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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학구조조정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다각도로 진행된 대학개혁 정책의 일환
으로, 대학의 규모감축(downsizing)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다른 구조개혁 정책과
구분된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국가는 입학정원 감축을 중심으로 대학구조조정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 한국의 대학 간 경쟁구도를 강화하고, 대학교육의 기능과 목표를
재정의하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런데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한
국의 대학구조조정을 설명하고자 했지만, 이들은 암묵적으로 2000년대 이후의 구조조
정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대신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국가의 ‘역량’(capacity)과 개
입 ‘범위(scope)의 연속적 변화에 충분히 주목하지 않음으로써, 대학구조조정의 변화
하는 형태와 단절성, 각 국면별 고유한 특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통로로서 재정사회학적 관점에 주목한다.
주지하듯 한국의 고등교육은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을 최소화하는 대신
사립대학과 등록금 자원에 의존한 성장 경로를 지속적으로 밟아왔다. 이러한 구조적
배경 하에서, 대학구조조정의 핵심적 측면인 입학정원 감축은 사립대학의 재정 손실
과 잠재적 위기를 낳는 요인이 된다. 때문에 사립대학의 퇴출 경로가 차단되어 있는
조건에서, 국가는 재정지원을 매개로 정원감축에 대한 효과적 개입 통로를 확보하는
한편, 사립대학의 재정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추가적 재정자원을 사회적으로 동원할
필요에 직면하게 된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자원동원 전략’
의 형태에 따라 각 국면별 사립대학 정원감축 정책의 양상이 차별적으로 나타남을 규
명하는 한편, 이러한 국면들 사이의 연속적 변화를 인과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첫째, 2003-2007년의 구조조정 정책은 특수목적 지원 형태의 정부 재정지원의 비중
을 급속히 높이는 한편, 이렇게 확대된 특수목적 지원을 정원감축의 유인기제로 활용
함으로써 사립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본격화했다. 하지만 이 기간의 정원감축은 무엇

보다 등록금의 지속적 인상에 의존한 것이었다. ‘등록금 의존형 구조조정’으로 규정될
수 있는 이 국면 동안 ‘수익자 부담 원칙’은 보다 강화되었고, 그 결과 가계경제의 등
록금 부담은 1997년 경제위기를 상회하는 수준에 이른다.
둘째, 2008-2011년 중반의 구조조정 정책은 등록금 문제 등이 초래한 대학의 정당
성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등록금 통제가 법제화되고 고등교육 복지재정 확대가 본
격화되는 가운데 추진된다. 이전과 같이 등록금에 의존하는 전략이 불가능한 조건에
서, 정부는 전체 대학의 상대평가를 통해 일부 대학을 복지재정 등의 정부 지원으로
부터 배제하는 형태의 정책을 도입하며, 구조조정의 과정에 보다 전면적으로 개입한
다. 하지만 정부 재정지원 확대가 지체되어 있고 등록금이 동결된 상태에서 추진된
‘대학재정 의존형 구조조정’은 사립대학의 반발에 부딪치며 교착상태에 빠진다.
셋째, 2011년 중반에서 2012년의 구조조정 정책은, ‘반값등록금’ 대중운동에 대한 대
응으로서 도입된 국가장학금이 고등교육 재정을 2000년대 이후 전례 없는 규모로 확
대시키는 것과 궤를 함께 하며 등장한다. ‘국가재정 의존형 구조조정’으로 규정될 수
있는 이 국면동안, 정부는 복지재정 형태의 대학 지원을 크게 늘리는 한편, 이전 시기
에 도입된 기관에 대한 제재 형태의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 재정지원을 매개로 정원
감축과 등록금 인하를 강제하는 국가 개입의 형태 아래서, 재정지원의 전 과정은 정
치적 갈등의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오면서 ‘정치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의 내용은 입학정원 감축으로 대표되는 대학구조조정의 양상이 국가의
자원동원 전략에 따라, 그리고 이러한 전략이 수반하는 국가-사립대학-학생·가계 사
이의 정치사회적 갈등 양상에 따라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
대학구조조정의 성격이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같은 추상적 규정을 통해서는 온전히
이해될 수 없으며,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온 등록금에 의존한 고등교육 재정구조의 특
성과 이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이 국가개입 형태와 맺는 상호 연관관계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주요어: 대학구조조정, 정원감축, 자원동원 전략, 대학의 정당성 위기, 대학재정지
원의 정치화
학번: 2010-2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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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머리말
1. 문제제기
한국의 고등교육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자본주의 국가군 중에서 가장 급속한 속
도로 팽창해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김영화, 2010: 300-301) 1945년 해방 직후 1
만 6천여 명 규모였던 대학생 수는 2005년 기준 292만 7천여 명으로 확대되었고, 고
등교육 진학률은 82.1%에 도달했다. 5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의 대학은 소수
의 엘리트 양성 기관에서 보편적인 대중교육 기관으로 변모한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고등교육의 팽창에 수반되는 비용이 공적 투자보다는 거의 전적으로 사
적 부담을 통해서 충당되어 왔다는 사실이다.(김기석, 2008; 윤철경, 1993) 이러한 경
로를 밟아온 성장의 결과, 우리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군 내에서 가장 높은 진학률과
함께, 가장 낮은 공공지출 구조를 지닌 고등교육 제도를 지니게 되었다.(장수명,
2009b: 97-100)

하지만 지난 압축적 성장의 시대는 끝이 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야기되는 대학충원
의 위기, 2005년의 정점을 뒤로 하고 점차 줄어들고 있는 대학생 수는 이러한 상황을
가장 단순한 형태로 표현한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과거 대학의 지속적 성
장을 지탱해주었던 사회적 제도와 관행들이 그 정합성을 상실하면서, 새로운 긴장들
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비 부담과 더불어 증가하는 가계부채,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가 대학교육에 대한 거대한 초과수요
를 빠르게 소멸시키고 있음은 그 하나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고등교육 정
책의 주된 과제는 ‘성장의 관리’에서 ‘규모축소의 관리’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구조조정’은 첨예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
학구조조정 정책은 IMF위기 이후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김대중 정부에
서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이후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 그리고 현재 박근혜 정부에 이
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1) 주목해야 할 것은 대학구조조정 정책은 ‘구조
1)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 2종의 신문에 ‘대학구조조정’이란 단어는 1995년에 2건, 1996년에 2건
등장한다. 하지만 이는 모두 전문대학의 기능분화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현재 통용되는
‘양적 감축’의 의미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하지만 1998년이 되면 ‘대학구조조정’을 언급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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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restructuring)이란 단어가 함축하듯이 대학교육의 체계적인 양적 감축
(downsizing)의 문제를 그 중심적인 과제로 상정하고 있다는 일견 자명한 사실이다.
대학의 ‘구조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현실은 그 자체로 한국 대학의 압축적 성장의 시
대가 종료되었으며, 성장기에 확립된 대학교육의 기능과 여타 사회적 제도와의 관계
를 재조정하는 것이 중대한 과제로 부상했음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복합적인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의 실재에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열쇠
로서, 본 연구는 대학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국가 개입에 주목한다. 한국의 국가는 2000
년대 이후 정원감축과 학과통폐합 등 대학구조조정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대학
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의하는 한편 대학 간 경쟁구조를 강화하고자 했다. 예컨대
2014년 1월에 발표된 후 현재진행형인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은 이러한 국가의 주도
적 역할을 잘 보여준다.2) 여기에서 중앙 행정부는 전체 대학기관을 평가․등급화할
수 있는 권한, 그에 따라 정원감축분과 재정지원의 폭을 할당할 수 있는 권한, 일부
대학을 폐쇄․퇴출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스스로에게 집중시키고 있다. 국가의
개입과 주도적 역할이야말로, 2014년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성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
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200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의 초점
역시 ‘국가’에 맞추어져 왔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구조조정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고
려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졸업생 취업률’ 지표 등 대학평가
기준의 자의성이나 대학자율성 침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그리고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학술적 담론 역시 국가개입의 자의적 성격이 대학의 자
율성을 침해하는 것을 비판하는 한편, 그러한 국가개입을 추동하는 이데올로기적 동
기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노력해왔다.(윤지관, 2013; 조희연, 2014; 임재홍, 2014)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이러한 기존의 비판들을 다시금 되
사의 수는 93건으로 증가하며, 그 의미 역시 대학의 기능분화와 함께 행정조직과 직원 축소, 학
과 통폐합 등의 의미를 포함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때 ‘대학구조조정’이란 단어는 1997년 경
제위기가 낳은 신조어라고 볼 수 있다.
2) 2014년 1월 29일 교육부는 2023년까지 대학입학정원을 16만 명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대학특성화 사업’과 연계된 입학정원 감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4년 4월 30일에는 여당 의원 입법을 통해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됨으로써 현재 행정적 조치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의 법제화 수순이 시작되
었다.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은 평가지표를 통한 전체 대학기관의 5등급으로의 구분, 등급에 따
른 입학정원 감축분의 차등적 배분, 국가재정지원의 제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 학생복
지 지원으로부터의 배제, 단계적 퇴출절차를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2014), 반상진(2014: 25-34)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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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기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 즉 국가주도적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기존 비판들이 암묵적으로 자명한 것으로 전제했던 문제를 본격
적으로 제기해보고자 한다. 이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누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국가개입의 ‘범위’(Scope)에 대한 질문이다. 위에서 보았
듯 한국의 국가기구는 대학구조조정의 과정에 포괄적으로 개입, 대학의 평가에서부터
대학정원의 선별적 감축에 이르는 영역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기존의
사회적 담론들은 이러한 구조조정의 국가주도적, 관료주도적 속성에 주목, ‘대학의 자
율성’ 등 특정한 가치 준거에 입각하여 구조조정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의 타당성 여부와는 별도로, 보다 본질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는
다. 한국의 국가기구는 어떠한 시점에서, 어떠한 동기로 대학구조조정의 과정에 현재
와 같은 방식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는가? 2000년대 이후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국가
개입의 범위는 어떠한 방식으로 변해왔는가? 만약 변해왔다면, 이러한 사실이 현재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질문들에 제대
로 대답하지 못한 채, 대학에 대한 국가개입이라는 현상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질문의 생략이 가능할 만큼 자명
한 현상은 결코 아니며, 그 자체로 역사적․인과적으로 설명되어야만 하는 대상이다.
둘째, 대학구조조정에서 국가의 ‘역량’(capacity)에 대한 질문이다.3) 구조조정에 대
한 국가의 개입은 항상 ‘효과적’일 수 있는가? 혹은 그러한 개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구조조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은 채,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결과들을 현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국가정
책 시행의 결과로 간주해왔으며, 때문에 국가정책의 변화를 기술(description)하는 것
으로 구조조정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설명(explanation)을 대신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국가가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이 대단히
정치적인 과정이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타협의 결과에 노출되어 있음을 간
과한다. 특히 대학구조조정은 그 과정에서 대학 - 특히 사립대학 - 과의 갈등을 항상
수반하며, 때문에 그것의 시행은 구조조정을 강제 혹은 유인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국가가 이러한 갈등을
3) 여기서 국가의 역량(capacity)은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힘’으로 정의될
수 있다. 역량이 강한 국가는 다양한 사회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성공적으
로 집행(implementation)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수단과 자원의 확보는 강한 국가 역량을 위
한 하나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김동노, 2012: 26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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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방식으로 조정하며, 일련의 정책들을 집행해왔는지의 문제 역시 그 자체로 독
자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대상이다. 즉 대학구조조정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발표된 국가 정책을 단면적으로 기술하는 것 이상의 과제를 요구하
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본 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되었던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역사적 관점의 연구를 통해서 대답해보고자 한다. 주지하듯 대학구조조정은 지
난 2000년대 초반 이후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국가적 프로
젝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4) 그런데 이후 살펴볼 수 있듯이, 일련의 대학구조조정
정책들은 지속적인 변화와 형태의 다양성, 또한 상호일관되지 않은 요소들의 혼재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구조조정이라는 같은 과제를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역할
과 개입의 형태, 문제의 해결방식에는 상당한 시기별 차이가 존재했던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에 대한 상세한 연대기적 서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들의 시점, 정책의 연속성과 단절성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주목하지는 못했다. 하
지만 현재 진행형인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것의 변화하는 위상과 형태를 보다 분석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
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한 변화들을 단순히 연대기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의 인과적 논리를 재구성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이 전제될 때에, 현재 진
행형인 구조조정 정책의 논리와 동학, 그 고유한 난점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한국의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대학구조조정 정책
의 성격에 대한 설명을 제시해왔다. 여기에서는 선행연구들을 3가지 갈래로 나누어
살펴보되, 특히 각각의 선행연구들이 대학구조조정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그 변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해왔는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들
이 한국 대학구조조정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한계를 지녔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4)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충실한 개괄로는 반상진(2014)이 있다. 또
한 보다 장기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1945년에서 1990년대까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살펴보는
연구로는 신현석(2004)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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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중심적 접근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대상은,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한국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이 지닌 경로의존적 측면에 주목하는 일련의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1960
년대 이래 한국 고등교육의 역사에서 강력한 국가개입과 통제의 유산이 경로의존적으
로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구조조정 정책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는 지점
에 초점을 맞춘다. 국가기구의 자율적․자기확장적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대학구조조
정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이들 연구들은 ‘국가중심
적 접근’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신현석, 2004; 신현석 외, 2013; 조흥순, 2006)
이러한 연구들은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이 구상․실행되는 역사
적인 맥락, 즉 관료주의적 개입의 전통이라는 맥락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들은 한국의 대학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유산으로 ‘제도화된 국가주의’
(신현석 외, 2013), ‘정부 중심 정책사고’(조흥순, 2006)를 지적하면서, 대학구조조정의
국가주도적 성격에 대한 역사적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이들은 국가개입 전통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1990년대 이후 국가
개입 형태의 지속적인 변형과 그 다양성에는 충분히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5) 이러한
약점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구조조정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
는 국가 개입의 변화를 설명하는 작업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된다.
때문에 구체적인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서술에서도, 집권 엘리트들이나 행정관료들
의 결정에 대한 평면적인 기술과 그것의 국가주의적 특성의 재확인이 나란히 제시되
며, 구조조정의 시기별로 변화하는 국가개입의 양상을 특징적으로 포착, 그에 대한 인
과적 설명을 제시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지점은 본 연구의 연구관심에 비추어
볼 때, 뚜렷한 한계라 할 수 있다.
2) 신자유주의화론의 접근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신자유주의적 고등교육정책’으로 규정
5) 조흥순은 이 점에서 다소 차별성을 보여준다. 그는 2003년 이후의 구조조정과 함께 본격화된 입
학정원에 대한 재규제와 정원감축에 대한 강조가 1995년 이후의 자율화 경향을 명백히 반전시킨
것으로 이해하면서, 자율적 시장기제에 의존한 정원 정책이 정부 중심 통제라는 경로의존적 저
항력에 의해 방향 선회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1990년대 이후의 국가개입의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그러한 변화를 단순히 ‘경로의존적’ 속성에 귀속시
킴으로써, 변화에 대한 실질적 설명을 제공해주지는 못하고 있다.(조흥순, 2006: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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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에 대한 역사적 설명을 제시하는 일련의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은 대
학구조조정 정책을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안’의 연장선에서 ‘시장만능주
의적’ 혹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일환으로 규정한다.(박거용, 2009; 임재홍, 2014; 정
진희, 2012)6) 즉 이들은 1995년 이후의 한국 고등교육 체제를 신자유주의 정책의 관
철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시기로 구분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례로 조희연
(2014: 241)은 현재 한국 고등교육체제의 기본적 성격을 ‘1995년 대학체제’로 규정한
뒤, 구조조정 등의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의 연구들은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대학 개입방식의 독특성에 주목하
고, 그 작동기제를 해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국가중심적 접근에 비해 한 발
더 나아간 측면이 존재한다. 예컨대 손흥숙(2002)과 손준종(2012)은 교육활동의 수량
화와 계수화, 대학에 대한 평가와 이에 기반한 선별적 재정지원을 통한 대학규율 등
신자유주의 국가의 독특한 대학 거버넌스 양식을 해명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역시, 국가중심적 접근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국
가개입의 특성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모습을 보여준다. 단적으로 이들은 1995년 이후
2002년까지의 고등교육 팽창의 시기와 2002년 이후의 구조조정기에 나타나는 국가개
입의 차이에 거의 주목하지 못한다. 1995년부터 2002년의 시기는 고등교육의 양적 팽
창이 지속되는 가운데 규제완화와 경쟁 강화 정책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기이자, 대학
설립과 정원확대, 등록금 책정 등에 대한 정부규제가 철폐되는 시기이다.(장수명,
2009a) 하지만 2003년 이후의 시기는 1995년 ‘5.31교육개혁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설립준칙주의와 정원자율화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입학정원과 등록금 책정 등에 대한
정부규제가 다시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물론 이들의 주장대로 구조
조정기의 대학정책에는 1995년 이후의 연속성이라 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
지만, 국가개입의 양상에서 나타나는 두 시기의 단절적인 성격을 이해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이라는 한국적 고등교육 정책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는 2004년 이후 본격화된 대학구조조정에 국한해 보았을 때도 동일하게
지적될 수 있다. 이들 연구들처럼 대학구조조정 정책에서 ‘신자유주의적 성격’이란 공
통점을 강조할 경우, 구조조정 정책들 간의 차이점들은 사상되는 경향이 있으며, 각각
의 국면별로 나타나는 국가개입 양태의 차이 역시 드러나지 않는다. 즉 ‘신자유주의’
6) 흥미롭게도 이러한 경향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가치판단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
나는 경향이 있다. 즉 1995년의 교육개혁은 한국의 고등교육 정책을 ‘시장’과 ‘대학자율’의 방향
으로 결정적으로 전환시킨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수적·시장주의적 입장의 해석은 박세
일 외(2004)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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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포괄적 규정으로부터 출발해서 구체적 사태로 한 발 더 나아가는 중범위적 접근
이 부재한 것이다.7)
3) 인구동태적 해석들
다른 한편으로 위의 연구들과 다소 결을 달리하지만, 국가주도의 구조조정 정책을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동태에 대한 선제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으로 받아들이는 일련
의 연구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은 특히 2013년 이후의 정부 담론이 학령인구 감
소 요인의 긴박성을 강조하면서 더욱 활성화되었으며, 구조조정에 대한 많은 담론들
이 공유하고 있는 전제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담론 속에서 국
가는 인구 동태가 초래한 위기에 대한 합리적 조정자로서 표상되는 모습을 보여준
다.8)
하지만 인구동태의 변화라는 요인이 정원감축을 포함한 대학구조조정이 구상·실행
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구조
조정의 형태와 정원감축 결과의 동태를 결정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첫째, 구조
조정 정책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기존 연구들은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이 반드시 국가
주도적 개입으로 이루어질 필연성이 없음을 지적할 뿐 아니라, 국가개입의 형태 또한
다양할 수 있음을 지적해왔다.(윤지관, 2013: 31-32)
둘째, 지난 구조조정 정책의 역사를 보았을 때, 정원감축이 반드시 인구동태에 대한
합리적 대응으로 설명될 수 없는 요인들을 지니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학령인구 감소
는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대학진학률 상승의 한계와, 출산율 감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이주호, 1994: 4-5),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정부의 정원조정 계획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장석환, 2007: 401-402)

7) 일부 연구들의 경우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서 이식
된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이 강한 국가주도적 특색을 보여준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은
국가중심적 접근과 신자유주의론적 해석을 나름의 관점에서 종합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손준종, 2000; 신현석 외, 2013) 하지만 이러한 해석 역시 구조조정 정책의 국면별 독특성을 본
격적으로 분석하는데 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8) 인구 동태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이란 주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서도
공유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박거용(2012), 강희경(2014), 반상진 외(2013)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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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고교졸업자수와 대학입학정원의 추이(1989-2027)
주: 대학입학정원은 2004-2012년의 연평균 감소율(1.73%)을 적용하여 추정9)
자료출처: 교육통계연보/ 통계청,「2009인구동태통계연보」

그런데 최근 강조되고 있는 고교졸업자의 대학입학정원 초과는 이미 한 번의 선례를
가지고 있다. <그림1>은 1989입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정원과 고등학교 졸업자수의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초과졸업자수의 추이는 2003-2007년의 사립대학 정원
감축의 진행을 잘 설명해줄 수 있다. 하지만 초과졸업자수는 2011년 이후 급속히 재개된
정원감축 정책 진행의 동기, 또한 초과졸업을 목전에 둔 2002년까지의 대학정원 확대를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한 요인이다. 이하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구조조정 정책의 실행에는
인구 동태에 대한 대응으로 환원되지 않는 독자적인 정치사회적 동학이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인구라는 ‘자연적’ 요인을 앞세운 정부 주도의 담론은 구조조정의 중요한 요인을
지적함과 동시에, 그것의 정치사회적 동학을 가리고 있는 담론이기도 하다.

9) 현재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담론은 2010년 이후 입학정원 동결을 가정하고, 고교졸업자수를 초과
하는 대학입학정원 16만 명을 감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담론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원감축의 추세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인구동태의 변화로 인한
위기를 과장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과 2004년 이후 평균 정원감축율을 고려하여
초과입학정원을 산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상진 외(2013: 193-194)를 크게 참고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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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적 자원
1) 고등교육 제도에 대한 재정사회학적 접근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다
양한 관점에서 국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에 접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의 변
화하는 내용과 형태, 특히 국가개입 양상의 변화에 크게 주목하지 못했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한국의 대학구조조정의 구체적 성격을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관된 실행’이나
‘국가개입의 역사적 전통’이라는 틀로써 추상적으로 가정하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시기에 시행되었던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형
태상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몇 개의 상이한 국면으로 재구성
하는 한편, 이를 동태적․인과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일관된 틀을 구성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통로로서 고등
교육 제도에 대한 재정사회학적 접근에 주목한다.
재정사회학은 국가가 조세수입 등의 수단을 통해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는 방식이
계급, 정당, 국제관계 등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세력관계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에 주목
한다.(Campbell, 1993; Martin et al, 2009) 이는 재정지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자본주의 국가는 재정지출을 통해 축적과 정당화라는 상이한 요구를 조정하며, 특정
한 방식의 재정지출을 통해 다양한 사회집단들을 포섭, 배제한다.(오코너, 1990)
이러한 재정사회학적 관점은 고등교육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는 작업에도 활용되어
왔다. 서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1970년대 이후 고등교육 팽창의 동학을 설명해온 안
셀(Ansell, 2008; 2010)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는 고등교육 모델의 이행기에 각 국가
가 직면하는 문제를 정원 확대의 규모, 정부 보조의 정도, 고등교육에 대한 총 공공지
출의 규모 사이의 삼중 딜레마(trilemma)로 요약하며,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식은
정치체제의 기본구조, 정당체제, 계급별 교육기회의 확대 정도, 재정부담 원칙에 대한
국민적 합의 등의 변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분석한다.(Ansell, 2010: 164-173)10)
10) 안셀은 이러한 고등교육체제의 분기를 크게 3가지 유형을 통해 설명한다. 이는 대학진학률이 상
대적으로 낮은 대신 공적 교육비 보조와 공적 재정지출 규모도 높은 엘리트 체제(Elite system),
대학진학률은 높고 공적 재정지출의 규모도 크지만 사적 교육비 비중이 높은 부분적 사립 체제
(Partially Private system),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는 과정에서도 공적 교육비 보조가 유지되며, 재
정지출 규모도 상승한 대중적 공립 체제(Mass Public system)로 이념형적으로 분류된다.(Ansell,
2008; 2010)

10 한국의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재정사회학적 연구

즉 고등교육 체제의 분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 딜레마의 문제를 중심적
문제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사회학적 관점은 한국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는 작업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국가의 공적재정을 포함한 재정적 자원은
대학구조조정의 필수불가결한 수단(instrument) 혹은 자원(resource)이며, 때문에 이러
한 재정적 자원을 동원․지출하는 데서 나타나는 변화는 구조조정 정책의 변화를 살
펴보기 위한 유리한 지점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
펴볼 수 있다.
첫째, 대학구조조정의 과정에서 국가가 재정적 자원을 동원하는 방식은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추가적 재정부담을 해결하는 방식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사립대학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구조조정 정책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
인이 된다.
주지하듯 한국은 보편형 고등교육으로의 이행과정에서 대학팽창의 규모와 재정부담
의 주체 등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거의 경험하지 않은 채, 사적자원에 의존한 발전
의 경로를 지속적으로 밟아왔다. 즉 압도적인 사립대학의 비중과 등록금에 대한 의존
이라는 경로의존적 특성을 더욱더 강화하는 방식의 양적 팽창을 지속하며, 국가의 공
적 재정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최석현, 2010: 84-87; 김기석, 2008:
203-234)
하지만 2004년 이후 고등교육의 팽창이 역사적 한계지점에 도달하고 구조조정의 과
제가 대두되면서 상황은 변화한다. 학생 등록금이 사립대학교 재정의 압도적인 비중
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학생정원의 감축은 사립대학의 잠재적인 재정위기의 요인이
되며, 국가는 추가적인 재정 자원을 동원, 비용을 분담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즉 전후 대학교육의 공적 부담의 원칙이 확립된 서유럽의 경우 학생정원의 팽
창의 맥락에서 추가적 재정부담의 주체와 규모의 문제가 대두되었다면,(Ansell, 2010)
한국의 경우는 정반대로 정원감축의 맥락에서 동일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요컨대 한국의 맥락에서 정원감축으로 대표되는 대학구조조정의 과정은 반드시 그
에 추가적으로 수반되는 교육재정을 사회적으로 동원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그런데
여기서 교육재정을 서구의 재정사회학이 주로 주목하는 국가의 공적 재정지출의 범주
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한국의 맥락에서 교육재정, 특히 고등교육재정은 교육활동
에 동원되는 모든 공적, 사적자원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는 한국이
역사적으로 고등교육재정의 상당부분을 등록금 등 사적자원에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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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경, 1993)11) 때문에 교육재정의 사회적 동원의 과정은 조세갈등의 형태에 국한
되지 않는 다양한 차원의 ‘비용배분의 정치’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여기에서 구조조정의 특정 국면은 이러한 ‘비용배분의 정치’가 조정되는 형태, 즉
누가, 얼마나, 어떤 형태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국가의 역량에 대한 이해에도 중요한
함의를 지닐 수 있는데,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특히 사립대학과의 갈등과 협상에 직면
한 국가의 정책 역량은 이러한 비용배분의 정치가 조정되는 방식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은 그 자체로 하나의 중요한 구조조정 정책의
집행 수단임과 동시에, 구조조정 정책의 형태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재정지원의 형태는 바로 위에서 살펴본 자원동원의 형태와 긴밀하게 연결
되어, 이의 영향을 받는다. 때문에 재정적 자원 동원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구조조
정 정책의 변화를, 더 나아가 국가개입 형태와 그 범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중요
한 통로가 된다.
선행연구들은 2000년대 이후의 고등교육 정책에서 한국의 국가는 평가와 선별적 재
정지원의 연계를 ‘관행으로서의 제도’로 정착시킴으로써 자신의 독자적인 정책적 목표
를 달성해왔음을 지적해왔다.(장수명, 2009a: 25; 손흥숙, 2002) 즉 국가의 재정은 단
순히 사립대학의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으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는 수단(instrument)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평
가-재정지원의 연계가 정착된 이후, 국가의 자원동원의 통로와 재원구성 등에서 나타
나는 변화가 기존의 재정지원 양식에 초래하는 변화에는 주목하지 못했다. 본문에서
상술하겠지만,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수행 과정에서 국가의 자원동원과 재정지원의 방
식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재정지원을 매개로 한 국가의 개입방식과
범위에도 주목할 만한 변형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재정사회학적 관점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대학구조조정의 과정을 인구동태
와 같은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나, ‘신자유주의’와 같은 특정 이데올로기의 산
물로 바라보는 관점을 넘어서서, 정원감축에 따르는 추가적인 자원동원의 필요성을
11)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서 교육재정의 의미를 국가의 공적재정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사회적
자원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재정의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동원’되는 구체적인 형태들을 고려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윤철경(1993)을 크게 참고하였다. 윤철경이 1990년까지의 교육 ‘팽창’의 과정
에서 교육재정의 사회적 동원과정에 주목했다면, 본 연구는 역으로 2000년 이후의 구조조정, 즉
교육의 ‘양적 감축’의 과정에 수반되는 교육재정의 동원과정에 주목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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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의 갈등과, 이를 조정하는 국가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
인 분석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에서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상
이한 형태와 국면별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2) 역사적 제도주의적 접근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 연구는 한국 고등교육 제도의 기본적인 재정구조 - 압도
적인 사립대학 비중과 등록금 의존도 - 의 역사적 맥락을 전제로, 추가적 재정부담에
대한 자원동원 전략을 통해서 구조조정 정책의 연속적인 변화와 그 논리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역사적 제도주의적 접근은 구조조정 정책의 변화를 설명하고 해
석하는 시각으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첫째,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이 강조하는 경로의존성 개념은 2003년 이후의 구조조
정기의 정치사회적 갈등구조를 해명하는데 매우 적합하다. 경로의존성 개념은 한 번
형성된 제도의 경로가 이후 행위자들의 기대와 선호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후 행위자들은 그러한 제도적 특징에 자신의 행위를 적응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적 질서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음을 강조한다.(Mahoney, 2000)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시각에서 1960년대 이후 국가의 관료주
의적 개입의 전통에서, 구조조정 정책의 국가주도적 특성을 설명하고자 해왔다.(신현
석 외, 2013) 하지만 교육에 대한 재정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국가의 낮은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지출과 등록금에 의존한 자원 동원, 입학정원 확대
와 등록금의 상승을 통한 사립대학 재정 충당이라는 역사적 관행이다.(윤철경, 1993)
이러한 역사적 관행은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요인
임과 동시에, 국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제약하는 조건을 구성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2003년 이후 구조조정 정책의 변화는 국가의 개입주의적
전통 뿐 아니라, 낮은 공적 재정지출이라는 역사적 맥락에 대한 고려 속에서 해명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둘째, 제도간 마찰 개념은 구조조정 국면의 변화 요인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다. 흔히 점진적인 제도변화를 설명하지 못하는 약점을 노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역사적 제도주의적 접근은 최근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으로 대
표되는 이전의 급격한 제도변화 모델 이외에도, 점진적 제도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틀을 가다듬어 왔다.(하연섭, 2011: 172-176) 제도간 마찰은 점진적 제도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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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기 위한 개념틀 중의 하나로서, 하나의 복합체(complex)로서 밀접한 상호보완
성(complementarity)을 유지하던 제도간의 부정합성의 증가와 마찰이 점진적인 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구조는 국가의 낮은 재정지원, 지속적인 등록금 상승에도 불
구하고 사적 자원을 고등교육에 투자해왔던 학생과 가족, 이러한 가족의 교육투자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대학-일자리 연계 등의 복합적 제도적 토대에 의해 유지되어왔
다.(김종엽, 1999: 13-19) 구조조정기는 바로 이러한 제도적 정합성이 붕괴되면서, 제
도적 마찰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고등교육 재정구조의 변화가 구조조정의 맥락에서 추진되는 자원동
원의 형태를 규정짓고, 결과적으로 구조조정 정책을 변형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
다. 역사적 제도주의적 관점은 구조조정 정책의 변화를 고등교육 재정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분석의 틀을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역사적 제도주의적 관점은 변수지향적 연구나 정태적인 비교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넘어서서, 어떠한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맥락성과 시간성(temporality)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한다.(김선희, 2009) 즉 특정한 사건은 그것이 놓인 전후의 사건
들의 맥락에 따라 상이한 위상을 지닐 수 있고, 이에 따라 변수들의 상호조합이 낳는
효과도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성에 대한 강조는 2000년대의 한국이라는 단일한 시공간 내에서 연속적
으로 등장한 구조조정 정책의 변화를 설명하는 작업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즉 선행하는 구조조정 정책의 결과는 뒤이은 구조조정 정책의 초기조건이 되며, 또한
선행하는 사건에 영향을 미친 원인은, 그것이 사라진 뒤에도 뒤이은 사건들에 지속적
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상이한 구조조정 정책의 결과를 설명하는 작업이 단순히 특
정한 독립변수들을 발견해내는 작업을 넘어서, 그것들의 연속적인 변화를 통시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어야 함을 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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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대상과 방법
1) 연구대상, 연구질문과 분석틀
(1) 종속변수: 사립대학 정원감축과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형태
이제 앞선 내용들을 바탕으로 연구의 대상이 되는 변수들을 명확히 정의하는 한편,
연구질문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대학 ‘구조조정'(restructuring)의 개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학 구조조정 개념은 ‘구조개혁’과 함께 상당히 복합적인 의
미를 안고 있는 논쟁적인 개념이다.(손준종, 1998) 하지만 여기에서는 ‘구조조정’은 대
학조직의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강조하며 대학의 통폐합, 인원 감축, 학과 통폐합 등
규모 감축(downsizing)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구조개혁’은 단순한 규모 축소를 넘
어 조직구조와 기능의 재결합을 통한 대학체제의 성격변화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정의
한다.12)(배상훈, 2013: 15; 반상진, 2014: 4-5)
하지만 이러한 구조조정 개념 역시 학생, 학과, 학교, 대학계열 수준에서 다양한 의
미를 지닐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학생정원 감축’, ‘학과 통폐합’, ‘학교 퇴출 및
통폐합’ 등 다양한 외연을 지닐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들은 대체로 복합적으로 나타
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학구조조정의 다양한 층위를 ‘입학정원의 감축’으로 압
축하여 살펴본다. 첫째, 입학정원 감축은 2000년대 이후 구조조정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으며, 학교 퇴출․통폐합과는 달리 비교적 뚜렷한 결과가 관찰되는 영
역이므로, 분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입학정원의 규모는 등록금에 재정의
상당부분을 의존하는 대학의 잠정적 자원확보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이다. 입학정원의
감축은 사립대학의 재정난과 추가적인 재정동원의 필요성을 발생시킨다는 점, 때문에
국가와 사립대학 등 사회적 행위자들 사이의 갈등의 초점이 된다는 점에서 구조조정
정책의 변화를 관찰하기에 가장 유리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덧붙여, 입학정원 감축
이 주로 국가주도적 정책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분석의 초점을 국가의 구조조
정 ‘정책’으로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3)
12) 이렇게 보면, ‘구조개혁’ 개념은 국립대학 법인화, 연구중심대학․교육중심대학 등 대학의 기능
별 분화, 산학협력, 대학의 영리법인화 등 광범위한 현상들을 모두 포함하는 대단히 폭넓은 개념
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조조정 개념은 사실상 구조개혁의 하위 범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13) 대학의 정원감축은 한편으로는 국가의 구조조정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다
른 한편으로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대학의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즉 같은 정
원감축이라도 국가정책의 수준과 개별 대학의 수준, 두 가지 수준의 상이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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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입학정원 감축 중 본 연구는 사립대학(일반대학과 전문대학)에 초점을 맞춘
다.14)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은 그 기본적인 재정구조가 상이할 뿐 아니라, 정부의 지
원·통제의 법적 토대 역시 상이하며,(반상진, 2009: 108-112) 때문에 국립대학과 사립
대학 구조조정은 서로 다른 논리를 지니고 있다. 즉 국립대학의 정원감축이 상대적으
로 정부의 직접적인 행정적 통제 하에서 진행되는 반면, 사립대학의 정원감축은 1998
년의 정원자율화 이후 형식적으로 대학들의 자발적인 감축의 형태를 띠고 있다. 때문
에 국립대와 사립대의 상이한 구조조정 논리를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두 가지 이유에서 본 연구는 사립대학에 집중한다. 첫째, 사립대학은 대학수
의 85%, 학생수의 76%(2012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때문에 사립대학의 구조조
정 문제는 양적인 규모의 측면에서 일차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둘째, 사립대학은 낮은
국고보조와 높은 등록금 의존을 특징으로 하는 재정구조로 인해, 정원감축으로 인한
재정손실에 보다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때문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정을 매개
로 한 복합적인 사회적 갈등이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15)
이제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종속변수를 정의해보자. <그림2>는 2000년
이후 사립대학의 정원감축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2003-2012년 사이
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정원감축의 추세를 기준으로 하여 뚜렷이 구분되는 네 개의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정부정책을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무엇보다도 개별 대학 수준의
정원감축 결정이 정부정책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 정원감축이 개별대학에 지니는 재
정적 손실로 인해 대부분의 정원감축이 국가의 직간접적 강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 등에 의
해 정당화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분석은 개별 대학 내부의 재정조건, 거버넌스 구조, 조직 문
화 등의 차원을 배제한, 불완전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14) 여기서 사립대학이라 함은 4년제 일반대학 뿐 아니라, 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을 포함
한다. 이 중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은 2012년 기준 기관수의 93%, 학생수의 93%를 차지한다. 이중
교육대학의 정원은 정부의 교원관리정책에 의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대학과 상이한 정원결정의 논리를 지닌다.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은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으
로 한정한다.
15) 하지만 입학정원의 감축이 항상 사립대학의 재정손실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입학정원
대비 학생충원률이 이미 낮은 학과를 중심으로 한 정원감축은 실제 등록금 손실로 이어지지 않
는 이른바 허수(虛數) 정원감축일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본격
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첫째, 개별 사립대학의 입학정원과 충원률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
다는 데이터 상의 한계로 인해 허수 정원의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 둘째, 허수 정원이 등록금의
손실과 직결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잠재적인 재정수입 규모의 감소를 의미하는 한 사립대학과의
정치적 갈등과 협상의 대상이 된다. 특히 대학정원 증원에 엄격한 교육지표 준수가 요구되는
2004년 이후의 상황에선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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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사립대학과 국공립/사립대학 입학정원 감축 폭
출처: 교육통계연보(2000-2013)
주: 마이너스(-) 수치는 입학정원의 증가를 의미함

첫째, 2002년까지 이어지는 정원 증가의 시기이다. 2002년을 마지막으로 2014년 현
재까지 입학정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둘째,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이어지는 대
규모 정원감축의 시기이다. 노무현 정부의 집권기와 일치하는 이 시기는 2003년의 ‘대
학경쟁력 강화방안’과 2004년의 ‘대학구조개혁 방안’의 발표 이후 정원감축을 포함한
대학구조조정 정책이 정부 주도로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시기이다. 위의 정원감축 결
과는 상당부분 그러한 정책의 성과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이어지는 정원 감축의 소강기이다. 이 기간에도 2009년의 부실대학 퇴출정책과, 2010
년의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사업 등의 구조조정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만, 2010
년의 국립대 정원감축을 제외하면, 입학정원의 감소 추이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마
지막으로 2011년 “대학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 발표 이후 강도 높게 추진되었던 구
조조정 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2012년 이후의 결과들이다. 이 시기에 사립대학을 중심
으로 한 대규모 정원감축이 다시 등장하며, 2014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원감축 정
책도 이 국면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16)
16) 2013년 이후 박근혜 정부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
한다. 첫째, 2013년 후반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한 박근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2015년 1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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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입학정원의 본격적인 감축 추세가 관찰되는 2003년 이후의 세 개의 연속적인
국면에 집중해보자.17) 각각의 시기는 특정한 구조조정 계획의 발표, 정책의 시행, 결
과의 단계들을 경험하며, 위에서 볼 수 있는 정원감축의 폭은 이러한 구조조정 정책
의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정책과, 이들 정책의 시행이 만들어내는 국면
은 다음의 <표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국면
행정부 수장

2003-2007
2008-2011
노무현
이명박
대학경쟁력 강화방안 부실대학 퇴출정책
(2003) /
(2009) /
대표적 정책 대학구조개혁
방안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선정 (2010)
(2004)
정원 감축
퇴출과 통폐합 유도
정책 목표
대학 통폐합
경쟁 촉진과
교육지표 개선
정원 감축
평가
통한
정보공시제
기반
정책 수단
선별적 재정지원
포뮬러 펀딩
구조조정에 대한
기관 제재로서의
재정지원 방식 인센티브로서의
정부재정지원
제한
재정지원
정원감축 결과 정원감축의 성공
정원감축의 실패
<표1> 시기별 대학구조조정의 기본적 특징
주: 신현석(2004; 2012), 반상진(2014)에서 재구성

2011-2012
이명박
대학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
(2011)
정원 감축
강력한 퇴출 정책
등록금 통제
정보공시제 기반
포뮬러 펀딩
정부재정지원 제한의
확대
정원감축의 성공

본 연구는 각각의 구조조정 국면의 특징 중에서, 정원감축의 폭과 정부재정지원의
형태에 주목한다. 정원 감축은 2003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천명되어 왔던 구조조정 정
책의 목표였으며, 때문에 구조조정에 대한 국가개입의 역량 혹은 효과성을 보여주기
에 적합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재정지원의 형태는 대학 기관들에 대한 정
시점에서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둘째, 박근혜 정부의 정
책은 그 형태 면이나 정원감축의 결과 면에서 2011년 이후 국면의 연장선으로 간주할 수 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직접 분석하기보다는, 2011년 이후 국면의 특성을 통해서 이를 간
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7)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일부 ‘부도대학’에 대한 퇴출로 시작한 구조조정 정책은 2000년에 들어와 체
계적인 국가 프로젝트의 형태로 진행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2000년 이후 본격화된 김대
중 정부 시기의 구조조정 정책은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장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김대중
정부는 구조조정과 함께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입학정원 확대 정책을 병행했으며,
<그림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2년까지 입학정원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이는 당시의 대학정원
정책이 교육경쟁 해소라는 사회적 정당성 요구로 확대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다.(장석환, 2007:
401-402) 대학입학정원의 감축은 2003년 이후에야 구조조정의 주요한 목표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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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통제 양식의 변화와, 국가개입 범위의 확대를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
서 각각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세 시기의 구조조정 정책은 각각 상이한
강조점과 정책수단을 지니고 있었지만, 모두 정원감축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위의 <그림2>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결과는 상이하다. 즉 같은 목표를 공유하
고 있는 정책이 국가주도로 시행되었음에도 그것의 효과는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사립대학 정원감축의 폭은 대학구조조정을 추진
하는 국가의 정책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으며, <그림2>는 이
러한 국가의 ‘역량’이 일정하거나, 단선적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단절과
부침을 경험하는 현상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침을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다.
둘째, 세 국면 사이에는 특히 구조조정에 정부재정지원을 활용하는 방식에서 유의
미한 차이가 존재하며, 2009년 이후 정부 재정지원으로부터 대학 기관을 배제하는 방
식이 일반화된다. 이는 특히 2011년 이후 확대되는데, 신현석(2012: 3-4)은 노무현 정
부와 2011년 이후 이명박 정부 시기의 구조조정 정책을 비교하며, 후자의 경우에 대
학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상대평가와 재정지원 제한 등 국가주도 통제의 성격이
보다 두드러짐을 밝힌 바 있다. 즉 글의 서두에서 2014년의 정책을 통해 살펴보았던
광범위한 국가개입과 통제는 사실 2011년의 시점에서 등장, 확산되어 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형태의 변화와 함께 나타났다. 때문에 구조조정 과정에
서 국가의 재정지원 형태가 변화하는 논리를 살펴보는 것은 국가 역할과 개입영역의
확대를 이해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요약하면
<표2>와 같다.
정원감축의 결과
정원감축의 성공
정원감축의 실패
2003-2007년
(2000-2002년)

재정적
국가 재정 유인구조 제공
지원의 형태 재정지원의
2011-2012년
2008-2011년
제한과 제재
<표2> 정원감축 결과와 국가재지원 형태에 따른 구조조정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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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구체적인 연구질문을 던져보
고자 한다.
첫째, 대학퇴출과 정원감축이라는 유사한 목표를 공유하는 2003-2012년까지 뚜렷하
게 구분되는 구조조정의 세 시기(2003-2007, 2008-2011, 2011년 이후)의 정원감축 폭
은 다르게 나타나는가? 그러한 차이를 낳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2003-2007년의 시기 이후에 나타나는 구조조정의 재정지원 형태의 변화는 무
엇에 의해 나타나는가?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을 본질로 하는 국가개입 방식의
등장은 왜 2009년에 등장, 2011년 이후 더욱 강화되는가?
(2) 독립변수: 국가의 자원동원 전략
바로 앞선 절에서, 우리는 구조조정의 시기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재정사회학적
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관점의 확
인을 넘어서 보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을 설정하고, 그것의 함의를 명확히 해보고자 한
다.
우리의 연구가 일차적으로 주목한 문제는, 구조조정이 추가적인 재정분담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한국의 대학체제가 그 팽창과정에서 사립대학 위주의 대학
구조, 그리고 등록금 재원에 대한 의존을 바탕으로 발전해왔다는 사실에서 직접적으
로 기인한다.(최석현, 2010) 바로 이 때문에 대학 정원의 감축은 사립대학의 재정 손
실로 직결되며, 이러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국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추가적인 비용을 다양한 사회주체들 사이에 분담시킴으로써 이러한 손실
을 조정해야만 한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이러한 자원동원의 필요성이야말로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국가가 직면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국가는 한편으로는 행정적․재정적 강제
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자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1998년 고등교육법 개정 이
후 대학정원 통제에 대한 법적 권한이 부재한 상태에서, 사립대학과의 정치적 ‘타협과
조정’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 때 정원감축에 수반되는 비용분담의 문제는 국가와 사립
대학 사이의 갈등의 핵심적인 문제로 부상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자원동원의 전
략을 구사, 이를 사회적으로 제도화시켜야 한다. 여기에서 본 연구는 ‘자원동원 전략’
을 구조조정을 포함한 국가의 고등교육 정책의 수행에 있어 수반되는 비용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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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자원을 동원, 유인하는 전략으로 정의한다.18)
이러한 자원동원 전략은 국가의 공적 재정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사회적 자원의 동
원함과 함께, 상이한 사회적 주체들 사이에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비용을 배분하는 문
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같은 사태의 다른 표현이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구조조정기 국가의 자원동원 전략이 상이한 형태를 지닐
수 있으며, 그러한 차이들이 구조조정 정책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함의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본 연구가 주목하는 2003-2012년의 기간 동안 등록금이 고등
교육 재정에서 차지하는 압도적 비중이라는 현실은 변함없이 지속된다. 하지만 등록
금에 대한 사립대학 재정의존이라는 구조적 조건 하에서, 대학구조조정이 야기하는
‘추가적인’ 재원의 필요성에 대응하는 방식은 시기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
러한 점을 전제로, 한국 고등교육 정책의 맥락에서 이러한 자원동원 전략이 취할 수
있는 형태는 대체로 다음의 3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19)
첫째, 등록금에 의존하는 전략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고등교육 확장의 과정에서 재
정을 동원하는 가장 지배적인 방식이었으며, 한국의 국가는 조세와 재분배 기능의 확
충 없이 교육기회에 대한 접근을 사적 경쟁에 거의 전적으로 위탁하는 방식을 선택해
왔다.(윤철경, 1993; 김기석, 2008: 203-234)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어온 이러한 전
략은 구조조정기에도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략이 채택될 경우 비용의
부담은 학생 혹은 가계경제에게 전가되게 된다. 때문에 이러한 전략은 학생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적 불만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둘째, 사립대학의 자체적인 재원조달에 의존하는 전략으로, 이는 등록금 수입 이외
에 사립대학 재단이 자체적인 수입원 창출을 통해서 대학의 재정을 조달하는 방식이
다. 이러한 전략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우선 사립대학 재단으로부터의 전
입금과 기부금 형태의 수입을 꼽을 수 있다. 또한 대학의 ‘기업화’ 혹은 ‘학문자본주
의’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는데, 본 연구가 고찰하는 시기는 학교 기업의 설립과 산학
협력, 자산의 금융투자 등 다양한 방식의 자원조달에 대한 공적 규제가 크게 완화된
18) 기존의 서구 재정사회학 연구들은 주로 조세를 통한 자원동원의 전략에 주로 주목해왔
다.(Campbell, 1993) 하지만 한국의 교육재정은 역사적으로 국가의 공적 재정지출 뿐 아니라 등
록금 사적 자원의 광범위한 동원을 통하여 유지되어 왔다.(윤철경, 1993)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자원동원 전략을 비단 조세를 통한 국가의 공적재정의 확충 뿐 아니라 등록금으로 대표되는 다
양한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는 국가의 정책을 포괄하는 의미로 정의하여 사용한다.
19) 이러한 상이한 전략의 유형 구분은 어디까지나 각각의 전략이 보여주는 차이를 부분적으로 과
장 혹은 축소하여 이념형적으로 구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각각의 전략은 동일한 시기
에 중첩되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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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이기도 하다.(Slaughter&Leslie, 1997)
셋째, 국가재정 지출에 의존하는 전략이다. 낮은 재정지출이라는 역사적 관행의 수
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전략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은 고등교육 현대화에
경쟁력 강화에 대한 지원, 학생복지의 확충 등 다양한 목표 하에서 추진될 수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 재정지출의 확대는 타 부문의 국가재정 긴축이나 때로는 증세(감세
의 철회)와 결부되어 있기에, 관련 사회 주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수반하기도 한다.20)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바로 이 기간 동안 지배적인 자원동원의 전략 역시 지속적으
로 변화한다. 즉 등록금 의존의 사립대학 재정구조라는 특성이 경로의존적으로 지속
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부분적 수정의 의미를 지니는 전략들이 잇따라 실행되는 모
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원동원 전략의 변화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
치적 갈등의 양상, 구조조정 실행의 역량, 구조조정에 대한 개입의 범위에 유의미한
변화들을 가져온다. 이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자원동원 전략의 유형은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비용의 사회적 배분을 함축하
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의 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특히 정원감축을 위
해 사립대학의 정치적 반발을 조정, 억제해야 하는 국가는 이러한 비용배분의 사회적
방식을 성공적으로 조정해내어야 하는데, 바로 이러한 조정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정
원감축 과정은 상대적으로 성공적으로 제도화될 수도 있는 반면, 비용배분 문제를 둘
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교착상태에 빠져들 수도 있다.
둘째, 자원동원 전략의 차이는 국가재정지출의 구성의 변화를 가져온다. 특히 국가
재정 지출에 의존하는 자원동원 전략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진다. 이는 2000년
대 중반 이후 대학정책의 주된 수단이었던 선별적 재정지원의 기제에 유의미한 변화
를 초래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의 재정지원 방식과 국가개입의 영역 역시 변
화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재정지출 구조의 변화는 국가개입 범위의 변화를 설명
하는 하나의 매개변수라 할 수 있으며, 자원동원의 전략은 국가재정지출 구조의 변화
를 통해서 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20) 이에 덧붙여, 사립대학 퇴출의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사립대학의 퇴출구조를 제도화시
킴으로써, 추가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추가적인 자원동원의 필요를 크게 경감시키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본문의 내용을 통해 지속
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립대학 퇴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기획은 구조조정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지만, 설립자의 재산환수 조항과 관련된 정치적 논란에 가로막혀
유의미한 진척을 보여주지 못한다. 때문에 다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국
가는 추가적인 자원을 동원․배분하거나, 혹은 사립대학의 재정위기와 파산이라는 정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 사이에서 선택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가 후자
의 선택을 내릴 수 없으리라는 것이 본 연구가 취하고 있는 암묵적 전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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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변수: 대학의 정당성 위기
한편 본 연구는 독립변수들의 연속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으로서 가
설적으로 ‘대학의 정당성 위기’라는 개념을 상정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주로 국가
의 행위와 전략으로 이해되는 ‘자원동원 전략’의 연속적 변화를 보다 넓은 사회적 맥
락 속에 위치 짓고자 한다. 이러한 대학교육의 정당성 위기의 양상은 일정한 국면에
서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특정한 자원동원 전략을 제한 혹은 강제하는 효과를 낳는
다고 할 수 있다.
‘수익자 부담원칙’이 지속되며 대학교육에 대한 접근이 높은 수준의 등록금 지불 능
력에 달려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언제나 교육공
급을 초과해왔다. 이는 계급투쟁을 통한 집합적인 지위 획득의 기회가 폐쇄되어 있는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가 개별적 경쟁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
를 획득하고자 하는 가족주의적 행위에 의해 지탱되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김동
춘, 2000: 133-177; 장경섭, 2009: 242-264)21) 그런데 이렇게 학력 투쟁(educational
credential struggle)의 성격을 지닌 교육수요가 지속적으로 형성,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호 연관된 사회적 조건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지속적인 자본축적과 고용의 성장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고등교육
이수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국가의 고등교육 확대 정책을 뒷받
침해주는 근본적인 토대였다. 둘째, 이러한 기반 위에서 고등교육의 경제적 가치가 유
지될 수 있었다. 즉 등록금이라는 자원을 투자하여 획득한 교육자본이 낮은 수준의
학력에 비해 보다 가치가 큰 경제적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존재했다. 셋째,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계의 경제적 조건
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했다. 바로 이러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한국의 ‘지위경쟁적
평등주의’라고 불리는 독특한 심리적 구조가 지속되며, 대학교육의 팽창을 주도해왔
다.(김종엽, 2009: 61)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조건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위기에 직면한다. 첫
째, 1997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제도화된 ‘고용없는 성장’ 체제와 실업의 증가, 비정
21) 김동춘은 한국 교육열의 특성을 설명하는 도구로서 지위경쟁 이론(status competition theory)
등의 효용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에서 교육경쟁의 기본조건은 전형적인 학력주의 사회인 미국과
는 사뭇 달랐음을 지적한다. 1945년 이후 미군정의 지배로부터 한국전쟁에 이르는 기간 동안 토
지소유에 기반한 전통적 지배계급의 몰락과 함께 지위획득의 경쟁이 본격화되었으나, 다른 한편
으로 좌익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저항과 계급투쟁의 공간은 소멸되었다. 즉 개인주의적 지위경쟁
의 만개는, 집합주의적 방식을 통한 지위획득 기회의 ‘폐쇄’와 동시에 설명될 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김동춘, 2000, 16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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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직의 확대는 고등교육과 산업수요의 연계를 결정적으로 약화시켰다. 둘째, 이러한
조건 속에서 고등교육의 경제적 가치 역시 의문시되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의 고등
교육 확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학력 간 임금격차를 배경으로, 1997년과 2008
년 경제위기 이후의 고용 위기는 교육자본의 ‘전환’ 가능성을 빠르게 하락시켰다. 셋
째, 등록금의 지속적 인상은 가계경제의 부담을 더욱더 가중시켰다. 2000년대 이후 대
학교육이 보편화된 조건에서 이러한 가계 부담은 높은 수준의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불만과 함께, 교육수요의 감소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교육의 내용과 가치, 경제적 비용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회의
의 대상이 된다. 대학교육에 대한 회의와 불만은 다양한 사회적 주체에 의해, 상이한
방식으로 제기되며 1990년대 이후 고등교육 개혁을 이끄는 배경이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등록금을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부담해온 학생과 가계의 측면이다. 대학교육에
대한 학생과 가계의 점증하는 불만은 한편으로는 대학교육의 경제적 가치의 하락이라
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믿음’, 고
비용의 대학교육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육경쟁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형식적으로
‘평등’하다는 믿음, 때문에 사회이동의 징검다리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한
회의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손준종, 2013: 194)
본 연구는 2008년 이후 특히 두드러진 대학교육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하락
을 대학교육의 ‘정당성 위기’라는 개념을 통하여 표현하고자 한다. ‘정당성 위기’ 개념
을 사용해 교육체제의 동학을 설명해 온 선행연구들은 주로 자본주의 국가론 연구의
맥락에서 교육을 통한 국가의 정당성 확보의 기능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정당성 개념은 교육기회의 분배의 평등, 혹은 교육의 내용의 차원에서 정의된다.(카노
이, 1992; 데일, 1987: 122-125) 하지만 본 연구가 규정하고자 하는 대학교육의 ‘정당
성’의 내용은 이와는 다소 결을 달리한다. 이것은 교육기회의 평등의 의미를 포함하지
만 대학교육의 경제적 가치의 지속적 보장이라는 의미에서, 교육의 경제적 가치에 대
한 신뢰의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장수명, 2011: 79-85;
손준종, 2013: 194-196)
이러한 정당성 위기는 대학교육의 내용과 질에 대한 불만,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
등 다양한 형태로 표출된다.(윤자형, 2014: 92-99) 하지만 이하 본문에서 볼 수 있듯
이 정당성 위기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등록금에 대한 문제제기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흐름은 본 연구가 다루는 2003-2012년의 후반기에 특히 두드러진다. 등록금에
대한 문제제기의 형태를 취하는 정당성 위기는 특히 자원동원 전략의 관점에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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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미를 지닌다. 대학교육의 정당성 위기는 등록금에 의존한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
정책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면서, 지속적인 등록금 인상에 의존한 자원동원 전략의
정치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학의 정당성 위기에 대한 대응 속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국가의 자원동원 전략이 지
속적인 변화를 겪는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4) 분석틀
이제 위에서 정의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각 국면을 분석하기
위한 틀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성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우리는 2003-2012년의 대학
구조조정을 사립대학 정원감축의 양상을 기준으로 세 국면으로 구분했으며, 각각의
국면은 정원감축의 폭과 국가재정지원의 유형의 면에서 상이한 양상을 보여줌을 확인
했다. 이렇게 구성해낸 세 국면의 연속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각 국면
을 다음과 같은 분석틀을 통해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째, 각 국면에 시행되었던 기본적인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형태를 국가재정지원의
형태를 통해서 살펴본다. 특히 대학에 대한 국가의 평가와 재정지원이 연계되는 방식,
이러한 재정지원의 형태가 정원감축의 목표와 연계되는 방식이 주된 분석의 초점이
된다. 이러한 내용들은 각 국면별 국가개입의 형태와 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
가 된다.
둘째, 각각의 국면에서 지배적으로 활용되었던 국가의 자원동원 전략을 살펴본다.
앞서 보았듯이 사립대학의 정원감축은 추가적 자원의 동원 필요성을 낳으며, 이는 구
조조정을 추진하는 국가와 사립대학 간의 긴장과 갈등을 발생시키는 주된 요인이 된
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상이한 사회적 주체들 사이에 재정 부담을 배분하는 정
책을 시행하며, 이러한 재정 분담의 정치적 과정이 조정되는 형태가 각각의 자원동원
전략의 기본적 특징을 규정한다.
셋째, 이러한 자원동원 전략의 결과로 사립대학 정원감축이 제도화되고, 국가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상이한 자원동원 전략은 그 성격에 따라 정
원감축을 둘러싼 사립대학과의 긴장을 해결할 수도 증폭시킬 수도 있으며, 이러한 갈
등의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은 제도화되어 효과적으로 집행되거나,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다.
넷째, 각 국면별 자원동원 전략은 그것이 사립대학과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조정해
낼 수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그 내부적 모순을 지니고 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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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정치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 즉 어떤 시점에서 하나의 자원동원
전략이 성공적으로 기능할 지라도, 그것은 잠정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한 시점에서
의 성공적 전략이 다른 시점에서도 반드시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다섯째, 이러한 정치사회적 갈등의 맥락에서 새로운 고등교육재정정책과 자원동원
전략이 등장하고, 이는 다시금 구조조정 정책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
용한다. 이러한 변형은 하나의 구조조정 국면이 끝나고, 다음 국면으로 이어지는 하나
의 기점이 되며, 새롭게 나타난 구조조정 정책은 다시금 사립대학과의 갈등과 새로운
정원감축의 결과로 이어진다. 즉 앞선 구조조정 정책의 결과는 뒤이은 정책의 선행조
건이 되며, 때문에 후속하는 정책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사건들의 연쇄들
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위의 분석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구조조정의 세 국면을 자
원동원 문제를 중심으로 하나의 순환(cycle)으로 간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세 가지 순환 각각의 기본적인 특징을 규명함과 동시에, 한 순
환으로부터 다른 것으로의 연속적 변화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
러한 방식의 접근은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중범위적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유의미하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
다.
2) 연구방법과 자료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2000년대 한국의 대학구조조정이라는 단일사례에 대한 연구
에 속한다. 앞서 밝혔듯 한국의 대학구조조정은 ‘정원 감축’이 주된 과제로 제기된다
는 점에서, 다른 서구 국가들의 고등교육 개혁의 사례와 단순히 비교될 수 없는 독자
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단일사례연구는 이러한 한국 사례의 독특성을 잘
드러내어주는 동시에, 이후의 본격적인 비교연구의 예비단계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보았듯이 본 연구는 2003-2012년의 대학구조조정을 크게 세 국면으
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시기와 대상의 양적 제한으로 인해 변수지향적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통계기법을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소수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에서 사
용되는 일치법과 차이법 등의 비교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스카치폴·소머스,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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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86) 이를 통해서 각 국면의 기본적인 특징을 이해하는 한편, 구조조정 정책 변
화를 설명하기 위해 필수적인 변수들을 체계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연속적인 세 국면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설명대상
이 상호독립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한 시점의 요인이 이후의 시점에도 지속적으로
요인을 미치는 역사적 인과관계 등의 문제 역시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본 연구는 일
치법과 차이법 등의 비교분석 기법을 활용하되, 그것의 한계에도 유념하고자 한다. 이
러한 문제는 체계적 과정분석(systematic process analysis)의 전략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Hall, 2008; 하연섭, 2011: 261-266)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의 전개과정에 주
목, 구조와 행위자와의 상호관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분석하는 이러한 전략은
구조조정 정책 변화를 복합적으로 재구성해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2) 연구자료
위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자료들을 분석, 구조조정
정책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가 다루는 2003-2012년의 구조조정 정
책, 재정지원 정책의 변화, 사립학교법 개정문제 등을 둘러싼 입법부 내부의 논쟁의
구도와 각 정치세력들의 기본적인 입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회 내 교육 관련 상임위
원회(교육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을 참고할 것이다. 이는 고등교육 재정
문제에 대한 입법부 내부의 논쟁구도와 그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
료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구조조정의 주 업무부처라 할 수 있는 교육부(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학기술
부)등 행정부의 입장과 구체적인 정책을 살펴보기 위하여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담은
업무계획서와 정책계획, 보고서 등의 자료를 폭넓게 검토할 것이다. 이는 ‘대학구조개
혁위원회’와 같은 행정부 내 구조조정 전담기구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을 보여주는 회
의록 등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행정부 각
기관의 위치와 입장을 분석하는 기본적 자료가 된다.
셋째, 재정지원을 매개로 한 국가와 대학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
여 본 연구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관리,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자료들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제공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시스템’
은 2010-2012년에 걸친 전체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제공하고 있다. 또
한 ‘교육통계연보’는 입학정원의 변동, 학교 수 등 고등교육 현황에 대한 가장 기본적
인 정보를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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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본 연구가 다루는 시기의 사립대학 재정구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립대
학의 결산자료를 참고한다. ‘사립대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은 2001년 이후 개별 사립대학들의 예결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결산자료는
대학들의 수입과 지출의 전반적인 추세를 확인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각각의 국면
에서 대학재정문제에 대한 대학의 입장을 해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
마지막으로 위의 자료들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건들의 전개와 각각의 행위자들의 입
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당시의 신문기사나 언론보도자료 등을 폭넓게 활용한다. 이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당시의 신문기사를 수집, 분석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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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대학재정 자율화와 등록금 의존형 구조조정: 2003-2007
2장에서 다루는 2003-2007년의 시기는 한국 대학체제의 역사에서 비단 구조조정에
국한되지 않는 대단히 중요한 변화들이 전개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를
거치며 지속된 대학자율화 정책과 대학정원 팽창의 흐름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도
수 년 간 지속, 한국 대학팽창 역사의 마지막 국면을 기록한다. 그리고 대학진학률이
2003년 이후 사실상 정체되는 대학팽창의 종료시점에서, 대학구조조정 정책은 본격적
으로 궤도에 오른다. 즉 한국 대학교육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대학정원의 양적 감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시기인 것이다.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본격화되었던 대학구조조정은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교육공급의 조정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대학-일자리 연계의 약화
에 대응한 산학연계 재확립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러한 의제 하에 구조조정의 필
요성을 천명한 노무현 정부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관행을 급진적으로 개혁함과 동
시에, 선별적 재정지원을 사립대학의 정원감축과 연계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실행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의 구조조정 정책은 일련의 대학재정에 대한 규제완화와 자율화 정
책과 병행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2004년 이후 정부는 강력한 정원감축 정책과 함께
등록금 인상의 자율화, 산학협력회계의 제도화 등 대학의 수입구조를 다변화하고, 이
에 대한 국가규제를 철회하는 정책들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대학재정에 대한 자율화
정책 중 특히 등록금의 지속적인 인상은 구조조정에 따르는 대학의 등록금 수입 감소
와 고정비용의 증가에 따른 불만을 조정해나갈 수 있었던 중요한 수단이었다. 이 시
기 동안의 국가의 등록금에 대한 지속적인 방임적 정책은 이러한 맥락에서 재조명될
수 있다.
즉 2003-2007년의 대학구조조정은, 비용부담의 문제를 전적으로 등록금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면서 커다란 갈등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이
시기의 구조조정은 ‘등록금 의존형 구조조정’으로 규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
략은 이후 살펴보듯이 가계부담의 지속적인 상승을 초래하면서 정당성 문제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는 2007년 이후 보다 중요한 정치적 문제로 부상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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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자율화의 유산과 대학구조조정
1) 대학자율화 정책의 유산
본격적으로 2000년대 이후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성격과 논리를 살펴보기에 앞서
서, 그 역사적 맥락을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하나는 1989년
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던 대학자율화 정책이 남긴 유산의 문제
이며, 다른 하나는 1997년 경제위기의 여파 속에서 대학구조조정의 기본적인 성격이
결정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정원감축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는 한편, 2003-2012년의 구조조
정이 한국 고등교육 역사의 장기적 맥락 위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1989년 이후의 대학자율화 정책의 대강과 그 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대학자
율화 정책은 2000년대 이후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이 직면하게 되는 구속적 제약조건
(confining condition)을 이루며,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다. 하지만 구조조정의
맥락에서 대학정원 정책과 자원동원의 방식에 집중하는 본 연구의 관심 상 가장 중요
하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은, 기존의 대학을 통제하던 국가의 규율기제의 이완과, 그것
이 정원정책과 등록금 정책에 미친 영향이라 할 수 있다.
1960-80년대 권위주의 정권의 대학통제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이 시기 국가가
대학통제의 주요한 기제로서 관료적·억압적 통제를 활용해 왔으며, 또한 1965년 ‘대학
학생정원령’의 시행 이래 대학통제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입학정원의 결정권한을 국가
관료가 장악해왔음을 지적해왔다.(이혜영, 1992; 김영화, 1993; 손준종, 1995) 하지만
1987년 이후 대학자율화의 기치 아래 대학 내부의 비민주적 구조가 도전받음과 동시
에, 대학에 대한 국가의 통제 기제 역시 그 힘을 상실해나가기 시작한다.(김종엽,
2009: 49-51) 즉 1980년대를 거치며 국가의 통제 하에서도 급속도로 성장해온 사립대
학들이 정치적 변화와 함께, 기존의 국가의 통제수단으로부터의 더 많은 ‘자율’을 본
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1989년의 사립대학 등록금 자율화와 국립대 기성회비 자율화는 이러한 ‘대학자율’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물론 한국의 고등교육이 사립대학과 등록금
자원에 의존한 성장을 지속해오면서, 등록금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강한 편이라 할
수 없었고, 1989년 이전의 시점에도 등록금 자율화로 불릴 수 있는 정책은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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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했다.22) 하지만 이들 조치들은 모두 국가의 정치적 통제 하에 놓여있는 제한적인
자율화의 성격이 짙었으며, 1989년의 시점까지 사립대학의 등록금의 인상률은 문교부
와 경제기획원에 의해 통제되었다. 때문에 1989년의 자율화는 대학이 그러한 통제의
기제를 벗어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자율화 정책과 의미를 달리한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입학정원 관리와 증원의 권한도 부분적으로 대학 당국에게 이양된다.23) 물론
이 역시 완전한 자율화와는 거리가 있었고, 1990년대 초중반까지는 정원 확대가 억제
되는 시기가 당분간 이어지기는 하지만, 1989년 이후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대단히 빠
른 정원증가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즉 대학들은 대학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핵심적인
통로인 등록금의 책정과 정원의 확대에서 이전에 비해서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행
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대학자율화의 정책기조는 1990년대 중후반에도 지속된다. 이것을 가장 명확
하게 보여주는 것은 1995년의 ‘5.31교육개혁안’이다.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이 개혁안을
한국 고등교육 정책의 하나의 단절적인 기점으로, 즉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으로의
전환점으로 해석해왔다. 이러한 주장들은 다소간 임기응변적 성격이 강했던 대학자율
화 정책에 ‘문명사적 전환’과 강한 시장주의적 철학을 바탕으로 이데올로기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정진희, 2012: 83), 대학 설립과 정원 증원을 자율화함으로써 ‘완전시장
정책’에 기반한 정책을 폈다는 점(임재홍, 2014: 7-8), 대학자율화의 과제를 구체화하
고, 소비자주의의 관점에서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했
다는 점(박세일 외, 2004)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22) 대표적으로 1966년의 사립대 등록금 한도액 철폐조치와 1980년의 등록금 자율화 조치를 꼽을
수 있다. 1965년 박정희 정권은 쿠데타 이후 추진하던 대학정비의 맥락에서 입학정원에 대한 강
력한 정부 통제를 확립하는 ‘대학학생정원령’을 발표한다. 1966년의 등록금 한도액 철폐는 사립
대학 정원억제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후 등록금은 1970년대 후반 경제위
기 시기까지 연평균 27%의 고율의 상승을 지속한다.(김환표, 2012a: 180-184; 2012b: 175) 또한
1980년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졸업정원제 실시와 함께,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반의 고율의
인플레 하에서 지속되던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고 1981년부터 등록금 자율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박거용, 2005: 246-247)
한국 등록금 정책의 역사를 개괄한 박거용은 1980년대까지 등록금에 대한 규제는 대학정원에
대한 규제와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음을 지적한다.(같은 책: 249) 이러한 규칙성은 한국의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낮은 공적 지출수준을 유지해왔으며,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은 일종의
국가의 교육재정 정책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윤철경, 1993)
23) 노태우 정권은 1988년 이후 대학정원 조정을 개별 대학의 자율에 맞기는 방침을 천명해왔으며,
1989년 11월에는 ‘대학별 입학정원’을 ‘대학학생정원령’에 세부적으로 명시했던 것을 ‘문교부장관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정하는 것’으로 개정했다.(대학교육연구소, 20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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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률 추이 (1976-2002)
출처: 통계청 데이터베이스 (kosis.kr)

하지만 대학 규율체계의 이완과 그것이 정원정책과 등록금 정책에 미친 영향에 주
목해볼 경우,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의 핵심적 고등교육정책인 대학설립준칙주의와
대학자율화 기조는 1989년 이후 시작된 대학자율화의 흐름을 급진적으로 ‘완성’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미 1989년 이후 점진적으로 대학 당국에게 이양되기 시작
하며 강화된 정원책정의 자율화는 1995년의 교육개혁안 발표와 1998년의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법제화된다.24) 등록금 정책의 경우 1995년의 교육개혁은 1989년 이후
의 흐름으로부터 어떠한 유의미한 단절도 보여주지 않는다. 이는 사립대학 등록금 인
상률의 장기적 추이를 보여주는 <그림3>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즉 ‘5.31개혁안’은
이후 개혁의 수사(修辭)와 이데올로기적 청사진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대
학에 대한 국가의 통제수단의 문제와, 대학재정문제와 직결된 정원․등록금 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전의 흐름과 유의미한 단절을 보여주지 못한다.25)
24)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은 대학학생 정원의 결정권을 정부의 ‘대통령령’에서 개
별 대학의 ‘학칙’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1965년의 ‘대학학생정원령’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원정책이 법제화됨을 의미한다. 이로써 1980년대 후반 이후 지속된 대학정원에
대한 탈규제 경향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25) 이러한 시각과 유사하게 정진희(2012: 83)는 한국 고등교육 시장화의 1980년대부터 지속된 흐름
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신현석(2007) 역시 대학시장화를 시장개방 정책의 맥락에서 1991년부터
추적하고 있다. 정책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는 윤자형(2014)은 1995년의 ‘신교육패러다임’의 기
원을 70년대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가 추적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1995년 이후 시점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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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전체 학생 수 (단위: 천 명)
출처: 교육통계연보. 대학교육연구소(2013) 3호에서 재인용

<그림4>는 1989년 이후 진행되었던 대학자율화 정책이 학생 수의 측면에서 가져온
결과를 보여준다. 이 시기의 자율화와 규제완화의 흐름과 함께 한국 대학은 대학팽창
의 마지막 국면을 보여준다. 또한 이 기간 동안의 대학팽창은 등록금 등 사적자원에
의존한 것이었으며, 한국 대학교육의 ‘수익자 부담원칙’의 역사적 전통은 보다 더 강
화되었다.(김기석, 2008: 203-234)26) 즉 서유럽과는 달리 한국의 사례는 보편형 대학
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공적 재정부담의 규모와 부담의 주체를 둘러싼 논쟁을 경험하
지 않았으며, 철저히 개별 학생과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통해 재정이 충당되었다는
점에서 독특성을 지닌다. 이 시기동안 법제화된 입학정원 자율화와 함께, 이러한 대학
팽창의 특성은 이후 정원감축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 정책이 직면해야 하는 하나
의 제약조건이 된다. 즉 입학정원결정과 등록금 결정 등에서 대학자율화의 흐름이 진
행되는 가운데, 구조조정이라는 ‘재규제’ 정책을 어떻게 실시, 강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등교육 정책을 모두 이러한 시장화의 경향의 연속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입장과는
차이를 보여준다. 사립대학 정원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이란 관점에서 볼 때, 1995년 이후의 변화
가 보여주는 연속성 뿐 아니라 단절성 역시 강조될 필요가 있다.
26) 이는 이 기간 동안의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95년에서
20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운영수입 대비 68.8%에서 69.2%로, 총
수입 대비 42%에서 61.6%로 상승한다.(대학교육연구소, 2013(12호))

2장 대학재정 자율화와 등록금 의존형 구조조정: 2003-2007 33

2) 산학연계의 요구와 대학구조조정의 본격화
이와 함께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은 이 시기의 대학정원의 확대는 경제적 수요에
대한 고려보다는 사회적 수요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권위주의적 개발국가
하에서의 정원통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를 경제적 수요
와 조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었던 반면, 경제기획원을 정점으로 하는 통제기
제가 이완된 채 진행된 1990년대의 정원확대는 상대적으로 산업인력 수요에 대한 고
려가 미약하게 반영된 대신, 정치적․사회적 수요에 대한 고려가 보다 중요해진다.(장
석환, 2007: 401-402)
이 시기의 정원 확대가 경제적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의 정원확대가 상대적으로 큰 정치적 갈등 없이 이러한 대학의 팽
창이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학 졸업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지속적인 경제적
수요 증가가 자리잡고 있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의 시기는 고등교육 졸업자 수와
취업자 비율이 동시에 급속하게 증가하는 특성을 보여주며, 이는 1980년대의 대졸 취
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정체, 감소했던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박환보, 2012: 42-43)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육받은 노동력에 대한 경제적 수요야말로 새롭게 등장하는 대
학교육에 대한 수요가, 한국 고등교육의 역진적 부담구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27)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와 뒤이은 경제위기는 이러한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했
던 사회적 구조에 결정적인 균열을 가하는 사건이었다.(지주형, 2011) 자본축적의 위
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제도화된 ‘고용 없는 성장’ 체제는 대학체제 성장의 사회적
구조의 핵심 부분이었던 대학-일자리 연계를 결정적으로 약화시켰다.(이병천, 2011:
56; 정이환, 2011: 25) 물론 생산체제 이론이 주목하듯 한국에서 대학과 일자리의 연
계는 역사적으로 그리 강하지 못했다.(최석현, 2010) 하지만 이전의 미약한 대학-일자
리 연계가 대학팽창의 속도가 산업적 수요를 초월해왔던 결과라면, 1997년 이후에는
고용성장의 정체와 양질의 일자리 감소가 보다 중요한 문제로 부상한다는 점에서 차
이가 존재한다.(박환보, 2012: 30-39; 삼성경제연구소, 2010: 11-16)28)
27) 대학서열체제와 학벌주의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립대학 별 등록금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이러한 사립대학 등록금 구조는 특히 낮은 서열의 학교에 진학할 확률이 높은 저소득층
학생․가정에 대한 역진적 부담구조를 보여준다. 이에 대해서는 장수명(2011: 73-74)을 보라.
28) 논의에서 다소 벗어나는 이야기이지만, IMF위기의 영향은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990년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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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미에서 1997년 경제위기는 대학체제의 위기를 상시화하고, 대학구조조정
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확산시켰던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1997년 위기 이후
의 고등교육 정책담론은 대학을 산업적 수요에 노출시켜야 한다는 관점을 점점 뚜렷하게
드러낸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출범과 함께 고등교육 정책에 국가인적자본 관리의 관점이
도입되며(한국경제연구원, 2002; 서동진, 2009: 86-116; 반상진, 2014: 8), 보다 구체적으로
학부제 개혁을 통하여 학과 구조를 노동시장의 요구에 직접적으로 연계시키고자 하는 관
점이 등장한다.(김종엽, 1999: 22-30)
또한 보다 중요한 것은 ‘정원감축’을 대학교육과 노동시장간의 연계를 다시금 확립
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간주하는 관점이 등장, 확산된다는 것이다. 즉 1990년대
중반의 시점까지 대학교육기회의 확대를 통한 고등교육 이수 노동력의 확대를 요구했
던 경제계 주도의 담론 지형이, 2000년대에 들어와 반전되었던 것이다.(박정원, 2014:
87) 새로운 담론의 지형에서 정원감축은 한편으로는 과잉 졸업인구를 줄이고 ‘미스매
치’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강조되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전공/
학과 부문을 제거함으로써 대학교육의 내용을 노동시장의 요구에 직접적으로 노출시
키는 수단으로서 제시된다.
하지만 2002년 김대중 정부의 임기 종료시점까지 사립대학 구조조정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며, 위기는 임기응변적 방식으로 봉합된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국공
립대 통폐합 위주로 진행되었던 당시의 구조조정 정책들은 BK21의 추진, 학부제 개
혁과 학부정원감축 등의 일부 성과를 이끌어내지만, <그림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2년까지 입학정원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이는 당시의 대학정원 정책이 교육경쟁
해소라는 사회적 정당성 요구로 확대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다.(장석환, 2007:
401-402) 변화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의 인상과 수익자 부담원칙의 지속적 강화
를 동반한 교육팽창이 지속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경제계를 중심으로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요구는 더욱더 거세게 제기되었다.
경제위기 이후에도 지속된 대학교육 팽창의 흐름이 그 역사적 한계에 도달한 2003
년의 시점에서, 대학구조조정은 비로소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정원감축에 대한 정책담론들은 노무현 정부의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구조조정
반 이후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와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는 보다 장기적인 효과로 나타날 경향들
을 예비하고 있었다. 현재 마주하고 있는 2017년 이후의 학령인구의 대학입학정원 초과 현상은
바로 IMF위기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사회적 재생산의 영역에 미친 영향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2013년 이후 강조되는 ‘학령인구 감소’의 담론은 이러한 사회
적 원인을 은폐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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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속에 체계적으로 반영된다. 즉 2004년 이후의 교육부의 구조조정과 정원조정정
책은 1999년 정원자율화의 법제화라는 기본조건 하에서, 전체적인 산업적 수요와 대
학입학정원 정책 사이의 연계관계를 체계적으로 재확립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이해될
수 있다.29) 바로 이러한 점에서 2004년 이후의 정원조정 정책은 기본적으로 ‘산학연
계조정전략’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교육기본여건 개선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
한 대응을 압도하는 정책적 목표였다. 이러한 내용은 교육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대학
및 산업대학 정원조정계획’과 2004년 12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방
안’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30)
‘정원조정계획’에 반영된 이러한 목표들은 노무현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구조조정
정책으로 2004년 12월에 발표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에서도 지속
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논리라 할 수 있다. 정책추진의 기본방향은 ‘사회 수요에 적합
한 인력양성 구조로의 전환 촉진’으로 상정되어 있으며, ‘사회 인력수요가 크게 감소
한 분야의 정원감축, 학부(과) 통폐합 및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혁신이 동반
된 구조개혁 유도’, 대학구조개혁이 ‘단순한 규모감축이 아니라 사회 수요에 적합한
고등교육으로의 질적인 전환’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표가 천명되어 있다.31)
29) 선행연구는 노무현 정부 시기의 정원감축을 설립준칙주의 이후에 악화된 교육기본여건을 강화
하고, 기본적인 법 규정 준수를 요구하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
는 것으로 규정하기도 한다.(장수명, 2009a: 23; 반상진, 2014: 13-14) 5.31교육개혁 이후 설립준
칙주의의 제도화가 가져온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수정을 강조하는 해석은 일정정도 타
당한 측면이 있다. 이는 정원조정계획에서 정원 자율책정에 따르는 조건이 지속적으로 상향조정
되어온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2004년 이후의 정원정책에 들어있는 새로운 ‘색조’를 간과하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2004년 이후의 구조조정 정책과 정원조정 정책은 ‘산업수요와 대학정원
정책의 연계’를 대학정원 자율화라는 제도적 조건 속에서 체계적으로 재확립하고자 하는 시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다.
30) 노무현 정부의 출범 이후 최초로 발표된 정원조정계획인 2003년 5월에 발표된 “2004년 대학 및
산업대학 정원 자율책정 및 조정 계획”에서 이러한 정책 성격의 전환을 읽어낼 수 있다. 여기서
정원자율화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원 자율화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대학의 자체 구조조정
유도’를 들면서 정원 감축 등 자체 구조조정에 대해서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간 “정원이 수급 불균형 개선 기제가 되지 못했으나, 인력수급 전망에 근
거, 분야별 인적자원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할 것을 밝히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2003년의 시점에서 나타난 이러한 목표는 2004년 5월 발표된 “2005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정
원 자율책정 및 조정 계획”에서 더욱 명확한 형태로 재언급된다. 2005년도 계획에서 정원정책의
기본방향의 최우선순위는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기초한 적정 규모의 고등교육 인력 양성’에
맞추어져 있으며, 두 번째로 ‘대학의 자체 구조개혁 유도’가, ‘정원 자율 책정 역량 강화’는 마지
막 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2004년 계획의 최우선순위가 정원자율화 정책의 지속적 추진, 두
번째가 대학 정원 자율책정 역량 강화였던 것과 대비된다. 정원 관리정책의 초점은 ‘자율화’에서
‘인력수급전망에 맞춘 고등교육 인력양성’과 ‘구조조정’으로 명백하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31) 흥미로운 것은 구조조정 정책 추진과정에서 ‘전경련-교육부 실무지원팀’이라는 이름으로, 경제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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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들을 종합해볼 때, 노무현 시기의 정원감축 정책은 1989년 이래 대학입학
정원 책정의 자율화 흐름이 진행된 이후, 산학연계조정이라는 과제를 정원에 대한 재
규제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기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맥락 하에서 정원감축을 목표로 하는 구조조정 정책이 2003년
이후 연속적으로 계획․실행된다.

2. 정원 감축기제의 확립과 대학재정 자율화
1) 선별적 재정지원과 정원 감축기제의 연계
그런데 여기에서 1998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정원자율화 원칙이 법제화되었고, 대
학입학정원의 결정이 ‘대학 자율결정 후 조정’의 방식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 시기
국가는 어떤 정책적 개입통로들을 통해서 사립대학들을 통제하며, 정원감축이라는 자
신의 정책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해명해야 할 문제로 떠오른다. 우
리는 앞에서 사립대학에 대한 낮은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억압적인 통제기제와 대
학정원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권위주의 국가와는 달리, 1987년 이후의
국가는 억압적 수단을 동원할 수 없게 되었고, 정원결정의 권한도 개별 대학으로 이
양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대학구조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의 기
본적인 성격과 이데올로기적 지향 뿐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
는 사립대학에 대한 새로운 규율기제의 존재에 초점을 맞추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서 선행연구들은 제한적인 답을 내려왔을 뿐이다. 이들은
1994년 대학평가인증제도와 1995년 ‘5.31교육개혁안’ 이후 대학 재정지원제도의 측면
에서 나타난 변화에 주목, 대학기관에 대한 평가와 연계되거나 정부의 특수한 정책목
표와 결부되어 선별적으로 지원되는 정부재정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산되었음을 밝
혔다.(반상진, 2008: 320-327; 장수명, 2009a: 32-34) 또한 일부 연구들은 이러한 재정
지원 제도의 변화를 신자유주의적 국가개입으로의 변형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해왔
다.(손흥숙, 2002: 180-189)
조직적인 연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구조조정의 방향을 조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도가 당시의 상황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당시의 관료
집단 내에서 구조조정 정책이 경제단체의 입장에 얼마나 동화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
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전경련의 대학개혁에 대한 입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20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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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은 2003년 이후의 시점에서, 단순히 1995년 이후 지속된 흐름의 연속으
로만 해석될 수 없는 단절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2003년 이후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특정 정책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
는 국가의 재량적 권한이 크게 확대된 시기이기이며, 바로 이러한 변화가 바로 앞 절
에서 살펴본 구조조정과 정원감축의 목표가 실제의 국가-대학의 관계에서 집행, 실행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제’의 형성과정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명확히 지적하지 못한 것
이다.
2003년 초반에 교육부 내부에서 전개된 일련의 논쟁 끝에, 2003년 11월이 되면 ‘일
반지원사업의 폐지’와, ‘특수목적지원의 전면화’ 방안이 발표된다.32) 노무현 정부의 본
격적인 대학구조조정 정책인 11월의 ‘대학경쟁력방안’의 일환으로서 발표된 이러한 재
정지원 정책의 변화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구조를 한층 급진적으로 변화시
킨 것이었다.
<그림5>는 일반지원사업의 폐지 이후, 2003년까지 전체 재정구조에서 30%정도를
점유하던 일반지원사업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특수목적지원 사업의 비중이 급속히 증
가함을 보여준다. 즉 인원이나 시설규모에 따른 정부의 보편적 지원의 형태를 띠고
있었던 일반지원사업이 폐지되고 특수지원의 비중이 급속히 상승함으로써(김훈호,
2014: 112-119), 재정지원에 따른 특정 조건의 충족과, 성과달성의 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기제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33) 이는 단순히 1995년 이후의 연속적인 변화로
설명하기 어려운 단절적 성격을 지닌 변화라 할 수 있는데, 이로써 국가는 공적 재정
32) 이러한 내부 논쟁을 직접적으로 전해주는 자료는 없지만,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었던 윤덕홍
부총리의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그 전말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이 논쟁의 핵심을 ‘대학들을 다 끌고
갈 것이냐,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냐’로 요약한다. 이 인터뷰 이후 11월이 되면, 일반지원사업의 폐지
가 발표되고, 구조조정 방안이 추진된다. 즉 이러한 재정지원구조의 변화는 ‘대학들을 다 끌고 갈 것
이냐, 선택과 집중이냐’의 논쟁에서 재정지원 방식의 급진적 변화를 통한 ‘선택과 집중’의 노선이 우세
를 점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한겨레가 만난 사람 - 윤덕홍 교육부총리」, 한겨레신문
2003년 4월 1일
이런 재정지원 정책 변화의 결과는, 김훈호(2014: 121-14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재정지원사업을
받은 전체 대학들을 대상으로 지니계수를 측정한 결과, 국민의 정부시기동안 조금씩 감소하던 불균등
의 폭은 참여정부 시기 급속하게 확대되기 시작한다. 이는 구조조정 정책이 단순히 ‘정원감축’ 뿐 아
니라 대학서열구도를 어떻게 재편하느냐의 문제와 깊이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범위 내에서는 검토되지 않는다.
33) 손흥숙(2002)과 손준종,(2012)이 밝히듯이 이는 숫자와 재정에 의한 기관통제라는 신자유주의적 통
치성의 면모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의 바탕이 된 서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의
2004년 일반지원사업의 폐지와같은 극단적인 성과지향적 재정지원이 나타나지 않는다.(김훈호, 2014:
173) 이러한 점에서, 2004년의 재정지원방식의 변화는 대학에 대한 국가개입의 전통이라는 독특한 맥
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신현석 외, 201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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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대학 재정지원 유형 별 교육부 예산 비중
주: 국공립대 경상비 제외
출처: 나라살림 예산개요 참고자료(2000-2013년)에서 자료 재구성

의 규모를 늘리지 않아도, 재정지원의 성격을 변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정책적 목표 달
성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폭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특수목적사업의 일반화와 이에 대한 대학사회의 수용, 즉 재정지원을
매개로 한 대학기관에 대한 통제와 규율기제의 등장은 2003-2007년 사이 정원감축과
교육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낳을 수 있었던 근
본적인 조건을 이룬다. 직접적인 행정적 개입이 가능한 국립대를 논외로 하면, 이러한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야말로 2002년 이전과 2003년 이후를 구분하는 국가의 대
학개입 양식과 역량의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점
에서 노무현 정부의 시기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한 정원통제의 기제가 확립되고,
이것이 관행으로서 정착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특수목적지원의 전면화를 통해 극대화된 고등교육재정의 정책개입적 성격은 대학에
대한 평가의 과정과 체계적으로 연계되기 시작하면서, 대학 기관에 대한 평가-재정지
원의 관행이 정착된다.(장수명, 2009a: 25) 특히 구조조정 정책의 맥락에서 중요한 것
은 2004년 이후 학교별, 학과별 취업률과 학생충원률과 같은 산출지표들이 국가정책
에 의해 체계적으로 수집, 공개되는 관행이 정착되었다는 것이다.34) 이렇게 산출, 공
34) 대학의 특정 측면을 계수화․지표화하여 공개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대학의 핵심적인 정보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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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된 지표들은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의 기관 선정과정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며, 재정
지원을 수단으로 한 대학 통제기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재정지원 관행의 변화가 구조조정 정책과 동일한 시점에 발표된 것은 우연
한 일치가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확립된 대학에 대한 규율기제가 2004년 이후의 구
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정부 재정지원은 특정한 정책수행에 대한 유인(incentive)의 형태를 띠면서, 사
립대학들은 이러한 재정지원의 수급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원감축 등의 과제를
수행해야만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가는 정원자율화
의 법제화라는 기본조건에도 불구, 사립대학의 정원책정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 통제
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2004년 12월에 발표된 대학구조개혁방안은 2004년 대비 2006년도 학
부 입학정원을 10%감축하는 한편, 교원 1인당 학생 40명이란 조건을 갖추는 대학에
한해 구조개혁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교육인적
자원부, 2004) 이후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 조건으로 정원의 감축과 특정한 지표의 달
성을 요구하는 이러한 관행은 보다 더 확대된다. 2006년에 발표된 ‘2007년도 정원조정
계획’에는 학생정원 감축 실적을 구조개혁 재정지원 사업 뿐 아니라 BK21, 지방대학
특성화(NURI)사업 등 여타 재정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과정에도 체계적으로 반영
하도록 하는 방침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조건 발표-사업 공
모-대학에 대한 평가와 사업선정-재정지원과 그에 대한 성과 요구라는 일련의 과정
이 정원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활용되는 과정이다. 하나의 ‘관행으
로서의 제도’로 정착된 이러한 정원감축의 수단을 우리는 ‘정원 통제기제’로 명명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제는 첫째 특수목적지원의 전면화를 통해서 확보된 선별적 재
정지원을 통한 기관 규율, 둘째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는 행정적 제재의 수
단들, 셋째, 기관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공시, 이를 특정한 목표를 반영한 지표로 재
구성하는 작업의 결합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정원 통제기제야 말로, 정원자율화
중적으로 공개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취업률 등 특정한 지표들의 공개
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의식적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2005년
1월 29일 이해찬 총리 주도의 ‘청년실업 대책특별위원회’에는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6개 부처
가 참여하여, 청년층 취업능력을 높이는 방안의 일환으로서 취업률 지표를 전체 대학 수준 뿐
아니라 학과별로도 공개, 이를 대학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러한 모습은 취업률 통
계 생산과 공개의 정치적 맥락을 잘 예시한다. 「중·장기 청년고용책 마련 /노동수요에 ‘맞춤교
육’ 초점」, 한겨레신문 2005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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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제화라는 조건 속에서 국가가 사립대학의 정원감축을 강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2) 자원동원문제와 등록금 자율화의 지속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노무현 정부 시기의 정원감축 정책은 산학연계조정전략의 성
격을 띠고 있었으며, 이는 평가와 재정지원의 연계를 통한 정원감축 기제를 활용하여
추진되었다. 하지만 정원감축에 따르는 재정부담의 문제를 설명하고자 했던 우리의
관심사에서, 문제는 아직도 남는다. 그렇다면 이 시기의 정원감축 정책은 이에 수반되
는 비용배분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조정, 해결하였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2003-2007년에 진행된 구조조정의 특징을 재정사회학적 관점에서 해명하는 것과 관
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정원감축 계획이 구체화되자, 곧바로 정원감축에 따르는 사립대학들
의 재정적 손실을 충원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들이 제기되기 시작한다.35) 즉
등록금 수입과 직결되어 사립대학의 재정적 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정원감축
이 정책적으로 강제됨에 따라서, 그에 수반되는 추가적인 재정적 자원을 동원하고, 그
비용을 상이한 사회적 주체들에게 배분하는 문제가 정치적 영역에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2장에서 살펴보는 2003-2007년의 시기에, 각각 상이한 성격과 구조를 지니
는 정치적 대안들이 사립대학의 자원동원의 방식으로 공론의 영역에 등장, 서로 경합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대안들 중 어떤 것들이 선택-배제되느냐에 따라서 정
원감축의 자원동원 방식은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제도화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과정의 국가-대학간의 정치적인 양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었다.
첫째, 국가의 고등교육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대학기관에 대한 공적 지원을 늘림으로
써 사립대학의 재정적인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법이다. 이러한 노선은 2003-2007년의
시기동안 하나의 정치적인 대안으로서 활발히 제기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구
체적으로는 고등교육재정을 초중등교육과 같이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교부금 형태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한 요구로 집약된다.36) 특히 상대적
35) 「지방사립大 사활 건 '몸짱 만들기'」, 동아일보 2004년 10월 12일; 「등록금 수입 줄어든 대학
들 '배고프다'」, 교수신문 2005년 9월 9일
36) 고등교육교부금법안은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일반회계가 아닌 독자적 회계로 편성하여 고등교육 예산
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교부금 형식의 고등교육 재정 책정은 무엇보다 일반회계 편성
과정에서의 정치적 대립, 특히 기획재정부와 같은 재정부처의 입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채
일정 수준의 고등교육예산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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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학생충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방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이러한 노선에 대한
지지가 집중적으로 표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37)
노무현 행정부의 초기 고등교육 정책에서 이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분명히
하나의 대안적 선택지로서의 위상을 점유하고 있었다. 윤덕홍 부총리의 교육인적자원
부 장관 재임 시기에 의욕적으로 추진되던 재정교부금법은 비록 2003년 11월의 ‘선택
과 집중’ 노선이 선택된 이후, 하나의 지배적 대안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만,38)
2004년 후반까지의 시점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중점과제의 하나로서 지속적으로 논의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39)
하지만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한 행정부 내부의 반발, 교육부처 내부의 노선 갈등
등으로 교부금법 제정 방안은 큰 힘을 얻지 못하고, 이후 정책적인 대안으로 더 이상
검토되지 못하는 모습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2005년 1월의 김진표 부총리의
취임 이후 더욱 두드러진다. 전임 윤덕홍, 안병영 부총리와는 달리 김진표 총리는 구
조조정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면서, 이러한 흐름에 반대되는 교부금 형태의 재정지
원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당시 입법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여준
다.40) 이러한 상황에서 2005년 이후에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행정부 내부의 대안
적 선택지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한다.41)
이렇게 고등교육 재정의 획기적 증대를 위한 법안이 좌초된 가운데, 고등교육재정
이러한 교부금법안은 진보적 교육운동진영의 입장에서, 비단 고등교육재정확보의 수단일 뿐 아니라,
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한계사학의 국공립대학으로의 편입, 혹은 정부통제형 사립대학으로의 전
환의 첫 단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37) 예컨대 2003년 5월의 ‘지방대학 총학장 협의회’의 창립총회에서 ‘지방대 육성 위한 교육재정교부
금법 제정’이 공식적인 요구사항으로 등장한다. 이는 등록금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고, 학생충
원의 어려움이 가속화되는 지방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정부의 공적 재정확대에 대한 요구가 조직
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내국세 3% 지방대 육성 교부금으로”
입법 추진」, 교수신문 2003년 05월 12일
38) 2003년 중반까지 윤덕홍 장관이 교부금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었던 것은 당시 정황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예컨대 그는 2003년 7월의 ‘하계총장세미나’에 참석, 재정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사립대학 총장들에게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할 계획을 밝힌다. 하지만 동시에 경제
부처 등에서 예산 배분의 효율성에 문제 제기할 가능성 크고 세수 확대가 불가피, 증세 문제를
돌파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39) 2003-2005년의 업무계획까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육인적자원부 추진과제의 일부로 포함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한 고등교육 재정확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된다. 이러한 교육인적자
원부의 지향은 행정부와의 교감 속에서 2004년 11월의 여당 의원이 입법한 재정교부금법안에 반
영되어 있다.
40) 국회사무처, 2005. 「제17대 국회 253회 2차 교육위원회회의록」(2005.4.19)
41) 이러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반값등록금 운동의 맥락에서 2011년에 다시 한 번 유력한 정책
적 대안지로 부상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본문의 4장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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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이 시기에 걸쳐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연평균 7%대의 지속적인 상승을 기록
한다. 하지만 이는 전체 예산증가폭이나 GDP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거의 대부분 자
연적인 예산증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훈호, 2014: 67) 반면 고정되어 있는 고등교
육 재정규모에 반해서, 평가-재정지원 연계와 특수목적지원방식의 전면화 이후 국고
보조금 형태의 재정지원의 안정성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 이어진다.
둘째, 대학의 퇴출경로를 제도화함으로써, 대학시장의 자유로운 진출입구조를 형성
하고자 하는 기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1995년의 대학설립준칙주의가 신규 대학의
고등교육 ‘시장’으로의 진입을 자율화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면, 이제 대학의 퇴출
과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퇴출 역시 자율화하는 정책이 추진되는 것
이다. 이러한 기획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하나의 방편임과 동시에, 사립대학의 재정
난에 대한 추가적인 자원동원의 필요를 대학 퇴출구조의 확보를 통해 또 다른 방식으
로 해소하는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이는 2003년 이후 행정부 교육부처가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통한 구조조정과 함께, 가장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입법안에 해당한
다.42)
‘구조개혁특별법’의 형태로 2003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입법 시도되었던 구조조정 법
안은 비영리법인 형태로 운영되던 사립대학의 재산 일부에 대해 설립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줌으로써, 자발적인 대학해산을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43) 때문에 단순
한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기보다는, 사립대학 소유권의 성격을 재정
의함으로써 대학의 퇴출 및 인수합병을 시장기제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성격을
지닌 이 법안은 발표되기 이전부터 진보적 교육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첨예한 비판에
부딪힌다. 이러한 문제들은 당시 여당이 추진하고 있던 사학비리 및 분쟁 이슈들과
42) 2003년 11월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 수정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히며 국
립대간 연합대학 설치, 사립대학간 인수합병과 부실대학 퇴출 등의 방향을 언급한다. 2004년 8월
-12월에는 구조조정 정책의 구체화 과정에서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이 입법 예고되었고, 2005년 2
월에 대학구조개혁특별법 정부안 확정되는 등의 움직임이 있지만, 결국 발의하지 못한다. 2006년
12월 26일에도 ‘한계 사학’ 퇴출 유도 위해 설립자에게 재산 일부 돌려주는 방안이 재추진되지
만, 재산설립자에 대한 특혜 논란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의 와중에 여당에 반대에 부
딪치며 좌절된다.
43) 현행 사립학교법 제35조는 학교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서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잔여재산의 처분은 임의로 할 수 없고, 영리법인과 달리 설립자
나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때문에 대학구조개혁 특별법 시안에 포함된 잔여
재산 일부의 설립자 반환 특례조항은 비영리 법인으로서의 사립대학 성격을 규정하는 사립학교
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사립대학에 대한 사학법인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례조항은 이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추진되었던 구조조정 입법안
에도 반영되었으며, 지속적인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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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물려, 2005년 중순에 법안 추진의 정치적 동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
인이 된다.
이렇게 정 반대의 방향에서 한국 사립대학의 기본적인 성격을 크게 변화시키는 ‘현
상변경적’ 기획의 성격이 강한 두 가지 법안들은 각각 정치적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
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린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 방향의 대안들이 힘을 사실상
잃어버린 2005-2006년 이후, 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주로 등록금에 의해 해소되
는 양상을 보여준다. 즉 현상변경적인 기획이 좌절된 이후, 등록금에 의존한 고등교육
재정구조의 관성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구조조정에 따르는 자원동원의 문제를 해결하
는 구조가 정착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2005년의 김진표 총리 취임 이후 등
록금 자율화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와 함께 보다 뚜렷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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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1999-2014)
주: 일반대학 기준
출처: 통계청 데이터베이스(kosis.kr)

<그림6>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02년 말의 국립대 등록금 인상 자율화와
함께, 사립대학 등록금 역시 2003-2007년까지 평균적으로 6.2%의 높은 인상률을 이어
간다. 또한 대학의 산학협력을 통한 수익 확보를 위한 제도들 2004년에 정비된다. 즉
2003-2004년 사이에 등록금의 지속적인 인상과 함께, 산학협력 등을 통한 대안적인
재정확보 통로들에 대한 법적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이 연속적으로 추진된
다.(정진희, 2012: 105-106)44)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없
44) 이러한 노선은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자금의 유입과, 대학의 자체 영리활동을 통한 재정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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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이 기간의 가장 지배적인 자원동원의 유형은 고율의 등록금 인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04년 구조조정 정책과 맥을 같이하여 추진되는 재정자율화 정책과 등록금 인상의
지속은, 이러한 맥락 위에서 설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이 시기의 등록금 인상정
책의 지속은 단순히 대학 시장화 혹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서만 설명되어서는
안 되며,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맥락에서 교육재정 확충의 방안으로 모색되었던 다
양한 전략들의 각축의 결과로서 비로소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45) 그리고 두 가지
현상변경적 기획이 각각 정치적 반대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 도리어 강화된 등록금 의
존이라는 역사적 경향은 구조조정 정책과 맞물려, 2008년의 시점까지 지속되는 모습
을 확인할 수 있다.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의 개정을 통해 대
학부지 내 산업체 연구소 설치, 학교기업의 수익사업 등을 허용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의
조건으로 산학협력단 회계의 분리를 요구하는 등의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
용은 산학협력제도의 변형이라는 또 다른 광범위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일
차적인 관심사에서는 제외한다.
그럼에도 이는 본 연구의 논지에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산학협력을 통한 대안적인 재정수
입의 확보는 일부 대형 연구중심대학을 제외하고는 재정수입의 통로로서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
기 때문이다.(송수연, 2009) 또한 2004년 이후 각 대학별로 집중적으로 도입된 산학협력단 회계
는 주로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2005년 운영수입 대비 54%를 차지하던 국고보조금
의 비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다 높아져 2008년에는 70%, 2012년에는 79%를 차지한다.
45) 노무현 정부 시기의 등록금 정책을 다룬 연구들은 이 시기의 고액의 등록금 정책을 ‘대학 시장
화’ 정책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그것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박거용, 2005:
256-257) 물론 이러한 규정은 상당부분 타당하지만, 본 연구의 관심사에서 보다 부각되어야 할
측면은 이 시기의 등록금 인상 정책은 국가의 고등교육재정지출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재정지원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원감축에 수반되는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
나의 수단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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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금 의존형 구조조정의 정착과 모순
1) 정원감축과 등록금 의존형 구조조정의 정착
정원감축의 양적인 성과만을 놓고 보았을 때, 노무현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김대
중 정부 시기에 비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2003-2007년의 기간동
안 전체적으로 7만 2천여 명, 그 중 사립대는 6만여 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결과를 낳
는다. 물론 전체 대학체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서 국립대학의 정원감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부인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김대중 정부 시기에 사실상 무
위에 그쳤던 사립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상당부분 성과를 얻었다는 사실은 이 시기의
특징적 면모로 강조될 필요가 있다.(반상진, 2014:14)
하지만 단순히 구조조정 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정원감축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앞선 논의들을 바탕으로 이 시기의 대학 재정구조의 변화와 그 성격, 그것의
사회적 귀결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정원감축을 목표로 삼았던 구조조정
정책이 사립대학들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었던 사회적 조건을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보고, 이 시기 구조조정 정책의 특징을 자원동원
전략의 관점에서 규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 걸쳐 대학의 전체 지출에서 교원보수 명목으로 지출되는 비용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이는 등록금 수입 대비 교원보수 비중의 지속적인 상승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다.46) 앞서 살펴보았듯이 2003년과 2004년에 연속적으로 추진되었던
구조조정 정책은 정원감축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교원, 교지, 교사 확보율 등 핵심
적 교육여건에 대한 규제 강화를 목표로 했으며, 이는 등록금 수입의 감소와 함께 혹
은 교원의 추가적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의 고정비용 증가 등이 불가피한 내
용들을 담고 있었다.47) <그림7>은 사립대학들의 전반적인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시점
46) 이는 사립대학의 가장 안정적인 수입원인 등록금 수입 대비 사립대학 지출 항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직원 보수 비중을 계산한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교원보수 뿐 아니라 교직원 보수까
지 포함하여 ‘인건비 등록금 의존율’(인건비/등록금×100)을 대학 재정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주
요 지표로 활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지수의 정치적 함의 역시 명확한데, 이 지표는 사립대학
수입감소에 대응하여 교원과 교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2009년의 ‘부실대학 퇴출’ 사업에서도 등록금 수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중요한 지표의 하나로서 고려되고 있다.
47) 한편 이러한 교육여건에 대한 규제의 강화는 법적으로 명시된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
던 사립대학들의 교육여건에 대한 ‘정상화’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장수
명, 2009a: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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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고정비용에 대한 지출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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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사립대학 등록금 수입 대비 교원보수 지출 추이
자료: 전체 사립일반 및 전문대학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주: 왼쪽 축은 등록금과 교원보수 상승률, 오른쪽 축은 등록금 대비 교원보수 비율
출처: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하지만 2004년 이후 특수목적지원 사업이 전면화되면서 이전 평균 4%정도의 수입
비중을 차지했던 국고보조금의 안정성은 크게 감소한다. 특히 그 결과는 지방대학에
서 두드러지는데, 지방 소재 사립대학에서 국고보조금 지원는 절대액수로 따져보아도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정원감축의 부담이 집중되었던 지방의 사립
대학에서, 오히려 정부 재정지원의 감소로 인한 재정 부담이 더욱 컸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대학재정구조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다. <그림8>은 전체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과 국고보조금 비중
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은 2004년 이후 산학협력단 회계의 도입으로 인한
등록금 의존도의 과장을 포함하고 있으나, 대학의 교육․연구 등 통상적인 기능수행
에 사용되는 교비회계 수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3-2007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교비회계 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
중은 도리어 2004년 이후 감소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8년까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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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교비회계 수입 대비 등록금/국고보조금 비중
주: 왼쪽 축은 등록금 비중, 오른쪽 축은 국고보조금 비중
자료: 전체 사립일반 및 전문대학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자료: 사립대학 회계정보 시스템

즉 이 시기의 구조조정에 요구되는 재정지출은 정부재정이나 재단전입금 강화, 산
학협력 등 다른 금융소득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해서 충당
되었던 것이다. 이는 이 시기의 구조조정 정책이 학생들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통해
서 이루어졌으며, 등록금 인상이라는 방법으로, 이 시기의 국가-대학간의 재정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특히 국고보조금 수입의 감소를
경험했던 지방대학의 경우 더욱 적실하게 적용될 수 있다.48)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 시기의 구조조정 정책을 ‘등록금 의존형 구조조정’이라고 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는 제한된 고등교육 재정지출을 유지하면서도, 정원감축이
수반하는 비용부담의 문제는 대학재정 자율화 정책, 등록금 인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구조조정의 비용부담은 등록금 재원을 통해서 해소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가는 대학들의 커다란 반발 없이도 입학정원 감축이라는 과제를 수행해나갈
수 있었다.
48)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이 시기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상승이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
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즉 당시의 등록금 인
상은 국가와 대학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등록금 자율화 기조를
통해 봉합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열린 공간을 사립대학들이 적극 활용했던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 유기홍(2013: 21-22)은 이 시기 구조조정 지원 사업의 대상이었던 대형 사립대학들이 학생
감축분 이상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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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등록금 의존형 구조조정’으로 규정한 2003-2007년의 구조조정은 이러한
의미에서 이전의 대학 역사와 한편으로는 단절을, 한편으로는 연속성을 보여주다. 대
학정원에 대한 자율화 흐름을 역전시키면서 추진된 정원감축 정책은, 평가와 재정지
원의 연계를 통한 사립대학 정원에 대한 통제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었지만, 등록금
에 대한 의존이라는 역사적 관성은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등록금 의존
의 강화는 이전의 역사적 전통의 단순한 연속만은 아니었다. 구조조정이라는 새로운
맥락과 이에 수반되는 자원동원의 필요는 이러한 역사적 전통을 재강화, 지속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국가는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등록금 상승과 결합시킴으로써, 국가재정 지출의 큰
확대 없이 기존의 재정지원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사립대학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과의 잠재적 갈등을 봉합, 정원감축의 과정을 원활히 제도화시킬 수 있었다. 즉
정원감축이라는 전례 없는 과정과 이에 대한 자원동원의 필요성이라는 새로운 문제는
등록금에 대한 지속적 의존이라는 오래되고 익숙한 방법을 통해서 잠정적으로 해결되
었던 것이다.
2) 가계 등록금 부담의 상승과 사회적 불만
하지만 이렇게 등록금의 지속적 인상에 의존하는 구조조정의 지속가능성은 얼마 지
나지 않아 의문에 붙여지게 된다. 무엇보다 이러한 등록금 의존형 구조조정의 전략은
실질적인 가계부담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보여준다.
<그림9>는 연평균 가계소득 대비 사립대학 연간 등록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
로, 대학재정의 자율화 정책으로 구조조정의 비용을 해소하고자 했던 전략의 사회적
결과를 잘 보여준다. 1989년의 사립대학 등록금 자율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던
가계의 등록금 부담은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속히 상승한다. 위기의 잠정적
해소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감소추세를 보였던 등록금 부담은 2003-2007년의 기간
동안 다시 지속적으로 상승, 1997년 경제위기 당시를 웃도는 수준에 도달한다.49)
49) 하지만 등록금이 가계경제에 대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2000년 이후에 국한된 현상이라 할
수는 없다. 반상진(2009: 117)은 1인당 GDP와 가구당 가계소득 대비 등록금 비중의 장기추세를
살펴보면서, 1980년대 초반 이전의 등록금 부담이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수준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더 높았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1980년대와 달리 2000년대 후반 이후에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정치화된 형태
로 제기되는 것은 대학교육 대중화로 인해 등록금 문제가 사실상 전계층을 망라하는 문제가 되
었다는 점,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 등의 요인을 통해서 잠정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2장 대학재정 자율화와 등록금 의존형 구조조정: 2003-2007 49
19
18
17
16
15
14
13
12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그림9> 가구당 연평균 가계소득 대비 사립대 등록금 비중(%)
주: 가구당 연평균 가계소득은 도시, 2인이상 가구 기준
출처: 통계청 데이터베이스 (kosis.kr)에서 재구성

이러한 가계부담의 상승은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불만을 확산
시키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특히 대학등록금이 연
1000만원에 근접한 2005-2006년의 시점이 되면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대학교 내부
분규가 빈발하면서, 주로 학내 이슈에 머무르던 등록금 문제가 보다 정치화된 형태로
제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50)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각 정당들도 등록금 인상 대책에 대한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내
어놓기 시작한다. 특히 2006년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 ‘반값등록금’이라는
의제를 제기하며 등록금 문제의 정치쟁점화의 시초를 보여준다. 비록 2003-2007년의
전체 기간 동안 등록금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적인 등록금 인상을 잠재우기는 불충
분했지만, 이미 2006년이 되면 등록금에 의존한 구조조정의 지속가능성은 심각한 의
문에 붙여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등록금의존 구조조정 전략은 내적으
로도 지속가능하지 않은 전략이었으며, 이러한 한계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보다 분
명해질 것이었다.
50) 2000년대 이후 개별 대학의 범위에 국한된 형태로 3월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진행되어 오던 학
생들의 등록금 인상 반대 운동은 2006년 이후 사립대학 등록금이 연 1,000만원에 육박하며 더욱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김환표, 2012c: 184-185) 또한 흥미로운 것은 이 기간 동안 개별 대
학에 국한된 형태의 운동을 넘어선 전국 대학 학생회․시민사회단체의 상설연대체 형태의 운동
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2006년에는 전국 40여개 대학 총학생회로 이루어진 ‘전국대학
생 교육대책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한편, 2007년에는 전국 154여개 단체로 구성된 ‘등록금인
상저지범국민연대’가 출범한다.(김환표, 2012d: 178) 이러한 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는 2008년 이
후의 시점까지 지속되며, ‘반값등록금’ 의제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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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정당성 위기 관리와 대학재정 의존형 구조조정: 2008-2011
3장에서 다루는 2008-2011년 중반까지의 시기는 정권교체와 함께 대학구조조정 정
책 기조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감지되는 시기이다. 2007년의 사립학교법 재개정 진통
을 뒤로 하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국가주도의 개입보다는 시장원리
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안민석, 2009: 17-18) 노무현 정부 시
기의 구조조정 정책을 특징지었던 양상인 재정지원을 매개로 한 정원감축의 강제보다
는, 이전부터 예고되었던 정보공시제도의 도입, 잔여재산 귀속특례 도입 등의 방식을
통한 시장주도적 구조조정 정책을 선호한 것이다.
2008년 경제위기는 이러한 기조에 두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경제위기는 이미
참여정부 말기부터 확산된 등록금에 대한 정치적 불만을 더욱더 증폭시키면서, ‘반값
등록금’ 의제를 수면 위로 부상시킨다. 이러한 대학의 정당성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도입된 등록금 인상 상한제는 1989년 이후 고율의 상승세를 이어오던 사립대학 등록
금에 대한 법적 통제를 제도화하며, 등록금을 사실상 동결시킨다. 둘째, 취업후학자금
상환제의 도입과 함께 정부 고등교육재정에서 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다.
그런데 복지재정의 확대는 대학에 대한 국가재정지원의 조건과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
고자 하는 흐름을 행정관료 사이에서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2009년 이후의 구
조조정 정책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 대학의 평가를 통한 등급화, 재정지원 자격의 박
탈 등 이전에 관찰되지 않았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대학구조조정은 이전에 비해
국가의 개입범위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보다 강제적 성격이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2009년 이후 등록금의 사실상의 동결로 인해 대학의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
황에서, 비용부담을 둘러싼 정부와 사립대학의 갈등 역시 격화된다. 등록금의 지속적
인 인상을 통해서 정원감축의 손실을 상쇄, 갈등을 조정할 수 있었던 이전 국면과는
달리, 사립대학의 자체적인 조달에 의존하는 ‘대학재정 의존형 구조조정’은 교착상태
에 빠지며, 진전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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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의 정당성 위기와 등록금 문제
1) 2008년 경제위기와 대학의 정당성 위기
앞 장에서 우리는 2003-2007년의 시기에 걸친 지속적인 등록금 인상의 결과, 가계
의 등록금 부담이 급증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불만들이 격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등록금 문제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불만은 2007년의 대선과 2008년의 정
권 교체를 거치면서 보다 정치화된 형태를 띠기 시작한다. 예컨대 2007년 이후 형성
되기 시작한 등록금 문제의 해결을 중심적 목표로 하는 운동단체들의 전국적 연합은
2008년을 거치면서 규모와 활동 면에서 보다 성장하면서, ‘반값등록금’ 의제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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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대학진학률과 대학교졸업 이상 학력자 실업률 (20-29세)52)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통계청 데이터베이스(kosis.kr)
51) 대표적으로 2008년 2월 19일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단체 550여개 단체의 연합으로
결성된 ‘등록금대책을위한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은 등록금의
인하․동결, 학자금 무이자 저리대출 확대, 등록금 상한제․후불제․차등책정제, 교육재정
GDP7%확대 등을 요구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인천, 전남 등 지역단위의 조직 결성으로 이어짐
으로써, 지역단위의 활동으로도 범위를 확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김환표, 2012d: 184-185)
52) 조사지침 변경으로 인해 대학진학률은 2010년까지는 대학합격자기준이며, 2011년부터는 대학등록자
기준으로 집계되었다. 때문에 위의 그래프에서 2011년의 대학진학률 하락 추이는 과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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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중후반에 본격화된 경제위기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더 가속화시킨다. 경제위
기에 뒤이은 고용위기의 심화는, 한편으로는 가계 경제의 위기를 심화시킴으로써 등
록금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다른 한편으로, 1997년 경제위
기 이후 비교적 정체되어 있던 대졸자 청년 실업률은 2008년을 기점으로 다시 꾸준히
상승하며, 이는 대학과 일자리 사이의 연계구조의 균열을 보다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
져온다.(삼성경제연구소, 2010: 11-16) 이는 노무현 정부 이후 구조조정 정책과 정원
정책에 꾸준히 반영되어 왔던 관점인 ‘미스매치’의 해소와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를 강
화시키는 한편, 경제계의 관점에서 대학교육의 효용성과 가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의
문을 확산시킨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는 대학진학률의 지속적인 하락이다. 2003년 이후의 정
체국면에서도 소폭이나마 꾸준히 상승하던 대학진학률은 2008-2009년에 정점에 도달
한 후, 이명박 정부의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즉 대학에 대한 점진적인 ‘투
자의 철회’가 이 시기에 일어나는 것이다.53)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고등교육 진학률의 하락은 국가의 낮은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가계경제가
고액의 등록금의 부담을 통해서 고등교육재정을 충당하면서 대학체제가 팽창해왔던
방식이 그 한계에 도달했음을 암시한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사회투자가족’의 위기
와 대학진학률의 감소는 바로 이 점이 분명해진 사건이라 할 수 있다.54)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교육수요를 뒷받침해주었던 가계경제의 위기와 ‘교육투자의
철회’는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교육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하락하
는 대학교육의 경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록금을 부담하기 어
려워진 상황에서, 사적 부담에 전적으로 의존한 교육경쟁 관행의 수정을 요구하는 사
회적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형식적
으로 모든 계층에게 개방된 경쟁을 기반으로 한 대학교육의 정당화 기제가 그 사회적
53) 여기서 교육투자의 철회라는 표현은 장경섭이 한국의 가족단위의 교육경쟁 관행을 설명하기 위해 사
용한 ‘사회투자가족’ 개념에서 빌려왔다고 할 수 있다.(장경섭, 2009: 242-264)
한편 이주호 외(2013)는 대학진학률 하락을 이명박 정부 시기의 중등교육 정책의 성과로 해석하면서,
특성화, 마이스터고교 등의 직업계 중등교육과 일자리 연계가 대학진학수요를 대체했음을 주장한다.
하지만 마이스터고교는 2010년에 21곳이 개교했을 뿐이며, 2013년에야 첫 졸업생을 배출한다. 따라서
2008-2009년부터 시작된 진학률 하락을 중등교육 정책의 성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54) 서유럽 국가들의 경험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대학교육의 수혜자 부담원칙을 견지하면서 철저한 교육
비용의 사유화를 통해 대학체제 팽창을 경험했던 한국의 상황에서 이러한 대학교육에 대한 믿음의
상실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대학교육에 대한 믿음의 상실과 ‘투자의 철회’
는 한국의 ‘중산층 아비투스’의 중추를 이루는 ‘연대없는 평등주의’의 한계와 그 내적 균열을 보여주는
징후적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연대없는 평등주의’라는 표현은 김종엽(2009: 61)에서 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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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상실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에서, ‘대학교육의 정당성 위기’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대학교육의 정당성 위기가 다른 무엇보다도 등록금 문제의
형태로 표출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대학교육의 내용의 문제, 공․사 부담과 책임의 문
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고용조건의 문제보다는 등록금의 상대적인 ‘액수’라는 좁은
쟁점을 문제시하는 형태로 등록금 문제가 정치화되었던 것이다. 이는 본 연구가 ‘정당
성 위기’로 규정한 대중적 불만들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주제와 프레임 위에서 나타났
음을 잘 보여주며, ‘반값’이라는 표현은 이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다. 즉 대학교
육의 정당성 위기에서 비롯된 한국의 등록금 운동은, 그 역시도 ‘수익자 부담원칙’의
역사적 경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손준종, 2013: 192-194)
2) 등록금 문제의 정치화와 ‘반값등록금’ 의제
주로 등록금 문제의 격화로 나타났던 대학교육에 대한 정당성 위기는 이에 대한 정
부의 변화한 대응을 강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대응은 가장 우선적으로 2008년
까지 자율화 기조를 유지하던 사립대학 등록금 책정과정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과 등록금 인상 동결의 확대를 통해 나타난다.
2009년부터 시작된 사립대학 등록금 동결의 흐름은 2000년 이후 지속된 등록금 인
상의 흐름을 반전시킨다. 사실 1989년의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와 국립대 기성회비 자
율화, 2002년의 국립대 등록금 자율화 이후 등록금 수준에 대한 국가 통제의 제도적
장치는 무력화된 상태에 놓여있었다. 하지만 1998-99년의 일시적 등록금 통제 이후
약 10년 만에 유사한 형태의 등록금 통제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55)
등록금 통제에 대한 명시적 법적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부는 등록금의 동결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동시에, 정부 재정지원 사업 대상 선정에 ‘등록금 인상률’을 평가
항목으로 반영함으로써,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통해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2009년의 등록금 동결 추세는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배경으로, 사회적 여론을 의식한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동결 방안을 수용하는 형태로
55) 물론 등록금 자율화 이후에도 정부의 물가인상률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제시의 관행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는 전경련(2004)이나 정부의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책
정의 완전 자율화’를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형식적인 조치
이상으로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책정 관행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로 기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8년 후반의 등록금 동결 움직임은 2000년 이후의 맥락에서는 예외
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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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56)
앞서 살펴본 <그림6>에서 우리는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008년의 시점까지는
등록금이 물가인상률을 상회하는 범위로 인상되면서, 2003-2007년의 지속적인 상승세
를 이어나갔지만, 2008년 중반 경제위기의 발생 이후, 2009학년도의 등록금 상승률은
평균 0.4%수준으로 크게 억제된다. 이는 2000년 이후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이 물가상
승률 이하의 수준으로 억제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시적인 등록금 통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매우 불충분한 조
치였다는 점이 드러난다. 등록금 동결 권고 등 정부의 제한된 조치들은 등록금 부담
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더욱 활성화시키면서 문제를 더욱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귀결
된다. 야당과 시민사회 세력들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등록금 부담 인
하 관련 공약의 이행을 요구하며, 등록금 관련 시민단체들의 네트워크를 지역적으로
더욱 확대하는 한편, ‘반값등록금’의 달성이라는 형태의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반값등록금’에 대한 요구는 보수정부의 대선공약 이행요구라는
형태로 등장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은 반값등
록금 의제를 통해서 상당한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고, 민주당은 이제 야당의 입장에
서 경쟁적으로 반값등록금의 확대 요구하는 방식으로 논쟁이 진행된 것이다.
선행연구는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학생 규모에 따른 재정부담 분배의 문제가 매우
정치적인 과정이며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국가별 계급구조, 정부형태 등에 따라 상
이함을 확인한 바 있다.(Ansell, 2010) 한국의 경우, 이미 이러한 정치적 논쟁 없이 사
적 교육비에 의존한 형태로 대학교육에 보편화된 단계에서 교육재정의 부담 문제가
‘반값등록금’의 형태로 제기된 것이다.(하연섭, 2013: 23-24) 계급정당의 성격이 강하
지 않은 두 거대 정당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대학교육의 확대과정에서는 등록금의 지
속적인 상승을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다. 하지만 대학교육의 팽창이 종료된
시점에서는 사실상 전 계층을 포괄하는 수혜자 층이 존재하는 고등교육복지 확대에
두 정당이 잠정적인 이해관계를 지니게 되었다. 서유럽과 같은 형태의 고등교육재정
확대를 둘러싼 계급적 균열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미약한 조건에서, 역설적으로 두 거
56) 2008년 11월 21일 한동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경제상황을 감안 사립대
학들의 등록금 동결과 인상 최소화를 적극 검토한다는 선언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여입학제를 포함한 ‘3불 정책’의 수정과 개방형 이사제의 폐지를 요구하
는 모습 역시 함께 보여준다. 「주요 사립대 내년등록금 동결 검토」, 동아일보 2008년 11월 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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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정당은 2008년 이후의 조건에서 교육복지 확대에 경쟁적으로 나서게 되는 것이
다.(성경륭, 2014)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출의 확대를 동반하는 다양한 등록금 정책
들의 도입은 양대 정당 간의 경쟁적 구도 속에서 상대적으로 손쉽게 이루어졌다. 복
지재정 확충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경쟁 속에서 교육․재정경제 분야 행정부처
의 반대가 극복될 수 있었고, 새로운 고등교육 재정정책이 모습을 드러낸다. 2010년
초에는 등록금 인상의 상한선 규제 방안이 법제화되고, 교육복지 확충을 중심으로 재
정지출 구조의 변화가 나타난다. 다음 절에서 살펴보듯,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직간접
적으로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변형시키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2. 등록금 통제기제의 확립과 구조조정 정책의 변형
1) 등록금 인상 상한제와 교육복지재정 확대
2008년 경제위기와 2009년 봄부터 시작된 등록금 문제에 대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배경으로, 2009년 말에는 일시적인 등록금에 대한 통제를 넘어서는 두 가지 중요한
대응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첫째,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로 대표되는 교육복
지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고등교육재정의 확충이다. 둘째로, 취업후학자금상환제와 연
계되어 도입된 등록금 인상에 대한 법적 제한이다. 이러한 두 제도의 도입은 비단 교
육복지 혹은 등록금 정책의 맥락에서 뿐 아니라 대학구조조정의 변형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009년 7월 30일 교육부가 ‘취업후학자금대출상환제’(ICL: Income Contingent Loan)
도입 방안을 발표한 것은 그 출발점이었다.57) 이후 이 ICL제도의 구체적인 형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야간의 갈등이 2010년 1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당시의 주된 쟁
점은 제도의 설계 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의
문제,58) 그리고 제도의 시행에 따르는 고등교육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
57) 2009년 7월 30일 시행방안이 발표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제도’(ICL)는 당시 시행되고 있던 ‘정
부 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와는 달리 대출자의 경제적 능력이 생길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미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제도는 대출 이후 즉시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최장 10년 거치 기
간이 끝나면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원리금까지 갚아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때문에 경제위
기 이후 정보보증 학자금 대출건수 연체액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학자금 대출 연체, 반
년새 51% 늘어」, 한겨레신문 2009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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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었다. 본 연구의 맥락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후자의 문제, 즉 고등교육 재정지
출 확대에 대한 대응으로 대학의 등록금 수준에 대한 공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문
제에 대한 논쟁이다.
첫째, 사립대학 등록금의 절대 액수 자체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으로, 이는 교과위원
회 소속 민주당 일부 의원과 민주노동당 의원에 의해 적극적으로 주장되었던 방식이
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는 4인가구 최저생계비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듬해
등록금 기준액을 정하고, 등록금 기준액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 상한액
을 명시하는 방안으로서, 당시 사립대학 등록금 금액의 실질적인 인하를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08년 11월에 민주당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토대를 둔 이
러한 방안은 논쟁의 진행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의 원칙
적인 지지를 얻어내는 데 성공할 만큼, 당시의 등록금 문제에 대한 강력한 처방을 담
고 있었다. 하지만 등록금 인하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사립대학들의 강력한
반발과59), 사립대학의 등록금 손실을 공적 재정을 통해 보충해주어야 할 필요성에 대
한 기획재정부의 반발 끝에 이러한 방안은 최종적으로는 도입되지 못한다.
둘째, 사립대학 등록금의 절대 액수에 대한 규제 대신에, 등록금 인상률에 대한 상
한선을 두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대학별 등록금의 인상을 3년 평균
물가인상률의 1.5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고등교육법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
는 이러한 방안은, 일련의 정치적 논쟁 끝에 2010년 1월 13일 국회 내 여야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통과한다.60)
최종적으로 법제화된 ‘등록금 인상 상한제’는 상충하는 논리간의 타협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사립대학 등록금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통하여 등록금
58) 7월 30일 발표 이후 구체적 ICL시행방안을 만들기 위해 교과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하는 과정
에서 애초 안은 후퇴를 거듭한다. 결과적으로 기준소득은 당해년 4인가족 1년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연 1500만 원으로, 상환율도 초과소득의 20%로 높게 정해진다. 교육부가 11월 19일
최종 발표한 정책안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사실상 사라져버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망스
런 학자금 상환제, 다시 고쳐야」, 한겨레 2009년 11월 20일.
59)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등록금 절대액의 상한제를 규정하는 방안에
민주당과 합의했으나, 사립대학들의 반발을 이유로 합의를 번복한다. 액수 상한제 도입 구상이
힘을 잃은 뒤에도 사립대학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는데,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긴급총회를 개최,
정치권의 등록금 상한제 도입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한다. 「‘등록금 인상 억제’ 성과 불구/ 물
가상승률 웃돌아 부담 여전」, 한겨레신문 2010년 1월 14일.
60) 최종적으로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등록금 인상 상한제의 도입과 함께 각 대학별로 등록
금의 심의를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 학생참여를 제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러한 조치들과 함께 ICL법안 역시 함께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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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는 한편 부수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가 담
겨 있는 등록금 액수 상한제의 요구와, 강력한 등록금 통제가 사립대학의 재정손실에
대한 공적 재정투입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행정당국의 요구가 ‘인상률 상한’의 형
태로 타협을 이룬 것이다.
타협안으로서의 성격에서 비롯된 이 법안의 불완전성에 대한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의미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등록금 인상 상한제 도입의 경우 직접적으로
는 <그림6>에서 볼 수 있듯이 2010년 이후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인상률 이하의
수준에 지속적으로 머물게 되는 효과를 낳는다. 가시적인 수치에서 보이는 결과와는
별개로, 무엇보다 이 법안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행정적 조치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이루어지던 대학등록금에 대한 통제가 법제화되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견지하고 있었던 대학에 대한 규제 완화와 자율화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크게 수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의 도래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는 보다 확장해서 생각해볼 필요 있다. 1989년의 사립대학 등록
금 자율화 조치 이후 사실상 대학자율에 맡겨져 왔던 사립대학 등록금이 약 20년만인
2009년에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법적 통제 하에 놓이게 된 것이다. 즉 2004년 이후의
적극적 정원감축 정책이 1989년 이후에 확대되던 정원 자율화 정책 기조에 중대한 수
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2010년 초의 등록금 인상 상한제 법제화는 등록금 자율화
정책에서도 변경이 나타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로써 1989년 이후
지속된 대학자율화 정책의 두 축인 정원책정과 등록금 책정의 자율화는 각각 2004년
의 정원감축 기조와 2010년의 등록금 인상 상한제 도입으로 모두 상당부분 제한 혹은
역전되었다고 할 있다.61)
61) 또한 이것은 정치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입학정원과 등록금 정책을 통해 국가가 위기에 대응하
던 방식에도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음을 함축한다. 2009년 이후의 등록금 통제는 한국 대학교육
역사에서 나타난 세 번째의 강력한 등록금 통제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치경제적 위기상
황과 동반하여 나타난 두 번의 통제(1970년대 후반과 1997년 외환위기 이후)가 일시적인 등록금
통제와 1-2년 후 이전 수준으로 복귀한 것과는 달리 2009년의 등록금 통제는 법제화되어 현 시
점까지 지속되고 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등록금 정책과 정원 확대 정책의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다. 즉 1980년대
초중반과 1997년의 위기에 국가는, 등록금 통제하는 한편, 입학정원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압력
을 완화하고자 했다. 하지만 대학진학률이 오히려 하락하는 2008년의 시점에서 정원 확대 정책
은 정당성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1990년대 후반에 관료주도적 정원정책은
이미 그 정치적 효력을 상실했다는 김종엽의 주장은 그 시점을 다소 이르게 잡은 것으로 보인
다.(김종엽, 1999: 18)
바로 이러한 조건에서 등록금 문제는 대학교육의 정당성 관리 문제에서 핵심적인 정책으로 부상하게
된다. 이로써 등록금 문제는, 성장기의 대학구조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는 다른 위상을 점유하
게 되며, 대학재정의 비용분담의 문제에서 핵심적인 문제로 부상하게 되는 것이다. 2009년의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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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의 정당성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시행된 교육복지재정의 확충과 이와 함
께 제도화된 등록금에 대한 법적 통제는 비단 교육재정 정책 뿐 아니라, 대학구조조
정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는 본 연구의 관심에서도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즉 등록금
인상 상한제의 도입은 앞선 시기 구조조정의 자원동원 전략이었던 등록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안을 법제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후의 시점에서 정원감축 등 대학구조조정을 시도하는 정부는 재정부담을 둘
러싸고 사립대학의 더욱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는 동시에, 새로운 자원동원 전략을 고
안해낼 필요에 직면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나타나는
2008-2011년 중반 시기의 구조조정 정책의 변화와, 이를 둘러싼 국가와 사립대학 사
이의 고조되는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자.
2) 재정지원 제한방식 구조조정의 도입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2008년까지 다소 소강상태에 머무르던 대학구조조정 정책
은 2009-2010년에 걸치는 기간에 재정비,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다. 선행연구들
은 이 기간을 2007년까지 추진된 구조조정과 2011년 후반기에 다시 본격화된 구조조
정 사이에 놓인 일종의 ‘소강상태’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여준다.(신현석, 2012: 2; 반상
진, 2014: 22) 물론 앞선 <그림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기간의 구조조정 정
책은 정원감축을 기준으로 볼 때 두드러진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와는 별개로, 2009-2010년의 시기는 구조조정 정책의 형태에 중
대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정책의 시행을 둘러싼 국가와 사립대학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때문에 이 시기를 단순히 ‘소강기’로 이해할 경우 2011년
이후의 사건 전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앞
선 2007년까지의 시기와는 달리 이 시기에 변형, 추진되었던 구조조정 정책은 왜 정
치적 갈등의 고조와 미약한 성과라는 결과로 귀결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일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본격적인 사립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2009년 2월의 ‘대학구조개혁 추
진 방안’의 발표와 5월 8일 ‘대학선진화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부실대학 퇴출사업’으
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62) 이 정책은 전체 대학 기관을 재무지표 5개와 교육지표 6
인상 법제화는, 이렇게 등록금 정책에 부여된 상이한 위상을 전제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62) 대학선진화위원회는 교과부 장관 자문기구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으나, 단순한 자문기능 이상으
로 대학평가지표의 확정, 부실대학의 선정, 경영 개선 유도작업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었
다. 2009년 당시 대학선진화위원회에는 총 14명이 참가하고 있었으며, 교육계 4명, 사학관계자 3

3장 정당성 위기 관리와 대학재정 의존형 구조조정: 2008-2011 59

개로 구성된 부실대학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들을
경영부실대학으로 판정, 타 대학과의 합병이나 해산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63)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의 대학 ‘자율화’ 정책 기조가 부분적으로 변경,
국가의 개입에 의한 대학기관의 퇴출과 정원감축이 본격화되었음을 함축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통해서 퇴출 대상 부실 사립대학 명단을 발표하는
작업은 이를 뒷받침할 수 없는 법적 근거의 미비와, 해당 사립대학들의 반발에 밀려
사실상 크게 축소된다.64)
하지만 2010년 초부터 2009년의 정책과는 다소 형태를 달리하는 대학구조조정 정책
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러한 정책은 2010년 1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처음
으로 논의되는데, 이 회의에서는 취업률이 낮은 대학들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
하는 방식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65) 각각 5월과 7월에 열린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다시금 강조되는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8월 25일, 2011년부터 전체 대학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하위 15%를 선정한
후, 이들에 대한 학자금 대출 한도에 제한을 두기로 하는 방침을 발표한다.
2010년 8월 25일에 발표된 학자금 대출제한 정책은 2008-2011년 시기의 가장 특징
명, 유관기관대표 2명, 법률계와 산업계, 언론계 등에서 5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들 위원들의
면면과 특징에 대해서는 안민석(2009: 43)을 참조.
63) 부실대학 판정은 재정지표와 교육지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재정지표는 운영비율, 재학생충
원율, 등록금의존율, 운영수익의 3년 연속 증가여부, 등록금수입에서 교직원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 등 5개 지표로, 교육지표는 신입생충원율, 중도탈락률,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원1
인당 인건비, 학생취업률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64) 교과부와 대학선진화위원회는 당초 2009년 11월에 부실대학 명단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사립대
학의 반발에 밀려 12월로 연기, 12월 24일에 부실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하지만 선정된 대
학이 8곳에 그칠 뿐 아니라, 대학 명단 역시 공개하지 못하고, 각종 행정적 조치를 통한 간접적
인 제재를 시행하는데 그친다.
이는 교육부 장관 등 행정부 당국에게 특정한 지표 평가를 근거로 대학의 퇴출과 구조조정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었다. 고등교육법상 대학 퇴출의 근거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평가를 통해 퇴출 대상 대학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교과부의 자체 법률검토 결과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부결
론을 얻으면서 유보된다. 「퇴출대상 부실 사립대 스스로 門을 닫게 하라」, 동아일보 2009년 12
월 26일.
65) 국가고용전략회의의 전반적 활동에 대해서는 박준도(2010)를 참조할 수 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학구조조정이 국가 고용전략, 혹은 실업률 관리 전략
의 일환으로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취
업률에 대한 강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2004년 이후 대학과 산업수요의 연계를 조정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던 취업률 지표는 대학정보 공시제의 시행 이후 구조조정
정책과 더욱 긴밀하게 연동되어 사용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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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정책임과 동시에, 이후 2011년 이후까지 이어질 구조조정 정책의 형태를 예시한
다는 점에서 그 내용과 형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
정책은 전체 대학을 교육품질과 재정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해, A․
B․C 세 등급으로 나누고, 하위 15% 약 50여개 대학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한도에
제한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66)
여기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2010년 이후의 시점에서 등장한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은 2003-2007년에 추진되었던 정책과 그 형태를 달리 한다는 점이다.
이는 무엇보다 구조조정과 정부의 재정지원을 연계시키는 방법의 차이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즉 2003-2007년 시기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유인책으로 하는 구조조정 정
책이 아니라, 특히 복지재정을 포함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으로부터 일정 비율의 대학
기관을 제외시키는 형태의 정책이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재정지원 제
한 방식’의 구조조정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신현석, 2012: 33) 기관에 대한 상대평
가를 통해서 일정 비율의 대학 기관의 복지재정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이러한 방식의
구조조정 정책은 학생 개인단위의 지원의 형태를 띠고 있는 복지재정을 기관 단위의
경쟁과 규율의 확립을 위한 제재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67)
구조조정에 대한 국가개입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전에 비해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장
된다. 2004년 이후의 구조조정 정책에서 국가 역할의 범위는 유인(incentive)의 제공,
혹은 이러한 유인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2010년
이후에는 전체 대학에 대한 일괄적인 평가, 대학의 등급화, 정부 재정지원 자격의 박탈
등 보다 폭넓은 영역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재정지원의 제한
(constraint)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이러한 국가 개입 범위의 확장이야말로, 2010
년에 등장한 구조조정 정책의 본질적인 특징을 이룬다.
66)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취업률(20%), 재학생 충원율(35%), 전임교원 확보율(5%) 학사관리(5%) 등
교육품질 지표 4가지와, 저소득층 학생지원실적, 대출금 상환율 등 재정건전성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주목할 만한 지점은 여기서 취업률과 재학생충원률 두 개의 지표가 55%의 비중을 차지한
다는 점이다. 이는 2004년 이후 집계․발표되어 오던 취업률 지표가 본격적으로 구조조정 정책
과 결합하여, 정원감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재학생충원률에 대한 강조는, 이 학자금 대출 제한 방안이 ‘정원감축’을 명시적으로 내걸고 있지
는 않더라도, 사실상 대학들의 정원감축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재학생
충원률 지표에 대한 강조가 상대평가와 대학의 등급화라는 정책 형태와 결합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라 할 수 있다.
67)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지만, 2010년 구조조정 정책의 이러한 형태는 2011년 중반 이후 더욱 확
대, 전면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2014년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 정책도 이러한 형태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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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재정지원 양식의 변화와 국가개입 범위 확장을 이끈 요인은 무엇인
가? 왜 2008년의 시점까지 시장주도적인 구조조정의 원칙을 천명하던 이명박 정부 하
에서, 이러한 강력한 국가주도적 정책이 2010년의 시점에서 출현하는가? 이에 대한 답
은 앞서 살펴본 고등교육 재정지출 구조의 변화를 매개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2009년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던 복지재정의 지원에 엄격한 경쟁과 선결조건을 요
구함으로써, 복지재정의 지원을 대학 정책의 기제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야말로 이러
한 변화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2008년 경제위기 이후의 복지재정 지출의 확대는 국가의 고등교
육 재정지출의 구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앞의 <그림5>로 돌아가 보면,
2003-2007년 이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던 학생복지 형태의 재정지출이 200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공립대 경상비 형태의 지원을 제외한 재정지출의 약 20%
를 차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2008년 학생복지 사업의 확대와, 2009년 말의 ICL사업
도입의 효과인 이러한 변화는 특수목적 지원 비중의 빠른 감소와 병행하여 나타난다.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일반지원

특수목적지원

학생복지

<그림11> 대학 재정지원 유형 별 액수
주: 단위 억 원
출처: 나라살림 예산개요 참고자료(2000-2013년)에서 자료 재구성

이는 <그림11>의 재정지출 유형별 액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까지
연 평균 23%의 성장세를 이어오던 특수목적지원 액수는 2008년 학생복지 액수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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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함께 2012년까지 사실상 동결된다. 이는 복지재정의 비중 확대가, 추가적인 재원
의 투입과 고등교육 재정지출의 확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수목적 형태의 지원을
감소시키는 형태로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행정관료의 입장에서, 특수목적 지원 사업을 통해서 대학기관을
통제하며 독자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이 복지재정의 확충과 함께 둔화
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사업지원-평가와 연계된 재정지원의 형태가 아니라, 학생복지
의 형태로 대학기관에게 지원되는 재정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정지원을 정책수단으
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의 재량도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2010년 이후의 구조조
정 정책의 변화는,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재정 명목으로 지출되는 항목에 대한 엄격한
조건과 평가를 결부시킴으로써, 복지재정 자체를 구조조정 과정에서 하나의 정책도구
로 활용하고자 하는 행정관료적 기획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2절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이전 시기 구조조정의 자원동원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등록금의 인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 도래했으며, 이와 동반된 복지재정 지출
확대에 대한 대응으로서 국가의 구조조정 형태 역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한하
는 방식으로 수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재정적 비용을
사적 주체들에게 부담시키는 전략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고, 국가 역시 전반적인 긴
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 정책의 비용은 대학재정에 의존할 수밖
에 없는 조건이 창출된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국가와 사립대학 간의 갈등구도를 형성하는 모습과, 그러한 갈등구도가 정원감축으로
나타나는 구조조정 정책의 결과에 반영되는 양상을 살펴본다.

3. 자원동원 문제와 대학재정 의존형 구조조정의 교착
1) 대학의 수입구조 변화와 재정압박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2010년의 등록금 인상 상한제의 법제화는 전체적으로 볼 때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묶어놓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그
렇다면 이러한 등록금 인상 상한제 도입과, 그와 함께 도입된 취업후학자금상환제, 정
부의 고등교육재정구조가 대학의 재정구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자. 이
를 이해하는 것은 구조조정과 관련된 국가와 대학 사이의 갈등관계를 이해하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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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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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사립대 운영수입 증가율과 등록금 수입 증가율 추이
자료: 사립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교비회계/산학협력단회계 자금계산서
출처: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그림12>는 각 회계연도 사립대학의 전체 운영수입 증가율과 등록금 수입 증가율
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경제위기 이후의 등록금 통
제의 결과 등록금 수입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한다는 사실이다. 2005년 이후 약
9-10%대를 유지하던 등록금 수입 증가율은 2009년 이후 2%대로 급감하여, 2011년까
지 2-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등록금 의존비율이 높고, 국고보조금 수입의 안정
성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립대학들의 가장 안정적인 수입원의 증가율이 크게 감소
했음을 의미한다.
쉽게 예측할 수 있듯이, 등록금 수입 증가율의 하락과 함께, 전체 운영수입의 증가
율도 크게 하락한다. 그런데 2003-2007년까지의 기간 동안 운영수입의 증가와 등록금
수입의 증가가 대단히 밀접하게 연계되어있던 것과 달리, 2009년 이후에는 이러한 관
계가 느슨해지는 사실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즉 등록금 수입 증가율에 비해서 운
영수입 증가율의 둔화가 훨씬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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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사립 일반 및 전문대학 지역별 국고보조금 수입 추이 (단위: 천 원)
주: 교비회계 기준
자료: 사립대학 회계정보시스템

이는 대학의 운영수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감소하는 대신, 국고
보조금의 비중이 상승하는 것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그림8>에서 보듯이
2005-2008년 동안 교비회계 수입의 1-2% 정도의 비중만을 차지하던 국고보조금 수
입은 2009년 이후 약 3-4%까지 증가한다. 이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에 모두 해
당되지만, 특히 <그림13>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대학의 경우 2004년의 재정지원 제
도 변화 이후 절대적으로 줄어들었던 국고보조금의 지원이 2008년 이후 더욱 빠르게
늘어난다. 이는 국가의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지원 기조가 학생복지 지원금 형태
의 보조금의 증가추세와 함께 부분적으로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국고보조금의 증가는 등록금에 대한 통제로 인한 사립대학들의 재정
손실을 온전히 메워주지는 못했다. 다만 ‘선택과 집중’의 기조 속에서 주로 수도권의
연구중심대학들을 중심으로 지원되었던 정부 재정을 복지재정의 형태로 전환하여, 지
방 사립대학에 지원되는 재정의 몫을 다소 증가시켰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등록금
수입 상승이 지속되었던 2008년까지의 시기와는 달리, 사립대학들의 재정 조달에 지
속적인 어려움을 안겨주는 조건이 된다.
<그림14>는 전체 사립 일반대학 중 전년대비 재정수입의 감소를 경험한 대학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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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등록금 동결 흐름이 확산되는 2009년 이후 전
년대비 수입이 감소하는 사립대학들은 다시 빠르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일반대학에 비해 등록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전문대학에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008년 이전과 2009년 이후의 상황의 대비는, 사립대학의 재정
조달의 환경이 등록금 규제와 함께 중대한 변화를 보여주었음을 알려준다.6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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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전년대비 운영수입 감소 사립대학 수
자료출처: 사립대학 회계정보시스템/ 교비회계 기준
주: 2009년 기준 전체 사립 일반대학 143개, 전문대학 134개

요약해보면,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국가의 정당성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등장했던
등록금 인상 상한제의 법제화는 대학 재정규모의 성장률을 크게 둔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등록금 수입 규모의 빠른 증가에 의존했던 재정수입과 지출의 관행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대학의 재정압박은 이후 대
학구조조정 정책에서의 국가-대학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69)
68) 2009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이하의 운영수입 성장을 보였던 사립 일반대학들은 모두 43개로,
전체 대학의 30%에 해당한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10개, 인천․경기 5개, 부산․경상남북도
14개, 광주․전라남북도 6개, 강원도 3개, 대전․충청남북도 5개를 보이는데, 이는 수도권/지방으
로 나누어 볼 경우 수도권 대학의 24%, 지방대학의 3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는 지방 소재
사립대학의 재정 부담이 수도권에 비해 컸음을 보여준다.
69) 사실 이러한 주장은 다소 조심스럽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 등에 대한
비판들이 언급하듯이, 이전의 비합리적인 등록금 인상의 결과로 지속되었던 대학재정의 확장이
위축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등록금에 대한 통제에 대한 필요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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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재정 의존형 구조조정의 교착
위에서 우리는 경제위기 이후 학생복지 재정지출의 증가와 재정지원 제한 방식 구
조조정의 도입, 또한 등록금 인상 상한제 법제화 이후 대학들이 경험한 재정압박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추진되는 국가의 구조조정 정책은 정원감축에 따르
는 재정 부담을 대학재정을 통해 충당할 것을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쟁점이 되었던 구조조정 과정에
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의 문제가 대학재정에 의존하는 방식으
로 잠정적으로 조정된 것이다.
하지만 2009년 이후의 시점에서 이러한 방식의 구조조정 정책은 사립대학의 강력한
조직적 반발에 부딪힌다. 특히 앞서 살펴본 2010년 8월 25일의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조치 이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5%의 제재 대상을 추려내는 방식의 정책방향과
개인 단위의 학생 복지 재정을 대학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침에 대한
불만들이 두드러지게 표출된다.70)
이러한 사립대들의 조직적인 반발에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로 내건
정책적 문제들 이외에도, 이러한 학자금 대출 제한 조치가 구조조정의 전초전, 혹은
사실상의 시작이라는 인식이 중요한 반대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71) 앞
서 보았듯이 2010년 8월의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은 2009년의 대학구조개혁 방안과는
달리 구조조정을 전면에 내걸고 있지는 않았지만, 기관 전체에 대한 상대평가라는 형
다만 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기의 현실화된 대학재정의 정체 혹은 부(-)의 성장
이 구조조정에 대한 사립대학들의 입장을 보다 강경하게 만들었으며, 대학재정에 구조조정에 대
한 비용부담이 거의 전적으로 전가되는 상황에서 국가와 사립대학 간의 재정분담의 정치는 보다
갈등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는 것이다.
70) 2010년 9월 1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전체 성명을 통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대출한도 제
한대학 발표가 학자금 대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평가지표의 객관성과 타당성에 대한
우려를 밝힌다. 다음날인 9월 2일에는 4년제 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역시 학자
금 대출한도 제한 조치를 완화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공문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에
대한 항의를 표시한다. 「전문대協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재검토해야」, 교수신문 2010년 09월
01일; 「대교협도 ‘학자금 대출제한 완화’ 건의」, 교수신문 2010년 09월 02일.
71) 당시 사립대학 관계자들은 학자금 대출제한은 ‘구실’일 뿐 실제로는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으로
받아들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다른 관측들은 학자금 대출제한 조치가 실제로 재정건전성에 기
여하는 바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압박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
어놓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당시 표면적인 대학들의 반발 사유 이면에는 구조조정
을 둘러싼 국가와 사립대학 사이의 힘겨루기가 존재한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학
자금 대출제한 50개大’ 발표 돌연 연기」, 동아일보 2010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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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평가지표에서 드러나는 상대평가의 내용 등을 볼 때 사실상 학생정원 감축을 강
제하는 구조조정 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때문에 당시의 사립대학들의 반발은 학
자금 대출제한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뿐 아니라, 등록금 인상 상한제 도입이라는 조
건에서 추진되는 구조조정에 대한 불만의 표출의 의미를 강하게 띠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9월의 대출한도 제한 대학의 발표 과정에서 나타난 사립대학들의 반발은 교
육과학기술부의 당초 계획을 크게 약화시키는데 부분적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 최종적으로 9월 7일에 발표된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의 명단은, 교육과학기술
부가 당초에 내걸었던 하위 15%를 선정한다는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30개 대학에
그치고 있다. 즉 2010년 하반기의 시점에서 교육부를 비롯한 행정부는 구조조정 정책
을 밀고나가는 과정에서 완전한 주도권을 획득하지 못하며, 학자금 대출제한 사업과
등록금 인상 상한제 등을 둘러싼 사립대학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는 모습을 보여준
다.
이러한 갈등국면은 <그림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원감축의 사실상의 정체로
귀결된다. 2007년까지의 진행된 정원감축 정책이 일단락된 후, 2009-2010년 이후 본
격적으로 재추진된 구조조정 정책은 연평균 3000여 명의 정원감축 정도의 결과를 낳
는데 머무른다. 선행연구들은 이를 근거로 이 시기를 구조조정의 ‘소강기’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는 오히려 2009년 이후, 특히 재정지원 제한의 방식이 도입된
2010년 이후 추진된 국가의 구조조정 정책이 정원 감축에 수반되는 재정비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을 격화시키며 교착상태에 빠진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이 시점까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국가는 재정지원 제한방식의 구조조정을 도입하며 사립대학과
대립각을 세워나갔지만 실질적으로 사립대학들을 통제하면서 정원감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제적 수단도, 또한 등록금 이외의 재정부담 문제에 대한 조정의 방식 역시 확
보하지 못했던 것이다.
구조조정 정책과 함께 등록금 인상 등 대학재정 자율화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재정
부담을 해소할 수 있었던 이전의 국면과는 달리, 국가의 긴축재정 기조가 유지되는
동시에 등록금에 대한 정부 통제도 강화되는 시기에서 추진되는 구조조정 정책은 상
당부분 대학의 자체적인 재정부담에 의해서 충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
다. 다시 말해 이 시기의 구조조정 정책은 대안적인 소득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
서 추진되는 ‘대학재정 의존형 구조조정’의 형태를 띠었던 것이다.
대학재정에 의존한 구조조정 정책은 등록금 이외의 대안적인 대학재정 수입의 구조
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용부담 문제를 둘러싼 국가와 사립대학 사이의 갈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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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악화시키는 난점을 지니고 있었다. 고등교육재정을 등록금에 의존해왔던 역사적
관행이 경로의존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대학등록금에 대한 국가 통제의 본격화는,
다른 한편으로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국가의 역량을 제한하는 역설적인 효과를 낳
은 것이다. 등록금의 지속적 상승을 묵인하는 대가로 정원감축을 추진할 수 있었던
2003-2007년의 거울상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은 구조조정기 한국 국가의 취약
성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72) 그리고 그렇게 야기된 교착국면은 예기치 않았던 대중운
동과 뒤이은 정치적 논쟁의 과정에서 무너지기 전까지 지속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
한 정치사회적 과정에서 새로운 대학구조조정의 국면이 등장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72) 국가의 대학정원과 등록금 개입의 측면에서 보이는 2003-2007년과 2008-2011년의 대비는 권위
주의 시기의 고등교육 정책에서 관찰되는 입학정원에 대한 통제와 등록금에 대한 통제의 상충관
계(Trade-off)와 사실상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박거용, 2005: 249) 이러한 유사성은 사립대
학 비중이 높고 등록금에 압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고등교육 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가
사립대학 재정충당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두 변수인 대학정원과 등록금을 한꺼번에 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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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교육복지 확대와 국가재정 의존형 구조조정: 2011-2012
4장에서는 2011년 ‘반값등록금’ 운동의 등장과 함께, 2009년 이후 교착국면에 접어
들었던 대학구조조정 정책이 확대재편, 급속도로 추진되었던 시기를 다룬다.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반값등록금 문제는 2011년 5월 말을 기점으로 대규모 대
중운동으로 전화된다. 이러한 운동의 여파 속에서 입법부 내 정당들은 국가재정 투입
의 규모와 그 형태, 재정지출 확대와 대학구조조정의 병행실시 여부 등을 놓고 치열
한 논쟁을 벌인다.
본 연구가 ‘반값등록금 논쟁’이라 지칭할 일련의 논쟁은 한편으로는 국가장학금 제
도의 도입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강도 높은 대학구조조정의 실시로 귀결되었다. 국가
장학금 제도의 도입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도입을 통한 명목등록금 인하 방안에 대
응하여 행정부 주도로 추진되었으며, 학생 개인에게 지원되는 복지재정을 통해 사립
대학 등록금 수입을 보조해주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과 함께
고등교육 재정지출은 연평균 2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며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행정관료 주도로 확대재편된 구조조정 정책은, 전체 대학에 대
한 상대평가와 등급화, 정부재정지원의 제한 등에 걸친 국가개입을 한층 확대·강화하
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정책은 2012년 이후 사립대학
의 정원감축을 다시 재개하는 동시에, 등록금에 대한 통제 역시 한층 강화한다. 이로
써 대학입학정원과 등록금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된 축으로 하는 1989년 이후의 대학
자율화 흐름은 한층 더 역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2012년 이후의 정원감축의 재개는 한편으로는 국가의 강력한 행정적 수단을 동원한
사립대학 압박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재정의 형태로 급속하
게 확대된 국가재정이 등록금 수입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비용부담의 문제를 잠정적
으로 조정해낼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복지재정 형태의 국가재정 지원은 구조조
정 정책의 시행과 맞물리면서, 국가정책의 수행의 수단으로서의 의미 뿐 아니라, 사립
대학의 재정부담을 일정부분 해소하는 이중적 역할을 떠맡게 된 것이다. 본 연구가
‘국가재정 의존형 구조조정’으로 규정할 2011년 이후의 구조조정 정책은 국가재정의
급속한 확대와 구조조정의 성과를 교환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이는 2014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형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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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성 위기의 지속과 ‘반값등록금 논쟁’
1) ‘반값등록금’ 대중운동의 등장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반값등록금’ 의제는, 2011년 초부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2012년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등록금 문제가 선거의 핵심 의제
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면서 양대 정당들은 등록금 관련 공약들을 경쟁적으
로 발표한다. 민주당은 1월 13일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으로 대
표되는 이른바 ‘3+1 무상복지 정책’을 선언하면서, ‘반값등록금’을 복지 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서 당론으로 채택한다.73) 반면 한나라당은 5월 22일 황우여 원내대표의 ‘감
세 철회’와 ‘반값등록금’ 추진 의사 발표를 계기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서 보다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양대 정당들의 적극적인 자세는 2011년 초반부터 활발하게 제기되었던 ‘반
값등록금’ 운동의 결과임과 동시에, 운동을 보다 확장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2011년
봄부터 각 학교의 총학생회와 ‘전국등록금네트워크’, ‘한국대학생연합’ 등의 시민단체
연합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표출되었던 등록금 인하 요구는,74) 2011년 5월의 황우여
원내대표의 ‘반값등록금 추진’ 발언에 이은 당정청 갈등을 기점으로 대규모 장외 대중
운동으로 전화해나간다. 2009년 이후 도입된 등록금 인상 상한제와 ICL제도는 등록금
운동에 대한 대응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이들의 정치적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대학교육의 정당성 위기는 여전히 지속되었고, 오히려 2011년의
반값등록금 운동에서 하나의 정점을 이루었다.
2011년 5월 후반에 시작되어 6월 후반까지 약 한 달 여 동안 지속된 ‘반값등록금’
장외운동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주로 개별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대
학 내부 운동의 형태를 띠고 있었던 등록금 운동이, 2008년 이후 발전하기 시작한 학
생과 시민운동단체간의 폭넓은 연합을 통해 정치적 운동으로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다
73) 민주당은 2010년 10·3 전당대회에서 ‘보편적 복지’를 강령으로 채택한 이후 구체적인 정책으로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무상보육과 함께 반값등록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 하지만 여기서 ‘반값등
록금’ 공약의 내용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당론은 첫째, 국가
장학금의 대폭 확대, 둘째, ICL제도의 개선, 셋째, 등록금 상한제와 연계한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다. 이러한 입장은 2011년 6월 이후의 민주당의 교부금법안과 명목등록금 인하
방안과는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74) 2011년 봄 당시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운동권’ 총학생회들의 부활과, 각 대학수준
에서의 학생총회 성사 등의 내용은 김환표(2012e: 173-175)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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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장수명, 2011: 81-82) 운동의 요구의 측면
에서 볼 때, 2011년의 대중운동은 한편으로는 2008년부터 지속되어 온 등록금 운동과
연속성을 보여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명목등록금의 절반 수준 인하를 위한 국가
재정의 확충 요구에 집중한다는 차별성을 보여주었다.75)
‘반값등록금’ 운동은 이러한 대중동원에 힘입어, 고등교육재정과 등록금 문제를 당
시 정국의 핵심 문제로 부상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효과적인 대중동원은 각 정치세
력에게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전과는 다른 정치적 입장을 내놓을 것을 강제하는 데
에 성공한다. 무엇보다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선회가 두드러지는데, 장학금 확대 등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들에 대한 지지에서 벗어나, 6월 13일에는 약 5조 7천억 규모
의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해서 명목 등록금을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급격히 선회한
다.76) 이후의 국면은 이를 계기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의 야당과 시민단체의 네트
워크, 학생간의 일종의 정책연합이 여당인 한나라당을 압박하면서, 한나라당 역시 이
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진행된다.
반값등록금 집회와 함께 열린 6월 국회에서, 국가재정지출의 폭과 등록금 지원의
형태를 둘러싼 논쟁은 여야 사이의 가장 치열한 쟁점으로 부상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 시기에 시작되어 약 9월까지 지속되었던 정치적 논쟁들을 ‘반값등록금 논쟁’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국회상임위원회 내에서, 여야 대표간의 회동을 통해서, 또한 여당을
중심으로 한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갈등을 통해서 다양한 수준에서 전개된 이 논쟁
은 반값등록금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규모와 원칙의 문제, 사립
대학 지배구조의 문제,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문제 등 보다 폭넓은 문제들로 확장된다.
그리고 이 시기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대학구조조정 정책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 논쟁의 구도와 그 결과가 대학구조조정정책변화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75) 이 외에도 장수명(2011: 83-84)과 최고봉(2011: 116)은 반값등록금 운동의 특성을 역진적 구조
피해자인 지방사립대학과 전문대학생의 투쟁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반값등록금 이외에
교육의 품질과 내용, 고용과 노동시장의 취업 문제와 연계된 내용은 없다는 점, 대학의 공공성
확대나 국공립 전환 등 대학체제 개편에 대한 요구가 부재했다는 점 등을 꼽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비록 운동적인 관점의 당위적 가치평가를 많이 내포하고 있지만, 앞서 지적했
듯이 반값등록금 운동의 성격이 수익자 부담원칙의 역사적 관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을 보여주는 또 다른 논의라고 할 수 있다.(손준종, 2013: 192-194)
76) 2011년 6월 7일 까지는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선별적 장학금 확대 안을 제기하고 있었던 민주
당은 손학규 원내대표가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야유를 받은 사건 이후 입장을
급선회하여,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감세 철회 통한 명목등록금 인하의 입장으로 돌아선
다. 「반값 등록금 연대 확산/ 민주 ‘반값등록금’ 정책 급선회 “국공립대 내년부터 절반으로”」, 한겨
레신문 2001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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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합하는 대안들과 행정관료적 대응의 부상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 의회 내부에서 진행되었던 이러한 논쟁은, 주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과 여당인 한나라당의 사립학교 구조조정 지
원법안이 맞부딪는 구도로 진행되었다. <표3>은 당시 ‘반값등록금 논쟁’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법률 의안들과, 논의의 경과를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2009년-2010년에 각기 다른 맥락에서 제안되었던 의안들이 이전의 답보상태에서 벗
어나, 2011년의 등록금 운동이 만들어낸 논쟁의 장에 호출되어 본격적으로 논의의 대
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논쟁의 대상이 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사립대학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각각 서로 다른 측면에서 당시의 사립학교 체제의 근본적인 지점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획을 담고 있었다. 이미 우리는 앞선 2장에서, 2003-2005년의 시기
동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과 사립대학 구조조정 법안이 사립학교 재정문제의 대안
적 해결책으로서 논의되었던 경과를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논쟁의 구도는 2011년 6
월 이후 보다 극적인 방식으로 재현되어, 반값등록금 요구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비중
있게 논의되는 것이다.
제안자

의안명

제안일

상정일

의결결과

2012.5.29
소관위원회:2011.3.4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2009.11.13 법안심사소위: 2011.8.1 임기만료
폐기
2012.5.29
임해규 의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2009.11.23 소관위원회:2011.3.4 임기만료
외 16인
법안심사소위: 2011.8.1 폐기
2012.5.29
권영길 의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2011.6.7 소관위원회:2011.6.14 임기만료
외 10인
법안심사소위: 2011.8.1 폐기
2012.5.29
김선동 의원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2010.5.6 소관위원회:2011.4.14 임기만료
외 11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법안심사소위: 2011.8.1 폐기
<표3> 2011년 ‘반값등록금 논쟁’에서 논의된 법안들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김우남 의원
외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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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시기에 진행된 논쟁은 분명히 단순히 반값등록금 운동에 대한 대응의 문제에
서 출발하여 국가재정지출 규모와 등록금 지원 방식에 대한 논쟁에서 출발했지만, 그
것이 함축하고 있는 문제들은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었던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반
값등록금’ 운동을 계기로, 대안으로서 논의되었던 상이한 방안들 중 어떤 것이 최종적
으로 채택되는지에 따라, 등록금에 의존한 사립학교 체제의 기존 조건이 크게 변경될
수도 있었던 유동적인 국면이 2011년 6-8월의 기간 동안 이어졌다고 평가내릴 수 있
을 것이다.
당시 반값등록금 운동 진영과의 접촉을 계기로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요구하며 입장
을 선회한 민주당은, 대기업 감세 철회를 통한 재정확보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통과를 통한 교부금 형태의 기관지원, 그리고 이를 통한 명목등록금 절반 수준의 인
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었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듯이 16대·17대 국회에
서도 발의된 바 있었고, 2003-2004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
일각에서도 유력한 정책적 대안으로 검토했었던 이 법안은 반값등록금 운동의 맥락에
서 다시 정치적 대안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이 법안이 지닌 ‘현상변경적’ 의미는 단순히 교부금 형태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이
고등교육 재정지출의 획기적인 증대와, 기획재정부 등 관료집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자
유로운 재정 규모 책정이 가능해진다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2011년의 시점에서, 교
부금 형태의 대학 지원은 2003-2004년에 교부금법을 누르고 교육재정 지원형태의 ‘우
세종’으로 기능해왔던 ‘평가-선별적 재정지원’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내용
을 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즉 2004년의 일반지원 형태의 재정지원
이 폐지된 이후,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기관에 대한 경상비 지원을 교부금 형태로
부활시킴으로써, 평가와 선별의 과정을 통해 유지되었던 사립대학에 대한 규율 기제
가 상당부분 무력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던 것이다.77)
반면 여당인 한나라당은 황우여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대기업 감세기조의 재검토를
포함한, 3조 5천억 규모의 고등교육재정 투입을 통한 명목등록금 인하의 반응을 내어
놓는다. 이는 야당과의 경쟁구도 속에서, 기존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제도의 보
완과 장학금 확충 등의 복지 확대 방안에서 벗어나,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을 통한 명
목등록금 인하 노력이라는 방향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재정확대에
77) 이러한 우려는 국회 내부의 논의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견해들은 정부가 재
정지원에 대한 기관의 책무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부금 형태의 재정지원이 이
른바 ‘눈먼 돈’으로 ‘부실’ 사립대학에게 지원될 수도 있다는 주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국회사무
처, 2011. 「제18대 국회 제301회 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201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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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동의와 동시에,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 역시 지속적으로 강하게
제기된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위의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표출된다.78)
이렇게 한나라당이 6월 후반이 되면 야당·시민단체·학생 간 정책연합의 압박 속에
서 재정지출 통한 대학지원과 명목등록금 인하 방안에 동의하면서, 입법부 내에서는
일정 정도의 합의가 마련된다.79) 하지만 이러한 입법부 내부의 의견 절충과정은 행정
부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반대의견에 부딪치면서 난항을 겪는다. 청와대를 정점으로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들은 야당의 대안이었던 재정교부금 형태의
고등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는 한편, 등록금 지원에 대한 선행
작업으로 이른바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다.80) 이러한 행정부 집단의 통일된 인식의 일환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는 반값등록
금 논쟁의 와중에 사립대학 구조조정 법안의 처리를 지원하는 한편, 대학구조조정의
기반 조성을 위한 작업들을 추진해나간다.
즉 5월 말에서 6월 말까지의 기간은 여야가 재정지출의 확대와 명목등록금 인하에
합의한 가운데, 재정지원에 선행하는 구조조정을 강조하는 행정부처와의 갈등이 빚어
지는 시기로 요약될 수 있다. 즉 반값등록금 운동에 대한 대응으로 인한 재정지출의
확대를 앞두고, 이 재정지원의 규모와 형태, 그것의 수혜조건을 확정짓는 크게 세 가
지 방식, 즉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사립학교 구조조정법, 행정관료적 구조조정이 서
로 경합, 또는 착종되어 제시되는 국면이 이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2011년 9월을 기점으로 사립학교 법인의 기본적인 성격을 변화시킴으로써
퇴출구조를 마련하겠다는 법안과, 공적 자금투입을 매개로 국가의 대학에 대한 새로
운 공적 지원과 통제기제를 확립하겠다는 현상변경적인 두 대안이 모두 정책의 장에
78)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는 고등교육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요구를 일정정도 수용하는 한편, 대학
구조조정법안 통과를 포함하는 일종의 ‘그랜드 플랜’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의 정치적 논
쟁을 계기로, 2004년 이래 일종의 해묵은 과제라 할 수 있는 사립대학 설립자 재산환원을 법제
화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등록금 갈등’ 이렇게 풀자 / <上> 정치권, 어떤 정책 내놨
나」, 동아일보 2011년 6월 10일
79) 한나라당이 6월 23일 내놓은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종합대착’은 3년간 6조 8천억 규모의 국가재
정을 투입하여 등록금 부담 완화에 나서는 한편, ICL제도의 실질적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는 방
안이었다. 이는 양당간의 복지 경쟁 구도 속에서 한나라당이 초기의 입장을 상당부분 수정했음
을 보여준다. 「한나라 등록금 인하 대책 발표 / 靑"사전조율 없었다"…與 발표강행에 부랴부랴
당정청 회의」, 동아일보 2011년 6월 24일.
80) 특히 당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서 이러한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며, 여당 내 새로운 흐름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매머드 당정청회의 ‘감세-반값등록금’ 얼굴만 붉혔
다」, 동아일보 2011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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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힘을 잃어간다. 그리고 두 개의 법안이 상정하고 있던 대안적 경로가 모두 힘을
잃은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는 구조조정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
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적 조치만으로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해나가기 시작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2011년의 정책변화 역시, 앞선 시기의 정책들과 거의 동일한 경로를 밟
아나간다. 즉 입법적 통로와 행정적 조치의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구조조정 기획
에서, 퇴출경로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가로막힌 채로 행정적 조치에 의한 구조조정만
이 진행되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행정관료들은 구조조정 기구의 확대재편, 기본적인 정책노선의
결정, 구체적인 구조조정 조치들을 위한 평가지표의 확정 작업 등의 단계들을 단기간
에 빠르게 진행해나간다. 2011년 7월 1일, 이전의 대학구조조정을 담당하던 교육과학
기술부 산하 대학선진화위원회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로 확대재편된다.81) 2009년의
부실대학 선정과 퇴출지원 사업을 위해 출범했던 대학선진화 위원회는, 사립 부실대
학의 경영진단, 실태조사 및 구조개선 계획의 심의, 국립대 ‘선진화’ 및 통폐합 심의
등 대학구조조정 전반의 방향을 설정하는 조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며, 2011년 이후
구조조정 업무의 핵심적인 기관으로 부상하게 된다.82)
즉 현상변경적 성격을 띤 법안들이 의회 내부에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동안에, 행
정관료들은 구조조정 법안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기존의 사업방식들을 임기응변적
으로 재조합하여, 독자적인 구조조정 정책들을 입안, 빠른 속도로 집행하기 시작한 것
81) 대학선진화위원회에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로의 확대재편 과정에서, 위원들의 분과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 교육계 4명, 사학관계자 3명, 유관기관대표 2명, 기타 법조계 및 재계 5명으로 구성되
어 있던 대학선진화위원회와는 달리,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는 유관기관 4명, 법조계 1명, 회계
2명, 산업경제계 5명, 학계 7명으로 상대적으로 사학관계자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에, 경제단체와
학계의 영향력이 이전에 비해 증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경제계의 영향력 확대는 흥미롭다. 앞서 2장에서 우리는 2004년 구조조정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경련의 네트워크 구축의 초기적 시도를 살펴보았다.
2011년의 시점이 되면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경제계의 참여는 보다 실질적이고 체
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경제계의 대학구조조정 담론의 성격과, 이러한 담론이 정책 네크워크
에 반영되는 과정은 독자적인 탐구의 가치가 있다.
82) 정권과 함께 사라지곤 했던 이전의 교육 관련 자문위원회들과는 달리,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구조조정 업무에 대한 자문기구로 출범했으며, 앞서 살
펴본 김선동 의원의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경우 구조개혁위원회
는 법적 심의기구로 전환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선동 의원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구조개혁위원회는 법적 심의기구로서의
위상을 얻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법적인 규정과는 관계없이 2011년 이후 2014년 현재까지 명문적 조
항 이상의 실질적 심사와 행정적 기능까지 떠맡고 있다. 이러한 구조개혁위원회의 법적 위상과 권한
범위는 구조조정 정책 집행과정에서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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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런 의미에서 2011년 6월-9월까지 지속되었던 정치적 논쟁의 결과를 ‘두 개의
현상변경적 기획들의 좌절과, 행정관료적 대응의 부상’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통과와 명목등록금 인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정당과 사회운동세력들은, 급속하게 확대재편된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 제대로 된 대
응을 내어놓지 못한다. 또한 반값등록금 운동, 뒤이은 정부기관의 강도 높은 감사와
여론동원작업의 결과 수세적 입장에 놓인 사립대학 역시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적 태
도를 취하지 못한다.83) 어떠한 의미에서 반값등록금 대중운동의 가장 큰 수혜자는 교
육과학기술부의 행정관료 집단이었던 것이다.84)

2. 교육복지 확대전략과 구조조정의 확대재편
1) 국가장학금의 도입과 고등교육재정 팽창
6월부터 진행되던 반값등록금 법안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교착국면을 지속하다가, 9
월 초반 국가장학금의 도입과 병행하여 대학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된
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9월 8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와의 밀접한 교감 속에서
명목등록금 인하 대신 약 1조 5천억 규모의 국가재정을 추가로 투입하여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하는 정책을 발표한다. 또한 9월 6일에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2개월 만
에 43개의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명단을 발표한다. 7월 1일의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출
범 이후,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구조조정 정책의 구체적 확정, 대학에 대한 평
가, 구조조정 대상 선정의 작업을 일단락지은 것이다. 반값등록금 운동으로 촉발된 정
치적 경합국면은, 이렇게 다소 예상치 않았던 결론과 함께 일단락되었다.
2절에서는 이렇게 동시적으로 진행된 두 가지 방향의 변화, 즉 국가장학금 제도의
도입과 구조조정 정책의 재편을 살펴보며, 각각의 기본적인 구조적 특성과, 그러한 특
83)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긴급이사회를 소집, 한나라당이 5월 30일에 발표한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
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흐름은 사립대학에게는 유리하지 못하다.
정부는 6월 10일 사립대학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 실시 계획을 발표하고, 이후 사립대학의 등록금 부
정을 부각시키며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여론동원 작업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준다. 8월 8일부터 실시된
‘대학 교육재정 배분 및 집행 실태’ 감사의 결과는 사립대 등록금책정에 상당한 거품이 있음을
보여주어, 여론의 반향을 일으킨다. 「“대학 구조조정 성공 위해 강도 높은 감사를”李교과,양건 감
사원장에 요청」, 동아일보 2011년 7월 5일.
84) 「‘반값 등록금’ 논쟁 속 ‘대학 구조조정’ 실리 챙기는 교과부」 교수신문 2011년 6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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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이 지닌 선택적 친화성(selective affinity)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반값
등록금 운동에 대한 대응으로써 국가장학금 제도와 함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
되었던 사건 전개의 논리를 명확하게 이해해보고자 할 것이다.
2011년 9월 8일에 발표된 국가장학금 제도는 3조 5천억 규모의 상당히 큰 규모의
국가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이것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이 상정하듯이 기관에 대
한 일반적·보편적 지원을 통해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학생에 대한 선별적인 복
지지원과 이를 통한 간접적 기관 지원의 형태를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학생 개인 단위의 자금 지원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국가장학금 구조는 학생충원 경쟁
을 매개로 하여, 정부 재정의 지출을 대학 간 경쟁구조의 촉진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85)
이러한 개인단위의 복지지원을 통한 기관의 경쟁 촉진이라는 기본적인 구조에 더하
여, 2011년에 확정된 국가장학금 지원의 구조는, 장학금 형태의 지원을 받기 위한 선
결조건들을 명시함으로써, 복지재정 지출을 정책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들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새로이 도입된 국가장학금 제도는 1조 5
천억 규모의 전체 지원금액을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누었다. 학생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Ⅰ유형과는 달리, Ⅱ유형은 대학기관의 자금을 포함한 ‘매칭펀드’ 형태로 지
원하는 한편, 등록금의 인하 혹은 동결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함으로써, 자금지원을 매
개로 등록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제도의 도입은 고등교육 재정지출의 급속한 증가까
지 억제할 수는 없었다. 국가장학금 제도가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출에 미친 영향은
<그림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11>은 2000년 이후 2011년까지 연평균 약 7%
의 완만한 상승세 이어오던 고등교육 재정지출은 2011년 이후 연평균 20%가 넘는 비
율로 급상승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급작스런 고등교육 재정지출의 확대는 2000년 이
후의 시기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또한
이러한 고등교육 재정지출의 확대 추세는, 거의 대부분 국가장학금 형태의 교육복지
85) 학생 개인을 통한 간접적 기관지원의 방식의 경우, 대학 기관은 학생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어지는
재정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학생 충원을 위한 경쟁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대상 기관 사이의 경쟁을
촉진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국가장학금 방식의 개인지원은,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
촉진 정책과 선택적 친화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 방식은 미국의 사례에서 기존의 G.I법에 의한 기관지원이 펠 보조금 형태의 학생지원
으로 바뀌면서 도입되었던 방식이라 할 수 있다.(윤종희, 2010: 189-192; 2014: 20-21) 하지만 한국에
서는 학생복지에 대한 기초가 대단히 취약한 상황에서 곧바로 학생에 대한 지원이 도입되었다는 점
에서 미국의 경험과는 역사적 맥락에서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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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출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86)
즉 ‘반값등록금’ 운동에 대한 대응은 대규모 학생복지 재정 확충의 형태로 나타났으
며, 이러한 복지재정 지출은 2012년 이후 고등교육 재정팽창을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동인이었다. 하지만 재정지원을 매개로 한 대학기관 통제와 규율 확립에 대한 관심은
2011년 ‘반값등록금’에 대한 요구를 국가장학금의 형태로 굴절시킨 채 부분적으로 수
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복지재정의 급속한 확대와 동시적으로 추진되었던
대학구조조정 정책 역시 이와 동일한 관심 속에 도입되었다.

2) 구조조정 정책의 재편과 국가개입의 확장
2011년 7월의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확대재편, 급속도로 추진되었던
구조조정 정책의 등장 과정은, 등록금 논쟁이 낳은 정치적 국면 속에서 대규모 고등
교육 재정지출이 어떤 형태로든 불가피한 것으로 보였던 당시의 상황과 긴밀하게 맞
물려 있다. 선행연구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등교육 재정지출의 증가와 구조조정
의 확대재편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왔다. 하지만 본 연구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대응책
으로서 기정사실화된 대규모 고등교육 재정지출의 증가가, 2004년 이후 대학에 대한
국가의 규율기제의 핵심이었던 선별적 재정지원 정책에 가져온 결과에 주목한다.87)
86) 하지만 2009년의 학생복지 확대와는 달리, 2011년의 재정지출 확대는 특수목적지원 절대금액의 성장
률을 둔화시키지는 않는다. 즉 제한되어 있는 고등교육재정 범위 내에서 특수목적지원의 성장을 둔화
시켰던 2009년의 학생복지 재정 확충과는 달리, 2011년의 국가장학금 도입은 추가적인 국가재정 투입
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특수목적 지원의 상승세를 둔화시키지 않았다.
87) 선행연구들은 2011년 중반의 구조조정 정책 변화의 동기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
째,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대응으로써, 재정을 절감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
(반상진, 2012: 108) 둘째, 반값등록금 운동과 함께 ‘부실대학’에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는 사회적
요구의 비등으로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신현석, 2012: 5; 임재홍, 2012: 198-199)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몇몇 측면에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견해는 반값등록금 논쟁 과정에서 보여준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이 재정지출의 양적 규모
보다는, ‘부실대학’에 대한 지원에 반대하는 것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간과한다. 즉 단
순히 재정지출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은 재정지원의 주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정지출 규모의 양적 절감 문제는 오히려 기재부의 입장과 보다 가
깝다고 할 수 있다.
‘부실대학’에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두 번째 견해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여당과 행정부를 중심으로 대두된 것은 반값등록금 운동
의 초창기 국면부터, 정부재정지출의 증가와 함께 하나의 정책조합으로서 논의되어 왔음을 설명
하지 못한다. 당시의 구조조정 정책은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동적 대응이라기보다는, 반값등록금
운동의 초기국면부터 일관되게 제기되어왔던 입장이다. 즉 ‘부실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반대는
‘사회적 요구’라기보다는,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한 행정부의 독자적 판단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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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그림5>는 학생복지 지출의 극적인 상승을 가져온 2011년의 팽창적
고등교육재정정책이 특수목적지원의 비중을 크게 떨어뜨렸음을 보여준다. 이 사실이
야말로 반값등록금 논쟁에서 행정관료들이 취한 입장을 일관되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실마리라 할 수 있다. 그들은 고등교육 재정규모의 팽창 자체에 반대했다기보다
는, 재정지원을 매개로 한 성과와 규율의 확립이라는 관행이 무력화되고, 통제할 수
없는 방식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데 대해서 반대해왔던 것이라 할 수 있다.88) 즉
2011년 후반에 급속하게 재편되고 도입되었던 구조조정 정책에는 재정을 매개로 한
대학에 대한 통제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관료적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
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2011년 8월 10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확정, 발표한 구조조정 정
책을 그 형태와 내용의 측면으로 각각 나누어 살펴볼 때 잘 드러날 수 있다. 2011년
의 구조조정 정책의 기본적 구조는 2010년의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방안을 기본 골자
로, 2009년의 부실대학 퇴출 방안을 결합시킨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전체 기관
대학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5%대학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제한이라는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들 대학에 대한 단계적인 제재를 명시함으
로써 최종적으로는 퇴출을 강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89)
주목해야 할 지점은 여기에서 앞에서 우리가 ‘재정지원 제한방식’이라 불렀던 구조
조정의 방식이 더욱 전면적으로 차용되었다는 데에 있다. 2011년의 구조조정 정책은
일정 비율의 기관에 대한 학자금 대출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모든 정부 재정
지원사업으로부터 배제함으로써 재정 지원 제한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그 특
징으로 한다. 국가는 확대되는 복지재정 지원과 감소하는 특수목적 지원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대학재정지원에 따르는 평가와 지원, 성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강화된 기관에 대한 평가-규율체제를 통해서 행정관료집단이 달성하고자
했던 정책적 목표는 기관평가에 활용되었던 지표의 구성과 그 비중을 통해서 분명하
게 확인할 수 있다. 2010년의 학자금 대출제한 정책과 마찬가지로, 2011년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선정에는 취업률과 학생충원률 지표가 가장 중요한 두 지표로 사용되었
다.90) 바로 이 점에서 이 정책은 2008년 이후 추진되었던 일련의 재정지원/재정제한
88)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의 반대, 대규모 정부재정의 투입이 ‘부실대학’에게 지원되어 그들을 연명하게
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로 일관되게 논쟁에 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조조정 정책의
주된 이유로써 천명되었던 ‘부실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반대’가 이해되어야 한다.
89) 2011년의 구조조정 정책의 기본적인 형태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반상진(2014: 25-34)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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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들과 연속성을 보여주며, 취업률이 낮은 학과를 중심으로 한 정원감축의 목표를
전면에 내세우는 특징을 뚜렷이 보여준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2010년 대학역량강화사업에서 5%비중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등
록금 인상수준 항목이 2011년 정책에서는 10%로 대폭 강화된다는 것이다. 즉 2011년
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등록금 인상 상한제와 함께 대학의 등록금 인상 억제할 수 있
는 행정적 조치를 보다 강화함과 동시에, 국가장학금 명목으로 지출되는 국가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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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사립대학 정원감축과 등록금 인상률
주: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 고려한 실질인상률
출처: 교육통계연보/ 통계청 데이터베이스(kosis.kr)

이러한 정책변화의 결과는 <그림15>와 같다. 2011년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발표
와 함께 변화된 구조조정 정책은 대학정원 감축과 등록금 통제에 대한 압력을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2008년 이후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있었던 정원감축이 본격화하고, 등록
금에 대한 억제수준이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91) 특히 등록금의 경우 명목
90) 2011년에 발표된 4년제 사립대학에 대한 평가지표는 취업률 20%, 재학생충원률 30%,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육비환원율이 각각 5%, 장학금지급률과 등록금부담완화율이 각각 10% 등으로 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문대학의 경우 평가지표는 대동소이하지만, 재학생충원율이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91) 하지만 이 시기는 노무현 정부 시기의 구조조정 정책과는 달리, 정원조정계획에서의 뚜렷한 변
화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2013년 이후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며, 대학설립준칙주의의 폐지와
함께, 2015년 정원계획에서 구조조정 목표가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즉 재정제한조치로 시작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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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수준이 감소하는 한국 고등교육 역사상 유례없는 현상이 전개되면서, 물가상
승률을 고려한 등록금의 실질인상률은 더욱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정원감축과 등록금 억제 두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개입으로 귀결된 2011년 이
후의 구조조정 정책은 정원감축과 등록금에 대한 자율정책이 병존했던 2003-2007년
의 구조조정 정책, 등록금 억제와 정원감축의 이완이 병존했던 2009-2011년의 정책과
달리, 정원감축과 등록금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공존하는 독특한 정책조합을 보여준
다. 다시 말해 등록금 의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사립대학들의 재정 충당의 가장
중요한 두 변수인 ‘입학정원’과 ‘등록금’에 대한 국가의 강한 개입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1989년 이후 대학자율화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두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더욱더 강화되며, 자율화의 흐름은 실질적으로 역전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반값등록금 운동에 대한 수동적 대응의 과정에서 국가장학금 도입과 대규모 재
정지출은 불가피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를 계기로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국가개입
역시 강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3. 국가재정 의존형 구조조정의 형성과 그 모순
1) 국가재정 의존형 구조조정의 형성
남은 문제는, 이러한 2011년 이후의 구조조정 정책은 추가적인 재원 부담의 분배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 새로운 자원동원의 경로를 제도화했는지
를 설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앞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국가는 구조조정에 따르는 비
용을 다양한 사회주체들 사이에 배분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바로 이러한 조정과
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사립대학과의 갈등을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정원감
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란 가설을 세운 바 있다. 그리고 2009-2011년 사이에 시도
되었던 구조조정은 격화되는 사립대학과의 갈등 속에서 사실상 교착국면에 빠지게 되
었음 역시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2011년 중반 이후 다시 재개된 정원감축의 과정
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 이전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줄 수 있었는
가?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러한 차이는 이 시기 대학구조조정의 구조
원감축기조는, 이후의 시기를 거치면서 보다 확장되는 모습 보여준다. 이를 다루는 것은 본 연구
의 시기적 범위를 벗어난다. 다만 2011년 이후 결정된 정책 방향은, 이후 지속적 강화과정을 보
여주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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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특징을 이해하는데 어떠한 함의를 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는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구조의 변화가 대학의
재정구조에 가져온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와 비슷한 방식으
로 사립대학의 예산과 결산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2011년 구조조정이 진행
되는 시점의 대학 재정구조에 나타나는 변화를 확인하고, 이러한 변화상이 이 시기
구조조정 정책의 특징에 대해 지니는 함의를 살펴보자.
<그림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학의 등록금 수입의 성장률은 이 기간에 더욱 빠
르게 감소하면서, 2012년의 전체 대학 평균 등록금 수입은 전년에 비해 절대적으로
감소한다. 이러한 현상은 2011년 이후 더욱 강화된 등록금 통제와, 입학정원 감축의
효과가 중첩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다 강화된
등록금에 대한 통제 정책은 2012년의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평균 -3.9%로 끌어
내렸으며, 이를 반영하여 사립대학 전체의 등록금 수입도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준다.
또한 2012년 이후 다시 재개되었던 입학정원 감축의 흐름은 이러한 등록금 수입의 감
소에 영향을 미친 또 하나의 유의미한 변수라는 것을 추론해볼 수 있다.
하지만 마이너스 성장 추이를 보이는 등록금 수입에도 불구하고, 전체 운영수입의
성장률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2008년 이후 괴리되기 시작한 등록금
수입과 운영수입의 추세는, 2011년 이후 더욱 더 상호 독립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압도적으로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사립대학의 재정
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음을 의미하며, 등록금 이외의 소득원을 통해서 등록
금 수입의 감소에 따르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운영수입과 등록금 수입의 괴리는, 운영수입 대비 국고보조금 비중의 빠른
속도의 증가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그림8>에서 볼 수 있듯, 교비회계 수입에서
약 8.8%를 차지하게 된 국고보조금 수입은 사립대학 재정구조에서 큰 비중을 가지는
수입원으로 부상하면서, 이전의 등록금에 의존한 사립대학 재정구조에 유의미한 변화
를 가져온다.
앞서 <그림11>에서 우리는 2011년 이후 국가장학금 제도의 도입과 함께 고등교육
재정지출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그 대부분은 장학금 형태의 복지재정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 시기에 급격히 증가한 장학금 형태의 재정지출은
학생 개인을 매개로 사립대학 기관에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며, 등록금 수입을 부분
적으로 대체하는 수입원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일반/전문대학
혹은 수도권/지방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평가와 선별적 지원을 통

4장 교육복지 확대와 국가재정 의존형 구조조정: 2011-2012 83

한 ‘선택과 집중’ 원칙에 의거한 재정지원 원칙에도 역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보조금의 비약적인 증대는 구조조정의 비용배분 문제에 대해 매우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 2011년 이후 고등교육 정책의 가장 중요한 두 변화라 할 수 있는
대학구조조정 정책과 국가장학금 정책은 상이한 맥락에서, 동일한 시기에 각각 도입
되었으며, 2절에서 보았듯이 구조조정 정책의 급속한 확대재편은 고등교육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행정관료적 대응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국가장학금 형태로 주어지는 국고보조금은 구조조정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2012년 이후의 정원감축에 따르는 재정문제에 대한 잠정적 해결책으로서
의 기능을 떠맡게 된다. 즉 등록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사립대학의 자체적인 재
원 조달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고보조금이 정원감축에 따
르는 재정손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통로로서 등장하는 것이다. 상이한
맥락에서 도입된 두 개별적 제도인 국가장학금과 구조조정은, 이렇게 자원동원 문제
의 맥락에서 서로 접합되면서, 하나의 제도적 복합체의 형태로 등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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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한국의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재정사회학적 연구

이러한 의미에서, 2011년 이후의 강도 높은 정원감축을 동반한 구조조정 정책은 지
속적으로 상승하는 국고보조금이 등록금 수입을 대체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이런
의미에서 2011년 이후 본격화되고, 현 시점까지 이어지고 있는 구조조정의 유형을 ‘국
가재정 의존형 구조조정’이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국가는 바
로 이러한 국가재정에 의존한 자원동원 형태를 통하여, 사립대학과의 관계를 조정해
나가며, 정원감축이란 목표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국가재정 의존형 구조조정은 국가장학금 형태의 고등교육재정지출의 확대
대신, 그에 대한 조건으로 취업률 중심의 정원감축과 등록금 억제를 교환하는 구조로
진행되었다. 이제 2003-2007년이나 2008-2011년과는 달리 국가는 대학정원에 대한 통
제와 등록금 수준에 대한 통제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낮
은 고등교육재정 지출이라는 역사적 관행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비용으로 지불
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재정지원을 매개로 한 교환관계를 통하여, 2011년 후
반기 이후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정책은 사립대학에 의해 수용될 수 있었으며, 하나
의 관행으로서 제도화된다.92)
2) 대학재정지원의 정치화
하지만 국가장학금을 매개로 한 자원동원방식의 조정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성격
을 지니고 있으며, 구조조정의 추진 과정에서 국가 재정지원의 규모와 형태를 정치적
갈등의 초점으로 부상시킨다. 즉 국가재정에 의존한 구조조정은, 정원감축에 수반되는
비용충당의 문제를 잠정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이전의 자원동원 전략과는 다른 그
자신의 고유한 난점들을 노출하게 되는 것이다.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고보조금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
원감축과 등록금에 대한 강력한 통제에서 기인하는 대학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앞서 살펴본 <그림14>는 사립 일반 및 전문대학 중에서
전년대비 재정수입의 적자를 보여주는 대학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
리는 2011년 이후 정부의 재정지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입의 감소를 경험하
92) 김종엽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이러한 내용을 잘 요약해준다. “교육부가 실행하고자 한 정책은
등록금 재원을 대학생과 대학에 투입하는 대신 대학의 효율성 제고를 요구하는 것이었으며...(중
략) 공공 재정 투입과 대학 구조조정을 교환하는 교육부 정책은 저성장 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의
가치 하락 그리고 대학 교육과 산업 수요와의 괴리, 교육 수요를 초과하는 대학 정원 같은 문제
들을 해결하는데 대학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불만을 누그러뜨리려는 재정 지원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김종엽, 2012: 65)

4장 교육복지 확대와 국가재정 의존형 구조조정: 2011-2012 85

는 사립대학의 숫자에는 커다란 변동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학의 긴축재
정을 강요하는 이러한 상황이 일부 소수의 대학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국고보조금 형태의 수입 확대가 정원감축과 등록금 통제 강화로 인한 재정적 손실
에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은 본 연구가 ‘국가재정 의존형 구조조정’이라 규정한
구조조정 형태가 직면한 하나의 문제 상황을 보여준다. 등록금의 통제를 강화함으로
써 고등교육 재정의 긴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의 이해관계와, 일정한 등록금 상승
률을 확보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국가 재정지원의 확대를 보장받고자 하는 사립대학
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사립대학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체감
하는 재정 압박의 정도가 증가할수록 고등교육 재정과 등록금 수준의 문제를 갈등의
초점으로 부상시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93)
대학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의 양적인 규모와 관련이 있는 이러한 문제 외에도, 재
정지원의 기본적인 형태 역시 정치적 논쟁의 초점으로 떠오른다. 주지하듯이 ‘국가재
정 의존형 구조조정’의 기본적인 구조는 재정적 지원과 국가개입을 교환하면서, 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과정 등에서 국가가 보다 광범위한 역할을 떠맡는 것을 그 특징으
로 한다. 때문에 이전에 비해 확대된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을 분배하고, 수급의 자격
을 확정하는 과정은 지속적으로 ‘정치화’(politicization)되는 경향을 띠게 된다.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정치화되는 이러한 경향은 재정지원이
국가의 고등교육 정책 실행의 ‘수단’임과 동시에,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자원’의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이는 두 가지로 나누
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기본적으로 학생 개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복지재정이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대학 기관에 대한 제재와 징벌의 수단으로서 기능
하는 측면, 즉 복지재정의 정치도구화(instrumentalization)의 문제이다.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복지재정의 정치도구화 현상이 2010년 이후에 나타났으며, 2011년 이후에 전
면적으로 확대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2012년 이후의 구조조정 정책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고 있으며, 기관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정지원 항목의 범
위가 확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94)
93)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어려워지자 희생양 만들기” 대학들 반발」, 동아일보 2011년 11월 4
일.
94) 2011년과 2012년의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는 정부재정지원과 학자금대출만을 재정 제한의 대상
에 포함시키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2013년 발표된 2014년 재정지원제한 대학 사업에서는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선정된 신입생에게 국가장학금 II유형을, 경영부실대학에 선정된 대학 신입
생에게는 국가장학금 I유형도 제한하고 있다. 이는 2011년의 정책변화의 연장선에서, 국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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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구조조정의 주된 수단으로서, 전체 기관에 대한 상대평가와 복지재정 지원 대
상으로부터의 배제라는 일련의 과정을 채택함으로써, 평가지표의 내용과 비중을 결정
하는 과정이 정치적 갈등의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통계와
숫자를 통한 통치성에 대한 연구가 주목하듯이, 복합적 교육활동을 특정한 지표의 형
태로 계수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을 평가하는 작업은 본질적으로 지극히 정치적인
과정이다.(손준종, 2012; 손흥숙, 2002) 하지만 국가가 전체 대학에 대한 상대평가와
등급화 등의 영역까지 개입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러한 평가의 결과가 정부 재정지
원 수혜자격의 박탈과 퇴출의 가능성으로 귀결되는 ‘국가재정 의존형 구조조정’의 형
태 하에서, 평가의 과정은 보다 노골적인 정치적 갈등과 타협의 대상으로 변모한다.95)
2003-2007년의 구조조정과의 비교는 이러한 재정지원의 정치화 경향을 더욱 더 잘
드러낸다. 앞선 시기에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가의 개입은 두드러진 역할을 한다. 하
지만 등록금의 지속적 인상을 통해 재정부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이 시기에,
국가재정 지원은 추가적인 유인체계(incentive)의 형태를 취할 수 있었으며, 때문에
평가와 재정지원 과정 자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일정 수준에서 조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국가재정지원이 국가정책의 수단 뿐 아니라, 등록금을 대신하여
구조조정의 재정부담을 해소하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서 국가재정지원을 획
득하기 위한 사립대학들의 경쟁은 보다 사활적인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재정지원을 통해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국가의 역할은 그 자체로
첨예한 정치적 문제로 부상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국가개입의 범위가 지속적으
로 확장됨에 따라,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다차원적인 사회적 갈
등은 직접적으로 국가 정책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집중될 개연성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와 사립대학 사이의 갈등 뿐 아니라, 사립대학 내부의 구조조정 대상 결
지원 역시 재정규율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 보여주고 있다. 즉 학생 개인단위에 대한
재정지원을 기관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순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95) 2011년 이후의 구조조정과 결부된 대학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업률 지표를 둘러싼 정
치적 갈등은, 이러한 정치화의 과정이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보다 심화시키는
흐름을 잘 보여준다. 20-25%를 차지하는 취업률 지표 비중은 전체 평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항목으로 부상하면서, 각 학교 수준에서 취업률 지표를 기준으로 한 구조조정이 빈발한다.
이에 대한 반발은 특히 예체능계열이나 여학생 비율이 높은 학과를 중심으로 발생한다. 흥미로
운 것은 이러한 반발에 대한 대응의 과정에서 취업률 지표 자체가 복잡해지고 일관성을 상실해
나간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로 포착되지 않는 예체능 계열의 개인창작활
동은 ‘작품전 개최 성과’등의 수치로 집계된다. 이는 전체 대학에 대한 평가라는 기본적인 형식
의 틀을 유지하면서, 각 정치사회적 집단의 불만을 지표의 임기응변적 수정을 통해서 해결해나
갔던 과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취업률 지표 산정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곽진숙(2013:
185-193)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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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정에서 수반되는 갈등 역시 그러한데, 이는 대학 내부 구조조정의 강도와 대상이
국가 개입에 의해 직접적으로 규정되는 경향을 고려할 때 논리적으로 예상가능한 일
이다.
재정지원의 이중적 기능에서 비롯되는 이러한 난점은 ‘국가재정 의존형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맞부딪혀야만 하는 고유한 문제를 구성한다. 2011년의 시점 이후 국가는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비례하여 구조조정의 과정에 보다 포괄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
으나, 그러한 강력한 개입은 자신을 다층적 사회적 저항에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는 대
가를 치른 것이었다. 이는 단순히 고등교육재정 지출의 규모가 충분치 못하다는 사실
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니며, 복지재정 확대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났던 구조조정의 변
화한 형태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 문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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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맺음말

1. 연구의 요약과 결론
1) 자원동원 전략의 유형과 정원감축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논문의 서두에서 던졌던 두 가지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더 명료한 형태로 내려보자. 첫 번째 연구질문은 왜 유사한 목표와
이데올로기적 지반을 공유했던 구조조정 정책들은 정원 감축의 추세로 볼 때 상이한
결과를 낳았는가, 각각의 구조조정 국면의 정원감축 결과의 차이를 낳는 요인은 무엇
인가 하는 것이었다.
정원감축에 수반되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여러 사회 세력들 간에 배분하는 국가의
자원동원 방식에 주목했던 본 연구의 관점에서, 세 가지 구조조정 국면은 서로 다른
비용배분의 방식을 보여주었다. 2003-2007년 국면의 경우, 국가 고등교육 재정의 비
약적인 확대, 혹은 재단의 전입금 확대, 대학의 투자수익 증가가 없는 조건에서 정원
감축에 수반되는 비용은 지속적인 등록금 상승에 의해서 충당되었다. 다시 말해, 정원
감축을 수행하는 정부는 대학 재정의 자율화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비용문제를 둘러
싼 대학과의 잠재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 시기의 구조조
정은 ‘등록금 의존형 구조조정’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부담은 가
계경제의 몫이었다.
2008년부터 2011년 중반까지 지속되었던 국면은 선행하는 시기의 등록금 상승이 가
져온 가계경제의 부담이 2008년 경제위기라는 사건 속에 대학의 정당성 위기로 확산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행정적 규제 이후 2010년 초 전례 없는
등록금 인상 상한제의 법제화는 이러한 위기를 관리하고자 하는 국가의 전략으로 이
해할 수 있다. 국가재정의 긴축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의 등록금 수입 증가의
감소는 구조조정 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심화시켰으며, ‘대학재정 의존형 구조조정’의
형태로 비용부담을 대학에 지우고자 하는 시도는 큰 성과가 없는 교착관계로 이어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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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착은 2011년 중반의 ‘반값등록금’ 대중운동과 함께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
로 해소된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국가의 대규모 재정지출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행
정관료들은 독자적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의 절차를 추진했으며, 이는 국가의 직접적
개입을 통해 교육복지재정 수혜와 정원감축 등의 목표를 교환하는 형태로 귀결되었
다. 이로 인해 2012년부터 대규모 정원감축이 재개되지만, 이는 당시 국가관료의 입장
에서는 재정지출의 증가와 대학기관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를 대가로 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 시기의 구조조정을 ‘국가재정 의존 구조조정’이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학의 자체적인 재정조달에 의존하는 형태의 구조조정은 사립대학의 강한 반발
과 함께 진척을 이루지 못했으나, 등록금이나 국가재정 등 그 밖의 다른 형태로 재정
을 조달했던 형태의 구조조정은 정원감축을 상대적으로 성공적으로 제도화시킬 수 있
었다. 이는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율이 대단히 높은 고등교육 구조에서 ‘강한 통제
와 미약한 재정지원’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가 구조조정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대학에
게 지우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담은 2003-2007년의 시기
동안 일차적으로는 등록금에 의해서 해소되었으며,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구조가 한
계지점에 도달했을 때, 구조조정 정책은 2011년의 국가재정지출의 확대와 함께 비로
소 다시금 추진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국가의 역량은
사립대학의 자체적 재정조달 이외의 자원동원 형태를 전제로 유지될 수 있었다.
2) 복지재정의 확대와 구조조정의 형태 변화
두 번째 연구질문은 2003-2007년의 시기 이후에 나타나는 구조조정의 재정지원 형
태의 변화는 무엇에 의해 나타나는가,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을 본질로 하는 구
조조정의 형태는 왜 2009년에 등장, 2011년 이후 더욱 강화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해답을 본 연구는 2008년 이후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출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했다. 2008년 이후의 복지재정 지출 확대는 2004년 이후 관행화되
었던 특수목적 지원을 통한 평가-재정지원-성과의 연계를 약화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2004년 이후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었던 국고보조금은 2009년과 2011년의 두 계
기를 통과하며 학생복지 지원의 형태로,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배분되는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실대학’ 담론의 확산과 함께 기관 전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하위 15%에 대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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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을 제한할 필요성이 천명된 것, 그리고 이러한 기조가 전면화되어 강력한 구조
조정 정책으로 귀결된 시점은, 모두 복지재정 확대로 인해 고등교육 재정지출구조에
서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던 시점과 일치한다. 즉 국가는 복지재정 수급의 자격을 규
정하는 과정에서 대학기관에 대한 평가, 등급화, 퇴출절차 등 광범위한 영역에 직접적
으로 개입하기 시작한다. 이로써 추가적인 복지재정의 수혜는 상대평가 과정에서 성
과지표에 규정된 목표의 수행과, 하위 15%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학생 개인에 대한 복지재정은 또 다른 정책 수단의 연장이 된
것이다.
이렇게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재정지원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국가관료는 축소된 특
수목적지원과, 확대된 복지재정을 통해서도, 재정지원을 매개로 한 대학기관에 대한
통제와 규율의 관행을 지속할 수 있었다. 즉 역사적 제도주의적 시각의 연구들이 주
목하는 국가주의적 전통(신현석 외, 2013)에서 교육복지재정의 확대는 재정지원 형태
의 변화를 통해, 대학기관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96)
2009-2010년 이후에 나타나는 재정지원 형태의 변화, 그리고 국가개입 범위의 지속적
확대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은 2015년 현재까
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되고 있다.
3) 각 국면별 대학구조조정의 특징
이제 위의 두 가지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바탕으로, 각 국면별 대학구조조정의 형
태와 특징들을 요약해보고, 연구의 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살
펴보자. 아래의 <표4>는 본문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세 구조조정 국면의 자
원동원 전략에 따른 특성, 재정지원의 형태, 국가개입의 범위와 역량, 그리고 구조조
정 형태에 내재된 난점들을 압축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96) 이러한 독특한 대학 재정지원 관행을 가설적으로 ‘재정규율’(financial discipline) 혹은 ‘재정을
수단으로 하는 규율’(discipline with finance)로 개념화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대학 기관에
대한 평가와, 성과를 전제로 한 재정지원은 신공공관리기법의 확산과 함께 서유럽 국가에서도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손흥숙, 2002)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들 국가에서 평가를 통한 선
별적 재정지원의 비중이 전체 재정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
국의 경우 여건지표보다 성과지표의 활용도가 높다는 점, 특수목적지원의 비중이 2004년 이후
극단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주목을 요구한다.(김훈호, 2014: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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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07년

2008-2011년

2011-2012년

자원동원 전략에
등록금 의존형
대학재정 의존형
국가재정 의존형
따른 구조조정
구조조정
구조조정
구조조정
특징
국가재정지원과 국가재정지원 통한 국가재정지원으로부터 재정지원 배제 경향의
구조조정의 연계 유인(incentive) 제공 의 배제(exclusion)
지속적 강화
국가개입의 범위
제한적
포괄적
포괄적
국가개입의 역량
강함
약함
강함
의존한
구조조정 형태의 등록금에
국가의 제한적인
국가재정지원의
자원동원의
난점
정원감축
역량
정치화와
정당성 문제
지속불가능성
<표4> 각 국면별 대학구조조정의 형태

이렇게 재구성해본 2003-2012년의 한국 대학구조조정의 전개는 하나의 연속적인
흐름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일정한 부침을 경험하기도 한다. 구조조정의 지배적인 자
원동원 전략의 경우 크게 보면 등록금에 의존하는 전략이 더 많은 국가재정을 투입하
는 전략으로 이동해왔으며, 이러한 과정에 상응하여 국가의 개입 역시 증대되었다. 하
지만 이렇게 확장된 범위의 국가개입이 항상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정
원감축의 폭으로 본 구조조정 개입에 대한 역량은 각 국면별 갈등구도에 따라 때론
강하기도, 때론 약하기도 했다. 이러한 특성들은 각 국면별로 새로운 갈등구조와 난점
들을 발생시키면서, 다음 시점의 나타날 정책들의 제약조건들을 만들어냈다.
특히 위의 결과는 대학구조조정의 과정이 고등교육 재정구조의 경로의존적 변화와
밀접하게 접합되어, 이러한 재정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역으로 그러한 변화
에 일정한 기여를 해왔음을 보여준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기반한 대학팽창이 한계에
도달하며 궤도에 오른 대학구조조정의 과정은, 2003-2007년의 국면에서는 역설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통해 수익자 부담원칙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로
부터 야기된 대학교육의 정당성 위기는 고등교육 재정지출 확대로 이어지면서, 수익
자 부담원칙을 제한적으로 수정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는 복지재정 지원을
수단으로 구조조정의 과정에 더욱 더 포괄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강력한 국가주도적 대학구조조정은, 어
떤 의미에서는 등록금에 의존하는 방식의 고등교육 성장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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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어떤 구조적 제약조건이 낳은 필연적 결
과라 할 수는 없다. 앞서 우리는 대학구조조정의 추진 과정에서 한국 고등교육의 위
기에 대한 서로 다른 진단과 대안들이 경합하는 양상, 그리고 특정한 대안들이 선택
되거나 배제되는 과정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 행정관료 주도의 '현상유지적'
혹은 일종의 임기응변적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선택·강화되어 왔던 모습을 확인한 바
있다.97)
이러한 논의를 조금 더 추상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보면,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대학구조조정의 과정을 단순히 어떠한
특정한 흐름의 연속으로, 특히 ‘신자유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지향의 지속적인 관
철로서 이해하는 시각에는 일정한 재론, 혹은 비판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구조조정 정책의 구체적 형태와 국가개입의 양상은 재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이러한 정치사회적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작업을
통해 추상적인 수준의 이론적 규정들은 보다 풍부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진행형인 대학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일정한 실천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구조조정 정책의 변화들은 한국의 대학교육이 사립대학
과 등록금에 의존해 온 역사적 관행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시점에 진입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존 관행의 중대한 수정과 변형이 불가피한 상황, 즉 ‘위기’(危機)
의 상황임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대안은 좁은 의미의
교육의 수요와 공급의 조정, 혹은 학문 계열 간 불균형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재정구조의 재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2003-2012년의 사례가 그러했듯이, 현재진행형인 대학구조조정 역
시 한국 대학의 위기를 정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과 이익을 사
회적으로 배분하는 정치적 과정, 즉 ‘구조조정의 정치’의 결과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
될 것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정치’의 양상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각을
다듬어 나가는 일, 더 나아가 이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나가는 일은 사회학 연
구자들이 시급히 착수해야 할 과제라 믿는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불성실한 이 연구가
이러한 작업에 조금이라도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었기를 바랄 뿐이다.
97) 장수명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이러한 상황을 잘 표현한다. “한국 대학의 위기는...(중략) 역사적
으로 형성된 고등교육제도가 사회적으로 배태되어 있어 강력한 궤도 안정성과 경로의존성을 갖
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기이다. 이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하거나 경로를 탈출하고 대안 경로
를 모색하는 정책은 입안되지 않거나 또 수용되지 않았고 오직 이 제도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주
로 입안되고 수용되었다. (중략) 즉 핵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개혁의 동력이 봉쇄되고 부분적
인 ‘땜질’ 처방만이 계속되기 때문에 점차 심화되는 위기이다.”(장수명, 2014: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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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함의와 한계
1) 정원감축, 등록금 통제, 교육재정긴축의 삼각관계
이제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못했지만, 연구의 결과들을 통해서 길어올릴
수 있는 함의들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에서 우리는 각 국면의 구조조정의
기본적인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통로로서 국가개입의 변화하는 양상에 주목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의 초점을 ‘구조조정’에서 ‘국가’로 옮겨볼 때, 위에서 살펴본 내
용들은 구조조정기 국가 활동의 양상에서 관찰되는 어떤 규칙들을 직간접적으로 표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국가가 직면하는 문제는 단일한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
다.(카노이, 1992: 8-10; 바로우, 2011: 23-29) 본문의 내용을 통해, 한국의 국가가 마
주한 문제를 대략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의 국가는
2000년대 이후 구조조정의 중요한 목표로서 대학정원감축을 상정해왔다. 본 연구가
살펴보았던 시기를 거치면서 취업률 지표를 중심으로 한 대학평가와 선별적 재정지원
의 관행이 이러한 기획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도화되었으며, 정원감축을 통
해 대학과 산업수요와의 연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기획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둘
째, 2008년 이후 대학등록금에 대한 통제를 확립하는 것은 또 다른 주요한 목표였다.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등록금의 지속적인 상승과 교육투자의 철회로 야기된 정당성의
위기는 이 시기 국가가 직면해야 하는 또 다른 문제로 부상한다. 셋째, 국가재정건전
성에 대한 관심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출을 억제하고자 하는 목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
었다. 이는 한국 고등교육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 경향임과 동시에,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새롭게 강화된 관점이기도 하다.
2003-2012년의 연속적인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국가는 정원감축, 등록금 통제, 국가
재정긴축이라는 세 가지 기본적인 목표를 조정해나가는 연속적인 시도를 보여주었으
며, 그러한 시도들은 구조조정 정책 변화에도 반영되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고
등교육 재정의 대부분을 사적 자원에 의존해왔던 한국의 국가가 위의 세 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2장과 3장의 내용은 고등교육 재정지출
이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있었던 2003-2011년의 기간 동안, 한국의 국가가 정원감축과
등록금 통제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과제였으며, 한 영역에
서의 국가개입의 강화는 다른 영역에서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었음을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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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장의 내용은 2011년 이후 재개된 구조조정 정책의 결과 등록금 통제의 강화와
정원감축이 동시에 나타났지만, 이는 고등교육 재정지출의 급속한 상승을 대가로 했
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내용들은 고등교육의 팽창과정에서 사립대학과 등록금 중심의 사적 자원에
지속적으로 의존해온 한국 국가의 어떤 한계지점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각 국면
에서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달성할 수 있었던 목표들은 위의 세 가지 목표의 상이
한 조합으로 나타난다. 이는 가설적으로 일종의 ‘삼중 딜레마’(trilemma), 즉 “사적 자
원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고, 대학의 퇴출 경로가 제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
을 추진하는 국가는 정원감축, 등록금 통제, 교육재정 긴축의 목표 중 최대 2가지만을
달성할 수 있다”는 명제로 요약될 수 있다.98) 이러한 명제는 고등교육 기능을 사립대
학의 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사립대학의 재정문제
를 둘러싼 지난한 갈등과 타협의 과정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선행연구들은 고
등교육에 대한 ‘강한 통제와 미약한 재정지원’이라는 표현으로 한국 국가의 역사적 특
성을 규정해왔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한 통제의 ‘강함’은 대단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유효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99)
2) 1995년 이후 한국 고등교육의 시기구분 문제
또한 위의 내용들은 여태까지 논의되어 왔던 한국 고등교육 정책의 시기구분 관행
에 일정한 재론의 여지가 있음을 암시한다. 기존의 연구들, 특히 현재의 구조조정 흐
름에 비판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본 연구가 다루는 2003-2012년의 시기를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의 연장선에서 대학의 ‘시장화’, ‘기업화’ 혹은 ‘자율화’의 전개
과정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물론 시기구분은 그 기준과 이론적 전제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러한 구분방식은 2003-2012년을 거치며 이전의
98) 이와 유사한 딜레마는 서유럽의 1970년대 이후 고등교육팽창의 맥락에서 안셀(Ansell, 2010:
166-179)에 의해서 제기된 바 있다.
99) 이러한 한국 국가의 한계 내지 취약성은 현재진행형인 ‘구조조정의 정치’의 양상과 전개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정책변화의 연장선에서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정
부의 대학구조조정은 강력한 정원감축 정책과 등록금 통제, 지속적인 고등교육 재정지출 확대라
는 정책조합을 기반으로 한다. ‘국가재정 의존형 구조조정’의 형태 하에서 추진되는 현재의 강력
한 정원감축 정책은 특히 심화되고 있는 사립대학 재정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향후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강한 정치적 반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2015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등록금에 대한 강한 통제는 이러한 반발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한하고 있
다. 결국 국가재정 지원의 과정은 보다 첨예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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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율화’의 두 주요 영역 - 대학정원과 등록금 - 에 대한 국가개입의 지속적 확
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듯 1987년 이후 대학의 ‘자율화’라는 기조 아래서 추진되었던 국가 개입의 점
진적 후퇴는 무엇보다 정원 확대(와 학교 설립 기준 완화)와 등록금의 자율화로 대변
되었다. 1995년의 ‘5.31교육개혁’은 이러한 자율화 경향을 시장주의 이데올로기의 체계
적 뒷받침 아래 크게 강화했으며, 이는 권위주의 국가 시기와는 달리 등록금 인상과
정원 확대가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박거용, 2005: 249) 즉 사립대학
의 ‘돈줄’의 두 흐름은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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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입학정원감축과 등록금 통제의 추이(2000-2014)
주: x축: 사립대학 입학정원 감축 / y축: 물가인상률 고려한 등록금 실질 인상률
점선: 2000-2014년 평균 (5889명, 1.12%)
자료출처: 교육통계연보(2000-2014)/ 통계청 데이터베이스(kosis.kr)

하지만 2003-2014년의 기간에 이러한 자율화의 흐름은 부분적으로 제한, 혹은 상당
부분 ‘역전’된다. 위의 <그림17>은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사립대학 정원감축과 물가인상률을 고려한 등록금의 실질인상
률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낸 것이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사립대학
정원감축과 등록금에 대한 통제 수준을 통해 분 국가 개입의 영역은 A-B-C-D로 연
속적으로 이동하면서, 그 통제의 폭이 강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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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학정원과 등록금에 대한 동시적인 통제, 국가재정지출의 급속한 확대의 정
책조합을 보여주는 2011년 이후 고등교육 정책의 전개는 독자적으로 살펴볼 가치가
있다. 1945년에서 2011년까지의 한국 고등교육의 역사에서 사립대학의 정원과 등록금
에 대한 통제가 동시에 강화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2011년 이후의 정책조합은 2000
년대 이후 뿐 아니라 한국 고등교육의 전체 역사에 비추어 볼 때도 새로운 면모를 보
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2011년의 대학구조개혁 계획을 이어받아 2014년 초부
터 강력한 정원감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진행형인 구조조정 정책의 흐름으로 미루어볼 때, 이러한 정책조합은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1995년의 ‘5.31교육개혁’을 한국 대학교육의 단절적 시점으로 이해
하는 시기구분 관행에, 일정한 재론의 여지가 있음을 함축한다.(박거용, 2009: 51; 조
희연, 2014: 241-247) 단적으로 2003-2012년의 시기를 거치면서, 1987년 이후 대학 ‘자
율화’의 핵심적 요소였던 입학정원과 등록금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비약적으로 강화
되었다.100) 물론 1995년의 교육개혁안에서 제시된 제도개혁의 방향과 이데올로기적
토대가 이후의 정책에 미친 지속적인 영향은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진행형인
사건들을 단순히 ‘1995년의 연속’으로 이해하는 관점은, 본 연구가 드러내고자 했던
복잡다단한 정치적 과정들과, 연속적인 문제해결의 과정들,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적으
로 확장되어온 국가개입의 특성을 간과한다고 할 수 있다.101)

100) 2010년 초의 등록금 인상 상한제의 도입은 그 한 계기다. 2004년 이후 강화된 정원확대에 대한
통제는, 2014년의 구조조정 정책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학 평가 및 구
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행정적, 재정적 정책을 통해서 유지되어온 정원 통제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101)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대학정원에 대한 국가개입의 양식을 기준으로 한국 고등교육의 역사를
시론적으로 구분해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1960년대 이후 한국의 대학교
육은 1) 1965년의 ‘대학학생정원령’에서 1989년에 이르는 권위주의 개발국가의 정원통제의 시기,
2) 1989년과 1995년의 자율화 흐름을 거치며 2002년까지 지속되는 정원 자율화의 시기, 3) 2003
년부터 시작되는 구조조정과 정원 재규제의 시기로 구분해볼 수 있다. 대학정원 통제의 구조화/
이완/재구조화를 기준으로 하는 이러한 시기구분은 본 연구가 다루었던 2003-2012년 구조조정
정책의 위상을 정원정책의 역사적 변화의 맥락에서 재조명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또한 주로 베버주의적인 국가론의 관점에서 국가개입의 ‘범위’와 ‘역량’을 문제 삼았던 본 연구의
관점을 출발점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유형, 정치사회적 동학과의 관계 속에
서 고등교육에 관여하는 국가의 형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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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와 복합화와 비교연구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를 간략하게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자 한다. 위의 논의들은 아직까지는 잠정적인 가설의 형태로만 남아있을 뿐, 보다 추
가적인 연구들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각각의 유형의 사립대학들이 한국의
대학서열체제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학과와 계열구조의 분화과
정,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탈분화,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의 기능분화와 대학
서열체제의 재편 등의 문제는 정원감축 정책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이들 주제는 소략하게 다루어지거나, 전적으로 간과되었다. 특히 개별 대
학의 수준에서 정원감축이 각 대학의 연구·교육기능을 변화시키는 양상을 본격적으로
탐구하는 일은 몇몇 수도권 사립대학의 사례를 특권화하는 경향이 있는 ‘대학 기업화’
논의를 비판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사립대학의 지배구조와 거버넌스 문제가 구조조정 과정과 맺고 있는 복합적
인 관계 역시 추가적으로 고찰될 필요가 있다. 특히 사립대학법 개정문제를 둘러싼
노무현 정부 시기의 정치적 갈등과, 이명박 정부 시기의 사학분쟁위원회 정책은 이
시기 국가와 사립대학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연결고리이며, 재정부
담을 둘러싼 정치적 역학관계 역시 이를 빼놓고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사학의 ‘봉
건적’ 구조가 신자유주의적 경쟁논리와 착종되어 나타나는 ‘한국적’ 사립학교의 지배
구조 문제는 구조조정기의 정치사회적 동학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열쇠이다.
셋째, 주로 행정부와 사립대학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의 분석을 보다 폭넓
은 사회적 맥락 속에 위치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대학교육개혁을
주도해온 관료 네트워크의 인적,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구조조정 정책
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생산체제 이론이나 정당정치 이론 등 보
다 정치경제학적인 문제틀 속에 국가-사립대학의 관계를 위치시킬 필요가 있다.(장수
명, 2014: 52)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경제위기나 실업률 등 지극히 단편적인 수준에
서 외삽적으로 고려되었던 요인들이 구조조정 정책과 맞물려 있는 관계를 이해하는
한편, 본 연구에서 불충분하게 고찰된 구조조정의 ‘산학연계 조정정책’적 성격을 보다
명확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교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반복적으로
강조했듯이, 분명 한국의 사례는 공적 복지의 확대 과정을 통과한 후, 1980년대 이후
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의 흐름에 부딪치고 있는 미국 혹은 서유럽의 경험과 그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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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을 크게 달리한다. 하지만 그것이 비교연구의 무의미함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손흥
숙(2004)의 표현대로 “다른 조건”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이념”을 공유하는 한국의 교
육개혁 정책의 특징은 오히려 비교사회학적 관점을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본의 경험과의 대비가 유용할 것이다. 일본 역시 한국과 유사하게 미군정의
점령통치 이래로 국가주도 자본주의적 산업화 과정에서 사립대학과 등록금 자원에 지
속적으로 의존하는 고등교육 팽창을 경험했으며,(우마코시 토오루, 2001: 309-311)
1990년대 이후로는 지방의 군소 사립대학의 ‘족벌경영’ 문제와 함께 학생 미충원으로
인한 재정난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일본에서는 한
국에 비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가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는다. 2011년
이후 ‘대학구조개혁위원회’라는 정부 산하 위원회가 대학의 평가와 재정지원 제한대상
의 선정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의 경우 ‘대
학기준협회’(JUAA) 산하 11곳의 민간 대학인증기관이 국가와 사립대학 사이의 완충
기관으로 존재해왔다. 또한 재정위기를 겪는 사립대학들의 파산과 인수합병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시장주도적 방식으로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
다.(김미란, 2009; 오대영, 2011)
물론 대학구조조정 추진의 시점과 조건이 다른 두 사례를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단
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우며, 각 사례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면밀한 탐구가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의 사실은 사립대학과 사적 자원에 의존하는 고등교육 체
제라는 특성을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에서,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추진
된 대학구조조정의 형태가 사뭇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두 국가의 사례
에서 관찰되는 유사성과 차이를 비교역사사회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작업은 한국의
사례를 보다 넓은 시야에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는 본 연구
자의 추후의 과제로 남겨놓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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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scal Sociology of the University Restructuring in Korea

: focusing on Changes in Hgher Educational Policy (2003-2012)
Kim Il-hwan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ies in Korea, which concentrate on downsizing
of universities, have been a part of diverse higher educational reforms. Since 2003
Korean state apparatuses have deeply intervened in process of university restructuring, and exercised great influences on strengthening inter-university competition and redefined functions of universities. Previous researches have tried to
explain this processes with diverse point of views. But at the one hand they commonly emphasized the continuity of restructuring policies since 2003, and at the
other hand they paid little attention to changes in state capacity and scope of
state intervention. This led to unsatisfying explanations of specific features of each
phases.
This thesis takes a fiscal sociological view as a alternative strategy. Korean
higher educational system had been continuously expanded in a way of minimizing
public higher educational finance and depending on private universities and student
tuition. On this structural condition, student quota-reduction policy, which is a
core of university restructuring process, might cause financial loss or even latent
financial crisis. So in the course of quota-reduction policies, the state confronts a
need to mobilize additional financial resources to compensate the financial loss, as
far as ‘exit’ option of private universities is restricted. Within this viewpoint, I explained the logics and causalities of successive changes of restructuring policies
with varying forms of resource mobilization strategies.
In First phase during 2003-2007, restructuring policies initiated student quota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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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tion in private universities maneuvering expanded ‘special-purpose funding’ as
a incentive mechanism. But quota reduction in this phase were mostly dependent
on continuous rises of student tuition. ‘Tuition-dependent’ restructuring had
strengthened the benefit-received principle and as a consequence, tuition burden of
household economy surpassed the level during 1997 economic crisis.
In second phase during 2008-mid 2011, restructuring policies was implemented in
a circumstances that tuition-limiting legislation in 2010 and proliferating welfare
finance as a counteraction against legitimation crisis in higher education. In a condition that tuition-dependent strategy was not possible, government expanded their
role, introducing a relative-evaluation and negative uses of financial support. But
with frozen public finance and tuition, ‘University finance-dependent’ restructuring
reached an impasse, confronting resistance of private university organizations.
In third phase during mid 2011-2012, restructuring policy was invigorated with
introducing of a ‘state-scholarship’, which expanded the higher educational public
finance with unprecedented rate. A ‘State finance-dependent’ restructuring in this
phase exchanged the welfare funding with the coercive quota and tuition reduction,
maneuvering reinforced negative uses of financial support. In this context, the entire process of governmental financial aid – evaluation, categorization, support,
outcome – were embedded in area of explicit political conflict, and politicized.
In conclusion, this thesis shows the feature of restructuring policy has continuously changed in relation with resource mobilization strategy of state, and political conflict among state-private universities-students and other social groups.
And this implies that we cannot fully understand university restructuring in Korea
with an abstract notion like ‘Neoliberal higher education policy’, and need more
concrete model explaining the interrelations between changing modes of state intervention and socio-political conflict regarding higher education finance.
keywords: university restructuring, student quota reduction, resource
mobilization strategy, legitimation crisis of university,
politicization of higher education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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