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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그 동안 우리나라 대학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한 단계 도약을 앞두고
있다. 대학이 가진 본연의 목적은 교육과 연구에 있다고 할 것이나, 시대와 상황에 따라
대학의 역할과 강조점은 변화해 왔다. 근래 세계적으로 고등교육개혁의 화두는 대학의
거버넌스에 관한 것으로,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의 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확인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델파이조사, 학칙 및 규정 자료 분석, 표적집단면접(FGI), 텍스트
빅데이터(Text Big data)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 및
구조를 정립하고,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현황 및 실태, 구성원 및 사회적 인식과 요구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국립대학 거버넌스가
변화의 중심에 놓여 있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이슈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가
직접적으로 핵심적인 현안을 다루었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와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싶다.
본 연구가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기반을 구축하고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새롭게 위상을 제고하는 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일 년 동안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 애써 온 연구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며, 전문가델파이
조사와 표적집단면접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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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진단과 방안｣이라는 3개년 설계 연구의 마지막
해 수행된 연구로서,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학운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세계적으로 대학의 거버넌스는 고등교육 개혁의 핵심 과제로서 변화
요구 및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의 민주적·협력적 운영 등에 관한
정책적 관심과 추진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 중에서 국립대학은 운영의 수동성이나 거
버넌스 문제로 인한 구성원 갈등 심화 등에 직면하여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따라서 국립대학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절차를 마련
하여 구축된 거버넌스 체계가 내실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 및 구조 정
립에 기반하여,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현황 및 실태 분석과 대학 내부 구성원 및 외부의
사회적 인식과 요구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탐색
하는 것이 요구된다.

2

연구 문제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상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4개의 연구 문제
를 설정하였다.
첫째,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 구조 및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둘째,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현황 및 쟁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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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립대학 거버넌스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및 요구, 사회적 인식은 무엇인가?
넷째,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선 방안 및 과제는 무엇인가?

연구 방법으로 1)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학술논문 및 법률 자료 등에 대한 ‘문헌 분
석’, 2) 외국 국립대학 거버넌스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해외사례 조사’, 3) 국립대학 대학
별 학칙과 규정 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 및 내용 분석’, 4)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 및
구조 정립과 쟁점 도출을 위한 ‘전문가델파이조사’, 5) 국립대학 구성원의 인식 및 요구
분석을 위한 ‘표적집단면접(FGI)’, ‘텍스트 빅데이터(Text Big data) 분석’, 6) 외부의 사
회적 인식을 분석하기 위한 ‘텍스트 빅데이터(Text Big data) 분석’, 7) 연구 과정에 대한
상시 의견 수렴 목적의 ‘전문가협의회’ 등을 활용하였다.

3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 및 구조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 및 구조 정립을 위해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총 2회의 델
파이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을 다음 <표 1>과 같이 정의하였다.
개념 정의에는 국립대학의 설립가치와 거버넌스의 주체, 목적, 방법, 내용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었다.
<표 1>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
‣ 국립대학 거버넌스란
∙ 가치 :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이라는 설립가치 아래
∙ 주체 : 대학 내·외부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다양한 구성원들이
∙ 목적 : 국립대학이 자율적인 운영체로서 건전하게 기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 방법 : 협력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기반한 합리적인 제도나 절차 등을 통해 행하는
∙ 내용 : 국립대학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 및 대학운영 구조·방식일체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구조 및 구성요소는 다음 [그림 1]과 같이 도출되었다. 먼저 1)
국가와 국립대학 간 설립·운영 관계의 타당성이 확인되었으며, 2) 내부 거버넌스로서 총장,

- ii -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진단과 방안(Ⅲ) :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을 중심으로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교무위원회, 3) 외부 거버넌스로서 감사 등의 구조와 구성요소가
포함되었다.

[그림 1]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구조 및 구성요소

4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현황 및 쟁점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현황은 국립대학 총장,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원)회, 교무위원회를
대상으로 국립대학의 대학별 학칙과 규정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쟁점은 2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2회의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하였다.
☐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현황
먼저 국립대학 거버넌스 현황에 대한 주요 분석 결과이다. 첫째, 총장과 관련된 현황
분석 결과, 간선제 대학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하고자
하는 대학이 다수 존재하였다. 총장의 임기는 규정에 명시된 경우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
였고 절반가량의 대학에서는 연임이나 중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장후보자의 자
격 기준은 대학마다 상이하였다. 직선제 대학의 선거권자는 교수, 직원, 학생, 조교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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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되 대학별 조교의 참여 여부가 달랐으며 투표 반영 비율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거나
직원과 학생의 투표 반영 비율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추천위원회의 경우 교수, 직
원, 조교, 학생, 졸업생, 외부인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었으며 대학 간 조교의
참여 여부가 다르게 나타났다. 간선제 대학의 경우 관리위원회, 추천위원회 등의 구성
또한 직선제 대학의 추천위원회 구성과 대동소이하였다.
둘째,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원은 11명에서 최대 30
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수, 직원, 조교, 학생, 외부인사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되 교
수의 수가 가장 많았다. 의장은 대부분 호선을 통해 선출되었으며 대학평의원회의 기능
은 대학별로 심의, 심의·자문, 심의·의결·자문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회의소
집권자는 총장·의장·평의원, 총장·평의원, 총장·의장으로 구분될 수 있었으며, 회의록은
모든 대학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셋째, 교수(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수평의원회를 중심으
로 살펴보면 구성 방식으로 교수회의를 통한 선출이나 단과대학별 직접 비밀투표 등 차
이가 있었다. 교수평의원회 위원의 자격 및 교무위원회 위원 배제 내용은 80% 이상의
대학에서 규정에 명시하고 있었는데, 자격 기준은 대학마다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
수평의원회의 기능은 심의가 가장 많고 의결 기능을 함께 가진 대학도 있었다.
넷째, 교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 대부분 총장을 의장으로 하여
부총장이나 대학원장, 학장, 처장, 사무국장, 본부장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임
기는 보통 보직 재임기간으로 회의소집권은 대부분 총장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무위원회는 모든 대학에서 심의 기능을 갖고 있었으나 의결 기능을 가진 대학도 다수
있었다.
☐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쟁점
다음으로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쟁점에 대한 주요 분석 결과이다. 델파이조사 결과 국
립대학 거버넌스의 쟁점은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 내부 거버넌스, 외부 거버넌스 관련
쟁점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첫째,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에 대한 쟁점은 교육부와의
관계, 사무국장 제도 개선, 대학재정지원확대, 국립대학 네트워크 등으로 나타났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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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내부 거버넌스 관련 쟁점은 총장선출 및 총장의 권한 문제,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 교무위원회의 역할, 학장임명제 등의 이슈가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외부거버넌
스 관련 쟁점은 외부감사 및 평가 등으로 나타났다.

5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구성원의 인식 및 요구

국립대학 거버넌스에 대한 국립대학 내부 구성원의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국립
대학 교수, 직원, 학생 총 20명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GI)과 녹취 전사자료에 대한
텍스트 빅데이터(Text Big dat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외부의 사회적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52개 언론매체의 뉴스 기사 2,177건을 대상으로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 국립대학 내부 구성원의 인식 및 요구
국립대학 내부 구성원의 인식 및 요구에 대한 표적집단면접 결과,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 총장, 내부 거버넌스, 외부 거버넌스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첫째,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에 대해 구성원들은 정부의 과도한 영향력, 획일적 조직 운영 및 정책의
일관성 미흡, 대학에 대한 불신 및 소통 부족, 사무국장 파견 제도의 문제점 등을 인식하
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국가의 관리 역할 개선, 국립대학 운영에 대한 방향성 및 관점의
변화, 국립대학 운영지원 확대 등의 요구를 갖고 있었다.
둘째, 총장 관련 구성원들은 총장의 강력한 교무통할권과 의사결정권, 총장 선출 관련
쟁점, 총장 제도 관련 각종 이슈 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내 견제·협력 기구의
역할 강화 및 총장에 대한 중간평가 시행, 총장 후보자의 적합성 제고를 위한 후보자 풀
관리 등의 요구가 나타났다.
셋째, 내부거버넌스 관련 구성원들은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일률적 대
학평의원회 설치로 인한 문제, 위원 구성 및 구성원 참여 비율 문제, 임원 선출 관련 갈
등, 위원의 대표성 문제, 권한 및 위상 문제 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의사결정기구 간
중복성이나 효율성 논란을 인식하고 있었다. 교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교수회의 위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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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역할 변화 및 역할 갈등 문제, 재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재정위원회의 실질적
견제 기능 미흡이나 재정위원회 의사결정의 충실성 문제, 위원의 전문성 문제 등을 인식
하고 있었으며, 직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직원회 설치 및 위상의 문제, 직원단체의 대표
성 문제, 학생회 구성 및 운영 관련 학생회 구성의 어려움, 의사결정구조에서 학생 참여
의 한계 등의 인식이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학장임명제의 문제점과 보직교수의 임기 및
권한 문제 등이 나타났다. 구성원들은 대학평의원회 구성 다각화, 학내 의사결정기구 운
영에 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공, 구성원에 대한 보상제도 및 책무성 기제 마련, 구성
원 의사소통 확대를 위한 협의체 구성, 직원과 학생의 역할 강화 및 역량 제고 지원 요구
를 갖고 있었다.
넷째, 외부거버넌스 관련 구성원들은 평가와 관련하여 통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
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조직의 전문성이나 효과의
문제 등을 인식하고 있었다. 공시와 관련하여 정보공시 관리 및 활용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지역사회 등 외부인사의 대학운영에 대한 적정 참여 수준 관련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성원들은 평가 및 감사의 컨설팅 기능 강화, 학문발전을 지향하는 평가 시
행, 정부와 독립된 전담 평가기구 설치 및 대학과의 소통, 감사 전문성 제고 및 조직 확
충, 감사 주기의 정례화 및 감사 기준 개선 등의 요구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립대학 내부 구성원의 인식 및 요구에 대한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결과, 첫째, ‘총장’
과 ‘직선제’가 빈번하게 언급되었고, ‘총장 선거’ 관련 쟁점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어 현재
국립대학 총장 제도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은 다소 부정적이며, 총장 선출 방식을 포함한
총장 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국립대학 내부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교수’, ‘총장’, ‘직원’, ‘학생’ 등 국립대학 내부 구성원이자 의사결정 주체들이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주요어 간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국립대학의 구성원들
은 상호 관계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학생의 경우 참여 활성화 요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립대학 외부 거버넌스에 대한 연관어 분석 결과 감사와 관련해서 ‘표적’
과 ‘지적’이, 공시와 관련해서는 ‘점검’, ‘검토’, ‘스트레스’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감사 및
공시제도와 관련된 구성원의 인식이 부정적이며, 외부 감사기구의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
및 공시 정보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사무국장의 경우 ‘일방’, ‘장
악’과 같은 부정적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고려할 때, 사무국장 제도에 대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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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섯째, 교수뿐 아니라 직원과 학생 등 다양한 대
학 구성원의 ‘역할’과 ‘기능’, ‘참여’가 주요 단어로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성원의 역
할 강조나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 사회적 인식 제고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 국립대학 외부의 사회적 인식
마지막으로 외부의 사회적 인식을 분석한 결과, 첫째, ‘총장’과 ‘직선제’가 빈번하게 언
급되었으며 ‘총장 선거’ 관련 쟁점이 도출되어, 현재 국립대학 총장 제도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총장 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었다. 둘째,
국립대학 내부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구성원별 투표 반영 비율 논란 등 국립대학 거버넌
스를 둘러싼 구성원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하여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되었고,
셋째, 국립대학 외부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평가의 경우 ‘하위’, ‘지표’ 등이, 공시의 경우
‘정보’, ‘허위’의 연관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평가의 역할 변화나 공시 정보의 관리·점

검 등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교육부’가 빈도상 상위 3위 단어로 포함되었으
며, ‘거부’, ‘폐지’와 같은 부정적 어감의 단어와 관련성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국가와 국
립대학 간의 관계 개선이 요구되며, 다섯째, 국립대학 거버넌스는 언론을 통해 주로 교수
나 총장을 중심으로만 보도되고 있었고, 지역 거점 국립대학 발전이 쟁점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에서,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와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 확
대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방안 및 후속 연구과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선 방안 및 후속 연구 과제를 제안
하였다.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의 목적은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체제 정립 및 운영 개선
을 통해 자율적인 운영체로서 국립대학의 건전한 기능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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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및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기본
방향

⇨

‣
‣
‣
‣
‣
‣
‣
‣

국립대학의 공공성, 책무성 및 자율성 제고
민주적·협력적, 전문적·효율적 거버넌스에 기초한 운영 합리성 제고
정부의 지원적 역할 변화 및 상호 신뢰 관계 구축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제도 보완
대학 내부 견제·협력 내실화를 통해 운영 투명성 제고
대학 외부와의 교류, 네트워크를 포함한 협력적·체계적 대학운영
국가 차원의 책무성 관리·지원 시스템 개선
대학혁신의 토대로서 구성원의 민주적·협력적 대학운영 역량 강화
⇧
국가와
국립대학 간
신뢰 관계 구축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

개선
방안
(과제)

국가의 지원
확대

수평적 관점에서 지원 및 육성의 방향성 정립
대학운영의 과정적 자율성 보장 및 결과의 책무성 관리 강화
정부와 국립대학 간 의사소통 활성화
대학운영 관련 불명료한 지침 및 기준 정비

∙ 재정지원 근거법 제정
∙ 재원 확충 및 재정지원 규모 확대
∙ 경상비지원 및 대학의 재정운용 자율성 제고

규제 개선 및
중간기구 설치

∙ 대학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운영 자율성 존중
∙ 국가와 국립대학 가교 역할의 중간기구 설치

사무국장 제도
개선

∙
∙
∙
∙

총장 선출 개선

∙ 총장 선출 방식의 자율성 확대
∙ 총장 선임 절차의 민주성 제고

총장 제도 개선

∙
∙
∙
∙
∙

총장과 의사결정기구 간 권한 배분의 적정성 확보
총장 자격기준 개선 및 후보 구성방안 마련
총장의 역할 정립 및 리더십 개선
중간평가 등 업무수행 견제·협력 기제 마련
정부의 총장 임명 관련 제도 개선

내부의사결정
구조 확립 및
운영 내실화

∙
∙
∙
∙
∙
∙
∙
∙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 다각화
대학평의원회 위원 선임 절차의 타당성 제고
학내 의사결정기구 운영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시
대학평의원회 기능 정립 및 합리적 운영
의사결정기구 간 관계 정립 및 운영 적정성 제고
소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재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직원회 위상 정립 및 운영지원
학생회 구성 및 운영 지원

단과대학
차원의
거버넌스개선

∙ 학장 선출방식 및 제도운용의 자율성 제고
∙ 단과대학 운영 지원 확대

⇨
총장

내부
거버넌스

∙
∙
∙
∙

파견 및 선발 방식 개선
대학에 대한 이해도·전문성 신장 및 임기 보장
합리적 권한 행사
정부와의 건강한 역할 관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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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인식
개선 및 상호
존중

외부
거버넌스

∙ 구성원 간 부정적 인식 개선 및 상호 존중 문화 형성
∙ 구성원의 의사소통 확대를 위한 협의체, 채널 구축

구성원 역할 및
역량 강화

∙ 구성원 역할 강화 및 역량 제고 방안 마련
∙ 구성원 보상제도 및 책무성 시스템 마련

감사, 공시,
평가 시스템 및
운영 개선

∙
∙
∙
∙
∙
∙

지역사회
협력 개선

평가 및 감사의 컨설팅 기능 보완
행정적 평가 이외 학문발전 차원의 내용적 평가
독립된 전담 평가기구 설치 및 대학과의 소통
내부 감사 조직 정비
외부 감사 기구 정비 및 운영 개선
공시 정보 관리 강화 및 공시 범위 확대

∙ 외부인사 참여 수준 및 방식 적정성 제고
∙ 지역사회 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그림 2]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의 기본방향 및 방안(과제)

본 연구의 후속 연구과제로는 첫째,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국·내외 성공적 운영 사
례 분석, 둘째,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변화 과정(변천사) 분석, 셋째, 전체 고등교육기관
체제에 관한 거버넌스 연구를 제안하였다.

□ 주제어: 국립대학 거버넌스, 의사결정구조, 총장 선출,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대학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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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1) 고등교육 개혁의 핵심 과제로서 대학의 거버넌스 변화 요구 및 중요성

지금까지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대학 경쟁력과 질 제고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
투자 확대 및 정부 재정지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 대학교육 내실
화와 연구 성과 창출 등 교육여건이나 교육성과 측면에서 가시적인 발전을 이뤄왔다. 이
제 대학은 또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 요구에 직면해 있는데 그것은 대학의 거버넌스
변화와 관련된 과제이다. 거버넌스 개념은 학자에 따라 지배구조(이시원, 2002; 송지광,
2005)나 의사결정구조(배영길, 2005), 운영체제(이재욱, 2006) 등의 용어로 활용되고 있

어, 대학의 거버넌스는 대학의 운영 체계나 의사결정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대학의 거버넌스 변화 요구는 일반적으로 대학의 기능을 교육, 연구, 봉사
를 내용으로 하는 목적기능과 이 활동을 지원하는 관리·행정기능으로 구분할 때, 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복잡해지면서 행정과 경영이 대학의 새로운 기능으로 부
각되기 시작한 것이다(김성진, 2003; 강현선, 2010: 2에서 재인용). 대학은 그 동안 상대
적으로 다른 공공조직에 비해 관리운영체제 및 지배구조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으나, 대
학교육의 대중화 등 환경변화로 인해 대학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지배구조라는 개념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박정수·김병주·이향철,
2008: 43).

바람직한 거버넌스에 대한 모색은 세계적으로 고등교육 개혁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
으며, OECD는 고등교육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모색 영역의 하나로 거버넌스를 포함하
고 있다(OECD, 2004; 이영환·김신복, 2011: 225에서 재인용). 대학의 거버넌스는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논의되기도 하는데(Currie & Newson, 1998: 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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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김신복, 2011: 224에서 재인용), Benjamin(2018), AOC’s Governors’ Council(2013)
에 의하면 대학의 거버넌스 구조나 체계가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
치며 나아가 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지하 외, 2018: 5-6).
즉, 대학의 거버넌스는 대학 본연의 임무이자 목적기능에 해당하는 교육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토대가 된다.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는 3개년으로 설계된 연
구의 마지막 해 수행되는 연구로서 기존에 수행된 1차 년도 연구(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진단과 방안(Ⅰ): 대학 교육과정 혁신을 중심으로)와 2차 년도 연구(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진단과 방안(Ⅱ): 대학 교원역량 강화를 중심으로)의 주제인 대학의 교육과정
과 교원역량 강화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학운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의미를 갖는다.
이외에도 대학의 거버넌스가 중요한 이유는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이영환·김신복,
2011: 224-225). 첫째, 다양한 하부조직과 내부집단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학의 갈등구조

해결을 위해 의사결정체제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 둘째, 대학의 방향성과 자원의 동원,
대학 활동의 효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셋째, 거버넌스에는 권한과
책임 행사·배분과 관련된 가치가 반영되므로 대학이 강조하는 가치에 따라 대학의 장기
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정부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지지와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Edward, 2000; 이영환·김신복, 2011: 224에서 재인용) 등이다. 대학은 개혁이
나 변화의 대상이자 주체로서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윤상섭, 2005: 1).

2) 대학의 경직적 구조 개선 및 민주적 운영 등 대학의 거버넌스 관련 정부 정책 추진

확대
대학에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은 정부 정책의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현 정부는 고등교육
의 공공성 강화와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1), 교육부 주요 업
무 계획에는 학교 구성원의 학내 의사결정 참여 확대,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역량 강화
등이 명시되어 있다(교육부, 2018b: 4). 구체적인 정책으로 정부는 2018년 대학 기본역
량 진단을 실시하면서 대학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으며(교육부, 2017c:
1) https://www1.president.go.kr/government-projects(검색일: 20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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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진단 지표로서 대학운영의 건전성 항목 및 구성원 참여·소통 지표를 신설하였다2).

일반적으로 지표는 ‘방향이나 목적, 기준’을 의미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3) 정부 차원에서
대학의 경쟁력 확보 및 체질 개선의 방향이자 기준으로 새롭게 대학운영의 건전성과 구
성원 참여·소통이 부각된 것이라 하겠다.
2019년 8월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방안을 통해 7대 혁신 방안의 하나로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혁신’을 정함과 동시에 다시 한 번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이를 진단 지표에 포함하는 등
대학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교육
부, 2019a: 7). 또한 정부는 대학평의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고등교
육법」 제 19조의 2를 개정(2017.11.28.)하여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함으로써 기존에
사립대학에 설치된 대학평의원회를 국·공립대학에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대학평
의원회는 총장에 대한 견제와 대학 자치를 위한 합의적 의사결정체계의 핵심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김종성, 2015: 173), 교직원과 학생 등 대학 내·외부 구성원을 평의원으로
하여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의 중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이다. 정부가 대학평의원회를 법적으로 설치 의무화한
것은 대학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행정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김해영, 2018: 1).
한편, 2019년 교육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근거한 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함으
로써 신설 규제 심사와 기존규제 정비 업무를 소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올해 규제완화위
원회가 발표한 38건의 규제 개선과제 중에는 「국립학교설치령」에 의해 국립대학의 처·
실이 3~5개로 제한되었던 것을 향후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자율화하겠다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통해 볼 때 정부는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나감으로
써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한국대학신문, 2019.9.26.).

2) 주요 요소는 법령상 위원회 등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위원회 구성 계획, 법령상 위원회 등의 회의 운영
등과 관련된 투명성 확보 계획, 구성원의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규정, 지침 등) 마련, 주요 의사
결정에서 민주적 절차의 준수, 주요 의사 결정에 학생의 참여가 구현된 실적 및 노력, 구성원간의 합의·
소통을 통한 의사결정 및 개선 사례임(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8: 48-50, 110-112)
3) https://ko.dict.naver.com/#/entry/koko/4bb7ba52b4034980ac7febcbbb6365b9(검색일: 20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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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립대학 운영의 수동성 및 거버넌스 문제로 인한 구성원 간 갈등 심화와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
우리나라 대학은 대학운영의 수동성이나 거버넌스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송지광, 2005: 8)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거버넌스 실태 분석 연구(김지하
외, 2018)가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국립대학의 경우 대학이 갖고 있는 문제의 상당 부
문이 거버넌스로부터 기인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박정수, 2006:
28), 국립대학 거버넌스를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립대학은 「국립

학교설치령」에 의해 국가가 설립주체로서 대학 운영의 민주성이나 공공성 확보, 자율성 및
책무성의 가치가 더욱 의미가 있기에 대학의 거버넌스는 핵심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거버넌스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국립대학의 거버넌스 관련 문제점으로는 조직이나 인사 등의 측면에서 자율성 문제,
교수 이외 이해관계자들이 대학에 책무를 물을 수 있는 제도가 결여된 책무성 문제 등이
있으며(박정수, 2006: 28), 내부 경쟁체제의 부재나 방만한 행·재정 등의 측면에서 비효
율적이고 경쟁력이 낮은 조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윤상섭, 2005: 170). 이러한 문제점
은 구체적인 사안으로 쟁점화 되어 국립대학의 학내 갈등이나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는
데, 대표적인 예로 총장 선출이나 임명을 둘러싼 갈등(대학저널, 2018.12.24., 연합뉴스,
2018.9.20., 한국대학신문, 2017.12.18.), 대학평의원회 법적 설치 의무화에 대한 대학

본부와 교수회, 학생회 간의 대립, 구성원 참여 비율 문제(한국대학신문, 2018.8.28.) 등
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대학운영의 수동성이나 거버넌스 문제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구성원 간 이해관계 대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립대학의 운영이나 의사결
정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하면서도 세부 방법론상 대립하
고 있다(한갑수·함석동, 2014: 256).
일반적으로 선진적인 지배구조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대립할 때 이를 공정
하고 투명하게 조정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의미하며(박정수·이주호, 2000: 4), 따라서 대
학의 다양한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들이 민주적이고 협력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
도록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운영이나 교수방
법의 적용, 학사운영체제의 마련,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주요 재정투자 방향
등에 대해 교수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반영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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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jamin, 2018; 김지하 외, 2018: 5에서 재인용), 직원이나 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절차적 민주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김지
하 외, 2018: 5).

4)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념의 확장 및 내·외부 거버넌스 간 바람직한 관계 탐색의 필요성

지금까지 국립대학의 거버넌스는 총장 선출이나 국립대학 법인화 문제와 같이 대학 내
부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어 왔으나, 대학의 거버넌스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
응할 필요가 있고 대학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국가나 지역사회의 변화를 감안할 때 대학
내부 거버넌스의 갈등 혁신과 세계적 변화추이를 앞서는 조직 완비라는 두 가지 차원에
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송지광, 2005: 7).
대학의 거버넌스는 변화하는 국내·외적 환경체제에 대응해야 하며 이 때 정부의 지원
환경 변화나 지방자치정부와 연계한 지원,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질서 등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송지광, 2005: 8). 우리나라에서 국립대학은 거점 국립대학이나 지역 중심 국
립대학으로 명명되는 것과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의미도 있지만 대학이 위치한 지역
차원에서의 의미도 상당함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국립대학은 대학운영에 있어서 지역
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국립대학의 거버넌스는 학내 거버넌스에 국한
할 것이 아니라 대학 외부 거버넌스 관계까지 확장하여 고려하되, 국립대학과 정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산업체 등과의 구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거버넌스에서 고려해야 할 내·외부 구조에는 다양한 참여 주체가 있다. 사실상
대학의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대학의 소유 및 운영, 대학의 의사결정 및 집행 주체에
관한 문제, 대학 재원의 조달과 배분 문제를 중요한 화두로 하는 다양한 주체 간의 관계
에 관한 것이다(이시원, 2002: 371; 박정수·김병주·이향철, 2008: 4에서 재인용). 이 때
내부 참여자는 총장, 교수, 위원회, 행정가 등이, 외부 참여자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동문회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Yudt, 2013: 46-47), Boone, Peterson, Poje, and
Scarlett(1991), Gridiron(1999)는 점차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중요해지고 학생과 이사

회, 기업 파트너 등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하였다(Yudt, 2013: 7). 외부 이해관계자의
적절한 역할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으나 대학이 더욱 광범위 한 사회와의 관계에 직면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Yudt, 20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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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참여 주체들이 상호 개입하여 발생한 결과이자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Kooiman, 1994: 258; 송지광, 2005: 23에서 재인용). 따라서 대학은 학생의 참
여와 지역 사회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파트너십 및 민주주의를 강조
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보아 상호의존성 및 복잡성을 설명할 수 있는 거버넌스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송지광, 2005: 23-24). 최근 고등교육 거버넌스와 관련된 문헌들은 이
러한 환경적 복잡성과 구성원의 거버넌스 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더욱 심층적으
로 이해하기 위한 데 초점을 두고 있다(Yudt, 2013: 25).
5)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접근의 필요성

지금까지 국립대학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가 차원의 정책은 대학자율화정책, 국립대
학발전계획, 국립대학법인화정책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4). 국립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대나 민주적 대학운영체제 구축 등은 이러한 정책과 계획의 일부로 제시되었는
데, 관련 내용으로는 대학운영시스템개선, 대학의사결정구조 및 행정체제 개편, 재정의
자율성 및 투명성 강화, 대학평의원회(가칭) 설치, 「국립학교설치령」개정, 책임운영기관
화 추진, 국립대학 특별회계의 도입, 국립대학법인화 검토 등이 있다. 이렇게 정부가 추
진한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정책은 국립대학이 비효율적인 운영체제라는 문제인식에
서 시작된 것으로, 2000년대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립대학의 특수법인화, 국립대학
회계제도 개선, 단과대학장임명제 도입 등을 중점 논의하여 왔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미
흡하다고 자평한 바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1).
정부는 이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통해 총장직선제 개선이나 학장공모제 도입, 국
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였고, 최근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국공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총장 선출 방식과 정부 재정지원사업 연계 폐
지 등 제도적 변화를 주었다. 그러나 국립대학 거버넌스와 관련된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일부 구성 요소나 특정 쟁점에 해당하는 부분적인 내용이다. 따라
서 국립대학 거버넌스와 관련된 내·외부거버넌스를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분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대학자율화정책의 경우 2000년 교육 자율화 추진 종합계획 중 대학부문, 2004년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
2007년 대학 자율화 추진 과제, 2008년 대학 자율화 1, 2단계 추진계획 등으로 추진되었음(김영철·신현
석, 2008). 국립대학발전계획은 1998년 국립대학 구조조정 계획으로 추진되었다가 2000년 국립대학 발
전계획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2005년 국립대학 운영체제 다양화·자율화방안이 발표되었음(이재욱,
200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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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념 및 구조 정립에 기반한 경험적·실증적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필요
국립대학 거버넌스 진단 및 개선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
행된 선행 연구는 많지 않으며 내용이나 방법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갖는 것으로 보인
다. 선행 연구에는 국립대학의 학내 거버넌스 변천 양상을 중심으로 한 연구(변기용·강현
선·권소연, 2011; 강현선, 201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거버넌스 전환과정을 사례
분석한 연구(이승복·이상돈, 2012),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에 대해 살펴보고 법인화 추진
상의 쟁점을 분석한 연구(이경운, 2004),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을 위한 국립대학 현황
및 쟁점 등을 분석하고 구체적 추진 방안을 도출한 연구(전영한·한승준·오재록, 2008),
국립대학 지배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박정수, 2006), 선진국 주요 국·공
립대학법인의 지배구조를 비교분석한 연구(이영환·김신복, 2011), 국립대학 총장선출제
도의 쟁점이나 변천과정을 분석한 연구(신현석·류수형·김혜연, 2016; 박남기, 2017), 국
립대학의 자치와 대학구성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법적 개선안에 관한 연구(표명환,
2014) 등이 있다.

기존 연구들은 그 기여점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이나 구조에 대한 논
의가 미흡하였다. 현재 거버넌스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등 합의된
개념이 없고 대학의 거버넌스 분석을 위한 구조 또한 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거버넌
스의 개념이나 구조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수행되는 연구는 거버넌스의 일부 요소만
을 부분적으로 다루게 되거나 요소 간 관계, 영향력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립대학의 거버넌스를 분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립대학 거버
넌스의 개념 및 구조에 관한 논의를 기반으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존 연구들은 연구 내용이나 범위에 있어서도 대학의 거버넌스 개념이나 구조를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했으며, 연구 방법은 주로 문헌분석이나 사례조사, 간단한 설문조
사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 및 구조에 기반한 실태 분석이 종합
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연구 방법 측면에서도 문헌 이외의 객관
적인 대학별 자료나 데이터를 수집하여 원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문
헌이나 대학별 학칙, 규정 등 객관적 원자료를 통해 확인이 어려운 국립대학 거버넌스에
대한 쟁점이나 인식, 요구 및 개선 방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델파이조사와 표적집단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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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Group Interview: FGI), 빅데이터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이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국립대학 거버넌스 현황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대학의 지배구조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
이나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 문제를 논의하였고 지금
은 안정화 단계에 있으므로 이들 국가의 사례를 일부 참고할 필요가 있다(박정수·김병
주·이향철, 2008: 5). 따라서 국립대학 거버넌스를 이해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주요
국 사례를 조사하여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 일부 인터뷰 등 사례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인터뷰항목이나 내용은 선
행연구를 토대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되 현재 시점에서 국립대
학의 거버넌스 관련 실제 국립대학 구성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쟁점을 먼저 파
악한 뒤 질문 항목을 설정한다면 더욱 현실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대안의
현장 수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국립대학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구축된 거버넌스 체계와 운영 절차가
실제로 내실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및 과제를 도출하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형식적 측면에서 국립대학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절차를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며, 실질적 측면에서 이렇게
구축된 거버넌스 체계와 운영 절차가 실제로 내실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
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의 적합성 제고’이다. 국립대학 거버넌스 현황 및 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분석과 다양한 의사결정주체, 구성원들의 인식 및 요구를 수렴함으
로써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실효성 있고 수용가능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10

Ⅰ. 서론

둘째, ‘국립대학 운영의 공공성 강화 및 국민 신뢰도 향상 등 국립대학의 위상 제고’이
다. 국립대학의 운영체제이자 의사결정구조라고 할 수 있는 거버넌스 개선을 둘러싼 쟁
점과 요구 사항 등을 토대로 국가와 대학의 개선 필요사항을 안내하고 개선 노력을 지원
함으로써, 국립대학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립대학에 대한 국민적,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등 국립대학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셋째, ‘국립대학 교육혁신을 위한 기본 토대로서 구성원의 협력적이고 민주적인 대학
운영 역량 강화’이다. 국립대학 운영에 대학 내부 구성원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외부인사의 적절한 협력을 격려함으로써, 대학 구성원 스스로가 대학 운영에 자율권과
재량권을 갖고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를 통해 능동적으로 대학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등
대학 외부와의 교류·네트워크를 포함하여 협력적이고 체계적인 대학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구성원 역량 강화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및 내용

가. 연구 문제
이상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 및 구조는 무엇인가?
둘째,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현황 및 쟁점은 무엇인가?
셋째, 국립대학 거버넌스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및 요구, 사회적 인식은 무엇인가?
넷째,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선 방안 및 과제는 무엇인가?

나. 연구 내용
연구 문제에 따른 연구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이론적 분석 및 해외 사례 조사, 2)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 및 구조 정립, 3)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현황 및 쟁점 분석, 4) 국립대학 거버넌스 인식 및 요구 분석, 5)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선 방향 및 과제 탐색이다.

11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진단과 방안(Ⅲ) :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을 중심으로

첫째,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이론적 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립대학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령, 국립대학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부 정책 및 제도 분석, 해외 국립대학 거버
넌스 사례 조사 및 대학의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 및 구조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마련한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념 및 구조(안)를 토대로 델파이조사를 실시
하여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 및 구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정·보완된 최종안을 정
립하였다.
셋째,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현황 및 쟁점을 분석하였다. 먼저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주
요 구성요소로서 델파이조사 결과 전문가 타당성이 확인되고 학칙 및 규정 자료를 통해
현황 파악이 가능한 대학의 장(총장),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교무위원회 관련 구성·운영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별 학칙과 규정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델파이조사를 통하여 국립대학의 거버넌스 관련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여 국
립대학 거버넌스의 쟁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국립대학 거버넌스에 관한 내부 구성원의 인식 및 요구, 외부의 사회적 인식을
분석하였다. 먼저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구조 및 구성요소와 관
련된 쟁점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대학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거점국
립대, 지역중심대, 교대를 구분하여 FGI(Focus Group Interview: 표적집단면접)를 통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외부의 사회적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 언론기사
를 활용한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현행 국립대학 거버넌스
의 체제 및 제도 운영에 대한 인식 양상과 시사점 등을 도출하였다.
다섯째,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개선
방향 및 구체적 개선 방안과 과제를 제안하였다. 이어 후속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다음은 위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이론적 분석
◦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법령
◦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제도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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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국립대학 거버넌스 사례(핀란드, 프랑스)
◦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

□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 및 구조 정립
◦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정의
◦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구조 및 구성요소

□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현황 및 쟁점 분석
◦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현황
◦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쟁점

□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인식 및 요구 분석
◦ 국립대학 구성원의 인식 및 요구
◦ 외부의 사회적 인식

□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선 방안 및 후속 연구과제
◦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 개선 방안
◦ 총장제도 관련 개선 방안
◦ 내부거버넌스 관련 개선 방안
◦ 외부거버넌스 관련 개선 방안
◦ 후속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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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국내·외 학술논문 및 각종 자료
◦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법률
◦ 국립대학 대학별 학칙, 규정 자료
☐ 통계 분석
◦ 국립대학 대학별 학칙, 규정 자료 중 가능한 자료를 양적 데이터로 변환하여 기술
통계 등 실시
☐ 델파이조사(Delphi)
◦ 목적: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 및 구조 정립, 관련 쟁점 도출
◦ 내용: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 구조 및 구성요소에 관한 타당성 검토, 쟁점 조사
◦ 대상: 국립대학 전·현직 보직교수, 국립대학 전·현직 교수회 의장, 고등교육 전문가
등 20명
☐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 목적: 국립대학 구성원의 경험적 인식에 기초하여 국립대학 거버넌스에 관한 인식
및 요구, 개선 방향에 관한 의견 탐색
◦ 대상: 거점, 지역중심 국립대학 및 교육대학 교수, 직원, 학생
- 그룹 1: 거점국립대학 교수, 그룹 2: 지역중심대학 교수, 그룹 3: 교육대학 교수,

그룹 4: 국립대학 직원 및 학생
※ 그룹별 5명의 면담 대상자를 대학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

◦ IRB(생명윤리) 심의 관련
- 표적집단면접을 위한 구조화된 면담지에 대해 IRB 심의 완료(2019-18-05T-N,

승인일자: 201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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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 빅데이터(Text Big data) 분석
◦ 목적: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외부의 사회적 인식 및 내부 구성원의 인식 분석
◦ 내용: 언론기사 및 표적집단면접 전사자료 분석

□ 기타
◦ 전문가협의회
- 목적: 연구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상시 의견 수렴
- 내용: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쟁점 도출, 델파이조사 및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실시를 위한 대상 선정, 내용구성에 관한 조사지와 면담지

검토,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제언 관련 타당성 검토 등
- 대상: 고등교육 전문가, 대학 및 관계기관 유관 업무 담당자 등

◦ 사례 조사
- 목적: 국립대학 거버넌스에 대한 외국 사례 분석
- 내용: 외국 국립대학 거버넌스 구조, 의사결정기구의 역할 등
- 방법: 관련 국가 전문가 섭외를 통한 원고 의뢰

<표 Ⅰ-1> 연구내용별 연구방법

구 분
◦ 국립대학 거버넌스 이론적 기초 분석

문헌

통계

델파이

연구

분석

조사

빅데이
터분석

협의회

○

해외
사례
조사
○

○

○

○

○

○

◦ 국립대학 거버넌스 인식 및 요구 분석
◦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 방안 및 과제 도출

FGI

전문가

○

◦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념 및 구조 분석
◦ 국립대학 거버넌스 현황 및 쟁점 분석

텍스트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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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추진 절차

이상에서 제시된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등 전체 연구 추진 절차는 그림과 같다.

[그림 Ⅰ-1] 연구의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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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기초
1.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이해
2.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이론적 탐색
3. 해외 국립대학 거버넌스 사례
4.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
5. 소결

Ⅱ. 이론적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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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기초

이 장은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거버넌스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에 해당한다. 이
장은 크게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이해, 둘째,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탐색, 셋째, 해외 국립대학 거버넌스
사례, 넷째,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선행 연구 분석이다.
먼저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이해’에서는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법적 이해를 위해 1) 국립대학 설치·운영 관련 법, 2) 국립대학 재정 및 회계 관련 법,
3) 국립대학 의사결정구조 관련 법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제도

및 정책으로 1)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2) 대학평의원회 법적 설치 의무화, 3) 총장 임용
제도 개선, 4)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평가 및 재정지원사업으로서 2018년 대학 기본역
량 진단과 국립대학육성사업(구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5) 대학정
보공시제와 감사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탐색’에서는 우선 거버넌스 개념으로 1) 거
버넌스 개념의 등장 배경, 2) 다양한 개념 정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거버넌스 구조
및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1) 기업 거버넌스의 구조 및 구성요소, 2) 공공기관 거버넌스의
구조 및 구성요소, 3) 비영리법인과 사립대학의 거버넌스 구조 및 구성요소에 대해 분석
하였다. ‘해외 국립대학 거버넌스 사례 조사’에서는 1) 핀란드와 2) 프랑스의 국립대학
거버넌스 사례를 조사하여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이론적 기초의 마지막으로 ‘국립
대학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 분석’에서는 1)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
구, 2)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해외 동향 및 사례와 관련된 연구, 3)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
련 특정 쟁점을 다루고 있는 연구, 4) 사립대학의 거버넌스 관련 연구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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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이해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국가행정조직의 일부라는 점에서 정부 조직적 성격을 갖고 있으
며 동시에 비영리조직이자 공공기관으로서 사립대학과도 공통된 성격이 있다. 그러나 국
가행정조직의 일부임에도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 자치 측면에서 볼 때 완전한 정부 조직
으로 보기 어려우며, 학교법인 형태를 취하는 사립대학과도 구별되는 특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국립학교설치령」 등에 의해 국가가 대학 설립의 주체가 되어 국가
와 국립대학 간의 직접적인 ‘설립운영 관계’가 형성되며, 관계 법령(「국립학교설치령」 제
20조)에 의거 설립운영자로서 국가로부터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명시되어 있

다. 이 점에서 국립대학은 ‘국가와 법적, 재정적 측면에서 긴밀한 구조’를 갖게 된다. 한
편 국립대학은 법이나 학칙, 규정 등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대학 내부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립대학이 갖고 있는 이러한 특성은 거버넌스를 이해하기 위
해 중요한 토대가 되므로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국립대학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
펴볼 필요가 있다.

가.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법적 이해
우리나라 교육의 전반을 규율하는 법에는 「교육기본법」이 있으며, 이 법을 근거로 「고
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이 있다(김우영, 2016: 26). 국립대학 거버넌
스에 대한 근거법으로는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을 포함하여 「헌법」, 「국립학교설치
령」,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이 있는데, 「헌법」, 「교육
기본법」,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등은 모든 대학의 거버넌스와 연관되는
것이며, 「국립학교설치령」 등 「대통령령」,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정부조직법」 등은 국립대학에만 해당하는 거버넌스 근거법이다(황홍규, 2010:
310-311). 다만 근래 국립대학법인의 운영을 규율하는 법률이 있는 것과 같이 국립대학

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는 기본 법률로서 「국립대학법」 입법 요구(임재홍, 2018: 10)가
있어 향후 이 법의 제정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모든 대학의 거버넌스와 연관되는 근거법으로서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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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해 살펴보면, 첫째, 「헌법」의 경우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고 하여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는 등 대학 제도의 설정과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 대학 거버넌스의 중요한 근거법이 되고 있으며, 둘째,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 교원의 신분보장 등의 기본원칙을 밝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립학교 지원·육성 및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
존중 의무, 학교운영의 자율성 존중과 이해당사자 등의 학교 운영 참여 보장, 모든 학교
의 공공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거버넌스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학의 장으로서 총장을 두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
필요한 조직을 두며 단 국립대학은 「대통령령」 및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
내 학과 또는 학부 설치와 대학의 장에게 학칙 제정권 부여, 학칙에 의한 학내 기구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황홍규, 2010: 310-311).
다음은 국립대학에 해당하는 거버넌스 관련 법을 국립대학 설치·운영 관련 법, 국립대
학 재정 및 회계 관련 법, 국립대학 의사결정 구조 관련 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국립대학 설치·운영 관련 법

국립대학의 설치근거 규정은 기본적으로 「교육기본법」(법률 제14601 호, 2017.3.21.
일부개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와 「고등교육법」(법률 제 15552호, 2018.4.17.,일부개
정) 제3조(국립·공립·사립학교의 구분)이지만, 보다 구체적인 규정은 「국립학교설치령」
(「대통령령」 제 27260호, 2016.6.28. 일부개정)에 근거한다(강명원, 2019: 63). 특히, 국

립대학 설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립대학이 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른 부속기관으로서 교육훈련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이며(이경운, 2000: 6; 강명
원, 2019: 63에서 재인용), 국립대학은 국가가 관리 주체가 되는 영조물이므로 일반 행정
조직에 비해 독립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행정조직의 하나이다(강명
원, 2019: 63).
국립대학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은 「국립학교설치령」, 「정부조직법」, 「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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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는데, 먼저 국립대학은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로서 그 설치·조직 및 운영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국립학교설치령」에 규정되어 있다. 「정부조직
법」에서는 제4조 부속기관의 설치에서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
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제2조에서 교육공무원
의 정의, 제5조에서 대학인사위원회 설치, 제8조에서 교수 등의 자격, 제11조의 3에서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제24조에서 대학의 장의 임용, 제25조에서 교수 등의 임용, 제27
조에서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의 보직, 제28조에서 대학의 장 등의 임기 등을 폭넓
게 규정하고 있다. 다음 표는 앞서 언급한 「국립학교설치령」, 「정부조직법」, 「교육공무원
법」상에 규정된 국립대학 설치·운영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Ⅱ-1> 국립대학 설치·운영 관련 법 주요 내용
구분

국립학교
설치령

명칭 등

제3조

∙ 교육부장관 관할 아래 두는 학교의 명칭·소재지 및 과정 명시

공무원 정원

제4조

∙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함

학교의 장

제5조

∙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 총장을 두며 교무 통할, 소속 교직원
감독, 학생 지도, 학교를 대표함
∙ 대학 및 교육대학에 부총장을 둘 수 있음

단과대학 등

제6조

∙ 학칙 범위 내 단과대학 및 대학원 설치 범위와 장에 관해 명시

부속시설 등

제7조

∙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 등의 설치
범위와 장에 관해 명시

하부조직

제9조,
제13조,
제14조

학비보조 등

정부
조직법

교육
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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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대학의 사무국, 행정본부, 총무과 설치 및 장에 관해 명시

제16조 등 ∙ 학생 학비 보조에 관한 사항 명시

경비부담 등

제20조

∙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 국고 부담 명시

조직 등 세부사항

제22조

∙ 학교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부속기관의 설치

제4조

∙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
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

정의

제2조

∙ 교육공무원의 정의 명시
-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이 법에서 교육기관은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

대학인사위원회
설치

제5조

∙ 부총장,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에 대한 보직 동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에 대한 임용 동의, 그 밖에 대학 교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인사위원회 설치, 여성 비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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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
공무원법

내용
∙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명시

교수 등의 자격

제8조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제11조의 3

대학의 장의 임용

제24조

∙ 대학의 장의 추천 및 임용 절차, 추천위원회 설치 등 명시

교수 등의 임용

제25조

∙ 직급별 교수 임용 등 명시

부총장·대학원장·
단과대학장의
보직

제27조

∙ 보직별 가능한 교수 직급 등 명시

대학의 장 등의
임기

제28조

∙ 대학의 장 및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의 임기 명시

∙ 특정 대학 학사학위 편중 방지,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절차 의무
등 명시

자료: 국립학교설치령, 정부조직법,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 운영체제를 법적근거 및 지위, 감독과 통제 규정, 의사결정체제, 조직운영/행
정조직, 인사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립대학은 「국립학교설치령」
등에 법적근거를 두고 「정부조직법」에 의해 교육훈련기관의 일종으로서 지위를 가지며
국가의 포괄적인 감독을 받는다. 다만 의사결정기구나 조직운영 등에 있어 「국립학교설
치령」뿐만 아니라 대학의 학칙에 근거하며 인사나 성과평가에 있어 정부 법의 적용을 받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2> 국립대학 운영체제
구분

내용

법적근거

∙ 국립학교 설치령 등

법적지위

∙ 정부조직법 제4조
- 교육훈련기관의 일종

감독과 통제 규정

의사결정체제

조직운영/행정조직

∙ 국가의 포괄적인 감독권 규정
- 정부조직인 교육부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정부기관의 일부
∙ 의사결정기구 관련 국립학교설치령,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학칙
∙ 총장의 교무통할권 관련 고등교육법 및 국립학교설치령
∙ 총장선출방식 관련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학칙
∙ 조직 설폐 관련 국립학교설치령, 학칙
∙ 교원 보수 관련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인사관리

∙ 신규임용, 승진임용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특별법)
∙ 교원, 조교 및 직원의 정원은 국가공무원총정원령 및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
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성과평가

∙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출처: 이필남 외(2010). pp. 49-50, 양승택(2004). p. 45, 이재욱(2006). p.25를 통합하여 수정, 편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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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대학 재정 및 회계 관련 법

국립대학 재정 및 회계와 관련된 법은 크게 「고등교육법」과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고등교육법」에서는 다음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재정과 관련하여 교육재정,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지급,
등록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표 Ⅱ-3> 대학재정 관련 고등교육법 주요 내용
구분
예산·결산 공개
재원 보조

내용
제1장
제7조

∙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조치 마련

제1장
제8조

∙ 국가는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연구
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함

등록금 세부 사항

제1장
제11조

∙ 등록금 인상의 근거, 인상률 제한, 등록금심의위원회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출처: 김우영(2016). p.27을 표로 재구성

국·공립대학에 적용되는 회계 관련 법령으로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
한 법률」이 있는데 이 법은 2015년 3월 제정되었으며 「국립대학회계법」으로 약칭되기도
한다. 이 법은 제1조(목적)에 의하면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
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학문 발전과 인재 양성 및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고 있으며, 재정위원회, 대학회계 등을 포함하여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Ⅱ-4>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구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재정·회계규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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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조

∙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연구의 질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
으로 지원하여야 하고,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금의 총액을 매년 확대하도록 노력하
여야 함

제7조

∙ 국립대학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으로 제
정함
∙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회계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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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재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 대학회계의 예・결산을 비롯한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
(교원, 직원, 재학생,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함
∙ 재정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하고, 재
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함
∙ 재정위원회 회의록은 10일 이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의 개인정보
등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음

대학회계에
관한 사항

제11조,
제12조

∙ 국립대학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설치하고,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재정건전성의 확보,
학생·학부모 부담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제28조

∙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 그 동안 기성회회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되던 월정액 방식의 급여보조성 연구비
폐지
- 교원에게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립
대학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제고
- 대학의 장은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동 비
용의 지급계획과 지급실적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공개토록 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
제고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대학회계직원의
운용 등

∙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 운영상 필요한 경우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으로 경비를 부담
하는 국가공무원 이외의 직원(이하 "대학회계직원"이라 한다)을 채용할 수 있음
제29조,
∙ 국립대학의 장은 종전의 기성회 직원을 이 법에 따라 대학회계가 설치된 때에 대학
부칙
회계직원으로 신규 채용하고, 보수·복무 등의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
제4조
도록 하여야 함

출처: 반상진(2016). pp.153-154를 표로 재구성

이 법의 제정으로 국립대학의 재정 운영 구조는 종전에 국고 일반회계와 비국고회계인
기성회회계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이 대학회계로 통합되었다. 종전의 국고회계는 일반회
계와 교육관련 특별회계(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재정융자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특별회
계 등)로 구성되었고, 비국고회계는 기성회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대학발전기금회계, 생
활협동(소비)조합회계, 기숙사회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반상진, 2016: 151). 당시 국
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은 국가 지원금으로 정부가 편성하여 국회가 심의·의결하며 기성회
회계에서 예산은 기성회비 등으로 대학의 장(기성회 위임)이 편성하여 기성회 이사회가
심의·의결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대학회계로 통합된 이후 예산은 국가지원금과 대학의
자체 수입금으로 대학의 장이 편성하며 교내 재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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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종전의 국립대학 재정 운영 구조
구분

구성 내용

국고회계

일반회계, 교육관련 특별회계(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재정융자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특별회계 등)

비국고회계

기성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대학발전기금회계, 생활협동(소비)조합회계, 기숙사회계 등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8)를 인용한 반상진(2016). p.151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국립대학 특별회계제도
와 대학회계제도를 비교한 연구(문병효, 2018)에 따르면, 특별회계제도는 국립대학 예산
회계제도의 개선에 중점이 있으나 대학재정의 분권화와 자율적 책임경영체제의 구축에
대한 기여도가 높지 않은 반면, 대학회계제도는 대학재정의 분권화와 자율적 책임경영체
제의 구축에 중점이 있고 국립대학의 전반적 개혁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문병효, 2018: 31). 다만 대학회계는 독자적인 회계단위로서 대학
자체에서 정한 회계규정에 따라 운영되므로 재정운영의 자율성은 높아지지만 대학회계
운영에 대한 교육부의 권한집중에 따른 역기능이 지적되기도 하였다(김명재·곽채기·이경운,
2003: 78; 문병효, 2018: 31에서 재인용).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국립대학 회계구조는 다음 표와 같이 변화하게 되었다(반상진, 2016: 152).
<표 Ⅱ-6> 국립대학 회계구조 변화 내용(대학회계)
구분
회계성격
회계운영

법 제정 이전
일반회계

기성회회계

국고 일반회계

기성회회계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 분리 운영

법 제정 이후
대학 자체 대학회계
교비회계로 통합

예산편성권

정부(기획재정부)

총(학)장

총(학)장

예산심의의결권

국회

기성회 이사회

대학 재정위원회

학생 등록금 및 수수료 등

국고 귀속

대학 자체 사용

대학 자체 사용

예산집행 실적

국가 반납

이월 사용

이월 사용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8)를 인용한 반상진(2016). p.152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

한편 국립대학의 회계구조를 종합하면 크게 대학회계와 대학관련 법인회계가 있으며,
대학회계는 정부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으로 구성되고 대학관련 법인회계는 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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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로 구성된 구조이다. 이외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
비자생활협동조합회계가 있다(문병효, 2018: 31). 다음은 국립대학 회계 현황에 관한 표
이다.

<표 Ⅱ-7> 국립대학 회계 현황
구분

회계연도

대학회계

대학관련
법인회계

3.1~
2월말

내역

회계처리 기준

국가가 부담하는 인건비,
기본사업비, 시설비 및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등록금 등 자체 수익에서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부담하는 인건비, 운영비,
및 동법 시행규칙
경상이전비, 자본지출경비
등

재무제표 구성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산학
협력단
회계

3.1~
2월말

산학협력비,
지원금사업비,
간접비사업비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운영차손익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대학발전
기금회계

1.1~
12월말

장학사업비, 연구지원비,
시설확충비 등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출처: 김우영(2016). p.15, p.17 표를 통합하여 편집함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5년 6월 제정되
었다.

3) 국립대학 의사결정 구조 관련 법

다음은 우리나라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에 관한 그림으로, 대학의 설립유형에 따라 대
학설립인가나 운영 주체의 차이, 정부와 학교법인 간 관계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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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기수(2008). p.4

[그림 Ⅱ-1]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 및 관계

위에 제시된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를 참고하여 국립대학의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된 법
을 ‘총장’,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학생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총장과 관련
된 법으로 「교육공무원법」과 「고등교육법」 등이 있다. 국립대학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에 따라 당해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4년의 임기로 대통령이 임명
하는데,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무 통할, 소속 교직원 감독, 학생 지도, 학칙 제정, 수업
료 책정·징수, 학생 선발, 학위수여증서 발급, 학생 징계 권한을 가지며, 국·공립 대학의
예산, 회계, 재산, 시설, 문서 등의 사무에 있어 일반 행정법규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으로
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다(황홍규, 2010: 312).
한편 대학평의원회는 2017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2018년 5월 29일 법이 시행되
면서 현재 국립대학을 포함하여 모든 대학에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대
학평의원회는 완전히 새로운 기구라기보다는 법령상의 연혁을 볼 때 1949년 제정 「교육
법」에서 교육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평의원회 설치를 국립대학에 의무화했던 적이 있었
고, 이후 1991년 12월 31일 개정 「교육법」에서 대학평의원회를 국공립대학에 의무적으
로 설치하도록 확대하였었다(황홍규, 2010: 316). 그러나 2017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평의원회가 법령상이 기구가 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국립대학에서 평의원회 구성이
미진한 문제 등이 있어 개정 전 「고등교육법」 하에서는 학칙에 의한 임의기구가 되었다.
다음으로 교수회는 현재 법령이 아닌 학칙상의 임의기구이다. 학칙기재 사항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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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수회는 정부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교수회를 인정하면서 구성이나 운영은 대학에 위
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황홍규, 2010: 314). 다만, 교수회를 학칙에 의해 두는 경우 당해
학칙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교수회가 대학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
되 총장의 법적 권한을 구속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황홍규, 2010: 314). 마지막으로
학생회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12조에서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
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하여 대학에서 학생의 자치 활
동을 인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에서 학생회 등 학생 자
치 활동에 관한 사항을 학칙상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다(황홍규, 2010: 318). 이에
따라 대학은 학생회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고 있다. 다음 표는 국립대학의 의사결
정 구조와 관련된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Ⅱ-8> 국립대학 의사결정 구조 관련 법의 주요내용
구분

총장

교수회

대학평
의원회

내용

고등
교육법

∙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둠
∙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함, 총장은 교원으로서 교
육을 직접 담당할 수 있음
∙ 총장은 학칙을 제정하고, 수업료를 책정·징수하며, 학생을 선발하고, 학위수여증서를 발
급하며, 학생을 징계할 권한을 가짐
∙ 국·공립 대학의 예산, 회계, 재산, 시설, 문서 등의 사무에 있어 총장은 일반 행정법규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됨
∙ 총장 선임 절차를 보면, 국립대학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에 따라 당해 대학의 추천을 받
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4년의 임기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공립대학 총장은
당해 대학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함

고등
교육법
시행령

∙ 학칙기재 사항의 하나로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즉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교수회를 인정하면서, 그 구성·
운영은 대학에 위임하고 있음
∙ 교수회를 학칙에 의해 두는 경우 당해 학칙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임의기구인 교수회는 대학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총장의 법적 권한을 구속
할 수는 없음

고등
교육법

∙ 2017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2018년 5월 29일 법이 시행되면서 현재 국립대학을 포
함하여 모든 대학에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됨
∙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
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함.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
항으로 함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9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진단과 방안(Ⅲ) :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을 중심으로

구분

내용

∙

∙
∙
∙

∙

학생회

4.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 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사
립학교에 한정한다)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
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음.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됨
대학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하며, 이 경우 의장
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함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함
대학평의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대학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함.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고등교육법 제12조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
고등
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하여 대학에서의 학생 자치 활동을 인정함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 또한 고등교육법시행령은 제4조 제1항 제10호에서 학생회 등 학생 자치 활동에 관한
사항을 학칙상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함
시행령

출처: 황홍규(2010). pp.311-318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하고 대학평의원회 관련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 내용 반영

나.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정책 분석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정부 정책은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는데,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대학자율화나 국립대학발전계획 등
에 직·간접적인 형태로 포함되어 추진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시점부터는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평가나 재정지원사업 등을 병
행하여 추진하면서,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쟁점에 대한 법 개정과 제도 변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정부의 주요 정책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대
학평의원회 설치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 총장 임용제도 개선,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
단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구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정보공시제와 감사제도에 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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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정책 및 제도

가)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5)
정부는 국립대학이 비효율적 운영체제라는 인식6) 하에 2000년 이후 역대 정부에서 국
립대학의 특수법인화, 국립대학 회계제도 개선, 단과대학장 임명제 도입 등을 중점적으
로 논의해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부는 2004년 대학구조
개혁방안을 추진하여 국립대를 통합하고 입학정원을 감축하였으나 국립대학 운영체제와
관련된 개혁은 미진하였으며, 2010년 9월 국립대학 운영효율화를 통한 성과제고를 위해
1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여 서울대 법인화법 제정이나 학장직선제 폐지 등

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총장직선제로 인한 학내 교육 및 연구 분위기 훼손, 총장의 성과에
대한 검증 미흡, 대학 재정·회계 관련 비효율성 문제 등 국립대학 운영상의 문제는 상존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1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에 이어 그 연장선
상에서 2012년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총장직선제 개
선,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도입, 단과대학 학장공모제 시범 도입, 기성회회계 제도개선 및
운영 선진화 등으로, 이 중 총장직선제 개선과 기성회회계 건전성은 국공립대학 교육역
량강화사업 평가 및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학 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표 Ⅱ-9>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부문

리더십

인사

세부 추진과제
1단계 선진화 방안

2단계 선진화 방안

∙ 국립대학 법인화
∙ 학장직선제 개선

∙ 총장직선제 개선
∙ 국립대학 운영 성과목표제 도입
∙ 학장공모제 도입

∙ 교원 임용방식 다양화
∙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 지속 추진
∙ 교원업적평가체제 선진화

5) 교육과학기술부(2012)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6) 이명박 정부 국정백서에 따르면, 국립대학은 전체 고등교육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국민

적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대학평가에서 순위가 매년 하향하거나 답보상태에 있는 등 교육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어 왔는데, 이는 국립대학의 지배구조에서 비롯된 비효율성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
렵다고 밝히고 있음(국정백서 편찬위원회, 2013: 432). 따라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의 변화
와 혁신을 위해 1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및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였다고 하였음(국
정백서 편찬위원회, 2013: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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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과제

부문

1단계 선진화 방안

재정회계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
∙ 국립대학자원관리선진화 시스템 구축

구조조정

∙ 국립대학 통·폐합 등 구조개혁 지속 추진

학사운영

-

2단계 선진화 방안
∙ 지속 추진
∙ 지속 추진
∙ 기성회회계 제도 개선 및 운영 선진화

∙ 학부 교양교육 활성화
∙ 학사운영 선진화

출처: 국정백서편찬위원회(2013). p.433을 일부 편집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총장직선제 개선, 총장의 대학운영성과
목표제도입, 단과대학 학장 공모제 도입, 기성회회계(비국고회계) 제도 개선 및 운영 선
진화, 평가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Ⅱ-10>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
구분

총·학장
리더십
강화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

내용

∙ 총장이 지역사회와의 공생발전을 선도하고 대학혁신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총장
직선제도 개선
∙ 대학규모와 총장임기 도래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자율적으로 직선제를 개
선한 대학에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총장직선제 ∙ 역량 있는 내·외부인사가 총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학칙 등을 개정하여 대학 자체
적으로 다양한 개선방안 추진
개선
∙ 직·간접 선거에 의한 선출방식을 배제하되, 선거방식 배제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학내 구성원(교직원 및 학생 등)이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에 참여하거나 총장
선임 시 학내 구성원 의견 반영 추진
총장의
대학운영
성과
목표제
도입

∙ 국립대 경쟁력 강화 및 운영 효율화에 대한 책무성 확보를 위해 총장과 교과부장관간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국립대학 예산에 연계하는 대학운영성과목
표제 운영
∙ 성과계획서의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별로 국립대학 예산(경상경비, 교
육기반조성사업비 등)과 연계

∙ 열정과 능력이 있는 인재 유인을 위해 학장 임용시스템의 개방화 및 유연화 추진
∙ (자격) 부교수 이상 또는 부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단과대학 ∙ (임용방식) 내부인사는 보직발령, 외부인사는 교원임용과 학장 공모 절차를 동시에 진
행하여 교원임용과 동시에 학장으로 임용(임기 2년)
학장
∙ (임용심사) 학칙 등을 개정하여 ‘(가칭) 학장공모심사위원회*’ 설치·운영
공모제
* 위원 구성 시 외부인사를 일정비율(예 : 1/3 이상) 포함하여 구성
시범 도입
- 서류심사, 단과대학 발전계획 발표 심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후보자 추천
* 해당 단과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후보자의 단과대학 운영 청사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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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기성회회계(비국고회계) ∙ 국립대학 등록금 인상의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성회회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재정·회계운영의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 및 운영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제정을 통한 운영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선진화

평가 방안

∙ 국·공립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과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선정 평가에 선진화 지표
반영
∙ 선진화 지표는 총장직선제 개선, 기성회회계 건전성 지표로 구성
∙ (반영 방법) 총장직선제 개선은 학칙 개정 및 MOU 체결 여부에 따라 평가·반영, 기
성회회계 건전성은 공시항목
∙ (반영 비중) 선진화 지표 10%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2). pp.7-23의 내용을 일부 편집하여 표로 재구성

정부는 이와 같은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추진 성과를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총장직
선제 개선, 성과목표제 도입, 단과대학 학장공모제 시범 도입으로 보았다(국정백서 편찬
위원회, 2013: 457).
<표 Ⅱ-11>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추진 성과
구분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내용
∙ 서울대(2011.12.)와 인천대(2013.1.)를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

총장직선제 개선

∙ 전체 국립대학이 총장직선제 개선을 위한 학칙 개정 또는 MOU 체결

성과목표제 도입

∙ 대학별 특성화 도모 및 대학 차원의 책임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정부와 37개 국립
대학 총장 간 성과협약 체결

단과대학 학장공모제
시범 도입

∙ 학장공모제 시범 도입으로 창원대가 3개 단과대학 학장을 공모 및 임명

출처: 국정백서편찬위원회(2013). p.457을 표로 재구성

나) 대학평의원회 법적 설치 의무화
정부는 2017년 11월 28일 「고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국·공립대학에 대학평
의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며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하였
다. 사립대학의 경우 이보다 앞서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2005년부터 대학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해오고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 등을 평의원으로 구성하여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중요사항을 심
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로서, 대학 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의 행정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운영하도록 한 것이다(김해영,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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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제19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 관련 주요 내용
은 다음 표와 같다.

<표 Ⅱ-12> 고등교육법에서 규정된 국립대학 대학평의원회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설치·운영
의무

∙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심의·자문
사항

∙ 심의사항
-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 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에
한정)
-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자문사항
-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구성

∙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의장 및
부의장

∙ 대학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
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임기

∙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자료제출요청

∙ 대학평의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
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회의록 작성
및 공개

∙ 대학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
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
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타

∙ 그 밖에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
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한다.

출처: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를 참조하여 표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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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총장 임용제도 개선7)
교육부는 2017년 8월 30일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운영에 대학 자율권을 확대하는 국
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그 동안 교육부가 국립대
학 총장 임용에 있어 재정 연계 등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무순위 추천 등 대학의
의사 반영을 제약하였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었다. 정부는 이 방안을 통해
국립대학 총장 임용에 있어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스스로 공정하고 합리적
인 방식을 통해 총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 국립대학 총장은 대학이 2명
이상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면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
용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권이 제약되었으며,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로 인한 학내 갈등 및 총장 공석 사태의 장기화 문제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왔다.
교육부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령의 범위 내 대학이 후보자 선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후보자 선정방식과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연계를 폐지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총 7개 대학재정지원사업8)에 포함되었던 국립대학의 ‘대학구
성원참여제 운영’ 관련 가점 지표가 폐지되고 미이행으로 인한 사업비 환수 조치 또한
폐지되었다. 둘째, 대학이 추천한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의 의사를 존중
하는 방식으로 임용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대학이 무순위 추천이 아닌
의사에 따라 후보자 순위를 정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교육부는 이를 임용제청
시 고려하도록 하였다. 셋째, 교육부는 대학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단계에서 2순위자 임
용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히도록 하며, 교육부는 이를 반영하여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하
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학에 재추천을 요구하였지
만 재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기존에 대학이 추천하였던 후보에 대해
적격 여부를 다시 심의하여 대학에 통보하고 대학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해당
후보자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7) 교육부(2017a)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8)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대학특성화사업(CK),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국립대학혁신지
원사업(PoINT),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사업(PRIME),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WE-UP), 평생교육단

과대학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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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3>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 주요내용
구분

기존

개선

∙ ‘대학구성원참여제 운영’ 관련 가점지표 ∙ ‘대학구성원참여제 운영’ 관련 가점지표 전면 폐지
적용
⇒ ’18년 신규 선정 사업 계획부터 적용

후보자 선정 ∙ 해당 가점 취득 후, ‘대학구성원참여제
운영’ 미이행 시, 사업비 일부 환수 조치
(10~25%)

∙ 가점 취득 후, 미이행 시, 사업비 환수 조치 폐지
* ’17.8월 이후 규정 개정 대학에 대한 사업비 환수
조치 배제
* ’17.8월 이전 미이행 대학에 대하여는 ’17년 기본
계획에 따라 적용
※ ’18년 사업 계획부터 사업비 환수 전면 폐지
∙ 대학이 순위를 정하여 후보자 추천 가능

후보자 추천

∙ 복수의 후보자를 순위를 정하지 않고
추천

∙ 교육부는 후보자 임용제청 시 선순위 후보자를 우선
고려
∙ 2순위자 임용 관련 대학의 의사를 후보자 추천 단계
에서 사전 확인하여 반영

장기 총장
공석 대학

∙ 교육부는 대학에 후보자 재선정·재추천 ∙ 기존 후보자에 대한 재심의 및 대학의 의사확인을 통
요청
해 총장 공석상황 해소 추진

출처: 교육부(2017a). p.5를 일부 편집

2)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사업

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9)
정부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대학의 체질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진단 및 지원 방식을 맞춤형·상향식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는데, 대표적으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경우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명칭을 변경하고 대학 진단
이라는 개선 취지에 맞추어 지표 신설 등의 변화를 주었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의 추진 방향 관련, 대학의 거버넌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대학의 공공성 및 책
무성 강화’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

든 대학을 대상으로 구성원의 참여·소통을 진단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운영의 건전성 항
목 지표인 구성원 참여·소통지표를 신설하였는데, 1단계 진단에서는 법령에 따라 대학이
9) 교육부(2017c)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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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위원회10) 등을 법령상 요건에 맞게 구성·운영하려는 계획 등
을 진단하였으며 2단계 진단에서는 구성원의 참여·소통을 보장하는 제도와 절차 및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였다. 다음 표는 이러한 지표 변화를 비교한 것으로, 기존에 대학
운영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민주적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가 신설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14>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 비교
2015년 구조개혁 평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 법인의 책무성 및 대학 운영의 건전성 평가 미흡
∙ 교원 고용여건 악화(지표중심 대학운영 부작용)
- 비정년 저보수 전임교원 양산
- 시간강사 고용여건 열악(저보수, 해고 위기)
∙ 규모 고려 미흡
∙ 만점기준 미제공

∙ 모든 대학 대상 ‘구성원의 참여·소통’ 계획 진단으로
민주적 운영 유도
∙ 모든 일반대 대상 ‘법인책무성’ 진단
∙ 교원의 일자리 수준 개선 유도
- 전임교원 보수수준 하한값 설정
- 정년/비정년 전임교원 운영 실태 진단
- 시간강사 보수수준 상향
-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삭제
∙ 소규모 대학(편제 1,000명 미만) 특성 고려
∙ 정량지표 만점기준 사전 제공

출처: 교육부(2017c). p.57을 편집함
주: 강조는 연구자

다음 표는 일반대의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로서 1단계 진단의 교육 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 항목에서 구성원 참여·소통지표가 신설되었고, 2단계 진단의 대학 운
영의 건전성 항목에서 마찬가지로 구성원 참여·소통지표가 신설된 것을 볼 수 있다.
<표 Ⅱ-15>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일반대)
구분

진단 항목

배점

진단 지표

10

< 정량/정량적 정성> 전임교원 확보율

1
단
계

교육 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
(21)

-

정년/비정년 전임교원 운영 현황

3

< 정량 > 교사 확보율

비고
국·공립/사립/
국립대법인

’15년 대비
단계

배점
8

실태조사
5

10) 국립대학과 관련된 위원회로는 재정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있음. 대학평의원회는 1단계 진단 이후
시점인 2018.5.29.일 법이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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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
단계

진단 항목

대학
운영의
건전성 ( 9)

배점

진단 지표

비고

’15년 대비
단계

배점

5

< 정량 > 교육비 환원율

국·공립/사립/
국립대법인

2

< 정량/정량적 정성 > 법인 책무성
(정량) 법인 책무성 실적(1)
(정량적 정성) 법인 책무성 확보 계획(1)

사립
계획·실적 진단

신규

-

1

< 정량적 정성 > 구성원 참여 · 소통(법령상 의무사항)

국·공립/사립/
국립대법인
계획 진단

신규

-

5

< 정량적 정성 > 구성원 참여·소통(제도·절차, 실적 등)

4

< 정량적 정성 /정량 > 재정 · 회계의 안정성
(정량) 재원의 적정성(1)
(정량) 재정의 건전성(2)
(정량적 정성) 재정·회계 관리체계 운영(1)

5

신규

사립

신규

-

출처: 교육부(2017c). p.47 일부를 편집함
주: 강조는 연구자

나) 국립대학 육성사업(구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11)
정부의 국립대학 거버넌스와 관련된 대표적인 재정지원사업으로 국립대학혁신지원사
업(PoINT: Program of national university for INnovation and Transformation)이 있
으며 2018년부터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변경되어 시행 중에 있다. 국립대학 육성사
업은 국립대학의 공적 기능 강화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과 일관되
나 상대적으로 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하고 있어,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이
대학운영체제 개선 및 대학회계의 정착 유도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립대학
거버넌스와는 더욱 밀접한 사업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을 중심으
로 살펴본 뒤, 그 연장선상에서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검토하였다.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국립대학의 역할·기능 정립 및 인
사·조직 등 대학운영체제(Governance) 개선 및 대학회계의 정착’ 유도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정부는 2015년 국립대학의 역할·기능 정립, 대학운영체제의 효율화, 대학회계
의 정착 등 3대 혁신분야와 효율적인 의사결정구조 정비, 성과급적 연봉제 정착, 대학회
11) 교육부(2015), 교육부(2017b), 교육부(2018a)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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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제도의 정착 등 5대 성과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국립대학 혁신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고
자 하였다. 2018년부터는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을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변경하였는
데, 기존 사업이 국립대학의 조직·인사·예산 운영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나 현장 안착에 성과가 있었으나, 대학의 중·장기 발전전략에 따른 지속 가능한
혁신이 어렵다는 지적과 경쟁에 의한 선정 평가 방식으로 인해 모든 국립대학의 혁신
성과 창출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개편한 것이다.

구분

기존(‘17년 1유형 기준)

확대 개편 방향

목적

대학 발전모델 구축 및 인사, 조직,
회계제도 개선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 및 대학 강점 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규모

210억 원

연간 800억 이상

지원대상

일부 국립대(18개교)

전체 국립대(39개교)

지원방식

경쟁방식 선정평가형

성과관리

사업계획 심사 및 중간평가

대학별 협약 체결 매년 운영성과 점검

성과지표

개별 대학이 선정, 관리

39개 대학 공통 성과지표 관리, 개별 대학 특성에
적합한 자율지표 선정, 관리

사업기간

2년(‘17-’18년)

5년(‘18년-’22년)
* 대학별 성과 등에 따라 예산지원 등 변동 가능

⇨

정부(위탁기관)-대학 간 상호협약형

출처: 교육부(2018a). p.4

[그림 Ⅱ-2] 국립대학 육성사업 개편방향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 내 혁신과 대학 간 혁신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대
학 내 자율혁신의 경우 국립대 고유 발전모델과 혁신기반 구축 과제를 함께 제안하도록
하여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다음 그림은 2017년 국립대학혁신
지원사업의 대학 내 자율혁신형 주요 내용이다. 국립대 고유 발전모델은 국립대학 스스
로 특성 및 여건을 분석하여 경쟁력 제고 모델을 자율적으로 제안하는 것이며, 혁신기반
구축에서는 지역사회 공헌과 같은 국립대 역할·기능 정립, 대학운영체제 효율화, 대학회
계운영 건전성 제고 및 대학 간 자원 공유 등에 대한 실적 및 향후 계획을 평가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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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고유 발전모델

혁신기반 구축

대학 역량을 집중하여, 본연의 역할을 특화하는
혁신모델을 자율적으로 제안
< 예 시 >
기초·보호학문 육성, 캠퍼스 내실화, 지역연계
활성화, 특수목적분야(교원 등) 인재 양성, 기타
대학이 자율적으로 개발한 발전모델 등

＋

국립대
역할·기능 정립

대학 운영체제
효율화

대학회계
정착

지역인재지원
지역사회공헌
자유학기제 지원
등

의사결정구조
개선
교원 인사제도
개선
조직운영 효율화

대학회계 정착
재정
건전성·효율성
제고

대학 간 자원 공유
출처: 교육부(2017b). p.2
주: 강조는 연구자

[그림 Ⅱ-3] 2017년 PoINT 사업 대학 내 자율혁신형 주요 내용

두 번째 유형인 대학 간 혁신유형은 국립대학 스스로 특성 및 여건에 맞는 협업 모델을
개발하여 대학 간 기능 효율화나 공동 자원 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신설되었고, 대학 내
소통 강화나 대학 간 협력 원칙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였다. 고유발전모델 등 새롭게 추가
되는 부분은 자율공모방식으로 진행되어 대학이 특성과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성과목표를 설정하며, 과제 선정 및 추진 과정에서 대학 구성원 간 충분한 논의
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및 다른 대학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성공 사례를
창출하도록 계획되었다.
다음 표는 이 사업의 우수사례를 정리한 것이다(교육부, 2017b: 4).
<표 Ⅱ-16>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우수사례
구분

사례

기초·보호학문 육성 ∙ 기초·보호학문분야 맞춤 진로프로그램 운영, 인문과학관련 교양교과목 개설 등
국립대학
교육·연구경쟁력 제고 ∙ 교수-연구조교 지원체계 구축, 기초교육원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역할·기능
∙ 지역인재 선발 및 지원 강화, 지역캠퍼스 활성화, 지역주민에 도서관 개방
강화
지역사회 기여
후 도서대여, 영화상영, 온라인강좌 제공 등

인사제도 개선

∙ 정년보장심사 개선(업적반영 강화 등), 업적평가 개선 등을 통한 성과급적
연봉제 안착(SS등급제 도입 등)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여성보직자 확대, 교
수회 및 각종 위원회 기능 재정립, 교원임용 공정성 제고, 부속기관장 공모
제 도입, 기관별 성과계약제 도입 등

조직운영 개선

∙ 본부·단과대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 직원 역량 평가결과 활용체제 구축
및 교육훈련 강화, 유연한 직원 근무환경 조성, 대학행정 아카데미 운영, 의
사결정기구 구성원 확대 및 정례화

대학운영
체제 개선
및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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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
∙ 재정운영회 구성 및 전문성 강화, 재정운영 효율화 관련 상시컨설팅제 운영
및 TF 구성,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지급 투명성 확보 등

대학회계 정착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 자유학기제 멘토지원단 구성, 꿈·끼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지원 등
청년 취·창업 지원

∙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창업휴학제,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등

출처: 교육부(2017b). p.5의 표를 통합하여 재정리
주: 강조는 연구자

이 사업의 선정평가 지표는 혁신지표(계획 및 실적)와 정책유도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데, 혁신지표는 국립대학의 역할·기능 정립(50%), 대학운영체제의 효율화(30%), 대학회
계의 정착(20%)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에서 ‘대학운영체제의 효율화 분야’에
서는 ‘학내의사결정구조’를 포함하여 교원인사제도나 교수업적평가제 개선 계획 및 조직
운영 효율화 차원에서의 행정조직 운영 개선 계획, 직원의 역량 강화 실적이나 사기진작
을 위한 방안에 대해 평가하였다. 그리고 국립대학에 대학회계를 정착시키고자 재정위원
회 구성 등 대학회계 운영체계 구축 실적 등을 평가하였다.
한편 2018년부터 시행된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이하 교육
기회 균등, 지역 상생발전, 교육혁신 선도, 연구역량 강화라는 중점과제를 통해 국가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여 국립대 육성을 통한
고등교육의 질제고 비전을 실현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사업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거
점 국립대 육성과 지역중심 국립대 등 육성이다.
<표 Ⅱ-17> 국립대학 육성사업 유형
구분
사업비
지원 대상

거점 국립대 육성

지역중심 국립대 등 육성

∙ 480억 원 내외

∙ 320억 원 내외

∙ 거점 국립대 9개교

∙ 지역중심 국립대 등 30개교

∙ 기초·보호 학문분야 육성
∙ 개별 국립대학 특성을 반영한 기능 특화 지원
중점 추진분야 ∙ 국제화 역량 강화(해외 기관·대학 등 교류
∙ 교육 중심·직업 중심 기능 강화
활성화 등)
(예시)
∙ 지역 현안 공동 해결 등
∙ 지역 현안 공동 해결 등
성과관리

∙ 정부-국립대학 간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협약 이행 실적, 성과지표 달성 여부, 사업 관리 정도
등을 확인하여 예산 차등 지원

출처: 교육부(2018a). p.6 일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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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정보공시제와 감사제도

가) 대학정보공시제
대학정보공시는 고등교육기관의 기본운영 상황 및 교육, 연구여건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이나 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탑재 등의 방법으
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것이다(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9: 3). 대학정
보공시제는 200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취
지에 따라 대학의 정보를 수요자 관점에서 제공하여, 수요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 진흥과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과, 대학 간 경쟁을 통한 질제고 촉진 및 지속적 대학구조개혁 가속화 목적 등
이 있다(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9: 3).
대학의 이해관계자는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교육연구 활동상황 등에 관한 사실
정보,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등의 조사정보, 각종 평가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지속적인 지원을 얻고 조직의 장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이향철, 2010:
9). 대학이 이해관계자와 열린 관계를 구축하고 교육연구 및 관리운영의 실적 등의 정보

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설명책임을 다하는 일련의 조직적인 활동으로서 어카운터빌리
티(accountability) 개념을 고등교육에 적용하면,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 등을 정량화·객
관화하여 보여주는 회계책임과 대학의 교육이나 연구 등을 어떤 목적과 계획 하에 어떻
게 실현하였는지 등을 분석하여 결과를 공개하는 경영책임, 성과책임, 설명책임, 정보공
개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향철, 2010: 9-10). 즉, 고등교육기관의 정보 공
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대학의 사회적 설명책임과 같은 책무성을 다하기 위한 핵심
적인 장치로서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이향철, 2010: 10-11).
다음은 대학정보공시제의 추진체계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총괄관리기관으로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항목별관리기관으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8개 기관이 있으며, 2019년 기준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399개교, 고등교육기관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한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과학기술원 등 18개교, 총 417개교가 대학정보공시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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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9). p.4

[그림 Ⅱ-4] 대학정보공시제 추진체계

대학의 정보공시는 다음 표에 제시된 것과 같이, 총 14개 분야 62개 항목 101개 세부
항목으로 구분된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표 Ⅱ-18> 대학정보공시 항목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내용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3.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모집요강(편입학 포함)
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나. 기회 균형 선발 결과
다. 신입생 충원 현황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라. 학생 충원 현황(편입학 포함)
마. 재적 학생 현황
바. 외국인 학생 현황
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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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내용
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현황
자.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가. 졸업생 현황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나. 졸업생의 진학 현황
관한 사항
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다.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7. 전임교원의 연구 성과에 관한 사항

전임교원의 연구실적
가. 대학회계 예·결산 현황
다. 발전기금 예·결산 현황
라. 예·결산(합산 재무제표) 현황
마. 법인회계 예·결산 현황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사항
사. 적립금 현황
아. 기부금 현황
자. 산학협력단 회계 예·결산 현황
차. 등록금 현황
카.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9.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가. 등록금 산정근거
관한 사항
나. 학생 1인당 교육비
10.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1.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가. 연구비 수혜 실적
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다. 장학금 수혜 현황
12.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라.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현황
마.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바.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사.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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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내용
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자.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 현황
차.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 현황
카.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타.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파.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하. 창업 현황 및 창업교육 등 지원 현황
거. 기술지주회사 운영 현황

13.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
나. 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
가. 정관
나. 법인의 임원 현황
다. 교지(校地) 확보 현황
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마. 기숙사 현황

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사. 직원 현황
관한 사항
아.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
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
차. 강사 강의료
카.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타.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파. 안전관리 현황
출처: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9). pp.7-9 일부 발췌

나) 감사제도
감사란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거 임명된 감사인이 어떤 조직체의 운영·활동이나 회계
등 부여된 감사범위에서 설정된 판단기준 하에 독립적으로 제반 정보·자료·기록 등을 수
집·평가·확인·분석하고, 증거에 의거 입증된 조사결과를 보고, 처리하는 체계적인 처리
과정”으로 정의되며(교육과학기술부, 2010a: 6), 경영학에서 감사는 조직의 지배구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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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논의되기도 한다(라영재, 2015: 6). 현재의 감사 제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감사제
도는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과 행정부처 및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 단체에 속해
있는 자체감사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a: 6).
한편, 공공감사는 다음 그림과 같이 공공부문의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를 포괄하는 개념
으로 내·외부 행정통제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박희정, 2013: 359-360). 내부감
사와 외부감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양하나 독립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내부감사는
감사대상 활동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을 나타내며 감사인은 그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반면
외부감사는 감사대상 조직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Richards, 2005; 허명순·박희정,
2009: 360에서 재인용).

출처: 박희정(2013). p.360

[그림 Ⅱ-5] 공공감사의 위치와 범위

점차 공공감사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컨설팅 기능과 감사인의 전문성 및 경험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으며(박희정, 2013: 361-362), 특히 내부감사는 지출이나 행정
활동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조직의 목표달성 혹은 사업의 효과성 등
을 점검하는 것으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결국 전문성을 보유한 감사인력의 확보가 내부
감사 운영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게 되었다(허명순·박희정, 2009: 360-361).

(1) 국립대학 관련 감사제도

국립대학의 감사제도는 자체감사제도인 내부감사제도를 비롯하여 외부감사제도가 있다.
내부감사는 내부견제조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단순히 회계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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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이나 오류 적발을 내용으로 하던 회계지향형에서 경영활동의 능률성을 종합평가하
는 경영지향형으로 발전되어 왔다(민지홍, 1999: 1). 국립대학의 자체감사제도에 대해 살
펴보면, 자체감사기구의 조직에 대한 별도의 근거법령이나 규정이 있지 않기 때문에 독
립된 별도 조직으로 설치되지 않고 「국립학교설치령」제9조(대학의 하부조직)에 의거하여
사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이 감사업무를 분장하도록 되어 있다(이춘수, 2004: 47). 따라서
정기 감사 등이 실시될 경우 부서의 추천에 의해 선발하여 감사팀을 구성하고 있는 실정
이라, 감사인력의 전문성이나 감사의 실효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이춘수,
2004: 50). 다음 표는 국립대학 자체감사의 주요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표 Ⅱ-19> 국립대학 자체감사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근거법률 및 규정

회계 업무

예산집행, 물품관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물품관리법

교무 업무

수업업무, 학적업무

학칙규정, 기타 관련 규정

연구 업무

연구비관리, 연구 간접경비, 기자재
기부채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연구비관리규정

일반 행정

복무관리, 문서관리, 당직관리, 소방
및 시설관리, 보안업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사무관리규정,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소방법, 보안업무규정

학생 업무

장학업무, 후생복지

학생장학금지급규정, 기타 관련 규정

출처: 이춘수(2004). p.51

외부감사제도는 조직의 외부에 있는 감사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에 의해 감사를 행하게 하는 제도이며 다른 감사보다 사회적 신뢰도나 공정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민지홍, 1999: 23). 국립대학 관련 대표적인 외부감사제도에는 교
육부 감사,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가 있으며, 교육부 감사의 경우 국립대학 대상 3년 주
기를 원칙으로 실시하되 감사 주기를 조정하거나 다른 감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원 감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국정감사는 1년에 한 번 실시되
고 있다.12)
다음 표는 근래 국립대학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지적 현황 일부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대학의 조직·인사·복무, 입시·학사, 예산·회계, 산학(산단)·연구(비), 시설·재산
12) 부대신문(2019.3.24.) 일부 내용 보완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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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적 사항이 발견되었다. 6개 대학 사례에서 268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조직/
인사/복무, 입시/학사, 예산/회계, 산학(산단)/연구(비), 시설/재산 순으로 지적 사항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0> 국립대학 대상 교육부 종합감사 지적 현황(사례)
구분

조직/인사/복무

입시/학사

예산/회계

산학(산단)/연구(비)

시설/재산

계

A 대학

10

7

12

8

3

40

B 대학

12

8

12

9

5

46

C 대학

13

15

6

11

3

48

D 대학

17

15

8

6

6

52

E 대학

10

9

12

6

4

41

F 대학

16

8

7

7

3

41

계

78

62

57

47

24

268

출처: 사례 대학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자료 https://moe.go.kr/boardCnts/list.do?boardID=345&m=041202&s=moe
(검색일: 2019.5.23.)를 표로 재구성

지적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직·인사·
복무의 경우 교원 채용 심사위원 위촉 문제나 대학의 하부조직 과다 설치·운영, 징계 처
분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 부적정 등이 있었으며, 입시·학사의 경우 수업계
획서 미입력, 성적 기준 미달자 장학금 지급, 결강에 대한 보강 미실시 등, 예산·회계의
경우 보직수행경비 지급 부적정, 자기소관 사무 수당 지급 부적정, 기부채납 처리 등 부
적정, 계약학과 교재개발비 지급 부적정 등, 산학(산단)·연구(비)의 경우 연구비 집행잔액
처리 부적정, 연구비 중앙관리 미이행, 개인 명의 특허 출원·등록 부적정,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비 부당 수령, 연구계획 임의변경 등, 마지막으로 시설·재산의 경우 연구실 기자
재 관리 부실, 전문공사 계약체결 부적정, 재해취약시설 안전관리 소홀, 가설건축물 건축
및 사용 부적정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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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1> 국립대학 대상 교육부 종합감사 지적 내용(사례)
구분

내용

조직/인사/복무

∙
∙
∙
∙
∙

전임교원 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대학 하부조직 과다 설치·운영
징계 처분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 부적정
교원 복무규정 미준수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입시/학사

∙
∙
∙
∙
∙

수업계획서 미입력
성적 기준 미달자 장학금 지급
결강에 대한 보강 미실시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신규개설 미보고
학습지원 프로그램 미이수자 관리 부적정

예산/회계

∙
∙
∙
∙
∙

보직수행경비 지급 부적정
자기소관 사무 수당 지급 부적정
기부채납 처리 등 부적정
계약학과 교재개발비 지급 부적정
학생 통학버스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산학(산단)/연구(비)

∙
∙
∙
∙
∙

연구비 집행잔액 처리 부적정
연구비 중앙관리 미이행
개인 명의 특허 출원·등록 부적정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비 부당 수령
연구계획 임의변경

시설/재산

∙
∙
∙
∙
∙

연구실 기자재 관리 부실
전문공사 계약체결 부적정
재해취약시설 안전관리 소홀
가설건축물 건축 및 사용 부적정
시설공사비 중복 계상

출처: 사례 대학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자료 https://moe.go.kr/boardCnts/list.do?boardID=345&m=041202&s=moe
(검색일: 2019.5.23.)를 표로 재구성

(2) 국립대학 감사 관련 법률

국립대학의 감사와 관련된 법에는 「고등교육법」과 「교육부 감사규정」, 「국립대학의 회
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고등교육법」
제5조(지도·감독)에 의하면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교육부장관은 학교
를 지도·감독하기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자료
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교육부 감사규정」에서는 「고등교육법」 제5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종류에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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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그리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서 국립대학의 장은 재무보고서를 제출할 때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
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
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 등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하며 제7조(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 보장)에 따
라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활동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제39조(자체감
사활동의 심사)에서는 감사원이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실태, 자체감사활동, 감사결과 및
그 처리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감사기구의 장의 교체를 권고할 수도 있다.

2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이론적 탐색

이 절에서는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 구조 및 구성요소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이론적 토대로서 거버넌스 개념의 등장배경 및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고, 기업과 공공
기관, 비영리법인(사립대학) 등의 거버넌스 구성요소 및 구조에 대해 분석하였다.

가. 거버넌스 개념
1) 거버넌스 개념의 배경

거버넌스의 개념은 정치와 행정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현상의 분석에도 널리 사용되
고 있다(남궁근, 2012: 211-240; 남궁근 외, 2014: 229에서 재인용). 거버넌스는 사회적
으로 행위자들 간의 파트너십 형성이나 네트워크 등이 강조되는 배경 아래 등장한 개념
이며, 사회의 복잡성, 다양성 증대 상황에서 조정이나 조절 등을 통한 관리기제로서 의미
가 있다(Kooiman, 1993; 송지광, 2005: 25에서 재인용). 거버넌스는 다양한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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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에서 현대 사회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사회적 조정기제이자 규범적
원리로 인식되고 있으며(은재호, 2011: 4), 최근 거버넌스의 개념은 정부의 행위에만 국한
되지 않고 확산되어(송지광, 2005: 16), 2000년대 들어서 건강, 교육, 사회, 환경 등 사회
의 다양한 범주를 포괄하고 있다(안성호·이정주, 2004: 송지광, 2005: 17에서 재인용).
대학 거버넌스의 등장배경은 이러한 변화가 대학 사회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의 본질은 교육과 연구라는 점에서 대학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은 사업체 운영과는
다른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나, 한편으로 오늘날의 대학은 교육과 연구 활동이 대학
밖으로 확장되고 있고, 대학이 지역사회, 기업 등과 긴밀한 협력을 맺지 않으면 안 되므
로 대학의 관리와 의사결정시스템, 즉 거버넌스의 효율화가 국가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황홍규, 2010: 28).

2) 거버넌스 개념의 다양성

거버넌스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이명석, 2007: 20),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
론에 대해 명확한 학문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표는 거버넌스 개념
의 사전적 정의와 학문분야별 정의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표 Ⅱ-22> 거버넌스 개념의 정의
구분

내용

사전적 정의

∙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통치(governing)의 행위, 과정 및 권력 또는 정부
∙ Oxford English Dictionary: 통제나 권위를 적용대상에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통치의 행
위나 방식 또는 규제체계

학문 분야별
정의

∙ 행정학: 정부를 중심으로 보는 시각을 벗어나 사회와 시장을 통치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서의
국정관리
∙ 정치학: 통치 권력적 시각에서 정치적 행위자들 간의 다원적·협력적인 통치방식
∙ 경제학: 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약화된 자율적인 관리체계
∙ 사회학: 사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조정양식이나 협력체제

출처: 송지광(2005), 김지하 외(2018)의 내용을 종합하여 구성함

먼저 거버넌스(governance)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American Heritage Dictionary는
“통치(governing)의 행위, 과정 및 권력 또는 정부”로, Oxford English Dictionary는
“통제나 권위를 적용대상에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통치의 행위나 방식 또는 규제체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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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있다(Streeten, 1996; 송지광, 2005: 13에서 재인용). 이러한 측면에서 거버넌
스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일종
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오승은, 2006: 48; 김지하 외, 2018: 17-18에서 재인용).
한편, 학문분야별로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한 접근 또한 다양한데 행정학적 관점에서는
정부 중심 시각이 아닌 새로운 국정관리 방식으로 보고 있으며, 정치학에서는 정치적 행
위자 간에 형성되는 다원적이고 협력적인 통치 방식으로 보고, 사회학에서는 시민사회의
자율적 조정 양식 또는 협력 체제로 사용되고 있다(오승은, 2006: 50; 김지하 외, 2018:
18에서 재인용).

김지하 외(2018)는 이를 종합하여 거버넌스란 한 조직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나 틀을 의미(조선일보, 2013 3. 15.)하며, 여기서 조직은
국가, 기업, 학교, 비영리단체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였다(김지하 외, 2018: 18). 이명
석(2002), 남궁근(2012)에 의하면 특히 정치·행정현상 분석에서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
관계를 가진 행위자들 사이의 협상과 타협을 통한 정책조정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남궁
근 외, 2014: 230), 그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구 거버넌스 또는 전통
적 거버넌스와 정부와 시장 및 시민사회 사이의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가 주도적인 역할
을 담당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포함할 수 있다(남궁근 외, 2014: 230). 새로운 거버넌스
에서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행위자들이 공동으로 협상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수평적,
자기조직적인 조정과정을 강조하며, 정부기관은 그 네트워크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
하지 못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의존
적 관계를 관리하고자 시도할 수 있다(남궁근 외, 2014: 231).
가) 대학 거버넌스의 개념
대학의 지배구조는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고 국가에 따라 다양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에도 설립 형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사회의 자율화, 개방화 진행에 따라 환경 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체계의 개방적 변화와 자율적·민주적 운영이 더욱 강
조되고 있다(강인수, 2005: 65). 따라서 개방화, 다원화 사회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면서 대학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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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때 대학의 지배구조는 대학의 이념과 대학자치의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성의 보장,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 전문성과 투명성의 보장, 책무성
과 개방성의 실현, 견제성과 균형성 보장 등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강인수, 2005: 73).
대학의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으로 안종석(2004)은 대학 거버넌스를 대학의 지배체제
또는 지배구조라고 하면서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나타내는 포괄
적인 개념으로서 대학운영의 자율성, 재원조달구조, 대학 통제 시스템,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 대학 지도자의 선출방법 및 역할 등을 대학 지배구조 결정의 주요 요소로 보았다
(강현선, 2010: 14). 강인수(2005)는 대학의 지배구조란 대학의 교육목적, 조직, 인사, 재

정, 시설, 교육·연구 및 학내 질서유지 등 대학의 통치와 관리에 대한 관계 당사자의 의
사결정에 관한 권리·의무의 관계를 말하며, 즉 대학의 관리·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의 구
조 또는 의사결정기구 간의 권한 관계라고 하였다(강인수, 2005: 65).
고등교육 거버넌스는 고등교육의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협상
과 타협을 통한 정책조정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유현숙 외, 2005; 남궁근 외, 2014:
231에서 재인용). 대학은 다양한 조직과 내부의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 및 연구

를 수행하기 위해 이러한 구성원들의 특성이 반영된 의사결정과정과 집행과정이 있으며,
이외에 국제기구나 정부를 포함한 외부 조직과의 관계 또한 필수적이다(남궁근 외,
2014: 238). 이 같이 고등교육분야 정책조정과정에는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고 행위자

들 사이에 복잡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므로 거버넌스 개념이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남궁근 외, 2014: 231). 대학의 거버넌스는 대학의 운영체제를 의미하여, 국가와 정
부의 간여, 역할을 축소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달라진 환경과 정부기능의
변화에 따라 대학의 대내외 운영체제가 중요한 정책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박정수,
2009: 151). 즉, 대학운영의 새로운 체제, 제도, 메커니즘 및 운용 양식을 다루는 것이

거버넌스라는 점에서 기존의 정부규제 일변도의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김
석준 외, 2000: 박정수, 2009: 151에서 재인용).
한편 김기석은 대학의 거버넌스를 대학의 조직구조와 그 운영방식으로 보면서, 거버넌
스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이유로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구조와 운영을 모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각각 나타내는 지배구조나 운영체제와 같이 표현하게 되면
의미가 상실된다고 보았다(김기석, 2008: 97-98; 황홍규, 2010: 30에서 재인용). 이시원
(2002)은 국립대학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개별 국립대학이 대학내부의 의사결정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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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양식에 관한 제 활동을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하느냐에 관한 제도화되고 관행화된
관리방식”이라 하였다(이시원, 2002: 371; 황홍규, 2010: 31에서 재인용). 고등교육기관
의 활동에 있어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대학의 거버넌스를
통하여 대학 내에서와 대학에 의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서, 대학의
거버넌스는 “대학 내에서의 그리고 대학을 위한 의사결정시스템”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황홍규, 2010: 31).

나) 기업 거버넌스의 개념
지금까지 살펴본 일반적인 거버넌스의 정의와 대학 거버넌스의 정의 이외에 기업의 거
버넌스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업의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민간 영리
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상대적으로 그 체계가
명확하게 수립되었기 때문이다(김지하 외, 2018: 21). 따라서 선행연구에 따라서는 기업
거버넌스의 체계에 따라 비영리법인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고 있다(Henry et
al., 2018; 김지하 외, 2018: 21에서 재인용). 또한 일반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개념이

공공과 민간에 모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윤태범, 2016: 77).
기업의 지배구조는 경제적·문화적 제 조건하에서 기업의 다원적 이해관계자 간에 존재
하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조정하고 통제
하는 메커니즘으로 이해하거나(허경선·라영재, 2011: 22), 광의로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
계집단간의 이해관계와 지배권을 조정하고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와 운영 메커니즘으로,
협의로 기업경영을 책임지는 경영진의 선임과 의사결정과정을 통제하는 체제로 볼 수 있
으며(박경서·조명헌, 2002: 47; 곽채기, 2010: 692에서 재인용), 기업의 경영과 통제에
관한 시스템으로 기업경영에서 주주와 경영진 및 기타 이해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
고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와 운영 체제(신진영, 2017: 3)로 정의되기도 한다.

다) 공공기관 거버넌스의 개념
기업 지배구조의 개념은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념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개념은 정부 공공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 간 상호작용의 제도적 규칙(윤태범, 2016: 78), 공공기관의 전략적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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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경영활동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지도록 작동하는 내부 및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견제·감시구조(허경선·라영재, 2011: 19)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나. 거버넌스 구조 및 구성요소
앞서 다양한 거버넌스의 정의를 살펴봄에 있어 기업 거버넌스 개념이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등에 광범위한 활용성과 중요성을 갖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기업은 영리 조직으로
서 거버넌스의 체계가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어(Henry et al., 2018; 913-914), 기업 거버
넌스의 체계에 따라 비영리법인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고(Henry et al.,
2018),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거버넌스 실태를 분석(김지하 외, 2018)함에 있어서도 사립

대학 거버넌스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기업의 거버넌
스 구조 및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거버넌스, 사립대학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및
구조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기업 거버넌스의 구조 및 구성요소

다음은 기업 거버넌스의 구조 및 구성요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Ⅱ-23> 기업 거버넌스의 구조 및 구성요소
구분

내용

구조 및 구성요소의 ∙ 지배구조 설계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사결정 방식과 내용,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
의의
구조의 범위

∙ 소비자, 정부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수준의 구조
∙ 조직 내 상위주체들 간의 관계나 관계의 조정체계

구조의 개념

∙ 기업의 경영진, 이사회, 주주, 기타 이해관계집단 간의 관계이자, 기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며 성과를 감시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구조를 지칭

구조 구성의 핵심

∙ 최고경영자의 선임과 최고의사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 방식
∙ 기업을 누가 관리하고 관리자들은 누구에 의해 통제되는지가 핵심적인 사항임
∙ CEO와 주요 의사결정자를 누가 선발하며 이들은 누구에 의해 감시되고 통제되는지가 구조
구성의 기본요소

구조의 구성

∙ 하부구조와 상부구조로 구분
- 하부구조: 소유구조와 자본구조, 사회적 신뢰체계 등
- 상부구조: 내부지배구조와 외부지배구조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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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하부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구조
∙ 상부구조에서 내부지배구조: 주총, 이사회, CEO등 경영진, 감사 등 기업 내부의 업무집
행기관 또는 기관을 통해 감시기능을 하는 내부적 통제기구
∙ 상부구조에서 외부지배구조: 외적통제수단으로서 주주가 직접 경영진을 통제하는 수단 외의
모든 것을 포괄 가능, 일례로 시장 등의 규율, 기관투자가, 공시제도, 정부나 법원 등

구조에 반영해야 할 ∙ 기존 구조는 협의관점에서 주주, 경영진, 이사회 체제로 파악하였으나 현재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할 필요
변화
출처: 윤태범(2016), 허경선·라영재(2011), 조택(2007), 이상철(2004), 이홍규(1999), 곽채기(2010), 곽채기(2002),
신진영(2017)의 내용을 종합하여 구성함

거버넌스의 구조 및 구성요소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를 규율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지배구조가 어떻게 마련되는가에 따라 이들 간의 의사결정 방식과
내용,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다(윤태범, 2016: 77). 지배구조는 논의
수준에 따라서 광범위한 수준의 지배구조로서 소비자와 정부까지 포함할 수 있으며 조직
내로 한정하여 내부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체 간의 관계나 조정체계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윤태범, 2016: 77). 이러한 기업의 지배구조 개념은 기업의 경영진이
나 이사회,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로 정의되기도 하는데, 기업의 목표 설정
이나 목적 달성, 성과 감시 체제를 결정하는 구조로 이해되기도 한다(허경선·라영재,
2011: 22). 기업지배구조 구성의 중심은 최고경영자(CEO)의 선임과 최고의사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이며(허경선·라영재, 2011: 22), 지배구조를 설계하고 지배구조에 참여
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선임 방식 및 이해관계자들의 권한 등에 따라 지배구조의 정당성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윤태범, 2016: 78). 기업의 지배구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기업을 관리하는 사람과 관리자를 통제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최고경영자와 의사결정자가 누구에 의해 선발되며 이들은 누가 감시하고 통제하는가가
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인 것이다(이상철, 2004; 조택, 2007: 256에서 재인용).
기업지배구조는 크게 하부구조와 상부구조로 구분될 수 있는데(이홍규, 1999: 24; 곽
채기, 2010: 693에서 재인용), 하부구조는 다시 소유구조와 자본구조, 사회적 신뢰체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곽채기, 2010: 693) 상부구조는 내부지배구조와 외부지배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허경선·라영재, 2011: 23). 먼저 하부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지
배구조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소유구조이며(조택, 2007: 254),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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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 실제 경영권을 분리할 것인지 여부는 기업지배구조의 전체 틀을 결정하게 된다(허
경선·라영재, 2011: 23). 기업의 소유권이 경영권과 분리된 경우에 최고경영자를 임명하
고 해임하는 권한과 방식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허경선·라영재, 2011: 23).
한편 상부구조에서 내부지배구조는 기업 내 실제 업무 담당 기관이나 감독기관을 통해
감시기능이 작동되는 내부적 통제기구를 의미하며, 외부지배구조는 기업 외부의 시장 기
구를 통해 감시기능이 작동되는 외부적 통제장치이다(조택, 2007: 256). 내부지배구조는
내부조직을 통해 기관의 경영을 통제, 감시 및 견제할 수 있는 것으로서 크게 이사회·감
사기구 등이 포함되며(허경선·라영재, 2011: 24), 내부지배구조의 핵심은 이사회를 통한
경영자 감시기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느냐는 것이며(곽채기, 2002: 31), 외
부지배구조는 주주가 직접 경영진을 통제하는 수단 외의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다(신진
영, 2017: 4). 기업의 외부지배구조는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가장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기관투자가 역시 주요한 외부지배구조로서 최근 중요도가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감시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허경선·라영재, 2011: 24-25).
내부지배구조와 외부지배구조의 핵심은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줄여 기관에 대한 정보
가 충분히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기업의 중요한 정보가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게 발
표되는 공시제도의 중요성도 점차 부각되고 있다(허경선·라영재, 2011: 25). 공시제도는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이해관계자 등에게 기업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영
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와 주주의 합리적인 의결권 행사를 촉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
치이며(곽채기, 2002: 32), 시장 기구에 의한 기업 감시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어
서도 핵심적인 요소이다(허경선·라영재, 2011: 25). 이외에도 정부나 법원 등을 넓은 범
위에서 외부지배구조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들의 경우 법·제도적 규범을 마련하거나
이해관계자 간 판결 등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홍규, 1999: 25; 곽채기, 2010: 694에서 재인용).

2) 공공기관 거버넌스의 구조 및 구성요소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또한 기관의 소유권, 내부지배구조(이사회 및 기관장의 선임, 권한,
평가), 외부지배구조(경영평가, 경영 보고 및 공시)가 핵심적인 요소이다(허경선·라영재,
2011: 19). 다만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차이가 있는데, 공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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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과 존재가치는 수익 창출에 있지 않으며 소유권자인 정부, 구성원, 국민 등 상대
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복잡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윤태범,
2016: 79). 한편 공공기관의 경우 기존 정부의 운영방식이나 구조와는 다르게 기관 운영

의 자율성이나 탄력성 등이 확보되어 있으며, 절차적 합리성과 민주성, 공공성, 책임성
등이 강조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시
제도와 내외부의 견제와 감독을 수행하는 다양한 지배구조의 마련이 더욱 강조되었다(허
경선·라영재, 2011: 29).
이외에도 공공기관은 다양한 측면에서 민간기업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에서 가장 큰 특징은 기관의 소유구조에 따른 차이로서, 공공기관은 공적 소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 재산권과 소유주체가 명
료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허경선·라영재, 2011: 26). 즉, 공공기
관은 소유와 경영, 통제가 위임자인 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관리가 미분화되어 있다(조택,
2007: 257). 게다가 독점적 시장에서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시장 기구나

기능을 통한 외부지배구조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
서 경영평가나 외부감사와 같은 별도의 외부지배구조를 구축해야 하며 경영진의 성과에
대한 유인가 제공 등 내부적 지배구조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허경선·라영재,
2011: 29).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상철, 2007; 조
택, 2007: 257에서 재인용). 내부지배구조는 공공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구조로서 주주총
회, 이사회, 기관장과 경영진, 노조 및 직원, 감사제도 등을 포함하며, 외부지배구조는
공공기관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로서 구성요소는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자,
공공기관의 지주회사, 소비자보호기구,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경영공시, 외부감사 등이
포함된다(조택, 2007: 257). 공공기관의 내부지배구조에서는 최고경영자 등 경영진의 독
단과 전횡 등을 견제할 수 있는 자율성 및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경영진
을 견제·감독하는 이사회와 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조택, 2007: 258). 한편, 공공기관의
외부지배구조에는 시장에 의한 감시나 견제 기능 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때 경영공시나 경영평가 등을 통
해 적절한 통제가 가능하다(조택, 2007: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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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4> 공공기관 거버넌스의 구조 및 구성요소
구분

내용

구조의 핵심
요소

∙ 기관의 소유권, 내부지배구조(이사회 및 기관장의 선임, 권한, 평가), 외부지배구조(경영평가, 경
영보고 및 공시)

∙ 설립목적과 존재가치가 수익 창출에 있지 않음
∙ 소유권자인 정부(주무부처), 구성원, 국민 등 상대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형성된다는 복잡성
∙ 절차적 합리성과 민주성, 공공성, 정부와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강조됨(정보 투명 공시제도와
민간기업
내외부 견제 및 감독 수행하는 구조 마련 강조됨)
지배구조와의
∙ 소유와 경영, 통제가 위임자인 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관리 미분화
차이
∙ 공익 추구하고 독점적 시장에서 활동하므로 시장기능이나 기구를 통한 외부지배구조나 통제의
작동이 약하여 경영실적평가나 외부감사 같은 별도의 외부지배구조 시행이 필요하며, 경영진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 등 내부지배구조 운영이 요구됨

구성요소

∙ 내부지배구조: 내부의 의사결정구조로서 주주총회, 이사회, 기관장과 경영진, 노조 및 직원, 감
사제도 등을 포함
∙ 외부지배구조: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로서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자, 공공기관의 지주회사, 소
비자보호기구, 경영평가, 경영공시, 외부감사 등이 포함

출처: 허경선·라영재(2011), 윤태범(2016), 조택(2007), 이상철(2007)의 내용을 종합하여 구성함

3) 비영리법인과 사립대학의 거버넌스 구조 및 구성요소

사립대학은 비영리법인의 하나로 비영리법인 거버넌스는 기업 거버넌스의 체계인 내
부운영구조와 외부통제 구조에 따라 설명될 수 있다(김지하 외, 2018: 23). 다음 표는
비영리법인 거버넌스의 구조 및 구성요소 등을 기업 거버넌스와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Ⅱ-25> 기업 거버넌스와 비영리법인 거버넌스의 비교
구 분

기업 거버넌스

비영리법인 거버넌스

정의

기업의 최고경영자,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기관들이 기업의 이익을 달성하도록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

법인이 설립된 목적에 합당한 활동을
하는가를 감독하고 이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또한 여러 이해당사자의
관점을 조정하는 구조

소유주 존재 여부

소유주 있음

설립자 있음(소유주는 없음)

거버넌스의 목표

기업(주주)의 이익을 추구

공익목적의 달성을 확보

내부운영
구조

최고경영자, 이사회, 감사 등
소유와 경영(지배)의 분리

의사결정기관: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재단법인의 정관
업무집행기관: 이사, 이사회
설립자와 운영(지배)의 분리

외부통제
구조

시장기능을 통한 규율 작동

감독기관: 감사

체계

출처: 안성포(2004), 오영호 외(2011)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표로 작성한 김지하 외(2018),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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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거버넌스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김지하 외, 2018)에서는 기업 거버넌스와
비영리조직 거버넌스의 개념을 참고하여 사립대학 거버넌스의 구조 및 구성요소를 설립
-운영 관계 구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임원 특성), 내부의사결정 구조(총장, 이하 주요

의사결정기구, 자문·심의 기구 등), 재정 구조(재정건전성, 법인 책무성), 외부통제 구조
(정부 감사 및 대학정보공시제도)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기업 거버넌스 체계인 내부운영

구조와 외부통제 구조에 재정 구조를 추가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우리나라 사립대학에
있어 정부의 재정 지원과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 측면에서 사립대학의 재정구조
가 학교법인의 특성이나 대학 내 의사결정구조 등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하위
구성요소로서 포함한 것이다(김지하 외, 2018: 25). 그리고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자주성과 공공성을 사립대학 거버넌스의 가치로 설정하고, 자주성에는 자치성, 자율성,
민주성을 하위 가치로, 공공성에는 투명성, 책무성, 객관성을 하위 가치로 구성하였다.
비영리법인 거버넌스에서는 내부운영구조 내 설립-운영 관계 구조와 내부의사결정 구
조를 하위 요소로 포함하였으나, 사립대학 거버넌스에서는 설립-운영 관계 구조에서 실
질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법인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보다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
여 내부의사결정 구조(총장,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및 기타 자문기구의 역할과 기능
등)와 별도로 구분하였음을 밝히고 있다(김지하 외, 2018: 30). 그리고 사립대학은 학교
법인의 이사장과 이사회에 권한이 집중되어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러한 권력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대학 내부에서는 이사장과 이사회를 견제하고 공식
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마련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총장, 대학평의원
회, 교수회가 있다고 보았다(김지하 외, 2018: 33-37).

3

해외 국립대학 거버넌스 사례

이 절에서는 최근 민주적이며 투명한 거버넌스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핀란드 고등교육과
유서 깊은 국립대학의 역사를 갖고 있는 프랑스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국립대학 거버넌스
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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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핀란드 사례13)
핀란드는 형평성 및 공공성의 가치와 개인별 맞춤형 전략으로 교육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국가로서 국내 교육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참여와 분권의 기본 원칙
에 충실한 핀란드의 거버넌스 또한 관심을 끌고 있다. The Legatum Prosperity Index
2018에 의하면 핀란드는 거버넌스와 교육 분야에서 각각 1위를 나타내고 있어 해당 분

야의 탁월함을 확인할 수 있다.14) 우수한 공교육 시스템(한국경제, 2017.9.26.)을 자랑하
는 핀란드 고등교육체계 및 대표적 국립대학인 탐페레 대학과 헬싱키 대학의 거버넌스
관련 학내 의사결정구조를 살펴보고, 평가 체제를 통해 정부와 대학 간 관계를 살펴봄으
로써 외부 거버넌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1) 핀란드 고등교육 체계 및 국립대학 현황15)

핀란드의 기본적인 학제는 취학 전 과정(pre-primary school) 1년, 초등교육과 기초
중등교육을 통합한 기본 교육(basic education)을 이수하는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 9년, 상급 중등교육을 이수하는 일반계 고등학교(general upper secondary
school) 또는 직업학교(vocational school) 3년, 그리고 고등교육과정인 대학으로 구성

되어 있다. 다음 그림은 핀란드 상급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학제를 나타낸 것이다.

13) 핀란드 사례는 탐페레 대학 임미나 연구원에게 작성 의뢰한 원고 중 일부를 바탕으로 선행연구 등을
추가하여 재구성, 수정·보완한 것임. 헬싱키대학 사례의 경우 김태호(2016)의 연구를 일부 정리하여 제

시하였음
14) https://www.prosperity.com/globe/finland(검색일: 2019.6.17.)
15) 이 부분의 내용은 핀란드 국가교육청 공식 홈페이지(https://www.oph.fi/en/education-system)를 참
조하여 정리하였음(검색일: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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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핀란드 국가교육청(https://www.oph.fi/en/education-system)(검색일: 2019.8.20.)

[그림 Ⅱ-6] 핀란드 상급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학제

1990년대 중반부터 핀란드의 고등교육은 일반 종합대학(university)과 응용과학대학
(universities of applied sciences)으로 이원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일반 종합대학은 과

학적인 연구와 교육 두 분야에 집중하며 응용과학대학은 직업 관련 전문 지식을 기르기
위한 실용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각 기관은 가능한 학위 수여 종류에도 차이가 있는데
응용과학대학은 학사, 석사 학위까지 가능한 반면 종합대학에서는 박사학위까지 수여할
수 있다. 종합대학은 일반적으로 대학입학 자격시험(matriculation exam)을 거쳐 입학
하게 되며 학사 과정의 입학이 허가되면 학생은 별도의 입학절차 없이 석사 과정까지
지속할 수 있다. 학사 학위 3년과 석사 학위 2년의 두 개의 사이클로 이루어진 대학교육
을 받는 대부분의 핀란드 학생은 석사 학위를 목표로 한다.
한편, 핀란드 고등교육기관의 특이점은 모두 국립대학이라는 점이다. 1970년대 사립
대학이었던 두 대학, 투르쿠 대학(University of Turku)과 스웨덴어로 교육하는 아보 아
카데미(Åbo Akademi)가 국립화 되어 핀란드의 모든 대학은 국립대학의 지위를 갖고 있
다(Krüger et al., 2018). 2019년 현재 핀란드에는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헬싱키대학교
(University of Helsinki)를 비롯해 13개의 종합대학과 23개의 응용과학대학이 운영 중

이다. 그 중 알토 대학(Aalto University)과 탐페레 대학(Tampere University)은 공립
(public)의 지위가 아닌 재단(foundation) 기반 대학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내무부 산하의

경찰대학, 국방부 산하의 국방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은 교육문화부(Minist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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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and Culture) 산하에 있다. 2018년 기준 핀란드 종합대학과 응용과학대학을

합친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수는 약 29만 명, 교직원 수는 약 6만 명이다.16)

2) 핀란드 국립대학과 국가와의 관계
2009년 도입된 종합대학 법령(Universities Act, 558/2009)은 핀란드 국립대학과 국가

간의 관계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토대이다. 핀란드는 1990년
도부터 점차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도입 및
실행해왔고, 종합대학 법령의 실행을 통해 정점을 이루었다(Jauhiainen et al., 2015). 법
령의 목표는 대학의 재정적, 행정적 자치를 보장하여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학 스스로 탄력
적으로 대응하고, 연구 예산을 국제적으로 경쟁·유치하는 등 재정 지원의 토대를 다양화
하는 것이었다. 종합대학 법령은 핀란드 교육문화부 산하 13개의 국립대학에 모두 적용
된다(Krüger et al., 2018).
종합대학 법령 개혁 이후 대학의 자치 강화는 총장의 인사권, 교직원의 신분 전환, 법
인화를 통해 알 수 있는데, 핀란드는 1990년대 중반까지 대통령 승인 아래 이루어지던
공식적인 교수 임명이 법령 도입 이후 대학 총장에게 그 권한이 부여되었고, 교직원들
역시 기존 국가에 소속된 공무원 신분에서 대학에 의해 고용된 직원으로 지위가 바뀜으
로써 정부와 분리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대학기관이 독
립적인 법인격(legal entity)을 가지게 하여 예산확보를 위하여 경제활동에 직접 관여하
면서 대학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17)
종합대학 법령에서 학내 의사결정기구에 관해 공식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대학위원회
(The Board), 총장(Rector), 대학협의회와 같은 협의체(Collegiate body) 구성 및 기능이

다. 모든 대학은 필수적으로 대학위원회와 협의체를 법령에 따라 구성해야 하는데, 아보
대학과 헬싱키 대학의 경우 예외적으로 챈슬러(Chancellor) 제도18)를 추가적으로 운영
하여 이와 관련한 규정을 싣고 있다. 대학은 법제화된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할 의무를 지
16) Vipunen 웹사이트 https://vipunen.fi/en-gb/university/Pages/Opiskelijat-ja-tutkinnot.aspx(검색일:
2019.9.4.)
17) 이 문단은 Krüger et al(2018)의 Structural Reforms in the Finnish Higher Education System을 요

약 발췌함
18) 총장과 구분되는 챈슬러는 대학의 이익이나 운영을 감독하고, 대학의 사회교류와 학문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함(종합대학 법령 제6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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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를 토대로 대학은 교육 및 연구에 관련된 대학 내부 운영에 관한 결정에는 온전한
자율성을 갖는다. 이는 종합대학 법령 제3절에서 ‘자율성은 대학이 대학 내부 행정에 관
련된 그들만의 결정을 내릴 권리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핀란드 대학들은 교육문화부로부터 약 64%의 기본 예산(core funding)을 지원받으며
예산의 규모는 각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결정된다(Krüger et al., 2018).
교육문화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지원 모델을 게시하여 예산의 규모를 결정하는 구체
적인 기준안을 공개하고 있다. 2017년부터 적용된 기본 예산 모델을 살펴보면 먼저 교
육, 연구, 기타 교육 정책 관련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지며 이는 다시 영향, 질, 국제화
에 따라 구분된다.
<표 Ⅱ-26> 종합대학 기본 예산 모델(2017년 이후)
영향

교육(39%)

질

국제화

석사학위(13%)

외국인에게 수여되는 석사학위(1%)

학사학위(6%)

교환 프로그램(2%)

비학위 프로그램 등의
수여학점(2%)

55학점 이상
수료학생 수(10%)

외국인 교육·연구직원(2%)

학생 피드백(3%)

고용된 졸업생 수(2%)
박사학위(9%)
연구(33%)

연구업적 출판(13%)
연구 투자 유치(9%)
전략 개발(12%)

정책 관련(28%)

분야 한정 예산: 예술, 자연과학 등(9%)
국가적 의무: 교사 양성, 국립도서관 등(7%)

출처: 교육문화부 웹사이트 https://minedu.fi/en/steering-financing-and-agreements(검색일: 2019.8.20.)

한편 종합대학 법령 개혁이 목표로 하는 대학 재정 토대의 다양화에 따라 각 대학은
기본 예산 외에 핀란드학술원(Academy of Finland), 핀란드 국가기술청(National
Technology Agency, Tekes), 사립재단, 기업체,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등에

서 외부 예산도 유치하고 있다. 기본 예산과 외부 예산 외에도 대학들은 상업 활동에 관
여할 수 있고, 부동산 소유 및 자체 수익 창출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헬싱키 대학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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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의 기본 예산과 36%의 외부 예산을 제외한 3%의 예산은 헬싱키 대학이 소유한 토지

나 건물로부터 얻는 투자 수익이다(김태호, 2016: 262). 이처럼 핀란드 국립대학은 교육
문화부로부터 지원 받는 예산 비중이 크지만 그 외 다양한 재원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재정 측면에서 정부에 전적으로 종속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핀란드의
국립대학은 정부와 주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는데, 각 대학의 총장은 교육부와 년 2회 미
팅을 하며 이외에 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이슈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핀란드대학총장
위원회(The University Rectors’ Council, Universities Finland, UNIFI) 역시 대학과 정
부의 연결고리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단체로서 대학과 관련된 입법이 제정될 때 이
를 통해 대학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한다(Krüger et al., 2018).
3) 핀란드 대학 내부거버넌스: 탐페레 대학교 사례(Tampere University, TAU)19)

가) 내부의사결정구조
탐페레 대학교는 약 30,000명의 학생과 4,400명의 교직원 규모를 갖고 있는 대학으
로20), 3개의 캠퍼스와 7개의 단과대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캠퍼스를 총괄하는 단일 의사
결정 구조로 대학위원회, 총장, 교무위원회(Academic Board)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위
원회는 학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대학의 운영, 전략을 결정하고, 총장은 대학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행정적 실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교무위원회는 교육·연
구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대학운영을 총괄적으로 감독하는 총장은 부총장과 교무처장의 지원을 받아 대학 운영
에 관한 결정을 실행한다. 탐페레 대학에는 교육부총장과 연구부총장 2명이 있으며 각각
교육위원회와 학술회를 이끌고 있다. 교육과 연구를 감독하는 학술 총장의 역할을 하는
교무처장(Provost)은 교무위원회를 맡고 있다. 그리고 교무처장의 감독을 받는 각 단과대
를 운영하는 학장 또한 총장의 의사결정에 관한 논의에 참여한다. 총장은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하는 교수의회(Professors’Council)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학장이 관리하는 단과대학협의회(Faculty Council)는 각 단과대마다 설치되어 총 7개
가 운영 중이며 교수, 교직원 및 학생위원으로 구성되어 단과대의 운영을 맡고 있다. 그
19) 탐페레 대학 각 기구들의 구성과 역할은 종합대학 법령과 탐페레 대학규정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검색
일: 2019.7.20.)
20) 탐페레 대학교 웹사이트 https://www.tuni.fi/en/news/facts-and-figures(검색일: 20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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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3개의 위원회인 학술위원회(Science Council), 교육위원회(Education Council), 사
회교류위원회(Societal Interaction Council)는 교무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는
공식적인 기구로 작동한다.

출처: 탐페레 대학교 인트라넷 https://intra.tuni.fi/en/handbook/2682/2694?page=2482(검색일: 2019.8.8.)

[그림 Ⅱ-7] 탐페레대학교의 의사결정구조

나) 총장(President)의 선출 및 역할
종합대학 법령은 총장 선출 기구, 임기, 후보 자격 요건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그 외
후보 선발 등의 세부사항은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총장의 선출은 대학위
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임기는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 총장 후보의 자격 요건 중 하나는
박사학위를 소지하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헬싱키 예술 대학(University of the Arts
Helsinki)의 총장의 경우 박사학위 요건이 제외된다. 탐페레 대학교의 경우 2019년 새롭

게 출범한 이후 첫 총장 임명을 위한 선출 과정은 합병 이전에 진행되었으며 대학위원회
(The Transitional Board)의 감독 하에 임명심사위원회(Appointment and Interview
Committee)가 2017년 시작되었다. 임명심사위원회는 3명의 대학위원회 위원, 교직원대

표인 교수 1명 그리고 학생 대표 1명으로 구성되었다. 탐페레 대학의 총장 후보 요건은
중대하고 국제적으로 연결된 공동체를 이끈 경험과 학문적 우수성을 가져야 하며 여러
전문 분야에 걸친 학제적이고 국제적인 경험,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 교수·학습에 대한
비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신문 광고, 대학 공동체의 추천, 그리고 헤드헌팅과 같
은 스카우트 등을 활용했다.
광범위한 후보 물색과 심사 과정 끝에 탐페레 대학은 대학 외부 인물인 Mari Walls를
총장으로 선출하였는데, 철학박사인 Mari Walls는 핀란드에서 2번째로 큰 규모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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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 자연자원연구소(Natural Resources Institute Finland)의 연구소장이자 CEO로서의
전문성과 지도력을 보여주었으나 탐페레 대학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대학기관 운영과 관
련한 경험이 전무한 후보였다.21) 이러한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 후보의 대학 내 입지와
상관없이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인물을 총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대학의
개방성을 볼 수 있다. 대학위원회와 임명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외부 위원 비중이 큰
것도 대학 내 파벌과 무관한 총장 선출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탐페레 대학 규정에 따른 총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22)
◦ 대학 및 대학 커뮤니티 운영 감독
◦ 대학의 전략을 실행하고 발전시킬 책임
◦ 경제적,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 달성 책임
◦ 대학의 서적과 회계가 적용 가능한 모든 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며 재정 관리가
신뢰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함
◦ 대학위원회가 제시한 사안들에 대한 준비와 의견 제시
◦ 대학위원회의 결정을 실행할 책임
◦ 대학 교직원의 채용 및 해고 결정
◦ 대학의 운영 및 재정, 예산, 대학법인의 계획 등과 관련된 대학위원회 안건 준비
◦ 학장 임명 등, 최고위 대학 행정업무에 대한 역할 분담을 대학위원회에 발의
◦ 교수진이 발의한 학생 선발 결정
◦ 교수와 강사의 직위 부여
◦ 재단법이나 대학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 행정 문제 해결
전반적으로 총장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학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실행하는 역할
을 하는데, 총장 단독 실행이 아닌 총장을 보좌하는 2명의 연구부총장과 교육부총장, 교
무처장, 그리고 단과대학장과의 상의 이후 실행이 이루어지며, 총장과 교무처장은 대학
위원회 임명위원회에 참석 혹은 발언이 제한되어 있다.
21) https://www.tamk.fi/web/tamken/-/tampere3-mari-walls-takes-up-her-position-as-president-oftampere-university(검색일: 2019.9.2.)
22) 탐페레 대학 규정 제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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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수의회(Professors’ Council) 및 대학위원회(The Board)23)의 구성 및 역할
교수의회는 교수와 조교수로 구성되며 1명의 의장과 2명의 부의장을 임명할 수 있고
의장의 주관 또는 10% 이상 교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이 이루어지는데 회의는 최소
1년에 1번 개최된다. 교수의회는 총장이나 교무처장, 부총장을 지원하는 자문 기구이다.

대학위원회는 탐페레 대학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대학 운영, 재정 등에 대한 주요
목표를 정하며 실질적인 의결기능을 수행한다. 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전문성이 요구되
며, 현재 탐페레 대학에서는 7인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위원의 임기는 총 3년으로
1회 또는 2회 연임이 가능하여 최장 9년까지 재임할 수 있다. 회의는 1년에 4회 개최된

다. 종합대학 법령에 따르면 공립대학위원회의 위원24)으로는 대학 내부인사인 교수, 연
구직, 학생을 포함해야 하며 의장은 외부인사 중 1명, 부의장은 내부인사 중 1명을 선출
한다. 반면 재단 대학인 탐페레 대학의 경우 규정25)에 따라 내부 인사를 포함하지 않고
외부인사들로 구성하고 있다. 탐페레 대학 연구부총장은 현재의 대학위원회가 대학 운영
에 관한 전문성과 학문적으로 뛰어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기존에 비해 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인사를 포함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다고 하였다.26)
대학위원회의 위원 선출은 교무위원회에서 설립한 대학위원회 임명위원회에서 맡고
있다. 대학위원회 임명위원회는 총 6명으로 구성되며 대학 재단 설립을 대표할 수 있는
3명과 3명의 내부 구성원인 교수, 교육·연구직 또는 그 외 교직원 그리고 학생으로 이루

어지며 의장은 교무위원회에서 선출한다. 후보 추천의 경우 탐페레 대학은 전체 학생과
교직원들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메일로 발송된 온라인 양식을 통해 후보
를 추천하면 대학위원회 임명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27) 대학위원회 임명위원회는 대
학위원의 후보를 심사한 후 교무위원회에 제안하고, 교무위원회는 제안의 전체를 받아들
이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교무위원회의 결정 과정에 총장은 참여할 수 없으며, 교
무위원회를 이끄는 교무처장 역시 위원 임명 과정엔 참여하나 결정을 내릴 때는 참여할
수 없다.
23)
24)
25)
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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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학 법령 제3장 제15절
종합대학 법령 제3장 제24절
탐페레 대학교 연구부총장 Juha Teperi 인터뷰(2019.8.28.)
탐페레 대학 규정 제1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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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페레 대학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28)
◦ 대학의 전략, 규정, 조직 구조 및 지배구조 결정(대학위원회 임명 관련 제외)
◦ 대학의 운영과 재무 계획 결정 및 재무제표 승인
◦ 총장의 선출 및 총장의 책임 규정
◦ 총장의 제안 하에 교무위원회와 협의 후 교무처장 선출
◦ 교무처장과 총장의 제안 하에 학장 선출
◦ 총장의 제안 하에 부총장과 총장에게 직속으로 보고하는 직원 임명
◦ 이외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할당된 업무의 처리
라) 교무위원회(Academic Board)의 구성 및 역할
탐페레 대학의 교무처장이 의장으로 이끄는 교무위원회는 대학위원회와는 달리 대학
위원의 전원이 내부 인사인 교수 및 조교수, 교육·연구직 또는 그 외 교직원, 학생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특정 그룹이 과반을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29) 탐페레 대학교의 교
무위원회는 8명의 교수위원, 6명의 교직원위원, 5명의 학생위원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수 및 교직원은 선거 규정에 따라 선출되며 학생 대표는 학생회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임명한다. 선거 당시 탐페레 대학교와 탐페레 기술대학교가 합병 이전이었으므로
각 대학에서 동등한 비율로 선출하도록 했으며 두 번째 그룹인 교육·연구직 또는 그 외
교직원에서는 각 2명의 교육·연구직, 1명의 그 외 교직원을 선출하도록 하여 모든 집단
이 골고루 대표성을 갖도록 하였다.

탐페레 대학 교무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30)
◦ 커리큘럼 및 학위 조건 결정
◦ 학생 선발 기준 마련
◦ 교육･연구에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 제정
28) 탐페레 대학 규정 제4절
29) 종합대학 법령 제3장 제22절
30) 탐페레 대학 규정 제1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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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평가, 검토 설정
◦ 대학위원회 또는 다른 기구들의 외부 위원, 의장 및 직무대리 임명
◦ 대학위원회의 운영위원의 임기 결정

교무위원회에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학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고, 임기를 결정하는
것은 견제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교무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
비하는 공식적인 기구로는 학술회, 교육위원회, 사회교류위원회 총 3개가 운영 중이다.

마) 학술회(Science Council), 교육위원회(Education Council), 사회교류위원회(Societal
Interaction Council)의 역할

연구부총장이 의장으로 이끄는 학술회의 역할은 대학의 연구 전략 개발을 지원하고 실
행을 감독하며, 연구 활동, 영향, 품질 보증, 환경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고, 연구자의
능력 및 커리어 개발 증진, 박사 과정 트레이닝 지원 등이다. 교육위원회는 각 단과대를
대표하는 교직원 위원, 학생 위원, 응용과학대학의 교육부총장과 전문가 위원들로 구성
된 대학의 학위교육과 교육개발에 관한 사안을 준비하는 기구이다. 학술회와 마찬가지로
의장은 탐페레 대학의 교육부총장이 맡고 있으며 주요 역할은 총장 및 교무위원회에 상
정할 교육과 관련한 사안을 준비하고, 교육 전략의 실행을 감독한다.
사회교류위원회는 탐페레 대학교가 사회와의 폭넓은 교류를 지속하고, 학술적이고 예
술적인 활동의 사회적 영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색 있는 기구로 볼 수 있다.
바) 학장(Dean)의 역할
학장은 관리그룹의 도움을 받아 각 단과대의 운영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학장
은 교무처장과 총장의 제안을 통해 대학위원회에 의해 임명되며 총장은 학장의 임기 및
자격 요건에 관한 지침을 정한다. 부학장은 학장과 교무처장의 제안을 통해 총장이 임명
한다. 학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단과대의 경영 및 재정 관리에 대한 책임
◦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부총장 임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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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자격 부여 제안
◦ 단과대의 운영 및 예산 계획 발의
◦ 단과대의 입학생 허가
◦ 총장에 의해 할당되는 기타 임무 수행
사) 단과대학협의회(Faculty Council)의 역할31)
단과대학협의회는 대학의 7개 단과대를 대표하여 구성되는데, 총 15명을 넘길 수 없으
며 5명의 교수위원, 5명의 교육·연구직 또는 그 외 교직원위원, 5명의 학생 대표위원으
로 구성된다. 교수와 직원위원, 대리위원들은 개별 단과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대학
선거 규정에 따라 선출하며 학생 대표의 경우 학생회가 규정에 따라 각 단과대의 학생
수에 비례하여 지명한다. 교직원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학생 대표의 임기는 졸업을 고려
하여 2년이다. 학장은 단과대학협의회의 의장으로 활동하게 되며 학장에 의해 지명되는
부학장은 부의장의 역할을 한다.
대학규정에 따른 탐페레 대학 단과대학협의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단과대의 운영, 재정 계획의 실행 감독, 평가
◦ 교무위원회에 학위 프로그램의 설치와 중단에 관한 발의
◦ 교무위원회에 의해 확정된 학위 프로그램의 커리큘럼 승인
◦ 단과대의 연구, 교육, 사회적 상호작용과 이 활동의 영향 감독
◦ 교무위원회에 입학기준안 발의
◦ 총장에게 학생 선발에 관해 발의
◦ 학위 프로그램의 기준 변경 확인
◦ 논문에 관한 평가 기준 결정
◦ 학생 입학, 학습권, 논문에 관한 진정 심사
◦ 단과대학협의회에 배정된 채용 과정 진행
◦ 학장이나 단과대학협의회에 요구되는 기타 역할 수행
31) Faculty Council은 흔히 교수의회로 번역되나 탐페레 대학 구조에서의 교수의회는 Professors’ Council
로 쓰이며 여기서 Faculty는 교직원이 아닌 단과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단과대학협의회로 번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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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협의회는 특정 주제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학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총장은
학위 프로그램의 설립과 중단 관련 단과대학협의회와 상의 후에 결정할 수 있다.

아) 학생회의 구성 및 역할32)
학생회는 대학 내 자치 기구로서, 학생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종합대학 법령이 규정
하고 있는데, 대학에 등록된 모든 학사와 석사 학생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의사결정
권한은 집행위원회와 학생의회가 갖고 있다. 학생회의 운영 목표는 학생들의 사회적, 지적
포부와 사회 내에서 학생의 지위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학생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단과대학협의회의 학생 대표 지명
◦ 교무위원회의 학생 대표 지명
◦ 학생재정보조위원회의 학생 대표 지명
◦ 학생 복지 관련 업무 기여

탐페레 대학교의 학생회인 TREY는 합병 이후 2019년에 만들어졌으며 현재 구성원은
약 18,000명이다. 대의원회는 학생회 내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2년에 1번씩 49명의 위
원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대의원회는 집행위원회의 임명, 학생회 전략, 예산, 계획수
립을 결정한다. 매달 개최되는 회의는 학생회 유튜브(Youtube) 계정을 통해 생중계된
다.33) 대의원회에서 임명한 집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1명의 위원장과 최대 11
명의 위원으로 운영된다. 집행위원회는 학생회의 일상적인 문제와 활동을 관리하고, 실
행 계획의 집행을 책임진다. 또한 행정업무를 감독하며 위원회의 결정이나 학생회의 규
정에 따라 집행권한을 사용한다. 매주 열리는 회의는 학생회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34)

32) 종합대학 법령 제46절
33) https://trey.fi/en/student-union/organisation/council-of-representatives(검색일: 2019.9.8.)
34) https://trey.fi/en/student-union/organisation/executive-board(검색일: 20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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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헬싱키대학교 사례35)

헬싱키대학교(University of Helsinki)는 핀란드를 대표하는 명문 국립 종합대학으로,
4개의 캠퍼스, 총 11개의 단과대학과 19개의 학과, 18개의 연구소로 이루어져 있다(김태

호, 2016: 254). 단과대학과 학과의 운영은 각각 학장과 학과장이 맡고 있는데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임기는 4년이며, 학장의 주요 역할은 단과대학의 효율적 운영, 단과대학
인사, 단과대학의 재정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다(김태호, 2016: 254).
가) 헬싱키대학 챈슬러의 역할과 권한
헬싱키 대학에서 최고 수준의 행정 조직 구성은 1인의 총장(Rector)과 3명의 부총장
(Vice�rector), 그리고 사무국장(Director of Administration)으로, 총장(Rector)과 별도

로 챈슬러(chancellor)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챈슬러는 대학협의회에 의해 선
출되며 임기는 최대 5년이다. 챈슬러는 교수 충원이나 강사 임명, 학위수여 허가 및 연구
윤리조사 지시, 정부주관 회의에 참석하여 대학을 대표한 의견 제시 권한 등을 갖는다.
헬싱키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챈슬러 제도는 권한과 책임의 분산을 통한 민주적 거버넌
스 운영을 지향하는 핀란드 대학의 다양한 시도를 보여준다(김태호, 2016: 254-255).
나) 대학위원회의 주요 역할과 권한
헬싱키대학에는 학내 최고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대학위원회(The Board)라는 별도의
기구가 운영 중인데, 총장의 업무 능력이나 연구 규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헬싱키대학의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 국제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대학의 국
제화나 국제 협력 관련 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장의 지휘나 감독을 받는 기관
이 아니라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갖는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한다. 헬싱키대학에 설치된
여러 위원회 중 대학위원회(The Board)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김태호, 2016: 256).
◦ 헬싱키대학 내 최고의사결정기구
◦ 대학의 실질적 운영 담당
◦ 대학 운영의 원칙과 전략에 대한 주요 목표 결정
35) 헬싱키대학교 사례는 김태호(2016)의 연구 일부를 요약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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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결정, 재정 회계보고서 작성
◦ 대학 자산의 유지 및 관리 감독 권한
◦ 대학의 학칙(University Statues)과 규정 승인 및 공표
◦ 교육부와의 수행 합의사항(A Performance Agreement) 승인
◦ 대학의 교육 책무에 관한 의견 교육부에 제출 및 전달 역할
◦ 총장(Rector) 지명, 총장의 주요 업무 사항 결정, 총장 해임 권한
◦ 대학의 운영 구조(Operational Structure) 결정
◦ 입학 정원 결정

헬싱키대학의 총장(Rector)은 대학위원회(The Board)가 결정한 사항을 공표하고 수행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대학위원회는 교수, 연구원, 직원, 학생 등 내부 위원과 외부인
사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위원회 위원 명단은 학내, 외에 투명하게 공
개되어 있다(김태호, 2016: 257).

다) 대학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
대학협의회(The University Collegium)는 교수위원 20명을 비롯하여 직원위원 15명,
학생위원 15명으로 구성되며 교수와 직원의 임기는 4년, 학생은 2년으로, 헬싱키대학 대
학협의회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김태호, 2016: 257-258).
◦ 대학위원회(The Board)의 운영위원(Board Members) 규모와 임기 결정
◦ 대학위원회에 추천할 외부인사 발굴 및 운영위원으로 임명
◦ 대학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내부 구성원 승인
◦ 대학위원회의 운영위원 해임 의견 검토 후 운영위원 해임 결정(징계처분)
◦ 대학의 감사 지명 및 해임 결정(징계처분)
◦ 대학의 재정 및 연차 보고서 검토 및 승인
◦ 총장의 직무 정지 및 해임 결정 및 승인(징계처분)
◦ 챈슬러(Chancellor) 지명
◦ 대학 전반에 관한 회의 소집 및 개최(최소 연 2회 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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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제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헬싱키대학의 국제자문위원회(International Advisory Board)는 대학운영위원회가 지
정하며 주요 역할은 대학 운영 전략, 연구 규정, 대학 평가 순위 등과 같이 폭넓은 분야에
걸쳐 연구의 질적 평가 관련 문제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대학운영위원회와 총장을 지원
하는 것으로, 국제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구성은 2016년 기준 독일인 1명, 스위스인 1
명, 스웨덴인 1명, 홍콩인 1명, 영국인 1명, 덴마크인 1명, 네덜란드인 1명, 그리고 미국
인 1명 등 총 8명이다(김태호, 2016: 258).

마) 사무국장의 업무 및 특징
헬싱키대학의 사무국장은 대학 행정 업무 및 총장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포함하는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김태호, 2016: 258-259).
◦ 총장의 원활한 대학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
◦ 효율적인 대학 행정 집행 및 대학행정모델 개발 주도
◦ 대학위원회(The Board) 총무간사 역할
◦ 중앙 행정 관할 및 총장이 지정한 기타 업무 수행
헬싱키대학의 운영은 특정 직위나 기구에 대학운영 권한과 역할이 집중되어 있지 않으
며, 다양한 관계자와 위원회에 분산되어 있고, 위원회 명단이 일반 대중에게도 공개되어
위원회 운영이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학 구성원의 의견이
다양한 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김태호, 2016: 259-260).

5) 핀란드 국립대학 외부 거버넌스36)

핀란드는 고등교육기관의 질적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 내 자체 평가 시스템을
1980년대 중반부터 도입하였고, 이후 1990년대 도입된 법안을 통해 모든 대학은 외부

평가를 받을 법적인 의무를 지게 되었다(Kivinen, Rinne & Ketonen, 1993). 핀란드 대
36) 이 부분의 내용은 FINEEC 웹사이트(https://karvi.fi/)를 참조하여 정리하였음(검색일: 20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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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교육 외부 평가는 핀란드교육평가센터(Finnish Education Evaluation Center,
FINEEC)에서 담당하며 연구에 대한 평가는 핀란드 학술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FINEEC

은 핀란드 교육 평가 센터에 관한 법령(Act on the Finnish Education Evaluation
Centre, 1295/2013)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핀란드 국가교육청 내의 별도의 독립적인 평

가 기구로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모든 단계의 교육 평가를 진행한다. 그 중 대학기
관 평가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감사, 주제별 평가, 그리고 공학 학위 프로그램
검토로 나뉜다. 대학기관 평가는 FINEEC 내 고등교육평가위원회(Higher Education
Evaluation Committee)가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

출처: FINEEC 웹사이트 https://karvi.fi/en/fineec/organisational-structure/(검색일: 2019.9.4.)

[그림 Ⅱ-8] FINEEC 조직 구조도

FINEEC은 2018-2024년 동안 진행될 감사 모델을 매뉴얼37)과 함께 새롭게 제시했다.

감사가 외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참여는 필수적인데, 이 때 대
학은 개별 대학 목표에 따른 감사의 내용, 시기 등을 직접 정하며 감사를 진행하는 팀을
내국인으로 구성된 팀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국제적인 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고등교
육평가위원회가 지명하는 감사팀의 인원은 주로 4명으로 고등교육 분야의 대표 2명, 학
생 위원 1명, 고등교육기관 외에서 근무하는 1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다. 학생을 감사팀
에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분야 이외의 인물을 포함하는 것 역시 평가의 신뢰
도와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로 보인다. 외부 평가의 성격상 대학 내 학술적인 활동에 방해
가 되거나 관료제적 성격을 높일 수도 있지만 핀란드의 고등교육기관들은 외부 시선의
37) https://karvi.fi/app/uploads/2017/02/FINEEC_Audit_manual_for_higher_education_institutions_
2018-2024_FINAL.pdf (검색일: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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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견해를 확인할 수도 있는 감사를 아주 유용하고 심지어 대학 활동에 있어 필수
적인 부분이라고 여기기도 한다(Krüger et al., 2018).
핀란드 대학 외부 평가의 목적은 대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닌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동시에 교육을 발전시키고 배움을 지지하는 데 있다. 평가의 결과는 정부가 대학에 배정
하는 기본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대학서열이나 등급의 자료로 사용되지 않는다.
FINEEC에서 진행한 모든 평가의 결과는 홈페이지 내 감사 결과 전용 플랫폼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이외에 대학과 정부 간 정보교류를 위해 쓰이는 데이터베이스는 KOTA38)가 활용되었
고, 2010년 이후부터는 Vipunen으로 대체되었다. Vipunen은 모두가 접근 가능한 웹사
이트로서 모든 수준의 교육의 데이터를 다루는 교육통계 시스템 역할을 한다. 대학은 정
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임이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학별 또는 분야별로 지원자,
학생, 교직원, 국제적인 활동, 출판, 학생들의 피드백 등의 양적 및 질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나. 프랑스 사례39)
1) 프랑스 고등교육 체계 및 국립대학 현황

프랑스 고등교육 기관의 유형은 아래 표와 같이 고등기술자교육과정(Etudes de Techniciens
Supérieurs), 그랑제꼴준비반(Classes Préparatoires aux Grandes Ecoles, CPGE) 및 그

랑제꼴을 포함한 기타 전문학교 관련 과정(Grandes Ecoles et Filières des Ecoles
Spécialisées) 그리고 국립대학(Universités)의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38) 교육부에서 주관한 대학기관 및 분야별 활동 실적을 관리한 데이터베이스, 응용과학대학은 AMKOTA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됨
39) 프랑스 사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김지은 연구원에게 작성 의뢰한 원고 중 일부를 바탕으로 선행연
구 등을 추가하여 재구성,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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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7> 프랑스 고등교육기관 유형 및 현황(2018-2019학년도)
유형
고등기술자교육 과정(Etudes de Techniciens Supérieurs)
1

2

학생 수

2,588

382,287

2,476

262,626

-기술전문대학(Institut Universitaire de Technologie, IUT)

112

119,661

그랑제꼴준비반 및 그랑제꼴을 포함한 기타 전문학교 관련 과정
(CPGE, Grandes Ecoles et Ecoles Spécialisées)

2,351

832,086

453

85,121

1,898

746,965

68

1,614,883

4,959

2,678,662

-고등기술자과정(Section de Techniciens Supérieurs, STS)

-그랑제꼴 준비반(Classe Préparatoire aux Grandes Ecoles, CPGE)
-그랑제꼴(Grandes Ecoles)을 포함한 기타 전문학교(Ecoles Spécialisées)

3

학교 수

국립대학교(Universités)
전체

출처: 통계자료 연감 p.11, p.63, pp.152~177의 내용을 번역 및 편집함. https://bit.ly/2MaVjE3(검색일: 2019.8.27.)
주1: 프랑스 영내 모든 기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토뿐만 아니라 레위니옹, 프랑스령 기아나와 같은 해외 영토 소재
학교도 모두 포함하고 있음
주2: STS, CPGE 등과 같은 고등교육기관 유형의 경우, 국립대와 이중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각 유형 별 학
생 수의 합은 전체 총합과 다름

프랑스 고등교육의 학제는 다음 그림과 같다.

출처: 통계자료 연감 p.11의 내용을 번역 및 편집함. https://bit.ly/2MaVjE3(검색일: 2019.9.30.)

[그림 Ⅱ-9] 프랑스의 고등교육 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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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대학(université)은 단어 자체로 국립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프
랑스 대학은 모두 국립이다. 프랑스 교육부의 통계 자료 연감(Repères et Références
Statistiques)40)에 따르면 2018-2019학년도 기준 프랑스의 국립대학 수는 총 68개이다.

프랑스의 국립대학은 개설 학과와 세부 전공 및 교수진 등에서 차이가 있을 뿐 각각 동등
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프랑스 국립대학 관련 주요 법규41)

가) 포르 법률 (Loi Faure)
포르 법률(Loi Faure, Loi n°68-978 du 12 novembre 1968 d'orientation de l'enseignement
supérieur)은 68년 혁명 이후 가장 큰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된 프랑스 국립대학

제도 개혁을 위해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던 에드가 포르(Edgar Faure)가 도입한 법안이다.
68혁명 직전까지 프랑스에서 국립대학 학생들이 대학 운영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았다.

포르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율성과 관련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별
도의 재원 증가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대학은 예산에 대한 자율권을 가지며,
재무 감사 및 통제는 사실상 사후에만 행사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학제 간 연계
원칙을 제정하여 예술과 문학을 과학기술과 최대한 연계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
한 학문을 접하고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에 폐쇄적이고 엄격하게 분할된 단과대(Faculté) 체제를 종식시키고, 보다 규모가 작고
유연한 새로운 개념의 단과대 즉, 교육연구단위(Unite d’ Enseignement et de
Recherche, UER)를 신설하였다.42) 이때 프랑스 전역의 대학들이 UER 단위로 분할되었

고, 파리의 경우 소르본 대학은 분야 및 교수진에 따라 7개의 UER로 나뉘며, 현재 Paris
I, II, III 대학 등의 모태가 되었다(신선미, 2004: 149-150). 또한 포르 법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31조는 대학평의회가 교수, 연구원, 학생 및 교직원으로 구성된다고 명시
함으로써 학생의 대학 운영 참여를 최초로 명문화하였다.

40) https://bit.ly/2MaVjE3(검색일: 2019.8.27)
41) 해당 법률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42) Sénat(2019), Projet de loi relatif aux libertés des universités, https://bit.ly/2NrEGF5(검색일:
2019.9.2.)

79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진단과 방안(Ⅲ) :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을 중심으로

나) 사바리 법률 (Loi Savary)
1981년 프랑수아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 정부 초기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알

랭 사바리(Alain Savary)는 고등교육의 개방성 및 전문성 그리고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1984년 1월 26일, 고등교육에 관한 제
84-52호 법률(Loi n°84-52 du 26 janvier 1984 sur l’enseignement superieur), 일명

사바리 법률을 도입하였다. 사바리 법률의 25조부터 40조까지의 내용은 민주적인 대학
운영 체제 방안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31조는 기존의 운영협의회에 해당하는 총장 중심
의 평의회(Conseil d’administration)와 학술연구평의회(Conseil scientifique) 외에도
교육 및 대학 생활평의회 (Conseil des etudes et de la vie universitaire)를 추가 설치
하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학생들의 권익을 향상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강명원, 2019:
70-72). 아울러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학에 보다 특수한 법적 지위를 부

여하였다. 현재는 교육법(Code de l’ education) L711-1조와 711-2조로 대체된 사바리
법률 21조부터 24조까지의 내용에 따르면 프랑스 국립대학은 학술적, 문화적, 전문적 성
격을 가지는 공공시설물(Etablissement public à caractère scientifique, culturel et
professionnel, EPSCP)이자 법인격을 향유하는 연구 및 고등교육 국가시설이며, 또한 재

정적, 행정적, 학술적, 교육적 자율성을 가지는 국가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2007년
페크레스법은 대학의 실질적인 자율화를 이행하도록 입법된 것으로, 교원 채용 방식을
개선하여 개방적이고 적절한 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대학의 예산 운영과 직원
관리, 교원 책임시수 조절 등에 있어 자율권을 부여하였다(성봉근, 2017: 102).

다) 교육법령 제2000-549호 (l'Ordonnance n°2000-549)
프랑스의 고등교육에 관한 현행 법제 구조는 대체로 2000년 6월 15일에 제정된 교육
법령 제2000-549호(l'ordonnance n°2000-549 du 15 juin 2000 relative à la partie
Législative du code de l'éducation)43)에 기반하고 있다. 2000년의 교육법령은 큰 변화

없이 현재 프랑스 고등교육체제의 근간을 유지하고 있다 해도 무방한데, 그 이유는 2000
43) Legifrance(2019), 2000년 6월 15일에 제정된 교육법령 제2000-549호(l'ordonnance n°2000-549 du
15 juin 2000 relative à la partie Législative du code de l'éducation), https://bit.ly/2kfpnSR(검색
일: 201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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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교육 법령이 포르 법률과 사바리 법률과 같은 중요한 법률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법 제도 내 산재되어있던 고등교육관련 건축법, 사회복지제도, 금융법 규정들을
최초로 집대성한 법령이기 때문이다(강명원, 2019: 69-70). 이를 통해 보다 명확하고 체
계적으로 국립대의 운영 방식 및 총장 선출 방식 등 거버넌스에 대해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

3) 대학 내부 거버넌스: Sorbonne 대학교(Sorbonne Université)44) 사례

가) 총장(Président de l’université) 선출 및 역할
프랑스 대학의 지배구조, 주요 내부관리조직은 총장 및 평의회라 할 수 있다(홍기원,
2008: 351). 프랑스 국립대학의 총장 선출에 관한 규정은 정부에서 공통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대학이 동일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2013년 고등교육 및 연구에 관
한 법률(loi relative à l’enseignement supérieur et à la recherche)이 제정되기 전까지
프랑스 국립대학의 총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랑스 국적을 소유해야만 했
다. 또한 임기는 5년으로 연임 및 중임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상기 법률이 도입된 이후,
총장의 국적은 상관이 없어졌고, 임기는 4년으로 한 번 더 재임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나이에 관해서는 제한이 있는데, 만 68세 되는 해의 8월 31일까지만 재직이 가능하다.
다만 총장이 그 직무를 그만 둘 경우, 새로운 총장은 전임 총장의 잔여 임기 동안만 직무
를 수행한다(강명원, 2019: 74).
프랑스의 총장 선출 방식은 위원회 중심의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학의 의사결
정기관으로서 대학운영위원회, 대학생활위원회, 학술위원회의 3개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된 총회에서 총장을 선임하며, 선거권은 교수 40-50%, 학생 20-25%, 직원 10-15%, 외
부인사 20-30%의 비율을 갖고 있는데 정부의 임명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김창수 외,
2012: 38). 총장의 권한은 대학을 대표하는 자로서 평의회, 학술위원회, 학업 및 대학생

활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외부 기관과의 협약이나 계약의 주체가 되며, 예산 및 지출의
명령권자이고 직원 배치, 총장이 추천한 인사 중에 선출된 사람들로 구성한 사무국의 지
원을 받는 등의 권한을 갖는다(신선미, 2004: 154-155).
44) 소르본 대학 홈페이지, 2013년 고등교육 및 연구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à l’enseignement supérieur
et à la recherche)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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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의회(Conseil) 구성 및 역할45)
(1) 관리평의회(Conseil d’administration)의 구성 및 역할

평의회는 학칙 개정이나 예산심사 등 대학의 주요 사안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하는 기구
이다. 대학평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과 의사 절차는 각 대학의 내부 정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최소 인원과 최대 인원 그리고 외부인사의 구성 방안은 관
련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모든 국립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평의회 인원 관련
규정을 보면, 교원(8-16명), 학생 대표(4-6명), 교직원(4-6명) 그리고 외부인사(8명)가 모
여 최소 24명에서 최대 36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단, 관리평의회 의장(총장)이 관리평
의회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선출된 경우 평의회 인원이 1명 증가하게 되며, 외부인사 8
명 구성을 보면 최소 2명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들의 그룹 대표, 1명은 대학과 협력관
계를 유지하는 조직에 의해 지명된 연구조직 대표이며 이외 5명은 앞의 인사 3명과 관리
평의회에서 선출된 의원들에 의해 공모 후 지명된 자로 구성되게 된다(강명원, 2019:
76). 소르본 대학의 경우 36명의 각 분야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원 대표의 경우
2년에 한번, 학생 대표의 경우 4년에 한번 선출된다. 또한 회의는 1년에 4번 소집된다.

다음은 프랑스 주요 국립대학 관리평의회 구성현황을 표로 제시한 것이다.
<표 Ⅱ-28> 프랑스 주요 국립대학 관리평의회 구성현황

(단위: 명)

구분

교원-연구원 등

학생대표

기술직, 행정직 등 대표

외부인사

총인원

파리 8대학

16

6

4

8

34

파리 10대학

16

6

6

8

36

리옹 2대학

14

4

4

8

30

세르지 퐁뚜와즈대학

15

4

4

8

31

툴루즈 1대학

16

4

4

8

32

몽펠리에 대학

17

6

6

8

37

보르도 대학

16

6

6

8

36

출처: 강명원(2019). p.80의 표를 일부 수정
주: 2018.11.16. 기준
45) 2013년 고등교육 및 연구에 관한 법률(Loi n° 2013-660 du 22 juillet 2013 relative à l'enseignement
supérieur et à la recherche de 2013) https://bit.ly/330edlI(검색일: 2019.8.11.), 소르본 대학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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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평의회의 주된 역할은 전반적인 대학의 정책에 관한 결정으로, 대학설립계약 승인
이나 예산심사 및 결산 승인, 기부금, 부동산의 취득 및 판매 승인, 대학 내부 규칙 채택,
의장의 제안과 국가 우선순위에 따라 주무장관에 의해 할당된 직책 분배 결정, 의장이
법적 조치 취할 권한 부여, 의장에 의해 제출된 보고서 및 프로젝트가 포함된 연간 활동
보고서 승인, 의장에 의해 매년 제출된 노동조건보고서 승인, 학술평의회에서 표명한 의
견과 희망 사항을 고려한 의장의 모든 문제 제기에 대해 심의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강명
원, 2019: 76-77).
(2) 학술평의회 (Conseil Académique)의 구성 및 역할

학술평의회는 연구예산을 분배하고, 각 실험실의 운영규칙을 제정하는 연구위원회
(Commission de la recherche)와 학생들의 복지 및 문화, 고층 등에 대해 자문하는 교

육 및 대학생활위원회(Commission de la formation et de la vie universitaire)로 구성
된다. 소르본 대학 학술평의회의 구성원은 2017년 11월 14일과 15일에 4년 임기로 선출
되었다.
각 위원회별 구성 방법을 살펴보면, 연구위원회는 20명에서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
는데 전체 구성원 중 교직원 대표가 60-80%를 차지한다. 또한 10-15%는 박사과정 대표
이며, 10-30%는 외부 인원이되 다른 대학에 속해 연구자가 될 수 있는 인물로 선발한다.
소르본 대학의 경우 32명의 교원 대표와 4명의 학생대표 그리고 4명의 외부 출신 대표까
지 전체 40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교육 및 대학생활 위원회 역시 전체 인원은
최소 20명에서 최대 4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연구위원회와는 달리 75-80%를 교수
대표와 학생 대표가 동수를 이루어 구성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나머지 10-15%는 교
직원 대표로 구성되며, 또 다른 10-15%는 중등학교 대표를 포함한 외부인원으로 구성한
다. 소르본 대학의 경우 16명의 교원 대표와 16명의 학생대표, 4명의 기술직 교직원 그
리고 4명의 외부 출신 대표까지 전체 40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학술평의회는 교원-연구원의 채용이나 임용, 경력에 관한 개별 질문에 대한 처
리, 이들의 징계에 관한 권한 소유, 평의회 회의에서 주로 과학 및 기술문서와 산업 및
기술, 과학문화의 확산과 연구, 교육정책의 방향과 교원-연구원 지위에 부여될 자격 결
정, 대학 설립계약과 인가신청 관련 관리평의회에 장애 학생 정책에 관한 다년간의 마스
터플랜 제안 등을 한다(강명원, 2019: 83). 연구위원회는 관리평의회에 의해 할당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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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분배하고, 각 실험실의 운영규칙을 제정하며, 연구조직과 대학에 의해 체결된 협
약에 관한 자문역할 등을 하고 있으며, 교육 및 대학 생활 위원회는 관리평의회가 할당한
교육예산 분배, 교육평가 및 시험에 관한 규칙 채택, 과학과 사회의 연계성을 증진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며,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자문 등을 한다(강명원, 2019: 83-84).
4) 대학 외부 거버넌스46)

프랑스의 대학평가에 관해 살펴보면, 대학평가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따로 존재하고
있는데, 2013년 대학개혁법인 피오라조법에 의해 고안되어 2014년 고등교육연구평가
고등심의회(Haut Conseil de l’évaluation de la recherche et del’enseignement
supérieur(줄여서 HCÉRES라 칭함)가 창시되었다. 고등교육연구평가 고등심의회(HCÉRES)

는 독립 행정 기관으로서 남성 15명, 여성 15명,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되어 고등심의회를 운영
하고 인사권을 가진다.

고등교육연구평가 고등심의회의 주요 역할47)은 다음과 같다(이송이, 2016: 394).
◦ 고등교육기관, 연구기관, 과학 합작 재단 등을 평가
◦ 학부에 대한 평가 방식에 법적 공신력이 없는 등의 경우 교육기관의 요구에 따라
학부 평가
◦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 학위 평가
◦ 고등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의 인사 평가 확인
◦ 고등교육 기관이나 연구기관의 인사 경력에서 문화, 과학, 기술을 보급하는 활동에
대한 평가 확인
◦ 고등교육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한 투자 프로그램 혹은 공공자본을 바탕으로 한 사
조직 등을 차후 평가

46) 대학 외부 거버넌스는 이송이(2016)의 연구 일부를 요약 정리하였음
47) 이하 항목은 아래에서 인용 정리하였음 http://www.hceres.fr/PRESENTATION/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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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연구평가 고등심의회는 따로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며, 대학
이 사전에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그 타당성을 평가하며 개선 방
향에 대한 조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48)(이송이, 2016: 394). 즉 대학의 독자
적인 특성을 고려한 질적 평가가 훨씬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가보고서 또한
대학 간 순위나 서열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대학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더 큰 목적으로 한다(이송이, 2016: 394-395).

4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

이 장에서는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다양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국
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동향이나 이슈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 거버
넌스 변화과정이나 해외의 국립대학 거버넌스 사례,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이슈를 다
룬 선행연구 및 사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가.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에는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역사적 변천과
정에 관한 연구(강현선, 2010), 한국 국립대학제도의 변화양태와 발전에 관한 연구(윤상
섭, 2005), 대학 자율화 정책의 발전과제 연구(김영철·신현석, 2008)가 있다.
첫째,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강현선, 2010)는 대학의 사
회적 역할 및 규모 확대로 대학운영 및 행정이 대학의 새로운 기능으로 부각되고 총장선
임방식의 변경이나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등 대학의 거버넌스 개편이 추진되면서, 학내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어떤 과정으로 변천하였는지 체계적인 분석이 미흡하였
다는 데서 시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립대학 법령과 학칙, 법안 등 문헌자료를 활용하
여 우리나라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변천 과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문제점은 국립대학이 국가시설의 일부로 취
48) 한국대학신문(20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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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어 이용자인 구성원보다 총장에게 모든 의사결정과 집행권한이 부여된다는 점과 학
내 의사결정 조직의 역할이 중복되고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국립대학법인 체제 전환, 학내 거버넌스에 외부 이해관계자 참여 허용, 총장 선임제도의
개편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립대학의 거버넌스 체제 확립을 위해 외부자가 참여하는
법인 이사회의 중요성 인식, 법인화된 국립대학의 지속적인 발전 노력, 교육부로부터 독
립 및 대학 외부에도 책무성을 다할 수 있는 개혁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둘째, 한국 국립대학제도의 변화양태와 발전에 관한 연구(윤상섭, 2005)는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관리체제가 미흡하며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여 학령인구 감소 등에도 미
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학사운영의 핵심인 교육과정이나 교원의 정원관리, 임명, 시설,
재정지원 등 규제로 대학의 자율성이 적절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국립대학
제도변화를 대학조직의 운영과 재정, 평가 측면에서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립대학 제도변화양태를 사회학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정부주도 규제가 국립대학운영에
미친 영향,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동형화 기제 분석을 통해
국립대학의 새로운 관리체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분석으로 고등교육
제도변화 관련 학술논문과 저서, 일간지, 각종 자료, 정부부처 문서, 회의록 등을 수집하
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특히 대학운영시스템의 변화와 관련하여 대학경영구조의 변화로 첫째, 대학
의 의사결정기구 설치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으며 세부적으로 교수회의 의결기구 격상,
교수회 법제화 시도, 심의·의결기구로서 이사회 설치, 평의원회 도입 등이 포함되었다.
둘째, 총장 선거방식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으며 총장직선제의 장·단점이 포함되었다. 대
학재정관리의 변화 시도 관련하여 국립대학특별회계법 추진, 국립대학 통폐합 등 국립대
학발전계획 수립 등을 다루었다. 국립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국립대학제도의 발전방
안으로 정부의 통제기능 축소와 규제 약화,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정부의 통
제 하에 있는 책임운영기관, 완전자율과 평가에 의한 정부지원 체제로 유도하는 법인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대학 자율화 정책의 발전과제 연구(김영철·신현석, 2008)는 대학의 자율적인 대
학운영에 대한 요구와 정부의 규제 및 자율성 침해 논란, 대학 경쟁력 저하 우려 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학 자율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수행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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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대학의 역사와 이념, 정부통제와 대학자율에 관한 우리나라 대학정책 변천, 우리
나라 대학의 자율화 실태, 정부의 대학 자율화 정책에 관해 분석하고, 주요 국가의 대학
자율화 정책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대학정책 변천은 대학 통제 수단으로서 대학설립
및 정원 정책, 대학입시정책, 사학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 대학의 자율
화 실태는 법령에 의한 각종 규제, 법령 외 감사나 행·재정적 제재 등을 통해 자율화 수
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의 대학 자율화 정책은 1995년부터 규제 완화 관련
정책, 2000년부터 자율화 추진 정책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대학자율화 정책의
일관성 부족, 표방된 정책 이념과 내재된 정책이념 간 괴리로 정책 추진의 실효성 의문,
교육행정기관과 교육기관 구성원 간 인식 차이로 인한 추진상의 어려움, 대학의 역량 및
자율화 여건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대학 자율화 정책의
발전 과제로 대학자치 관점에서 국가와 대학 간의 관계 재정립, 지원·육성위주 사학정책
으로 전환, 국공립대학의 단계적 법인화 추진, 고등교육 규제의 질제고 등이 제시되었다.

나.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해외 동향 및 사례와 관련된 연구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해외 동향 및 사례와 관련된 연구에는 OECD 국가의 대학 가버
넌스49) 구조 유형화와 시사점에 대한 연구(변기용, 2007), 선진국의 주요 국공립대학법
인의 지배구조 비교분석 연구(이영환·김신복, 2011), 고등교육개혁 국제동향 분석 연구
(유현숙 외, 2005), 핀란드 국립대학의 의사결정과 재정회계구조에 대한 연구(김태호,
2016)가 있다.

첫째, OECD 국가의 대학 가버넌스 구조 유형화와 시사점 연구(변기용, 2007)에서는
OECD 회원국의 학내 가버넌스 구조가 복잡한 형태로 변화한 상황에서 다양한 국가의

학내 가버넌스 양상을 이해함으로써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학내 가버넌스에
시사점을 얻고자 수행되었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고등교육 가버넌스 모형이나 유형을
분석한 뒤 공동의사결정여부, 외부인의 참여 여부, 교수 이외 학내 구성원의 참여 정도,
총장선임제도 유형이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학내 가버넌스 구조 개념 유형틀을 마련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OECD 주요국의 학내 가버넌스 구조 변화 동향을 파악하였다. 연구

49) 해당 논문에서는 ‘거버넌스’가 아닌 ‘가버넌스’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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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독일, 포르투갈, 폴란드 등은 내부자참여대의기구 모형으로, 프랑스는 절충적 외부
자 참여 대의기구 모형으로, 일본은 교수중심이사회모형으로,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은
절충적 외부자통제 이사회 모형으로, 미국, 네덜란드 등은 외부자통제이사회모형으로 구
분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수중심 대의기구 모형에서 내부자참여 대의기구 모
형으로, 동시에 외부자통제 이사회 모형으로 변화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모형이 정착하기 위해서 총장, 이사회, 교수 간 갈등 해결이 가장 큰 과제로 보았다.
둘째, 선진국의 주요 국공립대학법인의 지배구조 비교분석 연구(이영환·김신복, 2011)
는 법인화라는 지배구조가 효과적 관리와 제도적 자율성, 학문적 자유 보장 등에 부합하
는 지배구조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인운영체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
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연구에서는 법인 체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싱가포르,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법인운영 지배구조를 자율성, 민주성, 책무성 측면에
서 분석하여 우리나라 대학의 지배구조 개혁과 법인화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 지배구조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국립대학 법인화의 배경, 의미, 특
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요국 대학의 법인운영 지배구조는 자율성의 가치 아래 실질적
자율성, 절차적 자율성 항목으로, 민주성의 가치 아래 대의적 리더십, 이사회형 리더십,
혼합형 리더십 항목으로, 책무성 가치 아래 정부에 대한 책임, 시장의 요구 항목을 기준
으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국가별 법인운영체제 지배구조의 장, 단점 및 특징이 발견되었는데, 버클리
대학의 경우 자율성과 민주성, 책무성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민주성에 대한 강조는 의
사결정구조의 경직적 운영, 재원 확보 과정의 기업화 현상 심화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도쿄 대학의 경우 책무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운영됨으로써 총장이 의사결정에 절대적이
며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가 미흡한 문제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국립대학이 법
인화를 추진할 때 법인화가 추구하는 이념과 방향에 대한 충분한 합의를 바탕으로 구체
적인 지배구조를 설계해야 하며, 이 때 자율성과 민주성, 책무성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고등교육개혁 국제동향 분석 연구(유현숙 외, 2005)는 주요 선진국의 고등교육
개혁 동향 및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고등교육개혁 및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얻
고자 수행되었다. 국제기구 연구동향을 바탕으로 고등교육개혁 동향 분석 영역을 크게
5가지로 설정하여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면담 등을 활용하였다. 고등교육개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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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영역 중 한 가지가 고등교육 거버넌스와 고등교육 구조개혁으로 고등교육 거버넌스
관련 주요 연구 결과는 사회 요구와 책무성이 반영된 거버넌스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며 고등교육 거버넌스 기구에 학내·인사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었다. 구체적인 고등
교육 거버넌스 사례로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를 통한 거버넌스 개혁과 미국 캘리포니아
의 고등교육 거버넌스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의
사결정에 대학 외부인사의 참여 확대, 대학운영에 경영 중심 문화 확대, 고등교육 유형별
다양한 거버넌스 모델의 활용이 있었다.
넷째, 핀란드 국립대학의 의사결정과 재정회계구조에 대한 연구(김태호, 2016)는 우리
나라 국립대학의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재정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핀란
드 국립대학의 의사결정 및 재정회계구조를 분석하여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핀란드는
모든 대학이 국립대학으로 국방대학교와 경찰대학교를 제외하고 교육부 산하에 있어 감
독을 받으며 대학운영 예산의 2/3 가량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나, 교육과 연구
활동을 비롯한 대학운영의 자율권이 철저히 보장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의사결정과
재정회계구조는 헬싱키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이 대학의 경우 총장과 부
총장, 사무국장 이외 챈슬러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대학위원회라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 대학평의원회와
비슷한 대학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사결정구조가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한편 사무국장 제도가 있으나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진 우리나라와 달리 총장을 행
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재정 구조와 관련하여 자
체 수익금은 대학 예산에 포함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자금 운용권은 대학운영위원회와
총장에게 있었는데, 정부는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대학이 스스로 성과를 평가하도록 지원
하는 역할을 고등교육평가위원회를 통해 맡도록 하되 실제 평가나 평가 결과에는 개입하
지 않으며, 평가 결과는 정부의 재정지원과는 무관하였다.
연구 결과 핀란드 정부는 대학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되 대학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
며, 대학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위원회와 협의회가 의사결정구조의 중심 기구로 작동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교수, 연구원, 직원 그리고 학생 등 대학 내부 인사 뿐
아니라 외부인사가 참여하며, 대학위원회를 견제하기 위한 대학협의회가 있었다. 우리나
라에 주는 시사점으로 정부의 국립대학 운영의 자율성 존중과 관련된 원칙 수립, 대학평
의회 등 대학 내 의사결정과정 분산 등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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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특정 쟁점을 다룬 연구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특정한 쟁점을 다룬 연구에는 국립대학 총장선출제도의 쟁점
과 과제에 관한 연구(신현석·류수형·김혜연, 2016), 국립대 총장 선출의 쟁점과 과제 연
구(김갑석, 2017), 대학평의원회를 중심으로 본 대학 자치와 국립대학의 거버넌스 연구
(김종성, 2015), 국립대학에서 대학 자치와 대학구성원의 참여권 보장에 관한 연구(표명

환, 2014), 국립대학의 지배구조 개혁에 관한 연구(박정수, 2006)가 있다.
첫째, 국립대학 총장선출제도의 쟁점과 과제에 관한 연구(신현석·류수형·김혜연,
2016)는 국립대학의 총장 역할의 중요성과 선출과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상황에서

합리적인 총장선출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나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하며 그마저도 법
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 총장선출제도 운용에 관한 이해관계의 역동성은 고려되지 못
하고 있다는 데서 시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립대학 총장선출제도의 현황 및 실태를
관련 법령과 보도자료, 규정 등을 활용하여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으로 국립대학 총장선
출 관련 법령의 특징, 총장임용 절차, 정부별 총장선출제도의 운영 실태를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립대학 총장선출제도의 쟁점으로 교육부의 총장임용제청 거부, 간선제
를 위한 법령 개정으로 인한 법령 간 상충 발생 등 법적 쟁점, 대학공동체 의사수렴 미흡
이나 국립대학과 교육부의 입장 차이에서 오는 갈등 등 정치적 쟁점이 있다고 하였다.
연구 결과 국립대학 총장선출제도의 과제로 총장임용절차의 정상화, 총장 역할의 재정
립, 대학 구성원의 참여 보장, 합리적이고 협력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였다. 특히
단기적 안목으로 경영과 정치적 갈등해소에 적합한 적임자 선출 과정이 아니라 대학의
본질이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고 협치가 가능한 구조에서 지속가능한 것인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숙의와 공론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학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대학 발전을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제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교육부의 역할 및 국립대학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둘째, 국립대 총장 선출의 쟁점과 과제 연구(김갑석, 2017)는 국립대 총장 선출을 둘러
싼 국립대와 교육부 간 갈등 상황에서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선출에 개입하는 것이 대학
자치를 침해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연구에서는 국립대 총장 선출제도의 근거와 방
법을 시대 순으로 정리하였으며, 총장 선출에 관한 국립대와 교육부간의 분쟁 사례를 살
펴보았다. 국립대 총장선출과 관련된 쟁점으로 총장선출 사항을 대학에 맡기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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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헌법 침해, 총장 직선제 폐지나 총장임용 제청거부는 대학의 자치권 침해, 총장 선출
의 구성원 참여 제한 문제 등을 분석하였으며, 국립대 총장선출의 과제로 총장선출방법
의 자율적 선택, 총장 임용제청거부의 합리적 기준 마련, 대학구성원 참여 비율 조정 등
을 제안하였다.
셋째, 대학평의원회를 중심으로 본 대학 자치와 국립대학의 거버넌스 연구(김종성,
2015)는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경우 대학구성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제가 없

으나 대학 거버넌스 측면에서 볼 때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대학평의원회를 법적 설치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해외 대학평의
원회 사례를 검토하고 당시 거점국립대학의 임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를 비교하여 바람
직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미국 주립대학의 경우 주마다 거버넌스가 다소 차이는 있으나 법인 형태로
운영되며 주요 의사결정기관으로 이사회, 기타 총장, 단과대학교수회, 전교교수회, 대학
평의회 등이 있었다. 영국은 대학이 구성과 기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학사평의회
가 있으며 법적으로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기구이나 실제로 대학의 최고 집단지
도체제라고 하였다. 프랑스 국립대학의 주요 내부 지배체제는 총장 및 3개의 평의회로
3개 평의회 위원들의 투표로 총장이 선출된다. 3개 평의회는 관리평의회, 학술연구평의회,

교육·대학생활평의회이다.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는 학칙상의 임의기구로
서, 대학별 대학평의원회 구성이나 선정방식, 권한과 기능, 개최 횟수 등이 상이한 것으
로 나타났다. 사립대학과 달리 국립대학에서 대학평의원회가 임의기구이므로 국립대학
총장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부재하며, 대학거버넌스의 핵심인 내부 의사결정절차의
문제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를 통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사
결정이 필요하며,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넷째, 국립대학에서 대학 자치와 대학구성원의 참여권 보장에 관한 연구(표명환,
2014)는 대학 자치와 대학구성원의 참여권 보장에 관한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대학 자치와 대학구성원의 참여권 내용 검토에서 대학의
법적 성격에 대해 논의하면서 대학을 영조물로 보는 경우 대학 구성원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가 어려운 이용자인 반면 공법상의 사단으로 보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 참여가 가능
한 구성원의 지위가 부여된다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현행법체계에서는 국립
대학의 법적 성격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영조물로서 대학 자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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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헌법상 대학 자치가 보장되나 주체로서 구성원 및 의사결정참여권은 성립하지 않
아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을 주장하였다. 대학 자치는 대학에 보장된 기본권이자 대학의
자율성으로 볼 수 있으나 국가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대
학자치의 주체는 학문의 자유와 관계를 고려할 때 교수, 학생으로 한정되며 대학구성원
의 참여는 대학이 학문연구와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대학 자치로부
터 당연히 수반되고 보장되는 것이라 하였다.
현행법상 대학구성원 참여권 보장은 첫째, 교수회 및 평의원회, 학생회 등 대학자치
기구의 구성이 법령이나 학칙 등에 보장되어야 하나 고등교육법은 대학 내 학문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구성원의 조직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
다는 점, 둘째, 고등교육법이 학칙제정이 있어 총장의 제정권만을 보장하고 대학구성원
의 참여권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 셋째, 대학자치의 본질인 총장선출에 교
육부가 개입·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연구 결과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대학의 성질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대학 자치를 실현하기 위
해 필요한 대학구성원의 참여 조직 및 기구화에 대한 법정화가 필요하며, 참여보장을 위
해 학칙제정에의 대학구성원의 참여를 법정화 할 필요가 있고, 총장선출규정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근거법률인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국립대학의 지배구조 개혁에 관한 연구(박정수, 2006)는 대학의 지배구조 개
선 및 책무성 요구가 활발해지면서 국립대학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
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먼저 국립대학 기관이나 학생 수, 재정 규모 등
현황을 파악하고, 국립대학 경영진단 및 평가결과 지적된 국립대학 문제점을 검토하였
다. 국립대학 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는 국립대학이 정부에 귀속되어 발생하는 자율성의
문제, 총·학장 직선제처럼 다양한 구성원이 대학에 책무를 묻기 어려운 책무성 문제를
지적하였다. 자율성 문제에는 국립대학 행정조직의 경직성, 총장의 일반직 공무원에 대
한 임용권 등의 제한적인 인사권, 국립대학 예산 중 국고 편성, 집행 관련하여 대학예산
운영의 경직성 등이, 책무성 문제에는 총·학장 직선제로 인한 구성원 갈등, 교수 보직의
책무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법인
화를 제안하였으며, 국립대학의 지배구조 관련 정책 결정시 점진적인 변화를 안정적으로
유도하는 운영체제 형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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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립대학의 거버넌스 관련 연구
사립대학의 거버넌스 관련 연구에는 사립대학 거버넌스 실태 분석 연구(김지하 외,
2018), 한국사립대학의 의사결정구조에 관한 연구(박동기, 2007), 사립대학의 지배구조,

현황과 과제 연구(홍덕률, 2006), 한국 비영리조직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채은경,
2004), 사립대학 지배구조의 개혁의제 연구(이주호·박정수, 2001)가 있다.

첫째, 사립대학 거버넌스 실태 분석 연구(김지하 외, 2018)는 사립대학 거버넌스의 개
념과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사립대학의 하위 구성 요소별 실태를 객관적 데이터
에 근거하여 합리적·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사립대학 거버넌스의 개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사립대학 거버넌스 실태를 설립-운영 구조, 내부 의사결
정 구조, 재정 구조, 외부통제 구조 등의 영역으로 살펴보고 사립대학 거버넌스 이해관계
자 인식, 외국의 사립대학 거버넌스 실태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립대학 거버넌스의 영역별 개선 방향과 과제를 대학과 정부 차원으로 구
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대학 차원으로는 첫째, 전문적·합리적 설립-운영 관계 구조 확
립을 위한 이사 및 감사의 전문성 제고, 이사회 구성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 둘째, 민주
적·합리적 내부의사결정 구조 확립 을 위한 대학운영 최고의사결정기구 간 권한 배분의
적절성 제고, 총장 선임 절차의 민주성 확대 및 총장의 운영 책무성 강화, 대학평의원회
의원 구성의 타당성 및 기능의 활성화, 대학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채널
구축 및 기타 자문기구의 운영 활성화, 셋째, 대학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법인전입금
규모의 확대와 법인의 수익구조 다각화, 재정운용의 효율화 등을 제시하였다. 정부 차원
의 개선 방향과 과제로는 사립대학의 공공성 앙양을 위해 사립대학의 부정이나 비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제안하
였다. 사립대학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정부재정지원사업이나 각종 평가 등에 있어서 거
버넌스 지표 활용 및 거버넌스 관련 항목을 대학정보공시에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한국사립대학의 의사결정구조에 관한 연구(박동기, 2007)는 사립대학의 특성과
현황을 살펴보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립대학의 의사결정구조와 관련된 현황을 분
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자주성 및 공공
성에 기초한 사립대학 운영 실태 파악을 통해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발전이나 운영의 개
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대학은 설립유형에 따라 구분되어 있지만,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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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상의 구성원 참여 문제 등 대학의 의사결정구조와 관련된 사항은 유사할 것으로 보
았다. 대학구성원의 참여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이후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통해 보장
되면서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논의는 사학의 구조적 문제와 결부되어 논쟁이 되었다.
사립대학의 설립목적이 사립대학의 특수성에 근거한 자주성이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건
전 사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립대학의 의사결정기구는 법률로 규정되어
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대학의 자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자치
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제도화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셋째, 다음으로 사립대학의 지배구조, 현황과 과제 연구(홍덕률, 2006)는 사립대학의
위기 구조에 대해 집중 분석하고, 그것들 간의 관계구조 가운데 특히 사립대학 지배구조
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먼저 사립대학의 위기에 대해 학생
미충원이나 비리와 부패 등 도덕성 위기 등은 현상적 위기로 보았으며, 현상적 위기와
역사적 배태 요인 사이에 보다 심층적인 비민주적 지배구조가 매개되어 있다고 하였다.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은 이러한 비민주적 지배구조를 문제로 보아 그 해결책으로 개방
형 이사제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사립학교법 개정의 역사와는 차이가 있다고 인
식하였다. 향후 사립대학 구성원들은 재단이나 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야 함을 제언하였다.
넷째, 한국 비영리조직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채은경, 2004)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전
달하는 비영리조직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한국 비영리조직 거버넌스의 유형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거버넌스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비영리조직 거버넌스의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각 1곳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한국 사회복지 비영리조직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비영리조직과 정부와의 관계와 이사회와 집행책임자의 역할 관계를
중심으로 사례 연구 및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비영리조직의 거버넌스 유형은 조정적 리더십 형태를 따르는 것으로
보았으며, 비영리조직의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이사회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통
제 기제가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수립하고 비영리조직과 정부 간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덧붙여 이사회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에 대한 교
육이나 평가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비영리조직의 책임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해
집행의 책임자가 조정적 리더십을 통해 이사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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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았으며, 비영리조직의 목표나 집행책임자와 이사회 간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정관
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립대학 지배구조의 개혁의제 연구(이주호·박정수, 2001)는 사학의 지배
구조가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교육소비자 중심의 교육개혁을 기치로 내
건 1995년 교육개혁 이후 대학의 자율성 제고가 강조되고 있지만, 개별 대학들이 높아지
는 경쟁압력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인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학운영에 있어서 비영리조직으로서 당연한 명제인
비분배조건이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해 사학 운영 및 지배구조에 있어 비분배조건이 지
켜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른 개혁의 핵심 의제는 첫째,
사립대학들이 비분배조건을 준수하도록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 둘째, 사립대학의 지배
구조에 있어서 설립자 및 후계자 이외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사립대학 경영의 책임성
강화, 셋째, 사립대학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된다면, 지배구조에 대한 정부
의 규제 자율화 등을 제시하였다.

마.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이상 국립대학 거버넌스와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 결과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대적으로 관련 선행연구가 많이 축적되지 못한 상황에서 연구
내용이나 방법 등 한계가 발견되었다. 상당수 연구에서 거버넌스의 개념이나 배경, 특징
및 구조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다루지 않거나 미흡한 수준이었다. 거버넌스 개념은
모호성과 다의성으로 인해 현재 합의된 개념을 명확히 찾기 어렵고 실제 여러 학문 분야
에서 각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립대학의 거버넌스 분석에 적합한 개
념이나 구조, 구성요소 역시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거버넌스 관련 이론
적 분석을 토대로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과 구조 및 구성요소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립대학 거버넌스에서 다루어야 할 요
소나 요소 간 관계, 영향력, 쟁점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선행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은 문헌분석이나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국립
대학 거버넌스의 실태 분석이 체계적이고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구방법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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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문헌 이외에 대학별 규정이나 학칙 자료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원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헌이나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이 어려운 쟁
점이나 인식 및 요구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델파이조사와 표적집단면접 등 질적 방법
을 병행하여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에서는 국립대학 거버넌스에 대한 대학 외부의 일반적이고 사회적
인 시각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물론 국립대학 거버넌스에
관한 대학 사회 내부의 시각과 인식이 중요하지만 대표적으로 언론 등 대학 외부에서
일반 국민과 사회가 인식하고 바라보는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측면도 현황을 파악하고 개
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요하다. 따라서 방대한 언론 기사 자료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거버넌스 문제가 논의 단계를 거쳐 안정
화 되어 있는 해외 주요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립대학 거버
넌스를 이해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주요국을 선정하여 핵심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을 연구 목적, 연구
대상, 연구 방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29>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

본 연구

연구
목적

∙ 국립대학 거버넌스 구조 확립 및 운영 내실화를
∙ 일반론적인 개선 방안 도출
위해 대학과 국가 차원의 개선 방안 도출
∙ 일부 이해관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특정
∙ 객관적 실태와 경험적 인식 및 쟁점, 이해관계
제도 추진을 위한 분석
자 요구 등에 기반한 개선 과제 도출

연구
대상

∙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하나 세부 연구 대상이 국립
대학 거버넌스의 일부 요소나 특정 쟁점에 한정

∙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구조 및 구성요소 전체를
종합하여 연구 대상으로 설정
∙ 국립대학을 거점, 지역중심 등으로 유형화

∙ 주로 문헌분석에 치중
∙ 대학별 객관적 자료 활용 미흡

∙ 대학별 객관적 원자료 수집 및 분석
∙ 국립대학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전문가 타당성
검토 및 쟁점 도출·분석
∙ 이해관계자 대상 심층적인 질적 분석
∙ 최신 연구방법인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병행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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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Ⅱ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립대학 거버넌스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로서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이해’,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탐색’, ‘해외 국립
대학 거버넌스 사례’,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선행 연구 분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이해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이해’에서는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법적 이해

를 위한 국립대학 설치·운영 관련 법, 국립대학 재정 및 회계 관련 법, 국립대학 의사결
정 구조 관련 법에 대해 알아보고,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제도 및 정책으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대학평의원회 신설, 총장 임용제도 개선,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국
립대학 육성사업, 대학정보공시제와 감사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대학의 설치·운영은 「국립
대학교설치령」, 「정부조직법」, 「교육공무원법」 등의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대학의
명칭이나 소재지, 공무원 정원, 부속시설 등의 범위, 대학의 장의 임용, 경비 부담 등 포
괄적인 내용이 세부적으로 구체화되어 있었다. 즉 국립대학은 「국립학교설치령」 등에 법
적 근거를 두고 설치되어 「정부조직법」에 의해 교육훈련기관의 일종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으며 국가의 포괄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와 관련하여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전에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로 구분되어 운영되었던 것을 대학회계로 일원화하고, 대학의 예
산(국가지원금과 대학의 자체 수입금)을 총장이 편성하여 학내 재정위원회가 심의·의결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대학회계운영에 대한 정부의 권한 집중에 따른 역기능
등의 우려로 인해 제정 과정에서 대학의 저항이 유발되기도 하였다.
국립대학 의사결정 구조는 총장,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장
은 대학의 추천 및 교육부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을 거치게 되며, 「고등교육
법」에 따라 교무 통할, 학칙 제정, 학생 선발 등에 있어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대학평의원회는 2017년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국립대학에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었는데, 법령상 연혁을 살펴보았을 때 1949년 제정 「교육법」과 1991년 개정 「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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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국립대학에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나 대부분 유명무실하여 학칙에 의한 임의기구로
운영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2017년 「고등교육법」개정을 통해 대학평의원회의 지위
를 정립하고 위원 구성 및 임기, 심의·자문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립대
학의 설치·운영을 제도화하였다. 교수회와 학생회는 「고등교육법시행령」과 「고등교육
법」에 의한 학칙상의 기구에 해당하여 법제화되지 않은 조직임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교수회의 경우 학칙에 의해 두는 경우 해당 학칙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
으며 대학의 의사결정에 있어 총장의 법적 권한을 구속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약적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회의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 학칙상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둘째,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살펴본 결과,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추
진 전까지는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차원에서 대학자율화나 국립대학발전계획 등
에 일부 포함하여 추진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국립대학 대상 각종 평가나 재정지
원사업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면서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법 개정이나 제도 변화 조치
를 취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정부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통해 국립대학의 비효율적
인 운영체제라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총장직선제 폐지, 기성회회계 건전성 확보
등을 추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정책 유도를 위해 평가에 선진화 지표를 반영하는 방식
을 포함하였다. 한편 2017년 대학평의원회를 법적으로 설치 의무화하여 학교 행정을 견
제하고 의사결정을 민주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같은 해 총장 임용제도 개선 방안을 발
표하여 국립대학 총장 임용에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대학 스스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년 정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대학 운영의 책무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도

록 하고 ‘대학 구성원의 참여·소통’을 진단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유도하
고자 하였다. 국립대학 대상 대표적인 재정지원사업인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경우 기존에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이 대학운영체제 개선 및 대학회계 정착 유도를 위해 실시된 사업
이라는 점에서 국립대학 거버넌스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국
립대학혁신지원사업의 자율혁신형의 경우 혁신기반 구축의 주요 내용으로 대학 운영체
제 효율화나 의사결정구조 개선, 교원 인사제도 개선, 조직운영 효율화, 대학회계 정착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대학운영체제의 효율화나 대학회계의 정착은 선정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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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보공시는 2008년 시행된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학
의 정보를 미리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대학 간 경쟁
을 통한 질제고 촉진 등을 위해 도입되었다. 정보공시는 다양한 수요자에게 대학의 책무
성과 사회적 설명책임을 다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대학은 총 14개 분야 62개
항목, 101개 세부항목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국립대학에 관련되는 감사는 내부
감사제도인 국립대학 자체감사제도와 외부감사로서 교육부 감사,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등이 있다. 국립대학 자체감사의 경우 자체감사 기구가 별도조직으로 독립되어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국립학교설치령」에 의해 자체감사업무를 분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순환보
직제도에 의한 충원 방식을 취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한편
외부감사의 경우 교육부 감사가 대표적인데 3년 주기를 원칙으로 하며 대학의 조직·인
사·복무, 입시·학사, 예산·회계, 산학(산단)·연구(비), 시설·재산 등의 영역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대부분 행정적 측면에서 부정이나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나.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이론적 탐색
다음으로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탐색에서는 거버넌스 개념의 등장 배경 및
다양한 개념 정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거버넌스 구조 및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법인과 사립대학의 거버넌스 구조 및 구성요소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버넌스 개념은 다양한 구성원
간 파트너십 형성이나 네트워크가 강조되는 시대적 배경 하에서 등장하였으며, 사회적
복잡성과 다양성이 심화되면서 현대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조정
기제나 원리로서 부상하였다. 둘째, 거버넌스 개념은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으나 학자 간 명확하게 학문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
다. 따라서 거버넌스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 대학 거버넌스, 기업 거버넌스, 공공기관 거
버넌스의 개념도 각각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거버넌스의 개념으로는 대학의 운
영체제, 대학의 관리·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 대학의 조직구조와 그 운영방식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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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거버넌스의 구조 및 구성요소에 대해 살펴본 결과, 기업 거버넌스의 경우 소비
자, 정부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수준의 구조이자 조직 내 주체 간 관계와 조정 체계
등을 그 범위로 하고 있었다. 즉 기업 내,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집단 간의 관계이면서
기업이라는 조직의 성과 등을 감시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구조이다. 이 때 기업의 최고경
영자의 선임과 최고의사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방식, 기업의 관리 주체와 관리 주체의
통제자 등이 구조를 구성하는 핵심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구조는 크게 하부구조와 상부
구조로 구분되며 하부구조는 소유구조와 자본구조 등으로, 상부구조는 내부지배구조와
외부지배구조로 구성되었다.
공공기관 거버넌스의 경우 기업 거버넌스의 구조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차이는 소유구조에 따른 소유주체의 차이로서 설립목적이 수익 창출
에 있지 않고 정부와 구성원, 일반 대중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여되며 절차적 합리
성과 민주성, 공공성, 책무성 등이 강조된다는 특징이 있었다. 공공기관 거버넌스의 구조
에서 핵심은 기관의 소유권, 내부지배구조인 장의 선임, 권한, 평가, 외부지배구조인 운
영에 대한 평가나 운영정보공시 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립대학은 일종의 비영
리법인으로서 사립대학 거버넌스의 구조는 이사회 구성 및 운영과 임원 특성 등을 포함
하는 설립-운영 관계 구조와 총장, 주요 의사결정기구, 심의·자문 기구 등을 포함하는
내부의사결정 구조, 정부 감사 및 대학정보공시제를 포함하는 외부통제구조 등으로 구성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사립대학의 경우 법인과 이사회를 견제하며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조직으로 총장, 대학평의원회, 교수회가 있다고 보았다.

다. 해외 국립대학 거버넌스 사례
해외 국립대학 거버넌스 사례에서는 거버넌스와 교육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핀란드
와 국립대학의 역사가 깊은 프랑스를 대상으로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주요 내용을 조
사하여 정리하였다. 대학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사회제도 중 하나이고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제도이지만 대학의 체제나 운영방식, 의사결정구조와 구성원의 참여 방식은 국
가별로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황홍규, 2010: 4). 핀란드와 프랑스의 국립대학 거버넌스
사례가 시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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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핀란드와 프랑스의 국립대학에서 최고 수준의 의사결정체로서 기능하는 대학평
의회(또는 이와 유사한 유사 조직)의 역할과 조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와 핀란
드 국립대학에서는 각각 대학평의회와 대학위원회가 학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 학칙 제·개정, 예산 심사 등 학교 운영의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프랑스 국립대학의 대학평의회와 핀란드 국립대학의 대학위원회는 조
직 구성원, 총장을 포함한 다른 학내 핵심 의사결정기구와의 관계, 세부 역할 등에 있어
서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학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맡
고 있으며 특히 관련 법에 의해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는다. 총장과 이들 학내 최고의사결
정기구와의 관계는 국가별로, 혹은 국가 내 대학별로 상이하지만 핵심은 총장의 책임과
권한을 나누어 가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유럽 대학의 특징은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거버
넌스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대학평의회 설치를 법적으로 규정하
고 총장에게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분산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유럽 국립대학의 대학평
의회와는 기능, 구성, 실제 운영 등 측면에서 상당히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물론 프랑스
의 대학평의회와 핀란드 대학위원회가 현재 모습으로,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주요 구성체
로 자리 잡기까지 올바른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을 찾기 위한 오랜 노력이 국가와 대학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즉각적으로 핀란드와 프랑스식 대
학평의회를 우리나라 국립대학에 적용하기보다는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안착해가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중장기 발
전 과제는 총장과 교무회의 중심의 최고의사결정 구조에 견제와 균형, 참여의 요소를 강
화해 나가야 하고 특히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와 같은 기구가 대학의 자
치권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둘째, 핀란드와 프랑스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특징은 권한과 책임이 구조적으로 분산되
어 있으며 대체로 국가가 정한 법률이 이러한 거버넌스 구조를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핵심 구성체의 권한과 책임에 법적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는 대학위원회, 총장, 대학 내 협의체를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핵심
요체로 규정하고 각 기구의 구성과 기능도 법에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국립대학
의사결정조직 구성을 총장과 평의회로 규정하고 각 기구의 역할과 기능, 구성 방식을 법
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핀란드와 프랑스 국립대학의 사례는 대학 발전에 있어서
대학의 자치권 보장의 중요성과 이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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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동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환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국
가가 정한 법령 수준에서 정하고 세부 운영 사항은 각 대학이 상황에 맞게 결정하게 함으
로써 정부와 대학이 조화로운 역할을 통해 합리적인 국립대학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었다.
추가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거버넌스 작동을 위해 거버넌스 핵심 조직의 구성을 서로
교차하는 방식을 채택한 핀란드 대학 사례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 탐페레 대학
의 경우 내부인사로 이루어진 교무위원회는 선거를 거쳐 선출되는데 이들은 대학위원회
의 외부인사 위원들을 임명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
학위원회는 총장 선출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교차적인 거버넌스 구성 방식은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권자를 선출하는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위원 선출 시 교수, 직원, 학생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수적인 균형을 맞춰
선발함으로써 학내 구성원들이 대학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 운영의 주요 역할별 책임과 권한을 분산하는 거버넌스 구조와 거버넌스
핵심 조직의 구성을 서로 교차하도록 하는 핀란드 국립대학의 거버넌스는 최소한의 조직
으로 견제와 균형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거버넌스 개혁
안을 마련함에 있어 주목할 가치가 있다.
핀란드와 프랑스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특징 중 우리나라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과제
모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확장적 참여와 간접적 참여이다. 확장적 참여는
거버넌스의 주요 구성체별로 대학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가 두드러지며 또한 직원과 학생
의 대표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헬싱키 대학의 대학협의회는 총 50명의 위원 중 교
수는 20명이고 학생과 직원 위원은 30명이다.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탐페레 대학의
교무위원회 역시 총 19명의 구성원 중 직원과 학생이 각각 6명, 5명을 차지할 정도로
내부 구성원 간 균형을 중요시하고 있다. 탐페레 대학의 교무위원회가 교육 및 연구의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처럼 다양한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핀란드
대학의 노력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국립대학의 거버넌스에서도 다양한 구성원의
확장적 참여가 관찰된다. 프랑스 대학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학평의회는 대체로 교수
와 연구원, 학생, 직원, 외부인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집단이 각각 50% 이내, 10~20%,
약 15%, 약 20% 비율로 구성됨으로써 다양한 내·외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의사
결정구조를 갖추어 놓았다. 우리나라에서도 확장적 참여를 통해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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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정적 참여 중심으로 거버넌스가 운영되고 있어 개선
이 필요하다. 물론 확장된 내·외부 구성원들이 학내 주요 사안을 결정짓는 의사결정구조
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반 여건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거버넌스 구조에 참
여하는 것 자체가 민주적인 대학 운영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다양
한 내·외부구성원들, 특히 학생 집단이 대학 거버넌스에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여건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핀란드와 프랑스 국립대학 거버넌스에 관찰되는 간접적 참여 역시 우리나
라 거버넌스의 장기적 발전 과제로서 고려해 볼 만하다. 핀란드와 프랑스 거버넌스 사례
를 살펴보면 거버넌스의 주요 구성체들은 각자 전문 영역에서 주된 권한과 책임을 행사
하는 데 집중하고 다른 영역의 의사결정은 해당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을 통해 영향
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총장 선출에서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진다. 핀란드나 프랑
스 대학 모두 총장 선출은 내부 구성원들이 자신들을 대신하여 총장을 선출할 조직을
결정하면 해당 조직이 총장 선출하는, 간접적 참여 방식의 총장 선출을 채택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경우, 교수중심의 직접적인 참여 방법에 의한 민주적 거버넌스 실
현에 대한 열망이 높다. 대학 내부적으로나, 사회 전반적으로 아직 우리나라는 다양한
방식의 민주적 사회조직 운영의 경험이 부족하다. 따라서 당장 유럽식 국립대학 거버넌
스 체제를 도입하는 데는 제약이나 문제가 수반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란드나
프랑스 국립대학에서 운영되는 간접적 참여에 의한 민주적 거버넌스 운영은 조직 전반의
신뢰와 견제 및 균형을 확보하는 조직 구성에 기반한 것으로 우리나라 국립대학 거버넌
스의 중장기 개선 방향을 논의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참고할 가치가 있다.

라.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 분석
마지막으로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의
거버넌스 관련 연구를 종합하여 분석하였는데,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는 국립
대학 거버넌스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해외 동향 및 사례 관련
연구,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특정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로 구분하여 살
펴보았다. 그리고 사립대학의 거버넌스 관련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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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에서는 거버넌스 개념이나,
구조와 구성요소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미흡하였으며, 연구 방법이나 자료 도구에 있어
서도 대학이 보유한 규정 등 객관적인 원자료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한편 구성원의 인식 및 요구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질적 접근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국립대학 거버넌스에 관한 대학 외부의 사회적 인식이나 시각을 분석하여 균형
적 관점에서 연구 수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또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하되 거버
넌스의 일부 요소나 특정 쟁점을 다루는 연구도 의미가 있으나 종합적 관점에서 국립대
학 거버넌스의 구조 및 구성요소 전체를 포괄하여 객관적 실태 및 경험적 인식과 요구
등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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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 및 구조

이 장에서는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 및 구조 정립’을 위해 전문가 델파이조사50)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인된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과 ‘국
립대학 거버넌스의 구조 및 구성요소’를 제시함으로써, 종합적으로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 및 구조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아래에서는 델파이조사의 목적 및 내용, 전문가 패널
구성, 조사 방법, 분석 방법 등 델파이조사 개요에 대해 제시한 다음, 델파이조사 결과
도출된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과 구조 및 구성요소에 대해 설명하였다.

1

델파이 조사 개요

가. 조사목적 및 내용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델파이조사 시행을 위해 우선 본 연구에서는 연구진의 기초연
구결과를 기반으로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 구조 및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연구진
의 기초연구는 문헌연구, 외국사례분석, 연구진협의회, 전문가협의회 등을 기반으로 진
행되었으며, 일차적으로 도출된 내용을 안으로 하여 델파이조사 패널들의 의견을 기반으
로 수정·보완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행한 델파이조사를 통해 국립
대학 거버넌스와 관련한 패널들의 일치 또는 대립된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
립대학 거버넌스의 재개념화 및 구조를 수정·보완하였다.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 및 구조를 정립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 구체적인 실태 및 인식과 요구 등을 분석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50) 델파이조사에서는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 및 구조에 대한 타당성 확인과 관련 쟁점 도출을 위한 전
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은 Ⅳ장에서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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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가 패널 구성
델파이조사는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 조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문가
패널의 비대면 합의(consensus)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사방법이다. 따라서 전문가 패널
의 배경 및 구성의 적절성은 효과적 델파이조사를 위한 필수적 기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조사 시행을 위해 현 국립대학 교수 및 고등교육분야 전문가 중 국립대학 거버넌
스에 대해 식견을 갖춘 총 20인의 전문가를 패널로 구성하였다. 전문가 패널은 크게 세
개 집단으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국립대학 전·현직 교수회 임원 5인, 국립대
학 전·현직 보직교수 10인, 고등교육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되었다. 패널 구성을 소속
별로 보면 국립대학 16인, 사립대학 4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전공의 경우 교육학전공자
12인, 이외 전공자 8인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조사결과의 편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속대학의 소재지, 규모를 고려하였다. 전문가 패널의 집단별 구성 비율은 다음 표에
제시한 것과 같다.

<표 Ⅲ-1> 전문가패널 구성
구분

전문경력

전공

지역

세부구분

패널인원(명)

비율(%)

국립대학 전·현직 보직교수

10

50.0

국립대학 전·현직 교수회, 현직 대학평의원회 임원

5

25.0

고등교육전문가

5

25.0

교육학 전공

12

60.0

비교육학 전공

8

40.0

수도권

3

15.0

대구·경북권

2

10.0

부산·울산·경남권

4

20.0

충청·강원권

9

45.0

호남·제주권

2

10.0

20

100.0

구분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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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방법
델파이 조사는 유선상으로 전문가패널을 섭외한 후 이메일을 통해 조사지를 발송, 회
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차 델파이 조사는 2019년 5월 22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되
었으며, 기간 내 미응답 패널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을 6월 4일까지 연장한 후 최종 종료
하여 회수율 100%를 달성하였다. 1차 델파이조사는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념, 구조 및
구성요소에 대한 타당도를 조사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는 2019년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되었으며 1차 델파이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패널 전원이 모두 응답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념 및 구성요소를 수정하여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타당
도 조사를 시행하였다. 전반적인 델파이조사 실시현황은 다음 표에 제시한 것과 같다(델
파이조사지 부록 참조).

<표 Ⅲ-2> 델파이조사 실시현황
회차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응답률

1

19.5.22 ~
19.6.4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념(안)
국립대학 거버넌스 구조 및 구성요소(안)

온라인
(이메일)

100%

2

19.6.27 ~
19.7.3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념(수정안)
국립대학 거버넌스 구조 및 구성요소(수정안)

온라인
(이메일)

100%

라. 분석방법
1, 2차 델파이조사의 응답경향 분석을 위해 평균, 표준편차 및 내용타당도 비율
(Content Validity Ratio; CVR), 사분위수 범위(IQR: Inter Quartile Range)를 산출하였

다. 여기서 CVR이란 각 문항의 타당도에 대한 의견의 일치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0.05
유의수준에서 최소값 이상의 CVR 값을 가진 문항이 내용타당도 최소기준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며, 최소값 기준은 다음 표와 같이 패널 수에 따라 상이하다(Lawshe, 1975:
567-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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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내용타당도 비율(CVR) 최소값
패널 수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0

25

30

35

40

CVR

.99

.99

.99

.75

.78

.62

.59

.56

.54

.51

.49

.42

.37

.33

.31

.29

출처: Lawshe(1975). p.568

CVR 값을 구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다. Lawshe(1975)에 의하면 본 연구 델파이 조사

패널 수인 20명의 경우 CVR 최소 가준은 0.42이다. 즉, 0.42 이상의 CVR 값이 산출된
경우 패널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수렴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N : 응답 빈도수, Ne : Likert 4 이상(5점 만점) 응답한 빈도수

한편, 델파이 조사를 통한 각 문항의 답변은 모든 패널의 답변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분위수 범위’내에 들어온다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한국대학신문,
2019.6.12.). 사분위수 범위(IQR: InterQuartile Range)는 확률분포, 또는 자료값의 산포

도를 나타내는 측도의 하나로서, 확률분포 또는 자료의 가운데 50%가 포함되는 구간의
길이로 정의되는데, 이상치(outlier)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진다.51) 구
체적으로 사분위수는 전체 자료를 오름차순의 크기순으로 늘어놓았을 때, 네 등분하는
값을 의미하며, 네 등분하는 값들 중에 첫 번째를 제1사분위 수(Q1), 두 번째를 제2사분
위 수(Q2), 세 번째를 제3사분위수(Q3)라고 하는데, 사분위수 범위는 IQR = 제3사분위
수 - 제1사분위 수 = Q3 – Q1이다.52)

5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69375&cid=60207&categoryId=60207(검색일: 2019.9.24.)
52) https://blog.naver.com/narasemi/221537358570(검색일: 201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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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

가.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차 델파이조사를 위해 연구진은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을 가치, 목적, 주체, 수단,

내용 측면으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타당도를 점검하는 조사문항을 제시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지에 제시한 거버넌스 개념은 다음 표와 같다.
<표 Ⅲ-4>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념(1차 델파이 조사)
‣ 국립대학 거버넌스란
∙ 가치 :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의 가치 아래
∙ 목적 : 국립대학이 참여와 소통을 기반하여 자율적인 운영체로서 건전하게 기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
해 나갈 수 있도록
∙ 주체 : 대학 내·외부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다양한 구성원, 이해관계자들이
∙ 수단 : 합리적인 제도나 절차 등을 거쳐
∙ 내용 : 국립대학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 및 사안에 관해 협력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및 사안에
관해 협력적인 민주적인 의사결정 및 능동적 대학운영 구조와 방식일체

1차 델파이조사 결과 국립대학 거버넌스 전반적 개념, 거버넌스 목적, 수단, 내용 측면

에서는 전문가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거버넌스의 가치와 주체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합의
가 도출되지 않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
(85.0% 동의, CVR .70), ③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목적을 ‘참여와 소통에 기반하여 자율

적인 운영체로서 건전하게 기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75.0% 동의, CVR .50), ⑤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수단을 ‘합리적인 제도나 절차
등’으로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80.0% 동의, CVR .60), ⑥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내용을
‘국립대학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및 사안에 관해 협력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

정 및 능동적 대학 운영 구조와 방식일체’로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80.0% 동의, CVR
.60)로 나타났다. 이에 덧붙여서 ‘수단’의 유형을 개방형으로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총장

선출제도 등을 포함한 정관 및 학칙과 대학평의원회, 교무위원회, 교수회, 직원회 등을
포함한 위원회 제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내용’ 측면에서는 중장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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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계획, 대학 예·결산, 규칙 및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이 가장 우선적으로 거버넌스라는
개념 하에서 논의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제시하였으며, 인사, 조직개편, 교육과정, 대학
구조조정 등에 대한 내용도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범주로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국립대학 거버넌스 ‘가치’와 ‘주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
준의 타당성을 보였고, 응답자 간의 표준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② 국립대학 거버넌스 가치를 ‘공공성과 자율성’으로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65.0% 동
의, CVR .30), ④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주체를 ‘대학 내·외부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다양
한 구성원, 이해관계자들’로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55.0% 동의, CVR .10)로 결과가 분석
되었다. 해당 개념요소에 대한 개방형 의견을 살펴보면 우선 국립대학 거버넌스 ‘가치’에
대해 연구진이 정의한 ‘공공성과 자율성’이외에 ‘책무성’이 주요 요소로서 포함되어야 한
다는 다수의 중복의견이 개진되었으며, 그 외에도 민주성, 다양성, 합법성에 대한 가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국립대학 거버넌스‘주체’에 대해서는 대학 내·외부 이해관
계자로 구성한다는 내용에 대한 타당성 보다는 각 주체별 참여권한 정도에 대한 이견이
다양하게 기술되었다. 특히 부정적 의견을 강하게 피력한 패널의 경우에는 대학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대학 내부 이슈에 대한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경향성이 강하였다.

<표 Ⅲ-5>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념 델파이조사 결과(1차)
조사내용

평균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념의 전반적 타당성

4.05

국립대학 거버넌스 가치의 타당성

표준

최소값

최대값

0.60

3.00

5.00

3.75

0.91

2.00

국립대학 거버넌스 목적의 타당성

4.05

0.89

국립대학 거버넌스 주체의 타당성

3.60

국립대학 거버넌스 수단의 타당성
국립대학 거버넌스 내용의 타당성

CVR

IQR

85.00

0.70

4-4.01

5.00

65.00

0.30

3-4

2.00

5.00

75.00

0.50

3.75-5

1.19

1.00

5.00

55.00

0.10

3-4.25

4.10

0.71

3.00

5.00

80.00

0.60

4-5

4.00

0.64

3.00

5.00

80.00

0.60

4-4

편차

주: 동의비율은 4점(5점 리커트 만점) 이상 응답한 패널인원 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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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념을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CVR값이 최소기준 값보다 낮게 산출된 ‘가치’와 ‘주체’ 측면에서
의 내용을 수정하였고, 그 외 ‘수단’을 ‘방법’이라는 기준용어로 변경하는 등 전반적인
문구를 좀 더 명확하게 수정·보완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연구진이 제시한 국립대
학 거버넌스 개념은 다음 표와 같다.
<표 Ⅲ-6>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념(2차 델파이 조사)
‣ 국립대학 거버넌스란
∙ 가치 :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이라는 설립가치 아래
∙ 주체 : 대학 내·외부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다양한 구성원들이
∙ 목적 : 국립대학이 자율적인 운영체로서 건전하게 기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 방법 : 협력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기반한 합리적인 제도나 절차 등을 통해 행하는
∙ 내용 : 국립대학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 및 대학운영 구조·방식일체

2차 델파이조사 결과 국립대학 거버넌스 전반적 개념, 거버넌스 가치, 주체, 목적, 방

법, 내용 모든 항목의 타당성에 대해 전문가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
용은 다음 표에 제시한 것과 같다.
<표 Ⅲ-7>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념 델파이조사 결과(2차)
조사내용

평균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념의 전반적 타당성

4.20

국립대학 거버넌스 가치의 타당성

표준

최소값

최대값

0.62

3.00

5.00

4.10

0.79

2.00

국립대학 거버넌스 주체의 타당성

4.00

0.97

국립대학 거버넌스 목적의 타당성

4.40

국립대학 거버넌스 방법의 타당성
국립대학 거버넌스 내용의 타당성

동의

CVR

IQR

90.00

0.80

4-5

5.00

85.00

0.70

4-5

2.00

5.00

75.00

0.50

3.75-5

0.60

3.00

5.00

95.00

0.90

4-5

4.45

0.51

4.00

5.00

100.00

1.00

4-5

4.55

0.60

3.00

5.00

95.00

0.90

4-5

편차

비율

1차 델파이조사 결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가치’와 ‘주체’ 항목에 대해 좀 더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치’의 경우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의 가치 아래’를 2차 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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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사에서는 ‘국립대학의 공공공성과 책무성이라는 설립가치 아래’로 수정하였고,
그 결과 리커트척도 4점 이상(5점 만점) 패널응답비율 85.0%, CVR .70으로 타당성
이 검증되었다. ‘주체’의 경우 ‘대학 내·외부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다양한 구성원,
이해관계자들이’를 2차 델파이조사에서는 ‘대학 내·외부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다양
한 구성원들이’로 변경한 후 4점 이상 비율 75.0%, CVR .50로 패널의견이 합의되었
다. 따라서 연구진들은 2차 델파이조사 시 제시했던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념을 최
종안으로 확정하였다.

<표 Ⅲ-8>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념(최종)
‣ 국립대학 거버넌스란
∙ 가치 :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이라는 설립가치 아래
∙ 주체 : 대학 내·외부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다양한 구성원들이
∙ 목적 : 국립대학이 자율적인 운영체로서 건전하게 기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 방법 : 협력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기반한 합리적인 제도나 절차 등을 통해 행하는
∙ 내용 : 국립대학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 및 대학운영 구조·방식일체

3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구조 및 구성요소

가.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차 델파이조사에서 연구진은 거버넌스 구조 구성의 핵심을 최고경영자의 선임과 최

고의사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방식 그리고 조직을 누가 관리하고 누구에 의해 통제되는
지로 규정하였다(허경선·라영재, 2011; 이상철, 2004; 조택, 2007). 이를 기반으로 거버
넌스의 구조를 크게 하부구조와 상부구조로 구분하였으며, 하부구조는 소유구조와 자본
구조, 상부구조는 내부거버넌스와 외부거버넌스로 다시 유형화하였다.
연구진은 국립대학 거버넌스 구조 및 구성요소를 다음 그림과 같이 도식화하여 제시하
였다.

114

Ⅲ.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 및 구조

[그림 Ⅲ-1] 국립대학 거버넌스 구조 및 구성요소(안)(1차)

표에 제시한 것과 같이 국립대학 거버넌스 구조 및 구성요소의 타당성 검증결과는 전
영역에서 전문가 패널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국립대
학 거버넌스의 구조 및 구성요소는 전반적으로 타당하다(55.0% 동의, CVR .10), ② 하부
구조로서 국가와 국립대학 간 소유구조 및 자본구조를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35.0% 동
의, CVR -.30), ③ 상부구조로서 국립대학 내부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로 총장, 대학평의
원회, 교무위원회,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를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55.0% 동의, CVR
-.30), ④ 상부구조로서 국립대학 외부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로 감사제도와 정보공시, 평

가를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35.0% 동의, CVR .10)로 나타났다. 국립대학 거버넌스 구조
및 구성요소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집단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며, 국립대학 거버
넌스를 논의함에 있어 구조와 구성요소 측면은 주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핵심 쟁점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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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 국립대학 거버넌스 구조 및 구성요소 델파이조사 결과(1차)
조사내용

평균

구조 및 구성요소의 전반적 타당성

3.50

하부구조 구성요소 타당성

표준

최소값

최대값

0.89

2.00

5.00

3.15

1.18

1.00

상부구조 내부 거버넌스
구성요소 타당성

2.90

1.12

상부구조 외부 거버넌스
구성요소 타당성

3.35

0.99

편차

동의

CVR

IQR

55.0

0.10

3-4

5.00

35.0

-0.30

2.75-4

1.00

5.00

55.0

-0.30

2-4

1.00

5.00

35.0

0.10

3-4

비율

표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전문가 패널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개방형 응답을 분석했다. ‘구조 및 구성요소의 전반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과반 이
상의 전문가 패널이 국립대학을 일반 기업 거버넌스 분석틀인 ‘상부구조’, ‘하부구조’ 개념
으로 논의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개념은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구조를 논의하기에 적합한 개념이므로 국립대학의 설립취지와 직
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리고 일부 패널의 경우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부구조 구성요소’를 소유구조와 자본구조로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기술하였다.
‘상부구조 내부 거버넌스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내부 거버넌스의 기구로서 제시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 등의 의결권 및 참여권이 의결주제와 상관없
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내부 거버넌스 구성요소로서
지방자치단체, 기업, 산업체, 동문 및 지역사회까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응답하였으나, 대학평의원회 구성과의 중복성 검증, 구성 비율 등에 대
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응답하였다.
‘상부구조 외부 거버넌스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감사제도, 정보공시, 평가

등이 외부 거버넌스로서 역할하고 있으나 이는 국립대학의 학문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일부 부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
기에 외부 거버넌스 구성요소로서 포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2차 델파이 조사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에
서 델파이 조사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 하나의 문항에 여러
가지 구성요소가 포함됨으로써 구성요소 중 하나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도 전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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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향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설문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시행한 개방형 응답에서 추론 가능했는데, ‘총장, 대학평의원회 등은 타당하다고 생각하
나 학생회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등의 표현이 각 패널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
난 것이 그 예이다. 둘째, 대부분의 전문가 패널은 각 구성요소가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
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구성요소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동시에 고려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개방형 응답에서 ‘대학 연구와 관련한 주요 사안에 대해 직
원회와 학생회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 등의
내용이 표현되었으며, 이러한 관점은 응답자가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범위 중 어느 사안
을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었는지에 따라 응답경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이 추측 가능하다.

나.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2차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 패널 의견 반영 및 문제점을 보완 차원에서 재구성되었다.

가장 큰 수정사항으로는 하부구조와 상부구조의 개념을 적용하는 대신 대학 내·외부 거
버넌스 관점으로 구분하여 국립대학 거버넌스 구조를 재설정한 것이다. 2차 델파이 조사
에서 제시한 국립대학 거버넌스 구조 및 구성요소 모형은 그림과 같다.

[그림 Ⅲ-2] 국립대학 거버넌스 구조 및 구성요소(안)(2차)

그림의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델파이조사 설문지를 보완하였다. 앞서 밝힌 1차 델파이
조사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부 구성요소가 포함된 문항은 전체 구성요소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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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세부 구성요소 타당도를 분리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주의사항으로서 아래
문구를 추가로 삽입하였다.
<표 Ⅲ-10> 2차 델파이조사 주의사항
※ 요소가 가진 문제점, 이슈, 중요도, 영향력 등은 판단에서 제외하여 주시고, ‘요소 자체가 거버넌스 구성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예시) 대학평의원회라는 제도나 기구 자체는 필요함(구성요소로서 타당함)
대학평의원회의 현재 구성원 참여범위나 세부 참여비율, 교수회와의 기능 중복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델파이 조사항목 아님 → 추후 심층면담조사 시행예정)

다만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2차 델파이 조사에서도 ② 국가와 국립대학 간 설립
운영관계 설정 타당성(동의비율 75%, CVR .50)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문가 합
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구조 및 구성요소의 전반적 타당성
(동의비율 70.0%, CVR .40), ③ 국립대학 내부 거버넌스 구성요소 타당성(동의비율
70.0%, CVR .40), ④ 국립대학 외부 거버넌스 구성요소 타당성(동의비율 60.0%, CVR
.20)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 구성요소의 타당성 검증내용을 살펴보면 각 세부요소별로 상이한 타당성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③ 국립대학 내부 거버넌스 구성요소 타당성의
세부요소들을 살펴보면 ‘총장(동의비율 85.0%, CVR .70)’, ‘교무위원회(동의비율 80.0%,
CVR .60)’, ‘대학평의원회(동의비율 85.0%, CVR .70)’, ‘교수회(동의비율 85.0%, CVR
.70)’의 경우 타당성 검증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직원회(동의

비율 55.0%, CVR .10)’, ‘학생회(동의비율 55.0%, CVR .00)’는 리커트 척도 4점 이상의
동의비율이 50.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CVR값이 최소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한 법정 자문·심의기구 재정·경 위원회, 등록금심의 위원회는 거버넌
스 구성요소로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1차 델파이 조사 개방형 설문에서 중복 제기되
었다. 따라서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내부 거버넌스 구성요소로서 법정 자문·심의기구를
추가적으로 포함하였으나, ‘재정·경 위원회(동의비율 50.0%, CVR 0.00)’, ‘등록금심의위
원회(동의비율 35.0%, CVR -.30)’으로 이 역시 타당하지 못한 구성요소로 나타났다. ④
국립대학 외부 거버넌스 구성요소 타당성의 세부요소를 살펴보면 ‘감사(동의비율 80.0%,
CVR .60)’는 타당한 구성요소로서 합의되었으나, ‘평가(동의비율 50,0%, CVR .00)’, ‘정

보공시(동의비율 65.0%, CVR .30)’는 타당성이 검증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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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국립대학 거버넌스 구조 및 구성요소 델파이조사 결과(2차)
조사내용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동의
비율

CVR

IQR

구조 및 구성요소의 전반적 타당성

3.75

1.02

1.00

5.00

70.00

0.40

3-4

국가와 국립대학 간
설립운영관계 설정 타당성

3.95

0.83

2.00

5.00

75.00

0.50

3.75-4.
25

국립대학 내부 거버넌스
구성요소 타당성

3.70

0.98

1.00

5.00

70.00

0.40

3-4

∙ 구성요소로서의 ‘총장’ 타당성

4.45

0.76

3.00

5.00

85.00

0.70

4-5

∙ 구성요소로서의 ‘교무위원회’ 타당성

4.20

0.89

2.00

5.00

80.00

0.60

4-5

∙ 구성요소로서의 ‘대학평의원회’ 타당성

4.30

0.86

2.00

5.00

85.00

0.70

4-5

∙ 구성요소로서의 ‘교수회’ 타당성

4.05

0.76

2.00

5.00

85.00

0.70

4-4.29

∙ 구성요소로서의 ‘직원회’ 타당성

3.25

1.25

1.00

5.00

55.00

0.10

2.75-4

∙ 구성요소로서의 ‘학생회’ 타당성

3.20

0.95

1.00

4.00

50.00

0.00

2.75-4

∙ 구성요소로서의 ‘재정·경위원회’ 타당성

3.40

1.23

1.00

5.00

50.00

0.00

3-4

∙ 구성요소로서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타당성

3.20

1.15

1.00

5.00

35.00

-0.30

3-4

국립대학 외부 거버넌스 구성요소 타당성

3.70

0.80

2.00

5.00

60.00

0.20

3-4

∙ 구성요소로서의 ‘감사’ 타당성

4.00

0.92

2.00

5.00

80.00

0.60

4-5

∙ 구성요소로서의 ‘평가’ 타당성

3.45

1.00

2.00

5.00

50.00

0.00

3-4

∙ 구성요소로서의 ‘정보공시’ 타당성

3.90

0.91

2.00

5.00

65.00

0.30

3-5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법정 대의기구인 대학평의원
회에 교수, 직원, 학생의 대표가 포함되어 있기에 ‘직원회’, ‘학생회’ 등을 별도로 구성
요소화 하는 것은 중복적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교수회’ 역시 같은 맥락에서 논의 가능
하나 교수가 대학의 주요기능인 교육, 연구, 봉사를 담당하는 실제 주체라는 점, 전문가
패널 전원이 현재 교수직에 있다는 점 등이 응답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재정·경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법정기구로서 거버넌스에 포함되어야 하나
주요 예·결산과 관련한 의제결정이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거버넌스 범위 및 구성원 중복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평가’와 ‘정보공시’
의 경우 시행목적과 운영주체에 따라 외부 거버넌스 구성요소로서 적합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해당 항목과 관련하여 개방형 의견에서는 ‘평가’, ‘정보공시’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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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적 지원’, ‘산업 환경변화’ 등도 해당 요소로서 고려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개

진되었다.
다음 그림은 델파이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인된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구조 및 구성요소
를 제시한 것으로, 내부거버넌스에서는 직원회와 학생회, 외부 거버넌스에서는 평가와
공시의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은 구성요소의 경우에도
패널의 동의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사분위수범위 내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논의에서 무조건 배제하는 것 보다는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과 인식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주: 흐리게 표시된 구성요소(평가, 정보공시, 직원회, 학생회)의 경우 델파이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향후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 의견과 인식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어 삭제하지 않았음

[그림 Ⅲ-3] 국립대학 거버넌스 구조 및 구성요소(최종)

4

소결

Ⅲ장에서는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 및 구조를 정립하기 위하여 전문가 조사를 실시
하였다. 그 결과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은 연구진이 2차 델파이조사를 실시할 당시
제안했던 안이 최종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확정되었다.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구조’
또한 최종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된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확정하였는데, 연구진이 2차 델
파이조사를 실시할 당시 제안했던 안 중에서 일부 구성요소는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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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이슈가 되었던 것은 ‘국립대학의 설

립가치’와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주체’에 대한 부분이었다. 최종적으로 국립대학 거버넌
스의 개념에 포함된 설립가치는 공공성과 책무성으로 수렴되었으나 패널들은 민주성, 다
양성, 합법성 등 다양한 가치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주체에 관해
대학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로 구성한다는 내용에 관해 주체별 참여 수준이나 권한 정도
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고 특히 대학 외부인사가 대학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의
사결정 주체로 참여하는 것에 관해 강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국립대학의 설립가
치가 실제로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으며 대학운영에 내·외부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참여 수준이나 참여 인사의 범위 등이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구조’를 정립하는 과정에서는 국립대학 거버넌스와 기업 거버넌

스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먼저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진이 1차 델파이조사를 실시할 당
시 제안했던 최초안에는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구조로서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개념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패널들은 이 용어가 이데올로기나 경제적 구조를 논의하는 개념이므
로 대학의 거버넌스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중복적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구조에 있어서 ‘국가와 국립대학 간 설립운영관계’ 설정의 타당성이나 내부
거버넌스 구성요소로서 ‘총장’,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교수회’의 타당성, 외부 거
버넌스의 구성요소로서 ‘감사’의 타당성이 확인되었지만, 내부 거버넌스 구성요소로서
‘직원회’와 ‘학생회’, ‘재정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외부 거버넌스 구성요소로서 ‘평

가’와 ‘정보공시’의 타당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은 구성요소
의 경우에도 패널들의 동의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사분위수범위
내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논의에서 무조건 배제하는 것 보다는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인식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장에서 시행한 델파이 기법은 집단 의견을 조정, 통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
로 예측 뿐 아니라 의견 폭주 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에도 두루 활용되고 있으나,
의견의 합치가 반드시 최상의 것은 아닌 기초적인 것이라는 점에서53) 보다 심층적인 분
석을 위해 FGI(Focus Group Interview: 표적집단면접)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본 연구의 델파이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함께 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53)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10446&cid=42126&categoryId=42126(검색일: 201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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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립대학 거버넌스 구조에 대학평의원회 이외의 국립대학 내 설치된 법정기구(재
정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논의이다. 2차 델파이조사에서 재정
위원회의 경우 50.0% 이상의 패널이 리커트척도 4점 이상을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CVR 값이 최소기준이 도달하지 못했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경우 패널의 35.0%만이 4

점 이상을 응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구를 제외하고 국립대학 거버넌스를 논
의하는 것에 대한 불충족성 측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실제로 대학행정을 집행하는 관점에서의 보충적 의견이 요구된다. 다
만 법정의결기구가 대학의 예·결산, 재정·회계 등 특정 영역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
며, 대학평의원회나 기타 각종 위원회, 학생회 등 자치 기구 등을 통해 구성원 참여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로 포함하는 것
에 이견이 있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은 법정기구로서 대학평의원회의 역할과 비법정기구로서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
등의 역할 중복성에 대한 검토이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수, 직원, 학생, 조교 등의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대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법적 도입
초기에 해당하는 현재 대학평의원회의 실질적 효용성에 대한 부정적 관점과 작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학평의원회가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직원회나 학생회,
혹은 기타 의사결정 관련 기구를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부가적 구성요소로서 포함하는 것
이 적합한지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 직원회와 학생회, 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평가와 정보공시제도 등에 관해 다양한 구성원의 인식과 요구를 충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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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립대학 거버넌스 현황 및 쟁점

이 장에서는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현황 및 쟁점을 분석하였다. 먼저 국립대학 거버넌
스의 현황은 Ⅲ장의 델파이조사 결과 내부거버넌스의 구성요소로서 타당성이 확인된 대
학의 장(총장),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교무위원회를 대상으로 그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의 대학별 학칙과 규정 자료들을 수집한 뒤 코딩하여 양
적데이터로 변환하고 질적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분석에 활용하였다. 즉, 대학의
학칙과 규정에서 확인이 가능한 내부거버넌스 구성요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
다. 다음으로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쟁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가델파이조사를 실시
하여 관련 분야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쟁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1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현황

가. 분석 개요
이 절의 현황 분석 내용인 총장,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교무위원회는 고등교육법 체제
아래 대학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법정·비법정 의사결정기관이다(배영길,
2005: 385; 박동기, 2007: 33에서 재인용). 따라서 국립대학 거버넌스에 대한 심층적 이해

및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총장, 대학평의원
회, 교수회, 교무위원회 관련 객관적인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학별 학칙과 관련 규정들을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가능한데, 지금까지는 개별 주제에
대해 일부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한 경우가 소수 존재할 뿐 전체 국립대학의 거버넌
스와 관련된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분석은 미흡하였다. 이 절에서 대학별
학칙과 규정 자료에 기반한 현황 분석 결과는 이후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인식과 요구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토대이다. 다음 표는 분석 대상 국립대학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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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분석 대상 국립대학 현황
구분

권역

거점국립대

지역중심대

교대 등

계

대학 수

강원충청

3

대구경북

1

부울경

2

전라제주

3

강원충청

5

대구경북

2

부울경

4

수도권

3

전라제주

4

강원충청

3

대구경북

1

부울경

2

수도권

3

전라제주

2

-

비율

9

23.7

18

47.4

11

28.9

38

100.0

출처: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검색일 2019.2.21.)
주: 지역중심대에는 특수목적대를, 교대 등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포함함

다음 표는 분석 대상별 국립대학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대학의 장(총장제도)에 대해서는
총장 선출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대학평의원회의 경우 3월 초 기준으로 분석을
시행하였으나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되지 않은 대학이 다수 있어 7월 말 기준 자료를 새로
수집하여 다시 분석한 뒤 최종 반영하였다. 교수회는 교수회와 교수평의원회 관련 자료
를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교무위원회는 교무위원회, 학무위원회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Ⅳ-2> 분석 주제별 대상 국립대학 현황
구분

거점국립대

지역중심대

교대 등

계

총장 선출

9(23.7)

18(47.4)

11(28.9)

38(100.0)

대학평의원회

9(25.0)

16(44.4)

11(30.6)

36(100.0)

교수회

6(27.3)

16(72.7)

-

22(100.0)

교수평의회

9(23.7)

18(47.4)

11(28.9)

38(100.0)

9(25.0)

18(50.0)

9(25.0)

36(100)

교수회

교무위원회

출처: 각 대학 관련 규정(2019.3.4. 기준, 단, 대학평의원회는 2019.7.23. 기준으로 최종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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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의 장(총장)
총장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학생지도와 교무(敎務)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당해(當該) 대학교를 대표하는 대학교의 기관장”으로서54), “대학을 대표하
여 대외적인 활동을 하며 학내의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학내 업무 전반을 총괄 관
리”55)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총장은 학교 내부에서는 「고등교육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
서 대외적으로 학교를 대표한다. 총장은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대학의 의사결정과정의
정점에 있으며, 총장제도는 대학운영체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배영길,
2005: 386; 박동기, 2007: 75에서 재인용). 한편, 총장 선출 방법 또한 중요한데, 총장

선임에 따라 대학의 발전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신현석·주영달, 2016: 56).
국립대학의 총장 또한 대학 의사결정구조에 있어 최고의 의사결정권자로서 권한을 갖
고 있으며, 교육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조직 선상에서 지위상 단독으로 집행기
능을 할 수 있기도 하다(이경운, 2000: 12; 김기수, 2008: 12에서 재인용). 총장은 집행기
구로서 대학행정을 집행하되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무위원회 혹은
학·처장회의 등을 운영하게 된다(강인수, 2005: 70). 총장은 학내에 합의제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사실상 교무위원회는 심의기구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제로
자문기구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으며, 교무위원회의 구성이 총장이 임명한 학장과 처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총장 직속의 집행기구 성격을 띤 것으로 보기도 한다
(김기수, 2008: 12). 총장이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의 권한뿐만 아니라 학내 합의제 기구

의 설치에 대한 권한까지 갖고 있으므로 대학 운영에 있어 총장 제도가 갖고 있는 중요성
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김기수, 2008: 13). 총장은 대학운영의 중요 사항에 대해
다양한 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치며, 내부 구성원과의 상호관계를 유지하면서 대외적
으로 교류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김유곤, 2001: 19; 박영하, 2010: 13에서 재
인용). 총장이 가진 권한이나 대학운영 구조를 고려할 때, 대학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참
여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은 총장의 선임과정에 참여하거나 대학평의원회 혹은 교수회
등을 법적 의결기구로 제도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대학의 의사
결정구조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김기수, 2008: 13).
54)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12936&cid=42126&categoryId=42126(검색일: 2019.10.28.)
55)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24404&cid=42117&categoryId=42117(검색일: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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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총장 선출에 대한 참여권이나 결정권은 대학자치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데(임재
홍, 2016: 17), 국립대학의 총장선출 방식은 교수직선제, 임명제, 직선제, 간선제 등으로
변화해 오고 있다(박남기, 2018: 25; 임재홍, 2016: 4). 표시열 등(2000)은 총장선출방법
을 크게 두 가지, 교황식 선출방식과 입후보 선출로 구분하되, 학생이나 직원, 외부인사
등의 참여 방식에 따라 완전 직선제, 간선 대의제, 하향식 절충제, 상향식 절충제, 완전
임명제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고 하였다(강무섭, 2011: 15). 강원근(2008) 또한
우리나라 대학의 총장 선임 유형이 다양한 특성 및 장·단점을 갖고 있으며 완전 임명제,
교수직선제, 상향식 절충제, 하향식 절충제, 간선 대의제, 다원적 혼합형으로 분류하였다
(강무섭, 2011: 15).

이렇게 다양한 총장선출제도의 방식을 논의하는데 중요한 것은 참여자의 범위이다. 과
도한 참여는 조직 내 수평적 갈등(교수 간 갈등)을 야기하였고, 그 반대의 경우는 수직적
갈등(직급 간 갈등)을 야기하여 문제가 있었다(박엘리사, 2011: 97). 총장직선제는 구성
원의 합의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총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총장의 민주적 리더십 발휘가
가능하지만 학내 파벌 조성이나 과열 선거운동, 논공행상에 따른 보직 분배 등의 단점이
있을 수 있으며, 임명제는 정부의 지원 강화 등의 장점이 있지만 대학 구성원의 신뢰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인사가 임명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김기수, 2008: 13).
<표 Ⅳ-3> 총장선출방식 및 장·단점 비교
선출방식

장점

단점

∙ 대학의 설립이념에 부합된 적 ∙ 국립대학의 경우 정치성이 가
∙ 총장추천위원회 제도를 폐지
격총장선임이 가능
미될 가능성이 있음
하여 자율화 이전(1987)
완전
∙ 직선제의 폐단이나 잡음을 줄일 ∙ 재단의 횡포로 작용할 가능성
으로 환원
임명제
수 있음
과 대학의 자율성 약화 가능성
∙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이
∙ 사립대학의 경우 재단의 지원 ∙ 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직선제
제도를 견지하고 있음
의지 강화 효과
도입을 위한 갈등 지속
임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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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사회에서 5-6명
∙ 이사회 선임시 5-6명을 동질적
의 총장후보를 결정한 후 ∙ 임명권자의 의지를 존중할 수
후보로 내거나 또는 정략적으
교수단의 투표에 부쳐 최
있으며 교수단의 의견도 제한
하향식
로 내정 제시할 가능성이 있음
적으로 반영됨
다득표자를 총장으로 확
절충제
∙ 교수들이 지지를 받는 후보자가
∙ 직선제나 완전임명제의 폐단이
정 임명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경우 교
∙ 후보자 인원이나 자격 등
나 단점을 완화시킬 수 있음
수단의 불만이 야기될 수 있음
은 내규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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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방식

장점

단점

∙ 먼저 교수단의 직접투표로
∙ 다소는 완화되지만 직선제의
5-6명의 총장후보를 선출
∙ 수정된 민주적 방식으로 구성
∙ 이사회에서는 선출된 후보
폐단이 완전히 극복되지는 않음
원들의 여망이 우대됨
상향식
∙ 추천된 인사 중에서 선임할 수
중에서 득표에 관계없이
∙ 임용권자의 의지도 제한적으로
절충제
있으나 득표수에 구애될 때에
총장을 확정
보장됨. 조화와 균형의 원리에
∙ 현행 직선복수추천제의 보완
는 직선제와 다름없음
적합
∙ 임명제의 장단점이 희석됨
형식이지만 임용권자의 선
택의 폭을 넓힘

직선제

∙ 득표운동 등으로 인한 대학의
∙ 대학의 중추적 구성원인 교원
권위와 풍토 훼손
∙ 교원들의 직접 선거에 의
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
∙ 교수들간의 파벌 조성과 선거
하여 선정
∙ 대학민주화, 자율화에 기여.
후유증 심각. 직원 및 학생대
구성원의 참여의식 고조
표가 소외되어 갈등 지속

간선제

∙ 직선제보다 수가 적은 추천위
및 대의원을 대상으로 청탁 및
∙ 직선으로 총장추천위원회 ∙ 직선제의 폐단을 완화시킬 수
압력사례가 심해질 수 있음
또는 총장 선출을 위한
있으면서 대학 구성원의 의사
∙ 소수 대의원간의 담합이나 편
대의원을 선출한 뒤, 추
를 반영
향성이 나타날 우려
천위 또는 대의원들의 직 ∙ 미국 등 선진국의 일반적 제도
∙ 대의원 선출과정이 과열될 경
로 오랜 경험을 활용
접 투표로 결정
우 직선제와 유사한 문제 발생
가능성

출처: 신현석·주영달(2016), p.80을 일부 보완하여 편집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 국립
대학의 자료를 수집한 후, 2019년 3월 4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대학에서 총장임용후보자
를 선정할 때 직선제로 규정하고 있는지 혹은 간선제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가능 국립대학은 거점국립대 9개교, 지역중심대 18개교, 교대
등 11개교로 총 38개교이다.
<표 Ⅳ-4> 분석 대상 국립대학 현황
(단위: 개교(%))
구분

거점국립대

지역중심대

교대 등

계

대학 수

9(23.7)

18(47.4)

11(28.9)

38(100)

출처: 각 대학 총장 선출 관련 규정(2019.3.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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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방식

전체 38개교 중에서 직선제를 통해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는 대학은 16개교(42.1%)
였고 간선제를 통해 선출하는 대학은 22개교(57.9%)로 나타났다. 거점국립대의 경우에는
간선제(4개교, 44.4%)보다 직선제(5개교, 55.6%)가 다소 많았고 지역중심대는 직선제와
간선제 모두 9개교로서 동일한 비중을 보였다. 그런데 교대 등의 경우에는 81.8%(9개교)
에 달하는 대학이 간선제로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고 있었고 직선제는 18.2%(2개교)
정도에 불과하였다. 다만 2019년 3월 4일 이후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규정을 개정하고
직선 총장을 선출할 예정이 다수 존재하여(한겨레신문, 2019.3.13.). 향후 직선제로 총장
임용후보자를 선정하는 국립대학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Ⅳ-5>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방식
(단위: 개교(%))
구분

직선제

간선제

계

전체

16(42.1)

22(57.9)

38(100)

거점국립대

5(55.6)

4(44.4)

9(100)

지역중심대

9(50.0)

9(50.0)

18(100)

교대 등

2(18.2)

9(81.8)

11(100)

출처: 각 대학 총장 선출 관련 규정(2019.3.4. 기준)
주: 2019.3.4. 기준으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서 직선제로 명시한 경우에는 직선제 총장이 선출되
기 전이라 할지라도 직선제로 변경된 대학으로 봄

2) 임기 및 연임(중임) 여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 총장의 임기(4년)를 명시한 대학은 전체 38개교
중에서 17개교(44.7%) 정도에 해당하였다. 거점국립대와 교대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임기 규정을 두지 않는 비중이 더 높았으나 지역중심대의 경우에는 13개교(72.2%)가 임
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임(중임)에 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는 지 살펴본 결과, 전체 38개교 중에서 연임(중임) 규정을 두지 않은 대학이 18개교
(47.4%) 정도였는데, 반면 지역중심대의 경우는 절반 이상의 대학에서 연임(중임)이 불가

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10개교, 55.6%). 참고로 1회 중임 가능하다고 규정한 대학은
5개교(13.2%)였고, 연임 가능하다고 규정한 대학은 2개교(5.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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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총장의 임기 및 연임(중임) 여부
(단위: 개교(%))
구분

임기규정

연임(중임) 규정

계

유

무

무

불가

1회

연임

전체

17(44.7)

21(55.3)

18(47.4)

13(34.2)

5(13.2)

2(5.3)

38(100)

거점국립대

1(11.1)

8(88.9)

8(88.9)

0(0.0)

1(11.1)

0(0.0)

9(100)

지역중심대

13(72.2)

5(27.8)

4(22.2)

10(55.6)

2(11.1)

2(11.1)

18(100)

교대 등

3(27.3)

8(72.7)

6(54.5)

3(27.3)

2(18.2)

0(0.0)

11(100)

출처: 각 대학 총장 선출 관련 규정(2019.3.4. 기준)

3) 총장후보자의 자격

총장후보자의 자격을 직선제 대학과 간선제 대학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직선제
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대부분 총장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총장후보등록의 요건으로 하면서 동시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 각 호
의 교육공무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고, 총장임용후보자 등록 당시 「교육공무원법」 제47
조에 의한 정년에 달하지 않은 자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 정년에 달하지 않는
자에 대한 기준은 ‘등록당시 총장의 임기만료 익일부터’ 혹은 ‘임기만료 다음 날로부터
4년 이내’로 보는 대학이 다수였다. 그 외 일부 대학에서는 총장후보자의 근속연수나 부

교수 이상의 직급 제한을 두거나, 외부인사의 경우에는 일정 인원 이상 전임교원의 추천
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었다. 한편, 1개 지역중심대학에서는 학·처장급 이상의 보직자와
교수회장의 총장후보등록에 대한 상세 규정을 두고 있었다.
<사례 >
‣ 우리대학에 10년 이상 재직 중인 교원. 단, 학·처장급이상의 보직을 가진 사람으로서 입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총장 임기만료 140일 전에, 교수회장이 입후보하고자 할 때는 총장 임기만료 1년 이전에 각각 그
직을 사직해야 하며 학·처장급 이상의 보직자에 대한 기준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권자 중 편제
교원 총원의 10분의 1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중복추천을 허용한다. 단, 6개 단과대학(대학원, 교양학부
및 대학본부를 하나의 단과대학으로 봄) 중 4개 이상 단과대학에서 각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간선제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는 대학의 경우에서도 직선제와 유사하게 총장으로서 요
구되는 학식과 덕망, 통솔력과 행정능력 등을 갖춘 사람을 총장후보등록의 요건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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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동시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교육공무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고,
‘총장 임기 만료일 전’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의한 정년에 달하지 않은 자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외부인사가 총장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이상
전임교원의 추천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었는데, 일부 대학에서는 내부인사에게도 전임교
원의 추천 및 기탁금(발전기금) 납부를 요건으로 삼고 있었다. 한편, 1개 거점국립대와
1개 지방중심대에서는 학무위원 구성원과 대학평의원회 구성원 등의 입후보에 대한 상

세 규정을 두고 있었다.
<사례 >
‣ 총장후보자는 ○○대학교 총장으로서 요구되는 학식과 덕망을 지니고 통솔력과 행정능력을 고루 갖춘 내·외
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총장임기 만료일 전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의한 정년에 달하지 아니하는 자
3. ○○대학교 학칙 제14조의 학무회의 구성원(이하학무위원이라 한다) 및 ○○대학교 교수회 규정 제
13조의 임원이 총장후보자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한 총장후보자 공모 공고에서 정한 접수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한 자

4)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관련 위원회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는 가운데 기능하는 위원회를 직선제와 간선제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먼저 직선제에서 총장임용후보자는 대학구성원들이 직접투표, 비밀투표를 통
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와 차 순위 득표를 한 후보자를 각각 1, 2순위
후보자로 선정하기 때문에 관련 위원회로는 ‘추천위원회’를 두고 있다. 추천위원회는 일
반적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선거 전반을 관리하고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 개최,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및 공고 등의 역할을 한다.
반면 간선제의 경우 모든 대학에서 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리위원
회와 공모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간선제에서 ‘추천위원회’는 총
장후보자를 심층 심사하여 1, 2순위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고, 총장에게 선정된 총장
임용후보자를 통보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그 밖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역시 추천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기능이다. 그리고 ‘관리위원회’는 총
장임용후보자의 공모, 공고 등 일련의 절차를 모두 관리하는 위원회에 해당하는 데, 후보
자의 적격성 심의, 연구윤리 검증, 합동연설회 주관 및 각종 홍보활동, 관리위원회 및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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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위원회 위원에 대한 면직, 해촉 및 기피신청의 심의 의결, 추천위원회의 활동 지원 등
을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모위원회’는 총장임용후보자 공모에 관한 공고와 홍보
를 담당하는데, 구체적으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토론, 진술, 면접, 자문 및 평가
등의 진행 관리, 총장후보자 정책홍보 관리, 총장임용후보자선정에 관한 백서 발간, 총장
후보자 자격에 대한 적부의 심의·의결 등 기능을 수행한다.

<표 Ⅳ-7>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관련 위원회
(단위: 개교)
구분

간선제

직선제
(추천위원회)

관리위원회

추천위원회

공모위원회

소계

전체

16

15

22

8

22

거점국립대

5

2

4

2

4

지역중심대

9

5

9

5

9

교대 등

2

8

9

1

9

출처: 각 대학 총장 선출 관련 규정(2019.3.4. 기준)
주: 소계는 간선제 대학 수임

5)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방법 : 직선제

가) 선거권자의 구성
총장임용후보자를 대학구성원들이 직접투표와 비밀투표에 의해 직접 선정하는 직선제
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에서 선거권자를 교원, 직원, 조교, 학생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다만, 교원, 직원, 조교, 학생의 투표 결과를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는데 어떠한 비율
로 반영하는지는 대학마다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교원 외 선거인의 투표
반영 비율은 최소 14%에서 최대 19.9% 정도로 하되, 학생선거인이나 조교 선거인의 경
우 정수(예: 22명)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비율을 명시하지 않고, 구성원의
참여비율과 투표결과 환산 방법을 관련 위원회에서 합의에 의해 정하거나 단체의 합의
하에 총장이 결정하는 대학도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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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직선제에서 선거권자의 구성과 투표 반영 비율
구분

거점
국립대

지역
중심대

교대 등

교원

직원

조교

학생

투표 반영 비율

A

∨

∨

∨

∨

- 교원 선거인: 80%, -직원 선거인: 15%, -학생 선거인: 4%, -나머지 1%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의 사정을 감
안하여 직원(조교 포함) 및 학생선거인에게 우선 배정

B

∨

∨

∨

∨

- 직원:교원선거인 수의 100분의 11, -조교:22명, -학생: 학부생, 대학원생 포함

C

∨

∨

∨

∨

- 직원:교원선거인 수의 100분의 11, -조교:22명, -학생: 학부생, 대학원생 포함

D

∨

∨

-

∨

교원선거인의 투표반영비율은 100으로 하고, 교원 외 선거인의 투표반영비율은 17.83으로 함

E

∨

∨

∨

∨

규정 없음

F

∨

∨

∨

∨

직원·조교·학생의 참여 비율, 참여 범위, 환산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함

G

∨

∨

∨

∨

- 직원·조교 및 학생선거인의 투표반영비율은 규정에 따라 확정된 교원선거인수의 19.9%로 함, -학생선거인: 선
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114명

H

∨

∨

-

∨

규정 없음

I

∨

∨

-

∨

규정 없음

J

∨

∨

∨

∨

선정규정 제13조제2항에 의한 투표반영비율은 구성원(교수,직원,조교,학생) 단체의 합의하에 총장이 결정함

K

∨

∨

∨

∨

- 교원 선거인수 대비 직원의 선거참여 비율은 1차투표 17.8%, 2차투표 18.6%, 3차투표 19.5%로 함
- 조교 및 학생의 선거참여 비율은 선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직선제 선거를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기로 하고
참여 비율을 확정한 국립대학의 평균으로 함

L

∨

∨

∨

∨

직원·조교 선거인(의 투표비율은 교원인 선거인(이하 “교원선거인”이라 한다) 수의 100분의 14로 함

M

∨

∨

∨

∨

규정 없음

N

∨

∨

∨

∨

교원, 직원, 조교, 학생의 참여비율과 환산방법은 추천위원회에서 합의에 의하여 정함

O

∨

∨

-

∨

교원 73%, 직원 14%, 학생 13%

출처: 각 대학 총장 선출 관련 규정(2019.3.4. 기준)
주: 직선제 대학별 선거권자 구성 및 투표 반영 비율을 제시함(대학명 알파벳 가명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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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천위원회의 구성
직선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선거 전반을 관리하는 추천위원회 위원의 구
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추천위원회 위원은 최소 15명에서 최대 36명 사이로 나
타났는데, 모든 대학에서 교원, 직원, 학생, 졸업생, 외부인사를 1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
하고 있었다. 조교의 경우에는 대학마다 위원으로 선정하기도 하고 미선정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원 위원이었
는데 1개 거점국립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 교원위원 중에서 여성위원을 반드시 두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위원들 중에서도 2명 이상 선정 시 최소 1명은 여성위원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대학도 다수 있었다. 교원위원 다음으로는 직원 위원, 외부인사, 학생의
순으로 그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참고로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모든 대학에서 호선으
로 선출하고 있었다.
<표 Ⅳ-9> 직선제에서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단위: 명)
구분
거
점
국
립
대

지
역
중
심
대

교대
등

A

교원

직원

조교

학생

졸업생

외부인사

계

23*

4*

2*

2*

1

4*

36

15*

1

1

1

1

3*

22

B

12*

2

0

1

1

1

17

C

17

3

0

2*

2

1

25

D

10*

2*

0

1

1

1

15

E

14*

3*

1

1

1

2

22

F

21*

5*

0

1

1

2*

30

G

13*

3*

0

1

1

1

19

H

11*

5*

1

1

1

1

20

I

12*

2*

1

1

1

1

18

J

14*

3*

0

1

1

1

20

K

10*

2*

0

1

1

1

15

L

21*

5*

0

1

1

2*

30

M

12*

4*

1

1

1

1

20

N

12*

2*

0

2

1

1

18

O

12*

2*

0

1

1

4*

20

출처: 각 대학 총장 선출 관련 규정(2019.3.4. 기준)
주1 : 직선제 대학별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을 제시함(대학명 알파벳 가명 표기)
주2 : *는 여성위원 포함 조건이 있는 경우이며, 대학 간 여성위원 수는 최소 1인 이상~최대4인 이상 범위 내에서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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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진단과 방안(Ⅲ) :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을 중심으로

한편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교수회(교수평의회)의 교수회장(교수평의회장)에서 교원위
원을 추천하고 있는데 일부대학에서는 교원위원이 특정 단과대학에 편중되지 않도록 추
천하고 있었다. 그리고 직원위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공무
원직장협의회장) 대학노조 ○○대지부(대학노조지부장)의 추천으로 선정하고 있었는데,
추천위원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직원위원을 겸할 수 없다는 단서규정을 함께 두고 있었다.
반면 학생위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상세한 내용 규정 없이 총학생회(총학생
회장)의 추천을 통해 선정되고 있었다. 다만, 2개교에서 각각 단과대학 이상의 선출직
학생 간부 중에서 학생위원을 추첨하여 선정한다는 규정과 학부과정 및 대학원 과정을
모두 추천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었다. 참고로 졸업생위원의 경우에는 총동
창회(총동창회장)가 추천한다는 정도에 그칠 뿐 상세 규정을 두지 않는 대학이 다수로
나타났다.
<사례 >
‣ ①
의
②
을
1.
2.

규정 제6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학생은 학부과정 또는 일반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총학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위원으로 추천한다.
추천일을 기준으로 재학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학부생에 한함)
교육부장관에게 총장임용후보자가 추천되는 때까지 졸업 등의 사유로 재학생 신분이 상실될 가능성이 적
은 사람(학부생, 대학원생 공통)

그리고 외부인사의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
로 하되, 외부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체에는 비교적 대학별 편차가 있었
다. 즉, 교수회장이 교수평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거나, 국공립대학의 교수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교수평의회가 추천하기도 하였다. 반면 총장이 추천하는 경우도 5개교 정도
있었고 추천 방식이 명시되지 않은 채 인원수만 규정된 대학도 있었다. 특이한 점은 교대
1개교의 경우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계 저명인사를 외부인사로 선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례 >
‣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위원의 선정)
1. 관리위원회는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북도지사, 전주시장 중 1명을 무작위 추첨에 의해 선정한다.
2. 관리위원회는 선정된 대상자에게 유선 등으로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었
음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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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계 저명인사 외부위원의 선정)
1. 관리위원회는 교수회, 직원협의회, 학생회(제11조제2항에 명시된 학생위원)로부터 개인별로 1명씩 추천
을 받는다.
2. 교원, 직원 및 학생은 별지 제14호의 서식에 따라 교육계 저명인사 1명씩을 추천위원회 위원 선정 3일
전까지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3. 관리위원회는 교원, 직원 및 학생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육계 저명인사 대상자 목록을 작성하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교수회에서 1명, 직원협의회에서 1명, 학생회(제11조 제2항에 명시된 학생위원)에서 1명을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한다(여성위원 1명 이상 포함). 단, 유고시를 대비하여 각각 1명을 예비후보로
선정한다.
4. 관리위원회는 추첨에 의해 선정된 교육계 저명인사 외부위원에게 유선 등으로 교육계 저명인사 외부위원
으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고, 유고시 예비후보로 대체한다.

다) 추천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 및 결격 사유
이상과 같이 추천위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 2개 대학에서 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 규
정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제척, 기피, 회피 규정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거
나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사회적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자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결격사유를 어
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연구 년, 휴직, 파견 수행 중인 교원(직
원)과 징계처분 중인 교원(직원)의 경우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으며, 학생위
원인 경우에는 휴학, 정학, 국내·외 교류수학(해외인턴십 포함) 중인 경우 임명이 불가능
하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학에서는 학무위원, 교무위
원, 학장, 대학원장, 본부장, 부속시설의 장 등에 대해서도 결격사유의 하나로서 규정하
고 있다. 다만, 특이하게도 거점국립대 1개교와 교대 1개교에서는 지원자와 친족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표 Ⅳ-10> 직선제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
(단위: 개교)
구분

자격요건

결격사유

제척, 기피, 회피

해촉(자격상실)

계

전체

2

15

16

15

16

거점국립대

1

5

5

4

5

지역중심대

0

8

9

9

9

교대 등

1

2

2

2

2

출처: 각 대학 총장 선출 관련 규정(2019.3.4. 기준)
주: 계는 직선제 대학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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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결격사유) >
‣ 1.
2.
3.
4.
5.
6.
7.
8.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
지원자
지원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이었던 사람
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교수협의회 회장, 직원협의회 회장
관리위원회 위원
휴직자, 정직자, 연구년 및 국외파견자,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파견)자 또는 공로연수자
휴학생 및 국내, 외 교류수학(해외인턴십 포함) 중인 학생

6)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방법 : 간선제

가) 관리위원회의 구성
총장임용후보자를 간선제를 통해 선정하는 대학에서는 관리위원회를 두고 총장임용후
보자의 공모, 공고부터 합동연설회 주관 등 일련의 절차를 관리하고 있었다. 다만, 모든
대학에서 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관리위원회를 설치한 대학의 경우
거점국립대에서 관리위원회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고 교대 등에서는 7명 정도로 나타
났다. 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과 직원위원을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구성되었는데 1개 거
점국립대에서는 외부인사를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교
원위원은 교수회의 혹은 평의회에서 무작위로 추천하며, 직원위원과 학생위원은 모두 해
당 협의회 및 총학생회에서 추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추천된 위원들은 모두 총장이
위촉(임명)하고 있었다. 참고로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대학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있었다.

<표 Ⅳ-11> 간선제에서 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구분
거점국립대

지역중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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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교원

직원

조교

학생

외부인사

계

A

14

2

1

1

3

21

B

30

5

0

0

0

35

C

9

2

0

0

0

11

D

8

2

0

0

0

10

E

12

2

1

1

0

16

F

8

2

0

0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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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대 등

교원

직원

조교

학생

외부인사

계

G

5

2

0

0

0

7

H

5

2

0

0

0

7

I

5

2

0

0

0

7

J

5

2

0

0

0

7

K

5

2

0

0

0

7

L

5

2

0

0

0

7

M

4

3

0

0

0

7

N

3

3

0

0

0

6

출처: 각 대학 총장 선출 관련 규정(2019.3.4. 기준)
주: 간선제 대학별 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을 제시함(대학명 알파벳 가명 표기)

나)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 및 결격 사유
대부분의 대학에서 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 재직 중인 중립적 인사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동시에 결격사유 또한 명시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결격사유로는 학무
회 구성원, 휴직 중이거나 연구년, 파견 중인 교원, 징계 중인 교원, 총장공모지원예정자
등이 있었다.
<표 Ⅳ-12> 간선제에서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

(단위: 개교)

구분

자격요건(결격사유)

제척, 기피, 회피

해촉(자격상실)

계

전체

13

11

6

22

거점국립대

2

2

1

4

지역중심대

4

3

3

9

교대 등

7

6

2

9

출처: 각 대학 총장 선출 관련 규정(2019.3.4. 기준)
주: 계는 간선제 대학 수임

<사례 >
‣ 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학교에 재직하는 교직원으로서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중립적 인사로 하되,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원자
2. 총장, 교육전문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교수협의회 회장, 직장협의회 회장
3. 선출일 기준 휴직중인 자, 정직중인 자, 연구교수 및 국외 파견자,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파견)자 또는
공로연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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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천위원회의 구성
또한 총장임용후보자를 간선제를 통해 선정하는 모든 대학에서는 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었다. 추천위원회는 실제 총장후보자를 심층 심사하여 1, 2순위 총장임용후보자를 선
정하고 총장에게 선정된 후보자를 통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보
다 규모도 크고 교원, 직원, 조교, 학생, 졸업생, 외부인사 등 다양한 주체를 위원으로서
구성하고 있었다. 한편, 추천위원회 위원은 최소 20명에서 최대 50명 사이로 나타났는
데, 2개교에서만 조교를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포함하고 있었다. 추천위원회 위원 중
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원위원이었는데 교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원위원 중에서 여성위원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외부인사를 살펴보면, 최소 1명(5%)에서 최대 13명(32.5%)로 나타나 대학 간 편차가 큰
편이었다. 참고로 모든 대학에서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있었다.
<표 Ⅳ-13> 간선제에서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단위: 명)
구분

거점
국립대

지역
중심대

교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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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직원

조교

학생

졸업생

외부인사

계

A

20*

2*

0

2*

0

8*

32

B

15*

2

0

1

0

6

18

C

19*

3*

1

1

3*

5*

32

D

31

5

0

1

0

13

50

E

31*

4*

0

2*

0

13

50

F

35*

8*

0

2

2*

3

50

G

35*

8*

0

2*

2*

3*

50

H

28*

7*

0

1

2*

2*

40

I

15*

2

0

1

0

6*

23

J

31*

3*

1

1

3*

7*

46

K

29*

6*

0

1

0

12*

48

L

36*

8*

0

1

1

4

50

M

12

2

0

1

1

4

20

N

14

3

0

1

1

1

20

O

12

2

0

1

1

4

20

P

12*

2*

0

1

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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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원

직원

조교

학생

졸업생

외부인사

계

Q

14

3

0

1

0

2

20

R

12

2

0

1

1

4

20

S

12

2

0

1

2

3

20

T

12

2

0

1

1

4

20

U

14

3

0

1

1

1

20

V

29*

7*

0

1

0

13

40

출처: 각 대학 총장 선출 관련 규정(2019.3.4. 기준)
주1: 간선제 대학별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을 제시함(대학명 알파벳 가명 표기)
주2: *는 여성위원 포함 조건이 있는 경우이며, 대학 간 여성위원 수는 최소 1인 이상~최대 9인 이상 범위 내에서
상이함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교원위원의 경우 크게 단과대학(전공단위)과 성별을 고려하여 무
작위 추첨을 하거나 소속 교원의 직접/비밀 투표로 선출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위원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여성위원 수를 안분하는 등 그 수를 조정하는 절차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
‣ 교원위원은 다음과 같이 투표하여 선정한다.
1. 전체 남성교원을 대상으로 투표하여 남성교원위원을 선정하며, 전체 여성교원을 대상으로 투표하여 여성
교원위원을 선정
2. 전체 교원 1인 2투표제 실시(남성교원 중 1명, 여성교원 중 1명 기명)
3. 전체 남성교원 중 최다득표순으로 남성교원위원을 선정하며, 전체 여성교원 중 최다득표순으로 여성교원
위원을 선정

반면 직원위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직원협의회의 추천을 통해 선정하고 있었는데, 해당
대학에서의 근무 년 수를 고려하거나 직종(직렬)을 고려하여 위원 수를 조정하는 대학
또한 일부 존재하였다.

<사례 >
‣ 1. 직원위원은 제2조 제6호의 직원으로 하되, 공무원, 조교, 대학회계 무기계약직으로 구분하여 할당된 인원
을 배정하며, 세부 배정기준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따로 정함
2. 여성위원은 직능별 재직 직원 수의 규모를 감안하여 직원에게 할당된 인원을 배정하여야 함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모위원회에서 따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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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생위원의 경우에는 주로 대학 총학생회에서 추천하고 있었는데, 만약 캠퍼스
가 존재한다면 각 캠퍼스별로 총학생회에서 각 1명씩 추천하는 대학 또한 존재하였다.
대부분의 학생위원의 경우에는 총학생회에서 추천한다는 정도의 규정에서 그치는 경우
가 많았는데, 다음 3개교는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 학생회에서의 추천을 규정한다든지,
총여학생회에서 추천을 규정한다든지, 관리위원회에서 무작위 추첨을 한다든지 특이 사
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사례 >
‣ 학부 총학생회(1인)와 대학원 학생회(1인)에서 추천
‣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에서 각 1인씩 추천
‣ 관리위원회는 학생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학생위원 1명을 선정하고, 유고시를
대비하여 예비후보 1명을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졸업생 대표의 경우에는 대부분 총동창회에서 추천하여 선정하고 있었다.
한편 외부인사의 경우에는 각 대학마다 선정방식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였다. 다만 단
체별로 추첨(추천)을 받아 진행하고 있었는데, 외부인사 선정에 관여하는 외부 단체는 다
음과 같다.

<사례 >
‣
‣
‣
‣

학내 교수회(평의원회), 타대학(국공립대학) 교수회, 직원협의회
총동창회, 학부모
도지사, 시장 등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교육계 저명인사
교육감, 교육계 저명인사 등

라) 추천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 및 결격 사유
다수의 대학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서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사회적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직선제 대학의 추천위원회 위
원의 결격사유와 거의 유사하게 명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원자와 친족관계(5촌 이내)
이거나 이었던 사람 등을 결격 사유로 삼는 대학의 비중이 직선제 대학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편 추천위원회에 학생위원이 포함됨에 따라 1개 지역중심대에서는 총장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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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원자의 소속학과(학부)와 동일한 학과(부)에 재학 중인 학생을 추천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을 두기도 하였다.

<표 Ⅳ-14> 간선제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
(단위: 개교)
구분

자격요건

결격사유

제척, 기피, 회피

해촉(자격상실)

계

전체

11

18

19

16

22

거점국립대

0

3

4

2

4

지역중심대

5

7

8

6

9

교대 등

6

8

7

8

9

출처: 각 대학 총장 선출 관련 규정(2019.3.4. 기준)
주: 계는 간선제 대학 수임

< 사례 >
‣ 각
1.
2.
3.
4.
5.
6.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위원회위원에서 제외한다.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자
지원자
관리위원회 위원
(삭제 2013.12.30.)
휴직자, 정직자(직위해제), 연구교수(연구년, 안식년), 국내·외 파견 및 연수중인 자
총장 공모지원자의 소속학과(학부)와 동일한 학과(부)에 재학 중인 학생(신설 2013.12.30.)

마) 공모위원회의 구성
마지막으로 간선제로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는 대학에 설치된 공모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았다. 공모위원회는 총장임용후보자 공모에 대한 공고와 홍보를 주된 기능으로 하
고 있기 때문에 추천위원회 위원 내에서 공모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대학이 다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추천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공모위원회 위원이 되는 경우는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1개교에서만 추천위원회와 별도로 공모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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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5> 간선제에서 공모위원회 위원 구성
구분
거점국립대

지역중심대

교대 등

추천위원회 내

추천위원회 외

계

A

교원위원, 직원위원 중 13인

-

13

B

교원위원, 직원위원 중 9인

3인

12

C

교원위원 9인, 직원위원 3인

-

12

D

교원위원 10인, 직원위원 4인

-

14

E

교원위원 9인, 직원위원 2인

-

11

F

교원위원 중 13인, 직원위원 중 2인

-

15

G

-

12인

12

H

교원위원 중 8인, 직원위원 중 2인

-

10

출처: 각 대학 총장 선출 관련 규정(2019.3.4. 기준)
주: 간선제 대학별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을 제시함(대학명 알파벳 가명 표기)

바) 공모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 및 결격 사유
이상의 공모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및 결격 사유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직선제 대학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와 거의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었고,
총장, 처장급, 교수회 회장단 등은 공모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표 Ⅳ-16> 간선제에서 공모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

(단위: 개교)

구분

자격요건

제척, 기피, 회피

해촉 (자격상실)

계

전체

1

1

0

22

거점국립대

0

0

0

4

지역중심대

1

1

0

9

교대 등

0

0

0

9

출처: 각 대학 총장 선출 관련 규정(2019.3.4. 기준)
주: 계는 간선제 대학 수임
<사례 >
‣ 공모위원회 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구성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모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총장, 교무처장·학생처장·기획처장
2. 교수회 회장·부회장·사무처장
3. 총장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
4. 연구년 파견, 휴직, 정직, 공로연수 중인 사람
5. 공모위원회 운영기간 중 1개월 이상 장기 공무국외여행(파견)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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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대학에 법적으로 설치 의무화가 된 대학평의원회는 엄밀히 말해
서 완전히 새로운 기구는 아니다. 2017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2018년부터 국공립대
학에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1949년 12월 제정·공포된 「교육법」제117조
에서 대학평의원회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국립대학에 설
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7년 「교육법」을 폐지하고 「고등교육법」 등을 개정할
때 학칙 기재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임의기구로 바뀌게 된 것이다(김기수, 2008: 14). 물
론 그 이후에도 정부는 국립대학 발전계획 등을 통해 가칭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추진56)
하려고 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대학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구성원의 참여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대학 운영을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
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평의원회의 본질은 대학자치제도와 큰 관련이 있다(김지하 외,
2018: 81). 대학의 교수와 학생은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교육과 연구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가 보장될 필요가 있고 이들이 참여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대학평의원회가 법
제화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이시우, 2014: 93; 김지하 외, 2018: 81-82). 대학
평의원회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이시우(2014: 102-109)와 임재홍(2006:
304-306)은 대학평의원회를 자문기구화하거나 대학평의원회과 교무위원회를 통합하는

방안,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능의 정관 위임안, 대학자치의 주체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방
안, 구성원의 의사를 수렴하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합의제 의결기관 설치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김지하 외, 2018: 82).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별로 구성이나 특징이 상이하며 특히
유럽 국가에서 주로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제도화되어 왔다(김지하 외, 2018: 79).

56) 설치 이유는 일부 교수 중심의 폐쇄적 대학운영에서 벗어나 민주적 의사결정기구의 도입으로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학교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학운영체제구축이었음(김기수, 20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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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7> 대학평의원회 국가별 비교
국가

대학평의원회 유무

대학평의원회 성격

한국

사립대와 국립대 모두 의무 제도

대학교육기관 소속 자문/ 심의기구

일본

사립대
* 국립대학법인에는 경영협의회 및 교육연구평의
원회 법제화

법인 소속 자문기구

영국

사립대와 국립대
* 사립대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국립대와 차이
없음

Oxford 대학과 Cambridge 대학의 경우 총장
내지 부총장 선출기구

미국

사립대와 일부 주립대

Emory 대학의 경우 자문/ 심의 기구

독일

의무적 법제화는 아니지만 사립대 인가의
조건으로 대학마다 명칭 다름
국립대는 의무적 제도

사립과 국립 모두 대학 소속 자문/ 의결기구

프랑스

국립대 의무 제도

대학 내 실질적인 합의제 의사결정기관

출처: 이시우(2014). p.90을 인용한 김지하 외(2018), p.80을 일부 편집, 이시우(2000). p.47의 내용을 추가함

국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는 설치·운영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2019년 3월 기준
미설치 대학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57) 교육부는 4월 대학평의원회 설치 완료를 요
청하는 공문을 대학에 보냈고, 7월 기준 대부분의 국립대학에서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소수 대학의 경우 대학평의원회는 설치되었지만 관련 규정은
마련되지 못한 경우가 있어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분석 대상 국립대학은 다음
표와 같이 거점국립대 9개교, 지역중심대 16개교, 교대 등 11개교로 총 36개교이다.
<표 Ⅳ-18> 분석 대상 국립대학 현황
(단위: 개교(%))
구분

거점국립대

지역중심대

교대 등

계

대학 수

9(25.0)

16(44.4)

11(30.6)

36(100.0)

출처: 각 대학 대학평의원회 관련 규정(2019.7.23.기준)

1) 대학평의원회 의원 수

국립대학 대학평의원회 총원은 다음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최소 11명 이상~최대 30
명 이내로 나타났다. 거점국립대는 15명~25명 이내, 지역중심대는 11명~30명, 교대 등
57) 교육부는 4월 15일까지 대학평의원회 설치 완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대학에 송부함(국민일보, 201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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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1명 이상~21명의 범위 내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규모가 큰 거점국립대의 경우
20-25명 범위에 속하는 대학 수가 7개교로 많았으며, 지역중심대는 15-20명, 교대 등은
11-15명 범위에 속하는 대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학평의

원회 의원 수는 국립대학 규모에 비례하는 경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Ⅳ-19> 평의원회 현황(총원)

(단위: 개교(%))

평의원 수

11~15명

15~20명

20~25명

25~30명

계

전체

15(41.7)

10(27.8)

10(27.8)

1(2.8)

36

거점국립대

-

2(22.2)

7(77.8)

-

9

지역중심대

5(31.3)

7(43.8)

3(18.8)

1(6.3)

16

교대 등

10(90.9)

1(9.1)

-

-

11

출처: 각 대학 대학평의원회 관련 규정(2019.7.23. 기준)
주: 교대 등의 경우 2개 대학은 11명 이상으로 명시함

한편 4개의 교대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어느 하나의 구성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
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이 부분은
고등교육법상의 내용과 일관된 것이다. 한편 거점국립대 중에는 전체 평의원 중 여성의
수가 1/5이상 되도록 규정한 곳도 있었다.

<사례 >
‣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전체 평의원 중 여성인 평의원 수가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특이한 점은 3개 지역중심대와 1개 교대 등에서 총원을 구성하는 구성단체별 추천을
못할 경우 총장이 추천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고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는 점이다.

<사례 >
‣ 각호의 단체에서 평의원의 추천을 하지 않을 때에는 총장에게 추천권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 구성단위별로 정해진 수의 평의원을 추천하지 못할 경우, 총장은 해당 구성단위에게 4일 이상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로 평의원 선출을 요청하고, 그 이후에는 총장이 해당 구성단위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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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평의원회 구성

대학평의원회 구성은 교수, 직원, 조교, 학생, 외부인사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개별 대
학의 구성은 상이하였다. 다만 다음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국립대학 대상 집단별
비중을 보았을 때 교수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직원, 학생, 조교, 외부인사 순임을 알
수 있었다. 거점국립대의 경우 특히 교수의 비중이 크고 외부인사의 비중이 적었으며,
지역 중심대의 경우 교수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그 다음으로 직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교대 등 또한 교수의 비중이 가장 큰 가운데 거점국립대나 지역중심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의 비중이 큰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표 Ⅳ-20> 대학평의원회 구성 현황
(단위: 명)
인원

교수

직원

조교

학생

외부인사

계

전체

275

131

44

106

21

577

거점국립대

87

32

12

34

9

174

지역중심대

132

65

21

43

11

272

교대 등

56

34

11

29

1

131

출처: 각 대학 대학평의원회 관련 규정(2019.7.23. 기준)

대학별 구성 집단은 교수, 직원, 학생으로 구성된 대학부터 교수, 직원, 조교, 학생으로
구성된 대학, 교수, 직원, 조교, 학생 뿐 아니라 외부인사까지 포함하여 구성된 대학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립대학 대학평의원회 구성 집단은 적어도 교수,
직원, 학생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조교와 외부인사 포함 여부에 차이가 있었다. 대학평의
원회 구성 집단별 비중을 살펴보면, 대체로 교수의 구성 비율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직
원과 학생, 조교 및 외부인사 순이었다. 다만 교수의 구성 비율이 가장 큰 가운데 교수를
제외한 구성 집단의 인원 합계와 동수인 대학부터, 적거나 많은 대학까지 대학마다 차이
가 있었다. 교수의 경우 비정규교수, 기금교수 등이 포함되는 대학이 있었으며, 학생의
경우 학부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이 포함되는 경우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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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평의원회 의장

대학평의원회 의장의 자격 및 선출방식은 다음 표에 정리된 바와 같이 호선, 호선 또는
투표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국립대학 전체적으로 볼 때 호선이 절대적으로 많았
으며 일부 대학에서 호선 또는 투표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거점 국립대와 지역중심대의
경우 모두 호선하고 있었으며, 교대 등은 호선, 호선 또는 투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1> 대학평의원회 의장의 자격 및 선출방식
(단위: 개교)
대학 수

호선

호선 또는 투표

계

전체

32

4

36

거점국립대

9

-

9

지역중심대

16

-

16

교대 등

7

4

11

출처: 각 대학 대학평의원회 관련 규정(2019.7.23. 기준)

내용적으로 볼 때 호선으로 선출하는 경우 모두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하도
록 되어 있었으며, 투표의 경우에도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하
도록 되어 있었다. 다음은 호선 또는 투표로 선출하도록 명시된 규정과 투표로 선출하도
록 명시된 규정 내용이다.
<사례 >
‣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 또는 비밀투표에 의하여 재적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함. 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한 결선 투표
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함
‣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재적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
성을 얻어 선출

대학평의원회 의장의 임기는 규정에 명시된 대학이 많지 않았는데 전체의 약 30% 대
학만이 대학평의원회 의장의 임기를 규정에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중심대의
임기 규정 명시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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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2> 대학평의원회 의장 임기 명시 규정 여부
(단위: 개교)
대학 수

있음

없음

계

전체

10

26

36

거점국립대

2

7

9

지역중심대

3

13

16

교대 등

5

6

11

출처: 각 대학 대학평의원회 관련 규정(2019.7.23. 기준)

대학평의원회 의장의 임기를 규정에 명시한 대학의 경우 평의원으로서의 임기와 동일
하게 하거나 2년이 대부분이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당연직 위원일 경우 재임기간으로
하되 교원 및 직원, 조교 위원일 경우 2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사례 >
‣ 2년
‣ 평의원으로서의 임기와 동일
‣ 당연직 위원일 경우 재임기간, 교원 및 직원, 조교 위원일 경우 2년

4) 대학평의원회 기능 및 권한

고등교육법상 국립대학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이다. 다음 표는
국립대학 대학평의원회의 기능 및 권한을 정리한 것으로, 대학마다 기능 및 권한이 다양
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평의원회의 기능 및 권한을 규정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대학 1개교를 제외하고, 모
든 대학에서 심의 기능을 갖고 있었으며 대학에 따라 심의 기능만 있거나, 심의·자문 기
능, 심의·자문·의결 기능이 있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었다. 국립대학 전체적으로 볼 때
심의·자문 기능을 갖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점국립대, 지역중심대,
교대 등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거점국립대와 지역중심대 중에는 의결 기능을 갖
고 있는 대학이 소수 발견되었으나 교대 등에는 의결 기능이 있는 대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50

Ⅳ.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현황 및 쟁점

<표 Ⅳ-23> 대학평의원회 기능 및 권한
(단위: 개교)
대학 수

심의

심의·자문

심의·의결·자문

계

전체

2

30

3

35

거점국립대

-

7

2

9

지역중심대

1

13

1

15

교대 등

1

10

-

11

출처: 각 대학 대학평의원회 관련 규정(2019.7.23. 기준)
주: 1개 지역중심대는 대학평의원회 기능 및 권한 명시하지 않음

다음 표는 「고등교육법」제 19조의 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에 제시된 국립대학 대
학평의원회의 기능 및 역할로서 크게 심의와 자문으로 구분되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별 규정 분석 내용과 비교해 보면, 우선 「고등교육법」상에는 의결 기능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나 일부 대학은 의결 기능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대학에 따라서는
「고등교육법」상 자문사항이 심의사항에 포함된 경우가 있었으며 「고등교육법」상 해당
사항이 아예 제외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4> 국립대학 대학평의원회의 기능 및 역할(「고등교육법」 제19조의 2)
구분

내용

심의사항

-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 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
에 한정)
-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자문사항

-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다음은 의결, 자문사항의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사례 >
‣ (의결사항) 1.
2.
3.
‣ (자문사항) 1.
2.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평의원회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기타 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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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평의원회 회의 운영

대학평의원회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소집권자, 회의록 공개, 결과통보 규정 명시
여부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먼저 회의소집권자는 총장·의장·평의원인 대학, 총장과 평
의원이 갖고 있는 대학, 총장과 의장이 갖고 있는 대학으로 구분될 수 있었으며 규정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대학도 있었다.
국립대학 전체로 보았을 때 총장·의장·평의원이 회의소집권을 갖고 있는 대학이 대부
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총장과 평의원, 총장과 의장 순이었다. 거점국립대와
지역중심대의 경우 확인이 불가능한 대학 1개교를 제외하면 모든 대학에서 총장·의장·평
의원이 회의소집권을 갖고 있었으며 지역중심대는 모두 총장·의장·평의원이 회의소집권
을 갖고 있었다. 교대 등은 총장·의장·평의원이 회의소집권을 갖는 비중이 50.0% 이상으
로 가장 큰 가운데, 총장과 평의원, 총장과 의장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Ⅳ-25> 대학평의원회 회의소집권자

(단위: 개교)

대학 수

총장·의장·평의원

총장·평의원

총장·의장

확인불가

계

전체

29

3

1

3

36

거점국립대

8

-

-

1

9

지역중심대

15

-

-

1

16

교대 등

6

3

1

1

11

출처: 각 대학 대학평의원회 관련 규정(2019.7.23. 기준)

규정에는 회의소집권자와 함께 대학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여 명시한
경우가 있었으며, 개최 기한 등이 명시된 경우도 있었다. 다음은 이러한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 ①
②
‣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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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정기회는 매년 2월, 5월, 8월과 11월에 의장이 소집한다.
총장은 특정 의안에 관한 심의나 자문을 기간을 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평의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의 심의·자문기간을 존중하여야 한다.
의장은 평의원회가 심의, 자문한 결과를 그 종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에 총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임시회는 총장 또는 재적 평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단, 제1호와 제3호의 경우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1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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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 명시 여부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거
점국립대, 지역중심대, 교대 등 모든 국립대학에서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공개 관련 규정
을 갖추고 있었다.

<표 Ⅳ-26>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공개 여부
(단위: 개교)
대학 수

있음

없음

계

전체

36

-

36

거점국립대

9

-

9

지역중심대

16

-

16

교대 등

11

-

11

출처: 각 대학 대학평의원회 관련 규정(2019.7.23. 기준)

회의록 공개에 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공개 범위와 기한,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
었는데 일부 대학에서는 의결사항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대학에 따라서는
비공개 사유 및 기간을 함께 공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사례 >
‣ 평의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
존하고, 이를 회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
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평의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회의록 공개(의결사항 비공개 가능)
‣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의결사항 비공개 가능, 비공개 사유 및 기간 공시)
‣ 회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교내 학과, 부서, 총학생회에 공개(의결사항 비공개 가능, 비공개 사유 및 기간
공시)

대학평의원회 심의나 자문 등 회의 결과 통보에 관한 규정 명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약 2/3의 대학에서 회의 결과 통보 규정을 갖추고 있었으며 나머지 약 1/3의 대학에서는
규정을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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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7> 대학평의원회 결과 통보 여부
(단위: 개교)
대학 수

있음

없음

계

전체

24

12

36

거점국립대

6

3

9

지역중심대

10

6

16

교대 등

8

3

11

출처: 각 대학 대학평의원회 관련 규정(2019.7.23. 기준)

규정에 명시된 결과통보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통보 주체와 기간, 방법 등에 관해 대
학별로 명시된 내용이나 수준이 상이하였다. 통보 주체는 의장, 대학평의원회 등으로 명
시되거나 따로 주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며, 통보 대상 또한 총장이 명시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기간은 지체 없이 바로 통보하는 것에서부터 회의 종료 후 3일,
5일, 7일 이내 등 다양하였다. 통보 방법 역시 서면이나 보고 등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사례 >
‣ 의장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총장에게 알린다.
‣ 의장은 대학평의원회가 심의·자문을 마친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총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회의 종료 후 5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
‣ 평의원회가 심의 및 자문을 마친 경우 의장은 그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총장에게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 간사가 회의록 작성하여 의장이 5일 이내 총장에게 보고
‣ 대학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대학평의원회 총장의 재심의 요구권, 출석 및 자료제출 의무, 예산지원 여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총장이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 국립대학의 약 1/3만이 총장의 재심의 요구권을 규정에 명시
하였다. 교대 등은 모두 규정에서 재심의 요구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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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8> 대학평의원회 총장의 재심의 요구권
(단위: 개교)
대학 수

있음

없음

계

전체

12

24

36

거점국립대

4

5

9

지역중심대

8

8

16

교대 등

0

11

11

출처: 각 대학 대학평의원회 관련 규정(2019.7.23. 기준)

대학평의원회 총장의 재심의 요구권 관련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장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과 재심의를 마쳐야 하는 기간, 재심의시 대안 제시 가능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사례 >
‣ ① 총장은 평의원회의 심의결과를 원칙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붙여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요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하여 제6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의결하고,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총장은 대학평의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간 안에 대학평의원회의 심
의결과에 대해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총장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필요시 총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규정에 명시되
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음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관련 규정이 있는 대학은 거점국립대
4개교와 지역중심대 2개교로 총 6개교에 불과하였다.
<표 Ⅳ-29> 대학평의원회 총장의 출석 의무(권한)
(단위: 개교)
대학 수

있음

없음

계

전체

6

30

36

거점국립대

4

5

9

지역중심대

2

14

16

교대 등

0

11

11

출처: 각 대학 대학평의원회 관련 규정(2019.7.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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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에 총장의 출석 의무 내용을 보면 의장은 총장 뿐 아니라 보직자나 교직
원에게 출석과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장은 이에 응해
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사례 >
‣ 의장은 총장 또는 관련 보직자 및 교직원에게 평의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총장은 요
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대학평의원회에 총장의 자료제출 의무 관련 내용을 규정에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한 결
과, 대부분의 대학에서 관련 규정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점국립대와
지역중심대는 모두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표 Ⅳ-30> 대학평의원회 총장의 자료제출 의무
(단위: 개교)
대학 수

있음

없음

계

전체

34

2

36

거점국립대

9

-

9

지역중심대

16

-

16

교대 등

9

2

11

출처: 각 대학 대학평의원회 관련 규정(2019.7.23. 기준)

대학평의원회 총장의 자료제출 관련 규정에 명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평의원회의 요청
에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평의원회가 자료의 추가나 보완요청
을 할 경우에도 총장은 이에 응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사례 >
‣ ① “대학평의원회”는 제6조 각 호의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서면으로 요
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대학평의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자료의 추
가·보완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 1. 의장이 설명 및 자료제출 요청 가능
2. 총장은 출석하여 의견을 설명하거나 교직원이 설명하게 할 수 있음
3.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의장은 자료의 추가/보완 요청 가능

156

Ⅳ.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현황 및 쟁점

이외에도 대학평의원회에 총장의 예산지원 관련 내용을 규정에 명시하는 대학도 있었
는데, 다음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국립대학의 2/3가 관련 규정을 갖추고 있었다.
<표 Ⅳ-31> 대학평의원회 총장의 예산지원 여부
(단위: 개교)
대학 수

있음

없음

계

전체

24

12

36

거점국립대

6

3

9

지역중심대

13

3

16

교대 등

5

6

11

출처: 각 대학 대학평의원회 관련 규정(2019.7.23. 기준)

대학평의원회에 대한 총장의 예산지원 관련 규정은 의무성 여부의 차이, 지원 대상 및
항목 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학에서는 총장이 평의원회의 운영을 위
해 예산, 인원, 시설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 외 대학에서는 관련 예산
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한편 회의비나 수당 지급 대상에 대해서도 대학에
따라 외부인사나 평의원이 아닌 전문위원에게 지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평의원에게 지
급이 가능한 경우 등 다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례 >
‣ 총장은 대학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 인원 및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총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의 운영비, 평의원의 회의 수당 등 평의원회의 업무관련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1. 총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인원 및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2. 평의원회의 행정업무는 교무처 입학교무과에서 담당
3. 총장은 평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외부인사 및 평의원이 아닌 전문위원에게 회의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
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총장은 평의원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대학회계 예산에 반영· 편성하여야 한다.
‣ 총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비, 여비, 조사연구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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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학평의원회 구성원별 선출방식, 자격조건, 임기 및 연임 여부 등

가) 교수 평의원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수 평의원 선출방식, 자격
조건, 임기 및 연임 여부에 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교수 평의원 선출방식에
있어 전체적으로 교수회에 의한 추천이나 선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수의
대학에서 총장이나 단과대학 및 대학원 추천 등의 방식이 활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수 평의원 선출방식에 대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대학도 소수
있었다.
<표 Ⅳ-32> 대학평의원회 교수 평의원 선출방식
(단위: 개교)
있음
대학 수

전체

교수회 추천이나

교수회, 총장 등

선출

추천이나 선출

없음

계

전체

33

29

4

3

36

거점국립대

8

8

-

1

9

지역중심대

15

13

2

1

16

교대 등

10

8

2

1

11

출처: 각 대학 대학평의원회 관련 규정(2019.7.23. 기준)

교수 평의원 선출방식에 대한 다음 사례를 보면 교수회 등 단체의 추천이나 선출, 교수
회 임원 당연직, 총장 추천이나 단과대학 및 대학원 선출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사례 >
‣
‣
‣
‣

추천(교수회, 비정규교수노조○○대분회, 기금교수협의회)
당연직(교수회장, 교수회 부회장), 선출(교수평의원회)
추천(교수회장이 단과대학장과 협의, 총장 추천 1인 포함)
추천 및 선출
- 총장추천
- 전체교수회장(당연직)
-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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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교수 평의원의 자격 및 자격상실규정 명시 여부를 정리한 것이다. 전체적으
로 자격에 관해서는 규정에 명시한 대학은 많지 않으나 자격상실에 관해서는 많은 대학
이 규정에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Ⅳ-33> 대학평의원회 교수 평의원 자격, 자격상실규정 여부
(단위: 개교)
대학 수

자격

자격상실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8

28

30

6

거점국립대

2

7

6

3

지역중심대

4

12

14

2

교대 등

2

9

10

1

출처: 각 대학 대학평의원회 관련 규정(2019.7.23. 기준)

교수 평의원의 자격을 보면, 단순히 재직 중인 자로 명시하거나 전임교수, 혹은 정년트
랙 전임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 등 대학마다 자격 세분화 정도 등에 차이를 보였
다. 자격상실의 경우에도 구성원 신분을 상실한 자로 명시한 대학부터 징계 처분이나 휴
직, 총장후보자 등록 등 다양한 기준을 제시한 대학도 있었다.

<사례 >
‣
‣
‣
‣

(자격) 재직 중인 자
본교 정년트랙의 전임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
전임교수
(자격상실) 대학평의원이 소속 단체 또는 조직의 구성원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
학평의원의 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 1. 휴직(6개월 이상) 및 퇴직한 때
2. 직위해제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때
3. 3개월 이상의 국외에서 연수, 연구 및 파견이 시작된 때
4. 교무위원에 해당하는 보직에 임명된 때
5. 우리 대학 총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때

교수 평의원의 임기 관련 규정은 전체 국립대학에서 모두 마련하고 있었으며 연임은
절반 정도만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임의 경우 지역중심대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한 대학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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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4> 대학평의원회 교수 평의원 임기, 연임 규정 여부
(단위: 개교)
임기

대학 수

연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36

-

16

20

거점국립대

9

0

4

5

지역중심대

16

0

4

12

교대 등

11

0

8

3

출처: 각 대학 대학평의원회 관련 규정(2019.7.23. 기준)

교수 평의원의 임기가 명시된 대학은 모두 2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연임은 횟수까
지 명시한 대학이 4개교로 확인되었다.

나) 직원 평의원
대학평의원회의 직원 평의원 선출방식, 자격조건, 임기 및 연임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선출방식은 전체적으로 볼 때 대다수의 대학에서 관련단체 추천이나 선출을 활용
하고 있었으며 3개 대학에서는 추천 혹은 선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나
그 주체는 확인할 수 없었다.
<표 Ⅳ-35> 대학평의원회 직원 평의원 선출방식
(단위: 개교)
있음
대학 수

전체

관련단체
추천이나 선출

없음

계

전체

33

30

3

3

36

거점국립대

8

8

-

1

9

지역중심대

15

15

-

1

16

교대 등

10

7

3

1

11

출처: 각 대학 대학평의원회 관련 규정(2019.7.23. 기준)
주: 기타는 추천, 선출 방식에 해당하나 주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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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평의원은 다음에 제시된 사례와 같이 직원회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교
지부, 학사주무관협의회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추천되거나, 전체직원이 참여한 협의회
에서 선출하되 여러 개의 직원 협의회가 있는 경우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하였으
며, 사무국의 추천과 위촉을 통해 선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사례 >
‣ 추천
(직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교지부, 전국대학노동조합 ○○대학교지부, 학사주무관협의회)
‣ 전체직원이 참여한 협의회(일반직 및 대학회계직)에서 선출하되, 직원 협의회가 하나 이상일 경우 전체 직원
을 평등하게 포괄하는 협의체 구성
‣ 추천
(전체직원을 포괄한 직원협의회)
‣ 추천 및 위촉
- 조교(전체조교회의)
- 직원(사무국)

다음 표는 직원 평의원의 자격 및 자격상실 규정 여부를 정리한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
에서 자격 관련 규정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자격상실 규정은 이와 반대로 대부분
의 대학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6> 대학평의원회 직원 평의원 자격, 자격상실규정 여부
(단위: 개교)
대학 수

자격

자격상실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5

31

30

6

거점국립대

3

6

6

3

지역중심대

1

15

14

2

교대 등

1

10

10

1

출처: 각 대학 대학평의원회 관련 규정(2019.7.23. 기준)

직원 평의원의 자격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에 제시된 것과 같이 일반공무원 및 대학회
계직원으로 명시한 대학 등이 있었으며, 자격 상실 사례의 경우 구성원 신분 상실이나
휴직 등의 기준을 제시한 대학이 있었고, 직무 태만이나 대학평의원회의 명예를 손상시
킨 경우 등 불신임할 수 있다는 규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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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 (자격) 일반공무원 및 대학회계직원(최초 임용 당시 총장과 근무기간을 정년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 직원 및 조교 대표 평의원의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대학회계직원, 조교
로 한다.
평의원은 입후보로 등록 없이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전체 조교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자격상실)
① 임원의 업무수행이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경우, 재적평의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불신임할 수 있다.
② 평의원회는 평의원이 그 직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평의원회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는 재적 평의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③ 평의원이 휴직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의장은 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제2조에
따라 해당자를 추천한 주체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1. 평의원이 소속단체 구성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휴직 및 휴학의 경우
3. 다른 대학 또는 기관에 6월 이상 파견, 출장의 경우
4. 본인의사에 따른 평의원의 직을 사임한 경우

직원 평의원의 임기는 1개 대학을 제외하고 모든 대학에서 명시하고 있었으나 연임에
대한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은 대학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7> 대학평의원회 직원 평의원 임기, 연임 규정 여부
(단위: 개교)
대학 수

임기

연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35

1

16

20

거점국립대

8

1

4

5

지역중심대

16

0

4

12

교대 등

11

0

8

3

출처: 각 대학 대학평의원회 관련 규정(2019.7.23. 기준)

다) 조교 평의원
조교 평의원의 선출방식, 자격조건, 임기 및 연임 여부에 관해 살펴본 결과, 조교 평의
원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관련단체 추천이나 선출에 의한 방식을 갖고 있었으며, 4개 대
학은 추천이나 선출 방식을 갖고 있으나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없는 3개 대학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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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8> 대학평의원회 조교 평의원 선출방식

(단위: 개교)

있음
대학 수

전체

관련단체 추천이나

기타

선출(당연직 포함)

없음

계

전체

32

28

4

3

35

거점국립대

7

7

-

1

8

지역중심대

15

14

1

1

16

교대 등

10

7

3

1

11

출처: 각 대학 대학평의원회 관련 규정(2019.7.23. 기준)
주1: 조교가 대학평의원회 구성 집단인 대학을 대상으로 분석함
주2: 기타는 추천, 선출 방식에 해당하나 주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임

조교 평의원은 조교협의회에서 선출하거나 조교협의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경우, 수업조교 등 보다 세분화된 대표의 추천을 병행하는 경우 등 규정상 대학마다 다소
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사례 >
‣ 선출(조교협의회)
‣ 당연직(조교협의회 회장)
‣ 추천(조교협의회, (수업)조교)대표

조교 평의원의 자격과 자격상실 규정을 살펴본 결과, 자격 관련 규정보다는 자격상실
규정을 마련한 대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9> 대학평의원회 조교 평의원 자격, 자격상실규정 여부

대학 수

자격

(단위: 개교)

자격상실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6

29

29

6

거점국립대

3

5

5

3

지역중심대

2

14

14

2

교대 등

1

10

10

1

출처: 각 대학 대학평의원회 관련 규정(2019.7.23. 기준)
주: 조교가 대학평의원회 구성 집단인 대학을 대상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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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평의원의 자격은 재직 중인 자부터 교육공무원 조교 등 대학마다 상이하였으며,
자격상실의 경우에도 휴직 및 기타 사유를 기준으로 하는 대학, 본인 의사에 따른 사임이
나 휴직 등을 명시한 대학 등이 있었다.

<사례 >
‣ (자격) 본교 조교로서 재직 중인 자
‣ 교육공무원 조교
‣ (자격상실) 평의원이 3개월 이상의 출장, 파견, 휴직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평의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평의원이 소속단체 구성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휴직 및 휴학의 경우
3. 다른 대학 또는 기관에 6월 이상 파견, 출장의 경우
4. 본인 의사에 따른 평의원의 직을 사임한 경우

조교 평의원의 임기는 1개 대학을 제외하고 모든 대학에서 명시하고 있었으나 연임은
절반 이상의 대학이 관련 규정을 갖고 있지 않았다.

<표 Ⅳ-40> 대학평의원회 조교 평의원 임기, 연임 규정 여부
(단위: 개교)
대학 수

임기

연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34

1

15

20

거점국립대

7

1

3

5

지역중심대

16

0

4

12

교대 등

11

0

8

3

출처: 각 대학 대학평의원회 관련 규정(2019.7.23. 기준)
주: 조교가 대학평의원회 구성 집단인 대학을 대상으로 분석함

조교 평의원의 임기는 대부분 2년으로 정하고 있었으며, 연임의 경우 선출직을 명시한
곳이 1개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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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생 평의원
학생 평의원의 선출방식, 자격조건, 임기 및 연임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학생 평의
원의 선출방식 관련 규정은 3개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1> 대학평의원회 학생 평의원 선출방식
(단위: 개교)
대학 수

있음

없음

계

전체

33

3

36

거점국립대

8

1

9

지역중심대

15

1

16

교대 등

10

1

11

출처: 각 대학 대학평의원회 관련 규정(2019.7.23. 기준)

학생 평의원 선출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사례와 같이 총학생회와 대학원 총
학생회의 추천, 총학생회 대학원 원우회의 선출, 총학생회장의 당연직 참여와 총학생회
의 선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않
을 경우 대체기구의 추천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었다.

<사례 >
‣
‣
‣
‣

추천(총학생회, 대학원 총학생회)
추천(총학생회(비 구성 시 대체기구))
선출(총학생회, 대학원 원우회)
당연직(총학생회장), 선출(총학생회)

학생 평의원의 자격 및 자격상실 규정 여부를 살펴본 결과, 자격의 경우 절반 정도의
대학에서 규정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자격상실의 경우 6개 대학을 제외한 30개 대학에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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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2> 대학평의원회 학생 평의원 자격, 자격상실규정 여부
(단위: 개교)
대학 수

자격

자격상실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17

19

30

6

거점국립대

4

5

6

3

지역중심대

3

13

14

2

교대 등

10

1

10

1

출처: 각 대학 대학평의원회 관련 규정(2019.7.23. 기준)

학생 평의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사례와 같이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명시한 대학, 재학생으로만 명시한 대학 등 다양하였다. 자격상실의 경우 타 구성원 자격
상실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구성원의 신분을 상실하거나 휴학, 징계, 수료 및 졸
업 등의 기준을 활용하고 있었다.
<사례 >
‣ (자격) 총학생회장(당연직)
총학생회(선출직)
‣ 학부생
대학원생
‣ 재학생
‣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대학원원우회장
‣ (자격상실) 1. 평의원이 소속 단체 구성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휴직 또는 휴학의 경우
3. 타대학 또는 기관으로 6개월 이상의 파견, 출장 또는 연구년인 경우
4. 본인의사에 따라 평의원의 직을 사임한 경우
‣ 1. 휴학(3개월 이상), 수료 및 졸업한 때
2.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때
3. 질병, 국외교환학생파견 및 기타사유로 3개월 이상 학업이수가 불가능한때
‣ 소속 구성단위의 신분 상실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모든 대학에서 규정에 명시하고 있었으나 연임은 규정에 명시한
대학이 9개교로 거점국립대의 경우 연임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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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3> 대학평의원회 학생 평의원 임기, 연임 규정 여부
(단위: 개교)
임기

대학 수

연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36

0

9

27

거점국립대

9

0

0

9

지역중심대

16

0

2

14

교대 등

11

0

7

4

출처: 각 대학 대학평의원회 관련 규정(2019.7.23. 기준)

임기는 1개교에서 2년으로 정하고 있었으며 이외 대학은 모두 1년이었다. 연임 횟수
관련 따로 명시한 대학은 없었다.

마) 외부인사 평의원
전체 국립대학 중 외부인사를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대학 수는 17
개교로 절반 정도의 대학에 해당하며, 외부인사가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인 대학의 경우
1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16개교에서 선출방식 규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Ⅳ-44> 대학평의원회 외부인사 평의원 선출방식
(단위: 개교)
대학 수

있음

없음

계

전체

16

1

17

거점국립대

7

0

7

지역중심대

8

1

9

교대 등

1

0

1

출처: 각 대학 대학평의원회 관련 규정(2019.7.23. 기준)
주: 외부인사가 대학평의원회 구성 집단인 대학을 대상으로 분석함

외부인사 평의원 선출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총동문회장 추천, 총동문회장 당연
직, 총장 추천, 직원단체 및 총학생회가 총동창회장과 협의하여 추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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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 추천(동문단체, 강사단체)
‣ 추천(총동문회장)
‣ 추천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졸업생, ○○○○지사 또는 ○○시장 추천하는 외부인사)
‣ 당연직(총동문회장)
‣ 추천(총장)
‣ 추천
(직원단체 및 총학생회가 총동창회장과 협의)
‣ 선출(총동문회)

외부인사 평의원의 자격 및 자격상실규정 여부를 살펴본 결과, 규정에 명시된 대학이
각 12개교, 명시되지 않은 대학이 각 5개교로 나타났다.
<표 Ⅳ-45> 대학평의원회 외부인사 평의원 자격, 자격상실규정 여부
(단위: 개교)
대학 수

자격

자격상실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12

5

12

5

거점국립대

3

4

4

3

지역중심대

8

1

8

1

교대 등

1

0

0

1

출처: 각 대학 대학평의원회 관련 규정(2019.7.23. 기준)
주: 외부인사가 대학평의원회 구성 집단인 대학을 대상으로 분석함

외부인사 평의원 자격 사례를 살펴보면, 동문, 동문 또는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등 다양하였으며, 자격상실은 평의원직을 사임하거나 구성 단위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유죄판정을 받은 자 등의 기준이 활용되고 있었다.
<사례 >
‣
‣
‣
‣

(자격) 동문 또는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동문
동문 및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교육전문인
(자격상실) 1. 평의원직을 사임할 때
2. 구성단위의 신분을 상실한 때
‣ 1. 학교 명예를 훼손하고 유죄판정을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자

168

Ⅳ.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현황 및 쟁점

외부인사 평의원의 임기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명시하고 있었으나, 연임 규정을 갖춘
대학은 6개교로 갖추지 못한 대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인사의 임기는 모두
2년이었으며, 연임 횟수를 명시한 대학이 3개교, 연임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대학이 1

개교 확인되었다.
<표 Ⅳ-46> 대학평의원회 외부인사 평의원 임기, 연임 규정 여부
(단위: 개교)
대학 수

임기

연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13

4

6

11

거점국립대

6

1

3

4

지역중심대

7

2

3

6

교대 등

0

1

0

1

출처: 각 대학 대학평의원회 관련 규정(2019.7.23. 기준)
주: 외부인사가 대학평의원회 구성 집단인 대학을 대상으로 분석함

라. 교수회 구성 및 운영58)
교수회의 사전적 정의는 “대학의 자치적인 자문 심의 기구로서 조교수 이상의 교수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다.59) 현재 교수회는 교수회가 있는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학칙에 기재하여 운영할 수 있는 비법정 임의기구이다. 「고등교육법」상 설
치근거를 갖고 있지 않아 위상이나 기능,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
로 대부분의 대학은 교수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대학의 규모에 따라 전체교수회, 단
과대학교수회, 여교수회 등 다양하게 구성하기도 하고 대의기구로서 교수평의원회를 별
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대학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교수회는 심의기구로서 총장이 대학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교수회에
서 사안을 심의하지만 총장이 교수회의 심의 결정 사항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교수회가 의결권을 갖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이일용 외,
58) 대학마다 교수회, 교수회의 대의기구 설치 여부나 명칭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교수회와 교수회

의 대의기구로 교수평의원회를 사용함
59) https://ko.dict.naver.com/#/entry/koko/382fac3dc4b24e54ac6c03c3aee780a5(검색일: 201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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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57; 김기수, 2008: 17-18에서 재인용). 그러나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에서는 교수

회의 구성과 운영을 대학에 위임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 교수회를 인정하고 있으며 교수
회가 대학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총장이 가진 법적인 권한을 제약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황홍규, 2010: 314; 김지하 외, 2018: 36). 교수회는 학칙에 따라 대학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관련 조직으로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법적 지위가 갖춰지지
않았기에 구성원들은 교수회 법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김지하 외, 2018: 36-37).
국립대학의 교수회 관련 현황은 교수회의 대의기구 성격을 갖고 있는 교수평의원회와
교수회 규정을 모두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다음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수평의원회
는 거점국립대 6개, 지역중심대 16개교로 총 22개교, 교수회는 거점국립대 9개, 지역중
심대 18개, 교대 등 11개교로 총 38개교이다.
<표 Ⅳ-47> 분석 대상 국립대학 현황

(단위: 개교(%))

구분

거점국립대

지역중심대

교대 등

계

교수평의원회

6(27.3)

16(72.7)

-

22(100.0)

교수회

9(23.7)

18(47.4)

11(28.9)

38(100.0)

출처: 각 대학 교수평의원회, 교수회 관련 규정(2019.3.4. 기준)

1) 교수평의원회

가) 교수평의원회 평의원 구성
교수평의원회 단과대학별 평의원 구성 관련 규정 명시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
72.7%의 대학이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8> 교수평의원회 단과대학별 평의원 구성 규정 명시 여부
구분

있음

없음

계

전체

16(72.7)

6(27.3)

22(100.0)

거점국립대

5(83.3)

1(16.7)

6(100.0)

지역중심대

11(68.8)

5(31.3)

16(100.0)

교대 등

-

-

-

출처: 각 대학 교수평의원회 관련 규정(2019.3.4. 기준)
주: 교수평의원회 규정 분석이 가능한 대학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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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단과대학별 평의원 구성 내용은 대학별 범위와 수준의 차이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 규정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 교수회의에서 선출하는
대학이 있는 반면, 각 단과대학 등의 전임교원 수에 따라 정하는 대학, 각 단과대학별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연기명으로 선출하는 대학 등이 있었다. 한편, 여성의원 수 충족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거나 단과대학평의원수에 산입하지 않는 직책(교수회의장 등)을 구분
하여 명시한 대학 등이 있었다.
<사례 >
‣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 교수회의에서 산출. 다만, 교육대학원과 통역번역대학원은 통합하여 선출한다.
- 선출된 평의원 중 여성의원수가 100분의20이 되지 아니할 때는 미달되는 인원에 대한 여성의원을 교수회
회장이 여교수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 평의회의장(교수회회장)과 교수회 여교수협의회장은 선출직평의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각 대학, 전문대학원 및 독립학부 전임교원의 수에 따라 정함
‣ 각 단과대학별로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연기명으로 선출함
교수회의장 및 부의장은 단과대학평의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각 단과대학의 대의원 수는 3명을 기본으로 하고, 전임교원 매 30명마다 1명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체교수회 의장과 부의장 및 사무국장과 정책국장은 이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학은
대의원 1명으로 한다.
2. 단과대학교수회의장은 기본3명에 포함된다.
3. 단과대학교수회의장을 제외하고는 동일학과(전공)에서 2명이상 선출할 수 없다.
‣ 1. 전임교원 20인 미만인 학부(과): 1인
2, 전임교원20인 이상인 학부(과):2인

나) 교수평의원회 평의원 자격 및 교무위원회 배제 여부
다음은 평의원 자격 및 교무위원회 배제 규정 명시 여부를 정리한 것이다. 전체 81.8%
의 대학에서 평의원 자격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었으며, 86.4%의 대학에서는 교무위원
회 배제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9> 교수평의원회 평의원 자격 및 교무위원회 배제 규정 명시 여부
(단위: 개교(%))
구분

평의원 자격

교무회 배제

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18(81.8)

4(18.2)

19(86.4)

3(13.6)

22(100.0)

거점국립대

4(66.7)

2(33.3)

5(83.3)

1(16.7)

6(100.0)

지역중심대

14(87.5)

2(12.5)

14(87.5)

2(12.5)

16(100.0)

교대 등

-

-

-

-

-

출처: 각 대학 교수평의원회 관련 규정(2019.3.4. 기준)
주: 교수평의원회 규정 분석이 가능한 대학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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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 자격은 재직기간과 보직 여부를 함께 활용하는 대학이 있는 반면, 재직기간과
전임교원 여부만 활용하는 대학, 전임교수로만 정한 대학, 정년퇴임까지 재직 기간 2년
이상인 재직 전임교원(교육공무원)으로 정한 대학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무위원
회 위원이나 보직자 등을 배제하는 기준 또한 대학마다 그 범위와 수준에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사례 >
‣ (평의원 자격) 본교 재직기간 5년 이상인 보직을 겸하지 않은 교수 가운데서 선출
‣ 전문대학원 및 단과대학 교수회와 여교수협의회에서 선출
- 교수회장은 여성평의원의 비율을 고려하여 평의회의 의결로 여교수협의회에 여성평의원의 선출을 의뢰할
수 있다.
- 평의원은 각전문대학원 및 단과대학, 여교수협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본교 3년 이상 재직회원
‣ 본교 2년 이상 재직한 전임교원
‣ 연구년 파견자와 휴직자를 제외한 전임교원
‣ 전임교수
‣ 정년퇴임까지의 남은 기간이 2년 이상인 본교 재직 전임교원(교육공무원)
‣ 강의책임시간 3시간 이상 감면받는 보직교수를 제외한 본교 전임교원으로 3년 이상 재임한 자
‣ (교무회 배제) 학장회의 구성원과 지원시설, 부속시설의 장은 평의원이 될 수 없다.
‣ 교무회의 구성원과 총장이 임명하는 보직자는 평의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학과(부)장 및 연구소 소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학무위원, 부처장, 부단장 및 이 대학교 학칙 제13조제1항의 부속시설의 장은 평의원을 겸할 수 없다.
‣ 단, 학부(과)장, 전공(프로그램) 주임교수 및 연구교수 제외

다) 교수평의원회 평의원 임기 및 연임 규정 명시 여부
평의원 임기는 72.7%의 대학에서 연임은 36.4%의 대학만이 규정에 명시하고 있었는
데,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임기는 모두 2년이었으며 연임은 가능 여부 이외에 횟수가 명
시된 대학은 확인할 수 없었다.
<표 Ⅳ-50> 교수평의원회 평의원 임기 및 연임 규정 명시 여부

구분

임기

연임

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6(72.7)

6(27.3)

8(36.4)

14(63.6)

거점국립대

2(33.3)

4(66.7)

2(33.3)

4(66.7)

6(100.0)

지역중심대

14(87.5)

2(12.5)

6(37.5)

10(62.5)

16(100.0)

교대 등

-

-

-

-

-

전체

출처: 각 대학 교수평의원회 관련 규정(2019.3.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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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수평의원회 의장 자격 및 선출방법, 임기 관련 규정 명시 여부
다음 표는 교수평의원회 의장의 자격 및 선출방법, 임기 관련 규정 명시 여부를 정리한
것이다. 자격은 50.0%, 선출방법은 27.3%, 임기는 22.7%의 대학에서 관련 규정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Ⅳ-51> 교수평의원회 평의원 의장 관련 규정 명시 여부
(단위: 개교(%))
자격

구분

선출방법

임기

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11(50.0)

11(50.0)

6(27.3)

16(72.7)

5(22.7)

17(77.3)

22(100.0)

거점국립대

3(50.0)

3(50.0)

-

6(100.0)

-

6(100.0)

6(100.0)

지역중심대

8(50.0)

8(50.0)

6(37.5)

10(62.5)

5(31.3)

11(68.8)

16(100.0)

교대 등

-

-

-

-

-

-

-

출처: 각 대학 교수평의원회 관련 규정(2019.3.4. 기준)
주: 교수평의원회 규정 분석이 가능한 대학을 대상으로 함

교수평의원회 의장의 자격은 교수회 의장으로 정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경력을 가
진 자로 정한 대학 등이 있었으며, 선출방식은 크게 투표와 선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선출의 경우 교수평의회 선출인지 전체교수회 선출인지 등의 차이가 있었다. 임기는
2년이었으며 1회 연임 가능 여부를 함께 명시한 대학이 3개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
‣
‣
‣
‣

(자격) 교수회 의장
부교수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전교 교수회 회장
(선출방식) 투표
(전체교수회의에서 선출하고, 투표인원 과반수의 다수득표자로 한다.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최
고득표자를 의장 당선자로 한다)
‣ 선출(교수평의회)
‣ 선출(전체교수회)
‣ 선출(평의회에서 추천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평의원으로 교수회평의회 의장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
면으로 입후보 의사를 밝힌 후보자를 대상으로 전임교원의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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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수평의원회 총장 관련 규정 여부
교수평의원회 규정 중 총장의 출석 및 답변, 자료제출 의무와 관련한 내용의 명시 여부
를 살펴본 결과, 출석 및 답변은 22.7%의 대학, 자료제출은 13.6%의 대학에서 관련 내용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Ⅳ-52> 교수평의원회 총장 출석 및 답변, 자료제출 규정 명시 여부
(단위: 개교(%))
구분

출석 및 답변 요구

자료제출요구

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5(22.7)

17(77.3)

3(13.6)

19(86.4)

22(100.0)

거점국립대

-

6(100.0)

-

6(100.0)

6(100.0)

지역중심대

5(31.3)

11(68.8)

3(18.8)

13(81.3)

16(100.0)

교대 등

-

-

-

-

-

출처: 각 대학 교수평의원회 관련 규정(2019.3.4. 기준)
주: 교수평의원회 규정 분석이 가능한 대학을 대상으로 함

출석 및 답변에 관한 명시 내용은 교수평의원회가 총장 및 관계자에게 출석이나 답변
을 요구할 수 있고 총장은 이에 응해야 함을 밝힌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일부 대학은 총장
이 출석이나 서류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자료제출에 관한 내용 또한
교수평의원회가 총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총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례 >
‣ (출석 및 답변 요구권) 본회는 본회의 활동과 관련해 총장 또는 총장이 지명하는 대리인의 출석답변을 요구
할 수 있다.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총장(관계 부서장 포함)은 교수평의회에 출석하거나 서류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수평의회는 총장
(관계 부서장 포함)의 출석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 1. 총장은 평의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평의회 전체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자료제출요구권) 본회는 본회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총장(관계부서장 포함)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총장은 요청된 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의장은 의안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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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평의원회에 총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교수평의원회의 심의사항 등에 이의가 있
을 경우 총장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지 분석한 결과, 심의요청은 9.1%, 재심요구는
50.0%의 대학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Ⅳ-53> 교수평의원회 총장 재심요구 및 심의요청 규정 명시 여부
(단위: 개교(%))
구분

재심요구

심의요청

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11(50.0)

11(50.0)

2(9.1)

20(90.9)

22(100.0)

거점국립대

1(16.7)

5(83.3)

-

6(100.0)

6(100.0)

지역중심대

10(62.5)

6(37.5)

2(12.5)

14(87.5)

16(100.0)

교대 등

-

-

-

-

-

출처: 각 대학 교수평의원회 관련 규정(2019.3.4. 기준)
주: 교수평의원회 규정 분석이 가능한 대학을 대상으로 함

교수평의원회의 심의사항 등에 대한 총장의 재심요구는 교수평의원회의 의결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심의 청구와 관련된 권한이다. 구체적으로 총장은 재심을 요구하거나 교
수회 회부 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
‣ (재심요구) 총장은 교수회 및 평의원회의 심의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고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의서를 첨부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1. 총장은 평의원회 의결사항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총장이 재심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해 평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재적 평의원 2/3이상 출석과 출석평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3. 총장은 평의원회가 재의결한 사항에 대해 재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4. 총장이 재재심의를 청구한 사항은 교수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 1. 총장은 교수평의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수평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거
나 30일 이내에 교수회에 회부할 수 있다.
2. 의장은 제1항의 재의를 요구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교수평의회에 회부해야 한다.
3, 총장은 교수평의회의 의결사항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 (심의요청) 총장은 학칙 제, 개정안 및 규정 제, 개정안은 반드시 교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한을 정해 평
의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법에 의해 확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총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수회의 개최 3일 전에 교수회의에 상정할 내용을 대의원회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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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교수평의원회 기능 및 권한
교수평의원회의 기능 및 권한을 분석한 결과 90.9%의 대학에서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으며 크게 심의, 심의 및 의결로 구분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심의가 59.1%
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심의 및 의결로 27.3%이며 미분류가 4.5%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54> 교수평의원회 기능 및 권한

구분

있음

(단위: 개교(%))
없음

계

6(27.3)

2(9.1)

22(100.0)

3(50.0)

2(33.3)

-

6(100.0)

-

10(62.5)

4(25.0)

2(12.5)

16(100.0)

-

-

-

-

-

미분류

심의

심의 및 의결

전체

1(4.5)

13(59.1)

거점국립대

1(16.7)

지역중심대
교대 등

출처: 각 대학 교수평의원회 관련 규정(2019.3.4. 기준)
주: 교수평의원회 규정 분석이 가능한 대학을 대상으로 함

대학별 심의나 심의 및 의결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주로 학칙의 제·개정, 예·결산 등
재정 관련 사항, 인사나 학사에 관한 사항 등이 공통된 가운데 대학에 따라서는 주요 보
직자의 임명동의나 학내구성원의 고충처리, 교수복지 관련 사항을 포함하기도 하였다.
대학은 심의 기능만 갖거나 심의 및 의결 기능을 모두 갖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었다.
<사례 >
‣ (심의)
1. 학칙의 제정과 개정
2. 예결산 등 중요재정에 관한 사항
3. 부총장,대학원장 및 본부처장급 보직자의 임명동의
4. 대학중장기발전계획 등 학내 중요정책 및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5. 교수회와 관련된 제반 안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심의의결)
1. 인사에 관한 사항
가. 교수 인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나. 총장 및 교수회 회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
다. 부총장 및 대학원장의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
2. 기획에 관한 사항
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학칙 및 주요 규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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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대학 및 대학원운영, 기획에 관한 중요사항
3. 재정에 관한 사항
가. 예산 심의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나. 중요기관 및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사에 관한 사항
가. 대학의연구 및 교육활동과 교수환경에 관한 기본사항
5. 복지에 관한 사항
가, 교수의 복지개선에 관한 사항
나. 장학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학내 구성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6.기타
가. 교수회에서 위임한 사항
나. 총장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다. 평의원 5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사항
라. 평의원 중 과반수가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마. 총장이 임명하는 학장급보직자의 해임권고에 관한 사항

사) 교수평의원회 개최요건
교수평의원회 개최요건은 86.4%의 대학에서 규정에 명시하고 있었으며 대학에 따라
의장과 총장, 평의원의 요구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는 대학, 의장과 평의원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는 대학,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임시회의는 평의원, 의장, 총장의 요구
에 따라 개최하는 대학 등이 있었다.
<표 Ⅳ-55> 교수평의원회 개최요건 규정 명시 여부
(단위: 개교(%))
구분

있음

없음

계

전체

19(86.4)

3(13.6)

22(100.0)

거점국립대

4(66.7)

2(33.3)

6(100.0)

지역중심대

15(93.8)

1(6.3)

16(100.0)

교대 등

-

-

-

출처: 각 대학 교수평의원회 관련 규정(2019.3.4. 기준)
주: 교수평의원회 규정 분석이 가능한 대학을 대상으로 함
<사례 >
‣ 교수평의회 의장, 총장 또는 평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함
‣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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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
3. 평의원5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 의장 또는 5분의 1 이상의 평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
‣ 정기회의
임시회의
- 재적 평의원 4분의 1이상 또는 총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아) 교수평의원회 회의록 공개
교수평의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 명시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 22.7%의 대학만이 관
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었다. 회의록 공개 규정 내용을 보면 의장, 평의원회 등 공개 주체
나 홈페이지 게재, 문서 보고 등 공개 방법, 총장 및 관계기관이나 학내구성원, 전임교원
등 공개 대상 등이 제시되어 있었다.
<표 Ⅳ-56> 교수평의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 명시 여부
(단위: 개교(%))
구분

있음

없음

계

전체

5(22.7)

17(77.3)

22(100.0)

거점국립대

-

6(100.0)

6(100.0)

지역중심대

5(31.3)

11(68.8)

16(100.0)

교대 등

-

-

-

출처: 각 대학 교수평의원회 관련 규정(2019.3.4. 기준)
주: 교수평의원회 규정 분석이 가능한 대학을 대상으로 함
<사례 >
‣
‣
‣
‣

교수회 회장은 평의원회의 활동 내용을 교수 홈페이지에 수시로 게재하고 교수회에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의장은 교수평의회에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학내 매체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의장은 평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총장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
법으로 학내 구성원에게 그 내용을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의회에서 공개금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평의회의 의장은 매학기 1회 이상 활동내용을 전임교원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본부로부터안건심의를접수한건중평의회전체회의(서면결의포함)에서 결정된 심의결과를 본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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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회

가) 교수회 임원진60) 자격 및 교무위원회 배제 여부
교수회에는 회장(의장), 부회장(부의장), 사무처장(사무국장), 사무부처장, 상임이사, 정
책국장, 감사, 간사 등 대학별 명칭이나 구성은 상이하나 다양한 임원진이 있다. 대부분
대학에서 전임교원은 모두 교수회의 구성원이 되므로 대표성을 갖고 운영에 참여하는 임
원진의 자격이나 교무위원회 구성원의 임원진 배제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다
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84.2%의 대학에서 임원진 자격을 규정에 명시하고 있었으며,
교무위원회 배제 내용을 명시한 대학도 26.3%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Ⅳ-57> 교수회 임원진 자격 및 교무위원회 배제 여부
(단위: 개교(%))
구분

임원진 자격

교무위원회 배제

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32(84.2)

6(15.8)

10(26.3)

28(73.7)

38(100.0)

거점국립대

8(88.9)

1(11.1)

2(22.2)

7(77.8)

9(100.0)

지역중심대

14(77.8)

4(22.2)

6(33.3)

12(66.7)

18(100.0)

교대 등

10(90.9)

1(9.1)

-

11(100.0)

11(100.0)

출처: 각 대학 교수회 관련 규정(2019.3.4. 기준)
주: 교수회 규정 분석이 가능한 대학을 대상으로 함

교수회 임원진 자격은 대학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전임교원으로 정한 대학이 있고
조교수나 부교수 등 직급을 함께 활용하여 기준으로 삼는 대학, 소속 교원이나 본교 교원
과 같이 광범위하게 제시하는 대학 등이 있었다.
<사례 >
‣
‣
‣
‣
‣
‣

(임원진자격) 전임교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부교수 이상의 회원으로 하되 사무국장과 간사는 조교수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소속 교원
조교수 이상
본교 교원

60) 회장(의장), 부회장(부의장), 사무처장(사무국장), 사무부처장, 상임이사, 정책국장, 감사, 간사 등 대학별

명칭 및 구성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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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위 배제) 다만, 부속기관 장이 아닌 연구소 소장, 센터장 및 학과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학부장 제외

나) 교수회 회장 자격 및 선출방식
다음은 교수회 회장 자격 및 선출방식의 규정 명시 여부를 제시한 것으로, 65.8%의
대학에서 회장 자격 규정을 명시하고 있었으며 50.0%의 대학에서 선출방식에 관한 규정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Ⅳ-58> 교수회 회장 자격 및 선출방식

구분

회장 자격

선출방식

(단위: 개교(%))
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25(65.8)

13(34.2)

19(50.0)

19(50.0)

38(100.0)

거점국립대

3(33.3)

6(66.7)

8(88.9)

1(11.1)

9(100.0)

지역중심대

13(72.2)

5(27.8)

10(55.6)

8(44.4)

18(100.0)

교대 등

9(81.8)

2(18.2)

1(9.1)

10(90.9)

11(100.0)

출처: 각 대학 교수회 관련 규정(2019.3.4. 기준)
주: 교수회 규정 분석이 가능한 대학을 대상으로 함

교수회 회장 자격에 관한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본교 교원, 보직자를 제외한 교수회
구성원, 부교수 이상의 재직자 등으로 정한 대학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대학
에서는 총장을 교수회 회장으로 정하고 있었다. 선출방식은 총회에서 선출, 직접·비밀투
표 등으로 정한 대학이 있었는데 대학마다 선출방식의 구체화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사례 >
‣ (자격) 1. 본교에 10년 이상 근무한 전임교원
2. 학무회의 구성원과 ○○대학교 학칙 제8조에 규정된 부속시설의 장은 회장이 될 수 없다.
‣ 학장
선출 당시 부교수 이상의 회원으로 한다.
‣ 부교수 이상의 재직자
‣ 총장
‣ 본교 교원
‣ 교수회 구성원(보직자 제외)
‣ (선출방식) 총회에서 선출
‣ 직접, 비밀투표(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재적교수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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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수회 회장 임기 및 연임
교수회 회장의 임기는 44.7%, 연임은 42.1%의 대학에서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는
데 거점국립대의 경우 각각 88.9%가 규정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대 등
은 모두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없었다. 회장의 임기는 2년이었으며, 연임은 1회 횟수를
명시하는 대학이 대부분으로 명시하지 않은 대학은 2개교였다.
<표 Ⅳ-59> 교수회 회장 임기 및 연임
구분

임기

(단위: 개교(%))

연임

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17(44.7)

21(55.3)

16(42.1)

22(57.9)

38(100.0)

거점국립대

8(88.9)

1(11.1)

8(88.9)

1(11.1)

9(100.0)

지역중심대

9(50.0)

9(50.0)

8(44.4)

10(55.6)

18(100.0)

교대 등

-

11(100.0)

-

11(100.0)

11(100.0)

출처: 각 대학 교수회 관련 규정(2019.3.4. 기준)
주: 교수회 규정 분석이 가능한 대학을 대상으로 함

라) 교수회 총장 관련 규정 여부
교수회 차원에서 총장 불신임 및 총장후보 추천 관련 내용을 규정에 명시한 대학이
있었다. 총장 불신임에 대하여 13.2%의 대학에서 총장후보 추천에 대하여 15.8%의 대학
에서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Ⅳ-60> 교수회 총장 불신임 및 총장후보 추천

구분

총장 불신임

총장후보 추천

(단위: 개교(%))
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5(13.2)

33(86.8)

6(15.8)

32(84.2)

38(100.0)

거점국립대

2(22.2)

7(77.8)

4(44.4)

5(55.6)

9(100.0)

지역중심대

2(11.1)

16(88.9)

2(11.1)

16(88.9)

18(100.0)

교대 등

1(9.1)

10(90.9)

-

11(100.0)

11(100.0)

출처: 각 대학 교수회 관련 규정(2019.3.4. 기준)
주: 교수회 규정 분석이 가능한 대학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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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불신임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총회에서 직접 비밀투표를 통해 전체회원 2/3 이상
의 찬성으로 하며 총장의 중간평가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함을 알 수 있었다. 총장후보
추천 규정 내용에서는 교수회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장후보자를 선출하고
총장에게 통보하거나 또 다른 대학의 경우 총장임용추천규정에 의함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사례 >
‣ (총장 불신임)
1. 총장의 불신임 결의는 총회에서 직접 비밀투표로 한다.
2. 총장의 불신임 결의는 전체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총장의 중간평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총장후보 추천) 교수회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출규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총장후보자를 선출하여 총장에게 통보한다.
‣ 1. 전교교수회는 총장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임기 중반에 평가할 수 있다.
2. 총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대학교총장임용추천규정에 의한다.

교수회에 대한 총장의 재의요구는 7.9%의 대학만이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었으며,
총장의 자료제출 의무 또한 2.6%의 대학에서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Ⅳ-61> 교수회 총장 재의요구 및 자료제출 규정 명시 여부
(단위: 개교(%))
구분

재의요구

자료제출

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3(7.9)

35(92.1)

1(2.6)

37(97.4)

38(100.0)

거점국립대

1(11.1)

8(88.9)

1(11.1)

8(88.9)

9(100.0)

지역중심대

-

18(100.0)

-

18(100.0)

18(100.0)

교대 등

2(18.2)

9(81.8)

-

11(100.0)

11(100.0)

출처: 각 대학 교수회 관련 규정(2019.3.4. 기준)
주: 교수회 규정 분석이 가능한 대학을 대상으로 함

총장의 재심요구는 교수회의 의결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의 요구와 관련된 권한이며,
교수회 회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었다.

182

Ⅳ.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현황 및 쟁점

<사례 >
‣ (재의요구) 총장은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교수회에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1. 총장은 교수회 심의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고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서를 첨부하여 1차에
한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총장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 교수회 의장은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치고,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총장은 재의결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 (자료제출) 1. 교수회 회장은 대학재정 운영에 관한 자료를 총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에 응하여야 한다

마) 교수회 기능 및 권한
교수회의 기능은 심의가 68.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심의 및 의결로 23.7%를 차
지하고 있었는데 그 비중은 거점국립대와 지역중심대, 교대 등이 차이가 있었다. 교수회
의 기능 및 권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에서 확인할 수 없는 대학도 7.9%로 나타났다.
<표 Ⅳ-62> 교수회 기능 및 권한
(단위: 개교(%))
있음

구분

없음

계

9(23.7)

3(7.9)

38(100.0)

5(55.6)

2(22.2)

2(22.2)

9(100.0)

17(94.4)

11(61.1)

6(33.3)

1(5.6)

18(100.0)

11(100.0)

10(90.9)

1(9.1)

-

11(100.0)

전체

심의

심의 및 의결

전체

35(92.1)

26(68.4)

거점국립대

7(77.8)

지역중심대
교대 등

출처: 각 대학 교수회 관련 규정(2019.3.4. 기준)
주: 교수회 규정 분석이 가능한 대학을 대상으로 함

대학에 따라 심의 기능만 있는 교수회와 심의 및 의결 기능이 있는 교수회로 구분될
수 있으며 교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부터 전체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총장
평가 및 신임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내용을 심의
또는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
‣ (심의) 1. 회장, 감사의 선출
2. 총장 또는 교수회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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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4. 교수회 예결산 심의
5. 교수회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의 심의
‣ 1.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교수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교수회장·부회장·감사의 선출 및 불신임
4. 교수회 예산 및 결산
5. 교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칙 및 제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7.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8. 교육, 학사운영 및 학술연구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9. 대학의 구조조정과 통합에 관한 사항
10. 기성회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기본사항
11. 각 부총장 및 처장, 본부장의 임명동의와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12. 기타 대학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하여 총장 또는 회장이 심의를 요청 한 사항
전교 교수회는 전교 교수평의회에 전항 제1호 및 제3호 이외의 사항의 심의를 위임한다.

바) 교수회 개최요건 및 회의공개
교수회 개최요건은 89.5%의 대학에서 회의공개는 13.2%의 대학만이 관련 규정 내용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Ⅳ-63> 교수회 개최요건 및 회의공개
(단위: 개교(%))
구분

개최요건

회의공개

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34(89.5)

4(10.5)

5(13.2)

33(86.8)

38(100.0)

거점국립대

7(77.8)

2(22.2)

-

9(100.0)

9(100.0)

지역중심대

16(88.9)

2(11.2)

4(22.2)

14(77.8)

18(100.0)

교대 등

11(100.0)

-

1(9.1)

10(90.9)

11(100.0)

출처: 각 대학 교수회 관련 규정(2019.3.4. 기준)
주: 교수평의원회 규정 분석이 가능한 대학을 대상으로 함

교수회 개최요건은 회의소집권자가 대학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회장, 총장, 평의회, 회
원, 단과대학 교수회, 전임교원, 감사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공개는 회의과정
의 공개와 의결 사항의 공개로 구분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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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 (개최요건) 정기총회
- 매년 3월 중에 개최
임시총회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3. 평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
4. 회원 10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5. 단과대학 교수회의의 요청이 있을 때
‣ 정기총회
- 연1회(3월)
임시총회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전임교원 20명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4. 감사 전원의 요구가 있을 때
5. 평의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되, 교수평의회 의장이나 전임교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는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 (회의공개)
1. 회장은 의결로 비공개결정을 내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 학생 및 외부인의 방청을 허용할 수 있다.
2. 방청인은 회의질서유지를 위한 회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3. 회장은 회의결과를 교내의 매체를 통해 공개한다.
‣ 교수회의 의결 사항은 회원에게 회의, 게시판,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회장은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원, 학생 및 외부인의 방청을 허용할 수 있으며, 방청인은 회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회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교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61)
대부분의 대학들은 교무위원회를 통해 학사운영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
는데, 실제로 자문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송지광, 2005: 43).
왜냐하면 교무위원회의 구성은 학장과 처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에 대한 임
명권은 총장이 갖고 있으므로 의결기구라기보다는 사실상 총장 직속의 집행기구적 성격
이 강하기 때문이다(갑현식, 1997: 192). 교무위원회는 학생선발, 교수임용, 학위수여,
학칙의 개정안 발의 및 학칙을 제외한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예산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 학사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다루고
있다(박동기, 2007: 75). 교무위원회 현황 분석 대학은 거점국립대 9개교, 지역중심대 18
개교, 교대 등 9개교로서 총 36개교이다.
61) 대학마다 교무위원회, 학무회의 등으로 명칭이 다양하여 본문에서는 교무위원회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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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4> 분석 대상 국립대학 현황
(단위: 개교(%))
구분

거점국립대

지역중심대

교대 등

계

대학 수

9(25.0)

18(50.0)

9(25.0)

36(100)

출처: 각 대학 교무위원회 관련 학칙 및 규정(2019.3.4. 기준)

1) 교무위원회의 구성

거점국립대와 지역중심대의 경우에는 유사하게 교무위원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일반
적으로 총장을 의장으로 하되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처장, 사무국장, 본부장, 부속기
관의 원장, 산학협력단장을 포함한 사업단장 등이 교무위원으로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부 대학에서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무위원 이외 사람들도 참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 시 총장이 교무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교대 등의 경우에는 대학구조 상 대학(원)장이나 학장이 아닌 학
과장이 교무위원으로 구성되며, 총장이 교무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대학이 5개교
(55.6%) 정도였고 교무과장, 학생과장, 총무과장 등 교직원이 위원으로서 임명되고 있었다.

한편, 교무위원 수를 규정이나 학칙을 통해 명시하는 대학도 존재하였는데 최대 30명 이
내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개교에서 교무위원회 위원을 당연직과 선임
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특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특별위원 규정을 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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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5> 교무위원회의 구성
사무

본부장/

사업

국장

원장

단장

∨

∨

∨

∨

정보화책임관

∨

∨

∨

∨

∨

-

∨

∨

∨

∨

-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위원 이외 참석 가능

∨

∨

∨

∨

-

∨

-

홍보실장

E

∨

∨

∨

∨

∨

∨

-

-

F

∨

∨

∨

∨

-

∨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위원 이외 참석 가능

G

∨

∨

∨

∨

∨

-

-

특수대학원장 제외

H

∨

∨

∨

∨

∨

∨

∨

-

I

∨

∨

∨

∨

∨

∨

-

-

J

∨

∨

∨

∨

∨

∨

∨

-

K

∨

-

∨

∨

∨

-

∨

-

L

∨

∨

∨

∨

∨

∨

∨

정보화책임관

M

∨

-

∨

-

∨

∨

∨

-

N

∨

-

∨

∨

∨

∨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위원을 추가 임명 가능

O

∨

-

∨

∨

∨

∨

-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P

∨

-

∨

∨

∨

∨

-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Q

∨

∨

∨

∨

∨

∨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위원을 추가 임명 가능

R

∨

-

∨

∨

∨

∨

∨

-

S

∨

-

∨

∨

-

-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위원 이외 참석 가능

구분

거점
국립대

지역
중심대

대학(원)

총장

부총장

A

∨

∨

∨

B

∨

∨

C

∨

D

장/학장

처장

비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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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본부장/

사업

국장

원장

단장

∨

∨

-

∨

총장이 별도로 5명 이내 위원 임명 가능

∨

∨

∨

-

∨

17명 이내로 구성

∨

∨

∨

∨

∨

∨

-

∨

∨

∨

∨

∨

∨

∨

30명 이내 구성

X

∨

-

∨

∨

∨

∨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전임교원 중에서 3인 이내 위원 임명 가능

Y

∨

∨

∨

∨

∨

∨

∨

-

Z

∨

-

∨

∨

∨

∨

∨

30명 이내로 구성

A’

∨

-

-

-

-

-

-

부서장과 부설초등학교장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학군단장 및 그 외
인사 참석 가능

B’

-

-

-

∨

-

-

-

학과장,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그 밖의 교직원도 회의에 참석 가능

C’

-

-

-

-

-

-

-

교무과장과 교수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

D’

∨

-

-

∨

∨

-

-

학과장

E’

-

-

-

-

-

-

-

교무과장, 학생과장, 총무과장, 교과과장

F’

∨

-

∨

-

-

∨

-

교무과장·학생과장·총무과장,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기타 교직원을
위원으로 임명 가능

G’

-

-

-

∨

-

-

-

학과장,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학과장이 아닌 자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임기는 총장이 따로 정함

H’

-

-

-

∨

-

∨

-

학과장

I’

∨

∨

∨

∨

∨

∨

-

지역대학장회의에서 선출하여 추천한 지역대학장 1명과 단과대학별
교수회에서 선출하여 추천한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4명으로 구성

구분

대학(원)

총장

부총장

T

∨

-

∨

U

∨

∨

V

∨

W

장/학장

처장

교대 등

출처: 각 대학 교무위원회 관련 학칙 및 규정(2019.3.4. 기준)

비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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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 교무위원회는 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교무처장·학생처장·기획처장·사무국장 및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
원으로 하고, 부속기관의 장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선임직 위원으로 하며, 특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교무위원회의 의장에 대해 살펴보면 거점국립대와 지역중심대의 경우 모두 교무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었다. 이 때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대표하는 데 2개교에서는
부위원장을 교무처장으로 명시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유고 시에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
였다. 반면, 교대 등의 경우에는 의장이 총장이거나 교무과장(교무지원처장, 교무처장)으
로 나누어졌는데 전자는 4개교(44.4%)이고 후자는 5개교(55.6%)로 나타났다.
<사례 >
‣ 위원장은 교육지원처장이 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은 총장,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 교무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임기 관련 규정

교무위원회에 관한 규정 혹은 학칙에 교무위원의 임기를 명시한 대학은 전체 36개교
중에서 4개교(11.1%)에 불과하였다. 임기를 규정하는 경우, 대부분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있었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을 둘 경우 연임이 가능하며 2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
었다.
<표 Ⅳ-66> 교무위원의 임기 규정
(단위: 개교(%))
구분

임기규정

계

유

무

전체

4(11.1)

32(88.9)

36(100)

거점국립대

0(0.0)

9(100.0)

9(100)

지역중심대

2(11.1)

16(88.9)

18(100)

교대 등

2(22.2)

7(77.8)

9(100)

출처: 각 대학 교무위원회 관련 학칙 및 규정(2019.3.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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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 교무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위원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만 교무위
원의 자격을 갖는다.
‣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
서 결원이 있을 때에는 지역대학장회의에서 선출하여 추천한 위원은 지역대학장회의에서, 단과대학별 교수회
에서 선출하여 추천한 위원은 단과대학별 교수회에서 선출하여 추천한 위원으로 보충하되, 그 임기는 전임위
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교무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교무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살펴보면, 거점국립대에서는
100% 총장이 소집하며, 지역중심대의 경우 5개교에서는 소집권자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소집권자에 대한 규정이 있는 4개교에서는 모두 총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대 등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총장이 아닌 교무과장 등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위원
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
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아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참고로 거점국립대와 지역중심대의 심의사항은 거의 유사하
며 교대 등에서는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에 대한 사항이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었다.
<표 Ⅳ-67> 교무위원회의 기능과 결과 통보
(단위: 개교(%))
기능

구분

안건제출

회의록작성/
결과통보

계

심의

의결

전체

36(100)

24(66.7)

4(11.1)

10(27.8)

36(100)

거점국립대

9(100)

5(55.6)

1(11.1)

1(11.1)

9(100)

지역중심대

18(100)

10(55.6)

3(16.7)

3(16.7)

18(100)

교대 등

9(100)

9(100.0)

0(0.0)

6(66.7)

9(100)

출처: 각 대학 교무위원회 관련 학칙 및 규정(2019.3.4. 기준)
주: 기능의 심의, 의결 대학 수는 중복됨
<사례 >
‣ (심의사항-거점국립대/지역중심대)
1. 대학(원) 학과 및 지원·부속시설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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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3. 입학시험에 관한 사항
4. 대학(원)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교수회에 부의 할 안건 중 중요한 사항
6. 교수·연구에 관한 사항
7. 학사학위 수여 취소에 관한 사항
8.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9. 장학금 급여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학장회 구성원이 제출한 사항
‣ (심의사항-교대 등)
1.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2. 재입학에 관한 사항
3. 졸업에 관한 사항
4.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심의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5. 수업운영에 관한 사항
6. 학칙 및 교무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총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8. 교수회가 위임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및 교무운영에 관한 사항

2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쟁점62)

이 절에서는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쟁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가델파이조사를 실시
하였다. 2회에 걸쳐 진행된 델파이조사에는 총 20명의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였으며, 델
파이조사에서 패널에게 국립대학 거버넌스와 관련된 쟁점을 작성하도록 개방형 질문을
실시하였다. 1·2차 델파이조사 결과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 중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거
나 주요한 시사점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는 쟁점들을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국립대학 거버넌스와 관련되는 쟁점은 크게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 내부 거버넌스,
외부 거버넌스 관련 쟁점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째,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에 대한
쟁점은 교육부와의 관계, 사무국장제도개선, 대학재정지원확대, 국립대학네트워크 등이
있었으며, 둘째, 내부 거버넌스 관련 쟁점은 총장 선출 및 권한,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 교무위원회 역할, 학장임명제 등이 있었고, 셋째, 외부 거버넌스 관련 쟁점은 외부
감사 및 평가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62)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쟁점은 전문가델파이조사를 통해 도출하였으며, 조사개요는 Ⅲ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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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립대학과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쟁점
국립대학과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쟁점은 ‘교육부와의 관계’, ‘사무국장제도개선’, ‘대
학재정지원확대’, ‘국립대학 네트워크’ 등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육부와의 관계’에 대해
서는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대학에 대한 통제와 감독의 적정성에 대한 인식 차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국립대학의 예산 규모나 교수 정원 등에 있어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립대학운영 관련 인사, 재정, 교육과정 등의
영역에서 국가와 대학 간의 의사결정권한의 범위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무국장 제도 개선’과 관련한 쟁점은 두 가지 방향성에서 논의되었는데 하나는 국립

대학의 행정을 전문성 있게 이끌어 갈 수 있는 행정인력에 대한 요구이며, 다른 하나는
국립대학 사무국장 및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총장의 인사권 부재로 인한 리더십 관점의
이슈이다. 전문가 패널은 사무국장과 국가직 공무원 직원의 경우 비교적 짧은 기한의 순환
보직을 하게 됨으로써 개별 대학의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는 국립대학 행
정의 전문적 권위가 약화되게 하는 주요 원인이며,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일관된 대학행
정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인사권이 총장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총장이 추구하는 대학운영 방향성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모
적 논쟁이 발생하거나 의도적 업무태만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학재정지원’과 관
련하여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단과대학별 운영방식 도입 등의 의견도 제기되
었다.
‘국립대학 네트워크’ 등의 쟁점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국립대학이 다른 형태의 구조로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반으로 거버넌스 이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
었으며, 특히 국립대학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단위대학을 넘어선 국립대학 네트워크 통합
기구가 정부와 단위대학 간의 거버넌스 가교(架橋)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논의로 확장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주요쟁점과 함께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개방
형 질문을 시행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전문가 패널은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책무성
을 강조하는 동시에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이 가져야 하는 자율성 존중을 강조하였
다. 구체적으로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책무는 예산지원, 의사결정 권한 등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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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되었고, 대다수의 전문가 패널들은 정부와 국립대학의 현재 관계를 경직된 거버넌스
구조관계로 판단하고 있었다.

나. 내부 거버넌스 관련 쟁점
내부 거버넌스 관련 쟁점은 ‘총장선출 및 권한’과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 ‘교무
위원회 역할’, ‘학장임명제’ 등으로 정리될 수 있었다. 델파이조사 결과 전문가 패널은
‘총장선출 및 권한’과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대해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총장선

출 및 권한’의 경우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되었는데 하나는 ｢교육공무원법｣에
기반한 총장선출방식의 제도적 미비성과 관련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선출된 총장에
대한 실제적 견제기구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대학평의원회 구성’ 관련 의견의
경우 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 형태와 비율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러나 각 대학의 이해관계 상황에 따라 특정 구성원 유형의 참여범위, 권한 및 선정방법에
대한 논의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또한 소수의견으로 사립대학 법인이사회 형태의 대학
컨소시엄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주립대학 사례를 대안으로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외에 ‘교무위원회의 역할’이나 ‘학장 임명제’ 쟁점 등이 제기되었는데, 교무위원회가
총장을 견제하는 기능이 미흡하고 교수회 등 타 의사결정 관련 기구와의 관계가 정립되
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단과대학 학장임명제에 대한 개선 요구나 대학직원 유
형(공무원, 과거 기성회직원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 외부 거버넌스 관련 쟁점
외부거버넌스 관련 쟁점은 ‘외부 감사 및 평가’ 등으로 나타났다. 외부 감사나 평가는
그 자체로도 국립대학 외부 거버넌스로서 의미가 있지만 특히 외부의 재정지원사업이나
평가가 대학의 내부 거버넌스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었다. 즉, 외부 재정지원사업이나 평가의 방향성에 따라 대학의 예산편성이나 학
과 포트폴리오 및 교육과정 구성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 국립대학 운영에 대한 외부견제 수단으로서 외부감사의 중요성 및 감사의 정례성이나
감사의 실효성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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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가.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현황 분석
먼저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현황 분석은 대학별 학칙과 규정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의
장(총장),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교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분석하였다. 대학의
장(총장),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교무위원회는 Ⅲ장의 델파이조사 결과 국립대학 거버넌
스의 구성요소로서 타당성이 확인되었으며 학칙과 규정 등 대학의 원자료를 통해 분석이
가능하였다. 이들 분석 대상에 대해 국립대학을 거점국립대와 지역중심대, 교대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대학의 장(총장)’과 관련된 현황 분석 결과, 총장임용후
보자 선정 방식에 있어 현재 간선제 대학이 직선제 대학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직선제로 규정을 개정하고 직선 총장을 선출할 예정인 대학이 다수 존재하여 향후
직선제로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는 대학 수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총장의 임기
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절반가량의 대학에서는 연임이
나 중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장후보자의 자격 기준은 대학마다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관련 위원회로 직선제 대학의 경우 추천위원회를 간선
제 대학의 경우 관리위원회, 추천위원회, 공모위원회 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선제 대학에서 선거권자의 구성에는 교원, 직원, 조교, 학생이 참여하되, 조교의 참여
여부에 대학 간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투표 반영 비율에 관한 규정은 없거나 대부분 교원
대비 직원과 학생의 투표 반영 비율이 낮은 수준이었다. 추천위원회 구성의 경우 교원,
직원, 조교, 학생, 졸업생, 외부인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었는데 조교의 참여
여부에 대학 간 차이가 있었다. 추천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규정을 갖춘 대학
은 소수에 불과하였으나 대부분의 대학에서 결격사유나 제척·기피·회피, 해촉(자격상실)
관련 규정을 갖춘 것을 알 수 있었다.
간선제 대학의 경우 관리위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학생,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되며
교원의 수가 가장 많은 가운데, 조교와 학생, 외부인사의 참여 여부에 대학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나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은 절
반가량의 대학에서 마련하고 있었으며 간선제에서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은 교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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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학생, 졸업생, 외부인사 등이 참여하되, 조교와 졸업생 참여 여부가 대학마다 다르
게 나타났다. 추천위원회 자격요건이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해촉(자격상실) 관련
규정은 절반 이상의 다수 대학에서 마련하고 있었다. 총장임용후보자 공모에 대한 공고
와 홍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공모위원회의 경우 추천위원회 내에서 공모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대학이 다수였으나 추천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공모위원회 위원이 되
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공모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자격상실)
관련 규정을 갖춘 대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평의원회 의원 수는
최소 11명에서 최대 30명 이내로 나타났으며 국립대학 규모에 비례하는 경향을 갖고 있
었다. 대학평의원회 구성은 교수, 직원, 조교, 학생, 외부인사가 참여하고 있었는데, 교수
의 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직원, 학생, 조교, 외부인사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구성
주체별 참여 여부는 대학 간 차이가 있었다. 대학평의원회 의장은 대부분 호선을 통해
선출되고 있었으며 임기는 전체의 약 30% 대학만이 규정에 명시하고 있었다. 대학평의
원회의 기능 및 권한은 심의, 심의·자문, 심의·의결·자문으로 구분될 수 있었는데 대부분
의 대학에서 심의·자문 기능을 갖고 있었으나 일부 소수 대학에서는 의결 기능을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평의원회 회의소집권자는 총장·의장·평의원, 총장·평의
원, 총장·의장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확인이 불가한 대학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대학에서
는 총장·의장·평의원 모두 회의소집권을 갖고 있었다.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은 모든 대학
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회의 결과 통보 여부는 1/3 가량의 대학에서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없었다. 회의 결과 통보 내용에 있어서도 통보 주체나 통보 대상, 기간
등 명시된 내용이나 수준이 대학 간 상이하였다. 대학평의원회에 대한 총장의 재심의 요
구권은 1/3 가량의 대학이 관련 규정을 갖고 있었으며 총장의 출석 의무는 대부분의 대
학에서 갖고 있지 않았으나, 총장의 자료제출 의무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규정에 명시하
고 있었다. 총장의 예산 지원 여부는 대학마다 달랐으나 2/3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예산
지원을 규정에 명시하였다.
대학평의원회 구성원별 선출방식, 자격조건 등을 살펴본 결과, 교수 평의원의 경우 교
수회에 의한 추천이나 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수의 대학에서는 총장이나 단과
대학 및 대학원 추천 등의 방식도 활용되고 있었다. 교수 평의원의 자격 관련 규정을 명
시한 대학은 많지 않으나 자격상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규정에 명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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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평의원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에서 관련단체의 추천이나 선출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소수의 대학에서는 추천 혹은 선출을 활용하나 그 주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직원
평의원의 관련단체는 대학마다 다양하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평의원의 자격
관련 규정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자격상실 규정은 대부분의 대학에
서 마련하고 있었다. 조교 평의원의 경우 대부분은 관련단체의 추천이나 선출에 의한 방
식을 갖고 있었으나 주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와 규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대학도 있었
다. 조교 평의원의 자격 관련 규정보다 자격상실 관련 규정을 명시한 대학이 많았다. 학
생평의원의 선출방식 관련 규정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마련하고 있었으며 추천이나 선출
주체는 대학 간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학생평의원의 자격 관련 규정은 절반가량의
대학에서, 자격상실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규정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
막으로 외부인사 평의원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이 선출방식 관련 내용을 규정에 명시하고
있었는데 총동문회장 추천이나 총장 추천, 직원단체 및 총학생회가 총동창회장과 협의하
여 추천 등 대학마다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었다. 외부인사 평의원의 자격이나 자격
상실 관련 규정은 명시한 대학이 2/3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수평의원회’를 중심으로 살
펴보면 교수평의원회 구성 내용에 있어 단과대학 및 대학원 교수회의에서 선출하는 대학
이 있는 반면 단과대학 전임교원 수에 따라 정하거나 단과대학별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연기명으로 선출하는 대학 등 대학 간 차이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평의원회 평
의원 자격 및 교무위원회 위원 배제 관련 내용은 80%이상의 대학에서 규정에 명시하고
있었다. 다만 평의원 자격 기준은 재직기간과 보직 여부, 재직기간과 전임교원 여부, 전
임교수 여부 등으로 대학마다 다양하였다. 교수평의원회 의장의 자격은 50%의 대학에
서, 선출방법은 27.3%의 대학에서, 임기는 22.7%의 대학에서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
었다. 교수평의원회의 총장 출석 및 답변,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확인한 결과 약 80%이
상의 대학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총장의 재심요구와 심의요청에 대한 규정
명시 여부를 살펴본 결과, 재심요구는 50%의 대학에서 심의요청은 9.1%의 대학만이 관
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수평의원회의 기능은 90.9%의 대학에서 규정에 명시하고
있었으며, 심의가 59.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심의 및 의결로 27.3%이며 미분류가
4.5%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심의나 의결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주로 학칙의 제·개정이

나 예·결산 관련 사항, 인사 및 학사에 관한 사항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보직자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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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의나 구성원 고충처리 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수평의원회 개최요건은
86.4%의 대학에서 규정에 명시하고 있었으며, 대학에 따라 소집 주체에 차이가 있었다.

회의록 공개를 규정에 명시한 대학은 전체의 22.7%로 나타났다.
넷째, ‘교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총장을 교무위
원회 의장으로 하며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처장, 사무국장, 본부장, 부속기관의 원장,
산학협력단장 등이 교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교무위원의 임기를 규정에 명시한 대학은
11.1%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있었다. 교무위원회 소집권은 대

부분 총장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무위원회는 모든 대학에서 심의 기능을 갖
고 있었으나 의결 기능을 가진 대학도 66.7%로 대학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쟁점 분석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쟁점은 총 20명의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친 델파이조
사를 통해 공통적으로 제시되거나 시사점을 갖는 쟁점들을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델파이
조사 결과 국립대학 거버넌스와 관련되는 쟁점은 크게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 내부
거버넌스, 외부 거버넌스 관련 쟁점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쟁점을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에 대한
쟁점은 교육부와의 관계, 사무국장제도개선, 대학재정지원확대, 국립대학네트워크 등으
로 나타났는데, 교육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립대학의 자율성이 존중되고 국립대학의 의
사결정권한 및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사무국장의 전문성 신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총장의 인사권 부재로 인한 리더십 이슈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대학재정지원의 확대 및
단과대학 운영 강화 등의 쟁점과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국립대학 형태의 변화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이슈, 국립대학 통합 네트워크 이슈가 제기되었다.
둘째, 내부거버넌스 관련 쟁점은 총장선출 및 총장의 권한 문제,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 교무위원회 역할, 학장임명제 등의 이슈로 나타났다. 총장선출 및 총장의 권한
관련 총장선출방식의 제도적 미비성과 총장의 권한 비대 및 견제기구의 미흡 문제가 쟁
점으로 나타났으며 대학평의원회의 위원 구성 및 참여 비율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활
발하게 제기되었다. 한편 교무위원회의 총장 견제 기능 미비로 인한 위상과 역할 문제,
교수회 등 타 의사결정관련 기구와의 관계 정립 문제가 나타났으며 단과대학 학장임명제
197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진단과 방안(Ⅲ) :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을 중심으로

개선 이슈 등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외부거버넌스 관련 쟁점은 외부감사 및 평가 등으로 나타났다. 외부거버넌
스로서 감사나 평가가 의의를 갖지만 최근 이러한 외부거버넌스 기제가 내부거버넌스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므로 감사와 평가 방식이나 실효성 제고 관련 쟁점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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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구성원의 인식 및 요구

이 장에서는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대학 내부 구성원의 인식 및 요구와 외부의 사회
적 인식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국립대
학 구성원의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립대학 교수,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표
적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여 국립대학 내부 구성원의 경험적
인식에 기초한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경험과 쟁점에 대한 인식, 요구 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텍스트 빅데이터(Text Big data)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표적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녹취 전사자료인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 자동화된 분석을 실시함으로

써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유의미한 결과를 탐색하였다.
다음은 국립대학 거버넌스에 대한 외부의 사회적 인식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텍스트
빅데이터(Text Big data) 분석을 통해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각종 언론기사를 분석함
으로써 국립대학 거버넌스에 대한 대학 외부의 사회 관점에서 사회적 관심과 이슈, 인식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국립대학 거버넌스 체제 및 제도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쟁점 변화 양상, 시사점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국립대학 구성원의 인식 및 요구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국립대학 내부 구성원의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서 표적집단면접과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을 병행하였다. 먼저 표적집단면접분석 결
과를 살펴본 뒤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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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적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63)64) 분석
1) 면담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국립대학의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국립대학 거버
넌스 관련 구성원의 경험에 기초하여 쟁점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립대학 거버넌스 체제 및 운영에 대한 장, 단점을 확인하고 요구 사항
및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면담내용은 크게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 및 요소,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 내부
거버넌스, 외부 거버넌스, 거버넌스 개선 및 전망이라는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담대상에 따라 교직원과 학생 대상 주요 면담내용을 일부 차별화하여 면담지
를 작성하였다. 작성된 면담지는 사전에 면담대상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배포하여 이를
토대로 심층적인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표 Ⅴ-1> 면담지 구성(교직원용)
영역

주요 면담내용

∙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키워드 및 쟁점
1.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 이 연구에서 논의 중인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 구조 및 구성요소에 대한 의견
∙ 국립대학 내부거버넌스 구성요소 간 역할, 관계에 대한 의견
개념 및 요소
∙ 국립대학 학내 조직문화(기업이나 사립대학 등과의 차이)
∙
∙
∙
2. 국가와 국립대학 간
∙
관계
∙
∙
∙

국립대학 운영상 국가의 역할 및 운영지원 방식, 권한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국가의 관리, 감독 적절성
사무국장 임기, 주요 업무 및 권한, 학내 지위 및 영향력
사무국장, 총장, 교수, 직원 간 관계
사무국장 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 개선방안
직원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장점 및 문제점, 개선방안)
대학 자체소속 직원과 파견 직원 간의 관계 (문제점, 개선방안)

3. 내부 거버넌스

3-1. 총장 제도

∙
∙
∙
∙

총장 선출 및 임명 방식, 임기 및 자격의 적절성
총장에 대한 평가(중간평가나 공약 이행여부 점검) 제도나 인센티브 부여 여부
총장 제도 관련 학내 갈등이나 애로사항
최고집행기구로서 총장 견제 및 보완 장치 마련 여부

63) 이하 본문에서는 ‘면담’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함
64) 표적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실시 목적 및 내용, 참여자 선정 및 면담 진행 방법 등에
관해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를 거쳐 승인받았음(2019-18-05T-N, 승인일자: 2019.7.19.)

202

Ⅴ.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구성원의 인식 및 요구

영역

주요 면담내용
∙
∙
∙
∙

총장의
총장의
총장과
총장의

역할 분화(부총장제도 활성화 등 총장단, 학장 권한 강화 등)에 대한 의견
권한 정도의 적절성, 역할 및 업무 수행의 문제
정부, 교무위원회, 교수회, 대학평의원회와의 관계
구성원 의견 수렴 및 반영 여부

∙
∙
∙
3-2. 교수회 구성 및 ∙
운영
∙
∙

교수회 운영 활성화 정도, 주요 기능 및 안건
교수회 논의/결정 사항이 대학운영에 미치는 영향력
교수회 운영의 장점 및 문제점, 애로사항
현재 교수회 차원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안건이나 쟁점
대학운영 관련 교수회의 요구사항
대학평의원회나 교무위원회 의견과 교수회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에 대한 사례 또는
해결방안
∙ 향후 교수회의 위상이나 역할 정립에 대한 의견, 이를 위한 제도변화나 지원 요구 사항

∙ 교무위원회 주요 역할 및 안건
3-3. 교무위원회 구성
∙ 교무위원회 운영의 장점 및 문제점
및 운영
∙ 향후 교무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한 전망
∙
∙
3-4. 대학평의원회 구성 ∙
및 운영
∙
∙
∙

3-5. 직원회, 학생회
구성 및 운영

∙
∙
∙
∙
∙

대학평의원회 설치 여부 및 관련 쟁점(애로사항)
대학평의원회의 필요성, 역할 및 위상
대학평의원회의 위원 구성 및 선발 절차의 적절성
대학평의원회에 대학 외부 인사 참여 관련 장, 단점
관리/학술연구/교육 및 대학생활평의원회 등으로 다각화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
대학평의원회 제도 정착 방안
직원회, 학생회 설치 여부 및 위상과 역할
직원회, 학생회의 주요 안건 및 학내 영향력 정도
직원회, 학생회 운영의 장점 및 문제점, 애로사항
직원회, 학생회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
향후 직원회, 학생회에 대한 전망

∙ 앞에서 언급된 기구 이외에 대학 구성원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한 제도나 조직 운영
여부
∙ 대학 구성원 의견의 대학운영 반영 정도
∙ 대학운영 및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구성원에게 공유, 설명 정도
3-6. 구성원의 의사결정
∙ 대학운영 및 주요 의사결정 관련 참여 경험
참여
∙ 향후 대학운영 및 주요 의사결정 참여 희망 여부 및 사안
∙ 대학운영 관련 구성원의 적절한 의사결정 참여 방식이나 절차에 대한 의견
∙ 각종 위원회(등심위, 재정/재경위 등)의 운영 적절성
∙ 구성원 참여, 소통을 위해 특별히 운영되는 제도나 조직, 기구, 위원회, 행사 등 사례
4. 외부 거버넌스
∙ 대학정보공시, 외부감사, 각종 평가에 대한 평가(기여점, 미흡한 점, 대학운영의 투명
성과 책무성 향상 기여 정도 등)
4-1. 외적통제구조로서
∙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KORUS)에 대한 의견
정보공시, 감사,
∙ 최근 외부감사 수감 경험
평가
∙ 외부감사의 주기와 방법, 내용, 영향력
∙ 내부감사의 주기와 기능, 장단점,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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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주요 면담내용
∙ 정부와 독립된 별도의 외적통제기구나 수단의 필요성
∙ 정보공시나 외부감사, 평가 이외 대학의 외적통제구조나 기제
∙ 대학운영에 관한 외적통제구조의 필요성, 현재 외적통제구조의 적절성

∙
4-2. 대학 외부의 관련 ∙
∙
주체
∙

대학운영 관련 대학 외부의 영향력을 가진 주체(지자체, 지역사회, 동문회, 산업체 등)
대학 외부 관계자가 대학운영에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미친 사례
대학운영이나 의사결정에 대학 외부의 관계자 참여에 대한 의견, 방식 및 수준
현재 대학평의원회에 포함하는 대학 외부주체의 참여비율의 충분성에 대한 논의

5. 거버넌스 개선 및
전망

∙ 현재 대학운영 및 의사결정, 거버넌스 확립 정도나 수준에 대한 평가와 이유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구성원의 참여방식과 구조가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정립
되어 있는지 여부(협력 과정의 절차적 명세화나 작동기제 마련 여부)
∙ 귀 대학 대학운영 및 의사결정 등 거버넌스 관련 가장 큰 문제점 및 이유
∙ 귀 대학 대학운영 및 의사결정 등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내, 외부 요인
∙ 규제 완화 등 외적 여건 충족, 대학의 자율역량 성숙 등 내적 조건 충족에 대한 의견
∙ 지방정부의 대학에 대한 책임과 권한 분담 구조에 대한 의견
∙ 귀 대학 대학운영에 지자체, 기업체, 민간단체 등 외부의 지원이나 참여 필요 여부
∙ 국립대학에 대한 운영자문위원회나 거버넌스위원회 같은 중간기구 설치에 대한 의견
∙ 대학 내 의사결정기구의 다각화, 의사결정과정에서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중간공동기구
설치에 대한 의견
∙ 대학 내 이사회 설치에 대한 의견
∙ 국립대학 컨소시엄(지역별, 기능별 등) 이사회 설치에 대한 의견
∙ 국립대학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 단과대학/학장 단위의 자율적 독립경영체제나 계열별 부총장제 등 전문성에 따른 분
권화에 대한 의견
∙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편의 한 유형으로서 법인화에 대한 의견
∙ 이상적인 국립대학 거버넌스 형태(여러 기관의 권력 배분과 균형 등)
∙ 정부와 독립된 중립적인 재정지원기구, 평가전담기구, 감사기구, 공시기구 등을 두는
것에 대한 의견
∙ 대학의 의사결정과 집행의 분리 원칙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의견
∙ 국립대학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국립대학 감사의 실효성 제고, 학내 기구
의 법적 지위 부여 등)
∙ 귀 대학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 내용
∙ 귀 대학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필요한 대학의 개선 노력 내용
∙ 향후 귀 대학의 거버넌스에 대한 전망, 전체 국립대학 거버넌스에 대한 전망
∙ 사립대학 거버넌스와의 차이, 이유

6. 기타

∙ 입학자원 급감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대학 역시 다양한 자구책이 요구되
는데, 이러한 외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거버넌스가 어떤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의견
∙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더 말씀하시고 싶은 사항, 연구에 조
언이나 추가 의견

학생용 면담지의 경우 교직원용 면담지에 포함되어 있었던 교수회와 교무위원회, 직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였으며 주요 면담내용도 일부 조정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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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면담지 구성(학생용)
영역

주요 면담내용

1.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키워드 및 쟁점
개념 및 요소
∙ 이 연구에서 논의 중인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 구조 및 구성요소에 대한 의견

2.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

∙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운영 지원 방식 및 충분성에 대한 의견(법, 제도나 행, 재정적
지원 내용)
∙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국가의 관리, 감독 적절성(국립대학의 자율성, 규제나 간섭,
통제)
∙ 사무국장 등 교육부 파견 공무원 직원 제도에 대한 의견(필요성, 기대 역할)
∙ 공무원/비공무원 직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의견

3. 내부 거버넌스

3-1. 총장 제도

∙
∙
∙
∙
∙
∙
∙
∙

총장 선출 방식의 적절성
총장에 대한 평가(중간평가나 공약 이행여부 점검) 제도의 필요성
총장 선출 관련 학내 갈등이나 애로사항
최고집행기구로서 총장 견제 및 보완 장치의 필요성
총장의 역할 분화(부총장제도 활성화 등 총장단, 학장 권한 강화 등)에 대한 의견
총장의 권한 정도의 적절성
총장과 학생회, 교수회 등과의 관계
총장의 구성원 의견 수렴 및 반영 여부

3-2.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

∙
∙
∙
∙
∙
∙

대학평의원회 설치 여부 및 관련 쟁점
대학평의원회의 필요성 및 이유
대학평의원회의 위원 구성 및 선발 절차의 적절성
대학평의원회에 대학 외부 인사 참여 관련 의견
관리/학술연구/교육 및 대학생활평의원회 등으로 다각화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
대학평의원회와 총장, 교수회, 학생회, 기타 의사결정기구 간 바람직한 관계

3-3. 학생회 구성 및
운영

∙
∙
∙
∙
∙

학생회 설치 여부 및 위상과 역할
학생회의 주요 안건 및 학내 영향력 정도
학생회 운영의 장점 및 문제점, 애로사항
학생회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
향후 학생회에 대한 전망

∙ 앞에서 언급된 기구 이외에 대학 구성원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한 제도나 조직 운
영의 적절성
∙ 대학 구성원 의견의 대학운영 반영 정도
3-4. 구성원의 의사결정 ∙ 대학운영 및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구성원에게 공유, 설명 정도
∙ 대학운영 및 주요 의사결정 관련 참여 경험
참여
∙ 향후 대학운영 및 주요 의사결정 참여 희망 여부 및 사안
∙ 대학운영 관련 구성원의 적절한 의사결정 참여 방식이나 절차에 대한 의견
∙ 각종 위원회(등심위, 재정/재경위 등)의 운영 적절성
4. 외부 거버넌스
4-1. 외적통제구조로서
정보공시, 감사,
평가

∙ 대학정보공시, 외부감사, 각종 평가에 대한 의견
∙ 정부와 독립된 별도의 외적통제기구나 수단의 필요성
∙ 대학운영에 관한 외적통제구조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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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주요 면담내용

4-2. 대학 외부의 관련 ∙ 대학운영 관련 대학 외부의 영향력을 가진 주체(지자체, 지역사회, 동문회, 산업체 등)
∙ 대학운영이나 의사결정에 대학 외부의 관계자 참여에 대한 의견
주체
∙
∙
∙
∙
∙
∙
∙

5. 거버넌스 개선 및
전망

∙
∙
∙
∙
∙
∙
∙
∙
∙
∙

6. 기타

현재 대학운영 및 의사결정, 거버넌스 확립 정도나 수준에 대한 평가와 이유
귀 대학 대학운영 및 의사결정 등 거버넌스 관련 가장 큰 문제점 및 이유
귀 대학 대학운영 및 의사결정 등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내, 외부 요인
지방정부의 대학에 대한 책임과 권한 분담 구조에 대한 의견
귀 대학 대학운영에 지자체, 기업체, 민간단체 등 외부의 지원이나 참여 필요 여부
국립대학에 대한 운영자문위원회나 거버넌스위원회 같은 중간기구 설치에 대한 의견
대학 내 의사결정기구의 다각화, 의사결정과정에서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중간공동기구
설치에 대한 의견
대학 내 이사회 설치, 국립대학 컨소시엄(지역별, 기능별 등) 이사회 설치에 대한 의견
국립대학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단과대학/학장 단위의 자율적 독립경영체제나 계열별 부총장제 등 전문성에 따른 분
권화에 대한 의견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편의 한 유형으로서 법인화에 대한 의견
이상적인 국립대학 거버넌스 형태(여러 기관의 권력 배분과 균형 등)
정부와 독립된 중립적인 재정지원기구, 평가전담기구, 감사기구, 공시기구 등을 두는
것에 대한 의견
대학의 의사결정과 집행의 분리 원칙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의견
국립대학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국립대학 감사의 실효성 제고, 학내 기
구의 법적 지위 부여 등)
국립대학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필요한 대학의 개선 노력 내용
향후 귀 대학의 거버넌스에 대한 전망, 전체 국립대학 거버넌스에 대한 전망

∙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더 말씀하시고 싶은 사항, 연구에 조
언이나 추가 의견

2) 면담대상 및 방법

가) 면담대상
본 연구의 면담대상은 국립대학 구성원으로서 교수, 학생, 직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수의
경우 거점국립대, 지역중심대, 교대를 구분하였고 교수, 직원, 학생을 분리하여 면담을
시행하였다. 면담대상 선정 시 대학 소재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고르게 안배하고자 하였으며,
교수의 경우 국립대학의 전, 현직 교무처장 등 보직교수, 교수회 및 대학평의원회 임원
(위원)을, 학생의 경우 전, 현직 학생회 임원(위원), 직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직원회 등

직원대표단체 임원(위원)을 추천받거나 섭외하였다. 면담참여자 중에 교수의 경우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전국국공립대교무처장협의회 관계자, 직원의 경우 전국
공무원노조, 대학노조 관계자, 학생의 경우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관계자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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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참여자의 특징 중 하나는 교수의 경우 전·현직 교무처장 등 보직교수이면서 전·현
직 교수회 임원이나 대학평의원회 임원에 해당하는 등 보직경험과 구성대표단체 임원 경
험을 중복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는 학생과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학생의 경우 학생회장이면서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임원인 경우가 있었으며, 직원의
경우에도 개별 대학의 직원회 관련 임원이면서 전국공무원노조나 대학노조 등 전국단위
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해당하였다.
<표 Ⅴ-3> 면담참여자 구성
구분

내용

교수

∙
∙
∙
∙

학생

∙ 학생회장
∙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임원

직원

∙ 전국공무원노조 임원
∙ 대학노조 임원
∙ 직원회 관련 임원

전·현직 교무처장, 총장직무대리, 부총장, 기획처장 등
전·현직 교수회 회장 등 임원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임원
대학평의원회 회장 등 임원

면담은 당초 계획했던 20명이 모두 참여하였으며, 거점국립대 교수 5명, 지역중심대
교수 5명, 교대 교수 5명, 직원 3명, 학생 2명이다.
<표 Ⅴ-4> 면담참여 인원
권역

소재지

계

강원충청

대구경북

부울경

전라제주

서울·경기·인천

교수

5

1

5

3

1

직원

2

1

3

학생

1

1

2

총계

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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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담방법
면담은 2019년 8월 8일~9월 6일까지 기간 내 하루 2시간 내외로 진행되었으며, 연구
진과 면담참여자가 직접 대면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사전에 합의한 날짜와 시
간, 장소에서 사전에 배포된 면담지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면담 이전에 면담참여자
의 동의를 구한 뒤 모든 면담 과정을 녹음하였다. 녹음된 내용은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면담방법론인 표적집단면접은 “연구대상의 인식, 의견, 믿음, 태도에 관한 질적 연구의
한 형태로서, 사회자가 작은 소집단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응답자들
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방식(in an unstructured and
natural way)”으로 이루어지며,65) 심층적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최적화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표적집단면접은 안면타당도(face validity)가 높은 방법66) 으로 질적 연구 수행에 몇
가지 중요한 장점이 있다. 첫째, 연구 참여자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나 평가, 제언 등을
심층적이고 집약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연구문제 관련 타당한 질적 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강진숙, 2007; 최연, 2012: 64에서 재인용). 둘째, 연구 목적 및 주제에 적합한 경험자들

이 참여함으로써 특정 주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등을 교류할 수 있다(Kleiber, 2003:
89-90; 최연, 2012: 64에서 재인용). 표적집단면접 결과는 연구자가 면접 발언을 인용하여

정리하되, 면접의 핵심 내용별로 분류한 이후 발언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가 이루어진다.

3) 면담결과 분석67)

국립대학 교수, 학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을 통해,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쟁점
및 문제점, 실태 및 제도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으며, 개선 방향 및 과제에
대한 요구 및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면담결과는 면담지 구성 및 주요 답변 내용에
따라 첫째,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 둘째, 대학의 장(총장), 셋째, 내부 거버넌스(의사결
정구조), 넷째, 외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원의 인식과 요구에 관한 주요
65) http://www.kapa21.or.kr/data/kapa_dictionary_view.php?num=745#(검색일: 2019.9.24.)
66) http://www.kapa21.or.kr/data/kapa_dictionary_view.php?num=745#(검색일: 2019.9.24.)
67) 면담내용 인용 시 대학 명칭 등 민감한 내용은 ○○으로 처리하였고, 내용이 바뀌지 않는 선에서 일부

문장을 정돈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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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결과를 분석하였다. 대학의 장(총장)은 면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하게 논의된바
내부 거버넌스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여 면담결과를 정리하였다.

가)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
면담결과 국립대학 구성원이 인식하는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는 첫째, 정부의 과도한
영향력, 둘째, 획일적 조직 운영 및 정책의 일관성 미흡, 셋째, 대학에 대한 불신 및 소통
부족, 넷째, 구체적 이슈로서 사무국장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5>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에 대한 면담결과 주요 내용
구분

내용

∙ 정부의 과도한 영향력
- 총장 임명권과 연계된 영향력
- 대학재정지원 권한 관련 영향력
∙ 획일적 조직운영 및 정책의 일관성 미흡
- 규정 및 제도의 일률적 적용
- 대학운영 관련 지침 및 기준, 정책의 일관성 부족
∙ 대학에 대한 불신 및 소통 부족
구성원의 인식
- 하향식 관리·감독 및 소통 억제로 인한 관계의 신뢰성 저하
∙ 사무국장 파견제도의 쟁점 및 문제점
- 대학의 수요나 요구 반영 미흡
- 임기의 불안정성
- 대학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편차
- 사무국장 제도의 순기능
- 과도한 권한 및 영향력
- 정부와의 비공식적 관계 및 역할기대
∙ 국가의 관리 역할 개선
- 대학운영의 과정적 자율성 보장 및 결과의 책무성 관리 강화
∙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방향성 및 관점 변화
- 지원 및 육성의 방향성 정립 및 수평적 관점 필요
∙ 국립대학 운영지원 확대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가칭) 마련 등 재정지원의 안정성, 투명성 확보
구성원의 요구
-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확대
- 경상비 지원 및 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
∙ 국립대학에 대한 자율성 부여 및 규제 완화
∙ 독립적 중간기구 설치
- 고등교육위원회(가칭) 등 기구 필요
∙ 사무국장의 전문성 신장 및 선발 방식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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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가) 정부의 과도한 영향력

□ 총장 임명권과 연계된 영향력
유·초·중등교육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어 지역관할 교육청의 관리·감
독 및 지원을 받는 것에 비해, 고등교육의 경우 교육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 수준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고등교육 비전 수립 및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립대학 구성원은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에 있어 다소 부
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총장 임명권과 연계된 영향력이다.
“교육부가 총장 후보자를 임명해 주지 않는 사례가 많아요. 교육부가 판단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
되면 임명을 해주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떠한 점이 적절하지 않아 불가하다고 이야기 해
줘야 하는 것이죠. 또한 임명기준은 사전에 제시해 주어야 하고요.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않아요. 비민
주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지역중심대 D교수)
“분명히 법적으로는 국립대 총장이 있습니다. 총장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인데, 실질적으로는 교육부가
총장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교육부 입맛대로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헌법상으로도 보장
을 해준 고등교육, 대학의 자율은 사실 지켜지지 않는 것이 국립대학 상황입니다.” (지역중심대 E교수)

면담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국립대학 구성원들은 총장임명과 관련하여 정부의 절차적
민주성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총장 임명기준이나 임명방식 등의 불
명확성은 국립대학 운영에 있어 정부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 과정에서
국립대학의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 대학재정지원 권한 관련 영향력
국립대학의 교육부 의존도는 대학재정 확보 측면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설립유형에 관
계없이 대학의 정부 재정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립대학 역시 정부 재정을 우선
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대학운영에 있어 중요해졌고, 이 과정에서 국립대학에 대한 교육
부의 영향력은 더욱 증가하였다고 인식하였다.

210

Ⅴ.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구성원의 인식 및 요구

“총장후보들이 나올 때는 외부에서 얼마 끌어오겠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주는 이런 저런 재정
지원사업 이런 걸로 다, 그러니 총장들이 교육부 눈치를 보는 이유는 돈 때문일 거예요.” (거점국립대
D교수)
“국립대학 거버넌스 문제는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투자 이슈와 연결되어 있어요. 정부가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대학 등록금이 올라감에 따라 등록금 반을 부담해야 하는
정부의 부담도 늘다보니 정부는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실질적으로 막았죠. 그러니까 사립대학들이 죽
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 온갖 재정지원사업을 만들어 냈고, 사립대학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보니 국립대학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국가
가 사립대학 위주의 고등교육 정책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국립대학을 위한 정부정책은 방향성이 모
호해졌어요.” (거점국립대 E교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평가를 통한 사업비 형태로 배분됨으로써 정책유도 지표를 감
점 형태로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대학
은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가 수평적이지 못하고 통제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교육부에서 바라보는 국립대학은, 교육의 자율성, 대학자치 이게 큰 핵심 키워드인데 자율권을 주
기 보다는 통제가 굉장히 강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학교를 평가해서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비를 준다
는 것이죠. 그리고 총장직선제를 폐기하지 않으면, 간선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교육부 사업에서 평가
점수가 있는데 감점을 시킵니다.” (거점국립대 C교수)

(나) 획일적 조직운영 및 정책의 일관성 미흡

□ 규정 및 제도의 일률적 적용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에 있어 국가가 규정 제·개정이나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일률
적인 시행을 강제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조직 설·폐나 대학운영 관련 각종 규정과
지침, 제도의 이행 요구는 대학에 대한 간섭이나 규제로 인식됨과 동시에 국립대학의 특
색을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화시킨다고 우려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운영의 자율성
이 저해됨으로써 오히려 지배구조가 약화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조직이나 기타 등등 규정을 만들고 하다 보면 그 자체가 사실 간섭의 느낌이 많이 들어서. 너희는
왜 평의원회가 없니, 뭐가 없니 하는 것 그 자체가 대학마다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을 옥죄
이고, 이걸 안 하면 재정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안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교대 A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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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고 있는 것을 재정위원회 둬라, 대학평의회 둬라. 자꾸만 잘라나가는 이 과정은 지배 구조를
약화하는 거죠.” (지역중심대 A교수)

또한, 국립대학 구성원들은 조직 설·폐 등에 관한 법적 규제 및 감사 지적 등으로 인해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실제 조직에 필요한 보직을 운용하는 것
에도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였다. 다만 올해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에서 현재
국립대학 처·실의 개수가 국립학교설치령에 의해 3~5개로 제한되었던 것을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자율화하려는 변화가 있어 향후 국립대학 조직 운영에 대한 정부 차
원의 개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너무 오랫동안 국립대학은 안 변하지 않았습니까? 사립대나 이런 대학들은 시대 조류라든지 맞춰서
조직을 개편하고 학과도 바꾸고 아주 유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비해서 국립대학은 행정조직도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저희도 감사 받으면서 부처장들이 있거든요. 감사 지적 사항이 왜 부처장을 두었
느냐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장 직책을 없애라. 그런데 일은 하고 있는데 직책 없이 봉사만 하라
고 하면 누가 부처장해요? 수업이나 개인 연구를 손해 보면서 하는 건데 말이죠.” (지역중심대 C교수)

□ 대학운영 관련 지침 및 기준, 정책의 일관성 부족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지침이나 기준이 모호하고 국가의 정책 추진에 일관성이 부족하
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지침이나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정부의 담당자에 따라 달라
지는 등 일관성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일부 대학에서는 이로 인해 감사 지적사항이 되어
환수조치를 하는 등 일련의 사태를 겪기도 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가에 대한 신뢰가 저하
되고 정부 정책에 반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교육연구학생지도비 만들 때도 대학회계제도가 도입되면서 뭐가 되고 안 되고를 따질 때, 교육부
도 사실 담당자가 매년 바뀌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됐던 것이 올해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관에 따라서 어떤 거는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
전에 사전 예고도 없었고요. 교수들이 추가 강의한 것이나 학교 업무를 한 것에 대해 받은 연구비를
마치 받아서는 안 될 돈을 받은 것처럼 반환조치 하게 되니까 교수님들이 신뢰가 굉장히 없어지고 학
교 일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게 되었죠.” (교대 D교수)

국립대학 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대학 간 감사 지적사항의 편차 문제도 제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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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 ○○대학교는 환수를 당했는데, ○○대학은 방어를 잘했어요. 이거는 ○○이 아니라
○○라고 주장을 하니까 감사실에서 그러면 ○○이 아니니까 그거는 괜찮다고 한 경우가 있었어요.”
(지역중심대 E교수)

한편 기준이나 정책의 일관성 부족은 단순히 정책 변화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대상이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대학은 학문 분야
에 따른 교수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하게 발휘되는 조직이므로 기준이나 정책의 일률적
인 적용은 해석의 다양성 문제 등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 사례는 이러한
측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
“정책이나 감사의 기준도 바뀌는 거죠. 연구윤리도 사실 규정이 애매모호한 게 있는데, 해석의 여지가
좀 많잖아요? 근데 학문 분야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학문 분야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감사관이 본인의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했을 때 이쪽 문화랑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대학은 기본 태생부터가 교수자의 자율성과 전문성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초중등하고
똑같이 정책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감사하는 등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대 D교수)

□ 협력적 지원자 및 조력자로서의 역할 미흡
국립대학에서 인식하기에 국가는 국립대학에 대한 지도나 감독, 평가 등에 비해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태세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는 국립대학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재정지원사업 평가 등을 도입하여 대학을 관리, 감독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
운영이 제한되었다고 인식하였고 대학의 주된 목적인 학생 교육에 충실하기 어려운 지배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지금 거버넌스도 가만히 보면 국가는 지도 및 감독, 감사, 평가 전부 다 이것만 있지 컨설팅이나
도와주겠다는 자세가 처음부터 없어요.” (교대 A교수)
“사업 만들고 뭐 해라 안 하면 불이익을 주죠. 평가에 나쁘게 만들어서 예산 자르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지역중심대 A교수)
“믿지 못하겠다는 개념 즉 모든 것을 못 믿으니까 다 사업한 거잖아요. 가르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대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키워서 훌륭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목적인데 나는 그 주 업무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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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요. 애들 잘 가르쳐야 합니다. 애들 스스로 공부하게 만들어야 해요. 이렇게 맨날 사업계획서
쓰고 결과보고서 쓰고 시간 자꾸 거기에 다 보내고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요.” (지역중심대 A교수)
“방학도 없고 수업 시간에 치여 있고 보고서, 사업계획서 써야 하고 결과보고서 내야하고요. 그 다
음에 성과급, 교연비 관련 학생 면담한 내용도 다 작성해야 되요. 그걸 왜 쓰는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작성하면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어요. 준비금을 주는데 그 준비금하고 또 다르다고 못 바꾸게 해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이런 게 무슨 대학인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지역중심대 A교수)

(다) 대학에 대한 불신 및 소통 부족

□ 하향식 관리·감독 및 소통 부족으로 인한 관계의 신뢰성 저하
사실상 국립대학은 국가의 하향식 관리·감독 하에서 자율적 대학운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였고, 대학의 의사를 국가에 전달하거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하
향식 지시에 익숙해지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관계의 신뢰성이 저하되었다는 아쉬움이 확
인되었다.
“지금까지 축적되어온 인식, 문화, 또 이것이 작용되는 암묵적인 것들도 수면아래에서 작동되는 중
요한 기제인 것 같아요. 일종의 피해의식이라면 피해의식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산물이니까 지금까지 교육부와 대학의 관계를 보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 의사결정 기구
에 대해서 계속 간섭을 해왔었지 잘 해보라는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독려하는 쪽으로는 경험이 없어요.
탑 다운하는 방식으로 했었지. 대학이 상향으로 올리는 의견은 우리가 먼저 조금 더 이익을 가져가는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교육을 잘하고 연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러한 부분은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를 담아서 보내는데 그 신호를 자꾸 이기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폄하를 하는 방식
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올리는 의사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지를 보내봤자 올바르게 받아
들이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러면서 탑 다운으로 지시를 받는 게 익숙해지고 바텀업으로
올리는 부분들이 사라지는 상황들이 일종의 거버넌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의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는
축적된 문화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대 B교수)

(라) 사무국장 파견제도의 쟁점 및 문제점

□ 대학의 수요나 요구 반영 미흡
사무국장의 파견 방식에 대학의 의견이나 요구가 더욱 적절하게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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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방식의 문제는 학교가 원하는 사람을 임용할 수가 없고,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대부분 잠시 쉬어가는 자리로 이용하는 거예요. 경력관리용이나 아니면 승진하자마자 그동안 고생했으
니 쉬었다가 아니면 정년퇴임을 앞두고 여기서 있다가 나가라든지 아니면 사고치고 온다던지.” (거점
국립대 B교수)

□ 사무국장 임기의 불안정성
사무국장의 임기가 대개 짧고 잦은 변동이 있는 경우, 심지어 수개월씩 공석인 경우가
생기다보니 대학 입장에서는 사무국장이 대학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고, 파견 조
직의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인사상의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와도 임기 1년을 채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 같은 경우에 1년을 채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떤 때는 보내지도 않아요. ○개월씩 비워놓기도 해요.” (거점국립대 B 교수)
“대학이 가지고 있는 문화, 교육의 방향성과 이해도가 너무 떨어져요. 1년, 2년 하고 가버리고. 그런
상황이었죠.” (교대 B교수)
“자기가 발령받은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기보다 인사상의 징검다리로 쓰거나 회피 수단으로 쓰거나,
그러다 보니까 조직에 기여하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힘이 있던 사람은 교수나 조직에
행사하려고 하는 거지. 대학에 와서 이 대학을 발전시켜야겠다는 인식이 전혀 없어요.” (교대 D교수)

□ 대학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편차
국립대학에 파견되는 사무국장의 경우 주로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파견되지만 재임기
간이 짧아 해당 대학에 대한 운영전문성을 누적하기 어렵고, 타 부처의 공무원이 파견되
는 경우에는 국립대학 운영 특수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사무국장은 교육부 이외에도 공무원 개방형 직위라고 해서 타 부처에서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러한 경우 대학의 체제를 전혀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역중심대 C교수)

대학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무국장이 기존에 소속되어 있었던 교
육부 시스템 속에서 익숙한 방식을 대학에 그대로 적용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대학 구성원과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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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회계법이 만들어지면서 기성회가 바뀌면서 상당히 갈등이 빚어졌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무
국장으로 와서 대학을 모르면서 자기들이 일반 공무원시스템에서 하던 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점국립대 B교수)

□ 사무국장 제도의 역할
국립대학의 직원들은 사무국장 파견제도를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서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고 지자체 재산과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국립대학이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부탁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그럴 때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게 결국
은 딜이에요. 재산을 시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개방을 해 달라. 그러면 개발비도 우리가 주겠다.
이런 형태로 딜이 이루어지는데 학교에서는 사무국장이 현재 그런 것들을 좀 통제하고 있어요. 제한적
으로만 허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보직교수님들은 적극적으로 내가 이걸
연구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돈을 대주는 대신 이 땅을 이만큼 내 놓으라 하는데 그걸 왜
안 해주냐 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 열린다고 하면 막 흔들리겠죠.” (거점국립대 A직원)
“사무국장 제도가 폐지가 되면 관련된 국가 법령들이 많이 개정이 돼야 될 거예요. 특히, 국립대학
의 경우에 재산이 있잖아요. 건물이나 토지 등에 대한 재산의 권리는 총장한테도 권한이 없어요. 그거
는 교육부의 재산을 국립대학이 빌려 쓰는 형태거든요.” (거점국립대 B직원)

또한, 사무국장의 역할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총장, 교수와의 삼각관계에서 견제·협력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행정전문가로 교수들이나 총장님하고의 삼각관계에서 조율을 해주시잖아요. 사무국이라는 건 뭐냐
하면 대게 삼과 정도 되거든요? 삼과 내지 사과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삼과고요.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삼과 내지 사과를 서로 조율해 줘요. 대학에 인력과 돈과 시설을 제대로 안배하기 위해서 사무국장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셋을 균형을 잡아주는 게 사무국장님의 역할이에요.“ (거점국립대 C직원)

□ 사무국장 권한 범위의 문제
사무국장은 대학 일반 행정의 책임자로서 직원의 실제적 인사권을 갖고 있어 그 과정
에서 총장, 보직교수의 리더십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는데, 총장, 보직교수와 사무국
장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교수와 직원의 집단적 갈등으로 대두될 수 있는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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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게 되며, 보직교수의 정책운영 추진동력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행정책임자로서 사무국장의 역할 및 권한은 직원에 대한 인사, 재정, 시설과 관련되
어 있는 등 권한 범위와 실질적 영향력이 강한 구조로서 총장이 사무국장과 협력하거나
견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무국장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총장 및 보직교수의 권한이 약화
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사무국장은 전 직원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다보니 국립대학 전체 직원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사무국장이 다 갖고 있어요. 물론 직원에 대한 인사, 승진 등의 평가를 보직교수들도 하지만
그 평가점수의 영향력은 미비하고 사무국장의 평가점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중심대
E교수)
“6급에서 5급 사무관 승진을 하려면 직원들의 자체평가를 통해서 하는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사무국
장님이 행사해요. 학교에 모든 인사, 행정, 재정을 책임지는 게 총장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직원에 대해
서 인사를 할 수가 없어요. 승진인사라든지 그런 것은 사무국장이 하고 그것을 협의하고 그냥 뒤에
승인하는 입장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무국장한테 잘 보이는 게 낫지 총장님의 명을 안 지켜도
뭐 인사권이 없으니까.” (거점국립대 C교수)
“총장님은 사무국장이 보통 올리는 걸로 결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직원 인사는 사실 총장은 허수아
비야. 사무국장이 다 해놓으면 거기서 한두 명 바꾸는 것 외에는 어찌 보면 그 자체가 대학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이 있어요.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고 하는 일이 어찌 보면 오랫동안 바 왔던 총장이
더 잘 알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실 사무국장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부정적이
죠.” (교대 A교수)
“국립대 총장과 사무국장의 협력관계가 잘 되는 대학도 있겠지만 많은 국립대에서는 사무국장이
총장을 통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대 총장 입장에서는 대학재정지원사업 등 교육부와
협력할 일이 많이 있으니 사무국장에게 쩔쩔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거점국립대 E교수)

보직 교수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나 평가권이 실효성이 없어 이들 간 협력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보직 교수의 경우 대부분 1, 2년 내 학과로 복귀하게 되어 직원과 안정적
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보직교수의 평가대상이 되는 직원
수도 많지 않아서 적절한 비교 평가가 불가능한 구조이며, 직원에 대한 평가는 인사상
영향력이 커서 엄정한 평가권 행사가 어렵다고 하였다. 이외에 직원에 대한 보상 시스템
도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217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진단과 방안(Ⅲ) :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을 중심으로

“인사권도 제가 일을 해보니까 우리 직원들은 부서장이 쪼면 그 교수만 별난 교수예요. 부서장이
아무런 인사권이 없어요. 총장님도 인사권이 없는 판에, 부서장들이 무슨 인사권이 있겠어요. 그러면
일을 시키게 하려면 뭐가 열심히 하려는 사람한테 보상이 가야 하는데, 외부에서 온 사무국장들은 승
진 순서를 보고 본인의 미션 중 하나로 생각해요. 그거 하나 해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거기
에 줄을 서게 되는 거예요.” (교대 D교수)
“평가를 하긴 하는데 거의 실질적 평가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사인은 하지만, 자기들만의 룰이 있
고. 처장이 직원이 잘라내는 경우는 거의 없죠, 손 못 대요. 공무원이잖아요. 서열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걸 뒤집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은 제가 예를 들어서 너는 절대로 진급을 안 되게 하고
싶다고 해도 불가능한 시스템이더라고요. 근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상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지역중심대 C교수)
“평가를 하려고 해도 평가 대상이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내 밑에 있는 과장이라든지 한두 명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게 10명 이상은 되어야지 비교도 해보고 이 사람이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하는데, 내가 물론 이 사람이 조금 업무가 맘에 안 들어도 다른 부서에서도 이 보다 더 못하는 사람이
잘 받을 수도 있잖아요,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 보직교수님들도 그러실 텐데, 거의 만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없고.” (지역중심대 E교수)
“시설 재무 총무를 다 사무국장이 전체를 관여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 학교의 기반이잖아요. 기본적
인 기반 같은 것이 사무국장한테 전부 다 이게 권한이 강화되다 보니까 물론 총장님이 당연히 힘이
있고 그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 부분들을 다 조율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
히 사무국장이 좌지우지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무국장과 직원들의 교류가 있을지 모르지
만 사무국장과 교수들은 교류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그 위원회도 그냥 사무국에서 관여하는 위원회 같
은 경우는 교수들이 들어가는 위원회가 많지 않아요. 거의 직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들이 많아서” (교
대 D교수)

한편 보직 교수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나 평가권이 제한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보직
교수로서 근무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행정 실장하고 같이 의논을 하되 대체적으로 그 쪽으로 준비한 대로 서명을 하죠. 그런데 그걸
교수님들이 건드리게 되면 소위 말해서 너무 심하게 월권을 해서. 오히려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게 교
수님들 계속 보직이 바뀌고 길어야 총장은 4년이 보장되지만요.” (거점국립대 A교수)

이외에 일부 대학에서는 사무국장이 가진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 등을 겪으면서 대학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권한 남용은 개인의 인품이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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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등과도 관계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총장과 사무국장 간 갈등이 있는 경우 사무국
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총장이 업무 추진을 미루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사무국장의 개인 편차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희는 사무국장이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한동안은
특정 사무국장이 와서 직원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승진을 하려는 사람이 못하고 그거를 마구
뒤엎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 그렇지 않은 유한 분이 있을 때는 그냥 가고. 그리고 그럴 때는 인사권을
그렇게 많이 행사하지 않고 총장님한테 많이 주는 편이었어요.” (교대 D교수)
“사무국장의 권한 중에 지출에 관한 권한이 있어요. 돈 만원을 써도 이 사람이 결재 안 하면 못쓰거
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조금 이상하면 이 사람이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못써요. 그런 일이 개인
편차에 따라 일어나는 거죠.” (교대 C교수)
“총장님도 이 사람 얼마 안 있으면 갈 거니까 참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일도 이 사람 갈 때까
지 아무 것도 안 하는 거죠. 저는 그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려오는 국장의 인품의 문제인 것 같아
요. 사람 됨됨이의 문제지 이게 제도상의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다 보면 이게 정말 교육부와
의 연결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시는 분이 있으신가 하면, 이걸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막강하게 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역중심대 C교수)

사무국장의 권한 범위가 행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데다 예산 편성 및 집행 등과 관련
한 권한 또한 갖고 있으며, 학내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기능이 미흡
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예산을 사무국에서 쓰잖아요. 그 다음에 그 감사를 마지막 최종 계산을 누가 하냐면 사무국이 해
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또 심의 의결하는데 사무국장이 들어왔어요. 이런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예산을 쓰는 집단이 예산을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구도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산의 감시기능이 안 되는 거죠.” (거점국립대 B교수)

□ 국가와의 비공식적 관계 및 역할
사무국장은 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서 대학 입장에서는 국가가 국립대학을 의도
대로 통제하기 위한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한편 재정지원 등 대학의
이로움을 얻기 위해 교육부와 커넥션을 만드는 매개로 역할해 줄 것을 기대하기도 하였다.
“총장들 입장이 뭐냐면 교육부에 잘 보여야 되잖아요, 예산을 따야 되니까. 그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게 사무국장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사무국장들이 교육부의 의사를 전달하면 총장이 무시를 못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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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으로 흘러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보내는 사람이 대학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점국립대 B교수)
“국립대에서는 교육부 내에 힘 있는 부서의 고위공무원을 사무국장으로 모셔오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영향력 있는 부서의 파워를 통해 대학의 이로움을 꾀하려 하는 것이죠.” (지역중심대 C교수)
“대학에다가 강요하는 것도 사무국장들이에요. 총장직선제 폐지하는 것도 교육부에서 이렇게 해라
안하면 불이익 받는다고 전달 받아서 하는 거예요. 결국 위에서 계속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사무
국장이 하도록 뒷받침 하고 있는 거예요.” (거점국립대 B교수)

동시에 사무국장이 교육부와의 관계나 영향력 행사 여부에 따라 대학에 물리적으로 기
여하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인식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국가와 국립대학 간 합리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저해한다고 지적하였다.
“어떤 사무국장이 오느냐에 따라서 건물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이 자체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싶
은 거죠. 이런 사회가 존속됐다는 것 자체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교육부와의
커넥션을 자신의 파워로 드러내고. 이런 부분들이 건강하지 않고요.” (교대 B교수)
“교육부 출신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는 커넥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본인들도 사실은 힘들어하셨어요.”
(지역중심대 B교수)
“사무국장 제도를 통해서 교육부가 대학을 통제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회의를 통해서 교육부가 중
요한 사실을 밑으로 내려 보내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된다
하면 총장들 입장이 뭐냐면 총장이라는 사람들은 교육부에 잘 보여야 되잖아요. 예산을 따야 되니까.
그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게 사무국장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거점국립대 B교수)

(2)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에 대한 요구 및 개선 사항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요구 및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국가의 관리 역할 개선, 둘째,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방향성 정립 및
수평적 관점 필요, 셋째, 국립대학 운영지원 확대, 넷째, 국립대학에 대한 자율성 부여와
규제 완화, 다섯째, 중간기구 설치, 여섯째, 사무국장의 전문성 신장 및 선발 방식의 개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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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의 관리 역할 개선 요구

□ 대학운영의 과정적 자율성 보장 및 결과의 책무성 관리 강화
한편 국가의 국립대학에 대한 일정 수준의 관리 기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
다. 국립대학 운영에 국가의 엄정한 관리와 대학의 책무성 강화가 요구된다는 것으로 다
만 그 방식에 있어 과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결과에 책무를 묻는 결과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국가가 지분만큼은 엄격하게 해줘야 돼요. 오히려 대학은 돈만 주고, 아무것도 관여하지 말라. 하
는데, 그게 갖고 있는 장단점도 있어요. 국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때는 와서 지분역할을 해주면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돈을 투자했으면 그걸 제대로 쓰였는지
책무성을 물어야 되는데 책무성 묻는 방법이 지금은 과정 중심이에요. 처음부터 명확하게 결과물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결과물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 결과 중심이에요. 책무성인거죠.
그래서 결과 중심에 책무성을 위한 지표를 개발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과정은 자유롭게 놔둘 필요가
있어요.” (교대 E교수)

(나)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방향성 정립 및 수평적 관점 필요

□ 국립대학에 대한 수평적 관점에서 지원 및 육성으로 방향성 및 관점 변화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거시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성 변화가 필요하며,
국립대학에 대해 수평적 관점에서 지원과 육성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교육부가 나갈 방향은 큰 테두리에서 고등교육, 대학교육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둬
야지 내부적으로 너무 통제를 하거나 타율적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모습은 더 이상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와 국립대학과의 관계를 예전처럼 수직적으로 볼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지
원을 하고 어떻게 육성을 할 거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거점국립대 C교수)
“정책을 만드시는 교육부에서부터 대학과 초중등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책을 해야 초중등
교사에게 하듯이 교수들한테도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된다 안 된다 하는 행태가 없어질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교대 D교수)
“교대라는 관점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대하고 다르다. 교대가 왜 다르냐
하면 아주 밀집도가 높은 목적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결국 저희는 초등교사를 배출하는 거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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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교육의 목표와 방법과 진로가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이죠. 그런 부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게 잘 작동될 수 있는 쪽으로 같이 고려를 해주면 좋겠어요. 꼭 전체에 같이 넣지 말아
달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
로 권한보다는 책임이 중요하다. 교수든 학생이든 직원이든 교육부든 부여된 책임을 다 하는 것을 인
정하고 존중하자는 얘기죠. 각자 책임을 권한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이게
공동의 선으로 다 같이 공유되는 것들이 있으면서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고, 그런 관점에서 평가도 이루
어져야 할 텐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바라봤던 관점에 대한 포지션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
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대 B교수)

(다) 국립대학 운영지원 확대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마련 등 재정지원의 안정성 및 투명성 확보
국립대학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법 마련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편으로는 법에 의해 재정 배분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대학의 재정을 확실하게 투명하게 줄 수 있도록 교부금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면 돼요. 왜냐하면,
예산을 따로 확보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몇 년마다 예산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계획성
있게 집행할 수 있죠.” (거점국립대 E교수)

□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확대
학생들은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에서 국가의 재정지원이 현재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하였고 특히 고등교육재정에서 OECD국가와는 다르게 민간 부담이 과다하
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국가와 국립대와의 관계 부분은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자율성을 주면서 같이 책임을 부가해
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OECD국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와 큰 격차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국립대학은 더욱 공공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점국립대 A학생)

□ 정부 재정지원의 한계와 경상비 지원, 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
직원들은 국립대학의 경상비 지원금액이 절대적으로 감소하였고, 대신 교육부와 타 정
부부처에서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실제로 대학 교육에 필요한 공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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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건물 개보수 등에는 활용할 수 없어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의 효율적 활용도
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대개 정책사업으로 받다보니까 다른 것을 못 해 주는 거에요. 다른 것을 못 해주면서 내진이나
석면을 하다 보면 공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나 학생들한테 공사를 해야 하니까
비워달라고 하면 그게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점국립대 C직원)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에 따라 대학의 본부 조직과 대학의 운영 방향에
변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BK21+ 4단계가 내년에 오는데 지금 보면 대학원 위주 쪽으로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대학원 기능
을 키워놓는 거예요. 저 사업해서 대학이 사업적으로 전부 편입된다는 우려 때문에 교수님들하고 위원
들이 거의 다 반대를 했어요. 지금 보면 교육부라든지 본부에서 돈을 가지고 대학을 흔드는 거죠.”
(거점국립대 C직원)

(라) 국립대학에 대한 자율성 부여와 규제 완화

일부 대학의 직원은 국립대학이 정부의 정책방향, 평가 등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율적
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특정 대학만의 특성화를 위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다.
“우리는 이런 쪽으로 완전 특화를 하겠다거나 타 대학은 안 하지만 우리는 해보겠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지도 없고, 돈도 없지만 하려고 해도 규제 들어오고 그렇죠. 예산이 있고 뭐가 있고 해야지
뭐라도 바뀌고 하는데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대학이 대학만의 특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대학
의 변화 같은 것을 가능하게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근데 그게 너무 규제나 아니면 앞에서 끌고
가는 규정이나 그런 것이 많아서요. 국립대 같은 경우는 법 같이 되어 있는 것을 그 틀을 깨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틀을 깨고 싶어도 과감하게 깨질 못하는 거예요. 불이익 당하던지 아니면 예산 삭감이나
아니면 평가 잘못 나올까 봐요. 그래서 옛날부터 대학 자율화 말만 했지 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대학만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거점국립대 C직원)

(마) 중간기구 설치 요구

교육부와 국립대학 사이에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 설치를 통해 정부의 영향
력을 완화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다. 중간기구는 국립대학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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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부와 조율하며, 국립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역할기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
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직접적으로 교육부가 개별 국립대학의 운영에 과도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교육부가 국립대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방향
을 민주적·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고등교육 정책을 전문적으로 수립하고 지원할 기관이 필요해요. 물론 교육부가 있지만 유·초·중등
교육이 지자체로 위임된 상황에서 하나의 부처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있어
요. 국가교육위원회 내에 고등교육분과를 신설하거나, 국립대학 지원청을 지자체에 설립하고 지원하는
방식도 어떠한가 생각이 듭니다. 그 좋은 예가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인데요. 이 연구소는 정부지
원을 받는 기초과학 연구기관이에요. 예전에 막스 플랑크 파운데이션 최고 책임자와 이야기 나눈 말
중에서 내 뇌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막스 플랑크 파운데이션의 역할은 정부로부터
막스 플랑크 연구소를 독립시키는 것이다. 돈은 우리가 받고, 정부도 우리가 상대해서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연구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 하더군요. 우리나라도 국립대학을 위해 그 역할을
누군가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국립대학 지원청이 그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점국립대 E 교수)

다시 말해, 대학에 대해 독립된 기구를 두고 고등교육 전문가가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초중등교육이 지방교육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학은 중
앙정부 차원의 관리 체제 하에 있어 부정적인 측면에서 관료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대학을 잘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청이나 혹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된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 사무국장의 전문성 신장 및 선발 방식의 개선 필요

사무국장이 행정전문가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면담 대학에서는 부
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파견되는 사무국장의 자질 및 인
성, 전문성의 문제나 이로 인한 갈등, 선발 방식의 부적절성이 주요 이유인 것으로 파악
되었다. 따라서 면담에서는 사무국장의 전문성 신장과 파견 방식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이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원칙하에
내부에서 선출하거나 내, 외부 공모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정부
에서도 사무국장을 하나의 독립된 직군으로 분리하여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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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상의 문제에서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거고 공모제라든지 공모제도 두 가지 방식이 있잖습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자체 내에서 직원 중에서
승진임용을 하던지 여러 가지 방법은 가능해요. 아니면 교수가 해도 돼요.” (거점국립대 B교수)
“사무국장이 와서 정말로 교육에 대해서 행정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
시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고 의문도 많이 제기 되고 있는 게 맞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
부에서 대학에 보낼 수 있는 사무국장 직책을 별도로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하나의 독립된 직군으로
해서 국립대학을 순환보직을 하면서 전문가로서 육성하는 거죠. 저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거
점국립대 C교수)
“현 직원 내에서 승진을 하든지, 선발을 하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공모를 해서 하든지 해야지. 교육
부에서 파견을 온다고 하면 결국 교육부의 지시를 안 받을 수가 없죠.” (지역중심대 E교수)

직원들은 대학 내 행정 경험이 풍부한 내부 승진자가 사무국장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
고 인식하였다. 또한 국립대학에서 대부분의 보직이 교수들로 구성되는데, 사무국장까지
교수가 될 경우, 공무원 인사권한까지 가지게 되므로 과다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
았다. 이밖에도 현 사무국장 제도를 폐지할 경우, 관련 국가법령들이 대폭 개정되어야
하고 다각적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무국장이 대학에 와서 역할이 없다거나 자주 바뀐다라는 말을 교수님들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
학무회의 같은 경우 교수님들이 20명이 넘는데 직원은 사무국장 1명이 들어가는 거에요. 그리고 사무
국장은 법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다룰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건 교수가 이것까지 다루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모든 보직은 교수님들이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사무국장만 아닌 거에
요. … 우리도 내부에서 승진한 사람이 사무국장하기를 바라요. 명확하게 대학에서 잔뼈가 굵은 공무
원이 승진해서 사무국장을 할 수 있다고 법으로 보장을 한다면 대학에 있는 공무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거점국립대 A직원)

나) 대학의 장(총장)
면담결과 국립대학 구성원이 인식하는 대학의 장(총장) 관련 주요 쟁점은 첫째, 총장의
강력한 교무통할권과 의사결정권, 둘째, 총장 선출 관련 구성원 간 갈등 및 애로사항, 셋
째, 총장 제도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 등에 집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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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6> 대학의 장(총장) 관련 면담결과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구성원의 인식

∙ 총장의 강력한 교무통할권과 의사결정권
- 최종의사결정권자로서 총장의 권한 비대
- 총장독임주의 강화를 통한 학내 기구와의 견제·협력 저하
∙ 총장 선출 관련 쟁점
- 총장 선출 방식 결정 주체의 이슈
-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선발 문제
- 구성원 투표 반영 비율 갈등
- 총장 선거 과정의 문제
∙ 총장 제도 관련 이슈
- 총장 후보 자질 및 외부 영입 등 후보 구성의 문제
- 총장 임명지연 및 공석 사태
- 임명 이후 총장의 권위 제한 및 리더십 발휘 문제

구성원의 요구

∙ 학내 견제·협력 기구의 역할 강화 및 총장 중간평가 시행
∙ 역할 및 역량에 따른 다양한 전문 위원회 운영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집행자
로서 총장의 역할 정립
∙ 총장 후보자 풀 관리 및 역할 분화

(1) 대학의 장(총장) 관련 구성원의 인식
(가) 총장의 강력한 교무통할권과 의결권

「고등교육법」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15조(교직원의 임무)에서는 대학 총장의 임명
근거 및 역할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해야 하며, 동법 제6조 (학교규칙)에 의하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립대학 총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의 자치
입법권과 행정권을 부여받은 대학 내 최고 의사결정자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국립대학
총장의 선임은 교육부장관이 개별 대학의 총장추천위원회 또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정
한 후보자를 추천받아서 대통령에게 제청한 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도
록 「헌법」제89조의 16호에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국립대학
총장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대학 내부에서 추천을 받기위해 공약을 제시하고, 교육부
제청을 받아 대통령 임명을 받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총장으로 당선된 후에는
총장의 강력한 의결권을 실제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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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의사결정권자로서 총장의 권한 비대
면담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대학평의원회는 총장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기구임에도 불
구하고 만약 총장이 독단적 의사결정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실제적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대학평의원회가 갖고 있는 의결권은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 권한
이지 실제 시행을 위한 최종 의결권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업 참여결정 과정에서 한 국립대에서는 총장, 교수회, 대학평의원회 간에 의견충돌이 있었
어요. 교수회, 대학평의원회는 참여에 반대했지만,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총장이 무리하게 진행해 버렸
어요. 총장에게 의결권이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대학 내 의사결정구조라는 것이 총장, 교수
회, 대학평의원회 등이 있는데 대학평의원회만 해도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최종 의결권은 총장에게 있
습니다. 즉, 총장이 대학평의원회 심의·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지역중심대 E교수)
“교수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는 학칙, 규정, 예산, 인사, 학교의 중요한 사안들
발전 계획 이런 것들을 교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학칙에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
다고 바꿨는데 교육부가 그걸 의결 못 하게 했거든요. 총장이 독임인데 너희가 무슨 의결을 하느냐고
해서 지루한 싸움을 계속 했었죠.” (거점국립대 E교수)

재정위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경우 의결권을 갖고 있으나 실질적인 기능에 대해
서는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학내 기구는 자문이나 심의 기능만 갖고 있어서
총장의 교무통할권이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다.
“총장이 교무를 총괄하게 되어 있잖아요. 총괄권 자체가 갖고 있는 해석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실제
로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행 기구에서 의결을 할 수 있는 기구는 재정위원회 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밖에 없어요. 예산위원회도 의결기구가 아니에요. 대학평의원회도 자문심의 기능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결정을 존중하면 되지 총장이 바꿔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적구속력이 없어요. 교수회
또한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거점국립대 B교수)
“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총장 이외에는 가질 수 없다가 교육부의 법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총장
이 3가지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입법도 자기가 하고, 집행도 자기가 하고, 징계도 자기가 하고,
총장이 이를테면 학칙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총장이 대학
안에서는 극단적인 경우 마음대로 해도 견제할 장치들이 사실상 없는 거예요.” (거점국립대 D교수)

227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진단과 방안(Ⅲ) :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을 중심으로

□ 총장독임주의 강화를 통한 학내 기구와의 견제·협력 저하
교육부가 학내에서 총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총장에 대한 견제나 협력을 약화시키는 방
향으로 대학 운영에 관여하면서, 국립대학에 대한 지시나 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만들고
자 한다는 의심도 제기되었다.
“교육부는 총장 독임제, 독임주의 이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은 대학의
모든 의사결정은 총장이 독점한다는 거에요. 학교내부에서 총장이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독재
가 되기 때문에 교수들이 평의원회도 만들고 교수회도 만들고 총장의 권한 행사를 일정하게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그런 조항을 없애도록 만들어요. 교육부는 총장
하나만 붙잡으면 대학을 좌지우지 할 수 있죠.” (거점국립대 D교수)

교무위원회의 경우 총장이 임명한 구성원들로서 실질적인 총장 견제 기능은 부재하다
고 볼 수 있으므로 총장을 견제할 수 있는 학내 구성원은 교수라는 의견도 있었다. 총장
독임주의를 견제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총장이나 사무국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수 중심의 대학평의원회 등 기구가 중심이 되어 의결권을 가지고 총장은 이들 기구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준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보통 학무회를 보면 본부 보직자가 반쯤 되는 구도고 학장들이 반쯤 들어오는 구도예요. 대체로
총장이 본부 보직자로 된 교무위원을 늘리려고 해요. 자기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실
제 교무회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총장을 견제하는 기능은 거의 못하는 행정기관이
고 집행기관이지 견제 기관이 아니에요.” (거점국립대 D교수)
“재정위원회 자체가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치게 되어있는데 직원들은 총장하고 사무국장말
을 안 들을 수 없는 구도예요. 자기들이 5급 이상 같으면 교육부에서 파견했는데 사무국장 말을 안
들을 수 있습니까. 승진이 안 되는데. 6급 같으면 총장이 바로 평가를 매기는데 말 안들 수 있어요?
교수들은 거기에 비하면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총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입장이
교수에요.” (거점국립대 B교수)
“총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대학평의원회라든지 교수 대의원회라든지 이런 기구들이 실
제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단순한 자문 심의가 아니고 의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따르
도록 해야 돼요. 각각의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메카니즘 거버넌스를
만들겠다고 하면 반대 안 해요. 그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하고 현실적인 부분이 맞물
려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직원이나 학생은 본부가 언제든지 컨트롤 할 수밖에
없는 집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외부도 마찬가지이고요. 동창회는 총장이 추천하고 있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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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면 도대체 누가 견제를 하느냐. 대학평의원회를 만들고 재정위원회를 만든 것은 다 견제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집단은 교수라고 생각해요.” (거점국립대 B교수)

(나) 총장 선출 관련 쟁점

□ 총장 선출 방식 결정 주체의 이슈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총장 선출 방식은 해당 대학 교원이 합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수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함께 다양한 구성원 참
여라는 시대적 상황 변화를 고려할 때 관련 법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교육 공무원 법을 여기 보면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이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지금 2019년 현재 교원의 합의된 방식으로 해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교원을 구성원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법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수회장님은 이것 때문에 교수회에서 그냥 총장선거 일정 이라든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직원 협의회에서 같이 좀 합시다 하면 무슨 근거로 하느냐, 교수회장이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다 법
때문에 그렇단 이야기죠.” (거점국립대 A교수)
“일단 대학 행정의 수장도 다 교수가 맡고요. 대학 총장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도 교수가 결정합니
다.” (교대 E교수)

□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선발 문제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시 위원 선발 문제도 제기되었다. 추천권을 갖게 되는 위
원이 무작위로 선발되며, 희망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으로 다시 무작위 선발하는 과정
을 반복하게 된다. 이 때 문제는 평소 총장 선거에 무관심하거나 총장의 역할과 자질 등
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사람이 무작위 선발될 수 있다는 점과 선거 캠프에 관련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다수 포함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누가 뽑혔는지 모르게. 그런데 뽑는 것도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가 아니라 무작위로 뽑아놓으니까
이 사람이 학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지, 어떤 사람이 총장이 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느냐
안했느냐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차라리 전체 직선투표하면 이런 식의 편향이 직접 관철되지는 않을 텐데, 결과적
으로 아주 최악의 경우가 됐어요.” (거점국립대 D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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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투표 반영 비율 갈등
대학의 최고 장으로서 총장 선출은 국립대학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었
는데 특히 구성원의 참여 여부나 투표 반영 비율 등이 핵심적인 사안임을 알 수 있었다.
국립대학 내부 구성원인 교수, 학생, 직원 간 참여 여부의 적절성이나 투표 반영 비율
등에 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교수의 경우 대학의 목적, 구성원별 역할
차이 등에 입각하여 투표 반영 비율의 차이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이었다.
“저의 머릿속에 가장 강력하게 기억에 남았던 게 마지막 각 직능단체별 협상하는 거였어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교수, 단체, 직원, 학생, 학부생이 들어가는데, 몇 퍼센트를 투표 반영비율로 할 것인
가. 우선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1인 1투표 우리가 대통령 뽑듯이 한 표로 인정해 달라는
거에요. 그래서 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생각해보니 그게 권리라고 생각하고 그 권리를 1인 1표라는
것으로 직접 민주주의에 적용한 것인데 문제는 그 적용의 대상이 되는 기관은 국가가 아니라 대학이라
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대학의 존재 목적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거고 연구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원의 존재 목적은 교육과 연구가 가장 잘 이루어지도록 보좌하고 서포트 하
는 것인데, 그 부분은 쏙 빼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1명으로서의 지분을 요청해서요. 총장 선거를
직접 민주주의로 갈 때 직접성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존재 목적을 우리가 잊어
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대 B교수)
“나는 왜 한 몸인데 13%만 인간이야? 교수는 80%만 인간이야? 20%는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되게 기분 나빠지거든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직원이 해야 할 일, 학생이
해야 할 일, 교수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자기의 역할과 책무를 다 인지하는데서
논의가 출발해야 해요.” (교대 A교수)

반면 총장 선출에 학생들 참여 비율이 낮고 참여의 의미가 무색하므로 이를 합리적으
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학생의 비율을 높인 대학의 경우
총장 선출 순위를 바꾸어 놓은 경우도 있어 참여 학생들이 투표권 행사에 보람을 느꼈던
사례도 있었다. 단 학생의 비율을 높이기 전에 조건은 적극적인 투표참여 약속이었던 만
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자세가 요구되었다.
“국립대 총장 선출에 있어서 학생들 참여율이 2~3%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은 아예 관심을 갖지 않게 되겠죠. 해봐야 무의미하고요. 그런데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이렇게 한쪽
집단이 우월하고 모든 걸 결정하는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 대학 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배구조에서는 교수에 의한 독점 형태를 어떤 식으로든지 깨야만 합리적인 정책결정, 의사결정이 이
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교대 E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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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율을 높여놓고 나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마지막에 이제 1차 투표 끝나고 2차 투표할 때 총장
후보 순위에 영향력을 갖게 되었어요. 학생들도 그 보람을 느껴요.” (교대 E교수)

구성원 참여 비율 갈등과는 별개로 다양한 구성원, 그 중 학생이 총장 선출에 참여한
것이 선거 운동 과열이나 포섭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생이 들어와서 약간 순기능은 있었다고 봐요. 교수끼리 직원끼리 할 경우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
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학생이 대상이 되니까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대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에 있어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 생기는 거죠.” (교대 C교수)

□ 총장선출 시 구성원 간 투표권 인정 비율 차이
총장직선제를 실시하는 경우, 대학구성원 간 투표권을 인정하는 비율은 구성원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직원은 교수와 달리 1인 1표가 아니라는 것에 대
해 부적절하다고 인식하였다.
“총장을 뽑는데 왜 교수만 선거를 하느냐 그리고 나서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선거를 했거든요. 그런
데 그때 당시 직원들 참여율이 ○○%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수 한 표면 직원은 0.○○표라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거점국립대 A직원)

직원들은 교수회에서 주도적으로 직선제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고, 이후 다시 총장을
견제하고자 대학평의원회를 교수집단 중심으로 구성하려는 행태에 대해 모순적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보였으며, 총장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직원들도 당연히
동등한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학의 민주화 운운하면서 총장선거를 직선제로 바꾸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뽑아놓고 그 총장을
견제하는 기구로서 자기들이 스스로 행사해요. 그럼 자기들이 왜 뽑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총장을
견제해야 되고 우리도 선거에 가겠다고 한 것이죠.” (거점국립대 A직원)

□ 총장 선거 과정의 문제
총장 선출 관련 임명제, 간선제, 직선제 각각 장단점이 있으나 대부분 임명제와 간선제
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선제의 경우에도 문제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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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는 없으나 대부분 직선제를 하되 투명 선거를 할 수 있는 강력한 기제를 마련
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간선제를 해가지고 전혀 대학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서 직선제를 하되 공명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요. 철저하게 정책선거 위주로
하고 타 후보에서 부정선거를 한다고 하면 제보하여 조사를 통해 전체 교원에게 알리고 후보자격을
박탈하는 강력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진다면 가능 할 것 같아요. 근데 서로 그렇게 안 하거든요.
좋은 게 좋다고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거점국립대 C교수)

□ 간선제의 문제점
총장 간선제는 일부 구성원만으로 대학의 장을 선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며, 오히
려 사전에 총장추천위원회에 누가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총장으로
누구를 선출할지 드러날 수밖에 없어지면서 직선제보다 더 나쁜 간선제가 되었다는 점에
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간선제는 진짜 대학을 너무 몰라도 모르는 게 1000명의 교수든, 200명의 교수든 35명만 뽑고
아무나 뽑아서 외부인 10명, 직원, 학생 뽑아서 총장 선거를 한다고 하면 직원이 교수를 어떻게 압니
까? 외부사람은 어떻게 알까요? 35명은 임의적으로 뽑혔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로또가 돼
서 내가 친한 사람들 다 뽑힐 수도 있다는 거죠.” (지역중심대 A교수)
“교황선출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대표를 뽑아요. 그러니까 누가 추천위원회 들어갈 것인가를 놓고
교수가 12명일 경우 표를 미리 계산해 봅니다. 만약에 네가 배신하면 우리 표 5개가 사표가 되니까
네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니 예상한대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교대 E교수)

(다) 총장 제도 관련 이슈

□ 총장 후보 자질 및 외부 영입 방법의 문제
대학의 장으로서 총장에 관한 이슈는 총장 후보의 자질 문제나 외부 공모제 등을 통한
영입 방법의 한계, 선출된 이후 리더십 발휘 문제 등이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먼저 총장
후보의 풀이 많지 않은데다 구성원이 인식하기에 적합한 인사가 후보로 나서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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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조직일수록 리더가 더 중요해요. 왜냐면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총
장선거가 굉장히 저희 같은 규모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인력 풀이예요. 인력 풀이
우리도 그렇지만, 할 만한 사람은 안 나오고, 해서는 안 될 사람이 나온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대 D교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하는데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은 나오지 않아야 할 사람들
이 나오니까. 그중에서 뽑아야 할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한창 개방형 공무원처럼 외부에서 유능
한 사람을 모셔오려고 해도 대학을 너무 모르니까 문제가 있고 유능했던 분들도 와서 부딪힌다고 그러
더라고요. 어떤 분이 해야 될까요, 총장은.” (거점국립대 D교수)

상황이 이렇다보니 외부의 인재를 총장으로 영입하는 방식을 도입한 대학도 있었으나
대학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외부 영입을 한 번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공적이면 좋은데 대학을 너무 모르는 분께서 오셔서
오히려 굉장히 부정적으로 돼서 그게 또 다 전파가 돼서 외부영입 실패다. 그래서 우리도 외부영입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는 한편으로 차라리 임명제가 나은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교대
D교수)
“학내 교수님들을 그냥 교수만 하시던 분들을 총장으로 선출했더니 역량이 모자란 거야. 학내에선
그렇게 하는데 대외적인 협력이 떨어지니까 90년대 말부터 무슨 바람이 불었냐 하면, 영입총장 바람이
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학내 사정을 너무 모르고 교수 사정을 모르니까 사사건건 교수회랑 부
딪혀서 한번 씩 하고 나서 다 손들었어요.” (거점국립대 A교수)

한편 대학의 장을 경영전문가가 아니라 비전문가가 경영하는 구조에 대한 비판적 의견
도 제기되었다.
“가장 많은 박사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기관인데 가장 비전문가가 경영하는 구조라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대 E교수)

□ 총장 임명지연 및 공석사태
일부 국립대의 경우 총장 임명지연이나 공석사태를 경험하였는데, 대학 구성원에게는
임명지연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는 점과 임명 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
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우선 임명 기한을 명확히 정하여 알릴 필요가 있
고, 임명이 지연되거나 임명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해 대학의 구성원에게 공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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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다만 그 사유가 개인의 인권이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적어도 사전에 그 기준 등에 관해서라도 공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간선제를 통해서 뽑힌 1순위자를 교육부가 계속 임명을 안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교육부는 명확
한 이유를 대지 않고 계속 끌어 온 거죠. 그 사이에 사실 그 분에 대한 불신이 더 커졌어요. 그분이
학내에서 조금 더 구성원들한테 신임이 있었으면 구성원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1순위자를 받아야 된다
는 학내 분위기도 형성이 됐을 텐데 그렇지도 않았고요. 그러다보니 내부 구성원들도 그게 굉장히 상
처 아닌 상처인거예요. 1순위자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돕지 못 했다는 것도 있고, 또 그 분이
그만큼의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요.” (지역중심대 B교수)
“우리가 올릴 때도 며칠 이내에 올려야 된다는 기준이 있듯이 기한을 정해서 총장 발령을 내든 안내
든 빠르게 결정해 줘야 대학 운영이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요. 대학은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입장인데, 제도나 교육법을 보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중심대 B교수)
“추천하면 임명을 해줘야지. 어떤 흠 때문에 불가하다는 조건을 공고 낼 때부터 미리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장 임명을 안 해준 데가 몇 군데가 되거든요, 선거로 뽑았는데. 그럼 처음부터 가이드
라인을 주고 안 된다고 했어야죠.” (지역중심대 D교수)

한편 최종 선출된 총장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대학의 제출 서류 등에 의존하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였다. 대학 본부 입장에서 총장후보자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의견을 선택적으로 작성하여 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조사권을 갖고 실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의무적으로 3개월 이내에 임명 결정하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런 규정이 없죠. …교육부는
학교에서 올라온 서류만 가지고 판단을 해요. 반대편 1위가 되면 아주 악의적으로 써서 보내요. 왜냐
하면 자기 팀이 2위가 됐으니까 1위를 떨어뜨려야 하잖아요. 그럼 교육부는 실사를 해야 되는데, 올라
온 서류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대 E교수)

임명 지연에 따른 대학 운영 차질을 우려하여 보직자 등이 먼저 구성되어 대학을 운영
하게 된 상황에서, 임명 여부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됨에 따라 대학 운영이 안정화되지 못
한 경우도 있었다.
“임명이 길어지니까 총장이 임명 안 된 상태에서 보직자가 구성되었어요. 왜냐하면 학교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본부로 들어가서 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기다리는 사이 피말리는 시간이 흘러갔어
요.” (거점국립대 A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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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 이후 총장의 권위 제한 및 리더십 발휘 문제
일부 대학의 직원들은 총장직선제의 문제점으로서 총장의 권한 부족과 리더십 발휘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교수들에 대한 총장의 권위는 간선제 때와는 차이
가 큰 것으로 인식되었다.
“교수님들 하나하나가 다 이 총장님하고 일대일로 하려고 해요.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위에 학장,
아니면 학과장이나 대게 이제 보면 교수가 있으면 교수 위에 학과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학장이 위에
올려서 총장한테 가야 하는데 이게 없어요.” (거점국립대 C직원)
“나도 총장 할 수 있다 이거죠. 비서실에서 개인 교수가 와서 해도 면담 요청하고 하면 해주고 그러
는데. 하기야 면담 요청도 안하고 그냥 와서 그냥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체계가 있었
는데 지금은 총장의 위상이 떨어져서요. 직선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리더가 좋고 리더십이 좋은 총장
님이라도 직원들한테는 좀 괜찮을지 몰라도 교수들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거점국립대 C직원)

구성원의 투표로 선출된 총장의 경우 선출 이후 구성원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적절한 리더십 발휘가 어려운 측면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총장 선거 과정에서 기여한 자
에 대한 보은 인사도 문제로 언급되었다. 총장 직선제의 경우에도 파벌 형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한계가 있다. 왜냐면 이번에도 직원 인사에 대해서 총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직원들이 와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총장님이 이럴 줄 몰랐다. 아닌 줄 알고 지지해드렸는데 이렇게
하시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본인이 과감하신 분은 그냥 넘기면 되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은 이번
인사는 내 맘대로 했더라도, 다음 인사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에요.” (교대 D교수)
“선거에 공신이 생겨요. 그러면 그 공신이 보직을 얻고, 배제할 수 없어요. 정치도 마찬가지죠.”
(교대 E교수)
“예산도 단과대학한테 자기한테 표를 많이 던져준 단과대학에 무슨 사업 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배정해주고 이런 거예요.” (거점국립대 C교수)

총장이 되고 나서는 본부의 보직 교수와의 역할 분화 등을 통해 내치, 외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며, 총장 당선이 끝이 아니라 당선 이후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
야 하는데 현재는 미흡한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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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학생처, 각 부서에서 내치를 잘 하고 결정은 교무회의에서 걸러주면 되거든요. 총장은 대
학 외부로 뛰어야죠. 기업체 찾아가고 동문들 찾아가고 그러면서 해외에도 가고 해서 예산을 최대한으
로 확보하고 네트워크도 쌓고 대학의 이미지 홍보도 하고 외부 기관과의 연결도 하는 것이 총장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총장 되고나면 끝이죠. 그게 우리나라 대학 지배구조에서 가장 중요하
면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교대 E교수)

(2) 대학의 장(총장) 관련 구성원의 요구 및 개선사항

대학의 장(총장)에 대한 구성원의 요구 및 개선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학내 견제
기구의 역할 강화 및 총장에 대한 중간평가 시행, 둘째,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 도모 및 집행자로서 총장의 역할 정립, 셋째, 총장 후보자 풀 관리 및 역할 분화
에 대한 것이다.
(가) 학내 견제 기구의 역할 강화 및 총장 중간평가 시행

먼저 현재 총장에게 책무를 물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가 미흡하므로 총장을 견제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일부에서는 교수회의 역할 강화를
주장하기도 하였고, 총장 재임 2년 후 중간평가를 시행하여 총장 직무의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저희 대학은 대학학장도 총장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총장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아무것도 없
어요. 총장 견제기구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 기구가 사무국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무국장은 오히려
결탁을 할 수 있어요. 제 관점에서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교수회밖에 없다고 봅니다.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총장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견제해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지역중심대 E교수)
“총장 중간평가 해야 합니다. 총장이 중간평가를 받지 않고 4년을 그대로 가버리니까 민주적 의사
결정을 하지 않거나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제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점국립대 E교수)

(나) 다양한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 도모 및 집행자로서 총장의 역할

정립
총장독임제가 아닌 대학을 운영하는 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총장의 바람직한
역할과 권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고유한 역할이나 역량에 따라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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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총장은 이를 집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위원회가 하나 있어야 하고요. 학교 운영을 담당해야
하는 위원회가 하나 있어야 하고. 재정 문제라든지 인사 문제라든지 조직 문제든지 이런 것들 운영위
원회가 있어야 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산학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든지 다양한 위원회들이 있어
서 고유한 능력에 따라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립대학교는 재정위원회와 대학평의
원회가 있죠. 여기 권한을 주면 돼요. 그 다음에 교육과 연구를 담당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들을 총장이 집행하도록 되는 것이죠.” (거점국립대 E교수)

(다) 총장 후보자 풀 관리 및 역할 분화

국립대학 총장과 관련된 주요 이슈 중의 하나는 총장 후보자의 적합성에 관한 것으로,
대학의 최고 장으로서 총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후보군의 적합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므로 전문 경영자와 같은 총장 후보자 풀이 만들어질 필요
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총장이 대학을 운영하는 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총장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종합대학으로서 대학의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총장이 대학 내부의 업무와 대외 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따
라서 대학의 필요에 따라 부총장제도나 본부 보직 교수와의 역할 분화 등을 통해 내치와
외치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금 제일 큰 게 지배구조에 정점에 있는 총장이에요. 많은 대학들이 대부분 자기 대학출신의 교수
를 총장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의미 있게 바꿔줄 거냐 하는 것이 이게 제일 핵심
이에요. 내부에서 직선해서 하는 총장은 내부의 지지를 받으니까 더 개혁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으로 개혁은 말 그대로 피와 살이 튀는 전쟁터거든요. 대대적으로 수술해야 되는데 자기 판에서 자
기가 잘 할 수 없어요. 뻔히 문제를 봐도 개혁을 못해요.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전문 경영
인이나 엄청난 역량을 갖춘 사람을 영입할 수 있는 대학문화가 형성되고, 시스템이 구축되고, 기업체
로부터 더 많은 예산도 확보하고 세계적인 기구와의 관계에서 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 풀이 만들어져야겠죠.” (교대 E교수)
“대학에 이미 각 부서장이 있는데 총장은 대학에 있지 말고 밖으로 다니면서 대학의 예산 절반을
총장이 구해야 된다는 것이 총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대 E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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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 거버넌스(의사결정구조)
면담결과 국립대학의 내부 거버넌스(의사결정구조) 관련 구성원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쟁점 및 문제점 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의견이 많았으며, 다양한 구성 주체 간, 의사결정기구 간 역할 정립 및 관계 설정
등에 대해 함께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부 거버넌스(의사결정구조) 관련 면담결과는
첫째,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 둘째, 의사결정기구 간 구조 및 관계, 셋째, 교수회의
구성 및 운영, 넷째, 재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다섯째, 직원회 구성 및 운영, 여섯째, 학
생회 구성 및 운영, 일곱째, 교수, 직원, 학생의 역할 및 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 여덟째,
학장임명제 등 기타 이슈로 정리하였다.
<표 Ⅴ-7> 내부 거버넌스(의사결정구조) 관련 면담결과 주요 내용
구분

구성원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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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
- 일률적 설치 의무로 인한 문제
- 의원 구성 시 구성원 참여 비율 및 임원 선출 관련 갈등
- 평의원회 위원의 대표성 문제
- 대학평의원회 권한 및 위상의 문제
- 대학평의원회 작동 무력화 및 의사결정 비효율
∙ 의사결정기구 간 구조 및 관계
- 의사결정 절차의 중복성 및 다양성, 효율성 및 충분성 논란
-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의 역할 정립 및 관계 설정, 이원화 운영
∙ 교수회의 구성 및 운영
- 교수회의 기능 및 위상 실태
- 대학평의원회 법제화 이후 교수회의 역할 변화 및 역할 갈등 심화
∙ 재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실질적 견제 기능 미흡
- 재정위원회 의사결정의 충실성 및 전문성 문제
∙ 직원회 구성 및 운영
- 직원회 설치 및 위상의 문제
- 직원단체의 다양성으로 인한 대표단체 모호성
∙ 학생회 구성 및 운영
-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학생회 구성의 어려움
- 의사결정 구조에서 학생 개입의 한계 및 문제점
- 학생회의 정치적 편향성과 종교 단체 개입에 따른 신규 이슈 발생
∙ 교수, 직원, 학생의 역할 및 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
- 구성원 간 관계에 대한 인식
- 교수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직원의 역할 및 권한에 대한 인식
- 학생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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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기타 학장임명제 등 이슈
- 학장임명제의 문제점
- 보직교수의 임기 및 권한

구성원의 요구

∙
∙
∙
∙
∙
∙
∙
∙
∙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 다각화
대학평의원회 운영 등에 관한 정부의 명확한 방침 요구
구성원 보직 기회 확대 및 보상 제도 마련
평등성을 인정한 협치의 실현
전문 소위원회 구성
구성원의 의사소통 확대를 위한 협의체 구성
직원의 위상에 대한 인식 전환
학생회 역할 강화 및 학생과 직원의 역량 제고 지원
구성원 참여 활성화를 위한 보상 및 책무성 기제 마련

(1) 내부 거버넌스(의사결정구조) 관련 구성원 인식
(가)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

□ 일률적 설치 의무로 인한 문제
국립대학 구성원들은 대학평의원회를 국가에서 하향식으로 설치 강제함으로 인해 학내
갈등이 유발되었다고 하였다. 국립대학 내부에서 기존의 의사결정구조에 문제가 발견되어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을 공감하거나 추진하는 것이 아닌 일률적 설치 의무화는 학내
구성원의 반발을 야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
하여 시행하기에 앞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
요한데 현재는 이와 같은 것이 없어 국가의 부당한 간섭의 하나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대학에서 이미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고 그걸 통해서 의사 결정을 하면서 만약에 불협화음이 생겼
다거나 대학 전체에 해가 있었다거나 또 문제가 있었을 때는 당연히 새로운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대학 평의원회 언제까지 만들라는 기한을 촉박하게 주고 이걸 안 하면 안 되게
하니까요. …이런 기구를 설치하는 목적을 구성원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지 이게 도대체 왜 있어야 되
는지에 대한 공감 없이 무리하게 설치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부 갈등만 유발된 거예요. 직원회, 교수회,
학생회, 조교회가 서로 목소리만 높이게 되는 계기도 된 거예요.” (지역중심대 B교수)
“교육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수회 해가지고 교무회의, 학무회의 다 운영되고 있
고, 뭐 약간 서로 이렇게 갈등은 있지만 그렇다고 대학이 굴러가지 않을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하는
시절이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홍보라든지 계도라든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요.” (거점국립대 A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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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참여 여부가 구성단체의 권리나 영역 침해와 연관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구성원 간 대립하게 되었고, 심의․자문 주체가 누구인가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대학평의
원회가 학교 발전을 위한 논의를 충분히 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하였다.
“본인들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또는 자기들의 어떤 뭔가 영역이 침해되는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오히려 분란을 일으킨 거죠. 그게 아니라 이건 어쨌든 대학 발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기구인데, 구성원
들의 의견은 내가 거기 몇 퍼센트를 참여하냐 이거에 집중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이것에 대한 설명
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과정이 없이 결과적으로만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
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위원회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하나가 더 들어오니까 과정만 더 붙이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니까 시간적으로도 사실 소모가 되고 그러면 이게 논의
과정은 밑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위원회나 이뤄 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논의 과정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결정을 하느냐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오히려 중간에 논
의 과정들을 좀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냥 서로 인사하고 학칙개정 이미 다 여러 단계 검토
가 되어서 올라왔으니까 사실 뭐 별다른 제제 할 만 한 건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은 문제인 것 같습니
다. … 대학평의원회 구성이 정말로 대학발전 등에 적합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의문이고요.
단지 마지막 단계에서 다양한 구성 위원들이 종합해서 통과시키는 의례적인 곳인지 우려됩니다.” (지
역중심대 B교수)

또한 기능 면에서 예산과 규정 등을 의결하지 못하게 되었고, 구성 면에서도 총장을
독립적으로 견제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교수의 참여 비율이 제한됨에 따라 대학의 거버넌
스가 오히려 후퇴하였다는 의견도 있었다.
“요번에 대학평의회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한 게 대학평의원회에서 재정을 못 다루게 되어 있어
요. 예전에 대학평의회에서 다 다뤘어요. 오히려 거버넌스가 후퇴 한 거예요. 대학평의회를 안가고 바
로 가니까 학무회를 거쳐서 바로 재정위원회로 가요. 재정위원회에서 바로 통과 시켜버려요. 재정위원
회에 교수가 2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재정위원장이 그나마 우리대학은 교수회 부위원장이 재정위원장
을 해요. 그래서 견제를 좀 했어요.” (거점국립대 B교수)
“옛날에 대학평의회에서는 학칙과 규정, 지침까지 다뤘는데 지금 대학평의원회는 학칙만 하도록 되
어있어요. 규정이나 지침은 안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예산도 안하게 되었잖아
요. 일단은 기능면에서 후퇴를 해요. 그 다음에 구성 면에서 교수 50%를 초과 못하게 되니까 총장에
대한 견제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점국립대 B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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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대학에서 대학평의원회 불필요성
거점국립대나 지역중심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교대에서는 다수의 단과대
학과 학과로 구성된 대규모 국립대학과 달리, 구성 주체의 대표성을 전제로 한 대학평의
원회라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지 않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
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오히려 교대에서는 도입 초기임을 고려하더라도 대학평의원
회가 중요한 거버넌스 주체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거점이랑 지역이랑 교대를 따지면 규모가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대처럼 소규모인
대학들은 거의 직접민주주의와 비슷하게 교수 개개인이 다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사이즈에서의
거버넌스와, 대규모 대학과 같이 본부의 의사가 단과대학이나 학과에 전달이 어려운 대학에서의 거버
넌스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교대 D교수)
“저희 대학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면 저희는 옛날 고대 아테네 때 민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직접민주주의처럼. 워낙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냥 다 참여하는 거예요. 다 참여해서 우리가 원하는
교육과정, 학생지도, 모든 것들을 직접 거기서 결정하고 총장이 들어와요. 그러면 총장과 거기서 심하게
싸우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걸 통해서 뭔가 의사결정이 돼요. 교육부에 올리면 거부당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에 평의원회가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 같은 작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직접민주주의를 민회라는
방식, 즉 교수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옛날에 원로원 개념의 세네트 개념을, 평의원회를 들고 왔단
말이에요. 아주 큰 국가에는 세네트가 맞을지 모르지만 교대 자체에서 또 하나의 평의원회는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즉 같은 국립대이지만 종합대학과 교대의 거버넌스는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교대
B교수)

□ 기존 대학평의원회 설치·운영 대학의 혼란
일부 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이전에 이미 대
학평의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즉, 교수, 학생, 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
하여 사안에 따라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대학평의원회 신설이 의무
화되면서 기존의 대학평의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구성원 참여 비율
등을 둘러싼 갈등이 생겨났다고 하였다.
“교육 연구하는 건 교수들이 주로 하고 학습권에 관련되어 있는 건 학생들을 부르고 직원에 관련되
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규정은 직원도 같이 논의하고 잘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갑자기 교수 비율을 50%로 잘라서 반만 들어가라. 이게 문제인 것이지요. 우리가 다 같이 하자는 건
대학평의원회 자체를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중심대 A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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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면서 결과적으로 신설된 대학평의원회에서는 법에
서 정한 최소한의 역할만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대학에 자율적으로 일임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시스템이 잘 갖춰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형식적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한계이자 문제점이라는 지적이었다. 이 대학의 경우 기존
에 있었던 평의원회에 보직자 및 직원도 참여하여 나름대로 민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잘 하는 대학은 기존에 있는 대학은 그대로 하시고 없는 대학에만 설치하라 라고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서 법에서 그렇게 두고, 즉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별도에 설치되어 있는 대학은 준한다고
하면 됐을 것을 그냥 다 만들라고 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형식적인 대학평의원회에
서는 법이 만든 테두리 내에서 최소한의 역할만 하는 것으로 되어 버린 거에요.” (거점국립대 C교수)

□ 의원 구성 시 구성원 참여 비율 및 임원 선출 갈등
대학평의원회 신설과 관련된 가장 큰 쟁점은 구성원 참여 비율에 관한 구성단체 간
갈등으로 나타났다. 구성단체의 역할에 따라 참여 비율이 차별화되는 것이 합리적이나
특정 구성원이 절반 이상을 넘지 못하게 법에 명시되어 있어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인식
이었다.
“좀 다르게 인정을 해줘야죠. 그걸 이기적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사립대학법을 갖다 여기 끼워놔서
대학평의원회법을 만들었는데요. 50% 이상은 넘지 마라. 자꾸만 교수를 못 믿는 거에요. 저희가 생각
할 때는 병원의 의사 같은 사람들인데 직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은 교수가 연구,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분이라고 정의가 돼 있고요. 간호사도 중요하죠. 하지만 중요 결정은 의사가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역중심대 A교수)

대부분 교수의 경우 대학평의회 구성에 있어 교수, 직원, 학생 참여 구성비를 동률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균형과 견제의 내부 거버넌스 구축을 위
해 구성 집단별 이해 영역과 전문성을 고려한 협치를 강조하였다.
“대학에서 연구하고 교육, 실제로 직접 책임지는 사람들은 교수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연구와 교
육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1/2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교수들의
입장에서는 대학이라는 제도의 성격하고 적합하지 않은 기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법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우리대학이 만들고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총장이 그걸 핑계로
기존의 평의원회가 견제하던 것들, 견제하는 이런 저런 기능들을 없애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거점국
립대 D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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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라는 배경 속에 각각의 주체들이 거기에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과 역량들이 필요해요. 그런
데 각각의 기능과 역할구분에서 다르거든요. 대학이나 본질에 맞춰서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하는
거지 교육과정을 국회에서 짤 수 있습니까. 연구를 협치해서 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학생들이 일부
들어오는 것 반대 안 해요. 커리큘럼 짤 때는 학생의견도 반영되어야 되니까요. 직원들이 들어와서
커리큘럼을 같이 짤 일이 없어요. 보조만 하면 되지요. 그래서 프랑스식으로 아예 구분을 해서 비율을
조정 하자는 것에 모두 동의해요. 예를 들면 교수들이 직원 승진규정까지 우리가 관여할 필요 없잖아
요. 직원감찰규정까지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알아서 하도록 주면 됩니다.” (거점국립대 B교수)
“대학 평의원회도 내가 보면 학생들이 들어와서 학생과 관련된 사안을 다뤄야하는 것이죠. 말하자
면 기능을 분화해서요. 학생들의 문제는 학생들이 다룰 수 있고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서는 직원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처럼 무조건 한 구성단체가 1/2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
놓을 것이 아니고요. 대학의 여러 영역들에 대해 각 영역에 적합하게 구성원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점국립대 D교수)

구성원 참여 비율 갈등으로 구성단체가 과반을 넘지 못하는 규정은 준수하였으나, 동
수일 때는 부결한다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힘겹게 합의한 경우도
있었다. 본래 대학평의원회가 총장 견제·협력 기구로서 구성원 간 협력이 중요하나 오히
려 갈등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는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의장은 투표권 하지 마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싸웠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한다는 것으로 정했지요.” (지역중심대 A교수)
“대학평의원회에서 구성원 간 서로 힘을 합쳐서 총장이 잘하는 걸 봐야 하는데, 왜 우리끼리 싸우냐
고 했어요. 총장이 모든 걸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된 날을 보려면 우리끼리는 잘 합쳐야 한
다. 우리가 비실대면 우리는 의미가 없다. 나는 이럴 거면 안 한다 그랬어요.” (지역중심대 A교수)

대학평의원회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직무를 대리하는 자로서 부의장을 누가 할 것인
가에 대한 구성원 간 갈등을 겪은 대학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 따라 대학평의원
회 부의장을 2명으로 둔 대학도 있고 1명인 대학도 있었으나 대개 의장은 교수로 하고
부의장도 교수로 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교수가 아닌 구성원이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대
학평의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의장님은 계속했으니까 부의장은 직원이 하고 부의장은 또 조교가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교수들이 발끈하셨죠. 왜냐하면, 학칙같이 중요한 것들을 다루는데 의장 부재 시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요.” (지역중심대 A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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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다 부의장이 직원인 경우가 많아요,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을 못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떨 때는 이 의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조건
교수가 부의장을 누가 해야지 그거는 이게 지금 능력 문제를 무시하는 문제가 아니다. 학칙이 바로
학교에서 오면 그걸 어떻게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중심대 A교수)

평의원 구성과 관련한 이러한 논쟁은 구성 주체가 갖는 고유한 역할과 관련하여 논쟁
이 이어지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 15조(교직원의 임무)에 따르면 교수는 학생을 교육·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역할이 있고,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며, 조교는 교
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해야하는 임무가 있다. 이와 같이 각 주체의 주요
임무가 상이한 상황에서 대학 내 모든 주요 의사결정 상황에 대해 동일한 비중의 심의권
을 갖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생이 대학의 어떤 경영사항에 대해 의견을 낼 수는 있죠. 그런데 거기에 학생
뿐만 아니라 대학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동문대표까지 들어와서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일수는 있으나 전문성은 부재하게 되죠. 교육은 교육전문가가 결정을 해야 할 문제인데 거기
에 직원, 학생, 외부인까지 포함해서 구성하라고 하면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요.” (지역중심대 E교수)
“대학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1대 1 의사결정권을 가지면 안 되요.
직원도 마찬가지이고요.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표를 주어야 합니다. …시스템적으로 무조건 한쪽이
과반을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단순논리에요. 전 세계 이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양한 구성원을
참여시키라는 것은 민주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라는 것이에요. 그 자체로 민주적인 것이죠. 그러나 구성
의 공정성 부분은 민주성과는 달라요. 공정성은 역할에 따라서 중요도를 다르게 줄 수 있는 것인데,
역할과 상관없이 과반수는 안 된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비민주적입니다.” (지역중심대 D교수)
“대학에서의 민주주의는 1인 1표의 개념이 아니라 주식회사의 1주 1표 개념으로 가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몇 주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거권 영향력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대학에서 주체에 따라 영향력을 다르게 인정하는 것은 왜 안 되느냐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학생들에
게 1인 1표를 주지 않는 것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육과 연구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교수들의 표에 더 많은 가중을 주고, 직원복지, 업무환경 등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직원들의 표에
가중을 주고, 학생 교육환경, 학생인권 등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학생들의 표에 가중을 주자는 이야기
에요. 이것이 왜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거점국립대 E교수)

면담사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대학의 본질인 교육과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 구성 시 교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각 의사결정 사안
에 맞춰 평의원 구성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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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평의원회의 의원 구성 관련 쟁점
직원들은 「고등교육법」 개정 전에 구성되었던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이 절대 다수가 교
수들로 구성되어 형식적인 수준에서 직원과 학생들이 참여해 왔다고 지적하였다.
“이전에 대학평의원회를 만들었는데 평의원회 역시도 교수 한 50명에 직원 4명, 학생 3명 이렇게
구성되었어요. …다시 살펴보니까 평의원회 이렇게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고 여전히 교수들이 독점이
더 심화된 거예요. 이제는 형식상 이렇게만 만들어 놓고 교수들은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50대 10
도 안 되는 그 구조 속에서 뭘 하겠어요. 직원들은 결정된 것에 대해서 욕만 먹는 거예요, 학내 구조상.
…법에 분명히 대학평의원회의 1/2이상 특정단체가 할 수 없도록 분명히 해 놨어요. 그런데 교수들이
그 법 선에서 1/2까지는 무조건 자기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2를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까지 간섭을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사실은 평의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거점국립대
A직원)

학생들은 국립대학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핵심 쟁점으로 구성원 간 의사결정 참여 범위
와 권한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다고 인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립대학을 구성하는 주
요 집단인 교수, 직원, 학생 간 권한 배분이 불균등하며, 특히 교수들의 권한이 절대적이
고, 학생을 포함한 타 집단의 의견 반영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
한 교수 중심의 내부의사결정 체제를 유지하는 명분으로 직능민주주의 개념 활용을 지적
하였다.
“직능민주주의 키워드. 저는 이게 쟁점 키워드이지 않을까 싶어요. 총장직선제도 대학평의원회도 다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거든요.” (거점국립대 B학생)

대학평의원회 구성 시, 구성주체별 비율과 회의 개최 요건 규정을 통해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경우도 있었는데, 특정 구성 단위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구성하고, 안건
발의 시 두 개 이상의 단체에서 결의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규정한 대학들도 존재하였다.
“적어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이 쟁점이었었어요. 평의원회 위원장이 발의를 하든, 한
쪽에서 하면 안 되고 두 개 이상의 단체에서 결의를 해야 할 수 있다라고 해 놓았어요.” (거점국립대
C직원)

대학별로 대학평의원회 의원 구성에는 차이가 있지만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대학평의
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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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노조회 있죠. 대학평의원회 한 분 들어와 있습니다.” (거점국립대 A학생)

이밖에도 대학평의원회 임원진 구성 시, 의장과 부의장을 어떤 구성단위에서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가 의장, 직원이 자연스럽게 부의장을 하는 등
협의를 거쳐 평의원회 구성을 원활히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른 대학은 거의 부의장도 교수님들께서 하시는데요. 저희는 교수님들도 대게 한 분만 교수님 중
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다른 교수님들은 왜 꼭 부의장을 교수가 해야 하느냐, 구성원이 많이
있는데, 직원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거점국립대 C직원)

다만, 일부 대학의 경우 외부위원들로 지자체의 관계자, 동문회 추천 인사 등이 포함되
어 있으나 대학의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해 평의원회 의장인 교수들의 입장과 동일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여럿이 하면 좋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도에서 오신 분이나
시에서 오신 분이나 동문회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게 중점 사항 내용이 거의 교수님들 쪽으로
치우쳐요. 그게. 상황을 잘 모르고 대게 보면 의장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시다 보면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치우쳐요.” (거점국립대 C직원)

□ 평의원 대표성 문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평의원 선출방식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평의원 구성 원칙과 선출방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평의원의 대표성을
존중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며, 현재 대학평의원회 평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대표성을 갖
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총장과 관계가 좋은 학장은 총장에게 우호적인 교수를 평의원으로 임명해요. 반대로 총장과 관계
가 좋지 않은 학장은 결사반대 할 교수를 평의원으로 내보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평의원 선출방
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평의원의 대표성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출절차에서 대표
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이 고려되어야 해요.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가 않죠. 아무런 대표성이 없어
요.” (지역중심대 C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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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평의원회 권한 및 위상의 문제
대학평의원회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위상을 갖고 있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학평의원회는 의결권을 갖고 있지 못하며 위상 역시 대학
마다 다른 실정이었다. 대학평의원회가 외형적으로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도입되었지만
심의·자문 기능에 역할이 한정되고 하위 의사결정 단계가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상
대학평의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였다.
“의결권이 없고 심의자문만 있다 보니까 총장들이 아예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긴
하지만 아예 대학의 예산도 마련하지 않고, 예산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강력한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가 개입한다면 대학평의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해줘야 돼요. …실제로 대학 평의원회가 교수회라든지 이런 비목적기구보다
훨씬 상위 기관이죠. 대학지배구조에서는 총장의 바로 밑 단계에서 아니면 옆에서 하는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교대 E교수)
“모든 결정권을 총장님 혼자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고집 피우면 아무도 말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학교
운영 위원회는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보내면 물론 교장이 결정할 수 있지만 교장이 거부를 하면
다시 운영 위원회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평의원회는 그게 없어요. 그런 점들을 만들어 놔야
돼요.” (교대 E교수)

한편, 대학평의원회가 심의자문기구이지만 심의결과가 실질적으로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한이나 위상이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했을 때 그게 심의기능이라 하더라도 국무에서 의결을 이렇게 결
정을 했는데, 물론 자기가 의장이지만 그 의견하고 다르게 하면 특별한 논거가 있어야 되요. 그거 없이
하면 재량권 남용이 되는 거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상 구속
력이 있는 거죠. 사실상 심의기구하고 다르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법의 취지 아닙니까? 심의기구라
는 것은 심의기구의 결정과 다르게 하려면 특별한 논거가 있어야 됩니다. 논거를 제시하지 않고 반대
로 하는 결정은 재량권이 아닙니다.” (지역중심대 D교수)

법정 심의자문기구로서 대학평의원회의 역할을 인정하고 법에 명시된 사안에 대해 다
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인식하기도 하였다. 실질적인 의결기관
으로 총장 및 보직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교무회의를 두고 있지만 지역사회 인사, 동문,
다양한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위해 대학평의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에 의의
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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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 사회와 동문과 학교 구성원 간에 모여서 협의를 해서 우리
학교가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더 해야 할지를 심의하고 협의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구성도 빨리 되었고, 구성할 때 거의 갈등은 없었어요.”
(거점국립대 C직원)

□ 대학평의원회 작동 무력화 및 의사결정 비효율
일부 구성원에 의하면, 초기 대학평의원회 구성 시 대학평의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시
도가 이루어졌고, 대학평의원회 심의 이후 교수회가 상위 심의기구로서 존재하는 거버넌
스 체계를 계획하였다고 하였다.
“교수회를 통해서 대학평의원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구조 즉 대학평의원회가 심의를 하고 나면
그 위에서 교수회가 다시 심의를 하는 구조로 전부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직원들과 협의 과정
에서 밑으로 갔죠.” (거점국립대 B직원)

교대의 경우 대학평의원회가 설치는 되었으나 실질적인 작동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소규모 대학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성원의
수가 적은 대학에 각종 위원회 등이 다양하게 설치 ․ 운영 되면서 유사기구의 중복적 성
격, 일부 구성원의 겹치기 참여, 복잡한 의사결정 단계로 인해 비효율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의사결정 단계를 여러 번 거치는 것이 논의의 충분성이나 구성원 의견의
반복적 수렴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소규모 대학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
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희는 솔직히 무력화 시켰어요. 대신 심의기구로 하자고. 심의만 하자고 한두 번 열린 걸로 알고
있어요.” (교대 A교수)
“저희가 너무 작은 대학이라서 지금 말씀 드린 위원회 많잖아요. 거기에 하나 더 들어오니까 더
복잡해지고. 사실 너무 여러 위원회가 열리니까 학생, 직원, 교수들이 다 들어오는 게 또 재정위원회가
있어요. 예산 심의하는 거. 동창회도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미 또 비슷한 기구가 또 있는 거예요.
위원회에 참석하실 교수님이나 위원도 별로 없어요.” (교대 D교수)
“저희는 봤을 때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옥상옥이고. 기본적으로 평의원회를 한다는 게
이사회 이런 재단들을 견제하기 위해 사립대에서 했던 건데 그런 맥락을 국립대로 강제로 이행시킨
게 이번에 고등교육법이었잖아요. 더군다나 국립대 중에서도 규모가 큰 게 아니라 작은 대학들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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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협력이니 견제니 다 되고 있는데, 또 하나 만드는 것이 사실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
요.” (교대 B교수)

(나) 의사결정기구 간 구조 및 관계

□ 대학평의원회, 교수회의, 학무회의 등 의사결정 절차와 역할 문제
국립대학에 법적으로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기존에 심의, 자문, 실질적
의결 기능 등을 담당해 왔던 조직과의 관계 문제가 이슈로 논의되었다. 지금까지 대학의
의사결정 논의는 대학마다 명칭은 다소 상이하나 대학 본부의 보직교수를 중심으로 구성
된 교무위원회, 교수 대표로 구성된 교수평의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
었다. 이외에도 관련 소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안에 따라 여러 단계의 검토를 거치기도
하는 등 대학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논의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교수 평의회가 애매해졌어요. 왜냐하면 대학평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대학평
의회 역할을 했는데 대학평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무의미해 졌어요. 실제로는 근데 대학들이
아직 그 기능을 살려놓고 있죠. …대학평의회의 관계가 조금 더 명확해져야 될 거예요. 어쨌든 대학평
의회는 법적기구고 교수 평의회는 자기들이 대학에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교무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법적 기구는 아니고요. 대학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총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교무
회의는 핵심 보직자들이 모여 있어요. 대학마다 그 범위가 달라요.” (교대 E교수)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제도적으로. 교수님들과 주로 관련된 간단한 사항은 교무운영위원회에서
끝나는 경우가 꽤 많고요. 그 다음에는 학과의 입장보다 교수 개개인마다 예민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교수회까지 가고요. 그리고 평의원회는 저희는 안건을 어떻게 정하고 있냐 하면 교수만 상관되는
일이 아닌 안건들로 했어요. …근데 어쨌든 평의원회는 가려면 위계적으로는 교무운영이나 이런 걸
거쳐야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상위기구라고 할 수 있으나, 가는 안이 많지는 않다는 거죠.” (교대
C교수)
“우리는 총장이 마지막 결재하기 직전 단계에 심의의결기구가 우리 교수회의에요. 그 밑에 평의원
회가 있는 건데 평의원회는 의결권이 없어요. 그래서 심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주세요 하면 교수
회의에 올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심의한 사항을 교수회의에서 안 받아줘도 되요. …의결권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교수회에 주게 되면 난장판이라서 우리는 지금 그거 하나만큼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
력하고 있어요.” (교대 A교수)

대학평의원회 신설은 기존의 대학 내 논의구조에 유사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 추가된
것으로 대학마다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원회 등에서 다루는 안건을 구분하여 분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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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양상을 엿볼 수 있었으며, 위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대학마다 다소 차이
가 있었다. 대학평의원회 설치 초기임을 감안하면 향후 대학에서 실제 운영을 해 나가면
서 역할이나 위계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현재는 신설된 대학평의원
회와 기존의 의사결정 관련 조직 간 역할이나 위계 관련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
“대학평의회를 아래에 둘 것인가 …교수회가 제일 위에 있어야 하는데. …또 직원들은 무슨 소리입
니까? 고등교육법이라는 게 생겨서 법에 있는 거고…” (지역중심대 A교수)
“평의원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저희가 내용을 바꾸자고 했더니 발의했던 부서에서 그거 교수회의에
통과된 거라 여기서 바꾸자고 의결하시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순서를 잘못한 거죠.
평의원회를 먼저하고 교수회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정도로 저희는 교수회의는 의결기구고, 평의원회
는 심의기구로 되어있습니다.” (교대 D교수)
“교무위원에서부터 위계를 보면 교무회의는 교무처장이 주제를 하죠. 학과장을 대상으로. 그래서
학칙에 교무회의로 갈 것이 대충 정해지긴 해요. 내용상으로는 실무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교수회의는 총장이 주제를 해서 민회적인 성격으로 다 참여해서 다 토론하고 의결합니다. 의결
하고 평의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교수회의를 거친 안건을 평의원회로 옮기게 되면 거기서 교
수, 직원, 학생. 삼자가 참여를 해요.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웬만하면 의결하는데 영,
진짜 길 때는 여러 차례 걸쳐서 논의를 하는데, 처음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거부된 것이 다시
교수회의로 내려오진 않아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의견 받고 해서 거기서 결정한 거를 통보해
서 진행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는 총장이 주재하는
교수회의에서 하는데 재미있는 게 그거에 대한 교협이 따로 있어요. 교협은 견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
고. 협력과 견제를 같이 하는데 저희는 운영을 할 때 뭔가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먼저 교협에 통보를
해요. 이런 안건을 논의하려고 하는데 교협은 의견이 어떤지 조사한 후에 교수회의에 올립니다. 지금
까지 보면 우여곡절이 있긴 한데, 아주 학교 의사결정 자체가 진행할 수 없을 만큼의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차가 힘들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하니까, 사무국장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이틀이면 결정될 걸 왜 몇 달씩 하냐?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
은 절차를 강조한다. 사무국장 눈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런데 그 과정이 힘들지만 결과적으로
결정된 게 뒤집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장단점을 같이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교대 B교수)

안건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각 단과대학 대표로 구성된
교수평의원회에서 다루도록 해야 한다는 사례도 제시되었다. 여러 단과대학과 학과의 이
해관계가 얽힌 학칙 개정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교수평의원회에서도 처리가 어려운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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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학평의원회에서는 더욱 다루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한편 이러한 안건을 교
수평의원회에서 처리함으로써 대학 본부 입장에서는 안건 처리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하였다.
“옛날에는 학칙을 교수회에서 다뤘어요. …대학평의회는 몇 명 안 되잖아요, 거기 교수 8, 9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대표성도 없고요. 교수들은 바빠서 다 모집하면 7명도 못 들어오죠. 그러면 거기에
학생, 직원, 교육부가 들어와서 그걸 어떻게 결정을 하냐고요. 못 하잖아요.” (지역중심대 A교수)
“이게 수렴을 딱 해버리면 학교는 여기가 방패막이가 됐기 때문에 총장하고 직접적으로 불만이 안
생기죠.” (교대 A교수)

기구 간 부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부재하므로, 일부 안건을 위임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회의 개최 및 참석을 자주 하는 것이 현실적
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칙개정을 대학평의원회가 하는데 학칙이 교과과정 같은 것도 다 학칙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위
임하지 않으면 대학평의원회를 외부인사로 와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계속 수당도 줘야 되고 학생대
표 계속 참여 시켜야 되고, 이러면 회의가 될 수 없어요. …자체적으로 교무위원회 내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마련 안 된 상태에요. …교무위원들이 심의한 것을 다시
대학평의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결과가 되니까 대학평의원회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애매한
것이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옛날에는 사실 교무회의에서 결정하면 끝이거든요. …이게 전체 학
장들이 결정 한 것을 교수평의원회 가서 다시 리젝트(reject) 되고 대학평의원회를 또 가야 되는 거죠.
…조직 개편에 탄력성이 있으려면 지금과 같은 의사결정구조로는 안 됩니다. 지금 의사결정구조는 민
주적인 게 아니라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지역중심대 D교수)

□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의 역할 정립 및 관계 설정, 이원화 운영 문제
대학평의원회가 법정기구화 된 상황에서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교수회
에게 별도의 심의·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면 법정기구인 대학평의원
회가 대학 내 최고심의기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수회의 협력적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제까지 국립대학의 의사결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교수회의 무게감을 대학평
의원회로 적절하게 이동시키고 개방된 자세로 관계 재정립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면담사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을 분화시킨다는 전제하에 교육, 연
구와 관련한 심의권을 교수회가 위임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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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가 법정기구가 되고나니 교수회하고의 관계가 애매해진 부분이 있어요. 대학평의원회
설치 전에는 교수회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심의하거나 일부 대학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결기능을
갖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대학평의원회와 관계 정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과 연구에
대한 것은 교수회가 주도권을 갖도록 구성하고, 학생복지나 행정에 대한 것은 직원이나 학생이 더 많이
구성된다든지 하는 기능분화형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학평의
원회가 분화되어 교육, 연구, 학생, 재정 파트로 분리되어 있기도 하더라구요.” (지역중심대 E교수)

한편, 구성 중복 문제에 대한 우려로 기능을 충실하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지금은 대학평의원회법이 생겨서 교수평의회 역할이 자기들이 해놓고 자기들이 대학평의원회에 다
시 들어가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역중심대 D교수)

기존에 역할을 해 오던 교수회와 신설된 대학평의원회가 공존하게 되면서 이원화된 운
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루는 안건이나 역할을 분담하기도 하고 동일한 안건과 역할을
담당하면서 중복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 등 대학마다 다양하였다.
“이원화. 그래서 거기서는 대학평의원회에서 하고 오면. 규정은 이쪽이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쪼갰어요. 대학평의원회가 학칙하고 우리는 학칙 안 해요. 그게 문제죠. 아까도 이
야기했지만, 학칙을 우리가 못하니까요.” (지역중심대 A교수)
“교수회도 사실 심의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심의 사항에서 일부는 빼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부 위임할 건 위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으로써는 왜 그동안 잘 해왔던 걸 못했던
게 아닌데 마치 이걸 그냥 다 이렇게 던져 주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아직 까지 좀 반발감이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좀 조정이 되겠죠.” (지역중심대 B교수)
“엄청나게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시어머니가 두 명 세 명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에요. 처음에
는 기획처에서도 이중으로 왜 하실 거냐고 하면서 교수회는 빼 달라고 했는데 교수회 입장은 또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옛날 시스템,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는 시스템이 지금 병존하고 있
는 상태에요.” (거점국립대 A교수)

기존에 이미 평의원회 운영을 통해 내부 거버넌스를 비교적 균형 있게 구성해 왔던
대학에게도 대학평의원회 신설을 법적으로 강제하게 되면서, 이들 대학에서는 대학평의
원회는 법에 명시된 역할만 담당하고 이전의 평의원회가 하던 역할은 교수회에서 하게
되는 이분화 된 상황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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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체적으로 총장님과 교수 사이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평의원회가 학칙상의 자치기구로
잘 해왔는데, 갑자기 대학평의원회를 사립학교법에 만들어 놓은 것을 하라는 거예요. 왜 잘 하고 있는
데 그런 거를 강제를 하냐는 시각이 있을 수 있죠.” (거점국립대 C교수)
“… 법에서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법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 예전에 평의원회가 하던 일들
은 교수회에서 하겠다고 하는 거죠.” (거점국립대 D교수)

□ 교무위원회의 견제 기능 미흡
교무위원회의 중요성에 비해 실제 총장을 견제하는 기능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문제점
이 지적되었다. 교무위원인 본부의 보직자들이 총장에 대항하는 구도가 현실적으로 가능
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적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보통 학무회를 보면 본부 보직자가 반쯤 되는 구도고 학장들이 반쯤 들어오는 구도예요. 대체로
균형이 총장이 어떻게 했냐면 가급적 본부 보직자로 된 교무위원을 늘리라 그래요. 자기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 교무회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총장을 견제하는 기능
은 거의 못한다. 그냥 행정기관이고 집행기관이다. 실제 견제 기관이 아니에요.” (거점국립대 B교수)

(다) 교수회의 구성 및 운영

대학의 자율적 운영은 교육과 학문연구라는 대학의 기능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기 때문에 대학자치의 핵심주체는 교수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7년 대학평의원회가 법정기구화되기 전까지 일부 국립대학의 교수회는 실제적인 대

학평의원회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교수회는 「고등교육법」상 정식조직으로 규정되
어 있지 않으며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제1항 제16호에 교수회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게 하고 있다. 즉 국립대학 교수회는 학칙에 근거한
자문·심의기구라고 볼 수 있다.

□ 교수회의 기능 및 위상 실태
국립대학에는 전통적으로 학칙상 교수회가 존재하였고,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영향
력을 행사해 왔다. 대학평의원회의 법제화 이후에도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수회의 위상과
역할은 유지되고 있으며 교수회의 회장이 평의원회의 의장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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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대로 하고. 지금도 예산이나 뭐 할 때 기획처장님 쪽에 해달라고 다 하죠. 교수회의에서 전부
다 하죠. 교수회 회장이 평의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거점국립대 C직원)

교수회는 총장과 대학 본부의 의사결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재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립대학에 비해 국립대학
교수들은 상대적으로 소신 있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수회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
견이 있었다.
“장점이라고 봐요, 그게 일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수렴을 한 번 더 하는 건데. 교수회가 센 데는
긴장하고요. …다시 한 번 하니까 귀찮더라도 예산이 좀 늦어지지만 그래도 교수들이 다 보고 앉아서
이건 잘못됐다고 짚어주니까 잘 따르는 학교들은 굉장히 잘 나갔어요.” (지역중심대 A교수)
“교수회가 세지는 게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이 교수회는요. 지배 구조 문제에 있어서 교수
회가 제대로 가야 아까처럼 병원에서 의사가 제대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대학이 노사가 아니잖아
요. 그러면 교수가 연구를 주로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직원하고 학생하고 섞어서 할 일이 아니에요.”
(지역중심대 A교수)

한편, 교수회의 경우 직원회, 학생회 등 타 구성원 대표단체와 같은 역할을 하기 보다
는 오래 전부터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 관련 자문이나 심의를 통해 총장의 의사결정을
보조해 온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교수회는 대학에 관련되는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에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죠. 결국 심의기
구이긴 하지만요. 근데 이게 일반 공무원 노조에서 볼 때는 교수회나 직원회 등을 동등한 기구로 보거
든요. 그런데 사실은 교수회가 노조 역할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결국 모든 최종 의사결정권을 총장이
가졌기 때문에 총장에게 자문도 해주고 전문적인 교육자들이니까 교육과 연구에 관련되는 거를 심의도
해주고 하는 그런 보조 역할을 한 거였죠.” (지역중심대 E교수)

다만, 대학에 따라서는 교수회 의장이 총장 및 대학본부에 협력적인지 여부에 따라 교
수회의 기능이 협력 혹은 견제나 비판 중심으로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는
일부 교대에서는 과거 총장이 교수회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였었고 교수협의회가 별도
로 있었는데 이후 교수회와 교수협의회가 통합되면서 교수협의회장이 교수회 의장 역할
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약간 미묘한 게 뭐냐 하면 어떤 분이 의장이 되시면 옛날 교수회의 역할, 총장님 주재하시던 교수
회의 역할 마인드로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총장이나 본부에서 추진하는 걸 도와주자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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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말씀도 해주시는데 어떨 때는 교수협의회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 회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이 회장이 되시면 견제나 비판 기능을 중시하기도 하죠.” (교대 C교수)

□ 대학평의원회 법제화 이후 교수회의 역할 변화 및 역할 갈등 심화
직원들은 대학평의원회의 법제화 이후 대학 내 의사결정과정이 보다 신속·간결해지기
를 기대하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심의기구가 아니었던 교수회 등이 의사결정과정에 개입
하고자 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학내에서 교수
집단의 의사결정권과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교수회를 사전 심의기구화하고 대학평의
원회의 심의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즉 법적
근거가 없는 교수회를 학내 심의기구화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인식하였다.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가 심플해져야 된다는 거죠. 신속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부서에서 어떤 안을 만들어요. 부서 내에서 결재과정을 거치잖아요? 결재과정을 거치고 여러 단
계를 거쳐서 막 다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안이 오면 학사운영위원회나 법제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소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것을 학무회의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평의원회에서 심
의를 하는 구조에요. 최종 결정은 총장이 합니다. 이런 구조에서 어쨌든 절반은 교수가 하더라도 나머
지 절반은 비교원이니까 교수 독점적 구조를 좀 막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여기에 끼어든 것이
교수회입니다. 교수회도 심의를 하겠다는 거에요.” (거점국립대 A직원)

특히 직원들은 교수회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전 단계에서 별도의 심의기관으로 자리
잡을 경우, 교수회의 안건과 수정안에 대해 대학평의원회에서 자동으로 가결하는 의사결
정구조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교수회가 의견을 만든단 말입니다. 올라와요. 그러면은 원안이 올라온 것을 부결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교수회에서 수정안 낸 것을 갖다가 가결해 버리는 거예요. 학생들은 거의 안 와요. 그럼 교수들
은 그냥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올라온 안을 가지고 그냥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면 끝나는 거예요. 학칙을 빼고는요.” (거점국립대 A직원)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이후, 교수회는 대학평의원회와의 관계 정립을 위해 다양한 방식
으로 학칙 상 심의 또는 의결기구임을 명시하고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려는 양상을 보이
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학별로 교수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인정하는 경우와 불인정하는 경
우로 양분되고 있다. 반면 일부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개정 전부터 교수평의원회를
대학평의원회의 명칭으로 설치·운영하였고, 이후 교수회를 신설하여 평의원회 회장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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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회 회장을 겸임하기도 하였다. 이는 법령상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기능이 제한적이므로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영역에 대한 심의는 교수회가 담당하겠다는 의도로 인식되었다.
“교수회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학 내 학칙상의 이름이 교수평의원회가 아니라 대학평의
원회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역할은 교수회 역할이지만 딱히 교수회가 필요가 없었던 거죠. …당시에
그 평의원회 의장이 교수회 회장을 겸임하는 형태가 된 것에요. 이유가 결국은 법에서 정한 대학평의
원회의 심의 기능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제한이라기보다는 명시된 것들이 누락된 게 많죠. 기존의
교수평의원회에서 하던 역할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난 그 외에 것들은 교수회가
다 가져가겠다는 논리를 펴는 거예요. 기존의 교수들이 주되게 포진되어 있던 교수평의원회가 이 역할
들을 다 심의를 했으니 법에서 정한 대학평의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아닌 나머지 역할들은 교수회에서
가져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가장 거기에 대표적인 것들이 보면은 돈이죠. 연구비, 장학금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대학의 예산, 결산 관련된 것. 그것의 심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거점
국립대 B직원)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 간 기능 상충 및 내부 의사결정 구조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는 점은 학생면담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학생들은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후에도 교수회
와의 기능과 권한 조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으로 국교련에서 2018년
8월 27일에 제기한 「고등교육법」 제 19조의 2(대학평의원회)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와 위

헌 판결에 대한 기대라고 지적하였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칙에 나란히 규정되어 있는 대
학평의원회와 교수회의 기능이 중첩되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교수회에서도 대학평의
원회의 주요 기능인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헌법소원을 해 놨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이 법률에 맞춰서 구성을 하긴 하지만 그건 어차피 조금
있으면 위헌이 나올 거예요 라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법적기구인 대학평의원회가 가져야 되는 많은 것들을 교수회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수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학평의원회로 왔는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구성비율
도 중요하지만 심의사항도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런데 교수회가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서 이 심의하는
사항에 학칙 및 주요 규정의 제정과 개정 그런데 대학평의원회는 법적으로 학칙을 다루도록 되어 있잖
아요.” (거점국립대 A학생)

(라) 재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조(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의하면 재정위원회는 국립대학에서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법정기구이다. 국립대학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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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대학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부터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까지 대학의 재정계획,
예·결산에 대한 모든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국립대학의 장은 제5항 제2호(대학회
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는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재정위원회의 실질적 견제 기능 작동 여부
국립대학 재정위원회는 심의권뿐만 아니라 의결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총장
의 견제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성원들은 실제 국립대학 재정위원회가 총
장에게 우호적인 인사로 구성되는 경향이 강하여 재정위원회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
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정부는 국립대 기성회계 대신 대학회계를 만들면서 법을 제정하고 재정위원회에 의결권을 주었어
요. 그 의결사항을 총장이 받아들여야 하는 구조인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교육부가 재정위원회 법정기
구화 할 당시 재정위원회 의원구성의 모범답안도 같이 주었어요. 보직교수 당연직 7명, 일반직을 8명
으로 해서 15명 정도 구성하도록 했어요. 일반직 8명 중 1명은 총장이 추천하는 자에요. 그리고 사무
국장 1명. 즉 과반 이상이 이미 대학본부 측 인사라고 볼 수 있어요.” (거점국립대 E교수)

대학의 예·결산에 관한 법적 의결권을 갖고 있는 재정위원회의 경우 실제 엄정한 심의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먼저 구성원 중 사무국장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예·결산 편성, 집행에 사무국장이 관여하기 때문에
이 편성과 집행을 심의하는 자리에 사무국장 참여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또한 예·
결산을 제대로 심의·의결하기에 대학 외부의 동문이나 소수의 학생 참여는 전문성이나
실효성이 없고 교육 및 연구 내용에 관해 알고 있는 교수의 경우에도 일부 인원만 참여하
게 되므로 실제 위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사무국장 들어가고. 총무과 들어오고 동창회장 하나 들어오고 학생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역중심대 A교수)

□ 재정위원회 의사결정의 충실성 및 전문성 문제
또한 재정위원회 위원이 의사결정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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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기되었다. 정부나 국립대학의 회계일정 상 다음 회계연도 시작 전 촉박하게 재정위
원회 자료를 제공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거
나 또는 재정위원회 의사결정 사항에 따라 사업 및 예산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갖기 어렵다.
“재정위원회를 보통 회계연도 시작 일주일 전 즈음에 열어요. 본부의 설명으로는 정기국회 예산 결
정이 12월 초에 결정되고, 이를 토대로 교육부가 예산을 정리해서 주는 시점이 1월 말이래요. 1월
말에 받아서 대학에서 부처별로 연간계획을 수립·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 2월 중순이 되
어서야 재정위원회를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 재정위원회 측에서도 굉장히 시간적 압박을 받
습니다. 변경을 원하는 사항도 시점이 너무 늦어지다 보니 ‘추경에서 좀 바꿔 봅시다.’ 정도로 넘어가
는 경우가 많아요. 일주일 전에 자료 뿌려서 회계연도 시작 일주일 전에 재정위원회를 하니 위원들도
자료를 자세히 검토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재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원안통
과밖에 없어요. 원안 통과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에요.” (거점국립대 E교수)
“누가 알 수 있어, 모르지. 5년쯤 하니까 알겠더라고. 나도 이거 5년쯤 하니까 알아보겠어. 그래도
감만 잡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네 없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회의비도 안 주는 사람들에게
일주일 전에 자료를 뿌려서 의결하자고 하면 자기가 일주일 동안 밤새우면서 공부해도 다 못 알아듣는
데. 그러나 네, 다 통과입니다 이러지.” (거점국립대 E교수)

일부 대학에서는 과거 재정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 경제학과 교수를 재정 본부장으로
두고 전문적인 관리를 해 왔다고 하였다. 혹은 교수회에서 충실하게 운영했던 사례를 설
명하기도 하면서 지금 재정위원회는 예·결산 등 통제가 불가능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
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옛날에는 저희 그 전 총장님 있을 때는 독립된 부서로 재정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만들어 줬었어요.
…그 재정 본부장을 별로도 두셔가지고 예산과 재정에 대한 것을 경제학과 선생님 본부장으로 하셔가
지고 아주 전문적으로 하셨거든요.” (거점국립대 C교수)
“교수회가 예결산 위원회를 둔 적이 있었어요. 예·결산 권한을 교수에게 뒀어. 그러다 보니까 교수
회가 거의 한 달가량을 예결산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수조정부터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다 보고
받아요. 보고 받고 그다음에 올라온 것을 국회에서 하는 역할 똑같이 해요. 그다음에 수요 부서들에
와서 설명하라 그래요. 그러면 어떤 단과대학은 올해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데, 학장이 와서 설명하고
어떤, 예를 들어서 여성커리어센터에서는 올해가 뭐냐, 양성평등 쪽에서 우리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국제대회도 해야 하는데 깎였습니다. 이거 진짜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몇 천만 원 넣고 빼고 억 단위
로. 그래서 수십억 원을 해서 왔다 갔다 시키고 하는 거야. 이 기능을 재정위원회 넘겨줬는데 재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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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하지 않지. 할 수가 없죠. 외부의 변호사들이 동창회장이 와서 뭘 한 달 동안 앉아서 계수조정을
해. 안 되는 거지, 그것도 일주일 전에 줬는데…” (거점국립대 E교수)

(마) 직원회 구성 및 운영

□ 직원회 설치 및 위상의 문제
대학별로 직원회의 설치 운영 형태는 차이가 있었다. 아래의 사례 대학은 직원회가 설
치되어 있지만 학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치기구로서 존재하긴 하지만 대학
본부로부터 인력이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 운영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
적하였다.
“쉽게 말하면 학칙에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어떤 서포트와 지원도 받지 못하는 그냥 자치
기구일 뿐인 거예요, 직원들 간에.” (거점국립대 A직원)

또 다른 사례 대학은 직원 관련 단체로서 공무원협의회, 대학노조, 직원협의회가 있는
데 직원협의회가 교집합으로서 가장 큰 단체로 기능하고 있었다. 직원협의회는 4급 공무
원부터 기성회직까지 모든 직종의 직원들을 아우르는 조직으로 대학평의원회 구성 시,
이상의 직원 관련 3개 단체가 모두 참여하였다.
“직원의 구성이 집합으로 얘기하면 공식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노조가 있고요. 근데 직원회는 4급
부터 시작해서 기성회직까지 전부다 원하는 사람은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은 회장도 여기는 5급이
하고 이쪽이나 다른 데 같은 경우는 6급이 하고, 여기는 기성회에서 하고 있고요.”(거점국립대 C직원)

□ 직원단체의 다양성으로 인한 대표단체 문제
교수회나 학생회가 구성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조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원의 대표단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직원 단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견이 존재하였다. 국립대학 직원의 경우 공무원 직원과 과거 기성회 직원 등이 있으며
공무원 노조, 대학노조, 직원협의회 등 대학마다 설치된 조직의 명칭과 종류 또한 다양하
였다.
일부 대학에서는 직원협의회가 공무원 노조와 대학노조를 포함하는 단체로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하였으나 또 다른 대학에서는 대학 내 직원 단체 여러 곳에 동시에 대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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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대학에 따라서는 새로운 직원 단체가 추가로 설립될 것을 우
려하여 대학평의원회 등에 참여하는 직원단체를 규정에 분명하게 한정하여 명시하기도
하였다. 구성원 참여에 있어 대표성을 띤 구성주체 문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단
체의 대표성을 어떻게 부여하고 확인할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직원의 대표가 누구냐가 대학의 문제예요. 직원회 할 때 일반 공무직원이 있고 대학회계 직원이
있고 대학회계에도 무기직이 있고 달라요. 공무원 직원도 5급 이상은 관리직이고 5급 이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요. 다 성격이 달라요. 거기에 대표는 누구냐는 거예요. 각각 단체가 나올 수 있잖습니까.
…대학노조도 가입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직원대표를 찾아내라고 하면 협상을
하려면 누구하고 해야 될지 몰라요. …복수위원회 만들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거점국립대 B교수)

공무원노조, 대학노조 등 노사협의단체가 다양하게 설립되고 학내 구성원들이 선택적
으로 가입하게 됨에 따라 단체의 대표성이 우려되었다.
“교육 공무원이기 때문에 학칙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직원은 공무원 노조 ○○대학교 지구에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만약에 노조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면 공무원 노조에요. 대학노조는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건 선택이에요. 대학노조에 가입하든지 아니면 둘 다 하든지. 이건 선택이고
직원 협의회가 있어요. …교수노조가 몇 명이라도 가입을 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만약에 정식 노조가
되면 교수회와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상당히 문제에요. …과연 노조에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냐가 문제에요.” (거점국립대 C교수)

(바) 학생회 구성 및 운영

□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학생회 구성의 어려움
학생들은 시대변화에 따라 학생들의 직접적·실질적 대학 운영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시대변화에 따라 학
생들이 등록금 부담 및 졸업 이후 취업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가 국공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 주는 등 획기적 변화가 필요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30년 전만 해도 대학을 나오면 들어보면 공부도 안하고 대부분 직장에 취업되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대학 들어오면서부터 무조건 공부를 시작을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살길 바빠서 학생들이 공부
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대가 먼저 바뀌었는데 그것에 따른 국가의 지원이나 대학에서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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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고요. …저희가 현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챙길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거점국립대 B학생)
“이거 해서 뭘 얻을 수 있어? 이거 해서 직장 스펙이 돼? 이런 환경이에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시점에 학생들의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고 …자기 먹고 살 것 밖에 생각 안 하지 사회
에 대해 아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거점국립대 B학생)

이처럼 학생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로 학생회의 구성 자체가 어려운 대학
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서울에 4개중에 1개가 없다는데요. 4개 대학 중에 1개가 없대요.” (거점국립대 B학생)
“학내언론 기자들은 학생대표가 없다 이런 기사들을 쓰고 학생들은 제가 학우입장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거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학생 대표들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회
도 반성을 해야 하는 게 홍보가 너무 빈약했어요.” (거점국립대 A학생)

□ 의사결정 구조에서 학생 개입의 한계 및 문제점
학생들은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에 취약하므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주요 의사결정 사항들은 주로 공문으로 처리되므로 현
안을 공유하거나 과거의 의사결정 이력 등을 확인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의사결정 구조에서 학생이 제일 어떻게 보면 약자죠. 왜냐면 공문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공지사항이 내려오고 의견수렴을 하는 동안에는 그것을 자기 학과사무실에서 조교선생님을 통해서 듣
거나 그게 아니면 이제 총학생회 같은 경우 이것도 학교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학본부의 학생처, 학생
과의 학생회담당 직원분이 그런 것을 확인해서 주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안 주면 의견수렴이 없었으
니까 학생의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냥 진행한다는 건데 대부분의 학교가 공문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의견수렴 할 때 공문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공문으로 의견수렴을 하니까 학생들
은 한계를 느끼죠.” (거점국립대 A학생)
“문자 내려오긴 해요. 예를 들어 이번 학기 강의에 대한 평가나 설문조사 등 문자가 오긴 하지만
중요한 사안으로는 문자 오는 걸 못 봤어요.” (거점국립대 A, B학생)

이밖에도 재정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제한적인 이유 중 하나는 회의 전에 관련
자료의 전달과 사전검토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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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왜 늦게 주는지는 알아요. 부서마다 정리를 하니까 재무과에서 미치는 건
알겠는데 그건 그쪽 사정이고 자료를 줘야지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회계공부한 사람 아니면
이걸 어떻게 봅니까? 자기네도 잘 몰라요. 팀장들도 갑자기 발령받은 사람들은 잘 몰라가지고 물어보면
대학회계법이 생겨서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공부하고 와야된다고 말합니다.” (거점국립대 A학생)

학생참여가 의무화된 의사결정기구마다 참여 가능한 학생의 범위와 기준이 다양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법정기구가 아니지만 학내 주요 사업에 대한 예
산편성을 논의하는 예산편성위원회 등도 대학별로 학생 참여 여부와 수준은 다른 실정이
었다. 또한 주요 의사결정 내용과 사안이 연동되는 위원회의 경우(ex. 예산편성조정실무
위원회와 재정위원회), 참여하는 학생대표가 달라 정보 교환 및 소통의 부재, 운영의 연
속성을 위한 교육의 부재 등의 문제로 학생대표들의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대학평의원회는 휴학생이라도 들어올 수 있고 재정위원회는 휴학생은 못 들어오고 그런데 또 웃긴
건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휴학생도 들어갈 수 있고 학교입장에서도 정리가 정확히 안 된 것 같아요.”
(거점국립대 A학생)
“예산편성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안 들어가는 학생위원들도 많더라고요. 등록금심의위원회, 예산편
성위원회 그리고 재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런 과정에 참여를 못하는 학생위원들
도 많더라고요.” (거점국립대 B학생)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만 얘기하고 예산전체는 재정위원회가 하는데 재정위원회는 사실 의결
만 하는 상징성이고 예산편성조정실무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논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완성되면 여기
서 오케이인데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 드린 재학생과 휴학생을 나누어 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대학평의원회를 했던 사람이니까 알고 똑같은 애들을 예산편성실무위원회랑 재경위원회에 넣
었는데 이전 애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아무나 추천해 달라고 하던데 학교에서는 공문 싹 돌려서요.
그러면 이제 애들은 아무나 넣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니까 예산편성위원회를 거친 내용에 대해 재정위원에서 결정하고자 할 때 학생 위원이 반대하는 경
우도 생깁니다. 이게 모든 학교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이걸 알고 대처할 수 있어
야 되는데 그걸 알고 대처하지 못하죠.“ (거점국립대 A학생)

의사결정기구별 회의록 작성이나 공개 수준에 차이가 있어서 정황 파악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법정기구가 아닌 예산편성위원회의 회의록 확인이 어려운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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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공개청구까지 했어요. 그렇게 해서 받은 자료도 속기록이었기 때문에 전후 사정에 대해서
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거점국립대 B학생)

학생회에서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
는 학생들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거나 타 구성원들이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
하는 경우로 구분되었다. 전자와 관련된 사례로서 학생들은 일례로 교육과정 개편과정에
서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결정하려고 했던 사례를 들었다. 학생들에게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 개편 관련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수렴 없이
총장이 대학평의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을 알게 되어 학생총회를 공식적으로 소집하고
관련 안건에 대해 공론화를 하자, 이후부터 학생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잦아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심의·의결을 통과하기
전에 학생대표들의 의견 수렴이 제도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학 운영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학생회와 대학평의원회에 참여하는 등 제한적으로 주요 사안이 공유되고 있었
다. 학생들이 대학본부와 소통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일부 대학에서는 학
생회와 학생처 간의 월 1회 정례회의, 교무처와의 학생회간 교학간담회 등 정기적인 의
견수렴과 의사소통을 위한 공식적인 회의가 추진되고 있었다.
“학생총회를 열었던 게 교육과정 개편하는데 학생의견은 하나도 안 물어보고 총장님이 다음 주에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해달라고 올린 거죠. …저는 대학평의원회 의원으로 있었으니까 알게 되어 본부
를 찾아갔더니 다음 주에 해서 교무위 통과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칙에 있는 가장 큰
회의를 열고나서부터 저희한테 먼저 얘기를 꺼내는 분위기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거점국립대 A학생)
“교학간담회라고 교무처 쪽에서 담당을 하세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16개 단과대학 회장들하고 총학생회가 다 같이 교학간담회를 하는데, 사실 학
생들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이야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것만 이야기 하라고 한정
을 지어버리거든요.” (거점국립대 B학생)

학생회의 적극적 활동은 학생대표의 성향과 의지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
어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학생대표의 참모진들은 재정위원회와 같은 주요 의사결정기구
의 안건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와 실질적 복지와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영역에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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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생회의 구성·운영은 변화되므로 지속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계로 인식되었다.
“공무원에 합격한 친구가 사무국장을 맡아 줘가지고 이 친구가 회계를 공부했으니까 재정위원회를
같이 공부하면서 막 잡아내고 그래서 그 돈으로 도서관 수리하는데다가 넣어서 장애학생 엘리베이터
쓸 수 있도록 하고 지진 내진설계랑 화장실 수리하고 이런 것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다음 학생회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점국립대 A학생)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저조하더라도 타 구성단위에서 학생의 참여수준과 관여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특정 대학의 경우 거의
모든 행사에 학생회를 참여시키고 학생들도 적극 참여하며, 대학평의원회에서도 학생들
에게 발언권을 주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다.
“거의 모든 행사에 학생회는 거의 다 참여를 시켜요. 그러면 학생회들이 적극적이고. 우리 같은 경
우는 시설 같은 경우도 시설 결정 할 때도 학생회 이용을 많이 해요. 학생회에 너희들도 와서 입장이
있으니까 와라. 그럼 학생들이 자기들 의사 가져와서 써 붙여서 어떤 게 좋다고 하고…” (거점국립대
C직원)
“위원회 같은 경우도 보면 직원들이나 교수들한테 한마디씩 하세요가 아니고 학생회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거점국립대 C직원)

일부 대학의 학생회는 견제 조직으로서 내부에 위원회를 두고 재정운영에 대한 회계감
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 등을 기울이
고 있었다.
“저희는 이 역할을 ○○○○○라고 따로 학생자치기구를 두어서 그쪽에서 저희를 감사하는 기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없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거점국립대 학생B)

□ 학생회의 정치적 편향성과 종교 단체 개입 등에 따른 신규 이슈 발생
학생들에 따르면 최근 일부 국립대학의 학생회는 지나친 정치적 성향과 선동 행위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거나 특정 사이비 종교단체와 연계되어 각종 부정·비리에 연
루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한다. 특정 대학의 경우, 학생회장이 운동권 출
신의 정치적 성향이 강해 대선 때, 학교커뮤니티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댓글 정치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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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행하는 경우가 있었고, 다른 대학의 경우, 특정 종교단체의 조직원이 학생회장이
되어 종교에 대한 홍보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즉 다른 목적으로 학생회를 이용하
는 대학들이 증가한 것이다. 최근에는 탈정치, 탈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순수하게 학생회
운영에만 집중해줄 대표를 선출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종교, 정당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폭력시위 해버리고 잠수 타버리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학생
회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학생회 운영이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탈정치화를 비판
하는 목소리도 나오죠.” (거점국립대 A학생)

(사) 교수, 직원, 학생의 역할 및 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

□ 교수-직원-학생 구성원 간 관계에 대한 인식
직원들은 교수, 직원, 학생 간의 관계에 대해 대학의 실질적 주인은 학생과 학부모이
며, 교수와 직원은 정부의 위탁을 받아 교육·연구 및 지원 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을 강조
하였다.
”…등록금을 내는 건 학부모에요. 세금을 내는 건 학부모에요. 그러면 학부모가 위탁을 한 것이죠.
우리 아이들을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위탁을 받은 사람이 정부잖아요. 정부가 이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예요.“ (거점국립대 A직원)

□ 교수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
직원들은 교수의 권한 강화에 따른 예산 통제와 직원 및 학생의 피해 가중을 언급하였
는데, 특히 교수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년 제도나 보직에 대한 교수 우선 배정 등에
대해 피해의식과 반감을 제기하였다.
“사실은 학생들한테 가야 될 복지예산이나 이런 걸 전부 삭감해버려요. 1차적으로 그게 먼저 삭감
되죠. 지금 10년이 넘게 등록금이 동결되니까 결국은 누가 보느냐 1차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피해를 보느냐? 직원들이 피해를 보지요. 직원들과 관련해서 복지관련 오래 근무
했던 직원들 선발해서 해외 보내주는 것 그것도 뭐 다 보내주는 것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몇 명씩
보내주는 것도 다 없애 버렸죠.” (거점국립대 A직원)
“연구년 제도가 법에서 보장된 권리도, 교수들의 권한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대학에서 힘의 논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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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교수들은 하는 거예요. 교수도 공무원이면 공무원으로써 지켜야 될 의무들은 다 지키게 하고
그것 외에 학문적인 것으로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대학사회에서 가장 힘 있는 조직이
누구냐 하면 교수조직이거든요.” (거점국립대 A직원)

보직 담당 교수의 임기 이후 교육부나 감사원 감사 등을 받게 되면, 교수 대신 업무
담당 직원이 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특히 직원의 경우, 주의나 경고 등의
경미한 조치에도 성과급 등이 연계되어 교수와는 처분의 결과가 차별적이라고 인식하였다.
“그 사람들은 사라지고 나서 5년 정도 있으면 감사 내려와요. 직원은 주의장 하나만 받아도 성과급
이나 그런 게 다 연계가 돼요. 근데 교수들은 주의, 경고, 교수직 파면 아니면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이게 국립대학의 구조죠. …신분상 불이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승진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것
도 없고요.” (거점국립대 A직원)

또한 직원들은 일부 보직교수의 전문성과 책무성이 부족하다고 하였는데, 현재 국립대
학의 경우 의사결정 구조의 핵심인 주요 보직 교수들이 업무 관련 전문성이나 행정경력
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직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 부서의 목표, 정책, 사업 등의 내용이
갑자기 변화되어 혼란이 야기된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주요 의사결정 참여 권한이 교수
집단에 집중되고 실무진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로 인해 사업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대학의 존립목적이나 행정제도의 근본적인 타겟이 교수들한테 쏠려서 정책이 마련이 되고 또 결정
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고요. …사실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죠. 관련 분야의 전문가 내지는 행정경력이 있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또 보직자의
임명조건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 보직교수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부서의 정책이나 방향이 급변하거나 선회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점국립
대 B직원)
“그러면 결국은 교수들끼리의 합의 내지는 협의에 의해서 정책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떤
실무진들이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 실무적인 내지는 사업의 계획이나 의도와는 무관하게 흘러 갈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점국립대 B직원)

이상의 문제는 학생 면담과정에서도 제기되었다. 학생들은 교수들이 본인의 전공 영역
에서는 학문적 전문가이고, 교육과 연구가 교수의 영역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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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 경영과 실무 운영 면에서 전문가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를 표명하였고 이러
한 이유 때문에 대학 내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전문성, 학문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알겠어요. 논문 발표 하시고 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경영에서도
전문가인지 학교운영에 대해서도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점국립대 A학생)

□ 직원에 대한 교수의 인식 관련 갈등
직원들은 의사결정의 주요 주체별 학생들이 본인들이 양보하더라도 교수와 직원이 견
제 구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기구가 구성되기를 바라는 입장을 보인다고 인식하
였다. 그럼에도 교수들이 직원들과 협의하지 않고 총장을 통해 의견을 통보하는 등 파트
너로서의 발전적 협력관계를 모색하기보다 교수집단 중심으로 총장의 견제 기구로서 기
능하기를 바라는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학생회장이 저희들은 한 명이라도 되면 상관없다. 어차피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니까. 그런데 문제는 직원과 교원이 상호 견제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러면 그 논의에서 우리는 빠지겠다. 빠지고 그랬는데 우리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수, 직원, 학생이
마주 앉은 적이 없습니다. 교수들이 직원들하고는 이야기를 안 하겠다. 처음부터 방침이 그랬어요. 직
원들은 총장을 시켜서 이야기하겠다고 해서 끊임없이 총장이 안을 들고 왔어요.” (거점국립대 A직원)
“직원은 그 견제나 협의체에 같은 어떤 한 부류로 보는 게 아니고 견제대상인 총장의 밑에 직원으로
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하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 직원 관련된 것들은 총장 내지는
네 보직교수한테 얘기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우리가 직원한테? 아닌 거죠.”(거점국립대 A직원)
“그게 이게 파트너로써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거점국립대 B직원)

□ 학생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인식
학생들은 학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행태들이 암묵
적으로 나타나 학생 소외를 겪는다고 인식하였다.
”사퇴를 하는 동안에 연속성이 끊기는데 믿을만한 친구한테 그것을 부탁하고 맡긴다고 하더라도
그 연속성이 끊겼을 때나 아니면 시험기간일 때 학생들이 학교에 잘 오지 못할 때에 학교는 의사결정
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대학본부도 그렇지만 이 교수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거점국립대 A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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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타 학장 임명 등 이슈

□ 학장 임명제의 장, 단점
학장을 선출하지 못하도록 규정됨으로써 대학에서는 표면적으로 총장이 학장을 임명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선호도 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질적으
로 단과대학의 의견이 학장 임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었다. 학장
임명제의 장·단점이 있겠으나 단점으로는 학장의 총장에 대한 견제가 어렵고, 단과대학
내에서의 리더십 발휘도 곤란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지금은 임명을 하긴 하는데 그런데 자체적으로 단과대학에서 교수회에서 평의원회에서 일단은 공
식적이 아닌 투표를 하긴 합니다. 공식적이지 않은 투표를 해서 결과가 이렇게 선호도가 높았다라고…
학무위가 다 총장이 구성한 인원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이걸 제제할 수 있는 뭔가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학장님들 다 그 편이니까. 그래서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총장은
학장님이 선호도가 낮은 분들이 되면 단과대학 내에서 힘을 또 발휘할 수가 없어요. …단과대에서 개
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교수님들이 거부를 하시니까. 거부 하거나 아니면 하나보다 이러고 관심
이 없죠.” (지역중심대 B교수)
“학장을 자기 맘대로 임명을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학장이 단과대학의 과별마다 참여하게
될 때 이해가 얽히고, 그때 구성원들이 조정을 못해요. 구성원들이 그래도 학장을 이렇게, 그래도 권위
를 인정하고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학장이 조정하고 열 수 있는데, 총장이 작심하고 맞는
사람을 갖다 놓으면 이게 안 되니까 단과대학들이 전부 막 이상하게 갈라지고, 대학전체도 그렇죠.
총장이 그야말로 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게 되면 공과대학이나 응용학문 하는 쪽의 어떤 추구하는
것하고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이렇게 경문하는 대학과 다르죠. 다른데, 이를테면 전부 충원을 높여
라.” (거점국립대 D교수)
“당연히 1순위로 된 그 선호도 1순위가 임명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순위가 된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2순위 3순위가 임명 됐을 때 …그 학장이 있는 2년 동안 전혀 총장님 하고
본부하고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거점국립대 A교수)

임명제가 아니었을 때에는 단과대학 구성원의 지지를 받아야 하므로 총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거나 단과대학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임명제 이후 총장이 임
명한 학장들로 구성되어 총장에 대한 견제 역할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에 학장이 갖
고 있었던 권위가 사라졌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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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도 별로 없고, 전에 학장들일 때는 꼭 자기대학과 아니라 하더라도 대학전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고민했는데, 이제는 총장이 임명하고, 눈치 봐야 되고, 단과대학 교수들한테는
최소한 면피만 하면 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학교 전체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대
학들에서 교무회의나 학무회의를 하는 게 예전에 학교전체를 위했던 방향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
해서 고민하고 의사결정하든 이런 것이 아니라 거의 거수 비슷하게 되어가지고…” (거점국립대 D교수)
“적어도 단대에서 그래도 교수님들의 의견을 받은 이런 분들은 무조건 총장 말만 듣지는 않거든요.
단대에 이해관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 어쨌든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지역
중심대 E교수)

이는 학장이 가진 권한이 미흡한 것에서 기인하는데 학장의 예산 편성 권한이나 인사
권이 없어 사실상 명예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학장 문제나 이것도 대학민주주의 후퇴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구성원이 추천이나 투표를 하지
않고 민주주의 후퇴법이예요. 학장을 뽑는데 학창을 선출할 수 있는 규정을 금지시킨 규정이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학장제도 문제점도 다 뽑아 놨는데 학장들이 지금 실제 선출된 학장도 본부 눈치를
봐요. 학장은 첫째 권한이 없어요. 학장이 예산을 자기 쪽 편성하는 권한이 없잖습니까.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예산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인사권도 없어요. 인사권도 사실은 누구 좀 보내달라고 요청
은 할 수 있지만 직접 명령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위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법률은 총장이
위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결국 한마디로 학장은 명예직이에요. 폼은 나는데 실제로 우리 교수회
국장보다 더 힘이 없어요. 교수회 국장은 본부한테 덤비기라도 하지만 이분들은 덤비지도 못해요. 예
산을 추경 같은 거 부탁할 때 사무국장 재무국장 이런 분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총장뿐만 아니고 단과
대 예산 좀 보내주십시오.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구도에요.” (거점국립대 B교수)

한편으로는 단과대학 책임운영제가 가능하도록 학장직선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
기되었다. 학장에게 행정역량 등 전문성이 필요함과 동시에 과거와 같이 학장을 지원하
는 부학장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직선제를 없애버렸는데, 옛날에 있던 직선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학장이 인사권과 재정권
이 있어야 되요. 학장은 단과대학을 잘 알잖아요. 예전의 부학장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해요. 지금
단과대학에 학장 혼자서 직원도 잘 모르는데 혼자서는 어렵지요. 부학장제도이든 교수 여러 명이 서포
트 하는 방식이든 필요합니다. 예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다 없애버린 거에요.” (지역중심대 D교수)
“학장은 행정역량이 있어야 되서 아무나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학과 운영이 잘 안되기도 하니까요.”
(지역중심대 D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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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직교수의 임기 및 권한
국립대학 보직교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약 2년의 임기 동안 행정보직을 수행하게 되는
데, 보직교수는 각 행정부처의 수장으로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이 과
정에서 보직교수의 리더십은 행정부처의 성과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을 온전히 발휘하기에 업무수행기간이 짧다는 한계가 있으며, 사무국장
에게 집중되어 있는 인사권으로 인해 직원에 대한 보상 및 처벌도 어려운 실정으로 인식
하였다.
“교수 체제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업무 중점 교수, 연구 중점 교수, 교육중점
교수로 체제를 나누면 어떠한가 싶어요. 보직을 맡아서 2년 하다보면 평교수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열심히 하고 싶어 하지만 업무 중 어려움이 생기거나 구성원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면 나 금
방 평교수로 돌아갈텐데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지역중심대 C교수)
“보직교수의 경우 보통 2년 임기를 수행하게 되는데, 처음 6개월은 적응하느라 직원이 제시하는
방향대로 움직이다가 업무에 대해서 좀 알만하면 보직이 끝나게 되어요. 레임덕이 아주 짧은 기간에
오게 되니까 직원들도 보직교수의 결정을 신뢰하기 어렵고, 보직교수도 행정적 의사결정에 대해 책임
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입시 같은 경우는 3년 이후의 계획을 현재 보직교수가 수립하게
되는데 본인이 설계한 계획이 시행될 때에는 평교수로 돌아간 다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임자를 원망
하거나, 본인이 책임지기 어려운 결정을 하는 일도 발생하곤 합니다.” (지역중심대 C교수)

(2) 내부 거버넌스(의사결정구조) 관련 요구 및 개선사항

내부 의사결정구조(내부 거버넌스) 관련 국립대학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 및 개
선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 다각화, 둘째, 대학평의원회 운
영 등에 관한 정부의 명확한 방침 요구, 셋째, 구성원 보직 기회 확대 및 보상제도 마련,
넷째, 평등성을 인정한 협치의 실현, 다섯째, 전문 소위원회 구성, 여섯째, 구성원의 의사
소통 확대를 위한 협의체 구성, 일곱째, 직원의 위상에 대한 인식 전환, 여덟째, 학생회
역할 강화 및 학생과 직원의 역량 제고 지원, 아홉째, 구성원 참여 활성화를 위한 보상
및 책무성 기제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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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 다각화

대학평의원회를 둘러싼 구성원 간 갈등 및 운영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국립대학
구성원들도 직접적인 개선 사항을 쉽게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기본적으로 대학 운
영에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었기에 일부 대학에
서는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을 영역별로 다양화하여 구성원 참여 정도를 차별화하는 등의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를 했는데, 프랑스 같으면 그런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학생위원회, 재정위원회,
연구위원회 이런 식으로요. … 당연히 학생위원회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고, 재정위원회는 직원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말하자면 기능을 분화해서요. 학생들이 담을 문제는 학생들이 담을 수
있게, 직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직원들이 들어가고, 1/2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대학의 여러 영역들이 있으면 각 영역에 적합하게.” (거점국립대 D교수)

또한 구성 및 운영 합리화를 전제로 하여 아래의 면담 대상자는 대학평의원회를 통합
위원회로 격상하고 나머지 법정·비법정 위원회를 대학평의원회에 소속시키는 것을 대안
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대학평의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여 대학평의원회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총장이 반드시 따라야 하거나 최대한 존중하게 하는 것을 제안하
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평의원회를 법정기구화 했는데요, 이것은 모양만 갖춘 셈이지 내실을
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사결정 구조만 복잡해져 버린 거에요. …대학 평의원회에 대한 입장은 저
는 분명합니다. 궁극적으로 대학평의원회 안에 재정위원회도 들어와야 하고, 교육연구위원회도 들어와
야 하고, 대학운영위원회도 들어와서 대학평의원회는 큰 엄브렐라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서 예를 들어 대학평의원회가 갖고 있는 권한 중 예산,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 재정위원회에 위임
을 하는 방식 등이죠. 그래서 각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을 대학평의원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평의원회의 의결 기구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각
분과위원회든지 목적에 맞게 각 위원회의 구성을 달리해서 유기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이거는 학교의
중요한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회 역할을 내려놓
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교수의 기능을 빼려고 하면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며, 교수가 독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평의원회가 의결기구화 되고 기능적으
로 잘 구성된다면 교수회기능은 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거점국립대 E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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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학평의원회의 권한 강화 및 지원 요구가 제기되었다. 초중등교육기관의 학교
운영위원회와 비교하였을 때 대학평의원회의 결정을 총장이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견제
가 어렵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평의원회는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지원 예산도 미흡하고 대학 간 차이가 있는 등 적절한 역할을 하기 어려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모든 결정권을 총장님 혼자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고집 피우면 아무도 말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학교
운영 위원회는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보내면 물론 교장이 결정할 수 있지만 교장이 거부를 하면
다시 운영 위원회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평의원회는 그게 없어요. …그런 점들을 만들어
놔야 돼요.” (교대 E교수)
“의결권이 없고 심의자문만 있다 보니까 총장들이 아예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긴
하지만 아예 대학의 예산도 마련하지 않고, 예산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강력한 권한도 없고 …만약에
국가가 개입한다면 대학 평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해줘야 돼요. …실제로
대학 평의원회가 교수회라든지 이런 비목적기구보다 훨씬 상위 기관이죠. 대학지배구조에서는 총장의
바로 밑 단계에서 아니면 옆에서 하는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대학들은 교수들이 주축이 되가지고 이
것을 유명무실화 시켜 버리는 거죠.” (교대 E교수)

구성원이 관심과 책무를 가질 수 있도록 위원에 대한 유인가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결정권에 대한 책무성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책무성 시스템이 없어요. 책무성이 확보 돼야 되거든요. 권한이 가면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돼요.
지금 국립대는 교수대는 권한 가지고, 책임을 안 져요. 그래서 지배구조에서 할 때 결정권을 가졌으면
책임을 져야죠. …우리가 대표를 만들고, 대표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가는 거고, 그 사람들이 대표로
서의 역할을 할 때 거기에 상응하는 유인을 줘야 해요.” (교대 E교수)

(나) 대학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정부의 명확한 방침 요구

직원들은 교육부가 대학평의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법령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지 관리하겠다는 당초 방침과는 달리 대학평의원회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현
상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하였다.
“교육부에서 지금 용인한다는 거죠. 이래서 교육부에서 이 평의원회 관련해서 대학에서 학칙이 개
정되어 올라오면 그걸 자기들이 살펴서 잘못된 걸 지적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안하고 있죠.” (거점국
립대 A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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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은 국립대학 내 구성원들 간 대학평의원회 구성, 총장선거의 투표권 비율 등의
문제에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않고 대학 내부
상황에 맡겨두는 행태가 부적절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대학평의원회가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현재의 교수중심 의사결정체제를 유지하는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였다.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문제에요. 국립대학의 모든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것들을 정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만들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하지만 그것을 최종적으로 할 거냐 말거
냐는 교수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대학의 결정권한이 교수들한테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법률을 가지고 대학평의원회로 해 놓고 세부적인 것을 시행세칙에서
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시행령도 얼렁뚱땅 해 놨거든요. 왜냐하면 교수들이 개정운동을 했어요. 거기에
정부가 눈치보고 빠진 거에요.” (거점국립대 B직원)

(다) 구성원 보직 기회 확대 및 보상제도 마련

직원들은 국립대학 내부의사결정 구조의 한계로서 총장을 주로 보좌하는 직원들이 총
장선거에 적절하게 관여하지 못하고, 보직도 점차 연차가 낮은 교수들로 채워지는 문제
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교수들에게 보직이 더 이상 매력이 없는 이유에 대해 기본적인
교육과 연구업무 외에 대학 행정 업무 부담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부여 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보직의 경우 직원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하고, 교
수들에게는 추가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저는 대학이 대한민국 헌법만 따르면 된다고 봐요. 민주, 평등, 자유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민주도 안 되어 있고 평등도 안 되어 있어요. 자유는 뭐 외부에서도 대학을 평가하고 줄 세우고 재정지
원을 가지고 막 이걸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이건 두 말 할 것도 없고요. 대학 내부에서 조차
일단은 총장선거를 하는데 총장의 주요지휘를 받는 사람들은 직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들
은 총장선거에 거의 관여를 못하도록 하려고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아까 시작할 때 말씀
드렸던 게 대학의 모든 기관장은 교수가 해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교수가 다해요. 그런데 제가, 뭐
교수가 대학에 온지 적어도 10년 이상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맡아서,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이 좀 들고 하면 그런 것도 안 하려고 해요. 별로 인센티브가 없거든요. 보직수당 조금 주는 것 외에
는 없어요. 예전에는 그런 걸 하려고 한 게 위원회 들어가는 모든 수당을 다 줬거든.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점국립대 B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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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등성을 인정한 협치의 실현

학생들은 현재 국립대학의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다양한 의사결정 주체의 의견
을 수렴하는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 구성원 간 서로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의사결정기구들의 근거나 지지기반, 역할 등이 애
매하기 때문에 혼선이 생기므로 새로운 법적 기구는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다. 향후 각
구성단체(교수회, 직원회, 학생회)의 역할이 보다 명확해지고, 법정 기구인 대학평의원회
에 대해서는 보다 권위와 힘을 실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솔직하게 거버넌스를 형성하려면 일단은 좀 경험이 너무 많은 전문성이 너무 많은 분들은 살짝
물러나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문성이 있는 대신에 그 사람들은 새로운 방향을 절대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책 속으로만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거버넌스를 형성해요. 평등함을 인정해야 거버넌스가 가능
한 느낌이거든요.” (거점국립대 A학생)
“교수회나 직원회나 학생회나 저는 그 자체의 구성 단위들이 거버넌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잘
돌아가면 솔직히 본부랑 잘 돌아갈 수 있게만 되면 좋겠는데 뭔가 잘 안 돌아가니까 이런 저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단체에 대한 명확한 국가의 인정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게 아니라 학칙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단체들도 애매한 거죠. 확실한 거버넌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애매하고 본부에서는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들을 안 듣는 경우도 있고 이 단체에
대한 권위나 힘을 실어야 대학평의원회도 확실하게 잘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자체
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이 견제가 잘만 된다면”(거점국립대 B학생)

(마) 전문 소위원회 구성

□ 전문 소위원회 구성을 통한 보완
대학에 따라서는 교수회에서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대학의 예·결산을 검토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재정위원회 설치로 인해 충분하고 전문적인 검토가 어렵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재정위원회는 법적 기구이기 때문에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왜 교수들이 하느냐고 직원들은 불만을 가질지도 모르겠지만, 교수들이 교육 연구 담당을 주로 하
니까,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직을 초청해서 회계학과 교수도 있잖아요.
오라고 해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교육부가 재정위원회를 법으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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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거예요. …더 나쁘게 만들었어요. 결국 학교가 예산을 제대로 짤 수 없게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소위원회를 지금 만들고 싶어 해요.” (지역중심대 A교수)

(바) 구성원의 의사소통 확대를 위한 협의체 구성

□ 학생, 직원 대표 간 국립대 연합단체 구성 논의
교수 외의 학생과 직원 대표로 구성된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전국 국공립대학교 노
동조합, 전국 국공립대 조교협의회 등의 단체들은 공통 현안에 대한 논의와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국공립대 연합단체를 구성하고 단체 행동 등을 추진하고 있는 실
정이다.
특히 총장직선제의 근거조항이 되는 「교육공무원법」 제 24조의 3(대학의 장 후보자 추
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1항의 내용 중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제24조 제3
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
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선거관리를 위탁하
여야 한다”는 관련 법령에 대해 대학 교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타 구성원도 참여하
여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공무원노조, 대학공노 그 다음에 전국국공립대학노조, 대학회계직원 분들 노조죠? 그리고 전국
조교협의회, 국공립대학조교협의회 이렇게 네 개 단체가 다섯 차례 만났어요. …9월 안에 출범을 하자
라고 해놨는데 다 같이 오프라인 서명을 받았었어요. 다른 것 다 빼고 교육공무원법 24조 3항 이후에
교원을 구성원으로 바꿔 달라만 넣어서 사인을 받았었어요.” (거점국립대 B학생)

(사) 직원의 위상에 대한 인식 전환

국립대학의 직원들은 교수-직원-학생을 세 축의 주요 구성원으로 볼 때, 직원들도 나
머지 구성원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하며 국립대학에서 행정
영역의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직체계가 구성되고 인식도 변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직원들은 대학 내 행정업무는 분화되어 있고 관리체계의 범위에 교수
도 포함된다고 인식하였고, 교수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대등한 입장에
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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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직원들은 그 각각의 학생들의 역할, 교수들의 역할을 서포트 하는 것, 지원하는 것, 분명히
맞아요. 애초에는 그것뿐이었을 수도 있고요.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가행정을 나눠서 국립
대학 내에 있는 행정으로 나눠 받은 역할도 수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유행정이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에 비롯된 관리체계가 관리범위가 학생, 교수, 직원까지 해서 범주가 커지는
거죠. 우리는 서포트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대등한 위치에서 각자 맡아서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해야 되는 특수한 행정의 역할들이 물론 학업이나 연구활동, 교수활동을 위한 것들도 존재하지만 국립
대학을 유지·관리하고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거점국립대 B직원)

(아) 학생회 역할 강화 및 학생과 직원의 역량 제고 지원

학생회가 대학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학생회에 교육이
나 안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생 자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 자치의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생들도 훈련을 좀 시켜야 됩니다. 학생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학생대표 참여시키는 게 무의
미해져요. 무력한 학생회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학생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참여하지 않
으면서 나중에 뒤에서 불합리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어요. 학생들이 목
소리를 내도록 교육을 받아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교대 E교수)
“학생 자치가 없으면 학생들의 인권이나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해줄 수가 없거든요. 학생 자치는 활
성화되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많은 대학에서 학생회가 구성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정치에 대한 관심을 자꾸자꾸 없애게 만드는 거예요. …학생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학생회가 학칙
기구로 되어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거점국립대 E교수)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취업 역량을 길러주는데 대한 예산에 대해서 학생들이 조금 그런데 대한 분
석이 필요한 그런 역량이 없더라고요. …지금 학생들이 예산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참여하면 자기들
교육시설이나 이런 걸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는 자유게시판이라던가 활동을 해가지고, 학생
회라는 것을 안 하더라도 구성원들의 요구는 어떻게 보면 청와대 게시판처럼 신문고처럼 그런 것을
오히려 활성화하면 할 수가 있잖아요. 학교마다 아무도 총학회장 안 하려한다고 하더라고요. 취업이
바쁘고,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하고, 전체학생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단
과대학, 학과 단위에서 잘 되어야 되잖아요. 학과대표 이런 거 할 때 이런 사람들을 그냥 제도적인
어드밴티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학과가 튼튼해야 되고, 학과 단위의 학생
이 활성이 되어야 단과대학회, 전체학생회 이렇게 연대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총학회장은 그것도 구조
를 바꿔야 된다. 전체 직선할 필요가 없어요. 단과대학 학생회가 연합체 구성하는 그것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지역중심대 D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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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발전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역량을 엄청 높여야 합니다. 직원 역량을 높이려면 아까 말씀하
신 인사 부분이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보상이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연공서열 아니면 국장
님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교대 D교수)

(자) 구성원 참여 활성화를 위한 보상 및 책무성 기제 마련

교수, 학생, 직원 등 구성 주체는 개별적으로도 대학 운영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은 무관심하고 수동적이라는 점이 지적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구성 주체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
는 보상이나 유인가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책무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대학이 잘 돌아가려면, 이런 조직이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가 해야 할 역할이 뭔지, 자기가 책무가 뭔지, 그것만 잘 수행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시스템
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인 것이죠.” (교대 A교수)
“이메일을 보내면 교수들이 안 봐요. 심지어는 아예 면전에 대놓고는 학교에서 오는 이메일 지운다.
그러면서도 우리한테 왜 안 알려줬느냐고 합니다. …실제로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당연해요. 관심
없는 게,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때 거기에 상응하는 유인을 줘야
해요.” (교대 E교수)

구성원 단체 학칙상의 기구가 아닌 법제화 여부에 대해서는 법제화시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해지고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책무성을 묻기도 어려워질 것이라 인식
하였다.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까지 모두 법제화를 해 놓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가지 못할 거에요.” (교대
E교수)

라) 외부 거버넌스
면담결과 국립대학 구성원의 외부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을 평가, 감사, 공시 관련 쟁
점, 외부인사의 대학운영 참여 문제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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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8> 외부 거버넌스 관련 면담결과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구성원의 인식

∙ 평가 관련 쟁점
- 통제적 평가 지양
-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평가에 대한 대학의 유불리 문제
∙ 감사 관련 쟁점
-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자체감사 실시 현황과 효과
- 외부 회계감사 주체 선정 문제
∙ 공시 관련 쟁점
- 정보공시 관리 및 활용
∙ 지역사회 외부인사의 대학운영 참여 문제
- 대학운영 관련 외부인사 참여 적정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

구성원의 요구

∙
∙
∙
∙
∙
∙
∙

평가 및 감사의 컨설팅 기능 병행
행정적 평가 이외 학문발전 차원의 내용적 평가 필요
독립된 평가기구 설치 및 대학과의 소통 필요
감사 전문성 제고 및 인력 확충
독립된 기구의 컨설팅이나 준법감시인 등 새로운 제도 도입 검토
내부 감사 조직 정비
감사의 주기 및 기준 개선

(1) 외부 거버넌스 관련 구성원의 인식
(가) 평가 관련 쟁점

□ 통제적 평가 지양
국립대학에 대한 평가나 감사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사례
를 발굴하고 이를 전파, 포상하는 것이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평가나 감사는 통제적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잘못된 측면에 대한 지적과 처벌
위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인식이었다. 그러나 평가가 가치를 매긴다는 의미가 있고 감사
또한 대학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대학이 가진 장점을 인정하고 포상하
며 잘못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울 수 있는 컨설팅 기능의 병행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평가에 대한 개념을 보자면, 이벨루에이션(evaluation)은 가치를 매긴다는 얘
기거든요. 가치를 매긴다는 것은 한 대학이나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등급을 매기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뭐냐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발전을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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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을 외부적인 시각에서 봤으면 당신 대학에서 가진 장점이 이거다. 왜냐면 각 대학은 다른 부분을
못 보니까. 그럼 이 부분을 잘 살려보는 방향으로 해 봐라. 단점이 있다면 이 부분이 약점인데, 이
부분을 채찍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채찍을 통해서 총량적으로 그 대학이 발전했을 때 학생에게
결국은 좋은 학생을 배출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보자면 평가에 대한 관점에 있어
서도 진짜 원론적이지만 평가는 이벨루에이션(evaluation)이다. 가치를 인정하고 점검하는 그런 차원
에서 갈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교대 B교수)
“평가하는 지표가 평가하는 기관에 적절한 평가지표인지를 봐주었으면 좋겠고. …감사는 컨설팅적
인 측면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나쁜 것만 잡아내려고, 왜 좋은 것은 보려고 안 하냐고 했어요. 좀
좋은 점을 보는, 달라진 모습의 감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대 A교수)
“감사가 문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학에서 정말 열심히 했던 직원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해
요. …엄청난 예산 인력 투자해서 대학을 감사하는데 와가지고 출석부 대조 같은 것만 하면 문제가
있죠. 지적을 하려면 반드시 그 대학의 강점을 찾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교대 E교수)

□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평가에 대한 대학별 유불리 문제
직원들은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정원감축을 전제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역 내 국
립대학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정원을 조금씩 감축하고, 학생수(정원)와 연계된 공
시지표들을 개선해 왔다고 인식하였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교부 시기가 늦어
실질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절대 기간이 짧고 연차 평가를 통해 대학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점 등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들의 경우, 소재지(배
후도시)의 규모에 따라 대학의 순위가 결정되는 문제점, 자발적 정원감축에 따른 인센티
브는 전무하고 재정압박이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 등에 대해 정부 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였다. 또한 직원들은 재정지원과 연계된 정부 주도적인 대학평가가 대학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자발적이 아닌 이 재정을 지원받기 위한 수단으로 줄일 수 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는 정보공시는 어느 한 대학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라기보다는 아마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들이 공
통적으로 조금씩 그 수혈을 했다고 할까요? 해서 학생수, 정원수를 줄여감으로써 그렇게 좀 유도를
했다라는 것 결국은 평가방식 내지는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 예산의 차등지원 결국은 그게 뭐 현실적
으로 가장 큰 지배이니까요.” (거점국립대 B직원)
“돈은 줘도 한 6월달쯤 줍니다. 그리고 다음해 2월까지 다 쓰라고 해요. 돈을 갖다 뿌려야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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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을 잘 썼는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정당한지 모르겠어요.” (거점국립대 A직원)
“이 평가라는 게 사실 정부에서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목표를 두고 거기에 의한 평가를 하기 때문
에 제대로 된 대학 평가는 아니지요.” (거점국립대 A직원)

(나) 감사 관련 쟁점

□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감사가 통제적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어 지적과 처벌 위주로 작
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감사의 목적이나 활용에 있어 다른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경
우가 많아 왜곡되어 있다고 하였다.
“교육부 감사라는 게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대학 길들이기에 가까웠다. …이 감
사 결과 가지고 이거를 언론 공개를 해요.” (거점국립대 B교수)
“…감사를 어떤 대학이 제대로 굴러가느냐를 물론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늘 감사를 적용하니까 감사원감사도 보면 교육부보단 덜하지만 하여튼 다른 의도가 늘 게제 되어 있어
서요. …국립대학을 감시하는 외부에서 견제하는 장치들은 제도적으로 다 되어 있지만 그 장치가 대학
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기 보다는 왜곡되어서 사용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
다.” (거점국립대 D교수)

□ 자체감사 실시 현황과 효과
직원들에 따르면 자체감사는 주기적으로 대학 내에서 감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했지만
최근에는 외부에서 감사 유경험자 및 전문가들에게 감사받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
리고 외부감사는 교수들의 행정적 과오 및 실수를 직원들이 지적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자체감사는 매년 해요. 팀을 꾸려서, 그리고 부서별로는 2년에 한 번씩 받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예전에는 직원들로 구성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을 그렇게 안하고 외부에서 받습니다. 외부에서 다른
대학의 직원, 다른 기관의 직원이 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 경험 있는 직원들 받아가지고
그렇게 감사를 받습니다.” (거점국립대 B직원)

280

Ⅴ.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구성원의 인식 및 요구

“외부감사가 왜 대학에 와서 간섭을 하느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 외부
감사가 없다면 직원들이 했던 말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 못 받아요.…대학에서 일할 때 다음 감사를
대비해서 이건 안 된다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점국립대 B직원)

일부 대학은 자체감사와 함께 천 만 원 이상의 구매, 수리 건에 대해서는 상시 감사
제도를 운영하여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부감사에 대해서
는 정책 자체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보다는 예산의 투명한 활용에만 초점을 두고 지엽적
문제에 치중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자체감사도 실시하고 상시 감사가 있어요. 예산에 저희 같은 경우에 천만 원짜리는 상시 감사를
해요. 그래서 천만 원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구매나 수리, 아니면 감사를 요청해요. 상시 감사를.
우리 이렇게 하겠다고 타당성 검토를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거점국립대 C직원)
“예산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차라리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봐야하는데, 사실 정책은 중앙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에 따라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투명성을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잡는 것이 문제이죠.” (거점국립대 C직원)

□ 외부 회계감사 주체 선정의 문제
국립대학의 외부회계 감사는 외부 기업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들
은 회계 감사의 절차와 구체적 방법, 실효성이 공개되지 않는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지금 국립대 예산에 대한 감사를 다른 외부 기업에다가 맡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확실히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기도 한데, 동문한테 맡기잖아요.” (거점국립대 A, B학생)

(다) 공시 관련 쟁점

□ 정보 공시 관리 및 활용
국립대학의 외부 거버넌스의 하나로 공시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단지 정보를 공시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실효성 있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작동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보 공시 내용의 주기적 브리핑, 허위공시에 대한 관리 등이 보다 체계적으
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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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를 시켰으면 담당자가 있어서 공시한 내용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발표도 해주고,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바로 제재를 하고, 담당자 징계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이게 의미 없어요.” (교대 E교수)

(라) 지역사회 외부인사의 대학운영 참여 문제

□ 참여 범위와 방식
국립대학 관점에서 지역사회를 단순한 협력체로 간주할 것인지 또는 실제적 의사결정
주체로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 지역사회와 관련한 논의방향은 달라진다. 국립대학이 지역
사회를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 자치의
결 권한의 확대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지자체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국립대학은 국가가 설립, 재정,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하
고의 운영관점의 협의는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국립대학 스스로 인사권과 재정권을 갖고 있어야
긴밀한 논의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를 시작하면 내용이 뒤죽박죽되어 버려요. …거버
넌스 관점이 아닌 단순 지역사회 교류는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학협력단 사업이
지자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국립대학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중심대 D교수)

국립대학 운영 관련 대학 외부인사의 참여 범위나 방식에 대해서는 대체로 필요한 측
면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
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부인사의 경우 지자체
나 산업체를 중심으로 하여 현재에도 산학협력이나 네트워크 형성, 대학 내 각종 자문위
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학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
외부인사가 대학 운영에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에는 첫째,
지자체장 등 정치적 특성이 대학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과 둘째,
프로그램 공동 운영 이상의 권한과 책임을 분담할 정도의 외부 자원은 한계가 있다는
점, 셋째, 외부인사가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적극적 참여
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 넷째, 대학 내부 구성원만큼 대학 발전을 위해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떤 경로로 들어오느냐가 중요할 텐데. 보통 대학은 지자체나, 산업체가 있
으면 MOU를 체결해요. 저는 그 정도 선에서만 협력하는 정도하고 아마 주로 그런 것들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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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이든, 어떤 부서장과 그런 것에 관련해서 논의를 하니까 서로 의견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가는 정
도지, 정말 조직에 들어오는 순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도 계속 바뀌거든요. 지자체장도 바뀌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또 약간 정치색이 있잖아요? 지자체들은, 그렇다 보면 오히려 대학이 자유로울
수 없어요.” (교대 A교수)
“…정기적인 협의회가 있고 필요한 게 위원회로 올라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하고 계속 협상
을 해 나가는데, 거버넌스라고 하게 되면 전체에 관련 되잖아요? 그래서 관련 협의회나 MOU 위원회
는 이 분들하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두는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교대 B교수)
“…뭔가 사업을 하려고 협의회를 많이 가봤는데, 교대는 해당사항 없음이 너무 많아요. 전공이나
인력도 안 맞고 해서요. …거버넌스를 할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분담할 만큼 그런 외부 자원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대 D교수)
“외부 분들이 만약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건 산학협력 부분인 것 같아요.” (지역중심대
A교수)

한편 외부인사의 참여가 필요하나 형식적 위원회 참여 등은 실효성이 없고 자문 정도
가 가능하더라도 대학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고민은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지자체 등이 국립대학에 대해 역할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나 참여권을 주더
라도 실질 참여가 낮은 문제가 있는데 이는 재정지원 등 국립대학에 대해 기여도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대학의 기능이라는 게 지금은 지역사회와 당연히 유기적으로 좀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서, 그런 유기적인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지역사회가 필요하긴 필요해요. 그런데 단지
어떤 위원회 한 명이 낀다거나 이런 건 저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 위원들이
실제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오면 사실은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 때 이야기 상황을 들어봐서 의견을
제시는 해 주지만 대학의 정말로 발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할 수 있기에
는…” (지역중심대 B교수)
“지방 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에 있는 대학과의 관계 속에서 이 대학이 지역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국립이기 때문에 지방 자치 단체에서
국립대에다 돈을 주기 어렵고요. …국립대학도 실은 어떻든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지방에 너무나 의미 있는 기관이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됐든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이 학교, 대학 평의원이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긴
해요. 문제는 뭐냐면, 안와요.…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네가 기여하는 게 없을 때는 와도 생색이 안 나잖
아요. …권한 행사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자기의 책임을 병행을 할 때 의미가 있어요.” (교대 E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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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나름대로 산업이라던가 필요한 것들을 자기들이 연구 필요성도 있고, 지역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건 지금 끊임없이 원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뤄지고도 있고요. 대부분 산학협력단 사업들이 지
자체하고 조인트 되어 있어요. 국가가 얼마, 지자체가 얼마, 대학이 얼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태여 대학의 경영에 참여하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역중심대 D교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외부 거버넌스로부터 대학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듣는 것에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사회와 국립대학 간 거버넌
스는 대학 운영에 대해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한 것을 다루거나 외부 구성원이 중요 주체
로 포함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우리가 민관발전위원회 이런 것 하잖아요? …내부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
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어떤 각 지역의 대표들이 참여해서 일 년에 한 두 번 정도 허심탄
회하게 우리 대학의 발전, 내부적인 일들, 결정권들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의견을 듣고 피드백하는
것들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거점국립대 C교수)
“자문 성격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의견을 듣고 아 저런 지역에서의 대표들은 ○○대학
교에 이런 요구사항이 있구나 라는 걸 듣고 반영하는 정도의 취지이지 그분들이 뭐 같은 지역에 있다
고 해서 뭐 심의의결을 하거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거점국립대 C교수)
“우리도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 대학에 지원도 하고, 대학의 필요를 얘기하기도 하면, 대학이 지역발
전에 결정으로 기여하고 그럴 텐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너무 없잖아요. …대학 외부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대학의사결정에 들어와서 투명하게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기도 하고, 좋은데 문
제는 우리사회가 그런 투명성이나 다양성을 인정할 만큼 신뢰가 되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거점국
립대 D교수)

□ 대학운영 관련 대학 외부인사의 적정 개입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
특정 대학의 직원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대학과의 관계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공동 수익사업을 함께하거나 협력하는 정도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다. 대신 대학의 의사
결정과정이나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우리 쪽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에 조직에 관여를 하게 되면 득보다는
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죠.” (거점국립대 B직원)
“지금 대학에 지어 놓은 건물들 유지보수 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런 것은 지자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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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업을 좀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자체에서는 기업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입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지자체에서 나중에 관리운영도 하고 지속해서 하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을 대학과 분배
하자고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거점국립대 A직원)

반면 일부 대학의 직원들은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와의 대학 간의 관계가 보다 긴밀하
게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사업파트너로서의 관계로서 뿐만 아니라
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책무 등을 다할 수 있도록 대학 운영에 지자체에서도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 나 홀로 나는 대학이고 지역은 지역이다 하고 울타리 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자치단체나 아니면 학교 운영이나 이런 데에도 참여를 일정부분 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해요.” (거점국립대 C직원)

(2) 외부 거버넌스 관련 요구 및 개선사항

외부 거버넌스 관련 국립대학 구성원의 요구 및 개선사항은 첫째, 행정적 평가 이외
학문발전을 위한 내용적 평가 필요, 둘째, 독립된 평가기구 설치 및 대학과의 소통, 셋째,
감사 전문성 제고 및 인력 확충, 넷째, 독립된 기구의 컨설팅이나 준법감시인제도 도입
등을 통한 외부 통제장치 마련, 다섯째, 내부 감사 조직 정비, 여섯째, 감사의 주기 및
기준 개선에 관한 것이다. 다만, 외부 거버넌스는 제도적 구축 문제가 아니라 실제 작동
에 있어 왜곡되어 사용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구성원들은 평가나 감사, 공시
등의 기제가 대학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보기보다는 재정지원의 기준으로 활용되
는 등 다른 의도로 악용되는 것이 문제라고 하였다.
(가) 행정적 평가 이외 학문발전을 위한 내용적 평가 필요

국립대학에 대한 평가가 행정적 측면에서 과정 집행에 대한 것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서, 대학 발전의 내용적 측면, 결과적 측면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인
식되고 있었다. 조직 운영이나 예산 집행 등의 오류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이
발전계획에 따라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 성과를 이루었는지, 학문 분야별 발전적인 방향
으로 교육·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이 평가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285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진단과 방안(Ⅲ) :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을 중심으로

“재정지원사업 때문에 나오는 평가들은 그게 중간에 나오다 보니까 대학들은 또 그걸 맞춰야 되고
규정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과연 정말 대학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해보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은 학문이나 연구가 중요하잖아요. 그
리고 지금 보면 물론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 인증을 따로 하고 있고, 공대도 공학 인증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보건계열도 인증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평가가 대학 전체를 평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학문을 조금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
어도, 나머지를 다 없애버리고…” (지역중심대 B교수)

(나) 독립된 평가기구 설치 및 대학과의 소통

대학을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독립된 평가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
며, 대학도 정부에 의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먼저 정부에 제안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통제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러한 시각을 빨리 없애야 된다. 그런 과
정 속에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관도 만들고… 대학 스스로가 어떻
게 발전하고 개편하겠다라고 스스로가 먼저 교육부에 제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부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우리 스스로 하려고 스스로가 던져주지 않으면 교육부는
강압적으로 할 수 밖에 없어요.” (거점국립대 C교수)

(다) 감사 전문성 제고 및 인력 확충

국립대학에 대한 외부감사의 경우 교육부감사, 감사원감사, 국정감사 등이 있는데, 교
육부감사나 감사원감사의 경우 감사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
다는 의견이 있었다. 감사관에 따라 감사내용이나 처분결과가 달라지기도 하는 등 편차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정부의 감사 기능이 취약한 것은 대학 수 대비 감
사 조직의 규모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감사 오는 사람들이 전국을 돌기 때문에 정말 전문성을 가진 감사관들이 오지는 못해요. 실제 해보
면 그렇잖아요? 감사팀에 따라서 전문성이 다 달라. 그냥 복불복이야. 대충 잘 모르는 사람 오게 되면
별거 없고. 그래서 교육도 중요하다고 봐요.” (교대 A교수)
“교육부에 감사 기능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왜 없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감사실이 1년에 10건 한
답니다, 감사를. 그런데 학교는 수백 개잖아요.” (거점국립대 E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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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독립된 기구의 컨설팅이나 준법감시인 등 새로운 제도 도입 검토

한편, 정부와 독립적인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기능 또
한 컨설팅 측면이 강화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준법감시인제도 도입과 같
은 새로운 방식의 견제 장치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감사라는 게 무조건 비리는 헤치는 게 아니잖아요. 컨설팅을 하고 역할도 제대로 제시도 하고 이런
나름대로의 구도들 속에서 이뤄져야 돼요. 교육부 자체가 아닌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고 저희가 고등교
육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내부에서 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나름대로의 관료성을 띄지 않
는 관료가 포함 안 될 수는 없죠. 관료도 몇 명 들어오겠죠.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지금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점국립대 C교수)
“미국대학도 지금 하고 있는데,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라는 게 있어요. 준법감시, 상장해서 천
억 이상 되면 회사들이 두도록 되어 있고 금융권에서는 준법감시인이라고. 미국에서는 뭐가 있냐면
공공기관 즉, 각 지자체, 시청, 도지사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도 컴플라이언스를 두게 되어 있어요. 저
는 개인적으로 여기도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준법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부서가 컴플라이언스
라는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을 해서 여기도 사내 변호사를 둬서 큰 계약을 한다든지 학교가 부지를
팔거나 뭐를 한다거나 아니면 재정복지 큰 예산이 투입되는 걸 한다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감사실은
비리를 감사하는 데고 여기는 이런 것들, 계약과 관련된 것. …과연 이 계약서가 제대로 된 계약서인지
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뒀을 때 대학이 조금 더 투명하게, 공정하
게 흘러 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외부통제장치로 그걸 좀…” (거점국립대 C교수)

(마) 내부 감사 조직 정비

외부감사 뿐만 아니라 대학 내부 감사 조직 정비도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었다. 일부
대학의 경우 감사조직을 따로 두지 않고 사안이 발생할 경우 감사팀을 꾸려 감사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감사팀에 포함되는 직원의 경우 본연의 업무가 별도로 있는 상태에서 감
사 업무에 투입되는 것이다. 또한 내부 직원으로서 감사의 공정성이나 적극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부감사 인원을 반드시 투입하도록 제도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감사기구를 따로 두지는 않고, 감사팀을 꾸려가지고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죠.” (교대 E교수)
“자체적으로 법령상 3년의 한 번 자체 감사, 자체 직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자체 감사를 하더라도
반드시 외부감사 인원을 투입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돈을 들여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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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을 둘 정도는 아니면, 국가가 돈이 좀 많으면 국 공립대학에는 인권센터를 둬가지고 변호사 한
명 씩을 채용을 하던지 모든 대학에 고용창출도 힘들고 이런데, 대학에 변호사 채용하는데도 있거든
요. 몇 개 대학은 변호사 채용했어요. …제도적으로. 그것을 그전에는 총무센터에서 다 했거든요. 비리
센터 등. 거기 직원 중에 누가 그런 것을 하겠어요. 교수가 총무과장인데, 직원들이. 그것을 독자적으
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역중심대 D교수)

(바) 감사의 주기 및 기준 개선

국립대학의 경우 몇 해를 기준으로 주기적 감사를 시행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감사 인
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 비정기적 감사가 시행되고 있었다. 대학에 따라서는 7, 8년 만에
감사를 받게 되어 그 동안 축적된 내용에 대해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당시의 정책이나 기준이 변화하여 불합리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외부감사가 중요하나 비정기적으로 실시되어 정례화나 기
준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인식하였다.
“거의 한 7년 만에 받아서 그래서 이게 정기적으로 사실은 좀 해서 규칙적으로 가야 되는 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안 하다 한꺼번에 펑 하고 터뜨리다보니까…사실 그동안 대학의 변화도 있었고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그동안 교육부가 관련된 규정 변화도 있었고…받긴 잘 받고 지적 사항도 수정하는 계
기가 된 건 같은데, 이걸 정기적으로…” (지역중심대 B교수)

나.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이승룡 외(2013), 이윤식(2011)에 따르면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은 정책결정 및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정책에 대한 수용도나 실효성에 대한 평가, 정책문제의 식별, 정책의 형
성과정에 대한 추적과 같은 연구의 타당성 확보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유
예림, 2017: 1), 특히 의사결정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고 즉각적인 정책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인정되고 있다(유예림,
2017: 1). 따라서 국립대학 거버넌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에 대한 수용도 그리고 실

효성 검토 차원에서 학내·외 인식이나 요구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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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 자료

면담 결과 분석을 위한 분석 자료는 국립대학의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국립대학
교수, 교육대학 교수, 직원, 학생의 면담 내용을 전사한 텍스트 자료이다. 분석 자료 생성
을 위한 면담은 총 13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국립대학 교수 대상으로는 8회,
교육대학 교수 대상으로 2회, 국립대학 직원 대상으로 2회, 학생 대상으로 1회의 면담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전사하였다.

2)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면담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기법’은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대상으로 자동화된 분석을 실시

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탐색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다량의 텍스트 자료를 일관되고 체
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면서도 정보의 왜곡이나 누락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고, 자료
처리 및 정리, 분석의 과정이 알고리즘(algorithm) 형태로 공개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투
명성과 재현가능성(reproducibility)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다(박자현·송민, 2013; 박종
희·박은정·조동준, 2015; 유예림·백순근, 2016). 다만, 텍스트 데이터는 사람과 사람 사
이의 의사소통에 최적화된 자연어(natural language)로 축적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자연
어 처리 등 별도의 전처리 과정(pre-processing)을 필요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하게 표현된 용어, 띄어쓰기 및 언어 통일(영어, 한문→ 한국어),
특수문자를 포함한 분석시 의미 없는 단어인 불용어(stopwords) 제거 등의 전처리를 통
해 수집된 면담 자료를 컴퓨터로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였다. 그리고 의미의 최소
단위인 형태소를 추출하는 형태소 분석(morphological analysis)을 통해 명사만을 추출
하였으며, 추출된 분석 자료를 대상으로 키워드 빈도 분석과 연관어 분석,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R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면담 자료의 주요 키워드를 제시하기 위해 키워드 빈도 분석(keyword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키워드 빈도 분석’은 문서에 등장하는 단어의 출현 빈도를 바탕

으로 단어의 중요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문서 집합의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이 연구에
서는 전체 문서 내 단어의 총 출현 횟수를 단순 합산하여 순위를 부여하는 TF(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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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분석을 일차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단순 TF만 제시할 경우 문서 집합 내

에서 상투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될 수 있기 때문에 단어의
중요도를 반영하는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e)도 산출하
여 함께 제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정규화 된(normalized) TF-IDF를 활용하였는
데, 이는 단어의 빈도 계산 시 전체 문서의 크기를 통제하기 위해 단어의 빈도수(TF)를
전체 문서의 단어수(DF)로 나누어 TF를 정규화 한 것이다(유예림, 2017: 104).
둘째, 면담 자료 내 주요 키워드 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단어 연관성 분석(word
associ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단어 연관성 분석’은 단어의 출현 빈도를 기반으로

단어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는 기법으로, 이를 실시하기 위한 키워드로는 국립대학 관련
이해당사자인 ‘교수’, ‘직원’, ‘학생’과 내부 거버넌스 조직인 ‘총장’, ‘교무위원회’, ‘대학
평의원회’,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 외부 거버넌스 측면의 ‘국가’, ‘감사’, ‘평가’, ‘공
시’를 선정하였다. 또한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 주요 키워드로 산출된 ‘교육’, ‘문제’, ‘예
산’,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단어 연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단어 연관성
분석은 전체 문서에서 5회 이상 등장한 단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분석 대상 키워
드와 0.25 이상의 상관을 가진 단어들만 따로 정리하였다.
셋째, 면담 자료를 관통하는 주요 쟁점(토픽)을 제시하기 위해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토픽 모델링’은 문서 내 단어들을 사용하여 문서 집합의

기저에 깔려 있는 의미 구조를 탐색하는 확률 모델(Blei & Lafferty, 2009: 71)로, 이 연
구에서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을 활용하였다. LDA의
기본 가정은 문서 집합이 여러 개의 토픽들로 구성되어 있고, 문서 집합 내 각각의 문서
들 또한 여러 개의 토픽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토픽에 따라 단어가 분포한다는 것이다
(Blei, Ng, & Jordan 2003: 996). LDA는 관찰된 변수(observed variables)인 단어를 바

탕으로 보이지 않는 변수(hidden variables)인 토픽에 따른 단어 분포, 문서별 토픽 분
포, 토픽 할당을 예측한다. 이 연구에서 토픽모델링 분석은 전체 문서 집합에서 5회 이상
등장한 단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 토픽에 등장할 확률이 높은 단어 10개를 제
시하고 적절한 토픽명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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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결과

가)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
우선, 단순 출현 빈도인 TF 분석 결과 ‘교수’, ‘총장’, ‘교육’, ‘직원’, ‘학생’이 500회
이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평의원회’, ‘문제’,
‘교수회’, ‘예산’, ‘사무국장’ 등이 높은 순위로 등장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면담

자료의 주요 키워드는 국립대학 거버넌스를 둘러싼 주체와 의사결정기구, 국립대학 거버
넌스의 기능 등을 중심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Ⅴ-9> 표적집단면접 자료 내 빈출어 상위 30개: TF 기준
순위

단어

빈도(TF)

순위

단어

빈도(TF)

1

교수

984

16

직선제

165

2

총장

901

17

결정

163

3

교육

796

18

학칙

154

4

직원

570

19

역할

146

5

학생

501

20

자체

137

6

대학평의원회

497

21

운영

134

7

문제

426

21

필요

134

8

교수회

360

23

정부

133

9

예산

296

24

규정

131

10

사무국장

232

24

사업

131

11

심의

211

26

보직

127

12

연구

208

27

의결

126

13

구성

202

28

선거

124

14

감사

183

29

기구

121

15

평가

180

29

위원회

121

또한 단어 출현 빈도의 중요도를 반영한 정규화 된 TF-IDF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분석 결과 ‘교육’이 가장 높은 빈도로 등장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총장’, ‘교수’, ‘대학
평의원회’, ‘직원’, ‘교수회’, ‘학생’, ‘문제’, ‘예산’, ‘감사’ 순으로 빈번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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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IDF 분석 결과는 TF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국립대학의 주체나 의사결정기구 등과

관련된 단어들이 면담 자료에서 빈번하게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감사’의 경우
TF 분석에서는 상위 10위 단어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TF-IDF 분석에서는 상위 10위 단

어에 새롭게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Ⅴ-10> 표적집단면접 자료 내 주제어 상위 30개: 정규화 된 TF-IDF 기준
순위

단어

빈도(TF-IDF)

순위

단어

빈도(TF-IDF)

1

교육

90.296

16

학칙

35.160

2

총장

90.183

17

연구

34.429

3

교수

86.267

18

노조

33.403

4

대학평의원회

83.627

19

결정

33.343

5

직원

68.973

20

사업

32.902

6

교수회

64.886

21

정부

32.197

7

학생

63.532

22

위원회

30.553

8

문제

58.490

23

기구

29.871

9

예산

53.103

24

학생회

28.828

10

감사

46.782

25

의결

28.592

11

사무국장

46.689

26

간선제

28.138

12

심의

39.424

27

사립대

27.282

13

직선제

39.338

28

의견

27.268

14

구성

37.540

29

규정

26.766

15

평가

36.105

30

학과

26.714

나) 단어 관련성 분석 결과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주체, 내부 거버넌스, 외부 거버넌스 관련 주요 단어, 키워드 빈
도 분석 결과 TF와 TF-IDF가 모두 높게 나타난 주요 단어에 대하여 단어 관련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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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1> 표적집단면접 자료 내 주요 단어 관련성 분석 결과
구분

주체

내부
거버넌스

외부
거버넌스

주요
키워드

단어

연관 단어(상관계수)

교수

매뉴얼(.39), 직원(.38), 비밀(.34), 연구, 연구실(.32), 공무원(.31), 강의실
(.30), 신임(.29), 대학평의원회, 의무(.28), 학생, 행정(.27)

직원

교수(.38), 매커니즘(.28), 가입(.27), 대표(.25)

학생

활성화(.40), 혁신(.35), 환경(.30), 학생회(.29), 교수, 부처, 시설(.27), 요구,
참여(.26)

총장

독임제(.30), 선거, 직선제(.29)

교무위원회

위임(.44), 교무회의(.40), 국무회의(.33), 위원(.32), 학무회의(.31),집행부
(.28),균형(.26), 부결, 학장(.25)

대학평의원회

심의(.42), 학칙(.37), 개정(.34), 교수회, 기구(.31), 구성(.30), 교수, 규정
(.28), 무효(.25)

교수회

의결(.40), 심의(.38), 기구(.37), 대학평의원회(.31)

직원회

친목(.32), 노조(.31), 가입(.26), 고등교육법, 보조, 산학협력단(.26)

학생회

튼튼(.47), 활성화(.41), 학생(.29)

국가

경찰, 책무(.31), 관계(.29), 지자체(.28), 지분(.27)

감사

표적(.41), 평가표(.34), 외부(.33), 컨설팅(.32), 교육위원회(.31), 관료, 지적
(.29), 감사관(.27)

평가

인증(.51), 공학(.37), 항목(.33), 대학기본역량진단(.31), 도입(.26)

공시

정보(.62), 점검(.57), 상당(.44), 감점(.36), 검토(.30), 스트레스(.28)

교육

고등(.38), 매뉴얼(.30), 강의실(.29), 공립, 문제, 비밀, 압력(.26)

문제

제도(.28), 교육, 임용(.26)

예산

혁신(.48), 육성(.46), 기본(.43), 비효율(.42), 복지, 편성(.40), 기재부(.36),
요구(.34), 재정위원회(.32), 명목(.31)

사무국장

방식(.29), 일방, 장악(.27), 공모, 이용(.26)

우선, 국립대학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수’, ‘학생’, ‘직원’ 간 상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주체별 연관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수’의 경우 ‘매뉴얼’, ‘직원’ 등
의 단어와 상대적으로 높은 관련성이 존재하였고, ‘연구’, ‘강의’, ‘대학평의원회’와도 연
관성이 나타났다. 또한 ‘직원’의 경우 ‘교수’, ‘매커니즘’ 등의 단어와 연관성이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에는 ‘활성화’, ‘혁신’, ‘환경’ 등의 단어와 상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

며, ‘학생회’, ‘요구’, ‘참여’와 같은 단어와도 관련성이 나타났다.
국립대학 내부 거버넌스 중 ‘총장’과 관련해서는 ‘독임제’, ‘선거’, ‘직선제’ 등 주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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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선출 방식과 관련된 단어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무위원회’의 경우 ‘위
임’, ‘교무회의’, ‘국무회의’, ‘학무회의’ 등의 기존의 학처장회의 관련 단어와 연관성이
존재하였다. ‘대학평의원회’의 경우 ‘심의’, ‘학칙’, ‘개정’, ‘교수회’의 경우 ‘의결’, ‘심의’,
‘기구’ 등 해당 조직의 기능과 관련된 단어와 연관성이 있었다. 한편 ‘직원회’의 경우에는
‘친목’, ‘노조’, ‘가입’ 등의 단어가, ‘학생회’의 경우에는 ‘활성화’ 등과 같은 단어가 연관

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 외부 거버넌스 중 ‘국가’의 경우에는 ‘책무’, ‘관계’, ‘지자체’ 등의 단어와 연
관성이 존재하였다. 다음으로 ‘감사’의 경우 ‘표적’, ‘평가표’, ‘외부’, ‘컨설팅’, ‘교육위원
회’ 등의 단어와 연관성이 나타났고, ‘평가’는 ‘인증’, ‘공학’, ‘대학기본역량진단’ 등 기존
의 대학기관평가 또는 인증 체계와 관련된 단어와 연관성이 나타났다. 한편 ‘공시’는 ‘정
보’, ‘점검’, ‘감점’ 등의 단어와 연관성이 높았다.
끝으로, 키워드 빈도 분석결과 빈도수와 중요도 측면이 모두 높게 나타난 ‘교육’의 경우
‘고등’, ‘매뉴얼’, ‘강의실’ 등의 단어와 연관성이 나타났다. 그리고 ‘문제’의 경우 ‘제도’,
‘교육’, ‘임용’과 연관성이 존재하였고, ‘예산’은 ‘혁신’, ‘육성’, ‘기본’, ‘비효율’, ‘복지’,
‘기재부’, ‘편성’, ‘재정위원회’ 등의 단어와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국장’의 경우 ‘일방’, ‘장악’ 등과 같은 부정적 단어와 연관성을 드러냈다.

다)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해 면담 자료의 주요 쟁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정 토픽
수를 산출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잠재 디리클레 할
당(LDA)의 적정 토픽 수 산출 방법을 토대로 최적의 토픽 수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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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표적집단면접 자료 적정 토픽 수 산출 결과: 적합도 비교

그림은 이 연구의 분석 자료에 대하여 4개의 대표적 토픽 수 산출 방법(Arun et al.,
2010; Cao et al., 2009; Deveaud et al., 2014; Griffiths & Steyvers, 2004)을 적용한

결과, 토픽 수 변화에 따른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단어와 토픽의 행렬을 활용
하여 적정 토픽 수를 계산하는 Arun et al.(2010)의 산출 방식과 토픽 간의 거리를 기반
으로 밀도를 측정하여 산출하는 Cao et al.(2009)의 방법 경우 산출된 값이 낮을수록 더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다. 반면, 정보 인출(information retrieval)에 근거한 Deveaud et
al.(2014), 확률 기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Griffiths와 Steyvers(2004)의 방법

의 경우에는 산출된 값이 높을수록 더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4가지 측정 모델
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연구의 분석 자료에서는 토픽의 수가 10개일 때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는 적정 토픽 수 산출 결과를 바탕으로 추출한 10개의 토픽과 각 토픽을 구성
하고 있는 단어 10개를 제시한 것이다. 참고로, 토픽별 10개 단어는 토픽별로 등장할 확
률이 높은 순으로 제시된 것이다. 토픽모델링 분석에서는 각 토픽에 등장할 확률이 높은
단어를 기반으로 연구자가 토픽명을 부여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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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2> 표적집단면접 자료에 대한 토픽 분석 결과
구분

국립대학 교수의
역할

의사결정기구 구성

총·학장 선거

사무국장 제도

교수 관련
대의·견제 기구

1

교수

구성

총장

사무국장

대학평의원회

2

연구

결정

직선제

보직

교수회

3

강의

위원회

선거

구조

심의

4

공무원

회의

임명

권한

학칙

5

행정

자체

학장

운영

의결

6

강사

외부

간선제

입장

규정

7

시간

과정

단과대

인사

기구

8

사립대

내부

순위

관리

기능

9

수당

발전

선출

시설

중요

10

대학원

위원

투표

조직

개정

외부 거버넌스

직원 관련

외부 거버넌스

국립대학

학생 관련

(감사)

대의·견제 기구

(평가)

거버넌스의 가치

대의·견제 기구

1

교육

직원

평가

문제

학생

2

감사

예산

사업

통제

학생회

3

정책

교수

필요

제도

민주

4

고등

역할

정부

자율

참여

5

잘못

대표

재정

책임

학과

6

전문

노조

지원

교대

단체

7

교수

재정위원회

국가

사회

등록금

8

징계

견제

지자체

국가

운영

9

전문가

직원회

정부재정지원사업

목적

회장

10

개발

요구

공립

이유

전체

구분

첫 번째 토픽에 등장할 확률이 높은 단어는 ‘교수’, ‘연구’, ‘강의’, ‘공무원’, ‘행정’ 등으
로, 국립대학의 주요 이해당사자 집단 중 하나인 교수와 관련이 높다고 판단되어 토픽명
을 ‘국립대학 교수의 역할’로 설정하였다. 토픽 내 주요 단어 중 ‘공무원’, ‘행정’과 같은
단어가 등장한 것은 국립대학 교수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사립대학 교수와 대비되는 특수
성을 드러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시간)강사’는 교수의 역할 중 강의 측면과 관련
되어 해당 토픽의 주요어로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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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토픽에 등장할 확률이 높은 단어는 ‘구성’, ‘결정’, ‘위원회’, ‘회의’ 등으로, 대
학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관련이 높다고 판단되어 토픽명을 ‘의사결정
기구 구성’으로 부여하였다. 토픽 내 주요 단어 중 ‘내부’, ‘외부’, ‘자체’, ‘위원’ 등의 단
어가 등장한 것은 위원회 구성 시 내·외부 위원이 포함되는 조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주요어에 ‘발전’이 포함된 것은 대학 내 의사결정기구에서 학내 발전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빈번하게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토픽에 등장할 확률이 높은 단어는 ‘총장’, ‘직선제’, ‘선거’, ‘임명’, ‘학장’, ‘간
선제’, ‘선출’, ‘투표’ 등으로, 총장 또는 학장 선거와 관련된 단어가 주로 포함되어 있어
토픽명을 ‘총·학장 선거’로 설정하였다. 토픽 내 주요 단어를 살펴보면 총장 선출 방식으
로는 직선제와 간선제가 고루 언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 토픽에 등장할 확률이 높은 단어는 ‘사무국장’, ‘보직’, ‘구조’, ‘권한’, ‘운영’
등으로, 국립대학 내 교직원 조직에서 주요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무국장과 관련이 높다
고 판단되어 토픽명을 ‘사무국장 제도’로 설정하였다. 토픽 내 주요 단어 중 ‘권한’, ‘운
영’, ‘인사’, ‘관리’ 등이 등장한 것은 국립대학에서 사무국장이라는 지위가 직원 조직의
인사 관리 등 운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 토픽에 등장할 확률이 높은 단어는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심의’, ‘학칙’,
‘의결’ 등으로 나타나, 토픽명을 ‘교수 관련 대의·견제기구’로 설정하였다. 토픽 내 주요

단어로 나타난 ‘심의’, ‘의결’의 경우에는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의 주요 기능이기에 포
함된 것으로 보이며, ‘개정’의 경우 2017년 11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평의원
회를 국립대학에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배경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당 토
픽에 ‘중요’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면담 대상자들은 교수 관련 대의·견제기구에
대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섯 번째 토픽에 등장할 확률이 높은 단어는 ‘교육’, ‘감사’, ‘정책’ 등으로,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외적통제 수단 중 하나인 감사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토픽명을 ‘외부
거버넌스(감사)’로 부여하였다. 해당 토픽에는 ‘잘못’, ‘징계’ 등의 부정적인 단어가 주요
단어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문’, ‘전문가’와 같은 단어가 나타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곱 번째 토픽에 등장할 확률이 높은 단어는 ‘직원’, ‘예산’, ‘교수’, ‘역할’, ‘대표’, ‘노
조’, ‘직원회’ 등으로 나타나, 토픽명을 ‘직원 관련 대의·견제기구’로 부여하였다. 토픽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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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어인 ‘재정위원회’는 교원뿐 아니라 직원도 포함되어 대학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
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므로 토픽 내 주요 단어로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여덟 번째 토픽에 등장할 확률이 높은 단어는 ‘평가’, ‘사업’, ‘필요’, ‘정부’, ‘재정’, ‘지
원’ , ‘지자체’ 등으로, 주로 평가를 통해 선정되는 정부지원재정사업과 관련된 단어들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여 토픽명을 ‘외부 거버넌스(평가)’로 설정하였다. 해당 토픽에 ‘필요’
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면담 대상자들은 외부 거버넌스 중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중요하게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홉 번째 토픽에 등장할 확률이 높은 단어는 ‘문제’, ‘통제’, ‘제도’, ‘자율’, ‘책무’ 등으
로, 책무성 또는 자율성과 같은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가치와 관련된 언급이 드러나고 있
어 토픽명을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가치’로 부여하였다. 또한 토픽 내 주요 단어를 고려
할 때, 면담 대상자들은 국립대학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국가의 통제나 그 존재 목적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토픽에 등장할 확률이 높은 단어는 ‘학생’, ‘학생회’, ‘민주’,
‘참여’, ‘단체’ 등으로, 토픽명을 ‘학생 관련 대의·견제 기구’로 설정하였다. 토픽 내 주요

단어 중 ‘민주’와 ‘참여’를 고려할 때 면담 대상자들은 대학 운영에 대한 학생의 참여와
민주성 확보를 주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당 토픽에서는 학생들이 가
장 직접적으로 체감·논의할 수 있는 ‘등록금’이 주요어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외부의 사회적 인식

가. 분석 자료
언론기사에 나타난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쟁점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자료는 한국언
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BIG KINDS)’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빅카인즈는 뉴스 빅데이
터 서비스 시스템으로 총 54개 국내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언론기사를 수집하고, 수집된 기사에 대해 뉴스식별자(ID), 일자, 언론사, 제
목, 키워드, 본문, URL 등의 정보가 포함된 메타 데이터를 엑셀파일로 제공한다(한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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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진흥재단, 2019: 2-9). 이 연구에서 언론기사 수집을 위한 검색 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로 설정하여 최근 10년 이상 동안 다뤄진 국립대학 거버넌

스 관련 쟁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언론기사 자료 수집을 위한 검색어로는 ‘국립대학 거버넌스’ 뿐 아니라, 국립대학 의사
결정기구 관련 단어(평의원회,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 구성원, 총장 선거, 운영, 지배구
조)에 ‘국립대학’을 조합한 검색어도 함께 활용하였다. 이는 ‘국립대학 거버넌스’가 일반
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어서 해당 키워드만으로는 제한적으로 기사가 검색되는 한
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언론기사를 포괄하기 위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관련 검색어
를 활용하여 최초 수집된 언론기사는 총 3,827건이었으며, 이 중 뉴스식별자 변수를 활
용하여 중복 수집된 기사 1,016건을 제외하였다. 또한 대학 홍보 및 행사 개최 안내, 보
직교수 임용 등의 단순 동정 기사, 여러 가지 단신 뉴스가 혼합된 기사 등 국립대학 거버
넌스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기사들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는 총 52개 언론매체의 뉴
스 기사 2,177건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Ⅴ-13> 언론 매체별 언론기사의 수
유형

중앙지

중앙지

경제지

언론 매체명

기사 수(건)

경향신문

63

국민일보

45

유형

지역
종합지

언론 매체명

기사 수(건)

경기일보

9

경남도민일보

35

경남신문

25

내일신문

25

동아일보

3

경상일보

3

문화일보

35

경인일보

6

서울신문

44

광주매일신문

25

세계일보

42

광주일보

12

조선일보

3

국제신문

107

중앙일보

7

대구일보

21

한겨레

100

대전일보

66

한국일보

50

매일신문

44

매일경제

42

무등일보

10

머니투데이

92

부산일보

102

서울경제

25

영남일보

71

아시아경제

58

울산매일

1

지역
종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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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언론 매체명

기사 수(건)

아주경제

언론 매체명

기사 수(건)

22

전남일보

29

파이낸셜뉴스

34

전북도민일보

25

한국경제

67

전북일보

57

헤럴드경제

49

제민일보

21

MBC

9

중도일보

166

SBS

10

중부매일

28

YTN

11

중부일보

7

디지털타임스

16

충북일보

113

전자신문

15

충청일보

25

강원도민일보

73

충청투데이

129

강원일보

74

한라일보

26

방송사

전문지
지역
종합지

유형

나.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앞선 표적집단면접 결과 분석과 동일하게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즉, 수집된 언론기사 텍스트 자료에 대해 ‘전처리’를 수행하고, ‘형태소 분
석’을 거쳐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automated text analysis)이 가능한 형태로 자료를 가
공하였다. 이후 ‘키워드 빈도 분석’을 통해 TF, 정규화 된 TF-IDF를 산출하여 언론
기사에서 빈번하게 등장한 주요어를 산출하고, TF가 5회 이상인 단어들을 대상으로 ‘연
관어 분석’을 실시하여 주요어와 연관성 높은 단어들을 탐색하였으며, ‘토픽모델링 분석’
을 통해 키워드 빈도 분석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언론기사의 쟁점들을 도출하였다.
이 중 앞선 면담자료 분석에서 간단히 언급한 전처리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
면 다음과 같다. ‘전처리’ 단계에서는 수집된 텍스트 자료 중 동일·유사어지만 다르게 표
현된 단어들을 통일하는 ① 정규화(normalization) 작업과, ② 분석 시 불필요한 단어
및 어구를 삭제하는 작업을 수행한다(유예림, 2017: 98).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우선
‘정규화’ 작업의 일환으로 축약어(예: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국교련’), 형태가

다르게 표기된 용어(예: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 서울교육대, 서울교대), 여러 언
어로 표기된 용어(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을 동일한 용어로 변환하였다.
또한 복수형으로 형태소 분석이 이루어진 단어(예: 대학들, 직원들, 교수들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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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단수형(예: 대학, 직원, 교수)으로 일치시키고, 유사어(예: ‘교원’과 ‘교수’)를 하나의
단어로 통일하였으며, 분석 목적에 맞게 다소 의미상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동일한 단어
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 단어(예: BK, ACE, SCK, LINC 등과 같은 정부재정지원사업)
역시 통일하였다. 또한 마침표, 쉼표, 괄호 등의 문장 부호와 숫자, 각종 기호로 표현된
특수 문자(예: ‘▷’), 의존명사나 기타 분석에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불용어(예: 내
달, 각종)와 너무 자주 반복되어 분석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단어(예: 국립대
학, 거버넌스)들을 제거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 활용한 빅카인즈 뉴스 서비스 자료의 경우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형태소 분석을 거친 키워드가 제공된 형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제공된 키워드를 그대로 사용하여 분석할 경우 제한점이 있어 별도의 가
공 단계를 거쳤다. 즉, 빅카인즈 형태소 분석 결과의 경우 키워드가 복합명사 형태로 많
이 산출되는데 분석 목적에 따라 분리해야 하는 단어들(예: 법령개정, 반박성명)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필요한 경우 연구자가 직접 단어의 띄어쓰기를 분리 조정하였
다. 또한 일부 단어의 경우에는 복합명사의 형태로 추출되어야 하는데 분리되어 산출된
경우(예: 구조개혁 평가, 구조 개혁 평가)가 있었다. 이 경우에는 복합명사의 형태로 추출
되기 원하는 단어(예: 구조개혁평가)를 사용자 사전에 추가하고, 만약 부착되지 않는 경
우 별도의 프로그래밍 코드를 직접 작성하여 분리된 명사를 붙여 줄 수 있도록 한 뒤
분석하였다.

다. 분석 결과
가)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
우선, 단순 출현 빈도인 TF 분석 결과 ‘총장’, ‘교수’, ‘교육부’, ‘직선제’가 5,000회
이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폐지’, ‘정부’, ‘추진’,
‘후보’, ‘방안’, ‘선출’ 등이 높은 순위로 등장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언론보도 자

료의 주요 키워드는 국립대학 총장 선출 방법 및 관련 주체들과 관련된 단어들로 구성되
어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언론에서는 총장 선출 관련 기사를 집중적으로 다룬 것을 간
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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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4> 언론보도 자료 내 빈출어 상위 30개: TF 기준
순위

단어

빈도(TF)

순위

단어

빈도(TF)

1

총장

13,245

16

재정

1,885

2

교수

7,722

17

부산대

1,875

3

교육부

7,189

18

법인화

1,871

4

직선제

6,959

19

선진

1,850

5

폐지

3,809

20

방식

1,788

6

정부

3,299

21

임용

1,750

7

추진

2,836

22

자율

1,686

8

후보

2,698

23

학생

1,684

9

방안

2,534

24

정책

1,646

10

선출

2,361

25

구성원

1,632

11

교육

2,239

26

전국

1,620

12

선거

2,231

27

간선제

1,593

13

교수회

2,042

28

운영

1,579

14

지원

2,018

29

평가

1,438

15

국교련

1,936

30

공립대

1,419

또한 단어 출현 빈도의 중요도를 반영한 정규화 된 TF-IDF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
다. 분석 결과 ‘직선제’가 가장 높은 빈도로 등장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총장’, ‘법인
화’, ‘국교련’, ‘후보’, ‘선거’, ‘교수회’, ‘폐지’ 순으로 빈번하게 나타났다. TF-IDF 분석
결과는 TF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국립대학의 총장 선출 방식과 관련된 단어들이 언론
보도 자료에서 빈번하게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인화’와 ‘국교련’, ‘교수회’의
경우 TF 분석에서는 상위 10위 단어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TF-IDF 분석에서는 상위 10
위 단어에 새롭게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언론보도 자료에서는 총장
선출 방식뿐 아니라 국립대학 법인화, 국교련 및 교수회 등 교수단체 등에 대한 보도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위 10위권은 아니나 ‘구조개
혁’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상위 15위 이내에 포함되었다. 이는 2015년 구조개혁평가로
대표되는 대학기관평가 및 정부재정지원사업 선정 등에 대한 보도 역시 중점적으로 이뤄
진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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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5> 언론보도 자료 내 주제어 상위 30개: 정규화 된 TF-IDF 기준
순위

단어

빈도(TF-IDF)

순위

단어

빈도(TF-IDF)

1

직선제

35.614

16

충북대

18.872

2

총장

31.621

17

통합

18.840

3

법인화

30.410

18

서울대

18.241

4

국교련

29.422

19

교수

18.204

5

후보

28.031

20

충남대

18.189

6

선거

24.821

21

정책

17.665

7

교수회

24.019

22

연봉

17.651

8

폐지

23.542

23

방식

17.639

9

선출

21.312

24

추진

17.470

10

투표

20.793

25

장관

17.198

11

간선제

20.696

26

기성회비

17.173

12

부산대

20.513

27

정부

16.655

13

임용

20.189

28

선정

16.488

14

구조개혁

19.528

29

선진

16.435

15

공립대

19.470

30

평가

16.414

나) 단어 관련성 분석 결과
앞선 면담 자료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주체, 내부 거버넌스, 외
부 거버넌스 관련 주요 단어,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 TF와 TF-IDF가 모두 높게 나타난
주요 단어에 대하여 단어 관련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Ⅴ-16> 언론보도 자료 내 주요 단어 관련성 분석 결과
구분

주체

내부
거버넌스

단어

연관 단어(상관계수)

교수

부산대(.38), 민주(.35), 분향소(.34), 죽음(.33), 인문관(.32), 고인, 목숨(.31)

직원

비율, 수당, 지급(.39), 교육연구비(.33), 경비(.32), 기본사항, 직급(.31)

학생

국민대, 숙명여대(.38), 학생회장(.30)

총장

직선제(.73), 선출(.57), 후보(.50), 임용(.47), 간선제(.46), 폐지(.45), 방식
(.43), 총추위, 추천(.38), 제청(.37), 민주, 파벌, 폐해(.36), 교육부, 부산대,
임명(.35), 선거(.34), 내부, 방송대, 절차(.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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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어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외부
거버넌스

주요
키워드

연관 단어(상관계수)
직원회(.37), 재협상(.36), 위원(.33), 결렬(.32)
평의원(.52), 설치, 조교(.47), 기구(.42), 구성(.41), 심의, 의사결정(.37), 견
제(.31), 민교협(.30)

교수회

본부(.53), 학칙(.32)

직원회

위원(.43), 교무위원회(.37), 선정관리위(.34), 구성안(.33)

학생회

학생회장(.49)

국가

부모(.37), 등록금(.35), 부담, 재정(.33), 유럽(.32), OECD(.30)

감사

감사원(.66), 시립(.37), 등재(.33)

평가

하위(.43), 지표(.42), 취업률(.35), 중점(.32), 충원(.31)

공시

정보(.50), 허위(.36)

교육부

제청(.39), 총장(.35), 거부, 직선제(.34), 임용(.33), 폐지(.32)

법인화

서울대(.58), 법인화법(.56), 법인(.47), 일본(.45), 이장무, 연구단(.35), 반대
(.34), 경쟁(.32), 논리, 신분, 점거(.31)

폐지

직선제(.71), 총장(.45), 교육부, 여부, 폐해(.32)

임용

제청(.66), 후보(.64), 추천(.56), 순위, 총장(.47), 거부(.46), 사유(.40), 방송
대(.36), 김현규, 총추위(.35), 교육부, 사태(.33), 간선제(, 적격(.32), 재추천
(.31)

우선, 국립대학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수’, ‘학생’, ‘직원’은 면담 자료와 달리 해당
키워드 간 상호 연관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각 키워드와 연관 관계가 상대적
으로 높은 단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수’의 경우 ‘부산대’, ‘민주’, ‘분향
소’, ‘죽음’ 등 총장 직선제와 관련된 부산대 교수의 투신 사건이 연관어로 언급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 면담 자료에서는 교수와 연관성 있게 나타난 ‘연구’, ‘강의’ 등
교수의 다양한 역할 관련 단어가 언론보도 자료에서는 연관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
다. 또한 ‘직원’의 경우 ‘비율’, ‘수당’, ‘지급’, ‘교육연구비’, ‘경비’ 등 예산 집행 관련 단
어들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에는 ‘국민대’, ‘숙명여대’, ‘학생회
장’등의 단어와 연관성이 있었는데, 국민대와 숙명여대의 경우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총
장 직선제에 대한 총학생회의 요구가 높았던 상황이 고려되어 주요 연관어에 포함된 것
으로 판단된다.
국립대학 내부 거버넌스 중 ‘총장’의 경우에는 ‘직선제’와 상관이 상당히 높았고, ‘선
출’, ‘후보’, ‘임용’, ‘간선제’ 등 총장 선출 방식 관련 단어들과 연관성이 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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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의 경우 ‘직원회’, ‘재협상’, ‘위원’, ‘결렬’과 같은 단어와, ‘대학평의원회’의

경우 ‘평의원’, ‘설치’, ‘조교’와 비교적 상관이 높았다. 또한 ‘교수회’의 경우 ‘본부’와 ‘학
칙’이, ‘직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교무위원회’, ‘선정관리위’와 같은 단어가 상호 연관
성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립대학 내부 거버넌스 관련 조직의 경우 해당 조직의 주요
구성원과 기능에 대한 단어들이 주로 연관성 있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교무위원회와 직원회의 경우 타 조직에 비해 상호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학생회’의 경우에는 ‘학생회장’과 연관성 있게 나타났다.
국립대학 외부 거버넌스 중 ‘국가’는 ‘부모’, ‘등록금’, ‘부담’, ‘재정’ 등의 단어와 연관
성이 나타났다. 이 경우 고등교육의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부모가 새롭게 관련어로 포함
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감사’의 경우 ‘감사원’, ‘시립’, ‘등재’와 연관
성이 나타났고, ‘평가’는 ‘하위’, ‘지표’, ‘취업률’ 등 대학기관평가의 주요 지표 또는 등급
관련 단어와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공시’는 ‘정보’와 ‘허위’라는 단어와 연
관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키워드 빈도 분석결과 빈도수와 중요도가 모두 높았던 ‘교육부’는 ‘제청’, ‘총
장’, ‘거부’, ‘직선제’ 등의 단어와 연관성이 나타났다. 이 역시 총장 선출 방식과 관련성
이 비교적 높은데, 국립대학 총장의 경우 교육부장관 제청을 거쳐 임명되는 맥락이 함께
고려되어 연관어가 추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법인화’의 경우 ‘서울대’, ‘법인화법’, ‘법인’
등 국립대학 법인화의 주체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관련 법과 연관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일본’, ‘반대’, ‘경쟁’ 등과 같은 단어가 주요 연관어로 포함되
어 국립대학 법인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외 사례가 언급되거나 반대 의견이 상당수
존재하였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폐지’의 경우 ‘직선제’와 가장 높은 연관성을 보였고 ‘총장’, ‘교육부’, ‘폐해’ 등과
같은 단어와도 연관성이 나타나 총장 직선제 폐지와 관련하여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확
인된다. ‘임용’의 경우에도 총장 선출 방식과 관련된 ‘제청’, ‘후보’, ‘추천’, ‘순위’, ‘총장’
등의 단어와 연관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거부’, ‘사태’와 같은 다소 부정적 어감
의 단어가 함께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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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해 언론보도 자료의 주요 쟁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정
토픽 수를 산출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앞선 면담 자료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선행연
구(Arun et al., 2010; Cao et al., 2009; Deveaud et al., 2014; Griffiths & Steyvers,
2004)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의 적정 토픽 수 산출 방법을

토대로 최적의 토픽 수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론보도 자료
에서는 토픽의 수가 12개일 때 토픽 모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Ⅴ-2] 언론보도 자료 적정 토픽 수 산출 결과: 적합도 비교

다음 표는 추출된 12개의 토픽과 각 토픽별 주요어, 가장 대표적으로 해당 토픽이 나
타난 문서(언론보도 기사)의 수이다. 이때 토픽별 10개 단어는 토픽별로 등장할 확률이
높은 순으로 제시된 것이다. 토픽모델링 분석에서는 각 토픽에 등장할 확률이 높은 단어
를 기반으로 연구자가 선행연구 등에 근거하여 토픽명을 부여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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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7> 언론보도 자료에 대한 토픽 분석 결과
국립대학
구분

선진화 방안
(총장직선제)

고등교육 정책

지역 거점

교수 단체 요구

대학구조개혁

총장 직선제

비판

국립대학 발전

사항

평가

폐지

1

직선제

교육부

지역

국교련

구조개혁

총장

2

총장

정책

발전

교수

추진

교수

3

폐지

교육

학생

전국

교육부

부산대

4

교육부

정부

경쟁

공립대

구조조정

직선제

5

방안

국회

통합

장관

구조

선출

6

공모

의원

캠퍼스

회장

개혁

간선제

7

선진

비판

거점

단체

평가

자율

8

사업

주장

사업

요구

충북대

교육부

9

개선

사립대

방안

경북대

선정

민주

10

결정

단체

역할

성명

지정

방식

문서수
(%)

225

156

172

219

238

193

(10.3)

(7.2)

(7.9)

(10.1)

(10.9)

(8.9)

국립대학 총장

국립대학

선출 과정

법인화

국립대학
구분

선진화 방안
(기성회회계)

구성원별 투표
반영 비율 논란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성과목표제)

총장 선거 논란

1

재정

교수회

교수

총장

법인화

선거

2

기성회비

투표

방안

후보

정부

총장

3

등록금

구성원

선진

임용

서울대

교수

4

운영

개정

연봉

교육부

지방

후보

5

예산

충남대

성과급

선출

지원

전북대

6

회계

교수

학장

방식

재정

개입

7

학생

직원

추진

추천

추진

의혹

8

지원

구성

성과

순위

자율

내부

9

직원

내부

시행

임명

법인

조사

10

국가

찬성

교육

총추위

경쟁

임명

문서수
(%)

161

141

166

233

150

123

(7.4)

(6.5)

(7.6)

(10.7)

(6.9)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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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토픽에 등장할 확률이 높은 단어는 ‘직선제’, ‘총장’, ‘폐지’, ‘교육부’, ‘방안’,
‘선진’ 등으로, 교육부가 발표한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 중 총장 직선

제 개선과 관련이 높다고 판단되어 토픽명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총장직선제’로 설정
하였다. 토픽 내 주요 단어 중 ‘폐지’, ‘개선’과 같은 단어가 등장한 것은 총장직선제에
대한 개선 또는 폐지 관련 쟁점이 부각되었던 점을 드러내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토픽에 등장할 확률이 높은 단어는 ‘교육부’, ‘정책’, ‘교육’, ‘정부’, ‘국회’, ‘비
판’ 등으로 나타나, 토픽명을 ‘고등교육 정책 비판’으로 부여하였다. 토픽 내 주요 단어에
국립대학 이외의 ‘사립대’, ‘국회의원’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보아, 국립대학을 포함한 국
가 고등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각종 의견이 전방위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토픽에 등장할 확률이 높은 단어는 ‘지역’, ‘발전’, ‘학생’, ‘경쟁’, ‘통합’, ‘거점’
등으로 나타나, 토픽명을 ‘지역 거점 국립대학 발전’으로 설정하였다. 토픽 내 주요 단어
에 ‘경쟁’, ‘통합’, ‘캠퍼스’, ‘거점’ 등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보아, 지방 대학 및 캠퍼스,
특히 지방 거점 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학생 확보 및 사업 유치, 대학 간 경쟁·협력 및
통합 방안 등의 다양한 노력이 강조된 쟁점으로 파악된다.
네 번째 토픽에 등장할 확률이 높은 단어는 ‘국교련’, ‘교수’, ‘단체’, ‘요구’, ‘성명’ 등으
로, 국교련을 포함한 전국 교수단체 차원의 각종 요구 사항이 포함된 쟁점이라고 판단되
어 토픽명을 ‘교수 단체 요구사항’으로 설정하였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의 활동이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을 포괄하는 만큼 ‘공립대’라는 단어가 함께 주요하게 사
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주로 성명서 형태로 단체의 의견을 제시하는 배경이 고려되어 ‘성
명’이라는 단어도 주요어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 토픽에 등장할 확률이 높은 단어는 ‘구조개혁’, ‘추진’, ‘교육부’, ‘구조조정’,
‘평가’ 등으로 나타나, 토픽명을 ‘대학구조개혁평가’로 설정하였다. 현재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2015년 당시 1주기 평가가 시작될 때에는
‘대학구조개혁평가’라는 명칭으로 논의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관련 단어가 주요하게 포

함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학사구조 개편 및 정원 감축 등이 진행되었기에 ‘구조조
정’이라는 단어 역시 주요어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
라 등급별 대학을 지정하고 특정 등급 대학에게는 국고 사업 등 재정 지원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선정’, ‘지정’과 같은 단어가 주요어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 번째 토픽에 등장할 확률이 높은 단어는 ‘총장’, ‘교수’, ‘부산대’, ‘직선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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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총장 직선제 폐지와 관련된 부산대 교수의 투신 사건이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토
픽명을 ‘총장 직선제 폐지’로 설정하였다. 이 토픽에서는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장직선제 폐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여섯 번째
토픽은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에 제시된 총장직선제 개선 관련 쟁점을 소개·논의하
는 첫 번째 토픽과 성격이 다른 쟁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일곱 번째 토픽에 등장할 확률이 높은 단어는 ‘재정’, ‘기성회비’, ‘등록금’, ‘운영’, ‘예
산’, ‘회계’ 등으로, 교육부가 발표한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 중 기성회
회계 제도 개선 및 운영 선진화와 관련이 높다고 판단되어 토픽명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기성회회계’로 설정하였다.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에서 해당 쟁점은 국립대학 등록
금 인상의 주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기성회회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토픽
내 주요어에 ‘등록금’, ‘재정’, ‘회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여덟 번째 토픽에 등장할 확률이 높은 단어는 ‘교수회’, ‘투표’, ‘구성원’, ‘개정’, ‘교수’,
‘직원’, ‘내부’ 등으로 나타나, 토픽명을 ‘구성원별 투표 반영 비율’로 설정하였다. 특히

토픽 내 주요어에는 ‘충남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2019년 총장직선제를 앞둔 해당 대학
의 경우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총장 선거에 대한 직원 투표 반영 비율 확대가 논란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이 토픽 주제어 구성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홉 번째 토픽에 등장할 확률이 높은 단어는 ‘교수’, ‘방안’, ‘선진’, ‘연봉’, ‘성과급’
등으로, 교육부가 발표한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 중 총장의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도입과 관련이 높다고 판단되어 토픽명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성과목표
제’로 설정하였다. 또한 토픽 내 주요 단어에 ‘학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관련 쟁점
을 보도할 때 동일 방안에서 주요 내용으로 다뤄진 단과대학 학장 공모제 시범 도입이
함께 언급된 결과로 판단된다.
열 번째 토픽에 등장할 확률이 높은 단어는 ‘총장’, ‘후보’, ‘임용’, ‘교육부’, ‘선출’, ‘방
식’, ‘임명’ 등으로 나타나, 토픽명을 ‘국립대학 총장 선출 과정’으로 부여하였다. 앞선 두
개의 총장 선출 관련 토픽(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총장직선제, 총장 직선제 폐지)에서와
달리, 이 토픽에서는 주로 각 국립대학에서의 총장 선출 과정이 총장후보자 대상과 선출
결과에 대한 사실(fact) 보도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었다. 즉, 관련 언론보도에서는 어떠한
인물이 총장후보자로 등장하였고, 각 후보자들이 몇 순위로 표를 득하였는지, 그리고 총
추위에서는 총장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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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한 번째 토픽에 등장할 확률이 높은 단어는 ‘법인화’, ‘정부’, ‘서울대’, ‘지방’, ‘자율’,
‘법인’ 등으로 나타나, 토픽명을 ‘국립대학 법인화’로 설정하였다. 기존 국립대학에서 국

립대법인으로 전환된 대학은 서울대와 인천대가 있는데, 서울대가 가장 먼저 법인화가
이루어져서 언론보도 자료에 보다 빈번하게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립대학 법인
화의 경우 국립대학의 자율성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정책이기 때문에 해당 토픽
의 주요어에 ‘자율’이라는 단어가 특징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열두 번째 토픽에 등장할 확률이 높은 단어는 ‘선거’, ‘총장’, ‘교수’, ‘후보’, ‘전북대’,
‘개입’, ‘의혹’ 등으로 나타나, 토픽명을 ‘총장 선거 논란’으로 설정하였다. 토픽 내 주요

단어에 ‘개입’, ‘의혹’, ‘내부’, ‘조사’ 등이 포함된 것은 2018년 총장 선거 당시 현직 경찰
과 전·현직 교수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어 관련 수사가 벌어진 배경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상의 12개의 토픽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문서(언론보도 기사)의 수를 살펴
보면, 국립대학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대학구조개혁평가‘(10.9%)가 가장 쟁점이 된 토픽
이고, 그 다음으로 ‘국립대학 총장 선출 과정’(10.7%),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총장직선
제’(10.3%)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립대학 총장 선출
과정’(10.7%),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총장직선제’(10.3%), ‘총장 직선제 폐지’(8.9%), ‘구
성원별 투표 반영 비율 논란’(6.5%), ‘총장 선거 논란’(5.6%)이라는 5개 쟁점 모두 총장
선출 방식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언론보도 자료에서는 ‘국립대
학 총장 선출’(총 42.0%, 5개 쟁점 합산 기준)에 대한 쟁점이 가장 부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소결

Ⅴ장에서는 국립대학 거버넌스에 대한 ‘국립대학 구성원의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하고,
‘외부의 사회적 인식’을 분석하였다. 먼저 ‘국립대학 구성원의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립대학 교수, 직원,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여 구성원의 경험적 인식에 기초한 쟁점과 문제에 대한 인식 및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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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텍스트 빅데이터(Text Big data) 분석을 활용하여 표적집단면
접(FGI: Focus Group Interview) 녹취 전사자료인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 자동화된 분석
을 실시함으로써 유의미한 결과를 탐색하였다.
다음은 ‘외부의 사회적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텍스트 빅데이터(Text Big data) 분
석을 활용하였으며, 분석 자료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 기간 내 국립대
학 거버넌스와 관련된 기사로서 최종 52개 언론매체의 뉴스 기사 2,177건이었다.

가. 국립대학 구성원의 인식 및 요구
1) 표적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분석 결과

표적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통해 분석한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문제
점과 쟁점 등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과 요구는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 ‘대학의 장(총
장)’, ‘내부의사결정구조(내부거버넌스)’, ‘외부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나타났는데 주요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에 대한 인식은 ‘정부의 과도한 영향력’, ‘획일적 조직
운영 및 정책의 일관성 미흡’, ‘대학에 대한 불신 및 소통 부족’, ‘사무국장 파견 제도의
문제점’ 등으로 나타났다. 먼저 정부의 과도한 영향력으로 총장 임명권과 연계된 영향력,
대학재정지원 권한 관련 영향력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획일적 조직운영 및 정책
의 일관성 미흡과 관련하여 국립대학에 대한 규정 및 제도의 일률적 적용, 대학운영 관련
지침이나 기준 등의 일관성 부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에 대한 불신 및
소통 부족 관련 정부의 하향식 관리·감독과 소통 억제로 인한 신뢰성 저하가 나타났으며,
사무국장 파견제도의 쟁점 및 문제점과 관련하여 대학의 수요나 요구 반영 미흡, 임기의
불안정성, 대학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 편차, 과도한 권한 및 영향력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 하에 구성원들은 ‘국가의 관리 역할 개선’과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방향
성 및 관점의 변화’, ‘국립대학 운영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를 갖고 있었다. 국가의 관리
역할 개선은 대학운영의 과정적 자율성 보장 및 결과의 책무성 관리 강화, 국립대학 운영
에 관한 방향성 및 관점 변화는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의 방향성 정립 및 수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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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필요, 국립대학 운영지원 확대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마련 등 재정지원의 안정
성, 투명성 확보,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확대, 경상비 지원 및 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에
대해 요구하였다.
둘째, 대학의 장(총장) 관련 구성원들의 인식은 ‘총장의 강력한 교무통할권과 의사결정
권’, ‘총장 선출 관련 쟁점’, ‘총장 제도 관련 이슈’ 등으로 나타났다. 먼저 최종의사결정
권자로서 총장의 강력한 교무통할권과 의사결정권에 대해 구성원들은 최종의사결정권자
로서 총장의 권한 비대, 정부의 총장독임주의 강화를 통한 학내 기구와의 견제·협력 저
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총장 선출 관련 쟁점에 대해 총장 선출 방식 결정 주체의
이슈,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선발 문제, 구성원의 실제 투표 반영 비율에 대한 갈등, 총
장 선거 과정의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총장 제도 관련 이슈로서 총장 후보 자질 및 외부
영입 등 후보 구성의 문제와 총장 임명지연으로 인한 공석 사태, 임명 이후 총장의 업무
수행 및 리더십 발휘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 하에 구성원들은 ‘학내 견제·협력 기구의 역할 강화’ 및 ‘총장에 대한 중
간평가 시행’, ‘총장의 권한 및 역할 분담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체제 구축’, ‘총장 후보
자의 적합성 제고를 위한 후보자 풀 관리’ 에 대한 요구를 갖고 있었다.
셋째, 내부 의사결정구조(내부거버넌스)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은 ‘대학평의원회 구
성 및 운영’, ‘의사결정기구 간 구조 및 관계’, ‘교수회의 구성 및 운영’, ‘재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직원회 구성 및 운영’, ‘학생회 구성 및 운영’, ‘교수, 직원, 학생의 역할 및
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 ‘학장임명제 등’과 관련하여 나타났다.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평의원회의 일률적 설치 의무로 인한 문제, 위원 구성 및 구성원
참여 비율의 문제, 임원 선출 관련 갈등, 위원의 대표성 문제, 대학평의원회의 권한 및
위상의 문제, 대학평의원회의 운영 문제 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의사결정기구 간 구조
및 관계에 대해 학내 다양한 의사결정절차의 중복성 및 다양성, 효율성 및 충분성 논란,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 간 역할 정립 문제 등이 확인되었다. 교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하여 교수회의 기능과 위상 실태, 대학평의원회 법제화 이후 교수회의 역할 변화 및 역할
갈등 문제 등이 제기되었으며, 재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하여 실질적 견제 기능 미
흡, 재정위원회 의사결정의 충실성 및 전문성 문제 등을 인식하고 있었다. 직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하여 직원회 설치 및 위상의 문제, 직원단체의 다양성으로 인한 대표단체의
모호성 문제가 있었으며, 학생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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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의 어려움, 의사결정구조에서 학생 참여의 한계, 학생회의 정치적 편향성 등의 신규
이슈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수, 직원, 학생의 역할 및 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는 타 구성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교수의 역할
에 대한 직원과 학생의 부정적 인식, 직원의 역할에 대한 교수의 부정적 인식 등이 있었
다. 마지막으로 학장임명제 등과 관련하여 구성원들은 학장임명제의 문제점과 보직교수
의 임기 및 권한 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 하에 구성원들은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 다각화, 대학평의원회 등 학내
의사결정기구 운영에 관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요구, 구성원 참여 활성화를 위한
보상제도 및 책무성 기제 마련, 구성원 의사소통 확대를 위한 협의체 구성, 학생회 역할
강화 및 학생과 직원의 역량 제고 지원 등에 관한 요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외부거버넌스 관련 구성원들의 인식은 ‘평가 관련 쟁점’, ‘감사 관련 쟁점’, ‘공시
관련 쟁점’, ‘지역사회 외부인사의 대학운영 참여 문제’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었다. 먼
저 평가 관련 쟁점에 대해 통제적 평가 지양,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평가에 대한 대학의
유불리 문제 등을 지적하였으며, 감사 관련 쟁점으로 통제 수단으로서 감사에 대한 부정
적 인식과 자체감사 실시 효과의 문제,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주체 선정 문제 등을 인식
하고 있었다. 공시 관련 쟁점으로 정보공시 관리 및 활용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지역사회 외부인사의 대학운영 참여 문제에 대해 외부인사의 적정 참여 수준에 대한 인
식 차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성원들은 외부거버넌스 관련 평가 및 감사의 컨설팅 기능 병행, 학문발전 차원의 내
용적 평가 도입, 독립된 전담 평가기구 설치 및 대학과의 소통 활성화, 감사 전문성 제고
및 인력 확충, 독립된 기구를 통한 전문 컨설팅이나 준법감시인제도 등 새로운 외적 장치
마련, 내부 감사 조직 정비, 감사 주기 및 기준 개선 등의 요구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텍스트 빅데이터(Text Big data) 분석 결과

국립대학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적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녹
취 전사자료에 대해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대학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총장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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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총장’과 ‘직선제’는 매우 빈번하게 언급되었고, ‘총장 선
거’ 관련 쟁점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 국립대학 총장 제도
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은 다소 부정적이며, 총장 선출 방식 등을 포함한 총장 제도의 개
선은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주요 쟁점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국립대학 내부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구성원 간 인식 개선과 상호 존중이 필요하
다. 분석 결과, 주요 단어로 ‘교수’, ‘총장’, ‘직원’, ‘학생’ 등 국립대학의 내부 구성원이자
의사결정 주체들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단어 관련성 분석 결과 해당 주요어들 간
상호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학생’의 경우 활성화, 요구, 참여와 같은 연관어가 도출
되었다. 이를 통해 국립대학의 구성원들은 상호 관계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학생의 경우
참여 활성화 등의 요구가 대학 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학 내부 구성원
간 인식 개선 및 상호 존중을 견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구성원의 대학 운영에 대한 참여도
를 제고하고 구성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채널 구축의 활성화가 검토될 필요
가 있다.
셋째, 국립대학 외부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감사, 공시, 평가 체계 및 운영상의 개선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연관어 분석 결과 외부 거버넌스 중 ‘감사’와 관련해서 표적집
단면접 자료의 경우 ‘표적’, ‘지적’이 연관어로 나타났다. 특히 ‘공시’와 관련해서는 연관
어로 ‘점검’, ‘검토’, ‘스트레스’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감사 및 공시제도와 관련된 구성
원의 인식은 부정적이며,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부 감사기구의 전문성과 신뢰
도를 제고하고 공시 정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립대학과 국가 간의 관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사무국장’의 경우 일방, 장악과 같은 부정적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고려할
때, 특히 사무국장 제도에 대한 개선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민주적인 국립대학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가 요청된다. 분석 결과, 교수뿐 아니라 직원과 학생 등 다양한 대학 구성원의 역할
과 기능, 참여가 주요 단어로 강조되고 있다. 이는 표적집단면접 자료에 대한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에서 ‘대의·견제기구’가 교수, 직원, 학생 모두에 대해 쟁점으로 언급된 점에서
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국립대학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민주적인 국립대학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는 사
회 전반의 인식 제고가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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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구성원의 인식 및 요구

나. 외부의 사회적 인식 분석
국립대학의 거버넌스에 대한 외부의 사회적 인식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 기간 내 국립대학 거버넌스와 관련된 기사로서 최종 52개 언

론매체의 뉴스 기사 2,177건을 활용하여 텍스트 빅데이터(Text Big data)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의 표적집단면접 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국립대학 거버넌스를 개선
하기 위해 총장 제도 개선 방안이 검토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표적집단면접 자료와 유
사하게 언론보도 자료에서도 분석 결과 ‘총장’과 ‘직선제’가 매우 빈번하게 언급되었으며
‘총장 선거’ 관련 쟁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보도 자료에 대한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에서는 총장 선거 관련 쟁점이 5개(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총장직선제, 총장
직선제 폐지, 국립대학 총장 선출 과정, 구성원별 투표 반영 비율 논란, 총장 선거 논란)
로 지배적이었고, 단어 관련성 분석 시 ‘총장’과 관련된 주요어로 폐지, 파벌, 폐해 등이
나타났다. 현재 국립대학 총장 제도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총장 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둘째, 국립대학 내부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구성원 간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언론보도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구성원별 투표 반영 비율 논란’ 등 국립대학 거버넌스
를 둘러싼 구성원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향후 해소되어야 할 쟁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셋째, 국립대학 외부 거버넌스인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개선이 요구된다. 언론보도
자료 내 주요 단어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평가의 경우 ‘하위’, ‘지표’ 등의 연관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시의 경우 ‘정보’, ‘허위’의 연관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평
가의 경우 ‘하위’와 같은 단어는 평가의 기능이 대학의 순위 결정이나 평가 결과에 따른
처분이 예상되는 활용성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평가가 대학의 장점이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역할 또한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
에서 컨설팅 성격이 보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공시의 경우 ‘정보’, ‘허위’라는 단어의 연
관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공시 정보의 수준 및 범위가 적정한 지 검토하
여 대학운영 등의 정보를 수요자 입장에서 투명하고 충분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정
확한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브리핑이나 정보의 관리·점검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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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국립대학과 교육부의 관계 개선 및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추진의 역할 변화가 필
요하다. 언론보도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교육부’는 빈도상 상위 3위 단어로 포함되었으
며, 이 단어는 ‘거부’, ‘폐지’와 같은 부정적 어감의 단어와도 관련성이 나타났다. 또한
언론보도 자료에 대한 토픽 분석 결과에서는 국립대학과 관련된 ‘고등교육 정책 비판’자
체가 하나의 쟁점으로 도출되는 등 언론보도에서는 국가 또는 교육부의 정책을 비판적
견지에서 바라보는 기사가 많았다. 따라서 차후 국립대학과 국가 간 관계를 개선하기 위
해서는 정부와 국립대학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국가는 국립대학에게 책무성을 강조
함과 동시에 대학 운영의 과정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상호 지원 및 육성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국립대학 거버넌스에 있어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 및 협력적 대학운영의 중요
성이 인정될 필요가 있고,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언론보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립대학 거버넌스는 주로 교수나 총장을
중심으로만 보도되고 있어, 학생이나 직원 등 일부 구성원의 경우 거버넌스의 중심에 있
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구성원의 참여 여부나 수준, 방식 등은 대학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나,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확립 및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대학운영을 위해서는 각 구성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편, 언론보도자
료 분석 결과에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 발전’이 쟁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립대학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의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
성도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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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 방안
1.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 개선 방안
2. 총장 제도 관련 개선 방안
3. 내부 거버넌스 개선 방안
4. 외부 거버넌스 개선 방안
5. 후속 연구과제

Ⅵ.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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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 방안

이 장에서는 앞의 각 장에서 도출된 국립대학 거버넌스 현황 및 인식 등에 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 및 과제를 제안하였으며, 후속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아래
그림은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 목적, 기본방향, 개선 방안 및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목적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체제 정립 및 운영 개선을 통해
자율적인 운영체로서 국립대학의 건전한 기능 및 지속가능한 발전

⇨

⇧

기본
방향

⇨

‣
‣
‣
‣
‣
‣
‣
‣

국립대학의 공공성, 책무성 및 자율성 제고
민주적·협력적, 전문적·효율적 거버넌스에 기초한 운영 합리성 제고
정부의 지원적 역할 변화 및 상호 신뢰 관계 구축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제도 보완
대학 내부 견제·협력 내실화를 통해 운영 투명성 제고
대학 외부와의 교류, 네트워크를 포함한 협력적·체계적 대학운영
국가 차원의 책무성 관리·지원 시스템 개선
대학혁신의 토대로서 구성원의 민주적·협력적 대학운영 역량 강화
⇧
∙ 수평적 관점에서 지원 및 육성의 방향성 정립
국가와 국립대학
∙ 대학운영의 과정적 자율성 보장 및 결과의 책무성 관리 강화
간
∙ 정부와 국립대학 간 의사소통 활성화
신뢰 관계 구축
∙ 대학운영 관련 불명료한 지침 및 기준 정비

개선
방안
(과제)

⇨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

국가의 지원
확대

∙ 재정지원 근거법 제정
∙ 재원 확충 및 재정지원 규모 확대
∙ 경상비지원 및 대학의 재정운용 자율성 제고

규제 개선 및
중간기구 설치

∙ 대학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운영 자율성 존중
∙ 국가와 국립대학 가교 역할의 중간기구 설치

사무국장 제도
개선

∙
∙
∙
∙

파견 및 선발 방식 개선
대학에 대한 이해도·전문성 신장 및 임기 보장
합리적 권한 행사
정부와의 건강한 역할 관계 정립

319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진단과 방안(Ⅲ) :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을 중심으로

총장 선출 개선

∙ 총장 선출 방식의 자율성 확대
∙ 총장 선임 절차의 민주성 제고

총장 제도 개선

∙
∙
∙
∙
∙

총장과 의사결정기구 간 권한 배분의 적정성 확보
총장 자격기준 개선 및 후보 구성방안 마련
총장의 역할 정립 및 리더십 개선
중간평가 등 업무수행 견제·협력 기제 마련
정부의 총장 임명 관련 제도 개선

내부의사결정
구조 확립 및
운영 내실화

∙
∙
∙
∙
∙
∙
∙
∙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 다각화
대학평의원회 위원 선임 절차의 타당성 제고
학내 의사결정기구 운영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시
대학평의원회 기능 정립 및 합리적 운영
의사결정기구 간 관계 정립 및 운영 적정성 제고
소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재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직원회 위상 정립 및 운영지원
학생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총장

내부
거버넌스

단과대학 차원의 ∙ 학장 선출방식 및 제도운용의 자율성 제고
거버넌스개선 ∙ 단과대학 운영 지원 확대
구성원 인식
개선 및 상호
존중
구성원 역할 및
역량 강화

외부
거버넌스

∙ 구성원 간 부정적 인식 개선 및 상호 존중 문화 형성
∙ 구성원의 의사소통 확대를 위한 협의체, 채널 구축
∙ 구성원 역할 강화 및 역량 제고 방안 마련
∙ 구성원 보상제도 및 책무성 시스템 마련

∙
∙
감사, 공시, 평가
∙
시스템 및 운영
∙
개선
∙
∙
지역사회
협력 개선

평가 및 감사의 컨설팅 기능 보완
행정적 평가 이외 학문발전 차원의 내용적 평가
독립된 전담 평가기구 설치 및 대학과의 소통
내부 감사 조직 정비
외부 감사 기구 정비 및 운영 개선
공시 정보 관리 강화 및 공시 범위 확대

∙ 외부인사 참여 수준 및 방식 적정성 제고
∙ 지역사회 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그림 Ⅵ-1]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 방안

먼저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국립대학이 거버넌스 체제를
정립하고 실제 운영상 개선을 통하여 자율적인 운영체로서 건전하게 기능하고 지속가능
한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의 기본 방향으로, ‘국립대학의
공공성·책무성, 자율성 제고, 민주적·협력적, 전문적·효율적 거버넌스에 기초한 국립대
학 운영의 합리성 제고, 정부의 지원적 역할 변화 및 상호 신뢰 관계 구축, 국립대학 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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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스 개선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제도 보완, 대학 내부 견제와 협력 내실화를 통한 대학운
영의 투명성 제고, 대학 외부 지역사회 등과의 교류, 네트워크를 포함한 협력적이고 체계
적인 대학운영, 국가 차원의 책무성 관리·지원 시스템 개선, 대학혁신의 토대로서 구성원
의 민주적, 협력적 대학운영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 방안 및 과제에 대하여 크게 ‘4가지 영역, 12가지
방안, 42개 과제’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아래에서는 4가지 영역인 첫째, 국가와 국립대
학 간 관계, 둘째, 총장, 셋째, 대학 내부 거버넌스, 넷째, 대학 외부 거버넌스를 제시하
고, 각각 해당하는 방안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1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 개선 방안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 개선 방안은 크게 4가지 방안 및 13개 과제로 제안하였다.
먼저 4가지 방안은 다음 그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국가와 국립대학 간 신뢰 관계 구
축’, ‘국가의 지원 확대’, ‘규제개선 및 중간기구 설치’, ‘사무국장 제도 개선’이다. 이어서
4가지 방안별 과제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하였다.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 개선





신뢰 관계 구축

국가의 지원 확대


규제개선 및 중간기구
설치


사무국장 제도 개선

[그림 Ⅵ-2]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

가. 국가와 국립대학 간 신뢰 관계 구축
국가와 국립대학 간 신뢰 관계 구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는 다음 그림에서 제시
한 바와 같이 1) 수평적 관점에서 지원 및 육성, 2) 과정적 자율성 보장, 3) 상호 의사소통
활성화, 4) 불명료한 지침 및 기준 정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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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과제
수평적 관점에서 지원 및 육성

국가와 국립대학 간 신뢰 관계
구축

⇨

과정적 자율성 보장

관련주체68)
정부

상호 의사소통 활성화

정부 및 대학

불명료한 지침 및 기준 정비

정부

[그림 Ⅵ-3] 국가와 국립대학 간 신뢰 관계 구축 방안에 대한 과제

1) 국립대학에 대한 수평적 관점에서 지원 및 육성의 방향성 정립
◦ 고등교육발전방안 혹은 국립대학육성계획(청사진) 수립
- 정부와 국립대학 간 국립대학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 국립대학육성계획 공동 수립 및 국립대학발전을 위한 상시 협업 체제 운영

국립대학 운영에 대한 통제나 타율적인 방식의 정책 집행보다는 대학과의 수평적 입장
에서 국가가 어떻게 대학을 지원하고 육성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초중등과
달리 대학의 구성원은 교수, 직원, 학생 모두 성인으로서 특히 교육과 연구 업무를 직접
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교수의 경우 해당 학문 분야의 전문가로서 권위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 즉, 정부와 대학 구성원 각자가 가진 책임과 권한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국가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체 고등교육
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대학의 요구와 제안에 대해
상호 협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올해 8월 발표된 대학혁신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와 대학이 함께하는 고등교육 규제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
하는 규제를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고, 실제로 교육부와 대
교협은 고등교육정책 공동 TF를 통해 올 2월부터 규제 개선 과제를 함께 발굴해오고 있
음을 설명하였다(교육부, 2019b: 23). 이러한 움직임을 시작으로 정부와 국립대학 간에
도 국립대학발전을 위한 공동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국립대학육성계획을 함께 수
립하고 국립대학발전을 위한 상시 협업 체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68) 이하 관련주체는 정부와 대학을 중심으로 제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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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운영의 과정적 자율성 보장 및 결과의 책무성 관리 강화
◦ 임의적 규제 개선 및 법률에 기반한 대학운영 관리
◦ 대학운영 관리의 일환으로 시행된 평가나 감사 등의 사후관리, 환류 강화

국립대학 운영에 있어 국가의 책무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국가의 국립대학에 대한 일
정 수준의 관리 기능은 필요하다. 다만 현재 대학운영을 관리하는 방식은 과정 중심의
통제적 성격을 띠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즉 대학운영의 과정적 자율성
을 보장하되 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점검하는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요구
되는 것은 기존에 대학운영 관리 방식으로 취해왔던 재정지원사업평가 등 정책을 활용한
방식은 잦은 변동을 겪을 수 있어 안정적이거나 예측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운영
의 관리에 대한 원칙과 제도, 수단, 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이를 토대로 국립대학
운영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법령은 대부분
중앙부처에 의한 행정명령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자칫하면 법률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 규제가 잦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행정명령 형식의 임의적 규제
개선이 요구된다(김규원 외, 2017: 99-100).
다음으로 정부는 국립대학에 대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일정 기간 대학운영의 자율성
을 보장하여 대학의 특성 및 학문분야 성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립대학은 설립유형은 동일하나 소재지나 규모, 설립 목적 등이
다양하며, 각 대학별 추구하는 발전목표나 인재상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평가
나 감사 등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에 치중해 왔던 것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과 동시에,
대학운영에 관한 결과의 책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모
든 국립대학에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대학의 특성이나 다양성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때 대학에 대한 일방향적인 점검을 지양하고 준비 및 진
행의 전 과정에 있어 대학과의 공유와 소통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운영 관리를 위해 그
일환으로 시행된 평가나 감사 등의 사후관리와 환류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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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와 국립대학 간 의사소통 활성화
◦ 대학 현장의 요구와 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 교육부-국립대학 간 의사소통 기구 상시 운영

국립대학 구성원들은 지금까지 국가의 하향식 관리·감독 하에서 자율적인 대학운영의
경험이 부족하였고 대학의 의사나 요구를 상향식으로 전달하거나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
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하향식 지시에 익숙해지는 문화가 형성되었고 국가와 국립대학
간 신뢰 관계가 구축되기 힘들었다.
하지만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정립 및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립대학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대학운영 참여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정부와의 관계 형성이 요구
된다. 대학 내부 구성원은 대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대학의 현안, 요구 및 필요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과 전략 등을 제안할 수 있는 중요한 주체이
다. 정부는 국립대학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립대학 간
공식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의견교환이나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할 필
요가 있다.

4) 대학운영 관련 불명료한 지침 및 기준 정비
◦ 관련 법률 제·개정 시 정부의 대학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강화
◦ 대학운영 관련 지침 및 기준 개선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표준 지급방안 마련

국립대학 운영과 관련된 각종 지침이나 기준이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특히 국립대학에서 쟁점이 되는 것
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성과연봉제 등과 관련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부 대학에서
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등과 관련하여 정부의 업무 담당자나 감사관에 따라 지침이
나 기준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가를 신뢰할 수 없게 되고 학내 사안에 대한 관
심이 저하되어 대학운영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단일한 지침이나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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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립대학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대학은 다양한 학문 분야별 교수
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하게 발휘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지침 및 기준에서는 대학운영의 거시적 방향성을
제시하되, 해석의 여지나 적합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내용에 관해서
는 대학이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관련 법률 등의 제·개정 시
이해관계자인 대학이나 학내외 구성원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조정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
으로 직접적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해 나가는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에 대한 정부의 표준 지급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국립대학 교직원에게 지급해 오던 기성회계의 급
여보조성 경비를 대체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세부 사항인 실적의 인정방법이나 영역별
지급액수, 지급 시기 등에 관하여 국립대학의 장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
어 있다(김규원 외, 2017: 98). 그러나 본 연구에서 국립대학 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의 대학 간 차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대학 간 합리적인 편차가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예방하기 위한 표준적인
지급방안 마련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 국가의 지원 확대
국가의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는 다음 그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
재정지원 근거법 마련, 2) 재원확충 및 재정지원규모 확대, 3) 경상비 지원 및 재정운용
의 자율성 제고이다.

방안

국가의 지원 확대

과제
⇨

관련주체

재정지원 근거법 마련
재원확충 및 재정지원규모 확대

정부

경상비 지원 및 재정운용 자율성 제고

[그림 Ⅵ-4] 국가의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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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지원 근거법 제정을 통한 재정지원의 안정성, 투명성 확보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재정지원 근거법 마련
◦ 「국립대학 회계법」 국고보조금 지급범위 중 경상비 전액 지원 범위 명시
◦ 재정지원 방식의 투명성과 대학의 예측가능성 제고

국립대학은 고등교육 부문에서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제도이고 대학교육의
질적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국립대학은 고등교육의 다양성이나
기초학문 및 기술을 보존하기 위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역할과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나민주 외, 2017: 148). 현재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은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에 그 책임이 규정되어 있다. 이
밖에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지원)에서는 국가가 국립대학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총액 지원하고 매년 지원액을 확
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90년 중반부터 정부는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증

가되긴 했지만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
편으로 전체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한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이 실시되어 재정지원의 절대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립대학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공공성
과 책무성을 확보하려면 국가의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매년 예산편성과정을 통해 고등교육재정이 불안정하게 확보되고 있
기 때문이다(김규원 외, 2017: 98).
예를 들면 「국립대학 회계법」에 국립대학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지급 내용, 규모,
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특히 국립대학의 경상비를 증액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립대학의 경상비 중 상당 부분을 등록금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향후 국고지원 비율을 높여 필수 경상비(강사 강의료, 공공요
금, 시설유지보수비 등)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는 한시적으로 「국립대학 회계법」에 국고보조금 지급범위 중 경상비 전액 지원 범위를
명시하여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할 근거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재정교부
금법」의 제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국가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방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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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법」에 근거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초중등교육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립대학의 경우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상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대학의 설립유형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재
정지원은 재정지원사업비 형태 혹은 학생에 대한 장학금 등이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대학의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법 미비로 인해 대학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확신하기 어렵다. 또한 정부 재정지원사업비 등이 투명
하게 배분되고 집행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가칭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과 같이 대학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근거법을 제정함으로써 대학 성장의 동력을 확
보하고, 재정 배분 및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은 예산 규모를 예측
하여 대학 실정에 맞는 예산 운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2) 재원 확충 및 재정지원 규모 확대
◦ 기업 및 지자체 등 재원 기관 발굴 확대
- 기업의 대학육성기금조성 독려 및 기업운영에 제도적 혜택 제공 고려
◦ 프랑스 2007년 「페크레스법」제정을 통한 대학기부 장려제도나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 예산 증액, 전기공사
(EDF) 자본 일부 매각을 통한 조성행정 사례(이송이, 2016: 388-389; 성봉근, 2017: 120에서 재인용)
벤치마킹 검토

본 연구 과정에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법 미비 이외에,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재정지원 규모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OECD 국가 대비 민간 부담이 과
다하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가의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
조되기도 하였다. 공공성 차원에서 국가는 대학교육에 대한 책무성이 있으며 대학교육이
공공재로 기능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립대학의 경우 국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역할과 영향력 또한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이 사실이다. 대학에 지원하기 위한 재원 발굴을 국가에 한정하기보다 지역
사회나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및 기업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도 대학 외
부의 지역사회나 기업 등으로부터 산학협력 방식 등을 통해 일부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대학 간, 지역 간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 대학이 길러낸 인재는 비단 해당 지역에만 기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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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나 기업 등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세금 감면 등 유인가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국가 이외에 다양한 주체들이 대학의 재정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등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국립대학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있어서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이 책임과 권한을 적절하게 분담하는 구조를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07년 「페크레스법」을 제정함으로써 대학기부 장려제도를 규정하여
대학에 기부하는 기업에 대한 세법상의 혜택을 부여하였으며,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인정
하고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대학교육에 대한 예산 증액, 프랑스 전기공사(EDF) 자
본 매각을 통해 우수 연구자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조성행정 실시 등에 나서고 있는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이송이, 2016: 388-389; 성봉근, 2017: 120에서 재인용).

3) 경상비 지원 및 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
◦ 국립대학 필수 경상비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 재정지원사업 등에 있어 사업 간 연계 혹은 예산 공동 운영 허용 방안 마련
◦ 범부처 차원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총괄관리기구 운영

2000년대에 들어 국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이 감소하면서 교육부에서 대학의 교

육, 연구, 산학협력 등 부문별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지원사업 예산은 증가해 왔
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규모를 제외한 고등교육예산규모의 변동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금 동결 정책과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부족한 대학의 재정수입을 대학 재정지원사업
비만으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투자 규모의 증가로 국립
대학의 경상비 지원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어 기본적인 교육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시설과 인프라 구축 면에서도 대학 간, 학문분야 간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국립대학은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국가의 연구역량 강화와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안정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경상비의 지원 방식을 개선
하여 충분하고 적정한 경상비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지원 구조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2019년부터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방향에 따라 기존의 대학교육 특성화 사업들이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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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연구(BK21+), 산학협력(LINC+), 전체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한 국립대학 육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기존 재정지원사업에 비해 사
업비 지출항목에 대한 규제와 제약을 많이 완화하였으나 여전히 대학 현장에서는 과도한
규제와 행정절차를 거쳐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실질적으
로 대학 현장에서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 등의 질적 변화와 고도화를 유도할 수 있으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설계하고, 대학이 보다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
록 재정 운영의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즉,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성격의 지원이 확대된 측면이 있지만 대학의 내부
인건비 활용이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각종 투자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 재정의 효율적 활
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 대학의 자율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조치 등이 요구된다. 또한, 다양한 정부 부처의 재정지원사
업들이 각기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전체 대학 발전에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범부처 차원의 재정지원사업 총괄 관리 기구를 설치 운용하여 사업 간 연계 및 시
너지 창출이 가능하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 규제 개선 및 중간기구 설치
규제 개선 및 중간기구 설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는 다음 그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 국립대학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운영 지원, 2) 국가와 국립대학 간 가교 역할
을 담당할 전담 중간기구 설치이다.

방안

과제
⇨

규제개선 및 중간기구 설치

국립대학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운영
국가와 대학 간 중간기구 설치

관련주체
정부

[그림 Ⅵ-5] 규제 개선 및 중간기구 설치 방안에 대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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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대학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율적 운영 지원
◦ 정부의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개선
◦ 국립대학의 자율적인 발전계획 수립 및 특성화 지원

규정 제·개정이나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전체 국립대학에 일률적인 시행을 요구하는 것
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대학에 대한 간섭이나 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규정 제·개정
이나 제도 신설이 국립대학 간 특색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대학을 획일화시키고, 국립
대학 실정과 맞지 않거나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시행되는 경우 대학운영 상의
문제 및 구성원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운영의 자율성이 저해
되고 대학의 거버넌스가 침해받는다는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립대학의 경우 대학운영에 관련된 법령이나 규정, 제도 등이 많고 다양하여 이러한
법, 제도적 규제로 인해 변화하는 시대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등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였다. 국립대학이 시대 변화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불
필요한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 올해 8월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에서 국립대학 처·
실의 개수 제한을 향후 학칙으로 정하도록 자율화한다는 발표(한국대학신문, 2019.9.26.)
는 규제 완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국립대학이 각종 제약
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특성화를 위한 변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
록 정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2) 국가와 국립대학 간 독립적인 전담 중간기구 설치
◦ 국가의 국립대학에 대한 간접적 운영 관리 방식 검토
- 국가교육회의 내 국립대학 분과 설치 혹은 국립대학지원기구 설립

국가의 국립대학에 대한 관리·감독은 필요하나 과도한 영향력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 국가와 대학 사이에 법인 이사회를 두고 있는 반면, 국립대학의 경우
국가와 대학은 바로 맞닿아 있다. 지금까지 국립대학의 대학운영 자율성 확대는 총장임
명제도, 사무국장 파견제도, 부족한 재정지원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고, 본 연구에서
도 이와 관련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부가 총장 후보자 임명기준을 먼저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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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이 지연된다거나, 일부 국립대학의 경우 사무국장을 통해 교육부
가 대학에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재정지원 권한을 통해 국립대학 운영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사례들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사례가 국립대학 전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와 같은 형태로 국립대학의 자율성이 위협받는 것은 학문의 자유가 침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이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영향력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관리·감독을 도모
하기 위하여 국가와 국립대학 사이에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중간기구 설치를 검토
할 수 있다. 즉, 기존에 국가가 국립대학에 대해 직접적 운영·관리를 했던 것에서 벗어나
별도의 중간기구에 권한을 분담함으로써 간접적인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와
국립대학 사이 중간기구(buffering body)를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은 다
양하게 검토할 수 있는데, 국가교육회의 또는 국가교육위원회 내에 국립대학 분과를 신
설하거나 지역에 국립대학 지원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가 직접적으로 국립대학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완충시키고 협력적 논의를 진행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는 첫째, 국립대학이 학문의 자유를 추구하
고, 자치권을 발휘하는 등 국립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지원하며, 둘째, 개별 국립대학의
요구를 수렴하여 정부와 조율하고, 셋째,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요구사항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전문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미국의 경우 대학 거버넌스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고등교육위원회(governing board)와 같은 기구를 두고 있어, 대학을 외부의 부적절한 간
섭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김병주 외, 2017: 89). 고등교육위원회는 대학의 설치나 인사
등 대학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데 주요 역할은 총장의 선출과 평가,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폐지 결정, 조직의 목표달성 감독 등이다(김병주 외, 2017: 56). 중간기
구는 개별 국립대학과 정부 간 운용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근 지역 내 몇 개의
국립대학과 정부 간 설치하거나, 전체 국립대학과 정부 간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중간기구의 역할은 단순히 국립대학과 정부 간 의사소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평가나 감사 등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중간기구의 구성원은 정부와 독립되어 있으면서
도 역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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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무국장 제도 개선
사무국장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는 다음 그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 파견 및 선발 방식의 개선, 2) 전문성 및 대학에 대한 이해도 신장, 3) 합리적 권한

행사, 4) 정부와의 건강한 역할관계 정립이다.
방안

사무국장 제도개선

⇨

과제

관련주체

파견 및 선발 방식 개선

정부 및 대학

대학이해도·전문성 신장 및 임기보장
합리적 권한 행사

정부

정부와의 건강한 역할관계 정립

[그림 Ⅵ-6] 사무국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과제

1) 사무국장 파견 및 선발 방식의 개선
◦ 사무국장 임용 시 대학의 추천이나 동의, 의견 수렴 절차 개선
◦ 사무국장 선발 조건 및 기준, 임기 보장 등의 원칙 확립하여 제시
◦ 선발 방식으로 ① 정부 내 독립된 직군으로 분리하여 국립대학 행정전문가로 육성, ② 대학 내부(교수, 직원
등)에서 선출, ③ 내·외부 공모제, ④ 사무처장 직위로 대체 등 검토

국립대학에는 사립대학과 달리 사무국장이라는 직위가 있다. 「국립학교설치령」 제9조
(대학의 하부조직) 2항에 따르면 사무국장의 사무는 보안, 관인관리, 직원인사, 급여, 문

서관리, 법무, 자체감사,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회계 및 결산,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각
종공사 및 시설관리,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관리, 비상기획, 그 밖에 학교의 장이 정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다. 즉, 사무국장은 대학의 재무, 시설, 인사 등 일반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책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무국장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임용권을 갖고 있으며 국립대학에 발령을 내어 파견하는 방식이 대부분으
로, 이외에 공무원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공모하는 공모형 방식과 민간에 확대한 개방
형 방식이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무국장의 역할은 인사 뿐 아니라 행정 전반에
관련되기 때문에 국립대학운영에 있어 사무국장은 직위 자체로 중요하고 주목을 받고 있
다. 사무국장 파견 및 선발 관련 주로 나타난 문제는 사무국장 임용 과정에서 대학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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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과, 사무국장 임용의 원칙이나 절차가 명확하
게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었다. 임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비리나 물의
인사의 도피처 혹은 정부 부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인식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무국장을 파견하는 경우 대학의 요구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하며, 임용
시 대학의 동의나 추천, 기간 등의 기준을 적절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과거 교육부는
2010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에서 사무국장 임용 시 대학의 수요를 반영한다는 추진방

안을 밝혔는데, 대학 총장에게 사무국장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하여 사무국장 임용 시 총
장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이며 필요시 총장이 제한적 직위공모제를 통해 추천대상자를
선발하거나 혹은 교육부가 추천 후보자 명단을 대학에 제공한다는 것이었다(교육과학
기술부, 2010b: 8).
한편, 선발방식과 관련하여 대학 내부에서 선출하거나 사무처장을 두는 방안, 내·외부
공모제 방식 활용 등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에서 사무국장을 하나의 독립된 직군으로 분
리하여 국립대학 행정의 전문가로 육성하여 순환보직 형태로 파견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
이다. 대학 내부에서 직원 혹은 교수가 임용되는 경우 승진 혹은 보직 형태가 가능할 것
이며 대학의 실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비교적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부와의 교량 역할
이 부족할 수 있다. 정부의 사무국장 파견 기준 확립 및 제시, 독립 직군으로 양성하여
순환 보직, 대학 내부 승진 및 내·외부 공모제 등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2) 대학에 대한 이해도·전문성 신장 및 임기 보장
◦ 사무국장 임용 시 해당 인사의 경력, 전문성 고려
◦ 대학행정 총괄자로서 안정적 대학 운영을 위한 임기 보장

현재 사무국장이 행정전문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
라도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사무국장의 대학에 대한 이해도
나 전문성에 개인 간 편차가 있으며, 임기가 보장되지 않아 재임기간이 짧은 경우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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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운영 전문성을 새롭게 누적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때로는 교육 분야 이외 타 부처 소속 공무원이 파견되어 국립대학이나 교육기관의 운영
특수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 대한 이해나 전문
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에 소속된 부처의 업무 방식을 대학에 그대로 적용하여 업무
를 추진함으로써 구성원과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사무국장 임용 시 해당 인사의 경력이나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
며, 대학행정을 총괄하는 자로서 대학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정 수준
의 임기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2010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에서 사무국장의
전문성 및 대학 경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2년 등 최소 재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겠
다고 밝힌 바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b: 8). 이를 통해 단순히 인사상의 경로가 아니
라 사무국장이 국립대학 발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합리적 권한 행사
◦ 「국립학교설치령」의 사무국장 업무 범위, 학내 의결기구의 권한, 대학본부의 업무 권한 등이 상충되거나
모호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지침 제공
◦ 고위공직자로서 국립대학 행정에 대한 책무성 강화, 권한 행사의 신중함 요구

행정책임자로서 사무국장은 국립대학에서 권한 범위가 넓고 실질적 영향력을 갖고 있
다. 사무국장 개인의 인성이나 자질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간혹 이러한 권한을 악용
하는 경우가 있어 대학의 반발을 낳고 있다. 특히 총장과 사무국장 간 갈등이 있는 경우
대학운영상 중요한 업무 추진이 차질을 빚거나 총장이 해당 업무 처리를 일부러 보류해
두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로는 사무국장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총장이나 보
직교수의 리더십을 상대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국립대학 운영에 있어서
사무국장과 총장, 보직교수 등이 견제·협력하는 구조가 확립되지 못할 경우 대학의 중요
한 정책 추진에 있어 동력을 잃게 되거나 대학운영 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국립대학의 총장이 사무국장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무국장 스스
로 권한 행사에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무국장의 권한과 학내 의사결정기
구의 기능, 대학 본부 부서의 업무 권한 등에 있어 관련 법, 제도가 상충되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명확한 지침이 안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334

Ⅵ.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 방안

「국립학교설치령」의 사무국장 업무 범위에는 예산 편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고등교육
법」 개정에 의해 대학평의원회에서 관련 심의 기능이 포함될 수 있으며, 대학 본부의 기
획처는 예산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 속에서 예산 권한을 둘러싼 학내
갈등이 초래되기도 하였다(권오현, 2019: 35). 국립대학의 사무국장 제도가 국립대학 운
영의 행정적 측면에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정부와의 건강한 역할 관계 정립
◦ 정부의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이나 관리·감독 절차의 투명한 운영
◦ 지원 및 관리·감독 과정과 절차를 대중에 공개 및 설명 의무 이행

사무국장은 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국가와 국립대학의 중간에서 원활한 소통의
교량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또한 국립대학의 건물이나 토지 등 재산의 경우 국립대학
이 빌려 쓰는 형태로 되어 있어 사무국장이 이러한 국유 재산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적임자로 볼 수도 있다. 대학 입장에서는 전문행정가로서 대학의 어려움을 해소하
고 정부와의 원만한 관계를 구축하는데 사무국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기도 하였
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의 정책이나 지침 등을 국립대학에 강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
어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에 대해 우려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무국장 스
스로도 정부와의 관계나 영향력 행사 가능 정도에 따라 대학에 물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인식하고 있고, 일부 대학에서는 정부와의 일종의 커넥션을 형
성하는 수단으로 사무국장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다.
정부의 사무국장 파견 목적 중의 하나는 국립대학의 실제에 대한 이해 및 적절한 관
리·감독과 지원일 것이다. 정부의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이나 관리·감독이 비공식적인 커
넥션에 의해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학이 정부
와의 연결고리가 있는 사무국장에게 비공식적인 역할 기대를 갖고 사무국장 또한 이러한
상황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립대학
에 대한 지원이나 관리·감독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와 국립대학 간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상호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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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장 제도 관련 개선 방안

총장 제도 관련 개선 방안은 크게 2가지 방안 및 7개 과제로 제안하였다. 먼저 2가지
방안은 다음 그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총장 선출 개선’, ‘총장 제도 개선’이다. 이어서
2가지 방안별 과제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하였다.

대학의 장(총장) 제도 개선







총장 선출 관련 개선


기타 총장 관련 제도 개선

[그림 Ⅵ-7] 총장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가. 총장 선출 개선
총장 선출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는 다음 그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 선출
방식의 자율성 확대, 2) 선임 절차의 민주성 제고이다.

방안
총장 선출 개선

⇨

과제

관련주체

선출 방식의 자율성 확대

정부

선임 절차의 민주성 제고

정부 및 대학

[그림 Ⅵ-8] 총장 선출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한 과제

1) 총장 선출 방식의 자율성 확대
◦ 직선제, 간선제, 공모제 등은 개별 국립대학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적실성이 다르므로 대학의 자율성 보장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총장 선출은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김창수 외, 2012: 4). 총장 선출 방식은 임명제, 직선
제, 간선제, 공모제 등 다양하나 최근 직선제 방식을 선택하는 국립대학이 많아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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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때 정부의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실
시하도록 강하게 유도하였던 시기가 있었으나 국립대학의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
며 새 정부 들어 개선되었다.
총장 선출 방식은 각기 장, 단점을 갖고 있어 특정한 방식을 대학에 직․간접적으로 요
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대학의 총장 선출 방식 결정은 구성원의 합의와 논
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앞서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일부 대
학에서는 직선제로 인한 문제점을 대학 스스로 인식하고 외부 공모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기도 하였고, 또 다른 대학에서는 공모제를 통해 외부에서 영입한 총장이 대학의
실정에 어둡고 운영에 있어 구성원과 갈등을 겪기도 하면서 대학 자체적으로 적절한 총
장 선출 방식을 탐색하기도 하였다. 즉, 직선제로 인한 선거 과열 및 교육·연구 분위기
훼손 등의 문제는 직선제를 폐지하는 조치로 이어질 것이 아니라, 직선제 선거 과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직선제로 선출한 총장이 대학 구성원의 지지와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대학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개별 국립대학의 여건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이 스스로 총장
선출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총장 선출의 적실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은 총장 선
출 과정에서 그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총장 선임 절차의 민주성 제고
◦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2호 정비 검토
◦ 추천위원회 풀(pool) 구성 및 활용

국립대학에서 교육부에 추천할 최종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추천위원회에
서 선정하거나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이 가능하다. 먼저 추천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1호에 의거 직접 선정하여 추천하
는 것이며,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2호에 의거한 것이다. 최종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는 두 가지 방식이 제도적으로 마
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대학 교원이 합의하는 절차가 없이 추천위원회에서 단독
으로 직접 선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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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단계의 이 두 가지 방식에 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먼저 추천위원회에서 선정
하는 것과 관련하여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구성원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추천위원회
에 참여하는 구성주체별 구성 비율을 놓고 이견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성주체별
비율 차이에 대한 문제는 총장직선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제기되고 있다. 총
장직선제의 경우 구성주체별 투표권의 실질 반영 비율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적은 비율에 해당하는 직원, 학생은 이를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구성 비율 이외에도 추천위원이 무작위로 선발되어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 무작위 선
발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 때 선거 캠프에 속하거나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구성원이
추천위원에 포함되는 결과는 낳는 경우가 있었다. 한편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과 관련해서도 그 주체가 해당 대학의 교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
서 구성원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 추천위원회는 교원, 직원, 학생, 외부인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으나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방식은 교원의 합의를 통하여 정해져
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장 선출에 관한 구성주체별 구성 비율, 투표권 인정 비율에 대한 문제와 추천
위원회에서 선정방식이 교원의 합의를 통해 정해져야 한다고 명시된 것과 관련하여 충분
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먼저 구성주체별 구성 비율, 투표권 인정 비율의 차이에 대한
구성원 간 인식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각각의 입장이 존중될 필요가 있으며
결국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한 합의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학생 등 다양한 구성
원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요구되며, 특정 후보에 대한 구성주체의 쏠림 현상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해당 대학 교원이 합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다양한 구성주
체의 참여를 존중하는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일부 정비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교육
공무원법」 제24조 제2호의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가 있는 경우 추천위
원회에서 이에 따라야 하는데, 이 조항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3 제6항의 ‘위원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한 것 보다
우선한다(김종성, 2013: 242). 현재 강사가 교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등 교원 개념이 확대
되어 현행법에 따를 경우 교원을 전임교원으로 한정하여 보았던 과거와 달리 강사와 비
전임교원 등의 참여 요구가 있는 경우 대학에 따라서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교육
공무원법」 제24조 제2호의 ‘해당 대학 교원’이 ‘해당 대학 구성원’으로 정비되는 것에 대
해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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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총장 제도 개선
총장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는 다음 그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 학내
의사결정기구와의 적정한 권한 배분, 2) 총장 자격기준 개선 및 후보 구성 방안 마련,
3) 총장의 역할 및 리더십 개선, 4) 총장중간평가제도 등 견제·협력 장치 마련, 5) 정부의

총장 임명제도 개선이다.

방안

과제

관련주체

총장과 의사결정기구 간 적정 권한 배분

총장 제도 개선

⇨

총장 자격기준 개선 및 후보 구성 방안 마련
총장의 역할 및 리더십 개선

대학

중간평가제도 등 업무수행 견제·협력 장치 마련
정부의 총장 임명제도 개선

정부

[그림 Ⅵ-9] 총장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과제

1) 총장 및 의사결정기구 간 권한 배분의 적정성 확보
◦ 학내기구를 통한 공적인 견제·협력이 가능한 의사결정구조 형성
◦ 자문·심의 역할을 담당해 온 학내기구의 역할에 따라 의결권 부여 검토

국립대학 총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이다. ｢고등교육법｣
은 대학의 의사결정권을 총장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구성원의 참여가 법적으로 배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국립대학의 총장은 직선제 혹은 간선제를 통해 대학구성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총장임용후보자가 되고, 총장임용후보자를 최종적으로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하기 때문에, 선임된 총장은 대학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대학 내 주요 의사결정에 관
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지게 된다. 이러한 구조 속에
서 총장은 법적구속력을 가진 결정권자로서 그 총괄권(교무통할권)이 지나치게 비대하다
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현재 국립대학에 설치된 재정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경우 의결기구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대학 전반의 운영에 관한 사안을 다루고 있지 않다.
교무위원회는 행정 또는 집행기관으로서 본부 보직자 비율이 높을 경우 총장에 대한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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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치가 미미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내 구성원 중에서
총장의 권한 수행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집단은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교수
집단이라는 인식이 상당히 자리 잡고 있었다. 총장의 권한이 과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
어 학내 의사결정관련기구와의 견제·협력이 요구된다.
「고등교육법」개정을 통해 신설된 대학평의원회의 경우 심의, 자문기구로 명시되어 있
으며, 교수회는 학칙상의 기구로 대학에 따라서는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정
부는 교수회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 또한 다른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총장만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총장의 권한이 강화되면서도 총장의 권한을 적
절하게 제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것이다. 구성원 간 합의와 소통
을 통한 원활한 대학운영을 위해 총장의 권한을 적절히 분담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필요
하다.
교수를 포함하여 대학구성원들이 총장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비공식적, 공식적인
기제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나, 총장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공공성에 근거하여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무엇보다 학내기구를 통한 공적인 견제가 가능한
의사결정구조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자문과 심
의 역할만을 담당해 온 학내기구가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학내 의사결정과정에 신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구의 역할을 고려한 의결권한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방향에 대해 고
민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조직구조를 개편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과도기적으로 총장은
학내기구의 자문과 심의사항에 대해 존중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실행 가능하도록 지원하
는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2) 총장 자격기준 개선 및 후보 구성 방안 마련
◦
◦
◦
◦

총장후보자의 구체적인 자격기준 주기적 검토 및 업데이트
구성원의 논의를 거친 대학 현안과 총장에 대한 요구를 후보자 공모 시 제시
총장 후보자 검증 시스템 운영
후보 탐색 시 외부 전문 기관 활용 검토 등

국립대학 총장과 관련된 주요 이슈 중의 하나는 총장 후보자의 적합성에 관한 것이었
다. 대학의 최고 장으로서 총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후보군의 적합성이 전제되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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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총장 후보에 관한 풀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구성
원이 판단하기에 부적합한 인사가 총장 후보로 등록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부적합하더라도 총장 후보 중에서 선출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개방형 공무
원과 같이 외부에서 유능한 인사를 공모제로 영입하려고 해도 대학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먼저 대학에서는 총장에게 요구되는 자격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기준을 마련
하며 이를 상황에 맞춰 변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총장 후보자의 자질이나 성향, 자격과
경력, 대학운영의 철학이나 비전, 대학운영계획 등은 상이하고 다양할 것이므로 개별 대
학의 현안해결이나 요구에 부합하는 인사를 선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각 대학별
기준에 근거하여 총장 후보자의 적합성에 대한 검증 시스템 또한 철저하게 가동할 필요
가 있다.
한편으로는 다수의 미국 주립대 경우와 같이 총장후보탐색위원회와 외부 서치 컨설턴
트를 활용한 방식, 즉 보다 적합한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 펌의 지원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김창수 외, 2012: 31-32). 미국에서 외부 서치 펌을 활용하는 이유는 폭넓
은 인사풀을 활용할 수 있고, 대학에 대한 객관적이고 비정치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으
며, 적합한 후보 탐색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김창수 외, 2012: 35).

3) 총장의 역할 정립 및 리더십 개선
◦ 총장 업무 수행 시 전문위원회 자문제도 활용
◦ 보직자와의 역할 분담, 부총장제도 활용 등을 통한 내치와 외치의 균형 도모

리더십 발휘와 관련한 총장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직선제로 선출된 총장의 경우 임
명 이후 투표에 참여한 구성원의 요구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보은 인사에 대한 부담 등으
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적절한 리더십 발휘가 제한되기도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총장의 리더십이 대학을 대표하는 장으로서 적절히 발휘되지 못하고 정부의 요구에 순응
하는 형태로 나타나 구성원의 반발을 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총장이 대학을 운영하는 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총장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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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 방안의 하나로 총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독임제가 아닌
다양한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유한 역할과 구성원 역량에 따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
도록 하고 총장은 이를 검토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현재와
같이 종합대학으로서 대학의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총장이 대학 내부의 업무와 대외 업
무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의 필요에 따라 부총장제도나 본부
보직 교수와의 역할 분화 등을 통해 내치와 외치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중간평가 등 업무수행 관련 견제·협력 기제 마련
◦ 총장의 공약 이행 및 업무 수행에 대해 주기적인 중간평가제도 시행
◦ 업무 추진이나 학내 중요한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 구성원 대상 브리핑 실시 등

총장이 임명된 이후에 적극적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대학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이를
관리, 지원하기 위한 중간평가 등의 제도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총장은 재임기간 동안
대학 구성원들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계획했던 공약을 이행하고 대학발전에 기여해
야 한다. 중간평가는 총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확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여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될 필요가 있다.
한편 대학의 장으로서 총장의 권한이 상당하여 이를 견제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중간평가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총장에게 책무를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총장의 책무성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결정, 공약
이행 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외에 총장은 주요 업무
추진이나 학내 중요한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의무를 다할 필
요가 있다. 구성원 대상 대학운영의 현안이나 성과 등에 대한 브리핑, 의견수렴 등을 위
한 토크콘서트 등 대학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강구할 수 있다.

5) 정부의 총장 임명 관련 제도 개선
◦ 총장 후보자에 대한 정부의 임명 원칙, 소요 절차 및 기간 등을 사전에 정하여 제시
◦ 임명 지연이나 거부 관련 원칙과 기준 공유
◦ 총장 후보자에 대한 정부 검증의 정확성과 엄밀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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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총장 임명은 대학의 추천을 통해 교육부 장관이 임명 제청을 하고 대통령
이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대학에서 추천한 최종 후보자에 대하여 순조롭게 임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간혹 임명이 지연되거나 거부되어 학내 총장 공석사태가 지
속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총장의 부재는 대학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학생 등 구성원에게 돌아간다. 총장 임명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유가 있겠
으나 개인적인 정보를 포함한 민감한 내용인 경우가 많아 당사자에게는 통보하지만 대학
에 공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선 대학의 추천과 교육부 장관의 임명 제청, 대통령 임명에 소요되는 기한을
명확히 정하여 제시하고 임명 지연이나 거부와 관련된 원칙과 기준을 사전에 대학과 공
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대학의 추천 이후 검증 과정에서 정부는 판단 기준을
대학이 제출하는 서류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대학은 특정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의견을 선택적으로 작성하여 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검증이 정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정부 검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직접
조사권 부여 등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3

내부 거버넌스 개선 방안

내부 거버넌스 개선 방안은 크게 4가지 방안 14개 과제로 제안하였다. 먼저 4가지 방
안은 다음 그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내부의사결정구조 확립 및 운영 내실화’, ‘단과대
학 차원의 거버넌스 개선’, ‘구성원 인식 개선 및 상호 존중’, ‘구성원 역할 및 역량 강화’
이다. 이어서 4가지 방안별 과제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하였다.

내부거버넌스 개선





내부의사결정
구조 확립 및 운영
내실화

단과대학 거버넌스 개선





구성원 인식 개선 및

구성원 역할 및 역량

상호 존중

강화

[그림 Ⅵ-10] 내부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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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의사결정 구조 확립 및 운영 내실화
내부의사결정구조 확립 및 운영 내실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는 다음 그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 다각화, 2) 대학평의원회 위원 선임 절
차의 타당성 확보, 3) 학내 의사결정기구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공, 4) 대학평의원회
기능 정립 및 합리적 운영, 5) 의사결정기구 간 관계 정립 및 운영 적정성 제고, 6) 전문
소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재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7) 직원회 위상 정립 및 운영지원,
8) 학생회 구성 및 운영지원이다.
방안

과제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 다각화
대학평의원회 위원 선임 절차의 타당성 확보

내부의사결정구조
확립 및
운영 내실화

⇨

관련주체
정부 및 대학

학내 의사결정기구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공

정부

대학평의원회 기능 정립 및 합리적 운영

정부 및 대학

의사결정기구 간 관계 정립 및 운영 적정성 제고

대학

소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재정위원회 내실화
직원회 위상 정립 및 운영 지원

대학

학생회 구성 및 운영 지원

[그림 Ⅵ-11] 내부의사결정구조 확립 및 운영 내실화 방안에 대한 과제

1)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 다각화
◦ 대학평의원회 안건 영역 및 전문성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다양하게 구성
- 대학평의원회 성격에 따른 구성단체 참여비율 합리적 조정

전체 국립대학에 대해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써 규모나 대학 특성, 기존에
대학평의원회 설치·운영 여부와 상관없이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의해 대학평의원회를
신설하게 되었다. 대학평의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학내 구성원의 반발이 매우 심각하였다. 소규모 대학의 경우 의사
결정기구의 난립으로 보아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기존에 다양한 구성원이 참
여하는 대학평의원회를 운영해 오던 대학에서는 혼란이 빚어졌다. 특히 대학평의원회의
344

Ⅵ.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 방안

구성비 제한으로 인해 대학평의원회의 참여 여부가 학내 구성단체의 권리나 영역 침해와
연관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구성원 간 대립하게 되었고, 대학평의원회의 논의 내용이나
과정의 충실성에 대한 측면보다는 대학평의원회에 누가 참여하는가에 관심이 집중되었
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발전을 위한 진지한 논의는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구성비 제한은 교수, 직원, 학생 모두의 반발을 불러일으킴으로서 오히려 민주적
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듯 대학평의원회를 둘러싼 가장
첨예한 이슈 중의 하나는 위원 구성에 있어 구성원 참여 비율에 관한 것이다. 구성주체별
참여 비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균형과 견제·협력을 위한 내부 거버넌스 구축을 위
해 구성주체별 협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대학평의원회가 총
장 등에 대한 견제·협력 기구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 구성원 간 협력이 전제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으
나, 앞의 연구 내용에 비추어 프랑스 사례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프랑스는
대학평의원회를 관장하는 내용에 따라 ‘관리평의회’, ‘학술평의회’, ‘대학생활 및 교육 평
의회’와 같이 다양하게 구성하여 평의원회 성격에 맞춰 구성원의 참여 비율을 차별화하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학평의원회에서 다루는 영역과 전문성에 따라 대학평의
원회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구성단체의 참여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연구 진행 과정을 통해 이 방안에 대해 국립대학 구성원의 수용도가 일정 부분
확인되기도 하였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규모 대학 등 대학의 실정에 따라 자
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학운영과 관련된 기구의 양
적 증가는 오히려 의사결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대학평의원회 위원 선임 절차의 타당성 제고
◦ 대학평의원회 구성절차 적절성 확보
◦ 대학평의원회 풀(pool)을 구성하여 심의·자문 안건이나 주제에 따라 위원 선임
◦ 평의원회 위원 참여에 있어 단과대학과 학과 등의 고른 참여 방안 마련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에 의하면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
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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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전체 평의
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의장, 부의장 선출방식과
의원임기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떻
게 평의원을 선출하고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부 국립대학의 경우 대학평의원 구성 시 총장과 우호적 인사 또는
비우호적 인사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각 구성원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 역시 명확하지 않아 대학평의원의 대표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또한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개선의 요구가 제기되었다. 물론 해당 조항은
하나의 구성원 집단이 특정 방향으로 논의를 담합하여 민주적 가치를 훼손시킬 가능성을
차단시키기 위함이지만,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심의주제에 따라 어떠한 경우는 하나의
구성원이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연구와
관련한 사항의 경우 교수집단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하며, 직원구성 및 복지에 대한
사항은 직원, 조교 등이 주요 심의권을 갖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대학평의원회는 2018년부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설치의무가 되었으며, 대학
내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 장(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학 내 최고심의기구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평의원 구성절차의
적절성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각 대학의 상황에 따라 대표선출 및 평의원 구성방
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 대학별로 명확하게 규정화하는 작업은 민주적 의사결
정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또한 대학평의원 구성을 현재와 같이 법
률로 정해놓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의 요구가 높다. 이것은 하나의 대학평의원회가 대학
내 모든 이슈에 대해 심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평의원 풀(pool)의 구성원을 선출하고 심의주제에 따라 각기 다양하게 평의
원단을 구성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방안은 대학평의원회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능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절차적 타당
성을 갖추는 것을 넘어, 선임된 위원들이 각 집단을 제대로 대표할 수 있도록 균형을 갖
추었는지, 그 과정에서 소외된 단과대학이나 계열 등이 있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어떠한
방향으로 구성원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 등, 위원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내용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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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내 의사결정기구 운영에 관한 정부의 표준 가이드라인 제시
◦ 학내 의사결정관련기구 운영에 대한 정부의 표준 가이드라인 제공
◦ 신설된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정부의 관리, 지원 필요
- 운영현황 점검 및 컨설팅 이행

지금 국립대학의 거버넌스 관련 가장 큰 갈등은 대학평의원회 신설로 인한 것이라 해
도 무방할 것이다. 국립대학 내 신설된 대학평의원회 이외에 다양한 의사결정 관련 기구
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학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학내 의사결정기구 운영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대학이 참고하도록 할 필요
가 있다.
정부는 애초에 대학평의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법령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지 관리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현 상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아 구성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었다. 올해 8월 발표된 대학혁신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운영의 책무
성 제고를 위한 참여·관리 강화를 위해 대학평의원회 제도가 새로 도입된 국립대학에 대
해 제도 안착을 위한 운영현황 점검 및 컨설팅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교육부,
2019b: 26). 따라서 이에 대한 이행이 요구되며, 대학평의원회가 기타 의사결정 관련 기

구와 조화롭게 기능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4) 대학평의원회 기능 정립 및 합리적 운영
◦ 대학평의원회, 교무위원회, 교수평의원회 간 역할과 위상 정립
◦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결과 반영에 대한 법 조항 정비
- 대학평의원회의 결정에 대해 총장이 의결하지 않는 경우, 재심의 의무 부과
- 의결하지 않는 사유나 근거를 명문화하여 회의록과 함께 공개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은 심의, 자문으로 「고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다. 과거 대학마다
실정에 맞게 대학평의원회에서 예산을 다루거나 실질적인 의결 기능을 부여한 경우도 있
었는데 신설된 대학평의원회는 예산을 다루기 어렵고 의결 기능을 갖지 않는다. 즉 신설
된 대학평의원회에서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역할만을 하게 되어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여부뿐만 아니라 기능 또한 대학의 자율에 위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학평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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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라는 제도를 형식적으로 잘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원활하게 작동하여 내실 있게 운
영될 수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현재 대학평의원회는 유명무실해 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정착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대학평의원회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실질적인 견제·협력 기능이 가능하도록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초중등교육의 학교
운영위원회와 비교해 볼 때 국립대학의 경우 대학평의원회의 결정을 총장이 거부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대학평의원회가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대학 간 지
원 예산의 차이도 존재하는 등 적절한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학평의원회의 위
상을 정립하고 중요한 권한을 부여하되 결정권에 대한 책무성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대학평의원회가 주요 대학의사결정 사항 관련 자문권 또는 심의
권을 발휘함으로써 총장의 견제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대학
평의원회 심의사항을 의결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대학평의
원회가 법정기구화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대학평의원회 심의사항의 방향대로 총장이 최종 의결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명문화하거나 다른 의결대안에 대해 대학평의원회 재심의를 받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등교육법」제19조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에 따르면 국립대학
의 경우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해당 심의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정조항만 있을 뿐
해당 심의결과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정조항이 미흡하다. 따라서 총장은
심의사항을 의결하되 학교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어떠한 사유로 심의내용이 부적절하다
고 판단될 시 해당 내용을 명문화하여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와 함께
공개하거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법정조항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

5) 의사결정기구 간 관계 정립 및 운영 적정성 제고
◦ 대학평의원회를 포함한 학내 의사결정기구 간 안건 처리 기준 마련
- 의사결정기구 간 안건 구분 혹은 안건 중복 처리의 필요성과 효율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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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에 대한 대학평의원회 법적 설치 의무화의 근거가 된 「고등교육법」에는 대학
평의원회의 구성비에 대한 기준과 심의, 자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상에 대한 내용
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기능상 의결이 아닌 심의, 자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어 학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위상을 갖는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현재 대학마다 대학평의
원회의 위상은 각기 다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 기타 의사결정기구 간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대학평
의원회의 위상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국립대학 간 운용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대
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에서 다루는 안건을 구분하여 분담하기도 하고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가 같은 안건을 중복하여 다루기도 한다. 안건에 따라서는 여러 기구를 거치
는 것이 충분한 논의를 통한 최선의 결과를 담보할 수 있기도 하지만, 대학운영의 비효율
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의사결정기구 간 충분한 소
통을 통해 협력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내 다양한 의사결정관련 각종 기구
가 존재하는 것은 국립대학 내 이해집단이 다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구성원별 적절한 의사결정 영역이 고려된 대학운영 참여가 요구된다. 의
사결정기구 간 관계 정립 및 의사결정과정의 합리화는 대학운영에 있어 구성원의 자율적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대학의 책임경영을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6) 소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재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
◦
◦

예·결산 자료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전 교육이나 프로그램 제공
대학 내·외부 위원 참여 활성화를 위한 보수 지급·조정
실질적 견제 기능을 위한 위원 구성의 민주성 강화(재정위원회 풀 구성 및 활용)
대학평의원회가 통합 위원회로 격상될 경우, 소속위원회의 하나로서 전문가 중심 구성 검토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의
하면 국립대학 재정 및 회계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해 재정위원회 설치를 의무
화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재정·회계 규정으로 정하고, 과반 수 이
상으로 구성되는 일반직위원은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 직원 및 재학생(각 2명 이
상),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자,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재정·회계 규정으로 정하는 추천절차를 거쳐 국립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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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재정위원회는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중장기 재정운용계
획에 관한 사항’,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재정·
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으
로서 국립대학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국립대학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재정위원회의 운영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 재정
위원회는 의결권을 갖고 있어 법적으로 총장의 견제기구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재정위원회는 총장에게 우호적인 인사로 구성되거나 외부인사와 학생 등 전문성이 부족
하며, 시간 제약으로 인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고 원안과 다른 의사결정이 이루
어진다고 하여도 현실적으로 사업 및 예산 계획을 수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별도 소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것도 가
능하다. 대학 및 예·결산 자료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전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학 내, 외부 위원의 적극적 참여를 격려하기 위해 적절한 보수를 지급할 필
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정위원회 당연직 위원구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당연직 위원은 일반적으로 사무국장, 교무위원 중에서 재정·회계 규정에
의거해 위촉된다. 재정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목적, 필요성을 일관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서는 사무국장 또는 보직교원의 역할이 필수적이나 이 제도가 악용되는 경우 총장이 임
명한 보직교원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재정위원회
가 대학운영 집행부의 실제적 견제기구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과반 수 이상으로 구성되
는 일반직 위원 구성의 민주성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앞서 논의한 대학평
의원 구성을 풀(pool)제로 확대하는 개선안과 맥을 같이하는 방법도 제안할 수 있다. 대
학평의원회를 국립대학 통합위원회로 격상하고 재정위원회 등을 소속 위원회로 포함하
여 재정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결산과 관련한 사항은 재정 관련 전문가로 대학평의원을
구성하여 해당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대학평의원회와 재정
위원회에서 공통으로 논의하는 항목(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대학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
항 등)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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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원회 위상 정립 및 운영 지원
◦ 직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사항에 대해 학칙 등에 명시 검토
- 다양한 직군과 직종으로 구성된 직원들의 의견을 포용적으로 수용
◦ 대학운영 과정에 실질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전문적 역량 함양 지원
- 국가행정 전문가로서 역량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연수 기회 제공

국립대학 내에서 직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있기 보다는
대학 내 위원회 구성 시, 직원의 구성 단위를 충족시키고,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전달 기능
을 수행하는데 그치고 있어 능동적으로 대학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대학별로 직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구체성 정도 등에 있어 편차가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일부 대학에서는 직원회의 기능을 총장선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학칙개정, 규
정의 제정·개정·폐지, 대학의 예·결산, 직원 소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정
하고 있는 반면, 일부 대학에서는 재정위원회의 위원 추천 등 제한적 업무에 한해 역할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원회가 직원들의 권한을 보호하고 입장을 대변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 기구로서 존재하기 보다는 임의 기구로 현안 발생 유무
및 필요에 따라 임시적으로 기능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제시
된 바와 같이 대학조직의 운영과정에서 직원들의 수동적인 참여는 소극적·방어적인 태도
를 유발하고, 대외적인 감사 등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조직 운영과정에서 창의적·자
율적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직군과 직종으로
구성된 직원들의 의견을 포용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직원회의 구성을 학칙 등에 명시
하되, 구체적으로 위원 구성, 범위, 역할 등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일부 대학에서 직원들은 총장선출위원회의 구성 시, 교수 비율에 비해 직원 비율이 상
대적으로 낮은 점, 법정 의사결정기구인 대학평의원회 구성 과정에서 교수 집단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점유하고 기존 교수회의 입지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의 기능
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등으로 교수집단에 대한 불만과 갈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립대학의 주요 구성원인 직원들이 대학의 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
견을 개진하고 대학의 경영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국립대학 직원의 단체는 대학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공무원협의회, 대학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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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원회, 직원협의회 등 명칭도 다양하고 구성원의 차이도 있었다. 직원회가 설치된
대학의 경우 학칙에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치기구로서 존재하나 대학 본부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직원 단체가 다양하다는 것은 대학운영이나 중요한 의사
결정에 구성단체로서 참여하게 될 때 어떤 단체가 대표성을 갖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
다. 대학에 따라서는 다양한 직원 단체의 대표가 각각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고, 가장 많
은 직원이 속해 있는 직원 단체가 대표성을 갖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학내 구성원 참
여에 있어 구성주체의 대표성은 중요한 문제이다. 학내 다양한 직원 단체가 설립되어 직
원들이 선택적으로 가입하게 될 경우 직원 단체의 대표성은 더욱 모호해진다. 직원 단체
의 대표성을 어떤 기준으로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립대학에서 직원은 행정 영역의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직원의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나 연수 기회 제공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직원의 중요한 역할은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적절
히 지원하는 것이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국가행정 중 국립대학의 행정이라는 역할,
즉 고유행정을 잘 수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고유행정 측면에서 행정의 기
능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직원의 역량 제고와 함께 적절한 보
상 체제 마련도 함께 요구된다. 지금까지 직원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한다거나 자원을 제공하는 등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국한되어 이해되었으나,
시대적·사회적 환경변화 및 대학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 직원의 대학행정에 대한 전문
성이 요구되고 있어 지원 역할을 넘어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주도적이고 중요한 역
할을 함께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박동기, 2007: 73).

8) 총학생회 구성 및 운영 지원
◦ 학내 의사결정기구의 학생 참여 범위 및 기준의 일관성 확보
◦ 학생 자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보접근권 확대
◦ 학생회의 대학운영 참여의 내실화
- 형식상 참여 극복을 위해 사전 협의, 자료 공유, 발언 기회 보장 등
- 학생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한 보상 및 유인가 제공
◦ 학생회 조직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 등 제도화
◦ 학생회 구성 및 운영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역량 함양 등 본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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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총학생회는 대학의 대표 기구 중 하나로서 학내 학생 자치 조직을 총괄하며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년 단위로 구성되는 총학생회의 업무는 크게 학기별 반
복적 성격의 활동과 공약실천성 이벤트 같은 재량 업무로 나뉠 수 있다(이유빈·이승휘,
2011: 181). 본 연구 결과 최근 대학생들은 학점관리, 취업준비, 교내외 아르바이트 등

취업준비를 위한 스펙 관리와 진로 관련 활동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고 있으며, 정치에
무관심한 성향을 보이고 있어 총학생회를 비롯한 대학 내 각종 자치 활동 참여를 부담스
럽게 인식하여 참여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무관심과 소극적 참여는 일부 대학의 사례이긴 하나 특정 정치경향을 가진
학생집단, 종교단체 및 기타 이익집단이 총학생회의 구성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비리
로 연루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겨나는 원인이기도 하다. 한편 학생회 구성이 어려운 많은
대학들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비대위의 대표성이 없고 역할
이 제한적이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현안 대응도 불가능해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학생회의 부재는 대학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들의 이익을 대변
하는 대표기구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학생회의 구성 문제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학생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회 참여 경험이 형식적 참여에 그치지 않고, 학
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 이후에도 활용 가능한 기본적인
역량과 안목으로서 축적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학생회 대표가 대학평의원회와 재
정위원회에 참여 시, 단지 구성 단위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한 명목상의 참여에 그치지
않고 실제 회의 안건과 배경지식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하거나 회의 자료를
미리 공유하고 회의 시 질문을 유도하여 적극적 참여를 격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생
회 대표가 학생들의 단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 기간과 검토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외에도 학생회 조직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체감사와 대학 간 상호 감사 등을
제도적으로 정착하여 학생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그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대학본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대학운영을 위해 학생 자치의 활
성화 노력이 중요하며, 학생회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원은 물적 지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정보 접근 권한에 관한 것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교
수,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들은 학내 정보나 자료 접근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리
고 학생 참여가 의무화된 의사결정기구 마다 참여가 가능한 학생의 범위나 기준이 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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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 학생대표의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 학생 참여 범위나 기준에 대한 일관성 확보
혹은 학생대표와의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학칙 결정 시에
는 학생 대표의 참여 비율을 높임으로써 학생자치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박남기, 2016: 39).
학생회가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학생대표를 대학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
에 참여시키는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목소리가 담긴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학운영을 실현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 자치기구로서 학생회를 구성, 운영하고 대학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
고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대학의 지원이 필요하며, 학생, 직원 등 구성 주체의 대학운영
에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위해 보상 및 유인가 제공을 통해 이를 바탕으로 대학운영
참여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다.

나. 단과대학 차원의 거버넌스 개선
단과대학 거버넌스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는 다음 그림에서 제시한 바와 같
이 1) 학장 선출방식 및 제도운영의 자율성 제고, 2) 단과대학 운영지원 확대이다.

방안
단과대학 거버넌스 개선

⇨

과제

관련주체

학장 선출방식 및 제도운영의 자율성

정부 및 대학

단과대학 운영지원 확대

대학

[그림 Ⅵ-12] 단과대학 거버넌스 개선 방안에 대한 과제

1) 학장 선출방식 및 제도운영의 자율성 제고
◦ 학장 선출방식의 자율성 보장
◦ 학장의 행정역량 등 전문성제고를 위한 지원 제도 마련
◦ 부학장제도 도입 등 단과대학 운영 협업을 위한 제도 개선

단과대학의 학장(dean)은 교수나 부교수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되는데 총장의
명에 따라 해당 단과대학의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학생을 지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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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하는 역할을 한다.69) 현재 학장의 선출 방식은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교육공무원법」제27조(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의 보직)),
대학의 장이 단과대학장을 보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출의 절차를 거치
지 아니하고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직접 지명하여 보하도록 되어
있다(「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 4(단과대학장의 임용)). 이렇게 학장 임용 시 별도의 추
천이나 선출 절차 없이 총장이 직접적으로 임용하는 방식은 총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
립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선거 과열 등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반대로 총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학장의 총장에 대한 견제가 어렵고
학내 민주주의를 저해하며 학장의 단과대학 내에서의 위상 미흡 및 리더십 발휘가 곤란
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현재 학장은 임용권 등 인사권이나 예산 편성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사실상 명예직으로 인식되고 있어 단과대학을 책임 있게 이끌어 갈 동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은 다양한 단과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전체 대학의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개별 단과대학의 운영과 협력이 토대가 되어야 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학장은 단과대학
구성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이면서 단과대학의 입장과 의견, 요구를 대학 본부와
소통할 수 있어야 하며, 단과대학 운영에 관한 적절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될 필요가 있
다. 현재 제도 하에서는 학장 임명제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학의 실정에 따라
학장 직선제 혹은 각 제도의 보완 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한 명의 학장이 다수의 학과로 구성된 단과대학을 대표하여 소관 사무를
관장해야 하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학장에게 ‘행정역량 등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부학장제도 도입 등 단과대학 운영의 협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 단과대학 운영 지원 확대
◦ 단과대학 행정실 등 지원 조직 정비 및 인력 확충
◦ 단과대학 예산 증액 및 단과대학별 수요를 반영한 예산편성·집행의 자율성 확대

69)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12640&cid=42126&categoryId=4212(검색일: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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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거버넌스나 운영에 관한 논의는 대학 본부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재 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학내 다양한 의사결정관련 기구 간 기능
및 관계,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 등에 있어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학 차원에서 거버넌스 체제나 구조가 정립되지 못하였고 실제 운영 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 또한 과열되는 양상이라 개별 단과대학 차원의 거버넌스나 운영은 주목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대학의 거버넌스는 개별 단과대학의 운영과 협력이 토
대가 되어야 하며 이 때 개별 단과대학의 운영 적정성 제고가 필요하다. 단과대학의 운영
적정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과대학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와 이를 지원하는 조직
정비 및 인력 확충이 요구된다. 특히 단과대학의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 편성 규모를 확대
하고 자율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단과대학 차원에서 교수,
학생, 직원 간 협업과 참여 의식 제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경험, 학문 특성에
부합하는 단과대학 운영 등이 가능할 것이다.

다. 구성원 인식 개선 및 상호 존중
구성원 인식개선 및 상호존중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는 다음 그림에서 제시한 바
와 같이 1) 부정적 인식 개선 및 상호 존중의 문화 형성, 2)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확대
채널 구축이다.

방안
구성원 인식 개선 및 상호
존중

⇨

과제

관련주체

부정적 인식 개선 및 상호 존중의
문화 형성

대학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확대 채널 구축

[그림 Ⅵ-13] 구성원 인식 개선 및 상호존중 방안에 대한 과제

1) 구성원 간 부정적 인식 개선 및 상호 존중의 문화 형성
◦ 구성원 간 불합리한 차별적 요인 개선 및 공정한 혜택 제공
◦ 구성원의 요구와 의견에 대한 대학 본부의 수용 및 반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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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교수, 학생, 직원 등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 인식이 개
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역할 및 전문성 등에 따른 상호 존중의 문화 형성이 필요하
다. 연구를 통해 교수, 직원, 학생 간 부정적 인식과 긍정적 인식 및 기대를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부정적 인식의 원인에는 특정 집단의 역할 및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고 인식하거나 구성원 간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배제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으며 집단이기주의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
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인식 개선 및 상호 존중의 문화 형성을 위해서 먼저 구성원 간 역할 및 전문성
등에 대해 이해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제도적으로는 구성원의 요구와 의견이 적절하게
대학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혜택 제공 노력 등이 필요하다.
2) 구성원 의사소통 확대를 위한 채널 구축
◦ 대학의 현안 및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구성원 대상 설명회, 공청회 활성화
◦ 학내 구성원 간 의사소통 채널, 협의체 운영

대학의 현안 및 대학운영에 관한 정보가 구성원들과 적절하게 공유될 필요가 있으며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의견수렴을 위한 의사소통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연구를 통해
대학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학본부와 교수, 직원, 학생 단체 간 정례적, 비정례적 의
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대학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앞서
전체 구성원에게 개방된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대학 본부와
구성원 간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 채널이 활성화되어 대학운영에 관한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중요한 의견 및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학내에서는 교수, 학생, 직원 간 학내
의사소통을 위한 합의된 채널을 구축하고 전체 대학발전 차원에서 구성원 간 긴밀한 의
견 교류가 요구된다. 현재 국립대학 직원과 학생 대표 단체는 공통 현안에 대한 논의와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기 위한 연합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행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 대학 차원이 아닌 전체 국립대학 차원에서 일부 구성 대표
단체들이 연계하여 협력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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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성원 역할 및 역량 강화
구성원 역할 및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는 다음 그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 구성원 역할 및 역량 강화 방안 마련, 2) 구성원 참여에 대한 보상 및 책무성
시스템 구축이다.

방안

과제

구성원 역할 및
역량 강화

⇨

구성원 역할 및 역량 강화 방안 마련
구성원 참여에 대한 보상 및 책무성 시스템

관련주체
대학

[그림 Ⅵ-14] 구성원 역할 및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과제

1) 구성원 역할 강화 및 역량 제고 방안 마련
◦ 구성원 간 실무 자문이나 지원, 지속적 의견 교환 구조 마련
◦ 직원 등에 대한 대학 자체 혹은 위탁연수 방식 등 업무 수행 전문성 제고
◦ 학생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적절한 참여 기회 부여

국립대학 운영에 있어 직원과 학생이 적절한 역할을 하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 운영의 행정적 실무에 대한 직원의 역할과 전문성
이 발휘되고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직 교수의 중요한 결정에
앞서 실무 자문이나 지원이 협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집행 과정에서도 지속
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의 경우 대학 현장의 중심에서 대학 운
영을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생생한 요구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중요한 파트너
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 또한 이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 제고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직원에 대해서는 대학 자체적으로 혹은 위탁연수 방식을 통해 담당 분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연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기술이나 기능 함양을 위한 실무기술, 특정
직무분야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전문연수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70) 학생의 경
우 대학운영에 관한 기본 정보 공유 및 자료 이용 방법, 참여 가능 학내 의사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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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위원회에 대한 안내 등을 전제로 하여 학생회 등 자치 단체 구성 및 운영 방법이
나 대학의 지원 가능 사항에 대한 설명, 의견 수렴 및 대학 본부에의 의견 개진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대학 본부 차원에서 학생들의 수업참여 제고를 위한
교수법 특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초중등학교의 학교경영에 있어서도 학생들을 지배구조의 주체로서 새롭게 참여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Hargreaves and Shirley, 2009; 박남기,
2016: 37에서 재인용). 학생들이 대학 발전이라는 전체 대학 차원에서 고민을 하지 못하

고 학생 집단의 이익을 내세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대학의 경영진과 타 구성원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긴 안목에 의한 사고를 하도록 적절히 유도해야 할 책무가
있다(박남기, 2016: 37).

2) 구성원 참여 활성화를 위한 보상제도, 책무성 시스템 마련
◦ 구성 주체의 대학운영에의 관심과 참여를 격려하기 위해 보상이나 유인가 제공
◦ 대학운영 참여에 대한 책무성 부여

국립대학 운영에 참여하는 교수, 학생, 직원 등 다양한 구성주체에 대한 보상이나 유인
가 제공, 책무성 강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구성 주체는 대학운영이나 학내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
다. 많은 대학에서 구성 주체의 고른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개선 요
구가 제기되었다.
구성원의 활동 및 참여는 교수, 학생, 직원을 막론하고 본연의 업무나 역할이 있는 상
황에서 일종의 봉사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구성원 대표로서
역할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유인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역할에 대한 책무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70) https://blog.naver.com/asecomm/221226927394(검색일: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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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거버넌스 개선 방안

4

외부 거버넌스 개선 방안은 크게 2가지 방안 8개 과제로 제안하였다. 먼저 2가지 방안
은 ‘감사, 공시, 평가 시스템 및 운영 개선’, ‘지역사회 협력 개선’이다. 이어서 2가지 방
안별 과제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하였다.

외부거버넌스 개선







감사, 공시, 평가시스템 및


지역사회 협력 개선

운영 개선

[그림 Ⅵ-15] 외부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방안

가. 감사, 공시, 평가 시스템 및 운영 개선
감사, 공시, 평가 시스템 및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는 다음 그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 평가 및 감사의 컨설팅 기능 보완, 2) 학문발전 차원의 내용적 평가
도입, 3) 전담 평가기구 설치 및 대학과의 소통, 4) 내부 감사조직 정비, 5) 외부 감사기구
정비 및 운영 개선, 6) 공시정보 관리 강화 및 공시 범위 확대이다.

방안

과제
평가 및 감사의 컨설팅 기능 보완
학문발전 차원의 내용적 평가 도입

감사, 공시, 평가 시스템
운영 개선

⇨

정부

전담 평가기구 설치 및 대학과의 소통

정부 및 대학

내부 감사조직 정비

대학

외부 감사기구 정비 및 운영 개선

정부

공시정보 관리 강화 및 공시 범위 확대

정부 및 대학

[그림 Ⅵ-16] 감사, 공시, 평가 시스템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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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 및 감사의 컨설팅 기능 보완
◦ 평가 및 감사의 통제적 방식 개선
◦ 대학의 개선 지원을 위한 컨설팅 기능 강화
◦ 감사의 경우, 선제적 차원에서 대학운영의 위험 예측 등 대학에 유용한 정보 제공

국립대학에 대한 평가나 감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제도는 구축되어 있으나 실
제 운영이나 작동 및 활용에 있어 왜곡되어 있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나 감사는 통제적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어 지적과 처벌 위주
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래 평가 및 감사의 기능에는 긍정적인 사례를 발굴
하여 전파하고 포상함으로써 격려할 수 있어야 하고, 대학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 가진 장점을 인정하고 단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지적과 처벌 위주의 통제적 평가 및 감사는 대학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기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감사의 경우 대학이 이미 시행하여 완료된 사안에 대한 지출행위나 법·제도 준수
차원의 합법성 등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으로 향후 대학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여 이를 대비하고 나아가 대학운영의 내용적 측면에서의 컨설팅 기능
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점차 개선될 필요가 있다.

2) 학문발전 차원의 내용적 평가 도입
◦ 다양한 학문분야별 교육 및 연구의 특성화 등에 대한 평가 보완

국립대학에 대한 평가가 행정적 측면에서 과정 집행에 대한 것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대학 발전의 내용적 측면이나 결과적 측면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학의
조직 운영이나 예산 집행 상 오류 점검 등에 관한 것도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하지만, 과
연 국립대학이 개별 대학의 목적에 맞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
의도한 성과를 창출하였는지, 다양한 학문 분야별로 특색 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교육
및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이 평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시행되면서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평가 기준에 맞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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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영이 변화하기도 하였다. 대학은 장기적 관점에서 대학 발전을 고민하고 계획을 수
립하며 학문적 특성에 맞는 교육과 연구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전체 대학 차원의 행정적 평가 이외에 다양한 학문분야별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적 평가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3) 독립된 전담 평가기구 설치 및 대학과의 소통
◦ 독립된 전담 평가기구 운영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결과 수용도 제고
- 프랑스의 「사바리법」에 의한 대학평가전담기구, 국가평가위원회(CNE)
- 대학 스스로 평가기준 수립, 평가하며, 자기평가보고서에 대한 평가 및 조언 방식을 취함(이송이, 2016:
379, 392; 성봉근, 2017: 122에서 재인용)
◦ 평가결과 통보 이외에, 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 노력 지원(대학과의 소통)

현재 대학에 대한 평가를 전담하는 독립된 평가기구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
학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며 지원할 수 있는 독립된 평가기관의 설립이 필요하
다. 독립된 전담 평가기구는 대외적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평가결과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사바리법」에서 대학의 평가를 전담하는
기구, 즉 국가평가위원회(CNE)를 설치하였으며, 2013년 「피오라조법」의 제정으로 대학
교육연구평가 상급평의회를 통해 대학평가를 전문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국가기관이 아닌
대학이 스스로 평가기준을 만들어 평가하되 대학의 자기평가보고서에 대한 평가 및 조언
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이송이, 2016: 379, 392; 성봉근, 2017: 122에서 재인용).
한편 지금까지 대학에 대한 평가는 일방향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평가 결과를 통해 부족
한 측면을 보완하거나 개선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기 어려웠다. 주로 평가 결과를 통보
하고 이를 재정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평
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별 대학의 부족한 측면에 대해 고지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개선하
기 위한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대학 또한 정부 평가에 의존하여 수동적인 대학 운영을
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대학의 현재 위치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하며 나아가
대학 발전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부에 먼저 제안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대학주도의 자율조정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한국대학교육협의
회, 201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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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부 감사 조직 정비
◦ 감사 진행 시 외부감사 인원 포함 혹은 유사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 감사인 선발 시, 전공 및 업무 경력, 적정 자격 요구 검토
◦ 감사전문교육과정 등 교육훈련 제공
◦ 내부감사결과의 적정 공개방식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집 제공 등

국립대학은 감사조직을 따로 두지 않고 사안이 발생할 경우 감사팀을 꾸려 감사를 진
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감사인력의 경우에도 내부발령을 통해 특별한 자격요건 등이
요구되지 않았으며, 순환보직 성격으로 인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축적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감사의 전문성이나 공정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며 내부 감사 조직의 독립성이나 감사인력의 전문성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개선 방안으로는 먼저, 내부 감사를 진행할 경우 외부감사 인원을 포함하게 하거나,
준법감시인제도를 참조할 수 있다. 지금도 대학에 따라서는 외부감사 인원을 포함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외부감사인의 참여나 협업이 보다 실효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미국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비영리법인도 준법감시
인을 두도록 되어 있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 수행에
있어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
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준법감시인 제도의 도입으로 경영
진 스스로 사전에 예방적이고 상시적인 내부통제기능의 수행이 용이해졌다.71) 대학에서
준법감시인제도를 활용할 경우, 대학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각종 계약, 사업이 이
루어질 때 상시 관리·감독이 가능할 수 있다. 이 때 준법감시인은 전문 자격증을 갖춘
사람 등으로 하며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내부 감사인의 전공이나 관련 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적
정 자격을 요구하거나 회계 등 감사전문교육과정과 같은 관련 교육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육훈련에는 자격증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으며, 대학 자체 교육훈련이나
외부 전문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내부
감사결과의 공개방식이나 감사의 사후관리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내부 감사가 실
7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87581&cid=42088&categoryId=42088(검색일: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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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감사결과를 구성원에게 적절하게 공개하고
반복적인 지적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노력이 동반될 때 구성원의
감사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감사가 단기성, 일회성을 갖고 운영
되는 것이 현실이나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일상적인 감사가 보완될 수도
있다.

5) 외부 감사 기구 정비 및 운영 개선
◦ 감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인력 확충
◦ 감사 주기의 준수(국립대학에 대한 외부감사의 정례화)
◦ 감사 기준의 일관성 확보

국립대학에 대한 외부감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부,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등이 있다.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의 경우 감사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인력 확충이 필요
하며, 감사 주기의 준수, 감사 기준의 일관성 등 개선이 필요하다. 외부 감사 인력의 부족
으로 국립대학의 감사가 주기에 맞춰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감사 인력의 개
인적 성향이나 전문성 정도에 따라 감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인력의 부족으로 국립대학에 대한 감사가 사전에 예고된 시기보다 뒤늦게 진행될
경우 업무 담당자 변경 등 당시 추진된 내용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
며, 정책이나 환경 변화 등 원칙과 기준이 변화하여 불합리한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었
다. 국립대학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의 정례화와 감사기준 개선이 필요하다.

6) 공시정보 관리 강화 및 공시 범위 확대
◦ 대학의 공시 정보를 주기적으로 브리핑
◦ 허위 공시에 대한 철저한 관리
◦ 공시 항목에 거버넌스 관련 정보 포함 검토

공시제도는 대학운영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대학 내, 외에 알려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단지 국립대학의 정보를 공시한다는 차원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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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공시 정보를 주기적
으로 브리핑하고 허위 공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공시 항목이나 내용에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근래 국립대학 중에서 대학이 자체 개발한 대학사회책임지수(GNTECH USR
Index)를 발표하기도 하였는데, 대학사회책임이란 민주적 의사결정, 투명경영과 관련한

거버넌스, 윤리·인권·공정성을 추구하는 대학경영, 지속가능성 등으로 구성된다고 하였
다(프레시안, 2019.4.15.). 지금까지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사회책임지수는 발표되어
왔으나 국립대학은 설립목적 등에 차이가 있고 사회적 책무를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되었었다(프레시안(2019.4.15.). 국립대학의 거버
넌스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함으로써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지역사회 협력 개선
지역사회 협력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는 다음 그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 외부인사 참여 수준 및 방식의 적정성 제고, 2) 지역사회 교류, 네트워크 활성화이다.

방안
지역사회 협력 개선

과제
⇨

외부인사 참여 수준 및 방식의 적정성 제고
지역사회 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관련주체
대학

[그림 Ⅵ-17] 지역사회 협력 개선 방안에 대한 과제

1) 외부인사 참여 수준 및 참여 방식의 적정성 제고
◦
◦
◦
◦
◦

대학운영 관련 자문이나 교류, 산학협력 등 네트워크 형태 참여 확대
외부인사의 참여 유도를 위한 보수 조정, 보상제도 개선
기여도 제고를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 초빙
외부인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및 적정 자료 제공
외부인사 위원의 순차적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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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대학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나 산업체 및 기업, 지역사회 등의 참여나 의사 반
영이 MOU 체결이나 산학협력 등의 형태로 활발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립이 아닌
주립대학으로서 주정부 등과 협력을 통해 대학이 발전해 온 측면이 있다. 한편 대학의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대학 외부인사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학
운영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거버넌스 주체로서 외부인사의 참여 문제는 단순
하지 않다.
지역사회 등 외부인사를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주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 자
치의결 권한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립대학의 운영에 관해 외부인사의 참여가 일
정 부분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운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대부분이었다. 지자체장 등이 대학 운영에 정
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외부인사의 전문성이나 참여 의지, 실질적 기여 정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외부인사를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주요 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립대학운영
이나 행정에 대학 외부인사의 참여는 외부의 사회·경제적 요구 및 환경변화에 대학의 대
응과 책무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외부인사가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주요 주체로 참여하기보다는 현재 대학 운영
상 자문이나 교류, 산학협력 등 네트워크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 적정하다. 다만 외부인사
의 경우 대학 내부 정보에 어둡고 대학의 발전 방향에 대해 내부 구성원만큼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하기 어렵다는 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점, 실질적인 기여
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즉, 대학 운영에 관한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부인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보상 제도를 마련하거나 기여도를 높일 수 있
도록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참여하게 하며 적절한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외에 외부인사 위원의 경우 소수 인원일지라도 그 안에서 순차
적으로 교체하는 방식 등이 도입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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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 방안

2) 지역사회 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사회와의 사업파트너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나 책무 이행
◦ 인근 국립대학과 연계한 지역사회와의 교류 확대
◦ 국립대학 간 교류 활성화 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장 지역사회 등 외부인사를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주요 주체
로 포함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국립대학과 국립대학이 속한 지역사회, 혹은
그 외 외부조직과의 교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국립대학과 지역사회
와의 관계가 보다 긴밀하게 연계될 필요가 있으며, 산학협력이나 프로그램 공동운영 등
사업파트너로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나 책무를 다할 수 있도
록 지역사회의 요구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국립대학과 지역사회 간 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는 비단 개별 국립대학 차원에
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국립대학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며,
넓게 보아 타 국립대학 또한 지역사회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으므로 국립대학 간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국립대학 간 교류 활성화는 지역 대학의 역량
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립대학의 공공성 강
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대학저널, 2019.7.25.). 국립대학 간 교류 활성화는 공동연구, 산
학협력,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검토
가 가능할 것이다.

다음 표는 지금까지 살펴 본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추진 로드맵(안)이다. 연
구를 통해 도출된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 영역별 방안과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과제별
추진주체와 추진시기를 표시하였다. 추진주체는 대학과 정부 중심으로 제안하였고, 추진
시기(기간)는 3년 이내에 해당하는 단기,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중기, 5년 이상 장기 과제
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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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 추진 로드맵(안)
추진주체
영역

방안

국가와 국립대학
간
신뢰 관계 구축

국가와
국립대학 간
관계

국가의 지원 확대

규제 개선 및
중간기구 설치

과제

대학

정부

∙ 수평적 관점에서 지원 및 육성의 방향성 정립
- 고등교육발전방안 혹은 국립대학육성계획(청사진) 수립
- 국립대학발전을 위한 상시 협업 체제 운영

○

∙ 대학운영의 과정적 자율성 보장 및 결과의 책무성 관리 강화
- 임의적 규제 개선 및 법률에 기반한 대학운영 관리
- 평가나 감사 등의 사후관리, 환류 강화

○

∙ 정부와 국립대학 간 의사소통 활성화
- 대학 현장의 요구와 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 교육부-국립대학 간 의사소통 기구 상시 운영

○

○

∙ 대학운영 관련 불명료한 지침 및 기준 정비
- 법률 제·개정 시 정부의 대학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강화
- 대학운영 관련 지침 및 기준 개선(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표준 지급방안 마련 등)

○

∙ 재정지원 근거법 제정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등 재정지원 근거법 마련
- 「국립대학 회계법」국고보조금 지급범위 중 경상비 전액 지원 범위 명시

○

∙ 재원 확충 및 재정지원 규모 확대
- 기업 및 지자체 등 재원 기관 발굴 확대

○

∙ 경상비지원 및 대학의 재정운용 자율성 제고
- 국립대학 필수 경상비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 재정지원사업 등에 있어 사업 간 연계 혹은 예산 공동 운영 허용 방안 마련
(범부처 차원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총괄관리기구 운영)

○

∙ 대학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운영 자율성 존중
-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개선
- 국립대학의 자율적인 발전계획 수립 및 특성화 지원

○

추진시기(기간)
단기 중기 장기

추진주체
영역

방안

과제

대학

∙ 국가와 국립대학 가교 역할의 중간기구 설치
- 국립대학에 대한 간접적 운영 관리 방식 검토
(국가교육회의 내 국립대학 분과 설치 혹은 국립대학지원기구 설립)
∙ 파견 및 선발 방식 개선
- 사무국장 임용 시 대학의 추천이나 동의, 의견 수렴 절차 개선
- 사무국장 선발 조건 및 기준, 임기 보장 등의 원칙 확립하여 제시
- 선발방식 다각화: 독립직군으로 분리하여 육성, 대학 내부에서 선출, 공모제, 사무처장
직위로 대체 등

사무국장 제도
개선

총장

정부

○

○

○

∙ 대학에 대한 이해도·전문성 신장 및 임기 보장
- 사무국장 임용 시 해당 인사의 경력, 전문성 고려
- 대학행정 총괄자로서 안정적 대학 운영을 위한 임기 보장

○

∙ 합리적 권한 행사
- 「국립학교설치령」의 사무국장 업무 범위, 학내 의결기구의 권한, 대학본부의 업무 권한
등이 상충되거나 모호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지침 제공
- 고위공직자로서 국립대학 행정에 대한 책무성 강화, 권한 행사의 신중함 요구

○

∙ 정부와의 건강한 역할 관계 정립
- 정부의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이나 관리·감독 절차의 투명한 운영
- 지원 및 관리·감독 과정과 절차를 대중에 공개 및 설명 의무 이행

○

∙ 총장 선출 방식의 자율성 확대
- 직선제, 간선제, 공모제 등은 개별 국립대학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적실성이 다르므로
대학의 자율성 보장

○

총장 선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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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 선임 절차의 민주성 제고
- 「교육공무원법」제24조 제2호 정비 검토
- 추천위원회 풀(pool) 구성 및 활용

○

○

추진시기(기간)
단기 중기 장기

370

추진주체
영역

방안

총장 제도 개선

과제

대학

∙ 총장과 의사결정기구 간 권한 배분의 적정성 확보
- 학내기구를 통한 공적인 견제·협력이 가능한 의사결정구조 형성
- 학내기구의 역할에 따라 의결권 부여 검토

○

∙ 총장 자격기준 개선 및 후보 구성방안 마련
- 후보자의 구체적인 자격기준 주기적 검토 및 업데이트
- 대학 현안과 총장에 대한 요구를 후보자 공모 시 제시
- 총장 후보자 검증 시스템 운영
- 후보 탐색 시 외부 전문 기관 활용 검토 등

○

∙ 총장의 역할 정립 및 리더십 개선
- 총장 업무 수행 시 전문위원회 자문제도 활용
- 보직자와의 역할 분담, 부총장제도 활용 등을 통한 내치와 외치의 균형 도모

○

∙ 중간평가 등 업무수행 견제·협력 기제 마련
- 총장의 공약 이행 및 업무 수행에 대해 주기적인 중간평가제도 시행
- 업무 추진이나 학내 중요한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 구성원 대상 브리핑 실시

○

∙ 정부의 총장 임명 관련 제도 개선
- 총장 후보자에 대한 정부의 임명 원칙, 소요 절차 및 기간 등을 사전에 정하여 제시
- 임명 지연이나 거부 관련 원칙과 기준 공유
- 총장 후보자에 대한 정부 검증의 정확성과 엄밀성 제고
∙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 다각화
- 대학평의원회 안건 영역 및 전문성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다양하게 구성
- 대학평의원회 성격에 따른 구성단체 참여비율 합리적 조정

내부
거버넌스

내부의사결정 구조
확립 및 운영
∙ 대학평의원회 위원 선임 절차의 타당성 제고
내실화
- 대학평의원회 구성절차 적절성 확보
- 대학평의원회 풀(pool)을 구성하여 심의·자문 안건이나 주제에 따라 위원 선임
- 평의원회 위원 참여에 있어 단과대학과 학과 등의 고른 참여 방안 마련

정부

○

○

○

○

○

추진시기(기간)
단기 중기 장기

추진주체
영역

방안

과제

대학

∙ 학내 의사결정기구 운영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시
- 학내 의사결정관련기구 운영에 대한 정부의 표준 가이드라인 제공
- 신설된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정부의 관리, 지원(운영현황 점검 및 컨설팅 이행)

단과대학 차원의
거버넌스개선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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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평의원회 기능 정립 및 합리적 운영
- 대학평의원회, 교무위원회, 교수평의원회 간 역할과 위상 정립
-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결과 반영에 대한 법 조항 정비
(총장이 의결하지 않는 경우, 재심의 의무 부과 및 미의결 사유나 근거를 회의록과 함께 공개)

○

∙ 의사결정기구 간 관계 정립 및 운영 적정성 제고
- 학내 의사결정기구 간 안건 처리 기준 마련
(의사결정기구 간 안건 구분 혹은 안건 중복 처리의 필요성과 효율성 검토)

○

∙ 소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재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예·결산 자료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전 교육이나 프로그램 제공
- 대학 내·외부 위원 참여 활성화를 위한 보수 지급·조정
- 위원 구성의 민주성 강화(재정위원회 풀 구성 및 활용) 등

○

∙ 직원회 위상 정립 및 운영지원
- 직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사항에 대해 학칙 등에 명시 검토
- 국가행정 전문가로서 역량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연수 기회 제공

○

∙ 학생회 구성 및 운영 지원
- 의사결정기구의 학생 참여 범위 및 기준의 일관성 확보
- 학생회의 대학운영 참여의 내실화(사전 협의, 자료 공유, 발언 기회 보장 등)
- 학생회 조직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 등 제도화
- 학생회 구성 및 운영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역량 함양 등 본부의 지원

○

∙ 학장 선출방식 및 제도운용의 자율성 제고
- 학장 선출방식의 자율성 보장
- 행정역량 등 전문성제고를 위한 지원 제도 마련
- 부학장제도 도입 등 단과대학 운영 협업을 위한 제도 개선

○

∙ 단과대학 운영 지원 확대
- 단과대학 행정실 등 지원 조직 정비 및 인력 확충
- 단과대학 예산 증액 및 단과대학별 수요를 반영한 예산편성·집행의 자율성 확대

○

○

○

추진시기(기간)
단기 중기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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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주체
영역

방안

과제

∙ 구성원 간 부정적 인식 개선 및 상호 존중 문화 형성
- 구성원 간 불합리한 차별적 요인 개선 및 공정한 혜택 제공
- 구성원의 요구와 의견에 대한 대학 본부의 수용 및 반영 노력
구성원 인식 개선
및 상호 존중
∙ 구성원의 의사소통 확대를 위한 협의체, 채널 구축
- 현안 및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구성원 대상 설명회, 공청회 활성화
- 구성원 간 의사소통 채널, 협의체 운영

구성원 역할 및
역량 강화

외부
거버넌스

감사, 공시, 평가
시스템 및 운영
개선

대학

정부

○

○

∙ 구성원 역할 강화 및 역량 제고 방안 마련
- 구성원 간 실무 자문이나 지원, 지속적 의견 교환 구조 마련
- 직원 등에 대한 대학 자체 혹은 위탁연수 방식 등 업무 수행 전문성 제고
- 학생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적절한 참여 기회 부여

○

∙ 구성원 보상제도 및 책무성 시스템 마련
- 대학운영에의 관심과 참여를 격려하기 위해 보상이나 유인가 제공
- 대학운영 참여에 대한 책무성 부여

○

∙ 평가 및 감사의 컨설팅 기능 보완
- 대학의 개선 지원을 위한 컨설팅 기능 강화
- 선제적 차원에서 대학운영의 위험 예측 등 대학에 유용한 정보 제공

○

∙ 행정적 평가 이외 학문발전 차원의 내용적 평가
- 다양한 학문분야별 교육 및 연구의 특성화 등에 대한 평가 보완

○

∙ 독립된 전담 평가기구 설치 및 대학과의 소통
- 독립된 전담 평가기구 운영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결과 수용도 제고
- 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 노력 지원(대학과의 소통)

○

∙ 내부 감사 조직 정비
- 외부감사 인원 포함 혹은 유사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 감사인 선발 시, 전공 및 업무 경력, 적정 자격 요구 검토
- 감사전문교육과정 등 교육훈련 제공
-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집 제공 등

○

○

추진시기(기간)
단기 중기 장기

추진주체
영역

방안

과제

대학

∙ 외부 감사 기구 정비 및 운영 개선
- 감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인력 확충
- 감사 주기의 준수(국립대학에 대한 외부감사의 정례화)
- 감사 기준의 일관성 확보

지역사회
협력 개선

정부

○

∙ 공시 정보 관리 강화 및 공시 범위 확대
- 공시 정보를 주기적으로 브리핑
- 허위 공시에 대한 철저한 관리
- 공시 항목에 거버넌스 관련 정보 포함 검토

○

∙ 외부인사 참여 수준 및 방식 적정성 제고
- 대학운영 관련 자문이나 교류, 산학협력 등 네트워크 형태 참여 확대
- 외부인사의 참여 유도를 위한 보수 조정, 보상제도 개선
- 기여도 제고를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 초빙
- 외부인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및 적정 자료 제공
- 외부인사 위원의 순차적 교체

○

∙ 지역사회 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사회와의 사업파트너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나 책무 이행
- 인근 국립대학과 연계한 지역사회와의 교류 확대
- 국립대학 간 교류 활성화 등

○

○

추진시기(기간)
단기 중기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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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속 연구과제

본 연구의 후속 연구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국·내외 성공적 운영 사례 분석, 둘째,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변화 과정
분석, 셋째, 전체 고등교육기관 체제에 관한 거버넌스 연구이다.

가.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성공적 운영 사례 분석
본 연구는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국립대학 거버넌스와
관련된 쟁점 및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구성원의 경험적 인식과 요구, 사회적 인식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문제점이나 이슈를 도출하여
드러내는 것에 중점을 둠으로써, 상대적으로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긍정적 측면이나
성공적인 운영 사례 등을 분석하는 것은 연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국립대학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운영 방식이나 구성원의 인식 등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국립대학에서 대학평의원회 신설 및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의 경우 신설 및 운영 과정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구성원
의 상호 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던 사례도 있었다. 한편, 대
학평의원회 신설 이전부터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일부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개정을 통한 제도 시행 전부터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교수, 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대학운영 상 중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하는 기능을 충실하게
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 두 사례만 보더라도 전자의 경우 개별 대학이 신설된 제도
에 대해 갖고 있는 입장과 구성원의 수용 정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후자의 경우
개별 대학의 자율적인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운영 역량과 의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와 처한 상황이나 제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해외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성공적인 운영 사례에 대해 대상 국가를 보다 다양하게 확대하여 심층적
인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핀란드와 프랑스를 대상으로 국립
대학 거버넌스의 체제 및 운영 사례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본 결과, 국가별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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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견되는 가운데 선진적인 거버넌스 구조와 운영상의 벤치마킹 요인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국가의 다양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국가를 확대하여 국가 간 국립대학 거버넌스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립대학 거버넌
스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나.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변화 과정 분석
본 연구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립대학 거버넌스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현재 우리나라 국립대학 거버넌스와 관련된 주요 이슈는 이미
오래 전에 만들어진 법의 제·개정, 제도나 정책의 변화 등을 통해 과거와의 연속선상에
서 이해해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성원의 인식 측면에
서도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주제는 개별 국립대학의 역사나 발전 과정, 제도 및 정책의
변화에 대한 대학의 대응과 노력 등이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주요 이슈들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기간 동안 특정한 시점을 중심으로 하여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정부의 정책적
변화를 끌어내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총장 선출 방식 관련, 정부는 2010
년 초반부터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발표를 통해 정책적으로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도록
유도하였으나,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지속적 요구 아래 2017년 총장 임용제도 개선
발표라는 정부의 정책적 변화가 나타났다. 또 다른 예로 현재 국립대학에 신설하도록 되
어 있는 대학평의원회 제도의 경우 2017년 「고등교육법」개정에 의해 최초로 도입된 제
도가 아니라, 법령상의 연혁을 볼 때 이미 오래 전부터 제도 시행이 논의되거나 추진되었
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949년 12월 제정·공포된 「교육법」에서는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국립대학에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
으나, 1997년 「교육법」을 폐지하고 「고등교육법」 등을 개정하면서 학칙상의 기재사항으
로 규정하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 과정 속에 일부 국립대학에서는 학칙상의 기재사
항으로 대학평의원회를 두어 운영해 왔던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해당 대학의 경우
학칙상의 기구로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여 대학의 실정에 맞춰 충실
하게 운영해 오던 것을 2017년 「고등교육법」개정에 따라 새롭게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
써 갈등을 유발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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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변화 과정(변천사)에 관한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관련 제
도나 정책의 변화, 중요한 사건 및 기점, 영향 요인이나 핵심 주체, 대학의 대응과 변화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립대학 거버넌스와 관련된 과거의 역
사적 배경 및 환경적 요인, 대학의 변화양상을 구체적으로 연계하여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체제를 보다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다. 전체 고등교육기관 체제에 관한 거버넌스 연구
향후 전체 고등교육기관 체제에 관한 거버넌스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국립대학 간 연
계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구조나 체제 개편
에 관한 연구, 국가교육위원회 등과의 관계 차원에서 새로운 거버넌스 형성 및 방향성을
탐색하는 연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하면서도 대학 고유의 목적이나 역할 등에
입각하여 지역 및 국가와 상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
교육위원회 등을 설립하여 전체 고등교육기관과의 새로운 거버넌스 형성 논의가 계속되
고 있고, 개별 대학 간 기능 조정이나 연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
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왔다. 따라서 당장의 제도 시행 여부와는 별개로 이에 대한 연구
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의 구조나 체제 개편, 국가기구와
의 관계 형성, 대학 간 연계, 협력 방식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다양한 구성원 및 이해관
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조사하여 수렴할 필요가 있고, 제도의 적합성이나 장, 단점,
지원 체계 등에 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교수노조 합법화 및 비정규교수 문제 등이 대학의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쟁점을 함께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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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Diagnosis and Strategies for Higher Education Innovation (III):
With a Focus on Improving National University Governance

Bo-Eun, Moon(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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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In, Seo(KEDI)
Ye-Lim, Yu(KEDI)
Hye-Ji, Gill(Chungbuk Univ.)
Do-Hee, Kwon(Yeonsung Univ.)
Sang-Mi, Park(KEDI)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he last year of a three-year study titled "Policy
Diagnosis and Strategies for Higher Education Innovation," with the purpose of
helping make the autonomous management of universities easier on a macro level.
Globally, university governance is emphasized as a key task in higher education
reform. Even in Korea, there is great interest in policies on the democratic and
cooperative management of universities. In particular, the need for the
cooperative governance of national universities is rising, as they face conflicts
among the members due to passive management or other governance issues.
Therefore, comprehensive research on improving national university governance
is needed with a view to establishing a reasonable governance system and more
effective operation.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four research questions based on its necessity
and purpose. First, what are the concepts, structures, and components of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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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governance? Second, what are the current conditions and issues of
national university governance? Third, what are the perceptions and needs of
members regarding national university governance and how does society perceive
it? Fourth, what are strategies and challenges for improving national university
governance? The research methods included a literature survey, international case
study, Delphi survey, focus group interviews (FGI), text big data analysis, and
conferring with an expert council.
The main findings are detailed below: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Delphi survey, the concept of national university
governance was defined as follows:

National University Governance
∙ Value: Founding values of national universities include public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 Subject: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 stakeholders of universities with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 Purpose: To ensur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ealthy functioning of national
universities as autonomous entities
∙ Method: Running reasonable systems and procedures based on cooperative and
democratic communication
∙ Content: Important decision-making related to national university management and
the structure and method of university operation

The national university governance structure comprises (1)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national universities regarding the latter’s foundation
and management; (2) internal governance, which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university, faculty, and administrative councils for cooperation
and holding each other in check; and (3) auditors as an external governance body.
The study analyzed the status of national university governance based on
regulatory data, an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presidential
elections, more than half of the universities relied on an indirect election system
but many of them planned to convert to a direct one in the future. About h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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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universities allowed presidents to serve consecutive terms, and the
candidate criteria differed from one university to another. Although faculty
members, administrators, students, and teaching assistants could participate as
voters, votes from students and administrators were reflected in the election results
with a lower ratio. In the case of the recommendation committee, various
members such as alumni and external stakeholders were allowed to participate.
Second, in terms of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the university council, the
total number of members ranged from 11 to 30, and participating members
included administrators, teaching assistants, students, external stakeholders, and
faculty members, who comprised the largest proportion. The chairman was mostly
elected from among its members, and the functions of the university councils were
found to differ, as some councils allow only deliberation or deliberation and
consultation, while others allow deliberation, consultation, and decision-making.
Third, in terms of formation and operation of the faculty council, there were
different formation methods such as election through faculty meetings and direct
secret ballots by colleges; more than 80% of the universities ruled out the
participation of administrative council members in such elections. Deliberation
was a function most commonly assigned to the faculty council, but universities
that authorize decision-making functions were also identified. Fourth, regarding
the formation and management of the administrative council, most of them were
chaired by the university president, and council members comprised various
personnel such as the vice-president, graduate school deans, deans, directors,
secretaries-general, and general managers, and their given roles included
deliberation or decision making.
The following result was obtained from analyzing the issues of national university
governance through the Delphi survey. First, issue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national universities were identified as the
relationship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improvement of the secretary-general
system, and expansion of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and the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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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Second, the internal governance issues included problems with the
university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authority of the president, university
council formation and operation, roles of the administrative council, and the
appointment of deans. Lastly, external governance issues were regarding external
audits and evaluations.
The results of the focus group interviews conducted revealed that the internal
members of national universities had the following perceptions: First,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national universities, problems
related to the excessive influence of the government, bureaucratic management
of university organizations and lack of policy consistency, distrust and lack of
communication with universities, and dispatching of secretaries-general were
perceived by the internal members. Second, they recognized the president’s strong
authority on academic affairs and decision making as well as issues regard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presidential system. Third, they were also aware of
problems due to the obligation of establishing the university council for internal
governance, problems caused by the council creation and the participation ratio
of the members, and issues regarding authority and status, role changes and
conflicts of the faculty council, decision-making effectiveness of the fiscal
committee, and questions concerning its expertise. In addition, the internal
members also perceived representative issues of administrative staff organization,
limitations of student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the
problems with the deans’ appointment. Fourth, external governance members
recognized the controlling nature of evaluations and audits, issues with the
expertise of the audit organization, problems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issues
of outsiders’ participation in university management.
Next, the study conducted a text big data analysis on the perception and needs
of the internal members of national universities to illustrate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internal members perceived the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ial system
somewhat negatively. Second, the members of national universities underst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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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relation, and it seems that there is a demand for invigorating the participation
of students. Third, the perceptions of the members related to the audit and
disclosure system were found to be negative, and the need for enhancing the
expertise and credibility level of the external audit organization and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of disclosed information was highlighted. Fourth, regarding the
case of secretaries-general, given the fact that many negative words such as
“one-sided” and “domination” were mentioned, improving the secretary-general
system should also be considered. Fifth, roles, functions, and participation of
various members including not only faculty members but also administrative staff
and students were emphasized as keywords.
External social perceptions of national university governance were analyz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ublic opinion of the current presidential
system of national universities is known to be negative, and discussion on
improving the system is urgently needed. Second, the need for improving the
perception of various members regarding national university governance was
highlighted. Third, the perceptions on the changing role of evaluation and the
management and inspection of disclosed information were illustrated. Fourth, the
word “Ministry of Education” appeared frequently but had a correlation with
negative words, which implies that improv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universities is necessary. Fifth, although reports on national
university governance have mainly focused on faculty members or presidents,
there were an increasing number of issues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regional
national universities; thus, the need for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and
the need for the expansion of national and regional support for national
universities were confirmed.
Predicated on the abovementioned research results, the study proposed
improvement strategies for national university governance and projects for
follow-up research as follows: First, the purpose of improving national university
governance is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ealthy function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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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universities as autonomous entities through operational improvement of
the national university governance system.
The improvement strategies were divided into (1) improve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national universities; (2) improvement
of the university presidential system; (3) improvement of internal governance; and
(4) improvement of external governance. First, in order to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national universities, the authors of this study
suggest establishing a trust-based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national universities, expanding governmental support, improving regulations,
introducing intermediate institutions, and improving the secretary-general system.
Second, improvement of the university presidential election and other systems
related to the presidential system were proposed. Third, establishing an internal
decision-making

structure,

ensuring

more

effective

operation,

improving

governance at the college level, fostering mut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among
members, and enhancing the capacities and roles of members were proposed,
aiming at improving internal governance. Fourth, improvement of the audit,
disclosure, and evaluation systems and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local
communities were suggested to improve external governance.
Follow-up research projects of this study were identified as follows: First,
national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of successful management of national
university governance, second, an analysis of the change process of national
university governance, and, finally, studies on the governance of the overall
national university system.

Keywords: national university governance, university presidential election,
university council, decision-making structure, universi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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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제1차 델파이 조사지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념 및 구조 정립 등을 위한
제1차 델파이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19년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진단과 방안(Ⅲ) :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립대학이 합리적
이고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델파이 조사에서는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 및 구조를 정립하고, 관련 쟁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조사는 총 2~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조사결과는 무기명 처리되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원활한 연구 진행을 위하여 조사지를 5월 29일(수)까지 이메일(mboeun@kedi.re.kr)로
회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한국교육개발원장 반상진
연구책임자 문보은

※ 이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 연구책임자 : 문 보 은 (고등교육제도연구실, 연구위원) mboeun@kedi.re.kr, 043-530-9432
▫ 조사담당자 : 박 상 미 (고등교육제도연구실, 연구원) sangmip@kedi.re.kr, 043-530-9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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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 조사 배경
◦ 최근 대학은 거버넌스 변화 요구에 직면해 있으며 OECD는 고등교육 정책 대안 모색 영역의 하나로 거버
넌스를 포함하고 있음(OECD, 2004; 이영환·김신복, 2011: 225에서 재인용). 정부 또한 대학의 경직적
구조 개선 및 민주적 운영 등 대학 거버넌스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대학진단 기준의 하나로 대학
운영의 건전성 및 구성원 참여·소통 지표를 신설하고,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법적으
로 의무화한 것 등이 대표적임. 특히 대학평의원회 설치의 법적 의무화는 대학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
렴하여 학교 행정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김해영, 2018: 1)
◦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 대학 운영의 수동성 및 거버넌스 문제로 인한 갈등 심화와 구성원 간 협력적 거버넌
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박정수, 2006; 윤상섭, 2005). 이에 대학은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
소통에 기반하여 자율적 운영체로서 건전하게 기능하고 주체적 환류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김지하 외, 2018: 5)
◦ 지금까지
급변하는
거버넌스
7). 최근

국립대학 거버넌스는 총장 선출 등 대학의 내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음. 이에 더하여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대학과 상호작용하는 국가나 지역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국립대학
개념의 확장 및 대학 내·외부 거버넌스 간 바람직한 관계 탐색의 필요성이 제기됨(송지광, 2005:
문헌에서는 대학 외부 거버넌스 주체의 적절한 역할이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음

◦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이나 구조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여, 국
립대학 거버넌스의 일부 요소만을 다루거나 요소 간 바람직한 관계, 영향력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
석하기 어려움. 따라서 먼저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 및 구조를 정립한 뒤 양적·질적 방법을 병행한 실증
적이고 경험적인 현황 분석 및 인식과 요구 분석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델파
이 조사를 통해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 및 구조를 정립하고, 현황 및 인식 분석 등을 위한 쟁점·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조사 목적
◦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 정립
◦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구조 및 구성요소 정립
◦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쟁점·주제 도출

□ 조사 내용 (1차 델파이)
◦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과 구조 및 구성요소에 대한 타당성 확인
◦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중요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쟁점·주제* 수집
* 최종 도출된 쟁점·주제는 영역 및 항목 등으로 재구성되어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등에 활용 예정
* 참고문헌은 추후 최종연구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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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
□ 연구진은 선행 연구 및 관련 문헌 검토, 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쳐,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연구진이 작성한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
◦ 국립대학 거버넌스란
- [가치]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의 가치 아래
- [목적] 국립대학이 참여와 소통에 기반하여 자율적인 운영체로서 건전하게
기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 [ 주체] 대학 내·외부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다양한 구성원, 이해관계자들이
- [수단] 합리적인 제도나 절차 등을 거쳐
- [내용] 국립대학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및 사안에 관해,
협력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및 능동적 대학 운영 구조와 방식 일체

1.1. 위에 제시된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한 타당성 정도에 체크하여 주시고, 수정이나 보완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구
분

내용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1

2

보통 타당함
3

4

매우
타당함
5

1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
2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가치를 ‘공공성과 자율성’으로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목적을 ‘참여와 소통에 기반하여 자율적인
3 운영체로서 건전하게 기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
로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
4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주체를 ‘대학 내·외부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다양한 구성원, 이해관계자들’로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

5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수단을 ‘합리적인 제도나 절차 등’으로 설정
한 것은 타당하다.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내용을 ‘국립대학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
6 사결정 및 사안에 관해, 협력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및 능동적
대학 운영 구조와 방식 일체 ’로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

7

위에 제시된 개념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작성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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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에 제시된 국립대학 거버넌스 주체에 해당하는 ‘대학 내·외부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다양한 구
성원, 이해관계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총장, 교수, 대학평의원회 의원 등

1.3. 위에 제시된 국립대학 거버넌스 수단에 해당하는 ‘합리적인 제도나 절차 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예) 총장선출제도, 구성원참여위원회, 대학진단 등

1.4. 위에 제시된 국립대학 거버넌스 내용 중 ‘국립대학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및 사안’이 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중장기발전계획, 교육과정, 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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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구조 및 구성요소
□ 연구진은 선행 연구 및 관련 문헌 검토, 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쳐,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구조 및
구성요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연구진이 작성한 우리나라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구조 및 구성요소>

◦ 위에 제시된 그림은 현재 우리나라 국립대학 거버넌스 구조 및 구성요소를 도식화한 것으로, 거버넌스
구조 구성의 핵심은 최고경영자의 선임과 최고의사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 방식 그리고 조직을 누가
관리하고 누구에 의해 통제되는가임(허경선·라영재, 2011; 이상철, 2004; 조택, 2007)
◦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조직 등에서 거버넌스 구조는 크게 하부구조와 상부구조로 구성됨(이홍규,
1999; 곽채기, 2010). 이 때 하부구조는 소유구조와 자본구조 등으로(곽채기, 2010: 693), 상부구조는
견제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내부거버넌스와 외부거버넌스로 구성됨(허경선·라영재, 20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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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이 작성한 현재 우리나라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구조 및 구성요소 (계속)>
◦ 하부구조에서 소유구조는 조직의 설립-운영 관계이자 조직을 누가 소유했는지를 밝히고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 권한과 운영의 책임 및 보상을 결정하는 권한의 기본이 됨(허경선·라영재, 2011: 23).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된 경우 핵심은 조직의 최고경영자를 임면·해임하는 권한과 방식임(허경선·라영재,
2011: 23). 하부구조에서 자본구조는 실제 재산권 관련 조직의 직·간접 소유주체와 관련된 것으로 공공기
관은 재산권과 소유 주체가 정부에 위임되어 있으며 명료하게 정의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허경선·라영재,
2011: 26)
◦ 상부구조에서 내부거버넌스는 내적통제수단으로서 조직 내부의 업무집행기관이나 감독기관 등을 통해 조직
의 운영을 통제, 감시 및 견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내부거버넌스의 핵심은 조직 경영자 감시기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느냐는 것임(조택, 2007). 상부구조에서 외부거버넌스는 외적통제수단으로서 공시
제도나 감사, 평가가 대표적이며, 조직의 중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게 감사기구나 이해관계자 등
에게 제공하여 조직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와 합리적 의결권 행사 촉진 등을 위한 필수 장치로서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곽채기: 2002)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거버넌스의 차이는 크게 4가지로, 공공기관의 경우 설립목적과 존재가치가 수익 창출
에 있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형성된다는 복잡성이 있으며(윤태범, 2016: 79), 정부운영방식 및 구
조와는 달리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 등이 확보되면서 절차적 합리성과 민주성, 공공성, 책임성이 강
조됨과 동시에, 공익 추구 성격 및 독점적 시장으로 인한 외부 통제의 작동이 약하여 평가나 외부감사 등
외부거버넌스의 인위적인 제도설계 및 시행 필요성이 있다는 점임(내·외부의 견제와 감독을 수행하는 다양
한 거버넌스 구조의 마련이 더욱 강조됨)(허경선·라영재, 2011; 조택: 2007)
◦ 한편, 대학 내부거버넌스 기구이자 의사결정기구는 집행기구, 대의기구, 견제기구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립대학의 경우 총장,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등이 있음
* 학무위원회 등 대학별 명칭 상이
* 참고문헌은 추후 최종연구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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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위에 제시된 우리나라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구조 및 구성요소에 대한 타당성 정도에 체크(구조 및
구성요소로서의 타당성만 판단하여 주시고, 중요성이나 영향력 등은 추후 조사 예정)하여 주십시
오. 수정이나 보완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타당하지

구

내용

분

않음
1

1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구조 및 구성요소는 전반적으로 타당하다.

2

하부구조로서 국가와 국립대학 간 소유구조 및 자본구조를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

3

상부구조로서 국립대학 내부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로 총장, 대학평
의원회, 교무위원회,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를 설정한 것은 타당
하다.

4

상부구조로서 국립대학 외부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로 감사제도와
정보공시, 평가를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

5

타당하지
않음
2

보통 타당함

3

4

매우
타당함
5

위에 제시된 구조 및 구성요소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작성하여 주십시오.
☞

2.2.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포함한 거버넌스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및 산업체, 동문, 지
역사회 등이 일정 부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들 주체를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독립적인 구성요소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독립적인 구성요소는 아니지만 참여 구성원의 일부로 포함하는 것(예. 대학평의원회의 다양한 구
성원 중 일부 등)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제시하여 주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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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쟁점 및 주제
3.1. 우리나라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현황 및 인식 분석, 개선방향 모색 등을 위해 중요하게 논의되거나 특히 강조되어야 할 쟁점이나 주제, 또는
사립대학 거버넌스와의 차별성 등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쟁점 및 주제

쟁점 및 주제 제시의 이유 또는 설명

예) 대학평의원회 구성

예)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내 최고의결기구로서 구성원 종류 및 구성비에 대한 합리적 결정과 구성원 간 합의가 중요함. 또한
대학 외부 인사의 참여 범위와 추천 및 선정 방법의 문제 또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음

예) 외부감사의 실효성

예)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외부 견제 수단의 하나로서 교육부나 감사원 등의 외부감사가 중요함. 감사의 횟수나 정례성 여부,
감사 처분의 영향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예) 총장 선출
예) 사무국장 제도
예) 대학 재정지원

부 록

3.2.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역할 및 대학운영 참여에 대해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3.3.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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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제2차 델파이 조사지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념 및 구조 정립 등을 위한
제2차 델파이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19년「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진단과 방안(Ⅲ) : 국립대학 거버
넌스 개선을 중심으로」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립대학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
련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델파이 조사에서는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 및 구조를 정립하고, 관련 쟁점
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델파이 조사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되
며, 본 조사는 지난 1차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수정·보완된 내용에 대한 재조사 목적을 갖습
니다.
조사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활한 연구 진행을 위하여 조사지를 7월 3일(수)까지 회신하
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2차 조사 : 6월 27일(목) - 7월 3일(수)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한국교육개발원장 반상진
연구책임자 문보은

※ 이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 연구책임자 : 문 보 은 (고등교육제도연구실, 연구위원) mboeun@kedi.re.kr, 043-530-9432
▫ 조사담당자 : 박 상 미 (고등교육제도연구실, 연구원) sangmip@kedi.re.kr, 043-530-9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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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 정립
◦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구조 및 구성요소 정립
◦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쟁점·주제 도출

□ 조사 내용 (2차 델파이)
◦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과 구조 및 구성요소 수정·보완 사항에 대한 타당성 확인
◦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중요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쟁점·주제 추가 수집

411

412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
□ 지난 1차 델파이조사 결과 수정·보완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수정·보완한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
◦ 국립대학 거버넌스란
- [가치]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이라는 설립가치 아래
- [ 주체] 대학 내·외부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다양한 구성원들이
- [목적] 국립대학이 자율적인 운영체로서 건전하게 기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 [방법] 협력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기반한 합리적인 제도나 절차 등을 통해 행하는
- [내용] 국립대학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및 운영구조·방식 일체

1. 위에 제시된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한 타당성 정도에 체크하여 주시고, 수정이나 보완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작성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전혀
타당
구
분

내용

하지
않음
1

타당
하지

보통

타당함

3

4

않음

1차 델파이조사

타당함

결과요약

M

SD

CVR

1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

4.05

0.60

0.7

2 국립대학의 설립가치를 공공성과 책무성으로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

3.75

0.91

0.3

3.60

1.19

0.1

3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주체를 대학 내·외부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다양한 구성원들로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

2

매우

5

전혀
타당
구
분

내용

하지
않음
1

타당
하지

보통

타당함

3

4

않음
2

매우

1차 델파이조사

타당함

결과요약

5

M

SD

CVR

4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목적을 자율적인 운영체로서 건전하게 기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으로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

4.05

0.89

0.5

5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방법을 협력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기반한 합리적인 제도
나 절차 등으로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

4.10

0.72

0.6

6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내용을 국립대학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및 운영구조·방식
일체로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

4.00

0.65

0.6

7

위에 제시된 개념에 대해 추가적인 수정·보완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작성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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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진단과 방안(Ⅲ) :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선을 중심으로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구조 및 구성요소
<수정·보완한 우리나라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구조 및 구성요소>

◦ 위에 제시된 그림은 현재 우리나라 국립대학 거버넌스 구조 및 구성요소를 도식화한 것으로, 거버넌스
구조 구성의 핵심은 최고경영자의 선임과 최고의사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 방식 그리고 조직을 누가
관리하고 누구에 의해 통제되는가임(허경선·라영재, 2011; 이상철, 2004; 조택, 2007)
◦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조직 등에서 거버넌스 구조는 견제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내
부거버넌스와 외부거버넌스로 구성됨(허경선·라영재, 2011: 23)
◦ 소유구조는 조직의 설립-운영 관계이자 조직을 누가 소유했는지를 밝히고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 권한과 운영의 책임 및 보상을 결정하는 권한의 기본이 됨(허경선·라영재, 2011: 23). 자본구조는
실제 재산권 관련 조직의 직·간접 소유주체와 관련된 것으로 공공기관은 재산권과 소유 주체가 정부에 위
임되어 있으며 명료하게 정의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허경선·라영재, 2011: 26)
◦ 내부거버넌스는 내적통제수단으로서 조직 내부의 업무집행기관이나 감독기관 등을 통해 조직의 운영을 통
제, 감시 및 견제함(조택, 2007). 외부거버넌스는 외적통제수단으로서 공시제도나 감사, 평가가 대표적이
며, 조직의 중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게 감사기구나 이해관계자 등에게 제공하여 조직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와 합리적 의결권 행사 촉진 등을 위한 필수 장치로서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곽채기:
2002)
◦ 한편, 대학 내부거버넌스 기구이자 의사결정기구는 크게 법정기구와 비법정기구로 나뉘며, 각 기능에 따라
집행기구, 대의기구, 견제기구 등으로 나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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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에 제시된 우리나라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구조 및 구성요소에 대한 타당성 정도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수정이나 보완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소가 가진 문제점이나 이슈, 중요도나 영향력 정도 등은 판단에서 제외하여 주시고, ‘요소 자체가 거버넌스 구성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ex) 대학평의원회의 경우, ‘대학평의원회라는 제도나 기구 자체’는 필요한 것이나(구성요소로서 타당함), 현재 구성원 참여 범위나 세부 참여 비율, 교수회와의
기능 중복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대학평의원회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델파이조사 항목이 아니며, 추후 면담 등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 예정)

전혀
구
분

타당
내용

하지
않음
1

타당
하지

보통

타당함

3

4

않음

1차 델파이조사

타당함

결과요약
M

SD

CVR

1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구조 및 구성요소는 전반적으로 타당하다.

3.50

0.89

0.1

2 국가와 국립대학 간 설립운영관계를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

3.15

1.18

-0.3

2.90

1.12

-0.3

· 내부 거버넌스 구성요소로서 총장은 타당하다.

-

-

-

· 내부 거버넌스 구성요소로서 교무위원회는 타당하다.

-

-

-

· 내부 거버넌스 구성요소로서 대학평의원회는 타당하다.

-

-

-

3 · 내부 거버넌스 구성요소로서 교수회는 타당하다.

-

-

-

· 내부 거버넌스 구성요소로서 직원회는 타당하다.

-

-

-

· 내부 거버넌스 구성요소로서 학생회는 타당하다.

-

-

-

· 내부 거버넌스 구성요소로서 법정기구인 재정/재경위원회를 추가하는 것은 필요하다.

-

-

-

· 내부 거버넌스 구성요소로서 법정기구인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추가하는 것은 필요하다.

-

-

-

국립대학 내부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는 전반적으로 타당하다.

2

매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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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구
분

타당
내용

하지
않음
1

보통

타당함

3

4

않음
2

매우

1차 델파이조사

타당함

결과요약
SD

CVR

3.35

0.99

0.1

· 외부 거버넌스 구성요소로서 감사는 타당하다.

-

-

-

· 외부 거버넌스 구성요소로서 평가는 타당하다.

-

-

-

· 외부 거버넌스 구성요소로서 정보공시는 타당하다.

-

-

-

위에 제시된 구조 및 구성요소에 대해 추가적인 수정·보완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작성하여 주십시오.
☞
5

하지

M

국립대학 외부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는 전반적으로 타당하다.
4

타당

5

부 록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쟁점 및 주제

<참고> 1차 델파이 조사결과 요약
주요쟁점

내용

총장제도

∙ 총장선출방식(직선제 vs 간선제)의 합리성
∙ 총장선출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교육공무원법이 기반하여 총장추천위회를 구성하여 운영
하는 것이 타당
∙ 교육공무원법에서 구성원참여 근거, 구성원 간 참여비율 결정 근거 등이 부족하므로 보완 필요
∙ 대학 외부인사(정부인사 배제)를 위한 유인책 모색 필요
∙ 총장선출 후 총장을 견제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
∙ 총장 중간평가의 의무화 논의
∙ 총장 권한 과대 등

대학
평의원회
구성

∙ 대학 내 최고심의·의결기구 역할수행을 위한 구성원 유형 및 구성비 관련 이슈 논의 필요
∙ 대학평의원회 구성 시 특정구성원유형 과반수이상 구성금지 조항에 대한 개정이슈 (응답에 따라
교수, 학생비율 확대에 대한 상이한 의견 제시)
∙ 대학외부인사 참여범위 및 선정방법에 대한 이슈
∙ 미국 주립대학 거버넌스의 주요 구성요소인 이사회 사례 참조 등

교무위원회

사무국장
및
직원

∙ 교무위원회가 총장 의지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변하고 자문기구로서 역할 미흡
∙ 현재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교무회의와 교수들의 견제기구인 교수회와의 관계 규명 등
∙ 대학직원 유형(공무원 또는 자체고용인력) 구성 및 비율 논의 필요
∙ 국립대학 총장에게 사무국장의 임명권을 부여하고, 사무국장의 담당업무를 대학학칙으로 자율
적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 대학의 국가직 공무원의 일부 인사권을 교육부장관이 갖고 있기에 대학의 장이 추구하는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사무국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학별 파견기간 확대 필요
∙ 대학이 소재한 지역적 특성을 잘 아는 인사를 외부공모로 임명하고 임용기간 보장 필요
∙ 사무국장 제도의 필요성 및 권한과 책임 범위 등 재논의 필요
∙ 간부직원과 보직교수의 역할 관계 등

외부감사
∙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외부견제 수단으로서 외부감사 중요
및
∙ 감사횟수, 정례성 여부, 감사처분의 영향력 등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
평가의 실효성 ∙ 대학에 대한 외부 평가결과가 거버넌스 측면에서 대학운영에 미치는 영향력 증대 등
국립대학
법인화

교육부와의
관계

∙ 국립대학의 자율성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정책
∙ 법인화는 국립대학의 거버넌스 구조를 개편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등
∙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자율성 훼손 및 통제
∙ 예산 규모나 교수 정원 등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감독 수준 및 적정성에 대한 교육부와 국립대학 구성원의 인식
차이 점검 필요
∙ 국립대학 운영 차원에서 교육과정, 인사, 재정 등 국가와 대학 간 의사결정 권한 범위, 통제
범위 분석 필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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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

내용

대학재정지원
등

∙ 사업별 재정지원이 아닌 국립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있
도록 해야 함
∙ 국립대학이 지역혁신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부재정지원 확대 필요
∙ 대학 필수경상비인 공무원인건비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지원 필요
∙ 대학재정의 합리적 배분과 운용을 위해 영국식 대학위원회 설치검토
∙ 주요 보직자 대상 학교발전기여도에 따라 성과급 지원
∙ 대학재정의 예측가능성 높여야 함
∙ 단과대학별 독립채산제 도입을 통해 유럽형 단과대학별 운영방식 도입
∙ 단과대학 학장 임명에 대한 개선 등

3. 우리나라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현황 및 인식분석, 개선방향 모색 등을 위해 중요하게 논의되거나
특히 강조되어야 할 쟁점, 주제, 또는 사립대학 거버넌스와의 차별성 등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하여 주십시오.
(1차 델파이조사 시 기재하셨던 내용은 중복기재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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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FGI 면담지(교직원용)
IRB No. 2019-18-05T-N

유효기간: 2019.07.19. ~ 2019.12.31.

면담지(교직원용)
영역

주요 면담내용

∙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키워드 및 쟁점
1.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 이 연구에서 논의 중인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 구조 및 구성요소에 대한 의견
개념 및 요소
∙ 국립대학 내부거버넌스 구성요소 간 역할, 관계에 대한 의견
∙ 국립대학 학내 조직문화(기업이나 사립대학 등과의 차이)
∙
∙
∙
2. 국가와 국립대학 간
∙
관계
∙
∙
∙

국립대학 운영상 국가의 역할 및 운영지원 방식, 권한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국가의 관리, 감독 적절성
사무국장 임기, 주요 업무 및 권한, 학내 지위 및 영향력
사무국장, 총장, 교수, 직원 간 관계
사무국장 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 개선방안
직원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장점 및 문제점, 개선방안)
대학 자체소속 직원과 파견 직원 간의 관계 (문제점, 개선방안)

3. 내부 거버넌스

3-1. 총장 제도

3-2. 교수회 구성 및
운영

∙
∙
∙
∙
∙
∙
∙
∙

총장 선출 및 임명 방식, 임기 및 자격의 적절성
총장에 대한 평가(중간평가나 공약 이행여부 점검) 제도나 인센티브 부여 여부
총장 제도 관련 학내 갈등이나 애로사항
최고집행기구로서 총장 견제 및 보완 장치 마련 여부
총장의 역할 분화(부총장제도 활성화 등 총장단, 학장 권한 강화 등)에 대한 의견
총장의 권한 정도의 적절성, 역할 및 업무 수행의 문제
총장과 정부, 교무위원회, 교수회, 대학평의원회와의 관계
총장의 구성원 의견 수렴 및 반영 여부

∙
∙
∙
∙
∙
∙

교수회 운영 활성화 정도, 주요 기능 및 안건
교수회 논의/결정 사항이 대학운영에 미치는 영향력
교수회 운영의 장점 및 문제점, 애로사항
현재 교수회 차원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안건이나 쟁점
대학운영 관련 교수회의 요구사항
대학평의원회나 교무위원회 의견과 교수회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에 대한 사례 또는
해결방안
∙ 향후 교수회의 위상이나 역할 정립에 대한 의견, 이를 위한 제도변화나 지원 요구 사항

3-3. 교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교무위원회 주요 역할 및 안건
∙ 교무위원회 운영의 장점 및 문제점
∙ 향후 교무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한 전망

3-4.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

∙
∙
∙
∙
∙
∙

대학평의원회 설치 여부 및 관련 쟁점(애로사항)
대학평의원회의 필요성, 역할 및 위상
대학평의원회의 위원 구성 및 선발 절차의 적절성
대학평의원회에 대학 외부 인사 참여 관련 장, 단점
관리/학술연구/교육 및 대학생활평의원회 등으로 다각화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
대학평의원회 제도 정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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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No. 2019-18-05T-N
영역
3-5. 직원회, 학생회
구성 및 운영

유효기간: 2019.07.19. ~ 2019.12.31.
주요 면담내용

∙
∙
∙
∙
∙

직원회, 학생회 설치 여부 및 위상과 역할
직원회, 학생회의 주요 안건 및 학내 영향력 정도
직원회, 학생회 운영의 장점 및 문제점, 애로사항
직원회, 학생회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
향후 직원회, 학생회에 대한 전망

∙ 앞에서 언급된 기구 이외에 대학 구성원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한 제도나 조직 운영
여부
∙ 대학 구성원 의견의 대학운영 반영 정도
∙ 대학운영 및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구성원에게 공유, 설명 정도
3-6. 구성원의 의사결정
∙ 대학운영 및 주요 의사결정 관련 참여 경험
참여
∙ 향후 대학운영 및 주요 의사결정 참여 희망 여부 및 사안
∙ 대학운영 관련 구성원의 적절한 의사결정 참여 방식이나 절차에 대한 의견
∙ 각종 위원회(등심위, 재정/재경위 등)의 운영 적절성
∙ 구성원 참여, 소통을 위해 특별히 운영되는 제도나 조직, 기구, 위원회, 행사 등 사례
4. 외부 거버넌스
∙ 대학정보공시, 외부감사, 각종 평가에 대한 평가(기여점, 미흡한 점, 대학운영의 투명
성과 책무성 향상 기여 정도 등)
∙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KORUS)에 대한 의견
4-1. 외적통제구조로서 ∙ 최근 외부감사 수감 경험
정보공시, 감사, ∙ 외부감사의 주기와 방법, 내용, 영향력
∙ 내부감사의 주기와 기능, 장단점, 영향력
평가
∙ 정부와 독립된 별도의 외적통제기구나 수단의 필요성
∙ 정보공시나 외부감사, 평가 이외 대학의 외적통제구조나 기제
∙ 대학운영에 관한 외적통제구조의 필요성, 현재 외적통제구조의 적절성
4-2. 대학 외부의
관련 주체

∙
∙
∙
∙

5. 거버넌스 개선 및
전망

∙ 현재 대학운영 및 의사결정, 거버넌스 확립 정도나 수준에 대한 평가와 이유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구성원의 참여방식과 구조가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정립
되어 있는지 여부(협력 과정의 절차적 명세화나 작동기제 마련 여부)
∙ 귀 대학 대학운영 및 의사결정 등 거버넌스 관련 가장 큰 문제점 및 이유
∙ 귀 대학 대학운영 및 의사결정 등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내, 외부 요인
∙ 규제 완화 등 외적 여건 충족, 대학의 자율역량 성숙 등 내적 조건 충족에 대한 의견
∙ 지방정부의 대학에 대한 책임과 권한 분담 구조에 대한 의견
∙ 귀 대학 대학운영에 지자체, 기업체, 민간단체 등 외부의 지원이나 참여 필요 여부
∙ 국립대학에 대한 운영자문위원회나 거버넌스위원회 같은 중간기구 설치에 대한 의견
∙ 대학 내 의사결정기구의 다각화, 의사결정과정에서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중간공동기
구 설치에 대한 의견
∙ 대학 내 이사회 설치에 대한 의견
∙ 국립대학 컨소시엄(지역별, 기능별 등) 이사회 설치에 대한 의견
∙ 국립대학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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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No. 2019-18-05T-N
영역

유효기간: 2019.07.19. ~ 2019.12.31.
주요 면담내용

∙ 단과대학/학장 단위의 자율적 독립경영체제나 계열별 부총장제 등 전문성에 따른 분
권화에 대한 의견
∙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편의 한 유형으로서 법인화에 대한 의견
∙ 이상적인 국립대학 거버넌스 형태(여러 기관의 권력 배분과 균형 등)
∙ 정부와 독립된 중립적인 재정지원기구, 평가전담기구, 감사기구, 공시기구 등을 두는
것에 대한 의견
∙ 대학의 의사결정과 집행의 분리 원칙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의견
∙ 국립대학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국립대학 감사의 실효성 제고, 학내 기구
의 법적 지위 부여 등)
∙ 귀 대학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 내용
∙ 귀 대학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필요한 대학의 개선 노력 내용
∙ 향후 귀 대학의 거버넌스에 대한 전망, 전체 국립대학 거버넌스에 대한 전망
∙ 사립대학 거버넌스와의 차이, 이유

6. 기타

∙ 입학자원 급감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대학 역시 다양한 자구책이 요구되
는데, 이러한 외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거버넌스가 어떤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의견
∙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더 말씀하시고 싶은 사항, 연구에 조
언이나 추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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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FGI 면담지(학생용)
IRB No. 2019-18-05T-N

유효기간: 2019.07.19. ~ 2019.12.31.

면담지(학생용)
영역

주요 면담내용

1.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키워드 및 쟁점
∙ 이 연구에서 논의 중인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개념, 구조 및 구성요소에 대한 의견
개념 및 요소
∙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운영 지원 방식 및 충분성에 대한 의견(법, 제도나 행, 재정적
지원 내용)
2. 국가와 국립대학 간
∙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국가의 관리, 감독 적절성(국립대학의 자율성, 규제나 간섭, 통제)
관계
∙ 사무국장 등 교육부 파견 공무원 직원 제도에 대한 의견(필요성, 기대 역할)
∙ 공무원/비공무원 직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의견
3. 내부 거버넌스

3-1. 총장 제도

∙
∙
∙
∙
∙
∙
∙
∙

총장 선출 방식의 적절성
총장에 대한 평가(중간평가나 공약 이행여부 점검) 제도의 필요성
총장 선출 관련 학내 갈등이나 애로사항
최고집행기구로서 총장 견제 및 보완 장치의 필요성
총장의 역할 분화(부총장제도 활성화 등 총장단, 학장 권한 강화 등)에 대한 의견
총장의 권한 정도의 적절성
총장과 학생회, 교수회 등과의 관계
총장의 구성원 의견 수렴 및 반영 여부

3-2.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

∙
∙
∙
∙
∙
∙

대학평의원회 설치 여부 및 관련 쟁점
대학평의원회의 필요성 및 이유
대학평의원회의 위원 구성 및 선발 절차의 적절성
대학평의원회에 대학 외부 인사 참여 관련 의견
관리/학술연구/교육 및 대학생활평의원회 등으로 다각화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
대학평의원회와 총장, 교수회, 학생회, 기타 의사결정기구 간 바람직한 관계

3-3. 학생회 구성 및
운영

∙
∙
∙
∙
∙

학생회 설치 여부 및 위상과 역할
학생회의 주요 안건 및 학내 영향력 정도
학생회 운영의 장점 및 문제점, 애로사항
학생회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
향후 학생회에 대한 전망

∙ 앞에서 언급된 기구 이외에 대학 구성원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한 제도나 조직 운영의
적절성
∙ 대학 구성원 의견의 대학운영 반영 정도
3-4. 구성원의 의사결정 ∙ 대학운영 및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구성원에게 공유, 설명 정도
∙ 대학운영 및 주요 의사결정 관련 참여 경험
참여
∙ 향후 대학운영 및 주요 의사결정 참여 희망 여부 및 사안
∙ 대학운영 관련 구성원의 적절한 의사결정 참여 방식이나 절차에 대한 의견
∙ 각종 위원회(등심위, 재정/재경위 등)의 운영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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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면담내용

4. 외부 거버넌스
4-1.
외적통제구조로서
정보공시, 감사,
평가

∙ 대학정보공시, 외부감사, 각종 평가에 대한 의견
∙ 정부와 독립된 별도의 외적통제기구나 수단의 필요성
∙ 대학운영에 관한 외적통제구조의 필요성

4-2. 대학 외부의
관련 주체

∙ 대학운영 관련 대학 외부의 영향력을 가진 주체(지자체, 지역사회, 동문회, 산업체 등)
∙ 대학운영이나 의사결정에 대학 외부의 관계자 참여에 대한 의견
∙
∙
∙
∙
∙
∙
∙

5. 거버넌스 개선
및 전망

∙
∙
∙
∙
∙
∙
∙
∙
∙
∙

6. 기타

현재 대학운영 및 의사결정, 거버넌스 확립 정도나 수준에 대한 평가와 이유
귀 대학 대학운영 및 의사결정 등 거버넌스 관련 가장 큰 문제점 및 이유
귀 대학 대학운영 및 의사결정 등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내, 외부 요인
지방정부의 대학에 대한 책임과 권한 분담 구조에 대한 의견
귀 대학 대학운영에 지자체, 기업체, 민간단체 등 외부의 지원이나 참여 필요 여부
국립대학에 대한 운영자문위원회나 거버넌스위원회 같은 중간기구 설치에 대한 의견
대학 내 의사결정기구의 다각화, 의사결정과정에서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중간공동기구 설치
에 대한 의견
대학 내 이사회 설치, 국립대학 컨소시엄(지역별, 기능별 등) 이사회 설치에 대한 의견
국립대학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단과대학/학장 단위의 자율적 독립경영체제나 계열별 부총장제 등 전문성에 따른 분권화
에 대한 의견
국립대학 거버넌스 개편의 한 유형으로서 법인화에 대한 의견
이상적인 국립대학 거버넌스 형태(여러 기관의 권력 배분과 균형 등)
정부와 독립된 중립적인 재정지원기구, 평가전담기구, 감사기구, 공시기구 등을 두는 것에
대한 의견
대학의 의사결정과 집행의 분리 원칙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의견
국립대학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국립대학 감사의 실효성 제고, 학내 기구의 법
적 지위 부여 등)
국립대학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필요한 대학의 개선 노력 내용
향후 귀 대학의 거버넌스에 대한 전망, 전체 국립대학 거버넌스에 대한 전망

∙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더 말씀하시고 싶은 사항, 연구에 조언이
나 추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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