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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최근 국립대학의 개혁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일본의 대표적인 국립대학 개혁 사례

인 국립대학의 법인화 , 국립대학간 통·폐합 , 국립 교원양성과정의 통·폐합'에 대하여 각각의 전개 과정

과 주요 내용, 동향 등을 정리하고, 그 특징과 시사점을 추출하였다.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1990년대 후반 일본 정부가 추진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논의가 시작되었고, 법인의

형태는 다른 국가기관과 같은 독립행정법인이 아닌 독자적인 대학 법인으로 확정되었다. 국립대학들은 이제

국가의 기관이라는 종래의 위상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자율성을 가지게 된 반면에 대학의 발전과 생존을 위

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있으며, 2004년 4월 국립대학의 법인으로의 이행 방침에 따라 모든 국립대학들

이 법인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립대학간 통·폐합은 국립대학의 전체적인 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추진되어, 소규모 대학이 주 대상이

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의 구조개혁 방침이 발표된 가운데, 각 대학간에 통·폐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002년부터 통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국립 교원양성과정의 통·폐합은 신규채용 교원수의 감소와 소규모 교원양성과정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추

진되고 있는바, 현의 경계를 벗어나는 교원양성과정간 통·폐합이 강력하게 권장되고 있으며, 해당 대학간에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일본 국립대학의개혁은 지금까지볼 수없던 근본적인구조개혁으로서커다란변화를가져오고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각 대학의 적극적인 자구 노력이 특징적이다. 이는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상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대학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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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일본의 국립대학은 현재 급격한 개혁과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국립대

학의 체제가 성립된 지 반세기만에, 국립대학의 위상과 성격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개혁의 움직임은 국가의 기관으로 존재해왔던 국립대학을 법인으로 전환하

는 개혁이다.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이미 논의가 종결되어 2004년 4월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

으며, 일본의 국립대학들은 이에 대한 준비에 한참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99개에 이르는 국립

대학들을 통·폐합하는 일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국립 교원양성기관들의

통·폐합도 중요한 과제로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국립대학 관련 개혁은 그동안 시도된 바 없었던 놀라운 개혁이다. 1971년에 문부대

신의 자문기구였던 중앙교육심의회(中央敎育審議會)에서 대학의 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국립대

학의 법인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으나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로부터 30년만에 일본의 국립대학들은 이제 국립 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자립하는 시점에 도달

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후반부터 국립대학의 체질 변화를 모색하는 시도를 해왔고, 2000년 12

월 국립대학발전계획 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립대학의 반발에 밀려 지금까지 이렇다할 구체

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립대학의 구조와 운영 체제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은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내용의

개혁을 진행해왔는가, 그 과정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이하에서는 21세기에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일본 국립대학 개혁의 핵심 주제를 국

립대학의 법인화 , 국립대학간 통·폐합 , 국립 교원양성과정의 통·폐합 으로 선정하고, 각각

의 전개 과정과 주요 내용 및 동향을 정리한 후 그 특징과 시사점을 분석하도록 한다.

Ⅱ. 국립대학의 법인화

1. 전개 과정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일본 국립대학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개혁으로 기록될만한 사건이

다. 국립대학을 법인화하는 것은 국립대학의 위상과 성격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대학간 통·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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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대학 사회 전반에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

혁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립대학의 법인화 문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법인화가 최

초로 제기되었을 때에는 국립대학을 독립행정법인(獨立行政法人) 으로 한다는 것에서 논의가

출발하였다. 정부는 1998년 6월에 중앙성청등개혁기본법 을 제정하고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행정법인을 창설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馬越徹,

2001, p . 60) 이어 1999년 4월에는 국가 행정조직 등의 감량, 효율화에 관한 기본적 계획 을 발

표하여 중앙부처 산하의 연구소, 미술관 등 89개 국립기관을 2003년 4월까지 독립행정법인으

로 이행하는 방침을 결정하였고, 동년 7월에는 독립행정법인통칙법 을 포함한 중앙성청재편

법 을 제정하였다.1)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은,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의 자주성을 존중하여 독립행정법인화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부치 수상이 국가공무원의 수를 2010년까

지 25% 삭감한다는 계획을 새롭게 발표함에 따라 교직원의 수가 약 12만 5천명에 달하는 국립대

학도 독립행정법인화의 대상 속에서 검토되기 시작하였다(공병호, 2001, p . 23). 이러한 독립행정

법인은 정부의 지원금을 삭감하고 행정효율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제기되었고, 학술 연구나 대

학교육 본연의 목적과 임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안이었다(馬越徹, 2001, p . 60).

국립대학 측은 국립대학의 독립행정법인화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국립대학

의 대표격인 국립대학협회는 1999년 9월 13일 발표한 독립행정법인 검토보고서에서 독립행정

법인통칙법 은 대학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만약 국립대학을 독립행정법인

화하는 경우라도 1) 대학 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평의회)을 설치하여 총장을 선임하고, 2) 교

원의 인사에 있어서는 대학의 자치를 인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특례법을 유지하며, 3) 주무관

청이 행하는 대학의 업적평가는 대학 내 또는 제3자 평가기관의 의견을 존중하는 등 독립행

정법인통칙법 의 원칙을 수정하여 대학의 자치를 확보할 수 있는 특례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공병호, 2001: 28) 국립대학협회장인 동경대 총장은 2000년 3월 16일 수상관저를 방

문하고 오부치 수상에게 국립대학의 독립행정법인화에 대하여 재고를 요청하면서, 국가에서

국립대학을 분리하고자 한다면 대학의 특수 상황을 참작하여 별도의 제도에 의한 법인화를 고

려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주간해외교육정보 2000. 3. 20).

문부성 또한 독립행정법인에 대한 예외를 국립대학에 인정하는 입장에서, 1999년 9월 20일

1 독립행정법인통칙법에서 독립행정법인이란, 국민생활 및 사회경제의 안정 등 공공상의 견지에서 확실히 실

시되어야 할만한 필요가 있는 사무 및 사업으로, 국가가 스스로주체가 되어 직접 실시할 필요가 없는 업무

가운데 민간에 위탁하면 시행이 안될 우려가 있는 것 또는 하나의 주체가 독점하여 행할 필요가 있는 것

을 효율적·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분리·독립시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을 말한

다(공병호, 2001,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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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국립대학의 독립행정법인화 검토의 방향 을 발표하고, 국립대학을 독립행정법인화할 경우

대학의 특성에 비추어 국립대학에 특례 조치를 가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을 밝히고, 본격적인

재검토 작업을 추진하였다. 2000년 7월 문부성에 국립대학 등의 독립행정법인화에 대한 조사

검토회의(이하 조사검토회의) 가 결성되어 새로운 법인의 상을 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정부에서도 2000년 12월 1일 결정한 행정개혁대강 에서, 대학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대학개혁

의 일환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국립대학 및 대학공동이용기관에 대해서는 조사검토회의의 검토

를 기다린다고 입장을 정리하였다.

조사검토회의에는 국립대학, 대학공동이용기관, 공·사립대학, 경제계, 언론계 등으로부터

관계자가 모여 산하에 4개의 위원회를 두고 1년 8개월에 걸쳐 논의를 거듭하였다. 2001년 9월

에 발표된 중간보고서에서는 국립대학이 독립행정법인이 아닌 대학 법인의 형태로 변화할 것

을 제안하고, 국립대학 법인과 기존의 독립행정법인과의 주된 차이점으로는 1) 임원 초빙 등을

포함하여 학외자의 운영 참가 제도화, 2)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독자적인 평가시스템 도입,

3) 학장 임명이나 목표 설정으로 대학의 특성·자주성 고려 등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교직원

신분의 공무원형·비공무원형 여부와 대학에 대한 제3자 평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결정은

유보되었다.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속에서 결국 교직원의 비공무원형과 제3자 평가의 제도

화가 확정되고, 2002년 3월에 최종보고서가 공표됨으로써 국립대학의 법인화에 대한 논의가

최종적으로 종결되었다.

문부과학성2)은 조사검토회의의 최종보고서에 입각하여 2003년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여 2004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의 모든 국립대학은 법인화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 . 주요 내용

2002년 3월 26일 발표된 새로운 국립대학 법인상에 대하여 는 3년여를 끌어온 국립대학의

법인화 문제에 대한 논의에 마침표를 찍었다.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국립대학의 구조개혁을 진

행한다는 종래의 비판을 벗어나기 위하여, 종래로부터의 대학개혁의 흐름을 촉진하고, 활력이

풍부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대학 만들기의 일환으로 검토한다 는 것을 첫번째 전제 사항으로

지적하는 등, 국립대학의 법인화가 어디까지나 대학 조직의 특수성을 염두에 둔 개혁이며 대

학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전반적인 내용은 국립대학의 조직, 인사, 예산 등에 대한 문부과학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

2 2001년 문부성이 문부과학성으로 개편되었다. 이 글에서는 2001년을 기준으로 문부성과 문부과학성을 혼용

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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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립대학의 자율권과 재량권을 확대하며, 민간의 경영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대학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다.

이 가운데 국립대학이 법인화 후에 달라지는 핵심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대학의 위상이 달라진다. 문부과학성의 하부기관이었던 각 대학은 이제 독립된 법

인으로서 법인격을 부여받는다. 법인의 명칭은 국립대학법인 으로 하고, 차후에 국립대학법

인법 , 국립대학법 등의 근거 법이 제정된다. 독립 법인이 됨에 따라, 법령과 예산 등으로 규

제되던 조직 개편이 대학 판단으로 가능해지는 등 대학에 가해졌던 정부 규제가 대폭 사라지

고 대학은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 대학의 의사결정구조가 총장 중심으로 개편된다. 대학의 임원진은 총장, 부총장(복수),

감사(2명, 학외자 1명 이상)로 하고, 그밖에 평의회, 운영협의회, 임원회 등을 둔다. 평의회는

주로 교육과 학문에 관한 중요 사항을, 운영협의회는 주로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고, 특정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의 의사결정에 앞서 학외자를 포함한 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운영 조직간의 관계는 [그림 1]과 같다.

총 장 감사

- 부총장

- . . . .

경영에 관한 학외 전문가 및

학내 대표자

상근·비상근

학외자 포함

교육·학문에 관한

학내 대표자

운영협의회 임원회 평의회

(경영에 관한 심의) (중요 사항 의결) (교육·학문에 관한 심의)

[그림 1] 대학 운영조직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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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립대학 법인의 주요 내용

검토의 전제

- 대학 개혁의 추진 - 국립대학의 사명 - 자주성·자율성

검토의 시점 (목표)
- 개성이 풍부한 대학 만들기와 국제 경쟁력 있는 교육 연구의 전개

- 국민과 사회에의 설명 책임의 중시와 경쟁 원리의 도입

- 경영 책임의 명확화에 의한 기동력있고 전략적인 대학 운영의 실현

조직·업무

- 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운영 체제의 확립 : 경영과 교육, 학문의 최종 책임자인 총장이 강한

리더쉽과 경영 수완 발휘

- 학외 인사의 참가에 의한 열린 운영 시스템의 실현 : 법인 임원에 학외자 등용하여 폭넓은

대학 운영

- 대학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유연한 조직 편제와 다채로운 활동의 전개 : 대학 별로 유연한

교육 연구 조직 편제

인사제도

- 교원의 다채로운 활동을 가능케하는 인사 시스템의 탄력화 : 직원의 신분은 비공무원형을 선

택하고 탄력적인 인사 시스템 도입

- 실적에 대한 엄정한 평가 시스템의 도입과 인센티브의 부여 : 직원의 실적에 대한 평가 시스

템을 도입하고 급여 제도에 반영

- 국제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교원의 다양성·유동성 확대와 적임자의 폭넓은 등용 : 임기제,
공모제, 연봉제 등의 도입

목표·평가

- 명확한 이념·목표의 설정에 의한 각 대학의 개성의 신장 : 대학의 특색 및 지역성을 근거로

중기 목표 설정, 개성 명확화

- 제3자 평가에 의한 교육 연구의 질 향상과 경쟁적 환경의 양성 : 대학의 교육 연구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제삼자 평가 도입

- 목표, 평가 결과 등의 정보 공개에 의한 설명 책임의 확보 : 대학의 중기 목표와 계획 공표,
대학에 대한 정보의 적극적인 제공

재무·회계

- 교육 연구 등의 제삼자 평가 결과에 근거하는 자원 배분 : 대학의 교육 연구 활동에 대한 제

삼자 평가의 결과를 운영비 교부금 배분에 반영

- 대학의 독자적인 방침을 살릴 수 있는 재무 시스템의 탄력화 : 운영비 교부금을 대학 별로

탄력적으로 집행

- 재무 면에 있어서 설명 책임의 수행과 사회적 신뢰성의 확보 : 운영비 교부금 내역에 대하여

공표, 각 대학의 재무 내용 공표

자료 : 調査檢討會議(2002). 新しい「國立大學法人」像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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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 후 의사결정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총장과 평의회의 위상 변화 및 운영협의

회의 제도화이다. 최고의결기관이었던 평의회는 심의기구가 되고, 총장이 최고 의결기관이 된

다. 이것은 법인화 후의 국립대학 총장이 교육· 학문 외에도 경영의 최종 책임자가 된다는 인

식에서 비롯된다. 총장은 법인을 대표함과 동시에 학내의 의견일치를 끌어내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강한 리더쉽과 경영 수완을 발휘할 것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측

면의 심의를 담당할 기구로 평의회와 운영협의회가 나란히 위치하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총

장이 담당하며 책임지게 된다.

셋째, 대학 총장의 선출 방법이 변화된다. 지금까지 총장은 평의회에서 선출되었으나, 총장

의 위상이 위와 같이 변화함에 따라 총장의 선출 방법도 지금까지의 방식을 고수할 수 없게

되었다. 경영에 책임을 지는 법인의 장으로서의 역할과 교육과 학문의 장으로서의 대학장의

역할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총장은 운영협의회 및 평의회의 대표로 구성되는 총장선발위원회

에서 선출하도록 한다. 총장의 선발 과정은 1) 총장선발위원회가 학내외의 후보자를 조사·선

정, 2) 필요에 따라 학내 의향의 청취, 3) 총장선발위원회에서 최종 선발, 4) 문부과학대신의 총

장 임명 순으로 할 수 있다.

넷째, 교직원의 신분이 비공무원으로 바뀐다. 국립대학의 교직원은 지금까지는 국가공무원

의 신분이었으나 법인화 후에는 비공무원의 신분으로 전환된다. 직원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으

로 하지 않는 비공무원형으로 함에 따라, 교직원 인사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국가공무

원법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공모제와 임기제를 확대하고, 성과급, 연봉제, 재량근무

제도 등이 도입될 수 있다. 이러한 비공무원형 도입의 이점에 대하여 1) 국가공무원법에 구속

되지 않는유연하고 탄력적인 고용 형태, 급여 체계, 근무시간 체계 가능, 2) 뛰어난 교육·연구

능력을 가진 외국인의 총장, 학장 등 관리직에의 등용, 외국교원임용법의 테두리에 구속되지

않는 다양한 고용 형태 가능, 3) 영리 기업의 임원 등을 포함한 겸직·겸업 가능, 4) 교원 이외

의 직원에 대해 각 법인의 인사 전략에 근거하는 지식·기능 등을 중시한 채용 등으로 설명하

고 있다.

<표 2> 공무원형과 비공무원형의 신분 비교

구 분 공무원형 비공무원형

신분 보장 법률로 규정 법인의 취업 규칙 등에서 규정

노동 삼권 쟁의 행위만 금지 모두 부여

교원 이외의 직원 채용 원칙적으로 시험 채용 법인이 정하는 규칙에 의해 채용

겸직·겸업, 정치적 행위 제한 국가공무원법 상의 제약 법인의 취업 규칙 등으로 규정

외국인의 관리직 등용 원칙적으로 불가 가능

자료 : 調査檢討會議(2002). 新しい「國立大學法人」像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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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국립대학에 대한 제3자 평가 및 차등 지원이 도입된다. 각 대학은 6년간에 걸친 중

기 목표 및 중기 계획을 수립하고, 문부과학대신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는 전문가

들로 구성된 국립대학평가위원회 가 중기 목표의 달성도와 연구업적의 수준 등에 관하여 실시

하고, 그 결과는 국가의 운영비 교부금 책정에 반영시킨다. 이로써 자동적으로 국가에서 대학

의 운영비가 교부되던 관행이 사라지고, 국립대학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운영비를 대학의

판단으로 지출할 수 있으며, 이월도 가능해졌다. 일괄 국고 수입이었던 대학의 수입은 자체 수

입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일률적이던 학생 납입금도 일정 범위 내에서 대학이 판단할 수 있

게 되는 등 재정적 자율권도 폭넓게 부여되었다.

Ⅲ. 국립대학간 통·폐합

1. 전개과정

전후 성장일변도의 길을 달려온 일본의 대학 사회는 출생률의 저하로 18세 인구가 감소하고

대학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짐에 따라 대학에 따라서는 통·폐합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에 직면

하였다.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법인화라고 하는 최대의 변화를 맞아, 대학간 통합·재편의

급류가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1998년 이래로 일본의 국립대학은 모두 99개로, 1949년에 신제국립대학(新制國立大學)으로

서 총 69개교로 출발한 이래 30개가 증가하였다. 국립대학의 형태는 종합대학 외에도 단과 형

태의 의과대학, 교육대학, 대학원대학 등이 있고, 이중에서 국립 의과대학은 대부분 1970년대

에 설치되어 현재 13개교에 이르고 있다. 99개 국립대학 가운데 대학원대학 4개교를 제외하고

3학부 이하의 대학은 55개 대학이다. 그 가운데 단과대학은 38개 대학, 2개 학부의 대학이 9개

대학, 3개 학부의 대학이 8개 대학이다(文部科學省, 2001b). 이러한 소규모의 국립대학이 통

합·재편의 대상으로 부상되었다.

<표 3> 일본 국립대학 규모 현황 (2001년 기준) (단위 : 교)

단과대학 2개 학부 3개 학부 4개 학부이상 계

38 9 8 44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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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간에 통합·재편을 논의하는 움직임은 2000년 전에도 있었으나, 2001년 4월 코이즈

미 내각이 출범한 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Umakoshi, 2001, p . 5).

문부과학성은 2001년 6월 9일 대학(국립대학)의 구조개혁 방침 을 발표하였고, 국립대학 수의

대폭적인 수의 삭감을 목표로 국립대학의 재편·통합3)을 대담하게 진행 할 것을 처음으로 확

인하였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확충해왔던 국립대학의 규모를 대대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 발

표된 것은 국립대학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는 대학의 구조개혁 없이 일본의 발전과 재생은 없다 는 인식 하에, 국가의 비용으로 운

영되는 국립대학의 낭비적 요소를 버리고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

를 실현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표 4>과 같다.

<표 4> 국립대학 재편·통합의 주요 내용

재편·통합의 추진 이유

- 국제경쟁력 있는 국립대학의 활성화가 중요 과제

- 교육 연구 기반을 정비하고 어느 정도의 스케일 메리트 확보가 필요

- 국립대학 전체의 재생과 새로운 비약 기도

재편·통합의 검토 시점 (메리트)
- 교육 연구 체제의 충실 강화

- 지역 공헌, 사회 공헌의 기능 강화

- 경영 기반의 강화

재편·통합의 검토 방향

- 개성과 특색 있는 대학 만들기

- 재편·통합의 형태 : 지리적 근접성 외에도 현역의 초월도 검토

- 교원양성계 대학·학부 : 인근 현의 교원양성과정 재편·통합 필요

- 국립대학에 성과가 있는 재편·통합 지향

재편·통합의 향후 진행방식

- 기본 인식 : 각 대학의 검토를 존중하면서 문부과학성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조언

- 향후 일정 : 2002년 중 전체적인 재편·통합의 계획 정리

자료 : 文部科學省(2001c). 大學(國立大學)の構造改革の方針.

2002년에 문부과학성의 재편·통합 계획이 다시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국립대학간에 활발한

재편·통합의 논의가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고, 통합이 확정되는 대학도 증가하고 있다. 국립대

학의 재편·통합 논의가 종결되어야 법인화에 대한 준비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

3 통합·재편 은 의미상 통·폐합 과 유사하나, 문부과학성은 통합·재편 이라는 용어를 관용적으로 사용하

고 있다.



15 8 아시아교육연구 4권 3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에, 각 대학의 자세는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2 . 재편·통합 현황

문부과학성이 국립대학의 재편·통합을 공식적으로 추진한 이래로, 2002년 10월 1일 4개 대

학이 2개 대학으로 통합되었다. 야마나시대학과 야마나시의과대학, 츠쿠바대학과 도서관정보

대학이 첫 번째 통합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밖에도 2003년 10월 통합 예정인 대학은 20개 대학

(10개 대학으로 통합), 협의 중인 대학은 11개 대학(4개 대학으로 통합)으로, 만약 협의 중인

대학들까지 모두 통합한다면, 99개 대학은 80개 정도로 감소될 것이다. 국립대학의 재편·통합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국립대학의 재편·통합 현황

2002년 10월 통합

- 야마나시대학·야마나시의과대학 야마나시대학

- 츠쿠바대학·도서관정보대학 츠쿠바대학

2003년 10월 통합 예정

- 큐우슈우대학·큐우슈우예술공과대학

- 고베대학·고베상선대학

- 동경상선대학·동경수산대학

- 향천대학·향천의과대학

- 미야자키대학·미야자키의과대학

- 오분대학·오분의과대학

- 사가대학·사가의과대학

- 코우지대학·코우지의과대학

- 후쿠이대학·후쿠이의과대학

- 시마네대학·시마네의과대학

협의 중

- 군마대학·사이마타대학

- 토야마대학·토야마의과약과대학·다카오카단기대학

- 시즈오카대학·하마마츠의과대학

- 사가대·사가의과대학·교토교육대학·교토공예섬유대학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2), 주간해외교육정보. 2002. 10. 7.

2002년에 최초로 통합한 대학들은 모두 경합하는 학부가 없는 인근 대학들이었다. 야마나시

대학은 공학부, 교육인간과학부의 2개 학부이고, 단과의 야마나시의과대학과 통합함으로써 의

학부를 갖추어 3개 학부가 되었다. 2003년 4월에는 대학원에 의학공학종합연구과가 탄생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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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의학과 공학을 융합한 공동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츠쿠바대학과 도서관정보대학은 실

질적으로 도서관정보대가 흡수되는 형태로써, 츠쿠바대학에 도서관정보전문학부가 새롭게 탄

생하였고, 대학원에 도서관정보미디어연구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두 통합대학의 사례는 중복·

유사 학과가 없고 같은 현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학간의 통합이 가장 용이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츠쿠바대학과 도서관정보대학의 통합을 위한 양 대학의 움직임은 2000년 6월 30일 양 대학

장이 츠쿠바대학과 도서관정보대학은 발전적 통합을 향한 검토를 개시한다 는 공동 기자회견

의 발표후 2년여만에 성사되었다(츠쿠바대학 홈페이지). 야마나시대학과 야마나시의과대학의

경우는 1998년 11월에 교육·연구 협력에 대한 정기적 간담을 시작으로, 1999년부터 통합 논

의로 발전하여 결국 통합에 이르렀다(야마나시대학 홈페이지).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사이타마대학과 군마대학의 경우는 2002년 1월 17일부터 재편·통합에

대한 대화를 학장간담회 형식으로 시작하였다. 양 대학은 의학부, 사회정보학부(이상 군마대

학), 교양학부, 경제학부, 이학부(이상 사이타마대학) 등 다른 학부를 가지고 있으나, 공학부와

교육학부 등 유사한 학부도 가지고 있다(사이타마 대학 홈페이지). 이 가운데 교원양성계 학부

에 해당하는 교육학부는 강력한 재편·통합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대학간 통합 논의에 더

욱더 박차를 가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양 대학은 재편·통합에 따른 규모 확대라는 장점을 살

려 교육 연구 영역의 확충, 새로운 연구조직의 설치 등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종합대학에 어

울리는 교육 연구체제를 만들고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립대학 통합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대학간에서 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종합대학과 의과대학간

종합대학과 단과대학간

종합대학과 종합대학간

교원양성대학·학부간

이 가운데 가장 활발한 논의는 종합대학과 의과대학간 통합이며, 양 대학의 학부가 중복되

는 학부가 없어 통합에 장애가 없다는 점이 통합 논의를 용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점은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종합대학과 종합대학간 통합 논의는 주

로 인근 현에 위치한 중소규모의 대학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중복 학과의 문제가 있

기 때문에 통합의 난항에 예상되는데, 군마대학과 사이마타대학과 같이 통합 논의를 시작한

경우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 교원양성대학·학부간의 통합 논의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은 국립대학의 재편·통합과 다소 다른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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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음 절에서 다루도록 한다.

국립대학간 재편·통합의 움직임에서 빠트릴 수 없는 것이 대학간 연합 의 움직임이다. 도

쿄의과치과대학, 도쿄공업대학, 히토츠바시대학, 도쿄외국어대학이 2001년 3월 15일 4대학 연

합 헌장 을 체결하였다. 연합의 취지는 각 대학이 독립을 유지하면서 연구 교육에 있어서 제휴

를 도모하는 것으로, 새로운 인재의 육성과 학제영역, 복합 영역의 연구 교육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재 3개 대학이 복합영역코스(특별이수프로그램), 편입학, 복

수학사학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2001년도 이후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를 실시하고 있다

(히토츠바시대학 홈페이지). 야마나시대학의 경우를 보더라도 야마나시의과대학과의 교육·연

구 협력이 최초의 출발이었기 때문에 대학간 연합도 재편·통합의 중요한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Ⅳ. 국립 교원양성과정의 통·폐합

1. 전개과정

일본의 교원양성과정4)은 국립대학과 마찬가지로 통합·재편의 대세 속에 있다. 국립의 교원

양성과정은 다른 국립 대학들보다도 더욱 강하게 통합·재편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

여있다.

일본의 교원양성계 대학·학부는 1949년 신제대학 발족과 동시에 개방제의 교원양성 원칙

아래 각 도도부현에는 반드시 교양 및 교직에 관한 학부 혹은 부를 둔다 라고 한 방침에 근거

하여 학예대학·학부 26개교, 교육학부 20개교로 발족하였다. 이중 학예학부는 교양교육과 교

원 양성의 목적을 겸비하는 학부로 설치되었고, 1958년에 중앙교육심의회가 각 도도부현에 교

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대학·교육학부를 마련한다 는 취지의 답신을 해와 1966∼1967

년에 모든 학예학부가 교육학부로 개편되었다. 1978∼1981년에는 대학원에서의 현직교원의 연

구를 목적으로 하는 신교육대학 3개교가 설치되었다.

1987년부터 교원양성과정의 일부를 교원 이외의 직업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이른바 신과정 으로 개편하였다. 신과정은 환경교육, 정보교육, 국제이해교육, 생애교

육, 사회복지 등 학교 교원 양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육내용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교원

양성학부 입학정원의 40%에 달하고 있다. 신과정의 개설은 교원 취직률의 저하에 수반된 현상

4 교원양성의 목적과 기능이 있는 대학과 학부를 가리키며, 문부과학성은 교원양성계 대학·학부 라는 용어를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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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나, 교원의 목적양성이라고 하는 교원양성학부의 성격이나 교원 조직 등에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 신과정으로의 개편 후에도 교원 취직률이 해마다 감소하였기 때문

에 1998년부터 3년간 교원양성과정 전체의 입학 정원이 약 5천명 감소되어 총 1만명 가량으로

축소되었다. 2001년 현재 11개의 단과대학과 37개의 종합대학의 학부를 합하여 48개의 교원양

성학부가 모든 도도부현에 설치되어 있다(懇談會, 2001).

<표 6> 일본 국립 교원양성과정 설치 현황 (2001년 기준) (단위 : 개)

단과대학(대학) 종합대학(학부) 계

11 37 48

전술한 바와 같이 문부과학성의 대학(국립대학)의 구조개혁 방침 에서 국립대학의 재편·통

합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고, 여기에서 교원양성계 대학·학부 규모의 축소·재편이 가장 중

요하게 강조되었다. 이후 문부과학성은 장기적 관점의 교원양성과정의 방향에 대한 검토를 의

뢰할 목적으로 동년 8월에 국립 교원양성계 대학·학부의 본연의 자세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

담회) 를 설치하였다. 간담회는 18차례의 회의를 거쳐 2001년 11월 22일 향후의 국립 교원양성

계 대학·학부의 본연의 자세에 대하여 라는 보고를 발표하였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사항은

국립 교원양성과정의 통합·재편에 관한 것이었다. 주요 내용은 <표 7>과 같다.

교원양성과정의 재편·통합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2000년 현재 교원취직률이 33.7% 수준에

머물고, 입학정원이 100명 이하인 학부가 16개, 200명 이하인 학부가 16개 등 소규모 정원이

전체 48개 교원양성대학·학부의 3분의 2에 달하는 현실에서 비롯된다. 교원양성과정을 졸업

해도 교원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수조직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

어야 하나 입학 정원이 적은 학부에서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교원양성과정의 통·

폐합을 촉구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각 대학에 2002년 1월까지 구체적인 안을 내도록 하였고, 2002년도 중에 전체

재편·통합 계획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국립대학 재편·통합 계획과 마찬가지로 계획

을 다시 발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교원양성과정을 두고 있는 모든 국립대학은 통·폐합 논

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대학간 통·폐합과는 별도로 추진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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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국립 교원양성계 대학·학부의 재편·통합 방침

재편·통합의 필요성

- 1 도도부현 1 교원양성학부의 체제 수정

- 학생수, 교원수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도록 재편·통합하여 학부 조직을 충실하게 강화

하고 교원 양성에 특화함.

통합·재편의 기본적인 생각

- 교원 양성의 본연의 자세라는 관점에서 검토

- 교원양성과정 전체의 입학정원 및 향후의 교원 수요에의 대응 : 현재의 1만명 체제를 기

초로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원양성학부의 조직체제 검토

- 인근 현의 교원양성학부의 재편·통합 실시

- 신과정은 교원양성학부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

재편·통합의 형태

- 복수의 대학·학부를 통합하는 경우가 기본적이며, 교원양성학부의 강화가 명확하게 나타

날 수 있음.

재편·통합 후의 기본 골격

- 교원양성을 담당하는 대학의 학부는 교원양성과정만 두고, 신과정은 두지 않음.

- 입학 정원은 통합 이전의 입학 정원 합계 이내로 하고, 유치원에서 중학교(필요시 고등학

교)까지의 모든 학교, 모든 교과의 교원 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함.

- 교원양성학부를 두지 않게 되는 대학은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교양교육이나 지역이 요

구하는 인재 양성, 또는 학내 기존 조직의 강화에 충당함.

자료 : 懇談會(2001). 今後の國立の敎員養成系大學·學部の在り方について.

2 . 재편·통합 현황

2002년 8월 현재, 아사히신문의 조사에 의하면, 통합·재편 대상이 되는 48개의 국립대학의

교원양성과정 가운데 5개의 학부가 없어질 방침이고, 11개 학부가 재편 협의 중이다. 교원양성

과정이 폐지될 방침에 있는 대학은 후쿠시마, 야마가타, 토야마, 톳토리, 코우치의 5개교이다

(아사히신문, 200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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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교원양성계 대학·학부의 재편·통합 현황

교원양성 학부가 폐지될 예정

- 돗토리대학 : 시마네대학에 통합

- 후쿠시마대학, 야마가타대학 : 미야기교육대학에 통합

- 토미야마대학 : 토야마의약대학, 타가오타단기대학과 통합하고, 교원양성 학부는 폐지

- 코우치대학 : 교원양성기능을 타 학부로 옮김.

협의 중

- 시가대학, 교토교육대학 : 교토공예섬유대학, 시가의과대학과 통합한 신대학에 새로운 학부를

만듬

- 히로사키대학, 아키카대학, 이와테대학

- 니이가타대학, 죠에츠교육대학

- 와카야마대학, 미에대학

자료 : 아사히신문. 2002. 8. 5.

후쿠시마, 야마카타대학의 교원양성 학부는 2년 후에 미야기교육대학에 통합될 전망이다.

교원 양성의 단과대학인 미야기교육대학에 인근 현에 있는 두 대학 교육학부가 통합되는 상황

이다. 폐지될야마가타대학의 교육학부는 메이지 시대에 개설된 사범학교가 전신이고, 1949년

야마가타대학의 창립과 함께 발족하여 50년이 넘는 교원 양성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입학정원은 교원양성과정 120명, 생애교육과정 75명, 인간환경교육과정 45명으로, 신과정 을

제외하면 순수한 교원양성과정은 120명이다. 그러나 2002년에 이 대학을 졸업한 192명 중 정

교원에 채용된 자는 15명에 불과하여, 258명 졸업자 가운데 67명이 채용된 미야기교육대학에

뒤떨어졌고, 이제 폐지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야마가타대학의 반발이

크고, 야마가타현 교육위원회는 소인수 학급의 증가로 인해 야마가타대학 교육학부의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아사히신문. 2002. 6. 2, 2002. 8. 6).

국립 교원양성과정의 재편·통합은 현재 논의가 한참 진행중이고 2002년까지는 성사된 사

례가 없다. 이는 재편·통합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교원양성 학부의 재편·

통합은 반드시 특정 대학의 학부가 폐지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폐지되는 학부의 반발이 크

게 예상된다. 또한 현역을 넘는 통합이므로, 인근 현이라 하더라도 지리적인 비근접성도 논의

를 쉽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을 대상으로 한 대학간 재편·통합 논의가

아니므로, 일단 통합에 합의할 경우 그 절차는 간단하고 신속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

국립대학의 활발한 재편·통합 논의와 더불어, 국립 교원양성과정도 상당규모 감축되는 것

은 필연적으로 보이며, 향후 2∼3년 안에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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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립대학개혁의 특징과 시사점

일본의 국립대학은 현재 전쟁 중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본적인 체제 개혁이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국립대학 개혁은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중시되고 있는 21세기에 접어들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새로운 개혁에 대한 일본

대학들의 적극적인 자구 노력과 변화의 움직임, 정부와 문부과학성의 적극적인 개혁 추진 의

지 등은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중요한 변화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나 대학개혁의 관점에서 재검토된 결

과, 다른 국립기관과 같은 독립행정법인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독립 법인으로 전환될 것이 확

정되었다. 여기에는 조직의 효과성, 효율성뿐만 아니라 교육·연구기관인 대학의 특수성이 고

려되었고, 독립행정법인화에 반대의사를 밝혀왔던 국립대학 측도 새로운 법인의 상을 수용하

고 법인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국립대학의 통합·재편 문제도 행정부의 조직 규

모 및 인원 감축 계획에서 촉발되었으나, 대학입학연령층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고 외국의

대학과도 학생 유치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각 대학의 생존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불가피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립대학의 법인화와 통·폐합은 국립대학의 위상과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전체 대학 사회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대학은

공·사립대학과 똑같은 위치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하였고, 다른 대학들

또한 점점 더 치열해져가는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질관리를 모색할 수 밖에 없

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국립대학은 그동안 정부로부터 지원과 보호를 받으면서 생존을 보장받았으나, 그에 상응하

는 정부의 규제와 지시 속에서 대학 운영의 자율성은 심각한 제약을 받았고, 자체 발전을 적극

적으로 도모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나 국립대학이 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대학 운영이 가능해지고,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의 안정적 운영과 생존이 보장되지 못하고 교직원의 신분이 불안해질 가

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거센 반발이 있었으나,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

하여 극복되지 않으면 안되었고, 바로 그 점에서 매우 어려운 개혁을 성공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학과 교육·연구 능력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립대학이 과감하게 변화되어야 할 시

점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개혁의 추진력이 확보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본의 선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과 비슷한 국립대학체제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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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국립대학의 법인화와 비슷한 시각에서 국립대학의 책임운영기관화 가

제시된 바 있고, 국립대학간 통·폐합 도 적극 권장되고 있다(교육부, 2000). 교원양성기관인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통합 논의도 몇 년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진행된 국립대

학의 구조개혁과 비교하면 그 속도와 내용 면에서 매우 미흡한 상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경우는 국립대학의 구조개혁이 정부의 행정개혁과 더불어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었

고, 대학개혁의 입장에서도 검토되고 대학의 특수성이 고려되었다. 국립대학의 구조개혁을 추

진하는 정부와 문부과학성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고, 각 대학의 수용 자세 또한 보기

드문 사례로 기록될만하다. 전후 반세기가 넘도록 경쟁의 무풍지대나 다름없었던 국립대학의

변신은, 동일한 시대적 환경 속에 있으면서 여전히 국립대학의 운영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우

리를 뒤돌아보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현재 국립대학 44개교, 공립대학 2개교, 사립대학 152개교로 국립대학의

비율은 22.2%이며, 일본에 비하여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5) 44개의 국립대학 가운데 일

반대학이 24개교, 교육대학이 11개교, 산업대학이 8개교, 방송통신대학이 1개교이다(교육인적

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2). 일본의 경우처럼 단과 형태의 국립대학이 많지 않은 관계로

우리의 국립대학간 통·폐합에 있어서 난항이 쉽게 예상된다. 더구나 초등교원 양성과정과 중

등교원 양성과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교원양성기관간의 통합 논의는 더더욱 쉽지 않다.

그러나 유사한 성격과 학과를 가진 국립 종합대학이 많다는 점, 초·중등교원간 수급의 불균

형이 심각하다는 점은 통·폐합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제기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하여 국립대학의 비율이 높을뿐만 아니라 학생 유치 경쟁은 더욱더 심

각해질 전망이며 이미 학생 유치 전쟁 은 시작되었다. 이미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의 수가

4년제 대학의 총정원을 넘어섰고, 지방대학의 정원 미달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대학간 통·

폐합은 이러한 학생수 감소 및 교육개방에 대한 대응일 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의 확보,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의 이유로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가 강제적으로 주도하기보다는 각

대학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대학의 구조조정에 성공하는 것은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관건이며, 이는

국립대학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에도 공히 적용되는 과제라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

랫동안 유지해 온 국립대학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데 일단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일본

의 사례는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5 일본은 2001년 현재 국립대학 99개교, 공립대학 74개교, 사립대학 496개교로 국립대학의 비율은 14.8%이다

(文部科學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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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and Implications
of the Reform of the National University in Japan

Yun, Chung-il* ·Pa rk, Soo-jung **6)

Recently in Japan, the reform of the national university is carried actively. This study

arranges the process, the main content and the trend of and draws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from each representative reform case such as incorporation of the national

university' , merging and consolid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and merging and

consolidation of the national teacher training program.'

Discussion about incorporation of the national university' was started in late 1990's as a

part of the administration reform carried by Japanese government, and the types of the

incorporation were decided on not a independent administration corporate body like other

national institutes, but an independent university corporate body. While national universities

came to have a large extent of autonomy freed from the past status as a national institute,

now they should make efforts to develop themselves and survive. In proportion to shift

policy toward a national university corporate body on April in 2004, all national

universities are accelerating to prepare for incorporation.

Merging and consolid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is carried in order to reduce the

overall scale of national university, so the small universities are mainly targeted. Whil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announced the structural

reform policy, the discussion about merging and consolidation among each university is

actively on going and the consolidation cases have appeared since 2002.

Merging and consolidation of the national teacher training program' is carried due to the

reduction of the newly hired teacher number and the problem of small-scale teacher

training program, the consolidation among teacher training programs transcending the

district is strongly recommended and the discussion among universities are in the progress.

* Seoul National University

**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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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form of national university in Japan is bringing about the big changes as the

fundamental structural reform which has never seen till now. The powerful driving will of

the government and the active self help of each university are remarkable features. This is

full of suggestions for our university society which has a question to intensify the

competitiveness of university and is facing the phenomenon that the number of students is

continuously decreasing.

Key words: Japan, national university, reform of the national university, incorpo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