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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에서는 학평가정책의 변화와 지속의 메커니즘을 이해

하기 해 역사 제도주의의 설명방식을 용하 다. 학평가에

한 선행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신제도주의 ,특히 역사 제

도주의의 정책분석 방법을 우리나라 학평가정책에 용해 본다

면 정책에 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보다 확 할 수 있을 것이라

고 기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상 제도로서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어떤 변화를 거쳐

왔으며, 학평가정책을 제약하는 제도 맥락은 어떤 것이었는가?

둘째, 학평가정책은 각 시기마다 어떤 변화의 메커니즘을 나

타내었으며,이것을 역사 제도주의 시각으로 볼 때 어떤 해석이

가능한가?

셋째,우리나라 학평가정책의 변화와 지속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며,그 계양상은 어떠하 는가?

연구의 결과 학평가정책은 다음과 같은 변화의 특징을 보 다.

평가주체의 변화를 보면 정부, 학간 의체인 교 ,개별

학 등이 시기별로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교 로 담당하여 왔으며,

재는 세 주체가 모두 평가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변화해 왔다.

평가 차는 실험 학 이후 기 평가에 이르기까지 학의 신청,

사 설정된 기 에 따른 자체평가 는 보고서 작성,서면평가,

지방문평가,결과 보고 피드백 등 학평가의 일반 차를 유

지하여 왔다.자체평가는 기존의 평가방식과는 달리,사 에 설정된

기 없이 학이 자체 으로 평가기 과 내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 다.재정지원 학평가는 2008년부터 포뮬러 펀딩 방식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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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평가 차를 간소화하여 정량지표만으로 평가를 체하는 방

식을 도입하 다가,최근에는 다시 학평가의 일반 차를 따르

는 방식으로 환하거나 병행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실험 학 평가와 재정지원 학평가는 행재정 지원과 연계된

정책이었던 데 반해, 교 의 학평가와 자체평가,기 평가인증

제 등은 구체 인 행재정 지원과 연계되지는 않았으나 학의

사회 책무성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학의 참여를 유도하여 온

정책이었다.

이러한 변화를 제도 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상 수 의 제도인 고등교육정책의 체 인 맥락이 하

수 인 학평가정책의 형성과 변화에 제도 인 제약 요인으로

서 작용을 하 다.특히 학평가정책에 유의미한 상 수 의 제

약 요인으로는 첫째,정부가 고등교육에 한 심을 계속 확장하

여 개입을 확 하여 왔다는 ,둘째, 학은 정부정책에 해 지

속 으로 수용 인 태도를 보여 왔다는 ,셋째,정부의 정책수단

은 학을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

왔다는 ,넷째, 학의 책무성 강화를 하여 평가정책의 형태를

변화시켜 왔다는 등이다.

다음으로,역사 제도주의의 행 자 분석 수 에서 제도 변화

과정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학평가정책은 체와 환 상이

주로 발생하고 때로는 표류와 가겹 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

다.우리나라 학평가정책은 단기간의 격한 변화 보다는 진

인 변화를 거쳐 왔으며,주로 평가주체의 변화 등 제도 요소

의 부분 변화는 많았지만 평가제도의 큰 틀의 변화는 많지 않았

다.제도변화 환이 많은 것은 제도 운 자의 재량 수 이 높

은 반면에 이해 계자 즉 학의 거부가능성이 낮았다는 것을 의

미하 다.결국 학평가정책에서 상 수 의 제도 맥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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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제도 운 자가 제도의 큰 틀은 바꾸지

않고 운 의 재량을 발휘하는 환이 제도 변화의 주된 형태가 될

수 있었음을 말해 주었다.

다음으로, 학평가정책의 제도 지속 요인은 정책수단으로서 평

가정책의 유용성,평가형식으로서 인증제 요소 등이었고,제도 변

화 요인은 정부와 학의 역 계, 내외 인 정책 효과성 강화에

한 압력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정책수단으로서 평가정책의 유

용성은 학과 정부의 공통 이해 계 속에서 제도의 지속 요인

으로서 존재하며 평가정책을 유지하여 왔다.인증제 형식의 평가

체제는 평가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에서도 형식과 내용이 안정화,

합리화되면서 경로의존의 요소로 작용하 다.반면 정책의 효과성

을 강화하기 한 내외 압력은 이것을 수용하기 해 정책의

내용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제도 변화 요소로서 작용하 다. 한,

학과 정부 사이의 정치 역 계에 따라 제도 내부에 부정 환

류 기제를 만들게 되었고 이것은 평가 주체가 변하는 형태로 상

화되었다. 학은 고등교육 정책에서 수동 인 입장을 보이고 정

부가 일 되게 정책의 주도권을 유지하여 왔지만 정부가 학의

향력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가에 따라서 제도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 던 것이다.

주요어 : 학평가정책,역사 제도주의,고등교육정책,제도 맥락

제도지속,제도변화

학 번 :2000-3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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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 연구의 필요성

그동안 우리나라의 학평가정책은 역사 으로 다양한 변화를 거쳐 왔

다.해방 이후 정부주도로 평가가 진행된 이후 실험 학 평가와 교

의 평가, 학평가인정제 등을 거치면서 재는 정부의 재정지원 학평

가를 비롯하여 학자체평가제,정보공시제,기 평가인증제 등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이제는 학 구성원들에게 학평가는 생소하거

나 한시 인 정책이 아니라,익숙하고 상시 인 정책으로 당연히 받아들

여질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학평가에 한 경험 인 익숙함에 비해 학평가정책의 성

격과 구조에 해 깊이 있는 이해를 공유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실제

우리는 해방 이후 학평가정책을 경험해 오면서도 우리나라 학평가정

책이 어떻게 형성되었고,그 변화과정의 메커니즘은 무엇인지에 한 지

인 고민이 많았던 것은 아니다.그 동안 우리나라 학평가에 한 논

의들을 살펴보면 부분 평가주체인 정부나 한국 학교육 의회(이하,

교 )를 심으로 정책 집행자의 에서 학평가정책의 성과 분석,

실시 과정에서의 문제 분석,개선방안,결과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하는

데 을 두었다.그 결과 학평가정책을 이론 에서 그 특성과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연구는 부족하 다. 컨 학평가가 어떤 정책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정책이 형성되고 변화되는 과정은 어떻게 이

루어지는지에 한 학문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몇몇 통시 인 분석

들도 개는 연 구분이나,평가담당기 의 변화 는 정책 내용의

변화 등을 심으로 한 평면 인 시기 구분에 그침으로써,각 단계별 정

책 변화와 지속의 원인과 동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한 심층 인 이

해 노력은 부족하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에서는 학평가정책의 변화와 지속의 메

커니즘을 이해하기 해 역사 제도주의의 설명방식을 용해 보고자



한다.역사 제도주의에서는 정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도 요소들

을 시하고,이 제도 요소들의 결합방식에 따라 정책이 형성,변화되

어 간다고 본다.이러한 은 정책 변화의 구조와 메커니즘을 악하

는 데 유용한 으로 행정학과 정책학의 많은 분야에서 그동안 용된

바 있다.특히 최근에는 제도가 진 인 변화를 보인다는 에 착안하

여 제도의 변화와 지속의 모습을 경로의존과 경로진화의 양상으로 설명

하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이러한 은 정책이 지속되고 변화되

는 과정을 제도 요소를 심으로 설명함으로써 그동안 부족하 던

학평가정책의 변화에 한 통시 이고 종합 인 논의를 강화하는 데 기

여할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이를 해 우선 정부가 고등교육정책으로 채택한 정책수단으로서 학

평가정책의 변화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학평가정책의 상 제도로서 평가정책의 변화과정은 곧 고등교육정책 수

단의 변화와 련되는 것이다.정부 정책의 상황 맥락과 변화는 학

평가정책의 요한 제도 변수인 것이다.Neave(1998)는 학평가를 정부

의 고등교육정책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함을 강조하 다.정부가 정책이

나 공공 지출 등 고등교육에 한 공공 통제를 하려는 곳에는 어떤 형

태이든 평가가 존재하 는데,다만 각 국가들이 고등교육정책을 수행하

면서 평가의 모형과 평가의 개념,목 등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과 역사성에 한 다양한 (variousheterodoxview)이 필요함

을 지 하 다.따라서,정부의 체 고등교육정책의 맥락에서 학평가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살펴 으로써 학평가정책의 변화와

지속과정의 역사 맥락과 상황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상 제도로서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어떤 변화를 거쳐 왔으며,

학평가정책을 제약하는 제도 맥락은 어떤 것이었는가?둘째, 학평

가정책은 각 시기마다 어떤 변화의 메커니즘을 나타내었으며,이것을 역

사 제도주의 시각으로 볼 때 어떤 해석이 가능한가?셋째,우리나라

학평가정책의 변화와 지속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며,그



계양상은 어떠하 는가?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평가정책의 변화와 지

속에 향을 미치는 제도 요소와 메커니즘을 밝히고,향후 학평가정

책을 구축해 나가기 해서는 어떠한 제도 요소와 메커니즘에 유념해

야 하는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한 역사 제도주의 근에 따른 주장

들을 학평가정책에 한 경험 연구에 용해 으로써 정책변화와

변동에 한 논의의 틀을 확 시키는 동시에 제도와 정책의 변화와 지속

메커니즘에 한 경험 증거들을 확장하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제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상 제도로서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어떤 변화를 거쳐 왔

으며, 학평가정책을 제약하는 제도 맥락은 어떤 것이었는가?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학평가정책의 상 제도로서 평가정책의 변

화과정은 곧 고등교육정책 수단의 변화와 련되는 것이다.정부 정책의

상황 맥락과 변화는 학평가정책의 요한 제도 변수인 것이다.따라

서,정부의 학에 한 역할, 여 방식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평가정책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기조의 변화 속에서 학평가정책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면서 학평가정책과의 계를 규

명하고자 한다.

둘째, 학평가정책은 각 시기마다 어떤 변화의 메커니즘을 나타내었

으며,이것을 역사 제도주의 시각으로 볼 때 어떤 해석이 가능한가?



제도주의 시각에서 정책은 정책을 둘러싸고 제약하는 제도의 산물이고

제도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특히 정책의 변화과정

은 정책을 구성하는 제도 요소들의 계가 새롭게 변화하기 때문에 나

타나는 결과로 이해한다.정책은 각 시기마다 특징 인 제도 요소들의

결합 계를 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우리나라 학평가정책은 크게

4번의 변화과정을 거쳐 왔는데 각 시기마다 제도 요소들의 계양상이

해당 시기 정책의 특징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역사 제도주의에

서는 제도의 변화가 제도 변수들의 상호작용에 따라 발생한다고 보고,

이것을 경로진화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본 연구에서는

학평가정책의 각 시기별로 나타나는 제도 변화의 모습들을 역사 제

도주의 시각에서 설명이 가능한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셋째, 학평가정책의 변화와 지속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며,그 계양상은 어떠하 는가?

학평가정책은 여러 번의 변화과정을 거치면서도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의 한 부분으로 학사회에 정착이 되어 있으며 정책의 방향 내

용이 부분 으로 달라지더라도 공통 속성은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이

것을 통하여 학평가정책과 련하여 정책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이 있

는 반면,변화를 해하고 동질성을 유지하려는 요인이 존재한다고 가정

할 수 있다.제도주의에서는 이것을 경로의존과 경로진화의 요인으로 설

명하고 있다. 학평가정책과 련하여 제도 지속 요인과 변화 요인은

어떠한 요인들이며 그 계양상은 어떠하 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3 연구의 제한

본 연구는 몇가지 연구의 제한 이 있다.

첫째,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평가정책의 변화과정을 역사 ,통시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하 기 때문에 각 시기별 학평가정책의 특징들을

세부 으로 살펴보지는 않았다.제도 분석의 시각에서 부각되는 특징

을 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매 시기마다 평가정책을 구성하는 세

한 요소들을 종합 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본 연구는 상 제도 수 으로서의 고등교육정책의 제도 맥락

과 하 제도 행 자의 제도 상호작용을 심으로 제도변화를 설명하

다.국가 정치 체제나 사회경제 상황과 같은 거시 구조는 제도

변수를 통해 정책의 변화에 향을 미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거시

변수의 향은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 다.거시 구조가 제도 변화

의 환경 요인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향후의 연구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본 연구의 상이 되는 학평가정책은 학 체를 상으로 하

는 평가체제이다.세부 학문 역에 한 평가는 해당 학문분야의 상황

특수성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분석의 상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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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 논의

제1 학평가정책에 한 선행 연구

1.선행 연구의 내용

우리나라 학평가정책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변천하여 왔다.그 단계

를 구분하는 기 은 구분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체로 평가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온 계기로서 실험 학 평가사업, 교 설립,

학평가인정제 도입,자체평가 정보공시제와 기 평가의 시행 등을 시

기 구분의 주요 근거로 삼는 경향이었다. 한, 학평가정책의 변화가

평가주체 는 담당기 의 변화와 한 련이 있다는 에서,평가주

체의 변화를 심으로 정부주도 평가기,정부와 학 동 평가기, 학자

율 평가기, 학평가의 다양화기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 다.

학평가정책의 각 시기마다 정책의 문제 과 안에 한 다양한 연

구들이 진행되었는데,특히 학평가인정제의 도입을 계기로 우리나라

학평가체제가 체계화,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집 인 연구

와 논의가 진행되었다.따라서, 학평가인정제와 련된 선행 연구와 논

의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학평가정책에 한 그동안의 문제의식과

쟁 들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학평가인정제와 련하여 진행되었

던 연구들의 논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분

석될 수 있다.

우선 평가정책의 목 이나 성격이 애매모호하거나 복합 이고,그 결

과로 정책 내용이 불합리하다는 이 비 있게 분석되었다.경쟁논리와

복지논리의 상충 문제(서민원,1997), 핵 가치의 혼란 문제(이종재,

1999),인정(認定)의 의미 불분명 문제(김 웅,1994;윤정일,1996;김부

찬,2004)등이 문제로 지 되고,평가 결과의 외 발표 방식 재정

지원과의 연계 등에서 명확한 원칙이 부재하다(서정화,1998;이 청,

2000;백정하,2002)는 비 이 제기되었다.평가의 성격은 평가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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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철학 등에 한 것으로 표 되기도 하는데 공통 으로 평가 성격

의 애매모호성을 지 하 다(서민원,1997;이종재,1999;김 웅,1994;

윤정일 외,1996;김부찬,2004).즉,‘인정’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는 ,

컨 인 기 에 비추어서 일정한 수 을 갖추었다는 의미인지

혹은 상 으로 비교해서 더 나은 수 을 갖추었다는 것인지가 분명하

지 않다는 등이 지 되었다.손홍숙(2004)은 한국의 학평가인정제

가 미국의 평가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국의 Quality

AssuranceAgency(QAA)를 미래 평가기 의 사례로 고려하고 있다는

을 지 하 다.형식 으로는 일정 수 을 보증한다는 미국식 인증제

(accreditationsystem)를 표방하고 있지만,실제 으로는 평가 결과를 재

원 배분에 연계함으로써 학간 경쟁을 유도하는 국식 상 평가 방식

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평가의 효력에 한 연구와 논의가 많았는데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련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체로 평가 결과의 외

발표 방식 재정 지원과의 연계 문제인데,이것에 한 찬반 등과

련한 논란이 제기되었다.주목할 것은 논란과정을 보면 그 찬반에 한

분명한 입장을 게진하기 보다는 원칙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는 것이다.이것은 정책 집행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다.이 청

(2000)은 교 의 평가인정제는 사회 공인 여부에 이 맞추어져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도,서열화나 등 화 결과 공개의 요구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 하 다.마찬가지로,백정하(2002)는 결과발표와

련하여 학평가인정제를 추진하고 있지만,평가결과의 발표방식과 이

에 한 요구 사이에 갈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며,국내 상황에 합한 발

표방식에 한 의가 필요하다고 지 하 다.이러한 불분명함은 재정

지원과의 연계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다.물론 원론 인 견지에서 평가

결과를 재정지원을 한 기 으로 활용하는 것은 학평가의 본질 의

의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 (구병림,1996;김안 ,1997;맹

호,1997)이 있지만,그보다는 실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많은 편

이었다.서정화(1998)는 평가활동과 행 재정 지원을 연계시키되,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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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충하여야 하며 엄격하게 연계시키는 경우 학의 빈익빈,부익부

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경계하 다.김경근(2000)도 학평가를

재정지원과 연계하면 학간 빈익빈 부익부 상의 래와 이로 인한 교

육불평등 사회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도 경쟁참여를

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명시 으로 는 암묵 으로 재정지원

을 연계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 다.

평가의 내용에 한 연구에서는 주로 평가기 의 획일성을 경계하고,

평가항목 척도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강조하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학평가인정제의 평가항목과 기 은 학의 유형을 일반 학과 교육

학,신학계 학,산업 학 등으로 구분하 지만,그 외의 여러 특성에

한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이 지 되었다.구병림(1996)은 학평

가의 거가 국 공통기 과 함께 상 학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반

하여야 한다는 을 강조하면서 이를 해 평가 역이나 기 척도

를 부분 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 다.김남순(1998)도 학평

가의 가장 큰 문제로 획일 평가기 을 들고 있지만 다양하고 융통성있

는 기 을 개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가기 의 다양성에 하여 평가

자와 피평가자의 입장과 견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 하 다.김경

근(2000)도 학이 궁극 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다양화 특성화임

에도 불구하고 학평가는 이에 역행하고 있으며,설립주체,남녀 공학,

규모,역사,종 등 상이한 특성에 따라 다양한 평가척도가 필요하다고

지 하 다.그런데,이를 해서 학교육의 질에 한 학 안 의 합

의,평가방식의 정교화 등이 필요하므로 쉽지않은 과제라고 하 다.

그 외에도 평가 항목의 타당도와 신뢰도 문제,평가 주체의 자율성 문

제,과열 경쟁 문제,평가자료의 신뢰성 문제, 산과 인력의 문제 등이

학평가인정제와 련된 논란거리로 제기되었다.그리고, 학평가를 통

해 학정부의 여방식이 외형 으로는 학의 자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지만,실질 으로는 정부간섭이 보다 심도 깊고 방 으로 행해

지기 때문에, 학구성원들이 체감하는 학의 자율성은 상 으로 낮

게 나타났다는 분석도 있었다(신정철 외,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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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94년 공과 학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거의 모든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에 용되고 있는 재정지원 연계 학평가와 학평가인정

제의 계에 한 분석도 있었다.신정철 외(2009)는 교 의 평가결과

가 재정지원 사업과 상당히 유의미한 계가 있다고 분석하 다.특히

교육에 역 을 둔 재정지원 사업(공사립 학 시설설비 확충지원,국립

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학교육개 추진)의 경우 산 배정에 있어

서 교 의 평가결과와 상호 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 다.

따라서, 학에 한 산 배정을 해 별도의 평가를 실시할 필요성 보

다는 복 평가를 피하고 학 평가인정체제와 정부의 산배정을 연

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 다.

한 학평가정책에 한 문제제기와 논란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정

책이 격한 변화가 없이 어느 정도의 지속성이 유지되면서 변화되어 왔

다는 을 지 하는 분석도 있었다. 학평가정책의 기본 골격은 실험

학 사업에서부터 유지되어 왔고,평가정책의 성격,효과,내용 등에서 불

합리한 측면이 지 됨에도 불구하고,정책 틀을 바꿀만한 큰 변화 없

이 부분 인 정책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정책에 향을 미치

는 이해 계자의 반응을 볼 때, 학 계자들의 다수가 정책의 효과에

해 정 이며,진행 과정에서 부작용 등에 한 불만은 있으나 평가

의 성격이나 내용,결과 발표 방식 등에 한 불만은 상 으로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러한 반응들은 정책의 부분 변화를 야기한 배경

으로 해석하기도 하 다(어윤배,1998;서정화 외,2001;박남기,2001).

이상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체로 평가체제의 합리성의 부족을 지 하

면서 그 안을 제시하는 데 치 하 기 때문에 이러한 학평가 정책의

특성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그것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유지,변화되

는지에 한 이론 논의는 활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책 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학평가 정책의 특징을 '이해'라

는 에서 근한 연구들도 주로 기능주의 는 정치경제 에

서 학교육체제를 합리화,효율화하기 한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학

평가정책을 이해하면서도 정책의 메커니즘에 한 분석에 이르는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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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족한 편이었다.김옥환(1985)은 우리나라 학평가인정제도의 본질

은 미국의 래그머티즘을 배경으로 이와 한 연 하에서 발 된 제

도라는 을 강조하 다.시기 으로 학평가인정제의 발 은 래그머

티즘을 뒤따르고 있다는 과 그 과정이 래그머티즘의 정신에 입각하

고 있다는 을 지 하면서 탐구와 경험을 통한 자체 연구,민주 사고

방식에 의한 집단방문평가,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교육 로그램의 자

체 개발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 다.신 석(1996)은 학평가인정제의

핵심 인 목 은 학교육의 수월성 제고에 있으며, 학의 질을 평가하

여 각 학이 일정한 수 이상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구 인 노력

을 경주하는 분 기를 조성하기 한 시도로 이해하 다.이 연구에서는

보다 합리 인 정책 안을 해 체제 근방법을 통해 학교육의 질

개선을 한 정책모형을 제안하기도 하 다.유길한(2002)은 학평가

정책이 학의 질을 높이기 한 주요한 정책 수단이라는 제하에 평가

지표의 거타당성에 하여 논증하고 그 기 에 따라 미국과 한국의

학평가인정제의 평가지표의 특성을 비교하 다.

학평가정책을 정치 경제 근방법으로 이해하는 연구의 경우 김남

순(1998)은 고등교육기 들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사회나 수요자들로부터

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평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학평가

정책은 고등교육기 들이 자구 인 노력을 통해 교육의 목 을 달성하고

효율 인 환경을 조성하기 해 스스로 시장주의 경쟁논리를 도입한

것이라고 이해하 다.김경근(2002)은 학평가 사업은 정부가 시장원리

를 시하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채택하여 학에 하여 규제,감독,

지시 일변도의 료 통제방식에서 벗어나, 학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그 결과를 토 로 자율의 확 차등 보상을 실시하는 통제방식으로

의 환을 시도한 정책으로 이해하 다.즉 학평가 정책은 정치논리에

의하여 지배를 받던 정부의 학 통제방식이 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새로

운 통제방식으로 선회한 결과라는 것이다.그리고,결과 으로 학평가

정책을 통해 경직된 학서열을 타 하고, 학간의 건 한 경쟁을 활성

화시킴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와 학벌에 한 맹신에 기인한 사회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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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 하 다.임재홍(2003)은 정부가 교육의 공공

성 논리 신에 경쟁메커니즘을 용한 신자유주의 학정책의 일환으

로 학평가인정제를 이해하 다.

이상과 같이 학평가 정책을 기능주의 이나 정치경제 에

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학평가정책의 정책 목표와 가치가 무엇이며,

그 목표와 가치를 어떤 방식과 정도로 실 하는가에 심이 있다.이러

한 연구에서는 학평가 정책의 구체 특징과 과정들을 심층 으로 분

석하거나,그러한 특징들이 형성,유지 변화되는 메커니즘에 한 분석은

본격 인 심이 아니다.

2.선행 연구의 한계

학평가에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평가체제의 문제 을 분석하

고 정책 안을 제시하는 처방 연구들이 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었

다.정책의 특징을 이해의 에서 근한 연구들도 주로 기능주의 이

거나 정치경제 에서 거시 측면으로 평가정책의 성격을 규정하고

자 한 연구들이었기 때문에 학평가정책의 특성이 어떻게 형성 변화되

며,그것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지속하고 변화하는지에 한 이론

논의는 발견하기 힘들었다.

본 연구자가 보기에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는 연구들이 취하고 있

는 행태주의 시각에서 비롯된 한계로 단된다.행태주의(behaviorism)

는 행 자의 태도와 상호작용 과정 등을 심으로 사회 상을 설명하려

고 한다.정책 분석에서 행태주의는 개인의 행 의 배경을 묻기 보다는

행 자체를 분석의 상으로 삼고,행 자들의 갈등이나 타 과정을

설명하고 분석한다.행 자들이 결정한 정책과 의사결정의 결과로 제도

나 사회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정책이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서 개인의 행태,즉 행 태도 자체가 분석 상인 것이다. 학평가

정책의 문제를 행 자들의 선택 타당성의 문제, 개과정에서 합리성

결여와 보완 방안 등으로 근하 던 연구들은 이러한 행태주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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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결국 정책의 실패나 의사결정의 오류는 개

인의 행태에 합리성이 부족하 기 때문이지 어떤 구조 ,제도 제약에

심을 갖거나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근들에 반해서 학평가정책의 특성과 변화과정에 어떤 구조

나 제도의 제약을 상정하고 그러한 제약 속에서 정책의 특성과 변화를

설명하려는 신제도주의 근이 필요해질 수 있는 것이다.특히 정책에

한 근은 역사 제도주의의 주된 심이었다.역사 제도주의는 정

책의 특성은 인간행태의 보편 특성이나 합리 ,인과 인 과정을 통해

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사회와 제도의 맥락에 제약을 받는다는 을

강조한다(정용덕,1999).따라서,정책과정을 설명함에 있어 구성원의 의

지,의도 보다는 그것을 둘러싼 복잡 다양한 사회 요인들의 결합을

시하는데,미시 이거나 거시 인 분석이 아니라 범 수 의 분석을

시도하여 이것을 제도 요소들로 개념화하 다.그리고,이러한 제도

요소들이 결합되는 역사 시 과 상황에 따라 그 결과인 정책의 특징이

드러난다고 보았다.

이러한 신제도주의의 은 선행연구의 한계로 지 되었던 학평가

정책의 특성이 어떻게 형성 변화되며,그것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지

속하고 변화하는지에 한 이론 심을 확인하기에 유용한 방법을 제

공할 것이다.정책의 형성,지속,변화 등의 과정을 제도 요소들의

계를 통해 설명하려는 신제도주의의 시각이 유용한 분석의 틀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지 하고 있듯이 학평가정책이 다소간의 불합리

성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큰 틀의 변화없이 진 으로 변화하여 왔다는

에 주목할 때 신제도주의는 기존의 행태주의 근과는 다른 유용한

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정책을 이해하는 데에서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참여하 던 제집단의 합리 선택의 결과로 악하는 행태주의

근으로는 정책의 불합리성 요소들이 지속되고 진 으로만 변화하는

양상을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신제도주의 근은 정책의 구조 ,

제도 측면에 주목하여 정책과 련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의지와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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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인 제도와 구조와 같은 거시 틀의 존재를 상정한다. 컨 학

평가정책의 목 성격에 한 지속 인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일정한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시 인 틀이 있고 이것을

이해하기 해서는 학평가정책과 련된 제도 맥락을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신제도주의 분석은 사회학,경제학,정치학 등에서 각각 사회 제도

주의,합리 선택 제도주의,역사 제도주의 등의 분 로 활발하게 연

구되어 왔는데,정치학,행정학 등의 정책 분석에서는 통시 이고 비교정

책 을 제시한다는 에서 역사 제도주의 방식이 주로 활용되었

다.교육정책분야에서도 학입학정책 변화(노명순,2006),교원승진제도

변화(신 석․ 상훈,2007),학교평가제도 변화(한유경․김은 ,2008)

등의 연구에서 신제도주의,특히 역사 제도주의가 정책 분석에 활용되

었다.조흥순(2006)은 학 구조조정 정책을 역사 신제도주의가 제시하

는 제도 맥락 구조를 분석의 틀로 하여 제도 제약 요인을 분석하 다.

그는 제도 맥락을 역사 맥락성과 계층 맥락성으로 구분하 다.역

사 맥락성은 제도의 경로의존 제도 요소들로서 정부의 정책 결정 주

도권과 이에 응하는 학구성원의 항을 지속 으로 생산해내는 제도

요소로서 ‘정부 심 정책 사고’와 ‘학의 팽창 신화’등을 제시하 다.

이상의 선행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신제도주의 ,특히 역사 제도

주의의 정책분석 방법을 우리나라 학평가정책에 용해 본다면 정책에

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보다 확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할 수 있다.

제2 정책 수단의 유형과 정책 변동

학평가정책이 정부의 고등교육에 한 정책수단의 하나임을 고려할

때 그 변화과정을 이해하기 해서는 정책수단의 개념과 유형,그리고

정책 변동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Neave(1988)는 국가가 후험 평가를 통해 성과 통제를 하는 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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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며 평가국가(EvaluativeState)라는 용어를 제안하 다.과정이 아닌

성과,즉 산출을 평가함으로써 국가는 학을 앞에서 노를 젓는 것이 아

니라,뒤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이후 Neave(1998)는 평가

국가의 역할과 기능에 변화를 말하면서 의 평가국가는 신자유주의

정책기조 속에서는 ‘일상 확인과 리 형식(maintenancemode)’의 평

가보다는 ‘탐구 형식(exploratorymode)’의 평가를 수행한다고 보았다.

구체 인 지침과 지시로 학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포 인 입법과

로세스를 통해 학이 차 인 ‘진로 수정(coursecorrection)’을 하도

록 유도하는 항해자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진로 수정을 격하게 하는

것은 험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평가를 통해 작지만 연속 인 변화를

꾀한다는 것이다.이처럼 평가가 정부와 학 사이에서 통 인 정부

통제의 형태에서 변화하여 유럽의 재정지원 평가의 경우처럼 ‘매우 쓴

약이 되기도 하는 달콤한 설탕’으로서 학이 받아들이게 되는 다른 성

격의 정책수단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결과 으로 정책으로서의 평가는

국가마다,그리고 시기마다 다양한 정책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따라서

정부 정책이 수단으로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변화하는지에 한

이론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정책 수단의 유형

정책수단(policyinsrument) 는 정책도구(policytool)는 정부 는 정

책결정자가 정책목 달성을 하여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한다(남궁

근,2008).정책을 설계할 때 정책목표 뿐만 아니라 정책 수단을 선택하

는 것은 정책 수단의 목표 달성에 요한 요건이기 때문이다.정책결정

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도구는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수단들을

어떤 유형으로 분류하는가는 정책수단 선택에 요한 을 포함하는

것이다.

우선 Lowi(1972)는 정책의 유형을 규제정책,재분배정책,분배정책,구

성정책 등으로 구분하 고,Almond& Powell(1980)은 추출정책,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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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분배정책,상징정책 등으로 구분하 다.이러한 정책의 유형들을 통

해 정치과정의 특성을 알 수 있다.정책이나 정부활동들의 역들은

워의 실질 인 활동무 를 형성하고,각 활동무 들은 그 자체의 특수한

정치구조, 정치과정, 엘리트들 그룹 계들을 발 시킨다(노화 ,

2007).따라서,정책이 나타내는 인지된 특성들이 정책을 만드는 정치과

정의 특성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책 유형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정책수단은 정부기 들이 정책효과를 실 하기 하여 사용하는 각종

수단과 활동이다.사회가 복잡해지고,발생하는 공공문제들이 복잡해질수

록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존재하고,이를 유형화 분류하는 것은 어렵다.

Mcdonnell& Elmore(1987)는 정책수단의 유형을 규제(mandate),유인

(inducement),역량구축(capacity-building),권한이양(system-change)등

으로 구분하여 범주화하 다.그러나 이 게 범주로 유형화는 것보다는

최근에는 구체 인 정책형태에 따라 주요 정책수단들을 직 시행,경

제 규제,사회 규제,계약,보조 , 부와 지 보증,정부보험,조세지출

등으로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다(노화 ,2007).

정부가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기 은 정치 인 성격을 가지며,특히 이

념 지향가치는 정책수단과 도구 선택에 핵심 인 향을 미친다(정정

길,2010).따라서 특정 역사 시기마다 정책수단의 선택에 일종의 경향

이 나타나게 되는데,시기별 정책수단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은 정책수단

들이 역사 ,상황 맥락 하에서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정책수단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 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문

제 해결을 한 공공행동들도 단독으로 수행하던 행동에서 기 간 력

하는 형태나,민간과 력하는 형태로 다양화된다.이러한 정책수단의 성

격 환은 국정 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이 게 정책수단의 활

용상에서도 그 성격이 변화하여 정책의 결과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

책수단의 활용상의 성격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정책수단

의 활용에서 요한 요소는 강제성,직 성,자동성,가시성 등이다(노화

,2007).

정책도구를 정책수단의 하 개념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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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은 정책목표 달성을 한 수단을 말하는데 반해 정책도구는 이

러한 정책수단을 실 하기 해 정부가 실제로 동원하는 수단과 장치들

을 말한다(정정길,2010).직 정책도구는 정부소비,공기업,경제

규제, 출 등이 있고,간 정책도구로는 서비스 구매 계약,보조 ,

공 보험,사회 규제, 출보증 등이 있다.

Mitnick(1980)은 정책수단을 지시에 의한 규제(regulationbydirectives),

유인가에 의한 규제(regulationbyincentives)로 구분하고, 자는 공공

사업,일반 법률,정부 규칙 는 표 이 해당되고,후자는 세 유인,사

용자 부담,보조 ,장려 운동,자유 방임 등이 해당된다고 보았다.이

공공 사업과 자유 방임은 그것의 양 극단에 해당된다.

2.정책 변동

정책 변동이란 정책이나 로그램의 내용이나 집행방법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정책 변동은 정책의 구조에서 정책의 비 (가치,미션,목 )이나

략부분(정책목표,수단,활동)이 변화하는 것인데,어떤 부분을 변화시

키는 것인가에 따라 정책 변동의 내용이 달라진다.

정책 변동의 유형으로는 정책유지,정책승계,정책종결,정책 환,정책

신 등으로 구분된다.이 정책유지는 정책의 목 정책목 달성

의 본질 인 수단은 그 로 유지한 채 본질 인 정책수단의 운 과 리

를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한 활동들만을 변동시키는 것이다. 컨

입정책에서 입학정보 리를 교 으로 바꾼다든지,수능시험 원의 구

성을 교수에서 고등학교 교사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

을 말한다(노화 ,2007:567).정책승계는 정책목 은 유지하되 세부

정책수단만 변화하는 것이다. 학평가에서 평가기 만 바꾸는 것이 정

책승계의 한 이다.기본 인 정책수단의 일부만 변화하는 것도 정책승

계에 해당한다.정책 환은 기존의 가치,목 ,정책수단들을 완 폐지

하고,새로운 가치를 실 하기 한 정책목 을 설정하고 정책수단과 활

동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학입시에서 평등의 가치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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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3불정책을 폐기하고 수월성을 통한 경쟁력 갖춘 인재 선발한다면

정책 환에 해당된다.정책 신은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목 들이 바

거나,기본 인 정책수단,세부 인 정책수단과 활동들이 바 는 것을 말

한다.정책승계와 정책 환 등이 정책 신의 일종이다.

정책변동은 외 원인,내 원인,정책역량발 과 계의 함에 의해

이루어진다. 한 정책역량 구축을 한 정책학습을 통해서도 정책 신

이 일어난다.정정길(2010)은 정책변동은 정책내용(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상집단 등)의 변동 뿐만 아니라 정책집행방법(서비스 제공 체계상

의 변화를 비롯한 처리기 상의 변화 등)을 포함하는 것인데,보통은

정책내용의 변동을 의미한다고 보았다.그는 정책변동의 유형을 증주

의와 비 증주의로 구분하 다. 증 변동의 경우 상유지라는 균형

을 심으로 일정한 범 내에서 측가능한 변화를 말한다.여기에는

균형에서 벗어나려는 힘을 제어하는 부정 환류기제가 작용한다.반면

비 증 변동의 경우 기존의 균형이 괴되어 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데,여기에는 정 환류(변화를 진하는 피드백)기제가 작동한다.일

반 으로 정책과정은 안정 추세를 보이지만,특정 시 에서 단 되어

새로운 정책이 탄생하는 단 균형을 취하기도 한다(정정길,2010).

역사 신제도주의의 단 균형 모형은 증주의 시각의 한계를 보완하

고 발 시킨 것인데,개인의 제한 합리성을 가정한 증주의 시각은

부분의 결정이 과거와 하게 연 되어 있기 때문에 증 이라고

본다.반면 단 균형 모형은 진 정책변동(정규 패턴의 정책변동)

과 격한 정책변동(패러다임 환 정책변동)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컨 학입시에서 수능 성 의 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진 정

책변동이지만,수능제도를 폐지하고 본고사를 부활시킨다면 격한 정책

변동에 해당된다(정정길,2010:704).정책 변동의 동인은 정치제도,정권

의 변화,조직 내부의 의사결정( 심집 ,설계,선택)등에 의한다.

그런데,다음 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역사 신제도주의는 증주의

정책 변동에 심을 가지고 진 경로진화 모형으로 설명을 확 하

고 있다.최근의 역사 신제도주의는 진 변동에 따른 안정과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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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동에 따른 단 을 포 으로 다루는 단 균형모형의 시각에서 벗

어나서 제도 변화의 과정이 진 일 지라도 결과가 불연속 일 수 있는

진 제도변화 모델로서 정책 변동을 설명하고 있다(Streeck &

Thelen,2005).

제3 제도의 변화와 지속에 한 신제도주의의 설명

1.제도의 복합체 성격

신제도주의 분석에서 최근에 주목되고 있는 시각이 제도를 계망

(network) 는 복합체로서 이해하는 것이다(하연섭,2006).이러한 시각

은 신제도주의와 구제도주의가 제도를 이해하는 근본 차이에서 기인하

는 것인데,정치 체제나 구조를 평면 으로 비교 분석하는 구제도주의

와는 달리 신제도주의는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상하

구조와 계에 주목한다.특정 제도를 독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제도 요소들이 얽 있는 복잡한 계망으로 악하는 것

이다.

이러한 시각에 의하면 제도는 그 구성요소들이 일정하게 항상 인 통

합된 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도 않고,단지 일정한 시기에 특

정 제도를 구성함으로써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로 악한다.제도

의 각 요소들이 통합된 체로서 정합성을 가지며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

는 것이 아니라 이질 이거나 갈등 요소를 함께 포함하면서도 한시

으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그러므로,제도

요소들에서 합리성,통합성,일 성 등이 언제나 발견될 것이라 기

하는 것은 잘못이고,다소간의 불합리성이나,불일치,이질성 등을 감안

해야 하는 것이다.그리고,이러한 불합리성이나 불일치가 향후 제도 변

화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 제도의 복합체 성격에 주목함으로써 특정 제도를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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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그 제도 자체의 요소들과 함께 제도를 둘러싼 여타 제도들과 그

요소들과의 계에 주목해야 한다는 을 강조한다.

특히 제도의 계 계를 시한다.시스템이론의 설명방식처럼 제

도는 수직 으로 상 수 의 제도와 하 수 의 제도가 복잡하게 얽

있는 체제이다.수평 으로 여러 제도들이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수

직 으로 상 수 의 제도와 하 수 의 제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다.하 수 의 제도는 상 수 의 제도를 형성하는 요소가 된다.제도

는 서로 결합하여 상 개념의 제도를 구성할 수도 있고,하 개념의

제도들을 구성 요소로서 가질 수도 있다(하연섭,2006).

이상과 같이 제도의 복합체 성격이란 내부 으로는 이질 요소를

포함하는 제도 구성 요소들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고,외부 으로는

여타 제도와의 계 특히 계 계의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편 제도의 수평 계와 련해서는 상호보완성의 개념이 요하

다.제도 상호보완성이란 특정 역에서 특정 형태의 제도의 존재가

다른 역에서 다른 제도의 존재,기능 효율성을 강화시켜주는 것을

말한다.수평 계 뿐 아니라 계 계가 더욱 요한 향을 미친

다고 본다.이러한 을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 요소, 계망,복합체

등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려고 한다.

컨 학평가정책을 이러한 에서 설명하고자 한다면,상 수

의 제도로는 우리나라 학교육체제와 고등교육정책을 구성하는 련

다양한 법 ,제도 조건을 들 수 있다.하 수 의 제도는 평가체제를

구성하는 평가방법, 차,제도 행 자 요소로서 정책 담당자와 이해 계

자 등이 그 제도 요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상 수 의 제도는 행

자와 제도 으로는 계 계에 있으면서 행 자의 행 에 향을 미

칠 수 있는 요소들, 컨 법 ,제도 ,구조 요소들에 해당되는 것

이다.여기서 요한 것은 각 요소들의 향력 문제이다.

제도가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은 내부 으로는 제도 내에 다양

한 제도 요소 는 하 제도들이 있다는 것이고,외부 으로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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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의 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신제도주의가 분석하려고 하는 제

도는 정책과 직 련이 있는 몇몇 제도의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 아

니다.제도는 단일체가 아니라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다.따라서 제도 분

석이란 사실상 제도의 구성요소들과 그 상호작용,역 계 등에 한 분

석이다.그리고,복합체로서의 제도는 요소들 간의 상호 보완성이 존재하

고,이러한 상호보완 성격 때문에 제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 경로의존

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한 제도는 경로의존성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그 변화는

요소들의 계 양상의 변화에 의한 것이다.제도는 상호 보완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변화하지도 않고,외부의 이질 요소의 도입에 따라 쉽게

다른 사회로 이식되기도 어렵다(하연섭,2006).이것은 이른바 벤치마킹

을 통해서 다른 사회,즉 외국의 선진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여도, 재

의 사회가 쉽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며,제도의 도입 취지가 실 되지 못

하는 원인이 된다.외국의 선진제도 도입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실에

맞지 않아 실패하는 사례들은 이러한 제도의 상호보완성에서 원인을 찾

을 수 있다.따라서,벤치마킹 등의 방법으로 특정 제도를 그 로 도입하

거나,변화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바라는 행 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제도의 도입을 통해 각 요소들의 계가 어떻게 형성되면

서 안정화되는지에 한 종합 시각이 필요하다.

컨 미국 학인증체제의 도입하려고 할 때 제도의 상호보완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실성이 맞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상 제도인

학교육체제와 하 제도인 학평가정책,그리고 이것을 심으로 수평

으로 얽 있는 제반 제도의 요소들과 이것이 어떤 계를 맺어서,

학평가정책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악하여야 하며,그 계 상호보완

계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제도의 상호보완성은 구조 동형화(isomorphism)과 같은 논리와

는 구별된다.제도 운 의 유사성을 말하는 동형화 논리는 모든 제도에

동일하게 용되는 단일한 원칙이 존재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나,상호

보완성 논리는 제도가 상이한 원칙에 기반하여 병존하고 있는 것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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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제도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합하다(하연섭,2006:221).

이러한 상호보완성은 각 사회의 제도간 차이를 설명해 다.상 의 제

도를 든다면 경제제도를 들 수 있는데, 컨 자유시장경제와 조정시장

경제가 있다면,각 자유시장경제 내에서도 하 제도 요소( 융제도,

노사 계,교육 훈련제도,기업 간 계)들의 결합 계에 따라 국가간

다양한 경제제도의 특징이 나타난다.각 부분에서 존재할 수 있는 제도

의 형태는 그 수만큼 다양하다.

이것을 학평가정책과 제도에도 그 로 용할 수 있다.우선 학평

가정책의 상 제도가 무엇이 될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학교육체제,

나아가서 사회 경제 제도 분석이 필요할 것. 학교육과 련된 법 ,

제도 구조, 학과 정부 계, 학간의 계,고교와 학과의 계,

정부의 역할,정치 역 계,정권의 도덕성, 학의 향력 등이다.

2.제도의 변화와 지속

역사 제도주의에서는 제도가 당 그 형성과정이 우연한 결정에 의

한 것이라 할지라도 역사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 성격을 가진다는

을 강조하 고,이를 경로의존(pathdependence)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

여 왔다.그런데,정책과 제도가 지속성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

지 양태의 변화과정을 거친다는 을 감안하면 이러한 제도의 변화를 제

도주의 시각에서 설명하기 한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다.역사 제도

주의는 이러한 제도변화에 한 논의를 개하면서 이론 발 을 진행

하고 있다.

정책은 정치 이해 계의 변화나 이념 입장의 변화, 컨 정권

교체와 같은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변화하여 왔다. 학교육정책은

정치 색채를 가지는 정책들에 비해 정치 향을 덜 받을 것으로 기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평가정책의 경우 큰 틀에서 보더라도 여

러 차례의 변화를 거쳐 온 것이다.그런데, 학평가정책의 변화를 단순

히 행 자의 의도가 바 었기 때문에, 는 사회 상황이 우연히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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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에 변화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부족한 시각이다.변화의 구

조 제약이나 메커니즘이 있을 것으며,그것을 악할 필요가 있는 것

이다.

1)제도 제약과 제도 변화

기본 으로 제도주의는 제도변화보다는 제도가 행 자에게 주는 향

이나 제약에 해 심을 가졌기 때문에 제도변화에 한 설명에는 약

을 보여 왔다.마찬가지로 역사 제도주의에서는 경로의존성이라는 개

념에서 알 수 있듯 제도의 지속성을 강조하여 왔다.역사 제도주의에

서는 제도의 형성기에 사회의 지배 인 이념과 가치를 배태하게 되며,

제도변화는 정치 투쟁을 통해 이념과 가치가 변화하는 과정으로 본다.

제도가 다른 인과 변수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심을 두고,인과

상호 계가 이루어지는 제도의 맥락(context)을 시한다.

한편 합리 선택론은 제도는 선호를 제약하는 것으로 보고,균형과

조정 메커니즘을 시한다.Scott를 심으로 하는 사회학 제도주의는

제도의 정당화,합법화,동형화를 통한 재생산을 시한다.이러한 기존

의 제도주의에서는 제도변화가 외생 변수에 의한 것이고,외부의 충격

에 의하여 변화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이후 외부환경이 아니라

제도 내부의 요인에 의한 변화의 가능성에 심을 가지기 시작하 고,

행 자 변수,권력 권력 계의 변화가 제도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

고 보게 되었다.

특히 이 에서 역사 제도주의는 정부 개 등 복잡한 상황에서 정

책연구,제도의 향력을 분석하는 데 설명력이 높다.그 이유는 첫째,

역사 으로 구성된 일련의 제도 제약과 기회는 정책과정에 있는 정치

행 자 이익집단의 행태에 향을 미치기 때문,둘째,사회학

합리 선택론 제도주의와 달리 정책형성에 있어서 장기 인 제도 유

산의 향뿐만 아니라 비 칭 권력 계를 강조하는 특징을 지니기 때

문이다(김태은,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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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역사 제도주의의 제도변화

당 역사 제도주의에서는 제도 변화는 격한 변화에 한정해서 설

명하고자 하 다.단 균형모형이 그것이다(Krasner,1988;Collier&

Collier,1991).Krasner(1988)의 단 된 균형모형(punctuatedequilibrium)

은 제도변화는 외부 충격에 의해 한 환 이 생기고,이 환 에

의해 새로운 제도가 발생하여 반복 패턴이 생기는 과정에 을 두었

다.이러한 단 된 균형모형은 제도변화의 원인으로서 외부 인 요인만

을 강조하고,제도의 격한 변화를 주장할 뿐,제도 자체에 내재하는 요

인에 의한 변화나 진 변화 가능성에 해서는 주목하지 않는다(하연

섭,2011:68).변화는 외생 충격에 의한 경로의 붕괴를 의미하고,새로

운 논리나 경로의 발 는 새로운 균형에 의해 과거의 균형이 체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제도는 격한 변화 양상보다는 진 인 변화 양상이 더 많

다.여러번의 제도 변화로 인해 제도가 조 씩 변화해가는 것이 오히려

더 흔한 경우이다.단 균형모형과 같은 설명은 이러한 진 변화

를 설명할 논리가 부족하 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진 변화

논의이다.

제도 변화는 진 으로 변화되다가 이것이 되어 제도의 불연속성

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더구나,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제도

는 변화가 격하게 이루어지기가 힘들다.제도를 단일체로 이해한다면

제도의 변화는 새로운 단일체인 제도의 등장으로 볼 수 있으나,이 게

으로 새로운 제도로 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그 이유는 제도

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가 변화하는 것은 이러한

요소들의 결합 계가 변하거나,새로운 요소가 부분 으로 도입됨으로써

요소들의 계가 재정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에서 제도 변화의 유형을 과정과 결과로 나 어 설명한 Streeck

& Thelen(2005)은 변화에 한 종합 안목을 가능하게 한다.그들은 제



-24-

도변화에 한 이분법 구분,즉 진 인 변화는 지속 인 응과정을

통해 제도의 연속성으로 이어지고, 격한 변화는 제도의 불연속성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제도변화에 한 이분법 구분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고 보았다(하연섭,2011:173).개념 으로 제도 변화의 과정이 진 이

거나 격할 수 있다.그 결과는 연속 일 수도 있고,불연속 일 수 있

다.제도 변화의 과정이 진 일 수도 있고 격할 수도 있으며,그 결

과가 꼭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제도 변화의 과정이 진 일 지라도 결

과는 불연속 일 수 있고,그 과정이 진 이지만 변화의 결과는 연속

일 수도 있다는 이다.Streeck& Thelen(2005)의 모형은 제도변화를

과정과 결과로 나 고, 진 변화과정도 연속 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하 다.연속 이라는 것은 동질성이 유지된다는

것이고,불연속 이라는 것은 제도가 변 인 결과(transformative

results)를 가져오는 것으로 새로운 형태의 제도의 출 을 의미한다.

변화의 결과

연속성 불연속성

변화의 과정
진 변화 응을 통한 재생산 완만한 변형

격한 변화 생존과 복귀 해체와 체

<표 1>제도변화의 유형 :과정과 결과(Streeck&Thelen,2005:9)

제도 변화의 결과가 연속성이라는 것은 제도의 재생산, 는 생존,복

귀 되면서 제도가 유지되는 것을 말하므로 실제 으로는 제도 변화의 모

습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한편 불연속 인 제도 변화의 결과

를 이야기할 때 해체와 체 등의 격한 변화는 외부 충격 등에 의해

완 히 단 인 변화,즉 완 히 새로운 제도를 의미하므로 기존 제도

의 변화의 에서 논의를 하기는 어렵다.따라서,제도 변화란 결국 완

만한 변형을 통해 불연속 으로 새로운 형태의 제도가 나타나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하는 것이 남는 과제가 된다.제도의 진 변화

가 완만한 제도변형을 래하고,이것이 궁극 으로 제도의 불연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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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할 수 있다(이 호 외,2010).

그런데,제도를 복합체 성격과 상호보완 성격에 주목하게 됨으로

써,새로운 제도라 할지라도 그것은 기존 제도의 요소들을 재결합을 통

해 나타나기 때문에,제도변화는 진화 인 동시에 경로의존일 수 밖에

없다는 지 (Campbell,2004)은 제도 변화가 단 된 균형이라기 보다는

진 변화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기존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

에 변화의 모습은 경로의존의 속성을 띠고,새로운 결합을 통해 진화되

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기존의 요소들은 과거의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기존의 요소들이 재결합되는 양상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으며,그에 따라 제도 변화의 모습도 달라진다.즉 기존 요소의

향력의 차이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고,새로운 요소들이 도입될 때 기존

요소들의 항력의 차이 등에 따라 제도 변화의 양상은 다양할 수 있다

는 것이다.요소들간의 결합 정도, 계의 강도,상호보완성의 정도 등에

따라 다르다.제도 상호 보완성 때문에 제도 변화는 쉽지 않기 때문에

경로의존 인 것이다.이것을 Grief(2006)은 제도의 정교화(institutional

refinement)라고 표 하기도 하 다.기존 제도가 원래 가지고 있던 속성

이나 형태가 일종의 기 상태 는 원형이 되기 때문에,이후의 제도

변화는 이런 원형의 향을 강하게 받게 되고 이것이 경로의존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부분의 제도변화는 격한 변화보다는 진 인 변화를 특징

으로 하기 때문에 격한 변화나 새로운 제도를 의미하는 경로창조나,

지속성을 의미하는 경로의존보다는, 진 이고 완만한 변화를 의미하는

경로진화의 개념에 주목하게 되었다(하연섭,2011).제도가 장기간 진

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면 제도의 안정성과 변화가 함께 나타

나는 모습을 증명하는 것이며, 한 작은 변화의 장기간 축 이 큰 변화

를 래하는 경우를 설명한다면 격한 제도 변화 한 설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남재걸,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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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내생 변수와 행 자

격한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단 균형 이론은 외생 변수를 강조

하는데 비해, 진 제도변화를 강조하는 근은 내생 변수를 강조하

게 된다.경로진화의 개념에 주목한 결과로 제도변화의 원인에 해서

외부가 아니라 제도 내부에서 찾는 근에 을 맞출 수 있게 된 것이

다.1)제도는 단일체가 아니라 복합체인데,외부 충격 등으로 제도 내부

에 있는 구성요소들의 결합 양태가 역사 과정을 걸쳐서 변화함으로써

제도가 변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하연섭,2011). 한,제도변화에서의

행 자의 역할에 주요한 심을 가지게 되었다.행 자의 역할에 향을

주는 아이디어,정책의 기본 제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 등이 주요한 제

도변화의 요인으로 설명이 된다.행 자들의 상황에 한 해석과 략

선택을 통해 동일한 제도 조건 하에서 다양한 행 를 추구할 수 있다

고 보았다(하연섭,2002:345).그리고,행 자의 역할에 권력 계도 요

한 제도 요인이 된다.North(2005)는 제도변화가 기존 이익을 해하

게 된다고 단하게 되면 존하는 제도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치에 있는 사람들이 제도변화를 방해한다는 것이다.따라서,제도변화의

폭과 방향은 존 제도의 수혜자들과 도 자들 간 권력자원이 어떻게 배

분되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 다.Petersetal.(2005)은

정치 과정을 환하고자 하는 소수집단의 모든 시도를 지배 인 정치

연합이 성공 으로 방어하 을 때 경로의존이 유지됨을 강조하 다(김태

은,2009:49).

이처럼 행 자 변수에 의한 제도변화의 모습을 실증 으로 연구한

로서 국내에서는 유 종과 이윤호(2010)의 연구를 들 수 있다.그들의

연구는 통령 부서의 발 에 하여 제도 에서 분석하 다.제도

( 통령 부서)변화의 이유는 공식 ,비공식 제약 속에서 제도 행 자

1)여기에서 제도의 외부란 사회환경,외부의 정치 향력 등을 말하며,제도 내부

란 행 자 변수,권력 권력 계,이익의 형성,이해 계,제도 자체의 기원과

변화,제도와 행 자 상호 계,제도 자체의 발달경로,제도 행 자들이 변화를

해 상호작용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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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령)의 략 의도 리더십에 따라 제도가 변화되었다고 분석하

다.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변화의 필요성이 존재하지만,행 자의

인식과 략 선택이 제도 변화에 요한 작용을 하 다고 분석하 다.

이 호 외(2010)는 거시 환경과 제도 맥락,행 자 등의 상호작용

에 의해 국의 재정제도가 변화하 다고 보고,그 변화과정을 분석하

다.이들의 연구에서 거시 환경은 제도가 아니라 제도의 근본 인 속

성인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지 못하다는 에서 외부로부터의 향요인으

로 보았다.거시 환경으로는 역사 유산과 국내외 환경을 들었다.

제도 맥락으로는 재정제도의 행 자의 행 를 조건화하는 주요한 제도

맥락으로 정치체제,법체제,경제체제,사회문화체제 등이 가능한데,

이 에서 재정제도의 변화과정에 요한 제도 맥락으로서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들었다.행 자인 정부는,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

계와 상호작용을 목표체계와 자원 계를 심으로 분석하 다.이들의

연구는 거시 차원의 맥락 요인과 미시 차원에서 행 자 간의 상호

작용을 함께 살펴보았다는 이 특징이지만,변수를 국한하여 부분 설

명에 그치는 한계를 가졌다.

이재술(2013)은 소득보장정책의 변동과정을 분석하는 데 있어 구조

맥락으로 산업구조,인구학 변화,시민사회단체의 활동(노동운동)을 선

정하 고,제도 맥락으로 통치이념,상 법령,정치 환경을 선정하

다.

김태은(2011)의 연구에서는 제도설계자에 의해 변화되지 않도록 변화

항 으로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제도는 변화된다는 에 주목하

다.그 변화의 원인은 내생 변수에 있다고 보았다.설계 당시 행 주체

에 의해 제도의 자기강화와 련된 장치가 마련되고,이것이 자기강화

기제, 정 환류로서 작용함으로써 제도는 지속성,즉 경로의존성을 가

진다.그러나,제도는 자체 으로 이해 계 등 모순이 잠재되어 있고,

이러한 모순들이 정치 으로 표출되면서 부정 환류로서 제도를 변화시

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제도가 내포하는 이해 계 때문에 수혜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면 제도의 피해자들의 집단행동 등을 통해 제도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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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려고 하고 궁극 으로 이러한 계 속에 제도는 변화한다고 보았다.

부정 환류는 제도 속에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았

다.그는 제도 변화의 외생 변수는 논의에서 제외하 다.주목할 것은

부정 환류로 인한 제도의 변화(제도의 축소,폐지)는 다시 정 환류

와 결합하여 제3의 제도의 결합 는 탄생을 설명하 다.

2)경로의존과 경로진화

제도변화를 진 변화의 에서 이해하려고 할 때 역사 제도주

의의 경로의존과 경로진화의 근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즉 경로

의존 요소가 제도의 격한 변화를 방어하고 있다면,경로진화 요소

가 제도변화를 진하고 있으며,이 두 요소의 계가 제도변화의 양상

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한,행 자의 에서 제도변화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경로의존

경로의존은 경제학의 기술발달 모델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치 행정

학 역에서 제도의 지속 강화를 설명하기 해 범 하게 활용되어

왔다(Pierson,2000;김태은,2011).

Mahoney(2000)는 경로의존의 이유를 첫째,편익이 비용보다 크기 때

문이라는 공리 설명,둘째, 체 체계를 하여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

기 때문이라는 기능 설명,셋째,제도가 엘리트 집단에 의하여 지지를

받기 때문이라는 권력 설명,넷째,제도가 행 자로부터 도덕 으로 정

당하고 하다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라는 정당화의 설명 등으로 분석

한다(유 종,이윤호,2010).역사 제도주의에서 경로의존은 첫째,반응

순서(reactivesequence:시간 으로 순서가 정해지고 인과 으로 연

결된 사건이 연결된 것), 둘째, 자기강화 순서(self-reinforcing

sequence:주어진 제도 유형의 장기간에 걸친 재생산에 의하여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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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등에 의해 나타난다고 이해된다(Mahoney,2000:508-510).

이외에도 경로의존의 원천으로는 고정비용,학습효과,조정비용, 응

기 등(Arthur,1994),고정 기비용,학습효과,네트워크 효과,

응 기 (North,1990)등이 지 되며,자기강화기제, 환비용,결정

시기 등의 3가지 개념을 심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나.경로진화

경로진화의 개념은 진 제도변화의 모습에 주목하여 구성요소들의

다양한 결합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제도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게다가 격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진

변화가 되었다가 어떤 시 에서 그 요소들의 새로운 결합에 의해

새로운 경로로 변화한 것일 뿐으로 본다(Howlett& Rayner,2006).

하태수(2010)는 선행 연구를 개 하면서 역사 제도주의 논의에서 제

도의 경로변화에 한 설명은 크게 경로의존(dependence),경로진화

(evolution),경로창조(creation)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 다.우선

경로의존은 우발성에 의해 어떤 경로가 선택되고 일단 선택된 다음에 자

기강화 기제나 반응 기제에 의해 그 경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경로

진화는 기존의 경로가 큰 기를 유지한 채 구성요소들의 일부가 변하기

시작해서 진 인 변화들이 일어나고,이것들이 되어 경로가 변화

되는 것을 말한다.마지막으로 경로창조는 일단의 행 자들,특히 기업가

행 자들이 의도 으로 기존 경로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

내려는 의식 노력의 결과로 새로운 경로를 생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기존의 경로의존 모형이 아니라 경로창조나 경로진화 모형으로

볼 때 좀더 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컨 5.16쿠테타와 이

어지는 군정시기를 경로의존 모형이 아니라 의도 인 경로의 창조와 경

로 진화 모형을 용하면 한국 앙정부 조직구조의 시기별 변화과정을

보다 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우발 경로 형성,자기강화

경로 유지, 다른 우발 경로 형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경로창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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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여러 유형의 경로진화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하다고 보았다.

김태은(2009)은 제도의 변화와 지속요인에 하여 우리나라 법조인력

양성제도의 변화를 심으로 실증 인 연구를 수행하 다.그는 제도 변

화의 결과는 구조와 내용 차원으로 구분하여서 설명하 다.변화압력요

인은 외부변수(외부환경의 변화)와 제도의 비의도 결과이고,제도변화

요인으로 형식 환(불균형한 권력 계 유지)을 가져온다고 분석하

다.제도는 비의도된 부정 결과가 축 되면 제도 변화의 압력으로 작

용하고 변화압력으로 인해 행 자간 권력 계의 불균형이 래되고 지배

치에 있는 행 자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즉 기존의 제도 편익

을 지속할 수 있도록,기존 제도의 핵심 기능은 유지하면서 제도의 형식,

구조만을 환시킨다고 분석하 다.특히 그의 연구에서는 외생변수는

내부변수를 통해 역할을 한다고 보았고 분석의 주요 상으로 삼지는 않

았다.

3)제도변화의 유형

최근에는 경로진화의 양상에 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경로진

화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Hacker,2004;Hacker,2005;Streeck &

Thelen,2005;Boas,2007;Mahoney& Thelen,2010;하태수,2010;하

연섭,2011;남재걸,2012).이들이 제시하는 경로진화의 유형에 해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2)

가.가겹(Layering)3)

기존 제도의 구성요소들에 새로운 요소들이 덧붙여져서 기존 제도의

운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완 히 새로운 제도

나 규칙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기존 제도를 부분 으로 수정하거나

2)Streeck& Thelen(2005)은 소모(exhaution)를 제도의 변화 유형에 포함시켰으나,

이후 다른 연구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지 않으므로,이 에서는 제외한다.

3)Layering은 연구자에 따라 층화(하연섭,2011), 첩(박용성 외,2011),가겹(하태

수,2010;남재걸,2012)등으로 번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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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구성요소들을 추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도변화이다.수정되거나

추가되는 요소들은 기존 구조에 비하면 작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이것

이 제도의 논리나 핵심(core)을 변화시킨다면 요한 변화를 래할 수

있는 것이다. 컨 기존 학교 제도는 그 로 두고 바우처 제도를 추가

으로 도입하 는데, 차 이 제도에 의해 인근 학교와의 유 계와

학교 재정 상황이 변하게 된 것이 가겹의 로 볼 수 있다(Mahoney&

Thelen,2010:17).

행 자의 에서 가겹을 이해하자면,기존 제도에 한 변화 요구자

들( 컨 제도의 피해자들)이 본질 인 변화를 요구할 만큼의 정치

힘은 부족한 경우이다.따라서, 재 상태에서 새로운 규칙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존 제도 내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기존 제도의 옹호

자의 입장에서는 재 제도를 유지할 정치 힘은 있으나 수정이나 변형

을 막을 정도의 힘을 가지지는 않았다.

Thelen(2003:226-230)에 따르면 가겹은 기존의 제도에 규칙이나 구조

가 추가되어 제도가 진 으로 변하는 것으로,제도가 조 씩 변하지만

은 변화가 됨에 따라 결과 으로 제도의 근본 인 속성까지 바

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하연섭(2011)은 가겹을 통한 변화의 메커니즘을 ‘차별 성장’이란 개

념으로 설명하 다.기존 제도의 기능에 문제가 나타나면 제도의 운 자

들은 기존 제도를 수정하는 부분 변화를 도입하게 되는데,이 게 새

롭게 도입된 제도 요소들이 빠르게 성장하여,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

도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나.표류 (Drift)

제도가 형식 으로는 변화가 없으나 외부 환경 변화의 결과로 제도의

효과가 하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외부 환경이 변하면

제도도 그에 맞추어 변할 수 있어야 제도의 안정성이 유지되는데,환경

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변하지 않게 되면 표면 으로는 제도가 안

정성을 띠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실질 으로는 제도가 제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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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이 게 제도가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

직 인 모습을 보이고,그 결과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궁극 으

로는 제도의 효과성이 떨어지게 되는데,이 게 제도가 축되거나 쇠퇴

하게 되는 것을 표류라고 부른다(Streeck & Thelen,2005;하연섭,

2011).

김성수(2013)는 정책표류는 행 자들 사이의 복잡한 이해 계와 가치

기 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데 정책에 한 이해 계자(stakeholder)의

수가 많은 다조직 결정체제의 일반 인 상이라고 지 하 다.

행 자의 에서 이해하자면,제도 운 자가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

지 않아 제도의 효과와 향력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이다. 컨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제도를 그것에 맞게 변화시키지 않은

경우 특정 정치집단의 표성을 과장하게 되어 결과 으로 선거의 기능

이 왜곡되는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다.일본의 자민당이 도시화에 따른

도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재획정을 무시함으로써 그들의 집

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 이다(Mahoney& Thelen,2010:17).정

치인이 제도의 수정에 항함으로써 표류와 같은 제도 변화를 발생시킨

것이다.부작 의 결과로 제도는 형식 으로 변화가 없으나,그 효과와

향력을 변화시킨 것이다.

표류는 규칙과 집행 사이에 간극이 있을 때에도 나타날 수 있다. 컨

작업장의 안 과 보건 련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서 미국 행정부의

성격에 따라 해석과 집행의 간극이 존재하 다.같은 법률 하에서 해석

과 집행이 극 이거나 수동 인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하 고,결

국 제도가 표류 상태에 있는 경우가 생겼다는 것이다(Mahoney &

Thelen,2010:21).

다. 환(conversion)

환도 표류와 마찬가지로 제도가 형식 으로는 변화가 없으나,기존

의 제도가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되고 실행되는 경우를 말한다.기존에

있던 제도가 다른 목 을 달성하거나 새로운 권력 역학 계를 반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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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방향 변경,즉 재정향(reorientation)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Boas,

2007).4)기존의 제도가 외형 으로는 그 로 존재하지만,새로운 목 이

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바 게 되는 것이다.

행 자의 에서 이해하자면, 환은 표류처럼 행 자가 환경의 변

화를 무시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제도의 내부 인 모호성을 행 자

가 극 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행 자가 제도를 재구

성함으로써 제도를 새로운 목 과 기능을 가진 것으로 환하는 것이다.

YMCA가 기에는 종교 단체로 출발하 다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차 청년들을 한 일반 인 사회단체로 재정향되어 온 것이 환의

이다(Mahoney& Thelen,2010:18).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주도세력

이 힘을 얻어,변화를 조율하기도 한다.제도를 폐기시킬 정도의 힘을 가

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제도의 도 자들은 내 인 모호성에 주목하여

기능과 효과를 그들에게 호의 으로 재정향시키는 것이다.

Thelen(2003)은 당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가내수공업자들을

해 도입된 독일의 직업훈련제도가 노동조합의 힘이 커짐에 따라 차 노

동조합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표 인 사례로 제시하

다. 환은 환경의 변화에 처해서 기존의 제도를 새로운 목 에 부합

하도록 변경할 때 나타날 수 있고,혹은 권력 계의 변화에 따라 제도를

설계할 당시에는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제도를 장악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목 으로 제도를 바꿀 때 나타날 수도 있다(하연섭,2011:175).

이러한 형태의 경로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는 첫째,기존의 주류세력 행

자들이 환경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둘째, 에는 한계 이었

던 행 자들이 새로 주류세력 내부로 포함되어 기존 제도들을 새로운 목

으로 환시키는 경우 등이다(하태수,2010).

환은 보통 규칙이 모호해서 다른 해석,심지어 모순된 해석이 가능

할 때 발생할 수 있다.미국 헌법의 통상 조항에 한 상반된 해석들이

4)이러한 맥락에서 Boas(2007),하태수(2010)는 환을 재정향(redirection)으로 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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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으로 뉴딜 기간 동안 노동권을 강화하고,60년 시민권의 요한

진 과 같은 사회 경제 정책의 변화를 견인해 온 것이 그 가 될 수

있다(Mahoney& Thelen,2010:21).

라. 체(displacement)5)

기존 제도가 새로운 제도에 의해 바 게 되는 것을 말한다.그 과정이

격한 변화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기존 제도와 새로운 제도가

경쟁 과정을 통하여 진 으로 변화하면서 된 결과가 나타나는 것

이다.기존의 제도가 새로운 제도로 교체(replacement)된다는 의미보다

는,서로 다른 시기에 형성된 갈등 논리의 제도 요소가 수면아래에

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롭게 활성화됨으로써 기존 제도를 바꾼다

는 의미가 강조된다.그런 의미에서 Hacker(2004)의 모델에서는 수정

(revision)으로 표 하 다.

새로운 제도는 흔히 기존 제도의 피해자에 의해 도입되는데,기존 제

도의 지지자들이 새로운 제도로의 행 자 이탈을 방어하지 못한다면,

체가 진 으로 발생하게 된다. 국과 쿠바에서 시장 지향 제도들이

도입되고 행 자들이 시장 제도로 차 이탈하면서 기존의 국가 통제

의 장치들이 차 붕괴되는 것이 체의 이다(Mahoney& Thelen,

2010:16).다만 이러한 형태의 변화는 국가의 정책 과정에서 흔한 경우

는 아니다(Hacker,2005;하태수,2010).

이상의 유형들을 기존 제도와 새로운 제도에 한 태도를 심으로 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displacement는 체(하연섭,2011), 치(轉置)(김태은,2011;남재걸,2012)로 번

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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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가겹 표류 환

기존 제도의 제거 ○ × × ×

기존 제도의 무시 - × ○ ×

기존 제도의 변화된 향력 - × ○ ○

새로운 제도의 도입 ○ ○ × ×

<표 2> 진 변화의 유형(Mahoney&Thelen,2010:16)

4)제도변화의 모형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Streeck& Thelen(2005)은 제도변화의 유형을

변화의 과정과 결과로 나 어 설명하 다.그들의 논의는 제도변화를 연

속성과 불연속성으로 구분하는 이분법 구분을 극복하면서, 진 변

화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변화의 유형을 체,가겹,표류, 환,소모

(exhaustion)등으로 제시하 다.그러나,이들의 논의는 제도변화의 원

인에 한 설명이 부족하 고,인과 계에 한 설명 제시가 필요하 다.

Hacker(2005)와 MahoneyandThelen(2010)는 이들의 연구를 보다 체

계화하여 진 변화의 모형을 제시하 다.그들은 제도 자체의 특징에

따른 운 자의 재량과 제도 외부의 정치 맥락의 거부 가능성의 역 계

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도변화의 4가지 유형을 매트릭스 구조로 설명

하려고 하 다.

Hacker(2004;2005)는 제도 변화에 한 외부 장벽으로 거부권자들

(veto)의 다소(多 ),내부 장벽으로 운 자 재량(discretion)의 소(大

)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이 두가지 기 에 따라 표류(drift),가겹

(layering), 환(conversion),수정(revision)등의 4가지 경로진화 양상들

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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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변화 장벽

높음

(낮은 수 의 정책 재량

강한 정책 지지 연합)

낮음

(높은 수 의 정책 재량

약한 정책 지지 연합

정치  

환경의 

상 유지 

경향

높음(다수의 

거부권 행사자)
표류(drift) 환(conversion)

낮음(소수의 

거부권 행사자)
가겹(layering) 수정(revision)

<표 3>Hacker의 제도 변화 모형(Hacker,2004:248;2005:48)

Mahoney와 Thelen(2010:15-19)도 진 제도 변화의 요인을 분석하

면서 Hacker의 모형처럼 제도 변화의 외부 장벽은 정치 맥락의 원

천으로,내부 장벽은 제도 원천으로 설정하 다.정치 맥락의 원천

으로는 제도 변화에 한 정치 이해 계자들의 거부 가능성으로 정의

하 다.제도 원천으로는 제도의 해석 는 강제에 있어서 운 자 재

량으로 정의하 다.이러한 각 맥락의 작용에 따라 제도 변화가 표류,가

겹, 체, 환 등의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분류하 다.

제도의 특징

낮은 수 의 재량

(해석/강제에서)

높은 수 의 재량

(해석/강제에서)

정치  맥락의

특징

강한 거부 가능성 가겹(layering) 표류(drift)

약한 거부 가능성 체(displacement) 환(conversion)

<표 4>Mahoney&Thelen의 제도 변화 모형(Mahoney&Thelen,2010:19)

정치 이해 계자들의 거부 가능성을 정치 맥락으로 보고 이것이

제도 변화에 외부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고,한편으로 제도 내에서

제도 운 자의 재량의 정도가 제도 변화의 내부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그리고 각각의 계가 제도 변화의 유형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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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화의 외부 장벽은 이해 계자의 거부 가능성에 있다고 보았

는데,여기에서 거부 가능성이란 힘있는 거부권자들의 다수와 거부

(vetopoint)6)의 다수를 의미한다(남재걸,2012).제도 변화에 한 정치

이해 계자들이란 재 제도의 방어자(defendersofthestatusquo)

의 이해 계를 가진 주체를 말하며,이들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변

화에 어느 정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제도 변화의 외부

정치 맥락이라는 것이다(Thelen,2009:488).

그들의 모형에 의하면,정치 이해 계자의 다수가 강한 거부권을 가

지고 있고 정책변화를 지할 수 있는 거부 도 다수인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 인 제도 변화의 모습은 가겹과 표류의 경우이다.가겹의

경우는 강한 거부권자들이 제도의 변화에 항하고 재의 제도를 보호

하려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기존 제도를 훼손하지 않는 정도에서 새로운

제도가 추가되는 것에 해서는 강한 거부의사를 나타내지 않는 상태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 변화의 유형이다.표류의 경우에는 강한 거부권

자들이 재의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있기 때문에 상은 유지하

지만,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반면에 체와 환의 경우는 기존 제도가 다소 격

하게 변화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데,거부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이러

한 제도 변화의 유형이 나타나기 어렵게 된다.

한편 제도 변화의 내부 장벽으로는 제도 운 자,즉 정책의 집행자

는 행 의 주체가 제도 자체의 운 과 집행,해석에 있어서 재량

자율성의 정도를 어느 정도 가지는가에 따른다고 보았다.이것은 제도

자체의 특징에서 비롯되는 것이다.즉 제도의 규정이나 내용에서 그러한

재량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한,제도 운 에

서 재량의 의미는 제도와 규칙의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규칙의 복잡성,규칙이 설정한 행 의 종류,규칙에 의해 동원되는 자원

6)거부 (vetopoint)이란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치집단들이 특정한 정책의 통과를

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한다.따라서 거부 의 존재는 어떤 정책의 변화에 제

한과 장벽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로 거부 이 많으면 정책의 변화속도

를 감소시키고,거부 이 없거나 으면 속한 정책변화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

게 된다(은민수,2008: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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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도 등이 제도 자체의 재량의 정도를 특징할 수 있으나,Mahoney

& Thelen은 특히 행 자가 제도의 해석과 집행에서 가지는 재량의 정도

에 주목하 다(Mahoney& Thelen,2010:20). 컨 ‘극 인 구직노

력’을 조건으로 실업수당을 지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할 때,여기에서 ‘

극’의 의미를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 자 재량의 역에 속한다는

것이다(Mahoney& Thelen,2010:20;남재걸,2012:63).Thelen(2009)는

운 자가 낮은 재량을 가졌다면 변화의 내용을 입법화(제도 개선)하는

신에 갈등상황을 외부로 표출시키게 되어 가겹이나 체의 제도변화를

보이게 된다고 보았다.반면 높은 재량을 가졌다면 표류와 환 형태의

제도 변화가 나타나고,이러한 상황을 이기 해 요한 정치 행

는 규정 그 자체의 개선을 해 투쟁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

다(Thelen,2009:489).

Mahoney& Thelen(2010)의 모형에 의하면 가겹은 정치 맥락으로서

이해 계자들의 제도 변화에 한 거부 가능성은 강하지만,제도에 한

운 자의 재량권은 낮은 경우에 해당된다.강한 거부권자가 오래된 제도

를 보호할 수는 있지만,새로운 요소의 추가를 막지 못하는 상황이다.운

자 역시 낮은 재량권으로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요

소의 추가를 막지 못한다.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공 연 제도는

보호하 지만,보수주의자들이 의도했던 선택 보충 연 을 추가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Mahoney& Thelen,2010:20).

표류는 이해 계자들의 제도 변화에 한 거부 가능성이 강하면서,운

자의 재량은 높은 경우이다.표류 상태의 제도는 변화된 환경에 해

제도의 응이나 개선이 실패한 상황에 있는 것이다.강한 거부권자와

운 자의 재량권으로 제도의 체를 막고 있으나,그 힘이 표류를 막기

에는 충분하지 못하다.표류를 막기 해서는 제도의 지지자들이 제

도가 사회,경제,정치 맥락에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지지해야 하기

때문이다.Mahoney& Thelen(2010:20)은 의회 정치의 변화된 환경 속

에 제도 자취만 남아 있는 군주제 정치 제도를 표류의 로 들고 있

다.표류는 강한 거부권자의 항에 제도의 규칙이나 내용을 바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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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애 에 의도했던 방식으로 운 되지 않거나,의도했던 효과를 발

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다만 제도 운 자는 재량을 발휘해서 격한

변화를 하지 않고 운 측면에서 제도를 형식 으로 운 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환은 제도 운 자의 재량은 많지만,정치 맥락으로서 이해 계자

들의 제도 변화에 한 거부 가능성은 약한 경우에 해당된다.표류와는

달리 거부권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도 운 자는 높은 재량을 발휘하여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새로운 목 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수 있

다. 체는 이해 계자들의 변화 거부 가능성과 운 자의 재량도 모두

낮은 경우이다.

그런데,이러한 Mahoney & Thelen(2010)의 설명은 Hacker(2004,

2005)의 모형에서의 제도 변화의 변수와 유형에 한 설명과 일견 모순

된 내용을 담고 있다. 컨 표류에 해 Mahoney& Thelen는 제도

운 자의 재량이 높은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보았지만,Hacker는 낮은 상

황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에 해서는 별다

른 설명이나 논의는 개되고 있지 않다.

이처럼 두가지 모형의 설명과 용이 가능한 것은 제도 변화의 변수와

유형이 인과 계가 아니라 상 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 다.즉 정치 거부권과 운 자의 재량권이라는 제도변화

의 각 변수의 매트릭스 계가 인과 으로 특정한 제도 변화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상황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제도 변화를 발생시

킴으로써 해당 제도의 특징과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다.요컨 제도의 성격이나 사회 상황에 따라서 제도 변화의 변수와

유형의 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그리고,두 모형에서 설명하고 있

는 제도의 변수와 변화 유형의 상 계를 특정 제도의 변화에 용

해 으로써 제도의 변화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남재걸

(2012)도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변화과정에 Mahoney& Thelen

의 모형을 용해 본 결과 부분 으로 설명에 한계를 가진다고 지 하

고,해당 제도에 특유한 제도변화 과 해석을 제시하 다.따라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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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차이와 진 를 따지는 것 보다 그들의 논의를 반 해서 실의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데 보다 합한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요한 문

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에서 이들의 모형을 국내의 정책 분석에 용하여 해당 정

책의 특징과 변화과정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박용성 외

(2011)는 민간투자 사업에 한 최소수입보장 제도의 변화과정을 경로의

존 모델과 경로진화 모델을 혼합하여 분석하 다.경로의존 모델의 우연

성과 결정 시기를 계기로 경로가 시작되었고,제도 외부요인과 내부요

인의 향을 받으면서 경로진화가 이루어졌다고 분석하 는데,경로진화

모델로 Hacker(2004)와 하태수(2010)의 분류를 용하 다.최소수입보

장 제도는 건설회사 등 거부권자가 으므로 외부 장벽은 기 때문

에,내부 장벽인 재량권의 강약에 따라 가겹,수정(revision)등으로 설

명하 다.이 연구에서는 경로시작을 경로의존모델에 따른 것으로 설명

하 으나,제도에 미치는 요인들을 국한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졌다.

남재걸(2012)은 Mahoney& Thelen의 제도변화 모형을 용하여 우리

나라 시 설치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 는데,제도의 복합성으로 인하여

시 설치 제도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 내에 다양한 하 요소가 존

재하고 있어,하 요소 무엇을 기 으로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느냐

에 따라 경로진화에 한 분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 다.즉 동일한

시기에 어떤 제도 요소에 을 맞추느냐에 따라 환과 표류,그리

고 표류와 가겹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분석하 다.따라서,

Mahoney& Thelen의 제도변화 모형이 우리나라 시 설치 정책에 반드

시 일치하지는 않았다고 보았다(남재걸,2012:85).특정 경우에 제도변

화에 한 거부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제도의 표류 상이

발견되기도 하고,어떤 경우에는 운 자가 낮은 수 의 재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류 상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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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방법

제1 연구의 분석 틀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에서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다음의

분석틀을 활용하고자 한다.

우선 상 제도로서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의 변화과정과 학평가정책

을 제약하는 제도 맥락을 분석하기 해 학평가정책을 계 복합

체로서 보는 을 용하고자 한다.제도를 복합체로서 보는 것은 한

제도가 독립 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제도 요소들이 얽

있는 복잡한 계망으로 이해하는 것이다.특히 계 계에 주목한다

면 상 수 의 제도인 고등교육정책이 제도 맥락으로서 하 수 인

학평가정책의 존재,기능 효율성을 강화시켜주는 과정을 악할 수

있을 것이다.상 수 의 제도로서 고등교육정책의 변화과정에서 나타

나는 제도 맥락은 하 제도의 변화에 있어서 행 자의 행 에 제약요

인으로 작용을 한다.신제도주의의 기본 제는 행 자의 행 에 제도

요소들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학평가정

책과 련한 행 자의 행 에 상 수 의 제도인 고등교육정책이 제도

맥락으로서 행 의 방향을 어느 정도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가정하

고 그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이러한 분석과정을 개념 으로 나타

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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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복합체로서 제도 변화 분석틀

다음으로 각 시기마다 학평가정책의 변화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하

여 역사 제도주의 시각에서 제도 변화 변수와 변화 유형의 계를 분

석한 Hacker(2004)와 Mahoney& Thelen(2010)모형을 연구의 분석틀로

용하고자 한다.그들의 모형은 제도변화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제도

요소들이 궁극 으로 행 자를 통해 제도변화에 기여한다고 보고 행

자 변수의 에서 제도변화를 분석하 다.제도 변화의 변수로 내부

으로는 제도 운 자의 재량을,외부 으로는 정치 이해 계자의 거

부 가능성을 설정하 고,제도 변화는 가겹,표류, 환, 체 등의 유형

을 나타낸다고 보았다.다만 제도 변화의 변수와 유형의 매트릭스 계

가 모형마다 다르기 때문에,제도의 성격이나 사회 상황에 따라서 제

도 변화의 변수와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체 으로 살펴볼 필요

가 있다.본 연구에서 가정하는 제도변화의 유형들을 기존 제도와 새로

운 제도에 한 태도를 심으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체 가겹 표류 환

기존 정책의 폐지 ○ × × ×

기존 정책의 무시 - × ○ ×

기존 정책의 효력 변화 - × ○ ○

새로운 정책의 도입 ○ ○ × ×

<표 5>제도 변화의 유형(Mahoney&Thelen,2010:16을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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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도 학평가정책의 변화과정을 설명하는 변수로서 정치

이해 계의 거부 가능성과 제도 운 자의 재량을 분석하고자 한다.정책

의 변화 시기마다 각 변수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며,결과 으로 제도 변

화는 어떤 유형을 나타내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제도 변화의 변수를 학평가정책의 상황에 용하면,정치 맥

락으로서 변화에 한 정치 거부 가능성을 가진 이해 계자로는 학

을 들 수 있으며 정치권과 언론 등의 사회 환경 한 이해 계자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은 학평가정책의 직

인 상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이해 계자이다.따라서,정책과 제도의

변화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곧 제도 운 자의 입장에서

학평가정책을 지속 는 변화하는 데에서 가장 큰 정치 고려 상이

다. 학은 정책의 상이면서 동시에 여론 형성,입법과정,정책 참여

등을 통해 정치 향력을 행사하게 된다.정치권은 학평가정책을 비

롯한 학교육정책 반과 련된 법률 제정을 통해 제도 변화에 정치

역할을 하게 된다. 학에 한 사회 인식에 기반하여 정책 건의나 여

론 형성 등에 개입하는 언론,시민단체 등 사회 환경들도 정치 역할

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학을 비롯한 정치 이해 계자들

이 학평가정책 반 는 특정 제도 요소들에 하여 변화시키거나

보호하는 데 어떠한 향력을 발휘하 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평가정책과 련된 제도 운 자는 학평가정책의 의사결정과 정

책 집행의 재량을 발휘하는 정부와 실질 인 정책 집행자인 한국 학교

육 의회 등이 될 수 있다.따라서,이 제도 운 자들이 학평가정책을

운 과 집행,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재량 자율성을 가지는가

를 살펴보아야 한다.이를 해 각 학평가정책의 변화과정에서 제도의

규정이나 내용에서 규칙의 복잡성,규칙이 설정한 행 의 종류나 동원되

는 자원의 정도 등 제도 자체의 특징에서 그러한 재량을 어느 정도 허용

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과 으로 학평가정책이 각 시기별 사회 맥락 속에서 정책 운

자의 재량과 정치 이해 계자의 향력의 상호 계 등이 어떠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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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제도변화의 모습을 보 는지를 가겹,표류, 체, 환 등의 제도

변화의 유형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제도 변화 모형이 질 인 분석

이기 때문에 변수의 강약이나 고 를 구분하는 기 을 분명하게 두기는

어렵지만,선행 연구들에서 사용한 것처럼 재량권은 제도에 규정된 내용

분석을 통해서,그리고 거부권은 집단행동과 같은 거부 행동의 유무를

단의 기 으로 삼을 수 있다.본 연구에서 설정하는 제도변화의 분석

과정을 개념 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행 자 수 의 제도 변화 분석틀

다음으로 우리나라 학평가정책의 변화와 지속에 향을 미치는 제도

요소들은 어떤 것인지를 분석하기 해 제도의 지속요인과 제도의 변

화요인을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제도 지속 요인과 제도 변화 요인

은 제도 내부에 정 는 부정 인 환류 기제(feedbackmechanism)

를 형성한다.부정 환류 기제는 제도 내부의 모순을 내포하고,이해

계를 변화시켜 행 자에게 향을 미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도 변화

의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그런데,제도변화 요인들의 압력에 의해 정

책이 격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제도 지속 요인이 제도 내부에

서 정 환류로 작용하 기 때문이다.제도 지속 요인은 시기의 변화

에도 불구하고 자기 강화 인 제도 요소를 구성하여 격한 변화가 아

닌 일정한 경로를 유지하면서 변화하도록 한다.

정책 변동론의 에서도 공공정책은 마치 생태계처럼 균형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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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정책이 균형을 유지하려는 과정은 항

상성(homeostasis)을 유지하려는 부정 환류나 자기교정기제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보는데 이것을 통해 증 정책 변동이 된다는 것이다.이

것은 정책이 가지고 있는 제도의 지속 속성을 말하는 것이다.반면에

다수당이 바 거나 사회의 이념의 변화와 같이 정치제도의 변동 등에 따

라 안정 정책 기조가 격한 정책 변동으로 바뀔 수 있는데 이것은 제

도의 격한 변화 요인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 변화와 지속의 에서 본 연구에서는 학평가정책의

변화과정에서 어떠한 제도 지속요인과 제도 변화요인이 있는지를 구분하

고,이러한 요소들의 계가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한다.본 연구에서

설정하는 제도 지속 요인과 변화 요인의 분석과정을 개념 으로 나타내

면 다음과 같다.

[그림 3]제도의 변화와 지속 요인 분석틀

제2 연구의 범 상

본 연구의 상이 되는 학평가정책은 학 체를 상으로 하는

학평가체제이다.

우리나라에서 학 체를 상으로 학평가정책이 시작된 시기는 실

험 학 평가가 시작된 1972년을 그 기 으로 보는 것이 일반 인 견해이

다.해방 이후 정부는 고등교육의 양 ,질 발 을 한 여러 정책을

시도하면서 학을 상으로 일정한 서면을 제출하여 학의 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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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는 방식도 있었다.1952년 UNESCO-UNKRA 교육계획사 단의 한

국 학 실태 조사와 1964년 앙교육연구소에서 농업교육 분야,1967년

의 공업 수산 교육 분야에 한 실태 조사 등이 그 로서 이러한 실

태 조사 방식이 평가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아 학평가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행정당국이 정책 의도를 가지고 일정한 기 을 척

도로 삼아 학의 실정을 조사 분석하 다는 에서 의의 학평가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윤정일,1996).하지만,이 시기의 실태조사는 단

기 ,일회 인 사건 심의 평가 기 때문에 장기 구상아래 추진된

정책은 아니었다(최 진,2002).따라서,체계 인 형태를 갖추지 못했으

며 학 사회에 특별한 정책 향력을 가지지 못하 다. 학업 에

한 평가다운 평가는 없었다는 것이 체 인 의견이다(정희천,1987).

따라서, 부분의 학평가 술에서는 실험 학을 우리나라에서 학

평가의 본격 인 시작으로 보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제도의 결과물로서

정책의 형성과 변화를 연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체계 인 정책의 형태로

학평가가 시작된 1972년 후의 실험 학평가를 경로진화 과정에 한

분석의 출발로 삼고자 한다.

이후 정책의 주요 집행자 내용의 변화에 따라 학교육 의회 평가

시기, 학평가인정제 평가기 의 다양화 시기,자체평가 정보고

시,기 평가인증제 시기로 구분하 다. 학평가의 시기를 구분하는 기

은 연 를 기 으로 하여 1960년 이 의 평가,1970년 평가,1980

년 평가,1990년 평가로 구분하거나,평가담당기 혹은 평가주체를

기 으로 담형 평가시기(1945-1971), 학 동 평가시기(1972-1981),

자율형 평가시기(1982- 재)로 구분하기도 하 다.이러한 구분은 연도

는 평가 주체의 변화를 기 으로 한 것으로 학평가정책의 형식이 다

양화되기 이 평가정책의 성격 변화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도된

구분이다. 학평가인정제의 도입 이후 자체평가 정보공시제로 이어

지면서 우리나라의 학평가정책은 정책의 내용에 따라 시기가 분명히

구분되고 있으며 1994년 정부가 재정지원과 연계한 학평가정책을 시행

하면서 다양화된 평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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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본 연구에서 분석의 상으로 하는 학평가정책은 정부를

심으로 한 실험 학 평가와 이후 재정지원과 연계된 학평가,그리고

교 을 심으로 한 80년 의 교 평가, 학평가인정제,자체평가

정보공시제,기 평가인증제 등이다.

한편,세부 학문 역에 한 평가는 해당 학문분야의 상황 특수성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분석의 상에서 제외하 다.

제3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이다.이를 해 역사 제도주의

의 연구방법과 학평가정책의 변화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문헌

들을 분석의 상으로 삼아 설명력을 높이고자 하 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로 연구를 진행하 다.

첫째,이론 근거인 신제도주의와 역사 제도주의에 련한 각종 이

론과 실증 연구들을 검토하 고,특히 제도의 변화와 지속의 양태를

분석하는 다양한 선행 연구 문헌들을 검토하 다. 한 고등교육정책

과 학평가정책의 정책 수단으로서의 특성을 이해하기 해 정책 수단

의 유형과 정책 변동에 한 이론과 문헌들을 검토하 다.

둘째,상 수 의 제도인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의 수단과 변화과정을

이해하기 해 각 시기별로 고등교육정책의 내용과 특징을 알 수 있는

각종 보고서,연구 논문, 련 법령 등을 분석의 상으로 삼았다.특히

해당 시기 정부가 선택한 정책 수단의 특성과 그 변화과정이 어떠하 는

지에 심을 두고 분석하 다.

셋째, 학평가정책을 분석하기 하여 각 시기별로 학평가정책의

내용과 특징을 알 수 있는 각종 보고서,연구 논문, 련 법령 등을 분석

의 상으로 삼았다.연구의 심이 학평가정책의 변화과정을 분석하

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 분석의 내용은 주로 평가의 주체,평가의

차 기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한 것에 집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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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고등교육정책 변화과정 분석

제1 고등교육정책의 변화

해방이후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의 변화를 교육부(1998)의 교육50년사

에서는 제도사 ,정책사 측면에서 근 고등교육의 재건기,고등교육의

양 팽창기와 정비기,고등교육 개 실험기,고등교육 확충 개 기 등으

로 구분하 고,김종철(1989)은 복과 자주 고등교육의 정 ,고등교

육의 통제와 개 ,80년 의 고등교육 등으로 구분하 고,김태완 외

(1995)는 재정정책을 심으로 자유방임기,정원통제기,납입 통제기,

납입 자율화기,제한 정원자율화 납입 자율화기 등으로 분류하

고,송기창(2003)은 국가의 학교육에 한 개입방법과 정도에 따라

고등교육기반 조성기(1945-1950), 자유방임기(1950-1961), 통제감독기

(1961-1972),실험 지원기(1972-1980),양 확 기(1980-1987),자율과

통제의 조화기(1988-1995),고등교육개 추진기(1995-)등으로 구분하

다.

여기에서는 정책수단으로서 직 인 규제와 통제 주의 정책이 자율

화와 책무성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심으로 변화 시기

를 구분하고자 하 다.이 과정에서 정책추진 기구의 변화도 시기 구분

의 근거로 포함시켰다. 체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의 큰 변화는 정권

의 변화 는 교체의 시기에 따르는 경향을 보 다.그 결과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의 변화시기를 자유방임과 부분 통제(1945-1960), 학정

비 강력한 통제(1961-1971),계획과 참여를 통한 유화 정책 환경

조성(1972-1980), 개 기구를 통한 정책 추진과 간기구의 등장

(1980-1991), 범정부 교육정책 추진과 재정지원을 매개한 통제

(1992-2002),자율성 강조와 선택과 집 을 통한 경쟁 유도(2003- 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각 시기별 고등교육정책의 주요내용과 변화과

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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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유방임과 부분 통제(1945-1960)

해방이후 미군정기와 정부수립을 거치면서 정부의 학교육정책의 주

요한 기조는 자유방임을 통한 양 확 와 함께 그 부작용에 한 통제

정책의 병행이었다.해방과 군정기, 쟁과 재건 복구기를 거치는 국내의

정세의 격동 속에서 정부의 학에 한 통제기능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

고,한편으로는 일제 강 기의 폐쇄와 억압정책으로 박탈된 고등교육에

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함으로써 학은 양 팽창기를 구가하 다.이

러한 과정 속에서 한국의 고등교육은 이념부재,이론부재,교수학습의 방

법과 시설 부재,교수정원의 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고,고등교육의

수요를 감당하기 해 정원을 무시한 신입생 선발과 함께,일제강 기의

고등학교나 문학교를 질 검 없이 거 학 는 종합 학으로 승

격시키는 자유방임 상황이 개되었다(김종철,1989).

교육제도의 기본 틀을 형성해야 할 미군정기에는 조선교육심의회를

심으로 종합 학과 단과 학에 한 규정을 마련하면서 일제 하에서

학과 문학교로 이원화되어 있던 고등교육체제를 미국식 학모형에 따

라 개편하고자 하 다.국립 서울 학교를 포함한 다수의 학을 개편한

결과 해방 당시 19개 고등교육기 7,819명의 학생수의 규모가 1948년

정부 수립 시에는 42개 고등교육기 과 24,000여명의 재 학생수로

격하게 증가하 다(신 석,2005:14).이러한 양 팽창은 미군정기의

자유방임 교육정책으로 학 설립이 특별한 제한이나 통제없이 가능하

고 정원이나 납입 에 한 통제가 없었기 때문인데,이러한 정책 기

조는 1,2공화국에도 이어지게 되었다.한편,1949년 농지개 법 시행에

따라 지주들이 재산손실을 이기 해 토지를 학에 기부하는 형태

로 사립 학이 증하기도 하 다(김윤선,2003:29).

1948년 정부수립 후 공포된 교육법에 의해 단선형 기간학제의 틀 속에

서 미국식 고등교육제도가 법제화되었고,법규 해석에 의한 고등교육의

앙집권 인 통제의 틀이 마련되었다. 란 에 세워진 시연합 학

은 부산을 시작으로 주, 주, 등지에 설립되어 지방에 한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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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기회균등과 확 에 공헌으로 하 고,이후 지방 국립 학의 모태

가 되었다(이형행,1996:109).휴 이후 많은 사립 학들이 신설 는

개편되면서 학 붐이 조성되어 16개 사립 학이 신설 는 승격되었다.

이것은 후 징병유 제도와 학진학의 수익 등을 이유로 학

에 한 사회 수요가 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종래의 개방 고등교육

정책을 고수하 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격한 양 팽창에 따라 학 교육의 질 하와 사학의 비

도덕성이 문제시되면서 정부는 부실한 고등교육기 에 한 통제와 감독

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었다.1955년 통령령으로 「 학설치 기

령」을 제정하여 학설립 기 을 제시하고 이것에 부합여부를 심사하기

해 학조사 원회를 설치 운 하 다.1957년과 1958년에 학생 정

원 감축과 일부 학 학과의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정비를 부

분 으로 단행하 고,이후 학신설은 크게 어드는 양상을 보 다.

「 학설치 기 령」의 제정은 당시 시설과 교원 등에 한 기 이 미흡

한 일부 학을 정부의 공권력으로 정비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고등

교육의 질 향상을 한 정책 환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신 석,2005:16;이형행,1995:110).이후 「 학시설 연도별 보충

기 령」과 「 학실습 설비 기 」등을 제정하여 학시설과 행정에

한 기 을 마련하 다.이처럼 당시 정부는 반 으로는 학설립과 운

에 해 간섭을 최소화하는 자유 방임 정책으로 학의 양 팽창을

기하면서도,부분 으로는 법 기반과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행정 통

제와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정책을 사용하 다.

2. 학정비 강력한 통제 (1961-1971)

미군정기와 정부 수립을 통해서 개방 인 고등교육정책의 기조가 유지

되면서 고등교육의 양 확 를 유도하 는데,한편으로는 이것이 부실

한 고등교육기 의 설립과 운 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와 사회문제화

되었고 이것이 정부의 고등교육 통제 강화의 구실이 되었다.이 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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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와 부분 통제의 정책 기조는 제3공화국 집권 기에 강력한 통

제정책으로 환되었다.

5․16군사정변 이후 집권한 3공화국 정부는 사회 반에 한 강력한

통제정책을 실시하 고,그것이 고등교육정책에 반 되어 나타났다.1960

년 실추된 고등교육의 공신력 회복을 해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학의 정비, 입국가고사제 학사고사제, 학정원령의 실시,석사

학사 등록제와 입 비고사제 실시 등 일련의 통제 정책을 실시하 다.

그러나,시행과정이 체계 이지 못하고 일방 성격을 가짐으로서 학

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 다는 비 을 면하기 어려웠다.

우선 정부는 강력한 통치력으로 학정비정책을 실행하 다. 학인구

의 속한 팽창, 학에 한 과도한 투자,고등실업자의 양산에 따라 사

회 정치 혼란,국가사회 인력 수요의 재조정,학원 정화, 학의 질 향

상 등을 이유로 국공립 학의 흡수 통합,소규모 사립 학의 폐지,부정

분규 학의 정비, 학의 지역 분산,국가 수요를 고려한 인재양성

등을 내용으로 하 다(교육부,1998:466).2차례에 걸친 학정비안을

통해 1961년 71개교 9만여명의 학 정원은 1963년에는 50개교 6만6천

여명의 정원으로 감축되었다(교육부,1998:467).그러나,이후 실업고등

문학교 설립,교육 학 개편 등 새로운 형태의 고등교육기 이 계속

설립되면서 당 의도하 던 학정비의 취지가 무력화되었다.결국

학정비안은 일시 으로 난립한 학 설립에 한 반성과 양 팽창을 억

제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 지만,고등교육에 한 국가통제와 간섭의

통을 남겨 학의 자율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래하 다고 평가된다

(신 석,2005:18).

이후「사립 학법」제정, 학입학자격 고사제,학사자격 고사제,「

학학생정원령」 학 등록제,교수자격 심사제,「 학입학 비고사

령」 등은 3공화국 정부의 고등교육에 한 국가 리체제를 단 으로

나타내주는 정책이었다(이형행,1995:111;신 석,2005:18).1963년 제

정된「사립 학법」은 그 범 가 사립학교에 한 감독청의 지휘,감독,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한 신고,사립학교장에 한 감독청의 승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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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학교 경 자에 한 규정 반시 실형 선고 등 범 한 것이었는데,

당시 양 으로 성장한 사립 학들이 많은 부정과 비리를 질러서 사회

지탄의 상이 된 상황을 반 하는 것이었다.사립 학법의 제정은

당시 사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국가감독이 지나치다는 비

으로 사학측과 교직단체 교육계의 반 에 부닥치기도 하 다(교육부,

1998:468).1966년부터 시행된 「 학학생정원령」 학 등록제는 사

립 학의 정원을 무시한 양 팽창에 제동을 걸기 한 조치 다.당시

교육법 제114조에 명시된 청강생에 한 조항을 악용하여 사립 학들이

무분별한 청강생 확보로 학 정원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 하여 법 인

통제를 가한 것이었다.

이러한 3공화국의 국가 리체제는 이 의 자유방임 인 정책 기조를

지양하고 고등교육에 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다.정부 통제의 강화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보장,공공재원에 한 책무

성 확립,국가발 에의 기여도 증 ,사회정의 실 ,교육의 질 보장

확립 등의 명분으로 이루어졌다.그러나,한편으로는 교육의 질 향상이

양의 감축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학운 의 정상화와 학교육

의 질 향상은 국가권력에 의한 강권 조치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이형행,1995).

3.계획과 참여를 통한 유화 정책 환경 조성(1972-1980)

1970년 들어 유신정부는 1960년 의 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이

의 정책 실패를 극복하기 해 학교육정책의 기조를 변화시켰다.그

방향은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우선 교육정책심의회를 심으로 하여 장

기 인 학개 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세부 인 정책을 집

행하는 것이었고,그러한 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 학을 참여시킴으

로써 유화 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해방 후와 1960년 에 이루어진 일련의 교육개 이 시행착오를 겪

으면서 보다 장기 인 교육 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었고,경제 개발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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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가 계획의 일환으로 교육계획 역시 요한 심사가 되었다.그래

서 종합 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 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었으며,이러한

배경에서 국무총리를 원장으로 하는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가 1969

년에 설치되었다(유승권,1993:11).이 기구에 의해 최 로 종합 이고

장기 인 교육계획이 제안되었고,계획에 따라 1971년 7월 통령령으로

「교육정책심의회규정」을 제정·공포함으로써 문교부 장 의 자문에 응

하여 교육계획 교육정책에 한 요사항을 연구·심의하기 하여 장

자문기구로서 ‘교육정책심의회’가 동년 9월 발족하게 되었다.

이후 교육정책심의회의 하 분과인 ‘고등교육분과 원회’를 심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한 검과 발 을 한 토론과 제안이 활발히 진

행되었다.고등교육분과 원회는 1972년을 ‘고등교육 개 을 한 연구의

해’로 정하고 국제세미나 심포지엄과 지역세미나를 개최하 다.지역

세미나는 1971년 12월부터 72년 4월까지 시도별로 11개 지역에서 개최

되었으며,참여인원도 700여명에 달했다(김종철,1989:278-281).발표자

와 참석자들도 학 계자를 비롯하여 시도 교육 원회 학무국장,시도

청의 기획실장,고등학교 교장,지역의 언론인 등 각계층을 망라하려는

노력을 보 으며,세미나를 통해 고등교육에 한 여러 문제 에 한

지 이 제기되었다(교육정책심의회,1978:14-15). 한,교육정책심의회

는 연세 학교와 공동주최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 는데,10여개국

1,200명이 참가하는 규모 행사로 우리나라로서는 최 의 고등교육 련

규모 국제행사 다.이러한 노력들은 해방후 다소 무질서하게 진행되

어 온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성과와 과제들을 검하면서 자율 도약을

한 요한 환 이 될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교육정책심의회,1978;

김종철,1989;강신택,1979).

따라서,교육정책심의회의 지역세미나와 심포지움에서 제시된 의견들

과 제안들은 그동안의 고등교육에 한 문제 과 과제들을 집약 으로

표출한 것이었다.지역세미나에서는 고등교육개 을 한 20개의 제안들

이 제시되었고,국제심포지움에서는 6개의 건의사항이 제시되었고,교육

정책심의회는 이를 토 로 다음의 5개 고등교육 개 의 기본 원칙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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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 다.

(1)국가 지역사회 발 에 기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 의 이념과 기능을

정립하고 이 정립된 이념과 기능에 따라 각종 고등교육기 을 재조정한다.

(2)종 의 획일 인 행정규제 체제에서 탈피하여 보다 탄력성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효율 인 학의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3)각 고등교육기 의 기능 상호보완체제가 마련되어야 하며,이를 통하여

개체 학의 교육 로그램을 강화하고 그 질 인 향상을 도모한다.

(4)각 학이 치한 지역사회의 요구와 각 지역상호간의 역할분담을 토 로

한 학의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며,정부는 이를 극 으로 지원한다.

(5)동일 지역 내에 있는 학과 지방 서 지역사회와의 력체제를 조속

히 수립한다.(김종철 외,1973:16-17)

기본 원칙은 양 확 와 통제 심이었던 기존의 정책을 질 향상과

자율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환하여야 한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이러

한 원칙에 의해 실시된 표 사업이 실험 학의 운 과 학의 특성화

정책이었다.

다음 장에서 상술할 실험 학 평가는 1972년 9월 지방문평가를 시작

으로 1977년 학원 평가에 이어 1978년 학문 역별 평가로 발 하면서

재의 학평가의 시발 이 되었다.1974년 시작된 학특성화 사업은

교육재정의 효율 활용, 학 간 역할분담,지방 학의 육성,산학 동

의 진 등의 정책 의도 속에서 실험 학을 운 하는 가운데 각 지역

의 학들이 일률 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지역별 산업의 특수성,

학의 교수진과 시설,국가 인력수 등을 기 로 하여 지역 으로 필

요한 인재를 집 으로 육성하기 한 정책이었다.이에 따라 국 18

개 학에서 51개 학과가 특성화 학의 학과로 지정되어 총 1억 5천만

원의 실험실습비가 투입되었고,특성화 학과에 해서는 실험실습비 지

원 이외에도 교수 연구비 지원,학생장학 지 ,외환이나 차 의

우선배정,정원의 우선배정 등 범 한 지원이 제공되었다(신 석,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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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기구를 통한 정책 추진과 간기구의 등장(1980-1991)

3공화국과 마찬가지로 군사정변으로 수립된 5공화국은 강력한 통치력

을 바탕으로 국가 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강도 높은 사정과 통제를 시도

하 다.그러나,한편으로는 취약한 정권의 정당성을 만회하기 한 극

인 조치가 필요하 는데,그 일환으로 당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두되었던 입시 문제의 해결을 정책목표로 제시하 다.그러한 과정 속에

서 탄생한 것이 학과 정부의 간기구(intermediarybody)로서 한국

학교육 의회 다.그리고,교육개 을 추진하는 데에서 교육개 심의회

와 교육정책자문회의 등과 같은 교육개 추진기구를 구성하여 정부가

일방 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사회 합의와 체계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1980년 국가보 비상 책 원회에서 이른바 ‘7.30교육조치’로 불리는

교육정상화 과열과외 해소 방안을 발표하 다.이 방안은 당시 인구

의 증가와 국민소득의 향상,과열된 교육열 등으로 인해 학지원자가

증하 고,이에 따라 학입시를 한 과열과외가 성행하고 입 재수

생이 되는 등이 사회문제로 두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7.30교육조

치 가운데 고등교육과 련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윤정일,1996:

813-814).첫째,본고사를 폐지하고 비고사 성 만으로 신입생을 선발

하되 내신성 반 을 차 확 한다.둘째,1981년 신입생부터 입학정원

은 졸업정원에 일정한 수를 더하여 선발한다.셋째, 학의 시설과 인력

을 최 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수업제를 실시한다.넷째, 세학과의

증원,학과 단과 학의 증설,단과 학의 종합 학화,신규 학의 설

립 권장 등 학입학정원을 폭 증원한다.다섯째,방송통신 학에 학사

과정을 신설하고,2년제 학과 정원을 확충한다.여섯째,교육 학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연장한다.

이러한 내용에서 볼 수 있듯 당시 정부의 학교육정책의 기조는 학

문호를 개방하는 양 확 를 통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두되었던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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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었다.신군부 세력이 정권 창출과

정에서 정치 정당성을 확보하기 한 방법으로서,입시경쟁이 치열해

지고 과열과외가 만연하고 그로 인한 폐해가 국민들의 지탄과 우려의

상으로 등장함에 따라 민심 수습 차원에서 과외 지 등의 조치를 단행하

면서 한편으로는 학 문호를 개방하는 등의 양 확 정책을 편 것이었

다(이종각,1994:125).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교수 확보와 시설 확충 등

양 확 를 한 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필연 으로 학의 혼란과 교육의 질 하를 래하 다.결국

7.30교육조치는 그 형성과정에서부터 교육 인 가치 단보다는 정치

인 고려가 더 시되었으며,신군부가 교육을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한 수단으로서 활용했다는 례를 남기게 되었다(이종각,1994:131;윤

정일,1996:815;신 석,2005:23).특히 정부의 일반 인 입시정책의 추

진이 수차례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정부와 학 간의 마찰과 불만이 크게

고조됨에 따라,개별 학의 학사 운 에 한 정부의 직 개입을

학간 의와 상호 동을 통해 공동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근방법으로

환하는 것을 구상하게 되었고,그 게 하여 학간 의체로서 한국

학교육 의회가 발족하게 되었다.

이후 정부는 1985년 통령 직속기구로 교육개 심의회를 발족시켜서

각계 각층의 인사들을 폭넓게 참여시키고 공개 인 여론수렴 차를 통

하여 교육 반에 걸쳐 42개의 정책과제를 선정하 고,이를 다시 연구

심의를 통해 통합 조정하여 10 교육개 방안을 제시하 다.이 고

등교육에 한 것은 ‘학교육의 수월성 추구’고,이것을 하여 다음

과 같은 과제를 제시하 다(교육개 심의회,1987:63-64).첫째, 학의

기능을 분화하고 특성화한다.둘째, 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하여 교수

당 학생수를 15명 선으로 감축한다.셋째, 학의 정원정책을 단계 으로

자율화한다.넷째, 학원 심 학을 선별 육성한다.다섯째, 학의 질을

자율 으로 리하기 하여 학평가인정제도를 도입 실시한다.여섯째,

학의 연구지원체제를 강화한다.일곱째,지역연구 지역 문가 양성

기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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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화국 정부는 군사정권의 연장선에서 이 정부의 학교육정책을

계속 이어가면서 학교육의 수월성 추구라는 목 달성을 해 개 과

제를 완수해 나가는 양상을 보 다.1989년 통령 직속기구로 발족된

교육정책자문회의는 이 교육개 심의회가 수립해서 제안하 던 정책들

을 분석하여 시행 상황을 검하 고,이후 총36개 개 방안을 제시하

다.이 학교육의 개선방안으로 교육개 심의회의 과제를 계속 유지

하 는데, 학평가인정제도의 도입도 포함되었다.그리하여 이후 정권

후반기인 1992년에 들어서 학평가인정제를 정식으로 도입하여 실시하

게 되는데,이러한 학평가인정제의 도입을 6공화국 교육부문 정책

고등교육부문이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구체 인 증거로서 지 되기도

하 다(윤종건,1994:15).즉 통제 심의 학행정을 지원과 자율성 강

화 쪽으로 환하고자 노력한 과 학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학평

가인정제의 실시한 등이 6공화국 정부의 성공 학교육정책이라는

것이다.

5.범정부 교육정책 추진과 재정지원을 매개한 통제(1992-2002)

이른바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는 이 과 같이 교육개 원

회와 새교육공동체 원회 등과 같은 교육개 추진기구를 구성하여 정책

추진에서 사회 합의와 체계성을 계속 강조하 다.특히 세계화 정보화

등의 사회 맥락에서 교육정책의 요성이 사회 으로 부각되었고,이

를 반 하여 교육개 원회에서 제시한 5․31교육개 안의 고등교육개

방안은 양 으로 범 하고 질 인 측면에서도 체계성과 구체성을 가

지고 있어 정부의 강력한 교육정책 추진 의지와 실성을 담보할 수 있

었다.교육정책의 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교육정책이 교육부만의 문제

가 아니라 범정부 인 과제로 부각되어 교육개 추진 원회와 같은 범정

부 교육정책 추진기구가 발족하기도 하 다.한편 교육개 의 방향이

자율화를 강조하게 되면서 학설립 칙주의와 같은 인 규제개

이 진행되면서 정부의 직 인 통제 정책은 어들게 되었다.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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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범정부 정책 추진 의지로 재정 확보가 용이해졌고 이러한 재정의

지원과 배분을 매개로 하여 학에 한 정책 통제가 추진되었다.

문민정부가 수립된 14 통령 선거에서는 어느 때보다 교육이 요

한 선거 이슈로 부각되었는데,김 삼 통령은 공약으로 ‘입시지옥의 해

소와 인간 심의 교육개 ’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교육부문 정책과제를 7

개 역에 걸쳐 66개 제시하 고,스스로 교육 통령이 되고 싶다는 희

망을 피력하기도 하 다(신 석,2005:29).당시 WTO체제 출범으로 세

계화,국제화의 사회 분 기가 고조되었고,특히 고등교육 부문에 교육시

장 개방 등 개방 압력과 국제 경쟁이 요구되면서 교육이 요한 사회

이슈로 부각되었음을 반 하는 것이었다. 학에 한 사회 요성

이 증 한 것에 반해서,우리의 고등교육은 학이념의 부재,과도한 행

정규제,학과의 세분화, 학의 폐쇄성,졸속 입시정책,경쟁이 없는

학,국공립 학 심의 국가재정지원 등의 문제로 정체되어 있었다는 비

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이형행,1995:116).

문민정부 역시 통령 직속 교육개 추진기구로 1994년 교육개 원

회를 발족시켰다.교육개 원회는 1995년 5월 31일 ‘세계화,정보화 시

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수립을 한 교육개 방안’을 발표하 다.이

른바 5.31교육개 방안은 외 으로 세계화,정보화 시 의 도래와 함

께 국가 간의 무한경쟁시 에 살아남기 한 구체 인 국가교육의 략

을 마련하고, 내 으로 교육난국의 시 라 불릴 만큼 교육의 폐해로

인한 사회병리 상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행하여진 교육개 이었다(신

석,2005:30;안기성 외,1998:169). 한,교육을 다양화,특성화하고,

교육수요자를 심으로 한 교육,교육 공 자에 한 평가를 강조하는

교육개 의 기본원칙을 강조하 고,역 어느 정부 보다 양 으로 범

하 고,질 으로도 구체 이고 단계 실천계획을 갖춘 내실있는 개

안을 제시하 다.더구나 문민정부는 교육개 원회와는 별도로 교육

개 안을 추진하기 하여 국무총리를 원장으로 하고 12개 계부처

장 을 원으로 하는 교육개 추진 원회를 구성하는 등 교육개 에

한 강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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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고등교육개 안의 표 인 조치는 학에 한 규제를 폭 으

로 완화하고자 하는 규제일몰제의 도입이었다.규제완화는 정부의 직

통제가 간 인 통제로 환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다.행정 인

권 의 상징이었던 학설립 인가주의를 폐지하고 학설립 요건을 사

에 공지한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에 하여 심사를 통해 설립을 허

용하는 학설립 칙주의를 도입(1996년)하여 이후 학수의 증을 가

져왔다.수도권 소재 학을 제외한 지방소재 학의 경우에는 단계 으

로 학 정원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 다(신정철,2007b:321).

문민정부의 고등교육개 안은 련당사자들의 참여 범 의 폭과 방안

마련에 련된 질 인 기여도 면에서 지 하다고 할 수 있다(신 석,

2005:35).이들의 개 안은 과거의 개 안에서 논의되었던 정책과제들을

다수 반 하 다.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학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해 학종합평가인정제의 도입이 앞당겨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교 주 으로 1994년 학종합평가인정제가 시행되었다.

한,교육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교육개 과제를 추진하는 정부의 의

지에 더욱 힘을 얻어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그러한 교육부의

활동으로 탄생된 것이 평가연계 학 재정지원 정책이었다. 학재정지

원 산을 이례 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에 한 재

정지원과 배분을 고등교육개 과 련된 특수목 사업에 한 평가결과

와 연계함으로써, 학으로 하여 정부의 정책 과제를 수행하도록 강제

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는 새교육공동체 원회를 통한 교육개 이 진행

되었다. 부분 이 정부의 정책과제들을 종합하여 집행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고,변화된 환경에 맞게 수정 보완되는 수 에서 변화가 있었다.

학정책은 새교 산하의 학 원회를 통해 그동안의 정책을 검하

고 집행하 다.주요한 학교육정책은 학평가를 통한 지원 산 배분

정책,다양성이 강조되는 학생선발 정책, 학의 특성화 정책,학생선택

권을 보장하는 학사개선 정책,유사 학과 통폐합 학부제 실시,교수평

가제 계약제 등을 들 수 있다(신 석,2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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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와 련하여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IMF구제 융시 로 인한

사회 반의 구조조정 분 기 다.당시 구조조정은 사회 화두로서 역

할을 하 다.교원정년단축,교원평가를 통한 인센티 제 등에 의해 교육

계는 이 과는 볼 수 없을 정도의 충격과 혼란을 경험하 는데,특히

등교육보다 학교육이 더 심한 장을 경험하 다.학술 회와 토론

회 등에서 학 구조조정에 한 논의가 진행되었고,IMF난국 타개와

학경쟁력 제고를 한 학의 역할과 운 방식에 해 탐색하 다.

컨 교육개발원이 주최한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교육개 토론회에서

나온 학의 구조조정 방안은 학의 기능과 사업의 재구성, 학조직의

재구조화, 리체제의 재설계,재정자립화 기반의 구축, 외 력체계의

재구축 등 이었다(한 환,1998).이후 학의 기능 분화와 련하여 연

구 심 학, 학원 심 학 육성 방안에 한 논의가 개 되었고,국공

립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 다.

이처럼 국민의 정부 기간은 학 구조조정이 일종의 화두로서 정부 정

책과 학 개 의 요한 내용이 되었다.이러한 구조조정 내용을 종합

하여 교육부(1999)는 ‘고등교육분야의 발 을 한 교육발 5개년 계획’

을 발표하여, 학원 심 학 육성,지역우수 학 육성,학술 연구기반

확충 질 수 제고, 학의 자율성 확 책무성 제고,평가와 재

정지원의 연계를 통한 학 특성화 추진,총장 교수 임용제도 개선,학생

복지의 확 학생활동 지원 등 학의 기능 분화와 역할의 다양화를

한 방안들을 제시하 다.이러한 국민의 정부의 개 정책은 학의

자율 추진을 존 하면서 추진하려 했다는 에서 문민정부의 자율화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었기에 산의 지원 비 실 이 조한 등

구체 인 성과는 부족하 다.이러한 이유로 학생 수요 감소 상으로

학 정원미달 사태가 망되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강력한 학 구조

조정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조흥순,2006:176).

6.자율성 강조와 선택과 집 을 통한 구조조정 유도(2003-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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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에 어들면서 학교육정책은 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학간 선의의 경쟁 즉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자 하는 방향

으로 개되었다. 학의 자구노력을 제로 경쟁원리를 용하여 평가

를 통한 학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하 다. 학지원 정책은

학 측의 자구노력에 상응한 선택과 집 방식의 지원이 지속 으로 추진

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학 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하 다.

한,‘자율에 바탕을 둔 경쟁력 있는 학교육의 구 ’이라는 정책목표

가 말해주듯 자율과 경쟁의 기반을 공고히 다져 나가는 사업을 계획하

다.국립 학 구조조정사업은 국립 학 발 계획 추진에 따라 각 국립

학이 수립한 자체 발 계획의 추진실 을 평가하여 재정지원과 연계함으

로써 국립 학의 자발 인 변화노력을 유도·확산시키고 국립 학의 체제

를 정비하고자 하여다. 한 사립 학에 해서도 구조개 이 심도 있게

정책의제화되어 다루어졌다.

2003년부터 학의 자율성을 높이기 하여 학자율화추진 원회를

구성하여 하자율화를 한 4 주요과제로서 입시,학사,정원 자율화

를 비롯하여 학교원 인사 자율화,사학법인 자율화,국립 운 개선

등 4개 역에 걸쳐 63개의 자율화 과제를 선정하 으며,2007년에는

학자율화에 한 학들의 요구를 수요하여 8개 역에 걸쳐 총 33개의

자율화 과제를 확정하여 단계 으로 추진하 다(신정철,2005:43).

결국 정부는 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학 간의 선의의 경쟁 즉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의지가 잘 나타났다.국립 학의 경

우도 여건이 마련된 학부터 법인화를 추진함으로써 학의 자율화를

추진하고,국립 학도 국가가 아니라 국립 학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는 메시지를 강조하 다. 한 지난 정부보다 학자율화의 실천의지가

보다 구체 으로 가시화되었는데,그것이 바로 정보공시제와 평가의 도

입이었다. 한 학교육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한 학의 자율화를

내세우면서도 학의 구조조정에 한 정책의지를 강조하 다.이러한

구조조정은 두 가지 측면으로 추진되었는데,우선은 학 측의 자구노력

에 상응한 선택과 집 방식의 지원이 추진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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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하고자 하 다.다른 하나는 평가를 통한 정부재정지원제한

학,학자 출제한 학,경 부실 학 등에 한 구조개 을 유도하

다.

한편,2004년 ‘학경쟁력 강화를 한 학구조개 방안’을 확정 발

표하 는데,그 주요한 내용은 국립 학 뿐만 아니라 사립 학을 구조조

정 계획에 포함시켰으며, 학의 재정지원 평가 뿐 아니라 정보 공시를

통한 압박, 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한 퇴출 합병의 유연화, 학

정원과 교육여건의 연동화 등 가능한 제반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에

서,강력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정책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

다(조흥순,2006:177).

이처럼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한편,‘경

쟁의 원리’를 도입하 다.이명박 정부의 학개 의 기본원칙 내지 방향

은 학개 을 하여 정부가 일일이 나서서 규제하고 지시하고 감시·감

독하기보다는 학에서 스스로의 단에 따라 자율 으로 학개 에 노

력하도록 유도하고자 했다.즉 이명박 정부에서 고등교육정책이 지향하

는 가치는 5·31교육개 이후의 변화 던 획일성에서 다양성으로,균등

배분에서 선택과 집 방식으로, 학 통제에서 학 자율화·특성화 방향

으로 이어갔다.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은 ‘지식 정

보화와 세계화 시 에 있어 교육경쟁력 강화를 한 자율과 경쟁의 확

’로 요약 된다.이러한 기본 방향과 특징에 따라 시장원리에 입각한 교

육체제의 변화,경쟁을 통한 교육의 수월성과 효율성 추구,입시정책의

자율화 등이 주요 고등교육정책으로 추진되었다(이석열,2012).

제2 정책 변화의 특징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의 변화양상을 살펴 보면 해방 후 체제 형성

기의 자유방임과 부분 통제(1945-1960)에서 시작하여,강력한 군사정

권의 등장으로 학정비 강력한 통제(1961-1971)를 거쳐 계획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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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변화의

특징

정책과제

(사회 맥락)
주요 정책수단 정책수단의 성격

1945-

1960

자유방임과

부분 통제

-기간학제 등 고등교

육체제 구축

- 학교육 수요 충족

-법제를 통한 안정화

-교육법 제정

- 시연합 학 설립,

사립 학 확

- 학설치기 령

-자유방임을 통한 양

확

-행정 권 의 부분

통제

1961-

1971

학정비

강력한 통제

- 학설립의 난립

-사학의 부정 비리

-정원 과와 교육부실

- 학정비안

-사립학교법

- 학학생정원령/학

등록제

-행정 권 의 강력

한 통제

1972-

1980

계획과 참여

를 통한 유

화 정책

환경 조성

- 학교육개 을 한

장기계획 수립 필요

- 학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유화 환경 조성

-교육정책심의회 구성

-실험 학 운

- 학 특성화 추진

-사회 합의와 체계

화 시도

-평가를 통해 주어진

범 내에 자율권 부여

-유인가 제공 평가

1980-

1991

개 기구를

통한 정책

추진과 간

기구의 등장

-극심한 입시문제 해결

- 학의 양 확

- 학교육의 수월성

추구

-7.30교육조치

-교육개 심의회, 교

육정책자문회의

-졸업정원제

-사학법인 학교 분리

-학술진흥재단/ 교

설립

-개 추진기구 구성

- 간기구(intermediary

body)설립

- 간기구에 의한 평

가체제 도입

1992-

2002

범정부 교

육정책 추진

과 재정지원

-세계화,국제화에 따

른 교육경쟁력 강조

-수요자 심의 교육

-5.31교육개

-교육개 원회

- 학설립 칙주의

-규제 폐지-행정 권

후퇴

-유인가 제공(재정지

<표 6>정부 고등교육정책의 변화과정

를 통한 유화 정책 환경 조성(1972-1980)으로 정책 수립과 추진이

차 합리화되는 과정을 거쳐왔다.이후 개 기구를 통한 정책 추진과

간기구의 등장(1980-1991),범정부 교육정책 추진과 재정지원을 매개

한 통제(1992-2002),자율성 강조와 선택과 집 을 통한 경쟁 유도

(2003- 재)등의 시기를 통해 정책 내용과 추진체계 면에서 합리성,체

계성,안정성을 갖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각 시기별

고등교육정책 변화의 주요내용과 그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 표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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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매개한

통제

개

-범정부 차원의 교육

개 추진( 산 확보)

-IMF구조조정 시기

- 학정원 단계자율화

-학사운 자율화

- 학평가인정제

-재정지원 학평가

원)평가

- 학의 역량형성 지원

2003-

재

자율성 강조

와 선택과 집

을 통한 구

조조정 유도

- 학의 자율성 특

성화 강조

- 학간 경쟁을 통해

우수 학 집 지원

-선택과 집 의 구조

조정 방식

-교육규제 사 심의

-BK21사업 등 연구

심 학 육성

-지역우수 학 육성

-학술연구 기반 확

- 학구조개 방안

-국립 법인화

-규제개 , 학자율화

-유인가 제공(재정지

원)평가 확

-정부주도 구조조정

지표에 의한 통제

- 학자율 평가체제

( 간기구 권한 약화)

변화의 반 인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정책수단으로서 직 인 규

제와 통제 주의 정책이 자율화와 책무성의 정책으로 변화되어 왔다는

이다.이러한 특징은 국가의 정책 변화의 기본 인 특징에 해당

되는 것인데,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에도 외없이 용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체제 구성 기에는 역량의 한계

와 양 확 를 해 자유방임 자세를 취하되 역량이 미치는 경우는

통제 주의 정책을 실행하 으나,체계성과 안정성을 갖추어가면서부터

는 학의 자율역량 형성을 지원하는 등의 학자율화와 책무성 강화 정

책을 병행하는 정책을 실행하 다.Neave(1998)의 지 처럼 직 인 조

정(steering)보다는 재정지원을 통한 진로 수정(coursecorrection)정책

을 채택하 던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고등교육에 하여 사용하는 정책수단들은 국가마다 크

게 다르지 않다.비교교육 차원에서 각 나라가 사용하는 고등교육정책

들을 특징에 따라 분류한 경우를 보면, 체로 규제,자율,책무성,시장

등의 정책 특징들을 강조하 다.

VanVught(1989)는 80년 유럽 국가에서 정부의 학정책들은 크게

‘합리 계획과 통제(rationalplanningandcontrol)’을 강화하는 략과

‘자율(selfregulation)’을 강조하는 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 다.

자는 통 으로 학에 한 강력한 규제와 통제 메커니즘을 활용하

는 것을 말하며,주로 산 삭감이나 재정 배분과 련된 정책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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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고 하 다.후자는 주로 탈규제,권한 임 등을 강조하고,정부의

규제 틀 내에서 자율 규제 형식으로 학의 자율성은 높이면서 정부 통

제는 이는 정책으로 나타난다고 하 다.자율 략에서 요한 은

권한 배분은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학의 자율성은 늘어나

면서 정부는 오직 원격 인 통제(remotecontrol)방법을 행사한다는

이다.

Nedwek& Neal(1994)는 비교교육 에서 북미의 국가와 국,유

럽의 국가의 정책들을 비교할 수 있는 공통 잣 로서 9개 성과지표를

구안하 는데,이 에서 정부 정책에 한 것은 ‘통제의 소재(locusof

control)’항목과 ‘정부 여 정도’항목이 해당되었다.그들은 정부의

학 통제정책을 공동체의 가치(clan,공유된 가치, 통,사회 문화)를

통한 통제, 료 통제(운 원회,인증 기구를 포함하는 계 권

,법규)에 의한 통제,시장(경쟁,가격 책정)에 의한 통제 등으로 구분

하 다.연구 결과 공동체의 가치에 의한 통제를 한다고 가정하 던

국의 경우를 포함하여 부분의 국가들이 계 권 에 의한 통제를 하

는 것으로 분석하 다. 한,정부 여의 정도도 직 인 것,간 인

것,무간섭주의 등으로 구분하 는데,미국은 무간섭주의, 국은 간

인 통제를 하고 그 외 부분의 국가는 직 통제를 하는 것으로 분석

하 다.우리의 경우에 용해보면 기에는 무간섭주의와 계 권

에 의한 직 인 통제 정책을 취하다가 차 공동체의 가치와 시장에

의한 통제(선택과 집 지원 정책)로 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Goedegebuureetal.(1994)는 학교육 정책에 한 국제 비교를 한

핵심 요소로 ‘규제와 통제’,‘자율과 학문 자유’,‘연방주의’,‘간 기

구(intermediary body)’등을 들었다.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의 특징들을

나타낼 수 있는 국제 인 공통 지표로서 이러한 요소들을 정의한 것이

다.규제,조정,통제 정책 등은 고등교육이 공 역이라는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인데,국가마다 고등교육이 사 인 역과 공 인 역의 구

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컨 정부의

규제의 역할이 강한 국가는 진자 국가, 여 인 국가로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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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정부의 권 ,시장과 과 학 상이에서의 정부의 권 ,입법

정도, 로그램에 한 통제, 학 경 과 운 에 한 통제,재정 등이

정책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소로 보았다.한편,자율성에 해서는

Berdahl(1990)의 정의를 용하여 개별 학자에 한 학문 자유(교육과

연구에 한 것)와, 학에 한 실체 자유(교육목 로그램의 결

정)와 차 자유(교육 방법 수단의 결정)등으로 구분하여 각 국가

의 정책 분석에 용하 다.연방주의 는 지역주의는 국 정책,지

방 특화 정책의 유무에 따라, 앙집권 는 지방분권 정책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한편,정부와 학 사이에 버퍼 기능을 하는 간 기구

의 유무도 정책의 특징으로 요한 요소인데,정부 정책에 향을 미치

는 역할,정부 정책의 집행에 한 책임을 분담하는 역할 등을 그 특징

으로 분류할 수 있다.우리의 경우에 용해 보면 기에는 규제와 통제

정책에서 차 자율과 학문 자유 정책으로 변화하 고,연방주의에 있

어서는 앙집권 정책에서 70년 이후 학 특성화 정책 등을 통해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한 학교육 의회는 형 인 간

기구로서 83년도에 발족한 이후 정부 고등교육정책을 집행주체로서의 역

할을 하여 왔다.

이처럼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는 통

으로 규제와 자율이었다.그리고,자율 정책은 동시에 책무성 정책을

수반하는 경향을 보 다.자율이 권한 임이라고 하면 책무성은 임된

기 의 권한 행사에 한 확인을 묻는 과정이다.따라서,책무성 강조는

타율화된 자율화 정책의 필연 결과일 수 있는 것이다(김용,2012:53).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재정에 한 책무성 확인 차원에서 1994년부터 재

정지원을 매개로 한 학평가가 진행되었다. 반 교육정책 차원에서

도 1996년부터 교육청 평가와 학교평가도 시작되면서 책무성 강화 정책

이 진행되었다. 학에 한 사회 책무성 향상 요구는 정부의 학에

한 각종 다양한 형태의 외부 간섭을 수반하게 되었다.1980년

학에 한 성과평가 재정지원과 연계시키는 각종 책무성 향상 운동은

이러한 사회 흐름을 반 한다고 볼 수 있다(신정철,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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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그동안 사용한 정책수단들의 특

징과 변화과정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자유 방임

행정 통제

정원 통제

유인

추진기구(합의)

간기구( 임)

자율화(탈규제)

책무성 강화

지방분권

1945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표 7>정부 고등교육 정책수단과 변화과정

다음으로,고등교육정책이 변화해 온 사회 맥락을 살펴보면 기에는

정권의 정치 필요에 따라 요한 정책 내용이 결정되었다면 차 신자

유주의 등 사회경제 필요 등에 의해 정책의 맥락이 변화하는 추세를

보 다는 이다. 컨 3공화국이 사회질서의 확립이라는 명분에 의해

출범하게 됨에 따라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여 학정비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 고,5공화국에서는 입시 쟁 완화를 통해 정권의 인기를 만회하

려는 목 으로 학의 양 확 정책을 의도 으로 강제한 반면에,90년

이후의 정책들은 정권의 교체에도 큰 변화없이 자율화,책무성 강화,

선택과 집 을 통한 경쟁 등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 다.그 배경에는 세

계화,국제화의 사회경제 경향과 IMF구조조정 경험 등이 정치 요구

보다는 사회경제 필요에 의해 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

책을 채택하도록 환경 여건을 조성하 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각 시기별 변화의 주기가 체로 10년 정도로 일정하게 변화하고 있는

데,이것은 정권의 교체와 성격과 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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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립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으로서의 교육정책은 정치체제 는 정

권의 변화에 따라 주요한 변화를 거쳐 온 것이다.획기 인 교육개 조

치나 정책들은 주로 정권 교체 후 정권의 정당성 확보 는 민심 획득

차원에서 시행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정권의 정치 성격 상황

변수의 이해를 통해 교육정책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정책이 정권 교체에 따라 그 정책의 내용이 함께 신속

하게 변화해 온 것은 아니었다. 컨 90년 의 문민정부의 경우 이

6공화국 정권의 연장선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화 정보화라는 사회

경제 요구를 반 하여 5.31교육개 이라는 신 인 정책의 변화가

있은 데 반해서,정작 실질 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국민의 정부에서는 정책 변화가 크지 않았다.2000년 에 노무 정부와

이명박정부의 경우도 정권의 정치 성격은 달랐다고 볼 수 있으나,신

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따라서,우리나라 고

등교육정책은 기에는 정치의 향과 요구가 요한 정책결정의 요소로

서 사회 맥락을 형성 다가 차 정치 권력이나 상황보다는 사회

반의 구조 흐름,특히 경제 필요 등으로 사회 맥락이 변화하는 추

세를 보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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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학평가정책 변화과정 분석

제1 실험 학 평가 (1972-1980)

1.정책의 진행 과정

1)정책 수립 과정 논리

실험 학 평가는 정부 주도로 체 학을 상으로 진행된 체계 인

형태의 학평가로는 첫 시도라는 의미가 있다.주목할 것은 실험 학

평가가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조직의 탄생과 함께

진행되었다는 과,그동안의 우리나라 학교육에 한 체계 인 검

과 반성의 과정을 거쳐 학개 의 요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되었다는

이다.요컨 실험 학 평가정책은 장기 인 교육개 의 수립과 정책

형성과 집행과정에 학을 참여시키려는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 속에 탄

생된 정책인 것이다.

실험 학이 도입되기 까지의 고등교육은 정부의 자유방임정책에 힘

입어 양 팽창을 거듭해 왔고,이에 한 사회 비 을 바탕으로 통제

정책이 뒤따랐지만,여 히 질 리 미비의 문제 등이 두되었다.이

에 해 정책당국과 각 학이 개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고,교육정책

심의회의 고등교육분과 원회를 심으로 세미나와 심포지움을 통해

학의 자체개 안,외국 학의 개 동향 등을 토 로 새로운 고등교육

정책을 구상하기에 이르 으며,이러한 구상을 일부 선도 학에서 시

범 으로 시행한 이후 차 보편화하려는 근방법이 바로 실험 학 정

책이었던 것이다(김성혜,1999).

2)정책의 내용

실험 학이란 학의 자율 규제,교육운 의 융통성 인정, 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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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원칙에서 개 의 노력이 있다고 보는 학을 먼 택하여 선도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되,다른 학에 미칠 향을 고려하여 먼 시

행한다는 의미(pilotcollege)에서 부친 이름이다.즉 학의 교육개 을

국 획일 으로 하지 않고 각 학의 자율능력을 바탕으로 진 인 방

법으로 선도 인 임무와 역할을 부여하고 정부는 이를 제도 ,법 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실험 학의 기본 입장이다(김종철,1989:281).하지만,

실험 학의 명칭 자체가 교육을 실험의 상으로 칭하는 것이라는 에

서 학 사회에 공감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 도 제기되었다(강신

택,1979:124,김성혜,1999:137).

(1)평가의 주체

실험 학 평가정책의 주체는 정부인 당시 문교부 지만,실질 인 집

행은 정부에 의해 구성된 실험 학평가 원회가 담당하 다.실험 학을

운 하고자 하는 학이 실험 학운 계획서를 제출하고 학교수들로

구성된 실험 학평가 원회가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

다.실험 학평가 원회는 평가 지침과 기 설정, 학별 실험 학 신청

서에 한 서면 평가 지방문평가 수행,평가결과 산출 정부에

한 행재정 지원 건의 등 평가 반의 모든 과정을 도맡아서 수행하

다.실험 학평가 원회는 지방문평가도 직 수행하 다. 지방문

평가 시에는 신청 학의 수와 규모에 따라 1개에서 4개의 반으로 나 어

평가 원을 구성하여 학을 방문하 다.

실험 학평가 원회는 1973년과 1974년에는 학교수 이외에 문교부

고등교육국장이 참여하 으나,1975년 이후부터는 고등교육국장은 제외

되어 학교수들만으로 구성되었는데, 체로 10여명으로 구성되었다.정

부의 주 으로 인문,사회,자연계 공을 고려하여 학교수들로 실험

학평가 원회를 구성하 다.실험 학평가 원회는 상설조직은 아니었으

나,정부가 실험 학 정책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 계속 존치하면서 평가

를 진행하 다.그런데,실험 학 정책의 반을 집행하면서도 실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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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한 명시 규정은 없었으며,정부에 의해

임의로 구성되어 운 된 한계를 가졌다.제반 행정 업무도 정부를 통

하여 이루어졌다.

한,실험 학에 의해 학 개 이 추진되었는데,그 개 내용은 실

험 학평가 원회에서 별도로 논의되지 않고 정부에 의해 결정되어 평가

의 제로서 제시되었다.졸업학 의 감축,계열별 학생 모집,부 공제

와 복수 공제,능력별 학 취득과 계 학기제도 등의 학개 방안은

학이 실험 학운 계획서를 제출할 때 정부가 의도한 정책 조건을

집행하는 것을 제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 다.이러한 개 내용은

교육정책심의회의 지역세미나와 심포지움에서 제시된 의견들과 제안들을

반 한 것이었으며,실험 학 평가의 제로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실험 학평가 원회는 정책의 핵심이 되는 학 개 의 내용

들을 결정하는 주체는 아니었고,이미 방향이 정해진 학개 방안을

학사회에 확산하기 한 정책 수단으로서 평가 과정을 집행하는 주

체로서의 역할을 하 다.

(2)평가 차 기

각 학은 실험 학운 계획서를 제출할 때 정부가 의도한 정책 조

건을 집행하는 것을 제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 다.1차년도인 1973

년의 경우 졸업학 140학 으로 인하,계열별 모집,부 공제 도입 등이

었고,1974년 이후에는 복수 공제,능력별 학 취득제,계 학기제 등의

도입이 추가되었다.따라서,실험 학을 신청하려는 학은 정부의 정책

을 반드시 수용하는 것이 제되었고,정부로서는 실험 학 선정을 매개

로 학으로 하여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을 도입할 것을 강제할 수 있

었던 것이다.다만,1차년도인 1973년의 경우에는 3개 과제는 모두 시행

하되,시행의 단 가 학 체이거나, 학내 일부 단과 학이 될 수 있

도록 하여 학의 실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 다.그러나,시행단 의

융통성을 허용하 지만 3개 과제에 해 신청 학들이 부분 으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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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기 장기계획

가.목표 : 학교육 개선의 근본목 계획의 방향설정

나.조직 : 학기구,교학조직,계획의 방향 설정

다.학생규모 :연도별,학과별( 학별)학생규모

라.시설 :외곽시설,내부시설,실험실습시설,도서 기타

2.개 을 한 교육내용 방법

가. 행 교육과표와 개정안 첨부

나.양 교육과정표의 비교표

다.학 명시

라. 공,부 공과목의 시간배정(학년별)

마. 공,부 공의 학 배정

바.교수방법의 개선책 : 행과 개선안의 비교,개선방법

사.수업조성을 한 도서확보 방안

3.시설 교수충원계획

가.시설배치도

나.교지,교사,체육장,부속시설,실습공장,농장,도서 ,박물 ,기숙사,

실험실,연구실 황 확보책, 행 실험연구실의 개선방법

다.교수의 충원계획,자질향상방안,교수방법 개선

4.학생모집 상

가.학부별 모집

계열별 모집 -자체 계획에 의거 합한 방안 설정

학별 모집

나. 공선택의 기 과 방법,불합리 (집 혹은 부족)에 한 책을 명시

5.재정 계획

가.시설확보에 한 자 계획,재원 명시,증빙자료

나.교원확보에 필요한 재정계획 재원,자 의 자료 제시

6.실험 상 범

실험집단의 범 와 상을 명백히 기술하고 각 항의 계획과 부합하도록 한다.

<표 8>실험 학신청서 내용

할 수가 없고,모두 수용할 것을 제로 하 다는 은 학의 자율

개 을 강조하는 실험 학 정책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 도 제기되었다.

실험 학 신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서의 내용은 학의 계획,교육과정,학생 모집,시설 행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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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항 평가항목 배 평

1 내용의 타당성 20

가 각 항목에 한 내용 포함과 개 취지에 한 이해 5

나 보고서 작성의 과정(행정당국과 각 학교간의 조 계) 5

다 보고서의 논리성(장기,단기 실천계획간의 논리성) 5

라 보고서의 포 성 5

2 실 성(성공을 제로) 40

가 교과과정 5×2

나 지도성 5×2

다 과거의 실 ( 통과 건 성을 심으로) 5×2

라 캠퍼스의 분 기와 교수진의 조 5×2

3 행재정 지원 시설 계 20

가 과제도서실의 설치와 도서의 확보에 한 방안 5

나 실험실,실습장의 실태 5

다 교수 우 충원계획 5

라 재정 지원 방안 5

합 계 80

<표 9>실험 학 선정을 한 평가기

등 학교육과 행정의 역을 포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그

리고,정부가 의도한 정책 조건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각 역에 항목

별로 정책 내용들이 반 되는지를 기술하도록 하 다.

신청서에는 자 을 수반하는 모든 계획은 확실성있는 재원확보와 연차

별 재정 계획서를 첨부하고,계획기간, 체자 소요 단서를 제출하도

록 함으로써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을 강제하려고 하 다(김성혜,1999).

이러한 경향은 2차년도부터 평가기 에서 행재정 지원 시설 계의

항목의 배 을 20 에서 40 으로 폭 상향함으로써,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재정 실 력을 보다 강조한 것에서 그 의도성이 더욱 잘 나

타난다.

실험 학평가 원회는 실험 학 선정을 한 평가기 을 사 에 설정

하여 신청서를 받기 에 학에 제시하 다.그 평가 기 은 다음 표와

같다.

자료 :교육정책심의회(1974).실험 학연구보고서,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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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한 로 1차년도인 1973년 선정시에는 총 이 80 이었으나,2차

년도인 1974년부터는 3번 항목인 행재정 지원 시설 계의 배 을

40 으로 변경하여 총 을 100 으로 상향하여 평가하 다.

이후 1976년에는 3번 항목의 세부항목인 교수 우 충원계획 항목

을 별도로 독립하여 체 으로 배 을 조정하 는데,보고서 내용의 타

당성 15 ,실 성 40 ,행재정 지원 시설 계 25 ,교수 계 20

으로 변경하 다.행재정 지원 에서 특히 인 인 요소를 더욱 강조함

으로써 각 학의 임교원 충원율을 상승시키려고 의도하 음을 알 수

있었다. 한,행재정 지원 항목도 교수 계를 포함하여 체 으로 45

으로 배 이 상향되었다.이처럼 실험 학 연도가 계속되면서 행재정

지원 항목의 강화를 통해 계획이 구체 으로 실 될 수 있는 제반 조건

과 재정 지원 방안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평가기 이 조정되었다.

그런데,행재정 지원 항목에 비해 교과과정 항목은 10 에 그쳐 교

육의 질 향상 측면은 상 으로 소홀히 취 하 다고 지 되기도 하

다(김성혜,1999:130).

평가는 서면평가와 지방문평가로 구성되었다.실험 학평가 원회는

평가기 에 터하여 실험 학 신청서를 서면 평가한 후 지 방문 원단

을 구성하여 지 학을 방문하여 보고서와의 일치여부를 심으로 평가

한 후 이들을 종합 평가하여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하 다(김성혜,1999;

최 진,2002).

(3)평가의 결과 활용

평가 결과는 수에 따라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 다.제1집단은 실

험 학으로서의 충분한 조건을 갖춘 학으로서 우수실험 학으로 분류

하 고,제2집단은 실험 학으로서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않았지만 향

후 실험 학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진 학으로서 보통그룹으로 분류하

고,제3집단은 실험 학으로서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학으로서 미흡

학으로 분류하 다.제1집단과 제2집단을 실험 학으로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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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신청 학수(A) 선정 학수(B) 선정률(B/A)

1973 14 10 71.4%

1974 10 6 60.0%

1975 19 4 21.1%

1976 10 4 40.0%

1977 8 5 62.5%

1978 7 3 42.9%

1979 10 7 70.0%

1980 7 4 57.1%

계 85 43 50.6%

<표 10>실험 학의 연도별 신청과 선정 학수

자료 :교육정책심의회(1978).실험 학운 5개년 종합평가보고서,44-45

(79년,80년은 이형행(1991b)를 참조)

표에서 볼 수 있듯이,1973년 이후 8개년 동안 총 43개의 실험 학

이 선정되어 총 50.6%의 선정률을 나타내었다.

실험 학으로 선정되면 신청서에 계획된 로 실험 학의 제가 되는

조건들을 실행하여야 했다.1차년도의 조건인 졸업학 조정,부 공제,

계열별 모집 등의 세 가지 항목은 선정된 학이 모두 용해야 했는데,

성심여 ,울산공 를 제외한 부분의 학들은 세 가지 항목을 학

체가 아닌 일부 단과 학에 용하 다(교육정책심의회,1974:30-31).

체로 졸업학 인하와 부 공제는 의 와 약 를 제외한 모든 단과

학에 용하 으나,계열별 모집은 일부 단과 학에 제한하여 실행하는

경향을 보 다.

실험 학 선정 이후에도 실험 학의 운 상황에 하여 매년 운 과정

에 한 간평가를 실시하 다.운 평가의 목 은 ① 실험 학의 기본

취지에 따른 운 여부 확인,② 개 의 성취도 평가,③ 운 상의 문제

과 결함의 발견 분석을 통한 개 사업의 보완 등이었다(교육정책심의

회,1976:14)

실험 학 운 평가를 하여 실험 학운 평가 원회를 구성하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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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는데,실제로는 실험 학 선정을 평가 원회와 별도로 구성되지

않았다.요컨 ,실험 학평가 원회가 선정을 한 평가와 운 간

평가를 함께 수행하 던 것이다.

실험 학운 평가 원회는 실험 학 운 황을 악하기 해 각 실

험 학을 방문하여 실험 학 교육 로그램을 한 재정계획과 그 집행

황,도서실과 실험실의 비 여부(도서실의 이용도,도서구입 여부,실

험실의 설비 검), 임교원의 확보(실험 학의 임배치 상황,교육방법

개선을 한 조교의 확보 여부),교육방법 개선계획(교수요목 작성여부,

시간배정 상황,학 규모),학칙 인가시의 지시사항 이행 여부,계열별

모집 사항,교수의 개 에 한 반응,기타의 애로 건의사항 등을

확인하 다.

이러한 운 평가 결과를 토 로 실험 학평가 원회는 정부에 건의사

항을 제출하 다.건의의 주요 내용은 실험 학에 한 격 인 행재정

지원( 컨 정원,연구비 배정에서 폭 지원 등),각종 국가 자격시

험과 연계한 실험 학 교육과정 운 이 가능하도록 조정해 것 등 주

로 실험 학에 한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컨 ,1976년의 건의

내용을 보면,정원,연구비 배정 등 교육부의 지원체계를 실험 학과 비

실험 학,우수실험 학과 부진실험 학으로 구부하고 우수실험 학으로

선정된 학에 해서는 연구비의 폭 지원 등 격 행정지원을 하여

것과,국가가 시행하는 각종 자격실험과 실험 학 교육과정 운 이

연계되도록 조정하여 것 등을 건의하 다(교육정책심의회,1976:51)

선정된 실험 학에는 고등교육개 정책 연구비,실험 학배분 연구비,

모형교육과정개발 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재정을 지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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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연도

고등교육개

정책연구비

실험 학배분

연구비

모형교육과정

개발연구비
계

1972 700 700

1973 600 1,000 1,600

1974 1,200 1,600 400 3,200

1975 800 2,000 600 3,400

1976 1,100 2,400 500 4,000

1977 1,470 5,850 750 8,070

계 5,870 12,850 2,250 20,970

<표 11>실험 학에 한 재정지원

(단 :만원)

표에서 보는 것처럼,1972년부터 1977년까지 총2억970만원으로 모

두 연구비 명목으로 지원되었다.이 에서 실험 학에 직 배분되는

연구비 명목은 1억2천8백만원에 불과하 으므로 해당 기간 선정된 실험

학 수가 29개 학임을 감안할 때 1 학당 4백4십만에 불과하 다.

로그램 운 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나 시설 투자 비용 등은 학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학수에 비해 은 규모로 실험 학 내실화를

한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 다. 컨 ,1979년 문교부 지

출 체 연구비 규모가 40억 규모임을 감안하면,실험 학이 정부가

체 학을 상으로 집행한 주요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체 액의

5%에 불과하는 은 지원액으로 실험 학 정책을 운 하 던 것이다.

더구나 매년 실험 학 선정 학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원액의

증액 정도는 크지 않았던 것은 실험 학 정책이 시간이 가면서 정책

요도가 떨어진다는 신호를 학에 가능성이 있었고,이것이 평가의

향력을 잃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험 학평가 원회의 건의가 정부에 어떻게 구체 으로 반 되는지에

해서는 특별한 증거나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다.

3)정책에 한 학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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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학정책의 직 이해 계자인 각 학들은 정책에 극 인 참

여의 양태를 보 다. 체 85개 4년제 학 에서 43개 학이 실험

학으로 선정되어 학의 수로는 51%의 비율을 나타내었다.국립의 경우

도 체가 아닌 65%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앞의 표에서 살펴

보았듯이 실험 학으로 선정된 43개 학 이외에도 신청한 학의 수가

계로 85개 학이었고 선정율이 50.6%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학의

참여도는 보다 높았다고 볼 수 있다.실험 학신청서를 제출하 다는 것

은 각 학들이 정책이 제하고 있는 개 과제를 수용하 다는 것을 의

미하기 때문이다.

구분
연도

체 학수(A)7) 실험 학수(B) 비율(B/A)

계 국립 사립 계 국립 사립 계 국립 사립

1973 72 15 57 10 1 9 14% 7% 16%

1974 72 15 57 16 4 12 22% 27% 21%

1975 72 15 57 20 5 15 28% 33% 26%

1976 72 15 57 24 6 18 33% 40% 32%

1977 73 16 57 29 7 22 40% 44% 39%

1978 74 16 58 32 8 24 43% 50% 41%

1979 84 20 64 39 12 27 46% 60% 42%

1980 85 20 65 43 13 30 51% 65% 46%

<표 12>실험 학에 한 학들의 참여도

자료 :교육정책심의회(1978).실험 학운 5개년 종합평가보고서,44-45

(79년,80년은 이형행(1991b)를 참조)

43개 실험 학에는 26개 종합 학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43

개 실험 학이 차지했던 학생 수의 비율은 체의 3/4에 달해 양 인 면

에서는 보다 넓은 범 를 포 하 다(이형행,1991b:64).

7)실험 학 평가가 4년제 종합 학과 단과 학을 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체 학 수에

서 교육 학, 문학교(’79년에 문 학으로 승격),각종학교 등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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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외부에서 주어지는 획일 기 으로 학이 평가를 받는 방식

에 하여 학으로부터 거부반응이 많았다는 지 (정희천,1987:160)과

함께 실험 학이 표방하 던 개 과제는 실험 학 평가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유지되었으나 이후 그 성과가 다시 원 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을

보 다는 지 (김종철,1989:295;강신택,1979)을 볼 때, 학들은 실험

학 평가정책에 형식 인 참여를 하 다고 볼 수 있다. 한 개 과제

의 수용 여부에 하여 학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 으로

용함으로써, 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면이 있다는 지 도 제기되었

다(강신택,1979:128-132)

실험 학 사업 졸업학 감축의 경우 이후 부분의 학에 확 되

어 정착되었으나,교육내용의 합리화,도서 시설 확충을 포함한 여건의

조성 등이 미흡하 다는 지 이다(김종철,1989:295).한편,신입생 계열

별 모집도 이후 원 으로 되돌아왔고,부 공제나 복수 공제도 학내

에서의 운 상의 문제 과 함께 사회 인정이 부족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다는 지 이다(김종철,1989:295;강신택,1979:

128-132). 컨 계열별 모집의 경우 1981년 졸업정원제를 실시하면서

다시 학과별 모집제로 환원되었다.

주목할 것은 신청하지 않은 학에 한 불이익이 명시 으로 존재하

지 않았고,실험 학에 한 재정 지원도 극히 은 액수 음에도 불

구하고 다수의 학이 참여하 다는 이다. 학이 개 과제를 수용하

고,자발 인 신청 형식에 참여하 다는 것은 학들이 실험 학 정책의

개 방향에 동의하면서,정부 정책에 조 인 경향을 보 다는 것을

말해 다.

한편,정원,연구비 지원,국가자격시험 등을 매개로 학들로 하여

반강제 으로 실험 학에 참여토록 하 기 때문에 강제 ,획일 성격

을 띠게 되었다는 비 시각도 제기되었다(김성혜,1999:136).외부에

서 주어지는 획일 평가 항목,획일 인 평가기 의 용은 자율 시

행이라는 실험 학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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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도 요소 분석

실험 학 평가는 최 의 체계 인 형태의 학평가이기는 하지만,실

태 조사를 비롯하여 이 의 비체계 이고 일시 이었지만 평가의 형식을

띄었던 정책이 제도 으로 변화된 형태로 볼 수 있다.역사 제도주의

의 은 이처럼 제도의 형성과 변화를 완 히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의한 격한 환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이 의 제도 요소들의 연속

이고 진 인 변화과정으로 이해하려고 한다.여기에서는,이 의 학

교육 정책들로부터 실험 학 평가정책이 도입되는 계기를 심으로 그

과정에서 정치 이해 계자들이 실험 학 평가정책의 도입에 미치는

향력,즉 거부 가능성의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살펴 보고,한편으로 제도

자체의 특징으로 정책 입안과 형성 과정에서 운 자의 재량이 어느 정도

발휘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겠다. 한,그러한 과정을 통해 실험 학

평가정책이 어떤 제도 변화의 유형을 보이면서 개되었는지를 알아보겠

다.

1)정치 맥락 (거부 가능성)

실험 학 평가는 양 확 와 통제 심이었던 이 의 학교육정책을

비 하고,질 향상과 자율을 강조하는 흐름에서 제기된 정책이었다.수

차례의 교육정책심의회의 지역세미나와 심포지움에서 제시된 의견들과

제안들은 그동안의 고등교육에 한 문제 과 과제들을 집약 으로 표출

하 다.그 기본 원칙은 양 확 와 통제 심이었던 기존의 정책을 질

향상과 자율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환하여야 한다는 을 강조하

다.이러한 원칙에 의해 실시된 표 사업이 실험 학 정책이었던 것

이다.

정부에 의해 일방 으로 주도된 것이 아니라 학의 극 인 참여를

통해 제안된 정책이 실험 학 정책이라는 에서 강력한 이해 계자인

학의 거부 가능성은 매우 약한 상황이었다. 학들은 실험 학 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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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질 인 개 움직임을 보여 왔으며,정부가 주도한 지역세미나와 심

포지움에 극 으로 참여하여 의견과 제안을 제시하 다.정부에 의해

주 된 회의 지만, 학 계자들이 규모로 참여하여 해방 이후 가장

큰 학교육 논의의 장을 마련하 다.

제도의 도입과정 뿐만 아니라 개 과정에서도 과반수가 넘는 학이

극 으로 실험 학을 신청하여 선정되었다.특히 26개의 규모 종합

학은 모두 실험 학에 참여할 정도로 제도의 극 인 호응자 다.

따라서,평가정책의 상이면서 가장 큰 이해 계를 가지고 있는 학

이 거부권을 거의 행사하지 않고 제도의 도입과 유지에 매우 극 이었

다는 것은 학평가정책이 제도로서 도입되고 유지되는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 다.

한편,정치권,언론 등 당시의 사회 환경 역시 실험 학의 도입에 우

호 이었다.실험 학이 도입되기 까지의 고등교육은 정부의 자유방임

정책에 힘입어 양 팽창을 거듭해 왔고,이에 한 사회 비 이 상당

하 다.일제 강 기의 폐쇄와 억압정책 때문에 박탈된 고등교육에 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한 결과 학이 양정 팽창기를 구가한 것에 비해 고

등교육의 이념부재,이론부재,교수학습 방법과 시설 부재,교수정원의

부재 등의 문제가 방치되었다는 비 (김종철,1988:277)과,등록 인상,

정원을 무시한 신입생 선발 등 학 운 의 방만함과 자유방임성을 비

(김성혜,1999:120)하는 등 학에 한 여론이 호의 이지 않았으며,

학정비에 한 여론이 비등하 다.60년 는 군사정권의 등장으로

학정비를 단행하고 사립학교법을 제정하고 학사 리 규정을 강제하는 등

학통제정책이 뒤따랐지만,국가 주도의 리체제는 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양 리에 그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여 히 질

리 미비의 문제 등이 두되었다(이형행,1991).따라서,질 리와

자율을 강조하는 새로운 개 의 방안으로 실험 학의 도입에 하여 사

회 환경은 매우 우호 이었고,특별한 반 의 이유가 있을 수 없었다.

이처럼 주요 정치 이해 계자의 거부 가능성이 은 상태에서 실험

학의 도입은 정치 인 제한과 장벽이 별로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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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도의 특징 (운 자 재량)

실험 학 평가정책에서 제도 운 자는 당시 문교부와 교육정책심의회

고등교육분과 원회 고,실질 인 평가과정은 정부에 의해 구성된 실험

학평가 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그런데,제도 운 자로서의 정부는

체계 인 학평가의 경험이 없었으며,따라서 학교육개 을 해 진

행되었던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들과 외국의 사례를 일방 으로 참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더구나 정부로서는 학의 극 인 참여를 유

도하는 유화 인 정책기조의 변화로 학의 의견을 극 으로 수용하여

야 하는 상황이었다.이것은 당시 제도 운 자가 제도 자체의 운 과 집

행,해석에 있어서 재량 자율성의 정도가 낮았음을 말해 다.

우선 실험 학 평가정책과 같은 체계 인 평가체제의 채택에 한 요

구는 다수의 학 구성원을 심으로 한 심포지엄과 세미나를 통해 제시

된 것이었다.교육정책심의회 고등교육분과 원회를 심으로 각종 심포

지엄과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학교육개 의 방안 마련을 강구하 다.

컨 ,1972년 10월에는 고등교육개 에 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어

10개국에서 총 1,200여명이 참여하 는데,여기에서 제기된 주요한 이슈

들은 부분 학 교육의 질 제고를 한 방안이었으며,이 때 제안된

방안 의 하나가 ‘학의 평가승인제도(accreditingsystem)등을 신설

하여 질 향상을 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이었다.

당시 국제 경향을 통해서도 학평가체제의 도입은 필연 인 요소가

있었다.당시 외국의 학에서 학개 운동이 진행되었는데,그 형식이

학평가제도의 도입이었다.제2차 세계 이후의 베이비붐 세 가 고

등교육의 문턱에 들어서게 되었고,고도의 경제,사회의 발달과 과학기술

의 진보에 의해 고 의 자격을 지닌 인재의 수요 증가는 고등교육의 체

제에 한 압력으로서 작용하 다. 국과 미국을 비롯한 이른바 선진국

에서 학개 을 한 고등교육 원회를 구성하고 고등교육체제 반에

한 개 을 시도하는 등 고등교육의 개 이 국제 추세에 이르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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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부는 선진국의 사례를 수용하여 개 의 주체로 교육정책심의회 고

등교육분과 원회를 구성하고,정책 수단도 선진국의 학평가 과정을

도입한 실험 학 정책을 채택하 다.고등교육분과 원회는 국에서

1963년 구성되었던 고등교육 원회(CouncilofHigherEducation)의 사

례를 참고한 것이고,실험 학의 평가모형은 미국의 학평가인증체제를

참고한 것이다. 국의 고등교육 원회는 정부와는 형식 으로 독립된

기구로서 학과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고등교육의 개 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 다는 에서,당시 교육정책심의회의 고등교육분과 원회도

그 성격이 유사하 다.

실험 학 정책이 채택한 평가 차인 사 기 설정, 학의 보고서

제출,서면평가, 지방문평가 등의 차는 학평가의 형(stereotype)

으로 볼 수 있으며,이른바 평가의 4단계 모형으로 이해된다.이것은 미

국의 학평가인증체제와 같이 부분의 나라가 채택한 학평가의 차

다.실제로 고등교육개 심포지움에서는 학의 평가승인제도 등을

신설하여 질 향상을 갖출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제안이 제

기되면서 미국의 학 평가체제를 극 으로 수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 다(김성혜,1999:125).

이처럼 고등교육 개 의 경험이 일천한 정부로서는 외국의 사례를 참

고할 수 밖에 없었으며,국내의 요구와 외국의 사례는 일 되게 체계

인 형태의 학평가 정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바 정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험 학 정책의 실질 인 집행자 던 실험 학평가 원회 역시 평가

의 내용 결정과 용에서 큰 재량권을 가지지 못하 다.실험 학평가

원회는 평가 지침과 기 설정, 학별 실험 학 신청서에 한 서면 평

가 지방문평가 수행,평가결과 산출 정부에 한 행재정 지원

건의 등 평가 반의 모든 과정을 도맡아서 수행하 다.이러한 일들은

실험 학 정책의 틀 내의 실무 인 일이었다.실험 학평가 원회가 정

책의 틀을 바꾸거나,개선하는 결정권한은 없었다.평가 결과와 평가 과

정에 한 분석을 통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일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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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그 건의의 효력에 한 구속력은 가지지 않았다.물론 실험 학

평가 원회는 평가 지침과 기 설정에서 다소간의 자율 권한은 가지

고 있었다. 컨 평가기 에서 1976년 종 의 행 재정 지원 시설

계를 두 가지로 세분하여 교수 계를 별도의 항목으로 하고 수 배분

도 조정하는 등 인 측면에 한 기 을 강화하는 양상을 보 다.평가

기 이 인 ,물 조건 즉 교수 계,시설 계,행 재정 지원의 비

을 20 에서,40 ,45 등으로 차 강화해 나간 것은 제도 운 자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다는 을 말해 다.하지만,정책의 큰

틀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실무 인 내용이외에 요한 내용과 집행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3)체계 학평가체제로 체

실험 학 평가는 정부의 정책으로서 체 학을 상으로 진행된 체

계 인 형태의 학평가로는 첫 시도라는 의미가 있다.체계 이라는 의

미는 토론과 연구를 바탕으로 내용을 정하고, 담하는 조직을 통하여

정책이 집행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실험 학 평가는 교육정책심의

회의 고등교육분과 원회가 주도하여 학교육에 한 체계 인 검과

반성의 과정을 거쳐 학개 의 요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되었으며,실

험 학평가 원회라는 담 조직을 통하여 실질 인 정책의 집행이 담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 정책의 요소가 새로운 정책의 도입에 의해 제도가

바 게 된 상황에 해당한다.우리나라 학교육체제로서는 체계 인

학평가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된 셈이다.다만 완 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

한 상황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여러 평가 경험을 통하여 평가시스템의 구

축 가능성이 존재하여 있었으며 여러 계기를 통하여 새로운 정책의 틀이

마련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진 인 제도 변화의 한 유형인 체에

해당하는 것이다.따라서,실험 학 평가정책을 새로운 경로의 형성으로

이해(박진형,2013:88-90)하기 보다는 이 의 비체계 이고 일시 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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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평가 형식을 띄었던 정책이 제도 으로 변화된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한,정책의 채택과정에서 역사 우연성 보다는 행 자의 목 의식

성이 강조된 제도변화로 볼 수 있다.역사 제도주의에서는 특정한 역

사 사건과의 인과성이나 이 정책들과의 논리 연계에 의해 진행되

었다는 증거가 분명하지는 않은 경우 역사 우연성(contingency)에 의

한 제도변화로 설명하려고 한다(Mahoney,2000).하지만, 학교육의 양

팽창에 따른 질 리의 필요성,국가의 통제력의 한계에 따른 자율

개 의 필요성 등이 국내 계기로 작용하여 외국의 일 된 경험을

목 의식 으로 참고하 다는 에서 우연성 보다는 목 의식성이 강조

된 제도변화로 볼 수 있는 것이다.

Mahoney& Thelen(2010)의 제도변화 모형에서 체는 이해 계자들

의 변화 거부 가능성과 운 자의 재량도 낮은 상태에서 기존 제도가

진 으로 새로운 제도로 바 는 제도 변화를 말한다.당시 학을 비롯

한 이해 계자들이 실험 학 평가정책의 도입에 별 항이 없이 극

인 참여를 보 으므로 변화 거부 가능성이 낮았다. 한,정책의 제안 과

정과 외국의 사례에서 평가의 형식과 내용이 일종의 정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부와 실험 학평가 원회의 재량도 높지 않았다.따라서,실험

학 평가정책의 도입과정은 Mahoney& Thelen(2010)의 제도변화 모형

의 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실험 학 평가모형은 이후 재정지원 등을 이유로 정부가 주도

하는 학평가정책으로 그 형태를 계속 유지해 왔다는 에서 제도 변화

의 경로의존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

제2 한국 학교육 의회 평가 (1981-1991)

1.정책의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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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책의 배경 논리

실험 학 평가정책은 1981년에 들어와서 ‘학운 종합평가’라는 명칭

으로 국의 모든 학을 상으로 학의 운 실태를 평가하는 방식으

로 환되었다.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체 학에 한 향력을 확보

하기 한 과정이었기는 하 으나, 체 학을 평가할 수 있을 만큼

비와 방법이 체계 이지 못하 고,결국 지방문평가를 생략하고 학

이 작성 제출하는 자료에 기 한 서면평가만을 실시하는 시범 성격의

평가 으며,본격 인 평가는 교 의 설립이후에 시행될 수 있었다.

교 의 발족으로 학평가정책이 정부 주도의 평가 형태에서 정부로

부터 독립된 기구에 의해 진행되는 형태로 환될 수 있게 되었다.주목

할 것은 교 의 발족이 학평가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학

입시 문제가 직 계기 다는 것이다.7.30교육개 조치 이후 학의

본고사가 폐지되고 학 동시지원이 허용됨에 따라 학생들의 학 진학

풍토에 큰 혼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주요 학 입시에서 미달사태가 발생

하 고,이른 인해 학국장이 인책 사퇴를 하는 사태가 발생하 다.

1982학년도 입시에서는 다 학 지원제를 2개 에 국한하는 복수지원제를

수정하는 등의 개선책을 강구하 으나,역시 미달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와 학간의 마찰이나 불만이 크게 고조되었던 시기 다.이러한 과

정 속에 개별 학의 학사 운 에 한 정부의 직 개입을 학간

의와 상호 동을 통해 공동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근방법으로 환하는

것을 구상하기에 이르 다(한국 학교육 의회,2002:5).1982년 당시

문교부는 정부와 학사회 간의 간기구에 한 구상을 통령 연두보

고에서 보고하 고,그해 3월 서울 총장을 원장으로 하는 발기 비

원회가 구성되어 정 과 의회 구성의 기본 인 사항들을 심의 확정

하 다.이후 1982년 4월 2일 국 97개 학 총.학장이 참석한 가운데

교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 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임함으로써,정

식으로 발족하 다.

교 은 1982년 10월 8일 정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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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이후 법제화를 한 노력이 추진되었다.당시 교 이 법제화를

추진 한 이유로는 “ 교 설치의 법제 근거 마련과 육성 지원을 한

기반을 마련하기 하여”(한국 학교육 의회,2002:6)라고 한 것을 보

면,자율 의체이면서도 정부나 국회의 지원을 받으려는 노력을 받는

이 인 태도를 취했다고 볼 수 있다.법안 자체도 당 정부 제안 입

법의 방법을 취하려고 하 으나,당시 민정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이

순 외 33명의 의원 입법안으로 제안되었는데,이 순 국회의원은 문교부

고등교육국장 출신인 료 출신이었다.이후 1984년 4월 10일 “한국 학

교육 의회법(법률 제3727호)”이 제정 공포되어 특수법인으로 법인격을

갖추게 되었다.이처럼 학간 의체를 법 기구로서 출범하게 된 것은

법 안정성을 획득한 반면에 정부의 여를 공식화하 다는 에서

교 이 자율과 통제의 양면 갈등 요소를 태생 으로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것은 교 법 제정 후에도 정부 보조 이나 연구비 지원

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는 ,단 사업들을 크게 개발하지 못하고 로

그램만 다양화하는 시험 운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 다는 ,외견상

자율 의체이면서도 제반 여건이나 환경은 타율 통제를 받을 수 밖

에 없는 일정한 시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한국 학교육 의회,2002).

교 은 조직 발족의 배경과 이념 동기에 해 다음과 같이 기술

하 다(구병림,1986:26-29)첫째, 간 조정기능이 없는 각 학과

정부 간의 직 행정에서 오는 불편을 제거하고,특히 공통 인 사업에

한 의기기의 필요성이 정부 측에서 제안되었다.둘째, 학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학사회의 자치와 자율에 한 오랫동안 요구가

시험 으로 수용된 것이었다.셋째,제5공화국 기에 명목상으로나 표방

된 교육 신과 민주주의의 토착화라는 정치 이념의 부산물인 동시에

7.30교육개 으로 인한 학가의 반발과 혼란을 수습하는 간조정기능

을 수행하는 자율기구의 필요성이 두되었다.넷째,가장 요한 동기는

학 교육의 비 화나 각 학에서의 자율역량의 신장,그리고 다양해진

교육 로그램의 문성 등으로 인해 종래의 교육 반에 한 정부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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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이나 간여 그 지도에 한계성을 실감한데서 오는 필연 귀결이었

다.

교 의 학평가는 발족 당시 정 에 명시되었고,이후 제정된 한국

학교육 의회법에도 교 의 주요 기능으로 명시가 되었다. 교 법

제18조에는 제1항에 “ 의회는 학교육과 학행정의 발 을 하여 그

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주기 으로 학의 학사 운 반에

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 고,제2항에는 “제1항이 규정

에 의한 평가의 결과는 지체없이 문교부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 는데,이로서 학평가는 교 의 주요 기능 하나로 법 인정

을 받게 되었다.이로써 교 은 학평가의 주 기 으로서의 법 근

거를 가지게 되었다.애 에 학평가를 목 으로 설립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기능을 신할 수 있는 학간 의체로서 교 의 등장으로

학 련 정책들이 다수 교 으로 이 는 임되었고,그 하나가

학평가정책이었던 것이다.

이후 교 은 평가의 주 기 으로서 역할을 해 평가 연구,세미나

를 개최하여 평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 해 나가게 되었다. 교 의

평가는 1주기와 2주기로 구분할 수 있다.1986년과 1987년 체 인

검의 시기를 가지고 2주기를 비하 는데,이 때 ‘한국 학교육의 제도

발 을 한 연구’와 ‘학기 평가기 개발’등 연구 등이 진행되었

다(서 인,2003:48).

2)정책의 내용

(1)평가의 주체

교 은 산하에 학평가연구 원회를 비롯한 각종 원회와 평가주

부서를 구성하여 평가를 계획 집행하 다.정부는 교 평가에서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으며 평가의 주체가 아니었다. 탁사업에

한 사업감독기 으로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평가사업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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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참여자는 아닌 것이다.

학평가정책의 성격도 정부의 직 사업에서 교 에 한 정부 탁

사업으로서 변화하게 되었다.실험 학 평가체제에서는 평가의 모든 계

획의 수립과 행정 지원은 정부가 주도하 고,실제 평가과정에서 학

교수들로 구성된 실험 학평가 원회가 실행하는 형태 다면, 교 의

평가는 평가계획의 수립,평가자의 구성,평가기 의 선정,평가업무의

집행 보고서의 작성 등 학평가의 제반 활동을 교 이 자체 으로

수행하는 것이었다.다만, 학평가의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여 행정

정책 자료로 활용한다고 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기하려고 하 다.

1982년 교 발족 당시는 별도의 평가 담부서가 없었고, 문 원

회로서 학평가연구 원회를 두어 평가의 기획과 기 설정을 담당하도

록 하 다. 학평가연구 원회의 원장은 직 학총장으로 보하고,

원은 평가 계 문교수 에서 하 다. 학평가연구 원회의 역

할은 학평가 반에 한 사업 결정과 방향 제시,평가실시과정의 통제

와 조정,평가결과의 검사와 책 의,기타 학평가에 한 계속 인

연구 등이었다.필요에 따라 몇 개의 소 원회로 나 어서 역할을 세분

화하기도 하 다.

실질 인 평가의 실행인 서면평가와 지평가는 교 이 주 하여 구

성된 기 평가 원회와 학문 평가 원회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평

가 원회는 교 회원 학의 교수로 구성이 되어 교 의 행정 지

원을 받으며 서면평가 방문평가를 진행하 다.

이후 1986년과 1987년 학평가를 한 연구의 해를 거치면서,1987년

새롭게 평가 담부서인 평가 리부를 설립하게 되었다(한국 학교육 의

회,2002:332).평가 리부는 1명의 상임 부장과 3-4명의 연구원이 실무

를 담당하 다. 담부서를 설립하여 평가를 진행하게 됨으로써 평가 사

업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이후 평가 리부를 통하여 평가기

연구와 평가 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평가의 실질 인 집행인 서면평

가 방문평가는 회원 학의 교수들로 구성된 평가 원회를 통해서 이

루어졌으며,평가 리부는 평가 원들을 한 워크 등을 통해 연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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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 다.

(2)평가 차 기

평가는 학 반 운 실태를 검하는 5년 주기의 학기 평가

(1991년부터 기 평가는 종합평가로 명칭이 바뀜)와 학문 역평가로 세

분화되었고,2주기(제1주기 :1982-1986,제2주기 :1987-1992)에 걸쳐 실

시하는 방식이었다.

평가방식은 평가 원회를 학교수로 구성하여 평가기 을 개발하고,

각 학이 자체평가연구를 통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서면 방문평가를

실시하는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 다.기 평가와 학문 역평가는 모두

평가의 과정에 따라 학자체평가,서면평가, 지방문평가로 구성되었

다.

학자체평가라는 용어는 평가에 한 연구기간을 거쳐 시작된 2주기

부터 사용하기 시작하 다. 학자체평가는 개별 학이 자체평가연구

원회를 구성하여 학평가 편람에 제시된 기 에 의거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그 결과를 학자체평가연구보고서로 작성하여

지방문평가 1개월 까지 제출하도록 하 다.실험 학 평가체제의

학별 평가신청서가 여기에 해당되는데,평가항목과 보고서 분량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그러나,자체평가라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교

에서 제시한 서식에 숫자나 문장으로 기입만 하는 자체분석에 불과한

것이어서 순수한 의미의 자체평가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이러한 이

유로 학평가가 학 스스로 자율 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감사나 통제를 한 방편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교 으로서는 체 학을 상으로 통일 기 으로 학의

수 을 평가한다는 취지에서 정해진 기 과 지침을 유지하 다.

서면평가는 1982년도의 기 평가를 비롯하여 부분의 학에 실시되

었다.그러나, 지방문평가는 1982년은 체 학을 상으로 실시(1일 2

학 일정)되었으나 이후는 체평가 상 학의 약 30%만 선정하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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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 다.1983년의 경우 체 98개 평가 상 학 에 35개 학만을

선정하여 방문평가를 실시하 는데,1984년은 110개 평가 상 학 에

42개 학,1985년에는 110개 학 41개 학에 한정하여 방문평가를

실시함으로써 1주기 평가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후 1주기 평가에 한 검과 학평가사업의 내실화를 이유로 1986

년도와 1987년도를 연구의 해로 정하여 학기 평가의 실시를 지하

다.이 때 ‘한국 학교육의 제도 발 을 한 연구’와 ‘학기 평가기

개발’등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이 연구들은 그동안 실시되었던 평가

사업의 문제 을 분석하고 국제 조류와 학의 발 방향 등을 탐색하

여 학평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려는 것

이었다(서 인,2003).그 결과 평가모형과 평가기 을 개발하고 평가의

지침서에 해당하는 평가편람을 제작하 다. 교 은 이 외에도 학평

가의 이념과 이론을 정립하고 평가사업의 발 방안 모색을 한 세미나

를 개최하 고,여러 명의 문가들의 공동연구를 지원함으로써 학평

가의 제도 정착을 해 노력하 다.

이후 연구를 바탕으로 2주기의 평가모형과 평가기 을 개발하 고,이

를 용하여 1988년부터 1992년까지 124개 학에 한 평가를 실시하

다.2주기 평가에서는 1주기 평가의 평가기 들에 해 국 학 평균

값,최고값,최 값,표 편차 등을 제공하는 계량 측면에 치 하 다

는 비 을 받아들여,각 학의 특성을 고려하되 학교육의 목표를 고

려한 인 평가기 을 용하 다.평가기 의 고려 사항으로 사회

,공공 ,교육 으로 하게 기 되는 목표나 성과의 수 ,그리고

평가기 의 유용성,실 성, 성,명료성 등을 설정하 다.

평가기 은 교육목표,교육과정,학생,교수,시설·설비 교육자료,

행·재정 등 6개의 항목으로 분류하 고,각 항목별로 3-4개의 항

목과 각 항목별로 2-4개의 소항목으로 분류하 다.6개의 항목,20

개의 항목,59개의 소항목으로 구성되었다.이러한 항목들은 학교육

과 연구 행재정 반과 학원 교육까지 포 하는 범 한 것이었

다.각 항목에 해당하는 진술문을 게재하여 질 평가를 하는데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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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항목 소항목

1.교육목표

1.1목표체계의 구조
1.1.1목표체계의 정립

1.1.2체계성

1.1.3융통성

1.2목표체계의 내용

1.2.1보편성

1.2.2특수성

1.2.3실 가능성

1.2.4명료성

1.3실 을 한 조건
1.3.1합의성

1.3.2공지성

1.3.3학문의 자유

2.교육과정

2.1 학이념의 반
2.1.1국가사회의 기 반

2.1.2 학설립목 의 반

2.2교과목 개설
2.2.1교과목 설정과 개설

2.2.2교과목 담당 교수

2.2.3시간표 작성

2.3수업계획과 지도 평가
2.3.1과목별수업계획서 작성

2.3.2수업계획의 실제

2.3.3평가와 성

2.4학 이수규정
2.4.1학사과정

2.4.2석사과정

2.4.3박사과정

2.5교과과정 개선체계
2.5.1 학 체교육과정 원회

2.5.2각학과교육과정 원회

3.학생

3.1학생선발과 학사 리
3.1.1입학

3.1.2학생유치

3.1.3학사 리

3.2학생과외 활동과 생활지

도

3.2.1학생활동 지도

3.2.2상담지도

3.2.3진로지도

3.3장학복지
3.3.1장학

3.3.2학생복지

3.3.3학생보건

4.교수

4.1인사

4.1.1임용

4.1.2보수와 신분 보장

4.1.3연수

4.1.4교수실 평가

4.2교수여건
4.2.1교수인 자원

4.2.2교수보조 인력

4.2.3수업부담

<표 13> 학기 평가의 평가항목

주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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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연구와 사

4.3.1연구여건

4.3.2논문지도

4.3.3연구소 운

4.3.4사회 사와 산학 동

5. 시설․설비

교육자료

5.1외곽시설
5.1.1보유

5.1.2활용 유지 리

5.2내부설비
5.2.1보유

5.2.2활용 유지 리

5.3교육․연구의 지원과 자

료

5.3.1교육연구를 한 자료

5.3.2지원설비

6.행․재정

6.1정책결정
6.1.1정책결정기구

6.1.2정책결정과정

6.2행정

6.2.1기획

6.2.2조직

6.2.3집행

6.2.4행정평가

6.3재정

6.3.1재원확보

6.3.2 산편성

6.3.3 산운용

6.3.4효과

평가 차는 비,실시,결과,활용의 4단계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2

주기에서는 특히 자체평가연구의 형식을 강조하여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지상호 의회 등의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평가가 감사의 성격을 가지

는 것이 아니라,자발성과 상호성에 기 하여 진행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 다. 한, 학 계자를 상으로 학평가편람에 한 안내,평가

를 수행에 한 따른 질의,응답 등을 한 설명회를 정기 으로(9월)개

최하 고, 련 자료 배포와 리를 체계 으로 진행하려는 노력을 보

다.

2주기는 1988년부터 5년간에 걸쳐 회원 학을 순차 으로 평가하

다.각 학으로부터 희망년도를 조사하 는데, 부분의 학이 마지막

년도에 받겠다고 응답하여 연도별로 평가 상수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

다.

(3)평가의 결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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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기 평가와 2주기 평가를 통해 평가 상 학인 총 124개 학이

교 의 학평가를 완료하게 되었다.평가 상 학에는 평가시행년도를

기 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신설되었거나,종합 학교로 개편된 학은

제외되었다.

서면평가와 방문평가가 완료되면 평가단은 학별 평가보고서를 작성

하여 교 에 제출하 다. 교 은 원고를 정리하여 학별 평가보고

서를 인쇄하여 해당 학에 송부하 는데,그 내용은 각 평가항목에

한 지표 값과 평가 의견으로 구성되었다. 학은 평가보고서로 피드백을

받아 학발 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1991년도부

터는 평가의 평정결과표를 작성하여 해당 학의 총학장에게 송부하 다.

교 체제에서 이루어진 학평가의 결과를 정부의 행재정 지원 등에

서 활용하기 한 차나 과정은 명시 으로 없었다.평가 결과는 해당

학에 피드백만 하 고, 외 으로 공포하지 않았다.따라서, 학평가

정책 자체에 한 사회 논의나 향력도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

3)정책에 한 학의 응

학들은 교 결성에 극 으로 호응하 으며, 학평가에도 모든

학이 참여하 다. 교 의 결성 이유가 정부의 과도한 입시정책에

한 여에 한 반발 때문이었고,정부의 간섭을 신하기 한 학간

의체의 결성이 당시의 학의 이해 계를 반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분의 학들은 교 의 결성부터 극 참여하 다.물론 교 조

직의 필요성은 정부에서 먼 비롯된 것이었지만, 학은 학 나름의

이해 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1982년 교 발족 당시 국 97개

학 총학장이 원 참석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한 것은 그러한 호응을 반

하는 것이었다. 교 의 학평가 사업에도 학들은 자발 으로 참

여하 고,1주기와 2주기 평가에 특별한 제외사유를 갖지 않는 한 모든

학이 참여하는 양태를 보 다.

그러나, 학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학으로부터 교 의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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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만과 비 이 제기되었다.비 의 주요 요지는 평가계획이 체계 이

지 못하고 평가기간도 짧기 때문에 특색있는 평가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정희천,1987:161),한정된 수의 평가지표로 학의 교육 여건과 질

을 정확하게 측정 평가할 수 없다는 (김신복,1990:38),평정의

화 경향과 유명무실화 경향(김신복,1990:39)등이 지 되었다.

2.제도 요소 분석

1)정치 맥락 (거부 가능성)

교 은 학간 자율 의체인 동시에 법 기구로서 정부의 여

를 공식화하 다는 에서 자율과 통제의 양면 갈등 요소를 가지고 있

었다.정부는 교 을 통해 학행정을 효율 으로 추진하고,정부정책

의 지지자 는 방벽이 되는 기능을 기 하 고, 학사회는 교 이

학의 이익 변과 권익옹호 기 으로서 자율 의사결정체제로서의 역

할을 기 하 다. 교 스스로도 발족 당시는 교 의 역할과 기능에

한 사회 합의가 결여되어 있었다고 지 하 다(한국 학교육 의회,

2002:24). 학 운 의 모든 부분이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던 환경 속에

서 학간 의체를 수용할 만한 정치사회 환경이나 주변 풍토가 성숙

하지 못하 던 시기 다. 의체의 역할과 기능에 련된 경험을 지닌

문가,회원 학의 이해도 많지 않았던 시기라는 에서, 교 도 “일

정한 타율성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자율화의 모색기”로 규정하 다

(한국 학교육 의회,2002:25).

그러나, 교 결성을 정부가 주도하 지만 학도 그 결성에서 모든

학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등 이해 계는 다르더라도 교 에 한

학의 기 와 참여는 극 이었다. 교 설립이 당시의 정치사회 상

황 속에서 옥상옥이라든가,정부의 시녀기 이 될 것이라는 부정 의견

도 존재하 지만, 학으로서는 교 이 학교육에 한 정부의 여

를 이고 학 자율 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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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따라서 이해 계자로서 학이 교 의 정책에 한 거부 가능

성은 약한 상황이었다. 학들은 이 에도 질 인 개 움직임을 보여

왔으며,정부가 주도한 지역세미나와 심포지움에 극 으로 참여하여

의견과 제안을 제시하 다.

학은 교 의 평가사업 과정에 모든 학이 참여할 정도로 극

인 호응자 다.평가정책의 상이면서 가장 큰 이해 계를 가지고 있는

학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제도의 도입과 유지에 매우 극 이었

다는 것은 교 의 학평가정책이 제도로서 도입되고 유지되는 과정에

서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 다.

정치권,언론 등 당시의 사회 환경 역시 교 의 평가에 우호 이

었다.정부의 개입 보다는 자율 역량을 강조하는 사회 분 기에서

학들이 자체 조직을 통해 자발 으로 질 리와 학교육의 개선을

해 학평가를 수행하려는 정책을 반 할 이유도 없었다.당시 학에

한 여러 가지의 사회 문제 이 제기되었고,양 팽창에 따른 질

인 미비가 거듭되는 여론의 공격 상이었기 때문에 학평가 자체에

한 사회 호응도는 매우 높았다.아울러 고등교육의 화 단계에서는

정부의 일방 인 정책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사회 인

식도 팽배하 다(한국 학교육 의회,2002:23). 교 의 평가는 정부

의 직 개입이 아니라는 에서 당시의 사회 분 기와 국제화 추세에

도 맞았기 때문에 사회 환경은 교 의 발족과 교 주체의 학평

가에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었다.따라서,질 리와 자율을 강조

하는 새로운 개 의 방안으로 교 의 학평가체제의 도입에 하여

사회 환경은 매우 우호 이었고,특별한 반 의 이유가 있을 수 없었

다.

교 발족을 해 당시 정부( 통령 업무보고), 학(회원으로 참여),

국회(법안 제출,입법)모두가 참여하는 양상이었다.이처럼 주요 정치

이해 계자의 거부 가능성이 은 상태에서 교 학평가정책의 도입

은 정치 인 제한과 장벽이 별로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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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도의 특징 (운 자 재량)

교 의 출범은 학평가정책에 있어 새로운 거버 스 체제의 출범을

의미하 다.즉 이 까지는 학평가의 실질 인 주체는 정부이고,정부

의 정책상 필요에 의해 학 계자가 동 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취하

다면, 교 의 출범으로 학간 의체가 학평가의 주체로서 제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학 시민사회 등과 유기 인 네트워크를 형

성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교 은 학간 의체로서의 법인격을

갖추고 있으나, 학평가가 정부 탁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역할에 있어서는 정부와 료를 신하는 반 반민의 이 인 상

을 가졌다.

교 은 학평가 체제를 구축하는 데에서 특별한 규정이나 정형

(stereptype)에 구속될 필요가 없었다. 교 은 평가기 의 설정과 평가

조직의 구성에서 자율 재량을 가지고 평가체제를 구축할 수가 있었다.

발족 기와 1주기 평가에서는 담조직을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련

원회를 심으로 평가체제를 운 하 지만,자체 으로 평가유 기간

을 두면서 경험을 재정비하여 2주기부터는 평가 담조직을 심으로 평

가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한, 학평가연구 원회를 구성하여 학평

가 반에 한 사업 결정과 방향 제시,평가실시과정의 통제와 조정,평

가결과의 검사와 책 의,기타 학평가에 한 계속 인 연구 등을

진행하 다.필요에 따라 몇 개의 소 원회로 나 어서 역할을 세분화하

기도 하 다.

평가기 의 설정에서도 자율 재량을 가질 수 있었다.이 실험 학

체제에서는 사 에 정해진 개 과제에 따라 평가기 의 변화에 제한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고 하면, 교 의 평가체제에서는 평가에 한

검과 학평가사업의 내실화를 하여 평가기 을 재조정할 수 있었다.

컨 연구의 해를 통하여 평가사업의 문제 을 분석하고 국제 조류

와 학의 발 방향 등을 탐색하여 학평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한 결과 평가모형과 평가기 을 개발하고 평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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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서에 해당하는 평가편람을 제작하 다.계량 측면에 치 하 다는

비 을 받아들여,각 학의 특성을 고려하되 학교육의 목표를 고려한

인 평가기 을 용하 다.평가기 의 고려 사항으로 사회 ,공

공 ,교육 으로 하게 기 되는 목표나 성과의 수 ,그리고 평가기

의 유용성,실 성, 성,명료성 등 다소 추상 이지만 융통성을 발

휘할 수 있는 평가 거를 설정하 다.

3)새로운 평가주체를 통한 환

교 평가체제는 평가주체가 학간 의체인 교 으로 환되면

서 평가의 성격과 효력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학간 의체가 평가

의 주체로 환된 것은 제도 운 자의 측면에서는 정책 운 에서 재량권

을 발휘하여 제도 운 을 보다 세련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하지만,이

의 실험 학 평가정책에 비해 학 반을 평가한다는 에서 평가의

내용 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평가 기 과 차에서도 큰 변

화는 없었다. 학평가의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여 학행정 교육계획

입안에 활용한다는 에서는 이 의 평가시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주체의 변화를 통해 종래의 주도 는 개입의 소지가 어느

정도 배제되고,평가활동 반에서 자율성이 확립되었다는 에서 이

시기와 다른 변화의 특징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교 평가체

제는 평가주체의 변화를 통하여 제도의 효력을 변화시킨 경로진화의

환(conversion)상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즉 기존의 제도가 외형

으로는 그 로 존재하지만,새로운 목 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바

게 된 상태인 것이다.

교 은 제도 운 자로서 자율 재량에 의해 평가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었다.그리고,정치 거부권자인 학과 사회 여론의 입장에서는 반

반민의 기 이 제도 운 자가 된 것은 주도가 아닌 학 참여 형태

의 정책 거버 스 체제가 구축된 것이므로 정치 거부의 명분은 약하

다.제도 운 자의 재량권은 유지되는 반면 이해 계자의 정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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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제도 변화의 양상이었다.이러한 에

서, 교 의 출범과 이후의 교 심의 학평가체제는 제도 운 자

가 높은 재량을 발휘하여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새로운 목 에 부합하

도록 제도를 변경한 환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이것은 Mahoney&

Thelen(2010)의 제도변화 모형의 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다.그

의 모형에 의하면 제도에 한 운 자의 재량권은 높지만,정치 맥락

으로서 이해 계자들의 제도 변화에 한 거부 가능성은 약한 경우 환

의 제도변화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교 은 제도 운 자로서 높은 재량

을 발휘하여 기존 평가정책의 틀 내에서 새로운 목 에 부합하도록 제도

를 변경한 것이었다.

제3 학평가인정제와재정지원 학평가의시작(1994-2006)

1.정책의 진행과정

1)정책의 배경 논리

우선 교 의 학평가제도는 학평가인정제 형식으로 환되었다.

학평가인정시스템은 실험 학 평가체제를 비하던 1972년의 국제심포

지움에서 처음으로 제안된 것이었다.국제심포지움에서 제시된 6개의 건

의사항 네번째 사항으로 “ 학의 평가승인제도(accreditingsystem)8)

등을 신설하여 질 향상을 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김종철,

1989: 280)”고 하여 구체 정책으로 제안되었다. 당시 평가승인

(accrediting)체제가 미국에서 시행된 제도 고,문교부 자문 이었던 Dr.

Keller가 심포지움과 실험 학 평가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하 음을 감안

할 때 이 제안은 미국식 학평가제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9)

8)accrediting체제를 평가인정,평가인증,평가승인 등으로 번역하여 사용하는데,

그 뜻은 모두 미국식 학평가체제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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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실험 학 평가와 교 평가는 명목상으로는 학평가인정제를 지

향한다고 하 지만,실제 으로 평가인정체제의 내용과 형식을 갖추지

못하 고,90년 에 들어서야 비로소 우리나라 제도로 도입된 것이다.

학평가인정제에 한 아이디어는 이 부터 있어왔지만,본격 으로

추진된 것은 교 이 아니라 정부의 학교육개 의 일환으로 제안되면

서 시작되었다.1987년 통령자문 교육개 심의회(이하,교개심)가 발족

하 는데,교개심은 고등교육분야 개 과제의 하나로 학평가제를 더욱

강화하여 학평가인정제로 환할 것을 제안하 다.이러한 교개심의

건의를 집행자인 교육부가 수용하여 교 에 학평가인정제의 시행방

안에 한 연구를 교 에 의뢰하는 형식으로 환이 이루어졌다.이처

럼 정부의 주도로 학평가인정제로 환되는 모습은 학평가의 시행주

체가 교 이기는 하지만 여 히 학평가는 정부의 사업으로서 정부가

내용과 형식의 최종 인 결정자임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이후 교 을 심으로 련 연구가 진행되어 학평가인정제 시행

방안에 한 문가 의회,설문조사,공청회 등을 실시하 고,1990년

교 이사회와 총회에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하 다(어윤배,1998).당 의 안은 학과평가인정제는 1992년부터,

학종합평가인정제는 1996년 이후에 도입한다는 안이었다.정부는 그동안

실시되어 온 학과평가를 학과평가인정제로 환하여 1992년부터 시행하

고, 학종합평가인정제는 1996년 이후에 도입한다는 정책을 발표하 다.

이에 따라 1992년에 물리학과와 자공학과를 상으로 한 최 의 학과

평가인정제가 실시되었다.

그런데,1992년 새 정부의 출범 이후 새정부는 학개 정책의 일환으

로 학종합평가인정제의 도입 시기를 앞당길 것을 교 에 제안하

다.이에 따라 1993년 교 하계총회에서 학종합평가인정제의 도입

시기를 학평가인정 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 는데, 학평가인정 원

회에서는 2차 회의(1993.8.28)와 3차 회의(1993.10.15)를 거쳐 1994년

부터 7년을 주기로 학종합평가인정제를 시행하도록 최종 확정하 다.

9)Dr.Keller는 실험 학 평가 원으로 수차례 참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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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교 은 1994년도에 7개 학을 시작으로 2000년도까지 163

개교에 하여 제1주기 학종합평가인정제를 실시하 다. 학평가인정

제는 “ 학의 질 수 을 체계 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공개

함으로써,그에 한 사회 인정을 얻게 하는 제도”로 정의되었다(한국

학교육 의회,2002).

1주기 평가는 국내 모든 4년제 학들이 학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

한의 기 을 충족시키고 학사운 을 포함한 학경 의 사회 책무성을

제고하는 데 주목 이었으며,결과 으로 평가를 통해서 국내 학의 체

제 구축의 목 이 달성되었다고 평가되었다(허귀진,2001).

2주기 평가는 1주기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21세기 시 사회

요구에 부응하고,개별 학의 특성화․차별화 략의 수립과 추진을

권장하며, 학교육의 질을 국제 수 으로 향상시키는 데 목 을 두었

다.2주기 평가는 1999년 12월 평가기 개발 연구 원회를 구성하여 제2

주기 편람개발 연구에 착수하면서 추진되었다.연구는 1주기 평가 시행

의 각종 연구보고서와 평가결과에 한 종합보고서를 토 로 하여 작성

되었고,4차례의 문가 의회와 1차례의 공청회를 실시하여 연구의 타

당도를 높이고자 하 다. 문가 의회는 1주기 평가 원 자문회의,

규모 학 기획실처장 자문회의, 소규모 학 기획실처장 자문회의,산

업 ․교육 기획실처장 자문회의를 거쳤으며,회원 학의 기획실처장

과 평가실무담당자를 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 다.2주기 평가체제의

기본 틀은 1주기의 체제와 거의 동일하고 약간의 수정 보완을 하 다.

한편, 교 의 학평가인정제와는 별도로 교육부는 1994년부터 학

의 기본 인 교육여건 시설 등에 해 평가하는 일반지원사업과 특정

학문분야나 로그램에 해 평가하는 특수목 사업으로 구분하여 직

학평가를 진행하 다.교육부의 학평가는 학재정지원과 연계되어

진행하 기 때문에, 학으로서는 재정 확보를 해 교육부의 평가에

극 으로 참여하려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주목할 것은 재정지원 평가정책을 통해 기존의 균등 배분 방식을 평가

를 통한 차등 배분 방식으로 환한 것이다.이 의 정부 학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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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공립 학 주의 재정 지원이었고,사립 학의 경우는 정책 차원의

균등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사립 학 경비의 일부를 보 해 주는

일반경비지원(시설확충자 에 한 보 ,공학계 실험 실습시설 확충 지

원 등)과 특정한 정책집행을 해 모든 학에 일 지원하는 국책사업

지원 등이었다.이러한 재정지원은 재원 배분 결과에 한 별도의 평가

나 검증 차가 없었고, 학재정을 보 하거나 특정 정책을 수행하기

한 비용을 정부가 보조한다는 명분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1994년부터는 재정지원의 규모와 방식에서 큰 변화를 갖게 되

었다.1994년 학의 자구노력 지원비 명목으로 500억원을 확보하 고,

지원방식도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 방식으로 환하 다(김화진,1999:

13).정부의 5.31교육개 안에는 ‘학평가와 연계된 재정지원’을 학교

육의 주요 정책으로 발표하 다(교육개 원회,1995:40-41).이후 정

부의 거의 모든 학재정지원사업은 이러한 평가에 의한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외에도 언론사의 학순 평가도 1994년 앙일보의 학별 종합부

문 평가를 시작으로 실시되었다.언론사의 학순 평가는 교육수요자에

게 학 학과들의 비교우 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목

을 두었으며,이를 해 해외 언론사들의 학평가 방식을 수용하여 지

표와 방법을 개발하 다.

이처럼 1994년을 기 으로 학평가인정제,재정지원 학평가,언론사

학순 평가 등 우리나라의 학평가는 정부의 정책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발 하게 되었다.언론사의 학순 평가는 공공 인 정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논의에서 제외한다.

2)정책의 내용

(1)평가의 주체

학평가가 다양화됨에 따라 각 평가에 따라 평가의 주체도 다양화되



-103-

었다. 학평가인정제의 주체는 교 과 학평가인정 원회 고,재정

지원 학평가의 주체는 교육부 다.

우선 학평가인정제 형식의 평가에서 새롭게 등장한 평가 주체는 최

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학평가인정 원회의 구성이었다.1993년에는 교

육부 학교육심의회와 교 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학평가인정제 사

업의 운 을 독자 인 학평가인정기구를 설치하여 임하기로 합의하

여, 교 에 ‘학평가인정 원회’를 병설하여,이 원회가 독자 으로

학평가인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을 결정하 다.평가와 련된 제

반 의사결정은 학,교육부,사회 유력인사 등이 참여하는 병설독립기구

로서 학평가인정 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체계화한

것이다.

학평가인정 원회는 제61차 교 이사회(1993.2.8)의 의결에 의

해 학평가사업의 공정성과 객 성을 제고하기 해 교 에 병설된

원회이었다. 학 사회 각계의 표인사 15명으로 구성되었고,1993

년 4월 1일 발족하 다.5인 이내의 산업계,사회단체 표, 교 이사

회가 선정한 5인 이내의 학 총장이나 학 보직교수,2인 이내의 학

평가 문가,그리고 당연직인 교육부차 , 학평가기획 원회 원장

교 사무총장 등 모두 15인이며, 원의 임기는 2년이었다(한국 학

교육 의회,2002). 원회의 기능은 학평가의 기본 방향과 기본 사업

내용에 한 심의,의결, 학평가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의에 한 조정,

평가결과의 처리와 그 활용 방안에 한 심의,조정,기타 학평가와

련된 사항의 심의 건의 등이었다. 학평가인정 원회는 형식 으로

정부와 교 으로 독립되는 독자 인 조직의 성격을 가진다.당시 학

평가에 한 책임과 권한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간 지 의

필요성에서 만들어진 조직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한, 학평가인정회 산하에 학평가기획 회를 구성하여 평가인

정 업무의 집행 략 수립,평가결과에 한 비 정,평가인정에 한

연구·조사,기타 학 평가인정제 실시를 원활하게 하는 각종 지원 역할

을 담당하며 효과 인 기능의 수행을 하여 교 평가지원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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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조를 받는다.조직구성은 교 회장이 하는 10명 이내의 평

가 문교수로 이루어지며 원장은 학총장 에서 선임하 다.이외에

도 평가결과에 한 재심 원회를 두는 등 학평가인정제를 하여 다

양한 공식 조직을 구성하 다.

특히 2주기 평가부터는 평가의 문성 신장을 해 ‘평가 원단(pool)’

을 구성하 고,평가 원단 자체평가연구 원의 연수를 강화하 다.

학평가인정제에서 정성평가에 한 논란과 학의 문제제기를 극복하

기 해서 평가 원들의 자질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 다.이를

해 학의 추천을 받아 학행정 경험과 평가수행 경험이 풍부한 교수

들로 평가 원단을 구성하여 연수를 강화하면서,평가 원 선정 방식에

도 신 을 기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그리고,교육수요자,교육 담당

언론사 기자 등 사회 공익단체 직능별 단체인사들을 참 인으로 는

특정부문에 한 제한된 평가에 참여시킬 것을 권장하 지만,구체 으

로 실 되지는 못하 다.

재정지원 학평가는 1994년 교육부가 주체가 되어 해당 재정지원 사

업에 한 문가들로 평가 원회를 구성하여 실질 인 평가를 진행하

다.이것은 이 의 실험 학 평가정책의 주체 운 방식과 유사한 것

이었다.평가 원회의 구성과 규모는 해당 재정지원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 다.다만 재원배분의 엄격성과 공정성을 해 정부가 주도 으

로 정책을 형성,결정함에 따라 련 집단들의 참여를 유도하지 않고 일

방 으로 진행된다는 비 이 제기되었다.정책형성과정에서 재원배분의

경쟁력 제고라는 명분하에 정부가 주도 으로 형성,결정하 고,정책집

행과정에서도 련집단들의 지지를 구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무한

상태에서 집행되었다는 것이다(신 석,2005:85).

(2)평가 차 기

학평가인정제의 차와 방법은 자체평가,서면평가, 지방문평가 등

의 차는 동일하지만,자체평가를 하여 학자체 으로 학평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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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공식 으로 구성하도록 하 고,회원 학으로부터 평가신청을 받아

해당 주기 안에서 평가년도를 정하는 방식을 도입하 다. 교 은 평가

실시계획을 각 학에 통보하고,각 학은 평가시기를 결정하여 교

에 신청하 다.평가의 신청 자격은 교 회원이면서 졸업생을 배출한

4년제 학으로 정하 다. 학체제의 산출요소인 ‘졸업생의 취업률’의

산출이 가능한 학을 평가 상으로 한 것이다.이처럼 학이 평가시기

를 신청하도록 한 결과 학들은 평가시기를 늦추려는 경향을 보 고,

가능한 학의 의견을 존 하되,평가 주체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연도별

평가 학의 수를 조정하 다.1994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각 학을 순

차 으로 평가하되 교육 학은 1997년,신학계 학은 1998년,개방형

학은 1999년에 일반 학과 함께 평가하 으며,마지막으로 2000년에는

그간 평가인정을 받지 못한 학과 1996년까지 신설된 학을 상으로

평가를 실시하 다.2주기에서는 신설 학과 기존의 평가인정 학을 분

리하여 이원 으로 평가를 실시하 다.

평가 상으로 선정된 학은 교 에서 제시한 학종합평가 편람의

자체평가연구지침에 따라 자체평가기획 원회와 자체평가연구 원회를

구성하 다.자체평가연구 원회가 평가 기 에 따라 자체평가연구를 수

행하고 자체연구보고서와 련 자료를 작성하면 자체평가기획 원회는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심의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아 교 평가지원부

에 제출하 다.이후 교 평가지원부는 지방문평가의 일정을 확정

하고, 학평가기획 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종합평가 원회를 구성하

다.평가 원회는 평가 상 학이 제출한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검토

하여 서면평가와 지방문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지표별 수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토 로 하여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 평가지원부

에 제출하 다.제출된 수는 교 평가지원부에 의해 평가인정 자료

로 작성되며 학평가기획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평가인정 원회에

의해 인정여부가 심의,의결되었다.지표별 수와 평가결과 보고서는 해

당 학에 피드백 자료로서 제출되었다.

교 은 학평가인정 원회가 의결한 각 학의 인정여부 평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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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해당 학에 통보하며,통보를 받은 학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

을 경우에 소정의 자료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었다.평가 인

정을 받은 학은 평가주기가 끝나는 해에 다음 주가의 평가를 신청하여

인정을 받아야 하며,만일 다음 주기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해당 학에

한 평가인정의 지 를 상실하 다.

평가기 은 역별로 당 명제로 규정된 평가 거와 이 평가 거를

측정하는 평가기 으로 구성되었다.평가지표는 정량 평가지표와 정성

평가지표로 나 어졌는데,정량 평가지표는 우리나라 학의 통계

를 감안한 상 기 과 학교육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하는 기

을 용하 다.평가 역에서는 6개 역으로 구분하 는데,교육과정

과 학사운 등 교육의 과정 성과를 포함하는 학교육의 소 트웨어

요소 반을 고려하려고 노력하 다.2주기 평가에서는 기본 방향인

특성화가 강조되었고,발 략과 비 에 한 평가를 추가하 고,교육

의 과정과 성과 등 소 트웨어 역의 비 을 강화하 다.2주기 평가에

서는 1주기와 동일한 평가편람을 활용하되 평가항목의 가 치와 평가기

등을 학의 유형과 특성을 반 하여 다양화하고 차등화하 다.

1주기와 2주기 학평가인정제의 평가 항목과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서 인,2003:84-86)첫째,평가항목을 폭 축소하 다.평

가 상 학의 평가 비 과 에 한 불만 제기에 응하여 100개로 구성

되었던 평가항목을 55개로 축소하 다.양 평가지표가 많다는 비 을

수용하여 정량 평가항목을 정성 평가항목으로 다수 환하 다.평

가지표 수의 축소로 발생할 수 있는 타당도 하의 문제를 정성 항목

을 통해 어느 정도 상쇄하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이었다.둘째,교육의 과

정과 산출에 을 두는 평가항목을 개발하 다.1주기는 학교육을

한 기본 여건을 구축하기 하여 교육과정과 산출에 못지않게 교육환

경 여건을 강조하여 학교육의 기본 여건이 상당히 형성되었다고 보

고,2주기는 소 트웨어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환한 것이다.셋째,평가

항목과 기 의 국제 호환성을 고려하 다. 학의 경쟁력 제고,국가간

표 의 수립,외국 학과의 고등교육의 상호교류와 인정 등을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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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다만 이러한 목표가 구체 인 평가항목에 어떻게 반 되었는지

는 분명하지 않다.넷째, 학의 특성화 차별화를 강조하 다.평가부

문에 학의 특성화를 신설하 고, 학의 특성화와 한 련을 가지

고 있는 발 략 비 역의 비 을 포함하여 체 가 치의

10%-15%를 차지하게 하 다.다섯째, 학의 유형에 따라 평가기 을

다양화 하 다.1주기는 4가지 유형(사실상 동일한 평가 거와 기 에서

가 치를 달리 용하는 방식)이었는데 반해,2주기는 신설 학을 새로

운 유형으로 추가하 다.동일한 평가기 을 설정해 놓고 학의 특성에

따라 평가기 을 용하기도 하고 않기도 하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

즉 모든 학을 공통 인 평가 거와 기 을 용하면서도 학 특성에

따라 공통 으로 해당되는 평가지표와 특수한 평가지표를 구분하여 다르

게 용한 것이었다.여섯째,평가 거를 핵심평가항목,공통평가항목,특

성화평가항목 등으로 구조화하 다.핵심평가항목은 모든 학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평가지표로서 이 평가지표에서 특정 등 이하를 받을 경우

다른 평가지표에 계없이 평가불인정이 되도록 하 다.공통평가항목은

부분의 학에 해당되는 평가지표 다.다만, 학의 특성상 평가가가

불가능할 경우 평가 원단의 합의에 따라 제외가 가능하 다.특성화 평

가항목은 학의 경쟁력 향상을 하여 특성화를 유도하는 데 주안 을

둔 평가항목이었다.특성화 평가항목은 공통평가항목과 성격상 큰 차이

는 없으나 학의 특성화를 강조하기 하여 특성화 평가항목으로 명명

하 다.이 항목은 모든 학이 반드시 평가받아야 하도록 하 다.

다음으로 2주기에서 평가 차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첫째,7년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 다.따라서,2000년까지 이미 평가인정을 받은 학들은

2005년까지 5년 이내에 다시 종합평가를 받아야 하 다.7년 주기는

격한 사회변화를 반 하기 어렵다는 을 수용한 것이었다.그런데, 학

들은 평가를 비하는 부담을 최 한 연기하려는 경향을 보 고,그 결

과 평가 실시 희망년도가 부분 평가주기의 후반부로 극심하게 몰리는

상이 발생하여 2006년까지로 1년을 연장하 다.둘째,평가주기를 상시

화하 다.1주기 종평은 매년 10월과 11월에 걸쳐 한 시기에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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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 시기에 여러 학을 평가하기 해서는 평가반을 다수 구성하여야

하 고,평가반별 정성지표의 평가 등에서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문제

으로 계속 지 되었다.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해 평가 원단

(pool)을 구성하고 평가시기를 연 상시로 하여 해당 학의 여건과 실

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 다.셋째,사후평

가를 도입하 다.평가를 통해 제안된 시정사항이 이후 개선되었는지에

한 확인을 해,평가실시 후 2년 이내에 평가 시 개선 사항과 핵심

인 평가 항목에 하여 조사함으로써 평가가 1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

록 하 다.사후평가는 소수의 평가 문가집단에 의해 단기간에 실시될

수 있으며,사후평가가 곤란한 경우 학으로부터 사후 보고서를 제출받

아 서면 평가하는 방법도 고려하 다.

이러한 2주기의 평가방식과 차는 실 여건상 당 계획 로 실

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으나,이후 기 평가인정제에 부분 반 되어 실

될 수 있었다.

한편,재정지원 학평가는 정부가 매년 재정지원 사업계획을 공고하

여 학이 스스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 으로 해당 사업에 신청하는

차로 진행되었다. 문가로 구성된 평가 원회는 사 에 평가지표를

공지하여 학이 여건을 자체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

다.신청은 학의 자율에 맡겼지만, 부분의 학이 재정지원을 하

여 평가에 참여하 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간 으로 강제하는 효과

를 가질 수 있었다.해당 사업을 해 구성된 평가 원회는 학의 신청

서에 한 서면 평가 지방문평가를 수행하고,평가결과 산출하여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가 결과를 외 으로 공포하 고,결과에 따

라 재정이 학에 지원되었다.이후 2008년부터는 재정지원 학평가에

포뮬러 펀딩 방식이 도입되어 평가 차와 기 이 간소화되었다.

(3)평가 결과 활용

학평가인정제가 사회 인정을 받는 것을 목 으로 하는 만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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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학평가인정 원회에서 최종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 다.그 결과는 정부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정부 탁사

업으로서의 형식과 정부의 참여를 계속 보장하 다.평가의 인정기 은

일정한 기 수( 컨 , 학종합평가인정제인 경우 500 만 에 350

)이상을 획득한 경우 학의 질을 인정하고,결과를 사회에 공개하

다.1주기 학종합평가인정제는 평가 학의 수가 총 의 70%를 상회

하는 경우 인정으로 정,미만인 경우 불인정으로 정하 다.이후

1996년부터 평가결과의 공개에 한 사회 요구에 직면하여 총 에

한 인정/불인정 정과 더불어 평가 역별로 역별 수의 90% 이상을

획득한 경우 역별 우수 학으로 하여 외 으로 발표하 다. 컨 ,

교육 역의 경우 총 이 120 이기 때문에 해당 역이 108 이상이면

우수 학으로 외 으로 발표되었다.평가 결과는 평가인정 원회의 승

인을 받아서 교 과 정부가 언론에 공표하는 형식을 갖추었다. 학은

이 게 발표된 결과를 학의 홍보 략에 극 활용하 다.

평가주기가 7년이므로 평가인정에 통과된 학이 갖는 인정 효력은 7

년간 유지되는 것이었기에 이후 2주기 평가를 받아야 하 다.2주기에서

의 평가결과 정에서는 1주기 평가와 같이 인정 불인정 여부를 정하

되,총 에 따라 1등 에서 5등 화해서 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지만

실 되지는 않았다.이 게 총 에 따른 등 화를 한다면 학이 총 에

서의 고득 을 획득하기 해서는 특성화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비 이

있었기 때문이다.다만 역별 우수 학을 1주기에서는 90%이상의 고득

학을 우수 학으로 발표하 는데,2주기에서는 최우수,우수,보통,

미흡 등의 4단계로 발표하 는데,이것은 총 보다는 역별 수를 세

분화하여 평가하여 특성화된 경쟁을 유도하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었다.

한,언론사 학순 평가의 향으로 최우수 그룹에 해서는 순 를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되었지만 실 되지 않았다.학문분야 평가에서는

순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평가결과 활용을 해 련기 의

조체제를 구축하고자 하 는데,구체 으로 실화되지 못하 다.

학재정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특수목 지원사업으로 구분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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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반지원사업은 체 학을 상으로 하여 신청 학 모두에게 재정

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학기반 조성사업,국립 실험․실습 기

자재 확충사업,공․사립 시설․설비 확충 사업 등이 이 범주에 속하

다(김안나,2005:93).한편,특수목 지원사업은 재정지원 신청 자격이

일부 한정되거나,평가를 통하여 일부 우수 학을 선정하여 집 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 는데,평가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는

다음과 같았다.

사업명 사업목 사업기간 사업비 지원 학

공과 학

지원

- 학별특성화분야 육성정책

-지역사회와 산업체의 응투자 등

을유도

-지방공 교육여건 개선

1994-

1998
2000억

지방 학

국립 7

사립 1

우수 학원

지원

- 학원 교육 연구의 질 수월성

제고

-학문,과학기술의국제경쟁력강화

-우수 과학기술연구 인력양성

1995-

1999
1000억 5개교

국제 문인력

양성지원

-세계화 개방화 시 의 국제 계

문인력양성

1996-

2000
1000억 9개교

교육개 추진

우수 학

-신교육체제의 원활한 추진을 장려

하여신교육체제의확산,정착
1996

274억

(1997년)

40개교

(1997년)

지방 학

특성화 지원
-지방 학교육의질 향상유도

1997-

2001
1000억 10개교

<표 14>특수목 지원사업 황 (2000년까지)

출처 :김화진(1999:12)

이후 매년 재정지원 사업은 재정 상황과 학 여건에 따라 사업이 통

합되기도 하고 다양화되기도 하 다.연구소 기자재 첨단화 사업,산업

특성화 지원사업 등이 시행되기도 하 다.이후 BK21사업,지방 특성

화 사업(NURI),교육선진화 (ACE)사업 등 규모의 재정지원 평가사

업으로 확 강화되었다.2000년 이후의 평가에 의한 재정지원사업은

학의 개 과 경쟁력 향상을 주된 목 으로 하고 있으며,세부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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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구조 변화를 목 으로 한 사업( 학 교육개 학 구조개

지원), 학의 특성화와 산학연계에 역 을 둔 사업( 학 특성화사업,

지방 학 신역량 강화 사업,지역 균형발 지방 학 육성 사업),그리

고 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한 사업 등으로 진행되었다(신정철

외,2009).이 2008년부터 시작된 학교육역량 강화사업(ACE사업)은

학부교육의 역량에 을 맞춘 사업이라는 에서 큰 의의를 가졌다.

김병주 외(2010)는 2008년도 앙정부 재정지원사업은 총 20개의 부처와

청에서 총 276개의 재정지원사업을 운 하 는데,이 교육과학기술부

와 지식경제부가 각각 84개로 체의 60% 이상을 차지하 다고 분석하

다.

3)정책에 한 학의 응

학평가인정제에 하여 학들은 이 의 교 평가 시기 때와 같

이 평가에 의무 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 다.다만 그 과정에서는 이

과 달리 학평가에 한 극 인 의견 개진과 요구를 철시키려는

모습을 보 다. 학평가인정제의 성격과 집행과정의 문제 에 하여

집 인 문제제기가 있었는데,평가정책과 련한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 시기 학평가인정제에 한 것이었다(서 인,2003;박진형,2004).

교 은 학의 요구에 응하여 2주기 평가에서는 정책의 내용을 폭

수정하게 되었다. 학의 특성을 고려하기 하여 핵심평가항목,공통평

가항목,특성화평가항목으로 구분한 것은 획일 기 에 한 학의 비

을 수용한 것이다. 학의 평가업무의 과 한 부담에 한 문제제기에

따라 평가항목의 수를 폭 축소하 다.이 평가와 자료의 낭비에

한 문제제기에 따라 평가 정보의 통일 리를 한 시스템을 구축하

다.이처럼 학은 학평가인정제를 거부하지 않고 참여하면서,평가의

효과성을 높이기 한 극 인 문제제기를 하 고, 교 은 이것을 수

용하여 정책을 보다 합리화하고 실에 맞도록 수정해 나갔다.

이에 반해 정부의 재정지원 평가에 해서는 학들이 재정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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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극 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학으로서는 필요한 재원

을 확보하는 동시에 내외 인 홍보 효과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정

부의 재정지원 평가에 선정되는 것이 매우 요한 과제가 되기도 하

다.정부로서는 재정지원을 무기로 정책 의도를 학에 철시킬 수 있

었고, 학으로서는 평가에 선정되기 해서 학의 운 체제를 바꾸는

경우도 있었다. 컨 교육부는 1998년 ‘교육개 추진 우수 학 지원사

업’의 평가지표로 ‘학구조조정’부문을 공통심사 기 으로 확정하여 각

학이 구조조정 실 을 제시할 것을 강제하 다. 학구조조정의 구체

인 평가 항목은 학구조조정 자체계획 수립 추진의지,유사 학과

통폐합,교육행정 부문의 구조조정, 학 법인재정 운 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 학헌장의 제정 구안 노력 정도,학사운 의 질 리

등으로 기존의 평가지표에 신 내용을 추가한 것이었다.이에 따라

학들은 평가 항목에서 제시하는 구조조정 요소들에 한 실 을 내기

해 학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행재정 노력을 투여함으로써 정부

의 정책 의도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 다.

2.제도 요소 분석

1)정치 맥락 (거부 가능성)

학은 학평가인정에 참여하면서도 이 과는 달리 비 인 문제제

기를 활발히 하 다. 학평가인정제의 1주기와 2주기의 평가는 평가기

과 평가 방식에서 많은 차이를 보 는데,그것은 평가진행과정에서

교 한국 학평가원이 학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평가에 반 하

기 때문이다. 학의 문제제기는 궁극 으로는 평가의 효과성을 높이기

한 것이었고,이것을 수용하는 과정은 정책의 합리성과 실 성을 강화

해 나가는 방향이었다.이처럼 학평가가 체계화될수록 그와 동시에

학은 학평가에 한 경험이 되고,그 결과 이 의 평가와는 달리

극 으로 평가정책의 변화에 개입하 다.게다가 교 이 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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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체이므로 학은 회원의 입장에서 의견을 반 하도록 요구할 수 있었

던 것이다.따라서, 학은 학평가인정제로 체계화되는 과정에 극

으로 개입하여 자신의 이해를 철시키는 입장에 있었으므로 제도를 변

화시키기 보다는 제도를 수정해 나가는 입장이었다.따라서 정치 이해

계자로서 학의 제도 변화에 한 거부 가능성은 강하 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정부의 재정지원 학평가에 해서도 학은 수동 인 입장에서

참여하는 입장이었다.재정지원 평가정책은 그 형성과정에서 학의 경

쟁력 확보라는 의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문 기술 인 요구나 검증

그리고 폭넓은 련집단의 지지를 확보하는 작업을 최소화하 다(신

석,2005:86).따라서, 교 평가와는 다르게 재정지원 평가정책의 형

성과 집행 과정에 학이 개입할 여지는 매우 었다.그럼에도 불구하

고 학은 재정지원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평가에 항없이 참여하는 입

장이었다.정부와 학의 계,재정지원의 필요성 등은 재정지원 평가정

책의 시행으로 래된 제도 변화에 정치 이해 계자로서 거부권을 행

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2)제도의 특징 (운 자 재량)

이 교 의 평가를 학평가인정제라는 형식으로 환하면서 표방

한 목 은 학교육의 수월성 제고, 학경 의 효율성 제고, 학의 책

무성 향상, 학의 자율성 신장, 학간 동성 진작, 학 재정지원의

확충 등이었다.이러한 목 은 상당히 추상 수 의 언표 고,제도 운

자인 교 은 목 을 실 하기 해서 학평가인정제의 평가체제를

결정하고 해석 집행하는 데에서 상당한 재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 한,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의 의견을 반 하여 2주기 평가에서는 평

가 내용을 폭 수정하는 등 평가의 수정,보완에서도 상당한 재량을 발

휘할 수 있었다.

한편 정부의 재정지원 학평가는 문민정부 이후 세계화,개방화의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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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서 학의 국가경쟁력에 한 사회 인식이 확 되면서 고등교육

재정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당시 교육

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교육개 과제를 추진하는 정부의 의지에 힘을 얻

어 1994년 학의 자구노력 지원비 명목으로 산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것의 배분을 해 평가를 통한 차등 배분 방식을 용한 것이다.따

라서 제도 운 자인 교육부는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 확보

를 해 학의 교육과 연구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극 으로 수용하여 야 했고,그 결과 차등 배분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결정하여야 하 다(신 석,2005:85).정부는 재정지원과 배분을 학개

과 같은 정책목 의 실 도에 한 평가결과와 연계함으로써, 학으

로 하여 정부의 정책 과제를 수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었다.이후 재정

배분의 엄격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해 정량화된 포뮬러 펀딩 방식으

로 환하는 등 정부는 재정지원 평가정책의 해석과 집행에서 제한된 재

량권을 가졌다.

3)제도의 형식 변화(표류)와 새로운 평가방식의 도입(가겹)

교 의 학평가인정제는 미국 학평가인증(accreditation)의 형식

기구와 차를 명시 으로 수용하는 형태로 학평가인정체제로 환한

것이다. 교 은 인정제의 의미를 “ 학이나 학과의 질 수 을 체계

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그에 한 사회 인정

을 받게 하는 제도”(어윤배,1998)로 규정함으로써,사회에 한 인정을

시하 다.그러나,미국과는 학설립요건 등 정책환경의 차이가 분명

한 상황에서 인정제의 도입은 정책 효과 자체에 한 회의가 제기될 수

밖에 없었다.즉 미국은 학설립 자유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질 보증 차가 필요하 던 반면,우리나라는 사실상 학설립 허가제

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허가된 학을 다시 불인정하기 어려운 상

황이라는 에서 인정의 정책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웠다.실제 학평

가인정제의 평가결과 인정이 되지 않은 학이 거의 없다는 이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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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다.그 결과 평가인정의 실질 인 효과에 해 계

속 인 회의 시각이 존재하 다.평가 인정의 취지가 학 내부 으로

는 학의 질 수 을 향상시키고 외부 으로는 학교육의 수월성과

책무성에 한 사회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할 때 특히 학평가인정제

의 외 인 효과와 련하여서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사

회 인정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평가의 결과를 정부의

행재정 지원과 연계해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수 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제도가 형식 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제도의 효과가

하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를 표류상태를 말한다.표면 으로는 학

평가인정제를 통해 평가체제는 보다 체계화,안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 으로는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 던 것이다.

Mahoney& Thelen(2010)의 모형에 의하면 표류는 이해 계자들의 제

도 변화에 한 거부 가능성이 강하면서,운 자의 재량은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이 경우는 이해 계자들인 학이 학평가인정제를 다른 제

도로 변화시키기 보다는 극 인 문제제기로 제도의 내용을 수정해 나

간 경우이다.따라서, 학은 정치 이해 계자로서 제도의 옹호자 역할

을 하 다.다만 그러한 수정의 노력이 강하지 않음으로써 제도의 효과

성을 보다 강화하지 못한 것이 제도의 표류 상태에 놓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제도 운 자인 교 역시 재량을 발휘하여 정책의 내용을

폭 수정하는 등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려 하 으나,제도의 근본 인 변

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계에 놓인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교

병설로 학평가인정 원회를 두면서 매년 인정 여부에 한 정을

하는 인정제는 기존의 교 평가를 좀더 정교화하고,체계화한 의의는

있지만 인정 자체의 효과와 사회 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그

결과 이후 자체평가체제로 보다 큰 제도 변화를 래하게 되고,한편으

로는 정부의 직 인 평가를 허용하는 여지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 학평가는 기존의 평가정책은 기존 제도의 구성요

소들에 새로운 요소들이 덧붙여지는 제도변화의 가겹 상황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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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기존 제도의 구성요소들(평가기구로서의 정부,신청에 의한

평가진행방식)은 그 로 유지되면서,재정지원과 차등 배분이라는 새

로운 요소를 덧붙여져서 기존 제도의 운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경

로진화의 가겹 상황으로 볼 수 있다.기존의 평가 방식에 재정 지원이라

는 요소를 추가한 것이지만, 학평가 정책으로서는 학이 체감하는 핵

심 요소인 평가결과 활용 문제의 변화이기 때문에 요한 변화로 받아

들여지는 것이다. 학으로서는 재정 지원을 하여 평가에 극 으로

참여하 으므로 정치 거부 가능성이 약한 상황으로 악이 되었고,제

도 운 자인 정부는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학의 경쟁력 확보를 해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하여 차등 배분 방식을 채

택해야 하는 제한된 재량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Mahoney &

Thelen(2010)의 모형에서 가겹은 이해 계자들의 제도 변화에 한 거부

가능성이 강한 경우에 해당하는데,이 모형에 의하면 재정지원 학평가

의 경우 학이 극 으로 참여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잠재 으로는 이

러한 방식의 변화에 거부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요컨 학은 새로운 요소를 기존의 제도 내에서 수용하려는 의도를 보

일 수 있는 것이다.

제4 자체평가제 기 평가인증과 재정지원 학

평가의 병행 (2007- 재)

1.정책의 진행과정

1)정책의 배경 논리

교 의 학평가인정제는 평가인정 개념의 불명확성,평가의 신뢰성

확보, 학간 과열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자료축 의 미흡, 산과 인력

의 부족 등의 문제제기와 교육부,언론사,학문계열별 인증기 등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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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다양화에 따라 학의 평가부담이 가 되면서 학사회로부터 새로

운 평가체제로 환될 것을 강하게 요구받게 되었다. 교 은 3주기

학종합평가를 비하기 한 연구에 들어갔다.이러한 연구의 과정에서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학평가인정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

학정보공시와 연계된 자체평가 제도에 한 안이 구상되었다.

이후 정부는 학평가 련 법령을 정비하여 2007년 10월 고등교육법

(법률 제8638호,2007.10.17.공포)제11조의2에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고

등교육기 의 내부평가,외부 평가,정부의 민간 평가인증기구 지정,평

가 결과의 활용 등에 한 사항을 명문화하 다.이것은 그동안 학평

가가 교 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진행되어 왔으나,평가기 의 다양화

와 새로운 평가체제의 구축을 해서는 학평가에 한 법 근거를 명

확히 할 필요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의2(평가 등)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 의

교육과 연구,조직과 운 ,시설과 설비 등에 한 사항을 스스로 검하고 평

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 으로부터 인정받은 기 (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 "이라 한다)

은 학의 신청에 따라 학운 의 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 공을 포함한

다)의 운 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 은 련 평가 문기 ,제10조에 따른 학교 의체,학술진흥을

한 기 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 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부가 학에 행정 는 재정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 는 인증,제3항의 인정기 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개정 2011.7.21.]

학 자체평가,정보공시제,인증평가제도를 처음으로 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이 제도를 시행하기 한 후속조치가 이어졌다.정부는 2007년 5

월 ‘교육 련기 의정보공개에 한특례법’(법률 제11690호,이하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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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정하여 학정보 공시제를 시행하 다. 학정보공시는 고등교육기

의 기본운 상황 교육,연구 여건에 한 주요 정보를 정보공개에

한 열람,교부 청구와 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에 탑재 등의 방법

으로 극 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특례법 제2조).이와

동시에 2008년 12월 ‘고등교육기 의자체평가에 한규칙(교육과학기술부

령 제21호)’을 제정하여 자체평가제도를 시행하 다.자체평가는 고등교

육기 이 해당 기 의 교육·연구,조직·운 ,시설·설비 등 학교운 의

반에 하여 종합 으로 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학은 자

체평가에 한 법 근거에 따라 최소 2년 주기의 자체평가를 의무 으

로 실시하도록 하 다.그리고,자체평가는 학정보공시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여 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려고 하 다(이

외,2008;유 숙,2009). 한 정부는 2008년 12월 ‘고등교육기 의평가

인증등에 한규정( 통령령 제21163호)’를 제정하여 각 학이 별도의 평

가기 에서 기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 다.자체평가와 기 평가인증을

별도로 분리하여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 에 한하여 기 평가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후 교 은 교 내에 학평가원을

별도로 설립하여 기 평가인증제 시행기 으로 인정받기 해 비를 하

여 2009년 정부의 고등교육 평가인증제 시행기 인정을 한 계획에 근

거하여 기 평가인증제의 시행 기 으로 신청하 으며,2010년 11월 11

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기 평가인증제 시행기 으로 인정을 획득하

다. 교 학평가원은 정부로부터 기 평가인증제 시행기 으로 인정

받게 됨에 따라 2011년부터 기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정부의 재정지원 학평가는 계속 병행하 는데,이 시기의 재정지원

평가는 포뮬러 방식을 통해 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재정을 배분하 다.

계량 지표로 학의 산출을 통제하는 방식이었다.이 시기에 이루어진

주요한 재정지원 학평가와 그 규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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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09 2010 2011 2012

2단계 연구 심 학 육성(BK21) 2,659 2,370 2,370 2,045

세계 수 의 연구 심 선도 학 육성 1,210 1,240 1,201 517

학교육역량강화사업 699 822 870 780

지방 학역량강화사업 1,950 2,100 2,160 1,641

산학 력 선도 학 육성 1,150 1,345 1,325 1,700

지방 학 신역량 강화 2,594 2,563 - -

<표 15>정부 재정지원 학평가 산 추이 (2009-2012)

(단 :억원)

출처 :김수경(2012:17)

한 2012년부터는 학교육역량강화사업을 한 평가를 교 에

탁하여 집행하는 형식으로 환하 다.이후 학특성화사업은 교 에,

교육선진화사업은 한국연구재단에 탁하는 등 정부 재정지원 평가사업

도 과거의 교 평가와 같은 탁사업 형식을 띄게 되었다.

이러한 환은 정부가 직 평가하는 부담을 덜면서도 간기구를 통

해 실질 인 정책 효과를 기하는 방식을 다시 도입하는 순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과거와 다른 은 교 뿐 아니라 한국연구재단과

같은 간기구가 다원화되었다는 이다.이러한 간기구는 정부 탁

사업을 수행하면서 정부의 향력을 벗어날 수 없었다.

실제로 교 의 경우 정부 산사업(교육부 탁사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교 의 설립목 이 흔들린다는 지 이 제기되었다.2007

년 50억원 규모이던 국고 회계가 2013년 3123억원으로 60배가량 늘어나

고 2012년 2600억원 규모의 학교육역량강화사업을 맡으면서 교육부의

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회원 학으로부터 기야 교육부 ‘2 ’라는

소리까지 듣는 지경이 되었다(한국 학신문,2014.3.14.일자).10)

10)http://m.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3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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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책의 내용

(1)평가의 주체

자체평가와 정보공시의 주체는 개별 학이다. 학이 자체평가를 수

행하기 해서는 이 보다 평가 업무를 담당하거나,보조해야 할 상시

인 인력과 담조직을 신설 는 지정해야 필요성이 강조된다.자체평가

담조직의 규모와 역할 기능은 학별 환경과 여건을 감안하여 자율

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권한과 내용이 폭 확 된 상황이다.따라서,

학들은 평가의 효율성과 완벽성을 높이기 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학별 황을 보면 자체평가를 해서 부분의 학이 평가기획 원

회,평가연구 원회 등을 두었는데,이것은 이 학평가인정제에서의

평가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평가조직을 구성한 것이었다(이석열,2011).

학 자체 평가는 주로 학 내부 구성원이 주체 고,외부 인사를 포함

시키는 경우는 2009년 평가의 경우 체의 7.9%에 해당하는 18개 학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채재은 외,2011).

기 평가인증제의 평가주체는 교 부설기 인 한국 학평가원이다.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 에 한하여 기 평가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한 정부의 통제를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이것은 미국식 인증

체제를 원용한 것으로 평가에 직 인 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교

학평가원은 정부로부터 기 평가인증제 시행기 으로 인정받아 학평

가인정제의 연장선에서 학평가를 지속하게 되었다.

정부 재정지원 평가의 경우는 2012년부터는 사업의 집행을 정부가 직

하지 않고 리기구에 탁하는 형태를 취하 다.교육역량강화사업

과 이후 교육선진화사업은 교 에 탁하 고,수도권 학 지방

학 특성화사업은 한국연구재단에 탁하 다.

(2)평가 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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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의 평가 차와 기 은 학이 자율 으로 정하도록 되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범 는 학 체 뿐만이 아니라 단과 학,학과,개

별 교수,직원,부속기 ,행정부서 등으로 세분화되기도 하는데,이 때는

학이 평가의 상이면서 동시에 집행자가 되는 셈이다.실제로 학과까

지 평가 상으로 세분화한 경우는 2009년의 경우 66개 학(28.9%)로 보

고되었다(채재은 외,2011).정보공시 항목을 자체평가 지표에서 명시

으로 제시하지 않은 23개교(10.1%)를 제외한 부분의 학(205개교,

89.9%)은 정보공시 항목을 자체평가에서 반 하 음을 명시 으로 나타

내었다.이 학 정보공시항목 13개를 모두 학자체평가 지표 설정

에 반 한 학은 29개교(12.7%)이었다.

평가 역은 학마다 2개 역으로 나 학에서부터 10개 이상 역

으로 나 학까지 다양한 편차를 보 다.다수의 학(96개교,42.1%)

이 5개 역으로 평가하 는데, 학운 ,교육,연구 산학 력,학생

지원체제,국제화 등을 설정하여 학평가인정제의 역 구분을 따르

는 경우가 많았다. 학자체 평가지표는 학에 따라 40개 이하에서 131

개 이상까지 범 하게 설정되 다.228개 학 169개교(74.1%)가

70개 이하의 지표에 의해 자체평가를 실시하 다.소규모 학과 특수

학의 경우는 교 의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학 체 심의 평가를 하

는 경우가 많았다.

기 평가인증은 평가 차는 학평가인정제의 차화 동일하고,평가

기 도 6개 역,17개 부문,54개 거로서 2주기 학평가인정제의 평

가기 과 비슷한 내용이다.

(3)평가의 결과 활용

자체평가와 정보공시는 서로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한 기 평

인증 비를 해 학이 실시한 자체평가도 각 학이 2년마다 수행해

야 하는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학평가원에서 제시한 평

가내용을 토 로 자체진단평가를 실시한 경우 이를 법령에세 제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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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평가로 체할 수 있도록 하 다.이것은 학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

과와 함께 자체평가,정보공시,기 평가인증제 등을 유기 으로 운 하

기 한 정책 의도이다.

학정보공시제의 마지막 항목이 모든 고등교육기 들이 2009년도부터

“외부 평가·인증기 의 평가·인증 결과”를 학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직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이것은 이 의 학평가체제와 차별화된 평

가체제를 지향하는 것이다(한국 학교육 의회,2009:70)

첫째, 앙집 인 획일 인 평가에서 분산된 평가·인증기 에 의한

다양한 평가모형을 지향한다.종래의 평가모형은 특정의 평가주 기 에

의해 개발된 평가항목과 지표들에 해 모든 학들이 편람의 기술방식

과 양식에 의거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주 기 에 의해 구성

된 평가 원회가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통해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증 는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하향식 평가 다고 본다.그런데,

이 평가체제는 평가기 이 공분야별로 다양해지게 되고,그 만큼 평가

모형이 다양해져 평가의 탈권 화와 문성이 신장될 수 있는 계기가 마

련되었다고 자평한다.

둘째,수동 이고 타율 인 학 자체평가에서 능동 이고 자율 인

자체평가로 환되는 계기가 된다. 학 자체평가방식은 학이 스스로

교육·연구,조직·운 ,시설·설비 등에 한 사항을 자체 으로 검·평

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따

라서 학 자체평가는 학이 자율 으로 평가모형을 구안하여 능동 으

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학들은 각자의

특성을 반 한 다양한 형태의 자체평가 모형을 개발하여 자체평가를 실

시하게 될 것이다.실제로 교 을 심으로 시범 학 사례 발표 등을

통해 다양한 자체평가 모형이 제안되었고, 학들은 이것을 참고하여 각

자의 특성에 맞는 모형을 탐색하게 되었다.

셋째, 학정보공시 항목들이 학 자체평가에서 핵심 인 역할을 하

게 된다. 학정보공시의 13개 항목 55개 내용은 학에 한 정보를 망

라하고 있다.이들 항목들에 한 정보는 “고등교육기 의 자체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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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칙”에 의거 자체평가의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요구되고 있

으며, 학들은 자체평가 원회를 두어 2년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학정보

공시항목은 자체평가모형의 구안과정에서 심 인 역할을 하게 된다.

2.제도 요소 분석

1)정치 맥락 (거부 가능성)

학자체평가는 기존의 학평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논의,즉 평가 복의 문제, 학의 부담 경감,획일 기 의 강요 등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평가의 주체를 개별 학에 맡기는 형식으로 제도화

한 것이라는 에서 학은 제도의 극 인 지지자이다.개별 학이

평가의 주체라는 과 교 과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 으로 평

가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은 학이 제도의 거부 가능성을 약하게

하는 이었다.

기 평가인증제의 경우는 학평가인정제의 연장선에서 학평가인정

제에서 제기된 문제를 극복하여 형성된 제도로 받아들여 학은 별다른

항없이 기 평가인증에 참여하고 있다. 학 내부에서 기 평가인증제

에 해 비 인 문제제기가 없이 부분의 학이 기 평가인증에 참

여하고 있는 모습은 정치 이해 계자로서 학의 제도 변화에 한 거

부 가능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2)제도의 특징 (운 자 재량)

학자체평가와 기 평가인증제의 내용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만,이

것은 법 안정성을 한 것이며 제도 운 자의 재량을 제한하는 내용은

아니다.자체평가의 경우 평가의 유형,기 ,지표,방식 등 평가의 모든

내용을 개별 학이 자율 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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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재량은 매우 높다.

기 평가인증제의 경우도 기 평가인증 기 으로 선정된 기 은 자율

으로 평가기 과 방식을 설정할 수 있다.다만 기 평가인증제의 성과

에 해 차후 정부로부터 평가를 받아 재지정 여부를 단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소 간의 제약은 있으나,제도 운 에 한 직 인 제한을 없

기 때문에 운 자의 재량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3)자율 평가체제로 체/새로운 평가형식으로 환

학자체평가와 기 평가인증제의 시행으로 그동안 교 심으로

진행되어왔던 평가체체는 새로운 체제로 변모하게 되었다.하지만,이러

한 체제가 기존의 체제와 완 히 새로운 체제로 보기는 힘들다.자체평

가를 정보공시와 연 시키는 것은 이 에 학평가에서 주요한 평가 항

목으로 설정되었던 것들을 상시 공개하도록 한 것인데,이것은 그동안

학평가에서 문제로 제기되어왔던 자료의 복과 평가 비 부담의 가

문제를 해결하기 한 조치로 볼 수 있다.기 평가인증제의 차와 방

법은 학평가인정제의 평가와 같다.따라서,이러한 변화를 격한 변화

로 보기 보다는 진 제도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자체평가제도는 외부의 평가기 을 배제하고 학 자율성에 기 하여

평가가 진행하도록 한 자율 평가시스템으로 외부 평가기 배재를 통

하여 이 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으로 제도를 변화시킨 체에 해당하는

것이다.자체평가는 기존 학평가의 평가과정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지만 외부 평가를 배제한 평가시스템이라는 신 인 방법에 기 하고

있다.외부 기 의 평가방식이 가지는 평가기 의 획일성,평가 부담 등

에 하여 그동안 지속 으로 문제제기가 있어왔는데, 기야 외부의 평

가기 을 배제한 새로운 평가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학은 정치 이

해 계자로서 외부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임과 동시에 제도 운

자로서의 상을 가지기 때문에 재량권도 높은 상황이다.Mahoney&

Thelen(2010)의 모형과는 다르게 학의 재량권은 높지만 기존의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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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내용 평가 주체 차 기 결과의 활용

실험 학 평가
실험 학평가 원회/

(문교부)

신청-서면평가- 지

방문-결과보고

기 :사 설정

등 부여

재정 지원

교 평가 교 (정부 탁)

신청-서면평가- 지

방문-결과보고

기 :사 설정

해당 학에 피드백

결과 활용에 한

명시 조항 없음.

학평가인정제
교 (정부 탁)

/ 학평가인정 원회

신청-자체평가-서면

평가- 지방문-결과

해당 학에 피드백

평가결과의 사회

<표 16> 학평가정책의 특징

유지하기 해 재량권을 발휘하지는 않고,자율 평가의 명분으로 제도

변화를 선택하 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기 평가인증제는 학평가인정제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다.미국

의 경우처럼 기 평가인증기 을 재인증하는 차가 추가된 정도이다.

따라서,제도가 형식 으로 큰 변화가 없으나 기존의 제도가 새로운 방

식으로 해석되고 실행되는 제도변화의 환에 해당한다.제도의 형식에

는 큰 변화없이 제도 요소의 변화를 통하여 제도 변화를 의도한 상황

이다.80년 교 의 평가체제로의 환과 유사한 상황인데,당시의 제

도변화가 평가주체의 교체를 통한 환이라고 한다면,기 평가인증은

평가형식의 추가를 통한 환으로 볼 수 있다.제도 운 자는 자율 재량

에 의해 평가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어 재량권은 높으며, 학은 기존

학평가인정제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를 극복한 평가체제로 받아들여 거

부의 의사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제5 정책 변화의 양상

학평가정책의 변화과정을 분석해 본 결과 각 시기에 따라 변화되어

온 학평가정책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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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기 :사 설정

공포와 사회 인정

역별 우수 학 발표

재정지원 학평가

교육부 /

교 ,연구재단

(정부 탁)

신청-서면평가- 지

방문-결과보고

기 :사 설정,

포뮬러 펀딩 방식

재정 지원

우수사례 확산

자체평가 개별 학

자체평가-정보공시

기 :형식과 내용

자체 결정

자체 검

불응 시 제재

정보 공시 자료

기 평가인증
한국 학평가원/

(정부-인증주체)

신청-서면평가- 지

방문-결과보고

기 :사 설정

재정지원,장학

지원 등의 제조건

1.평가주체의 변화

평가주체의 변화를 보면 정부, 학간 의체인 교 ,개별 학 등

이 시기별로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교 로 담당하여 왔으며, 재는 세

주체가 모두 평가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변화해 왔다.

실험 학 평가정책은 학교수들로 구성된 실험 학평가 원회를 구성

하여 실무 으로 평가를 수행하 지만,당시 문교부가 주도한 평가사업

이었다.

이후 교 의 등장은 새로운 평가주체의 등장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교 은 발족 당시에는 역할과 기능에 한 사회 합의가 분명하지 않

았지만,이후 정부와 학 사이에서 간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교 의 학평가는 기에는 별도의 평가 담부서를 갖추지

않는 등 비체계 인 모습을 가졌으나,1987년 평가 리부를 설립하는 등

학평가를 한 조직을 차 갖추어나가게 되었다.

학평가인정제 시기에는 계속 으로 교 이 평가를 진행하 지만,

인정제 형식의 평가 의사결정기구로서 학평가인정 원회를 두었다.

학평가인정제는 교육부와 교 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평가사업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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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를 학평가인정 원회로 일원화하 다. 원회의 인 구성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학평가사업의 주체로 정부와 학 뿐 아니라 사회 각계

의 표인사로 구성하여 학평가에 한 사회 인정을 강조하 다.결

과 으로 정부로서는 학평가에 한 통제 권한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

져왔다. 한,새로운 주체의 등장은 기존의 교 평가체제와는 다른

평가체제를 고하는 것이기도 하 다.

같은 시기인 1994년 공과 학 지원사업부터 정부는 재정지원 학평가

를 수행하 다.재정지원 학평가는 실험 학 평가 이후 학평가에

한 감독자,감시자의 역할에 머물러 있던 정부가 다시 학평가의 주체

역할을 담당한 정책이었다.정부는 재정지원 학평가를 통해 학교육

의 정책 아젠다를 직 으로 장하면서 재정지원을 무기로 학이 수

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었다.

이후 자체평가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평가의 주체가 개별 학 자신이

되었다. 학으로서는 기존에 정해진 획일 인 기 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 스스로 내용과 형식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평가 모형을 통하여 학평가를 시행하게 되었다.

한편,기 평가인증제는 기존의 학평가인정제의 형식을 계승하는 것

이고 평가의 주체는 교 산하에 설치된 한국 학평가원이 맡게 되었

다.다만 기 평가인증을 수행하는 평가담당기 으로서의 인증을 정부로

부터 받아야 하는 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정부도 기 평가인증의

상 주체로 이해될 수 있다.

1994년부터 시작된 재정지원 학평가의 경우 실험 학 평가처럼 평가

원회가 별개로 구성되었으나 정부가 직 인 평가 주체 다.그런데,

2012년 이후부터는 교 ,연구재단 등 리 기구에 평가사업을 탁

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정부는 직 인 주체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차 기 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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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차는 실험 학 이후 기 평가에 이르기까지 학의 신청,사

설정된 기 에 따른 자체평가 는 보고서 작성,서면평가, 지방문평

가,결과 보고 피드백 등 학평가의 일반 차를 유지하여 왔다.

다만 자체평가는 기존의 평가방식과는 달리,사 에 설정된 기 없이

학이 자체 으로 평가기 과 내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 다. 학들

은 스스로 지표를 설정할 수 있으나,자체평가 시범 학과 연구 에서

제안된 지표들과 모형을 선택하여 학의 상황에 맡게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 다.그리고,재정지원 학평가의 경우 2008년부터 포뮬러 펀딩 방

식을 도입하여 평가 차를 간소화하여 정량지표만으로 평가를 체하는

방식을 도입하 다가,최근에는 다시 학평가의 일반 차를 따르는

방식으로 환하거나 병행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평가기 은 다소간의 변화가 있었으나, 학 체의 교육역량을 평가

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되었다는 에서 내용상의 큰 변화는 없었다.평

가 기에는 정량 지표로 학교육의 하드웨어 기본 여건을 갖출 것

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로 구성되었다가 차 학교육의 소 트웨어 측

면인 교육과 연구 성과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한, 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해 평가항목의 수를 계속 으로 축소하여 왔으

며,정성지표를 강화하여 평가의 타당도를 보완하는 경향을 보 다. 학

의 특성을 반 하기 해 평가기 의 조정을 통해 평가의 유형을 세분화

하기 한 방법들이 다양하게 구안되었다.

3.결과 활용의 변화

실험 학 평가정책에서는 정책의 취지가 평가를 통한 등 의 부여와

그것에 따른 재정 지원이었다.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는 등 을 매겨 연

구비 명목으로 재정을 지원하 으나, 학당 4백4십만원 정도의 미비한

수 이었다.그에 비해 실험 학 로그램을 운 하는 행정 비용이나

시설 투자 등을 해 학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컸음을 감안하면,

학은 평가 결과를 통한 재정 지원 자체를 목 으로 하는 직 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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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보다는 우수실험 학으로 선정됨으로써　얻게 되는 부수 효과,

컨 학의 명 ,사회 인정,연구비 지원 등을 목 으로 하 다고 볼

수 있다.

이후 교 평가는 결과 활용에 한 명시 인 규정을 제시하지 않았

다. 교 의 평가 보고서에는 결과에 따라 행재정 지원과 연계할 것

을 건의하고는 있지만 결과 활용에 한 명시 조항이 차상으로 존재

하지 않았다.그 결과 평가의 효과성에 한 문제제기와 비 이 학으

로부터 계속 제기되었고,이러한 문제제기는 학평가인정제에서도 이어

졌다. 학평가인정제에서는 평가 결과의 사회 공포와 사회 인정이

라는 명분을 내세우기는 하 지만,행재정 지원과의 연계가 구체 이

지 않았다.그에 따라 평가 결과를 사회 으로 공포할 때 각 역별 우

수 학을 발표하는 등 보다 세분화하여 외 홍보 효과를 기하려고 하

다.

오히려 평가 결과가 직 으로 학에 향을 미치는 것은 정부의 재

정지원 학평가정책이었다. 학은 부족한 재원을 메우는 동시에 정부

지원의 홍보 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재정지원 평

가 비에 매진하 다.그 결과 학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획일 인 평

가 기 의 용으로 학 특성화에 배되었다는 비 이 제기되기도 하

지만, 학의 입장에서는 가장 향력이 큰 평가정책으로 인정되었다.

자체 평가의 경우는 평가결과를 법 으로 정보공시하도록 강제하 다.

학은 외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는 신 내용과 형식에 해 책임

을 지고 외 공시의 의무를 갖게 된 것이다.기 평가인증의 경우는

기존의 학평가인정제와 같이 결과에 해 사회 으로 공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실험 학 평가와 재정지원 학평가는 행재정 지원과 연계된

정책이었던 데 반해, 교 의 학평가와 자체평가,기 평가인증제 등

은 구체 인 행재정 지원과 연계되지는 않았으나 학의 사회 책무

성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학의 참여를 유도하여 온 정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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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제도 분석

제1 상 제도 수 으로서 고등교육정책

학평가정책은 하나의 제도로서 복합체 성격을 가지고 있다.제도

가 복합체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 제도가 독립 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제도 요소들이 얽 있는 복잡한 계망으로 존재

한다는 것을 말한다.제도 요소들이 여타의 제도들과 계 ,수평

계에서 상호보완 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제도를 이해하

기 해서는 그 제도 자체의 요소들과 함께 제도를 둘러싼 여타 제도들

과 요소들과의 계를 악할 수 있어야 한다.그것을 해 4장에서

학평가정책과 계 계를 형성하는 제도 요소로서 상 수 의 제

도인 정부의 학교육정책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상 수 의 제도인 고등교육정책이 학평가정책의 형성

과 변화에 어떤 작용을 하 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제도는 수직 으로

상 수 의 제도와 하 수 의 제도가 얽 있는 체제로서 서로 결합하

여 상 개념의 제도를 구성하면서 하 개념의 제도들을 구성 요소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심을 가지는 제도에 따라 그 수 이 달라지지만

제도의 상하 계 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학평가정

책은 정부의 반 인 고등교육정책 기조를 반 하는 고등교육정책의 한

부분이고,하 수 으로 평가체제를 구성하는 평가방법, 차,제도 행

자 요소로서 정책 담당자와 이해 계자 등의 제도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상 수 의 제도는 하 수 의 제도의 존재,기능 효율성을

강화시켜주는 제도 맥락으로서 역할을 한다(하연섭,2006:220-221).

따라서 상 수 의 제도인 고등교육정책이 제도 맥락으로서 하 수

인 학평가정책의 존재,기능 효율성을 강화시켜주는 데 어떤 역

할을 하 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 제도 수 으로서 고등교육정책이 하 제도 수 인 학평가정책

의 형성과 변화에 유의미한 향을 수 있고 상황 배경이 될 수 있



-131-

는 제도 맥락은 다음과 같다.

첫째,정부는 고등교육에 한 심을 계속 확장하여 왔고 학에 더

많이 개입하려는 의도를 지속 으로 보여 왔다는 이다.고등교육제도

정비 기에는 역량의 한계와 학교육의 양 확 를 해 다소 의도

인 자유 방임의 시기를 거쳤지만,정치 안정화를 거치면서 학에

한 강력한 통제 주의 정책을 실행하 다.이후 규제,유인가를 통한 통

제,참여를 통한 유화 환경 조성,규제 완화,자율화 책무성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사용하면서 학에 개입하여 왔다.그리고 정부

의 심도 기에는 비리 척결과 질서 유지,정권의 정당성 확보,반 세

력 통제 등 정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가 차 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한 사회경제 필요에 의한 것으로 화되었다. 학이 통제

의 상에서 차 사회경제 으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요성이

강화되어 온 것이다.

체계 학평가정책이 시작된 실험 학 정책은 해방 이후 계속 으로

정원이 증가해 온 학교육에 해 정부의 ‘체계 인 리’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징 인 조치 다.그 이 의 일회 이고 무계획 인 리가 아

니라 체계 이고 계획 인 학교육계획이 필요하 고 그것이 정책으로

외화된 것이 실험 학 정책이었던 것이다.당시 실험 학 정책이 제기되

기까지 교육정책심의회를 심으로 수차례의 지역세미나와 국제심포지움

이 진행되었는데,정부에 의해 이러한 규모 토론회가 주도되었다는

에서 학에 한 정부의 심이 본격 으로 확장되었음을 말해주는 것

이었다.

1982년의 교 의 등장은 잇따른 정부의 학입시정책의 실패와 학

규제에 한 반발로 정부와 학의 완충(buffer)기능을 하는 간기구

(intermediarybody)의 필요에 따른 것이지만,이것이 정부의 학에

한 심과 개입이 약화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오히려 정부는

학입시정책과 학평가정책을 교 에 탁사업으로 이 하면서 정책의

요사항은 정부가 결정하고 실무 집행만을 교 에 이 하면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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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유지하 다.더구나 교 의 정책연구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학

에 한 정부의 정책 심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고등교육에 한 정부의 심은 특히 5.31교육개 을 기 으로 신자

유주의 입장에서 학의 국가 경쟁력이 강력 요구되면서 확 되었다.

교육개 원회가 제시한 5.31교육개 안의 고등교육개 방안은 이 의

계획과는 차별화되게 양 으로 범 하고 질 인 측면에서도 체계성과

구체성을 가지는 것이었다. 한 교육정책의 추진을 해 교육개 추진

원회와 같은 범정부 교육정책 추진기구가 발족되어 정책의 범정부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범정부 정책 추진 의지로 재정

확보가 용이해졌고 이 게 확보된 재정을 학에 지원하고 배분하기

함을 명분으로 학에 한 정책 통제가 진행되었다.1994년 공과 학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정부가 직 수행하는 학평가정책이 시행된

것이다.자율화와 규제개 이 강조되면서 그 일환으로 교 의 평가가

학평가인정제로 환되면서 교 주의 평가에 한 정부의 향력

이 약화되었지만,정부는 재정지원 평가를 통해 학에 한 정책 통

제를 하면서 학에 한 개입이 오히려 더욱 확 되었다.

이후 정부는 계속 으로 규제완화와 학 자율화를 추진하 지만 법령

상의 형식 인 자율화 고,사실 으로는 다양한 행정 수단을 동원하

여 학에 계속 으로 간섭하여 왔다(신정철,2007:335). 학평가인정

제가 자체평가제도로 환하면서 간기구로서의 교 의 학평가에

한 상은 약화되었지만,정보공시와 기 평가인증 권한을 정부가 가

지게 됨으로써 정부의 향력은 더욱 강화된 것도 그러한 경향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처럼 해방 이후 고등교육에 한 정부의 심은 지속 으로 확장되

어 왔고,세계화 속에서 고등교육의 국가 발 에서의 치가 제고됨에

따라 정책의 요성이 사회 으로 더욱 부각되면서 정부는 더 많이

개입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었다.

둘째, 학은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정책에 해 지속 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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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인 모습을 보여 왔다.3공화국의 강력한 통제 정책 이후 정부가

학의 참여를 통한 유화 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것은 학의

극 인 향력의 행사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정부가 정치 이유로 정책

기조를 바꾸었기 때문이었다.이후 5공화국의 입시 정책의 실패에 한

사회 비 과 학의 반발에 따라 간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학의 자발 참여와 정부 배제 속에서 교 결성 작업이 진행된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제안에 학이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5.31교육개 조치 이후의 정부 개 을 통해 정부의 규제 개 과 자율화

조치는 학의 경쟁력 확보를 한 정책의 환이었지만 학이 이것을

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거나 자발 성과를 나타낸 것은 별로 없었

다.결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해 학이 극 인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동이나 조직 구성은 가시화된 바가 없는 것이다.이것은 학평

가정책에도 나타나서 정책의 변화과정에 해 학이 극 으로 개입하

거나 변화에 항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다만 교 평가와 학

평가인정제 시기에 교 의 평가 방식과 지표가 학에 유리하게 구성

되도록 정책 문제제기가 활발히 진행되었던 것은 정부에 한 직

문제제기로 보기는 힘들다.

특히 1990년 후반부터 진행된 세계화 추세에 따라 학의 국제 경쟁

력이 강조되면서 학이 시장 상황에 노출되면서 학으로서는 정부 이

외에 시장과 경쟁이라는 다른 압력상황에 놓이게 되었다.이러한 상황

으로 인해 학이 더욱 약자의 치에 놓이게 되면서 정부정책에 더욱

의존 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재정지원 학평가에 참여하기 해

부분의 학이 자체 인 구조조정을 수행하고 교육 로그램을 수정하면

서까지 사활 인 경쟁을 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을 말해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학은 수와 규모에 있어서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그동안 고등교육정책에 하여 수동 인 모습을 보 고

극 인 향력을 행사하지 못하 던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학의 자율

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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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자율화와 규제개 을 표방하지만 실질

으로는 학을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

(policyinstruments)을 동원하여 왔다.정부의 정책 양상은 직 통제

나 노출은 약화시키면서도 실질 으로는 학의 내부 사항에까지 심

의 범 가 확장되고 규율의 정도가 심화되었다. Mcdonnell &

Elmore(1987)의 정책수단 유형에 의하면 강제 규제 정책보다는 유인

(inducement)에 의한 통제로 정책수단이 변화해 왔다는 것이다.그 표

인 것이 5.31교육개 안 이후 자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공식 으

로 표방하여 범정부 정책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도,정부가 그

게 확보된 학지원 재정의 배분을 연계하여 교 평가와는 별개의 평

가정책을 시행한 것이다.이러한 정부의 재정지원 연계 학평가는 재

까지 가장 강력하게 학 사회에 향력을 미치면서 정부의 정책목표를

실 시키고 있다. 컨 학의 구조조정 실 을 정부 재정지원 평가의

지표로 삼으면서 학의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있다.따라서,1990년

반 이후 정부가 규제 폐지 는 개 이라고 선 한 부분은 실질 으로는

재정지원 평가를 통한 재규제(reregulation)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

는 것이다.이러한 맥락에서 조흥순(2006:180)도 우리나라 학 구조조

정 정책의 배경에는 정부 심의 정책사고가 경로의존 요소로 존재하여

왔다고 지 하 다.

이러한 정부 심의 정책사고와 학에 한 규율 통제 의도는 학

평가정책에 그 로 반 되었다.정부로서는 80년 이후 학평가 기능

을 교 에 이 한 이후 학에 한 직 인 여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만회하기 하여 재정지원 학평가를 도입하 다.그런

데,재정지원 학평가와 학평가인정제의 이 평가체제는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정부는 그 해결책으로 교 과는 별개로 정부의

직 인 향에 둘 수 있는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여 제반 학평가

를 집 하려는 움직임을 보 다.정부는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문제를 지

속 으로 제기하 지만,정부와 교 과의 의견 조율에 실패함으로써

실 되지는 못하 다.그 신에 정부로서는 교 의 학평가인정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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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을 강화하고 이 평가 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기존의

학평가인정제를 폐지하고 학의 자체평가제도를 도입하 다.그러면서

정부의 재정지원 평가정책은 존속시켰다. 한 기 평가인증제로 환된

이후 기 평가 수행기 을 인증하는 주체를 정부로 하여 기 평가인증제

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교 으로서는 기 평가를 할 만한 수행역

량을 가진 유력한 주체로서의 역할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정부로부터 평

가기구로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됨으로써 형식 으로는

다른 민간기구와 경쟁 계에 놓이게 되었다.이 게 자체평가 기 평

가 인증체제로 어들면서 정부로서는 학평가정책에 한 향력을 더

욱 강화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자체평가의 경우 요한 핵심지표를 정보공시 항목으로 정함으

로써 학으로서는 내부 인 지표를 외 으로 상시 공개해야 하는 부

담을 갖게 되었다. 학교육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정

보공시제는 자발 정보공개의 성격 보다는 법령에 의해 강제된 규제

의미가 강하다. 요한 내용이 정부와 법령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학으로서는 내용 으로나 형식 으로나 규율의 범 가 확장된 것이다.

학정보공시제의 총 리기 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인력과 여건으로 볼

때 역부족이라는 우려(신 석,2008)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행기 을 통하여 정책 의도를 실 하고 있는 것이다.이후 2012년 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을 한 재정지원 평가를 교 에 탁하는 등 행기

을 통한 정책 의도의 실 은 지속되고 있다.이처럼 정부로서는 형식

으로 기 평가는 교 을 통하여,정보공시제는 한국교육개발원을 통

하여,그리고 재정지원 평가는 교 이나 연구재단을 통하여 행기

에 실무 임을 하고 있지만 요한 정책 목 과 내용은 주인- 리인

이론에서의 주인 역할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미국 유럽 국가들이 최근 학에 한

규제를 폭 으로 완화 는 폐지하고,결과에 한 평가를 강화함으로

써 학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방향과는 상당히 다르다.형식 으로는

학 자율화를 확 하고 있지만 투입 과정에 한 규제를 계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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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기 때문에 학들이 성과에 한 책임보다는 투입 과정상의

규제를 우선 으로 고려하게 만드는 것이다(신정철,2007:335).정부정

책을 행하는 교 의 경우에도 교 의 설립목 이 흔들리고 교육부

의 치를 보는 교육부 ‘2 ’라는 소리까지 듣는 지경이 되었다(한국

학신문,2014.3.14.일자).

넷째,정부는 고등교육에 한 요한 정책 목표인 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하여 평가정책의 양식을 변화시켜 왔다. 재 의미에서 교

육책무성의 은 ‘투입자원기반’의 통 책무성 시각에서 학생의 학

업성과와 단 학교의 교육성취를 강조하는 ‘성과기반’책무성 근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박선형,2013:134).Romzek& Dubnick(1987)의 책무

성 유형을 학교조직의 상황에 용하면 정치 ,법 , 료 , 문 책

무성 모두가 운 수 반에 걸쳐 공통 으로 용된다고 볼 수 있다

(박선형,2013:136).그런데,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책

무성의 유형과 련하여 정책 으로 강조 의 차이가 있어 왔으며 그 주

요한 정책 수단이 학평가정책이었다는 것이다.

우선 실험 학 평가정책의 도입은 정부가 학에 료 책무성

(bureaucraticaccountability)을 요구한 것이었다. 학을 감독하는 공식

계조직으로서 그리고 재정을 지원하는 책무요구자로서 련 정책과

제를 수행할 것을 책무성의 논리로 근한 것이었다.이후 교 평가

는 문 책무성(professionalaccountability)을 학에 요구하는 것에

해당되었다.당시 교 이 평가 문기 은 아니었으나 학간 의체로

서 회원 학의 교수와 련 연구자의 참여를 통해 자율 으로 학운

의 성과 타당성을 평가로서 검하도록 하는 체제 다.이후 학평

가인정제로 환되면서 기존의 교 평가에 사회 인정이 추가되었는

데 이것은 정치 책무성(politicalaccountability)이 추가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컨 Romzek& Dubnick(1987)의 구분에 의하면 학에

한 사회 요구와 자원 증 를 한 압력을 증명하기 해 정치 책

무성을 부여한 것이었다.같은 시기에 진행하 던 정부의 재정지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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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내용 책무성 유형

실험 학 평가 료 책무성

교 평가 문 책무성

학평가인정제 문 책무성,정치 책무성

재정지원 학평가 료 책무성

자체평가제/기 평가인증 법 책무성, 문 책무성

<표 17> 학평가정책과 책무성 유형

학평가는 이 의 실험 학 평가처럼 다시 료 책무성을 강제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한편 자체평가 기 평가인증은 련 법에 의해

강제되었다는 에서 법 책무성(legalaccountability)에 해당되는 것이

며,평가 문기 에 의해서 체계 인 평가과정을 수행한다는 에서

문 책무성에 의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는 평가정책을 통해 정부가 면에 나서기도 하고 리 기

을 내세우거나 학 자율에 맡기기도 하지만 실질 으로는 다양한 유

형의 책무성을 학에 강제하여 온 것이다.Neave(1998:270)의 지 처

럼 정부는 고등교육정책 개발을 하면서 평가의 방법을 포기한 이 없는

것이다.정책이나 공공 지출 등 고등교육에 한 공공 통제를 하려고

하는 곳에는 어떤 형태이든 평가가 존재하 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고등교육정책은 학평가정책에 한 제도 맥락으로 평

가가 변화되고 지속되는 데 요한 심층 ,환경 요소로서 역할을 하

는데,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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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변화의 특징 정책수단의 성격 제도 맥락 학평가정책

1945-

1960

자유방임과

부분 통제

-자유방임을 통한 양

확

-행정 권 의 부분

통제

1961-

1971

학정비

강력한 통제

-행정 권 의 강력

한 통제
개입 확

정부
간

기구

1972-

1980

계획과 참여

를 통한 유

화 정책

환경 조성

-사회 합의와 체계

화 시도

-평가를 통해 주어진

범 내에 자율권 부여

-유인가 제공 평가

개입 확

정책수단 변화

책무성 강화

실험

학 평가

(1972

-1980)

1980-

1991

개 기구를

통한 정책

추진과 간

기구의 등장

-개 추진기구 구성

- 간기구에 의한 평

가체제 도입

정책수단 변화

평가양식 변화 교

평가

1992-

2002

범정부 교

육정책 추진

과 재정지원

을 매개한

통제

-규제 폐지-행정

권 후퇴

-유인가 제공(재정지

원)평가

개입 확

정책수단 변화

책무성 강화

재정지

원 평가

(1994

- 재)

학평

가인정

제

(1994

-2007)

2003-

재

자율성 강조

와 선택과 집

을 통한 구

조조정 유도

-규제개 , 학자율화

-유인가 제공(재정지

원)평가 확

-정부주도 구조조정

지표에 의한 통제

- 학자율 평가체제

( 간기구 권한 약화)

개입 확

정책수단 변화

평가양식 변화 자체평

가 /기

평가

(2008-)
외부 탁

(2012-)

<표 18>고등교육정책의 제도 맥락

제2 제도 변화 과정 분석

1.제도 맥락과 행 자 요소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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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상 수 의 제도로서 고등교육정책의 제도 맥락은

제도 변화에 있어서 행 자의 행 에 제약요인으로 작용을 한다.신제도

주의의 기본 제는 행 자의 행 에 제도 요소들이 제약 요인으로 작

용한다는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학평가정책과 련한 행 자의 행

에 상 수 의 제도인 고등교육정책이 제도 맥락으로서 행 의 방향

을 어느정도 규정하는 역할을 하 다고 보았다.

행 자 수 에서는 행 자의 행 는 학평가정책의 변화 기제로서 제

도 변화를 거부하거나 추동하는 직 인 역할을 한다.Mahoney &

Thelen(2010)의 제도변화 모형에 의하면 요한 제도 행 자는 제도 운

자와 이해 계자이다.제도 운 자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자체 특징

인 재량권의 범 에 향을 받고,이해 계자들은 정치 거부가능성의

정도에 향을 받는다.이러한 제도 행 자와 이해 계자의 역할에 따라

제도 변화의 유형이 ‘상 향’을 받는다고 보았다.11)이러한 학평

가정책의 요한 제도 행 자인 학,정부, 교 등의 계 양상이

학평가정책의 변화 유형에 향을 주는 과정을 5장에서 살펴보았다.다

만 제도의 복합성을 고려할 때 행 자 수 의 변화 기제는 궁극 으로

상 수 의 제도 맥락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이러한

학평가정책의 제도 변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1)Mahoney& Thelen(2010)의 모형이 Hacker(2005)의 모형과 인과 설명이 다른

,남재걸(2012)의 연구에서 Mahoney& Thelen의 모형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용되는 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Mahoney& Thelen의 모형을 행

자 변수간의 인과 모델이 아니라 상 모델로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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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제도 맥락과 행 자 요소의 제도 변화 개념도

상 수 의 제도인 고등교육정책의 체 인 맥락이 하 수 인

학평가정책의 형성과 변화에 제도 인 제약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 다.

특히 학평가정책에 유의미한 상 수 의 제약 요인으로는 첫째,정부

가 고등교육에 한 심을 계속 확장하여 개입을 확 하여 왔다는 ,

둘째, 학은 정부정책에 해 지속 으로 수용 인 태도를 보여 왔다는

,셋째,정부의 정책수단은 학을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 왔다는 ,넷째, 학의 책무성 강화를 하여 평가

정책의 양식을 변화시켜 왔다는 등이다.

이러한 제도 맥락은 하 의 제도 행 자의 행 에 제약 요인으로 작

용하 다.즉 제도의 내용에 향을 주어 제도 운 자의 재량권을 제약

하거나,정치 이해 계를 변화시킴으로써 반 가능성이 있는 세력의

거부권을 제약하여 제도 변화의 과정에 향을 미쳤다.제도 맥락은

정치 필요나 사회경제 필요에 따라 변화하면서 하 제도와의 계

양상도 변화하 다.각 시기의 학평가정책은 정치 ,사회경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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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상 수 제도인 고등교육정책의 제도 맥락이 변화하고,즉

고등교육정책의 개입 확 , 학의 수용 경향,정책수단의 변화,책무성

강화 략 등이 변화하고,이것의 제약 하에 해당 시기의 정책수단으로

채택된 것이다.

그런데, 학평가정책의 실질 인 변화 과정에는 행 자 수 의 제도

변화 동력과 메커니즘이 작용을 한다.따라서 학평가정책의 변화과정

은 심층 수 으로서 상 제도 수 의 변화 메커니즘과 표층 수 으로서

제도 행 자 수 의 변화 메커니즘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해당 시기 학평가정책의 특징은 동시기 정부 고등교육정책의 특징과

상황,정책 운 자의 역량과 이해 계자들의 정치 향력을 반 하는

것이다.상 제도 수 의 변화와 지속이 제도 행 자 수 의 변화와 지

속을 제도 으로 규정하지만 일방 인 규정은 아니다.하 수 의 제도

는 상 제도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기에 상 제도의 변화와 지속에

다시 향을 수 있는 것이다.제도는 서로 결합하여 상 개념의 제

도를 구성할 수도 있고,하 개념의 제도들을 구성 요소로서 가질 수도

있다(하연섭,2006:220).

2.행 자 요소에 의한 제도 변화

행 자 수 에서는 제도 자체의 특징에서 비롯되는 제도 운 자의 자

율성과 제도를 둘러싼 정치 맥락에서 비롯되는 이해 계자들의 변화

거부가능성의 계 양상에 따라 제도 구성요소가 변화하고 제도변화의

유형이 결정된다.5장의 연구를 통해 나타난 정치 맥락과 제도의 특징

에 따른 학평가정책 변화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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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평가

정책
사회 상황

정치 맥락

(변화 거부가능성)

제도의 특징

(운 자 자율성)

변화

유형

실험 학

평가

- 학교육개 을 한

장기계획 수립 필요

- 학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유화 정치환경

필요

-정책 형성과 집행에

학의 극 참여

- 학 개 에 우호 인

사회 여론

->약한 거부가능성

-평가경험의 일천

-외국 사례의 일방

참고

- 학 의견의 극

수용

->낮은 수 의 재량

체계

학평

가정책

으로

체

교 평가

- 학의 양 확 를

통한 입시경쟁 완화

- 학교육의 수월성 추

구

-모든 학이 회원으로

참여

-자발 인 질 리와

학교육 개선 여론

->약한 거부가능성

- 학간 의체로서의

법인격

-자율 재량에 의한 평

가기 과 조직 구성

->높은 수 의 재량

새로운

평가주

체를 통

한

환

학평가인

정제 -세계화,국제화에 따른

교육경쟁력 강조

-범정부 차원의 교육개

추진( 산 확보)

-IMF구조조정 시기

- 학의 평가경험

과 극 의견 제시

-정책 수정과 제도 변

화에 극 개입

->강한 거부가능성

-추상화된 목표에 따

라 세부 형식 자율 결

정

->높은 수 의 재량

인정의

효과가

미흡한

표류

재정지원

학평가

-재정지원을 한 극

참여

->약한 거부가능성

-재정의 엄격한 집행

을 해 평가를 통한

차등배분 과 포뮬러

방식 채택

->낮은 수 의 재량

새로운

요소의

추가를

통한 가

겹

자체평가제 - 학의 자율성 강조

- 학간 경쟁을 통해

우수 학 집 지원

-선택과 집 의 구조조

정 방식

- 학이 평가의 주체가

되어 외부 간섭 배제

->약한 거부가능성

-개별 학이 자율

으로 평가 내용을 결

정

->높은 수 의 재량

자율

평가체

제로

체

기 평가인증

- 학평가인정제의 문

제 극복

->약한 거부가능성

-인증주체가 내용 결

정하고 사후 검증

->높은 수 의 재량

새로운

평가형

식으로

환

<표 19> 학평가정책의 행 자 요소와 제도 변화 유형

우선 실험 학 평가는 체계 인 학평가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된 것으

로서,기존 정책의 요소가 새로운 정책의 도입에 의해 제도가 바 게 된

제도 변화의 한 유형으로 체에 해당하는 것이다.당시 학을 비롯한

이해 계자들이 실험 학 평가정책의 도입에 극 인 참여를 보 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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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화 거부 가능성이 낮았고,평가 경험이 일천한 상태에서 정책의 제

안 과정과 외국의 사례에서 평가의 형식과 내용이 일종의 정형화되어 있

었기 때문에 정부와 실험 학평가 원회의 재량도 높지 않았다.실험

학 평가정책의 도입과정은 Mahoney& Thelen(2010)의 제도변화 모형의

용이 가능하다.

교 평가체제는 제도의 형식과 내용에 큰 변화없이 평가주체의 변

화를 통하여 제도의 효력을 변화시킨 경로진화의 환(conversion)상태

에 해당된다. 교 은 자율 재량에 의해 평가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어

제도 운 자의 재량권은 유지되는 반면,정치 거부권자인 학과 사회

의 입장에서는 이 주도가 아닌 학 참여 형태의 정책 거버 스 체제

가 구축된 것이므로 정치 거부의 명분은 약하 다. 교 학평가체

제는 제도 운 자가 높은 재량을 발휘하여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새로

운 목 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변경한 환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이것

은 Mahoney& Thelen(2010)의 제도변화 모형의 용이 가능하다는 것

을 말해 다.

학평가인정제는 미국식 학평가인증의 형식 기구와 차를 수용

하는 것이었지만 인정의 정책 효과를 실질 으로 거두기는 어려운 상

황으로서,제도가 형식 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제도의 효과가 하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를 표류상태에 해당된다. 학이 학평가인정제

를 다른 제도로 변화시키기 보다는 극 인 문제제기로 제도의 내용을

수정하여 제도의 옹호자 역할을 하 고, 교 역시 재량을 발휘하여

정책의 내용을 폭 수정하는 등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려 하 으나,제

도의 근본 인 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계에 놓인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이 경우에도 Mahoney& Thelen(2010)의 모형에서 설명하

는 표류 상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 학평가는 기존 제도의 구성요소들(평가기구로서의

정부,신청에 의한 평가진행방식)에 재정지원과 차등 배분이라는 새로

운 요소들이 덧붙여서 기존 제도의 운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변

화의 가겹 상황에 해당한다. 학으로서는 재정 지원을 하여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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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으로 참여하 으므로 정치 거부 가능성이 약한 상황으로 이해되

고,제도 운 자인 정부는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학의 경쟁력 확보

를 해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하여 차등 배분

방식을 채택해야 하는 제한된 재량을 가졌다.다만 Mahoney &

Thelen(2010)의 모형과 달리 학이 제도 변화에 한 거부 가능성이 약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잠재 으로는 이러한 방식의 변화에 거부 가능성

을 안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자체평가제도는 외부의 평가기 을 배제한 학 자율 평가시스템으

로 외부 평가기 배재를 통하여 이 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으로 제도를

변화시킨 체에 해당한다. 학은 정치 이해 계자로서 외부의 거부

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임과 동시에 제도 운 자로서의 상을 가지기

때문에 재량권도 높은 상황이다.Mahoney& Thelen(2010)의 모형과는

다르게 학의 재량권은 높지만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기 해 재량권을

발휘하지는 않고,자율 평가의 명분으로 제도 변화를 선택하 기 때문

으로 볼 수 있다.

기 평가인증제는 학평가인정제의 연장선에서 제도가 형식 으로 큰

변화가 없으나 기존의 제도가 새로운 방식으로 실행되는 제도변화의

환에 해당한다.제도의 형식에는 큰 변화없이 평가형식의 추가를 통한

환으로 볼 수 있다.제도 운 자는 자율 재량에 의해 평가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어 재량권이 높으며, 학은 기존 학평가인정제에서 제기

되었던 문제를 극복한 평가체제로 받아들여 거부의 의사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이것은 Mahoney& Thelen(2010)의 제도변화 모형의 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역사 제도주의 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학평가정책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 학평가정책은 체와 환 상이 주로 발생하고 때

로는 표류와 가겹 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Mahoney& Thelen

의 제도변화 모형을 용하면 체로 행 자 변수와 제도변화의 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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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몇몇 경우는 그 지 않은 변화도 있었다.그

리고,Mahoney& Thelen의 제도변화 유형의 용이 어려운 경우는

학평가정책의 특수한 상황,즉 제도 맥락 는 제도의 변화와 지속 요

소의 상호보완성 등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우선 우리나라 학평가정책의 제도변화 환이 많았다는 것은 제

도 운 자의 재량 수 이 높은 반면에 이해 계자 즉 학의 거부가능성

이 낮았다는 것을 말해 다.제도 운 자는 높은 수 의 재량으로 거부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제도의 큰 형식을 바꾸지 않고 다른 효과,목 ,

기능을 나타내기 해 정책의 부분 변화를 시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환은 미시 수 에서는 변화가 있지만 거시 수 ,상 제도의 수

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큰 틀에서는 기존의 제

도가 해석상으로 새로운 기능과 목 을 수행하는 형태인 것이다.즉 제

도 운 자가 제도의 큰 틀은 바꾸지 않고 재량을 통한 운 의 묘를 발휘

하여 새로운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다.이것은 학평가정책에서도 상

수 의 제도 맥락의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제도의 복합성의 에서 보자면 상 수 의 제도 맥락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이 하 행 자 수 에서 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컨 학평가인정제가 차후에 기 평가인증제로 변화하는 것을

환으로 해석 할 수 있는 이유는 기 평가인증제가 기존의 평가방식에 정

부의 평가기 인증이라는 요소를 추가한 것이 큰 틀의 변화가 아니라 제

도 하 부문의 변화로 보았기 때문이다.평가방식,평가주체,평가내용,

평가결과 등에서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그리고 상 수 의 제도

맥락에서도 학평가정책의 큰 틀을 변화시킬 변화의 요소가 없었기

때문이며 그 결과 행 자 수 의 행 양상의 변화를 강제하지도 않은

것이다.

환의 한 요소인 이해 계자로서의 학의 거부 가능성도 체로 낮

았음을 알 수 있다. 학이 제도 변화에 한 거부 가능성이 약한 것은

학이 변화에 극 으로 처하면서 찬성이나 반 의 행 를 하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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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그냥 변화를 수용하려는 경향을 보 다는 것을 말한다.다만 학

평가인정제처럼 평가형식에 익숙해지고 평가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간

기구인 교 인 경우에는 극 의견 제시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

려 하 고,오히려 제도의 격한 변화에 항하는 경향을 보 다. 학

의 정치 변화에 한 거부 가능성이 약했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정책

변화 의도가 제도 변화의 주된 동인이었다. 학평가정책의 제도 변화와

련해서는 학과의 역 계를 고려할 때 정부의 일방 인 향력이 지

배하 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Mahoney& Thelen의 제도변화 모형을 용할 때 제도변화 유형에

한 설명이 어려운 경우로는 재정지원 학평가가 가겹의 제도 변화로 해

석되는 경우이다.가겹은 정치 거부 가능성이 높고 운 자 자율성이 낮

은 경우의 변화임에도 재정지원 학평가는 정치 맥락의 거부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도 가겹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기존의 학평가

방식과 체제는 유지하면서 재정지원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체로 보기 보다는 가겹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재

정지원 학평가의 경우는 이해 계자의 정치 거부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체의 변화가 아니라 기존의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요소인 재정지원 요소를 추가하는 가겹의 변화

를 보인 것이다.이것은 우리나라 학평가정책의 특성상 제도의 지속 요

인,즉 경로의존 경향이 강하여 재정지원 학평가의 도입 당시 제도

변화의 동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이러한 가겹 상황에서

학평가인정제와 재정지원 학평가는 ‘차별 성장’의 가능성이 존재하

고,결국 학평가인정제는 기 평가인증제로 환되는 변화를 거치지만

재정지원 평가는 그 로 존속하면서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체평가제는 체의 제도 변화로 해석되는 경우로서, 체는 정치

거부 가능성이 낮고 운 자 자율성이 낮은 경우의 변화인데,운 자 자율

성이 높은 상태에서도 체의 변화를 보인 것이다.자체평가제는 기존의

학평가와는 운 방식과 내용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환이라기 보다는 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이것은 자체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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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제가 제도 운 자와 정치 거부권자가 동일하다는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이 제도 운 자이면서 동시에 정치 거부권

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학이 큰 틀의 변화를 하지 않고 제도를 수

정할 수 있는 높은 재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옹호자로서 학

평가인정제의 형식을 자체평가체제로 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학평가정책은 단기간의 격한 변화 보다는 진 인 변화

를 거쳐 왔으며,주로 평가주체의 변화 등 제도 요소의 부분 변화는

많았지만 평가제도의 큰 틀의 변화는 많지 않았다.제도 변화의 모습이

순환 으로 반복되기도 하는데, 컨 재정지원 학평가는 과거의 실

험 학 평가와 형식과 내용이 거의 일치하며,최근의 재정지원 평가는

다시 과거의 교 평가처럼 정부가 직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리기

구( 교 ,한국연구재단 등)를 통한 탁사업으로 환되는 경우도 발생

하 다.

제3 학평가정책의 변화와 지속 요인

상 수 의 제도인 고등교육정책의 제도 맥락은 하 수 인 제도

행 자의 행 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학평가정책의 형성과 변화

에 향을 미쳤다.행 자 수 에서 제도 운 자는 제도 자체 특징인

재량권의 범 에 향을 받고,이해 계자들은 정치 거부가능성의 정

도에 향을 받으면서 제도 변화의 유형을 결정하여 왔다.

그런데,이러한 제도 변화의 과정에서도 학평가정책이 우리나라 고

등교육정책의 한 부분으로 일정한 경로를 형성하면서 유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학평가정책 내부에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지속되도록 하

는 요인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그리고,이러한 제도 유지 요

인과는 달리 제도 변화를 지향하는 요인들도 제도 내부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학평가정책은 제도 자체 으로 지속 요인과 변화 요인을 내

재하고 있고,이러한 요소들이 각 시기마다 변화에 한 압력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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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학평가정책의 변화와 지속 요인

항 요소로 존재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본 연구의 분석 결과 학평

가정책의 제도 지속 요인은 정책수단으로서 평가정책의 유용성,평가형

식으로서 인증제 요소 등이었고,제도 변화 요인은 정부와 학의 역

계, 내외 인 정책 효과성 강화에 한 압력 등인 것으로 분석하 다.

1.제도 지속 요인

첫째,정책수단으로서 평가정책의 유용성이다.

학평가정책은 정부의 직 통제 정책에서 탈피하여 학의 자율성

을 강조하되,양 확 에 따른 질 수 의 제고와 사회 책무성 제고

라는 목 을 해 도입된 제도이다.즉 정부의 직 통제 정책은 탈피

하면서, 학의 자율 인 수월성 제고와 책무성 확보를 강조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서 평가방식이 하다고 받아들여져서 채택된 것이다.

이러한 평가정책의 특성은 정부로서도 고등교육정책에서 학에 한 직

통제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고, 학의 입장에서도 자율화의 맥

락에서 교육의 수월성과 사회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에서 호의

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책수단인 것이다.

고등교육의 정책수단으로서 평가방식의 유용성은 우리나라의 경우 실

험 학 평가정책의 도입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명시되었고,외국의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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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에서도 학개 운동의 요한 수단이 되었다(Brennan &

Shah,2000). 학평가 방식은 국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가에서 고등

교육 인구가 속하게 팽창하면서 학교육의 책무성과 질에 을 맞

추게 되고,정부의 학교육에 한 정책 개입을 최소화하는 추세에서

채택된 것이다.정부는 평가방식을 통해 고등교육에 한 정부의 이해와

요구를 철시킬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정책수단으로서 학평가는 정

부와 학에 항없이 수용될 수 있었고,이후의 과정에서도 평가방식은

변화에 항 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정책의 주도권과 련하여서는 이

해 계가 다를 수 있는 핵심 인 행 자인 정부와 학은 평가정책의 방

식에 해서는 강력한 지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실험 학 평가정책이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학평가정책은 그 내용

에서 다소 변화가 있더라도 평가 방식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정책의

가장 요한 이해 계자인 학은 체로 제도변화에서 정치 거부권을

크게 행사하지 않았다. 등교육 부문과 비교하여도 등에 도입된

학교평가에 비해 학평가의 경우 정책 향력과 평가조직의 구축이

매우 강하다. 학평가의 일반 인 평가 차 한 실험 학 이후 재

의 기 평가에 이르기까지 그 로 유지되고 있다.

둘째,평가형식으로서 인증제의 요소이다.

학평가정책의 형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그 성격에 따

라 체로 ‘인증(accreditation)’,‘평정(assessment)’,‘감사(audit)’등의 평

가 요소 에서 어느 한 요소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평가정책이 형성된다

고 볼 수 있다(Brennan& Shah,2000:5-7).주로 미국식 모델은 기

로그램에 한 인증을 수행하고 참여한 학들이 교육의 질 수

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한 인 평가를 하는 데 일차 인 목 이

있으며,결과의 활용은 직 이지 않고 간 인 방식으로 연계하는 방

식으로 정책이 형성된다.한편 국식 모델은 교육과 연구에 한 상

평가를 의미하는 평정과, 학 스스로 교육의 질 수 을 유지하는

지를 외부자의 에서 검증하는 메타평가로서의 감사 등으로 구성된



-150-

이 체제이다.평정의 결과는 개별 학의 질 개선에 활용되도록

하며 정부 사 펀드의 재원 배분과 직 으로 연계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험 학 평가는 인증과 평정의 성격이 강하고 정부

의 재정지원 학평가는 평정의 성격이 강한 평가정책이지만, 교 평

가 이후의 평가정책은 인증의 성격이 계속 강화되어 왔다.그리고,평정

의 성격이 강한 정부의 재정지원 평가 역시 정책이 체계화,안정화되기

해서 인증 형식의 평가와 어떻게 계를 맺을 것인가가 요한 과제로

논의되어 왔다. 컨 평가정책을 체계화하기 해 실험 학 논의가 이

루어진 고등교육개 심포지움에서는 학의 ‘평가승인제도’를 신설하여

질 향상을 갖출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되었고,

당시 문교부 자문 으로 내한했던 Keller는 “한국의 고등교육 개 사업

의 심이 고등교육의 질 향상에 있으며, 한 이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미국의 학 평가체제를 수정 용하려는 심이 있기 때문에 미국

의 학 평가체제를 소개하 다”고 하 다(김성혜,1999:125).결국 실험

학 정책의 경우 인증제를 지향하 지만 내용 으로는 실험 학의 요건

과 기 에 한 상 평정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이후 교 평가

체제로 어들면서 학평가는 인증제 평가의 형식을 갖추기 시작하

고, 학평가인정제를 통해 명시 으로 인증제를 실 하 고,기 평가인

증체제에 어들면서 형 인 미국식 인증제 모델을 정착시키게 되었

다.

이것은 우리나라 학평가체제의 진행과정에서 인증제 형식이 일정한

경로를 형성하고 있음을 말해 다.실험 학평가를 한 형식으로 채택

된 인증제 평가모형은 이후 교 평가와 학평가인정제,기 평가로

진행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강화 기제로 더욱 강화되면서 제도

경로를 형성한 것이다.경로의 형성과 련하여서는 그 계기를 역사

우연성으로 보거나,사회 동형화 과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컨

,우리가 학평가체제를 도입하는 과정을 보면 정책의 채택과정에서

특정한 역사 사건과의 인과성이나 이 정책들과의 논리 연계에 의

해 진행되었다는 증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 우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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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gency)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Mahoney,2000),선진국인

미국의 사례를 통해 제도 권 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해 의도 으로

인증제를 수용하게 되었다는 에서 동형화의 논리로 이해할 수도 있다

(박진형,2013).미국식 인증제 형식이 학설립 자유와 학운 의 자율

성을 허용하고 있는 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학을 통제하는 것에 승복하는 통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러한 문화 상이성을 무시하고 그 로 이식하는 것에 한 불합리성에

도 불구하고,이러한 인증제 형식이 지속 으로 존재하는 것은 합리

모형 보다는 역사 우연성이나 동형화 논리와 같은 제도주의 에

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2.제도 변화 요인

첫째,정부와 학간 역 계의 변화이다.

학평가정책의 주도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상인

학이 평가정책에 어떠한 향력을 가지는가에 따라 정부의 정책수단에

한 선택이 달려졌다고 볼 수 있다. 학은 학평가정책에 항하는

모습을 보이기 보다는 일 되게 정책을 수용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정부

가 학의 항 가능성과 정치 향력을 어떻게 고려하는가에 따라서

정책수단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학평가정책의 변화과정을 통하여

볼 때 주된 변화는 평가주체의 변화에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이

러한 평가주체의 변화는 결국 정부가 학의 향력에 따라 직 통제에

서 리기구를 통한 간 통제의 수단을 선택하 기 때문이다.

실험 학 평가시기에는 정책의 논의과정에 학 계자가 범 하게

참여하여 정책을 제안하 고,정책의 집행과정에도 참여하 다.다수의

학이 실험 학운 계획서를 제출하 고,과반수의 학이 실험 학에

선정되는 등의 참여 형태를 보 다.하지만,평가정책과 련하여 별도의

조직화를 통하여 향력을 미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결국 평가의

주도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었으며, 학의 정책에 수동 인 참여자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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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보 다.따라서,실험 학평가 원회의 구성과 운 은 정부가 담당

하 고,결과에 한 처리와 피드백도 정부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후 교 의 등장은 정부와 학 간의 간 기구의 등장을 의미하

다. 교 은 당 정부 주도의 입시정책의 부작용에 한 학의 반발

로부터 논의가 되었지만,결국 정부와 학 간의 간 조정자로서의 역

할 기 속에서 발족하 다. 학 련 정책의 교 이 에 따라 입시

정책과 함께 학평가정책이 교 으로 이 하게 되었다. 교 의 발

족이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었지만 이것은 학의 정치 향력을 고려

한 것이고,결과 으로 학평가정책이 학간 의체인 교 으로 주

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학평가인정제의 실시로 인해 평가의 주체가 사회 으로 확 되어 정

부와 학 뿐 아니라 사회 각계의 표인사로 구성된 학평가인정 원

회가 의사결정의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정부는 학평가인정제에서는

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권한이 약화되었다.그 신 정부는 재정지원

학평가정책을 통해 학사회에 향력을 행사하 다.재정지원 학평

가는 실험 학 평가정책 이후 평가의 주체에서 물러난 정부가 다시 평가

의 주체로 등장한 정책이다.정부는 여 히 학교육에 한 강력한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 자 다.

자체평가 체제에서는 학이 평가의 주체가 되었고, 교 과 정부는

평가의 지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법 인 강제가 강화되었지

만, 학으로서는 평가에 한 외부 간섭을 배제할 수 있게 되었다.다

만,기 평가의 경우는 학평가인정제의 연장선에서 교 과 정부의

향력이 온존하는 형태로 남게 되었다.

결국 정부가 학의 정치 향력을 어떻게 고려하는가에 따라 정책

수단으로서 학평가의 형태를 선택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학평가의

진행 과정 속에서 정부가 학의 향력을 강하게 고려할 수록 직

평가보다는 학간 의체나 개별 학을 통한 간 주체를 통한 평가

방식을 선택하 다.결과 으로 정부와 학의 역 계 변화와 그것에

한 정부의 단 여부가 평가 주체의 변화를 통해 제도 변화의 요인으로



-153-

작용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정책으로서의 효과성 강화에 한 압력이다.

학평가정책과 련하여 학과 정부는 다양한 비 과 의견을 제시하

면서 정책변화에 압력을 가하는데,그러한 요구들은 체로 평가정책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한 압력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압력들이 제

도 변화의 동력이 되었다.

학평가정책에 한 효과성 강화 압력은 외 효과성에 한 것과

내 효율성에 한 것으로 나 어질 수 있다. 외 효과성은 학

과 정부,그리고 사회로부터 정책의 효과가 각 주체에게 더욱 이익이 되

도록 가해지는 압력이고, 내 효율성은 주로 평가의 상인 학으로

부터 평가를 받기 해 들이는 노력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한 압력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선 외 효과성에 한 압력을 보면 학으로서는 평가결과의 행

재정 연계를 통하여 정부로부터 지원을 얻기 한 요구들을 지속 으

로 하여 왔다.실험 학 정책에 참여하면서 학들은 우수실험 학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차별 인 재정지원을 요구하 고,비록 직 인 지원

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평가결과의 등 화를 통해 간 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 다.이후 교 평가에서는 자율 수월성 확보라

는 명분에 의해 처음에는 결과 활용에 한 요구가 많지 않았으나,2주

기 평가에서부터 평가의 외 효과를 강화하기 한 요구들이 등장하

면서 정부에 하여 평가결과를 행재정 지원과 연계시킬 것을 요구하

다.

정부로서는 평가를 통해 학의 수월성과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정책효

과를 기 하 다.실험 학체제에서는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내용들을 평

가를 받기 한 제조건으로서 수용하도록 하여 요구를 철시켰다.

교 평가에서는 평가의 주체에서 제외되면서 향력이 약화되지만,평

가사업의 산을 집행하는 주체이면서 리 감독자로서 정책에 한

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부분의 학이 인증을 받는 것이 낮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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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에 기인한다고 비 하고,평가 결과를 보다 세부 으로 외 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학간 경쟁을 강화하고자 하는 압력을 가하여, 학평

가인정제 시기에는 역별 우수 학을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성을 높

이려 하 다.이후 자체평가와 정보공시,그리고 기 평가에 한 내용을

법제화함으로써 정책이 안정 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 다.

사회 주요 단체들은 학에 한 사회 비 여론에 힘입어 실험 학

시기부터 강하게 평가의 효과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 고, 학평가인

정제에서부터는 평가결과를 사회 으로 공표하도록 하면서 평가의 한 주

체로 참여하게 되었다.

내 효율성에 한 압력은 주로 학으로부터 학평가에 한 강

한 비 과 요구로 나타나는데,그 내용은 평가기 과 지표를 보다 합리

화,체계화하여 학의 부담과 비용을 경감시키고, 산의 효율성과 복

평가 방지 등 학의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요구들이었다.이러한 압력은

주로 학의 향력이 확 되는 과정에서 더욱 강화되었다.아울러 획일

평가기 을 탈피하고 학의 특성을 반 하도록 평가의 유형 세분화

하여 평가의 합성 제고하는 요구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압력을 통하여 학평가정책은 교 평가와 학평가인정제

를 거치면서 평가조직을 정비하고 연구를 강화함으로써, 차와 기 이

안정화,체계화되었고,자체평가 정보공시제 시기에 이르면서 학평

가가 법제화됨으로써,법 안정성,DB구축 활용 체계를 갖추게 되

었다.

3.변화와 지속 요인의 상호보완성

제도 지속 요인과 제도 변화 요인은 제도 내부에 정 는 부정

인 환류 기제(feedbackmechanism)를 형성한다.환류 기제는 제도 변화

의 원인을 내부 요인에서 찾는 것으로 특히 부정 환류 기제는 제도

내부의 모순을 내포하고,이해 계를 변화시켜 행 자에게 향을 미친

다.이해 계의 변화에 따라 정치 행 자는 다양한 행동의 경로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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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게 되는데(Deeg,2005:173-174),제도의 수혜자는 제도를 옹호하는

신 피해자는 극 으로 제도의 수정을 요구하게 된다(김태은,2011).

제도의 수정 요구는 부정 환류 기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과

정을 통해 새로운 정책의 내용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학평가정책의 경우 학과 정부의 역 계의 변화에 따라 정부는

학 자율화와 교육의 양 확 를 한 정책을 선택하 다.이것은 결과

으로 정부의 형식 권한을 약화시키면서 학의 정치 가능성을 강

화하 다.그리고 이것이 학평가정책의 제도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면

서,기존의 제도 내부에서 부정 환류 기제로 작용하 다.정부는 학

의 정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학의 이해 계를 만회하는 방향으로 제

도를 변화시켜 온 것이다.이것은 평가 주체의 변화과정을 통해 나타났

다.즉 학과 정부의 역 계의 변화가 제도 내부에 부정 환류 기제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제도 변화의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통한 학의 통제와 학의 수동 입장은 어

느 정도 일 된 경향을 보 다.정부는 책무성을 강화시키는 형태로

학평가정책을 변화시켜 왔으며 반 고등교육 정책의 맥락 속에서

학평가정책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하여 왔다.이것이 학평가정책의 행

자를 통한 제도 내부 인 변화에 제도 맥락으로 작용하여 온 것이

다.제도변화 요인들의 압력에 의해 학평가정책이 격한 변화가 발생

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요소 에서 제도 지속 요인이 제도 내부에서

정 환류로 작용하 기 때문이다.정책수단으로서의 학평가의 유용성

과 인증제 형식의 평가체제는 제도 설계 당시부터 우리나라 학평가 정

책의 주요한 특징이 되면서 시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기 강화 인 제

도 요소를 구성하 다.이러한 제도 지속 요인은 학평가정책이 격

한 변화가 아닌 일정한 경로를 유지하면서 변화하도록 하 다.경로 유

지 요소는 일종의 수확체증 효과를 가지는데, 재 활동의 편익이 다른

가능한 안에 비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이다. 학평가정책을

격하게 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재와 유사한 방향을 유도하는 것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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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훨씬 크기 때문에 재의 방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Pierson

2004;김태은,2009).

우리나라 학평가정책의 변천과정을 보면, 학과 정부 사이의 역

계 속에서도 유용한 정책수단으로서 평가정책이 채택되었고 실험 학 평

가정책 이후 체계화 과정을 거쳐 왔다.정책수단으로서 평가정책의 유용

성은 학과 정부의 공통 이해 계 속에서 제도의 지속 요인으로서 존

재하며 평가정책을 유지하여 왔다.인증 형식의 평가체제는 평가정책이

변화해 가면서 체제와 내용이 안정화,합리화되어 경로의존의 요소로 작

용하 다.그런데,이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한 내외

압력은 이것을 수용하기 해 정책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제도 변화의 요

소로 작용하 다. 한, 학과 정부 사이의 정치 역 계에 따라 제도

내부에 부정 환류 기제를 만들게 되었고 이것은 평가 주체가 변하는

형태로 상화되었다.실질 으로 학은 고등교육 정책에서 수동 인

입장을 보이고 정부가 일 되게 정책의 주도권을 유지하여 왔지만 정부

가 학의 향력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가에 따라서 제도 변화의 요인으

로 작용하 던 것이다.정부가 학의 정치 향력을 비 있게 고려하

는 경우 교 과 같은 리 기구를 통한 평가정책을 개하 던 반면에

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는 경우 재정지원 평가와 같은 정부의 직

인 평가 형태가 나타난 것이다.이러한 재정지원 평가도 역시 학의

향력을 고려하는 단계에 어들면서 다시 리 기구를 통한 정책의 수

행 양상을 보이게 되었던 것이다.따라서 평가정책의 형태는 향후 정부

내 교육부의 상, 학의 향력에 한 사회 분 기와 정부의 고려

정도에 따라 그 지속성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결국 제도의 지속 요

인을 고려할 때 정부의 학평가정책이 체계화,안정화되기 해서는 인

증 형식의 평가와 어떻게 계를 맺을 것인가가 향후 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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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 론

제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학평가정책의 변화와 지속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해 역사 제도주의의 설명방식을 용하 다.상 제도인 고등교육정

책이 제도 맥락으로서 학평가정책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

고,제도 내부 요인으로 행 자의 계 변화와 제도 요인들의 상

호보완성을 심으로 학평가정책의 변화와 지속 과정에 해 분석하

다.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상 수 의 제도인 고등교육정책의 체 인 맥락이 하 수

인 학평가정책의 형성과 변화에 제도 인 제약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

다.정부의 고등교육정책 기조와 특징은 학평가정책이 변화되고 지

속되는 데 심층 요소로서 역할을 하 다. 학평가정책에 유의미한 고

등교육정책의 특징으로는 정부가 고등교육에 한 심을 계속 확장하여

개입을 확 하여 왔다는 , 학은 정부정책에 해 지속 으로 수용

인 태도를 보여 왔다는 ,정부의 정책수단은 학을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 왔다는 , 학의 책무성 강화를

하여 학평가정책의 양식을 변화시켜 왔다는 등이다.

우선 정부는 고등교육에 한 심을 계속 확장하여 왔고 학에 더

많이 개입하려는 의도를 지속 으로 보여 왔다.고등교육제도 정비 기

에는 역량의 한계와 학교육의 양 확 를 해 다소 의도 인 자유

방임의 시기를 거쳤지만,정치 안정화를 거치면서 학에 한 강력한

통제 주의 정책을 실행하 다.이후 규제,유인가를 통한 통제,참여를

통한 유화 환경 조성,규제 완화,자율화 책무성 강화 등 다양한 정

책 수단을 사용하면서 학에 개입하 다.정부의 심도 정치 필요에

의한 것에서 차 학에 한 사회경제 필요에 의한 것으로 화되었

다. 학이 통제의 상에서 사회경제 경쟁력을 선도하는 존재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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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화되어 왔다.실험 학 정책은 해방 이후 계속 으로 정원이 증가

해 온 학교육에 해 정부의 체계 인 리의 필요성이 제기된 조치의

결과 고, 교 의 등장은 정부의 학입시정책 실패와 학규제에

한 반발로 정부와 학의 완충기능을 하는 간기구의 필요에 따른 것이

었다.그 과정에서 오히려 정부는 정책을 탁사업으로 이 하면서 요

사항은 정부가 결정하고 실무 집행만을 이 하면서 향력을 유지하

다.5.31교육개 을 기 으로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학의 국가 경쟁

력이 요구 확 됨에 따라 범정부 정책 추진 의지로 재정 확보가 용이

해졌고 이 게 확보된 재정을 학에 지원하고 배분하기 함을 명분으

로 재정지원 평가를 통한 학에 한 통제가 진행되었다. 교 의 평

가가 학평가인정제로 환되면서 교 주의 평가에 한 정부의

향력이 약화되었지만,정부는 재정지원 평가를 통해 학에 한 정책

통제를 하면서 학에 한 개입이 오히려 확 되었다.이후 자체평

가제도로 환하면서 간기구로서의 교 의 학평가에 한 상은

약화되었지만,정보공시와 기 평가인증 권한을 정부가 가지게 됨으로써

정부의 향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반해 학은 정부정책에 해 지속 으로 수동 인 모습을 보여

왔다.고등교육정책의 변화는 학의 극 향력 행사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정부가 주도 으로 정책 기조를 바꾼 결과 다.정부의 규제 개

과 자율화 조치는 학의 경쟁력 확보를 한 정책의 환이었지만

학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거나 자발 성과를 나타낸 것은 별로 없었

다. 학평가정책의 변화과정에서도 학이 극 으로 개입하거나 변화

에 항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세계화 추세에 따라 학의 국제 경

쟁력이 강조되면서 학이 시장 상황에 노출되면서 학은 시장과 경쟁

이라는 다른 압력상황에 놓여 더욱 약자의 치에 놓이게 되면서 재

정지원 학평가에 참여하기 해 사활 인 경쟁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

었다.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양상은 직 통제나 노출은 약화시키면서도

실질 으로는 학의 내부 사항에까지 심의 범 가 확장되고 규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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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심화되었다.강제 규제 정책보다는 유인에 의한 통제로 정책수

단이 변화해 왔다. 컨 5.31교육개 안 이후 자율화를 표방하면서도

학지원 재정의 배분을 연계하여 별개의 평가정책을 시행하여 강력하게

학 사회에 향력을 미치면서 정부의 정책목표를 실 시키고 있다.자

체평가의 경우 요한 핵심지표를 정보공시 항목으로 정함으로써 법령에

의해 강제된 규제 의미가 강하다.

정부는 학의 책무성 강화를 명분으로 학평가정책의 형식을 변화시

켜 왔다. 학평가정책의 변화를 통하여 정부는 학에 하여 료

책무성, 문 책무성,정치 책무성,법 책무성 등 다양한 유형의

책무성을 학에 강제하여 왔다.

둘째,이러한 제도 맥락은 학평가정책의 제도 내부 요소인 행

자의 계를 통해 제도 변화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하 다.행 자의 행

는 학평가정책의 변화 기제로서 제도 변화를 거부하거나 추동하는 직

인 역할을 하는데,제도 맥락은 하 제도 행 자의 행 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 다.각 시기의 학평가정책은 상 수 제도인 고등

교육정책의 제도 맥락의 변화,고등교육정책의 개입 확 , 학의 수용

경향,정책수단의 변화,책무성 강화 략 등이 변화하고 이것의 제약 하

에 해당 시기의 정책수단으로 채택되었다. 학평가정책의 실질 인 변

화 과정은 행 자 수 의 제도변화 동력과 메커니즘의 작용으로 구체화

되었다.

우리나라 학평가정책을 행 자 분석 수 에서 제도변화의 유형으로

분류해 볼 때 체와 환 상이 주로 발생하고 때로는 표류와 가겹

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Mahoney& Thelen의 제도변화 모형을

용하면 체로 행 자 변수와 제도변화의 유형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

았으나 몇몇 경우는 그 지 않은 변화도 있었다.Mahoney& Thelen의

제도변화 유형의 용이 어려운 경우는 학평가정책의 특수한 상황,즉

제도 맥락 는 제도의 변화와 지속 요소의 상호보완성 등에 의한 것

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우리나라 학평가정책은 단기간의 격한 변화



-160-

보다는 진 인 변화를 거쳐 왔으며,주로 평가주체의 변화 등 제도

요소의 부분 변화는 많았지만 평가제도의 큰 틀의 변화는 많지 않았

다.제도변화 환이 많은 것은 제도 운 자의 재량 수 이 높은 반

면에 이해 계자 즉 학의 거부가능성이 낮았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이것은 학평가정책에서 상 수 의 제도 맥락의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제도 운 자가 제도의 큰 틀은 바꾸지 않고 재량을 통한 운 의

묘를 발휘하여 환의 변화를 이루어 왔기 때문이다.재정지원 학평가

의 경우는 이해 계자의 정치 거부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체의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요소인 재정지원 요소를

추가하는 가겹의 변화를 보 다.자체평가제는 제도 운 자와 정치 거

부권자가 동일하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학이 큰 틀의 변화를 하지

않고 제도를 수정할 수 있는 높은 재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옹호자로서 학평가인정제의 형식을 자체평가체제로 체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셋째,제도 변화의 과정에서 학평가정책은 고등교육정책의 한 부분

으로 일정한 경로를 형성하고 유지되는 동시에 진 인 변화를 이루어

왔는데,이것을 통해 제도 내부에 제도 지속 요인과 제도 변화 요인이

내재하고 있고 이러한 요인들이 각 시기마다 변화에 한 압력과 항

요소로 작용하 음을 알 수 있었다. 학평가정책의 제도 지속 요인은

정책수단으로서 평가정책의 유용성,평가형식으로서 인증제 요소 등이었

고,제도 변화 요인은 정부와 학의 역 계, 내외 인 정책 효과성 강

화에 한 압력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 정부 사이의 역 계 속에

서도 유용한 정책수단으로서 평가정책이 채택되었고 실험 학 평가정책

이후 체계화 과정을 거쳐 왔다.정책수단으로서 평가정책의 유용성은

학과 정부의 공통 이해 계 속에서 제도의 지속 요인으로서 존재하며

평가정책을 유지하여 왔다.인증 형식의 평가체제는 평가정책이 변화해

가면서 체제와 내용이 안정화,합리화되어 경로의존의 요소로 작용하

다.그런데,이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한 내외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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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것을 수용하기 해 정책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제도 변화 요소로서

역할을 하 다. 한, 학과 정부 사이의 정치 역 계에 따라 제도 내

부에 부정 환류 기제를 만들게 되었고 이것은 평가 주체가 변하는 형

태로 상화되었다. 학은 고등교육 정책에서 수동 인 입장을 보이고

정부가 일 되게 정책의 주도권을 유지하여 왔지만 정부가 학의 향

력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가에 따라서 제도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 다.

정부가 학의 정치 향력을 비 있게 고려하는 경우 교 과 같은

리 기구를 통한 평가정책을 개한 반면에 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

되는 경우 재정지원 평가와 같은 정부의 직 인 평가 형태가 나타났

다.재정지원 평가도 이후 학의 향력을 고려하는 단계에 어들면서

다시 리 기구를 통한 정책 수행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따라서 평가정

책의 형태는 향후 정부 내 교육부의 상, 학의 향력에 한 사회

분 기와 정부의 고려 정도에 따라 그 지속성이 변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결국 제도의 지속 요인을 고려할 때 정부의 학평가정책이 체

계화,안정화되기 해서는 인증 형식의 평가와 어떻게 계를 맺을 것

인가가 향후 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제2 시사

1.이론 함의

본 연구를 통해 역사 제도주의 근의 제도 요소 분석과 제도 변

화 분석 방법이 학평가정책에 한 경험 연구로 지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연구를 통해 제도의 변화와 지속에 한 역사 제도주의

설명의 경험 증거들을 새롭게 추가하는 동시에 학평가정책 변화과정

에 역사 이고 통시 인 논의의 틀을 확 시킬 수 있었다.특히 제도의

복합성을 고려할 때 행 자 수 의 변화 기제가 궁극 으로 상 수 의

제도 맥락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을 학평가정책의 변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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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그리고,행 자 수 에서 행 자의 행 가

학평가정책의 변화 기제로서 제도 변화를 거부하거나 추동하는 역할을

하는 과정을 살펴 볼 수 있었다.다만 Hacker(2004)나 Mahoney &

Thelen(2010)의 제도변화 모형을 학평가정책에 용할 때 인과 계로

해석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다소 무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제도

행 자인 제도 운 자와 이해 계자의 역할에 따라 제도 변화의 유형이

모형에서 상정하는 로 결정되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 맥락이 존재함

을 알 수 있었고,따라서 이들 모형을 인과 결과로 해석하기 보다는

상 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2.정책 함의

학평가정책의 제도 지속 요인인 정책수단으로서 평가정책의 유용성

은 향후에도 계속 유효하여 학평가정책이 정부와 사회의 주요한 학

정책으로 존재할 것으로 망할 수 있다. 한,평가형식으로서 인증제

요소는 학평가정책의 경로의존 요소로 향후의 학평가정책의 기본

틀로서 존재할 것이다.다만 학과 정부의 정치 역 계,사회 상

황 등에 따라 세부 인 형태의 변화는 있을 것이다. 학은 고등교육 정

책에서 수동 인 입장을 보이고 정부가 일 되게 정책의 주도권을 유지

하여 왔지만 정부가 학의 향력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가에 따라서 제

도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정부가 학의 정치 향력을 비

있게 고려하는 경우 교 과 같은 리 기구를 통한 평가정책을 개

할 수 있는 반면에 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는 경우 재정지원 평가

와 같은 정부의 직 인 평가 형태를 활용할 수 있다.따라서 평가정책

의 형태는 향후 정부 내 교육부의 상, 학의 향력에 한 사회

분 기와 정부의 고려 정도에 따라 그 지속성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제도의 지속 요인을 고려할 때 정부의 학평가정책이 체계화,안

정화되기 해서는 인증 형식의 평가와 어떻게 계를 맺을 것인가가 향

후 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163-

그리고, 학평가정책의 변화 유형을 정치 맥락과 내부의 자율성에

따라 분석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학평가정책의 변화를 측하거나 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컨 정치 맥락의 허용치에 따라 제도는 가겹

는 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내부의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정책

이나 제도가 표류하거나 가겹이 될 수 있는 것이다.특히 진 변화의

을 수용함으로써 학평가정책에 한 큰 개 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제도 장벽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제도를 직 공격하거나 의도 으로

변화시키는 데 필요이상의 노력을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추구하여야 한다면 행 자는

으로 배태되어 있는(embedded)제도 요소에 주목하여 새로운

제도 요소를 그 에 가겹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진 인 변화를 유

도할 수 있는 것이다(Hacker,2005:43).이것은 곧 제도 행 자에게 개

의 략을 알려 주는 것이다.

제도 상호보완성은 제도의 이식과 수입에 요한 함의를 다.특정

제도는 다른 제도들과 상호보완 계에 있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회로

이식되기 어렵다(하연섭,2011).이른바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제도를 이식

하여도 제도가 의도했던 결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이유를

제도의 상호보완성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특정 제도는 독립 으로

사회 상에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다른 제도와 수직 ,수평

계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 맥락과 상호작용을 간과하

여서는 제도 본래의 목 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따라서 특정 제도를

도입하거나 실행하려고 할 때는 수직 ,수평 으로 계를 맺을 수 있

는 련 제도들과 어떻게 상호보완 계를 형성할 것인지를 치 하게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후속 연구 제언

첫째,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평가정책의 변화과정을 역사 ,통시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하 기 때문에 각 시기별 학평가정책의 특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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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으로 살펴보지 못하 다. 학평가정책의 각 시기를 좀더 세부

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제도 요소들의 역할과 변화 과정을 미시 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본 연구에는 학평가정책의 변화를 행 자 변수 심의 제도변

화 모형을 통해 설명하 다.정치구조나 경제구조와 같은 거시 구조수

가 제도 변화의 환경 요인으로 학평가정책의 변화에 어떤 역할을 하

는지 향후 연구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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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InstitutionalAnalysisofChangeand

ContinuanceofUniversityEvaluationPolicy

Park,JinHyoung

MajorinEducationalAdministration

DepartmentofEducation

SeoulNationalUniversity

Thisstudyadoptedtheperspectiveofhistoricalnew-institutionalism

toexplainthemechanism ofchangeandcontinuanceofuniversity

evaluationpolicyinKorea.Theprecedingresearchesaboutuniversity

evaluation policy shows the perspective of new-institutionalism,

especially historical new-institutionalism’s policy analytic method

could beusefulto expend thewidth and depth ofunderstanding

aboutuniversity evaluationpolicy.Thesubjectsforinquiryareas

follows:

First,how havebeenchangedthegovernment’shighereducation

policies as upper institutions,and how have they restricted the

university evaluation policy? Second,how has the mechanism of

changebeen shown on theprocessofuniversity evaluationpolicy

changein each period,then how can itbe 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 ofhistoricalnew-institutionalism? Third,whatfactors

haveaffected on change and continuance ofuniversity evaluation

policy,andhow wastherelationshipamongthem?

Theresultsofthisstudyshow thecharacteristicsofinstitutional

continuanceandchangeasfollows.

Intermsofthesubjectofevaluationpolicy,thethreesubjects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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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government,theKCUE(KoreaCouncilofUniversityEducation)as

anintermediarybody,andindividualuniversitieshavehadaproactive

roleinshiftstoimplementtheevaluationpolicies.Atthepresentall

ofthem are taking theircooperative charge ofimplementing the

evaluationpolicy.

Asfortheprocedureofevaluation,from pilotuniversitypolicyto

institutionaccreditationsystem,thestereotypeofevaluationprocedure

havebeenadaptedascomposedofindividualuniversity’sapplication,

self-evaluation or self-report according to the pre-established

standards,peerreview,on-siteinvestigation,finalreport,andfeedback.

Asfortheissueofthepracticaluseofevaluationresults,thepilot

universitypolicyandthegovernment’sevaluationrelatedfundingare

directlyconnectedtosupportadministrativeandfinancialbenefitto

universities.But KCUE’s evaluation,self-evaluation system,and

institutionaccreditationsystem arenotconnectedtosupport,butjust

emphasizetheindividualuniversity’saccountability.

Then, this changes of university evaluation policy can be

interpretedfrom theperspectiveofhistoricalnew-institutionalism as

follows.

First,the overallcontextofthe government’s highereducation

policiesasupperlevelinstitutionshaveaffectedontheformationand

changeoftheuniversityevaluationpolicyaslowerlevelinstitution.

Theyhaveactedastheinstitutionalcontextandrestrictionagainst

lowerlevelinstitution.Fortheinstance,1)the governmenthave

extended their concern in higher education,and increased and

strengthened the intervention to universities by higher education

policies,2)universities have always keptpassive stance on the

government’shighereducationpolicies,3)thegovernmenthavemade

useofdiversepolicyinstrumentsfrom directcontroltoretro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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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ion,4)theuniversity evaluation policieshavebeen changed

according to government’s intention to strengthen the university’s

accountability.

Then,thetypesofdisplacementandconversionastheinstitutional

change have been more occurred on the process of university

evaluationpolicychangethandriftandlayering.Itcanbeinterpreted

thediscretionlevelofinstitutionoperator(government)hasbeenhigh

whilethevitopossibilityofuniversitieshasbeenlow.

Next,theinstitutionalcontinuancefactorsofuniversityevaluation

policyareanalyzedasthefollowingtwocharacteristics,theusability

asahighereducationpolicyinstrumentandthetraitofaccreditation

asatypeofevaluation.Incontrast,theinstitutionalchangefactorsof

university evaluation policy are analyzed as following two

characteristics,thepowerrelationshipbetween thegovernmentand

universities,andthepressuretostrengthentheinternalandexternal

effectivenessofuniversityevaluationpolicy.Thefactorshavemade

positiveandnegativefeedbackmechanism withintheinstitution,and

determinedthetypeofinstitutionalchangeofuniversityevaluation

policy.

keywords:universityevaluationpolicy,historicalnew-institutionalism,

highereducationpolicy,institutionalcontext,

institutionalcontinuance,institutional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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