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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보공시제와
새로운 대학평가체제의 구축

| 글. 고형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
henky@kedi.re.kr|

대학평가도 평가를

금년 5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공표되면서부터 이 법에 대한 시

기획하고 시행하는

민사회 그룹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학교, 대학, 학부모, 언론 등에 속한 여러 사람들이 특례법에

주체가 어떤 의도를

관한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 법이 내년 5

갖고 어떤 수준의

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여기서

노력을

특별히 주목하는 대목은 고등교육기관의 정보공시의 범위, 횟수 그리고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이

기울이느냐에 따라

다. 그 이유는 해마다 가을 문턱에 들어설 때면 대학평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곤 하는데, 이

대학을 살리는

법은 대학평가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평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대학을 죽이는
평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평가체제는 대학이 세계적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당위론에 비추어 중
대한 변화를 겪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위해 그 체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전환되어야 하
는가에 대한 논의도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평가에 대한 의견은 그 제도에 대한 절
대반대론으로부터 절대찬성론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전자는 대학평가 무용론
내지는 폐지론을 불러오고 후자는 정부주도론 또는 반대로 시장주도론을 유도한다. 정부주도형
대학평가체제론은 정부가 대학의 질적 발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고등교육평가원’
과
같은 독립기구를 설립하여 대학평가를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고, 시장주도형 평가체제론은 고등
교육평가원과 같은 대학평가기구 없이 대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대학이 자체적으로 공시하도
록 하여 공시된 정보를 소비자가 접하고 각자 판단하게 하는 것으로서 대학이 사회 일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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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성을 지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논지이거나, 현재 한국의 교육관련 시민
단체들이 <특례법 시행령>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음은 대학평가를 활성화하고 평가
체제를 개선하여 한국의 대학이 세계적 경쟁력을 높이기를 바라고 있다는 증좌라 하겠다.
정보공개에 기초한 대학평가가 강조되어야 할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적으로, 개인
이든 기관이든 수행결과가 어떤 수준인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밝혀 스스로를 담금질하고 때
로는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 성과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교육의 대중화와
대학교육 비용의 급상승으로 인해 대학의 책무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으며, 대학의
책무성을 담보하는 방법의 하나가 정보공개에 기초한 대학평가라는 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등교육의 세계화와 국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학평가체제 정비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
아지고 있다.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이 속속 체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교하게 고안된 대학평가
체제는 자국의 교육서비스의 통용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외국의 질 낮은 고
등교육서비스로부터 자국내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이기도 하다. 자국의 교육
서비스 수출에 적극적인 몇몇 국가들의 시장개척 노력이 대학평가체제 개편에서부터 출발하였
다는 사실과 현재 국제사회에서 한 나라의 대학평가체제의 수준이 고등교육서비스 수준을 반영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나는 논의의 초점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정보공시에 기초한 대학평가
에 관한 금후의 논의는‘어떻게 하면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평가체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
가’
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흔히 사용되는 비유로 의사의 손에 든 칼은 사람을 살리고 도적의
손에 든 칼은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있다. 대학평가도 평가를 기획하고 시행하는 주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수준의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대학을 살리는 평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대학을 죽이는 평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학정보공시에 기초한 대학평가가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대학평가의 목적 내지는 방향
설정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할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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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에 기초한 대학평가가 강조되어야 할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적으로, 개인이든 기관이든 수행결과가
어떤 수준인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밝혀 스스로를
담금질하고 때로는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 성과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기본 방향은 고정된 대학서열체제의 유동화에 있기 때문으로 본다. 사실 한국은 지난 60년 동
안 대학의 서열은 가르침과 연구의 질에 의해 좌우되었다기보다는 국립인가 사립인가, 서울에
소재 하는가 지방에 있는가, 설립시기가 최근인가 오래되었는가, 4년제인가 2년제인가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고착된 고정관념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대학 자체의 연구와 교수에 의해 대학성과를 보여줄 법적 강제력이 없었다. 이러한 법적 강제력
에 기반하면서 동시에 미국, 영국 등이 최근 기존의 대학평가체제에 대한 반성과 체계적인 비판
을 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만 하다. 이들 대학평가의 패러다임은 기존의 투입중심, 교수중심,
연구중심에서 과정 및 산출중심으로, 학생 및 교육중심으로, 그리고 가치부가적인 측면을 강조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다. 서구의 이러한 대학평가 패러다임의 전환은 우리나라 대학
발전에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고착된 대학서열체제를 유동화하는 방향으로 대
학정보공시에 기초한 대학평가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새롭게 구축되어야 할 대학평가체제는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여건과 그 수준, 대학생
들의 학업성취능력, 경영성과 등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어야 한다. 기
존의 대학평가는 신입생들의 대학입학시험 성적, 교수들의 연구역량, 우수한 시설보유, 과거 명
성에 근거한 평판 등에 치중해 대학을 평가함으로써 기존의 대학서열을 고착화시켜왔다는 비판
을 받아왔다. 이제 새로운 대학평가체제는 이와 같은 기존 대학평가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효과
적인 교수, 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위한 제반 여
건 조성에 힘쓰는 등 고등교육서비스의 주요 고객인 학생들의 실질적인 역량 신장을 위해 묵묵
히 노력하는 대학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줌으로써 새로운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려는 그들의 의
지를 북돋아 주는 것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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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는 경쟁’
에서‘가르치는 경쟁’
으로

국제사회에서 통하는

Power Interview

인재를 키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김영식
|대담. 문성룡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처 대외지원홍보실장
|| moonsy@kedi.re.kr|

대학평가는 대학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습니
고등교육기관과정 진학률 82.8%,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학생 비율 0.5%

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시대에 맞는 평가시
스템을 구축하는데 소홀했다는 비판도 있어

미국 뉴스위크지가 선정한 세계 100위권 대학에

자성하면서 새로운 시스템 개발을 모색하고

한국대학 전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주소다.
우리 사회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 정도로
교육열이 높아 대학교육의 대중화는 이뤘지만
대학경쟁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대학교육은 국가간 장벽
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대학교육의 국제

대학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

화, 세계화를 위해 대교협이 다른 나라와 어

지식정보화사회에서‘지식인프라’
로서의 대학의

떻게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느냐를 놓고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는 오늘날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는 시대적 화두이자
요청이다. 이에 글로벌시대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비전 제시라는 중책을 맡아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김영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을 만나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주소, 대학평가, 대학의

Power Interview

(OECD 평균 7.6%),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대학을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대학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대
학평가를 통해 대학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질
관리 차원에서 대학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입

경쟁력∙국제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국내대학 뿐만 아니라 그간 대교협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신 지 1년4개월이 되셨

세계 각국의 대학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는데, 그동안 대학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세우셨고 이를 추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
울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역점을 두었던 분야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니다. 이 때문에 대학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것들이 있는지요.

발전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내대학 뿐만 아니라 세계

제일 먼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
협) 직원들의 대학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높

각국의 대학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대교협은 대
학간 협의체이기 이전에 대학정책을 개발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혁명적인 부의 원

는 기관이기 때문이죠. 두번째는 새로운 사

천은 교육과 지식에 있다’
고 했습니다. 그만

회나 시대에 맞는 대학평가 시스템 개발에

큼 질 좋은 인적자원 확보가 중요하다는 말인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교협은 지난 1982년

데요, 지식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학의 역할에

부터 대학종합평가, 학문영역평가를 중심으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로 대학평가를 해왔습니다. 초기 대교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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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자연적으로 도태되어야 할
대학까지도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이는 국가적 손실이며 그러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무책임한 처사일 수도 있죠.

질 좋은 인적자원 확보는 대단히 중요합니

통합과 퓨전, 컨버전으로 가는 상황에서 대

다. 국가경쟁력과 대학경쟁력의 상관관계를

학이 학과를 철저히 구분하고 학과전공 위주

보면 대개 대학경쟁력이 높으면 국가의 경쟁

의 교육을 한다면 우리 학생들은 국제화에

력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핀란드입니

적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학에서 4�6년

다. 핀란드는 지난 2005년 스위스 국제경영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봐야 쓸모없는 인재가

개발원(IMD)이 실시한 국가경쟁력 평가 대

될 것입니다.

학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10년전만

새로운 미래산업, 문화산업, 블루오션은

해도 대학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나라였지만

인문학적 소양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디워,

1995년부터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대학개혁

괴물, 해리포터가 그 예인데요, 결국 이런 것

을 시작했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대학은 어

들은 단순지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무궁

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무진한 상상력, 아이디어, 창의성에서 나온

우선 대학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지식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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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달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창의성, 상상력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창의성과 상상력

을 키워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게

은 인문학의 힘이라고 하는데요, 인문학과

하려면 학문영역간 장벽을 과감히 허물어야

자연과학이 통합되어 서로 균형적으로 발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술이

된다면 우리나라 대학들도 국제경쟁력 속에

서 대박을 터뜨리지 않을까요?

사’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들
의 경쟁력강화와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육도 개방의 예외가 될 수는 없었는데요, 고

지요.

Power Interview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서 교

등교육의 질과 교육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
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심각한 사회계층의

우선, 지방대학은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

고착화’
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교육

고 대학이 취할 수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이

개방에 대한 명과 암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것인지 정해 그것을 특화, 강화해 나가
야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학총

우리나라 대학이 원하든 원치 않든 교육개

장 선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4년마다

방은 시대적 대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

총장이 바뀌는 환경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다. 한-미 FTA가 체결되었고, 한-일∙한-

가 어렵기 때문에 총장이 소신과 중장기 프

중 FTA도 곧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랜을 가지고 대학을 개혁, 발전시켜 나갈 수

그러면 나라간 장벽이 없어질 것이고 현실
적으로는 국가간 각종 자격증 호환문제가 발

있도록 기회를 주고 역할을 강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생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변호사가 미

대학간 통합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에서 개업할 때, 미국변호사가 한국에서

그 기본전제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통합

개업할 때 당연히 장벽이 없어야 합니다.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A라는 4년

학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가간 대학

제 대학과 B라는 전문대학이 통합을 한다면

교류도 상당히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진정성이 부족하지요. 두 대학의 마스터플랜

예를 들면 외국과의 복수학위제도, 공동학위

을 만들어놓고 A대학의 집중육성 분야와 B

제도가 그것입니다. 복수학위제도, 공동학위

대학의 집중육성 분야를 통합해야 하겠지만

제도가 인정되려면 적어도 외국대학과 우리

물리적인 통합에 그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나라대학간의 객관적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

낼 수도 있습니다. 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고 학생과 대학의 정보도 공유될 수 밖에 없

자연적으로 도태되어야 할 대학까지도 구조

겠지요. 그런 면에서 교육개방이 확대될 것

조정이란 이름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결과

이고 우리나라 대학들도 이에 대비해 여러가

가 될 수 있고, 이는 국가적 손실이며

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무책임한 처사일 수도 있죠.

최근‘CEO형 대학총장’
,‘대학 주식회사’
라
는 말이 대학가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일
부 대학에서는 해외취업프로그램을 발굴, 개
발해‘학생세일즈’
에 나서고 있고‘지주회

문성룡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처 대외지원홍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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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학생들은 국가와 사회발전보다는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으며 남에 대한 배려,
사회공헌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대학들은 인성교육에
보다 노력을 들이고 사회에 인재를 내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주소는 어떠하며 향

서 장기적으로 대학발전을 위한 구상을 하고

후 어떻게 경쟁력을 키워 발전시켜 나가야 되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

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만 우리나라 대학은 총장을 직접 선출하고
있고 임기도 4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총장

우리나라 대학이 영국의 더 타임즈나 스위

을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학교구성원들간의

스의 IMD, 최근에는 중국의 상하이지아오통

갈등구조를 가질 수 있고 임기 마저 짧기 때

대학 등이 실시한 세계대학 평가에서 경쟁력

문에 리더십이 약할 수 있습니다. 총장은 대

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이들 기관의 평가가

학을 변화, 발전시키는 경영자이지 가르치는

100% 완벽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

사람(Teacher)이 아닙니다. 미국대학의 경

나 대체적으로 세계속의 우리나라 대학의 수

우 세계가 인정하는, IVY리그 대학의 총장

준을 가늠할 수 있고 또한 경쟁력측면에서 높

재임기간은 보통 10년 이상이고 국내 서울

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 모여대와 지방의 모대학 같은 경우도 총

우리 대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장이 2�4번까지 연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총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는 전제하에

고 보는데요. 첫번째로, 대학총장의 리더십

그렇지요.

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대학총장은 경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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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대학에 대한 평가입니다. 현재

치는 것과 연구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잘

평가는 물론 어렵습니다. 어느 한측면(영역)

가르치면서 연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을 하는 것인데요, 대학 스스로 평가받기를

다. 또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부하는 것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교수직에 대한, 교수 자체에 대한 유연성이

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스스로 어떤 위치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있는지, 무슨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진단,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식으로, 학문적 업

평가받아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

적과 관계없이 시간이 흐르면 정교수가 되는

지 않을까요?

승진시스템, 대학간 이동이 없는 구조, 학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의 국제화를 위한

중심의 교수채용방식 등이 대학경쟁력을 떨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모들

어뜨리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극복되

이 자녀들을 위해 유치원부터 영어교육을 시

어야 대학경쟁력이 높아집니다.

Power Interview

평가를 거부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완벽한

키는 경우가 많고, 정규교육과정에서는 초등
학교 3학년부터 영어공부를 하죠. 이렇게 많

학생들에게 대학선택권을 높여주고 보다 질

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생

좋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대

들의 영어수준은 세계 하위인 것 같습니다.

학평가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영어는 대학진학용으로만 인식되고 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는데, 이같은 고등교육졸업자의 영어수준의

노력이 그 예인데요, 이에 대한 대교협의 입

질적저하 원인은 외국인학생, 외국인교수,

장은 어떤지요.

원어강의 등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
됩니다. 외국에서 열리는 학술회의, 국제회

결국은 대학발전을 위해서는 대학평가 전

의에서는 모두 영어를 사용하는데, 이런 식

담기구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대교

으로는 세계 대학의 경쟁력을 따라잡기 어

협과의 이해나 입장이 서로 달랐고, 대학총

렵겠죠.

장들의 입장은 정부가 고등교육평가원을 만
들면 또 다른 기구를 통해 대학을 규제하고

우리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유수 대

획일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학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수들의

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설명과 이해가 부족

가르침과 연구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

하기 때문에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는 것도

는데요.

사실인데요. 현재 대교협에서는 고등교육평
가원 설립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맞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 대학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

따라 다르지만, 과거에는 대학에서 연구를

는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겠다는 입장이

많이 강조하고 중요시했죠. 그러나 가르치는

고요. 저는 큰 틀에서 보면 평가전담기구는

것을 우선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간 평가에

교육개발 2007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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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증이 서로 인정되지 않으면 자격증

을 유치해야 할까요? 몇가지 전제가 필요하

호환 문제, 공동학위 인정 문제 등이 해결되

다고 봅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학생 수가 현

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대교협의

재 3만 여명이 넘는데 그 중 중국유학생이 1

역할과 고등교육평가원의 역할이 분명히 정

만5천여명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리가 되면 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나라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학생이 나라별
로는 다양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미국에 건너가 유학하

대학 시스템 자체가 외국학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
글로벌화된 행정시스템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학이 제일 역점을 취할 부분은 국제협력부서를 만들어 외국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면서 미국인 학생보다 등록금을 2배 정도 더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유학가
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인데요. 외국어 습득
과 여러 면에서 미국대학이 우리나라 대학보
다 앞서 있고 국제적으로 인적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

지난해 마거릿 스페링스 미국 교육부장관을

리가 외국인학생을 유치할 때 그 전제로, 국

비롯, 12명의 대학총장이 우리나라를 다녀갔

내대학도 어떤 분야에서든 세계적 수준에 올

습니다. 그들의 한국방문 목적은 미국 고등교

라 있어야 등록금을 제대로 내는 외국인학생

육의 세일즈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도 나름

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중국학

대로 경쟁력 있는 대학상품을 가지고 해외에

생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요, 장학금 반

나가 마케팅도 하고 세일즈도 해야 한다고 생

값 할인 해택 등 거의 반덤핑 수준입니다. 지

각합니다. 대학의 브랜드 개발에 어떤 노력이

방대학이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하니까 외국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인학생들이라도 유치해서 정원을 채우려고
해택을 많이 주는 것이지요. 정상적인 의미

현재 해외유학의 세계적 추세는 미국보다

의 외국인학생 유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

유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의 국제

국은 우리나라 대학의 수준이 어떤 학문분야

이동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

에서든 세계적 수준이 돼야 외국인학생들의

는 앞으로 성장, 발전가능성이 미국보다 유

유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

럽이 좋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

렸듯이 대학 시스템 자체가 외국인학생을 받

대학의 경우 유학생 유치실적은 총장의 연임

을 수 있는 구조, 글로벌화 된 행재정시스템

여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

등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총장들의 중요한 업

대학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은 국제협

무중의 하나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유학

력부서를 만들어 외국인학생들을 위한 지원

생들을 유치하는 일입니다.

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방법으로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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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어지는 교육방식에서 지식정보사회의 정보

요. 남북 교육교류에 대한 총장님의 생각은

통신 기반에 기초한 e-러닝 방식으로 교육

어떠신지요?

패턴이 급속히 바뀌고 있습니다. 미래로 가
Power Interview

는 사회는 바뀌고 있는데 교육시스템이 고정
기본적으로 세미나나 심포지움, 학술회의

돼 있어 변화, 부응하지 못하면 안되겠지요.

등을 통한 남북 교육자간 잦은 접촉을 통해

세 번째, 교육체제가 경직되지 말고 유연

상호 이해의 폭을 좁혀가는 것이 대단히 중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제에 있어서도 6-3-3-4의 엄격한 형태보

예를 들면 북한 전문가들은 잘 아시겠지만,

다는, 예를 들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북한의 대학교수와 남한의 대학교수가 기본

간의 경계가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초등

적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는 이념이 서로 다릅

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저학년간의 경계 또한

니다. 제가 알기로는 독일의 경우도 서로
(동∙서독간)의 이념이 다른 상태에서 빠르게
융화되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은 잦은 방문
과 교류를 통해 서로 이해의 폭을 좁혀가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맞춤인재’
를 키워
내고 있습니다.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글로벌시대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기업, 정부의 역

유연한 학제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골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적은 상황에서
초중고 학교와 교사가 모두 분리되어 있다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사자격증도 새로운

교육시스템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

시대에 맞게 복합적으로 소지해야 하지 않

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을까요?

않든 글로벌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국내적

마지막으로 이제는 정부의 권력이 민간으

관점보다는 국제적 관점에서 정책이 입안,

로, 비정부기구(NGO)로, 시장으로 기능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생각해서 영어를

많이 이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주도

10년 공부하고도 제대로 써먹지 못한다면 뭔

의 조정에 한계가 노정된 것이지요.

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두 번째, 교실 안에서 교사중심으로 이루

이제는 정책의 입안이나 추진도 중앙중심
에서 현장이나 지방중심으로 이동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는 미래사

교육개발 2007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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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 정확히 예

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세계 각국의 대학

측하고 그 예측에 대비하여 먼저 방향과 비

총장협의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젼을 제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기업도 시

각 대학의 학적 관련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해

각국의 대학총장협의체가 각 대학의 학적과

재정 등 일정부분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를 연결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요즘 학생들은 국가와 사회 발전보다는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으며 남에 대한 배려,
사회공헌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대학들은 인성교육에
보다 노력을 들이고 사회에 인재를 내보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의 임기가 5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해 주시고 아울러
대교협의 차기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아젠
다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정부든지 잘한 것도 있고 잘하지 못
한 것도 있습니다만, 굳이 참여정부에 대해

최근 학력위조 문제로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평가를 한다면 잘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

대교협에서는 얼마 전부터 학력검증 대행서

방대학 육성에 깊은 열정을 쏟았고, 그 결과

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합
니다. 또한 BK21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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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에서는 지난 9월 1일부터 학력검증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지금까지 4,000여

있어서 형평성, 수월성의 양축이 적절히 조

건 이상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국내학력

화를 이뤄야 하고 수월성이라는 측면에서 국

검증의뢰가 87%, 국외학력 검증의뢰가 13%

제화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데요,

이며 국내의 경우 학사학위 검증의뢰가 45%

이 부분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습

정도 됩니다. 국내학력의 경우, 해당 대학에

니다.

검증을 요청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장기

차기정부의 교육정책에 기대한다면 대학

적으로는 해당 대학의 학적과 웹을 엑세스할

정책에 있어 대학간, 교수간 경쟁시스템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축하여 대학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며, 우리

국외학력의 경우, 일정비용만 지불하면 웹

대학들도 국내적 관점보다는 글로벌 마인드

상으로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를 가지고 대학 발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이 시스템으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 2차적으

야 된다고 봅니다.

로 해당 대학에 직접 확인하고 해당 대학에

물론 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도

서 확인되지 않는 애매모호한 것은 해당 국

중요하지만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

가 대사관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

에 무거운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

Power Interview

업인들이 말하는‘기업이 원하는 인재’
는첫

마지막으로, 교육에 관한 사무총장님의 생각

째, 폭넓은 시각을 가진 사람, 다문화적 이해

을 듣고 싶습니다.

와 외국어구사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마인드
를 갖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시대에

저는 교육에서 3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

도전하는 열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각합니다. 첫번째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학생들은 국가와 사회 발전보다는 지나치게

어느 사회든지‘사람됨됨이’
가 가장 중요하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

다고 봅니다.‘사람됨됨이’
라는 것은 개인의

으며 남에 대한 배려, 사회공헌도가 떨어지

‘사람됨됨이’
가 될 수도 있고, 세계시민으로

는 것 같아 많이 아쉽습니다. 대학들은 인성

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사람됨됨이’

교육에도 공을 들여 사회에 인재를 내보내

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나라의

야 합니다.

문화와 특성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자세가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경제규모로 보면 선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진국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졸업생들도 세계

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을

를 리드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만 잘

길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대를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제3세계 나라에 대해 지원

론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을 하는 등 지구촌에서 앞서가는 리더로서의

런 생각은 제 교육관과도 일치합니다.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비해 세
계에 대한 일본이 역할이 많이 위축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김영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총괄과장,
대학교육정책관, 고등교육지원국장,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차관을 지낸
정통 교육관료 출신이며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부교육감으로 일하면서
교육현장의 경험도 두루 쌓은
교육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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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참신한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의 전통과 현실에 알맞은 새로운 한국적
교육질서를 확립하고,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교육정책 수요에
부응하여 시의적절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08년에 수행할 교육정책 연구과제의 발굴 및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제안받고자 하오니 많은 성원과 참여 바랍니다.
제안양식 등 관련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http://kedi.re.kr)의 Now KEDI 중
KEDI소식(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대

상 : 한국 교육정책에 관심있는 모든 분

□ 제안기한 : 2007. 10. 31(수)까지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문

의 :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처 연구기획실(담당자 : 정재기, 임소현)
- 전화 : 02) 3460-0309, 0211
- 전자메일 : justice@kedi.re.kr
- 팩스 : 02)3460-0116
- 주소 : (137-791)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기획실

※ 선정된 아이디어에 한해 소정의 기념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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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평가의 현재와 미래
■ 대학, 이젠 생각을 바꾸자

통 한

대 학 의

질

이현청┃호남대학교 총장, president@honam.ac.kr
전우홍┃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정책과장, junwh1@moe.go.kr

■ 무엇이든 평가될 때 비로소 관리될 수 있다
■ 국경없는 고등교육, 국제사회는 바란다

김용구┃미래경영개발연구원 원장, yongkoo@yonsei.ac.kr
이영호┃한국대학교육협의회 책임연구원, yhlee@kcu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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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가의 현재와 미래
| 글. 이현청

호남대학교 총장 || president@honam.ac.kr|

우

리나라는 1982년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의해 대학평가가 이루어져 왔는데 대학종합평가와 학문분야평가로 나누
어 시행되어 왔다. 1980년대 대학평가는 동료평가에 의한 자율적 장학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
었으며 주로 기본 교육여건에 대한 기관평가에 치중하였다. 그리고 학문분야평가는 정부의 고
등교육 정책지향 평가의 성격을 지녀왔다.

Ⅰ. 대학 패러다임 변화와 질 관리

21세기는‘3K 사회’
(3 knowledge reform society)라 볼 수 있는 지식미디어, 지식네트워크,
그리고 지식인큐베이터로 집약 될 수 있는 지식 경영이 대학의 주요 기능으로 강조되는 시대이
다. 대학교육의 기능과 역할 또한‘新3R’
로 대변되는 적시성(right time), 적절한 내용(right
contents), 올바른 배출(right placement)을 사회적 수요에 맞게 수행하는데 역점을 두게 된
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모든 국가로 하여금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여 국가와 사회
를 가장 효율적인‘지식의 웹’(knowledge web)으로 구축하는데 정성을 쏟도록 하고 있다. 따
라서 세계적인 대학교육의 주요 동향은 소위‘2A’
접근이라 볼 수 있는 자율(Autonomy)과 책
무(Accountability)를 동시에 강조하는 데 두고 있다. 특히 대학의 자율을 극대화함으로써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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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가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을 중
심으로 일찍 정착되었고 우
리나라도 아시아국가로서는
최초로 1982년부터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체제를 구축하고 국가와 수요자가 중심인 대학교육의 질 점검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려 하고 있다. 대학교육의 질 점검체제는 대표적인 대학평가로서 우리
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대학평가체제를 상대적으로 일찍 정착시킨 국
가에 해당된다. 무엇보다 대학교육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지고 보편화됨에 따라 대학교육에 대
한 질적 관리가 불가피하고 급격한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양질의 교육을 위한 점검체제가 필요
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대학평가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일찍 정착
되었고 우리나라도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1982년부터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Ⅱ. 대학평가의 과거와 현재

우리나라는 1982년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의해 대학평가가 이루어져왔는데 대학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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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학문분야평가로 나누어 시행되어 왔다. 1980년대 대학평가는 동료평가에 의한 자율적 장학
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었으며 주로 기본 교육여건에 대한 기관평가에 치중하였다. 그리고 학문
분야평가는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지향 평가의 성격을 지녀왔다. 1982년부터 1992년까지 10년
동안 5년주기의 평가를 시행한 후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대학종합 인정평가(accreditation)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1994년부터 시행된 2주기 종합평가의 경우에는 교육목표에서부터 경영
에 이르기까지 대학 전반적인 최저 기준을 설정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평가 철학을 두었
다. 따라서 평가지표와 항목 그리고 가중치 등에 있어서나 세부적인 평가문항에 있어서도 상대
적으로 대학체제나 체계 전반과 관련된 종합적이고 계량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다.
1994년부터 7년 주기로 시행된 대학종합평가의 경우에는 크게 교육목표, 교육과정과 교육,
사회봉사, 행∙재정, 시설설비 그리고 교수의 6개 영역에 대한 최저 기준을 설정하고 영역별로
지표와 항목 등에 있어 항목수와 가중치 등으로 점수화하여 이를 판정하는 절차를 취하였다.
그리고 대학평가 항목의 설정이나 가중치 부여 그리고 평가인정 여부의 판정 등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 많은 논의과정과 공청회 그리고 현장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되었
다.
2주기 평가인 대학종합평가와 마찬가지로 학문분야평가 역시 학문분야의 특성을 충분히 감
안하여 동일한 원칙과 절차를 활용하였다. 2주기 평가에서는 졸업생을 배출하지 않은 신설대학
교를 제외한 분교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모든 4년제 대학이 2001년까지 평가를 완료하였고
2003년부터 다시 2주기 종합평가가 시행되었다. 신설대학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표와 항목을
설정하여 신설대학의 여건을 갖추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어 평가를 시행하였다. 2주기 종합평가
는 1주기와는 달리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평가목표를 두지 않고 특성화와 개별 대학의 다양성을
더욱 존중하려는 목표를 설정하여 시행되어 오고 있다.
2주기 종합평가에서는 대학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사회적 수요를 감안하여 주기를 5년으로 단
축하여 시행하였다. 특히 주기의 단축과 함께 지표, 항목, 기준 등을 대폭 간소화하였는데 1주기
의 대학여건에 치중한 것과는 달리 모든 대학이 갖추어야 할 핵심지표(essential criteria)를 설
정하여 대학의 설립연도, 크기,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특성과는 상관없이 4년제 대학으로
서 꼭 갖추어야 할 핵심 여건 예컨대 교수대 학생비, 1인당 교육비 등을 설정하여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대학의 규모, 남녀대학의 차이 그리고 수도권대학과 비수도권대학, 국공립대학과 사
립대학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표를 대학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개별 대
학이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장단기 발전 계획에 대한 평가영역을 별도로 두
어 개별대학으로 하여금 평가가 장단기 발전 계획을 추진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주
기와는 달리 평가문항을 절반으로 대폭 축소하여 1주기의 100개 문항과는 달리 55개 문항으로
축소하여 평가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최소화 하도록 배려하였다.
1982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대학평가의 발전과정을 보면 1992년까지 10년 동안의 장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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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학평가에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
는 것은 2000년대를 전후하여 종합평가보다는
학문분야별 평가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이다.

동료평가의 시기를 거쳐 1994년부터 2001년까지 7년 동안의 평가인정제가 도입 시행되었으며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년주기의 2주기 평가인정제가 시행되었다. 동료평가 시기인 1980년
대는 평가결과 활용에 있어서나 시행과정에 있어서 모두 대학운영의 자문적 역할과 참고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평가의 발전과정을 볼 때 7년 주기의 평가인정제에서는 대학간 선의의 경쟁과
경영 효율성 제고, 대학의 자율성 신장, 그리고 대학의 책무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대학
구성원들 간에 협동심의 진작에도 평가목적을 두어왔다. 그리고 발표방식에 있어서도 각 영역
을 종합한 총점으로 대학의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각 영역별 우수그룹을 별도로 발표
함으로써 종합적인 차원에서 대학의 우수 여부와 특성화와 관련된 영역별 차이를 알도록 노력
하였다. 그리고 평가인정제의 철학에 부합하도록 평가인정 여부를 발표하면서 대학의 질적 수
준이나 여건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인정 등으로 등급화 하였다.
학문분야에 있어서는 전공영역과 관련된 전문학회와 밀접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평가의
편람, 지표, 항목 등을 개발하였고 절차에 있어서나 평가결과의 발표에 있어서는 종합평가와 유
사한 방식을 활용하였다. 학문분야평가 역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평가되어 왔으며
학문분야 인증을 도입한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총 34개 학문분야에 대한 평가가 시행되어 학
문분야에 대한 자율적 질 관리에 기여해왔다. 2006년 학문분야의 경우에는 영어영문학, 행정
학, 식품영양학, 컴퓨터공학, 전기 및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간호학, 음악학 분야 등 8개 분
야가 시행되었다.
우리나라 대학평가의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주기의 문제와 관련하여서
는 사회적 변화와 대학여건의 변화를 감안해서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주
기를 더 연장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 왔다. 그러나 인문사회의 경우와는 달리 이공계 등 첨단
과학 분야의 주기는 훨씬 단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 또한 지표와 항목 등에 있
어 대학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화된 잣대로 평가를 한다는데 비판이 없지 않았다. 그리고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지표간의 균형을 갖추거나 오히려 정량보다는 정성적인 지표를 활용해
야 된다는 견해도 주요한 쟁점의 하나가 되었다. 무엇보다 평가결과의 활용에 있어서 정부의
행∙재정 지원과 연관되어 있지 않아 평가 준비에 쏟는 열정과 노력에 비해 평가결과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고 국회, 언론사, 사회 등에서는 평가결과를 보다 더 자세
히 공개하여 심지어 서열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러한 대학평가와 관련된 쟁점들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논쟁들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대학평가에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000년대를 전후하여 종합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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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다는 학문분야별 평가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학문분야별 민간평가기구가 설립되어 학문분야별 프로그램 인증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
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 간호평가원 등이 설립되어 분야별 인증평가
를 시행하고 있다. 타학문분야도 예컨대 건축학, 경영학, 한의학 등도 평가원을 설립하려는 추
세이다. 이렇듯 2000년 초에 접어들면서 분야별 자체 평가기구가 확대되어가고 있고 정부 또한
고등교육평가원을 만들려는 추세이다.

Ⅲ. 대학평가의 미래

대학평가는 이제 내국적 관점에서만 이해할 수 없고 세계적 동향과 관련지어 대학평가의 미래
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21세기는 국경과 국적이 없고 탈전공화하는 등 대학패러다임의 대변혁을 경험하고 있다. 따
라서 향후 대학평가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계 고등교육의 대변혁을 이해할 필
요가 있다. 무엇보다 세계 고등교육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고 국경을 초월하여 이동하는 패러다
임의 변혁기로서 한마디로 고등교육이 세계를 하나의 장으로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
로 전공영역간, 지역간, 국가간의 첨예한 경쟁이 불가피하고 양질의 교육을 하는 국가와 대학이
경쟁에 우선할 수밖에 없다. 이점에서 대학의 질을 점검하는 대학평가는 교육수요자들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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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분야별 민간평가기구가 설립되어 학문분야별 프로그램 인증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 간호평가원 등이 설
립되어 분야별 인증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간, 대학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평가
체제는 더욱 강화되리라고 보여진다.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들이 평가체제를 강화하고 있고 국제기구 예컨대 UNESCO, OECD,
UMAP, INQAAHE 등도 대학의 질 관리와 학점 상호 인정 및 교류 그리고 자격증 인정 등을
강화하려는 추세이다. 향후 이러한 평가체제 강화의 추세가 확산되면 우리나라의 평가체제도
국제적 호환성을 지닌 체제로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UNESCO-OECD 고등교육 질 관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는 2008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 평가기구들도 국제적 기구와의 상호 협력체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근래에 공학교육인
증원이 국제적으로 상호 호환성을 갖기 위해 워싱턴 어코드에 가입한 것이 한 예라고 할 수 있
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평가인증제와 병행하여 대학의 수준을 사회에 공표하는 서열화(rank)시
스템도 병행되리라고 예측된다.
평가기구는 그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평가결과 보고
나 절차의 투명성, 그리고 문화적 차이 등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세계적으로 평가
인증제가 확대되어가고 있지만 평가의 목적이나 절차, 결과 활용 등에 있어서는 개별 국가가
처한 입장, 개별 대학의 특성과 여건, 그리고 교육목적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어야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대학평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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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의 평가 역사를 가진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대학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벨기에 등은 1990년대에 대학평가를 강
화해 왔으며 포르투갈, 스페인, 독일의 일부 주, 스위스, 노르웨이, 이탈리아, 그리스, 오스트리
아 등은 2000년에 볼로냐 프로세스(vologna process)에 따라 대학평가를 도입, 실시하고 있
다. 이렇듯 고등교육 질 보장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국제기구들의 질 관리 지침으로 이어져 향
후 대학의 질 관리는 더욱 강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대학평가의 과제들을 보면 다음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평가 결과에 대한 국가간 평가기구간의 상호 인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21세기는 학습이동 세기(learning mobility)의 시대로서 국경 없는 고등교육의
시대이고 국가간 상호 학점인정, 학력인정 그리고 자격증인정이 불가피한 시대이다. 따라서 평
가결과를 상호 인정하고 활용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둘째, 대학 평가기준과 항목 등을 국제적인 기준과 연관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우
리나라 대학이 국제적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만족할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평가에서 기준과 척도, 항목 등을 어느 정도 국제적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
한 과제이다.
셋째, 다양한 평가기구간의 역할분담과 상호 네트워킹하는 과제가 있다. 2000년에 접어들어
다양한 비정부기관에 의한 평가체제가 확산되고 있는데 전문성에 있어서 평가의 절차와 객관성
과 투명성, 그리고 평가기관간의 중복성을 탈피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역할과 기능 분화 과제가
매우 중요하다. 대학평가의 목적은 자율성과 책무성을 진작하는데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사회
적 질 관리 차원에서 평가기관간의 합리적인 네트워킹이 매우 중요하다.
넷째, 평가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제가 중요하다.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피평가자가 평가
를 준비하는 일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평가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형평성 있게 평가
하는 일이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평가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훈련과 충분한 평가인적자원
을 확보하는 일이다. 따라서 평가전문가의 틀을 형성하거나 평가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다섯째, 평가의 지표와 항목 설정과 관련된 과제이다. 평가의 지표항목 설정에 있어서는 정성
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에 균형이 필요하고 지나치게 하드웨어적 평가보다는 소프트웨어 평
가에 비중을 두는 것도 향후에 중요한 추세가 되리라고 본다. 그리고 총괄적 평가로부터 형성적
평가로 전환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이다.
여섯째, 정부와 비정부 평가기구간의 협력체계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세계적인 평가추
세는 정부기구 평가체제라기보다는 비정부 평가체제가 더욱 활성화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시행하는 평가와 비정부평가간의 긴밀한 협력체제와 상호 보완적인 틀이 필요하다.
일곱째, 대학평가의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된 과제이다. 국내 대학평가기구와 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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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평가기구와의 질 관리를 위한 상호 인정협정체결 등은 매우 중요한 향후 과제가 되리라고
본다. 이러한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내 대학평가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
학생들의 해외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외국 학생 유치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이러한 쟁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세계적 수준의 대학평가체제가 구축된다면 우리나라 대학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 21세기는 어떤 측면에서는 대학이 학위
수여공장(diploma mill)이자 보편 고등교육의 시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못지않게 평가
기구의 확산은 평가기구 공장화(accreditation mill)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귀담아 들을 필
요가 있다. 대학은 자율과 책무성이라는 동전의 양면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개발 2007 가을

27

P r o j e c t 특 별 기 획 1 _ 평가를 통한 대학의 질 관리

대학, 이젠 생각을 바꾸자
-대학평가정책의 방향
| 글. 전우홍

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정책과장 || junwh1@moe.go.kr|

현

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평가는 크게 기관평가(종합평가), 학문분야별 평가, 사업평가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기관
평가는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여건과 재정상태, 발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그동안 대교협이 이를 주관하여 실시하여 왔으며, 2주기(’
01~’
06) 기관평가가 완료된 상태이다.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한 국가의 경쟁력은 얼마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우수 인재의 양성과 확보는 고등교육의 경쟁력에 의하여 좌우된다. 이는 IMD 평가결과에서 국
가경쟁력과 대학경쟁력 순위가 비례하고 있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6년도 평가에서 미
국의 경우 국가경쟁력이 1위이며 대학경쟁력은 3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싱가폴은 국가경쟁력이
3위, 대학경쟁력이 1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이 32위, 대학경쟁력은
50위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경쟁력 강화의 선행 요건으로서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법이 제시될 수 있지만 가장
유효한 수단의 하나가 바로 대학평가라고 하겠다.

28

Educational Development
2007 Autumn

대학평가는 교육여건과 성과를 조사∙분석∙평가하여 고

에서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국

등교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

내에서 대학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을 유도하는 데에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대학평

(이하 대교협)가 유일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

가는 학생 및 산업체에 교육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터 정부와 언론사가 대학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기

수요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기업기부금 및 정부 재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공학분야와 의학분야 등 일부 학문

정지원과 같은 자원이 우수한 교육기관에 효율적으로 배분

분야에서 관련 전문단체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인증평가를

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지닌다. OECD 대부분의 선진국들

실시하고 있다.

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시스템을 운영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평가는 크게 기관평가(종합평

하고 있으며, UNESCO와 OECD는 2005년도에 공동으로

가), 학문분야별 평가, 사업평가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고등교육의 국제적 질 보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국제

기관평가는 대학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여건과 재정상태, 발

적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 이미 ’
99년에 EU 29개 국가들은

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그동안 대교협이

이탈리아의 볼로냐에서 교육장관 회합을 갖고 유럽 고등교

이를 주관하여 실시하여 왔으며, 2주기( ’
01~’
06) 기관평가

육기관간의 협력과 고등교육시스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 완료된 상태이다. 학문분야별 평가는 대학의 학문분야별

상호 비교 가능한 학위시스템 채택, 학점누적 및 이전시스

교육여건과 교육∙여건프로그램 내용을 평가하는 것으로,

템 구축, 고등교육의 질 보장과 관련한 협력증진을 내용으

학문분야 5년주기(’
05~09) 계획(’
04.3)에 따라 ’
06년의 경

로 하는 볼로냐선언을 채택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2년 간격

우 8개 분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음악

으로 후속조치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우리의 경우 대학

학, 영어영문학, 행정학, 식품영양학에 대해서는 대교협이

진학률은 82.1%로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고 있으나 국제

평가를 실시하였고, 전기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

적 경쟁력은 2006년 The Times 평가에서 보듯 세계 200

학은 공학교육인증원이, 간호학은 간호평가원이 평가를 실

대 대학에 들어가는 대학이 불과 3개에 지나지 않으며, 대

시하였다. 사업평가는 BK사업, 누리사업, 수도권대학 특성

학졸업자에 대한 산업체의 만족도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고

화사업 등 정부의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을 선

있다. 이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대학교육의 질을

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선정평가와 사업의 중간성과를 측

확보하기 위한 평가시스템이 미흡하고, 대학간 교육서비스

정하는 중간평가 등을 말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1>

경쟁이 부족한 점에서 주로 기인한다고 하겠다. 고등교육기

과 같다.

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의 정비를 통하여 우리 고등교육의 질
을 제고해 나가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하에서

<표1> 대학평가 유형과 성격

우리나라 대학평가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학평가

주체

대교협

전문대교협

민간기구

정부

체제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유형

종합평가

학과평가

학문인증평가

재정지원

대상

4년제대학

전문대학

4년제대학

사업신청대학

성격

자율평가
동료평가

자율평가
동료평가

2. 대학평가 현황 및 문제점

전문직단체평가 재정사업평가

고등교육의 수준 향상에 있어 대학평가의 중요성이 점차 강
조되면서 국내 대학평가도 그동안 수행해 오던 내용과 체제

현행 대학평가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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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다양한 평가간 연계성이 부족한 점을 들 수 있다.

하여 고등교육 기초역량 및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며 국내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평가는 대교협,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교육 서비스의 국제 진출과 질 낮은 외국 고등교육 서

기타 학문분야의 일부 기관에 의하여 개별적, 독자적으로

비스의 국내 진출을 통제하기 위한 체계적인 고등교육 질

수행되고 있다. 그 결과 평가기관들 간의 연계가 부족하여

관리 체계의 구축이 절실하다.

평가가 중복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4년제 대

다섯째, 국제 기준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학의 경우 대학종합평가, 학문분야평가 그리고 재정지원사

다. 세계화∙국제화의 흐름에 따라 고등교육에 대한 평가

업평가 등이 중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반면에 전문대, 대

및 인증의 국가간 연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인적

학원대학 그리고 전문대학원의 경우 체계적인 평가체계가

교류 확대는 국내 학위가 외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

미흡한 실정이다.

제기준에 의한 고등교육평가가 요구되며, 외국학위의 국내

둘째, 중복평가에 따른 평가부담이 과중하다. 다양한 평

인증을 위하여도 국제적 기준의 적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가가 개별적인 기관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어 평가결과가 효

특히, e-learning, 분교 및 프랜차이즈 설립 등을 통하여

과적으로 공유되고 있지 않아 중복평가가 발생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교류가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이는 피평가기관인 대학의 불필요한 인적∙물적낭비 및 부

보장해주고 자격인증 체계를 강화시키는 기능이 더욱 요구

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되고 있다.

셋째, 평가결과 활용도가 미약하다. 평가결과가 충분하게

여섯째, 평가기관의 전문성 및 평가기준의 문제이다. 대

공개되지 않고 수요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평가결

교협 등을 포함하여 현재 고등교육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일

과의 활용도가 저조하다. 특히, 다수의 기관에서 평가가 이

부 기관이 고등교육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

루어지고 있어 수요자들이 어디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야

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전문성 문제로 평가결과에 대한 대학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평가결과의 활용도가 낮은

사회의 신뢰도나 국제적 공신력이 기대하는 만큼 높지 못한

것은 결과적으로 고등교육의 수월성 신장 및 국제경쟁력 확

실정이다. 그리고 평가기준 및 지표가 대학별, 학문분야별

보에 기여한 정도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평가가 대부분 투입

넷째, 체계적인 고등교육 질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input)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

못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가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 소홀한 상태이다. 그리고 평가기준이 국내 상황에 적합

고등교육 전반에 관한 질 관리, 인증 또는 학위평가 등은 체

한 지표와 수준에 치우치고 있어 국제적인 비교와 평가인정

계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고등교육 시장개방에 대비

이 곤란한 상황이다.

Educational Development
2007 Autumn

고등교육평가원이 관장할 평가의 종류는 기관
평가, 학문분야별 평가, 사업평가로 구분된다.
기관평가는 현행의 등급 구분에서 탈피하여, 대
학총장 등 경영진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대학
의 자체평가 및 컨설팅 중심의 지원평가에 중
점을 두게 된다.

3. 고등교육 평가체제 개선

게 이루어져야 한다. 고등교육평가는 평가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피평가기관은 물론 관련 이해관계 집단 간의

고등교육 평가체제의 개선 방향은 현행의 양적∙일률적 평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평가를

가체제를 개별 대학과 학문분야의 발전을 촉진하는 질적 평

주관하는 기관은 이러한 영향에서 독립적일 필요가 있다.

가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독립적 이사회를 설치함으로써 국가 및 대학으로

평가의 중점을 투입요소보다는 산출, 즉 학습결과와 품질

부터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제고에 두고자 하며,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괴리된 공급자

둘째, 고등교육 평가기능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위주의 평가체제에서 교육수요자의 참여 확대를 통한 수요

평가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고등

자 중심의 평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이나

교육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되어야 평가결과

일반 국민이 알기 쉽고 국제통용이 가능한 평가기준 및 정

에 대한 국내∙외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 조직구성면에

보공개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새로운 고등교육 평

서도 고등교육 평가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하고 평가업무에

가체제로의 이행을 위해 정부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고

전념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등교육평가 전담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1990년대

셋째, 대외적 공신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고등교육평가원

말 이후 선진국들은 고등교육의 질 보장과 향상을 위해 이

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총괄하는

미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등교육평가 전담기구를 신설 또는

조직으로서 다양한 평가결과를 국내외적으로 공인을 받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고등교육평가인정위원회(CHEA,

수 있어야 한다. 직접 수행하는 평가는 물론이고 타기관을

1996), 영국의 고등교육질보장위원회(QAA, 1997), 일본의

활용하는 평가에 있어서도 철저한 인증기능을 수행하여 고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NIAD-UE, 2000), 호주의 대학질

등교육평가원을 통하여 공표되는 모든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장기구(AUQA, 2001) 등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의 경우

대외적 공신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늦은 감은 있지만 ’
04년 8월‘대학구조개혁방안’
을 통해

대교협, 학문분야별 민간평가기관 등과의 상호 협력을 활성

고등교육평가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하였으며, 후속조치로

화하며 OECD 등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통해 고등교육평가

서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고등교육평가에

원을 국제 수준의 평가기구로 육성하는 것이 요긴하다.

관한 법률(안)’
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와 공청회를 거쳐 ’
05
년 10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고등교육평가원이 관장할 평가의 종류는 기관평가, 학문
분야별 평가, 사업평가로 구분된다. 기관평가는 현행의 등

고등교육평가원의 설치∙운용에 있어 그 기본 방향은 세

급 구분에서 탈피하여, 대학총장 등 경영진의 리더십 강화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고등평가원 위상의 독립성

를 위한 대학의 자체평가 및 컨설팅 중심의 지원평가에 중

과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고등교육평가가 중립

점을 두게 된다. 학문분야별 평가의 경우 고등교육평가원으

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를 주관하고

로부터 인증을 받은 민간전문평가기구에 의한 자율평가를

타평가기관을 인증하는 활동이 외부 영향으로부터 자유롭

활성화하고자 하며, 사업평가의 경우 기존의 BK21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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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I사업, 대학특성화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은 정부위탁

간인증기구가 있는 분야는 상시 인증평가로 전환하며 민간

에 의해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보다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

자율인증(평가)기구에 대한 지속적 육성∙지원이 이루어질

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고등교육평가원의 기능을 요약하면

것이다.
’
07년 학문분야별 평가는 학문분야 5년 주기(’
05~’
09) 계

[그림 1]과 같다.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안)’
에 나타난 평가원의 조직

획(’
04. 3.)에 의해 경영학, 국제통상학, 수학, 화학, 공학(화

을 보면 먼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이사로 구

공, 소재 및 재료), 치∙의학, 연극 및 영화 등 8개 분야를

성되는 이사회가 있다. 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대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중 치의학은 전문대학원으로 전환

교협 및 전문대협이 추천하는 자 중 4인과 경제단체 및 학

되고 연극 및 영화는 전공분야가 다양하여 평가가 어려우므

술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 4인이 포함되도록 하여 평가원

로 금년 평가대상 분야에서 제외하였다. 학문분야별 평가

운영의 독립성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원장은 원장추천

(인증)방식에 있어서는 민간인증기구가 있는 경영학 및 공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였다. 그리

학(화공, 소재 및 재료 등)분야는 각기 민간평가기구인 한국

고 고등교육평가에 대한 전문적 심의를 하기 위하여 고등교

공학교육인증원과 한국경영교육인증원이 인증평가를 실시

육평가원에 학문분야전문가, 대학관계자, 산업체관계자, 국

하게 된다. 민간인증기구가 없는 학문분야인 화학, 수학, 국

내외 평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학평가위원회를 설치하

제통상 분야에 대한 평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시행

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립적인 조직 구조와 전문적인

하게 되며, 평가대상 학과수는 수학 96개교, 화학 90개교,

기능을 갖추게 될 고등교육평가원은 우리 고등교육의 질을

국제통상학 94개교 등 278개교이다.
’
07년 전문대학 학과 평가대상은 2주기(’
04~’
08) 평가계

제고하고 대학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획에 의하여 3개 분야가 평가대상이나 경영분야는 학과가
4. ’
07년도 고등교육 평가사업 추진

다양하게 변화∙분산되어 평가학과를 선정하기 어려워 평
가대상에서 제외한 까닭으로 기계∙자동차, 행정 등 2개 학

’
07년 대학종합평가는‘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안)’
이

과가 된다. 평가주관기관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며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동 법률안 통과와 관련하여 추진되어

평가대상 학과수는 기계∙자동차 40개교, 행정 20개교 등

야 할 것이다. 학문분야별 평가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민

60개교이다. 이 밖에도 한국간호평가원, 한국건축학교육인

평가의 종류

평가관련 지원

기관평가

�

대학교육∙연구수준 평가

학문분야별 평가

�

학과(부)평가/전문대학원 평가

사업평가

�

특성화사업 등(정부위탁)

민간평가기구 지원, 국제교류, 평가DB 운영

[그림 1] 고등교육평가원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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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공학교육인증원 등 민간인증기구의 육성∙지원 사업
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 지원사업은 평가지표∙방법, 교수
법 개발 및 평가전문가 양성프로그램 개발, 국제평가(인증)
기구와의 교류협력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5. 맺음말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국가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
력으로서 고등교육기관의 주도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고
등교육은 최고 상위교육기관으로서 급변하는 사회 및 경제
적 변화 속에서 더욱 큰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국가간 고
등교육 인구이동의 확대는 고등교육서비스의 경제적 중요
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고등교육개방 및 국가간 고
등교육서비스 공급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고등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평
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기구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고등교육기관 평가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정착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고등교육기관 관련 평가의 객관성
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추진해 왔
다. 고등교육평가원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
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평가를 직
접 수행하거나 외부 평가기관에 대한 인증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평가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함으
로써 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대외공신력의 확보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한다. 이러한 연구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과의 네트워킹이 중요하며, 정부
출연 연구기관도 고등교육 평가영역에 대한 보다 높은 관심
과 연구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고등교육평가원
의 설립∙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이미
제출해 놓고 있다. 동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대학, 산업체 등 각계의 지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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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평가될 때 비로소
관리될 수 있다
- 대학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적자본평가
| 글. 김용구

미래경영개발연구원 원장 || yongkoo@yonsei.ac.kr |

본

글은 대학에 대한 평가에서 최근 오스트리아정부가 법률로 제정한 지적자본측정과 평가를 한국에 도입하기 위한 제
안성격의 글로써 지적자본경영, 지적자본측정과 평가에 대한 흐름을 살피고 이것이 대학평가
에 도입되어야 하는 의미와 배경을 살피는데 목적이 있다.

대학평가의 새로운 시각

국가간 경쟁력이 도시간 경쟁력 또는 대학간 경쟁력으로 곧장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간 경
쟁력의 원천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학간 경쟁력의 핵심이 무엇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일부 저
널리즘에서는 도시간 비교를 보통 생활비나 햄버거 가격, 사무실 임대료, 관광비용 ,주거비용
등으로 대조하곤 하지만 흥미를 끄는 정도에 불과하다. 다만 EU에서 2000년 3월 리스본 아젠
다를 채택하면서 국가간 경쟁력을 GDP수준의 비교를 넘어 국가의 지적자본 비교를 수행해온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EU가 자신의 사
명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증거로 인식된다.
근래 대학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미국대학의 절대적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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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대학평가에 대
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며, 자기진단과 학습
이 증진되는 지적자본측정과 평가 같은 새로운
평가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안에 있는 한국은 미국대학 유학생 순위 3위권 이내 국가이
며, 주로 영미권이 설정하는 대학의 순위와 경쟁력 기준에
주로 따르게 되고 여기에 추종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더구
나 대학순위와 관련된 흐름을 인생의 기본 서열로 간주하고
삶의 뿌리를 여기서 추구하는 도착적인 현상까지 부분적으
로 나타난다.
사실 대학평가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호주, 프랑스, 한
국 등 국가내에서 정부나 비영리기관들이 법률이나 규정 또

자체평가를 상시화 해야 한다.
둘째, 객관적인 순위산출이라는 이름으로 장님코끼리 만
지는 식의 평가오류를 방지해야 한다.
셋째, 대학경쟁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각 분야의
정의와 지표타당성이 다시 검증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가 적어 학생 교육을 잘 시키
는 대학보다는,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초기 투입자원으
로 평가되는 근본적 오류를 방지해야 한다.

는 나름대로의 근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은 협소하면 협

다섯째, 순위가 실질내용과 별 관계가 없는데도 과장되거

소한 대로 방법론적 제한은 있으나 나름대로 그 의의를 인

나 자체 발전과 성장을 위한 진단보다는 언론보도를 위한

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을 망라하여 세계의 대

홍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방지되어야 한다.

학에 대한 평가를 하고 거기에 국제적인 순위를 매기는 방

여섯째, 정성적 자료의 신뢰성 부족과 가중치 부여의 문

식은 EU의 리스본 아젠다가 지적자본에 입각하여 시대의

제, 최종결과물이 정책이나 전략으로 변환되기 어려운 점,

진화과정에 부응하면서 수행하는 국가간 비교와는 달리 작

즉 학습으로 작동되기 어려운 점을 숙고해야 한다.

위적이며 문화적, 역사적 관점에서 다소 천박한 일면도 있
다.

일곱째, 대학평가는 글로벌 경제에서 국가간 비교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역사, 문화적으로 집중화된 의식 속에

본 글은 대학에 대한 평가에서 최근 오스트리아정부가 법

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컨설팅 관점의 자기 내부진단과 그

률로 제정한 지적자본측정과 평가를 한국에 참조하기 위한

결과를 진정한 학습으로 발전시키는 성찰과 사명의 실현으

제안 성격의 글로써 지적자본경영, 지적자본측정과 평가에

로 발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평가체계와 방

대한 흐름을 살피고 이것이 대학평가에 도입되어야 하는 의

법을 구축해야 한다.

미와 배경을 살피는데 목적이 있다. 이것은 대학평가를 단

결국 이러한 지적사항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대학평가에

지 서열을 매기는 상품진열 방식이나, 평가를 위한 평가가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며, 자기진단과 학습이 증진되

아니라 인간의 잠재역량 증진과 성공기회 확대를 위한 본연

는 지적자본측정과 평가 같은 새로운 평가체계의 도입이 필

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논지이기도 하다.

요하다고 생각한다.

2007년 7월 대교협이 주최한 글로벌 대학평가 정책포럼
에서는 현재의 대학평가에 대해 참석자들이 주로 다음의 일

지적자본경영의 등장

곱가지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내부자체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기 진단적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조직의 성과를 평가하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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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방식의 등장인데 두드러진 것이 지적자본경영

터 지적자본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기업차원과 국가차원, 그

(Intellectual Capital Management)이다. 경영자들은 지

리고 유럽공동체차원에서 지적자본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식의 창출, 평가, 활용의 조직화가 중요하다는 것과 지식을

있으며, 많은 기업에서 정기적으로 지적자본보고서(ICR:

경영의 성공요소 차원에서 측정가능한 방법으로 이해하고

Intellectual Capital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독일

증진하고자 노력하면서 그 수단이자 이론의 총체로서‘지

정부와 일본정부도 지적자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

적자본(Intellectual Capital)’
이라는 개념을 창출하게 되

고 국가적으로 연구와 실천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에서도

었다.

2000년도에 지식자산이라는 이름으로 지적자본의 측정과

조직자원을 분류하고 차별성 있게 다루는데 있어서 눈에

평가에 대한 공적기관의 연구보고서가 발간된 바 있다.

보이지 않는 구성원의 역량, 기술, 경영관행, 노하우

또한 오스트리아정부는 2004년 지적자본 보고서의 기준

(know-how), 의욕과 태도, 문화, 의사결정 프로세스, 신

과 측정, 평가를 법제화하여 모든 대학에 그 사용을 강제하

뢰수준, 외부와의 관계수준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확

는 획기적 조치를 취했다.

인되고, 기업 시장가치의 60~80%가 이러한 무형자산에 기
인하고 있음이 드러나면서 이러한 지적자본의 측정과 평가

지적자본의 구성

및 관리, 성장을 행하는 지적자본경영은 21세기 경영혁명
의 움직일 수 없는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후 지식경영이

기업의 보이지 않는 자산인 지적자본은 인적자본(구성원의

기술시스템과 너무 과도하게 접목되거나 통계적 수치 등에

역량, 태도, 만족도 등), 내부구조자본(비전과 전략, 조직문

쏠림으로써 지적자본경영은 독자적인 자기 길을 더욱 개척

화, 정보시스템, 조직운영프로세스 등), 관계자본(고객신뢰,

하게 되었다.

고객만족도,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의 구현, 브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초부

인지도 등)으로 구성된다.

사람의 힘
역량, 태도, 직원만족도, 경험,
노하우, 교육∙훈련, 숙련도,
직원보유율, 업무관련지식,
업무수행능력 등

인적자본
관계의 힘
비전과 전략, 조직문화, 조직운
영프로세스, 정보시스템.
R&D 등

관계의 힘
내부구조자본

관계자본

고객만족, 고객충성도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신뢰도 등

[그림1] 지적자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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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적자본연구는 EU, 미국 SEC, OECD 등 전 세

유와 사명,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 등과

계적으로 지적자본의 측정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긴밀하게 연계된 흔적이 크지 않다. 지식조직으로서의 대학

UN이 제안하는 지속가능경영의 실천방안으로서 지적자본

은 무엇보다도 자기조직을 진단하고 학습할 수 있는 정당한

측정 및 보고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며, 독일정부는 중소기

측정모델을 갖고 있어야 하며, 있을 수 있는 대학간 비교는

업 성과지표의 근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오스트리아정부는

이러한 진단과 학습의 결과를 비교하고, 대학의 존재이유와

대학의 측정평가모델로 법제화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지식

사명, 전략이 구현되는 수준과 열정을 표현함으로써 이해관

조직의 성과평가모델로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계자들이 거기에 맞춰 조응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의미와 지혜로 진화되는 지식은 순위가 아니며 학습수준과

국내∙외 대학의 평가시스템과 한계

열정, 지식생태계에 대한 공헌의 척도를 의미하기 때문이
다.

다음은 최근 국내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대학평가 항목과
가중치들이다(글로벌대학평가정책포럼, 2007년 7월 인용).
이들 항목과 가중치를 보면 본질적으로 측정지표가 채택된
목적과 의미, 정당성 등이 지식조직으로서 대학의 존재 이

오스트리아대학, 지적자본평가보고서 법제화

<표 1> 중앙일보 대학종합평가의 평가영역 및 지표, 가중치
평가부문

교육여건 및 재정
(120)

국제화(70)

교수 연구
(170)

평판 사회진출도
(110)
개선도(30)

평가지표
∙교수당 학생수(20)
∙교수 확보율(15)
∙학생당 장학금(10)
∙장학금 수혜율(5)
∙등록금 대비 장학금 환원율(5)
∙기숙사 수용율(5)
∙학생당 도서자료 구입비(5)
∙현장실습강좌 참여학생 비율(5)
∙학생당 교육비(20)
∙교육비 환원율(10)
∙세입중 납입금 비율(10)
∙학생 충원율(5)
∙중도포기율(5)
∙외국인교수 비율(20)
∙외국인 학생 비율(15)
∙해외파견 교환학생 비율(10)
∙영어강좌 비율(20)
∙국내방문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5)
∙교수당 외부지원 연구비(20)
∙교수당 외부 연구과제수(15)
∙교수당 자체 연구비(15)
∙인문사회 교수당 국내논문수(15)
∙과학기술교수당 국내논문수(15)
∙기술이전 수입액(10)
∙인문사회체육 교수당 SSCI, A&HCI 게재수(20)
∙과학기술 교수당 SCI논문 게재수(20)
∙교수당 SSCI, A&HCI, SCI 논문 피인용수(10)
∙SSCI, A&HCI, SCI 인용 10회 이상 논문수(10)
∙지식재산권 등록현황(10)
∙지적재산권 출원현황(10)
∙졸업생 부문(48)
∙학교 부문(30)
∙취업률(10)
∙고시 합격자수(8)
∙거래소, 코스닥 상장업체 임원수(8)
∙공인회계사, 변리사 합격자수(6)
∙교수당 연구비(6)
∙학생당 교육비(6)
∙교수 확보율(6)
∙학생당 장학금(6)
∙교수당 학생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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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보유 자격증수 등의 일반적인 것 외에 평생교육과 개인
오스트리아정부는 2004년 1월 University Organization

의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참석자 수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구

and Studies Act 법 등에 의거하여 특정한 보고서 발간을

조자본에는 일상적인 지표 이외에 장애나 만성질환 학생을

의무화하였다. 특히 세계 최초로 대학이 스스로 조직을 진

위해 일하는 직원의 수나 기금 등이 포함된다. 관계자본에

단하고 학습하는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지적자본보고서 발

는 대학도서관 대출 건수 등이 포함되는 등 실질적인 대학

간을 법제화하였는데, 오스트리아 대학은 대학활동보고서,

교육 활동을 측정하고 있다. 핵심프로세스에는 석∙박사과

지적자본보고서, 평가보고서, 재정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발

정 학위달성률, 커리큘럼별 학업지속 기간 내에 시험에 응

행해야 한다. 특히 대학의 사명기술서, 목표, 전략 등을 분

시하는 학생비율 등 구체적인 교육성과를 평가한다. 핵심프

명히 하고 지적자본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로세스 중 연구개발 분야에는 프로젝트에 의해 후원받는

-지적자본보고서의 범위와 목표, 전략

연구자 수 등 구체적인 연구인프라의 수준 등을 측정하고

-지적자본으로서 인적자본, 구조자본, 관계자본

평가한다. 핵심프로세스 중 성과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핵심프로세스로서 정규교육과 평생교육, 그리고 연구개

강 졸업생수 등도 포함된다.

발 활동

결론적으로 오스트리아정부가 법제화한 오스트리아대학

-핵심프로세스의 산출물과 영향으로서 정규교육과 평생
교육, 그리고 연구개발 활동 등

의 지적자본보고서는 대학의 순위나 홍보적 성격보다는 해
당 대학의 사명과 존재이유를 기반으로 목표와 전략을 세우

특이한 예를 들면 인적자본에는 직원(성별, 하고 있는 일

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이행되는 교육과정과 성과에 집중함

<표 2> 중앙일보 대학종합평가의 평가영역 및 지표, 가중치
항목

가중치

동료평가

25

학생유지

20-25

교수자원

20

학생의
우수성

15

재정 자원
예상졸업률
달성도
동창생

10
5
5

지표
∙타 대학의 총장, 학장, 입학처장 등에게
해당 대학의 academic excellence에 대하여
5단계로 평가토록 함.
∙6년 이내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 비율(80)
∙신입생의 다음해 재등록 비율(20)
∙수업당 학생수 20명 이하 강좌 비율(30)
∙수업당 학생수 50명 이상 강좌 비율(10)
∙교수 급여(35)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15)
∙교수대 학생 비율(5)
∙전임교수 비율(5)
∙입학시 SAT/ACT 점수(50)
∙고교에서 학급내 상위 10% 학생 또는 해
당 고교 전체 상위 25% 학생의 비율(40)
∙지원자 대비 입학자 비율(10)
∙학생당 교육비
∙6년전 입학생의 예상 졸업률과 실제
졸업률의 차이
∙최근 2년간 동창 중 학교 기부자 비율

주) 평가지표에서 ( )내 수치는 평가항목 중 해당 평가지표가 차지하는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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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25(석사과정 대학,
종합대학), 20(국가수준
대학과 인문교양 대학)

국가수준대학과 인문교양
대학에만 해당됨

대학의 평가는 지식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무형
자산의 창조와 효과적인 이전과 통합 등의 관
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대학의 존재이유
와 사명 ,비전과 목표달성 차원에서 자기진단과
학습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으로써 무형자산이 중심인 대학조직의 성과를 학습과정에
서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종합평가인증제는 1주기와 2주기를

대략은 생태학적 다양성 속의 지식창조와 이전의 학습혁

거치는 동안 나름대로 큰 기여를 했으나 대학 스스로가 자

신 공간이지, 투입자원 그대로의 반복평가나 투입자원의 스

신의 문제를 진단하고 스스로 개선점을 찾아가는 자기 학습

카웃을 통한 동의반복어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적 평가를 구축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보였다. 이것은 중앙

한국대학의 평가는 수월성에 대한 평가 이외에 이러한 과정

일보의 대학평가도 마찬가지인데 대학평가의 새로운 경지

과 학습혁신 공간으로서 인간의 잠재역량 증진과 성공기회

를 개척하고 나름대로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며 피드백을 적

의 확대를 평가하는 지적자본경영평가를 준비해야 하는 것

극 반영하는 등의 공헌을 했으나 평가기준과 항목의 타당성

이다. 문제는 기교나 기법이 아니라 평가를 하는 사상과 목

과 순위 개념의 신뢰도 등에서는 여전히 많은 도전을 받고

적이며 철학에 있는 것이다.

있다. 또한 최근에 해외기관에서 국내 대학을 평가하는 순
위 등은 특히나 신뢰도와 타당성에 문제제기가 많고 일부에

향후 전망

서는 이에 편승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표 3> 오스트리아대학의 지
적자본보고서 구성의
세부사항

Human
Capital

Staff
Number of awarded teaching qualifications (habilitations)
Number of appointments to the universityNumber of appointments from the university
Number of academic/art staff who have completed a temporary stay abroad amounting to
at least 5 days (outgoing)
Number of incoming academic/art staff
Number of participants in programs for continuing education and personnel development

Structural
Capital

Funding for measures promoting equal opportunities
for men and women and ffirmative action for women in Euro
Funding for measures advancing gender specific education and research/development
and promotion of the arts in Euro
Number of staff active at special institutions
Number of staff active in institutions
for students with special needs or with chronic disorders, or both
Funding for specific measures
for students with special needs or chronic disorders, or both, in Euro
Funding for measures for balancing work/studies and family/private life
for females and males in Euro
Cost for available online research data bases in Euro
Cost for available scientific/art journals in Euro
Total funding for large equipmen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development and promotion of the arts
Proceeds from sponsoring in Euro
Floor space in m²

Relational
Capital

Number of staff in function as chairs, members or reviewers
in external appointment committees and habilitation committees
Number of partner institutions/enterprises incorporated in cooperation agreements
Number of staff with functions in scientific/art journals
Number of staff in scientific/art panels
Number of borrowings from university libraries
Number of university library activities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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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학의 평가는 지식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무형자

계는 극복되어야 한다. EU의 고등교육 평가방법이나 오스트

산의 창조와 효과적인 이전과 통합 등의 관점에서 측정되어

리아정부의 대학에 대한 지적자본평가보고서는 이런 점에서

야 하고, 특히 대학의 존재이유와 사명, 비전과 목표달성 차

한국의 새로운 대학평가 체계수립에 큰 기여를 하리하고 생

원에서 자기진단과 학습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크다. 특

각하며 향후 전개될 고등교육평가원의 역할과도 밀접하게 연

히 대학조직이 이루어낸 특정기간의 학습과 무형자산 창출

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적자본에 대한 명확

가치를 반드시 측정하고 평가해야 한다. 스카웃 개념으로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이런 목표가 달성 될 수 있다.

만들어진 자산의 평가나, 투입자산 자체가 다시 평가되는 한

<표 4> 오 스 트 리 아 대 학 의
지적자본보고서 구성의
세부사항

Structural
Capital

Core

Proce
sses

Structural
Capital

Relational
Capital

Output
&
Impact
of
Core
Proce
-s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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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volume of scientific/ art teaching staff in education equivalent to full-time position
Number of academic programs offered
Average length of study in semesters
Success rate of degree program students in bachelor’
s, master’
s and diploma programs
Number of students
Degree program students actively taking exams within the minimum duration of studies
according to the curriculum and in addition to one tolerance semester in bachelor’
s,
master’
s and diploma programs
Number of degree programsNumber of degree program students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s (outgoing)
Number of degree program students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s
(incoming)
Number of students admitted to master’
s or doctoral programs without an Austrian
bachelor’
s, master’
s or diploma degree
Number of international joint degree/ double degree programs
Funding for educational projects in Euro
Percentage based classification of academic/ art staff within research and development
according to scientific disciplines
Number of ongoing projects withi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projects
for developing and promoting the arts supported by third-party funds
Number of ongoing evaluated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and projectsN for
developing and promoting the arts internally funded by the university
Number of research fellows
Number of researchers and artists funded b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and
projects for developing and promoting the arts supported by third-partyfundsNumber of
doctoral programs
Number of participants in PhD doctoral programs
Number of doctoral program students who have graduated
from a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diploma program
Number of staff in function as chairs, members or reviewers
in external appointment committees and habilitation committees
Number of partner institutions/enterprises incorporated in cooperation agreements
Number of staff with functions in scientific/art journals
Number of staff in scientific/art panels
Number of borrowings from university libraries
Number of university library activities

Education
&Continuin
gEducation

Number of awarded degrees
Number of awarded degrees with funded temporary stays abroad during study
Number of graduates pursuing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at the university
Number of degrees awarded within the minimum duration of studies in addition to one
tolerance semester according to the curriculum

Research
&Develope
-ment

Number of awarded doctoral degrees
Number of scientific publications of the staff
Number of presentations held as invited speaker or selected presenter at scientific/art
events
Number of patents awarded to the universityProceeds from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and projects for developing and promoting the arts according to subsection 26(1)
and paragraph 27(1)3 of the University Act 2002 in Euro

국경없는 고등교육,
국제사회는 바란다
| 글. 이영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책임연구원 || yhlee@kcue.or.kr|

공

급자인 유럽대학들은 스스로 질 관리를 위하여 내부의 자체평가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제3자 외부평가를 통하여
해당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의 품질을 인증받아 공표함으로써 그 인지도와 평판도를 높이는 노
력을 하고 있다.

Ⅰ. 서론

세계화라는 말은 더 이상 우리에게 생소한 말이 아니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도 타 분야에 버금
가는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화라는 말이 회자되기 시작하던 1995년의 고등교육 부문
의 해외유학 인구는 15만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7년 현재는 약 200만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7백 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국가간 고등교육 이동인구를 1995
년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10년이 지난 2007년 현재 약 10배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약
30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이러한 국가간 고등교육 인구이동의 급격한 증가는 고등
교육 세계화의 가속화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지표가 아닐 수 없다.
21세기 국가간 고등교육 교류의 원칙과 규범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대표적인 지침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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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 간 고등교육 질 보증 지침』과『OECD/

원칙적 합의에 따른 유럽 고등교육 통합은 2001년부터 2년

UNESCO 국경 없는 고등교육 질 보증 지침』
이다. 이 두 지

을 주기로 개최되는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를

침은 공히 고등교육 질 보증을 국가간 고등교육 교류의 전

통하여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볼로냐 프로세스는

제조건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그 질 보증의 기제로써 대학

Prague 회의(2001. 5. 19)를 시작으로, Berlin 회의(2003.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9. 18~19), Bergen회의(2005. 5. 19~20), London 회의

이 두지침이 채택된 2005년을 전후하여 대학평가를 실시

(2007. 5. 17~18)에 이르기까지 4차례에 걸쳐 추진되고 있

하고 있던 국가들은 평가체제를 재정비하는가 하면, 그동안

다. 즉, EU 국가 교육부 장관들은 볼로냐 프로세스를 통하

대학평가를 시행하지 않았던 국가들에서도 대학평가체제를

여 급변하는 세계의 고등교육 시장변화와 유럽내의 국가별

구축하는 움직임이 크게 확산되었다. 특히, Bologna

고등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유럽 고등교육의 교류협력의 기

Process의 추진과정에서 많은 유럽 국가들은 평가체제를

본 원칙과 틀을 심화시켜 유럽 차원의 고등교육체제를 구축

정비하였다. 이러한 점을 주목하여 여기서는 먼저
『유럽 국

해 나가고 있다.

가 간 고등교육 질 보증 지침』
의 제정과 관련하여 유럽 지역

특히, 이 과정에서 유럽 고등교육의 교류협력의 전제 조

국가의 대학평가체제정비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건으로 고등교육에 있어서 질 보증에 관한 협력을 촉구한

『OECD/UNESCO 국경 없는 고등교육 질 보증 지침』
의제

유럽 정상회담(1998. 9. 24)의 권고에 따라 1999년

정과 관련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대학평가체제

ENQA(European Network of Quality Assurance in

정비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Higher Education)를 창설하였다. ENQA는 그 설립과 더
불어 EU 국가의 대학평가체제를 조사하여 그 질 보증을 위

Ⅱ. 유럽국가의 대학평가

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유럽 지역 고등교육 질 보장 지침(Standards and

42

유럽국가의 고등교육 통합에 대한 기본 합의는 리스본협약

Guidelines for Quality Assurance in the European

(Lisbon Convention, 1997), 소르본느선언(Sorbonne

Higher Education Area)』
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Declaration, 1998), 볼로냐선언(Bologna Declaration,

2005년 개최된 3차 Bologna Process, Bergen회의에 제

1999)을 통하여 그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출하였다. 동 회의에서 EU국가 교육부 장관들은 ENQA 보

Educat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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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인『유럽 지역 고등교육 질 보장 지침』
을 향후 유럽국

만,『유럽 국가 간 고등교육 질 보증 지침』
에 제시되어 있는

가간 고등교육 교류와 학위 상호 인정의 원칙과 규범으로

제3자 외부평가의 기본 원칙과 주요 절차의 반영을 요구하

채택하였다.

고 있다. 그리고 각 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외부평가기구는

『유럽국가간 고등교육 질 보증 지침』
에는 자율적이며 객

ENQA 등록처에 등록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별 외부평가

관적인 고등교육 질 보증을 위한 평가체제의 구축, 내부 자

기구가 수행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유럽 국가

체평가와 제3자 외부평가의 주요 원칙, 신뢰할 수 있는 고

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보공개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등교육 질 보증 평가기구 발굴과 육성, 고용주 등 기타 고등

2007년 5월 17~18일에 개최된 4차 Bologna Process,

교육 이해 당사자들 간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등을 주요

Lodon 회의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향후 유럽국가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들은『유럽지역 고등교육 질 보장 지침』
에 제시되어 있는

ENQA의 조사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대학평가를 실시해

고등교육 질 보증을 위한 대학평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

온 유럽국가로는 영국∙프랑스∙네덜란드 등이 있고, 대학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EU 국가들은‘고등교육 질

평가에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1990년대부터 대학평가를 시

보증이 유럽 고등교육 통합의 전제 조건이다’
는 인식을 공

행해 온 나라에는 벨기에∙덴마크∙스웨덴∙핀란드 등이

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급자인 유럽대학들은 그

있으며,‘Bologna Process’
가 추진되는 가운데 2000년대

질 관리를 위하여 내부의 자체평가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부터 대학평가를 도입한 국가로는 포르투갈∙스페인∙독

제3자 외부평가를 통하여 해당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의 품

일∙오스트리아∙스위스∙이탈리아∙그리스∙벨기에 등이

질에 대한 인증을 받아 공표함으로써 그 인지도와 평판도를

라 한다. 또한 ENQA는 이들 유럽 국가의 34개 대학평가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할 것으로 예견된다.

기구들이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평가의 대상과 평가유형을
Ⅲ. 아태지역 국가의 대학평가

<표 1>과 같이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럽국가의 경우 대학편제 단
위별 평가로는 학과평가, 프로그램평가, 기관평가(종합평

UNESCO는 1970년대부터 지역별 고등교육의 교류 및 학

가), 주제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방식으로는 평가

위상호인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즉, UNESCO

기구에 따라‘Evaluation’
,‘Accreditation’
,‘Audit’
,

는 세계를 5대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별 고등교육 자

‘Benchmarking’등을 적용하고 있다. ENQA는 각각의

격과 학력∙학점인정위원회를 중심으로 30여 년 동안 고등

평가방식에 대하여 그 평가내용과 평가기준 등에 차이가 있

교육의 교류촉진 및 학위상호인정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지속

지만, 모두를 고등교육 질 보증 기제로 인정하고 있다. 다

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질 관리가 본격

<표 1> 유럽 국가의 대학평가기구 시행 대학평가의 유형
구분

Evaluation

Accreditation

Audit

Benchmarking

합계

학과(Subject)

6

1

1

6

14

프로그램(Program)

21

20

5

7

53

기관(Institution)

12

10

14

4

40

주제(Theme)

10

0

1

4

15

합계

49

31

21

21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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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협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파리에서 개최된

구, 학생, 학위∙자격인증 기구, 전문단체)들을 명확히 제시

UNESCO 총회부터이다. 그 이후의 고등교육 질 관리는 태

하고 관계자별로 구체적으로 책무와 행동 지침을 부과하는

국, 일본, 미국, 홍콩, 인도 그리고 유럽국가 등에서 개최된

참여적 접근법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특히, 대학자체의 내

일련의 UNESCO회의와 OECD회의에서 수차례에 걸쳐 주

부 평가를 통한 질 관리와 더불어 외부 전문평가기구에 의

요 의제로 다루었다. WTO가 교육서비스를 FTA협정 대상

한 제3자 평가의 실시를 통한 대학교육에 대한 인증

품목으로 포함시킨 2002년을 기점으로 UNESCO는 국가

(accreditation)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는 자국의 고등교

간 고등교육 교류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육 질 보장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본격적으로 고등교육 질 관리 지침 마련 작업을 시작하였

고등교육 질 보증과 관련된 활동 및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다. 그 동안 수차례의 국제회의를 통해서 협의된 고등교육

하고, 해당지역 또는 국제적으로 관련된 이해당사자들과

질 관리에 대한 결과와 회원국의 고등교육의 다양성과 현실

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비록 이 지침은 비

등을 감안하여, UNESCO는 고등교육 세계화 시대가 요구

강제적 연성규범이지만, UNESCO와 OECD 회원국 간의

하는 소망스러운 대학 발전 방향을 전제로 하는 고등교육

동료 압력(peer pressure) 형태로 사실상 이행이 강제될

질 관리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고등교육 질 관

수 있다.

리 지침이 2005년 12월 OECD 이사회에 제출되어 승인을

다른 한편으로 고등교육 시장개방이라는 환경변화는 많

받은 것이 이른바,『OECD/UNESCO 국경 없는 고등교육

은 국가들로 하여금 대학경쟁력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질 보증 지침(OECD/UNESCO Guidelines for Quality

자극제가 되었다. 예컨대 2002년을 전후하여 미국, 일본,

Provision in Cross-border Higher Edu-cation)』
이다.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대학평가체제의 재

동 지침은‘고등교육의 세계화 시대 함량 미달의 고등교

44

정비는 이를 말해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육으로부터 국경을 넘나드는 고등교육 수요자를 보호 한

미국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연방 고등교육법(HEA)

다’
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적 연성 규범이다. 이 지침은

Ⅳ장 34조를 개정하였다. 이 법 개정에 따라 연방교육부

고등교육 질 보장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정부, 대학, 평가기

(USDE)는 지역별 인증평가기구를 비롯하여 고등교육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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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인증평가기구에 이르기까지 그 적격성을 승인하는 사

다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대학을 평가할 수 있는 제3

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로 접어들

의 기관을 인증하여 이들 기관으로 하여금 대학을 평가하도

면서 미국의 인증평가기구 승인체제는 USDE와 CHEA로

록 하는 제3자 평가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

양립되는 이원적 체제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2006년 현재

은 학교교육법 제69조의 4, 제69조의 5, 제69조의 6 및 성

USDE와 CHEA의 대학인증평가기구의 승인 현황은 <표

령(省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 대

2>와 같다.

학기준협의회, 단기대학기준협회 등에 대하여 대학(단기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인증평가기구와 신학계

학을 포함) 및 고등전문학교에 대한 인증평가기구를 승인해

대학 인증평가기구는 모두 USDE와 CHEA의 승인을 받고

주고 있다. 현행 일본의 대학평가체제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민간직업교육인증평가기구의 경우는 USDE의 승인

있다. 즉 첫째, 모든 대학은 의무적으로 자기점검 및 평가를

을 받는 기구는 7개이나 CHEA의 승인을 받은 기구는 2개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모든 대학은 문

기구에 불과하다. 그리고 전문분야인증평가기구 66개 중

부과학성에서 인증을 받은 인증평가기관을 선택하여 일정

USDE의 승인을 받는 기구는 58개로 약 88%인 반면에

한 평가기준에 의한 인증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셋

CHEA 승인을 받는 기구는 46개로 70%이다. 전반적으로

째, 모든 국립대학법인은 문부과학성 소속 국립대학법인평

볼 때 대학평가인증기구들은 대학 및 고등교육 프로그램 질

가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인증을 하는 CHEA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보다는 연방정부

있다. 일본이 대학평가를 고등교육 질 보증의 기제로써 뿐

의 학생지원 재정과 관련이 있는 USDE로부터 승인을 받는

만 아니라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것을 선호하고 있다.

는 것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일본은 2002년 도야마 플랜을 통하여‘선택과 집중’
에

호주는 1999년 모든 주 및 지방정부의 고등교육기관에

의한 강도 높은 대학구조 조정을 단행했다. 그 과정에서 종

대한 공통 인증절차의 확립, 각각의 인증과정에 대한 독립

래의 형식적이던 대학평가를 새롭게 정비하였다. 즉, 2003

적인 평가 그리고 각 대학의 내부적인 질 보장 과정에 대한

년 학교교육법을 개정하여 모든 대학은 국가로부터 인정받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등교육평가 체제를 정비하였다. 호주

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본격적인

연방정부는 National Protocols for Higher Education

인증평가 체제로 정비하였다. 현재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Approval Process를 인준하고, Australian Universities

대학에 대한 외부 인증평가에는 문부과학성에 설치된‘국

Quality Agency를 설립하여 고등교육의 질 보장 평가를

립대학법인평가위원회’
에 의해 국립대학들만 받는‘국립대

시행하고 있다. National Protocol에는 유학생 자격, 고등

학법인평가’
와 모든 대학(단기대학 포함) 및 고등전문학교

교육기관의 인증기준, 호주 국내에서 운영되는 외국 교육기

들이 받는‘인증평가’
가 있다. 일본 정부는 대학평가를 보

관의 제약조건, 교류협력과 관련된 책무, 대학 인정

<표 2> USDE와 CHEA의 대학인증평가기구는 승인 현황(2006년 기준)
인증평가기구

전체

USDE 승인

CHEA 승인

Regional Accrediting Organizations

8

8

8

Faith-Based Accrediting Organizations

4

4

4

Private Career Accrediting Organizations

7

7

2

66

58

46

Specialized and Pressional Accrediting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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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r o j e c t 특 별 기 획 1 _ 평가를 통한 대학의 질 관리

(recognition)의 정의와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다. 연방국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등교육 시장개방과 고등교육 세

가인 호주의 경우 각 주 및 지방정부는 고등교육기관에 대

계화의 도래로 국가간 이동하는 고등교육 수요자 보호를 근

한 인증평가기능(accrediting function)을 갖고 있고, 각각

본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OECD/UNESCO 국경 없는

의 인증평가기관은 National Protocol 집행차원에서 인증

고등교육 질 보증 지침』
은 교육선진국에 유리하지만, 대학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즉, 인증평가기관의 주요 기능은 국

의 역사도 짧고 고등교육에 대한 인증평가 체제도 제대로

립 및 사립대학의 인증기능, 관할권 내 국공립대학의 운영

갖추지 못한 교육후진국에는 불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학문과 관련된 부정기적인 평가를

동 지침은 상대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이 낮은 국가들에게 일

실시하는 것이다. 호주의 대학평가체제 정비는 고등교육의

정 수준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세계화 틀 속에서 각 국가와 개인의 바람직한 성장을 도모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의 질이 낮은 국가는 큰 부담이 될 수

하기 위해 지식사회에서 요구하는 질 높은 고등교육과 고등

있다. 각 국가 내에서도 질적으로 다양한 고등교육기관이

교육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질 관리의 필요성을

이상의 미국, 일본, 호주를 비롯하여 한국, 중국, 홍콩, 싱

제기하고 있다. 질 낮은 교육으로 비판을 받아온 소위 학위

가폴, 뉴질랜드 등 아∙태지역국가들은 고등교육의 질 관리

수여공장(degree mills) 역할을 하는 대학에서의 질 낮은

가 국제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루어진 1990년대부터 대학평

학위수여나 신뢰성이 부족한 평가로 인증을 남발하는 인증

가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고등교육 질 보증을

부여공장(accreditation mills)의 역할을 하는 인증평가기

위한 기제로써 대학평가가 중요시되는 2000년대의 고등교

구 등을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

육 시장개방과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한 나라라

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OECD/UNESCO 지침은 각 국가의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태지역 국가들은

질 관리 체제 기반을 국제적 관점에서 국가간 상호 인정을

『OECD/UNESCO 국경 없는 고등교육 질 보증 지침』
이제

할 수 있는 체제로 발전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안된 이후 대학평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즉,
더 이상 어떤 나라도 고등교육 질 보증 체제 구축에 대한 국

Ⅳ. 결론

제사회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대만,

46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많은 아시아 국가

『OECD/UNESCO 국경 없는 고등교육 질 보증 지침』
과

들도 대학평가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 국가간 고등교육 질 보증 지침』등을 고려할 때,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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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질 보증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는 더욱 증대할 것

일이다. 낙후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학생, 부모, 학

이며, 모든 대학은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생각

교 구성원, 정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특히, 대학이

한다. 이러한 현실 인식이 빨랐던 EU 국가, 미국, 일본, 호

세계 교육 혁명의 전반적 추세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한국

주 등 교육선진국들은 고등교육의 질 관리가 국제회의의 주

인의 저력과 가능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질 높은 교육

요 의제로 다루어지던 2000년대 초반에 대학평가체제를 정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해외로 빠져나가는 유학생들의 발길

비하여 능동적으로 고등교육 질 관리 체제를 구축했다. 그

을 되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외국학생들을 유

러나 교육후진국의 상황은 다르다. 교육후진국들은 고등교

치할 수 있을 것이다.

육시장 개방과 질 보증에 대한 압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대

우리나라 대학들이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가질 때, 국가

학평가체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선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지식

진국은 자국의 고등교육 질 인증 체제를 통하여 국제적 브

기반사회 건설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평가

랜드를 가질 수 있는 반면에 적절한 고등교육 질 보증 체제

를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는 무엇보다 대학의 자율성이 존중

를 구축하지 못한 교육후진국의 고등교육은 상대적으로 평

되는 가운데 스스로 그 책무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가절하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조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에는 보다 큰

우리나라는 아시아권 국가로서는 가장 먼저 1982년 한국

틀에서 대학평가를 조망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대학교육협의회의 설립과 더불어 대학평가를 시행하여 왔

『OECD/UNESCO 국경 없는 고등교육 질 보증 지침』
에

으며 최근 정부의 학문분야별 민간평가기구 활성화 방침에

제안되어 있는 바와 같이‘정부는 고등교육의 질 보증을 위

따라 공학, 의학, 간호학, 건축학, 경영학 등 분야별 평가기

한 포괄적인 대학평가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는 점을 고려

구가 설립되는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고등교육 질 관리

할 때, 정부의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한국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등교육평가원 설립만이 기존

중국이나 일본보다 앞서 대학평가를 시행하여 왔음에도 불

의 대학평가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구하고, 대학평가를 대학경쟁력 강화로 발전시키지 못한 점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축적해 온

에 대해서는 주의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 우리는 미국 대학

대교협 대학평가의 경험과 노하우는 최대한 존중하여 살리

이 가지는 국제 경쟁력은 자율적 질 관리 기제로써 대학평

고,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질

가가 지속적으로 시행 된 결과라는 사실을 시금석으로 삼을

보장 체제를 재정비하는 논리가 보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

필요가 있다.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글로벌 대

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2000년에 접어들

학 경쟁력을 지닌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우리를 추월

어 USDE가 인증평가기구를 승인하는 평가체제를 정비했

한 중국 역시 대학평가를 기제로 하는 경쟁 원리에 입각하

지만 종래의 CHEA의 기능을 그대로 존중하는 이원구조를

여 글로벌 대학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2003년 학교법 개정을 통하

외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대학평가는 더 이상 자율

여 모든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의무화하는 대학평

적 질 관리라는 소극적이고 수세적 입장에 머물러서는 안

가체제 정비과정에서 종래 대학평가를 담당했던 대학기준

된다.

협의회와 대학평가 학위수여기구를 양립시키고 있다는 점

두뇌유출을 막고, 한 해에 20만 달러의 교육적자를 흑자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로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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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인증, 사회인정
| 글. 박종렬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cypark@knu.ac.kr |

미국에서 대학을 평가하기 시작한 직접적인 배경은 19세기 후반 대학의 난립과 질적수준 저하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에서
대학평가인증의 역사는 120년 이상이 되었다. 인증평가 논리에 중점을 둔 대학평가는 국가적 차원이나 대학들 간의 협회 차
원에서 대학이 달성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를 달성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대학이 대학
답게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인증절차를 통하여 공적으로 인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미국 대학평가제도의 발전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단계에 따라서 평가내용의 강조점과 평가기구가 분화
되어 왔다. 미국 대학평가인증의 태동기로 볼 수 있는 1세대(1880년대~1900년대 초) 대학평가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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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입학요건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 2세대(1900년대 중~1970년대 초)에는 각
지역별 평가인정기구가 발족되면서 이들 기구들에 대한 조정과 더불어 학문분
야 혹은 전문분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위한 기구도 확대되었으며, 평가기준
에 있어서는 양적평가에 주력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3세대(1970년대
중~현재)에서는 고등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의 질 표준 및 자체 연구 강화와 더불
어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새로운 평가모델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대학평가 결과가 활용되는 사례로 한 대학이 대학지원자들에게 홍보
하고자 만든 안내문의 일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The University of Denver has full regional accreditation through the
North Centr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NCACS) and each
professional school has received accreditation from its national
association or agency. For example, our engineering program is
accredited by the Accreditation Board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ABET). Our Daniels College of Business, the eighth oldest
collegiate school of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is accredited by the
American Assembly of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 (AACSB).
The Daniels College of Business was also ranked 49th by the Wall
Street Journal among the world’
s top business schools for 2006. Along
with this, U.S. News & World Report’
s 2006 college rankings for
undergraduate education place DU 88th among national doctoral
universities.”

이 안내문에서 활용되는 대학평가결과는 지역별 대학평가기구인 NCACS에
서 인증한 대학종합평가결과, 전문인증평가기구인 ABET와 AACSB에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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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문분야별 평가결과, 그리고 언론매체인 Wall Street

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국제화 및 개방화에 따라 정부 차원

Journal이나 U. S. News & World Report에서 실시한 순

의 고등교육에 대한 품질 보장에 대한 국제적 요구를 충족

위평가가 들어 있다.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 인정을 주목적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USDE에 의해 승인된 기구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고등교

대학평가체제의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고, 대학종합평가와

육기관 및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은 연방정부의 재정 지

학문전문분야별 평가의 특징을 기술하며, 더 나아가 언론기

원을 받을 수 있다. USDE에 의해 승인된 기관은 최대한 5

관에서 실시하는 순위평가도 살펴보고자 한다.

년마다 재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규 평가인증기
구는 2년 이내에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학평가기구들은

1. 평가의 기구

지속적으로 USDE가 요구하는 자료를 통하여 모니터링과
감독을 받는다. 예를 들면 기구들은 연차보고서, 인증되었

50

미국의 대학평가체제는 대학평가기구와 대학평가감시기구

거나 사전 인증된 기관들과 프로그램들에 대한 최신 리스

로 이원화되어 있다. 즉, 대학을 대상으로 인증평가를 시행

트, 주요 활동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하는 대학평가기구가 있고, 미국연방교육부(United States

USDE는 평가인증기구의 적격성을 상호 협의, 평가기구

Department of Education : USDE)와 미국고등교육평가

제출 보고서 및 평가기구 방문을 통해 검토한다. USDE는

인증협의회(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

교육자, 공공 멤버로 구성된 National Advisory Com-

ditation : CHEA)와 같이 대학평가기구의 자격을 심사하

mittee on Institutional Quality and Integrity (NA

여 인정하는 대학평가감시기구가 있다. 따라서 USDE와

CIQI)에 평가인증기구 승인 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 동

CHEA로부터 그 자격을 승인 받은 대학평가기구들은 직접

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에게도 평가인증기구 승인에 대한 자

대학의 기관과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문을 한다.

USDE는 미국 고등교육법 Title 34에 근거하여 대학평가

반면 CHEA는 민간 주도로 17명의 대학총장, 교육단체,

기구를 승인한다. 미국은 1950년대부터 대학생에 대한 학

일반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결정된 정책에 따르고 있

비와 대학의 연구비 지원 사업을 계속 확충해 왔다. 이에 따

다. CHEA는 미국 내에서 행해지는 평가인증활동을 조정하

라 연방정부는 1968년부터 평가인증기구에 대한 승인을 하

기 위한 비정부적인 조직으로서 3,000개 이상의 대학과 60

고 있다. 미국 고등교육법 Ⅳ와 Title 34를 토대로 USDE가

개의 전국적, 지역별, 전공별 평가인증협의회가 연합하여

대학평가인증기관을 승인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

운영되고 있다.

해 볼 수 있다. 첫째, 연방정부의 학생지원 예산들이 양질의

CHEA의 설립 목적은 미국 고등교육의 질을 대중들에게

대학교육 코스와 프로그램에 지원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알리고, 평가인증제도를 통하여 대학들의 질적수준을 증명

있다. 둘째, 미국의 고등교육 기관들이 제공하는 교육과 프

해 줄 뿐만 아니라 평가인증에서 얻어진 유용한 정보를 대

로그램의 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제공함

학, 타 평가기관들, 학생들과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발전을

으로써 그 알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대학경쟁력을 강화

도모하는 데 있다. CHEA의 대학평가인증기구에 대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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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목적은 학문적 질을 보장하고 강화하며, 코스, 프로그

서부지역과 뉴잉글랜드지역은 두 기구로 나누어 관장하고

램, 학위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에 있다. CHEA의 대학평

있다.

가인증기구에 대한 최대 승인기간은 10년이며, 승인후 5년
째 되는 해에는 중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평가의 시행 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자체
연구 : 평가받을 기관은 평가인증기구에서 제시한 기준에

대학평가인증기구에 대한 신규승인 및 대학평가인증기구

따라 자체연구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②동료평가 : 평

에 대한 재승인은 CHEA의 승인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가인증을 위한 검토는 전문 영역에 있는 교수와 행정가로

즉, 대학평가인증기구들이 제출한 자체평가 연구를 CHEA

구성된 동료들에 의해 행해진다. 이들은 피 평가대학의 자

의 기준에 적격한지엄격하게 검토한다. 검토에는 현지방문

체연구서를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현지방문평가팀에게 제

이 포함된다. 승인위원회는 검토 후 해당 평가인증기구를

공한다. ③현지방문평가 : 평가인증기구는 피 평가대학에

승인할지 거부할지 CHEA의 운영위원회에 권고한다.

대한 검토를 위해 현지방문평가팀을 해당 대학에 보낸다.
팀의 구성원에는 공공 기관의 구성원들도 포함된다. 위원들

2. 대학종합평가

은 자원봉사자들이며, 보수를 받지 않는다. ④평가인증기구
에 의한 판정 : 평가인증기구에는 새로운 기관의 평가인증

미국의 평가인증기구에 의해 시행되는 고등교육 기관평가

여부, 기존 기관에 대한 계속적인 인증 여부, 그리고 기관에

는 일정한 주기로 시행되고 있으며, 대체로 10년 정도를 그

대한 인증을 거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

주기로 한다. 미국에는 약 3,000여개 이상의 대학이 있으

다. ⑤주기적 외부평가 : 기관은 정해진 주기마다 지속적으

므로 전국을 8개 지역평가인증기구가 나누어서 관장하고

로 검토를 받는다. 각각의 주기마다 해당 기관은 자체평가

있다. 이들 8개 기구는 Middle States Association of

연구를 시행하고 방문평가를 받게 된다. 대학종합평가는 일

Colleges and Schools, New England Association of

반적으로 개별 대학이 지역평가인증기구에 평가인증을 신

Schools and Colleges Commission of Higher

청하면 지역평가인증기구의 회원교가 되기 위한 종합평가

Education, New England Association of Schools and

가 실시된다. 그리고 각 피 평가대학들은 대학 자체 평가보

Colleges Commission on Technical and Career

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협의회에 예비심사를 의뢰하게 된다.

Institutions, North Central Association of Colleges

예비심사를 위한 체크리스트는 사명(mission), 인가

and Schools, Southern Association of Colleges and

(authorization), 지배구조 (governance), 교수(faculty),

Schools,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교육프로그램(educational program), 재정(finance), 정

Colleges Accrediting Commission for Community

보공개(public information) 등을 들 수 있다.

and Junior Colleges,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지역평가인증기구가 대학의 평가인증 여부를 판단하기

and Colleges Accrediting Commission for Senior

위한 준거는 다음의 다섯 가지이다. ①고등교육기관은 명확

Colleges and Universities와 같다. 이들 평가인증기구는

하고 공인된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하며, 그 목적은 대학이 내

일반적으로 관내의 단기대학과 일반대학을 두루 평가하나

세우는 사명과 조화를 이루고, 또한 고등교육기관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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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어야 한다. ②고등교육기관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국 대학평가인증제도는 최근 지역평가인증기구와 전문

효율적으로 조직된 적절한 인적, 재정적, 물적자원을 보유

학문분야 평가기구들의 질 표준을 강화하고 다양화하는 것

하고 있어야 한다. ③고등교육기관은 교육목적 및 기타 목

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중요

적을 현재 수행 중이어야 한다. ④고등교육기관은 그 목적

한 것은 피 평가대학이 스스로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을 계속하여 수행해 나갈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⑤고등교

평가인증기구에서 설정한 요건들을 충족하기 위해 직접 점

육기관 운영의 실제와 부서간 및 타기관과의 관계가 성실해

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의 과정인 자체연구를 강화하는 추세

야 한다.

이다. 피 평가대학은 자체평가를 통하여 강점, 약점, 기회,

지역평가인증기구들은 각 기구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

위협 요인 등을 스스로 진단∙분석∙개선하여 대학 발전의

만, 일반적으로 자체 연구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교

기회로 삼고자 한다는 점이다. 외부평가단의 평가도 중요하

육기관 및 프로그램의 질 제고라는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

지만 대학평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는 평가항목을 중시하고,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참

자기규제장치(self-regulation device)이므로 대학평가의

고로 서부지역협의회, 중북부지역협의회, 뉴잉글랜드 지역

역사가 오래된 미국의 경우 자체연구의 강화는 당연하다.

협의회의 평가항목은 <표 1>과 같다.

인증평가의 절차를 거쳐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주체

<표 1> 지역별 평가인증기구의 주요 평가 내용
서부지역

중북부지역

New England지역

�교육기관의 통합성

�사명과 목적

�사명과 목적

�목적

�인가：인가사항

�실적평가 및 사후 계획

�관리와 운영

�인적자원：학생, 교수, 직원

�조직 및 관리

�교육프로그램

�재정적∙물적 자원

�교육프로그램 및 교수방법

�교수와 지원

�조직∙기구：경영∙관리

�과외활동

�도서관

�교육프로그램

�교수

�정보화 지원

- 학생지도, 학습 성과

�학생에 대한 서비스

�학습시설

- 교육내용

�도서관

- 교수 업적

�강의실 및 기타 교육시설

�학생 서비스
�학생의 제 활동

�지역사회 공헌도

�재정

�시설설비

�발전계획의 유효성

�윤리적 제 활동

�재정

�대내외 협력관계

�출판물 및 홍보활동

자료：NCACS(2001). Accreditation of Higher Education Institutes: An Overview, North Centr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 WASC. WASC 2001
Handbook of Accreditation. http://www.wascsenior.org/wasc/pdf; 이현청(2002). 미국대학 평가기구 (CHEA)와의 종합적 평가업무 협력 개발 연구. 서울：한국대학
교육혐의회. 관련 내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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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종적인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판정의 종

목표로 하는 미국 내 모든 공학프로그램들은 예외 없이 이

류는 만족, 결함, 부족 및 보완 등으로 구분된다. ①만족(S:

제도에서 요구하는 기본 철학에 입각하여 학생들을 교육해

Satisfaction) : 인증기준을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오고 있다. 이 공학교육인증원(Accreditation Board of

경우에 따라 간단한 의견 제시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인

Engineering and Technology: ABET)은 처음에 엔지니

증기준에 만족스럽게 부응한 대학이라고 인정받는 것을 의

어평의회(Engineers’Council for Professional Develo-

미한다. ②결함(D: Deficiency) : 인증기준을 전혀 혹은 전

pment: ECPD)로 1932년에 시작되었으며, 공학분야의 전

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이며,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문성 추구와 공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비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1980년에는 엔지니어평의회가 ABET으로 명칭이 전환되

경우 또는 교육수요자의 참여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③부

면서 공학과 그 관련 분야에 대한 인증을 관리하는 것이 주

족(W: Weakness) : 인증기준의 기본 사항은 만족하고 있

업무가 되었다.

으나, 인증요구 조건을 완전히 만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

ABET은 공학인증위원회(Engineering Accreditation

우를 말한다. ④보완(C: Concern) : 현재의 시점에서 인증

Commission: EAC), 기술인증 위원회(Technology Acc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인증요구 조건을 만

reditation Commission: TAC), 유관인증위원회(Related

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Accreditation Commission: RAC) 등 3가지 하부 조직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EAC는 공학교육 프로그램들을

3. 학문분야별 평가

인증하고, TAC는 공학기술교육 프로그램들을 인증하며,
RAC는 ABET 이외의 주 또는 연방 인증기구들이 인증하는

미국의 프로그램평가 인증은 의학영역으로부터 시작되었

고급 교육기관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한다.

다. 1910년에 미국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BET가 인증하는 교육프로그램은 24개에 달한다.

Association)로부터 시작된 의학분야의 평가 인증은 다른

ABET는 공과대학위원회가 제안해서 ECPD(ABET의 전

학문영역에도 영향을 주어 치의학(1918), 법학(1923), 공학

신)가 1933년 승인한 인증 기준 원안과 계속적으로 수정∙

(1936), 약학(1940) 분야의 평가기구가 마련되었다. 현재

보완을 하여 2000년까지 인증평가를 시행하여 왔다. 그러

미국의 평가 전반을 담당하는 CHEA의 통계에 따르면, 46

나 2001년부터는『Engineering Criteria 2000: EC

개 영역의 평가인증협의회를 승인된 기구로 간주하고 있으

2000』
이라는 새로운 인증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C 2000

며, 미연방교육부(U.S. Office of Education)의 경우는 약

은 과거의 인증기준이 구체적인 세부 요구 사항들을 규정했

70개 정도를 인정기구로 포함하고 있다. 이 중 공학교육분

던 데에 비해서, 졸업생 소요 자질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야에 대한 평가인증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자.

있는 점이 서로 다르다. 특히, EC 2000은 각 교육기관의

미국의 공학교육인증제도는 1932년에 시작되어 오늘날

프로그램 단위가 자체적으로 교육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에 이르기까지 70년 동안 미국 공학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또는 달성하기 위한 과정과 기반이

으로 올려놓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한 제도로서, 학위취득을

준비되어 있는지 등을 따져 인증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교육개발 2007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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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체계적으로 학문활동을 전개하는 사회적 교육
기관이므로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기본적인 요건과 최소한의 질적수준을 유지할 책무가 주
어져 있다.

또한 다양화와 특성화를 존중하고 자율성을 인정하는 대신

ABET 편집장은 기관 간 인증기준 적용의 일관성을 기하기

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인증이

위해 다시 수정을 가한다. 이렇게 작성된 논평서 초안은 인

점수를 매기는 평가의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프로그램 발전

증대상 대학으로 보내지고, 해당 대학은 불리한 논평에 대

을 위한 자문 역할을 강조한 점도 주목할 점이다.

해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다. 그 후 논평서는 인증기준 적

EC 2000에 제시되어 있는 ABET의 공학교육 인증목표

용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인증위원장

는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인증된 프로그램

과 위원회가 차례로 다시 수정한다. 최종 논평서는 인증 결

을 이수한 졸업생들이 실제 공학현장에 성공적으로 투입될

과와 함께 대상 대학에 통보된다.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ABET은 인증 결과를 NGR, IR, IV, SC, NA 등 5개 등

공학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셋째, 공학교육

급으로 판정한다. ①NGR(next general review) 판정:‘차

에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고, 넷째, 이

기 일반 심사까지 인증함(최대 6년)’
, ②IR(interim report)

러한 프로그램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판정:‘인증하지만 3년 이내에 연장 또는 방문 심사를 위한

이러한 공학교육 인증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ABET의 공

보고를 해야 함’
, ③IV(interim visit) 판정:‘인증하나 6년

학교육 프로그램 평가의 인증기준의 평가영역은 학생, 전공

이내에(보통은 3년) 집중적인 방문 심사함’
, ④SC(show

교육 목적, 프로그램의 성과와 평가, 전문성 요소, 교수, 시

cause) 판정:‘2년간 인증하며(3년으로 연장 가능) 인증 철

설, 학교지원 재정자원, 전공내의 세부 분야에 대한 기준과

회 불가 사유를 입증해야 함’
, 그리고 ⑤NA(not accredit)

같이 8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판정:‘인증하지 않는다’
. 이다. 그리고 항소를 제기할 수도

인증대상 대학은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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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방문단에게 보낸다. 인증평가 방문단의 대학 방문은 2박 3

대학은 어느 경우에도 인증등급을 외부에 밝힐 수 없다.

일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자체평가보고서에서 나타나지 않

인증결과를 대학 소개서 등에 기재 할 때에는‘ABET에 의

는 부분과 수준 미달로 판단되는 부분을 조사하는 데에 주

하여 인증 받은 프로그램이다’
라고만 명시할 수 있다. 인증

력한다. 한 프로그램 당 한 명의 평가자가 평가를 맡는다.

은 최소한 기준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차별화해 줄 뿐, 그 수

그러나 프로그램 평가자의 논평은 동일기관 내 상이한 프로

준을 점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방침은 인증으로

그램들 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가방문단장이 조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프로그램들 사이의 서열화를

정한다. 이 논평은 ABET 본부로 보내지며,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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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T는 요청이 있을 시 해외 공학교육 기관에 대한 평

업률, 신입생 평균등록률, ⑤재정적 자원(10%): 학생당 평

가도 제공한다. 이 때 미국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정책

균 교육비 지출액, ⑥동문기부(5%): 동문 기부참여율, ⑦졸

이나 절차를 이용해서 평가하나, 인증여부의 결정은 하지

업률 성과(5%)와 같다.

않는다. 다만 관련 미국 공학교육 프로그램과‘실질적으로

미국은 이와 같이 3가지 형태의 평가가 주가 되어 대학을

동등하다’
는 자문적 입장의 의견을 낼 뿐이다. ABET 인증

평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accreditation)

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은 기본요금, 상담원 1인당 하

중심의 평가를 통하여 대학교육 전반에 걸친 질 관리체제를

루 1수수료, 일등석 비즈니스클래스 항공교통과 일등석 급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학평

육상교통비, 숙박 및 제반 부대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가는 대학교육 전반에 걸친 질을 보장하고, 대학의 개선을
격려하며, 대학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4. 언론 순위평가

노력해오고 있다.
대학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체계적으로

학부모를 포함한 일반인들의 알 권리를 중시하고 그들이 대

학문 활동을 전개하는 사회적 교육기관이므로 사회적으로

학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구하는 기본적인 요건과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책

언론기관이나 민간단체들이 대학을 평가하기 위하여 별도

무가 주어져 있다. 그와 같은 사회적 책무를 만족스럽게 수

의 평가준거 체제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세

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에게 요구되는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

계적으로 유명한 US News & World Report에서 적용해

시키며 일정한 준거와 기준에 적절한 교육 및 연구활동을

온 평가지표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인증이 필요하다. 미국은 지난

먼저, US News & World Report에서는 평정 방식으로

120여 년 이상을 인증 중심의 대학평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학의 서열화에 초점을 두었는데, 평정순위를 내기 위한

도입하여 대학의 질 보장을 유지하고 세계의 대학교육을 선

지표와 각 지표의 비중(%)을 소개하면 ①동료평가(25%):

도하고 있다.

동료사정 조사, ②학생선발경쟁률(15%): 학생 수용률, 고교
성적 순위(10~25%), SAT/ACT 점수, ③교수자원(20%):
보수, 박사학위 소지률, 전임교수 비율, 교수-학생 비율,
학급 (강의당 학생수)규모, ④졸업 및 등록율(20%): 평균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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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평가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관리한다
| 글.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소장 ||chkim@kedi.re.kr|

1. 대학평가기관

독일의 대학평가기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대학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의 질 관
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가. 대학평가기관

먼저, 대학의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이 있다.

56

Educational Development
2007 Autumn

■ 학문평가 네트워크(Evaluationsnetzwerk Wissenschaft)
- 헤센, 라인란트-팔츠, 튀링겐, 잘란트 주 소속 대학들이 연합하여 대학평가를 목적으로 설
립한 기관으로서 내∙외부평가를 중심으로 평가함

■ 대학평가 및 질 관리 연구소(Institut für Evaluation und Qualitätsen
twicklung)
- 뤼네부르크 대학 부속기관으로서 대학평가 기준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로 평가를 수
행함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평가재단(Stiftung Evaluationsagentur BadenBüttemberg)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소속 대학들의 강의, 교육, 연구영역을 평가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전문대학 평가원(Geschäftsstelle Evaluation der
Fachhochschulen in Nordrhein-Westfalen)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소속 전문대학들의 평가를 지원하는 기능 수행

■ 남서부 대학평가연합(Hochschulevaluierungsverbund Süd-West)
- 마인츠 대학 부속기관으로서 독일 남서부지역 대학평가 담당

■ 할레-에나-라이프치히 연합대학 평가원(Lehrevaluation in der
Universitätspartnerschaft Halle-Jena-Leipzig)
- 할레-에나-라이프치히 대학공동평가 수행

■ 북부 독일대학연합(Verbund Norddeutscher Universitäten)
- 브레멘, 함부르크, 뤼벡 등 북부 독일 대학들의 공동평가 담당

■ 하노버 중앙 평가∙인증기관(Zentrale Evaluations- und Akkreditierungsagentur
Hannover)
- 니더작센 주 산하 대학평가 업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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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 관리 기관

질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있다.
■ 대학 발전 센터(Centrum für Hochschulentwicklung)
- 독일 대학의 질을 평가하고 랭킹 업무를 담당함

■ 대학 정보시스템 유한회사(Hochschul-Information-System GmBH)
- 대학의 질 관리를 위한 도구 개발, 대학 발전을 위한 컨설팅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연구평가 및 질 관리 연구소(Institut für Forschungsevaluation und Qualitätssicherung)
- 독일 연구소의 연구업적, 프로젝트,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 연구사업 및 결과에 대한 평가 업무를 담당함

■ 국제 대학연구소(Internationales Zentrum für Hochschulforschung)
- 대학 관련 주제들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함

■ 대학총장협의회의 질 관리 프로젝트(Projekt Qualitätsmanagement der HRK)
- 연방 정부 차원의 질 관리 시스템 개발, 질 관리 도구 및 프로세스 분석, 질 관리 정보 제공 시스템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함

2. 대학평가의 유형 및 방법

독일에서는 대학평가라는 이름으로 여러 유형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크게 보면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증평가, 내∙외부평가, 교육보고서(일종의 정보공시), 강의평가, 대학랭킹 등이 그것
이다.

가. 인증(Akkreditierung)

인증이란 일정한 질이 확보되면 질을 보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독일대학에서 인증은 1998년 미국식
B.A와 M.A 제도를 도입하면서 실시되었다. B.A과정과 M.A과정을 도입한 학교의 프로그램을 평가하
여 인증하는 것이 주 관심사였다.
이를 위하여 인증위원회(Akkreditierungsrat)를 설치하였다. 인증위원회는 국제적인 통용 학위 제
도인 B.A와 M.A 제도를 평가하고 대학의 질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인증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전문기관(Akkreditierungsagentur)을 설치하였
다. 인증전문기관은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를 실제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인증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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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과정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해당 학교에서 자체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인증기관
은 전문가 그룹을 선정하여 자체보고서를 평가한다. 전문가 그룹은 인증에 필요한 최소 기준을 충족시
키고 있는지를 주요 평가대상으로 한다. 전문가 그룹이 평가결과서에 기초하여 최종 인증 여부를 결정
한다.

나. 내∙외부평가(Interne und externe Evaluation)

내∙외부평가는 강의, 연구, 학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된다. 내부평가는 대학교육을
통해 성취한 것에 대하여 자체적∙비판적으로 반성하는 과정을 말하고, 외부평가는 외부 전문가들이 평
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1990년대 중반 대학총장협의회(Hochschulre-ktorenkonferenz)는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내∙외부평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추천하였다. 이후 많은 대학들이 강의, 연구,
학업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내부평가는 학교의 자체평가로서 학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과 각종 데이터에 기초하여 현황
을 진단하고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자체평가보고서에 그 내용이 담겨지게 된다.
내부평가는 외부평가에 의하여 보완된다. 외부 전문가 그룹은 대학의 자체평가보고서에 기초하여 서
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다. 교육보고서(Lehrbericht)

독일의 대학은 법률에 의거하여 대학교육의 실상에 대해 일반 국민들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교
육보고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 내용의 범위, 보고의 단위(학과별, 계열별, 대학별), 보고 주
기(1~3년) 등에 있어서는 각 주별로 차이가 있다.
독일대학총장협의회는 2000년“교육평가 실상 보고”
란 글에서 짧고 간명하게 서술한, 15페이지를
넘지 않는‘교육보고서’
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대학의 교육보고서는 표준화된 서식으로 간단하면서
도 분명하게 서술되어야 한다”
라고 강조하였다.
교육보고서는 대체적으로 통계 데이터, 지표, 상황 기술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재학생, 졸업생, 외
부 전문가의 평가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라. 강의평가(Lehrveranstaltungsbeurteilung)

강의평가를 통하여 학생들은 교수 강의의 질을 평가한다. 강의평가는 1990년대 초 독일대학의 평가
에서 핵심 토론거리가 되었다. 그 이후 점차적으로 대학에 강의평가가 도입되었고, 현재에는 독일의 거

교육개발 2007 가을

59

특별기획 2

Project

GERMANY
의 모든 대학에서 강의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강의평가는 설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설문 문항에는 강의의 질과 관련된 여러 유형의 질문으로 구
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강의내용과 강의방법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강의평가 설문에는 표
준화된 질문과 더불어 서술식 문항도 포함되어 있다.

마. 대학랭킹(Ranking)

대학랭킹은 대학여건과 대학교육의 질을 비교 평가하여 대학의 순위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연구, 교
수, 학업, 교육여건의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세부 평가영역과 지표를 개발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평가
를 실시하게 된다. 랭킹은 두 가지 방법에 따라 매겨지게 되는데, 하나는 등수를 매기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등위그룹(상, 중, 하 등)을 매기는 것이다.
대학의 랭킹은 다면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사실을 바탕
으로 하되 주관적인 판단과 평가(학생과 교수와 기업체의 설문의견 등)가 부가된다. 평가에 필요한 데
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사방법과 분석방법이 동원된다.
1980년대 후반 독일에서는 처음으로 대학을 평가하여 랭킹을 발표하였다. 당시에는 주로 대학의 교
육여건을 평가하였다. 그 이후 대학평가 방법이 발전을 거듭하였는데, 대학발전센터(Centrum für
Hochschulentwicklung)가 가장 저명하고도 상세한 랭킹 방법을 개발하였다. 30개 학과 이상을 대상
으로 학업, 교수, 연구, 교육시설, 그리고 교육여건에 대한 학생 평가와 더불어 학과의 평판에 대한 교
수의 의견 등에 관한 객관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순위를 매기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국 단위의 언론 매체(잡지)의 위탁을 받아서 실시하는 대학평가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런 평가의 주요 대상 그룹은 신입생인데, 신입생의 학교와 학과 선택을 돕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정부와
대학도 랭킹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대학랭킹은 이제 독일대학의 질을 평가하고 대학의 수준과 경쟁력
을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3. 대학평가 사례 - 본(Bonn) 대학평가 모델

여기서는 독일 대학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본(Bonn) 대학을 사례 대학
으로 선정하였다. 본(Bonn) 대학은 최근 독일 대학평가를 위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에는 독일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평가의 영역과 내용,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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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의 영역

본(Bonn) 대학 평가모델은 대학별/전공별 교수, 연구, 학업에 대한 평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학
에 대한 각종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대학 구성원에 대한 설문결과 분석을 기초로 평가 데이터를 확보하
고 있다.

나. 평가의 내용구성

본(Bonn) 대학 평가모델에서 평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 강의평가
-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 교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
- 대학 행정 데이터
- 패널 조사

다. 평가의 과정 및 방법

평가내용별로평가의과정및방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표 1>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1)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응답
설문 문항

매 학기 말 학생들은 대학의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의견
을 표시하게 한다. 설문 문항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면 다

교육과정 선택의 다양성

음과 같다.<표 1 참조>

내 성취도에 대한 교수의 피드백

매우
나쁨

나쁨

좋음

매우
좋음

모르
겠음

전공정보시스템 구축 정도

(2) 강의평가

컴퓨터 작업 환경

학생들은 교수의 강의를 평가하게 된다. 학생들은 온라

교육 목표의 명료성

인 조사 시스템을 통하여 학생들의 기대가 어느 정도 충족
되었는지, 자신의 성취에 만족하는지 등에 대한 응답을 하
게 된다. 설문 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강의 내용
교수학생의 참여도, 열성도
교수 자료의 다양성
교육성취 기준의 명료성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
전체적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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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표 2> 강의평가

대학 졸업생들이 대학 졸업 1년 후 대학에서의 자신들의

응답
설문 문항

매우
나쁨

나쁨

좋음

내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능력
을 획득하였다
연구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

매우
좋음

모르
겠음

학업을 돌아보며 대학교육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대
학교육이 직업교육의 요구에 충실한지, 사회 초년생으로
겪은 어려움이 무엇이고, 대학교육에서 어떤 개선점이 필
요한지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평가이다. 설문 문항은 다음
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표 3 참조>

켰다
나의 미래 직업에 필요한 지식
과 능력을 획득하였다

(4) 교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

교과에 대한 관심이 일깨워졌고

교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은 교수로서의 권리와 의무

깊어졌다

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설문 문

교수자료가 적절히 제공되었다

항은 빈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시적인 문
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참조>

(5) 대학 행정 데이터
위의 재학생, 졸업생, 교수의 설문 조사가 대학교육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에 대한 조사라면 대학 행
정 데이터는 객관적인 데이터이다. 대학의 교육 여건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하여 대학을 평가하는
준거가 된다. 졸업생의 학업성취수준, 대학의 재정, 외부 기관과의 협력, 산학 협력, 학문후속세대의 양
성, 연구활동, 국제협력 등 다양한 지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6) 패널 조사
패널조사는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온라인을 통하여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대학교육과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한 의식과 견해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
행되고 있다.

4. 맺는 말

독일의 대학평가 제도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과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독일에서는
질 관리 및 대학평가기관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대학연합회, 대학들의 자발적 연합체, 전문인증기관,
기업체 등 다양한 기관들이 대학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보다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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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표 4> 교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

<표 3>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응답
설문 문항

전문적 전공 지식
폭넓은 기초지식
교과통합적인 사고
외국어
실무 경험
커뮤니케이션 능력
지도력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문제 파악 능력
토론 및 논증 능력
활용능력
독자적 작업 수행 능력
목적지향적 작업 능력
반성 능력
일반도야
방법적 능력
이론적 지식 활용 능력
독자 행동 능력
협동 작업 능력
프로젝트 관리
추상 능력
언어 서술 능력
표현력
책임감
시간 관리 능력
연구능력
컴퓨터 능력
프리젠테이션 능력
사회적 능력
경제적 지식

강화
되어야함

응답
설문 문항

강화될 필요가 없음
충분히 제공되기

그러한 능력이

때문에

불필요하기 때문에

모르겠음

아주
조금

조금

약간
많음

맑음

강의
행정업무
연구
프로젝트 작업
외부활동
저술 및 출판 작업
보직수행
데이터 수집 및 가공
동료교수및학생과의커뮤니케이션
시험
학생지도(석사 및 박사)
평가 활동
학교규정 또는 시험규정 개정 사업
컨설팅
학회 활동
기타

간 기관들이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대학평가의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인증평가,
내∙외부평가, 교육보고서(일종의 정보공시), 강의평가, 대
학랭킹 등 다양한 목적과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
다. 이러한 다양한 평가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관리하
여 나가고 있다.
셋째, 대학평가를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학의 교육력과 더불어 교수들의 연구능
력과 교수능력을 평가하여 대학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별히 대학랭킹 작업을 통하여 평준화되
어 있는 독일대학에 경종을 울리고 질적인 경쟁을 유도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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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일본의 노력
| 글. 김미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meerank@kedi.re.kr|

지식기반사회, 글로벌화 등으로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대학평가가 고등교육기관 개혁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일본에서
도 우수한 고등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질 보증 수단으로 대학교육의 성과와 부가가치에 대
한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대학의 국제 통용성 증대를 위해 대학평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흔히 쓰이는
‘평가’
란 영어의 measurement, evaluation, assessment의 번역어로 단순 측정에 해당하는 measurement, 측정지표 간
의 관련성을 중시하는 evaluation, 측정대상의 현황, 예측,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의의를 검토하는 assessment 등으로 다양하
나 일본에서의 대학평가란 평가를 통한 인증의 의미가 강한 accreditation으로‘고등교육기관, 다양한 타입의 학위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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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대해 조직적으로 실시되는 평가 scheme로 개별 고등교육기관, 다
양한 타입의 학위와 교육프로그램의 공식 인가 프로세스로 이어지는 공식적이
고 종합적인 판정’
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본의 대학 인증평가의 도
입 배경과 대학 인증평가제도 운영 및 실적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한국의 대학
평가에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고자 한다.

1. 도입 배경

일본에서의 대학교육의 질 보증은 오랫동안 엄격한 대학입학자 선발과 대학설
치기준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학설치 기준이‘대강화’
되면서 설치 기준
의 완화에 대한 대안으로 1986년 임시교육심의회의 제2차 답신을 통해 처음으
로 대학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90년대 대대적인 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평가를 통한 정책형성, 행정활동, 정부의 예산 편성을 특징으로 하는 독립행정
법인제도가 도입되면서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대학에도 평가인증제도의 도입이
제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답신을 통해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는 대
학설치인가의 경우,‘대학이 제공하는 고등교육 서비스에 관한 조직인 학부나
학과는 대학의 주체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기동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고 하고‘대학 설치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계속적인 제3자를 통한
평가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감시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고 하여 대학∙학
부의 설치 준칙주의를 도입하여 신고만으로 대학 조직을 설치하거나 개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학이나 학부의 설치에 관한 사전 규제를 완화하는‘대강화’
대신, 경쟁 환경을 정비하여 교육∙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보
증하기 위한 사후체크 방안으로 제3자를 통한 인증평가(accreditation)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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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학평가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처음으로 등장

이를 먼저 대학평가의 목적으로 나누어 정리를 하면 첫

하게 된 것은 1998년 10월 대학심의회의「21세기의 대학상

째, 대학이 설정한 이념∙목표에 비추어 교육∙연구활동의

과 앞으로의 개혁 방안에 대하여」
라는 답신을 통해서이다.

성과가 달성되었는지를 심사하여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

대학 내부에는 평가 전문가가 부재하고, 타대학과 비교가

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로 자기점검평가, 외부평가,

불가능하며, 실태개혁 후에 평가가 이루어져 사회의 요구에

제3자 평가가 있으며, 둘째, 대학의 교육∙연구활동 결과가

부응하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평가나 그 결과

일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사회에 적합 유무를 공개

가 사회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 그 자체가 형식화된

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기관평가 및 전문학문분야 평

다는 점에서‘제3자 평가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다원적 평

가, 셋째, 공공지출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연구비

가’
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대학평가기

배분을 심사하는 평가, 넷째,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을 일

관 창설준비실 및 대학평가기관 창설준비위원회가 설치되

정평가척도를 이용하여 순위를 정하는 랭킹평가로 나눌 수

고 2000년 4월 [국립학교설치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있다. 이 외에 일본 경제 산업성 주도로 산업계의 특정 요구

(2000년 법률 제10호)]로 기존의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

에 대응하여 대학의 생산성, 효율성을 평가하는 대학활동

라는 국립의 평가기관이 설립되게 되었다. 특히 2001년 고

평가가 있다.

등교육기관의 설치 기준 완화로 전문직대학원(법과대학원)

일본 문부과학성에서는 국공사립 대학의 발전을 위해 신

이 창설되면서 입학자 선발의 공평성, 개방성, 다양성과 법

청하는 평가기관에 대해 중앙교육심의회 자문을 통해 문부

조인 양성 기관으로써의 교육수준, 성적평가 및 수료 인정

과학성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2007년 현재, 문부과학성으

의 엄격성을 확보하여 적격 인정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로부터 인증을 받은 평가기관으로는 독립행정법인 대학평

로서도 인증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가∙학위수여기구(NIAD-UE: National Institution for
Academic Degrees - University Evaluation), 대학기준

2. 일본의 평가제도

협회(JUAA: Japan University Accreditation Asso
ciation), 단기대학기준협회(JACA: Japan Association

대학의 경우, 인증평가가 실시되게 된 것은 2004년부터이

for College Accreditation), 재단법인 일본변호사연합법

며 제도화가 이루어진 것은 2006년으로 비교적 역사가 짧

무연구재단(JLF: Japan Law Foundation), 일본기술자교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4년도 이후, 개별대학의 각종

육인증기구(JABEE: Japan Accreditation Board for

평가제도, 자기점검평가, 기관별 인증평가, 전문직 대학원

Engineering Education), 일본고등교육평가기구(JIHEE:

인증평가, 국립대학법인의 중기목표 계획 및 연도 계획의

Japan Institution for Higher Education Evaluation)가

실적을 평가하는 국립대학법인 평가, 대학기준협회의 가맹

등록되어 있으며, 문부과학성 소속으로 국립대학법인에 대

심사 및 상호평가, 전문 교육단체의 프로그램 평가 등, 다양

한 평가를 실시하는 국립대학법인평가가 있다.

한 평가가 실시되고 있으며 고등교육의 질 보증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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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NIAD-UE)

일본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NIAD-UE)는 미국의 Accre

단위 계 54단위로 정하고 표준단위 이상을 필수과목으로

ditation에서의 Self-Study 부분을 모델로 한 국립 평가기

개설하는 경우는 각 표준단위 답계의 20%를 상한선으로 정

관으로 국립대학 및 공동연구기관의 구조개혁으로 독립행

하는 등, 교육활동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평가기준을

정법인 통칙법(1999년 법률 제103호) 및 독립행정법인 대

정하고 있다.

학평가∙학위수여기구법(2003년 법률 제11호)으로 설치된
평가전문기관이다. 독립행정법인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
는 독립행정법인 통칙 및 독립행정법인 대학평가∙학위수

(2) 대학기준협회(JUAA), 일본고등교육평가기구(JIHEE) 등의
민간 평가기관

여기구법에 따라‘대학 등(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JUAA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평가 기관으로 1947년 국

및 대학공동이용기관)의 교육연구 활동 상황에 대해 평가를

공사립 4년제 대학 46대학을 회원교로 설립된 대학자치단

실시함으로써 교육연구 수준의 향상을 꾀하고, 대학 이외에

체이다. 발족 당시에는 대학기준협회의 정회원이 되기 위한

서 실시되는 고등교육단계에서의 다양한 학습 성과를 평가

자체 심사기준인‘대학기준’
이 대학 설립의 기준이 되었으

하고 학위를 수여함으로 다양한 학습 성과가 적절하게 평가

나 대학설치기준이 문부과학성으로 이관되면서 1951년부

되는 사회의 실현과 고등교육의 발전에 기여’
하는 것을 목

터 회원교가 되기 위한‘가맹판정심사
‘와 협회 회원 자격을

적으로 하고 있다(獨立行政法人大學評價∙學位授與機構

갖고 있는 대학이 10년 주기로 받는‘상호평가’
를 실시해

2004). 고등교육기관 평가는 물론 학습자의 학수성과 및

왔다. 1995년 고등교육의 질 보증기관의 국제적 네트워크

시험 심사를 통해 학교교육법이 정하는 학사, 석사, 박사 학

인 INQAAHE에 가맹하여 대학의 자기 점검 평가를 통해

위를 수여하는‘학습 성과에 대한 평가’
를 통해 학위를 수

일본 대학의 교육∙연구 질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다.

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립대학법 제35조에 준

2004년부터 평가기관의 인증제도가 실시되면서 2004년 4

용하는 독립행정법인 통칙법 제34조에 의거하여‘문부과학

년제 대학, 2007년에는 단기대학과 법과대학원 평가 기관

성에 설치되어 있는 국립대학법인평가위원회는 각 국립대

으로 문부과학대신의 인증을 받아 대학의 경우 7년마다, 법

학법인 등의 중기목표기간 중의 업무실적과 교육연구 상황

과대학원의 경우 5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대학기준

에 대한 평가를 독립행정법인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에

협회의 평가 특징으로는 대학의 이념 및 목적의 달성 상황

요청하여 그 평가결과를 존중하도록’하여 국립대학법인평

을 검증하기 위해 졸업생의 진로 상황을 평가 대상으로 하

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업무 실적과 교육∙연구상황에 대

는 달성도 평가와 대학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교육연구 활

한 평가에 앞서 국립대학법인 및 대학공동이용기관 법인의

동의 수준을 평가하는 수준평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문

교육∙연구활동에 대한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

분야별 평가와 기관평가를 통해 종합적인 대학평가를 실시

니라 학교교육법 제69조의 3과 동법 70조의 10에 의거한

하고 있으며 중간 시점(평가 결과 제시 후 3년째)에 개선보

전문직대학원 평가인증 활동을 통해 법과대학원이 사법시

고서를 평가하여 대학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JUAA

험에 합격하는 기술지도 우선에 경사되지 않도록 법률기본

와 같은 민간 평가기관으로는 2005년에 문부과학성으로부

과목의 표준 단위 수를 공법 10단위, 민사 32단위, 형사 12

터 인증을 받은 JIHEE가 있으며 JIHEE는 대학의 자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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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시행이 해를 거듭하면서 지도력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은 교사들로부터 제기된 소송
건수도 늘고 있으며 2006년에는 교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새로운 대응 과제
들이 생겨나고 있다.

인 개선과 발전을 지원하고 교육연구 활동의 질 보증을 목

(4) 일본 기술자교육인증기구(JABEE)

적으로 대학의 특성과 개성을 중시한 평가, 각 대학의 규모

학습 성과의 평가만을 전문으로 하는 프로그램 평가기관

와 구성에 맞게 선임된 대학 교직원 평가(피어 레뷰), 커뮤

으로 가장 대표적인 기관은 일본기술자교육 인증기구인

니케이션 중시의 평가를 특징으로 한다. JUAA, JACA,

JABEE이다. JABEE는 1999년 80의 이공계 및 농학계 협

JIHEE와 같은 민간 평가기관의 경우에는 일본 사립대학연

회를 정회원으로 발족한 일본 최초의 프로그램 인정 기관으

맹, 일본사립대학협회, 일본사립단기대학협회 등, 주로 회

로‘통일 기준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기술자 교육 프로그

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립대학의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램 인정을 통해 국제 동등성을 확보하고 기술자 교육의 향
상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자 육성을 통해 사회와 산업

(3) 일본 변호사연합법무연구재단(JLF)

68

발전에 기여할 것(정관 3조)’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평가를

JLF는 2004년 4월 법조(판사, 검사, 변호사의 총칭) 양

통해 기술자를 육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심사하여 기준에

성 기관인‘법과대학원’
제도가 발족하면서 법과대학원만을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인정하고 세계에 공표할 뿐 아니라

대상으로 한 전문직 대학원 인증평가 기관이다. 주로‘법과

2005년에는 기술자교육을 국제적으로 상호 인정하는 워싱

대학원 교육과 사법시험 등과의 연계 등에 관한 법률’
,‘문

턴협정(Washington Accord)에 가입하여 전문 프로그램의

부과학고시 제53호’
,‘전문직 대학원 설치 기준’등과 같은

국제 인정을 받고 있는 기관이다. 화학을 필두로 기계, 재

법과대학 관련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평가를

료, 정보, 토목, 농학, 경영공학, 건축, 물리, 생물 등 16분야

실시하고 있다. 법과대학원의 법조인 양성 기능 향상을 목

에 걸쳐 산업계 출신자, 기술자, 교원이 반드시 참여하여 학

적으로 교육활동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적격 인

생의 학습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증기준을 정

정’
과 법조인 양성에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분야별 평가’

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증기준은 ① 학습∙교육 목표의 설

를 9분야 47의 평가기준에 따라 인증평가하고 있다. 특히

정, ② 학습∙교육의 양, ③ 교육수단(입학 및 학생 선발, 교

JLF의 경우에는 법과대학원의 교육활동의 질 제고를 위해

육방법, 교육조직), ④ 교육환경(시설, 설비, 재원, 학생지

법조에 필요한 자질∙능력으로‘2가지 마인드, 7가지 스킬’

원), ⑤ 학습∙교육목표 달성도 평가, ⑥ 교육개선(교육점검

을 들고 사법시험 준비과정에서는 육성할 수 없는 종합능력

시스템, 계속적인 개선) 등이며 전문분야에서 요구되는 지

(합리적인 설득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사실을 말하게 하는

식∙능력과 교육조직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능력)의 개발을 위한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법과대학원의 교

학습∙교육 목표 기준에서는 기술자 윤리, 커뮤니케이션 능

육과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력, 디자인 능력, 자기학습 능력, 수학∙기초과학 응용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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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최소한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자의

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학습성과(learning outcome)평

시점과 더불어 학습자의 시점이 평가 항목에 존재한다는 점

가’
를 도입하여 기준 5의 학습∙교육목표의 달성도 평가에

이다. 예를 들어 기준 3의 교육수단의 3.2 교육방법에서는

서 각 과목의 실러버스(강의계획서)에 따라 평가되었는지를

‘학생자신에게도 프로그램의 학습∙교육목표에 대한 자신

시험문제와 답안지, 리포트 조사를 통해 점검 평가하고 있

의 달성도를 계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이를 학습에 반

다. 2006년 현재 125기관 281개의 프로그램이 인정을 받았

영’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우고 있다. 또한 학생

으며 JABEE 인정 프로그램 수료생에게는 기술사 제1차 시

의‘하루 평균 자기 학습시간’
을 기입하도록 하여 대학평가

험이 면제되어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인정수가 확대되고 있

<표 1> 일본의 기관 평가인증 기구
NIAD-UE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특기사항

JUAA

JACA

JIHEE

JLF

-법과대학원(5년)
-4년제 대학(7년)
-단기대학(7년)
-전문학교(7년)

-법과대학원(5년)
-4년제 대학(7년)
-단기대학(7년)

-단기대학(7년)

-4년제 대학(7년)

-법과대학원(5년)

-대학의 목적
-교육연구조직
-교원 및 교육지원자
-학생 선발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의 성과
-학생지원체제
-시설, 설비
-교육의 질 향상 및 개선
시스템
-재무
-관리운영

-대학의 이념, 목적
-교육연구 내용, 방법,
조건 정비
-학생 입학
-교육연구를 위한
인적체제
-시설, 설비
-도서관 및 도서 자료,
학술 정보
-사회봉사
-학생생활에 대한 배려
-관리운영
-재정
-사무조직
-자체점검 및 평가

-건학정신, 교육이념,
목적, 목표
-교육내용
-교육 실시체제
-교육목표의 달성도 및
교육의 효과
-학생지원
-연구
-사회활동
-관리운영
-재무
-개혁 및 개선

-건학정신, 대학의 기본
이념 및 사명과 목적
-교육연구조직
-교육 과정
-학생
-교원
-직원
-관리운영
-재무
-교육연구 환경
-사회연계

-사회 공헌-법과대학원
의 운영체제와 자기개혁
-입학자선발
-교육체제
-교육내용∙교육방법
개선
-커리큘럼
-수업
-법조에 필요한 자질
및 능력의 육성
-학습 환경
-성적평가∙수료인정

-기관평가
-(학문평가)

-기관평가
-(학문평가)

-기관평가

-기관평가

-기관평가
-(학문평가)

-테마별 평가(사회공헌,
교양교육, 연계, 국제활
동 등)
-분야별 평가(교육∙연구
평가)
-교육서비스 상황과 연구
목적 달성상황 평가

-가맹판정심사
-상호평가

-가맹판정심사
-상호평가

-신청에 의한 평가

-적격인정
-분야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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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세이다.

이러한 평가성과로 첫째, 정보제공기능을 통해 학생의 선
택 행동에 영향을 미쳐 시장에서의 질의 유지, 개선, 보증

3. 대학평가의 성과와 과제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인증평가를 통
해 공사립대학의 학교 폐쇄(학교교육법 제13조), 공립대학

실제 일본에서 평가인증이 시작된 것은 2004년도부터로 평

의 변경 명령(동법 제14조), 공사립대학에 대한 문부과학대

가의 역사가 매우 짧으며 교육주체인 대학이 조직적으로 교

신 권고(동법 제15) 등이 가능해지면서 규제 완화에 따른 질

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직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있

저하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점이라 할 수 있다. 셋

는지에 대한 평가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2004년부터 실시

째, 전문직 대학원에 대한 인증평가를 통해 적격인증을 받

된 기관별 인증평가 현황을 보면 2006년 평가를 받은 대학

은 기관에 대해서는 사법시험 예비시험 면제의 자격을 학생

은 73기관에 지나지 않으나 조금씩 평가인증을 받고 있는

에게 부여함으로써 직업자격과 직결된 대학원 제도화 기능

기관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006년 한 해에

을 강화하게 된 점이다. 넷째는 개선 기능으로 기관 수준의

만 726개 국공사립 대학의 10% 정도가 대학평가 인증을 받

PDCA(Plan, Do, Check, Action) 사이클의 평가를 통해

은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2,277개 전체 고등교육기관 중

많은 대학의 조직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은 인증평가

225개 기관만이 평가인증을 받아 0.1%에도 미치지 못하고

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있으나 자기점검, 국립대학법인평가 등을 통한 평가활동이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 국제화로 인한 학생들의 유

인증평가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동성 증대에 따른 학습결과와 교육평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

<표 2> 기관별 인증평가 실시 현황

NIAD

기관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

70

JUAA(대학), JACA(단대)

JIHEE

2004

2005

2006

2004

2005

국립

-

27010

-

0

0

공립

-

2

3

6

사립

-

0

0

29

합계

-

4

10

35

국립

-

0

0

-

공립

-

2

1

-

0

0

사립

-

0

1

-

30

45

합계

-

2

1

-

30

45

국립

-

17

18

공립

-

0

0

사립

-

1

0

합계

-

1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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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4

2005

2006

5

3

-

0

0

18

44

-

4

16

25

47

-

4

16

0

0

일본

되고 있다.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보다도 학습의 질에

국제연계와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대학평가∙학위

(stakeholder: 학생, 학부형, 기업, 지역사회 등) 중심의 대

수여기구에서는 OECD, UNESCO 뿐 아니라 고등교육의

학평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지식과 능력을

질 보증기관의 국제적 네트워크(INQAAHE)를 구축하여 대

가진 학생을 육성할 것인가, 학생에게 무엇을 학습하게 할

학평가기관의 국제적 인증제도라 할 수 있는 세계질등록

것인가에 대한 학습∙교육목표의 설정을 무엇보다 중시하

(WQR)의 설립을 검토하는 등, 개별 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재생회

수준에서의 교육의 국제 통용성 증진을 위한 인증평가 개발

의의 2차 보고서에서도 제안하고 있는 대학교육의 질 보증

을 추진하고 있다.

을 위한 커리큘럼 개혁, 졸업 인정을 엄격하게 하는 GPA

셋째, 이를 위한 국가 수준의 평가기관의 설립이다. 일

(Grade Point Average)제도 도입, 다양하고 유연한 이수

본의 경우, 문부과학성 주도로 다양한 평가기구를 인증하

형태의 확립을 지원하고 학생의 수업평가의 실시, 교원능력

고, 이와 별도로 고등교육 평가 전담기구인 NIAD-UE를

의 향상을 위한 Faculty Development, 대학졸업 학력 인

국가기관으로 설치하여 대학의 교육∙연구성과에 대한 평

정 시험제도의 도입 등은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라

가를 통해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지원, 촉진하고 있다. 학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수여∙대학평가기구(NIAD-UE)를 국가 평가기관으로
인증하고 모든 고등교육기관, 특히 국립대학의 법인평가

4. 시사점

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
가 크다.

이상을 통해 일본에서도 고등교육의 양적확대와 국제화 등
으로 고등교육의 질 보증을 위한 대학평가가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성과(outcome)’평가인증 시스템의 도입이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인증평가는 기관평가와 프로그
램평가가 혼재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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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대학 구조개혁과 평가의 함수관계
| 글. 고민정

스웨덴 해외통신원,‘스밀라인터내셔널’컨설팅 운영
||smilla.ko@gmail.comr|

머리말

“일본과 한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스웨덴 대학에서의 학업 속도가 좀 더 빨라져야 한다”
라고 최근 스웨덴 라쉬 레욘보리(Lars
Leijonborg) 교육부 장관은 주장했다. 2006년 출범한 스웨덴 중도우파 정치인 출신인 라쉬 레욘보리 장관은 스웨덴 대학교
육이 너무 느슨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일본, 한국의 예를 들었다. 다음에서 고등교육 수준에 대한 스웨덴 내의 토론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대학학점제 등을 더욱 강화하고 학생들이 학업기간 동안 휴학 없이 졸업하도록 장려, 대학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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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에게서 수업료징수 등의 강경한 대학교육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대
학교육까지를 한국에서 받고, 대학원 석사교육을 스웨덴에서 받은 필자는 스웨
덴, 한국, 이 두 나라의 대학교육의 경쟁력과 방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레욘보리 교육부 장관은 한국 대학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언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영재양성식 교육열기, 근래 가짜
학위사건 등으로 문제가 많이 불거진 학위우대 세태가 초래하는 부작용 등 대학
교육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다른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좀 더 분석을 하고 사
안에 접근했더라면 좀 더 균형 있는 발언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여하튼 스웨덴
에서도, 한국에서도 모두 고등교육의 질적수준과 경쟁력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타 국가의 예를 들고 있는 것은 흥미롭다.
그렇다면 본론인 고등교육 평가제도에 대해서 자료를 요약하기 전에, 우선
스웨덴에서는 어떤 배경에서 고등교육 수준이 거론되고 고등교육 평가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이어 본론에서 스웨덴 국가고등교육기구(HSV,
Högskoleverket)에서 나온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자료를 발췌, 요약하려고 한
다. 짧은 지면이어서 피상적일 수밖에 없지만, 한국의 고등교육 평가제도와의
비교,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는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길 바라며, 한편 두 사회
간에 사회, 문화적 차이가 동질성에 못지 않게 내재하고 있음을 독자 분들은 간
과하지 않았으면 한다.

만인을 위한 고등교육

고등교육을 받으면 필수적으로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거나, 곧바로 전공과 관련
직종에 취업이 되거나 승진에 도움이 되었던 시기는 스웨덴에서도 이미 오래 전
이야기이다. 20세기 이후 스웨덴에서는 사회민주정책 하에 만인을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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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구축되어 왔다. 고등교육의 기회는 단지 사회의 특

채로, 금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로 볼 때, 1인 학생에게

정 특권계층 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평등 이념

사회가 투자하는 비용은 결코 적지 않으며, 이들 비용은 학

하에 누구나 부여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강조되었다. 이런 경

생들이 졸업 후 직장을 가지면서 내는 세금, 대출 상환비 등

향은 고등교육의 양적인 팽창과 지역적인 분배에 영향을 주

으로 상환되는 셈이다.

었다. 웁살라 대학(1477년 설립)이나 룬드 대학(1666년 설

그러므로 만인을 위한 고등교육 정책은 교육 기회의 균등

립) 같은 오랜 전통의 대학교를 제외하고는 국립 고등교육

제공 면에서 다른 분야의 복지 시스템과 더불어 스웨덴 장

기관들은 20세기 중∙후반에 대부분 설립되었고, 지방마다

기간 동안 구축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 기

설립되어 지역특성에 맞게 특성화되었다. 예를 들면 기후조

회의 균등이 양적 팽창과 반드시 직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

건 등이 좋지 않아서 인구가 희박했던 우메오(Umeå) 지역

도 없다. 스웨덴에서 박사 과정 학생 같은 연구수준의 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학 설립으로 인해 학생, 연구자 인구가 유

의 경우는 프로젝트 수요별로 일정기간 동안 고용된 연구자

입되어 활기있고 젊은 도시로 재탄생되었다. 대학 종합 순

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학문적 성과

위가 무의미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간혹 특정지역의 대

나 성적이 월등하다고 해서 박사과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

학이 스웨덴 최고의 명문이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거나, 대

니라, 연구계획이나 연구내용 및 방향이 시의 적절하고 프

학순위에 대한 질문을 듣곤 하는데, 스웨덴에서는 종합대학

로젝트의 수요에 맞아야 한다. 그러므로 연구수준의 학업

순위 보다는 프로그램 자체의 충실도 및 발전도, 연구경향,

수요와 내용은 스웨덴 국가 정책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운영방향에 따라서 소위 지명도가 좌우되는 셈이다.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다.

스웨덴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서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은

그러나 변화하는 사회에서 학생들은 학생대로, 또 사회는

고작해야 1년에 다 합쳐서 10만원 미만으로 두 번 내는 학

사회대로 고민이 많다. 다겐스 니히터(Dagens Nyheter),

생회비 및 개인에 따라 책구입비 정도이다. 국민의 세금으

예테보리 포스텐(Göteborgs Posten) 등 주요 일간지 보도

로 재원이 뒷받침되는 것은 연구비, 교육기관에 투입되는

에 의하면, 전체 학생 수의 절반 정도가 CSN의 대출금으로

운영비, 교∙강사고용비, 학생들의 수업료 등만이 아니다.

생활이 모자라 부모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아파

스웨덴 젊은이들은 성년 이후로 독립해서 사는 경우가 보통

트 월세는 점차 올라가고 지출 비용이 많아 CSN에서 대출

이다. 고등교육기관이 있는 도시에서 생활하는 데에 부모의

받은 금액으로 생활하기가 빠듯한 나머지 피치 못하게 부모

지원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입학

의 도움을 받거나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는 학생들

허가를 받으면 CSN(Centrala studiestö dsnämnden/The

이 늘고 있는 셈이다. 생활비가 빠듯하기 때문에 학기를 휴

Swedish National Board of Student Aid) 이라는 정부

학하고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생활비를 번 후에 학업에

기구를 통해서 다달이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가

복귀하여 학업 년 수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학생기간 동안 몇 년에 걸친 생활비 대출액은 학생이

있고, 또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를, 그것도 CSN에서는 일을

직장을 갖고 처음 받는 봉급부터 일정 금액씩 상환된다. 실

할 시간이 없는 풀타임 학생에게만 대출기회를 주므로 불법

업자 상태인 경우에는 대출받은 금액만큼의 빚을 진 상태인

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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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공부를 하고 나서도 관련 직종에 곧바로 취업이 되는 경

시스템은 얼마나 많은 학생이 있는지 학생 수에 따라서 지

우는 매우 드문 상황이다. 50% 고용, 20% 고용 등 시간제

원금이 분배되는 식으로 운영되고, 질보다 양이 중시되어

로 일을 하게 되어서 대출받은 빚을 안고 근근이 살아가는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질적인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

것이 요즘 스웨덴 젊은이들의 경제적인 자화상이 되었다.

고 있다. 최근에 왕립 공과대학 물리학 교수에서 자리를 옮

또한 유럽연합 외부에서 유학 온 외국인 학생에게서 등록금

겨 HSV의 총장이 된 안데스 플루드스트룀(Anders

을 받자는 정책 제안은 현 정부 이전의 사회 민주당 정부가

Flodström)씨는 현재 18개의 국립대학을 축소시켜 5개로

이미 제안한 바 있고, 현 정부 같은 경우는 유럽 연합 내∙

줄이고 싶다"고 언론에 전했다. 그는 스웨덴 대학들이 국제

외부를 불문하고 등록금을 부여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세계 최고는 아니라는 견해를 펼

고등교육기관이 시장 경제에 노출되면 될수록 더욱더 경쟁

치면서 연구수준 및 대학수준의 경쟁력 제고에는 대학 수를

력 문제와 구조 조정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과감하게 줄여야 하며, 이 방법으로 세계 수준의 고등교육

세금이 많이 투입되는 한, 스웨덴 사회에서 고등교육 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는 늘 토론의 한복판에 놓여있다. 어려운 공부를 해서 실

"고등교육 기관평가는 질적 수준과 공급과 결과물의 수준

업자가 되느니, 차라리 고등학교를 마치고 직업훈련을 통해

을 향상하는 데에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체크

서 직업을 가지는 게 낫다는 식의 사고, 4~5년 간 대출을

하는 프로세스이다." 라고 하비(Harvey)는 정의한다. 지금

받고 공부하고도 더 나은 임금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스웨덴의 고등교육평가는 고등교육

식의 사고도 논의되곤 한다. 이에 일부 특수 유망 직업과 직

기관의 구조 조정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 역

결되는 프로그램은 경쟁률이 높은 반면, 일부 고등교육 프

할과 파장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로그램은 학생을 유치하지 못해서 프로그램 유지가 불가능
한 경우도 있다. 통계를 보면 2007년 올 가을에 71,855명

스웨덴 국립 고등교육기구(HSV, Högskoleverket,

의 신입생이 고등교육에서 새롭게 학업을 시작하게 된다.

The Swedish National Agency for Higher

2006년과 비교할 때 5%의 증가세를 보인다. 전체적으로

Education)

볼 때 230,600명의 학생이 각종 프로그램, 코스에 등록되
어 있다. 가장 인기가 많은 학과는 컴퓨터 관련 교육학과

스웨덴에서 이러한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은 스웨덴 국립 고

로 35% 증가세를 보였고, 법학과가 그 다음으로 증가하였

등교육기구이다. 스웨덴 국립 고등교육기구(HSV, The

다. 수학과 및 자연과학 계열은 계속하여 감소세를 보이고

Swedish National Agency for Higher Education, 다음

있다.

에서는 HSV로 줄임)는 1995년에 설립된 스웨덴 정부 기구

"고등교육기관들은 단기간에 설립되어서 교육기관끼리

로, 주 업무를 열거하자면 고등교육평가, 고등교육통계, 법

우수한 학생, 강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적 감독, 학생과 장래 학생에게 정보 제공, 연구 및 정책 조

벌이고 있다." 랑은힐드 니츨레르 씨(Ragnhild Nitzler),

언, 외국학위 검증 등을 총괄하고 있다.

HSV 상임조사관은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밝힌 바 있다. 현

이 기구에는 대학 총장출신(현재 안데스 플루드스트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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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 Flodström)을 대표로 하여 정부가 임명한 11명의

적법하고, 교육목표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지도 역할을 맡는다. 약 140명의

해서, 셋째, 학생들에게 교육을 선택할 때 정보를 제공하기

직원이 있고, 그 본부는 스톡홀름에 위치하고 있다.

위해서이다.

시행 주기와 방향

방법

1995년에 국가적인 질적평가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로,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스웨덴에서 일반적인 평

HSV가 시행하고 있는 기관질적평가는 주기별로 나누어 볼

가방법은 유럽 표준화와 가이드라인(European Stan-

수 있다. 첫째, 1995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직업 프로그램,

dards and Guidelines)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석사 프로그램, 학과별, 특별 프로그램별 평가가 주로 이루

그 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고등교육기관이 자체평가를 하

어졌다. 이 평가는 2000년까지 2번 주기로 시행되었다. 둘

고, HSV가 이를 비슷한 분야 및 과목에 따라 정리, 분석을

째, 2001년부터는 2006년까지 6년 동안 박사학위 과정을

하여 스웨덴 전국 현황을 작성하는데, 이는 1년에 한 번씩

포함, 전반적인 프로그램평가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시행된다. 특히 2007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평가제도에서

2007년부터는 학과평가가 보다 간소화되어 반영되므로 새

는 질적 향상 계획과 활동을 제시할 때 기대효과와 결과를

롭게 기간이 정해질 예정이다. 고등교육기관에서 새롭게 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모델에 의하면 고등교육기관이

설된 프로그램과 새로운 볼로냐 석사학위 과정에 대한 심사

자체조사보고서에 기대 효과에 맞추어 진행 상황을 조사 보

가 추가될 것이다. 그리고 고등교육에서의 최고 상 제도가

고해야 하는데, 질적 향상을 미리 기대하고 향상을 모니터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하는 작업은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행 상 난항을 겪

볼로냐 프로세스는 스웨덴 고등교육과 연구제도의 개혁

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을 추진하는 데에 동력이 되었다. 유럽의 45개 국가가 참여

이 중 각 분야별로 일부 고등교육기관이 선택되어서 외부

하고 있는 볼로냐 프로세스는 고등교육에 있어 범 유럽 차

전문가 방문조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외부 전문가

원의 공통된 기준과 교육 및 연구운영에 있어서 질적인 수

들이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진행

준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개발하는 작업이다. 이 프로세스가

된다. 외부 전문가 그룹은 고등교육 지도 경험이 있는 교수

제시하는 기준 및 방법을 적극 적용함으로써 스웨덴의 고등

진 또는 과별로 개별 학과 전문가가 추가되어 구성되는데,

교육평가 시스템이 보다 세계 표준화 과정을 겪고 있다.

여기에 국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고려되는 것이 필수적이
다. 이들 전문가들은 기관의 이해관계자들과 인터뷰 조사를

평가의 목적

하며, 또한 학생 관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인터뷰 조사를 한
다. 질적인 수준을 증명하는 시스템, 즉 목표설정,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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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의 스스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작업, 평가 등이 잘 경영되었는지, 또한 결과물의 문서화 작

도모하기 위해서, 둘째, 교육이 고등교육법과 헌장 내에서

업, 결과, 체계적인 질적 연구의 영향력 등 역시 체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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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 후 조사보고서에는 특정 고등교육기관이 어떻게

한 구조조정의 결과에 대해서“CEAS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개선 및 개혁되어야 할지에 대한 조사단의 의견이 포함되어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작은 조직이었고, 강사들은 시

있게 된다.

간제 강사로 이 학교 저 학교를 전전하면서 부족한 재정적

3년 후 조사보고서의 개선 사항에 대해서 이들 고등교육
기관이 어떻게 개혁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 받게 된다.

지원으로 연구는 물론 학생들 지도 자체가 쉽지 않았던 것
이 사실이다. CEAS가 더 큰 학과의 일부로 통폐합되더라
도 교육 자체는 전과 동일하게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맺음말

분명한 것은 강사가 보다 더 충실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지
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라고 전했다.

최근에 발표된 HSV의 보고서의 내용을 엿보면 스웨덴의

이처럼 스웨덴의 고등교육평가는 고등교육기관에게 위기

고등교육은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때 여러 면에서 위험 신

와 기회를 동시에 주면서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

호가 보인다. 학생들은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교육에 만족을

고, 국제 경쟁력을 통한 교육의 질적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하고, 다시 선택기회가 주어지더라도 같은 교육을 받겠다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경향이 지금까지 스웨덴이 지원

밝힌 한편, 그들이 받는 교육수준이 매우 낮다고 응답하고,

해 온 사회과학 및 인문학 분야의 다양한 다학제적 비주류

우수한 점수 받기가 매우 쉽다고 응답하였다. 1인당 지도시

학문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는 쪽으로 나아가 다양성 발전에

간 및 질적 수준 역시 문제가 되었다. 교육수준 하향화 문제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높다.

와 강사 학생 개별 지도에 대한 재원 부족 문제가 뚜렷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고등교육기관 평가가 구조조정의 방향을 제시
하면서 보다높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작업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기대되는 작업이다. 그러나 비인기 과목이나
다학제적인 신생 인문학 과목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
가. 변화에 대해 학생들은 물론 강사들이 혼란스러울 것은
자명한 일이다. 오는 9월에 예테보리대학 인류학 박사 학위
를 수여받을 예정인 스테판 아펠그렌(Staffan Appelgre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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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대학의 CEAS(Centre for Asian Studies)에서 학생들

on quality.

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1985년 이후로 아시아에 관련된

www.qualityresearchinternational.com/glossary/

지역 연구를 꾸준히 해 온 이 CEAS가 올해 가을부터 글로
벌 스터디즈(Global Studies)의 일부로 통폐합되고, C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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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ögskoleverket www.hsv.se

에 있었던 학장 자리는 없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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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대학평가를 평가한다
| 글. 강홍준

중앙일보 기자 || kanghj@joongang.co.kr|

언론사는 대학을 순위 매기지 않으면 못 견디는 고약한 심

라리 미스코리아는 해마다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언

성을 가진 집단인가? 1994년 이후 매번 대학평가를 실시하

론사의 대학평가는 똑같은 대학을 매번 벌거벗겨 놓고 망신

는 중앙일보는 물론이고, 요즘은 영국의‘The Times’
까지

을 준다는 점에서 더욱 고약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세해 해마다 국내 대학의 순위를 쏟아낸다.

분들도 있다.

대학평가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상황은

그렇다면 대학을 평가하는 언론사는 이런 비판에서 얼마

다르지 않다. 미국 주간지‘US News & World Report’
도

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번 글을 통해 평가자의 위치에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각종 순위를 발표한다. 각 대학들이 타

피평가자의 위치로 바꿔 놓고 대학평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대학에 대한 동료평가를 하는데 그 점수 비중이 25%나 차

물론 내부자의 평가이니만큼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하는 것을 보고 미국대학들은“무슨 미녀 선발대회 하느

이런 자체평가를 통해 언론사가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앞

냐”
고 비판해 왔다.

으로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점검하

1998년 이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 관여해 온 필자도 언
론사의 대학평가가 진∙선∙미를 선발하는 미스코리아와
뭐가 다르냐는 질문을 대학 관계자에게서 자주 받는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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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않았다. 또한 정부에 대한 정보공개제도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대학들은 재정자료는 물론이고 학생현황, 교수현황 자료도 공개하지
1. 누가 평가하나

경 때문이다. 중앙일보 대학평가가 시작된 1994년 이후
2000년 까지 한국 대학의 각종 데이터를 구하는 것은 쉽지

국내에서 유일한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독자들에게 대학에

않았다. 대학들은 재정자료는 물론이고 학생현황, 교수현황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유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에 대한 정보공개제도

도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런 중앙일보 평가와 외국

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언론사의 대학평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평가를 수행하는 평

이 때문에 대학평가에 참여한 기자들은 백방으로 자료를 구

가자들이다. 중앙일보는 기자들이 팀을 구성해 평가한다.

해야 했다. 자료공개를 꺼려하는 교육부에 대해서는 국회 교

이에 비해 미국의‘US News’
, 영국의‘The Times’
, 일본

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통해 자료를 구하기도 했다. 대학

의‘아사히신문’
은 기자들이 아닌 별도 평가 담당자들이 평

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공개돼 있는 외국과는 사정이 달랐

가를 수행한다. 기자는 평가결과를 기사화할 뿐이다.

다. 이 때문에 교육부 출입기자를 중심으로 기자들이 팀을

이런 사실을 안 대학 관계자들은“평가의 전문성이 떨어
지는 기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고 반문한다.
기자가 나서서 평가를 하게 된 것은 한국만의 독특한 환

구성해 자료를 구하고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의 <표 1>은 국내외 언론사의 대학평가를 비교한 것
이다.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타 언론사의 대학평가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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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외 언론사 평가비교
영역
투입

교수

국가내 대학순위
The Times
40%

U.S.News.
37%

∙학생/직원비율(10)

<12%>

∙교수당 학생수(4)
∙외국인 교수 비율(5)
∙교수당 학생수 개선도(1.2) ∙교수당 학생비(20)
∙교수확보율(3)
∙교수확보율 개선도(1.2)
∙외국인 교수 비율(4)
<10%>
<13.4%>
<25%>

<1.5%>

∙학생 충원율(1)
∙외국인 학생 비율(5)
∙중도포기율(1)
∙외국인 학생 비율(3)
∙교환학생 비율(2)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1)
<8%>
<5%>

∙교수급여(7)
∙박사학위자 비율(3)
∙교수당 학생비(1)
∙전임교수비율(1)

∙입학경쟁률(1.5)
학생

학생수준

세계 대학순위
The Times
30%

중앙일보
37.8%

∙입학시 SAT/ACT 점수
∙신입생 수준(10)
(7.5)
∙고교학급내 상위 10% 입
학생 비율(6)
<13.5%>

<10%>

∙학생당 교육비(10)

∙학생당 교육비(4)
∙학생당 교육비 개선도(1.2)
∙교육비 환원율(2)
∙세입중 납입금 비율(2)
∙학생당 장학금(2)
∙학생당 장학금 개선도(1.2)
∙장학금 수혜율(1)
∙장학금 환원율(1)
<14.4%>

재정
<10%>

복지

∙학생당 복지경비(10)
∙기숙사수용률(1)
<10%>

도서

∙도서관 및 정보화 경비(10) ∙도서자료 구입비(1)
<10%>
<1%>
8%

과정

∙수업 만족도(15)

∙학급규모(8)
수업

<8%>

5%

∙영어강좌비율(4)
∙현장실습 참가학생 비율(1)
<15%>
<5%>

25%

산출
만족도

15%

<1%>

30%

6.4%

∙동창 기부율(5)
∙신입생 재등록률(5)
<10%>

졸업

∙졸업률(20)

∙졸업예상률(10)
<20%>

<10%>
∙우수졸업생 비율(10)

졸업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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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합격자수(1.6)
∙상장업체 임원수(1.6)
<10%> ∙공인회계사, 변리사 합격
자수(1.2)
<4.4%>

지표수도 월등히 많고, 평가분야도 광범위한 것을 알 수 있

가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대학평

다. 지표수가 많은 이유는 대학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해 지

가에서 사용되는‘SAT 점수’등의 자료는 국내에선 통용될

표를 새로 도입하거나 보완하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었다.

수 없는 성격의 자료다. 학생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는 한국

1997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경우 지표수가 76개였다.

에서는 구할 수 없는 자료다. 대학별 입학자의 수능 성적은

2006년 52개 보다 훨씬 많았다.

물론 학과별 커트라인 성적 등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외국

이처럼 기자들이 시행하는 평가는 외국에서도 유례가 없
다. 한국적인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과는 사정이 다르다. 게다가 수능성적을 대학평가지표에 반
영할 경우 이를 납득할 만한 대학들은 별로 없다.

측면에서 비판 받을 소지를 남겨 놓는 것이다.

이에 비해 SCI(과학논문 인용색인) 등의 자료는 중앙일보
평가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평가 등에서 활용되고 있

2. 많은 지표, 임의로 부과된 가중치

다. 양적인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국내외 언론사 평가에서 활용되는 지표는 상

중앙일보 평가는 미국의‘US News’
처럼 10여 개 지표로

이하다. 예를 들어 미국 대학평가에서 사용되는 입학경쟁률

평가를 시행할 수 없다. 대학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평

지표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지표다. 다만 각 나라

<표 이어서>
영역
투입

국가내 대학순위
The Times
40%

U.S.News.
37%

세계 대학순위
The Times
30%

중앙일보
37.8%

∙취업∙진학자 비율(10)
∙취업률(2)
<10%>

취업

<2%>

15%

학술역량
∙RAE 결과(15)

학술역량

35.2%

∙외부연구비(4)
∙교수당 논문인용수(20)
∙외부연구과제수(3)
∙자체연구비(3)
∙인문사회계 국내논문수(3)
∙과학기술계 국내논문수(3)
∙기술이전수입(2)
∙SSCI, A&HCI논문수(4)
∙SCI 논문수(4)
∙SSCI, A&HCI, SCI 논문
인용(2)
∙SSCI, A&HCI, SCI 10외
이상 인용 논문수(2)
∙지적재산권 등록(2)
∙지적재산권 출원(2)
∙교수당 연구비 개선도(1.2)
<15%>
<35.2%>
<20%>

25%

평판도
∙동료 평가(25)

20%

15.6%
∙졸업생 평판도(9.6)
∙학교 평판도(6)

<25%>

<15.6%>

50%
∙동료 평가(40)
∙고용담당관 평가(10)
<50%>

(출처: 이영학,‘세계 대학순위 평가방법의 실제’
, 2007 대교협 세계 대학평가 포럼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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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정에 따라 획득이 가능한 지표 위주로 구성된다는 점

표를 원점수 100점 만점의 지표로 바꾸는 외국 대학평가는

에서는 공통적이다.

상당히 무리한 계산 방식을 택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상당

한국의 경우엔 획득할 수 있는 한 가급적 많은 정량 지표

히 후진적이다.

들을 동원한다. 대학들의 편파성 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다면 표준점수만 쓰면 모든 문제가 해소될까. 실제

는 더 많은 지표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다 보면 지표간 척도

대학평가 실무를 하다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종종

가 혼재되는 경우도 나타난다.

보게 된다.

2006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활용된 지표를 보면‘교

표준점수는 점수 분포가 다양한 집단구성원의 위치를 표

수(한 명) 당’또는‘학생(한 명) 당’지표를 쓰면서도 동시

준화하는 수단이다. 한 학급에서 천차만별인 수학점수 분포

에‘고시 합격자수’등 총량지표가 사용되고 있다. 규모가

를 평균과 표준편차가 동일한 정규 분포로 전환하는 것을

크고 역사가 오래된 대학들은 총량지표에서 당연히 유리한

말한다. 이런 표준점수도 일종의 왜곡 현상을 나타내기도

반면‘당(當)’지표에서는 사정이 달라진다. 총량지표와‘당

하는데, 예를 들어 SSCI(사회과학논문 인용색인)에 A대학

(當)’지표가 혼재돼 있는 것은 문제로 볼 수 있다.

이 교수당 10편을 등재했고, A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

대학들로부터 가장 큰 의심을 사는 부분은 지표에 부여하

들은 교수당 0편에 가까운 실적을 보였다고 가정하자.

는 가중치 부분이다. 교수당 학생수를 20점 준다는 데 왜

이럴 때 A대학과 나머지 대학의 실적을 평균할 때 A대학

20점을 주는 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없

의 실적은 평균 점수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럴 경

다. 중앙일보의 경우 정기적으로 대학 기획처장들에게 의견

우 표준점수는 높게 산출된다. 이런 높은 표준점수가 타 지

을 물어 지표의 가중치를 결정하고, 가급적 지표의 가중치

표의 표준점수를 압도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결국 점수 분

는 급격하게 바꾸는 것을 피한다. 일종의‘점증주의

포가 한쪽으로 심각하게 편포하는 지표에 있어서는 점수 왜

(incrementalism)를 따르고 있는 셈이다. 그 결과 제로베

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자주 나타나지 않

이스(Zero-base)에서 각 지표에 부여된 가중치의 타당성을

지만 점수 체계를 뒤흔들 소지가 있다.

점검하기 보다는 대학의 반발을 우려한 관행 유지에 신경을
쓰기도 한다.

4. 여론조사도 대학평가?

3. 표준점수의 함정

국내외 언론사의 평가는 여론조사 형식의 평가를 실시한다.
언론사가 대학교수나 학장 등을 상대로 해서“커리큘럼이

점수산출방식에 있어서는 중앙일보 평가가 외국 언론사 평
가에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

중앙일보는 평판도라는 이름으로, 다른 외국의 평가는 동

영학 선임연구원은“외국 대학평가는 지표별로 가장 우수

료평가(peer assessment)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체 평가

한 대학에 100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대학은 상대적 비율에

총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따라 점수를 산정한 뒤 단순 합산하는 방식이지만 중앙일보

미국의‘US News’
는 타대학의 총장, 학장, 입학처장 등

는 표준점수를 활용해 척도가 다른 다양한 지표를 합산하고

에게 해당 대학의 학술적 우수성을 5단계로 평가해 달라고

있어 가장 적합한 방식”
이라고 말했다.

의뢰해 그 결과를 동료평가 형식으로 반영하고 있다. 영국

단위가 명(名), 퍼센트, 원(또는 달러) 등으로 나타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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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The Times’
는 세계 대학평가(2006년)에서 전 세계 101

내 어떤 대학 출신자를 뽑고 싶은지 등을 여론 조사한다.
이러한 평판도는 표집한 집단의 특성, 응답자의 선호도 등
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대학교육의 질을 평가하기 보다는 인
기투표 식으로 대학을 재단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나오지 않았다.

정부부처, 대기업, 중소기업 등 인사 담당자에게 설문을 보

좋은 실적을 보인 대학들은 만족도가 높게

우수 대학을 천거해 달라고 요청한다.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에서 특히 높게 나타난 반면, 다른 지표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 만족도는 종교계 학교

개국의 교수 및 전문가 3707명에게 설문을 보내 분야별로

실제로 여론조사 방식의 평판도 조사는 문제의 소지가 있
다. 중앙일보는 2003년 대학평가에서 대학의 커리큘럼을
평가하기 위해 동료평가를 도입했다. 평가대상 대학의 학장

야 하나. 국내 언론사 대학평가가 14년째를 맞으면서 잃은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것이다. 각 대학 학장들에

것 보다 얻은 것도 많다.

게“학교 장래 발전성, 교육과정 운영, 교수수준, 학생수준,

무엇보다 대학들이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많은 내부 정보

교육여건 측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을 각각

들을 대학구성원 등에게 공개하게 됐다. 대학들이 발전계획

5개씩 선정해 달라”
고 요청했다.

을 세워 한정된 자원을 집중하게 된 것도 대학평가가 바꿔

그 결과 설문조사에 응한 각 계열의 학장들이 설문을 통

놓은 대학의 지형도다. 대학의 연구수준을 세계적인 대학

해 선정한 우수 대학은 전체 110개 대학 중 7~8개 대학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발전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대학

집중됐다. 3개 계열에서 우수 대학으로 거론된 대학은 소수

은 이제 일반화됐다. 변화에 관심이 없던 대학들이 움직이

에 그쳤으며, 대부분 대학이 동료평가에서 단 한번도 우수

는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평판도 지표에서 10

요즘은 국제화 지표가 등장함에 따라 대학들이 외국대학

위밖 대학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

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모색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

사됐다.

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설문에 응한 대학학장들이 어떤 대학(학부

또한‘철밥통’
이라고 불렸던 교수사회도 대학평가로 인

또는 대학원)을 졸업했는지 여부가 커리큘럼을 평가하기 위

해 크게 변화하게 됐다.‘논문을 쓰지 못하면 자리를 유지

한 동료평가에서 상당한 영향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못하는’
(Publish or Perish)은 미국만의 얘기가 더 이

설문자의 배경요인이 설문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상 아니다. 그 결과 2006년의 경우 한국의 SCI 논문수가 세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역시 비슷한 결과를 낳
는다.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 만족도는 종교계 학교에서 특
히 높게 나타난 반면 다른 지표에서 좋은 실적을 보인 대학
들은 만족도가 높게 나오지 않았다.

계 12위에 오를 정도로 해마다 급상승하고 있다. 물론 대학
의 논문 양산의 뒤엔 부작용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언론사의 대학평가에 대한 비판은 평가의
공정성, 전문성이 있는지에 머무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다. 언론사는 정량적인 지표, 투입위주의 지표에서 질적인

5. 언론사 대학평가는 사악한가

평가를 담아야 할 단계까지 온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 문제가 있는 언론사 대학평가는 당장 중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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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가라는 이름으로

| 글. 한만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 hmj266@hanmail.net |

지난 7월 12일 서울대학교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주최로 [글로벌 대학순위 평
가의 실제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대학평가 정책 포럼이 열렸다. 이 대회에서 김영식 대교협 사
무총장은 대학종합평가와 학문분야평가가 대학발전에 순기능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고 대학교
육의 개방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평가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실시해야 할 필요성
을 역설하였다. 글로벌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만들기 위한 대학평가가 더욱 강화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1994년 문민정부에서 WTO 체제가 출범에 따른“국가 경쟁력 강화”
를 위해 [대학종합평가인
정제] 를 도입되었다. 대학교육의 수월성과 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대학의 책무성 함양과 대학의
자율성 신장 등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한편 중앙일보는 창간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평가를 실시
한 이래 매년 대학평가를 실시하여 발표해 왔다. 하지만 IMD(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국제경영대
학원 세계경쟁력 센터에서 매년 세계 경쟁력 연감 발간 매년 55개 국가의 경쟁력 평가)에서 한
국의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1994년 대
학설립 준칙주의가 도입되면서 대학정원이 대폭 증가하여 고등학교 졸업생의 90% 수준에서 대

84

Educational Development
2007 Autumn

학진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학으로서의 최소한의 여건조차 갖추지 못한 대학이 난립하고 있
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학평가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실시하는 것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 대
학마다 대학평가 최우수 대학 선정을 경축하는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걸렸지만 대학은 질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는가?

1. 대학평가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

초∙중등 부문에 있어서 학교평가 제도는 1994년 기관평가와 학교평가 실시를 법률로 정하면
서 정례적으로 16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평가와 학교평가가 실시되어 왔다. 하지만 학교구성
원이 교육활동과 학교운영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개선을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할 평가가 오히
려 잡무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교육청이 실시하는 장학지도와 학
교평가가 별다른 차이도 없이 중복적으로 실시된다는 불만과 평가결과가 학교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온 것이다.
대학평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초∙중등 분야에 비해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
어 왔다. 대학종합평가와 대학학문평가 두 영역에서의 평가가 실시되어 왔고 각 분야마다 전국
단위의 순위와 등급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상호 비교방식의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대학평가는
대학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다. 대학평가의 지표가 대학교육의 순위를 결정하는 힘으

대학평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초∙중등 분야에 비해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어

로 작용하면서 대학운영이 여기에 맞추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연과학분야의 논문색인인용

왔다. 대학종합평가와

(SCI)이 주요 평가기준이 되면서 자연과학분야로 재정지원이 몰리고 있고, 교수 1인당 학생 수

대학학문평가 두

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비정규직 교수가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지난 7월

영역에서의 평가가

12일 포럼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영학 선임연구원은“다양한 형태의 대학을 제한된 지표

실시되어 왔고 각

로 수치화해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며“총체적으로 대학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
하기보다 자료수집이 용이한 지표에 의존하고 있다”
며“학생교육을 얼마나 잘 시키느냐보다
우수 학생을 얼마나 많이 확보했느냐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시스템도 문제”
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분야마다 전국 단위의
순위와 등급이
발표되었다.

국제적인 대학으로 평가받기 위한 노력이 실질적인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보다 순위를 올리
기 위한 과열 홍보와 평가기관에 대한 로비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평가기관이 대학들
이 제출한 자료를 검증없이 그대로 받아서 쓰다 보니 지난해 한 사립대학은‘교수 1인당 학생
수’
를 부풀려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평가기관에 대한 대학들의 과열 홍보도 비난을 사고 있다. 더 타임즈의 세계 대학평가를 총괄
하는 Qs사가 주최하는‘애플 컨퍼런스’
(아시아태평양지역 교육지도자 회의)에 대학 관계자들
이 참가하고 연세대는 4월에는 더 타임즈에 이미지 광고를 싣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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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평가 무엇을 가져왔나

지식을 생산하여 사회적 생산력을 키워내야 한다. 이러한
대학의 역할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양분이 되어

대교협은 그동안 실시해 온 대학평가가 교육연구재정 등 대

왔다. 군사정권에 저항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본산이 대

학의 질적수준을 개선하는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

학이었고, 대학캠퍼스는 엄혹한 시대에 새 시대의 전망을

다. 이를 바탕으로 평가지표를 국제적 기준으로 바꾸어 나

여는 수많은 비판이론을 양산해 내었다. 한국사회는 절차적

가고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겠

민주주의가 일정하게 실현되었지만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다고 한다. 한국 유학생이 미국에만 2006년도에 58,358명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분단을 넘어선 통일국가를

에 이르고 있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대

이루어내는 것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하지만 이

학도 외국의 학생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

러한 시대적 과제에 답하는 실천적인 지식과 비판적 대안을

학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하고 대학평가가 이러한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대학이 기업권력에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

대한 비판적 역할을 담당하기를 주저하게 만들고, 오직 기

로 국제사회의 고등교육평가 요구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대

업의 요구에 편승한 상업적 지식이 평가받는 대학의 풍토에

학평가를 새로운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서 이러한 현상은 지극히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실제 우리대학은 현상적으로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마찬

기업의 협찬을 받은 건물들로 캠퍼스의 지형은 바뀌었고 글

가지로 대학교육의 질은 교수들이 얼마나 연구와 교육활동

로벌 대학을 이루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은 공통의 과제가

에 매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는가와 밀접하게 관련되

되고 있다. 그러나 기실 이러한 변화는 대학의 사회적 역할

어 있다. 대학평가의 운영지표 중 하나인 교수와 학생 수의

이 기업의 이해에 맞추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비율은 이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대학이 노력해야 한다는

이다. 대학의 건물명칭이 삼성관, LG관으로 바뀌는 속도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학평가가 실시된 이후 대학교수 구

이상으로 대학은 교육시장화의 길로 매진하고 있다고 해도

성은 질적 발전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 대학

과언이 아니다. 대학평가는 이러한 대학의 변화를 유도하는

교수의 절반이상은 비정규직이 담당하고 있다. 이른바 보따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컨대 대학평가지표 중

리 장사로 취급되면서 대학을 전전하는 분들이 대학교육의

의 하나인 지식창출 연구실적은 기술이전과 창업실적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대학종합평가의

구성되어 있다. 이에 편승하여 학교기업이 설립되고 나아가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가 교수 1인당 학생수이지만 이 지표

대학이 주식투자에 직접 나서게 하는 일이 권장되고 있다.

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별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대표 기업인인 삼성 이건희 회장의 고려대 방

다. 교수 1인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해 오히려 비용이 절감되

문에 항의했던 학생들은 이러한 시대에는 용서할 수 없는

는 비정규직 교수채용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대학평가가

불한당이 되고 말았고 2년이 넘도록 복교조치가 이루어지

본격화된 이래 우리대학은 교수계약제가 도입되면서 대우교

지 못하고 있다.

수 등 온갖 명칭의 교수들을 양산해 왔다. 이에 비례하여 학

대학의 사회적 역할 중의 하나는 비판을 통해 사회와 권
력을 견제하는 것이다. 대학은 인문학적 창조력과 비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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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구의 불안전성은 더욱 심화되어 온 것이다.
대학평가에 따른 순위경쟁이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노

력보다 특정지역과 특정학교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경쟁을

타임즈의 아시아 지역 평가관인 소터 조사관의 발언도 주목

초래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의

해야 할 필요가 있다.“영∙미권 국가의 대학들이 대학평가

한 전형을 최소화하고 수학능력고사 등 계량적 성적을 강조

에서 상위권에 편중되는 것은 사실이며 평가지표가 지나치

하는 것은 대학의 서열 구조를 유지∙강화하려는 의도에서

게 이공계 중심이고 교육의 질적수준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롯된 것이다. 최근 2008년 대학입시제도 시행과정에 나

한계가 있다. 타대학 평판평가(Peer Review)나 기업 인사

타난 일부 대학의 반발은 수학능력고사 등 계량적 지표에

담당자 평가(Recruit Review) 역시 임의적인데다 응답자

의한 대학의 서열을 강화하려는 욕심에 다름 아니다. 이러

역시 불충분한 면이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대학평가에서

한 대학선발제도가 대학이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

나타난 문제점임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하여 대학의 질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대교협이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서 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련되어 글로벌 시대를 대비하는 대학평가로 발전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나오는 글

이와 함께 대학평가 이전에 과연 고등교육의 질은 무엇인
가? 고등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에 대한 근본적 질문과

대학평가의 공과는 보다 본격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제대로

대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의 대학평가는 평가지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이미 대학평가가 학교운영의 중요

와 운영방식에 있어서 교육의 시장화와 대학의 기업화를 위

한 기제로서 작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평가에 대한 제대

한 평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 많은 기업과의 제휴 프

로 된 평가는 사실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로그램과 더 많은 대학기업, 대학이 주요한 주식 투자자로

있는 현실이다. 초∙중등 분야에서 학교평가가 학교 구성원

부각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이

들의 동의와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문서평가에 머무르

러한 흐름이 대세를 이루면서 인문학은 고갈하고 학생들은

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과연 대학평가가 대학공동체의

전공공부가 아닌 취업대비 공부에 매달리는 사회에서 미래

구성원인 교수와 학생들이 학교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

의 전망은 만들어질 것인가? 교수 1인당 학생수가 일부 대

고 함께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찰적

학을 제외하고는 중∙고등학교에 비해서도 열악한 현실에

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 대학의 질적 발전을 운운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 고등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

교육에 대한 교육재정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대학과 대

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평가의 본산이라고 할 수

학을 경쟁시키는 국책사업으로 실질적인 대학발전을 위한

있는 미국에서 인문교양대학 총장 80명이 2007년 6월 US

토대가 마련될 것인가? 대학평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NEWS의 대학서열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고

출발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한다. 이미 고정화된 대학서열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대학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미녀선발식 평가에 들러리 서는 것
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들이 대학평가에 참여하
지 않는 이유라 한다. 이번 대교협 주최 포럼에서 영국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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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을
위한
사회적자본형성전략연구
| 글. 홍영란

한국교육개발원 인적자원연구실장 ||hyr@kedi.re.kr|

국가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형성전략 연구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인간적인 공동사회의 재건이라는 주요 과제에 직면해 있는 21세기
의 사회에 있어서 신뢰, 네트워크, 사회규범 등으로 상징되는 사회적 자본은 사회의 불평등, 위
기상황, 갈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성원의 화합과 결속, 공고한 연대의식의 토대를 구성하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적 성장과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 양극화와 갈등의 심화,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위기의식이 고조
되면서 사회적 자본은 사회의 불평등, 위기 상황, 갈등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핵심적 요
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발전, 경
제적 성장, 교육, 복지, 지역사회 발전 등과 같은 다양한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 방안
으로 부각되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는 국가 발전의 맥락에서 사회적 자본형성을 위한 전략을 탐색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사회적 자본과 교육과의 관련성을 고찰하
고, OECD의「학습의 사회적 성과」
(Social Outcomes of Learning ; SOL) 프로젝트를 통해 학
습경험과 사회적 성과간의 관계 및 상호영향 분석작업에 참여함으로써 교육적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둘째, 사회적 자본과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과
의 관계를 규명하고,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의 정책영역과 과제
를 분석하였다. 셋째, SOL 프로젝트 참여국을 비롯하여 주요국들의 사회적 자본연구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넷째, 사회적 자본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형성
략 및 과제를 탐색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주요 연구내용과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자본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과 집단이 협력하도록 하는 자원으로서 사
회적 관계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사회적 자본은 인적 자본과 물리적 자본과는 구별되며 한 개인
에 한정된 자산이라기보다는 상호 관련적 성격을 가지는 자본이고, 주로 집단적으로 분배된 공
공자산이며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사회적 투자를 통해 형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개인과 집단의 행동을 촉진시키는 관계구조, 네트워크, 상호 호
혜적 규범, 신뢰 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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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형성을 위한 직접적인 세가지 주요 근원으로 네트워크, 공유된 규범, 공유된 신뢰
를 들 수 있다. 각각의 근원은 사회적 자본형성에 각기 다른 공헌을 하는 한편 상호 의존적인 관
계를 가진다.
사회적 자본의 효과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은 개인과 사회에 중요한 긍정적 이익을 제공하며,
많은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사회적 자본과 교육, 아동복지, 범죄, 이웃과의 관계, 건강, 행복, 민
주적 정부간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자본은 때로 역기능을
초래하거나 비생산적일 수 있다. 강력한 네트워크는 사회적 진출기회를 제한하거나 개인의 자
유를 억압하기도 하고, 기득권 집단구성원의 지나친 주장을 허용하기도 한다.
사회적 자본은 교육학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과학에서 점차 중요한 연구분야로 정착되고 있으
며, 최근 양극화와 격차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적 자본의 형성 및 확산이 중요
하다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OECD의 SOL 프로젝트는 사회적 자본에 관심이 있는 13개 국가
들이 참여하는 국제연구로서 핵심적 내용영역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학습의 성과로서의 육
체적∙정신적 건강이고, 두 번째는 학습의 성과로서의 시민적∙사회적 참여이다. 즉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시민적∙사회적 참여라는 두가지 영역에서 가족과 가정환경과 관련하여 학습이
주는 세대간 효과 그리고 서로 다른 사회적 계층집단이 교육을 통하여 어떻게 서로 다른 이익을
얻게 되는가의 차원에서 본 학습의 배분적 효과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본 사회적 자본개념은 개인이 교육을 통하여 그가 속한 사회의
지식, 기술 및 가치나 태도를 어떻게 내면화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의 문제와 관련된다. 사회적 자본개념이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형성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는 호혜성, 신뢰, 의견수렴, 협동 등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시키는 근원이 된다. 둘째,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이행과정에 국민들의 참
여를 확대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형성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파트너십을 기초로 한 민간, 학부모 등의 학교 참여는 지역사회 차
원의 네트워크 구축에 영향을 주며, 학생들에게 책임있는 시민참여의식을 길러줄 수 있다. 넷
째, 평생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를 통하여 사회적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역의 중요한 이슈들이 논의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 관련
자료는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성과들에 대한 중요한 지표를 제공해 줌으로써 정책개발과 전
략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OECD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 네트워크, 사회참여, 정치참여 등의 개별적 주제에
대한 연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고 현재 국제사회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OECD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적 발달단계를 넘어, 사회적 자본을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
한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인간, 지역사회, 국가의 웰빙 등 그 영역도 매우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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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광범위하다. 특히, 사회적 자본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이 정책영역에 미치는 영
향력(거시경제적 영향, 기업의 생산성, 지역사회의 경제적 성장, 노동시장과 구직, 사회적 네트
워크, 유대와 연계 등과 관련한 정책들), 사회적 자본이 시민참여와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등
을 연구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국가의 웰
빙」
이라는 보고서 발표이후, OECD는 사회적 자본의 측정에 관한 연구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
으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참여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협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미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사회적 자본형성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미국의
경우 교육적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이 잘 형성된 것으로 손꼽히는 실리콘 밸리의 Challenge
2000을 통해 볼 때, 실리콘 밸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자본구조에 적합한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
하고, 이는 다시 실리콘 밸리의 사회적 자본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벤처
캐피탈 모형에 기초하여 Challenge 2000을 수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인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여 다시 이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두드러진
다. 실리콘 밸리의 산업특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Challenge 2000은 파트너십과 적극
적인 시민참여를 통하여 교육활동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
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일랜드는 사회적 자본을 잠재성이 충분히 있는 유용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가치와 평등, 지역
발전의 역할, 보완적 시민의식, 공공-민간 자발적 파트너십, 공공기관 및 정부혁신의 질, 사회
적 파트너십 프로세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일랜드는 가난과
사회적 소외, 경제적 생산성, 구직, 교육성과, 개인의 웰빙과 건강, 공공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범죄 및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일탈행위 등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정책적 영향에 관심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이란 지역사회의 구성원을 하나로 묶어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게 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유도하는 일련의 규범과, 네트워크 및 권위구조
와 경계선을 이루는 조건이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생산적인 공공협의와 시민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신뢰와 상호주의를 그 기본정신으로 담고 있다. 이는 정부기관들이 누리는 권위와 적법
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엘리트들이 주도해 온 정책결정과정의 제도화된 규범과
네트워크에 강하게 뿌리박고 있으므로 민관관계의 발전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사회적 자본도 있
다. 따라서 공공협의와 시민참여를 위한 규범 및 네트워크가 보다 강화되고 시민의사의 대표구
조가 더욱 명확해져야 시민사회에 더 많은 힘이 실어지고 민주주의가 발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탐색하기 위하여 관련 학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NGT를 통한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였다. NG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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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사회적 자본의 대표적인 세 영역인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신뢰 및 호혜성, 네트워크 및 파
트너십에 대하여 미시적 수준(개인∙가정), 중간수준(학교와 지역사회), 거시적 수준(국가∙사
회)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요소와 전략들을 추출하였다.
NGT 결과를 기초로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에서는 국가나 국제관계 같은 거시적 수준 보다는 가정이나 이웃, 학교,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실천적인 행동이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신뢰 및
관용성 프로그램영역에서는 왕따 및 폭력 예방프로그램이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상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소외계층, 소수자 적응교육 및 복
지센터 설치프로그램이 나타났다.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프로그램 영역에서는 학교, 기업 및 지
역사회 수준에서의 프로그램들이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청소년 문제, 아동학대, 복
지 및 상담 등 한국사회 현실에서 발생하는 일탈적 행동에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을 통하여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표명하고 있었다.
사회적 자본형성을 위한 교육적 전략과 과제에 있어서 부모의 학습활동에 대한 관여 및 교육
에 대한 보조활동, 부모의 자녀 친구 부모와의 네트워크, 부모와 자녀와의 활발한 대화, 부모의
교육적 인식, 가정과 지역사회의 관계, 부모의 사회적 상호관계 등을 이끌 수 있는 교육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지역사회 및 평생학습 교육전략 수립에 있어서 지역
사회 거주환경,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등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징, 지역사회의 사회적 신뢰, 단
체멤버십, 선거참여율, 시민단체 수 등 지역사회 역량, 구성원간의 상호관계, 교육프로그램 설
계에 있어서의 지역주민의 참여, 지역사회의 공식∙비공식적 학습 상호작용, 지역사회의 교육
관련 정보에 대한 공유 등이 교육성취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결국 가족, 지역사회, 학교내 사회적 자본은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공동체내 다수 구
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규범, 네트워크, 신뢰증진과 연계된 교육전략이 필
요한 동시에 공동체내 구성원의 유기적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사회적 자본형성을 위한 국가인적자원정책의 목표와 전략의 설정에 있어서 먼저 사회적
자본의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확고히 하고 이를 조작 가능한 세부 목표수준으로 나누어 정책
목표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관리라는 관점에서 측정평가하여 관리 가
능한 수준으로 자산화하고 자산으로서 투명성을 보장하며, 어디까지 사적 자산화 할 것인지 또
는 공유자원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신중히 결정하고 제도화하는 입법 정책목표를 수립해야 한
다. 한편 사회적 자본의 활용을 위한 우선순위와 기대성과를 분명히 하고 이를 사회정책∙경제
정책∙문화정책 등 제반 정책부문의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적 자본측정을 위한 이론적 틀과 실천적 도구의 모색이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기본적으
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과 담당해야 할 과제가 가장 크고 중요하므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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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자본의 내용과 영역, 구성요소 등에 있어 가정교육을 비롯한 초기 교육단계에서부터 다양
한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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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딩 칼 럼

‘대학평가’
가 무엇입니까?
| 글. 임정섭

충남 웅천고등학교 3년 ||zangham@naver.com|

도심지 거리를 다니다보면 버스벽면에 대학에 관한 광고를 흔히 접하게 된다.‘취업률 1위 선
정 대학’주로 이러한 광고문구가 그것이다. 학생수가 점점 줄고 있는 데 반해 대학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 대학간의 경쟁이 불가피하며 각종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대학은 이
미 그 대학만의 브랜드를 갖고자 혹은 경쟁력을 갖추고자 여러 방면으로 애쓰는 모습 중 하나
일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취업률 1위’
라는 평가는 과연 누가 내린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아마도 필자가 신문에서 몇 번 본 적 있는‘대학평가’
라는 것일 테다. 그러면‘대학평가’
란
무엇인가. 대략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협의체인‘대학교육협회’
라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이른다. 지난 해 6월 중앙일보에 실린 대학평가 기사가 있었는데 순위를 매긴 평가기준
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교수연구부분, 인문사회∙체육부분 교수 당 국내 논문게재수, 최근 5
년간 SCI, SSCI, A&HCI 논문의 교수당 피인용수,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기술이전료 수입
순위, 졸업생의 인성∙품성 평판도, 졸업생의 직무수행능력 평판도, 발전가능성 높은 대학
등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발표한 보도내용이었다.
필자와 같은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땐 그 평가기준이 직접 와 닿는 것이 아니어서 무척이나
생소한 대학평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그러한 신문기사와 같은 대학평가라는 것을 통
해 국내의 수많은 대학의 이름과 명성을 알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학생수가 줄고 있는 실정
임에도 아이러니하게 계속 신설되는 대학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게 된다.
각종 매체에서 접하게 되는 이러한 대학평가는 학생들이 국내에 있는 4년제 대학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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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히 알게 되고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에 대해 접할 수 있게 해준다. 생소한 기준들이
많긴 하지만 대학평가의 자료들을 보고 우리가 모르던 것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많이 알 수 있
다. 예를 들면 그 대학의 취업률이나 교육환경, 발전가능성, 교수의 수준 등 많은 자료들이 우리
의 눈과 귀에 들어오게 된다.
이처럼 우리가 대학에 진학하는 데 있어서 대학순위 발표자료들은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준다.
이러한 자료들의 발표는 정부 산하의 전문기관에서 혹은 사설기관에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
며 우리들은 대부분 이들 자료로 인해 대학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학평가는 정해진 기간에 대학들의 행적, 교육, 시설 등 대학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대학들
간의 경쟁이 생기고 그 경쟁으로 인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야말로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보다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우수대학으로 평가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자신이 명문 대학에 다니
고 있다는 것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대학에 입학하지 않은 고등학생을 비롯한
수험생들은 우수하게 평가된 대학에 목표를 두고 그 대학을 향해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평가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국가 차원에서 대학교육 결과를
좌우할 대학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가 프로그램과 예산을 마련하고 운영한다고 한다. 우리
나라도 다른 나라들에 뒤쳐지지 않게 대학의 수준을 높이고 각 교수들은 강의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바로 대학평가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기반으
로 하고 있는 대학평가는 결국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학이 인정받을 수 있을 뿐더러 그 위상
을 높일 수 있는 첩경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매년 대학평가의 기사를 접하고 대학순위가 매겨진 것을 보고 있노라니 정작 필자인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대학간의 차별화된 특성과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이기에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에 의한 대학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현재
그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자체로서도 자신들의 대학을 평가하는 방식도 있었으면 좋겠다
는 것이다. 학교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학교를 평가하고 그 평가자료를 입시생들에게 보여주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직접 학교에서 배움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누구보
다도 학생들을 위한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평가자료를 본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전격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신문기사에 따르면 대학평가에 일부 대학들이 불참하는 일도 있다고 한
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상아탑이라 이르는 서울대는 대학종합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 이
유는 순위공개에 따른 두려움으로 보인다고 한다. 전국에 모든 대학이 평가에 응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는데 일부의 대학이 불참해 버리면 그 대학들의 순위는 어떻게 알 것이며 차별화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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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디서 구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즉, 필자와 같은 수험생들이 정보를 얻는데 한계
가 생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학은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앞서 대
학평가의 필요성을 언급했듯이 대학들은 입시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어야 하고 각 대학의
순위에 따라 경쟁력과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자를 비롯한 수험생들은 대학에 갈 때 많은 평가들을 참고할 것이다. 하지만 학생에게 도움
이 안 되는 자료들도 간혹 대학순위나 평가기준에 반영되어 있다. 교수연구부분에서 특히 그러

필자가 주장한다고 대학평가의 기준이 쉽게 바뀌진 않겠지만
더 나은 쪽으로 개선되었으면 한다. 무작정 대학순위를 매기는 것보다
대학들의 큰 특징들이 부각되는 대학평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다.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원하는 것이지, 교수들의 연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교수들의 연구성과나 국제적인 학회지에 게재되는 등의 실적은 그 대학이 뛰어난
교수를 유치하고 있음을 내보이는 장치일 수 있다. 학생들 또한 그러한 교수에게 배우는 것이
대단한 자긍심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와 같은 수험생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학
회지의 종류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교수의 유명세나 인지도를 보고 학교를 선택하지는 않는다.
정작 필요한 건 취업률이나 학교의 복지제도 등 고등학생이 보기에 알맞은 정도의 평이한 대학
평가 순위를 원한다.
대학에 진학하려고 할 때 교수를 보고 또는 교수의 연구논문을 보고 그 대학에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그에 비해 취업률은 정말 중요시 여긴다.
IMF 이후 많이 나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청년실업’
의 엄청
난 숫자에 여전히 시름을 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이기에 부에
대한 욕망을 실현하거나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이다. 그렇다면‘좋은 대학’
은 과연 어떤 대학일까 하는 의문이 불거진다. 필
자의 부모님은 취업 잘 되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라고 하신다. 이것은 그들이 무지해서 그런 것
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실정을 체감하고 있기에 아마도 우리나라 수험생을 둔 부모라면 열의 아
홉은 그렇게 대답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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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학은 우리에게 성인이 되어 사회에서 어떤 자리를 채우며 어떤 형태로 이바지하고 자
신의 욕망을 달성하며 자아실현을 이루는가를 결정해 주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하는 대학에 대한 평가가 그 기준으로 취업률이나 학생들의 복지 등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점에서 대학평가를 할 때 교수연구부분의 비중을 낮추고 실질적
인 교육여건의 비중이나 사회기여도 등을 높여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수험생을 둔 부모들
이나 일선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 그리고 고등학생들을 포함한 수험생들이 진정 중요
시 여기는 것을 평가기관 및 주체는 알아주었으면 한다.
대학도 연구형 대학과 산업인재형 대학으로 크게 나뉜다. 그렇지만 정작 대학평가에선 이러
한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순위를 매긴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모든 대학들은 각
대학들만의 특수함을 가지고 있는데 대학평가에선 그 특수성을 무시당한 채로 평가를 받고 있
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학평가에서 대학의 특수성이 더 두드러지는 대학들의 순위는 높게 나올
것이고, 특수성이 떨어지는 대학들은 낮게 나올 것이다.) 이러면 한쪽이 무너지는 평등하지 못
한 순위매김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앞으로의 방안이 더 중요하다. 대학평
가를 연구형 대학과 산업인재형 대학으로 분류해 평가하면 더 나은 순위와 객관적인 사실이 나
올 것 같다. 필자의 생각으로 인해 대학평가의 기준이 바뀌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나은 쪽으로
개선됐으면 한다. 무작정 대학순위를 매기는 것보다 대학들의 큰 특징들이 부각되는 대학평가
가 되었으면 좋겠다.
<더 타임즈>는 많은 이목이 주목하는 대학평가기관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정보를 얻는데
도 불구하고 <더 타임즈>에 대한 대학평가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말도 많다. 그 이유는 대학
평가에 순위를 매기는 데 학교의 크기나 학생의 수 등 대학을 평가 하는데 여기에 필요 없는 자
료들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심지어는 자료를 부풀려 <더 타임즈>에 보낸다고도 한다. 누
구나 알만한 서울의 명문대의 경우는 제출한 자료의 점수가 실제보다 더 부풀려 졌다는 것이 뒤
늦게 밝혀졌다고 한다. 이러한 평가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더 타임즈>의 평가를 믿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대학평가가 얼마나 허술하게 노출돼 있는 지를 나타내준다. 우리에게 신뢰
될 만한 자료들은 정작 보이지 않는 것이 대학평가를 하는 기관의 실체이다.
여전히 대학평가에 대해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 나 또한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신중히 고민해 보지 않았었다. 대학평가에 대해 막연히만 알고 있었던 바를
원고 집필을 계기로 더욱 자세히 알게 된 것이었다.
이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빛
좋은 개살구’
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대학평가가 무엇인지를 알려야 한
다. 대학평가에 대한 많은 안내와 그것의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 학생들에게 직접 나눠주는 광
고지라든지 인터넷 메인뉴스, 길거리에서도 많은 광고들을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하나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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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일 수 있다. 즉‘대학평가’
의 결과가 단순히 신문지면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선정하는 지표로 작용하도록 학생들, 수험생을 둔 부모들, 일선학교의 교사들에게 더욱
많이 홍보되어야 한다. 모든 학생에게‘대학평가’
라는 게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학생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하고
일찍이 원하는 대학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학생들은 단순히 이 자료들에서 대학순위만을 볼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잘못된 평가가 지속

국내에서부터 제대로 된 대학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작은 평가들도 세심하게 평가하여 학생들이 신뢰하고,
세계의 대학평가들도 신뢰할 수 있도록 대학평가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한다.

되면 대학순위는 왜곡되고 말 것이다. 이 점에서 세계적인 대학평가보단 일단 국내에서 활발하
고 객관적인 대학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가지 말자는 소리
가 아니다. 일단 작은 것부터, 국내에서부터 제대로 된 대학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
다. 작은 평가들도 세심하게 평가하여 학생들이 신뢰하고, 세계의 대학평가기관들에게도 신뢰
할 수 있도록 대학평가에 비중을 높여야 한다.
필자와 같은 수험생들은 대학에 진학하고자 할 때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에 맞춰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학순위에 의해 성적을 맞추어 가는 경우도 많다. 기준을 대학에 맞추다 보니 대학순위
의 지표에 많은 의존을 하게 된다. 또 앞서 말했듯이 취업률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대학평가는 사회나 학교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학평가순위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이고 대학들은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므로 평
가주체의 올바른 평가기준과 엄격한 평가, 그리고 수용자들이 이것을 활용하는 지혜가 빛을 발
할 때‘대학평가’
가 그 노릇을 다 하는 것이라 하겠다.

98

Educational Development
2007 Autum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