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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발전과 다양한 정보 채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 생성, 축적되는 빅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특히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활용한 텍스트 빅데이터(text bigdata) 분석

이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교육부 문서 및

신문 기사 텍스트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동화된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기

법(automated text bigdata analytics)을 적용하여,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

책에 대한 키워드(keyword) 및 토픽(topic)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

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교육부 문서와 대학전문지 및 종합일

간지 기사에 나타난 주요 키워드들은 무엇이며,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

이 나타나는가?

둘째,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교육부 문서와 대학전문지 및 종합일

간지 기사에 나타난 토픽들은 무엇이며,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

나는가?

셋째,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교육부 문서와 대학전문지 및 종합일

간지 기사에서 추출된 토픽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며,

관심이 증가하는 토픽들과 감소하는 토픽들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이 가시

화된 2013년 8월 13일부터 하위 등급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컨설

팅의 최종 실행 점검 결과가 발표된 2016년 9월 15일까지, 44개 교육부

문서와 대학전문지(교수신문, 한국대학신문, 대학저널)의 511개 기사, 발

행부수 상위 20개 종합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문화일보, 서울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아시아경

제, 이데일리, 전자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한겨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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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일보, 헤럴드경제)의 1,579개 기사를 수집하여 연구 자료로 활

용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의 기초 분석인 단어 빈도(term frequency) 및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단어 빈도-역

문서 빈도)가중치를 활용한 키워드 분석을 수행하였고, 잠재 디리클레

할당 알고리즘(Latent Dirichlet Allocation algorithm) 기반의 토픽 모델

링(topic modeling)을 적용한 토픽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교육부 문서와 신문 기사에서 사용하

는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결과’, ‘발표’, ‘정부’, ‘사업’, ‘지원’ 등 일부 단

어들만 공통적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부와 대학전

문지, 종합일간지 간에 많이 나타나는 단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중요도가 높은 키워드 분석 결과 세 자료 모두에서 공통적인 단어

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해 중요하게 언급되

는 키워드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교육부 문서와 신문 기사에 나타난

토픽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 문서에서는 10개(①경쟁력 확보, ②변화요

구, ③추진방법 및 절차, ④감축·차등, ⑤평가지표, ⑥정책지원, ⑦결과연

계, ⑧하위그룹, ⑨대학지원, ⑩대학교육의 질 제고), 대학전문지 기사에

서는 24개(①평가필요성, ②지표검토, ③의견수렴, ④법안, ⑤감축·차등,

⑥평가지표, ⑦지속관리, ⑧재정부족, ⑨하위그룹, ⑩학사강화, ⑪발전노

력, ⑫교육과정 개선, ⑬책임요구, ⑭논란·의혹, ⑮지적·비판, ⑯책임자의

지, ⑰입시영향 분석, ⑱대학정보 홍보, ⑲취업·창업 홍보, ⑳특성화사업

홍보, ㉑사업선정 홍보, ㉒우수인증 홍보, ㉓프로그램 홍보, ㉔입시 홍

보), 종합일간지 기사에서는 36개의 토픽(①국가발전전략, ②경쟁력확보,

③대학변화요구, ④인구감소, ⑤시행준비, ⑥법안, ⑦의견수렴, ⑧평가방

식, ⑨평가지표, ⑩등급별 감축 및 제한, ⑪교육과정 개선 및 전환, ⑫하

위그룹 조치, ⑬재정지원 제한, ⑭국가장학금, ⑮대입 지원 시 고려, ⑯학

사개편, ⑰발전목표 제시, ⑱정원조정계획 수립, ⑲학점개편 반발, ⑳구성

원의 반발, ㉑평가과정 반발, ㉒대학 및 학원 책임 논란, ㉓하위그룹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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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㉔지방대 캠퍼스 반발, ㉕재정정책 비판, ㉖입시결과 영향 , ㉗사업선

정 홍보, ㉘세계화 홍보, ㉙특성화사업 홍보, ㉚프로그램 홍보, ㉛전형방

식 홍보, ㉜취업·창업 홍보, ㉝총장인터뷰 홍보, ㉞여자 대학, ㉟국정감

사·야당, ㊱대통령·정부)이 추출되었다. 위계적 군집분석 수행 결과, 교육

부 문서의 10개 토픽은 3개의 토픽항목(정책 내용 및 추진 방법, 대학

발전 방향, 대학 변화 유도), 대학전문지 기사의 24개 토픽은 5개 항목

(대학 홍보, 대학의 발전 노력, 대학 상황의 특징 및 대학 변화, 평가 관

련 논란, 평가 방식 및 결과), 종합일간지 기사의 36개 토픽은 7개 항목

(대학 발전 노력 및 홍보, 평가 배경 및 대학 발전 방향, 평가 관련 의견

및 논란, 정부 의지 및 법안, 평가 방식 및 결과 활용, 평가와 대학입시,

하위그룹 대학)으로 분류되었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필요성과 하위그룹에 대한 조치, 평가지표, 등

급별 정원감축 및 재정지원 제한, 평가 추진 방법 및 절차의 다섯 가지

토픽만이 세 문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대학의 변화, 대학의 입장이

나 혼란, 법안, 입시결과 영향 및 대학 홍보 관련 토픽 등 다수의 토픽들

은 대학전문지 기사와 종합일간지 기사에서만 나타났다. 대학의 재정부

족과 대학의 변화 노력에 관련한 일부 토픽은 대학전문지 기사에서만 나

타났고,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비판과 반발을 세부적으로 다룬 토픽

들과 국가장학금, 여자대학, 정부관련 토픽은 특징적으로 종합일간지 기

사에서만 나타나 세 문서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셋째, 교육부 문서와 신문 기사에서 나타난 토픽이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 실행의 시간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본 결과, 세 문서

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대학구조개혁 평가 방식 및 결과 활용과 관련된

토픽들에 대한 관심도는 감소하는 반면, 신문 기사에서만 나타난 대학

홍보 토픽들, 대학전문지 기사에서만 나타난 대학의 발전노력과 관련된

토픽들과 종합일간지 기사에서만 나타난 하위그룹 대학과 대학입시 관련

토픽들은 관심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관심의 변화 경향 차이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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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키워드 및 토

픽 분석을 새롭게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이 연구

에서 사용한 빅데이터 분석 기법들은 향후 다양한 교육정책 연구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추후 연구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 기법

자체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빅데이터, 대학구조개혁 평가, 키워드 분석, 토픽 분석,

교육부 문서, 신문 기사, 텍스트마이닝, 잠재 디리클레 할당

학 번 : 2013-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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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를 지식 정보화 시대 혹은 지식 기반 시대로 표현한다. 정보와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로,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정보 혹은 데

이터를 생성하고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

로운 지식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심이다(안창원, 황승

구, 2012; Bertino, 2013).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의 획기적인 발달

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스마트기

기의 활용 증가 등으로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용이해져,

대중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블로그, 유튜브(YouTube), 홈페이

지 등 다양한 정보 채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이와 관련된 방대한

양의 정보인 빅데이터(bigdata)가 자연스럽게 생성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자료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cloud) 환경이나 컴퓨

팅 시스템 등의 확대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영역이나 기관,

연구자들이 수많은 종류의 빅데이터를 확보하여 이를 활용한 여러 가지

분석이나 접근을 다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기존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가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방식이나 저장,

관리 및 분석의 정도를 뛰어넘는 대량의 데이터를 의미(Manyika et al.,

2011)하며, 기존의 데이터, 이론, 방법과 해석을 발전시키고 더욱 견고하

게 만드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White & Breckenridge,

2014).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은 잘 드러나지 않았던 현장의 요

구나 역동성, 의사결정을 위한 가치 있는 패턴이나 정보 등의 발견을 제

공한다(Adrian et al., 2016)는 점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빅데이터는 단순히 규모 자체가 늘어났다는 것에만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 위주의 정형화된 자료에 국한되지 않고 텍스트, 동영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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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자료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와

는 다른 새로운 형태와 내용의 질적인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

해할 필요가 있다(한신갑, 2015). 즉, 이전에는 다루지 않았던 형태의 빅

데이터가 급속하고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시의적절한 접근과 활용이 필요하다. 또한 활용 분야에 따라 빅데이터의

범위나 특징이 달라지는데, 저장이 불가능할 정도의 실시간 생성되는 대

량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보는 분야가 있는 반면, 사회 과학에서 빅데

이터는 연구자가 전체 데이터의 대표적인 표본(a representative sample

of the entire dataset)을 직접 수동 코딩(manual coding)하는 것이 어려

울 정도의 거대한 양을 의미한다(Riffe, Lacy & Fico, 2014, p.92).

최근 국내에서 다양한 정책 연구에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데, 주로

텍스트 빅데이터(text bigdata)를 활용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 수립(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영유아 보육정책에 대한

국민정서 분석(김정미, 윤미영, 2012), 교육정책 수요 분석(권기석, 박지

수, 구찬동, 2014), 보건복지 정책 수요 현황 파악(송태민, 2014), 환경 분

야 정책 수요 분석(이미숙, 이창훈, 김지연, 2014), 충청남도 지역 미래

전략 수립(임화진, 박성현, 2015), 국민여론 반영을 통한 과학기술 정책

수립(김다솜 외, 2015; 최현도, 안종욱, 2015), 교육정보화 정책과 관련된

토픽 분석(김우주, 구찬동, 2015),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 관련 쟁점 분

석(김지은, 백순근, 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정책 쟁점 분석(유예림, 백

순근, 2016) 등이 텍스트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연구의 대표적 사례이

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신속하게 의견

이나 수요를 파악하거나 기존 연구들과는 차별화된 정책 시사점을 제시

하는데 텍스트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 효율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책 중 하나는 대학구조

개혁 평가이다.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시행되었고 2016년

평가 결과 발표에 따른 하위그룹 대학에 대한 맞춤형 대학 컨설팅 지원

및 이행점검, 2017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여부 결정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준비, 실행, 후속조치의 전 과정이 진행되었다. 어떤 정책이든지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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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의적절한 분석과 평가는 정책의 효과적이고 타당한 진행 및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김남옥, 2006; James & Jorgensen, 2009)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 또한 3주기까지 이어지도록 계획되었음을

감안하면 1주기가 일단락된 시점에 이에 관한 다각적인 분석이 이루어져

이를 향후 정책 발전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들은 주로 대학구조개혁이라는 더 광범위한 정책

의 한 지류로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해 초점을 두어 질적인 논의나

쟁점 도출을 시도하였거나(김경섭, 2014; 이영, 2014; 강창동, 2015; 신현

석, 2016), 설문조사나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김미란 외, 2014; 권기석, 2016)로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연구들은 동시적으로 다양한 정

책 관련 주체들의 입장이나 관심을 분석하고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일부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논의만을 주로 담고 있거나 혹은 조사 연구의 경

우 표집 대상으로 포함된 일부로부터 얻은 제한적인 범위의 정보에 근거

해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에 대한 의견이나 이해 정도 등을 살펴보았

다. 따라서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의 집행 주체인 교육부의 입장이나

대학 자체의 관심, 광범위한 대중의 의견 등 다양하고 다각적인 관련 이

해 주체들을 이해하기 위한 실증적 증거에 기반한 분석과 비교가 이루어

진 것은 아니다.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은 교육부와 대학이 가장 뚜렷한 이해 주체이

지만 나아가서 일반 대중이나 지역 사회, 국가 등도 중요한 관련 이해

주체가 될 수 있다. 교육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이해 당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누가 관심을 갖는지, 누가 수립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관리하

는지, 누가 입장이나 견해를 표명하는지 등을 질문해 볼 수 있다

(Aspinwall et, Al. 1992; 김혜숙, 2008, p.37에서 재인용).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의 수립과 운영을 주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질문해 보았을

때, 이기종(2015)은 대학구조개혁의 주체가 시장이 되거나 혹은 정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쟁점이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시장을 중요

한 이해 주체로 볼 수 있다는 것은 고등교육정책이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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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될 필요가 있다는 이재경(2014)의 의견과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누가 관심을 갖고 입장이나 견해를 표명하는가의 측면에서 정책의 이해

주체를 살펴본다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반상진(2016)은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에 대한 정책 관여자를

찬성, 반대, 관망 집단으로 구조화하였는데, 청와대, 교육부, 한국교육개

발원, 일부 언론(조선, 동아, 문화, 한경, 매경)을 찬성집단, 야당, 교수회,

대학 내 노동조합, 한국교총, 일부 언론(한겨레, 경향, 한국, 국민, 교수신

문, 한국대학신문, 시사IN) 등을 반대집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

문대학교육협의회를 관망집단의 구성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의 중요한 이해 주체는 서로 대립적인 입장을 취

하고 있는 교육부와 대학이 대표적이고, 이를 지지하는 언론이 또한 중

요한 이해 주체가 된다. 박지회, 고장완(2016)이 이해 주체로 포함한 대

학교수는 대학의 입장과 함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해 주체의 관

점을 고려한 교육정책의 분석과 평가를 위해서는 공급자(provider), 수요

자(user), 전문가(professional)와 당국자(authority)의 다각적 측면에서 주

체를 설정하여 이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국내 교육 상황

에 적합하고 필요하다는 점(백순근, 2006)을 고려할 때, 대학구조개혁 평

가 정책과 관련된 중요 이해 주체를 교육부와 대학에 제한하는 것보다

시장 혹은 일반 대중까지 확대하여 다각적 측면에서 의견이나 관심을 분

석해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진단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등교육을 둘러싼 국내 및 국외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사결정은 관련된 광범위한 의견과 자료를 충분히 살피

는 것이 중요하며(Daniel, 2014), 특히 적절한 자료는 고등교육 관련 주

체 간의 경쟁적인 속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Clarke,

Nelson, & Stoodley, 2013). 신문 기사나 정부 보도자료, 홍보자료 등 정

책 과정에서 제공되는 문서들은 정책 이해 주체의 이념 과정(ideological

processes)을 포함하는 것으로(Codd, 1988), 정책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이러한 문서들을 자료로 이용하여 정책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체들이 서로 공유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혹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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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 의미는 무엇인지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당 정책에 대한 합의를 유도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데 도움이 된다(박치성, 정지원, 2013).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에 대해 여러 이해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서 역시 보도 자료와 신문 기사이다. 예를 들어 정

부는 보도 자료나 관련 정부 문서들을 통해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필요성

및 의의에 대해 강조하고 평가지표를 정책 시행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구성하였다고 주장(교육부, 2014c)한다. 대학생들이나 대학 교수, 대학은

기자회견, 집회 주도 및 언론과의 인터뷰, 칼럼이나 사설 기고 등을 통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입장(교수신문, 2011.11.17.; 연

합뉴스, 2015.4.3.; 머니투데이, 2015.4.7.)을 표명하므로 신문 기사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대중과 공유하고자 한다. 특히 교수신문이나 한국대학

신문, 대학저널과 같은 대학전문지들은 이러한 대학의 입장과 관심을 대

변하여 주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반대의견들을 신문 기사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반상진, 2016). 또한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의

신문사가 제공하는 기사들은 찬성 입장에 가깝고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

일보 등의 신문사가 제공하는 기사들은 반대 입장에 가깝다고 이해된다

는 점(반상진, 2016)은 국내 주요한 종합일간지들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나름의 관심과 의견을 갖고 있으며 기사를 통해 일반 대중과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정한 정

파성을 지닌 일부 종합일간지가 아닌 다수의 대표 종합일간지를 살펴본

다면 이들과 소통하는 일반 대중의 관심과 의견, 요구 등을 고루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보도 자료와 같은 교육부 문서와 대학전문지 및 종합일

간지의 기사들을 분석하는 것은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에 대한 각 이해

주체들의 관심과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보도자료 등의 정부 문서와 신문 기사는 국내 연구에서는 주

로 초·중등교육 분야의 교육정책에 대한 내용 분석 및 담론 분석 등 질

적 분석(qualitative analysis) 연구에서 자료로 사용되어 왔는데(김병주,

김태완, 김은아, 2006; 윤창국, 2009; 손준종, 2010; 이민경, 2010; 이상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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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이연선, 2013; 박은주, 박수정, 2014), 아직까지 고등교육 분야의 정

책 분석을 위하여 자료로 사용된 사례는 많지 않고 대규모 자료를 활용

한 경우도 부족하다. 정부 문서와 신문 기사를 활용한 질적 분석 수행

시 연구자가 직접 기사를 분석하고 분류하는 수동 코딩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가치가 들어갈 위험성이 존재(감미아, 송민, 2012)하고,

준비와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대

규모 자료를 효율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제한점(Guo, Vargo, Pan, Ding

& Ishwar, 2016)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료로 다루어야할 신문 기사의 수

가 많은 경우 기존의 질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를 가진다.

증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

여 정책에 관련하여 다양한 접근 방법에 따른 다양한 증거 산출이 필요

하다는 주장(Head, 2010, p.16; Smith & Sweetman, 2010, p.60)을 고려

할 때,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

하고 분석하는데 보도 자료나 신문 기사와 같은 텍스트 형태의 빅데이터

를 활용하여 기존 분석 방법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노력은 특히

평가 대상과 평가 방법의 다원화가 요구되는 교육 분야(백순근, 2009)에

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연구는 교육학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의 수행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보도 자료 형태의 교육부 문서, 대학전문지 및 종합일간지가

제공한 신문 기사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동화된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기법(automated text bigdata analytics)을 적용해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

책과 관련한 주요 키워드와 토픽을 분석,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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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이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교육부 문서와 대학전문지 및 종합일

간지 기사에 나타난 주요 키워드들은 무엇이며,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

이 나타나는가?

둘째,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교육부 문서와 대학전문지 및 종합일

간지 기사에 나타난 토픽들은 무엇이며,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

나는가?

셋째,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교육부 문서와 대학전문지 및 종합일

간지 기사에서 추출된 토픽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며,

관심이 증가하는 토픽들과 감소하는 토픽들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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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대학구조개혁 평가

가.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추진 배경 및 과정

현 정부는 정부 주도로 대학의 양적 규모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

는 대학구조개혁의 추진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대학구조개혁의 핵심적

인 내용은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구조개혁 평가

이다(교육부, 2014a). 교육부(2014a, 2014b)는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배경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어 대학 입학자들의 수가 급감하는 현

실적인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 상황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입학자원

의 감소는 지방대학과 전문대학부터 대학 교육의 질과 상관없이 미충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결국 지역사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

을 것으로 진단하여, 해결이 시급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당면과

제임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반값등록금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등장

하면서 등록금으로 유지하는 부실대학에 대한 국가 재원 투입에 대해 문

제의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대학의 경영개선이나 교육의 질 개선요구

가 대두된 것도 대학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게 된 중요한 추진 배경 중

하나로 보았다. 이에 더하여 노동시장과 대학 배출 인력의 미스매치로

확인할 수 있는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 변화와 과다한 고등교육 기관의

수 및 사립대학의 급증에 기인한 고등교육의 기형적 구조 또한 중요한

문제 상황으로 대두되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

및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추진되었다(이기종, 2015). 즉, 대학구조개혁 평

가 정책은 우리나라 대학의 질적, 양적 변화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제

고 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와 현재 대학이 직면한 대내외

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동시적으로 맞

물려 추진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학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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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와 방향이 설정될 수 있었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주도의 구조개혁을 강

조하여(박지회, 고장완, 2015; 반상진, 2016)「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

안)」(교육부, 2013)을 통해 대학평가체제의 변화를 예고한 후, 이를 발

전시켜「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교육부, 2014a)을 통해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구체화하였다.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2014년 1월 29일 추진 계획

이 발표된 이후 세부 내용과 절차, 지표가 마련되었는데, 2014년 5월부터

9월까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주관으로 구체적인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가 이루어졌고, 6월에 한국교육개발원(이하 KEDI)이 대학구조

개혁 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9월과 11월에 두 차례의 「대학 구조

개혁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렵

과정을 거쳤다. 이후 교육부가 2014년 12월 23일 「2015년 대학 구조개

혁 평가 기본계획」(교육부, 2014b)을 발표하고 KEDI 내 대학평가본부

가 12월 29일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방안 설명회」를 개최해 대

학구조개혁 평가 편람을 공개하면서 각 대학에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위

한 구체적 내용이 전달되었다. 일반대, 산업대와 전문대를 포함한 전국의

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2015년 4월부터 8월까지

시행되어, 2015년 8월 31일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다. 평가

결과 66개 대학이 미흡 수준으로 판정되어 이들 대학에 대해 맞춤형 컨

설팅을 실시하였고, 컨설팅을 통해 제시되었거나 대학이 자율적으로 추

진한 이행 과제들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 발표(교육부, 2016a)를 통해

2017년 정부재정지원 제한의 정도를 구분하고 후속 조치를 명시하므로 1

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한 대학의 개혁 유도 조치 전 과정을 시행

하였다. 구체적인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추진 과정은 다음 표 II-1

에 제시하였다.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교육부, 2014a)에서 명시한 1주

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계획한 바와 같이 2014년부터 준비되어 2016년

까지 시행되었다. 즉,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이루어진

2014년 1월 이후 2014년 12월 기본 계획 수립까지 약 11개월의 준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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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소요되었고, 실제 전국 대학에 대한 대학구조개혁 평가 시행은

2015년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그룹으로 분류된 대학들이 대상이 된 후속 조치인 맞춤형 컨설팅 실

시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약 3개월 간 이루어졌고, 컨설팅

이행 점검 결과에 기초한 2017년 재정지원대학 발표까지 실제 대학들의

컨설팅 이행계획서 실행 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약 6개

월이 소요되었다.

<표 II-1>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추진 과정

일 시 내 용

2013년 8월 1일

2014년 1월 29일

2014년 4월 7일

2014년 6월

2014년 5월~ 9월

2014년 9월~12월

2014년 9월 30일

2014년 11월 11일

2014년 12월 1일

2014년 12월 24일

2014년 12월 29일

2015년 4월 3일

2015년 4월 28~30일

2015년 5월

2015년 6월

2015년 7월

2015년 8월 31일

2015년 10월 27일

2015년 11월~2016년 2월

2016년 2월

2016년 3월

2016년 7월

2016년 9월 5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발족 및 회의 개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김희정의원 대표 발

의) 공청회 개최

한국교육개발원(KEDI) 대학구조개혁 평가 수행 기관 지정

대학구조개혁평가 방안 정책연구

대학협의체, 대학평가담당자 협의, 한국교육개발원 TF팀 연구,

대학별 제안사항 검토 등 의견수렴

대학구조개혁평가 1차 공청회 개최

대학구조개혁평가 2차 공청회 개최

한국교육개발원 내 대학평가본부 신설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확정 발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방안 설명회 개최

1단계 자체평가보고서(정성평가용) 제출

1단계 일반대 면접 평가 시행

1단계 정량평가용 지표별 평가자료 및 증빙자료 제출 완료

(일반대 4일, 전문대 11일)

전문대 면접평가 시행, 일반대 2단계 자체평가 및 자료제출

일반대 대상 2단계 서면 및 현장방문평가 실시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발표

대학별 맞춤형 컨설팅 설명회 개최

대학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컨설팅 학교의 구조개혁 이행계획서(과제추진계획서) 제출

구조개혁 이행계획서 실행 시작

맞춤형 컨설팅 이행점검 실시

대학구조개혁 후속 맞춤형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 발표

출처: 김지은, 백순근(2015).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한 대학구조개혁 평가

의 쟁점 분석, p.413 표 1을 수정 보완하였음.



- 11 -

나.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평가 내용 및 방법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나타난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로 하고, 본교와 분교를 구분하였다(교육

부, 2014b). 단, 재학생 정원 전체가 종교 지도자 양성 목적 학과인 경우,

혹은 예체능 계열 학과인 경우, 신설, 전환, 통폐합으로 인해 2015년 현

재 편제완성 후 2년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을

해당 대학이 선택할 수 있고, 이외의 기타 대학에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기를 주장하는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외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 제외 대상 대학들에 대해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은 허용되지만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는 제한된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총 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정

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

소들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평가(교육부, 2014b) 형태의 1주기 대학구

조개혁 평가가 진행되었다.

일반대를 대상으로 한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단계평가를 적용하였는데,

구체적인 평가 내용과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교육부, 2014b, 교육

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 1단계 평가에서는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

지원, 교육성과 항목 하에 정량지표 6개, 정성지표, 5개, 정량, 정성지표

1개의 총 12개 평가 지표를 이용하는데, 정량지표는 절대평가로 하여 만

점에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정성지표는 5등급 평가 척도로 등급을 부여

하는 정성적 평가 방식으로 점수를 산출하여 총 60점이 되도록 지표 마

다 배점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정량지표의 경우 최근 3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므로 단기적인 노력이 아닌 중장기적이

고 지속적인 노력을 포함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1단계 평가를 통해 총

점에 따른 비율과 대학 간 점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상

학교들을 그룹 1과 그룹 2로 나누었는데, A등급은 평가지표 중 교육여

건 항목은 만점이면서 나머지 지표에서 만점의 80%이상을 획득한 대학

이 해당되도록 하였고, 나머지 A등급을 제외한 그룹 1 내 대학들을 B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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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과 C등급으로 구분하여 그룹 1로 분류하였다. D와 E등급 대학들은 그

룹 2로 분류되어 이들 대학만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시행하였는데,

중장기발전계획, 교육과정 및 특성화의 3개 항목 하에 6개 지표를 이용

하여 총점 40점을 만점으로 하며 각 지표에 대해 평가 위원이 정성적 평

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점수 산출이 이루어졌다. 2단계 평

가 대상인 대학들의 최종 점수는 1단계 평가 점수와 2단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D와 E 등급을 결정하였다. 다음의 표

II-2은 대학구조개혁 평가 시 일반대학을 대상으로 적용한 평가 항목과

구체적인 지표, 배점이다.

<표 II-2> 일반대 대상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1, 2단계 평가지표와 배점

단계
(100) 항목 평가 지표

1단계

평가

(60)

교육여건 (18)

전임교원 확보율(8) (국사립 구분)

교사 확보율(5)

교육비 환원율(5) (국사립 구분)

학사관리 (12)
수업 관리(8)

학생 평가(4)

학생지원 (15)

학생 학습역량 지원(5)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3)

장학금 지원(5)

취·창업지원(2)

교육성과 (15)

학생 충원율(8) (수도권/지방 구분)

졸업생 취업률(5) (권역 구분)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2)

2단계

평가

(40)

중장기발전계획

(10)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5)

중장기 발전계획과 학부(과) 및 정원 조정의 연계성(5)

교육과정 (20)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 (5)

전공능력 배양을 위한 전공 교육과정 (5)

교육과정 및 강의 개선(10)

특성화 (10) 특성화 계획의 수립, 추진, 성과(10)

출처: 교육부(2014b).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안). pp.4~5. 일반대학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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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의 경우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특성에 맞는 지표로 일괄적

인 단일평가를 실시하며 표 II-3에 제시된 6개 항목 16개 평가지표를 이

용하여 평가한다(표 2). 일반대와 마찬가지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모

두 사용하며 지표별 점수 산출 방식도 일반대학과 동일하지만 단계평가

가 아닌 단일평가를 하였다. 전문대에 대한 평가 결과 최종 합산 점수에

따라 A부터 E등급까지 결정하고, A등급은 교육여건 항목에서 만점을 받

고 나머지 지표에서 각각 만점의 80%이상을 획득한 대학에게 부여하였

다. 일반대학 평가와 마찬가지로 자료 검증 및 확인 과정을 거치고 평가

결과 역시 재정지원과 연계하였는데, D와 E등급 학교의 경우 정부 재정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도록 하였

다.

<표 II-3> 전문대 대상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평가 지표와 배점

항목 (100) 평가 지표

교육여건 (20)

전임교원 확보율(8) (국공립/사립 구분)

교사 확보율(6)

교육비 환원율(6)

학사관리 (13)
수업 관리(8)

학생 평가(5)

교육과정 (20)

직업기초 교양 교육과정(5)

현장 중심의 전공 교육과정(10)

현장실습 교육(5)

학생지원 (22)

학생 학습역량 강화(5)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5)

장학금 지원(5)

취·창업지원(7)

교육성과 (20)

학생 충원율(8) (수도권/지방 구분)

졸업생 취업률(10) (계열별·성별 고려, 권역 구분)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2)

특성화 (5) 특성화 계획의 수립, 추진 성과(5)

출처: 교육부(2014b).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안). p.6. 전문대학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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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와 전문대 모두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위하여 최근 3년간 자료

를 활용하였는데, 각 대학이 최근 정량지표에 관한 자료와 정성지표에

해당하는 자체평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과거 2년 간 정량 지표 자

료에 한해서는 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에 대

해서는 정보공시와의 대조, 현장 실사 등으로 실제 확인을 거치는 등 검

증을 실시하여, 제출한 자료의 오류 또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해당 대학

의 소명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에 페널티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 등을 통해 제재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

다. 또한 최근 3년간 고등교육법에 따른 행정적 재제나 감사에 따른 교

육부의 처분을 받은 경우와 같이 부정 및 비리가 발생한 대학은 구조개

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점 및 등급 하향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다.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특징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2015년 4월부터 8월까지 시행되어 8월 31일 결

과가 발표되었다. 총점을 고려한 비율과 대학 간 점수 차이를 고려하여

우선 그룹 1과 그룹 2로 구분한 후, 그룹 1 내에서 세 개의 등급을 구분

하였는데 1단계의 총점이 60점이므로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A등

급은 95점 이상, B등급은 90점 이상, 90점 미만은 C등급으로 구분하였다

고, 그룹 2 내에서는 70점 이상을 D등급, 70점 미만을 E 등급으로 구분

하였다(교육부, 2015). 이러한 등급에 따라 교육부는 차등적으로 정원감

축 비율을 권고하였는데, A등급의 경우만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도

록 하고 기타 등급의 경우에는 일정 비율을 정하여 권고하였다. 등급에

따른 학교 수와 해당하는 정원감축 비율은 다음의 표 II-4와 같다.

실제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은 2014년 김희정 의원 등이 발의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910421, 2014.04.30.)

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강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교육

부는 재정지원사업 및 대학 체제 개편을 위한 맞춤형 대학 컨설팅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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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감축을 이행하도록 유도하였다. 정부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는 정도를 포함하여 등급에 따른 구조개혁 조치의

자세한 내용을 다음의 표 II-5에 정리하였다.

<표 II-4 >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구분결과 및 정원감축 비율

그룹

등급
학교
감축비율

그룹 1 그룹 2 기타

A B C D E 평가제외

일반대 34교 56교 36교 26교 6교 29교

감축비율 자율감축 4% 7% 10% 15% 7%

전문대 14교 26교 58교 27교 7교 2교

감축비율 자율감축 3% 5% 7% 10% 5%

출처: 교육부(2015).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 p.3 표 <등급구분 기준 및 학교 수>

와 <정원감축 비율> 재구성

<표 II-5>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등급에 따른 2016년 대학구조개혁 조치

등급 구조개혁 조치

A등급 정원 자율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B등급 정원 일부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C등급 정원 평균 수준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D등급

80점

이상

정원 평균 이상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기존 지속, 신규 제한,

국가장학금 II유형 신편입생 지원제한

80점

미만

정원 평균 이상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기존 지속, 신규 제한,

국가장학금 II유형 신편입생 지원제한, 일반학자금 신편입생 50%

제한

E등급
정원 대폭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전면 제한, 국가장학금 I,·II유

형 신편입생 지원제한, 일반·든든 학자금 신편입생 100% 제한

출처: 신현석(2016).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쟁점과 과제. p.11 표 5 와 교육부(2015).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 p.7 <‘16년 그룹2 재정지원 제한 범위>의 내용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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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2에 해당하는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66개 대학에 대해서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총 3차례의 맞춤형 컨설팅이 지원되었

는데,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컨설팅을 제공한 후 이행과

제를 제시하여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지원하였다(교육부, 2016a). 그룹 2

에 해당되었던 일반대와 전문대 총 66개 대학 중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

된 61개 대학의 이행과제 추진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컨설팅 과제 이행

점검 결과(교육부, 2016a), 이행계획의 충실성과 1차년도 목표 달성 여부,

미흡한 지표 개선 정도의 세 영역을 통과한 25개교(일반대 10개교, 전문

대 15개교)에 대해 2017년 재정지원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였다. 이행점

검의 세 영역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역만 통과한 14개교(일반대 7개

교, 전문대 7개교)는 그룹 2로 분류되어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과

같은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속할 수 있지만 2017년 신규 사업은 제

한되도록 하였다.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영역을 미통과하였거나 세 번째

영역이 현저하게 낮은 22개교와 정상화 선결과제를 갖고 있어 과제추진

계획의 충실성과 구체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시컨설팅을 제공

하는 5개 대학 경우는 그룹 3으로 구분되었고 2017년 정부 재정지원사업

을 전면 제한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였다. 이 중 16개

대학은 국가장학금 II유형 제한과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되

고, 상시컨설팅 대학을 포함한 11개 대학은 국가장학금 I·II 유형 제한과

학자금 대출 100%가 제한된다. 특히 상시컨설팅 5개 대학은 필요시 학

사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대학 정상화 및 통폐합,

퇴출 등의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이전 대학평가와 다른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

징이 있다.

첫째,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중장기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주기별 평가

로 계획, 시행되었지만 한시적인 평가이다.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2014년

부터 2022년까지 구조개혁 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3주기1)로 나누어 시행

하도록 계획되었다(교육부, 2014a). 단기적, 일회적인 평가가 아니라 지속

1) 1주기: 2014년~2016년, 2주기: 2017년~2019년, 3주기: 2020년~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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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주기적으로 대학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장기적이고 꾸준한 대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된 대학 평가이지만, 전체 정책 시행 기간

이 8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대학인증평가와 같이 평가 종료 시점이 정해

지지 않은 대학평가와는 차이가 있다.

둘째,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을 활용해 일정 점수 기준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 5등급 평가이고, 특히 일반대학을 대상으로 한 평가

의 경우 단계평가의 특징이 있다.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

획(안)」(교육부, 2014b)에 따르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각각에 대해 대

학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해 대학을 5개 등급으로 구분

하였다. 이 때 전문대학의 경우 단일평가를 실시하였고 일반대학의 경우

단계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상위 3개 등급을 그룹 1로 분류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하위 2개 등급을 그룹 2로 지

정하여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에 제한을 두

며 대학 체제 개편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발전 방안을 이행

하도록 하였다. 대학인증평가의 경우 최소 기준에 비추어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언론기관 대학 평가의 경우 상대적인 대학의 순위를 제공

하지만,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차등적인 조치를 취하여 전체 대학들이 각 등급을 유지하거나 발전시키

기 위해 지속적으로 구조개혁을 위해 노력하도록 체계화하였다. 특히 일

반대학의 경우는 단계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하위 그룹에 속한 대학들의

경우 2단계 평가를 통해 대학의 노력을 중장기 발전계획과 교육과정, 특

성화 측면과 같은 대학교육의 질 제고에 보다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셋째,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특정 목적을 지향하는 대학평가(김태수,

2015)이다.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학령인구의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 대학 입학정원의 총량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고자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2014년에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910421, 2014.04.30.)의 국회통과가 무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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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00370, 2016.6.21.)도 국회통과가 지연되

는 등 현행법상 정원감축을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정원 감축을 강제할 수 없는 대신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에 제한을 두는 등 재정지원과 연

계하므로 실질적으로 대학이 정원 감축을 시행하도록 다양한 연계 조치

를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다.

2.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가. 선행연구의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 분석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대학 구조개혁 정책 전체

에 대한 논의 중 한 부분으로서 평가가 갖는 정책수단으로서의 중요성과

의미, 관련 쟁점 및 과제를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분석의 틀을

설정하고 구분한 항목에 각각 초점을 맞추어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에

대한 쟁점을 분석, 정리하며 시사점 또는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

이영(2014)은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비교

하고 이에 근거하여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는데, 대

학구조개혁 정책의 내용 중 대학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춘 분석과 제

안도 구체적으로 함께 제시하였다.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이전 정부

와 현행 정부의 정책을 평가방식, 연관된 교육·연구지원 사업 항목에서

대학구조개혁 정책 내용 중 평가와 관련된 측면, 접근 방식과 지향점, 구

조조정 방식, 장점, 단점, 정치적 수용성 등의 측면에서 대학구조개혁 정

책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학을 평가할 때 충원률과 취업률 등 시장 신호

를 존중하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되어야 하고 정성평가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 의존하는 것이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태수(2015)는 대학평가 제도를 정부가 사립대학에 개입하는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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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고등교육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초기부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이

르기까지 평가대상, 평가 범위, 평가주체, 평가 절차 및 기준과 평가 결

과 활용에 대한 추이를 분석, 정리하였다. 특히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살

펴보며 강요적 정부개입의 형태임을 주장하고, 대학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큰 반면 방향성과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지적하였

다.

강창동(2015)은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정책의 대두 배경, 해결접근 준

거, 정책분석 준거의 흐름에 따라 비판적으로 살펴보면서 특히 정책목적,

정책 내용, 정책 결과라는 정책의 흐름 안에서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분

석하여 목적의 모순성과 평가 내용의 오류성, 평가 결과의 정치성을 지

적하였다. 대학구조개혁 평가로 인해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간 정원 감

축의 정도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지적하였고, 취업률과 재

학생 충원율,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등 평가지

표의 구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러한 지표들이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

기 위해 타당한 지표인지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기종(2015)은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배경과 쟁점 및 대안에 관한 연

구에서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평가의 기본 요소인 목적, 주체, 대상, 기준

, 방법을 준거로 쟁점을 도출하였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대상은 정해져

있어 쟁점 도출의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주체 측면에서 대학

시장의 자율적인 구조개혁 평가를 지향할 것인가 혹은 정부 주도의 평가

를 지향할 것인가의 문제, 목적 측면에서 경쟁력을 잃은 대학을 폐교시

킬 것인가 혹은 대학별로 일정 비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해야 하는가의

문제, 기준 측면에서 평가 준거의 타당성 문제에 대한 쟁점이 존재함을

주장하였다.

반상진(2016)은 정원 감축을 지향하는 현행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목표

와 수단에 내재하는 정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치 분석 모형을

활용하였다. 모형의 주요 내용인 정책관여자, 동기, 신념, 자원, 장소, 교

환 변수를 분석 틀로 사용하여 각각 측면에서 쟁점을 도출하였고, 대학

의 서열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고 단순히 고등교육기관의 덩치를 줄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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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현재 구조개혁 평가의 지향성의 문제점에 대해 지

적하였다. 이 연구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연구의 핵심 내용으로 설정하

였지만 연구 내용의 많은 부분에서 대학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

구조개혁 정책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도 함께 담고 있다.

신현석(2016)은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추진 방향, 추진 내용, 추진 방

법, 결과 활용 요소 측면에서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았는데, 추진 내용,

추진 방법과 결과 활용 측면에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해 쟁점과 제안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고, 일괄적으

로 시행되는 고부담 평가이기 때문에 민관협력이 가능한 평가 전문기관

을 설립하는 등의 노력으로 평가 주관 기관에 집중되는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평가도구로서의 기본 요건인 타당성과 신뢰

성을 확보하고 대학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표를 발굴하며

점진적으로 평가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하여 대학의 자율

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과

제로 설립별, 규모별, 권역별 대학의 특성을 고려해 조금 더 세분화된 맞

춤형 평가를 시행하여, 기존의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

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학의 질을 도모하는 것을 제안하였

다. 경험적인 연구들을 통해 현재까지 시행된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실

제 선순환 사례에 대해 대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도 강조하였다.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을 분석한 이와 같은 연구들은 정책의 특성

및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의 이론과 연구자의 연구 역량에 근

거하여 분석의 틀을 설정하고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측면에서 논의를 전

개하고 있다(표 II-6 참조). 반상진(2016)은 정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

하여 정치모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분석의 초점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 외의 연구는 모두 평가목적, 평가 방식, 내용에 대한 분석 항목을 분

석 요인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영(2014)과 강창동(2015), 신현석(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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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분석과 논의를 진행하였고, 김태수

(2015), 이기종(2015), 반상진(2016)은 평가 주체에 대한 분석에도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분석 틀을 종합하였을 때,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평가목적, 평가방식, 평가의 이해주체,

평가 결과활용에 관심을 집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II-6>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선행연구의 분석 틀

선행연구 분석 요소 세부 기준 또는 내용

이영(2014)

평가방식

연관된 교육·연구

지원 사업

평가체제, 정성 vs 정량평가, 절대 vs 상대

평가, 과정 vs 성과평가

정성, 과정 평가 vs 정량, 상대평가

김태수(2015)

평가주체

평가목적

평가방법

정부개입의 특징

평가과정별, 평가단계별 주체

보편적 목적 vs 특정 목적 지향적

절대 vs 상대평가, 강제 vs 자율평가

선택적 개입 vs 강요적 개입

강창동(2015)

평가목적

평가내용

평가결과

모순성

오류성

정치성

이기종(2015)

평가주체

평가목적

평가준거

대학시장 자율 vs 정부

폐교 vs 정원 조정

평가준거의 타당성

반상진(2016)

정책관여자

동기

신념

자원

장소

교환

찬성집단, 반대집단, 관망집단

도입배경 및 방향, 얻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

패러다임

자원의 유형

정책결정을 위한 장소 유형

정책결정의 역동적 과정

신현석(2016)

추진내용

추진방법

결과활용

타당성, 충실성

절차적 합리성, 수단의 적합성

결과의 유효성, 활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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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행연구의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 분석 내용

선행연구의 주요 관심인 평가의 목적, 방식, 주체, 결과 활용 측면에서

내용을 종합하여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와 특징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의 목적은 분명하지만 정치적 목적도 내

포되어 있다는 논의들이 다수 나타났다. 현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은 “획

일적인 정량평가를 극복하는 맞춤형 대학평가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 수

요자 관점에서 부실대학은 확고히 정리하되, 나머지 대학의 특성화 발전

을 유도하는 방식”(박춘란, 2014, p.76)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즉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새로운 방식의 대학 평가를 통해 고등교육의 질

적 제고와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지방대, 전문대의 타격과 지역의 위기 가능성을 선

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기초한 것으로,

교육부(2014a)가 명시한 바와 같이 지방대 살리기도 중요한 목적 중 하

나이다. 이에 대해 강창동(2015)은 실제로 수직적 해결책인 평가 경쟁을

통한 대학의 등급화 방식을 채택하여 실행하므로 지방대와 지역을 살리

고자 하는 수평적 분배 해결책으로서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목적은 달

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반상진(2016)은 정치적 관점에서 대학구조

개혁 평가가 대학정원을 축소하기 위한 기능적인 도구의 목적으로 사용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윤지관(2014), 서민원(2014), 강창동(2015), 신

현석(2016) 등은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정부가 대학을 통제하려는 목적

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에 대해 신현

석(2016)은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정치적이고 기능적인 목적이 아니라 궁

극적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

지고 대학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평가 방식 측면에 있어서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은 이전의 대

학평가에서 활용되지 않은 정성평가와 절대평가를 도입한 새로운 대학

평가체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우려와 개선 요구가 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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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기존 대학평가와 달리 최근 3년간의 종

단 자료를 이용하여 정량평가를 수행하며, 정성평가 항목을 도입하고 절

대평가를 시행하고 있어 새로운 대학 평가체제라고 표현되고 있다(교육

부, 2014). 이는 평가를 위한 단기적인 대학의 변화가 아닌 근본적으로

꾸준히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가치를 두기 위한 것이다(박춘란,

2014).

하지만 여러 선행연구들은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정성평가에 대해 의

문을 제기하였다. 김경섭(2014), 서민원(2014), 오대영(2014), 김명환

(2015), 이기종(2015) 등은 정성평가를 위한 평가단의 운영 측면에서 한

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평가대상 대학을 평가하는 평가

팀이 여러 개가 운용되기 때문에 평가팀, 많은 평가위원들의 주관성을

통제하여 평가의 동등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적이다. 또한 김

경섭(2014), 김신영(2014)은 정원감축과 연결되는 고부담 평가인 대학구

조개혁 평가가 평가지표의 내용과 준거, 기준이 명료하게 나타나지 않은

정성평가로 양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질적이고 특징적인 대학의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지 그 변별력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지적하며

치밀한 준비와 운용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신정철(2016)도 대학의 여

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성과를 낼 수 없는 대학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

려운 대학을 구별해 내는 것에 대학구조개혁 평가 지표의 초점이 있어야

하므로 성과지표가 아닌 여건지표를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주장하여, 구조개혁에 적용할 평가지표라는 지표 타당성의 확보가 필

요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평가지표가 갖는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

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강남훈, 2014; 강창동, 2015; 김명

환, 2015). 상대적으로 부실대학에 가까운 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 우수

한 대학을 선정하는 지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이상

연, 2012), 평가 지표는 대학의 경쟁력을 재고 있다하기에 너무 제한적이

고, 몇 개의 지표로 모든 대학을 평가하는 것은 대학의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행태임을 강조하기도 한다(신현석, 2012). 반상진(2016)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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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표 관련 의문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학에게 구조개혁을 권고하기

충분한 기준 값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김신영(2014)은 이와

관련하여 교육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과정 지표가

일반대학 평가의 경우 1단계에 포함되지 있지 않아 대학구조개혁 평가지

표가 고등교육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평가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해 논란

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한편 선행연구들은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평가지표가 갖는 구체적인

한계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서민원(2014)은 정성지표의 평정척도로 5점

척도를 사용하는 것은 평가 대상이 많은 경우 변별력 있는 평정이 어려

운 한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대학알리미 데이터를 활용하여 129개 전

문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개혁 정량지표의 점수를 산출한 김명수

(2015)는 전문대학을 변별력 있게 평가하기에는 정성평가가 한계를 지니

고 있어 전문대학들이 정량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대비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강성환, 한대희(2015) 또한 2011년 이후 전

문대학들이 다양한 평가에 참여하면서 정량지표 값의 수준이 상승 평준

화하여 정량지표의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밀한 보완

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평가방식은 강제적, 일괄적 평가의 특징을

가진다(김태수, 2015; 안관수, 이은영, 2015). 자율적인 평가 요청이나 선

별적 평가가 아니라,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하되 예외 대학에 대한 규정

에 부합하는 경우 그 대학은 제외 여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대학

구조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만 제외되어, 사실상

모든 대학에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해 평가를 시행하는 강제적 평가 방

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경섭(2014), 오대영(2014), 신정

철(2016)은 고등교육의 중장기적 수요를 반영한 계획에 따라 진행하거나

국공립대와 사립대, 수도권대와 지방대 등 다양한 유형과 특성의 대학들

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수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

었다.

셋째,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의 이해 주체 측면에서 교육부와 대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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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뚜렷한 주체이지만 나아가서 일반 대중이나 지역 사회, 국가 등도

중요한 관련 이해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대학구조개혁은 정부 주

도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는 구조개혁이 필요하

다는 의견을 기초로 추진 계획이 마련되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새로

운 평가 체제로서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진행되었다(박춘란, 2014). 따라

서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시행을 추진한

평가자로, 핵심적인 이해 주체이다. 더불어 구체적인 지표를 고안, 확정

하고 실제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KEDI 내 대학평가본부와 평가결과에

따른 최종 판정기능을 담당하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도 평가주체에 포함

될 수 있다(김태수, 2015).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이해 주체로서 피평가자

는 대학이 가장 분명하다. 그리고 대학구조개혁 평가 계획 등에 명시된

평가자나 피평가자는 아니지만 관련된 이해 주체로서 박지회, 고장완

(2016)은 대학교수도 포함하였고, 안관수, 이은영(2015)은 범위를 넓혀

대학행정직원, 학생, 학부모, 사회 등 다양한 구성원들을 포함시켰다. 또

한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평가를 통해 대학에 미친 영향이 해당 대학이

위치한 지역사회에도 전달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 정책이므로, 국가

와 지역사회 또한 가능한 이해 주체가 될 수 있다.

넷째,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결과 활용 측면에서 방법 측면과 마찬가지

로 여러 가지 논란과 갈등이 존재하였다.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지

방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가장 대표적이다. 대학구조개혁 평가

를 시행하기 이전에는 지역이나 설립 특성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대학이 등급판정에 불리하므로 결국 지방대학의 정원축소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였다(국민일보, 2014.1.29.; 김

경섭, 2014; 오대영, 2014,). 대학구조개혁 평가 시행 후 결과 발표에서

교육부(2015)는 지방소재 대학이라도 교육의 질이 높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대학은 좋은 평가를 받았고,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

과에 기초하여 정원감축 정도를 제시하므로 기존의 수도권과 지방 간 불

균형적인 정원 감축이 상당히 격차를 줄이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

만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6)은 대규모 대학의 71%가 A, B등급인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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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대학의 65%가 C~E등급에 속하였다고 분석한 결과(김태년 의원

실, 2015)에 근거해 서울과 수도권의 대규모 대학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 결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유은혜 의원실(2016)에 따

르면 2013년에 비해 2016년에 감축되는 정원의 77%가 지방대학이 차지

하여 지방대에 불리한 평가 결과가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다시 교육부(2016b)는 자율적 정원 감축의 경우 70%이상이 지방대학에

집중되었으나 2017년~2018년에 시행하게 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따

른 추가 감축은 수도권 대학이 50%이상을 차지하여 점차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완화될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이와 같이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의 활용에 있어서 지방대학이 직면하게 될 영향, 특히 정원감축 정

도에 대한 관심과 시각차, 논란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른 컨설팅 지원에 대한 시

각차도 존재하였다. 하위 그룹 대학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

팅 대상 여부의 기준으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사용하였는

데, 이에 따라 D등급과 E등급을 받았던 일반대 32개교와 전문대 34개교

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되었다(교육부, 2016a). 컨설팅을 통해 대

학개혁 및 발전 계획의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고 컨설팅 후 각 대학들의

실제 이행을 점검하여 교육의 질이나 여건이 부족한 대학들의 실질적인

발전을 유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현석(2016)은 궁극적으로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대학의 질을 제고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하위권 일부 대

학이 아닌 상위권 대학들에 대해서도 컨설팅이 제공되어 전반적인 교육

의 질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다. 선행연구의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 분석 방법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을 분석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형태의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나 설문지를

통한 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양적 접근 방법을 수행한 연구들이 다수

있었다. 김성열, 오범호(2014)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지표에 대한 실증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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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수행하였는데, 66개 대학의 정량지표 자료를 활용하여 모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대학별 정원감축 규모를 추정한 후, 이러

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구조개혁 평가 모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에 따라 지역별 설립별 감축규모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특히 김명수

(2015)와 강성환, 한대희(2015)는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정량평가 지

표를 대학알리미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므로 전문대학 평가를

위하여 정량평가 지표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상연(2013)과 김미란 외(2014), 권기석(2016)의 연구는 정책 관

련 이해 주체들의 인식과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상연(2013)은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해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고, 김미

란 외(2014)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

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기존 구조개혁 및 평가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면담,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 및 관련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신뢰성과 타당성,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

지를 탐색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최근에는 권기석

(2016)이 전국의 대학교수 1,000명에 대한 웹 서베이와 일반국민 500명

에 대한 전화면접을 통해 대학구조개혁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

데, 대학구조개혁의 방법론 영역의 질문으로 대학구조개혁의 기준, 방식,

수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대학구조개혁의 기준이나

수단에 있어서는 대학교수와 일반국민의 의견에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나

타나지 않았지만,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대학교수는 시장

에 맡기는 방식에 절반 이상 동의하는 반면 일반국민의 경우 절반이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대학교수 집단과 일반국민 집단 간 의견의 간극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대학통계 자료를 활용해 현재 대학과 평가지표

의 특성에 대해 현황을 분석하거나 실제 수집된 응답자의 응답 정보를

활용해 향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둔 양적 접근 연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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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대학통계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대학구조개혁 평가 지표 중

정량 지표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어 정성 지표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

한 다양한 측면의 논의를 끌어내기 어렵다. 또한 정책 이해 주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의 방향을 제안한 연구들의 경

우는 설문지나 면접, 협의회 등을 통해 연구자의 편의에 의해 조사한 일

부 대상자들에게만 의견을 수렴하므로 응답의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응답 결과에 기초해 정책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을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문헌 자료

등을 활용한 질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였다. 김신영(2014), 박춘란(2014),

오대영(2014), 이영(2014), 강창동(2015), 김태수(2015), 서민원(2014), 이

기종(2015), 반상진(2016), 신정철(2016), 신현석(2016) 등 대학구조개혁

정책과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논의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연구자의 연

구 역량을 바탕으로 선행연구나 교육부 자료, 신문 기사 등의 질적 자료

를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연구자의 논점의 근거로 인용하며 대학구

조개혁 평가의 특징과 쟁점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질적

자료를 활용하는 접근 방법은 중요한 논점을 심도 깊게 분석하고 논의할

수 있다는 중요한 장점이 있지만, 연구자의 역량이 중요하며 일부의 자

료만을 근거해 분석을 수행하고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을 충분하게 통제

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도 함께 갖는다(윤견수, 2005; 김병섭, 2010,

p.593; 감미아, 송민, 2013).

셋째, 최근 조사연구나 문헌연구와 같은 기존의 연구 방법에서 벗어나

비정형자료인 텍스트를 활용하여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해 접근한 연구

들이 등장하였다. 이기종(2015)은 무작위로 선정한 신문 기사 30개에서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관련된 키워드를 추출하여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어떤 키워드가 얼마나 연결정도가 높은지를 이용하여 대학구

조개혁 평가에 대한 관심을 시각화하였다. 이를 통해 ‘평가지표’와 ‘대학

구조조정’, ‘구조개혁법안’, ‘사립대학’, ‘국공립대학’이 관심의 정도가 높은

키워드임을 보이고 이에 대한 논의와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방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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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을 제시하였다. 권기석(2016)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학’과 ‘개

혁’ 키워드를 동시에 입력하여 검색된 네이버 뉴스 기사와 블로그를 수

집한 후,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여 중심 집단을 형성하는 키워드로 ‘교

육부’, ‘평가’, ‘정원’, ‘구조조정’, ‘감축’ 등이 나타남을 보였다. 네트워크에

서 상대적으로 긴밀한 키워드를 묶어주는 군집화 분석을 연도별로 수행

하여 관심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시각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

에 근거하여 대학구조개혁과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출현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두 연구는 모두 신문 기사라는 언론 자료를

이용하였고 단어들이 동시출현(co-occurrence)하는 빈도를 활용하여 단

어 간의 관계를 연결망 형태로 제시할 수 있는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

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기종(2015)의 연구는 대학구조개혁 평

가를 다룬 신문 기사 중 일부인 30개만을 활용하였고, 권기석(2016)의 연

구에서는 정확히 몇 개의 언론기사와 블로그 기사를 활용하였는지에 대

한 보고가 제공되어 있지 않다. 권기석(2016)의 연구는 또한 대학구조개

혁 평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며, 결과 해석도 네트워크 군집으로 나

타나는 중심 단어를 지적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한계가 있다. 김지은, 백

순근(2016)은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과 관련한 10대 일간지 신문 기사

를 수집하여 LDA 기반 토픽 모델링을 적용해 분석하므로 텍스트 자료

를 정책 분석에 활용하였는데, 많은 양의 신문 기사 자료를 분석하는 토

픽 모델링의 방법론적 효용성을 확인하였고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관심이 존재함을 실증하였다. 하지만 사용한 데이터의 크

기가 충분하지 않아 소수의 토픽만이 추출되었고 탐색적 성격의 연구이

므로 다양한 작성 주체의 관심 토픽을 분석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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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빅데이터와 분석 기법

가. 빅데이터의 정의

빅데이터란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양이나 단위의 관점에서 기존의 관

리 및 분석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데이터의 집합을 의

미(Manyika et al., 2011)하는데, 아직 어느 정도의 구체적 기준을 넘어

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의된 바가 없다. 초기에는 데이터의 양을 의미

하는 규모(volume), 데이터의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는 다양성(variety),

데이터가 이동, 생산, 처리, 분석되는 속도와 관련된 속도(velocity)에 주

로 초점을 맞추어 3V를 갖춘 경우를 빅데이터로 정의하였다(Laney,

2001; McAfee, Brynjolfsson, Davenport, Patil, & Barton, 2012). 이후 날

씨나 경제 등과 같은 데이터 자체의 본질적인 불확실성 개념인 정확성

(veracity) 개념을 추가하여 4V로 정의하기도 하고(정지선, 2011; IBM

비즈니스 가치 연구소, 2012), 최근에는 어떤 정보를 발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목적으로서의 가치(value) 측면을 추가하여 빅데이터를

5V로 표현하기도 한다(White, 2012; del Río, López, Benítez & Herrera,

2014; Einav & Levin, 2014; Daniel, 2015).

사회 과학에서 빅데이터는 연구자가 전체 데이터의 대표적인 표본(a

representative sample of the entire dataset)을 직접 수동 코딩(manual

coding)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의 거대한 양을 의미한다(Riffe, Lacy &

Fico, 2014, p.92)고 알려져 있다.

빅데이터는 생성주체, 데이터 유형과 데이터 수집방식에 따라 다음의

표 II-7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 클라우드, 소셜 네트워

크 서비스 등의 등장과 확대로 인해 숫자 형태의 정형데이터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데이터, 위치, 행태, 인식 등 사람과 사회 현상을 이해할 수 있

는 텍스트나 이미지, 동영상 등의 비정형데이터가 다양하고 활발하게 생

성되고 있다(배동민, 박현수, 오기환, 2013; Gan et al., 2014; Daniel,

2015).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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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분석하고 예측, 전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데이터의

규모나 단위 측면에서보다 원하는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빅데이

터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송상영, 김사혁, 2012; del Río,

López, Benítez & Herrera, 2014; Daniel, 2015).

<표 II-7> 빅데이터 분류

분류기준 데이터 유형 종류

생성주체

기계데이터

사람데이터

관계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서버 로그데이터, 센서 데이터, 위치

데이터 등

트위터, 블로그, 이메일, 게시판 등

트위터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

데이터

유형

정형데이터

비정형데이터

반정형데이터

고정된 필드에 저장된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스프

레드 시트 등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텍스트

문서, 이미지/동영상 등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메타 데이

터나 스키마를 포함하는 데이터: XML, HTML등

데이터

수집

방식

내부데이터

외부데이터

자체적으로 보유한 내부 파일시스템이나 데이터베

이스 관리 시스템 등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수집

웹크롤링 엔진을 통해 인터넷 링크의 모든 페이지

복사본을 생성함으로써 데이터를 수집

출처: 이지영(2015). 빅데이터의 국가통계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p.53 <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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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키워드 분석과 토픽 분석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은 가설 검정, 즉 표본으로부터의 정보를 이용

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하는지를 확인하는 기존의 통계학적 접근에

관심을 두지 않고, 만들어 낸 모형이 의미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적

용한다. 최대한 모집단에 가까운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일부를 학습

데이터, 일부를 검증 데이터로 설정하고 양쪽에 같은 모형을 적용하여

모형을 생성한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에서도 그 모형이 적합한지 아닌지

를 판단하므로 모형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빅데이터 분석은 데이터베이스 속의 지식 발견 (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s: KDD)으로 표현되는데(Hotho, Nürnberger, &

Paaß, 2005),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등 확보된

데이터로부터 의미를 찾는 분석기법들이 포함된다(Fayyad,

Piatetsky-Shapiro, & Smyth, 1996; Jusoh & Alfawareh, 2012). 이러한

KDD를 위해 확률 이론을 활용하여 불확실성과 임의성을 모형화하기 위

한 통계학의 적용이나,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컴퓨터가 학습하도록 하는

기계학습(maching learning)과 같은 발전된 기술을 이용하기도 한다

(Hotho, Nürnberger, & Paaß, 2005).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지만 이 연구는 비정형데이

터 중 텍스트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므로 텍스트 마이닝을 분석 기법으로

활용하였다. 다음으로는 텍스트 마이닝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먼저 살펴

보고, 이 연구의 주요 분석 방법인 키워드 분석 및 토픽 분석과 관련한

정의, 특징, 관련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였다.

1) 텍스트 마이닝

빅데이터 분석 기법 중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 혹은 무정형의 특징

을 지닌 자연어 텍스트를 특정한 목적에 유용한 정보 추출을 위해 분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Witten, 2005; Jusoh & Alfawareh, 2012; Inzalkar

& Sharma, 2016). 경우에 따라서 분석 과정에 나타나는 어휘나 언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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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방식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의미하기도 한다(Sebastiani, 2002). 모든

문서를 문법, 문장구조, 조사, 단어의 순서 등을 무시하고 각각의 개별적

인 단어의 집합으로 생각하는 단어 주머니(bag-of words) 접근 방식의

자동 기계 학습과 통계 방법이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주로 사용되었지

만,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 마이닝, 기계학습,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정보 검색(information retrieval; IR)과 지식

경영(knowledge management) 등 다양한 기술을 차용한 통합된 접근 방

식으로 진화하고 있다(Chakraborty, Pagolu & Garla, 2013).

대표적인 비정형데이터인 텍스트 데이터는 책, 문서, 편지, 신문 기사,

이메일, 공고문, 블로그, 웹페이지, SNS, 연설문 등으로부터 얻을 수 있

고, 텍스트 마이닝은 이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기본적으로 자연어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텍스트에 나타나는 단어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데, 텍스트 요약, 문서 검색, 정보 검색과 같은 문서 사용의 효율성을 위

한 정보 추출이 가장 기본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수행되고, 텍스

트 분류, 문서 군집화, 언어 인식, 핵심문구 식별 등 문서의 유사성을 측

정하는 방식으로 확대되기도 한다(Khan & Kanth, 2016).

텍스트 마이닝은 대량의 텍스트를 활용할 수 있어, 기존 연구들이 연

구자의 역량에 의존하여 일부의 텍스트에 대해 제한적으로 접근하므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숨은 지식을 찾아내는 것에 연구방법으로서의 핵

심적인 가치가 있다(이영재, 이성수, 2011; 감미아, 송민, 2012; 정다미

외, 2013; Mahgoub, Rösner, Ismail & Torkey, 2008; Karl, Wisnowski

& Rushing, 2015). 특히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사회 현상 및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 및 그 변화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정다미

외, 2013; 원진영, 김대곤, 2014; Hale, 2005;. Jusoh & Alfawareh, 2012).

2) 키워드 분석

텍스트 마이닝은 기본적인 텍스트 분석 기법인 키워드(keyword) 분석

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를 기초로 보다 발전된 형태의 분석을 수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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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발견되지 못한 숨겨진 지식이나 정보를 찾아내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인 키워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어 빈도 분석(term frequency analysis)은 가장 기초적인 텍스

트 분석 기법으로 미리 정의된 분류 항목이나 단어 정보에 기초하여 텍

스트를 분석하는 것이다(Li, 2010). 텍스트로부터 자연어 처리(NLP) 과정

을 거쳐 전처리를 통해 추출된 단어들을 활용해 주어진 문서들에서 가장

많이 혹은 가장 적게 나타난 단어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추출된 단어들

과 빈도는 분류 항목 간 비교나 요약 정보 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Krippendorff, 2004, p.306). 해당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수

를 구할 수도 있고, 하나의 문서에 해당 단어가 포함된 빈도를 구할 수

도 있다.

둘째, 단어 연관성 분석(term association analysis)도 기초적 키워드

분석 기법 중 하나로 분류된다. 어떠한 단어를 포함한 문서 내에서 해당

단어와 함께 나타나는 단어들을 분석, 추출하여 해당 단어들과 어떤 단

어들이 관련되어 연결성을 갖고 내용을 구성하는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다(이미숙, 이창훈, 김지연, 2014, p.41). 워드 클라우드 이미지 등으로 시

각화하여 직관적으로 단어의 상대적 출현 정도(Benoit & Herzog, 2015)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단어 유사성(word similarity)에 근거한 단어 군집화 분석(word

cluster analysis)이 있다. 단어-문서 행렬을 만들어 동시출현

(co-occurrence) 정도를 이용해 단어 간 거리(distance)를 계산하고 가장

가까운 쌍을 묶어 최종적으로 하나의 클러스터가 되도록 군집을 구성하

는 분석 방법이다(여인권, 2011).

넷째, 정보 검색(IR) 및 기계 학습에서 많이 사용되는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단어 빈도-역문서 빈도)도 문

서 집합 안에서 사용된 단어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측정치로서 키워드 분

석에 사용된다. TF-IDF는 단어별 가중치로서, 여러 문서 집합으로부터

특정 단어가 특정 문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값으로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값으로 알려져 있다(Salton & Buckley,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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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Term Frequency, 단어빈도)는 특정 단어가 문서 내에 얼마나 빈

번하게 등장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인데, 보통 이 값이 클수록 문서에서

중요한 단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문서 집합 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

는 것은 그 단어가 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어 빈도뿐만 아니

라 DF(Document Frequency, 문서 빈도)의 역수를 취한 IDF(Inverse

Document Frequency, 역문서 빈도)를 고려한다. TF의 계산에서는 문서

에서 해당 단어가 출현한 회수를 모든 단어가 출현한 횟수로 나누어 정

규화한 형태로 계산한다.

IDF는 특정 단어가 문서 집합 내에서 얼마나 공통적으로 출현하는지

를 나타내는 값으로, 문서 집합에 포함된 전체 문서 빈도수를 특정 단어

를 포함한 문서의 빈도수로 나눈 뒤 로그를 취하여 계산한다. IDF가 작

은 단어는 전체 문서들에서 많이 사용되는 보편적인 단어일 가능성이 높

으며, 반대로 IDF가 큰 단어는 소수의 문서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 해당

문서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Ramos, 2003; 이성직, 김한준, 2009).

TF-IDF는 TF와 IDF값을 곱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이성직,

김한준, 2009).

 




 
(1)

 : 단어 가 문서 에서 나타나는 횟수




: 문서 에서 모든 단어가 나타나는 횟수

  log  ∈


(2)

: 문서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문서의 수

  ∈: 단어 가 나타나는 문서의 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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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IDF 가중치가 크게 계산되어 중요한 단어로 나타나는 경우는 해

당 단어가 문서 내에서 주요 의미를 가지고 많이 사용되어 TF가 크면서

전체 문서 집합 중에서 해당 단어가 나타나는 문서들의 수가 적어 IDF

가 작은 단어가 된다.

다섯째,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ext network analysis)도 키워드를 이

용한 분석 중 하나에 해당한다. 이 방법은 텍스트 내 키워드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지 등에 근거하여 키워드 간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

여주는 것으로, 기존의 내용분석에 의미적 특성 분석이 추가되고 네트워

크 분석이 결합된 방법이다(이수상, 2014).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텍스

트로부터 수집된 키워드 간 관계를 보여주어 연결된 의미를 제시하므로

종합적이고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학술 연구, 신문

기사 등의 경향을 파악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SNS나 다양한 형태의 댓

글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 자료 이용에도 사용할 수 있어, 대

용량 텍스트 정보의 축약, 종합을 통한 경향성 파악에 많이 적용되고 있

다. 하지만 텍스트가 순차적으로 시간에 따라 존재하는 경우 이를 반영

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의미의 추이를 살펴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3) 토픽 분석

텍스트 마이닝의 보다 발전된 형태로 텍스트에 잠재된 토픽을 분석하

는 토픽 분석이 있다. 정보 추출 및 문서로부터의 학습 규칙 추출, 개체

명 추출과 같이 정형화된 정보를 추출하여 텍스트로부터 모형(model)을

만들어 기존 키워드 분석으로 찾아낼 수 없었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시

도로부터 시작된 분석기법이다. 이렇게 추출된 모형은 주어진 텍스트에

나타나는 단어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해석하고 이용하기에

적합도가 높고 효율적일 수 있지만, 다른 텍스트나 유사한 상황의 다른

자료들에서도 항상 최적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Provost & Fawcett,

2013). 따라서 문서에 존재하는 복잡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단순히 정

확한 구체적 단어와의 불일치로 인해 분석한 텍스트 정보를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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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서와 단어만을 이용하여 모형을 만드는 것

이 아니라 문서와 문서에 나타나는 단어 사이에 토픽 계층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 잠재 정보(latent information)를 추출하여 모형을 만드는 토

픽 모델링(topic modeling)을 이용해 토픽(topic)을 분석한다(Blei, Ng &

Jordan, 2003; Steyvers & Griffiths, 2007; Blei, 2011, 2012; Wiedemann,

2013). 토픽 모델링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최근에 정립, 발전하고 있

는 분석 방법이며 가장 주목받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Blei & Lafferty,

2009; Hu, Boyd-Graber, Satinoff & Smith, 2014; Jockers, 2014).

토픽 모델링은 대용량의 텍스트에 사용된 단어들을 이용하여 잠재되

어 있는 토픽을 추출하고 그 토픽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고 시계

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이다(강범

일, 송민, 조화순, 2013; Blei, Ng, & Jordan, 2003; Steyvers & Griffiths,

2007; Blei, 2011, 2012; Battisiti, Ferrara & Salini, 2015). 토픽 모델링은

단어와 텍스트를 나타내는 벡터 사이의 의미적 구조를 행렬 분해(matrix

factorization)를 이용한 방법으로 분석하는 잠재 의미 분석(Latent

Semantic Analysis; LSA)(Landauer & Dumais, 1997)으로부터 시작하

여, 이에 확률 개념을 도입한 PLSA(Probablistic Latent Semantic

Analysis)(Hofmann, 1999)로 발전한 후, 최근에는 Blei, Ng &

Jordan(2003)이 제안한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알고리즘이 대표적인 형태로 많은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LDA는 문서와 문서 혹은 단어와 단어 사이의 유사성을 조건부 확률

로 계산하여 이를 이용해 주제를 추론하는 방법이다(Steyvers &

Griffiths, 2007). LDA는 관찰된 변인과 잠재된 임의 변인(hidden

random variables) 모두에 대한 결합 확률 분포(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를 정의하고, 이를 관찰된 변인이 주어졌을 때 잠재 변인의

조건부 확률 분포(conditional probability distribution)를 생성하는데 이

용하는 베이지안 접근 방식을 따른다(Blei, 2011). LDA는 문서와 문서에

내포된 단어를 이용하는 자료의 위계적 구조를 분석에 반영하는 특징이

있다. 즉 코퍼스(corpus)라는 여러 개의 문서 집합 안에서 바로 아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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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문서, 문서안의 단어들은 가장 하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II-1을 이용하여 LDA를 살펴보면(Blei, Ng & Jordan, 2003), 실

제 연구자가 수집하는 M개의 문서(N) 안에는 단어(W)가 존재하는데,

각 단어는 대응되는 토픽(Z)이 있다고 가정하면 실제 각각의 문서 안에

는 여러 가지 토픽이 내재되어 섞여 있고 각 문서에 따라 토픽 분포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토픽들이 서로 다

른 확률로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문서에 포함된 k개 토픽들의 확

률은 M개의 문서 각각의 영향을 받는 조건부분포를 갖게 되고

( ∼ ), 그 때의 단어가 k개의 토픽을 나타낼 확률도 토픽으

로부터 영향을 받는 조건부분포(∼ )를 갖게 된

다.

[그림 II-1]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알고리즘에 대한 시각적 표현2)

이러한 조건부 확률을 결합하여 M개의 문서에서 주어진 단어들을 이

용해 k개의 토픽을 파악하게 되는 확률의 집합을 구하면 다음의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식 1)

2) Blei, Ng & Jordan(2003) figure 1. LDA의 그래픽적 모형 표현(p.997)을 재구성

한 것.



- 39 -

의 확률은     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를 함께 통합하여 개

별 문서에 특정한 단어가 나타나게 될 확률의 집합을 표현하면 아래의

식 2와 같다.






     
 



        
 (식 2)

이 식 2에 미분을 취하면 특정 단어의 확률을 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확률이 높은 단어들을 우선적으로 모아 토픽을 도출할 수 있다.

즉, LDA는 단어 자루(a bag of words) 가정 하에서 어떤 문서 안에

는 여러 개의 토픽이 존재하는데, 단어의 순서나 배열, 결합과 상관없이

각 토픽이 확률 분포를 따라 생성된다는 개념을 갖는다. 이 때 어떠한

토픽 안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빈도가 높은 단어들은 그 토픽에서 관찰

값이 높게 나타나고, 이를 근거로 잠재된 토픽을 추론하게 된다. LDA

알고리즘은 이 때 토픽의 확률이 디리클레 분포(Dirichlet distribution)의

사전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가정하고, 문서는 토픽의 확률적 분포로 표

현되고 다시 각 토픽은 단어의 확률적 분포로 표현되는 위계적 구조를

이용해 문서 안의 단어들이 어떤 특정 토픽에 포함될 조건부 확률을 계

산하는 것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문서 집합 안에 내재되어 있는 토픽

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사후 확률을 이용하는데 이를 직접적으로 구하

는 것이 계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집 기반 방법(sampling-based

algorithm)인 Markov Chain Monte Carlo (MCMC) 기법들 중 하나인

붕괴된 기브스 표집(collapsed Gibbs sampling)을 많이 사용한다. 기브스

표집은 하나의 관찰 자료로부터 모수와 관련된 부분 하나를 제거한 후

나머지 자료들을 가지고 제거한 모수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데 이를 계

속적으로 반복하는 방법이다(Griffiths & Steyvers, 2004). 표집을 충분히

반복하면 모수의 확률분포가 전체 관찰 자료의 확률분포에 가까워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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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모델링에서 토픽의 수 결정은 분석 결과의 해석가능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Steyvers & Griffiths, 2007). 토픽 모델링은 연구

자가 사전에 추출되는 토픽의 수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문서

에는 수많은 토픽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연구자가 토픽의 수를 제한하지

않고 모든 내용을 포함하도록 할 수도 있고 복잡도(perplexity)와 같은

통계적 수치의 변화에 근거하여 제한된 토픽의 수를 지정하여 요약할 수

도 있다(Battisti, Ferrara & Salini, 2015). 토픽의 적정한 수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복잡도는 Grün & Hornik(2011)이 제안한 지표로, 전체

자료를 훈련 자료(training data)와 시험 자료(test data)로 임의로 나누

어 훈련자료로 얻은 모델을 시험자료에 적용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시

험자료의 로그우도의 조화평균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 적정 토

픽의 수를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토픽의 수를 두 개부터 하나씩 늘

려가며 모델을 만드는 것을 가정하고 복잡도를 구하며, 설정한 모델 중

에 이 값이 가장 작게 나타나는 모형의 토픽의 수를 적정 토픽 수로 판

단한다. 즉, 복잡도의 값이 작을수록 LDA 분석으로 얻어진 모형의 질이

좋음을 의미한다.

토픽 모델링은 문서 작성자가 특정 토픽을 표현하기 위해 관련된 키

워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토픽을 여러 개 단

어들의 집합으로 표현하여 추정하게 된다. 따라서 토픽의 수를 지정하면

자료에 포함 된 모든 단어들에 대해 각 토픽에 속할 확률을 계산해 값이

큰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식으로 토픽마다 나타나는 주요 단어들을 자동

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토픽을 구체화하는데 활용한다. 이러한 자동화된

결과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사전 지식이나 단어 분류 작업

(labeling), 수동 코딩(manual coding)없이도 대량의 자료에 대해 의미

관계성을 빠르고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남춘호, 2016).

토픽 모델링을 자료 분석 방법으로 활용하여 여러 종류의 텍스트 자

료들을 분석한 연구들이 최근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등장하였다.

Grimmer(2010)는 LDA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미 상원의원들의 보도 자

료에서 의원들이 강조하는 의제를 추출하여 입법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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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방식으로 그들의 업무를 홍보하는지 분석하였다. 강범일, 송민, 조화

순(2013)은 신문 기사를 활용한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여 언론 매체가 갖

는 정파적 입장을 확인하였고 최현도, 안종욱(2015)은 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분석을 위해 온라인 토론장에 게시된 글을 분석하여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Shirota, Hashimoto &

Sakura(2014)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재정 정책과 관련된

토픽을 추출하기 위해 재정정책 회의 문서들을 분석하였다. Hurtado,

Agarwal, & Zhu(2016)은 연구 및 기술 보고서들을 수집하여 토픽을 추

출하고 토픽의 경향성을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Chandra, Jiang &

Wang(2016)은 사회적 기업가 전략을 발굴하기 위해 관련 프로파일 자료

들을 수집하여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였다. 남춘호(2016)는 많은 양의 디

지털 텍스트 자료인 일기자료 연구에 토픽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토픽

을 추출하였다.

한편, 학문분야의 논문을 수집하여 이에 대해 토픽 모델링을 적용, 해

당 분야의 특징적인 토픽과 연구 경향을 살펴본 연구들도 다수 존재하였

는데, Song과 Kim(2013)는 생물정보학 분야의 논문자료들을 대상으로

토픽을 추출하여 이 분야의 지적 구조를 분석하고 하위 분야에 대한 연

구 경향을 살펴보았고, 박자현과 송민(2013)은 문헌정보학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송혜지 외(2013)는 한국의 경제 연구 동향을 분석한 바 있

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수의 문헌의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는 토픽을 도

출하여 관심 이슈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뉴스기사와 연구 논문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하여 매체 간 토픽의 차

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한 연구도 최근 등장하였는데, 안주영, 안규빈, 송

민(2016)은 에볼라 뉴스 기사와 바이오 분야 연구 논문을 수집해 토픽

분석을 수행하여 두 매체에서 다루는 토픽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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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분석

정책분석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연구는 정책 수요나 관련 이해

주체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주로 소셜 데이터(social data)와 신문 기

사를 활용하여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은 청소년들의 자살 관련 생각, 행동,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효

과적인 청소년 자살 예방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

하려는 목적으로, 자살을 토픽으로 한 인터넷 뉴스, 블로그, 카페, 게시

판, SNS 등 온라인 채널에서 발생한 온라인 버즈를 수집하여 다양한 텍

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해 분석하였다. 김정미, 윤미영(2012)은 영유아

보육정책에 대한 국민정서 분석을 위해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서 국민들

이 직접 작성한 멘션만 추출하여 정책 이슈가 나타난 구간별로 감성 분

석, 키워드 연관성 분석, 멘션에 대한 내용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송태

민(2013, 2014)은 우리나라의 자살 검색 요인과 자살 검색을 통한 위험

징후 예측 모형을 개발하거나 보건복지 정책 수요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

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소셜 빅데이터에 대해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이미숙, 이창훈, 김지연(2014)은

정책 의제설정과 정책 형성 과정에서 정책 수요 분석을 위하여 환경 분

야의 뉴스, 블로그, 트위터와 같은 소셜 빅데이터에 대해 빈도분석과 연

관성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환경 전반과 세부 환경 분야별

로 국민의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 분야별 특성 비교를 수

행하여, 어떤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특히 어떤 분야의 중

요도가 크게 나타나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이진백, 이충권, 차경진(2015)

은 IT 트렌드 예측을 위해 트위터 데이터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항목

화(categorization)하고 실제 트렌드와 예측 트렌드를 비교하였다. 임화

진, 박성현(2015)은 충청남도와 관련한 지역 미래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2013년 언론기사를 수집하여 키워드 빈도 분석, TF-IDF가중치를 활용한

월별 키워드 추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시기

별로 관심 갖는 이슈의 차이를 발견하였고, 정책 키워드와 충청남도와의



- 43 -

연관성을 파악하여 정책 홍보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

안하였다.

교육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책 분석 연구로는 권기석, 박지

수, 구찬동(2014)과 최인봉, 이채희, 이은경(2015)의 연구가 있다. 권기석,

박지수, 구찬동(2014)은 교육정책의 수요를 분석하기 위하여 네이버

(Naver) 사이트로부터 뉴스, 블로그, 이미지, 웹문서, 전문정보를 대상으

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키워드 검색 결과를 수집하였는데 2년을 단위

로 하여 각 단위별로 1,000건의 검색 결과에 출현한 명사를 중심으로 키

워드의 빈도와 트렌드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교육정책 연구의 초록들을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닝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 근거해 교

육 아젠다(agenda) 영역을 도출하였다. 최인봉, 이채희, 이은경(2015)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된 주요 이슈 분석을 위해 뉴스, 블로그, 트위터

상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트렌드 분석, 긍·부정 키워드 분석을 수행하였

다.

이상과 같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은 정책에 대한 관심과 주요

이슈를 파악하는데 대부분 키워드 분석을 수행하였고, 정책 관심에 적합

한 다양한 키워드 분석 기법의 적용이 해당 정책을 이해하고 이슈를 도

출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책 관련 연구에 토픽 모델링을 적용하여 토픽을 추출한 국내

외 사례들도 있다. Massey, et al.(2013)은 정책 문서의 형태로 제공하는

법적인 요구 사항들을 엔지니어들이 모두 읽고 분석하는 것이 많은 시간

을 소요하고 수동적인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나

토픽 모델링을 적용하여 자동화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자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2,061개 정책 문서 자료에 토픽 모델링을 적

용한 결과 154개의 토픽이 추출되었고, 이 토픽 정보를 이용해 문서를

분류하였을 때 그 중 연구자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호와 취약

성을 나타내는 문서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 연구로

는 법률 관련 신문 기사와 법 개정 간의 관계 분석을 수행한 연구(이호

엽, 곽주은, 최두원, 김창욱, 2014)와 한국과 미국의 정권 교체와 외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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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주제 변화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연구(백영민, 최문호, 장지연,

2014),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여론을 반영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특정 사회이슈와의 조합을 분석한 연구(김다솜 외, 2015), 원

자력발전과 관련한 일반인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최현도, 안종욱, 2015),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육정보화 정책에 대한 토픽 및 감정분석을

시도한 연구(김우주, 구찬동, 2015), 신문 기사를 활용하여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과 관련한 토픽 분석을 시도한 김지은, 백순근(2016)의 연구와

2015 개정 교육과정 정책을 다룬 유예림, 백순근(2016)의 연구 등이 있

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적 요구 및 변화에 대한 텍스트를 분석하고 이

를 해당 시기 정책 변화와 연결하여 그 관계를 시계열적인 변화 추이를

반영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대표적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

트로부터 관심 주제를 추출하고 이를 정책 분석과 발전을 위한 시사점

마련에 체계적으로 연결시켜 사용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

이다.

다양한 국가 정책에 대해 키워드 분석이나 토픽 모델링을 적용한 연

구들이 이루어졌지만, 교육 정책에 대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

정이다. 교육 정책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권기석, 박지수, 구찬동,

2014; 최인봉, 이채희, 이은경, 2015)은 주로 특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

결되는 키워드 분석을 통해 해당 시기 토픽을 추론하였다. 하지만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드 등을 중심으로 이슈를 찾아내는 것은 그 자료에서만

정확도가 높고 유사한 상황의 다른 자료에서는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

할 수 있다(Provost & Fawcett, 2013). 토픽 모델링은 이러한 단순 키워

드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잠재된 토픽 계층을 설정하여 통계적

으로 대규모 자료를 종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분석 방법으로서 국내 교

육 분야에서 적용한 사례가 아직 많지 않다. 토픽 모델링을 적용하여 교

육 정책과 관련한 의견이나 관심을 분석한 국내 연구는 김우주, 구찬동

(2015), 유예림, 백순근(2016)과 김지은, 백순근(2016)의 연구 정도이고,

이 중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국내 연구는 김지은, 백순근(2016)의 연구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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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다음의 그림 III-1과 같은 과정을 거쳐 진행하였다.

[그림 III-1] 연구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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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을 위해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에서 검색

어를 입력하여 문서 탐색을 수행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

썬(Python)의 뷰티풀수프(beautifulSoup)(Richardson, 2014)모듈을 이용한

웹 크롤링(web crawling) 프로그램 코드로 웹사이트로부터 신문 기사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연구 조건에 부합하는 것만을 필터링한 후,

웹페이지를 만드는 언어인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이나

자바스크립트(JavaScript) 등을 삭제하고 연구에 필요한 텍스트 자료인

신문사명, 기사 제목, 게시일, 인터넷 링크(link)와 기사 전문(full text)만

을 추출하였다. 이 때, 신문사명, 기사 제목과 인터넷 링크는 키(key) 정

보로 사용하여 중복 검색되거나 반복 추출된 신문 기사를 찾아내는데 활

용하였다.

수집된 교육부 문서와 신문 기사 전문은 데이터 클리닝 단계에서 한

글 이외의 문자들을 제거하고, 띄어쓰기나 혼용어를 통일시키는 단어 정

규화(word normalization)과정을 거친 후, R프로그램의 KoNLP 패키지

(Jeon, 2016)를 활용해 한글형태소 분석을 시행하므로 명사만을 추출하

였다. KoNLP 패키지는 오픈 소스인 카이스트(KAIST)의 한나눔

(Hannanum) 분석기와 연계한 한글형태소 분석 패키지로, 필요한 한글

품사를 추출할 수 있는 함수가 지원된다(원태홍, 유환희, 2016). 각 문서

마다 명사를 추출하여 문서-단어 행렬(document-term matrix)을 생성하

고, 이를 각 문서의 게시일 정보와 함께 분석을 위한 최종 데이터로 확

보하여 키워드(keyword) 분석과 토픽(topic) 분석을 수행하였다.

데이터 클리닝과 데이터 분석은 R 프로그램(R Development Core

Team, 2008)을 사용하였는데, R은 다양한 패키지들을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무료 소프트웨어로, 여러 프로그래머들이 자발적으로 분석

패키지를 만들고 업데이트하는 오픈 소스(open-source) 형태의 통계 프

로그램이다. R은 명령어 코드(code) 생성 규칙이 간단해 이해와 활용이

쉽고 패키지 개발이 용이하여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통

계 프로그램(이종화, 이현규, 2015)으로, 기본적인 통계 기법부터 최신 데

이터 마이닝이나 텍스트 마이닝 기법까지 지원하고 Java, C, Pytho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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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연결이 용이하며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분산 컴

퓨팅 환경 구성도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

다(한건희, 진서훈, 2014; 원태홍, 유환희, 2016).

1. 데이터 수집

가. 데이터 수집 기간

이 연구의 자료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을 다룬 교육부 문서와 신

문 기사로, 2013년 8월 13일부터 2016년 9월 15일까지 게재된 자료만을

연구에 포함시켰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발표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에서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 과제를 제시하고

대학 평가 시 지역과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방식을 도입하여 대학의

구조개혁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는 구체화되어 2013

년 8월 13일 발표한「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교육부, 2013)에

맞춤형 대학평가체제 확립이라는 추진과제로 등장하였는데, 이 때 대학

의 구조개혁을 위한 자체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고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를 병행하여 고려하는 대학의 질 제고를 위한 평가방식 개선 등 대학구

조개혁 평가체제에 대한 기본 방향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실시

한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2014년 1월 발표한 「대학구조

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제공되었지만, 2013년 8월 이후 교육부의 주도

로 정책연구 추진, 대학관계자 및 총장 간담회, 산업계·경제계 및 관련부

처 협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노력(교육부, 2014a)을 수행하여 대학구조

개혁과 이를 위한 평가방식에 대한 논의를 확대시켰다. 따라서 이 연구

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다룬 교육부 문서와 대학전문지 및 종합일간지

기사의 수집 시작점을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교육부, 2013)

을 발표한 2013년 8월 13일로 설정하여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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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담은 자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의 종료점은 2016년 9월 15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준비와 실행, 최종 결과 발표까지 전 과정을 포함

하기 위한 것이다.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준비단계를 거쳐 2015년 4월 전

국 298개 대학에 대해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시행하였고, 8월에 발표한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그룹에 해당하는 대학들에 대학별 맞춤형 컨설팅

을 지원하였다. 이후 이들 하위 그룹 대학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

적으로 2016년 9월 5일에 2017년 재정지원 가능 대학 258개교를 발표하

여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일단락되었음을 알린 시점까지를 전 과정

으로 볼 수 있다. 최종 결과는 9월 5일에 발표되었지만 이를 다룬 신문

기사들이 그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해 이 연구의

자료 수집 종료점을 9월 15일로 설정하였다.

나. 교육부 문서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관련한 교육부의 입장 및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

교육부 문서는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내 ‘정책홍보’와

‘교육부소식’란에 제공된 보도 자료이다. 조간·석간 즉시보도 자료와 보

도 참고자료, 설명 및 해명자료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보도 자료는 정

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와 언론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며

(임현수, 이준웅, 2011) 국내 언론사의 교육 관련 보도는 주로 교육부가

제공하는 보도 자료를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황하성, 손승혜, 장윤

재, 2012),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에 대한 교육부 입장이 나타나며 관련

신문 기사와 연계성이 높아 비교가 가능한 텍스트로 가치가 있으므로 교

육부 문서로 보도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교육부 홈페이지 검색창에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입력하고 검색 기

간을 2013년 8월 13일부터 2016년 9월 15일까지 설정하여 탐색(search)

하였을 때(그림 III-2 참조), ‘정책홍보’란에서 94건과 ‘교육부소식’란에서

117건의 자료가 검색되었다. 이러한 검색 결과는 ‘대학’, ‘구조개혁’,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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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단어가 각각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검색 결과를 제시하여 준 것으로,

이 연구를 위해서는 정확하게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

만을 필터링(filtering)하여 수집3)할 필요가 있다.

[그림 III-2] 교육부 문서 수집 과정 예시

교육부 홈페이지의 경우 파이썬(python)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크롤링(crawling)할 수 없도록 검색어나 검색기간, 현재 페이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URL4)을 제공하지 않아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

3) “대학 구조개혁 평가”, “대학 구조 개혁 평가”,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같이 띄어

쓰기 형태가 다르거나, “대학구조조정 평가”, “구조조정 평가”, “구조개혁 평가”,

“교육부 5등급 평가”, “대학 1주기 평가”와 같이 동일한 의미의 용어이지만 정확

하지 않은 형태로 사용한 경우도 포함시켜 필터링하였다.

4) 파이썬(python)의 경우 request 모듈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자 하는 웹페

이지의 URL 주소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예를 들어 네이버 웹페이지의

경우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ie=utf8&where=news&query=대학구

조개혁 평가&sm=tab_tmr&frm=mr&nso=so:r,p:all,a:all&sort=0”와 같이 각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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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따라서 연구자가 직접 검색 결과를 확인해 연구에 포함하기에 적

합한 문서만을 선택하여 홈페이지로부터 다운로드 받았다. 연구자와 교

육학 전공 박사과정 학생 1인이 각자 탐색된 216건에 대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문서인지를 확인하였는데, 두 사람 모두 동일하게 44개의

자료가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44개의 문서를 교육부

문서 데이터 추출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한글(hwp)파일 형태의 44개 문서로부터 자료 일시,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제목, 전문(full text)만을 텍스트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출하

고 ‘.csv’ 형식 파일로 저장하였다. 전문 추출 시 문서 내에 포함되어 있

는 그림은 제외하였고, 표의 경우 표 틀(frame)은 제거하고 내용만 전문

에 포함시켜 추출하였다(그림 III-3 참조). 총 44개 문서 중 21개는 즉시

보도자료, 3개는 보도 참고자료, 20개는 설명 및 해명자료였다.

다. 대학전문지 기사

대학의 입장과 관심에 초점을 맞추어 기사를 작성하는 대표적인 전문

신문사인 ‘한국대학신문’, ‘교수신문’, ‘대학저널’의 대학구조개혁 평가 관

련 신문 기사를 대학전문지 기사로 수집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국내에

여러 분야의 다양한 전문신문사가 존재하지만, 세 신문사의 기사가 주로

선행연구에서 대학 측 입장을 나타내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어 대학전문

지로 세 신문사를 한정하였다. ‘한국대학신문’과 ‘교수신문’은 각각 대표

적인 대학 및 대학교수 전문 신문사로, 반상진(2016)과 박지회, 고장완

(2016) 등의 연구에서 관련 기사들이 대학구조개혁과 대학구조개혁 평가

와 관련한 대학 측 의견을 나타내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대학저널’은 월

간지와 인터넷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로서 대학뉴스를 주요 내용으로 하

는데, 역시 대학구조개혁과 특성화와 관련한 연구들(설민신, 2014; 박선

마다 구체적인 검색어, 검색위치 등의 정보가 URL에 담겨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

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교육부의 경우는 모든 웹페이지의 URL이

“http://www.moe.go.kr/newsearch/search.jsp”로 나타나도록 설정되어 있어 파이

썬 프로그램으로 웹페이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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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2015)에서 기사 일부가 대학 측의 입장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로

사용된 바 있어 대학전문지로 포함시켰다.

[그림 III-3] 교육부 문서 형태 예시

대학전문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 관련 기사는 파이썬(python) 프로그

래밍 언어(Python Software Foundation, 2008)로 작성된 웹 크롤링 코드

(code)를 실행해 수집하였다(표 III-1 참조). 세 대학전문지의 웹사이트

(한국대학신문 http://news.unn.net, 교수신문 http://www.kyosu.net, 대

학저널 http://www.dhnews.co.kr) 각각에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검색어

로 입력하고 검색 기간을 설정하였다(그림 III-4 참조)5).

5) 세 신문사의 검색 화면은 모두 동일한 형태였는데, 검색화면의 “자세히” 항목을

활용하였을 때 그림 III-3의 기사 검색 서비스 화면이 나타나고, 이어지는 검색

결과가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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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 대학전문지 기사를 수집하기 위한 파이썬 언어 웹 크롤링

코드 (교수신문 예시)

from urllib.request import urlopen

from bs4 import BeautifulSoup

import re

for i in range(0, 10): # 검색 페이지 최대값 설정

    html = 

urlopen("http://www.kyosu.net/news/articleList.html?page="+str(i

)+"&total=39&sc_section_code=&sc_sub_section_code=&sc_serial_cod

e=&sc_area=A&sc_level=&sc_article_type=&sc_view_level=&sc_sdate=

2013-1-1&sc_edate=2016-8-31&sc_serial_number=&sc_word=**********

&sc_word2=&sc_andor=OR&sc_order_by=&view_type=") # URL입력

    bsObj = BeautifulSoup(html.read(), "html.parser")

    for link in bsObj.find_all("td", attrs={'width': "380"}): 

        for link2 in link.find_all("a", dict(href=re.compile("\/*[0-9]"))):

            link3 = link2.get("href")

            urlf = "http://www.kyosu.net/news/"+link3

            print(urlf)

            atcl = urlopen(urlf)

            atclBS = BeautifulSoup(atcl.read(), "html.parser")

            for title in atclBS.findAll("td", attrs={'class':"view_t"}):

                print(title.get_text()) # 기사 제목 출력

            for date in atclBS.findAll("td", attrs={'bgcolor': "EFEFEF"}):

                print(date.get_text())  # 기사 게재일 출력

            for hit in atclBS.findAll("td", attrs={'class': "view_r"}):

                print(hit.get_text())   # 기사 전문 출력

‘한국대학신문’은 358개, ‘교수신문’은 53개, ‘대학저널’은 228개로 총

639개의 기사가 검색되었는데 이를 모두 크롤링한 후 Microsoft Office

365버전의 MS Excel 프로그램의 ‘.xlsx’ 파일로 저장하고 인덱스(index)

와 매치(match) 함수를 이용해 정확하게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기사만을 필터링(filtering)하였다. ‘한국대학신문’에서 292개, ‘교수

신문’에서 45개, ‘대학저널‘에서 174개가 조건에 적합한 자료로 나타나 총

511개 신문 기사를 대학전문지 데이터로 사용하였다(표 III-2 참조). 각

신문 기사로부터 기사제목(title), 게재일(date), 인터넷 링크(link),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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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기사
수종합일간지

①최초 검색 수행 ②부적합 자료 제거 ③최종 자료 선택

최초 검색 시

기사 수

‘대학구조개혁 평가’
포함하지 않은

기사 수

최종 포함

기사 수 (포함 비율*)

한국대학신문 358 66 292 (81.56)

교수신문 53 8 45 (84.91)

대학저널 228 54 174 (76.32)

전문(full text)의 텍스트를 추출하고 ’.csv‘ 형식 파일로 저장하였다.

<표 III-2> 대학전문지 필터링 단계 별 기사 수

[그림 III-4] 대학전문지 기사 수집 과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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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앙일보 (홈페이지에서 기사 수집)

from urllib.request import urlopen

from bs4 import BeautifulSoup

import re

for i in range(0, 50):

    html = urlopen("http://search.joins.com/TotalNews?page=“+str(i)+”& 

Keyword = *********&PeriodType=DirectInput&StartSearchDate 

=08%2F13%2F2013%2000%3A00%3A00&EndSearchDate=09%2F15%2F2016%2000

%3A00%3A00&SortType=New&SearchCategoryType=TotalNews")

    bsObj = BeautifulSoup(html.read(), "html.parser")

    for link in bsObj.find_all("span", attrs={'class':"thumb"}):

        for link2 in link.find_all("a", {"href": re.compile("\/[0-9]*")}):

           link3 = link2.get("href")

라. 종합일간지 기사

종합일간지의 기사는 2014년 발행부수(한국ABC협회, 2015)를 기준으

로 전국지 중 스포츠신문과 영자신문을 제외한 상위 20개 일간지(조선일

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한겨레, 경향신문, 국민일보,

한국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전자신

문, 내일신문, 헤럴드경제, 이데일리, 아시아경제, 파이낸셜뉴스)가 제공

하는 신문 기사들을 수집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각 신문사의 홈페이지

에서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검색창에 입력하여 나타난 검색결과 모두를

파이썬(python) 언어로 작성된 웹 크롤링(web crawling) 코드를 실행하

여 수집하였다(표 III-3 (a) 참조). 20개 종합일간지 모두에 대해 자료 수

집을 시도한 결과, 크롤링 프로그램의 접근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거나 홈

페이지를 통해 검색된 결과 중 일부만 수집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

신문사(동아일보, 문화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가 나타났다. 이들 종합

일간지 신문 기사는 해당 신문사의 홈페이지가 아닌 검색포탈 ‘네이버뉴

스’ 사이트(http://news.naver.com)에서 역시 크롤링을 통해 수집하였다

(표 III-3 (b) 참조).

<표 III-3> 종합일간지 기사를 수집하기 위한 파이썬 언어 웹 크롤링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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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link3.startswith("http://")):

               url = link3

           else:

               print(url)

           atcl = urlopen(url)

           atclBS = BeautifulSoup(atcl.read(), "html.parser")

           for title in atclBS.findAll("title"):

               print(title.get_text())

           for date in atclBS.findAll("div", attrs={'class':"byline"}):

               print(date.get_text())

           for hit  in atclBS.findAll("div", attrs={'id':"article_body"}):

               print(hit.get_text())              

(b) 문화일보 (네이버 뉴스 사이트에서 기사 수집)

from urllib.request import urlopen

from bs4 import BeautifulSoup

import re

for i in range(0, 20):

  html = urlopen("http://news.naver.com/main/search/search.nhn?query 

=*********&st=news.all&q_enc=EUC-KR&r_enc=UTF-8&r_format 

=xml&rp=none&sm=all.basic&ic=all&so=rel.dsc&rcnews=exist:021:&rc

section=exist:&stDate=range:20130101:20160831&detail=0&pd=4&r_cl

uster2_start=101&r_cluster2_display=10&start=101&display=10&star

tDate=2013-01-01&endDate=2016-08-31&page="+ str(i))

  bsObj = BeautifulSoup(html.read(), "html.parser")

  for link in bsObj.find_all("div", attrs={'class':"info"}):

      for link2 in link.find_all("a", {"href": re.compile("\/[0-9]*")}):

          link3 = link2.get("href")

          if (link3.startswith("http://")):

              url = link3

          else:

              url = link3

          print(url)

          atcl = urlopen(url)

          atclBS = BeautifulSoup(atcl.read(), "html.parser")

          for title in atclBS.findAll("h3", attrs={'id':"articleTitle"}):

              print(title.get_text())

          for date in atclBS.findAll("span", attrs={'class':"t11"}):

              print(date.get_text())

          for hit  in atclBS.findAll("div", attrs={'id':"articleBody 

Contents"}):

              print(hit.get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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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5] 종합일간지 기사 수집 과정 예시 (중앙일보)

각각의 웹 페이지에서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검색어로 입력하고 검색

기간을 설정(그림 III-5 참조)하였을 때, 최초 검색된 20개 종합일간지

기사는 4,513개였다. 대학전문지와는 달리 각 종합일간지의 웹페이지

(web page)와 네이버뉴스에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검색어로 입력하면

이와 관련 없는 기사들6)도 검색 결과에 다수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분

석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다수의 신문 기사를 활용한 연구들(강국진, 김

성해, 2011; 하승희, 이민규, 2012; 정다미 외, 2013)에서 글자 수 500자

미만의 속보, 인사, 부고, 브리핑, 당일 기사 요약, 포토뉴스, 만평 등의

단신기사들은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제거되더라도 연구 결과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대학구조개혁 평가’ 용어를 포

함하더라도 공백 포함 글자 수가 500자 미만인 기사도 제거하였다. MS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한 필터링(filtering)과정7)을 거쳐 조건에 적합하지

6) 기업 구조개혁, 산업 구조개혁, 언론사 대학평가 등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관련이

없는 기사들이 다수 검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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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기사
수종합일간지

①최초 검색 수행 ②부적합 자료 제거 ③최종 자료 선택

최초 검색 시

기사 수

글자 수 500자 미만

기사 수

최종 포함

기사 수 (포함 비율*)

경향신문 189 0 62 (32.80)

국민일보 208 12 84 (40.38)

내일신문 136 0 32 (23.53)

동아일보 279 0 100 (35.84)

매일경제 281 18 84 (29.89)

머니투데이 557 37 198 (35.55)

문화일보 109 2 56 (51.38)

서울경제 170 10 43 (25.29)

서울신문 215 15 76 (35.35)

세계일보 219 10 103 (47.03)

아시아경제 261 31 80 (30.65)

이데일리 257 28 84 (32.68)

전자신문 84 0 23 (27.38)

조선일보 143 5 86 (60.14)

중앙일보 230 14 73 (31.74)

파이낸셜뉴스 280 18 98 (35.00)

한겨레 233 20 62 (26.61)

한국경제 268 29 86 (32.09)

한국일보 208 18 86 (41.35)

헤럴드경제 186 23 62 (33.33)

계 4,513 290 1,579 (34.99)

않은 기사를 제거하고 총 1,579개의 신문 기사를 종합일간지 데이터 추

출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각 신문 기사로부터 기사제목(title), 게재

일(date), 인터넷 링크(link), 기사 전문(full text)의 텍스트를 추출하고

csv 형식 파일로 저장하였다. 각 종합일간지별로 최초 검색된 신문 기사

수와 글자 수 500자 미만 기사 수, 최종 자료에 포함된 기사 수는 다음

의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종합일간지 필터링 단계 별 기사 수

* 포함 비율 =최초 검색 기사 수

최종 기사 수
×

7) 단어일치는 대학전문지와 동일하게 MS Excel이 제공하는 INDEX()와 MATCH()

함수를 사용하였고, 글자 수 계산은 LEN( )함수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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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이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한 교육부 문서의 유형별, 대

학전문지와 종합일간지 신문사별 기사 수는 다음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연구 자료의 유형 또는 출처별 최종 자료 수

유형 또는
신문사

자료
수

유형 또는
신문사

자료
수

유형 또는
신문사

자료
수

총계

교육부

문서
보도자료 21

보도

참고자료
3

설명 및 해명

자료
20 44

대학

전문지

신문

기사

교수신문 45 대학저널 174 한국대학신문 292 511

종합

일간지

신문

기사

경향신문 62 서울경제 43 중앙일보 73

1,579

국민일보 84 서울신문 76 파이낸셜뉴스 98

내일신문 32 세계일보 103 한겨레 62

동아일보 100 아시아경제 80 한국경제 86

매일경제 84 이데일리 84 한국일보 86

머니투데이 198 전자신문 23 헤럴드경제 62

문화일보 56 조선일보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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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클리닝

가. 데이터 전처리

텍스트 자료를 활용하는 연구는 수집한 자료들을 전처리

(preprocessing)를 통해 클리닝하여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만드는 단계

가 선행되어야 한다(Hotho, Nürnberger, & Paaß, 2005; Mahgoub,

Rösner, Ismail & Torkey, 2008; Karl, Wisnowski & Rushing, 2015;

Lucas et al., 2015). 가장 먼저 R 프로그램(R Development Core Team,

2008)의 tm 패키지(package)(Ingo & Kurt, 2015)를 이용하여 수집한 모

든 텍스트로부터 ‘+’, ‘?’, ‘·’ 등과 같은 기호, 0부터 9까지 숫자, 대문자

A부터 소문자 z까지 모든 영문자, ‘@’, ‘⦁’와 같은 특수 문자 등 한글을

제외한 모든 문자를 제거하였다(표 III-6 참조). 이 때, 교육부의 재정지

원사업의 영문명인 ‘LINC’나 ‘CK’처럼 연구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영문자

나 숫자로 표기되어 있는 단어들은 문자 제거 이전에 미리 한글로 읽히

는 그대로 변환하였다. 예를 들어 ‘LINC’, ‘CK’는 ‘링크’, ‘씨케이’로 대체

하였다. 또한 ‘1단계’, ‘A등급’과 같이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관련하여 중

요한 단어이지만 숫자나 영문이 한글과 혼용되는 단어는 해당 정보가 제

거되지 않도록 ‘1단계’는 ‘일단계’, ‘A등급’은 ‘에이등급’ 등 숫자와 영문이

한글로 읽히는 그대로 변환한 후 기호, 숫자, 영문을 제거하였다. 더불어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와 같이 신문사마다

기사 본문에 포함하는 고유 표시가 있는데 이를 신문사마다 확인하여 텍

스트 자료로부터 제거하였다. 한글 이외 문자를 제거하기 전에 필요한

단어의 변환과 신문사 고유표시 삭제에는 MS Excel 프로그램이 지원하

는 REPLACE( )함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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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6> 한글 이외 문자 제거를 위한 R 프로그램 코드

Sys.setlocale("LC_CTYPE", "korean")

PRESS <- read.csv(file.choose(), header=TRUE, fileEncoding="CP949", 

stringsAsFactors=FALSE)  # csv 파일 불러오기

colnames(PRESS) <- c("id", "press","press_id", "link", "title", "month", 

"date", "content" )  # 변수명 설정

library(tm)

library(stringr) # 패키지 로딩

PRESS$content <- str_replace_all(PRESS$content, '<.*?,>',' ') # 기호 제거

PRESS$content <- str_replace_all(PRESS$content, '$','')

PRESS$content <- str_replace_all(PRESS$content, '&#160',' ')

PRESS$content <- str_replace_all(PRESS$content, '`',' ')

PRESS$content <- str_replace_all(PRESS$content, '\n',' ')

PRESS$content <- str_replace_all(PRESS$content, '~',' ')

PRESS$content <- str_replace_all(PRESS$content, 'ㆍ',' ')

PRESS$content <- str_replace_all(PRESS$content, 'ⅰ',' ')

PRESS$content <- str_replace_all(PRESS$content, '[[:punct:]]',' ')

PRESS$content <- str_replace_all(PRESS$content,'[^[:alpha:][:blank:]]', ' ')

PRESS$content <- str_replace_all(PRESS$content, '[a-zA-Z]',' ') # 영문자 제거

PRESS$content <- str_replace_all(PRESS$content, '[[:digit:]]',' ') # 숫자 제거

docs <- Corpus(VectorSource(PRESS$content))

문서에 나타난 명사 중 띄어쓰기나 맞춤법의 문제로 잘못 인식될 수

있는 것들, 축약어, 복수형 어미가 붙은 경우, 혼용되는 단어 등을 확인

하여 수정하거나 일치시키는 단어 정규화(word normalization)과정을 거

쳤다. 예를 들어 “거센후폭풍”과 같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에서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여 명사를 추출하면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

은 그대로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어 “후폭풍” 명사와는 다른 개별 명사로

취급된다. 이러한 단어가 발견되는 경우 띄어쓰기가 되도록 붙어있는 단

어사이에 빈 문자를 넣어 교정하였다. 축약어와 혼용어의 경우 예를 들

어 “한국외국어대학교”는 “한국외대”, “한국외국어대”, “외대”와 같이 여

러 가지 줄임 형태로 사용된다. 이 경우는 “한국외대”로 일치시켰는데,

다른 대학명도 이 예시와 같이 “**대”의 축약어 형태로 일치시켰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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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들”, “대학들”과 같이 복수형 어미가 붙은 단어들은 “학생”, “대

학”의 단수형 형태로 일치시켰다. 이러한 띄어쓰기 교정과 단어일치 작

업은 R 프로그램의 stringr 패키지(Hadley, 2015)를 이용하였다(표 III-7

참조).

<표 III-7> 단어 정규화를 위한 R 프로그램 코드

docs <- tm_map(docs, content_transformer(gsub), pattern = "거센후폭풍", 

replacement =  "거센 후폭풍")

docs <- tm_map(docs, content_transformer(gsub), pattern = 

"한국외국어대학", replacement =  " 한국외대")

docs <- tm_map(docs, content_transformer(gsub), pattern = 

"한국외국어대", replacement = " 한국외대")

docs <- tm_map(docs, content_transformer(gsub), pattern = " 외대", 

replacement = " 한국외대")

docs <- tm_map(docs, content_transformer(gsub), pattern = "대학들", 

replacement =  "대학")

docs <- tm_map(docs, content_transformer(gsub), pattern = "학생들", 

replacement =  "학생")

docs <- tm_map(docs, content_transformer(gsub), pattern = "학교들", 

replacement =  "학교")

...........

나. 명사 추출

R 프로그램의 KoNLP 패키지(Jeon, 2016)의 extractNoun()함수를 사용

하여 한글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였다(표 III-8 참조). extractNoun()함수

는 한글 명사 추출(extract noun)에 매우 유용한 함수로 짧은 시간 안에

단어 추출이 처리되어 많은 연구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이종

화, 이현규, 2015). ‘은/는’, ‘이/가’, ‘을/를’ 등의 조사나 ‘이것’, ‘저것’ 등의

대명사, ‘따라서’, ‘한편’ 등의 부사 등은 토픽을 추출하기에 중요한 정보

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단어들을 제외하고 명사만을 추출하였다.

예를 들어 한글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여 명사만 추출하면, “새로운 대학

구조개혁 평가 체제의 도입과 실행이 핵심적 내용이다”라는 문장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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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구조개혁’, ‘평가’, ‘체제’, ‘도입’, ‘실행’, ‘핵심’, ‘내용’으로 재구성된다.

‘해’, ‘명’, ‘병’과 같이 한 글자 단어는 추출하지 않도록 하였는데, 다만

‘질’의 경우 ‘대학의 질 제고’에서와 같이 중요한 용어로 사용되므로 ‘질’

을 나타내는 영문 단어의 한글 읽기와 같은 ‘퀄리티’로 미리 변환하여 명

사로 추출되도록 하였다.

이 때 ‘대학구조개혁’과 같은 단어는 전문단어이므로 KoNLP 패키지가

기본 사전으로 사용하는 세종사전에 추가로 포함시켜야 명사로 인식하여

조사가 제거된 형태로 추출된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관련된 중요 명사,

CK, LINC와 같은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명, 대학명, 지역명 등의 482개

단어들을 세종사전에 추가하여 형태소 분석 시 명사로 추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첫째’, ‘둘째’, ‘여명’, ‘여년’, ‘일억’, ‘이천만’과 같이 단위나

순서, 숫자를 나타나는 단어들은 중요한 의미를 주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자주 나타나고 다른 단어와의 관계가 제한적이므로 불용어(stopwords)로

처리하여 명사로 추출이 되어도 분석 자료에서는 제외되도록 하였다. 더

불어 신문 기사를 수집하는 검색어로 사용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교육’의 네 단어는 모든 문서에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므로 이 단어들을

포함시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키워드 분석이나 토픽 분석에 도움이 될

만한 차별적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역시 불용어로 처리하였다. 교육부

장관, 차관 및 국무총리,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하고 모든 이름을 불용어

로 처리하여, 일부 신문 기사에서 대학명을 표기하면서 병기된 총장명이

나 기사의 내용과 관계되는 인터뷰 등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이름이 의미

있는 명사로 취급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한자와 오탈자도 불용어에

추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총 911개의 불용어를 설정하고 형태소 분석

을 실시하였다. 세종사전에 추가한 482개 단어들은 [부록 1]에, 불용어로

처리한 911개 단어들은 [부록 2]에 제시하였다.

교육부 문서에서는 총 2,312개, 대학전문지 신문 기사에서는 10,637개,

종합일간지 신문 기사에서는 13,454개의 서로 다른 명사가 추출되어 분

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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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8> 명사 추출을 위한 R 프로그램 코드

myStopwords <- c("기자", "전재", "무단", "재배포", "가지", "경우", "년제", "높", 

"대하", "당근", "지난해", "올해", "가량","보도","년차","번째", "교의", 

"갈길", "감이", "强度", "강명", "강무", “커녕",  "여명씩", "여명", 

"여일째",  "년치", "기존", …"년도", "반면", 오후","개월","되기","물론", 

"그간","년대", "그것", "어디", "만여", ……… "어대", "년제와", 

"한데","그동안", "학년도")   # 불용어 입력

ko.words = function(doc){

  d = as.character(doc)

  d = str_split(d, ' ')[[1]] 

  d = paste(d[nchar(d) <= 10], collapse = ' ') 

  extractNoun(d)

}   # 명사 추출 함수 생성

statDic(which="current") 

useSejongDic()    # 세종사전 불러오기

docs1.dic <- data.frame(c("대교협", "전문대교협", "자율적", "일률적", "고도화", 

"대학재정지원사업", "산학협력", "선진학", "후취업", "선도대학", "네이처", 

"논산", "밀양대", "범비상대책위원회", "변곡점", "부총학생회장", "스위스", 

"자진폐교", "재논의", "재수강",  "재수립", "총사퇴", "총학", "패닉", 

"판가름", "교협", "육성사업", "후속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 

"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

          c( "ncn", "ncn", "ncn", "ncn", "ncn", "ncn", "ncn", "ncn", "ncn", 

"ncn", "ncn", "ncn", "ncn", "ncn", "ncn", "ncn", "ncn", "ncn", 

"ncn", "ncn", "ncn", "ncn", "ncn", "ncn", "ncn", "ncn", "ncn", 

"ncn", "ncn", "ncn"))  # 사용자 사전 지정

mergeUserDic(docs1.dic) # 사용자 사전 추가 

dtm <- DocumentTermMatrix(docs, control = list(tokenize=ko.words,

                                               removePunctuation=T,

                                               removeNumbers=T,

                                               stemming=T,

                                               stopwords=myStopwords,

                                               wordLengths=c(2,20),

                                               weighting=weightBin)) # DTM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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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분석

가. 키워드 분석

키워드 분석을 위해서는 R 프로그램(R Development Core Team,

2008)의 tm 패키지(Ingo & Kurt, 2015)를 사용하여 단어-문서 행렬

(term-document matrix; TDM)과 문서-단어 행렬(document-term

matrix; DTM)을 생성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TF나 TF-IDF 가

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Binary 행렬과 TF-IDF 가중치 행렬의 두 가지

형태로 만들었다. Binary 행렬은 각 문서에 각 단어가 몇 번 사용되었는

지와 상관없이 포함되어 있으면 1,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0으로 나타내

는 행렬이며, TF-IDF 가중치 행렬은 각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는

TF-IDF 값으로 나타내고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0으로 나타내는 행렬이

다.

키워드 단위의 정보를 추출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를 분석하는 단어 빈도 분석(term frequency analysis)을 실

시하였는데, Binary DTM의 열(column) 합계를 구하여 가장 크기가 큰

단어들을 정렬하는 방식으로 문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분석

하였다. 또한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가중치 행렬을 활용하여 각 단어들의 가중치 최대값을 구하고 그 크기

순서대로 단어들을 배열하여 TF-IDF 중요도 크기가 큰 단어들을 분석

하였다.

단어 빈도 분석과 TF-IDF 중요도가 높은 단어 분석 결과는 빈도표와

함께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기법으로 제시하였는데, 워드클라우드 생성에

는 R 프로그램의 wordcloud 패키지(Ian, 2014)가 이용되었다(표 III-9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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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 Term Matrix (Binary DTM) 생성 #######

tdm <- TermDocumentMatrix(docs, control=list(tokenize=ko.words,

                                             removePunctuation=T,

                                             removeNumbers=T,

                                             stemming=T,

                                             stopwords=myStopwords,

                                             wordLengths=c(2,20),

                                             weighting=weightBin))

tdm.sum <- cbind(as.matrix(tdm), sumfreq)

data <- subset(tdm.sum, sumfreq>1)  # 사용 빈도 1인 단어 제거

data2 <- subset(data, select=-sumfreq)

final.matrix<- t(data2)

sumfreq2 <- colSums(final.matrix)  # 열 합계 

ord <- order(sumfreq2, decreasing = T) # 합계 크기로 내림차순 정렬

sumfreq2[ord]

write.csv(sumfreq2[ord],"C:\\Users\\user\\Desktop\\word_freqfPress.csv")

# term frequency로 워드클라우드

top30 <- subset(tdm.sum, sumfreq>436) # 빈도 합계 상위 30개 단어만 선택

top30F <- subset(top30, select=-sumfreq)

top30F.matrix <- as.matrix(top30F)

wordfreq <- sort(rowSums(top30), decreasing=TRUE)

pal<-brewer.pal(8,"Dark2")

set.seed(1234)

wordcloud(names(wordfreq), wordfreq[1:30], scale=c(3, 0.5), colors=pal, 

random.order=F)

######## Document Term Matrix (TF-IDF DTM) 생성 #######

dtm_tfidf <- DocumentTermMatrix(docs, control = list(tokenize=ko.words,

                                                removePunctuation=T,

                                                removeNumbers=T,

                                                stemming=T,

                                                stopwords=myStopwords,

                                                wordLengths=c(2,20),

                                                weighting = function(x) 

            weightTfIdf(x, normalize=TRUE)))

## TF-IDF로 워드클라우드

dtm.tfidf2 <- as.matrix(dtm_tfidf)

max_tfidf <- apply(dtm.tfidf2, 2, max)

dtm.tfidf3 <- rbind(max_tfidf, dtm.tfidf2)

dtm.tfidf3 <- as.matrix(dtm.tfidf3)

tdm.tfidf <- t(dtm.tfidf3)

tdm.tfidf2 <- subset(tdm.tfidf, max_tfidf>0.578) # 상위 30개 단어만 선택

m <- tdm.tfidf2

wordfreq2 <- sort(m[,"max_tfidf"], decreasing=TRUE)

wordcloud(names(wordfreq2), wordfreq2[1:30], scale=c(3, 0.5), 

min.freq=0.5, colors=pal, random.order=F)

<표 III-9> 행렬 생성과 키워드 분석을 위한 R 프로그램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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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픽 분석

토픽 분석을 위한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은 충분히 전처리를 거

쳐 불필요한 기호나 숫자, 연구자가 사용하지 않는 품사의 단어 등이 제

거된 DTM을 분석에 사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키워드 분석을 위해 생성

한 두 종류의 DTM, 즉 Binary DTM과 TF-IDF 가중치 DTM 중

Binary DTM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TF-IDF DTM이 아닌 Binary DTM

을 분석에 활용한 것은 선행 연구들이 연구 상황에 따라 TF-IDF 이용

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이성직, 김한준

(2009)은 ‘정치’ 분야 네이버 뉴스 문서를 수집하여 TF-IDF 가중치를 이

용해 키워드를 추출하였는데 대부분 문서에 나타나는 불용어 수준에 가

까운 단어들이 큰 TF-IDF값을 갖게 되어 상위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는 TF값이 다른 단어들에 비해 매우 큰 경우 IDF로 교정하여도

결국 TF-IDF값 자체가 크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특히 뉴

스 기사의 경우 게재되는 기사의 경우 길이가 짧아 TF값의 영향을 지나

치게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지적하였다. 또한 임화진과 박성현

(2015)은 고유명사나 새로운 개념을 분석할 때는 TF-IDF를 이용하는

경우 단어의 중요도가 과소 및 과대평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토픽 모델링은 토픽의 수를 미리 지정해 주어야 하는데 자료와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토픽의 수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DiMaggio, Nag & Blei, 2013; Ding & Chen, 2014). 선행연구들은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토픽의 수를 정한다. 첫째, 연구자가 해석가능성

(interpretability)과 해당 분야에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임의의 수를 지

정(Grant, Cordy & Skillicorn, 2013; Binkley, Heinz, Lawrie & Overfelt,

2014)해 토픽 분석을 수행하거나(강범일, 송민, 조화순, 2013; 배정환, 손

지은, 송민, 2013; 안주영, 안규빈, 송민, 2016; 이태헌, 성원경, 김희웅,

2016; DiMaggio, Nag & Blei, 2013; McFarland, et al, 2013), 또는 임의

의 수 몇 개를 지정하여 얻은 결과를 비교하여 연구자가 해석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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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결정한다(최현도, 안종욱, 2015). 둘째, 여러 가지 경우의 토픽

수를 가정하고 토픽모델링을 실시한 후 토픽이 단어들을 얼마나 정확하

게 분류하는지를 살펴보고 가장 정확도가 높은 지점의 토픽의 수로 결정

할 수 있는데(Griffiths & Steyvers, 2004; Ding & Chen, 2014), 대표적

인 지수가 복잡도(perplexity)이다(Asuncion, Welling, Smyth & Teh,

2009; Battisti, Ferrara & Salini, 2015). 여러 연구들이 복잡도를 기준으

로 적정 토픽의 수를 결정하고 있다(남춘호, 2016; Massey, Eisenstein,

Antón & Swire, 2013; Jacobi, van Atteveldt & Welbers, 2015;

Chandra, Jiang & Wang, 2016).

이 연구에서는 해석가능성을 고려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방법보다 자동화된 분석을 위해 통계적으로 계산된 측정치에 근거하여

토픽의 수를 결정하고자, Blei & Jordan(2003)과 Grün & Hornik(2011)이

제안한 복잡도(perplexity)를 토픽의 수 결정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이

때 연구 자료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토픽의 수 범위 안에서 적절

한 토픽의 개수를 판단하는 선행연구(Jacobi, van Atteveldt & Welbers,

2015)와 동일한 방식으로 토픽의 수를 최대 50개로 설정하고, 최소 토픽

의 수 2개부터 1개씩 증가시켰을 때 복잡도가 가장 낮은 경우를 최적의

토픽의 수로 결정하였다.

적정 토픽의 수를 우선 결정한 후, 교육부 문서와 신문 기사 데이터에

대해 R 프로그램의 topicmodels 패키지(Grün & Hornik, 2011)를 이용하

여 Grün & Hornik(2011)의 연구가 보도 자료를 활용한 예와 동일하게

반복회수를 1000으로 설정한 붕괴된 기브스 표집 방식의 LDA 알고리즘

기반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였다(표 III-10 참조). topicmodels 패키지는

LDA를 제안한 Blei et al.(2003)와 동료들이 자신들의 이론을 실제 데이

터로 구현하기 위하여 프로그래밍(programming)한 패키지로, tm 패키지

로 만들어진 DTM에 직접 적용할 수 있다(Jacobi, van Atteveldt &

Welbers, 2015). 이 연구는 Blei et al.(2003)가 제안한 LDA 알고리즘 분

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연구진이 개발한 R 프로그램의 topicmodels

패키지가 해당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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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도(Perplexity)
harmonicMean <- function(logLikelihoods, precision=2000L) {
  library("Rmpfr")
  llMed <- median(logLikelihoods)
  as.double(llMed - log(mean(exp(-mpfr(logLikelihoods, prec = precision) 

+ llMed))))
}
k = 2
burnin = 1000
iter = 1000
thin <- 500
keep = 50
seed <-list(2003,5,63,100001,765)
nstart <- 2
best <- TRUE

fitted <- LDA(final.matrix[2:11,], k = k, method = 
"Gibbs",control=list(nstart=nstart, seed = seed, best=best, 
burnin = burnin, iter = iter, thin=thin, keep=keep))

logLiks <- fitted@logLiks[-c(1:(burnin/keep))]

sequ <- seq(2, 50, 1) 
fitted_many <- lapply(sequ, function(k) LDA(final.matrix, k = 4, method = 

"Gibbs",control = list(burnin = burnin, iter = iter, keep = keep) 
))

logLiks_many <- lapply(fitted_many, function(L)  
L@logLiks[-c(1:(burnin/keep))])

hm_many <- sapply(logLiks_many, function(h) harmonicMean(h))
plot(sequ, hm_many, type = "l")
sequ[which.max(hm_many)] 

### Run LDA using Gibbs sampling (종합일간지 기사 분석 예시)
ldaOut36 <- LDA(final.matrix, 36, method="Gibbs", control=list(seed = 

seed, best=best, burnin = burnin, iter = iter, thin=thin)) #LDA분석
# 토픽에 포함된 단어 30개 구하기
ldaOut36.terms <- as.matrix(terms(ldaOut36,30))
write.csv(ldaOut36.terms,file=paste("LDAGibbsr",36,"TopicsTerms36.csv"))
# 문서-토픽 행렬 구하기
topicProbabilities36 <- as.data.frame(ldaOut36@gamma)
write.csv(topicProbabilities36,file=paste("LDAGibbs",36,"Prob36.csv"))

석에 사용하였다.

<표 III-10> 토픽 분석과 군집 분석을 위한 R 프로그램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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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계적 군집분석
prob <- read.csv(file.choose()) 
prob.matrix <- as.matrix(prob) 

library(proxy)
d <- dist(prob.matrix, method="cosine")
hc <- hclust(d, method="ward.D")
plot(hc)

교육부 문서, 대학전문지 기사 및 종합일간지 기사 각각에 대해 R프

로그램의 topicmodels 패키지를 사용한 LDA 알고리즘 기반 토픽 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여 두 가지 결과물을 ‘.csv’ 파일로 저장하였다. 추출된 토

픽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토픽 당 나타날 확률이 높은 순서대로

배열된 단어 30개 목록을 구하였다. 또한 각 문서 당 각 토픽이 나타날

모든 확률을 문서-토픽 확률 형태의 행렬로 추출하였다(부록 5 참조).

예를 들어 50개 문서로부터 10개의 토픽을 추출한 경우에는 각 문서 당

10개 토픽 각각의 확률이 나타난 50×10의 문서-토픽 확률 행렬을 구할

수 있다. 이 때 각 문서에서 토픽별로 해당 문서에서 나타나는 확률을

모두 더하면 1이 된다.

토픽 모델링을 적용하는 연구들에서는 추출된 문서-토픽 확률 행렬을

이용하여 각 문서마다 확률 값이 가장 큰 토픽을 대표 토픽으로 선택,

자료로 사용된 문서를 분류한다(박자현, 송민, 2013; 채승훈, 임재익, 강

주영, 2015; DiMaggio, Nag & Blei, 2013; Jiang, Qiang & Lin, 2016).

이렇게 각 토픽이 대표 토픽으로 나타난 문서의 빈도를 활용하여 전체

문서에서 각 토픽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도 동일

한 방법으로 토픽 확률 값이 가장 큰 토픽을 각 문서의 대표 토픽으로

선택하였다. 가장 큰 확률 값이 2개 이상의 토픽에 동일하게 나타난 경

우에는 해당하는 2개 이상의 토픽을 모두 대표 토픽으로 선택하여 각 토

픽이 나타난 문서 수를 구하였는데, 이 때 문서의 수를 더 구해진 대표

토픽의 수만큼 증가시켰다. 예를 들어, 실제 분석한 자료의 수가 50개이

고 대표 토픽이 1개씩 나타난 경우는 토픽이 나타난 문서 수의 총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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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 되지만, 대표 토픽이 2개 나타난 문서가 5개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

라면 더 나타난 토픽의 수만큼 문서 수를 증가시켜 문서 수 총계를 55가

되도록 한 것이다.

문서-토픽 확률 행렬은 또한 추출된 토픽들의 차원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Zhao, Zou & Chen, 2014; Hu, Fang & Liang, 2014).

이 연구는 LDA로 추출된 토픽들을 군집화하기 위하여 Zhao, Zou &

Chen(2014)가 제안한 문서-토픽 확률 행렬 이용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방식을 활용하여 교육부 문서, 대학전문지 및 종합일간지 신문

기사 각각에 대한 토픽 항목을 구성하였다. 문서-토픽 확률 행렬은 연속

형(continuous) 값을 가지므로 이러한 형태의 자료 간 유사성(similarity)

을 나타내는 정규화된 계수(Xu & Wunsch, 2009, p.25)인 코사인 유사도

(cosine similarity)를 구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위계적 군

집분석은 유사성이나 거리 등을 이용해서 위계적 구조를 형성해가는 방

식으로, 군집 간 거리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단일 결합, 완전 결합, 평균

결합과 와드(Ward) 방식 등이 있는데(이훈영, 2010, p.443), 이 연구에서

는 자승합 기준(sum-of squares criterion)으로 군집화 대상 간 거리를

최소화하는 와드(Ward) 방식(Murtagh & Legendre, 2014)의 위계적 군

집분석을 수행하였다. 와드 방식은 유클리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

이외의 유사성 행렬을 활용한 군집분석에도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Murtagh & Legendre, 2014).

위계적 군집분석을 적용하여 교육부 문서와 대학전문지 및 종합일간

지 기사로부터 추출된 토픽들을 토픽 항목으로 분류한 후, 토픽 항목별

로 시간에 따른 변화 경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우선 모든 문서와 신문

기사에 월단위로 변환된 게재일 데이터를 결합하고 MS Excel 프로그램

이 제공하는 피벗테이블 기능을 활용해 월별 각 토픽이 대표적으로 나타

난 문서의 빈도를 행렬 형태로 생성하였다. 이를 이용해 토픽 항목별 문

서 빈도를 행렬 형태로 구하고 토픽 항목별 문서 수가 전체 문서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관심도도 계산하였다. MS Excel 프로그램의 도표 생성

기능을 활용해 월 단위로 토픽 항목 문서 수의 누적 그래프와 각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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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의 관심도를 나타내는 선형 변화 그래프를 생성하여 변화 경향을 분

석하였다. 관심도 변화 그래프 생성 시 추세선(trend line)을 구하여 선형

식을 확인한 후, 기울기가 양(+)의 값인 경우와 음(-)의 값인 경우를 구분

하여 표시하였다.

다. 토픽 및 항목명 타당화

토픽 모델링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면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 집합

을 얻게 되는데, 이 단어들의 의미적 연관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선

행연구에 대한 이해 및 관련 지식, 연구문제, 해당 토픽이 대표적으로 나

타난 기사 본문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추출된 토픽마다 연역적으로 토픽

명을 부여하게 된다(Marshall, 2013). 이 연구에서는 토픽 모델링 분석을

수행한 다수의 선행연구들(Levy & Franklin, 2014; Jiang, Qiang & Lin,

2016)이 토픽명을 부여하지 않거나 혹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결정에만 의

존하여 부여한 것과는 달리, 토픽명의 타당성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 과

정을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교육부 문서, 대학전문지와 종합일간지 신문 기사에 대한 토

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모두 세 가지 토픽 분석 결과를 얻은 후, 선행연

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각 토픽의 포함 단어 목록 및 각 토픽이 대표 토

픽으로 나타난 교육부 문서나 신문 기사, 대학구조개혁 평가 관련 선행

연구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토픽명과 토픽 항목명을 부여하였다.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3인과 박사과정 학생

8인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전문가 협의회

에서 연구자는 토픽 분석을 위한 LDA 알고리즘 기반 토픽 모델링에 대

해 설명하였고, 교육부 문서와 대학전문지 및 종합일간지 기사 각각에

대한 자료의 특징과 분석 과정, 분석 결과 및 토픽명과 토픽 항목명을

부여하는 과정 및 부여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였다. 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이해와 토픽명 및 토픽 항

목명의 타당성 검토를 돕기 위해, 각 토픽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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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혹은 신문 기사의 제목, 게재일자, 본문을 연구자가 부여한 토픽명

및 해당 토픽에 포함된 대표적인 단어 15개 목록과 함께 인쇄물로 제공

하였다([부록 3] 참조). 또한 각 토픽이 위계적 군집분석을 수행한 결과

어떻게 군집화 되는지를 정리한 인쇄물도 함께 제공하였다. 제시된 자료

들을 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각자 검토하고 제공된 5점 리커트 척

도에 타당성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는데, 토픽명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

는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기입란도 함께 제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필

요한 경우 전문가들의 질문과 논의, 연구자의 대답이 자유롭게 이루어졌으

나 검토자들 간 토픽명의 타당도 평정 점수는 공유하지 않도록 하였다.

전문가 검토 결과 평정 점수의 평균값이 4.0 미만인 경우에 연구자가

제시한 토픽명 및 토픽 항목명의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부적한 것으로 판

단하여, 협의회 현장에서 이 토픽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대학전문지와 종합일간지 분석 결과의 토픽과 토픽 항목 중

에서는 4.0미만의 평정 점수를 얻은 토픽명 및 토픽 항목명이 나타나지

않았지만([부록 4] 참조), 교육부 문서의 토픽명에서는 2개가 나타났다

(표 IV-8 참조). 따라서 평정 점수의 평균값이 4.0 미만으로 나타난 교육

부 문서의 토픽들에 대해서만 협의회 현장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토픽명

을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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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교육부 문서와 신문 기사의 키워드 분석

가. 교육부 문서의 키워드 분석

다음의 표 IV-1은 44개 교육부 문서 중 몇 개의 문서에 나타나는가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키워드 30개를 제시한 결과이다. ‘결과’,

‘계획’, ‘발표’, ‘재정지원’, ‘추진’ 등의 단어를 포함하는 문서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표 IV-1> 교육부 문서에 나타난 상위 30개 빈출 키워드와 문서 빈도

단어 문서 빈도 단어 문서 빈도 단어 문서 빈도

결과

계획

발표

재정지원

추진

사업

정부

지원

관련

연계

32

28

28

28

27

26

26

26

25

25

내용

방안

전문

노력

교육과정

확대

반영

지방

지표

필요

24

24

24

23

22

22

21

21

21

21

강화

사회

운영

정원

질

개선

예정

제한

현장

감축

20

20

20

20

20

19

19

19

19

18

교육부 문서에 사용된 단어들 중 TF-IDF 가중치를 활용하였을 때 단

어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상위 30개 키워드들은 다음의 표 IV-2와 같다.

TF-IDF가중치는 단순히 빈도가 높은 단어들만을 중요도가 있는 것으로

보면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들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문서에서 나타나는지도 함께 고려하여 전체 문서 집합에서 중요하

게 사용되는 단어를 추출하는 키워드 분석 기법이다. 교육부 문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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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강원대’, ‘해제’ 키워드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IV-2> 교육부 문서에 사용된 TF-IDF 상위 30개 단어

단어 TF-IDF 단어 TF-IDF 단어 TF-IDF

신청

강원대

해제

간선

평가위원

지정

서남수

정상

선출

개편방향

.375

.334

.334

.273

.249

.238

.221

.205

.197

.195

공청회

유사

공론화

배제

교육개혁

대학원

감원

시뮬레이션

유예

포진

.194

.190

.188

.185

.178

.176

.176

.176

.176

.176

하위권

한려대

감축

실질

축소

공모

가구

논란

동참

개편안

.175

.172

.167

.167

.159

.154

.154

.145

.144

.142

나. 대학전문지 기사의 키워드 분석

대학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대표적 전문지로서 ‘한국대학신문’, ‘교

수신문’, ‘대학저널’ 세 가지 신문사가 제공한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다룬

511개 기사에 대해 단어 빈도 분석(term frequency analysis)을 수행하여

문서에 나타난 빈도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상위 30개 단어를 제시한 결

과는 다음의 표 IV-3과 같다. ‘결과’, ‘정부’, ‘사업’, ‘발표’, ‘지원’ 등이 가

장 많이 사용된 단어로 나타났다.

TF-IDF 가중치를 활용하여 대학전문지 기사에 사용된 단어 중 중요

도가 가장 큰 것부터 순서대로 30개를 다음의 표 IV-4에 제시하였다.

‘봉쇄’, ‘경쟁률’, ‘국감’, ‘서남대’, ‘교명’ 등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단어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F-IDF가 큰 단어 상위 30개 중

11개 단어는 대학명이었는데, 대학전문지로서 대학 총장 인터뷰나 대학

소개 기사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여러 개의 문서에 골고루 사용되는

단어로 분석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남대’, ‘상지대’,

‘대경대’ 등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낮은 등급을 받아 학교의 반발, 총

장 사퇴, 학내 분규 등 후폭풍을 겪은 것으로 보도된 대학명이 중요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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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문서 빈도 단어 문서 빈도 단어 문서 빈도

결과

정부

사업

발표

지원

총장

진행

운영

정원

교수

341

297

296

282

282

273

252

237

236

233

재정지원

전문

학교

대상

사회

필요

강화

추진

계획

특성화

226

222

222

219

216

215

213

212

210

210

구성

문제

선정

예정

관련

실시

중심

지표

상황

지역

209

207

205

201

193

190

188

187

185

184

상위권인 키워드로 나타났다. 대학명을 제외하고 ‘봉쇄’, ‘사학법인’, ‘사직

서’, ‘진상조사’ 등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발생한 일부 대학의 혼란을

다룬 문서에서 주로 사용된 단어들이 중요 키워드로 다수 포함되어 있

다.

<표 IV-3> 대학전문지 기사에 나타난 상위 30개 빈출 단어와 문서 빈도

<표 IV-4> 대학전문지 기사에 사용된 TF-IDF 상위 30개 단어

단어 TF-IDF 단어 TF-IDF 단어 TF-IDF

봉쇄

경쟁률

국감

서남대

교명

전술

이준식

상지대

원광대

중원대

.758

.752

.699

.695

.685

.634

.614

.591

.554

.548

한국영상대

영동대

육군

강사

인수

법대

상명대

사학법인

현수막

사직서

.536

.535

.530

.527

.524

.523

.517

.509

.507

.496

대학원

삼육대

인천재능대

위덕대

권리

본관

진상조사

정보공개

사업단

대경대

.495

.486

.474

.473

.457

.455

.449

.444

.432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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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문서 빈도 단어 문서 빈도 단어 문서 빈도

결과

정원

정부

발표

지원

학교

사업

감축

재정지원

등급

877

862

849

774

760

750

702

670

664

661

추진

입학

계획

전문

총장

교수

제한

운영

대상

선정

576

574

565

560

559

540

524

508

502

497

특성화

사회

지표

방안

진행

필요

학과

지방

관계자

문제

494

490

477

469

453

450

450

442

439

437

다. 종합일간지 기사의 키워드 분석

발행부수 순으로 상위를 차지하는 20개 종합일간지의 1,579개 기사에

서 많이 사용되는 순서대로 상위 30개 단어를 제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5와 같다. ‘결과’ 단어가 사용된 문서의 빈도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으로는 ‘정원’, ‘정부’, ‘발표’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5> 종합일간지 기사에 나타난 상위 30개 빈출 단어와 문서빈도

<표 IV-6> 종합일간지 기사에 사용된 TF-IDF 상위 30개 단어

단어 TF-IDF 단어 TF-IDF 단어 TF-IDF

평가위원

사업단

대학원

지역중심

내정

청렴도

개강

해킹

상명대

인성교육

.889

.875

.752

.733

.730

.707

.703

.685

.678

.675

북한학과

대경대

노동조합

가천대

동명대

학점

공립

삼육대

경쟁률

재수강

.664

.657

.654

.649

.645

.644

.629

.618

.618

.614

한남대

여대

학군단

적립금

아주자동차대

대진대

재적

의대

입학금

강사

.611

.611

.597

.596

.595

.585

.582

.580

.579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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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일간지 기사에서 TF-IDF 가중치가 크게 나타난 30개 단어들을

분석한 결과(표 IV-6 참조), ‘경쟁률’, ‘대학원’, ‘총장’, ‘학군단’ 등의 단어

들이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명이 중요 단어로 많이 등장

하였다.

라. 교육부 문서와 신문 기사의 키워드 비교

텍스트 마이닝 중 단어 빈도 분석을 이용하여 문서에 가장 많이 출현

한 상위 30개 키워드를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IV-1과 같다.

교육부 문서와 대학전문지, 종합일간지 기사의 세 가지 자료에서 모두

‘결과’, ‘발표’, ‘정부’, ‘사업’, ‘지원’ 등의 키워드가 굵고 큰 글씨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다른 단어들에 비해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로 나타났다. 자

료의 종류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는데, 교육부 문서의 경우 ‘연계’가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드로 나타났지만 대학전문지와 종합일간지에서는 나타

나지 않았다. 또한 ‘추진’, ‘계획’ 키워드가 큰 글씨로 나타나 교육부 문서

에서는 출현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학전문지와

종합일간지에서는 그 정도로 뚜렷하게 굵은 글씨로 나타나지는 않아 출

현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전문지에서는 ‘총장’ 키워

드가 교육부 문서와 종합일간지에 비해 두드러지게 출현 빈도가 높은 키

워드로 나타났고, 종합일간지는 ‘정원’, ‘학교’, ‘등급’, ‘감축’ 키워드의 출

현 빈도가 다른 두 자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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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육부

(b) 대학전문지 기사

(c) 종합일간지 기사

[그림 IV-1] 상위 30개 빈출 키워드의 워드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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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문서와 신문 기사에서 TF-IDF를 이용해 단어 중요도를 분석

한 결과(그림 IV-2 참조), 세 종류의 자료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TF-IDF

가중치가 높은 키워드가 앞서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처

럼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자료 간 중요 키워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 문서는 대학전문지 및 종합일간지에서 중요도가 높

게 나타난 단어와 일치하는 것이 거의 없었고, 단지 ‘평가위원’, ‘대학원’

의 키워드만 종합일간지와 공통적으로 단어 중요도 상위 30위 키워드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대학전문지

와 종합일간지는 ‘경쟁률’, ‘강사’, ‘대학원’, ‘사업단’ 등 여러 키워드들이

공통적으로 중요도 상위 30위 단어로 나타나고 있는데, 굵고 큰 글씨로

나타나는 중요도 상위 키워드에서는 분명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

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또한 대학전문지의 경우는 대학명이 중요도가

높은 키워드로 다수 등장한 반면, 종합일간지는 ‘지역중심’, ‘내정’, ‘청렴

도’ 등과 같이 여러 측면의 다양한 키워드들의 중요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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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육부 문서

(b) 대학전문지 신문 기사

(c) 종합일간지 신문 기사

[그림 IV-2] TF-IDF 가중치 상위 30개 키워드의 워드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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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부 문서와 신문 기사의 토픽 분석

가. 교육부 문서의 토픽 분석

44개 교육부 문서를 활용하여 잠재된 토픽을 추출하기 위해 복잡도

(perplexity)를 이용하여 적합한 토픽의 수를 탐색하였다. 일반적으로 적

정 토픽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픽이 2개인 경우부터 50개까지 1개씩

수를 늘려 복잡도를 구하고, 가장 작은 값을 보이는 지점의 토픽 개수를

적정 토픽의 수로 판단한다. 교육부 문서에 대한 복잡도 분석 결과, 토픽

의 수가 10개일 때 가장 작은 값을 보여(그림 IV-3 참조) 교육부 문서에

내재된 토픽의 수를 10개로 지정해 LDA 기반 토픽 모델링 분석을 수행

하였다.

[그림 IV-3] 교육부 문서의 적정 토픽 수 산출을 위한 복잡도 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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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분석 결과, 교육부 문서에서 추출된 10개 토픽에 포함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단어 15개와 각각의 토픽명을 다음의 표 IV-7에 제

시하였다.

<표 IV-7> 교육부 문서에서 추출된 10개 토픽과 각 토픽에 포함된 15개

단어 목록

토픽명 포함 단어

① 경쟁력 확보
필요 고등교육 인구 전반 목적 체제 추진 가치 경쟁력

부총리 소통 수립 제고 확보 개편

② 변화요구
사회 결과 다양 운영 경제 변화 역량 혁신 관점 교수

도모 방향 창의 평생교육 병행

③ 추진방법 및 절차
계획 의견수렴 추진 적용 개최 내용 방법 의견 사실

이행 정량 제한 활용 촉진 기능

④ 감축·차등
감축 관련 방식 포함 방안 발표 구성 재정지원 고려

도입 지방 정성 진행 차등 학교

⑤ 평가지표
지표 반영 교육과정 원칙 지속 취업률 제외 교원 실시

초점 발전 지정 4년제 활용 지원

⑥ 정책지원
내용 연계 지원 구체 운영 학과 확대 분야 학사 창출

결과 관련 일반 연구 중심

⑦ 결과연계
정부 사업 연계 강화 정책 개선 맞춤 자율적 취업 발생

안정 공동 발표 부실 계획

⑧ 하위그룹
참여 연구 과제 국가장학금 재정 하위 제한 컨설팅

핵심 관계 급감 산학협력 확산 가능 그룹

⑨ 대학지원
전문 개발 규모 대상 대비 부담 수요 재정지원 현장

수준 위원회 총장 학령 실시 인문학

⑩ 대학교육의 질 제고
제도 노력 구축 사업 입학 각종 기준 추가 특성화 조성

지역 산업 목표 역할 강화

토픽 내 단어 집합을 바탕으로 단어들의 의미적 연관성과 해당 토픽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문서([부록 3]. A. 교육부 문서 참조), 대학구

조개혁 평가 관련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자가 토픽명을 부

여하였다. 토픽명을 부여하는 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필요’, ‘고등교육’, ‘인구’, ‘전반’ 등의 단어가 나타난 첫 번째 토픽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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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구조

개혁 평가가 필요하다는 정책 추진 배경에 주로 포함되는 단어들로 구성

되어 있다. 따라서 제시된 단어 집합 내 ‘경쟁력’, ‘제고’, ‘확보’ 단어들을

활용하여 ‘경쟁력 확보’로 토픽명을 정하였다. 두 번째 토픽의 경우 ‘사

회’, ‘결과’, ‘다양’, ‘운영’, ‘변화’ 등의 단어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여 대학교

육의 다양화와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교육부,

2016c)에 주로 나타나는 단어들이므로 토픽명을 ‘변화요구’로 하였다. 나

머지 토픽명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 정하였다.

연구자가 설정한 토픽명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육학 전공 박사

3인과 박사과정 학생 8인의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평정

점수가 4.0 미만인 두 가지 토픽이 나타났다(표 IV-8 참조).

<표 IV-8> 교육부 문서 토픽명의 타당화 결과

토픽명 Mean SD 협의회에서 제안된 토픽명 수정된 최종 토픽명

① 경쟁력 확보 4.45 0.69
대학경쟁력 확보 필요
구조개혁 필요성
경쟁력제고 필요

② 변화요구 4.55 0.52 대학변화 필요

③ 추진과정 3.91 0.54
추진과정 및 방법
추진방향

추진방법 및 절차

④ 감축·차등 4.27 0.65 차등지원

⑤ 평가지표 4.55 0.69

⑥ 정책지원 4.27 0.47

⑦ 결과연계 4.45 0.69
결과 활용
평가결과 연계

⑧ 하위그룹 4.45 0.52
평가 결과에 따른 하위그룹
평가 하위그룹

⑨ 대학지원 4.36 0.67
대학에 대한 지원
지원방안

⑩ 대학의 질 3.91 0.94
대학의 질 제고
대학경쟁력 강화

대학교육의 질 제고



- 84 -

교육부 문서의 토픽 중 ‘추진과정’의 경우 구체적인 대학구조개혁 평

가 방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토픽을 표현하는 15개의 대표적인 단어 목

록 내에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다 명시적인 표현으로 나타내야 한다

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추진방법 및 절차’로 수정하였다.

‘대학의 질’의 경우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대학교육의 질 제고’로 수정하였다.

추출된 10개의 토픽들은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수행하여 토픽 항목을 구성하였다(그림 IV-4 참조). ‘감축·차

등’, ‘정책지원’, ‘추진방법 및 절차’, ‘평가지표’ 토픽은 첫 번째 토픽 항목

으로, ‘결과연계’, ‘경쟁력 확보’, ‘대학교육의 질 제고’ 토픽은 두 번째 항

목으로, ‘하위그룹’, ‘대학지원’, ‘변화요구’ 토픽은 세 번째 항목으로 군집

화되었다. 세 가지 토픽 항목명을 각각 ‘정책 내용 및 추진’, ‘대학 발전

방향’, ‘대학 변화 유도’로 정하였고, 이에 대해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항

목명의 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모두 평정 점수 평균이 4.0을 넘어(표

IV-9 참조) 연구자가 정한 토픽 항목명을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그림 IV-4] 교육부 문서 토픽의 군집화 덴드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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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항목 토픽명 Mean SD

정책 내용 및 추진

방법

③ 추진방법 및 절차

4.36 1.06
⑤ 평가지표

⑥ 정책지원

④ 감축·차등

대학 발전 방향

⑩ 대학교육의 질 제고

4.45 0.74① 경쟁력 확보

⑦ 결과연계

대학 변화 유도

⑨ 대학지원

4.18 1.13② 변화요구

⑧ 하위그룹

<표 IV-9> 교육부 문서 토픽 항목명의 타당화 결과

LDA 분석에서 각 문서는 여러 개의 토픽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하므로 각 문서마다 모든 토픽별로 나타날 확률(문서-토픽 확률)이

계산되는데, 각 문서에 나타난 각 토픽의 확률을 모두 합하면 1이 된다

([부록 5] 참조). 각 문서에 나타난 모든 문서-토픽 확률 중 그 값이 가

장 큰 토픽은 다른 토픽들과 상대적으로 비교가 가능해 해당 문서에 나

타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므로 대표 토픽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몇 개의 토픽에서 동일한 확률 값도 나타날 수 있어 대표 토픽이 2

개 이상인 경우도 가능하다. 교육부 문서의 경우 7개 자료에서 대표 토

픽이 2개 이상으로 나타나 이를 추가하여 51개 문서로 분석을 수행하였

다.

각 토픽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문서의 수를 분석한 결과(표 IV-10 참

조),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의 ‘감축·차등’ 토픽을 대표적으로 다룬 문서

의 수가 10개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대표 토픽으로 다

룬 문서의 수는 1개로 가장 적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책 내용 및 추

진 방법’ 항목을 다룬 문서의 수가 22개(43.1%)로 가장 많았고, ‘대학 발

전 방향’ 항목을 다룬 문서의 수는 11개(21.6%)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토픽 항목에 포함된 토픽의 개수가 모두 다르므로 이를 반영하여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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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당 문서 수를 포함된 토픽의 개수로 나눈 항목 내 토픽 당 평균 문

서 수를 구한 결과, ‘대학 변화 유도’ 항목의 값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

나 교육부 문서는 토픽 항목 당 문서 수의 총량은 ‘정책 내용 및 추진

방법’보다 작지만 대학의 변화와 하위 그룹에 대한 지원이나 제한에 대

한 토픽들도 많이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0> 교육부 문서의 토픽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문서의 수

토픽 항목 토픽명
토픽 당

문서 수

토픽 항목

당 문서

수(%)

항목 내

토픽당 평균

문서 수

정책 내용 및

추진 방법

③ 추진방법 및 절차 4

22

(43.1)
5.5

⑤ 평가지표 5

⑥ 정책지원 3

④ 감축·차등 10

대학 발전

방향

⑩ 대학교육의 질 제고 1
11

(21.6)
3.7① 경쟁력 확보 4

⑦ 결과연계 6

대학 변화

유도

⑨ 대학지원 3
18

(35.3)
6.0② 변화요구 6

⑧ 하위그룹 9

나. 대학전문지 기사의 토픽 분석

대학전문지 기사의 토픽 분석을 위해 511개 신문 기사 자료를 활용하

여 LDA 기반 토픽 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적정한 토픽의 수를 구하

기 위하여 2개부터 50개까지 토픽의 수를 1개씩 증가시켜 각 모형으로부

터 복잡도(perplexity)를 구한 결과, 24개 토픽을 추출하는 경우의 복잡도

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전문지 기사 분석을 위한 적정 토픽의

수를 24개로 하였다(그림 I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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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5] 대학전문지 기사의 적정 토픽 수 산출을 위한 복잡도 변화

그래프

적정 토픽 수를 24개로 지정하여 토픽 모델링 분석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토픽 각각에 포함된 상위 15개 단어와 최종 토픽명을 다음의 표

IV-10에 제시하였다. 교육부 문서에서 토픽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각

토픽에 나타난 단어들의 의미적 관계와 각 토픽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신

문 기사 원문([부록 3] B. 대학전문지 참조), 선행연구 분석 내용 등을

고려하여 토픽명을 부여하였다.

토픽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몇몇 동일한 단어들이 사용되어 유사하게

보이지만 서로 다른 내용을 표현하는 토픽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결과’,

‘제한’, ‘D등급’과 ‘E등급’, ‘재정지원’ 단어가 모두 나타난 두 개의 토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⑤번 토픽의 경우 두 단어와 함께 나타난 ‘감축’,

‘발표’, ‘예정’, ‘2단계’ 등의 단어들을 함께 고려하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결과 발표에서 언급된 등급별 정원 감축과 차등적인 재정지원을 표

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단어 집합으로 판단할 수 있어 토픽명을 ‘감

축·차등’으로 정하였다. ⑨번 토픽의 경우는 ‘컨설팅’, ‘국가장학금’, ‘하위’,

‘이행’, ‘학자금’ 등과 함께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하위 그룹으로 분류

되는 D등급과 E등급 대학에 대한 조치를 설명하는 단어들의 집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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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명 포함 단어

① 평가필요성
감소 학령 인구 상황 필요 정부 강조 대비 규모

강화 경쟁력 문제 입학 대응 사업

② 지표검토
자체 관계자 발표 기획 공개 제기 분류 지난달

부분 대상 지표 해당 확인 검토 대학가

③ 의견수렴
협의회 고등교육 사회 총장 반영 의견 회장 방안

참석 정책 부총리 다양 역할 논의 예정

④ 법안
국회 입장 정부 방안 통과 의원 감축 진행 법안

의견 새누리당 주장 관계자 일부 전망

⑤ 감축·차등
결과 감축 제한 대상 발표 정원 예정 D등급

A등급 2단계 점수 수준 E등급 재정지원 실시

⑥ 평가지표
지표 확보 수도권 취업률 교사 고려 반영 평균

전체 추가 정성 관련 기준 환원 방식

⑦ 지속관리
시간 지속 관리 필요 분석 개선 연계 집중 경쟁력

요구 만족 선택 제공 교수 효과

⑧ 재정부족
등록금 지원 정부 재정 투자 가능성 부담 예산

여건 이후 개선 고려 부족 투입 사업

⑨ 하위그룹
컨설팅 4년제 결과 국가장학금 신입생 재정지원 하위

제한 E등급 이행 학자금 신경 최종 D등급 지원

⑩ 학사강화
계획 조정 학사 수요 학과 추진 강화 연구 사회

연계 선도대학 인력 대학교육 사업 운영

⑪ 발전노력
발전 노력 총장 학교 최선 취임 지역사회 구성

교직원 기관 준비 우수 마음 소통 자리

⑫ 교육과정 개선
과정 내용 가능 일반 전문 질 인정 적용 목적

제도 수업 확대 전환 유도 운영

⑬ 책임요구
총장 구성 교수 학교 책임 요구 이하 사태 사퇴

회의 관련 촉구 행정 강원대 상황

⑭ 논란·의혹
대학가 상황 논란 공정성 인사 가능성 마무리

답변 비롯 장관 비리 연합 위원 위원장 의혹

이해할 수 있어 토픽명을 ‘하위 그룹’으로 부여하였다.

표 IV-11에 제시된 토픽명은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타당성을 확인한

것으로, 전문가 협의회 결과 대학전문지 기사에서 추출된 24개 토픽의

토픽명에 대해 모두 평균 4.0 이상의 평정 점수를 받아 토픽명의 타당성

을 확인하였다.([부록 4] B. 참조)

<표 IV-11> 대학전문지 기사에서 추출된 24개 토픽과 포함된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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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명 포함 단어

⑮ 지적·비판
지적 목소리 정책 교수 사립대 비판 보장 한국

자율성 시행 방법 중심 국립대 단체 법인

⑯ 책임자의지
생각 시작 의미 중요 마지막 변화 역할 사람

사실 국가 구체 모습 방향 관심 사회

⑰ 입시영향 분석
지방 대부분 서울 수도권 가운데 현상 활용 서울대

정원 분석 소재 한양대 한국외대 사립대 수치

⑱ 대학정보 홍보
교수 성공 과제 가운데 국민 적극 각종 개최

계획 설립 수행 강화 구성 총장 대상

⑲ 취업·창업 홍보
취업률 달성 졸업생 산업체 실무 NCS 직업교육

전문 직업 기관 실현 체결 현장 방문 육성사업

⑳ 특성화사업 홍보
양성 인재 중심 기반 목표 산학협력 사업 특성화

산업 체계 개발 분야 구축 강화 선정

㉑ 사업선정 홍보
육성사업 지원사업 최우수 선정 A등급 역량 최초

성과 ACE 신설 유일 센터 시대 중점 대상

㉒ 우수인증 홍보
다양 A등급 학교 우수 산업 제작 구축 취업

컨텐츠 획득 재학생 앞장 유학생 인증 최초

㉓ 프로그램 홍보
프로그램 학과 연속 전공 창업 실시 취업 다양

문화 장학금 운영 학교 교내 생활 해외

㉔ 입시 홍보
입학 모집 선발 전형 포함 해당 반영 성적 수능

준비 수험생 입시 기록 기준 수시

대학전문지 신문 기사 데이터에 대해 토픽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

구조개혁 평가 정책의 필요성이나 평가지표, 법안 등 정책의 배경과 추

진 과정, 내용에 대한 토픽들(① 평가필요성, ② 지표검토, ③ 의견수렴,

④ 법안, ⑤ 감축·차등, ⑥ 평가지표, ⑨ 하위그룹)과 더불어 대학가의 혼

란이나 대학 책임자의 책임 요구, 대학의 자구적인 변화 노력을 나타내

는 토픽들(⑦ 지속관리, ⑧ 재정부족, ⑩ 학사강화, ⑪ 발전노력, ⑫ 교육

과정 개선, ⑬ 책임요구, ⑭ 논란·의혹, ⑮ 지적·비판, ⑯ 책임자의지)이

나타났으며, 대학 홍보와 관련된 토픽들(⑱ 대학정보 홍보, ⑲ 취업·창업

홍보, ⑳ 특성화사업 홍보, ㉑ 사업선정 홍보, ㉒ 우수인증 홍보, ㉓ 프로

그램 홍보, ㉔ 입시 홍보)도 상당수 발견되었다. 또한 대학입시에 대학구

조개혁이 미친 영향에 관련된 토픽(⑰ 입시영향 분석)도 나타났다.

추출된 24개 대학전문지 기사의 토픽들을 군집화하기 위한 자동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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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으로 위계적 군집분석을 수행한 결과, 5개의 토픽 항목이 나타났다.

첫 번째 토픽 항목에는 ‘입시홍보’, ‘사업선정홍보’, ‘프로그램홍보’의 세

가지 토픽이 분류되었고, 두 번째 항목에는 ‘우수인증 홍보’, ‘취업·창업

홍보’, ‘발전노력’, ‘대학정보홍보’, ‘특성화사업 홍보’, ‘지속관리’의 6개 토

픽이, 세 번째 항목에는 ‘학사강화’, ‘의견수렴’, ‘지적·비판’, ‘교육과정개

선’, ‘재정부족’, ‘책임자 의지’, ‘평가 필요성’의 7개 토픽이 군집화 되었

다. 네 번째 항목에는 세 가지 토픽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책임

요구’, ‘논란의혹’, ‘법안’이 이에 해당되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항목에는

‘하위 그룹’, ‘입시영향분석’, ‘감축·차등’, ‘지표검토’, ‘평가지표’의 다섯 개

토픽이 포함되었다(그림 IV-6 참조).

[그림 IV-6] 대학전문지 기사 토픽의 군집화 덴드로그램

문서-토픽 확률 행렬을 활용해 실시한 위계적 군집분석은 여러 문서

에서 토픽들이 함께 자주 나타나는 경우 같은 군집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각 토픽 항목에 포함된 토픽들은 유사한 내용이나 맥

락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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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구자가 우선 다섯 개 토픽 항목명을 설정하였고 전문가 협의회의

타당화를 거쳐 ‘대학홍보’, ‘대학의 발전 노력’, ‘대학 상황의 특징 및 대

학 변화’, ‘평가 관련 논란’, ‘평가 방식 및 결과’의 다섯 가지로 토픽 항

목명을 설정하였다. 토픽 항목명 타당화 평정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의 표 IV-12에 제시하였다.

<표 IV-12> 대학전문지 기사 토픽 항목명의 타당화 결과

토픽 항목명 포함 토픽명 Mean SD

대학 홍보
㉔ 입시 홍보, ㉑ 사업선정

홍보, ㉓ 프로그램 홍보
4.55 0.46

대학의 발전 노력

㉒ 우수인증 홍보, ⑲ 취업·

창업 홍보, ⑪ 발전노력, ⑱

대학정보 홍보, ⑳ 특성화사

업 홍보, ⑦ 지속관리

4.45 0.46

대학 상황의 특징

및 대학 변화

⑩ 학사강화, ③ 의견수렴, ⑮

지적·비판, ⑫ 교육과정 개선,

⑧ 재정부족, ⑯ 책임자의지,

① 평가필요성

4.36 0.92

평가 관련 논란
⑬ 책임요구, ⑭ 논란·의혹,

④ 법안
4.45 0.74

평가 방식

및 결과

⑨ 하위그룹, ⑰ 입시영향 분

석, ⑤ 감축·차등, ② 지표검

토, ⑥ 평가지표

4.36 0.76

토픽 분석을 통해 나타난 대학전문지 기사의 24개 토픽이 각각 대표

토픽으로 나타난 신문 기사의 수를 살펴보기 위하여 토픽-확률 행렬을

활용하였고, 대표 토픽이 2개 이상 나타난 신문 기사를 추가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총 523개 기사 중 ‘감축·차등’ 토픽을 다룬 기사의 수가 37

개로 가장 많았고, ‘의견수렴’, ‘책임요구’가 35개, ‘하위 그룹’, ‘지표 검토’

가 32개로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토픽들로 분석되었다(표 IV-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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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항목 토픽명
토픽 당

문서 수

토픽 항목

당 문서수

(%)

항목 내
토픽 당

평균 문서 수

대학 홍보

㉔ 입시 홍보 22
72

(13.8)
24.0㉑ 사업선정 홍보 20

㉓ 프로그램 홍보 30

대학의 발전

노력

㉒ 우수인증 홍보 16

96

(18.4)
16.0

⑲ 취업·창업 홍보 24

⑪ 발전노력 24

⑱ 대학정보 홍보 3

⑳ 특성화사업 홍보 25

⑦ 지속관리 4

대학 상황의

특징

및 대학 변화

⑩ 학사강화 25

142

(27.2)
20.3

③ 의견수렴 35

⑮ 지적·비판 22

⑫ 교육과정 개선 14

⑧ 재정부족 21

⑯ 책임자의지 18

① 평가필요성 7

평가 관련

논란

⑬ 책임요구 35
85

(16,3)
28.3⑭ 논란·의혹 24

④ 법안 26

평가 방식

및 결과

⑨ 하위그룹 32

128

(24.5)
25.6

⑰ 입시영향 분석 10

⑤ 감축·차등 37

② 지표검토 32

⑥ 평가지표 17

<표 IV-13> 대학전문지 신문 기사 토픽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문서의

수

토픽 항목 중에서는 ‘대학상황의 특징 및 대학 변화’ 항목에 포함되는

토픽들을 다룬 신문 기사의 수가 142개(27.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으로 ‘평가 방식 및 결과’ 항목이 128개, ‘대학의 발전 노력’ 항목이 96개,

‘평가 관련 논란’이 85개로 나타났다. ‘대학 홍보’ 항목을 다룬 신문 기사

의 수는 72개(13.8%)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토픽 항목 안에 포함된 토

픽의 개수가 모두 다르므로 이를 반영하여 항목 내 토픽 당 평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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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구한 결과, ‘평가관련 논란’ 항목 내 토픽의 평균 문서 수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평가 방식 및 결과’, ‘대학 홍보’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 내 토픽 당 평균 문서 수가 가장 작은 토픽 항목은 ‘대학

의 발전 노력’이었다.

다. 종합일간지 기사의 토픽 분석

종합일간지 기사 1,579개에 대한 LDA 기반 토픽 모델링 수행을 위하

여 복잡도를 기준으로 토픽의 수를 결정하였다. 그림 IV-7에 나타난 바

와 같이 적정한 토픽의 수는 36개로 나타났다.

[그림 IV-7] 종합일간지 기사의 적정 토픽 수 산출을 위한 복잡도 변화

그래프

토픽의 수를 36개로 지정하여 토픽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 다음의 표

IV-14와 같이 각 토픽에 해당하는 단어들의 집합이 나타났다. 교육부 문

서와 대학전문지 기사 분석과 마찬가지로 각 토픽에 나타날 확률이 높은

15개 단어들만 제시하였다. 토픽명은 전문가 협의회에서 모두 평균 4.0

이상의 평정 점수를 받아 토픽명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부록 4] C.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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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명 포함 단어

① 국가발전전략
필요 관련 대한민국 국가 경제 다양 시작 환경

미래 조성 시장 효과 도움 요구 관계

② 경쟁력확보
고교졸업 입학 정책 퇴출 현상 경쟁력 현실

개혁 고등교육 대입 상황 시작 이유 방향 부실

③ 대학변화요구
노력 개선 경쟁력 변화 질 필요 중요 적극

지표 연구 지속 발전 중심 관련 전체

④ 인구감소
인구 학령 감소 정원 정부 대비 감축 추진 입학 급감

예상 유도 선제 전망 대응

⑤ 시행준비
진행 예정 대상 발표 관련 관계자 계획 확정

최종 참여 현장 제출 구성 실시 신청

⑥ 법안
국회 통과 법안 의원 재산 퇴출 발의 법률

근거 내용 새누리당 감축 위원회 잔여 계류

⑦ 의견수렴
사회 추진 협의회 논의 필요 총장 장관 강조

황우여 의견 정부 참석 방안 부총리 정책

⑧ 평가방식
방안 방식 정성 등급 감축 지방 퇴출 미흡

정원 도입 수도권 정부 정량 추진 절대평가

⑨ 평가지표
지표 취업률 확보 전임교원 항목 정량 충원 지원

교사 관리 교육여건 교육비 교육과정 점수 공청회

⑩ 등급별 감축 및 제한
감축 E등급 D등급 A등급 정원 결과 등급

C등급 제한 B등급 4년제 재정지원 장학금 전문 일반

⑪ 교육과정 개선 및 전환
과정 운영 제도 완화 규제 전환 허용 대학원

가능 직업 내용 혁신 확대 수업 인정

⑫ 하위그룹 조치
방안 제한 재단 학교 재정지원 정상 등급

재학생 계획 제출 서남수 하위 운영 지정 부실

⑬ 재정지원 제한
제한 학자금 대출 장학금 신입생 재정지원 이행

E등급 사업 정부 4년제 일반 결과 D등급 발표

⑭ 국가장학금
부담 지원 기준 재학생 가능 등록금 지급 장학

금 만원 최대 비용 발표 유형 학기 신입생

⑮ 대입 지원 시 고려
입학 모집 결과 신입생 수험생 선발 지원 대입 위주

발표 확인 수시 입시 포함 전형

⑯ 학사개편
학과 전공 통폐합 신설 개편 선도대학 PRIME 강화

정부 인문 학사 수요 내년 단과대 방향

⑰ 발전목표 제시
총장 발전 비전 변화 시간 교직원 비롯 개최

학교 도약 참석 진행 역량 혁신 구성

⑱ 정원조정계획 수립
수도권 지방 정원 특성화 지역 집중 사업 계획

감축 입학 분야 규모 전체 대상 중심

<표 IV-14> 종합일간지 기사에서 추출된 36개 토픽과 포함된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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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명 포함 단어

⑲ 학점개편 반발
상대 지표 학기 성적 방식 반발 학교 학점 변경

수업 제도 총학생회 한국외대 교수 적용

⑳ 구성원의 반발
문제 비판 지적 주장 사립대 교수 정책 한국

단체 대학교육 서울 반대 대학생 기자회견 촉구

㉑ 평가과정 반발
우려 입장 상황 지적 관계자 문제 발표 과정

대학가 상당 판단 반발 불가피 비판 일부

㉒ 대학 및 학원 책임 논란
총장 구성 요구 이사 이사회 사태 총학생회 학내 학교

학원 사퇴 주장 책임 거부 감사

㉓ 하위그룹 혼란
총장 교수 결과 강원대 국립대 책임 사퇴 학교 관계자

D등급 캠퍼스 거점 결정 대상 보직교수

㉔ 지방대 캠퍼스 반발
학교 학과 계획 포함 등급 구성 시작 대부분 특수 학

사 캠퍼스 결과 지역 제시 통합

㉕ 재정정책 비판
등록금 사립대 정부 재정 수준 교수 정책 국립대 주요

지원 각종 동결 기획 상황 투자

㉖ 입시결과 영향
분석 고려대 서울대 취업 가운데 대부분 연세대 건국

대 영향 한양대 대비 설명 평균 하락 졸업

㉗ 사업선정 홍보
사업 특성화 선정 지원 산학협력 지원사업 선도대학

CK 비롯 ACE LINC 강화 참여 A등급 역량

㉘ 세계화 홍보
세계 국내 연구 국제 미래 설립 외국 유치 다양 교육

과정 인정 인재 기준 과학 한국

㉙ 특성화사업 홍보
산업 우수 기반 전문 양성 운영 인력 강화 개발 지속

능력 특성화 결과 역량 향상

㉚ 프로그램 홍보
인재 기업 양성 프로그램 글로벌 분야 융합 목표 배출

문화 육성 창업 성장 노력 센터

㉛ 전형방식 홍보
학교 선발 지원 전형 활용 사회 일반 기숙사 학과 모

집 계열 반영 과학 전공 제외

㉜ 취업·창업 홍보
취업 전문 연속 사업 재학생 선정 취업률 최초 수준

최우수 총장 최고 주관 다양 우수

㉝ 총장인터뷰 홍보
생각 사회 자신 문제 관심 부족 준비 선택 졸업생 의

미 졸업 시도 기회 사람 국가

㉞ 여자 대학
포함 운영 선정 예정 심사 시작 확보 여대 이화여대

본격 지원 점수 선발 추가 내년

㉟ 국정감사·야당
정부 가운데 이후 지적 사실 교수 예산 교원 공개 연

합 자료 민주 의미 논란 의원

㊱ 대통령·정부
대통령 추진 개혁 내년 경제 박근혜 사회 교육개혁 수

요 맞춤 도입 시행 과제 전면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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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의 배경이나 필요성으로 언급되는 내용들이

세부 토픽으로 나타났고(① 국가발전전략, ② 경쟁력확보, ③ 대학변화요

구, ④ 인구감소),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추진과정 및 내용과 관련된 토픽

들(⑤ 시행준비, ⑥ 법안, ⑦ 의견수렴, ⑧ 평가방식, ⑨ 평가지표, ⑩ 등

급별 감축 및 제한, ⑪ 교육과정 개선 및 전환, ⑫ 하위그룹 조치, ⑬

재정지원 제한)이 다수 나타났다. 대학의 변화 노력에 관련된 토픽들(⑯

학사개편, ⑰ 발전목표 제시, ⑱ 정원조정계획 수립)과 함께 대학 현장에

나타난 혼란이나 반발을 나타내는 토픽들(⑲ 학점개편 반발, ⑳ 구성원

의 반발, ㉑ 평가과정 반발, ㉒ 대학 및 학원 책임 논란, ㉓ 하위그룹 혼

란, ㉔ 지방대 캠퍼스 반발, ㉕ 재정정책 비판)도 많이 발견되었다. 대학

에 대한 홍보 토픽들(㉗ 사업선정 홍보, ㉘ 세계화 홍보, ㉙ 특성화사업

홍보, ㉚ 프로그램 홍보, ㉛ 전형방식 홍보, ㉜ 취업·창업 홍보, ㉝ 총장

인터뷰 홍보)과 대학입학 및 장학금과 관련한 토픽(⑭ 국가장학금, ⑮ 대

입 지원 시 고려), 대학입시에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미친 영향에 관련된

토픽(㉖ 입시결과 영향)도 나타났으며, 정부 및 야당과 관련된 토픽들(㉟ 

국정감사·야당, ㊱ 대통령·정부)과 여자대학에 대한 토픽(㉞ 여자 대학)

도 발견되었다.

36개 종합일간지 기사의 토픽들에 대한 위계적 군집분석 결과, 7개의

토픽 항목이 나타났다(그림 IV-8 참조). ‘발전목표제시’, ‘취업·창업홍보’,

‘특성화사업 홍보’, ‘세계화 홍보’, ‘사업선정 홍보’, ‘프로그램 홍보’의 여

섯 개 토픽이 첫 번째 항목으로 분류되었는데, 대학의 비전 및 목표 제

시를 다루며 해당 대학의 장점을 부각하는 토픽과 다양한 형태의 대학에

대한 홍보 토픽들이 모였으므로, ‘대학 발전 노력 및 홍보’로 토픽 항목

명을 설정하였다. 두 번째 항목에는 ‘국가발전 전략’, ‘총장인터뷰 홍보’,

‘평가과정 반발’, ‘대학변화 요구’, ‘인구 감소’, ‘경쟁력 확보’의 여섯 개

토픽이 분류되었고, 이는 미래인재 양성과 대학교육의 질 및 경쟁력 제

고라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필요성 및 배경에 해당되는 토픽들인 것으

로 나타나, 토픽 항목명을 ‘평가 배경 및 대학 발전 방향’으로 정하였다.

가장 많은 8개 토픽이 군집화된 세 번째 항목은 ‘학사개편’,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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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비판’, ‘지방대 캠퍼스 반발’, ‘시행준비’, ‘정원조정계획 수립’,

‘국정감사·야당’, ‘구성원의 반발’ 토픽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대학구조개

혁 평가에 대해 대학들의 입장이나 의견의 표명과 관련된 토픽들로 주로

논란이나 반발, 문제점 제시 등이 다루어진 것들이다. 따라서 세 번째 토

픽 항목명을 ‘평가 관련 의견 및 논란’으로 정하였다.

[그림 IV-8] 종합일간지 기사 토픽의 군집화 덴드로그램

네 번째 항목에는 ‘법안’, ‘대통령·정부’의 두 가지 토픽만이 포함된 것

으로 나타났는데, 정부가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려

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법안 통과가 필요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동일한 군

집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토픽 항목명을 ‘정부 의지 및 법

안’으로 부여하였다. ‘재정지원제한’, ‘평가방식’, ‘평가지표’, ‘등급별 감축

및 제한‘의 네 개 토픽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 다섯 번째 항목은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구체적 방식과 평가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 ‘평가 방식 및 결과 활용’으로 토

픽 항목명을 정하였다. 여섯 번째 항목은 7개 토픽들로 구성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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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항목명 포함 토픽명 Mean SD

대학 발전 노력

및 홍보

⑰ 발전목표 제시, ㉜ 취업·

창업 홍보, ㉙ 특성화사업 홍

보, ㉘ 세계화 홍보, ㉗ 사업

선정 홍보, ㉚ 프로그램 홍보

4.55 0.52

평가 배경 및

대학 발전 방향

① 국가발전전략, ㉝ 총장인

터뷰 홍보, ㉑ 평가과정 반발,

③ 대학변화요구, ④ 인구감

소, ② 경쟁력확보

4.36 0.76

평가 관련 의견

및 논란

⑯ 학사개편, ⑦ 의견수렴, ㉕ 

재정정책 비판, ㉔ 지방대 캠

퍼스 반발, ⑤ 시행준비, ⑱

정원조정계획 수립, ㉟ 국정

감사·야당, ⑳ 구성원의 반발

4.55 0.52

정부 의지 및 법안 ⑥ 법안, ㊱ 대통령·정부 4.64 0.46

평가 방식 및

결과 활용

⑬ 재정지원 제한, ⑧ 평가방

식, ⑨ 평가지표, ⑩ 등급별

감축 및 제한

4.45 0.53

평가와 대학입시

㉛ 전형방식 홍보, ⑮ 대입

지원 시 고려, ⑪ 교육과정

개선 및 전환, ㉞ 여자 대학,

4.36 0.53

‘전형방식 홍보’, ‘대입 지원 시 고려’, ‘교육과정 개선 및 전환’, ‘여자 대

학’, ‘학점 개편 반발’, ‘입시 결과 영향’, ‘국가장학금’ 토픽이 이에 해당되

었고,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대학 입학 전형, 입시 결과, 대학 교육 과정

의 변화 등을 함께 다루는 토픽들로 구성되었다. 이에 토픽 항목명을 ‘평

가와 대학입시’로 정하였다. 마지막 일곱 번째 토픽은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하위 그룹으로 분류된 대학들에게 부여되는 관련 조치와 이에 따른

해당 대학의 혼란 상황을 나타내는 토픽들(‘하위그룹 조치’, ‘대학 및 학

원 책임 논란’, ‘하위그룹 대학 혼란’)로 구성되어 있어 ‘하위 그룹 대학’

으로 토픽 항목명을 설정하였다.

이상의 7개 토픽 항목명에 대해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타당성을 확인

한 결과(표 IV-15 참조), 모든 항목에서 평정 점수의 평균이 4.0보다 높

게 나타나 토픽 항목명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표 IV-15> 종합일간지 기사 토픽 항목명의 타당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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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항목명 포함 토픽명 Mean SD

⑲ 학점개편 반발, ㉖ 입시결

과 영향, ⑭ 국가장학금

하위그룹 대학

⑫ 하위그룹 조치, ㉒ 대학

및 학원 책임 논란, ㉓ 하위

그룹 대학 혼란

4.55 0.52

각 토픽과 토픽 항목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문서의 수를 분석하기 위

하여 토픽-확률 행렬을 활용하였고, 2개 이상의 대표 토픽이 나타나는

문서를 추가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제 이 연구에서 활용한 종합일간

지 신문 기사 수는 1,579개였지만 62개 신문 기사에서 대표 토픽이 두

개 이상 나타나, 이를 추가한 1,641개로 대표 토픽이 나타난 문서 수를

분석하였다(표 IV-16 참조). ‘평가 방식’ 토픽이 90개 문서에서 대표 토

픽으로 나타나 가장 많이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재정지원 제한’이

88개, ‘법안’이 87개, ‘학사개편’이 76개 순으로 나타났다.

토픽 항목에서는 ‘평가 방식 및 결과 활용’ 항목에 포함되는 토픽들이

306개 기사(18.6%)에서 대표 토픽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는 ‘평가 관련 의견 및 논란’(17.4%), ‘평가와 대학입시’(16.1%)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기사 수가 적은 토픽 항목은 정부 의지 및 법안(9,1%)이

었다. 토픽 항목에 포함된 토픽의 개수가 다르므로 이를 반영하여 항목

내 토픽 당 평균 문서 수를 구한 결과, 역시 ‘평가 방식 및 결과 활용’

항목에 포함된 토픽이 나타난 문서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토픽

항목이 두 개로만 구성되어 총 문서 수에서는 가장 적었던 ‘정부 의지

및 법안’ 항목이 그 다음으로 토픽 당 평균 문서 수가 많아, 종합일간지

기사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다룬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하위그룹 대학’ 항목에 대한 토픽 당 평균 문서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

났고, 가장 평균 문서 수가 적었던 항목은 ‘평가 배경 및 대학 발전 방

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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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항목 토픽명
토픽 당

문서 수

토픽항목

당 문서

수(%)

항목 내
토픽 당

평균 문서 수

대학 발전

노력

및 홍보

⑰ 발전목표 제시 64

283

(17.2)
47.2

㉜ 취업·창업 홍보 38

㉙ 특성화사업 홍보 47

㉘ 세계화 홍보 40

㉗ 사업선정 홍보 30

㉚ 프로그램 홍보 64

평가 배경

및

대학 발전

방향

① 국가발전전략 23

188

(11.5)
31.3

㉝ 총장인터뷰 홍보 26

㉑ 평가과정 반발 29

③ 대학변화요구 33

④ 인구감소 22

② 경쟁력확보 55

평가 관련

의견

및 논란

⑯ 학사개편 76

286

(17.4)
35.8

⑦ 의견수렴 48

㉕ 재정정책 비판 31

㉔ 지방대 캠퍼스 반발 14

⑤ 시행준비 19

⑱ 정원조정계획 수립 35

㉟ 국정감사·야당 20

⑳ 구성원의 반발 43

정부 의지

및 법안

⑥ 법안 87 150

(9.1)
75.0

㊱ 대통령·정부 63

평가 방식

및

결과 활용

⑬ 재정지원 제한 88

306

(18.6)
76.5

⑧ 평가방식 90

⑨ 평가지표 60

⑩ 등급별 감축 및 제한 68

평가와

대학입시

㉛ 전형방식 홍보 43

264

(16.1)
37.7

⑮ 대입 지원 시 고려 30

⑪ 교육과정 개선 및 전환 42

㉞ 여자 대학 25

⑲ 학점개편 반발 49

㉖ 입시결과 영향 49

⑭ 국가장학금 26

하위그룹

대학

⑫ 하위그룹 조치 42
164

(10.0)
54.7㉒ 대학 및 학원 책임 논란 69

㉓ 하위그룹 대학 혼란 53

<표 IV-16> 종합일간지 기사 토픽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문서의 수



- 101 -

라. 교육부 문서와 신문 기사의 토픽 비교

교육부 문서와 대학전문지 및 종합일간지 기사에 나타난 토픽을 단어

구성과 대표 문서 및 기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비교, 정리한 결과(표

IV-17 참조), 대학 경쟁력 확보 측면의 ‘평가 필요성’과 ‘하위그룹에 대한

조치’, ‘평가지표’, 평가 결과에 근거한 ‘등급별 정원감축 및 재정지원 제

한’, 의견 수렴이나 지표 검토를 통한 ‘평가 추진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토픽들이 세 문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표 IV-17 파란 음영 부분

참조).

교육부 문서에서 나타난 ‘변화 요구’ 토픽의 경우 종합일간지 기사에

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대학전문지 기사에서는 뚜렷하게 등장하지 않

았다(표 IV-17 초록 음영 부분 참조). 반면 대학전문지 기사와 종합일간

지 기사는 교육부 문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서로 유사한 토픽들이

다수 나타났는데, 주로 ‘학사강화’ 혹은 ‘학사개편’과 같은 대학의 변화,

대학의 입장이나 혼란이 나타난 ‘의견 수렴’, ‘지적·비판’ 혹은 ‘구성원의

반발’, ‘논란·의혹’ 및 ‘책임 요구’ 등과 대학구조개혁 평가 관련 법률안을

다루는 ‘법안’ 토픽이 공통적으로 등장하였다. 또한 ‘입시결과 영향’ 토픽

과 여러 가지 대학 홍보 관련 토픽들도 공통적으로 나타나 교육부 문서

에 비해 두 신문 기사가 유사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더 뚜렷하였

다(표 IV-17 붉은 음영 부분 참조).

대학전문지 기사는 다른 문서 분석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은 등록

금 수입 감소 문제 등 대학이 직면한 재정 부족 상황을 다룬 ‘재정부족’

토픽과 ‘교육과정 개선’, ‘책임자 의지’, ‘지속 관리’ 토픽 등 대학의 변화

노력에 관련한 내용들을 특징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일간지 기사는 ‘재정정책 비판’, ‘지방대 캠퍼스 반발’, ‘국정감사·

야당’, ‘학점개편 반발’과 같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비판과 반발을

다룬 토픽들이 세분화되어 특징적으로 나타났고, 학령인구 감소와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재상과 국가 전략 정립 등과 같이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배경과 필요성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인구감소’, ‘국가 발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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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문서 대학전문지 기사 종합일간지 기사

항목
명 토픽명 항목

명 토픽명 항목명 토픽명

평가
관련
의견
및
논란

㉕ 재정정책 비판

㉔ 지방대 캠퍼스 반발

⑤ 시행준비

⑱ 정원조정계획 수립

㉟ 국정감사·야당

대학
상황
의
특징
및
대학
변화

⑩ 학사강화 ⑯ 학사개편

③ 의견수렴 ⑦ 의견수렴

⑮ 지적·비판 ⑳ 구성원의 반발

⑫ 교육과정 개선

⑧ 재정부족

⑯ 책임자의지
대학
발전
방향

① 경쟁력 확보 ① 평가필요성

평가
배경
및
대학
발전
방향

② 경쟁력확보

⑩대학교육의질제고 ④ 인구감소

㉝ 총장인터뷰 홍보

㉑ 평가과정 반발

① 국가발전전략
대학
변화
유도

② 변화요구 ③ 대학변화요구

정부
의지 및
법안

㊱ 대통령·정부

평가
관련
의견
및
논란

④ 법안 ⑥ 법안

⑭ 논란·의혹

하위
그룹
대학

㉓ 하위그룹 대학 혼란

⑬ 책임요구 ㉒ 대학및 학원책임논란

대학
변화
유도

⑧ 하위그룹
평가
방식
및
결과

⑨ 하위그룹 ⑫ 하위그룹 조치

정책
내용
및
추진

⑤ 평가지표 ⑥ 평가지표 평가
방식
및

⑨ 평가지표

⑤ 감축·차등 ⑩ 등급별감축 및제한④ 감축·차등

② 지표검토

토픽으로 세분화되어 등장하였다. 또한 ‘국가장학금’과 ‘대입 지원 시 고

려’와 같이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에 지원되는 재정 수준

이 달라지는 내용을 알리는 정보 제공을 위한 토픽들이 분명하게 나타났

고, 학군단 개설 선정과 여자 대학으로서의 특수성 강조, 남녀공학 대학

으로의 전환 논란 등을 반영하는 ‘여자대학’ 토픽과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의지와 중요성을 강조한 ‘대통령·정부’ 토픽이 종합일간지

기사에서만 등장하였다.

<표 IV-17> 교육부 문서와 신문 기사 간 토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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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문서 대학전문지 기사 종합일간지 기사

항목
명 토픽명 항목

명 토픽명 항목명 토픽명

방법 결과
활용

⑧ 평가방식③ 추진방법 및절차
⑬ 재정지원 제한⑥ 정책지원

⑦ 결과연계

⑰ 입시영향 분석

평가와
대학
입시

㉖ 입시결과 영향

⑮ 대입 지원 시 고려

⑪교육과정개선및전환

㉞ 여자 대학

⑲ 학점개편 반발

⑭ 국가장학금

대학
홍보

㉔ 입시 홍보 ㉛ 전형방식 홍보

㉑ 사업선정 홍보

대학
발전
노력
및
홍보

㉗ 사업선정 홍보

㉓ 프로그램 홍보 ㉚ 프로그램 홍보

대학
의
발전
노력

⑪ 발전노력 ⑰ 발전목표 제시

⑲ 취업·창업 홍보 ㉜ 취업·창업 홍보

⑳ 특성화사업 홍보 ㉙ 특성화사업 홍보

⑱ 대학정보 홍보 ㉘ 세계화 홍보

㉒ 우수인증 홍보

⑦ 지속관리

* 파랑색은 교육부 문서, 대학전문지 기사, 종합일간지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토픽을 표시한 것임. ** 초록색은 교육부 문서와 종합일간지 기사에서만 공통적

으로 나타난 토픽을 표시한 것임. *** 보라색은 대학전문지 기사와 종합일간지

기사에서만 공통적으로 나타난 토픽을 표시한 것임.

토픽 항목에 포함된 토픽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문서 총 수를 기

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교육부 문서는 ‘정책 내용 및 추진 방법’과 ‘대학

변화 유도’ 항목을 다루는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표 IV-10 참조), 대학

전문지는 ‘대학상황의 특징 및 대학 변화’와 ‘평가방식 및 결과’를 다루는

기사가 가장 많았고(표 IV-13 참조), 종합일간지는 ‘평가 방식 및 결과

활용’과 ‘평가 관련 의견 및 논란’을 다루는 기사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

타나(표 IV-16 참조) 주로 관심을 두는 토픽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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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용 및
추진 방법

대학 발전
방향

대학 변화
유도 계

2013년 08월 2 2 1 5

2013년 09월 0 0 0 0

2013년 10월 1 0 0 1

2013년 11월 0 0 0 0

2013년 12월 0 0 0 0

2014년 01월 4 4 0 8

2014년 02월 0 0 2 2

2014년 03월 0 0 0 0

2014년 04월 0 0 0 0

2014년 05월 0 0 0 0

2014년 06월 0 0 0 0

2014년 07월 2 0 0 2

2014년 08월 0 1 0 1

2014년 09월 1 0 2 3

2014년 10월 3 0 0 3

2014년 11월 1 0 0 1

2014년 12월 0 1 0 1

3. 교육부 문서와 신문 기사의 토픽 변화 경향 분석

가. 교육부 문서의 토픽 변화 경향 분석

교육부 문서의 토픽이 나타나는 정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토픽 항목별 문서 수를 월 단위

로 분석하여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44개 교육부 문서에서 추출된

10개 토픽들은 위계적 군집분석 결과에 따라 ‘정책 내용 및 추진방법’,

‘대학 발전 방향’, ‘대학 변화 유도’의 3개 토픽 항목으로 분류되었는데,

이 세 가지 토픽 항목에 포함되는 토픽이 대표 토픽으로 나타난 문서의

수를 월별로 구하여 표(표 IV-18참조)와 막대그래프(그림 IV-9 참조)로

제시하였다. 교육부 문서 자료 수는 44개이지만 2개 이상의 대표 토픽이

나타난 문서가 7개 추가되어 총 51개 문서의 월별 분포를 분석하였다.

<표 IV-18> 월별 및 토픽 항목별 교육부 문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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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용 및
추진 방법

대학 발전
방향

대학 변화
유도

계

2015년 01월 0 0 1 1

2015년 02월 0 0 0 0

2015년 03월 2 0 0 2

2015년 04월 0 0 0 0

2015년 05월 0 0 1 1

2015년 06월 0 0 0 0

2015년 07월 0 1 0 1

2015년 08월 2 0 2 4

2015년 09월 0 0 1 1

2015년 10월 0 0 1 1

2015년 11월 0 0 1 1

2015년 12월 0 0 0 0

2016년 01월 0 0 2 2

2016년 02월 0 0 1 1

2016년 03월 0 0 0 0

2016년 04월 0 0 0 0

2016년 05월 0 0 0 0

2016년 06월 2 0 0 2

2016년 07월 2 1 3 6

2016년 08월 0 1 0 1

2016년 09월 0 0 0 0

계 22 11 18 51

* 굵은 글씨는 토픽 항목별로 가장 빈도수가 큰 경우를 표시한 것임.

그림 IV-9에 나타난 막대는 각각 해당 월에 배포된 교육부 문서 총

수를 의미하며, 그 안에 세 가지 토픽이 나타난 문서의 수가 색상별로

구별되어 표시되어 있다. 교육부 문서의 개수가 총 51개로 상당히 적어

많은 시점에 문서가 없으므로 막대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았다. 이를 감안

하고 상대적인 크기를 살펴보면 2014년 1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이 발표된 시기 교육부 문서의 수가 가장 많았고, 2016년 7월 대학구조

개혁 평가와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및 설명 자료 형태의 문서 수

가 많았다.



- 106 -

[그림 IV-9] 월 단위 토픽 항목별 교육부 문서 수의 누적 막대그래프

각 토픽 항목에 해당하는 문서의 수를 활용하여 월별 관심도를 산출

해 각 항목별로 추이를 살펴보았다(그림 IV-10 참조). 이 때 관심도8)는

매월 전체 문서 중 각 토픽 항목에 해당하는 문서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

미한다. 이는 해당 월에 배포된 문서들이 어떤 토픽을 중점적으로 강조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교육부 문서가

전 시기에 꾸준히 배포된 것이 아니어서 어떤 한 시점에 하나 혹은 두

개 정도의 문서가 등장하는 경우도 많아 변동이 심한 그래프가 나타났

다. 세 가지 토픽 항목의 관심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정책 내용 및

추진 방법’의 경우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을 고지하고 준비하는 초기에

문서에 많이 나타났고, 반면 ‘대학 변화 유도’ 항목은 평가 정책 실행 시

기 및 그 이후에 관심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세선으로

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정책 내용 및 추진 방법’ 항목의 추세선의 기울기

는 음(-)의 값인 -.005가 나타나 감소 추세를 나타냈고, ‘대학 변화 유도’

항목 추세선의 기울기는 양(+)의 값인 .008이 나타나 증가 추세를 보였

다. ‘대학 발전 방향’ 항목의 추세선 기울기는 .0004로 0에 가까운 값이

8) 월별 관심도매월 전체 문서 수

매월 각 토픽 문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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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상대적으로 분명한 증감추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V-10] 교육부 문서의 토픽 항목별 관심도 시계열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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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전문지 기사의 토픽 변화 경향 분석

대학전문지 신문 기사 분석에서 추출된 다섯 개의 토픽 항목에 해당

하는 토픽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신문 기사의 수를 월 단위로 누적하여

연구 자료의 수집 기간인 2013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시계열 상에

나타내었다(그림 IV-11 참조). 누적 막대그래프가 나타내는 구체적인 월

별 토픽 항목별 신문 기사 수는 표 IV-19에 제시하였다. 2014년 8월 이

전에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다룬 신문 기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2015년 8월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 이후 큰 폭으로 늘

어났고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관련 기사를 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1] 월 단위 토픽 항목별 대학전문지 기사 수의 누적 막대그래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발표된 2015년 8월 직후까지 주로 ‘평가방

식 및 결과’와 ‘대학상황의 특징 및 대학변화’ 토픽을 대표적으로 다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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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홍보
대학의
발전노력

대학상황의
특징 및
대학변화

평가관련
논란

평가방식
및 결과 계

2013년 08월 0 0 0 0 0 0

2013년 09월 0 0 0 0 0 0

2013년 10월 0 0 0 0 0 0

2014년 11월 0 0 0 0 0 0

2013년 12월 0 0 1 0 0 1

2014년 01월 0 0 0 0 5 5

2014년 02월 0 0 1 1 1 3

2014년 03월 0 0 1 0 0 1

2014년 04월 0 0 3 0 1 4

2014년 05월 0 0 0 0 0 0

2014년 06월 0 0 0 0 0 0

2014년 07월 0 0 0 0 0 0

2014년 08월 0 0 0 0 0 0

2014년 09월 0 1 1 0 0 2

2014년 10월 0 0 4 0 2 6

2014년 11월 0 0 0 1 6 7

2014년 12월 0 2 3 6 4 15

2015년 01월 0 5 8 1 4 18

2015년 02월 0 2 3 0 3 8

2015년 03월 0 0 0 1 2 3

2015년 04월 0 0 2 1 6 9

2015년 05월 3 2 3 3 3 14

2015년 06월 0 1 5 5 10 21

2015년 07월 0 0 4 3 1 8

2015년 08월 1 2 7 10 17 37

2015년 09월 3 6 18 15 22 64

2015년 10월 6 5 7 9 3 30

2015년 11월 8 5 7 3 4 27

2015년 12월 13 14 11 1 4 43

2016년 01월 1 3 7 7 0 18

2016년 02월 1 1 1 2 0 5

2016년 03월 0 5 1 1 0 7

신문 기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2015년 9월 이후로는 ‘대학

홍보’, ‘대학의 발전 노력’ 항목의 비중이 많아졌다. 또한 이 시기에는 추

출된 다섯 개 토픽 항목이 골고루 기사에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9> 월별 및 토픽 항목별 대학전문지 신문 기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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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홍보 대학의
발전노력

대학상황의
특징 및
대학변화

평가관련
논란

평가방식
및 결과

계

2016년 04월 3 5 5 1 1 15

2016년 05월 5 10 3 1 2 21

2016년 06월 2 8 12 8 6 36

2016년 07월 18 4 9 1 1 33

2016년 08월 5 8 7 2 7 29

2016년 09월 3 7 8 2 13 33

계 72 96 142 85 128 523

* 굵은 글씨는 토픽 항목별로 가장 빈도수가 큰 경우를 표시한 것임.

각 토픽 항목별로 월별 관심도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그림 IV-12

참조), ‘대학 홍보’, ‘대학의 발전 노력’ 및 ‘평가 관련 논란’의 세 가지 토

픽 항목에 대한 관심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

다. 특히 ‘대학 홍보’의 경우는 2015년 4월 이전에는 관심도가 전혀 나타

나지 않다가 2016학년도 대학입시 기간인 2015년도 말에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다양한

형태의 입시정보 안내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학상황의 특징

및 대학변화’는 초기에는 관심도의 급격한 증감이 반복되었지만 2015년

8월 이후에는 꾸준히 관심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평가방식 및 결과’ 항목은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구체화되어 시행되

는 2015년 시기에는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다가 결과 발표 이후에는 관심

도가 급감한 특징이 나타났다. 다만 2016년 8월에 하위 그룹에 대한 맞

춤형 컨설팅 후속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신문 기사가

증가한 영향으로 추세선의 기울기가 0에 가까운 .0006으로 나타나 뚜렷

한 증가 혹은 감소의 형태 없이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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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2] 대학전문지 기사의 토픽 항목별 관심도 시계열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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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합일간지 기사의 토픽 변화 경향 분석

다음의 그림 IV-13은 종합일간지에 나타난 7개의 토픽 항목이 대표적

으로 나타난 신문 기사 수를 월별로 누적하여 나타낸 그래프이고, 표

IV-20은 그래프에 나타난 월별, 토픽 항목별 신문 기사의 구체적인 수를

제시한 것이다.

대학구조개혁 추진 계획이 고지된 2014년 1월 신문 기사의 수가 많았

다가 적지만 꾸준히 유지되었고,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발표된 직후

인 2015년 9월에 263개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후 2015년 10월부터는 이

전보다는 많은 수의 신문 기사가 꾸준히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IV-13] 월 단위 토픽 항목별 종합일간지 기사 수의 누적 막대그래프

초기에는 ‘평가방식 및 결과 활용’과 ‘평가 배경 및 대학발전 방향’ 항

목에 해당하는 토픽들이 주로 나타났다가 2014년 12월 대학입시가 본격

적으로 시작되면서 ‘평가와 대학입시’ 항목의 비중이 증가하는 특징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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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발
전 노력
및 홍보

평가
배경 및
대학발전
방향

평가관련
의견 및
논란

정부
의지 및
법안

평가방식
및 결과
활용

평가와
대학
입시

하위그룹
대학 계

2013년 08월 0 1 2 0 3 0 1 7

2013년 09월 0 1 0 0 1 0 0 2

2013년 10월 0 8 3 0 11 0 0 22

2013년 11월 0 2 1 0 24 2 0 29

2013년 12월 1 2 1 1 1 1 0 7

2014년 01월 0 21 6 4 36 1 2 70

2014년 02월 1 5 6 5 4 2 0 23

2014년 03월 0 5 6 2 4 0 0 17

2014년 04월 0 3 11 0 2 4 1 21

2014년 05월 0 1 3 6 1 1 1 13

2014년 06월 0 2 8 1 1 0 0 12

2014년 07월 0 5 2 1 0 1 0 9

2014년 08월 0 3 2 1 3 0 0 9

2014년 09월 0 1 3 1 11 0 1 17

2014년 10월 0 2 1 1 7 0 6 17

2014년 11월 0 5 7 4 11 2 1 30

2014년 12월 1 7 6 2 16 18 1 51

2015년 01월 4 4 13 6 5 11 1 44

2015년 02월 1 5 10 0 2 8 0 26

2015년 03월 3 3 25 9 5 16 3 64

2015년 04월 2 5 15 4 3 5 0 34

2015년 05월 1 4 13 4 0 5 1 28

2015년 06월 1 0 3 1 2 0 4 11

2015년 07월 1 6 8 1 2 0 5 23

타났다. 2015년 8월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발표되면서 2015년 9월에

대부분 토픽 항목을 다룬 기사 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후 ‘하위그룹

대학’, ‘대학발전 노력 및 홍보’ 항목에 해당하는 토픽들이 상당히 뚜렷하

게 등장하였고, 매월 5개 이상의 다양한 항목에 해당하는 토픽들이 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0> 월별 및 토픽 항목별 종합일간지 기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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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발
전 노력
및 홍보

평가
배경 및
대학발전
방향

평가관련
의견 및
논란

정부
의지 및
법안

평가방식
및 결과
활용

평가와
대학
입시

하위그룹
대학 계

2015년 08월 9 8 5 17 52 4 11 106

2015년 09월 60 25 31 24 60 33 30 263

2015년 10월 33 6 14 6 4 19 15 97

2015년 11월 15 3 1 3 2 32 5 61

2015년 12월 46 10 13 11 2 28 3 113

2016년 01월 14 3 5 10 4 8 9 53

2016년 02월 16 5 10 8 3 13 4 59

2016년 03월 16 4 5 1 1 0 0 27

2016년 04월 3 3 4 2 0 3 1 16

2016년 05월 9 3 4 4 3 8 3 34

2016년 06월 7 3 6 5 1 4 39 65

2016년 07월 11 7 19 2 1 15 3 58

2016년 08월 6 1 8 1 3 10 4 33

2016년 09월 22 6 6 2 15 10 9 70

283 188 286 150 306 264 164 1641

* 굵은 글씨는 토픽 항목별로 가장 빈도수가 큰 경우를 표시한 것임.

각 토픽 항목의 관심도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그림 IV-14 참조),

추세선의 기울기가 양(+)의 부호를 나타내어 뚜렷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

는 항목은 ‘대학발전 노력 및 홍보’, ‘대학평가와 입시’, ‘하위그룹 대학’으

로 나타났다. 반면, ‘평가 배경 및 대학발전방향’과 ‘평가방식 및 결과 활

용’ 항목은 추세선의 기울기가 음(-)으로 나타나 초기에 관심도가 높았

다가 점점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평가관련 의견 및 논란’ 항목의

경우 추세선의 기울기가 음(-)의 값으로 나타났지만, 대학구조개혁 평가

공청회 개최나 결과 발표 등 특정 시점을 중심으로 관심도가 크게 증가

하였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반복하여 등락폭이 크게 나타났고 2015년 8월

이후에는 오히려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이 보여, 전 기간의 경향을 나타

내는 추세선 기울기로 관심도가 감소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않아 보인다. 한편 ‘정부 의지 및 법안’에 대한 관심도의 추세선 기울

기는 0에 가까워 뚜렷한 증감 추세를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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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4] 종합일간지 기사의 토픽 항목별 관심도 시계열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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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부 문서와 신문 기사의 토픽 변화 경향 비교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 초기부터 1주기 평가가 일단락된 시점까지

전 과정 동안 교육부 문서와 대학전문지, 종합일간지 기사에 나타난 토

픽항목들의 관심도 변화 추이를 비교하면 표 IV-21와 같다.

<표 IV-21> 토픽 항목에 대한 관심도의 변화 경향 비교

교육부 문서 대학전문지 기사 종합일간지 기사

대학 홍보 (+)
대학 발전 노력

및 홍보
(+)

대학의 발전 노력 (+)

대학 발전 방향 ⦁
평가 배경 및

대학 발전 방향
(-)

대학 변화 유도 (+)
대학 상황의 특징

및 대학 변화
⦁

평가 관련 논란 (+)
평가 관련 의견

및 논란
⦁

정책 내용 및

추진 방법
(-)

평가 방식

및 결과
⦁

평가 방식 및

결과 활용
(-)

하위그룹 대학 (+)

정부 의지 및 법안 ⦁

평가와 대학입시 (+)

* (+)는 증가, (-)는 감소 추세를 나타냄

** 파랑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공통적인 경향이 나타난 문서들을 표시한 것임.

전반적으로 대학구조개혁 평가 방식 및 결과 활용과 관련된 토픽 항

목들은 정책 시행의 초기 시점에 관심도가 높았다가 점점 줄어드는 특징

이 나타났다. 반면 대학전문지와 종합일간지 기사에서만 나타났으며 유

사한 내용을 포함하는 ‘대학홍보’ 및 ‘대학의 발전 노력’과 ‘대학발전 노

력 및 홍보’ 항목에 해당하는 토픽들에 대한 관심도는 모두 뚜렷한 증가



- 119 -

추세가 나타났다. 더불어 종합일간지 기사에서만 추출된 ’하위그룹 대학

‘과 ’평가와 대학입시‘ 항목에 대한 관심도도 증가 추세가 확인되었다.

한편 대학전문지 기사의 ‘평가 관련 논란’ 항목에 해당하는 토픽들의

관심도 증가 추세가 확인된 것에 비해 종합일간지에 유사한 내용을 포함

하고 있는 ‘평가 관련 의견 및 논란’ 항목에서는 분명한 추세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종합일간지 추세선을 확인하였을 때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

과가 발표된 이전과 이후 관심도 경향이 차이로 인해 분명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심해 볼 수 있어 대학전문지와 종합일간지 간 차이

를 확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종합일

간지에서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발표 이전에는 ‘평가관련 의견 및 논

란’ 항목에 대한 관심도가 특히 일정 시기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특징이 나타났고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특징이 나타나, 추세선의 기울기만으로 전반적으로 ‘평가관련 의견 및 논

란’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다거나 일정하다고 보는 것 보다 이 항목에 대

한 관심은 꾸준히 이어졌으며 그 변동이 크게 나타난 항목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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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및 논의

1. 요약

최근 사회과학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과 접근이 증가하

고 있는데, 특히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활용한 텍스트 빅데

이터(text bigdata) 분석이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는 질적 분석 연구나

조사연구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주요 연구 방법들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자동화된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기법(automated text bigdata

analytics)을 적용하여,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

인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텍스트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요 키워드와

토픽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의 세 가지였다.

첫째,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교육부 문서와 대학전문지 및 종합일간

지 기사에 나타난 주요 키워드들은 무엇이며,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는가? 둘째,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교육부 문서와 대학전문지

및 종합일간지 기사에 나타난 토픽들은 무엇이며,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

점이 나타나는가? 셋째,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교육부 문서와 대학

전문지 및 종합일간지 기사에서 추출된 토픽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

떻게 변화하며, 관심이 증가하는 토픽들과 감소하는 토픽들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이 가시

화된 2013년 8월 13일부터 하위 등급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컨설

팅의 최종 실행 점검 결과가 발표된 2016년 9월 15일까지, 44개 교육부

문서와 대학전문지(교수신문, 한국대학신문, 대학저널)의 511개 기사, 발

행부수 상위 20개 종합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문화일보, 서울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아시아경

제, 이데일리, 전자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한겨레, 한국

경제, 한국일보, 헤럴드경제)의 1,579개 기사를 수집하여 연구 자료로 활

용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의 기초 분석인 단어 빈도(term frequency)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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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단어 빈도-역

문서 빈도)가중치를 활용한 키워드 분석을 수행하였고, 잠재 디리클레

할당 알고리즘(Latent Dirichlet Allocation algorithm) 기반의 토픽 모델

링(topic modeling) 적용 토픽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교육부 문서와 신문 기사에서 사용하

는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결과’, ‘발표’, ‘정부’, ‘사업’, ‘지원’ 등 일부 단

어들만 공통적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부와 대학전

문지, 종합일간지 간에 많이 나타나는 단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중요도가 높은 키워드 분석 결과 세 자료 모두에서 공통적인 단어

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해 중요하게 언급되

는 키워드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교육부 문서와 신문 기사에 나타난

토픽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 문서에서는 10개(①경쟁력 확보, ②변화요

구, ③추진방법 및 절차, ④감축·차등, ⑤평가지표, ⑥정책지원, ⑦결과연

계, ⑧하위그룹, ⑨대학지원, ⑩대학교육의 질 제고), 대학전문지 기사에

서는 24개(①평가필요성, ②지표검토, ③의견수렴, ④법안, ⑤감축·차등,

⑥평가지표, ⑦지속관리, ⑧재정부족, ⑨하위그룹, ⑩학사강화, ⑪발전노

력, ⑫교육과정 개선, ⑬책임요구, ⑭논란·의혹, ⑮지적·비판, ⑯책임자의

지, ⑰입시영향 분석, ⑱대학정보 홍보, ⑲취업·창업 홍보, ⑳특성화사업

홍보, ㉑사업선정 홍보, ㉒우수인증 홍보, ㉓프로그램 홍보, ㉔입시 홍

보), 종합일간지 기사에서는 36개의 토픽(①국가발전전략, ②경쟁력확보,

③대학변화요구, ④인구감소, ⑤시행준비, ⑥법안, ⑦의견수렴, ⑧평가방

식, ⑨평가지표, ⑩등급별 감축 및 제한, ⑪교육과정 개선 및 전환, ⑫하

위그룹 조치, ⑬재정지원 제한, ⑭국가장학금, ⑮대입 지원 시 고려, ⑯학

사개편, ⑰발전목표 제시, ⑱정원조정계획 수립, ⑲학점개편 반발, ⑳구성

원의 반발, ㉑평가과정 반발, ㉒대학 및 학원 책임 논란, ㉓하위그룹 혼

란, ㉔지방대 캠퍼스 반발, ㉕재정정책 비판, ㉖입시결과 영향 , ㉗사업선

정 홍보, ㉘세계화 홍보, ㉙특성화사업 홍보, ㉚프로그램 홍보, ㉛전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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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홍보, ㉜취업·창업 홍보, ㉝총장인터뷰 홍보, ㉞여자 대학, ㉟국정감

사·야당, ㊱대통령·정부)이 추출되었다. 위계적 군집분석 수행 결과, 교육

부 문서의 10개 토픽은 3개의 토픽항목(정책 내용 및 추진 방법, 대학

발전 방향, 대학 변화 유도), 대학전문지 기사의 24개 토픽은 5개 항목

(대학 홍보, 대학의 발전 노력, 대학 상황의 특징 및 대학 변화, 평가 관

련 논란, 평가 방식 및 결과), 종합일간지 기사의 36개 토픽은 7개 항목

(대학 발전 노력 및 홍보, 평가 배경 및 대학 발전 방향, 평가 관련 의견

및 논란, 정부 의지 및 법안, 평가 방식 및 결과 활용, 평가와 대학입시,

하위그룹 대학)으로 분류되었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필요성과 하위그룹에 대한 조치, 평가지표, 등

급별 정원감축 및 재정지원 제한, 평가 추진 방법 및 절차의 다섯 가지

토픽만이 세 문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대학의 변화, 대학의 입장이

나 혼란, 법안, 입시결과 영향 및 대학 홍보 관련 토픽 등 다수의 토픽들

은 대학전문지 기사와 종합일간지 기사에서만 나타났다. 대학의 재정부

족과 대학의 변화 노력에 관련한 일부 토픽은 대학전문지 기사에서만 나

타났고,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비판과 반발을 세부적으로 다룬 토픽

들과 국가장학금, 여자대학, 정부관련 토픽은 특징적으로 종합일간지 기

사에서만 나타나 세 문서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셋째, 교육부 문서와 신문 기사에서 나타난 토픽이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 실행의 시간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본 결과, 세 문서

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대학구조개혁 평가 방식 및 결과 활용과 관련된

토픽들에 대한 관심도는 감소하는 반면, 신문 기사에서만 나타난 대학

홍보 토픽들, 대학전문지 기사에서만 나타난 대학의 발전노력과 관련된

토픽들과 종합일간지 기사에서만 나타난 하위그룹 대학과 대학입시 관련

토픽들은 관심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관심의 변화 경향 차이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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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

이 연구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에 관한 교육부 문서와 대학전문지,

종합일간지의 기사에 대해 키워드 분석과 토픽 분석을 수행하여 관련 주

체 간 관심을 확인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다음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에 대한 몇 가지 논의를 제시하

였다.

첫째,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이해 주체들 간 유사하거나 혹은 특징적인

관심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책의 협력적인 발전

방향 모색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키워드 분석 결과 문서의 서로 다른

작성 주체인 교육부, 대학전문지, 종합일간지 간 주로 사용하거나 중요하

게 사용되는 단어의 구성에 차이가 있었다.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을

주도하는 교육부 문서에서는 ‘추진’, ‘계획’, ‘연계’ 등 단어들의 사용빈도

가 높았고, ‘신청’, ‘해제’, ‘평가위원’, ‘선출’ 등과 같은 단어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 주로 정책과 관련한 내용 전달이나 소개에 관심을 두는 특

징이 나타났다. 반면 대학전문지 기사에서는 ‘총장’, ‘학교’ 등의 단어들이

사용빈도와 ‘경쟁률’, ‘강원대’, ‘사퇴’, ‘서울여대’, ‘상지대’ 등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다른 문서 주체들

에 비해 대학과 관련한 혼란 상황과 관계된 단어들에 더 집중하는 것으

로 보인다. 종합일간지 기사에서는 ‘정원’, ‘학교’, ‘감축’, ‘재정지원’ 키워

드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평가위원’, ‘지역중심’,

‘대학원’, ‘경쟁률’ 등의 단어들이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학

전문지와 일부 유사하지만 정책의 필요성이나 배경, 경과 등에 대한 논

의에 사용되는 단어들의 사용빈도와 중요도가 높은 특징이 드러나 단순

히 대학의 입장이나 관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이나 논점 확대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키워드 분석을 통해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과 관련된 세 이

해 주체가 서로 다른 관심과 문서 작성 목적을 가질 가능성을 확인한 것

으로, 세 주체의 잠재된 관심 즉, 토픽을 분석하여 서로 비교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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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

토픽 분석 결과, 교육부 문서, 대학전문지 및 종합일간지 기사 모두에

서 중요한 정책 추진 배경인 인구감소에 따른 고등교육의 위기와 대학의

경쟁력과 질을 제고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공통적인 관심 토픽

으로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

해 정부와 대학, 대중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선행연구들(권기석,

2016; 신현석, 2016)의 주장을 실증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토픽 간 인접

성에 근거한 위계적 군집분석 결과에 따른 토픽 항목 구성을 살펴보면

대학전문지와 종합일간지의 초점이 다르게 나타난다. 대학전문지의 경우

교육부에서 제시한 대학구조개혁의 배경 및 발전 방향에 해당하는 ‘평가

필요성’ 토픽이 ‘학사 강화’, ‘의견수렴’, ‘지적·비판’, ‘책임자 의지’ 등의

토픽들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는 반면, 종합일간지의 경우 ‘인구감소’,

‘총장인터뷰 홍보’, ‘국가발전전략’, ‘대학변화 요구’ 등의 토픽들과 함께

나타난다. 즉, 대학전문지는 대학에 나타난 긍·부정적인 현상 및 변화와

함께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필요성을 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는 특징이 있

지만, 종합일간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추진 배경의 세부적인 토픽들을

총체적으로 보다 자세하게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대학구조개

혁 평가를 제공하는 교육부의 입장과 평가의 대상인 대학, 또 다른 이해

주체인 대중의 관심이 비록 기저에는 유사성을 지니고 있지만 서로 다른

형태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

책의 향후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의 시작은 공감대가 형성되

어 있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필요성이 될 수 있고, 이를 어떻게 이해하

고 어떤 방향으로 담론을 만들어 가는가에 대해 서로 간의 차이가 존재

함을 인정하며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의 필요성이나 효과, 가치 등 발전적인

측면에서 대중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교육부가 제시

한 대학구조개혁 평가 관련 내용들은 대학전문지와 종합일간지 기사에서

충분히 전달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교육부 관련 데이터는 교

육부가 제공한 보도 자료로서, 신문 기사는 이러한 보도 자료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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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성되어 해당 정보를 알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모든 보도 자

료가 기사화되는 것이 아니며 독자 중심의 정보성과 시의성을 중심으로

뉴스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선별적으로 기사화한다(박기철, 2014).

교육부 문서의 토픽에 대응되는 토픽들이 대학전문지와 종합일간지에 분

명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과 시

의성에 동의하였고 따라서 즉시적이고 분명하게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정

보와 의지가 전달되었음을 시사한다. 다만 대학전문지와 종합일간지 기

사에서는 이러한 정책 내용에 더하여 분석이나 고찰, 제안 등 발전적인

논의를 담은 토픽보다, 대학의 혼란과 책임 문제, 반발 등 사회적 논란과

연계한 부정적인 토픽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대학전문

지는 종합일간지에 비해 대학의 변화나 발전을 다룬 토픽의 수가 약간

더 많아 보다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두 종류의

신문 기사 모두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관심이 다양한

형태로 많이 나타났다.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이 대학 교육의 질 제고

와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신문 기사가

대학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발전지향적인 토픽을 좀 더 다루

어 균형 있는 관점의 기사를 제공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교육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가 발표된 2015년 8월 직후 신문 기사의 폭발적인 증가가 확인되었고 그

이후에도 기사의 수가 일정 수준 지속되고 있는 경향은,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 시행이라는 이슈에 신문 기사가 빠르게 반응했고 이로 인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언론 및 대중의 관심이 분명하게 형성되었음

을 나타내는 것이다. 반면 교육부 문서는 이러한 신문 기사의 토픽 변화

경향과는 사뭇 다르게 오히려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한 시점과

는 한참 지나서 문서 수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책을

집행하고 시간이 지나 논란과 반발이 확산된 후 해명이나 설명자료 형식

의 보도 자료를 제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강창동(2015),

반상진(2016)등이 주장한 바와 같이 교육부의 배타적이고 소극적인 태도

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로, 정책을 주도하는 주체로서 관련 당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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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여 대학교육의 바람직한 개선

을 지향한다면 대중의 관심에 부응하여 자신의 의견과 입장을 보다 적극

적으로 표현하고 선제적으로 반응하는 전략적인 홍보와 대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관심이 다양하고 구체화된 형

태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분명하게 드러나거나 혹은 드러나지

않은 정책의 특징들을 향후 대학구조개혁 평가 시행에 고려, 반영할 수

있다. 토픽 분석 결과 교육부 문서에 비해 대학전문지와 종합일간지 기

사의 토픽이 보다 다양하고 세분화되었고, 문서에 대표적으로 나타난 토

픽의 총 수를 고려하였을 때 주로 관심을 갖고 다룬 토픽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해 주체 간 토픽 차이와 함께, 다양한 형태로 세분화

되는 토픽인지 혹은 해당 관심을 대표하는 토픽인지 여부의 차이도 존재

한다. 예를 들어, 대학 홍보와 관련한 많은 토픽들은 대학전문지와 종합

일간지에서만 나타났는데 상당히 구체적인 초점을 갖는 세분화된 토픽들

로 추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문 기사가 대학 홍보에 많은 비중을 두

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사실 대학에 대한

기사가 실제 취재한 것도 있지만 대학 측에서 홍보를 위해 전체 내용을

제공하는 것도 있음을 감안한다면, 구체적인 세부 토픽이 등장하고 이러

한 홍보 토픽들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

책 시행 결과를 대학이 주도적이고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박지회, 고장완(2016)도 정부의 정책에 가장 반대

와 저항이 강한 대학이 평가 결과를 대학 홍보에 활용하여 정부가 추진

하는 정책에 순응하는 사례가 나타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대학의

적극적인 대학평가결과 활용 노력이 다양한 토픽으로 드러난 결과이며,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관련된 의견과 논란들이 여러 개의 토픽들로 세분

화된 것도 마찬가지로 대학의 저항과 혼란이 강하게 나타났음을 반증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대학전문지에서 ‘법안’ 토픽은 ‘논란·의혹’, ‘책임요구’ 토픽과 인

접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종합일간지에서는 ‘대통령·정부’와 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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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토픽들은 더 이상 세분화되지 않고 해당

관심을 대표하는 토픽으로, 같이 유목화 되는 토픽들에 따라 어떻게 이

해되는지 그 성격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학구조개혁 법안

을 논란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과 정부의 의지로 보는 시각이 혼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학구조개혁 법안에 대한 향후 필요성을 강조

하고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고자 할 때 이러한 상황과 특징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홍보 및 유도 시책을 고안할 수 있다.

넷째, 대학구조개혁 평가 전 과정에서 시기에 따라 신문 기사에서 주

로 관심 갖는 토픽들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정책 시행의 구체적 정보 및

내용에 대한 토픽들로 시작하여 평가 시행으로 인한 혼란과 반발로 이어

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대학발전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하는 특징이 나

타났다. 즉, 대학구조개혁 평가 초기 및 실행 이전 기간에는 대학구조개

혁 평가 방식과 결과에 관련된 토픽들의 관심도가 두드러지게 높았던 것

으로 나타났고,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발표 전후에는 평가 관련 논란

토픽들이 관심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구조개혁 평가 실행

을 마감하고 결과를 발표한 후에는 대학 홍보 및 대학의 발전 노력 항목

의 토픽들의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기에 따라 정책에 대한 언

론 및 대중의 관심이 달라짐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며, 따

라서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즉각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

에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의견이나 관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컴퓨터 공학 및 정보 과학 분야에서 대용량의 텍스트 분석을 자

동화된 과정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었고 여

러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교육학 분야에서 아직까지 이러한 자

동화된 분석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그 결과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이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

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조사 연구나 질적 자료 분석과 달리 신

문 기사와 같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대용량의 텍스트 빅데이터를 활용하

여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과 같은 현재 진행 중이고 빠르게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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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책에 대해서 시의성을 확보한 관심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인 것으로, 교육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 연구의 가능성을 확인한 실

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특히 교육 정책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을 기본으로 그 의미와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연구는 자동

화된 기법을 적용한 빅데이터 활용 연구를 통해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였

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토픽 분석을 시도한 여러 연구들이 토픽명을 부여할

때 연구자의 주관적인 연구 역량에만 기초하므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타당성의 부족을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확보하는 질적인 검증 과정을 거

쳤으며, 비록 공학적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지만 결국 해

당 영역의 전문가들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이 시도되고 현상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이 연구는 기존의 양적 조사 연구나 질적 자료 분석과 달리 신문 기

사 형태의 이미 공개되어 있는 대규모 텍스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현

재 진행 중인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여러 주체의 다양한 관심과 논

의들을 실증적으로 종합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

책에 대해 교육부 문서와 3개 대학전문지 및 20개 주요 종합일간지의 기

사로부터 관심 토픽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신문 기사 이외의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 상의 텍스트

데이터나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작성하는 텍스트 등 일반 대중의 관

심이 잘 반영되어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활용하여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과 관련한 보다 다양한 이해 주체들의 관심을 파악하는 것도 향후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는 고등교육 정책 중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에 대해서

만 실증적 적용을 수행하였는데, 지금도 진행 중인 다양한 고등교육 정



- 129 -

책에도 즉시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고등교육의 주요 정책인 대학 교육역량 강화 정책 하의 대학 특성화

(university of Creative Korea, CK) 사업과 학부교육 선도대학

(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ACE) 육성사업 또는 산학협력 및

취업·창업 활성화 정책 하의 산학협력 선도대학(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LINC) 육성사업, 대학교육 및 연구력

제고를 위한 두뇌한국21(BK21; Brain Korea 21 Program for Leading

Universities & Students) 플러스 사업 등 다양한 정부재정지원 사업들

과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에도 빅데이터 활용

분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토픽 모델링의 다양한 기법 중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모형인 잠재 디리슐레 할당(LDA)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는데 LDA를 응

용한 다양한 모형들이 개발되어 여러 분야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토픽

간 상관을 가정하는 Correlated Topic Models(CTM)(Blei & Lafferty,

2006), 문서의 토픽이 아닌 문서 저자 관점의 토픽을 얻는 Author Topic

Model (ATM)(Rosen-Zvi, Griffiths, Steyvers & Smyth, 2004)이나 자료

의 위계적 구조를 반영하는 Hierarchical Topic Models(HTM)(Blei,

Griffiths, Jordan & Tenenbaum, 2004; Teh, Jordan, Beal & Blei, 2004),

시간에 따른 토픽의 흐름을 분석하는 Dynamic Topic Model (DTM) 등

다양한 모형들을 이해하고 교육 정책 연구 자료의 구조와 특성에 적합한

분석 알고리즘을 선택해 분석을 정교화하려는 노력도 이어져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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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십, 현충원, 호남대, 호원대, 홍보바롬이, 홍콩 ,환골탈태, 환불, sw교육,

sw연계전공, sw융합대학 ,어플리케이션, 예수병원, 이냐시오관, 이케아, 후폭

풍, ncs, ck, ncs지원센터, 혁신학교, 자유학기제, 선취업, 후진학, 그룹일번,

그룹이번, 그룹삼번, 그룹사, 오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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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가지, 경우, 그러, 그렇, 년제, 높, 대하, 당근, 가량, 년차, 번째, 교의,

가길, 갈길, 감이, 强度, 강명, 강무, 강석호, 갖도록해야, 거기, 거긴, 계망, 계

한, 고로, 고출, 곳이이다, 공은, 공진화, 矯角殺牛, 九零後, 권인, 권임, 권자,

권진택, 그녀, 그땐, 그전, 김기선, 김길남씨가, 김명주, 김병철, 김부금, 김선

욱, 김선지, 김성남씨, 김성조, 김성찬, 김세직, 김용준, 김윤해, 김종석, 김종

호, 김진규, 꾼들, 꿰찬, 나위, 날들, 내모, 넒은, 년대해, 년만인, 년지난, 년차

인데, 노건, 노웅래, 노해, 는커녕, 다호, 담하, 대圓, 대移動, 대學史, 대힉, 신

상윤, 박재원, 부득이, 부딛쳐, 부란, 불보, 빈해, 서동권, 석정계도, 설로, 女

대, 손병돈, 손봉수, 손기, 손승미, 송기석, 송석준, 쏟아부었는데, 안현실, 않

다는게, 않은가로, 量産, 어느곳과, 어딘지가, 얼핏보면, 업고, 없느냐에, 없인,

여가지, 女風堂堂, 오랫도록, 오랫동안, 오려, 오준범, 옭아매는, 完生, 웃픈,

윤재석, 윤종록, 윤창현, 윤한홍, 윤희은, 으론, 의이, 이건우, 이두희, 이러자,

이정구, 이제까지, 이제와서, 이종성, 황인성, 이진강, 이쯤에서남수직을, 임승

헌, 入試, 있도로, 前官禮遇, 全入, 전준호기자, 전효숙, 下位, 下位圈, 흔드려

하는구나라는, 정ㅂ, 정은진, 조차, 진선미, 짓거린지, 쪼그라들고, 쯤에나, 差

等, 홍선표, 홍인기, 뚫어나간다, 류희찬,매일경제신문, 명공, 夢堂, 미충, 박대

출, 박인섭, 받아와갑작스런, 방중혁, 百年대計, 버거운, 變革不死, 강우준, 걷

어이상한, 것들이지요, 것신구, 것이다특히, 것인데요, 계가, 곽모씨를, 구조

개, 권칠우, 권혁대, 김길래를, 까지로, 면키도, 김상동, 김상률, 김상용, 김성

남을, 김성욱, 김용갑, 김일남, 김정우, 김정욱, 김정희, 김태선, 김형호, 싸디,

이런데, 이예숙, 異種, 이중학, 이호창, 이희순, 人治, 仁荷, 일부터오는, 있었

나보다, 자라나길, 잘하느냐, 장범식, 장혜옥, 정영길, 줄여들, 줄이느냐에, 쥐

어짜야, 짚어달라, 짜여지면서, 차문화과와, 차연도, 차연도까지, 차연도를, 차

연도에, 차연도에는, 차연도와, 최근호, 최봉수, 최성부, 최씨는, 최씨를, 최양

희, 최모, 통즉구, 톡으로, 八正道, 피피티월드, 하느냐다, 한다는게, 한다지만,

한앙대, 오영교, 올라앉지, 愚問賢答, 움직이느냐에, 원홍묵씨에서, 유효준, 유

효준군은, 윤명식, 윤씨, 이극래, 이근민, 이길순, 이길여총장, 이길여, 바로잡

아주길, 박기종, 박선숙, 박현구, 받아쳤다, 뵙다가, 붙여넣기한, 빼달라는, 빼

들면, 삼탕해, 석주선, 世方化, 시사김사열, 아느냐에, 쓸어담았다, 아니냐며,

안규백, 안듭니다, 안상진, 안씨가, 안씨를, 않으냐, 았았다, 女風堂堂, 연규홍,

였으나, 였으며, 현승일, 끌어모아, 끌어모은, 끌어올리느냐에, 나몰라라, 남인

순, 높아지길, 니고, 다다, 棟樑, 되면서다, 등에, 落張不, 류병래, 밀어붙일게,

황인준, 최희욱, 치켜들며, 퉁치는, 틀어박힌다, 廢科, 하랬더니, 하면서다, 하

태경, 학균값을, 학무보들, 한겨레, 함희주, 해시, 했느냐를, 최찬양, 허우범,

힘실어, 작은, 잘가르치는, 잘받기, 잡아놨는데, 장하성, 장희웅, 저정해, 전종

완, 정아무개, 정의화, 정이사로, 정이사를, 조승래, 윤옥, 주호, 줄세우고, 줄

세우는, 줄세운다는, 줄어들면서, 줄어듦에도, 쪼그라들던, 차평가, 찾긴, 천세

훈, 최문순, 최영철, 최은희, 때문, 만명, 마련, 못하, 무엇, 보이, 불과, 하나,

둘, 셋,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교육, 학생,학년, 敎學相長, 황진택,

주느냐로, 주려는가, 主客顚倒, 住産學, 줄세워서, 줄잇고, 中關村, 重複, 中型,

[부록 2] 형태소 분석 시 사용한 불용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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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어삼킨, 채워넣고, 천세영, 최선홍, 최영일, 최영재, 허정호, 現業, 홍성열,

홍성권, 홍창우, 황인선, 强小, 같진, 개교씩, 건드렸다간, 球面, 구자억, 구자

열, 군데, 권용식, 그다음, 그랫듯, 김경례, 김길남씨, 김대래, 김동욱, 김명주,

김문조, 김민준, 김상수, 김상욱, 김성광, 김성길, 김승훈, 김양희, 김영근계,

김일곤, 김종대, 김종우, 김종익, 김준용, 김준철, 김진경, 김진한씨,김창국, 김

회선, 꽉채워, 끼워넣은, 나오길, 나와, 낮춰달라, 내놨다가, 내놨습니다, 내놨

으나, 내려보내지, 년새, 년차가, 다르다지만, 단의, 댕겼다, 棟梁之材, 디귿,

론적, 류재술, 열어놨다, 오거돈, 우명숙, 욱여넣어서, 원호식, 월께에는, 유재

중, 유종숙, 유팔무, 윤형두, 윤홍창, 이건범, 이덕환, 이뤄달라, 이상렬, 최정

석, 이순재, 이승준, 이에대한, 이영준, 이익공,이재, 이종혁, 이찬규, 이창호,

이하준, 이학, 이한, 임충, 있느냐며, 있던데요, 부딛쳤다, 부로, 부터라도, 분

분이런, 불승, 빠져들었고, 살아남았이어, 삼는다든가, 서길, 서병, 서용교, 서

의택, 성시윤, 세팀이, 소와, 손놓은, 송기헌, 송예인, 송종원, 송재혁, 首都,

시하, 신홍규, 실련, 심민철, 싶진, 싸워주길, 써먹는다면, 안뽑아, 안소현, 안

해, 않느니만, 않느냐, 야는, 양춘우, 엄씨를, 엄아무개, 엄진섭, 업권별, 없느

냐가, 여만원으로, 여만원이나, 여명씩, 여명, 여일째, 막기위해, 만대, 만명선,

맡겨달라는, 메느냐에, 명재현, 모아지길, 무어, 문닫고, 묻지마, 뭘까요, 민항

기, 믿기길, 바꾸긴, 박상남, 박석, 박유진, 박은혜, 박준호, 박진, 박찬정, 박

춘란, 박현숙, 받느냐에, 받으란, 밝혀달라, 밝혔, 변정환, 변창훈, 별수, 보가,

보니니, 최재철, 최희선, 치뤄짐에, 退出, 포세대, 暴壓, 하에서만, 학년도부터,

한상균, 한상길, 한상준, 한완상, 解散, 했으냐, 허다, 허며, 이원우씨, 이종걸,

이종현, 이젠, 이호상, 一年雜計, 일인가에, 있느냐에, 있는가에, 있진, 自救策,

自嘲, 조관, 장동국씨, 잦아들지, 災殃, 財政, 傳家, 轉科, 前官禮遇, 專任, 前

職, 銓衡, 점대, 정도씩, 定量, 定性, 정순관, 정청래, 정현진, 유기준, 윤영주,

윤여웅, 윤제균, 으로서는, 은희경씨는, 이광기와, 이대희, 移, 이목희, 이상씩,

이순자, 이씨와, 이영하, 이와관련, 量産, 어디선가, 어디인가를, 어딘가, 어떤

가를, 어떨까요, 억원들, 엄창현, 엄태식, 없느니만도, 없는가를, 에게서, 여만

원에, 여만원을, 여차례에, 延命, 였다고는, 오병진, 옮겨붙는, 올리진, 와닿

는, 와연, 歪曲, 外涵玉潤,牛步 , 우시하지, 움직였다간, 원윤희, 월께로, 배영

찬, 백광현, 백건, 百年計, 벌주고, 變身, 丙申年, 보느냐에, 寶刀,腐敗 ,焚蕩,

非理, 師弟同行, 私學, 살다온, 살려달라, 위아자, 시간여, 實名,失業者, 쏘아올

려진, 아닌가로, 안규연, 안나온다, 안소희씨가, 안쓰러워, 않는다는데, 않는가

로, 알아달라는, 여억원을, 조명연씨와, 새겨넣고, 서너, 서범석, 손지연, 손지,

손내밀고, 손봐야, 손봤다가, 손잡고, 송기정, 송자, 송현동, 수있느냐에, 首長,

제다에, 떠맡겨, 뚫어나간다, 란이, 靈魂, 면치, 몰아닥치는, 못채워, 문닫는,

문성훈, 뭐냐는, 미치느냐에, 밉보여서, 밉보이면, 박창선, 彷徨, 아니, 어떻,

우리, 우리나라, 이루, 이번, 위하, 해서, 만큼, 들이,ⅰ유형은, ⅱ유형은, 여

만원, 대학, 평가, 개교, 개년, 개팀, 이상, 전국, 정도, 지나, 채우, 통하, 당초,

하게, 하기, 하자, 으로, 측이, 뭘까, 제때, 지니, 가상, 잠정, 사진, 대학구조

개혁평가, 대학구조개혁 평가, 년제대와, 년차를, 년차에, 늦어지긴, 다년, 누

구, 등ⅳ, 먼지쌓인, 받는다거나, 대학 구조개혁 평가, 대학구조개혁, 대학

구조개혁, 대학구조 개혁, 대학 구조 개혁 평가, 대학구조 개혁 평가, 대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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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개혁평가, 년치, 기존, 대학구조조정평가, 대학구조조정 평가, 대학 구조조

정 평가, 대학 구조조정, 대학구조조정, 구조개혁, 구조조정, 년도, 대학 구조

조정, 반면, 오후, 개월, 되기, 물론, 그간, 년대, 그것, 어디, 만여, 어대, 년제

와, 한데,그동안, 학년도, 가냐며, 가느냐다, 가기위해, 언제, 였다, 텐데, 대학

과, 해달라, 하에, 하에서, 해오, 측을, 털어놨다, 투부, 튼실히, 수개월, 수개

월째, 측도, 측과, 가린샤는, 감놔라, 거에요, 걷어붙였다, 걸어잠근, 것들, 것

라, 것은물론, 것이냐, 것인가, 김씨, 곧이곧대로, 구겨질대로, 그들, 그때, 그

렇다보니, 그쪽, 그해, 근데, 금번, 기다려달라고, 기르느냐가, 기울려달라, 길

러내고파, 꺼내들, 꺼내들었다, 깃들일, 꿰찼다, 끌어내느냐를, 나가길, 나눠갖

는, 나쁘다를, 나홀로, 나흘, 내놨는데, 내놨다, 내놨을까요, 내놨지만, 내려보

낸, 내동이쳐지고, 년사, 년여, 녹아들었다, 높이다보니, 누구냐에, 느끼진, 늦

춰달라는, 다니구, 다이달로스, 다해주길, 달여, 달째, 덕분, 돌려쓰면, 되겠느

냐며, 되다보니, 되도록, 되어주길, 되짚어보고, 될까봐, 듣다보니, 따져물었

다, 따진다면서, 때론, 떠안고, 떠안는, 라고는, 로부터, 로서, 마느냐를, 마다,

마뜩잖다, 만나느냐가, 만들어놔야, 많은, 말고, 맞느냐를, 맞바꾸게, 맞바꾸

는, 맞바꾸려, 맞아떨어지는, 먹혀들어가고, 모아달라, 몰아넣는, 몰아넣은, 몰

아닥친, 못다한, 못받고, 못받는, 무언가, 무엇이냐에, 무엇일까를, 무엇일까

에, 뭔가, 뭡니까, 뭐래도, 밉보였다간, 바꾸느냐가, 바꿔달고, 바꿔달라는, 바

라마지, 발짝, 방불케했다, 배놔라, 버거워, 버겁다는, 보냈다는게, 보느냐, 보

아넘기기엔, 봐달라, 뵙고, 부터, 부터는, 빠져들, 따져들고, 빼어들었다, 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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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자, 설동근, 설말했다, 성추, 성치남, 성형비포, 성희연, 紹修, 속하느냐에,

손본다, 손봐, 손영일, 손을쓸, 손진호, 손호철, 손희숙, 송기창, 송세영, 송춘

현, 修辭, 숙씨, 시퍼런, 신기욱, 신모, 신일희, 신효균, 심규, 심민우, 심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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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희, 심희정, 써달라며, 쏘아올려졌다, 쏟아부어, 쏟아부은, 안갑성, 안국

동, 안남은, 안넘기고, 안모, 안민호, 안쓰럽다, 안영배, 알려달라고, 愛國, 愛

人, 愛天, 양정호, 얘깁니다, 어떠신지요, 어떨지, 억원, 억달러, 여만명으로,

여억원은, 연규욱, 연덕원, 延長戰, 열어젖히는, 예대넷, 오느냐를, 오느냐일,

오연천, 오예슬은, 오종운, 오현희, 오효근, 옥련동에, 유병열, 유병진, 玉石,

올려달라는, 옳다심규선, 우윤근 , 워낙에, 원종미, 原罪, 원하나이다, 월간조

선, 월내놓았던, 월활히, 위광성, 유덕영, 唯一學林, 윤민우, 윤봉학, 윤상흠,윤

성원, 윤영일, 윤재옥, 윤종하, 윤종희, 윤지, 으로는, 을이다, 醫生命, 義烏,

疑則勿任, 이거, 이광구 , 이다해, 이덕훈, 이동희, 이루어주길, 이뤄야결국,

이뤄지면서다, 이르때문에, 이석환, 이석희, 이선희, 이세희, 이시우, 이씨,

이씨가, 이씨는, 이씨에, 이씨에게, 이에따, 이여울, 이영욱, 이옥기, 이완희,

이왕준, 任則勿疑,이은아, 이은직, 이은택, 이인모, 이인모기자, 이인실, 이정

미, 이정우, 이종승, 이종익, 이종헌, 이현 ,이형규, 일인데요, 임달호, 임성호,

임우선, 임은희, 임을출, 임정섭,임학,임현규, 임현석, 임환오, 임흥순, 임희성,

이씨는한려,이진문, 이찬 ,이창재, 있긴, 자료사진하지만, 장과, 장영훈, 장예

지, 裁斷, 전찬환, 정균승, 정래화, 정씨는, 정슬기, 정영선, 정운호, 政敵, 鄭

州, 정진희, 정창교, 정헌영, 정현수, 정희수, 濟生醫世, 조양호, 조양호이사장

이, 조은아, 조진형, 주우, 줄이느냐가, 中企, 중인, 지거국, 志士, 지홍구, 진

예림, 진요한, 진월동, 째를, 찾아달라 , 채훈관, 처럼, 철이, 請求認諾, 최갑

수, 최경희, 최기영, 최모씨, 최몽룡, 최봉민, 최승진, 최예나, 최예나기자, 최

유정, 최재정, 최해범, 최현미,최현석, 취하길, 함인석, 해달라고, 虛言,치뤄야,

틀어박혀, 팔아치우겠다는, 페열원, 편호범, 푸느냐가, 푸느냐다 , 풀어달라는

, 必作於細, 하병문, 學史, 한국경제, 한다든가, 한단, 현인숙, 홍경희, 홍석호,

홍선우, 홍성용, 홍성학, 홍성헌, 홍순직, 홍승용,홍은경, 황모양은, 황선혜, 황

순민, 황양은, 황인태, 황인호, 황현정, 황희란, 힘쏟고, 힘쏟기로,じ潭, 가팔라

질, 甲乙, 갗군과, 갗군이, 改造, 巨儒, 據點, 건팀, 건팀으로, 걷어붙인, 걸여,

것들도, 것이요, 겠다고만, 석준호, 과할,관은, 관이, 교할, 구연희, 九零後, 권

오창, 권의, 권이, 그러잖아도, 그렇잖아도, 기다, 기울였는가에, 까지이며, 김

기춘, 김대환, 김덕중씨, 김도연, 김동만, 김동주, 김미선, 김미정, 김범수, 김

상권, 김선일, 김성갑, 김성혜, 김승유, 김양은, 김영권, 김영섭, 김영세, 김영

식씨가, 김용희, 김유신이나, 김은진, 김재경, 김재원, 김정기씨가, 김정숙, 김

정은, 김종숙, 김종열,김춘추, 金澤, 김학준, 끊이질, 끌어모은다, 나서달라는,

나오면서다, 남겨놨다, 내놔, 내놔도, 내려보내, 內懷氷淸, 너같은, 널브러져,

넓은, 넓어지길, 년후, 늘어모든, 돌아올까봐, 되살펴, 두둑했다, 듯싶다, 鄧小

平, 등이, 따왔느냐가, 가져달라, 갈아치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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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토픽명 타당화 작업을 위한 토픽명, 포함단어 및 대표 신문 기

사 A. 교육부 문서

교육부 문서 토픽 명 타당성 검토

※ 다음은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교육부 문서 44개로부터 추출된 10개 토픽

의 토픽 명과 포함된 단어 15개입니다. 토픽을 각각 제시되는 예시 기사와 함께 살

펴보시고 토픽명의 타당성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픽 명 포함 단어

전혀
타당
하지
않음

타당
하지
않음

보통
타당
함

매우
타당
함

① 경쟁력

확보

필요  고등교육 인구  전반    목적 

체제  추진     가치  경쟁력  부총리 

정원  수립     제고  확보    개편 

① ② ③ ④ ⑤

◎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토픽명은? ( )

<2014.1.29.보도자료>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학령인구 급감 대비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을 발표하였다.

� 창의와 융합을 근간으로 하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

양성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함

에도 불구하고, ◦ 그간의 대학 평가는 취업률․충원률 등 정량지표 위주의 상대평가로 인하

여 대학교육의 질 관리 측면에서는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아울러, 학령인구의 감소로 앞으로 10년 동안 대학 입학자원이 급격히 줄어들어 2023학년

도에는 현재의 입학정원보다 16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를 방치하는 경우, 대학

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방대학․전문대학 중 상당수가 존립이 어려워지고, 나아가 지역간

균형발전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에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의 양적 규모는 대폭 줄이면서, 교육의 질은 높여 대학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동 계획은 권역별

토론회, 대학 그룹별* 협의회, 총장 간담회, 산업 경제계 의견 청취, 관련 부처 협의 및 국가정

책조정회의(’14.1.23), 대학구조개혁위원회(’14.1.27) 등 40회 이상의 의견수렴과 정책연구를 거

쳐 마련되었다.

� 구조개혁 계획은 전체 대학대상 정원감축, 새로운 대학 평가체제 도입, 구조개혁의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담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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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13.보도 참고자료> - 대학과 세상이 만나 국민행복과 창조경제로 -“고등교육 종합

발전 방안(시안)”

I. 추진배경: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 (생산가능인구 감소) 저출산과 고령화로 ’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21년부터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현실화 - 인구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노년부양비*

가 증가하므로 인적자원의 생산성 향상이 요구 ◦ (고등교육 입학자원 부족)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입학자원 규모 또한 급격히 감소, 대규모 미충원 발생 예상 - ’13학년도 입학정원

기준 시 ’18년부터 입학자원 부족

�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서 창조경제 대두

◦ 지난 40여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끈 추격형 전략은 글로벌 경제 위기와 신흥 산업국

가의 추격 등에 따라 한계 봉착 - 세계경제 역시 부가가치 창출 요소가 노동․자본(산업경제),

지식․정보(지식경제)에서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창조경제)로 이동 ◦ 대학의 도전

의식을 가진 창의적 인재 양성과 대학에 집약되어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은 창조경제 구

현과 직결 ※ 일본의 경기 침체는 창조 인재 양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

� 삶의 질, 국민행복의 가치에 대한 인식 확대

◦ 국가 경제규모는 커지고 국격도 높아졌으나, 국가라는 거대 담론 하에서 개개인의 삶의

질은 경시되어, ‘국민 행복수준’은 저조 -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만큼 대학

에서도 인문학, 기초교양에 대한 교육과 연구 강화 필요 ◦ 교육 측면에서도 우수한 소수의

학생이 아닌 “모든 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

- 학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 필요

� 보편화 단계 진입에 따른 고등교육 성격 변화 요구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이 50% 이상을 유지하면서 고등교

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 - 학과 중심의 특정 기초학문 분야 교육으로 충분한 엘리트 단계와

달리 보편화 단계에서는 풍부한 교양교육과 전문지식을 동시에 요구

� 산업 기술 발전에 따른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 필요

◦ 숙련기반 혁신경제의 심화에 따라 산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특정 숙련(specific skill) 교

육 요구 증대 - 직업훈련에서는 기업의 직접적 영향력이 증대하고 고등교육단계에서는 산학

협력을 강조 ※ 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복지제도 확대를 요구

(이하 생략)

토픽 명 포함 단어

전혀
타당
하지
않음

타당
하지
않음

보통 타당
함

매우
타당
함

② 

변화요구

사회  결과  다양  운영      경제 

변화  역량  혁신  관점      교수  

도모  방향  창의  평생교육  병행

① ② ③ ④ ⑤

◎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토픽명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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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명 포함 단어

전혀
타당
하지
않음

타당
하지
않음

보통 타당
함

매우
타당
함

③추진과정

계획  수렴  추진  적용  개최 

내용  방법  의견  사실  이행

정량  제한  활용  촉진  기능 

① ② ③ ④ ⑤

◎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토픽명은? ( )

<2014.8.28.보도 해명자료> 대학구조개혁 관련 교육부 입장

� 주요내용

◦ 교육부는 입학정원 감축 중심의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과 유학생 유치 등을 통한 체질 개선 쪽으로 방향 전환을 예고함

◦ 아울러, 평가와 재정지원을 연결시키면 정책에 대한 비판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할 것임

� 설명 내용

◦ 8.27일 간담회 시 언급된 내용은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의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우리 대학

교육의 질을 높여가겠다는 취지임 -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 제

고를 위해 수립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14.1.29)에 따라, - 정원감축 및 대학평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부실대학을 퇴출시킬 것임

◦ 또한,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정부 주요 정책을 연계하더라도, 대학의 자율성과 비판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 대학 관련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완화하고, 주요 정책 마련 시 현장의견을 충분

히 수렴할 계획임

◦ 아울러,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성인 학습자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도 마

련할 계획임

◦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동 방안을

확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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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명 포함 단어

전혀
타당
하지
않음

타당
하지
않음

보통 타당
함

매우
타당
함

④ 

감축·차등

감축  관련  방식     포함  방안 

발표  구성  재정지원 고려  도입 

지방  정성  진행     차등  학교 

① ② ③ ④ ⑤

◎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토픽명은? ( )

<2016.7.15. 보도 해명자료> “자생력 없는 ‘좀비대학’ 퇴출시킨다” 보도 관련

□ 제 목 :“자생력 없는 ‘좀비대학’ 퇴출시킨다”

□ 관련 보도 내용

○ 교육부, 구조개혁 C등급 이하 재정지원사업 배제 ○ 정성지표 늘려 공정성 논란

□ 설명 내용

< 구조개혁 C등급 이하 재정지원사업 배제 관련 >

○ ‘구조개혁 C등급 이하 재정지원사업 배제 검토 중’은 사실이 아님

○ 개편 방향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와 연계를 현재보다 ‘강화’하여 재정지원사업이 소위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고, ○ 우수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확대하여 예산

집행의 효과성(선택과 집중)을 제고하는 것임 ○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와 재정지원사업 간

구체적인 연계 방식 및 내용 등은 개편 방향을 토대로 의견수렴과 논의과정 등을 거쳐 검토될

예정임

< 정성지표 공성성 논란 >

○ 우리부는 정성평가 비중이 강화됨에 따라 평가위원 선정, 평가 절차 등에 있어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 162 -

토픽 명 포함 단어

전혀
타당
하지
않음

타당
하지
않음

보통 타당
함

매우
타당
함

⑤ 

평가지표

지표    반영  교육과정  원칙  지속 

취업률  제외  교원      실시  조정 

발전    지정  4년제     활용  지원  

① ② ③ ④ ⑤

◎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토픽명은? ( )

<2014.9.30.보도자료>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정책연구진 주관으로 ‘14년 9월

30일「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 연구책임 :

백성기 포항공대 명예교수(前 총장)

◦ 오전에는 대학, 오후에는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정책연구진, 전국의 대학 관계

자 등이 참석하였다.

◦ 정책연구진은 그 동안 연구 과정을 통해 마련한 평가지표 초안을 발표하고, 대학별로 다

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이번 정책연구는「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14.1)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추진되었으며, ◦

대학의 여건, 개선 노력 등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하고,

절대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을 측정하는 등 기본 원칙에 따라 평가지표 초안을 마련하였다.

◦ 정책연구진은 수도권·지방, 대학 규모 등을 감안하여 연구책임자 1명 외에 대학 8명, 전문

대학 5명, 산업계 2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었다.

□ 정책연구진은 학생․학부모 등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좋은 대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의하고, 교육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 핵심 질문을 도출하였다. ◦ 이러한 핵심 질문에 기

초하여 대학 운영, 교육과정 등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하였다.

* 평가 영역 :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학생 선발, 교육과정, 학사 관리, 학생 지원, 대학

여건(시설, 인력, 재정), 교육 성과, 교육 만족도, 사회 기여, 특성화(총 11개 영역)

□ 교육부는 향후 공청회 논의, 대학 협의체와 협의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평가편람(안)

을 포함한 구체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 10월에 다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년 11월

중으로 1주기 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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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명 포함 단어

전혀
타당
하지
않음

다소
타당
하지
않음

보통 타당
함

매우
타당
함

⑥  

정책지원

내용  연계  지원  구체  운영 

학과  확대  분야  학사  창출 

결과  관련  일반  연구  중심 

① ② ③ ④ ⑤

◎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토픽명은? ( )

<2015.1.27.보도자료>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 ① “자유학기제”를 70%로 확대, 범부처 민간 힘 모아 체험활동 지원 △ 문체부, 여가부

등과 협업을 통한 진로체험처 확대 발굴 → 전부처 확산 △ 진로교육법 제정 → 모든 공

공기관 진로체험 의무화 추진 등 ②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개편 및 대입제도

개선 △ 인성교육 내용을 확대한 2015 개정 교육과정 확정 고시(9월) △ 중장기 수능 개

편 방안 마련 추진('15.3월∼), 2018학년도 수능영어절대평가 도입 준비 ③ 고등교육의 경

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 △ 대학 평가와 연계하여 정원감축, 재정지원 제한

등 구조개혁 시행 △ ‘산업수요중심 정원선도대학’ 지원, 분야별 인력수요 따른 학과 통폐

합 등 추진 ④ 고등교육 新수요 창출 및 교육 한류 조성 △ 역량 있는 지방대학 우수

유학생 유치 지원, 유학생 질 관리 강화 등 △ 한국의 발전 경험을 세계로 전파, 2015 세

계교육포럼 개최 ⑤ 인문학 진흥 종합계획을 통한 21세기형 인문학 창출 △ 소규모 인문

랩(lab) 육성 및 2단계 인문한국(HK) 사업 기획 추진 ⑥ 대학의 기술개발 대비 기술이전

역량 강화 △ 대학의 원천기술, 특허 등의 연구 성과 사업화(R&BD) 지원 ⑦ 학생자살

예방 등 안전한 학교 조성 △ 자살징후, 정신건강 조기 발견 진단 시스템 구축 → 지역사

회 전문기관과 연계 협력 지원 ⑧ 부처협업을 통한 위기청소년, 다문화학생 등 지원체제

구축 △ 위기학생 조기 발견 지원, 학업중단 청소년 직업교육훈련 제공 등 지원체제 확충

⑨ 재정운영 성과평가를 통한 지방교육재정 책무성 투명성 제고 △ 재정운영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지원 ⑩ 사회부총리제도를 활용한 사회정책 연계 협력 추진

△ 교육 사회 문화 관계 장관회의 설치 운영 □ 교육부는 1.27(화)에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2015년에 교

육부는 창의 인성 직업교육 등 강화와 규제개혁으로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을 내실 있게 추

진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행복교육을 구현할 것임을 밝혔다. □ 이를 위해 교육부는 '15년

에 다음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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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명 포함 단어

전혀
타당
하지
않음

타당
하지
않음

보통 타당
함

매우
타당
함

⑦ 

결과연계

정부  사업  연계    강화  정책

개선  맞춤  자율적  취업  발생

안정  공동  발표    부실  계획

① ② ③ ④ ⑤

◎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토픽명은? ( )

<2015.8.31. 보도자료>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

□ 교육부는 8월 31일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평가는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

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14.1)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으며, ◦ 지난 4월부터 8월

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총 298교(일반대, 산업대, 전문대)를 대상으로 정량,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진행되

었다.

□ 이번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대학에 차등적으로 정원감축 비율이 권고되었

다. ◦ 현재 국회에 대학 구조개혁 법안*이 계류 중으로 비록 평가 결과에 따른 강제

적 정원감축은 곤란하나, ◦ 학생, 학부모의 입장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

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대학이 상대

적으로 더 많은 규모의 정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학 간 공정한 경쟁 구도를 확립하

는 것이 요구되었다. ◦ 또한 평가결과에 따른 감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자율적

정원 감축에 나선 대학은 노력한 부분이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반면, - 반대로 정

원감축에 소극적이었던 대학은 사실상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

될 수 있었다. - 아울러 대학별 자율적 정원감축 철회, 구조개혁 추진 필요성에 대한

회의감 조성 등 대학사회 전반의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었다.

□ 이에 각 대학의 교육의 질 제고 및 정원감축 등 자율적 노력을 반영하고 현장의 혼

란이 없도록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원감축 비율을 권고하게 되었다. ◦ 등급별로 권

고된 정원감축 비율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사업(그룹 1) 및 컨설팅(그룹 2) 등과 연계하

여 대학의 자율적 이행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중략)

□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하여 E 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 정부의 재정지원이

기존 체제의 유지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정부 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을 완전히 제한하는 등 엄격한 재정규율이 적용된다. ◦ 특히 컨설팅을 통해 구조

개혁 평가 결과 및 여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기

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으로 기능 전환 등 기관 차원의 본질적인 변환을 포함한 질

적 변화를 도모한다. □ 반면 평가결과가 다소 미흡한 D 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

컨설팅 진행 과정을 통해 교육의 질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는 대학을

적극 발굴하여 ◦ 학사구조 개편 등 유형별로 세부적인 과제를 집중 보완하는 등 경

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이행을 지원한다. ◦ 아울러 정부 재정지원 제한의 범위를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부담

을 완화한다. □ 또한 재정지원 제한을 받는 대학에 대해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 컨설팅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교육의 질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17년에 재정지원 제한을 미적용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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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명 포함 단어

전혀
타당
하지
않음

타당
하지
않음

보통 타당
함

매우
타당
함

⑧ 

하위그룹

참여  연구   과제  국가장학금  재정 

하위  제한     컨설팅  핵심    관계 

급감  산학협력 확산    가능    그룹

① ② ③ ④ ⑤

◎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토픽명은? ( )

<2015.5.13. 보도 해명자료> 대학평가서 D·E 등급 나와도 정원 강제로 못 줄인다.

� 주요 보도내용

◦ 법 제정이 지연된 상황에서 소급 적용은 문제가 있어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대학

의 학생 정원을 조정하려는 계획을 유보하기로 결정 ◦ 정원감축과 연계가 유보되면

서 상위그룹에 속한 대학에 A, B, C등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려주려 했던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C등급 이상이라는 사실만 통보하기로 결정

� 설명 내용

◦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는「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14.1), 「2015년 대학구조개

혁평가 기본계획」(‘15.2)를 통해 기 발표한 바와 같이 - 상위 등급(A∼C)의 경우,

대학 특성화 사업(CK) 등 재정지원 사업 연차·중간평가 등과 연계하여 자율적인 구조

개혁을 유도하고 있으며 * 자율적 정원감축분 : ‘15학년도 현재 약 1.5만명을 기

감축하였으며, ‘17학년도까지 약 3.2만명 감축 예정(1주기 목표 4만명의 약 80%)

- 평가결과 하위 등급(D, E)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제한 조치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

해 자체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임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14.1)

- 모든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구조개혁 계획(실적)을 반영하여 자율적 정원감축도

병행

- 하위 2개 등급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등급별 학자금 대출, 국가장학금

차등 제한(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 비해 제한범위 확대)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

가 기본계획」(‘15.2) -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발전방안 제시 및 이행 지원

◦ 평가결과에 따른 강제적인 정원 감축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요구되는 바

-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노력을 지속하고 법 제정 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추진할 예정임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안」(‘14.4, 김희정의원 대표발의)

◦ 아울러 최종 평가결과를 8월말에 확정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을 각 대학에 통

보할 계획이며 - 이번 일반대학 1단계 평가는 2단계 평가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것

으로 대학별로 그룹1(A∼C), 그룹2(D, E)로 구분하여 통보하고(6월초) - 예정대로

그룹2 대학을 대상으로 2단계 현장평가를 진행할 것임(7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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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명 포함 단어

전혀
타당
하지
않음

타당
하지
않음

보통 타당
함

매우
타당
함

⑨ 

대학지원

전문    개발  규모     대상  대비

부담    수요  재정지원 현장  수준

위원회  총장  학령     실시  인문학

① ② ③ ④ ⑤

◎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토픽명은? ( )

<2016.1.28. 보도자료>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1.28(목)에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

는 창의인재”이라는 제목으로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중략)

□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선제적 대비를 위해 대학 구

조개혁 평가 등을 통한 대학의 자발적 정원감축을 유도하여 1주기 총 정원감축 목표를 상

회한 총 4만 7천명 수준의 대학의 정원감축 계획을 확정하였다. ㅇ 또한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인력수요에 맞춰 대학교육도 변화할 수 있도록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대학의 학과개편과 정원조정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하

였다. (중략)

□ 1주기 구조개혁 평가(’15년) 결과에 따른 대학 정원 감축을 지속 추진하는 등 학령인

구 급감에 대비한 대학 구조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ㅇ 하위대학에 대한 컨설팅을 통

해 학사구조 재편, 재정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기능 전환을 희망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공익 법인, 직업교육기관 등으로의 자발적 기능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ㅇ 이와 함께, 대

학구조개혁법 을 조속히 제정하여 대학 구조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 대학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주기 평가계획을 '16년 하반기까지 수립

한다.

□ 구조개혁을 통한 대학의 양적 과잉 해소와 더불어, 학과 조정, 교육 혁신 등 사회의

변화와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의 체질 개선도 함께 도모한다. ㅇ 산업연계교육활성

화 선도대학(PRIME) 사업*을 통해 대학이 인력수급전망에 기초하여 학과 신·증설 등을

통해 공학 등 인력 부족분야로 정원을 조정(편제완성 시 약 20,000여명 규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정부-대학-산업계가 함께 “산학협력 5개년 계획”을 수립(’16.상)하여 산학협

력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17년부터 시작될 Post-LINC 사업의 기본

계획을 마련한다. ㅇ 이와 함께, 사회 발전의 근간이 되는 인문학의 발전을 위해 대학이

자체 인문학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기초학문으로서의 인문학과 인문 기반 융 복합 교육

모델을 함께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 대학과 전문대학이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하여

특화된 우수 교육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략)

□ 아울러, 대학의 총장 후보자 선정 과정을 정상화하고, 지난해 국립대학에 도입된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와 대학 회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국립대학 발전 방안’을

수립(’16.상)하고, ㅇ 대학이 자율적으로 각자의 특성에 맞게 수립한 계획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상향식 재정 지원 사업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비리 사학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

화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를 지원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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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명 포함 단어

전혀
타당
하지
않음

타당
하지
않음

보통 타당
함

매우
타당
함

⑩

대학교육의 

질 제고

제도  노력  구축  사업   입학

각종  기준  추가  특성화 조성

지역  산업  목표  역할   강화

① ② ③ ④ ⑤

◎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토픽명은? ( )

<2016.9.18. 보도 해명자료> “2014년 이후 대학정원 2만1천여명 감소… 지방대에 77% 집

중” 보도 관련

  주요 보도내용

◦ 교육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년제 대학 192교 중 141교에서 2013년 대비

2016년 입학정원이 총 21,867명 감축되었으며 줄어든 정원 중 77%인 16,914명이 지방대학에

서 감축됨 ◦ 한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수도권 대학 4교를 비롯한 6개 대

학에서는 정원이 오히려 늘어남

  설명 내용

◦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14.1) 을 발표한 이후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한 자율적 정원감축 유도 및 대학구조

개혁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별 정원 감축 권고 등 정원 감축 노력을 기울여 옴

◦ 지난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 (’15.8.31)에서 밝힌 바와 같이 ◦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한 자율적 정원감축의 경우, 70% 이상이 지방대학에 집중(일반대 77.4%, 전문

대 73.4%) 되었으나, - 평가에 따른 추가 감축(’17~’18)은 수도권대학이 50% 이상을 차지

(일반대 51.4%, 전문대 59.6%)하여 수도권·지방 간 격차가 완화될 것임

◦ 이는 당초의 우려와 달리 구조개혁 평가에서 지방대학이 선전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

는 것으로 - 비록 지방에 소재하였더라도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숨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친 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결과임

◦ 2013년 대비 2016년 입학정원이 늘어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총 4교의 경우

는 모두 2015년에 의·치학전문대학원에서 의·치과대학으로 학제를 전환한 대학으로, - 입학

정원의 증가분은 학제 전환에 따라 대학원 정원에서 학부 정원으로 조정된 변동분이며, 그

외의 정원 증원은 없음

◦ 한편, 2주기 대학 구조개혁은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대

한 대학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 양적인 정원 감축을 넘어 대학의 체질 개선, 특성화,

권역별 상생구조 마련 등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할 예정임

◦ 특히, 대학의 소재 지역(수도권/지방), 설립(국·공립/사립), 규모(대/중/소) 등 대학의 특성

을 고려한 2주기 평가 계획을 마련하고, -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정원 감축이 이루어지

도록 대학의 분포, 권역별 고교졸업생, 대학의 지역 사회․경제 기여, 대학의 기능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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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대학전문지

(아래로는 토픽명, 포함단어와 해당 대표 문서만 제시하였음)

① 

평가필요성

감소   학령  인구  상황  필요 정부   강조  대비  규모  강화

경쟁력 문제  입학  대응  사업

<2016.8.31. 대학저널> 신입생 줄어들면서 대학가 재정 '휘청'

지방 소재 A대학은 최근 몇 년 새 신입생이 10% 넘게 감소했다. (중략) 신입생이 줄어들면서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대학들의 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시대가 예고되면

서 대학들의 재정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당 입학생 평균 40명 감소…폐교·폐과

대학도 생겨나 교육부가 30일 발표한 '2016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수는 2016년 351만 660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360만 8071명보다 9만 1464명 감소한

수치다. 일반 사년제의 경우 208만 4807명으로 2만 8432명 감소, 전문대학은 69만 7214명으로

2만 3252명 감소했다. 입학생 수를 보면 2016년 75만 6527명으로 2015년 77만 4611명보다 1만

8084명 감소했다. 일반 4년제의 경우 34만 8393명으로 7379명 감소, 전문대학은 5658명 감소

했다. 2016년 기준 고등교육기관 수는 432개교. 이 가운데 일반 4년제는 189개교, 전문대학은

138개교다. 따라서 일반 4년제는 1개교당 약 39명, 전문대학은 약 41명의 입학생이 줄어든 셈

이다. 이는 1개 학과가 신입생을 받지 못하는 규모다. 평균이 아닌 일부로 봤을 때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중략) 특히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나 정부 지원사업에서 전임교원확보율을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는 추세다. 2016년 고등교육기관 전임교원 수는 9만 371명으로 입학자

수가 가장 많았던 2011년 8만 2190명보다 8181명 증가했다. 등록금 인상이 어렵고 교원 수를

줄일 수 없다 보니 일부 대학에서는 교직원 인건비를 수년째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조치를 취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교직원 사기 저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결국 학생들이 누리는 교

육의 질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략) 정부의 정원 감축 정책, 명답이라 볼 순 없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재정난. 정부도 방관하고 있지 않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절

부터 정원 감축 정책은 꾸준히 시행됐으며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는 강력한 정원 감축 정책

인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행하기에 이른다. 이 평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전국 대학들

을 A등급~E등급으로 나눠 총 16만 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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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표검토

자체  관계자  발표  기획   공개   제기    분류   지난달  부분  

대상  지표    해당  확인   검토   대학가

<2015.10.8. 한국대학신문> [단독]전국 사년제대· 전문대에 황부총리 편지 전달

대학가 "형식은 신선…실질적으로 반영될 지는 의문" "이번에 진행된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전반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향후 이주기, 삼주기에 걸친 구조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현

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추석 연휴 이전인 지난달 23일 전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 '존경하는 고등

교육 가족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서한과 '10월 16일까지 대학구조개혁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는 골자의 안내문을 동봉해 우편으로 보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제외된 대학들까지 이 편

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서한에 따르면 황 부총리는 "전국적으로 모든 대학에 정량 정

성지표를 함께 활용해 평가를 실시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대학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도 분명 있었을 것"이라며 "대학구조개혁 추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대학 관계자 여러분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

대학구조개혁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대학 사회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

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대학구조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고등교육 생태계를 보호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별첨된 안내문에는 대학구조개혁평가 자료와 평가위원, 절차 등 전반에 대한 사항을 비롯해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향후 구조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육부 장관실 담당자 앞

으로 보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식과 내용, 분량 제한은 없으며 익명으로도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토론회나 공청회, 간담회 형식은 많았으나 장관실에서, 그것도 익

명으로 전체 대학의 정책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무부서인 대학평가과가

아닌 장관실에서 나선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실무부서에서는 대학명이 적힌 공문 형

식으로 주고받게 되기 때문에 대학들이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향후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의견 수렴은 황 부총리가 지난 8월 31일 대학구조개혁평

가 결과 발표 이후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D와 E등급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내용

이다. 이 같은 부총리 서한 형식의 의견 수렴에 대학가는 '의외'라는 반응이다. 그만큼 정부의

일방적인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쏟아지는 불만을"달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영남

지역의 한 사립대 기획처 관계자는 "일괄적인 평가를 통해 구조개혁을 하는 현 기조가 이전

장관 시절에 만들어지지 않았냐"며 "가감 없이 전체 대학의 의견을 듣겠다는 황 부총리의 뜻

은 충분히 전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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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견수렴

협의회 고등교육 사회  총장  반영  의견   회장   방안  참석  정책  

부총리 다양     역할  논의  예정

<2015.10.23. 한국대학신문> ＂사학을 보는 사회적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대학 총장들은 사학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학이지속적

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규제’보다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대학신

문이 지난 22~23일 이틀동안 대구 인터불고호텔 카멜리아홀에서 대학경쟁력네트워크 프레지던

트 서밋(UCN PRESIDENT SUMMIT) 제3회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지난달 17일 열린 제2회

콘퍼런스에 이어 마련된 세 번째 자리의 주제는 ‘교육영토 확장을 위한 전략과 제언’ (22일)과

‘대학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혁’(23일)이다. 이 자리에는 김종량 한양대 이사장을 비롯해

30여명의 대학 총장과 부총장 등이 참석해 ‘대학의 미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영 신

임 교육부 차관은 23일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22일 콘퍼런스에서 이성우 전 국민대 총장은 고

등교육 영토 확장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전략을 제시했다. 이 전 총장은 “해외 교육시장을 노

리며 전략적으로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대한민국 고도성장과 관련된 분야부터 수

출산업 연계분야, 한류 확산까지 해외 진출국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들의 수요는 상당할 것”이

라고 제언했다. 정부주도형 무크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근영 대진대 총장은 "중소규모

대학은 콘텐츠가 중요하다. 각 대학이 가진 특성을 잘 살려 콘텐츠를 마련하는 게 관건"이라

며 "대학의 특성을 살리는데 정부주도형 무크가 올바른 방향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교육부의

무크 활성화가 또 다른 강제 조치가 될 경우 대학의 특성을 살리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

했다. 또 김영길 유엔아카데믹임팩트 한국협의회 회장(전 한동대 총장)은 “교육은 지식을 전달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교수의 역할도 변해야 한다” 며 “학생들이 ‘아직 해결책이 없는

신지식’을 탐구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돼

야 한다“고 미래 교육을 진단했다. 23일 열린 콘퍼런스에서 ‘대학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

혁’ 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김종량 한양대 이사장은 “대학의 구조개혁에서 자율성이 사라지면

안 된다. 사립대학이 자율성, 적극성, 창의성 등을 지닌 채 지속적으로 퀄리티 개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체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대학발전의 지속가

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혁’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전성용 경동대 총장은 "대학 규제가 아

닌 지원으로 시각이 변해야 한다. 대학발전이 지속가능하려면, 다양한 환경의 대학이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의 다양성을 인정한 대학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립학교

법 개정과 사립대에 대한 이원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철 대구가톨릭대 총장

은“사립학교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사립대에 대한 이원적인 차원에서 발

전 전략을 세워야 한다. 대학지원을 ‘자율과 자립’, ‘지원과 지도’ 등으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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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안
국회     입장  정부   방안  통과  의원   감축  진행   법안  의견

새누리당 주장  관계자 일부  전망

<2015.8.31. 한국대학신문> [구조개혁평가발표] 대학들 “일관성 없는 교육부 ‘고육지

책’ 평가 질렸다”

지난 4월 진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8월 마지막 날 공개됐다. 하지만 결과를 받아든 대

학가는 썩 개운치 않다는 표정이다. 지난해 4월 발의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이 아직 국회 계류 중인 상황에서 법안을 기준으로 평가 기준을 만든 것에서부터 구조개혁평

가 편람이 결과 발표 전까지 총 4차례나 바뀌는 등 대학가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교

육과 연구에 힘 써야 할 대학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하염없이 기

다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됐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온다. ■ “법 없이 사업 진행은 위험

한 발상… 교육부의 고육지책일 뿐” = 지난해 4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은 현재 퇴출법인 잔여재산 반환 조항 포함 등 야당 및 교수단

체 등의 반발로 국회 계류 중이다. 이 와중에 시행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에

평가 자체부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제대로 된 법 없이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충청지역의 A사립대 총장은 “대학구조개혁법을 만들자고 해 놓

고는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다. 결국 법이 없는 상태에서 정책으로서 한계가 온 것이 아닌

가 싶다”면서 “사립대학이 전국 대학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 없이 구조조

정을 실시한다는 것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평가 기준

을 정해지지도 않은 법에 준해 만들고, 전국의 대학들을 온 종일 정부평가체제로 돌아가도록

만들었다”면서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굳이 대학구조개혁을 실시하려니까 대학도, 교

육부도 힘든 것이다. ‘고육지책’이지만 그게 다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호남 소재 B사립대 총

장 역시 “대학구조개혁법은 (법제화가 아직)진행 중인데, 법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을 평가하니

제대로 평가될 리가 있나 싶었다. '역시나'였다. 핵심은 ‘정원감축’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지면

되는데 교육부는 정책을 '이리 저리 왔다갔다' 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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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감축·차등

결과  감축  제한   대상   발표  정원  예정  D등급  A등급    

2단계 점수  수준  E등급  재정지원  실시

<2015.8.31. 교수신문> 강남대·수원대 등 32개大 ‘하위’ 결정…‘D등급’은 학자금대출

제한 면해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4년제 대학 32개교, 전문대 34개교 등 총 66개 대학이

하위그룹(D등급·E등급)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은 내년부터 정부가 주관하

는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거나 일부 제한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31일 오

후 2시 30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난 4월부터

이달 말까지 4년제 대학·전문대·산업대 등 총 298개교를 대상으로 A등급~E등급 5등급

으로 평가했다. 교육여건, 학사관리 등 2단계에 걸쳐 점수를 낸 후, 하위 20% 내외를

기준으로 다시 2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4년제 대학 상위그룹 경우 100점 만점

에 95점 이상 A등급(34교), 90점 이상 B등급(56교), 90점 미만 C등급(36교)으로 구분했

다. ‘하위그룹’는 70점 이상을 D등급(26교), 70점 미만을 E등급(6교)으로 나눴다. 하위

그룹의 경우 재정지원·학자금대출·국가장학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이날 교

육부는 D등급 가운데 개선의 여지가 있는 29개(4년제 16, 전문대 13) 대학에 ‘D+등급’

을 부여하고 예외적으로 제한 정도를 완화시켜주기로 했다. 이들 대학은 내년 한 해

동안 신입생에게 부여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과 신규 재정지원사업엔 참여할 수 없지

만, 학자금대출 지원을 받고,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중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계속사

업)은 지원을 이어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룹2 안에서 재평가한 점수가 78~80

점 구간에 있는 대학의 경우 교육개선 등 재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등급’을 예외

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D+등급 대학도 D등급과 함께 교육부가 지정

하는 컨설팅을 이행하지 않으면 2017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교

육부는 하위그룹에 속한 D등급, E등급 대학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정책을 내놨다.

특히 E등급 대학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사업·학자금대출·국가장학금 1유형 등에 대한

지원이 전면 ‘차단’된다. 이 대학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등 회생을 위한 컨설팅을 이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교육부는 이날 이번

평가결과로 A등급을 제외한 B등급~E등급을 받은 대학들에 대한 ‘학부 정원 감축 비

율’ 권고안도 제시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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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평가지표

지표  확보  수도권  취업률  교사  고려  반영  평균    전체    

추가  정성  관련  기준    환원    방식 

<2014.11.11. 대학저널> 정량평가에서 절대평가방식 도입

교육부가 정원감축을 골자로 한 대학구조개혁평가에 곧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대학구

조개혁평가에서는 기존과 달리 절대평가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는 단계평가가 적용되고 전문대학을 대상으로는 1회 평가가 적용된다. 교육부는 11일

한밭대학교 문화예술관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이차 공청회' 개최와

함께 지난 9월 30일 일차 공청회에서 공개된 대학구조개혁평가지표(안)보다 구체화된

평가방식, 평가지표 내용(평가요소)과 배점 등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평가방식의 경우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는 단계평가가 적용된다. 교육부는 "충분한 여

건을 갖추고 자율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리와 학생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는 4년제 대

학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평가를 지양키로 했다"면서 "교육 여건이나 관리가 부족한

대학에 대해서는 중장기 발전계획, 교육과정 운영, 특성화 계획 등을 추가 평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문대학은 단계별 평가 없이 1회 평가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평가지표 수는 1차 공청회에서 발표된 안에 비해 상당 부분 축소됐다. 즉 1차 공청회

에서는 평가지표 수가 11개 영역, 24개 항목, 38개 지표로 제시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4년제 대학의 경우 1단계 평가지표 수로 4개 항목·11개 지표, 2단계 평가지표 수로 3

개 항목·6개 지표가 제시됐다. 전문대학의 경우 교육여건·학사관리·교육과정·학생지원·

교육성과 등 5개 항목으로 구분, 총 14개 평가지표가 제시됐다. 기존 정부재정지원제

한대학평가와 달리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정량평가 시 절대평가가 도입되고 지표개

선을 위한 노력도(향상도)도 반영된다. 구체적으로 절대평가는 지표별 만점 수준(예:

교사확보율 100%)에서 감점 방식으로 점수가 부여된다. 여기에 최근 3년간 연평균 증

가율 정도를 고려, 별도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한 교육부는 국공립/사립, 수도권/지

방 등 대학의 여건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평가지표에서 구분 평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취업률을 예로 들면 대학이 소재한 권역별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 권역별 구분 평가가 실시되고 계열별 남녀 성비도 고려된다. 전임

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 역시 국공립/사립 간 차이가 평가에 고려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정성평가의 경우 관련 제도의 유무와 함께 제도 운영 과정과 결과, 결과에

따른 실적과 피드백 등 객관적 결과물에 기초해 체계적인 노력을 평가한다는 계획이

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방안은 대학과 대학협의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기

때문에 구조개혁의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현장에 적합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추가 수렴되는 의견을 종합해 11월 중으로 최종 평가방안을 마련한 뒤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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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지속관리

시간  지속  관리  필요    분석  개선  연계  집중  경쟁력  요구

만족  선택  제공  교수    효과

<2015.11.19. 한국대학신문> [UCN PS]배상훈 교수 “대학 진정성 보일 수 있어야”

“컨설팅업체 맡겨봐야 전략적 연계 안 돼, 더 많이 고민해야” “이제 대학의 주인은

학생, 학생 만족도가 최고의 가치” “구조개혁평가는 대학 교육활동 살피는 정부시각

의 정점” “결국 이해와 의지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흐름에 대한 인식과 함께 대학의

기능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대학마다 가진 저마다의 학풍을 보고서에 녹여낼 수 있어

야 합니다.” 배상훈 성균관대 대학교육혁신센터장은 19일 건양대 메디컬캠퍼스에서

진행된 대학경쟁력네트워크 프레지던트 서밋 제4차 콘퍼런스에서 ‘정부재정지원사업

현황과 대학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정부재정지원사업에 대응하는 가장 큰 조

건으로 진정성을 꼽았다. 배 교수는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사업을 평가한 교수들

이 그동안 대학들을 평가하면서 무엇을 봤는지를 말해보겠다”며 운을 띄웠다. 배 교

수는 지난 1년간 성균관대 대학교육혁신센터에서 진행한 전국 주요대학의 학부교육선

진화 선도대학(에이스) 사업계획서와 평가위원들의 인터뷰 분석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정부가 대학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배 교수는 “정부는 대학

의 탁월성을 본다. 그동안에는 대학을 보는 시각은 입학생들의 수능 점수, 논문 수,

언론의 대학평가 랭킹 등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대학의 교육활동을 보고 있다. 그것의

정점이 대학구조개혁평가다”고 말했다. 진정성과 구체성이 함께 묻어나오는 지원서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 교육과 학생 지원으로 대표되는 정성평가에서 데이터를 기반으

로 스스로를 진단하고 구체적으로 교육의 질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어떻게 설명됐는

지를 본 것이다. 배 교수는 “사업에 선정된 대학의 지원서에는 대학교육의 비전과 실

행 전략이 굉장히 구체적이었다. 경영진의 의도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 애쓴 흔적이

여실히 나타났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학생들의 관점이 언급됐다. 무엇이 좋은 교육

인지를 생각하면서 사업계획들이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폈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이제는 학생들이 얼마나 만족하는가가 가장 큰 가치가 됐다. 시험

출제자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의도는 학생은 제대로 교육받고, 교수는 잘 가르치고,

대학은 잘 지원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자녀를 어느 대학에게 보낼지 고민해

보면 이해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대학이 위치한 지역에서의 기능도 평가 기준 중 하

나였다. 배 교수는 “대학들은 지역사회나 고등교육체계에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지가

다른 학교와 어떻게 다른지 차별성과 혁신성을 어필하려고 애썼다. 사립대의 경우에

는 건학이념을 오늘날의 시점에서 재해석하려는 경향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하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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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재정부족

등록금  지원  정부  재정  투자  가능성  부담  예산  여건  이후  

개선    고려  부족  투입  사업

<2015.2.11. 한국대학신문> 광주지역 사립대 열악한 재정 극복 '안간힘'

"얼마를 적자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모 사립

대 홍보담당자) 광주지역 주요 사립대학들이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1일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들에 따르면 대부분 대학이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한 조치지만, 교과부가 올해 대학이 인상

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를 2.4% 이하 수준으로 정한 것도 크게 작용했다. 학교

수입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등록금이 동결되면 한해 30~40억원의 수입이 줄어들어

학교 재정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학교들은 우려하고 있다. 신입생도 해가 갈수록 줄

어드는 추세여서 5~6년 뒤면 재정난을 버티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립대학들은 몇 년 전부터 일부 교직원을 대상으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는가 하면 신규 채용을 줄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선대는 신규 채용을

지양하고 퇴직 직원의 공백을 현 인력으로 충당하는 등 고통 분담을 하고 있다. 정년

퇴직과 명예퇴직으로 정규직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신규 직원 채용을 최소화해

정규직은 2012년 319명에서 2013년 309명, 2014년 298명, 2015년 282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대학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3

년에는 직원들이 급여 인상분을 매달 적립해 2억2천350만원을 교직원 사랑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올해는 교수, 직원들이 급여 인상분을 매달 적립해 8억7천여만원을 장학금으

로 전달할 예정이다. 광주대는 '자산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신입생 감소에 따른 재

정 악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내부평가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할

계획이다. 2008년부터 단계별로 연봉제를 도입했으며 경비절감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

해 행정조직을 팀제로 개편했다. 이와 함께 학과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가능

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부 장학금과 대학발전기금 유치를 추진 중이다. 호남대는

2007년부터 연봉제를 도입했으며 인건비와 교육시설에 투자하는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대폭 절감했다. 쌍촌동 부지를 매각한 호남대는 교과부의 특성화대학 선정으로

받은 지원금 등을 모두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투입해 위기를 극복한다는 전략이다.

광주여대는 대학 내 우수 사업단을 발굴해 학과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구조개혁평가

실시에 대비해 6개 사업단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

해 교육과정 개편을 진행 중이며 마음나눔교육부를 신설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

워낸다는 전략이다. 한 사립대학교 관계자는 "거의 모든 지방 사립대학들이 공개는 하

지 않겠지만 수백억원이 적자 상태일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립대와 달리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립대로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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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하위그룹 

컨설팅 4년제 결과 국가장학금 신입생 재정지원 하위  제한  E등급  

이행  학자금   신경  최종  D등급  지원

<2016.8.25. 한국대학신문> [단독]하위 대학 1/3 재정지원제한 해제될 듯…확정은

9월 초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25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

급과 E등급을 받은 66개 대학 중 4년제 대학 10개교와 전문대학 15개교의 재정지원제

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백성기)는 이

날 4년제 32개교와 전문대 34개교에 대한 재정지원제한 해제 여부를 심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는 전체 하위대학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25개교에 대한 재정지

원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6일 오전까지 각 대학별로 통보할 예정

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63개교를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 4년제 대학 중에서는

16개교가 D+, 10개교는 D등급에 지정됐다. 가장 낮은 E등급엔 서남대, 신경대 등 6개

대학이 포함됐다. 전문대학 중에서는 13개교가 D+, 14개교가 D등급으로 분류됐고 최

하위등급인 E등급에 광양보건대학과 영남외국어대학 등 7개가 지정된 바 있다. 이들

대학은 지난 1년간 낮은 등급일수록 신입생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 등 재정지

원을 받지 못했다. D등급 대학은 이미 선정돼 수행 중인 정부재정지원사업은 계속 지

원받을 수 있으나 신규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고 국가장학금 2유형도 제한됐다. D등

급 대학은 신입생·편입생의 학자금 대출은 가능하며, D등급 대학의 신입생·편입생은

든든학자금은 신청 가능하지만 일반학자금 대출이 절반으로 제한됐다. E등급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 등 정부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됐다. 입학정원도

10~15%이상 감축하도록 하는 등 높은 제재를 받았다. 이번에 하위대학을 탈출한 대학

들은 재정지원제한이 완전 해제됐거나 조건부로 해제된 대학으로 나뉜다. 하위대학에

머무르게 된 대학들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 D등급인 4년제 26개

교, 전문대학 27개교 E등급 8개교 등 61개교는 정상적 운영이 가능한 대학들로 분류

돼 컨설팅에 따른 이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라 지난달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등

을 거쳤다. 상시컨설팅을 받는 최하위 대학들은 재정기여자 모색, 설립자 횡령금 변제

등 고강도 선결과제부터 해결하라는 주문을 받은 바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재정지원제한을 벗어나지 못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

다. 최종 발표는 9월 초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전 심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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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학사강화

계획   조정  학사   수요  학과  추진  강화  연구   사회  

연계  선도대학 인력  대학교육 사업  운영

<2015.4.12. 한국대학신문> 대학가 학사개편 물밑작업 한창…도미노 이어지나

중앙대와 건국대 등 일부 대학들이 학사구조개편과 관련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대학들이 물밑에서 구조조정을 논의 중이다. 이달 말부터 대학구조개혁 평가,

5월 초 학사구조개편과 정원조정을 유도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일명 프라임(프라임)사업의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이들 대학의 구조개편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전망이다. 대학가의 시선은 프라임(프라임)사업에 온통 쏠리고 있다. 중장기 인

력수급전망의 산업수요에 따라 학문단위 정원을 조정하는 대학을 권역별로 지정해 3

년간 7500억 원, 1개 대학 당 최대 280억 원까지 투입하는 사업이다. 지역별 산업별

인력 부족이나 과잉 공급을 진단하고, 대학의 학과통폐합이나 정원조정을 유도해 인력

공급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른 정부재정지원사업에 비해 거액의 예산이 할당되

는 만큼 대학들의 관심은 물론 눈치경쟁도 치열하다. 구조개혁법이 통과할 경우 어차

피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을 줄이거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 재정지원을

받아가면서 하는 편이 낫다는 계산이 대학가에 서있다. 최종 발표는 내년 2월에 이뤄

지기 때문에 각 대학 보직교수들은 학사개편 방안을 짜기에 골몰하고 있다. 서울지역

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대학구조개혁 평가 자체보고서 접수와 동시에 프라임사업

에 신청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며 “아직 기본계획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특성화 사

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경쟁력이 높은 공학계열을 제외한 학문단위는 구조조정 대상으

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위치한 모 사립대 보직교수 역시 “프라

임사업에 우선 선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며 “이왕 구조조

정 할 거라면 재정지원을 받는 쪽이 여러 모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프라임

사업의 주요 타깃인 중·대형 종합대학들의 도미노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특히 인문

학과 기초학문, 예술계열, 사범계열의 통폐합 또는 축소가 불가피하다. 중장기 인력수

급에서 공학계열은 부족하고 인문사회계열과 예술계열은 초과공급 전망이 나오고 있

기 때문이다. 10년 후에는 이들 학과가 자취조차 찾기 힘들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같은 우려에 교육부와 대학가에서는 ‘역할분담론’이 나오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국공

립대와 특수목적대학 등 특성에 따라 인재양성 역할을 나누는 이른바 대학가 새 판짜

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사립대는 산업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학사구조를 개편하도록

하고, 국공립대는 인문학과 기초학문에 집중하는 방안이 주로 오르내리고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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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발전노력

발전  노력   총장   학교    최선  취임  지역사회  구성  교직원  

기관   준비  우수   마음  소통    자리

<2016.5.30 대학저널> 한성대 이창원 교수 신임 이사장 취임

학교법인 창성학원이 28일 오전 11시 대덕대학교 인문사회관 세미나실에서 이창원 신

임 이사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창성학원은 대덕대를 비롯해 대전중앙고, 대전여상,

대전중앙중, 대덕대 부속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의 산하 학교 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

인으로, 1948년 설립된 대전고등공민학교가 모태다. 이날 취임사에서 이창원 이사장은

“지난 5월 3일자로 부임한 관선이사들은 학원과 산하 학교의 문제들을 가능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법인 이사회는 앞으로 산하학교들이

학교장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전심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창원 이사장은 “대학의 경우 전국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심각한 위기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으나 다행히 대덕대는 지난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우수대학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러한 성과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덕망

과 능력을 겸비한 훌륭한 분을 총장으로 모시는 총장 공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

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생략)

⑫  

교육과정개선 

과정  내용  가능  일반  전문  질   인정  적용  목적  제도  

수업  확대  전환  유도  운영

<2016.8.1. 대학저널> 규제 완화에 중점 … “자율형 대학원 키운다”

교육콘텐츠 수출 위한 해외 진출 모델 다양화 시도 전문대는 학·석사 통합한 프랑스

‘그랑제꼴’ 도입 교육부가 대학원에 대한 규제들을 완화해 대학원이 자율적이고 자생

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나섰다. 그 방안으로 학사와 석사 간 정원

을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완화시키고, 박사과정 증원을 허용키로 했다. 단, 각 대학

내 총원 내에서 조정할 수 있고, 실제로 정원을 증원할 수는 없다. 전문대에서는 ‘그랑

제꼴(Grandes Ecoles)’을 도입해 학·석사를 통합과정으로 운영한다. 이외에도 몇몇 현

행 규제를 완화했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항목이 교육부 주관 평가에서 상위대학으로

인정받은 대학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

일 대학원이 산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등의 내

용을 담은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 중 ‘정원

조정’에 관한 항목은 대학의 역량 수준에 따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 주관 대

학구조개혁평가 등에서 상위권으로 인정받은 대학에서는 학사와 석사 간, 학·석사와

박사 간 인원 조정이 가능해졌다. 현행 정원 조정 기준은 학사와 일반·특수대학원(석

사) 간 1.5:1, 학사와 전문대학원(석사) 간 2:1의 비율을 유지해야했다. 석·박사 간에는

박사 감축, 석사 증원만 허용하고 있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학사와 석사 간에는 1:1

의 비율 조정을, 박사와 석사 간에는 1:2의 상호 조정을 허용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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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책임요구

총장  구성  교수  학교    책임 요구  이하  사태  사퇴    회의  

관련  촉구  행정  강원대  상황

<2015.8.28. 대학저널> 청주대, 김병기 총장 등 교무위원 전원 사퇴

청주대학교 김병기 총장을 비롯한 처장단, 대학원장 등 교무위원 16명 전원이 재정지

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김 총장 등 교무위원은 지난 26

일 교육부 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은 뒤 곧바로

회의를 소집해 일괄 사퇴서를 법인에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교무위원들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종 지표를 끌어올리는 등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결과적

으로 학과통폐합 미진 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통감과 함께 사

퇴서를 제출했다. 김병기 총장은 "앞으로 학내 구성원 모두가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벗

어나기 위해 학사구조개편과 정원조정 등 뼈를 깎는 개혁에 동참해 학교를 중부권 최

고 대학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주대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탈출에

실패하면서 존폐의 위기에 내몰릴 전망이다. 청주대는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재

정지원제한 해제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청주대는 3년 연속 ‘부

실대학’이라는 오명은 물론, 장기간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묶이면서 ‘퇴출’ 가능성까

지 열어둬야 하는 상황이다.

⑭ 

논란·의혹

대학가  상황   논란  공정성  인사 가능성  마무리 답변  비롯    

장관  비리  연합   위원  위원장  의혹

<2015.9.25. 교수신문> 대학구조개혁평가, 교육부 ‘단독’으로 진행했나

올해 대학구조개혁평가가 교육부 단독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

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전달한 교육부 국정

감사 답변자료(대학구조개혁위원회 활동 내역 2013~2015)에 따르면, 구조개혁위원회는

중앙대 사안의 심중함을 전달하면서 특별조치할 것을 제안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교육부 자문·심의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백성기)는 중앙대

전 총장과 이사장이 연루된 비리혐의에 대해 7·8월 두 달간 총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치열하게 논의하고 교육부에 감점·강등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자문했지만, 교육부

는 이를 무시하고 A등급을 부여했다. 심지어 구조개혁위원회는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평가결과를 공식발표하기 2시간 전까지도 중앙대를 조치해줄 것을 제안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중앙대는 박범훈 전 총장과 박용성 전 이사장이 캠퍼스 통합과 관련

교육부에 압력을 넣고 청탁대가를 주고 받은 것을 비롯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이 기소했다. 다음 달인 6월 교육부가 ‘부정·비리대학 감점·강등 조치’를 공표

해 언론과 대학가로부터 가장 큰 이목을 끌었던 곳이다. 학계와 사회 각계 인사로 구

성된 구조개혁위원회가 법적권한이 없는 ‘자문기구일 뿐’이라는 이유로 의견이 묵살당

해 온 정황은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기숙사 평가 등 위원회가 제안한 평가항목의 절

반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급기야 위원장이 맡아왔던 평가결과 발표까지 교육부 차

관이 직접 담당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게다가 발표 당일 위원장은 교육부로부터 초청

조차 받지 못했다. 이번 평가에서 구조개혁위원회가 완전히 배제된 것 아니냐는 의혹

이 나오는 이유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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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지적·비판

지적  목소리 정책   교수   사립대  비판  보장   한국    자율성  

시행  방법  중심   국립대  단체    법인

<2015.9.19. 교수신문> 교수들 “눈앞의 실적경쟁 매몰돼 비민주정책 비판 못했다”

“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가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잘못된 교육정책을 폐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박근혜 정부는 일방통행을

계속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엉터리’ 대학평가결과를 발표해 국민을 놀라

게 하고 대학 구성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비상이 걸렸다.

대학에서 앞으로 어떤 꼼수와 눈가림이 판을 치게 될 건지 벌써부터 염려하는 목소리

가 크다.” 전국에서 모여든 1천여 명의 대학 교수와 직원들이 국회 앞에서 정부의 대

학정책을 질타했다. ‘故 고현철 교수 추모와 대학자율성 회복을 위한 전국교수비상대책

위원회’(전국교수위원회)가 18일 국회 앞에서 주최한 이번 교수대회는 총장직선제 폐

지에 반대해 투신한 故 고현철 교수를 추모하고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비롯해 교육부

의 일방적인 대학정책을 규탄하는 자리였다. 집회현장에서 만난 공주교대의 한 교수는

“대학평가를 발전을 위한 피드백으로 활용하기보다 대학을 ‘돈’으로 통제하려는 정책이

이뤄지고 있는 게 문제”라며 “국립대를 관리하려는 교육부의 정책이 도를 넘어섰다고

느껴 교수대회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전국교수위원회는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

회 △전국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

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7개

교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전국교수위원회는 ‘9·18 전국교수선언’을 통해 최근 정부와

대학의 정책에 무관심해온 데 따른 교수사회의 자성의 목소리를 대신해 포문을 열었

다. 교수들은 선언문에서 “눈앞의 실적경쟁에 매몰돼 연구와 교육의 본질적 원칙에 성

실하게 임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우리 자신을 치열하게 반성 한다”며 “재정지원을 매개

로 한 정부의 비합리적·비민주적 대학정책과 압박에 분연히 떨쳐 일어나 저항하지 못

했던 우리 자신의 무능과 나태를 뼈아프게 참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교수라

는 안정된 신분과 대학이라는 자신만의 성에 안주하며 우리 안의 차별에 눈감은 채

비정규직 교수를 포함한 교육주체들과 연대하지 못하고, 잘못된 사회구조의 희생자들

과 함께 하는 실천을 지성인으로서 하지 못했음을 참담한 심정으로 반성 한다”고 덧붙

였다. 전국교수위원회는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제도와 구조개혁

법률안을 폐기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공립대는 국립

대 총장선출제도를 직선제를 포함,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수

립할 것과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사립대는 법인평가를 강화해

일부 교육부 관료들이 사립대 재단과 결탁해 이권을 나눠 갖는 구조를 깨뜨리는 것

등을 당면과제로 꼽았다. (이하 생략)



- 181 -

⑯ 

책임자의지

생각  시작  의미  중요  마지막  변화  역할  사람  사실  국가

구체  모습  방향  관심  사회

<2015.12.06. 한국대학신문> [심층대담] 장기원 국제대학 총장 “실천하는 총장으

로 기억되고 싶다”

“학생이 가장 소중, 학생 위한 행동에 최선” 국제대학의 이미지 쇄신에는 장기원 총장의 공이

크다. 국제대학은 1997년 설립당시 평택공업전문대학에서 평택공과대학으로, 다시 경문대학으

로 교명을 변경했다 지난 2006년 지금의 국제대학이 됐다. 바뀐 교명 횟수만큼이나 수장도

매번 바뀌었다. (중략) 2013년 총장 취임 후 소회는. “아까도 언급했듯 직원들의 화합과 융합

문제다. 이 부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결과 보여주기였다. 처음 부임하자마자 '말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결과 만들기' 작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정부재정사

업을 받아본 적 없던 우리 대학에 29억원을 따냈다. 이게 발로가 돼 교육역량강화사업 평생

학습중심대학 프로젝트에서는 최고 점수를 받고 9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지금도 이 프로

젝트를 하고 있는데 대학의 모습을 변모시키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본다. 이 외에도

타 대학은 이미 도입했던 학점은행제 전공심화과정 모집도 하기 시작했고 이런 여러 가지 성

과를 바라본 구성원들이 마침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대학 경영의 투명성 부분도 중

요했다. 우리 대학은 횡령 문제 등으로 인해 과거가 지저분한 역사로 점철돼 있었는데 해가

지나가며 조금씩 (나를)믿어주기 시작했다. 이사장과 총장의 합작으로 (구성원들과의)갈등이

시작되는 게 일반적인 사례인데, 절대 교비에 손을 대지 않으면서 여기서부터 자유로운 대학

이 됐다. 구성원들이 자유를 찾게 된 것이다. 나와 교수 그리고 직원들 간 철저한 신뢰가 구

축된 상태라고 확신한다. 지역에 우리대학 교직원 이라는 명함을 뿌릴 때 자부심의 상징이

됐다.” (중략) 대학구조개혁평가 등급 상승을 위해 보완할 요소는. “솔직하게 고백하면 받을

등급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는 정량지표 부문에서 우리 대학이 안정 되질 못했지만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특성화 등을 가장 열심히 추진 한 대학이다. 그렇지

만 정량지표 개선 없이는 A등급에 갈 수 없기에 이번의 C등급은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현

실을 직시하고 있다.” (중략) 전문대학 정책 문제에 대해 지적한다면. “사립학교법이 존재하는

한 국내 대학의 발전은 힘들다. 고등교육법이 있으니 사학 규제를 푸는 게 맞다. 그 중심에

학교법인이 있다. (중략) 어떤 총장으로 기억되고 싶나. “대학 구성원들에게 행동과 결과를

중시하는, 실천하는 사람으로 각인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행동과 실천은 과감히 하되 누구를

위해 하느냐 라는 측면에서 학생이라는 변수를 생각해야 한다. 학생의 입장에서, 이들을 중심

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 획일화된 교육이 보편화돼 있는 현실에서 학생 개

개인이 소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학생 한 명 한 명에 최선을 다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참교육을 실천하는 총장이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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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대입영향분석

지방  대부분  서울  수도권  가운데   현상  활용  서울대   

정원  분석  소재  한양대  한국외대 사립대  수치

<2015.12.31. 대학저널> [2016 정시] 적정·안정지원 추세 뚜렷

30일 마감된 2016학년도 정시모집 결과, 내년도 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른 불안감이 커

지면서 적정 또는 안정지원추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권 대학의 경

우 변별력이 확보된 수능의 영향으로 이러한 경향이 뚜렷했다. 서울 상위권 대학의

경우 경쟁률은 지난해 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정시모집 원서접

수 결과, 일반전형 기준 920명 정원에 3438명이 지원해 3.7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는 전년도 3.93대 1보다 하락한 소폭 하락한 수치다. 연세대는 1326명 모집에 6364명

이 지원해 최종 4.8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연세대 역시 전년도 5.62대 1과 비교해

하락했다. 고려대는 1181명 모집에 4722명이 지원해 4.0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전년

도 4.64대 1과 비교해 소폭 하락했다. 성균관대는 총 1042명 모집에 6021명이 지원해

5.78대 1로 작년 6.79대 1보다 하락했다. 수도권 주요대학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

대, 명지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등은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소폭 상

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운대의 경우 지난해 4.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이

번 정시모집에서는 6.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중략) 교대지원율 감소 요인으로는

모집인원 감소와 함께 다소 어려웠던 수능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교대지원이 가능한

수험생의 인원 폭이 줄어든 것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그

룹’에 속한 대부분 대학이 수시모집에 이어 정시모집에서도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

타났다. 수시모집에서 경쟁률이 ‘반토막’ 났던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정시 경쟁률이 지

난해보다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극동대는 지난해 7.2대 1에서 올해 3.2대 1로 대폭 하

락했다. 호원대(17.4대 1→12.6대 1), 안양대(8.8대 1→5.7대 1), 건국대 글로컬캠퍼스(7.8

대 1→5.8대 1), 루터대(3.5대 1→1.6대 1), 홍익대 세종캠퍼스(5.6대 1→3.8대 1)도 경쟁

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금강대는 지난해 1.2대 1에서 올해 0.5대 1로 경쟁률이 하락

해 미달 사태가 났다. 반면 고려대 세종캠퍼스 등 8개 대학은 경쟁률이 상승했다. 고려

대 세종캠퍼스는 지난해 3.6대 1에서 올해 6.2대 1로 경쟁률이 뛰었다. 김명찬 종로하

원 평가연구소장은 “D등급, E등급 대학은 수시 경쟁률이 대폭 하락한 데 이어 정시에

서도 경쟁률이 하락해 대학구조개혁평가가 학생 모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며 “학생들이 실리적인 면을 중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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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대학정보홍보

교수  성공  과제  가운데 국민  적극  각종  개최  계획   

설립  수행  강화  구성  총장   대상 

<2015.12.2. 대학저널> [2016 정시입학정보]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는 1897년 평양에서 시작된 최초의 대학으로 120주년을 앞둔 유구한 역사를 가지

고 있다. 일제의 신사참배에 맞서 순교적 폐교를 택했고 그 후, 1954년 서울에서 재건되었다.

(중략) 올해 숭실대는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받았다. 평가지표 중 학

생의 학습역량 지원 및 평가와 졸업생 취업률 부문 만점과 4개 영역 12개 분야 전 부문에서

높은 성적을 획득했다. 숭실대는 학생의 학습역량 지원을 위해 SURE(Soongsil university

Real Energy)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는 학습법 특강과 튜터링 및 각종 경진대회에

서 지식을 습득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키우기에 적합한 학생중심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숭실대의 7+1프로그램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는 전체 8학기 중 1학기에 해당하는 학점을 교환학생이나 해외봉사, 글로벌 인턴십의 참여

로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중략) 1970년 국내 최초로 전자계산학과를 신설한 숭실

대는 혁신적인 실용교육으로 이제 IT융합의 리더를 길러내고 있다.2015년에는 스마트시스템소

프트웨어학과가 신설되었다. 본 학과는 창의적인 기술융합형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목표로

전자공학과 소프트웨어가 접목된 융학 교과과정과 산학취업연계트랙 등이 운영된다. 전자정보

공학부 IT융합전공도 신설되었다.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을 기반으로 학생을 교육하고 신기

술 및 보안에 이르기까지 분야 간 융합기술을 섭렵하는 숭실대의 도약인 셈이다. IT융합전공

의 교수진은 미래부 IT 융합고급 인력양성 사업단 지정(2010년 9월 ~ 현재: 12억/년 지원), 미

래부 스마트서비스 보안 IT고급인력양성 사업단 지정 (2012년 9월 ~ 현재: 10억/년 지원), 중

기청 아이티 융합 산업체 고급인력 양성 사업단 지정(2013년 ~ 현재) 등 국가 대형 연구 과제

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교과과정 중 취업연계 산학트랙은 삼성소프트웨어트랙과 LG 디스

플레이트랙, LG 임베디드-소프트웨어트랙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삼성소프트웨어트랙은 소프

트웨어 인재육성을 위해 전공자과정(SST, Samsung S/W Track)과 비전공자과정(SCSC,

Samsung Convergence S/W Course)이 함께 구성되어 학생들의 역량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SST과정 학생 중 일부는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매년 1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또한, SST 참가 학생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종 면접을 거쳐 삼성전자 또는 삼성

SDS에 입사가 가능하다. 융합교육의 실전 마당으로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캡스톤 경진대회가

있다. (중략) 숭실대의 융합교육은 ‘진리와 봉사를 세계로’라는 건학이념을 따라 세계로 확장

되고 있다. 숭실대는 KOICA와 글로벌 ICT 경영정책융합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정보통

신분야의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아이티와 경영 및 정책학을 접목시켜 매년 아시아, 아프리

카, 중동, 남미 등 정부기관 종사자들 중 학생을 선발해 개도국 발전과 리더로의 성장을 돕고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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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

취업 창업홍보

취업률  달성  졸업생  산업체  실무  NCS  직업교육  전문  

직업   기관  실현  체결  현장  방문  육성사업

<2016.3.23. 대학저널> 자동차 분야로 진출하고 싶은가요 아주자동차대학이 정답

입니다

아주자동차대학은 탄탄한 산학연계 시스템과 높은 취업역량을 바탕으로 교육부 등으

로부터 10여 개의 타이틀을 차지했다.'대학구조개혁평가 최우수 A등급', '산학협력 선

도전문대학(LINC)','전문대학 특성화사업 선정대학(SCK)',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WCC)', '고등직업교육 품질인증 대학', '취업약정형 주문식교육과정 운영대학', '과정

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시범대학', '2015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양성 대학', '2015 교육기부 우수기관'이라는 타이틀이 그것

이다.지난 10여 년간 자동차를 중심으로 특성화를 추진해 온 아주자동차대학은 높은

교육성과와 교육의 질, 취업률을 토대로 대다수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되며 그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다. 문상선(자동차제어및진단기술전공 2학년), 정연지(자동차디

자인전공 2학년) 씨에게서 아주자동차대학만의 특별한 점을 들어봤다. 대학 입시에서

아주자동차대학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어렸을 적부터 기계,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던 저에게 딱 맞는 학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동차'라는 분야에 특화된 교

육과정과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는 점도 아주자동차대학을 선택하게 만들었어요. 기업과

연계가 긴밀하고 활발하다는 점 역시 마음에 들었죠. (이하 생략)

⑳ 

특성화사업 홍보

양성  인재  중심  기반  목표  산학협력  사업 특성화 

산업  체계  개발  분야  구축   강화  선정 

<2016.8.25. 대학저널> 삼육보건대, NCS기반 교육과정운영 및 교육평가시스템 연

수

삼육보건대학교는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40여

명의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속초 라마다 호텔에서 NCS기반 교육과정운영 및 교육평

가시스템 연수를 개최했다. 박두한 삼육보건대 총장은 "개교 80주년을 맞은 삼육보건

대는 이제 100주년을 향해 다시한번 힘차게 비상하려고 한다"며 "삼육보건대가 모두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최고의 보건교육 특성화대학을 만들자"고 했다. 주현재 NCS센

터장은 효율적인 NCS기반 수업설계와 시스템 활용법에 대해 특강을 진행하며 "교육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수업·학과·대학차원에서 CQI가 효과적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말

했다. 박주희 기획처장은 이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주요지표들을 점검하는 한편 사

회맞춤형학과 중점추진 과제로 ▲사회맞춤형학과 교육모델 확립 ▲기업의 참여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지역 및 중소기업과 대학간 협력체제 구축을 제시하면서 "삼육보건

대가 사회맞춤형학과의 선도대학으로 자리매김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학생배출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강리리 산학협력단장은 "삼육보건대는 연수에서 배운 내용을 신

속히 적용·실행해 오늘보다는 내일이 기대되는 대학"이라고 말했다.



- 185 -

㉑ 

사업선정 홍보

육성사업  지원사업  최우수  선정  A등급  역량  최초  성과  

ACE  신설  유일  센터  시대  중점  대상

<2015.12.02. 대학저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는 우수한 교육역량과 차별화된 교육철학을 가진 국내 대표 학부교육중

심대학이다. 서울여자대학교는 교육환경의 빠른 변화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PLUS형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교육중심대학’이라는 비전을 수립하

고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서 차별화된 특성화 전략을 구축,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집

중해 왔다. 그 결과 서울여자대학교는 정부재정지원사업과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2015년 교육부 대학구조개

혁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획득했다. 전국 163개 4년제 대학 중 서울여자대학교를 포

함한 34개교만 A등급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12개

의 지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서울여자대학교는 교사확보율, 학생학

습역량지원, 장학금지원, 졸업생취업률 등 4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며 총점 60점 중

58.293(100점 환산 97.1점)의 높은 평가결과를 받았다. 서울여자대학교는 여대로서는 유

일하게 학부교육선도대학(에이스) 육성사업에 이주기 연속 선정되었다. 학부교육선도대

학(에이스) 육성사업은 대학의 본질인 교육에 중점을 둔 ‘잘 가르치는 대학’을 선정해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여자대학교는 2010년 여대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돼 4년

간 약 120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2014년 이주기 사업에도 선정되어 2017년까지 4년간

약 64억 원을 지원받는다. 에이스 대학 중 최초로 2년 연속 우수사례(2013년 바롬인성

교육, 2014년 서비스 러닝)로 뽑히기도 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대학특성화사업(CK-

Ⅱ)에서 수도권 대학 중 두 번째로 많은 5개 사업단이 선정되었다. 2014년 시행된 대

학특성화사업은 대학별로 가지고 있는 강점을 특성화하여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

울여자대학교는 정부로부터 5년간 90억 원을 지원받는다. 서울여자대학교의 미래 경쟁

력으로 인정받는 5개 사업단은 △언론영상학부 ‘미디어비오톱(Media biotope) 사업단’

△일어일문학과 ‘한일 휴먼 네트워크형 창조적 인재양성 사업단’ △정보보호학과 ‘사회

기여형 정보보호 여성인재(CES+) 양성 사업단’ △식품응용시스템학부(식품공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 ‘미래안전식품 F-Cube 인재양성 사업단’ △사회복지학과, 아동학과,

교육심리학과 ‘휴먼서비스 HOPE+형 현장전문가 양성 사업단’ 등이다. 각 사업단에 속

한 학과들은 약 17억 원의 지원금을 통해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장학·취업기회 확대 등 다양한 교육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2014년

에 이어 2년 연속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약 12억 원을 지원

받는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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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인증 홍보

다양   A등급  학교  우수  산업  제작   구축   취업    

컨텐츠  획득  재학생  앞장   유학생  인증   최초  

<2015.12.01 대학저널> 한국영상대학교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한국영상대학교는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방송영상

제작 전문 인력 양성 대학이다. 한국영상대는 연출, 촬영, 조명, 편집, 음향, 3D, 분장,

메이크업, 코디, 광고 등 One Team System의 학과 구성과 교육과정을 통해 방송영

상 분야의 인재를 양성한다. TV방송을 위해 대관도 하는 제1스튜디오와 3개의 소규

모 스튜디오, HD 카메라실, 음향제작실, 3D영상제작실, Avid 편집실 등이 대표적인

시설이며, 드론(헬리캠) 촬영, 수중촬영, 스모크(특수영상합성편집) 등도 특화된 분야이

다. 한국영상대에서는 서로 다른 전공의 학생들이 하나의 팀을 이뤄 영상물을 제작하

며, 다양하게 제작된 콘텐츠들은 방송국과 각종 매체를 통해 소개된다. 한국영상대는

교내·외장학금, 사설 및 기타 장학금 등 총 118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재학생 1인

당 연 280만 원의 장학금 혜택을 주고 있다. 성적우수 장학금 이외에도 무림고수장학

금(신입생), 끼꾼꿈장학금(재학생)등을 통해 예체능 분야, 국가고시, 세계대회 및 전국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의 재능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지원한다. 특히

2015학년도부터 신입생 합격자 발표 시 선발하는 신입생 특별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장학금으로는 전문자격취득장학금, 영상예술장학금, 교육협약장학금, 어학성적우수

장학금, 우수인재육성장학금 등이 있다. 한국영상대는 자기개발 및 취업활동에 능동적

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취업활동 마일

리지 장학금이 있다. 자격증 취득, 어학능력 점수 취득, 공모전 입상 등 취업지원 프로

그램 참가 실적을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립된 마일리지는 1점당 1,000원으

로 환산하여 최대 70만 원까지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취업주간행사 장학금,

취업능력강화 방과 후 교육 장학금 등이 있다. 한국영상대는 입학 - 재학 - 졸업까지

재학생에 대한 취업지원 및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

해 취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에 대한 취업 만족도를 높여 명실상부 “취업이 강

한 대학”으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취업활동 마일리지 장학제도 △취

업상담 및 컨설팅 △취업캠프 △직업지도프로그램(CAP+) △창업 및 전공동아리 활동

△산업체 인사특강 △취업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영상대는

지난 2월 대전충청세종지역 전문대학 최초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대학’

에 선정되며 해외현장학습 물론 국제화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로 인해 한국영상대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발급이 완화되고 정부초정 외국인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 사업

선정에 우선 고려 대상이 되며 각종 유학생 관련 재정지원 사업에서도 혜택을 받게

됐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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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홍보

프로그램  학과  연속  전공  창업  실시  취업  다양  문화  

장학금  운영  학교  교내  생활  해외 

<2015.12.02. 대학저널> 동국대학교

2016년 개교 110주년을 맞이하는 동국대학교는 매년 각종 대외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8월 발표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A등

급을 받았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올해부터 교육부에서 3년을 주기로 모든 대학을 A

에서 E까지 5등급으로 나누고, 평가결과에 따라 학교 정원감축, 재정지원 제한 등이

뒤따르는 제도다. 동국대는 장학금 지원, 취·창업지원, 교육비 환원율 등 모든 지표(12

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최고 등급인 A등급 평가를 받았다. 동국대는 2015

년도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153명 가운데 8명(5.23%)의 합격자를 배출해 국내대학 가

운데 7위를 차지했다. 동국대는 사법시험 최종 선발인원이 2009년 1,009명 이후 지속

적으로 줄어 올해 153명까지 감소해 각 대학별 합격자 수가 대폭 줄어든 가운데, 지

속적으로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올해 공인회계사 시

험에서는 25명이 합격해 전국 1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동국대는 동아일보에서 주관하

는 청년드림대학평가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청년드림대학평가는 전국 146개

대학을 대상으로 재학생들의 취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의 의지와 역량을 살펴

보려는 취지의 평가다. 동국대는 이번 평가에서 졸업생·재학생 연계 정보 지원, 학생

조직 활동 지원, 취업 관련 정규 과정 지원, 취업기회 정보 지원 등 여러 항목에서 높

은 점수를 받아, 지난해 우수대학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올라섰다 창업지원에 대한 역량

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동국대는 올해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창업선도대학으로도

5년 연속 선정됐다. 10월에는 역시 교육부에서 선정하는 창업교육 우수대학(창업문화

활성화 부문)으로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다. ‘청년기업가센터’ 및 ‘창업지원단’을

통해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결실이 지속적으로 나타

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창업학 연계전공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전주기 창업

단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필수 과목과 함께 공학·경영·경제·법학 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하는 전공으로, 졸업 시 창업학 연계전공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동국대는 지난해

융복합 학문발전의 토대를 굳건히 하기 위한 교양 교육기관인 다르마칼리지를 신설

했다. 학생들은 신입생 때부터 △인문 △사회 △과학 △문화 △불교 분야의 고전 명작

100권을 4학기에 걸쳐 읽는 ‘세계명작세미나’와 같은 통섭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다

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창의적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모색

하고 있다. 다르마칼리지를 통한 교양교육의 기능 강화를 높이 평가받아 2015년 교육

부가 선정하는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에이스)’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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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홍보

입학   모집  선발  전형  포함  해당    반영  성적  수능  

준비  수험생  입시  기록  기준  수시

<2015.7.25. 한국대학신문> [수시특집/가천대] 대학특성화(CK)사업 평가 우수, ‘특

성화 명문’ 자리매김

가천대학교가 ‘특성화 명문’으로서 입지를 단단히 굳히고 있다. 가천대는 교육부가 지

난 5월 발표한 대학특성화(CK)사업 성과평가에서 6개 사업단이 모두 우수 사업단으

로 평가됐다. 특히 금융미드필더 사업단은 인문사회분야 최우수사례로 선정되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2014년 대학특성화사업에서 △큐브(C³ube) 시스템에 의한

바이오융합 인재양성 △린스타트업 기반 디자인 특성화 △수학기반 금융미드필더 양

성 △바람개비 보건과학 △에듀에코시스템(EduEcoSystem) 기반 소프트웨어 인재 양

성 △통합적 휴먼서비스 인재양성 사업단 등 6개 사업단이 선정됐다. 더불어 지난해

교육부 학부교육선도대학(에이스) 사업과 SW중심대학·장기현장실습(IPP)일학습병행

제·대학창조일자리센터 등에 선정됐다. 일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도 최우수인 A등

급을 받았다. (중략) ■ 수시모집 2859명 선발, 의예과 6년간 전액 장학금 = 가천

대는 201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총 모집인원 4076명의 70.1%인 2859명을 선발한다. 학

생부교과전형은 학생부 100%로 선발하는 학생부우수자전형과 학생부 60%와 적성고

사 40%로 선발하는 적성우수자전형을 비롯해 농어촌(적성)전형·특성화고교전형·가천

바람개비전형 등이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가천프런티어전형 △가천의예전형 △사

회기여자전형 △농어촌(종합)전형 △교육기회균형전형 △학석사통합(오년제)전형 △취

업자전형 등이 있다. 1단계 선발배수가 4배수로 확대돼 기회가 늘어났다. 가천의예전

형은 의과대학 의예과 선발전형으로 15명을 선발한다. 합격자 전원에게 6년간 전액

장학금이 지급된다. 적성고사를 반영하는 전형은 적성우수자전형·농어촌(적성)전형·특

성화고교전형으로 총 1143명을 선발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이 학생부 60%와 적성

고사 40%를 반영한다. 적성고사의 가장 큰 특징은 교과적성이다. 고등학교 교과과정

을 반영해 수능과 유사하게 출제했고 80% 수준의 난이도로 수능보다 쉽게 출제할 예

정이다. 적성고사는 국어 20문항·수학 20문항·영어 10문항 등 총 50문항을 출제한다.

시험시간은 60분이며 지난해와 같이 인문·자연계열이 통합돼 출제된다. 계열별로 배점

에 차이가 있는데 인문계열 모집단위는 국어가 4점, 수학·영어가 3점이며, 자연계열모

집단위는 수학이 4점, 국어·영어가 3점이다. 학생부 100%를 반영하는 학생부우수자전

형은 모두 451명을 선발한다.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전 계열에

걸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받는다. 가천바람개비전형은 서류 30%와 학생부 70%를

반영하며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는 수능 이후에 제출하면 된다. (이하 생략)



- 189 -

C. 종합일간지

(아래로는 토픽명, 포함단어와 해당 대표 문서만 제시하였음)

① 

국가발전 전략

필요 관련 대한민국 국가 경제 다양 시작 환경 미래 조성 

시장 효과 도움 요구 관계

<2015.12.17. 아시아경제>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시장진입 규제 허문다..기업 중심 경제시

스템 구축"

기업들이 규제에 발이 묶여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 애먹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

다. 바뀐 글로벌 환경에 맞게 수출입에서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GVC) 위주로

통상 정책이 전환된다. 정부는 사회적 자본 축적 등에 더 집중하며 민간주도 경제시스템을 뒷

받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7일 열린 5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심의했다. (중략) 재정지원사업 선정평가와 연차평가에는 정원감축

실적 등을 반영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대학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대학을 직접 평가한 뒤 행정ㆍ재정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

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 개혁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국민들이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크라우드

소싱', 오프라인에선 독일의 '시민대화' 방식을 도입해 유연한 시장경제 체계 구축에 윤활유를

부을 계획이다. 이번 전략은 향후 정부 정책 입안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향해 나아가듯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대한민국호'에 중

장기 경제발전전략이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3년 전 발표된

중장기 경제발전전략과 비교해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대

희 기재부 미래정책총괄과장은 "3년 사이에 전혀 새로운 정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순 없다"

며 "구체적 정책과제는 비슷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바뀐 대내외 환경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강화하는 쪽에 더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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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쟁력확보

고교졸업 입학 정책 퇴출 현상 경쟁력 현실 개혁 고등교육 대입

상황 시작 이유 방향 부실

<2014.1.29. 문화일보> <사설> 교육부, 없느니만 못한 대학 구조조정案 다시 만들라

교육부가 차라리 없느니 만도 못한 대학 구조 조정안을 내놓아 정책의 진정성부터 의심을 자

초하고 있다. 교육부는 28일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현재 55만9000명인 전

국 대학의 입학 정원을 2023학년도까지 16만 명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대·교원대·방송대

등을 제외한 전체 335개 대학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통해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등 5등급으로 나눠, 최우수 아닌 4개 등급 대학에 대해선 등급별로 일정 비율씩 정원을 감축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원 감축 규모부터 사실상 ‘눈속임’에 불과한 방안으로 ‘대학 구조

개혁’은 커녕 ‘대학 구조개악’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저출산 추세로 2018학년도부터 고등

학교 졸업생은 현재 대입 정원보다 적어지기 시작한다. 2023년 졸업생은 39만8000명으로 지

금의 대입 정원보다 16만1000명 적다. 교육부가 굳이 대입 정원을 감축하지 않더라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 자체가 자연히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2015∼2017학년도 4만 명, 2018

∼2020학년도 5만 명, 2021∼2023학년도 7만 명 등 3단계에 걸쳐 대입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개혁’을 위장한 ‘쇼’인 이유다. 더욱이, 감축 비율은 각각 다를지라도 우수 대학이든, 부

실 대학이든 감축할 정원을 고루 배분하겠다는 식은 평등지상주의에 집착한 발상으로 부작용

을 더 키우게 마련이다. 우수 대학의 경쟁력은 오히려 깎아내리고, 퇴출시켜야 할 부실 대학

의 연명(延命)은 도와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최우수 대학도 정원을 ‘자율 감축’

하면 정부 재정지원과 연계된 평가에 가산점을 주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부실 대학

의 정원 감축 규모만 작게 할 것이다.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의 퇴출 방안 또한

상대평가 아닌 절대평가의 실효성이 있을지 부터 의문이다. 대학 개혁의 핵심은 대학다운 대

학만 존립하게 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게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실효성 있고 과감한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만들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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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학변화 요구

노력 개선 경쟁력 변화 질 필요 중요 적극 지표 연구

지속 발전 중심 관련 전체

<2016.2.26. 서울신문> [열린세상] 혁신하는 대학만이 살아남는다

대학 구조개혁이 뜨거운 감자다. 많은 대학이 입학 정원 감축과 학과 구조조정을 하면서 몸살

을 앓고 있다. 역대 정부도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했지만 이처럼 광범위하고 긴박하지는 않았

다. 강도 높은 구조개혁의 배경에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있다. 2018년부터는 대학의 정

원보다 입학 자원이 부족해지기 시작하고, 2023년에는 무려 16만명이 모자란다고 한다. 100개

정도의 대학이 문을 닫을 수 있는 규모다. 정부와 대학의 선제 대응이 필요한 것도 이런 이유

다.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구조개혁이 요구된다. 일본 대학들은 이미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정도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었고, 홍콩과 싱가포르의 대학들은 전 세

계에서 유학생들이 찾아올 만큼 글로벌화됐다.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의 대학들도 버거운 상대

다. 이제 대학 구조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그렇다면 대학 구조개혁은 제대로 진행되

고 있는 것일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우선 정부와 대학은 정원을 줄이고 학과를 통폐합하는

양적인 다운사이징과 구조 개편에 역점을 둔다. 당장 입학 정원을 얼마나 줄였고, 특정 학과로

정원이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구조개혁의 성과로 보는 듯하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대규모 입학

자원 감소에 미리 대응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원 감축과 이동이

곧바로 대학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경영의 혁신과 교육의 질적인 변화가 뒤따

르지 않는다면 지금의 양적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임시 처방에 불과할 뿐이

다. 이제 구조개혁에 대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구조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학이 고

등교육기관으로서 기능과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 역량을 기르

는 것이다. 부실 대학은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남은 대학들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야

말로 구조개혁의 목표일 것이다. 대학이 스스로 혁신하기보다 정부 사업을 따내기 위해 피동

적으로 구조 조정하는 것도 문제다. 대학가에서는 새로운 사업이 추가될 때마다 학과의 명칭

이 수시로 바뀌고, 교육과정은 점차 누더기가 돼 간다는 우려가 많다. 교수들이 교육과정을 개

편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혁신하기보다 어느 학과가 살아남을지에 촉각을 세운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들린다. 무엇보다 대학이 외부의 요구에 떠밀려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고착화되

면 대학의 혁신 역량과 건강한 문화는 점차 퇴화하게 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구조개혁은 대

학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대학의 존재 가치와 인재 양성의 방향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스스로

변화하겠다고 나설 때 비로소 가능하다. 정부도 대학이 스스로 비전을 세우고 자력갱생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학부교육 선도대학 지원 사

업(에이스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이제 대학, 정부, 시민사회,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큰 틀

에서 대학 구조개혁의 철학과 방향을 정립해야 할 때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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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구감소

인구 학령 감소 정원 정부 대비 감축 추진 입학 급감

예상 유도 선제 전망 대응

<2016.2.25. 조선일보> 대학구조개혁위, "대학구조개혁법 조속히 통과돼야"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부실 대학이 자발적으로 퇴출하고 대학정원을 감축하기 위해 대학구조

개혁법이 19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

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백 위원장은 “학령인구 급감

으로 2023년에는 현재 대학 입학정원인 56만명에서 최소 16만명이 부족하게 된다”며 “최근 대

학 진학률인 70%를 적용할 때 현재 대학 입학정원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말했다. 이어 “인구감소에 대비하지 못할 경우 대학 신입생 미충원에 따른 재정악화와 교

육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 위원장은 "신입생 미충원 학교 90% 이상이 지방

대에 편중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지방대 위주로 대학들이 고사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형평성에 근거해 대학 정원을 감축하는 데 불가피

한 조치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대학구조개혁법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대학을 선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하 생략)

⑤

시행 준비

진행 예정 대상 발표 관련 관계자 계획 확정 최종 참여

현장 제출 구성 실시 신청

<2015.3.18. 머니투데이>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위원 첫 공모

[고등교육 관련 평가위원에 공모제 도입은 사실상 처음]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오는 27

일까지 '대학구조개혁평가 평가위원 후보자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대학 부

교수급과 평가진행 기간 동안 평가위원으로서 학사 공백 없이 업무를 맡을 수 있어야 한다.

평가위원은 내달 중순부터 실시 예정인 정성지표 평가에 투입된다. 대학별 자체보고서에 대해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터뷰평가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신청자 중 전공 분야와

소속 기관 등 적정성 검토를 토대로 3배수 내외에서 평가위원 후보자 풀을 구성할 계획이다.

다음 달 중순까지 올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참여할 평가위원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는 고등교육 관련 평가위원에 공모제를 도입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

계자는 "다양한 분야의 현장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

라면서 "보다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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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안

국회 통과 법안 의원 재산 퇴출 발의 법률 근거 내용 

새누리당 감축 위원회 잔여 계류

<2014.5.26. 머니투데이> 교수들 강력 반발…대학구조개혁 법안은 무엇?

최근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은 강제적

인 정원감축 명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부가 지난 1월

말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실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대부분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했으나 사실상 교육부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안에 따르면 대학들은 학교

발전계획·교육여건·교육과정 및 운영 등에 대해 자체 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교육부 장

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제4조).교육부 장관은 대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을 평가할 수 있

고, 평가 결과를 대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제5조). 평가를 위한 대학

평가위원회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평가위원회는 평가 방법

및 결과, 이의신청 등 내용을, 구조개혁위원회는 구조개혁 관련 정책, 기본계획, 자체계획, 명

령 및 제재 조치 등을 심의한다.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교육부 장관은 △학생정원 감축·조정

△정부 재정지원의 제한(제17조) 등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교육부 주도로 강제적인 정원 감

축을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또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처분해 특정법인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 귀속토록 하는 특례 조항도 담고 있다(제23조). 해산을

결정한 학교법인은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한 출연, 평생교육시설

운영 비영리법인으로의 전환 또는 출연 등 방법으로 잔여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⑦

의견수렴

사회 추진 협의회 논의 필요 총장 장관 강조 황우여 의견 

정부 참석 방안 부총리 정책

<2015.3.25. 파이낸셜뉴스> 오늘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대학 회계재정법 대응방안

등 논의

기성회비 폐지와 구조개혁 등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전국 국.공립대 총장들이 대학 교

육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부산을 찾는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김기섭 부

산대 총장)는 26일 오후 부전동 롯데호텔부산에서 '2015년도 제이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전국 41개 회원 대학 가운데 39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해 대학 현안을 논의하며, 황우여 장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서병수 부

산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가 부산대 주관으로 열리는 것은

지난 2002년과 2012년에 이어 세 번째다.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대학 구조개혁에 따른 국립

대 재정지원 대책 및 국립대학 자원관리 시스템구축과 관련한 포럼 진행 등 사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추진 중이며, 오는 2023학년도까지 삼주기로 나

눠 대학 정원 16만 명을 감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평가

등급에 따라 정원 감축이나 재정지원 제한 등 구조개혁 시행과 함께 컨설팅 및 대학별 특성.

여건을 감안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부실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이

와 관련, 국립대학들은 기초. 보호학문 분야의 육성과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보장 등 사립대학

과 구별되는 책무성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책방안을 요청

할 계획이다. 또 지역 선도대학을 중심으로 국립대를 국제적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 장기

적 국가 재정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 생략)



- 194 -

⑧

평가방식

방안 방식 정성 등급 감축 지방 퇴출 미흡 정원 도입 

수도권 정부 정량 추진 절대평가

<2013.11.12. 서울경제> 2015년부터 대학 5등급 나눠…최상위 제외 대학 정원 감축

절대평가를 통해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누고 최상위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은 정

원을 강제 감축하는 구조개혁방안이 2015년부터 추진된다. 12일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

연구팀이 최근 각 지역을 돌며 개최한 대학구조개혁 토론회에서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

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해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그룹으로 나누는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우수 대학은 자율적

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기존 시안

의 3등급에서 5등급으로 더 세분화됐다. 우수 대학은 일부를, 보통 대학은 평균 수준으로 정원

을 감축하고, 미흡과 매우미흡 대학은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 정원감축 규모는 예상 미충원

인원 등을 고려해 산출하되 대학/전문대, 수도권/지방 등을 구분해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매우미흡 대학 중 교육의 질이 현격히 낮거나 부정·비리가 있는 대학은 퇴출하기

로 했다. 지역사회에서 대학이 엘리트들이 모이는 거점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해 학교 폐쇄

대신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최우수

∼보통 대학은 모든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미흡 대학은 국가장학금 유형과 학자금

대출의 제한을 받고, 매우미흡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급 중단과 학자금 최소대출 등의 조치를

받는다. 교육부는 새로운 대학평가를 위해 기존 정량평가에 대학 특성, 지역여건, 지역사회공

헌, 특성화 발전전략, 구조개혁 실적 등을 따져보는 정성평가를 도입한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서 정부와 대학 양측으로부터 독립된 대학평가 전담기구도 설립한다. 새로운 대학평가가 도입

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제도를 유지하고, 기존 재정지원사업에

대학의 자율정원 감축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 요소를 반영할 방침이다.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 대학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자율적으로 감축한 정원 등

은 추후 대학평가 때 인정해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내 대학구조개혁의 법적 근거를 마련,

내년부터 새로운 평가체제로 대학평가를 시행해 2015년부터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별로 차등

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수 있게 구조개혁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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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평가지표

지표 취업률 확보 전임교원 항목 정량 충원 지원 교사 관리 

교육여건 교육비 교육과정 점수 공청회

<2014.11.11. 세계일보>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 대폭 줄인다

교육부·개발원 2차 공청회 시안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평가지표가 애초보다 대폭 줄어든다. 또

일부 지표는 국·공립과 사립, 수도권·충청권·강원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평가가 진행된다. 교

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1일 대전 한밭대에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

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구조개혁 평가 시안을 발표했다. 구조개혁 정책연구진은 지

난 9월30일 열린 1차 공청회에서는 평가 기준으로 11개 영역, 24개 항목, 38개 지표에 대한 방

안을 내놨다. 그러나 세부적인 부분까지 평가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위축하고 평가부담도

과다하다는 대학들의 의견을 반영해 평가지표를 대폭 줄였다. 이 때문에 비슷한 내용의 지표

는 통합되거나 대학에 재정적 부담을 주거나 민감한 일부 지표는 아예 삭제됐다. 이에 따라 4

년제 일반대의 경우 1단계 평가에서는 4개 항목 11개 지표, 2단계 평가에서는 3개 항목 6개

지표로 두 번에 걸쳐 평가가 진행된다. 우선 전체 대학을 1단계 평가(총점 60점)를 거친 뒤 하

위그룹에 대해서는 6개 지표(총점 40점)로 다시 평가하는 식이다. 상위그룹은 교육여건 항목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확보율, 교육비환원율)에서 만점을 받고 나머지 지표에서 80점 이상을

받게 되면 A그룹에 배정되고, 나머지는 점수에 따라 B·C등급으로 나뉜다. 다만, 최근 3년간

부정이나 비리가 발생한 대학은 A등급을 받을 수 없다. 또 한국대학평가원의 기관인증평가에

서 인증을 받은 대학만 상위그룹에 들어갈 수 있다.하위그룹은 1단계 평가 점수에다 중장기발

전계획 및 교육과정의 적절성, 특성화 노력 등을 평가한 2단계 평가 결과를 합쳐 D등급·E등

급으로 나뉜다. 이 중 평가결과 상위 10%가량은 C등급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다. 지표 중 취

업률은 대학이 소재한 권역별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과 강원권, 충

청권, 전라·제주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등으로 권역을 구분하고, 계열별 남녀 성비

까지 반영된다.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은 국·공립과 사립대학의 회계방식의 차이를

고려해 구분해 평가한다. 전문대는 5개 항목 14개 지표로 한 차례만 평가해 A∼E 5등급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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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등급별 감축 및 제한

감축 E등급 D등급 A등급 정원 결과 등급 C등급 제한 

B등급 4년제 재정지원 장학금 전문 일반

<2015.8.31 파이낸셜뉴스>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공개..A등급 34개교

2023학년도까지 학생 정원 16만명을 감축하는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평가 결과가 드디어 공

개됐다.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평가 결과에 따라 A

등급부터 E등급으로 나뉜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와 구조개혁 조치를 31일 발표했다. 교육부

는 총점에 따른 비율(하위 20% 내외)을 기준으로 대학간 점수 차를 고려해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으로 나눴다. (중략) 평가 결과, 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적정 감축 비율에 따

라 학생 정원 감축에 들어가야만 한다. 다만 관련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강제적인 정원

감축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등급에 다른 감축 비율은 일반대학을 기준으로 A등급은 자율

이며, B등급 4%, C등급 7%, D등급 10%, E등급 15%, 평가 제외 7%다. 전문대학은 A등급 자

율, B등급 3%, C등급 5%, D등급 7%, E등급 10%, 평가제외 5%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까지

16만명 감축을 위해 각 기간을 삼주기로 나눠 첫 주기인 2016년까지 4만명의 정원을 감축한다

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 따른 추가 감축 수는 5534명"이라며 "대학의 자율

감축 등으로 총 4만7000여명이 이미 감축된 만큼 1주기 감축목표 4명만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정원 감축 외 하위 그룹에는 재정지원 제한 조치도 취해진다. 최하위 등급인

E등급에는 재정지원이 기존 체제 유지 수단이 되지 않도록 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

금 지원이 완전히 차단된다. (이하 생략)

⑪

교육과정 개선 및 전환

과정 운영 제도 완화 규제 전환 허용 대학원 가능 직업

내용 혁신 확대 수업 인정

<2015.11.06. 파이낸셜뉴스> ['손톱 밑 가시' 규제개혁] D등급·E등급 대학, 직업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로 전환

구조개혁 평가에서 D등급 ·E등급을 받은 대학을 직업교육기관, 교육목적 공익법인, 평생교육

시설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인 학습자의 재학연한·이수학점 제한도 완화된다.

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규제혁신 방안'을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 완화 방안은 선취업 후진학, 사회·산업

수요 맞춤, 대학 교육여건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 (중략) D등급·E등급 대학 기능전환 유

도사회·산업수요 맞춤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의 전환이 핵심이다. 특히 대학 구조개혁평가

결과 D등급·E등급 대학 중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업교육기관, 교육 목적

의 공익법인,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기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고

용부 등 관계부처·기관과 협업해 지원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전환 절차·요건·서식 등을 정리한

매뉴얼을 제작하기로 했다. 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전국을 동일 권역으로 인정해 자유롭게

학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이 기준을 초과해 교사(학교건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산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범위

를 투자조합 '조성'뿐 아니라 '운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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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하위그룹 조치

방안 제한 재단 학교 재정지원 정상 등급 재학생 계획 제출

서남수 하위 운영 지정 부실

<2016.6.7. 서울신문> 한려대·서남대 의대 2018학년도부터 사라진다…남은 학생들은 어디

로?

전남 광양에 있는 4년제 대학인 한려대와 전북 남원에 있는 서남대 의과대학이 2018학년도부

터 각각 폐교, 폐과할 전망이다. 폐교, 폐과가 확정되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첫 자진 폐교가 이뤄지는 셈이다.

교육부는 설립자의 교비 횡령과 부실대학 지정으로 위기에 놓인 서남대의 옛 재단이 학교 정

상화 방안으로 한려대를 폐교하고 서남대 의대를 폐과하는 내용의 자구 계획을 제출했다고 7

일 밝혔다. 한려대와 서남대 의대의 설립자 이홍하씨는 교비 33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최

근 실형이 확정됐다. 서남대는 또 지난해 교육부의 일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인 E등급을 받아 재정지원과 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등 부실대학으로 지정돼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서남대는 지난해 명지의료재단을 재정기여자로 선정하고 학교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명지의료재단이 자금난으로 5년간 8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

며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자체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상화 방안에는 의대를 폐과하고

녹십자병원과 남광병원, 남원병원, 옛 광주예술대 건물과 수익용 재산 등 약 460억원 규모의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각해 교육여건 개선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서남대는 또

2018학년도부터 남원캠퍼스는 일부만 평생교육원으로 활용하고 아산캠퍼스만 유지할 계획이다.

서남대 입학정원은 900명, 이 가운데 의대 입학정원은 49명(의대 재학생 294명)이다. 폐과가 확

정될 경우 의대생은 협의를 거쳐 인근 의대로 특별 편입된다. 남원캠퍼스 재학생들은 아산캠퍼

스로 옮겨가거나 졸업할 때까지 남원캠퍼스에 다니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이 같은 내용은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에 명시될 예정이다. 정상화 방안에는 또 설립자가 같은 대학 중

한려대를 자진 폐교해 이홍하 설립자가 횡령한 교비 330억원을 보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려대 입학정원은 370명 규모로, 재학생 대부분이 보건의료 계열이다. 역시 폐교가 결정되면 재

학생은 교육부와 협의해 교육여건이 좋은 다른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

부는 서남대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아 교육부의 컨설팅이 진행 중인 만큼 컨

설팅을 마친 뒤 이번 정상화 방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정상화 방안은 교육부가 2015

년부터 추진해 온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자진 폐교 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학구조

개혁 평가 이전에도 부실 대학에 대해 자진 폐쇄한 사례가 더러 있었다. 이홍하씨가 세운 광주

예술대가 2000년도에 자진 폐교했으며 경북 안동의 건동대와 대구의 경북외국어대가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각각 2013년 2월과 2014년 2월 자진 폐교했다. 그러나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시작한 이후 자진 폐교를 결정한 대학

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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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재정지원 제한

제한 학자금 대출 장학금 신입생 재정지원 이행 E등급 사업 정부

4년제 일반 결과 D등급 발표

<2016.9.5. 서울경제> 대학구조개혁평가 ‘부실대학’으로 평가된 27개 대학 ‘퇴출 위기’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평가된 27개 대학이 ‘퇴출 위기’에 몰렸다. 또 정

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됐던 66개 대학 중 25개 대학은 구조개혁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

돼 재정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

에서 D. E등급 을 받았던 4년제 일반대 32개교와 전문대 34개교의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이 중 25개 대학은 이행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이행 실적도 우수해 재정지원 제한이

완전히 해제 된 상태 4년제 대학 중에는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고려대(세종), 대전

대, 서경대, 안양대, 평택대， 한서대, 한성대 등 10곳이 재정지원제한에서 벗어나게 됐다 전문

대 중에는 경기과학기술대와 경민대, 김포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서일대, 서정대, 수원과학

대, 장안대, 전주비전대, 여주대, 연암대, 청암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등 15곳이 재정지원

제한에서 벗어났다. 반면 교육부 컨설팅에도 불구하고 경주대, 금강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청주대, KC대(그리스도대), 한영신학대, 호워대,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상지영서대, 송곡대, 송

호대, 성덕대, 한영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대구외대, 한중대, 강원도립대, 광양

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등 27개교는 이번 이행점검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

들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편입생은 내년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새로 구조개혁평가를 받았던 김천대는 E등급으로 분류돼 내년 재정지원 전면

제한 대상이다.

⑭

국가장학금

부담 지원 기준 재학생 가능 등록금 지급 장학금 만원 최대

비용 발표 유형 학기 신입생

<2015.11.24. 아시아경제>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접수… 다음달 16일까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일차 신청·접수를 다음 달 16일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올해부터 재학생은 일차에만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입생 편

입생과 복학생은 1~2차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이차 신청·접수는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

지 진행된다. 아직 대입절차가 남은 만큼 올해 수능을 본 수험생들은 '대학 미정'으로 신청해

야 한다. 다만 올해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대학은 신입생 편입생에 대

한 국가 장학금 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장학

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국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 본인과

가구원이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국가장학금 신청 당시 이를 했거나 가족 구성원 변동이 없다면 추가로 할 필요가 없다.한편,

국가장학금 연간 수혜규모는 2012년 103만명, 2013년 117만명, 2014년 122만2000여 명 등으로

점차 증가했다. 교육부는 "올해 정부가 3조9000억원을 부담하고 대학이 3조1000억원을 내놓음

에 따라 총 7조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내년 1월 저소득층 위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199 -

⑮

대입 지원 시 고려 

입학 모집 결과 신입생 수험생 선발 지원 대입 위주 발표 

확인 수시 입시 포함 전형

<2015.10.26 문화일보> [사회] 2016학년도 정시모집 역대 최소

201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는 197개 대학이 전체 선발인원의 32.5%인 11만6162명을 선발

한다. 정시모집 비중과 선발인원 모두 역대 최소다.2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16학

년도 정시모집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수시모집 비중이 커지면서 정시모집 비중은 점차 줄어들

고 있다. 올해는 정시모집 비중이 지난해에 비해 2.3%포인트 감소했다. 선발인원도 지난해보

다 1만 1407명 줄었다. 대교협은 “수시모집 확대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에 따른 대학의 정원 감

축에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시모집 전형은 수능 위주 전형(86.7%ㆍ10만762명 선발)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이 밖에 실기 위주 전형 11.7%(1만3535명), 학생부 종합 전형

1.2%(1402명), 학생부 교과 전형 0.4%(417명) 등이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학생부

를 반영하는 전형도 실질 반영비율은 낮기 때문에 사실상 수능 성적이 당락을 좌우한다”며

“지원 대학 전공별로 어떤 영역에 가중치를 주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모집군 별로는

‘가’군이 138개 대학 4만3188명, ‘나’군이 140개 대학 4만5450명, ‘다’군이 122개 대학 2만7524명

을 각각 선발한다. 수험생은 각 모집군 별로 한 개의 대학만 선택해 지원해야 하며 2개 이상

대학을 지원하면 입학 무효 처리된다. 단 카이스트ㆍ3군 사관학교ㆍ경찰대학 등 특별법에 의

한 설립대학이나 산업대학, 전문대학은 모집군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또 수시모집에 합격

한 수험생(최초합격 및 충원합격자)은 합격 대학에 등록의사와 상관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대학은 2016학년도 신입생에게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된다. 제한대학 여부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12월 24일~30일까지 실시하며

입학전형은 내년 1월 2일~27일에 모집군별로 진행한다. 대교협은 12월 3일~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정시모집 대입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 131개 대학 교직원과 현직교사 등으

로 구성된 상담교사들이 진학 상담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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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학사개편

학과 전공 통폐합 신설 개편 선도대학 PRIME 강화 정부 인문 

학사 수요 내년 단과대 방향

<2015.3.22. 머니투데이> 건국대도 학사구조 개편…"학과제 강화"

[학과제로 모집방식 단일화, 10개 전공 통합으로 학과 덩치는 키워]정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

를 앞두고 최근 대학들의 학사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건국대학교가 중앙대와 달리

학과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학사구조 개편안을 내놓았다. 건국대(총장 송희영)는 교육 내실화와

학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사중복 전공(학과) 10개를 통합하고 학부제를 대형 학과제로 전환

하는 학사 구조조정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건국대는 그 동안 단과대학, 학부(전공), 학과

단위로 혼용해 신입생을 뽑아 왔지만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모두 학과별로 선발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신입생은 입학과 동시에 자신이 선택한 63개 학과에 소속되며, 1학년 때부터 학

과 교수진의 진로 및 취업지도를 받게 된다. 중앙대가 최근 신입생 선발을 학과제가 아닌 단

과대 및 계열별로 모집하기로 결정한 것과 달리, 건국대는 1학년부터 학과제로 입학하는 반대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과제를 강화해 진로지도에 보다 더 신경을 쓰되, 모집 규모

는 키워 신입생 유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학사개편으로 건국대는 기존 15개

단과대학 73개 전공(학과)에서 63개 학과 단위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건축대학은 3개 전

공에서 1개 학과(건축학과)로, 정보통신대학은 6개 전공에서 3개 학과(인터넷미디어공학과, 컴

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로, 예술디자인대학은 8개 학과에서 6개 학과로 각각 통합했다. 상경

대학은 그 동안 단과대학 단위 모집에서 학과제로 전환, 기존 4개 전공(학과)을 3개 학과(경제

학과, 국제무역학과, 응용통계학과)로 변경했다. 경영대학도 학부제를 학과제로 전환, 기존 3개

학과(전공)를 2개 학과(경영학과, 기술경영학과)로 변경했다. 정치대학도 그 동안 단과대학 단

위로 신입생을 뽑았으나 3개 학과로 나눠 학과별로 선발한다. 현재 건국대의 학사개편은 지난

20일 학사 구조 조정안이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에서 통과된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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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발전목표 제시

총장 발전 비전 변화 시간 교직원 비롯 개최 학교 도약

참석 진행 역량 혁신 구성

<2016.2.1. 파이낸셜뉴스> 삼육대 김성익 총장 취임 "미션·비전·열정 갖춘 글로컬 인재 양

성""

삼육대는 1일 교내 요한관 홍명기홀에서 제14대 김성익 총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

식은 외부인사 초청 없이 황춘광 이사장을 비롯한 교수, 직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히

진행됐다. 김 총장은 "심각하게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취임식을 위해 시간과 재정을 낭비

할 수 없다"며 작은 취임식으로 진행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미션(Mission)·비전(Vision)·열

정(Passion)을 지닌 글로컬(Glocal)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2020년까지 수도권 우수

대학 진입'과 '특성화분야 글로벌 우수대학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삼았다. 또 이를 위해 △마

음이 따뜻한 공동체 구현 △2020+ 중·단기 발전전략과 특성화 전략 구축 △2주기 대학구조개

혁평가 선제적 대응 △대학 재정 확충 △국제화교육 강화 △교육혁신을 통한 대학 교육역량

강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이념 실현 등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김 총장은 "대학

구조개혁평가라는 높은 파고를 넘어 탁월한 삼육교육의 이념을 새 시대에 창조적으로 적용하

고자 한다"면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기 위해 우리 함께 하나가 되어 뛰어보자"고 말했

다.

⑱

정원조정계획 수립

수도권 지방 정원 특성화 지역 집중 사업 계획 감축 입학

분야 규모 전체 대상 중심

<2014.5.7. 세계일보> ‘특성화사업’ 대학들 정원 평균 6.8% 줄인다

가산점 부여 방침 의식한 듯 정부의 ‘대학특성화 사업’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 2017년까지 수

도권 대학은 입학정원을 평균 3.8%, 지방대학은 8.4% 각각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특성화(CK) 사업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업 신청에는 전국 195개 4년제 대학 중 160개 대학 989개 사업단이 참여했

다. CK사업은 지역사회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해 대학별 강점 분야 중심으로 특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체질 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향후 5년간 모두 1조2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올

해는 지방대학 특성화(CK-Ⅰ)에 2031억원, 수도권 대학 특성화(CK-Ⅱ)에 546억원을 각각 지

원한다. 이와 관련, 이번 사업에 신청한 대학 대부분이 입학정원 감축 계획을 밝혔다. CK사업

등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과 대학구조개혁 평가 시 정원 감축 규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키로

한 교육부 방침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별로 2015∼2017학년도 입학정

원을 2014학년도 대비 10% 이상 감축하면 평가 때 가산점 5점을, 7% 이상∼10% 미만은 4점,

4% 이상은 3점을 주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사업 신청 160개 대학의 자율정원감축률은 평균

6.8%였다. 특히 지방대학의 감축률은 8.4%로 수도권 대학(3.8%)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권역별

로는 서울이 3.0%로 가장 낮았고, 경기·인천 5.1%, 부산·울산·경남 8.0%, 대구·경북·강원 8.3%,

호남·제주 9.2%, 충청9.2% 등이었다. 수도권 대학에 비해 학생 모집난 등으로 학교 운영에 어

려움이 많은 지방 대학들의 고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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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

학점개편 반발

상대 지표 학기 성적 방식 반발 학교 학점 변경 수업

제도 총학생회 한국외대 교수 적용

<2015.3.16. 서울신문> 한양대도 상대평가 전환… 학생 “기습” 반발

한국외국어대에 이어 한양대도 성적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로 ‘기습’ 전환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학들이 성적 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학점 인플레’를 축소해야 하기 때문이다.15일 한양대에 따르

면 이번 학기부터 공과대학을 제외한 전 단과대의 전공강의와 영어전용 수업에 상대평가가 적

용된다. A학점 비율은 전체 수강생의 40%, A·B학점을 합한 비율은 80%로 제한된다. 학교 측

은 이 같은 방침을 수강신청 일주일을 앞둔 지난달 초 인터넷 수강신청 페이지를 통해 공지했

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예술이나 실습 과목의 특성을 무시한 일괄 적용은 있을 수 없다”며

“영어전용 수업도 상대평가로 전환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연수나 해외 체류 경험이 없는 학생

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설문조사 결과 학생의 88%, 교수의

55%가 상대평가 전환을 반대한다고 전했다. 총학생회는 25일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학교

측이 평가 방식을 바꾼 것은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무관치 않다. 교육부는 이달 초 ‘성적 분포

의 적절성’에 부여한 배점을 삭제하는 대신 엄정한 성적 부여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방향으

로 대학구조개혁 평가 지표를 수정했다. 한양대 측은 학교 신뢰와 연결 지었다. 김성제 교무처

장은 “‘학점 받기 쉬운 학교’라는 오명은 장기적으로 한양대 졸업생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도 한양대 졸업생 가운데 평점 A학점인 졸업생 비율은 39.6%로

전국 11위였다. 앞서 한국외대도 지난해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뒤 상대평가를 하겠다고 발표

했다가 학생들과 갈등을 빚었다. 중앙대도 재수강 시 받을 수 있는 최고 학점을 A에서 B+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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⑳ 

구성원의 반발

문제 비판 지적 주장 사립대 교수 정책 한국 단체 대학교육

서울 반대 대학생 기자회견 촉구

<2015.4.12. 파이낸셜뉴스> 학과통폐합 부추기는 교육부 대학평가 반대 대학생 단체 목소

리 커진다

교육부의 대학 정책에 반대하는 대학생 단체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대학

구조개혁평가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생겨나기 시작했고 주장의 내용들도 상대평가 폐지, 학과

통·폐합 반대 등 교육부의 정책기조를 비난하는 것들이다.12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부터 '좋은학생회만들기모임', '대학고발자', '사이다(사립대학 이대로는 아니된다)', '모두의대

학' 등 대학생 단체들이 연이어 출범했다. 서울지역 사립대 총학생회의 연석 회의기구인 사이

다를 제외하면 대부분 단과대 학생회나 대학교육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진 대학생 개인들이 모

인 단체다. (중략) 다른 단체들 역시 교육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

대, 국민대, 서강대, 세종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등 11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사이다는 지난달 13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강력하게 성

토했다. 이들은 대학이 구조개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일방적으로 학사제도를 변경

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학생들과 마찰을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초 출범한 대학고발자는

대학사회 전반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한 단체다. 매월 오프라인에서 '고발전'을 진행하고 있고

지난달에는 일본 대학개혁평가위원회 심포지엄에 초대받아 참석하기도 했다. 지난 3일에는 학

점대란, 학과통폐합대란, 수업환경 악화대란 등을 촉발했다며 대학구조개혁정책 폐기를 요구하

는 항의행진을 벌였다. 좋은학생회만들기모임은 지난해 언론사의 대학평가를 반대하며 본격적

으로 알려졌다. 대학을 줄 세우는 서열화를 반대하는 이 단체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문

제점을 지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하 생략)

㉑

평가과정 반발

우려 입장 상황 지적 관계자 문제 발표 과정 대학가 상당

판단 반발 불가피 비판 일부

<2015.9.2. 한국일보> 대학서 불명예 퇴진한 인물이 평가팀장

대학구조개혁 D등급 대경대 "심사과정 불공정" 강력 반발 대경대가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공정

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일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

을 받은 대경대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대경대 평가팀에 참여한 팀장은 1993년 3월∼2001년

4월 8년1개월간 대경대에서 근무하다 불미스런 사유로 스스로 사직한 인물로, 기피신청을 했

으나 그대로 평가가 진행되면서 불이익을 받았다. 대학 관계자는 “평가팀에는 팀장과 6명의

위원들이 있었고, 팀장이 직업기초교양과정과 현장중심의 전공교육과정, 학생학습역량 지원 등

3개 평가항목 요소를 집중 질의하면서 다른 평가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

다”며 “현장에서 충분히 답변했는데도 불구,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

학은 이번 구조개혁 평가 4개 분야에서 만점을 받았고, 기타 항목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

만 팀장이 집중 질의한 항목은 이의신청 등 소명에도 불구, 반영이 되지 않았다. 대경대 관계

자는 “이번 구조개혁 평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대학의

입장과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불공정한 평가를 바로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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㉒

대학 및 학원 책임 논란 

총장 구성 요구 이사 이사회 사태 총학생회 학내 학교 

학원 사퇴 주장 책임 거부 감사

<2016.6.23. 한겨레> 고법 “옛 이사진 선임 위법”…상지대 사태 새 국면

교수협·총학 선임취소 소송 이겨 판결 확정 땐 김문기 복귀 무효 교육부 상고 가능성…갈길

멀어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기재판으로 구성원과

국민을 기만하는 상지학원과 김문기씨를 모두 퇴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학비리의 대명사’

로 불리는 김문기(84)씨의 총장 복귀 등 상지대를 다시 분규 상태로 몰아넣은 출발점이 된

2010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상지학원 이사 선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지대

구성원들은 “정당성을 상실한 옛 재단 쪽 이사회를 정리하고 새로운 이사회를 수립해야 한다”

며 판결을 환영했다. 이들은 김씨의 총장 복귀 발판이 된 상지대 옛 재단 쪽 이사 8명 전원의

선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해, 상지대 사태가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서

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는 23일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취소 청구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

지학원 정관은 9명의 이사 가운데 3명을 개방이사로 두도록 하고 있고, 개방이사는 대학평의

원회 등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위원들이 선임절차를 거쳐 선임해야 한다. (중략) 교육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도 있고 이 경우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상지대 교수협의회 등

은 김문기 씨 총장 복귀 뒤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등급과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취소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만큼 교육부를 찾아 학교 정상화를 위해 대법원 상고 포기와 이사회 직

무정지를 요청할 참이다.

㉓

교수사회 혼란

총장 교수 결과 강원대 국립대 책임 사퇴 학교 관계자 D등급 

캠퍼스 거점 결정 대상 보직교수

<2016.1.6. 중앙일보> 총장 선출 방식 놓고 갈등 빚어온 강원대 사실상 간선제 선택

새로운 총장 선출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강원대가 직선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강원

대학교는 6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 직선제 총장선거를 위한 학칙개정안과 규

정안을 부결시켰다. 직선제 찬성에 8표, 반대 25표, 기권 4표로 사실상 간선제를 선택했다. 이

번 결정은 직선제를 강행해 정부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기보다 간선제를 선택해 실리는 찾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학교가 안정되지 않으면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학교 안정화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직선제 요소를 가미한 간선제로 새 학기

시작 전에는 총장을 선출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대학 내에선 강원대가 지난해 하위등급을

받은 대학구조개혁평가(D등급)에 따른 제재를 빨리 해제시키기 위해 교육부 정책에 협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원대는 교육부와 간선제 수용 시 구조개혁평가에 따른 각

종 제재조치 해제를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

다. 이번 결정으로 대학 구성원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9월 구성된 비

상대책위원회는 대학의 자율성 회복을 외치며 직선제를 강력히 주장해 오고 있다. 지난 5일부

터는 대학본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대는 지난해 8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

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지역거점국립대 중 유일하게 구조개혁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당시 총장이던 신승호 전 총장이 사퇴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전체교수회의에선 4시간의 마라

톤 회의가 이어졌지만 고성과 폭언이 오가는 등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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㉔

지방대 캠퍼스 반발 

학교 학과 계획 포함 등급 구성 시작 대부분 특수 학사

캠퍼스 결과 지역 제시 통합

<2016.2.3. 중앙일보> “폐과 대신 통합을” 교통대 증평캠퍼스 시끌

지난달 28일 충북 충주 한국교통대 총장실. ‘버리기엔 아깝고, 남 주기엔 더 아깝냐’ ‘폐과 시

킬 땐 언제고! 안 보내는 나쁜 심보’ 등이 적힌 피켓이 곳곳에 널려 있다. 학생 20여 명은 검

은 마스크를 쓴 채 총장실 바닥에 앉거나 누워 있었다. 교통대 증평캠퍼스 학생 박진환(21)씨

는 “본교 위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증평캠퍼스 학과 대부분은 없어질 것”이라며 “증평 인

근에 있는 충북대에 학과를 통합시켜달라는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총장실을 떠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통대가 내홍을 겪고 있다. 교통대 증평캠퍼스 응급구조학과·물리치료학

과·식품공학과 등 8개 학과 학생과 교수들이 “구조조정으로 캠퍼스가 없어질 위기에 놓였다”

며 충북대와 부분통합을 요구해서다. 학생들은 지난달 6일 성명서를 내고 “증평캠퍼스 학우들

은 충북대와 통합으로 제대로 된 환경에서 교육받고 싶다”며 “총장·교수들은 모든 방법을 동

원해 통합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략) 신동민 교수(응급구조학과)는 “지난해 유아특수

교육과가 없어진 것을 포함, 캠퍼스 정원의 10%가 줄었다”며 “취업이 비교적 잘되는 보건·의

료 학과까지 없어질 가능성이 커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충북대는 통합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호상 교통대 교무처장은 “대학 캠퍼스와 대학 간 부분통합은 법

적 근거도 없고 선례도 없다”며 “부분통합은 현재로써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증

평캠퍼스 학생들과 교수들이 주장하는 폐과는 결정된 바 없다”며 “정원 20명 이하의 학과는

통합 과정을 거쳐 존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하 생략)

㉕

재정정책 비판

등록금 사립대 정부 재정 수준 교수 정책 국립대 주요 지원 

각종 동결 기획 상황 투자

<2015.2.9. 동아일보> “대학구조개혁도 국제경쟁력 잣대로”

대학교수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전반적인 대학교육 정책에 대해 ‘41.3점’(100점 만점)을

줬다. 본지 창간 50주년 대학평가의 일환으로 대학의 총장·학장·처장 등 보직교수 550명을 온

라인 설문한 결과다(조사기간 8월 4일~8월 26일). 주요 대학교육 정책의 적합성에 대해 5점 척

도(매우긍정, 긍정, 보통, 부정, 매우부정)로 묻고,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다. 교수들은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 중 ‘등록금 인상 억제(반값 등록금)·국가장학금 확대’에 대해 가장 낮

은 점수(33.8점)을 매겼다. 2011년 반값 등록금이 사회 이슈로 떠오른 뒤 수년간 등록금을 올리

지 못한 대학의 불만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소재 사립대의 한 교수는 “정부 방침에

따라 등록금을 동결해왔지만, 이젠 한계에 이르렀다. 재정 지원을 늘리던 지 등록금 규제를 풀

어야 한다"고 말했다. 설문 결과 보직교수 중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 수준에 비해 등록금이 비

싸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반면 '저렴하다'는 의견은 73.1%였다. 교수들은 정부 주도의

평가(대학구조개혁 평가)와 정원 감축을 연계하는 정부 정책에도 낮은 점수(41.7점)을 매겼다.

사립대 설립자에게 잔여재산 반환을 허용해 부실대 퇴출을 활성하려는 정책에 대해선 비교적

높은 점수(65점)를 줬다. 지난해 4월 이를 반영한 대학구조개혁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 반대로

계류 중이다. 지방대 국립대의 한 교수는 "한계에 이른 부실대가 자발적으로 퇴출할 수 있어야,

건강한 다른 지방대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직교수들은 사회수요에 맞춰 교육과

정·개편정원을 조정하려는 정책(프라임)엔 필요성을 인정했다(67점). 서울지역의 한 사립대 교

수는 “통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자율적이고 경쟁적인 대학교육을 만들 수 없다”고 비판했다.



- 206 -

㉖

입시 결과 영향

분석 고려대 서울대 취업 가운데 대부분 연세대 건국대 영향 

한양대 대비 설명 평균 하락 졸업

<2015.12.31. 파이낸셜뉴스> 정시 안정지원 '뚜렷'...비인기학과들 경쟁률 치솟아

201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는 수험생들의 안정지원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때문에 같

은 학교에서도 인기학과들의 경쟁률은 낮아진 반면 점수가 낮은 학과들은 지원자가 높아졌다.

12월31일 입시 전문가들은 올해 정시모집에서는 내년도 수능제도의 변화를 앞두고 하향 안정

지원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내년도 수능에서는 한국사가 필수가 되고 국·영·

수에서 2009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된다. 종로학원 하늘교육 오종운 이사는 "정시지원은 합격을

우선으로 하는 경향이 짙은데 올해는 하향 안정지원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났다"면서 "배치표상

점수가 낮은 학과들의 경쟁률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지난해에는 수능이 쉽게 출제되며 수

험생들의 소신 상향지원이 나타났지만 올해는 일단은 붙고 보자는 쪽으로 기울었다. 때문에

올해는 최상위권 대학들의 경쟁률이 지난해 보다 낮아졌다. 서울대는 지난해 3.93대 1에서

3.74대 1로, 고려대는 4.64대 1에서 4대 1로, 연세대는 5.62대 1에서 4.80대 1로 경쟁률이 하락

했다. (중략) 한편 올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 E등급을 받은 대학들의 경쟁률이 지난

해 보다 줄줄이 낮아졌다. 극동대가 지난해 경쟁률 7.2대 1에서 올해 3.2대 1로 대폭 하락했고

호원대(17.4대 1→12.6대 1), 안양대(8.8대 1→5.7대 1), 건국대글로컬(7.8대 1→5.8대 1), 루터대

(3.5대 1→1.6대 1), 홍익대세종(5.6대 1→3.8대 1) 등도 경쟁률 하락률이 높았다. 특히 금강대

의 경우 지난해 1.2대 1에서 올해 0.5대 1로 경쟁률이 하락하며 미달사태가 나타났다. 종로학

원 김명찬 평가연구소장은 "D등급 E등급 대학의 경우 수시에 이어 정시에서도 경쟁률이 하락

해 대학구조개혁평가가 학생 모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㉗

사업선정 홍보

사업 특성화 선정 지원 산학협력 지원사업 선도대학 CK 비롯 

ACE LINC 강화 참여 A등급 역량

<2016.7.7. 머니투데이> 선문대, 최우수 A등급에 이어 ACE사업 선정

선문대학교는 7일 교육부의 2016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ACE)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대전, 충남, 세종권역에서 유일하게 최우수 A등급을 획득한 선

문대는 이번에 '잘 가르치는 대학' ACE사업에도 선정됐다. 에이스사업은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을 목표로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일정 수의 대학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신규

선정된 선문대, 숭실대학교, 배재대학교와 계속 지원 대학 29개교를 포함해 총 32개 대학이 참

여하고 있다. 선문대는 전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및 설계를 위한 '사제동행 세미나' 참여

를 필수로 하고 있으며, '자기이해, 목표설정, 도전적 체험'을 통한 자기주도 생애설계 역량 강

화와 에이스사업을 통해 대학과 학생이 동반 성장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교육과정을 사회수요 맞춤형으로 개편해 지역사회와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성과 실무역량

을 집중 함양하는 교과과정과 교육지원 체계로 전환했다. (중략) 황선조 총장은 "지식을 넣어

주는 교육이 아니라 잠재력을 끌어내는 교육을 하면 얼마든지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잠재력을 키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학생이 행복한 교육모델로 대

한민국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문대는 산업협력선도

대학육성사업(링크), 대학특성화사업(씨케이-I), 두뇌한국21플러스사업(비케이21+), 고교교육정

상화기여대학지원사업, 국제화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역혁신창의인력 양성사업, 국가근로장

학사업 취업연계중점대학, 청해진대학사업 등 고등교육 주요사업에 선정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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㉘

세계화 홍보

세계 국내 연구 국제 미래 설립 외국 유치 다양 교육과정

인정 인재 기준 과학 한국

<2015.12.22. 중앙일보> 외국인 학생 1300명 열공, 글로벌 인재 산실로 '쑥쑥'

세종대학교의 성장지표가 융합시대를 선도하는 세종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세종대는 미래의

환경에서 더욱 빛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창의·봉사'를 기본방향으로 글로벌 세종인을 양

성하고 있다. 세종대학교의 성장지표가 융합시대를 선도하는 세종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일련의 대학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으며 세종대의 약진이

괄목할 만하다. 세종대는 새로운 경쟁력으로 시대를 읽고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이다. 세종대는

국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노력한 결과, 2015년 QS-조선일보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당

당히 100위권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쾌거를 이뤘다. 세종대는 지난 3년간 외국인 학생이 400여

명에서 1300여 명으로 증가했다. 세종대가 해외에서 유학 오고 싶은 대학이 된 이유는 교양과

전공과목에서 영어강의가 대폭 증가했으며, 전공과목을 외국인학생에게 맞게 특화시켜 운영하

고 있기 때문이다. 석박사과정도 장학금 및 생활비와 기숙사 제공 등 교육환경을 개선해 뛰어

난 해외 인재가 세종대로 더 많이 유학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2015 THE 세계대

학평가 국내대학 기준 14위 올라=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

와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5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 ‘의대 없는 중소 종합대학’ 가운

데 아시아 18위에 올랐다. 아시아 대학 종합순위에서는 104위에 올랐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세종대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논문 당 피

인용 수가 87위에 올라 글로벌 중심대학으로 약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종대는 또 세

계적으로 권위와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는 THE(Times Higher Education)가 실시한

‘2015~2016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대학 기준 14위, 세계 대학 기준 600위권에 올랐다.THE

세계대학평가는 ▶교육 영역 30% ▶연구 영역 30% ▶논문 피인용 영역 30% ▶국제화 영역

7.5% ▶산학협력 연구비 영역 2.5% 등 5개 영역의 13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시행한 ‘2015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도 최우수 에이등급을 받았다. 고등교육기관으

로서 갖춰야 할 요소로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을 받았다. 세종대가 교육역량 및 연구 성과, 국제화 여건 등 대학 경

쟁력 향상을 위해 그동안 꾸준히 개선해 온 결과다.◆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선

정=미래창조과학부가 국내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및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소프트

웨어(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에 세종대가 선정됐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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㉙ 

특성화사업 홍보

산업 우수 기반 전문 양성 운영 인력 강화 개발 지속 

능력 특성화 결과 역량 향상

<2015.9.7. 동아일보> [백석문화대]175억 원 지원 약속… BCHW 특성화 교육에 매진

백석문화대는 보건계열의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갈수록 높

아가고 있다. 백석문화대는 지난달 말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대전 충남전문

대학 가운데에서는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다. A등급은 전국 135개 전문대학 가운데 불과 14

곳만 받았다. 교육여건, 학사관리, 교육과정, 학생지원 부분에서는 만점을 받았다. 앞서 백석문

화대는 지난해 교육부 주관 특성화 사업에서 ‘전문대학 특성화 육성사업’ ‘세계로 프로젝트’ 등

이 2년 연속 선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서 약 165억 원,

세계로 프로젝트에서 10억 원등 총 175억을 지원받게 된다. 백석문화대는 취업률 100% 도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관광학부 항공관련 학생들이 실제로 재현된 기내에서 실습하고 있

다. 취업률 100%에 대한 도전 백석문화대는 비즈니스(B), 문화(C), 보건(H), 복지(W) 등의 관

련 학과 중심으로 ‘BCHW 서비스 산업’ 분야 특성화를 지향한 STAR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

다. 이를 기반으로 취업률 100% 달성에 도전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은 매우 구체적으로 진행

되고 있다. 직업 적성검사와 상담, 진로교육프로그램, 채용설명회, 취업서류작성법, 면접지도,

취업상담, 취업지원교육 등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보다 수월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백석문화대의 취업률은 2011년 61%, 2012년 61.6%, 2013년 64.6%, 지난해에는

66.7%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백석문화대는 또 중부권 최고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

반 교육모델 대학으로 지난해 17개 전공 개발을 시작으로 올해는 22개를 개발했다. 내년에는

43개 모든 전공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이하 생략)

㉚ 

프로그램 홍보

인재 기업 양성 프로그램 글로벌 분야 융합 목표 배출 문화

육성 창업 성장 노력 센터

<2015.9.4. 동아일보> [부산/경남]동명대 ‘해외 보부상’ 통해 산학협력 나선다

학생들 2, 3명 팀 짜 해외 세일즈…실무 익히고 학점 취득 일석이조 2014년 취업률 67% 부산

지역 1위…대학구조개혁평가 우수 등급 받아 동명대 태국보부상 아브라카다브라팀이 지난해 9

월 태국의 한 기업체를 방문해 부산지역 아이티업체인 ㈜코노텍에서 만든 온습도 조절기의 특

징을 설명하고 있다. 동명대의 독특한 산학 연계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동명대 학생 25명은

20∼25일 태국 방콕에서 국내 수출업체의 상품 판매에 나선다. 이는 동명대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이 2012년부터 시행 중인 ‘태국 보부상(褓負商)‘ 프로그램. 봇짐이나 등짐을 지고 물

건을 팔던 옛 상인처럼 학생들이 2, 3명씩 팀을 짜 해외 세일즈에 나서는 것이다. 학생들은 4

월 영어면접과 프레젠테이션 등을 통해 선발된 뒤 부산의 디지털 온습도 조절기 생산업체인

㈜코노텍 등에서 6개월간 현장실습을 마쳤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실무 적응능

력을 키우고, 기업은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프로그램 참여 팀 중에는

올해 100만 달러 수출 계약이 예상되는 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특히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 분야 지원(3년간 120억 원) 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동명대는 최근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B(우수)등급을 받았다. 94.9점을 받아 0.1점 차

로 아슬아슬하게 A(최우수) 등급을 놓쳤지만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설

총장은 “20여 개의 취업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산학 실용교육의 표본 대학으로 경쟁력을 높이

고 있다”며 “인성교육도 강화해 좋은 인재를 길러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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㉛

전형방식 홍보

학교 선발 지원 전형 활용 사회 일반 기숙사 학과 모집 

계열 반영 과학 전공 제외

<2016.8.31. 동아일보> [2017 대入수시 필승전략]지역학생, 학생부교과-종합 중복 지원

선문대는 201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 인원의 73.6%인 1606명을 선발한다. 선문대는

교육부의 2015학년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대전·충남권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최우수 A등급

을 받았고,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등 7개 이상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올해 선문대 수시모집의 가장 특징은 지역 학생의 특

성을 고려해 지역학생전형을 학생부교과(지역학생전형)와 학생부종합(지역학생전형)으로 분할

모집한다는 것. 두 전형을 중복 지원할 수 있어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지역 학생들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수시전형은 51명을 선발하는 실기 위주 전형을 제외하면 학생부위주전형

으로만 이뤄진다. 학생부위주전형에는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 두 가지 전형이 있으며 각각

1046명, 507명을 선발한다. 김범성 입학홍보처장학생부 교과전형 중 일반전형은 학생부교과

(60%)와 면접(40%)으로, 일반전형 지역학생전형은 학생부교과(100%) 성적으로 최종 합격자

를 가려낸다. 농어촌학생과 특성화고교 졸업자도 학생부교과(100%) 성적으로만 선발한다. 선

문대는 학생부교과 성적을 산출할 때 필수교과 4과목, 선택교과 5과목을 반영한다. 단, 선택교

과를 고를 때 필수교과와 중복되더라도 상관없다. 과목 선택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가장 높은

성적의 과목이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 김범성 선문대 입학홍보처장은

“선문대 입시 홈페이지의 성적 산출 프로그램과 입학 상담을 이용해 전년도 합격자의 점수와

나의 점수를 비교해 보고 지원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학생부종합전형에는 총 6개 세부

전형이 있다. 지역학생전형, 보훈대상자 및 만학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다문화 공무원 검정고

시), 미래글로컬인재, 교육기회균형, 특수교육대상자전형 모두 서류(60%)와 면접(40%) 점수를

합산해 평가한다. 서류평가는 학생부 중심으로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등의 평가 항목

을 놓고 다수 평가자의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미래글로컬인재 전형만 자기소개서를 필수로 제

출해야 하며, 교사추천서 등의 추가 서류는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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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창업 홍보

취업 전문 연속 사업 재학생 선정 취업률 최초 수준 최우수

총장 최고 주관 다양 우수

<2016.3.22. 머니투데이> 인천재능대 이기우 총장,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 2년 연속 대상

인천재능대학교는 이기우 총장이 22일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6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 선정식'에서 인재경영 부문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그동안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학 교육환경과 행정·학과 시스템

을 개선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받았다. 또

한 자체적으로 취업률(2015년 12/31자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을 조사한 결과, 80.4%를 기록(해

외 취업 포함)해 3년 연속 수도권 취업률 1위(가,나 그룹)를 달성했다. 아울러 지난해 전문대

학 최초 전문학사 학위연계형 일학습병행제 듀얼공동훈련센터 선정, 서울·인천지역 유일 취업

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 선정, 서울·인천 유일 특성화전문대학육성

사업 최우수 대학 평가, 전문대학 유일 송도캠퍼스 시대 개막 등에 선정된 바 있다.이 총장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더 노력해 대학 경쟁력을 국내 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통할 수 있

도록 만들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 총장은 지난 2014년 9월까지 4년간 한국전문대학교

육협의회 회장을 맡으면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 △간호과 4년제 수업연한 도입 △고

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및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설치 등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의 중심기관으

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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㉝

총장인터뷰 홍보

생각 사회 자신 문제 관심 부족 준비 선택 졸업생 의미

졸업 시도 기회 사람 국가

<2015.9.4. 헤럴드경제> [최순자 인하대 총장 인터뷰] “우리가 뽑은 학생 어떻게 인재 만들

까 고민”

모교 이공대 출신 첫 여성 총장…고교 땐 공부보다 독서에 심취“대학서 뭘 할건지…어떻게 살

지…”…인생설계 돕는게 학부교육 목표실용 학풍 교육과정 갖춘 게 장점…저학년부터 진로지

도 과목 개설“저기 학교의 상징인 비룡상이 보이네요. 제가 용띠인데 어머니가 절 가지셨을

때 태몽으로 용꿈을 꾸셨대요. 인하대 총장직은 제게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진을 찍

기 위해 캠퍼스 한 켠으로 나온 최순자(63) 인하대 총장은 꾸밈이 없었다. 사진을 찍고 총장실

에 들어가며 깨달았다. 소박하면서도 격조 있는 방은 부드러우면서도 당당한 최 총장과 닮아

있었다. 총장실 한켠 참진자 쓰여진 족자는 평소 그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듯 했다.최근 인천

남구 용현동 인하대에서 만난 최순자 인하대 총장은 “우리가 원하는 학생보다 어떻게 학생을

인재로 양성할 수 있을지가 중요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학년 때부터 학생

스스로 재점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 학생의 인생 설계를 돕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천 남구 인하대에서 만난 최 총장과 대화는 우문현답(愚問賢答)으로 계속됐다. ‘학교가 원하

는 인재상’에 대해 최 총장은 “우리가 원하는 학생보다 어떻게 학생을 인재로 양성할 수 있을

지 중요하다”고 받아쳤다. 이를 위해 “1학년 때부터 학생 스스로 재점검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을 편성, 학생의 인생 설계를 돕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총장과 일문일답.-총장이 된

지 반년 정도 지났다. 긴 시간이었을텐데. 소감은.▶별로 긴 시간이 아니었다. 정말 재미있게

일했다. 나는 원래 일을 재미있게 한다. (총장이 되기 전에는)재단(정석인하학원)이 군림한다

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더라. 굉장히 소통이 잘 되더라. 나는 줄곧 평교수였고, 교수회 활동도

해서 (재단과 소통이)좀 어려울 줄 았았다. 이 같은 배경을 지닌 최 총장이 재단에서 낙점받기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쪽이 변했길래 총장이 됐냐’고 질문을 던졌다. 바로 “내

가 변한 것이 아니라 재단이 마음을 바꾼 것”이라는 대답이 날아왔다. 첫 우문현답이었다.?

(중략) -오는 9일 대학 입시 수시 모집이 시작된다. 인하대가 바라는 인재상은.▶‘우리가 어

떠한 학생을 받느냐’보다 ‘우리 학교를 선택한 학생을 어떻게 사회의 동량(棟樑)으로 만드느냐’

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입학생 중에는 선택한 전공이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다. 선택한 전공을 1학년 때 재점검시키는 게 우리 교육의 우선 목표다. 내가 대학을 왜 왔

는지, 대학에서 뭘 할 건지, 인생을 어떻게 그릴 건지 등 자기 인생을 확실히 설계하도록 돕는

것이 학부 교육의 목표라 생각한다. 학부 생활 4년 중 1학년에 중점을 두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1학년 때 교양 교육 등을 통해 학생의 인생 설계를 확실하게 도울 계획이다.-보통 대

학 1학년 때에는 대학도 신입생도 좀 느슨해 지지 않나.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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㉞

여자대학

포함 운영 선정 예정 심사 시작 확보 여대 이화여대 본격 

지원 점수 선발 추가 내년

<2016.2.25. 문화일보> 이화여대에도 ROTC 생긴다

이화여대에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이 생긴다. 국방부는 24일 이화여자대학교를 숙명여

대(2010년 선정), 성신여대(2011년)에 이어 세 번째 학군단 설치 여자대학교로 선정했다. 내년

에 설치될 학군단 정원은 30명이다. 지난해 10월 국방부의 학군단 설치 공모에는 이화여대를

포함해 광주·덕성·서울여대가 신청했다.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최종심사 등 3단계에 걸쳐 진행

한 심사 끝에 결국 2010년 숙명여대에 고배를 마셨던 이화여대가 선택을 받았다. ▶시설요건,

안보학 과목 개설 여부 ▶우수 후보생 확보 여건 ▶평시 군 교류 실적 ▶대학 및 재학생 관심

도 등이 평가요소였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화여대는 지난해 대학구조개혁 교육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학군단을 위한 독립 건물도 미리 신축하는 등 철저히 준비

를 했다”고 말했다. 후보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과 기숙사 지원을 약속해 온 이화여대는 평

가 항목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한다.　이화여대는 오는 3~8월 학군 사관후보생을

선발하고, 11월 1일 학군단을 창단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다. 군은

3개 여자대학 학군단을 운영함으로써 여자대학에서만 매년 90명(학교당 30명)의 사관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이들과 별도로 학군단이 설치돼 있는 남녀 공학 대학에서 현재

190여 명의 여성 학군 사관후보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있다. 학군 사관후보생들은 3·4학년 2년

간 군사학과 군사교육을 받고 졸업한 뒤 소위로 임관해 28개월간 장교 생활을 한다. 복무가

끝나면 전역하거나 장기 복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목희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장은 “여자대

학 학군단 출신 장교들의 성적이나 군 생활을 평가한 결과 긍정적 요소가 많아 추가로 학군단

을 설치키로 한 것”이라며 “2020년까지 군 간부의 7%를 여성으로 확충하려던 계획도 2017년

까지로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최근 각군 사관학교와 학군사관 후보생들 가운데

여성이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군 생활 적응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포병을 비롯해 전

투병과까지 여성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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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 야당

정부 가운데 이후 지적 사실 교수 예산 교원 공개 연합 

자료 민주 의미 논란 의원

<2015.9.10. 파이낸셜뉴스> [2015 국감]교육부 고위퇴직자 영입 대학 24곳중 22곳 구조개

혁평가 C 이상

교육부 고위퇴직지가 재취업한 대학 24곳중 22곳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C등급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

육부에서 제출 받은 '고위직퇴직자(4급 이상) 대학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학에

재직 중인 퇴직자는 24개 대학에 34명이었다. 이들 24개 대학 가운데 2곳을 제외한 나머지 대

학은 이번 평가에서 모두 C등급 이상을 받았다. 24개 대학 중 등급이 파악된 19개 대학(평가

대상에서 제외 1곳, 등급 미파악 4개)을 분석해보면, A등급이 8개 대학으로 42%를 차지했고

B등급은 5곳이다. 이들 대학은 전직 교육부 장·차관 및 예산담당관 등이 총장·이사장·교수 등

으로 재취업해 있다. 배 의원은 "평가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데 교육부 퇴

직 관료 출신이 포진해 있는 대학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 이는 세간에 떠도는 '특정 대학

에 대한 특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셈"이라며 "해당 대학이 교육부 퇴직 관료와 관계없이

정당하게 등급을 받았다면 교육부가 평가의 과정과 내용, 그리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㊱ 

대통령 · 정부

대통령 추진 개혁 내년 경제 박근혜 사회 교육개혁 수요 맞춤

도입 시행 과제 전면 방침

<2016.8.12. 이데일리> 최경환 “구조개혁 골든타임..노동개혁 연내 마무리”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일 구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노동개혁을 통

해 청년 고용을 늘리고 체질개선을 이뤄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

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회 경제관계 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으로, 하반기 중 핵심과제를 완료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고 밝혔다. 그는 구조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을 우선순위로 꼽으면서 “주요 노동개혁 법안의 입

법을 완료함으로써 금년 중에 노동개혁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

공기관 임금 피크제 추진 속도를 높이고, 노사정 대타협에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개혁과 관련해선 “금융부문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거래소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은행 등 업권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

하고 그림자 규제를 포함한 금융규제를 전면 개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대학구조개혁 평가 및 후속조치 계획 마련,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반영한 특성화고 교육과정 개

발, 내년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위

축된 국내 관광 시장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10월31일까지 외국인 관광객

을 대상으로 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의 과감한 추진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작년 행사에 135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올해는 두 배 수준인 255개 업체의 3만여 곳

매장이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국인을 상대로 한 할인행사도 병행 실시해 내수

회복의 계기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복 70주년을 맞아 14일을 임

시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생활 사기진작, 소비활성화를 추진하는 만큼 코리아 그랜드세일이 중

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위축된 경제가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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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평균 SD

1. 경쟁력확보 5 5 5 3 5 4 4 4 5 5 4 4.45 0.69 

2. 변화요구 5 5 5 4 5 5 4 4 5 4 4 4.55 0.52 

3. 추진과정 4 3 4 4 4 4 3 4 5 4 4 3.91 0.54 

4. 감축 차등 5 4 5 5 4 4 3 4 5 4 4 4.27 0.65 

5. 평가지표 5 5 5 5 5 5 3 4 5 4 4 4.55 0.69 

6. 정책지원 5 4 5 4 4 4 4 4 5 4 4 4.27 0.47 

7. 결과연계 5 5 5 3 5 4 4 4 5 5 4 4.45 0.69 

8. 하위그룹 5 5 5 4 4 5 4 4 5 4 4 4.45 0.52 

9. 대학지원 5 4 5 5 5 4 4 4 5 3 4 4.36 0.67 

10. 대학의 질 5 3 5 3 5 3 4 3 5 3 4 3.91 0.94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평균 SD

1. 평가필요성 5 5 5 4 5 5 4 4 5 4 5 4.64 0.50 

2. 지표검토 5 4 5 4 5 3 4 4 5 4 4 4.27 0.65 

3. 의견수렴 5 5 5 5 5 5 4 4 5 4 5 4.73 0.47 

4. 법안 5 5 5 5 5 4 4 4 5 4 5 4.64 0.50 

5. 감축 차등 5 5 5 5 5 4 4 4 5 5 5 4.73 0.47 

6. 평가지표 5 5 5 5 5 5 4 4 5 4 5 4.73 0.47 

7. 지속관리 5 5 5 5 4 4 4 4 5 3 5 4.45 0.69 

8. 재정지원 5 5 5 5 5 5 4 4 5 4 5 4.73 0.47 

9. 하위그룹 5 5 5 5 4 5 4 4 5 3 5 4.55 0.69 

10. 학사강화 5 4 5 3 5 5 4 4 5 4 3 4.27 0.79 

11. 발전노력 5 5 5 3 5 5 4 4 5 4 3 4.36 0.81 

12. 교육과정개선 4 5 4 4 5 4 4 4 5 4 4 4.27 0.47 

13. 책임요구 5 5 5 5 4 5 4 4 5 4 5 4.64 0.50 

14. 논란의혹 5 5 5 3 5 5 3 4 5 3 3 4.18 0.98 

15. 지적비판 5 5 5 4 5 5 4 4 5 3 4 4.45 0.69 

16. 책임자의지 5 5 4 4 5 4 4 4 5 5 4 4.45 0.52 

17. 대입영향분석 4 5 4 3 5 5 4 4 5 3 3 4.09 0.83 

18. 대학정보홍보 5 5 5 4 5 4 4 4 5 4 4 4.45 0.52 

19. 취업창업홍보 5 5 5 5 5 5 4 4 5 4 5 4.73 0.47 

20. 특성화사업홍보 5 5 5 4 5 5 4 4 5 4 5 4.64 0.50 

21. 사업선정홍보 5 5 5 3 5 5 4 4 5 4 3 4.36 0.81 

22. 우수인증홍보 5 5 5 5 5 5 4 3 5 4 5 4.64 0.67 

23. 프로그램홍보 5 5 5 4 5 5 4 3 5 3 4 4.36 0.81 

24. 입시홍보 5 5 5 3 5 5 4 4 5 3 3 4.27 0.90 

[부록 4] 토픽명 타당화 작업 결과 예시

A. 교육부 문서 토픽과 각 평정자의 평정값, 평균, 표준편차

B. 대학전문지 신문 기사 토픽과 각 평정자의 평정값, 평균,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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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평균 SD

1. 국가발전전략 4 4 5 4 4 4 5 4 5 4 4 4.27 0.47 

2. 경쟁력확보 4 4 5 5 4 5 4 4 5 4 5 4.45 0.52 

3. 대학변화요구 4 5 5 5 4 5 5 4 5 5 4 4.64 0.50 

4. 인구감소 4 4 5 5 4 5 5 4 5 5 4 4.55 0.52 

5. 시행준비 4 5 5 4 4 4 4 4 5 5 4 4.36 0.50 

6. 법안 4 5 5 5 4 5 4 4 5 5 4 4.55 0.52 

7. 의견수렴 4 5 5 5 4 5 4 4 5 4 4 4.45 0.52 

8. 평가방식 4 5 5 5 4 5 5 4 5 5 5 4.73 0.47 

9. 평가지표 4 4 5 5 4 5 4 4 5 4 4 4.36 0.50 

10. 등급별 감축 및 제한 4 3 5 5 4 3 4 4 5 4 4 4.09 0.70 

11. 교육과정 개선 및 전환 4 4 5 5 4 4 4 4 5 5 4 4.36 0.50 

12. 하위그룹 조치 4 4 4 5 4 4 4 4 5 5 4 4.27 0.47 

13. 재정지원 제한 4 5 5 5 4 5 5 4 5 4 4 4.55 0.52 

14. 국가장학금 4 4 5 4 4 4 4 4 5 4 5 4.27 0.47 

15. 대입 지원 시 고려 4 3 5 5 4 3 4 4 5 3 4 4.00 0.77 

16. 학사개편 4 5 5 5 4 5 5 5 5 4 5 4.73 0.47 

17. 발전목표 제시 4 5 5 5 4 5 4 4 5 4 4 4.45 0.52 

18. 정원조정계획 수립 4 5 5 5 4 5 4 4 5 4 5 4.55 0.52 

19. 학점개편 반발 4 4 5 4 4 5 4 4 5 4 5 4.36 0.50 

20. 구성원의 반발 4 4 5 5 4 5 4 4 5 4 4 4.36 0.50 

21. 평가과정 반발 4 4 5 5 4 4 5 4 5 4 5 4.45 0.52 

22. 대학 및 학원 책임논란 4 5 5 5 4 4 4 4 5 4 4 4.36 0.50 

23. 교수사회 혼란 4 5 5 5 4 5 4 4 5 5 4 4.55 0.52 

24. 지방대 캠퍼스 반발 4 4 5 5 4 5 4 4 5 4 4 4.36 0.50 

25. 재정정책 비판 5 4 4 5 4 5 4 4 5 5 4 4.45 0.52 

26. 입시결과 영향 3 5 4 5 4 5 4 4 5 4 4 4.27 0.65 

27. 사업선정 홍보 4 5 5 5 4 5 4 4 5 5 4 4.55 0.52 

28. 세계화 홍보 4 4 5 5 4 4 4 4 5 4 4 4.27 0.47 

29. 특성화사업 홍보 4 5 5 5 4 5 5 5 5 4 5 4.73 0.47 

30. 프로그램 홍보 4 4 5 5 4 5 4 4 5 4 4 4.36 0.50 

31. 전형방식 홍보 4 4 5 5 4 4 4 4 5 4 4 4.27 0.47 

32. 취업·창업 홍보 4 5 5 5 4 4 5 5 5 5 5 4.73 0.47 

33. 총장인터뷰 홍보 4 3 4 5 4 3 4 4 5 4 4 4.00 0.63 

34. 여자 대학 3 4 5 4 4 4 5 5 5 5 5 4.45 0.69 

35. 국정감사·야당 4 4 4 5 4 5 5 5 5 4 5 4.55 0.52 

36. 대통령·정부 4 5 5 5 4 5 5 5 5 5 5 4.82 0.40 

C. 종합일간지 토픽과 각 평정자의 평정값, 평균,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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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토픽 모델링 수행 결과 중 문서 내 각 토픽 확률 예시

문서
번호 T1 T2 T3 T4 T5 T6 T7 T8 T9 T10

1 0.132 0.041 0.081 0.026 0.030 0.096 0.053 0.104 0.135 0.179 

2 0.085 0.116 0.055 0.065 0.039 0.075 0.069 0.082 0.095 0.162 

3 0.082 0.082 0.082 0.125 0.104 0.093 0.125 0.104 0.071 0.071 

4 0.056 0.056 0.118 0.167 0.105 0.068 0.105 0.093 0.068 0.093 

5 0.130 0.056 0.118 0.130 0.056 0.056 0.118 0.056 0.081 0.093 

6 0.075 0.075 0.156 0.156 0.087 0.087 0.087 0.075 0.052 0.075 

7 0.099 0.102 0.076 0.034 0.066 0.074 0.094 0.107 0.106 0.111 

8 0.102 0.083 0.055 0.080 0.080 0.161 0.111 0.089 0.058 0.089 

9 0.067 0.099 0.059 0.193 0.115 0.059 0.059 0.067 0.107 0.115 

… … … … … … … …… … … …

25 0.098 0.107 0.075 0.046 0.075 0.120 0.064 0.113 0.071 0.115 

26 0.069 0.122 0.097 0.030 0.104 0.101 0.097 0.101 0.065 0.097 

27 0.116 0.094 0.089 0.100 0.062 0.062 0.137 0.110 0.078 0.073 

28 0.091 0.055 0.105 0.069 0.105 0.105 0.084 0.055 0.113 0.134 

29 0.128 0.097 0.074 0.089 0.121 0.097 0.066 0.121 0.105 0.043 

30 0.136 0.076 0.076 0.116 0.070 0.110 0.076 0.123 0.050 0.090 

31 0.077 0.037 0.093 0.109 0.077 0.093 0.077 0.125 0.150 0.061 

32 0.116 0.061 0.127 0.105 0.138 0.061 0.083 0.094 0.072 0.061 

33 0.140 0.082 0.082 0.111 0.169 0.073 0.092 0.053 0.073 0.044 

34 0.151 0.056 0.092 0.086 0.074 0.074 0.056 0.045 0.074 0.181 

35 0.119 0.201 0.103 0.119 0.078 0.078 0.070 0.070 0.078 0.037 

36 0.099 0.054 0.074 0.156 0.093 0.086 0.131 0.099 0.074 0.067 

37 0.108 0.138 0.087 0.097 0.087 0.046 0.138 0.077 0.067 0.097 

38 0.066 0.109 0.144 0.092 0.083 0.083 0.100 0.048 0.057 0.083 

39 0.071 0.136 0.093 0.104 0.082 0.082 0.071 0.082 0.093 0.071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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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eyword and Topic analysis

on the College and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Evaluation Using Big Data

Ji-Eun Kim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technological advances in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and the explosive growth of various information channels,

there is growing interest in the use of big data generated and

accumulated. Especially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 big data

analysis using text mining is attracting atten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ajor keyword and topics related to the

college and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evaluation policy by utilizing

press release and newspaper article text big data, with automated

text big data analytics. The research problem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main keyword on the college and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evaluation in the Ministry of Education(ME) press

releases, college-specialized newspaper and daily newspaper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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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hat a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m?

Second, what are the topics on the college and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evaluation in the ME press releases,

college-specialized newspaper and daily newspaper articles, and what

a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m?

Third, how do the topics change that are extracted from the ME

press releases, college-specialized newspaper and daily newspaper

articles over time, and what topics are increasing or decreasing

interest?

In order to solve these research problems, 44 ME press releases,

511 articles of three college-specialized newspapers, and 1,579 articles

of top 20 daily newspapers were collected and used as research data,

from August 13, 2013, until September 15, 2016. Keyword analysis,

including term frequency and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 weights, and topic modeling based on the Latent

Dirichlet Allocation(LDA) Algorithm was performed.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some words were common,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frequently used words and words with high TF-IDF weight

among three texts for the college and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evaluation, which are ME press releases, college-specialized

newspaper articles and daily newspaper articles.

Second, 10 topics were extracted from the ME press releases, 24

from the college-specialized newspaper articles, and 36 from the daily

newspaper articles. As a result of the hierarchical clustering analysis,

the 10 topics from the ME press releases were classified into 3



- 221 -

categories. The 24 topics from the college-specialized newspaper

articles were clustered into 5 categories and 36 from daily newspaper

articles into 7. The names of the topics and topic categories were

verified through the expert council.

Several similar and different topics were found between the three

texts. Only five topics, namely, the necessity of the college and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evaluation, actions for lower evaluation

grade group, evaluation indexes, reduction and financial restraint by

evaluation grade, evaluation methods and procedures, were common to

all three texts. Many topics, such as university changes, confusion in

university, legislation, impact on the entrance examination, and

university public relation, were appeared only in college-specialized

newspaper and daily newspaper articles. Critics for the college and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evaluation, national scholarships, women's

colleges, and government-related topics were appeared only in daily

newspapers.

Third, the interest on the topics included in the evaluation methods

and linking results categories, which was common to the three texts,

decreased. The interest on the topics in the university public relation

category, topics in university development efforts category, which

appeared only in college-specialized newspaper articles, and topics in

lower evaluation grade group and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categories, which appeared only in daily newspaper articles, increas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proposed the automated method

of analyzing keyword and topics for educational policy using big data.

Big data analysis techniques used in this study can be utiliz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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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educational policy studies in the future. In future studies, it is

necessary to make more sophisticated about the Big Data Analysis

technique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data and

study.

Key words : Big Data, College and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Evaluation, Keyword analysis, Topic Modeling,

Ministry of Education press release, Newspaper articles,

Text mining, Latent Dirichlet Allocation

Student Number : 2013-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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