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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신자유주의가 한국의 고등교육 분야에서 어떻게 제도화되었는

지를 확인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이후 대학교수의 학술활동이 어떻

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거시적 관점에서의 대학 

조직과 미시적 관점에서의 개인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우리나

라 고등교육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일본과의 비교 연구를 부분적으로 시

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고등교육제도는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조직은 전통적 의미의 고등교육 기관이 아

닌 중세 유럽에서 생겨난 대학의 관점에서 출발하였고, 일제 식민지 시대

와 미군정기를 통해 뿌리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으로 인해, 

우리나라 대학은 일본이 주로 영향을 받았던 독일식 모델과 미국식 모델의 

특징을 모두 갖게 되었다. 여기에 아시아 국가라는 지정학적 특징과 유교 

문화권이라는 문화적 특징, 급속한 경제발전이라는 경제적 특징, 관료주의

를 바탕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사회 구조의 특징까지 더하여 우리나라 고유

의 고등교육제도가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제도는 이러한 사회･경제･문화적인 특성들과 더불

어, 1990년 이후부터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도입, 

시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정부 정책을 통해 신자유주의가 고등

교육 분야에서 제도화되면서, 이를 통해 형성된 제도적 맥락이 대학과 대

학의 구성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로 인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제도적 맥락을 이해하되, 거시적 수준에서의 국가 제

도로부터 미시적 수준의 대학과 개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제도화되

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제도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작

업이다. 즉, 이 과정에서 신자유주의가 대학교수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는 기존의 기능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넘어, 우리나라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러한 변화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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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에서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제도적으로 맥락화되었는가?

둘째, 대학교수의 학술활동은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과 대학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셋째, 신자유주의 정책의 하나인 성과연봉제의 채택 여부에 따라 대학교

수들의 학술활동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고등

교육의 세 가지 핵심 현상을 통해, 신자유주의로 인한 제도적 맥락을 확인

하고 신자유주의가 고등교육에서 어떻게 제도화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1990년대 이후 고등교육 분야에 시행된 신자유주의 정책들로 인해 대학교

수의 학술활동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대학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사립대

학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의 대표적 사례의 하나인 교수 성과연봉제 

채택에 따라 대학교수의 학술활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분석과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정책보고서를 포함한 학술서, 학술지 논문, 보도자료 등의 다양한 문헌 자

료를 참고하였다. 또한 양적 분석을 위해 1992년 Carnegie Foundation에서 

실시한 설문자료와 2007/08년에 시행된 국제비교연구 자료(The Changing 

Academic Profession), 대학교육협의회 연봉제 현황 자료, 교육부 대학별 

입학정원 자료 등을 사용하였다. 1992년과 2007/08년 국제비교 자료는 한

국과 일본의 4년제 대학 전임교수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교수의 개

인 특성, 학교특성, 학술활동, 제도적 맥락에 대한 인식 관련 설문 응답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부 자료는 대학단위 자

료로 국제비교연구 자료에 포함된 대학을 매칭하여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

해 로짓모형, 패널 로짓모형, 순서형 로짓모형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자유주의가 고등교육에서 제도화된 과정은 분권화, 민영화, 평가

주의로 분석되었다. 고등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는 신자유주의가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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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과 결합하여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분권화의 속성은 대학에 대

한 규제 완화 정책과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자율화 정책으로 구체화

되었다. 민영화는 성과를 바탕으로 한 선택과 집중, 시장 매커니즘의 강조 

뿐 아니라 지식이전이나 산학협력을 표방하는 기업가주의의 강조로 나타났

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평가를 강조하는 경향은 대학의 질 보장과 평가에 

의한 재정지원과 같이 책무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통해 확대되었으며, 대학

순위 발표와 대학정보공시제를 통해 사회적으로 대학에 대한 정보제공을 

시행하면서 제도화되었다.

둘째,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한국의 대학교수들은 일

본의 대학교수들에 비해 성과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제 활동에 있어서도 연구 성과가 양적인 측면에서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교수의 학술활동에 있어 대학의 설립유형에 의한 

차이와 더불어 대학의 미션에 의한 차이도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

었다. 이는 한국과 일본 대학들이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설립유형에 따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설립주체로 인한 대학 간 차이가 존재함

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대학미션은 교육과 연구 중 어느 기능을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 성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평가기준도 바뀌며 대학 내

부에 형성된 문화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셋째, 신자유주의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교수 성과연봉제를 분석한 결

과 대학의 규모가 우리나라 사립대학에서 정책을 채택하는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의 성과연봉제 채택에 따른 대학교수의 인

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성과연봉제를 실시한 경우 대학교수

는 소속 대학의 하향식 대학 운영에 대해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성과연봉제를 채택한 대학에 소속된 교수들은 외부 간섭과 성과에 따

른 연구비의 차등 지원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제도는 역사적 독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

순히 다른 나라의 정책을 차용하기보다는 우리나라 맥락을 고려한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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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한 학술적 토대를 폭넓게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제도에 대한 연구가 보다 많이 이루

어져야 한다.

둘째, 대학 조직은 교수라는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이라는 점에서, 국가차

원의 강제적인 정책시행보다 대학의 자율화 및 특성화를 고려한 접근 방식

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스스로가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대학의 다양한 미션을 설정하여 특성화를 장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이다.

셋째, 신자유주의 신화에 의한 정책 시행이 아닌 대학교수들이 가치와 규

범을 공유하고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국가차원의 제도, 미시적 관점에서의 대학 

조직과 행위자로서의 대학교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거시적 맥락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신제도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시적 수준까지 포괄하

는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또한 우리나

라 고등교육의 역사적･제도적 맥락과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요어 : 고등교육제도, 대학, 교수, 신자유주의, 제도적 맥락 

학  번 : 2010-3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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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신자유주의가 고등교육에 어떻게 제도화되었는지 분석하고, 신

자유주의 정책이 대학교수의 학술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고등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와 조직, 개인에 이르기까지 

신자유주의에 의한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일본과의 비교를 통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지식사회의 도래와 함께 대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지속

적으로 높아져왔다. 또한 교수뿐만 아니라 대학을 둘러싼 여러 이해집단이

나 시장(market) 원리 등이 대학의 운영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Clark, 

1983). 특히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신공공관리기법을 통한 고등교육 

제도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재원 확보 전략 및 경쟁, 

성과 평가, 대학운영 방식의 변화 등이 신자유주의 이후 일어난 대표적인 

제도적 맥락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 대학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대학들

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는 여러 국가의 고등교육 제도에 유사한 변화의 흐름을 가져왔다. 

특정 대학들은 일부 선진국의 고등교육 제도를 선택적으로 모방하기도 하

고, 동시에 각자의 역사, 문화적 배경에 따라 이를 고유의 방식으로 해석하

여 제도화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대학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경제, 정치, 

문화, 역사적 변화 등의 영향을 받는데, 이는 대학이 단순히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분리된 조직이 아니라 한 국가의 사회제도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

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거시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현상과 그 내부에 존재하는 제도로서의 대학 조직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하고, 신제도주의 관점을 적용하여 대학교육 제도,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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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제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신제도주의에서 설명하는 선택

적 동형화의 개념을 적용하여, 최근 국내외 고등교육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에 의한 제도와 대학교수의 학술

활동의 변화를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였다. 한

국과 일본의 고등교육 시스템은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유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일본 고등교육의 경우, 초기에는 독일의 

연구중심대학 모델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Shils & Roberts, 2004) 최근에 

미국 대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한국 고등교육 시스템은 초기

부터 일본 고등교육과 미국 고등교육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 왔다(Shin, 

2012). 이러한 역사적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과 일본 두 국가에서

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확립, 대학의 국제화 및 경쟁력 확보, 고등교

육의 구조 개혁 및 질 향상 등의 공통된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위

해 국립대학 법인화와 같은 유사한 개혁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또한 교육과 연구의 관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본은 연구를 통한 교육

(research driven teaching)을 지향하는 반면, 한국은 교육과 연구의 균형적

인(research-teaching balanced) 형태를 지향한다(Shin et al., 2014). 일본의 

연구를 강조하는 경향성은 독일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2000년대 이후 미

국식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연구 선호가 높게 나타나

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이전까지는 대학을 교육기관으로 인

식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도입된 성과중심의 다

양한 정책으로 인해 연구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공통적으로 연구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지만, 역사적 기

원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그 맥락상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 연구들은 각 국가의 역사적 맥락을 간과하고, 현상학적 특징에만 초점

을 맞추어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역사적 관점과 

실증적 관점을 결합하여 신자유주의가 고등교육 분야에서 제도화된 메커니

즘을 분석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대학교수의 학술활동 차이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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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고등교육 제도의 중앙 집권적 구조를 탈피하기 위

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대학교수의 학술활동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

가 대학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두 번째 핵심 주제는 국가의 고등교육 제도가 궁극적으로 대학

교수라는 개인의 활동이나 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다. 대학교수의 역할은 교육, 연구, 봉사 및 행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

되어 왔으며, 최근 교육, 연구, 봉사 및 행정 활동에 대한 정의가 다양해지

고 그 범위도 광범위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교육 활동이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연구 활동은 지적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창조하며, 이론을 정립하고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Richlin, 1993). 또한 일반적으로 봉사 활동은 ‘조직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 연구 이외의 활동(Blackburn & Lawrence, 1995)’으로 대외적 활동을, 

행정활동은 대학 내 혹은 학과 내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지선, 2011). 이러한 대학교수의 활동은 개인의 선호도나 역량에 의해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대학 및 사회로부터의 기대 수준, 제도 등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최근에는 중앙정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대학교수가 처리해야 하는 대학 및 

학과 관련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Houston, Meyer, & Paewai, 2006). 또한 대

학교수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최근 강조되고 있는 

연구 활동에 대한 압력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등장 이후, 대학의 교육과 

연구 산출물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Shin & Cummings, 2013). 특히 대학 랭킹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

면서,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대학교수들의 연구 성과를 비교하기 위한 각계

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Taylor & Braddock, 2007).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고등교육 제도’와 ‘대학교수 개인의 학술활

동’을 별개의 차원에서 접근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행 연구에서는 대학의 기능적 측면에만 집중하여 대학들을 분류하고 있

을 뿐, 각 국가나 대학이 바탕을 두고 있는 역사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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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즉, 고등교육 제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기

능적 측면에 초점을 두거나 이를 근거로 대학을 유형화하는 방식 등이 주

를 이루었다. 대학의 구조를 바탕으로 분류한 연구(Teichler, 1993; Scott, 

1996), 학문의 의존성으로 대표되는 대학의 발전 정도 혹은 성숙도에 의해 

분류한 연구(Altbach, 1981; Dos Santos, 1970; Von Gizycki, 1973), 그리고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해 대학을 분류한 연구(Braun & Merrien, 1999; 

Clark, 1983; McDaniel; 1996)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학교수에 대한 연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교수의 연구 활동에 관한 연

구가 다수 수행되기는 했으나 이들은 주로 교수의 연구 성과를 높이는 요

인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연구자 개인 특성, 즉 성별, 

나이, 경력, 자녀 수, 박사후연구원 경험, 연구 선호 등과 연구 성과의 관

계에 대한 연구(Horta, 2009; Larivière et al., 2011)와 연구자가 속한 소속

기관의 특성인 명성, 설립유형, 학생의 질, 규모 등에 따른 연구 성과에 관

한 연구(Allison & Long, 1990; Horta & Lacy, 2011; Smeby & Try, 2005; 

Su, 2011)가 주를 이룬다. 

이와 같이 미시적 관점의 개인 수준과 거시적 관점의 국가 수준, 기관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등교육의 

제도적 맥락 변화와 연구자의 다양한 활동, 그 둘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각도에서 고등교육 제도, 조직으로서의 대학과 대학 구성원 개

인으로서의 교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신제도주의

라는 이론적 분석 틀에 근거하여, 신자유주의로 인한 우리나라 고등교육 

분야의 변화를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확인하고자 한다. 또

한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로 인한 제도적 맥락 아래 대학에서 

시행되는 정책과 대학교수의 학술활동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고등

교육의 제도, 대학 조직, 대학교수 개인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 

특히 일본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연구의 범위를 국제적 제도 분석 수준

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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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이 연구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고등교육 제도의 특징을 분석하고, 대학에

서의 정책 채택, 그리고 대학의 정책 채택으로 인한 교수의 활동과 인식변

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제도

적 맥락의 특징을 살펴보고, 신자유주의 정책 시행으로 대학교수의 활동 및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의 제도적 맥락과 대학교수의 활동과 인식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일본과의 비교를 포함하였다. 일본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신자유주의로 인한 

고등교육의 제도적 맥락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대학교수의 학술

활동이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 전과 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도입 이후 

대학 특성에 따른 특징은 어떠한지를 확인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자유

주의 정책의 시행과 대학교수들의 활동 및 인식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

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자유주의가 고등교육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맥락화되었는가?

고등교육의 제도적 맥락을 분석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나타난 핵심적인 

현상을 통해 신자유주의로 인한 대학의 제도적 변화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제도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가진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특징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가 고등

교육 정책을 통해 어떻게 맥락화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둘째, 대학교수의 학술활동은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과 대학특성에 따라 어떻

게 다른가?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 전과 후에 대학교수들의 학술활동에 변화가 있

는지 확인하고,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 이후 대학특성에 따라 대학교수의 학

술활동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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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 전후에 따라 대학교수의 학술활동은 어떻게 다른가?

   2)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 이후 대학교수의 학술활동은 대학 특성에 따

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셋째, 신자유주의 정책의 하나인 성과연봉제의 채택 여부에 따라 대학교수들

의 학술활동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고등교육에서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의 사례 중 하나인 교수성과연봉제

를 통해 이 정책의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의 특성을 확인하고, 성과연봉제 

채택 여부에 따른 대학교수의 학술활동 차이를 분석하였다. 

3. 연구의 의의

이 연구의 목적은 신자유주의가 고등교육에서 어떻게 제도화되었는지 살

펴보고,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대학교수의 학술활동의 차이를 분석하

는 것이다. 거시적 관점에서 신자유주의로 인한 고등교육 제도의 변화를 

확인하고, 신자유주의 정책과 대학교수의 학술활동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

로 분석하는 연구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국가나 대학 차원의 제도, 교수 개

인 차원의 학술활동 연구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분리되

어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즉, 국가나 대학차원의 제도적 맥락 또는 교수 

개인 차원의 학술활동에 대한 연구가 각각 수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등교육 관련한 연구는 연구동향이나 관련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는 수준

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론적인 논의나 실증적인 분석이 부족하고, 주로 담

론 수준의 정책적 제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국내 연구들

이 실증적 자료에 기반하지 않고 담론적 수준의 연구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고등교육의 제도적 맥락과 대학교수의 학술활동에 대한 이론적이면서 실증적

인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는 국가 차원의 제도, 대학 차원의 정책 시행, 대학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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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및 인식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거시적 관점에서의 제도와 미시적인 

교수 개인의 학술활동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실증적으로 밝혀내고자 

하였다. 신자유주의가 고등교육 제도에 어떻게 제도화되는지, 대학조직을 

거쳐 교수 개인에게까지 확산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거시적 분석에 초

점을 맞춘 신제도주의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시적 수준까지 고려한 실

증적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신제도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사회학적 제도주의와 역사적 제도주의를 적용하여, 우리나라 고

등교육 제도가 다른 나라와 유사한 변화 양상과 함께 국가 고유의 차별적

인 변화의 특징이 무엇인지 분석함으로써, 이론적 논의를 풍성히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로 인한 변화에 있어서의 

제도적 맥락에 대하여,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

으며, 대학교수의 학술활동을 일본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확장된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셋째, 고등교육의 제도적 맥락과 관련하여, 단순

한 현상 기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사회적, 맥락적 특징을 고려하

여 비교,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도록 했다는 데 의

의가 있다. 특정 제도나 정책을 단순 비교하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

고 국가의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맥락을 포함한 종합적인 분석틀을 제공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교수 개인, 대학 행정가 정책가들에게 실제적인 기대를 충족

시킬 수 있으며, 향후 정책 수립에 있어 활용 가치가 있다. 교수 개인에게

는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학술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문성 개

발을 위한 준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둘째, 대학 행정가들에게는 대학 

운영 제도와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의 미션과 

목표를 수립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형성, 인사관리 또는 보상 

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정책가에게는 국가의 

고등교육 특성을 고려한 고등교육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

적·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제도적 접근을 통해 대학과 교수의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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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고등교육분야에서의 신자유주의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고, 

신자유주의 정책 채택과 대학교수의 학술활동을 분석함에 있어, 다음과 같

은 몇 가지 한계가 있다.

먼저 연구 내용과 범위에 있어 한계를 가진다. 첫째, 이 연구는 연구 대

상을 4년제 대학의 전임교수(full-time)로 한정하였으며, 성과연봉제와 관련

한 분석은 사립대학의 전임교수로 한정하였다. 둘째, 대학교수 활동의 성과

는 연구 활동의 성과만 활용하였으며, 교육활동의 성과는 연구 범위에 포

함하지 않았다. 교육활동의 성과는 학생의 학업성취 또는 취업 등으로 측

정되나 본 연구에서는 교수의 활동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제외하였다. 

셋째, 교수들의 학술활동과 관련하여 양적 성과만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질

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또한 데이터와 분석에 있어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과 

일본 데이터의 경우 무선 표집을 통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모집단

의 비율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설문 조사에 의한 데이터를 활

용함에 따라 교수의 자기보고식 응답으로 인해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

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가 대학교수인 경우에는 다른 응답

자에 비해 비교적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Carini et al., 

2006). 셋째, 정책 채택이 대학교수의 활동 및 제도적 맥락에 대한 인식 변

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패널 데이터(panel data)와 같은 종

단연구 데이터(longitudinal data)의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나, 이 연구는 데

이터 수집의 한계로 인해 2007/08년의 횡단 데이터(cross sectional data)를 

주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1992년 데이터의 경우 응답자의 소

속 기관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는 점을 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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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한국 고등교육의 제도적 맥락을 고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의 선행 연구 및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먼저, 이 연

구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동형화에 대한 관점과 역사적 관점을 정리하였

다. 또한 신자유주의로 인한 고등교육의 제도적 맥락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의 고등교육 제도, 신자유주의 정책, 신자유주의로 인한 변화 등을 정

리하였다. 교수 개인의 학술활동과 관련하여 대학의 기능의 변화, 대학교수

들의 다양한 역할과 활동,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

합적으로 검토하였다.

1. 제도적 맥락에 대한 이론

가. 동형화(isomorphism)의 관점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현대의 사회조직들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다름에

도 불구하고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는 현상을 ‘의미(meaning)’와 ‘상징

(symbol)’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하연섭, 2011). 이러한 관점은 

효용 극대화(utility maximization)를 가정하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한계

를 극복하고자 등장하였다. 한편,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를 인간 활동의 

결과물로 간주하고 제도의 인지적, 문화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합리

적 선택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기존의 합리적 선택주의에서는 제도를 자신

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의식적 설계의 산물로 인식하였다(DiMaggio & 

Powell, 1991). 이에 반해,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개인을 사회를 기반으로 정

의되는 사회와 문화의 산물로 보고, 제도로부터 개인을 설명하는 것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하연섭, 2011; Powell, 1991).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규칙 및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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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할 수 있는 상징과 인지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하연섭, 2011). 

따라서 제도는 물리적인 실체와 사회적 질서를 모두 포함하며,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란 사회적 질서가 자율적인 방식으로 재생산되는 것, 

특정한 사회적 질서나 사회적·문화적 패턴이 당연시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Meyer, Boli, & Thomas, 1994). 

문화적 영향력을 강조하는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동형화 또는 신화 

및 의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다양한 조직들이 이상적으로 보이는 다른 조직

의 행태로 닮아가는 현상을 설명한다(DiMaggio & Powell, 1983, 1991; 

Meyer & Rowan, 1977). DiMaggio와 Powell(1983)에 따르면 조직은 정당성

과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조직형태를 갖추고자 

노력하게 되며 이로 인해 서로 유사한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동

형화(isomorphism)’ 현상은 강제적(coercive) 동형화, 모방(mimetic)의 과정, 

규범적(normative) 압력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Meyer와 Rowan(1977)

에 의하면 문화로 볼 수 있는 조직의 환경이 특정한 조직 형태의 정당성을 

높이게 되는데, 이에 따르면 신화(myth)란 환경이 조직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고, 의식(ceremony)은 신화에 대해 동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예로, 국가마다 다른 역사적 배경과 맥락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의 고등교육 시스템이 유사한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고등교육 시스템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신화와 그것을 인정하는 

사회적·문화적 가치에 기반한 것이다. 고등교육 분야에서 사회학적 제도

주의의 관점에 의해 현상을 분석하는 시도는 고등교육의 대중화 현상에 대

한 분석과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에 대한 분석이 

대표적이다. 교육의 대중화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하게 이루어져 왔다. 

2차 세계대전 이전 산업 사회에서는 이미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이룬 반면, 

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교육의 대중화가 이루어져 

왔다. 그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산업화된 국가보다 더 빠르게 

교육의 대중화가 진행되었다(Boli, Ramirez, & Meyer, 1985). 더불어 20세기 

고등교육 대중화로 인해 고등교육 등록률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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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이러한 고등교육 등록률의 증가는 전반적인 고등교육 시스템의 변

화를 가져오기도 했다(Clark, 1983; Teichler, 1988). 

또한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시장 경쟁은 1990년대 이후 교육 분야에

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고등교육 기관들은 외부 자원과 우수한 학생과 

교수를 유입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Shin & Kehm, 2013a). 이러한 양상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국의 노력을 통해 극명

하게 나타났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 중 하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경쟁 과정에서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각 

국가의 고등교육 시스템의 발전 정도나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 소수의 대학을 집중 지원하고, 시장을 기반으로 하여 대학의 유

연성을 제공하며, 세계 대학 순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력이 좋은 

교수를 채용하거나 연구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등 상당히 유사한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Shin & Kehm, 2013b). 이렇게 각 국가들이 

서로 다른 환경인데도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은 앞서 논의한 사회

학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나. 역사적 관점

1) 역사적 제도주의

역사와 맥락을 핵심 개념으로 하는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를 역사의 산

물로 보고, 제도의 형태와 모습에 초점을 두어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하연섭, 2011). 이는 기존의 행태주의와 차이를 보이는데, 즉 

행태주의에서는 제도를 사회 현상의 부수적인 차원으로 보는 반면,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는 맥락으로서의 제도와 맥락을 형성하는 역사를 중요시한

다.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의 의미는 세부적으로는 다양하지만, 포괄

적인 의미에서 제도란 정치와 경제 각 부문에서 개인들 간의 관계를 구조

화시키는 공식적 규칙, 순응절차, 표준화된 관행으로 정의할 수 있다(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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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이러한 제도에 대한 개념은 중범위 수준의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거시적 구조와 행위자를 연결하고 있다. 

역사적 신제도주의자들의 주요 관심은 제도의 개념이나 의미를 넘어 개

인의 행위 및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제도가 어떠한 관계적 특징

을 가지는지에 맞추어져 있다. 그들에 따르면, 제도와 행위의 관계는 일방

적이지도, 고정된 것도 아니며, 제도는 개인과 집단의 선택과 행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또한 행위자들의 선호나 이익이 제도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며 

이러한 선호가 외생적으로 형성된다고 본다.(Immergut, 1998; Katzenelson, 

1992; Pierson, 2004). 또한 역사적 신제도주의자들은 제도적 맥락을 파악

하기 위해 거시적·국내적 구조 차원, 중범위 수준의 제도 차원, 미시적 

수준인 행위자 혹은 행위 차원으로 분석 수준을 계층화하기도 하였다

(Mahoney & Snyder, 1999). 

사회현상 혹은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는 이러한 맥락이 역사를 통해 형성된다고 보며, 제

도가 변화하는 형태를 몇 가지로 구분하였다. Noth(1990)의 ‘경로 의존적

(path dependence)’ 변화 시각과 Krasner(1984)의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로의존적 변화의 관점

에 따르면 제도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반면, 단절적 균형 관

점에 따르면 제도는 급진적이며 단절적인 특성을 지닌다(하태수, 2001). 경

로의존은 기존 제도가 틀을 유지하면서 지속되는 현상을 설명하고, 단절적 

균형은 제도가 급진적으로 변하는 중대한 전환점과 새로운 경로와 지속되

는 시기를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도의 지속성과 경로의존이란 제도적 

구조가 한번 형성되고 나면 사회적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Crammack, 1992; Ikenberry, 1988). 그리고 과거 

발생한 사건의 영향력이 이후 발생한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사건들의 상

호작용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증대되어 사례마다 매우 다른 경로를 취하

게 된다는 것이다(Hall, 2003). 관련 학자들은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의도하

지 않았던 결과와 제도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H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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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ylor, 1996). Krasner(1984)의 단절적 균형모형에서는 경로의존성으로 인

해, 제도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수준인 구조 수준의 결정적 분기점이 

필요하며 제도의 변화는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발생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의 주장은 제도변화의 외생적인 

원인을 강조하며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설명하지만, 제도의 변화를 제

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Campbell, 2001; Koelble, 1995; 

Mahoney & Snyder, 1999).

역사적 제도주의를 교육 시스템에 적용해 보면, 오늘날 세계 각국은 유사

해 보이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핵심적인 여섯 개 교육제도의 원류를 

통해 교육제도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에 국가마다 상이한 특징을 가지게 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Cummings, 2003). Fägerlind과 Saha(1989)는 시간에 

따른 교육적 발전과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네 가지 모델로 전통적 

주기모델, Augustinian Christian 모델, 선형모델과 주기 선형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전통적 주기 모델과 Augustinian Christian 모델은 요즘 비교연구에

서 자주 사용되지 않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주류 학자들이 주로 사용

하는 모델은 선형모델과 주기 선형 모델이다. 이후 Cummings(1999)는 6개의 

국가가 시간 차이가 있으나 주기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보고, Fägerlind
과 Saha(1989)의 네 가지 모델과는 다른 평행 주기 선형 모델을 제시하였다. 

Cummings가 6개의 대표적인 국가의 교육제도를 원류로 제시한 이유는 국

가가 근대적 교육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단순히 교육시스템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국 건설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제국을 확장

하면서 교육 시스템도 식민지로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원류가 된 

국가의 교육제도와 그들 간의 영향을 도식화하여 보면 [그림 II-1]와 같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경우 독일과 프랑스 모델의 영향을 과거에 많이 

받았고, 최근에 와서 미국 모델의 영향을 받았으며 현재 일본의 모델은 아시

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과거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의 왼쪽에 위치한 경우 하향식 관리, 국가 중심

적인 자원 배분, 형식적이고 표준화된 형식을, 오른쪽에 위치한 경우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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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참여, 시장 중심, 비형식적 접근을 선호한다는 특징이 있다(Cummings, 

2003).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그림의 가운데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유럽 대

륙 모델의 특징 특징과 미국 모델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I-1] 핵심 모델과 그 영향 (Cummings, 2003)

최근 역사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

졌다. 국내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진 주제로는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구현우, 2009; 김윤권, 2005; 하태수, 2001, 2002), 행

적학에서의 적용 가능성 탐색 연구(김선명, 2007; 김종성, 2002) 등이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 체제와 정책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으로 분석한 연

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최석현(2010)은 역사적 제도주의의 접근 방법을 바

탕으로 우리나라 교육 체제 초기 형성과 발전을 분석하였는데, 제도 생성기

에 참여했던 주요 행위자와 그들 간의 권력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역사적 

우연성과 기존 제도의 위기, 의도하지 않은 결과 등을 밝혔다. 또한 경로분

석을 바탕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의 제한 요인을 수해집단의 저항, 변화

비용과 유지비용, 복잡한 현실과 인식의 제약, 제도의 점착성, 제도의 상호

의존성 측면에서 밝힌 연구(박균열, 2013)와 교육위원회 제도의 변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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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역사적 제도주의의 핵심 개념인 단절적 균형, 아이디어, 행위자간 권력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이동엽․김혜숙, 2011)가 있다. 또한 제도변화의 

요인을 다양한 수준에서 종합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분석한 연구

도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Mahoney와 Snyder(1999)의 분석 수준을 기준으로 

구조, 제도, 행위자의 세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입학정책의 변화

요인(노명순, 2006)과 교원승진제도 변화(신현석․전상훈, 2007)를 분석하였다.

2) 역사적 관점과 동형화 관점 비교, 그리고 선택적 동형화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제도는 역사적 맥락을 기반으로 하여 역

사적 우연성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반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는 제도가 인간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회적 행위나 규범에 의해 동형화되는 

인간 활동의 산물이라고 본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 경로의존적인 사회적 

인과관계와 지속성을 강조하는 반면 후자는 배태성을 바탕으로 제도가 유

지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단절적이며 급진적인 제도 변화에 중심을 두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관점과, 변화에 대해 본질적으로 저항적이며 변화는 

지속적이며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는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관점은 제도의 생

성과 유지, 변화를 설명하는 데 차이를 보인다.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현상을 해석함에 있어 행태

주의적 시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타난 것이 특징이나 이들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제도가 행위를 결정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맥락을 제공할 뿐이므로, 제도와 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Hall & Taylor, 1996). 또한 거시적 차원

에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지만 미시적 차원의 행위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지며(하연섭, 2011),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설명할 수 있으나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어렵다(Koelble, 1995). 사회학적 

제도주의 또한 미시적 수준의 행위를 무시하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과 미시적 수준에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와 과정을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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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Barley & Tolbert, 1997).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사

회학적 신제도주의 특징과 한계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II-1>과 같다.

역사적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제도의 생성 ∙역사적 우연성
∙사회적 행위나 규범에 의해
동형화

제도의 유지 ∙배태성(Embeddedness)
∙경로의존적인 사회적
인과관계와 지속성

제도의 변화 ∙단절적·급진적 ∙지속적·점진적

한계점
∙거시적 차원에서 현상 설명
∙제도변화에 대한 설명의 한계

∙미시적 수준의 행위 무시
∙구체적인 상황 분석 결여

<표 II-1>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비교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관점은 상반되는 것처럼 보

이나, 현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 이를 별개로 고려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두 관점은 각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완적인 관

계를 가질 수 있으며, ‘선택적 동형화(selective isomorphism)’는 이들 두 관

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선택적 동형화의 관점에서는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주장하는 동형화나 동질화의 과정보다, 한 국가에

서 내재된 역사적·제도적 맥락으로 인해 선택적으로 동형화가 이루어진

다고 본다(하연섭, 2011).

2. 신자유주의 정책과 고등교육의 제도적 맥락 변화

가. 한국과 일본의 고등교육 제도의 형성

한국과 일본은 근대적 의미의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과는 다른 고유한 고

등교육 기관이 오래 전부터 존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4세기 고구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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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학, 신라의 국학, 고려의 국자감과 성균관,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고려 국

자감의 전통을 이어 받은 성균관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국가

가 설립한 고등 교육 기관이 존재하였다. 일본 역시 7세기 중국의 당나라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한 고등교육기관(Digaku)이 존재하였으며, 당나라가 

국가차원에서 교육기관을 운영하던 것을 모델로 하여 일본의 고등교육기관 

역시 관료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역할을 하였다(Agawa, 2011). 그러나 한

국과 일본의 전통적인 고등교육 기관은 역사 속에만 존재할 뿐 현재 고등

교육 제도의 기반이 되는 근대적 의미의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은 서구 국

가로부터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 

일본의 근대적 의미의 고등교육은 1868년 명치유신(메이지유신; Meiji 

restoration) 이후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시 일본은 미국식 

고등교육 시스템이 아닌 유럽식 모델을 추구하였는데 특히 독일식 대학 모

델을 수용하였다(Okada, 2005). 이러한 특징은 초기 1877년 동경대학 설립 

당시, 독일에서 수학하고 돌아온 학자들이 학문의 자율성을 국가에 요구하

고, 이로써 점차 교육과 연구 영역의 자율성을 확장해 온 과정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Kaneko, 2004). 그러나 1886년 동경대학이 제국대학으로 바뀌

면서 순수학문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독일 모델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공

과대학과 농업대학을 포함하는 응용학문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기도 하였다

(Ben-David, 1977).

20세기 초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사적 영역에서 설립한 특화된 

학교들도 대학으로 합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고등교육에 대한 

필요와 산업발전을 통한 서양 국가들과의 경쟁, 우수한 인재의 선발과 교

육을 통해 잘 훈련된 관료의 양성 등 사회적 필요에 의해 대학의 개혁이 

필요해졌고, 이후 1918년 ｢고등교육법｣을 통해 제국대학 이외에 새로운 대

학을 설립하도록 하였다(Okada, 2005). 이를 통해 1940년대 까지 일본 고등

교육의 성장은 지속되었으며, 특히 사립대학이 괄목할 수준으로 성장하면

서 일본의 고등교육은 점차 대중화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Beauchamp & 

Rubinger, 1989; Kaneko,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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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교육 교육시스템은 미국의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의 영향으로 전쟁 이전의 고등교육 기관들은 4년제 대학교와 2년제 대

학의 형태인 신제대학(New Universities)으로 개편되었고, 미국이 일본을 떠

나는 1952년까지 신제대학의 증가로 고등교육의 기회는 확대되었다. 그러

나 이후에는 미국적인 것에서 벗어나 다시 일본에 맞는 교육 시스템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일어났으며, 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한정된 자

원을 가지고 양적 성장을 이루기보다 국립 대학교와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Kaneko, 2004). 일본의 고등교육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

로 고등교육에 등록하는 사람이 증가하여 대중화를 이루었으며, 이후 지속

적인 발전을 통해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의 근대적 의미의 고등교육 제도는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

다. 특히 미국의 영향은 19세기 말 기독교 선교사들의 고등교육 기관 설립

을 통해 시작되었다. 미국의 기독교계 기관들의 기여는 고등교육기관의 설

립과 더불어 대중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발전적이고 과학적인 교육과정

과 강의를 도입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발견 할 수 있다(Lee, 1989). 

유교적 사상에 의해 특정 엘리트 집단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당시 상황

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교육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제공 하려고 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문자적 교수법

을 넘어 육체노동의 기술을 강조하고 기술과 산업교육을 강조하였고, 자연

과학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생물학, 화학, 물리학의 교과서를 편찬하였다

(백낙준, 1973).

일본은 식민지에 고등교육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탄압 정책의 일환으로 

경성제국대학을 제외한 어떠한 고등교육 기관의 설립 허가도 내 주지 않았

다. ｢제국대학령｣에 의해 설립된 경성제국대학은 일본의 제국대학과 대체

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2개 이상의 학부, 대학원 및 강좌제

도, 평의회 및 교수제도 등 구조적 측면에서 차이가 없었다. 경성제국대학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학과제(department system) 대신 각 학문분야의 1

인자인 교수, 특히 강좌교수에게 대학운영의 권한과 교육과 연구의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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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되는 위계적 조직인 강좌제(chair system)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독일 대학을 모델로 하는 일본 대학 모델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강좌제의 도입은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있어 개별 학문분

야 단위와 전문분야를 연계하여 보다 책임 있는 시스템을 위한 것으로, 강

좌교수로 하여금 학문의 독립적 영역을 보장 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높은 위상을 부여하는 시스템이다(정준영, 2009). 강좌제의 특성상 학부별, 

학문 영역별로 소속 교수가 공유하는 가치와 동질성이 강하며, 이러한 교

수들의 집단적 특성은 경성제국 대학의 경우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으로 특

권이 유지되는 식민 시대의 특성으로 인해 더욱 고착화되었다.

한국의 고등교육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

며, 이때부터 근대적 의미의 종합대학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특정

계층을 위한 교육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열린 민주주의에 기반한 교육을 

위한 기관이었다(송미섭, 1996). 1946년에 처음으로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이 

구분되었으며, 당시 종합대학으로는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희대학, 이화대

학 등이 설립인가를 받았다(중앙대학교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74). 경

성제국대학과 관공립 전문학교를 통폐합하여 만든 서울대학이 세워졌고 각

종 사립 전문학교가 대학으로 승격하였다. 광복 이후 남아있는 식민지 교

육을 청산하고 국가 중심의 공교육 체제를 복원하고자 하였으나, 고등교육 

개혁에 있어 일본 제국대학이나 경성제국대학 출신이었던 교수들은 1946년 

발표된 ‘국립대학설치안’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였다. 대학 자치와 관련하여 

일본 제국대학의 특징인 대학의 인사 및 재정권에 대한 권한에 대해 정부 

관리들은 철폐해야할 식민지 교육의 잔재라고 보았고, 교수들은 대학의 본

질이자 민주화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교육50년사 편찬위원

회, 1998).

한국 전쟁 이후 미군정기 기간에 미국의 교육 전문가들이 한국으로 와서 

자문해 주었고, 한국의 교육가와 학생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교육받았다. 이

러한 과정은 미국식 민주주의 사상을 뿌리내리게 하는 미국의 의도가 있었

으며, 실제로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Lee, 



- 20 -

1989). 교육과정은 미국의 대학제도를 모델로 하여 만들어졌으며, 대학의 

교수들에게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였다(교육50년사 편찬위

원회, 1998).

일본과 우리나라 고등교육 제도를 형성한 초기의 역사를 통해 유럽과 미

국의 영향을 확인 할 수 있다. 일본은 주체적으로 유럽의 모델을 차용하여 

19세기 중반부터 일본 맥락에 맞게 반영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제

도의 형성은 외부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보인다. Cummings 

(2003)의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한국과 일본 교육의 특징은 유럽 대륙 모델

과 미국 모델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고등교육 제도나 대학 조직과 

관련하여 일본은 아직까지도 독일모델의 특징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우

리나라는 구조적으로 미국의 고등교육 제도를 닮아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독일을 모델을 반영한 일본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대학의 구조나 문화 등

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그 특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한국과 일본

에서 나타난 고등교육 제도와 대학조직의 특성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기

반한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고등교육에서의 신자유주의 정책 

1) 신자유주의 개념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영국과 미국의 경제정책 기조로 시작되었으며, 

1980-90년대에 세계화 추세와 함께 경제 분야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그 

영향이 확대되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개입의 케인즈주의와 복지국가를 추

구하는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

화하고, 자유로운 자본의 흐름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과 경제 질서의 회복을 

강조하는 정치·경제 이념을 기초로 한다(한인희․고경민, 2002). 신자유주의

는 자유시장,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국가의 시장개입을 최소하고 개방과 경

쟁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유호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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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자유주의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그리고 사회 분야와 국가마다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다양한 

내용으로 각 국가의 맥락에 따라 발전되고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

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

해 나병현(2003)은 신자유주의를 크게 Hayek로 대표되는 사회철학으로서의 

신자유주의와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의 경제 운동으로서의 신자유주의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재생적 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주의 철학과 맥을 같

이 하나, 사회안전망과 환경문제 등에 대해 국가의 개입을 완전히 부정하기

보다는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개입을 인정하는 이론이다(Hayek, 1973). 반

면 후자의 신자유주의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제적 운동으로, 시장원리의 

도입, 공공 비용 삭감, 탈규제, 민영화, 공공선이나 공동체 개념의 제거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Martinez & Garcia, 1997). 따라서 두 개념은 시장원리의 

도입, 탈규제, 민영화 등의 특징을 공유하나, 국가의 기능에 있어서 전자는 

국가의 기능을 인식하고 한정하고 있는데 반해, 후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나병현, 2003).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이후 후자의 통상적 의미의 경제적 운동으로써 신자유주의 개념이 사용되

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신자유주의는 다른 행정 조

직들과 마찬가지로 신공공관리론을 통해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자

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신공공관리는 조직내부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비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일부를 능률적인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권

인석, 2004). 즉 공공부문의 구조·조직·관리에 있어 자유시장과 경쟁원칙

을 바탕으로 하는 민간관리기법을 통해 생산성과 능률성을 극대화하는 것

을 의미한다(이동수, 2000; Nagel, 1997). 이는 관리(management)의 측면에

서 공·사조직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관리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관리주의의 기본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Lynn, 1998). 따라서 신

공공관리는 민간부분에서의 사고방식과 다양한 관리 기법들을 공공부분에 

활용하여 개선하려는 것이다(Pollitt,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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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의 수많은 국가의 대학에서 예외 없이 신자유주의 이론에 입각

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

니다(Deem & Brehony, 2005). 그러나 교육과 연구를 핵심 기능으로 하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대학이라는 조직에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신공공관리 

기법이 적용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Miller, 2013).

2) 한국과 일본의 신자유주의적 고등교육 정책

한국과 일본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고등교육에 실제적으로 도입된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두 국가에서 시행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고등교육 시스템을 형성하고 다양한 교육 정책

의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 우리나라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정책의 시행 시기나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으며, 시기별 어떠한 

정책들이 시행되었으며 그 특징은 어떠한지 각각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

가 있다.

일본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논의는 1990년 이전부터 학술 연구의 진

흥, 고등교육의 고도화 등과 관련해서 임시교육심의회의 교육개혁에 대한 

답신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본격적인 논의는 1991년 대학시의회 

답신을 통해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대학교육의 개선을 위해 대학설치기

준의 대강화와 대학의 자기평가, 학위제도 개선과 대학원 평가, 그리고 학

위수여기관 창설에 대한 내용 등이다. 대학설치기준을 완화함으로 교육과

정 편성, 수업 방식, 전임교원 임용 등과 관련하여 대학의 재량이 확대되었

다. 대학의 평가를 통해 교육과 연구 뿐 아니라 대학의 운영 관리 방식에

서도 개혁을 기대하게 되었다. 당시 일본의 국제적 위상과 학술연구에 대

한 기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대학 간 유치 경쟁이라는 고등교육개혁

의 요구와 지방자치제와 규제완화의 정부 정책이 맞아 떨어진 결과, 대학

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2001년 도야마 플랜(Toyama plan)이라고 불리는 ‘대학 구조개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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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을 통해 국립대학 재편 및 통합, 국립대학의 민간 경업 기법 도입을 

위한 국립대학법인으로 이행, 제3자에 의한 대학 평가와 경쟁 원리 도입을 

발표하였다. 대학의 통합은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단과대학이 

대학으로 흡수 되었으며, 대학의 통합은 동일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공병호, 2005). 국립대학의 법인 전환은 대학의 자율성 확

보의 차원에서 2004년 4월 전면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3자에 의한 평

가는 대학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공･사립 대학 간 경쟁을 강조하

였으며, 평가를 통한 상위 30개 대학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후 2002년 시행된 ‘21세기 Center Of Excellence Program(COE)’을 통해 

학문적 수월성에 기반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이후 대학원 교육에 집중적으

로 투자한 ‘The Global COE Program’과 2014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The 

Super Global COE Program’을 통해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2004년 4월부터는 일본의 국립대학법인화가 시행되었다. 1990년대 

중반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과 대학 운영의 개선 방안의 일환으

로 국립대학법인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98년 6월 법인화 관련 개

혁기본법안이 마련되었으며, 1999년 4월에 내각회의에서 국립대학 독립행

정법인화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후 전문가 검토와 조사검토회의 보

고서 등을 통해 2003년 2월에 국립대학법인법이 제출되었고, 10월에 시행

을 시작하여 2004년 4월 마침내 국립대학법인이 출범하게 되었으며, 일괄

적으로 모든 국립대학이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었다(이시원․명성준, 2010). 

일본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표면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일본 대학의 경쟁력

을 확보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경제 논리에 입

각하여 대학의 권한과 책임을 대학으로 이양하려는 의도가 있다(신평, 

2007). 이는 사적영역의 기업 운영 방식을 대학에 적용하고 성과 위주의 

인사 시스템의 도입과 경쟁원리에 기반한 평가를 강조하는 등 국립대학법

인화의 목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인평가를 통하여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김필동, 2008).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신자유주의 정책과 관련하여 구체적 논의는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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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발표한 ‘新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이하 5.31 교육개혁안)’

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계화와 무한 경쟁에 대한 현실 인식과 

함께 국가 경쟁력 향상을 교육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한 김영삼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이다.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라는 목표 아래 ① 다

양화와 특성화, ② 대학설립 준칙주의, ③ 학사운영 자율화, ④ 수월성 향

상, ⑤ 국제화를 추진 영역으로 제시하였다(교육개혁위원회, 1995). 5.31 교

육개혁안에서는 21세기를 준비하며 대학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학부제, 설

립준칙주의, 전문대학원 설립, 국립대학 법인화, 재정지원 평가 등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내용은 실제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

지거나 추진된 과제이다. 특히 대학의 자율화를 위해 대학 설립과 정원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한 대학설립 준칙주의의 실현은 신자유주의적 특징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최상덕 외, 2008). 

1997년 말 경제 위기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

학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과 연구중심 대학 육성,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

한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신현석, 2004; Moon & Kim, 2001). 

2004년 8월 발표된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방안’은 고등교

육의 질적 수준 미흡, 기능 분화 미흡에 따른 비효율, 대학의 미충원율 증

가, 지방 대학의 역할 증대 필요, 대학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 등에 대한 

필요로 인해 제안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방안’은 양적 감축과 더불어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 기능

별 재구조화와 대학의 자율화라는 두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대학 정보 공

시제 도입, 교육여건 개선 및 특성화, 국․사립대학 및 대학원 구조개혁에 

대한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연구중심 대학 육성과 관련해서 두뇌한국 21(Brain Korea 21; 이하 BK 

21) 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만들겠다는 계획 아래, 1996년부터 

2012년까지 2단계로 3조 637억원이 투입되었다. BK 21 사업은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을 중심으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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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구 여건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전 교수 중심 연구비 지원보다 한 

단계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당초 우수한 대학에 예산을 배분하는 

방안으로 계획되었으나 대학들의 반발로 결국 참여 대학의 수가 늘어났으

며, 2단계에는 인문사회과학 분야도 포함되었다. 

이후 BK 21 사업의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연구의 질적 성장을 위해 선택

과 집중, 경쟁의 원리를 바탕으로 세계수준의 대학(World Class University: 

이하 WCU) 사업이 2008년부터 실시되었다. 이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교수 

유치와 이를 통한 학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대학으

로 만들기 위한 논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박경호․장덕호, 2012). 또한 2013

년에 시작된 Brain Korea 21 Plus(이하 BK 21 Plus) 사업은 BK 21 사업의 

질적 성장의 한계와 WCU 사업의 다양한 국제화 전략 추진의 한계를 극복

하고자 시작되었다. 양적 평가를 탈피하여 질적 평가를 포함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나, BK 21 Plus 사업 역시 경쟁에 기반한 평가 중심의 사업이

라는 점에서 이전의 정책들과 맥을 같이 한다.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논의는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의의 ‘대학특수법

인화’로 시작되었으며, 1995년 5.31 교육개혁안과 1999년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립대학특별회계법｣을 통해 이루어져왔으나, 구체적인 도

입을 시도하지는 못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교육부는 ｢국립대학운영

특별법｣을 도입하여 대학 구조조정과 국립대학 통합의 성과를 이루었으나 

당시 국립대학 법인화는 대학과 교육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서정복, 

2005). 이후 법인화 관련 법안이 수정 보완되어 왔으며,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에 기초가 되었던 것은 2010년 9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국

립대학 선진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배현, 2011). 일본에서 일괄적으로 

시행된 국립대학 법인화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한정적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국립대학이 법인화 대학으로 전환된 사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서울

대학교가 독립법인으로 전환한 서울대학교밖에 없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의 경우 2009년 3월 국립대학법인의 형태로 개교하였고, 인천대학의 경우 

사립대학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한 사례이다. 인천대학교는 사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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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립되었으나 설립자의 기증을 통해 시립대학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재정지원의 어려움으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한국의 국립대학 법

인화는 정부의 개입과 간섭이 지속될 가능성으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을 보

장하기 어렵고, 대학의 재정지원 불충분과 축소에 대한 우려로 일부 국립

대학의 경우 전환에 대해 불신을 표출하고 있는 있다(김배원, 2007).

3) 한국 대학에서의 성과연봉제 도입 및 쟁점

연봉제란 ‘피고용자의 업무성과와 능력, 자질 등에 따라 급여를 1년 등의 

기간단위로 계약하는 제도’를 의미하며(정문종, 2005), 연봉제의 형태로는 

직무에 따른 연봉제와 성과에 따른 연봉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혼합한 연

봉제의 형태로 나눌 수 있다(이만수, 2000).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대학교수의 연봉제는 ‘연구, 교육, 봉사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연간 보수 

총액이 결정되는 성과급형 보수체계’라고 할 수 있다(이만수, 2000).

연봉제 이전 우리나라 대학교수들의 임금 체계는 국립대학의 경우 공무

원보수규정에 따라 호봉제를 시행하였으며, 사립대학의 경우도 보수의 정

도에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경력을 기반으로 한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

었다. 이러한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임용 이후 대학교수의 교육과 연구 성

과에 대한 질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에도 한계가 있었

다(김병주, 2000). 

1997년 IMF 이후에는 대학의 경쟁력 확보와 대학교수의 성과 관리를 이

유로 많은 대학들이 변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교수의 역량과 관련하여 교

수의 임용, 승진, 정년보장심사에서 교수의 업적평가가 시행되었다. 교수의 

성과 평가제와 1999년 교육공부원법과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에 관련된 사

항을 개정함으로써 계약제가 하용 되었고, 이로 인해 대학들은 교수의 연

봉제 시행에 힘을 얻게 되었다(김병주, 2000).

신자유주의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성과연봉제는 단순하게 대학에서 

성과연봉제 시행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교수의 성과평가제 강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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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허용 등 다양한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성과연봉제

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

었으며, 2011년 국립대학의 성과연봉제가 단계적 적용이 확정된 이후까지

도 여전히 찬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성과연봉제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몇 가지로 정리

해 볼 수 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성과연봉제 시행을 위해 어떻게 

교수의 성과를 평가할 것인지와 관련이 있다(이만수, 2000). 대학교수의 성

과 평가는 교수에게 요구되어지는 연구, 교육, 봉사 활동에 대한 평가가 이

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대학이나 학문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기보다 양화하기 쉬운 활동에 대한 평가가 주로 

이루어지고,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에 집중된다는 점, 연구와 교육 성과와 

봉사 성과가 서로 대치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다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라

고 할 수 있다(이만수, 2000). 신규 임용 교수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

니면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도 대상으로 포함 할 것인지, 적용 대상과 적용 

시점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성과연봉제 시행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문병효, 2014; 한경수, 2011). 신규 임용된 교수들의 

보수 책정과 매년 연봉 산출을 위한 성과평가에 대학교수들의 참여를 통한 

피드백의 과정을 만들고, 성과와 보수에 대한 정보를 공개 여부에 대한 다

양한 의견도 수렴의 과정을 거쳐 개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과연봉제의 효과에 대해 학자마다 이견이 있다(정문종, 

2005). 대학교수의 연구와 교육에 있어 질적 향상과 교수들 사이의 선의의 

경쟁 확대 등에 대해 기대할 수 있으나 교수 간 연봉 차이 심화와 보수 삭

감에 대한 우려 역시 높다(이만수, 2000). 특히 짧은 시간 가시적인 성과에 

집중하여 시행하는 성과연봉제의 경우 대학교수들의 반발에 부딪칠 수 있

으며, 신뢰를 바탕으로 선의의 경쟁의 풍토를 만들기보다 학문영역 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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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 간 불신과 비판의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음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고등교육의 제도적 맥락 변화

신자유주의로 인한 고등교육의 제도적 맥락 변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

타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패러다임의 변화, 재정 배분, 거버넌스, 

평가 방식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Bleiklie(1998)에 따르면 대학은 공공기

관, 자율적인 문화의 기관, 또는 법인화된 사적 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 대

학을 법인화된 사적 기관으로 인식할 때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변화가 

크다. 대학의 효율성을 강조하여 대학을 평가의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전형적으로 적용되는 

대학운영의 권위와 힘이 학문의 역량과 분리되고, 리더십의 기능과 행정 구

조는 강화되며, 학문적 성과는 고유의 질보다 측정 가능한 양적 측면이 강

조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딜레마가 존재하게 되는데, 대학

이 비즈니스 중심의 기능과 기관으로서의 기능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으

며, 또한 학문적 권위와 행정적 권위 사이에 긴장감을 불러 올 수 있고, 학

문적 권위에 있어 대학차원과 학문영역차원의 책임 사이의 갈등이 존재하

게 된다는 것이다(Bleiklie, 1998). 

또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고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 대학기관 차

원 또는 개인 차원 등 다양한 수준에서 나타난다. 국가 차원에서는 고등교

육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명목

으로 공교육비를 대폭 삭감하였다. 국가에서 전적으로 고등교육을 무상으

로 제공하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에서 등록금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

라의 경우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교육비를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지

하고 있음을 통계자료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가가 대학이나 

연구자에 제공하는 연구비나 지원비가 대부분 경쟁과 평가에 의해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 차원에서는 교수를 임용과 승진에 있어 실제적인 

연구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교수들 간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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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직의 형태가 아닌 비정규직 임용을 통해 유연하게 변화에 대처하고자 한

다.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이

유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고등교육에 있어 신자유주의 정책은 중앙집권적인 통제를 지양하고 분권

화된 운영과 자율성 확보하며, 그에 따른 책무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해 시행되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대학의 변화는 처음 신자유주

의적 정책이 등장하고 성공을 거두었던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

드 등의 국가를 포함하여 공공재로써의 교육을 강조하던 유럽 국가들에서 

이미 경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영미 및 유럽 국가에서 신자유주의로 인해 

나타난 핵심적인 특징으로 공공기관인 대학이 기업의 운영방식으로 대학을 

운영함에 따라 대학이 서로 유사해지는 경향, 대학의 효과성 및 효율성 강

조, 부족한 공적 재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통제와 자율성 사이의 

긴장 관계 등이 있다(Christensen, 2011). 교육을 사회보장 체제의 하나로 

생각하는 유럽에서도 경제성과 효율성 그리고 산출에 대한 요구를 피해갈 

수 없었다. 형평성과 실용성, 민주성을 강조하는 초·중등교육에서 조차 국

제적으로 시행되는 PISA와 같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강조하고 있으며, 고

등교육 기관인 대학의 경우 대학운영의 변화와 세계 경쟁력을 강화라는 측

면에서 변화에 있어 예외가 될 수 없다. 

대학에서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특히 탈규제

화, 분권화, 조직의 유연성 등을 강조하여 대학에서의 리더십이나 책무성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Møller, & Skedsmo, 2013). Olssen(2002)이 정

리한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이상적인 대학 거버넌스 모델의 특징을 다양

한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대학의 목표는 성과를 최대화하고, 효율

성을 증진하고 민영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책무성 확보를 위해 감사와 모

니터링을 강조하고, 성과 지표를 바탕으로 성과에 기반한 책무성을 강조한

다. 또한 교육에 있어 학기제 운영과 강좌의 연장과 규격화, 원격강좌와 직

업교육 확대, 응용지식 강조 등을 연구와 관련하여 외부 재정 확보, 교육으

로부터의 분리, 정부와 외부 기관으로 부터의 통제 등을 그 특징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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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시장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는 고등교육 재정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재정에 있어 정부 지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대학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각 대학은 특히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나름의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다(Gulbrandsen & Smeby, 

2005). 외부재원에 대한 강조는 대학의 생존과도 직결과는 문제이기 때문

에 대학차원에서 대학교수들에게 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요구할 

수밖에 없으며, 교수 역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하는 것이 연구 

활동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지난 몇 십년간 대학의 거버넌스는 ‘학자들의 공화국(republic of scholarships)’

에서 ‘이해관계자의 대학(stakeholder university)’로 그 표현될 만큼 변화되

어왔다(Bleiklie & Kogan, 2007; Gornitzka et al., 2005). 또 다른 측면에서 

대학 거버넌스의 특징을 살펴보면, 학자 중심의 유럽대학들은 정부와 시장

의 통제를 강화하고 시장 중심의 형태를 취했던 미국은 정부의 개입을 강

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의 구조가 특정한 

형태를 향해 수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Bleiklie & Kogan, 2007; Hood et 

al., 2004).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고등교육 개혁

을 주도하였던 국가에서는 대학이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수요자인 학부모나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형태

로 대학의 거버넌스가 변화되어 간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의 행

정적 영역과 더불어 교육과 연구 영역에 있어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이 존

중되고, 학부나 학과의 주장이 반영되며, 교수와 학생의 참여가 증대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대학에서는 전문가적 패러다임(professional 

paradigm)과 관리적 패러다임(managerial paradigm)의 충돌이 야기 되었다. 

Randle과 Brady(1997)는 목표와 가치, 핵심적인 가정, 운영에서의 특징의 

세 가지 영역으로 두 패러다임의 차이를 정리한 바 있다. 그들에 따르면 

전문적 패러다임은 학생의 배움이나 교수의 가르침의 과정에 우선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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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학생과 동료를 핵심으로 하며, 학문적 기준에 관심을 가지는 반면 운

영적 패러다임은 학생의 배움의 정도와 소득 발생에 우선순위를 두고 조직

을 중심으로 효율성과 효과성 사이의 균형을 성취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자에 따르면 필요한 자원은 교육적 필요를 바탕으로 하며 다

양한 교육의 지원은 투입에 기반하여 산정되어야 하나, 후자의 경우 자원

은 세금을 내는 사람의 시장의 수요와 가치에 의해 자원이 투입되고, 산출 

또는 산출물에 의해 질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학 운영차

원 특징으로는 대학의 교수가 대학 운영의 주체가 되어 전문가로서의 자율

성을 보장받고, 동료 간 신뢰를 기반한 책무성을 강조하는 전문적 패러다

임에서 행정가와 시장의 통제를 받고, 성과 지표와 감독에 의한 운영이 바

탕이 되는 관리적 패러다임으로 변화하였다.

한편 이러한 현상은 대학평가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대학평가에서 무엇

보다 성과가 강조되고 있으며, 성과를 평가하여 그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성과와 평가의 강조는 효율성과 책무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는데, 투자대비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

는 것(Emrouznejad, Parker, & Tavares, 2008)과 대학이 사회로부터 요구 

받는 책무를 얼마나 수행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Jauch & Glueck, 1975),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Indjejikian, 1999; Geuna & 

Martin, 2003). 대학의 성과는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으며, 평가 기준을 무엇으로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따라 달

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 또한 상당하다(Luukkonen, 1990). 따

라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뤄왔으며, 그에 대

한 비판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성과를 강조하는 대학운영 제도와 성

과 평가를 통한 차등적 지원 제도를 통해 대학교수로 하여금 많은 성과를 

산출하고,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기준에 부합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성과

와 평가를 강조하는 대학운영 제도를 통해 대학교수들에게 교육과 연구에 

있어 더 많은 자율성을 보장해주지만 이를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 활

동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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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국과 일본의 고등교육의 제도적 맥락 변화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의 정원 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학 조직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사립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 

인가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자율성을 보장하였다. 국립대학에서는 입

학 정원 뿐 아니라 지원해준 재정에 대한 감사를 하는 등 대학운영에 직·

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 사립대학에서 관해서도 국가와 정부에서 대학 운

영과 관련된 재원을 보조함으로써 정원을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등교육이 대중화되면서 정원 통제보다는 평가를 통한 영향력이 

더 강화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을 통해 수월성 

강조와 함께 다양한 평가 메커니즘이 도입되고 시행되었다. 5.31 교육개혁

을 통해 한국의 고등교육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수월성을 바

탕으로 한 연구의 양적·질적 향상이 핵심 내용이며 이후 정부에서도 기본

적인 틀은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왔다. 특히 제도적으로 연구개발비(R&D)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였다. 예를 들어 BK 21, WCU, 인문 한국(Humanities 

Korea), 사회과학 한국(Social Science Korea) 등 프로젝트에 대한 집중과 

선택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연구의 질적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Shin, 

2012).

이와 같이 평가를 중심으로 한 재정지원 정책은 대학운영에 있어 자율

성, 특정 학문분야에 대한 집중, 대학 간 양극화 등에 대한 논쟁을 불러오

게 되었다(김병주, 2007; 신정철 외, 2009).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 침해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평가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대학운영 제도나 대

학교수의 활동이 변화되었으며, 더 많은 연구 성과를 산출하기 위한 대학

과 교수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평가에 기반한 재정 지원

이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거

의 이루어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1970년대부터 대학에 변화가 시작되어 1990년대부터 본격적

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1년 대학설립 기준이 간소화되고 그 폭



- 33 -

이 넓어짐에 따라 대학의 자유재량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대학으로 하여금 

사회에 대한 대학의 요구를 수용하고, 생산적이며 실용적인 교육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방향을 

설정하도록 만들었다(구견서, 2004). 1991년의 ｢대학설치기준령(1991 of the 

Standards for the Establishment of Universities Act)｣은 미국의 대학운영 

방식을 모델로 만들었으며, 정부가 대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 간접

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Bowen & Schuster, 1986). 일본 정

부가 참고로 한 미국의 시스템은 시장의 원리를 강조하고 대학운영에 있어 

정부의 책임을 축소하며 대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간 경쟁을 강

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Ehara, 2005).

1998년 대학위원회에서는 ‘21세기 대학을 위한 비전과 개혁(A Vision for 

Universities in the 21st Century and Reform Measures: To Be Distinctive 

Universities in a Competitive Environment)’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 1장에는 고등교육의 비전이 제시되어 있으며, 2장에는 개혁의 구체

적인 내용에 기술되어 있는데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Quality Improvement 

of Education and Research), 교육과 연구를 위한 유연한 시스템(More 

Flexibility in the Systems of Education and Research), 책임 있는 의사결정 

및 적용(Responsible Decision-Making and Implementation), 그리고 평가 

체제 구축(Establishment of a Plural Evaluation System)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1) 

또한 2000년 이후 일본은 고등교육의 변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였

으며, 최근에는 ‘국·공·사립대학을 통한 대학교육개혁의 지원’ 정책에 바

탕을 두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송선영, 2007). 학문의 수월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4년 국립대학의 법인화 정책

을 통해 대학이 유연하게 예산을 운영하고 외부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또한 정부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대신 대학 간 경쟁을 심화시켰

1) 일본 문부과학성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Releases, University Council Report(Outline) 참조.    
http://warp.ndl.go.jp/info:ndljp/pid/286794/www.mext.go.jp/english/news/1998/10/98101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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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대학의 성과를 강조하는 등 대학 운영에 있어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

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형식적 자율성이 증가가 실제적 자율성의 증가를 의미하

는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때로는 형식적 자율성을 명목으로 하

면서 재정 시스템과 같은 또 다른 형태의 통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Amaral, 2008). 특히 일본의 경우 형식적 자율성이 증대된 반면 다양한 형

태의 통제로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으며, 유럽보다 더욱 중앙 집권적 대학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Christensen, 2011).

3. 제도적 맥락과 대학교수의 학술활동

가. 대학의 기능 및 역할

현대의 고등교육에 대한 논의에 앞서, 대학의 성립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사회·문화적 맥락과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 기관의 대표인 

대학은 서양 중세의 산물이며, 도시를 기반으로 성립하였다(이광주, 1997). 

도시의 성장과 경제적 발전, 그리고 교회와 교황권의 확립은 대학의 등장

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11세기 정치적 자유를 누리는 자치도시가 등

장하였으며 12, 13세기의 경제적 번영은 교육의 활기를 가져왔고, 이러한 

교육의 중심에는 종교와 교회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수도원의 조직 

형태가 대학 조직의 모델이 되었으며, 대학에 대한 교회의 재정 지원이 이

루어졌다. 

이러한 사회적인 환경과 맥락 아래, 중세 대학의 성립의 가장 핵심적인 

동인은 진리에 대한 열망과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대한 

권리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Rϋegg, 1992). 조합(corporation)이나 길드

(guild)를 의미하는 대학(universitas: university의 어원)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학문 공동체 또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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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칭한다. 학문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자연자생적인 조합의 형성이 

대학의 기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설립 형태는 밑으로부터 형성된 

대학과 위로부터 형성된 대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Powicke, 1971).

먼저 중세의 초기 대학인 볼로냐, 파리, 옥스퍼드 대학은 자생적으로 발

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법학생의 집단인 길드를 통해 볼로냐가 법학의 교

육과 연구의 메카가 되었으며, 그 이후 수사학, 문법 등이 성행하였고, 공

증인 양성 학교가 모체가 되어 볼로냐 대학이 1158년 창립되었다고 보고 

있다. 12세기에 이르러 신학을 중심으로 하는 파리가 수사학의 메카이자 

지적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12세기 말에 이르러 신학과 교양 과목, 철학, 

법학, 의학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교육과 학문 연구의 영역은 학부

(facultas)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옥스퍼드 대학은 파리 대학에서 유학한 

자국의 학생을 소환하면서 교사와 학생들이 옥스퍼드에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 기원이 되었다(Rashdall, 1958). 따라서 제도와 조직에 있어 파리 대학

을 상당히 모방하였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파리 대학과 달리 개별적

인 학부조직이 없이 대학이 모든 학부의 교과 과정과 규칙을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 중세 대학의 자생적 설립과 더불어 황제나 교황에 의해 위로부터 

세워진 또 다른 형태의 대학도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프리드리히 2세가 

1224년에 설립한 나폴리 대학과 1229년 그레고리우스 9세가 세운 툴루즈 

대학, 카를 4세의 권위로 세워진 프라하 대학 등이 있다(이석우, 1998). 이

후 대학의 필요성에 대한 국가와 종교의 인식은 현대적인 대학의 형성과 

발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대학의 발전이 독립성과 자율성의 획득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생적 출현에 관심이 높을 수 있으나, 대학의 발

전과 부흥에 있어 제도적인 접근을 간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설립된 서양의 고등교육 시스템과 짧은 역사

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의 고등교육시스템은 서로 다른 맥락과 방향으로 발

전하여 왔다. 유럽의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국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산출물이 아닌 길드라는 공동체가 발달된 형태로 시작된 반면, 미국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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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은 유럽의 대학 모델을 모방하여 시작하였으나 또 다른 형태로 발전하였

다. 그리고 아시아나 남미의 국가들은 식민시대를 거치면서 유럽과 미국의 

대학의 모델들을 수용하게 되었다. 초기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자생적 발

전을 통해 성장하였으며, 국가적 차원의 대학 설립 구체적인 논의는 비교

적 최근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현대적 의미의 대학은 훔볼트에 의해 1810년 베를린 대학이 설립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Collini, 2012). 특히 대학에서의 연구의 개념

은 베를린 대학의 형성과정 속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대학의 이념을 학문의 

자유에 바탕을 둔 연구 활동으로 보았음을 의미한다(Clark, 1995; Jaspers, 

1960). 훔볼트의 독일식 모형에 따르면 대학교수는 연구자이며, 연구를 통

해 발견한 내용을 교육에 활용해야 하고 연구를 통해 높은 수준의 교육과 

학습을 성취할 수 있다(Clark, 1995). 이에 반해 대학의 자유교양교육을 강

조한 영국의 옥스브리지(Oxbridge)는 지식이 이루어지는 사유와 논증 혹은 

철학의 과정을 강조하며, 일반적인 교육이 아닌 학구적인 교수(academic 

teaching)를 강조한다(강선보, 2006).

최근 고등교육 기관은 대학(university)을 넘어 다원다기능대학(multiversity; 

멀티버시티)로 불릴 만큼 요구되는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멀티

버시티는 사회에 완전히 속해있지도 떨어져 있지도 않은 독자적인 존재이

며, 이를 창시한 사람도, 예견한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운영방식과 장

래성에 대해서도 예측하기 어렵다(Kerr, 2001). 그러나 현재의 멀티버시티

는 교육, 연구 봉사의 기능을 넘어 새로운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와 함

께 새로운 기능에 대한 요구를 실천해야 상황에 놓여있다.

대학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연구와 교육의 기

능은 핵심적이다. 이 두 가지 기능을 제외하고 봉사나 새로운 기능에 대한 

논의는 대학의 본래적 기능을 상실한 채 그 이외의 기능만을 요구하는 기

형적인 형태의 대학을 이야기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대학의 핵심적인 교

육과 연구 기능에 기반하여 대학교수의 교육과 연구 활동이 무엇인지, 또

한 어떻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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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교수의 학술활동

대학교수의 학술활동에 대한 다양한 논쟁은 대학의 기능이 무엇이며, 대

학교수를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부터 

기인한다. 대학교수의 역할은 전통적으로 교육, 연구, 봉사로 보고 있으나 

보다 본질적인 대학교수의 역할에 있어 교육과 연구로 제한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수를 ‘연구자’ 혹은 ‘교육자’로 단편적으로 인식하는 것

은 고등교육의 다양성과 교수의 다양한 재능을 간과할 뿐 아니라, ‘학자

(scholar)’나 ‘전문가(profession)’로의 성장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Boyer, 1992; Rice, 1991).

교수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학생의 학습을 연계하는 과정 속에서 지식을 

재생산해야 하며, 이러한 교육활동은 교수의 핵심적인 역할이다(Boyer, 

1992). 대학교수의 교육활동은 학부와 대학원 강의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순히 한정된 공간에서 학생들의 가르치는 

것을 넘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취업이나 인턴쉽을 지원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한 전반적인 활동을 교육활동으로 보고 있다(정지선, 

2011). 또한 고등교육이 대중화되면서 사회적 요구와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대학교수들은 교육에 관한 이러한 수요에 대해 적극적

으로 대응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Kreber, 2002; Kreber & Cranton, 

2000).

교수는 끊임없는 지적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창조하여 이

론을 정립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Richlin, 1993). 이러한 일련의 과

정들을 연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서 출판과 학술지 논문 게재 등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지나치게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승진이

나 정년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경쟁적인 문화가 생겨나기도 하고 양질의 

연구 저서나 논문을 출판하기보다 정량적인 평가 기준으로 인해 질 낮은 

성과물들이 출판되기도 한다. 성과로서의 출판 이외에도 연구 활동은 순수

연구, 연구방법의 개발, 연구계획서 작성, 편저서 작성, 번역, 실문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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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참고문헌 정리, 연구비 수주를 위한 노력, 연구 윤리 확립 등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된다(Bourdieu, 1990; Diamond & Adam, 1995; Kogan & 

Teichler, 2007). 

대학교수의 교육과 연구 활동은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기존 선행연구들 대부분은 연구 활동의 일부로 연구물을 생산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왔다(Blackburn & Lawrence, 1995; Cresswell, 1985; 

Fox, 1985). 특히 대학교수의 연구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류희숙․배종태, 1997; Park & Gordon, 1996; 

Rodgers & Maranto, 1989; Steven, 2004; Wernimont & Campbell, 1968). 

대학교수의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수 개인 특성과 대학 또

는 학문의 특성과 같은 환경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개인 특성

으로는 성별 나이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징 이외에도 직급, 경험, 교육 

및 연구 선호, 개인 능력 등이 포함된다(박환보․김훈호, 2011; Ian & Daniel, 

2003; Stack, 2003). 환경적 요인으로는 소속 기관의 특징으로 대학의 설립

유형, 대학의 미션, 규모, 지역 등이 있다. 그리고 학문의 특징으로는 응용

학문과 순수학문 또는 이공계열이나 인문사회계열 등이 있다(Biglan, 1973). 

환경적 요인으로는 물리적인 요인뿐 아니라 대학이나 학문분야의 문화나 

풍토 등과 같은 요인이 포함될 수 있다(Perry et al., 2000).

교수의 개인적 특성에 있어 성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그에 따른 연구 성과나 활동의 차이에 대해 아직까지도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Abramo, D’Angelo, & Caprasecca, 2009; Leahey, 2006; Tower, 

Plummer, & Ridgewell, 2007; Xie & Shauman, 1998). 교수의 직급과 관련

하여 직급이 높을수록 연구 성과가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결과이다(정

지선, 2011). 일부 연구자들은 박사학위 과정에서의 다양한 경험, 즉 교수

가 되기 이전의 연구나 교육의 활동 연구 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박사

과정에서의 다양한 경험은 교수의 연구 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가 다수 있는데, 교수임용 초기 단계에서는 정적 영향을 미치나 그 이후

에는 거의 관계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Ian & Daniel, 2003; Park & Gor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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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Rodgers & Maranto, 1989). 또 다른 연구자들은 교수가 연구 또는 교

육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지에 따라 성과나 활동이 달라진다고 주장하

였다. 특히 연구에 대한 선호가 높을수록 연구 성과가 높다고 보고 있다

(Shin & Cummings, 2010; Stack, 2003; Steven, 2004). 

교수들의 직무만족도나 스트레스 또한 이들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직무만족도는 개인이 자신의 직업과 업무, 역할

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 태도나 가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Kalleberg, 1977), 

주로 만족감이 높은 교수들은 업무 성과 또한 높으며, 이는 오늘날 대학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여겨져 왔다(Gappa, Austin, & Trice, 2007). 또한 

교수들의 만족감과 교육, 연구, 봉사활동 성과 간에 대한 관계를 연구하면

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다양한 학술활동의 범위와 성과도 높아진다고 보았

다(Mamiseishvili & Rosser, 2011; Selfert & Umbach, 2008).  

한편 오늘날의 대학교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책무를 담당하고 있

으며 이에 대한 성과를 평가받기 때문에, 높아진 역할기대만큼이나 스트레

스 또한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의와 학생지도, 실험실 지도, 연구

비 확보와 출판물에 대한 압력, 평가와 승진 제도 등은 모두 이러한 스트

레스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Abouserie, 2006). 업무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의 긴장과 갈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교수들의 성과, 이직 여

부 등과 밀접하게 관계되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가 교육 및 연구 활동

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성과 등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Olsen, 1993; Shin & Jung, 2014). 

그 밖에도 교수들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 

교수들의 소속감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대학교수들의 소속감은 대학에 대

한 소속감, 학과에 대한 소속감, 학문계열에 대한 소속감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는 개념이지만, 전반적으로 개인이 느끼는 조직에 대한 소속감은 그

들의 업무 행태와 성과에 영향을 준다(Busch et al., 1998). 선행연구에 따

르면, 대학조직이 개방적이고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수록 구성원들의 소

속감이 높아지고 성과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았다(Smeby & Try, 200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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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최근 대학간, 학과간의 지나친 경쟁적 구도 등이 교수 개인의 이해관계

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들의 조직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저해할 수 있

다는 우려도 있다(McInnis, 2010).

환경적 특성은 대학의 특성과 학문계열의 특성으로 나눠볼 수 있다. 특

히 물리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는데 대학의 유형, 위치, 규모 

등이 교수의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Perry et al., 

2000). 또한 학문계열에 대한 연구에서는 순수학문보다 응용학문에서 더 

많은 성과를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성과를 정의하는 방식

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공계열이 인문사회계열보다 더 많은 연구성과를 산

출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일부 연구자들은 학문분야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거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Linda et al., 2002; Porter & 

Umbach, 2001). 또한 물리적 환경 이외에 대학이나 학문분야의 풍토와 문

화에 대한 연구도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Allison & Long, 1990; Long 

& McGinnis, 1981; Perry et al., 2000). 즉 구성원들의 나이, 박사학위와 관

련된 구성원들의 비율 등 대학이나 학문분야의 구성적 특징으로 인해 대학

이나 학문분야가 교수의 연구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Smeby 

& Try, 2005).  

다. 제도적 맥락과 대학교수의 학술활동

고등교육이라는 제도로서의 대학 조직과 대학교수의 활동은 서로 독립적

일 수 없다. 이 둘의 관계는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

며, 특히 국가나 대학 차원의 제도가 대학교수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

은 간과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대학운영 제도 중 특히 대학재정, 

거버넌스, 평가와 관련한 제도적 특징과 대학교수의 교육 및 연구 활동 간

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대학의 재정구조와 대학의 연구 방향은 대학 뿐 아니라 대학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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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수들의 교육, 연구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Tammi, 2009). 특히 대학 

재정과 관련된 제도의 변화는 교수의 다양한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공적 재원이 아닌 사적 연구비 투자는 대학으로 하여금 전통적인 교육

과 연구 활동에 집중하기보다 상업화를 목표로 하게끔 한다(Goldfarb, 

2008). 이러한 현상에 따라 다양한 재원이 대학에 미치는 영향력을 주제로 

하는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Clark, 2003). 일부에서는 공적 재원과 

사적 재원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 실용적이고 응용적인 연구를 위한 

재원을 많이 수주하는 경우 순수 학문 연구를 위한 재원도 더 많이 가지는 

현상을 마태효과(Mattew-effect)로 비유하기도 한다(Looy et al., 2004). 그

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재원의 구조적 형태 또는 방식과 장기적인 대학의 

성과 간의 관계는 약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Liefner, 2003), 사적 재원이 높

은 경우 단기적 목표 설정, 차별적인 재원의 배분, 지식의 유포 제한, 성과

에 대한 잘못된 평가 등의 많은 문제를 동반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Bonaccorsi, et al., 2007; Goldfarb, 2008).

연구에 대한 재원이 대학교수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보

다 직접적이나, 교육에 대한 재원은 그 관계를 밝히기에 분명하지 않기 때

문에 한계가 있다. 특히 교육과 관련된 재원의 문제는 개인 차원의 행위보

다 학부나 학과 수준(department level)에서 논의되고 있다(Tammi, 2009). 

따라서 연구와 관련된 재정 확보 또는 재정 구조가 교수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

부의 연구비 지원과 대학교수의 성과에 관한 연구(김태일․남궁근, 2003; 한

동성 외, 2008)는 일부에서 이루어졌으나, 외부 연구비와 대학교수의 교육 

및 연구 활동과 관련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대학차원의 변화는 교육과 연구에 있어 즉각적

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교수의 교육과 연구 활동의 양적·질적 측면

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진다(McCormick & 

Meiners, 1998). 정부와 국가가 대학의 거버넌스를 주도하던 시대에서 벗어

나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이나 대학 구성원인 교수에게 많은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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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지면서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교수의 역할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거버

넌스가 변화는 대학교수로 하여금 교육과 연구에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게 

하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학 거버넌스의 변화는 이전의 민주적이고 대학차원에서 이루어

졌던 전통적인 모델에서 이익집단에 의한 시장 중심적 모델로 변화되었다

(Maassen, 2000).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전제가 바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학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것과 이익집단에 의해 시장 중심적

으로 결정되는 것의 구별은 쉽지 않다. 따라서 대학구성원의 민주적 모델

과 시장 중심적 모델의 구분보다는, 시장 중심적 환경의 변화에 있어 대학

의 거버넌스를 정부 또는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학 구성원인 

교수와 학생이 공유하고 있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학 거버넌

스는 각 국가마다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 최근 수렴하는 형태로 나타

났는데, 예를 들어 국가나 정부가 주도했던 유럽의 대학들은 거버넌스에 

있어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공유된 거버넌스를 특

징으로 하는 미국대학은 정부가 관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Mora, 

2001). 

한편 성과평가는 대학교수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성과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는 가

장 핵심적인 이슈로 교수들은 성과의 개념과 평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전문가로서의 대학교수에게 교육과 연구활동의 자유를 강

조한다 하여도, 학생과 사회에 대한 책무를 성과평가를 통해 확인하고자 

할 때 그 어떤 교수도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효율성과 학

문적 성취를 강조하는 외부 압력에 의해 대학교수는 가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연구결과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평가기준이 모호한 교육

에 투자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기 쉽다. 이러한 시점에서 성과에 

기반한 평가와 그에 따른 재정배분이 실제 교수의 행위 자체에 주는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학문적 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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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분석틀

본 장에서는 고등교육의 제도적 맥락과 대학교수의 학술활동의 종합적인 

파악을 목적으로 연구의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제도적 맥락을 이해하기에 앞서 ‘제도’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

어야 한다.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고등교육의 제도

적 맥락과 대학교수의 학술활동, 제도와 행위자 개인의 활동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란 규제적, 규범적, 문화인지적 요소로 구성

되며, 사회생활에 안정성과 의미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 및 자원들의 결합 

형태를 가리킨다(Scott, 2008). 다시 말해 제도는 곧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의미체계(meaning system)라고 정의할 수 있으나, 역으로 모든 의미체계가 

제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로서 보장받기 위한 의미체계는 재현적이고, 

구성적이며, 규범적인 규칙과 결합해야만 한다(Scott & Meyer, 1994). 또한 

제도는 개인 수준보다는 조직 또는 사회적 수준에서 작동하도록 만들어져

야 한다. ‘개인’과 ‘조직’, 그리고 ‘제도’는 상호 중첩되어 있으나, 조직 또는 

제도가 개인의 행동에 비해 상위 수준에서 기능한다(Friedland & Alford, 

1991). 이 때 조직과 제도는 개인 간 상호작용을 위한 구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제도는 기본적으로 규칙에 관한 시스템인 

반면, 조직은 규칙을 시행하는 행위자들이 행동하고 경쟁하는 장이라는 점

에서 개념적 차이를 보인다(North, 1990). 

제도적 맥락(institutional context)은 환경(environment) 또는 배경(setting)

이라는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Scott(1994)는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도적 맥락을 설명해 왔으며, 특히 이러한 관계

를 기술적 관계 및 사회문화적 관계로 구분하였다. 제도적 맥락은 단순한 기

술적 관계에서 사회문화적 관계에 대한 이해로 확대되어 왔으며, 이러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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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환경으로 인해 조직의 형태와 행위가 유사해지기도 하고(DiMaggio & 

Powell, 1983; Meyer & Rowan, 1997),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Hall & Taylor, 

1996). 이 연구에서의 제도적 맥락은 고등교육 제도와 대학을 둘러싼 기술

적·사회역사적 환경을 포괄하며, 환경적 요소가 조직 구성원에게 미치는 

잠재적, 실재적 영향과 제도와 조직, 그리고 구성원의 상호작용까지를 광범

위하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이 연구는 고등교육의 제도적 맥락을 이해하고 대학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대학교수의 행위를 분석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점으로 거시적 수준에서의 

분석과 미시적 수준을 포괄하는 분석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Scott (1994, 

2008)의 제도의 형태와 흐름에 대해 일반화된 다층 모델을 활용하였으며, 

하향식과 상향식의 과정 중 제도가 개인의 활동이나 인식을 변화시키는 과

정을 살펴보기 위해 하향식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고등교육제도가 

대학 조직 수준의 구조를, 조직의 구조가 대학교수의 행위를 제약하거나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은 유포(diffusion) 또는 부과(imposition)을 통해 이루

어진다고 보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제도가 교수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거나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은 사회화(socialization)와 제재(sanction)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Lawrence(2008)은 제도가 조직 및 개인 행위자의 행위와 신념

에 미치는 영향으로 제도적 압력을 설명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제도적 압

력으로서 제도가 대학과 대학교수의 행위를 제약하는 하나의 방식인 정책 

시행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인한 고등교육 제도의 맥락에 대한 분석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고등교육 제도의 변화 과정에 나타난 유사한 현상과 

서로 다른 현상을 ‘동형화’ 및 ‘역사적 관점’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동형

화 관점과 역사적 관점 모두 조직이나 인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영향력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있어 관점을 

달리한다는 차이점을 가진다. 

동형화의 관점이란 사회학적 제도주의자들이 제시한 개념으로 사회적 정

당성을 바탕으로 조직구조가 비슷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DiMagg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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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ll, 1983). Meyer와 Rowan(1997)은 이러한 동형화의 과정의 원인을 조

직의 환경에서 찾고자 시도하였으며, 이를 신화(myth)와 의식(ceremony)이

라는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신화는 환경이 조직에 기대하는 바를, 의식은 

신화에 대한 조직의 동조를 의미한다. 조직을 둘러싼 환경이 바로 문화이

며, 특정한 조직의 형태를 받아들이는 사회적 가치를 문화적 가치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Finnemore, 1996). 또한 제도가 조직(개인)에게 유포되는 과정을 

DiMaggio와 Powell(1983)은 강제적(coercive), 규범적(normative), 모방적(mimetic)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Scott(2008)은 규제적(regulative), 규범적

(normative), 문화인지적(cultural cognitive)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역사적 관점은 개인 행위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제도의 영향력을 전제

로 하며, 행위와 구조적 맥락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다(하연섭, 2011). 

이 때 개인의 행위는 특정 맥락 아래 이루어지며, 이 맥락을 제도적 환경

으로 볼 때 제도가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

의 국가 교육 제도가 서로 유사해져가는 과정 속에서도 각기 고유한 특징

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교육 제도 형성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다른 원류의 

교육 제도의 영향과 각 국가가 가지는 역사적 특징이 상호작용을 하기 때

문이다. 또한 교육 제도의 원류가 되는 국가의 교육 제도들이 역사적 흐름

에 따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면서 현재의 모습

으로 나타났는데, 역사적 원류를 찾아보면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러시아의 여섯 개의 모델로 설명이 가능하다(Cummings, 2003). 그러나 역

사적 관점은 제도와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인과 관계를 제시하지 못하며, 

제도가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만 행위 자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므로 미시적 수준에서의 분석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하연섭, 2011).

이 연구에서는 제도적 맥락을 분석하는 데 있어 고등교육의 거시적 현상

으로서 대중화, 세계화, 민영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확인하고, 1990

년대 이후 두 국가에서 활발히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대학 

조직의 변화가 어떠하였는지를 고등교육의 핵심역할 주체의 변화와 성과 

강조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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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에서 어떻게 제도화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과 일본 대학

교수의 학술활동과 제도적 맥락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는지, 대학의 특성

에 따라 교수의 활동과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의 설립유형과 대학의 미션을 고려하여 한국과 일본 교수들의 활

동과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신자유주의 정책 시

행과 대학교수의 활동과 인식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연봉제를 하나의 사례로 채택하였으며, 우리나

라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연봉제 채택에 영향을 미친 대학 특성과 연봉제 

시행에 따른 대학교수의 활동 및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종합하면, 이 연구에서는 신자유주의로 인해 나타난 한국 고등교육의 제

도적 맥락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본과 비교·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대학교

수의 활동과 인식이 대학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실제 정책의 시행이 대학교수의 학술활동과 제도

적 맥락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분

석틀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그림 III-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Ⅲ-1] 연구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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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이 연구에서는 고등교육의 제도적 맥락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서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맥락화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대학교수의 학술활동의 변화가 어떠한지, 이러한 변화가 

대학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대학 수준에서의 정책

채택과 대학교수의 인식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

구절차에 따라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그림 III-2]와 같다. 

먼저 고등교육의 제도적 맥락은 한국과 일본 고등교육에 나타난 핵심 

현상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교하고, 신자유주의로 인해 한국과 일본 

대학 조직의 변화를 관리 측면과 성과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두 국가 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특징을 보

이는지 분석하도록 하였다. 특히 세계 여러 국가의 고등교육 제도에 주된 

영향을 미쳤던 신자유주의적 제도의 영향으로 한국과 일본의 대학 조직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 특징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고등교육 제도에서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맥락화되어 가는지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대학교수의 학술활동 및 제도적 맥락에 대한 인식을 국가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학술활동은 교육, 연구, 서비스, 봉사 등에 사용

하는 주당 시간과 연구 활동의 성과로서 저술 성과와 협력 성과로 구분하

여 확인하였다. 교육활동 성과의 경우 실제 학생들의 성과로 측정하는 것

이 일반적이나 본 연구에서는 교수의 학술활동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행함

으로 이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연구 활동 성과에 있어 연구 성과

는 논문과 저서 출판 편수와 국내 협력연구 및 국제 협력연구 참여 비율

로 확인하였다. 제도적 맥락에 대한 인식은 대학의 행정영역과 학사영역

에서 분권화된 정도와 대학운영 및 대학교수의 활동에 대한 인식을 바탕

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 조직과 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대학교수의 인식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성과연봉제 채택을 하나의 사례로 선택하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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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특성을 확인하고 성과연봉제 채택과 

대학교수의 인식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적인 분석기법

인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이 때 대학교수의 개인적

인 특성과 대학 및 학문 계열의 특성을 통제하였다.

[그림 Ⅲ-2]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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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자료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분석 자료는 대학운영과 관련된 국가 정책 자료, 

학술 논문 및 단행본 등의 문헌자료, 1992년 세계의 대학교수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International Survey of the Academic Profession), 2007/08년 세계

의 대학교수에 관한 국제비교연구(The Changing Academic Profession in 

International Comparative and Quantitative Perspectives; 이하 CAP), 대학

교육협의회 및 교육부 자료로 이를 정리하면 <표 III-1>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 양국의 고등교육 관련 정책 자료, 보도 자료, 학술지 

논문과 단행본 등의 문헌을 기초데이터로 활용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국가 혹은 중앙 정부 주도의 고등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국가차원의 

정책 자료와 보도 자료를 통해 고등교육 제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

으며, 학술지 논문과 단행본을 통해 고등교육의 제도적 맥락에 대한 논의

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신자유주의 정책 채택과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교수 성과연봉제

를 대표적인 사례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국립대학의 경우 2011년 일괄 

성과급연봉제를 시행한 반면 사립대학의 경우 1990년대 중후반부터 일부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나라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시행된 대학 현황을 대학교육협의회 보고서 ‘대학교육 정책 포

럼: 교수업적평가제와 연봉제의 현황과 과제’를 통해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1997년과 2000년 당시 대학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발간

한 대학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보고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셋째, 대학교수의 학술활동의 시대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1992년 카네

기 재단(Carnegie Foundation)의 지원으로 시행되었던 세계의 대학교수에 

학술활동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의 데이터를 일부 활용하도록 한다. 이 자

료는 2007/08년 조사 자료의 설문문항 구성에 있어 기초 자료가 되었다. 

1992년과 2007/08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국가는 10개국으로 브라질, 독일,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영국, 미국, 홍콩, 호주가 포함되어 있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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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의 자료 모두에 포함된 설문 항목으로는 교육과 연구 활동에 투자되는 

시간 및 논문 및 저서 출판 편수, 연구협력 여부 등이 있다.

넷째, 2007/08 세계의 대학교수에 관한 국제비교연구의 자료이다. 이 자

료는 2008년도에 OECD 국가 19개국이 참여하였고, 국제비교연구를 수행하

기 위해 조사되었다. 설문지 문항개발, 표본 집단 선정 및 데이터 수집단계

에서 모집단의 대표성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기준에 기반하여 실시되었다

(Kogan & Teichler, 2007). 설문 문항에는 연구자의 인적특성, 교육, 연구, 

봉사 등의 다양한 활동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수집 기간

이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설문 실시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2008년 2월과 4월 각 두 차례에 걸쳐 전

자메일로 설문이 실시되었으며, 13,953명에게 메일을 보냈으나 전자메일 

설문의 한계로 인해 설문을 확인한 교수가 6,827명(대략 50%)이었으며, 최

종 900명에게서 설문응답을 받았다. 이때 영문 설문조사를 위하여 설문문

항을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과 번역을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되

었다. 일본은 6,200명의 교수에게 종이로 출력된 설문을 실시하여 최종적으

로 1,408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일본에서도 영어 설문을 일본어

로 번역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번역된 설문을 영문과 대조하여 확인하는 

작업이 포함되었다.

항 목 수집 자료

국가 정책자료, 보도자료, 국·내외 학

술지 논문, 단행본, 등
•제도 맥락 관련 문헌자료

대학교육협의회: 연봉제 현황(2001)

교육부: 대학모집단위별 입학정원(2000)

•연봉제 시행 대학 현황 자료(25개교)

•1997-2000년 기준 입학정원 자료

세계의 대학교수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International Survey of the Academic

Profession; 1992년)

•한국: 856명 교수 설문자료

•일본: 1,853명 교수 설문자료

•교육 및 연구 활동 일부 자료

세계의 대학교수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The Changing Academic Profession;

2007/08년)

•한국: 900명 교수 설문자료

•일본: 1,392명의 교수 설문자료

•개인특성, 대학운영, 교육 및 연구 활동

<표 Ⅲ-1>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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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 대상은 4년제 대학에

서 전임교수(full-time)로 근무하는 교원(교수(총장 및 학장 포함), 부교수, 

조교수(전임강사 포함))으로 한정하였다. 전임교수가 아닌 경우 고등교육 

제도의 영향이나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양상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국, 일본의 2007/08년 세계의 대학교수에 학술활동

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자료와 구체적인 분석대상의 구성 비율은 <표 

III-2>과 같다. 각 국가별로 모집단과 분석대상 간의 비율을 확인하였을 때 

약간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두 국가의 전체 대학교수

를 모집단으로 1992년과 2007/08년의 성별, 연령, 직급의 비율을 바탕으로 

가중치를 계산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구 분
한 국 일 본

1992년 2008년 1992년 2007년

모집단 분석대상 모집단 분석대상 모집단 분석대상 모집단 분석대상

성별

남 32,452
(86.2)

742
(87.4)

47,224
(82.2)

734
(81.6)

82,589
(92.1)

1701
(92.1)

100,508
(83.9)

1,255
(91.1)

여 5,202
(13.8)

107
(12.6)

10,204
(17.8)

116
(18.4)

7,042
(7.9)

145
(7.9)

19,315
(16.1)

122
(8.9)

연령

40세 미만 14,23
(37.8)

124
(32.0)

10,231
(17.8)

143
(15.9)

14,571
(16.3)

190
(10.3)

16,139
(13.5)

124
(9.2)

40세 이상
50세 미만

12,645
(33.6)

379
(37.6)

23,719
(41.3)

435
(48.4)

30,405
(33.9)

612
(33.3)

35,765
(29.8)

379
(28.2)

50세 이상
60세 미만

8,305
(22.0)

458
(25.4)

18,695
(32.6)

270
(30.0)

25,229
(28.1)

640
(34.8)

39,769
(33.2)

458
(34.0)

60세 이상 2,473
(6.6)

385
(5.0)

4,783
(8.3)

51
(5.7)

19,426
(21.7)

397
(21.6)

28,150
(23.5)

385
(28.6)

직위

교수 11,905
(31.6)

299
(35.0)

28,144
(49.0)

362
(40.2)

46,663
(52.0)

1,019
(55.2)

65,882
(55.0)

762
(54.8)

부교수 11,215
(29.8)

307
(35.9)

12,213
(21.3)

210
(23.3)

28,296
(31.6)

638
(34.5)

36,499
(30.5)

457
(32.9)

조교수
(전임강사)

14,534
(38.6)

248
(29.1)

17,071
(29.7)

328
(36.5)

14,672
(16.4)

190
(10.3)

17,442
(14.5)

171
(12.3)

전 체 37,654 856 57,428 900 89,631 1,853 119,823 1,392

<표 Ⅲ-2> 분석대상의 구성 비율

출처: 한국-교육통계연보(1992, 2008), 일본-Portal Site of Official Statistics of Japan(199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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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연구문제인 신자유주의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성과연봉제 채택

과 대학교수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우리나라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교육협의회, 교육부, 2007/08 세계의 대학교수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자료를 

통합하여 활용하였다.

먼저 성과연봉제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CAP

에 포함된 108개 대학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 1997년부터 2000

년까지 성과연봉제를 채택한 대학 현황 자료는 대학교육협의회 자료를, 동

일 기간 대학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입학정원 수는 교육부 자료를 바탕으

로 하였다. 따라서 CAP, 대학교육협의회, 교육부 자료에 매칭이 되는 95개 

대학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성과연봉제 채택 현황은 <표 III-3>과 같으며, 

2000년 이전 성과연봉제를 시행한 25개 대학 중 CAP과 매칭 되지 않은 4

개 대학(경희대학교, 대불대학교, 평택대학교, 칼빈대학)을 제외한 21개 대

학을 본 연구의 분석에서 성과연봉제 채택 대학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성과연봉제 채택과 대학교수의 인식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007/08 CAP 데이터 중 사립대학에 소속한 응답자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였

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에 소속한 전체 대학교수를 모집단으로 하여 

2007/08에 포함된 CAP 응답자의 구성을 확인하였으며, 차이를 보이지 않은 

성별을 제외하고, 차이를 보인 연령과 직급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사립대학교수의 모집단과 본 연구의 분석대상 구성

에 관한 내용은 <표 III-4>와 같다. 

연도 성과연봉제 채택 대학

1997 경남대학교, (경희대학교), 목원대학교, 서강대학교, 아주대학교

1998 가야대학교, 계명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중앙대학교

1999
건양대학교, 고려대학교, 대구카톨릭, (대불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평택대학교), 홍익대학교

2000 숙명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조선대학교, (칼빈대학교), 한양대학교

<표 Ⅲ-3> 성과연봉제 채택 대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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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모집단 분석대상

교수(명) 비율 교수(명) 비율

성별

남 34,448 80.2% 431 80.0%

여 8,531 19.8% 108 20.0%

연령

40세 미만 8,510 19.8% 96 17.8%

40세 이상 - 50세 미만 17,882 41.6% 252 46.8%

50세 이상 - 60세 미만 13,278 30.9% 166 30.9%

60세 이상 3,349 7.8% 24 4.5%

직위

교수 19,206 44.6% 206 38.2%

부교수 9,557 22.2% 126 23.4%

조교수(전임강사) 14,256 33.1% 207 38.4%

전 체 43,019 100.0% 539 100.0%

<표 Ⅲ-4> 사립대학 분석대상의 구성 비율

출처: 한국-교육통계연보(2008)

4. 측정도구

대학의 성과연봉제 채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19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 대학의 입학 정원과 성과연봉제 채택 

여부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변인을 구성하였다. 입학정원은 교육부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세계의 대학교수에 관한 국제비

교연구에 설문자의 소속대학과 매칭이 되는 대학 95개를 추출하여 분석대

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95개 대학의 4년간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규모를 나

타내는 입학정원, 대학미션, 지역이 대학의 성과연봉제 채택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였다.

2007/08년 세계의 대학교수에 관한 국제비교연구의 설문지는 각국 대학

교수의 특징 및 학술활동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총 6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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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약 100개 이상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지 내용 

중에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문항만을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도록 한다. 

교수 개인특성, 대학특성 및 학문 특성 이외에 고등교육 제도, 대학 운영 

제도 관련 문항을 추출하였으며, 설문 문항2)을 바탕으로 구성한 변인은 

<표 III-5>와 같다. 

대학의 성과연봉제 채택과 대학교수의 제도적 맥락에 대한 인식 간의 관

계를 분석하기 위해, 통제변인과 본 연구의 관심 변인인 정책 변인을 독립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대학교수의 개인특성, 소속 대학의 기관특성 및 

학문계열 특성을 통제하였다. 대학교수 개인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연구에 

대한 선호, 연구 성과가 있고, 기관 특성으로는 대학 유형과 대학의 규모

(2008년 대학 전임교원 수)를, 학문계열의 특성으로는 견고한 학문체계 여

부(이공계열와 인문사회계열로 구분), 응용학문 여부를 포함하였다. 

구분 변 인 변인 설명

독립

변인

정책

변인

성과

연봉제
성과연봉제 채택여부 채택=1, 미채택=0

통제

변인

개인

성별 남=1, 여=0

연령 설문 당시 연령

연구선호 연구선호=1, 교육선호=0

연구성과 최근 3년간 학술지 논문수

대학
대학규모 전임교원 수/1000

대학유형 연구중심=1, 교육중심=0

학문
이공계열 이공계열=1, 인문사회계열=0

응용학문 응용학문=1, 순수학문-0

종속

변인

제도적

맥락

대학운영

방식

하향식 5점 척도

성과기반 5점 척도

성과에

대한

인식

외부 간섭 5점 척도

외부 연구비 수주 압력 5점 척도

성과기반 연구비 지원 5점 척도

<표 III-5> 성과연봉제와 대학교수 학술활동 관계 분석을 위한 변인 구성

2)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부록 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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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인으로는 대학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하향식 

운영방식과 성과 기반 대학운영 방식에 대한 인식, 대학교수의 성과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외부의 간섭 정도, 외부 연구비 수주에 대한 압력 정도, 

성과에 기반한 연구비 지원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5. 분석방법

각 국가의 고등교육에 관한 제도적 맥락의 특징은 정책보고서, 보도자료, 

학술지 논문, 단행본 등의 문헌을 통해 확인하였다. 특히 고등교육과 관련

하여 핵심적인 현상들을 중심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과 최근 

등장한 신자유주의 정책 시행에 의한 특징들을 다양한 문헌을 통해 분석

하였다.

다음으로 각 국가 대학교수의 학술활동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 

연구, 행정,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시간과 연구 활동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또한 대학의 행정영역과 학사영역에 대한 대학교수의 분권화 인식 

정도, 대학운영방식에 대한 인식, 외부압력 및 성과 강조에 대한 인식을 차

례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CAP 데이터를 바탕으로 1992년과 2007/08년 차

이를 확인하였으며, 2007/08년을 중심으로 대학특성에 따라 대학교수의 학술

활동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때 분석대상과 모집단 차이를 고려하여 

성별, 연령, 직급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연봉제 채택 여부는 이분형의 더미변수이므로 이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로짓 회귀(logit regression) 모형을 사용하였다. 

또한 대학의 성과연봉제 채택과 대학교수의 인식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

해 연구자 개인특성과 대학 및 학문계열 특성을 통제하고 계수를 추정하였

다. 사립대학 소속 교수의 2007/08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속변수는 5점 척도, 시간이나 비율과 같

은 연속변수 이외에 학술지 및 저서 출판물 수 등과 같은 가산변수 및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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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묻는 이산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범주를 가지는 

선택형 범주 변수가 종속변수인 경우 순서형 로짓(ordered logit) 분석을 실

시하였다. 또한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가산변수인 저술 성과를 종속변수

로 하는 경우 음이항 회귀분석(negative binomin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에 소속된 전체 대학교수와 분석대상 간의 차이를 고려

하여 연령과 직급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각 연구문제에 따라 설정한 본 연구의 분석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6>과 같다. 

항 목 분석방법

연구문제1 ▪제도적 맥락의 특징 분석 ▪문헌 분석

연구문제2 ▪대학교수의 인식 및 활동 차이 분석 ▪기술통계

연구문제3

▪성과연봉제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종속변수가 시행 여부

▪정책 시행과 교수의 학술활동 간의 관계

- 종속변수가 교수 인식인 경우

▪회귀분석

- 로짓, 패널로짓

▪회귀분석

- 순서형 로짓

<표 Ⅲ-6> 분석방법

먼저 대학의 성과연봉제 채택 여부는 이분변수(binary variable)이므로, 

성과연봉제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특성 변인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

해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합동 로짓 모형

(pooled logit model)에 대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ln


 
  



                                           (1)

여기서 P는 y가 1의 값을 취할 확률이며, X는 독립변인을 의미한다.

또한 패널 로짓 모형(panel logit model) 중 확률효과 모형을 통해 패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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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특성을 반영한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패널 순서형 로짓 모형

에 대한 수식은 아래와 같다.

ln


 
  



     it                                 (2)

여기서 는 시간에 변하지 않는 패널의 개체특성을 나타내는 오차항이

며, eit는 시간과 패널 개체에 따라 변하는 순수한 오차항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제도적 맥락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변인의 경우 Likert 5점 척

도로 가산자료(count data)로 볼 수 있으나, 1부터 5까지 소수의 값만을 취

하고 있으므로 순서형 로짓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순서형 로짓 

모형은 아래 수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일반적으로 순서형 회귀 모형은 잠재변인 모델로 대표되는데, 관찰 불가

능한 응답변수 y*를 가정하였을 때, 관찰 가능한 응답, y를 선택하는 기준

이 되며, 두 변수의 관계는 식(4)와 같다. 

 









 i f   ∞ ≤ 

 

 i f  ≤ 
 

 i f  ≤ 
 

⋮ ⋮

 i f   ≤ 
   ∞

                             (4)

따라서 j를 선택할 확률은 식(5)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는 식(2)과 식(3)

을 바탕으로 계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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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선택 확률을 누적적으로 계산하여 F를 누적 로지스틱 분포함수로 변화

하고 역함수를 취하면 식(6)과 같이 순서형 로짓 모형을 도출할 수 있다.

≤≤ 




 








 





                          (6)

또한 로짓 모형은 하나의 설명변수를 로그 오즈(log Odd) 값으로 해석 

가능한데, 이는 다른 변수가 고정되었다고 가정하고 독립변수의 사건 발생 

정도를 의미한다. 주로 승산비(odds ration)를 이용하는데, 이는 사건이 발

생할 확률을 P1,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P0라 하면 다음 식(7)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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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고등교육의 제도적 맥락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시아에 속하는 지정학적 특징 이외에도 장구한 세

월동안 쌓아온 사회적 가치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

등교육 제도에서 일본의 영향은 지대하다. 지정학적, 역사적 관계 뿐 아니

라 고등교육 제도를 형성하고,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많은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근대적 

의미의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 제도의 형성과 발전이 늦게 시작되었으나, 

현재 두 국가의 대학은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등교육 제도는 일본의 고등교육 제도와 다른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두 국가의 고등교육 제도가 가지

는 유사한 속성과 함께 우리나라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나타는 차이를 

일본과 비교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제도적 맥락을 설명하였다.

가. 한국과 일본 고등교육 제도의 핵심 현상 비교

1)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

고등교육의 대중화는 엘리트를 위한 교육에서 다수의 대중을 위한 교육시

스템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2차 세계 대전 이후 국가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적 요구로 인해 고등교육의 수요

가 높아졌다. 이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들어서자 대학에서는 산출된 지식

을 사회로 확대시키기 위해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시작하였다. 이는 전 세계

적인 현상으로, 국가의 고등교육 시스템 구조 및 정책은 서로 유사한 형태를 

띠면서도 국가 고유의 역사나 전통에 따라 다른 목적과 방향으로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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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보였다(Shin & Kehm, 2013b; Teichler, 1988). Trow(1970)는 고등교육

을 엘리트 고등교육(elite higher education), 대중화된 고등교육(mass higher 

education), 보편화된 고등교육(universal higher education)으로 구분하고 있

는데, 이러한 단계에 비추어 볼 때 한국과 일본은 이미 대중화 단계를 넘어 

보편화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높은 교육열을 지닌 동북아시아 

문화권에 속해 있다.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부

모들은 자녀의 교육적 성취를 위해 기꺼이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또

한 2차 세계대전 및 광복 이후 양국은 국가 발전을 위해 수많은 인재가 필

요하였고, 고급 관료를 교육하기 위한 기관으로 대학을 활용하였다.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학구열과 국가차원의 관료 교육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바탕으

로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와 관심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일본과 한

국의 대학 진학률의 급격한 증가는 시기상 차이를 보인다. 

일본은 진리 탐구라는 훔볼트 대학 모델의 본래적 기능과 더불어 오랜 

전쟁으로 인해 전후 국민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대학의 대중화가 진행되었

으며, 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대학교육을 발전시켜왔다(김영희․한탁철, 2011). 

일본의 대학제도는 1949년 미국의 영향을 받아 ‘신제대학’의 형태로 개편

되었는데, 이 때 기존의 대학제도로부터의 이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1950년대 후반 새로운 장기 경제 계획이 시작되었으며, 고등교육의 

팽창도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1963년에 대학 등록률이 15%에 도달하였으며, 

이는 Trow(1974) 대중화 시기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일본의 대중화는 대학 진학률을 바탕으로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

1기는 1963년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제2기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

대 중반까지, 마지막으로 제3기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이

다(Huang, 2012). 제1기에는 산업과 과학과 공학 분야의 인력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인해 고등교육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여 대학에 등록하는 비

율 또한 급성장하였다. 제2기에는 높아진 대학 등록 비율을 의식한 정부의 

고등교육 질 보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제 위기로 인해 고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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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감소하였고, 이는 결국 대학 등록률이 이전보다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많은 수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필요에 의해 특화된 

훈련을 제공하는 대학 등과 같이 다른 형태의 고등교육 기관이 확대되었

다. 제3기에는 대학과, 전문대학, 특수대학(specialized training college) 등

의 등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1990년 이후에는 미국의 절대적 영향 아래 구축된 신제대학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김필동, 2001). 1991년 5월

에 발표된 ｢고등교육계획｣은 충분한 계획 없이 급속하게 진행된 고등교육의 

확대로 인한 부작용, 즉 불공평한 교육 기회, 지역 간 불균형, 사립학교의 

부실한 교육과 연구 환경 등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1991년 제정된 대학 설치 강화 기준은 교육, 연구의 고도화, 고등교육의 개

성화, 조직 운영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대학 조직 뿐 아니라 교

육과정과 교육방법에서도 전국 규모로 개혁이 확대되었다.

한편 한국의 경우 50년대 이후부터 초등, 중등을 거쳐 고등교육의 확대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Shin, 2012). 1960년대 후반까지 초등학교 등록률

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등 교육 기관의 등록률이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고등교육 기관의 등록률이 

높아졌고, 2000년대에 와서 대학원에 진학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즉, 한국 

전쟁 이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등록 학생 수가 증가하였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자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학생들이 학교

급을 이동할 때마다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과 시

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과 정책적 시도가 결국 고등교육의 기

회 확대와 대중화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적 의미의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 설립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 미국

과 일본의 대학 모델이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다. 1880년대 미국의 기

독교계의 지원을 받은 고등교육 기관들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식민

시대 일본 고등교육 제도는 1926년 5월 1일 경성제국대학의 개교를 시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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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경성제국대학은 동경제국대학을 

모델로 만들어졌는데 동경제국대학의 모델이 바로 독일 대학이었으며(Kim, 

2007; Lee, 1989), 1945년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전까지 한국은 독일 대학을 

모델로 하는 일본대학의 영향을 받았다. 일본에서는 ‘대학의 자유와 학수(學
修)의 자유를’ 표명하였는데(박광현, 2005), 이는 일본 대학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던 독일식 훔볼트 대학 모델의 특징과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이다. 

미군정기에 접어들면서 경성제국대학은 국립서울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

고 미국의 대학의 영향을 받게 된다(Lee, 1989; Shin, 2012). 미국 대학은 독

일의 대학 모델보다 늦게 등장하였으며, 독일 대학 모델과는 여러 가지 면에

서 차이를 보인다. Clark(1983)에 따르면 미국 대학 모델은 학부와 대학원의 

이원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공유된 거버넌스와 대학의 다양한 미션, 

학점을 바탕으로 수업과정을 특징한다. 반면, 독일식 모델은 학문의 자유, 

학자들 간의 경직된 위계질서, 학장의 강력한 권한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또한 해방이후 1945년 80명의 한국의 교육자 및 행정가와 10명의 미군들이 

교육심의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Educational Planning; NCEP)를 구성

하였는데, 식민시대의 일본식 고등교육시스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미국의 대

학을 모델로 하되 한국에 적합한 고등교육 시스템과 철학을 정착시키기 위

해 노력하였다. 더불어 독립 직후 100여명의 학자들이 미국에서 미국적 사상

과 학문을 연마한 후 고국의 대학에 정착시켰다(Lee, 1989).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우리나라는 일본을 통한 독일식 대학 모델

과 미국의 대학 모델이 혼합된 형태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Shin, 2012). 

특히 독일 대학 모델의 영향에서 미국 대학 모델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후, 

엘리트 모델에 기반한 ‘소수를 위한 대학’에서 ‘다수를 위한 대중화’, 그리고 

‘보편화 모델’을 추구하게 되었다. 

일본의 전후 시기와 한국의 경제개발 시기인 1980년대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많은 대학들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최근까지 이어져오

는 저출산과 학령인구의 격감은 대학의 학생 모집을 어렵게 만들었고, 이는 

대학 간 경쟁을 유발하였다. 특히 일본은 1990년대 초반부터 대학 미충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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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한국 역시 2000년대 들어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3). 2003년 4년제 대학 미충원율 11.7%로 인한 대학 재

정 압박과 운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공병호, 2005).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모두 대학구조 개혁을 위

한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먼저 일본의 경우, 2001년 6월 Toyama 문부 과학 대신이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의 방침을 통해 국립대학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

다. 이는 갑작스럽게 대두되었다기보다는 1991년 대학설치기준 개정 이후

부터 꾸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학의 자율성 보

장 및 확대의 관점에서 대학 민영화, 기업가적 학교 운영, 경쟁 원리 도입

과 외부 평가 등에 대해 다루어 왔다. 대학 구조개혁의 방침의 내용은 크

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과감한 국립대학의 재편·통합’, ‘민간

적 경영 방법의 도입’, ‘대학의 외부 평가를 통한 경쟁 원리 도입’이 핵심적

이다. 이러한 내용은 단순한 구조적 변화가 아니라 대학의 목적과 의미까지

도 다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2004년 12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학 구조개혁 방안 

및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 하였다. 대학 구조개혁의 기본 방향은 

사회 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대학운영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대학의 특

수성에 기초한 구조 개혁 등이다. 이후 2014년 1월에 발표된 대학 교육의 

질제고 및 학령인구 급감 대비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3주기로 나눠 국․공립과 사립대학을 모두 포함하여 평가를 실

시하고,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는 대학 스스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개혁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구조 개혁

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종합하면, 한국과 일본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이루었

다. 이는 국가주도의 관료 양성에 대한 시대적 필요와 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강한 열망이 합쳐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과 일

3) [부록 2], [부록 3] 한국과 일본의 18세 학령인구와 대학 정원 변화 추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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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에서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부실 대학을 퇴출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대학 

간 경쟁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18세 학령인구의 감소에 대한 대비

와 우수한 인재의 대학 유입을 위해, 대학의 자구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주로 대학의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초

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2014년 1월 대학 구조개혁 추

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구조 개혁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를 시도하고 있

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대학의 특성화 정책이나 대학의 경쟁

력 향상을 위한 노력보다는,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평가에 의한 정

원 감축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2) 고등교육의 경쟁력 확보

세계화의 개념과 국제화의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세계화는 

거시적인 사회적･경제적 현상이고 국제화는 세계화 현상에 대한 정책적 접

근 또는 기관 차원의 반응과 변화라 할 수 있다(김양선, 2009; Van der 

Wende, 1997). 고등교육에 있어 세계화 현상과 이에 대한 대학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은 세계대학순위 평가 발표로 더욱 과열되는 경향이다. 2000년대 

이후 고등교육을 위한 국가 간 인구 이동이 증가하고 정보가 빠르게 이동

하면서, 세계대학순위가 대학의 국제 경쟁력으로 인식되었고 이에 따라 대

학 간 경쟁과 성과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세계대학순위 평가가 진정 대학의 경쟁력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션과 형태를 가진 대

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한된 지표로 수치화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영학, 2007). 또한 세계화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이 

미국화를 위한 노력이 아닌지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도 높다(Deem, Mok, & 

Lucas, 2008; Torres & Schugurensky, 2002). 

일본과 한국은 근대적 의미의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자연 발생적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서구의 산물이 전이되었다는 특징을 가진다.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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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미국과 유럽 등 서구 대학을 대상으로 한 정부 주도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

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국가 및 대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신현석, 2006; 이용균․이기성, 2010). 

과거 식민시대의 학문적 제국주의(academic imperialism)가 식민지의 권

력(colonial power)을 통해 유지되었다면, 오늘날의 학문적 신식민주의

(academic neo-colonialism)는 학문의 의존성(academic dependency)의 형태

를 통해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Alatas, 2003). Altbach(1978)에 따르면 발전

된 국가와 제3세계 국가 간의 관계는 발전 정도의 차이로부터 나타난 자연

스런 패턴을 바탕으로 하는데,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패턴이 현재에 반영

되는 것을 의존성이라 한다. 이러한 의존성은 군사적 경제적 형태뿐만 아

니라 교육과정, 지식의 생산 등 교육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 3세계 국가들은 발전된 국가의 교육이나 연구에 상당 부분 의존

하게 되며, 교육과 지식 시스템에 있어 세계의 중심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 세계 중심이 되는 대학과 연구 기관, 지식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기관이 유럽과 북아메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3세계 국가들은 이들의 교육시스템을 모방하고 있으나 내부적 

한계로 인해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는 악순환을 벗어 날 수 없게 된다는 것

이다(Altbach, 1978). 

또한 지식기반 사회로의 전환은 지식생산의 핵심기관으로서 대학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세계화라는 흐름 아래 국가에 한정

된 대학이 아닌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적인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

도록 만들었다. 대학의 국제화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QS World University 

Ranking, Leiden Ranking 등과 같은 세계대학 순위를 발표하면서 가중되었

다. 범국가적인 대학 순위의 발표는 더 이상 국가에 한정된 대학경쟁이 아

니라 국가를 초월하여 서로 평가하고 경쟁하는 체제로 변화되었음을 의미

한다. 주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영어권 국가의 많은 대학들이 상



- 66 -

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의 일부 대학 또

한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다. 세계대학 순위를 결정하는 평가지표는 연구 

성과 등으로 대표되는 양적 지표 중심으로 구성되며(Kim et al., 2013), 동

료평가나 노벨상 수상자 등 다양한 기준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영어권 국가

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아시아의 대학들은 미국과 유럽의 

대학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세계대학 순위를 높이기 위해 국가와 대학 차

원에서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즉 대학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

고, 이를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기업 운영 방식을 고등교육제도에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기업과는 다른 대학의 공공

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효율성과 수월성을 위해 경쟁과 성과, 평가 등이 강

조되게 되었다. 또한 효율성과 수월성의 강조는 인문·사회 과학 분야가 

이·공학 분야에 비해 소외되는 경향을 초래했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 

또한 사회에 나가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으

로 변화되었다(Ushiogi, 1997).

한국과 일본 대학은 더 이상 국가에 한정된 대학이 아니라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과학기술이나 이공계분야에 대한 재

정 지원이 확대되었다. 또한 2005년, ‘UNESCO/OECD 국경을 넘는 고등교

육 질 보장을 위한 지침(OECD/UNESCO, Guidelines for Quality Provision 

in Cross-border Higher Education)’에 따라 한국과 일본에서는 대학의 평가

와 질 보장을 위한 인증제를 보완하거나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어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1991년 Jutenka 정책의 발표 이

후 학부보다는 대학원 중심의 집중 투자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1996년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대학의 과학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시

작하여 2014년 현재 제4기에 이르기까지 지속하고 있다. 2001년 Toy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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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은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국․공립, 사립대학을 모두 포함한 상위 30개 

대학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행된 21세기 COE 프로그램

(2002), 그리고 그 이후 시행된 Global COE(2007), Super Global COE(2014)

에서는 국립, 공립, 사립 간 경쟁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력을 가진 대학

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대학평가 정책은 설립인가평가(전후-1991), 자기점검평가(1991- 

2000년대 초반), 제 3자 대학인증평가제도(2000년대 초반 이후)로 변화하여

왔다(이영학, 2010). 대학 평가인증제는 한국에서 먼저 시작되었지만 일본

의 경우 다양한 국가의 평가시스템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기보다 맥락에 맞

게 독자적으로 구축하였다. 고등교육의 질 보장에 대한 제고와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평가의 준거를 다양화하고 전문화한 것이다(한용진․정
일환, 2005). 또한 2004년 일본 국립대학의 법인화로 인해 높은 성과를 산

출한 대학에만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였다. 

이로 인해 그동안 안정적으로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았던 많은 국립대

학은 다른 대학들과 경쟁하면서 특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 

대학 간의 경쟁을 넘어 세계적인 교육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김성숙, 

2007).   

한국은 1982년부터 시행되어 온 고등교육 평가체제를 정비하고 2007년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의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의 신설하였으며 2009년부터 대학 자체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많

은 대학들이 세계 대학 순위를 높이기 위해 평가지표를 고려한 다양한 정

책이나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및 인

센티브 제공 등 대학교수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5.31 교육개혁 이후 연구의 세계화를 위한 한국의 정책적 노력으로는 

외국 석학 또는 유명 연구소와의 공동연구과제 연구비를 지원하고, 국내 

우수 학술지 발간 경비에 대한 지원 및 우수 대학 부설 연구소의 연구용 

기자재를 지원하는 등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

력을 들 수 있다(교육부, 1998). 또한 국가차원에서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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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BK 21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시행되었다. BK 

21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우수 대학들이 SCI급 학술지 출

판과 세계대학 순위에서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한국은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로 인해 대학은 더 이상 사회를 선도하는 

지성의 산실이 아닌 개선이 필요한 영역 내지 기관으로 인식되었다. 대학

의 국제화, 대학의 경쟁력 강화, 대학 선진화 등을 이유로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수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학술지 영역을 구분하는 ‘Science 

Citation Index(SCI),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SSCI), Art and Humanities 

Citation Index(A&HCI)’등의 용어가 대학사회에서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되

기 시작하였으며, 행정조직인 대학 본부가 교수를 평가하고 압박하는 역할

을 하게 되었다(조성택, 2013). 2000년대 들어 세계화에 발맞춘 대학의 국

제화라는 이름 아래 영어에 대한 강조와 영어 강의, 영어 논문 작성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고, 언론사의 대학평가순위를 높이기 위해 임용이나 승

진에서 연구 업적과 영어 강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3) 고등교육의 핵심주체 변화

민영화란 어떤 활동 또는 자신의 소유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 부문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Savas, 1989). 따라서 대

학 민영화란 정부가 대학을 설립하고, 재원을 조달하고, 직접 운영하는 방

식을 벗어난 상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김재웅, 2005). 이러한 대학의 

민영화는 인사, 재정, 평가 등 대학 운영 전반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부여

된 자율성에 따른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핵심 주체가 정부에서 

시장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과 일본의 핵심주체 변화는 높은 비율의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의 법

인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립대학의 비율이 높은 국가의 경우 신자유

주의에 입각한 시장 원리의 도입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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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moto, 1997). 한국과 일본은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필요를 바탕으로 

높은 사립대학의 비율을 유지해왔다(한국-80%내외, 일본-75%)4). 또한 1990

년대부터 시작된 국립대학의 법인화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2000년대 이

후 진행된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사적 영역의 운영방식을 대학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한국과 일본에서 사립대학의 비율이 높은 것은 고등교육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던 시기에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립대학 설립에 

있어 유연한 태도를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양국은 고등교육 수요가 증가하

던 시기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사립대학 설립을 통해 고등교육 기회를 확

대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다. 이들 국가에서는 설립 초기 

고등교육기관의 질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와 필

요를 맞추는 데 사립대학이 기여한 바가 크다. 정부의 통제 하에 설치기준

이 적용되는 국·공립대학에 비해 완화된 설치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되

는 사립대학은 조직의 구성이나 재정 사용에 비교적 자율성이 보장된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에서의 사립대학은 사회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에 

교육기회 제공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그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12세기 초기 유럽에 설립된 대학은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길드 형태

였으나, 중앙집권적 특징이 강한 일본과 한국에서 국가 주도의 고등교육 

정책을 통해 관주도의 국립대학 형태로 신설되었다. 동경제국대학과 경성

제국대학을 중심으로 각 시도별 국립 및 공립대학 설립이 이루어졌으며, 

대학설치기준을 공표하여 사립대학들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고등교

육에 대한 급격한 수요는 국가가 주도하여 설립하는 대학의 형태로 충족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서 대학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관료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새로운 변화와 요

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국과 일본에서는 

사립대학 육성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김미란, 2009; 김종철, 

1995).

4), 5) [부록 4], [부록 5] 한국과 일본의 대학 설립 유형별 대학 수, 등록 학생 수 변화 추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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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별 국·공립 및 사립대학 수 변화 추이5)에서 볼 수 있듯이 사립대

학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국과 일본 두 국가 모두에서 대략 80% 정도임을 알 수 있다. 대학의 절대

적인 숫자는 일본이 훨씬 앞서지만 비율로 보았을 때 사립대학의 비율은 

한국에서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최근까지도 대학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일본은 2008년 이후 추가적인 학교 설립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사립대학의 비율은 195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

다가 1970년대 이후 그 비율이 75% 전후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설립유형

별 등록 학생 수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과 일본의 사립대학 등록 학생 수

는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80% 정도의 학생들이 사립대학에 등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높은 사립대학 등록률은 70년대부터 두 국가에서 공통

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된 국립 대학교 법인화는 이전의 국

가(중앙정부)와 대학 간의 관계를 재구조화하여, 대학 운영에 있어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제한하고 증가된 자율성에 대한 책무를 지우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일본대학의 법인화 도입 과정을 살펴보면, 1971년 중앙교육심의회

의 답신에서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직접접인 계기는 

1997년 4월 행정개혁회의를 통해 국립대학 민영화에 논의와 같은 해 12월 

최종보고서에 국립대학의 독립행정법인화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다. 1999

년 4월 각료회의에서는 대학의 자주성 존중을 위한 법인화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2000년 7월에 국립대학 등의 독립행정법인화에 관한 조사검토회의 

검토를 통해 2001년 3월 새로운 국립대학법인 상에 대해 보고하였다. 2002

년 3월 26일 새로운 ‘국립대학법인상에 관하여’라는 답신을 통해 국립대학 

법인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국립대학법인화 법안이 2003년 2월에 국회의 

제출되어 7월에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국립대학법인법｣은 2003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2004년 4월 1일부터 정부는 예산지원을 바탕으로 국립대학

의 법인화를 추진하였으며, 외부와 단절된 학문의 상아탑으로서 대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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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외부 기관의 평가를 통해 교부금을 지원하고, 성과를 위한 경쟁과 이

를 바탕으로 하는 적자생존의 원칙을 대학에 적용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국립대학은 높은 위상을 가진다. 즉, 고도의 학술연구를 추진하

고 인재를 양성하며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고등교육의 기회균등을 확보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전, 2014). 일본 국립대학법인 제도

의 특징은 법인화를 통한 자율적인 운영, 기업과 같은 민간적 관리방법의 

도입, 대학 외부자의 대학 운영 참여, 탄력적인 인사시스템, 제 3자 평가 

도입에 따른 사후 검사 실시 등으로 볼 수 있다(고전, 2014).

한국의 경우, 1995년 5.31 교육개혁방안은 고등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효

과적인 구조조정과 재정 투자의 효율성,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를 핵심 정책 기조로 진행되었다(김안나, 2005). 이

후 교육규제완화방안이 발표되었고,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설치를 통해 교육

수요자 중심이 교육정책이 강조되고 대학설립준칙주의에 따라 대학 설립이 

자율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국립대학 법인화는 일본에 비해 늦게 시행되었으나 국립대학

의 조직, 인사 운영과 관련한 자율화의 논의는 1990년대에 이미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1994년 교육부와 교육개혁위원회는 서울대학교와 방송통신대

학 등의 일부 국립대학을 우선적으로 특수법인화하여, 인사관리와 재정운

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개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에서

는 대학의 조직 운영 권한 부여와 지역과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효율적 조직운영과 인사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교육부, 1998).

한국과 일본의 경우 높은 사립대학의 비율과 국립대학 법인화를 통해 표

면적으로 대학의 민영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대학의 자율성이 증대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관료적 통제 구조가 남아 있고, 성과에 기반한 평가와 경쟁 체제를 유지함

으로써 통제의 방식이 변화된 것뿐이라는 비판도 있다(김필동, 2001). 감소

한 정부의 지원금을 대신할 재정 마련을 위해 대학은 수요자인 학생과 학

부모에게 등록금의 형태로 재정의 부담을 부과하거나, 긴밀한 기업과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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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통해 연구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결국 학생의 필요와 

고등교육과 산업 간의 연계의 결과로 순수학문보다 응용 학문 중심의 지식 

생산과 기술 생산이 강조되게 된 것이다(Gibbons et al., 1994). 

두 국가의 국립대학법인화에 따른 대학 운영의 변화의 특징을 다음과 같

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대학 내·외부의 구조적 변화이다. 국가의 행

정조직의 일부였던 대학이 독립적인 법인격으로의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대학 내부적으로 대학운영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 또

한 외부로부터의 예산, 인사, 조직 등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학은 

이전보다 더 많은 자율성을 보장받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국가나 정부의 직

접적인 통제와 관리 아래 있던 대학은 임원회에 의한 최고경영권자인 총장

을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총장의 자율적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총장의 리더십 유형에 따라 교수회

의 역할과 교수들의 대학운영 참여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며, 대학 운영의 

권력이 교수회에서 총장으로 이동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정영근, 2004).

지금까지 살펴본 고등교육의 세 가지 핵심적인 현상을 통해 한국과 일본 

대학을 둘러싼 고등교육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전후 시대부터 

현재까지 고등교육 제도가 어떻게 확대되어 왔으며, 그 특징과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고등교육의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비교 분석

하였다. 다음으로 고등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특징,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양

한 국가적 노력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의 높은 사립대학 

비율과 국립대학 법인화 현상을 고등교육의 핵심주체의 변화라는 특징을 

통해 살펴보았다. 두 국가의 고등교육에 나타난 핵심 현상을 비교하여 유

사한 특징과 차이점을 정리한 내용은 <표 IV-1>과 같다. 이러한 세 가지 

현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특징은, 대학의 관리 측면과 

평가를 통한 성과 강조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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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맥락

기회
확대

차이점

∙외부압력에 의해
일본식 독일 모델과
미국식 모델
고등교육기관 설립

∙평가를 통한 재정지원
제한 정책

∙주체적으로 독일 대학
모델의 고등교육기관
수용

∙대학특성화를 통한
자구 노력

∙대학
관리

∙성과
강조

유사점

∙정부주도
∙사립대학을 통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경쟁력 강화 요구
∙대학구조개혁 실시

경쟁력
확보

차이점
∙양적지표에 의한 평가
∙성과평가 기반 재정
차등지원

∙평가지표의 다양화와
독자적 평가체제구축

∙외부평가를 통한 내적
역량 강화

유사점

∙세계수준의 대학 집중 육성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국제화)
∙대학 간 경쟁을 강조
∙미국식 대학 모델을 적극 수용
∙대학원 집중 투자

핵심
주체
변화

차이점 ∙일부 국립대학 법인화 ∙국립대학 전면 법인화

유사점

∙사립대학 비율 높음
∙공적재원 감소로 인한 대학 재정 확보 필요
∙국립대학 법인화
∙실제적으로 정부의 지침에 따라야 하는 관료적
통제구조가 남아 있음

<표 IV-1> 한국과 일본 고등교육의 핵심 현상 비교 분석

나.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과 일본 대학의 제도적 맥락 변화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고등

교육 제도는 크게 변화하였다. 신자유주의적 고등교육 정책은 기업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 주로 활용되었던 방식이 공공의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신공

공관리 기법을 통해 영향을 미쳤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등교육 제도를 

세 가지 핵심적인 현상인 대중화, 세계화, 민영화를 통해 살펴본 결과, 한

국과 일본의 고등교육의 특징은 크게 다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 74 -

있다. 첫째, 대학 운영에 있어 자율성과 책무성을 증대하는 관리 측면과, 

둘째, 경쟁과 순위를 강조하는 성과 측면이다.

1) 관리 측면

대학의 관리 측면에서 보면, 고등교육의 핵심 현상에 나타난 제도적 

맥락은 ①구조적 특징, ②자율성, ③책무성, ④효율성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 두 국가 모두 정부주도의 정책을 통해 고등교육 대중화를 

이루었으며, 사립대학을 통해 유럽국가나 미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등교

육이 확대되었다. 한국과 일본에 나타난 대학의 구조는 독일의 대학 모델 

바탕 위에 미국식 모델이 통합되어 발전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나, 한국은 

식민지 시대에 강제적으로 일본을 통해 독일식 모델이 들어온 반면, 일본

은 주체적인 노력을 통해 독일식 모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의 종식 이후 미국식 대학 모델이 전 세

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한국은 미군정기를 통해 미국식 대학 모델을 필

수불가결하게 수용한 반면, 일본에서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미

국식 고등교육 모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일본은 아시아 국가 중 유

일하기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으면서, 적극적으로 서구의 대

학 모델들을 받아들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의 대학을 모델로 하는 일본 대학은 교육보다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학교수들은 스스로를 연구자로 인식하고 있다(Ehara, 1998). 또한 

일본의 대학 운영 방식은 두 가지 유형, 즉 교수회가 중심이 되는 모델

(Kyojukai-shihai)과 총장(gakucho-shihai) 혹은 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 

rijikai-shihai)가 중심이 되는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Goodman, 2005). 1990

년 후반까지도 후자의 모델은 사립대학에서만 존재하였고, 2000년대 이후

부터 국립대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대학,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 대

학교수의 동료적 집단성(collegiality)이 강한 것이 큰 특징이다. 또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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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강좌제(chair) 시스템은 독일 대학을 모델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본의 강좌제 시스템은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강사, 대학원생까지 연결되

어 있다(Ogawa, 2002). 또한 대학 교육에 있어 교수는 학생의 특징과 가르

칠 내용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일반적 신뢰가 존재하고, 이에 교육

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된다(Brooks & Brooks, 2012). 따라서 교수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지, 학생이 실제로 배우는 내용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외부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대학은 최근 미국식 모델

의 도입으로 학점제를 일부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도 도제식 교육의 특징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 대학들은 사회의 필요에 반응하고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진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여러 

전공을 묶어 체어의 수를 줄이고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로 인해 민주적인 

책임과 의사결정에 변화가 있으며,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더 유연

한 대처가 가능해졌다(김미란,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부 

명성이 있는 국립대학의 경우 전통적인 조직의 특징이 남아있다(Ogawa, 

2002). 또한 2004년 법인화 이후 정부로부터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

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중앙 정부의 간섭은 간접적으로 확대되고 있다(정

영근, 2004). 모든 국립대학은 6년마다 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을 배정받도록 

되어 있으며, 총장 임명 및 교수 채용에 있어서 정부가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대학 모델의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내

부적으로 경력을 바탕으로 하는 독일의 영향을 받은 일본 모델의 특징이 

나타난다. 미국식 모델에 따른 구조적 특징으로는 학과를 중심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의 교수들은 스스로를 연구자이자 교육자로 인식

하고 있으며, 교육과 연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

본과 마찬가지로 자율성에 대해서 정부와 대학 구성원 간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데,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대학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대학의 자율성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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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철 외, 2007; 채재은․이병식, 2005).

우리나라의 헌법상 ‘대학의 자율성이란 대학의 규칙제정권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의 연구와 교수에 관련되는 모든 행정조치들을 대학이 자신의 고

유한 기관을 통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또한 외부의 지시에 기속됨이 없이 

유지할 수 있는 권능과 대학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기능에 맞게 대학 자치

에 참여할 수 있는 권능을 포함하는 것(이시우, 2008)’으로 정의 할 수 있

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정부는 직․간접적인 행정적 간섭을 지속하고 있으

며, 대학의 자율적인 규제와 실행 결과에 근거한 평가보다 정부 주도의 평

가를 통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대학을 통제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책무성은 자율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나치게 책무성을 강조하

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자율성을 강조할 경우 책무성을 

요구하는 데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즉 대학은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사회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책무성이 강

조될 수 있으나, 지나치게 책무를 강조할 경우 대학의 학문적, 행정적 자율

성이 외부의 간섭으로 인해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대학에 대한 간섭의 내용과 정도는 각 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특징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주로 초․중등 교육의 책무성

에 대해 한정적으로 강조하였고, 최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고등교육의 책

무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또한 책무성 기제 중에서 정치적․관료적 

책무성이 가장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정부의 재

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실시되는 평가에 거의 모든 대학들이 민감하게 반

응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광범위하고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변기용 외, 

2013). 언론사나 산업체가 중심이 되는 대학 평가 혹은 교육수요자를 위한 

정보공시제 등을 통한 시장적 책무성, 또는 대학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하

는 대학기관평가인증이나 대학 자체평가를 통한 전문적 책무성 확보 기제

는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에서의 대학에 대한 

책무성 요구는 교육수요자에 대한 책무이기보다 정부․관료에 대한 책무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또한 책무성을 지나치게 평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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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평가 지표나 평가 영역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에서의 고등교육의 책무성에 대한 관심은 한국보다 앞서 이루어졌다. 

1986년 교육위원회의 사후협의회에서 책무성 확보를 위한 국․사립대학의 평

가하기 위한 측정도구를 제안한 바 있으며, 1991년에는 대학협의회에서 문

부성에 고등교육 기관의 재정과 학과 승인 및 대학 스스로의 평가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제안하였다(Kitamura, 

1997). 2004년 개혁을 통해 책무성 확보를 위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였으

며 정부의 다양한 개혁을 통해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연구력을 강화하

고 사회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학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은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사회적 기여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일본의 책

무성 기제 역시 수요자인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적 책무성보다 정치

적․관료적 책무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한국과 비교했을 때 지원사업과 

연계한 평가의 강조 정도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 맥락의 마지막 특징인 대학 조직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는 구조적 

변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사용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다. 한국과 일본은 대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적영역

의 운영방식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국립대학의 구조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일본의 경우 ｢국립대학법인법｣에 따라 국립대학 법인은 업무 운영 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중기 계획을 제출하고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대학 운영의 경직성과 방만한 백화점식 학과 

운영 등의 문제로부터 사회 변화와 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구

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국립대학의 법인화가 제기되었다(서정복, 

2005). 

또한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재정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

에 확보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집행하여 성과를 높이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이려는 접근을 시도하였다(이호섭, 2008). 그러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

면서 동시에 세계적 수준의 대학과 경쟁해야 하는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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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효율성 제고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호섭, 2011). 또한 2012년부터 시행된 국가장학금을 통한 

대학 재정 확보를 정부 차원에서 시도하였으나, 이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

였을 뿐 실제 대학의 재정 확보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며 오히려 부실 대학

을 유지시키는 결과를 나았다는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

서 효율적 재정 운용을 통해 가시적인 연구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이공계

열 육성사업에 막대한 정부재정을 투자함으로써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1년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부 대신 대학원을 중심

으로 추가적인 재정을 지원하는 Jutenka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학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한정된 연구비의 배분은 경

쟁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4년제 대학의 대략 4%(30개)인 연구중심대학 

중 높은 연구 성과를 산출하는 대학이 많은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Arimoto, 2009). 2004년 국립대학 법인화 이전 대학을 통합하였으며, 국립

대학 법인화 이후 기관차원의 다양화와 효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2003년 이후 전문대학원의 설립을 통해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한 기

술에 대한 요구를 대폭 수용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원 교육에 있어 교수로

부터 교직원을 분리하였는데 이는 연구 중심대학에서의 교육과 연구의 기

능을 분리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대학의 재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Kitagawa & Oba, 2010). 

2) 성과 측면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한국과 일본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치면서 특히 고등교육 분야 역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한국과 

일본에서 시행된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적 영역에서 강조

되는 성과와 경쟁이 정책의 핵심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세계대학 랭킹

의 등장 이후 성과와 평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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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성과에 대한 강조는 연구 성과의 양적 성장으로 

이어졌다. BK 21, WCU 등의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역량과 국

제경쟁력이 향상되었으며,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가 실제적

으로 높아졌고 해외 인지도 상승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교육부, 

2013). 그러나 여전히 양적 성과 위주로 강조되고 있으며, 성과 평가 방법

의 다양화와 시대에 맞는 유연함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김병주, 

2007). 또한 평가에 기반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이 과연 대학의 실행 성

과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신정철 

외, 2009). 지나친 성과의 강조, 부실한 성과 지표, 성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재정 배분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재정지원사업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성과 강조의 풍토는 대학교수의 임

용, 정년심사, 성과급 배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성과에 대

한 질적 평가의 어려움으로 인해 양적 평가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

분의 대학 규정이나 내규에 의해 교육, 연구, 봉사로 나누어 교수 업적평가

를 실시하고 있으나 변별력을 이유로 연구 부분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

고 있다(육근효, 2010).

일본에서 성과 강조와 성과에 대한 평가는 최근에 나타난 현상으로 재정

지원과의 연결은 2000년대 이후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시작되었다. 일률적인 

평가 지표보다 대학의 비전과 사명의 달성 정도를 확인하고, 목표관리제도

를 통해 학기 초에 합의된 목표를 설정하고 학기가 끝난 후 평가하는 프로

세스를 진행한다(김성숙, 2007). 교수의 업적 평가에 있어 국․공립 대학의 

법인화 이전까지 최소한의 연구업적만을 요구할 뿐 이와 관련한 대학의 평

가나 간섭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전문 인력으로서의 대학교수

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자유로운 지위에 대한 보장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성과에 대한 평가는 법인화 이후 도입되어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인사제도와 교원평가제도에 있어 변화의 속도나 용어의 사용, 평가의 목적 

등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성숙, 2007).

세계화 현상과 함께 등장한 세계대학순위 발표는 대학 간 경쟁이 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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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한 국가 안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로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이로 인해 

각 국가의 정부와 대학은 대학 경쟁력 확보를 명목으로 세계대학 순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시도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Brain Korea 21

과 같은 프로젝트를 실시하였고 2004년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

개혁 방안을 발표하여 연구비의 대부분을 성과 평가를 통해 지원해주는 방

식으로 변화하였다. 즉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의 수월성을 강조한 정책적 접

근으로 경쟁을 강조한 반면, 일본은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학 법인

화 정책을 통해 대학 개혁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시장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접근방식을 그 바탕에 두고 있으나 해결방안 측면에서는 차

이를 보인다. 한국은 국가가 주도하는 정책 운영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

문에 명목상으로 대학의 자율성이 증대되었다고 하나, 실제 평가를 통한 

정부나 국가 기관의 간섭이 더 증가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은 법인화를 통

해 대학 내부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실시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내부의 특성화 노력 없이는 대학을 지속하여 

운영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공병호, 2005). 

사립대학의 비율이 높은 한국과 일본은 2000년대 이후 국립대학법인화를 

통해 고등교육의 민영화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국·공·사립을 막론한 

대학들 간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수요자 중심의 대학 운영이 시도되었다. 

비록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라

고는 하나, 대학 간 경쟁을 통한 정부의 재정 및 연구비 지원은 정부가 대

학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감소하는 대신 사회경제적 요구에 맞추어 대학을 재구조화

하며, 산학 연계를 통한 수익 창출과 혁신을 요구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안나, 2005).

이러한 맥락 아래 한국과 일본에서는 대학의 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

고 있고, 이는 단순히 산출물에 대한 요구라기보다 성과에 기반한 평가를 

통해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양적

으로 평가 가능한 연구와 관련하여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



- 81 -

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 한국 고등교육에서의 신자유주의의 제도적 맥락화

Martinez와 Garcia(1997)는 신자유주의의 특징을 ① 시장원리, ② 사회서

비스에 대한 공적 지출 삭감, ③ 탈규제화(분권화), ④ 민영화, ⑤ 공공재 

및 커뮤니티의 개념 제외로 정리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등

교육 제도에 나타난 신자유주의의 실제적인 특징은 분권화와 민영화, 평가

주의를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다. 분권화란 권력이나 의사결정권이 중앙에 

집중되지 않고 하부 조직으로 분산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 정치

적 긴장 관계를 이완시키고, 지역의 문화･정치적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방

법으로 간주된다(Bardhan, 2002). 또한 민영화란 어떤 활동 또는 자신의 소

유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 부문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Savas, 1989). 마지막으로 평가주의란 매사에 사람이나 사물의 가

치나 수준 따위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따져 매기려는 주장이나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고등교육 제도에 적용해 보면, 우선 분권화는 탈규제 및 

자율성 보장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정부 규제와 대학의 자율성은 서로 

상반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규제가 많아질수록 대학의 운

영에 대한 자율성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의 경우, 초기부터 중앙집권적 형태의 제도적 요소가 강했고, 

이러한 특징은 초･중등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고등교육 분야에도 널리 

적용되어 왔다.

고등교육 규제와 관련하여 채재은(2007)은 그 유형을 대학에 대한 규제, 

학생에 대한 규제, 기타 규제로 구분한 바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대학에 대한 규제로는 대학의 설립･운영, 학사운영, 학생선발, 연구, 교

직원인사, 학교재정, 대학조직 등에 관한 규제가 있고, 학생규제와 관련하

여서는 입학자격, 학생선발, 학생정원, 편입학 및 학비부담 등에 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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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규제로는 대학 연구, 과학 및 기술지원, 연구비지원, 간접비, 지적재산

권보호 등이 있는데 그 대상과 영역이 상당히 광범위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창의적이고 자율적이어야 하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세계

화와 지식기반사회라는 흐름에 대학이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만든

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 때문에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고등교육에서의 규제완

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특히 1995년 5.31 교육개혁방안을 통해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이 상당 부분 제기되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규제완화위

원회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고등교육 규제완화의 대표적인 예는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제도화한 ‘대학설립･운영규정’이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의 과도

한 대학입시 경쟁과 사교육비 지출을 완화하고, 획일적인 대학 운영 방식

을 탈피함으로써 대학의 다양화에 특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

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대학설립 기준과 인가 과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노력이 우선시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이는 대학 설립 자체를 정치적 

논리가 아닌 소비자 중심의 시장경쟁 논리에 맡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상연, 2007).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정책으로는 학사･학생 선발의 

자율화, 학생정원 자율화, 교원인사의 자율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학사･학
생 선발의 자율화는 대입전형관리와 관련되는 기능을 이관하고, 수요자 중

심의 학사관리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대학 및 학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

는 목적을 가진다(남궁근 외, 2005). 대학 정원의 점진적 자율화 및 학사운

영 자율화에 대한 논의는 대학설립 인가제로부터 준칙주의로 전환하는 대

학설립 규제완화 논의와 함께 5･31 교육개혁은 자율화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학생 정원 자율화의 법제화는 1998년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교육부장관에 의해 결정되던 대학의 학생정원이 교육부 장관이 정한 일정

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학에 의해 결정되도록 변화한 것을 지칭한다

(장석환, 2009). 마지막으로 교원인사의 자율화는 교원 인사자료 관리 및 

교원통계 등의 업무를 대학이나 유관 기관으로 위임하고 교원임용 및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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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하도록 한 

것이다.

사립대학의 자율성은 이사회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사립대학은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설립자의 독자적인 건학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국립대학과 차이가 있으므로 국립대학과는 규제와 자

율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김용훈, 2012). 

반면 국립대학의 자율성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2002년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예산배분에 있어 대학의 책임과 권한 아래 자

율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다. 국립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대표적인 정

책은 국립대학 법인화로서, 서울대학교가 그 첫 번째 사례이다. 대학의 자

율성 확보에 대한 노력과 정부의 규제완화의 노력을 바탕으로 2010년 12월 

서울대 법인화법이 제정되었고 2011년 12월 법인 정관 확정이후 국립서울

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전환하였다. 법인화의 목적은 국립대

학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자율과 책무를 바탕으로 대학운영체제를 다양화함

으로써 세계 수준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함이다(서정복, 2005). 다만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법인화는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나

타내면서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의 

법인 전환은 이해 관계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관련 법률 통과

가 먼저 이루어졌으며, 이사회 구성 및 역할, 총장 선출방식, 평의원회의 

위상 및 구성 등에서도 많은 갈등이 표출되었다(이승복․이상돈, 2012). 국립

대학 법인화를 통해 중앙정부와 대학 간의 변화와 더불어 대학 내부의 거

버넌스에도 변화가 나타났으며, 외부인이 참여하는 이사회 중심으로의 재

편이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편 외부인이 참여하는 이사회 중심으로의 재편이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국립대학 법인화

를 먼저 시도한 일본 대학과도 차이를 보이는데, 우리나라 대학이 외부인 

참여의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다면, 일본 대학은 그 권한이 평의회에서 

총장 중심으로 이동하였으나, 대학내부자 중심의 거버넌스는 여전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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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제도변화의 두 번째 특징은 민영화이다. 우리나라 고

등교육의 민영화는 시장화와 기업가주의(entrepreneurialism) 측면에서 뚜렷

하게 나타난다. 국･공립과 사립대학을 불문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조

하고 경쟁원리에 기반을 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 투자 등에서 시장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성과에 대한 보상 강조로는 교수업적평가제, 

성과급, 성과연봉제 등을 들 수 있다. 교수업적 평가제는 대학이 개별적으

로 모형을 개발하여 교수의 연구･교육･봉사활동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시행

하여왔으며, 그 결과를 승진과 재임용, 정년 보장, 포상과 성과급 산정 등

에 활용하여 왔다(변기용 외, 2013).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일부 사립대

학에서는 연봉제(성과연봉제 포함)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정부

의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 제2항의 개정을 통해 국립대학의 경우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교육･연구･봉사 등에 대한 업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우수한 인재

를 대학으로 유치하고, 교수들의 동기 유발을 통해 자발적인 역량의 강화

와 발전적인 경쟁 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김승정․우한솔, 

2014).

한편 고등교육에서의 시장화는 경쟁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선택과 집중의 

재정 투자로 구체화되었다. 지난 정권의 고등교육 정책 기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문민정부부터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대학에서는 경쟁의 논리를 주

축으로 책무성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 왔다(김수경, 2012). 특히 대학재정지

원사업으로 대표되는 BK 21, WCU, 글로벌엑셀(EXCEL) 사업 등을 통해 선

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대학원 중심으로 경쟁을 통한 선별적 재정투자 

기조를 유지하여 왔다.

시장화와 관련한 또 다른 변화는 대학이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기업 

등의 필요와 요구에 보다 민감해졌다는 점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 대신 등

록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수요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학들의 경쟁

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학생의 수요 또는 취업률에 따라 학과가 통폐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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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순수학문의 경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도 놓여있는 것이다. 

더불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과정을 신설하게 되는데 주로 직업과 

관련된 전문 프로그램이 주를 이룬다(Schugurensky, 2013). 성균관대학에서 

개설한 휴대폰학과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요

구하는 연구를 대학의 교수들이 상당부분 진행하게 되는데, 기업으로부터

의 연구비 수주 규모가 교수의 평가 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대학의 재정 

확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고부응, 2010).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있어 신자유주의의 민영화 특성은 대학의 기업가주

의의 강조를 통해서도 나타났다. 대학에서의 기업가주의가 꼭 이익 추구, 

위험 감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것일 필요는 없으며, 대학이 스스로 유지하

고 독립을 시도하는 태도로 보아야 하고, 기업가적 활동이란 사회에 대한 

대학의 책무를 증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때 기업가주의는 이전보

다 기업가적 활동에 대학이 관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Yokoyama, 

2006). 대학의 기업가적 활동은 특정 활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예

로 지식 이전, 지적재산권 보호, 산학협력 등이 있다(Mars & Rio-Aguilar, 

2010). 우리나라는 2003년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산촉법)｣의 제정과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대학의 지식재산 관리 및 

산학협력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미국의 Bayh-Dole법 체제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서중해, 2010). 198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

나라는 2003년 산촉법 제정 이후 대학에 산학협력단이 설치되기 시작하였

으며 기업가적 활동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었다. 우리나라 대학의 산학협력

은 양적인 성과에 치중하고 있어 미국 대학에 비해 특허 출원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구비 대비 기술이전 수입료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중해, 2010; 이수정, 2014).

신자유주의의 평가주의적 특징은 고등교육의 책무성 확보와 정보제공 측

면에서 구체화되었다. 책무성의 확보는 분권화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로 대학 자율성이 향상됨

에 따라 이에 대한 대학의 책무를 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로 대학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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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즉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산출

물 중심의 평가는 국가의 역할이 ‘주체’라기보다 ‘조정자’로 변화했음을 의

미하기도 한다(Neave, 1998). 정부의 관리와 통제는 투입된 정부 재정 지원

에 대한 대학의 성과를 확인하고 추후 지원과 제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대학은 새로운 정책이나 사

업에 참여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평가주의는 평가를 통한 책무성 확보가 중요하다. 대학의 책무성 확보는 

대학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험

대학평가(1972-198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가(1981-1991), 대학평가인정제

와 재정지원 대학평가(1994-2006), 자체평가 및 기관평가인증과 재정지원 

대학 평가(2007-현재)로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실험대학평가는 실험대

학은 평가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여 신청서를 받았을 뿐이며 한국대학교육

협의회 평가는 평가지체의 필요성보다 입시문제를 해결을 위한 정책이었다

는 점에서 책무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 반면 대학평가인정제, 재정지원 

대학 평가, 자체평가 등은 대학의 질을 보장하고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노

력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평가인정제는 이미 미국에서 시행된 평가승인체

제를 바탕으로 정책 자문관이었던 Keller의 영향을 받아 시행된 제도이다

(박진영, 2004).

정부는 1994년부터 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평가인정제와 별도로 일반지원

사업과 특수목적 사업을 구분하여 대학을 직접 평가하였다. 이는 대학지정

사업과 연계되어 있어 대학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졌다. 또한 정부의 

5･31 교육개혁안을 통해 ‘대학평가와 연계된 재정지원’을 발표하였으며, 이

후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사업은 평가에 의한 지원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2009년 이후 시행된 재정지원 평가는 포뮬러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는

데 대표적인 예로 2단계 BK 21, WCU,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지방대학역

량강화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등이 있다

(김수경, 2012). 평가에 기반한 재정 지원 방식은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

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Sörlin, 2007). 우리나라의 경우도 세계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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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맞춰 대학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별적･차등적으로 재정을 

지원하여 대학 간 경쟁을 통해 대학의 질을 확보하고 한정된 재원을 합리

적으로 배분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신정철 

외, 2009).

대학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자체평가 시행을 통해서도 이루어졌

다. 대학평가인정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2007년 10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평가항목이 신설을 통해 대학 자체평가를 실시하

게 되었다. 자체평가의 평가주체는 개별대학으로 평가 절차와 기준도 개별

대학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평가에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평가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자체평가의 의

의를 살리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하다(박진영, 2004).

신자유주의에서 평가는 수요자와 사회에 대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제도화되었다. 더 이상 상아탑으로서의 대학이 아니

라 경쟁을 통한 재원과 학생을 확보하기 위해 수요자와 사회에 정보를 제

공해야만 하는 것이다. 대학에 대한 정보의 제공은 국가 안에 한정되지 않

으며 세계화 흐름에 따라 전 세계로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언론기관을 통한 세계대학순위 발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학 경쟁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중앙일보 대학평가가 대표적인데, 매년 대학순위를 발표할 때마다 사회적

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국내외의 대학순위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평가 기준에 따라 대학의 순위의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고(이호섭, 2014), 평가지표의 방법과 신뢰도와 타당

도를 확보하기 어려우며(이정미․최정윤, 2008), 국가적 맥락을 반영하지 못

한 정보 제공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평가주의와 관련하여 대학에 대한 정보제공에 있어 우리나라는 2007년 5월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하여 대학정보공시제를 시행

하였다. 대학정보공시제란 ‘고등교육기관의 기본운영 상황 및 교육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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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ㆍ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탑재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것’이

다(교육과학기술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2). 이를 통해 수요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으며, 대학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으나 대학 간 경

쟁을 심화 시킬 수 있으며, 또 하나의 평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공시 항목과 산출 기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 고등교육 제도에 어떻게 적용되고 제도

적 맥락을 형성해 가는지 신자유주의의 속성과 그에 따른 고등교육에서 나

타난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IV-1]과 같다. 신자유

주의가 가지는 분권화와 민영화, 평가주의라는 큰 틀 안에서 규제완화와 

자율성 확보 측면에서의 분권화, 시장화와 기업가주의의 측면에서의 민영

화, 책무성 확보와 정보제공 측면에서의 평가주의로 세분화하여 이에 따른 

고등교육에서 시행된 정책과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1] 고등교육 분야에서 신자유주의의 제도적 맥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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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교수의 학술활동과 제도적 맥락에 대한 인식 비교

가. 대학교수의 학술활동

1) 학술활동에 투자하는 시간

이 장에서는 대학교수의 다양한 학술활동 시간을 한국과 일본으로 나누

어 살펴보고 학술활동 시간이 시기별로 어떻게 다르게 변화하였는지 확인

하였다. 또한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 이후 소속한 대학의 특성에 따라 대학

교수가 교육, 연구, 봉사 등의 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대학 특성에 따른 차이는 국립과 사립, 연구중

심대학과 교육중심 대학의 두 가지 특성을 바탕으로 하였고, 특히 2007/08

년 데이터를 중심으로 통계적으로 차이를 검증하였다.

먼저 한국과 일본 대학교수의 학술활동 시간을 비교하기 위해 1992년 

Carnegie 설문 조사와 2007/08년 CAP 설문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기

별 변화를 확인하였다. 앞서 분석 자료에 대해 설명하였듯이 1992년과 

2007/08년 두 국가의 모집단과 분석대상의 차이를 성별, 연령, 직급에 가중

치를 부여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과 일본 교수들은 직급에 따라 혹

은 학문계열에 따라 학부와 대학원 강의 시간이 대학 규정이나 내규에 의

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일정 시간 강의를 의무적으로 

맡아야 하는 학기 중에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과 방학 중에 

투자하는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시간에는 차이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에 따

라 이 연구에서는 학기와 방학 중에 교육, 연구, 서비스, 행정 등에 사용하

는 시간을 구분하여 확인한 후에 대학 특성에 따른 학술활동 시간을 비교, 

분석하였다. 대학교수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을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내용은 <표 IV-2>와 같다.

대학에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과 기대만큼 대학교수의 활동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교육, 연구, 서비스, 행정 등의 학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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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투입한 시간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국과 일본 두 국가를 비교해 

본 결과, 1992년에는 일본의 교수들이 한국의 교수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다양한 학술활동에 투입한 반면, 2007/08년에는 한국교수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은 1992년에 비해 

2008년에 대학교수들의 학술활동 시간이 감소한 반면 한국은 학술활동 시

간이 약간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학기와 방학 기간에 

관계없이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교수의 학술활동 중 

연구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한국 교수들의 경우 학

기 중 교육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만 감소하였으며, 방학 중 활동 시간에서

는 교육과 연구 활동은 감소한 반면 서비스, 행정, 기타의 활동을 위한 시

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 활동
학기 중 방학 중

1992년 2008년 t 1992년 2008년 t

일본

교육
19.42
(35.2%)

20.71
(40.3%)

-2.818***
7.70
(15.8%)

7.80
(18.1%)

-0.301

연구 21.61
(39.2%)

16.70
(32.5%)

9.648*** 29.40
(60.2%)

23.73
(55.2%)

9.298***

서비스 4.09
(7.4%)

3.99
(7.8%)

0.323 3,99
(8.2%)

3.44
(8.0%)

2.041**

행정
6.33
(11.5%)

7.16
(13.9%) -2.909***

3.79
(7.8%)

4.49
(10.7%) -3.492***

기타
3.65
(6.6%)

2.88
(5.6%) 3.978***

3.95
(8.1%)

3.44
(8.0%) 2.222**

총 시간 54.15 51.44 2.933*** 48.03 43.00 5.589***

한국

교육
23.42
(45.1%)

20.98
(39.6%) 4.718***

8.23
(16.9%)

7.93
(16.1%) 0.845

연구
17.22
(33.2%)

18.17
(34.3%)

-1.794*
28.63
(58.9%)

26.95
(54.9%)

2.358**

서비스
3.76
(7.2%)

4.69
(8.9%)

-4.329***
4.77
(9.8%)

5.68
(11.6%)

-5.067***

행정 4.54
(8.7%)

5.82
(11.0%)

-5.153*** 3.45
(7.1%)

4.76
(9.7%)

-1.355

기타 2.95
(5.7%)

3.32
(6.3%)

-1.865* 3.51
(7.2%)

3.81
(7.8%)

7.632***

총 시간 51.60 52.99 -1.445 47.99 49.12 -1.093
*** p<0.01, ** p<0.05, * p<0.1

<표 IV-2> 대학교수의 학기 및 방학 중 학술활동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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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대학교수의 다양한 활동 중 행

정 즉 대학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의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학기와 

방학 두 경우 모두에서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학기 중 행정활동에 사용하

는 시간을 비교하면, 일본 교수들이 1992년과 2007/08년 모두 한국 교수들

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증가의 폭은 한국 교수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  

한편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학기와 방학 중의 학사일정에 따라 대학

교수의 다양한 활동에 투입되는 시간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연

구에서는 대학교수의 학술활동의 시간을 분석함에 있어 학기와 방학 중 시

간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또한 대학교수의 학술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을 

교수가 소속한 대학의 특징을 바탕으로 그 차이가 어떠한지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3>와 같다. 

먼저 1992년과 2007/08년의 학기와 방학을 모두 고려하여 평균적으로 두 

국가 교수들의 학술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을 비교해 보면, 한국 대학

교수의 경우, 교육활동에 있어 1.54시간이 감소하였으며, 일본 대학교수의 

연구 활동은 5.26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으며 이러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일본 대학교수의 서비스 활동은 약간 감소하였으나 한

국 대학교수의 서비스 활동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행정 활동에 있어서 한

국과 일본 대학교수 모두 시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2007/08년 자료를 통해 소속한 대학의 특징에 따라 대학교수

의 학술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대

학교수의 다양한 활동에 있어 설립유형인 국립과 사립대학에 의한 차이와 

대학 미션에 의한 차이는 각각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에 의한 

대학교수의 학술활동에 투입하는 시간 차이는 일본의 경우 교육, 서비스, 

행정, 기타 활동에서 나타났으나 한국의 경우 서비스 활동에서만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일본 사립대학에 소속된 교수들의 교

육활동 시간이 국립대학에 소속된 교수들에 비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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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국가

시대별 비교 2008년

1992 2007/08 t
국립

t
연구중심

t
사립 교육중심

교
육

일본 13.91 14.49 -1.615
12.92

-6.762***
12.14

-5.310***
16.34 15.16

한국 16.31 14.77 3.872***
14.73

-0.144
12.79

-6.036***
14.81 15.94

연
구

일본 25.30 20.04 10.461***
20.46

1.268
22.34

3.457***
19.55 19.38

한국 22.80 22.39 0.739
22.71

0.717
23.37

2.005**
22.17 21.81

서
비
스

일본 3.94 3.59 1.309
3.98

2.133**
3.35

-0.624
3.12 3.65

한국 4.27 5.15 -3.782***
5.54

2.206**
5.24

0.482
4.88 5.10

행
정

일본 5.09 5.87 -3.374***
6.48

3.824***
6.14

0.833
5.16 5.79

한국 4.01 5.28 -5.176***
5.23

-0.252
5.63

1.526
5.32 5.08

기
타

일본 3.65 3.08 3.300***
3.25

1.765*
3.74

3.328***
2.87 2.88

한국 3.21 3.57 -1.871*
3.74

1.239
3.86

1.894*
3.45 3.41

*** p<0.01, ** p<0.05, * p<0.1

<표 IV-3> 대학교수의 평균적인 학술활동 시간

대학의 미션에 의한 대학교수의 학술활동 시간에 있어 교육, 연구, 기타 

활동의 차이는 한국과 일본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활동 시간의 

경우 연구 중심대학에 소속한 대학교수들은 교육 중심 대학에 소속한 대학 

교수들에 비해 더 적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연구 활동에 투입하는 시

간은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두 국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 대학의 미션에 따른 대학교수의 교육과 

연구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육, 

연구, 서비스, 행정을 제외한 기타 활동에 있어, 연구중심 대학교수들이 교

육중심 대학교수들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

은 한국과 일본 두 국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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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교수의 연구 활동

대학교수의 연구 활동 성과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

의가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연구 성과를 저술 성과와 협력 성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저술 성과는 단행본(편저, 저서 등 포함), 학술지 논문(국내·

외 학술지 포함)을 중심으로 하고, 협력 성과는 국내 연구 협력과 국제 연

구 협력 경험의 참여 비율을 통해 확인하였다. 

먼저 <표 IV-4>를 통해 1992년과 2007/08년의 차이를 살펴보면 일본 대

학교수의 단행본 출판은 약간 감소하였으며(1992년 2.71편, 2007/08년 2.01

편), 한국 대학교수의 단행본 출판은 증가하였다(1992년 1.20편, 2007/08년 

1.75편). 그러나 2007/08년 자료에 따르면 일본 교수들의 단행본 출판 편수

가 감소하고, 한국 교수들의 성과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행본 출판

의 편수는 일본 대학교수(2.01편)가 한국 대학교수의 편수(1.75편)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술지 논문 출판에 있어 일본의 대학교수들은 

1992년과 2007/08년에 비슷한 게재한 반면 한국의 대학교수들은 2007/08년

에 더 많은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대학교

수들의 학술지 논문 게재의 증가는 1992년에 비해 2007/08년에 2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일본 대학교수들과의 비교해 봐도 더 많은 수의 학술지 논

문을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특성에 따른 한국과 일본 대학교수들의 저술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대학교수가 소속한 대학의 설립유형과 대학의 미션을 고려하여 분석하였

다. 먼저 설립유형에 따른 저술 성과를 살펴보면, 일본의 대학교수의 경우 

국립대학에 소속한 교수들이 사립대학에 소속한 교수들 보다 학술지 논문

을 더 많이 게재하고 있었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반면 

단행본은 한국과 일본의 대학교수 모두 소속 대학의 설립유형에 따른 차이

가 나타지 않았으며, 한국의 경우 학술지 논문에서도 설립유형에 따른 차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특성 중 소속 대학의 미션에 따른 한국과 일본 대학교수의 저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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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학술지 논문은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반면 단행본은 일본에서만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특히 단행본과 학술지 논문 출판 두 경우 모두 연구중심 대학에 소속된 교

수들이 교육중심 대학에 소속된 교수들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었다. 

연구중심 대학은 교육보다 연구에 중심을 두고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지원하는 대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학교수의 성과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행본의 경우 일본은 대학 미

션에 따른 차이가 0.97편으로 한국의 경우보다 컸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학술지 논문의 경우 일본과 한국 대학교수 모두 

소속 대학의 미션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연구중심 대학

에 소속된 교수들은 평균 13.24편의 논문을, 교육중심 대학에 소속된 교수

들은 평균 7.31편의 논문을 출판함으로써 그 차이는 2배에 가까웠다. 한국

의 경우도 연구중심 대학에 소속한 교수가 13.12편, 교육중심 대학에 소속

한 교수가 9.00편으로서 그 성과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과 일본에

서 대학 미션에 의한 대학교수의 학술지 논문 편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성
과

국가

시대별 2008년

1992 2007/08 t
국립

t
연구중심

t
사립 교육중심

단
행
본

일본 2.71 2.01 1.176
2.10

0.872
2.76

3.087***
1.91 1.79

한국 1.20 1.75 -4.159***
1.62

-1.151
1.86

0.874
1.85 1.69

학
술
지
논
문

일본 7.93 7.92 -1.622
10.12

4.469***
13.24

5.821***
6.88 7.31

한국 5.76 10.52 -10.587***
11.22

1.583
13.12

4.654***
10.03 9.00

*** p<0.01, ** p<0.05, * p<0.1

<표 IV-4> 대학교수의 연구 활동 성과(저술 성과)



- 95 -

한편 대학교수의 소속 기관 특성에 따른 연구 협력 성과는 <표 IV-5>과 

같다. 전반적인 비교 결과를 보면, 한국 대학의 교수들이 일본 대학의 교수

들보다 대체적으로 더 많이 협력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

학교수의 소속기관의 설립유형에 따른 한국과 일본 대학교수의 국내 협력 

연구 참여 비율과 국제 협력 연구 참여 비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국립

대학에 소속된 교수가 사립대학에 소속된 교수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국내협력 연구와 국제협력 연구에 있어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국

립대학 소속 교수와 사립대학 소속 교수의 참여 비율의 차이가 더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소속 대학의 미션에 따른 한국과 일본 대학교수의 협력 

연구 참여율은 국내와 국제 모두 차이를 보였다. 연구국내 협력의 참여 비

율의 차이는 일본의 대학교수들(20.2%)이 한국의 대학교수들(11.4%)보다 더 

큰 반면 국제 협력의 참여 비율 차이는 한국의 대학교수들이(11.9%) 일본

교수들(9.6%)에 비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국내협력 연구 국제협력 연구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설립
유형

국립 79.8% 69.5% 32.8% 30.6%

사립 70.6% 53.7% 26.8% 14.8%

대학
미션

연구중심 81.6% 78.0% 36.2% 38.6%

교육중심 70.2% 57.8% 25.2% 19.0%

<표 IV-5> 대학교수의 연구 활동 성과(협력 성과)

나. 대학교수의 제도적 맥락에 대한 인식 비교

고등교육의 제도적 맥락에 대한 대학교수의 인식은 행정과 학사 영역에 

대한 거버넌스(governance) 측면과 대학 전체 운영방식 및 성과강조의 측

면에서 살펴보았다. 거버넌스 측면은 대학의 행정 영역 관련하여 교직원과 

교수의 임용과 승진, 예산 배정 등 행정 활동에 대한 교수의 인식을, 학사

영역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업무량, 평가 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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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방식과 관련하여 하양식 운영 방식, 집단적 동

료성, 성과 기반 운영방식을, 성과와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 외부 연구비에 

대한 수주 압력, 성과에 따른 연구비 지원, 성과 강조로 인한 연구의 질 하

락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거버넌스 측면: 역할주체의 변화

대학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 만큼 대학교수에게 요구되는 대학 운영의 영

역은 다양하다. 교수임용과 승진, 행정 직원 임용, 예산편성 등이 대표적인 

행정업무이며, 학생 선발,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 연구에 대한 평가 등은 

학사 관련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행정과 학사 영역에 대한 의

사결정상의 분권화 정도를 대학교수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였

다. 먼저 1992년에서 2007/08년 한국과 일본 대학 교수들의 인식 정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2008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여 소속 대학의 

특성에 따른 교수들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행정 영역에 대한 대학교

수의 분권화 인식의 정도를 나타낸 결과는 <표 IV-6>과 같다.

먼저 행정 영역과 관련한 분권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일

본의 대학교수들이 한국의 대학교수들 보다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

다. 또한 한국과 일본 모두 1992년보다 2007/08년에 전반적으로 행정 영역

에 대한 분권화 인식 수준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특히 한국 교수들은 1992년보다 2007/08년에 전반적으로 행정영역의 분

권화가 높아진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여전히 행정직원 임용과 예산 편성에 

있어 분권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교수 채용과 승진, 정

년심사와 관련해서는 분권화 정도를 다소 높게 인식하였다. 한국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본 대학교수들의 경우에도 교수 채용과 승

진 및 정년심사 활동에 대한 분권화 정도를 행정직원 채용이나 예산 편성

에 대한 것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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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국가

시대별 비교 2008년

1992 2007/08 t
국립

t
연구중심

t
사립 교육중심

행정
직원
임용

일본 3.02 3.08 -1.155
3.32

9.115***
3.51

7.992***
2.80 2.95

한국 1.81 2.27 -10.562***
2.43

5.565***
2.41

4.391***
2.16 2.19

교수
채용

일본 3.44 3.82 -9.002***
3.93

6.351***
4.02

7.492***
3.68 3.76

한국 3.31 3.33 -0.349
3.68

10.688***
3.60

7.619***
3.09 3.17

승진/
정년
심사

일본 3.23 3.63 -9.102***
3.77

7.007***
3.90

8.187***
3.47 3.56

한국 2.79 3.07 -5.490***
3.35

7.000***
3.24

3.918***
2.88 2.98

예산
편성

일본 2.29 2.93 -14.544***
2.96

1.172
3.16

4.634***
2.90 2.87

한국 1.84 2.32 -11.765***
2.45

5.057***
2.40

2.789***
2.22 2.27

*** p<0.01, ** p<0.05, * p<0.1

<표 IV-6> 행정 영역에 대한 대학교수의 분권화 인식

다음으로는 대학 행정의 분권화에 대한 인식을 대학 특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대학의 설립유형 즉 국립과 사립 대학 간 차이를 확인해 보면 

한국과 일본 두 국가에서 모두 국립대학에 소속한 교수들이 사립대학에 소

속한 교수들보다 행정 영역의 분권화에 대한 인식이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대학의 미션

에 따른 대학교수의 행정영역에 대한 분권화 정도의 인식 역시 한국과 일

본 두 국가에서 연구중심에 소속한 교수들이 교육중심에 소속한 교수들 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학사 영역에 대한 대학교수의 분권화 인식은 수업부담 결정, 학부생 선

발 기준 선정, 교육과정 승인, 교육활동 평가, 연구활동 평가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IV-7>과 같다. 1992년과 2007/08년의 

교수의 인식을 비교해 본 결과 일본의 대학교수들은 수업부담, 학부생 선



- 98 -

발 기준 결정, 교육과정 승인과 관련된 영역에서 거버넌스가 분권화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아진 반면, 한국은 수업부담 결정에 있어 오히

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1992년 3.59, 2007/08년 2.77). 또한 한국과 일본

을 비교해본 결과 대학교수의 연구에 대한 평가 영역을 제외한 다른 학사 

영역에서 일본교수가 한국의 교수들보다 의사결정이 분권화 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한국교수가 일본교

수들 보다 분권화 정도를 높게 인식하였다.

영역 국
가

시대별 비교 2008년

1992 2007/08 t
국립

t
연구중심

t
사립 교육중심

수업
부담
결정

일
본

3.35 3.83 -10.828***
4.05

9.033***
4.01

4.021***
3.57 3.78

한
국

3.59 2.77 15.312***
2.81

1.119
2.78

0.225
2.73 2.76

학부생
선발
기준

일
본 3.14 3.54 -8.910***

3.69
6.417***

3.64
2.347**

3.37 3.52

한
국 2.52 2.62 -1.674

2.67
1.249

2.58
-0.947

2.59 2.64

교육
과정
승인

일
본

3.10 3.51 -8.999***
3.50

-0.095
3.61

2.257***
3.51 3.48

한
국

2.41 2.88 -8.683***
2.91

0.781
2.87

-0.103
2.86 2.88

교육
평가

일
본

3.21
3.22

0.354
3.39

3.100***
3.19 3.15

한
국

2.63
2.71

1.436
2.66

0.450
2.57 2.61

연구
평가

일
본 3.21

3.15
-2.065**

3.35
2.104**

3.37 3.17

한
국 3.88

3.98
1.828*

4.06
3.163***

3.82 3.78

*** p<0.01, ** p<0.05, * p<0.1

<표 IV-7> 학사 영역에 대한 대학교수의 분권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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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소속한 대학의 특성에 따른 학사 영역에서의 분권화에 대한 인식

의 차이를 살펴보면, 설립유형에 따른 차이는 일본에서만 수업부담, 학부생 

선발 기준 결정, 연구평과와 관련된 영역에서 거버넌스가 분권화의 인식 

정도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나 한국의 경우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교수의 인식의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

았다. 대학 미션에 따른 학사 영역에 대한 대학교수의 인식은 일본의 경우 

연구중심대학에 소속한 대학교수들이 교육중심 대학에 소속한 대학교수들보

다 분권화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대학교수들의 대학 

미션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하였다. 반면 

한국의 경우 대학교수가 소속한 대학 미션에 따른 인식 차이는 연구 평가 

영역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본의 연구중

심 대학에 소속한 대학교수들은 수업부담 결정에 있어 분권화를 높게 인식

하였고, 한국의 경우 연구평가에서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 대학 운영 방식과 성과 강조 측면

대학 운영 방식에 대한 인식은 하향식 운영(top-down management), 대

학교수들의 집단적 동료성(collegiality), 성과 기반 운영으로 나누어 살펴보

고, 성과 강조의 측면은 교수가 개인적으로 인식하는 외부의 간섭, 외부 연

구비 수주에 대한 압력, 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비 지원, 성과에 대한 

높은 기대로 인한 연구의 질 저하의 영역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각

각 <표 IV-8>, <표 IV-9>와 같다. 

먼저 대학 운영 방식 중 하향식 경영 방식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일

본의 대학교수들이 한국의 대학교수들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대학교

수의 집단적 동료성 역시 일본 대학교수들이 한국의 대학교수보다 높게 인

식하고 있었다. 반면 성과 기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일본의 대학교수보

다 한국의 대학교수가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설립 유형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국립과 사립에 의한 차이는 일본의 경우 성과기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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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방식에 대한 인식에서만 국립대학에 소속한 교수가 사립대학에 소속한 

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

다. 반면 한국은 국립대학에 소속한 교수들이 사립대학에 소속한 교수들보

다 하향식 운영은 더 낮게 인식하였으나, 집단적 동료성에 대해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성과기반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대학교수들의 인식

은 소속 대학의 설립유형에 의해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대학의 미션에 따른 교수들의 대학 운영방식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일본의 경우 하향식 경영방식과 성과기반 경영방식에서 나타났다. 교육중

심 대학에 소속한 교수가 연구중심 대학에 소속한 교수보다 하향식 운영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성과기반 경영방식은 연구중심 대학에 소속한 

교수들이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

다. 반면 한국의 경우 연구중심 대학에 소속한 교수들이 교육중심 대학에 

소속한 교수들보다 집단적 동료성과 성과기반 대학운영에 대한 인식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압력 및 성과와 관련하여 대학교수의 인식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비

교 결과는 <표 IV-9>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구에 대한 외부의 간섭에 

대한 인식은 한국과 일본 대학교수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

나 외부 연구비 수주에 대한 압력은 일본 대학교수들이 한국대학교수들보

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성과 기반 연구비 지원과 성과 강조로 

인한 연구의 질 위협에 대한 인식은 한국의 대학교수들이 일본의 대학교수

들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소속 대학의 설립유형에 따른 인식 차이를 각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외부연구비 수주 압력, 성과기반 연구비 지원, 성과 강조로 인한 연구

의 질 위협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 하였다. 또한 성과에 기반한 연구비 지원에 대한 인식이 일본의 경우 

국립대학에 소속한 교수들이 사립대학교수들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사립대학 교수들보다 국립대학 교수들이 더 높게 인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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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가 2007/08
국립

t
연구중심

t
사립 교육중심

하향식
경영방식

일본 3.84
3.81

-1.614
3.63

-4.536***
3.89 3.90

한국 3.78
3.67

-3.322***
3.79

0.406
3.84 3.77

집단적 동료성
(Collegiality)

일본 3.51
3.52

0.584
3.56

1.163
3.49 3.49

한국 3.29
3.40

3.009***
3.38

2.059**
3.22 3.25

성과기반
경영방식

일본 3.66
3.73

3.275**
3.87

5.142***
3.57 3.59

한국 3.83
3.78

-1.521
3.97

4.407***
3.86 3.75

*** p<0.01, ** p<0.05, * p<0.1

<표 IV-8> 대학 운영 방식에 대한 교수의 인식

구 분 국가 2007/08
국립

t
연구중심

t
사립 교육중심

외부 간섭

일본 2.88
2.88

-0.003
2.75

-2.182**
2.88 2.92

한국 2.87
2.91

1.170
2.79

-1.794*
2.84 2.91

외부 연구비
수주 압력

일본 4.21
4.38

8.591***
4.25

0.965
3.99 4.19

한국 3.80
3.80

-0.030
3.91

3.060***
3.80 3.73

성과기반
연구비지원

일본 3.09
2.97

-4.225***
3.04

-0.799
3.24 3.10

한국 3.54
3.62

2.113**
3.56

0.411
3.49 3.53

성과강조로
연구 질 위협

일본 3.85
3.90

2.656***
3.88

0.798
3.78 3.84

한국 3.90
3.88

-0.514
3.90

-0.022
3.91 3.90

*** p<0.01, ** p<0.05, * p<0.1

<표 IV-9> 외부압력 및 성과에 대한 대학교수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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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대학의 미션에 따른 대학교수들의 인식은 외부 간섭과 외부 

연구비 수주 압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반면 성과 기반 

연구비 지원과 성과 강조로 인한 연구 질 위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외부 간섭에 대한 인식에 있어 연구중심 대학에 소속

한 대학교수보다 교육중심에 소속한 대학교수들이 더 높게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한국과 일본 두 국가 모두에서 나타났다. 반면 연구비 수주

에 대한 압력은 한국의 경우에서만 연구중심 대학에 소속한 교수들이 교육

중심 대학에 소속한 교수들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였다. 성과기반 연구비지원, 성과강조로 인한 연구 질 위협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 모두 대학특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한국의 대학교수들이 연구중심 대학과 교육중심 대학의 소속에 

관계없이 일본 대학교수에 비해 두 영역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3. 대학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대학교수의 학술활동 분석

대학의 신자유주의 정책 시행과 대학교수의 인식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교수의 성과연봉제를 분석의 사례로 선택하였다. 한편 여기서는 분석

의 범위를 우리나라 사립대학으로 한정하였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시행은 

대학의 설립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거시적 수준에서 신자유주의가 고등교육 전반에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국

립대학의 경우에는 법령 등을 통해 일괄적 적용이 가능한 반면, 사립대학

에서는 선택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

립대학의 경우, 교수연봉제가 2011년부터 일괄적으로 시행된 데 반해, 사립

대학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성

과연봉제를 적용해 왔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대학 

특성(대학 규모, 미션, 소재지)이 대학의 교수 성과연봉제 채택에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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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며, 대학의 성과연봉제 실시에 따른 교수의 인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가. 성과연봉제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먼저 대학의 연봉제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특성 변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연봉제 채택여부는 대학의 채택과 미채택의 이분변수이므로 

로짓(logit)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대학 단위로 

각 연도별 대학의 연봉제 시행 여부와 대학의 특성으로 대학의 규모, 대학

의 미션, 대학 설립 지역 변인을 포함하였으며,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연봉

제 시행 여부에 대한 로짓 모형 분석 연구 결과는 <표 IV-10>과 같다. 분

석자료의 패널자료로서의 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합동 로짓 모형(pooled 

ordered logit model)의 결과에 따르면 대학의 연봉제의 시행 여부는 대학

의 규모가 클수록(Exp(β)=1.384), 연구중심 대학일수록(Exp(β)=3.365), 수도

권 이외에 위치한 대학일수록(Exp(β)=0.910), 성과연봉제를 채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대학 규모와 대학 미션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합동 로짓 모형의 분석 결과는 패널자료의 속성을 고려하

지 않은 추정의 결과이므로 오차항의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을 배제하기 위

해 패널 로짓 분석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대학의 규모가 클수록 연봉제를 

시행할 확률이 높고, 연구중심대학이 교육중심 대학보다 연봉제를 시행할 

확률이 높으며, 수도권 대학일수록 연봉제를 시행할 확률인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학 규모가 클수록(Exp(β)=2.866), 연구중심 대학의 경우

(Exp(β)=2.006),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학이 위치하는 경우(Exp

(β)=0.983) 연봉제를 채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합

동 로짓 분석에서의 대학 규모와 대학미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확률효과 로짓 모형의 결과 대학 규모만이 연봉제 시행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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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로짓모형 확률효과 로짓 모형

회귀계수
(β)

표준오차
(S.E.) Exp(β) 회귀계수

(β)
표준오차
(S.E.) Exp(β)

대학규모 0.325*** 0.101 1.384 1.053** 0.418 2.866

대학미션
(연구중심) 1.214*** 0.400 3.365 2.006 1.446 7.433

지역
(수도권)

-0.094 0.342 0.910 -0.017 1.056 0.983

상수 -2.915 0.304 -7.686 1.533

(LR/Wald)Chi2 32.41*** 11.84***

개체수 373 373

패널개체
이질성검정

var(ui) = 67.12***

*** p<0.01, ** p<0.05, * p<0.1

<표 IV-10> 성과연봉제 채택에 대한 로짓 모형 분석 결과

나. 대학의 성과연봉제 채택 여부와 교수의 학술활동 간의 관계

한국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채택에 따른 대학교수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 운영 방식에 

대한 대학교수들의 인식은 하향식 운영방식과 성과 기반 운영방식을, 대학

교수의 활동과 관련한 인식은 외부 압력, 외부 연구비 수주 압력, 성과에 

따른 연구비 지원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앞서 연구

방법에서 기술하였듯이 우리나라 4년제 사립대학에 소속된 교수를 전체 모

집단으로 보고 분석대상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연령과 직급에 가중치를 분

석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사용된 자료의 기술통계는 <표 IV-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과연봉제 실시 여부와 대학운영방식에 대한 대학교수의 인식 간의 관

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2>와 같다. 성과연봉제를 채택한 대학의 경우 

그렇지 않은 대학 보다 대학교수들의 하향식 대학운영방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Exp(β)=1.604),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반면 성과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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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채택한 경우 채택하지 않은 경우보다 성과를 바탕으로 대학을 운영한다

는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

었다. 하향식 대학 운영 방식에 대한 인식은 대학의 규모가 작을수록(Exp

(β)=0.325), 응용 학문에 소속한 경우(Exp(β)=1.555)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 기반 대학운영에 대한 인식은 연령이 낮을수록(Exp(β)=0.972), 교육을 

선호하는 경우(Exp(β)=0.647) 연구 중심대학일 경우(Exp(β)=2.305),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하향식 대학운영에 대한 인식은 연봉제 시행 여부

와 대학 규모, 응용학문의 특성과 관련이 있고, 성과 중심 대학 운영에 대

한 인식은 대학의 미션과 교수의 개인 특성 중 연령과 연구 선호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변 인 N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연봉제시행 여부 533 0.36 0.48 0 1

성별 533 0.80 0.40 0 1

연령 533 47.92 7.82 31 73

연구선호 533 0.65 0.48 0 1

연구성과 532 10.10 12.54 0 140

연구중심 533 0.31 0.46 0 1

대학규모(전임교원수/1000) 533 0.49 0.35 0.000 1.473

이공계열 509 0.43 0.50 0 1

응용학문 509 0.71 0.45 0 1

하향식 대학운영 529 3.84 0.80 1 5

성과기반 대학운영 531 3.87 0.79 1 5

외부간섭 516 2.84 0.97 1 5

외부연구비수주 압력 527 3.80 0.90 1 5

성과기반 연구비 지원 530 3.50 1.00 1 5

<표 IV-11> 분석자료 기술통계

마지막으로 대학의 연봉제 채택 여부와 대학교수의 성과에 대한 인식 간

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표 IV-13>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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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부 간섭에 대한 인식은 연봉제를 실시한 경우, 연령이 적을수록(Exp

(β)=0.976), 대학 규모가 작을수록(Exp(β)=0.999), 이공계열의 경우(Exp

(β)=1.971), 외부의 간섭을 더 높게 인식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과연봉제 채택은 외부 연구비 수주에 

대한 압력에 대한 인식과 부적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연구 성과가 많을수록(Exp(β)=1.013), 이공계열

인 경우(Exp(β)=2.102) 외부 연구비 수주 압력에 대해 높게 인식할 확률이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대학이 성과 연봉제를 채택한 경우(Exp(β)=1.531), 

인문사회 계열인 경우(Exp(β)=0.553), 응용학문인 경우(Exp(β)=1.480), 성과

에 기반한 연구비 지원에 대해 높게 인식할 확률이 높아졌다. 정리하면, 대

학의 성과연봉제 채택은 대학교수의 활동에 대한 외부의 간섭(Exp

(β)=1.745)과 성과에 따른 연구비 지원(Exp(β)=1.531)에 대한 대학교수의 

인식과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향식 대학운영 성과기반 대학운영

회귀계수
(β)

표준오차
(S.E.) Exp(β) 회귀계수

(β)
표준오차
(S.E.) Exp(β)

연봉제시행 0.465** 0.227 1.591 -0.113 0.244 0.893

성별 -0.205 0.226 0.814 -0.290 0.239 0.748

연령 0.008 0.012 1.008 -0.029** 0.012 0.972

연구선호 0.180 0.194 1.197 -0.435** 0.181 0.647

연구성과 -0.001 0.006 0.999 0.011 0.008 1.011

연구중심 0.217 0.262 1.242 0.835*** 0.275 2.305

대학규모 -1.125*** 0.345 0.325 -0.300 0.341 0.741

이공계열 -0.111 0.186 0.895 -0.118 0.187 0.888

응용학문 0.441** 0.208 1.555 0.118 0.187 1.125

Wald Chi2 16.33** 25.68***

N 501 503

*** p<0.01, ** p<0.05, * p<0.1

<표 IV-12> 성과연봉제 채택과 대학운영방식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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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간섭 외부 연구비 수주 압력 성과기반 연구비 지원

회귀계수(β)
(S.E.) Exp(β) 회귀계수(β)

(S.E.) Exp(β) 회귀계수(β)
(S.E.) Exp(β)

연봉제 0.557**
(0.221)

1.745 -0.027
(0.226)

0.973 0.426*
(0.249)

1.531

성별 0.039
(0.227)

1.040 -0.028
(0.234)

0.972 0.273
(0.206)

1.313

연령
-0.030**
(0.012)

0.970
0.011
(0.013)

1.011
0.018
(0.014)

1.018

연구선호
-0.091
(0.190)

0.913
-0.138
(0.187)

0.871
-0.056
(0.202)

0.945

연구성과
0.006
(0.005) 1.006

0.013*
(0.007) 1.013

0.005
(0.007) 1.005

연구중심
-0.195
(0.231) 0.823

0.145
(0.245) 1.156

0.020
(0.259) 1.020

대학규모 -0.687**
(0.350)

0.503 0.461
(0.353)

1.586 -0.491
(0.375)

0.612

이공계열 0.661***
(0.185)

1.936 0.743***
(0.188)

2.102 -0.593***
(0.197)

0.553

응용학문
0.157
(0.197)

1.170
0.017
(0.194)

1.017
0.392*
(0.211)

1.480

Wald Chi2 35.54*** 34.78*** 20.45**
N 492 502 504

*** p<0.01, ** p<0.05, * p<0.1

<표 IV-13> 성과연봉제 채택과 외부 압력 및 성과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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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본 연구에서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고등교육의 제도적 맥락을 분석하고, 

신자유주의 정책 시행 전후 대학교수의 학술활동의 변화를 비교하였으며, 

실제 대학의 정책 채택과 교수의 학술활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논의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 제도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공

과를 확인하기 위한 이론적, 실제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대체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 시행은 분권화와 민영화, 평가에 대한 신화적 믿음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앞서 반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고등교육의 제도

적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각 국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유사한 

듯 보이지만, 역사적 맥락으로 인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특정 정책의 입안

과 시행에 있어 다른 나라의 정책을 동일한 방식으로 차용하기보다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반영해야 한다. 셋째, 연구 결과, 신자유주의 정책 시

행과 대학교수의 학술활동의 관계는 학술활동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에 특정 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단순한 정책의 

규제적 시행보다 대학 조직 내의 문화 형성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1. 고등교육에서의 신자유주의 제도화: ‘신화’와 ‘현실’

가. 신화로서의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는 담론을 넘어 헤게모니로 발전하였으며, 경

제의 영역을 넘어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고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

고 있다(Harvey, 2005). 특히 고등교육은 초･중등 교육과 달리 공공재로서

의 가치보다 사유재로서의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신자유주의 정

책의 도입은 한국과 일본의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과 대학의 개별 구성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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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

고 이러한 정책이 상당 부분 시행되고 적용되는 이유는 신자유주의가 개인 

및 조직의 자유와 권리 보장, 복지의 증진을 이루는데 유익한 사조인 것처

럼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Harvey, 2005). 

그러나 철학적 의미의 신자유주의와 실천적 의미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Hayek로 대표되는 사회철학으로서의 

신자유주의와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의 경제 운동으로서의 신자유주의를

구분한 나병현(2003)의 연구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를 가

능하게 만든다. 세계적으로 확산된 신자유주의는 Hayek와 Friedmand이 주

창한 철학적 의미의 신자유주의가 아닌, 1980년대 Thatcher와 Reagan 정부

에 의해 주창되었던 정책 대안으로서의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과 일본에서도 1990년대 이후 고등교육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

책 대안으로서의 신자유주의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 분야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특히 많고 이는 

무엇보다 공공재적 가치와의 충돌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경쟁을 위한 경쟁, 경쟁 위주의 결과적 가치와 소수를 위한 인위적인 

경쟁을 강조하게 된다는 것이다(강창동, 2012). 특히 우리나라의 제도적 맥

락에서 교육은 공공재의 의미가 강하다. 규범적으로 교육을 공공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이러한 공공재로

서의 의미에 반하는 경우가 많다. ‘규범체계의 이원화’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복잡한 사회의 특성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대립을 반영한다. 더불어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을 보편교육기관으로 인식

할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정부 규제를 받고 경쟁원리를 도입할 수 있는 

사적기관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유발한다(임재홍, 2003).

이 때문에 교육 영역에서의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은 각 국가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제도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학술적 논의가 선

행되어야 한다. 이는 한국과 일본 고등교육의 비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긴 고등교육 역사와 상대적으로 성숙한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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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동시에 신자유주의 도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반

면 우리나라는 학술적인 사전 논의보다 정책 시행 공과에 대한 평가적 논

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1995년 5.31 교육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97년 국제통화

기금(IMF)을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제 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공유되었으며, 사회 조직으로서 대학 역시 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맥락이나 환경을 고려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정책들을 차용

하여 도입하였던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은 고등교육에 있

어 대학이 가지는 역할과 가치보다 경제적 논리를 적용하여 경쟁을 통해 

생존을 결정한다는 논리를 초래하였다. 

나. 분권화에 대한 신화

분권화의 특징을 가지는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대학에 대한 규제 완화와 

대학의 자율성 활보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규제 완화의 측면은 대학 설립

준칙주의에 따른 대학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2008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 42개교, 대학원대학 36개교가 설립되었

다(임연기, 2008). 교육혁신위원회(1995)에 따르면 ‘획일적인 학교설립 기준

을 지양하고, 학교 설립 목적과 학교의 특성에 따라 학교 설립 기준을 다

양하게 규정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교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

록 한다’라고 그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아래 시행된 준칙주

의는 대학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 간 경쟁을 통해 시장 원리를 바탕

으로 하는 대학 경쟁력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대학의 자

율성 확보를 위한 대학 정원 및 학사운영 자율화 노력 역시 지식기반 사회

에서의 지식 생산과 지식 전이의 산실로서의 대학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빠른 시대 변화를 수용하고 대응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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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 설립 준칙주의로의 전환과 대학 정원 자율화로 인해 생겨난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무엇보다 규제 완화의 논리는 수요자 선택을 

강조하는 대신 고등교육 비용을 학생과 학부모의 몫으로 놀리는 결과를 초

래하였다. 또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할 수 있다고는 하나, 의학

계열과 사범계열은 아직까지도 교육부에 의해 결정되고 수도권 대학들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장수명, 2009). 

분권화와 관련된 핵심적인 정책은 국립대학의 법인화라 할 수 있다. 국

립대학 법인화는 국가의 행정조직의 일부인 국립대학을 법인으로 독립하여 

국가로부터 분리하여 대학 스스로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김배

원, 2007). 이를 통해 국가와 대학의 근본적인 관계의 변화, 즉 거버넌스에 

변화가 생기고, 중앙집권적 특성을 가진 시스템에서 개별 대학으로 권한이 

위임되면서 분권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학은 국가로부터 재정, 조직, 

인사, 평가 등 대학 운영의 전반에 대해 자율 재량을 가지게 된다는 논리

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과연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세계 수준의 대학

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였는가에 대한 검토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분권화가 이루어졌으며, 사회의 요구

에 대한 대응을 위해 시장화가 진행되었다고 하나 실제 나타난 양상은 정

책과 변화를 주도했던 논리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공립 대학의 경상비뿐 

아니라 국･공립과 사립의 구분 없이 시행되는 재정 지원 사업들로 인해 

직･간접적인 통제와 규제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

원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고등교육제도에 대한 국가(중앙정부)의 역할은 핵

심적이라 할 수 있다. 법인화를 통해 국가와 국립대학의 관계가 법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았으나 여전히 국립대학 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대학의 확대된 자율성만큼 그에 대한 책무성에 대한 정

부의 요구도 증가하였다. 또한 지방대학의 경우, 국가(중앙정부)의 재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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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대신할 수익사업을 통한 대학 운영비 마련이 쉽지 않으며, 산학협력 

등의 노력도 상위권 대학과 수도권 대학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서울대학교 

법인화 이후에 대부분의 국립대학이 법인화를 시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에서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고등교육에서의 핵심 주체의 변화를 위한 분권화가 오히려 이

전에 존재하였던 대학 간 사회경제적 불평등함을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대

학의 자율성 확대의 이면에 있는 책무성 확보의 측면에서도 국가(중앙정부

의) 통제와 간섭을 강화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정부의 역할

이 강한 특성을 가진 경우, 중앙집권화된 분권화(centralized decentralization)

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대학 외부 인사의 대학 운영 

참여로 인한 거버넌스의 변화는 대학의 본래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구성원

들의 인식 차이로 인해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다. 민영화에 대한 신화

신자유주의의 민영화에 대한 신화는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시장화와 

지식의 상업화를 바탕으로 하는 기업가주의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우리나

라의 경우, 사립대학 팽창 과정과 높은 사적 등록금 의존도 등을 통해 민

영화의 요소가 초기부터 상당 부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

한 민영화 요소가 정부 정책 차원으로 보다 강화되었으며, 이러한 특징은 

특히 대학과 대학교수에 대한 성과 보상,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중심으로 

한 대학 재정 지원 사업 등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세계수준의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 역시 무엇보다 성

과를 강조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특히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 성과

가 높은 학문 영역과 대학원을 집중 투자하였으며, 경쟁원리를 바탕으로 

성과 평가가 이루어졌다.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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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경우 저술 성과에 있어 1992년에 비해 2007/08년에 양적으로 성장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연구자의 개인적 특성, 학문의 특

성, 대학 특성을 막론하고 모든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 혹은 대학교수에게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독려하고 성과가 높은 

대학이나 교수에게는 보다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것

이 성과 강조의 기본 논리이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기반으로, 경쟁을 통해 대학과 교수들에게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양상은 우리나라에서 두드러

지게 나타났다. 반면, 일본의 경우 양적 성과를 강조하기보다는, 대학교수

의 자율적 권한과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대학 내부적으로 

성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채택하고 이에 대한 

접근도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김미란, 2007).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지원의 경우 이미 대학에 존재하는 서열과 자원

의 차이로 인해 경쟁 자체가 불평등하게 시작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

며, 대학원을 집중 육성하고 투자함으로써 학부과정의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또한 성과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논의가 

부족하며, 주로 연구의 양적 측면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연

구 성과가 양적으로 성장한 만큼 질적 성장을 이루었는가에 대한 의문 또

한 제기된다. 게다가 연구 성과가 교육 성과와 같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 측면의 성과와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민영화의 요소는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대학 운영과 관련해서도 중요

하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대학의 재정 확보와 효율적 운용이 강조되면서, 

사립대학의 경우 전문경영인 또는 외부 인사에게 대학 운영을 맡기려는 움

직임이 있다. 이는 대학의 총장이 더 이상 학문공동체로서의 대학의 대표

자이기보다 경제성･효율성･생산성을 강조하는 대학 운영의 경영인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고부응, 2010). 또한 특정 기업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학과나 대학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학문 탐구뿐 아니라 직



- 114 -

업훈련의 기능이 보다 강조되는 현상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학의 민영화에 대한 추세는 세계대학순위의 발표로 더욱 가속

화되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 중심대학에 대한 국가적 필요와 

수요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가 합쳐지면서 선택과 집

중에 의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나친 경

쟁과 성과 강조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들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

교육의 정책이 여전히 상당 부분 성과에 기반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재정

지원 방식은 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수월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

정 지원의 차등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신정철 외, 2009).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게 되면서 얻게 되는 공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

학은 다른 대학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대학 운영에 있어서의 

혁신과 변화를 시도할 수 있으나, 한편 이미 위계적인 대학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즉, 대학의 공공적 의미보다 대학 평가 

순위를 높이기 위해 대학운영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 것이다.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하여 학생의 수요에 맞춰 학과가 

통폐합되면 순수학문이나 비인기 학과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이는 대학

의 학문탐구의 가치를 경제적 효율성에 의해 판단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교수들의 경쟁을 통해 정년보장으로 인한 폐해를 차단하고 

교수로서의 책무를 독려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교수들 간 비협력적 

문화를 형성하고, 교수에 대한 새로운 통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이준형․임경환, 2000).

민영화의 요소는 대학의 기업가주의를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우리나라

의 경제상황에 비해 대학의 경쟁력이 낮다는 비판을 바탕으로 대학의 기업

가주의의 강화를 통한 변화가 추진되어 왔다. 예를 들어, 지식이전은 연구

보조금, 연구 컨소시엄, 지식재산권의 라이센스, 대학원생 채용 등을 통해

서 이루어진다(김종진․최종인, 2005). 이러한 변화는 대학에서의 기업가주의 

실현을 통해 대학 스스로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지식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나, 시장성과 이익추구를 기본 가치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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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같을 수 없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대학 연구의 지식이전은 지식생산 방식이 학문적 규준에 기반한 지식생

산(mode 1)에서 응용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생산(mode 2)으로 대체

되었다고 보고 있다(Gibbons et al., 1994). 이는 단순한 지식 생산을 넘어 

사회문제와 대학 이외의 사회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유용하고 실제적인 

지식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이 가지는 학문공동체로

서의 가치보다 사회적 유용성을 가치로 하는 지식의 전환이 필요한가에 대

한 학술적 논의는 부족하다. 또한 지식생산 방식의 변화는 전환이나 대체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tzkowitz & Leydesdorff, 2000). 따라서 대학의 가치와 기능에 따라 기업

가주의에 대한 강조의 정도 역시 달라져야 한다.

라. 평가(만능)주의에 대한 신화

대학의 질보장과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행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대학평가와 평가 기반 재정지원사업이 있으며,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조하기 위해 강조된 것이 바로 언론사의 대학순위평가와 대학정보공시제의 

시행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를 강조함으로써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고등교육의 수요자들에게 대학에 대한 정보와 평가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학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1980년대 미국에서 교육의 질을 측정

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되었다(이길재, 2013). 이러한 노력은 대학의 설립 

목적에 따라 대학이 스스로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

는지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최근 책무성 확보를 위한 대학의 

질 보장은 대학의 산출물을 측정하고, 감독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확대되었

으며,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Marginson, 2007). 우리나라에서도 

대학평가를 통해 대학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 그러

나 여전히 무엇이 대학의 질을 보장하는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며, 근본적

으로 대학의 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대학이 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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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도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정미․최정윤, 2008). 또한 대학평가

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 기준의 통용 가능성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수량화된 평가 준거에만 초점을 맞춰 왔다는 비판 또한 존재한다. 

이는 대학의 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대학의 비전이나 목표가 아니라 평

가 준거에 맞춰 대학의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세

계화된 경쟁적 교육시장에서는 하나의 질 보장을 위해 외부적 기준에 맞추

기 위한 형식적 노력이 아니라, 대학 스스로 사회적인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평가의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평가와 재정지원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특히 정

부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 사업의 대부분이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이를 통해 정부가 대학이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있다. 대학들은 정부가 제시한 선정 기준과 방식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

으며 정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수량화된 지표를 주로 사용하고 있

다. 그러나 재정지원사업의 선정은 정해진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순위가 

정해지고 포뮬러 방식을 통해 지원 대상과 액수가 결정되는데, 선정 지표

와 방식의 작은 변화에 따라 선정 대학이 바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평가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강홍준, 2012). 또한 우리나라 

대학재정지원 규모에 영향을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대학의 학생 수, 

즉 대학의 규모인 것으로 나타나, 결국 평가에 기반한 재정지원 방식의 효

과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신정철 외, 2009). 

그 밖에도 세계대학 순위를 비롯한 국내의 대학평가순위는 대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으로 하여금 현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계대학 순위가 대학의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어 세

계대학순위의 향상을 대학이 달성해야 할 목표와 발전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김훈호 외, 2011). 그러나 순위평가가 의미하는 대학경쟁

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평가 지표도 이를 바탕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 상당수의 세계대학순위 발표는 언론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사회적인 관심을 유발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대학을 제대로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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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또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제시하지 않

고 지표별 점수만 제시함으로써, 대학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세

우기보다 순위에 집중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이영학, 2007). 

따라서 대학 순위 발표가 정보 제공과 대학 성과 향상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계대학순위에 대한 목적과 평가 지표, 그리고 평가의 과정에 대

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순위를 산출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김훈호 외, 2010).

교육에 대한 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소시키며 대학행정 및 대학과 정부 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 논리이다(김신복 외, 2005). 따라서 고등교육에 있어 대학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내용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활용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2008년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정보공시제를 통해 표준화되고 계량화된 대학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이전보다 쉬워졌으며,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증대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박혜

영, 2011; 유현숙, 2009). 그러나 정보공시제가를 통해 제공되는 표준화되고 

계량화된 정보는 대학평가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어 일반시민들에게 왜곡

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으며, 대학 설립유형에 관계없이 일괄 도입되었다

는 점에서 오히려 대학에 대한 사회와 정부의 간접적 통제를 증대할 수 있

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2. 제도적 맥락에 따른 대학교수의 활동 및 인식 차이

가. 한국과 일본 고등교육의 제도적 맥락 차이

한국과 일본의 고등교육은 근대적 의미의 고등교육 제도가 형성된 시점

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사하면서도 다른 맥락 안에서 발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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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세기 중반부터 주체적으로 서구 유럽의 대학을 모델로 근대적 고

등교육 제도를 형성하였으며, 아시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에 반해 한국은 19세기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일부 고등교육 기관이 설

립되었으나 국가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며, 이후 식민지 시대에는 

일본의 탄압으로 제국대학 이외의 고등교육 기관 설립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 이후에는 미국식 대학 모델을 바탕으로 대학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역

사적 맥락의 차이로 인해 현재 고등교육의 모습은 유사한 듯 보이나 실제 

학사운영 및 대학 내부의 문화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구조적으로 한국과 일본 대학은 미국식 학부제를 도입한 이래 학점에 기

반한 학사운영을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내부적 문화나 

교수의 직급이나 경력에 따른 비가시적 위계적 구조는 미국식 학부제와는 

다른 아시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일본 대학은 강좌제를 기반으로 하

고 있는 독일식 모델을 대학의 기본 모델로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외형상으로 미국식 모델의 

학과(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내부적인 비가시적 구조에 있어 관료적이고 

위계적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 즉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 육성과 효율적

인 대학 운영이라는 명목 아래 한국과 일본 대학은 미국식 학부제를 추구하

고 있으나, 실제적인 효과를 위한 변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각 국가의 

고등교육의 발전에 필요한지 재고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자유주의로 인한 고등교육의 특징은 성과와 평가를 강

조한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도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장적 메커니즘을 바탕을 

재원을 배분하고 국립대학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

으나, 대학교수의 성과와 평가에 대한 접근은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김성숙, 2007).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평가나 대학교수에 대한 평가, 

재정지원사업을 위한 평가에 이르기까지 평가를 통한 정부의 간섭 및 통제

의 수준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한 강조 현상은 자연스

럽게 대학과 교수의 성과에 대한 강조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학

교수의 성과에 따른 성과급 차등지급, 성과연봉제 시행을 포함하여,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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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임용, 승진, 정년심사 등에서도 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평가가 이루어지

고 있다. 시장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의 속성이라고는 하나 평가에 있어 양

적 성과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평가보다 연구 성과

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 질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학문공동

체로서의 대학과 전문가집단이 대학 교수집단에 대한 특수성을 배제하고 있

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편, 대학과 대학교수의 사회에 대한 책무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과 평가를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성과를 강조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에 앞서, 그 시행의 방법과 

논리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대학교수의 연구 활동 집중과 대학 내부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변화

우리나라 대학교수의 학술활동의 시간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연구, 교

육, 행정, 서비스의 순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

한 양상은 일본에서도 동일하였다. 시대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의 

대학교수들은 교육활동에서의 시간이 줄어든 반면, 행정 활동과 서비스 활

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또한 대학교수의 연구 활동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본은 학술지 논문만 증가한 반면 한국의 교수들은 

단행본과 학술지 논문 출판 둘 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수들이 연구 활동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높은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대학교수들의 업적 평가시스템과 교육과 연구의 분업 때문

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먼저 객관성과 공정성을 원리로 하는 성과 평

가시스템은 계량화가 쉬운 연구성과를 강조하게 된다(조성택, 2013). 이로 

인해 교수은 임용, 승진, 정년 심사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지원

하기 위해 교수들은 더 많은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다. 또한 최근 대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정년계열의 시간제강사, 강의

전담교수 등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교육 전담 교수들을 임용하고 있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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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2013). 교육과 연구, 봉사 등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전

임교원과 달리, 교육만을 전담하는 교수들을 대학이 고용하면서 전임교원

들의 교육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행정활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대학의 의사결정은 아직까지 중앙 집권

적 성격이 강하고 교수들은 소속 단과대학과 학과에 대한 책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이성호, 1992). 또한 대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된 만

큼 대학교수의 역할도 더욱 확장되어 서비스 활동 역시 강조되고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상황 아래 대학교수의 행정과 서비스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이전보다 증가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학사영역에 대한 인식에 있어 1992년과 2007/08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분

권화에 대한 인식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

라 대학교수들의 학사 영역에 대한 분권화의 인식 정도는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며,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의 학사 영역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교

수들이 설립유형이나 대학미션에 관계없이 분권화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은, 대학 내부적 거버넌스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정부가 학사 정원의 자율화를 시행한 이후에도 

이에 대한 교수들의 실제 인식 수준은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차원에서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대학 

구성원 간의 인식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즉 정부는 대학에 대

한 규제를 상당부분 완화시켰다고 하지만 대학 구성원들은 아직도 자율화

의 정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대학교수들은 정부가 학문영역에 지나

치게 많은 간섭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Glassick et al., 

1997). 특히 대학의 자율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사회 민주화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대학구성원들과 정부 간 인식의 차

이가 나타날 수 있다(신정철․김명진․박환보, 2007). 또한 대학의 자율성이 확

대된 만큼 책무성도 확대되어, 성과 평가를 통한 간접적 간섭이 증가되었

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Mahony,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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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학 미션에 따른 교수의 활동 및 인식 차이

 이 연구에서는 고등교육의 정책 시행이 대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대학들은 설립유형, 미션, 규모,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 정책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학의 설립 주체가 누구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설립

주체가 국가인지, 또는 법인 혹은 개인인지에 따라 대학의 목표, 운영방식 

및 문화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분권화와 민영화를 통해 국･공립과 사립대학 간의 경계가 흐려지

고, 서로 경쟁하게 되면서 대학교수가 소속하는 대학의 설립 유형에 의한 

교수의 활동이나 인식의 차이는 감소할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사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해 왔던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대학의 미션에 따른 대학교수의 활동과 인식에는 분명한 차이를 보

였다. 즉 대학교수가 소속한 대학의 미션이 연구중심인지, 교육중심인지에 

따라 대학교수의 활동 시간, 연구 성과 및 제도적 맥락에 대한 인식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학 미션은 Shin(2009)의 연구를 바

탕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각 대학이 표방하는 미션이 아니라 대학별 성과

에 따른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적 방법을 통해 객관적으로 분류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중심대학은 상위대학이라는 인식으로 대학이 미션이

나 대학 비전을 대학의 특성에 맞게 표방하기보다 상위 대학의 영향을 받

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김훈호 외, 2011; 박종렬, 2007).  

연구중심대학은 기존 지식의 전수보다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독일의 훔볼트 대학으로부터 시작된 대학 이념이다. 그러나 최근 

세계 수준의 대학 혹은 세계대학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대학

들이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고 있어 중앙집권적 고등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선택과 집중, 경쟁의 원리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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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한 미국 대학들의 제도를 모델로 하여 차용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제도의 형태만을 도입하였다(임천순, 2005). 특히 

우리나라의 대학은 미국처럼 대학의 특성화 방향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연구중심대학의 특징인 대학원중심의 운영이 아닌 학과(부)제 중심

을 유지하고 있으며, 순수학과 응용학문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는데 있어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이창수․이장규․송백훈, 2014). 

정부는 대학의 기능을 분화하고 특성화할 수 있도록 대학에 대한 정책 

또는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대학의 설립유형 이외에 대학미션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또한 대학은 대학이 가진 역량과 자원을 바탕으로 고유한 대학 

미션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대학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대학운영 방식

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대학교수의 학술활동에 대한 평가와 보상 시스템

에 있어 대학의 미션과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 대학 조직에서의 정책 채택과 교수 개인의 활동과 인식

이 연구에서는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교수 성과연봉제가 교수

들의 학술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과연봉제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의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

직이 초기에 정책을 수용함에 있어 조직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고 특히 조

직의 규모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Scott(2008)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규

모가 큰 조직일수록 자원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분화하기 쉬우며, 외부의 

변화에 민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Greening & Gray, 1994).  

Scott(2008)은 조직이 제도를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직들

의 연결망 속에서 위치 및 역할, 모방의 대상이 되는 참조 집단 등을 제시하

고 있다. 대학 조직간 관계를 통한 연결망의 구조 속에서 조직이 어떠한 역

할을 하는지에 따라 규범이 퍼져가는 양상, 즉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Lee & Pennings, 2002; Galaskiewicz & Burt, 1991). 

또한 조직의 행위에 있어 다른 조직을 모방한다고 할 때 어떤 조직을 참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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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가와 관련하여 지리적 위치, 연계의 정도, 혹은 높은 명성 등에 대한 

논의도 있다(Burns & Wholey, 1993; Greve, 1995; Kraatz, 1998). 이 연구에서

는 대학이 가지는 속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을 뿐 연결망의 구조 속에서 갖

는 특성 및 참조 조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대학이 가지는 속성 이외에도 대학 간 존재하는 연결망의 구조적 특징과, 대

학이 경쟁하고 모방하는 참조 대상 대학에 대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제도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국가(중앙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특히 중앙집권적 정책 시행을 통해 대학을 통

제하고 이를 통해 대학교수들의 활동과 인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또

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

무가 있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따라서 국립대학의 경우 

사립대학에 비해 강제적인 정책 시행을 통한 제도적 통제가 더 많이 이루

어져 왔으나, 사립대학 역시 국가(중앙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피할 수 없었

다. 이러한 경향은 대학처럼 공적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관일수록 제

도적 압력, 특히 규제적이고 규범적인 압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

에 없다는 Casile과 Davis-Blake(2002)의 주장과 일치한다. 

제도가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연구한 DiMaggio와 Powell(1983)

에 따르면 강제적(coercive), 규범적(normative), 모방적(mimetic) 동형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설립유형에 관계없이 재원의 상당부

분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와 간섭으로부터 자유

로울 수 없으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고등교육 정책들로 인해 강제적 동형

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성과연봉제의 도입은 사립대학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시작하여 후반에 

오면서 많은 대학들이 참여하였으며, 이는 정부가 규제를 통해 시행하기보

다 사회적 요구에 따른 대학의 선택에 의해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

면 국립대학의 성과연봉제 시행이 2011년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일괄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강제적 시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립대학만을 대상으로 하여, 성과연봉제 채택에 영향을 미친 대학 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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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도입을 통한 대학교수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성과연

봉제 채택 여부에 따라 활동과 제도적 맥락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일부에

서 나타났으나 일관된 특징을 보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연봉제와 같은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시행에 따른 대학

교수의 활동과 인식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계열 자료를 통해 변화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채택 여부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

였다. 연구 결과, 성과연봉제 채택 여부에 따라 대학교수의 인식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대학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에 따라 대학운영이나 외

부의 간섭 및 성과 강조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정

책의 채택 여부와 더불어 교수의 특성과 학문 특성 변인들이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의 정책 채택과 교수 개인 

및 학문 특성 등이 서로 작용하여 교수 개인의 학술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대학교수들의 인식 차이 뿐 

아니라 인식의 변화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느슨하게 결합된 전문가 조직에서의 제도화

가. 느슨하게 결합된(loosely-coupled) 조직에서의 제도화

조직의 구성원들이 조직을 보는 관점에 따라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

한 구성원들의 인식과 문제 해결 방법이 달라진다(진동섭･이윤식･김재웅, 

2011). 따라서 대학이라는 조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대학의 구성원

인 교수들의 행위와 인식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조직을 보는 관점을 

Scott(2003)은 합리적 체제, 자연적 체제, 개방적 체제로서의 조직을 구분한 

바 있는데, 그 중 개방체제는 느슨한 결합을 특징으로 한다. 개방적 체제로

서의 조직과 관련한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느슨하게 결합된 체제(Weick, 

1976)’, ‘조직화된 무정부(Cohen, March & Olsen, 1972)’, ‘쓰레기통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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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 Olsen, 1976)’ 등이 있다(진동섭, 1999).

대학은 특히 느슨하게 결합된 체제로서의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

는 느슨하게 결합된 체제를 서로 분리 독립된 하부 단위들의 연결체로 보

는 Weick(1976)의 정의에도 부합한다. 단위학교의 상담실과 학교장의 관계

를 예로 제시하였듯이, 이를 대학으로 적용해 보면, 대학 총장은 사범대학

의 교육학과 교수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하되, 상호 간의 영향력이 제한

적이다. 서로 다른 학문 분야에 속해 있을 경우 그 연결은 더욱 느슨해질 

수 있으며, 총장이 대학교수의 교육과 연구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교육학과 교수들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학사 운영 관련 사항들에 대해 대학 총장의 참여와 간섭은 제한

적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의 핵심 기능이 교육과 연구의 영

역에서 대학교수의 자율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교

육과 연구를 지원하이나 대학운영에 있어서는 제도나 정책이 규제할 수 있

는 부분은 여전히 많이 있다.  

대학처럼 느슨하게 결합된 조직의 경우, March와 Olsen(1976)에 따르면 조

직의 환경이 구성원 개개인의 신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으며, 구성원의 

신념이 그들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또한 Cohen, 

March와 Olsen(1972)의 조직화된 무정부 관점에 따르면 느슨하게 결합된 대

학은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다양한 목적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대학교수들이 대학의 목적을 위해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의 양이 다르게 나

타난다. 대학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은 합리성에 근거하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결정된다. 대학에서의 의사 결정은 계속해서 발생

하는 문제와 다양한 해결 방안들과 다양한 참여자들로 인해 혼란한 상황 속

에서 해결되기 때문인데,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블랙박스로 남아있

다. 이러한 과정을 March와 Olsen(1976)은 쓰레기통 모형으로 설명하였다. 

제도 수준의 변화가 개개인의 활동이나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정

책의 집행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느슨하게 결합된 대학 조직의 경우 정부

나 대학에서 집행하는 정책이 교수의 신념에 영향을 주기 쉽지 않으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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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교수 개개인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느슨하게 결합된 대학 조직에서 정책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규범이나 가

치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Orton & Weick, 1990). 국가나 

대학 차원에서 정책을 일괄 시행하기에 앞서, 대학교수들은 정책의 내용, 

규칙, 규범 등이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으며, 자신과 동일시 

될 수 있는 공식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믿음이 있

어야한다(Deutsch, 1980). 또한 교수 개인의 도덕심과 정의감, 책임감 등의 

가치관이나 동기를 통해 교수로서 당연히 해야 할 본분으로 받아들이도록 

규범을 만들고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 전문가 조직에서의 제도화

국가(중앙정부)의 정책을 통해 대학 조직으로 제도적 압력이 가해지고 

그로 인해 대학은 정책을 수용하게 된다. 조직의 정책 수용은 대학교수들

에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제도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교

수들의 행위와 인식이 변화된다는 것이 Scott(2008)이 제시한 하향식 제도

화의 과정이다. 이러한 하향식 제도화의 과정은 행위자 개인의 능력이나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

서 한계를 가진다. 또한 대학이라는 특수한 기관, 그리고 대학교수라는 특

정 행위자에 대한 이해 없이 하향식 제도의 유포 과정만을 논의하는 것은 

현상의 일부만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향식 접근 연구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상향식 제도의 형

성과정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으로 Giddens(1984)의 구조화 이론(structuration 

theory)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사회구조를 형성하는 제도

는 개인 행위를 제약하지만, 동시에 제도는 개인 행위의 산물로 볼 수 있

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위자에 의한 제도의 변화 혹은 영향을 

Lawrence(2008)는 제도적 대응으로, Scott(2008)은 제도의 해석과 혁신으로 

설명하였다. 추후 연구를 통해 행위자인 대학교수들로부터 조직, 제도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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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제도와 조직(개인) 행위에 대한 상호 작용들을 종합

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학교수는 ‘공통된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며, 그들의 업무를 통해 유사

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직업’으로 보고 있다(Tierney, 1988). 정지선

(2011)은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공유된 가치를 자율성, 영향력, 동료관계

로 나누고 있다. 대학교수의 자율성이란 효과적인 학술활동을 위해 지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의미한다

(O’Neil, 2005). 대학교수의 영향력은 주로 의사결정 과정에 주어지는 권한

을 통해 나타며, 대학교수의 동료관계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지원과 

기회를 제공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Kuh & Whitt, 1988).

대학교수들의 규범, 가치, 활동은 학계가 아닌 다른 메커니즘에 의한 재

원 배분과 성과급 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다(Musslin, 2004). 대학교수

의 학술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자율성이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효율성과 성과지향주의로 인해 교수의 자율성은 통

제를 받게 되었다(Kogan & Teichler, 2007). 또한 대학교수는 학부나 학과 

단위에서 학사행정에 관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대학의 운영

전반에 대해 교수이사회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나, 전문경영인을 통

한 대학 운영 및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등의 변화로 인해 의사결정 

권한에 변화가 예상된다. 게다가 대학교수들의 동료관계는 학술적인 면과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도 경쟁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Musslin(2004)에 따르면 대학교수는 전문가로서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역동적인 직업군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신자유주의의 도입으로 

대학교수들의 학술활동이 상당 부분 규제적이고 강제적인 정책 시행을 통

해 이루어져 오기는 했으나, 이러한 과정보다 대학교수들의 가치와 신념이 

우선적으로 공유되었을 때 보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대학이라는 조직은 

기업과 달리 효율적 운영과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문의 

발전과 전수에 그 목적이 있으며, 대학교수는 전문분야를 전공하고 학술활

동을 하며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대학 구성원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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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고등교육의 제도적 맥락과 대학교수의 활

동 및 인식을 분석하였다. 1990년대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교육 분야

에 있어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특히 고등교육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제도적 맥락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일본과의 비교를 시도하였으며, 고등교육에서의 거시적 수준에서의 

핵심 현상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 대학을 둘러싼 제도

적 맥락을 정리하였고,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가 고등교육의 제도적으로 

어떻게 맥락화되어 갔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1990년대 초와 2000년대 후

반에 대학교수들 활동 및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대학의 특성에 따

라 차이가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 영향을 시행된 대

학의 연봉제 실시와 대학교수의 활동 및 인식 차이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고등교육 기관은 1800년 후반 미국 종교계 

학교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일제 식민시대와 미군정기를 통해 그 

기초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국가(정부) 주도의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이 실

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

한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1990년 이후 미국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은 

우리나라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대학의 구조와 운영 방식, 대학교수의 활

동 및 인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신자유주의가 고

등교육제도에서 어떻게 맥락화되었는지 확인하고, 신자유주의 정책과 대학

교수의 학술활동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거시적 현상과 미시적 

행위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핵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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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신자유주의가 고등교육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맥락화되었는가?

고등교육에 나타난 핵심 현상으로는 고등교육에 대한 기회 확대, 고등교

육의 경쟁력 확보, 고등교육의 핵심주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

라 고등교육의 확대는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요구와 국가 발전에 대한 필

요로 정부주도 아래 사립대학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후 고등교육의 확대를 

바탕으로 대학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적 수준의 대학들과 경

쟁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었

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정부의 규제와 통제를 완화하고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정부의 역할을 

시장에 맡기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고등교육의 거시적 현상 아래 

신자유주의로 인한 대학의 변화는 구조적 변화와 성과강조로 인한 변화로 

나타났다. 구조적 변화는 미국식 대학시스템으로 전환과 대학의 자율성 확

대, 확대된 자율성 확대에 대한 책무성 확보, 효율적 대학 운영으로 나타났

으며, 성과 강조는 성과평가, 성과 기반 자원배분, 대학순위 강조 등으로 

나타났다. 거시적 현상과 대학의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가 

고등교육분야에 어떻게 제도화 되었는지 분석한 결과, 신자유주의의 특징

인 분권화, 민영화, 평가주의의 세 가지 측면을 통해 나타났다. 분권화는 

중앙정부의 대학에 대한 규제완화와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구체화되었다. 민영화는 대학이나 대학교수의 성과에 대한 보상, 선택과 집

중에 의한 재정 투자 등과 같이 시장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방식과 지식의 

상업화, 산학협력을 강조하는 기업가주의를 통해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평가주의는 대학의 질 보장, 평가에 의한 재정지원 등과 관련하여,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노력과 대학랭킹과 대학정보공시를 통한 정보제공의 노

력을 통해 강조되었다.

둘째, 대학교수의 학술활동은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과 대학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 전과 후에 대학교수의 학술활동이 다른지 확인

하기 위해 1992년과 2007/08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



- 130 -

리나라 대학교수들의 교육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감소하였으며, 행정 및 

서비스 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증가하였다. 또한 연구 활동 성과에 있어 

대학교수들의 저술 성과는 단행본과 학술지 논문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증가의 정도는 일본에 비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행정활동에 

대해서 이전보다 분권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학사활동

에 대한 분권화 정도에 대한 인식은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대학 특성

에 따른 대학교수의 학술활동의 차이는 대학의 설립유형에 의한 차이와 대

학미션에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대학교수의 학술활동 뿐 아니라 대

학교수의 활동에 대한 인식, 제도적 맥락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대학 미

션에 의한 차이가 의미 있게 나타났다. 

셋째, 신자유주의 정책의 하나인 성과연봉제의 채택 여부에 따라 대학교

수들의 학술활동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성과연봉제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학규모이다. 규모가 큰 대학일

수록 성과연봉제를 채택할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하는데, 성과에 대한 보상

을 통해 대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함이라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대학교수의 

인식은 성연봉제의 채택 여부에 의한 차이가 특정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었

다. 예를 들어 성과연봉제를 채택한 경우 대학교수는 소속대학에서 하향식 

운영 방식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나, 성과 기반 운영 방식에 대한 인식

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연봉제를 채택한 경우 교수의 

활동에 대한 외부 간섭과 연구 성과에 따른 연구비 지원에 대해 더 높게 인

식하나, 외부 연구비 수주 강조에 대한 인식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신자유주의가 고등교육에 제도화되는 과정은 신자유주의 특성

에 따른 정책의 시행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대학교

수의 학술활동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신자유주의 정책 시행 이후 대학교수

들의 학술활동 차이는 대학의 설립유형과 대학미션에 의한 차이가 변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대학차원에서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채택 여부

에 따른 대학교수의 학술활동과 인식에 있어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

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론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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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신제도주의의 핵심적인 특성은 고등교육 정책을 통해 제도화되었

으며, 그 특성은 분권화, 민영화, 평가주의로 나눌 수 있다. 신자유주의 정

책은 고등교육에서 분권화, 민영화, 평가를 통해 고등교육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화(myth)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를 학술적으로 논의하고 실증적으로 밝혀 이를 극복하

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신자유주의 정책의 시행 전후로 대학교수의 학술활동은 달라졌으

며, 정책 시행 이후 소속 대학의 설립유형과 더불어 미션에 따라 대학교수

의 학술활동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신자유주의 정책 시행에 

있어 대학미션 간 차이를 고려해야 하며, 대학미션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

의 기준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신자유주의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인 교수성과연봉제 채택여부와 

대학교수의 학술활동에 있어 일관된 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와 관

련하여, 정책의 채택 뿐 아니라 대학, 학문계열, 대학교수의 특징 등이 복

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제언

이 연구에서는 신자유주의가 고등교육에서 제도화된 방식을 분석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대학교수의 학술활동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연

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비롯한 정책적 제언 몇 가

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수가 대학 조직과 고등교육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주로 제도가 조직과 행위가 개인을 변화시키는 

하향식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제도주의 관점에 따라 하향식 과정

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나 실제 제도와 조직, 행위자 개인은 서로 상호작

용한다. 특히 전문가로서의 대학교수와 공유된 거버넌스의 특징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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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조직은 상향식 과정을 통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역동적 과정을 이론적인 토대를 바탕

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둘째, 신자유주의 정책이 대학교수에게 미치는 영향은 교수 면담 등을 

통해 질적인 분석이 보완되어야 한다. 고등교육 제도와 대학 조직, 대학교

수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책시행과 같은 가시적인 요인과 더

불어 대학교수들 사이에 형성된 문화와 공유된 가치와 규범이 어떠한 기능

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학이라는 조직이 가지는 

느슨한 결합체제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전문가로서 대학교수 개인이 

제도와 조직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 영향에 대한 대응은 

어떠한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막연한 신화(myth)보다 고등교육의 역사적 

맥락의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도입하고 시행해야 한다. 1990년 이후 신자

유주의 정책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

라 안정된 고등교육 시스템을 가진 일본과 유럽에서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한 고등교육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각 국가가 가지는 역사적･사
회적･문화적 맥락에 의한 차이로 인해 정책의 도입이나 시행에서 다른 방식

을 취하고 있을 뿐이며, 신자유주의의 영향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많은 정책들을 주로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했던 신자유

주의의 정책을 차용했으나, 앞으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제도가 가지는 역사

적인 맥락을 반영하여 정책을 만들고 제도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신자유주의 정책은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성과와 평가를 강조하는 정책의 경우 지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

가에 따라 대학교수들의 학술활동에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학의 미션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대학의 구분은, 정

책의 시행과 평가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성과에 따른 대학의 미션 분류를 활용하였으나, 향후 정책 시행과 평

가에 있어서는 정책의 목적에 맞게 대학 분류가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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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설문문항

교수개인특성

•성별: What is your gender? (F1)

•연령: Year of birth (F2)

•연구 선호: Regarding your own preference, do your interests
lie primarily in teaching or in research? (B2)

대학특성 •How would you describe your current institution? (A9)

학문특성
•Please, identify the academic discipline or field of your current
academic unit. (A2_2)

활동 시간

•Teaching, Research, Administration, Service, Others:
hours per week when classes are in session (B1_A)
•Teaching, Research, Administration, Service, Others:
hours per week when classes are not in session (B1_B)

연구 활동 성과

단행본
•Scholarly books you authored or co-authored (D4_1)
•Scholarly books you edited or co-edited (D4_2)

학술지 논문 •Articles published in an academic book or journal (D4_3)

국내협력연구 •Do you have collaborators in any of your research projects? (D1_2)

국제협력연구 •Do you collaborate with international colleagues? (D1_4)

거버넌스

행정영역

•Selecting key administrators (E1_1)

•Choosing new faculty (E1_2)

•Making faculty promotion and tenure decisions (E1_3)

•Determining budget priorities (E1_4)

학사영역

•Determining the overall teaching load of faculty (E1_5)

•Setting admission standards for undergraduate students (E1_6)

•Approving new academic programs (E1_7)

•Evaluating teaching (E1_8)

•Evaluating research (E1_10)

대학운영 방식

•At my institution there is a top-down management style (E4_3)

•At my institution there is Collegiality in decision-making
processes (E4_4)

•At my institution there is a strong performance orientation (E4_5)

외부압력 및
성과강조

•External sponsor or clients have influence over my research
activities (D6_3)

•The pressure to raise external research funds has increased
since my first appointment (D6_4)

•Research funding should be concentrated(targented) on the
most productive researchers (D6_8)

•High expectations to increase research productivity are a
threat to the quality of research (D6_9)

[부록 1] 설문문항 (The Changing Academic Pro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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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한국의 만 18세 학령인구와 대학정원 변화 추이

출처: 교육통계 데이터 베이스, 전국대학 모집단위별 입학정원(교육과학기술부)

     http://edzine.kedi.re.kr/article_2013spring/policy_01.jsp

[부록 3] 일본의 만 18세 학령인구와 대학정원 변화 추이

출처:http://www.mext.go.jp/b_menu/hakusho/html/hpab200901/detail/129688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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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한국의 설립유형별 대학 수 변화 추이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연보(1965, 1970, 1975)

[부록 5] 일본의 설립유형별 대학 수 변화 추이

출처: 문부과학성 

http://www.mext.go.jp/component/english/__icsFiles/afieldfile/2013/08/13/1302968_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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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neo-liberalism has been

institutionalized in a field of Korean tertiary education and how it has

influenced professors’ academic activities. To do so, it employs both

macroscopic and microscopic approach to explain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changes as well as Korean educational system. Moreover, this

study pursues a comparison with Japanese case to further identify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higher education system.

Universities in Korea have been established and developed during the

Colonial Empire of Japan and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which has led universities in Korea to exhibit features of both US and

German colleges. On the basis of historical context, a combination of

geopolitical factors as an Asian country, Confucian cultural aspects, and

unique features caused by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bureaucratic

government have also influenced the Korean higher education system.

However, streams of neo-liberalism in the public sector especially have

caused a huge change in the 1990s. As neo-liberalistic ideas have been

institutionalized in the higher education area, institutional coherence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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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 an impact on universities and university members. Thus, it is

essential to see how neo-liberalism has influenced Korean higher

education system at both micro and macro level.

In details, three questions were handled as follows: first, how has

neo-liberalism been institutionalized in the higher education field?

Second, how different are the characteristics of professors’ academic

activities depending on the presence of neo-liberalistic policies and

university characteristics? Third, how different are the characteristics of

professors’ academic activities depending on the existence of an annual

salary system based on performance? For this purpose, survey data

conducted by Carnegie Foundation in 1992, The Changing Academic

Profession data in 2007/2008, Universities’ salary system data provided

by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and an entrance quota by

college data provided by Ministry of Education in Kore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logit model, panel logit model, and ordered logit

model. Also, official documents including Korean and Japanese policy

reports and academic papers were included for content analysis.

The major findings from the analysis are listed as follows.

First, neo-liberalism has triggered decentralization, privatization, and

evaluation-based system as it became institutionalized. Neo-liberalistic

ideas have resulted in a number of changes in higher education. For

example, an idea of decentralization has been embodied in autonomy

and deregulatory policies in higher education; an idea of privatization

has been embodied in policies stressing on market mechanism and

entrepreneurship by supporting knowledge transfer and industry-

university collaboration; evaluation-based system has been embodied in

such accountability policies as performance-based financial support and

public disclosure of college information.

Second, professors in Korea where Neo-liberalism has been

institutionalized were more aware of their academic performances than

Japanese counterparts, which, in turn, led to Korean profes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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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d academic achievements. Moreover, professors’ academic

activiti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terms of college type and

college mission; yet, the differences made by college mission were by

and large clearer than those by college type, which implies a difference

by college mission does exist although the lines of demarcation drawn

by college type has become obscure under the influence of

neo-liberalism. The results show professors’ academic activities may be

influenced by a perspective towards and a standard of performance and

a college sub-culture, as a college chooses to put a bigger emphasis on

either education or research.

Third, colleges with a bigger size were more likely to adopt the

professors’ annual salary system based on their performance, a distinct

example of neo-liberalistic policy. Also, professors’ attitudes towards

college management and academic activiti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f their college adopted the ‘professors’ annual salary system based on

their performance.’ For instance, professors tended more to consider

management of university as top-down and were more aware of

outside interference and performance-based research funding if a college

adopted a performance based salary system. However, the results

showed no differences in terms of professors’ awareness of

performance-based management or emphasis on research grant outside

the campus.

Given the results above, several suggestions are followings. First,

policies based on Korean context should be implemented considering the

historical and cultural uniqueness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To do

so, academic groundwork should be laid for the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Second, alternative approaches respecting college autonomy

and specificity rather than government-led top-down approach should

be taken. In particular, policies are needed that would encourage

colleges to set their own missions and actively find the way for their

development. Third, cooperative culture among college professors in



- 164 -

which they share their values and opinions should be promote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overcame the limitations of

neo-institutional researches that only includes macroscopic analysis and

it employed both macroscopic and microscopic views.

Keywords: Higher Education, University, Academic profession, Neoliberalism, 

Institutional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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