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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정권교체라는 전후하여 이러한 정책환경의 변화를 통해 교육

정책이 결정되고 변동되는 과정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대상 정

책으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된 정부의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

학 육성사업(WCU 육성사업)」을 선정하였는데, 이 사업은 2007년 참여정

부 말기에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서 극히 짧은 기간 

내에 입안되어 국회 예산심의까지 처리되었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세부 집행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사업 명칭은 물론 사업의 집행

방식과 지원대상, 지원액 등이 큰 폭으로 변동하였다는 점에서 정권의 교

체를 전후한 정책결정과 변동을 포착하기에 적절한 사례이다. 

이러한 정책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선택하였다. 정책안이 최초로 제시된 2007년 6월부터 사

업이 확정 공고된 2008년 6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정부 각 기관이 작

성한 사업 관련 자료와 국회의 회의록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사업에 참여한 정부와 국회의 관련 당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공식자료에 

드러나지 않은 정책과정에 대한 정보를 취득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정권의 교체 과정에서 어떻게 결정되고 

변동되었는지,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고 변동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정책참여자는 누구이며 이들의 활동은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결정과 정책

변동에 작용하는지, 그리고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의 정책이 결정되고 변동되는 과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의 관점에서 

보면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바탕

으로 연구결과를 요약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정책과정은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정책결

정과정과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으로의 정책변동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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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할 수 있다. 정책결정과정에서는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대

학 재정지원 확충’이라는 정책문제에 대해 교육부, 국회 등에서 이에 대

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중앙예산기관의 반대로 정책과정이 진행되

지 못하던 상황에서 정권 말기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이와 더불어 대입 

수능반영비중과 관련하여 대학과 합의가 필요한 상황 등이 정치적 흐름으

로 작용하여 ‘고등교육 재정 1조원 증액’이라는 정책의 창이 열렸고, 

이의 집행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총액지원형 사업으로서 「세계적 수준

의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입안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정책활동

가로서 정책과정에 작용하였다. 뒤 이어 정책변동과정에서는 전 단계의 

정책안이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권의 교체라는 

정치의 흐름이 개입하였고, 이에 따라 성과중심지원형으로 집행방식이 변

경되는 정책의 창이 형성되었으며, 집행방식의 변경에 따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정책과제가 세분화되고 그 과정에서 융·복합 과제 신설이라는 

새로운 정책안이 유입된다. 정책변동과정에서는 대통령비서실의 교육수석

비서관이 정책활동가로서 정책과정에 작용하였다.

둘째, 정책결정과 변동과정에서 정책흐름모형을 구성하는 세 흐름 중 

‘정치의 흐름'은 독립적으로 작용했다. 정치의 흐름은 정책문제 혹은 정

책대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기보다는 문제와 대안이 존속중인 상

태에서 별개의 맥락 하에 생성되어 다른 흐름과 결합(coupling)하였다. 이

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의 권력이 강한 체제 하에서는 

정치의 흐름이 독립적으로 형성될 경우 이의 작용에 따라 정책이 결정 혹

은 변동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치의 흐름의 영향은 정치과정이 ‘산

출’을 결정하는 내부과정으로 이루어질 경우, 그리고 정책문제와 정책대

안이 명확하게 집약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 내 특정 부처만이 정책형성

에 반대할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셋째, 정책이 결정되고 변동하는 과정은 정책흐름모형의 세 흐름 중 

‘정책문제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이 결합된 ‘부분결합’(Solecki 

& Michaels, 1994)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정책흐름모형의 전제조건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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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사례는 흔치 않은 바, 본 연구의 사례에서도 ‘정책대안의 흐름’이 

조직화되지 못한 채 정책의 창이 열렸다. 이 과정에서 정책문제와 정책대

안에 대한 공론화가 생략되고 이에 따라 관련 당사자 간 합의의 기회 자

체가 봉쇄되면서 정책대안의 탐색은 행정부 내부에서 top-down식 과정으

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top-down식 정책과정은 정책의 결정 혹은 변동의 

기간이 매우 짧아 정책에 대해 논의할 여유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정책활동가는 정치의 흐름을 주도하는 자로서 활동하였다. 본 연

구의 대상 사업에서는 정책공동체와 이익집단의 작용이 미약한 반면 정책

활동가의 작용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정책활동가는 두 과정에서 자신

들의 활동이 없었더라면 나타날 것이라 기대하기 힘들었던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특히 행정부 내의 정책활동가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났으

며,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혹은 대통령비서실과 같은 행정부 내 상위기관

의 의사가 하위기관을 구속하는 형태로 정책과정이 진행되었다. 이는 정

치과정이 정부 외부의 투입과정이 아닌 내부의 산출과정을 중심으로 발생

했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위와 같이 정책활동가 주도로 정치의 흐름이 형성되어 열리는 

정책의 창은 ‘정치의 창’(Zahariadis, 2003)의 형태로서 나타나기 쉽다. 

정책결정 혹은 정책변동의 주도자는 정책대안을 우선시하여 이에 적합한 

정책문제를 찾게 되는데, 의도한 대안을 관철시키고자하는 과정에서 대안

의 구체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대안에 대응하는 정책문제의 흐름

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안이 추진될 수 있다. 따라서 창이 

열린 이후, 전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탐색하는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대상 정책과정 사례만으로는 Kingdon 모형의 한국 

정책과정에 대한 적용의 한계 여부를 논할 수 없다.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은 미국과 같이 대규모의 정책공동체와 그들의 정책대안이 완전경쟁

적 성격을 띠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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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박민정, 2012). 「WCU 육성사업」의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정책공동

체의 활동과 정책대안의 흐름이 두드러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

는 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정책공동체가 정책대안을 형성할 충분한 기간

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권교체라는 사건을 전후하여 급속히 정책의 

창이 열린 사례인 바, 이를 바탕으로 정책체제가 구조적으로 정책공동체 

형성에 미흡했는지 여부에 관해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 따른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대규

모의 정책사업, 특히 정권의 교체와 같은 급격한 정책환경의 변화가 예상

되는 시점에서는 top-down형 정책과정을 되도록 지양하고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를 거친 후 정책과정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점, 둘째, 대학

의 의견을 조직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담당할 조직 혹은 기

관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정책결정과정과 정책변동과정 모

두에서 국회의 역할이 미미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주요어 : 정권교체기, 정책결정, 정책변동, 정책흐름모형, WCU

학  번 : 2012-2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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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책의 결정이 합리적인 과정을 거치는 경우는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

다. 즉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명확히’ 하고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광

범위하게 탐색’하며 ‘각 대안의 결과를 완전히 예측’하고 ‘대안선택

의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여 이에 따라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경

우는 거의 불가능하다(남궁근, 2012; 정정길 외, 2010). 정부의 정책을 결

정하는 정치체제는 정치·경제·사회·과학기술 등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개방체제적 성격을 띠고 있어(남궁근, 2012) 현실에서의 정책과정에서는 

완전히 합리적인 요인 외에 다양한 사건과 참여자가 정책의 결정과 변동 

과정에 개입하게 되며, 이에 따라 정책결정과 변동의 양상은 일반적인 합

리모형으로는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질 것이다. 이처럼 정책결정과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정권의 교체’가 있다. 정권의 교체는 

행정수반의 교체를 뜻하는데, ‘행정수반중심시대’(executive-centered 

era)라 할 정도로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해 행정수반의 역할이 지대함을 

감안하면(Anderson, 2005) 정권의 교체는 정책의 결정과 변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정책환경의 변화, 그 중에서도 정권의 교체가 정책의 결정과 

변동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정책의 결정과 변동을 

주도하는 핵심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며, 이를 분

석하기 위한 대상으로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이하 

「WCU 육성사업」)을 선택하였다. 「WCU 육성사업」은 지식기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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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래에 따라 각국이 경쟁력 있는 연구중심대학 육성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는 상황에서(Altbach, 2007; Wang, 2011)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최

고의 교수진을 보유하는 것이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판단 하에 국

제적 수준의 저명학자(Star Faculty)를 유치를 골자로 2008년에 발표된 정

책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8.6). 사업을 통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간 8,250억원이 35개 대학 149개 사업단1)에게 지원되었으나, 「WCU 육성

사업」은 2013년 「두뇌한국 21(BK21) 사업」과 더불어「WCU·BK21 후

속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종료되었다. 

「WCU 육성사업」에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 사업이 결정

되어 예산사업으로서 확정된 시기와 실제로 정책이 공고되어 시행된 시기

의 정권이 각기 달랐으며, 이와 더불어 사업이 결정되었을 때와 공고되었

을 때의 사업 내용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WCU 육성사업」은 정권 교체

기에 있었던 정책 중에서도, 참여정부시기에 입안되어 차기 이명박 정부

에서 확정 공고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환경의 변동과 정책결정 혹은 정

책변동의 과정이 보다 극적으로 드러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정책이 결

정되고 변동되기까지의 기간을 모두 합쳐도 1년에 미치지 못하는 단기간

이라는 점 또한 정권교체기의 영향력이 압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높여

준다. 이에 「WCU 육성사업」이 입안되어 확정 공고되기까지 어떠한 과

정을 겪었는가에 대해 정권의 교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통해 「WCU 육성사업」의 정책과정에 대해 보다 명확한 이해를 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외부 환경이 변함에 따라 정책과정에서 정책목표 혹은 정

책수단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목표 혹은 정책수

단의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물론 정권교체기에는 정부의 체제와 정책의 기조 등 제반 환경이 큰 폭

으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정책과정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쉽지

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반의 영향력이 우리나라 정책환경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정권의 교체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

1) 2010년 중간평가 결과 12개 사업단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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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할 때 정권교체기의 정책결정과 변동과정에 대한 분석은 시도할 가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한 모형으로서 Kingdon의 정책

흐름모형을 선택하였다.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은 비합리적 결정모형의 

일종으로서 정책이 급격히 변동하는 분야에 대해 그 동태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모형이며(김보엽, 2008), 모형의 주요 요소인 ‘정치의 흐름’

을 이끄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정권의 교체를 예로 들고 있다(Kingdon, 

1984). 또한 정권이 교체되는 기간에 걸친 정책의 변화를 연구대상으로 

한 국내의 다수 연구에서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공병영, 2012; 김지수 외, 2012; 박균열, 2012; 박용성 외, 2012) Kingdon

의 정책흐름모형은 본 연구의 분석모형으로서 적절하다 할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정책은 정권의 교체 과정에서 어떻게 결정되고 변동되었

는가?

참여정부 임기를 채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세계적 수

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과, 전 정권에서 결정된 사업을 시행 전에 대폭 

변경하고 타 사업과 통합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을 대

상으로 정책이 정권의 교체 과정에서 어떻게 결정되었고 또 변동되었는지

에 대해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문제가 의제화되고 이에 대

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내는 일반적인 정책과정에 비

해, 본 연구대상 정책의 정책과정에서는 정권의 교체라는 정책환경의 변

화에 따라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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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고 변동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정책

참여자는 누구이며 이들의 활동은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결정과 정책변동

에 작용하는가?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대상으로, 이러

한 정책사업이 추진되고 또 변동되는 과정에서 정책과 관련된 개인 혹은 

집단의 이해가 반영되거나 상호 이해관계가 조정되었는지, 만약 반영 혹

은 조정되었다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조사·분석을 시도한

다. 이를 통해 정책의 결정과 변동과정에서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한 참여

자의 존재 여부를 탐색해 보고, 그 정책참여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력

을 행사하는지에 대해서도 규명을 시도한다.

셋째,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고 

변동되는 과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의 관점에서 보면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가?

정책이 결정되고 변동되는 과정을 보기 위하여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

을 이용하여 연구대상 정책의 정책과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정책과정

의 사건 혹은 참여자가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 구성요소 중 어떠한 것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요소가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이 설명하는 

바에 따라 어떻게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작용하고 있는지를 이해한다. 또

한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 비추어 정책을 설명하는 데서 한 발 더 나

아가 이러한 정책과정에서 기존의 Kingdon 정책흐름모형에 비해 일반적이

지 않은 특징이 드러난다면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탐

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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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WCU 육성사업」을 다룬 연구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장덕호·윤나

리(2012)가 사업을 통해 초빙된 외국학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실태에 대해 

조사한 바 있고, 박경호·장덕호(2012)는 선정된 사업단2)의 유무와 해당 

대학의 세계대학평가 순위와의 관계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한국연구재단이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사업의 성과지표 개발에 관해 

연구했지만(박재민 외, 2010; 최재원 외, 2010) 그 외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WCU 육성사업」에 동료평가 항목이 있다는 점에서 동료평가와 

계량지표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한 연구도 있으나(조우현 외, 2010) 이는 

「WCU 육성사업」자체에 대한 연구는 아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는 2011년 「WCU 육성사업」에 대해 사업전반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고

(국회예산정책처, 2011) 감사원도 대학 경쟁력 강화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 「WCU 육성사업」을 다룬 바 있지만(감사원, 2010) 이들은 

주로 집행과 성과 측면에 집중했으며 사업계획단계에 대해서는 외견적으

로 드러난 현상에 대한 정리에 그치는 등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의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이는 「WCU 육성사업」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두뇌한국 21(BK21)」사업에 대해 정책형성과정(손흥숙, 

2004; 김병주, 2007), 집행(권혁주 외, 2010), 성과(김병주, 2006; 백일우·

박경호, 2007) 등에 걸쳐 다양한 연구가 수행된 것과 대조된다.

따라서 「WCU 육성사업」의 결정과 변동 과정에 관한 본 연구는 

「WCU 육성사업」 자체에 관한 논의는 물론 교육정책의 결정과정에 관

한 논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정부가 앞으로 새로운 고등

교육기관 혹은 연구기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

을 줄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의의는 정책의 결정과 변동에 대한 단순한 서술에 그치

지 않는다.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조령

2) 분석대상은 공학, 생명과학, 자연과학에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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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개 식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으며(김연, 2004), 

교육정책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의 문제이자 앞으로의 과제로서 

정책의 장기적인 일관성을 강조한다(윤정일 외, 2002; 신현석, 2005; 서정

화 외, 2013).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와 같이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당위적 측면에 대한 서술 혹은 정책의 단기적 성격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룰 뿐 이러한 교육정책의 단기적 결정과 변동이 어떠한 과정을 통

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사례가 충분하지 않다. 정책은 환

경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할 수 있으나 그러한 변동이 어떠한 맥락

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될 수도 있고 비일관적인 정책

의 표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교육정책이 급변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정책변동의 당위성을 가늠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다루는 연구대상인 정책

의 결정과 변동과정이 대부분 행정부 내부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자료 

취득의 한계가 있었다. 공식문서를 비롯하여 공개된 자료가 많지 않아 당

시 정책과정에 참여했던 담당자와의 면담에 상당 부분 의존하였는데, 기

대한 만큼의 대상자를 연구에 참여시키지 못하여 자료의 해석이 한정되었

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그리고 두 위원회의 예산심사 관련 소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간사 

간 협의를 비롯하여 비공식적으로 협의되는 바가 공식 회의에서의 발언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들 전부를 연구에 반

영하지는 못했다는 점은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사항이다.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 내재한 한계도 존재한다. Kingdon 모형에서

는 정책과정에서의 환경 변화에 따른 참여자의 행태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바(Schlager, 2007), 과정 중에 작용한 구체적인 변수 간 인과관계나 상관

관계를 명확히 포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김현준, 2009).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는 이러한 요인 간 관계를 명확히 분석하여 일반화하기보다

는, 비합리적인 요인이 개입한 정책과정에 대해 그 동태성을 파악하고 이

를 일관적인 틀에 맞추어 설명하는 데에 중점을 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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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대상인 「WCU 육성사업」의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기에 앞

서 정책이 결정되거나 변동되는 현상과 관련한 이론을 제시한다. 또한  

「WCU 육성사업」이 재정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이 결정되는 과정

에서 예산이 반영되고 그것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절차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어서 연구의 분석틀로서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과 이

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1. 정책의 결정과 변동

(1) 정책결정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

한 기본방침”이다(정정길 외, 2010: 35). 정책과정모형은 이러한 정책의 

산출과 집행 등이 일정한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보는데, 구체적인 단계는 

대개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등으로 구분되며, 여기

에 정책환류가 추가되기도 한다(정정길 외, 2010; 양승일, 2006; 권기헌, 

2008). 의제설정단계에서는 어떠한 사회문제가 공식적으로 정부가 해결해

야 할 정책문제로서 대두되며, 이러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결

정단계에서는 대안의 개발과 비교분석을 거쳐 정책목표와 수단이 선택된

다. 선택된 정책수단은 집행을 통해 실현되며, 집행된 정책이 본래의 목

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했는지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떠한 정책이 완전한 합리성에 근거하

여 결정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합리성에 근거한 정책

결정모형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이 탐색되어 왔으며, 이들 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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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en, March & Olsen(1972)가 주장한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

이 있다. 쓰레기통 모형에 의하면 세 가지의 조건, 즉 의사결정 참여자의 

‘선호가 불명확(problematic preference)’하고,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

한 수단 간의 ‘기술이 불분명(unclear technology)’하며, 문제 해결을 위

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자가 유동적(part-time participants)’인 것을 

전제로 하여 ‘해결할 문제’, ‘문제의 해결책’, ‘의사결정의 참여자’, 

‘의사결정의 기회’의 네 가지 요소가 각기 독자적인 흐름을 형성하다가 

이들이 어떠한 계기(triggering events)를 만나 우연히 합류할 때 의사결정

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의 구성단위나 구성원 간 응집

력이 약한 혼란상태에서 불합리하게 집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강조하는 모형으로서, 다당제 의회 혹은 의회·사법부·행정부가 모두 관

련되는 등 여러 집단이 얽힌 상황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정정길 외, 2010).

(2) 정책변동

한편 결정된 정책은 결정 당시의 형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

책과정을 거치며 변동될 수 있다. 정책변동은 정책 목표와 수단과 관련된 

정부의 기본 방침인 정책이 본래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혹은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려는 핵심적인 수단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정정길 외, 2010; 이병길, 1992). 정책평가에 이은 정책의 환류과정을 통

해 정책의 수정 혹은 종결과 같은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에서 정

책변동은 정책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위치하게 되나(유훈, 2009), 정책변동

의 동태성·복합성·순환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정책변동이 정책의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권기헌, 2008). 즉, 정책과정 각 단계의 

활동에서 얻게 된 정보가 상호 간 영향을 주며 계속적인 환류작용을 일으

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예컨대 정책결정과정의 정보가 정책의제설정과

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정보가 정책결정과정, 나

아가 정책의제설정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정책변동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정책의 쇄신’, ‘정책의 승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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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변동의 요인 정책변동의 저해요인

경제적 환경의 급변

정책수혜자 가치관 변화

법률의 재·개정 및 폐지

최고 정책관리자의 교체

정책집행조직의 반항

정책일관성의 상실

조직 간의 경쟁

기술의 변화

예상 외의 사건

정책 오차

집행조직의 약점

심리적 저항

정책·조직의 지속성

역동적 보수주의

정치적 연합

정치적 부담

법적 제약

높은 비용

정책변동의 불합리성

책의 유지’, ‘정책의 종결’ 등으로 분류하며(Hogwood & Peters, 1983), 

변동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폭발형’, ‘점증형’, ‘혼합형’으로

(Bardach, 1976), 변동의 양식과 속도의 조합에 따라 ‘급속한 패러다임적 

변동’, ‘완만한 패러다임적 변동’, ‘급속한 점증적 변동’, ‘완만한 

점증적 변동’(Howlett & Ramesh, 2003)으로서 분류하는 학자도 있다.

이러한 정책의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정치적·경제적 환경의 변

화와 돌발적인 사건 등을 들 수 있으며, 정책변동을 일으키는 요인과 저

해 요인에 대해 양승일(2006)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표II-1> 정책변동의 요인과 정책변동의 저해요인

*양승일(2006)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

(3) 정치과정이 정책의 결정과 변동에 미치는 영향

정책은 다양한 이해집단 간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신현석, 2009), 정치과정은 

이러한 정치현상을 “법적·정치적 제도보다 여러 제도가 부여된 여러 행

위자의 상호협상의 과정”3)으로 파악한 개념이다. 홍득표(2009)는 정치과

정에 대해 ‘정치체제와 환경’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국가가 시민사회와 상호작용을 통해 가치를 배분하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국가의 권위적 행동과 결정’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으로 정리하였는데, 특히 국가의 권위적 행동과 결정에 대해 

3) 21세기 정치학대사전(2010),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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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산출 모형 산출 →투입 모형

권력엘리트의 행태와 정치리더십 등은 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고 정

책집행의 효율성을 좌우할 만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치체제의 영향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정치체제는 이념과 제도, 

내용과 방법, 교사와 학생 등 교육의 내용은 물론이고, 이러한 영역에서 

교육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강무섭, 1994). 이때 정치체

제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이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다수의 대

중인지, 혹은 소수의 엘리트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대중의 ‘투입’이 정부를 거치면서 다수의 개인과 집단, 정당 등의 개입

을 통해 ‘산출’로 이어지며, 후자의 경우 투입이 산출을 결정하기보다 

정부에서 먼저 산출을 결정하여 정책결정을 끝낸 뒤 이에 대해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형태로 정책이 형성된다(최준렬, 1996). 전자의 경우 다원

주의를 기반으로 보편적인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반면 합의를 이루는 과

정에서 정책목표가 분산되거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거시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신속하게 제시할 수 있는 

반면 소수 정책결정자의 독단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신현석, 1999; 한국정

치학회, 2008). 따라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치과정의 영향이 여론 수렴 혹

은 의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발생한다면 비효율의 관점에서 이를 분석해야 

할 것이며4) 정부, 특히 행정부 내부에서 정치과정이 영향을 미칠 경우 정

책수렴과 공론화의 부족을 중심으로 정책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II-1> 정치과정의 모형

*최준렬(1996)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

4) 예컨대 「두뇌한국21(BK21)」사업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당초 사업목표와 달리 정책

대상집단의 범위가 크게 확대된 사례가 있다(김병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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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정부 예산안의 처리 절차

예산 또한 법에 의해 규정되는 사항인 만큼, 예산과 관련한 법의 최상

위에는 헌법이 있다. 그 아래 법률로서 국가재정의 기본법인 국가재정법

이 있어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국가재정법 제1조), 재정의 심의주체인 국회의 권한

과 국회 내 심의의 절차에 대해서는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정책결정과정의 측면에서 이들 예산절차와 관련한 법률의 규정사항을 중

심으로 정부 예산사업의 결정과정을 보고자 한다. 

(1)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 제출

 예산안의 편성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

정운용계획에서 시작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면(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 1항), 이를 토대로 각 중앙관서

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

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

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제28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하는 한편(국가재정법 제7조 1항)5),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

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

의 장에게 통보하며, 여기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할 수 있다(제29

조). 예산안 편성지침을 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

행위 요구서(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러한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

5) 2013.5.28. 개정을 통해 2014년부터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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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편성의 순기 

기 간 사 항 비 고

1월 31일까지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부처→기획예산처)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편성지침 통보

  (기획예산처→각부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 위해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포함 통보가능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

6월 30일까지 

◦예산요구서 제출 

  (각부처→기획예산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제출

  (각부처→기획예산처)

◦지침작성 및 기획예산처 제출은 

  2008년 예산부터 적용

7월~9월말

◦예산요구안의 조정

◦예산정책 기본방향 협의

◦주요사업 부문별 예산안 작성

◦각부처 의견 조정(예산협의회)

◦정책기관과 예산안 협의 및 보고

◦국무회의 의결

◦정부안 확정

◦자원의 배분과 조정

◦정당, 언론계, 학계 등과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여론수렴

◦장·차관 보고

10월 2일까지

◦정부예산안 국회제출 ◦회계연도개시 90일전까지 국회제출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제출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

*국회 예산결산정보시스템 http://nafs.assembly.go.kr:83

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으면(제32조) 정부

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다(제33조)6).

한편 2006년 국가재정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top-down 

방식의 예산결정과정이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거시적 측면에서의 계획성

이 강조되고 있다(이원희, 2009).

<표II-2> 정부의 예산안 편성절차

6) 재정운용계획과 마찬가지로 정부예산안도 2014년부터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

지 제출한다. 단, 헌법 제54조에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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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의 예산안 심사

국회의 예산안 심사절차는 크게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의 예산 

예비심사와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 예산 종합심사, 그리고 본회

의 의결로 이루어진다. 이 중 본회의에서는 주로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사

내용대로 의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김준석, 2006).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 이는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며, 소관 상임위

는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상임위 예비심사의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

하여진 바가 없다. 일반적으로 전년도 결산심사와 당해년도 국정감사를 

마친 후 차년도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며, 예산 심사는 소관 부처장의 제

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

행된다. 상임위 전체회의 후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

여 소위원회에 예산안을 회부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12). 소위원회 심사 

후 소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상임위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소관 

상임위에 회부 시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 의장은 이를 바로 예결위

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제 84조 6항). 예결위 또한 상임위와 마찬가지

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들의 종합

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국회법 제84조 3항).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이후 11인 내외의 위원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원회’

(이하 ‘계수조정위’)가 구성되어 심의를 진행한다. 계수조정위의 심의 

결과는 예결위 본회의에 보고를 거쳐 처리되고,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

은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예결위와 상임위 심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심사가 예비적인 성격을 지니며 예결위를 구속하지 못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0).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

사 간에는 예산심의액의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장

문선·윤성식,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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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II-2>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
 

*국회예산정책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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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 처리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자

일반적으로 예산심사제도는 크게 정부형태가 의원내각제인지 대통령중

심제인지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의원내각제의 경우 행정부와 의회

가 서로 협력하는 반면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며, 이

에 따라 후자의 정부형태에서는 입법부가 예산심의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박정수, 2013). 단, 예산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심사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입법부의 영향력이 정치체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

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이종수·윤영진 외, 2008). 특히 우리나라의 경

우 국회가 예산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이영조, 2002; 

김철회·박경순, 2011; 박정수, 2013).

예산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의 역할은 크게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제창자(advocate)’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수호자

(guardian)’로 나뉠 수 있다(Wildavsky, 1986). Wildavsky(1986)에 의하면 

대통령과 행정부처는 전자에, 중앙예산기관과 의회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윤영진(1997)은 이를 세분화하여 기관의 성향을 ‘소비자

(spender)’, ‘절약자(saver)7)’, ‘수문장(gate keeper)’으로 나누고 각

각 행정부처, 중앙예산기관, 대통령을 이에 대응하는 기관으로서 제시하

였다. 이에 따르면 행정부처는 재정수입에 대해 거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재정건전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이 사업을 많이 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되며, 중앙예산기관은 ‘소비자’로서의 속성상 항

상 세입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절약자’의 역할을 한다. 또한 지지자를 감안한 사업지향성과 국정관리

자로서의 재정지향성을 동시에 갖추게 되는 대통령은 양자 사이에서 균형

을 맞추되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는 ‘수문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의회는 행정부와의 견제 관계의 입장에서 기본적

으로‘절약자’의 역할을 하지만 지역구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소비자로

7) ‘소비자’는 ‘주창자(advocate)’, ‘절약자’는 ‘삭감자(cutter)’ 혹은 ‘보호

자(guardian)’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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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역할 성향 행태

행정부처 소비자 사업지향적 증액지향적

중앙예산기관 절약자 재정지향적 삭감지향적

대통령 수문장 사업·재정지향적 균형지향적

의회
절약자 (예결위)

소비자 (상임위)

재정지향적 (세입)

사업지향적 (세출)

삭감지향적 (예결위)

증액지향적 (상임위)

서 행동하기도 하며, 정보의 부족과 심의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국

회의 역할은 제한적이어서 정책이나 사업 변경보다는 한계적 조정

(marginal adjustment)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8)(윤영진, 1997). 

<표II-3>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정부기관의 역할

*윤영진(1997)을 바탕으로 구성

이익집단은 예산결정과정의 공식적인 참여자는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자신들만의 특화된 지식과 정보, 자신들이 보유한 경제

력과 재원, 유권자로서의 조직력 등을 바탕으로 정책결정과정 전반에 영

향력을 끼치고 있으며(남궁근, 2012), 예산결정과정에서도 이들의 영향력

은 이익표출활동과 로비활동을 통해 나타난다(Ainsworth, 2002).

한편 예산협상의 과정 중에 여당과 야당은 각자 자기 지역구에 배분되

는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행정부는 국가 전체 단위의 관점

에서 투입되는 세금과 공급되는 공공재를 최적화하려는 차이를 보이고, 

이러한 입법부와 행정부 간 입장의 차이가 협상을 통해 국회에서의 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박상원, 2011). 또한 심사과정에서 합리성과 관련한 

요인보다 정치성과 관련한 요인이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한국의 

경우 이 중 정치성 요인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기도 한다(김인철 외, 

8) 단, 상임위원회의 경우 지역구 사업과 관련된 세출예산에서는 사업지향적인 행태

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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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양경숙(2009)은 예산결정의 정치과정을 분석하면서 예산과정의 참

여집단을 의원과 여야협상, 상임위, 예결위 등으로 이루어진 내부집단으

로, 그리고 중앙행정부처와 중앙예산기관, 대통령, 집권당, 야당, 이익집

단,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된 외부집단으로 구분하고, 예산결정의 단계

에 따라 혹은 같은 단계 내에서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들의 역할이 

증액지향 혹은 축소지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였다. 장문선·윤성식

(2002)에 의하면 국회 예결위 예산심의액 증감에 대해 예결위 내 여당 소

속 위원의 비율은 유일하게 심의액 증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

으로 나타났다9).  

3.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1) 정부 재정지원의 필요성

윤정일(2001)은 주로 경제적 관점에서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의 근거를 

고등교육이 지닌 외부효과, 투자재적 성격, 가치재적 성격, 대학교육기회

의 균등한 보장 등을 들고 있다. 이처럼 고등교육이 가치가 있더라도 정

부가 당위의 측면에서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재정지원을 통해 고등

교육의 시장실패에 대비하기 위함이다(송기창, 2010). 달리 말해 고등교육

의 공급을 적정규모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회균등과 소득재분배, 기

초학문 보호, 지역 간 균형발전, 국가경제규모에 필요한 필요최소수준의 

교육서비스 등의 관점에서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근거를 갖게 된다

(천세영, 2000). 이에 대해 사립대학 또한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설립·인

가권과 지도·감독권, 사립대학 재정의 실태, 고등교육의 보편적 성격 등

9) 반면 GNP나 세입증가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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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추어 정부재정이 불가결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송기창, 2010). 

앞서 말한 재정지원이 대학 재정지원의 수요자 측면에서의 당위성이라

면 이와 다른 측면, 즉 공급자의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재정지원에 대한 

당위성은 대학의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제기된다. 대학 간 경쟁이 강

화됨에 따라 각 대학이 교육의 질 제고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고 우수한 학생 유치하며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을 위해서는 고등교육 재정의 지속적인 증가가 필연적이다

(김수경 외, 2012). 이에 평가와 연계된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의 자구노력

을 유도하고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하며, 대학의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고 다

양화·특성화를 지원하자는 것이다(김화진, 1999). 특히 21세기 지식정보

화사회가 도래하면서,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는 지식기반형 고등교육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점, 그리고 사회경제

적 측면에서도 고급 인적자원개발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의 경제적 가치가 강조되는 점 등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의 정당성이 

강조되기도 한다(반상진 외, 2005). 정부가 내세우는 대학재정지원의 논리

도 이러한 맥락에 닿아 있어서 정부는 대학을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지속적

인 성장과 사회통합의 핵심 동력으로서 국가 경쟁력의 요체이자 사회계층

이동의 주요 통로로서 보고 있으며. 이러한 대학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

해 대학별 특성화 추진, 경쟁체제 작동 등을 대학 재정지원을 통해 도모

하고자 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7.6).

(2) 재정지원의 방식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유형은 지원대상, 배분준거, 부담주체, 의사결

정준거 등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나민주, 

2009), 김병주 외(2009)는 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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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1990)

Harrold

(1992)

Ziderman &

Albrecht

(1995)

반상진 외

(2005)

김병주

(2008)

나민주

(2008)

▪ 기관지원형

 - 점증형

 - 수식형

 - 계약형

▪ 학생지원형

▪ 관 료 형

▪ 총액배분형

▪ 시 장 형

▪ 직접지원형

 - 협상형

 - 투입형

 - 산출형

▪ 간접지원형

▪ 지원방법

 - 총괄지원

 - 수식기준지원

 - 시장경쟁지원

▪ 지원대상

 - 학생지원

 - 대학지원

▪ 사업단위

▪ 학생단위

▪ 기관단위

▪ 협상형

▪ 수식형

▪ 시장형

<표II-4> 대학재정배분방식의 유형 분류

* 김병주 외(2009)

본 연구의 대상인 「WCU 육성사업」은 정책변동에 따라 사업의 재정

지원방식이 변경된 바,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위의 총액배분형(포괄보조금: Block Grant)과 연구자 단위의 성과기

반지원형(Performance-Based Funding) 재정지원에 대해 양자를 비교하고

자 한다.

가. 기관단위 / 총액배분형 (포괄보조금)

총액배분형에 해당하는 포괄보조금은 1949년 후버위원회(Hoover 

Commussion)에 연방보조금 배분에 얽힌 비효율과 부작용에 대한 대안으

로서 처음 제시되였으며, 실제 정책으로 실행된 것은 1966년 존슨 행정부 

하에서의 보건협력법(Partnership for Health Act)에 의한 보건 관련 연방

보조금이 최초이다(조기현, 2012). 미국 회계감사원(GAO)이 제시한 포괄보

조금의 특징은 세출한도 내에서의 자유로운 활동, 실질적인 재량권, 행정

적 관리감독의 최소화, 법정 공식에 입각한 재원 배분, 주요 의사결정권

의 위임 등이 있다. 교육·연구분야에서 포괄보조금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없으나(전유정·차두원, 2011),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11)에 의하면 

“연구기관이 기관(장) 재량으로 연구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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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방향과 총액만 결정하는 예산”이다. 이러한 정의는 대학의 재정

운용에도 준용이 가능할 것이다. 

총액배분형 지원은 지원대상 선정의 기준과 관련하여 수식형 재정지원

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수식형 지원은 배분공식(포뮬러)를 이용하여 지원

대상 기관을 선정하며 대부분의 경우 대학재정지원금이 총액(block)으로 

배분되는데(나민주 외, 2009), 이는 총액 기준의 지원을 통해 대학의 자율

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율성에 따른 효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다10)(유현숙 외, 2006). 수식형 지원방식이 대두된 데에는, 기존 평가에 

의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우수대학 중점지원의 성격이 강해 소수의 대학

에 지원이 편중·중복된다는 점 외에도(윤정일, 2001), 대학간·학문계열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 대학의 다양성 침해, 정부의 간접적인 통제수단으

로서 작용, 본업 외 행정업무의 가중 등과 같은 점(신정철 외, 2009) 등에

서의 비판이 그 배경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수식형 포괄지원은 영국의 

대학재정지원이 대표적이다. HEFCE(잉글랜드), HEFCW(웨일즈), SHEFC(스

코틀랜드) 등의 재정지원기구가 정한 총량 규모 하에 포뮬러를 활용하여 

기관별 지원금액을 결정한다(나민주, 2007). 

이러한 수식형 지원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대학 입장에서의 효율성 제

고, 배분의 형평성, 투명성과 공정성 등에서 장점을 갖지만, 예산확대를 

목적으로 입학생 수를 부풀리는 단점을 비롯하여 투입요소 중심으로 포뮬

러가 구성될 경우 효율성 유인이 적고 대학 간 동질성을 조장하며 통계자

료 불확실로 인한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부작용이 문제가 된다(김

병주 외, 2009). 

나. 연구자단위 / 성과중심지원

대학단위의 직접적인 지원에 대해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르면 대학단위 지원은 성과측정의 어려움, 교수와 학생 단위의 성

10) 수식형 지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수식을 구성하는가에 따라 학생중심형, 직원중심

형, 혼합형, 한계비용형, 성과중심형 등으로 분류된다(Zideman & Albrech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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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개선 유인의 부족, 비생산적인 지대추구행위 등으로 인해 정책이 의도

한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장수명 외, 2004; 이영 외, 2006). 따라서 연

구자 단위의 수요자를 기준으로 재정을 지원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연구자 단위의 지원은 소규모대학의 우수연구자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다양

한 수요에 대한 정부의 개입비용이 최소화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실적

으로 우수한 대학원생을 얼마만큼 확보하는지가 연구비 수주에 결정적인 

요인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연구자 단위의 지원이 대학 간 격차를 심화시

킬 수도 있다는 단점도 지적된다(김병주, 2012).

연구자 단위의 지원은 성과중심 지원과 연결된다. 성과중심 재정지원은 

기존의 투입 위주가 아닌 산출물 위주로 평가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다. 성과중심 재정지원은 정책의 목적을 성과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기관의 성과 향상이 그대로 인센티브로서 작용할 수 있다(유현

숙 외, 2006). 성과중심 재정지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정부와 재정지원 대상 기관 간에 성과지표에 대해 명확한 합의, 성과지표 

측정의 용이성 등이 제시된다(반상진 외, 2005). 이러한 성과중심 재정지

원에 대해 신뢰도를 갖춘 비교 가능한 정보 수집에 큰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과도한 경쟁이 동형화로 이어진다는 점, 성과의 강조로 인해 연구와 

교육 간의 격차가 심화된다는 점, 평가 우선순위의 조정을 통해 정부의 

영향력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Geuna & 

Martin, 2003)

미국의 경우 연구중심대학(Research Universities) 제도와 학술관련 정보

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대학의 성과측정이 용이한 환경을 구축하였고 

이에 따라 성과중심으로 재정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국도 대학단위

의 포괄보조금 외에 대학의 연구성과를 평가하여 이에 따라 연구비를 차

등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의 연구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하

는 BK21 사업과 지방대학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NURI 

사업이 사업단 단위의 성과중심 재정지원의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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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민국의 정부 대학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특징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특징과 관련하여 선행연구

를 종합·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지원액 면에서 OECD 대비 고등교육재정 규모가 미흡하며, 

재정지원의 비중 면에서도 교육재정지원이 초․중등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

며 전체 고등교육 투자액 중 사부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 등이 지

적된다(이영호 외, 2008; 나민주 외, 2009; 김수경 외, 2012).

둘째, 재정지원체제가 안정적이지 않다. 교육부 외에도 과학기술, 산업, 

노동 등 관련 부처에서 별도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들 간 조정

이 미흡하여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으며, 정책 추진단계에서도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에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천세영, 2000; 반상진 외, 2005; 나민주, 2009).

셋째, 대부분의 대학 재정지원이 기관단위의 특정 사업별로 지원되고 

있다. 특별한 목적을 설정하지 않고 대학교육지원이라는 일반목적에 의해 

재정을 지원하는 사례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과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

업이 전부이다(반상진 외, 2005; 송기창, 2010). 다만 이처럼 대상을 한정

하거나 특별한 목적을 설정하는 경우 지원사업 자체가 대학에 대한 규제

로써 작용하여 획일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신재철, 2007; 

이혁우, 2011).

넷째, 대학 지원사업이 평가와 연계되어 있다. 평가와 지원의 연계는 재

정지원의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가를 매개로 한 정부의 

통제 강화에 대해 우려도 제기되며(주철안, 2003; 송기창, 2010), 평가업무

의 중복으로 인해 대학 본연의 임무가 아닌 평가와 관련한 행정업무가 과

중해진다는 문제도 발생한다(윤정일, 2001; 나민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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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ingdon의 정책흐름(Policy Stream)모형

(1) 정책흐름모형의 개념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은 앞서 언급한 쓰레기통 모형을 기초로 하여 

정책의제설정을 분석하기 위해 발전시킨 모형으로서, ‘왜 어떤 의제는 

정부의제가 되는 반면 어떤 의제는 정부의제로서 채택되지 못하는가’, 

달리 말해 ‘참여자들은 왜 어떤 이슈는 고려하면서 다른 이슈는 고려하

지 않는가’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Kingdon, 1984). 정책흐름

모델은 정책의제설정 단계를 이해하기 위해 착안되었지만 현재는 정책의

제설정 뿐만 아니라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평가 뿐만 아니라 정책변동

을 설명하는 데에까지 활용되고 있다(김보엽, 2008; 정정길 외, 2010). 

정책흐름모형은 쓰레기통 모형을 기초로 하였지만 ‘해결할 문제’, 

‘문제의 해결책’, ‘의사결정의 참여자’, ‘의사결정의 기회’의 네 

가지 흐름을 가정한 쓰레기통 모형과 달리 ‘정책문제’, ‘정치’, ‘정

책대안’의 세 가지 흐름의 결합으로 정책현상을 설명한다. 과정과 참여

자를 구분하고 그 중에서도 참여자를 ‘가시적 참여자’와 ‘비가시적 참

여자’로 나누었다는 점, 그리고 정치와 정책활동가(Policy Entrepreneurs)

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도 차이로서 거론된다.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

에 의하면 각각의 정책과정은 합리모형에서 가정하는 바와 같이 선형적인 

인과관계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거의 상호독립적(nearly 

independent)인 상태에서 비선형적으로 진행되며, 이러한 별개의 흐름이 

서로 합류하여 세 가지 흐름 중 2개 혹은 3개가 결합했을 때 정책이 ‘정

책의 창(policy window)’을 통과할 수 있다(유은주, 2008; 이순남, 2004). 

이러한 점에서 정책흐름모형은 정책이 언제, 왜, 어떻게 변동하는 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Joh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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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

정치의 흐름(Politics Stream) 정책의 창(Policy Window) 정책산출물

정책문제의 흐름(Policy Stream) 정책활동가(Policy Entrepreneurs)

<그림II-3>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

(2) 정책흐름모형의 구성요소

가. 정책문제의 흐름 (Problem Stream)

정책문제의 흐름은 수많은 사회문제 중 ‘왜 어떤 문제는 다른 문제보

다 더욱 주목 받는가’와 관련한 것으로서, 정책의제설정 혹은 정책변동

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지각적 요소와 해석적 요소가 개입되어야 함을 시

사한다(Kingdon, 1995). 즉, 정책담당자가 문제상황을 파악하는 것과 더불

어 이에 대해 변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을 때 정책문제가 공중의제로 진

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문제의 흐름에서는 대중매체와 정책이해당사

자가 주요참여자의 역할을 하며(남궁근, 2012), 이들의 활동이 정책담당자

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요인으로서 주요 지표의 변화, 위기 또는 사건의 

발생, 환류 등이 거론되지만, 이러한 객관적 지표나 사건 그 자체보다도 

그것들이 정책담당자가 인식할 수 있는 수단과 문제로서 정의되는가가 더

욱 중요하다(이진숙·조은영,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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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치의 흐름 (Politics Stream)

  정치의 흐름은 정책과정의 외부요인이 아니라 중요한 내부요인으로서 

의제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두 개의 흐름인 정책문제나 정책대안의 

흐름과 별개로 움직인다는 점도 정치의 흐름이 가진 특징이다(박소영·김

민조, 2012). 앞서 정책문제의 흐름이 설득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정치의 

흐름에서는 협상의 장이 중시된다.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선호를 반영하고

자 조직화된 정치세력 간 합의과정에 압력을 행사하며, 정부의 관료는 정

치세력 간 합의와 갈등의 여부에 따라 이에 순응하거나 적절히 한 쪽의 

편을 든다. 정치의 흐름을 이끄는 요소로는 여론의 변화, 이익집단의 활

동, 정권의 교체, 국회 의석 수 변화 등이 있는데, 특히 정치적 사건은 정

책변동을 촉발하는 경우가 있어 정치의 흐름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광수·김도기, 2010).

다. 정책대안의 흐름 (Policy Stream)

정책대안의 흐름은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된 대안들이 좁혀지

는 과정을 뜻한다. 정책대안의 흐름은 주로 연구자, 직업관료, 국회 보좌

관 등의 전문성을 갖춘 집단에 의해 주도되는데, 이들은 연구소, 행정부, 

의회, 이익집단 등 사이에 정책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가능한 대안들을 개

발해 나간다. 이러한 대안들은 청문회, 보고서, 토론회 등과 같은 방법으

로 조사되며, 여러 정책대안들은 기술적 실현가능성, 사회구성원 가치와

의 일치성, 예산, 대중 혹은 정치인의 수용 등의 기준을 전제로 그 중 소

수가 대안으로서 남게 된다(박균열, 2012). 이 때 정책공동체의 존재여부 

혹은 분화 정도, 정책기업가 활동, 이익집단의 개입 등이 정책대안의 흐

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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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책활동가(Policy Entrepreneurs)

정책활동가는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이 가진 시간, 재력, 경력, 

명성 등의 자원을 기꺼이 투자하여 정책과정에 개입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Kingdon, 1995). 정책활동가는 특정한 정책문제가 정부의제로 설정되거나 

원하는 정책대안이 채택되도록 정책형성과정의 세 가지 흐름을 결합시키

고자 노력하며, 공식적인 정책과정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정책전문가와 

달리 미디어와 법원 등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여 목적을 이루고자 

노력한다(Baumgartner & Jones, 2005). 정책활동가의 존재는 정책흐름모형

과 쓰레기통모형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쓰레기통모형

에서는 4개의 흐름이 각각 독립적으로 흐르다가 우연한 기회에 계기를 만

나 점화되는 방식으로 의제가 설정되거나 정책이 결정되고 이 과정에서 

의사결정자는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시간의 효과적인 관리에 주력하는 반

면, 정책흐름모형에서는 정책활동가가 정책의 창이 열리는 기회를 의도적

으로 만들고자 흐름을 조직하여 결합(coupling)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김지수 외, 2012). 

  정책활동가는 선출직 공무원, 학자, 언론인, 시민단체 대표, 로비스트 

등 정책공동체 내의 누구라도 될 수 있으며 정책대안을 소개하는 데에서

부터 정책의 창이 열리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정책결정과정 전반에서 변화

를 일으키는 중요한 행위자로 인식되고 있다(최성락·박민정, 2012)

마. 정책의 창(Policy Window)

정책문제와 정치, 그리고 정책대안의 세 흐름이 우연히 일치하는 순간 

‘정책의 창이 열렸다’11)고 본다. 이러한 정책의 창은 심각한 문제가 발

생할 때의 ‘문제의 창(problem window)’ 또는 정치적 환경의 변화와 같

은 ‘정치의 창(political window)’등으로 열리게 되며, 이 때 전자의 경

우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방식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후자의 

11) 정책변동의 관점에서 정책흐름모형을 보는 경우 ‘정책변동의 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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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음
규칙적인 창

(routine windows)
제도화된 절차적 사건

예

측

가

능

성

파생적인 창

(spillover windows)
이미 창이 열린 이슈에 의해 관련 이슈 촉발

재량적인 창

(discretionary windows)
개별 정치활동가의 행태

낮음
임의적인 창

(random windows)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나 위기

경우 주어진 해결책에 맞는 문제를 찾게 된다(Zahariadis, 2003). 또한 경

우에 따라선 정책흐름모형을 이루는 세 흐름이 모두 합류하지 않아도 정

책의 창이 열릴 수 있다(Kingdon, 1995; Ridde, 2009). 이러한 정책의 창에 

대해 Howlett과 Ramesh(2003)는 그 유형을 예측가능성의 관점에서 <표 5>

와 같이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표II-5>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서 ‘정책의 창’의 분류

*Howlett&Ramesh, 2003

전반적으로 정책의 창은 정치흐름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며 창이 열리더

라도 오래 지속되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경훈, 2004; 이진만·전영

상, 2009). 국회에서의 심사와 같은 예측가능한 상황 외에 갑작스런 사고

의 발생이나 선거를 통한 집권세력의 변화, 주요 정책결정자의 교체와 같

은 예측불가능한 상황에서 정책의 창이 열리기도 하며(Birkland, 1997), 정

부의 행동이 충분히 취해지거나, 정부의 행동을 어떻게든 유도해내지 못

했을 때, 정책의 창을 열게 했던 특정한 사건의 영향력이 사라지거나, 정

부 인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 혹은 마땅한 정책 대안을 찾아내지 못했을 

때에 정책의 창이 닫힌다(Kingdon, 1985). 짧은 기간 동안의 기회를 놓치

면 다른 창이 열릴 때까지 또 다시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정책공동체의 

각 참여자들은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자 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활동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진상현·박진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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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흐름모형의 의의와 한계점

정책흐름모형은 제도나 정책이 수시로 혹은 급하게 변동하는 경우에 대

해 그 동태성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이병길, 1992; 

Zahariadis, 2007; 박균열, 2012). 또한 단계를 인위적으로 나누는 대신 단

일렌즈로 정책형성과정의 다양한 단계를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김보

엽, 2008), 쓰레기통모형을 기본으로 했다는 점에서 정책문제의 성격이 모

호하고, 시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이루어지는 비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설명

하는데 유용하다(Zahariadis, 2003).

그러나 정책흐름모형은 정책의제가 선택되고 이것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각 참여자의 행태와 이들의 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이러한 행태가 나타나게 된 제도적 맥락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

어서 제도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에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된다(Schlager, 

2007). 무엇보다도 이 모형은 기본적으로 쓰레기통모형의 ‘조직화된 무

정부상태’를 가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모든 조직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며 같은 조직이라도 문제의 성격에 따라 조직의 상태가 달라진

다는 점에서 정책흐름모형을 통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공병영, 2012).

이에 김현준(2009)은 정책흐름모형을 한국교육정책분석에 적용할 때 외

적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정책활동가12)의 활동이 필수적이

며 결정적인 정치적 환경이어야 함”, “정책흐름모형의 세부 개념의 명

확한 적용보다는 직관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흐름을 분석해야 함”, “정

책결정과정에 작용한 구체적인 변수 간의 인과관계 또는 상관관계를 파악

하기보다는 어떤 우연적인 사건과 환경의 기회가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

게 되었는지를 파악하며, 그 과정에 정책활동가의 역할이 어떠했는지를 

분석하는 연구가 되어야 함”을 제시했다(김현준, 2009: 85).

12) 김현준(2009)은 ‘정책혁신가’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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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행연구 검토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은 주로 복지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분야의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허만형·정주원, 2012). 교육분야에서는 사

학정책(김보엽, 2008; 양승일·한종희, 2011), 교장공모제(이광수·김도기, 

2010), 수석교사제(박소영·김민조, 2012), 교원능력개발평가제(박균열, 

2012), 대학등록금 부담완화정책(김시진·김재웅, 2012) 등이 있는데, 정책

의제설정과정을 다룬 경우도 있지만 주로 정책변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내에서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정치의 흐름’이 정책

결정과 정책변동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보는 사례가 다수 발견

된다(이광수·김도기, 2010; 김시진·김재웅, 2012). 세종시 출범과정에 관

한 연구(박용성 외, 2012)에서는 최고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의 정책변동 수

용 혹은 정치인의 표를 의식한 이해관계를 지목했고, 그 외에 5.16 군사

정변이나 10.26 사태와 같은 정치적 사건(김보엽, 2008), 행정부의 교체(박

균열, 2012)를 거론한 연구도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책활동가의 역

할에 주목하는 연구가 다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과정에 관한 

이진만･전영상의 연구(2009)에서는 정치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

시에 정책활동가로서 최고정책결정자의 의지가 정책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고, 생명윤리법 개정 과정에 관한 김인자･박형준의 연구

(2011)와 지적 재조사 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이영재(2012)의 연구에서도 

각 흐름을 모으는 정책활동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과정을 분석한 변미희·이무영(2003)의 연구에서는 정책활

동가로서 특히 이익집단과 같은 비공식적 참여자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기

도 하다. 한편 국군간호사관학교의 폐지 및 존속에 대한 이순남의 연구

(2004)에서는 예측이 잘못된 정책도 정책혁신가의 역할에 따라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정책흐름모형의 한계점을 지적한 연구도 있다. 이진만･전영상(2009)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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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에서 정치적 요인과 정책활동가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

면서도 이러한 정치적 요소의 영향력에 대해 분석의 명확성 측면에서 한

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새만금간척사업의 정책과정을 분석한 유홍림･양승

일의 연구(2009)는 정책흐름모형이 다양한 수준의 외적변수 등을 분석과

정에 포함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은 정책 대안

들 사이의 완전경쟁 구조가 형성되지 않은 한국의 경우 적용에 한계가 있

다는 지적도 있다(최성락·박민정, 2012).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Ridde(2009) 또한 정책흐름모형은 예측가능성이 높은 선진국의 경우에만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모형으로서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는 

정책집행을 사후에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고 하였다.

정책흐름모형 외에 한국의 정책형성과정에서의 특징을 연구한 사례도 

다수가 있다. 유현종(2010)의 연구는 정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되

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여 대통령의 국정수

행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의 변화와 정부법안의 국회통과 건수의 상관관계

를 확인하였다. 법안 통과와 관련한 다른 연구에서는, 정책의제설정의 주

도자가 정부인가 국회의원인가에 따라 해당 정책의 이익이 전체국민에게 

분산되거나 특정 집단에게 정책이익이 집중될 수 있다고 하였다(전진영, 

2009).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한 연구를 보면, 신

현석(2009)은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의 추진과정을 분석한 결과, 정

부가 정책추진과정에서 대학과의 소통 구조와 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 내

부적인 정책공조에만 치우치고 있음에 대해 비판했다. 유위준(2002)의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정책의제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에서도 정책의제 형성

과정에서 정책수혜자의 요구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행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 외에도 이명박 정부의 정부출연연구

기관 거버넌스 개편 과정에서는 정책결정과정의 주도자가 시기마다 민간

전문가, 정부관료, 국회와 야당 등으로 바뀌면서 입법화되지 못하고 표류

하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김성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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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정책형성과정과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으로의 정책변동과정을 탐색하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각각의 정책

참여자들은 어떻게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였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책과정에 대해 사례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 적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Kingdon의 정책흐

름모형은 정책과정에서의 불확실성에 기반한 요인의 개입으로 인해 정책 

과정에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데 적합한 모형이며, 정책

결정과정과 정책변동과정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모

형으로서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대상 기간은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최초 배경으

로서 제시된(교육인적자원부, 2007.8) 2007년 4월 14일의 ‘국무위원 재원

배분 회의’ 이후부터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이 확정 공

고된 2008년 6월 19일까지의 1년 2개월여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분석하

였다.

2. 분석자료

본 연구의 사례분석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정책과정과 관련된 각종 공식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공식자료는 정부의 사업설명자료와 공고문,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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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의 회의록, 사업과 관련하여 개최된 각종 공

청회와 토론회의 자료집, 국회와 감사원 등 정부의 각 기관이 작성한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과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 관련 보고서 등을 말한다. 그리고 연구대상 기간에 발간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부 기관과 출연연구소의 연구보고

서와 학술저널의 연구논문, 언론의 보도자료 등도 2차 분석자료로서 이용

하였다. 특히 국회에서의 예산심사 과정은 당시의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13).

그런데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결정되는 과정은 주로 

정부 내부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예산 확정 이후 「세계수

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으로의 변경되어 정식으로 계획이 발표되는 

과정 또한 정부 내부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이 사업의 결정

과정에 대해 문헌분석만으로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전후 맥락을 파악하기

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공식문서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담을 시도했다. 면담 대상자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에 대해 국회 예산심사가 진행될 때부터 이후 정식으로 공고될 때까지 교

육인적자원부(교육과학기술부)의 담당 과장을 역임했던 서기관 A와, 같은 

시기에 국회 교육위원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간사를 역임했던 국회의

원 B이다.

이와 같이 문헌분석과 보충 면담을 통해 당시 정책과정에서 발생했던 

사건들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였다14).

13) 국회 회의록은 공개된 자료이지만 발언자의 이름은 모두 익명처리하였고, 편의상 

발언자의 성만 남기고 이름은 ‘○○’으로 표기한다.

14) 인터뷰의 경우 최대한 원래의 발언을 옮기고자 하였으나 학술논문의 성격에 맞지 

않은 표현은 부득이하게 일부 수정하였다. 단, 국회 회의록 발언은 공개된 원문 그

대로를 수록한다. 



- 33 -

제1기 : 참여정부 ⇒ 제2기 : 이명박 정부

3. 연구모형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이 정권교체기의 정책결

정 및 변동과정 연구의 분석도구로서 가장 적합하며, 따라서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참여정부 시기의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

사업」과 이명박 정부의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에 대해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의 관점에서 정책결정과 변동과정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기본모형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III-1> 연구의 기본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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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의 내용

1. WCU의 개념

대학 간 국제경쟁이 오늘날 처음 등장한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쟁은 질적 측면과 양적 측면 모두 과거와 비교하여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15)(Shin & Kehm, 2013). 국제화와 개방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에 따라 

국제적인 인적 이동과 학점·학위의 교환, 외국 분교의 설립 등이 보편화

되었고, 이에 따라 대학의 국제 경쟁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매년 

다수의 기관이 발표하는 세계대학순위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학의 경쟁

을 자극하는 촉매가 되고 있다(김안나, 2005; 이영학, 2007; Rust & Kim, 

2012). 

이렇듯 세계수준의 대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계수준의 대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

가 내려지지 않았다(Mok, 2005; Levin et al, 2006; Marginson, 2013; 김기

석, 2008). 세계대학순위에 대한 평가에서도 대학을 평가할 기준이 되는 

‘대학경쟁력’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다(이영학, 2007). ‘world-class’의 성취마저도 그 대학이 오래될수록 달

성되기 쉬워진다는 의견도 있다(Watson, 2006). 단, 세계수준 연구대학으

로 볼 수 있는 특징은 몇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Altbach(2003)은 ‘연

구의 수월성’, ‘학문의 자유’, ‘학생 선발, 교육과정 편성, 교수 임용 

15) 예컨대 국제경쟁이 국내경쟁보다 중요해졌다는 점, 질 관리 자체보다 경제적 이

익이 강조된다는 점, 교육전반보다 연구성과가 중시된다는 점, 랭킹을 통해 경쟁력

이 측정된다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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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대학의 자율’, ‘충분한 교육·연구시설’, ‘장기적 재정 확

보’를, 김기석(2008)은 ‘대학의 충분한 규모’, ‘대학 간 경쟁’, ‘큰 

규모의 기금 조성’, ‘학문의 자유 중시’를 열거하고 있다. 

‘world-class’의 개념은 대학의 임무 중 연구, 교육, 봉사의 한 측면 혹

은 이들의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경쟁력을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그 대학

의 사회에 대한 공헌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단되

어야 할 것이다(Shin, 2013). 그러나 세계수준 대학을 목표로 하는 각국의 

정책사례를 보면 ‘world-class’의 개념은 대학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Ma, 2013).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것은 대학 입장에서의 비교우위에

서, 정부 입장에서의 국가발전의 측면에서 이점이 있지만(송선영·이수진, 

2011), 이러한 세계수준 대학에 대한 경쟁이 대학의 획일화를 촉진하고 

대학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며, 국내에서의 대학의 역할보다 국제적인 

대학의 역할에만 집중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

(Deem et al, 2009; Huisman, 2008; Wang, 2011; 이영학, 2007)

2. WCU 육성을 위한 각국의 정책 사례

세계수준의 대학 육성에 대한 관심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개도

국의 경우 세계수준 대학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고, 미국은 이미 

주요 대학의 국제적 명성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바라는 점에서 별도의 

노력이 요구되지 않으며, 따라서 세계수준 대학 육성에 대한 관심은 주로 

동아시아와 유럽에 해당한다(Deem et al, 2009). 이들 국가에서 세계수준

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은 대개 ‘선택과 집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수의 상위대학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있기는 하

지만, 지원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성과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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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Shin, 2009; 송선영·이수진, 2011). 이러한 세계수준 대학 육성 

정책을 우리나라 주변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만의 「Development Plan for World Class Universities and Research 

Centers of Excellence」 사업은 총예산 500억 NT$(약 1조 9천억원)를 세

계수준의 대학과 연구소를 육성하기 위해 5년 간 연 100억 NT$씩 지원하

는 사업이다. 2006년부터 시작된 1차 사업에서는 세계수준의 대학에는 매

년 35~60NT$가, 세계수준의 연구센터에는 매년 40~65NT$가 지원되었으

며, 2011년부터의 2차 사업은 대학과 연구소를 구분하지 않고 「Aim for 

the Top University」 사업으로 개편하여 5년 간 지원한다(Hu, 2009; Mok 

& Chan, 2008; Chin & Ching, 2009; 대만 교육부16)).

중국은 「985공정」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건설하기 위한 특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38개 대학에 200억 Y-(약 3조 7천억

원)을 지원하는 3기 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111공정」에서는 세계 

100위권 대학 혹은 연구기관의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우수 인력 1,000

명을 초빙하여 이를 통해 일류수준의 대학 100개 교 양성을 목표로 하였

다(송선영·이수진, 2011; Mok & Chan, 2008). 

일본 또한 「21세기 COE(Center of Excellence)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에 연구 교육거점을 형성하고 대학의 연구수준 향상하고자 했다. 연구·

교육활동 실적과 거점형성 계획 등을 바탕으로 한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을 선정하며, 5년 간 274개의 거점에 거점 당 평균 6억￥(약 71억원)을 지

원하였다. 이 사업은 현재 후속사업인 「글로벌 COE 프로그램」으로 이

어졌으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40개 거점에 평균 9.7억￥(약 114억원)

을 지원했다(이대창, 2007; 송선영·이수진, 2011).

싱가포르는 다소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다. 대학교육의 강화와 고등교

육의 국제화를 추구하되, 인적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해외 유명

대학과 저명 학자를 유치하는 전략을 취했다. 이에 1998년부터 10년 간 

「World Class University」 사업을 시행하여 세계 유명대학 분교를 유치

16) 대만 교육부 홈페이지, english.moe.gov.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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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MIT, 존스홉킨스 의대, 시카고 경영대 등의 분

교가 설립되었다(주휘정 외, 2009; 채재은, 2010).

3. 정책결정 당시의 정책환경

광복 이후 교육정책 형성과정의 주도적 참여자에 대해 규명을 시도한 

유위준(2002)의 연구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정책형성과정에서 합

법적 권한을 갖춘 공식적 참여자, 그 중에서도 교육부의 교육과정 정책 

담당자들이 교육과정 정책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이외에 정책에 

참여한 대학의 교수들이나 교육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한

다. 교육정책 외에도 전반적인 정책결정과정에서 행정국가화 현상(정정길 

외, 2010)에 따라 행정부의 영향력이 강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종

재 외, 2012). 반면 민주주의의 성숙에 따라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점차 강

화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기존에 국가권력이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졌던 외교와 같은 분야에서도 해당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성주, 2008). 

본 연구대상 정책의 정책결정시기는 이와 같이 기존의 행정부 주도의 

정책환경에서 점차 거버넌스의 개념이 도입되던 때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가 대통령의 탈권위적 리더십,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목표로 하

였음에도 불구하고(김성주, 2008) 지나친 탈권위의 강조로 인해 국정조정

자로서의 능력이 미비하였으며 반대 세력의 반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

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국정운영에 혼란이 야기되면서 정권 말기에는 정

부에 대한 지지율이 급속하게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다(김병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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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정부의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차년도 예산안 신규사업으로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이하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입안되었다. 

이 사업은 ‘경쟁력을 갖춘 10개 대학을 선정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국가발전을 유도할 세계 최고수준

의 대학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7.8). 위 사업

은 사업 대상인 총 10개 우수 연구중심대학을 대형 5개교와 중형 5개교로 

구분하여 전자에는 연평균 120억원을, 후자에는 연평균 80억원을 지원하

며, 대학 스스로가 세계 200위권에 진입할 수 있는 발전계획을 자체적으

로 수립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교육부와 대학 간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었다. 구체적인 사업 절차는 ’사업추진기본

계획 수립(교육부) ⇒ 사업공고 ⇒ 선정신청서 접수 ⇒ 평가시행계획 수

립 ⇒ 평가위원회 구성 ⇒ 지원대상교 및 지원금액 결정 ⇒ 대학의 예산 

집행계획 제출 ⇒ 교육부와 대학간 MOU 체결 ⇒ 보조금 교부‘의 순서

이며, 한국학술진흥재단 또는 가칭 고등교육평가원 등이 선정된 대학의 

평가 및 집행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교육부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 대학(World Class 

University)으로 진입하기 위한 장기발전계획 및 강점분야에 대한 자율적․
전략적 투자를 위한 부족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학생 등록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하며, 더불어 “세계 200위권 대학을 보유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 비하여 대학수준의 노력이나 infra가 부족”하고, “각 대

학이 현재 역량에 따라 각자 추구해야 하는 전략이 다를 수 있음”등을 

사업을 시행해야 할 이유로 들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8: 655). 요컨대 

대학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대학별 특화된 

전략 수립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한편 「선도대학 육성사업」과 유사한 2개 신규사업이 있다. 하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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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부의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선도

대학 육성사업」과 유사하게 지원대상인 대학에 포괄적인 재정지원을 하

여 대학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교육부 소관의 일

반대학교가 아니라 과학기술부 소관인 2개 대학(한국과학기술원; KAIST, 

광주과학기술원; GIST)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사업은 

KAIST에 200억원, GIST에 50억원, 총 250억원을 2개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

으로서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으므로 별도의 지원대상 대학을 선정하는 절

차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추진계획 수립(과학기술부) ⇒ 사업계획서 

요청(KAIST, GIST) ⇒ 사업계획서 평가(평가위원회) ⇒ 지원금액 결정 ⇒ 

지원금 교부’의 순서로 사업이 진행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7). 다른 하나의 사업은 「지방대학 특화분야 육성사업」이다. 이 사업

은 2008년 교육부 신규사업으로서 책정되었으며, “지방대학(원)의 집중적

인 육성을 통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연구 또는 고급 기술·전문인력 공급

체제 구축”과 “긴밀한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3~4개 전략산업 분

야를 집중 육성하여 지방 대학(원)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교육인

적자원부, 2007.8: 455). 이 사업 또한 지원대상인 16개 대학 단위 사업단

에 각 25억원씩 총 연간 400억원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사업계획수립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사업계획서 평가 ⇒ 사업단 선정 ⇒ 사업

비 교부 ⇒ 추진실적 평가․점검’의 절차를 거친다. 또한 5년간 집중투자

를 하되,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부진한 사업단에 대해 취소 및 사업비 삭

감·취소 등의 사업 질 관리를 도모했다. 이 사업은 「선도대학 육성사

업」과 사업 지원 방식이 유사하나 일반회계가 아닌 국가균형발전특별회

계(균특) 재원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외에도 교육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사업으로서 대학과 전문

대학에 각각 500억원씩 포괄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이 있다. 2008년 예산안 신규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모

두 포괄적 재정지원을 채택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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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

지방대학

특화분야 육성

소관 부처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대상

경쟁을 통해 선정된

우수연구중심대학 

10개교

(대형 5 / 중형 5)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중 16개 교 선정

연간 지원 금액

(억원)

대형 각 120억원

중형 각 80억원

KAIST 200억원

GIST 50억원
대학 별 25억원

= 총 1,000억원 = 총 250억원 = 총 400억원

지원 방식 포괄적 지원 포괄적 지원 포괄적 지원

지원 목적
세계최고수준의 

선도대학 육성

세계최고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 지역 발전에 필요한 

  연구 또는 고급 

  기술․전문인력 

  공급체제 구축

- 지방 대학(원)의 

  경쟁력 확보 

<표IV-1> 2008년 정부예산에 신규 추가된 대학 연구역량 지원사업 비교

*교육과학기술부 「2008년도 교육예산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4. 이명박 정부의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2007년 말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통과하여 사

업예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선도대

학 육성사업」은 원안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같은 해 6월 사업명칭이 「세

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이하 「WCU 육성사업」)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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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공고되었다.  「WCU 육성사업」은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모태로 

하였지만, 앞서 언급한 2개의 유사 사업, 즉 「지방대학 특화분야 육성사

업」과 舊 과학기술부17)의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이 통합되

었으며, 사업내용도 대폭 변경되었다. 

(1) 사업의 목적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WCU 육성사업」의 사업목적을 

밝히면서 “연구 역량이 높은 우수 해외학자를 유치·활용하여, 국내 대

학의 교육·연구경쟁력을 세계적 수준(World Class)으로 높이는데 주안점

을 두고” 있으며, “미래 국가 발전과 신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분

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새로운 

전공·학과 개설 지원과제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했다(교육과

학기술부, 2008.6: 1). 즉, ‘해외 학자의 유치’에 재정지원의 목적을 한

정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학이 다른 분야에 비해 국제적 수준의 

저명학자와 외국인 교원 수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국제적 명성을 확보하

지 못하며 각 기관의 세계대학평가에서도 낮은 평가점수를 받는다는 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교과부는 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는 교수진의 

질과 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는 판단 하에 유명 외국인 교수

의 초빙을 통해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발전을 도모한 것이다.

17) 참여정부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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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IV-2> 2007년 The Times 세계대학평가 중 아시아 주요 대학의 평가점수

국가 대학명
평가

순위

평가 항목 별 점수

동료

평가

고용자

평가

교수/학생

비율 

교수 당

인용점수

외국인

교수 

외국인

학생 

한국
서울대 51 92 54 80 79 16 24

KAIST 132 65 27 64 85 53 28

홍콩
홍콩대 18 95 90 85 79 100 89

중문대학 38 83 79 80 80 100 85

싱가폴
싱가폴 국립대 33 100 93 34 84 100 100

난양대학교 69 81 82 37 72 100 99

*교육과학기술부, 2008.6

(2) 사업의 지원 대상

「WCU 육성사업」은 전공·학과 단위로 구성되는 개별 사업단 단위로 

재정이 지원된다. 이들 사업단 중에서 교과부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을 천명하였는데, 구체적인 예로서 NBIC18) 

융합기술, 우주․국방, 와해성 및 돌파형기술, 에너지과학, 바이오제약, 인지

과학(뇌과학) 분야와 같은 이공학, 또는 금융수학·금융공학, 인재·조직

개발 등의 인문사회 분야와 이들 학문 간 융·복합분야가 거론되었다. 이

에 따라 2008년의 경우 총 1,620억원의 예산이 전체 36개 대학 155개 사

업단(1유형 32개 사업단, 2유형 47개 사업단, 3유형 76개 사업단)에 배분

되었다.

 

18) Nano-Bio-Info-Cog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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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지원 유형

「WCU 육성사업」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된다. 첫째, 전

공·학과 개설 과제 유형(지원유형 1)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전일제 

교수(full-time)로 채용되는 해외학자와 국내교수가 함께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에 새로운 융·복합 전공 혹은 학과를 개설·운영하는 과제이며, 둘

째, 개별 학자 초빙 지원 유형(지원유형 2)은 국내 대학의 기존 학과 또는 

연구소에 해외학자 1~2명을 전일제 교수로 채용하여 강의 활동 또는 국내 

교수와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과제이다. 그리고 셋째, 세계

적 석학 초빙 지원 유형(지원유형 3)은 노벨상 수상자나 미국 공학한림원 

회원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석학 또는 첨단 핵심 기술자를 비전일제 교수

로 초빙하여 공동연구 또는 수업·특강에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과제이

다. 「WCU 육성사업」은 이러한 구분에 따라 초빙할 해외학자의 인건비 

전액과 이들 해외학자와 관련된 연구비와 실험실 설치비 등을 지원한다. 

(4) 사업단 선정 절차

사업 대상 선정은 1차 전공패널심사에서 최종 지원대상의 2~3배수를 선

정한 후 2차로 지원유형 1과 2에 한해 International Peer Review를 실시하

여 전일제 교수로 초빙할 해외학자 및 국내 참여교수의 대표 논문 및 연구

계획서에 대해 해외의 해당 분야 3~5명의 교수 또는 전문가에게 그 탁월성 

정도를 등급화하여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3차 사업총괄관리위원회가 주관

하는 종합패널심사를 통해 1차 심사결과(60%)와 2차심사결과(30%), 3차심사

결과(10%)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사업단 순위를 결정한다.



- 44 -

5. 참여정부 사업과 이명박 정부의 사업 간 비교

위와 같이 참여정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이명박 정부에서 

「WCU 육성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참여정부 시기의 교육부 사업설명

자료와 이명박 정부 시기의 교과부 사업설명자료에 수록된 내용을 기준으

로 두 사업을 비교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19)(교육인적자원부, 2007.8; 교육

과학기술부, 2008.6).

(1) 사업의 목적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국가발전을 주도할 세계최고수준의 대학을 육

성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한다. 세계최고수준의 기준으로는 세계 200

위권 대학 진입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통해 대학의 발전과 우수

대학원생의 유출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WCU 육성사업」의 사업목적에

는 국내 대학의 교육·연구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는 것과 더불어 

‘미래 국가 발전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

수 해외학자를 유치·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WCU 육성사업」의 사업

목적에 대해 ‘세계적 수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의

견(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 해외 석학의 초빙이나 ‘사업단’ 단

위의 지원이 ‘대학’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지 의심스럽다는 의견(국회 

예산정책처, 2011)도 있다.

 

19) 「선도대학 육성사업」 외에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과 「지방대학 

특화분야 육성사업」이 통합되었지만 「선도대학 육성사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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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지원 대상과 규모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대학 단위로 재정을 지원한다. 세계수준 진입

이 가능한 10개 대학을 선정하여 이들에게 연간 1,000억원의 예산을 분배

하는 방식이다. 대학 단위의 지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분야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WCU 육성사업」은 개별 과제에 해당하는 사업단 단

위로 재정을 지원한다. 대학·기관이 아닌 교수·연구자 중심의 지원이기 

때문에 사업단의 연구분야에 대해서도 구분이 가능하여 ‘신성장동력 창

출을 위한 기술개발 분야’에 지원이 집중되었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해 

「선도대학 육성사업」과 「세계수준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지방대

학 특화분야 육성사업」의 사업액수를 합친 연간 총 1,650억원이 사업비

로 책정되었다.

(3) 사업 지원 방식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골자는 정부가 대학에 대한 포괄적인 재정지

원이다. 지원 대상 대학에 먼저 재정을 지원하면 그에 맞추어 각 대학이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재원을 투입하는 포괄적 보조금의 형식을 취하고 있

다. 지원대상 대학이 선정되면 사업의 평가 및 집행관리에 대해서는 한국

학술진흥재단 또는 가칭 고등교육평가원이 담당할 예정이었다. 반면 

「WCU 육성사업」은 사업단이 제출한 계획에 의거하여 지원 대상 사업

단을 선정한 후 해외학자의 유치·활용에 한해 재정을 지원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한국연구재단에 사업비를 출연금 형식으로 지원한 후 연구

재단이 사업단 선정 절차부터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아 재원을 분배

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감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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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대상의 선정과 사업평가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에 대해 “사전에 제시된 정책

유도지표(평가항목)의 평가에 의하여 수년 내 세계 200위권 내 국제경쟁

력을 가진 10개 대학을 선정”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교육인적자원부, 

2007.8: 654) 구체적인 기준은 드러나 있지 않다. 다만 사업의 목적이 

‘세계 200위권 진입’인 점을 감안하면 지원 대상 대학의 선정도 이러한 

대학순위가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추정된다. 「WCU 육성사업」의 경

우 이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1차 전공패널심사와 2차 International 

Peer Review, 3차 종합패널심사를 지원 대상 사업단 순위를 결정한다. 사

업평가 면에서는 각 대학의 연차평가에서는 교육성과와 연구성과, 해외학

자 활용 등이 반영된다고 했지만(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 2011), 

교과부가 제시하는 사업의 성과지표는 일관적이지 못하게 나타났다. 예산

안 성과계획서에서는 초반 3년차까지는 해외학자 유치 수만을 성과로서 

제시했으나 2011년부터는 참여교수 1인 당 SCI급 논문발표 수, 학생충원 

비율, 해외학자 활동실적 등으로 성과지표를 변경했다20). 이는 사업 초반

에 논문 발표와 같은 지표를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측면에

서 지표의 변경이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보고서’에서는 2013년까지 10개 내외의 대학을 

세계 200위권에 진입하겠다고 목표를 정하기도 하는 등(교육과학기술부, 

2010) 성과지표가 다소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20) 교육과학기술부 성과계획서(2009년도-2012년도)



- 47 -

참여정부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

이명박 정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사업목적 세계 최고수준의 대학 육성

- 미래 국가발전 핵심분야 연구추진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 저명한 해외학자 확보로 대학의 

  교육·연구 풍토 혁신하여 WCU 육성

지원대상 대학

사업단 단위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

- 유형 1 : 전공·학과 개설 

- 유형 2 : 개별 학자 초빙 지원

- 유형 3 : 세계적 석학 초빙 지원 

지원액

대형 5개 대학 x 120억

중형 5개 대학 x 80억

 → 1,000억 x 5년

전국단위 1,250억 (일반회계)

 + 지방단위 400억 (균특회계)

 → 1,650억 x 5년

지원방식 대학단위 포괄적 보조금 사업단 단위 출연금

사업관리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학술진흥재단/고등교육평가원
한국연구재단

지원대상

선정
정책유도지표(평가항목)로 평가

1차 전공패널심사

2차 International peer review

3차 종합패널심사

 → 1차(60%), 2차(30%), 3차(10%) 

사업평가 세계대학평가 200위권 내 진입

1. 해외학자 유치 수 (2008~2010)

2. 참여교수 1인 당 SCI급 논문발표 수, 

  학생충원 비율, 해외학자 활동실적

                   (2011~2012)

3. 200위권 내 대학 10개 교 진입21)

비고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

 + 지방대학 특화분야 육성사업 

    (400억, 균특회계)

 +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과기부, 250억) 

<표IV-3> 「선도대학 육성사업」과 「WCU 육성사업」 비교

21) 1,2번은 예산안 성과계획서, 3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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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정책결정과 변동과정

1. 참여정부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결정과정

(1) 정책결정과정의 세 가지 흐름

가. 정책문제의 흐름

1) 세계대학순위

국제화가 가속되면서 고등교육분야 또한 국제적인 경쟁력에 대한 논의

가 활발해졌고, 이에 따라 세계 대학순위가 대학 국제적 경쟁력의 지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이영학, 2007). 세계 대학순위로는 THE(Times Higher 

Education)의 세계대학순위(THES)와 QS의 세계대학순위, 그리고 상하이자

이퉁대학에서 발표하는 세계대학 학술역량 순위(ARWU)22)등이 주로 언급

된다(Aguillo et al, 2010; Altbach, 2012). 이 중 「세계적인 선도대학 육성

사업」의 정책형성 기간 당시에는 THE-QS 세계대학순위와 ARWU가 주

요 세계대학순위지표로서 존재했는데23), 이들 세계대학순위가 2000년대 

중반부터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한국 대학들의 국제경쟁력이 지표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로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논의되기 

전인 2006년까지를 기준으로 이들 세계대학랭킹에서의 한국의 순위는 다

음 <표V-1>과 같다.

22)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23) THE는 2009년까지는 QS(Quacquarelli Symonds)사와 함께 THE-QS 세계대학순위를 발표했

으나, 2010년 이후에는 분리하여 Thomson Reuters사와 합작으로 랭킹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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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4 2005 2006

THES-QS

서울대학교 - 119 93 63

KAIST - 160 143 198

POSTECH - 163 - -

연세대학교 - - - -

고려대학교 - - 184 150

ARWU

서울대학교 152-200 153-201 101-152 151-200

KAIST 301-350 302-403 301-400 201-300

POSTECH 301-350 302-403 301-400 301-400

연세대학교 251-300 202-301 203-300 201-300

고려대학교 401-450 404-502 401-500 301-400

<표V-1> 한국 주요대학의 세계대학순위 현황 (2003-2006)

* THES는 2004년부터 집계를 시작했음.

* ‘-’는 순위권 밖. THES는 200위까지 집계.

* ARWU는 100위권 밖은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순위권만 표시함

이에 따라, 매년 세계대학순위 발표에 즈음하여 각 언론에서는 한국 대

학의 낮은 국제순위에 관한 보도가 잇따르게 되었다. 예컨대 서울대의 국

제경쟁력 순위가 개발도상국 대학보다 못하다는 점을 들거나24), “논문 

수는 많지만 논문의 영향력과 질이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고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교수가 부족한 한국 대학의 현주소”를 비판25)하고, 해

외 유명대학과 정부가 합세하여 발전대책을 세우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책을 촉구26)하는 등의 보도이다. 또한 국정감사에서도 매년 서울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낮은 국제경쟁력에 대해 지적이 이루어진다. 

24) 머니투데이, “말레이시아엔 서울대보다 좋은 대학이 있다”, 2007.8.16.

25) MBC, “한국 대학 현주소”, 2007.6.8.

26) 매일경제, “세계의 명문大가 뛰는데”, 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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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안○○ 의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가 세계 150위권에

도 못 든다는 것은 충격입니다.

김○○ 의원

총장님께서는 153～201위권에 들어간 것을 그렇게 창

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중략)..그렇다면 

153～201위권은 부끄럽게 생각해야지요. 

진○○ 의원

지금처럼 백화점식 학과 나열로 가면 국내에서는 1위

이지만 세계 대학과 견줄 때는 153～201위권,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랭킹을 저는 벗어

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2005년

조○○ 의원

서울대학은 지금까지 국내 최고의 대학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진 것 같습

니다..(중략)..우리나라에는 세계 100위권에 드는 대학

이 없다, 참 안타깝다... 

김○○ 의원

영국 더타임즈가 평가한 세계 대학 순위를 보면 아시

아에서는 싱가포르가 18위에 있는데 서울대학교가 118

위에 그쳐서 싱가포르, 중국과의 교육 경쟁력의 격차

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요. 

맹○○ 의원

사실 국제사회에서 정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할 

적에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 세계 100대 대학에도 끼

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안쓰럽기도 

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V-2> 서울대학교 국정감사 중 국제경쟁력 관련 발언

 
이처럼 2000년대 중반 이후 세계대학의 순위가 발표되면서 우리나라 대

학의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높게 평가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부각되었고, 이러한 보도와 지적이 반복되면서 대학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이 널리 공감대를 얻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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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공지출 

대비 

고등교육분야 

공공지출(%)

GDP 대비 

고등교육분야 

공공지출 (%)

학생 1인당 

고등교육기관 

교육비 ($)

GDP 대비 

학생 1인당 

고등교육기관 

교육비 (%)

2000
OECD 평균 2.9 1.2 9570.6 42.3

한국 2.7 0.7 6118.1 40.3

2001
OECD 평균 2.8 1.3 10051.8 41.9

한국 1.7 0.5 6618.2 41.6

2002
OECD 평균 3.0 1.3 10654.5 42.6

한국 1.4 0.3 6046.7 32.8

2003
OECD 평균 3.1 1.3 11254.0 43.2

한국 2.0 0.6 7089.3 36.7

2004
OECD 평균 3.1 1.3 11100.0 40.0

한국 2.1 0.6 7068.0 34.1

2) 고등교육 재정투자 국제비교

대학의 국제경쟁력 순위가 낮다는 사실이 알려짐과 동시에, 고등교육분

야 재정지원이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라는 지적 또한 꾸준히 제기

되었다. 다음 <표V-3>은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지출 

관련 지표를 비교한 것이다.

<표V-3>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 지출현황 (OECD 대비, 2000-2004)

* 출처 : Education at a Glance 2003~2007(OECD) 바탕으로 구성

위 표에 나타나듯,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분야 재정 지출은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입안하기 이전부터 꾸준히 선진국 수준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세부적인 측면에서, 초중등 분야에 비해 고등교육 분야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고, 고등교육 투자분 중 공공지출에 비해 민간지출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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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당 교육기관 지출

($)

전체 공공지출 

대비 

교육분야 

공공지출(%)

GDP 대비 

고등교육분야 

공공지출 (%)

초등 중등 고등 초중등 고등 초중등 고등

2000

OECD

평균 (A)
4381.3 5957.0 9570.6 8.9 2.9 3.5 1.2

한국 (B) 3155.1 4069.3 6118.1 13.6 2.7 3.3 0.7

(B) / (A) 0.72 0.68 0.64 1.53 0.93 0.94 0.55 

2001

OECD

평균 (A)
4850.5 6509.6 10051.8 8.9 2.8 3.6 1.3

한국 (B) 3713.9 5158.7 6618.2 12.8 1.7 3.5 0.5

(B) / (A) 0.77 0.79 0.66 1.44 0.60 0.96 0.40 

2002

OECD

평균 (A)
5313.2 7001.7 10654.5 8.9 3.0 3.7 1.3

한국 (B) 3552.9 5881.8 6046.7 13.2 1.4 3.3 0.3

(B) / (A) 0.67 0.84 0.57 1.48 0.46 0.88 0.27 

2003

OECD

평균 (A)
5450.4 6962.4 11254.0 9.0 3.1 3.8 1.3

한국 (B) 4097.6 6410.1 7089.3 11.5 2.0 3.5 0.6

(B) / (A) 0.75 0.92 0.63 1.27 0.66 0.94 0.47 

2004

OECD

평균 (A)
5832.4 7275.7 11100.1 9.2 3.1 3.7 1.3

한국 (B) 4490.3 7484.8 7067.7 12.7 2.1 3.6 0.6

(B) / (A) 0.77 1.03 0.64 1.39 0.68 0.97 0.47 

<표V-4> 한국의 초중등/고등 교육비 재정지출 (OECD 대비, 2000-2004)

* 출처 : Education at a Glance 2003~2007(OECD) 바탕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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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V-1> 고등교육 재정지출의 공공비중(%)

* 출처 : Education at a Glance 2003~2007(OECD) 바탕으로 구성

이와 같이 고등교육의 재정지출이 적고, 초중등교육에 비해 고등교육 

지출의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비해 낮으며, 고등교육 지출분 중 공공지출

의 비중이 크게 부족하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고등교육 분야에, 특

히 공공분야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4) 주변국의 WCU 육성정책 사례

국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시아 각국이 세계수준의 대학을 육성

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는 점도 정부의 대책을 촉

구하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당시 세계적인 상황이.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사우디, 이런 국가들이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기를 원했다. 아시아권 국가뿐만 아니고 중국도 마찬

가지였다... (중략)... 세계적 수준의 대학들을 특히 국가경쟁력하고 일치한

것으로 보았다. 그런 대학을 보유하기를 원하고 만들기를 원하고, 그것이

그 때 당시에 일반적인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슈였다.

- A 전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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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치의 흐름

1) 행정부에서의 정치의 흐름

정치의 흐름을 이끄는 요소로는 일반적으로 국민여론의 변화, 행정부

의 교체, 정당의석의 증감 등이 거론된다(진상현·박진희, 2012). 그러나 

2007년에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만들어지던 시기에는 이에 해당하는 

정치적인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책의제화와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치적 사건은 2007년 말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관련이 있다면, 임기 마지막 해를 앞두고 당시의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차기 대통령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고등교

육분야 재정투자 확대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인터뷰 

결과 엇갈린 반응이 나타난다.

그때가 12월인데, 12월이 대선 아닌가? 대선정국을 바라보고, 전국 대학

교 총장들은 우리사회에서 일종의 핵심 여론 지지층인 점도 감안해서 아마

이런 정치적인 계산까지 하지 않았을까.. 정치인 같으면 대선정국에 있어서

의 정권 재창출, 이런 맥락에서 큰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결정이 아니었는

가, 이런 생각도 든다. 확실하진 않지만.

- A 전 서기관

(당시 한나라당에서 청와대의 의도를 의심했는가) 그런 것은 없다. 의심

할 거리가 아니다. 이것을 한다고 해서 대학총장들이 집권당을 위해서 선

거 때 표를 주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당시 고등교육 재정이 워낙 취

약한 게 모든 교육계의 공공연한 의견이었다.

- B 전 의원

이에 따르면 당시 교육위원회 내부에서는 고등교육 재정투자 확대에 대

해 정치적인 의도를 크게 개의치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수

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회의록에서

는 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발언이 등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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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저 개인 의견은 반대예요..(중략)..아니, 위원님들이 다 가면 나는

당연히 따라가야 되겠지만 250억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참여정부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막 푸는 거예요.

- 과학기술정보위원회 심○○ 위원

정권 교체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권 교체 이전에 특정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압박의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학총장 

토론회 당시의 발언을 통해 이러한 의도를 부정하고 있다.

아무리 참여정부에서 정책 내놔도 정권 바뀌면 다 무산될 것 아니냐 하

는 의문을 여러분들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략)...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그래서 국민의 정부 전체의

교육정책은 문민정부 시절에 마련된 교육개혁안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

고요, 대강에 있어서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지, 새로운

정책을 가져와 가지고 문민정부가 마련해 놨던 기조를 뒤집어엎은 것은

제 생각에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적어도 기본방향에 있어서 한 가지도 없

습니다... (중략)... 특히 교육 같은 전문분야에서는 뜬금없이 정치하던 사람

이 들어와 가지고 그 정책을 완전히 다 바꾸고 그렇게 못합니다.

-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회의, 노무현 전 대통령27)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입안되던 당시의 행정부 내부의 정치의 흐름은 이

처럼 여러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은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단, 대학에 재정지

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교육부 내부에서는 이전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7) 국정브리핑. 2007. 6. 26. 노 대통령 “2008대입 국민적 합의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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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그 당시 때, 우리가 고등교육 예산이..OECD 대비 엄청나게 적다

는 것이 이미 다, 정치권이라든지 행정부처에서 확인된 거다.

- A 전 서기관

그러나 이는 예산에 관한 개별부처의 일반적인 속성, 즉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예산의 ‘소비자’로서의 속성에서 볼 수 있는 문제이

다. 따라서 행정부 전체의 관점에서 정치의 흐름을 논하기 위해서는 ‘절

약자’인 중앙예산기관과 ‘수문장’인 대통령에 걸쳐 일치된 합의가 있

어야 했다.

2) 국회에서의 정치의 흐름

국회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

반적으로 여당이 행정부의 의견에 동조하고 야당이 이에 반대 의견을 제시

하는 행태를 보인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신규 재정지원사업에 대

해 야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다. 그러나 국

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대학의 재정지원을 늘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안 되었다. 액수도 적고...(중략)...

그 정도로 고등교육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이 없다는 인식이 의원들 사이

에 공유되어 있었다.

- B 전 의원

하여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공통된 인식은 고등교육이 너무나 지원이

없었다 이런 것은 다 동감을 하고 왜 갑자기 늘어났느냐 이런 것은 지체

된 것을 보충하려고 하면 이렇게 늘리려면 대폭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 교육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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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에 대한 국회의 의견은 입법활동으로도 나

타난다. 17대 국회 이래 지금까지 국회 교육위원회28)는 총 7차례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고등교육재정교부

금법」은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육기관과 유사하게 정해

진 교부율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재정을 확보하도록 함을 목적으

로 하는 법으로서, 17대와 18대 국회에서 총 4차례 제안되었다가 임

기만료로 폐기되었지만 19대 국회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현 시점

에서도 이미 3건의 법안이 제기되어 있다.

 

3)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한 논란

한편 2007년에는 대학입시에서의 내신 반영비율과 관련하여 정부와 대

학 간에 정치적 조정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의 기원은 2004

년 10월 28일 정부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년도 이후의 대학입

학전형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정부는 

2008년 대입제도 개편을 통해 내신성적의 변별력과 신뢰도를 높이고 수학

능력시험(수능)은 9등급제를 도입하여 상대적으로 대입에서의 결정력을 

축소하고자 하였으나(교육인적자원부, 2004), 대입개선안 발표 이후 대학 

측이 반발하며 ‘기여 입학제’, ‘본고사’, ‘고교 등급제’의 3가지를 

금지하는 ‘3불정책’의 폐지를 요구하는 등 대입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다(교육인적자원부, 2007.11).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가 

2007년 초 각 대학의 2008학년도 입시전형계획이 발표되면서(한국대학교

육협의회, 2007) 논쟁이 격발되었다. 고려대가 정시모집 인원의 31%, 성균

관대가 24.2%, 연세대가 16.8%를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등 상위권 사

립대학을 중심으로 수능의 비중을 강화하여 정부의 의도와 배치된 입시요

강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2008학년도 대학입시안

과 관련한 대국민 서한문’을 발표하고 “2008학년도 입시안이 추구하는 

28) 18대에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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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중심 입시를 통한 고교 교육 정상화라는 기본 방향에 부합하지 않

는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29). 

그러나 4월에는 서울대학교가 내신 1~2등급을, 6월에는 연세대와 이화

여대가 1~4등급을 동점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육부 측에서 

주요 사립대들이 내신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강도 높고 비난하고 대통령 

또한 청와대 회의를 통해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지시하는 등 대입 수능

반영과 관련된 논쟁이 본격적으로 격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는 6월 15일의 긴급 대학입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내신실질반영률

을 축소하는 대학에 대해 정부의 지원 사업을 전면 중단할 계획을 발표했

다(교육인적자원부, 2007.11). 이처럼 대학입학제도를 둘러싸고 대학과 정

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당장 입시를 눈앞에 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만

이 고조되었고30), 정부는 대학과 이 문제를 하루 속히 해결해야 하는 상

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6월 26일의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 토론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개최된 행사였다. 정부는 정부의 입장을 따르지 않는 대학으로 하여금 내

신반영비율을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도록 해야 했으며, 이 때 강제에 대

한 반대급부로서 대학이 원하는 바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었다.

지난 7월에 대통령이 대학총장들을 모아 놓고 내신반영비율을 준수하라

고 요구하는 등 군기를 잡은 후에 고등교육 1조 원 투자 확대를 발표하였

습니다. 재정 여력이야 어떻든 상관없이 물러나게 될 대통령의 지시로 교

육부에 1조 원이 추가로 배정되자 교육부가 갑작스럽게 각종 신규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총장들이 원한다고 내년에 갑자기 이렇게 1조 원이

나 더 줍니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위원

29) 한겨레신문, “김신일 부총리, 수능확대 대학에 ‘심히 유감’”, 2007.3.22.

30) 세계일보, “대입 내신 갈팡질팡에 애꿎은 수험생들만 골탕”, 200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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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사  건

03.12.16 대통령주재 토론, 교육혁신위 주관으로 2008 대입제도 개선안 마련 지시

04.10.28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개선방안 확정 발표

05.6. 서울대 2008 대입제도 논술고사 강화 방안 발표, 본고사 여부 관련 논란

05.12.26 주요 사립대 수시 1학기 폐지 및 학생부·수능반영률 축소, 대학별 고사 강화 발표

05.12.27 교육부 2008 대입전형시 학생부 반영 비중을 높여줄 것을 권고

06.5.2. 24개 대학 입학처장 공동성명 발표: 학생부 50% 이상 반영, 논술고사 최소화

07.3.20 주요 사립대 입시요강 발표, 수능만으로 학생 선발 강화

07.3.22 교육부 3불 관련 기자 브리핑, 주요 사립대 입시요강에 반대 표시

07.4.5 김신일 교육부총리 “2008 대입제도 정착” 대국민 직접 홍보

07.4.6 서울대 학생부 1~2등급 동점처리 계획 발표

07.4.6 노무현 대통령, EBS 3불 정책 특별강연 : “본고사가 대학 자율인가”

07.6.12 연세대, 이화여대 학생부 1~4등급 동점처리 방안 검토

07.6.15 교육부, 내신실질반영률 축소 대학에 정부지원사업 전면 중단 계획 발표

<표V-5> 2008학년도 대학입시전형계획과 관련된 사건 일지 (~2007.6.26.)

* 교육인적자원부(2007.11)를 바탕으로 재구성

4) 소결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계획되던 당시는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사

건을 앞두고 있었으나 그것이 실제로 정치의 흐름으로서 작용했는지에 대

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보다는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전

부터 대학 재정지원 증액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는 점에

서, 교육계의 여론을 오래 전에 인식한 상태로서 정치의 흐름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앞서 언급한 정책문제의 흐름에 합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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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흐름 작용

↓

교육인적자원부

찬성
(소비자)

기획예산처

반대
(절약자)

교육위원회

찬성
(소비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절약자)

⇒ ⇒ ⇒

보는 편이 타당하다. 문제는 예산안의 처리 단계에서 교육부와 교육위원

회 사이에 위치한 중앙예산기관이었고, 예산과정의 ‘절약자’에 해당하

는 중앙예산기관이 재정지원 증액에 찬성함과 동시에 정책의 흐름이 합류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V-2> 「선도대학 육성사업」예산안의 처리절차

다. 정책대안의 흐름

1) 평가기반 재정지원사업 위주의 기존 상황

이 시기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은 2004년을 기점으로 하여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단위 지원’과 장학금을 위주로 한 ‘학생단위 지

원’, 국․공립 대학에 대한 경상비 및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위 지원’으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도 ‘사업단위 지원’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교육부 외의 기타 부처에서도 지원되고 

있다(반상진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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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004년 2005년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사업단위 1,200,446 33.2 1,629,692 40.0 1,886,666 42.0

학생단위 61,429 1.7 120,393 3.0 150,702 3.4

기관단위 2,358,444 65.1 2,319,841 57.0 2,450,447 54.6

합계 3,620,319 100.0 4,069,926 100.0 4,487,815 100.0

<표V-6> 지원단위별 고등교육재정지원

(단위 : 백만원)

*반상진 외, 2005

위 <표V-6>에서 보듯 대학재정지원의 대부분은 기관단위 지원이다. 그

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관단위지원은 성격상 일종의 경직성 경비를 지원하

는 것에 해당하여 정부 대학재정지원의 차이에 관해 큰 의미를 갖지 않는

다는 점에서, 정부재정지원의 현황에 관해 논할 대상은 ‘사업단위 지

원’에 한정된다 하겠다. 

그런데 이들 재정지원사업 중에는 고등교육기관에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없었고, 대학이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에 대해 신청

-평가-선정의 절차에 따라 경쟁을 거쳐야 했다(반상진 외, 2005). 그러나 

특정목적과 관련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은 대학에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신재철, 2007)을 감안할 때, 재정지원수단이 대학에 평가를 

강요하는 상황에서는 오히여 대학의 자율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행정업무

의 과다와 지원예산 사용에 대한 경직성으로 인해 대학의 재정운용에 비

효율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김병주 외, 2009).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사업

단위 평가위주의 정부 재정지원 운영은 이 시기의 대학으로 하여금 문제

의식을 갖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에 대한 대안은 대학과 관련된 당사자마다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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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기간 사업특성

공사립대학
시설설비
확충

1996

~2005

- 전국 4년제 공․사립대

- 대학에서 관련자료 제출받아 평가 후 차등지원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2000

~2005

- 국립대 48개교

- 부족액 중심으로 총액배정 50%, 차등지원 50%

학술연구
조성사업

1999

~2005

- 국내외 대학, 학술연구기관 및 소속연구원 등

- 학술진흥재단을 통한 우수 연구과제를 심사하여

  지원과제 선정 후 최종 선정자 연구비 지급

대학교육개혁
추진

1999

~2003

- 국립대학을 제외한 144개 공․사립대학

- 서면심사 및 현지방문평가를 통해 전액 차등지원

이공계대학
연구소

기자재지원

1996

~2005

- 국․공․사립대학 중 일반대 및 산업대의 연구소

- 연구소 특성 및 성과평가를 토대로 차등지원

산학협력 촉진사업
(산학협력체계
활성화사업)

2000~
- 대학, 전문대학(사업에 따라 실업계고 포함)

- 선정 대학에 교육부와 산자부 공동으로 균일 지원

대학원 
연구중심대학

육성

2000

~2006

- 4년제 대학(대학원 중심)

- 지원분야별 공모경쟁 통한 평가기반 차등지원

지역균형발전
지방대학 육성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

2002

~2008

- 4년제 지방대학 중심의 사업단

- 사업예산을 권역별로 배분하고, 권역 내에서는

  선택과 집중 방식에 의하여 우수한 사업단에 

  집중 지원

지방 
연구중심대학

육성

2004

~2013

- 4개 대학(부산대, 전북대, 충북대, 전남대)

- 신청 사업단 평가 후 최종대상자 선정 및 일괄지원

대학특성화 지원
2000

~2008

- (2000~3) 공․사립대 특성화 및 지방대학육성

  (2004~8) 수도권 소재 국․공․사립 74개교

- 사업계획서 기반 기초심사 및 특성화 추진 영역에

  대한 본 심사를 거쳐 각 대학의 특성화 분야 지원

대학구조개혁 지원
2005

~2009

- 국․공․사립대학교(전문대 포함)

- 구조개혁 실적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

<표V-7> 평가기반 재정지원사업 (2001-2005)

*신정철 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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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 도 비 율(%)

포뮬러펀딩의 포괄적 지원 58 63.0

평가를 통한 사업비 지원 15 16.3

교수와 학생의 개별지원 14 15.2

기 타 5 5.4

전 체 92 100.0

2) 대학 총장의 대안

대학총장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부재정지원의 방안에 대한 자료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08년 11월 국내 198개 4년제 대학총장을 대상으

로 실시한 조사결과가 있다31).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대다수의 대학

총장들은 포뮬러에 의한 기관단위의 포괄적 지원을 바람직한 고등교육재

정의 배분방식으로 보고 있었다. 대학 총장의 입장에서는 기관단위의 지

원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맞게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총장들의 의

견이 뚜렷하게 집약되어 외부에 표출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V-8> 고등교육재정의 배분방식에 관한 대학총장의 의견

*이영호 외(2008)

3) 연구자들의 대안

개별 연구보고서에서 재정지원방식의 대안으로서 언급되는 것 중에는 

대학 재정지원의 총량을 늘리는 방향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과 같은 제

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타난다(송기창, 2000; 유현숙 외, 2006; 반

상진 외, 2005). 이를 논외로 하고 재정지원의 방식 면에서 제시되는 대안

31) 이 조사는 「WCU 육성사업」 발표 이후 실시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

기의 전반적인 대학총장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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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면 일정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기관단위보다는 연구자단위의 

지원을 주장하는 연구로서, 장수명 외(2004)는 성과측정이 용이하고 지대

추구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간접적인 학생과 연구자·팀에 대

한 지원을 주장하였으며 반상진 외(2005)는 책무성 제고와 생산적인 경쟁 

유도를 이유로 기관에 대한 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학생, 교수, 그리고 프

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지원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기

관 단위의 포뮬러펀딩을 지지하는 연구로서는, 천세영(2000)이 최소필수재

정 확보방안으로서 포뮬러펀딩의 도입을 주장하였고 나민주(2003)는 영국

의 사례를 들어 한국에서도 재정지원을 총괄하는 기구를 중심으로 한 총

액지원형의 포뮬러펀딩을 대학재정지원의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자들의 대안은 앞서 언급한 대학총장의 대안과 마찬가지로 대

학의 일반적인 발전 혹은 대학 재정상황의 개선과 같은 측면에서 대두되

었을 뿐 대학의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방안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다.

4) 정부의 기존 연구중심대학 육성 시도 사례

대학의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에 관한 논의는 90년대 말부터 제기되어 

왔고, 그 결과로 「대학원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BK21)」사업이 시행되

었다. BK21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1997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

위원회 대통령 보고에서의 ‘연구중심대학 집중 육성’, 1998년 5월 정책

토론회의 「세계수준의 대학원중점 연구중심대학 육성 국책과제 추진 계

획(안)」, 5월 4일 대통령 주요현안업무보고에서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구조조정 방안’의 하나로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

성’등이 있다(유현숙 외, 2005). BK21 사업 이외에도 정부의 김진표 부총

리가 2005년 정례 브리핑을 통해 15개 정도의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강병운, 2005), 

이처럼 정부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사례는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계획되기 10년 전부터 있어 왔다. 그러

나 정부의 발표는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명제 수준에만 그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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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기존의 사업과 차별화되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

5)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계획되던 당시에는 기

존 정부 재정지원계획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는 했으나 이에 대해 재정지원

의 총량을 늘리고자 하는 대명제 외에 구체적인 차원에서는 정책대안의 

흐름이 정부, 연구자, 대학총장 중 어느 곳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

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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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결정의 전개과정

가. 행정부 내부에서의 과정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급작스럽게 등장하였다. 교육부는 예산사업 

설명자료에서 사업추진경위를 밝히면서 2007년 4월 14일 「국무위원 재원

배분 회의」에서의 대통령 지시사항인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사업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7). 그러나 당시 회의 결과를 보면 교육에 관한 언급은 원론적인 수준

의 ‘교육분야 투자 강화’에 그치고 있다(기획예산처, 2007.4.13.). 따라서 

실제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시발점은 2007년 6월 26일의 대학 총장 초

청 토론회인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회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고등교육정책 사업비를 전년도의 2배로 늘려 

총 1조원을 증액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과제 중 하나로서 ‘세계 수

준의 연구중심대학 10개교 육성’을 제시하였다. 당시 발표된 계획에 의

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각 5개 대학에 대해 5년 간 8,100억원을 지원

하며, 세부 과제로서 연구비 및 외국인교수 초빙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단, 연구중심대학 10개교를 육성한다는 제목 외에 사업계획은 전혀 제

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선도대학 육성사업」계획안과는 차이가 있다.  

중점과제로서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10개교 육성’이라는 표제는 

제시되었지만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과제로서 언급된 것은 “연

구역량이 높은 대학(프로그램)(예 : BK21사업단 등)에 연구 기자재, 연구

비 및 외국인 교수 초빙 지원”, “대학원생 연구 지원을 통해 학문과 산

업기술의 후속세대 육성”, “개인‧소규모 기초연구지원으로 연구인력 풀 

확충” 등 실제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취지와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교육인적자원부, 2007.6: 10-12), 기관단위의 총액지원형 재정지원

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32). 

32)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 육성’이라는 표현 자체는 이미 90년대 말 BK21 사업

의 추진 당시부터 사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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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신규 정책과제

낮은 국제 경쟁력 ⇨
 우수 연구중심대학 지원  (08-12, 8,100억원)

  *연구기자재, 연구비, 외국인 교원 초빙, 교육과정 내실화 등

 외국인 교원 충원 확대 (06년 22명 → 08년 300명)

산업 현장적합도 저조 ⇨
 산업인력양성 우수대학 100개교 지원 (08-12, 1조3,720억원)

  *산학협력, 취업률, 졸업생 평판도, 산업계 평가 등 반영

 평생학습 중심대학 (08-12, 1,045억원)

인재의 수도권 집중 ⇨
 지방대 특화분야 육성 (08-, 연 460억원,권역별 1~2개교)

  - 교수교류 지원

 지방대 우수학생 지원 (08-, 125억원)

대학 재정지원 미흡 ⇨
 규제완화

 세제감면 및 기부금 확대

 재정투자 확대: 1조원 신규 투자(’08) 

그러나 고등교육에 1조원을 신규투자한다는 계획 자체는 유효했으며, 

이로 인해 고등교육 재정지원 관련 사업이 입안될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림V-3> 「고등교육 전략적 발전방안」토론회에서의 정부 제시과제

*교육인적자원부(2007.6)를 바탕으로 재구성

2007년 6월 26일의 토론회에서 고등교육재정 1조원 투자 계획이 발표되

기 전까지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예상할 만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는

다. 2007년 상반기에 작성된 사업계획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서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자료, 국회 현황보고자료, 그리고 「2007~2011 국가재정운

용계획33) 토론회34)」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3)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재정법」(제정) 제7조여 의거하여 정부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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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월의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는 성과목표 중 하나로서 ‘대학교

원 및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지원을 통해 연구역량을 국제수준으로 제고’

할 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세부추진계획에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 육성 혹

은 기관단위의 총액지원형 재정지원 사업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교육인적

자원부, 2007.2a).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국회 업무보고자료의 내용도 이

와 다르지 않다(교육인적자원부, 2007.2b).

2007년 3월에 개최된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는 대학재정의 

확충방안이 언급되었지만, 정부재정에 의한 고등교육 투자 확대에는 한계

가 있음을 전제로 민간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학재정의 다각

적인 확충 방안이 주 의제로서 논의되었다. 게다가 정부의 재정투자 확대 

방안에서는 재정투자 효율화를 강조하면서 재정지원 원칙으로 대학단위 

지원에서 학생/연구자 단위 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밝힌 바, 이는 「선도

대학 육성사업」의 방향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35)(기획예산처, 2007.3.14.). 

이 장에 언급된 다른 정부발표자료가 모두 교육부 자료임에 반해 「국가

재정운용계획 토론회」를 개최한 부처가 기획예산처라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말하자면 교육부는 예산의 ‘소비자’로서 고등교육 재정투자를 확

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에 반해 기획예산처는 예산의 ‘절약자’로

서 2007년 상반기까지도 고등교육 재정투자에 신중하고자 하는 의견이었

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된 「국무위원 재원

배분 회의」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회의이다.

34)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하여 2007년부터 매년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

동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35) 그러나 동년 10월에 발표된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최종안에는 

‘2012년까지 세계 200위권 내 10개 대학 진입 추진 등 대학 연구력 제고’가 포

함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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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작성부처 작성일 고등교육 역량 증진 관련 내용

2007년
주요업무계획
(대통령 보고)

교육부 2.7.

- 교수 및 대학원생 연구지원을 통한 

  대학 연구역량 신장

- 학문의 국제화 기반 마련 및 국제교류 활성화

- 대학 및 대학원 질 관리 체제 구축

국회
주요업무보고

교육부 2.21. 상동

2007~2011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토론회

기획예산처 3.14.

- 대학 자체 노력 강화와 민간 대학재정투자 확대

-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재정투자 효율화 병행

 ·대학단위 지원에서 학생/연구자 단위 지원으로

 ·대학유형․전공별 상이한 여건 분석 및 다원적 접근

 ·선택과 집중 및 공정한 선정과 평가체제 구축

- 고등교육세, 고등교부금 등은 재정경직성과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

- NURI, BK21 등에 지자체 매칭펀드 요건 부여

- 대학에 대한 재정규제 합리화 및 조세완화 검토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

토론회
교육부 6.26.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10개교 육성

- 우수 연구중심대학(ex. BK21 사업단 등)에 연구
비·외국인 교수 초빙 등 지원

- HRD-R&D 연계를 통한 대학의 연구역량 향상 
및 사업화 지원

- 외국인 교원 확충으로 대학교육의 국제화 지원

- 개인·소규모 기초연구지원

- 인문학 1,000억원 지원 프로젝트 추진

<표V-9> 정부자료에 나타난 고등교육 역량 증진을 위한 재정투자계획(2007)

그렇게 동년 3월까지 총액지원형 대학재정지원에 대한 아무런 단서가 

제시되지 않다가 2008년도 예산안에 와서야 구체적인 사업안으로서 「선

도대학 육성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처음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선도

대학 육성사업」은 6월 26일의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회의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발표된 ‘고등교육 재정 

1조원 증액’ 결정으로 인해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정책대안으로서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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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되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등교육 재정 1조원 증액’만을 놓

고 보면 예산의 ‘절약자’를 움직임과 동시에 앞서 제시된 정책문제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 그리고 정책대안의 흐름이 모여 재정 증액에 대한 

정책의 창이 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렇게 증액된 재정

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할 것인가에 대해 그때부터 대안

을 찾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걸, 갑자기 그걸 발표하니까, 그 때가 6월 25일이니까, 정부

예산안이 막바지 아닌가. 그게 끼어들어간 거다. 1조를... (중략)... 6월 달

한 달에 팀을 짰다. 이 1조 예산 계획을... 그래서 정부예산을 꾸려서 기재

부와 협의를 해서 만든 것이, 순수 신규가 6400억인가로 알고 있고, 나머

지는 기존의 예산들을 가지고 1조를 만들었다는 거다.

- A 전 서기관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경우 대학에 대한 기관단위 총액지원이 심도 

깊게 논의되어 대안으로 집약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책의 창이 열렸다는 

점에서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의 결합(coupling) 중 ‘부분결합’에 해당

한다(Solecki & Michaels, 1994). 특히 ‘고등교육 재정 1조원 증액’이 먼

저 정책의 창을 열었고, 증액된 재정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업으로서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후발적으로 계획되었으며, 그리고 이러한 계획

이 한 달이라는 극도로 짧은 기간 내에 행정부 내부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은 「선도대학 육성사업」 정책결정과정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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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총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추진 경과

대학원
연구중심대학 

육성 
(BK21)

14,000
1999

~ 2005

- 97.6. 교육개혁위원회 교육개혁안

- 98.2. 정부 100대 과제

- 98.5. 대통령 보고 및 사업 추진

- 98.5.~99.5. 사업기획 및 여론수렴

- 99.6. 사업계획 확정 공고

- 99.8. 사업단 선정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NURI)

12,400
2004

~ 2008

- 02.12. 대통령 핵심공약 사항

- 03.6. 제1차 기본계획 수립

- 03.10. 제2차 기본계획 수립

- 04.1. 사업계획 확정 공고

- 04.2. 권역별 순회설명회

- 04.6. 평가 및 선정

교육역량
강화지원

(`12~`16)
3,912

계속

= 07.5. 대입 3원칙 및 대학의 교육력 향상 

       지원방안 발표

- 07.6. 고등교육 전략적 발전방안 토론회

- 08.5. 사업 구조개편 및 지원방식 변경 설명회

- 08.7. 사업 기본계획 확정

- 08.8. 지원대상 대학 및 지원금 확정 발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WCU)

6,210
2008

~201336)

- 07.6. 고등교육 전략적 발전방안 토론회

- 08.5. WCU 육성사업 공청회

- 08.6. WCU 육성사업 확정 공고

- 08.12. 사업단 선정

WCU-BK21
후속사업

(Global Excel)
34,818

2013
~2019

- 09.11. 설문조사 및 이공계 학장 간담회
- 10.12. 대통령 회의 주요과제 보고
- 11.1. 글로벌박사 펠로우십 시범 사업 실시
- 11.5. BK21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 11.8. BK21, WCU 후속사업 방향 수립을 위한 
       간담회 등 전문가 의견수렴
- 11.10. WCU, BK21 사업 종료에 따른 
        후속사업 추진 공청회 개최
- 11.10. WCU, BK21 후속사업 기획 정책연구

- 12.11.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 발간 (KDI)

<표V-10> 대규모 신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추진 경과

* 교육인적자원부․교육과학기술부 연도별 예산사업설명자료 (2004년도~2013년도)

36) 당초 계획은 2012년까지였으나 2012년 예산이 5차년도 사업비 중 6개월분만 집행

되어 2013년에 6개월분 사업비 추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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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정 지원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의 타 사업과 비교해 보아도 「선

도대학 육성사업」이 짧은 시간 내에 계획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교과부)의 예산설명자료에 나타난 각 사업의 추진경과를 정리한 

<표V-10>을 보면, 타 사업의 경우 처음 구상이 발표된 지 2년 정도의 시

차를 두고 사업계획이 확정되며,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여론수렴 과정

을 거치는 반면, 2007년 6월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회의를 통해 

기획된 「선도대학 육성사업」과 「교육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사업안이 

발표된 지 1년 만에 최종 공고가 발표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처럼 

짧은 정책결정과정을 거치면서, 정책공동체 혹은 이익집단이 정책대안의 

흐름을 집약할 기회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나. 국회 예산심의 과정

정부에서 작성된 예산사업은 국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선도대학 육

성사업」은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인 바, 국회를 거쳐 예산이 확정되

어야 정식으로 시행될 수 있다. 예산심의는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

합심사로 이루어지고, 상임위 심사는 상임위 전체회의와 예산결산기금심

사소위원회(이하 ‘예결소위’)로 구분된다.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대

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는 다음 두 위원이 계획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무조건 연구대학 한다고 해 가지고 1000억 떡 주면 그것이 우수 연구대

학이 됩니까? 그래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무조건 연구대학 제대로

해야 되니까 돈만, 예산만 배정하자 이런 식의 예산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 이△△ 위원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 이것도 1000억씩 5년간 투입해서

5000억 하겠다는 건데, 물론 세부적인 계획이 있겠습니다마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준비과정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진짜로 이런 대학을 육성하려

면 전문 컨설팅회사라든지 그다음에 외국 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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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명 소속 사업에 대한 의견

이○○
(소위 위원장)

한나라당
 - 펀드 형태로 기금 조성하여 학교의 자구책에 맞춰 지원
 - 지원에 앞서 학교의 자발적 의지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
 - 한 년도에 급격한 증액은 부실염려 있으므로 부분 감액

안○○
대통합민주

신당

 - 대학 발전에 지원 부족이 문제였는지 검증해 볼 기회임
 - 대상 대학의 수를 줄이더라도 학교당 지원액 늘려야 함

이◎◎ 한나라당
 - 선도대학 사업은 매우 중요하며 삭감에는 절대 반대
 - 예산 집행에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강조할 필요 있음

정○○ 한나라당
 - 전액 삭감해야 함
 - 실체적 계획 없는 제안서만으로 지원할 수 없음
 - 실적을 보고 가능성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함

최○○ 민주노동당  -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나 관리감독이 보다 철저해야 함

을 줘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 대학이 경쟁력 있는 대학이 되는지, 문제점을

철저히 짚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가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면 되는지

이런 것이 좀 치밀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돈만 주면 대학이

알아서 잘할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 아

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 주○○ 위원

위와 같이 단편적인 지적은 있었으나 이에 대해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

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전체회의에서는 정책질의 중심으로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의제를 다루고, 집중적인 심사는 대개 예결소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박종관 외, 2012). 교육위원회의 예결소위는 2007년 10월 10일부

터 12일까지 3차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이 중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1

차와 2차 회의에서 의제로서 등장하였다. 소위원회 의원 각각의 「선도대

학 육성사업」에 대한 의견은 다음 <표V-11>과 같이 나타났다.

<표V-11> 교육위원회 예결소위에서의 위원별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대한 의견

*제269회 정기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1,2차 회의록. 2007.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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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회의록에 나타난 발언을 분석하면,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대해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이 적극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는 등 정

당에 따른 찬반은 나타나지 않았다. 5명의 위원 중 반대의사를 비교적 강

하게 밝힌 2인의 위원 소속이 한나라당이기는 했지만 그들 또한 원칙적으

로 재정지원사업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당시 예결소위에

서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대해 논의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서, 한 

가지는 「선도대학 육성사업」과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을 포함하여 

2,3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이 한꺼번에 들어온 것에 대한 우려와 이에 따

른 부분감액 혹은 일부사업 삭감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이다. 다른 두 가

지는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사업계획이 부실하다는 점과 선정 대학이 

거의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지원이 이들에 집중된다는 점으로서, 이들이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대한 주된 문제점으로서 지적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이해하고 동의하지만 지금 이렇게 페이퍼 하나

가지고 와서 돈 달라는 방식에 동의해 주기는 어렵다 이런 겁니다.

- 이○○ 소위원장

대학이 지금까지 죽 하는 것을 보고, 업적을 보고 여기 가능성이 있다는

데를 알아서 쓰게끔 만들어 줘야지 얘기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사실 효과

가 날까...

제안을 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서 누군 못 씁니까?...

(중략)...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도 지금 잘하는 학교들은 다 세계적 학술

지 등재시키려고 난리이고 저명 교수 들여오고 국제학술대회 다 하고 SCI

다 등재하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노력을 하잖아요?

- 정○○ 위원

그런 취지는 최초에 BK21 한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다 나눠 먹기로 간

것처럼 이것도 결국은 다 나눠 먹기...

- 이○○ 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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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태로 가면 다 나눠 먹고 끝납니다. 1000억이 들어가도 어떻게 세계

200대 대학 안에 진입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한 학교가?

- 정○○ 위원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상정된 유사사업인 「세계수준 연구중

심대학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선도대학 육성사업」 과 마찬가지로 사

전 준비의 부실을 들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다37).

앞으로 추진할 사업항목이라든가 기획연구과제라든가 이런 추진계획이

아주 잘 짜져 있지 않고 제가 보니까 상당히 부실한 것 같아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아직까지 단 한 건의 정책연구도 없었다, 이게 맞습니까?

- 김○○ 위원

대개 이런 돈이 눈먼 돈이 되기가 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눈먼 돈이

안 되게 하는 방안을 갖고...

이것은 그야말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떡부터 줘 놓고서 떡을 어떻게 먹

을 것인가는 당신이 연구해라 이런 것하고 똑같은 것 같이 보이거든요.

- 박○○ 위원

250억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어떤 교수를 타깃으로 해서 그분을

모셔오는데 얼마 들고 이런 플랜도 없어요. 그냥 돈을 주면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중략)... 이거 1년 늦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정확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 심○○ 위원

그러나 교육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유사사업 간 중복, 관리절차 

37) 제269회 정기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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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등이 지적된(국회교육위원회, 2007)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 강

화사업」, 「지방대학 특화분야 육성사업」, 「지방대-출연(연)간 전략적 

제휴」,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등이 우선적으로 감액대상으로서 논의

되고38)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감액논의에서 벗어나 전액 통과하는 방

향으로 일단락되었다. 지원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보다는 오히려 지원을 

집중하자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점도 특기할만한 사항이다.

그래서 이것은 논의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조정하는 국면으로

들어가니까, 어제도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은 필요한데 그다음 것은

1300억39)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다 없애자 했는데

제 의견은 그냥 없애지 말고 이쪽에서 상당 부분들을 세계적 수준의 선도

대학 쪽에 붙여 주자, 저는 그런 의견이고...

그러면 전문대학에서 반, 대학 지원에서 반 치고,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

학 부분은 명분도 그러니까 한번 밀어주고.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 부분은 워낙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

고 하니까 명분이 있어서 하니까 1000억으로 하고 우수인력양성 부분은

그래도 국회가 삭감했다는 소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300억에서 800

억으로 하시자고요. 500억만 삭감하지요.

- 이○○ 소위원장

이어 예결위를 거치는 동안에도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대해 같은 문

제가 거론되었으나40), 예결위 전체회의 정책질의에서는 기본적으로 ‘고

등교육 1조원 신규투자’의 범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육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중략)... 이

내용을 보니까 막 급조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급하게 1조 원을 투자하라고

하니까 막 만들어 끼워넣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략)... 대

38) 최종적으로는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만이 감액되었다.

39)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뜻함

40) 제269회 정기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록,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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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명 소속 사업에 대한 의견

원○○
(소위 위원장)

대통합
민주신당

 - 추후 재논의 필요

이◇◇ 한나라당
 - 전문대학 지원에 오히려 더 많이 지원해야 함
 - 선도대학은 대학이 자율적 노력이 우선

이○○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 밑그림 없이 사업이 올라온 점은 문제
 - 그러나 고등교육 예산이 별로 없는 것도 사실임

김○○ 한나라당  - 유사사업의 중복이 심하며 계획 부족하여 삭감대상

한○○
대통합
민주신당

 - 현재 고등교육 경쟁력 부족하여 배려 필요

신○○
대통합
민주신당

 - 대학원 중심 지원에 적극 찬성 

통령께서 발표하신 다음에 급작스럽게 이것저것 막 끼워넣다 보니까 내용

도 없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선정기준이나 평가방법도 아직 검토되지 않

은 사업이 들어가서 이렇게 사실상 선심행정, 선심예산을 하고 있는 것이

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좀더 정밀한 검토를

하신 다음에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옳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 위원

선심성 사업에 졸속 책정된 예산은 너무 심해서,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의

고등교육재정 1조 원 투자확충사업은 대표적인 선심성 사업으로서 졸속

편성이고 중복 편성입니다.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이□□ 위원

예결위 심사에서는 계수조정위가 핵심 역할을 한다(윤영진, 1997; 박상

원, 2011). 계수조정위의 수정안이 관례상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안

으로 채택된다는 점에서(박종관 외, 2012) 계수조정위에서의 「선도대학 

육성사업」 에 대한 논의가 의미를 갖는다. 계수조정위에서의 위원 별 

「선도대학 육성사업」 에 대한 의견은 다음 <표V-12>와 같다.

<표V-12> 2008년도 계수조정위에서의 위원별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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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통합
민주신당

 - 대학원 중심의 대학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문제
 - 지원의 필요성, 집행의 형평성 등 문제 있어 전액 삭감

변○○
대통합
민주신당

 - 총액지원형 사업은 오히려 대학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음

*제269회 정기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 1~12차 회의록

예결위원 각각의 주장에 대해 정리한 <표V-12>를 보면 예결위 계수조

정위에서의 논의가 앞선 교과위 예결소위에서의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예산과정에 대한 의회의 역할이 상임위원회는 

‘소비자’, 예결위원회는 ‘절약자’라는 가정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처

럼 위원 간 찬반 의견이 갈린 상황에서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간사 간 

논의사항으로 넘겨지고, 그 이후에는 회의록에 언급되지 않은 채 원안이 

그대로 확정되어 국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교육위원회,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 이 문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및 교육부 전체삭감 수준을 고려해서 간사 간 재논의를 하기로 했

으니까 이것은 일단 여기서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원○○ 위원장 (계수조정위 제7차 회의)

공식 문서로는 이 이상의 자료를 찾을 수 없으나, 예결위에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데에는 선거 직전이라는 

상황, 그리고 상임위 감액을 우선 반영하는 원칙(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선거와 관련하여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우 

선거공약을 통해 고등교육 예산을 2조원으로 증액할 것을 대통령선거 공

약사항으로 제시한 만큼(대통합민주신당, 2007) 2008년 예산안의 고등교육 

신규사업에 대해 찬성하는 것이 당론에 부합할 것이다. 한편 2008년 교육

인적자원부 소관 확정 예산안은 정부제출안에 비해 2,266억원이 감액되었

고 동시에 805억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461억원이 감액되었다.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감액이 전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그 중에서

도 대학 지원사업 중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이 감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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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16,188 <감액> △24,714

◇ 국세수입 △5,139 ◇ 농림해양 수산 △2,755

ㅇ 부가가치세 △430 ◇ 사회복지 △2,845

ㅇ 특별소비세 △645 ◇ 교육 △2,266

ㅇ 증권거래세 △1,500 ◇ SOC △1,633

ㅇ 종합부동산세 △2,132 ◇ 문화 및 관광 △88

ㅇ 농특세 △427 ◇ 과학기술 및 통신 △59

ㅇ 주세 △5 ◇ 공적자금 상환기금 전출 △2,800

◇ 세외수입 △49 ◇ 국채이자 △2,700

ㅇ 토지매각대(군특) △24 ◇ 남북협력기금 출연 △1,000

ㅇ 기타 잡수입 △25 ◇ 예비비 △1,500

◇ 공자기금 예수 △11,000 ◇ 기타 △7,069

<증액> 4,706 <증액> 13,232

◇ 국세수입 4,408 ◇ 농림해양 수산 1,647

ㅇ 소득세 2,027 ◇ 사회복지 1,203

ㅇ 법인세 2,275 ◇ 교육 805

ㅇ 교육세 106 ◇ SOC 5,299

◇ 문화 및 관광 824

◇ 세외수입 298 ◇ 과학기술 및 통신 96

ㅇ 지자체 이자(환특) 100 ◇ 산업중소기업 526

ㅇ 재산수입 20 ◇ 기타 2,832

ㅇ 기타 178

<합계(순계)> △11,482 <합계(순계)> △11,482

것을 감안하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이전부터 고등교육 투

자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공유되어 있던 상황에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안을 최대한 반영하여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원안대로 통과시

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표V-13> 200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 2008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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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사업명 정부안 교육위 증감 예결위 증감

균특 지방대-출연연간 전략적 제휴 사업 25,000 - △25,000

일반 대학구조개혁 지원 55,000 △5,000 △5,000

일반 입시사정관제도 도입 19,800 △9,800 △7,000

일반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 강화 130,000 △30,000 △30,000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 80,000 - △10,000

일반 학습능력 보충지원사업 10,000 - △10,000

일반 이공분야 학술연구 조성사업 215,517 - △7,922

일반 인문사회 학술연구 조성사업 186,016 - △12,951

일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지원 390,683 - △100,000

일반 국립대학병원 여건개선 76,072 △6,000 △6,000

일반 국립대학 시설확충 339,673 △20,000 △10,500

일반 인적자원정책 인프라 조성 5,390 △500 △500

일반 고등교육평가운영 2,900 △400 △400

일반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 1,092 - △100

일반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17,776 △500 △500

일반 원어민영어 보조교사강사초청 4,360 △380 △380

일반 학술진흥재단 출연 9,409 ▲1,000 △300

일반 교육혁신위원회 1,003 - △57

일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지원 217 - ▲600

일반 고전문헌 국역 지원 1,097 ▲700 ▲500

일반 지방교육교부금 30,593,643 - ▲45,140

일반 울산 과학기술 대학 설립 지원 6,351 ▲2,700 ▲25,000

일반 장애학생통합교육기반 구축 883 - ▲850

일반 재외동포교육운영 지원 33,365 ▲2,000 ▲2,000

일반 한국 학술진흥재단 출연 9,409 ▲1,000 ▲500

일반 원격대학 경쟁력 강화 추진 750 - ▲1,200

일반 전문대학 Work-Study 5,000 ▲5,000 ▲3,000

일반 평생교육진흥원 지원 - - ▲607

일반 국립대학 실헙실습 여건 개선 54,629 ▲1,000 ▲500

<표V-14> 2008년도 예결위의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예산안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 2008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국회교육위원회(2007), 2008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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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활동가 : 노무현 전 대통령

정책을 추진했던 실무담당자 시각에서는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시작

에 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강하게 개입된 것으로 보고 있

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사업의 정책의 창이 열리도록 촉발한 정책활동

가는 대통령이며, 대통령의 결단이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

안의 흐름을 한 데 묶어 예산의 ‘절약자’인 행정부의 중앙예산담당기관

을 움직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의) 가장 큰 의지다. 내가 보기엔 예를 들어, 1조 예산이라는 큰

거시적인... 통 큰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한 거다. 그게, 기획예산처가 대통

령의 의지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 A 전 서기관

그러나 이와 달리 대통령을 움직이게 한 다른 정책활동가가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르면 김신일 당시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가 적극적으

로 대통령을 설득하여 그 결과 대통령이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결정했다

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정책활동가는 김신일 교육부 장관일 것이고 교

육부 장관이 예산의 ‘수문장’인 대통령을 움직이게 한 것이 된다.

행정부 내에서의 흐름은, 이건 청와대에서 담판을 지어서 따 온 것이다.

행정부에서는 정확히 모른다. (김신일 부총리가) 직을 걸고 따 왔다.

- B 전 의원

그러나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던 바, 정

책의 담당자가 인식하는 바를 기준으로 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책활

동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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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명박 정부 「WCU 육성사업」으로의 변동과정

(1) 정책변동과정의 세 가지 흐름

가. 정책문제의 흐름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정책의제화된 시기가 2007년 6월 

26일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 토론회였고 「WCU 육성사업」계

획안이 최초로 공개된 시기는 2008년 5월 7일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인 점에 비추어볼 때, 채 1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대학의 재정지원에 관한 문제의식이 극적으로 바뀔 것이

라 보긴 힘들며, 그렇게 생각하게 할 만한 사건도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

서 「선도대학 육성사업」 의제화 당시의 정책문제, 즉 ‘세계대학순위 

부진’와 ‘고등교육 재정투자액 부족’은 「WCU 육성사업」으로의 변

동과정에서도 여전히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책 그 자체에 있었다. 짧은 기간에 정책이 준비되어 

예산심의 통과 이후에도 정책의 세부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니까 처음 정부예산안 사업부터 어느 정도, 뭐랄까, 구체적이진 않

았다. 서둘러 하다 보니까 예산안의 성립 단계가, 6월에 전국 대학 총장들

모아놓고 뭔가 터뜨리고 하려다 보니까 졸속이 된 거다.

2007년에는 이런 계획 자체가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돈만 나눠주는

걸로 설계돼 있었다... (중략)... 현상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우리나라

대학의 약점, 대학의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도달해야 할 수준이 어딘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었다. 그땐. 서둘러서... (중략)... 그 때는

어디가 문제인지는 모르고 일단 새로운 집행사업이라는 걸 좀 도입해 보

자, 이런 아이디어만 있었던 것 같다.

- A 전 서기관

따라서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개요 수준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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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세부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태였다.

나. 정치의 흐름

1) 정권의 교체

‘정권의 교체’는 Kingdon의 정치흐름모형을 논할 때 정치의 흐름을 

이끄는 요소로서 학자들 간에 거의 이견이 없이 제시되는 항목이다. 그러

나 단지 정권이 교체됐다는 이유만으로 정책변동을 유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전의 정권과 새로 들어서는 정권이 서로 유사한 이념이나 조직을 

공유하고 있다면 정권이 바뀌어도 전반적인 정책의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전임 참여정부와의 차이를 부각하

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차별성의 강조로 인해 

ABR(Anything-But-Roh)41)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다. ABR은 주로 대

북정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표현이지만(문정인․이춘복, 2009) 경제위기 

혹은 미국과의 FTA에 대한 대응에서도 사용되고 있다(Schoff & Choi, 

2008; Ho & Hong, 2012). 이렇듯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는 참여정부와 

다른 점이 많았는데, 교육분야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실용주의

적 관점에서 교육의 역할을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보고 

있다는 점과(황창호․장용석, 2011) 교육에서도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경

쟁을 통한 수월성과 효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유현옥, 2009). 

이명박 정부의 또 다른 특징은 민주화 이후 가장 큰 지지율 차이로 당

선된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라는 점이다. 국민의 높은 지지율은 새 정부로 

하여금 정책을 보다 공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배경이 된다. 

41) 원래는 미국 Bush 전 대통령의 ABC(Anything-But-Clinton)에서 유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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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당선자 득표율(%) 당선자 득표율(%) 득표율 차 (%p)

13 노태우 36.6 김영삼 28.0 8.6

14 김영삼 42.0 김대중 33.8 8.2

15 김대중 40.3 이회창 38.7 1.6

16 노무현 48.9 이회창 46.6 2.3

17 이명박 48.7 정동영 26.1 22.6

18 박근혜 51.6 문재인 48.0 3.6

<표V-15> 제6공화국 역대 대통령 선거결과

2) 국회 회기의 교체

2007년 말 대통령선거로 인해 17대 국회는 의정활동에 역량을 집중하지 

못한 바 있다. 이듬해인 2008년 상반기는 17대 국회가 회기를 마치고 4월

에 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는 시기였다. 따라

서 임기만료와 선거를 앞두고 2008년 상반기에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기

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입법활동은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관해 부가적

인 역할에 머무르는 상황에서(Box-Steffensmeier et al, 2003) 차기 총선

거를 준비하는 의원은 투표에 대비하여 지역구 활동에 전념할 것이며42), 

총선거에 불출마하는 의원은 남은 임기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의욕적

으로 활동을 할 유인이나 정책적 연속성을 기대하기 힘들게 된다.

42) 18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재선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구 활동’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5.9%에 달했다(한정택, 2012).



- 85 -

다. 정책문제의 흐름

1) 교육부 내부에서의 정책문제의 흐름

앞서 말한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문제점, 즉 정책의 세부계획이 미

진하다는 점에 대해 교육부는 사업예산이 국회 예산심의를 통과한 직후부

터 곧바로 사업의 구체화 작업에 착수했다. 사업의 목표와 개요만이 있던 

상태에서 교육부가 진행한 작업은, ‘세계수준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분야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파악하여 이를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었

다. 이에 대해 A 전 서기관과 면담한 바는 다음과 같다.

내가 그때 (‘WCU’) 명칭을 직접 작명했는데, World-class university, 세

계적 수준의 대학들도 대부분 연구중심대학 아닌가? 연구중심대학의 육성

이 결국은 관건이 됐다,.. (중략)... WCU가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은 아닌

것 같다. 뭘 선도하나,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은 대부분 research-based

university다, 그러면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이라고 칭하자... (중략)... 하여

튼 World-class university는, 기본적으로 연구중심대학이다.

그때 당시 문제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이 되기에

제일 부족한 부분이 이 국제화 부분이고, 국제적 수준의 질 좋은 논문이

없다는 것이었다.

개략적인 골격만 잡혀 있던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파악

한 바는 ‘세계수준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해

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역량을 

증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는 외부집단의 지원

이 아닌 교육부 자체의 연구와 분석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The University on owner’s manuel』이라고 Henry Rosocsky가 지은

책이 있었다. 이걸 내가 봤다... (중략)... 이 책에서 보고, 다른 책도 몇 권

보고, 연구중심대학이 어떤 대학이고 어떤 형태들을 이루어 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아이디어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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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연구중심대학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적 수준의

석학이었다. 세계적 수준의 석학이 많은 대학이 연구중심대학이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읽어보니까, 세계적 수준의 교수가 있어야 그 교수가 돈을

끌어올 거고, 돈이 끌어오니까 우수한 학생이 모이고, 그 결과로 연구중심,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되더라. 이런 논리적 방식이 다 있었다. 그래서 우

리도, world-class for faculty, world-class department. world-class

university,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키우자,...

이처럼 세계적인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연구중심대학으로서

의 역량 증진이라는 기본적인 목표를 정한 상태에서, 기존의 사업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던 우리 대학 연구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도 

함께 의도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BK21사업에 의해서 연구의 양은 늘어나고

SCI 논문은 늘어났는데, 우리나라가 연구의 질적인 부분이 뒤진 거다. 그

러니까 impact factor(IF)가 높은 논문을 못 쓰는 거다. 그러면 IF가 높은

논문은 누가 쓰느냐, 세계적인 학자, 영향력 있는 교수들이 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연구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

게 연구주제를 잡는지, 그 사람들을 부르면 그 사람들하고 공동연구도 가

능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많이 배워서 우리도,...(중략)... 또 그 사람들이 논

문의 리뷰자가 되니까 한국에 우호적으로 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네트워킹

도 하면, 우리나라 교수들도 IF가 높은 논문을 쓰게 될 거라는 가설이 들

어가 있었다... (중략)...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런 맥락에서 외국인 석학

유치가 핵심 사항이라는 것을 잡았다.

그렇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바꾼다는 것은 교육 측면이라기보다는 연

구 측면에서, 리서치를 어떻게 하는지...

요컨대 교육부는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등장 배경이 된 대학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자체의 문제점인 구체적인 집행계

획 미비를 동시에 해결할 대안으로서 해외석학 유치를 통한 연구역량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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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구상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대학의 연구문화 혁신이라는 효과까

지 함께 얻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림V-4> 교육부의 대학국제경쟁력 강화방안 개념

2) 새 정부에서의 정책대안의 흐름

2008년에 새로이 시작될 이명박 정부 또한 교육과 고등교육 연구에 대

해서 나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새 정부의 정책

대안은 대통령선거 당시의 공약집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에 드러난

다. 우선 대통령선거 공약에서는 ‘글로벌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공약으로서 연구비 공개경쟁체제를 구축하여 “대학 사업단위별 지원

도 연구자 또는 연구자집단 중심 지원으로 전환하여, 연구비 출처(정부부

처)나 연구자의 소속기관(대학, 연구소)에 상관없이 공개경쟁을 통해 실력

이 있는 연구자가 집중 지원받을 수 있게 할 것”임을 제안했다(한나라

당, 2007: 163). 이어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서도 ‘대

학 연구역량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대학은 글로벌 중심에 서

서 우리나라 지식경제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을 강조했으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서 ‘개인연구자 중심

의 연구지원 확대’를 천명한다. 또한 연구결과의 성과관리 촉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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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조하고 impact factor 등의 성과지표 활용, 

대학의 연구풍토 개선을 위한 해외 석학 초청사업 시행 등을 제안하고 있

다(제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 175-176). 이러한 인수위의 정책안은 

정책의 내용 면에서는 교육부가 진행한 정책안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집

행 방식, 즉 재정의 분배 방식에 관해서는 차이를 보인다. 

(2) 정책변동의 전개과정

가. 행정부에서의 과정

1) 교육부 내부 차원에서의 과정

교육부는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예산이 확정된 직후부터 앞서 말한 

정책대안을 바탕으로 세부집행계획 작업에 착수한다. 「선도대학 육성사

업」에서 「WCU 육성사업」으로 정책이 변동되는 전개과정은 공식적인 

문서로 드러나는 자료가 거의 없는 바, 당시 실무를 담당하였던 A 전 서

기관과의 면담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서술할 것이다.

예산이 통과된 2007년 12월부터 시작해서 1월 중순까지 만들었다.

그때 내용이, 블록으로 펀딩을 주지만 그 속에는 대학이 주로 어디에 돈

을 쓰는지를 예시사항으로 적어주는 게 있었다. 포뮬러 블록펀딩이지만 돈

을 이쪽에 쓰라고 한 게 외국인 합작, 외국계 교수, 외국과의 협력, 국제협

력, 외국과의 공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다... (중략)... 설계 당시에도 돈은

주지만 이런 쪽에 돈을 집중해서 쓰라고 한 것이 내용에 있었다... (중략)...

‘예산집행내역’이라 그랬다. 예시사항이었다.

당시 교육부는 1월 중순까지 수식형 총액지원방식 방식을 바탕으로 배

분공식을 정하고 재정지원대상의 윤곽을 잡은 상태였고, 내용 측면에서는 

‘예산집행내역’이라는 예시의 형식을 통해 대학으로 하여금 외국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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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영입과 국제협력에 지원된 재원을 지출하도록 유도했다. 

○○대 학장님 하시던 분이 (신임) 장관으로 왔다. 처음에는 블록그랜트

방식으로 돈을 서울대 얼마, 그런 게 그때 계산이 나왔다. 포뮬러로 계산

해 가지고 한 열두 개, 열한 개, 이런 대학으로 연구 잘하고 연구성과가

높은 대학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눠주고 그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쓰는 걸로. 그게 포뮬러 블록펀딩이다. 그런 식으로 해 놨고, 장관도 그렇

게 하는 게 좋겠다 (동의)했는데,...

2008년 2월 25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부가 교과부로 바뀌면서 신

임 교과부 장관이 취임한다. 실무부처는 신임 장관에게 「선도대학 육성

사업」의 계획안을 보고했고, 장관은 이 사업에 대해 내용 측면(해외석학 

영입)과 형식 측면(수식형 총액지원)에서 모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은 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적합한 대안을 탐색

하여 이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정책변동모형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여기에 정치의 흐름은 유입되지 않았다. 

2) 대통령비서실과의 조정 과정

‘신임 장관의 취임’이라는 사건의 발생에는 정치의 흐름이 개입할 요

소가 있었으나, 실제 교과부 내부에서의 정책과정은 이러한 정치의 흐름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교과부를 벗

어나 전체 행정부 차원으로 넘어가면서 정치의 흐름이 개입하여 Kingdon

의 정책흐름모형을 구성하는 세 개의 흐름이 합류하게 된다.

보고하니까, 안 된다는 거다... (중략)... 포뮬러 블록펀딩 안 된다고, 그래

서 거기 있는, (청와대) 행정관들하고 우리하고 계속 싸우고 갈등하고, (수

정)해 가지고 또 고쳐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교과부 내부에서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준비한 집행계획에 대해서 대통

령비서실 측은 총액지원형 방식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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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사업계획에 대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표와 주된 재정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교육수석 밑에 과학비서관, 김△△ 과학비서관이 이 사업을 직

접 담당한 비서관이다. 그런데 김△△ 비서관도, 우리나라가 현재 대학들

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어디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이상 국내 학

자만으로는 탁월성 있는 논문이 안 나온다, 또 외국인 학자들을 불러다가

우리나라의 탑다운, 관료적인 교수사회 풍토를 개선해야 한다,... (중략)...

이 돈을 어디다가 쓴다는 것까지는 내가 기획한 내용하고 그 사람들이 생

각한 내용하고 일치한 것 같다... (중략)... 김△△ 비서관이나 이주호 수석

도, 내부에서 토론 듣고 의견 듣고 해외학자들과 관련된 비용으로 쓰는 게

맞겠다 하는 데에는 암묵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정책의 내용이 아니라 재정이 지원되는 형식 측면에 있

었다. 이 부분에서 교과부의 실무진과 새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간에 의견 

불일치가 발생했다.

돈을 집행하는 방식 면에서 갈등이 있었던 거다. 나는 처음에 국회 통과

될 때, 이게 블록펀딩이었더라고, 그에 맞추어 기획을 한 거고. (대통령비

서실은) 그건 안 된다는 논리였고... (중략).. 이 사업은 방식 면에서 안 된

다는 거다. 포뮬러 블록펀딩 방식은 안 된다.

교과부에서는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총액지원형으로 계획되어 국회

의 예산심사까지 마친 사업이므로 이를 기본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했으나, 

대통령비서실은 총액지원형의 형식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때 청와대가 집권 초기니까 굉장히 파워를 가졌다. 그래서 주요 사업

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정권 출범한 초기에는 전부 청와대 스크

린을 받고 내각이 청와대에서 OK 사인이 난 걸 위주로 집행을 한다. 전부

다 국·과장들이 내려와서 보고, 수석한테 보고하고, OK 사인이 나야지 이

게 내각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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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권이 출범하면서, 우리가 선거에 의해서 이겼기 때문에 다 국민이

허용해준 게 아니냐. 하면서 공약사항 집행으로 다 밀어붙였다.

(block grant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이 일어났다거나) 그런 건 아니

고,... (중략)... 청와대에서 그냥, 무조건, 누른 거다.

연구자중심 지원은 새 정부의 선거 공약사항이었으며, 이러한 의견의 

충돌은 결국 대통령비서실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방향으로 마무

리되었다. 집권 초기라는 점, 그 중에서도 유례없이 높은 지지율로 당선

된 대통령을 둔 정부라는 점도 공약사항 집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 

3) 정책의 수정 과정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대통령비서실과의 갈등 끝에 총액지원형 방식

을 포기하고 사업단 단위 지원방식으로 개편되었다. 여기까지의 과정은 

정책문제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 그리고 정책대안의 흐름이 정책활동가를 

매개로 만나 정책의 창이 열리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따른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정책공동체나 이익집단의 활동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 

원인으로는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정책결정과정과 마찬가지로, 정책변

동의 기간이 극히 짧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개편 과정에서 성격이 유사한 舊 과학기술부의 「세계수준 연구

중심대학 육성사업」, 그리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총액지원형 신규사업

인 「지방대학 특화분야 육성사업」이 하나로 합쳐지게 된다. 이 때 사업

의 명칭도 「WCU 육성사업」으로 변경되었다.

사업명칭 및 관련 사업 통합 추진 모두 사업 집행 발주를 착수한 이명

박 정부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권 이전 과도기에 설계되고

통합 명칭(「WCU 육성사업」)이 작명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결재를 내서

발주하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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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특화분야 육성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성격이 다소 다르다

는 점 외에도, 일반회계사업인 다른 두 사업과 달리 균특 회계에서 재원

이 확보된다는 차이가 있었지만, 교과부는 기존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한 

결과 예산을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과기부와 교육부가 통폐합된 상황에서 사업 집행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지방대학 육성 관련 사업내용이 불확실하고, 특히 사업비를 투

자할 대상이 불분명했다. 따라서 「WCU 육성사업」이라는 큰 그림 하에

지방대학의 경우도 특정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역량 육성이 가능

하다는 전제 하에, 사업을 통합 집행하게 되었다.

사업의 통합은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상태로 사업이 계획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심의도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이러한 사업변경으

로 이어졌다. 그런데 기존의 정책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으로서 재정지원방

식이 변경되고 사업이 통폐합되면서, 이러한 정책변동으로 인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청와대에서 그런 식으로 바꾸라 하니까 사업단 집행방식으로 바뀌었는

데, 포뮬러 블록펀딩에서는 외국인 학자 유치나 외국인 협력관계, 이런 것

들이 자율 선택사항이었는데 사업단집행방식으로 들어오니까 의무적이고

강제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 (중략)... 문제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방향성

만 그렇게 틀어버리니까, 실무 기획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많은 돈을 외

국인 유치로, 천억 이상을 어떻게 쓰나... (중략)... 세계적인 석학자들이 우

리나라에 오겠나?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살려고 하면... 그래서 도저히 불

가능하다, 이걸 유치한다는 것은...

사업의 주요 내용을 외국인 교수 초빙으로 한정한 상태에서 기존의 기관 단

위 지원을 사업단 단위로 변경하면서 현실적으로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이란 문

제가 새로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공백을 채울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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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는 무조건 그렇게 해 내라 그러는 거고... 그래서 궁여지책으

로 집행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돈도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업을 어

느 정도 부각을 시켜야 되겠고... (중략)... 사업이 추구하는 외향적인 선도

성도 확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실 있게 뭔가 이게 돈을 집행하게끔,

뭔가를 해야 되겠고..

정부는 사업의 기본적인 성격을 유지하면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하

는 동시에, 사업의 선도성을 부각시키는 효과도 함께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목표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업의 계획이 보다 세분화되는 방

향으로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정책수혜자를 보다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안 선택이 이루어진다. 

그 때 당시에 내가 아이디어를 얻은 게, 중국에서 중국인 출신 학자들을

무조건 불러들이는 사업이 있었다. 중국 경쟁력을 위해서 중국 출신의 학

자들을 미국에서 400명 이상... 그럼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출신뿐만이 아니

고 젊은 학자들은 오라면 오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다. 그래서 사업을 1

유형, 2유형, 3유형으로 나눠놓은 것이다... (중략)... 3유형의 경우에는 단기

로 불러들이는 사업으로... 석학 유치는 다 맞는데, 기간이 달랐다.

이러한 개편에 따라 ‘세계적 석학 초빙 지원 유형(지원유형 3)’이 해

외 석학을 비전일제 교수로 초빙하는 과제로서 새로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편과정은 단지 단기 초빙기간을 세분화하는, 이전 상태에서 예

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았다. 

1유형의 경우에는, 융복합으로서 새로운 과를 만들어야 되겠다... (중

략)... 김△△ 비서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새로운 경쟁력은 기술경쟁

력, 기술과 기술의 이종결합이다, 이런 걸 강조했다. 나도 일본에서 보니

까, 그때 융복합이 한참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새로운 융복합 대학을 도쿄대학이나 교토대학 이런 데가 만들라고 하다

보니까 안 되던 것이다. 기존의 배타성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융복합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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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을 만들었더라. 그럼 우리도 새로운 융복합, 기존의 학과 간의 융복합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학과들의 department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럼 새

롭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융복합 신설학과 육성사업으로 들어간 거

다. 배경은 일본 것을 보고, 또 김△△ 비서관도 권고를 하고, 그래서 내가

채택을 해서, 학과단위로 융복합 사업을 하고, 관련 외국인 석학 유치를

끼워 넣었다... (중략)... 순수하게 새로운 아이디어로 들어간 것이다.

정부는 당시 강조되기 시작하던 융·복합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융·복

합 관련 학과를 신설할 필요에 대해 인식한 상태였고, 일본의 사례를 들

어 기존의 학과 간 개설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아예 새로운 학과를 신설

하도록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WCU 육성사업」 개편과정에서 

이러한 융·복합 학과 아이디어를 포함한 전공·학과 개설 과제 유형(유

형 1)을 신설하게 되었다. 이 때 「WCU 육성사업」의 정책변동과정이라

는 큰 틀 안에서도, ‘융·복합 학과 개설’을 하나의 정책대안으로 놓고 

보면 ‘「WCU 육성사업」의 예산 미집행 우려’와 ‘대통령비서실의 압

력으로 「WCU 육성사업」의 개편이 강요됨’이 그 자체로서 각각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이루는 요소로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43).

<그림V-5>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WCU 육성사업」의 변경

43) 이 경우 정책활동가는 김△△ 과학비서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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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회에서의 과정

참여정부 시기인 2007년 하반기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정책형성과정

에서 17대 국회는 차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의정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예산심의가 면밀하

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2008년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4월의 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게 되면서 국회의 의정활동은 여전히 

부진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유

사 사업과의 통폐합을 거쳐 「WCU 육성사업」으로 대폭 변경되었다. 이

는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승인한 예산집행사업을 변경한 것이므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를 두고 「국가재정법」 제47

조 2항44)에 의거한 예산의 이용 및 이체라고 항변하나 국회 교육과학기술

위원회의 검토보고에서는 “이용과 이체 모두 사업내용의 변경이나 사업

의 통폐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내용의 변경이나 사업량의 

확대에 따른 재원조달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반박한다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 125).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소지가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WCU 육성사업」으로 의 변경작업이 진행된 2008년 

상반기 동안 국회가 이 사업에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혹은 예산

사업 변경에 대한 사후 승인을 검토하는 등의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건 문제가 심각했는데, 상당히 국회의 심의하고 상당히 바뀐 게 많았

어다. 분명히 결산 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중략)... 문제는

인식하고 그래서 전문위원까지는 보고 한 거다. 예결위 전문위원, 그리고

교과위 전문위원들한테는 다 보고했다.

(국회 상임위 보고) 할 수가 없었다. 국회가 아예 안 열려버렸다.

- A 전 서기관

44)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

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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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회차 일시 주요 의제

15 180-1 1996.7.9. 위원회 구성

180-2 1996.7.22. 교육부 현황보고

16 212-1 2000.6.22. 위원회 구성, 교육부 현황보고

212-2 2000.6.23. 산하기관 현황보고

17 248-1 2004.7.6. 위원회 구성, 교육부·산하기관 현황보고

248-2 2004.7.7.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18 277-1 2008.8.27. 위원회 구성

278-1 2008.9.2.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인사청문회

19 309-1 2012.7.10. 위원회 구성

309-2 2012.7.12. 교육부·산하기관 업무보고

결국 교과부에서는 국회 상임위를 통한 정식보고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주로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상대로 사업변경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

는 데 그치고 말았지만 이는 정식 절차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었다.

한편 18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에도 「WCU 육성사업」에 대한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적인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은 5월 3045)일이므로 사

업이 정식으로 공고된 6월 19일보다는 앞서있지만, 실제 상임위원회는 그

보다 늦게 개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2008년은 한미FTA에서 촉발된 

갈등으로 인해 여야가 대립하고 촛불집회와 같은 국민의 반발이 일어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야3당(대통합민주신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이 국회 

개원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국회가 공전하였고, 이에 따라 

18대 국회는 헌정사상 가장 오랜 시간을 소요하며 원 구성을 마치면서

‘식물국회’라는 오명 속에서 출발하였다(전진영, 2008; 정희옥, 2012). 

<표V-16> 15대 이후 역대 국회 교육위원회 최초 2회 회의일과 주요의제

* 국회회의록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record/index.html

45) 현행 헌법 부칙 제3조에는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라고 하

였으며, 이에 따라 구성된 제13대 국회의 임기개시일이 5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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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V-16>을 보면 대체로 상임위원회는 6월 말에서 7월 초에 첫 회

의를 갖는 반면 18대 국회는 8월 말이 되어서야 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

회 구성 외에도 다른 대수의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직후 기관 업무보

고가 이루어지는 반면 18대의 경우 제278회 정기회가 되어서야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시작된다. 이는 다른 대수보다 2개월가량 늦은 것이다.

이와 같이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계획되고 「WCU 육성사업」으로 

변경되는 기간 동안 국회는 의정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 처

해 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선도대학 육성사업」과 「WCU 육성사업」

사업에 대한 검토는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 정책을 외부에 발표하는 과정

정부 내부에서의 「WCU 육성사업」사업으로의 통폐합과 내용 변경 작

업은 2008년 초에 완료되고, 이후 대학을 비롯한 외부 정책대상집단과의 

소통과정이 이어졌다. 이 과정은 크게 ‘대학 총장에 대한 개별 방문’, 

‘사업계획에 관한 공청회’, ‘총괄관리위원회를 통한 여론 수렴’으로 

구분할 수 있다.

2월 말. 아니 3월 말에 들어가서 사업이 결정이 된 거다... (중략)... 대학

찾아가서, 현재 이런 형태를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려는데.. 의견이

어떠냐...

일차로 사업안을 외부에 발표하기 이전에 일부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사업변경안에 대한 의향을 묻는 과정을 거쳤다. 기존의 기관단위 지원은 

대학의 총장에게 예산 집행의 재량권이 폭넓게 부여되는 반면 변경된 사

업단 단위 지원에서는 대학총장의 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

학총장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학 총장들

은 대부분 적극적인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지는 않는 반응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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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그냥 잘 몰랐다, 그 때 당시에는... (중략)... 정부가 밀어붙이는

데 대해 자기가 반대한다고 자기 의견대로 가려는 것 같진 않았을 것이

다... (중략)...(반대하고 싶은데 말은 못 한다 수준은)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일부 대학교 총장 정도만 “아니 그건 좀 아니지 않냐.” 그런 의견을 표시

했다.

실제로 대학총장들이 정책변경의 의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

지는 본 연구에 드러난 정보만으로는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대

학총장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정책변동에 대한 반발은 일어나지 

않았고, 따라서 대학의 영향력이 정책결정자에게 행사되는 작용은 발생하

지 않았다.

그 당시만 해도, 대학에 돈이 온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했지만 돈이

어떻게 오냐에 대한 수요자들에 대한 인식이 약했다. 일부 대학의 총장만,

“아, 이게 내가 자율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인

데 왜 사업단으로 바뀌냐” 이런 인식은 있었지만, 많은 대학들은 그걸 인

식을 못했다... (중략)..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몰랐다.

「WCU 육성사업」의 사업계획안이 최초로 외부에 정식 공개된 것은 

2008년 5월 7일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공

청회」에서였다. 공청회에서 발표될 당시 이미 사업계획안은 최종 공고된 

사업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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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공청회 사업시안 1차 공고

<유형 1>
전공분야 개설지원

해외학자 3년 이상 전임교원
학과 내 해외학자 50% 이상

3년 이상 채용 원칙, 체류 탄력 적용
학과 규모 따라 30~40%

<유형 2>
개별학자 초빙지원

해외학자 3년 이상 전임교원
연구전담 교원으로 활용

3년 이상 채용 원칙, 탄력적 적용
강의활동 또는 공동연구

<유형 3>
세계적 석학 초빙지원

세계최고수준의 석학
연 2주 이상 체류 전제

석학 + 첨단 핵심 기술자
연 2개월 이상 체류 (비연속 포함)
전체 사업비, 대학 당 지원 한도

유형 1,2
심사절차

전공패널 → Int’l Peer Review
전공패널 → Int’l Peer Review
 → 종합패널심사

유형 1,2
전공패널심사 배점

유형1) 계획 50 / 실적 40
유형2) 계획 40 / 실적 40

유형1,2) 계획 45 / 실적 45

전공패널평가

 실적 산정기간 3년 5년

 실적평가 대상 저널 상위 5% 상위 10%

 실적평가 요소
논문 게재 수, 피인용 총회수
1건당 피인용, 에디터 경력
연구비 수주실적

논문 게재 수, 피인용 총회수
1건당 피인용, 에디터 경력
연구비 수주실적, 국내외 특허

 실적 배점 구분 이공 / 인문사회 자연과학/ 생명과학/ 공학/ 인문사회

 Int’l Peer Review
  대표논문제출 (유형 2)

10건 5건

 여건평가
인프라 지원 노력도 5%
지원 종료 후 지속 의지 5%

지원 계획의 충실성 2%
인프라 여건 정량지표 8%

사업비 배분
지방대 400억
KAIST/ GIST 250억 

전국단위 (1,250억) 
/ 지방단위 (400억)

<표V-17> 「WCU 육성사업」의 공청회 사업시안과 최종 공고안 비교

*교육과학기술부(2008.5); 교육과학기술부(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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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계해가지고 릴리스하면서, 대학 의견에 대해서는... face validity 정

도였다. 이게 현장에서 작동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중략)... 결정을 해 놓

고, 의견을 수렴한 거다.

사업 공고 전에 공청회를 개최되기는 했지만 공청회를 통해 사업의 골

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사

업추진 일정 자체가 늦어진 데 기인한 바가 크다.

왜 그러냐면, 이미 상당히 늦어졌다... (중략)... 벌써 4월 며칠이 돼 버렸

으니까, 성안이 된 게. 그러면 이걸.. 해도 의견을 들어야 할 거 아닌가?

내가 설계했는데 이게 작동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리고 해외 학자 리뷰

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 대상) 선정할 때, 이게 또 한 달 걸릴 거고...

(중략)... 그래가지고 예상을 해서 9월 1일 정도에 집행이 되겠다 생각을

한 거다. 그러려면 이미 늦어졌기 때문에 빨리 집행을 해야 하는 거고, 벌

써 6개월이 지나 있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했던 관계로 정부는 공청회에 대해 사업계획안을 조정한다

기보다는 이미 결정된 계획안을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청회 과정에서도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한 의견은 나타나지 않았다.

공청회 이후 「WCU 사업총괄관리위원회」(이하 ‘총괄위원회’)가 구

성되어 총 6차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총괄위원회는 대학교수, 언론사 간

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과 교과부 및 한국과학재단(현 한국연구재

단) 관계자가 회의를 가졌다. 총괄위원회의 주된 의제는 사업시안에 관한 

토의와 대학현장에서 제기된 의견 수렴이었다.

대학의 요구사항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략)... top-down 식으

로 우리 대학을 좀 더 경쟁력 있게 만들라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거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은 이게 필요하

겠다 해서 top-down 식으로 기획을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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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일시 주요 의제 및 논의 결과

1차 5.23.
- 사업의 전체적인 틀(세가지 지원 유형)을 유지

- 지방 대학원 특화분야 사업비의 별도 배정 및 평가지표 조정 필요

2차 6.2.

- 3개 사업 통합하되 사업신청 단계에서 전국단위/지방단위 분리
- KAIST 및 GIST 지분권 없이 완전공모경쟁
- 전공패널별 상대평가를 하되, 최소 선정기준을 설정
- 유치 해외학자 유치 관련 세부사항 수정 심의

3차 6.6.
- 심사절차 및 심사 종류별 점수비율 변경
- 연구실적 지표 비율 조정
- 유형 3과제의 초빙 대상 확대

4차 8.13.

- 해외 유치학자 평가 반영 관련 세부사항
- 사업 신청 시 도덕적 해이 및 과다 경쟁 예방 대책
- 논문 평가 관련 세부사항
- 기타 평가계획안에 대한 보완

5차 8.22.
- 사업비 관리 엄격화 대책
- 평가 척도 및 기준 강화
- International peer review시 대표논문 기간 및 저자요건 기준 완화

6차 9.19.

- International Peer Review 평가 지표 및 척도 수정
- 사업비 배정 기본 원칙
- 패널 단위별 사업비 배정 및 과제선정 분량 기준
- 전공패널과 평가위원 구성 방안

<표V-18> 「WCU 사업총괄관리위원회」의 회차별 주요 논의내용

*교육과학기술부, 「WCU 사업총괄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WCU 육성사업」 1차 공고일은 6월 19일 (3차 회의와 4차 회의 사이)

위 표<IV-18>에서 보듯이 총괄위원회는 사업의 집행단계에서의 세부사

항을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역할만 했을 뿐 여기에서도 사업의 큰 틀에 대

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업 선정 때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만 심의했다. 사업 기준을 선정한 게

아니고... (중략)... 지표 심의도 안 했다. 의사결정만 한 거다. 몇 개를 선정

할지 누구를 선정할지... (중략)... 5월에 공청회 할 때 심사 기준까지 공청

이 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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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와 총괄위원회 활동을 통해 대학 측의 의견이 반영된 바가 없던 

건 아니었다. 그러나 이는 재정지원의 방식이나 사업의 목표와 같은 측면

에서가 아니라 선정과정과 관련된 지표와 같은 수준에 국한되었다.

가장 불만은 지방대학들이었다. (칸막이가 따로 돼 있던 거였는데 합쳐

져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world-class로 나가다 보니까 심사기준이

굉장히 높았다. 예를 들어, impact factor 논문을 확정할 때, 처음에 설계

할 때는 공청회 들어가기 전에 IF가 상위 1% 논문만 쳐 주겠다, 이렇게

나가니까 막 난리난 거다. 지방대학들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분야별로

그게 10%로 늘어났다. 그러고 유치 기간이, 상당히 사업이 느슨하게 조정

이 됐다. 사업단 규모라든지 외국인 석학 초빙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씩 더 늘어났다. (그렇게 안 하면) 운영이 안 된다... (중략)... 실제로는 그

러니깐, 토론회 이전에 거의 픽스가 돼서, 이후로는 사실 기존 틀 내에서

조금씩 조정하고, 기준을 완화하고 뭐 이런 정도로 개선이 된 거다.

위와 같이 「WCU 육성사업」은 정부의 계획안에서 이미 주요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로 공청회를 통해 외부에 공개되었고, 공개된 이후에

도 정책대상자인 대학의 의견은 선정과 관련된 일부 지표를 제외하면 거

의 반영되지 못하였다. 

(3) 정책활동가 : 이주호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신임 교과부 장관의 동의까지 얻은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WCU 

육성사업」으로 대폭 변경된 데에는 대통령비서실의 압력이 작용한 이유

가 크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이하 ‘교육

수석’)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주호 교육수석은 17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으며,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사회교육



- 103 -

무문화분과위원회 간사를 맡은 데 이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분야를 

총괄하는 수석비서관에 임명된 데 이어 후일 교과부 제1차관과 교과부 장

관을 역임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거의 전 기간에 걸쳐 교육분야에서 중요

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주호 교육수석의 이러한 영향력에 대해서 “한나

라당 내 최고 교육통”(매일경제정치부, 2008: 50), “교육정책 골격 만든 

노동경제학자”(중앙일보정치부, 2008: 56), “이주호 靑수석이 교과부 사

실상 지휘46)” 등의 평가가 내려진다. 

이처럼 새 정부에서 교육정책에 강한 영향력을 지닌 만큼 이주호 교육

수석의 의견이 「WCU 육성사업」으로의 정책변동에 상당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17대 국회에서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대한 이

주호 교육수석(당시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예컨대 연구비 배정의 원칙 같은 것을 새로 정립해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공개경쟁의 원칙이라든지, 또 연구평가에서는 동료 평가가 굉장

히 중요한데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데서는 국제 동료 평가를 합니다. 얼마

이상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전문가들이 그

프로젝트를 평가해서 지원할지, 안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야

지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NSF 이런 경우에 보면 연구자 중심

으로 연구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대학에 나누어 주

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연구자들한테 기본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연구비

지원을 하면 그 연구자들이 이렇게 지원 많이 받고, 또 오버헤드 코스트로

50% 이상 이렇게 하면 그것이 또 대학에 떨어뜨려지고, 그래서 대학이 발

전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연구대학을 육성하는 것이지...

프로젝트 베이스를 하다가 이제 좀더 발전된 단계로 가려면 연구자 베

이스로 가야지 어떻게 포괄적인 연구지원을 거꾸로 갑니까?

- 2007.10.9. 국회 교육위원회 2008년도 예산안 심사

46) 경향신문, “이주호 靑수석이 ‘교과부’ 사실상 지휘”. 200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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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회의록에 나타나듯이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이주호 당시 의원은 

「선도대학 육성사업」계획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공개경쟁’, 

‘국제동료평가’와 ‘사업단 단위 지원’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이

러한 의견은 「WCU 육성사업」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3. 분석결과

「WCU 육성사업」이 결정되어 공고되기까지의 과정을 Kingdon의 정책

흐름모형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결정되는 과정과 「WCU 육성사업」으로 변

동되는 과정(이하 전자를 ‘1기’, 후자를 ‘2기’라고 함)은 1기 과정의 

결과로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미비점이 있어 그것이 곧 2기 과정의 시

발점이었다는 점에서 두 개의 과정을 별개가 아닌 하나의 정책형성과정으

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때 두 과정은 각각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서로 만나 정책의 창을 열면서 정책결정 혹은 정책변동이 발생하였지만, 

단일한 정책으로서 결정되고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일종의 연쇄적인 

작용으로서 정책결정 혹은 정책변동이 진행되었다. 

1기에서는 정책문제의 흐름이 오래 전부터 존재해 온 반면 정책대안의 

흐름은 뚜렷하게 하나로 모이지 못했던 상태였지만, 결정적으로는 예산의 

‘절약자’인 중앙예산기관을 납득시키지 못한 것이 정책과정이 진행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이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중

앙예산기관을 사이에 둔 합리성 기반의 정책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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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던 중 정치의 흐름과 정책활동가의 영향력이 개입하면서 정책과정의 양

상이 달라지고, ‘고등교육 재정 1조원 증액’이라는 정책의 창이 열린

다. 특히 예산과정의 ‘절약자’인 중앙예산기관에 정치의 흐름이 작용하

자 정책의 창이 열렸다는 점이 특징이다.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이렇

게 ‘고등교육 재정 1조원 증액’의 정책의 창이 열림으로 인해 가용예산

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기존에 잠복해 있던 정책대안의 흐름이 꺼내어져

서 다른 흐름과 결합하여 새로운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정책의 창이 

열렸다. ‘고등교육 재정 1조원 투자’는 고등교육 재정 부족에 대한 해

결책이며,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증액된 1조원의 집행을 위해 선택된 

사업안이다.

<그림V-6>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정책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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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정책변동과정 또한 정치의 흐름 유무에 따라 정책결정의 모형이 다

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행정부처 내에서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가진 문

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탐색·적용하는 과정은 전형적

인 기존의 단선형 정책결정과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치의 흐름이 개입하

면서 정책이 급격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어 정책의 창이 열리고 정책을 

집행하는 방식에 변동이 발생한다. 정책변동과정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집행방식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이 적용되며, 그 과정에서 「WCU 육성사업」정책 안에 융·복

합 학과 신설 세부과제라는 새로운 정책의 창이 열린다. 2기 정책변동과정

도 1기 정책결정과정과 마찬가지로 개별 사건만이 아닌 일련의 연쇄적인 

작용의 집합으로서 정책변동이 진행된다. 

<그림V-7> 「WCU 육성사업」의 정책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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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창’

(대안 → 문제)

고등교육

재정 증액

WCU
육성사업

(연구자 단위)

↓ ↓

문제의 해결과정

(문제 → 대안)

선도대학
육성사업

(대학 단위)
과제 세분화

1기와 2기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연쇄작용의 흐름이 

‘큰 범위의 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간다는 점이다. 1기에서는 

‘고등교육 재정 1조원 증액’이 선제적으로 창을 열었고, 뒤이어 「선도

대학 육성사업」이 계획될 수 있었으며, 2기에서는 「WCU 육성사업」의 

재정 집행방식의 변화가 선행한 후 사업의 세부과제가 구체화됐고, 이 과

정에서 ‘융·복합 학과 신설 과제’가 세부과제 중 하나로서 새로이 정

책에 진입했다. 

이때 1기와 2기에서 각기 선제적으로 열린 창, 즉 ‘고등교육 재정 1조

원 증액’과 ‘재정 집행방식의 변화’는 정치의 흐름이 강조된 ‘정치의 

창(political window)’으로서 열렸으며 주어진 해결책이 문제에 우선하고 

있다(Zahariadis, 2003). 그리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 즉 「선도대학 육성사

업」과 ‘융·복합 학과 신설 과제’는 선행단계가 유발한 새로운 정책문

제에 대응하여 이를 해결하는 과정으로서 진행되며,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정책대안이 탐색된다.

<그림V-8> 「선도대학 육성사업」과 「WCU 육성사업」에서의 각 정책의 창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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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요약 및 결론

「WCU 육성사업」의 정책과정이 시작된 시점은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의 6월 26일의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 토론회이다. 그 이

전부터 한국 대학의 상대적으로 낮은 국제경쟁력 순위, 저조한 정부의 고

등교육 재정 투자, 각국의 세계수준의 대학 육성정책 등이 행정부의 담당 

부처와 국회에 걸쳐 정책문제로서 폭넓게 받아들여졌으나, 예산편성을 통

제하는 주체인 중앙예산기관까지 미치진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은 정부부처의 기존 정책과 대학총장, 연구자들 

간에 각기 다른 의견이 혼재된 상태로 제시되어 왔으며 이러한 의견이 하

나의 정책공동체 혹은 이익단체를 통해서 명료하게 제시되는 단계에까진 

이르지 못하였고, 고등교육 재정 투자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육성

하기 위한 대책은 정책의 흐름이 명확하게 결집되지 못한 상태로 잠복되

어 있었다. 그러던 중 대학의 입학전형계획과 관련하여 정부와 대학 간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정치의 흐름이 형성되었고, 정책활동가의 적극

적인 영향력 행사를 통해 중앙예산기관을 압박하여 ‘고등교육 재정 1조

원 증액’이라는 정책의 창을 강제로 형성하였다. 재정투자 증가라는 정

책의 창이 선도적으로 열리자 이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서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대학에 포괄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형식으

로서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제로 선택되었고, 짧은 

정책형성기간을 이유로 정책공동체 혹은 관련 이익집단과의 논의과정을 

생략한 채 정부의 정책대안 그대로 차년도 예산에 배정된다.

그러나 이렇게 결정된 「선도대학 육성사업」에는 구체적 집행계획의 

부족이라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어서 사업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도 집행계획을 구체화할 단계가 남아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문제를 발견

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일반적인 정책결정과정을 따랐으나, 정권의 교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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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치의 흐름이 작용하면서 기존의 계획과는 다른 정책대안의 흐름과 

결합하여 연구자 단위의 성과중심지원이라는 새로운 정책의 창, 그 중에

서도 ‘정치의 창’을 형성하게 된다. 이 과정 또한 이전의 「선도대학 

육성사업」 결정과정과 마찬가지로 정책활동가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다. 그런데 정책변동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서 집행계획의 변화로 인한 

예산미집행 우려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

책과제가 세분화되는 방식으로 사업이 변경되었으며, 그러던 중에 ‘융·

복합 연구 촉진’이라는 새로운 정책문제의 흐름이 유입되어 ‘융·복합 

학과 개설’이라는 전체 사업 내 세부과정 신설의 정책의 창이 또 한 번 

열리면서 최종적으로 「WCU 육성사업」으로서 정책변동이 발생하게 된

다. 그리고 「WCU 육성사업」또한 이전의 「선도사업 육성사업」과 마찬

가지로 짧은 정책과정을 이유로 정책공동체 혹은 이익단체와의 논의과정 

없이 정부 내부에서 결정된 정책대안이 그대로 발표되어 시행되기에 이른

다.

위 정책결정과정의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결정과 변동과정에서 정책흐름모형을 구성하는 세 흐름 중 

‘정치의 흐름'은 독립적으로 작용했다. 

대학의 재정지원 필요성이나 세계 수준의 대학 육성의 필요성과 같은 

정책문제,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대안으로서의 각종 재정지원방안과

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치의 흐름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대안이 

존속중인 상태에서 정치의 흐름이 별개의 맥락 하에 생성되어 다른 흐름

과 결합(coupling)하였다. 이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이 가정한 정치의 

흐름의 독립적인 성격에 부합한다(박소영·김민조, 2012). 예컨대 「선도

대학 육성사업」은 예산의 ‘소비자’인 행정부처가 ‘절약자’인 중앙예

산기관을 설득하는 일반적인 정책과정의 범주 내에 있었으며, 「WCU 육

성사업」으로의 변동과정 또한 정치의 흐름의 개입이 없었다면 합리성에 

입각하여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의 정책과정이 진행되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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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나, 여기에 각각 정치의 흐름이 작용하면서 정책흐름모형으로 설명 

가능한 과정이 전개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의 권력이 강한 체제 하에서는 정치의 흐름의 독립적인 작용에 따라 정책

결정 혹은 정책변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때의 정치과

정이 외부과정, 즉 ‘투입’과 ‘산출’을 매개하는 과정보다는 본 연구

의 사례에서와 같이 내부과정, 즉 ‘산출’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

질 경우 정치의 흐름이 독립적으로 작용하기에 보다 용이할 것이다. 특히 

정책문제와 정책대안이 명확하게 집약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모호함

을 이유로 중앙예산기관 등의 정부 내 특정부처가 정책형성에 반대할 때 

정치적 사건 등으로 촉발된 정치의 흐름이 정책흐름모형을 유도할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결정되고 「WCU 육성사업」으로 변동

하는 과정은 정책흐름모형의 세 흐름 중 정책문제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

이 결합된 ‘부분결합’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다중흐름모형의 전제조건을 모두 갖춘 사례는 흔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김지수 외, 2012). 본 연구의 사례에서도 정책대안의 흐름이 조직화되지 

못한 채 정책의 창이 열렸는데, 정책과정이 내부에서만 진행되면서 정책

문제와 정책대안에 대한 공론화가 생략되고 이에 따라 관련 당사자 간 합

의의 기회 자체가 봉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열

린 정책의 창은 부분결합(Solecki & Michaels, 1994)의 형태로서 나타나며, 

정책대안의 탐색은 행정부 내부에서 top-down식 정책과정으로 진행되었

다. 

이러한 top-down식 정책과정은 정책의 결정 혹은 변동의 기간이 매우 

짧을 경우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극히 짧은 기간만이 주어질 경우 정책

의 대안에 대해 널리 그리고 충분히 논의할 여유가 주어지지 않고, 이로 

인해 정책의 논의가 행정부 내부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본 연구대상의 사

례를 예로 들면,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제안된 이래 「WCU 육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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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변동되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은 채 1년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

이다. 이러한 짧은 기간 동안 이익집단의 개입이 아닌 정책활동가의 결심

에 의해 정책이 촉발되었으며, 대안의 선택 또한 정책수혜자의 의견이 반

영되기보다는 행정부처 내부의 탐색에 의해 이루어졌다. 정책이 변동되는 

과정 또한 정책수혜자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절차 없이 행정부 

내부에서의 결정사항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셋째, 정책활동가는 정치의 흐름을 주도하는 자로서 활동하였다. 

물론 일반적인 Kindgon 모형에서도 정책공동체의 분화정도, 이익집단의 

개입과 더불어 정책활동가의 활동을 정책대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으로서 거론하고 있다(Kingdon, 1995). 그러나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결정되고 「WCU 육성사업」으로 변동하는 과정 모두에서 다른 두 요소, 

즉 정책공동체와 이익집단의 작용이 미약한 반면 정책활동가의 작용은 매

우 강하게 나타난다. 정책활동가는 두 과정에서 자신들의 활동이 없었더

라면 나타날 것이라 기대하기 힘들었던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이

러한 활동은 이른바 ‘창을 강제로 열어젖히는’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낳

는다. 

한국의 정치구조상 정책활동가, 특히 행정부 내의 정책활동가의 영향력

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이진만･전
영상, 2009; 김인자･박형준, 2011; 이영재, 2012). 본 연구대상 정책과정에

서도 핵심의사결정자는 항상 행정부 내부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선도

대학 육성사업」이 결정되는 과정과 「WCU 육성사업」으로 변동되는 과

정은 철저히 행정부 주도의 top-down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행정부 내

부에서도 상위기관, 특히 대통령 혹은 대통령비서실의 의사가 하위기관을 

구속하는 형태로 정책과정이 진행되었다. 이는 정치과정이 정부 외부의 

투입과정이 아닌 내부의 산출과정에서 발생했음을 의미하며, 대통령제 하

의 한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대통령과 그 측근 비서진들이 가장 중요한 

행위자라고 본 기존의 연구를 지지한다(한국정치학회, 2008). 특히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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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사례와 같이 정책과정의 기간이 짧을 경우 행정부가 정책결정과 변

동을 주도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며, 정책활동가가 주도하여 정책

의 창을 열 경우 이는 Howlett과 Ramesh(2003)의 분류에 의하면 ‘재량적 

창(discretionary windows)’, 즉 개별적 정치활동가의 행태가 창을 여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책활동가의 영향력이 강하게 발휘될 수 있었던 데에는 

정책활동가가 영향력을 행사할 대상이 한정되었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목

할 수 있다.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정책결정과정에서는 행정부의 교육

인적자원부와 국회의 교육위원회에서 고등교육 재정 증액에 대한 공감대

가 이미 형성된 상황에서 중앙예산기관만을 움직이면 되었고 「WCU 육

성사업」으로의 정책변동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실무부처 내부에서만 

정책과정이 진행되던 단계였던 바, 따라서 정책활동가의 영향력이 집중적

으로 발휘될 수 있었다. 

넷째, 위와 같이 정책활동가 주도로 정치의 흐름이 형성되어 열리는 정

책의 창은 ‘정치의 창’의 형태로서 나타나기 쉽다. 

이때 정책결정 혹은 정책변동의 주도자는 대안을 중심으로 문제를 찾게 

되는데(Zahariadis, 2003), 기존 정책과정과의 마찰을 감수하고 정책대안을 

관철시키고자하는 경우에는 일단 창을 여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로 등장하

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무리하여 창을 여는 과정을 통해 대안이 선택될 

경우, 본 연구에서와 같이 대안의 구체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안에 대응하는 정책문제의 흐름이 충분히 성숙

하지 않은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창이 열린 이후의 후속단계로

서, 전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탐색하는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Kingdon 모형의 한국 정책과정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논할 

수 있다.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은 정책결정과정의 비합리성에 주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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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특히 정치의 흐름의 중요성이나 정책활동가의 역할이 두드러진다는 점

에서 한국의 정책환경에 적합한 점이 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이 대규모의 

정책공동체와 그들의 정책대안이 완전경쟁적 성격을 띠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최성락·박민정, 2012). 「WCU 육

성사업」의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정책공동체의 활동과 정책대안의 흐름이 

두드러지지 못했는데, 정책의 세 흐름이 필수적으로 모두 합류하지 않아

도 정책의 창이 열릴 수도 있음을 감안하면(Kingdon, 1995), 구조적으로 

정책공동체 형성이 미약했다기보다는 정책공동체가 정책대안을 형성할 충

분한 기간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속히 창이 열린 본 연구대상 정책

과정 사례를 근거로 정책흐름모형 적용 자체의 한계를 논할 수는 없을 것

이다. 단, 이익집단이나 정책공동체의 형성이 미약하거나 혹은 국회를 비

롯한 견제기구의 활동이 미흡한 시점에 행정부의 주도로 정책대안의 흐름

과 무관하게 정책의 창이 열릴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 따른 논의사항을 위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Kingdon의 정책

흐름모형의 성격상 분석을 통한 일반화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

이나(공병영, 2012, 김현준,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거론할 수 있다.

첫째, 대규모의 정책사업, 특히 정권의 교체와 같은 급격한 정책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top-down형 정책과정을 되도록 지양하고 문

제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를 거친 후 정책과정을 진행시켜야 한다. 

「선도사업 육성사업」의 결정과 「WCU 육성사업」의 변동은 전체 1

년이라는 극히 짧은 기간 동안 정책이 결정되고 또 변동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정책공동체 혹은 이익집단 등과의 정책대안에 관한 폭넓은 논의

가 이루어질 기회 자체가 생략되면서 정책대안의 흐름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세부과제별로 사업

효과 미비, 예산 미집행 혹은 실적 부진의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되었

는데(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2; 국회예산정책처, 201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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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정책결정과정에서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기관단위 총액지원형 방

식이 연구자 단위 성과중심지원형 방식으로 변동되는 과정에서도, 만약 

이전의 과정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책 대상집단의 동의를 얻은 대안이

었다면 아무리 정책활동가가 압력을 가한다고 해도 실제로 정책변동이 발

생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물론 행정은 정책판단의 기준이 되는 여러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

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며(이종수·윤영진 외, 2005), top-down형 방식의 예

산결정 또한 국가 전체적인 재원배분에 계획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이원희, 2009). 그러나 정권교체기와 같이 정책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획의 일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바, 정권 교체로 인

해 정부 정책기조가 변화하더라도 정책의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

전에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는 것이 오히려 행정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또한 정책변동은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변동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타당한지 여부에 따라 당위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그렇다면 단지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하여 정책을 

변동시킬 것이 아니라 정책의 변동이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

를 정책대상자에게 납득시키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대

상의 사례를 예로 들면, 참여정부는 정권이 교체되기 전에 무리해서 정책

을 추진하기보다는 그 정책이 충분히 문제가 공유된 사안이었다면 정책의 

추진을 다음 정권으로 넘겼어야 했고47),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권에서 결

정만 되고 집행이 되지 않은 정책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책안

과 부합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굳이 시간에 맞춰 추진하기보다는 첫 해 시

행을 늦추더라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정책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했어야 했다. 

47) 단,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에 의하면,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교육정책의 큰 기조

는 차기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았던 것으로 해석된다(국정브리핑, 

200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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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학의 의견을 조직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담당할 

조직 혹은 기관의 역할이 요구된다.

본 연구사례와 같이 정부 외부에서의 정책대안 수렴이 미흡했던 원인 

중에는 대안을 수렴하는 데 필요한 의견이 상시적으로 조직화되지 못했다

는 점이 있다. 여타의 이익단체가 각기 자신들의 선호에 따른 대안을 조

직하여 상시적으로 정책결정자에게 제시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의사를 결

집하여 가시적인 압력을 가하는 반면, 대학은 그러한 조직적인 활동이 상

대적으로 부진하다. 초중등교육만 하더라도 한국교원총연합회, 전국교직

원노동조합 등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정책안을 연

구하여 이를 정책의제화하고자 노력하는 점과 대비된다. 따라서 대학의 

관점에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의 창이 열릴 때 그러한 대안을 언제

든 즉시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이는 대학

의 입장에서는 이익의 투입수단으로 작용하며, 동시에 정책체제의 측면에

서는 국민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기제가 된다.

셋째, 정책결정과정과 정책변동과정 모두에서 국회의 역할이 미미하였

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국회는 행정부 내에서 결정된 사업에 대해 해당 사업의 예산심의권이 

있으며, 편성된 예산사업에 중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국회 예산심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면서 행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말하자면 국회는 행정

부가 ‘억지로 열어젖혔던 창’을 다시 닫을 수도 있는 기관이다. 그러나 

국회는 단편적인 문제제기 이상의 행동을 취하지 못했고, 따라서 정책이 

결정되고 변동되는 과정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물론 

그렇게 된 데에는 정권과 회기의 교체기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이후에는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국회의 개원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던 중에도 정책에 대한 

검증이 철저히 수행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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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산과정을 다루는 

많은 연구에서 국회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김준석, 

2006; 박정수, 2013), 「WCU 육성사업」의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이 점은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국정감사 등을 중심으로 국회의 사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며(고준석·노재훈, 2011), 

이러한 사후 모니터링의 중요성은 예산사업에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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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sed the making and the change of an education policy 

before and after a regime change in Korea. The policy targeted for the 

analysis is 'The World Class University(WCU) Program'. This project was 

originally introduced as 'World Class Leading University Program'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at the end of Roh Moo-hyun administration in 

2007 and the policy was drastically changed by Lee Myung-bak 

administration right before the original project became effective in 2008. 

Kingdon’s Policy Stream Model(PSM) was used as theoretical framework 

for analysing the case. Government agencies’ data related to the 

project and the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during that period 

were collected. In addition, in order to obtain the precise information 

about the policy process which cannot be captured in the official data, 

the persons in charge in the administrat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who were involved in this project were interviewed.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entire policy process was subdivided into 

two phase; the policy making on the 'World Class Leadi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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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in Roh administration and the change into the 'World Class 

University Program' in Lee administration.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it was found that the political conditions towards the end of the regime 

and the need for an agreement with universities served for the politics 

stream, with the President's involvement as a policy entrepreneur. In the 

policy change process, the regime change became the politics stream 

and the Presidential Secretary for Education, Science and Cultural affairs 

served as a policy entrepreneur.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discussed the following. First, the 

politics stream worked independently in the policy making and the policy 

change. Second,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and change consists of the 

problem stream and the politics streams. Third, the policy entrepreneur 

had strong initiatives in the politics stream. Fourth, the policy window, 

which was opened following the formation of politics stream led by such 

policy entrepreneurs, is prone to manifest itself in the form of a political 

window. Finally, the limitations of applying the Kingdon model to Korean 

policy process cannot be discussed by the target policy process alone. 

This study made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policy. First, in 

large-scale policy projects, especially when a radical transition of policy 

environment such as regime change is likely to occur, a top-down policy 

process should be avoided if possible. Instead, policy issues need be made 

publicly to the fullest extent before proceeding with the policy process. 

Second, an organization or government agency should play an 

intermediary role to gather and organize the views of universities. Lastly,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fulfil its duties, e.g. checks and balances 

and post-hoc policy tests, in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and change. 

Keywords : Policy Making, Policy Change, Regime-change, Policy Stream 

Model, World Clas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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