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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발전궤적에 나타난 
미국 대학: 서울대의 경우 

김기석 우용째 

(서울대학교) 

I 머리말 오해애서 비방까지 

여기서 옐자가 다융 질문은 다응과 강나 얘!국공교육 욕히 고풍교흡응 미 

국 .ii!을 째도왈 수용한 것인가?← 용 더 홉혀 한국 대학 혹히 셔용대는 미국 

대학재도올 수용한 것인가? 다응 장에서 자혜로 분석하겠지만 위 질문에 대 

한 경흔올 운영하다 수용혼은 몇 가지 뼈심 비교준거에서 사싱과 다르다 두 

나라 교육에 대한 미상 이해와 근거 없는 억측 심지어 비방 또는 힐난에 7f'it 

다 미국 교욕과 대학 앙전 역사에 대한 무지로 영향융 과대하게 해석하고 또 

명가하였다 우리 자에의 지적 전용과 판뺑에 대한 우판심과 사싣 확인 노력의 

방기 닷에 내부 역용이 지냐치게 과소 명가되었다 하나의 우렷한 형태로 요약 

힐 미국대학째도는 얘당초 었다 배우 다양하여 정형화가 오효한 것이 미국식 

교용제도이다 이것이 애영00'융 건너와 한국에 수용되었다는 주장올 성링시키 

혀연 응모설용 견지해야만 가능하다 교육사 서슐에서도 응모성은 정련되지도 

또 숙성되지 않응 애우 거친 주장이다 다만 여전히 상당한 갱도 -창 신자-융 

오으고있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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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혼과 응모성응 여전히 지식인 사회에서도 영향융 이치고 있다 시충에 

회자되는 여론도 그렇고 심지어 대학사 서슐에서도 아치 갱셜a처렁 알려졌 

다 몇 년 전 어느 시사주간지는 서울대를 희롱'fE 기사용 게재하였다 스스로 

뭉는 행태로 -서융대“미국식 교육’ 의 전당인7f"라는 제북의 기사였다 흥정 

대 교수 입용관행용 모르연서， 미국 박사가 -홍경대 3% 서융대 52%'‘라 대비 

시컸다 학문과 정신에서 서융대 교수가 마치 미국에 -애속-이나 왼 듯한 논초 

였다 금년에도 나라영 박사 취득자 용계가 국내 소개되었다 놀라운 사실은 3 

년 또에 반웅은 전혀 반대라는 것이다 순위는 잡았읍얘도‘ 갱신과 학문의 -예 

승”운운은 전혀 없다 오히려 곧 중국 명문대학에 뒤업어진다며 서융대응 힐난 

하눈 논조가 주류였다 이냉 정마 갱학의 차이는 같은 사싱에 대해 상반된 논 

조릅 견지한다 좌나 우 어디든 시류에 따르는 논조나 추장용 대학 발전올 때 

손할 분이다 이하 이 률에서는 미국문화와 교육의 영향역이 가장 고조원 몇 시 

기애 한정§셔 서용대 성째가 미국 대학쩨도를 수용한 곁과인지 여부융 겁토혜 

본다 수용하려 하였으나 좌절왼 샤혜와 분명한 의식과 욕g융 가지고 그것융 

수용하려 한 사혜융 상띤다 

2 좌절핀 수용 1946년 국대안과 대학 상의 충돌 

수용흔이나 응모셜은 근대 쿄육사 서슐에서도 거의 정연로 자리 잡고 있다 

이율테연， 미군갱기 3년 동안 수용왼 단선앵 미국 학제톨 흉내 낸 이래 당시 제 

도는 이후 교육의 얄당융 규정하였다는 식의 주장이다 미군 3년간 교육의 기 

본 률이 만틀어져 연하지 않고 이어 왔다는 것이다 한용안 학계용 용이한 수정 

주의 교육사관의 전혐융장보여 주는주장이다 다알듯이， 서융대는국립대학 

설치안(이하 국대안)에 의해 창성왼 학교이다 수정주의자는 국대안은 미 운화 

와 교욕 칭략의 사혜였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그랬기에 전국에서 반대 투쟁이 

일어 났다는 것이다 반대운동이 실왜히때 서융대가 갱상화되었다고 주장한다 

l 갱기석(2008) 멘혹져생의 e엄과 예야외 를단 1945-48" 안국1융g용연구 서*'''혹파 

’1샤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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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가 이이 밝힌 대로 1 이 주장은 창성 당시 복잡한 사섣올 지나치게 단순화 

한 것으로 주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서융대 창성 논쟁 이후에도 수용혼과 응모성 여러 자혜 거륭 또 퉁장하였다 

60 1녕대 초 군사정권은 -국적 있는 교육”이란 구호를 앞세웠다 다음과 같이 주 

장하였다 한국교육은 미국식이다 미국서 학위를 한 교욕학자가 갱책을 윌락 

영확한 탓이다 미국 영''''융 제거하고 국적올 회복하여야 한다 이 주장에 근거 

하여 국사와 국민윤리 교파는 조 증」퉁교욱은 툴론 대학교육에도 새 교과로 연 

성되었다 해당 교과서는 모두 국정 교과서이다 당시도 그렇고 지금 그렇지만 

역사 교과서를 국가가 개입하여 연찬히논 시대 작요 사혜는 매우 잦기 어렵다 

민족주의 정서로 가득 찬 이 주장은 이후 ~국교육은 교육학자가 다 망쳤태 

는 근거 없는 선동으로 이어졌다 이 힐난 또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때로 

대낮을 활보하며 지긍도 한국교육이 미국문화의 -예속‘ 상태임용 비난하는 융 

쏘시개로 사용한다 국대안 파동융 재초영하여 미국식 제도블 수용하였는지을 

살펴본다 

1) 일본 제국대학 유신과 잔재 

서올대는 1946년 여등 서로 앙협 붙가놓한 두 대학의 (양 간에 울리력과 폭 

력융 수반한 충을올 겪는 외댐에서 싱한 산고을 겪으며 탄생하였다 당시 어찌 

합 수 없이 흘려 받은 유산인 일온 제국대학의 상이 지배하는 대학 현실에서 미 

국식 대학을 창전하고 하였다 해앙 후 여러 고풍교육기관마다 조선인 교원과 

동창이 자치위원회을 조직하여 학교륜 -인수 하였다 제대와 전문학교 총선 동 

문은 미국식 주립대학 상은 대학이 아니라는 확신옴 가지고 국대안에 당겨 있 

는 미국식 제도을 수용하려 들지 않았다 이른바 국대안 띠옹은 수정주의학자 

2. ，껴야의 싱"01련 궁셰고등교육아자가 사용" 는 The idea of the universi ty" i} 염두애 두고 
영자 쓰는 용어 이다 개녕이나 이녕으효 칙역하지 앙는 이유가 있다 교수잉용 교파선갱 학 

생선양 용애 원영원 요행 판앵용 g양하고 있기 예운이다 혼히 5는 본정과 상은 옷이다 그러 

냐 이이 주어진 것 연하지 않고 냥었다는 의이표 얘석영 영혀가 있어 온진 대신 상이한 용어 
용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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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처링， 좌우이녕 대립안이 아니라 민촉자멸에 대한 항의가 있었고 그 저변 

에는 대학의 상ζ에 양보할 수 없는 충흘이 있었다 옥 계급모순뿐만 아니라 

인족모순과 대학 이념 모순 동 3중 모순이 경쳐 일어난 사건이다 냥노당 지도 

부는 미 군정을 주저 앉게 힐 정호의 기회로 보고 기능한 모든 수단율 동원해 

정지 투쟁융 가열시킨 것은 분영하다 그러나 대학 교수나 동문에게 대학 상 간 

의 충툴이 더 절실한 문제였다 제대나 성대 쏠업생에게 -대학과 전문학교의 용 

합-이란 도무지 생각조치 할 수 없는 제안이다 곧 밝혀지겠지안 대학-전문학 

교의 위계와 차별은 일제 고퉁교육의 근간이 었다 

요성갱(2αJO)에 따르면 l 1 943년 조선에 사립 전문학교 18개 교이며 일제 

관공립 전문학교는 9개이었다 정성제국대회K이히fJIJi* ) 포항 고퉁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 총수는 5504명이여 그 중 여 Àf-는 1 255영이다 조선인의 

。 03%만이 국내외 대학올 종업한 학력올 가지고 있었으며 0.1%가 전문학교 

좋엉 학력이었다 성대는 조선인을 위한 학교가 아니었다 채화생의 민족멸 인 

적구성에서 나타난다 생대교수는 모두 일본인이었고 조선인은 강사나 조수 풍 

하급 교원이었다 일온에는 죠선 출신 교수가 있었다 이숭기 박사와 같이 륙출 

한 과학자는 모교인 Ji( fflj.;r，.m*쟁의 교수가 되었다 성대 충신 초선인g로 성 

대 교수가 된 인물은 하나도 없었다 조선인의 성대 입학기회흉 전연 봉쇄하지 

는 않았다 성대 본과 학생의 조선인 구성비는 1943년까지 42%흘 녕지 않았 

다 조선인도 아지 실력 있으면 제국대학융 다닐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혜 

제한왼 인원에게 입학올 허용하였다 입학은 할 수 있었으나 일본 학생과는 달 

리 민촉 자영 탓으로 취직에 많은 어려용올 겪었다 식민지 관리 잉용 장치인 

고풍문관 시험에 합척한 극소수의 성대생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선인 졸업생 

은 소위 고풍릉뺀쳐럽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생하였다 고작 도서관 사서로 

일하거나 사립 고보 교사로 일하였다 전문학교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기 

회가 극도로 박탈되었기에 학생은 조선사회에서 특권척 지위릉 향유하였고 또 

한 대단한 존경올 획득하였다 그러나 성대 학생이 누린 특권 존정 명예는 단 

지 희소가치 닷만은 아니다 성대 자부싱은 제국대학 자제에 부여왼 애타적 특 

3 요성쩡(2α)()) 식인지 초용쿄육의 앵생 한국교육사고 연구 총서 3권 서융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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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 권위에서 나용 것이다 

일자가 다른 골에서 지적한 대로 ‘ 제대는 일온 특유의 1젊家조흉IIllXï，의 
산율이다 제대는 1872년 제정된 *rul.에 의해 퉁정한 일본의 소위 근대식 국가 

교욕쳐 제 의 일환으로 창설왼 서양식 고풍교육기관이다 초대 분부상 모리(쌓꺼 

옳)는 일본식 국가교육체제플 확렵하려는 일련의 교육개혁올 추진하며 개혁의 

기온 방향올 다응과 같이 밝혔다 

낌↓II<의 13'연도 요로지 ~*룡 위한 것이다 에블 을어 ’”뭘大!j!얘서 

었lIi에 포항되는 싸얘올 위한 것과 111*흉 위한 것이 있다연 국가의 것용 

!liflt으로하고 제일 중요시해야한다 다른여러 학교에 대한 *II< L에 

있어서도 生lË 그 사랍옹 위한 것이 아니고 생*을 위한 것임을 항상 기억 

해야한다 

국민 개영적 복지보나 국가 이익올 최우선으로 히는 소위 국가주의교육은 

복선형 학제로 구현되었다 그는 처응부터 ~학문과 교육웅 구멸-하였다 학문이 

란 소수 국가 지도자에게만 믿요한 것으로 국인 대중에게는 전달할 멸요가 없 

다 그의 온심대로 양하자연 교육올- 용해 국민대숭에게 학운용 전달해서는 안 

왼다 대중에게는 학문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실용적 내용을 선달하여야 하며 

오로지 ~"'융 기를 수 있어야 한다 중학과 대학으로 이어지는 소수정 예에게 

안 학문을 제한된 상태에서 헤용하기 위해 제대응 안든 것이다 두 계열은 처음 

부터 견고하게 구열되어 중간에 계열올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복선 

형 학제는 소위 -천황제 국가교육제지-의 기온 골격을 이루었다 전 국민을 대 

상으로 한 보통 또는 일반교육과는 구분되는 소수정예 교육의 정정에 제대가 

존재한다 

제대는 설립 당시부터 유혜없는 특권올 부여 받았다 1877년에 웅장한 최초 

의 대학인 동경대학은 1886년 제정된 제국대학법영에 의해 제국대학S로 개칭 

되었다 11 년 후 앙의 법령에 의거하여 Ji\ ffll에 제국대회}이 섣립된 이래 전국 

4 김기씌(2008) ， 3장 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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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산되었다 옥일 연구대학올 복제하였기에 제대는 초창기부터 인사권 풍 

대학운영의 핵싱샤항은 교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등후끊.와 교수 

회의는 문서상으로는 자문기구였으나 실질객으로는 대학 운영의 주제였다 학 

생도 유례없는 특권융 부여 받았다 즐엉생은 상당 기간 통안 국가가 주관하는 

채용시험도 없이 공무원에 임용되었다 엉문학부 줄업생은 무시험으로 엉관에 

임영되었고 고위 공무원 채용시험의 일부가 연제되었S여 의학부생 또한 우시 

헝으로 의사 면허율 취득하였다 그런즉 일온 청년은 너나없이 풍대흘 동경하 

고 몇 년씩 재수하며 입학하고자 하였다 운의 두 기둥을 붉게 칭하였기 때문에 

생긴 별명인 웅대 정문 아까몽{i，iIW~)은 공 동용문과 같았다 i 이 운은 따라서 혹 

독한入찮뼈없門이기도하였다 

교수는 거의 우제한의 학문의 자유를 누렸다 교수들은 대학운영상의 특권까 

지 향유하고 있었다 학장이나 학부장과 같응 학교 간부는 사실상 교수 직선제 

로 선충되었고 다만 형식적으료만 문부성 정유 B조에 의해 잉영되었다 교수 

의 잉용 승진 사직 숭급 및 감흥은 모두 학장의 주선으호 이루어지도륙 명시 

되었다 초기에 다소 애애한 상태에서 인정된 인사 상의 :fX~S1 1É는 1913년 발 

생한 ~W;* 7$柳qμr융i 계기모 깐행으오 굳어졌다 이 사건온 일본근디 사에셔 

간힐적으로 를충되는 자유주의 개혁운동인 大표데오크라시을 상징하는 사건이 

었다 大!I!~治란 독일 홍볼트 대학에서 확럽된 것으로’ 교수가 대학운영의 핵 

심인 인사권과 재정권올 쥐고 있는 관앵올 뭇한다 제대 총장 잊 학부장과 같은 

5 용하 유혀애 의한 영용 을유 권력 옐리트 양성과갱의 륙정과 운재 애 대빼서는 R。아，tL 

Cutts(l99기 A1' Empire of 5c1100Is: Japmr‘ Univers“ies Imd tI!e Mold…gofaNatι01101 
Power Elite , N. Y .. M. E. Sltarpe 장죠 

6 잉大 학강은 깨어 차원에서 7영 요수률 샤칙시키었다 이애 요수회의는 인사양령애는 a수회 
의의 동의가 잉요하다며 사외절의와휴강풍으호 항의하었다 사건 확대융 우혀워한은푸상옹 

사태 수융융 위얘 요수회의애 W~의 If!k.애 있어서 IU이 용영상 교수회와 아숲하는 것응 

호삐 었고 "'1<한 입이다-는 각서훌 전당하었다 이후 제대애서의 "수 잉연권용 영생용'1 " 
수회의에 부여되었다 이러한 륙권적 지위 우여 과갱과 그 이유애 예얘서는 Dairoku 
Kikuchi. Japanese Education , London: John Murray , 1909 , pp. 365-370 또는IlKt:'ì 

._.i1i맺代 8 *ti:ff'J、~ . U:~土文It， 1989, pp. 1‘(,-7 장조 
7. D. Fallon (1980). "W. V. Humboldt and The !dea of The University: Berlin , 1809 

1810,", TlJe Germa l1 UIt’versity: A Herα'c ldeal ’'nCα끼κt‘"g ω1’h the Modem World 
Colorado Assoζiated Universi ty Press , pp.ZSμ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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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는 사실상 교수 직선제호 선충되었고 교수의 엉용 송진 사직 숭긍 및 강 

용은 교수회의용 흥해 앵사되었다 이 사건 후 대학자치는 제대의 특권이자 상 

정이 되었다 자치 개녕과 관행은 대학이녕과 온질로 뚜엿이 각인되어 제대 판 

연 인툴애게 있어 대학이란 공 -교수공""'"융’ 뭇하였다 교수자치가 가능한 

교수공화국이 혜빵으로 옴려받은 유'J이었다 

2) 미국 공링대 거버넌스 

天댐 오션석 박사는 1946년 호 미군갱갱 학우국{국장 유억겹) 부국장으로 

해방 공간애서 미국 공립대학용 한국에 이식하고자 하였다 이 대학의 상은‘ 중 

세 대떠에서 시작되어 19세 7) 용불트의 연구대학 오형이 이국에 적용하며 엄 

성왼 얘우 톡륙한 것이다· 충세 대한에서의 표육 에블린대띠에서의 연구에 이 

어 흉사 기능이 추가되어 대학 3대 기능으로 정찍한다 오늘냥 셰계 수춘 연구 

대학의토대인것이다 

다 양듯이 영국식 켈리지융 이식하여 1636년 최초 강리지가 미국에 초직되 

었고 나충에 재산올 웅연한 하버드의 이홈올 교명으로 사용하였다 고전인뭉 

교육과 함깨 당시 킬리지의 육갱용 ，p앙 장 나타내는 것온 대학생활의 낭안이 

다 영국 g려지는 학문과 생황의 공풍세(영어 C이lege 문자칙 의애인 것이다 

소수 정얘 ‘:l:lIi.없이 초기 알리지의 추 기능이었다 이국 고등교육 분야 지도 

자는 교육과정과 기능은 영국의 휠라지용 그대호 받。F응였으나 운영은 그정께 

하지 않았다 유럽 대학과 강은 교수자치 쪽 교수공회F국의 종현용 띠하려는 용 

영한 생각용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요 밖 저명인사로 구성왼 。μ}회가 대학운영올 답당하도륙 하는 01국앵 

8 이용야 내￥{in ternaJ) 거에년스 또는 영용의 정우 와 깅이 "수 자치 오엉이 of. 충얘 예찌} 이 

후 ""수 용꾀육 의 엉엉에 대얘서는 Christine Musselin (2001) ‘ The 'hculty 
Republic'." Tht 1.olIg ,\10"" of Fm 이 Uuiumily , R。이 ledge F"lmer , pp.9-53 

9 자세인 셔융옹 흩고 (Z008) 8장 앙조 

iO 이혼아 외￥ 거에년스가도잉띤 것이다 이에 예예셔는 John R. n、elin (2∞↓l. A History 
01 Ameriam H.잉 rtr Edrll:uliOIl, The John Hopkin‘ University Pres'‘ pp.l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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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혐을 확립하였다 ω 이사회가 총장 선임한 후 권~융 부여항으로써 요핸 기간 

동안 대학발전에 확고한 지도력용 앙휘할 수 있도혹 하였다 다만 교수명의회 

올 이어 받아 교과 운영에 판한 절의권옹 교수률이 확보항으로써 미국 특유의 

"，H~거어년스(Shared governance) 제계융" 완성하였다 이 거버넌스는 공사 

럽율 악론하고 이국 대학 운영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옥업 연구대학의 강좌장 

(Clm;r)을 대신하여 전공 분야별로 학파가 대핵운영의 기본 단위가 되었다 교 

수명의회는 자문기구로 교육과갱 연성과 학위 수여와 관련원 학사애 대한 의견 

을 제시하도록 쩨도화 되었다 채갱과 인사는 여전히 교수가 아년 학외 인사로 

구성왼 이사회와 많응 권한융 가진 총장 중싱의 행정체제가 당당하였다 이는 

독일 연구대학이나 그것에 충심한 일본 제대의 교수자치 옥 내부 거어년스와 

전혀 다른 대학의 상이다 국대안 따풍운 이처럽 양링앙 수 없아 모순되는 두 

대학상과거벼년스의 충동이었다 

용역 거어년스가 가장 운영한 앵태로 정착원 대학이 주립대학이다 동시에 

톡일앵 연구대학용 한 수훈 뎌 능인 연구중심대학이었다 이 또한 오헨 시간윷 

거치며 점차 뚜엿한 앵태나 오앵으호 형성된 것이다 1없6년 이후 연방정부 토 

지융 대학에 쩨용'H능 엄의 효력이 벨생하여 주컵대학이 장셜되었다 풍부 영 

문사립과는 당리 주힘대학에셔는 m씨階없 신사가 장식에 도용이 되는 지식 외 

에도 싣용 교과인 농학‘ 기계공학 광산학 군사학 풍융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옥일 연구대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용 그대로 모방하여 1876년 생립된 존 홉킨 

스 대학은 처옹부터 의과대학용 셜치하였다 박사과정은 하벼드 칼리지 설립 

이후 140\1 안에 쳐용 이식되었다 진정한 의이의 연구대학에 대한 명액한 의 

식이 있기는 하였으나 19세기 말까지는 박사 양성은 당시 대학의 주 판심사가 

아니었다 심지어 주립대조차 시대착오라고 항 갱도로 선용 학문 분야 천문가 

양성 대신 동부 영문 사립대에서와 감이 신사양성융 위한 고전인운교육올 흉내 

내고 있었다 1880년대 이후 대학원 박사과정이 기지개용 여기 시작하였다 10 

11 이국 륙유의 용역용영에 예에셔는 w. G. Tierney & V. M. Lechuga(2004 eds.) 
&slmdllring Shartd GovmIDlla in Higlle1' Educalion. J。‘sey-Ba‘S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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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년 후 분야별 학회가 죠직되고 회많지 간행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부터 각 

학윈울리학 생울화 역사 퉁) 분아룹 회f과 조직으로 뒷받칭하여 이후 학피운 

대학운영의 기본 조직이 되었다 다시 10년 후 14개 명문대 총장이 연합회 

(AAU: Assoda tion of American Universities)릉 경성'};는 시기를 전후로 

하여 연구대학의 모습이 뚜렷해졌다 

1 91O 'i!경 -위대한 미국 대회KGrea t American Universi tiesf이란 용어가 

등장하였다 연합회에 가임한 상위권 10여 개 대학에서 전문박사촬 배출하기 

시작하였다 이 대학올 -미국 표준 대학 (SAU : Standard American 

Vni versitiesf이라고도 하였다 요컨대 미국 대학이 자체의 박사블 애충하여 

학문올 국산화한 시기는 20세기 들어서서부터이다 존 홉킨스 대학이 독일 연 

구대학올 모방한지 40여 년이 지난 다옴의 일이다 그 이전에는 독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획득해야 전문 연구자로서 인정받았다 역사회f도 랑케로부터 실중 

사학 훈련올 받야야 선문가로서 인정과 존경올 망을 수 있었다 미국 독자적 역 

사학용은 위스컨신 대학의 터너 교수{존 홉킨스 대학 악사)가 미국 역사학회로 

선임된 이후에야 뚜렷해졌다 

20세기로 바뀌연서 오늘 날의 연구대학이 둥장한다 눈부신 산업발전과 부 

의 쭉적 그리고 그에 따은 기엉가나 자선가을의 대규모 충연금 투척이 -위대 

한 연구대학 둥장의 밑거름이었다U 이 시기 소위 -서인R 총장의 시대가 열렸 

고 이들의 강력하고도 오랜 지도력 턱에 연구대학으혹서의 -위대함-올 획득하 

게 되었다 엘리옷은 1869년부터 40년간 하벼드 킬리지 총장으로 재직하며 인 

운하 중심 킬리지를 세제 최정상 연구대학으로 전환시키었다 그는 하버드대학 

이 오핸 풍안 추구해온 대 국민 또는 사회에 대한 용사와 헌신을 뚜헛하게 부각 

시키어 막대한규모의기부긍올모융수있었다 경쟁관계에있는컬럽비아대 

학의 벼툴러 총장 또한 거대 규모의 기금올 모아 구래 인문학 갈리지였던 소규 

12 흔 g킨스 대여애는 7액안 성{요씀 가격으로는 약 l억 천3액안 용) 융영하여 연구얘아으g 

창성외었다 재영 혹뺑려는 1.200안 용 (요승 약 2억 3천만 111 융연하여 시카고 대띠융 장성 
하었다 그는 1891년 3s에 약핀의 갱급한 정은이 라는 영명융 지닌 하어 악λ냉 용장으로 
션잉하었다 그는 49써 요쟁앙 때까지 14년간 총장으로 운링-t샤여 시카고얘희영 갱'" 대 
악으호가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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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기숙학교흉 연구대학으로 중건하였다 공립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캘 

리포니아 대학의 윌러 총장이나 위스건신 대학의 엔하이스 총장 퉁 또한 당대 

-위대한 총장-의 반영융 이루여 막대한 규모의 기금융 모아 연구대학으로서 자 

기갱신을이록하였다 

어느 교육사가는 20세기 초 -미국의 위대한 근대 대학-의 특정을 다음과 강 

이 요약F히}였다 ” 

(1 ) 막대한 규모의 기부금과 발전 기금의 투여 

(2) 총장의 눈부신 리더싱과 경영능력의 발휘 

(3) 학문 분야 전문가g→서의 교수 집단의 풍장 

(4) 유연한 교수 방영의 활용 

(5) 의대 법대， 교욕대학원‘ 정영대학원 퉁 전문 대학원의 약진 

(6) 지식의 최갱단융 포항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7) 우수 대학원생 유인체제 웅영(장학긍 외 연구 조교제 풍) 

(8) 최갱단 시설(도서관 실협싣 퉁) 투자와 운영 

(9) 역통적인 박사과갱 운영(대학원 세미나 동 공식 비공식 자체 회념조직) 

위 특정 어느 곳에도 교수자치나 학연 그리고 학문의 풍종교배즐 찾아 볼 수 

없다 위대한 연구대학 건설올 이끈 교육지도자 관정에서 일본식 제국대학과 

그것을 그대로 계숭하고 있는 그 대학을 보연 마지 교수흩 영주로 한 중세기 봉 

건시대의 학자 죠함에 지나지 않는다 

천원이 국대안올 흉하여 한국에 이식하려 한 주립대학의 모습은 위 9가지 요 

소홀 가져 하나로 정형화하기는 어려운 대학이다 명운 사립대학과 현저하게 

다른주립대학은 다응두 대표사혜를흥해 그 형태와특정이 푸렷해졌다 

교육사에서 안연히 빛나는 공링대 양전 모형으로는 위스컨신 모형 (The 

13. Thelin(2OW) , "Ta king 히ock: Charac teristπS of the Great Modern American 
Universily." op. cil. , pp. 12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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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iSCO l1 sill ldea )~‘ 캘리포니아 모형(Tlw C시까ornia Idea)이1’ 있다 전자는 대 

학과 주정부간의 남다른 협력과 조화정 보여 준다연 후자는 주링대 체제와 정 

치 개혁이 긴일하께 연걸월 수 있다는 정융 가장 장 보여 준다 용용과회뻐 대 

한 연구"1흘 푸여 받은 위스컨신 대회KUW-Ma이5On)은 연구개발을 흉하여 

해당 주뿐안 아니라 전국 낙농엉옳 혀영적으로 발전시키었다 이 대학은 농과 

대나 공과대 외에도 역사학과 경제학 운야에서도 학계의 최상급에 서서 학문밥 

션융 이끌었다 엔 하이스 총장의 역량 억에 주컵대학도 학문 연구의 수월성의 

용거지가 될 수 있다는 정이 영액뼈졌다 캘리포니아 대학，UC-Berkeley)은 진 

보척 정지 개혁과 갱치 투영화툴 이끌 주갱부 공직자용 배충.01여 공직수행의 

질과 수준올 크게 농였다 이후 이 대학은 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도 세계 최갱 

상급에 융랐다 대g적인 두 사례에서쳐렁 주립대학도 교육기회 확충과 산영 

양견을 위해 세웠으나 칙갱단 회h용 연구용 지속적으로 발전시키여 사회발전애 

핵획한 공용 세융 수 있었다 그 결과 좁엉생룬안 아니라 민간부분얘서의 발전 

기금이 계속 당지되었다 두 대학의 사혜는 다른 주립대학에서도 광엉위하게 

나타났다 영문 사립대와 합께 이을 주립대학은 연구대학의 홉징융 잘 보여주 

는 대회f이다 이째 당사자의 심한 반앙에 부딪혀 꿈올 정었지안 천원은 이런 

공링대학올 염두얘 두고 국립 서융대학용 창설하여 국가 건성과 산엉 발전흩 

이끌지도자융양성하고자한것이다 

미국형 대학의 핵싱 륙징은 양도힐 수 없는 자유흥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외 인사가 이사용 당당하여도 정부가 대학융 간섭"는 것은 용71능하였다 

14. L. Steffen‘ ( 1잊)9) ιSend inga Sa leloColtege," Stone & DeN낫vi (ed‘) Portraits 01 
the Am('Tican Higher Unh"ersity pp.ll&-l33; M. Curti &: V. L. Carstensn{' (1 949) 
The Uni\'ersity of Wiso>nsin , 1~μ1925 ， UnÌ\'ersity of \씨sconsin Press. ’5. John. A. Douglass (2αlO)， The 이ifomia /dl'll Øl띠 Ameriam Hig싸， EJ，κution: 185ι 

to the 1960 mastl'r pl，이 1 ， Stanford Uni\'ersi’y Press; M J. A. Oouglus(2004) ‘Th. 
Dynamics of Massification and Diffcrentiation: a Comparative Look at Higher 

Education Syslcn、s in the U.K. and Ca1ifornia ‘ H갱 er EduCl/lio l1 MII씨8'…… … 
P이icy ， OECDVo. 1 6 κ40.3 ， pp.9-33 

16.50년대 후안 대어앤 한혜로 엉쩍 a썩융 얻용 예학 영수의 4대 자유는 나중에 하야드 얘야 

흥장의 다용 상R에셔 가장 갱연언 논리호 다시 잉인되었다 Derek C. Bok (1980), ïhe 
Federdl Govemmenl and the Un’‘ ersity , ~ p!lμι flrlη，" “ inter pp.8ι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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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융은 선험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 고등교육사에서 기녕비 

로 알려진 두 판예흘 용해 확고한 전흉으호 확립되었다 첫 판혜는 사립대학의 

독자적 운영권을 확립한 19세기 초 대법원장의 다스아쇠D끼rtmOI‘ 111)칼리지 

판혜이다 이로서 사립대학은 주정부로부터 정치적 간성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 

로 운영"는 판행이 확립되었다 둘째 판혜는 1957년 연방정부의 간성에 대하 

여 대학의 긴요한 4대 자유를지킨 대엉원 딴헤이다‘ 4개 자유란누가교수가 

되고 무엇올 가르치여 또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학생을 용융 것인가 퉁 4개 

영역에서의 자유이다 이는 신성불가칭한 대학의 자유로 연방 정부는 이에 대 

하여 간섭하거나 침혜할 수 없다는 것을 영율료 보장받게 되었다 대학운영자 

금은 주정부로부터 지원받고 큰 규모의 장기 연구비는 연방 정부로부터 지원용 

받아도 공사링율 악흔하고 교수 임용 교육과정 결정 교수 방영 선정 및 학생 

선발은 오로지 대학만이 자울로 경정할 수 있다 대학의 자유가 법에 의해 보호 

을 받았기에 연구대학은 우한히 성장항 수 있었다 

3) 정칙왼 대학 상 엉거주충한 티엉 

국대안 파풍을 겪으며 냥게 된 서올대에 대해 필지는 다른 글에서 다음과 같 

이 서술하였다 려지 군정장판은 마칭내 47년 2월 27일 국대안의 엉적 기반인 

엉령 102호의 수정올 제안하고 이율 입엉의원에 요갱하였다 흥미 있는 것은 

타협안 생안 과정올 정적으호 조선인에게 맡기고 미국은 손용 앤 것이다 입엄 

의원의 수정 엉율안 용파와 신규 이사회 구성으로 따흥은 수습외었다 수정 업 

셜안은 어느 한 집단의 일방적 숭리 또는 패배가 아님올 보여주고 있다 종래 

성대와 전문학교는 예교되었고 새로 국립대학이 생졌다 따라서 반대 목표가 

국립대학의 폐지였다연 그 운동온 실패한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 핵심 쟁점이 

표수자치 실현이라면 9개 대학의 대표가 참여하는 죠선인 이사회의 구성안융 

실때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타협이다 쁜안 아니라 제한된 권호}이지안 

각 대학별 교수회의는 존치 되었다 사엉대학의 경우， 경성사범에서 유래된‘ 교 

수가 직선으로 뽑는 대학영의원회를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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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안 반대운동이 반드시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연 실패한 것은 오히려 국 

대안이다 창립 후 오랫동안 9개 대학은 인사 및 재정에서 상당 정도 독자적으 

로 웅직였다 수용된 미국식 제도는 단과 대학 구성 학생 등혹제 그리고 성적 

처리가 단위에서 화점으로 바뀐 것이다 서올대는 이 주립대와 같은 의미의 종 

합대학이 아니다 개교 22년 후인 1968년부터 종함대학다운 대회않 오낼고자 

한 것응 샤실이다 서울대는 홍일된 종합대회f으로서의 발전이 오랫동안 지체되 

었다 어떤 점에서 보연 그것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도 대학간 

우영다용과 주도권 경쟁 퉁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륙정 대회많 패학 중의 

대학" !E는 끼초 대학 이라며 패권옹 행사하려 한다 요컨대 타협 결과 제대 

형 대학자치 관행이 냥게 되었다 그 오범 이국의 대학 수용시도는 좌절된 것이 

다 51 년 교육염이 제정되띤서 대학은 중앙 부처의 완선한 흉제흘 받게 왼다 

정지권이 입영한 총장은 거의 무한에 가까운 권력과 행정력을 행사힐 수 있게 

되었다 법이나 제도 기반올 두지 옷한 교수자치의 상은 대학의 정신 운화 관 

행으로 냥게 왼다 이 갱신은 이후 대학자율화 또는 인주화로 전환되어 대학 발 

전에 힘올 행사하였다 힘을 행사<1'는 식인지 대학의 잔재는 정당화되고 또 온 

존되었다 

3 적극 선별 수용 세계 수준 박사과정 만들기 

서용대어 서 뚜렷한 옥표 의식올 가지고 스스로 미국 연구대회낼 수용하려 

한 시기는 최근에 와서이다 늦게 잡으면 BK21 시작 시기나 학자 앙성올 위한 

박사과정 시행시기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연구대학의 최소 기본 요건인 박 

사과정이 서울대의 중심으로 바뀌는 계기를 맞은 것은 30여 년 전이다 1975년 

부터 소위 l!í$iJ t냉t블 예지한 이후다 구제란 일봉식 박사제도을 의미한다 이 

박λ}제도 여전히 본토에서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화문 후속세대 양 

성에 주안을 둔 제도가 아니다 이미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오교 포합-를 대상 

으로 권위블 인정하는 의미에서의 학위이다 일본 고퉁교육올 마친 후 국내 대 

학에 재직 중인 교수 상당 수가 이 제도 터융 보았다 그 결과 일본식 대학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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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국 대학에 냥아 있게 되었다 일제 식민지 고풍교육의 청산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학문의 수월성만큼 권위를 앞세웠고 분야 영 흑갱 인울 중심 따벌이 

만들어졌고 특정 학문 경향올 유지시켰으며 결국 직업으로 학문에 종사히는 

교수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장치로 작용하였다 논운만 작성하연 되므로 원로 

교수의 경우 외국서 학위을 취득한 제자 교수들이 대신 작성하여 학위울 진상 

하는 경우도 있다 구제 박사에 근거한 제대 인사 관행은 통종교배의 대표 실 

은 최악의‘ 사례이다 미국 박사학위가 없어도 통정대의 학사 학위 소유자연 그 

흘 교원으로 채용한다 최근어 서야 미국 박사가 교수로 임용되고 있다 천원 자 

신도 20'경대 후반 이긋 교육학의 최고 정상이라 할 컬링비아 대학에서 악사학 

위을 획득하였으나 귀국 후 성대 교육학과는 커녕 경성사엉학교에서초차 강의 

륭 항 기회가 없었다 특정 대회에는 최근까시도 외국 학위가 없어도 모교 흥업 

생을 우선하는 판행이 냥아 있다 박사가 필요 없는 직종과 전문가임에도 온인 

이 대학에 -연구비-흉 내면 해당 교실에서 비용으효 써서 작생한 논문융 자신 

의 이릉으로 제출하여 박사가 된다 미국 대학 박사과정에서는 도무지 상상조 

차 항 수 없는 부정앵위이며‘ 대학 존재이유블 스스로 부정하는 관행이다 국대 

안 *↓걷로 냥아 있는 시대 착요 관행일 뿐이다 

서울대의 경우 종합화 즈응하여 국제R춘(혹은 미국식)의 박사과정을 개설 

하였다 국제표준이란 지도교수릅 정하고‘ 미리 갱한 교육과갱 체계에 따라 소 

정의 학정올 이수하고 논문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히}여 학위 논문융 저1 

출하여 싱사를 받는 과정이다 과거 대학에서의 연구와 흉사 기능이 언급되기 

는 하였으나 양힘 표현에 지나지 않았다 대학을 포항 우리사회가 국제화 또는 

세계회별 새 화두로 삼고 정쟁력 있는 사회를 안들어보자는 논의릉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안부터이다 외환위기플 극옥히는 과정에서 국가의 국제경쟁 

력 제고을 방안올 심각하게 찾기 시작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가경쟁력 

제고의 거의 유웰한 방연을 대학교육에서 찾았다 1999년 전후 두뇌한국2 1 

을 홍한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이국식 연구대학 또는 세계수준 대학을 중건 

하고자하였다 

서올대가 선택한 전략은 -이국 명문대학 따라잡기 라 힐 수 있다 분야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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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 최상위 연구 대학올 염두에 두고 그것을 표준 상아 앤치아정 하는 전략올 

선택하였다 교원인사제도 쇄신올 주축으로 미국식 박사과정올 적극 도입하고 

자 하였다 자강 프로그랩에서 가장 강조을 둔 것은 학원연구 및 교육)의 수월 

성 달성이다 신임 교수잉용과 교수 숭진 자격올 강화하였다 SCI 논분이나 최 

소 저영 해외 학출지 게재 논문올 임용과 숭진 싱사의 기온 요건으로 의무화하 

였다 또 정년보장 조건윤 강화하였다 종래 부교수 숭진 시 아루어진 정년심사 

를 하던 것을 정교수 숭진으로 늦추고 자격 또한 더 강화하였다 이는 미국 대 

학보다 더 지나친 자격 심사이나 분야에 따라서는 박샤 올엉의 죠건으로 SCI 

논문을 지정하기도 하였다 이처럽 SCI 동재 떠송지 논문 투고를 강조하다 보 

니 그런 논문이 필요 없는 분。R공학)에서도 같은 요건올 강화할 정도이다 이 

와 같이 교수의 연구 역량 증진과 생산성 제고에 대한 압력과 유인체제를 강화 

에 주력하였다 이는 반드시 두뇌t택21 사엽 추진에 따른 조치는 아니다 요히 

려 서올대 사체의 대학갱신 뺑1이다 

이 사영은 주옥항 만한 성과플 내었는가? 결롤부터 웰}자연 세계수준 연구 

대학의 중건이란 옥표는 섣현 용가능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학문 수월성의 양 

껴 지g흘 사용하여 서올대하파 외국 영문 대하 상이의 상대적 위상 연"를 비 

교하연 가능성 여부를 판단힐 수 있다 울흔 흑정 양적 지표에 집착하는 것 자 

체는 지양해야 할 관행이다 지나진 전착의 위엉성을 전제하고 한정된 운야의 

연구 성과에 대한 양적 질적 지표를 사용하여 서울대학의 성과을 살며보연 배 

우 놀혈안하다 양적 지표로 지주 거론되는 지표는 SCI 둥재 논문 수이다 이 

지표에 근거하여 개열 대회R또는 국7f)의 학교 위상율 비교 검토한다 2004년 

31 위로 발g된 논문 수는 모두 3 11 6연이었다 주옥힐 정은 5년간 일관된 상승 

세툴 보이고 있는 현상이다 SCI 퉁재 논문이 아닌 분야인 공학이 나 사회과학 

인운과학에서의 성과 또한 아직 정일하게 분석 보고왼 바 없다 

몇 가지 한계를 인정한다 하여도 10 1'1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 

진 서울대의 대학자강 프로그랩 성과는 주옥할 안한 것이다 아래 표는 핑자가 

새로 고안한 생산성 지표 작성업용 시용하여 몇 대학융 비교한 것이다 종래 논 

문 수을 단순 비교 순위을 배끼는 방식에서 상위 3 대학과 서울대회f에 연간 투 



44 겁기석 우용재 

자된 재정규모에 비추어 논문 수을 산출한 것이다 

(요 1) SCI 동재 논문 수외 우여흰 대억 재정 유모 비교 검토1200이 

띤앙연 십억앤 

대회영 하버드대 동경대 UCLA 서올대회교 

SCI 퉁재 논은연수(승위) 9 , 421 (1) 6.631(2) 5 , 232(3) 3 ‘ 11 6{31) 

예산 

총예산 2_857 1 732 3 651 647 

SCI연수/총얘산 3.3 3.8 
1 ’ 4.8 

연구비 

총연구비 648 425 610 270 

SCI연수/총연구비 14.5 15.6 8.6 11.5 

1-*'1: 김기얘2α)81. 찌 7싱 

외국 3개 대는 고학기술 분야 생 산성이 최고인 대학이다 1위인 하바드 대학 

의 풍재 논문 연수는 서올대의 약 3배이다 그러나 생산성 농은 대학은 풍시에 

대학옹영에 대규모 자긍을 투여하는 대학이 기도 하다 연구비 규모나 발전기금 

규모를 보연 서올대학이 어느 갱도 궁벽한지를 잘 알 수 있다 서올대의 예산은 

내제로 하야드의 1/4이며 발전 기금은 1/ 20 그리고 연구비능 1 /3 수준이나 

그러나 투자대비 효용성융 살며보연 서올대학의 경쟁력에는 다른 의이가 있옴 

올 알 수 있다 위 g는 대학운영에 소요되는 재갱올 연의 상 1) 연간 대학운영 

예산 2) 연구비 풍으로 구분하였다 이어 각 항목에 대하여 투자된 재정 규모 

흉 10억 당 발g된 논문 수로 다시 산충하였다 <H.1>에서와 같이 투자 대비 

성과흘 갑안하연 서울대학은 최정상 대학에 크게 뒤지지 않응을 알 수 있다 서 

올대 운영예산 10억 당 등재 논문 수는 약 5연이고 연구비 10억 당 12연이 생 

산된 생이다 논문 연수는 떨어지나 투입된 재정융 감안한 실질 생산성은 세계 

갱상급 대학에 견줄 만하다 

질적 명가로 초점을 바꾸어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 연구처에서는 과학과 

기슐 분야의 국제 경쟁력에 대한 자가 진단조사율 실시하였다” 이공계 6개 분 

17 집 규원 외(2005) 서~대이쿄 외악'1*운야 연구썩 현양운씌 서용대학요 정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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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연구논문의 질적 수준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요하였다 연구팀은 조사 대 

상 분야영 미국 대학원 슨위 중 최상위 1-3 위 대학 중 하나와 상위 10-30 대학 

증 하나 등 두 대학올 각각 비교 준거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양척 지요 외 질 

적 자료로 논문의 이인용 횟수을 샤용하였다 피인용 횟수는 논문이 실린 핵연 

지의 명균용도릅 나타내는 인용지수{impact factor)보다 훨씬 구체적이며 정 

확한 질적 지표이다 서올대의 자가 진단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양적 지표 연퉁 주세의 경우 1994년에는 이국 최상위 대학의 74% 수준이 

나 2004년은 1 51 %에 이르렀다 

2) 질적 지요인 피인용 횟수의 경우 초기(94-95)에는 최상위 대학의 35% 

상위 대학의 66% 수준이었으나 중기 이후애년 광목할 성장을 거륭하여 

최근에는 최상위 대학의 74%에 도달하였다 미국 상위 대학보다는 오히 

려 37% 높운 수준에 도달하였다 

논문의 수준과 질올 미국 대학과 비교한 결과는 디응 그립과 같다 6개 분야 

를 종합한 명균에 큰거하여 서웅대와 미국 최상위 및 상위대학융 비교하였다 

’~ •• \!!"""~(III‘’，，~O)""!!， .~ .) π11""'3 

’‘’ ，~.’ 

〈그림 1, 서을때외 미국 대한의 미인용 횟수 6 교‘6개 g이 영i!) 

교수 1인당 논운의 명균 여인용 횟수플 비교할 때 미국 최상위권 대학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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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로 하연 이국 상위권 대학은 94년부터 2003 년까지 10년간 44-63% 수준 

올 유지하였다 이에 비해 서올대는 35%에서 애년 상숭하여 74% 수춘까지 괄 

목할 안한 발전을 이루었다 즉 1997년까지는 미국 상위권 대학보다 낮았고 미 

국 최상위권 대학의 39%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98-1999년부터 비약적 

으로 발전*째 미국 상위권 대학올 추월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 최상위권 대 

학과의 격자도 갈수록 급속히 중어틀어 2003년에는 74% 수준에까지 접근하였 

다 그리고 최근 (200ι2003년)에는 미국 상위권 대학보다 요히려 1 .4배 정도 

며인용 횟수가 높운 수준에 도달하였다 결흔적으로 연구팀은 지난 10여 년의 

자제 노력의 성과흘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다 

망1I논운의 질로 올 때 서올대학교 이공계 대학원의 영균 정쟁력은 미국 상 

대 대학 중 약 20위권 수준으로 도달되었다고 용 수 있다 서올대 자제 명가와 

그보다 5개월 후 이루어진 영국 Tlle Tim“ 외부 명7별 교차 검중하연 절과가 

거의 일치하고 있응융 알 수 있다 자료 처리에서 1할의 요지흉 강안하여 자제 

명가를 다시 갱려하연 다음과 같다 6개 분야 명균의 경우 서올대는 미국 상위 

대학 순위 10위대 후반과 30위대 초반 상의 수준에 도달되어 있다 2005년 The 

Timcs 서올대 순위률 다시 미국 대학과 교차 비교하연 다S 과 강다 세제 100 

대 과학 대학 중 45위란 미국대학간의 순위로는 16위와 17위 사이인 것이다 

총괄 영가가 93위인 것은 교수학생 비윤과 외국인 유학생과 교수 둥과 같은 

다른 기준율포항힐정우이다 중국쟁}이 교홍대학에서저럽 노앨상수상자률 

명가기준으로 사용하연 서울대 순위는 더 내려간다 그러나 연구의 수월성에 

국한하면 자체 진단명가나 외부 전문가 동료 명가의 절파 거의 같다 즉 서용 

대 과학분야 학문수월성 수준은 미국 20위권 안팎에 도달되어 있다 그 이유는 

미국형 박사제도을 수용한 결과인가? 

미국 제도의 일부를 선멸하여 부분 수용을 하였다 특히 연구 수준과 정쟁력 

을 농이는 잉벤율 적극 수용하였다 미국의 K대학이라 알려진 대히염 종업 

하고 교수가 된 다응 연구대학에서 'fl운 바흘 솔선수범한 것은 사실이다 대학 

원생 또한 지도 교수 안내로 유수 영문 대학에서 장단기 연수를 흥해 국제경쟁 

에 대한 자신갑올 스스로 획득하였다 이처럼 몇 가지 요소는 수용의 면연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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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대학 상의 근간에서는 여전히 종래 오숭융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현 재직 

교수는 구제박시흉 획득한 지도 교수로부터 풀려 받은 교수자치에 대한 꿈올 

여전히 가지고 있다 교수는 대학 내에서 무엇이은 힐 자유가 있다고 믿고 행풍 

한다” 통역 거벼넌스는 자리힐 여지가 없다 일본올 닮아 법인화를 하려 한다 

4 잔재청산을 흉한 미래 창조 

최근 서올대 간부는 2015년까지 세계 20위 이내 대학으로 진잉하겠다는 옥 

표를 밝혔다 그간 물리한 정치 여건 영세한 재정 열악한 교육환경 아래서 서 

올대는 괄목할 안한 성과플 보였다 The Tù’1앙 조사한 순위는 매년 상숭하여 

2006년에는 51등에 이르렀다 분야별로 보연‘ 자연과학은 38위 생명과학은 

46위 공학/정보 기슐 분야는 56위였다 사회과학 운야도 처응으로 57~위에 용 

랐다 수월성에 대한 국제학계의 인정도인 동료영가에서는 42위였다 연구의 

영향력올 나타내는 교수 1 인당 논문 인용 지수도 160위에서 88위로 크게 향상 

되었다 필자는 이플 -大n~är이라 표현한 적이 있다” 이러한 성공은 미국식 

대학상을 수용 덕인가? 다른 글에서 밝히 것처엄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약진옴 설명항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중동까지 하력이 세계 최상의 

수준인 상태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이 잉학하게 되는 현실이 그런 성과의 초석 

이 되었다 학사과정의 질이 미국 기준으로 최상급이다 1999년부터 4년간 이 

국 대학원에서 가장 않은 박사흘 애충한 대학은 캘리포니아대학 벼를리운교였 

으나 정작 놀랄만한 소식은 두 언째 대학인 서올대다@ 서올대 학사과쟁은 이 

\8. 아내 어느 곳애는 나우 싱고 꽃앙융 자비로 잉구어 정원융 안은 다용 자신의 호용 새진 큰 융 
' 1석용학교허앙없이세웠다 그가정녕 외잉후애도여전히 그자리얘 냥아었다 

19. Ki-SeQk Kim(2006) 
20. Number of Doctorates Edges Up SlightJy. The Chronide 이 Higher Educa tiof、

jan. 7 2005 
"Among all the students who ea rned d。이 。ra t es from American univcrsi tν" 

between 1999 and 2003 more recei‘,'00 their undergraduate degrees from the 
Universlty of CaHfomia at Berkeley than from any other insti tution. Bul perhaps 
the more surprising news is the identity of the se<:ond most coml1、。 n source of 
undergr ... duates: Seoul Nalional Unh'ersity. in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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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박사과정의 대학알리지(University College) 기놓융 한 생이다" 서융대 

학사는 외국에서든 국내얘서든 미국 표준 최우수 대학원생이다 이런 상태에서 

전에 없는 재정 투자가 이후어져 교육과 연구 환경이 매우 좋아졌다 외국 영문 

대학에 장단기 연수용 룡혜 대학원생 사이에 전공과 판계없이， 자신감을 가지 

께 된 정도 있다 교수률 또한 외국 합자져렁 일요 논문 수와 갑은 성과뭉올 쟁 

기기 시작한 정도 과거와 다르다 

필자가 새률제 주목한 현상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우리 지성사의 특유 

전용인 스숭과 셰자판계이다 이 전용이 새로운 여건 미국형 연구대학 얘서도 

살아 작퉁한 정이다a 연구역량에서 질 향상의 가장 충요한 이유는 뭉혼 역량 

있는 교수의 지도능력이다 또 그 운하에서 이없흉업하웃 공부하는 박사과정생 

의 헌신과 노력의 억일 것이다 이러한 門下 관계는 미국 연구대학에서 찾아보 

기 어려운전용과판앵이다 서용대학의 형식적륙정 단과대학과학과조직 층 

은 분영 미국대학의 그것용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갱신용 비교하연 

서융대애는 오랫동안 부칭한 우리 지성 전용이 여천-1 산아 용직이고 있다 욕 

히 돈독한 사제관계에셔 그렇다 전용의 힘이 서울대 약진의 추동력이었다는 

정애서 미국 연구대학의 순위 상송과 다흐다 

아지악으로 이런 성장과 발전은 지속 가능한가 "는 질문이 남았다 혹정 전 

제 초건이 강추어 지연 가놓합 것이다 미국식 대학상과 잉본 제국대학 상융 지 

양한 서올대 흑유 대학의 상 재창조에 달려 있다 국대안이 심때하여 좌절펀 일 

제 식인지 잔재 갱샌1 또 선정 조건이기도 하다 현재 세 가지 갈둥하는 대학 

상이 혼재되어 대학자강의 발옥융 장고 있다 70년대 중반 구재 박사툴 버리고 

신쩨 박사을 채택하언 그런 절단이 필요하다 2차 대션 후 미국형 연구대학은 

21. 60\1대 대학씬 진여하려는 학사과정 홉엉생 g쩍한 중'f에 대용하기 위한 새 와갱 풍갱이다 

이 죠직옹 총합대아 내외 대”이기도 하고 욕업핀 강리지이기도 하다 션욱의 상위 10% 아 
생안이 잉'f하는 대아 용외 예이}이다 냥자 종엉생의 3/4 그리고 여자 용엉쟁의 1/3애서 
1/2 갱도기 때핵원 진이힌다 션즉 상위 100위내 (또는 tlli"~는 5% 이니11 얘히애써1 이 엉후 

에 속하는학사죠혀이다 의도하지 앙았으나 서융예는그엉 b￥ 역양흩 당앙힌 것이다 대아 

양리지 @언에 대에서농 c. S. Jenks & D. Riesman(I968) ’ n‘e University C이1"， ‘ 
The Acndemic Revψ’‘’ iou . Doublalay Co. In(. pp.20-27 

2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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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발상지인 옥일이나 다른 서유럽 어느 대학보다 앞서가기 시작하였다” 제 

국대학의 유산과 잔재를 청산하고 대신 미국 연구대억h올 필요에 맞게 선영 수 

용하는 것이 일요하다 미국 공립대학 상이 어떤 결과플 초래하는 가에 대해 대 

g 공립대 대표 사예인 갱리포니아대회않 분석한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그 대 

학의힘옹서술하였다” 

고등교혹 기회의 확대와 대학생산성융 높이기 위한 캘리표니아 고동 

교육에 대한 장기 지측적 부자와 지원은 주내얘서 사회경제적 이동용 부 

양시컸으며 종시에 그 주 하나안으로도 세계 경제 규모의 6위에 도달하게 

되는핵싱이유가왼다 

공립이므로 지역민윤 대상으로 교육 기회의 확충올 가져오고 세계 수준 학 

올연구성과의 축적이 가능하고 이어 경제규모툴 지속하여 발전시일 힘이 장재 

왼 대학 상이 미국 공립대인 것이다 

그런 주립 연구대학은 수용함직하다 무죠건 수용은 아니다 우리 고유 지성 

사 핵싱 전흉인 사제관계를 재창죠하여 그것과 시너지 효과륭 내게 하자는 것 

이다 용일왼 대학 상에 대한 학내 앙의에 도당되도팍 그런 대학의 이영 역할 

기능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 최소한 교수자치의 잔재라 할 총 학장 직선제 

틀 폐지하고 동역 거버넌스의 수용이 긴요하다 챙산할 대학상은 국대안 파동 

시 확산된 대학과 전문학교는 같지 않다 여 전문 분야 대학에 대한 소아영 같 

은 자풍화의식이다 그 연장에서 궁어진 학내 패권지향 행태이다 마치 과거 종 

세 용건영주가 양않힘1$ "는 듯한 학내 얘권 정치는 총장 직선제와 결틱얘}여 

학내 발전의 압적 요소가 되었다 당시나 지금이나 교수자치가 대학 자유의 유 

23.19새기 초 용융트의 영용‘ 구상융 가지고 태어난 에융린 예잉의 위왕응 2자 예전용 전후포 

하여 징사 이국 영문 예학의 그짓애 비해 회색되었다 실지g 요성낭 셰껴수용 대어이란 대체 
g 국재 경쟁력 재고의 칙갱당에 시리한 미국 영문 대아융 옷힌다 유업용 위시하여 애껴 여 
러 나라의 얘아깨혀이 이육사예용 따르는 것응그와강은 연화g 인영하고있는 것이다 

24. J. A Douglu이2(04) 선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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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방엉이 아니다 오혜의 뿌리는 구쩨 박사로 권위촬 가진 일제 대학 충신 

선애교수로부터 은연충 몽에 배게 융려 받은 유산인 것이다 천원은 그런 잔재 

를 -온로주의- 라여 갱산하려 하였으나 세력 탓얘 좌절하였다 지난 10여 년 동 

안 서융대융 세계의 대학으로 급상숭 시킨 핵심 힘은 전흉 사제관계이다 이 관 

행과 교육문회흘 공립 연구대학。1한 그릇에 당융 수 있다 아마도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세계 그 유혜가 없는 서용대 특유 대학 상과 학문알전 사혜용 보여 

중 것이다 이것올 굳이 -미국 제도의 한국적 수용-이라 양한다연 크게 어긋난 

알이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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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dea of the American Research 
University in the Evolutionary 

Trajectory of Korean Universities: the 
Cas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j-Seok Kim & Yong-Je Wo。

(Seoul National University) 

Thîs paper addresses to a rather simple question: Are Korean 
universities the end-products of the institu tiona\ reception of 
American ones? Or more specifica lly, is Seoul Nationa! 
Unive rs ity (SNU ) mod e led afte r the Amer ican resea rch 
university? This paper will closely examine two moments when 
the interactions of the tWQ models become most salien t: the time 
。f establishing se。비 Nationa\ University in 1946 and the time of 
SNU‘ s using top-class American universities as its benchmarks 
in its self-strengthening initiatives since 1994. This paper wi ll 
identify the real nature of governance working at SNU. Contrary 
to the c1aims made hy the historical revisionists, it was, not the 
issues of the class conflicts, but that of the conflicting idea of 
university that has shaped the rise of SNU. There still remained 
residual legacies of colonial university at SNU. This paper will 
further analyze the process by which SNU can be transforming 
itself into a world-cJass un iversity with a specific focus on the 
internal reform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m. The main 
strategy undertaken to bring SNU up to the world-class level 
was to benchmark top-class American resea rch unÎ versi ti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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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ly recognized but still survived p he nomenon was the 
traditional mentor-disciple re lations between prominent 
teachers and dedicated studen ts at SNU in its great leap forward 
to excellence în research 

Key Words: The idea of the university (대 학 의 상 ), 
governance(거벼넌스.)， world-class university(세 

계수준 연구대학)， Seoul National University(서울 

대 학 교 ), the traditional mentor-disciple 
relatîon(전흉 사제관계1， colonial university(식민지 
제국대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