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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법인화 정책 논쟁에서 나타난 핵심가치를 중심
으로 법인화를 둘러싼 서울대학교 내부 갈등의 원인을 탐색하였다. 국립
대학이 국가기관으로 운영됨으로써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라는 환경변화
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며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 논의가 형
성되었다(김규태,

2005;

김정은,

2008;

박병덕,

2009;

이필남 외,

결과 한국 국립대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서울대학교는
월

28일,

2010).

그

2011년 12

법인 등기 신청을 마침으로써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법인화 정책은 추진과정에서 첨예한 내부 갈등을
겪었다.

‘서울대학교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라는

공식적 반대집단이

출현하여 반대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였으며, 서울대학교 행정관을 점
거하며 농성을 벌이고, 공청회를 저지하는 투쟁을 벌이는 등 추진집단과
반대집단의 갈등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났다.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긍정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면 해당 조직의 통합과 조화를 저해하여
조직발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갈등에 대한 적절한 해결은 매우 중
요하다(김형렬,

2001;

유미경,

2009;

이시경,

2003).

그러나 국립대학 법인화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법인화 정책 갈등을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물은 대개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배경 및 과정(김정은,

2008;

Kaneko, 2009; Rhee, 2007)과

수,

2007;

2005)에

박병덕,

2009;

김필동,

2008, 2010;

이시원 외,

국립대학 법인화의 특징(김규태,

이성로,

2005;

2010;

김지

2007; Mizuta & Yangiura, 2008; Oba,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법인화 정책 논쟁에서 나타난 핵심가
치를 중심으로 법인화를 둘러싼 서울대학교 내부 갈등 원인을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갈등의 원인을 밝히고 갈등 해소 및 법인화 정
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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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취지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화에 관한 서울대학교 내부 논쟁에 나타난 핵심가치는 무엇인
가? 서울대학교 법인화 정책 추진집단과 반대집단이 법인화 논쟁에서 주
요하게 다룬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두 집단 모두 주되게 제시하
고 있는 정책 관련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
난 논쟁의 핵심가치를 알아보았다.
둘째, 법인화에 관한 서울대학교 내부 논쟁에 나타난 핵심가치의 의미 연
결망은 어떠한가? 추진집단과 반대집단이 논쟁의 핵심가치와 함께 어떤
어휘를 사용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추진집단과 반대집단이 서울
대학교 법인화 정책과 핵심가치에 관해 어떠한 논의를 전개하는지 살펴
보았다.
셋째, 법인화를 둘러싼 서울대학교 내부 갈등 원인은 무엇인가? 추진집단
과 반대집단이 정책 논쟁에 나타난 핵심가치에 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
아보았다. 이러한 두 집단의 인식을 비교 분석하여 서울대학교 법인화 정책
갈등 원인을 탐색하였다.
설정한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2011년 12월 28일을

2009년 12월 11일부터

법인 등기 신청을 마친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고 추진집단과 반대집단이 발행한

문서를 분석하였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가 발행한 홍보
문서와 서울대학교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를 분석대상으
로 삼아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관한 내부 갈등 원인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화에 관한 서울대학교 내부 논쟁에 나타난 핵심가치를 탐색
하고자 빈도분석을 시행한 결과,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자율성이 빈도
수 상위
자율성이

15위
25회

안에 들어 논쟁의 핵심가치로 나타났다. 홍보문서에서는
사용되어 빈도수 상위

4위로

나타났다. 성명서는 ‘국립대

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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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후를 나누어 분석을 시행하였다. 법률안 통과 이전에 발표된 성명
서에서는 자율성이
위와

15위였다.

율성을

12회

22회,

민주성이

21회

사용되어 각각 빈도수 상위

법률안 통과 이후에 발표된 성명서는 민주성을

사용하여 각각 빈도수 상위

13위와 15위를

16회,

14

자

차지하였다.

둘째, 서울대학교 법인화 내부 논쟁의 핵심가치로 나타난 자율성이 포
함된 문장의 의미 연결망을 분석한 결과 추진집단과 반대집단이 자율성
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어휘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추진집단은 ‘자율
성’과 함께 ‘법인화’, ‘자율성’, ‘제고’, ‘훼손’, ‘아님’ 등이 함께 사용하여
법인화가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한다고 보았다. 반면 반대집단이 발표한
성명서에서는 ‘자율성’이 ‘법인화추진’, ‘명분’, ‘강변’, ‘기만’, ‘훼손’ 등과
연결되어 법인화로 인하여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된다고 보고 법인화가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추진집단이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셋째, 자율성에 대한 두 집단의 논의를 통해 법인화를 둘러싼 서울대
학교 내부 갈등 원인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분석을 시행한 결과 두 집단
이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 상대, 대상, 통제의 형태에 관해 상이한 인식
을 보였다. 추진집단은 법인이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라고 보고 있었으며
반대집단은 교수, 직원, 학생을 뜻하는 대학구성원이 대학의 자율성의 주
체로 보았다. 대학이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상대로는 추진집단은 국가
(정부)를,

반대집단은 국가(정부)뿐만 아니라 시장과 외부 인사를 대학이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상대로 인식하였다. 또한 대학이 어떤 부분에서
자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에 대해 추진집단은 대학이 인사·재정·조직 등
대학운영에 관해 자율성을 지녀야 한다고 보았는데 반대집단은 대학운영
에서 인사·재정 뿐만 아니라 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 학문교육체제구축의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대학에 대한 통제가 어떤 형태로 일어
나는지에 대한 인식차이도 나타났다. 추진집단은 법을 통한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대학의 자율성이라고 보는 반면 반대집단은 국가(정부)의
감사가 대학의 운영기구에 파견되고 대학 운영기구 인사를 임명하며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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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반 재정지원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
았다. 또한 대학구성원의 선출이 아닌 외부인사가 임명되어 대학 운영기
구가 구성되는 형태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대학의 자율성에 대해 추진집단과 반대집단은 각각 상이한 인
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차이는 결국 법인화가 대학의 자율성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인식차이를 불러일으켰다. 즉, 추진
집단은 법인화가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반대집단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두 집
단 간 인식 차이는 법인화를 둘러싼 서울대학교 내부 갈등을 유발하였다
고 볼 수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 두 집단 모두 중시하고 있지만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법인화 이후 서울대학교의 자율성이 제고되는가
훼손되는가에 대한 정책의 본질에 관한 논의에서 갈등을 겪은 것이다.
이는 서울대학교 법인화 추진 시 해당 정책이 이루고자 하는 정책 가치
에 대해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문헌의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기존에 부족했던 법인화 정책
갈등을 규명한 실증적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정책 추진집단과 반
대집단의 문서를 대상으로 빈도분석 및 의미 연결망 분석 등을 시행함으
로써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 상대, 대상, 통제의 형태에 관한 두 집단의
인식을 비교분석하여 법인화에 관한 서울대학교 내부 갈등 원인을 탐색
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두 집단의 인식 차이가 정책
갈등을 야기했음을 도출하고 법인화 정책 추진 시 정책 대상인 대학구성
원들이 대학의 자율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법인화에 관한 서울대학교 내부 갈등 원인
을 탐색하는 데 정책 논쟁에 나타난 핵심가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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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갈등 원인을 포괄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이 연구는 분
석대상으로 문서를 활용하였기에 면담과 설문을 통한 갈등 원인 탐색 연
구가 후속연구로 제언된다.
주요어

:

서울대학교 법인화, 내부 갈등 원인, 정책 가치, 대학의 자율성,
인식 차이

학 번

:

2011-2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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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과 직
결된다고 여겨짐에 따라 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런
데 국립대학이 국가기관으로 운영됨으로써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처하여
발전을 이루어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이 생성되었다(김규태,
2008;

는

박병덕,

1987년

작되었고,

2009;

이필남 외,

교육개혁심의회의
1995년 「5ㆍ31

2005;

김정은,

우리나라의 국립대학 법인화 논의

2010).

「교육개혁

종합구상」보고서에서 처음 시

교육개혁방안」에서 원하는 일부 국립대학의

특수법인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국립대학의 주요한 위치에 있는 서울대학교의 법인화 추진은
1980년대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1987-2001)’에서 ‘서울대학교법 제정’

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2006년

장기발전계획위원회 법인화

분과위원회의를 구성하면서 법인화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2009년 12월 11

일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하여

2010년 12월 8일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립대학

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서울대학교가

2011년 12월 28일,

법인 등기 신청

을 마침으로써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시키는 이른
바 ‘서울대학교 법인화 정책’은 첨예한 정책 갈등을 겪었다. 무엇보다도
서울대학교 내부에서 법인화를 추진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 간 갈등
이 심하게 나타났다. ‘서울대학교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라는 공식적
반대집단이 출현하여 반대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였으며 ‘행정관 점
거’, ‘공청회 저지 투쟁’ 등 물리적 마찰까지 겪어 그 갈등 정도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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컸다.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긍정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면 해당 조직의 통합
과 조화를 저해하여 조직발전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에 대한
적절한 해결이 중요하다(김형렬,

2001;

유미경,

2009;

이시경,

2003).

이에

서울대학교 법인화 정책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해당 갈등에 대한 이해
가 중요하며 정책의 갈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립대학 법인화가 서울대학교
뿐만 아니라 타 국립대학에서도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서울대
학교 법인화 정책 갈등 연구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기존의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과 관련된 연구는 국립대학 법인
화 추진 배경 및 과정(김정은,
2010;

Kaneko,

2005;

김지수,

2009;
2007;

2008; Oba, 2005)에

Rhee,

박병덕,

2008;

2007)과
2009;

김필동,

2008,

이시원 외,

2010;

국립대학 법인화의 특징(김규태,

이성로,

2007;

Mizuta

&

Yangiura,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국립대학 법

인화 관련 선행 연구는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 형성 배경 및 과정, 국립
대학 법인화의 특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
갈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관해 서울대학교 내부에서 일
어난 갈등의 원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추진집단
과 반대집단이 서울대학교 법인화 정책 관련 가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논
쟁을 펼쳤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갈등 원인을 분석한다. 정책 갈등의 원
인별 유형으로는 이해관계자간의 불신으로 인한 ‘관계적 갈등’, 한정된
자원 또는 권력에서 비롯된 ‘이해관계 갈등’(Moore,

2003),

상이한 가치

관이나 신념의 차이로 인한 ‘가치 갈등’, 잠재적 이익을 둘러싼 ‘이익갈
등’(Kriesberg,

2003)

등이 있는데 정책 관련 가치에 관한 고려는 정책 갈

등 원인 탐구에 매우 중요(이시경,

2003;

주재복·홍성만,

2001)하다.

정책

가치는 정책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으로 어떠한 정책
이 추진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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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책 관련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서울대학교 법인화를 둘러싼 내부
갈등 원인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정책 갈등 해소 및 추진 과정
에서 고려해야할 점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화에 관한 서울대학교 내부 논쟁에 나타난 핵심가치는 무엇
인가?
서울대학교 법인화 정책 추진집단과 반대집단이 발표한 문서에서 주요

하게 다룬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두 집단 모두 주되게 제시하고 있
는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관한 내부 논쟁에서
나타난 핵심가치가 무엇인지 밝힌다.
둘째, 법인화에 관한 서울대학교 내부 논쟁에 나타난 핵심가치의 의미
연결망은 어떠한가?
추진집단과 반대집단이 논쟁에서 드러난 핵심가치와 함께 어떤 어휘를
사용하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추진집단과 반대집단이 서울대학교 법
인화 정책과 핵심가치에 관해 어떠한 논의를 전개하는지 살펴본다.
셋째, 법인화를 둘러싼 서울대학교 내부 갈등 원인은 무엇인가?
추진집단과 반대집단이 핵심가치에 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본다. 이
러한 두 집단의 인식을 비교 분석하여 서울대학교 법인화를 두고 일어난 내
부 갈등 원인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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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활용한 자료가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연구문제 해

결에 있어 문서자료 이외의 자료를 포괄하지 못하였다. 문서자료 이외에
갈등 당사자 면담이나 설문 등의 자료 또한 갈등 원인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였
다. 또한 문서자료 양과 관련하여 반대집단이 발표한 성명서 자료의 양
이 추진집단이 발행한 홍보문서 자료의 양보다 많다는 한계가 있다. 따
라서 추진집단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갈등 당사자와의 면담 혹
은 설문 등 보다 다양한 방식의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서울대학교 법인화 정책 반대집단으로 ‘서울대학교법인화반대공
동대책위원회’에 한정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서울대학교 법인화
정책에 직접적인 의사 표출을 하지 않은 반대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못
하고 가시적 갈등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분
석 결과는 가시적으로 표출된 갈등의 원인에 한정된다.
셋째, 정책 관련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서울대학교 법인화 정책의 내
부적 갈등 원인을 밝혔다는 한계를 지닌다. 정책 갈등의 원인은 정책의
배경 및 특성(Ribley,
적 환경(Moore,

1985),

2003:

이해관계자의 범위, 상호 신뢰정도, 사회경제

강성철 외,

2006;

이민창 외,

2005)

등 다양하다.

그러므로 서울대학교 법인화 정책 갈등에 대해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후속연구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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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

이론적 배경

대학의 자율성
대학이라고 하면 “교수와 학생이 학문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리

를 탐구하는”(이미라․주삼환,

2006에서

재인용) 최고의 교육기관인 동시

에 최고의 연구기관, 국가의 지도자를 길러내는 기관이란 이미지를 지니
며 이러한 이미지로 인하여 대학은 자유, 자치, 자율을 떠올리게 한다(이
미라․주삼환,

2006).

사전적 정의에서 자유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

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로 자치는 ‘자기 일을
스스로 다스림’으로 자율은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
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는 일’로 정의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학이란 말에는 자유와 자치 그리고 자율이 항상 함께 하였기 때문에
대학의 자유, 대학 자치, 그리고 대학의 자율은 유의어로 여겨진다(이미
라․주삼환,

2006).

그런데 이미라․주삼환(2006)에 따르면 이러한 대학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와 거의 동일시되어 대학의 자치나 대학의 자율보다 더 넓은 뉘앙
스를 풍긴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렇듯 대학의 자유, 자율, 학문의 자유
등의 개념은 서로 얽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대학의 자유와 관련된 학문
의 자유, 대학의 자율 등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
양한 의견이 있다. 더불어 대학의 책무성 또한 그 개념 정의가 다양하다.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은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향상을 주된 목표로 생
성된 정책이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대학의 자율성과 이와 관련된 학
문의 자유, 대학의 책무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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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학의 자율성
정부는 국립대학 법인화의 추진 목적으로 대학의 자율성 향상을 들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이란 대개 대학이 학문과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신정철 외,

2007)를

의미한다고

한다. 주로 대학의 자율성은 국가와 대학의 관계에서 대학이 국가의 간
섭과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를 일컬어왔
다(이필남 외,

그런데

2010).

Yokoyama(2011)는

이러한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정의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님을 언급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정의는 주의 조직(state's
of institutions)등과

coordination)이나

기관의 유형

(the types

같은 맥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으며 맥락이

변함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정의가 변할 수 있다(Yokoyama,
2011; Neave, 1998).

될 수 있으며(Neave,

또한 대학의 자율성은 맥락적이고 정치적으로 정의
1998),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정의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며 시간에 따라 변한다(Salter
pp.59-71).
‘어디서’

을

더불어

Yokoyama(2011)는

and

Tapper,

1995,

대학의 자율성을 ‘누가’ 정의하며

대학의 자율성의 힘이 발생하는지 그 중심지가 교직원과 학생

포함하는

students)

개인들인지(individuals

including

academic

어떤 단위(units)인지 또는 각 기관(individual

staff

and

institutions)인지

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 정의하는 이가 누구이며
대학의 자율성의 힘이 발생하는 근원지는 힘(power)과 이데올로기
(ideology)

그리고 이해당사자들(stakeholders)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Yokoyama, 2011).

이처럼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대학이 누구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가(autonomy

from whom)에

대해서

도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정부측과 대학 구성원측은 대학이 누구로부
터 자유로워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교육관련
정부 부처의 규제만을 정부규제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대학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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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의 입장에서는 누구에 의한 규제냐에 관계없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제약한다고 보는 모든 간섭 자체를 규제라고 인식하기도 한다(신
정철 외,

2007).

신정철 외(2007)는 이러한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정부와

대학이 각각 대학이 누리는 자율성의 정도에 이견을 보인다고 하였다.
즉,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꾸준히 노력
해 오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학 구성원들이 느끼는 대학의 자율성은
높지 않았다.
대학이 누구로부터 자유로워야하는가와 함께 대학의 자치가 ‘누구’에
의한 자치인지에 대한 논의 또한 대학의 자율성 개념과 밀접히 관련된
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학의 자치를 내부 구성원 특히 교수 자치와 동일
하게 보고(신봉기,

2007;

신평,

2007;

채형복,

2007)

이사회 구성에 외부자

가 과반수가 되는 경우 대학의 자치를 침해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한
편 김기석(2008)은 우리나라에서 대학의 자치가 교수 자치라고 보는 시
각은 독일 대학을 모델로 한 일본 제국대학의 유산이라고 보고 교수 자
치가 아니면 대학이 비민주적이라는 주장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하였
다. 이필남 외(2010)는 국립대학이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책
무성을 동시에 고려할 때 외부자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대학 경영에 참여
하는 것이 반드시 대학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Berdahl(1971)에

따르면 대학의 자율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될 수

있는데 하나는 본질적․내용적 자율성(substantive
하나는 절차적 자율성(procedural

autonomy)이다.

목적과 프로그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the

autonomy)이고

다른

본질적 자율성은 자기

what of academe)이고,

절

차적 자율성은 자기 목적과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the

how of academe)이다(Berdahl et al., 2005).

학

위의 기준, 교육과정, 프로그램 제공, 연구 분야, 교원 인사, 학위 수여
등에 관한 자율성은 본질적 자율성에 속하고 예산, 재무관리, 사전감사,
구매, 직원인사, 시설건축 등에 관한 결정권한은 절차적 자율성에 속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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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철 외(2007)의 연구에서는 정부와 대학 간에 대학의 자율성을 무
엇이라고 보느냐 하는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는데 정부가 주로 절차
적 자율성을 대학의 자율성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대학은 절차적
관여의 유무에 관계없이 주로 대학의 본질적 기능 수행에 어떤 외적인
간섭이 있느냐 하는 내용적 자율성을 기준으로 대학의 자율성 여부를 판
단한다. 그런데 대학 자율성 구분에서 절차적 자율성과 내용적 자율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학생 입학 문제와 지
배 구조 등은 절차적 자율성과 내용적 자율성의 중간 어디에 위치해 있
다(Anderson

& Johnson, 1998).

이처럼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정의는 누

가 정의하는가, 무엇에 대해 정의하는가 등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하게
개념화된다.

나. 학문의 자유
학문이란 자연과 사회의 변화나 발전에 관한 법칙이나 진리를 탐구하
고 인식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학문의 자유(academic

freedom)는

베

를린 대학을 설립한 독일의 훔볼트 및 피히테 등에 의하여 정립된 개념
으로서, 대학에서 ‘교수는 가르치고 싶은 것을 가르치고(Lehrfreiheit)' '학
생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자유(Lernfreheit)'라는 의미를 지닌다
(O'Neil, 2004;

신정철 외,

2007에서

재인용). 교수들에게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교수들이 사상과 그 표현에 대하여 행정적
․

․

정치적

이념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에 있어야 대학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년보장(tenure)제도는 교수에
게 이러한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며 이것이 단순한 특권이라
기 보다는 직능상 당연히 요구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학문의 자유를 보
장받음과 동시에 교수에게는 전문가로서 늘 정확하고 적절한 자제력을
지니는 등의 특별한 책임도 부여받게 된다. 그런데 오늘날 교수들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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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활동이 기업과 정부에 크게 의존하면서 이러한 교수의 책임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보는 견해들이 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연구자금을 받거나
사회과학 분야에서 정부의 후원을 받는 경우에 편견 없는 연구를 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표시열,

1996).

학문의 자유는 베를린 대학을 효시로 한 근대 대학의 발달과 함께 대
학의 자율성을 대표하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학 자율성의 핵심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이해하
여도 무리가 없다. 다만,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었다고 하여서 반드시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영국 사례와 독일 사례를 보면 대
학의 자율성이 학문의 자유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이 되기
는 어렵다1)(신정철 외,

2007).

이와 관련하여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

성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나 동의어는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Berdahl & McConnell, 2011).

이는 학문의 자유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개념인데 반해 대학의 자율성은 각 지역에 따라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Berdahl & McConnell, 2011). Anderson

과

Johnson(1998)도

대학의 자

율성과 학문의 자유 양자의 개념이 공유된 영역을 가지고 있으나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Anderson

& Johnson, 1998).

자유는 대학 기관의 자율성(institutional

또한 학문의

autonomy2))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최근 기관의 자율성에 대한 제약(restriction

of institutional

autonomy)은
1980).

학문의 자유에 상대적으로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Paul,

대학에서의 지적 자유(interectual

freedom)는

않으나 자율성은 꾸준히 침식당하고 있다(Berdahl

특별한 위협에 있지

& McConnell, 2011)는

1) 전통적으로 영국의 경우에는 정부와 대학 간의 관계에 있어서 대학들은 포괄적인
자율을 누리고 있으나 대학 내에서 학문의 자유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다.
반대로 독일의 경우에는 정부가 대학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지만 반대로 대학 내
부에서 교수의 교육 및 연구, 학생의 학습권을 철저히 보장되었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은 미약했지만 학문의 자유는 철저하게 보장된 사례이다(신정철 외, 2007:
247).
2) 자율성의 힘은 기관에 있을 수도 잇고 개인에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힘이 기관
에 있을 때에는 조직적 자율성으로 개인에게 있을 때에는 개인적 자유 또는 학문
의 자유이다(Yokoyam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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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도 있다.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동의어로 보지 않는 여
러 견해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율과 학문의 자유가 혼용되고 있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이 중세 대학의 출현 당시에 대학이 종교 및 세속적인 권
력으로부터 정치적

․

행정적인 자율을 누린 것에서 연유하였으며 여기

에 독일에서 발달된 연구와 학문의 자유 사상이 결합되면서 오늘날 대학
자율성의 개념을 형성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Anderson

&

Johnson, 1998).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 간 모호한 관계는 정부와 대학 간의 자
율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규제 완화 등을 근거
로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해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대학이 느끼는 자율
성이 신장되었는지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있다. 정부는 대학에 대하여
직접적인 간섭을 줄이는 대신 재정 지원을 매개로 하여 대학의 내용적
측면에 관한 실질적인 관여를 계속적으로 증대하여 오고 있으며 특히 정
부가 대학의 성과를 표준화된 지표로 측정하기 시작하면서 대학의 내용
적 측면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 간섭은 한층 심도 있고 실체적으로 진행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Marginson,
2007에서

1997;

Rhodes,

1983;

신정철 외,

재인용). 이러한 이유로 외형적으로는 대학의 자율성이 계속

확대되어 오고 있지만 내용적 측면에서의 자율성인 학문의 자유는 상당
히 위축되거나 정부의 연구비 배정 정책에 따라 좌우되는 이중성을 지니
게 되었다(신정철 외,

2007).

다. 대학의 책무성
책무성(accountability)이란 행동 또는 의사결정을 정당화하도록 요구되
거나 기대되며 이를 보고하고 설명하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다3)(옥스포드 영어사전; 이필남 외,

2010).

근래에 들어 고등 교육은 책

3) 책무성과 가장 가까운 동의어로는 answerability가 있다(Schedler, 1999; Burke,
200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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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재정적 내핍 상태로 인하여
입법가(legislatures),

주위원회(state

(consolidated governing boards)가

coordinating

boards),

간부회

각 대학의 역할과 프로그램의 배분,

그리고 효율성과 교육 및 운영비에 대해 보다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됐기
때문이다(Berdahl

& McConnell, 2011).

이는 대학 스스로 자신의 필수적

인 특징을 명확히 하고 대학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비용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받고

있음을

의미한다(Berdahl

&

McConnell, 2011).
Paul(1980)은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responsible

배분된 자원을 규정대로 사용하는 것
지속적인 증거자료를 축적하는 것
여 평가 자료를 보고하는 것

④

②

③

performance)으로 ①

어떠한 목적이 성취되고 있는지

공언된 목표를 명확히 하기 위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비용

과 그 효율성과 관련성을 고려하는 것

⑤

보다 향상된 교육을 수행하고

보다 효과적인 과정을 지속적으로 꾀하는 것을 언급하며 책무성 요소의
윤곽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책무성에서 효율성이 매우 중요하게 다
뤄짐을 알 수 있다.

Barnett(1994)은

또한 책무성의 대두로 평가가 시행

되는데 이는 보다 합리적인 후속 업무 수행을 꾀하고 각 업무수행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산출해내기 위해 실시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책무성은 평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대학과 외부 간의 힘의 결합(binding

power)과

각

기관이 어느 주체에게 책무성을 지녀야 하는지에 따라 책무성의 범주가
형성된다고 본다(Yokoyama,

Ball과

2011).

그 동료들(1997)은 책무성을

시장 책무성과 정치적인 책무성으로 구분 지으면서 시장 책무성으로부터
정치적 책무성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와

Slee(2001)는

peers) ②

책무성을

①

전문적 책무성(professional

민주적 책무성(democratic

운영의 책무성(managerial

Vidovich

accountability

to

accountability to the community) ③

accountability to governments) ④

(market accountability to customers)의

시장 책무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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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대학의 책무성과 자율성 정책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
여 많은 논란이 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의 범위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의 상대적인 관계에 의하여 설정되기 때문이다. 즉 대학
의 자율성과 책무성은 대학에 간섭하고자 하는 정부와 자율성을 추구하
는 대학 간에 끊임없는 갈등과 조율의 과정을 통하여 그 범위 및 구체적
인 모습이 형성(신정철 외,

2007)되기

때문이다.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상충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데 최근 고등교육 정
책의 세계적인 흐름이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간섭을 줄이고 대학
의 질 보장 또는 대학의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대학의 변화를 추구
(Alexander, 2000; Rhoades & Sporn, 2002; Brennan & Shah, 2000)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 대학의 책무성과 자율성 간의 관계설정이 새롭게
모색되고 있다(신정철 외,

2007).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실제적으로는

정부가 평가 및 질 보장 장치를 통하여 대학에 대한 간접적 간섭을 대폭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Mahony,
책무성을

요구하는

autonomy)부분까지

정책은

자칫하면

1994).

본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Berdahl

성과 평과를 통하여
자율성(substantive

et al., 2005).

즉 책무성

정책이 투입을 규제하는 방식에서 산출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대학의 자율성 중 절차적 자율성(procedural
있으나 본질적․내용적 자율성(substantive
다(이필남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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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y)은

autonomy)은

확대될 수도

침해될 수도 있

대학 거버넌스와 국립대학 법인화

2.

가.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의 형성배경

1)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는 고등교육에 변화를 일으킨다. 여러 환경의 변
화 중 단연 지식기반사회의 등장은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큰 획을 그었
다.

Toffler

&

Toffler(2006)는

산업화시대와 지식사회의 차이를 석유와

지식의 차이로 설명하였는데 석유는 사용할수록 줄어드는 반면 지식은
사용할수록 그 가치를 증대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Duderstadt(2000)는

국

가적 부의 원천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생산한 지식으로부터 나온다고 하
였는데 이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고등교육이 지니는 위치의 중요성을 시사
한다.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는 고등교육기관에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대학구성원의 변화와 지식의 변화 그리고 시스템의 변화(성지화,
2010)

등이 그 예이다.

지식과 경제가 결합되면서 대학에 입학하는 이들의 특성이 다양해졌는
데 변화하는 지식에 적응하기 위하여 계속교육, 재교육 등이 필요해진
까닭이다. 예를 들어 과거 미국대학에서는

18세에서 22세의

연령층을 전

통적인 대학생 연령으로 여겨진데 반해 요즘은 다양한 연령층이 대학 학
습자를 구성하고 있다(정진환 외,

2006).

이러한 대학 학습자 특성의 다

양화는 이론적, 학문적, 연구적이었던 대학에 보다 체계적이고 직접적이
며 실용적인 수업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은 다양한 인구
통계학적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재구조화되는 것을 요구받고 있다(성지화,

2010).

지식기반사회의 등장으로 지식의 성격이 변화한 것 또한 고등교육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산업사회 때에는 정치, 경제, 과학기술, 교육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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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되어 대학의 학과와 전공의 분화가 두드러졌던데 반해 지식기반사회
에서는 사회영역 같 통합이 중요해지면서 대학 간, 학과 간, 전공 간의
통합과 경쟁이 일어나게 되었다(정진환 외,

2006).

따라서 기존에 대학의

전공과 학과가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었던 시스템에서 사회의 변화와 요구
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높아
졌다(성지화,

2010).

더불어 기술의 발달로 가상대학들이 출현하면서 대

학의 유형이 새로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존 대학의 시스템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화로 인한 고등교육 시장의 개방과 경쟁 또한 고등교육 환경의
주요한 변화이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세계를 하나로 묶어가고 있으며
이와 함께

1995년 WTO체제의

출범은 고등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고등교

육 시장의 개방과 국내외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었다(성지화,
2010).

학령인구의 감소와 입학자원의 국제적 유동성 증가로 인한 대학

간 경쟁의 가열은 양적 팽창에 주력해 온 우리 대학의 경쟁력 확보 필요
성을 더욱 높였다(이현청,

2003).

이처럼 국제화로 인한 고등교육 시장의

개방은 각 대학에 국제적 경쟁력을 요구하게 되었다.

2)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의 형성 배경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이 가치 창출의 근원이 되어 고등교육 기관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관이 되고 국제화로 인하여 대학 간 경
쟁이 치열해지면서 정부는 대학에 ‘국제 경쟁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
며 국립대학의 경우 이러한 취지로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이 논의되기 시
작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2007년 3월 9일, Q&A자료를

거하면 국립대학 추진배경은 다음과 같다(이봉귀,

올렸는데 이에 근

2007).

첫째, 현행 국립

대학은 국립학교 설치령에 설치 근거를 둔 정부 조직의 하나로서 조직,
인사, 예산운용 등에 있어 매우 경직적이기 때문에 대학이 자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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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목표를 세우고 이를 전략적으로 달성하는데에 한계가 있다. 둘째, 국
가 경쟁력이 대학의 경쟁력에 좌우되는 현실에서 사회경제적 환경의 급
속한 변화에 국립대학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교육과 연구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책무성
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이 방안으로서 국립대학의
특수법인화를 추진한다. 셋 째, 국립대학 특수법인화는 현재의 국립대학
의 운영체제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이를 통해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
고 대학이 자기 책임 하에 스스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특성화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한다(이봉귀,

2007).

이와 같이 국립대학 법인화는

고등교육 환경 변화로 인한 경쟁 체제에서 국립대학에 국제 경쟁력 강화
제고 방안으로안 형성되었다.

나. 국립대학 법인화

1)

국립대학 법인화의 개념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국가와 대학간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으로 고등교육 거버넌스 개혁에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을

적용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관리주의(manegerialism)에서
비롯된 것으로 민간부문의 관리시스템과 기법을 정부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주장이며 정부부문의 성과․실적을 중시하고 관리자의 개인적 책임
을 강조하는 사고방식을 말한다(Farnham

& Horton, 1993).

법인화로 인한 국가와 대학 간 관계변화는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 변화
를 핵심으로 한다. 그런데 기존의 국립대학의 법적지위는 명확히 규정되
지 않았었다. 이경운(2004)에 따르면 한국의 헌법 및 교육기본법, 고등교
육법 등을 살펴본 결과 대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직접적인 해답을 찾기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다만 설립에 대통령령의 형식을 취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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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립대학을 정부조직법상의 행정 조직 분류에 비추어 보고 제

4조의

부속기관의 일종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전통적 행정법
이론에 따라 정부조직법상의 부속기관을 법인격이 없는 영조물(Anstalt)
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영조물이란

O.Mayer가 “공행정주

체가 특정한 공적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공용하는 인적 물적 시설의
종합체”라 정의한 이래 행정법학에서 유지되어 오고 있는 개념을 의미한
다(이경운,

2004).

영조물의 독립성은 법인격 부여 여하에 따라 차이가 난다. 영조물에
법인격이 부여되면 설치주체의 감독을 받지만 법률상 독립한 행정주체가
되는 반면 영조물에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일반 행정조
직보다는 독립적이지만 행정조직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조
직법상 부속기관의 지위(법인격이 없는 영조물로 이해될 수 있음)를 갖
는 국립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국립대학의 설립은 국립학교
설치령 등의 제․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그 주요 조직의 변경 또한
설치령의 개정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학문이나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단과대학의 신설․명칭변경․폐지 등 조직의 변경은 대학이 자율적
으로 결정하지 못하며 대통령령의 개정을 필요로 한다(이경운,
러한 이유로 기존의 국립대학의 법적지위는 급변하는
환경에

21세기

2004).

이

고등 교육

적절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국립대학에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법률상의 인격인 법인격을 부여하는 국립대학
법인화 논의가 대두되었다.

2)

서울대학교 법인화 정책의 내용

서울대학교의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의 내용을 담고 있는「국립대학법
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크게 총칙, 조직, 재무회계,
지원 빛 육성, 보칙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법률을 보면 국립대학 법인화
는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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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있으며 서울대학교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법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에서 발행한 홍보자료에는 법인 전환후 변화
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직면에서는 대학 거버넌스의 핵심인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가
일어난다. 법인 전환 이전의 서울대학교는 정부기관으로서 국립대학체제
와 학장회․평의원회․기성회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해왔었는데 법인 전
환 이후에는 이사회가 설치되며 이사회는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으로 구
성되며 서울대학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된다.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
하여 조직면에서의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총장선출 방식이 바뀐다는 점이
다. 법인 전환 이전에는 총장후보초빙위원회에서 선출한

3~4인의

총장후

보를 대상으로 교직원 직선제 방식으로 총장이 선출되었는데 반해 법인
전환 이후에는 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임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바뀐다. 그리고 교직원의 신분도 기존에 공무원과 기성
회 직원으로 구성되었던 것이 법인 전환 이후에는 법인 교직원으로 그
신분이 바뀐다.
재무 회계면에서는 법인 전환 이전에 항목별로 예산이 지원되고 국고
와 기성회 회계로 이원화 되었던 것에서 법인 전환 이후에는 항목 제한
이 없고 총액 예산으로 지원(출연금)방식이 변하며 대학법인회계로 일원
화된다. 또한 서울대 재산은 법인 전환 이전에는 국유재산법에 적용을
받았었는데 법인 전환 이후에는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서 수익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학교채 발행이 가능해졌다.
성과평가 면에서는 법인 전환 이전에는 정보 공시와 자체 평가제도가
시행되었는데 법인 전환 이후에는 4년 단위로 대학 운영 성과 목표를 설
정하여야 한다. 이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간 대학운영계획을 수
립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정부는 운영 성과를 행정․재정 지원에 반영하
게 된다. 이와 같이 서울대학교 법인화는 법적으로는 법인격이 부여되며,
조직과 재무 회계, 성과평가에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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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립대학 법인화 동향
국립대학 법인화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구조
개혁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국
립대학 법인화 정책 추진에 추진력을 더해주고 있다(이필남 외,

2010).

이향철(2006b)은 구미의 국립대학 지배구조 및 관리운영체제 개혁이 중
국,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태평양 연안의 경쟁국가로 파급
되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자 지체되어 오던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실제
적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새로
운 신흥공업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1998년 1-3월

사이에 호

주의 대학 관리 운영 모델과 싱가포르의 기업형 대학, 인도네시아․태국
등의 자율형 대학을 염두에 두고 말라야대학(UM), 말레이시아 과학대학
(USM),

말레이시아 국민대학(UKM), 말레이시아 푸톨라대학(UPM), 말레

이시아 공과대학(UTM)의 상위

5개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시행하였고 나

머지 국립대학도 순차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이필남 외,
또한 대만은

2003년 6월에 ‘대학법’을

2010).

전면 개정하고 국립대학의 행정법

인화, 국립운영의 탄력화, 대학평가시스템의 정부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국
립대학 개혁을 단행하였다. 일본도
정하여

2004년 4월에

2003년 7월에 ‘국립대학법인법’을

제

모든 국립대학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지배

구조 개편과 교육연구활동에 대한 ‘종합적 품질관리모델’을 도입하였다
(이필남

외,

2010).

우리나라는

2012년 11월

시점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

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이
렇게

3개교의

국립대학법인이 있다. 이 중

2009년에

개교한 울산과학기

술대학은 설립 당시부터 국립대학법인으로 출범하였고 인천대학교는
1994년

시립대학으로 전환한 이후

2011년 12월 30일에

대법인화법이 국회 임시회 본회에서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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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국립

정책 갈등의 개념과 원인

3.

갈등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백완기(1988)는 개인적으로는
‘한

개인이 심리적으로 상충되는 두 가지 이상의 것을 추구할 때, 그 지

향 간의 우선 순위를 쉽게 찾아낼 수 없는 상태’로 집단적으로는 ‘복수
의 주체가 양립 불가능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상태’라고 정의하였으
며 권영규(2006)는 갈등을
대립적 상호작용(권영규,
“정책을

“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집단간․조직간

2006: 161)”이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공공갈등은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의 대립 또는 충돌(장현주,

2008: 31)”을

의미

하여 공공갈등을 정책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갈등의 경우 갈등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가 상호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통해서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쉽지만은 않다(하혜영,

2007).

그러나 갈등의 해결이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 노력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수용 가능한
의견의

일치를

모색해가는

Thomas-Larmer, 1999)이라는

합의형성과정(Susskind,

McKearman

&

점에서 볼 때, 갈등의 쟁점과 원인을 분석

하는 것은 갈등의 해결에 주요한 토대를 마련한다.
정책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정책의 배경 및 특
성(Ribley,

1985),

(Moore, 2003:

이해관계자의 범위, 상호 신뢰정도, 사회경제적 환경

강성철 외,

2006;

이민창 외,

2005)

등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정책갈등의 원인이 중요한 이유는 정책갈등 원인의 유형에 따라
해결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a).

정책

갈등의 원인별 유형으로는 이해관계자간의 불신으로 인한 ‘관계적 갈등',
한정된 자원 또는 권력에서 비롯된 '이해관계 갈등'(Moore,

2003),

상이

한 가치관이나 신념의 차이로 인한 ‘가치 갈등', 개발 등에 따른 잠재적
이익을 둘러싼 ‘이익갈등'(Kriesberg,

2003)

등이 있다.

장현주(2008)는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갈등의 원인을 구조적 측면,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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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측면, 환경적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갈등의 구조적 원인을 살펴
보겠다. 정책집행과정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 범위 및
기회가 제약되는 상황에서 갈등당사자가 배출되는 경우 갈등의 구조적
원인이 된다. 권력의 독점화가 높을 경우 정부주도의 공식적인 권위 및
강제력의 행사는 의제설정단계에서부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
장하는 제도적 기제가 미비로 이들의 의사표출 기회가 배제됨으로써 갈
등을 발생시킨다(김도희,

2005;

조승현,

2003).

박홍엽 외(2007)는 현행 제도에서 정책결정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
해 정보의 대칭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
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한정된 이해관계자의 참여, 형식적 운영 등으
로 인하여 이해관계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다양한 정책과정 참여자들과 정부 간에 정보의 왜곡이 발생
하거나 정보공개 수준이 낮을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정책결
정과정에서 갈등이 유발(백종섭,

2002)되는데

이 또한 갈등의 구조적 원

인이 된다. 정보의 왜곡과 비대칭성은 상호 신뢰부족으로 귀결될 수 있
는데 신뢰부족은 편익과 비용부담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생기면서 이
해관계자간의 갈등을 발생시키고 증폭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정책이
집행됨에 따라 새로운 이해관계자의 등장과 이해관계의 복잡화는 갈등을
증폭시키며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유사한 정책의 실패가 반복
된다(박홍엽 외,

2007).

두 번째로 정책의 본질적 특성 측면에서 갈등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
다. 이는 정책 자체가 지니고 있는 도입 배경과 특성이 갈등의 전개과정
과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

Stephenson과 Pops(1989)에

따르면 정책

내용에 따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수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
였으며 이해의 반영 결과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갈등당사자의 수, 갈등당사자의 유형, 상호 대립 및 신뢰관계 등
의 다양한 특성은 갈등 유발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Lewic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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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3; Kriesberg, 2003).

한다(Lewicki

그리고 갈등 내용인 갈등 이슈 또한 갈등을 유발

et al, 2003; Kriesberg, 2003).

정책 내용상 갈등 이슈 또는

불응의 정도가 클 경우 갈등의 발생 개연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으며,
이해관계의 복잡화로 인해 갈등의 해결이 어렵다(장현주,

2008).

세 번째로 환경적 측면에서의 갈등 원인이 있다. 정치․행정문화 및
제도, 정책결정체계의 민주성 등 정치․행정적 환경은 갈등의 원인이 된
다(이종열․권해수,
문화를 지녔으나

1998).

1990년대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

갈등 억압정인 행정

이후 사회 여러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시민사회의 성장으로 인한 민주성의 강조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형성과
대립으로 인하여 공공갈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장현주,

2008).

이처럼

갈등의 원인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는 매우 복잡한 현상이므로 이에 대
한 심도있는 분석은 정책 갈등 해소에 필수적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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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

.

연구 방법

자료수집 및 분석 대상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법인화 정책 추진집단과 반대집단의 문서자료

를 분석하여 내부 갈등 원인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정책 추진집단으
로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를 반대집단으로는 ‘서울
대학교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를 설정하였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는 총장(위원장)을 포함한
2011년 4월 15일에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며

발족하였다. 이 위원회는 외부 위원으로 전 국무총리,

미국 다트머스대 총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성균관대 이사장, 전 충주대
총장, 변호사, 고려대 교수, 휴맥스 대표이사를, 내부 위원으로 서울대 총
장, 교육부총장, 연구부총장, 서울대 교수4명으로 구성되었다. ‘서울대학교
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서울대학교공
무원노동조합‘,
구성되어

’전국대학노동조합서울대학교지부‘,

2010년 1월 11일에 1차

’서울대학교총학생회‘로

모임을 가졌다. 추진집단의 문서는 국립

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에서 발행한 홍보문서를 선택하였으
며, 반대집단의 문서는 서울대학교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의 웹사이트
에 게재된 성명서 자료를 선택하였다.
법인화 정책 추진집단의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서로 홍보문서를
선정하였다. 홍보는 ‘조직이 공중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
지시키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제반 의사소통 활동’(Cutlip,
Broom,

1994)이다.

Center,

&

홍보문서는 매체에 따른 홍보의 종류 중 신문홍보,

잡지홍보, 방송홍보, 기타 인쇄물홍보 중 인쇄물홍보에 해당되며(윤창숙,
2008)

정책홍보 활동의 하나로 정책홍보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책 집행에

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김주호,

2005).

반대집단의 메시지 파악을 위해 성명서 자료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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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명서는 정치적·사회적 단체나 그 책임자가 일정한 사항에 대한 방
침이나 견해를 공표하는 글이나 문서4)로 제도의 존폐 여부 분석(고시면,
2009)등의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 사용된 분석자료는 다음

<표 Ⅲ-1>과

같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에서

2011년 7월 11일에

홍보

문서를 발행하였다. 이 자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
웹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반대집단이 낸 성명서는 서울대
학교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 웹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자료를 수집하
였다. 수집된 성명서는 총 8개이다.

<표 Ⅲ-1> 분석 자료
문서

홍보문서

추진집단
발행 시기

반대집단

2011. 07. 11.

문서
성명서 ①
성명서 ②
성명서 ③
성명서 ④
성명서 ⑤
성명서 ⑥
성명서 ⑦
성명서 ⑧

발행 시기
2010. 02. 08.
2010. 02. 23.
2010. 12. 17.
2010. 12. 22.
2011. 04. 04.
2011. 05. 12.
2011. 05. 31.
2011. 06. 07.

법인화 추진집단의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홍보문서 이외의
자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여 추진집단과 반대집단 간 자료의 양에 차
이가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홍보문서가 메시지 탐색에 적절한
자료(김승미,

2012)라는

점에서 연구 목적 달성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고 판단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성명서는 총
성명서

②는 「국립대학법인

8개이며

이 중 성명서

①과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23 -

국회에서 통과되기 이전에 발표되었으며 나머지 성명서는 법률안 통과
이후에 발표된 자료이다. 또한 직접적인 분석자료로 사용하지는 않았으
나 홍보문서와 성명서 분석의 내용을 해석하기 위하여 관련자와 면담을
시행하였다.

2.

분석 방법

가.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용 분석을 시행하
였다. 내용분석은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서술하거나 커뮤니케이션 내용의
의미에 관한 추론을 도출하는 방법이다(Riffe

et al., 2005).

주로 이론 구

축을 목적으로 변수 간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내용분석이 사용되
기도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법인화 정책 추진집단과 반대집
단이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기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모
든 선택은 배제를 수반(조용환,

2012)하여

차이들은 미루어지는 ‘차연’(Derrida,

어떤 차이를 선택할 때 다른

1967)이

발생한다. 따라서 어떤 것

이 전경에 부각되면 다른 것은 배경으로 밀려난다(조용환,

2012).

이에

서울대학교 법인화 정책 추진집단과 반대집단의 문서에서 부각되어 나타
나는 어휘가 무엇인지 비교 분석하였다.
서울대학교 법인화 내부 논쟁에 나타난 핵심가치를 살펴보기 위하여
문서에 나타난 단어의 빈도를 분석하였다. 빈도분석은 내용분석에서 가
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며 분석 대상에서 단어나 범주가 나타나
는 횟수를 측정하는 것이다. 빈도 측정에 있어 빈도수는 그 중요도를 나
타낸다(주재현,

2002).

홍보문서와 성명서에 사용된 단어의 빈도분석을

통해 두 문서에서 주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확인하고 특히, 두 집
단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보아 정책 논쟁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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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핵심가치를 밝히고자 하였다.
서울대학교 법인화 내부 논쟁에 나타난 핵심가치와 관련해 두 집단이
어떠한 논의를 전개하는지 분석하고자 의미 연결망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결망 분석법의 일종인 의미 연결망 분석은 사회 연결망 이론을 적용하
여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이다(김용학,

2011).

기본적으로 의미 연결

망 분석의 방법은 문단, 어절, 문장 등의 질적 자료의 한정된 공간에서
함께 제시되는 개념이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가정을 하고 분석을 시
행한다(현영섭,

2011).

이 연구에서는 정책 논쟁에 나타난 핵심가치가 제

시된 문장을 추출하여 의미 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문서
에서 핵심가치와 어떤 어휘가 연결되는지 알아보았는데, 앞서 언급한 차
연의 개념에 비추어 추진집단과 반대집단이 핵심가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어휘를 전경에 배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공동 참여 연결망(joint

involvement network)'을

분석

하였다. 공동 참여 연결망은 행위자들이 동일한 사건에 참여함으로써 발
생하는 연결망이다(한성원,
같이 출현한 빈도를 세어

문장을 분석 단위로 하여 한 문장에

2003).

(n × n)

행렬로 이루어진 공동 참여 연결망을

만들어서 법인화에 대한 내부 논쟁에서 핵심가치와 어떤 어휘들이 연결
되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연결망을 시각화하는 방법으로는
을 활용하였다. 시각화 방법으로는

Spring-embedding(스프링
Layout형태에

따라

그리기) 기법

Multi Dimensional

Scaling, Spring Embedding, Principal Components, Circular

등이 있다.

스프링 그리기 방법으로 연결망을 시각화하면 결점들이 화면상에 고르게
분포되고 인접한 결정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가까이 위치한다. 그리고 이
러한 과정에서 결점간의 중복이나 연결선들 간의 교차를 적게 하여 보기
좋은 그래프를 산출해준다. 다만, 연결망 해석 시 각 결점의 위치가 가독
성을 위하여 배치되기 때문에 그 위치가 특정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김용학,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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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 절차 및 자료 처리

빈도분석을 시행하기 위하여 홍보문서와 성명서를 각각 텍스트(text)
파일로 정리하였다. 분석 도구로는 한국어 텍스트 분석을 위해 개발된
KrKwic소프트웨어(박한우·Loet
KrKwic

2004)를

Leydesdorff,

활용하였다.

소프트웨어는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독립된 단어로 인식하기 때

문에 단어에서 조사를 분리하고 유사 의미의 단어는 하나로 통일(박수
정,

2011)하였다.

이를 위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과 낱말 어휘정보

처리연구소에서 정립한 어휘 데이터 베이스를 참조하였다.
홍보문서는 표를 제외하고 문장으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단어의 빈
도를 측정하였다. 성명서의 경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통과되기 이전과 이후의 자료의 특성을 비교
하기 위해 법률안 통과 이전에 발표된 성명서
표된 성명서

③,④,⑤,⑥,⑦,⑧을

①, ②를

묶고 이후에 발

묶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빈도를

측정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정책 논쟁의 핵심가치로 나타난 자율성과 이와 밀접히
관련된 통제 및 규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 어휘가 포함된 문장의 의미 연
결망을 분석하였다.

KrKwic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 문장의 어휘들 간

행렬을 도출하였다. 두 집단이 자율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어휘를 사용하
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설정된 연구문제의 목적이므로 시각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따라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는 붙여주어 같은 단위로 인식하게 하였다.
의미 연결망을 분석하는 단위로 홍보문서의 경우 본문과 질의응답 부
분을 구분하였고 성명서는 자율성과 통제 어휘가 포함된 문장을 제시한
성명서

①,②,⑤,⑥을

각각 분석단위로 설정하고 의미 연결망을 분석하였

다. 의미 연결망 분석의 단위는 연구 목적에 맞게 연구자가 설정할 수
있는데(남인용·박한우,

2007)

이 연구에서는 핵심가치와 함께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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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를 시각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분석단위를 이와 같
이 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진집단과 반대집단이 대학의 자율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와 연관된 연구(김기석,

2008;

손희권,

채형복,

2007;

대학의 자율성의 상대와 관련된 연구(신정철 외,

2007;

2005;

신봉기,

Yokoyama, 2007),

이필남 외,

신평,

2007;

이필남 외,

2010; Nedwek & Neal, 1994),

연구(Berdahl,
1980)를

2007;

2010;

대학의 자율성의 대상에 관한

규제의 형태에 관한 연구(신정철 외,2007;

1971),

Mintnick,

참조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이 주체, 상대, 대상, 규제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음
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두 집단의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 분석의 틀
을 작성하였다.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 상대, 대상, 규제의 형태에 관한 두 집단의 인
식을 파악하는데 조사의 역할이 매우 컸다. 예를 들어

“국립대학법인의

자율적 교수급여제도로…”5)라는 문장에서 자율이라는 어휘 앞에 사용된

—의 라는

‘

’

조사는

—

‘

’

안에 들어가는 어휘가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를

의미함을 알 수 있게 해주어 구문단위에서의 분석이 중점적으로 사용되
었다. 어떤 형태의 규제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석은
구문단위에서 잘 나타나지 않아 어휘가 지닌 특성 자체로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이라는 어휘가 규제 문장에서 사용되어 추진집
단에서는 ‘법’의 형태로 일어나는 규제로부터 자율성을 얻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추진집단의 인식을 분석하였고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주체, 상대, 대상,
규제의 형태는 각각 ‘누구의’, ‘누구(무엇으)로부터’, ‘무엇에 관한’, ‘어떤
형태로부터’로 표현하였다.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추진집단의 인식 분석
틀은 다음

<표 Ⅲ-2>와

같다. 표에서

— 에 들어가는 어휘가 대학의 자

‘

’

율성에 대한 추진집단의 인식을 드러내주는 어휘이다. 예를 들어
5) 홍보문서.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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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으로 전환되면 교수급여체계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6) 를 보면
있게되어’에서

‘

—도

‘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 에 들어가는 어휘가 추진집단이 인식하는 대학의 자율
’

성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즉, 추진집단은 교수급여체계에 대해 자율성
을 갖는 것이 대학의 자율성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표Ⅲ-2>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추진집단의 인식 분석 틀
구분

분석에 사용된 구문

누구의

누구(무엇으)로부터

무엇에 관한

어떤 형태로부터

—이 스스로 결정
—의 자율적인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주도의 방식
—가 정해져 있습니다.
—를 통과해야 하는 어려운
—상의 제한
—에서의 각종 규제와 관여
—에 맞춰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 —에 따라야 하며
—가 가능해집니다.
—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상의 제한
자율적인 —
—할 수 있습니다.
—가 정해져 있습니다.
—를 통과해야 하는 어려운
—상의 제한
—에서의 각종 규제와 관여
—에 맞춰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 —에 따라야 하며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반대집단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한 분
석틀은 다음

<표 Ⅲ-3>이다.

6) 홍보문서.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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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반대집단의 인식 분석 틀

구분

누구의

누구(무엇으)로부터

무엇에 관한

어떤 형태로부터

분석에 사용된 구문

—대의기구가 아닌 이사회가 대학 통제
대학 자율성을 확보하고 —를 구현
—도 대학운영의 당당한 주체
—이 대학 자율성을 요구
—적으로 자율성을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
—가 대학을 통제
—가 대학을 실질적으로 지배
—가 참여하는…자율성 확보…제도적 장치 … 폐기
대학의 주체에서 —로 추락
—로 편입
압박으로 몰아넣어 기초학문·기초과학기술의 —촉진
—에 종속
—에 휘말릴
—에 따라 대학을 운영하라는 것이다
—이 임명한다 …자율성 확보…제도적 장치 … 폐기
—의 감독과 통제
—의 뜻대로 휘둘리게 될 것이다
—의 압박
—의 지배하에
—의 통제
—하도록 강제
—가 대학 자율성 담보의 가장 강력한 보루로 기능
—도입이 자율성을 훼손
—면에서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 요구
압박으로 몰아넣어 —의 응용학문화·실용학문화 촉진
—의 당당한 주체
자율적인 —이 크게 제약
대통령이 —해 …자율성 확보…제도적 장치 … 폐기
—을 통해 대학을 통제
이사회가 —해 … 자율성 확보…제도적 장치 … 폐기
—인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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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

’

안에 해당하는 어휘가 반대집단의 인식을 드러내주었다.

예를 들어 “대학구성원이 대학 자율성을 요구하였다.”7)를 통해 반대집단
이 대학구성원을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부의

통제가 강화”8)라는 표현은 반대집단이 교과부를 자율성을 확

보해야 할 상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이 표에서도 ‘누구의’는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를, ‘누구(무엇으)로부터’는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해
야 할 상대를, ‘무엇에 관한’은 대학의 자율성의 대상을, ‘어떤 형태로부
터’는 대학이 어떠한 형태의 통제로부터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하는지를
가리킨다.

다. 신뢰도 검증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추진집단과 반대집단의 인식차이를 분석하는 연
구문제

3번의

해결을 위한 분석에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내용분석연구

경험이 있는 교육행정전공 석사과정자 한 명과 박사과정자 한 명의 코더
를 활용하여 코더간 일치도를 측정하였다. 명목척도로 코딩된 결과의 신
뢰도를 측정하는 데 주로 쓰이는
측정을 시행하였다. 검사 결과

Holsti(1969)의

92%의

공식을 이용하여 신뢰도

신뢰도를 나타내어 신뢰도를 확보

하였다.

Holsti

n :

신뢰도 계수

= nM/(N1 + N2 + N3 + ... + Nn)

코더의 수

M :

코더 모두 일치한 코딩 수

N :

각 코더가 코딩한 수

7) 성명서 ①
8) 성명서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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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분석 결과

법인화에 관한 서울대학교 내부 논쟁에 나타난 핵심

1.

가치 분석
서울대학교 법인화 정책 논쟁에 나타난 핵심가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홍보문서와 성명서에 출현하는 단어의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문서에
나타난 단어의 빈도를 측정하여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
지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특히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주요하게 다루는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다음

<표 Ⅳ-1>은

추진집단과 반대집단 문서에 출현한 단어 빈도 분

석 결과이다. 각 문서에서 빈도수 상위

15위에

해당하는 단어를 주요어

로 보고 표에 제시하였다. 어떤 단어를 가치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문
서에서 가치라고 명시하고 있는 단어를 기준으로 삼았다. 홍보문서에서
는 자율성을 가치라고 명명하고 있었으며 성명서에서는 자율성, 민주성,
공공성을 가치라고 하였다. 가치를 가리키는 단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자율성’이

홍보문서에서

Ⅱ에서는 12회

서

25회

사용되었고 성명서Ⅰ에서는

22회,

사용되었다. 그리고 ‘민주성’이 성명서Ⅰ에서

Ⅱ에서 16회로

성명서

21회,

성명

측정되었다. 분석 결과 ‘자율성’이 추진집단과 반대집

단에서 모두 주요하게 나타나는 가치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서울대학교
법인화 정책 논쟁에서 나타난 핵심가치는 ‘자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두 집단에서 어떠한 단어들을 주요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
아보았다. 홍보문서에서 ‘재정지원’, ‘등록금’, 성명서Ⅰ에서 ‘등록금’, ‘재
정’ 이라는 단어의 빈도가 높게 측정되어 법인화 정책 논쟁에서 재정 부
분이 중요하게 다뤄짐을 보여준다. 그리고 ‘발전’의 출현 빈도가 높아서
두 집단 모두 발전을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
빈도분석 결과 중 몇 가지 특기할 점에 대해 살펴보면 홍보문서에서
‘법률’, ‘책무’, ‘가능’, ‘외국대학’, ‘제약’, ‘세계적대학’이

주요하게 나타났

다. 이는 추진집단이 법인화를 홍보할 때 법률에 관한 언급을 자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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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과 연관되어 있는 책무성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외국대학, 세계적대학을 주되게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 추진집단과 반대집단 문서에 출현한 단어 빈도 분석
구분
순위
1
2
3
4
5
6
7
8
9

빈도
65
43
40
25
23
21
19
17
15

추진집단
홍보문서
단어
서울대학교
법인화
국립대학법인

자율성

법률
국가
책무
국립대학, 재정지원
이후

10

14 가능

11

10

12
13

14

15

교직원, 기초학문,
명시
구성, 발전, 외국대학,
9
전환, 현재
8 대학, 등록금, 제약
국립대학체제, 설립,
세계적대학,안정적,
7 외부인사, 정부,
지속적, 직원, 총장,
확보
교직원급여체계, 규정,
6 기여, 매년, 사항, 아님,
육성, 필요

성명서 Ⅰ9)
빈도
단어
143 대학
131 법인화
82 서울대학교
63 정부
58 국립대학
46 공대위
38 고등교육
35 발전
33 학생

반대집단
빈도
51
38
36
35
33
32
28
27
24

성명서 Ⅱ10)
단어
법인화
학생
서울대학교
통과
날치기
대학
서울대법인화법
공대위
행정관점거농성
교수, 서울대본부,
요구

28 등록금

23

27 이사회

19 책임, 추진

26 한국

18 서울대총장

24 사회

16

22 교육, 재정,
주장, 만듦

13 모든, 정부

민주성

자율성

자율성

21

교수, 마련

민주성

12 교과부, 국회,
중단, 징계

9) 성명서Ⅰ은 2010년 12월 8일「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
률안」이 국회에 통과되기 이전에 발표된 성명서 ①과 성명서 ②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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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Ⅰ의

가 빈도수 상위

빈도분석 결과를 보면 ‘학생’, ‘이사회’, ‘교수’ 등의 단어
15위

안에 등장하였다. 이를 통해 반대집단이 법인화 반

대의사를 표명할 때 대학구성원 중 특히 학생과 교수에 대한 언급이 많
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법인화로 서울대학교의 거버넌스 체제에 변
화가 생기는데 그것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관련된 사항을 주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명서

Ⅱ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통과된 이후에 발표된 성명서들이다. 빈도 분석 결과를 보면 이
러한 상황을 반영해주는데 먼저 ‘학생’, ‘통과’, ‘날치기’, ‘서울대법인화
법’, ‘행정관점거농성’ 등이 빈번하게 출현하였다. 이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되지 못하
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여 통과한 것에 대해 반대집단이 날치기로 통
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그리고 서울대 총학생회가 비
상총회를 열고 설립준비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며
28일간

2011년 5월 30일부터

서울대학교 본부인 행정관을 점거하며 농성한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나타낸다.
홍보문서와 성명서에 출현한 단어의 빈도분석을 통해 서울대학교 법인
화 정책에 관한 내부 논쟁에서 나타난 핵심가치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
과 두 집단 모두 ‘자율성’을 주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논
쟁에서 자율성이 핵심가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 성명서 Ⅱ는 법률안이 통과된 이후에 발표된 성명서 ③부터 성명서 ⑧까지
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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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화 논쟁의 핵심 가치에 관한 의미 연결망 분석

1장에서

서울대학교 법인화 홍보문서와 반대 성명서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 법인화 정책과 관련하여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가치를 중점
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 장에서는 두 집단이 서울대학교 법인화
와 대학의 자율성에 대해 어떠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인화 추진집단이 발행한 홍보문서와 반대집단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자율성과 통제 및 규제의 의미를 지니는 어휘가 포함된 문장
의 의미 연결망을 분석하였다.

가. 홍보문서에 제시된 자율성에 관한 의미 연결망 분석
서울대학교 법인화와 대학의 자율성의 관계에 대한 추진집단의 논의를
분석하기 위하여 홍보문서에서 ‘자율성’의 의미를 지닌 어휘를 포함하는
문장의 의미 연결망을 분석하였다. 이 의미 연결망을 통해 추진집단이
‘자율성’과

함께 어떠한 어휘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의

미 연결망에 나타난 결점의 크기는 다른 결점들과의 연결 정도이며, 연
결선의 굵기는 연결된 두 결점간의 연결 정도를 의미한다.
[그림 Ⅳ-1]은

홍보문서의 본문11)에 나타난 자율성 문장의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이다. 자율성이 포함된 문장에서 어떠한 어휘들이 동시에 출현
하고 있는지 나타내준다. 연결망의 우측 상단을 보면 ‘공적책무’, ‘수행방
식’, ‘국가주도방식’, ‘법인주도방식’, ‘창의성’ 등이 ‘자율성’과 함께 나타

11) 이 연구에서는 홍보문서 중 Ⅰ. 2012년 1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출
범합니다. Ⅱ.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비전과 당위성 Ⅲ. 법인 전환의 주요
효과 부분을 ‘홍보문서의 본문’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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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인화가 서울대학교의 공적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
이며 법인주도방식이 국가주도방식에 비해 대학의 자율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좌측 상단에는 ‘세계일류대학과무한경쟁’, ‘세계적대학’, ‘전환’, ‘국
립대학체제’, ‘경직성’, ‘탈피’, ‘요구’ 등이 자율성과 함께 연결되어 서울
대학교 법인화 추진집단이 법인화 정책을 지지하는 배경을 알 수 있다.
고등교육의 환경이 세계일류대학과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지
하고 세계적 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체제의 경직성을 탈피
하고 대학의 자율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대학위상’도 자율성과 함께
쓰이고 있어 법인화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대학의 위상을 높
이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림 Ⅳ-1] 홍보문서 본문에 제시된 자율성 문장의 의미 연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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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하단에 ‘창조적교육연구기관’, ‘인류문화창달’, ‘책임’, ‘기여’, ‘나
라’, ‘발전’ 등이 자율성과 연결되었다. 서울대학교의 대학위상을 높여 세
계적 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이 곧 창조적 교육 연구기관이 되어 인류의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나라의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법인화
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측 하단에는 법인화가 어떠한 부분의 자율성인지를 나타내는 어휘들
이 제시되어 있다. ‘법인’, ‘다양한인재유치’, ‘세계적석학’, ‘용이’와 ‘자율
성’이 연결되어 법인화로 인하여 법인의 자율성으로 다양한 인재 유치가
용이해질 것을 의미하고 있다. 여기서 ‘다양한인재유치’와 ‘세계적석학’이
연결되어 추진집단은 세계적 석학을 인재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효율적인사관리’, ‘가능’, ‘교수급여제도’, ‘교직원급여체계’, ‘교직원충
원’, ‘규제’, ‘공무원보수규정’ 등이 ‘자율성‘과 함께 쓰이고 있다. 서울대
학교가 법인이 되면 이전에 공무원 보수 규정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 교
수급여제도와 교직원급여체계 그리고 교직원충원 등의 인사관리에서 자
율성이 증대하며 곧 효율적으로 인사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Ⅳ-2]는

홍보문서 질의 응답 부분 중 자율성 어휘가 포함된 문장

의 의미 연결망 분석 결과이다. 홍보문서 질의 응답 부분에서는 법인화
관련 질문에 대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의 응답이 제
시되어 있다. 연결망 가운데 부분에 ‘자율성’과 ‘훼손’을 잇는 연결선이
상대적으로 굵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자율성’과 ‘훼손’이 같이 사용되
는 정도가 높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법인화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가에 대한 질의 응답이 주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율성’
과 ‘훼손’이 ‘아님’과 연결되어 법인화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구성’과

관련하여

‘교과부장

관’, ‘기획재정부장관’, ‘추천’, ‘차관2명’, ‘포함’, ‘외부인사’, ‘과반수’, ‘우
려’, ‘취약한근거’라는 어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교과부장관과 기재부장관 추천 인사가 포함되고 외부인사가
과반수라는 이유가 서울대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는 그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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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취약함을 뜻한다. 또한 ‘이사회구성’과 ‘울산과기대’, ‘학외이사의조
언’, ‘대학운영’, ‘도움’, ‘훼손’, ‘아님’이 ‘자율성’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법인화 추진집단은

2007년도에

국내 최초로 국립대학법인으로 설

립된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사례를 들며 이사회 구성에 외부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것이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오히려 학외 이사의 조
언으로 대학운영에 도움이 되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림 Ⅳ-2] 홍보문서 질의응답 부분에 제시된 자율성 문장 의미 연결망
연결망 좌측 부분에 ‘전체재정구조’, ‘서울대가족헌신적노력’, ‘장학금모
금’,

‘연구비수주’,

‘증가’,

‘장학금모금’,

‘확대’,

‘등록금차지비중’,

‘감소’

가 ‘자율성’과 연결되었다. 법인화로 인하여 연구비를 수주하고 장학금을
모금하는 활동에 관한 대학의 자율성이 증대된다고 보고 오히려 등록금
이 전체재정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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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자율성’, ‘확보’, ‘재정지원’, ‘의무화’, ‘훼손’, ‘방지’, ‘법률’,
‘명시’가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재정지원’과 ‘법률’, 그리고 ‘자율성’과의

연결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추진집단이 법률을 근거로 들어
가며 자율성 훼손에 대한 의견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에 재정지원을 의무화하여 서울대학교의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
지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핵심가치’, ‘법인화핵심목적’이 자율성 문장
의미 연결망에 출현하는 것을 보아 추진집단이 대학의 자율성을 법인화
의 핵심적인 가치와 목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Ⅳ-1]에서 ‘자율성’과 ‘규제’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법인화 이전과 이후에 어떠한 규제로부터 벗어난다는 것과 대학의
자율성이 어떠하다는 것은 관련이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홍보문서에
서 ‘규제’의 의미를 지닌 어휘가 포함된 문장의 의미 연결망을 분석하는
것 또한 연구문제 해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분
석 결과는 다음 [그림

Ⅳ-3]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규제’와 ‘기존’의 연결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나 서울대학교 법인화 이전의 규제 사항에 대한 제시를 통해 법인화가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한다고 보고있다. ‘규제’를 중심으로 ‘기존’, ‘서울대
학교설치령’, ‘대학운영조직’, ‘구성’, ‘조직개편’, ‘부처협의국무회의의결’,
‘통과’,

‘어려운개편절차’,

‘교육환경변화’,

‘대응’

등이 연결되었다. 이는

조직의 구성 및 개편과 관련하여 법률에 의한 규제가 존재하여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좌측 상단에는
‘서울대재정’,

‘재정원천별’,

‘용도’

등이 ‘규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좌측

가운데에 ‘국고예산’, ‘항목별예산’이 ‘규제’와 연결되어 재정에 관한 규제
가 언급되고 있다. 좌측 상단에 ‘국립대교수급여체계’, ‘세계적석학’, ‘서
울대교수’, ‘초빙’, ‘못함’, ‘발생’이 ‘규제’와 연결되었다. 이는 앞서 자율성
문장 의미 연결망 분석에서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기존의 국립교수급여
체계의 한계로 세계적인 석학을 서울대 교수로 초빙하는 데 어려움을 겪
고 있음을 드러낸다.

- 38 -

[그림 Ⅳ-3] 홍보문서에 제시된 규제 문장 의미 연결망
연결망 우측 부분에 ‘교과부’, ‘행안부’, ‘기재부’, 정부의하부조직‘, ’교
직원충원‘, ’필요한교직원충원‘, ’최소한3개부처협의‘, ’공무원의정원에관한
규정‘, ’효율적인인사관리‘, ’교직원급여체계‘, ’공무원보수규정‘이 규제와
연결되어 등장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예산집행‘, ’지정항목‘, ’공무원채
용규정‘, ’국가공무원법‘, 등도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 그 중
특히 인사와 재정과 관련된 법률 및 정부 부처의 규제를 주요하게 다루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측 상단에는 ’국립대학체제‘, ’인사재정조직‘,
제반분야‘,

’참된인재‘,

’양성‘,

’어려움‘,

’대학의창의성‘,

’발휘‘,

’

’어려움‘

이 출현하였다. 이와 같은 어휘가 등장함으로써 국립대학체제에서의 인
사재정조직과 제반분야에 대한 규제가 참된 인재 양성과 대학의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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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를 어렵게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규제 문장의 의미 연결망에 나타난 어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추진
집단은 법인화가 인사와 재정에 관한 규제, 특히 법률과 관련된 사항의
규제와 정부 부처협의로부터 벗어남을 중시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대학
교의 자율성이 제고됨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상의 홍보문서에 제시된 자율성과 규제 문장의 의미 연결망 분석 결
과를 토대로 서울대 법인화 추진집단이 서울대 법인화와 대학의 자율성
에 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추진집단
이 발간한 홍보문서에서 ‘자율성’과 ‘핵심가치’, ‘법인화의핵심목적’, ‘훼
손’, ‘아님’ 등이 연결되어 나타나 법인화의 핵심가치와 목적이 대학의
자율성 제고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대학의 자율성이 요구되는 배경으로 대학 간 경쟁이 가열된 고등
교육 환경의 변화를 들고 있었으며 관련된 어휘로는 ‘세계일류대학과무
한경쟁’, ‘국립대학체제, 경직성’, ‘탈피’, ‘요구’ 등이 등장하였다. 대학의
자율성 제고를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목표와 연관된 어휘도 나타났는
데 ‘세계적대학’, ‘전환’, ‘대학위상’, ‘창조적교육연구기관’, ‘인류문화창달’,
‘나라, ’발전‘, ’서울대‘, ’기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법인화로 인해

인사와 재정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이 제고됨을 뜻하는 ’효율적인사관리‘,
’교직원급여체계‘, ’교수급여제도‘, ’필요한교직원충원‘, ’인사재정조직‘, ’조

직개편‘, ’국가재정법‘, ’국가예산‘, ’항목별용도‘ 등이 연결망에 나타났다.
법인화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이 어디에 혹은 누구에게 부여되는지와
관련하여 ‘법인’, ‘법인주도방식’, ‘국가주도방식’, ‘공적책무수행방식’ 등이
나타나 서울대학교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국가주도방식에서 법
인주도방식으로 변화함을 언급하며 대학의 자율성이 법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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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서에 제시된 자율성에 관한 의미 연결망 분석
서울대학교 법인화와 대학의 자율성의 관계에 대해 반대집단이 어떠한
논의를 전개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
회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성명서 중 ‘자율성’ 어휘를 포함하는 문장이 나
타나는 성명서

①,

성명서

②,

성명서

⑤,

성명서

출하여 의미 연결망 분석을 시행하였다. 성명서
년

12월 8일 「국립대학법인

⑥에서
①과

해당 문장을 추

성명서

②는 2010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통과하기 이전에 발표된 성명서이며 성명서⑤와 성명서⑥은 그
이후에 발표된 성명서이다. 해당 성명서에 제시된 자율성 문장 의미 연
결망을 통해 성명서에서 ‘자율성’과 함께 어떠한 어휘들이 함께 사용되
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림 Ⅳ-4]는

성명서

①에

나타난 자율성 문장 의미 연결망 분석 결과

이다. 먼저 ‘자율성’과 ‘훼손’, ‘통제’, ‘증대’, ‘국립대학’ 등의 연결선이 굵
게 나타나 그 연결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율성과 ’훼손‘의
연관성이 높게 나타나 앞서 홍보문서에서 ‘자율성’과 ‘훼손’이 ‘아님’과
연결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좌측 하단을 보면 ‘자율성’, ‘증대’, ‘서울대본부’, ‘법인화추진’, ‘명분’
등이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인화가 서울대학교의 자율
성을 증대시킨다는 것이 서울대 본부가 법인화 추진을 위한 명분이라는
의미이다. ‘법인화’, ‘자율성’, ‘증대’, ‘주장’, ‘기만’이 연결되어 법인화가
자율성을 증대한다는 주장이 기만이라고 보고있다. 연결망 우측 부분에
도 관련된 어휘들인 ‘훼손’, ‘정부안’, ‘담보의보루’, ‘총장직선제’, ‘아님’,
‘간선제’,

‘도입’,

‘현재향유’,

‘대학민주주의’,

‘이사회’,

‘총장’,

‘추천및선

출’, ‘정부의사’, ‘관철’, ‘정부대리인의성격’ 등이 ‘자율성’과 같이 연결되
어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법인화를 위한 정부입법안이 총장 선출 방식으
로 이사회에서 추천 및 선출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대학의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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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성명서 ①에 제시된 자율성 문장 의미 연결망
담보의 보루였던 총장직선제를 폐기하여 현재 향유하고 있는 정도의 자
율성도 훼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기할 점은 ‘대학민주주의’와
‘훼손’

그리고 ‘자율성’의 연결정도가 높게 나타나 이러한 대학민주주의

의 훼손이 대학의 자율성의 훼손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좌측 상단에 ‘대학구성원’, ‘대학운영주체’, ‘참여’, ‘군부독재시절’, ‘권위
주의관료주의적권력’, ‘반대’, ‘대학자치’, 구현‘, ‘요구’ 등의 어휘가 출현
하고 있다. 앞서 대학민주주의와 대학의 자율성이 연관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대학의 자율성이 대학구성원이 대학운영주체로서 참여하는 것
이며 대학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과거 군부독재시절 때 대학자치 구현
을 요구한 것임을 피력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제시
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비추어볼 때 법인화 반대 집단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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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자율성과 민주성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으
며 이는 또한

1장의

빈도분석 결과에서 ‘민주성’이 ‘자율성’과 함께 성명

서에 주되게 다뤄지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연결망 상단 가운데에 ‘통제’가 ‘자율성’과 연결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통제’,

‘대학’,

‘시장논리’,

‘정부의사’, ‘관철’이 ‘자율성’과

‘훼손’,

‘이사회’,

‘정부대리인의성격’,

함께 사용되고 있다. 법인화로 인하여 시

장논리가 대학을 통제하며 이사회가 정부대리인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고 정부의사를 관철하는 이사회가 대학을 통제하여 법인화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할 것을 보여준다.
다음 [그림Ⅳ-5] 는 성명서

②에

제시된 자율성 문장 의미 연결망 분석

결과이다. ‘자율성’과 ‘법인화’, ‘정부안’, ‘자율성’, ‘증대’, ‘운운’, ‘정부’,
‘주장’, ‘새빨간거짓말’이

연결되었다. 이는 앞서 [그림

Ⅳ-4]에서

법인화

가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서울대 본부의 법인화 추진의 명분
이라고 나타났던 것과 같이 반대집단이 법인화가 서울대학교의 자율성을
증대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거짓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좌측 상단에는 ‘정부지원금’, ‘추가재원’, ‘자체확충’, ‘주문’, ‘고등교육’,
‘공적책임’, ‘탈피’

가 ‘자율성’과 함께 연계되어 있다. 법인화가 서울대학

교의 자율성을 증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서울대학교에게 정부지원금
으로 부족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확충할 것을 주문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책임을 탈피하려고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성명서에서 ‘공공성’을
대학의 주요 가치로 거론한 것과 연결된다.
우측 하단에서는

‘서울대’,

‘진정한지성의전당’,

‘발전’,

‘국민과사회전

체’, ‘행복증진’, ‘기여’, ‘국립대학체제’, ‘유지’, ‘내부적’, ‘학문의자유’, ‘증
대’가 ‘자율성’과 같이 사용되었다. 서울대학교가 진정한 지성의 전당으
로 발전하고 국민과 사회 전체의 행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립대
학체제를 유지하면서 내부적인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증대해야 한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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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성명서 ②에 제시된 자율성 문장 의미 연결망
이처럼 반대집단은 대학의 자율성에서 대학 ‘내부적’인 것을 중시하는
데 우측 상단에 ‘정부안’, ‘이사회’, ‘지배체제하’, ‘외부인사’, ‘총장직선제’,
‘폐기’, ‘대학민주주의’, ‘구현’, ‘협치및공치이념’, ‘실현’, ‘제도적장치’, ‘미

비’ 등의 어휘가 ‘자율성과 연결되어 정부안에 제시된 이사회 지배체제
하에서는 외부인사가 들어오고 총장직선제를 폐기하여 대학민주주의와
협치 및 공치 이념을 실현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 전개를 통해 반대집단은 서울대학교 법인화가 서울대
학교의 자율성을 증대한다는 추진집단의 견해에 반박을 하고 있었다.
이상에서는

2010년 12월 8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통과하기 이전에 발표된 성명서 중 자율성 문장
이 제시되고 있는 성명서

①과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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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발표된 성명서 중 자율성 문장이 나타나는 성명서⑤와 성
명서

⑥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Ⅳ-6]은

성명서

⑤에

제시된 자율성 문장 의미 연결망 분석 결과

이다.

[그림 Ⅳ-6] 성명서 ⑤에 제시된 자율성 문장 의미 연결망
여기에서도 역시

‘자율성’,

‘제고’,

‘법인화추진측’,

‘강변’,

‘총장독재’,

‘총장통한관치’, ‘강화’, ‘대학구성원’, ‘소외’, ‘설준위날치기구성’, ‘나타남’

이 연결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서 법률안 통과 이전에 발표된 성명
서와 비교해서 특기할 점은 ‘설준위날치기구성’ 어휘의 등장인데, 이는
서울대 법인화 법률이 공포된 이후

2011년 4월 15일에 ‘국립대학법인

서

울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가 발족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법인화 반대 측에서는 서울대학교 법인화 정책 자체 뿐만 아니라 법인화
추진 과정에서의 자율성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법인화 추진 과정에
서 자율성이 침해됐다는 견해는 법인화 정책이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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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추진집단의 입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박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결망 상단 가운데에 ‘자율성’, ‘대학’, ‘제고’, ‘적합’, ‘서울대본부’, ‘민
주적의사결정구조’, ‘진정한소통구조’, ‘구체적설립방안’, ‘제시’, ‘요구’ 가
연계되어 반대 집단에서는 진정한 소통 구조,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가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한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Ⅳ-7]은

성명서

⑥에

제시된 자율성 문장 의미 연결망 분석 결과

이다.

[그림 Ⅳ-7] 성명서 ⑥에 제시된 자율성 문장 의미 연결망
‘법률및시행령’, ‘살펴봄’, ‘훼손위기’, ‘공공성’, ‘민주성’, ‘법인화추진경

과’가 연결되어 ‘자율성’과 함께 출현하고 있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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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8일

에 통과된 서울대학교 법인화 관련 법률의 내용과 법인화 추진 경과에
대한 반대집단의 입장을 보여준다. 자율성과 민주성과 공공성이 훼손될
위기에 쳐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좌측 상단에 ‘시장논리’, ‘관료주
의’, ‘고등교육미래’, ‘학문의황폐화’, ‘부작용’, ‘우려’ 등이 ‘자율성’과 함
께 사용되어 법인화가 시장논리와 관료주의에 의한 부작용으로 학문의
황폐화가 초래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림

Ⅳ-7]에서

특기할 점은 ‘세계적경쟁력’이라는 어휘의 등장

이다. ‘세계적경쟁력’은 홍보문서에서 대학의 자율성이 필요하게 된 배경
과 목적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반대집단은 내부의 자율
성과 민주성이 부실하면 세계적 경쟁력을 이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상의 성명서에 제시된 자율성 문장 의미 연결망 분석 결과를 보면
‘통제’, ‘제약’, '총장통한관치강화‘

등의 어휘가 등장하였다. 따라서 홍보

문서에서 ’규제‘가 포함된 문장을 분석한 것과 같이 성명서에서 ’통제‘,

’

간섭‘, ’제약‘, ’휘둘림‘, ’따름‘, ’종속‘, ’지배‘, ’편입‘, ’강제‘등의 어휘가 사
용된 문장의 의미 연결망을 분석하여 반대 집단에서 서울대학교 법인화
와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주장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교육행정 전공자와 협의하여 위의 어휘 중 가장 폭넓게 아우를 수 있는
어휘를 ’통제‘로 결정하고 위의 어휘들을 ’통제‘로 통일하여 분석을 시행
하였다. 성명서 중 ’통제‘의 의미를 지닌 어휘가 포함된 문장을 제시하고
있는 성명서

성명서

①,

②,

성명서

⑥에

제시된 통제 문장의 의미 연결

망을 분석하였다.
다음의 [그림

Ⅳ-8]

은 성명서

①에

제시된 통제 문장 의미 연결망 분

석 결과이다. 좌측 상단에는 ‘재정확충’, ‘직접적’, ‘기여’, ‘학문교육체제’,
‘응용학문실용과학’,
‘전적의지’

‘재편’,

‘기초학문기초과학기술’,

‘배제’,

‘수익사업’,

등이 ‘통제’와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다. 법인화로 인하여 재정

확충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응용학문실용과학을 중심으로 학문교육체제
가 재편될 것이며 기초학문기초과학기술을 배제하는 상황이 초래할 것임
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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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성명서 ①에 제시된 통제 문장 의미 연결망
연결망 하단에서는 ‘이사회’, ‘대학구성원전체대의기구’, ‘아님’, ‘실질적
주인노릇’, ‘교과부’, ‘대학운영’, ‘이중적’ 등의 어휘가 ‘통제’와 연결되어
나타났다. 법인화가 ‘교과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이사회의 통제가 새롭게
생겨남으로써 결론적으로 법인화가 서울대학교에 이중적인 통제를 초래
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다음 [그림

Ⅳ-9]는

성명서

②에

제시된 통제 문장 의미 연결망 분석 결

과이다. 이 연결망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어휘는 ‘시장경쟁체제’, ‘시장
논리’이다. 시장논리에 의해 대학이 통제됨으로써 여러사태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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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9] 성명서 ②에 제시된 통제 문장 의미 연결망
를 나타내는 어휘들이 등장하고 있다.

1사분면에서 ‘법인화의결과’, ‘시장

경쟁체제’, ‘효율성제고’, ‘경비절감’, ‘중심가치’가 ‘통제’와 관련되어 출현
하고 있다. 법인화로 인하여 서울대학교가 시장경쟁체제의 통제를 받게
되며 그 결과 시장논리에서 중시되는 효율성제고와 경비절감이 중시될
것이라는 견해이다.
연결망 상단 가운데에서는 ‘서울대’, ‘법인화’, ‘발판’, ‘전국모든국립대
학’, ‘한국모든대학’, ‘시장경쟁체제’가 ‘통제’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이러
한 어휘들이 통제와 같이 사용되면서 법인화로 인한 시장경쟁체제의 통
제가 초래할 상황에 대한 언급하고 있다. 연결망 하단 가운데에는 ‘국립
대학’, ‘고등교육’, ‘공공성’, ‘비시장적영역’, ‘보존’, ‘명맥유지’, ‘시장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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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일격’이

통제와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어휘들이 통제와 함께 나

타나 고등교육이 비시장적영역으로 남아야함을 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측 하단에 ‘개별대학차원’, ‘재정지원의대가’, ‘대학운영’, ‘개입’, ‘시장
논리’, ‘대학들간관계’, ‘경쟁관계’, ‘평가기반’, ‘차등지원’이 ‘통제’와 함께
나타났다. 정부가 재정지원의 대가로 대학 운영에 개입하고 게다가 시장
논리의 통제를 통하여 대학들 간 관계를 경쟁 관계로 몰아 넣어 차등지
원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림

Ⅳ-10]은

성명서

⑥에

제시된 통제 문장의 의미 연결

망 분석 결과이다. 우측 상단을 살펴보면 ‘강화’, ‘이사회’, ‘자의적운영’,
‘염려’, ‘교과부’, ‘관료적’, ‘통제’와

연결되어 법인화가 서울대학교에 대한

교과부의 통제를 강화하며 이사회라는 새로운 의사결정기구의 자의적 운
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림 Ⅳ-10] 성명서 ⑥에 제시된 통제 문장 의미 연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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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항목별예상이외’, ‘자율성’, ‘교과부’, ‘동일’, ‘장기발전계획’, ‘수
립실행’이 ‘통제’와 연결되었다. 이를 통해 법인화로 주어지는 자율성은
항목별예상에 국한되며 장기발전계획의 수립과 실행에서는 여전히 교과
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좌측 하단에는 ‘서울대교수
전체대의기구’, ‘평의원회’, ‘역할’, ‘미비’, ‘대학의주체’, ‘교수’, ‘법인의피
고용자’, ‘추락’, ‘학칙심의권’, ‘박탈’, ‘총장과이사회’가 통제와 같이 사용
되었다. 기존의 평의원회가 서울대 교수 전체 대의기구의 역할이 미비
했는데 법인화는 교수를 대학의 주체에서 법인의 피고용자로 추락시키며
총장과 이사회의 통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
종합해보면, 반대집단은 ‘자율성’과 ‘법인화추진’, ‘명분’, ‘강변’, ‘기만’,
‘훼손’

등과 함께 사용하여 법인화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된다고

보고 법인화가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추진집단이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민주적의사결정
구조’, ‘진정한소통구조’, ‘대학구성원’, ‘대학운영주체’, ‘대학민주주의’, ‘총
장직선제’ 등이 ‘자율성’과 함께 사용되어 반대집단이 자율성과 민주성의
연관정도를 매우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와 ‘시장
논리’, ‘교과부’, ‘총장과이사회’ 등이 함께 사용되어 시장과 정부부처 그
리고 법인화로 인해 새로 구축되는 운영기구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 51 -

3.

법인화를 둘러싼 서울대학교 내부 갈등 원인 분석
이 장에서는 추진집단과 반대집단이 대학의 자율성을 어떻게 보고있는

지 비교 분석하여 법인화를 둘러싼 서울대학교 내부 갈등의 원인을 분석
하였다. 앞서

2장에서

의미 연결망을 분석한 결과 추진집단은 서울대학

교 법인화가 서울대학교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반대집단은 법인화
로 인하여 서울대학교의 자율성이 훼손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두 집
단 간 법인화가 대학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상이하게 보는 현상을
이해하고 갈등 원인을 탐색하고자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
을 분석하였다.

가.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추진집단과 반대집단의 인식
자율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
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는 일’12)이다. 자율성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주로 개인이나 집단이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독립적인 능력과 재량권을 지니는 것을 뜻하며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한다는 의미이다(강영삼,
병헌,

1994;

박우진,

2004; David, 1989).

1988;

김홍주,

2008a;

나

그러므로 대학의 자율성을 정의

할 때에 자율성의 주체와 상대 그리고 대상 등이 정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법인화 추진 집단과 반대 집단이 각각 대학의
자율성이 ‘누구의’, ‘누구(무엇으)로부터’, ‘무엇에 관한’, ‘어떤 형태로부
터’의 자율성이라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대학의 자율성
이 ‘누구의’ 자율성인가는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를 의미하며, ‘누구(무엇
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는가는 대학이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할
상대이다. 또한 ‘무엇에 관한’ 자율성인가는 대학이 어떤 대상에 관하여

1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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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을 지녀야 하는지를 뜻하며, ‘어떤 형태로부터’ 자율성을 가져야
하는가는 대학이 어떤 형태의 통제 혹은 규제로부터 자율성을 가져야 하
는지를 의미한다.
다음

<표 Ⅳ-2>는

홍보문서에 제시된 자율성 관련 어휘를 연구방법을

소개한 장에 제시된 분석 틀에 맞추어 분석한 결과이다. 이를 통해 법인
화 정책 추진집단이 대학의 자율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았
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한 어휘가 여러 가지의 정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홍보문서에 나타난 ‘국가공무원법’은 대학의 자율성의
상대로 국가를, 규제의 형태로는 법적 규제를 의미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먼저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가 누구인가 혹은 무엇인가에 관련된 어휘로
는 ‘법인’, ‘법인 주도 방식’이 있었다. 홍보문서에서는
법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13),

“국립대학법인의

“교직원

충원을

자율적 교수급여

제도로 해외석학 등 다양한 인재 유치가 용이해집니다.”14) 등의 문장을
사용하고 있었다. 손희권(2005)은 대학과 학교법인과 같은 기관도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추진집단은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를 ‘법인’이라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이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상대와 관련된 어휘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보수 규정’, ‘국가공무원법’, ‘정부’, ‘교과부’, ‘국가주도방식’,
‘최소 3개

부처 협의’ 등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인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상의 제한으로

인해 필요한 교직원 충원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행정
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최소한

3개

부처의 협의를 통과해야 교직원 증

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법인 전환 후에는 법인 스스로 필요
한 교직원 충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15)

13) 홍보문서. p.8
14) 홍보문서. p.10
15) 홍보문서. p.8

- 53 -

위에 인용된 문장을 통해 추진집단은 국가 및 정부를 대학이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상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2>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추진집단의 인식

누구의

구 분

누구(무엇으)로부터

무엇에 관한

어떤 형태로부터

‘교수
’예산

관련 어휘
법인

국립대학법인, 법인 주도 방식
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공무원 채용 규정, 교과부,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가주도방식, 국립대교수급여체계,
기재부, 대통령령, 정부, 정부의 하부조직,
지정항목, 최소 3개 부처 협의, 국무회의
의결, 항목별 용도, 행안부

국가(정부)

인사

교수 급여 제도, 교직원 급여 체계,
교직원 증원, 교직원 충원, 다양한
인재 유치, 대학운영, 세계적 석학,
초빙, 효율적 인사 관리

재정

교수 급여제도, 교직원 급여 체계,
대학운영, 연구비 수주, 예산 집행, 용도,
장학금 모금

조직

조직, 조직 개편

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공무원 채용,
규정,

명령

공무원 보수 규정, 서울대학교설치령,
국립대 교수 급여 체계, 대통령령,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대학운영

법

급여제도, ’교직원 급여 체계‘, ’효율적인 인사관리‘, ’연구비수주‘,

집행‘, ’조직 개편‘ 등의 단어는 대학이 자율성을 지녀야 할 대상과

관련된 어휘로 분석되었다. 인사와 재정 그리고 조직에 대한 자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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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집단이 인지하는 대학의 자율성이 발휘될 대상임을 보여준다.
대학이 어떠한 형태의 규제로부터 자율성이 필요한가에 관련된 어휘로
는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공무원채용규정’, ‘공무원 보수 규정’,
‘서울대학교설치령’, ‘대통령령’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 어휘는 모두 법을

통한 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진집단은 법인화로 인해 서울대학교가
법을 통한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대학의 자율성이 제고되는 것으로 인
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3>은

성명서에 제시된 자율성 관련 어휘 분석 결과이다. 반대

집단이 누구를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라고 보는가와 관련된 어휘로는 ‘교
수직원학생’, ‘내부’, ‘대학구성원’, ‘대학민주주의’가 있었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 대학구성원들이 대학 자율성을 요구한 것은 대학에

대한 권력의 부당한 권위주의적·관료주의적 통제에 반대하고 교수·직원·
학생들도 대학운영의 당당한 주체로 참여하는 대학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16)
“진리를

탐구하며 지식을 생산하고 전수하는 고등교육기관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자율성과 민주성, 공공성을 탄탄
하게 다져야 한다.”17)

위에 제시된 문장을 보면 반대집단은 대학 내부의 구성원인 교수와 직
원 그리고 학생이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또한 첫 번째 연구문제 해결을 위한 빈도분석 결과에서 ‘민주
성’이 '자율성‘과 함께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대학이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대가 누구(무엇)인가에 대한 정보를
주는 어휘로는 ‘교과부’, ‘대통령’, ‘정부’, ‘기업’, ‘돈벌이’, ‘시장논리’, ‘외
부인사’, ‘총장과이사회’ 등이 등장하였다. 이는 법인화에 반대하는 집단

16) 성명서 ①
17) 성명서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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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반대집단의 인식

구분

누구의

관련 어휘

대학구성원
국가(정부)

누구(무엇으)로부터

시장
이사회(외부자 중심)
인사
대학
재정
운영
계 의 수립·실행

무엇에 관한

획

학문

어떤 형태로부터

파견

감사
, 외부자 지배형
임명
가기반 재정지원

평

교수·직원·학생, 내부,
대학구성원, 대학민주주의
교과부, 대통령, 정부, 임명
기업, 돈벌이, 시장경쟁체제,
시장논리, 시장적 관계
외부인사, 이사회, 총장과이사회,
법인의 피고용자
총장직 제
재정
장기발전계 의 수립과 실행
기초학문·기초과학기술
학문·교육체제
직 적, 상시적
임명, 임
재정적 수단

선

획

접

선

이 국가(정부)와 시장 그리고 이사회(외부자 중심)를 대학이 자율성을 확
보해야 하는 상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수의 지위가 ‘대학의
주체’에서 ‘법인의 피고용자’로 추락한다고 보는데 이는 사립대학과 달리
기존의 국립대학에서 없었던 이사회에 최고 의사 결정권이 주어진데 대
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이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대상을 나타내는 어휘로는 ‘총장직선제’,
‘재정’, ‘장기발전계획의

수립과 실행’, ‘기초학문·기초과학기술’이 있었다.

총장직선제 페기는 반대 집단이 법인화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한다고
보는 이유였다. 총장직선제는 대학의 최고 행정 책임 지위자에 관한 제
도이므로 이에 대한 자율성은 인사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반대집단
은 장기 발전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서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법인화를

하더라도 항목별 예산의 일정한 자율성 외에는

여전히 교과부에 종속됨으로써 자율적인 장기발전계획의 수림과 실행이

- 56 -

크게 제약받을 것이다.”18)라는 문장에서 파악할 수 있다. ‘학문·교육체
제’, ‘기초학문·기초과학기술’이라는 어휘가 나타나 학문·교육체제, 특히
기초학문·기초과학기술에 대한 자율성 보장을 대학이 지녀야 할 자율성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대학의

학문·교육체제를 더욱 더 대학재정

확충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응용학문·실용과학 중심으로 재편하도록 강
제하고 지금의 국립대학에서도 기초학문·기초과학기술을 갈수록 배제하
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19)라는 문장에서 잘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대학이 어떤 형태의 통제로부터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가와 관련하여 ‘직접적’, ‘임명’, ‘선임’, ‘재정적 수단’의 어휘가 성명서에
서 사용되었다. 반대집단은 대학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율성을 지녀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들이 법인화로 인하여 정부의 직
접적인 통제가 가해진다는 견해를 보이는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
하기 위하여 앞 뒷 문장을 살펴보았다.

“더욱이

정부안은 교과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의

감사를 상근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에 대한 상시적 감독체제를 구축하려 하
는 것이다.

……

그런데 애초의 서울대안은 이사회에 내부 인사를 더 많

이 참여시키는 '내부자 지배형‘이었다. 이와는 달리, 정부안에서 규정하
는 이사회는 ’외부자 지배형‘ 이사회이다. 그 명분은 외부자 지배형 이사
회가 사회적 요구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사회적 요구란 대체 어떤 것일까? 말할 필요도 없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는 그런 이사회가 반영하는 사회적 요구란 기업과 시장의
논리에 따라 대학을 운영하라는 것이다.“20)

위에 제시된 문장을 살펴보면 반대집단은 법인화 정부안에서 교과부장
관이 추천하는 감사

1명이

상근하는 것에 대해 서울대학교가 정부의 ‘상

18) 0512 성명서 ⑥
19) 0208 성명서 ①
20) 성명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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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감독체제를 받는다고 보고 있다. 또한 법인화에 대한 정부안이 외
부자 지배형 이사회를 상정함으로써 서울대학교가 정부의 ‘직접적’인 통
제를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평가 기반 재정지원을 수단으로 하
여 대학을 통제한다는 내용도 나온다. 이를 통합해 보면 반대 집단에서
는 대학이 정부의 파견 감사로 인한 ‘상시적’ 통제와 외부자 지배형 이
사회를 통한 ‘직접적’ 통제 그리고 ‘재정적 수단’을 기반으로 한 형태의
통제로부터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서울대학교 법인화 정책에 관한 내부 갈등 원인
앞선 장에서 추진집단과 반대집단이 대학의 자율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두 집단 간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
을 비교하여 서울대학교 법인화 정책 내부 갈등 원인을 탐색하였다.
다음

<표 Ⅳ-4>는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추진집단과 반대집단의 인식

을 비교한 것이다. 먼저 두 집단이 말하는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를 살펴
보면 추진집단은 ‘법인’의 자율성으로 반대집단은 ‘대학구성원’의 자율성
으로 보고 있었다. 자율성이 개인이나 집단이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로부
터 독립적인 능력과 재량권을 지니는 것을 뜻하며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
를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한다는 의미(강영삼,
헌,

1994;

박우진,

2004; David, 1989)라는

1988;

김홍주,

2008a;

나병

점에서 볼 때 자율성의 주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대학의 자율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친다.
두 집단은 대학이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상대가 누구(무엇)인가에 대
해서도 차이를 보였다. 추진집단의 경우 대학이 ‘국가(정부)로부터 간섭
과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이 대학의 자율성이라고 보고 있는데 반대집단에
서는 국가(정부)뿐만 아니라 시장과 외부인사 중심의 이사회 또한 대학
이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상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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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추진 집단과 반대 집단의 인식 비교
구분
누구의
누구(무엇으)로부터

추진집단

반대집단

ㆍ법인
ㆍ국가(정부)

ㆍ대학구성원
ㆍ국가(정부)
ㆍ시장
ㆍ이사회(외부자 중심)
ㆍ대학운영

ㆍ대학운영
무엇에 관한

어떤 형태로부터

- 인사
- 재정
- 조직

ㆍ

ㆍ법

- 인사
- 재정
- 계 의 수립
실행
학문교육체제
- 기초학문
기초과학기술
감사
임명
가기반 재정지원

획

ㆍ 파견
ㆍ
ㆍ평

- 법률
- 명령

및

및

대학이 자율성을 발휘해야 할 대상에 대해 추진집단은 인사·재정·조직
의 대학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반대집단은 대학운영 중 인사와 재정 뿐
만 아니라 대학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보다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자율성을 강조하엿다. 더불어 학문교육체제가 시장논리에 종속되지 않고
기초학문·기초과학기술에 대한 학문의 자유도 대학의 자율성이 발휘되어
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어 두 집단 간 대학이 자율성을 적용해야 할 대
상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대학이 어떤 형태의 통제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추진집단과 반대집단 간의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먼저 추진집단은 대학
이 법률과 명령의 형태로 가해지는 통제에서 자율성을 지니는 것이 대학
의 자율성이라고 보고 있는 반면 반대집단은 정부에서 대학 운영 조직에
감사를 파견하는 것과 외부자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
하는 등의 간선제라는 방식이 통제라고 보고 있었다. 그리고 정부가 평
가를 기반으로 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재정적 수단을 통한 통제로부터 대
학이 자율성을 지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법령 이외에도 정부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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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실적 수단으로 대학에 간섭하는 것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인식하였다.
종합해보면 추진집단은 대학의 자율성을 ‘법인이 국가(정부)로부터 법
을 통한 통제에서 벗어나 인사·재정·조직의 대학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한편 반대집단은 ‘대학구성원이 국가(정부)·시
장·외부인사의 감사 파견 및 임명과 평가기반 재정지원을 통한 통제에서
벗어나 인사·재정·계획의 수립 및 실행의 대학운영과 학문의 자유를 보
장해주는 자율성’을 대학의 자율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과 연관된 집단은 정책에 대한 인식의 틀(framework)을 가지고
있으며 인식의 틀은 정책 갈등에 영향을 미친다(나태준,
인식 틀의 부조화는 갈등을 야기(Gray

2006).

집단 간

& Donnellon, 1989)하므로

법인

화 정책 추진집단과 반대집단 간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 차이는 법
인화를 둘러싼 서울대학교 내부 갈등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대학
의 자율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 차이는 서울대학교 법인화
로 인하여 추진 집단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이 제고되는 것으로 반대 집단
에서는 훼손되는 것으로 받아들여 갈등을 야기했다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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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법인화 정책 추진집단과 반대집단의 입장을 통
해 법인화를 둘러싼 서울대학교 내부 갈등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서울대학교 법인화 정책을 추진하는 집단으로 국립대학법인 서
울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를 반대하는 집단으로 서울대학교법인화반대공
동대책위원회를 설정하였다. 갈등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추진집단이
발행한 홍보문서와 반대집단이 발표한 성명서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
였다.
먼저 단어의 빈도를 분석하여 두 집단의 문서에서 주되게 다룬 가치를
확인하였다. 두 집단 모두 빈번히 제시한 가치를 핵심가치로 상정하고
이 가치의 의미 연결망이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
로 추진집단과 반대집단이 핵심가치에 대해 각각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 비교 분석하여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관한 내부 갈등의 원인을 도출하
였다.
연구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화에 관한 서울대학교 내부 논쟁에 나타난 핵심가치는 무엇
인가? 두 집단이 낸 문서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가치를 핵심가
치로 간주하고 분석한 결과 논쟁의 핵심가치는 자율성으로 드러났다. 홍
보문서에서는 자율성이

25회

명서는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국립대학법인

사용되어 빈도수 상위

4위로

나타났다. 성

서 통과되기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분석을 시행하였다. 법률안 통과 이
전에 발표된 성명서에서는 자율성이
빈도수 상위
주성을

16회,

14위와 15위였다.

자율성을

12회

22회,

민주성이

21회

사용되어 각각

법률안 통과 이후에 발표된 성명서는 민

사용하여 각각 빈도수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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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위와 15위를

차지하였다.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자율성을 주요한 가치로 다루고 있
어 이를 논쟁의 핵심가치로 보았다.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의 목적과 기
능을 정하고 조직적 행동을 형성하는 가치(Yokoyama,

2007)인데

추진집

단과 반대집단이 자율성을 공통적으로 중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서울대
학교 법인화 정책 내부 논쟁에 나타난 핵심가치는 대학의 자율성이었다.
둘째, 법인화에 관한 서울대학교 내부 논쟁에 나타난 핵심가치의 의미
연결망은 어떠한가?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자율성을 중시하고 있는데
도 불구하고 갈등이 일어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율성과 함께 어떠
한 어휘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추진집단은 ‘자율
성’과 함께 ‘법인화’, ‘자율성’, ‘제고’, ‘훼손’, ‘아님’ 등이 함께 사용하여
법인화가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한다고 보았다. 반면 반대집단은 ‘자율성’
이 ‘법인화추진’, ‘명분’, ‘강변’, ‘기만’, ‘훼손’ 등과 연결되어 법인화로 인
하여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된다고 보았다. ‘자율성’과 ‘명분’, ‘강변’, ‘기
만’의 어휘가 연계되어 나타남으로써 반대집단은 법인화가 대학의 자율
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추진집단이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
라고 강조하였다.
셋째, 법인화를 둘러싼 서울대학교 내부 갈등 원인은 무엇인가? 논쟁
의 핵심가치로 나타난 대학의 자율성에 대해 추진집단은 법인화가 대학
의 자율성을 제고한다고 보며 반대집단은 법인화가 대학의 자율성을 훼
손한다고 보는 이유를 밝히기 위하여 두 집단이 주체, 상대, 대상, 통제
의 형태에 따라 각각 대학의 자율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두 집단이 주체, 상대, 대상, 통제의 형태에 따른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보였다.
먼저,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로 추진집단은 ‘법인’을 반대집단은 ‘대학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자율성의 힘이 기관에서 나오는 경
우 기관의 자율성으로 개인에게서 나올 경우 개인의 자율성 혹은 학문의
자유라고 보는 견해(손희권,

2005; Yokoyama, 2011)에

비추어 볼 때 추

진집단에서는 기관의 자율성을 반대집단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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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이라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추진집단이 ‘국립대학법인’의 자율성
을 강조하면서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가능해짐을 피력하는 반면 반대집
단은 이사회가 대학구성원‘전체’의 대의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화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한다고 보았다. 이는 똑같이 자율성을 강조하여도
그 의미가 민주화와 결부되기도 하고 효율성의 극대화와도 연결될 수 있
음(김석수,

2010)을

시사한다.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상대에 관해서도 두 집단 간의 인식차이
가 드러났다. 추진집단은 국가(정부)를 그 상대로 인식했으나 반대집단은
국가(정부)뿐만 아니라 시장으로부터 그리고 외부 인사로부터 대학이 자
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았다. 신정철 외(2007)는 대학이 누구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가에 대해 정부는 교육관련 정부 부처의 규제만을 정부
규제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대학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누구에
의한 규제냐에 관계 없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제약한다고 보는
모든 간섭 자체를 규제라고 인식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인식차이가 법
인화 정책 추진집단과 반대집단의 경우에도 나타났다. 즉 추진집단은 국
가(정부)로부터의 자율성 증대가 대학의 자율성 증대라고 보았으나 반대
집단은 국가(정부)뿐만 아니라 시장과 외부 인사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
는 것이 대학의 자율성 확보라고 인식하였다. 이를 정부가 대학에 대해
관료적 규제, 공유된 문화의 형성을 통한 규제, 시장을 통한 규제로 유형
화한

Nedwek과 Neal(1994)의

논의에 따르면 반대집단은 법인화로 인하

여 정부가 대학에 대해 관료적 규제와 함께 시장을 통한 규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고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의 자율성의 대상에 대한 두 집단 간 인식차이도 드러났다. 추진
집단은 대학이 인사·재정·조직 등 대학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지닐 때 대
학의 자율성이 확보된다고 보았다. 한편, 반대집단은 대학운영에서 인사·
재정 뿐만 아니라 계획의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자율성을 중시하였다. 또
한 학문교육체제에서 기초학문·기초과학기술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여 학문의 자유에 관한 자율성을 대학의 자율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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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였다.

Berdahl(1971)는

대학의 자율성을 자기 목적과 프로그램을 결

정할 수 있는 권한인 ‘본질적 자율성’과 자기 목적과 프로그램을 구현하
기 위하여 사용할 수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인 ‘절차적 자율성’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추진집단이 인식하는 대학의 자율성
은 절차적 자율성에 가까우며 반대집단이 인식하는 대학의 자율성은 절
차적 자율성과 본질적 자율성 모두를 가리킨다. 더불어 대학의 자율성이
대학의 학문 활동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권영성,

2005)으로

보는 견해와 기관의 자율성과 개인의 자율성 중 개인의 자율성을 학문의
자유와 연계지은

Yokoyama(2011)에

따르면 반대집단이 법인화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인식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어떤 형태로 대학에 통제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추진집단과 반대
집단의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추진집단은 법을 통한 통제로부터 벗어나
는 것이 대학의 자율성이라고 보는 반면 반대집단은 국가(정부)의 감사
가 대학의 운영기구에 파견되고 대학 운영기구 인사를 임명하며 평가기
반 재정지원 정책이라는 형태를 통한 통제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고 보았다. 이는 정부가 법령 이외에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학에 실제적
으로 규제 및 간섭을 하고 있음(신정철 외,

2007)을

반영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서울대학교 법인화 정책에 대한 내부 갈등이
추진집단과 반대집단 간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인식차이에 기인했음을
알 수 있다. 추진집단은 대학의 자율성이 ‘법인이 국가(정부)로부터 법
규제에서 벗어나 인사·재정·조직 등 대학운영에 갖는 자율성을 지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반면에 반대집단은 ‘대학구성원이 국가(정부), 시장,
외부 인사로부터 감사 파견의 형태, 외부에서 운영기구 인사를 임명, 평
가기반 재정지원의 형태로 대학을 통제하는 것에서 벗어나 인사·재정·계
획의 수립 실행 등 대학운영과 기초학문·기초과학기술까지 아우르는 학
문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을 대학의 자율성이라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법인화로 인한 제도적 변화가 두 집단이 인식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결부
되는 정도에 따라 법인화에 대한 입장이 나누어져 정책 갈등을 유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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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인식차이가 정책 갈등의 원인이 되므로 정
책 대상자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권영규,

2006;

2008; Takahashi & Dear, 1997; Pijawka & Mushkate, 1991)함을

심준섭,
시사한

다.
이 연구의 의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교 법인화 정책에 대한 내부 갈등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실증적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법인화 정책 갈등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선행연구
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추진집단과 반대집단의 문서에 출현한 단어의 빈
도 분석을 시행하여 대학의 자율성이 서울대학교 법인화 정책 추진과정
에서 나타난 핵심가치임을 확인하였다. 이후 의미 연결망 분석을 시행하
여 두 집단에서 법인화 정책과 관련하여 대학의 자율성에 대해 어떠한
논의를 전개하는지 살펴보았다.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법인화를 둘러싼 서울대학교 내부
갈등의 원인임을 밝혔다.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주체, 상대, 대상, 통제
형태에 관한 인식을 비교하여 추진집단과 반대집단의 인식에 차이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인식 차이로 추집집단은 법인화가 대학의 자율
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반대집단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
았다. 따라서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서울대학교 법인화 정
책에 대한 내부 갈등의 원인이 되었음을 밝혔다.
이는 법인화 정책 추진 시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고려해
야 함을 시사한다. 똑같이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도 그
심층적 의미가 다르다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추진 집단에서
말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반대 집단에서 말하는 대학의 자율성의 의미의
가 달라 두 집단 간 소통에 지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
대상인 대학구성원들이 인식하는 대학의 자율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려
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 밝힌 갈등 원인과 함께 추후
연구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여 법인화 정책 갈등에
적절한 해소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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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is

a

government’s

strategic

approach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rigid and uniform university
operation
Yet,

system

since

changes

including

University,

sharpen

incorporation

incorporation

values.

and

a

requires

however,

Conflict

of

legal
a

resolution

international

national
status

social

there

their

and

a

In

sharp

important

involves

identity

consensus.

was
is

universities

competitive

case

of

the

of

over

in

conflict

that

formidable
institution,

Seoul

conflict

edges.

National

several

core

sabotages

integration of the organization if not resolved properly. Nevertheless,
preceding studies have only explained characteristics of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with few policy suggestions.
In
the

such

circumstances,

internal

conflict

this study

focusing

on

aimed

to analyze

incorporation

- 77 -

of

the

Seoul

causes

of

National

University. Especially, this study focused on the policy value dispute
because the policy value dispute is a core factor analyzying the policy
conflict cause. For this purpose, brochure, data from the implementing
group and statements, data from the dissenting group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frequency test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The
major findings from the analysis are listed as follows.
First,

both

groups

considered

autonomy

the

core

policy

supporting their positions. The word ‘autonomy’ was used 25
in

all

brochures,

statements

issued

which
before

ranked
legislative
nd

‘autonomy’ and ‘democracy ’22
th

frequency ranked 14

4

and 15

th

th

in

bill

terms

was

times and 21

of

passed
st

value

th

times

frequency.
used

the

In

word

times, which led their

respectively. In statements issued after

legislative bill was passed used the word ‘autonomy’ and ‘democracy’
th

16

and 12

th

times, hitting 13

th

th

and 15

in terms of their frequency.

Overall, the word ‘autonomy’ was ranked in top 15 frequent words
used

in

both

groups,

which

implied

that

autonomy

was considered

the core value in policy conflict between two groups.
Second,

the

semantic

network

of

the

word

‘autonomy’

shows

different aspects between implementing group and dissenting group.
For instance, implementing group used such words as ‘incorporation’,
‘enhancement’,

‘damage’,

argues

incorporation

drive’,

‘legitimacy

‘not’

with

enhances

argument’,

the

word

autonomy.

In

‘deception’,

‘autonomy’,

contrast,

‘damage’

which

‘incorporation

were

collocated

with the word ‘autonomy’ in statements of opposition forces, which
in

turn

argues

that

incorporation

damages

autonomy

and

the

statement that incorporation enhances autonomy is just contention of
implementing group to get legitimacy for driving incorporation.
Third, each group has different perception of university autonomy
regarding subject, object, and type of control. For example, while the
implementing
university

group

autonomy,

recognize

corporate

opposition

forces

- 78 -

body

regard

as

a

subject

university

of

member

including
autonomy.
groups

professors,

and

gap

about

Perception

leads

incorporation.
would

staffs,

to

different

That

enhance

is,

students

university

perception

implementing

university

as

a

autonomy

about
group

autonomy,

subject

the

university

between

consequences

perceives

whereas

of

two
of

incorporation

dissenting

group

considers incorporation an obstacle to university autonomy.
In

conclusion,

the

overall

results

show

that

how

they

define

university autonomy has led to the internal conflic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ver

incorporation.

These

findings

suggest

it

should

be

made to inquire how policy object perceives the core policy value in
policy-making process to prevent and resolve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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