든학자금 도입과 정착

또한 기존 정부에서 보증 하에 은행권에서 시행하
던 일명 ‘정부보증부대출’을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직접대출제도인 ‘일반상환학자금대출’로 전환하였
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채권을 발행하여 대출재
원을 금융시장에서 조달하고 장학재단 채권을 정
부에서 보증함으로써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게 되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었으며, 모든 대출업무를 인터넷으로 시행하여 대
출비용을 절약하는 등 대학생의 학비부담 완화의

가. 정책 추진 배경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이명박 정
부에서는 등록금 마련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OECD 국가들 간의 대학 등록금을 비교해보면, 우

있게 해주고 신용유의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

리나라의 등록금 수준은 2008년 기준으로 미국에

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일명 : 학자

이어 세계 2위였다. 미국과 국민소득 격차를 감안

금 안심 대출)”를 도입하기 위해(위한 준비를 시

하면 체감하는 등록금 부담은 거의 세계 최고 수

작한다.) 정책연구(한국형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

준이었다. 이러한 객관적 지표 외에도 높은 등록금

제도 도입 방안 연구:하연섭) 결과와 여론수렴 과

수준은 2006년부터 사회 문제의 주요 이슈였다.

정을 거쳤다.

이에 따라 2006년 4월 지방선거 공약으로 ‘등록
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방

나. 도입 경과

안에는 ‘국가장학제도’의 구축, ‘개인학습계좌제도’
의 도입, 대학에 대한 기부 활성화 등이 포함되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학생의 학비부담 경

다. 이어 한나라당은 2007년 5월 한나라당 정책위

감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등록금 동결(또는 인상폭

원회에서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대책’을 발

완화) 및 장학금 지원 확대와 더불어 고민한 것이

표해 이를 공론화 하였다. 이후 대선 공약으로 ‘맞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이었다. 정책연구 결

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이 제시되었고, 정부는 이

과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안을 바탕으

를 바탕으로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많은 제도

로, 2009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은 학비부담 완화를

를 시행하고 있다.

위한 대학생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소득연계형

이명박 정부는 출범 후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대출제도(Income Contingent Loan, 이하 ICL)’

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을 발표했다. 막대한 정부 재정부담 우려에

본격적으로 개선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장학재단

도 불구하고 예산이 필요한 다른 정책들보다 우선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9.4)하여 한국장

‘ICL 제도’ 도입을 결정한 것이다.

학재단을 설립(2009.5)하고 대학생들에게 지급하

2009년 말경 제도의 기본적인 윤곽이 드러나자

는 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전담하도록 한국주택

ICL 법안 처리가 시급해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

금융공사 등 3개 기관의 관련업무를 통합하였다.

위원회 여·야 간사 및 위원장은 ICL 법안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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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월 말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야당

다. 정책 추진의 고려사항

의원들을 중심으로 ‘ICL 제도’의 일부 내용 개선
과 ‘등록금 상한제 시행’을 요구하면서 관련 예산

제도 도입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음과 같은 여러 가

및 법안 심의를 전면 중단함에 따라, 여·야 대치

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국면이 지속되었다. 또한 2010년 1월 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2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된다고 하

●수
 혜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 확대

더라도 신입생 등록일정을 고려할 때 ICL 제도를

●소
 득과

연계하여 상환하는 제도이므로 소득파

2010년 1학기부터 도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

악이 어렵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장기 미상환

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

가능성 증대

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2010년 1월 6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긴급 비

●대
 학의

등록금 인상이 과다할 경우 학생과 정부

의 재정부담 증가

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모색하였다. 비
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대로 2월 1일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됨에 따라 재정부담

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출 신청자 소득분위 파

경감을 위하여 대출 학생수를 적정수준으로 관리

악 등 후속일정을 감안할 때 신입생이 정시등록

하는 방법,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방법, 대출 손

기간 내에 ICL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

실률을 낮게 유지하는 방법, 대출금리수준 조정 등

론을 내렸다. 이에 회의 직후, 학생들이 2010학년

이 검토되었다.

도 1학기부터 ICL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안심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 ICL 대상 학생의 성적기준 조정 문제

정부의 성명이 발표되자 많은 언론에서 ICL 제

제도 시행 전, 발표한 ICL 제도의 성적기준은 ‘C

도 도입의 지연 원인을 국회의 업무태만 때문이라

학점(70/100점) 이상’이었다. 하지만 ‘C학점 이상’

고 비판했다.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는 여론은 걷잡

이 90.5%로 학점인플레가 현저하여 ICL이 과다

을 수 없이 확대되어 갔다. 언론을 통해 ICL 제도

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우려되어 성적기준을 ‘B

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가적인 제

학점(80/100점) 이상’으로 강화하되, 엄격한 학사

도 개선을 요구해 왔던 시민단체와 학생들까지도

관리를 통해 학점 적정비율을 관리하는 안을 검

국회의 조속한 법안 심의를 촉구하였다.

토하였다.

2010년 1월 초, 여·야 대표가 만나 ICL 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법안은 1월 14일 교육과

(2) ICL 보완·대체수단 강구

학기술위원회를 통과하였고, 1월 18일 국회가 열

ICL이 기존 장학금과 중복적으로 지원되지 않도

려 ICL 관련 법안이 의결 되었다. 이 과정에서 등

록 시스템 구축 등 사전 보완이 필요했으며, 교내

록금 인상률 상한제 법안이 함께 통과되면서 학생

장학금, 공익 장학재단 장학금의 저소득층 지원을

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새로운 기틀이 마

확충하는 등 ICL 보완장치가 필요하였다.

련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 장학금과 ICL 이중수혜 방

237

정책자료집 ➌ 대학 개혁

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많은 학생들이 대출 및 장

시키고 출국 전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거나 보증

학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과 ICL로 인한

인을 입보하여 일반대출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

대학재정 증가분의 일부를 매칭펀드 형식의 교내

하였고, 해외유학생의 경우는 학생신분을 인정하

장학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공

여 대출상환은 유예하되, 출국 전 보증인을 입보하

익 장학재단의 장학금 확충과 적극적 기부금 모집

는 방법이 검토되었다. 또한 공항 출입국관리소에

활동방안을 강구하였다.

ICL 담당관을 상주시켜 미신고 해외출국자가 국
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ICL 사실을 고지하고 상환

(3) 전업주부에 대한 대출금 관리

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었다.

제도 도입 당시 여성의 경우 취업률 이 상대적으
2)

로 낮아 ICL의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5) 국세청 징수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 징수체

크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전업주부로서 본인 소득

계 구축

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배우자의 소

ICL의 경우 상환이 정부 재정부담에 미치는 영향

득·재산이 있는 전업주부의 경우 대출금 상환을

이 큰 만큼 국세청의 징수시스템을 활용하여 상환

최대한 유도할 필요성이 증대했다.

금의 징수율을 최대한 제고하는 방법을 마련하였

원칙적으로 민법상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에

다.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소득이 발생한 채무자

따라 배우자 명의 소득·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에 대하여 현행 세금납부 방식을 이용하여 상환금

체납은 불가능하며, ICL도 배우자의 소득·재산

을 납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대출원리금을 미상

에 대해 강제 징수는 불가능했다. 따라서 본인 소

환하는 경우 세금의 체납처분과 동일한 절차를 적

득·재산이 없거나 부족하지만 배우자가 소득·

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소득은 부족하나 재산이 충

재산이 있는 경우는 최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분한 채무자는 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

하고, 본인 생존 중에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하면

정액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계산·고지한 상환금

즉시 회수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액을 납부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행정안정부, 금융기관 등

(4) 해외이주자·유학생 관리 방안

관계기관의 자료수집과 국세청의 국세징수 인프

해외이주자는 사실상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지기

라를 활용하여 채무자에 대한 별도의 소득·재산

때문에 사전적 채권확보 및 사후제재조치가 강구

파악 체계를 구축해야 했다. 또한 효율적인 상환금

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해외유학생은 학생 신분

징수에 필요한 채무자 명세, 채무자의 상환금 집

임을 감안하여 ICL은 유지하되 추가 보완 조치를

계, 해외이주자 파악 등을 위한 연계시스템 구축이

통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했다.

필요했다. 이에 따라 2010년 말까지 조세징수조직

따라서 해외이주자의 경우 ICL의 효력을 상실

2) 2008년 취업률 남자 74.4%, 여자 53.2%, OECD 여자평균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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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지원하고자 계획하였다.

다. 대출금 미상환시에는 징수고지 및 공시최고 등
을 통하여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고, 평생 동안

(6) 소득 이외의 재산을 대출 및 상환기준에 적용

상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ICL의 교육적

소득만을 기준으로 상환 받을 경우 재산이 있음에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이 파산하더라도 ICL

도 소득이 없거나 적다는 이유로 상환하지 않는 도

대출금은 채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여타 채무

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유재산

보다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검토했다.

을 함께 고려하여 상환개시일, 상환금액 등을 결정
하여 수혜자간 형평성을 높이고 회수율도 제고할

(8) ICL로 인한 대학진학률 상승 우려

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ICL이 이루어지면 누구나 학비 걱정 없이 대학에

이러한 제도의 추진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득 뿐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의 교육여건과 성과의

아니라 보유재산도 함께 감안하여 상환하되, 원활

공개를 신호등 체계로 관리하여 학생들이 부실대

한 대출 원리금 회수를 위해 국세청이 상환업무를

학을 선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부실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의 ICL 한도부

따라서 졸업 후 3년간 상환실적이 없는 경우 국

여를 포함한 행·재정 지원을 축소함으로써 자발

세청이 소득·재산을 함께 조사하여 소득은 없으

적 구조조정을 촉진하도록 유도하고자 했다. 또한

나 ICL을 상환할 만큼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경우 상

대학을 가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환을 개시하게 하고, 상환개시를 했음에도 일정기

산업수요 맞춤형 직업교육기관(마이스터고)을 적

간(1년) 미상환할 경우 대출금 전액을 강제징수하

극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거나, 보증인 입보와 함께 일반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일반대출 전환 후 미상환시에

(9) 상환 관리를 위한 보완조치

는 연체이자율 부과, 본인 명의 재산에 대하여 강

대학생들은 사회 활동을 하는 회사원 등에 비하여

제징수·체납 절차를 실시하고 신용유의자로 관

금융지식이 미비하며 본인의 신용 관리 등에 대해

리할 수 있다.

서도 지식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대출 시점부터

이와 관련하여 철저한 상환관리를 위하여 채무

장학재단을 주도로 지속적인 대출 상환 교육을 실

자의 주소·소득·취업 여부 등에 대한 연1회 신

시하며, 상시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

고의무도 부과하는 방법이 검토되었다.

한 대출대상 확대 및 평생 상환 관리 등에 대비하
기 위하여 장학재단의 IT 인프라를 확충해야하며,

(7) 평생 상환의무 부여 및 개인파산시 면책조항

대출금 상환 관리를 위해 특별법에 관련기관 간 정

적용 제외

보제공 및 협조에 관한 특례 규정을 포함하는 방안

ICL은 최장 상환기간 없이 대출 잔액이 있으면 평

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 상환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연령에 관계없이

이처럼 제도 도입 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

소득이나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 받

었고, 이에 따른 정기적인 ICL 재정추계, 운영실

거나 강제징수에 착수할 수 있는 방법이 검토되었

태 분석 및 제도개선이 의무화 되었다. 제도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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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 후에도 실제 운영상황, 여건 변동 등에 따른

이미 시행되고 있는 유사한 제도에 대한 연구 및

분석과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

벤치마킹이 이루어졌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다. 위에 언급된 문제점들은 실제 제도 도입과 정

제도는 주로 영·미계 국가(미국, 영국, 호주, 뉴

착 과정에서 개선이 되었고, 운영 3년차인 현재까

질랜드 등)에서 운용 중인 ‘소득연계형 학자금대출

지도 꾸준히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제도(ICL: Income Contingent Loan)와 유사하
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기틀을 다지

라. 해외 사례 연구

는데 도움이 되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전, 해외에서

해외 사례

③ 미국

① 영국
-등
 록금 실소요액을 대출받고, 졸업 후 연간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발생한 시점에서 국세청을 통해 원
리금 상환

-학
 자금 대출을 받은 후 상환기일 도래시 균등분할 상
환방식과 소득연계형 상환방식 중 결정
-학
 자금 대출을 받은 후 상환기일 도래 시 상환이 어렵

-생
 활비도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지원과 일반계층에
대한 유상대출로 나누어 별도 지원

다고 인정되는 대출자에 대해서 최대 25년간 소득액
의 일정액만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법 허용
⇒ 해외사례 시사점

② 호주·뉴질랜드

-학
 자금 대출 상환과 소득 발생 시점과의 연계

-등
 록금 대출을 받고 졸업 후 일정소득 발생 시 국세
청을 통해 상환

-등
 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지원
-대
 출자의 소득포착 및 원리금 상환이 국세청을 통해

-호
 주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프로그램을 통
하여 생활비 일부를 지원

이루어짐(학자금 대출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세
체계와의 연계 필요)

-뉴
 질랜드는 등록금과 별도로 생활비 대출 지원

<표 5-2-1> ICL 해외사례 비교
구분

도입배경
개
요

도입시기
근거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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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호주

경제적 여건에

무상고등교육에서

관계없이 의지와 능

유상교육 (수익자

력에 따른 고등교육

부담)으로 전환하면

기회 부여

서 실시

2010

1989

취업후학자금 상환
특별법

영국

뉴질랜드

좌동

서 학생대출부담

기존대출방식에
을 경감
1995

1992

미국(IBR)
학자금 대출자 채무
부담 완화
2009. 7. 1
대학 비용절감 및

고등교육지원법

고등교육법

학자금대출법

기회확대법
(200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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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교과부, 국세청 집행
: 한국장학재단

정부, 고등교육기관,
국세청이
역할분담

학자금관리공사
(SLC)

교육부, 국세청
사회개발부

연방교육부(FSA)

삼원운영

보조방식

없음

정부보조

정부보조

정부보조

재원조달

재단채권 발행

정부예산

정부예산

정부예산

모든 대학생

모든 대학생

재정

정부보조
정부예산
(‘10.7 시행)

학부생
대출자격

(만 35세/소득7분위

모든 대학생

이하, 직전학기 성적

및 대학원생 일부

상환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C(70점)이상)
ex. 스테포드론
1.5%
대출
자격

대출금리

3.9%

및

1.9%
(1년단위 변동)

4.5%(‘10.7.1-

-2010.9~2011.8 적

국내거주 0.0%

’11.6.30)

용금리이며,

해외거주 6.6%

3.4%(‘11.7.1-

1년단위변동

(1년단위 변동)

- 전년도금리: 0%

조건

’12.6.30)
(학부생) 6.8%
(대학원생)

대출금액
장학제도
병행

등록금(실소요전액),
생활비

등록금
연방정부장학

무상장학금 있음

프로그램
(교육부 예산의 2%)

3천파운드 내

수업료(상한),

수업료(상한),

수업료, 생활비

생활비

생활비

무상장학금 있음

무상장학금 있음

국세청

조세체계와 미연계

무상장학금후잔액
ICL 대출

국세청: 의무상환,
장기미상환
회수주체

한국장학재단 :

국세청

국세청

자발적상환, 해외이
주유학생 상환
기준소득(ʼ12년 기준
회수시점

1,728만 원) 발생시
(4인가구
최저생계비)

일정소득 발생시
(AUD 44,912, 20102011기준)

기준소득 발생시
(1만 5천 파운드)

AUD 500이상 자발
상환
방법

선납할인
제도

-

적 상환시
10% 할인

상환방식

달한 후부터
소득 일정비율로
자동 상환

총상환금액

원리금

상환능력

국민연금 이외의

부재시

소득이

만65세 이상

없을 경우 등

소득수준에 따른 누
진의무상환+자발적
상환(10% 보너스)
원리금

2011기준)

재량소득 발생시
(빈곤선의 150%↑)

NZD 500이상 자발
-

적 상환시 10%할인

-

(선납시 이자)

(선납시 이자)
기준소득 이상에 도

기준소득 발생시
(NZD 19,084, 2010-

기준소득

기준소득

재량소득의

초과분의 9%

초과분의 10%

15% 이하

원리금

원리금

원리금

상환유예 및 면제

상환유예

(저소득층, 파산 및

(국가평균소득 85%

사망)

이하인자)

상환유예

25년 이후 미상환
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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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남지만 든든학자금 제도는 학생이 졸업 후 돈을
벌어 갚기 때문에 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없어진

가.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다. 이에 따라, 등록금 마련을 위한 부채의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노후 생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활에 대비한 저축여력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

가 도입한 “든든학자금”은, 학생이 학자금을 정부

로 예상된다.

(한국장학재단)로부터 대출받아 재학기간 동안 원
리금 상환 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하고, 졸업 후

●셋
 째,

“내가 벌어서 내가 갚는다.”

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학생이 졸업 후 스스로 돈을 벌어 상환하기 때문에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이다.

지금보다 학생들의 자립심이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졸업 후 고소

● ( 수혜대상)

소득 하위7분위 이하 가정의 만35세

이하 대학생(C학점 이상)
● ( 대출금액)

연간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

연 200만 원
● ( 대출금리)

오히려 사회 정의에 어긋나고 소득수준에 따라 차
등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
서도 합리적일 것이다.

재원조달금리를 감안하여 매년 결정

(2012-1학기 기준 3.9%)
● ( 상환방법)

득자가 되었음에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없다면

연간소득이 일정수준 초과시점부터

원리금 상환 시작

●넷
 째,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이전의 등록금 대출제도 아래서는 소득발생 유무
에 상관없이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가 상환능

든든학자금은 각계각층에서 제기되어 왔던 이

력이 없고 학생 취업이 안 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

전 학자금제도의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로 전락하는 경우가 속출하였지만 든든학자금 제

제도로서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다.

도 아래에서는 이런 일이 근원적으로 해결된다.
“든든학자금”은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

●첫
 째,

“돈이 없어도 능력만 되면 등록금 걱정없

이 대학을 다닌다.”

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철학의
결정판으로써, 서민·중산층 학부모들의 대학등

대학 재학 중은 물론 졸업 후에도 취업이 안 되면

록금 부담을 단번에 해소하는 획기적인 조치이며,

대출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에 등록금 걱정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중 가장 높은 13.8%

으로 대학에 못가는 경우는 없어진다.

를 차지하는 교육비 절감으로 인한 중산층의 소
비진작, 저축여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어 가계수

●둘
 째,

“자식 대학공부로 부모가 허리 휘는 일은

없어진다.”
이전의 등록금 대출제도는 사실상 부모의 부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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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대출과의 비교

는 이자를 부담해야 했으나(기초수급자 및 1~2분
위는 무이자), 든든학자금은 취업등을 통한 기준

든든학자금 도입 후 개인차원에서 기존 학자금대

소득 발생시점까지로 이자를 유예하므로 재학중

출과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과정

에는 이자납부 부담이 없다.

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게 됐다는

셋째, 소득발생 전까지 상환부담이 없고 상환기

점이다. 기존의 대출은 1인당 대출한도(학부기준

간도 길어진다. 이전까지는 상환도래 시 소득이 없

4,000만 원)로 등록금 지원이 충분치 못한 경우가

어도 대출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의 대출

있었으나, 앞으로는 한도 폐지로 어느 경우든 등록

금 상환부담이 크고 상환능력이 없는 학생은 금융

금 실소요 전액과 생활비 또한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기도 했다. 그러나 든든학

둘째, 거치기간이 길어지고 거치기간 중 이자납

자금은 대출받는 학생의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부 부담이 없어졌다. 기존의 학자금대출은 최장

는 상환부담이 없고 상환기간도 현재 최장 10년인

10년 이내에서 거치기간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었

일반상환학자금과 달리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으며, 거치 기간중에도 소득 3분위 이상인 경우에

별도로 정해진다.

<표 5-2-2>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학자금의 비교
구분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지원범위

등록금+생활비

공

상환주체

학생 본인

통

대출금리

점

결정방식

재원조달금리를 고려하여 매학기 결정 ((’12-1) 3.9%)

대출재원
대출대상
대출한도
지원기준
상환
차
이

상환액

한국장학재단 채권발행
대학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록금 전액

4천만 원(대학)

(생활비 연200만 원 한도)

(생활비 연200만 원 한도)

학점 기본조건(C학점)

학점 기본조건(C학점)

경제적 요건(1~7분위)

신용관리정보 규제중인 경우 대출제한

일정 기준소득* 이상 발생시
* 4인가구 최저생계비(연1,728만 원)

기준소득(’12년 1,728만 원) 초과분의 일정률(20%)
※ 상환액 = (개인연간소득 - 기준소득) × 20%

점

최장10년 거치, 최장10년 상환
일정액 분할상환 방식
저소득층에 대한 거치기간 중 이자지원

이자 지원 없음
이자지원

※ 소득발생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1~3분위자는
생활비 이자 전액 지원

※ 소득분위별로 차등 이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1~2분위 이자 전액
- 3~5분위 4.0%p(3.9%지원,무이자)
- 6~7분위 1.5%p
※ ‘13년부터 이자지원 신규 없음

이자부담

일정 기준소득 이상 발생시까지 이자납부 유예

대출 즉시 이자납부
(의무불이행시 연체이자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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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년의제 법 통과를 통한 미성년자 대출 업무

마지막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학생도 학자금대
출 지원이 가능하다. 든든학자금은 신용요건 제한

절차 간소화

이 없어 기존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금융

기존 학자금대출의 경우 미성년자가 대출을 신청

채무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도 제도의 수혜를 받

할 시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 및 연대채무자 약

을 수 있다.

정이 필수적이었다. 이는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한
업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부모와 떨
어져 살고 있는 미성년자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3. 주요성과

을 받는데 있어 큰 어려움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성년자 성년의제 법 통과를 추진하

가. 대출 성과 및 제도개선 실적

였고, 2010년도 1학기 든든학자금 시행과 함께 보
호자 동의 없이도 대학생이라면 한국장학재단을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가 도입한 “든든학자금”은, 학생이 학자금을 정부
(한국장학재단)로부터 대출받아 재학기간 동안 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미성년

리금 상환 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하고, 졸업 후

자에 대한 특례)

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대학생인 미성년자가 학자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민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이다.

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

2010년 2월 2일 제도 첫 시행 이후 든든학자금

출사실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릴 수 있다.

은 매 학기 개선되며 점증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5-2-1> 든든학자금 현황
(단위 : 명, 억원 ʼ12.5.31기준)

인원(명)

300,000

금액(억원)

7,874

250,000

6,000

4,988
4,404

5,000
4,052
246,197

100,000
114,700

117,748

148,268

2,000
1,000

0

0
ʼ10-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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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3,000

155,524
50,000

8,000
7,000

5,886

200,000
150,000

9,000

ʼ10-2학기

ʼ11-1학기

ʼ11-2학기

ʼ12-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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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자금대출 금리의 지속적 인하

있게 하였다(2012년도 1학기). 이를 통해 학자금

2010년 2월 2일 첫 든든학자금이 이루어진 이래

대출을 받는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의 업무 부담 또

지속적인 금리 인하 노력의 결과로 한국장학재단

한 대폭 완화시킬 수 있었다.

설립 이전 평균 7%였던 대출금리를 3%대로 인하
(2012-1학기)하였다.

나. 학자금대출제도와 대학교육의 질 제고

(3) 재학생 성적 기준 완화

학자금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수혜자를 학생 개

든든학자금 시행 후 2개년 동안 80점(100점 만점)

개인으로 하지만 대학 또한 이를 통해 필요한 재

이었던 재학생 성적 기준이 2012년도 1학기 70점

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직접적 수혜자라고 할

(100점 만점)으로 낮아졌다. 이는 대학생, 학부모,

수 있다. 또한 학자금지원제도가 성공적으로 정

언론 등의 의견과 전문가 의견(정책연구 등)을 수

착·운영되기 위한 핵심적인 조건은 제도를 이용

렴한 결과로써 더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마련에 대

한 수혜학생들이 졸업 후 양질의 직업을 갖고 충분

한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

한 소득을 올림으로써 대출금에 대한 상환이 순조

하는데 일조하였다.

롭게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출이 이
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4) 신입생 성적 기준 폐지

선순환구조의 핵심 고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질

든든학자금 시행 이후 복잡했던 신입생 대상 성적

높은 대학교육으로,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

기준(수능성적, 내신성적 등 6개 부분 중 1개 이상

지 못하여 졸업생들이 노동시장에 제대로 진출하

충족)을 대폭 완화하여, 대학 입학 예정인 신입생

지 못하거나 충분한 소득을 올리지 못할 경우 학

의 경우 ‘대학입학허가’로 성적 기준을 대신할 수

자금지원제도의 자생적인 운용이 어려워지며, 이

<그림 5-2-2> 연도별 학자금대출 금리 현황
일반

9.00%
8.00%

7.65%

7.80%

든든

7.30%

7.00%
6.00%
5.00%

5.80%

5.70%

5.20%

4.90%

4.90%
3.90%

4.00%
3.00%
2.00%
1.00%
0.00%
ʼ08년 1학기 ʼ08년 2학기 ʼ09년 1학기 ʼ09년 2학기 ʼ10년 1학기 ʼ10년 2학기 ʼ11년 1학기

ʼ11년2학기

ʼ12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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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3> 연도별 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현황
구분

든든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
•금리인하 : 7.3% → 5.8%

2009년 2학기

-

•미성년자 친권자 동의 절차 개선
•일반대출금리 신청 학생에 대한 서류 제출 생략

•금리인하 : 5.8% → 5.7%
•성년의제 법 통과 : 미성년자 업무프로세스 간소화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업무절차 생략에 따라 서류제출 간소화
•생활비만 대출 허용 : 등록금 자비부담 신입생도 생활비 대출 가능
2010년 1학기

원격대학 지원기준 명확화 : 평생교육 시설을 추가함으로 지원대상 확대
•전환대출 실시(일반→든든)
•빈번한 연체자에 대한 대출제한 폐지

•든든학자금 첫 도입

 개월 이상 계속 연체, 1개월 이상 연체 3회 이
-3

•기초생활수급권자 생활비 무상지원

상인자에 대한 대출 제한 폐지

•금리인하 : 5.7% → 5.2%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 : 제출서류 간소화
- 주민등록 전산정보로 서류제출 대상자 축소
2010년 2학기

•건강보험공단 소득분위 산출시간 단축(심사 소요기간 10일→2일)
•생활비대출 상시운영 : 등록금대출과 별도로 학기 중 상시 운영
•생활비 무상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생활비 무상보조

-

•전환대출 상시 운영(일반→든든)
•금리인하 : 5.2% → 4.9%
•학자금대출 사전승인제도 도입 : 신입생 일반으로 대출승인
•기대출자 제출서류 간소화 : 가족관계 변동 없을시 제출서류 생략 허용
2011년 1학기

•생활비 대출 기준 간소화
   - 6~7분위자에 대해 원금 및 이자를 납부유예로 통일
•특별추천제 신설 도입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선정발표(23개)
-제
 한대출그룹 등록금의 70%, 최소대출그룹
30% 한도제한

   - 전체 평점 B학점 이상자에게 든든 학자금 이용기회 제공
•금리인하 : 4.9% → 3.9%
•제출서류 간소화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로 통일
•신입생군 성적기준 폐지 : 복잡한 성적기준 → 대학 입학허가로 통일
•재대출 제한 회수 폐지 : 1회 → 제한 없음
2012년 1학기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선정발표(17개)
•생활비 대출 기준 간소화

-제
 한대출그룹 등록금의 70%, 최소대출그룹

   - 8~10분위자에 대해 원금 및 이자를 납부유예로 통일
•성적기준 완화 : B→C학점
•군복무기간 이자지원

30% 한도제한
•생활비대출 가능 대학 확대
- 원격대 등 든든과 동일하게 생활비 허용
•특별상환유예제도

는 곧 바로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귀결될 위험성

든든학자금 도입당시(2009.7~2010.1)부터 학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일정한 기준에 따

계 및 국회 등을 중심으로 학자금 대출제도의 재

라 고등교육기관을 평가하고 학자금지원제도 운

정건전성 유지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든든학자금

영과 관련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대학교육 수요를 과도하게 유발시켜 양질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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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제공할 수 없는 대학을 연명시킬 우려가 있다

학기(2010년도 1학기~2012년도 1학기) 동안 학생

고 지적함에 따라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의 필

들이 등록금 마련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

요성이 제기되었다.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끊임없는 제도 개

앞으로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이 대학교육

선을 추진해 왔다.

의 질 제고는 물론, 대출제도의 재정건정성 확보

든든학자금은 특별한 대출 자격 요건 없이 대학

를 위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학과 대출

생인 대출자의 미래를 위하여 나라가 지원 및 투자

제도 변화, 교육의 외부적 요인 등 다양한 사회변

하는 제도이다. 제도 초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

화를 수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더라도 계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하여 더 많은 학생
이 학비 및 대학생활을 위한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업 환경을 구축

4. 향후 추진 과제

하는데 힘써야 한다.
그러나 정부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

‘든든학자금’이 기존 대출제도에 비해 장점이 많은

자금 대출상품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

저금리 대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 정부

리가 높다는 지적 등 쓴소리도 많았다. 일부에서

의 재정건전성을 해칠 위협요인이 존재한다. 따

는 든든학자금의 상환개시 시점부터는 복리(複利)

라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소비자(대

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크다는 비판도 제

학생 및 학부모) 또한 만족할 수 있는 최적화된 학

기되었다. 이용자 수도 당초 정부의 예상을 밑돌

자금대출 제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았다. 자녀 결혼 시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비용까

야 한다.

지 도와주고 있는 우리나라 부모들을 생각할 때,
자녀의 대학 등록금도 기꺼이 본인들의 부담으로
껴안으려는 성향 탓도 크리라 여겨졌다. 든든학자
금 이용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자 제도개선을 요
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해왔다.
대출금리 인하가 가장 민감한 사안이었는데 정부
는 기업어음(CP) 발행 등을 통해 매 학기 대출금
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다. 대출 심사기간 단
축 및 제출서류 간소화, 특별추천제를 통한 학점
요건 완화, 생활비도 취업 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을 추진했다.
든든학자금이 시행된 2010년도 1학기 이후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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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대학 재정수입구조를 개선하고, 민간 R&D

제3절

자금을 대학에 유치하기 위한 규제완화 및 세제혜
택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대학재정 효율화

이명박 정부는 2011년 5월 ‘대학재정 효율화 방
안’을 수립하고, 제2차 교육개혁협의회 안건으로
‘대학재원 다변화 방안’을 상정함으로써 맞춤형 국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 경과

가장학제도를 통하여 등록금 부담을 최대한 경감
하는 한편, 대학의 재정회계제도를 개선하고 적립

지난 몇 년 간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금과 이월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학재정을

초과함에 따라 정치권과 학생들은 소위 ‘반값등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규제완화와

금’을 실현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기부금과 민간 R&D 자금을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등록금 부담문제가 사회문

대학에 유치하는 대학재원 다양화 노력과 함께 대

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가계의 대학등록금 부담이

학경영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가중되어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고등교육의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기회에 영향을 미쳐 고등교육의 형평성이 제고되
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2. 주요내용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높은 민간부담과 낮은 사
학 및 정부 재정부담’을 위하여 현행 고등교육 재
정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의 대학 재

가. 국가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장학지원

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재정의 효율성을 확

확충

보하고 대학재원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
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수입재원이 대부분

(1) WCU-BK21 후속사업 추진

등록금과 국고보조금에 치중되어 있어 발전기금

그동안 WCU(World Class University) 및 BK21

이나 기부금 수입은 2009년 기준 2.4~3.6%에 불

(Brain Korea 21) 사업을 통해 세계수준의 연구중

<표 5-3-1> 변경 내용
2012년
WCU
(2008~2012)

2013년
Ⅰ유형 •우수 연구집단 집중지원

•해외학자를 유치, 융복합 분야 공동연구/
핵심인재 양성에 활용
- 국내 교육·연구 풍토 혁신

▶
통합
BK21

•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 집중 지원

(2006~2012)

- 창의적 학문후속세대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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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사업
(2013~

Ⅱ유형 •융복합 분야 학문연구 지원

2019)
Ⅲ유형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대학원
생 중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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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대학을 육성하고, 미래 국가경쟁력을 주도할 학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학부생

문후속세대를 육성해 왔으며, 2013년 두 사업 종

에서 국가과학자에 이르는 GPS 시스템 완성” 과

료에 대비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계승·확산하고

제가 추진되면서 2011년 학부에서 박사, 박사후

국내 대학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후속사

과정까지 단절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

업을 추진 중이다.

원하는 GPS(Global Ph.D. Scholarship) 시스템

미래 국부를 창출할 핵심 분야의 고급인력 양성

이 구축되었다.

을 위해 2006년부터 2단계BK21 사업이 시작되었

기존의 대학원 지원사업이 기관 혹은 프로그램

고, 2008년부터는 해외 우수학자 유치를 통한 국

중심의 간접적 개인 지원 방식이었던 데 비해 이

내 대학원의 교육·연구 풍토 혁신을 위해 WCU

사업은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을 취했다는

사업이 도입·추진되었다. 그러나 두 사업이 모두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사

2012년 종료 예정인 바, 두 재정지원사업을 통합

업은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과 석·박사 통합과정

하여 국내 대학원의 경쟁력을 보다 높일 후속사업

입학자 중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월 250만 원(연간

을 기획 중이며, 현재 후속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

3,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인

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문사회 및 과학기술 전 분야에 해당하며, 2년간 지

WCU-BK21 후속사업은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원 후 성과를 평가하여 박사과정은 추가 1년, 석·

를 위한 우수 연구집단 지원과 함께 학문후속세대

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추가 최장 3년까지 지원한

육성을 위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을 중심으

다. 2011년에는 295명, 2012년에는 205명을 선발

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사업단 지원방

하여 2년간 총 500명을 지원하고 있다.

식을 유지하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고 중장기 지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사업은 우수 학생의 국내

원으로 안정적 연구수행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학원 진학을 유도하고, 학생 개인에 대한 재정지

향후 국가경쟁력을 선도할 글로벌 수준의 우수

원을 통해 학생의 학업 몰입도 제고하고자 하는 사

사업단 육성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WCU-

업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수

BK21 후속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

혜자 대상 설문조사(2011.12.26~31) 결과, 이 사

력할 계획이다.

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4.7점, 5점 척도)
나타났으며, 특히 우수 학생의 국내 대학원 진학

(2)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사업

유도(4.4), 학업몰입과 자기연구 기회 확대(4.6)에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사업은 우수한 국내 대학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원생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학업·연구 몰입도
를 제고하여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도

(3) 대학간접비 제도 개선

입되었다. 국내 대학원의 우수 대학원생 유치 경

간접비가 대학의 연구기반 확충 및 연구성과 확산

쟁을 촉진하고, 국내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박사를

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양성함으로써 우리 대학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

4월에 대학분야 간접비 선진화 추진계획을 수립하

려는 것이다.

여 추진하고 있다. 동 계획에는 간접비 지급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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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3%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2012

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였다. 2011년 5월 11일 교육

년에는 40%까지 확대하고, 간접비 정률 및 분리

역량강화 지원 사업 대상으로 80개 대학을 선정하

지급 방식의 정착, 간접비 집행 용도 규제 완화 및

여 대학 당 평균 29.6억 원을 지원하였고, 학부교

연구비 중앙관리제 법적 근거 마련 및 연구비 중앙

육선진화 선도대학으로 11개 대학을 선정하여 대

관리제 정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동 계획

학 당 평균 27.1억 원을 지원하였다.

에 따라 2011년 7월에 학술진흥법을 전면 개정하

나. 대학 재정·회계의 선진화

여 연구비 중앙관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
고(제17조), 간접비 비율을 2010년 27%에서 2011

(1) 국립대학 기성회회계 관리 강화

년에는 31%로 상향 조정하였다.

대학 기성회는 1963년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당

(4) 교육역량강화사업비 확충 및 집행의 자율성

시 대학의 취약한 재정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

교육역량강화 사업비를 2010년 2900억 원에서

재원의 확보수단으로 도입되어 1988년까지 엄격

2011년 3020억 원으로 확충하고, 사업비 집행가

한 지침에 따라 운영하다가 ’89년 이후 대학운영

이드라인 수정을 통하여 교직원에 대한 급여 및

자율화 방침에 따라 각 대학에 기성회 회계 운용

인센티브,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등 최소한의

사항 등을 대학에 이양하였다.

집행 불가 사항만 존치하게 하여 대학의 재정 자

기성회비는 국립대학 등록금 중에서 대부분

<표 5-3-2> 국공립대학 등록금 현황
(단위 : 천 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입학금(A)

173

179

174

169

수업료(B)

841

893

921

829

기성회비(C)

2,787

2,774

2,886

3,522

등록금 평균(B+C)

3,614

3,652

3,799

4,350

<표 5-3-3> 국립대학 재정수입 구조
(단위 : 억 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7,679

50.1%

30,217

46.1%

36,568

48.3%

37,225

48.5%

기성회비

13,362

24.2%

14,821

22.6%

15,117

20.0%

15,493

20.2%

기부금

1,370

2.5%

1,649

2.5%

1,441

1.9%

1,430

1.9%

6,813

12.3%

7,551

11.5%

10,930

14.4%

12,646

16.5%

국고
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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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기타

6,010

10.9%

11,243

17.2%

11,637

15.4%

9,987

13.0%

계

55,234

100.0%

65,481

100.0%

75,693

100.0%

76,78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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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준 80.9%)을 차지하며, 국립대학 전체
재정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고 다음으로

●학
 칙

등이 아닌 총장의 방침에 의한 연구보조비

등 지급 폐지(안 제9조 관련 별표 세출예산과목)

높다(2010년도 기준으로 전체 국공립대학 수입 중
국고 48.5%, 기성회비 20.2%).
그간 기성회비의 일부가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

2012년 2월 27일 시행된 국립대학(교) 비국고
회계 관리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의 주요 개정

게 사용되고, 단식부기 등 후진적인 회계 운영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로 전체적인 재정상태 파악이 곤란하다는 등의 문

●회
 계연도

독립원칙, 예산총계주의, 예비비, 계

제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속비, 명시이월비, 추가경정예산 및 세출예산의

학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 2010년 12월에 국립

이월 관련 조항 신설(안 제6조, 제10조, 제13조,

대학 기성회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대

제14조, 제15조, 제19조 및 제24조).

학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기성회

●기
 성회회계

복식부기 도입을 위해 예산회계와

비의 성격에 대한 논란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

재무회계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각각 결산(안

다. 2012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소송의 판

제8조, 제29조 및 제30조).

결에서 국립대학 기성회는 법적근거 없이 기성회

※복
 식부기, 재무회계 규정은 국립대학 선진화관리시스

비를 징수하였고, 그에 따라 국립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각각 1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
라고 결정하였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성회 회계의 투명성과 효
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8년도 이후 4차례에
걸쳐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인 ‘국립대학(교) 비국고
회계 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2010년 9월에 시행
된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템 적용 회계연도까지 시행 유예
●대
 학은 정부지침을 준용하여 예산안 편성지침과

예산집행지침 작성(안 제16조 및 제22조).
●예
 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클린카드제 도

입(안 제26조).
●예
 산내역서

공개범위 확대(과목별 총액 ⇒ 과목

별 세부내역)(안 제32조)
●세
 출과목

중 “교육지원비”, “경상보조” 과목 폐

지(안 별표 세출예산과목내역표)
※단
 , 상기과목에서 각각 지원하던 학생활동지원, 학교행

경비는 인건비 항목에 합하여 본예

사지원 경비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학교운영비 과

산에 편성하되,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목 내에 “학생활동지원”, “학교행사지원” 세목을 신설

부족을 제외하고는 추경 또는 전용 등을 통한 인

하되, 인건비성 경비 계상 금지 내용 명시

●급
 여보조성

상이나 지급항목 신설 금지(안제9조제2항)
●기
 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예·결산서

대학 홈페이지 공개(안 제19조제3항)

2011년부터 각 대학의 기성회계 운영을 적극 유
도하기 위하여 매년 전국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세출예산 집행지침에서 정하지 않

기성회회계 운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재정

는 사항은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집행지침

지원과 연계하여 대학의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하

준용(제26조)

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급여보조성 경비의 지급

●기
 성회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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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인상률 등 지표를 평가하여, 과다 인상한 대

회계, 발전기금 등)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처리

학에 대해서 지원 예산을 일정비율로 차등 삭감하

가 가능하고, 대학이 보유한 전체 인적·물적 자

고, 교원 배정에도 반영한다. 2011년도에 실시한

원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선진

평가결과에 따라 14개 대학에 대해 2012년도 기

화된 통합정보시스템의 개념으로 개발하고, 셋째,

본경비와 교육기반조성 사업비, 시설비 예산에서

동 시스템 구축 이후 정부의 고등교육제도와 대학

최저 1%부터 최고 3.5%까지 각각 차등 삭감하고,

별 학사제도 및 IT기술 변화 등을 신속하게 반영

삭감된 금액은 상대적으로 급여보조성 경비를 적

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수용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게 쓴 다른 대학에 인센티브로 추가로 배정하였다.

개발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을 위한 총사업비는

(2) 국립대학 자원 관리 선진화 시스템 구축

약 1,516억 원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응용 S.W 개

학생자원의 감소 및 고등교육시장 개방 등 급변하

발비 575억 원, 인프라 구축비 754억 원, 감리 및

는 대·내외적 환경과 정보기술의 발전은 대학 경

사업관리비 18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의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

이 시스템의 구축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

대학이 선도적으로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경

부 및 초·중등학교 분야에 비해 현저히 미흡한 국

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 경영의 효율성

립대학의 정보화 수준을 제고하여 행·재정 운영

및 책무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

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인적·물적 자원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정부는 2010년 및 2011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

년에 UN 전자정부평가 1위를 달성한바 있으며,

축을 추진하고 있다.

초·중등학교는 NEIS시스템(교무/학사, 2002년)

시스템 개발방향으로는 첫째, 시스템의 안정성

및 Edufine시스템(재정/회계, 2007년)을 구축하

확보 및 개발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국립대학의 전

여 전체 행정업무를 통합 운영하고 있는 반면, 국

체 업무영역에 대하여 일괄 개발할 예정이며, 둘

립대학의 경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거나 업무

째, 국립대학의 전체 업무영역(인사, 재정, 연구,

영역별로 분절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업

학사 등)과 다양한 회계(일반회계, 기성회계, 산단

무처리과정에서 수작업 또는 이중 작업이 상존하

<표 5-3-4>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2014년

계

응용 S/W 개발

321

254

575
754

인프라 구축

350

404

감리 및 사업관리

21

166

187

계

692

824

1,516

※ 상기 금액은 12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금액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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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소요액(억 원)
2013년

4편 제5장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고 있다. 둘째, 정부가 주도적으로 국립대학에 대

그 동안의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 구축함에 따라 대학 별

●국
 립대학

재정여건 등에 따른 정보화 격차의 해소를 통해 균

●시
 스템

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대학별로 매년 반복적
인 유사시스템의 중복개발에 따른 막대한 예산 낭
비요인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선진화 방안 발표(2010.9.28)

개발 및 구축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2010.11.15~2011.2.14)
●국
 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시스템 개발 및 구축

기본계획 수립(2011.1.26)

<그림 5-3-1>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 시스템 구축 모형(예시)
단위업무

소분류

① 인사관리

임용·승진·전보, 복무관리, 증명관리

② 급여관리

급여 관리, 강사료 관리 등

③ 예산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등

④ 회계관리

자금, 출납, 결산, 세무 관리

⑤ 관리회계

경영지원 관리 등

⑥ 기성회계

기성회계 재무관리 등

⑦ 발전기금

발전기금 관리 등

⑧ 시설관리

정보관리, 시설/설비관리, 현황 관리 등

⑨ 자산관리

자산관리 등

⑩ 물품관리

구매관리, 자재/물품관리 등

⑪ 병사관리

병사관리 등

⑫ 부속기관관리
⑬ 통계관리

② 연구비관리

연구비 예산 및 집행, 기타 관리 등

③ 업적관리

연구업적 등록, 평가, 통계관리 등

④ 연구소협력

각종 연구소 관리 등

⑤ 산학협력

산학협력단 회계관리 등

③ 성적관리

▶

연구
행정

성과관리시스템
(BSC/Balance
Socre Card)

통계정보시스템
(BI/Business
Intelligence)

교과과정 운영, 수강신청, 수업평가 등

장학생 선발, 증명서 관리 등
졸업사정, 졸업증명서 등

⑧ 교직관리

▶

통
합
자
원
관
리
시
스
템

경영정보시스템
(Economic
Information
System)

성적처리, 성적 입력·정정, 성적자료 관리 등

⑤ 졸업관리

⑦ 학생관리

일반
행정

입학, 학적변동, 전공관리, 졸업관리 등

④ 장학관리

⑥ 등록관리

GroupWARE/
Portal System

도서관, 어학원, 평생교육원 등

교내연구, 교외연구, 연구과제 관리 등

② 수업관리

▶

교육통계, 정보공시자료, 각종 요구자료 등

① 연구지원

① 학적관리

분야

▶

학사
행정

등록금관리, 증명서관리, 대상자 조회 등
학생회 활동, 상벌관리, 생활관리 등
교직과목 관리, 실습관리, 교원 자격증 등

3)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시(1,516억 원)/대학별 구축시(약 6,4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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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1.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

2.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효율성의 향상

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3.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의 확보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교육기본법 제23조의2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

5.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자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

6.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①

전자정부법 제3조(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① 행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

개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의 연계 및 행정정보의 공동

련하여야 한다.

이용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제18조(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① 행정기관등은 전

입·활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

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용하여 국민·기업 등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

행정·교통·복지·환경·재난안전 등의 서비스(이하 “유

여야 한다.

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라 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

●국
 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 TF 구성(2011.2.10)

●기
 본계획

및 BPR/ISP시행계획 국립대학 의견

수렴(2011.4.14〜4.22)
●국
 립대학

실무추진단 구성 및 BPR/ISP사업 개

현재 진행 중인 2012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
사 결과 추진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2013년 예
산이 확보되면 2013년-2014년 중에 시스템 개발
및 H/W 구축을 완료하고, 2015년에 시범운영을

시(2011.5.16)

거쳐 2016년부터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동

-총
 44명(교과부 4, 국립대학 20, LG CNS 컨소시엄 20)

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과정에서 대학의 업무담당

●국
 립대학 현장 방문 및 설명회 개최(2011.7~10.)

자를 적극 참여시키고 사업추진 단계별 설명회 등

●자
 문위원회

을 통해 개별 대학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최대한

및 국립대학 정보전산원장 회의 개

최(2011.10.)
●국
 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 시스템 구축 BPR/

ISP 사업 완료(2011.12)
●1
 2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2011.11.30)

및 대상사업 선정(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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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할 예정이며, 특히 학사분야의 변동성 및 복
잡성을 고려하여 다른 분야보다 더욱 철저한 검증
과 시범운영을 통하여 위험요인을 최소화 해 나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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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 추진

넷째, 대학별로 자체 운영하는 기성회회계는 급

국립대학의 재정·회계제도는 70년대 이전에 만

여보조성경비 과다 집행 등으로 감사원, 국회 등으

들어져 큰 변화 없이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현행

로부터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어 왔으며, 최근에

의 국립대학 재정회계 제도는 여러 가지 한계와 문

는 국립대 등록금 인상5)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합리

제점들을 안고 있다.

적인 수준의 등록금 책정을 위해 교비회계 설치,

첫째, 국립대학은 국가재정법 등 정부기관의 재

재무보고서 작성 등 회계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회계 규정들이 엄격히 적용되어 중·장기적

끝으로 국립대학 기성회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적인 교육·연구 수행이

소송에 대한 1심 판결6)에서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제약받고 있는 등 재정운영 자율성이 부족하다.

근거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기성회회계에 대한 근

즉, 정부 통제 위주의 대학재정 운영으로는 국립

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

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에 따라 국립대학의 책임재정운영체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이다.
둘째, 국고회계와 비국고회계인 기성회회계 등
으로 회계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어 회계별 칸막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은 1987년 교육개혁
심의회에서 ‘국립대학특별회계제도’ 도입 건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주요 입법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로 인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부족하고, 국고회
계, 기성회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등 다양한 회계
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에도 회계별로 회계연도
가 다르고, 후진적인 단식부기로 결산4)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합산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하지

●1
 987

: 교육개혁심의회에서 국립대학특별회계

제도 도입 건의
●1
 997

: 국립대학특별회계법(안) 입법예고 및 도

입 유보7)

않아 연간 예산 규모가 종합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2
 000 : 사립대학 기성회비 폐지, 등록금으로 통합

등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울 담보하기 어려

●2
 001.1

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셋째, 기성회비, 발전기금 등을 제외한 수업료,

: 국·공립의 초·중·고등학교 학교회

계제도 도입
●2
 002.1

사용료, 수수료 등의 수입을 예산 총계주의에 따

권고8)

라 국고로 수납하게 되어 있어 자체적인 재원확충

●2
 002.11

을 위한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 국립대학재정 운영제도 개선 감사원

: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

의(황우여 의원)

4) 교육청회계(2008.1), 초중등학교회계(2010.3)는 이미 복식부기제도 도입
5) 등록금 인상률 : 국고 수업료(4~7%), 기성회비(8~11%)
6) (청구요지) 법에 근거 없이 기성회비를 부과 징수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 기성회비를 과다하게 인상하여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반환
(인용이유) 기성회비 징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인 행위이므로 이로 인한 부당이득을 원고들에게 반환
7) 기성회직원 신분처리에 대해 총무처와 이견, 당정 협의(1997.9) 결과 여당에서 제도도입 연기 협조 요청
8) 기
 성회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존속 필요성이 없다면 수업료로 일원화, 존속 필요성이 있다면 통합 운영하는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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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05.5

: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이주호 의원)

회계를 통합하여 대학별 교비회계(국고회계+기

●2
 008.5.28.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 발표
●2
 008.6.26.:
●2
 008.11

●국
 고회계와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성회

공청회 개최

성회회계) 설치
●국
 가는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정부안 국회

제출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대

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출연
-대
 학은 정부 출연금을 자체 전용 및 결산상 잉여금의

●2
 008.12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로 운영

●교
 과위 상정(2009.1.8), 법안소위 회부(2009.4),

법안소위 상정(2011.8, 2012.2)
●2
 011.10

●재
 정·회계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해 교원·직원·학생 등 학·내외 인사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박보환 의원

9~15인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설치·운영
●교
 비회계

대표발의
●2
 012.1.27.

익년도 이월 등을 통해 대학재정을 유연하고 효율적으

: 기성회비 부당청구소송 관련 법원

원 승계
●외
 부

판결

설치에 따른 기성회회계의 폐지 및 직

회계감사 및 예·결산의 공개 의무화

-대
 학의 장은 매년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의 주요내용을 정부안
기준으로 총칙, 재정위원회, 교비회계, 발전기금,
재정·회계 운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고서를 첨부하여 재정위원회에 제출
-예
 ·결산 내역, 재무보고서 등은 대학의 신문과 홈페
이지에 공개

<표 5-3-5> 법 제정에 따른 재정·회계제도의 변화
구 분
회계 성격
회계 연도
회계 운영
예산 편성권
예산 심의 의결권

·기성회회계
·국고 : 1.1.~12.31.
·기성회계 : 3.1.~2월말
·국고회계, 기성회회계로 분리
·국고 : 기획재정부
·기성회계 : 총(학)장
·국고 : 국회
·기성회계 : 기성회이사회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대학자체 독립회계
·3.1.~2월말
·교비회계 (국고회계와 기성회회계를 통합)
·대학의 장
·재정위원회

학생 납입금

·국고 귀속

·대학에서 사용

수수료

·국고 귀속

·대학에서 사용

특허권 수입금

·국고 귀속

·대학에서 사용

·원칙적으로 국고 귀속

·대학에서 사용

평생 교육비
예산 집행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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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일반·특별회계

·국고 : 국가 반납
·기성회 : 이월 사용

·이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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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재무제표를 작성·공개함으로써 대학 전체의 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 국회(교육과학기술

정운영(교비회계,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등

위원회), 관련 단체,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법

포함)에 대한 성과 점검

안 필요성 설명 및 조속한 처리를 위한 입법추진

●국
 립대학은

재정·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법안 제정에 대한 공

체 전용(轉用),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용(移

감대(consensus)9)를 형성하였다. 또한 입법 추진

用) 및 다음 연도에 이월 가능

을 위해 국회 교과위원장 및 의원들 대상으로 조속

<그림 5-3-2> 법 제정에 따른 국립대학 세입·세출의 변화 도식

국고
국고세입

재
산
수
입

입
학
금
및
수
업
료

실
습
수
업

입
시
경
비

잡
수
입

국고세출

기
타
수
입

인
건
비

경
상
적
경
비

교
수
보
직
수
행
경
비

입
시
및
논
문
심
사

실
험
실
습
개
선

시
설
확
충
비

기
성
회
계
세
입

발전기금,
소비조합,
산학협력단
회계 등

경
상
적
경
비

교
수
보
직
수
행
경
비

입
시
및
논
문
심
사

실
험
실
습
개
선

시
설
확
충
비

기
성
회
계
세
입

발전기금,
소비조합,
산학협력단
회계 등

현행
개선
학교장

입
학
금
및
수
업
료

재
산
수
입

실
습
수
업

잡
수
입

입
시
경
비

기
타
수
입

자체 세입

+

인
건
비

+

국가 출연금

국고세입

총액 출연
국고

9) WTO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별도 투표절차 없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나라가 없는 경우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사결정 방식이며, 공동체 구성원의 일반적인 동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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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안처리를 협조 요청하였다.

국교련(2009.7.28)

아울러 공청회, 관련단체 간담회, 총장협의회,

●대
 학 관계자 회의 : 총장 협의회(2009.6.11, 2011.

기획처장 및 사무국장 회의 등을 개최하여 입법 필

6.16, 2012.2.2/3.22/4.5), 기성회 담당과장(20

요성 및 시급성을 적극 설득하였다. 주요 회의 실

12.2.21), 기획처장 및 사무국장(2012.2.23/3.

적은 다음과 같다.

22), 총무과장(2012.3.21) 등

●공
 청회

(5) 사립대학 재정의 효율화

및 토론회 : 2008.6.26(정부)/2009.2.6

(안민석 의원)/2009.4.16(교과위)
●관
 련단체 간담회 : 공공노조(2008.8.14), 대학노

(가)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의 분리 운영 정착

2011년 7월 사립대학의 과다한 적립금 조성을 방

조·전공노(2008.10.29), 공투위(2008.11.21),

<표 5-3-6> 사립대학 재정현황 주요 통계
【교비회계 수입】
(단위 : 억 원)

구분

등록금

전입금

기부금

국고 보조금

교육 부대· 외 수입

자산 및 부채수입

미사용 전기이월자금

총계

금액

107,137

13,663

4,471

5,986

12,596

10,331

10,718

164,902

비중

65.0%

8.3%

2.7%

3.6%

7.6%

6.3%

6.5%

100.0%

【교비회계 지출】
(단위 : 억 원)

구분

보수

관리 운영비

연구 학생경비

교육외비용

전출금

자산 및 부채 지출

차기 이월자금

총계

금액

63,125

18,012

35,237

비중

38.3%

10.9%

21.4%

1,480

249

35,278

11,521

164,902

0.9%

0.1%

21.4%

7.0%

100.0%

【최근 5개년간 적립금 변화 추이】
(단위 : 억 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당해연도적립금

10,494

13,746

13,486

14,117

13,348

증감율

17.1%

31.0%

-1.9%

4.7%

-5.4%

누적적립금

48,797

55,833

63,186

70,874

76,806

증감율

10.5%

14.4%

13.2%

12.2%

8.4%

【 2006~2010회계연도 이월금 변화 추이】
(단위 :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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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

금액

7,142

8,394

9,591

10,627

11,521

9,455

증감율

6.0%

17.5%

14.3%

10.8%

8.4%

11.4%

4편 제5장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지하기 위하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

(나) 본예산 및 최종 추경예산 대비 결산 내역 비교 정

한 특례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적립금에 관한 사

보공시

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등록금회계로부터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대학의 합리적인 예산 편

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으로

성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2012년도부터 각

제한하는 등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였다. 동 법 개

대학의 예·결산 정보를 공시하면서 본예산 대비

정으로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 분리 운영의 법적

결산내역을 비교 공시하도록 개선하여 대학의 자

근거가 공고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

율적 통제를 유도하였다.

부에서는 예·결산 보고·집계·공시 및 실태점
검을 통해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 분리 운영 여

(다) 이월금 상한 권고기준 설정 및 지도감독 강화

부 및 등록금 재원의 적립금 적립규모 적정성 점

지난 5년간 사립대학 이월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검을 실시하였다.

11.4%로 이월금의 규모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관련 법률 개정

제32조의2(적립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2. 학교법인이나 기부자 등이 출연한 교육용 기본재산 중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재산을 수익용 기본

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

재산으로 용도변경하고, 그 수익금을 학교 교육에 직접 충

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

당하기 위하여 등록금 회계로 전출하는 경우

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

(2012.5.30. 개정 발의)

액을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목적으로 적
립하는 경우에 한한다.(2011.7.25. 개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32조의3(이월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

1.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

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당해회계연도

비·기자재의 개수(改修)·보수(補修) 및 확충에 필요한

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이 최

자금의 융자

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호 외의 자금으로서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교육프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의 재정상태 등을

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감안하여 교비회계 이월금의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

3. 사학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치를 할 수 있다.

4. 제1호에 따른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

(2012.5.30. 개정 발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
하는 사업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⑥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

6. 그 밖에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한 사업(2011.6.7. 개정)

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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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교육과학기술부는 과다 이월금 조성에 대한

완료)에서 도출된 신탁기부 등 우리나라 법체제하

관리·감독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유도하

에서 도입 가능한 기부방식을 대학 관계자들이 활

고 있으며, 특히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교육과학

용할 수 있도록 대학 발전기금협의회 세미나를 개

기술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의 재정상태 등을 감

최(2011.6)하고, 대학발전기금협의회 홈페이지에

안하여 교비회계 이월금의 규모 등에 관하여 필

게시(2011.7)하였다. 또한 공익신탁 활성화 등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사립학교법」개정을 추

위해 법무부가 추진 중인 (가칭) ‘공익활동지원 및

진 중에 있다.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
하고, 기부환경 조성을 위한 대학의 기부금 운영

나. 대학재정 다변화

투명성 제고 및 예우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대학 기
부금 모금 및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 연수

(1) 대학 기부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대학의 재정확충 방안으로는 크게 등록금 수입, 법
인 전입금, 기부금 등이 있다. 우리나라 4년제 사

(나) 소액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추진

립대학의 재정구조를 살펴보면, 2010년 전체 재

2008년부터 소액 대학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정수입 중 등록금 비중은 51.1%인 반면, 전임급은

신설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고등교육법 개정

5.5%, 기부금은 1.9% 등에 그쳐 등록금에 편중된

을 추진하고 있다.

수입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2010년 국립대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학기부금에

학 전체 재정 수입 중 국고보조금 48.5%, 기성회비

대해 1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도입하

20.2%로, 기부금 1.9%로 기부금 비중이 미미하다.

고, 확보된 재원으로 학생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

이러한 재정구조를 유지한다면, 향후에는 등록

대출 이자 지원에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학교별

금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학생, 학부모의 부

모집한도를 설정하되, 모집한도 설정에서 지방대

담이 가중될 것이다. 대학은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학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한다.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 요구에도 직면하

사립대학(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교비회계 기

고 있으므로 대학의 재정수입이 감소되는 결과를

준 개인 기부금 현황에 따르면 개인 기부금은 최근

초래할 수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수입을 늘

5년간 5,600억여 원 수준이고, 기업의 기부금 비

려야 할 상황이다.

중은 축소, 반면 개인은 약 10% 증가하였다. 기관
및 단체의 기부는 약 5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 대학기부금 수입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기부방식 도입

109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사립대학의 개인 10

기부자에게 유리한 다양한 기부방식을 발굴하고,

만 원 이하 소액 기부 현황(2009년~2010년)에 따

기부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기부 문

르면, 개인 기부금 총규모는 1,099억 원으로, 이

화 활성화를 통한 대학재정 확충을 추진하였다. 구

중 소액 기부금은 1,969백만 원(1.8%)이다. 한편,

체적인 사업 성과로는 대학 기부금 수입 확대를 위

2010년 소액기부 인원은 약 23,700 여 명으로, 전

한 다양한 기부방식 도입에 관한 정책연구(2011.7

체 개인 기부자의 41.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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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7> 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조항
세액공제액
모집금액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
등록금 등 공시

·10만 원까지

유효기간

이 사실과 적용대상이 아님을 공시

·전년도 등록금 총액의 5%

학교별

- 학교별 모금한도는 따로 정함(교과부장관)

·재학생수 및 소재지를 우선 고려하되, 수도

모금한도
대통령령

-

위임사항

기부금용도

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

대통령령
대상학교

고등교육법

·제76조의2 신설

권 이외의 지역 소재 학교 우대 가능
·공시방법, 학교별 기부금 모금한도, 기부금

위임사항

·고등교육법상 학교
·장학금,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

용도 등
·미공시 또는 허위공시를 한 때, 1천만 원 이

과태료

하 과태료 부과

·2012.1.1.∼2015.12.31(4년)

<표 5-3-8> 사립대학교 기부금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분

총계

2005년

기업

단체/기관

개인

기부액

비중

기부액

비중

기부액

비중

568,202

184,825

32.5%

320,149

56.3%

63,228

11.1%

2006년

466,800

135,136

28.9%

264,239

56.6%

67,425

14.4%

2007년

555,065

153,143

27.6%

299,199

53.9%

102,723

18.5%

2008년

517,047

134,599

26.0%

278,143

53.8%

104,305

20.2%

2009년

562,238

137,925

24.5%

311,084

55.3%

113,229

20.1%

※ 자료출처 : 한국사학진흥재단 교비회계 결산자료(4년제+전문대학)

<표 5-3-9> 사립대학의 개인 기부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분

개인기부

소액기부

기부액

기부자수

기부액

비중

기부자수

비중

2009년

117,194

59,091

2,094

1.8%

26,795

45.3%

2010년

109,939

57,211

1,969

1.8%

23,736

41.5%

(다) 교육역량강화 평가 지표 반영을 통한 대학 기부금

로 살펴보면, 대학의 모든 회계에서 교육과 관련한

수입 확대 유도

재정지출을 당초 ‘총교육비’ 지표로 활용하다가 기

대학의 수입구조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부금

부금 지표를 포함하면서 ‘총교육비’를 ‘학생교육투

수입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 대학의 기부금

자’ 지표로 변경하고 이에 ‘기부금 모금 실적’을 세

수입을 2011년에는 대학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제

부항목으로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총교육비

고 방안에, 2012년 3월에는 2012년 교육역량강화

와 별도로 기부금 모금 실적을 학생 1인당 기부금

사업 평가지표에 각각 반영하였다. 이를 구체적으

모금액(50%) 및 학생 1인당 기부금 모금액 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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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으로 나누어 각각 포함하였다.

하였다. 2012년 1월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관
련 제도 개선을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

(2) 산학협력 활성화로 민간 R&D 자금 유인 확대

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령규칙
을 개정·시행하였다. 이 개정 법령 시행으로 대

(가) 대학 연구성과의 기업이전 및 사업화 촉진

학(산학협력단)과 연구기관 공동 기술지주회사 설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의 민간 이전을 촉진하고,

립 근거 마련, 기술지주회사 설립시 기술출자 한

사업화를 통해 대학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 완화(50%→30%) 및 기술주주회사의 영리행위

대학기술이전 조직(TLO)을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인정 등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다. 2012년 5월 현재

있다. 2006년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교육인적

21개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가 설립인가 되었

자원부,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대학·연구소 선

다. 또한 산학연합력 기술지주회사 설립 활성화를

도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원사업」을 추진하였

위해 2011년부터 대학 보유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다. 이 사업을 통해 연간 총 58억 원씩 5년간 지

을 추진하고 있다.

원하였는데, 18개 우수 선도대학 TLO를 선정하여
연간 2~4억 원씩 전문인력 인건비, 조직 역량 강

(다)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규제 완화

화 등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촉진비용을 지원

산업단지내로 대학·대학원의 일부 학과 및 전공

할 계획이다.

을 이전시킨 산업단지 캠퍼스의 내실화를 통해 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2기 사업이 추진

학과 기업 간의 상시적·현장 밀착형 산학협력 추

되고 있다. 2기 사업에서는 그간 독자적인 사업추

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이 곤란했던 대학들의 경우 컨소시엄 지원(대

그 동안의 사업 성과로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학＋기술거래전문기관)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한

(2011.2.16)을 개정하여 산업단지에 캠퍼스를 설

점을 고려하여 성장단계별로 차별적인 지원을 실

치할 경우, 교지·교사의 임대차가 가능하도록 하

시하였다. 이에 따라 30개 우수대학을 선정하여

고, 확보하여야 할 면적 기준도 완화하였다. 또한

TLO역량별로 1.5~3억 원씩 5년간 지원하였다.

산업단지 캠퍼스 설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확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6.24 구성

(나)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된 산업단지 캠퍼스 설치 심사위원회에서 대학의

대학이 보유한 우수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산업계

산업단지 캠퍼스 설치 계획 심사 및 설치·인가를

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설립

심사하고 있다.

을 통해 보유 기술의 직접 사업화를 추진하고 관
련 제도 개선 및 설립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를

(3) 학교부지와 유휴 토지 활용도 제고

지원한다.
구체적인 사업성과는 다음과 같다. 2007년 7월

(가) 대학부지 및 토지의 용도변경, 개발 및 처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교육과학기술부는 비교육용 유휴재산 및 토지를

을 통해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

활용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재원을 확충하고 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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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을 학교로 전출하여 학생 등록금 부담을 완화

으로 살펴보면,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법인이 이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학

익금을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손금인정에 관

교법인이나 기부자 등이 출연한 교육용기본재산

한 조항,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후 다른 수익용 기

중 기준을 초과하는 재산은 수익용으로 용도변경

본재산 취득 시 3년 거치 3년 분할 과세제도 연장

을 허용하여 그 수익금을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

에 관한 조항, 민간자본 유치방식(BTL 등)을 통한

할 수 있도록「사립학교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기숙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연장

또한 사학진흥기금을 교육시설 뿐만 아니라 수

에 관한 조항 등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

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개발 등에서 사용하도록

부 등과 협의하여 일몰 기한을 각각 연장하였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개정(2011.6.7.)하였다. 또
한 2012년 3월 27일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융자

(나) 기업 대학 공동·위탁 연구 개발 활성화를 위한 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학교법인이 사학진흥기금으

제상 인센티브 부여

로 수익금 증대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국가 R&D 재원의 72.2%를 차지하는 민간 R&D
재원이 산학협력활성화를 통해 대학으로 유인될

(나) 저수익 기본재산의 고수익용 기본재산 전환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체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제고를

박사급 연구인력의 67.5%가 대학에 있으나, 사용

통한 법인 전입금 확대하고자 세재지원 강화를 추

R&D 재원은 11.1%이며, 특히 기업 R&D 재원 중

진하고 있다. 현재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대학 사용은 1.7%에 불과하다. 기업 R&D 재원의

경우 양도차익을 교비회계에 전출하는 때에만 손

대학 유인 확대를 위하여 기업의 대학과 공동·위

비처리가 인정되고, 또 다른 수익창출을 위해 출

탁연구과제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자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에

추진하고 있다.

대한 법인 비과세 및 현행의 고유목적 사업비 지
출 범위에 사립학교법인이 토지 등의 수익용 기본

라. 대학 경영 합리화 기반 마련

재산 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다른 수익
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관계

(1) 효율적인 국립대학 운영 기반 구축

부처와 협의하여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시행령 개

지역과 대학의 강점분야로 대학 특성화를 지원하

정을 추진한다.

고, 기업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구조로
의 대학체제 개편을 유도하는 한편, 국립대학의

(4) 대학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제지원

효율적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조항의 일몰기한 연장

우선 총장·학장 선출방식 개선, 학사운영 선

대학 재정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

진화 및 기성회계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법상 관련 조항의 일몰 기한을 2010년 12월 31에

하는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을 마련·확정

서 2013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다. 이를 구체적

(2012년 2월)하였다. 특히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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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의 일환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대학의 강점분

기술부는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구조조정과제를

야를 연계한 대학별 특성화를 도모하고 대학 차원

분기별로 이행하였는지 점검하게 된다.

의 책임운영 체제를 구축하여 국립대학의 경쟁력

사립대학의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입

을 강화하는 취지로 “국립대학 운영 성과목표제”

법을 추진하고 있다. 부실대학 명단 공표, 구조조

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정 전반에 관한 기준, 절차 마련 등을 포함하는 사

또한 2011년 9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립대학구조개선촉진법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을 선정하여 지배구조 개선(총장직선제 개선 등),

이 2011년 8월에,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에 남은

유사학과 통·폐합, 학과개편, 특성화 등 구조개

재산을 공익법인·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출연을

혁과제를 도출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교

허용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정부 발의)이

통물류 중심의 특성화 대학인 “한국교통대학교”로

2012년 2월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

의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충주대-철도대 통

소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었다.

합을 승인하였다.

(2) 사립대학 구조개혁 상시화

3. 향후 과제

사립대학의 구조개혁은 크게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서 추진된다. 먼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정부 재

가. 대학재정 선진화를 위한 입법

정지원 제한 대학→학자금 대출제한대학→경영부
실대학→퇴출 단계로 체계화하여 구조개혁을 추

(1)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진하고, 이와 별도로 중대 부정이나 비리가 발생

새로운 시대 흐름과 상황에 맞춰 국립대학의 책임

한 대학에 대해 종합감사를 거쳐 과감한 퇴출 조치

재정운영 체제 구축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

를 취하되, 퇴출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해서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이 무엇보다 급

인근 유사학과 편입조치 및 학생 수용에 따른 부담

선무이다. 18대 국회의 종료로 정부 또는 의원이

경감을 위한 지원을 병행한다.

발의한 국립대학 재정회계 법안이 자동폐기 되었

그 동안 사립대학의 구조조정 추진성과는 다음

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과 같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정부재정지원제

의원입법 형태로 재 발의하여 입법을 추진할 계획

한대학을 2012년에 43개교,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이다. 아울러 국립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법안

은 ’11년에 23개교, 2012년에 17개교, 경영 부실대

의 내용과 입법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국립대학 총

학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18개교를 각각 선정

장들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국회

하였다. 감사를 통해서 중대, 부정 비리가 드러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에 대한 설득 등 입법 촉

2개 대학(명신대학, 성화대학)에 대해 퇴출을 추진

구활동 등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하였다. 한편 경영 여건이 어려운 사립대학에 컨설
팅을 지원하여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2012

(2) 사립학교법

년에는 15개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과학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위해서는 등록금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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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한 보조금, 기부금, 재단전입금 등의 재원
확대와 합리적인 대학 재정운영이 필요하다. 따라
서 수입재정 다변화와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현
재 입법 발의된 「사립학교법」개정이 조속히 이루
어져야 한다.

나. 재정 다변화
(1) 조세특례제한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 확산과 대학 재정확충을 위
하여 19대 국회에서 1인당 10만 원씩 대학에 기부
할 경우에 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
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재발의하여 입법을 추
진한다.

(2) 기부문화 확산
기부자의 편의와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개선함으
로써 대학기부에 대한 참여를 확산시킨다. 각 대학
이 연금기부 상품 등 다양한 기부방식을 발굴하여
적용하도록 대학 관계자 포상, 행·재정 지원 등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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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등록금을 인상했다. 등록금 수입 의존도가 높

제4절

고, 수입다변화 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출요인

등록금 안정화 기반 마련

의 증가가 등록금 인상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다. 우리나라는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 탓에
등록금이 인상되더라도 대학 진학 수요가 크게 줄
지 않는 특성이 있다. 대학 진학 수요가 높아 등록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금 수준과 무관하게 신입생 모집이 용이함에 따라
대학들은 원가분석 등 합리적 산정 근거가 부족한

가. 정책 추진 배경

상태에서 등록금을 인상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사립대의 비중이

이명박 정부 들어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 이

높아 학생 및 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 부담은 더

내에서 안정화 되었으나 2008년까지 등록금 인

무겁다. 유럽의 경우 국공립대의 비중이 90% 이상

상률이 물가상승률10)을 훨씬 상회하여 등록금 절

이며, 미국은 67%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사립대의

대 금액이 커졌기 때문에 대학생과 학부모의 등록

비중이 78%에 이른다.

금 부담이 큰 상태이다. 사회 전반의 자율화 추세
를 반영하고, 대학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유도하

나. 도입 경과

기 위하여 등록금 자율화 정책11)을 실시하였으나,
교육서비스의 종류, 수준 등에 따른 학교별 등록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총량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금 차별화 대신 일률적인 등록금 대폭 인상이라

재원을 활용하여 가계 전체의 평균적인 등록금 부

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2012년 발표

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

된 OECD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우리

다. 2009년 5월,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등 국

나라의 등록금 수준은 미국에 이어 2위 수준이다.

가장학제도의 틀을 마련하였고, 학생의 경제·생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대학의 교육 및 연

활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국가장학사업을 신설12)하

구 여건, 교육개혁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와 재정

였다. 2010년에는 재학 중 이자부담 없이 학업에

지원이 연계됨에 따라, 대학들은 우수교원 확보,

전념하고, 일정 소득 발생 시 상환하는 취업 후

시설 투자 등 경쟁이 심화되었고, 재원확보를 위

학자금 상환제(든든학자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0) 정부별 연간 평균 등록금인상률
구분

국민(1999-2003)

참여(2004-2008)

현 정부(2009-)

국·공립대

6.0%

9.1%

△0.45%

사립대

5.2%

6.2%

0.06%

물가상승률

2.7%

3.2%

3.3%

11) 1989년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2002년 국ㆍ공립대 등록금 자율화
12) 기
 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신설(2008년), 4년제 대학생 대상 근로장학금 신설(2009년),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2011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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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등록금인상률상한제(직전 3개년도 물가

2. 주요 내용 및 성과

상승률의 1.5배 이내) 및 등록금심의위원회13)제도
도입 등을 통해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가. 등록금 현황 정보공시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였다. 등록금인상률상한제에 대해서는 야당 의

2009년 이후 대학정보공시시스템(대학알리미)를

원 중심으로 제도 강화를 요구하는 고등교육법 개

통해 등록금 현황을 공시해 오고 있다. 공시는 학

정안 발의가 빈번했으나 여야합의로 입법화된 현

교별 등록금에 대한 상세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학

행 제도의 현장 착근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

교의 평균등록금, 계열별 평균등록금, 학년별 평

여 제도의 내용에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등록금심

균등록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교

의위원회제도의 경우 제도 내실화의 목소리가 높

육기관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상에는 연

아 2011년 9월 고등교육법이 재개정되어 일부 내

2회(2월과 7월)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학의

용을 개선14)하였다.

등록금 책정 일정 등을 고려할 때 2월 공시에 어려

야당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등록금 원가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가 많지만 대학 교육서비스의 성

운 점이 많아 2013년부터는 일정을 조정하여 4월
에 공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격으로 인해 등록금 원가 분석은 쉽지 않은 상태여

연간 학교 평균등록금16)은 계열·학년을 따로

서 현재 대학정보공시 시스템을 통해 등록금 산정

구분하지 않은 학생 1인이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

근거를 공개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대학별 등록

을 의미하며, 학부와 대학원 평균을 별개로 산출

금 산정근거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공시 등을 차질

하고 있다. 등록금의 범위에 속하는 납부금에는

없이 추진하여 대학의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유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가 있으며, 입학금, 등록

도하기 위해 2011년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 개선’

금(수업료+기성회비)을 별도로 산출하여 각각 입

을 위한 정책연구 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

학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을 구하고 있다. 대학

로 공시 양식을 개선하였고, 개선된 양식에 따라

원의 경우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

2012년 2월, 7월 공시를 실시한 바 있다.

을 포함하며, 석사·박사·석박사 통합과정을 포

15)

괄하는 전체 평균으로 산출하고 있다. 대학원도
연간 등록금액17)을 산출해야 함으로, 1학기 단위로
되어 있는 대학원등록금을 조사하여 평균 등록금
액을 산출한 후 2배 곱한 값을 연간 등록금액으로
하여 산출하고 있다. 평균등록금 산정방식은 오류

13) 대학별로 교직원·학생·관련전문가 등 7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해당연도 적정 등록금 산정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총수의 3/10 이상)
14)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총수의 3/10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자료 요청권을 명문화하고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
15) 주관연구자 :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영환 (2011년 6월 ~ 10월)
16) 학교 평균등록금 = 전체(학과별 학년별 등록금 × 학과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 전체 학과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17) 대학원 평균등록금 = 전체(학과별 학기별 등록금 × 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전체 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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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견수렴을 거쳐 아래와 같이

출범하면서, 한국장학재단법18)에서는 동 재단이

변경하였다.

등록금 통계 현황 조사·분석업무를 수행하도록

재학생수는 4월, 10월에 확정 되어 정확한 데이

명시하고 있었으나, 전자처리장치 미구축 등으로

터가 5월말, 11월말이후 제공되고 학생수 가중에

2011년까지 등록금 통계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 정

대한 고려가 없어 예술대, 의과대가 있는 경우 평

부는 등록금 통계 조사·분석 업무와 든든학자금

균등록금이 높게 나타나 평균등록금 산정방식을

제도(ICL), 국가장학제도 등 등록금 관련 주요 정

개선하였다.

책 간의 유기적 연계성을 제고하고자 등록금 통

평균 산출 시 계절제·원격·산업체위탁·특별

계 업무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이관하여 2012년부

과정·계약학과·산학협력 취업약정제·학사학

터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 통계 업무를 추진 중

위 전공심화 과정은 제외하고 있으며, 신청한 학

이다. 통계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406

점으로 등록금을 산출하는 경우, 실제 신청 학점

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등록금 통계는 대학

의 과소에도 불구하고 연 35학점을 기준으로 산출

현장에서 직접 입력을 담당하는 대학 직원의 역량

하고 있다. 다만 사이버대학의 경우 1~3학년은 연

에 따라 품질이 달라진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36학점, 4학년은 연 32학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통계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한 설명회 및 워크숍

학교별 등록금 수준은 등록금인상률상한제의

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통계조사의 정

준수 여부 확인의 전제가 되고, 대학교육역량강화

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현장 실태 조사를

사업 선정 평가, 재정지원제한 대학 선정 평가, 학

실시하고 있다. 2011년 40개교(2011.8.8~11.22),

자금대출제한대학선정 평가 등 대학에 대한 주요

2012년 30개교(2012.10.19~12.11)를 표본으로 선

평가에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생성

정하여 실시하였으며, 시스템 입력오류시정 사항,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적절성 확인 등을

2011년까지 등록금 통계 업무는 한국사학진흥
재단에서 추진해 왔다. 2009년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였다.
참고로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등록금 물가

<표 5-4-1> 연도별 평균등록금 및 인상률 산정방식
연도
산정 방식
조사 내용

2003~2007
재학생 1인당 부담하는 평균등록금
학년별학과별 재학생수
학년별학과별 등록금

변경 사유

1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제1항 제4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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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0
학과 1개당 평균등록금
학년별학과별 등록금
재학생수는 4월, 10월에 확정 되어 정확
한 데이터가 5월말, 11월말이후 제공됨

2011
입학정원 1인당 부담하는 평균등록금
학년별학과별 입학정원
학년별학과별 등록금
학생수 가중에 대한 고려가 없어 예술
대, 의과대가 있는 경우 평균등록금이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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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19)는 반기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납입금이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주

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증감분 반영하여 수

요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

정하고 있다. 통계청 등록금 물가조사는 전문대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등록금 표준액

학, 국·공립 대학교, 사립대학교, 국·공립 대학

을 정하고, 등록금표준액의 1.2배를 넘지 않는 범

원, 사립대학원 등 총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하

위에서 등록금 상한액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고 있고, 전문대학은 주요 사립전문대학 중 표본

있으며 학교가 등록금 표준액을 초과하여 등록금

학교를 선정하고, 대학교는 일반대학교(원) 중 표

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22)

본학교를 선정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

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

국장학재단과 공동으로 조사하고 있는 등록금 통

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의 교육 여건이

계는 전수조사를 통해 생성되고 있어 통계청의 표

학교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가 등록금 표준액

본조사보다 정확성이 높은 바, 향후 통계청과 협

을 산정하고 등록금 상한액을 공표하는 것은 대학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통계를 사용할 수 있도

의 자율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

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 2010년 여·야 합의로 도입된 등록금인상률상
한제를 현장에 착근 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나. 등록금인상률상한제

등록금인상률상한제의 전제가 되는 등록금인상
률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2010년 1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하여 각 대학의

학부와 대학원을 구분하여 계산하며, 입학금과 등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록금(수업료, 기성회비)에 대해 각각 적용한다.

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제한하는 등록금 인상률

2011년에는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물가상승률이

상한제20)를 도입하였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초

3.4%(2008년 4.7%, 2009년 2.8%, 2010년 2.9%)

과하여 인상한 경우 행·재정 제재 등 불이익 을

였으므로 등록금인상률 상한선은 5.1%(3.4%×1.5

줄 수 있다.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야당에서는

배)이었으며, 2012년에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

등록금인상률상한제를 등록금액수상한제로 전환

비자물가상승률이 3.3%(2009년 2.8%, 2010년

21)

<표 5-4-2> 국·공립 및 사립대 평균 등록금
(단위 : 천 원)

구분

2011년

2012년

등록금 증감

국·공립

4,352

4,112

△240(△5.5%)

사립

7,688

7,385

△303(△3.9%)

19) 표본수 : 전문대학 47개, 국ㆍ공립 대학교 25개, 사립대학교 71개, 국ㆍ공립 대학원 25개, 사립대학원 64개
조사원 수 및 조사기간 : 148명, 3월 초순~3월 중순 / 8월 하순~9월 초순
20) 고
 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⑦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1)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
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수 있다.
22) 등록금표준액 및 등록금상한액 결정, 등록금 계획 승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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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11년 4.0%)이었으므로, 등록금인상률 상

제재는 등록금 절대수준 및 인상률, 학과신설·대

한선은 5.0%였다.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학구조조정 등 특수사정, 향후 조치계획 등을 고

상승률은 기하평균 방식23)으로 산출하였다. 2011

려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행정제재는 특별한 사정

년 등록금인상률 준수 여부 점검 결과 삼육대학교

이 없는 한 부과하지 않고 재정적 제재를 부과할

등 8개 대학에서 학부 입학금을 5.5%에서 33.3%

방침이다. 재정적 제재의 주요내용은 대학교육역

까지 인상하였고, 영산대학교 등 4개 대학에서는

량강화 사업 참여제한 또는 차등지원, 학자금 대출

대학원 입학금을 10.0%에서 16.0%까지 인상하였

제한, 기타 교과부 및 타 부처 재정지원 사업 참여

으며, 대신대학교에서는 대학원 수업료를 5.9%까

제한 또는 차등지원 요청 등이 될 것이다. 등록금

지 인상한 것으로 밝혀져 상기 대학들에 유선으로

인상률상한제 위반대학에 대한 행·재정 제재 절

과다 인상한 입학금과 수업료를 환불하도록 시정

차는 아래와 같다.

조치를 통보하였다. 위반 대학들은 교과부에 과다

등록금 부담이 높아 완화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

인상한 입학금과 수업료 환불 결정을 공문으로 보

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고하고 학생들에 대해 환불을 완료하여, 2011년

는 시설, 교원, 교육과정 등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

등록금인상률상한제 위반대학은 없었다. 2012년

기 위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높

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대

은 등록금을 징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학들이 등록금을 인하하였으며, 등록금인상률상

도 고민해 봐야 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교육

한제 위반대학은 없었다.

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록금인상률상한제 위반대학에 대한 행·재정

(2012.1.26 제정, 이하 교육특구법)” 상 교육국제

<표 5-4-3> 등록금인상률상한제 위반대학 행ㆍ재정 제재 절차
시정 명령
(5~6월)
·대학별 등록금 현황 조사

▶

위반 대학 선별
(8~9월)

소명 요구
(9월)

·2학기 등록금 책정 후 연간

·위반 대학에 대한 소명 요구
▶ ·소명자료를 토대로 제제 ▶

등록금액 및 인상률 조사

·시정명령 대상 대학 선별

·상한제 위반 대학 선별

·대학에 시정명령

·추가 위반대학에 대한 시정

처분내용 검토
·교과부 대학행·재정 제재

명령 및 결과 조사

·제재 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

·제출의견 검토
·최종 제재처분 내용 결정
·대학 행·재정 제재심의위원
회에 심의 요청

23) 2012년, 2011년, 2010년 평균 : (1 + r/100) = 3 1.028×1.029×1.04  r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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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제재처분 내용 심
의 및 결과 통보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의견 검토
(11월)

이의신청 (10월)

행·재정 제재 심의위원회
1차 심의 (10월)

행·재정 제재 심의위원회
2차 심의 (11월)
▶

·대학별제재처분 내용 최종 심
의 및 결과 통보

관계 기관 협조 요청
(12월)
▶ ·대학별 제재 사항을 대학
재정지원 사업 부처(부서)에
알리고 협조 요청

4편 제5장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화특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 위치한 대학 중 일정

판이 많았다. 정부는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

요건*을 갖춘 모집단위에 대하여 대학에 대한 각

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촉구하

종 평가24)의 지표로 사용되는 평균 등록금 산정 대

였다. 2012년에도 여전히 50% 이상의 대학이 단

상에서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 위치

1회만 등록금심의위원회(2011년 50.8%→2012년

한 대학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모집단위를 제외하

59.4%)를 개최하였으나 이는 각 대학이 국가장

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외로 인정되는 모집단

학금 제Ⅱ유형 지급과 관련하여 자체노력계획서

위의 선정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

(명목등록금 인하 및 교내장학금 추가 확충)를 제

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출(2011.12)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많은 대학들

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평균 등록금 산

이 등록금 인하안을 마련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정의 예외로 인정되는 모집단위 정원은 합리적인

를 개최했기 때문에 1회 개최로 심의가 종료된 경

수준에서 제한할 방침이다.

우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심의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다. 등록금심의위원회제도

위해 2011년 9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위원 중
학생위원의 비중이 10분의 3이상 되도록 하였으

각 학교마다 다양한 형태로 운영해 오던 등록금 심

며, 회의록 공개와 위원회의 자료 요청권을 명문

의 기구 를 2010년 1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화 하였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의 도입 및 운

“등록금심의위원회”로 통일하여 법제화하였다. 등

영 규정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및 시민단체

록금심의위원회는 대학별로 교직원·학생·관련

중심으로 제도 개선 요구는 지속되었으며, 이에 따

전문가 등 7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해당연도의 적

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3월부터 4월에 걸쳐

정 등록금을 산정하게 하는 제도이다.

22개교의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25)

제도 도입 첫 해였던 2011년의 경우 약 50%의

구성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한 바 있다.

대학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 1회 개최를 통해 등록

점검결과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등록금심의위원

금을 책정하여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에 대한 비

회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

<표 5-4-4> 등심위 구성현황 (2011년, 4년제 199개교 / 2012년 340개교 대상)>
연도
2012

2011

교직원

학생

전문가

학부모

동문

기타

합계

1033명

894명

382명

156명

-

-

2,465명

41.91%

36.27%

15.50%

6.33%

-

-

100%

470명

333명

163명

14명

64명

15명

1,059

44.38%

31.44%

15.39%

1.32%

6.04%

1.42%

100%

24) 대출제한대학 선정, 재정지원사업 제한대학 선정,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25) 등록금협의회(한양대), 등록금책정자문위원회(고려대), 등록금책정협의회(충남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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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파악26)되었으나, 학생들을 중심으로 등록금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지침을 시달(2012.5)하였다.

심의위원회의 의결권 및 학생위원 비율 상향 조정,

등록금심의위원회 미구성 및 위원 구성 비율 미준

등록금심의위원회 전문가 위원 위촉, 등록금심의

수 등 법규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미준수 사항을

위원회 의사규칙 마련 등과 관련하여서는 조속한

개선토록 시정명령을 시달하였으며, 기관에 대해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설

서는 엄중 주의 조치하였다.

문조사 결과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대한 학교 측의
자료제출에 대하여 교직원 및 전문가 위원은 충분

라. 등록금산정근거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히 검토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60% 이상이었던 반

정보공시

면, 학생위원 측에서는 학교 측의 자료제출에 대
하여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59%)으로 많았다. 점

대학등록금 인상요인에 대한 근거가 공개 되지 않

검대학에서 학생측과 면담결과, ①학교측의 불충

아 등록금 책정과정에 불신이 많았다. 대학 등록

분한 자료 제출, ②제출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전

금 원가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원가분

문성 부족, ③제출자료에 대한 검토시간 부족 등을

석을 위해서는 강의비용, 연구 성과, 직급·직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강좌 수 및 강좌규모에 따른 강의에 쏟는 노동력

일부대학에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반영해야 하며, 대학 수업료

일부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

의 특성상 장학금·실험실습비 등의 직접경비 보

나,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을 미준수

다 교수인건비·건물관리비 등 간접경비가 많은

하는 등 관련 법규(고등교육법, 동법 시행령, 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등록금 원가계산은 사실

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위반 사례 가 발견되기도

상 어렵다.

27)

하였다.

이에 등록금 책정과정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결권 및 학생 측 위원 확

뢰 형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대학 측의 합리적인 등

대 등 입법사항은 국회의 논의과정을 거쳐 개선방

록금 책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등록금산정근거를

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다만 등록금

공시하고 있다. 현행 등록금 산정근거 정보공시는

심의위원회 전문가 위원 위촉 및 등록금심의위원

2009년 4월,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

회 의사 규칙(의결정족수, 의사정족수) 마련 시 학

법이 개정되어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생 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2010년, 2011년에는 4월, 11월 2차례에 걸쳐 대

는 향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학생 측과 협의28)를

학별로 등록금산정근거를 공시했으며, 2012년에

26)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4.2%,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응답
한 비율이 82.5%로 등심위 제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학생 39명, 교직원 52명, 전문가 19명, 학부모 등 10명
27) 관련 법규 未 준수 대학 10개교 (407개교 대상 조사)
ㆍ (등록금심의위원회 未구성) 전남도립대, 주안대학원대학교, 한국개발교육원국제정책대학원, 중앙승가대학교, 한국골프대학 (5개교)
ㆍ (위원 구성비율 위반)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 영산선학대, 순복음총회신학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5개교)
28) 등
 심위 위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64.2%가 학생 측과 협의 후 전문가 위원 위촉이 필요하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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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록금 책정 시기에 맞춰 등록금산정근거를 공

였으나, 2012년 부터는 “목”까지 확대하여 공시토

개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월에 공시했으나, 대

록 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자본과 부채 수입”에

학의 예산 편성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

내용도 추가로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수요자가 보

록금 산정근거 공시는 절차적으로 어려움이 많았

다 자세한 예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는 등록금 책정 절차, 등

④등록금 회계30)로부터 각종 회계로 전입·전출된

록금 책정 기본방향, 등록금 산정 세부내역(세입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적립금의 증감 현

총괄, 세출 총괄), 등록금 책정 결정사항 등으로

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재정 현황을 보

이루어져 있다.

다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세입예

2012년 등록금 선정근거 공시는 정책연구 및 각

산 추정의 핵심적 내용인 “학생 수 추정” 에 관한

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장표를 개선하여 이루어졌

공시 내용을 개선하였다. 2011년까지는 전년도 예

다.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산 편성 시 추정학생 수와 당해 연도 예산 편성 시

바탕으로 2차례의 전문가 협의회29)를 개최하여 의

추정학생 수만 비교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었으

견을 수렴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나, 2012년부터는 전년도 등록학생 수(4월 1일 기

2012년 등록금산정근거 공시의 주요 개선 내용

준, 10월 1일 기준)를 추가로 공시하도록 하여 전

은 다음과 같다. ①기존 “세출 재원 대비 세입 재

년도 예산 편성 시 추정학생 수와 비교할 수 있도

원 부족액”에 대한 공시 내용이 대학 측에 부족액

록 하고, 당해연도 학생 수 추정의 근거를 추가로

만큼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공시하도록 하였다. ⑥마지막으로 자료 관리 방식

전달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아 2012년부터는 공

을 개선하였다. 2011년까지는 대학이 등록금산정

시 내용에서 제외하였다. ②감사원 감사결과 드러

근거를 PDF 파일로 생성하여 대학 알리미 사이트

난 세입 과소 추정 및 세출 과대 계상의 문제를 완

에 직접 탑재하는 방식이었으나, 2012년부터는 한

화하기 위하여 세입과 세출 내역 공시를 보다 정

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등록금 통계시스템”을 통

밀하게 할 수 있도록 공시 내용을 개선하였다. 2월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한국장학

공시 시에는 전년도 결산자료가 확보되지 않기 때

재단이 일괄적으로 PDF 파일로 생성하여 총괄관

문에 전년도 본예산과 전년도 최종 추경예산을 비

리기관(대교협)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교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7월 공시 시에는 전

이에 따라 자료의 이력관리가 체계화 되고 사후 모

년도 최종 추경예산과 전년도 결산액을 비교 공시

니터링의 효율성이 제고되게 되었다.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입예산 과소 추정 및 세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학생의 교육 및 연구 활동

출예산 과대 계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에 지출하는 결산서상의 경비중 인건비, 관리운영

③2011년까지는 예산 내역 중 “항”까지만 공시하

비, 장학금 등 직접적인 혜택이 부여되는 비용을

29) 제1차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 개선(안) 의견수렴 회의 (2011. 10.19, 전문가 25명)
제2차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 개선(안) 의견수렴 회의 (2011. 12. 8, 전문가 19명)
30) 사
 립학교의 경우 2010년부터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를 나누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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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값을 공시하도록 하고

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117

있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이 상호 비교가 가능

조) 및 동법 시행령(159조)에서는 의무적으로 신용

하도록 회계 및 과목31)을 선정하였으며, 재학생 수

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법인에 학교법

는 학부, 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재학생

인은 제외32)하고 있어 법령상 대학의 신용카드 수

수의 합계로 계산한다.

납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현실적

정부는 향후에도 현행의 등록금 산정근거 및 학

으로도 신용카드 납부를 의무화한다면 카드 가맹

생 1인당 교육비 정보공시 제도를 개선·보완하

점 수수료(1~1.5%) 등으로 인해 등록금 인상요인

고, 대학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으로 작용하거나, 학생·학부모의 할부수수료 부

대학 등록금 책정의 합리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담 증가, 신용유의자 발생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
성이 상존한다.

마. 등록금 카드납부 및 분할 납부제

정부는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대학 정보공시를
통한 현황 공개를 통해 카드납부율을 제고시켜 나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선택권 확대를 위

가되, 카드 납부제를 제도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하여 등록금 납부방법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대학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등록금 분할납

이 많다. 특히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분할 납부 및

부제 확대, 든든학자금(ICL)33) 활용 유도 등을 통

납부기간 유예 효과, 타 학자금 융자 등과 비교

해 학부모의 등록금 납부 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할 때 비교적 간편한 대출 절차 등을 이유로 등록

것이다. 또한 카드 할부수수료(20%내외)를 고려

금 신용카드 납부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

할 때 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3.9%)

다.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

을 통한 등록금 분할 상환 제도34)를 이용하는 것이

부령)에서는 수업료 납부방법을 대학의 장이 자

바람직할 것이다.

<표 5-4-5> 등록금 카드납부제 실시 현황 (본교 기준, 359교 대상)
구 분

대 학
국공립

전문대학
사 립

국공립

사 립

합 계

2008년

2

23

0

17

17

59

2009년

7

26

1

19

17

70

2010년

19

20

0

35

16

90

2011년

31

25

0

35

19

110

2012년

43

32

1

41

21

138

31) 국·공립대 : 일반회계, 기성회회계,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회계
사립대 :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32)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이 아님
33) 2012년 든든학자금 제도 개선사항 : 이자율 인하(4.9%→3.9%) 군복무 기간 이자지원, 성적기준 완화 (B→C)
34) 2012년 기준, 359개교 중 324개교가 등록금 분할 상환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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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등록금 면제·감액

계하여 교내 장학금을 추가로 확충하고 있으므로
준수 여부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

한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의 경우 인정액을 학비감

정에 따르면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

면의 명칭이 “저소득층 장학”으로 한정된 금액만

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등

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소

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하며 이

득 하위 50%~70%)을 대상으로 감면된 금액으로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

정상화하는 경우 대학의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

수가 총감면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

대하고 있다. 또한 2011년 이전에는 학교가 저소득

다. 감사원의 사립대학 학비감면 실태 현황을 파

층 학생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2012년

악한35) 결과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

부터는 국가장학금 사업과 연계하여 학생 소득분

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

위 정보를 대학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대학이 보다

하거나 감액하지 않은 대학이 2009년에는 31.6%,

용이하게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26.8%, 2011년 12%이었으며, 총 감면액의
30% 이상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

사. 명목등록금 인하와 기 등록 복학생의

하지 않은 대학이 2009년 80.3%, 2010년 77.7%,

등록금 차액 반환 문제

2011년 44%이었다.
정부는 규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대학관계자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하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향

기 위하여 등록금인상률상한제, 등록금심의위원

후에는 규정 준수여부를 재정지원사업 및 각종 평

회제도, 등록금 산정근거 정보공시 등 다양한 제

가 시 반영할 예정이다. 2012년 하반기에 실시되

도적 수단을 도입 또는 정비하였고, 대학 총장 간

는 재정지원 사업 제한 대학 선정 평가 및 학자금

담회 등을 통해 대학의 협조를 구하였다. 2008년

대출제한 대학 선정 평가 시 우선 반영하고, 2013

이전까지는 물가상승률을 상회하여 등록금이 인

년 상반기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 대학 선정

상되었으나 정부의 노력과 대학의 협조를 바탕으

평가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등록금 면제 및

로 2009년 이후에는 물가상승률 이내에서 등록금

감액 현황을 정보공시 항목으로 추가하여 2012년

수준이 안정화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09

8월에 2011년 결산 기준 현황을 공시하였다.

년 이후 3년 연속 주요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을

규정 준수 여부를 강제할 경우 대학이 어려움을

유도하였으나, 명목등록금 자체를 인하 하는 것

겪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미 70% 이

은 2012년도에 처음 있는 일로 대학 등록금 책정

상의 학교가 등록금 수입 중 10% 이상을 면제 또

추세를 인상에서 인하로 변화 시킬 수 있는 계기

는 감액하고 있고, 국가장학금 제2유형 지급과 연

가 되었다.

35) 조사대상 : ‘09년 305개(총347개,42개미제출), ’10년 310개(총358개, 48개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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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부분의 대학에서 명목등록금을 인하

추가 인상분을 징수하지 않아 왔다는 점을 고려하

함에 따라 등록금을 미리 납부하고 휴학했다가 복

면 등록금 선납 후 복학하는 제도는 등록금 인상

학하는 학생들이 등록금이 인하된 차액만큼 반환

위험을 회피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시혜적 제도이

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국가장학금 사업 추

므로 인하에 따른 손실도 학생들이 부담하는 것이

진 이전(2011학년도 이전)에는 등록금이 인상될 것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

을 대비하여 등록금을 선납부하고 휴학하는 경우

아도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복학생 등록금 인

가 많았으며, 등록금을 미리 내놓고 휴학했다가 복

하 차액 반환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대학등록금에

학하는 경우, 복학생들에게 추가 인상분을 징수하

관한 규칙 등)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며, 등

지 않았다. “반환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기 등록 복

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제도는 학생들의 편의

학생이 등록금 차액을 반환 받지 않는다면 동일한

를 위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안이

교육서비스를 제공 받는 다른 학생들과 다른 취급

므로,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문제도 학

을 받게 되어 평등권,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점, 해당 학기의 등록금이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차액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등

3. 향후 과제

록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등록금 인하 차액을 등록금 과오납의 경우에
준하여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환하지 않아

정부는 등록금 부담경감의 지속성을 위해 산학협

도 된다”는 측에서는 등록금을 미리 내놓고 휴학

력 활성화 등을 통한 대학의 수입을 다변화하는 동

했다가 복학하는 경우 학생들에게 등록금 인상 시

시에 등록금에서 적립금 조성 시 적립 가능한 범위

<그림 5-4-1> 대학 등록금 인상률 및 물가상승률 현황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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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제5장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를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제한36)하고, 법
인 부담금(교직원 연금 등)을 교비회계에서 부담
할 경우에는 학교의 재정 계획 등을 바탕으로 교육
과학기술부의 승인37)을 받도록 하는 등 대학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제
도가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학교가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며,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 등 대학의 주요 평가지표
에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를 반영하고, 등록금
산정 근거 공시 시에 대학회계의 예·결산 차를
추가로 공시하게 하는 등 정책적 노력도 지속 추
진해 나갈 것이다.

36) 2011. 7. 25, 사립학교법 개정
37) 2012. 1. 26,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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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향후 우리나라는 APEC 지역 내 교육협력 프로젝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트를 적극적으로 주도함으로써 교육리더십을 더

가입하고, 2010년에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욱 강화하고, APEC 교육장관회의의 성과를 가시

국제사회에서 이전보다 한 단계 격상된 역할을 수

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실행하

행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2012년 7월에

일어나 단기간에 눈부신 경제·사회발전을 이뤄

는 HFSP(Human Frontier Science Program)의

내 세계원조 역사에서 최단 시간 내에 ‘원조를 받

2012 수상자 총회(Awardees Meeting)를 개최하

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전환된 첫 사례

였다.

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가 성취

이명박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문에서 세계 각

한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은 교육과 과학기술

국과 협력의 문을 열어놓았다. 교육부문에서는

이었음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교

2008년 호주, 베트남, 아제르바이잔, 2009년 뉴

육의 위상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

질랜드, 인도네시아, 오스트리아, 칠레, 이탈리아

을 배우자”고 수차례 언급한 내용에서도 짐작할

등과 교육협력약정을 체결하였고, 과학기술 부문

수 있다.

에서는 2008년 스위스, 러시아(나노기술), 2009

2012년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경주에서 열렸

년 스웨덴, 2010년에는 인도와 과기협력 약정을

던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체결하였다. 이스라엘, 스위스, 중국, 몽골, 미국

도 우리 교육의 힘과 높아진 위상을 잘 보여준다

과는 과기공동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교육 및 과학

고 할 수 있다. APEC 교육장관회의는 APEC 21

기술 협력 사업을 전 세계로 확대하고 있다. 2011

개 회원국 교육장관들이 모여 역내 지식정보격차

년 상반기에는 한-인도 장관급 과기공동위원회,

해소와 경제발전을 위하여 교육과 인적자원개발

한-미 교육과학기술 장관급 회담 등이 성공적으

에 관한 주요사안을 협의하는 회의체이다. 이번

로 치러졌고, 2011년 하반기에는 한-베트남, 한-

제5차 경주 회의는 우리나라에서 열린 교육 분야

튀니지, 한-남아공 과기공동위원회, 한-브라질

최대 규모의 각료급 회의로서, 21개 회원국이 모

과 한-중국 교육과학기술협력을 구체적으로 논

두 참여하여 한국의 우수한 교육성과와 비전을 공

의한 바 있다. 아울러, 주한외교관 초청 교육과학

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주 이니셔티브(initia-

기술 정책설명회를 연 2회(상반기 KAIST, 하반

tive) 창출로 APEC 역내에서 한국의 교육 리더

기 포항공대) 개최하여 각국과 교류협력을 지속적

십을 공고히 하였으며, ‘경주선언문’을 채택함으로

이고 치밀하게 전개하고 있다. 2017년에는 제6차

써 교육협력 프로젝트 실행에도 전격 합의하였다.

ASEM 교육장관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

또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12개국과 우크

정이고, 2015년 ‘세계교육회의ʼ 유치에도 성공하

라이나 등 옵저버(observer) 자격으로 참여한 총

는 등 교육과학기술분야의 국제사회 이니셔티브

13개국과 양자회담을 통해 교육외교의 지평을 확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하였고, 교사교류 사업 확대, ICT를 활용한 스
마트 교육 등 교육수출의 가능성도 제고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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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개최국이 되었다.

제1절

APEC 교육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

최근 우리나라는 우수한 PISA 성적과 높은
학업성취도 등 한국 교육에 대한 자부심을 바
탕으로, 교육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을 다하고 있으며, 교육 발전에 공헌하기 위하
여 ODA(Official Develpment Assistance) 사업
의 확대를 비롯하여 APEC, UNESCO, ASEM,
SEAMEO 등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 교육

1. APEC 교육장관회의의 개최

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중에
서도 특히 APEC 역내에서 APEC 사이버교육협력

가. 추진배경

사업(2005)을 시작으로 미래교육 포럼, 인터넷 봉
사단 파견, ALCoB(APEC Learning Community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Builder) 사업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경주에서 제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펼치고 있다. APEC에는 미국·호주 등 선진국과

체(APEC) 교육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이 함께 가입되어 있어 역내

는 한국에서 개최된 교육 분야 최대 규모의 각료

교육 수준과 발전 정도의 편차가 커서 의견을 모

급 국제회의로,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2000)에

으는 것이 쉽지 않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경험

이어 두 번째였다. 1989년 아시아·태평양 지역경

이 있으면서도 교육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룩한 강

제협력을 위해 APEC이 창설된 이후, 역내 지식정

소국으로서 이들 회원국 사이에 가교역할을 할 수

보격차의 해소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협력

있는 좋은 위치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국

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1992년 미국 부시 대통

간 교류와 화합을 촉진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노

령의 제의로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

력을 기울여 왔다.

되었고 싱가포르, 페루, 칠레에 이어 한국이 다섯

한국은 2010년 G20 정상회의 유치를 계기로 글
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형성되

<그림 1-1-1> 교육장관회의 개회식(2012.5.22)

었고, 그동안 인재대국을 국정지표로 내걸고 꾸준
히 교육 혁신과 발전을 도모해 왔기 때문에 APEC
교육장관회의를 개최하는데 충분한 역량을 갖추
었다고 평가되었고, 실제로 회원국들도 한국의 교
육장관회의의 개최를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다. 이
는 우수한 교육성과를 함께 공유하기를 희망하는
타 회원국의 기대가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를 개최
하여 2012년 이후 향후 4년간 APEC 역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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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방향과 강조점을 제시할 좋은 기회를 얻
게 되었다.

고려해 인력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준비기획단 외에도 한국교육개발원을 전문기관
으로 지정하여 의제개발과부대행사 준비를 지원

나. 회의 기획·준비

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국제회의 경험이 풍부한
PCO를 선정하여 회의장 조성 및 의전, 관광·만

2011년 3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APEC 인

찬 등 행사 운영에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

적자원개발 실무그룹 회의(APEC Human Re-

였다. 행사가 개최되는 경상북도에 경상북도·경

source Development Working Group Meet-

주시, 경북(경주)교육청 등으로 자체 준비지원단

ing)에서 전 회원국의 찬성으로 대한민국의 제5

을 구성하여 유관 지역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

차 APEC 교육장관회의 개최가 결정되었다. 2011

하도록 하였다. 2012년 1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년 7월 G20 재무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경험을

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APEC

가진 경상북도 경주가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본격

국제교육협력원, 경북도청, 경주시청, 경북교육

적인 회의 준비에 앞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청, 경주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이 한 자리에 모

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여 APEC 교육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

규정> 훈령을 제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

무협약을 맺고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들

관을 단장으로 하여 APEC 교육장관회의 준비기

은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 7차례의 유관기관

획단을 발족하였다. 준비기획단은 기획·의제, 행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준비상황과 진행 방향을

사운영, 대외협력·홍보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업

논의하였다.

무 분장에 따라 부내 공무원, 유관기관 및 국제회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

의전문대행사(Professional Convertion Organi-

고 관계부처(외교통상부·문화관광부·기획재정

zation, 이하 PCO) 등 준비 단계별 업무 수요 등을

부·지식경제부 등) 국장급 공무원, 유관기관장,

<그림 1-1-2> 준비기획단 구성·운영

교과부 준비기획단(총괄)

경상북도 준비지원단

자문위원회

유관기관 실무 협의회

전문기관 (KEDI)

PCO (대행사)

어젠다·부대행사

Protocol·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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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로 다룸으로써, 경주 선언문을 구체화하고 한국

매달 1차례 자문위원회를 열어 의제 발굴부터 행

의 리더십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기획·운영 등 준비 진행상황을 총체적으로 점
검하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
해 협조를 구하고 자문하였다.

2. 주요 내용

다. 의제개발 연구

가. 본회의

대한민국은 APEC 교육장관회의 개최가 결정된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의 의제는 ‘미래의 도전

후 적극적으로 의제 발굴을 주도하였다. 2011년

과 교육의 대응: 글로벌 교육, 혁신교육 및 교육협

5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미국 방문 시 양국이

력의 강화’로, 글로벌 경제 위기 및 환경변화 등 미

APEC 교육장관회의의 의제 개발 연구를 공동으

래의 도전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협력 방안

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의제 발굴을 위하여

을 모색하였다. 글로벌 교육과 혁신교육, 그리고

2011년 8월 워싱턴에서 한·미·중·러 4국이 모
여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2년 2월 모스크
바 사전장관회의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최종

<그림 1-1-3>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개회식(2012.5.22, 경주)

적으로 회원국의 승인을 받았다.
4차까지의 APEC 교육장관회의는 4대 주요 영
역(수학·과학교육/ 언어·외국어교육/ 직업·기
술교육/ ICT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외에는
신선한 이슈 전개가 없었고, 미국·중국 등 강대
국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세계화·혁신·협
력 등 APEC 정상회의의 핵심 이슈와 교육 의제를
연계하여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였다. 이는 교육발전이 아·
태지역의 성장과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프레
임웍(framework)임을 시사한 것으로 교육장관회
의의 위상을 높이고 정상회의와 보다 밀접하게 연
계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이 적극적으로 논의를 주도하여 주요
영역에서 제안된 교육 협력 방안을 구체적인 활동
계획으로 구조화할 수 있도록 ‘협력’을 독립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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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주요의제
미래의 도전과 교육의 대응 :
전체
주제

글로벌 교육·혁신적 교육 및 교육협력의 강화

비고

(Future Challenges and Educational Responses : Fostering Global, Innovative, and Cooperative Edu-

(주도국)

cation)
Ⅰ. 글로벌 교육 : 대학 진학과 직업세계를 대비한 미래 역량의 배양
세계화

- 수학·과학교육 및 언어·다문화 교육

중국/필리핀

- 직업·기술교육 및 고등교육의 질
Ⅱ. 혁신 교육 : 교육기술을 통한 혁신적인 지식전달 시스템과 학습 방법의 창출

세부
주제

혁신

- 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ICT

한국
미국/칠레

- 교사 시스템
협력

러시아/페루

Ⅲ. 교육 협력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 APEC 교육장관회의 의제 실행을 위한 실질적 메커니즘 구축 방안의 제안

한국

교육협력을 세부 의제로 삼아 각국 장관들과 전문

의제 주도국으로서 러시아는 학생들이 21세기

가들의 연구 결과 발표와 토론, 구체적인 협력방

디지털 경제시대에 적응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함

안의 제안이 이어졌다. 특히 이주호 교과부 장관

양하기 위해 수학·과학학습은 필수적이며 회원

은 기조연설에서 교육 혁신과 협력을 통해 미래의

국 간 우수사례 공유와 공동연구의 필요성 등을

도전과제에 대응할 것을 역설하면서, 반세기만에

역설하였다. 언어·문화교육 영역에서 페루는 국

국가를 일으켜 세운 한국 교육의 저력과 우수성을

경 없는 글로벌 사회에서는 뛰어난 대인관계 능력

마이스터고 등 다양한 우수사례와 함께 회원국 대

과 의사소통 기술이 필요하고 이러한 능력의 토대

표단에게 널리 알렸다. 또한 이주호 장관은 창의·

는 타 문화의 이해와 다양한 언어 구사력임을 강

인성 교육의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노력사

조하며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새로운 외국어·

례로 밥상머리 교육(Dinning Table Education)

문화 교육모델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발

을 소개하여 회원국 장관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표하였다. 중국과 필리핀은 평생직장의 개념이 점

를 얻었다.

차 사라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수준 높은 직업
기술교육 및 고등교육을 통해 미래기술 수요에 적

(1) 글로벌 교육

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APEC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되는 본회의 중 첫 번째 세션

회원국이 직면하고 있는 높은 실업률 등 고용문제

인 ‘글로벌 교육(Global Education)’에서 교육장관

를 해결하고 지역경제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들은 글로벌 지식기반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본 역

임을 강조하였다.

량(basic skills)을 함양하기 위한 수학·과학교육,
언어·문화교육, 직업기술교육 및 고등교육의 중

(2) 혁신 교육

요성을 강조하고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두 번째 세션인 ‘혁신교육(Innovativ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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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APEC 교육장관들은 하위 주요영역으로 ICT

(3) 교육 협력

교육(ICT in Education)과 교사의 질(Teacher

한편 이번 제5차 회의에서 교육장관들은 이전 회

Quality)을 선정하고 혁신적인 지식전달 시스템과

의와는 달리 협력(Cooperation)을 독립의제로 설

교육방법을 함께 모색하였다.

정하여 논의하였으며, 그 동안 논의된 수많은 제

의제 주도국인 우리나라는 ICT 활용능력이 21

안을 효과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세기 사회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핵심 역량으로 학

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다. 특히 협력 세

생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션은 기존의 교육장관회의가 미시적인 교육 주제

ICT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교육정보

를 논의하는 수준에 그침으로써 거시적인 교육협

화종합계획(1996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 ‘스마

력의 방향 제안에 미흡하고 역내 경제발전과 통합

트교육추진전략(2011)’등 국가수준의 마스터 플랜

이라는 APEC의 목표에 적극적으로 부합하지 못

(Master Plan) 수립 경험을 회원국에 소개하고,

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제 발굴 단

APEC 역내 ICT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공개교

계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주도로 발전된

육자료(OER: Open Education Resource) 운동

의제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

과 ICT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인성교육을 강화

한국은 의제 제안국으로서 향후 4년간을 ‘APEC

하는 회원국 간 협조 체제 구축 필요성 등을 제안

교육협력 이니셔티브 기간(2013~2016)’으로 설정

하였다. 미국과 칠레는 교사가 학생의 학습능력에

하고 회원국의 교육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육협력프로젝트(ECP: Education Cooperation

강조하고 우수한 교사 확보를 위해 교사양성 및

Project)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다. ECP는 회원국

평가를 위한 체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의 교육협력 수요 진단, 우수사례 발굴·분석, 교

을 지적하며 훌륭한 교사에 대한 기준 정립, 교사

육협력 기준 및 평가지표 개발 등의 연구 활동을

양성 프로그램과 교사평가 모형들의 효과성에 관

수행하고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하여 ‘APEC

한 APEC 회원국 공동연구 수행 등을 제안하였다.

교육협력전략 보고서(2016)’를 개발, 제6차 APEC

<그림 1-1-5> APEC교육장관회의-주제별 우수학교 현장
방문 : 포항제철 마이스터고 방문

<그림 1-1-6> APEC교육장관회의-주제별 우수학교 현장
방문 : 화랑중(스마트교육)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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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관회의(2016, 개최국 미정)에서 활동성과를

(1) 교육한류 선두주자 스마트교실 체험장 <미래

보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실 테마관>
‘미래교실 테마관’은 교육혁신의 기반이 될 스마트

나.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보여준 ‘우수학

교육의 청사진을 공유하고 미래교육의 리더로서

교 현장 방문’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테마
관은 교육정보화 성과, 스마트 월(Smart Wall)·

‘우수학교 현장 방문’ 프로그램은 스마트교육, 교

디지털 교과서 등을 활용한 스마트교실, 학생들의

과교실제, 수학·과학교육, 마이스터고 등 한국교

창의적인 협력 활동 공간인 커뮤니티 존 등으로 구

육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미래교육의 비전을 제시

성하였다. 또한 안전하고 즐거운 생태지향적인 스

하기 위해 교육장관회의의 마지막 날인 5월 23일

마트 미래학교를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후에 운영되었다. 회원국 대표단은 A,B,C 세 코

브루나이 장관, 뉴질랜드 장관, 미국 차관, 중국

스로 나누어 각 코스마다 특색 있는 교육을 실시하

장관 등이 특히 많은 관심을 보였다. 시·도교육감

는 경주·경북 지역의 초·중·고등학교를 방문

및 관계자, 러시아 극동대학 총장, 핀란드 탬페레

하여 학생·교사를 만나고 직접 수업을 참관하였

대학(Tampere University) 관계자 등 국내·외의

다. 특히 회원국 장·차관들은 스마트 교실 수업을

많은 전문가들이 미래교실 테마관을 관람하였다.

참관하면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학생들 스스로

미래교실 테마관은 한국의 강점인 IT기술과 교육

자료를 만들고 공유하는 과정을 보고 개별 맞춤형

의 융합으로 태어난 스마트교육을 집약적으로 보

교실수업방법에 놀라움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여줌으로써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안토니 밀러(Anthony Miller) 미국 교육차관은

스마트교육은 교육한류의 새로운 장을 여는 밑거

경주 화랑중학교 방문시 학생들이 친구, 교사, 전

름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자기기와 함께 학습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스마트
교육이 21세기 역량들을 길러 낼 수 있다는 확신을

(2) 회원국 교육을 한자리에 모은 <APEC 회원국

가졌다”고 하였다.

교육홍보관>
‘APEC 회원국 교육홍보관’은 APEC 회원국들의

다. 풍성한 부대행사를 통한 한국의 교육

교육정책 소개, 주요 교육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

홍보

를 통하여 아·태 지역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기
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 홍보관의 한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에서는 교육을 통한 한

국 세션은 교육정책 배경 및 목표, 미래 비전, 운

국의 발전 모습을 적극 알리고 회원국의 교육정책

영성과 및 우수사례, 주요 교육프로그램 소개 등

및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역내 교육발전 공동

으로 구성하였다.

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
한 부대행사를 준비하였다.

회원국이 직접 참여하여 전시된 회원국 세션은
참가국의 교육현황과 역사, 주요 교육정책 및 제
도, 특화 사례 등을 소개함으로써 APEC 회원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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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Redesign)의 찰스 파델(Charles Fadel) 회장이 기
조강연을 하였다. 기조강연이 끝난 후 구체적인

(3) 세계 석학과 함께한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과

교육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1세기 역량교육을 통

교육혁신 국제포럼>

한 창의인재 육성과 교육혁신’(A세션), ‘스마트 교

이 프로그램은 오늘날 교육의 화두가 되고 있는 창

육을 통한 창의인재 육성과 교육혁신’(B세션)을 구

의적 인재 육성과 미래지향적 교육 개혁 방안에 대

분하여 운영하였다.

하여 각국의 교육정책, 주요성과, 우수사례 등을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상과 인재육성 전략, 스

공유함으로써 교육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

마트 교육을 통한 교육혁신 등에 정통한 세계적인

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적 노력에 관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강혜

를 형성하고 APEC 회원국 간의 경험을 공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련 이사장과 미국 CCR(Center for Curriculum

<그림 1-1-7>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부대행사 : 미래교
실 테마관(2012.5.21~5.24)

<그림 1-1-8>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부대행사 : APEC
미래교육 축제(2012.5.21~5.24)

<그림 1-1-9>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부대행사 : 회원국
교육홍보관(2012.5.21~5.24)

<그림 1-1-10>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부대행사 : 미래교
육 포럼(2012.5.2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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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세대의 국제교류프로그램

(5) 우수 교육성과 축제

<APEC 미래 교육포럼과 미래교육축제>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영남권)>

APEC 미래교육포럼은 제3차 APEC 교육장관회

대한민국 학교의 즐거운 변화와 밝은 내일을 그려

의(2004, 칠레)에서 제안된 “APEC 미래교육컨소

보는 “2012년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의 영남

시엄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하여, 매년 APEC 회

권 박람회가 장관회의 기간에 맞춰 경주에서 함

원국 12개국 이상이 참여하여 교육관련 국제이

께 개최되었다. 이는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슈 및 APEC 교육장관회의 주요 의제를 논하는 글

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각국 장관들에게 동 박람회

로벌 포럼으로 성장하였다. 이번 포럼은 “미래도

를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전과 국제교육협력”을 주제로 하여 제5차 APEC

대한민국 교육의 긍정의 변화, 글로벌 창의인재

교육장관회의와 함께 “교육협력”에 대한 회원국의

양성을 주제로 열린 ‘2012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

관심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람회’에는 영남권 80개 학교가 참여하여 그간 추

APEC 미래교육축제는 APEC에서 추진하고 있

진해 온 학교자율화를 비롯한 학교현장의 창의적

는 대표적인 체험기반 국제교류프로그램으로 <기

인 변화를 공유하는 장을 만들었다. 이러한 뜻 깊

업-대학생>, <교사-학생>이 팀을 만들어 글로벌

은 박람회를 21개 APEC 회원국의 장관들을 포함

이슈,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스킬, 교육문화 이해

한 200여명의 대표단과 공유하게 됨으로써 APEC

등을 내용으로 자기주도적 프로젝트 활동을 하는

역내에 한국 교육의 다양한 사례와 우수성을 널리

축제 한마당이다. 특히, 회원국 정부(교육부)가 추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천하는 우수학생과 기업 인턴쉽 등 국내·외, 민·
관·학 공동 프로그램으로서 사전에 각국에서 온
라인으로 진행한 공동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유하

3. 회의 주요 성과

고, 우리나라의 첨단 ICT 기반 스마트교육과 이러
닝 우수사례를 체험하였다
APEC 미래교육포럼과 APEC 미래교육축제

가. 역대 최초로 APEC 회원국 전원 참석
으로 교육리더십 발휘

에 14개국, 2개 국제기구에서 250여명이 참석하
여 알콥국제교류프로그램(AEEP: ALCoB Edu-

이번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는 21개 모든 회원

tainment Exchange Program)을 성공적으로 수

국이 참여한 첫 번째 교육장관회의가 되었다. 뿐

행하고 알콥(ALCoB: 국제교육협력단), APEC 인

만 아니라 회의에 참석한 수석대표도 장관 11개국,

적자원개발실무그룹(HRDWG), 긴급준비실무그

차관 7개국 등 21개 회원국 가운데 18개국에서 장

룹(EPWG: Emergency Preparedness Working

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여(장·차관 참석률: 86%)

Group)간 공동프로젝트와 ADB 프로젝트 개발 등

지난 3차 회의의 66%(2004년 칠레, 장관 10, 차관

에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이끌어 내었다.

4)와 4차 회의 52%(2008년 페루, 장관 6, 차관 5)
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 이면에는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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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우리나라의 교육리더십이 밑받침이 되었음

NET)와의 협의를 거쳐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이 분명하다. 이번 회의를 통해 APEC 교육장관

향후 4년간(2013~2016)의 연구와 심포지엄을 통

회의의 중요성 및 상호간의 교육분야 공동협력의

해 그 결과물인 전략 보고서를 다음 제 6차 교육장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게 되었으며, 주최국인 한

관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국의 글로벌 교육 리더십이 한 단계 올라가는 계
기가 되었다.

다. ICT 분야 우수사례 공유로 미래교육
비전 제시

나. ‘경주 이니셔티브’ 채택으로 실천적인
경주선언문 도출

우리나라는 ICT의 교육적 활용 분야 선도국으로
국가적 차원의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을 영문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에서는 21개 회원국들

화하여 공유하고 공개교육자료(OER: Open Ed-

이 실천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협력을 위하여 우

ucational Resources)의 개발 및 교사의 ICT 활

리나라가 제안한 교육협력 프로젝트(ECP: Edu-

용 능력개발 연수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안하면

cational Cooperation Project)인 ‘경주 이니셔티

서 회원국과 우수 사례 공유에 앞장서겠다는 입

브(Gyeongju Initiative)’를 실행하자는 ‘경주선언

장을 밝혔다.

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ICT 교육 및 스마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장관

회원국들은 아태지역의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회의 부대행사로 미래교실테마관을 설치·운영하

성장, 역내 지식정보격차의 극복 및 교육발전을

였다. 미래교실 테마관은 이러닝, 스마트교육, 디

위해서는 APEC 역내 교육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털교과서 등을 활용한 미래형 교실 체험관으로

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하여 한국이 제안한

미래교육의 비전과 미래학교의 역할을 제시하였

교육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주이니셔티브를

으며, 우수학교 현장방문에도 스마트교육 학교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포함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협력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주도하에 전 회
원국이 참여하여 역내 교육협력 수요(분야 및 수

의 스마트교육을 회원국에게 보여줌으로써 스마
트교육 성과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준 등)를 진단하고 구체화된 협력전략과 실행방안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기간 동안 우리나

을 도출하는 것으로, 회원국간 공통적으로 적용

라는 브루나이와 ‘첨단 ICT 활용교실 지원사업’에

될 수 있는 교육협력 모델이나 우수사례의 발굴·

관한 협약서(LOA: Letter Of Agreement)를 체

공유 등을 통해 교육협력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

결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는데, 향후 이

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교육의 강점인 스마트교

러한 성과는 다양한 회원국으로 더욱 확대될 것

육, 융합인재교육(STEAM)과 교사교류 등을 확산

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ICT 콘텐츠, 소프트웨

하면서 교육수출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어, 첨단기기 등 교육관련 수출로 이어질 것으로

우리나라는 APEC 프로토콜(protocol)에 따라
APEC 인적자원개발실무그룹 교육네트워크(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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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양자회담을 통한 교육협력 확대

었다고 볼 수 있다.

회의기간 동안 12개 회원국 수석대표들과 양자회
담을 통해 ICT·스마트 교육 협력추진, 교사교류

4. 향후 과제

확대, CAMPUS Asia 등 대학 간 교류 확대, 공
동연구 추진 등을 합의하고, 교육약정 체결, 연구

이번 회의는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우수한 교육

개발(R&D) 협력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성과와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의 경험을 토대로 한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우

국이 세계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교육리더

리나라 교육성과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로 교육

십을 확대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회의로 의

열과 우수한 교사를 꼽았다. 각국은 한국과의 교육

미가 깊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나라

협력분야에서 교사·학생 등의 인재 교류에 커다

가 진행해왔던 APEC 역내 교육협력사업의 성과

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한국과의 교사교류를 적

와 한국의 역량이 인정받아 한국의 글로벌 교육정

극적으로 희망하였다. 2012년 현재 교류인원은 미

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국·중국·태국·필리핀·캐나다 등 5개국 434

이제는 미래에 한국의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수

명으로 2013년도에는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인

출, 양자 및 다자간 교육협력의 증대 등 글로벌 교

도네시아, 베트남, 러시아가 추가되어 10개국 710

육정책을 자신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구조적인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회원국별로 교류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상과 교류방식·기간 등을 특화하여 전략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는 2015년 세계교육회의와 2017

교사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년 ASEM 교육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이번 APEC 교육장관회의 기간동안 양자회담을

있어 이번 회의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통하여 한국 교육의 해외진출 기반을 확장하고, 한

수 있다. 이번 회의가 전 회원국으로부터 높은 찬

국 교육의 국제적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

사를 받을 정도로 성공리에 개최된 만큼 성공 요인

<그림 1-1-11>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양자회담 : 한-중
장관 양자회담(2012.5.21)

<그림 1-1-12>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양자회담 : 한-미
양자회담(20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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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충실히 분석하여 반영하고, 미흡했던 점을 파악

5. 부록 등 참고자료

하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가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추진 일지>

진정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비롯하여
회의기간 동안 병행되었던 양자회담을 통해 제안
된 다양한 교육협력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경주 이니셔티브(Gyeongju Initiative)’로 명명된 교육협력 프로젝트의

■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한국 개최 결정 및
기본계획 수립
○ 2011년 3월, APEC HRD 실무회의(워싱턴)에
서 제5차 AEMM 한국개최 결정

추진을 위해 APEC 교육네트워크(EDNET)와 협

○ 2011년 7월,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개최

의를 통해 구체적인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회원국

일시(2012.5.21~5.23)와 개최장소(경주) 결정

의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2016년 제

○ 2011년 12월~2012년 5월, 자문위원회(위원장

6차 교육장관회의까지의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만

: 1차관)개최를 통한 회의준비 완료

들 예정이다. 또한 양자회담에서 협의된 과제를

- 1차(2011.12.16), 2차(2012.1.19), 3차(2012.2.29),

실행하기 위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진행상황을 정
기적으로 점검하고 합의 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이번 장관회의를 개최로 새롭게 교
육 협력을 진행하게 될 멕시코,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들과 지속적인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협력 방
안을 발굴하기 위한 후속 연구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4차(2012.4.4), 최종(2015.15)

○ 2012년 1월,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기본계
획 수립 및 훈령제정
○ 2012년 5월, 장관주재 부문별 사전점검회의 개
최(준비상황, 의제, 시나리오) 총3회
○ 2012년 5월, 국무회의 제5차 APEC 교육장관
회의 성과보고

■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의제개발 추진
○ 2011년 3월~9월,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의제개발 정책연구 추진(1차)
○ 2011년 5월, 한·미공동 APEC 교육장관회의
의제개발 추진 합의
○ 2011년 8월, APEC 교육장관회의 의제개발을
위한 한·미·중·러 실무협의(워싱턴)
○ 2011년 10월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하위의
제(글로벌, 혁신, 협력) 별 심화연구(2차)
○ 2012년 2월,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사전
장관회의 및 전문가 심포지엄 참석(모스크바)
○ 2012년 3월~5월 장관 기조연설 및 단위의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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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장정리 등(3차)

상 옥외전광판, KTX, 지하철 등 노출
-T
 V·라디오 스팟광고 : “좋은 학교 박람회” 주관방송

■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 발족
및 준비체제 확립
○ 2011년 11월, 교과부내 「APEC 교육장관회의 준
비기획단」 발족
-단
 장(국제협력관), 과장1, 사무관3, 주무관3, 연구원2,
교감1, 통역사1 (총12명)

○ 2012년 1월, 「APEC 교육장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교
 과부, 경상북도, 경주시, 경북교육청, 경주교육지원
청, KEDI, KERIS, IACE

○ 2012년 1월, APEC 교육장관회의 전문기관 및

사(KBS) 연계, YTN, SBS FM·AM

○ 2012년 4~5월, APEC 교육장관회의 UCC 공
모전, 페이스북 이벤트 등 범국민 관심도 제고
○ 2012년 5월, 아리랑 TV, YTN, MBN 장관 기
획 인터뷰
○ 2012년 5월, 우리부 출입기자 및 내외신 기자
간담회를 통한 행사 관심도 제고
○ 2012년 5월 22일, EBS 인터넷 및 YTN을 통한
「APEC 교육장관회의」 개막식 생중계
○ 2012년 5월 23, 「APEC 교육장관회의」 합동 기
자회견 실시

보조사업자 지정
-전
 문기관(KEDI) : APEC 교육장관회의 Think Tank 역
할 및 별도 T/F 운영
-보
 조사업자(IACE) : 동 회의의 전반적인 집행기관 역
할 수행

○ 2012년 1월, APEC 교육장관회의 행사대행사
(PCO) 선정 : 이오컨백스
-공
 개입찰(2011.12) → 사업설명회(2012.1) → 선정심사
및 선정(2012.1)

■ 21개 APEC 회원국 교육장관 초청 전략 추진
및 대표단 참석 유도
○ 2011년 11월, 주한외교관 교육정책설명회(경주)
을 통한 APEC 교육장관회의 한국 개최 안내
○ 2012년 1월, 1차 초청장 발송
○ 2012년 3월, APEC 교육장관회의 참석 안내를
위한 주한대사 초청간담회 실시
○ 2012년 3월, 2차 초청장 발송
○ 2012년 3월, 회원국 담당자 지정을 통한 협력

■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전략적 홍보 추진
○ 2012년 2월, 화랑을 아이콘으로 한 「APEC 교
육장관회의」 로고 및 메인디자인 선정
○ 2012년 3월, 「APEC 교육장관회의」 공식홈페
이지 개설
○ 2012년 3월, APEC 교육장관회의 홍보를 위한
주한대사 초청간담회 실시
○ 2012년 4월, APEC 교육장관회의 홍보대사(서
경석) 위촉
○ 2012년 4~5월, APEC 교육장관회의 홍보동영

방안 모색
○ 2012년 3월, 해외주재 교육과학관 협의회를 통
한 회원국 교육장관 참석 협조 요청
○ 2012년 3~5월, 회원국 주한대사관 네트웍을
활용한 지속적인 참석 독려
○ 2012년 4월, 회원국 양자회담 제안(21개회원국
중 13개국 양자회담 성사)
○ 2012년 4~5월, 안내문 발송 및 대표단 사전
등록 실시
○ 2012년 5월, 3차 초청장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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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제5차 AEMM 실행계
획 확정
○ 2011년 7월, 개최지 결정(경주)에 따른 제1차 유
관기관 협의회 개최(Kick off)
○ 2011년 9월, 행사장 현장실사(경주 현대H) 및
제2차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제
 5차 APEC 교육장관회의 부대행사 추진계획 등 유
관 기관별 준비 상황 점검 및 논의

○ 2011년 11월, 준비기획단 발족 및 행사장 현장
실사, 월별 유관기관 협의추진
＊3
 ~9차(2011.11~2012.5)월 1회 개최 : 기관별 준비상황
점검 및 실행계획 논의 확정

○ 2012년 3~4월 외교통상부, 법무부, 경찰청 등
보안 및 의전 관련 관계기관 협조요청
○ 2012년 5월, 제5차 AEMM 실행계획 확정

■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개최(5.21~5.23)
○ 2012년 5월 21일, 교육홍보관 및 미래교실 테
마관 개관, 좋은학교박람회 개막, 양자회담, 제
5차 AEMM 고위급 실무회의, 환영만찬(경상
북도지사)
○ 2012년 5월 22일,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개회식 및 본회의, 공식사진촬영, 총리주재 수
석대표 오찬 및 공식만찬(교과부 장관)
○ 2012년 5월 23일,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폐회식 및 공동기자회견, 공식사진촬영, 수석
대표 리트릿 회의, 우수학교 현장방문, 환송만
찬(경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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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협력을 위한 장·차관급 고위회담의 참여폭

제2절

교육과학기술
장·차관급 외교 확대

을 확대해 나가며 글로벌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하
기 위해 국가별로 양자협력과 UNESCO, OECD,
World Bank, ADB, UNDP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협력 등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2009년
9월 ‘對(대) 아프리카 교육·과기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아프리카와의 협력협정 체결, 한-아프
리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중장기 협력과제 발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굴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한국은 2012년 2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주

가. 정책 추진 배경

최한 ‘제2차 국제교육박람회 및 포럼(International Exhibition and Forum for Education)’

본격적인 국제화의 도래로 국제협력에 대한 수요

에 주빈국 자격으로 참여하여 한국 교육 전시관

가 사회 전반에 걸쳐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운영, 포럼 기조연설 등을 주도하였다. 주최 측은

국제사회에서 외교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홍보자료에 ‘Why South Korea·’라는 제목으로

해왔다.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 11월 국제개발

지면을 할애하여 한국을 ‘교육 분야에서 가장 뛰

협력 공여국으로서의 자격과 지위를 갖추면서 세

어난 나라 중 하나(one of the most distinctive

계 공식 회원국으로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countries in education)’로 소개하며 ‘읽기, 수학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과 2010년 11월 G20

세계 1위, 과학 세계 2위, 초·중·고등학교에 초

정상회의 개최를 통하여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고속 인터넷 환경을 도입한 첫 번째 국가’ 등을 주

따라 국제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뚜

빈국 선정 사유로 꼽았다. 원유, 천연가스 등 천연

렷한 천연자원과 물적자본 등이 전무한 상태에서

자원 기반 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전환을 모색

오직 인적자원개발과 교육이라는 무형자산을 근

중인 중동국가들에게 있어 인재를 기반으로 고속

간으로 시작하여 원조 수혜국에서 선진 공여국으

성장을 이룬 한국의 교육이 성장 모델로서 주목받

로 발전한 사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주목을 받고

고 있는 것이다.

있으며 세계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발전이 교육
을 통한 인적자원양성에 기인한다고 평가해 왔다.

나. 도입 경과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을
공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1년 9월 26일 사우디 교육부의 나이프 알로미

한국의 과학기술은 이미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

(Naif H. Alromi) 차관이 우리 교육과학기술부를

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선진

방문하여 대한민국을 ‘제2차 국제교육박람회 및

국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

포럼’의 주빈국으로 공식 초청하였다. 우리나라는

가들을 대상으로 노하우를 전수하고자 국제사회

11월 9일 수락의사를 회신하고, 그해 12월 한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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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과정평

가. 미국과의 과학기술협력 강화

가원, 한국교육방송(EBS)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우리 교육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작업에

2010년 6월 서울에서 제7차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본격 착수하였다.

를 개최하여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의 중요성에 대
해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관계 발전
에 대해 합의하였다. 제7차 회의는 양국 간 공동

2. 주요 내용 및 성과

위원회가 장관급 회의체로 격상된 이후 첫 번째로
열린 고위급 협의체로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이명박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문에서 세계 각국

장관과 존 홀드렌(John Holdren) 미 백악관 과학

과 협력의 문을 열어놓았다. G20 정상회의 개최

기술정책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이후 선진국은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걸쳐 이룩한

한·미 양국은 제7차 공동위에서 △과학기술 정

교육 성과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놀라움을 표하며

책분야 △나노·표준분야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의사를 타진해오고, 개도국은 교육과학기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 중 나노·표준

경험과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한다. 특

연구 및 핵융합 연구협력을 위해 양국 기관 간 협

히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과거 협력이 활발하

력약정에 서명하였다.

지 않았던 대륙의 국가들까지 우리에게 러브콜을

한국 표준과학연구원과 미 표준기술연구원은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 협력을 논의

양 기관 간 오랜 동반자적 협력관계의 가치를 평

하는 장차관급 회담과 국제회의 참석 요청이 매년

가하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 유지와 향후 잠재적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주요 국가별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기관 간 협력약정을 체결하

장차관급 회담 성과는 다음과 같다

였다. 또한 한·미 양국 정부는 1996년부터 2006
년까지 지속해온 핵융합 협력약정에 연구 장비 및
정보교환 등의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여 그간 이어

<그림 1-2-1> 한·미국 과학기술공동위원회 (2010.6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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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온 양국 간 핵융합 연구협력을 더욱 폭넓은 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브라질 국가표준품질연

위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핵융합 연구협력약정을

구원은 나노·바이오·표준 및 정밀측정기술 분

개정하는데 서명하였다.

야에서 전문가 교류와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하고 MOU를 체결하였다. 한국과학기술기획

나. 브라질과의 과학기술협력 강화

평가원과 브라질 전략경영연구센터는 과학기술
정책 기획 및 평가 관련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8월 서울에서 제1차

램 개발을 통해 중남미 지역 소통 네트워크 형성

한·브라질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이하 과기공동

에 기여하기로 합의하고, 기관 간 LOI를 체결하였

위)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중남미 진출 교두보

다. 또한 한국연구재단과 브라질 국립과학기술개

가 될 중남미 강국인 브라질과 교육과학기술 협

발위원회는 과학기술 및 공학 분야에서의 워크숍,

력을 강화했다. 양국은 상호 호혜적 과학기술 협

세미나, 인력교류를 지원하는 내용의 LOI를 체결

력확대를 위해 공동연구와 인적교류 등을 확대해

하고 동 분야의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나가기로 합의하고, 양국 주요 기관 간 양해각서

한·브라질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에 앞서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와 협

마련된 양국 차관회담에서 설동근 교육과학기술

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체결하였다.

부 1차관은 카를로스 노브레(Carlos Nobre) 브라
질 과학기술부 차관과 양국 국비장학금을 통한 우

<그림 1-2-2> 한·브라질 과학기술공동위원회 (2011.8월, 서울)

수 유학생 교류 확대에 합의하고, ‘우수 유학생 교
류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는 브라질 정부가 자국 이공계 인력 육성을 위해
2011년부터 10만 명을 선발하여 해외유학을 지원
하는 ‘국경없는 과학(Science without Borders)’
사업에 구체적으로 협력하기 위함이다. 동 MOU
체결을 계기로 브라질 정부는 서울대·KAIST·
포항공대·연세대·고려대 등 한국의 우수 이공
계 대학의 석·박사 과정에 브라질 국비장학생을

<그림 1-2-3> 한국 표준연구원 - 브라질 국가표준품질연구
원 MOU 체결 (2011.8월, 서울)

적극 파견하기로 하였다.

다. 에콰도르·브라질 방문을 통한 남미지
역 교육과학기술협력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설동근 1차관은 남미지역과 교육
및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남미 주요 국
가인 에콰도르와 브라질을 방문하여 전방위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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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외교활동을 펼쳤다.

업 등 에콰도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우

2011년 10월 17일에는 에콰도르 고등교육과학

리 연구기관 및 전문가 등의 진출 방안을 논의했

기술혁신처 장관과 고등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협

다. 또한 단위면적당 생물다양성이 세계에서 가장

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

높은 에콰도르와 생물다양성 분야 공동연구 추진

하고, 지식도시 건설사업과 유전학연구소 건설사

에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에콰도르가 보유하고
있는 유용식물소재 정보와 식물자원 발굴 및 활

<그림 1-2-4> 에콰도르 고등교육과학기술처 장관 회담
(2011.10, 에콰도르 키토)

용 노하우에 우리나라의 첨단 생명공학기술을 접
목한 천연물 소재 공동연구 등 활발한 협력이 가
능해 질 전망이다.
2011년 10월 18일에는 브라질을 방문하여 우
수 장학생들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홍보활동
을 적극 펼쳤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개월 전 8월
서울에서 개최된 양국 차관회담에서 논의한 내용
에 따라 브라질 정부가 추진 중인 ‘국경없는 과학
(Science without Borders)’ 사업의 수혜를 받는

<그림 1-2-5>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 한국유학설명회
(2011.10, 브라질 상파울루)

브라질의 우수 장학생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상파울루 대학과 우니시누스 대학에서 한국 유학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리오 그
란데 두 술(Rio Grande do Sul) 주정부가 주관하
는 한·브라질 교육과학기술 공동세미나에 참석
하여,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과정에서 교육·과
학기술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한국
발전의 원동력으로 교육과 과학기술 육성 정책을

<그림 1-2-6> 한·브라질 교육과학기술 공등세미나
(2011.10, 브라질 리오그란데 두 술)

상세히 소개하였다.

라. 사우디아라비아와 교육협력 강화
2012년 2월 13일부터 17일 기간 중 사우디 정부 주
최로 ‘2012년 국제교육박람회’가 개최되었다. 동
박람회에는 사우디, UAE, 요르단, 레바논 등 중
동국가들과 미국, 독일, 영국, 핀란드, 홍콩 등에
서 온 170여개 기관이 참가하였으며, Micro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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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y, Intel, Hitachi, Aramco 등 세계적인 기업

래교실이 대조를 이루도록 구성하여 참가기관 중

과 더불어 LG CNS, B&S 미디어, AHA 정보통신,

에서도 단연 압도적으로 시선을 끌었다. 특히 사

(주)Korea Digital 등 한국의 첨단교육 솔루션 및

우디에 소재한 ‘리야드 한국학교’의 한국 학생들이

장비 관련 기업들도 참가하였다.

참여한 미래교실 시연은 현지 언론의 큰 주목을 받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

았다. 동 전시회 기간 중 한국관 관람인원은 약 2

술정보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방송

만 명, 교육 상담 건수도 3백 건으로 추산되었다.

(EBS)이 공동으로 참여한 한국 교육관에는 ‘한국

박람회 기간 중 세계 각지에서 초청된 인사들

교육의 발전성과, 혁신,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 하

이 참가한 가운데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사의 양성

에 각종 국제학력평가에서 두드러진 성적을 나타

과 개발’을 주제로 15개 포럼과 16개 워크숍이 진

낸 우리 교육의 성과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초점을

행되었다. 포럼 마지막 날인 2월 15일 특별 세션에

둔 7차 교육과정 개편, STEAM 교육 및 스마트 교

서 교육과학기술부 이상진 제1 차관은 ‘한국이 지

육과 같은 한국의 최근 교육정책을 한눈에 알아볼

난 50여 년간 경험했던 교육의 도전과 성취’에 대

수 있도록 종합 전시하였다. 한국관의 외형을 ‘한

해 발표하여 현지인들 및 언론의 관심을 받았으

글’을 형상화한 전통적 이미지로 제작하여 전통미

며, 한국의 교사 양성 체계와 질 관리에 대해 많은

를 살리는 한편, 내부는 스마트 월(Smart Wall)과

질문을 받았다.

디지털 교과서, 스마트폰과 패드를 이용한 모바일

이와 더불어 이상진 차관은 2월 15일 하메드 알

학습, 3D 입체영상 등 최첨단 IT 기술로 채워진 미

셰이크(Hammed Al-Sheikh) 사우디 교육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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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만나 사우디에 적합한 스마트 스쿨 구축을

마. 아프리카 54개국과 교육과학기술협력

지원하는 ‘스마트 스쿨 시범사업’을 제안하고, 한

강화

국교육방송(EBS)를 벤치마킹한 사우디 교육방송
설립에 대해 논의하였다. 교육부 차관 회담에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개최되는 고등교육부 아흐메드 알사이프 (Ahmed

2012년 2월 12일 개최된 ‘한국의 날’ 행사에서 ‘한

Al-Saif) 차관과의 회담에서는 양국 유학생 교류,

국 교육과학기술의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로 한국

양국 원격대학간 협력, 교육분야 경제개발경험공

발전과정에서 교육 및 과학기술의 발전노력과 성

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ject) 관련 협력

취를 소개하였다. 이어 한국의 여러 연구개발 기

강화, 사우디 인턴학생 채용 등 다양한 협력방안

관은 각 전문분야에서 구체적인 경험적 지식을 제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시함으로써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 협력확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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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업이 시작되었다. 과학기술 공동연구, 청년과학자

또한 아프리카교육발전협의회(ADEA: Asso-

교류 사업을 정식 협력사업으로 채택하여 시작하

ci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in

였으며, 지역 공통의 문제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

Africa) 측으로부터 아프리카 54개국, 국제원조기

결방안 모색을 위해 지구온난화, 전염성 질병, 물,

관, 선진공여국과 같이 ADEA 회원국으로 가입을

재난 및 에너지 분야와 같은 글로벌 이슈를 협력

권유 받았으며 한-ADEA 정책 협의채널 구축 등

분야로 선정하였다.

ADEA를 통한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육과학기술

제3차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3국 협력 성과를 높

협력을 한 단계 진전시켰다. 한편 ‘한국의 날’ 및

이 평가하고, 향후 물순환, 재난방지, 환경 등의 분

‘ADEA 총회’ 기간 동안 부르키나파소 대통령 및

야에서 공동연구를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하였으

교육문해부 장관, 콩고, 카메룬, DR 콩고 등 많은

며 청년과학자 워크숍을 연례화하기로 결정하였

아프리카 국가와 양자회담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연구원 출범과 관련

아프리카 국가의 한국에 대한 교육협력 수요를 확

하여 중국 과학원, 일본 이화학연구소 등 3국의 기

인하고 협력 확대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는 계기를

초과학연구기관 협력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기로

마련하였다.

하는 등 3국간 협력 분야의 범위는 한층 넓어지게
되었다. 또한 연계행사로 제2회 한중일 청년과학

바. 한중일 3국 교육과학기술협력 강화

자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3국 과학기술관련 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하여 3국 미래 과학기술을 책임

종전에는 ASEAN+3 정상회의 등의 계기로 개최

질 젊은 과학자들을 격려하였다.

되었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이명박 정부 들어 매년

한중 양자 간의 장관급 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독립적으로 개최되는 등 한중일 3국간 협력은 그

양국이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한 1992년 이래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다. 특히 아시아 공동체 시

격년으로 개최되어 2011년 제11차 공동위가 북경

대를 대비하여 교육과학기술 분야에서도 3국 정부

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양국은 한중간 우

간 미래지향적 협력 추진을 위한 장·차관급 협의

주·신소재·핵융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

채널을 다수 구축하고 있다.

하기로 합의하였다.

대표적인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중국 과기부,

교육분야에서는 3자간 장관회의가 아직 신설되

일본 문부과학성 장관이 참석하는 한중일 과학기

지 않았으나, 개별 양자회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

술장관회의로서, 2007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력 현황을 점검하며 진전시키고 있다. 한중 교육

회의를 시작으로 2009년 제2차 회의(동경), 2012

부 장관회담이 2011년(북경)에 이어 2012년(경주)

년 제3차 회의(상해)가 개최되었다.

에도 개최되어 교사교류, CAMPUS Asia, 한중일

제1차 회의가 처음으로 3국 과학기술협의체를

교육장관회의 신설 등 양국 교육분야협력을 더욱

구축하는데 의의를 둔 것이었다면, 제2차 회의에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기한이 만료된 한중

서는 한중일 3국 차원에서의 과학기술협력 체계와

교육교류약정을 갱신하여 2012~2014년도의 새로

콘텐츠가 처음으로 구체화되고 본격적인 협력사

운 약정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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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7> 제11차 한중 과기공동위(2011.11, 북경)

<그림 1-2-8> 제3차 한중일 과학기술장관회의(2012.4, 상해)

<그림 1-2-9> 한일 교육과학기술 장관회담(2012.4, 상해)

<그림 1-2-10> 제2차 한중일 청년과학자 워크샵(2012.4, 상해)

<그림 1-2-11> 한중 교육장관 양자회담(2012.5, 경주)

<그림 1-2-12> 교과부 장관 - 문부과학성 차관 양자회담
(2012.5, 경주)

2012년 4월 상해에서는 한일 교육과학기술 장

기술 외교에 있어 중국, 일본과의 장관급 회담은

관회담을, 5월에는 경주에서 교과부 장관-일본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이로써 3국 협

문부과학성 차관 간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CAM-

력 사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PUS Asia 지원 강화 및 한중일 교육장관회의 신

할 수 있다.

설에 대한 긍정적 합의점을 모색하는 등 교육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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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몽골과의 교육과학기술협력 강화

와 몽골의 ‘몽골과학기술재단’이 협력 거점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자연보유국인 몽골과 1990

2011년에는 한국에서 제2차 한·몽 교육과학기

년에 수교를 시작한 이래, 몽골의 풍부한 보유자

술포럼을 개최하여 양국 정부관계자, 대학·연구

원과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및 응용·개발 기술을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 혁

접목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양국의

신연구관리시스템 구축방안과 고급과학기술인 양

우호와 공동발전을 증대시켜 왔다.

성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12년에는 제2차

2007년에는 몽골대통령의 한국 방문기간 중에

한·몽골 교육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한·몽 과학기술협력약정’을 체결하여 양국 간 과

양국 간 교사교류 추진, 한·몽골 교육과학기술포

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를 개최

럼 개최, 공동연구프로그램 추진, 몽골 대학 회계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개최된 제1

시스템 개발 등 8개의 주요한 의제에 합의하였다.

차 공동위원회에서는 공동위원회를 2년마다 개최

특히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한·몽 교사교류를

하기로 하였고, 매년 한국과 몽골에서 교육과학기

통해 총 80명의 양국 교사가 3개월 간 상대국 학교

술포럼을 교대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유학생

등에서 교육 활동을 펼침으로써 양국 교사의 글로

등 인력교류 측면에서는 양국의 우수 정책사례 조

벌 교육역량이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를 위한 과학기술조사단을 상호 파견하기로 하

이번 공동위와 연계하여 개최된 제3차 한·몽 교

였고, 천연자원 보존 및 활용, 농업기술개발, 정보

육과학기술포럼에서는 한국과 몽골 관련 전문가

기술·보건의료기술 개발 분야에 대해 양국 간 공

가 참석하여, 양국 간 교육과 과학기술의 협력 활

동연구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성화를 위한 정부와 연구기관의 역할을 재조명하

전통치료기술 분야의 공동연구 추진을 위해서 ‘한

고 향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교류의 장을 마

국한의학연구원’과 ‘몽골대학 전통의학부’간에 교

련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 분야 연구 사례 등이 소

류협정이 체결되어 향후 양국 전통의학 분야의 교

개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금번 공동위에서 양

류확대가 전망된다. 이러한 한·몽 사업을 효과적

국 간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제가 논의된 것

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한국의 ‘한·몽 협력센터’

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다각적인 경로를

<그림 1-2-13> 제2차 한·몽 교육과학
기술포럼(2011.9, 서울)

<그림 1-2-14> 제2차 한·몽 교육과기공동위(2012.3,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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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협력과 동

야 협력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

반성장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졌다. 특히 1,000만 달러 규모의 과학기술재원은
2010년 초 양국이 서명한 한-인도 과학기술협력

아. 인도와의 교육과학기술협력 강화
인도는 과학경쟁력 34위, 기술경쟁력 38위(IMD
2010 세계경쟁력연감)로서 우리나라보다 후순위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

<그림 1-2-15> 장관님,압둘칼람 전인도대통령 면담
(2010.1, 뱅갈로)

에 있으나 기초과학·우주과학·원자력 등에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영어 구사
에 능숙한 연구개발 인력이 많아 과학기술분야 잠
재력은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도
는 현재까지 문학·평화·물리·경제·화학 5개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우수한 과학기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와 과학기술협력을 통하여 우
리나라의 서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
하고자 1976년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한 이래

<그림 1-2-16> 제4차 한인도 장관급 과기공동위
(2011.5, 서울)

1993년, 2006년, 2010년 협정안을 개정하면서 지
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동안 약
4차례 과학기술조사단을 교환하였고 2006년부터
는 한-인도 과학기술분야 공동연구를 수행해오면
서 양국 간 과학기술분야 협력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토대로 양국 정상은 2010년 이명박
대통령 인도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함으로써 양국관계 발전의 전
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과학기술분야 협력을 보
다 강화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1,000만 달러 규
모(양국 공동 부담)의 과학기술재원을 마련하는데
합의하였고 과학기술공동위의 수석대표 격상 가
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자는데 합의하였다.
따라서 2011년 5월에 제1차 한-인도 장관급 과
기공동위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동 위원회에서 향
후 5년간 과학기술재원의 활용방안과 과학기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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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해마다 양국 간을 오가며 2회씩 한·인도
과학기술 공동워크숍 개최와 공동연구 및 인력교
류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12년 12월에는 한-인도 교육장관 회담
이 인도 델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담에서 한-

2012년 12월에는 제2차 한-인도 장관급 과기

인도간 교육협력 MOU가 체결되었으며, 한-인도

공동위가 인도 델리에서 개최되었다. 동 위원회에

학생교류사업 및 교육 콘텐츠, 기자재 관련하여 한

서는 한-인도 과학기술 협력 프로그램 기한 연장,

국과 인도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담

신규 공동연구과제 선정, 한-인도 신진연구자 교

은 한-인도간 교육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

류 등 제1차 위원회에서의 논의결과에 대한 후속

련하고,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논의하였다는 측

조치를 점검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 주목할 점은

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초연구의 성과 확대를 위하여 기초연구와 국제
공동연구를 연계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자. 동남아시아 및 서남아시아 교육과학기

로 양측이 합의하였으며,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

술협력 강화

는 한-인도 산업 R&D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한인도 양측의 실무협의를 거쳐 논의하기로 한 것이

동남아 및 서남아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와

다. 기존의 한-인도 과학기술 협력 프로그램과 더

의 과학기술 협력 강화를 통해 과학기술 선진국으

불어 새로운 방식의 협력 프로그램이 한-인도 양

로서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 간 공동번영

측에서 활발히 제안되고 논의되었다는 측면에서

등을 추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협력 사업을 추진

한국과 인도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전망이 밝은

하고 있다.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 초반까지

이 밖에도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의 인도 방문시

만 해도 경제수준이나 과학수준이 낮은 빈곤국으

한-인도 우주협력을 위해 양측의 우주연구기관인

로 세계인들에게 인식되어 왔으나 국민의 근면성,

인도의 ISRO(Indian Space Research Organi-

교육력 등에 힘입어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zation)와 우리나라의 KARI(Korea Aerospace

가진 경제·교육·과학기술 선진국이 되었다. 이

Research Institute)간 MOU를 체결하였으며,

에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낸 한국의

한-인도 과학기술협력센터(KIST-IISc)를 인도

교육 업적과 경제 기적을 이룬 성공사례를 배우거

뱅갈로에 개소(2010.1.27)하여 다방면에서 한-인

나 경제·기술 원조를 받고자 하는 동남아 및 서

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남아 국가의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은 인도측과 장관급 과기공동위를 정기적

우리나라는 이들에게 과학기술협력 사업 지원, 기

으로 개최하여 양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과학기술

술 자문, 경제·과학기술 원조 등을 적극적으로 제

재원의 활용방안과 과학기술분야 협력방안에 대

공하고 있다.

하여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우리나라 이공계 인

동남아 및 서남아 국가는 천연자원이 비교적 풍

력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인도 내 한국의 이

부하고 인구가 많아 부존자원이 부족하나 우수한

미지 향상 기회로 삼아 양국 간 관계가 보다 긴밀

교육력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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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거점 지역으로서 훌륭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지역에서의 과학기술 협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기로 개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까지의 개최 실적을 보면, 베트남의 경우
1999년 5월 제1차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서울에

과학기술 협력 사업은 대부분 ‘국가 간 과학기

서 개최하여 양국이 교대로 개최한 후 2011년 11

술 협력 협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양국

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6차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과학기술 과제 공

를 개최하였고, 인도와는 4차 과학기술공동위원

동연구, 과학기술 자문, 과학기술 관련 인적교류,

회를 2011년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말레이시아

ASEAN 과학기술 협력사업 등의 형식으로 추진

와는 1989년 3월 1회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

되고 있다.

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와는 2011년 5월에는 교육

동남아 및 서남아 국가와의 주요 과학기술 협력

협력 MOU를 체결하여 양국 간 일반교육 및 고등

추진 내용으로는 우선 양국 간 과학기술공동위원

교육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

회 개최를 들 수 있다. 당사자 양국 간 과학기술협

련하였다.

력 협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동 위원회는 양

베트남과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

국이 협의하여 대표자급(장·차관급, 고위급, 실

을 이행하기 위하여 ‘한-동남아(베트남) 과학기술

무급)과 개최 주기를 결정하며, 국장급 및 격년제

협력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그림 1-2-18> 한말레이시아 교육협력
MoU 체결 (2011.5, 서울)

<그림 1-2-19> 한베트남 교육협력 차관
회의(2011.7, 서울)

<그림 1-2-20> 제6차 한베트남 과기공
동위(2011.11, 하노이)

<그림 1-2-21> The 5th Consultative
Meeting for ASEAN+3 Center for the
Gifted in Science
(2011.12, 제주도)

<그림 1-2-22> ASEAN-ROK Consultation Meeting on Science & Technology Cooperation
(2011.12, 제주도)

<그림 1-2-23> The 6th Meeting of
ASEAN Committee on Science &
Technology Plus Three
(2011.12,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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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에 사업비 1억 원, 1개 공동연구 과제로

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36차 유네스코 총회에 한

시작하여 2006년을 제외하고 매년 사업비를 2억

국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교

원 이상 증액하고 공용연구 과제를 4개 이상 확대

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의 발전 경험을

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한-베트남 과학기술 인력

개도국과 공유하기 위하여 ODA 규모를 확대할 예

교류 및 기관 간 협력사업 확대를 통해 과학기술협

정임을 밝혔다. 총회 참석 기간 중 이주호 장관은

력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페루 교육장관과 각각 양

또한 ASEAN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증진하기 위

자회담을 개최하여 교육 및 과학기술분야 협력 방

하여 ASEAN+3 과학영재센터 운영, ASEAN+3

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2012년 5월 경주

COST 회의 참석 등을 통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

에서 개최된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에서도 관

진하고 있다. 이들 지역 국가와 체결한 과학기술

심과 참석을 촉구하였다.

협력은 과학기술협력 협정 체결 건수(10건)에 비

이주호 장관은 싱가포르 교육장관과 회담에서

해 추진 실적이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나

뉴욕의 조지메이슨 대학 분교의 한국 설립 사례

ASEAN의 역내 협력체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를 들면서 한국이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적극적

을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최근 한-ASEAN 전략

으로 세계의 우수 대학들을 한국에 유치하고 있음

적 동반자 협력관계가 강조됨에 따라 과학기술 협

을 밝히며, 앞으로 한국과 싱가포르가 세계 고등

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많은 인구와

교육 허브의 트윈 타워로서 함께 역할하게 될 것을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서남아 국가들도 수출 거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로렌스 왕(Lawrence

점 및 자원 확보 차원에서 중시되고 있으며, 이에

Wong) 싱가포르 교육부장관은 싱가포르가 핀란

따라 과학기술 교류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드 등 우수 사례를 참조하여 실용적인 고등교육

따라서 이들 소재 국가들과 과학기술 협력을 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였으며 입학사정

층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관제 등 한국의 고등교육 정책 동향에 대하여 깊

는 미개최 또는 중단된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다

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시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과학기술 협력사

이주호 장관은 인도네시아 교육장관과 회담에

업 신규 및 추가 발굴하여 과학기술 관련 인적교

서 한국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

류 확대함과 동시에 동남아 및 서남아 관련 국제기

ICT 교실 개도국 지원사업과 KOICA가 추진 중인

구와 역내 협의체의 추진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

ICT 사업의 지원 대상국으로 인도네시아가 확정

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정부차원의 관심과 정책

되었음을 밝혔다. 무하마드 누(Muhammad Nuh)

지원을 통해 국가 간 협력을 활성화 하는 것이 무

인도네시아 교육부장관은 앞으로 수학·과학 교

엇보다 중요하다.

사의 질 제고, 유학생 장학금 확대 등 학생 교류
및 고등교육 연구교류에 있어서도 한국과의 협력

차. 유네스코를 통한 외교 활동

이 강화되기를 희망하였다. 이와 관련 이주호 장
관은 장기적으로 한-인도네시아 교육공동위 개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1년 10월 프랑

등 한국-인도네시아 교육 협력에 적극 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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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4> 유네스코 총회 참석 수석대표 기조연설 (2011.10, 파리)

<그림 1-2-25> 유네스코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과의 면담

입장임을 강조하고, 인도네시아에 한국의 교육원

3. 향후 과제

과 문화원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주호 장관은 페루 교육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경제의 급격한 성장이 교육을 통해 양성된 ‘인

2010년 페루 가르시아(Alan Garcia) 대통령의 방

재’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한시 체결한 과학기술 협력약정을 충실히 이행하

우리 교육을 배우기 위한 움직임이 중동 국가들을

고 있으며, GKS(Global Korea Scholarship) 등

비롯한 개도국, 더 나아가 유럽 국가들로도 퍼져

을 통해 한국과 페루 간 우수 학생 교류가 확대

나가고 있다. 이를 기회로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우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페루 패트

리 교육 성과와 체계에 대한 강점 및 약점에 대한

리샤 살라스(Patrica Salas O’Brien) 교육부장관

자체 평가·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은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과의 과학기술 교류 확

이들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특

도출하고 한발 앞서 제시함으로써 협력을 주도해

히 양국 간 과학기술자의 교류확대가 매우 중요함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지식기반사회구조로 전환

을 강조했다.

을 통해 석유고갈 이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중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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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과의 다각적인 협력 사업 발굴을 통해 우리
교육 모델 적용을 확산시킴으로써 글로벌 교육 스
탠더드(standard)로 자리매김토록 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중동 교육시장 진출 활로 모색에 정
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ADEA는 아프리카 54개국 장차관급 협의체로
3년마다 총회를 열어 아프리카 교육개발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정책교류의 장이다. 한국은 ‘ADEA 총
회’ 및 ‘한국의 날’을 통해 아프리카 54개국과 교
육 및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향후 ADEA 회원국 가입 및 한-ADEA 간 정기
적 정책 협의채널 구축이 한-ADEA 협력 강화의
중점 과제이다. 또한 ADEA Triennale 2012에서
국가발전에서 교육 및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아프리
카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준 만큼 우리정
부 및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사업 발굴 및 확
대는 중요한 추진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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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 등 참고자료
가. 주요 외교활동 현황(2007~2012)
■과학기술 분야
<2007년도>
연번

내    용

일자 / 장소

수석대표

1

한·중 과기장관회담

2007.1.11/서울

과기부총리

2

제1차 한·중·일 과기장관회의

2007.1.12/서울

과기부총리

3

제4차 한·베 과기공동위

2007.1.24/하노이

과기부총리

4

러시아 연방우주청장 회담

2007.3.30/모스크바

과기부총리

5

오스트리아 연방과학연구부장관 회담

2007.4.3/서울

과기부총리

6

EU 정보사회미디어 집행위원 회담

2007.4.10/서울

과기부총리

7

제3차 한·불 과기공동위

2007.4.27/서울

과기협력국장

8

한·몽골 과기협력약정 체결

2007.5.29/서울

과기협력국장

9

제3차 한·우크라이나 과기공동위

2007.6.19/우크라이나

과기협력국장

10

천쯔리 국무위원 회담

2007.7.3/북경

과기부총리

11

제9차 한·중 과기공동위

2007.7.3/북경

과기부총리

12

EU 연구총국장 회담

2007.7.9/서울

과기부총리

13

제1차 한·EU 과기공동위

2007.7.9/서울

협력국장

14

미국 에너지부 장관 회담

2007.8.9/워싱턴D.C

과기부총리

15

제2차 한·핀란드 과기공동위

2007.8.31/서울

협력국장

16

스웨덴 교육연구부 장관 회담

2007.9.20/서울

과기차관

17

남북정상회담 수행

2007.10.2~4/평양

VIP

18

KIST-유럽(연) 기업유치사절단 파견

2007.10.8~13/독일

과기혁신본부장

19

제1차 한·뉴질랜드 과기공동위

2007.10.10/서울

협력국장

20

한·캐 과기협력약정 갱신 서명

2007.11.9/서울

과기차관

21

제6차 한·이스라엘 과기공동위

2007.11.12/예루살렘

부총리

22

제9차 한·러 과기공동위

2007.11.13/서울

기초국장

23

제2차 한·남아공 과기공동위

2007.11.29/케이프타운

과기차관

24

제1차 한·루마니아 과기공동위

2007.12.3/서울

과기협력국장

25

한·벨라루스 과기협력 합의문 서명

2007.12.11/벨라루스

과기협력국장

26

한·독 과학산업기술협력위원회

2007.12.13/베를린

과기협력국장

※ 「2012 여수세계박람회」유치 활동 : 중국 과기부 부장 면담(2007.7.3), 오스트리아 대통령 면담(2007.9.17) 및 총리 면담(2007.9.19), 산마리노 집정관/관광·통상 장관/외교
부 장관 면담(2007.9.20), 슬로베니아 외교부 장관 및 언론홍보처장 면담(2007.9.21), 이스라엘 과학문화체육부 장관 면담(2007.11.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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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연번

내    용

일자 / 장소

수석대표

1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장관 면담

2008.4.15/서울

교과부 장관

2

한·중 과학기술 국장회의

2008.5.9/서울

국제협력관장

3

한·스위스 과학기술협력협정체결

2008.5.6/취리히

제2차관

4

KIST-유럽(연) 제2연구동 기공식 참석

2008.5.7/자아브뤼켄

제2차관

5

한·중 정상회담 수행

2008.5.. 26.~ 30/북경, 칭다오

VIP

6

G8 과학기술 장관회의

2008.6.15/오키나와

과기정책실장

7

제2차 ASEAN+3 과학기술장관회의

2008.7.8/마닐라

제2차관

8

한·중·일 과학기술국장회의

2008.7.17~18/북경

국제협력관장

9

스위스 연방교육연구청장 차관 면담

2008.8.10/서울

제2차관

10

한·러 정상회의 수행

2008. 9. 28. ~10. 1/모스크바

VIP

11

한·러 교육과학부장관 회담

2008. 9. 29/ 모스크바

교과부 장관

12

제9차 한·영 과기공동위

2008. 11. 17~ 20/런던

국제협력관장

13

한·슬로베니아 과기공동위

2008.11.21/슬로베니아

국제협력관장

14

스웨덴 교육연구부 장관 면담

2008.11.17/서울

교과부 장관

15

한·벨라루스 과기협력양해각서 체결

2008.12.3/서울

교과부 장관

16

제2차 한·튀니지 과기공동위

2008.12.15/서울

국제협력관장

※ 기타 : 카벤디쉬(Cavendish) 연구소장 장관 면담(2008.3.19/서울), 아·태이론물리센터 소장 장관 예방(2008.4.7/서울), 러 나노기술공사 사장 장관 면담(2008.10.8/서울)

<2009년도>
연번

내    용

일자 / 장소

수석대표

1

제2차 한·EU 과기 공동위

2009.3.3/벨기에

국제협력관장

2

제5차 한-베 과기공동위

2009.4.15/서울

국제협력관장

3

제2차 한-독 과학산업기술협력위

2009.4.21/베를린

지경부 국장

4

제2차 한-중-일 과학기술장관회의

2009.5.24/도쿄

교과부 장관

5

제4차 한-불 과기공동위

2009.6.15/파리

과학기술정책실장

6

제1차 한-스위스 과기공동위

2009.6.16~17/베른

과학기술정책실장

7

한-미 과학기술학술회의(UKC)

2009.7.16/미국

제2차관

8

제7차 한-헝가리 과기공동위

2009.8.26/서울

국제협력관장

9

한-스웨덴 과학기술협력 협정 체결

2009.9.11/스톡홀름

교과부 장관

10

오스트리아 연방과학연구부 장관 면담

2009.9.14/비엔나

교과부 장관

11

ISTC(국제과학기술센터) 사무총장 차관 면담

2009.9.14/서울

제2차관

12

제2차 한-루마니아 과기공동위

2009.9.15/부카레스트

국제협력관장

13

제3차 한-남아공 과기공동위

2009.11.18/서울

국제협력관장

14

제7차 한-이스라엘 과기공동위

2009.11.30/서울

국제협력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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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연번

내    용

일자 / 장소

수석대표

1

한-인도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2010.1. 25/인도

VIP

2

인도 대통령 장관 면담

2010.1.27/인도

교과부 장관

3

짐바브웨 과학기술개발부 장관 면담

2010.5.27/서울

교과부 장관

4

한중일 청년과학자 워크숍

2010.5.30/제주

교과부 장관

5

제7차 한-미 과기공동위

2010.6.15/서울

교과부 장관

6

제6차 한중 과학기술국장회의

2010.9.14~15/중국 심양

국제협력관

7

한-남아공 원자력 협정 체결

2010.10.8/서울

교과부 장관

8

한·페루 과기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2010.11.15/서울

교과부 장관

9

KISTEP-ISTIC R&D 운영 프로그램 고위정책담당자 회담

2010.11.15/이집트

기초연구정책관

10

제2차 한일 과학기술국장회의

2010.11.18/제주

국제협력관

11

제5차 한중일 과학기술국장회의

2010.11.18/제주

국제협력관

<2011년도>
연번

내    용

일자 / 장소

수석대표

1

주한 아프리카 대사관 초청 협력사업 설명회

2011.1.11/서울

국제협력관

2

한ㆍ몽골 원자력청장 간 MOU 체결

2011.3.24/서울

전략기술개발관

3

남아공 국경일 리셉션 참석

2011.4.27/서울

교과부 장관

4

제4차 한-인도 과기공동위

2011.5.4/서울

교과부 장관

5

미 에너지부 장관 면담

2011.5.12/워싱턴

교과부 장관

6

코스타리카 부통령 면담

2011.5.19/서울

교과부 장관

7

제1차 한-브라질 과기공동위

2011.8.24/서울

연구개발정책실장

8

중남미 5개국 장관급 면담

2011.9.21/서울

교과부 장관

9

제4차 한-핀란드 과기공동위 및 포럼

2011.10.14/서울

국제협력관

10

한-프랑스 과기공동위

2011.10.11/제주

글로벌협력담당관

11

유럽의회 대표단 면담

2011.11.3/서울

교과부 장관

12

콜럼비아 과학기술부청장 면담

2011.11.11/서울

국제협력관

13

제8차 한·이스라엘 과기공동위

2011.12.7/이스라엘

글로벌협력담당관

14

한·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MOU 체결

2011.12.8/서울

교과부 장관

15

제3차 한·체코 과기공동위

2011.12.21/서울

국제협력관

16

제6차 한-베트남 과기공동위

2011.11.1/베트남

국제협력관

17

제11차 한-중 과기공동위

2011.11.23/중국 북경

교과부 장관

18

제3차 한-튀니지 공동위 개최

2011.12.6/튀니지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장

19

제4차 한-남아공 과학기술 공동위 개최

2011.12.9/남아공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장

20

제8차 한·이스라엘 과기공동위 개최

2011.12.7/이스라엘 예루살렘

글로벌협력담당관

21

주한 덴마크 대사 2차관 면담

2011.12.15/서울

제2차관

22

제3차 한·체코 과기공동위 개최

2011.12. 21/서울

국제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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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연번

내    용

일시/장소

수석대표

1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2차관 면담

‘12.1.30/서울

제2차관

2

튀니지 외교부 장관 면담

‘12.4.19/서울

교과부장관

3

제3차 한-중-일 과학기술장관회의

’12.4.28/중국

교과부장관

4

한·덴마크 과학기술장관 회담

‘12.5.14/서울

교과부장관

5

미 국립과학재단(NSF) 총재 면담

’12.6.8/서울

교과부장관

6

제1차 한·벨라루스 과기공동위

‘12.6.25/서울

국제협력관

7

IIASA(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원)원장 면담

12‘. 9. 6/서울

제2차관

8

모리셔스 교육과학부 장관 면담

‘12.9.10/서울

제2차관

9

제4차 한-독 과학산업협력위원회

‘12. 10. 11/서울

제2차관

10

터키 과학산업기술부 차관 면담

’12.10.15/서울

제2차관

11

벨라루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 면담

‘12.10.16/서울

제2차관

‘12.10.26/서울

제2차관

콜롬비아 과학기술청장 면담

’12.11.2/서울

제2차관

14

독일 잘란트주 경제성 장관 면담

‘12. 11. 21/서울

제2차관

15

제4차 한·우크라이나 과기공동위

‘12.12.7/서울

국제협력관

16

제2차 한·인도 과기공동위

‘12.12.13/서울

교과부장관

12
13

덴마크 의회 과학혁신
고등교육위원회 의원단 방문

※ 작성기준 : 공동위 개최건(교육ㆍ과기공동위 일 경우 교육공동위 통계 처리), 면담은 장차관급으로 작성(환담 비중에 따라 교육 및 과학분야 선택)

■교육 분야
<2007년도>
연번

내    용

일자 / 장소

수석대표

1

중국대사 교육부총리 면담

2007.1.16/서울

교육부총리

2

우크라이나 오뎃사 국립대학 총장 차관 면담

2007.3.14/서울

교육부차관

3

한·사우디 교육협력약정 체결

2007.3.24/리야드

교육부총리

4

한·카자흐스탄 교육장관 회담

2007.3. 28/알마티

교육부총리

5

라오스부총리 교육부총리 면담

2007.6.7/서울

교육부총리

6

호주 차관보 교육차관보 면담

2007.6.8/서울

교육부차관보

7

아제르바이잔 국립외국어대 차관 면담

2007.7.5/서울

교육부차관

8

제2차 한·중·일 교육국장회의

2007.7.14/북경

국제교육정보화국장

9

모로코 교육차관 차관 면담

2007.8.8/서울

교육부차관

10

한·베트남 교육장관 회담

2007.10.22/하노이

교육부총리

11

한·중 대학총장포럼 참석

2007.10.25/북경

교육부총리

12

뉴질랜드 대사 면담

2007.11.21/서울

국제교육정보화국장

13

호주 대사 교육부 본부장 오찬

2007.12.5/서울

교육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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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연번

내    용

일자 / 장소

수석대표

1

한·아제르바이잔 교육협력약정 체결

2008.1.24/바쿠

교육부총리

2

브루나이 교육장관 면담

2008.4.11/서울

교과부 장관

3

호주대사 교과부 장관 면담

2008.4.30/서울

교과부 장관

4

제1차 ASEM 교육장관회의

2008.5.5/베를린

제2차관

5

호주국립대총장 차관 면담

2008.5.22/서울

제2차관

6

한·중 교육국장 회의

2008.5.27/북경

국제협력관장

7

한·중 교육장관 회담

2008.5.28/북경

교과부 장관

8

제4차 APEC교육장관회의

2008.6.11-12/리마

인재정책실장

9

UNESCO 사무총장 면담

2008.7.22/서울

교과부 장관

10

한·호주 정상회담시 교육협력양해각서 체결

2008.8.11/서울

VIP

11

터키 교육부 차관 면담

2008.9.1/서울

제1차관

12

한·EU 고등교육협력 차관 면담

2008.9.1/서울

제2차관

13

OECD 교육차관회의

2008.9.2/서울

제1차관

15

UNESCO 48차 교육장관회의

2008.11.25/제네바

국제협력관장

16

베트남 교육부총리 장관 면담

2008.10.10/서울

교과부 장관

17

한·베트남 IT 교육협력 MOU 체결

2008.10.10/서울

정보화정책관

18

싱가포르 교육부장관 장관 면담

2008.10.28/서울

교과부 장관

<2009년도>
연번

내    용

일자 / 장소

수석대표

1

한국·베트남·OECE 교육세미나

2009.3.26~27/하노이

국제협력관장

2

한·뉴질랜드 교육협력약정 체결

2009.3.3/오클랜드

주뉴질랜드 한국대사

3

한·뉴질랜드 교육부 차관 면담

2009.4.16/서울

제1차관

4

한·베트남 약학교육협력 MOU 체결

2009.5.15/하노이

교과부 장관

5

한·덴마크 교육장관 양자회담

2009.5.15/하노이

교과부 장관

6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 총장 면담

2009.5.22/서울

교과부 장관

7

한·태국 교육부 차관 면담

2009.6.4/서울

제1차관

8

한-이태리 고등교육학위 협정 체결

2009.9.11/로마

교과부 장관

9

한-오스트리아 고등교육협력 MOU 체결

2009.10.8/비엔나

교과부 장관

10

미 국무부 차관 면담

2009.10.8/서울

교과부 장관

316

5편 제1장 교육과학기술 글로벌 리더십 강화

<2010년도>
연번

내    용

일자 / 장소

수석대표

1

제1차 한중일 고등교육교류전문가위원회

2010.4.16/일본 동경

국제협력관장

2

모로코 교육부 차관 평생직업교육국장 면담

2010.4.30/서울

평생직업교육국장

3

스와질랜드 교육부 장관 면담

2010.6.3/서울

제2차관

4

한·홍콩간 교육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2010.7.6/서울

교과부 장관

5

제1차 한·몽 교육과학기술공동위원회

2010.9.7/ 몽골,울란바토르

제2차관

6

한·사우디 교육장관 면담

2010.10.26/서울

교과부 장관

7

제2차 한중일 CAMPUS Asia 전문가위원회

2010.12.10 /중국 북경

국제협력관장

<2011년도>
연번

내    용

일자 / 장소

수석대표

1

한-말레이시아 교육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2011.4.5/서울

2

한·중·일 고등교육교류 전문가 위원회

2011.5.11/제주

국제협력관

3

한·미 교육부장관 면담

2011.5.13/워싱턴D.C.

교과부 장관

4

브라질 리오 그란데 두 술루 주지사 면담

2011.5.30/서울

제1차관

5

한·중 대학총장 포럼

2011.6.13/영남대

국제협력관

6

홍콩 교육엑스포 장관급 라운드 테이블 회의

2011.7.14/홍콩

제1차관

7

베트남 교육훈련부 차관 면담

2011.7.29/서울

제1차관

8

한·브라질 차관회담

2011.8.24/서울

제1차관

9

한-호주 고등교육컨퍼런스 및 교육공동위

2011.9.26/서울

제1차관

10

스와질랜드 교육부ㆍ정통부 차관

2011.10.14/서울

제1차관

11

제36차 유네스코 총회

2011.10.27/프랑스 파리

교과부 장관

12

홍콩 과학기술총장과의 면담

2011.11.09./서울

제1차관

13

유네스코 사무총장 면담

2011.11.29/부산

교과부 장관

14

한중 교육장관 회담

2011.11.24/중국 북경

교과부 장관

15

세계개발원조총회 연계 국제교육 ODA 포럼 개최

2011.11.28/부산

교과부 장관

16

청소년 포럼 개최

2011.11.29/부산

제1차관

VIP임석
(교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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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연번

내    용

일시/장소

수석대표

1

한중일 협력 사무국 사무총장 면담

‘12.1.18/서울

교과부장관

2

제2차 사우디아라비아 국제교육박람회 및 포럼(2012 IEFE)

’12.2.13-2.17/사우디 아라비아 리야드

제1차관

’12.2.12-2.13/부르키나파소

제1차관

3

ADEA Triennale Meeting 2012 참석
- ADEA 한국의 날 개최

4

한중일 CAMPUS Asia 국제컨퍼런스 개최

‘12.2.20/서울

제2차관

5

EU 집행위원회 교육문화국장 면담

‘12.2.21/서울

교과부장관

6

제2차 교직에 관한 국제장관회의

’12.3.13-3.17/미국 뉴욕

제1차관

7

이집트 외교부 장관 면담

`12.3.26/서울

교과부장관

8

제2차 한·몽 교육과학기술공동위원회

‘12.3.29/서울

제1차관

9

한-오만 교육장관회의

‘12.4.17/서울

장관

10

중미 6개국 장관급 인사 면담

‘12.4.24/서울

장관

11

OECD 사무총장 면담

‘12.4.26/서울

장관

12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12.5.21~23/경주

장관

13

핀란드 의회 교육과학분과위원회 의원단 방문

‘12.5.25/서울

제1차관

14

사우디아라비아 고등교육부 차관

‘12.6.21/서울

제2차관

15

ADB지역경제통합국장 면담

‘12.9.21/서울

장관

16

스리랑카 교육부장관 면담

‘12.9.25/서울

제1차관

17

미 데모크라시 프렙 차터스쿨 대표단 면담

‘12.11.20/서울

장관

18

파라과이 교육문화부 차관 면담

‘12.11.26/서울

제1차관

19

그린란드 교육연구부 장관 면담

‘12.12.13/서울

제2차관

20

바슈코르토스탄 정부수반 면담

‘12.12.18/서울

장관

21

주한에티오피아 대사 제1차관 면담

‘12.11.26/서울

제1차관

※ 작성기준 : 공동위 개최건(교육ㆍ과기공동위 일 경우 교육공동위 통계 처리), 면담은 장차관급으로 작성(환담 비중에 따라 교육 및 과학분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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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과부 MOU(업무협약) 체결현황
명칭

체결기관

체결일자

주요내용(협력사항)

MOU 체결 이후 추진사항*

·양측 고등교육 관련 교류 장려, 연구자료
교환 장려
·양국 학술연구기관 간 의견 및 인력 교환,
과학주간 설정
고등교육
교류약정

·교육인적자원부
·사우디아라비아
고등교육부

2007.3.24
리야드

·공동연구 프로그램 개발 장려 및 교육훈련
기회 제공
·양국 대학 간 학술교류 협력 강화, 상호 학

·우리 정부 초정 장학생 선발
·사우디 정부 장학생(킹압둘
라장학생) 한국 파견

위 인정을 위한 정보 교환
·학생교환 프로그램 개발
·양국 개최 행사 참여 장려 및 상대국 언어,
문학, 역사 교육
·학생, 교사, 교육 분야 학자 및 전문가의
교류 장려
교육협력

·교육인적자원부

약정

·러시아 교육부

·상대국 국민에 대한 장학금 지원
2003.11.13 ·공동학술회의, 세미나, 각종 전시회의 개

·정부 초정 장학생 선발

최 장려
·상대국에의 교육센터 설립 가능성 고려
·교육담당 직원의 대표단 교환
·고등교육 및 과학연구 관련 기관, 대학 간
협력 장려

교육협력
약정

·교육과학기술부
·오스트리아 연방
과학연구부

2009.9.14
비엔나

·장학금, 연구지원금에 대한 상대국 학생, 학
자, 고학자 신청 장려

·정부 초정 장학생 선발

·한국연구재단과 Austrian Exchange Service간 협력 장려
·과학자 및 전문가 교환 등
·양국 과학연구 기관, 대학 등 과학연구 분

과학기술

·교육과학기술부

협력에 관한 양

·벨라루스 국가과

해각서

학기술위원회

2008.12.3
서울

야 협력 장려
·공동연구 지원 및 연구개발 장비, 과학 설
비 공동이용 장려

·한-러 과학기술센터 산하
벨라루스 센터 설립
·한-벨 과학의날 개최

·과학개발 선도분야에 대한 기관 설립 장려
·양국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 분야 기관 간
협력의 촉진과 기존 연락관계와 협력 강화
고등ㆍ직업교육

·교육과학기술부

협력

·네덜란드 교육문

양해각서

화과학부

2009.3.30
헤이그

·정보교환 및 접근성 강화
·양국의 교육의 질 및 질 보장 수단의 투

·정부 초정 장학생 선발

명성 강화
·양국 학생들의 유학 장려 및 학자, 연구자,
학생 교류 촉진

교육협력

·교육과학기술부

2006.11.8

약정

·덴마크 교육부

서울

·교육정보, 기술, 직업휸련, 평생교육, 분야
협력 강화

·정부 초정 장학생 선발

·양국 교육 인력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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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교육부, 기관 협력장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협력 양해각서 ·우즈베키스탄 교

2006 서울

육부
·대한민국 정부

1981.9.28

양해각서

·미합중국 정부

서울

과학기술

·교육과학기술부

양해각서

·페루공화국

·한국은 국제협력단을 통해 무상교육지원

교

육부

2011.11.15
서울

·교육분야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칠레공화국 교

인적자원개발에

육부 및 국가과

관한 양해각서

학기술

연구, 기술 및
관한 양해각서

과학, 정보통신 및 기술, 인적자원개발, 과

위한 교과부 국제협력관-페

학기술단지 등 과학기술 분야 협력

루대사 협의회 개최
·한-칠레 외교장관 회담

2009.11.9
서울

·한국의 대학 등에 유학을 원하는 칠레 정부
장학생 선발, 장학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과학기술혁

·오만 교육부

양해각서
과학기술협력
공동 선언문

·칠레

정부-한국

대학간

MOU 체결 추진

2011.10.17
에콰도르

·과학기술 분야 전반에 걸친 공동연구, 인력
교류, 공동위 개최 등 협력

·생물다양성 분야 공동연구
추진 협의

신처
·교육과학기술부

협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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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고등

양해각서
고등교육 분야

·양국 국장급 협의회 개최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협력
과학기술혁신 및

관회담 개최
·양해각서 후속조치 시행을

연구위원회

혁신 분야 협력에

·2011.5 한미교육과학기술장

·양국 간 생명공학, 재료 및 나노기술, 환경

·교육과학기술부
장학금 및

·정부 초정 장학생 선발

제공 노력

교육에 관한

협력에 관한

·양국 우수대학과 교육기관 분교설립 도모

·교육과학기술부
·덴마크 과학혁신
고등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
·오스트리아
고등연구부

2012.4.17
서울
2012.5.15
서울

진로지도, 교원양성, 교육의 질제고, 사립학교
교육, 교육 지표 등 분야에 대한 협력
과학기술, 혁신, 고등교육분야에서의 워크
숍·컨퍼런스 개최, 정보교류, 인력교류 등

·우리나라 사립대학 정책 관
련 자료 제공

·연구사업 정보 상호제공

2012.12.27
(연장
Annex서명)

·과학기술 분야 교류협력 증진 등

·한-오 과학의 날 개최 협의

5편 제1장 교육과학기술 글로벌 리더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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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다. 통합추진을 위해 총리실의 주관 하에 여러 차

역할을 확대하고 급변하는 21세기 글로벌 협력 사

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통합 운영방식, 관련 법

회에 부응하는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효율적인

령개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통합 기관의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

명칭은 공모를 통해 한국문화원(Korean Cultural

었다. 영국의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독일

Center)으로 결정되었으며, 관계부처 간 교육원과

의 독일학술교류처(DAAD)와 같은 세계적 수준의

문화원 통합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글로벌 교육 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된 것

통합을 계기로 한국어 보급과 한국문화 홍보를 연

이다.

계하여 유학생 유치 등 해외 우수인재 확보, 교사

2012년 현재 우리나라 대표 글로벌 교육 전문기

및 학생 교류 확대, 교육분야 국제교류 활성화의

관인 국립국제교육원은 ‘재일동포모국수학생지도’

역할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를 위해 개소된 학생지도연구소를 모태로 설립되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증가하는

었다. 이 기관은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 국제교

한국의 교육·문화 수요 대응과 유학생 유치 등 국

육 발전의 원동력이었으나, 국가기관이 갖는 경직

가전략에 기반을 둔 교육문화 국제협력 거점기관

성 등으로 인해 교육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노출하

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가별·지

게 되었다. 이에 국제교류 활성화, 우수인재 및 우

역별 특성과 현지수요에 따라 교육원을 문화원 또

수 교육기관 유치, 한국형 발전경험 공유, 재외동

는 문화원 분원체제로 구축하여 재외동포뿐만 아

포 교육 강화 등 새로운 국제교육 수요에 효과적

니라 현지인들에게도 한국문화, 한국어 교육을 접

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립국제교육원을 자율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보다 질 높은 교육·

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법인 체제로 확대·개편하

문화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한다.

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타 글로벌 협력시대의 다양한 수요에 기민하

이와 관련, ‘한국국제교육진흥원 설립 및 진흥에

게 대응하기 위하여 UNESCO, OECD 등 다자

관한 법률’이 의원입법으로 18대 국회에 제출되어

기구와 긴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논의가 완료되

2009년 우리나라의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었으나, 이후 법사위에 제출되지 못한 채 18대 국

가입 후 다자간 글로벌 교육과학기술 협력에 더욱

회 회기가 마감되었고,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 유네스코한위)와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또한 글로벌시대의 환경 속에서 국가브랜드 파

(이하 아태교육원) 등 유관기관과 교과부의 협력

워를 제고하고 늘어나는 교육·문화수요에 적극

이 더욱 증대되었다. 유네스코한위는 2011년 태

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

국 좀티엔에서 열린 EFA 고위급 회의에서 ‘수혜국

부(이하 교과부) 소관 한국교육원과 문화관광부

수요에 기반을 둔 맞춤형 교육협력사업 활성화’와

소관 한국문화원의 통합논의가 2011년부터 검토

‘EFA 국가조정관 지역회의 활성화’를 제안하여 많

되었다. 해외 유학생 유치와 한국어 보급 활성화를

은 지지를 얻은바 있다. 아태교육원의 경우 아태

위해 두 기관 운영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함이었

지역 교사훈련가, 교사, 교육행정가 등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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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양한 형태의 국제이해교육 연수를 국내·외
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아태지역의 국제이해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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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역할

제1절

을 확대하고 급변하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부응
하는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국문화원과 독일

한국국제교육진흥원
설립 추진

학술교류처 와 같은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교육 전
문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글로벌 교육 전문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은 ‘재일동포모국수학생지도’를 위
해 개소(1962.3.1)된 서울대 학생지도연구소를 모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태로 하여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국제화 교육 발
전의 원동력 역할을 하였으나, 국가기관이 갖는

가. 정책 추진 배경

경직성 등으로 인해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부응
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

본격적인 국제화의 도래로 국제협력에 대한 수

다. 이에 국제교류활성화, 우수인재 및 기관유치,

요가 사회 전반에 걸쳐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형 발전경험 공유 및 재외동포 교육 강화 등

OECD DAC 가입(2009.11) 및 G20 정상회의 개최

새로운 국제교육 수요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수

(2010.11)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도록 정부 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을 자율과 책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되어 개도국뿐만

임을 근간으로 하는 법인 체제로의 확대·개편 방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협력요청이 증가되고 있다.

안이 논의되었다.

<그림 2-1-1> 국립국제교육원 조직도

원장
GKS 위원회
국비유학자문위원회
국제교육교류심의회

기획관리부

국제교류부

영어교육지원부

<표 2-1-1> 국립국제교육원 정원 현황
구분

계

인원(명) 74

일반직(36)

특정직(31)

기능직(6)

고위공무원
(1)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9급

연구관

연구사

기술

운전

사무

방호

1

1

2

1

8

17

3

4

4

27

2

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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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입 경과

개최 이후 높아진 국가위상과 증가하는 글로벌 교
육 요청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화 전

우리나라의 국제 교육은 1970년대 고도 경제성장

문기관 육성을 위해 2010년 12월 국회에서 ‘한국

에 따른 국제교류 증대 및 해외 진출이 활발해짐

국제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한국인 학교 및

발의하였다.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한국교육원의 설치와 더불어 1977년부터는 국비

및 외교통상부 등 부처협의를 거쳐 여·야 국회의

유학제도를 마련하여, 일체의 경비를 정부가 부담

원 및 전문가들이 2011년 6월 ‘한국국제교육진흥

하면서 유학정책을 크게 확대하였다.

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1980년대에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유치 및 국

를 개최하였으며 2011년 12월 30일 교육과학기술

제회의 개최 등으로 국제 교육이 근본적인 변화를

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2012년 5

맞이하였다. 정부는 자비에 의한 유학 자격시험을

월 29일 18대 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한국국제교

폐지했고, 외국인 장학생의 초청이 이루어지기 시

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자동 폐

작했으며, 이때 특히 미국을 비롯한 구미 교육 선

기되었다.

진국으로의 유학 행렬도 크게 확대되었다.
1990년대에는 범사회적인 개방화와 정보화 물
결에 따라 국제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기 시

2. 주요 내용

작되었다. 자비유학의 자격기준으로 적용하던 외
국어 시험은 1994년 폐지하여 그 자격을 더욱 확

가. ‘한국국제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하였으며, 1996년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의

관한 법률(안)’ 발의

모임인 OECD에 세계에서 29번째로 가입하여 회
원국과의 협력과 교류, 그리고 연구개발 사업에 적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글로벌 시

극 참여하게 되었다.

대가 도래 하면서, 국·내외에서 글로벌 교육 서비

2000년대 이후에는 그간의 경험과 자신감을 바

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글로

탕으로 Study Korea 추진, 해외우수교육기관 유

벌 교육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을

치, 국내대학 해외 진출 활성화 및 교사 해외 파견

설립·운영하는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적극적으

등 적극적인 국제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전

로 대응하는 추세이다.

쟁 직후 국민소득 67 달러의 최빈국에서 2만 달러

우리나라는 교과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

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의 교육모델은

에서 외국인유학생, 재외동포교육 및 영어교육 지

선진국뿐만 아니라 21세기 선진국을 꿈꾸는 개발

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무원조직(책임운영기

도상국들에게 좋은 모범 사례가 되고 있으며 한류

관) 성격상 탄력적 조직·예산의 운용이 어렵고 전

열풍과 더불어 APEC 및 ASEAN 회원국들의 한국

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정책수요에 신속

교육에 대한 관심은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립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G20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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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책임운영기관과 정부출연법인 비교
구분

책임운영기관

정부출연법인

설립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별 근거 법령

조직

◦대통령령 및 부령으로 엄격히 규정

◦정관에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신분

◦국가공무원

◦민간인

재정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정부 출연금ㆍ보조금, 수익사업 등 수입 다변화 가능

인사

◦법령상 총 정원 범위 내 운영

◦자율권 확대

업무

◦법령에 의해 부여

◦법령 및 정관에 의해 규정되거나 탄력적 대응 가능

부출연기관으로 개편하여 교육 국제화정책의 중

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문화관광부,

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국민들에게 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및 외교통상부 등 관계 부

문적인 글로벌 교육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서상

처협의를 진행하였다. 문화관광부와는 한국어 교

기 의원이 2010년 12월 17일 ‘한국국제교육진흥원

육·보급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었고 기획재정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및 행정안전부와는 출연기관 전환에 따른 국·공
유 재산 이관 여부에 대하여 견해 차이가 있었으나

나. ‘한국국제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였다. 부처 간

관한 법률(안)’ 부처 합의

이견 사항 및 합의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한국국제교육진흥원 설

<표 2-1-3> 부처 간 이견 사항 및 합의 사항
부처

이견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의 한국어 교육관련업무 조정 요청
•출연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
법에 위배 되므로 운영재원에서 보조금 삭제

합의 사항
•부처간 역할 분담을 통해 조정 합의
•보조금 삭제

기획재정부
•국립대등 법인화 추세에 따른 국유재산 감소
로 무상양여 반대
•지방재정 악화 우려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양여 반대
행정안전부

•공무원 신분유지자 정원 관련 사항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시행령에 규정 요청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연계제도 시행으로
공무원연금특례 조항 삭제 요청

•‘무상양여’를 ‘무상대부’로 수정

•‘무상양여’를 ‘무상대부’로 수정

•공무원 신분 유지자 정원 관련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공무원연금특례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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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국제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의견을 제시하였다.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국제화

관한 법률(안)’ 공청회 개최

전문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
를 하였으나 한국국제교육진흥원과 타 출연기관

한국국제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과의 업무 중복 예방, 출연기관 전환 시 공무원 유

안)에 대한 국회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지자에 대한 신분 보장 및 기관의 독립성 등이 보

위하여 2011년 6월 15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

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일부 의원은 국제화 기

하였다. 찬성 측 패널은 국격 제고와 글로벌 교육

관으로서의 위상 약화 등을 이유로 출연기관 전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인사·

에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예산 운영 등에서 탄력적인 조직이 필요하며 국
제화 전문기관인 한국국제교육진흥원을 설립하는

라. 「한국국제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것은 시의적절함을 강조하였고, 반대 측 패널에서

관한 법률(안)」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

는 국제화 전문기관의 설립에는 찬성하지만 법인

소위원회 의결

전환 시 공무원 등에 대한 신분보장(별도정원·공
무원연금)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수하고 경험 있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대부분의 의

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의 채용이 필요하다는

원들은 법률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여 법안 소위

<표 2-1-4> 공청회 진술인 의견요지
진술인

진술 내용 요약
•국제화 확대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의 조직확대 및 사업처리의 유연성이 필요함
•한국어 및 문화보급 관련 각 기관의 교육사업은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A

•재외동포, 외국인, 해외유학생 등 국제화의 다양한 대상을 유치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
처와의 중복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국립국제교육원의 개편과 더불어 기존 사업의 장단점과 사업비중, 관련기관과의 세밀한 사업조정, 민간인 전문가 선발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선행되어야 함
•국격에 걸 맞는 글로벌 교육의 주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국가의 글로벌 교육기관과 같은 전문기관이 필요함
•국내 글로벌 교육업무는 이슈에 대한 산발적 관리로 업무 중복 또는 결손 되어 있는 부분이 많으며 총괄 및 연계 기능

B

도 미흡함
•현재 국립국제교육원은 책임운영기관으로 법령 및 규정상의 한계, 관계부처와의 협의 절차 등으로 예산, 인사 등 조직운
영의 자율성이 제약되어 있으므로 이를 극복할 새로운 기관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됨
•법인설립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C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려는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기관의 성격변화에 따른 과도기적 업무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조직개편으로 전문적 실무역량을 갖춘 우수한 공무원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금보장과 신분보장 등이

D

필요하며, 민간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진흥원의 신규 업무에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홍보 사업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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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위원 공청회 질의요지
국회위원

진술 내용 요약
•진흥원의 일부 사업은 재외동포재단, 한국교육개발원 등 타 기관과의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고, 진흥원과 교과부와

A

의 사무 및 역할은 어떻게 정립되는 지 여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영어 관련 사업을 법인화 이후에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 지
•법안내용에 ‘글로벌’ 등 애매한 영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며, 진흥원의 사업이 외국어 중 영어 교육지원에

B

집중되어 있는 것은 진정한 국제화에 맞지 않으므로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교육지원이 포괄적으로 수행되도록 영어
및 외국어 교육관련 사업조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직원 신분보장으로 법인화가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국립국제교육원이 법인으로 전환시 국제화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C

•주요 국가의 국제화기관은 전부 법인화된 전문기관인지 여부, 진흥원 설립 당시의 적정한 규모 수준은 어느 정도
가 적정한지 여부
•국립국제교육원이 현재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사업수행시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지, 법인으로 전환

D

해야지만 조직의 자율성이나 책임성, 탄력성 등이 보장되는지 여부
•산재해 있는 국제교육 기능을 연계·통합하고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의 국가기관인 책임운
영기관의 형태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진흥원 설립으로 국·공유 재산의 무상양여 규정은 국고의 손실이 우려

E

•진흥원 수익금에 대한 법인세 면제 규정의 실효성 여부
•공무원 신분 유지자의 인력관리 문제, 부속기관 설치시 교과부 장관 승인필요 등

F

•이사장 등 임원진을 교과부 장관이 임면하는 것은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교과부 출신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
고 능력 있는 민간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자격관련 규정을 별도 마련한 필요가 있음

원회에 몇 차례 상정된 바 있으나 일부의원의 반

원이 감당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많다. 특히 외

대로 논의되지 못하다가 2011년 12월 30일 여야

국인 유학생의 증가 및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

합의에 의해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 소위원

관도 증가 추세에 있고, 영어교육에 대한 다양한

회를 통과하였다.

수요도 많아짐에 따라 관련 기관에 대한 관리 및
대응책 마련과 아울러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
에 부응할 수 있는 기관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할

3. 향후 과제

필요가 있다.
우선, 새로운 글로벌 교육기관은 국가적 측면에

교육의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글로벌 교육 서비

서는 교육 ODA 정책 등 글로벌 교육정책을 기획

스에 대한 수요와 관심은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

하고 국내교육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한 대응은 국립국제교육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적인 측면에

329

정책자료집 ➌ 대학 개혁

서는 국내외 인재를 유치하고 국내 교육체제의 국
제화를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의 유
학생 관련 기능과 업무를 확대하여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민
의 글로벌 시민의식의 함양과 더불어 다문화이해
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가 간 또는 다자간 교육교류협력을 지원할 수 있
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여섯째, 영어교육정
책의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능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
의 활용 및 채용,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이 우선
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외국인유학생, 영어
교육, 재외동포교육 등을 제한적으로 담당하고 있
으나 정부기관(책임운영기관)의 특성상 탄력적인
조직·예산의 운용이 어렵고 순환인사에 따른 전
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또한 인적·물적 제약으
로 다양한 대내·외 정책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곤
란하므로 국립국제교육원을 시대 변화에 탄력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출연기관으로 전환하여 글로
벌전문교육기관인 「한국국제교육진흥원」으로 확
대·개편될 수 있도록 ‘한국국제교육진흥원 설립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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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 등 참고자료
참고 1 | 글로벌화 전문기관 운영 현황

선진국은 글로벌 교육협력에 대한 주도권 확보를 위해 반민반관의 국제화 전문·전담 기관 운영
국가

글로벌 교육 협력 전담기관
British Council : 교육·문화홍보 기능 총괄 및 유학생 유치 등
* 110개국에 233개 해외 사무소 운영

영국
JASSO : 장학금 대여, 유학생 지원 및 일본유학시험 실시 등
*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인도네시아 해외 사무소 운영
일본
Campus France : 외국 유학생 유치 업무 관장
* 93개국에 125개 해외사무소 운영
프랑스
DAAD : 유학지원, 독일대학 국제교류 및 개도국과 교류협력
* 14개 해외사무소와 50개 정보센터로 구성
독일

참고 2 | 법률의 주요 내용(2011.12.30) 법안소위 수정의결

■ 한국국제교육진흥원의 법적 성격
○ 정부출연기관
-재
 외동포 교육, 외국인 유학생 유치,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교육 국제화 정책 지원 등 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정부
출연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 유지

■ 주요 사업
○ (재외동포) 재외동포 모국수학 지원, 해외 현지 교육 지원 등
○ (유학생) GKS 선발,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국외유학 지원 등
○ (외국학교)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및 제도개선 지원 등
○ (외국어교육)EPIK, TaLK, 한국어 교육, 한국어능력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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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교육정책) 국제 교육정책 조사·분석, 해외 동향 및 통계 분석
○ (국제교류협력) 교육 ODA·FTA 전략 연구, 교원·학생·인턴 교류

■ 의사 결정 구조
○ 원장 (상임) : 임기 3년
-선
 임 방식 : 정관에 선임 방식을 규정하고 교과부 장관이 임명

○ 부원장 : 임기 2년
-선
 임방식 : 정관에 규정

○ 이사회
-이
 사 : 7명 이상 10명 이하(임기 2년)
-기
 능 : 한국국제교육진흥원의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재무·회계
○ 재산 및 국가의 재정 지원
-국
 립국제교육원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 중 한국국제교육진흥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 무상 대부
-국
 가는 한국국제교육진흥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의 경비를 출연

○ 수익 사업
-진
 흥원은 교과부 등 관계부처 위탁업무 및 자체 수익사업에 대한 수익금을 운영 예산에 활용

■ 한국국제교육진흥원 직원의 신분과 연금 등
○ 직원의 임명(제정안 제9조)
-기
 관 정원 범위 내에서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하되, 국립국제교육원 등 교과부 공무원 중 희망자 우선 채용

○ 종전 국립국제교육원(법인 설립 이전) 직원의 임용 특례(제정안 부칙 제8조)
-법
 인에 임용될 것을 희망하는 공무원 : 법인 직원으로 고용 승계
-법
 인에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않는 공무원
·현원이 발생할 경우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정년
-교
 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현재의 정년을 보장하되, 추후 제정될 법인 정관에서 정한 정
년이 장기일 경우 법인의 정년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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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재외 한국교육원과
문화원의 통합기능 강화

나. 도입 경과
한국교육원은 60년대 재일동포들에게 민족교육을
실시하고자 1963년 4월 1일 오사카와 고베 교육원
을 시작으로 현재 16개국 38개원에서 재외동포들
에 대한 한국어 보급 및 현지 초·중등학교의 한국
어 개설지원, 한글학교 교육활동지원, 한국인 유
학생 상담지원 및 지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활동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
문화원은 70년대 국제문화교류의 증진과 우리나

가. 정책 추진 배경

라의 문화 홍보업무를 수행하고자 1979년 5월 10
일 동경과 1979년 12월 5일 뉴욕 문화원을 시작으

우리나라의 OECD DAC가입, G20 정상회의 개

로 현재 20개국에 24개원이 설치되었고, 최근에

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APEC 교육장관회의

세종학당을 두어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개최로 국가위상이 제고되었으며 또한 K-POP 등

러나 두 기관은 1인 원장체제에 따른 업무 확대 추

한류확산으로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남미까지

진의 한계, 일부 지역에서의 중복 설치운영으로 인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 상호 협업체제의 파트너십 결여로 인해 교육·

이와 같이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의 환경에서 국가

문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소극적이었

의 브랜드 파워를 제고하고 늘어나는 교육·문화

다. 또한 문화원은 아시아, 유럽, 미주 지역의 국가

수요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글로

에 설치되고 있는 반면 교육원의 경우 재외동포수

벌화를 선도 할 수 있도록 교육원과 문화원의 역

가 많은 일본, 미국, CIS(Commonwealth of In-

할 재정립과 기능강화를 위한 통합운영의 필요성

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등 일부국가에

이 제기되었다. 글로벌 환경에 걸맞은 한국어와 한

편중되어 재외동포들에 대한 민족정체성 교육에

국 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함으로써 한국어 보급 확

집중하고 있어 글로벌 시대 흐름에 맞춘 교육 교류

대 및 한국문화 홍보를 연계하여 유학생 유치 등

및 문화 협력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인재유치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기존

교육원과 문화원의 통합 논의는 2011년 4월 30

교육원과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인력과 역할의 한

일 교과부 장관의 유학생 유치와 한국어 보급의 효

계를 극복하기 위해 발전된 국제 교육·문화 교류

율적 추진을 위해 통합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협력 거점기관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급

서 시작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 교원양성,

증하는 국제사회의 교육과 문화 수요에 적극적으

교재개발은 교과부가, 한국어 교육은 세종학당에

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한국교육원과 문화

서 추진하는 방안 등 종합적인 필요사항 등을 검토

원을 통합하는 운영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여 문화부와 협의하였으나 관련법령의 근거에
따른 입장차이로 통합추진에 진척이 없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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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9일 문화부 업무보고 시 대통령의 ‘

개 지역은 통합근무를 추진하되 기능적으로 상호

해외의 수요자 입장에서 기능이 잘 발휘할 수 있도

협력하여 운영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록 교육원과 문화원을 통합하라’는 지시 이후, 국
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의

[주요 추진 경과]

총괄 하에 관계부처 차관, 국장, 과장 회의를 거쳐

●2
 011년 4월 30일 유학생 유치, 효율적 한국어 보

통합 지역, 통합 명칭, 통합운영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 통합기관 예산운영 등에 대해 여러 차례 협
의가 진행되었다. 협의 결과를 토대로 2012년 4월
12일 관계부처(총리실, 교과부, 외교통상부, 문화
관광부)에서 해외 교육원·문화원과 통합 MOU를
체결하여 통합기반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 통
합기관 명칭,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
률」 및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통
합기관의 운영 구조, 기존 교육원장에 대한 정원
과 신분의 검토, 법률개정전이라도 중복 설치된 8

<그림 2-2-1> 한국교육원과 문화원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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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위한 통합검토 장관지시
●2
 011년 5월 20일 재외동포교육 내실화와 유학생

유치를 위해 통합방안 마련
●2
 011년

5월 25일 해외 한국어교육 활성화 방안

관계기관 협의
●2
 011년 7월 19일 교육문화과학기술 글로벌화 추

진 (가칭 “Sejong Global Initiative” 구상)
●2
 011년

11월 16일 교육원과 문화원 통합관련 교

과부-문화부 차관회의
●2
 011년

12월 29일 교육원과 문화원 통합 운영

5편 제2장 교육과학기술 글로벌 협의체 구축

대통령 지시

년 3월 12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통합기관 명

●2
 012년 1월 20일 관계부처 차관·총리실장 회의

칭을 국문은 ‘한국문화원’, 영문은 ‘Korean Cul-

●2
 012년

tural Center’로 정하게 되었다.

2월 1일 국무총리실장 주재, 교과부-문

화부 차관 회의
●2
 012년

3월 12일 관계부처 차관 회의, 통합기관

명칭을 한국문화원으로 정함
●2
 012년

4월 12일 해외 교육원과 문화원 통합

MOU 체결
●2
 012년

4월 27~6월 7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 입법예고
●2
 012년

4월~9월 MOU 체결 이후 후속조치 관

계부처 국장, 과장회의
●2
 012년

시너지 효과 창출

4월 10일 총리실주재, 관계부처 담당국

장 실무협의
●2
 012년

나. 교육·문화 융합으로 기능 재정립을 통한

9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상임위 계류 중

교육원과 문화원 통합을 통해 해외 우수인재·교
육연구기관 유치 및 교육기관 해외진출 확대를 위
한 교두보로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세계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서도 자국어 보급뿐만 아니라 우
수 인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기
관으로는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네델란드
교육진흥원(NESO),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
프랑스의 캠퍼스프랑스(Campus France), 독일
학술교류처(DAAD), 호주의 국제교육부(AEI)등
이 대표적이다.
이번 교육원과 문화원과의 통합계기로 교육원

2. 주요 내용 및 성과

은 기존의 주요 활동이었던 한국어 보급 외에 유
학생 유치, 교사 및 학생 교류 확대 등 교육 분야

가. 교육원과 문화원 통합명칭을 한국문화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

(Korean Cultural Center)으로 결정

대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문화의 융합된 하나의
조직으로 한국어 보급의 기획에서부터 홍보, 예산

교육원과 문화원 통합명칭을 개발하기 위해 총리

집행, 평가까지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한국어 보급

실 주관 하에 에델만코리아(Edelman Korea) 컨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한국어뿐만 아니라

설팅 회사에서 2012년 2월 17일부터 2012년 3월 5

한류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게

일까지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수행하였다. 통합명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현지 학교 한국어 채택개설

칭 제안 조건은 ①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명칭 ②

지원 → 대학에서의 한국어 전공 → 한국어 능력시

거부감이 적은 명칭 ③ 발음이 용이하며 직관적 명

험(TOPIK) → 한국 대학으로 유학(GKS 등) → 현

칭 ④ 통합기관의 기능을 포괄하는 명칭으로 ‘한국

지학교 교사 근무 또는 한국기업 취업 → 지한·친

문화원(Korean Cultural Center)’을 제안했으며,

한 인사」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여 통합

차선(안)으로 ‘한국교육문화원(Korean Cultural

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계기 마련과, 교육

Institute)’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라 2012

원과 문화원의 통합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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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통합 한국문화원의 기능

국제교류 지원
•학생교류 지원
•교사교류 지원
•문화 교류 지원

우수인재·기관유치 및 해외진출

교육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

•해외 유학생 유치 지원

한국문화원

•한국형 발전경험 공유

•교육연구기관유치 지원

•개도국 역량개발지원

•우리대학의 해외진출 지원

•ODA협력거점 구축

재외동포교육
•재외교육기관 관리 강화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육·보급
•한국문화 홍보 및 확산

국형 ODA 확산을 위한 개발도상국 거점을 확보하

행사와 인적 네트워크의 활용과 소재 지역 재배

여 효과적인 사업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치 과정을 통해 유학생 유치 대상 국가 확대와 한
국어 보급 확대 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 교

다. 교육수요 대응 및 유학생 유치 등 국제

과부는 이를 위해 일본지역의 3개 교육원을 폐원

교육교류 협력 거점지역으로 다변화

하여 동포교육 수요 및 유학생 유치를 위해 뉴질
랜드(2012. 3.개원), 태국(2012. 3. 개원), 베트남

교육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재외동포 교육 수요가

(2012. 12 신설)에 재배치·신설하면서 지역적 활

일정 수준(재외동포 수 10,000명이상)을 넘어서

동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는 지역에만 설치·운영이 가능하였다. 이로 인
해 해외 인재 유치 및 국제 교육 협력 강화라는 시

라. 지역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화

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고 국가 전

된 운영전략 도입

략적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한 중동, 아프리카, 동
남아시아 등의 협력수요를 대응하는데 한계를 드

모든 지역의 교육원에서 동일한 조직과 운영 방법

러내왔다.

을 적용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별 특

통합 이후 교육원은 기존 문화원의 한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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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입하였다. 우선 인접지역 8개원을 통합하여

효과적인 국가별·지역별 교육·문화수요에 대한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한국어 교육과 문화강

분석 및 운영모델 정책연구도 필요하다.

좌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하여 역할 분담을 통해 한
국어 보급의 체계화 및 글로벌 교육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문화원과 교육원이
단독 설치된 지역에서는 상호 교육과 문화 기능을
확대 추가함으로써 현지 실정에 맞는 교육·문화
협력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국, CIS,
일본 지역에 편중되어 설치된 교육원에 대해서는
문화원의 분원으로 전환하여 본원과의 유기적인
협력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재외동포들에게
질 높은 교육·문화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3. 향후 과제
문화원과 교육원의 성공적인 통합운영을 위해서
는 교육원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재외국민의 교
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합기관으로 교육과 문화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문화원 설치근거인 외교통상부 직
제 상에 유학생 유치, 재외동포교육지원, 국제교
육교류 협력지원 등 교육기능 등을 추가하여 종전
의 교육원에서 하던 교육업무를 문화원에서 추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교육
과 문화의 통합기관으로서 안정적으로 교육기능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원
장의 행정원 신분의 주재관 전환 또는 별도의 정원
관리가 필요하며, 통합기관의 운영예산 일원화 및
문화원의 교육담당관 분원장에 대한 선발 방법 등
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아울러 중장기
적으로는 교육원과 문화원 통합 운영에 대한 ODA
및 해외 교육연구기관 유치, 우수 유학생 유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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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 등 참고자료
참고 1 | 지역별 국가별 교육원과 문화원 설치 현황

기관구분

비고

순

한국교육원

문화원

1

LA한국교육원

LA문화원

규모가 큰 독립건물 소유

2

워싱턴한국교육원

워싱턴문화원

인접지역 교육원 문화원

3

영국한국교육원

영국문화원

〃

4

프랑스한국교육원

프랑스문화원

〃

5

시드니한국교육원

시드니문화원

〃

6

아르헨티나한국교육원

아르헨티나문화원

〃

7

뉴욕한국교육원

뉴욕문화원

〃

8

동경한국교육원

동경문화원

〃

9

오사카한국교육원

오사카문화원

〃

중국북경문화원

10
11

상해문화원
로스토프나노누한국교육원

12

블라딕보스톡한국교육원

러시아문화원

문화원과 1,000㎞떨어짐

하바롭스크한국교육원
13

필리핀문화원

14

인도네시아문화원

15

알마티한국교육원

16

카자흐스탄이스타나문화원

문화원과 1,000㎞떨어짐

폴란드바르샤바문화원

17

스페인문화원

18

나이지리아문화원

19

터키문화원

20

헝가리문화원

21

인도문화원

22

멕시코문화원

23

베트남하노이문화원

24

캐나다한국교육원

25

상파울루한국교육원

26

비쉬켁한국교육원

27

타슈켄트한국교육원

28

태국한국교육원

29

교토한국교육원

일본

30

히로시마한국교육원

〃

31

후쿠오카한국교육원

〃

32

사이타마한국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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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고베한국교육원

〃

34

가나가와한국교육원

〃

35

치바한국교육원

〃

36

센다이한국교육원

〃

37

삿포로한국교육원

〃

38

시모노세키한국교육원

〃

39

오카야마한국교육원

〃

40

나라한국교육원

〃

41

나가노한국교육원

〃

42

샌프란시스코한국교육원

미국

43

휴스턴한국교육원

〃

44

시카고한국교육원

45

독일한국교육원

46

파라과이한국교육원

47

뉴질랜드한국교육원
16개국 38개원

〃
독일베를린문화원

문화원과 600㎞떨어짐

20개국 24개원

참고 2 | 교육원 문화원 통합 업무협약서(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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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세계주요국의 교육원 기능 기관

국가

교육원 기능 수행 기관
 영국문화원(British

문화원

Council : The British Council for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 교육 문화 과학기술 분야의 홍보를 통괄하여 관장
 	 - 문화 홍보 기능은 상당히 축소되었고 어학교육, 유학생유치, 고등교육기관간 연계교육 등 교육관
련 기능을 크게 강조
영국

 	 - 110개국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외무성의 지원을 받는 비정부 공공기관
 	 - 공무원 파견이 없음
 캠퍼스프랑스(Campus

France)

 	 - 외국 우수학생 유치 : 정보제공, 진로상담, 프랑
스 입국 지원 등

 프랑스

 	 - 유학생은 자국에서 프랑스 대학 등록 가능
  
프랑스

문화원(Institut Francais)

 	 - 미디어 도서관, 영화를 소개하는 씨네프랑

* 프랑스문화원와 공존

스, 프랑스어 강좌 등을 운영
 	 - 문화원과 캠퍼스 프랑스가 공간을 공유하

 	 - 외무부-교육부 산하기관

는 경우가 많음.

 	 - 93개국에 126개 해외사무소 운영
 독일학술교류처(DAAD)

 	 - 외국 대학생·학자의 독일 유학지원, 독일 대학
생·학자의 해외연구 지원, 독일 대학의 국제교
류 지원, 독일어·독일문학 연구 지원, 개도국과
교육교류 협력 지원
독일

  	- 문화홍보, 어학강좌와 독일어교사연수를
실시하고 도서관을 운영
  	- 일부에서는 독일학술교류처와 협력하여
유학정보를 제공

 	 - 독일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독립기관
  	- 본부, 해외사무소(14개), 정보센터(50개)로 구성
 호주대사관

 독일문화원(Gorthe-institut)

 	 - 공법인(공무원 파견이 없음)

국제교육부(AEI)

  	- 유학생 유치 및 홍보, 관리 총괄기관, 교육제도
및 유학정보 제공
- 호주연방 교육과학훈련부 직속기관
 	 - 11개국에는
호주

호주교육원(Australia

   없음
Education

Centre) 설치
 	 - 55개국 100여개의 해외사무소 설치
 네덜란드교육진흥원(NESO)

 	 - 국가 간 교육 교류 활성화, 유학생 유치 기관
 	 - 비영리·비정부 독립법인이지만 교육문화 과
학부의 지원을 받음

   없음

 	 - 베트남,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한국 등에 해외
네덜란드

사무소 운영 중
 	 - 11개국 12개소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

- 장학금대여, 유학생 지원, 일본어교육센터, 일본
유학시험 실시 등
-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해외사무소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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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시, 공연 등의 문화교류활동과 일본연구
진흥사업을 주관하며 유학홍보를 포함한
인적교류 활동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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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UNESCO, OECD, World Bank, ADB, UNDP

제3절

다자기구와
긴밀한 협력 강화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협력 등 국제협력을 확대
하고 있다.

나. 도입 경과
OECD DAC 가입 이후, 다자간 글로벌 교육과학
기술 협력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으로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서 유네스코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육과학기술 협
력 활동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비롯한 국내 교

가. 정책 추진 배경

육과학기술 유관 기관 및 단체가 더욱 적극적으
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였으며, 2011년 11

본격적인 국제화의 도래로 국제협력에 대한 수요

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6차 유네스코 총회

가 사회 전반에 걸쳐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에 이주호 장관이 참석하는 등 관련 유네스코 회

국제사회에서 외교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의를 통해 한국 정부의 이러한 의지를 표명하여

해왔다. 이명박정부 들어 2009년 11월 경제개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유네스코 집행이사국으로

협력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과

서 활동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그 결과 유네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하여 국제개

스코는 2011년 말에 한국 정부에게 2015 세계교

발협력 공여국으로서의 자격과 지위를 갖추면서

육회의 개최를 제안하였으며, 검토를 걸쳐 2012

세계 공식 회원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년 중반에 유치를 승인하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따라 국제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뚜

이러한 정책적인 사항들 이외에도 교육분야에 다

렷한 천연자원 및 물적자본 등이 전무한 상태에서

양한 공여사업을 추진하였다. 대표적인 공여사업

오직 인적개발과 교육이라는 무형자산을 근간으

으로서는 개발도상국 국가위원회 역량강화 사업

로 시작하여 원조 수혜국에서 선진 공여국으로 발

(CaBuNatom),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을 위한 신

전한 사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탁기금 사업(BEAR), 유네스코방콕사무소를 통한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교육 선진정

ICT 활용교육 지원 사업, 개발도상국 기초 및 문해

책을 공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학기술도 이

교육을 위한 세종프로젝트 등이 있다.

미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교

한편 아태지역의 과학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

육과학기술부는 선진국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개

2009년부터 과학교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아

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들을 대상으로 노하우를

태지역 개도국 과학교육 전문가들과 국내외 과학

전수하고자 국제사회에서 협력을 위한 장·차관

교육 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다가 집중

급 고위회담의 참여폭을 확대해 나가며 글로벌 역

적인 역량강화를 위해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량을 끊임없이 강화하기 위해 국가별로 양자협력

동티모르에서 과학 교사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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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여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와 더불어

에 아태교육원 설립 협정을 전부 개정하여 협정(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 발전 경험을 개도국과

조약 2058호)을 체결하였으며, 동 조약을 근거로

공유하기 위해 유네스코와 함께 2011년에 과학기

국내법적 활동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네스코 활

술혁신정책 워크숍을 개최하여 아태지역 과학기

동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2012년 4월 특별법인

술정책 담당자들과 협력을 모색하였다.

으로 설립 및 등기를 완료하였고, 유네스코 카테고

또한, 유엔의 결의에 따른 ‘지속가능발전교육 10

리 Ⅱ기관으로서의 국내법상 법인격 기관으로 지

년(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

위를 획득하였다. 이로써 아태교육원은 지속적인

velopment: 2005-2014, 이하 DESD)’ 이행을 위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국내외적 입지를 강화하

한 선도기관인 유네스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였으며 주요 활동 발판을 구축하였다.

하고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내 전문위원회로서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한국위원회를 2009년
8월 설립하여 다양한 국내 지속가능발전교육 관

2. 주요 내용 및 성과

련 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네스코지
속가능발전교육공식프로젝트 인증제를 비롯한 다

가. 유네스코와의 협력

채로운 활동을 전개하였다.
2010년 10월부터 주유네스코대표부에 주재관급

2010년 5월 유네스코에서 남아프리카지역의 직업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직원 파견 이후 유네스코대

기술교육 지원요청에 따라 대외경제장관회의(ʼ10.9

표부의 對유네스코외교력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월) 및 총리주재 국제협력개발위원회(’10.10월)에

와의 협력관계가 한층 강화되었고, 2011년에 시작

보고하고 같은 해 6월에 지원국 선정 등을 위한 국

된 아태지역 최빈국 국가위 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내전문가 TF팀을 구성하여 지원대상국 선정, 지원

2012년에는 솔로몬제도, 라오스, 키르기스스탄 국

분야·방식, 협력체제 등을 구상하였다. 그리고 남

가위원회를 대상으로 직원 초청 연수 및 현지 공

아프리카지역 정부대표단회의(ʼ11.3월)와 5개국(말

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내 유네스코 활동 강

라위, 잠비아, 보츠와나, 나미비아, 콩고민주공화

화 및 국가위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힘썼다. 또

국)의 현지실사(’11.4~5월)를 통해 5개년 실행계획

한 중국, 일본, 태국 국가위원회 중심으로 실시해

을 마련하였다. 아프리카 정부대표단은 유네스코보

온 국가위원회 직원교류 프로그램은 2008년 우간

다 한국이 직업기술교육 지원에 참여한다는 점에

다, 2009년 세네갈, 2010년 짐바브웨, 2011년 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를 토대로 2011년 9월 한-

란 및 잠비아에 이어 2012년에는 영국 국가위원회

유네스코 간 MoU를 체결하였다. 이 사업은 2011년

직원을 초청함으로써 한국의 유네스코 외교 관계

부터 2015년까지 5개국에게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

를 진작했다.

램 개발 및 전문인력 지원을 통해 보츠와나는 관광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이하 아태교육원)

및 교사훈련 분야, 콩고민주공화국은 농업 및 건설

은 유네스코 카테고리 Ⅱ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

분야, 말라위는 농식품 및 건설분야, 나미비아와 잠

화하기 위해 2011년 8월 우리 정부와 유네스코 간

비아는 건설 및 관광 그리고 교사양성 분야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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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하여 지원하며, 천만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리정부에 요청하였으며, 이를 승인하는 결정을 통

2011년 12월부터 선정 국가별로 Validation Work-

보하였다.

shop를 통해 세부 사업계획의 수립을 지원해 왔으

그 외에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집

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사업 파트너로 참여하여

행이사국(임기 2015년)으로서 다양한 유네스코 교

현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육과학기술 네트워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
해 다양한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하였다. 대

나.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활동

표적으로는 2011년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도쿄
에서 열린 ‘아태지역 고등교육 자격인정 지역협약

2011년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태국 좀티엔에서

(UNESCO Convention on Recognition in High-

열린 EFA 고위급회의에 설동근 차관을 수석대표

er Education)’ 개정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로 참석한 한국 대표단은 ‘수혜국 수요에 기반한

개정안 채택에 서명하였으며, 그 후속조치 논의를

맞춤형 교육협력사업 활성화’와 ‘EFA 국가조정관

위한 지역회의(regional committee) 및 전문가회

지역회의 활성화’ 등을 강조하며 제안하여 많은 지

의(expert meeting)를 한국이 개최할 것을 제안하

지를 얻었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 유네스코한국

고, 2012년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교육과학기술

위원회는 유네스코아태지역본부와 유니세프 동아

부, 유네스코아태지역본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태사무소와 공동으로 동년 7월 25일부터 28일까

의 공동 개최를 지원하였다. 또한, 2012년 5월 13일

지 제12차 EFA 국가조정관 아태지역회의를 개최

부터 16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3차 세계직

함으로써 제안 사항을 실천에 옮겼다. 또한 이 회

업기술교육회의에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의는 최초로 유네스코아태지역본부 소재지가 아

주유네스코상주대표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과

닌 지역에서 열린 EFA 국가조정관 아태지역회의

협력하여 제2차 세계직업기술교육회의 개최국으

이기도 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

로서 한국 대표단이 아태지역을 대표해 성안그룹

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12년부터 개도국 문

(drafting committee)에 참여하는 등 주도적으로

해 및 기초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파키스탄, 라오

참여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유네스코 국제교육

스, 동티모르, 필리핀의 4개 국가에서 세종프로젝

국(IBE), 국제인간과생물권계획(MAB) 조정위원

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네스코아태지역본

회, 정부간생명윤리위원회(IGBC) 등 3개 정부간위

부와 공동으로 2012년 5월 9일부터 11일까지 방콕

원회의 위원국으로도 선출되어 유네스코 해당사업

에서 “2015년 EFA와 이후: 교육을 위한 새로운 비

에서 핵심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전(Towards EFA 2015 and Beyond - Shaping

한편 미래지향적 교육 이념인 지속가능발전교육

a new vision of education)”을 개최하여 향후 글

(ESD)의 전지구적 확산을 목표로 유엔은 2005년부

로벌 교육의제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계기를 마

터 2014년까지를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SD,

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유네스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

코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은 2015년 유네스코가

ment)'으로 지정하고, DESD의 선도기관으로서 유

개최할 세계교육회의를 한국이 유치해줄 것을 우

네스코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러한 국제사회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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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맞춰 한국 정부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중

에 이어 과학교육에 지원이 필요한 국가를 선정하

심으로 국내 ESD의 착근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

여 교사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유네스코동

을 다방면으로 경주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티모르위원회와 협력하여 동티모르 현지에서 과

는 국내 ESD 활동 및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계

학 및 수학교사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교

획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2009년

사들에게 체험형 교육방법을 소개하고 실습할 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위촉한 정부, 기관 및 개

회를 제공하였고 중장기적인 협력사업추진을 위

인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인 유

해 논의하였다.

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한국위원회를 설립했다.

유네스코의 지적·윤리적 성찰에 기여하고 한

이를 시작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국적 맥

국의 인문학 유산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하

락에서의 ESD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한국

여 교과부, 유네스코, 부산광역시, 한국연구재단

형 ESD 모델’을 발굴하는 <ESD 콜로퀴엄 시리즈

과 함께 세계인문학포럼(World Humanities Fo-

>(2010-2014)를 추진해 왔으며, 2011년부터 국내

rum)을 개최하였다. 2011년 제1회 포럼은 ‘다문

ESD 우수 사례에 대한 인증을 통해 한국의 ‘지속

화세계에서의 보편주의’를 주제로 11월 24~26일

가능발전 브랜드’를 발굴·홍보하는 <유네스코 지

간 부산에서 개최하였으며, 국내외 석학을 비롯한

속가능발전교육 공식 프로젝트>와 학교 현장 내

참가자 2,000명이 모인 가운데 인문학의 역할과

ESD 확산 및 정착을 위한 <ESD 교원연수>를 시

발전방안에 관한 ‘부산선언’을 채택하였다. 2012

작했다. 또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평화와 인권,

년 ‘치유의 인문학’을 주제로 한 제2회 포럼에서

국제이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유네스코의 이념

는 7,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대사회에서 인

에 기반한 글로벌 학교 네트워크인 <유네스코협

문학의 실천방안과 그 사례를 공유하였으며, 인문

동학교>(ASPnet: UNESCO Associated Schools

학 진흥기관 세션을 별도로 마련하여 향후 유관기

Project Network)와 함께, 한국-일본 교사 간 교

관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제1회 포럼

육 현장 방문을 통해 ESD 교육 이념을 확산하고

에 이어 제2회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서,

상호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ESD 한일 교

세계인문학포럼의 정착 및 정례화를 위한 기반을

사 대화>를 일본 문부과학성과 함께 2000년부터

마련하였다.

매년 실시해왔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또한 2010년 우리 정부

2009년부터 아태지역 협력사업으로 과학교육

가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2차 세계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교사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

예술교육대회의 결과물인 「서울 어젠다: 예술교육

다. 2009년과 2010년에는 서울에서 워크숍을 개

발전목표」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이의 이행을

최하였고, 아태지역 개도국 과학교육 전문가들과

촉구하기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유네스코한국위

국내외 과학교육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각국

원회는 5월 넷째 주를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

의 과학교육 현황 및 과제를 공유하고 물리, 화학,

으로 선포할 것을 제안하는 결의안을 준비하고 제

생물, 지구과학 교육방법을 실습하고 교육 향상

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동 결의안이 통과된 바

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2012년에는 2011년

있다. 유네스코 총회가 기념일이 아닌 기념주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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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서 한국이 주도하여 일

코 총회에서 동 기관을 카테고리 II 우수기관의 사

궈낸 문화외교의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례로 지명되는 등, 대아시아태평양 지역 교육외교

전 세계 유네스코 회원국에서는 매년 5월 넷째 주,

역량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대유네스코 외교를 강

일주일 동안 예술교육 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화하면서 국제이해교육 분야 내 전문성 및 활약을

펼쳐지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23일 유네스코본부

주목받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 본부 및 지역사무

에서 제1회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기념식이 개

소, UNDP, SEAMEO(동남아시아 교육장관기구)

최되었다. 유네스코가 1995년부터 세계기록유산

등 국내외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하

(Memory of the World) 목록화 사업을 시작한 이

여 성공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

래 인류의 소중한 기록유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

5년 간 아태교육원의 다양한 활동 및 공헌에 대한

업을 추진해 왔는데,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97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아태교육

년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 등재를 시작으로

원은 국제이해교육 부문에서 지역 내 협력의 구심

2011년 『일성록』과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까

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한국의 국제기여

지 모두 9점을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등재시키는

가시성 제고와 국가 브랜드 강화, 그리고 신아시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아 구상 기여라는 선순환의 고리를 이어가고 있다.

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

라.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 협력강화

육원의 활동
교육과학기술부는 전 지구적인 생물다양성자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의 발굴·수집 및 정보화와 공유를 통해 인류에

아태교육원)은 아태지역 교사훈련가, 교사, 교육

공헌할 목적으로 설립된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행정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국제이해교

(GBIF :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

육 연수를 국내외에서 실시하여 아태지역의 국제

ity) 총회를 개최(ʼ10.9〜15, 수원)하여, UN이 정

이해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아태교육

한 ‘2010 세계 생물다양성의 해ʼ 및 GBIF 창립 10

원은 교육자료 및 출판물의 제작, 보급 부문에서

주년을 기념하고, 전 지구적 차원의 생물다양성자

는 <상생>, e-뉴스레터, 각종 연수자료 등의 오프

원의 확보와 관리 및 공유를 촉구하는 「수원 선언

라인 발간물 뿐 아니라, Sea Journey(게임CD),

문(Suwon Declaration)」을 채택하여 국내외에 생

Web of Life(플래시 에니메이션), 국제이해교육

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리나라의 저탄소

사진교실(CD 및 온라인DB) 등의 우수한 온라인

녹색성장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교육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여 아태지역 내 국제이

한편, 총회 기간 중 제9차 사이언스심포지엄에

해교육의 주요이슈, 콘텐츠, 경험을 공유하였다.

180여명의 국외 과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생물다양

결과적으로 2010년 2월 유네스코의 국제 평가에

성 보존을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

서 아태교육원의 프로그램 및 활동을 전반적으로

기 위하여 「접경보존지역, 생물다양성 보존 및 평

높게 평가하였으며, 2011년 10월, 제36차 유네스

화공원 : Trans-Frontier Conservation Are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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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Peace Parks」라

활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는 주제로 우리나라 DMZ 등 전 세계 국가 간 접경

특히 일부 개도국은 우리나라를 경제개발에 있

지역의 생물다양성 현황 및 보존 등에 대한 연구

어 챔피온이라고 칭하는 등 우리의 성공사례에 대

결과 발표가 있었다.

해 높은 관심과 함께 전수를 희망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ʼ09년 11월 OECD DAC 가

교육과학기술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G7 국가

입으로 명실상부한 공여국으로서 UNDP 국가사

및 EU 등 14개 회원국의 생명과학(뇌과학·인체

업의 성공경험(ʼ63〜ʼ09) 및 한 세대에 걸친 발

기능) 분야를 중심으로 한 다학제(수학, 화학, 물

전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수하여 국제사회

리 등)·다대륙간 국제 연구 활동 홍보로 우리나라

의 공동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국격 제고

과학자들의 참여 확대 및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를 위해 UNDP(Special Unit for South-South

지원하여 우리나라 생명과학 기술수준을 제고하

Cooperation(SU-SSC))와 새로운 협력사업 추진

기 위하여 휴먼프런티어사이언스프로그램(HFSP)

을 위해 ’10.10월 한-UNDP 협력사업 협정을 체

ʼ12 수상자 총회(Awardees Meeting)를 ’12.7.1

결하였다.

〜7.4기간 대구에서 개최하였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만 의존하여 경제·사회

뇌과학·인체기능 중심 생명과학 및 수학, 화

개발을 이루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인식하

학, 물리 등 전 세계 저명·신진과학자들 250여명

에 선진국의 첨단 지식·기술보다는 오히려 개도

이 참여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행사로써 해외

국의 실정에 맞는 우리나라의 지식 및 기술(특히

우수인력 확보기회 제공을 통해 ʼ14년 개원 목표인

교육과학기술 분야) 발전 노하우의 전수를 적극 요

뇌연구원 활동지원을 하게 되었다.

청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분야의 개도국 수요 맞

HFSP는 그간 60개국 5,500여명의 과학자를 지

춤형 사업을 ʼ10〜ʼ14기간 총 450만불 규모의 사업

원하여 18명이 노벨상을 수상함으로써 일명 ‘노벨

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현재 14개 과제(390만불

상펀드’로도 불리고 있으며, 특히 ʼ09년도에는 의

규모)가 진행되고 있다.

학 및 화학분야 노벨상 수상자 6명중 3명이 HFSP

교육과학기술부 설동근 제1차관은 UNCTAD 장

수상자일 정도로 뛰어난 연구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관급 라운드 테이블 회의(ʼ11.5.23, UN 제네바 본

국제과학기술센터(ISTC : International Sci-

부)에 참석하여 OECD 선진공여국 및 G20정상회

ence Technology Center)는 구소련 대량살상무

의 개최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과 경

기 연구자들에게 평화적 연구기회를 부여하고 제

제발전 성공사례를 회의에 참석한 50여개국에 구

3세계로 기술유출 방지 및 군수기술 민수전환 유

체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

도를 위해 주요 선진국 주도로 ʼ93년 설립된 정부

에 대한 참가국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과학기술정

간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는 ʼ97년 11월 재정지원국

책 수립에 있어 모범사례로서 인식되도록 기여하

으로 가입하여 과제지원, 국내 연구기관·기업의

였다.

ISTC 참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각국의 대표단은 UNCTAD, UNESCO 등이 한

ʼ08〜ʼ12 기간 중 ISTC-한국 워크숍을 29회 개

국의 과기정책 및 산업발전의 성공을 모범사례로

최하여 나노, 원자력, 핵, 바이오, 풍력 등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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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기관·기업의 ISTC 참여를 지원하였으

를 토대로 체계적인 평가·모니터링 작업을 추진

며, 5개 과제지원비로 약 100만불을 지원하여 러

하기 위한 작업을 기획·추진하는 데 있어 교육과

시아 및 CIS 국가에서 수행한 과제 결과물에 대해

학기술부가 적극적으로 추동력을 제공해야 할 것

한국내 실시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다. 아울러 2014년 이후의 ESD 추진 방향에 대
한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을 발 빠르게 파악해 대
비하고, 더 나아가 필요한 경우 일본, 독일이 주도

3. 향후 과제

한 ESD처럼 한국의 주도로 제안하고 추진할 수 있
는, 새로운 국제교육 이념을 발굴하는 데 있어 국

남아프리카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외 홍보 및 단계

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적 성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관련 사업 및 전문

아태교육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많은 협력

대학과 기관을 발굴 연계하여 아프리카 진출의 통

기관들로부터 그 활동을 인정받는 등 효과적 사업

로로 확대에 주력할 예정이다

운영에 따른 위상을 확보하였다고 본다. 특히 세계

2013년에는 유네스코 본부로부터 요청받은

화의 가속화, 다문화사회의 급속한 도래, 종교간

ASPnet 60주년 기념회의(UNESCO Confer-

갈등,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 등 현대의 여러 가

ence on the 60th Anniversary on Associated

지 도전과제에 직면하여 많은 국가들이 국제이해

Schools Project Network)를 경기도 교육청과 협

교육의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고 이에 대한 수요가

력하여 개최한다. 아울러 2015년 세계교육회의 개

증가하는 만큼 여기에 부응하여, 기존 프로그램을

최에 대비하여 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국내외적

강화하고 활동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

회의 준비와 의제 개발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로 꾸준히 역량을 결집, 축적하고 추가적 인적, 재

아울러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통해 실시하고 있

정적 지원을 통하여 한국의 대표적 국제기구로서

는 세종프로젝트와 개도국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

역량강화 사업 등을 더욱 확대하여 명실공히 교육

여 교육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의 명성과 아태교육

과학기술 분야의 선진 공여국으로 국제적 위상을

원의 역량을 접목하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태

확고히 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 국제이해교육의 목

아울러 DESD가 마무리되는 2014년까지 3년여

표가 국내 및 국제적 평화의 문화 구축에 필수적

를 앞둔 상황에서, 2014년 나고야에서 개최되는

인 다양한 관점과 주제들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이

DESD 최종보고회인 ESD 세계회의(World ESD

고 통합적인 것인 만큼 지역 내 평화와 상생의 문

Conference)에 대한 준비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

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국내 ESD 활동의 중심인

이처럼 교육과학기술분야 다자간 협의체 참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비롯해 ESD 분야 관련기

를 통해 국제 과학기술 규범 형성에 아국 입장을

관 및 단체, 학교, 시민사회 등 국내 각 분야에서

적극 반영하고 다자간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국내

추진된 활동을 종합적으로 취합·정리하고, 국내

연구자의 참여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해

실정을 적절히 반영한 ESD 국가 지표(indicator)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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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 각국은 글로벌인재와 우수 기관을 유

다는 목표 하에 2012년 시범사업을 출발시켰다.

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국내 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교사를 ‘National

재양성만으로는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하

Builder’라고 표현하는 등 한국교사의 우수성에 대

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해 언급한 것처럼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의 우수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설립을 시작으로 이명박

한 수학, 과학 교사들과의 교류를 적극 희망하고

정부에서 막스플랑크(Max Planck), 프라운호퍼

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교사교류 프로그램이 추

(Fraunhofer) 등 해외우수 연구기관을 유치하였

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예비교사의 해외진출을 지

으며 앞으로 의미 있는 과학기술연구들이 지속적

원하고 있으며, 다문화사회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

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또한 글로벌 연구실(GRL:

해 몽골, 필리핀 등 다문화 대상국과 교사교류를

Global Research Laboratory, 국제공동연구) 사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업의 지속적인 수행으로 2006년 7개 과제가 2012
년에 45개 과제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는 최단 시간 내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
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전환된 첫 사례로서 전 세

한편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와 학생교류에 있어

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공적개발원조를 2015년까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졌다. 이러한

지 2008년 대비 2배(무상원조는 3배)로 확대할 것

맥락에서 2008년부터 시작된 해외 우수교육기관

을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범 정부차원의 ODA 규모

유치는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STC Korea) 설립

확대와 시스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한국

을 시작으로 2010년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와 대구

의 교육과 과학기술 ODA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

국제학교, 2011년 독일 FAU 부산캠퍼스, 2012년

라 이와 관련한 지원을 추진 하고 있다.

한국뉴욕주립대가 개교하였고, 현재 인천경제자

한편 우리나라의 재외동포는 2012년 현재 약

유구역청과 13개교가 유치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726만 명의 규모로 성장하여 재외동포들이 한국

글로벌시대의 무한경쟁을 헤쳐 나가기 위해 대

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현지 사회에서 리더

학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우수 유학

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매우 중요하

생을 유치하는 동시에 우수 학생과 우수 교사를

게 되었다. 현재 15개 국가에서 30여개 한국학교

적극적으로 교류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가 사립학교 형태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학생

2008년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유치(2012년까지)

수는 대략 12,000여 명이다. 한국학교의 경쟁력

를 목표로 한 Study Korea Project가 수립되었

을 높이고자 정부에서는 7개교(싱가포르, 아르헨

고, 2020년까지 20만 명의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

티나, 동경 등)를 소재국의 특수성과 교육수요 등

치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을 고려한 특성화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2012년부

유럽의 학생교류프로그램(에라스무스)를 벤치마

터 지정·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K-POP 등

킹하여 한중일 3국간 대학(원)생 교류 프로그램인

한국문화 열풍에 힘입어 외국인들의 한국어 학습

‘CAMPUS Asia’를 마련하였으며 3국 대학 간 공

열기가 더해가고 있어 해외 초·중등학교 및 대학

동·복수학위 활성화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과 아

입시에서 한국어가 정식과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

시아 대학 간 글로벌 교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록 한국교육원과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한국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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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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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과학기술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경쟁을 통

제1절

해외우수 연구기관 유치
및 국제공동연구 강화

해 우위를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적 국제
교류를 통한 공동연구의 형태로 해외의 우수한 인
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최근 들어 세계적으
로 국제공저논문이 급증2) 하고 있으며, 국제공저
논문의 수준(피인용수)3) 이 단일국가 저자 논문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협력에
의한 특허출원 비중이 1990년의 11.4%에서 2008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년에는 29.6%로 급증하였는데 이러한 통계는 국
가 간 공동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

가. 정책 추진 배경

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국제공동연구 활

지금 세계는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글

성화 추세에 따라, 2006년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로벌화 된 사회란 내부 자원만을 활용하는 폐쇄형

해외 연구자와 양자 간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글

시스템이 아닌 전 지구적 R&D 자원을 활용하는

로벌 연구실 사업(GRL)에 착수하였다. 2008년에

개방형 기술혁신시스템(Open Innovation)으로의

는 “해외 Lab 및 연구소 진출 활성화”와 “해외 우

전환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경의 의미는 점차

수과학기술인력 유치·활용 촉진”을 주요 정책방

희미해져 가고 인재와 자원, 기술과 문화 등이 자

향으로 제시하며 「과학기술기본계획 577 Initia-

유롭게 이동한다. 국가 간 상호 교류와 함께 경쟁

tive」을 수립하였다. 2010년에는 「과학기술미래비

이 불가피해졌다.

전 2040」에 “과학기술분야 리더십 강화 및 전략적

세계 각국은 국가 발전의 핵심동력으로 자리매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주요 정책과제로 반영하였

김 하고 있는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 무한 경쟁을

으며, 「국제협력 선진화 방안」 발표 시 “해외연구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수 인재의 두뇌유출1)

자원 활용형 대규모 국제공동연구사업”을 마련하

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고급두뇌의 국내 유

여 추진하였다.

치·확보가 관건이다. 교과부는 해외 정상급 연
구기관의 국내 유치를 통해 해외 연구자원을 효율

나. 도입 경과

적으로 활용하고 국가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자 2004년부터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을 추

해외우수연구기관의 국내 유치는 2004년 생명공

진해 오고 있다.

학 분야의 세계 정상급 연구기관인 프랑스 파스퇴

1) 우리나라 두뇌유출지수는 3.68로 매우 낮으며 이는 고급인력이 해외로 많이 유출된 것을 의미(조사대상 59개국 중 44위, 2011 IMD보고서)
2) 30년간 논문은 2배 증가(50만→108만), 국제공저논문은 9배(25천→224천) 급증 (출처 : 일본 과학기술정책연구소(2011.12)『과학연구의 벤치마킹 2011』)
3) 논문의 질(피인용수)도 양국 공저논문이 약 1.3배, 다국 공저논문이 3배 우수 (출처 : 일본 과학기술정책연구소(2011.12)『과학연구의 벤치마킹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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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연구소의 유치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우수연구기관 유치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 통

후 물리학 등 기초과학분야에서 총 28명의 노벨상

합·개편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한 구조 개편, 사업

을 배출한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카벤디쉬 연구소

규모 확대, 선택과 집중 전략 시행 등을 통해 해외

와의 공동연구센터를 KAIST에 개소하면서 해외

우수연구기관의 유치 가능성을 제고하고, 사업 관

연구기관의 국내 유치사업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리의 체계화 및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본격화 되었다.

2008년에는 국내 R&D 기반 구축을 위한 해외

2005년과 2006년에는 해외우수연구기관 유

우수연구기관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

치·활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한양

하고, 동 사업 확대와 체계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대-RIKEN 공동연구센터 등 해외우수연구기관

탐색하였다. 2009년과 2010년에는 GPP 과제를

을 유치·지원하였는데 지원 대상은 국가기술지

전환 평가를 거쳐 유치 기반을 마련한 과제에 한

도(NTRM: National Technology Road Map)에

하여 유치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GPP 사업을

제시된 전략적 연구개발 사업 분야에서 해외우수

폐지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연구기관과의 국내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통한 국
제공동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하였다.

이러한 사업 개편은 GPP 사업의 목적과 지원내
용이 GRL 등 타 국제화사업과의 차별성이 부족하

2006년 말 부터는 해외우수연구기관과의 인적

다는 외부 지적에 따른 개선 사항이기도 하였으나,

교류에 의한 첨단기술 이전, 연구성과 제고 등을

국가 위상 및 국내 R&D 수준 향상으로 해외연구

목적으로 한 소규모 공동연구실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과의 공동연구센터 운영에 대한 수요가 증가

글로벌파트너십프로그램(GPP: Global Partner-

되고 있어 초기 공동연구 및 네트워크 구축이 불필

ship Program)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GPP는 공

요하다는 인식 하에 추진되었다.

동연구센터 설립 초기 단계의 프로그램으로서, 평

2009년에는 사업 예산을 확대하여 GPP 전환과

가를 거쳐 기존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활용 사

제를 포함한 신규과제 8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업의 지원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동연구센터 과제

2010년 7과제, 2011년 6과제를 신규과제로 선정

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였으며, 2012년 2개 과제를 포함하여 현재 21개

2007년에는 3년간의 1단계 협약기간이 만료된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KAIST-카벤디쉬 공동연구센터에 대한 단계평가

2010년에는 유치사업 관리의 주요 방향을 설정

를 통해 GPP로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평가

하고, 사업 구조 개편과 운영지침 제정 등을 통해

의견에 따라 세부과제를 4개의 GPP 과제로 전환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기존 과제는 총 6

하였다. 한편, 제8차 한·영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년을 지원하면서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3년

(2006.11)에서의 양국 합의에 따라 부산대-롤스로

씩 지원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연구기관 유치지

이스 공동연구를 GPP를 통해 지원하기 시작하여,

원 프로그램(2년)’과 ‘연구기관 유치강화 프로그램

2007년 말 기준 GPP 과제는 총 17개가 되었다.

(4년)’으로 구분하였다. 최초 선정 이후 유지 기반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추

을 마련하도록 2년을 지원하여 유치 가능성을 점

진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먼저 해

검하여 유치 실적이 양호하고, 연구 성과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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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과제에 한하여 추가 4년을 지원하는 방식으

를 국내에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로 사업 구조를 개편한 것이다. 유치 사업의 운영

한편, 해외 석학급 우수연구주체와의 전략적 글

지침을 제정함으로써 사업의 취지와 특성을 반영

로벌 협력연구 확대를 통한 세계 수준의 과학기

한 운영 요건들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지원조건

술적 성과의 지속 창출과 국내 R&D의 글로벌화

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촉진을 위해서 2006년 GRL 사업에 착수하였다.

제고하였다.

GRL 사업은 국내 연구계의 큰 호응 속에 초기 사

2011년에는 사업 관리의 고도화와 공동연구센

업기획 의도대로 세계 수준의 성과를 창출해 가

터의 자립화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

고 있으며, 산학연으로부터 사업 수요가 급증하

련하였다. 사업의 고도화를 위해서 ‘선택과 집중

고 있다.

전략’에 입각한 사업 관리를 추진하였다. 각 공동

GRL 사업은 사업 첫 해인 2006년에 7개 연구

연구센터의 공동연구 및 기관운영 실적을 상대 평

실 선정을 시작으로 하여 2007년 10개, 2008년 5

가하여 연구비를 차등지원 함으로써 우수 공동연

개, 2009년 5개, 2010년 7개, 2011년 6개, 2012년

구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해외연구기관

3개, 총 44개 과제를 선정하여 매년 평균 6개 과제

으로부터 인적·물적 자원 유입 규모를 정량 평가

이상을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다. 그 결과, 2007

하여 반영함으로써 유치 기반과 해외연구기관의

년에는 66편에 불과하던 SCI 논문실적이 2011년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

에는 198편에 달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 창출로 이

다. 아울러 공동연구센터의 자립화 가능성을 제고

어지고 있다.

하기 위해 지자체, 주관연구기관, 유관기관 및 민

2012년에는 그 동안의 GRL 성과를 평가하면서

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한 참여 다각화를 모색하

GRL이 규모면에서 다수의 해외 연구그룹과의 공

고자 2011년 신규과제 선정 시부터 지자체 및 민간

동연구와 해외 현지에 진출하는 우리 주도형 공동

자본의 투입 규모를 평가하고 있다.

연구 수행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GRL

또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사업으로 확보한 글로벌 연구네트워크를 기반으

국비와 지방비의 대응투자를 통해 기초과학분야

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다자간 대규모 국제공

및 BT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소로 평가받고 있는

동연구센터(GiRC: Global Innovative Research

독일의 막스플랑크 연구소와 프라운호퍼 연구소

Center)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착수하였다.

<표 3-1-1> GRL 사업 접수 및 선정 현황(2006-2012)
구분

2006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계

접수

144개

2007년(상) 2007년(하)
100개

89개

55개

61개

105개

74개

58개

688개

선정

7개

5개

5개

5개

5개

7개

6개

3개

43개

경쟁률

20.5:1

20:1

17.8:1

11:1

12.2:1

15:1

12.3:1

19.3:1

16:1

※ 2006-2012 평균경쟁률 16 : 1 (688개 과제 신청, 43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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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및 성과

년 GPP 과제에 대한 평가를 거쳐 5과제를 유치사
업으로 전환하고, 2011년까지 공동연구 중심으로
운영된 6개 과제를 GRL 사업으로 전환하였다. 카

가. 지원 현황

벤디쉬(연) 공동연구협력센터는 평가 결과를 거쳐
2012년 9월 현재, 국내에 유치된 해외우수연구기

2007년 GPP 과제로 전환되었으며, 2009년 사업

관은 2004년 ‘동북아 R&D 허브기반 조성사업’으

을 종료하였다.

로 설립된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 2011년 포항공

기술선진국의 우수 연구주체와의 심화단계 글

과대학교와 전남 화순에 각각 설립된 막스플랑크

로벌 협력 연구를 통한 핵심 기초·원천기술 확보

한국포스텍연구소 및 프라운호퍼 한국생물의약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2006

구소가 대표적이다.

년부터 착수한 GRL은 2006년에 7개 연구실을 선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을 통하여 그 동안 9

정을 시작으로 하여 2007년 10개, 2008년 5개,

개국 30개 기관을 지원하였고, 현재 독립법인 또

2009년 5개, 2010년 7개, 2011년 6개로 총 40개

는 공동연구센터의 형태로 21개가 운영되고 있다.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2006년 선정된 과제 중 3개

아울러 2006년부터는 국내 연구기관의 유치 수

과제가 종료되었다.

요에 대응하는 GPP를 추진함으로써 상향식(bot-

2006년 착수한 GRL은 Science, Nature 저널

tom-up) 유치를 병행하였다. GPP는 해외우수연

에 논문게재, 미국국립과학원 최우수논문상 수상

구기관 유치 전 단계 협력을 지원하고, 유치사업

(포항공대 이영숙, 2011.5) 등 탁월한 연구 성과를

조건이 충족될 경우 평가하여 유치에 준하여 지원

거두고 있으며 특히, 사업 착수 5년 만에 기존의

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운영되었다. 반면, 유치사

우수한 R&D 사업과 대등한 성과4)를 창출하고 있

업 과제라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GPP 등의 공동

다. 또한 SCI논문의 국제공저비율5)이 44.92%로

연구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것을 사업 관리 기준으

당초 사업기획 의도대로 세계수준의 성과를 창출

로 정하여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과 2010

해 가고 있다.

<표 3-1-2>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 지원 현황(2005-2012)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유치사업

4

4

-

-

8

8

6

2

32

GPP

-

12

5

-

-

-

-

-

17

※ 2007년, 2008년은 유치사업 신규과제 미선정

4) 연구비 1억 원당 SCI 논문수(2010) : 1.14(GRL), 1.07(창의), 1.77(도약)
5) 기초연구사업(21%), 핵심/도약(20%), 기초연구실(26%), 창의/국가과학자(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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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및 GRL 예산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파스퇴르연구소

120

170

190

180

133

130

137

137

막스플랑크 한국포스텍연구소

-

-

-

-

-

6

20

40

프라운호퍼 한국생물의약연구소

-

-

-

-

-

-

12.3

40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

35

65

63

51

101.85

133.8

140

144

GPP

-

36

52

49

37.65

16.2

-

-

GRL 사업

-

31

83

84

127.7

157.7

177.7

199.6

나. 주요 사업정책 변화

유치 사업의 목적은 해외우수연구기관과의 공
동연구센터를 설립·운영함으로써 해외 우수 연

2004년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국내 R&D

구기관이 보유한 노하우의 국내 이전 및 동북아

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시작한 동 사업의 운영 방향

R&D 허브로서의 국내 연구기반 확충에 두고 있

은 이명박 정부 원년인 2008년을 기점으로 다양한

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통해 해외우수연구기관의 유치 성공

해외 기관의 투자와 참여 의지가 무엇보다도 필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 구조 및 체계 개편

요하다.
2010년 3월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운영관

등을 통해 발전하고 있다.

리지침」을 제정하여 동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명확

(1) 공동연구센터의 운영 및 유치 가능성 중심의

하게 전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지원 조

사업 운영

건을 제시했으며, 2011년부터는 사업 지원조건에

기존에는 해외우수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활성화

대한 이행여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행 여부

를 중심으로 과제 선정·관리를 시행해 왔으나,

및 실적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시

2008년 사업의 목적과 운영 체계를 점검한 이후

행하고 있다.

실질적인 공동연구센터 운영 및 유치 성공 가능
성에 초점을 두고 과제 선정·관리를 시행해오고
있다.

<표 3-1-4> 이명박 정부 이후 유치사업 주요정책 변화
이명박 정부 이전

이명박 정부 이후

·공동연구 활성화 중심의 사업 관리
·지자체 및 민간자본 필요성 미인식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준비 단계 사업 운영
(사업의 이원화, GPP 운영)

·공동연구센터의 운영 및 유치 가능성 중심의 사업 관리
▶

·지자체 및 민간자본의 투입 확대 촉진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한 ‘선택과 집중 전략 내실화’
(GPP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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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운영관리지침 제7조(지원조건)

도록 지자체와 민간자본의 투입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규과제 선정된 이후, 1년 이내에 독립된 공간 및 시
설이 구축된 공동연구센터를 국내에 설치
·해외연구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연구원 또는 연
구책임자를 공동연구센터에 연간 2개월 이상 체류
·해외연구기관으로부터 대응자금 확보(현금 또는 현물)

이를 위해 2011년부터는 지자체 및 민간자본 투
입 과제에 대해 우대하고있으며, 신청된 선정과제
간 상대평가를 위해 지자체 및 민간자본 투입 규
모를 정량화하여 평가하고 있다. 그 결과 2011년
신규과제의 경우 지자체 및 민간자본 투입 규모가
기존 계속과제에 비해 크게 높아져 향후 공동연구

아울러 2010년부터는 총 6년 지원 기간을 ‘연구

센터가 지역 내 중심 연구소로서 지역 경제·산업

기관 유치지원 프로그램(2년)’ 및 ‘연구기관 유치강

선장의 주요 동력 및 지역 R&D 주요 기반으로 자

화 프로그램(4년)’으로 구분하여 2년 지원 후, 유

리매김하고 정부 지원 종료 후 자립 가능성 또한

치 실적 이행 여부와 유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여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기업, 대

추가 4년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구조로 개편하였

학,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해외기관과의

다. 이는 유치 초기의 기반 마련을 위해 2년을 지

지속적인 공동연구 기반 마련과 공동연구 성과를

원하고, 유치 실적과 성공 가능성을 기준으로 추가

기반으로 한 경제·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에도 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재선정 개념을 도입한 것으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로, 일반적인 R&D 사업의 연구진행 과정에 따른
중간평가 개념의 단계평가와는 구별된다.

(3)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한 ‘선택과 집중 전략 내
실화’

(2) 지자체 및 민간자본 투입 확대 촉진

2006년부터 지원한 GPP 사업은 유치사업 준비

실질적인 해외 연구기관의 유치와 정부 지원 종료

단계 지원 사업으로 공동연구 중심의 활동을 통

후 자립화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에

한 해외우수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초점

한정된 공동연구센터 운영에서 벗어나 공동연구

이 있었다. 2009년 예결위 결산 검토 시, GPP 사

센터가 지역 내 주요 R&D 기반으로서 자리매김하

업과 GRL 사업에 대한 중복문제 제기와 사업 조

고, 연구성과의 사업화 등을 통해 자립화할 수 있

정을 통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제안되어

<표 3-1-5> 정부 외(지자체 및 민간) 투자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정부출연금(A)

정부 외 투자금*(B)

비율(C=B/A)

2008

10,000

2,459

24.6%

2009

13,950

3,473

24.9%

2010

15,000

2,778

18.5%

2011

14,000

7,494

53.5%

※ 2011년 선정과제(6과제)의 정부출연금 지원액은 2,388백만 원, 정부 외 투자금 5,206백만 원으로 정부출연금 대비 218%로 지자체 및 민간자본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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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GPP 과제 전환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총 대상과제(개)

17

14

전환과제

3 (→유치사업)

2 (→유치사업), 6 (→GRL, 2011년부터)

2009~2010년 동안 GPP 과제에 대한 평가를 통

제도개선 주요내용

해 유치 기반이 마련된 과제의 경우 유치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공동연구 중심의 과제인 경우 GRL 사
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2011년
부터는 GPP 사업을 폐지하고, 유치사업으로 일

① 소-중-대규모 국제협력사업 간 연계 강화
-국
 가간협력기반조성/EU-FP사업 공동연구과제(6
천만 원 내외)와 GRN 중 최종평가(2년이내) 최우
수(S)시 GRL 1차평가 가점(점수의 5%) 부여

원화하였다.
GPP 사업의 폐지를 통한 사업 구조 개편은 당초
외부의 지적으로부터 시작된 측면이 있었으나 국
가 위상 및 국내 R&D 수준 향상에 따른 공동연구
센터 운영 수요가 증가된 대외적 환경변화에서 비

② 실질적 국제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평가지표 개선
-G
 RL 단계평가시 논문 등 질적수준 정량화(IF 비
교 등), 협력성과 배점 비중 확대(30%→40%, 공
동논문/특허 우대)
③ 중간평가 간소화

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업 이원화에 따라 사업

-국
 가간협력기반조성사업중 인력교류/공동세미나

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해외우수연구기관

성격, EU-FP사업중 활동비 성격 및 한영FP사업

유치기반을 마련한 국내 연구기관에 한정하여 지
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 내실화가 이루어졌다.
국제공동연구사업이 국내 연구계에 국제공동
연구를 확산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도록 관련

의 진도관리는 전문기관 검토로 간소화
④ 동시수행과제 상한제도(3책5공) 적용 제외
-연
 구성격이 아닌 과제, 인력교류/공동세미나 성격
의 소규모(3천만 원) 과제 및 기술지원 성격 과제
는 3책5공 적용 제외

제도를 GRL 사업 지속적으로 개선, 운영하였다.
2011년 2월에는 국제공동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⑤ 다년도 협약 체결
-G
 RL,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및 개도국과학

GRL 사업 특성에 맞는 사업운영관리지침을 마련

기술지원사업은 다년도 협약체결로 연구비 이월

하였다. 2012년 5월에는 연구자 편의성 제고와 사

등 연구비 집행의 효율성 제고

업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소-중-대규모 국제협력
사업간 연계강화, 실질적 국제공동연구 촉진을 위
한 평가지표 개선, 진도관리 간소화 등 제도개선방
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⑥ 과제 전주기 온라인 관리 시행
-N
 RF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연구마루, 오름,
KICOS) 오픈(2012.1), 활용
⑦ CERN/J-PARC 사업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한 관리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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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사업 성과

재 건수, 특허 출원 및 등록, 국내외 인력교류 등
을 연도별로 도출하였다.
2008년 이후 사업의 성과는 매년 큰 폭으로 증

(1) 정량적 성과 (2007~2011)
과학기술국제화사업 중 대표적 국제공동연구 사

가하였으나, 2011년에는 전년도 성과와 유사하게

업이라고 할 수 있는 GRL 사업과 해외우수연구

나타났다. 다만 유치사업에 있어 공동연구센터를

기관유치사업이 있는데 GRL 사업은 해외연구자

운영하면서 해외 우수 연구인력을 국내에 유치하

와의 심화된 공동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해

거나 해외로 국내 연구자를 파견하여 연구 노하우

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은 해외연구기관과 국내

를 습득하고자 하는 노력은 정량적 평가 방법을

에 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공동연구

도입한 2011년에 매우 크게 증가되었다. 이를 통

를 추진하는 기반 구축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

해 해외로부터의 기술과 인력의 유입이라는 유치

고 있다. 양 사업의 공동연구센터 운영의 질적 수

사업의 본래 목적에 부합한 성과가 도출되고 있음

준을 고려하는 대표적 성과 항목으로 SCI 논문 게

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7> 유치사업 정량적 성과 총괄 현황
(단위 : 건)

연도

SCI
논문

특허

국내외 학술활동

출원 등록

국제학술대회초
청강연실적

학위배출인력

학술대회 발표
실적

학술회의 개최

국내외 인력
교류
해외
파견

언론보도
성과

국내
유치

2007

14

9

2

-

58

20

4

9

17

1

2008

79

33

10

11

167

16

36

55

59

-

2009

171

123

27

39

466

45

40

66

100

2

2010

216

102

54

80

913

62

62

74

153

15

2011

216

61

49

66

662

106

63

141

263

18

소계

696

328

142

196

2,266

249

205

345

592

36

※ 2012.5.30 기준, 각 연도별 발생일 기준 (추후 성과 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함)

<표 3-1-8> GRL 정량적 성과 총괄 현황
(단위 : 건)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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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 논문

특허

국내외 인력교류

출원

등록

해외파견

국내유치

2007

13

1

0

3

4

2008

50

18

3

7

11

2009

165

49

20

37

36
56

2010

219

55

11

50

2011

206

56

15

63

57

소계

653

179

49

160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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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유치 성공사례

이는 초고속 카메라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
로 기대된다. 이 외에 독일에 연구원을 파견하는

●막
 스플랑크 한국포스텍연구소

등 다양한 국제 교류와 연구 인프라 구축를 통해

“기초과학을 발전 시켜 5-10년 내에 노벨상을

연구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최근 복합물질

당당하게 받읍시다(2011년 1월 7일 과학 기술인

연구센터와 독일 막스플랑크협회와의 MOA 체결

신년인사회 대통령 연설).”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을 통해 5년간 매년 10만 유로의 재정적 지원을 받

함께 그 어느 때 보다 기초과학분야의 진흥에 대

을 수 있게 되었다.

한 관심은 뜨겁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설립
된 기초과학연구원이 기초과학에 대한 의지를 잘

●프
 라운호퍼 한국생물의약연구소

보여준다. 대외적으로도 G20 정상회의 개최국에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 협상체결을 계기로

걸맞은 선진국으로의 위상과 책임이 요구 되고 있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는 가운데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기초

마련했으며 바이오제약 분야를 ‘신성장동력 비전

원천기술 개발 중심의 기초과학 진흥이 꼭 필요

및 전략’의 한 분야로 확정하였다.

한 시점이다.

2010년 11월 26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백

‘노벨상 사관학교’로 불리는 기초과학분야 세

신산업특구로 지정된 전라남도 화순에 BT분야에

계 최고의 연구기관인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재단

서 응용기술 산업화 노하우가 풍부한 프라운호퍼

(MPG: Max Planck Gesellshaft)의 한국포스텍

IME연구소를 유치하였다. 독일 아휀에 소재한 프

연구소는 이러한 시대적인 조류에 부흥하기 위하

라운호퍼IME연구소는 프라운호퍼 협회의 60개

여 설립되었다. 이로써 전 세계 기초과학의 선두

연구소 중의 하나로 세계적으로 최첨단 수준의 연

주자인 독일의 막스플랑크 연구소와 함께 공동연

구개발을 자랑하며 응용생명과학분야에서 선도적

구를 진행하며 탁월한 인재 중심의 안정적 연구 환

인 연구소이다. 프라운호퍼IME와 미국 뉴어크에

경 등을 벤치마킹하여 기초과학의 연구 진흥과 글

소재한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는 현재 감염성 질

로벌 인재의 유치 및 양성을 통해 노벨 과학상 수

환 백신후보를 발굴하여 개발·생산하는 프로젝

상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소는 국

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말라리아 백신

제화를 통한 과학 기술 시스템의 선진화 및 효율

후보물질에 대한 기술과 새 유전자 서열을 받은 후

화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21세기 새로운 과학 분

한 달 이내에 유효한 백신을 제조할 수 있는 생산

야로 노벨과학상 수상이 기대되고 있는 아토초과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백신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학연구센터와 복합물질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

열어가고 있다.

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나가고 있다. 특히 아

한국생물의약연구소가 설립된 전남 화순에는

토초과학연구센터의 김동언 교수팀이 지난해 아

전남대학교병원, ㈜녹십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

태지역에서 최초,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단일 아

구원(KTR), (재)전라남도생물의약연구센터 등이

토초 펄스 생성에 성공했다. 이로써 ‘찰나’의 순간

위치하여 생물의약 분야의 산업화 인프라가 구축

을 그려 낼 수 있는 아초토의 빛이 만들어졌으며

되어 있어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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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또한 프라운호퍼 한국생물의약연구소의 설

류와 연구 인프라 구축, 연구과제 도출 등 연구 활

립으로 기존 연구단지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되었

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독일 프라운호퍼 협회

던 응용연구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R&D 기반 기

와의 MOA 체결을 통해 5년간 240만 유로의 재정

능을 수행할 생물의약 및 백신산업연구 메카 육성

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과 국내 의약발전을 선도하는 동북아 최대 백신 연

(3) 주요 연구성과

구·생산 거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프라운호퍼 한국생물의약연구소는 프라운호퍼

GRL의 지속적인 지원확대와 국제공동연구에 초

IME연구소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화순바

점을 맞춘 차별화된 사업관리로 Science, Nature

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내 기관들과 연계하여 상호

등 최고 학술지 논문게재 급증, 미국국립과학원 최

보완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우수논문상 수상(포항공대 이영숙, 2011.5), 2011

백신 개발 및 융합연구를 통한 미래원천기술 및 산

년 신규과제에 노벨상 수상자(영국 맨체스터 대학

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동북아지역 바이오

Novoselov 박사) 참여(서울대 홍병희 교수 연구

의약개발 허브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팀) 등 탁월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 외에 독일의 연구원 파견 및 다양한 국제 교

●2
 011년

탄소나노튜브와 전기역학 시스템 기반 신개념 메모리 소자 개발
- 연구자 : 박영우(서울대)
- 성과내용
·탄소나노튜브와 마이크로 전기역학 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존 플래
시 메모리를 대체할 수 있는 비휘발성(전기 공급 없이 데이터 보
존) 메모리 셀을 세계 최초로 개발
- 관련 실적
·Nature Communications지 온라인판 게재(2011.3.1)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보도(2011.3.2)

열악한 환경 잘 견디는 식물 호르몬 수송체 발견
- 연구자 : 이영숙(포항공대)
-토
 양환경정화에 유용한 식물개발로 美국립과학원 최우수 논문상
(Cozzarelli상) 수상(2011.5)
-조
 직 특이적으로 ABCC1과 ABCC2를 과발현시킨 형질전환체를 개
발하면 비소 저항성이 증대되고 토양 환경정화에 유용한 식물체 개
발 가능성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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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암세포 전이 억제물질 발굴
- 연구자 : 안종석(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성과내용
·국내 토양에서 분리한 곰팡이로부터 자연계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화학골격을 가진 푸사리세틴(fusarisetin)이라는 새
로운 암세포 전이 억제물질 발굴에 성공
- 관련 실적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지 온라인판게
재(2011.4.18)
·YTN, 연합뉴스 등에 보도(2011.4.26)

●2
 010년

자기저항이 영이 되는 나노크기의 플라스틱 섬유 발견
- 연구자 : 박영우(서울대)
- 성과내용
·전기를 통하는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아세틸렌의 나노섬유
한 가닥에 자석을 가했을 높은 전기장 하에서 자기저항이 영
이 되는 현상을 세계 최초로 발견
- 관련 실적
·Chemical Society Reviews 게재(2010.6.23)
·YTN, 연합뉴스 등에 보도(2011.6.28)

자궁경부암 다파장 형광 영상 및 광역학 치료 복합 시스템
개발
- 연구자 : 강욱(한국전기연구원)
- 성과내용
·자궁경부암 다파장 형광 영상 및 광역학 치료 복합 시스템 시
작품 및 전임상 시스템 시작품 제작
   * KFDA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
   * KGMP(의료기기 품질 관리기준 적합성 심사, 제2010-071)
   * CE 의료기기 인증 신청, ISO 13485, 기술문서 심사 통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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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 성장기술 이용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 제조기술 개발
- 연구자 : 백운규(한양대)
- 과제명 : 나노전자소자 응용을 위해 설계된 Inorganic-Organic
Hybrid물질의 설계 및 배열 기술개발
- 내용 : 고효율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
는 다층성장기술을 이용한 제조기술 개발
- 실적 : Nature誌 게재(2010.05)

친환경 촉매 원천기술 개발
- 연구자 : 남원우(이화여대)
- 과제명 : 광촉매를 이용한 물산화반응의 개발 및 응용
- 내용 : 중금속 촉매를 대체할 친환경 촉매 생산에 필요한 원천
기술인, 산소화 효소의 중간체 개발
- 실적 : 네이처 케미스트리지 게재(2010.11)

●2
 009년

다중 렉틴을 이용한 종양 조기 진단 바이오마커의 발굴
- 연구자 : 고정헌(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성과내용
·혈액 내 양적/질적 변화를 검추할 수 있는 암바이오마커를 활
용, 다양한 렉틴을 포집·분석함으로써 간암 조기진담에 활용
- 관련 실적
·국내특허 : 0095940(2009.10.9)
·PCT특허: PCT/KR2009/312009 (2009.6.12)

도플러 고대역 초음파 혈류 측정 시스템 개발
- 연구자 : 강욱(한국전기연구원)
- 성과내용
·고대역 초음파의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말초 순환의 혈
류 속도 검출 시스템 개발(치과/한방분야의 임상분야 적용)
- 관련 실적
·특허(10-0861992, 도플러 초음파 진단용 초음파 탐촉자 시
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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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08년

e-Design Infrastructure Architecture 서브 시스템 설계
및 구현
- 연구자 : 유영훈(건국대)
- 성과내용
·웹 서비스 기반의 다분야 최적설계 시스템 및 방법
    : 회전익항공기 기술의 HUB로서 통합설계환경개발에 따른 독자
적 회전익기 설계개발 능력 확보
- 관련 실적
·THE AMERICAN HELICOPTER SOCIETY 지발표(2008.06)

피부질환 형광 진단 시스템 개발
- 연구자 : 강욱(한국전기연구원)
- 성과내용
·극미소 광을 실시간 컬러 영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고감도 광
검출시스템 기술 확보 및 피부 생체 형광을 진단할 수 있는
첨담 의료기기로 보유 기술 상품화

(4) 우리 주도형 다자간 대규모 국제공동연구사업

간 국제공동연구로 심화, 확대하기 위해 GiRC를

(GiRC) 기획, 추진

기획하였다. GiRC 기획 연구(2011.8~2012.5)를

GRL으로 축적된 국내연구역량과 글로벌 연구네

통해 2012년에 신규과제 1개를 선정·지원하는 시

트워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주도형 대규모 다자

범사업에 착수하였다.

GRL 사업으로 확보한 연구역량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우리주도 다자간 대규모 국제공동연구센터(GiRC*)로
확대, 발전
(규모) 중규모(5억, 2~5) → 대규모(20억, 6~10인)로 확대
(대상) 양자간(1대1, 개인간) → 다자간(3개국 이상, 기관간)으로 확대
(분야) Bottom Up(다양) → Target 지향(이머징 분야)으로 집중
(형태) 국내유치(선진국 추격) → 해외진출(First Mover)로 주도
(단계) 기초·원천연구(논문) → 원천기술(특허)/이머징분야 선점으로 성숙
(기간) 6년(3+3) 지원 → 10년(3+3+4) 지원으로 확대
* GiRC(Global Innovative Research Center, 글로벌개방혁신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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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GiRC 개념도

국내 신진연구자
국내대학

해외대학

국내협력
재료
해외거점연구실

기술

연구실

연구자
다자간
국제
공동연구

GIRC(국내센터)
국내협력

장비

해외연구기관

연구실
정보

국내출연(연)

해외대학

이머징 시장 선점

해외거점연구실

해외연구기관

(5) 국제공동심포지엄 개최 (2010~)

미래핵심원천기술 확보

다자간 국제공동연구 수행
신진연구자 육성(해외 파견)

3. 향후 과제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의 연구성과를 공유
하고 대국민 홍보를 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글로벌화 수준6)은 전체 혁

년 국제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심포지엄

신역량에 비해 매우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을 통해 그동안 개최되었던 각 센터별 소규모 워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활

크숍이 아닌 500여 명의 국내외 과학자들이 한 자

동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키고 국제공동연구

리에 모여 각자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글로벌

를 수행하는 해외기관 및 기술분야의 다각화 전략

R&D 협력의 미래와 발전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

이 필요하다.

의하였다.

6) OECD 국가 중 R&D 국제협력 부문이 22위로 취약(KISTEP,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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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 등 참고자료
참고 1 |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수행과제 현황

선정
연도

공동연구센터명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KIT, 안전성평가

KIT - Battelle 공동연구소

연구소
(송창우)

2005년
(4개)

(4개)

미 Battelle
(Battelle연구소)

전기연

러 SOI

(강욱)

(국립광학연구소)

한미결핵치료제

화학연

미 NIH

연구센터

(김필호)

(국립보건원)

SOI-KOREA센터

한양대-RIKEN 협력연구실

2006년

상대기관

BT

광응용기술

결핵치료

비고
2007년
종료
2010년
종료
2011년
종료

한양대

일 RIKEN

NT-IT융합

2012년

(이해원)

(이화학연구소)

BT-IT융합

종료

국제 회전익 항공기

건국대

R&D Hub

(변영환)

Battelle@KU

연구분야

미 CASE(Georgia Tech.), 독 DLR

고려대

미 Battelle

(김수원)

(Battelle연구소)

회전익
항공기
의료용센서

2012년
종료

생명연-FHCRC

생명연

미 FHCRC암연구소

암마커

공동연구협력센터

(고정헌)

(프레드허친슨암연구소)

개발

종료

PNU-IFAM

부산대

독 Fraunhofer IFAM

기능성소재

2011년

국제공동연구소

(김병민)

(생산기술 및 응용재료연구소)

개발

종료

NT-IT 융합화국제센터

한·러 MT-IT 융합기술연구센터

차세대의학물리연구센터

동국대

러 IMT(마이크로전자기술연구소)

(강태원)

미 CNSI (캘리포니아 나노시스템연구소)
러 POI

(김기선)

(해양연구소)

가톨릭대

미 스탠포드대 MIPS

의료기기

(서태석)

(분자영상연구소)

개발

한국스크립스항체연구원

SKAI

미 TSRI

(SKAI)

(송병두)

(스크립스연구소)

(8개)

한-스웨덴 탄소기반나노

서울대

스웨덴 Gȯ
˙teborg U

구조센터

(박영우)

(예텐보리대)

KIGAM-CSIRO 공동연구센터

부산대 롤스로이스 UTC

반도체나노

광주과기원

2009년

지질연

호 CSIRO

(김동진)

(연방과학원)

부산대

영 Rolls-Royce

(하만영)

(롤스로이스)

부산대-Lloyd선급

부산대

영 Lloyd’s Register,

국제공동연구소

(백점기)

리버풀대 충격공학연구소

2011년

해양환경

치료용 항체

2012년
종료

나노물리

에너지자원

열교환기

선박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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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CNRS 국제공동연구소

양자동력

(국립과학연구센터)

이미징

건국대-VTT

건국대

핀 VTT

(고성림)

(기술개발센터)

포항공대

독 Max-Planck

아토초과학

2011년

(김승환)

(막스플랑크)

복합물질

이관

생명연-리켄

생명연

일 RIKEN

화학생물공동연구센터

(안종석)

(이화학연구소)

(8개)

인쇄전자

생리활성물질

서울대

미 NCAR

기상관측

2012년

(이동규)

(국립대기과학연구센터)

모델링 구축

종료

연세대학교 프라운호퍼 의료기기

연세대

독 Fraunhofer IZFP-D

공동연구센터

(김한성)

(비파괴연구소)

한미기상기후연구센터

의료기기

서울대 듀크대 심혈관 MR

서울대

미 듀크대

연구센터

(박재형)

심장 MRI 센터

극한플라즈마

원자력연

일 오사카대

레이저기술

연구센터

(임창환)

ILE(레이저에너지학연구소)

극한플라즈마

화순전남대학

독 FhZ-IZI

교병원

(Fraunhofer Institute for Cell Therapy

(김형준)

and Immunology)

로스알라모스연구소-전북대학교

전북대

미 LANL

한국공학연구소

(이정률)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프라운호퍼 공동연구소

2011년

프 CNRS

(우정원)

공동연구센터

막스플랑크-포항공대 한국연구소

2010년

이화여대

아산-다나파버 암 유전체

울산대

연구 센터

(장세진)

가톨릭–하버드 Wellman 광의학

가톨릭대

미 하버드 Wellman

핵심기술 개발센터

(안웅식)

광의학 센터

한양대

미 Honeybee Robotics Spacecraft

(이태식)

Mechanisms Corporation

미 DFCI(Dana-Farber Cancer Institute)

심장 MRI

혈액학,
유전체학

구조건전성관
리 및 선진비
파괴평가

암유전체

(6개)

국제우주탐사연구센터

플라즈마 - 나노 신소재 연구소

2012년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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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일 Nagoya University

(한전건)

플라즈마나노기술센터

전남대학교 - Frannhofer IPA

전남대

국제공동연구소

(박종오)

독 Frannhofer IPA 연구소

연세대 - Cedars-Sinai

연세대

미 Cedars-Sinai

심장융합영상연구센터

(정남식)

심혈관영상연구소

부인암,
암줄기세포,
광역학치료

우주탐사

재료공학

기계·로봇

심혈관영상

2012년
종료

5편 제3장 교육과학기술 글로벌 교류 강화

참고 2 | 글로벌연구실(GRL)사업 과제 현황

구분

과제명

연구책임자

해외 협력기관

<2006년 선정 7개 과제>
BT

심장질환의 신호전달 연구 및 유전자 치료

BT

개화 신호전달에 관한 연구

NT

나노소재 및 미래형 나노 전자/광학 소자설계/개발

NT

신개념의 고분자 광전자소자 구현

NT

광주과기원
박우진

(미)Harvard Med. S.

서울대
노유선

(미)U. of Wisconsin

포항공대
김광수

(미)Columbia U.

광주과기원
이광희

(미)U. of California

신기능 나노포토닉스 소자 개발

KIST
이정일

(프)국립과학연구원
(CNRS)

ET

동지나 대기 강수시스템 및 호우 발달 연구

부경대
이동인

(일)Nagoya U.

ET

환경을 복원시킬 수 있는 식물 개발에 관한 연구

포항공대
이영숙

(스)U. of Zurich/
(이스라엘)Hebrew U./
(일)Nagoya U.

<2007년 선정 10개 과제>
BT

항암 면역치료 원천기술 개발

생명(연)
최인표

(미)U. of Washington

BT

나노이용 분자영상 및 진단/치료 기술개발

KIST
최귀원

(미)Purdue U.

BT

유전자 변화에 의한 내장암 발병 연구

연세대
김영준

(일)일본암센터

BT

장기이식모델에서의 면역방어

고려대
이경미

(미)UCSF/ U. of Chicago

NT

Inorganic-Organic Hybrid물질의 설계 및 배열
기술 개발

한양대
백운규

(미)U. of Illinois

NT

새로운 높은 강도/소성변형능 나노 복합재료 설계

연세대
김도향

(독)고체물질연구소(IFW Dresden)

NT

나노구조 원적외선/ 테라헤르쯔 검출소자

표준(연)
노삼규

(미)U. of New Mexico

NT

구조용 다기능성 마이크로/ 나노복합재료 개발

재료(연)
김병선

(미)Univ. of Delaware

ET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 개발

화학(연)
석상일

(스)로잔공대(EPFL)

ET

환경친화적 에너지 변환용 나노재료

서울대
조원호

(미)U. of Massachusetts

<2008년 선정 5개 과제>
BT

자가포식 면역 방어 기작 기반 감염성 질환 제어

포항공대
오병하

(미)U. of Southern California

BT

RNA 기반 간암 치료제 개발

성균관대
이동기

(미)Harvard Med. S.

NT

초고속 정보처리를 위한 나노-플라즈모닉 집적회로

서울대
박남규

(독)Oldenburg U.

NT

스핀트로닉스 응용 자성재료의 나노스케일 자화공정
연구

표준(연)
황찬용

(미)UC, Berke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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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비점오염의 최적 관리를 위한 스마트 원천기술개발

지질(연)
김용제

(미)Ohio State U.-Col./Ohio U/U. of Nevada-LV

<2009년 선;정 5개 과제>
BT

스마트 액적 바이오칩

충북대
장수익

(영)Imperial College London

BT

세포간 전사인자 이동에 의한 신경세포 운명 동조현
상 연구

KAIST
김진우

(프)College de France

NT

아토초 과학기술센터 설립

NT

고압팽창물질을 이용한 새로운 나노기술 개발

연세대
이용재

(미)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U. of South Carolina

ET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고온 연료전지용 장수명 및 가
격저감화 구성요소 재료 연구

KIST
남석우

(이)ENEA

포항공대
김동언

(독)Max Planck Inst. for Quantum Optics

<2010년 선정 7개 과제>
BT

세포 기능 및 대사 조절에서 자가포식의 역할에 대
한 연구

성균관대
이명식

BT

오토파지와 세포사멸 조절 신규 모듈레이터 기능과
질병 연구

서울대
정용근

(미)Harvard Medical School

NT

원자배율, 고에너지 해상도를 가진 초저온 주사형검
침현미경 공동개발

서울대
국양

(미)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ET

방사광 가속기 분석기술을 활용한 리튬이차전지용 고
안전성/고용량 전극소재 연구

KIST
정경윤

(미)Brookhaven National Lab.

ET

광촉매를 이용한 물 산화반응의 개발 및 응용

FT

환경 친화 응용 다기능 나노 소재 및 공정 기술 개발

선문대
이수완

(일)Tohoku University - Sendai

FT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평가

서울대
김호

(대만)National Taiwan University/
(일)University of Tsukuba

이화여대
남원우

(일)Tokyo Metropolitan Institute of Medical Science

(일)Osaka University/
(이스라엘)
Hebrew University

<2011년 선정 6개 과제 >
BT1

공생 박테리아의 숙주 방어 반응 조절 기작 연구

부산대
이복률

(일)AIST

BT2

탈유비퀴틴화 효소들의 조절 기전 연구를 통한 항암
표적 발굴 연구

KIST
김은경

(미)UC Berkeley

BT2

Neurovascular unit (NVU) 개념에 근거한 뇌혈관장
벽 관련 유전자의 중추신경계 손상 회복에 관한 연구

서울대
김규원

(미)Departments of Neurology and Radiology,

NT

MPI, MRI 조영제, Theranostics를 위한 균일한 산화
철 나노입자의 제조

서울대
현택환

(미(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NT

초기능성 2차원 나노소재의 합성 및 응용 연구

서울대
홍병희

(영)University of Manchester

ET

글로벌 몬순 기후 변화: 이해, 예측 및 적응

부산대
하경자

(미)Dept. of Meteorology & International Pacific
Research Center (IPRC), University of Hawaii

<2012년 선정 3개 과제 >
BT

활성산소종 매개 신호전달체계의 새로운 약물타겟
발굴 및 작용기전 규명

NT

축소화 한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미래 기억 소자

NT

시스템 공학적 접근법에 기반한 항암치료용 표적형
나노입자 소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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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주
서울대
황철성
KAIST
전상용

(미)Stanford U,
James E. Ferrell, Jr
(독)Forschungszentrum Julich and
RWTH Aachen U./Waser, Rainer
(미)Harvard Medical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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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외국교육기관 유치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나. 도입 경과
2000년대부터 국제 교육시장에는 각 국가별, 대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학별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교육시장
개방 요구에 대비한 국제 경쟁력 확보 전략 추진,

가. 정책 추진 배경

우수 대학들의 해외분교 설립 증가, 고등교육 서
비스를 통한 수익성 추구 확대 등의 변화가 이어지

세계화에 따라 고등교육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인천경제자

개방이 가속화 되고 있다.세계무역기구(WTO)의

유구역청 설치(2002) 등 다양한 유치 전략을 추진

서비스 교역에 관한 정부협정(GATS : General

해 왔다. 그러나 미흡한 외국인 생활정주여건으로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서는 고등

인해 외국인 투자가 기피되어 왔으며 외국 유학에

교육분야를 서비스무역의 한 영역으로 보는 경향

대한 국내 수요를 제대로 연계·흡수하지 못하는

이 강화되고 있으며 경쟁 또한 격화되고 있다. 뿐

등 유치실적이 저조한 형편이었다.

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대학들이 우수인재 확보

이에 교과부는 2008년부터 해외 우수교육기관

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 재원확보 문제

유치를 국정과제로 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였

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타개하고자 국경을 초월

다. 이 결과, 2008년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STC

하여 고객층을 다변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전력을

Korea) 설립을 시작으로, 2010년 채드윅 송도국

다하고 있다.

제학교·대구국제학교, 2011년 독일 FAU 부산캠

각국은 고등교육 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통

퍼스, 2012년 한국뉴욕주립대 등 5개의 우수 외

한 해외 우수 인재활용 및 자국 우수 인재육성

국교육기관이 국내에 개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2012년 6월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외국교육

‘1998~2010년 내 세계 유명대학 10개를 유치하겠

기관 12곳이 MOU를 체결하여 설립을 준비 중이

다.’는 WCUP(World Class University Program)

며 교과부도 규제완화 등 설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에는 ‘글로벌 스쿨하우스

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대학경쟁력을 세계 10위권
으로 올려놓는 등 양과 질 모두에서 외국교육기관
유치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도 외국교육기관 유
치를 통한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기회 제공,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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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및 성과

교(2010)·대구국제학교(2010)·한국뉴욕주립대
(2012) 등 5개 학교가 개교하였고, 미국의 유타

가. 5개 외국교육기관 개교 및 인천경제자

대·UCLA 등 12교가 MOU를 체결한 후 설립을

유구역청-12교 간 유치협약 체결

준비하고 있다. 협약체결학교 중 조지메이슨대(미
국)7) 및 겐트대(벨기에)8)는 2012년 내 설립을 신청

2008년 이후 네덜란드 STC Korea(2008)·독

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우수 외국교육기관은 더

일 FAU 부산캠퍼스(2011)·채드윅 송도국제학

욱 늘어날 전망이다.

<표 3-2-1>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현황
지역

기관명

현황

유치 기관

·규모 : 석사과정, 40명 정원(해운운송학)
네덜란드
광양

국제물류대학
STC Korea

·본교 : 네덜란드 STC-NMU*
·2008.1.21 설립승인

국토해양부
광양시

·2008.3.17 개교
·규모 : K-12 , 580명 정원
대구

대구국제학교

·본교 : 미국 Lee Academy
·2010.4.30 설립승인

대구광역시

·2010.8.23 개교
·규모 : k-12, 2,080명 정원
인천

채드윅

(송도)

송도국제학교

·본교 : 미국 Chadwick School
·2010.6.25 설립승인

인천경자청
NSIC**

·2010.9.7 개교
·규모 : 석사과정, 100명 정원(화학생명공학부)
부산

독일 FAU

·본교 :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에어랑엔-뉘른베르크 대학교(FAU)***

부산캠퍼스

·2009.11.17 설립승인

부산경자청

·2011.3.2 개교
·규모 : 석·박사과정, 407명 정원(컴퓨터공학, 기술경영)
학부과정, 400명 정원(기술경영)
인천
(송도)

한국뉴욕주립대학교

·본교 :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SUNY**** STONYBROOK)
·2011.7.13 대학원 설립승인, 2012.8.3 학부 설립승인
·2012.3.3 개교(학부 2013.3 개교예정)

* STC-NMU : Shipping and Transportation College-the Netherlands Maritime University
** NSIC : New Songdo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 FAU : Friedrich-Alexander University of Erlangen-Nuremberg
**** SUNY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7) 세계 151-200위(상해교통대 평가, 2009), 미국 내 143위(USNews＆World Report, 2011)
8) 세
 계 89위(상해교통대 평가, 2011), 벨기에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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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교육기관 유치활성화를 위한 관련

표 및 전략 수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규제 완화 및 지원 강화
라. 범 부처 합동 유치활성화 계획 수립 및
국내의 과도한 규제가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의

시행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대응하여, 외국
고등교육기관의 설립기준을 완화하였다. 이를 위

외국교육기관 유치는 교과부를 비롯한 기획재정

해 교지(校地)·교사(校舍)·교원(敎員) 기준을 국

부, 지식경제부 등 유관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내학교 설립기준으로 적용하던 것을 현지국가의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범 부처 합동으로 「신성

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외국고등교육기관의 시설

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2009)」, 「글로벌 교육서

물 확보에 대한 정원기준을 당초 1,000명 이상에

비스 활성화 방안(2010)」, 「우수 외국고등교육기관

서 400명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초·중등 외국

유치활성화방안(2011)」을 수립·시행하여 외국교

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단계적으로 완화

육기관에 대한 범부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여 내국인이 최대 50%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교과부 실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국장급을 위원으로 구성된 외국교육기관 유치기

3. 향후 과제

획단을 운영하여 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외국교
육기관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였다. 아울러 지속적

교과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넘어야 할

인 현장방문과 관계자 회의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

산이 많다. 우선 범부처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법인세 감

육기관 종합안내 홈페이지(www.isi.go.kr)를 구

면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처 간 이견

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정보

이 있으며,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의 규모도 싱가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외국학교 법인의 원활

포르, 두바이 등 글로벌 경쟁지역에 비해 취약하

한 설립신청을 위해 설립안내 매뉴얼(한·영) 및

여 글로벌 명문대 유치의 어려운 점으로 작용하는

사전 체크리스트를 개발·배포하여 외국학교 법

것도 사실이다.

인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다. 외국교육기관 질 보증 및 유치 활성화
를 위한 국내·외 세미나
교과부 주최로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연구재단
과 외국교육기관 유치 및 질보증을 위한 국제세미
나를 개최하여 외국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
점을 도출하고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추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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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 등 참고자료
참고 1 | 국내 지역별 외국교육기관 유치 현황

지역

외국 교육기관
유초
중고

현황
- 규모 : K-12, 2,080명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 美 채드윅 설립신청(’09.12.15),
- ’10.6.25 설립승인, ’10.9.7 개교

한국뉴욕주립

- MOU(’07.12) 및 설립협약체결(’08.12)

대학교(미국)

- ’11.7.13 설립승인, ’12.3.3 개교

조지메이슨대(미국)

유치기관
인천경자청
NSIC社
인천경자청

- MOU(’09.5) 및 설립협약체결(‘09.12)

비고
개교

개교
심사중

- ’14년 개교 목표(경제, 경영, 국제학 등)
- MOU(‘11.3.23) 및 설립협약체결(’11.10)

겐트대학교(벨기에)

- 바이오, 환경, 식품공학 분야 설립계획
- ’14년 개교 목표

인

송

천

도

유타대학(미국)
대학(원)

- MOU(’10.9) 및 설립협약체결(’12.4)
- 자연대, 사회과학대,교육대,인문대 중심의 분교설립 계획

모스크바대

- MOU(‘11.3) 체결

(러시아)

- 설립협약 진행 중

상트페테르부르크대

- MOU(‘11.3) 체결

(러시아)
알프레드대(미국)
일리노이대(미국)

인천경자청

- 물리학, 응용수학, 러시아어,MBA 등 설립계획

설립
신청 전

- MOU(‘11.6.23) 체결 및 설립협약 진행 중
- 세라믹분야, 공과대 예술대 설립 계획
- MOU(‘11.6.27) 체결 및 설립협약 진행 중
- 컴퓨터공학, 교육학, 문헌정보학 설립 계획
- MOU(‘12.5) 체결 및 설립협약 진행 중

조지아주립대(미국)

- 경영대(부동산, 컴퓨터정보시스템, 위기관리·보험, MBA),
’14년 개교목표

유초
대구

중고
대학원

대구국제학교
델라웨어대(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황해

대학원

샌버나디오
캘리포니아주립대
산호세대학

광양

대학원

네덜란드
STC Korea

대학원

독일FAU대학

대학원

UCLA대학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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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리아카데미 설립신청(’09.12.16),
- ‘10.4.30 설립승인, ’10.8.23 개교
- MOU(‘10.12.22) 체결
- ’14년 개교목표

대구시
대구경북

설립

경자청

신청 전

- MOU(’09.11) 체결 및 설립협약 진행 중
황해경자청
- MOU(‘10.6)체결
- 규모 : 석사과정 40명 정원
- ’08.1.21 설립승인, ’08.3.17 개교
- 규모 : 석사과정 100명
- ’09.11.17 설립승인, ’11.3.2 개교
- MOU(‘12.4.27) 체결 및 설립협약 진행 중
- 간호학 석사과정

개교

해양수산부
광양시
부산진해
경자청

설립
신청 전

개교
개교

부산진해

설립

경자청

신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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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 절차 및 항목

■ 심사절차 개요
외국학교법인

교과부 설립심사위원회* 심의
서류심사→면담심사→현장실사→종합심사

설립신청
(관할 행정청 추천)

경자구역

교과부

위원회** 심의·의결

장관 승인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
**위원장(지경부 장관) 포함 정부위원 11명,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

■ 설립심사위원회 심의 절차
계획

신청

서류
심사

면담
심사

분교
실사

본교
실사

종합
심사

경자위/
교과부승인

소요시간

-

3주

3주

3주

2주

1주

-

■ 심사항목 및 기준
심사항목

심사기준

교사(校舍) / 교지(校地)

·설비 충족 여부

교원(敎員)

·교원 충족 여부

수익용 기본재산

·기본재산 충족 여부

설립자 법적 지위

·비영리 외국학교 여부 등

학교 명성도

비고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학교 우수성, 국제적 명성도
·학사운영계획의 타당성

학교설립·운영계획

·재정운영계획의 타당성

법 제5조 및

·교육과정의 우수성, 적절성

시행령 제6조

·기자재, 설비 등 구비 여부
학교 건학이념
교육수요 / 입지조건

·건학이념의 타당성
·설립예정지역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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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STC-Korea(네덜란드 국제물류 대학 한국분교) 운영 현황

외국학교 법인

법인 STC 그룹

소재지

대표자

네덜란드

에릭 히트브링크

로테르담

(STC그룹 이사장)

국내학교 명칭

모집정원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해운운송학

한국분교

석사(1.6yr)

(STC-Korea)

40명

학교위치

전라남도
광양시

개교일

2008.3

* STC : Shipping & Transportation College

■ 학교운영현황
●학
 생현황
(단위 : 명)                         

모집
정원(A)

재학생
(B)

2008

40

2009

구분

국적
내국인

외국인

18

10

8

45.0%

40

29

10

19

72.5%

2010

40

19

9

10

47.5%

2011

40

11

4

7

27.5%

2012

40

20

8

12

50%

●교
 원현황

: 전체 31명(교수28*, 행정2)

* Bloc강의 형태로 진행됨

■ 기타사항
●전


과목 영어수업이며 졸업 후 국제석사학위 취득

●학
 생용
●1
 인당

기숙사 : 10채(임차), 수용 가능인원 30명

등록금 : 연간 =
C 10,000 (한화 15.5백만 원 정도)

●교
 지·교사는
●5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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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충원율
(B/A)

정부(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가 무상 임대함

네덜란드 본교 교환프로그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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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 대구 국제학교(Daegu International School) 현황

■ 학교명 : 대구국제학교(Daegu International School /(법인)Lee Academy)
■ 개교일 : 2010년 8월 23일(2010.4.30 설립승인)
■ 설립 현황
구분

대구국제학교(한국분교)

리 아카데미(미국본교)

개교년도

2010.8.23

1845년

설치과정

Pre-K, K-9 (K-12인가)

9-12

학생수

257명＊(정원 580명)

286명

교직원수

44명(교원32, 행정12)

65명(교원28, 행정37)

＊현 학생 수 257명 중 순수외국인 61명, 복수국적자 31명, 내국인 165명

■ 예산지원(총230억 원) : 지경부 100억 원, 대구시 120억 원(대지50억 원, 건축170억 원)
■ 연간수업료 : 초등 1,940만 원, 중등 2,150만 원, 고등 2,570만 원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34블럭
《대구국제학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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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 채드윅 송도국제학교(CHADWICK SCHOOL) 현황

■ 학교명 : 채드윅송도국제학교(Chadwick International School Songdo /Roessler-Chadwick Foundation)

■ 개교일 : 2010년 9월 7일 (2010.6.25 설립승인)
■ 설립 현황
구분

채드윅송도국제학교(한국분교)

채드윅학교 (미국본교)

개교년도

2010.9.7

1963.1.21

설치과정

K-8 (K-12인가)

K-12

학생수

474명＊(정원 2,080명)

876명

교직원수

142명(교원112, 행정30)

167명(교원102, 행정65)

■ 연간 수업료 : 초등 3,200만 원, 중등 3,500만 원
■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4번지
《채드윅송도국제학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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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 독일 FAU-Busan 캠퍼스 현황

■ 독일 FAU 개요
명칭
대표
개설과정/학과
교원 수/학생 수
개교시기
위치
특기 사항

에어랑엔-뉘른베르크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
(이하 FAU: Friedrich Alexander University, 공공법인 및 국영기관)
Dr. 칼-디터 그뤼스케 교수 (FAU 총장)
대학교, 대학원/5개 단과대학, 260개 학과
550명/26,000명
1740년 설립, 1743년 개교
독일 바이에른주, 에어랑엔 및 뉘른베르크 소재
독일 연구재단(DFG) 연구비 지원 8위(2009 발표)

■ FAU-Busan 개요
명칭
대표
개설과정/학과
교원 수/학생 수
개교시기
위치

FAU-Busan
Dr. 라이너 부흐홀츠 교수 (FAU-부산 분교장)
대학원대학(2년제 석사)/화학생명공학부, 8개 전공*
25명(독일교수 20명, 행정 5명)/16명**(2012년)
2011년 3월 2일 개교
부산 강서구, 부산테크노파크 내 임대

* 유체역학, 기계공정공학, 환경공정공학, 생물공정공학, 화학반응공학, 분리기술학 등
** 독일학생 5명, 한국학생 11명

《FAU 독일본교 위치》

《FAU 부산분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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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7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현황

■ 신청 학교법인 : SUNY Korea, LLC*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 법인설립 2010년, 미국 델라웨어주

■ 설립 학교명 : 한국뉴욕주립대학교(SUNY Korea)
구분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 (미국본교)

개교년도

2012년 3월(학부 ʼ13.3 개교예정)

1956년

설치과정

대학원(컴퓨터공학, 기술경영), 학부(기술경영)

학부 및 대학원

학생수

46명(정원 대학원 807명, 학부 400명)

2만 4692명

교원수

25명

1,900명

●신


청 자 : Eric. W. Kaler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부총장)

●신


청 일 : 2010월 12년 10월 (2011. 7. 13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완료)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한국뉴욕주립대학교》

380

5편 제3장 교육과학기술 글로벌 교류 강화

배 증가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초·중·고등교육

제3절

의 국제화 수준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한국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

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2001년 11,646명,
2007년 49,270명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학생의 5
분의 1 이하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서 국내 대학에서는 우물
안 개구리의 시야를 벗어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
여 해외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대학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구성원(학생 및 교수)의 광범위한 국제 교류가 필
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

가. 정책 추진 배경

고령화로 인하여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한 우리나
라에서 우수 유학생 유치는 한국사회의 경제구조

21세기 들어 세계화의 물결이 전 지구를 휩쓸고 있

와 대학의 비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

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화의 빠른 발전은 자

로 꼽힌다. 이에 한국의 고질적인 인재 유출(Brain

본, 상품, 사람의 국가 간 이동을 더욱 자유롭게 하

Drain)문제를 인재 순환(Brain Circulation)으로

여 경제활동에 있어 국가 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가 세계화의 흐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교육부문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나. 도입 경과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세계화는 해외 유학생을 빠
르게 증가시켰는데, 2001년 15만 명이었던 해외

2008년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유치(2012년까지)’

유학생 수는 2011년 29만 명으로 10년 새 거의 2

를 목표로 하는 <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

<그림 3-3-1>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의 증가(200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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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립되었다. 이는 2004년 수립하였던 <제1차

컨설팅, 시정명령 또는 사증(VISA) 발급 제한을

Study Korea Project> 계획의 ‘외국인 유학생 5

받게 되었다.

만 명 유치(2010년까지)’ 목표가 조기 달성됨에 따
라 목표를 재수정하여 확대 발표한 것이다. 또한

2. 주요 내용 및 성과

2008년 7월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처리 업무를 표준
화하고 선진화하기 위한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질

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을 제정, 시행하였다.

제고

2010년 기존의 교과부 내 국제장학프로그램
을 연계하고 그 규모를 확대시킨 Global Korea

(1) 국제장학사업의 통합과 GKS 사업으로의 브

Scholarship(GKS)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한국

랜드화

의 국제장학프로그램을 브랜드화 하여 미국의 풀

지난 5년간 교과부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과 사업

브라이트 장학사업, 일본의 문부과학성 장학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서 GKS(Global Korea

과 같은 명성 있는 장학 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Scholarship) 프로그램 확대를 꼽을 수 있다. 교과

것이 목표가 되었다.

부는 1967년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학사, 석·박

2011년에는 유학생의 양적 확대를 넘어서 유학

사 장학금을 제공하는 정부초청장학생 사업을 추

생 유치와 관리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

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작고, 미국의

래,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체계 선진

풀브라이트 장학사업, 일본 문부과학성 장학사업

화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에 2011년 5월 선진화

등 해외 유수 장학사업과 달리 국가 브랜드 효과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

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도 국가 브랜드

량 인증제>를 도입, 전국의 4년제 대학 및 전문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장학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대학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각 대학의 유학생

는 공감대 아래, 2009년 교과부 대통령 업무보고

의 중도 탈락률, 유학생 유치의 재정건전성, 기숙

(2008.12.26)시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사업과 같

사 등 숙소 제공 정도,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한국

은 장기 장학사업, 주요 국가 대학생 초청연수 사

어 능력시험 점수) 등을 고려하여 유학생 유치 관

업과 같은 단기 장학사업을 연계·통합한 <국제장

리 우수 대학으로 인증을 하거나, 부실대학들은

학프로그램>의 추진을 밝혔고, 이에 2010년부터

<표 3-3-1>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의 증가(2004~2012)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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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신규 초청인원(명)

70

70

133

133

745

504

696

400

422

관리인원(명)

217

220

250

350

1,200

1,422

1,963

2,012

2,222

초청국가(개)

38

29

47

54

87

97

107

96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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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GKS 사업의 교류성과(2009~2012)
2009

2010

2011

2012

구분

학생수
(명)

예산
(백만 원)

학생수
(명)

예산
(백만 원)

학생수
(명)

예산
(백만 원)

학생수
(명)

예산
(백만 원)

정부초청장학생*

1,422(504)

22,885

1,963(696)

32,662

2,012(400)

32,639

2,222(422)

37,791

우수 교환학생

-

-

720

4,995

297

2,930

297

2,970

우수 자비유학생

-

-

400

2,520

200

1,260

200

1,260

주요국가 대학생 초청연수

86

204

119

314

117

314

120

314

한일 대학생 교류

-

-

197

2,300

105

1,150

100

1,150

국비유학생*

106(40)

2,229

143(70)

2,875

135(45)

2,875

147(40)

3,375

한일 이공계 학부유학생 파견

488(98)

4,863

483(100)

5,500

493(97)

5,470

493(100)

5,500

* 관리인원 기준(괄호 안은 연 신규지원인원)

예산을 통합하여 GKS로 국가 브랜드화 한 국제

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재학 중인 “우수 자비유학

장학사업을 출범시켰다. 2007년 133명에 불과했

생”을 지원(2010년 400명, 2011년 200명)하여 자

던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연간 신규 지원 인원은

비유학생의 유치 확대와 질적 제고를 유도하였다.

2008년 745명, 2009년 504년, 2010년 696명으로

아울러 국가전략적 측면에서 교류협력이 많은

증가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게 되었다.

국가를 중심으로 “주요국가 대학생 초청연수”를

또한 GKS 내에 정부초청장학생 외에 우수 교

실시하여, 한국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한국유

환학생 지원, 우수 자비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학의 잠재적 수요를 형성하고 있다.

2010년부터 신설하여, 다양한 전형의 단기 학생

2012년 현재 102개국 1,435명이(2012년 3월 기

교류를 지원하여 우수한 유학생을 국내에 유입할

준) 정부초청장학생으로 학위과정을 마치고 본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국내 대학에서 단기

국으로 귀국하여 각국의 정·관계, 언론 방송분

간 수학중인 우수 외국인 교환학생을 지원(2010년

야, 대학교수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약 50여 명

720명, 2011년 297명)하여 대학 간 국제교류 활성

의 GKS 장학생 출신자들은 자국의 대학에서 한국
학, 한국관련 학과 교수로도 활동 중이며, 개도국

<그림 3-3-2> 대한민국 정부초청장학생 귀국격려 간담회(2011)

의 경우 각 분야별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GKS는 교과부의 국제교
류와 교육 외교 측면에서도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
국가 간 협약이나 장·차관급 국제회의에는 빠지
지 않고 의제에 포함되고 있다.

(2) 유학박람회, 한국유학안내시스템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고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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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과 더불어 한류 열풍

2011년 11개국 11개 도시 개최로 크게 확대되었고,

등 대중문화 해외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국내 외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의 경우 2011년 11개국 언어

국인 유학생 수는 2004년 1만 5,832명에서 2011

로 GKS 사업이나 한국유학생활에 대한 종합정보

년 8만 9,537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2004

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한국 유학의 징검다리라

년 <제1차 Study Korea Project 계획> 수립 시 예

고 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시험도 세계 각지에서

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당초 2010년까지 5만 명

확대되었다. 2007년 28개국 7만2천명이 응시하였

유치 목표가 조기 달성됨에 따라 2008년 <Study

던 한국어 능력시험(TOPIK)의 경우 2011년 47개

Korea Project 발전방안> 수립 시에는 유치 목표

국 10만 명 이상 응시하는 시험으로 시행 지역과

를 2012년까지 유학생 10만 명으로 재수정하여 발

응시자 수가 확대되었다.

표하였다.

외국의 국비 장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이 같은 성과에는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

하는 정책도 우수한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자 하

의 홍보정책이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는 노력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되었다. 사우디아라

2001년 시작(4개국 7개 도시)하였던 해외 한국 유

비아의 대표적 정부장학사업인 킹압둘라 장학사

학 박람회의 경우 2008년 7개국 10개 도시 개최,

업(KASP : King Abdula Scholarship Program)

<표 3-3-3> 해외 한국 유학 박람회 연도별 개최·참가 현황(2004~2011)
구분
개최국가, 지역(수)
참가대학(수)

2004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6개국

8개국

9개국

7개국

7개국

7개국

9개국

9개국

8도시

10도시

12도시

11도시

10도시

8도시

11도시

11도시

54

129

168

176

216

219

207

213

<그림 3-3-3> 베트남 한국유학 박람회(2011.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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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학생 유치 확대를 위하여 이들을 위한 예비

학사 취득자에서 전문학사 취득자 이상으로 확대

어학과정을 제공할 학교를 사우디 정부에 연결해

하였으며, 체류기간 연장한도도 6개월에서 1년으

주는 등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브

로 확대되었다(2011.5).

라질 이공계 학생 대상 장학 프로그램인 국경 없는

외국인 유학생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유학

과학(SWB : Science without Borders) 사업 장학

생 기숙사 기능, 유학생 정보교류기능을 포함한 글

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2012년 한국사학진흥재단

로벌교류센터 건립을 추진하였다. 국내 외국인 유

을 사업 업무 위탁 기관으로 지정하고, SWB 장학

학생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유학생에 대한 기숙사

생을 유치할 수 있는 국내 우수 9개 대학과 장학금

수용률은 39%(2010)에 머무르는 등 국내 정주여

담당 부처인 브라질 국립 과학기술 발전 자문위원

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글

회(CNP) 간의 업무 협약을 주선하였다. 이에 2012

로벌 교류센터는 지자체, 대학의 컨소시엄을 대

년 2학기부터 약 100여 명의 우수한 브라질 국비

상으로 공모하여 건립을 위한 초기 종자돈(seed

장학생들이 한국으로 단기 유학을 올 예정이다.

money)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2011
년 공모결과 경상북도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

나. 유학생 지원·관리 토대의 수립

2012년 현재 경북센터를 건립 중이며 2015년까지
5개로 확대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유학생 취업박람회 개최, 글로벌 교류센터 건립,
출입국 관리제도 개선 등 사후 관리 강화

(2)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

2008년 수립된 <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

요령 도입·시행, 영어전용강좌 및 한국어연수

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유학생의 생활환경을 개

프로그램 지원

선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을 지원하여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의 선발절차와 학업지도 등에 관한 사

의 한국 유학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었다. 교과

항을 안내하여 대학의 업무처리를 표준화하고, 유학

부는 KOTRA와 합동으로 외국인유학생 취업 박

생 등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을 지원하고자, <외국인

람회를 개최하여 취업 통로를 만들어 주는 등 취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을 제정,

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외국인

2008년 7월 시행하였다. 이 규정을 통해 각 대학이

유학생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한 출입국

외국인 유학생 선발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검증

관리제도도 크게 개선하였다. 이들의 졸업 후 구

을 통한 수학능력의 심사와 객관적인 기준 설정 등

직활동을 위한 체류기간 자격을 이전 4년제 대학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입학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

<표 3-3-4> 글로벌 유학생 취업 박람회 개최 현황(2007~2012)
구분

2007(2회)

2008

2009

2010

2011

2012

참가기업

26개사

23개사

20개사

29개사

38개사

88개사

참여자

226여 명

1,154여 명

2,000여 명

1,218여 명

1,954여 명

3,296명

385

정책자료집 ➌ 대학 개혁

<표 3-3-5> 영어전용강좌·한국어연수프로그램 개설 지원 현황(2006~2009)
구분

2006

2007

2008

2009

지원대학 수

9개교

8개교

27개교

18개교

금액

400백만 원

400백만 원

1,630백만 원

1,000백만 원

였다. 또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TOEFL

(3)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우수 대학 인

550점 등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 수준자의 선발을

증제 도입·시행

권장하여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기

2011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 인증제>를

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유학생의 상담활동을 위

도입한 것은 그간 양 중심의 유학생 유치 정책에

해 대학 내에 유학생 수에 따라 전담조직 또는 전

서 질 관리 중심으로 정부정책을 전환한다는 신호

담직원을 배치(유학생 등이 50명 이상인 경우 전

였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정부의 유치 정책, 학

담직원 1인 이상 배치, 유학생 등이 200명 이상인

령인구 감소와 대학 입학정원 감소에 대한 대학의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하여 외국인 유학생

자구책으로 인하여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외국인

의 학업 및 생활 등에 관한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

유학생이 증가하였지만 이들에 대한 대학의 관리

록 지원하였다. 그 밖에도 대학의 외국인에 대한

역량 개선속도는 유학생 수 증가속도를 따라잡지

건강보험 가입 권장, 유학생을 위한 강좌 개설, 숙

못하면서 유학생의 반한감정이나 유학생의 중도

박, 취업활동 지원 등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다양

탈락 등의 문제가 생겨났다.

한 활동을 권장하여 유학생 등의 안정적인 국내 유
학을 지원하였다.
외국인 학생의 언어적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학
습환경 개선으로 한국유학 선호도를 제고시키고,
대학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영어전용강좌 및

• 중국인 학생, 4년 지나도 한국말 잘 못해.. 50% 중도
탈락 (조선일보, 2011.4.4)
• 외국인 유학생 받아 反韓波(반한류) 만들어서야...
(동아일보, 2010.12.28)

한국어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유
학생 유치·지원 가능성이 높은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위한 영어 전용강좌의 확대를 장려

이에 교과부는 2011년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

하였으며,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한국어 교

치 및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토대로 <외국인 유

육과정 운영과 향후 유학생 유치 확대가 예상되는

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실시하였다. 인

국가의 현지어 설명 한국어 교재 개발 등을 장려

증제는 전국 350여 개 고등교육기관(전문대학 포

하였다. 영어전용강좌·한국어연수프로그램 개설

함)을 대상으로 대학의 유학생 중도탈락률, 재정

지원은 외국 우수 인재의 유입 확대에 따른 양질의

건전성, 기숙사 제공율 등을 평가하여, 우수대학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의 경우 인증을 부여하고, 부실대학 및 관리역량
미흡 대학에는 부실정도에 따라 비자발급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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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 우수대학 인증제 개념도

4년제 대학/전문대학
하위대학

신청
신청자격제한

인증대상

재정지원 제한 대학

1단계 정량평가(상위 70% 이상)

실태조사
(법무부 교과부 공조)

2단계 절대지표평가(ex. 6개 중 5개 충족)
중도탈락률 20% 이상

3단계 위원회 최종평가
(자체평가보고서, 현장+서면)

유학생 일정수 미만

인증(Pass/Fall)

실익없음

시정명령/비자제한

<표 3-3-6> 2011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 대학

인증 대학명

4년제(8개)

전문대학(2개)

한양대, 연세대, 연세대(원주), 이화여대, 서강대, 서울대, 경희대, 고려대

동양미래대학, 인하공업전문대학

하는 제도이다. 인증제의 시행은 그간 양적 확장

(4)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위주로 접근하였던 유학생 유치와 달리 각 대학이

현 정부의 유학생 유치·관리 지원의 핵심 정책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을 되돌아보고 역량 강화를

중 하나로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사업을 들 수

위해 한층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

있다.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은 기존의 온라인 한국

<그림 3-3-5>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통한 전주기적 유학관리 지원
대학

유학생

한국유학종합시스템 ↔ 법무부비자발급시스템

유학생

교과부

입국
대학
유학생
모집

대학

대학/유학생

법무부

입학 신청
입학 심사

입학 허가

합된

비자 발급

↓
입학

평가·

↓

인증제

외국인
등록

인증대학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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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안내시스템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유학

켜 설정하고,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하고 이들을 체

생의 대학 정보검색, 입학신청 및 입학사정, 비자

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의 완비를 꾀할 예정

신청 및 발급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

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우수한 유학생들이 한

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이다. 한국의 앞선 ICT 기

국을 선호하게 되고, 한국 대학의 국제화 역량도

술을 활용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문턱을 크게

한 단계 상승하여 한국사회 브랜드 가치 제고에 일

낮춰줌으로써 유학생 유치와 관리의 핵심역할을

조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스템은 2011년 16억 원
의 예산이 투입되어 구축되었으며 2012년 4월 시
범운영을 거쳐 2012년 10월 본격적인 운영을 앞
두고 있다.

3. 향후 과제
정부의 유학생 유치정책은 짧은 기간동안 많은 성
과를 가져왔지만, 한편 부족한 점도 적지 않다. 먼
저 외국인 유학생의 국가, 지역적 편중성을 들 수
있다. 2011년 9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66.2%가 중국인 유학생이며 90%이상이 아시아권
의 유학생이다. 학문적 편향도 두드러진다. 외국
인 유학생의 50%가 인문사회계열, 28%가 어학연
수로 한국에서 수학하고 있다.
한국 정착을 위한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
도 지적된다.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취업하고
자 하고 있으나, 취업정보가 부족하거나 학교에
서 취업에 필요한 역량개발을 지원해주지 못하는
까닭에 유학생들에게 한국이 충분히 매력적인 유
학지로 다가오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문
제, 사회적응 문제 등 유학생이 마주하게 되는 다
양한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
도 거론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향후 유학
생 유치 목표를 2020년까지 20만 명으로 발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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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 등 참고사항
참고 1 | 외국인 유학생 주요 통계(2012. 4 기준)

■ 연도별 유학생수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학생수(명)

22,526

32,557

49,270

63,952

75,850

83,842

89,537

86,878

■ 과정별 현황
구분

대학

어학연수

대학원

기타연수

계

학생수(명)

40,551

16,639

20,038

9,650

86,878

비 율(%)

46.68

19.15

23.06

11.11

100

■ 유학형태별 현황
구분

자비유학

대학초청

우리정부
초청

외국정부
파견

기타
(교환학생 등)

합계

학생수(명)

73,321

8,207

비 율(%)

84.39

9.45

2,944

610

1,796

86,878

3.39

0.70

2.07

100

■ 국가별 현황
구분

중국

일본

몽골

미국

베트남

대만

기타

계

학생수(명)

55,427

4,093

3,797

2,665

2,447

1,510

16,939

86,878

비 율(%)

63.80

4.71

4.37

3.07

2.82

1.74

19.49

100

■ 출신 지역별 현황
구분

아시아

북미

유럽

아프리카

남미

오세아니아

합계

학생수(명)

77,639

3,790

3,119

1,320

687

323

86,878

비 율(%)

89.37

4.36

3.59

1.52

0.79

0.3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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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 개요

■ 사업 예산 / 지원인원
●2
 012년

예산 / 지원인원 : 약 524억 원 / 3,579명

■ 추진경과 및 현황
●1
 967년

한국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시작

●2
 005년

‘Study Korea Project’의 외국인유학생 유치 역점사업 지정

●2
 009년

한-아세안 정상회담(6.1~2)시, Global Korea Scholarship 추진 발표

●2
 010년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재정비 및 우수 교환학생 지원 등을 신설하여 “Global Korea

Scholarship”으로 국가 브랜드化

■ 지원 인원 및 예산(2011~2012)
구  분
Global Korea Scholarship
정부초청장학생사업(1967~,장기)
우수교환학생지원(2010 신규)
외국인

우수자비유학생지원(2010 신규)
현직 리더 초청 연수(2010 신규)
주요국가대학생초청연수(2004)
국비유학생파견(1977,장기)

내국인
한일 이공계 학부유학생(1999~,장기)
상호교환

한일 대학생 교류(2009~2011)

※ 현직리더초청연수 사업은 2011년에 사업예산 축소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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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인원(명)
3,359
(1,262)
2,012
(400)
290
(290)
200
(200)
0
117
(117)
135
(45)
493
(98)
105
(105)

2012년

예산(백만 원)
46,668
32,639
2,970
1,260
0
314
2,875
5,500
1,150

인원(명)
3,579
(1,279)
2,222
(422)
297
(297)
200
(200)
0
120
(120)
147
(40)
493
(100)
100
(100)

예산(백만 원)
52,360
37,791
2,970
1,260
0
314
3,375
5,50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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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1.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관리(1967년 시행, 2011년까지 총 3,573명 선발)
● ( 목적)

해외 지한·친한 인적자원 양성, 국격 향상, 국가 간 교육 교류 증진

● ( 초청

과정) 1년 이내의 한국어 연수 + 학위과정(학부/대학원)

● ( 지원

내용) 등록금, 생활비(학부 월80만 원, 대학원 월90만 원), 한국어연수비, 항공료, 의료보험

료, 입·귀국 준비금 등

2. 국비유학생 선발·파견(1977년 시작, 2011년까지 2,114명 선발·파견)
● ( 목적)

국가발전에 필요한 신성장 동력 분야 및 지역전문가 양성, 순수·기초 학문 분야 지원을 통

한 학문의 균형 발전 도모
● ( 지원

과정) 학위과정(석, 박사) 2~3년

● ( 지원

내용) 국가별 차등지급

(미국 : 연 31,000 달러, 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연 최대 50,000 달러)

3. 한·일 대학생 교류(2009~2011, 2008.4 한·일 정상회담 합의에 근거)
● ( 목적)

한·일 양국간 상호이해 및 우호증진과 우리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 ( 지원

과정) 3개월~12개월, 자국에 유학 오는 상대국 학생을 지원

● ( 지원

내용) 준비금(최초 1회 150만 원), 체재비(월 80만 원)

※ 사업기간은 종료되었으나, 당초 한국 측 3년간 선발인원(600명)을 달성하지 못하여 2012년 추가로 100명을 선발·지원

4. 기타
●외
 국인우수교환학생지원(생활비,

항공료 등)

●외
 국인우수자비유학생지원(생활비,
●주
 요국가

취업 및 진로지도 등)

대학생초청연수(전략국가* 대학생 대상)

* 자원부국, 공적개발원조 대상국가, BRICs, ABC국가, 아세안10개국 등
●한
 일공동이공계

학부유학생 파견(1999년 이후 총 1,126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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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개요

■ 사업 개요
●목
 적

: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유학 접근도 향상을 위해 한국 산업 강점분야인 IT에 기반을 둔 차별화

된 온라인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

●내
 용

- 법무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입학 및 사증발급 서비스 제공
※ 법무부, 교과부 및 국립국제교육원 간 협의를 통해 유학생 관련 정보를 공유

- 시스템 통합(한국유학안내시스템, GKS 시스템, KOSNET)
한국유학종합시스템

- 입학신청·허가, 사증발급 신청·발급(법무부) 및 유학생 DB 구축 등 한국 유학생활의 전주기
를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정부 부처 및 대학 간 통합 시스템
- 주요 기능
주 메뉴

세부메뉴

한국유학

유학안내, 유학상담, 온라인 입학신청·허가, 온라인 사증발급(법무부 비자발급 시스템 연계) 등

학업지원

사이버 한국어 교육, 유학생 고충처리, 유학생 구인/구직 등

커뮤니티

국가별 커뮤니티, 유학홍보, 졸업생 동문 커뮤니티 등

유학행정

유학생 통계, 유학생 관리 모니터링, 유학 만족도 조사, 대학·법무부·교과부 시스템 인터페이스 등

■ 운영 내용
●유
 학생

지원·관리 정보시스템 연동체계 수립

-교
 과부, 법무부,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보 시스템을 연동하여 입학, 입국, 수학, 졸
업·귀국 후까지 체계적인 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
●원
 스탑(One-Stop)

온라인 입학/비자 서비스 제공

- 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 대학 명단 공시
- 인증대학은 동 시스템과 법무부 비자시스템을 연계하여 입학허가 및 비자 발급 간소화

■ 기대효과
●한
 국

유학생 관련 종합서비스 제공, 한국 유학 만족도 제고를 통한 유학 경쟁력 강화, 친 한국 성향

유학생 증대로 인한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접근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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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개요

•한국 유학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성공적인 한국 유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방안 필요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및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수립·시행(2011.5)으로, 매력적 유학환
경을 조성하여 우수 知韓·親韓 인재 육성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실시
●대
 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을 평가하고,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하여 정부인증

을 부여
* 2011년에는 시행 첫해로 소수의 최우수 모범사례에 대해서만 인증
●일
 부

부실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재정수단으로 연명하는 행태를 단절하고 대학의 책무성을 제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절차(안)

4년제 대학/전문대학
관리적 요소

신청
신청자격제한

인증대상

대출 제한 대학

1차 서면 자기점검(정량지표 중심)

실태조사
(법무부 교과부 공조)

T/F 평가
2차 현장점검(정성지표 중심)
중도탈락률 20% 이상

유학생 일정수 이하
주조조정 컨설팅

위원회 평가(종합평가)
인증(Pass/Fall)

실익없음

■ 정부합동 실태조사 내실화
●인
 증위원회와

교과부·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점검반을 구성하여,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전반

에 걸친 지도·감독 강화
●부
 실우려

대학 및 관리역량 미흡대학에 외국인 유학생 지원·관리 개선방향을 컨설팅하고 부실정

도에 따라 비자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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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 외국인 유학생 등 표준업무처리요령(2012.3., 개정)-요약

➊ 목적
●외
 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선발절차와 학업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 대학의 업무처리

를 표준화하고, 안정적인 국내 유학을 지원

➋ 적용 대상
●대
 학(대학원)

및 각급대학에 설치된 한국어 연수기관 등

※ 야간대학 및 원격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입국절차 적용 배제
※ 한국어 연수기관은 선발기준 적용 제외

➌ 적용 기준
●선
 발기준

- 대학의 책임 하에 유학생 유치·선발·관리 권장(위탁 선발 지양)
- 유학생 유치·선발시 수학능력 등 검증을 위한 서류심사 등 실시
- 최소 언어 능력 기준
·4년제 대학교 등 : ①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입학, 졸업 전까지 4급 이상 취득 또는 ②영어능력시험(TOEFL
550, CBT 210, iBT 80, IELTS 5.5, TEPS 550)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공인영어능력시험
·전문대학 등 : ①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또는 ②영어능력시험(TOEFL 550, CBT 210, iBT 80, IELTS 5.5,
TEPS 550)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공인영어능력시험
* 일부과정(교환학생,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 예체능 학과 입학생, 이공계 대학원 입학생, 기술직 학
과 입학생 등)은 기준 완화 가능
●관
 리기준

-유
 학생 50명 이상 대학은 전담직원 1인 이상 배치, 유학생 200명 이상인 경우 전담조직(Int’l Office)을 설치
-외
 국인 유학생에 대한 선발 기준상의 조건(예 : 한국어 성적 우수 등)이 없는 모집단계에서의 일
률적 학비감면 제한
-한
 국어과정 수업 이수를 졸업학점으로의 대체 제한
-한
 국어연수 프로그램 또는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과정수료, 출석, 제적, 장학, 교원 및 등록금 환
불 등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대학)
●기
 타사항

: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보증금 예치제한 및 의료보험 가입 권고

➍ 시행 : 처리요령 내용은 통보 즉시 시행(201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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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글로벌 교사교류 확대

한국 교사의 해외진출 희망이 어우러져 글로벌 교
사교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언어 장벽
이 높지 않으며 한국이 매우 강점을 보이고 있는
수학·과학 과목 위주로 한국 교사를 해외로 파견
하여 글로벌 역량을 제고함과 아울러 외국 교사를
한국 교단에 초청하여 교육현장을 다문화적으로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글로벌화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해외 수요의 일례로, 미국에서는 전체 교사의

가. 정책 추진 배경

반 이상이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50세 이상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교사 정년퇴임 쓰나미(Tsuna-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놀라운 경제성장

mi)」로 인한 교사부족이 보고되고 있다(National

의 주요한 동인 중 하나는 교육이며 이에는 고교

Commission on Teaching and America’s Fu-

성적 상위 5% 이내의 교·사대 출신의 교사가 있

ture, USA TODAY, 2007). 더불어, 유네스코 통

었다. 스승에 대한 사회적인 존경 또한 이러한 선

계국(UIS: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과

순환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것은 지금까지 OECD,

세계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f-

PISA 등 국제적인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한국 학

fice)는 2015년까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

생들의 탁월한 성취도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미국

로 전 세계에 1,800만 명의 교사가 필요할 것이라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사를 ‘National Builder’

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라고 표현하면서 미국인들에게 한국 교육을 배우

대내적인 수요의 경우, 2011년 5월 교과부가 실

자고 말한 배경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시한 교·사대생 475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75%

하지만 최근의 국내외적 환경 변화로 인해 이러

의 학생들이 해외진출을 희망하고 있으며, 제2외

한 학교 교육 현장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

국어 과정 을 운영 중인 초·중·고 3,295개교 중

었다. 국제적인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은 사람들의

32.8%가 중국어 원어민 교사를 원하고 있는 등 글

자유로운 이동을 동반하여 학교 현장은 더 이상 한

로벌 교사교류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다문화 환경으로 변
모되고 있으며, 지식기반경제의 발달로 암기식·

나. 도입 경과

주입식 일방향 위주의 교육에서 창의적·자기주
도학습형 쌍방향 위주의 교육으로 변화되고 있다.

교과부는 글로벌 교원양성을 위하여 2015년까지

국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의

현직 및 예비 교사 1만 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감소에 따라 신규 교원의 임용 인원 또한 줄어들

‘우수교원 해외진출 지원 5개년 계획’을 2011년 수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교·사대 정원을 단계적으

립하여 현재 시행 중이다.

로 감축하는 노력 또한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등 해외로부터의 수요와

2010년 ‘우수교사 해외진출 지원계획’을 모태로
하는 이 사업은 2012년 현재 세부사업으로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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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해외파견 지원사업’, ‘예비교사 해외진출 지

2. 주요 내용 및 성과

원사업’, ‘중등교사 국제연구기관 연수’, ‘외국학교
와의 교사교류 사업’, ‘다문화 대상국가 교육글로

가. 우수 현직교사 해외파견 및 교사교류

벌화 지원사업’ 등이 추진 중이다.

추진

2010년 현직 수학·과학 교사의 영국, 캐나다
파견을 시작으로 2012년 현재 교사교류 대상을 현

현직 수학·과학교사가 영국·미국 등 선진국에

직교사에서 예비교사로, 교류국은 영국·미국 등

파견되어 현지 교원양성 기관에서 심화연수를 받

선진국에서 몽골·필리핀 등으로, 수학·과학에

고, 현지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서 전과목으로 대상, 과목 및 국가가 확대되었다.

2010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귀국 후에는 해외 교

이렇게 확대되는 교사교류 사업을 성공적으로

육사례를 학교현장에서 활용하거나 공유하여 변

진행하기 위하여 국립국제교육원과 2011년 10월

화하는 글로벌 교육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제교사교류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유네스

있다. 이 사업을 통해 2010년에는 21명, 2011년

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이

35명, 2012년 25명의 교사들이 영국·미국 등에

함께 사업을 수행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

파견되어 선진 교육 현장 체험을 통한 글로벌 교

고 있다.

육역량을 배양하였고 한국의 수·과학 교육 강화
에 기여하고 있다. 2010년 영국을 다녀온 교사 최

*A
 PCEIU: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난희(남양주시 진접중학교)는 “현지학교에서 수업

◆ APCEIU는 지난 1997년 대한민국정부가 제29차 유

교사와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

네스코 총회 시 아시아태평양지역 문화이해를 위한 협

하였다.

력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내 설립을 제안하여 2000년
8월 협정 체결 후 창립하게 되었다. 이후, 세계인구의
60%가 넘는 아세아·태평양지역을 대상으로 유네스
코 47개 회원국들과 함께 국가 상호간 문화 이해 증진

을 직접 진행함으로써 외국학교를 이해하고 외국

더불어 CERN(유럽입자물리연구소, 스위스),
NASA(항공우주국, 미국) 등 세계적인 국제연구
기관 등과 연계하여 교원연수를 추진함으로써 단

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아태지역 교원연수’ 및 ‘아태지
역 교장 리더십 아카데미’ 등 많은 교원연수사업을 추
진하면서 지금까지 외국과의 교사교류에 있어 전문성
을 축적해 왔다.

특히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2012.5.21~23,
경주)를 통해 APEC 10개국과 교사교류를 추진하
기로 합의하는 등 교사교류 대상국과 규모가 앞으
로 더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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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상호교사파견

미국교사 한국학교 파견
(‘11.6~7 미국여름방학)
미국
수학

과학

한국
상호교사파견
(co-teaching)

과학

수학
한국교사 미국학교 파견
(‘12.1~2 한국겨울방학)

<그림 3-4-3> 한국교사의 해외 수업 진행 모습(2011)

<그림 3-4-4>한국교사의 해외 수업 진행 모습(2011)

순교실형 연수에서 프로젝트 기반 연수로 교원연

것”이라고 말하면서 향후 이러한 과학테마형 연수

수를 내실화·확대해 가고 있다. 과학교사들은 연

가 확대되기를 희망하였다.

구기관에 체류하는 동안, 현지 연구진의 강의와

2012년 CERN·NASA 연수사업에 참여한 교사

세미나 참석, 시설견학 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들은 국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캠프를

연구현장을 체험할 수 있다. 2011년에는 20명의

개최하는등 연수성과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과학교사가 한국최초로 CERN에서 연수를 받았

한국교사의 파견뿐 아니라 상호 교류에 중점을

으며, 2012년에는 CERN에 20명, NASA에 10명

둔, ‘외국학교와의 교사교류 및 공동수업’ 사업도

의 현직과학교사가 파견 되어 최첨단 과학이론을

추진중이다. 2011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국

접할 수 있었다. 2011년 CERN 사업에 참여한 한

가 간 다른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35명의 한국 교

교사는 “CERN 연수는 개정 과학교과서의 내용과

사가 영국(13명) 및 미국(22명) 교사와 교류 및 공

연계하여 교실수업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동수업을 통해 글로벌 역량이 강화되는 기회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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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이 사업으로 선발된 교사들의 전공과목은 수

하는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학생들

학·과학 뿐 아니라 역사, 음악, 체육, 미술, 특수

의 우수한 교과지식과 적극적 활동으로 현지에서

교육 등으로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성과를 적용 확

호평을 받고 있으며, 그 중 먼저 파견된 5명 전원

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현지 취업이 확정되어 미국에서 교사활동을 수
행하고 있다. 2012년에는 총 20명이 미국으로 파

나. 예비교사 해외진출 지원 추진

견되어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GTU: Global
Teachers’ University)’사업을 통해 졸업 후 해외

우수 수학·과학 예비교사를 미국에 파견하여, 현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노력에 병행하여 교원양

지교사자격증 취득과 함께 현지 취업을 지원하는

성과정에서부터 세계최고의 교사를 양성할 수 있

‘예비교사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2011년 28명

도록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도 기

의 교사가 미국 뉴욕·뉴저지·버지니아 등지에

울이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국내 교·사대의 국

서 수학하였다. 28명 모두 현지교사자격증을 취득

제화를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림 3-4-5> 글로벌교원양성 거점대학(GTU) 운영 개념도
국내

국외

글로벌교원양성프로그램

글로벌교원양성프로그램

교사자격

공동학위

•교·사대생

GTU
(글로벌
교원
양성
거점
대학)

해외
진출

복수학위
교사자격
석사학위

•교·사대 대학원생

상호 보완 및 협력
글로벌교원연수센터

파견
Out Bound

해외 파견교사 연수
•현직교사
•교·사대 졸업자

(내국인)

교직수행

In Bound

(외국인)

해외
근무

(외국인)
ODA

•전문가 과정

현직 교사 및 예비 교원(교·사대생 포함)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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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매년 글로벌 교육 역

골, 필리핀 등 다문화 대상국과는 교사교류를 통해

량이 우수한 학교를 선정해 지정하고 운영할 계획

한국의 다문화 교육 수요와 대상국의 한국 교육 수

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수학·과학 교

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2012년부터 다문화 대상국

사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글로벌 역

과 교사교류를 시행하여 2012년 총 148명의 교사

량을 갖춘 교원이 되면 선진국으로 진출하는 기회

교류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2012년 시범사업에서

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는 다문화 가정 부모 출신국가의 비중이 높고 정
부차원의 교류 의지가 강한 몽골과 필리핀을 대상

다. 다문화 대상국과 교사교류 추진

으로 교사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1년 스리랑카 정부가 한국어를 제 2외국

교원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 대상

어로 채택함에 따라, 스리랑카 내 한국어 교원 양

일방향 교류’에만 급급할 필요는 없다. 교과부는

성을 위하여 국내 석·박사급 한국어 교원 5명이

‘다국가 대상 양방향 교류’로 선진국과 개도국을

스리랑카에 파견되어(2012.7~) 스리랑카 현직교

아우르는 교육 나눔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몽

원 60명을 대상으로 교수활동중에 있다.

<그림 3-4-6> 한-몽 교사교류(2012)

<그림 3-4-7> 한-필리핀 교사교류(2012)

<그림 3-4-8> 한국초청 몽골교사 활동 모습

<그림 3-4-9> 몽골파견 한국교사 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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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몽 교사교류 사업 및 한·필리핀 교

라. 한·중 교사교류 추진

사교류사업을 통해 초청되는 몽골의 현직교사 39
명과 필리핀 현직교사 30명은 한국 초·중등학교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원어민 활용

에 배치되어 정규 또는 방과후수업에서 보조 또는

교육 강화를 위해 교사교류를 새롭게 시행(중국어

전담교사로 활동하고,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

원어민 보조교사 200명 초청, 한국어 교사 43명

문화 이해수업과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 수업 등

파견)하여 한국 내 중국어 교육 내실화, 중국 내 한

을 진행하였다. 몽골 현직교사 초청 지원을 통하여

국어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타 국가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타

한·중 교사교류 사업은 중국어 원어민 교사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로 성장

초청하여 국내 초·중등학교의 정규수업 또는 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교육 현장의 다

과 후 수업에서 보조 또는 전담교사로 활용하고, 한

문화 교육 수요를 충족하여 다문화 교육활동이 더

국 현직 예비교사로 하여금 중국 내 대학·전문대

욱 풍성해지는 기회를 주고, 몽골·필리핀 교사에

학등에서 한국어 강사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사

게는 현장 연수를 통해 글로벌 역량이 강화되고 한

업으로, 한·중 교육장관회담(2011.11.24, 중국 교

국을 더 잘 이해하여 미래 친한파로 성장하는 계기

육부(북경))에서 합의 된 것이다. 특히 그간 양국 교

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육청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 왔던 중국어 원

몽골·필리핀으로 파견되는 한국 교사는 임용

어민 보조교사 활용사업의 애로점을 해결하고 성

대기자와 교·사대 졸업자 등 예비교사로, 몽골의

과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중앙 정부 차원에서

수도 울란바타르시 및 필리핀 수도 메트로 마닐라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한다.9)

지역 관내 학교에 배치되어, 몽골 현지학교에서 보

동 사업에 초청된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는 중

조 또는 전담교사로 활동하고 몽골·필리핀 현직

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중국 국적자로서 학사 이상

교사와 공동수업안 개발 및 다문화 교구·교재 개

의 학위증과 중국 교육부 산하 국가한어보급판공

발 등의 프로젝트도 수행하게 된다.

실(국가한판)에서 발급하는 ‘외국어로서 중국어교

이를 통해 예비교사에게는 다문화 현장에서 대

사 자격증서’를 가진 자로, 우수한 인재가 국내 학

상국 교육활동 수행을 통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

교에 배치되어 중국어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

고 다문화 이해도를 제고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며,

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 교육현장에 한국 교수학습 기법·교구 등을

정부 차원의 사업 추진을 통해 중국어 원어민 보

소개하고 한국어·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

조교사에 대한 현장의 높은 수요를 충족하여 중국

여 몽골·필리핀 등 다문화 대상국가 내 한류를 더

어 교육을 강화하고, 원어민에게는 한국을 더욱 잘

욱 확산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하여 미래 친한파로 성장하도록 하며, 학생들
에게는 우수 원어민 보조교사를 활용한 중국어 교

9)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135명 초청(2011) → 동 사업으로 총 200명 초청(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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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확대 제공하여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중국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와는 한국 내 다문화 교

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로

육 수요 증가와 대상국 내 한국 교육(한국어·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과학 등)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사교
류를 신규로 추진하여, APEC 내 동남아 국가의 뜨
거운 한류확산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3. 향후 과제

한편, 뉴질랜드와도 서로 다른 방학기간을 활용
한 수학·과학 현직 교사 간 교류 사업을 신규로

금번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2012.5.21~23,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오세아니아 지역까지

경주)를 통해 기존 5개국 외에 신규로 10개국과

사업이 확대 될 것이다.12)

710명의 교사를 교류하기로 하여, APEC 경제협

기초과학과 예술 분야의 강점을 갖고 있는 러시

력체 내 인력교류를 통한 교육협력의 이니셔티브

아와는 해당 분야 전공 교사 간 교류를 신규로 추

를 주도하게 되었다. 특히 금번 APEC 교육장관

진하기로 하였다.

회의에서는 APEC 회원국별로 교류대상과 교류방

이를 통해 한국의 교육외교 리더십이 보다 확대

식·기간 등을 특화하여 전략적으로 교사교류를

되는 기회를 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여 향후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

수행할 예산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진하게 된다.

간 협력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국립

우선 미국과는 한국의 수학·과학 교육의 우수

국제교육원 및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

성을 전파하고 한국 수학·과학 교사의 글로벌 역

교육원에서 사업실행을 지원하고 있지만 교류 국

량 강화를 위해 현직 우수 수학·과학 교사 파견

가와 규모가 늘어날수록 동 전담 전문기관 등의 기

사업과 교사 간 교류사업을 확대10)하고, 예비 중

능도 보강해야 할 것이다.

등 수학·과학 교사의 미국 진출기회를 확대하기
로 하였다.
또한 중국과는 양국 간 언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2012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한·중 교사교류(1년
간)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중국내 한국어 교육 강
화를 위해 2012년 하반기부터 한국어 교사 43명을
파견하며, 중국어 원어민 교사 200명을 초청·활
용하기로 하였다.11)

10) 현직·예비 수·과학 교사 등 교류 : 파견(45명(2012)→50명(2013)
11) 한
 ·중 교사교류 : 한국어 교사 파견(43명(2012)→100명(2013)),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200명(2012)**→300명(2013)),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2012.4월 140명,
2012.9월 60명 초청
12) 한국 방학기간 중(4주간, 2013.1) 한국교사 10명 뉴질랜드 현지학교 방문·교류, 뉴질랜드 방학기간 중(4주간, 2013. 6) 뉴질랜드교사 10명 한국 현지학교 초청·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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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US Asia : 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제5절

CAMPUS Asia를 통한
동북아 대학교류 촉진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는 3국
간 - 넓게는 아시아 국가 간 - 협력의 걸림돌을 제
거하고, 향후 지역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마인드를 지닌 미래 세
대를 양성하고자 한중일 정상들이 내놓은 대표적
인 미래지향적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또한 CAMPUS Asia는 고등교육의 발전 측면에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서도 동북아 시대의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 간의
인적교류와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아시아의 평화

가. 정책 추진 배경

정착과 함께 아시아 고등교육 영역(Asia Higher
Education Area)을 구축하여 아시아 대학의 발전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화·개방화의 흐름이 가

과 경쟁력 확보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갖고

속되는 가운데, 그와 동시에 EU·NAFTA·APEC

있다. 이는 300만 명에 이르는 세계 유학생의 절

·ASEAN 등 인접 국가 간의 지역협력을 강화하려

반 정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출신이지만 이들

는 움직임 역시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인접 국가들

학생의 대부분이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유럽과 북

은 많은 경우 비슷한 전통·문화·가치를 공유하

미국가로 유학을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민의 결

며 경제적 의존도가 높고, 자연재해·기후변화·

과이기도 하다.

식량문제 등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공통의 문
제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세계화·개방화된 현

나. 도입 경과

대 사회에서 지역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의 발전 차
원에서도 인접 국가 간 상호 경쟁보다는 호혜적인

정치·경제적으로 세계적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

협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사이에서 조정자 또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3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동북아 지역, 특히 한중일

국 협력을 주도해온 우리나라는 CAMPUS Asia

3국의 경우 이러한 지역협력은 대립되는 두 가지 흐

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의 작명 등 기획 단계

름 속에서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과거 일본 제

에서부터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국주의의 침략을 비롯한 많은 역사적 갈등이 상대

CAMPUS Asia의 모델이 된 것은 유럽의 학생

국에 대한 감정을 악화시켜 3국간 협력의 걸림돌로

교류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ERASMUS: Euro-

작용하는 한편, 3국간 FTA 추진, 상호간 관광객과

pean Region Action Scheme for the Mobility

학생 교류 증가, 한류·일본애니메이션 등 상대국

of University Students)였다. 1987년에 유럽 내

문화에 대한 지지층 형성 등 3국간 교류와 협력을

에서의 학생이동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에라스

가속시키는 요인 역시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

무스 프로그램은 대학 교류 프로그램이면서 유럽

한중일 대학생 교류프로그램 CAMPUS Asi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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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있으며, EU는 이를 통해 다양한 언어와

CAMPUS Asia 출범을 위해 전문 지식과 정보

문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유럽인을 양

에 기초하여 알맞은 규정과 운영의 틀을 만들 수

성하고 있다. 1987년 3,000여 명 규모이던 에라스

있도록 한중일 3국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할 것

무스 참가학생 숫자는 2008년 20만 명을 넘어섰

을 제안한 두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3국간 전문가

으며, 이 프로그램은 유럽의 통합과 평화 정착, 학

위원회 구성 작업이 시작되었다.

생 경력개발, 유럽대학의 학문적 발전에 공헌하여

당시 일본에서는 대학과 학생들이 해외 진출을

역대 유럽연합이 추진한 사업 중 가장 성공적이라

꺼려하는 경향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대학 국제화

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CAMPUS Asia는 이러한

교과부는 에라스무스를 벤치마킹하여 한중일 3

일본 정부의 관심과도 일맥상통하는 프로그램이

국간 대학(원)생 교류프로그램을 CAMPUS Asia

었기 때문에 3국 전문가 위원회 구성에 대한 우리

라 명명하고 2009년 3월 국가브랜드위원회 제1차

나라의 제안에 일본 문부과학성도 적극 동의하였

보고대회에서 세계학생교류(Campus World)의

다. 2009년 8월 한국에서 개최된 한일 국장급 회

세부과제로 GKS와 함께 CAMPUS Asia 추진계

의에서 양국은 CAMPUS Asia 출범을 위한 3국

획을 소개하였다.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하고 중국을 설득

이 시기에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설계를 위한 정

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책연구(아시아 대학생 이동프로그램 CAMPUS

당시 중국 정부의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Asia 설계연구)가 수행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연

크지 않았으며, 실제로 일본 정부에서 우선 한일

구책임자: 최상덕)이 수행한 정책연구에서 CAM-

양국 간 사업을 시작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그러

PUS Asia를 통해 중국과 일본의 수준 높은 대학

나 우리나라는 초기 기획 의도에 맞게 한중일 3국

생들을 보다 많이 우리나라 대학으로 유입할 수 있

이 모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

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점교류 및 공동학위제 개

장을 견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입장을 수용한 일

발·운영 과정을 통해 대학의 질적 발전과 경쟁력

본 측과 함께 적극적으로 중국을 설득함으로써 중

강화를 이룰 수 있다는 필요성과 함께 “Frame-

국이 참여를 결정하였다. 여기에는 2009년 10월

work 구축→한중일 3국간 시범운영→아시아 지

북경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대학

역 대학으로 확장→아시아 고등교육 영역 구축”이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는 3국 정상 간의 합의와

라는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함께 CAMPUS Asia에 대한 하토야마(Hatoyama

또한 후속 연구인 ‘CAMPUS Asia의 실행과제

Yukio), 당시 일본 총리의 적극적 지지 언급이 큰

와 장기발전전략(연구책임자: 서울대 국제대학원

역할을 하였다. 물론 3국 정상간 합의문에 CAM-

문우식 교수)’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프로그

PUS Asia 관련사항을 포함시키기 위한 실무차원

램의 기본 개념과 운영 방법을 더욱 구체화하여 3

의 노력이 병행되었다.

국 협의체에 제안이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시켰으

그리하여 3국은 각국별 6명으로 전문가위원

며, 현재 CAMPUS Asia 교류프로그램의 기본적

회를 구성하고, 2010년 4월 16일 동경에서 제1

인 모델을 제공하였다.

차 한중일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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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Japan Committee for Promoting Ex-

원회에서는 시범사업을 포함한 CAMPUS Asia의

change and Cooperation among Universities)

전반적 추진방향과 질보증 가이드라인이 논의되

를 개최하였다. 전문가위원회에는 각국 정부 국

었다. CAMPUS Asia는 시범사업으로부터 상호

장급 공무원, 주요대학·질보증기관·산업계 출

호혜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며, 향후 공

신의 인사가 포함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과부

동학위·여름학기·교환학생 등 다양한 형태로

의 국제협력국장, 한국대학평가원(질보증기관)이

분화해나간다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질보

소속된 대교협의 사무총장,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증 가이드라인은 사업과 관련된 정부·대학·질

부산대·상명대 총장, 그리고 산업계에서는 삼성

보증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요구되는 적절

전자 고문 등이 전문가위원으로 위촉되었다.

한 역할을 규정하였다.

제1차 전문가위원회에서 3국은 대학생 교류프

2011년 5월에는 제3차 전문가위원회가 제주

로그램의 명칭을 ‘CAMPUS Asia’로 공식 합의하

에서 개최되어 시범사업 추진절차 및 원칙, 일정

고, 시범사업 설계와 질보증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

에 합의하였다.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2011년부터

해 2개의 실무위원회(프로그램 실무위원회, 질보

2015년까지 3국 대학 간 컨소시엄(사업단)을 기본

증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합의하였다. 이

참여 단위로 하여 공모·심사 단계를 거쳐 10개의

를 위해 제2차 회의를 2010년 내에 중국에서, 제3

사업단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차 회의를 2011년 초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

국내적으로는 CAMPUS Asia 추진을 위한 예산

다. 특히 일본에서는 회의 직후 문부과학성 대신(장

확보 과정에서 재정당국 과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관)이 주최한 만찬에 하토야마 총리가 참석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2011년에는 사업 자체의 타당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성 논의와 3국간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있

이어서 약 한달 후인 2010년 5월, 한국 제주도

었지만(1억 원), 2012년부터는 각 사업단을 지원

에서 개최된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학점교류

하기 위해 2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

와 공동학위를 주 내용으로 하는 CAMPUS Asia

에 대규모 증액이 불가피하였다. 예산 검토 과정

사업이 신규 협력사업으로 채택됨으로써 동 사업

에서 한중일 3국간 유학생 숫자와 대학 간 교류는

은 3국 정상의 공식 승인을 받은 3국간 대표적 고

이미 민간 차원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추

등교육분야 협력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가로 CAMPUS Asia와 같은 사업이 반드시 필요

제1차 전문가위원회 합의에 따라 3국은 2010년

한가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3국 대학

8월 동경에서 제1차 CAMPUS Asia 실무위원회를

간 공동의 인재양성을 위한 공동커리큘럼 개발이

개최하였다. 동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시범사업

라는 목표 하에 3국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의 기본적인 추진일정과 규칙, 절차 등을 제안하였

첫 사례라는 점에서 기존의 민간교류와는 차별화

으며, 질이 보장된 국제교류에 관심이 높았던 일본

된다는 점을 들어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갔다. 또

측에서는 교류프로그램의 질보증 가이드라인 초

한 타 대학지원사업에 비해 재정규모는 작지만 파

안을 제시하였다.

급효과는 대단히 클 것이라는 점도 예산 확보의 근

2010년 12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2차 전문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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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및 성과

다는 목표 하에 3국 정부와 대학 간의 협력 체제
를 구축하고, 성과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사업의

가. CAMPUS Asia 시범사업(2011-2015)

내실화와 정교화를 이룬 후 범아시아권 대학생 교

주요 내용

류프로그램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
되고 있다.

(1) 목적
시범사업은 한중일 대학생 교류 및 3국 대학 간 공

(2) 주요 내용

동·복수학위 활성화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및 아

시범사업의 기본 참여단위는 한중일 3국 대학 간

시아 대학 간 글로벌 교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학과·단과대학·대학 차원의 컨소시엄(사업단)

<그림 3-5-1> 교류프로젝트의 구성요소(예시)

한국대학

학생교환
•양자간 교환
(한-일, 한-중간 학생이동)
•삼자간 교환
(동일학생이 3국을 이동)
부여학위

중국대학

커리큘럼
•공동 과정개설(영어강의 포함)등
교환학생프로그램 개설
•인턴십
•Summer School 활용 등
교류인프라

•공동학위

•전담교수, 코디네이터 지원

•복수학위

•기숙사 등 생활환경 지원

•단일학위

•학생상담 등

일본대학

<그림 3-5-2> 공동학위 프로젝트 설계 및 운영(예시)
<설계 예시>
1학기

한국 대학원에서 수학

2학기

일본 대학원에서 수학

3학기

중국 대학원에서 수학

4학기

한국 대학원에서 수학(논문작성)

<운영 예시>

•1차년도 : 대학 간 수강과목 교차개설
* 상대국 대학의 교과 과목 평가 ⇒ 각 대학의 공통 과목
추출·개설 ⇒ 이를 근거로 학위과정으로 발전

•2-3차년도 : 공동 또는 복수학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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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학부생과 대학원생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총 300명의 학생 교류를 지원한다.

공동·복수학위를 비롯한 3국 대학 간 공동커리큘
럼 운영과 그에 따른 학생교류를 지원한다.

프로그램개발비용의 경우 공동커리큘럼 개발·
운영을 위해 자국 대학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각국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중국과 일본에

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원한다. 일본이 연

서 각각 파트너 대학을 찾아 사업단을 구성한 후,

간 대학당 7~8억 원(5~6천만 엔)으로 가장 많은

학생교환방법, 커리큘럼, 부여학위, 교류인프라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은 연간 대학당 1억

등의 요소를 결합한 교류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신

원, 중국은 별도의 지원이 없다.

청서를 제출한다.
CAMPUS Asia 사업단에 대한 지원은 크게 두

(3) 추진체계

가지로, 학생교류비용과 프로그램개발비용이 있다.

CAMPUS Asia 사업 출범 단계에서는 정부(교과

학생교류비의 경우 초청국에서 체재비를 부담

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한중일 3국 협의체

하고, 파견국에서 항공료를 지원하며, 금액은 각

인 ‘한중일 고등교육교류 전문가 위원회’의 합의에

국의 정부초청장학생 수준으로 한다. 제3차 한중

기초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일 전문가위원회 합의에 의해 연간 각국별 100명,

<그림 3-5-3> CAMPUS Asia 추진체계
프로그램 실무위원회
- 시범사업 설계

한중일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
(한중일 3국 협의체)

협의안건상정
중국
교육부

질보증 실무위원회
- 질보증 가이드라인 작성
2차 심사
결과통보

합의사항

교육과학기술부
(사업 총괄)
사업집행보고

일본
문부과학성
2차 심사
의뢰

사업계획수립

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업관리)

1차 심사
결과통보

•3국 협의체 및 심사위원회 운영지원

국내심사위원회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제안서 제출
결과 보고

사업 공고
사업비 지원
대학

•중국, 일본 대학과 컨소시엄 구성
•교류프로젝트 설계 및 학생 선발
•프로젝트 시행 및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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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과

교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공동·복수학위 과정과

(1) CAMPUS Asia 시범사업 출범

같은 심화된 교류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두고 심

지금까지 CAMPUS Asia의 가장 큰 성과는 시범

사를 하였다. 1단계 심사를 다시 1차 서면심사와 2

사업을 실제로 출범시켰다는 점이다. 제3차 한중

차 발표심사로 나누어 심도 있는 평가를 거쳐 우

일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3

수한 28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2단계 심사는

국은 10개의 사업단 선정을 목표로 우선 2011년 5

3국이 각각 선정한 28개 프로그램 목록을 교환한

월말 공모를 시작하였다. 공모 결과 각국별로 60

후 3국의 우선순위 총합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였

개에 가까운 신청서가 접수되어 프로그램에 대한

으며, 2011년 10월 최종적으로 10개 사업단을 선

대학의 높은 관심이 입증되었다. 이 중 3국 교육

정하였다.

부에 공통으로 접수된 51개 과제를 대상으로 1단

서울대, 북경대, 동경대를 비롯한 3국 유수의 대

계 심사가 진행되었다. 1단계 심사는 각국별로 진

학들은 물론, 학부생 중심의 프로그램을 기획한

행되었으며, 국가별 28개씩 선정하여 우선순위를

동서대 등이 사업단에 포함되었으며 이 사업단들

<표 3-5-1> CAMPUS Asia 사업단 현황(2011.10)
한국
(가나다순)

중국

일본

고려대

복단대

고베대

동서대

광동외어
외무대

리츠메이칸대

부산대

상해교통대

큐슈대

서울대

북경대

동경대

서울대

북경대

히토쓰바시대

프로젝트명
동아시아 위기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한중일 교육협력
프로그램
동아시아 차세대 인문학 리더 양성을 위한 한중일 공동운영의
트라이앵글 캠퍼스 구상
에너지-환경 과학기술 글로벌인재육성 협동대학원 교육프로
그램
BESETO 국제학 및 공공정책학 복수 석사학위 프로그램
(BESETO DDMP)
BEST(Beijing-Seoul-Tokyo) Business School Alliance : Asia
Business Leaders Program (ABLP)
동아시아 현안 문제 해결능력 증진을 위한 차세대 핵심인재

성균관대

길림대

오카야마대

양성 프로그램 - 동아시아 고전학을 통한 동아시아적 문화
공동성 모색

성균관대/

인민대/칭화대/상해교통대

나고야대

포항공대/

난징대/

나고야대/

서울대

상해교통대

동북대

KAIST

칭화대

동경공업대

서울대

KDI국제정책대학원

칭화대

국립정책
연구대학원

동아시아 ‘유스 코무네’(공통법) 형성을 향한 법적, 정치적 인식
공동체의 인재양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아시아 교육협력의 시작 : 화학/소재
과학기술영역의 개척
TKT CAMPUS Asia Consortium
(연구 중심 공동 교육 프로그램)
동북아시아 정책학 컨소시엄(복수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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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 CAMPUS Asia 출범식에 참석한 한·중·일
정상과 관계대학 총장단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나 교육분야는 아직 개설
되지 않았다. CAMPUS Asia를 추진하면서 3국이
이룬 성과 중 하나가 한중일 고등교육교류 전문
가위원회를 구축하여 비록 고등교육에 한정되긴
했지만 교육분야에서도 정부 국장급 공무원과 대
학·질보증기관·산업계 인사가 포함된 협의채널
이 생겼다는 것이다.
실무진간 세부 협의는 수시로 계속되었지만
CAMPUS Asia는 기본적으로 이 협의채널을 통
해 합의된 시범사업의 추진절차와 원칙, 일정 등에

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의 지원 하에 대학

기초하여 진행되었다. 향후에도 CAMPUS Asia에

(원)생 교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게 된다.

관한 중요한 결정은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논의될

우리나라에서는 선정된 국내 사업단에게 2012

예정이다.

년 2월 사업단 지정서를 수여하고 CAMPUS Asia
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서울대 국
제대학원에서 개최하여 3국 대학 관계자들 간 정

3. 향후 과제

보공유와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2
년 5월 13일에는 북경에서 개최된 제5차 한중일 정

가. 교류프로그램의 유형화·세분화

상회의와 연계하여 CAMPUS Asia 출범식이 중국
교육부 장관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3국 정상이 모

CAMPUS Asia 시범사업을 3국 정부 공동으로 출

두 참석하여 사업의 성공적 출범을 기념하고, 향

범시켰다는 점 자체가 큰 성과일 수 있으나, 시범

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기로 합의

사업에서는 3국의 주요 관심사항에 미묘한 차이가

하였다. 출범식 행사는 3국 정상회의로부터 시작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장·단기 교류

된 사업의 결실을 3국 정상이 직접 확인하고 향후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기 위해 교류 형태를 공동·

사업 지속 확대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복수학위, 방학프로그램, 교환학생 등 제한을 두

서 그 의미가 컸다. 이명박 대통령은 출범식 행사

지 않고 모두 오픈한 상태에서 공모 절차를 거쳤

에 참여한 대학 총장들과 현지 한국인 유학생들을

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사업의 목

만나 이들을 격려하였다.

적과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까다로워진 면이 있다.
향후 사업을 확대할 때에는 교환학생, 방학 단기

(2) CAMPUS Asia 추진을 위한 한중일 3국 협의

프로그램, 공동·복수학위, 인턴십 등 몇 가지 유

채널 구축

형으로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공모 절차를 거치

한중일 3국간에는 현재 정상회의를 비롯하여 과학

고 각각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보강

기술, 문화, 통상 분야의 고위급(장관급) 정부 간

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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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국 교육장관회의를 통한 사업 추진
현재 3국간 CAMPUS Asia 협의체로 고등교육교
류 전문가위원회가 있으나 각국별 6인, 총 18인이
나 되는 위원회 체제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적 개
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합의사항의 구속력과 추
진력을 감안할 때 한중일 교육장관회의를 신설하
고 이를 통해 CAMPUS Asia를 확대 발전시켜나
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
터 이를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한중일 정상회의에
서도 이를 합의문에 포함하도록 지속적으로 제안
하였으나 3국 교육장관의 일정 등 여건이 허락하
지 않은 관계로 아직 3국 교육장관회의는 신설되
지 않고 있다. 3국 모두 교육장관회의 신설 필요성
에는 동감하고 있는 만큼 3국이 교육장관회의 개
최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필요가 있다.

다. CAMPUS Asia 사무국 설치
현재는 3국 실무진간 수시로 온·오프라인 협의,
대사관을 통한 의견교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
으나, 향후 사업의 확대와 전문가위원회 운영을 위
해서 사업을 전담할 3국 공동의 사무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의 경우 유
럽의 교육, 시청각, 문화 운영 사무국(the Education, Audio-visual and Cultural Executive
Agency)에서 신청서 심사 및 선정, 재정 운영, 정
보 제공 등을 총괄하고 있다.
현재 서울 광화문에 한중일 외교부 산하 기관으
로 3국 협력 사무국이 설립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는 향후 이 사무국 내에 CAMPUS Asia 전담 사무
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중
국·일본의 실무진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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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 등 참고자료
참고 | 제3차 한중일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 합의문

제3차 한중일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는 2011년 5월 17일 한국 제주에서 개최되었으며, 동 위원회에
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I. CAMPUS Asia 사업 추진
1. 목표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3국 협력 VISION 2020』에 의거하여, CAMPUS Asia는 다양한 대학
간 교류프로그램을 통해 3국 대학 간 협력 및 학생들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3국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아시아의 차세대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그 주요한 목표로 한다.

2. 시범사업
CAMPUS Asia 사업은 시범사업으로부터 시작하고, 시범사업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교류의 유형을 세
분화·발전시키고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제2차 전문가위원회(2010.12, 북경)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3
국 실무진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범사업 추진원칙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으며, 제3차 전문가위원회
에서 승인한다.
① 교류대상 : 한중일 3국 대학 소속 학부생 및 대학원생
② 참여단위 : 한중일 3국 대학이 구성한 컨소시엄
* 참여자격 : 각국 국/공/사립대학
* 학과 또는 단과대학 수준에서 사업을 신청하며, 참여 대학 명의로 신청서를 제출
* 한 대학에서 복수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한 국가에서 복수 대학이 하나의 한중일 컨소시엄에 참여 가능

③ 교류프로젝트의 형태 및 분야 : 각 컨소시엄이 자율적으로 결정
④ 교류기간 : 각 컨소시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나,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1년의 학생교환을 기본으로
3개월 이상 교류할 것을 권장
⑤ 교류인원 : 시범사업 단계에서 각국은 연간 100명(1년 교환 기준)의 다른 두 국가로의 초청·파견 학
생을 지원함. 각국은 동수의 인원을 교류하며, 각 대학은 동수의 학생을 파견하고 초청할 것이 권장
됨.사비 또는 소속 대학에서 지원하는 학생 수는 상기의 인원(100명)에 포함되지 않으며, 각 컨소시
엄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었다면 이러한 학생을 교류에 포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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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업기간 : 3-5년
* 2011년에는 사업 공고 및 컨소시엄 선정, 학생교류는 2012년부터 시작
*3
 국은 매 2년마다 프로젝트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동으로 실시(예를 들어 5년 프로젝트의 경우 2013년(회계연도
기준)에 중간평가, 2015년(회계연도 기준)에 최종평가 실시), 이행상황이 미진한 대학에 대하여는 지원금 삭감 또는 중
단 조치함

⑦ 선정규모 : 10개 내외 컨소시엄
⑧ 심사 및 선정방법
1단계(각국별 심사)
2단계(3국 공동 심사)
⑨ 언어 : 각 컨소시엄이 자율적으로 결정
⑩ 대학에 대한 지원 : 각국 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
⑪ 교류학생에 대한 지원
a. 학
 생은 소속 대학에 학비 납부, 컨소시엄 구성 대학 간 학비 상호 면제, 각 컨소시엄은 학비를 납부하는 학생을 추가
로 교류할 수 있음
b. 정부의 지원 : 초청국에서 연간 최대 100명(1년 교환 기준)의 타국학생을 최소한 각국 정부초청 장학생 수준으로 지
원할 것을 권장
c. 항공료는 파견국에서 자율적으로 부담하며, 숙박과 기숙사 등 모든 기타 비용은 초청국에서 부담

3. 질보증을 수반한 대학 간 교류와 협력에 관한 가이드라인
동 가이드라인은 정부, 대학, 질보증기관, 기업 등 CAMPUS Asia 사업의 각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책
임을 제시하고 있다. 각 이해관계자들은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이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3국은 각
이해관계자들에게 동 가이드라인을 적극 배포한다.

II. 차기 전문가위원회
제4차 한중일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는 2011년 10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하기로 하며, 시범사업에 참
여 컨소시엄 선정 결과가 보고될 것이다.
※ 붙임 목록
<붙임1> 제3차 한중일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 참석자 명단
<붙임2> CAMPUS Asia 시범사업 공모 및 심사 계획
붙임2-a. 제안서 양식 샘플

2011년 5월 17일
제3차 한중일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
한국,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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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함을 의미한다. 35년 동

제6절

안의 식민지 경험과 한국전쟁을 겪고도 이룩한 지

개도국에 대한 ODA의
전략적 추진

난 50여 년간의 급속한 경제발전 경험은 우리나라
가 타 선진공여국과 차별화되는, 개도국과 심리적
동질감과 신뢰감 형성에 용이한 우리 특유의 ODA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는 곧 수많은 개도국으로부터 “한국을 배우면 한
국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다. 특히 해방 직후 성인인구의 77.8% 이상이 비
문해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세기만에 문해율을

가. 정책 추진 배경

98.3%(2008)로 끌어 올려 이들이 우리나라의 압
축적인 산업·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가(이하 개

여 지식사회 기반을 마련한 교육발전 경험은 개발

도국)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협력의 최상위 목표로 등장하고 있는 새천년개발

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목표(MDGs)를 달성하기 위한 개도국 역량개발의

식민지상황에서 독립한 개도국 중에서 처음으로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벤치마킹하고

선진 공여국 조직인 OECD DAC의 24번째 회원

자 하는 개도국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

국으로 가입(2009.11)한 사실 자체가 전 세계적인

라 교과부는 국제기구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09년 6월 2일

도국 협력요청에 부응하여 교육과학기술 ODA 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신아시아 외

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개도국

교구상을 통해 아세안 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과학기술지원, 글로벌 교육지원, 국제협력선도대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학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를 2015년까지 2008년 대비 2배로 확대(무상원조
는 3배)할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이는

나. 도입 경과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성장한 우리나라가
지구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대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ODA 확대를 뒷받

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이제 한국은 한국의 경제적

침하기 위해 교과부는 2008년 5월 ‘교육·과학기

지위와 국제약속에 맞는 실질적인 개도국 지원 계

술분야 실용적·호혜적 개발협력 추진계획’을 수

<표 3-6-1> 연차별 ODA 확대계획(2009~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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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ODA/GNI(%)

0.10

0.11

0.13

0.15

0.18

0.21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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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였다. 한국의 교육과학기술 개발경험 전승에

EDCF 연계 시범사업 추진, 다자간 기구를 활용

대한 개도국 요청에 부응하여 고등교육, 이러닝 교

한 개발협력을 4대 중점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육정보화, 과학기술 전문가 교류 및 연구협력 등

2010년에는 정부 전체차원에서 관계부처 간 유

경쟁력 있는 분야를 강화하고 ODA 사업간 연계를

기적이고 보다 내실 있는 ODA 사업을 추진하고

통한 통합적 지원기반 마련을 위해 글로벌 우수

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실

인재 양성, 전략적 개발협력 사업 추진, KOICA/

이 주관하는 유·무상 원조기관 통합체제를 출범

<표 3-6-2> 교육과학기술 협력네트워크 참가기관
분야
교육

참여기관
한국교육개발원(총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UNESCO 한국위원회, 16개 시·
도 교육청, 각 대학 국제교류부서 등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총괄),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

과학

원, 국가핵융합연구소,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극지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그림 3-6-1> ODA 통합추진체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 : 총리
·위원 : 관계부처 장관, 민간전문가
·주요사항 심의·조정

실무위원회
·위원장 : 총리실 국무차장
·위원 : 관계부처 실국장, 민간전문가
·협력위원회상정안건 사전 협의·조정

관계부처

외교통상부
협의

·소관사업 추진

·무상원조 총괄

기획재정부
협의
·유상원조 총괄

협의
KOICA
·무상원조 집행

수출입은행 내 EDCF
실무협의

·유상원조 기금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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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 ODA 규모확대와 시스템 개편 등을 주요

서 2006년 개도국 과학기술지원단 파견사업을 시

내용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을 수립

작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개도국과의 국제공동연

하여 우리나라 ODA 규모를 GNI(Gross National

구, 기술협력 활성화, 기술이전 등을 통해 국제사

Income, 국민총소득)대비 2009년 0.1%에서 2015

회에 지식을 통한 봉사를 하려는 것이다. 더불어

년 0.25%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과학기술 인력의 국제화 능력도 키워주고 일자리

교과부는 2011년 5월 우리나라가 ‘성숙한 세계

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국가’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교육과학기술 외

2006년 몽골, 라오스, 캄보디아 등 6개국 17명

교방향을 제시하고 국제협력사업을 총괄 조정하

의 이공계 우수전문 인력을 개도국 대학, 연구기

고자 ‘교육과학기술 외교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와

관 및 국제기구에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과학기술

함께 ODA 유·무상 통합추진체제에서의 교육과

지원 단원들은 불모지의 땅에서 과학기술 교육, 연

학기술 ODA 전략으로 ‘교육과학기술 공적개발원

구, 기술지도 전수 둥 과학기술외교관으로서 지식

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 외교통상

봉사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2009년에 캄

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도국에 대한 맞춤형 공적

보디아 바탐방대학에서 봉사활동을 한 하창주 교

개발원조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교육과학기

수의 경우 원자력공학과와 토목공학과를 개설하

술분야 ODA 사업을 추진 중인 관계기관의 사업정

여 강의교재 개발, 교수법 전수 등을 통해 캄보디

보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 협력네

아 정부의 공학대학 육성 정책의 한축을 담당하였

트워크를 구축하여 각종 포럼 및 회의를 개최함으

으며 계속 그곳에 남아 보람 있는 삶을 살겠다는

로써 개별 사업들의 유기적인 연계와 체계적 관리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를 위한 기관 간 협의체제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2009년에는 대학-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

이러한 노력은 교육과학기술 ODA 효과성을 제고

관협력사업을 도입했다. 이로써 사람과 사람이 만

하고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상승효과를 높이는

나는 과학기술협력을 넘어 대학 또는 연구기관 차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원의 역량을 더하여 기관과 개인의 협업을 통해 수
원기관에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2. 주요 내용 및 성과
가. 개도국 과학기술지원
개도국 과학기술지원사업은 우리의 과학기술 발
전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과 공유하여 개도국의
과학기술분야 인재양성 및 대학·연구소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개도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과 실질적인 상호협력을 확대하자는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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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 캄보디아 바탐방대 원자력공학과 학생들과
하창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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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개

육과정 개발을 지원하였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

도국 대학이 공동으로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라 중소기업과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지도와 건축

우리기업의 개도국 진출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산

설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캄보디아 경제 활성화에

학협력 활동을 추진하여 우리기업의 해외 경영활

기여하는 한편, 양국 간 상호협력관계 증진에 촉

동을 촉진하고 동시에 개도국의 경제발전도 함께

매역할을 하였다.

지원하고 있다.

개도국 주민들이 주변의 자원과 환경을 활용하

캄보디아가 우리나라 EDCF의 지원(약 2천7백

여 스스로 제품을 완성시켜 가난과 생활의 어려움

만 달러)을 받아 설립(2005.3 개교)한 국립기술대

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과학기술 분야도 지원하

학교(NPIC: National Polytechnic Institute of

고 있다. 한동대학교는 개도국과학기술지원사업

Cam-bodia)에 전주대가 참여하여 캄보디아 IT교

을 통해 태국 매해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

<그림 3-6-3> 태국 매해지역 가옥 내부

<그림 3-6-4> 유압식 흙벽돌 제조기 설계도

<그림 3-6-5>제조된 흙벽돌 및 안전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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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양한 적정과학기술 지원활동을 추진하였다.

가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개도국과의 지속적인

나무가옥의 문제(단열성이 약하고 화재위험 보유)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태국

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주민이 개발과정에 참여(아

매해지역의 고산족 피프라이씨(피는 존칭어)와의

이디어, 개선의견 제공 등)하여 흙벽돌 제조공법

인터뷰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과 제조기를 개발하고, 한국의 아궁이에서 힌트

“많은 사람들이 매년 방문해 봉사를 하고 떠나

를 얻어 조리와 온수, 난방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

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많은 나라들과 다양한 국제

할 수 있도록 화목보일러를 이용한 자연순환식 온

기구 및 NGO는 잠시 동안의 시간을 함께 하며, 구

수난방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밖에도 매해 야

호활동을 하고 활동이 끝난 뒤 다시 오겠다는 말

산에 버려지는 매실을 활용하여 음료수 형태로 가

과 지속적인 관계를 약속했지만 결국 다시 돌아

공하여 상품화할 수 있도록 매실음료 사업을 추진

와 도움을 준적이 없습니다. 그들만이 다룰 줄 알

하고 시음회, 매실음료 생산을 위한 비용과 적절

고 현지인들은 관리하지 못하는 원조와 구호의 결

한 생산량을 예측하기 위해 손익분기점을 분석하

과물이 남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전 사람들과 달

여 적정가격을 제시해주는 등 관련 기술을 전수함

리 한동대의 계속된 방문과 노력이 제 마음의 상

으로써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 보통의 삶을 영위할

처를 치유했고 동시에 사람에 대한 신뢰를 배웠습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는 타 선진공여국과 같이

니다.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

거대 규모로 기술원조를 추진하기 어려운 한국이

민하여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더

소규모 지원으로도 개도국 지역개발과 빈곤을 근

잘 살 수 있도록 같은 길을 나아가는 사람들이라

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새

는 것을 느꼈습니다.”

로운 기술협력 모델을 구축한 대표사례라 하겠다.

2010년에는 2009년 시범운영 결과 개발협력 효

개발원조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회성 봉사

과가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 기관 간 협력사업을 강

<그림 3-6-6> 흙벽돌집에 대한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
흙벽돌 제조기로 생산된 벽돌로 지은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1명
(5%)

7명
(33%)
13명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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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벽돌팀이 떠난 뒤에도 매해 주민들이
계속해서 흙벽돌을 생산하게 될 것 같습니까?
1명
(5%)

 매우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9명
(43%)
11명
(52%)

 매우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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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우리나라와 개도국 대학·연구소간의 과

비율은 2006년 65%, 2007년 70%, 2008년 85%,

학기술 협력사업 지원규모를 2009년에 평균 3천

2009년 71%, 2010년 73%이고, 개도국 과학기술

만에서 2010년 5천3백만 원, 2011년 8천만 원으

지원단의 연령은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게 분

로 점차 확대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그동안 아시

포되어 있다.

아에 집중되었던 지원대상국을 아프리카, 중남미

주요 기술선진국은 과학기술협력을 자국의 경

지역 등 신규 협력국가로 확대하여 협력을 다변화

쟁우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하고 있다.

인식하고 에너지·생물자원이 풍부하고 잠재적인

한편 개도국 대학, 연구기관에서 교수 및 연구

고급 두뇌집단을 보유하고 있는 개도국에 막대한

원 등의 자격으로 활동 중인 개도국 과학기술지

원조자금을 투입하여 과학기술 외교를 강화하고

원사업 참여 인력은 대부분 높은 수준의 전문성

있는 추세이다.

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석·박사급들로 구성되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같이 과학기술 원조

있다. 석·박사 학위 소유자 비율은 2006년 71%,

를 위한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2007년 71%, 2008년 89%, 2009년 95%, 2010년

1960년대 초반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80달러

9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교수요원 파견

에 불과했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2010년 기준

<표 3-6-3> 개도국과학기술지원사업 파견실적
연도
2006년
예산
파견국/인원

10억 원
6개국/17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0억 원

10억 원

11.47억 원

16.47억 원

16.47억 원

8개국/27명

8개국/27명

11개국/55명

15개국/133명

16개국/52명

말레이시아(5)

라오스(5)

라오스(4)

라오스(10)

라오스(3)

라오스(3)

라오스(3)

말레이시아(5)

튀지니(4)

몽골(9)

말레이시아(3)

몽골(4)

태국(3)

캄보디아(4)

몽골(4)

베트남(8)

몽골(18)

베트남(4)

몽골(2)

몽골(3)

베트남(4)

우즈베키스탄(7)

베트남(29)

필리핀(9)

베트남(2)

베트남(3)

캄보디아(4)

캄보디아(6)

인도네시아(22)

네팔(1)

캄보디아(2)

태국(3)

태국(3)

아제르바이잔(5)

중국(4)

인도네시아(4)

튀지니(2)

말레이시아(3)

중국(3)

캄보디아(20)

가나(4)

피지(2)

마 이 크 로 네 시 말레이시아(2)

태국(9)

에티오피아(5)

아(1)

태국(2)

아제르바이젠(2)

탄자니아(5)

튀지니(2)

우즈베키스탄(1)

태국(1)

인도네시아(1)

예맨(5)

말레이시아(1)

이집트(6)

아제르바이잔(2)

탄자니아(7)

우즈베키스탄(2)

튀니지(1)

캄보디아(4)

파라과이(3)

튀니지(2)

파견국
(인원)

파라과이(1)
교수 비율

65%

70%

85%

71%

73%

62%

석·박사 비율

71%

71%

89%

95%

95%

90%

* 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사업(2006)과 기관간 협력사업(2009)을 통해 파견한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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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만 1,000달러로 GDP가 260배 이상 증가한 세

자관계, 높은 개발협력 수요 등을 감안하여 아시

계 15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

아 중점지원 기조를 유지하되 경제협력 잠재력, 과

국으로 유일하게 압축성장한 국가이기 때문에 어

학기술 수요 등을 감안하여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느 나라보다 개도국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고 산

으로 협력국가를 다변화한다.

업과 경제발전에 초석을 다져준 우리만의 과학기

둘째, 중장기적으로 국가별 중점협력분야를 특

술 발전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국토가 광활한 것도

화한 전략적 개발협력을 통해 과학기술 ODA 효과

아니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닌 나라, 전쟁

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

이후 폐허였던 나라가 이렇게 경제성장을 이룬 과

고자 정책적·경제적으로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

학기술 동력을 찾으러 “한국을 배우면 한국과 같

한 국가를 지역과 소득수준에 따라 안배하여 ‘과학

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개도국의 협력요청

기술 협력전략국’으로 선정하고 과학기술 ODA를

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행하는 기관과 공유한다.

2011년 11월, 우리나라가 OECD DAC가입 1주

셋째, 단순 교류차원을 뛰어넘어 개도국 인력양

년을 맞이하는 계기로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성을 통한 역량개발과 경제발전을 유도하는 실질

진행한 개발도상국 출신 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

적 공동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종합적 관

생 대상(약 200여 명) 설문조사결과, ‘고국에 가장

점에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다년도협약(총 3

도입하고 싶은 한국의 발전경험’을 묻는 문항에 ‘

년)을 적용한다.

수출주도형 경제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을 우선순
위로 꼽았다.

넷째, 연구현장을 반영한 연구자 중심의 제도개
선을 위해 연구자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추진하여

개도국과학기술지원사업은 기존 선진국 중심

그 결과를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고 그간의 우수성

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에서 개도국까지 협력대상

과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성공·개선요인 등)·

을 확장함으로써 새로운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모

매뉴얼화 하여 보급함으로써 사업 수행과정 전반

델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과학기술 ODA로 자리매

에 조언제공 및 점검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하였으며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험과 성과들을 바
탕으로 개도국 환경과 여건에 적합한 적정기술을

과학기술의 글로벌화로 정책적·경제적으로 아

특성화하여 개발·보급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며

시아 이외 지역에서의 개발협력 수요와 프로그램

아시아, 아프리카 등 대륙별 과학기술 협력강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2011년 11월 부산에

방안을 체계화하여 개도국에 희망을 주는 협력을

서 개최한 제4회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계기로 원조

추진하고 사업규모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의 흐름이 개도국 역량강화로 전환됨에 따라 대내
외적 정책 환경을 고려하고 성과의 질적 제고를 위

나. 글로벌 교육지원

한 2012년 개도국과학기술지원사업의 중점추진방
향이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첫째, 지리적 접근성, 한-ASEAN 전략적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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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교육지원사업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UN
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등 개도국의 빈곤완화

5편 제3장 교육과학기술 글로벌 교류 강화

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사

업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OECD가 지정한 ‘20-50

회 노력에 동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우

그룹’13)에 세계 7번째로 가입한 국가로서 경제규

리나라 국제개발협력 기본방향이 개도국의 자립

모에 걸맞은 국제개발에 참여하고 기여할 의무가

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역량강화에 최우선 가치를

있었으며 정부는 교육 ODA 사업을 통해 국제사

부여함에 따라 교육이 핵심지원 분야로 대두하게

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하였다. 이 사업

되었다.

은 2010년까지 진행되었으며 한국의 교육발전과

교육분야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 정부

정을 양적·질적으로 분석하여 초·중·고등교육

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5대

의 보편화,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 산업화를 위

중점분야 중 하나다. 더구나 개발협력에 따른 투

한 직업교육훈련, 교원정책 등 총 11종의 ‘한국형

자 비중은 교육분야가 15%로 농림수산(11%), 공공

교육개발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개도국에 책자로

행정(11%), 보건(9%), 산업에너지(6%) 등 5대 지
원 분야 중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3-6-7> 한국형 교육개발 협력모델(11종)

글로벌 교육지원사업은 교육기본법 제29조 제
3항, 제4항 및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5조 제5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 등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2005년 9월 교과부가 수립한 “한국교육의 해
외 진출을 위한 교육원조 활성화 방안”으로 정책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이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규모와 외교역량에 걸맞
은 ODA를 천명함으로써 사업을 본격화하였다.
2008년부터 글로벌 교육지원사업으로 한국형

① 한국형 교육개발협력 추진전략(2009)
② 초·중등교육의 보편화(2008)

교육협력모델을 구축하는 사업과 개도국에 대한

③ 고등교육의 보편화(2008)

교육분야 원조 수요 발굴 및 예비타당성 조사, 교

④ 산업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2008)

육개발협력 국제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을 본격적

⑤ 교육정보화의 일반화(2008)

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재외동포와 연계하는 교

⑥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2008)
⑧ 교원정책(2009)

육개발협력 전략을 제안함으로써 공동체를 적극

⑦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2009)

활용하는 새로운 교육 ODA 체제를 구축하였다.

⑨ 유아교육 발전(2010)

당시 가장 주목할 사업은 교육분야의 발전경험
을 축적하여 개도국에 제공하는 개발경험공유사

⑩ 평생교육 발전(2010)
⑪ 교육통계 발전(2010)

13) OECD에서 지정한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 1인당 GDP가 2만 달러 이상인 국가군을 “20-50 클럽”이라고 지칭한다. 1987년 일본, 1989년 미국을 시작으로 2012
년 6월 현재 기준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에 이어서 한국이 여기에 가입한 상태이다. 이는 내수경제와 글로벌 경쟁력을 모두 갖추었다는 측면에서 OECD 내
에서는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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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하고 있는데, 유네스코-IIEP(International

예비타당성 연구’ 성과를 제시할 수 있다. 베트남

Institute for Educational Planning, 국제기획교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통해 동 사업의 정

육원) 연수 등 개도국 교육전문가 연수사업, 주요

책적 효과와 타당성을 확인하였으며 대외경제협

개도국의 교육계 핵심인사 방문 등에서 적극 활용

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

되었으며 큰 호응을 받았다.

eration Fund) 자금을 신청하여 현재 약학대학 설

한국교육의 해외 진출을 위한 원조수요 발굴 및

립을 추진 중에 있다. 베트남 하노이 약학대학 신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은 주로 한국의 장점 분야라

축은 캄보디아 국립기술대와 라오스 스파노봉대

고 할 수 있는 교육정보화 및 직업기술교육에 중

에 이어 세 번째로 개도국에 대학 설립을 지원하

점을 두고 실천하였다. 이를 위해 몽골 및 아제르

는 사례로 EDCF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원이다.

바이잔, 과테말라,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직업기

2010년에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교육지원

술교육에 대한 수요 발굴 조사와 카자흐스탄 IT분

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국내 교육연

야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을

구기관 및 참여 대학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관

추진하였다.

계기관 사업정보 및 경험공유를 통해 사업운영 효

재외동포와 연계하는 교육개발협력 활성화 방
안으로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과 브라

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총괄적인 교육 ODA 구
심점을 구축하기 위해 주력하였다.

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권역에 대한 협

예비타당성 조사와 연계한 마스터플랜 연구도

력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한양대학교는

한 IT 및 고등교육 지원전략은 이후 외교통상부가

탄자니아 NM-AIST(넬슨만델라 아프리카 과학기

주관하는 개발협력 세미나 등에서 중요한 주제로

술연구소) 설립운영을 위한 마스터플랜 작성을 통

부각되어 ODA를 통한 본격 진출통로가 되었다.

해 개발협력사업을 지원하였다.

2009년부터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조직

개도국에 대한 글로벌 교육지원사업은 기존 선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과제선정 방식을 지정

진국 중심의 교육국제협력에서 개도국까지 협력

이 아닌 공모 방식으로 도입·운영하였다. 이는

대상을 확장함으로써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가 OECD DAC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시

ODA 모델을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점에 맞추어 ODA를 고등교육기관 및 NGO 단체

다. 이를 통해서 교육분야 전문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민관협력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

민간단체 등이 연계하는 교육 ODA 네트워크를 구

었다. 또한 교육 ODA 사업을 기존 방식에서 탈

축할 수 있었으며, 2011년부터는 각 시도교육청 및

피하여 수요조사 및 컨설팅, 협력사업, 분쟁지역

일선 학교현장까지 국제교육협력 및 교육 ODA를

지원사업으로 다각화하고, 지원 분야도 기초교육

보급·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다.

및 문해교육, 고등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

G20 정상회의 이후 교육과학기술 협력을 논의

하였다.

하는 장관급회담과 국제회의가 늘고 있다. 2011년

괄목할만한 성과로는 성균관대와 하노이 약대

11월에는 OECD가 주관하고 160여개 공여국 및 협

가 공동으로 추진한 ‘베트남 약학대학 설립을 위한

력대상국 정상과 장관이 참여하는 개발원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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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최고 권위의 국제회의인 제4차 세계개발원

서 수상한 캄보디아, 뉴질랜드, 짐바브웨, 가나 출

조총회(HLF-4, 2011.11.29~12.1)가 우리나라 부

신의 청년 참가자들이 초청되어 토론에 직접 참

산에서 개최되었다.

여하였다.

교과부는 세계개발원조총회와 연계하여 2011년

교육분야 ODA 사업의 확대 전략과 교육 글로벌

11월 28일과 29일 양일간 국내외 교육개발협력분

화 경향에 맞추어서 한국은 2010년 서울 G20 정

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통한 세계개

상회의의 의장국 경험, 2011년 제4회 세계개발원

발원조 : 원조에서 개발로」라는 주제로 UNESCO,

조총회 개최국 경험, 2012년 세계 7번째로 가입한

OECD, World Bank 등 주요 국제기구와 공동으

‘20-50’ 클럽 회원국으로서 교육협력의 성과 제고

로 ‘국제 교육 ODA 포럼’을 개최하였다.이는 ‘교육

및 국제적 공헌 등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을 통한 저개발국가의 역량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시기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이후 글로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공감함으로써 ‘교육과 인

벌 교육지원사업 추진의 중점방향은 다음과 같다.

재개발’이 세계개발원조의 새로운 방향이 되는 계

첫째, 국제개발공동체(Development Commu-

기를 마련하였다.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최초로

nity)와의 연계체제구축 및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

실시한 ‘교육 ODA 포럼’은 수혜국과 공여국의 경

는 한국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험을 모두 갖고 있는 한국의 교육 개발을 발판으로

2010년 OECD DAC에 가입함으로써 인도주의적

국가 개발과 경제 개발을 이룬 데에 대한 국제사회

원칙의 지원전략을 약속하고 있으며, 교육협력은

의 관심이 반영된 것이다.

지원 사업의 대표적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또한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와 우수한 인재양성

발전경험 공유사업, 중점지원대상국에 대한 협력

이 중요함을 인식하여 외교부와 공동으로 ‘청소년

전략, 국제기구 및 선진 공여국과의 협력전략 등

포럼’도 함께 개최하여 전 세계 53개국 200여 명

다양한 협력방식을 구상함으로써 교육 ODA 지원

의 청년들과 함께 효과적인 원조와 개발에 대해

전략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모색하였다. 청소년 포럼에서는 2011년 9월 ‘개발

둘째, 한국형 교육 ODA의 사업영역을 분명히

원조’를 주제로 실시한「글로벌 에세이 콘테스트」에

하는 것이다.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개발협력지

<그림 3-6-8> 교육 ODA포럼

<그림 3-6-9> 청소년 ODA포럼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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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통해 경제·사회적인 발전을 이룩한 선두국

화하기 위해 실현가능한 권역별·국가별 교육협

가이다. 그러나 한국의 발전경험이 현재 발전을 목

력전략 을 마련하여 개도국에 대한 한국형 교육개

표로 매진하고 있는 모든 개발도상국에게 적절한

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모델일 수는 없다. 따라서 한국은 교육분야 국제개
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떠한 영역에서

다.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
으로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지원전략의 선택과 집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은 2012년에

중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9년 OECD DAC가입

셋째, 글로벌 교육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과 2011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한국형 교육개발협력

의 달라진 한국의 위상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에서

사업의 내용은 한국의 발전경험을 매개로 국제사

의 책무성을 다하고,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

회의 교육분야 개발의제와 주요한 수혜국인 개발

한 대표적인 사례인 한국의 교육을 통한 발전경험

도상국의 교육적 요구를 수용한 내용이어야 한다.

을 모델화하여 개도국에 전수, 개도국 발전을 견인

한국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수혜국의 자생적 발전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을 자극하고 고무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이 사업은 국내대학의 학문적·교육적 자원과
역량,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개도국 대학

것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형 교육개발협력 사업추진 전략을

의 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 프로그

제시하는 것이다. 글로벌 교육지원사업은 이미

램으로는 개도국 대학의 학과 신설 및 리모델링,

2006년부터 ‘국제교육지원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

1980년대 한국 대학생 농촌봉사활동과 같은 개도

여 ODA 사업의 효과적인 전략을 추진하는 방안을

국 시민·아동대상 문맹퇴치, 문화활동 등을 지원

제안하였다. 향후 한국의 교육 ODA 모델을 정착

하는 기초교육 지원프로그램이 있다. 개도국 대학

시키고 각 분야별로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의 학과 교육과정 개편, 교수·교원 양성, 교수·

지원협력 마스터플랜 중심의 사업을 전개하고 이

학습 환경 개선 등을 통해 학문적·교육적 기반 등

를 시범사업화하는 중장기 지원전략이 제도적으

대학자체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개도국 대학이

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역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대학이

앞으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기초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학주도의 개도국 역량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교육 소프트파워를 강

개발 지원을 통한 한국형 국제협력선도대학 모델

<표 3-6-4> 교육 ODA 지원 실적 비교(2000-2009)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초등 교육

중등 교육

고등교육

분야 미지정

총계

대한민국

27.78(4%)

325.43(45%)

190.77(26%)

186.06(25%)

730.04

OECD/DAC 회원국

14,475.7(27%)

4,482.51(8%)

23,298.4(44%)

10,856.14(20%)

53,1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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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창출·확산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국이 일방적으로 수혜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것

그간 추진되어온 교육분야 국제화 또는 ODA 사

이 아니라 수혜국이 희망하는 것을 파악하여 지원

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국제화사업으

하는 것이다. 물량 중심의 지원에서 컨텐츠 중심의

로 추진한 ‘국제전문인력양성 특성화 사업’은 1996

지원을 하는 것이 원조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제고

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9개 대학에 760억 원을

하고 개도국 발전에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필요

지원하였으며,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

한 분야의 관련 내용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지원하

수도권 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에 약 30억 원을 지

는 것이다.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건물을 짓는

원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 도출과는 일정한 거리

것과 동시에 운영비 지원, 강사 훈련 등 관련된 지

가 있었다. 또한 현지중심의 실질적 ODA 사업이

원사항을 종합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이다.

아니어서 대학의 ODA 역량제고로 이어지기 힘들

다음으로 정부주도의 ODA 사업방식에서 대학

었다. 마지막으로 KOICA를 비롯한 ODA 전문기

의 역량을 동원한 민관협력방식(PPP: Public-

관 등의 교육 ODA 사업은 분야로는 직업훈련분야

Private Partnership)의 도입이다. 민관협력방식

가 가장 많았고, 내용별로 보면 기관건축 등 하드

은 교육역량과 자원이 망라된 대학을 활용하여 정

웨어적 사업에 치중하였다. 2011년 KOICA의 교

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육분야 약 50여개 사업 중 40여개가 직업훈련기관

정부 자금 등을 결합한 형태로서 상호 장점을 취

건축 등의 사업이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초교육

하는 방식이다.

과 고등교육분야 ODA에서 OECD DAC 회원국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적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는 개도국 협력사업을 단계화하는 전략
이다. 먼저 현황분석을 통한 국가별 원조계획을

제시된 문제점 개선과 국내 교육 ODA 사업 성

수립하고 개도국과의 정책조율을 통한 협력프로

과의 제고를 위해서 먼저 사업추진전략을 체계화

그램을 개발하며, MOU 체결 및 대학 간 협력사업

하였다. 현지수요를 반영한 PBA(Program Based

을 시행하고 모니터링하며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Approach) 방식을 도입하고 패키지형 지원으로

절차를 통해 ODA 사업의 체계화를 도모하였다.

그 효과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PBA 방식은 공

2016년까지 총 8개의 국제협력선도대학을 지

<표 3-6-5> 프로그램 기반 개도국 협력사업 절차
구분

단계

세부 내용

1단계

국별 원조계획 (Country Programming) 수립

·국가 연구, 원조실시 방향 및 전략 검토, 국별 원조실시 기본 계획 수립

2단계

개발협력사업 발굴

·원조의 일치 (Alignment) : 수혜국의 개발계획, 빈곤감축전략(PRSP) 등
과 합치되는 유망 사업 분야 파악, 수혜국 정부와 정책 대화 및 협의
·협력의 조화 (Harmonization): 여타 원조 공여자와 공조 확인, 역할 분

3단계

개발협력 사업 준비 및 협의

4단계

개발협력사업 실시계획 수립

·사업 실행계획의 수립, 보고, 승인

5단계

사업 실시

·사업 시행 및 진행상황 모니터링, 사업 중간평가

6단계

사업 종료 및 평가 실시

·사업 종료평가, 사후평가 및 결과 피드백

담, 사업 내용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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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학별 연간 약 5억 원 내외를 총 4년간 지원

처음 반영된 이후 교과부는 정책연구를 수행하였

할 계획이며, 2012년은 시범사업기간으로 설정하

으며 2011년 10월 연구진과 첫 협의를 가졌다. 10

고 2개 대학을 지정·운영하기로 하였다. 공개경

월과 11월에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12월에는 사

쟁을 통해서 선정하며 신청은 국내 국·공·사립(

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정부예산이 국회에

전문대 포함)대학이 가능하고 컨소시엄 형태의 대

서 통과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

학 간 공동 신청도 허용하였다. 협력대상 국가는

업이었다. 동 기간 정부예산안의 원안 통과를 위

2016년까지 총 8개 국가를 지정하되, 2012년의 경

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예산설명과 개별 의

우 아시아와 아프리카 각 1개국씩 모두 2개국을

원실을 방문하여 사업기획안을 설명하였다. 첫 시

대상으로 하였다. 현지수요를 반영한 고등교육 역

행하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량 강화와 다양하고 자율적·창의적인 ODA프로

2012년에도 대학관계자협의회와 2차 사업추진위

그램을 대학이 결정하여 수행하되, 2012년은 시범

원회를 열고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추

사업임을 감안하여 개도국 대학 학과구축 프로그

진하였으며, 2012년 1월 30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램을 필수로 운영하게 하였다. 기초교육 프로그램

근거하여 사업공고를 2012년 2월 1일에 시행하였

등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최소 2개 프로

다. 2월 3일에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100여개 대

그램을 현지에서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제협

학 13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

력선도대학을 해당 국가 및 지역 전문기관으로 특

회가 열렸으며, 3월 2일까지 1개월의 공고기간을

화·육성하기 위해 선도대학에 협력대상국가 출

거쳐 13개 대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신청

신 GKS 유학생 5명을 우선 배정하였다.

대학은 국립이 3개교, 사립이 10개교였으며, 아

2011년 9월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에 예산이

시아 6개국 대상 10개교가 신청하였고 아프리카

<그림 3-6-10>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개요도

대한민국
(교육과학기
술부)

국가간
협약 체결

수원국
(교육부처)

지원 프로그램(예시)
선도대학

•개도국 대학 학과 구축·지원
•개도국 아동대상 기초교육지원(대학중심)
•개도국 대학 교수요원 역량 강화
•기타 대학중심 유무상 원조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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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개국에 3개교가 신청하였다. 선정심사는 9인

Partnership Strategy)에도 반영하기 위해 노력

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와 함께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권역별

결정하였으며 1차는 서면심사, 2차는 발표평가, 3

교육·과학기술 개발협력 강화방안도 함께 마련

차는 최종 심의로 진행되었다. 1차 평가는 3월 14

하여 교육과학기술 개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

일에, 2차 발표평가는 3월 24일에 각각 실시하였

할 예정이다.

으며 2차 발표평가 후 바로 최종 심의를 하였다.
그 결과 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 왕립 프놈펜 대학
을 현지협력대학으로 신청한 이화여대가, 아프리
카에서는 에티오피아의 아다마 대학을 대상으로
신청한 포항공대가 부산교대와 컨소시엄으로 신
청하여 선정되었다. 이화여대는 캄보디아 왕립 프
놈펜대학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운영, 환경학
과, 한국어학과 지원과 모자보건, 위생 등 기초교
육프로그램 운영 및 캄보디아 개발연구원 역량 지
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포항공대는 아다
마대학에 신소재공학과 신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부산교대가 교사교육과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운
영하게 된다.
2012년 사업성과 등을 토대로 2013년에 8개 대
학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올해 2개 대학의 추진상
황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전국대학을 대상으로 개
최할 예정이며, 사업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개선
점과 향후 추진방향 등을 계속 고민할 예정이다.

3. 향후 과제
2008년 이후 교과부는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에
서 개도국 지원방향을 설정하여 세부적인 사업들
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
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지원대상국에 대한 교육과
학기술 협력전략을 개발 중이며 이를 범부처 합
동으로 추진 중인 국가별협력전략(CPS: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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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 등 참고자료
참고 | 개도국과학기술지원사업 기관간 협력분야(2009~) 과제 목록

■ 개도국 과학기술지원사업 지원 국가 현황 (2009~2011)
구분

아시아

2009년

캄보디아(2), 라오스(1), 중국(1) 베트남(1)

(8개국/10개 과제)

아프리카

2010년

캄보디아(3), 베트남(3), 태국(1)

탄자니아(1),

몽골(2), 중국(1), 인도네시아(1)

이집트(1)

네팔(1), 라오스(1), 몽골(2), 베트남(1), 인

가나(1),

도네시아(1), 필리핀(1)

탄자니아(1)

2011년

우즈베키스탄(2),

-

몽골(1), 태국(1),

(10개국/15개 과제)

(10개국/10개 과제)

중동·CIS

아제르바이잔(1)

예멘(1)

중남미
-

파라과이(1)

에티오피아(1),

■ 2011년 과제목록
과 제 명

수행기관

협력국

연세대

몽골

② 몽골 침 치료기술 과학화·표준화를 위한 지원 협력 사업

한국한의학(연)

몽골

③ 인도차이나 선도국립대학 기초과학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

서강대

베트남, 캄보디아

한국표준과학(연)

필리핀

서울대

네팔

① 녹색성장을 위한 몽골 도시지역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기술 교육 지원사업

④ 필리핀 국가표준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⑤ 네팔 고산지역 태양전지 발전시스템 설치 지원 및 효율 모니터링 지원 사업
⑥ 아프리카지역 해양관측 지원 사업
⑦ 탄자니아 국립공원 야생동물 연구센터와의 생물자원 지원사업

한국해양(연)

가나/
UNESCO

연구소재중앙센터

탄자니아

⑧ 라오스 건기시 작물재배를 위한 점적관수와 살수공급 관개기법개발 지원사업

배재대

라오스

⑨ 에티오피아 소아청소년 영양보충식품개발을 위한 식량자원 식물탐색 지원사업

순천향대

에티오피아

강원대

인도네시아

⑩ 인도네시아 열대림 개발과 조림 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 교육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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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과제목록
과 제 명

수행기관

협력국

① 캄보디아 원자력 기술 기반 조성 사업

서울대

캄보디아

② 인도차이나 선도국립대학 기초과학 인프라 구축 지원 프로그램

서강대

베트남, 캄보디아

③ 탄자니아 국립공원 야생동물 연구센터와의 생물 자원 협력사업

연구소재중앙센터

탄자니아

인천대

베트남

⑤ 캄보디아 과학기술 지원 협력사업

한국항공대

캄보디아

⑥ 해양지질조사와 해양법에 대한 교육 및 협력

한국해양(연)

예멘

⑦ 선진화된 현장적응형 기술교육지원 사업(컨소시엄)

대림대

베트남

⑧ 전주대-NPIC 과학기술 협력사업

전주대

캄보디아

⑨ 동남아 고산지역민과 함께하는 그린적정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한동대

태국

⑩ 개발도상국 원전도입 기획능력 교육

서울대

몽골

⑪ 한국 IT 기업 파라과이 진출을 위한 글로벌 협력

건국대

파라과이

한국기술교대

이집트

연세대

몽골

동아대

중국

부산대

인도네시아

④ 한국-베트남 식품/생물자원 공동 개발

⑫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자동차 기술교육 역량 강화
⑬ 몽골 산업화 지역의 지하수 오염관리 기술 지원
⑭ 중국 감숙성 특산한약재를 활용한 한방바이오 식품개발 컨설팅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⑮ 부산대-ITS 공학기반 융합교육 모델 구축

■ 2009년 과제목록
과 제 명

수행기관

협력국

두원공과대

우즈베키스탄

② 전주대-NPIC과학기술 협력사업

전주대

캄보디아

③ 농업바이오 및 ICT중심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센터 구축

강원대

라오스

④ 개도국 IT역량 강화를 위한 공개소스 S/W 기반의 커리큘럼 개발

건국대

우즈베키스탄

⑤ 호지민 공대 생산기반기술교육센터 설립기반 조성

서울산업대

베트남

⑥ 중앙아시아 한국형 이러닝 전문가 양성사업

산업기술대

① 자동차 에어컨 생산인력 양성 및 취업 프로그램 운영

아제르
바이잔 등

⑦ 몽골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및 관리방안 도출

연세대

몽골

⑧ 그린적정기술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한동대

태국

⑨ 캄보디아 원자력 기술기반 조성사업

서울대

캄보디아

⑩ 신농촌 건설을 위한 영농기술 지원 및 새마을 교육

동아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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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한국학교 선진화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재외국민에게 한국어·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
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 단체 등이 자체적
으로 설립한 비정규학교인 한글학교,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한국어 보급, 유학생 유치활동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관인 한국교육원과
는 구분된다.

가. 정책 추진 배경

2012년 4월 현재 한국학교는 총 15개 국가에 30
개 학교가 사립학교 형태로 설치·운영되고 있고,

2012년 기준 약 726만 명에 이르는 재외동포는 소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

중한 해외 인재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재외동

다. 유치원을 포함하여 약 12,000명이 재학하고

포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현지

있으며, 일시 체류자가 대부분이다.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 것은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G20 정

나. 도입 경과

상회의 개최,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교육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한국교육을 전 세계에

그동안 재외동포교육에 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도

되지 않았고, 1977년에 제정된 대통령령인 「재외

할 수 있다.

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이 재외동포교육의 규범

‘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그림 3-7-1> 한국학교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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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등에 관한 체계적인 사항이 미비하여 급증하

대한 정부지원 예산이 2009년까지는 200억 원 가

는 한국학교 교육수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

량이었으나, 2010년에는 524억 원으로 급증하였

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

다.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한국학교 재학생들에

외국민에 대한 교육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2007

대한 학비지원을 통하여 해외 거주 경제적 소외 계

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학비

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하였다. 이로

지원액은 2005년 8억 원에서 2012년 14억 원으로

써 재외동포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

증가하였다. 또한 2009년 결산시 재외한국학교의

적 근거와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국회 교과위의 지적에 따

이 법률은 크게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

라, 2011년부터 한국학교 방과후수업을 지원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

교, 한국교육원 등 재외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및

한 재정지원 확대의 결과로 재외 한국학교의 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육여건이 개선되었으며, 학생수는 2006년 8,633
명에서 2012년 12,040명으로 39.5% 증가하였다.

2. 주요 내용 및 성과

나. 한국학교 경쟁력 강화 및 자율성 확대
추진

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한국학교는 총 30개교로 15개국에 분포되어 있다.
2009년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에 따라 재외국민에

그간 한국학교는 학교가 소재한 국가와 지역의 여

대한 교육권 보장 요구가 증가하였다. 한국학교에

건 및 특수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특성

<그림 3-7-2> 재외 한국학교 예산 증가 추이
(단위 :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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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내 교육과정을 준용하거나

화하기 위해 사례를 포함하고 초보자도 이해하기

국내 교장자격 소지자를 임용하는 등 국내와 유사

쉽도록 하였으며 회계처리지침의 일시 시행에 따

한 운영 형태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재국의 특수

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운영

성 및 교육수요 등을 고려한 ‘특성화 시범학교’를

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지정·운영함으로써 한국학교의 경쟁력을 제고하

또한 학교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

고자 30개 학교 중 7개교(싱가포르, 대련, 동경,

국학교에 대한 지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재외

하노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필리핀)를 특성화 시

국민교육지원법 제32조). 그간 지도조사는 사안

범학교로 지정하였다. 시범학교는 교육과정 운영

이 발생된 경우 사후 처리 방식으로 추진되었으

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학교별로 국내·현지·국

나, 2012년부터는 학교장이 바뀌는 학교를 정기

제교육과정 유형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

지도·감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근에 감사원 감

다. 정부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부여뿐만

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하였다. 또한 교과부 전체

아니라 학교규모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140

감사계획과 연계하여 감사담당부서 소속 감사인

백만 원에서 160백만 원을 차등 지원하였다. 향후

력을 지원 받아 지도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

시범학교의 특성화 추진계획에 따른 학교별 이행

다. 그리고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의 역할을 강

실적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화하고, 재외동포교육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학교 자율화를 위한 법령개

기 위하여 재외교육기관장(한국학교장, 한국교육

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법령이 재정되면 한국학교

원장)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2010년 실

는 국내 교육과정 중심 운영 등 폐쇄적인 운영에

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2011년에 시범적으로 실시

서 벗어나, 자율성·개방성이 확대되어 국제학교

하다가 2011년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2012년에

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격 실시하였다.

다. 한국학교 회계 처리 지침 마련, 성과평가
실시 등 제도개선 노력

3. 향후 과제

한국학교는 재외국민 교육지원 법령상으로 사학기

한국학교는 해외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재학생

관재무회계규칙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재

을 국제적 소양과 전문적 역량을 지닌 글로벌 시대

외국민교육지원법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의 융합적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기회가 국내학교

한국학교 특성을 반영한 회계분야 가이드라인 부

에 비해 더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이러한

재로 감사원 감사나 교과부 지도·감사 시에 유사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일부 폐쇄적인 운영

한 위반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해왔다. 2012년에는

으로, 국제학교에 비해 교육 경쟁력이 저하된 측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회계업무처리지침을

면이 있었다. 한국학교 규모의 영세성, 재정 및 우

마련하여 학교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

수교원 부족 등으로 재외국민 학생이 한국학교가

고하고자 하였다. 회계업무에 대한 기초 역량을 강

아닌 인근 국제학교나 현지 학교로의 입학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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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했었다. 따라서 재외 한국학교 관련 법령 개정
을 통하여 근본적인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향후
국내 교육청, 교·사대 등과 네트워크 구축을 활발
히 하여 국내 전문기관의 인적·물적 기반을 한국
학교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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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 등 참고자료
참고 | 재외 한국학교 현황 (2012.4.1 기준)

학생수(학급수)

관할
재외공관

학교명

일본(대)

동경한국학교

’54.04.26

1,150(30)

-

교토국제학교

’47.05.13

142(9)

오사카금강학교

’46.04.05

건국한국학교

’46.03.01

오사카(총)

설립
연월일

소 계(4개교)

계

유

초

전임교원수(파견교원수)
중

고

계

유

초등

중등

644(18)

251(6)

255(6)

64(1)

-

37

27(1)

-

-

41(3)

101(6)

23(-)

-

-

23

291(15)

-

134(6)

82(3)

75(6)

31(1)

-

11

20(1)

413(22)

35(4)

152(6)

114(6)

112(6)

39(-)

5

7

27

1,996(76)

35(4)

930(30)

488(18)

543(24)

157(2)

5

55

97(2)

북경한국국제학교

’98.08.26

1,138(43)

84(4)

518(18)

242(9)

294(12)

80(1)

5

25

50(1)

천진한국국제학교

’01.03.07

940(38)

143(6)

449(18)

170(7)

178(7)

92(1)

16

35

41(1)

상해한국학교

‘99.07.06

1,013(40)

-

492(20)

215(9)

306(11)

93(1)

-

43

50(1)

무석한국학교

’06.09.01

421(22)

55(3)

176(8)

102(6)

88(5)

56(1)

6

11

39(1)

연대한국학교

‘01.03.01

601(25)

-

240(11)

152(6)

209(8)

59(1)

-

25

34(1)

칭다오청운한국학교 ’06.03.03

736(35)

86(5)

311(14)

156(7)

183(9)

63(1)

8

24(1)

31

중국(대)

상하이(총)

칭따오(총)

선양(총)

홍콩(총)

대련한국국제학교

‘03.12.23

372(20)

-

168(9)

92(5)

112(6)

40(1)

-

14

26(1)

선양한국국제학교

’06.3.10

188(15)

31(3)

92(6)

25(3)

40(3)

29(1)

5

11(1)

13

연변한국학교

’97.12.01

164(12)

-

62(6)

47(3)

55(3)

14(1)

-

6(1)

8

홍콩한국국제학교

’88.03.01

436(32)

40(3)

189(13)

95(9)

112(7)

60(1)

4

25

31(1)

6,009(282) 439(24) 2,697(123) 1,296(64) 1,577(71)

586(10)

44

219(3)

323(7)

소 계(10개교)

타이뻬이
대표부

타이뻬이한국학교

’61.02.01

47(7)

13(1)

34(6)

-

-

8(1)

2

6(1)

-

까오슝한국학교

’61.01.25

40(6)

-

40(6)

-

-

4(1)

-

4(1)

-

87(13)

13(1)

74(12)

-

-

12(2)

2

10(2)

-

소 계(2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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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대)

하노이한국학교

’06.03.21

435(23)

-

233(12)

106(6)

96(5)

33(1)

-

19

14(1)

호치민(총)

호치민시한국학교

’98.08.04

1,145(41)

30(2)

527(18)

261(9)

327(12)

77(1)

3

31

43(1)

1,580(64)

30(2)

760(30)

367(15)

423(17)

110(2)

3

50

57(2)

소 계(2개교)
사우디(대)

리야드한국학교

’79.04.24

14(4)

2(1)

12(3)

-

-

12(1)

2

10(1)

-

젯다(총)

젯다한국학교

’76.09.18

8(4)

4(1)

4(3)

-

-

3(1)

1

2(1)

-

22(8)

6(2)

16(6)

-

-

15(2)

3

12(2)

-

’76.01.05

980(38)

-

423(18)

221(8)

336(12)

89(1)

-

39

50(1)

소 계(2개교)

인도네시아(대)

자카르타한국국제
학교

싱가포르(대)

싱가포르한국학교

’93.02.17

326(22)

112(7)

153(9)

31(3)

30(3)

46(1)

7

21(1)

18

타이왕국(대)

방콕한국국제학교

’01.03.31.

112(12)

-

48(6)

37(3)

27(3)

21(1)

-

10

11(1)

필리핀(대)

필리핀한국학교

’05.07.11

147(12)

-

90(6)

32(3)

25(3)

29(1)

-

12

17(1)

파라과이(대)

파라과이한국학교

’92.03.01

127(10)

32(3)

95(7)

-

-

12(1)

3

9(1)

-

’95.01.23

307(18) 153(10)

154(8)

-

-

76(1)

38

38(1)

-

아르헨티나(대) 아르헨티나한국학교
상파울로(대)

브라질한국학교

’98.02.01

190(16)

48(4)

69(6)

44(3)

29(3)

28(1)

8

8(1)

12

러시아(대)

모스크바한국학교

’92.02.14.

93(9)

42(3)

51(6)

-

-

14(1)

3

11(1)

-

이란(대)

테헤란한국학교

’76.04.30

28(6)

-

28(6)

-

-

4(1)

-

4(1)

-

이집트(대)

카이로한국학교

’79.12.05

36(6)

-

36(6)

-

-

7(1)

-

7(1)

-

2,346(149) 387(27)

1,147(78)

365(20)

447(24)

326(10)

59

159(7)

108(3)

5,624

2,516

2,990

505

585

(279)

(117)

(136)

1,206

116

(14)

(14)

(28)

(-)

소 계(10개교)

합계

15개국, 30개교

12,040

910

(592)

(60)
11,130(532)

1,09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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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보급 및 한국어교원
파견·양성 지원

을 위한 사업비 지원 시작
●2
 004년

- 미국 이외 캐나다, 호주 등으로 지원

대상 확대
●2
 008년

10월 - 「한글의 국제적 보급 및 활용 제

고 방안」 마련 대통령 지시(국무회의)
●2
 009년

1월- 관계부처 「한국어 보급 확대 및

세계화 방안」 마련(총리실, 교과부, 문화부, 외
교부 등)
●2
 010년 12월 -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시 「한국

1. 정책 추진 배경 및 추진경과

어 해외보급 확대」 보고
●2
 011년

6월 - 국가브랜드위원회 신규과제 선정

가. 정책 추진 배경
최근 G20 개최, 한류의 영향, 우리나라의 국력 신

2. 주요 내용 및 성과

장 등으로 해외에서 한국어 학습열기가 점차 고조
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교과부에서는 세계

가. 한국어 보급 지원 국가 확대

각국에 한국어 보급을 확대하여 우리나라의 국제
적 위상을 강화하고 지한·친한 인사 육성과 글로

해외 한국어 보급은 한국을 직접적으로 알릴 수 있

벌 인재 확보를 위한 다양한 한국어 보급 정책을

는 기회이며, 국제적 위상 강화 및 국력 신장의 견

추진하고 있다.

인차 역할을 한다. 중국, 일본 등은 국가발전 전략

‘한글의 국제적 보급 및 활용 제고 방안’을 마련

의 일환으로 자국어 보급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하라는 대통령지시(2008.10)에 의거 국무총리실

교과부는 해외 초·중등학교에 제2외국어로서

주관으로 교과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등

의 한국어 개설·유지·확대를 지원하여 한국어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한국어 보급 확대 및 세계화

의 해외 보급 기반을 다지고 있다. 1997년 미국 대

방안’(2009.1)을 만들었다. 교과부는 해외 초·중

학수학능력시험(SATⅡ)에 한국어 채택을 계기로

등학교 및 대학입시에서 한국어가 정식과목으로

1999년부터 미국에 한국어 개설을 위한 사업비 지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한국교육원과 재

원을 시작한 이래, 2004년 이후에는 캐나다, 호주

외공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한국어 보급 사업을 활

등으로 지원 국가를 확대하였으며, 2010년에는 전

발하게 펼치고 있다.

년도에 비해 사업비가 대폭 증액됨으로써 13개국
으로 확대하였고, 2011년 23개국, 2012년 23개국

나. 추진 경과

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기존의 한국교육
원 중심의 지원 체제에서 재외공관을 포함하여 지

●1
 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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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에 한국어교원 양성체제 구축 및

또한 2010년에 해외 한국어 보급 3개년 중기전

한국어교원 파견

략 수립, 2011년에는 이를 보완한 5개년 중장기전
략을 수립하여 한국어 보급 3대 전략과제를 중심
으로 한국어 보급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원 국가

한국어 보급 확대에는 자격 있는 한국어교원의 부

와 채택학교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어 보급 3대 전

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 내에 한

략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한국어 전략적 보급체

국어를 채택하는 초·중등학교가 대폭 증가함에

계 구축으로 재외공관과의 협조 체계 및 민관협력

따라 정규 한국어교원을 미국 내 대학에서 양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둘째, 국가별 맞춤형 지원

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해외 최초로 미 서부지

으로 국가별·지역별 수요와 특성을 반영하고 거

역 대학에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미 동부지역 또

점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며, 셋째,

한 2012년부터 지원을 통하여 한국어교원 양성체

한국어교육 인프라 확보를 위하여 교사·학생·

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학습 환경 지원을 통한 한국어교육의 내실화와 확

태국 내에서는 최근 한류, 취업 등으로 한국어

대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태국 정부가 중등

한국어 보급을 위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

학교에 한국어를 정규과목으로 채택하고자 교과

어 불모지였던 동남아시아의 태국, 서유럽의 프랑

부에 한국어교원 파견을 공식 요청하였고, 교과부

스, 독일, 북유럽의 노르웨이, 남미의 아르헨티나,

에서는 정부 차원으로는 최초로 2011년에 태국 현

파라과이, 아프리카의 케냐 등 5대륙으로 그 저변

지학교에 54명의 한국어교원을 직접 파견하여 태

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꾸

국 내 한국어 보급 확대 기반 구축은 물론 양국 간

준히 알리는 다양한 사업은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교육협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태

될 전망이다.

국 내 한국어를 채택한 학교가 2010년 11개교에서

<그림 3-8-1> 지원국가 및 예산 현황(200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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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는 59개교로 대폭 늘었으며 이는 향후 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운영하다가 2011년부터는

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국제교육원이 시행하고 있다. 한국어능력시

아울러 인근의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에도

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

영향을 줌으로써 이들 국가에서도 한국어를 배우

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의 어휘·문법, 쓰기,

고자 최근 지원을 요청해오고 있다. 스리랑카는

듣기, 읽기 영역을 측정·평가하는 시험으로, 당

2012년 중에 자국 내 현직교사 100명을 모집하여

초에는 연 1회 시행되었으나 2010년부터 연 4회로

한국어교사로 양성하고자 한국어전문가 파견을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

요청하였고, 교과부에서는 5명의 한국어 전문가

국가·지역 역시 1997년의 4개국 15개 지역에서

를 2012년 6월에 파견하여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2011년에는 47개국 162개 지역, 2012년에는 52개

있어, 향후 스리랑카 중·고등학교에 한국어 열기

국 171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되어 한국어 학습자

가 고조될 전망이다.

의 지원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2011년에
는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한 문항을 중심으로 시험

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실시

체제를 개선하였다.
현재 한국어능력시험은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공신력

및 졸업 기준, 외국 국적자의 한국어 교원자격 취

있게 평가함으로써 한국어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득을 위한 조건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어 보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

숙련인재 특정활동 자격비자(E7) 발급 조건, 일부

험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의 취업, 승진, 급여 상의 인센티브 등으로 사

한국어능력시험은 1997년 한국학술진흥재단(현

용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처음 시행하였고, 1999년부터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질적

<그림 3-8-2>한국어능력시험(TOPIK) 실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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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위해 이미지 채점 시스템 도입, 신규 시험

의 한국어 채택수요가 증가함은 물론 TOPIK의 활

체제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어

용도도 크게 높아져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브랜드

보급 활성화와 한국어교육 확대를 위해 채점자 교

로서 TOPIK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육·선발 워크숍을 시행하고, 한국어능력시험 학

보며, 미국 내 다른 지역으로 동 제도가 확산되기

습지원 시스템 개발과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어능력시험 자료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개선 및 한류의 영향, 한국어능력

라. 한국어 교재 개발·보급

시험 활용처 확대 등으로 2012년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가 2010년 대비 42.5% 증가한 151,166명에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한국어교재 개발

이르게 되었다.

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현지 맞춤형 한국어교재 제

또한 전 세계 처음으로 TOPIK을 활용한 한국어

공을 요청함에 따라 2006년부터 현지어판 한국

학점인정제도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시의 타코

어교재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러시아어판 4

마교육청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

단계 교재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영어권 교

로 도입되었다. 이는 2012년 5월 30일 11시(현지

재를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어판 재외동포

시간) 국립국제교육원과 타코마교육청 간의 동 제

어린이용 교재를 2009년에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도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2011년에는 프랑스, 베트남어권 교재와 유아용 교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재를 개발하였다. 2012년에는 중국, 태국어권 교

교과부가 19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해외 초·

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지역별

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사업을 통하여 미국 내 학교

우선순위를 정하여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에서 한국어과목을 채택하는 학교가 점차적으로

온라인 한국어 학습 시스템(KOSNET)을 통한 재

증가하고 있고,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국격 상승과

외동포 및 외국인용 한국어 및 한국역사, 문화교재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를 e-book 형태로 제공하여 한국어교육 등에 적

높아짐에 따라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이 점차 증

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2년 초부터 시애틀총영사
관이 보다 많은 미국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을 유도
하기 위해 국립국제교육원, 타코마교육청과 이 제

3. 향후 과제

도도입을 위하여 협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왔
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TOPIK 기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사업은 재외공관

출문항을 활용한 시험 시행방안, 이와 연계한 한국

및 한국교육원을 통한 사업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어보급 확대, 양국 간 교육협력 활성화를 위해 상

사업수행기관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으나, 재정

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지원의 한계로 국가별 현지의 특색에 맞는 주도적

이와 같이 TOPIK을 활용하여 한국어가 제2외

인 한국어 보급 지원과 체계적·중장기적이고 효

국어 학점으로 인정받을 경우, 미국 내 정규학교

과적인 집행에 차질을 주고 있어 재정확보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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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2011년에 수립한
해외 한국어 보급 5개년 지원 계획 및 전략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지속 지원
하되, 이를 연차별로 수정·보완하여 한국어 보급
체제 기틀을 구축하고, 국가 간 교사교류 사업을
활용한 한국어교원과 현지국가 교원 교류 추진으
로 현지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어능력시험의 질적 개선과 의사소통능력평
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말하기 평가 시행 관련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부터는 국내를
시작으로 말하기 평가가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 관련 정책 연구를 통
해 시험의 질 개선은 물론 한국어교육 연구 분야의
상생 발전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해외 한인회, 외국 진출
국내 기업, 민간 등과의 제휴를 추진하여 한국어능
력시험 성적이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처를
확대하고, 시험 회차의 증설과 시험 지역의 확대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의 지원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
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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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 등 참고자료
■ 연도별 시험실시 현황

연도

회차

시행일

시행국가 및 지역

지원자
(명)

응시자
(명)

합격자(명)

비고
한국학술진흥재단 주관 실시

1997

제1회

1997.10.26

4개국 15지역

2,692

2,274

711

1998

제2회

1998.10.25

6개국 18지역

3,227

2,663

1,011

1999

제3회

1999.10.24

7개국 20지역

3,926

3,445

2,513

2000

제4회

2000.10.14~15

9개국 28지역

5,976

4,850

2,920

2001

제5회

2001.9.15~16

10개국 32지역

7,475

6,049

3,364

주관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변경

2002

제6회

2002.9.14~15

10개국 32지역

8,788

7,306

4,534

2003

제7회

2003.9.20~21

13개국 40지역

12,187

10,416

6,362

2004

제8회

2004.9.11~12

16개국 47지역

17,545

15,279

9,558

2005

제9회

2005.9.24~25

25개국 62지역

26,611

23,401

14,548

2006

제10회

2006.9.23~24

28개국 73지역

34,028

30,270

16,456

급별 점수에 따른 등급 부여

2007.4.21~22

15개국 36지역

13,606

12,356

-

연 2회 시험 확대 실시

일반

13,247

12,030

7,655

실무한국어(B-TOPIK) 신설

실무

359

326

점수통지

실무 시험은 점수만 통지함

23개국 72지역

69,275

59,936

-

일반

36,886

31,783

19,112

실무

32,389

28,153

점수통지

28개국 83지역

82,881

72,292

26,767

18개국 62지역

73,962

67,003

-

일반

31,796

26,864

17,449

실무

42,166

40,139

점수통지

24개국 86지역

85,783

75,801

-

일반

42,497

36,596

18,881

실무

43,286

39,205

점수통지

소계

31개국 101지역

159,745

142,804

36,330

제15회

25개국 92지역

96,147

86,280

-

일반

39,658

34,598

21,216

실무

56,489

51,682

점수통지

2007

제11회

제12회

2007.9.15~16

소계
2008

제13회

제14회

2009

제16회

소계

2008.4.19~20

2008.9.20~21

2009.4.18~29

2009.9.12~13

20개국 96지역

93,114

84,227

-

일반

46,262

40,543

21,525

실무

46,852

43,684

점수통지

35개국 121지역

189,261

170,507

4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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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국내)

2010.2.28

2010
제18회

제19회

제20회(국내)

2010.4.17~18

2010.9.11~12

2010.11.7

소계

2011

3,552

3,211

-

국내만 실시(13 지역)

일반

3,552

3,211

1,840

연 4회 시험 확대 실시

26개국 102지역

70,728

62,684

-

일반

41,865

36,183

18,558

실무

28,863

26,501

점수통지

24개국 108지역

81,009

71,960

-

일반

47,572

41,418

18,368

실무

33,437

30,542

점수통지

국내(13지역)

13,964

11,795

-

일반

13,964

11,795

5,711

38개국 136지역

169,253

149,650

44,477

제21회(국내)

2011.1.23

국내(13지역)

8,233

7,118

4,417

제22회

2011.4.16~17

32개국 121지역

46,797

40,016

24,065

제23회(국내)

2011.7.17

국내(13지역)

14,710

13,057

7,598

제24회

2011.9.17~18

31개국 127지역

51,810

43,718

24,972

소계
2012

국내(13지역)

47개국 162지역

121,550

103,909

61,052

제25회(국내)

2012.1.29

국내(14지역)

15,983

14,072

7,018

제26회

2012.4.14.~15

37개국 139지역

53,613

45,669

26,587

제27회(국내)

2012.7.22

국내(14지역)

19,344

17,303

10,431

제28회

2012.10.27.~28

38개국 131지역

62,226

51,605

27,967

소계

합   계

52개국 171지역

151,166

128,149

72,003

합 계

996,311

855,960

345,347

일반

712,470

595,728

345,347

실무

283,841

260,232

0

* 실무시험은 점수만 통지함/ 2011년부터 실무시험은 폐지로 일반시험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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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만 실시(13 지역)

주관기관 국립국제교육원 변경
국내만 실시(13 지역)

건국대학교 추가

국내만 실시(14 지역)

성균관대, 동국대 추가

※ 합격자는 일반한국어응시자
에 한함

정책자료집 ➋ 창의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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