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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의 첫 대용령 조지 워싱턴은입끼 내내 수도 Washington O.C 에 국핍 

대회'{Nationa l University)을 설링할 것올 주장했다 그는 1799년에 유언을 

남겨 이 사업올 위해 상당한 자금융 기증할 것을 명시했다 워싱턴이 국링대의 

설립올 주장한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국립대가 지식을 보연적 

으로 따급하고 계몽사상올 촉진시커며 미덕융 갖춘 지도자률 양성하고 검은 

이의 충성올 지방과 주로부터 미국의 국가주의(Nationali sm)로 올리는데 일 

조하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목적옹 당성하기 위해 연방의 중앙정부 

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밍었다 

워싱턴은 붙행히도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가 이 국대안을 꺼낼 때아 

·혼 앙표푼융인엽기 위얘 Z용영 '1 수고해주신세 윤자료수잉애 도웅융주시고유익한죠언융 

얘주신 Rκha rd CoJ1ier 션생와 애송영 선생 그리고 논문의 연깅과 교정율 도와 훈 겁종호 
선생- 찌 강사의 안응용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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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의 심복 해일튼{Alexander Hamilton)은 반대했던 것이다 고열연설을 

작성항 때도 워싱턴은 자신의 숙원사업에 관한 언급올 삽입했으나 그때마다 

Hamilton은 이를 빼벼렸다 국대안에 관한 그의 유언도 우시당했다 l 해일튼 

이나 워싱턴의 추총자들이 대학교육 자제에 미옹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이 

싫어했던 것은 수도에 국립대를 세운다는 아이디어였다 해일은은 파격한 중앙 

집권혼자였다 그 역시도 워싱턴이 기대한대로 이 국대안이 연방정부의 위세용 

강화'f는데 도옹이 되리라 믿었올 것이다 그렇다연 그는 왜 국대안에 반대했 

는가? 이에 대한 뾰혹한 당은 없다 추측컨대 해일튼은 교육 특히 대학교육은 

주나 지방정부의 영역이요 기능이지 연방 정부가 판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 

했올 젓이다 그리고 국대안이 포함하는 여러 가지 옥적올 당시 주와 지$써1 산 

재해있던 12개의 대학들이 성취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 그러나 19-20세 

기에는 국대안이 산발적으로 제기되었응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호웅이 없었다 

여기서 우리는 1 923년까지 중앙정부에 교음융 당당하는 부서가 없었다는 정 

도 교육이 지앙의 영역이라는 미국인의 신염과 전홍 때문이었응올 상기항 필요 

가있다 

겨우 2배반 영(배인만 포함하여)밖에 없었던 미 식인지 알기의 사회에 대하 

이 12개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질이다 그 당시 영국을 비훗한 유협국가에 

있는 대학올 모두 합해도 이 식인지에 있는 것만큼 많지가 않았다 이것은 이 

식인지인이 지도자와 인재양성에 얼마나 헌신했는가틀 잘 알해준다 또 그들의 

교육열도가능해준다 

미 식민지 대학들 거의 전부가 기독교와 연판되지만 학교창시는 다양한 종 

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버드대는 죠합파 윌리엄앤애리(Wi lliam & 

1. Joseph Ellîs , His Excellency: George Washington (New York, 2(04), 236; Richard 
Loss , "The PoHtical Thought o( President George Washington," Presidentia l 
5hJdies Quarterly, 19 (1989) , 479-481 

2, Harvard Universi ty (1636): College of William & Mary (1693): Yale Universily 
(1703): College o f New jersey (1 746); Kin g's Coll ege (1 754); College of 
Philadelphia (1755); Col1ege of Rhode lsland (1764): Queen' s College (1766) 
Darlm。이 h College (1769); Sa lem 51ale Col생e (1772); Dickinson College (1773); 
Hampden-Sydney C이 lege (1η'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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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y)대는 성공회 에일(Y，le)대는 장로교 로드아일핸드(Rhode Island)대 

는 칭혜교 뉴저지(New]ersey)대는 장로교의 신따{New 니ght)가 주동하였 

다 벤자인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과 그의 동료들이 설립한 띨라델피 

。}(Phi1adelphia)대는 종교와 판계가 없는 전형적인 문리고l{Liberal Arts) 대 

학이었다 성직자나 일반인 모두가 서1상의 율쟁에 인감-.5t，고 밝았다 이들은 지 

식을 힘과 이덕의 초석이라고 보고 황무지와 연정올 극복하고 운영올 전파하는 

도구로 간주했다 기옥교 대학들도 A<t와 Science륭 두려워하기는커영 그것 

이 교회가 무지와 미신의 늪에 싹지는 것올 방지하리라 믿었다 

대회별의 공풍된 교육철학은 학사 교과과정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챙학 

도덕 논리 미샤학 수학‘ 천문학 히프리어 라틴어 그리스어 고전 퉁이 멸 

수 파옥이었다 이들에게 자연과학과 종교는 상극이 아니었다 하버드대의 매 

더(lncreasc Mather) 교수는 옥사였지안 과회에 관심이 않아 런던의 과학협 

회(Roya l Society of London)에도 가입했다 18세기 후반끼에는 외국의 본을 

따라 미 대회낼도 전문화의 길에 접어든다 예율 들연 필라델피아대가 1765년 

에 의과대회않 설립하고 화학교수를 채용하게 된다 

하버드대의 어1일린(Bernard Bailyn) 교수는 18세기알 전에는 -사립 교육 

과 -공림 교혹의 분리라는 개녕은 종재하지 않았다고 역설한다 그때 대부운의 

대학들은 지방정부와 사회의 홍제을 받얀다 대회들 거의 전부가 독립적이고 

영구적인 재원용 확보하지 옷해서 외부 세력이 학교재정 행갱 교수의 잉영 

등에 크게 간성했다 극단적인 예로는 1750년대 조안에 뉴욕 갱부가 킹즈 대학 

(King. s College)의 구성에 개입한 일 1776년에 멘싣에니아 추정부가 멸라 

텔띠아대의 인가정KCharler)올 올수한 일 동을 들 수 있다l 그런 접어 서 독립 

적 자산을 않아 갖고 있었던 옥스퍼드(Oxford)나 케임브리지(Cambridge)대 

와 얄리， 북이의 대학을은 사립대로서의 법적 지위나 자치를 안끽하지 못했다 

미 식먼지의 대학교수틀은 주로 영국이나 스코을핸드에서 왔다 위더스푼 

3. Bernard Bailyn. Education in the Forming of American Society: Need,. and 
。pportunities f이 5tudy (University of N. Carolina Press. Chapel Hill. N. C 
1960). 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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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Witherspoon)이나 스미스(William Smith)가 대표척 인율이다 그러 

나 그을이나 대학의 영성은 약간 영어졌기 때문에 중부나 납부의 부유한 여러 

식민지 가갱은 자녀용 영욕혹히 영어공부를 위해 케임므리지 옥스에드 링컨 

즈핀즈(Lincoln' s Field s) ‘ 엉학원(Inns of Court) 에든버러(Edînburgh)대 

풍에유여h용보냈다‘ 

이국이 독립한 1 776년부터 제머슨{Thomas Jefferson)이 대용령이 된 

1801 년까지 16개의 대학이 쟁겼다 연정지역에 위치한 이 대학들은 큰 난관 없 

이 오늘날까지 왔다 그러나 그 후로부터 1861 년까지 세워진 약 700개 대회H들 

의 대부분은 설립한 지 수 년 '1t<애 문올 달았다 웬일인가? 당옹 아마도 우드 

(Gordon W∞d) 교수가 말하는 미국핵영의 -괴}격주의"(Rad ica l i sm)에서 찾 

융수있지 않융까한다 ! 이 과격주의는자유명동의 이녕융융러일으켜 인싱올 

흐리게 했고‘ 그 "f랍에 육영 사엉도 피해올 잉었다 이 사업에 장여혔던 제어 

슨도 자신이 킬러낸 자유민주주의7f. 그가 설링한 버지니아대(University of 

Virginia )의 기조용 크게 손상했다고 우녕했다 이 자유의 포회는 교육계분안 

아니라 금용시장까지도 엉쳐 국링은행이 사라지자 주 은앵의 중권의 냥발로 

이어져 긍용계얘 흥란용 가져왔다 이 P냥에 연방갱부는 주와 지땅에셔 연어 

난 문제들에 손용 앵 수가 없었다 한 가지 예외는 1 8 1 9 년 마성(John 

Marshall )이 이n는 연방칙고재딴소가 다트머스대(Dartmouth College)의 

자융권과 져 약권융 뉴앵프셔 주갱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한 일이다 

19세기 전반기의 미국 대학을 거의 전부가 빈약한 재정에 시달었다 이러한 

사쟁이 주나 지방정부 또는 사회가 대학의 일애 간성하는 구실융 째공혔다 그 

런데 1862년에 이연방갱부가 오렬엉(The Morr피 Act . l.and Grant Act)용 

제정함으로써 교육계에 큰 충척용 주었다 이는 연방정부가 소유한 땅을 각 주 

에 양도하여 그것융 대학교육융 위혜 쓰도록 규갱01는 법안이 었다 땅의 규모 

는 1만1천 명방아잉로 지금의 스위스에 어긍가는크기이다 이 앙용판아서 언 

4. Sheldon S. Cohen. A Hislory of Colonial Educalion. I ω7-1776 (New York. 1974) 
10U39 

5. Go떠on Wood The Radicalis’” 이 the American Revolu이ion (New York. 1991) 사 
링용온 여영 이4 져유와 영용.'1-르갱었l 얘여a욕용 엉리!톨 양생하농 수안이랴여 영오’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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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옹 농업 기술과 전술{Military tactics) 꽁부에 i스도록 δF는 것이 양도 조 

건이었다 그 이외의 용도는 선적으로 주정부들의 재량에 알겼다 이 엽이야말 

로 오능날의 이 주립대학교나 ØA&M
Ø 
대학교들의 시작을 알혔다 에사추세츠 

공과대회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코냉(Cornell)대‘ 시러 

큐스(Syracuse)대 예일(Yale)대도 이 자금의 도용융 받았다 오리건주나 켄 

터키주의 기독교 대회별까지도 이 법의 수혜자였다 중앙정부가 대학의 발전을 

위해 땅을 주는 일은 1785년에도 있었다 당시 서북죠령(Northwest 

Ordinance)을 풍해 요하이오.(Ohi이대나 서부 보류지(Western Reserve)에 

위치한 몇 대학이 땅의 보소율 받았다 그러나 그 규모는 배우 작았다 남북전 

쟁이 한창일 때 에풍어진 이 원조는 영양심조로 허덕이던 이 대학에 큰 항력소 

가 되었다 이 법은 또한 같은 해에 재정된 흉스테드법(Homestead Act 이 

영은 한 가촉에게 160에이커의 앙올 약속했다)과 더불어 서부로의 팽창을 촉진 

했다 

오링법의 특정은 이토록 거대한 원죠륭 한 연방정부가‘ 주나 지역사회가 관 

힐3는 대한교육에 일절 간성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왜일까? 첫째로 연방정부 

는 지밖이 기축이 왼 미국의 교육전용응 존중했다 등째 간성옴 합 유혹옴 방 

았다 하더라도 연방정부는 간성올 할 관료올 두고 있지 않았다 셋째， 중앙정부 

가 집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왼 정책이나 주않도 없었다 따라서 획일적 용제 

가 없는 마당에 이 대학들은 주와 지역이다 다른 교육철학과 교과과정이 자리 

잡게 된다 이런 사정이 중앙정부의 풍제 하에 성장한 유럽 대학을과는 아주 판 

이한학교문화 제도 연모 성격을지닌미국대학들을애양했다 

19세기 후반기에도 고질적인 재정난은 계속해서 대학들을 괴롭혔다 이 때 

문에 수않은 사립대가 주립대로 영합되었다 이런 현상은 서부 특히 캘리포니 

아 주에서 자주 생겨났다 유영한 윌리엉앤매리대도 20세기 초에 끈덕진 재정 

실조 때문에 버지니아 주정부가 인수하여 주립대가 왼다 

이와 병행해서 연구/대학원중심 대학들이 1876년에 셜컵된 존스홉킨스 

Uohns Hopkins) 대학교를 시작해 도지에서 약진한다 1861년에는 예일대가 

세 개의 철학 박사학위을 수여하고 1870년에는 씬심에니。ì{Pennsylv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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띨랴옐피아대의 후신)대 1 872년에 하버드대 그리고 1879년에 프린스턴 

(Prince ton , 뉴저지대의 후샌대가 각각 박사학위 취득자플 배출하였다 1900 

년에는 12개의 연구/대학원중심 대학들이 미국대학연합(Association of 

Amerîcan Universîtîes, AAU)을 결성하여 그들의 애타성과 최첨단 연구의 

위용올 과시했다‘ 이 협회에의 가입은 적어도 박사학위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연구중심대학에안 한정되었다 회원대학의 수는 그 후 정차 늘어나 저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무렵에는 26개가 되었다 

그러나 미국대학의 발전은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다지 비약적이지 못 

했다 대학의 수는 1 αm개에도 미지지 않았다 오직 38개안이 박사학위블 주 

는 연구중심 대학이었다 미국 전역에는 20 αm영 가량의 교수와 9 ， 300영의 대 

학원생이 있었다 전문학교는 하나도 없었다 18세 갱소년의 약 5퍼샌트만이 

대학에 다었다 이 용계수치는 대학 교육이 소수의 인구에게만 열린 기회였응 

을 시사한다 이는 또한 미국인의 정력과 관심이 대륙의 개척과 경제에 집중되 

어있었응융알해준다 

주정부로부터 재정지원올 충분히 받지 못한 사립대학은 현저히 어려융올 겪 

었다 혹히 이 대학생외 3분외 2가 다니는 문리대(Libera l Ar ts & Scîences)는 

더 창당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웅용직영대학은 사정이 좀 나았다 이런 상빼 

서 시카고(Chicag이대 총장 하혀(WiIl î am Raînew Harpe r) 컬럽비아 

(Columbia)대 총장 버을러(Nicholas Butler) 스댄포드(Stanford)대의 조던 

(David Starr Jordan)을 포함하여 많은 교육 지도자들이 4년제 문리대의 무 

용론올 여거나 그러한 대학들이 소멸하든지 고등학교로 전락하든지 하리라고 

장당했다 이번 위기에 즈응하여 1915년에 1507H 4년제 대학의 총장을이 시카 

고에 모여 ‘모든 형태의 사립대(denominational 대학율 포항하여)의 보호와 

발전1을 위혜 ~Association of American C이leges
M

를 결성했다 그러나 이 

6 이 12개의 대야옹 시카고대 갱영비아대 요넬대 하어드대 존스홉킨스얘 프린스턴대 스탠 
표드대 어용리대 이시간대 헨실에니아대 위스혼선에 그리고 에연대이다 

7.0avid w. Breneman . "Liberal Arts Colleges: Wha t Prìçe Survival ." Higher 

Lellrl’illg ill America 1980-1000. ed. By Arthur Levine (The Johns Hopkins 
Universi ty Press. Baltimore. 1983).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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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직이 구제적으로 어떤 사엉융 했는지는 알 수 없다7 

제1자 세계대전을 취은 후 1920년 얄과 30년대 초에 덮친 대공항은 대학을 

에게 도웅이 되지 않았다 여끼서 우리는 이 시기에 수많은 미국의 문인을 - 헤 

밍웨이(Ernes t Hemingway ) 루이스(Sinclair Lewis) 빌 çj (Henry 

M i11er) 봉드윈Uames 6aldwin) 엘리엇(T. S. Eliot) 퉁 과 예술인틀 데이 

비스(Miles Davis) 파커(Charles Parker ) .이 자기네 사회와 운화의 저속함 

과 황금안놓주의에 환멸용 느끼고 런던 마드리드 파리로 이사혜 

txpatriates"가 된 사실월 상기힐 영요가 있다 그 당시 스타인(Certrude 

Stein)이 말한 -잃은 세대~(The Lost Ceneration)는 빈헝중으로 신응하는 분 

리과 대학들이 미국인을의 각성올 울러일으키려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그 

렇다고 4년제 대학의 장래에 대해 미국의 교육 지도자들이 내놓았던 비판론이 

실현된 것도 아니었다 그 증거로 1955년용에 이 문리과 대학들은 732개였고 

이 수는 미국 전제대학 1 .834 7H의 거의 40퍼샌트에 해당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학생수로 따지연 전제 대학생의 26퍼센트가 운리대에 다닌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우렵 - 1944년 6월 - 미연방정부는 보홍 제대군인원 

호엉(G. 1. 8i11)으로 알려진 엉올 제정했다 이 영은 그 영향과 의미에 있어 

1862년의 모힐엄보다 미옥 찍기적인 것이었다 당시 제대군인은 1천5백만 영 

에 달했다 이 엉은 이을의 약 절반인 7액80만 명에게 대'1‘(대학원흩 포항하여) 

이나 직업훈련올 방옴 수 있도록 장회닫않 주었다’ 2004년에 발표한 그린벼그 

(Milton Greenberg) 교수의 논문에 의하연 이 엉으로 1956년에 연방정부가 

마지악 수요을 끊을 때 그 지불액은 145억 월1952년의 달러 가지로)에 달했음 

올알수있다 이것은전예가없는 개인올위한엄청난교육투자였다 

이 엉은 원래 제대군인에 대한 미국민의 감사의 요시와 전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회적 혼란에 대한 이용책으로 고안되었으나 그 영향과 숭수효과는 예 

상 외로 컸다 대학교육에 국한해서 일L하자연 첫째로 제대군인들이 이 장회념 

8. Keith W. Q!son. "The G. L BiI1 and Higher Education: Success and Surprise." 
AmericlIlI Qllnηerly. Vol.25 , No.5 (I:kc. 1973) , 602 융슨 교수애 의하연 2 232 000영이 
이 지념으R 얘앙에 갔다 fhe G. L Bi1!억 흥식 이용응 "The Service Readjustment Act 
。 1 19μ”이다 



\0 김성혹 

으혹 인해 대학에 감으로써 1939년에 15머샌트였던 갱소년의 대학진학별이 

1947년에는 50머센트가 되었다· 둥째로 용용학문이나 직영훈련을 기초화문 

보다 선호"};는 제대군인을 때문에 2년제 전운대에community college를 포 

항하여)이 급속도로 불어났다 오늘날 전문대의 학생수(6 ， 200，이)0)는 미국 학 

부 대학생 전~I(l 4 ， 800‘α)0)의 약 40퍼센트흉 차지한다 셋째효， 교육사학자 

들모두가만일 이러한혜택이 없었더라연 G. 1. Bill의 수혜자 가운데 약 20머 

샌트가 가난 때운에 대학교육올 포기했으리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한다 이 법 

은 저험한 수엉료을 얘기는 전문대학융 양산하여 "1 대학교윤의 오랜 배타성과 
엘리트주의(eli tism)을 타파δF는 데에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다 

한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G. 1. BiU은 작은 대학들을 거대한 대학교 

(multiversity)로 전환시키기도 했다 한 가지 예호 블루밍흰Bloomington) 

에 있는 인다얘나{lndiana)대의 경우 1944년에는 약 3‘ 000명이 다녔지안 

1946년에는 10，α)0영 이상으로 증가한 점올 들 수 있다 또 1948년에는 학생 

이 20 αm명 이상 동혹한 대학교가 고작 107H훈이었지안 1967년에는 55개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에 60개의 대회F틀이 저응으로 퉁혹 학생수가 10 000영융 

념었다l。 

이 엉은 연방정부가 악대한 금전적 교육투자률 하연서도 주나 지방의 교육 

기판에 대한 간성올 못하도흑 규정했다 그런 정에서 이 법은 1862년 모릴엽의 

정신과 상흉하는 바가 있다 교육에 관한 한 중앙정부는 원초는 하되 간섭이 따 

라서는 안 된다는 전홍올 재확인한 생이다 

1947년에 노스웨스턴(Northwestern)대학교 총장 스나이더(Franklin B 

Snyder)는 G,I. BilI율 두고 -세계가 목도얀 교육의 민주화를 위한 기장 위대 

한실엉이었다-고말했다"분만아니라 이장학금은사립 꽁립힐것없이연 

구/대학원충싱 대학들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학사학위릅 

9. Milton Gr~nberg. "How Ihe G. 1. Bill C 、anged Higher Education." Tlle Chro l1 ic/e 
o[ Higl1a Eduα11011 ， June 18, 2004 

10. 0Json. "The G. L Bill “ 608; Greenberg. "How the G. L Bill Changed Higher 
Education." 

11. Qlson.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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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원이냐 연구소릅 찾았다 G. 1. B띠파 거의 동시에 

여러 학알연구재단 - 포드(Ford) 재단 카Li1 7](Ca rnegie) 재단 록엘러 

(Rockefeller) 재단 동 - 이 여러 대학원들이 지원한 많은 종류의 연구비 

(fellowships )와 함께 연구/대학원중심 대학의 확장을 도왔다 포드 재단의 

경우을 보연 재단을이 준 장학담과 그 혜택용 받은 사랍등의 규모플 추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1952년부터 1972년까지 이 재단은 국제지역분야의 연구플 위 

해 2 . 050영에게 욱직한 연구비을 주었다 이 장학금을 받은 사랍의 거의 모두 

가 박사학위를 받은 후 강의(teaching)와 연구에 종사했는네 약 601셔센트 

(1.200)가 2577>>의 미국대학에서 가르쳤다 60명은캐나다의 대학에서 100영 

은해외 대학에서 한매 교연을잡았다u 

1 957년에 쏘아 올린 소비에트 러시아의 스푸트니크(Sputnik) 2}- 냉전(Cold 

War)의 심화는 미긋인들로 하여긍 대학교육이 국가의 안보와 떼어놓을 수 없 

는 판계를 맺고 있다고 얻게 했다 이 여론에 맞추어 연방정부는 1972년에 교 

육개정법(The Education Amendments)올 제정하여 거액의 자금을 다시 고 

등교욕에 투자하게 된다 이 엉은 주로 개인 학생들에게 주는 보죠끔~grants) 

과 대여(loans)의 형식을 취했는데 가난한 학생들도 도웅올 받았다 

2005년 미국에는 4140개의 대학이 있었다 그 중 2 ， 474개가 4년제 대학이 

고 나머지(1 .675)가 2년제 대학이었다 둥룩한 전제 학생수는 17.487.475영에 

달했고 이 중 대학원 학생이 약 200만 정도이여 나어지는 학부와 직업대학 학 

생이었다 오늘날에도 대충 이 수지와 가끼울 것이다 이 홍계는 미국 대학의 

복잡하고 다양한 띤모나 성격을 R사하기에는 너무 불충분하다 

목 짚고 념어7)야 힐 사항은 이를 대학 가운데 오직 1507H만이 가너1기위원 

회(Carnegie Commission)가 지정한 -연구중심대학-이라는 사실이다 연구 

에 초점융 두는 대학이 지만 이을 학교가 배출하는 학사학위 취득자는 미국 전 

제 학사학위 취득자의 3분의 1에 달한다 그리고 이을 대학 중에 60개만이 최 

12. Direçtory 。‘ Foreign ATe;l Fellows ... Formerly administered by the Ford 
F。… 、dation ∞mp. & 00. by DorOlhy Soderlund and Les lie Wende l1 (New York 
19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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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예 종합적 연구중심대학교로서 앞에서 언급한 미국대학연합에 속히는 영광 

올 자랑한다 이 대회뜸 충 거의 대부분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100개 

대학 목록에 들어있다 미축 대회들의 이러한 발전은 창으로 비약적이라 할 수 

있고 이 현상은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퉁장한 20세기 후반기와 때를 같이한 

다" 

거대한 수와 규모를 가진 이등 대학의 질(quality) 문제는 누가 어떻게 다루 

는가? 질의 명가는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거의 간여하지 않는다 이 일은 대핵F들 

의 합의로 1952년에 구성왼 6개의 명가협회(Accreditation Association)가 

지역별로 담당한다 중부， 뉴잉글랜드‘ 북중부 북서부 낭부 그리고 서부 지역 

으호 갈라서 각 명가단이 5년마다 중간명가플 하고 10년에 한언씩 각 대학올 

싱사하게 되어 있다 내가 정엉한 바로는 심사대상인 대학이 자체적으로 작성 

한 방대한 자료틀 약 1 5-20영으호 구성왼 명가단이 분석한다 명가단옹 약 일 

주일 간의 현지 답사와 토론올 거쳐 건의을 하고 판정올 낸다 심사의 기준항목 

은 다'li'하다 잉학검차와 규갱 교수진의 수와 영척 그들의 연구보죠 규오 그 

들과 학생 간의 교실 안팎어 서 의 소홍 교과과정과 규융， 학교 재정 균둥한 기 

회 운제I(Affirmative Action) 도서관 기속사 하생을 위한 후생사엉 동장 

회 세욕 학원문화 행정구조 이웃과 사회와의 판제 풍이 포항된다 명가단과 

심사플 받는 대학 직원 간의 토의는 엉숙하고 진지하다 모두가 명가단의 보고 

서흩귀중히여긴다 

지역별 명가협회 이외에 특정 단과대학이 나 학과 또는 프로그랩올 따로 심 

사@번 기관이 있다 이국화학협회(American Chemκal Sodety)는 화학과 

흘 미국경영대협회(American Asso cia tion of Co llegiate School of 

Bus in ess)는 경영대학융 사회복지기관은 사회복지학과나 대학율 

Geo g raph ical Plan nin g 협 회는 지 리학과를 ， 임상싱 리 (Clinical 

Psychology) 협회는 잉상싱리화의 전공분아즐 영가한다 개별적인 전문분야 

13. Associati。 、 이 American Universiti es애는 McGill예와 Toront。대도 속얘 있다 이 애 

나다 대아-"용 앙'1연 AAU는 62개 야，，-용 포@한다 미국 대앙애 한해서 양하지연， 34재는 

공〈주)링대이f이요 26깨는 사링대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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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관의 수는 접정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대학의 질의 유치와 향상은 이러한 외부 기관을안픔이나 대학 스스로가 

심혈올 기올여 시행하는 자체명7kSell-5tudy)에 의존한다 각 과나 대학에는 

장기 발전기획위원회가 상설되어 있고 이흩 수시로 가흉하여 그들 프로그랭의 

절항이나 강접이 무엇인지흘 뭉고 반성하여 비판을 아끼지 않는다 이 자재명 

가는 대학의 선재 부서가 종사하는 필수 싼똥이다 이 자치1명가는 자기틀 소판 

사항의 좋은 정 또는 강정올 강조하는 경향이 있긴 하나 종종 애로사항이나 약 

점 역시 나온다 전 교수틀의 연려1 한옹보고서와 학생에 의한 교수 교직원의 

앵가는 귀중한 기호자료가 왼다 

요늘날 띠국의 대학교육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복장한 형태을 

띠고 있다 그러나 굳이 얄하자연 그 제도가 미국의 여러 사회계총에 알맞게 개 

방되어 있다는 것이다 수엉료가 아주 싼 전문대냐 4년제 공컵대는 의지와 열 

성이 있는 학생에게 문이 앙짝 열혀있다 우수하고 포부가 큰 학생은 탁월한 연 

구중심대학에 틀어가 엘리트교윤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수많은 대학들이 좋 

은학생을끌어오기 위해치열한경쟁올 영인다는사실은누구나알고 있다 대 

학의 입학시장에서 학생들이 가지는 선택권은 부러워힐만하다 부유하고 유영 

한 사립대을 즉 하버드대 예일대 프린스턴대 스탠포드대 퉁도 근래에는 대 

규모로 수엉료릎 연제'};든가 장회념 보초윌 항으로서 저소득총 학생들까지 융 

고 있다 하버드대의 경우 최근 연 18안 풍융 벼는 가측의 학생에게도 더 많은 

지원율 하기로 결정했다 1‘ 제2차 세계대전 전에 대학진로에 놓여 있었던 인위 
죄인 인종적 성별적 장역은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제도상으로 보연 미국 

대학은 아주 민주적이고 명둥하다고 할 수 있다 

선앙의 대상이 되는 연구중심대학고운 달리 미국의 학부교육은 어려운 문 

제흉 많이 안고 있다 특히 교양강좌재도가 어려응에 당연해있다 1960년 이전 

에는 지성인과 교육자 간에 어떠한 지식파 마음가짐이 교양인과 시민으로서 바 

14. Ka ren W. Arenson. "500ring Endowments Widen a Higher Education Gap “ Th, 
N. ‘.\' York Times. Feb. 4. 2008 A14; Alan Finder γale Plans 10 lncrease 
Spending From [ts Endowment. With Financial 시d to Benefi t ." Ibid .. Jan. 8 
2008 A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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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직한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다 당시에는 웅연， 지랴 쩔학， 억사 

분학 외국어 자연과학 수학 퉁이 교양강좌의 기풍이 었다 학생들은 을라톤 

(Plato), 성 아우구스티누스(St.Augustìne) ， 단터](Dante) 뉴튼(Newton)‘ 

셰익스띠에Shakespeare) 퉁에 관한 책을을 옥 읽어야 했다 그러나 1960년 

초에서 1970년 알까지 휩쓸었던 신 문화 신좌익(New Left) 운동은 이 오래왼 

교양강좌제도를 말살했다 학정의 인플레이션이 뒤따랐다 낮은 정수 때문에 

퇴학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다 학교 규융의 집행은 마비되었다 대학교수 

의권위도실추되었다 

신 문화운동은 60년대 여러 나리을 휩쓴 세계적인 현상이었다 중국에서는 

책올 툴태우고 중국의 고전문화와 지성의 대부인 노 교수를 사냥@논 운동으 

로 연질되었다 미극에서는 안 전용 반 역사， 반 규제 반 권위 반 자온주의 

반 고전‘ 얀 백인 반 서구문명 퉁이 이 운동의 온절이었다 긍정적인 것보다 부 

정적인 연이 더 장했다 굳이 긍정적인 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Pro-Relevance 

였다 다시 말해. 자신의 즉각적인 욕구 。1째interest) 옐요 올모외} 판계되 

지 않는 학문， 정책 관슐 예승 제도나 이닝은 배척되었다 그러나 셰익스띠 

어의 회곡이나 단태의 r신곡」은 무시되지 않용 수 없었I 쿄양과옥이나 임고 

글쓰기와 강은 애용의 냥안은 서리를 맞게 되었다 학생들응 힘든 공부보다 혜 

락융주는공부훌찾았다 교수들은어려운과목을즐겁게 배우기 쉽게 만들려 

고 애썼다 신 문회운흥은 반 지성적인 성격이 정다고 땅할 수 있다 혀쉬(E 

Donald Hirsch . J r.)나 블풍{AlIen 8 loom)은 이 운동 때문에 이 시기에 문앵 

자(the illite rate)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이 운동이 요로지 

앙당한 결과만올 낳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운동은 그때까지 무시 당하여 그 

늘진 콧에 살년. 약한 자들 소수 띠압박 집단과 사랍을 때애자들올 학자들이 

주옥하고 연구하는 제기툴 마련했다 우리는 이 운통이 Women’ s Studies, 

81ack 5tudies. Native lndian Studies의 수링에 큰 역항융 했다는 것을 영 

15. E. D. Hiπh ’oseph F. Kett , and James S. Trefil , Cultural Literacy: Whal Every 
American Needs 10 Know (605100 , 1987); Allen Bloom. The Closing 。ι th, 
American Mind (New York. 1 98: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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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야한다 

1979년에 이트러 교양강좌의 사멸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융혀 나왔다 특 

히 하버드대와 카네기고풍교육위원회(Ca rnegie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가비판과정총응올리는데에앙장섰다 1981 년 하버드대는종전 

의 교양강좌를 재연성하여 핵심교정(core curricuJ um)을 만들었다 이 교정은 

학생들이 적어도 10개 분야의 몇 과옥율 안드시 수강하도혹 규갱했다 도덕적 

사고 흥계적 사고‘ 글t기 제1외국어 역사학‘ 인운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이 포항되어 있었다 이 핵싱교정은 큰 파장용 일으켜 미국 전역의 거의 모든 

대회F들이 교양강좌흘 부휠시켰다 연구중심대학 가운데 브라운{Brown)대안이 

이 추세에 동숭하지 않았다 

오늪날 미국대학의 교양강좌는 핵싱교정 영역별 믿수강좌{d istribution 

requirement) 등 그 내용이 대학마다 약간 다르지만 큰 중기는 비슷하다 하어 

드대도 작년에 외국어교육의 강화와 해외유학을 강조하는 교양수정안용 채택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근무δ운 융어니(Albany)대의 정우 3년 션에 3학 

정 짜리 용연 (Oration)을 교양과옥에 부가했다 

새흉게 단장한 미국의 교양강좌는 이재 정착단계에 있다 미국대회뜰은 그 

외에도 많은 고민거리가 있다 첫째로 연구중심대학의 교수들의 취향과 학부 

학생이 핑요로 하는 것 사이의 갇퉁이다 교수의 승진과 영당은 강의 

(teaching)로서 성취한다고 교수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의 특수한 천운영 

역이 아닌 교양과옥올 가르지는 것은 자기 시간용 낭비하는 일이요 자신의 권 

위에도 맞지 않는 일이랴고 여기는 것이다 학교당국은 잘 가르지는 것이 교수 

의 입용과 승진 용급에 직절된다고 자주 정고하지안 그런 경고는 부교수나 교 

수로부터 쓴웃음융 자아낸다 

교수틀의 이런 태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아우리 교수강의명가가 좋 

고 그 때문에 대학총장상을 받더라도 궁극적으로 교수의 숭진과 봉급인상은 

가르칩이 아니라 연구업적에 달려있다는 것응 그틀은 안다 학생이 하는 강의 

명가는 교수가 가르치는 일에 신경올 &게 하는 네에는 효과가 있지만 주판적 

이고 연덕스러운 요소도 들어있다 강좌의 학생수가 많융수욕 영 71접수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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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또 명가접수가 높고 낮음은 학생들이 어떤 정수툴 기대하는지에 따라 다 

흘 수가 있다 교수들은‘ 풍부한 연구가 풍부한 가르침으로 이어진다는 데에는 

동의하지안 역으로 가르침이 연구에 크게 도응이 된다고 밍지는 않는다 

연구중심대학이 연구소가 아닌 가르치는 곳인 만큼 교수들도 잘 가르치는 

데에 도덕적 책임이 있용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가르칩에 대한 배려가 연구 

처럽 교수의 기본급료(base pay)와 연결이 되지 않는 한 실없는 소리로 냥을 

위헝이 있다 어떻게 하연 연구와 가르칭을 상호보완적 관계로 안을 수 있을지 

는 미 대회F들의 큰 숙제이다 

가르칩과 아올러 학교와 지역사회를 위한 용시는 교수들의 또 한 가지 책우 

이다 그러나 나의 경험에 의하연 교수들은 이에 아주 회의적이다 학교당국이 

나 교수인사위원회는 이 용사가 승진이나 용급인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한다 

그러나 실천은 그 말올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교수들은 알고 있다 또 미국 같 

은 유통적인 직영사회어 서는 현재의 직장이 최종 종착지라는 개녕올 교수들이 

당강제 수용하지 않는다 현직에서의 봉사는 그래서 애매한 규융료 냥는다 

교양과정에 빠지지 않는 과목이 있다연 그것은 글쓰기(writing)이다 이를 

위해 한 개나 두 개의 강좌가 배당왼다 오능의 젊은 디지명세대는 채올 피하고 

글도 융계 쓰지 못한다 특히 연구대학 교수틀은 학생틀이 글융 쓸 줄 모른다고 

꾸짖는다 문제는 그틀이 이런 심각한 사태를 교정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데에 었다 자신의 강좌나 시험에서 화가말논운{term paper)을 쓰는 

숙제를 준다든지 수멸 시엉용 부과한다든지 '"는 것융 꺼린다 왜냐하면 학생 

들이 쓴 글올 읽고， 교정올 해주고 접수를 얘기는 일은 시간이 애우 많이 컬리 

기 때문이다 교수들의 이련 태도 때문에 학교당국은 모든 학생을이 글쓰기 띨 

수초건을충족시키도록하기 위해글쓰기 강죄털필요한만큼많이 공급하느라 

진땅을댄다" 

교양뀔수의 하나인 용연(Oration) 과옥에도 어려웅이 있다 이 과옥은 학생 

16. 학부 3년 동안 한 언도 수잉시엉이나 기암논운융 써본 적이 었었다고 우녕히F는 아생능융 냐 
는 자주 안났다 이용은 그 홍안 블& 양 기회가 없었기 얘운에 악상 기양논운융 3스혀연 여강 
힘든 잉이 아니다 학부쟁등애게 정보나 자료용 모으고 간추혀 생각하고 지식으로 안드는 과 

영은너우도생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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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에게 자기 의견융 발표하연서 자기 목소리를 듣고 동료학생의 안웅을 듣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목의 의도는 아주 좋다 작은 사립 중고퉁학교냐 대학에 

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에 주고받는 혼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숙재 

를 음용히 쟁껴와서 토론에 안발하게 양여하는 학생들은 미국교사들이 흔히 자 

"，1'"는 모엉 Mactive learners M이다 운제는 대부분의 연구중심대학 교수들은 

용변의 훈련용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목융 장 다루지 못한다 

카네기위원회는 1998 년 4월에 학부 복히 교양강좌와 가르침(Teaching)에 

대한 연구중싱대학교수의 소극적 태도와부실한 교육여건을 다시 비딴하였다 

1981 년부터 1998년까지 진행된 교양강씌←을 강화하려는 노력에도 월구하고 교 

수들의 협력은 미지근하고 학생들의 문맹!( illiteracy)은 전파 다릎이 없다는 것 

이다 신 문회낸용이 냥긴 반지성적 영향은 아직도 거세어서 학생의 학구열이 

나 대학의 학용은 칭체되었다 학생들이 공부흘 영싱히 하지 않는데도 교수들 

은 후한 정수를 주는 일이 다반사였다 학정의 인플레이션은 。}이 비 대회뜯팩 

비훗해 모든 대학이 겪고 있는 보연적인 문제이다 -A’학점의 남엘을 방지하기 

위해 프린스턴대냐 하버드대가 지난 몇 년 통안 여러 조치블 취했으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연구중심대학에서 교수와학생 사이는 애우 소원하다 학생들은상당이나 지 

도를 받기 위해 교수플 찾지 않으며 교수들은 학생이 낯설어 열리한다 그틀이 

안나는곳은 큰 강당이다 거끼서교수는강의안하고학생들은듣기안하는일 

방용앵식 교욕이 이루어진다 학생들과 일차적으로 정혹，~는 이는 조교들이다 

교수들은 학생들의 종엽식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교수들은 학생들의 앞날과 전공선택이나 신상문제을 논하는 데에 인색하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를겠다 내가 1991 년에 버를리대학 명가단의 일원으로 조 

사플 해보니 그 대학의 3 4학년 학생 가운데 3분의 1이 전공이 없이 방황하고 

있었다 학생의 80퍼센트가 4년 안에 종엉을 못하고 있었다 대학의 교양핵싱 

강좌는 형식안 번지르료하고 내용과 질은 느슨했다 이 모두가 연구에 올두하 

17 이런 연구중싱 대화등이 학부학외자의 3훈의 1용 애용한다 그러으포 여기서 양하는 여허 운 

재혼은싱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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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수들이 학생지도와 교과과정을 소용히 했기 때문이다 우리 명가단은 버 

클리대플 신혈하게 비판했다 그 후 학교당국이 운제들을 시갱한다고 툴었다 4 

년제나 2년제 대학어 서는 이런 문제들이 혈 심각하나‘ 그렇다고 전혀 없다고 

알할수는없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대한수가 중가WOIl 따라 학생수도 크게 불어났다 에이비 

용{Baby Boomer) 세대가 대학분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정에 맞추어 

대학들은 않은 수의 교수을올 고용했다 그러나 중가하는 학위， 교과과정과 강 

좌틀을 갱유교쉬Full-time 또는 Regu1ar Faculty)만으로 감당하기는 역부촉 

이었다 그래서 시간강새Adjunct 또는 Part-time Instructor)를 많이 채용해 

교원부족문제를 메워야 할 형연이 되었다 여기에 첨부한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1970년에 약 100 αm명이던 시간강사 수가 2005년에는 약 600αlO명 즉 6 

배로 불어났다 갱규교수는 이 기간 동안 370 ， 000명에서 거의 두 배인 

660 ， 000명으로 늘었다 시간 강사의 수는 이제 정규교수의 수와 비슷해졌다 

학교가 학생틀의 교육융 이토록 시간강λ에 의존한다는 것은 승은 일이 아 

날 수 없다 시간강시에 대한 보수는 민앙합 갱도로 저렴하다 그러니， 그을은 

가르치는 대학에 대한 충성싱이 없고 학생지도나 연당에도 갱성옵 틀이지 않 

는다 그들은 행상인쳐럽 급히 왔다가 급히 떠난다 그틀의 강의 능력은 핫항 

수 없다 그러나 학생틀이 그들용 스숭으로 존경하지 않는 것 강다 시간강사들 

은 그들이 받는 보수나 대우에 불만이 많다 미국 대학들도 시간강사의 쳐지용 

가영게 다루지는 않는다 재정이 약한 대학은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가 힘을 

다 최근에 미연방하원과 상원이 고등교육엄 연장안 ( 'Higher Education Act 

Reauthorization'‘ B띠s)올 흥과시켜 미국의 요든 대학들이 지망생틀에게 고 

용한 시간강사와 조교의 수가 영마나 되는지 꼭 밝힐 것올 규정하였다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 법올흥해 대학교육에서 시간강사가차지하는 역항과 비중 

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흥미로운 갱은 연방 의회가 학교 교원구성문제까지 

창견했다는 것인데， 이는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미국교육협회(The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는 이 법이 요구6운 자료제공은 대학들에게 큰 부답 

을 주으로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이국의 대학 교육 과거와 힌째 1636-2008 19 

|도B.I Ad‘ ocale, rubl. by Natior이 Education As!;ociation. V이.25 ， No.6, June 2008, p.9 

미국대혁에는 학생융의 지칙 정서적 성장에 직접 종사'f는 부서가 두 개 있 

다 하나는 교우져(Office of Academic Affairs)이고 또 하냐는 학생 처 

(Office of Student Affa irs or SuccesS)이다 이 두 부서의 관쩨는 이묘하고 

갇둥이 요충될 때가 자주 있다 그등않 두 깨의 상이한 가치판과 문화융 대연한 

다 학생처는 학생등의 용호Ãf{studenf 5 advocate) 역항융 자처하여 그틀의 

권익‘ 구미‘ 연의의 보호와 촉진용 위해 노력한다 또 이 부서는 사회적 정치적 

고려로 인해 교육적 과제는 무λ1>낸 경향도 있다 i랜 문화융 부추기는 교무 

처는 학생처의 이런 입장과 앵위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 가지 예률 등어 이 갇퉁의 양상옹 다루어보겠다 학생처는 기숙사융 교실 

의 연장이 아니라쉬고씀기는꿋 즉도싱애서 영한후급히 빠져 나와쉬는휴 

식 공간인 교외(suburb)애 에유한다 학생처 직원은 학생률이 사는 -기숙사

(Dormitory)라는 이홈율 없얘고 그 대신 꺼주;~nResidence Hall)로 "H' 

어야 한다고 고집한다 이셰는 기숙시을 관장하는 -사갑.~ (Headmaster 또는 

0..띠이라는 이흠은 없어지고 -조정자'(C∞rdinator)라 용리는 사랍이 그곳 

용 맙아 학생들의 욕구와 연의용 조정한다 내가 온 연구중심대학‘ 혹히 큰 주 

링대의 기숙하는 책과는 거리가 언 곳이다 거기에 도서섣과 혹서실 스터디롱 

(study room) 풍은 없다 

교수가 맡은 교실과 학생써가 관리'f는 기숙사 "f이애는 농윤 장벽이 앵경 

음이 분영하다 밖에서 승용 아시고 앙늦게 툴아오는 학생률이나， 자기 방애서 

시끄엉게 새벽까지 따티융 영이는 주갱꾼 때운에 기숙사의 연학분위기는 붕괴 

되고 여러 연구중심대학힐이 "Party Schoor이라는 오명용 받게 되었다 위스 

혼신대(Mad i son) 텍사스대(Austin) 콜로라도대(Boul derl， 일리노이대 

(Urbana) 등은 몇 년간 이펀 학교로 분류되어왔다 내가 근무하는 용에나주링 

대도 이런 달갑지 않은 명싼융 받았다 유타주(Ulah)에 있는 므리정영 

(Brigham Young)대(Mormon교가 훈영하는 대학)용 ‘놓고는 상당수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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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F들이 거의 같은 저지에 있는 것 같다 냐는 학생저가 교수들아나 교무처의 가 

치관을 채택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이 두 부저의 문화 갈둥이 계속되는 한 

미국의 대학에 진지한 지성의 학용과 애웅의 냥안이 부황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최청단 정보기술이 온 세계흘 휩쓸고 있다 대학사회도 그 영향의 촉에서 벗 

어남 수 없다 이 기술은 엄청난 양의 정보률 제공항 뿐 아니라 그 정보륭 효과 

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방도까지도 가르쳐준다 문제는 이 기술을 어영게 어느 

정도로1 우엇올 위해 이용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교수들 사이에 동의 

(consensus)가 이루어져있지 않다는 것이다 젊은 교수와 나이든 교수 사이의 

의견차이의 골이 깅다 전자는 이 기슐올 환영하고 정교하게 이용해 교실이나 

연구실에서 큼 성괴별 얻고 있다 반연 후자는 그에 냉담하다 

연제학윈interdisdplinary study)의 문제에서도 신구세대 간에 강퉁이 있 

다 젊은 교수율은 이것이야말로 장래의 교육과 연구에 올가결한 것이요 오든 

난제툴 용 수 있는 열쇠와 강은 것이라고 온다 요사이 과학과 기웅의 전초적 

역할융 히}는 나노 과학도 근온적으로 연계학문이다 그러나 노 교수들은 연계 

하문에 거의 반사적으토 형오갑을 느낀다 그등은 30년 전에 만든 강의노트가 

요늘냥의 학생 교육에도 충분하다고 밍는다 그들은 협쇼하고 예쇄적인 전공분 

야 밖으로 나와 다른 분야얄 당색해 자기의 전공영역융 더욱 효과적으로 공부 

항 의욕이 없다 서 상은 아구 연하고 도전은 더욱 억세고 복잡해지는 이 야당에 

하나안올 알고 두 개， 세 개블 알려고는 하지 않는 그등의 자세는 비학문척이 

다 이러한세대 간의 갇풍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무엇올， 왜， 어떻게‘ 어떤 목 

표를 위해 가료껴야 하는가와 연결된다 그런데 그에 관한 토흔은 아주 미지큰 

하다 부언하고 싱응 것은 좋은 4년제 사립대학어 서는 이 갈둥이 떨하다는 사 

실이다 

요λ}이 미국의 4년제 공립대학에는 한결같이 입에 발린 문구가 두 개 있다 

하냐는 MAccess
M

이고 또 하냐는 "RetentionMO]q. MAccess
M

는 젊은이가 대학 

에 쉽게 녕나들 수(입학허가를 받융 쉬 있게 하는 것이고 "Retention
M

은 그가 

일단 잉학한 후 계속해서 학교에 냥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진보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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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을은 이 두 가지 목적은 인주사회와 교욕의 지상과제라고 외친다 

RAccess
M

는 입학 기준이나 수준 요건을 낮추어야 달성할 수 있고 

'Retention"은 학생을이 좋은 화점올 얻고 학교생환에 잘 적용하도록 여러 가 

지 보조 즉 보충수엉 개인지도와 상당 적지 않은 장핵념 동을 에플어야 한다 

처음에는이 조치들이 소수인종이나가난한액인고등학생을주대상으로삼았 

다 거 의 모든 주립 대 시 립 대 전문대 (Community College)들이 

Educational Opportunity Programs라는 특열 기구율 조성해 이을 학생올 

풍싱양연으로 돕는다” 교수들은 교실에서의 이틀의 존재가 강의의 질과 교육 

수준을 저하시킹 위엉이 있다고 우려한다 !E 하나의 고민거리는 대학의 사영 

인 최선의 추구{PursuÎt of Excellence)와 MAccess" "Retention"은 궁합이 

맞지 않다고 밍는다는 것이다 앞으로 미 대학사회가 이 상충하는 과제들올 어 

영게 다루는지의 문제가 큰 관건이 될 것이다 

미국 대학들이 겪는 또 하나의 문제는 전 하버드대 총장 복{Derek Bok) 교 

수가 몇 년 전에 지적한 대학의 상영화이다 대학을이 요사이 가르칭과 연구 

그리고 수익사업을 용해 -이윤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는 정고혔다” 

한 예로 띠닉스대(University of Phoenix)는 원격교육{distant learning)이 

란 프로그쟁으로 많은 학생융 모집해 인터넷응 흥해 교수가 강의하고 저영한 

가격에 학위즐 냥발해 큰 이득올 본다고 한다 경영학과정α1BA)O] 이 같은 원 

격교육에 넓은 시장을 제공하고 있다 컴퓨터를 사용해 이루어지는 교수와 학 

생의 일대일 원거리 접촉은 학생과 학생 교수와 학생‘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동적인 배웅의 공동제리냄 선풍적 학원의 정제성과 맞지 않다 

공링과 사립올 구멸할 것 없이 대학들은 연방정부나 주정부 기엽제로부터 

기금융 얻어 학교 운영 연구 교육의 얀않 보충한다 근래에 주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이 줄어드는 홍에 주립대들은 다른 재원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 

18. "Acci'SS‘와 “R이f!ntion"융 강역 '1 요구';는 대야의 기구는 학생저이다 띠생셔는 최선의 

후구와 Access_ Retention융 모두 당성양 수 있다고 낙션한다 그러나 그응의 주장애는 중 
거가 없다 정치적 사회적 양력이 교욕의 용질 적 육적용 애앙히번 사혜이다 

19. Dcrek Bok. Univcrsities in the Marketplacc: The Commer。이1ι끼ion of Higher 
Educa ti。끼 (Princeton. N. j.: Princelon Univ. Press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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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인트루이스(St. Louis)에 있는 워싱턴대(University of Washington)는 

작년에 10억 블의 기금올 외부에서 모았다 촌스홉킨스대학은 10.4억 볼을 연 

방정부의 여러 부서로부터 받았다 리지언드(Richmond)에 있는 버지니아주 

립대(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는 2억2전7백만 올올 연방정부 

나기업제에서 얻었다 

간혹 외부에서 들어온 자금이 옳지 않은 옥적으로 쓰일 때가 있다 복 교수는 

아이비리그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저 약회사나 바이오택 회사들이 원하는 특허 

나 약 개발을 위해 집중적으로 연구해 큰 이득을 보게 한 경우률 언급했다 이 

러한 행위는연구의청렴성과독립올손상시컸다 더 구쩨적인 예플을자연 최 

근에 하벼드 의과대의 몇몇 교수가 한 제약회사륭 위해 갱신질환에 유효한 약 

융 만들어 회사에 엉갱난 이윤을 가져다주고 그 대가로 그틀은 큰 보수를 받았 

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질올 자신틀의 대학당국으로부터 숭졌다@ 이것은 복 

교수의 경고가 적중했다는 하나의 중거이다 

학원의 본질과 사영융 더욱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일이 최근에 일어났다 어 

지니아주링대와 미국에서 가장 큰 당배제조 회사인 멸럽 모리스(Philip 

Mo rrîs) 사가 2006년에 계약융 뱃었다 계약은 당애회사가 이 대하<1 담배에 

관한 연구에 거액의 연구비흉 지원하되， 연구결과을 발표하거나 당배연구 자체 

를 언급하는 것조차 회사의 허가 없이는 절대 힐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려한 

규정은 연구의 웰수 요건인 공개토론의 원칙에 위배휠 훈 아니라 .대학 교수 

와 학생은 연구의 경괴플 자유롭게 발표해야 한다-라는 그 대학 자체의 지칭에 

도 위배된다” 이 계약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곤혹스럽기만 하다 더욱 못 

마땅한 정은 대학당국이 이 나쁜 거래을 2년 남짓 비일로 숭겨왔다는 것이다 

이 학교의 영지없는 행위가 전제 미국대학의 전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타락의 유혹은 상존한다는 것에 유의할 띨요가 있다 

대학아 직접 수익사업이나 영리사업을 δF는 것 자체룡 나무랄 수는 없다 이 

20. The New York Times , June 10 , 2008. "Editorial ‘ A12 
21. Alan Finder , "AI One Universi ty. Tobacco Money is Not Taboo: [1'5 11 5ffrel ," 

The New York πmes ， May 22, 2008, Al.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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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사엉으로 기금융 마련하여 학교가 주갱부나 사회에 기대고 있는 고질적인 

의존도가 낮아지연 대학의 지융화에 큰 도응이 핑 수가 있다 또 이 기금으로 

대학의 연구설비와 시설융 확충하고 학생율 위한 후생사엉이나 장회념 재원을 

더 확보하고 쩨공해야 힐 학교 프로그햄(표수와 학생의 해외연수 갑옹 것)에 

보행 수 있다연 환영힐 일이다 학교가 이런 사엉앙동이나 외부로부터 모은 자 

급 자세용 죄악시항 이유는 없다 

대학의 상엽화라는 망 자체가 나쁜 냉새을 풍긴다 순수학운애 헌신하고 대 

학융 용수상아당으로 보는 사랍틀에게는 그것이 바람직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재갱이 빈약하고 인색한 주정부의 원죠를 받거나 수엉료에 의지해 운영 

되는 대학들은 수익사엉이나 영리사엉융 안 할 수가 없다 그들에게 이것은 선 

택의 문째가 아니고 생존의 문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엉을 양보고 부유한 

대학용 그러한 사업훨똥이 이익보다 손해를 가져용 위헝얘 더욱 인갑힐 수도 

있다 대학사회는 사엉망홍융 완전히 용개하고 화문의 자유와 청명성융 보장하 

도륙노력혜야한다 어했든대학의상업화는저항키 어려운추써이다 

미지악으로 이국 대회띈옹 또 하나외 고인이 었다 이것은 학생풍이 얻는 

교육의 기회와 질에 연절되는 문제이다 2007년 기록에 의하연 전체 대학들이 

모긍한 300억 불 가운데 77억 불이 스댄포드대냐 하버드대올 포함한 207H의 

부유한 대학이 모급한 자금이었다 이 20개 대학듭은 전에 미국대학 중 1에샌 

트도 되지 않는다 주육힐 것은 이 20깨의 대학 가운데 8개가 주립대학이라는 

사실이다” 지난 세기 모금운동에 소극객이던 주힘대가 이제는 사립내오녕 이 

분야에 척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근래 이들 주립대에재 주는 주갱부의 예산은 

대회훌영비의 약 20-25에샌트밖애 되지 않는 상태이다 이제 UCLA ‘ ")시건 

(Ann Arbor) , 위스콘신대(Madîs。이 버지니아， 미네소타 같은 부자 주컵대 

율 일컬융 때 ‘주정부가 유지(support) 'ð'~는 대학이라고 하기보다는 .주갱부 

가 보초<.，;d)하는 대따-이라고 표현을 바꿔야 한다고 말듣옴 한다 그러나 이렇 

22 이 용계는 Thl' Nw York Timl'S . Feb. 20. 2008. B6에 싱혀잉아 Karen W. Anderson 
…50aring Endowments Widen a Higher Education Gap “ The New York Times 
Feb ‘ 2이)8. A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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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오금에 성공한 주립대는 아직 소수이다 

부유한 사립대들은 엄청난 '1급(endowment)올 소유하며 이 자금의 적껄 

한 투자을 용해 많은 이윤올 얻고 있다 하버드대의 기금이 350억 불로 최고이 

고 그 다음이 예일대의 220.5억 툴이다 그 다옹은 스탠포드대의 170억 율이 

다 영마 전‘ 일년 소득이 하버드대는 6만 붙 스탠포드대는 10만 불， 다른 아 

이비리그 대학들도 이와 유사한 액수에 옷 미치는 가측의 자여들에게 수업료를 

연제해주었다 이 대회뚫은 부유하기 때문에 우수한 교수와 학생， 설비 영생융 

자랑한다 역으로 이 영성은 그들을 더욱 부유하게 안든다 반연 가난한 대학들 

은 그러지 뭇한다 미국 대학을의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가까운 미래에 많은 대 

회멀 문닫게 항 가능성이 있다 

가난한 학생틀의 부채 증가가 학교의 빈곤회에 반영되기도 한다 지난 싱 몇 

년 동안 연방정부와 주정부 대회H들이 수엉료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grant로부 

터 대여(loan)로 바꾸는 초지읍 취했다 많은 학생에게 이 장학긍정책의 연화 

는 큰 충격이요 부당이 되었다 이호 인해 4년제 대학 종엉반 학생틀옹 앵융 1 

만 8천 불에서 2만 불의 부채흥 젊어지게 된 것으로 추측왼다P 가난한 사랑이 

대학에 가기가 정정 어려워질 전망이 엿보인다 최근에는 은행들이 가난한 학 

생이나 그가 다니는 가난한 학교에 연방정부나 주갱부의 보중에도 불구하고 

장학급 대여을 거절하는 사혜가 있었다 은행의 비협조는 지끔은 그렇게 심각 

하지는 않다 은행이 불우한 학생에 대해 자선적 관싱용 갖지 않는다는 것은 놀 

라운일이아니다” 

앙에서 미국의 대학사회가 지니고 있는 몇 가지 문제를올 들춰보았다 이 외 

에도 더 않은 어려용이 있응은 울혼이다 그러나 나는 이 대학들이 어려운 운제 

을올 슬기롭게 다루어 나가리라 생각한다 나의 낙관은 미국 사람들의 교육 특 

히 대학교육에 대한 열정과 모릴업이나 G. 1. Bill에서 보여준 그들의 처방과 태 

23. Ron Grossman “ Higher Education , Zero Tuition, N The Chicago Tribune , May 
2, 2008, 22; Alan Findcr, "Yale Plans 10 lncrease Spending From Jts Endowment 
Wilh Finandal Aid 10 Bene… “ Tlie New Yo rk Ti l1les. Jan. 8 , 2008 , A12 

24 ’onathan Glater , "B iIl Promotes Universal College Loans “ 11Ie New York Timts 
June 18 , 2008. C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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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뒷양침해준다 미국의 대학을도 외부세력 특히 주정부의 간성에 시달였 

다 이러한 간성은 비단 예산이나 재정에 기인하는 것문안 아니라， 애로는 대학 

의 사영과 진수에 둔감하고 대학이 상정하는 모든 것올 시기*냥 올지각한 관 

료 정치가 지방유지 퉁에 의해 저질려진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대학사회는 

이국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과 사상의 자유에 힘입어 대학의 자융올 잘 지켜왔 

다 이 경력은 그들의 장래에 귀강이 될 것이다 

·투고잉지 200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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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merican Higher Education, 
1636-2008 

Sung BokKim 
(University a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My paper is a su rvey of the development of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beginning with the establishment of 
Harvard College. Whether private or public, these schools were 
subject to considerable degree of State controI, and depended 
heavily on financial assistance of their sta te government untîl 
the mid-19th century. The more schools turned to their state 
government, the more intervention and contro1 they suffered 
from the Slale au thority. Every Stale in lhe union jealously 
maintained its hold on education in general and higher 
education in partic비ar. lt was this Sta te-centered educational 
politics tha t, 1 believe, defeated George Washington’s aSplrat lOn 
to establish a national university in Washington, D. C. in the 
1790's. Some degree of finanica l reli ef and stimulus came t。
these schools when the Federa l Government enancted the 
Morrill Act or Land Grant Act in 1864 giving various States a 
tremendous amount of federal land to finance the ir higher 
education needs. Thanks to this law, many agricu1tural and 
technical colleges and uruversities were founded and those poor 
schools gained a lease on life and become financia l1y solvent 
The most striking about this federal policy was that States were 
given full discretion as to how this aid should be used an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did not intervene in States’educational 
management and revenue from the sa le of the federalland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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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 the central government accorded to local and State 
。riented educational practices was the most distinctive hallmark 
of the American higher education. The same policy pattern was 
repeated in the so-called G. 1 Bill in 1944 which gave the 15 
mHlion vetrans of the World War 11 substantia1 scholarships t。

obtain college educa tion. My paper a1so exp10res the ways in 
which American higher education grew and expanded. The 
emergence of many fine and comprehensive and research 
multiversitties and two year community colleges after 1945 
owed great1y to this legislation. Noteworthy was the fact that as 
was the case with the Morrill Act, the G. 1. Bill did not allow the 
federal government to interfere with the managemen t of the 
scholarship by the States. However, this tradition of local control 
of h igher education seems to be on decline as the federal 
government has recently become more intrusive in affirmative 
action and “nancial aid matters. Finally, my paper examines the 
various problems and issues of con troversy facing modern 
American univers ities and colleges, especially in the area of 
undergraduate educa tion, such as the commercialization of 
higher learning, poor writing programs, and the mundaneness 
。f student cul ture 

Key Words: US Higher Education(미국 고동 교육)， American 
history(미국사)， Education Finance(교육재정)， 
Government Policy(정부정책)， Undergraduate 
Education(학부교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