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담론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 분석:
BK21 사업을 중심으로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전공

이 정 연





- i -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BK21 사업에 반영된 주요 정책 행위자들(정부, 교육

부, 대학사회, 국회 교육위원회, 기재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세계수준

대학에 대한 아이디어 변화를 탐구함으로써 최근 세계적 동향과 어떠한 간

극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아이디어와 담론

의 수준에서 정책 행위자들 간의 권력과 담론 과정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담론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정책 담론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BK21 사업 4단계까지 각 단계

별 사업의 설계 시점에 전반적으로 어떠한 단계별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봄

으로써 전반적인 사업의 체계, 예산구조, 평가지표의 주요 사항을 분석하였

다. 둘째, 각 단계별 정책 형성 과정에서 정부 및 교육부, 대학, 국회 교육

위원회, 기획재정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 각각 어떠한 담론 양상을 보

였는지를 담론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정책 행위자의 아이디어와 담론을 중심

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각 주체가 아이디어를 세계수준대학

육성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담론 전략을 통해 조정을 이루어냈는지를 

아이디어와 권력의 관계(Carstensen & Schmidt, 2016)에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BK21 사업 정책 변형에 영향을 미친 아이디어와 담론을 담론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조망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단계별로 정부의 

틀 짓기(framing)와 주요 행위자 간 담론과정에 나타나는 주체별 아이디어, 

그리고 정책 반영을 위한 각 주체의 담론 전략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과정추적법을 활용하여 담론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내용은 1~4단계 

BK21 사업의 정책 형성 및 수정이 이루어진 네 시기이며, 분석 자료는 

BK21 사업과 관련된 보도자료, 연구 보고서, 공청회 자료, 국회 회의록 등

이 있다. 

분석에 앞서 이론적 탐구를 통해 오늘날 세계수준대학에 대한 사회적 기

대가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서 글로벌 공공재로서 대학의 역할 실현에 있음

을 보였다. 이에 따르면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 또한 세계화의 주체를 무엇



- ii -

으로 보고, 어떠한 목표로 어느 활동의 장(場)에서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주요 정

책 행위자의 세계수준대학 아이디어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주요 쟁점 사항들을 도출하였다. 

첫째, 주요 정책 행위자의 세계수준대학 아이디어와 정책의 담론 과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정부와 교육부는 큰 틀에서 몇몇 개의 세계수준

대학을 만들어내는 것만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세계적 평판이 좋아질 것

이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정책을 구상하였다. 이러한 정책에 약자 대학들은 

인지적 타당화와 규범적 가치를 내세워 교육부에 수치심을 줌으로써 정책 

수정을 이끌어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정부의 아이디어에 동의함에도 불구

하고, 지역균형발전, 대학 간 격차 완화, 공정성 등을 주장하였다. 이론적으

로는 강조되고 있는 글로컬라이제이션, 즉 지역과 세계의 연결은 순위 경쟁

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우리나라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의 담론에서는 크게 

힘을 얻지 못하였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예산 규모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정책처 등과 교육부의 줄다리기

는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이 세계대학순위의 상위권 대학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수

준이 낮다’는 국제 지표를 내세워 세계수준대학 육성을 위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도 하나, 이는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

다는 부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는 질적 성과 지표로의 변화 필요성에 

모두 동의하여도 쉽게 변화할 수 없던 이유였던 것으로 보였다. 국가연구개

발평가 등은 오히려 사업 성과의 근거로서 대표성을 갖게 되며 (정성적) 정

량 평가에 머무는 데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이 견제

적 관계에 있던 것만은 아니다. 교육부도 결과적으로는 세계수준대학 육성

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견지하고 싶었던 바, 이들과 긍정적 네트워

크 형성을 통해 소수 대학들의 대안적 아이디어를 더욱 더 강하게 배제할 

수도 있었다. 

둘째, 정책 행위자의 세계수준대학 아이디어에 따라 정책이 어떠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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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변화를 겪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연구 결과 사업 초기에 

‘세계수준대학’은 세계 시장에서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다기 보다는 예산 

확보와 선택적 대학 지원을 통해 국내 대학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수

사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즉 정부와 교육부는 대학 제도개혁, 국가 내 대

학 간 경쟁 유도의 목적을 이면에 숨겼다. 이에 따라 대학사회의 대안적 아

이디어를 배제하고 일부 세계수준대학과 무관하다고 주장된 정책 내용을 강

제하였다. 하지만 3단계에서부터는 교육부가 세계수준대학의 랭킹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 전체’ 차원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하였는데, 3단계 사업의 추진과정에서는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등의 강력한 반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4단계에서 이르러 교육부가 그 

필요성을 설득, 이들과 호의적 네트워크를 형성한 결과 대학원 혁신지원비

에 대한 예산 확보에 성공할 수 있었다. 

셋째, 세계수준대학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살펴본바, 이에 따른 우리나라 

세계수준대학의 아이디어의 분석 결과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는 세계

수준대학의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었으며, 세계적 수

준의 연구 여건을 형성해주는 것이 국내 학생의 두뇌유출을 방지하고 해외

의 우수 교원과 유학생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여겼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는 이 모든 것이 국가 차원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여겨졌

으며, 학술적 관점에서 외국인 연구자들과의 교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세

계수준대학의 다문화 수용 등의 담론은 배제되었다. 또한, BK21 사업에서 

대학의 재정 확보에 대한 논의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우리나

라의 맥락에서 지방대 및 국ㆍ공립대학이 산학협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산

업체를 찾기는 어려운바, ‘공정성’을 해친다는 규범적 아이디어가 작동하여 

1~2단계의 대응자금 확보 조건마저 폐지되었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자율성

과 책무를 주제로 살펴보면, BK21 사업 수혜 대학의 책무는 대체로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우월성을 대표할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었으며, 대학 차원에

서는 풍부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내 타 대학과 경쟁하는 것으로 이해되었

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유교 문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들의 대학 정책에

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한데, 이로써 형성된 세계수준대학 아이디어는 오



- iv -

늘날 강조되는 국제 사회의 공적 책무 수행과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평가

와 평판을 성취의 기준으로 삼는 한, 우리나라의 연구중심대학이 활동 영역

을 세계의 장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선결과제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

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세계수준대학에 지역-국가-세계를 

포용할 수 있는 책무 부여, 지역우수대학과의 컨소시엄 활성화, 학술정치에 

대한 전략 탐색, 질적 평가 체계의 타당성 확보, 과학기술부 등 타 부처와

의 평가 체계 합의 도출 등의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주요어 : 세계수준대학,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 BK21 사업, 담론 제도주의, 

고등교육 국제화, 과정추적법

학 번 : 2019-27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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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는 대학들은 세계수준대학 육성을 

대표적인 대학의 비전으로 삼아 왔다(김훈호ㆍ신철균ㆍ오상은ㆍ최혜림, 

2011). 5ㆍ31 교육개혁으로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촉진되며 ‘세계수준대학’

은 대학 총장의 연설과 대학 관계자들의 담론, 여러 국내외 언론사의 대학

평가, 그리고 고등교육 정책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세계수준대학이 어떤 특징을 지닌 대학인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가 미비하였고, 그 결과 지난 약 20년간 여러 맥락에 따라 각양각색의 

정의를 내려왔다. 이러한 혼란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이에 

대해 Altbach(2004)는 ‘세계수준대학(world-class university, WCU)’을 누

구도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나 모든 대학이 쫓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세계수준대학은 그 개념의 등장 이후 여러 주체들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

되어 왔으며, 그 역할의 정의 또한 상이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세계수

준대학의 개념은 지식기반사회과 세계 시장 확장에 따라 연구중심대학을 중

심으로 형성되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은 BK21 사

업이다.1) 우리나라는 1999년 이후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이 정책에 연 

2,000~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아시

아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전반적으

로 세계 시장에서 국가 고등교육의 평판을 높이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대체로 그 논의 과정에서 세계수준대학의 개념이 

서구식 세계대학순위로 귀결되는 현상을 보이며, 우리나라에서도 BK21 사

업 등이 대학의 시장화와 대학 간 동형화를 촉진시켰다고 비판되었다(Byun, 

1) 이 연구에서는 사업명의 통일 및 간소화하기 위해 각 단계별로 ‘1, 2, 3, 4단계 (BK21) 
사업’이라고 표현하였다. 각 단계별 사업의 공식 명칭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두뇌한
국(Brain Korea)21 사업’, 2단계는 ‘2단계 BK21 사업’, 3단계는 ‘BK21 플러스’, 4단계
는 ‘4단계 두뇌한국21, BK21 FOU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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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 & Kim, 2013; Shin & Khem, 2012). 이와 반대로 최근에는 세계적 

대학의 활동의 장(場)이 세계 단위를 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세계수준대학이 가져야 할 특성으로 윤리성(ethics)과 글로벌 공공

재(global public goods)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Marginson, 2018; de 

Wit, 2020). 대표적으로 UNESCO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요 대학들이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최근의 추세가 

이를 잘 보여준다(최동주 외, 2016; Tian, 2020). 특히 최근 COVID-19로 

국가 간 교육 격차가 커지고 국제 사회의 난관을 협력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 공동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세계적 대학에 요구되는 ‘세계수준의 

책무 수행’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다(de Wit & Altbach, 2020). 요컨대 최

근에는 세계수준의 대학은 국가 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동시에 국제

적 책무를 수행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수준대학에 대한 이해가 변

화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의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의 방향성도 이에 대

응하여 두 가지 가치 간의 충돌을 최소화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

지만 이러한 확장된 개념에서 우리나라의 정책을 조망한 연구는 미비하였

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년 간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의 정책 과정에 

나타난 정책 참여자들의 세계수준대학에 대한 담론을 통해 우리나라 세계수

준대학 및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의 주체별 아이디어와 정책 반영의 양상을 

탐구하고, 이를 확장된 세계수준대학에 대한 아이디어와 비교함으로써 우리

나라 대학의 세계수준대학 육성의 방향성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BK21 사업은 정부와 교육부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설계되기는 하나, 정

책 과정에서 대학, 국회, 기재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조정 및 소통을 

통해 정책이 수정되어 왔다. 그 결과 정책의 방향성은 기존의 계획에서 바

뀌기도 한다. BK21 사업은 20년간 큰 틀에서는 세계수준대학 육성을 비전

으로 내세웠다. 그 때문에 이 사업의 정책 과정에서 정책 행위자들이 세계

수준대학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즉 어떠한 아이디어를 갖고 정책을 형성하

는지에 따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서로 다르거나 같을 수 있

다. BK21 사업은 공모경쟁 방식으로 진행되어 국내 대학의 제도적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 만큼, 이 사업에 어떠한 정책 행위자의 세계수준대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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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어가 수용 혹은 배제 되는가에 따라 대학의 세계수준대학의 모습이 결

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간에 세계

수준대학에 대한 합의 혹은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아울러 고등교육 국제화의 학문분야에서는 국가의 정책 형성과 실행에 

세계적 담론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를 주요 쟁점이자 연구주제로 삼아 왔

다(부향숙, 2006; Rizvi & Lingard, 2010, Vaira, 2004). 특히 세계수준대

학과 같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는 한 국가의 범주로 들어오게 될 

때 그 국가의 특성과 맥락에 따라 내포된 아이디어가 선택적으로 반영되고 

의미가 변형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변형은 국가의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세계수준대학과 BK21 사업이 그러한 관계에 있다. 

즉 ‘세계수준대학’이라는 용어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 한편,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그 개념이 국가적 맥락의 영

향으로 내포하는 아이디어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추측으로부터 출발한

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뚜렷하게 정의되지 않은 세계수준대학이 우리나라

의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그것이 우리 정부의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지를 조망하고자 한다.

세계수준대학의 정의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말부터 세계수

준대학을 만들고자 하는 세계 각국 대학들의 움직임은 급격하게 활발해졌

다. 그 이면에는 WTO/GATS 체제 출범에 따라 고등교육이 세계화와 국제

화의 시대를 맞이하였다는 것과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국가와 국제사

회에 요구되는 신인류의 역량이 변화하였던 배경이 있었다. 이에 오랜 역사

를 기반으로 세계적 명성을 지닌 선진국의 대학을 제외하고, 전 세계 여러 

대학들은 세계적 시장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계수준’으로 성장하고 인정

받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의 경쟁력 강화

를 통해 국가의 성장과 인재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던 아시아의 대표 국가

들은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을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펼치기 시작하였다

(Altbach & Balan, 2007; Shin & Kehm, 2012).

전술한 바와 같이 세계수준대학은 수많은 주체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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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되어 왔다. Vaira(2004)는 고등교육의 국제화에서 세계 수준의 아이디어

가 세계경제의 경쟁구조와 세계정치의 구성적 구조의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

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는데, 세계수준대학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그 주체는 

세계대학순위 제도와 국제기구 등으로 대표될 수 있다. 이에 더해 고등교육 

학계에서 세계수준대학은 오랜 역사를 가진 주제이었던 바, 최근까지도 이

를 정의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이 연구는 이를 종합하여 세계수

준대학의 의미가 활동 영역, 주체, 목적 등에 따라 다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BK21 사업으로 대표되는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

이 세계수준대학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오

래전부터 존재하였다(민철구ㆍ이춘근, 2000). 이에 따라 최근 4단계 BK21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세계수준대학 육성의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교육부

의 기조와, 이 사업을 ‘세계수준의 연구중심 그룹’과 ‘지역산업 혁신형 연구

중심 그룹’과 같이 정확히 이분화해야 한다는 주장 간의 미스매치가 쟁점이 

되기도 하였다(송진규, 2019.5.15.). 이는 BK21 사업을 중심으로 세계수준

대학에 대한 이견이 정책 행위자들 간에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분석의 여러 관점 중 담론 제도주의적 관점을 취하는 학자들은 정책 

변화 과정에서 주요한 행위자들의 담론 과정에 나타나는 아이디어와 이것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Schmidt, 2008, 2011). 이에 따

라 이 연구에서는 담론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는 우리나라 담론에서의 세계수준대학 아이디어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특

히 BK21 사업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진행되며 변화하는 과정에서 세계수

준대학의 아이디어가 주요 정책 행위자들 간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변

화하는지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담론 제도주의적 관점의 해석이 유리한 또 하나의 이유는 담론 과정과 

정책 반영을 아이디어와 권력의 관계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담론 

제도주의에서 아이디어와 권력의 관계는 Carstensen & Schmidt(2016, 

2018)가 제시한 세 가지의 담론 전략으로 구체화된다. 이는 아이디어 내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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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아이디어를 통한 권력, 아이디에 대한 권력으로 구체화 되는데, 정책 추

진의 담론 과정에서는 이에 포함된 설득, 주입(impose), 수치심 주기

(shame), 대안 거부(resist) 등의 방법으로 행위자의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

되거나, 반영되지 못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BK21 사업의 정책 

변형 단계의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지난 네 단계의 사업 진행에서 어떠한 정

책 행위자의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혹은 반영되지 못하였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국외의 선행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세계수준대학에 대한 개념이 각 국가

의 맥락에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탐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예컨

대 Deem, Mok & Lucas(2008)는 세계수준대학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어떻

게 정의되고, 누구의 아이디어가 고등교육의 모습을 변형하는 데에 반영되

는지를 밝히고자 했으며, Li & Eryon(2020)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 간 고등교육 학술지 및 저서에 나타난 세계수준대학의 개념을 탐색하

기도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은 장기적으로 축적된 다

양한 국내ㆍ외 자료로 세계수준대학이 한 국가에서 어떻게 유지 혹은 변화

하는 지를 여러 담론 행위자 간의 권력 관계에서 살펴본다는 데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세계수준대학을 쫓는 고등교육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비판

적인 반면, 누구의 어떠한 아이디어가 어떠한 이유로 형성되어 정책에 반영

되었던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연구는 담

론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이를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정책 행위자의 아이디

어가 어떠한 담론 전략을 통해 정책에 반영 혹은 배제되는지를 보고자 한

다. 종합하여 이 연구는 세계수준대학에 대한 다양한 특징들에 기반을 두고 

어떠한 특징들이 세계수준대학 육성을 목표로 한 BK21 사업의 정책 담론에

서 부각되거나 미약한지를 조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숙고를 통해 

우리나라가 새롭게 확장되는 세계수준대학의 개념을 적절히 수용하기 위해 

정책의 행위자들이 어떠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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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문제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문제 1] BK21 사업의 변천 과정은 어떠한가? 

한 번 사업이 시작되면 약 7년 간 운영되는 사업의 특성상 BK21 사업은 

사업 진행 중에도 평가지표, 예산 집행 규정 등을 수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단계별 사업 운영 초반에 대학과 사업단이 선정되어 계약 기간을 두고 운영

되기 때문에 사업의 형태는 단계별 사업 설계의 시점에서 전반적인 사업구

조 재설계의 기회를 갖는다. 장기간에 운영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의 단계별 변화를 체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적었다. 아울러 이 사업과 관

련한 담론분석에 앞서 사업 전반의 변천 과정을 조망하기 위해 주요한 사업

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사업체계, 예산 편성 

구조, 선정평가지표 등을 중심으로 이 사업의 단계별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

다. 

[연구문제 2] BK21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행위자 간 세계수준대학 

육성 담론의 양상은 어떠한가? 

세계수준대학은 BK21 사업의 단계별 비전(vision)에서 꾸준히 등장하는 

키워드로, 이 사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세계수준대

학육성정책에서 ‘세계수준대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정책을 추진 및 

집행하는 다양한 행위주체들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담론 제도주의는 정책 

참여자들의 담론과 아이디어를 정책변화의 중요한 동인으로 여긴다. 이 연

구문제에서는 단계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정책 참여자의 담론 양상을 

보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사업 추진의 제도적 

맥락을 틀 짓기(framing)의 관점에서 살폈다. 다음으로 그러한 제도적 맥락

을 기반으로 하여 주요 정책 참여자인 대학, 정부, 국회의 교육 관련 위원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담론을 분석하여 BK21 사업 추진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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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수준대학에 대한 담론 양상이 어떠한지를 탐구하였다. 특히, 정책 참여 

주체별로 세계수준대학 육성이라는 사업의 비전에 어느 수준으로 동의하는

지,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자 하는지를 보았다. 이 과

정에서 세계수준대학 담론은 Salmi(2009)가 제시한 세계수준대학의 구성요

소를 비롯한 여러 관점에서의 특징을 바탕으로 보았다. 그 결과 어떤 담론

이 우리나라의 세계수준대학 아이디어의 주를 이루고, 다양한 세계수준대학

에 대한 특징에서 어떠한 아이디어가 반영되거나 배제되는지 탐구하였다. 

[연구문제 3] 세계수준대학 육성 담론은 BK21 사업의 제도변화에 어떤 영

향을 미쳤는가?

다음으로는 세계수준대학에 대한 각 행위주체별 담론이 BK21 사업의 설

계에 미친 영향을 보았다. 이는 앞서 살핀 담론을 중심으로 정책 행위자들

이 세계수준대학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담론 전략으로 접근을 

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폈다. 이를 위해 선행되는 이론적 탐구를 통해 

Carstensen & Schmidt(2016)가 제시한 아이디어와 권력의 관계 그리고 담

론의 전략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 행위자 간 이루어지는 조정 및 

소통의 과정을 통해 담론이 정책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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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세계수준대학의 개념

1. 세계수준대학의 등장 배경

가. 지식기반사회

세계수준대학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0세기 사회 변화 중 하나는 

‘지식기반사회(Knowledge-based society)’이다. 지식기반사회는 노동을 통한 

생산성에 의존하였던 과거 사회와 달리,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를 가공, 

재구성, 축적, 판단하여 생산된 지식을 사회 촉진의 원동력으로 삼는 사회

를 일컫는다(강선보, 2006; 한명회, 2001). 1960년대 P. Drucker가 ‘지식사

회’를 소개한 이후, 이는 그 이후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이끄는 되는 개

념으로 발전하였다(하연섭, 2005; Phillips, Yu, Hameed, & El Akhdary, 

2017).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국가에서 세계로 공간의식이 확장되

기 시작하며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혁신을 추진하게 되었

다. 이때 문민정부가 세계화ㆍ정보화 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부터 지

식과 정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대의 도래를 적극적으로 대비하였다. 

대표적인 변화로 문민정부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신지식인, 인적자본이 

사회를 이끌어 갈 원동력이라고 여김으로써, 이를 5ㆍ31 교육개혁 추진의 

기반으로 삼는다. 이 당시 입시과열과 주입식 교육, 대학의 경쟁력 약화 등

의 문제는 교육의 범주에서 확장되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여겨졌는데, 지식

기반사회에 따른 세계적 흐름 속에서 그 문제는 더욱 부각되어 교육의 변화

를 촉구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식기반사회가 우리나라 고등교육 개

혁에 주었던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지식의 창출이 중시되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며 주체적인 

인재들을 양성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강선보, 2006; Giroux, 1998). 이는 

특히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중심의 주입식 수업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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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심의 평가체계에 의해 학생들을 서열화하는 대학 입시경쟁의 과열과 대

조되어 5ㆍ31 교육개혁의 추진 기반이 되었다(교육개혁위원회, 1998). 이와 

같은 배경에는 미래 사회에는 단순히 다양한 정보에 접근성을 확보해야 하

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창의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해진다는 점도 한 몫을 하게 되었다. 

둘째, 세계화로 인해 신지식인의 관심과 책임의 범위가 국가에서 세계로 

확장되며, 전 지구적 성장에 이바지하는 지식의 창출을 요구하고 있다. 대

학의 지식 창조는 단순히 무역과 시장경쟁에 의해 추진되고, 그 성과에 의

해 가치가 매겨진다고 볼 수 없다(Marginson, 2010a). 이에 따라 대학과 

그 주체들은 공공지식인(public intellectuals)으로써 지역, 국가, 세계의 중요

한 현안에 목소리를 내며 사회에 공적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강선보, 

2006; Giroux, 2006; Posner, 2009). 요컨대 대학의 교수와 연구자 등 지

식인은 연구와 교육이라는 주요 직분과 더불어 전문가 시민으로서 사회적으

로 요구되는 여러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들은 대학이

라는 기관이 가진 특성에 따라 학문적 자유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그 정신을 

지켜나가 소신 있게 사회의 여론 주도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정태석, 

2016). 

셋째, 세계화의 또 다른 현상인 세계 시장의 경쟁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인적자본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이다. 즉 전 세계적인 시장개방의 흐름 속

에서도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경쟁력 있는 인재를 보유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대학이 필요한 것으로 집약된다. 이는 여러 논의를 파생시키는 시

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이 세계 시장 경쟁의 판에 들어선다는 것

은 외국의 우수 인적 자본과 우리나라의 우수 인적 자본이 모두 세계 여러 

국가의 지식경제 수준에 따라 대학을 비교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Guruz, 

2008). 이는 곧 두뇌 유출과 두뇌 환류 등의 논의로 확장된다. 즉 대학은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과 더불어 세계 각지에서 우수 인재를 확보하

는 것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UNESCO, OECD, World Bank 등 국제기구 또한 지식사

회, 지식경제 등 지식기반사회에 따른 변화를 예고하였다. 이에 기반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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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선진국의 교육개혁에 힘입어 우리나라도 이들의 시각을 교육정책의 준

거로 삼았다(부향숙, 2006). 물론 초ㆍ중등교육에 대한 논의 또한 적극적으

로 이루어지지만, 각 정부와 더불어 국제적 논의에서는 지식의 생산과 공

유, 평생교육,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등이 강조되며 공통적

으로 고등교육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 왔다(Altbach, 2009). 

하지만 실제적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고자 하는 많은 국가들은 역사

가 깊은 선진국의 일류대학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표상하는 우수한 대학을 

다수 보유하는 것이 경쟁력 있는 국가를 기르는 힘이 될 것이라고 여겨왔

다. 그 과정에서 여러 국내ㆍ외 기관들은 대학에 순위를 매기기도 하는데, 

그 인지도와 영향력이 높아지며 국가 단위에서도 국가 내 대학의 순위를 높

이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게 되었다.2) 이러한 배경에서 ‘세계수준

대학(world-class university)’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명확하게 정의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세계 대학의 순위를 매기는 세계 고등교육의 시장경

쟁 체제를 중심으로 그 개념이 정립되는 경향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Altbach, 2004). 

나. 고등교육의 세계화 및 국제화

1989년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가 몰락하며 세계를 양극화하였던 이념과 

체제의 변이 무너지면서 세계경제는 국경을 초월하는 단일의 ‘글로벌 경제

권’을 형성하게 되었다(안병영ㆍ하연섭, 2015). 이로써 전 세계를 하나의 자

본주의 시장경제로 여기게 되며 국가 간 경쟁은 격화되었다. 이는 자본의 

이동과 확보 경쟁, 즉 경제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개개인의 삶 전체로 확산

하여 여러 사회적 변화의 배경이 되었다. 교육도 그 중 하나였다. 특히 고

2) 세계적으로 대표되는 대학 랭킹 시스템에는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 (THE 세계대학랭킹), Quacquarelli Symonds World University 
Ranking Higher Education (QS 세계대학랭킹),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Ranking (SJTU 세계대학랭킹) 등이 있으며, 이들 중 국내에서 가장 많이 언급 혹은 정
책 과정에서 인용되는 랭킹은 THE 세계대학랭킹과 QS 세계대학랭킹이다. 그 외에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학 랭킹과 평가가 성행되며, 고등교육 개혁 과정에서 대학의 순위 
경쟁은 대학의 세계적 수월성, 경쟁력, 역할 및 책무 수행력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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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육의 국제화와 세계화는 초ㆍ중등교육과 달리 WTO/GATS 협정의 주

요한 서비스 대상으로 확정되며 2000년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먼저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세계화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추후 

논의될 고등교육 국제화와 세계수준대학을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이 

등장한 배경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교육 분야에서의 ‘국제화’의 개념은 

1980년대 초 이전까지만 하여도 고등교육 부문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현상

을 아우르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그 개념을 ‘세계화’의 개념과 

구분하여 고등교육의 역할과 가치, 대응과 전략 등에 접근할 필요하다는 것

이 다수 학자들의 의견이다(엄상현, 변기용, 2012; Altbach, Reisberg & 

Rumbley, 2009; Brandenburg & De Wit, 2011). 보편적으로 세계화는 국

제화를 촉진하는 기술, 경제, 지식, 인적자원, 가치, 아이디어 등이 국경을 

허물고 움직이는 현상을 의미한다(Knight & de Wit, 1997). 이와 달리 국

제화는 이러한 세계화된 세상에 대한 ‘대응’이다. 즉 국제화는 세계화 속 어

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목적이라 여겨진다(이종

규, 2015).3)

국제화와 세계화의 개념 구분에 대한 논의를 할 때 Knight(2004)의 정의

가 가장 많이 인용된다.4) Knight(1994)는 고등교육 국제화를 ‘기관의 교육, 

연구, 봉사 기능에 국제적, 상호문화적 영역(dimension)을 통합하는 모든 과

정’으로 정의한 바 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보다 폭 넓은 관점에서 

3) 이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국제화’와 ‘세계화’의 개념을 가능한 구분하여 표현하고자 하
나, 고등교육의 국제화 혹은 세계화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합의된 정의나 준거가 없
다는 점에서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쓰고 있다. 이에 따라 ‘고등
교육의 국제화’는 ‘세계화’에 정부나 대학이 대응하여 보이는 (제도나 정책의 개발과 변
화를 포함한) 행위나 행동과 아울러 ‘국제화’가 표방하는 가치중립적 정의를 포함한 개
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4) Jane Knight는 1990년대부터 꾸준히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세계화가 다른 개념임을 
주창하며,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 둘 간의 정의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노력해왔다. 지
난 약 30년간의 그의 연구와 담화에 담긴 세계화와 다른 국제화의 개념 차이에 대한 
논사(論思)는 이 두 개념의 혼용이 고등교육 국제화의 기능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도록 
하며, 이는 국제화에 대한 오해(고등교육 국제화에 대한 착각, 고등교육 국제화의 후퇴, 
필요 없음 등)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Knight, 1994, 2003, 2004, 
2011b, 2012; Knight & de Wit, 2018). 이 때문에 그녀는 국제화와 세계화의 개념 구
분보다 그것의 기반이 되는 핵심 원칙과 가치, 윤리적 결과가 무엇인가에 더 많은 관심
을 둘 것을 촉구한다(Knight, 2011a, 2012; Knight & de Wi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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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국제화에 관여하는 모든 국가, 부처, 제도 수준에서의 고등교육의 

목표, 기능, 전달을 국제적, 상호문화적, 세계적 영역과 통합하는 과정’의 의

미로 정의하였다(Knight, 2004). 이와 같은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국제화는 

고등교육에서 국제화가 전략, 프로그램, 정책 등의 형태로 구체화되는 데에 

기여하였으나, 이런 의미로써 국제화는 그것이 수반하는 모든 ‘현상’까지 국

제화로 인식하도록 하여 오히려 그 의미와 가치가 퇴색되는 부작용을 낳기

도 하였다(Crăciun, 2018). 

이와 같은 고등교육 국제화 개념의 불합치는 국제화가 이루어지는 영역, 

즉 범주화의 어려움을 낳는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보고자 Knight & de 

Wit(1994)은 고등교육 국제화의 접근 방법을 활동적 접근(activities), 역량

적 접근(competency), 기풍적 접근(ethos), 과정적 접근(process) 등으로 나

눈다. 아울러 Knight(2004)는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프로그램 전략(Program 

Strategies)과 조직적 전략(Organization Strategy)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

하고 있다. 간략히 보면 프로그램 전략은 학술적 프로그램. 학연협력, 외부

관계와 서비스(국내/국제), 과외활동 등 네 개 범주로, 조직적 전략은 지배

구조, 운영체제, 지원체제, 인적자원개발 등 네 개 범주로 구분된다. 

이처럼 고등교육 국제화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세계수준대학이 직접적으

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제화 활동의 주체를 기관(대학) 혹은 국가

로 볼 것인지 혹은 국제화 활동의 근거(rationale)가 무엇인가 등 종합적인 

관점을 구분하는 방법에 따라, 그 활동이 ‘국제적 인지도와 명성

(international profile and reputation)’, ‘연구와 지식의 생산(research and 

knowledge production)’, ‘국가 발전(nation building)’ 등 세계수준대학의 

특징과 관련성이 깊음을 알 수 있다(Knight, 2004).5) 그 때문에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보는 종합적인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뒤이어 살펴볼 세계수준대학

의 특성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때 고등교육 국제화를 수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국제화의 대상이 누

구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나, 그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국제화 활동이나 전략을 수행하는 

5) 이러한 다양한 세계수준대학의 특성에 대한 해석은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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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De Wit(2002)와 Knight(2004)는 이

처럼 ‘어떤 관점에서 고등교육 국제화의 활동 목적을 해석할 것인가’를 살

펴보기 위한 관점(rationale)6)을 경제적 관점, 정치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

점, 학술적 관점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Greblikaitė, Barynienė & 

Paužaitė(2015)는 Knight(2004), de Wit(2002), Maringe & 

Woodfield(2013), Amaral, Tavares, Cardoso, & Sin(2015) 등의 선행연구

를 기반으로 하여 고등교육 국제화의 각 관점을 <표 Ⅱ-1>과 같이 정리하

였다.

단, 이러한 관점을 통해 고등교육 국제화를 해석할 때 유의할 점은 행위 

주체나 국제화의 대상을 구체화할 수는 있으나 각 활동이 이루어지는 행위 

수준(기관, 국가 등)은 명확한 경계로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반대로 

행위 수준이 확실할 수는 있으나 그 활동을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

6) ‘Rationale’은 이유, 원리, 이론적 근거 등으로 번역이 가능하며 연구자가 해석한 ‘관점’
은 보편적으로 이를 번역하는 단어는 아니나, 각 관점이 ‘대학의 국제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설명하는 관점’이라는 독자의 이해를 이끌기 위해 ‘관점’으로 해석하였다. 

관점 설명 내용 및 현상

경제적 
관점

§ 경제 성장과 사회통합을 촉
진하는 졸업생 역량과 노동
시장과의 일치

§ 경제성장과 경쟁력
§ 노동시장
§ 금전적 성과

정치적 
관점

§ 국가 정체성 강화, 국가 간 
상호 관계 강화

§ 대외정책
§ 국가 안보
§ 기술 지원

§ 평화와 상호 이해
§ 국민 정체성
§ 지역 정체성

학술적 
관점

§ 학습 및 연구 과정에서 
국제 표준의 구현

§ 국제적 차원의 연구와 교육
§ 학문적 지평의 확장
§ 제도 구축

§ 인지도 및 지위
§ 질적 향상
§ 국제학술표준

사회문
화적 
관점

§ 상호문화 간 이해 역량 강화
§ 특히 세계적 다문화 수용 

사회에서 주요한 행동으로 
여겨지는 역량

§ 민족문화 정체성
§ 문화간 이해
§ 시민권 개발
§ 사회 및 지역사회 발전

※ 출처: Greblikaitė et al. (2015)과 Knight(2004)를 수정함

<표 Ⅱ-1> 고등교육 국제화의 관점(Rationale) (Knigh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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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Knight, 2004). 이러한 이유 때

문에 고등교육 국제화의 프로그램이나 전략, 특히 국가 정책 추진의 궁극적

인 목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둘러싼 대내ㆍ외적 맥락과 정책 참여 이

해관계자들의 이해를 파헤쳐 보아야 한다는 것이 최근 교육 국제화 정책 분

석에서 강조된다(Rizvi & Lingard, 2010; Vaira, 2004).

2. 세계수준대학의 특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등교육이 세계화되고 지식의 사회적 가치가 높

아지며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경쟁을 펼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세계의 여러 대학들은 세계의 우수한 교수진과 학생들

을 유치하고, 각종 정부 및 공ㆍ사적 기관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생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사회는 이러한 우수 대학

을 ‘세계수준대학(world-class university)’, ‘플래그십 대학(flagship 

university)’, ‘엘리트 대학(elite university)’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기 시작

하였다.7)

하지만 이미 오랜 역사와 세계적 명성을 가진 영국과 미국의 연구중심대

학이 대체로 세계수준대학의 칭호를 부여받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세계수준

대학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명성이 전부인 

허상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일찍부터 받기 시작했다(Altbach, 2006; 

Trow, 2007). 그 결과 많은 고등교육분야의 학자들은 세계수준대학이 무엇

인지 한 마디로 정의를 내리기보다, 이들의 특징과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기

준을 세우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이전 항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세계

수준대학에 대한 논의가 고등교육의 국제화 및 세계화와 필연적으로 엮여 

있다 보니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이들의 비전에 기반을 둔 세계수준대학의 

아이디어를 확산시키고자 하였다(Altbach, 2009). 

이처럼 세계수준대학을 논하는 주요 주체들은 고등교육 분야 학계, 대표 

국제기구, 국제 수준의 세계대학랭킹 기관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 항

7) 이후 설명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담론에서도 시기에 따라 ‘(세계)일류대학’, 
‘세계수준대학’,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등을 보편적인 용어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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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각 주체별로 대표되는 기관 및 학자들이 정의하고 있는 세계수준대

학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가. 학계에서 바라보는 세계수준대학

세계수준대학에 대한 학계에서의 논의 필요성을 선두에서 제기한 

Altbach(2004)에 따르면 잘 알려진 세계수준대학들의 특징은 높은 수준의 

연구 생산 수준, 학문적 분위기, 대학 자체적 거버넌스, 연구를 위한 시설과 

기자재 구축, 충분한 재정지원으로 집약된다고 본다. Marginson(2012b) 또

한 Altbach와 함께 세계수준대학의 허와 실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였는데, 

그는 세계수준대학이 대학의 교육, 연구, 사회봉사에 모두 일정 수준의 우

수함을 보이는 대학이기보다 연구 역량 및 성과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

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그는 상당한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가지고 연구 성과를 내는 대학, 그리

고 그러한 성과를 지원해줄 수 있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

학을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이라고 이야기한다(Marginson, 2010b, 

2013). Marginson은 일반적인 세계수준대학의 논의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공공성(global public goods)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

단하나, 세계적인 대학이 지녀야 할 특징 중 하나가 세계, 국가, 지역사회 

간의 균형 발전이라는 점에서 ‘대학의 공공성’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Marginson, 2017). 이러한 관점은 Rizvi(2009, 2019), Nixon(2006)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강조되었다.8)

8) 이와 같은 맥락에서 Marginson(2010a)은 지식경제의 세계 속 고등교육이 지녀야 할 
국제화 능력(global capacity) 여섯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국가의 지리 및 
크기(다소 작은 국가들 국제화 전략 개발하기도 함), ②물적 자원(GDP, 1인당 GDP, 
교육 및 연구에 대한 국가재정지원 등의 소득, 투자, 자산 등), ③글로벌 언어 능력(교
육, 연구, 의사소통 및 교육무역의 주요한 교류 언어로 자리잡은 영어 능력), ④지식력
(일부 역사, 지리, 규모의 영향을 받아 형성, 투자와 언어 능력의 기능을 수행하며, 창
조의지 및 자유와 같이 무형의 문화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함), ⑤지식경제집중
(고등교육과 연구, 정책, 산업, 그리고 무엇보다 글로벌 도시 진화에 효과적인 시너지 
효과), ⑥국제적 참여(고등교육 및 연구의 사람, 아이디어, 지식, 기술, 자본 등의 상호
작용을 포함한 다자간 효과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국제적 사안에 선도적으로 나서는 의
지와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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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확장된 맥락에서의 세계수준대학은 Mohrman, Ma, & 

Baker(2008)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화된다. 이들은 세계수준의 연구

중심대학이 새롭게 등장하는 국제적 모델로 전환해 나아가고 있음을 역설한

다. 이들 또한 세계수준대학이 연구집약적이며 세계적 명성을 지녀야 한다

는 점, 그리고 우수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기관 등 재원 확

보책이 다양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이에 더하여 대학의 구성

원, 특히 교수진이 새로운 지식 생산자로서 협력지향적이고 학문교차적이여

야 하며, 국제적 파트너십의 구성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과제

를 부여한다. 이는 세계수준대학이 국가 간 경쟁을 부추기기보다 국가의 경

쟁력 확보와 전 지구적 기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기조는 Baker(2014)의 슈퍼 연구중심대학(Super Research 

University) 모델에서도 강조된다. Baker는 슈퍼 연구중심대학과 그 구성원

의 활동 영역이 국가나 지역사회에 한정되지 않고 세계로 확장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 결과로 대학과 교수진은 국경을 넘는 대학 네트워크와 국제 

공동연구의 협력 기회를 다양하게 고려하게 된다. 앞선 학자들이 공통적으

로 언급하는 연구의 성과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슈퍼 연구중심대학의 교수

에게는 학생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대학에 대한 요구 복무 

충실, 세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지식 공유 등 다양한 역할이 강조된다. 

한편으로 이 모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학의 조직 구조는 나날이 복잡해

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즉 이러한 대학에는 여러 활동을 지원할 부

처와 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이에 속한 교수들은 개인 연구

자가 아닌 공동지식인으로서 기존의 학사 구조로부터 벗어나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여러 역할의 수행과 대학 운영을 위

해서는 대규모의 자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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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용어 정의 및 특징

Altbach
(2004)

world-class 
university

§ 우수한 연구의 생산 및 전달과 그러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의 충족
§ 학문적 자유와 지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 형성 
§ 자체적인 거버넌스와 뿌리 깊은 전통
§ 연구에 적절한 시설 및 기자재 
§ 충분한 재정 지원 

Marginson
(2012b)

(world class) 
global 

research 
university 

(GRU)

§ ‘상당한’ 산출을 낼 수 있는 ‘상당한’ 연구역량
§ 학문 규율과 전문성 훈련의 종합
§ 세계적 인정을 받는 연구ㆍ교육의 지원을 위한 충분한 자원
§ 국가와 지역사회 내에 뿌리를 두며, 세계 수준에서는 지위와 인정을 받음
§ 기업과 산업과 연계
§ 일정 수준 이상의 조직적 자율성과 조직 경영자의 전략적 리더십과 연계
§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와 학문의 자율성 

Mohrman 
et al. 
(2008)

Emerging 
Global 

Model of 
research 

university

§ 민족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여 국제적 관점에서 교육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식의 최전선을 확장
§ 과학 이외의 분야에서도 과학적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더 연구 집약적으로 됨
§ 교수진의 새로운 역할: 새로운 지식 생산자로서 협력지향적, 학문교차적, 국제적 파트너십의 구성원

이 되도록 변화; 매우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수행
§ 고비용의 연구기관: 정부지원과 학생 기여금 + 기업과 민간 기부자의 자금지원, 기술혁신 보조금, 

독립된 연구기업으로서 영리 사업 창출 등으로 재정기반을 다변화함

Baker
(2014)

Super 
Research 
University

§ 강력한 연구집중화의 추구: 간학문적, 공동의 국제협력 연구자로서 교수
§ 매우 명시적으로 글로벌한 미션을 수행
§ 교수의 연구, 교육, 봉사에 대한 종합적 기대 향상
§ 내부조직 복잡화
§ 협력에 대한 강조로 대학 네트워크 강화 
§ 대규모 자금 조달

<표 Ⅱ-2> 학계에서 바라보는 세계수준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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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기구에서 바라보는 세계수준대학

앞서 세계수준대학의 논의가 등장한 배경을 지식기반사회와 세계화로 집

약하여 설명하며, 여러 국제기구 또한 저마다의 운영 목적에 기반을 두고 

세계수준대학의 특성을 정의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많은 고등교육 국제화

를 주제로 한 연구에서는 UNESCO, OECD,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

를 세계적 기관 수준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이념을 형성하는 단일집단으로 

보고 해석 혹은 인용하지만, 심층적으로 보면 이들은 각기 다른 운영 목적

에 따라 고등교육의 개혁에 대해 서로 다른 비전을 제시한다(Altbach, 

2009). 

 UNESCO(1998)는 지식기반사회의 성장에 따라 지속가능한 문화, 사회, 

경제, 환경을 위한 질 높은 교육과 연구가 필연적임을 역설한다. 이에 따라 

모두가 교육 받을 권리(education for all)가 있으며,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

를 수 있는 고등교육에의 접근성을 길러줘야 한다는 점을 각 국가와 대학에 

호소한다. 또한 이때를 시초로 하여 고등교육에서의 평생교육과 국제 사회

에서의 사회적 협력, 고등교육의 공공성에 따른 재정 지원, 고등교육 기관

과 주체들의 공적 역할(ethical role), 자율성, 책무성 등을 21세기 고등교육 

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한다. 

OECD의 회원국들은 UNESCO와 유사한 고등교육 개혁의 논제를 공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Santiago, Tremblay, Basri, & Arnal, 2008), 특별

히 OECD는 국제화된 지식사회에서 대학 교육의 질 보장 및 인증 제도에 

대한 합의를 주요한 의제로 선정하여 UNESCO와 함께 고등교육 질 보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이병식ㆍ채재은, 2006; OECD, 2004). 아울러 

OECD는 회원국의 협조로 지식사회에서 국제적 데이터의 축적에 앞장서며 

오늘날까지도 대표적인 국제 데이터베이스로 정책 과정에서 다수 인용된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고등교육 정부 재정 부담이 매년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등의 비교가 이에 포함된다(교육부, 2020.9.8.). 

앞서 살펴본 두 기관과 함께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정책과정에서 다수 언

급되는 또 하나의 국제기구는 바로 세계은행(World Bank)이다. 1999년 세

계은행은 세계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며 지식경제 하에 국가 간 지식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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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기 위한 Knowledge for Development(K4D)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여

기에는 세계은행이 앞서 살펴본 두 기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미국 중심의 패권주의를 양산한다는 비판적 평가에 대한 

이들의 반성적 태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Robertson, 2009). 하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GATS 체제의 출범에 따라 세계은행을 비롯한 WTO, 

IMF 등은 무역과 선진국 중심의 개발에 대한 자신들의 일관성 있는 태도를 

완전히 배재할 수는 없었다(Rodrik, 2006). 일찍부터 세계은행은 교육 분야

의 범위를 노동자의 생산성과 경제 확대로 이어지는 교육의 제공으로 정의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예측할 수 있다(Jones, 1997). 

세계은행에서 지식사회에서의 고등교육을 논한 대표적인 연구이자 다수 

인용된 자료 중 하나는 2002년 발간된 ‘지식사회 만들기: 고등교육의 새로

운 도전’(원어로)이다. 여기에서도 세계은행은 ‘고등교육기관이 글로벌 지식

경제의 요구와 선진 인적 자본에 대한 노동시장의 요구 변화에 더 혁신적이

고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World Bank. 2002). 세계은행은 UNESCO와 협업하며 자신들이 고등교육

을 통한 종합적 역량 개발과 빈곤퇴치 등 세계적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음

을 내비치지만(World Bank, 2000), 세계수준대학 육성의 필요성을 촉구하

며(Altbach & Salmi, 2011; Salmi, 2009) 고등교육에서의 신자유주의와 학

문자본주의를 부추기고 대학 간 경쟁을 촉진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wen, 2018; Halvorsen, 2016). 

이러한 국제기구별 고등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세계은행과 UNESCO의 

세계수준대학에 대한 논의를 대표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앞서 지식

기반사회에 따른 고등교육의 변화에 대한 세계은행의 연구(World Bank, 

2002)와 함께,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두 연구(Altbach & Salmi, 

2011; Salmi, 2009)를 소개한 바 있다. 이들은 세계수준대학이 기본적으로 

연구에 집약적 성과를 보이는 대학으로써 연구중심대학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제한다. 특히나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재정의 규모와 원천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세계은행의 담론에서 세계수준대학은 다수가 국가 주도로 설립이 

된 연구중심대학이며, 정부 및 외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연구 몰두에 수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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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과 연구자를 확보 및 지원할 수 있는 대학으로 특징짓고 있다.9) 

또한 이들은 연구중심대학은 ‘확실한 소득을 창출하는 잠재력(the 

potential for significant income generation)’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의 ‘소득’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첫째, 학생들이 이러한 연구중심대

학의 높은 학비 지출을 감행하는 이유와 관련 있다. 이는 이에 대한 보상으

로 졸업학위에 붙는 명성(혹은 권위), 질 높은 교육과정을 통한 학습, 최고 

석학에의 높은 접근성 등이라는 점이다. 둘째, 대학의 연구 산출물은 지적 

재산인 것은 물론, 시장가치가 있는 다양한 발견과 혁신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다. 때때로 이것은 대학의 명성과 맞물리면 대학에 기부금을 마련해주는 

자선적인 선물이 되기도 한다(Altbach & Salmi, 2011). 

이전에 세계은행의 세계수준대학 담론에서는 상대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매커니즘이 내포되어 있는 반면에, 최근 UNESCO는 2015년 지

속가능한발전목표(SDGs)를 기저에 둔 세계수준대학을 논하는 것으로 보인

다. 최근의 담론을 대표할 수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로 UNESCO Global 

University Network for Innovation의 Higher Education in the World 연

구가 있다(UNESCO GUNi, 2017). 그 중 여섯 번째 연구인 HEIW6는 세

계적 대학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지닌 대학’이 무엇인지를 여섯 가지의 구

체적인 목표를 통해 밝혔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대학의 ‘국제적 경

쟁력’을 기존의 세계수준대학에 대한 관점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

다. 즉 이들의 논의에서도 ‘경쟁력’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경쟁의 종목

이 ‘사회적 요구 해결’이나 ‘지역 및 국제 사회의 지속가능발전 기여’ 등에 

있다는 점이다. 특히나 이러한 최근의 논의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글로컬

라이제이션(glocalization)10)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제사회를 연결함으로써 

9) 이러한 관점은 Marginson이 그의 여타 다른 선행연구(2011, 2012a)들에서 global 
public goods의 개념을 강조한 것과 다르게, 2012년의 한 연구(2012b)에서는 세계수준
대학의 특징에 대학의 공공성과 관련한 내용을 배제한 이유와 맥락을 같이한다. 그는 
이 논의에서 대학의 국제적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며, “누군가는 세계수준대학의 
특징에 대학의 공적 역할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나, (보편적인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이 논의에서는 그것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p.61)고 
서술한 바 있다. 

10)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은 세계화를 의미하는 globalization과 지역화를 의미하
는 localization의 합성어로, 세계화와 현지화를 함께 이루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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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인 고등교육 국제화를 실현시키는 것이다(UNESCO GUNi, 2017). 

이러한 UNESCO의 비전은 오랜 기간 축적된 고등교육에 대한 그들의 비전

과도 맥락을 함께 한다:

“고등교육기관은 학제간 연구에 집중력을 높이고 비판적 사고와 적극적인 시민성을 

증진해야 한다. 이것은 지속가능한발전, 평화, 웰빙, 인권실현 등에 기여할 것이다. 

고등교육은 현재와 미래세계를 위한 탄탄한 기술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평화건설, 

인권보호, 민주주의 가치에 헌신하는 윤리적 시민 육성 교육에 기여해야 한다.”

2009 UNESCO 세계고등교육회의 中
(UNESCO, 2009)

전략을 의미한다(Robertso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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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용어 정의 및 특징

UNESCO
GUNi
(2017)

Socially 
Responsible 
University

§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쟁에 기반한 사회적 요구를 해결하고, 지역 및 글로벌 수준에서 보다 평
등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에 기여하는 데 있어 잠재적인 갈등 또는 내재적 과제를 탐구

§ 국내ㆍ국제적 수준에서 대학의 이중적 책임을 연구하고, 이 둘 모두를 만족시키고 감당하기 위한 방법
을 탐구

§ 대학의 교수-학습 활동, 연구, 제도적 활동, 거버넌스 및 리더십 등에서 ‘글로컬’한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 성찰

§ 대학 사회의 참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최근 개념을 설명하고 분석
§ 서로 다른 사회 행위자가 글로컬 참여 관행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으며, 대학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식별
§ 대학이 지역 및 국제 수준에서 사회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전 세계의 다양한 경

험, 메커니즘 및 구조, 그리고 글로컬 참여에 대한 모범 사례를 식별하고 제시

World 
Bank

(Altbach & 
Salmi, 
2011)

research 
university

§ 그들의 학문적 계층의 꼭대기에서 그들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적절한 지원을 받는 차별화된 학문 시스
템을 갖춤

§ 때로는 사적 영역에서 지원할 수도 있으나 많은 연구중심대학은 압도적으로 공립대학임
§ 대학과 그 외 연구기관에서 경쟁이 거의 없거나, 두 기관 유대관계가 강하게 존재함
§ 최고의 교육과 연구를 위해, 그리고 최고의 교수진과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른 대학에 비해 더 많

은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함
§ 충분하고 지속적인 예산
§ 확실한 소득을 창출할 잠재력 
§ 연구대학의 임무에 준하는 물리적 시설을 요구 (값비싼 교습 공간, 도서관, 실험실 등)

<표 Ⅱ-3> 국제기구에서 바라보는 세계수준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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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계대학랭킹에 나타난 세계수준대학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 미국, 호주,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 

경쟁을 배경으로 세계수준대학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며, 세계수준대학의 조

건은 각종 세계대학순위의 평가 지표와 상위권 대학의 특징을 바탕으로 연

역적인 규범이 만들어졌다(Sauder & Espeland, 2009). 때로는 이것이 소비

자인 국민들의 알 권리로써 오랜 기간 감춰졌던 대학의 실태를 대중에 공개

하기 위함이라며, 대학에 대한 공개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기도 한다(Jongbloed, Vossensteyn, van Vught, & Westerheijden, 

2018). 하지만 이보다도 고등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재정지원에 대한 

당위성을 찾는 데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세계수준의 공식적인 지표가 미

비하다보니 대체로 언론사 등 영리 기관에서 운영되는 세계대학랭킹이 그 

근거로 활용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Dill & Soo, 2005; Lambert & 

Butler, 2006). 뒤에서도 살펴보겠으나 우리나라의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을 

둘러싼 담론, 총장들의 신년사에 담긴 대학의 비전이나 방향성, 정부의 정

책 목표에서도 ‘100대, 200대 순위에 든 대학의 수’ 혹은 ‘세계대학랭킹의 

순위 상승’ 등이 수시로 등장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담론에서 대체로 등장하는 세계수준대학의 랭킹은 영국에 기저를 

둔 Quacquarelli Symonds (QS) 세계대학랭킹과 Times Higher Education 

(THE) 세계대학랭킹 두 가지이다. 흔히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을 둘러싼 담

론에서는 이 두 랭킹 시스템이 발표하고 있는 ‘세계 200위권’ 대학의 랭킹

에 관심을 갖는다. 즉 100위권과 200위권에 국내 대학 몇 개가 순위에 올

랐는지가 주요한 정책의 성과로 여겨진다. 그 때문에 이 대학들이 대학 평

가의 지표로 삼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학의 성과 도출 전략에 필연적으

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요한 지표들은 아래 <표 Ⅱ-4>의 [A]와 [D]에서 

살펴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학교의 평판, 국제적 수준(외국인 유학생 및 

교수진의 수), 연구 성과 등이 이에 포함된다. 아울러 이러한 평가의 방법은 

학교 제공의 자료뿐만 아니라 타 대학 교수의 인지도 및 명성 평가에 기반

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Marginson & van der Weden, 

2007; van Ran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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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일괄적인 세계대학랭킹은 대학을 프랜차이즈화한다거나, 

경쟁만을 부추긴다는 등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Amsler & 

Bolsmann, 2011). 특히 이처럼 세계대학순위를 매기는 평가지표들이 대학

의 연구 및 교육 수준을 실제로 높여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수의 연구자들

은 선행된 연구를 근거로 하여 비판하기도 하였다(Altbach, 2006; 

Hazelkorn, 2011).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들 랭킹 시스템도 새로운 랭킹 제

도를 도입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신설대학(설립 50년, 100년 이하의 대

학)의 세계수준대학 랭킹과 세계 대학 영향력 평가 등이 있다. 

신생대학의 세계대학랭킹은 <표 Ⅱ-4>의 [B]와 [E]에서 살펴볼 수 있다. 

기존의 세계대학랭킹은 오랜 역사를 기반으로 우수한 평판과 졸업생들의 지

원(발전기금 등)을 받고 있는 일류 대학들 간의 경쟁이었다고 보아도 무리

가 없을 정도로 기반이 튼튼한 대학들이 랭킹 상위권을 차지해왔다. 이 때

문에 사실상 신생 대학들은 경쟁의 출발선이 달라 순위 경쟁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새롭게 등장한 랭킹 제도가 50년 이하 혹은 100년 이하

의 신생 대학 간의 세계대학랭킹이다. 

또 하나의 신생 랭킹 제도는 Times Higher Education에서 2019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한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THE University Impact Ranking)

이다. (<표 Ⅱ-4>의 [C] 참조) 이 랭킹의 핵심은 2015년 UN이 발표한 지

속가능발전목표(UN-SDG)의 달성에 세계의 대학이 얼마만큼 기여하는가를 

평가하는 데에 있다.11) 기존의 세계대학평가가 연구실적, 교육성과, 졸업생

평판도 등 성과에 집중된 것과 달리, 이 평가는 대학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건설’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초점을 둔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팽배

해진 세계 대학의 순위 경쟁이 대학의 연구 성과, 교육 여건 등에는 관심을 

가져왔지만 대학의 사회적 책무와 공적 기여를 배제하고 있다는 문제 지적

(van Rann, 2007; Shin & Toutkoushian, 2011)에 랭킹 제도가 자발적인 

개선을 시도하며 등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11) THE 세계대학 영향력 순위 평가(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Impact 
Ranking)는 2019년부터 시작하여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항목을 기준으로 
세계 대학을 평가한다. 2019년 첫 개시 당시에는 76개 국가의 450개 대학이 참여하여, 
11개의 주요 SDGs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2020년에는 보다 확장되어 85개 국가의 
768개 대학의 순위 평가가 17개의 SDGs 전체에 대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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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용어 정의 및 특징

[A] Times Higher 
Education
(2020a)

World 
University 
Ranking
(flagship 

university)3)

§ 교육 (학습환경): 30% (평판 조사, 15%; 교수 1인당 학생 수준, 4.5%; 박사과정생 대 학
부생 비율, 2.25%; 박사 학위 수여 대 교수 비율, 6%; 기관 소득, 2.25%)

§ 연구 (수량, 수입 및 평판): 30% (평판 조사, 18%; 연구 수입, 6%; 연구 생산성, 6%)
§ 인용 수 (연구 영향력): 30%
§ 국제전망 (교직원, 학생, 연구): 7.5% (유학생 비율, 2.5%; 외국인 교직원 비율, 2.5%; 국

제 협력, 2.5%)

 [B] Times 
Higher Education

(2020b)

Young 
University 
Rankings

설립 50년 이하의 대학의 세계 순위 (지표는 상동) 

[C] Times Higher 
Education
(2020c)

Impact
Ranking1)

[SDG17: 목표를 위한 파트너십 (필수항목)]
§ 연구: 27.1% (개발도상국 공동저자가 있는 학술 출판물의 비율, 13.55%; 17개 SDGs와 관

련된 간행물 수, 13.55%)
§ SDGs 지원을 위한 관계: 18.5% (정부와의 SDG 정책 개발, 3.7%; SDGs에 대한 정부 또

는 NGO와의 부문 간 의사소통, 3.7 %; SDG와 관련된 데이터 수집을 위한 국제협력, 3.7 
%; SDG 해결에 대한 모범 사례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3.7%; NGO와 협력하여 SDG 달
성 학생 자원 봉사 프로그램, 연구 프로그램 또는 교육 리소스를 개발, 3.7%)

§ SDG 보고서 발간 (27.2%)
§ SDGs 교육 (27.2%)

[SDG9: 산업ㆍ혁신 및 인프라 (필수항목)]2)

§ 산업, 혁신 및 인프라에 대한 연구 (11.6%)
§ 특허: 15.4%
§ 대학 분할 수: 34.6%
§ 산업 연구 수입: 38.4%

<표 Ⅱ-4> 세계대학랭킹에 나타난 세계수준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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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Quacquarelli 
Symonds (QS, 

2020a) 

World 
University 
Rankings3)

§ 학문적 평판 (40%)
§ 고용주 평판 (10%)
§ 교수/학생 비율 (20%)
§ 교수 당 인용 (20%)
§ 유학생 비율 (5%)

[E] Quacquarelli 
Symonds (QS, 

2020b) 

QS Top 50 
Under 50, 
Next 100 
Under 50

세계 선도 신생 대학(world’s leading young universities)의 세계 순위 (지표는 상동) 

주) 1) THE의 Impact Ranking은 UN 지속가능개발목표(UN-SDGs)의 17개 목표 각각에 대한 점수 환산 방법을 두고 있음. 위 내용은 
그 중 대학종합순위 최종점수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SDG17(목표를 위한 파트너십), 그리고 그 외 SDGs의 측정 방법의 예를 제
시하고자 우리나라의 대학이 상대적인 우세를 보여준 SDG9(사업ㆍ혁신 및 인프라)를 기준으로 작성함

2) ‘대학 분할 수’는 기관 내에서 비롯된 지적 재산을 활용하기 위해 설립된 등록 회사 수를 의미함 (최소 3년 전 설립, 현재 활동 
중)

3) THE와 QS의 세계대학순위(World University Ranking)은 세부 분야별로도 순위를 발표함(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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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수준대학의 최근 동향

세계수준대학에 대한 논의에서 최근 강조되는 키워드는 두 가지이다. 하

나는 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s)로서 대학의 역할에 대한 탐색이

고 다른 하나는 국가/지역 경쟁력 향상과 세계 대학의 공적 책무 수행 간의 

균형 탐색이다. Marginson(2010a)은 세계를 무대로 삼는 대학들의 국제화

는 세계의 공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꾸준히 이야기한다. 이러한 논의는 

최근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둘러싼 논의에서 출발한다. 이를 중심으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은 지식기반사회에서 파편화되어 있는 지식을 연결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Kaul, Grunberg, & Stern, 1999; Marginson, 

2011; Pusser, 2006; Stiglitz, 1999). 특히 학생과 교직원의 교류를 통해 이

들이 가진 지식 자본과 문화 자본이 교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등교육 국제

화의 장점으로 삼아왔다(Husén, 1989; Opper, Teichler, & Carlson, 1990; 

Rizvi & Lingard, 2010; Teichler, 2004). 이는 대학과 그 구성원의 교류를 

정부나 대학의 이익 추구를 위한 ‘전략’으로 삼는 것과는 상이한 관점이라

고 볼 수 있다. 즉 대학을 통해 인적자원이 이동하는 것은 ‘사람의 교류’보

다도 ‘지식의 공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렇게 공유되어 발전

되고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공공지

식인(public intellectuals)이라 부른다(Giroux, 2016). 

둘째,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종래의 세계화 과정에서 강하게 자리 잡은 신

제국주의적인 제도나 관념으로부터 벗어나 범지구적 가치의 화합을 추구하

는 윤리적 세계시민을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Altbach et al., 2009; 

Buckner & Stein, 2020; de Wit, 2020; Heyneman, 2011Rizvi, 2019). 대

표적으로 Rivzi(2019)는 국제화 교육이 세계화의 확산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국가중심적 사고나 권력적 포퓰리즘 등에 대응하여 학생들이 길러야 할 윤

리적 가치를 길러주는 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는 그가 오랜 

시간 국제화 교육의 방법으로 제시해 온 세계시민학습(cosmopolitan 

learning)을 통해 가능하다고 한다. 즉 국제화로 인해 다양한 다문화를 경험

할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적절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유연한 담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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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해야 한다(Rizvi, 2009). 

이는 2015년에 UNESCO가 발표한 SDGs12)를 달성하는 데에 대학이 기

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와 맥락을 같이 한다. 먼저 SDGs 중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제공을 목표로 하는 SDG413)는 양질의 고등교육의 기회

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열려있어야 함을 세부목표로 삼으며 고등교육에서의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명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SDGs에 있

어서 고등교육에 요구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SDGs에 관한 논의에서 

잘 갖춰진 고등교육 체제는 모든 17개의 목표 달성을 위한 촉매제로 여겨

진다14). 요컨대 대학은 질 높은 교육, 평등한 교육, 평생교육을 제공함으로

써 SDGs의 17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세계 시민을 양성하는 지원

책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Blessinger, Sengupta, & Makhanya, 

2018.; Franco, Saito, Vaughter, et al., 2018; Martin & Godonoga, 

2020; Sonetti, Brown, & Naboni, 2019).

이상과 같이 세계적 대학이 가지게 되는 세계 사회 속 책무가 강해지며 

기존의 ‘세계수준대학’을 압도하고 있던 신자유주의적 요소들이 이것과 충돌

하게 되는 문제가 최근에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COVID-19에 의해 전 

세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대학의 공적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즉 국가 차원에서 자국민을 위하는 일하는 것도 당연

12)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UN 회원국들이 지
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합의한 17개의 인류 공동의 목표로 2015년 UN총
회에서 결의되었다. 이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
는 슬로건을 내걸며 인구,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
가야 할 방향성을 제공해주고 있다(지속가능발전포털, 2020.6.4.).

13) SDG4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SDGs의 17개 의제 중 하나로 그 아래에는 
10개의 세부목표와 이행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모두
를 위한 교육(EFA)과는 달리 SDG는 기초교육 이후의 교육과 훈련 등 평생학습 관점에
서의 교육을 포함한 의제이다. 또한, 보다 보편적인 수준에서 국가의 발전 수준과 상관
없이 모든 국가에서 적용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한 정책의 초점은 (1)모두를 위한 양질
의 기초교육을 제공, (2)기초교육 이후의 교육과 훈련에 공평한 접근성, (3)노동과 세계
시민성을 위한 학습의 적절성 확보 등에 있어야 한다(김광호, 2017). 

14) SDG4의 세부목표 4.7에서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 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필요
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UN-SDGs에서 고등교
육에 요구하는 역할’이 SDG4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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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COVID-19로 인한 팬데믹이 지속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국가 

간 격차와 세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학과 그 구성원이 해야 할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de Wit & Altbach, 2020). 하지만 이 둘 사이

의 균형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나 공공성의 추구가 기관 차원의 효율

성을 증진시키는 못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세계수준대학의 정책을 펼

치는 국가의 경우 국가의 재원을 이러한 의미의 세계수준대학 육성에 투자

한다는 것은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딜레마의 해결을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해지고 있다(Postiglione & Xie, 2018; van der 

Wende, 2018; ). 

4. 세계수준대학의 분석 관점

앞에서 1990년대 말부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함께 등장한 세계수준대

학의 보편적인 특징을 정리하였다. 이어서는 이를 바탕으로 세계수준대학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관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와 해석의 틀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상으로 언급된 세계수주대학의 여러 특징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

다. 여러 세계수준대학에 대한 특징과 주체별 관점의 차이를 Salmi(2009)는 

세계수준대학의 세 가지 구성요소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보다 일목요연하

게 설명한다. 

Salmi(2009)는 세계수준대학을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그는 이들의 구성요소를 우수인력의 집중, 풍부한 자원, 유리한 거버

넌스로 구분한다. 각각의 특징을 [그림 Ⅱ-1]과 같이 설명하는데, 이는 앞

서 살펴본 여러 관점을 다수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당시의 세계수준대학은 국가차원의 대학 수월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논의되

었다는 점에서 UNESCO GUNi(2017), Marginson(2018), Rizvi(2019) 등

에서 언급되는 대학 구성원의 세계시민성, 세계 속 대학의 공적 역할 등 글

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s)에 대한 언급은 Salmi의 모형에서 찾아보

기 어렵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세계수준대학을 바라보는 여러 관

점의 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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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수준대학을 육성하는 전략이나 정책은 세계수준대학을 해석하는 관

점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특별히 이 연구에서 고등교육의 국제화의 

측면에서 이를 접근하는 이유는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국제화를 하고자 하는 

행위 주체와 행위의 범위, 그리고 그 동인(rationale)이 무엇인지에 따라 국

제화의 실재(reality)의 해석을 달라질 수 있으며, 세계수준대학도 이와 맥락

을 함께 하기 때문이다.15) 

이러한 이해에 기반을 두고 Marginson(2010a)은 행위주체(대학과 국가)

와 범위(국가와 세계)의 관점에서 대학 국제화를 위한 정책과 전략이 어떻

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그림 Ⅱ-2]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상

15) 이에 대한 설명은 세계수준대학의 등장 배경 중 고등교육의 세계화 및 국제화에 대한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Ⅱ-1]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의 주요 구성요소와 관계

※ 출처: Salmi(2009)에서 일부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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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수의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사분면 중 아래 [3]정부에의 의한 시스템 조직

과 [4]기관의 지역 내 운영의 관점에서 시행되었으나, 최근 글로벌 공공재

(global public goods)로서의 고등교육의 국제적 책무가 강해지며 대학 국

제화의 범위는 세계의 장으로 확장되었고, 그 결과 [1]상호국가간 합의와 

[2]국제적 행위자로서 개별 기관의 관점에서의 국제화도 고등교육 전략과 

정책에서 폭넓게 논의된다. 특히 고등교육은 상당 기간 동안 WTO/GATS

에 의해 대학 서비스의 거래 대상으로 여겨져, 대학을 글로벌 공공재로 여

길만한 정치적 장이 마땅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논의에서 대학 국제

화의 범위를 세계로 확장하여 보면 대학은 국제적 행위자로서 범국가적 합

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게 된다(Marginson, 2010a).

하지만 위와 같은 이차원적 모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고등교육 국제

화의 장을 충분하게 담지는 못하고 있으며, 어느 한 기관이 하나의 사분면

에 정착하기보다는 여러 사회적, 정치적 변화에 따라 이동하거나 여러 면에 

[그림 Ⅱ-2] 국가와 고등교육기관 국제화 전략의 영역(zone)

※ 출처: Marginson(2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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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있을 수 있다. 일례로 Marginson(2018)은 ‘장(場)의 재구성(spatial 

reworking)’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고등교육 국제화 

연구들이 국제화의 영역을 국가와 세계의 범위에서 살펴보았던 것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그는 국가 내에서도 지역 단위, 기관 단위 수준에서의 논의

를 통해 국가나 지역 내에서의 불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Marginson, 2018). 세계수준대학에 대한 관점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즉 대

학이 세계적 수준의 역량을 가질 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그 관점을 어

느 곳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최종 목표가 다를 수 있다. 여기에 앞서 

Knight(2004)를 통해 살펴본 고등교육 국제화의 네 가지 관점(<표 Ⅱ-1> 

참조)을 이에 접목시킨다면 세계수준대학에 대한 기조는 어떤 주체가, 고등

교육의 국제화를 어느 활동의 장(場)에서, 어떠한 관점(경제적/정치적, 사회

문화적, 학문적)의 성과를 목표로 하는가에 따라서 다차원적인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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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

1.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의 세계적 동향

지금까지 세계수준대학에 대한 여러 담론과 이론을 기반으로 살펴 본 바

와 같이 세계수준대학은 전 세계 대학 랭킹을 기반으로 한 국가 간 경쟁의 

하나로 여겨진 경향이 있다. 여러 주체들의 관점에 따라 세계수준대학이 무

엇인가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지금까지의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결

론적으로는 세계적 대학의 명성이 어떠한가, 특히나 세계 100위 대학 내에 

들어갈 우수 대학을 몇 개나 보유하고 있는가는 그 국가의 세계적 경쟁력을 

대표하는 지표로 여겨졌다. 그 결과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세계수준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Altbach & Balan, 2007; Shin & Kehm, 

2012). 

특히나 이러한 세계대학랭킹의 순위 책정 지표에 불리한 국가일수록 국

가적 차원에서 세계수준대학을 육성하려는 정책적 기조를 강하게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가지다. 첫째, 다수의 세계일류대학으로 불리는 대

학들이 자유민주주의의 흐름과 함께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서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몰렸기 때문이다(Marginson, 2012b). 특히나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은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세

계수준대학의 프레임이 지어지기 전부터 미국의 유수대학들을 모델로 삼고

자 하였던 이유로 볼 수 있다(Shin, 2012). 최근에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

서도 미국의 이러한 대학 경쟁 구도를 정책과 제도를 통해 형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여진다(Teichler, 2009). 

두 번째로는 비슷한 맥락에서 대학의 성과를 측정하는 많은 지표들이 영

미권 중심의 국제적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Shin & 

Toutkoushian, 2011). 특히나 이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들이 미국의 데이터

베이스와 IF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가들의 세계수준대

학육성정책의 평가에서도 대학의 성과를 이에 맞춰 측정하고 있다

(Toutkoushian & Webber, 2011). 그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 세계수준대

학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도 세계수준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단정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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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갖고 있는 유교 문

화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와 같이 세계수준대학의 개념이 영미 

국가에서 출발하였다는 점과 별개로 세계수준대학은 어떤 국가적 맥락에서 

해석되느냐에 따라 이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기조와 전략이 다를 수 있다

(Marginson, 2010a). 이것은 앞선 살펴 본 세계수준대학에 대한 최근의 경

향을 반영하기도 한다. 즉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세계수준대학은 대학과 그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서보다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익을 위한 국가 경쟁력 

향상의 전략으로 여겨진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유교 문화를 기반으

로 한 국가에서는 세계수준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정책

이나 제도가 대학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며, 이에 반영된 선택과 집

중 원칙은 국가의 전체적인 고등교육 수준을 급성장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

고 있다. 

2. 국내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 BK21 사업을 중심으로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본 우리나라의 세계수준대학 육성에 관한 정책은 대

표적으로 두뇌한국 21(Brain Korea 21; BK21) 사업과 세계 수준 연구중심

대학(WCU) 육성사업이 있다.16) 

먼저 BK21 사업은 1999년 3월 1단계를 시작으로 2020년 현재 4단계 

사업이 출범하기까지 약 20년간 진행된 우리나라의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 

사업이다.17) WCU 사업은 인력양성보다 해외 석학을 유치하는 데에 주안점

을 두고 2008년 12월 BK21 사업과 별개로 시작된 사업이었다. 2단계 

BK21 사업이 진행되던 중에 등장하였으나, 3단계 BK21 사업에 ‘글로벌인

재양성형’ 유형으로 편입되었다. 이 두 사업의 단계별 시기 구분은 [그림 Ⅱ

-3]과 같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은 각 정부의 고등교

16) 보다 폭넓게 세계수준대학 육성에 대한 정책 기조를 담은 정책을 담은 정책이 다수 있
으나, 정책 추진 목적에 명시적으로 이를 내세운 정책은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다. 

17) 이 사업은 본질적으로는 인재양성 사업이나 국가R&D사업 평가 대상 사업으로 연구개
발사업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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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및 신진연구인력 양성 계획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 정부의 정책 기

조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림 Ⅱ-3] BK21 사업 및 WCU 사업의 단계별 시기 구분

BK21 사업이 시작된 것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이나,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문민정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교육의 국제화 및 세계화, 지식기

반사회의 등장과 함께 국가 간 경쟁이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며,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에 대한 기틀은 1995~1997년 문민정부에서 구체화되

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처음 소개된 것은 1995년 교육개혁위원

회18)가 발표한 제1차 교육개혁방안이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의 질적 

수준이 세계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서 대학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향상하고 세계수준의 연구를 위한 지원이 필

요함을 역설하게 된다. 아울러 이를 촉진하기 위해 대학을 평가하고 그 결

과에 따라 차등적인 행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교육개혁위원

회, 1995). 

“획일적인 대학 체제, 연구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여건과 풍토,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학사 운영, 효율적 대학 운영을 방해하는 각종 획일적 정부 통제 등으로 대학

의 질적 수준이 세계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육개혁위원회, 1995)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른 정책 기조는 다른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아울

18) 교육개혁위원회는 5ㆍ31 교육개혁의 핵심기구이자 대통령 직속의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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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BK21 사업과 WCU 사업에서도 큰 틀에서 변화하지 않았다(장아름, 

2018). 다만 BK21 사업은 규모만큼이나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개입과 의견 

충돌, 조정 및 합의를 통해 추진된 사업으로 평가받는다(정기오, 2013). 주

요한 의견 충돌의 주제는 사업유형의 방향성, 사업단 선정 방식 및 선정 사

업단 수, 전체 사업비 규모, 수도권 및 지방 대학에의 예산 편성 구조, 평가

지표 등이다. 이처럼 여러 재정지원사업의 변화는 대학 생태계와 거버넌스 

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Shin, Watanabe, Chen, Ho, 

& Lee, 2020)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과 조정의 과정을 수반한다. 

3. BK21 사업의 선행연구 검토 

가. BK21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관한 연구 

BK21 사업과 WCU 사업의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국내ㆍ외 학계에서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의 성과와 목표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살펴볼 것은 BK21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선행연구이

다. BK21 사업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이처럼 거시적인 관점에서 선정된 사

업단의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병주(2006)는 1단계 BK21 사업의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재정 투입과 논문생성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1단계 BK21 사업

의 특이점은 주관대학과 참여대학이 구분된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주관대

학의 효율성이 참여대학에 비해 낮다는 점을 발견한 데에 의의가 있다. 유

사한 연구로 백일우ㆍ박경호(2007)는 1단계 BK21 사업의 성과에 대학의 

설립연한이 부적인 영향을 줌을 밝혔다. 이는 이 사업의 사업단 선정에 있

어 명성이 높은 대학에 재원을 집중시키는 것을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요한 

논의에 반대하는 결과이다. 연장선에서 이들은 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BK21 

참여 기간, 외국인 교원 수, 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의 증가가 대학별 논문

편수와 전임교원 1인당 논문편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

다(박경호ㆍ백일우, 2008). 

이처럼 논문의 성과를 중심으로 BK21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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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은 2010년 이후로도 지속된다(김진영, 2015; 이정열, 2012). 다만 사업

의 체계와 평가지표의 핵심 지표가 달라지며 산학협력(이정열, 2012), 연구

비 지원, Impact Factor 관련 변수(김성진ㆍ이필남ㆍ장덕호, 2014), 취업률

(송창용ㆍ손유미, 2010)과 같은 변수들이 새로운 관심변수로 등장한다. 아울

러 최근에는 학생들의 인지적, 비인지적 학습 역량을 성과로 본 효과성 연

구가 시행되기도 하였다(허정ㆍ이길재, 2020). 

앞선 연구와 달리 김병주ㆍ조규락ㆍ최손환ㆍ서지영(2005a)의 연구는 델

파이 자료 분석을 활용하여 2단계 BK21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던 

시점에서 BK21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1단계 사업 참여 사업단(팀)장을 

통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 1단계 사업에서 대

학의 위상 제고, 대학원생의 양적/질적 연구력 향상, 대학원 인재양성에 대

한 대학 공동의 관심 형성, 국제 활동 기회 확대 등에서 성과가 두드러졌던 

것으로 발견되었다. 산학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협력 기업으로 취업할 기회

가 확대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이 연구는 

BK21 사업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이는 추후 BK21 사업을 둘러싼 

정책 행위자들이 주목하는 이슈들과 맥락을 함께한다. 이는 실질적인 국제

협력을 위한 예산 증액, 사업비 지출에 대한 재량권 및 사업 수행에 대한 

자율성 확보, 일률적인 평가지표와 방식으로부터 탈피, 제도개혁과의 연계 

최소화 등으로 집약된다. 

나. BK21 사업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앞서 살펴본 BK21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연구와 달리 BK21 

사업의 참여자 만족에 관한 연구는 BK21 사업의 정성적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의 특징은 BK21 사업의 성과를 참여자의 만

족도 위주로 보며, 성과로서의 ‘만족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BK21 사업의 종합적인 효율성, 효과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는 대체

로 총괄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살피고 있으나, 개개인의 대학원 생활 만족도 

등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지 못한다. 그 결과 BK21 사업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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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양성 사업이라는 점에서 수혜자인 대학원생에 초점을 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김보라 외(2020)는 3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한 문과대학 소속 

사업단의 시계열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참여 대학원생의 연구성과, 타인평

정에 의한 학생 역량 평가 결과,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여기서의 만족도는 

교육, 연구, 국제화 인프라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로 측정되었다. 이 연구

는 특히 교육의 질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조사 결

과 학생들이 여전히 ‘교과목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있어서 부족한 경험은 ‘선후배나 동료 등 대학원 공동체

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이를 중

심으로 ‘연구중심 대학원’의 정체성이 자리 잡기를 기대하였다. 

김병주ㆍ최손환ㆍ서지영(2005b)은 1단계 BK21 사업의 학생 참여자 만족

도를 조사했다. 이들은 BK21 사업 참여 학생들이 교수, 학생, 분위기, 교육

환경 및 지원체제, 국제협력, 산학협력 등에서 기대치와 만족도 간의 차이

를 분석하였다. 이 당시에도 학계에서는 BK21 사업의 ‘학생 만족도’를 최근

의 연구(김보라 외, 2020)와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처럼 질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이와 같은 연구는 

BK21 사업이 참여자에게 미치는 내재적 성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다. 대학 거버넌스에 미치는 파급효과

대규모의 재정지원정책사업이라는 측면에서 BK21 사업은 대학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그 중에서도 선행연구의 관심은 BK21 사업이 대학의 거

버넌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있다. 송선영(2011)은 BK21 사업이 대

학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보다 계약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규범의 강

제성이 강하였음을 밝혔다. 대학은 이처럼 BK21 사업의 영향을 받아 조직

적 변화를 경험하게 됨을 설명한다. 장아름(2018)은 BK21를 비롯한 우리나

라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아울러 설명하는 한편, 이러한 재정지원사업이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의 방침을 도입하며 대학이 장기적인 개혁을 시도하

지 못하는 등 대학 운영의 자율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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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한다. 

Jang, Ryu, Yi & Craig(2015)는 WCU 사업에 참여한 대학들이 제도적 

환경 내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제도 분석의 관점

에서 살펴본다. 앞선 두 연구에서와 같이 이 연구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대

학이 정부의 평가에서 기원된 여러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시사한다. 

예컨대 ‘세계수준대학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의 참여 석학들은 

정부와 대학이 규정한 규칙을 모두 지키기 위한 ‘이중적인 생활’을 감행하

기도 한다. 특히 1년 내내 상주하지 않는 외국인 석학에게 높은 임금을 지

급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

이 마냥 환영받지는 못하며, 대학 내부에서의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BK21 사업, WCU 사업 등 우리나라의 세계수준대학육성

정책이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

히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정부는 대학평가와 이에 따른 차등적 재

정 지원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제약하고자 하고(신정철ㆍ김명진ㆍ박환보, 

2007), 대학은 이러한 사업들이 설계 및 추진될 때 자신의 대학을 보호하기 

위한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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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담론 제도주의

담론 제도주의는 20세기 후반 이후 주류로 자리 잡은 신제도주의적 접근

이 지닌 제도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이종찬, 2014; Schmidt, 2010a). 신제도주의가 기존의 행태주의적 

해석으로부터의 탈피에 따라 그 자체로서의 제도와 이를 둘러싼 구조 및 맥

락 간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며 등장한 것이라면, 담론 제도주의는 

신제도주의가 미처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제도변화의 내생적 요인을 담론

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신제도주의의 새로운 흐름이다. 

이 절에서는 먼저 기존의 신제도주의의 세 학파에서 시도한 제도변화의 

설명이 미처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

며, 이를 담론 제도주의에서 주요한 담론의 기반이 되는 ‘아이디어’를 중심

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담론을 중심으로 제도변화를 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분석의 틀을 구성하기 위해 담론 제도주의의 주요한 특징과 이를 

활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존의 신제도주의

신제도주의에는 크게 세 가지의 분파가 주류를 이루어왔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가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제도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그것이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고자하는 목

적을 가져 여러 분야에서의 정책 분석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 큰 기여를 하

였다고 여겨진다(윤홍근, 2013; 이종찬, 2014). 하지만 최근 신제도주의의 

흐름은 제도를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복합체(complexes)’로 인식하며, 이에 

따른 제도변화, 행위자의 영향, 권력관계 등을 살펴보는 데에 관심을 확장

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균형, 경로의존성, 동형화 등 제도가 가진 정태적 

특성을 전제나 목적으로 삼았던 이전의 신제도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탐색이 

이루어져 왔다(하연섭, 2006; Campbell, 2004). 

복합체로서 제도의 변화는 점진적 변화의 동인19), 구성요소 간의 재결

합20), 행위자의 역할과 영향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해질 수 있다. 이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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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행위자의 역할과 영향을 통해 제도가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관점이 바로 이 연구에서 다루는 담론 제도주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변화는 여전히 제도를 둘러싼 외부적 요인이 

변화의 요인이라고 보았다면, 행위자를 중심으로 그 요인을 찾고자 하는 관

점은 내재적인 동인을 찾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담론 제도주의를 기존의 신제도주의와는 다른 ‘제4의 신제도주의(the 

fourth new institutionalism)’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데에 앞장선 학자 중 하

나는 Vivian Schmidt이다. 그는 기존의 신제도주의가 가진 한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도나 구조 외의 구체적인 요소를 보고자 하는 것과 담론 제도주

의를 구분하는 데에는 ‘아이디어’의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하연섭, 2006; Schmidt, 2010b). 이어서는 기존의 신제도주의의 학파들이 

제시한 제도변화에 대한 대안적 설명이 가진 한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

써, 이 연구에서 행위자에 초점을 둔 담론 제도주의를 이론적 틀로 활용하

고자 하는 이유를 순차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신제도주의를 활용한 제도분석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제도가 ‘어떻게’ 변

화하는가를 보는 것에 있다. 그러한 한편, 세 가지의 분파 중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고정된 제도의 형태가 있다고 믿고, 합리적 개인이 선택하는 고

정된 선호가 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신제도주의의 학파들이 아이디어

를 포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상대적으로 저항적이었다(Schmidt, 2010b). 

그럼에도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가 아이디어를 인정한 대표적인 이유는 복수

19) 예컨대 최근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경로의존성’으로는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는 점진
적인 제도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변화의 동인이 무엇인지를 탐구한다. 기존의 역사적 제
도주의가 받은 비판은 외부의 강력한 충격으로 ‘단절된 균형’이 생겨 제도가 변화할지
언정 ‘경로의존성’에 의하여 제도가 변화를 겪어도 본래의 제도로 돌아올 것’이라는 개
념으로는 점진적이고 계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현실 속 제도의 특성을 설명할 수 없
다는 점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의 동향은 경로의존성과 더불어 제도가 ‘완만한 
변형(gradual transformation)’을 이루는 경우를 대체, 층화, 표류, 전환, 소모 등으로 
설명한다(Streeck & Thelen, 2005). 

20) 제도는 기존의 구성요소에 새로운 요소들이 새롭게 결합되어 제도변화를 이루기도 한
다. Stark(1991)는 이를 제도의 대체(replacement)가 아닌 제도 내 구성요소 간 재배열
(reconfiguration)이라고 설명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개념을 제도적 기억상실
(institutional amnesia)의 개념을 활용하여 조직의 기억(institutional memory)이 변화하
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Stark,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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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균형 상태에서 단일의 균형을 완성하기 위해서 개개인의 행동 변화를 유

도할 수 있는 수단이 아이디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하연섭, 2011).21) 그

렇기 때문에 담론과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려는 기존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의 학자들은 주관성을 지닌 아이디어를 선제적 결정이 이루어진 개인의 이

익과 함께 설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리적 비약을 겪게 된다. 예컨대, 아이

디어가 합리적 선택의 실재에 앞선다고 본다면 전제로서의 합리적 선택이 

존재한다는 기존의 이론에 모순이 생기며, 합리적 선택이 그 이후 아이디어

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다시금 왜 초점(focal point)로 수렴되는 이익중심

의 아이디어가 선택되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Schmidt, 2010b).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그 외의 두 신제도주의의 학파에 편승하여 제도 

변화를 어느 정도 설명하고자 하는 반면, 두 신제도주의에 아이디어의 개념

을 접목한 것과 담론 제도주의는 완전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즉 이 구분은 

각 학파에서부터 개별 행위자의 아이디어와 담론의 수준22)을 얼마만큼 구

분하여 보는가에 따라 기존 신제도주의의 학파에서 담론을 받아들인 것인지

(Hall, 1993 등), 혹은 담론 제도주의의 학파로 이동한 것인지로 나누어진

다(Weir, 2006 등).23) 이러한 배경에서 두 학파가 구분되는 지점은 ‘지각력 

있는 행위자(sentient agents)’를 고려하는가에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

도가 경로의존성을 갖고 있어,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변화할 수는 있으나 

결과적로는 기존의 제도의 형태로 회귀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음을 설명하는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도변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최근의 

움직임은 제도-행위자-구조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의 점진적 변화

(Streeck & Thelen, 2005)에 주목하기는 한다. 하지만 담론 제도주의의 입

장에서는 이러한 설명이 내부 행위자의 아이디어에 대한 생각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Schmidt, 2010b). 담론 제도주의에서는 

분산된 아이디어를 담론으로 표출하는 행위자를 지각력 있는 행위자

(sentient agents)라고 부르며, 이들의 담론이 소통의 과정을 통해 집단적 행

21) 행위자들이 상황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상황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선택적 
행동이 수렴되도록 하는 지점을 ‘focal point’라고 한다(하연섭, 2011). 

22) 아이디어와 담론의 수준에 대한 논의는 다음 항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23) 이처럼 역사적 제도주의의 학자들의 입장의 예시를 들은 것은 Schmidt(2010b)의 문헌

분석에 기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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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수렴된다고 설명한다(Hay, 2006; Schmidt, 2010a). 이들의 설명에 따

르면 역사적 제도주의는 외생적인 환경 변화가 행위자의 행동 변화의 요인

이라고는 설명하나, 행위자의 아이디어와 담론을 통한 제도의 변화는 배제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달리 담론 제도주의는 행위자의 담론을 

통해 아이디어가 숙고, 경쟁, 합의 도출 되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Schmidt, 2010b). 

마지막으로 제도의 형성을 집단의 문화적, 인지적 요인으로부터 해석하는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구성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담론 제도주의와 맥락

을 공유하고 있는 지점이 많다.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대표하는 이론적 설명

은 ‘동형화’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공식적ㆍ비공식적 규범과 상징 및 

인지에 의해 제도가 동질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는 제도의 특성을 설명한다

(DiMaggio & Powell, 1983). 나머지 두 신제도주의의 학파와 달리 사회학

적 신제도주의는 개인의 행위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개인이라도 사회적 집단이 형성되며 사회의 제도적인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된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구성주의적 담론 제도주의와

는 차이가 있다. 한편으로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변화에 주목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담론 제도주의의 입장에 편승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Schmidt, 2010b). 그 때문에 둘 간의 경계가 모호하기는 하나, 두 학파 간

의 구분은 아이디어의 수준을 어느 수준으로까지 깊게, 미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제도설계의 과정에서 그 담론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가에 있다

고 볼 수 있다.24)

이상과 같이 신제도주의의 기존 세 학파와 담론 제도주의의 차이를 

Schmidt(2010b)는 <표 Ⅱ-5>와 같이 요약하고 있다. 

24) 담론 제도주의 학파로서 가장 미시적인 수준(philosophical level)에서부터 정책의 실재
(policy level)까지 제도형성과정에 내포된 아이디어를 살펴본다고 보는 Schmidt(2010b) 
또한 사회학적 제도주의와 담론 제도주의의 경계가 불분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한
다. 그녀는 아이디어와 담론을 고려한 학자들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담론적 제도주의자
로 볼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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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RI)

역사적 
제도주의 (HI)

사회학적 
제도주의 (SI)

담론 
제도주의 (DI)

설명 
대상

합리적 행위자의 
행태

구조와 관행
사회적 행위자의 

규범과 문화
지각된 행위자의 

이념 및 담론

설명 
논리

재산 경로의존성 적절성 소통

제도의 
정의

인센티브 구조
거시적 역사적 
구조 및 규칙성

문화적 규범과 
프레임

의미의 구조와 
구성

변화에 
대한 
접근

[정태적]
고정된 선호에 
의한 연속성, 

안정적인 제도

[정태적]
경로의존성에 
따른 연속성과 

중대한 전환점에 
의한 방해

[정태적]
문화적 규범과 
규칙에 의한 

연속성

[동태적]
아이디어와 

담론의 
상호작용에 의한 

변화 (그리고 
연속성)

변화에 
대한 
설명

외생적 충격 외생적 충격 외생적 충격

내재된 아이디어 
및 표면의 담론의 

능력에 의한 
내생적 과정 

제도
변화를 
설명
하는 

최근의 
혁신

RI를 통한 정치적 
옹호연합, HI의 

자기강화 및 
자기경감을 통해 

이익 변동을 
내생적으로 

귀속함 

층화, 표류, 
전환을 통해 

점진적인 변동을 
내생적으로 

설명함

내생적 구성
(DI와 병함됨)

지식공동체, 
옹호적 연합체, 

소통행동, 숙의적 
민주주의를 통해 

집단기억과 
담론의 

재구조화를 동한 
내생적 구성

※ 출처: Schmidt(2010b)

<표 Ⅱ-5> 신제도주의의 네 가지 학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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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론 제도주의: 아이디어와 권력 그리고 담론 전략25)

가. 담론 제도주의의 아이디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담론 제도주의는 제도가 정하고 있는 행위자의 

아이디어와 담론이 제도의 탄생과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는 제도

분석의 한 관점으로 활용된다. 담론 제도주의는 대체로 Vivien A. Schmidt

에 의하여 정의된 특징이 대체로 인용된다. 담론 제도주의는 담론과 아이디

어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다는 지점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된다. 이

는 구체적으로 아이디어의 수준에 따라 철학적 아이디어(philosophical 

ideas), 프로그램적 아이디어(programmatic ideas), 정책적 아이디어(policies 

ideas)로 나눠진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아이디어는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인지적 아이디어(cognitive ideas)와 규범적 아이디어(normative 

ideas)로 또 다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세 수준의 아이디어인 철학적 아이디어, 프로그램적 아이디어, 정책

적 아이디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역으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첫째로 정책적 아이디어(policies ideas)는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해결

방안’이다. 정책적 아이디어에 관심을 갖고 탐구한 담론 제도주의의 연구는 

어떤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정책 과정에 활용이 되는지(혹

은 아예 배제되는지)에 관심을 갖고 탐구한다. 혹은 어떤 시기에 어떤 아이

디어가 중심이 되어 정책화되는지를 본다. 하지만 이에 국한하여 정책을 살

피는 것은 그 최종 정책의 의제에 오르지 않은 요소들을 살필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Schmidt, 2008).

담론 제도주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탐구하는 것은 두 번째 

관심인 프로그램적 아이디어(programmatic ideas)이다. 그 이유는 이 두 번

째 수준의 아이디어에서 중요한 문제의식이 정의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식이 기반이 되어서 정책적 아이디어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그 때문에 프

로그램적 아이디어가 형성될 때는 어떤 이슈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어떤 

25) 담론 제도주의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V. A. Schmidt와 M. B. Carstensen의 연구를 중
심으로 작성하였다(Schmidt, 2002a, 2002b, 2008, 2011; Carstensen & Schmidt, 
20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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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인지, 어떤 규범과 수단이 적용되어야 할지, 어

떤 정책적 아이디어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지 등이 결정된다(Schmidt, 

2002a, 2002b, 2008).

마지막으로 담론 제도주의는 세 번째 수준인 철학적 아이디어

(philosophical ideas)를 파헤쳐보고자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앞선 두 

수준의 아이디어의 기저에 깔린 아이디어이다. 철학적 아이디어는 그 자체

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을 물론이며, 그것이 자리잡게 된 역사적 맥락을 

추적하는 것 또한 어려움이 있다(Schmidt, 2008).

이 시점에서 주목할 한 가지는 틀 짓기(framing)의 개념이다. 여기서의 

틀은 대중이나 시민에게 정책의 아이디어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

(엘리트)가 활용하는 상징이나 개념을 의미하며, 틀 짓기는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유리한 해석을 가미하는 것을 의미한다(하연섭, 2011). 이러

한 틀 짓기는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다. 첫 번째, 진단적인 요소

(diagnostic element)는 문제의 원인 파악과 문제 정의에 초점을 둔다. 이는 

정책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단계인 한편, 정책 행위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문제의 상황을 각색하거나 전략적으로 정의하게 된

다. 두 번째, 처방적인 요소(prognostic element)는 정의된 문제에 대한 해

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하연섭, 2011). 

담론 제도주의의 프로그램적 아이디어와 정책적 아이디어의 수준에서도 

이러한 틀 짓기의 요소가 발견된다. 즉 문제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을 모색하는 두 아이디어의 개념은 틀 짓기와 맥락을 같이한다. 특히 정책 

입안자의 틀 짓기는 우리나라와 같이 하향식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 주

변 행위자의 의사결정에 더 두드러지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담론 

제도주의에서의 담론을 철학적 수준까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틀 

짓기가 배경이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아이디어를 인지적 아이디어와 규범적 아이디어로 

구분한다. 인지적 아이디어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그 해결책으로 도출된 

정책이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집중적

으로 본다. 그리고 철학적 아이디어의 수준에서 그 문제의식이 관련한 사회



- 47 -

의 의식이나 규범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규범적 

아이디어는 정책이 대중의 일반적인 아이디어에 부합하게 접근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관점이 프로그램적 아이디어에 적용됨으로써 성공적인 정책을 

이끌 수 있게 된다. 즉 프로그램의 성공은 단순히 인지적 관점에서 정책 입

안자들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의 시민과 

정책 입안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통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Schmidt, 2008). 

나. 아이디어와 권력의 관계

담론 제도주의가 기존의 신제도주의와 달리 주목하고 있는 점은 이러한 

아이디어가 담론으로 형성되어 정책으로 자리 잡는 과정까지 여러 정치적 

행위자들의 행위와 조정 및 설득의 과정이다. 즉 정책의 과정에서 여러 정

책 참여자의 권력(power)이 논의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최근에는 아이디

어에 담긴 권력을 이론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Carstensen & Schmidt, 

2016). 이에 따라 담론 제도주의를 분석의 틀로 삼는 다는 것은 행위자를 

중심으로 제도변화에 접근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는 정치엘리트 간의 상호

작용뿐만 아니라 제도적 지위가 약하고 자원이 부족한 집단과 엘리트 간의 

상호작용이 포함된다(Carstensen & Schmidt, 2016).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권력은 정치적 엘리트층이 하향식으로 주입하는 아이디어와 더불어, 엘리트

와 대중 간의 소통의 과정에서 발현되는 상향식의 권력, 그리고 대중을 설

득하고자 하는 정책 입안자들의 설득형 담론을 포괄한다(Schmidt, 2011).

이와 같이 아이디어와 권력의 관계에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아이

디어를 통한 권력(power through ideas), 아이디어에 대한 권력(power 

over ideas), 아이디어 내의 권력(power in idea)의 세 가지로 나뉜다. 이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정책의 행위자들이 어떤 담론, 행위, 상징, 규범 

등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26)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Carstensen & Schmidt, 2016). 

첫째로 아이디어를 통한 권력(power through idea)은 행위자들이 다른 

26) 이 연구의 연구문제에서는 이를 ‘담론의 전략’이라고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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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를 인지적 타당성 혹은 규범적 가치 부여를 통해 ‘설득’하는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통한 권력은 정치적 엘리트 간의 조

정 과정(coordinative discourse), 정책 입안자와 대중 간의 소통 과정

(communicative discourse) 등 다양한 담론의 과정에서 실현된다

(Carstensen & Schmidt, 2018). 다시 정리하자면 이는 담론의 과정에서 어

떤 행위자가 어떤 상대를 어떠한 인지적 타당성 혹은 규범적 가치 부여를 

통해 설득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두 번째는 아이디어에 대한 권력(power over ideas)이다. 위의 아이디어

를 통한 권력에서는 행위자가 어떻게 설득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면 아이디

어에 대한 권력에서는 아이디어를 프로그램적 아이디어나 정책적 아이디어

에 실질적으로 의미화하는 방법에 관심을 갖는다. 이는 프로그램이나 정책

(혹은 패러다임)에 아이디어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자들이 가진 아이

디어에 대한 권력에 대응하고 대치하는 상황이 필연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

한다(Carstensen & Schmidt, 2016). 

Carstensen & Schmidt(2016, 2018)에 따르면 아이디어에 대한 권력은 

세 가지 담론의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전통적으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행위자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주입(impose)’하며 그 외의 모든 아이디어는 

배제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통한 권력에서의 설득의 과

정이 포함되기도 하나, 이러한 담론 형태는 대중매체 등을 통해 의미 생성

과 정보 확산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둘째, 힘이 없는 행위자들은 다른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규범에 부

합한 의사 결정을 하도록 이들에게 ‘수치심(shame)’을 준다. 이는 아이디어

를 통한 권력에서 본 ‘설득’과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 이러한 담론의 과정에

서 행위자는 강력한 상대에 어느 정도의 친화력을 표현하는 반면에 이들을 

완전히 설득하기 보다는 이들이 기존의 아이디어를 고수하더라도 자신들의 

뜻에 맞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대안적 아이디어를 고려하는 것조차 ‘거부(resist)’하는 권력적 행위

자가 존재할 수 있다. 이들은 대안적인 접근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책 

아이디어에 충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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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7)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내의 권력(power in ideas)은 담론에 대한 논의에 

어떠한 특정 아이디어가 실행가능하고 합리적이라고 여겨지고, 또 어떠한 

것들이 너무 극단적이거나 비현실적이라서 배제가 되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

다. 이는 앞선 두 아이디어와 권력의 관계보다 더 깊은 철학적 관점에서의 

아이디어의 힘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깊이 있게 본다는 것은 아이디어에 

대한 권력이나 아이디어를 통한 권력에서 나타나는 담론의 형태의 수준을 

제약하거나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예컨대 이처럼 아이디어의 

프로그램적, 정책적 수준에서 드러나지 않은 아이디어는 정책 입안자에게 

제안되는 대안들을 그들이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지를 제약하는 역할을 한

다. 또한, 대중의 행위자에게는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주고, 이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해는 

기존의 역사적 제도주의나 사회학적 제도주의와 맥락을 공유하기도 한다. 

즉 제도가 어떠한 프레임 혹은 경로의존성을 갖고 실현되는지를 볼 수 있

다. 하지만 아이디어 내의 권력이 가지는 특수성은 그 과정에서 어떤 아이

디어가 권력을 갖고 다른 행위자의 아이디어를 포섭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Carstensen & Schmidt, 2016).

다. 담론 제도주의의 행위자와 담론 과정

앞서 잠시 언급된 바와 같이 담론 제도주의에서는 담론의 과정을 두 단

계로 설명한다. 하나는 조정적 담론(coordinative discourse)이고 또 다른 하

나는 소통적 담론(communicative discourse)이다. 이러한 구분은 

Habermas(1989)에 기초를 둔 ‘정치적 영역(public sphere)’과 담론 행위자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Schmidt, 2008). 

27) 초기의 연구(Carstensen & Schmidt, 2016)에서와 같이 최근의 연구(Carstensen & 
Schmidt, 2018, 2020)에서도 아이디어에 대한 권력의 형태를 위와 같이 세 가지로 구
분하고 있으나, 제도의 분석 과정에서는 첫 번째와 세 번째 담론의 형태는 동시에 등장
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예컨대 2018년에 발표한 유럽국가의 위기에 관한 
연구에서는 위기상황에서“독일의 리더십이 위기상황에 대한 그들만의 생각과 위기 대처 
방법을 지속적으로 주입하며(impose its own ideas) 어떠한 대안적인 아이디어에도 저
항하였다(while resisting any alternative ideas)”고 이야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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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살펴볼 조정적 담론은 ‘정책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주요 정책 행

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정부 및 주요 부처의 인사, 국회의원, 이익

단체의 대표, 정책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주로 정치적 엘리

트로 구성된 지식 공동체(epistemic communities)를 구성하고(Haas, 1992), 

내부적으로 정책적 아이디어에 대한 합의 및 조정의 과정을 걸치게 된다. 

둘째로, 소통적 담론은 조정적 담론에서 구상된 아이디어와 담론이 대중과 

소통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 담론의 과정에는 일반 대중과 시민에게 정치

적 아이디어를 제시, 심의, 정당화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조정적 담론의 전

달자들이 행위자로 참여하여 대중과 소통하게 된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연

설문ㆍ기고문, 보도자료, 국정홍보자료, 대변인 등을 통해 전달한다

(Schmidt, 2008). 

이러한 조정적 담론과 소통적 담론은 서로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다. 예컨대 정부의 정책 의사결정이 하향식으로 이루

어지며, 여러 정책의 이해관계자들의 행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두 담론 과

정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담론을 

통한 제도의 변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담론의 과정을 통해 내재된 아이디어

가 어떻게 살아남고, 소멸하는지를 탐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Schmidt(2008)는 외교적 맥락에서 모호한 담론이 어떻게 다른 제도적 맥락

을 통해 구체화되는지에 주목하기도 한다. 

3. 선행연구 검토

가. 담론 제도주의를 활용한 다른 분야의 연구

Schmidt를 중심으로 한 담론 제도주의를 활용한 제도분석은 연구의 목적

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활용되는 모습을 선행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담론 제도주의를 활용한 연구가 많지 않았던 초기에 비해 최근으로 올

수록 아이디어, 권력, 담론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 기틀에 기반을 둔 연구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담론 제도주의는 제도적 맥락 변화와 철학적 아이디

어가 다채롭게 나타날 수 있는 국제관계학, 국제기구의 정책 등의 연구에서 



- 51 -

많이 활용된다(Cairney, 2019: 86; Epstein, 2008).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연구의 틀은 아이디어를 수준별로 탐구함으로

써 주요 담론 행위자들의 어떠한(what) 아이디어가 어느 적절한 시점

(when)에 반영이 되었는지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McCann(2014)

의 연구는 UN의 안전 보장 이사회가 어떠한 정책적, 프로그램적, 철학적 

아이디어를 기반에 두고 구체화 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이끌어 내는 규범적 

아이디어와 인지적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정책 추진의 이면

에 있는 정책 행위자들의 동인이 무엇인지를 탐구한다. 특히 이 연구는 사

실 여부를 떠나서 규범적 아이디어가 정책 행위자들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였음을 밝혔다. 

아이디어를 수준별로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어느 한 국가의 정

책에 세계적 담론과 국가 내부적 담론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피는 데

에 목적을 두기도 한다. Wahlström & Sundberg(2018)는 위 세 가지의 아

이디어의 수준과 담론의 과정(소통적, 조정적 담론)을 통해 스웨덴의 교육과

정 개혁에 어떠한 범국가적 수준의 담론이 차용되었고, 그것이 지역적 차원

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아이디어가 이동

하고 맥락에 따라 재구성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 다른 접근으로는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어떠한 개념이 한 

국가나 지역에 정책으로 정착하는 일련의 과정을 담론 제도주의를 통해 살

펴본 연구 또한 있다. 예컨대 Lee(2020)는 “성 주류화”의 개념이 1995년 

UN 베이징 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을 통해 ‘모든 정책의 모

든 수준과 단계에서’ 성 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선언된 이후 전 세계 국

가들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아이디어와 담론의 

과정을 통해 여성과 보육 정책에 반영되었는지를 살폈다. 이 연구는 성 주

류화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오랜 기간 표류하였던 성 역할의 이데올로기를 

뛰어넘기에는 동력이 부족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성 주류화’의 개념이 기

존의 보편적인 정의로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이러한 기존의 이데올로기

를 타파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의 틀은 하나의 정책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연구에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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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예컨대 Boswell & Hampshire(2016)는 2000년에서 2008년 사이에 

독일과 영국에서 이루어진 이민 정책의 담론 과정을 비교하며, 담론 제도주

의의 이론에서 등장하는 담론의 전략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분석의 틀로 활

용한다. 이들이 제시하는 세 가지 전략은 첫째로 공공의 정서(public 

philosophy)와 무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등장시켜 우위를 차지하게 하거

나, 정치적 행위자의 권력으로 다른 아이디어를 무시하거나, 정책의 유산

(policy legacies)을 변화의 지지 혹은 반대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집약된다고 설명한다. 이는 Carstensen & Schmidt(2016)에서 제시된 아이

디어와 권력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담론의 형태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Carstensen & Schmidt(2016, 2018)와 같이 아이디어

와 권력의 세 가지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예컨

대 Holden(2019)의 연구도 이와 비슷한 목적을 갖고 담론 제도주의의 틀을 

활용한다. 그는 유럽연합(EU)이 UN의 SDGs를 어떻게 해석하고 추진 방향

성에 반영하는지를 세 가지 아이디어 권력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

에서 아이디어를 통한 권력, 아이디어에 대한 권력의 세 가지 담론 형태에 

어떻게 유형화하는지 살핀다. 이 연구의 결과, 선도적인 EU의 기간들은 

SDG의 도덕적 담론을 일부 채택하지만 개입주의적인 사고로부터 무역 정

책을 보호하기 위한 담론 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개발도

상국에 새로운 범위의 책임을 할당하는 반면, 그 외의 정치적 이슈는 무시

하며 오히려 더 많은 규제적인 글로벌 거버넌스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점을 

밝혔다.

나. 세계수준대학에 관한 담론 연구

고등교육의 국제화 정책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자들 또한 이러한 담론 

중심의 접근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이를테면 Rivzi(2009)는 국내ㆍ외 

다수의 관념이 엮여 새롭게 재구성되는 것을 ‘신자유주의적 상상력

(neoliberal imagination)’으로 칭한다. 이에 따라 한 국가의 교육 국제화 정

책은 그 국가의 역사, 문화, 지리적 환경 등과 더불어 대외적 관계와의 상

호적 역동성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이를 분석할 때 세계화가 어떻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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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역사적, 사회적 환경과 담론 행위(discursive 

practices)를 중심으로 분석해야 함을 주창한다(Rizvi & Lingard, 2010: 

42-63). 

Vaira(2004) 또한 고등교육의 국제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화하여 세계 경제의 경쟁적 구조(world economy competitive 

structure)의 경쟁적 압박과 세계 정치의 구성적 구조(world polity 

constitutive structure)의 제도적 압박으로 구분하며, 같은 의미의 대학 책무

와 전형(典刑)이 이러한 압박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동형화되면서도 각 국가

나 대학이 취하는 새로운 제도적 패턴이 이형(異形)으로 나타남을 역설한

다. 여기서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담론 제도주의의 개념을 차용하여, 세계수

준대학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담론’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보고자 한다. 

세계수준대학에 대한 담론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세계

수준대학으로 불리는 100개 대학의 총장 연설을 담론 자료로 활용하여 이

들이 정의하고 있는 세계수준대학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탐구한 

Rodriguez-Pomeda & Casani(2016)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텍스트 분석을 

통해 세계수준대학을 네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세부 구분할 수 있고, 이들

은 일곱 가지의 세계수준대학의 특성을 강조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총장 연설문이라는 담론을 텍스트 분석을 통해 접근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담론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방법론은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이다. 예컨대 Li & Eryong(2020)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 간 고등교육 학술지 및 저서에서 나타난 

세계수준대학의 개념을 탐색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는 세계

수준대학의 개념이 여러 관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세계적, 국가적, 기관 수준에서의 해석이 다르다는 점을 발견한다. 이에 따

르면 세계적 수준에서는 세계수준대학의 정체성과 모델이, 국가적 수준에서

는 정책과 전략이, 기관 수준에서는 대응과 행위가 이들 연구가 세계수준대

학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점이 발견되었다. 위와 같은 연구는 세계수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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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다양한 개념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담론을 통해 살펴보았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으나. 제도적 맥락에서 어떻게 다르고, 특히 한 국가의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최근에는 고등교육의 국제화에 대한 담론이 국가적 맥락에서 어떻게 구

체화되는지에 관심을 갖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의 주된 관

심사인 세계수준대학의 개념이 국가나 지역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주된 담론을 통해 접근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Sabzalieva(2017)의 

연구는 선진국이 아닌 국가에서 세계수준대학의 개념이 어떠한 담론을 중심

으로 정의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 연구는 카자흐스탄의 고등교육정책이 

세계적인 세계수준대학의 담론을 신자유주의적 개발 전략으로 변형하여 활

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세계수준대학의 정의와 모델이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David & 

Motala(2017)는 BRICS 국가에서 세계수준대학의 개념에 새로운 의미를 부

여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위와 같은 연구는 담론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떠한 담론 주체의 아이디어가 권력을 갖고 세계수준대학의 정책에 반

영이 되고, 어떤 아이디어는 소멸하는지의 역동적인 과정을 심층적으로 살

피지는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즉 이는 어떠한 세계수준대학의 (이

상적) 특징이 등장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다. BK21 정책에 관한 담론 연구

한편으로 이 연구의 관심 정책인 BK21 사업의 정책 추진 과정을 담론 

행위자를 중심으로 본 선행연구로는 손흥숙(2004a, 2004b)과 권혁주 외

(2010)의 연구가 있다. 이 두 연구는 각각 1단계와 2단계 BK21 사업의 정

책 입안 과정을 이 사업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중심으로 보았다. 이 두 

연구가 주는 시사점은 BK21 사업의 정책 입안 과정에서의 주된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두 단계에서 행위자들이 가진 정책에 대한 주된 관심

(interest)와 담론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손흥숙(2004a, 2004b)은 1단계 BK21 사업의 정책 담론 과정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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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 교수 집단, 정당, 교육부, 언론 등의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정책 입안 

과정에서 ‘경쟁하는 담론의 투쟁’을 살펴보았다. 즉 이들의 담론 과정을 통

해 지배적인 담론과 이를 주창하는 주요 집단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 1단계 BK21 사업의 담론 형성 과정에서 가장 지배적인 담론

을 형성한 것을 정부이며, 이들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를 통해 ‘신지식인’

의 양성이 시급함에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지원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을 밝혔다. 아울러 후속 연구에서는 BK21 

사업을 둘러싼 여러 쟁점 사항들을 각각의 관련 집단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에 초점을 둔다. 손흥숙의 연구는 BK21 사업을 중심으로 세계수준대학에 

대한 우리나라 정책 참여자들의 이해를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연구를 비롯한 

BK21 사업의 정책 담론 연구에 초석을 마련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예시가 바로 권혁주 외(2010)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BK21 사업 1단

계와 2단계 정책집행현장에서 발생하는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불일치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BK21 사업 참여자(학생, 교수)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BK21 사업이 신진연구인력 양성 사업이라는 대외적인 목

표에 기반하여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내재된 설계는 학생이 아닌 교

수의 연구 업적을 평가하거나, 과학기술분야의 평가 기준을 다른 분야에 일

률적으로 적용하는 등 다른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혼란과 갈등이 발

생함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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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BK21 사업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약 20년간 시행되며 지속적으로 사업

의 추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세계수준대학이다. 앞서 2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세계수준대학은 여러 관련 주체와 이를 둘러싼 정책 행위자가 해

석이 다를 수 있다. 특히 이들은 세계화ㆍ국제화의 목적, 대상의 활동의 장 

등 따라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이 어떠한 영역에 주안점을 둬야 할지가 달라

질 수 있을 살펴보았다. 

제 1 절   분석의 내용

이상의 담론 제도주의에 대한 이해와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이 연구에서

는 BK21 사업의 정치적 행위자를 중심으로 이들이 세계수준대학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떠한 담론 형태를 통해 정책에 최종 반영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BK21 사업의 정책 담론 과정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담론 

제도주의에서는 조정적 과정과 소통적 과정의 두 가지 담론 과정을 통해 정

책 형성과 결정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이 정부로부터 

하향식(top-down)으로 결정 및 전달되는 국가의 경우에는 조정적 과정의 

담론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하연섭, 2010).28) 이와 같은 경우 행

정부의 정책 엘리트들은 정책의 필요성을 합리화, 정당화하기 위해 아이디

어의 틀 짓기(framing)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틀 짓기의 핵심은 문제의 

원인 파악 및 정의(진단적 요소)와 문제 해결 전략 제시(처방적 요소)이다. 

연구 결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으나, BK21 사업의 정책 과정에서 첫 추

진안은 정부와 교육부 주도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의 논의, 공청회 등을 통해 정책의 추진계획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다. 즉 

28) 우리나라와 같이 행정부에 정책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국가(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정책 아이디어의 제안, 입안, 구체화ㆍ공고화가 비공개로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특
징이다(하연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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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사업은 처음 정책이 기획되는 과정부터 조정적 과정을 찾아보기 어려

우며, 첫 공고 이후 조정적 및 소통적 담론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BK21 사업의 정책 담론 과정을 살피기 위해서는 정

부의 틀 짓기가 어떠한 제도적 맥락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이를 바

탕으로 주된 담론의 행위자들이 어떠한 담론 과정을 통해 정책이 결정되는

지를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정부(대통령, 교육부 등) 외의 BK21 사업 정책 과정의 주

요 담론 행위자로는 대학(총장, 교수사회, 학문분야 등), 국회의 교육위원회, 

예산관련심의 및 결정권을 가진 기획재정부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

결특위’로 축약함) 및 국회 예산정책처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29) 이 

연구에서는 이들 행위자들의 담론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각 행

위자들이 세계수준대학에 대해 가진 아이디어를 탐구하고(연구문제 2번), 이

들이 어떠한 담론의 형태를 통해 그들의 아이디어를 각 단계별 정책의 최종 

모습에 어떻게 담아내는지 (혹은 담아내지 못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연

구문제 3번). 

연구문제 1번에서는 정책을 둘러싼 담론 과정을 살피기 전에 BK21 사업

의 변화 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각 단계별 주요한 변화를 살펴보

고자 한다. 여기서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사업체계, 예산 구조, 평

가지표이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앞서 이론적 탐색을 통해 BK21 사업과 관

29) 2020년 기준의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은 시기별로 그 명칭이 변경된
다. 명칭이 변경되어 온 과정은 다음과 같으나, 이 연구의 본문에서는 가급적 독자의 
이해를 위해 각 행위자별로 전 시기의 명칭을 교육부, 교육위원회, 기획재정부(기재부)
로 통일하였다. 단, 인용문, 발화문 등 자료의 출처는 시기별 정식 명칭을 사용하였다. 
교육부는 2001년까지 교육부로 불리다가, 2001년 1월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었다. 
그 이후 2008년 2월 과학기술부와 통합되며 교육과학기술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 이
후 2013년 과학기술과 관련한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교육과 관련한 기능
은 오늘날의 과학부에서 관장해 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 (1993.3.6. ~ 
2008.8.24.)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8.25. ~ 2013.3.22.) →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원회 (2013.3.23. ~ 2018.7.16.) → 교육위원회 (2018.7.17.~) 등으로 그 명칭이 변경
되어왔다. 기획재정부는 1994년 12월 기존의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의 통합으로 재정경
제원으로 불리다가, 1998년 2월 재정경제부로 개편되었다. 한편으로 1999년 5월 기획
예산처를 별도로 두어 예산 정책, 편성, 집행의 관리와 재정개혁, 행정개혁에 대한 사무
를 관장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2008년 2월 재정경제부와 통합되어 오늘날의 기획재정
부로 개편되었다. 이하 ‘기재부’로 약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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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여러 선행연구의 핵심 주제로써, 담론 과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출

된 BK21 사업의 쟁점들의 집약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연구문제 2번에서는 각 담론 행위자가 BK21 사업을 둘러싼 논의의 과정

에서 각각 세계수준대학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 기반이 되는 아이디

어는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하는지를 보고

자 한다. 이는 각각 담론 제도주의에서 프로그램적 아이디어, 철학적 아이

디어, 정책적 아이디어의 세 수준으로 아이디어를 접근하는 방법이다. 세계

수준대학의 특징은 크게 Salmi(2009)가 제안한 인적자원, 거버넌스, 재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그 이후로 등장하는 새로운 개념의 등장을 포괄하기 위

하여 세계화ㆍ국제화의 대상, 관점, 활동의 장(場)을 다차원적으로 활용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번에서는 이러한 담론 행위자들이 어떠한 담론의 

전략을 통해 최종 정책 시행 계획에 반영하는지, 혹은 반영하지 못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는 Carstensen & Schmidt(2016)가 제시한 아이디어와 권

력의 개념 중 ‘아이디어를 통한 권력(power through idea)’의 ‘설득’과 ‘아

이디어에 대한 권력(power over ideas)’에 나타난 세 가지의 담론의 일반적 

형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으로 살펴본 이 연구의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Ⅲ-1]의 

분석 틀과 같다. 단, 이 연구에서는 정책 행자를 역할에 따라 크게 네 개로 

구분하고는 있으나, 담론의 과정에서 대치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 모형을 수

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바

는 우리나라 정책을 둘러싼 세계수준대학의 아이디어를 파악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를 이로 좁히고 있다. 즉 BK21 사업의 각 단계의 정책 

형성이 변화하는 모든 과정과 논의를 다루지 않는다. 이에 따라 [그림 Ⅳ

-6]~[그림 Ⅳ-9]를 통해 나타내는 각 단계별 담론의 과정은 ‘세계수준대학

육성정책’에 영향을 미친 주요 ‘세계수준대학’에 대한 아이디어와 담론의 과

정인 것으로, 이것이 단계별 BK21 사업의 정책 변화 과정에서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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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틀 짓기

[진단적 요소: 문제제기]

[처방적 요소: 정책반영]

ê

(주요 행위자는 담론 과정에 따라 수정됨)

정부 대학사회 국회 교육위
기재부, 예결특위, 
국회예산정책처

세계수준대학에 대한 주요 아이디어
(WCU 주요 아이디어)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에 대한 주요 아이디어
(WCU 정책의 주요 아이디어)

담론과정 및 전략

ê

정책 반영 및 변형

[그림 Ⅲ-1] 연구의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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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 방법 및 자료

이 연구는 담론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정책 행위자별 아이디어를 탐구하

고 이에 따른 정책 변화를 보고자 한다. 담론 제도주의를 분석의 틀로 활용

하는 연구에서는 담론, 텍스트, 내용 등을 분석하는 여러 방법을 활용한다. 

Carstensen & Schmidt(2016), Schmidt(2008) 등의 담론 제도주의를 분석

의 틀로 활용하는 연구는 대체로 수집된 담론의 자료의 성격이나 활용 범위

에 따라 자료 분석의 방법을 결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활용되는 연구

의 자료는 크게 ‘담화’와 ‘텍스트’로 나뉜다. 그리고 이것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BK21 사업의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기간을 걸쳐 수집되었다. 

이러한 자료의 활용을 통해 연구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주로 활용될 연구

방법은 과정추적법(process-tracing)이다.30) 과정추적법은 행정학에서 정책 

행위자 간의 권력 관계가 존재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상 간의 인과관

계가 있을 때 이 과정을 탐구할 수 있는 질적연구방법론으로 알려져 있다

(황태연ㆍ정규진ㆍ이명석, 2019; George & Bennett, 2005). 그간의 질적연

구가 실증적이지 못하다고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상관성은 분석할 수 있을

지언정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과정추적법은 

이러한 추론의 오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사회과학에서 질적연구를 

통한 인과관계의 증명에 기여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황태연 외, 2019). 특

히나 이 방법론은 기존에 제도분석 연구에서 자주 등장하였던 사례분석이 

‘인과기제’를 찾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를 보완하며 더 구체화하는 

특징이 있다. 

과정추적법은 사례분석의 과정에서 대체로 취해 온 빈도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증거의 확실성과 고유성을 기반에 두고 주요 정책 행위자들의 담론

과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여기서의 확실성과 고유성은 

van Evera(1997)가 제시한 개념이다. 증거의 ‘확실성’이란 가설이 참일 때 

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의 크기를 의미하며, 증거의 ‘고유성’은 가설이 참일 

경우 증거가 발견될 확률을 의미한다. 요컨대 고유성이 높은 가설을 증명할 

30) 과정추적법에 대한 이 항의 내용은 황태연 외(2019)의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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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면 가설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황태

연 외, 2019). 이러한 확실성과 고유성은 교차하는 단면상에서 사분면을 이

루어 가설의 특성을 [그림 Ⅲ-2]와 같이 네 가지로 설명된다.31)

[그림 Ⅲ-2] 과정추적법의 인과성 테스트 유형

※ 출처: 황태연 외(2019)에서 재인용

과정추적법이 이론과 인과기제의 작동 양상을 파악(이론-텍스트 과정추

적법)하거나 이론적 가설을 설명하는 인과기제를 탐색(이론-구축 과정추적

법)하는 등 이론 중심의 접근 방법이 있는 한편,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떠

한 사례를 중심으로 그 사건의 인과기제를 설명하고자 하는 ‘결과-설명 과

정추적법’이 있다. 이 방법론은 앞선 두 방법론과 달리 일반화의 가능성은 

낮으나, 어떠한 사건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과기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31) [그림 Ⅲ-2]는 황태연 외(2019)가 van Evera(1997)의 논의를 바탕으로 Beach & 
Pedersen(2013)이 구성한 그림을 재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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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추적법의 연구과정에서는 행위 주체의 개념화, 증거수집, 평가의 과

정을 걸쳐 진행이 된다. 먼저 앞서 이 연구에서 정책 행위자를 네 가지로 

분류한 바와 같이 과정추적법에서 연구자가 설정한 행위 주체는 각각이 사

건의 ‘인과기제 작동을 위한 필요조건’이여야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황태연 외, 2019). 그 다음의 ‘증거 수집’은 다양한 

출처를 활용하여 관련된 자료를 다채롭게 찾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인과기

제를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의 수집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

요하다. 만약 부재한 자료로 인하여 증거 획득이 어렵다면 평가 과정에서 

‘관찰내용’의 평가를 통해 얻은 맥락적 배경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Schmidt(2008)는 담론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정책을 분석함에 있어서 과

정추적법이 아이디어와 행위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담론의 과정을 추적하는 것은 어떠한 아이디어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담론이 정책에 반

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론을 통해 전달되는 아이디어는 규범성, 적절

성을 떠나 정책 반영에 실패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담론 제도주의에서는 

아이디어의 수준(정책적, 프로그램적, 철학적)에 따라 그것이 정책 변형에 

영향을 주는 인과적 영향력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고 정책 변화의 담론과 

아이디어를 추적하고자 한다(Schmidt, 2008).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BK21 사업의 단계별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

하여 정부(대통령, 교육부 등), 대학사회(총장, 교수사회, 학문분야 등), 국회

의 교육위원회, 예산관련심의 및 결정권을 가진 기재부와 예결특위 및 국회 

예산정책처로 구분하였다. 배경지식의 형성, 담론의 분석을 위해 BK21 사

업과 관련한 보도자료, 연구 보고서, 공청회 자료, 학술지/학위 논문, 신문

기사, 단행본 등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Ⅲ-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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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 자료

- 공통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

§ 검색 키워드: ‘BK21’, ‘두뇌한국’, ‘세계수준대학육성’, ‘WCU’ 등
§ 국내ㆍ외 관련 논문 활용

단행본
§ 신현석 외(2020), Shin & Khem(2012), Shin et al.(2011) 등 세계수준대학육성 

및 대학평가 관련 단행본

신문기사

§ 한국대학신문, 네이버,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Big Kinds) 신
문기사 검색

§ 키워드: ‘BK21’, ‘두뇌한국’, ‘세계수준대학육성’ 및 관련 자료 추가 수집
§ 기간: 1995년부터 2020년까지

(1)

정부

연설문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연설문 검색
§ 키워드: ‘대학’, ‘BK21(두뇌한국)’, ‘세계수준’

보도자료
§ 교육부, 국정홍보처 등 관련 보도자료 참고

국정과제 자료

교육부

공청회 자료
§ 교육부, 교육위원회, 의원실 등의 주최로 개최된 BK21 사업 관련 공청회 발표자

료, 신문기사, 전사자료 등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비리핑(www.korea.kr),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서 교

육부 보도자료 검색
§ 키워드: ‘BK21’, ‘세계수준’ 및 특정 사건 관련 보도자료 추가 검색

사업기획안 § 각 사업별 사업기획안 발표 자료 활용

(2) 대학사회

국회 
교육위원회 및 

국정감사

§ 국회회의록(http://likms.assembly.go.kr/)에서 자료 검색 후 관련 자료 모두 수집
§ 키워드: ‘BK21’, ‘두뇌한국’, ‘세계수준대학’, ‘일류대학’ 등 
§ 기간: 1995년부터 2020년까지

공청회 자료
§ 교육부, 교육위원회, 의원실 등의 주최로 개최된 BK21 사업 관련 공청회 발표자

료, 신문기사, 전사자료 속 대학 총장, 교수 등 발언

<표 Ⅲ-1> 연구의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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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원회, 

국정감사 등

§ 국회회의록(http://likms.assembly.go.kr/)에서 자료 검색 후 관련 자료 모두 수집
§ 키워드: ‘BK21’, ‘두뇌한국’, ‘세계수준대학’, ‘일류대학’ 등 
§ 기간: 1995년부터 2020년까지

(4)

기재부

국회회의록

§ 국회회의록(http://likms.assembly.go.kr/)에서 자료 검색 후 관련 자료 모두 수집
§ 교육위원회, 소위원회, 국정감사, 예산특위 등 주체별 자료 수집
§ 키워드: ‘BK21’, ‘두뇌한국’, ‘세계수준대학’, ‘일류대학’ 등 
§ 기간: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 기재부 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계획 자료

국회 예산특위 국회회의록 § 국회회의록(http://likms.assembly.go.kr/)에서 자료 검색 후 관련 자료 모두 수집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 국회예산정책처(https://www.nabo.go.kr/)에서 관련 자료 수집
§ BK21 사업/WCU 사업 관련 평가 보고서, 연도별 예산안 부처별/위원회별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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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BK21 사업의 정책 변천 과정

이 절에서는 BK21 사업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 본 바에 따라 이 사업의 성격과 특징이 

잘 드러나는 사업체계, 예산구조, 평가 지표를 중심으로 각 단계별로 설계

된 사업형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업 체계

가. 1단계 BK21 사업

‘두뇌한국21 사업(Brain Korea 21)’으로 불린 1단계 BK21 사업은 ‘21세

기 지식기반사회대비 고등인력양성사업’으로써, <표 Ⅳ-1>과 같은 사업 취

지하에 추진되었다(교육부, 1999c). 

요약하자면 이 사업의 취지는 지시기반사회를 배경으로 한 세계적 변화

에 경쟁력이 있는 창의적ㆍ국제적 고급 두뇌 양성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계수준의 대학원을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

§ 21세기 지식기반사회 대비, 고등교육체제 개혁추진으로 지식기반국가로의 발
전을 주도할 창의적ㆍ국제적 고급 두뇌 양성 체제 구축

§ 국가경쟁력 제고에 직접 관련되는 주요 분야의 독창적 지식창출 능력을 갖춘 
‘세계수준대학원’육성 ⇨ 대학 연구역량의 획기적 제고 및 연구결과의 산업화
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지역 산업수요에 연계하여 특성화된 우수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지역우수대학 
육성

※ 출처: 교육부(1999c)

<표 Ⅳ-1> 1단계 BK21 사업의 사업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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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출발하였다. 이에 아울러 ‘지역우수대학’을 육성

하여 지역 산업수요와 연계한 특성화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수준의 

목표를 포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업체계는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충돌과 조정의 단

계를 걸쳐 완성된 것이었다(손흥숙, 2004a). 이 사업을 구상하던 초기 단계

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업의 취지를 단순히 세계수준대학이나 지역우수대학

의 육성에 두지 않았다. 정부는 이 사업을 설계하면서 당시 우리나라 교육 

및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대학 입시 왜곡’을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담

았다. 요약하자면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른 대규

모 재정투입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세계일류대학’을 단시간에 만들고, 

서울대 등 학부수준 입시경쟁의 원인이 되는 주요 대학에 대학체제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였다. 즉 이 사업을 통해 세계수준대학의 

육성과 입시문제 해결의 두 과제를 모두 해결하고자 하였다.32) 이를 잘 보

여주는 것이 이 사업의 네 가지 원칙인 ‘선택과 집중’, ‘창의적 학문후속세

대 양성’, ‘재정지원과 대학구조개혁의 연계’, ‘지식기반의 균형발전’이다. 

(<표 Ⅳ-2> 참조)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으나, 1단계 BK21 사업은 이후의 단계에 

비해 이해관계의 충돌이 심하여 1999년 6월 4일 사업 공고가 최초로 이루

어진 이후에도 사업 구조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먼저 전반적인 사업의 최

종 모습은 [그림 Ⅳ-1]과 같이 크게 세 가지([1]~[3])로 구분이 된다. 그 중

32) BK21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국민의 정부에서부터이지만, 이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진 것은 문민정부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1997)의 『세계화ㆍ정보화 시
대를 주도하는 新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Ⅳ)』을 통해서다. 대체로 정권이 
바뀌면 많은 정책이 무산되는 것과 달리, 이 당시의 교육개혁과 관련한 많은 정책들은 
그 뒤를 이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채택하였는데(안병영ㆍ하연섭, 2015), 그 중에서
도 BK21 사업은 상당한 관심 하에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1999년 첫 공고 때까지 다
양한 공식적ㆍ비공식적 담화의 장을 통해 수정되었다. 그 중 당초 이 사업이 ‘서울대학
교의 개혁’ 사업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는 서울대학을 개혁하는 것이 사교육
비, 대학의 독과점적 서열 문화 등을 해결하는 지름길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
획 초기에는 서울대학교의 21세기 대학개혁안을 중심으로 사업의 설계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러한 개혁안이 정부재정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
이며, 결론적으로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프로젝트 공모의 방식으로 사업을 확
장하게 된다(박부권, 2000; 손흥숙, 2004a; 장아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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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세계수준의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데에 중점을 두며 가장 큰 규모의 

재정지원을 받았던 사업 분야는 ‘세계수준의 대학원 육성’ 분야이다. 그 외

의 지역우수대학육성과 대학원 연구력 제고사업 등 또한 BK21 사업의 전반

적인 사업 목표의 일환으로 운영이 되었으나, 사업의 규모와 기간 등의 측

면에서 세계수준의 대학원 육성 분야가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 또한, 

1단계 BK21 사업에서만 나타나는 특이점은 [1]세계수준의 대학원 육성과 

[2]지역대학육성지원사업에서 주관대학과 참여대학 간의 연합 사업단 구성

이 가능하였다는 점이다. 

원칙 내용

[제1원칙]

선택과 집중

§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현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높

은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지닌 동시에 독자적 지식기술을 창출할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 스스로 개혁과 구조조정을 단행할 의지를 가진 대학이 경

쟁력 있는 분야를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현실적인 전략

§ 단기간에 국제적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과학과 산업의 발전에 영향

력이 큰 소수의 이공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제2원칙]

창의적 

학문후속세대 양성

§ 국가 경쟁력의 핵은 창의적인 인재라는 점에서 출발

§ 지식산업을 이끌어 갈 실력 있는 학문후속세대를 배출

§ 젊은 연구 인력에 안정적 연구기반을 제공, 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에게 

다양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제공, 폭넓은 국제교류의 기회를 부여

[제3원칙]

재정지원과 대학 

구조개혁의 연계

§ 대학 자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초ㆍ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대학의 제

도 및 문화 개혁 선행 필요 

§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이기는 하나, 학부정원 감축과 입시제도 

개혁, 엄정한 교수업적평가와 대학원 문호개방, 연구비 중앙관리제 등 대

학개혁을 연계 

[제4원칙]

지식기반의 

균형발전

§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대학의 학사과정 내실화로 수도권집중현상을 완화 

§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핵심분야 사업 등을 통해 전반적 강화

§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장치이며, 중복

지원 과 지원 불균형을 억제하려는 조치

주) 1단계 BK21 사업 백서(교육인적자원부ㆍ학술진흥재단, 2007)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표 Ⅳ-2> 1단계 BK21 사업의 사업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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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학원전용시설구축사업을 따로 구분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유

형과 다른 평가기준으로 선정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대학원전용시설은 

[1]
세계수준의 
대학원 육성

Ⅰ. 과학기술 
분야

§ 정보기술(전기, 전자, 정보통신, SW 등)
§ 생물, 의(치ㆍ약)생명, 농생명
§ 기계, 재료, 화공, 물리, 화학 등 
※ 사업기간: 7년

Ⅱ. 인문사회 
분야2)

§ 인문사회 전분야
※ 사업기간: 7년

[2] 지역대학육성3)

9개 권역별 운영4)

(부산, 울산ㆍ경남, 대구ㆍ경북, 광주ㆍ전남, 전북, 대
전ㆍ충남, 충북, 강원, 제주)
※ 사업기간: 7년

[3]
대학원 연구력

제고사업

Ⅰ. 특화 분야

§ 한의학, 디자인, 영상, 외국어 통ㆍ번역 분야, 정
보통신 (석사과정 실무인력), 과학기술 여성전문
인력 양성분야

※ 사업기간: 5년

Ⅱ. 핵심 분야

§ 인문(문학, 사학, 철학 등 전분야)
§ 사회(법학, 경영학, 교육학, 경제학, 사회학, 정치

학 등 전분야)
§ 이학: 수학, 지구과학 등 전분야
§ 공학(건축ㆍ토목, 자원, 산업공학 등 전분야
§ 의, 치, 약, 한의학 (기초, 임상) 등 전분야
§ 농림ㆍ해양ㆍ수산 관련 전분야
§ 예체능 분야
※ 사업기간: 3년 + 3년(신규)

[4] 대학원전용시설구축사업
과학기술 & 인문사회 분야의 선정결과를 종합 고려
하여 국립대 중 선정

주) 1) 1단계 BK21 사업의 첫 공고를 참고하여 작성함(교육부, 1999c)
2) 인문사회 분야는 재공고의 과정을 통해 대폭 수정되어, 1999년 10월 6일 수정된 공고를 

기준으로 작성함 (교육인적자원부ㆍ학술진흥재단, 2007)
3) 이 사업의 명칭은 첫 공고에서는 ‘지역우수대학육성’사업으로 소개하나, 이후 정책 수정 

과정에서 ‘지역대학육성’사업으로 명칭이 수정됨
4) 지역대학육성사업은 지역별로 1개 사업단 선정이 원칙이나, 지원규모가 큰 지역은 2개 

사업단을 선정함. 이는 지역별 지원액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함임

[그림 Ⅳ-1] 1단계 BK21의 사업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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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계수준의 대학원 육성 유형의 종합적 선정 결과 및 대학의 참여도, 교

육개혁 실천에 대한 의지, 국가적 파급 효과 등의 효과가 큰 국립대학을 선

정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ㆍ학술진흥재단, 2007). 결과적으로 이 사업비는 가

장 많은 사업단을 운영하게 된 서울대가 독점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이후의 단계와 달리 1단계 BK21 사업에서는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사업체계를 전반적으로 수정 후 재공고 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그 과정은 정책형성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으나, 1999년 6월 사

업 공고의 최초 공개 이후 인문사회분야 교수들은 이 사업의 평가가 모두 

과학기술 분야의 모델에 맞춰져 있고, 인위적으로 제한한 학문분야로 인해 

소수 학문분야의 소외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대거 반발하였다. 이에 기존 공

고의 수정 필요성을 강력히 어필한 결과,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사업체계는 

1999년 10월 수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대폭적인 수정이 이루어졌다(교육인

적자원부ㆍ학술진흥재단, 2007). 대표적인 수정사항은 다음 <표 Ⅳ-3>과 

같다.

그 외에도 1단계 BK21 사업의 첫 공고 이후에 전국에서 교수대회가 열

리는 등 교수를 필두로 한 반대가 격해지며 일부 사업의 체계가 수정되었

다. 특히나 BK21 사업의 운영 목적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던 

일부 제도개혁 요구사항에 대한 수정 요청이 많았다(권혁주 외, 2010; 손흥

숙, 2004b). 대표적으로 수정된 사항으로는 교수업적평가제, 교수 연봉제, 

계약제 등 교수 신분과 직결되는 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이었다(동아일보, 

1999.7.7.; 연합신문, 1999.7.7.).33)

33) 일례로 1999년 7월 5일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 서울대 교수협의회장은 “특정분야 
연구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하
는 반면, “이 사업을 교수업적평가제 등 구조조정과 연계시키려는 발상에는 결코 동의
할 수 없다”며 비판하였다(한국대학신문, 1999.7.6.). 그 결과 교육부는 교수들의 의견
을 수긍하여 교수업적평가제를 BK21 사업과 연계하지는 않겠다고 결정하였으나, 오히
려 비슷한 시기에 교수업적평가제는 대학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
이고 이를 BK21 사업 신청서에 담기도 하였다(한국대학신문, 199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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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9.6.4. 최초공고안 99.10.6. 재공고안 수정 내용

사업기간 5년 ➡ 7년

지원분야
한국학, 문화, 동아시아, 사회발전, 

정보ㆍ 지식기반 사회 분야 등
➡ 인문사회 전 분야

§ 인위적인 학문분야의 구분에 문제제기
§ 5개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는 원안에서 

크게 수정됨

사업단 명칭 인력양성 사업단(팀) ➡ 교육ㆍ연구단(팀)

규모 분야별 20~30명 이상 ➡ 전임교수 7명 이상
(상한선 없음)

§ 학문분야의 성격 반영

참여
자격

과제
책임교수

3년간 연구실적 4편 이상 ➡ 5년간 연구실적 5편 이상

§ 교수 논문 실적 평가 기준 하향 조정

참여교수
3년간 연구실적 2편 이상인 교수의 

수가 40% 이상
➡ 5년간 연구실적 5편 이상인 교수의 

수가 50% 이상

국고지원액 학생수에 따라 8~12억 내외 ➡ 학생수에 따라 3~13억 내외

예상 선정단수 10단 내외 ➡ 15~20 내외
§ 참여가능 사업단 수의 증가 (예산변경

은 없음)

중간평가
결과반영

하위 교육ㆍ연구단의 지원예산 
20%를 상위 교육ㆍ연구단으로 이체

➡ 평가결과에 따라 하위 교육ㆍ연구단 
20% 지원대상 강제 교체 (예산기준)

§ 선정평가에서 탈락 후 재선정기회를 마
련함

주) 1단계 BK21 사업 백서(교육인적자원부ㆍ학술진흥재단, 2007)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표 Ⅳ-3> 1단계 BK21 사업 인문사회 분야 사업 재공고



- 71 -

나. 2단계 BK21 사업

2단계 BK21 사업은 1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사업 종료 약 1년 

전부터 계획에 들어가고, 2006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운영되었다. 전

체적인 사업의 체계는 [그림 Ⅳ-2]와 같다. 1단계에서는 사업유형별로 1차

적인 성격 구분이 이루어졌다면, 2단계에서는 학문분야별 특성화를 유도하

는 사업 체계를 갖고 있다. 1단계와 같이 2단계에서도 선택과 집중의 원칙

은 고수되었으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우수대학원 육성도 주요한 사

업으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분야별 유형 구분에 이어 전국단위의 ‘세계수

준 우수대학원 육성’과 지역단위의 ‘지역 우수/핵심 대학원 육성’의 두 유형

으로 2차 구분이 이루어졌으며, 선정 단위에 따라 사업비의 지원 규모, 평

가 우대 사항 등에 차이가 있었다. 

1단계에 비해 2단계 사업 설계에서는 ‘전문서비스 인력양성’과 ‘대학 산

학협력 강화’가 돋보인다. 먼저 전문서비스 인력양성은 국제서비스 시장개방 

등의 변화에 따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고급 전문서비스 분야의 인력 

양성에 초점을 둔 사업이다. 이는 2003년 11월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대학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34) 중 하나인 법학전문대학원을 비롯한 

의ㆍ치의학, 경영학, IT 등의 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고자 한 것과 맥락

을 같이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35) 이에 따라 2단계 BK21 사업에서는 의ㆍ

치학 분야와 경영분야(MBA)에서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였거나 전환 예정

인 대학에 대한 트랙을 신설하여 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였다.36)

34) 참여정부는 대학 경쟁력 강화와 평가를 통한 경쟁 및 재정지원을 천명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2만불 시대 도약을 위한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보고회를 
주재하기도 하며,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계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강조하였다(국정
홍보처, 2003.11.24.). 

35) 그 연장선에서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는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 전환에 대한 지원 계
획을 발표하는데, 이 당시 정부는 전문대학으로 전환하는 대학에 대해 교육과정개발비, 
실험실장비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2단계 BK21 사업의 평가 시 전환여부를 평가기
준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많은 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36) 의ㆍ치학 분야의 경우 기초의학자와 전문의료인 양성 부문을 통합하여 지원하고, 전문
대학원의 전환형태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였다. 전문서비스인력양성 분야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전문 분야의 고급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목표에서는 전반적인 BK21 사업
의 비전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나, 지원 내용에 있어서는 상이한 측면이 다수 발견된
다. 예컨대, 이 사업은 대학원생을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 (대학원생은 학자금 융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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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산학협력 강화는 2단계 사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1단계

에서는 달리 산학협력을 유도하는 여러 평가지표가 추가 혹은 강화되었다. 

예컨대 특허, 기술이전, 산학공동연구 등의 평가지표가 그러하다. 이러한 산

학협력 평가지표의 비중은 1단계 5%에서 2단계 약 20%로 급증한다(한유경 

외, 2013). 또한, 이 사업에 기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도 

한다. 즉 산학연 공동의 사업단을 우대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기업과 

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예산은 ‘교육연구인력지원’, 즉 해외 우수교
수 초빙, 계약 교수 채용 등에 집중되어 있다. 

사업유형 및 분야
세계수준 우수대학원 육성

(전국단위)
지역 우수/핵심 

대학원 육성

[1]
과학
기술
분야

Ⅰ. 기초과학
§ 물리, 생물(생명과학), 화학, 수학, 

지구과학 
(좌동)

Ⅱ. 응용과학
§ 정보기술, 기계, 화공, 재료, 건설, 

응용생명
(좌동)

Ⅲ. 학제간융합
§ (예시) 에너지, 환경, 부품소재, 의

료기기, 해양기술, 정보보호, NT, 
BIT, NIT 등

(좌동)

[2]
인문
사회
분야

Ⅰ. 인문분야 § 기초 및 보호 학문분야 중점 지원, 
디자인, 문화ㆍ예술 사업 등 사회문
화 가치의 실용화 분야, 사회복지 
등 선진형 사회구축에 필요한 분야, 
문화 및 지역연구 등 

§ 디자인ㆍ영상 포함

(좌동)Ⅱ. 사회분야

Ⅲ. 학제간융합

[3]
핵심
사업

Ⅰ. 과학기술
§ 사업팀 단위 
§ 중ㆍ소규모 창의적 연구 집단 활성

화를 통해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성
장기반 구축 

§ 사업팀 단위
§ 지역단위 중ㆍ소

규모 창의적 연구 
집단 활성화를 통
한 연구기반 확대

Ⅱ. 인문사회

Ⅲ. 학제간 융합

[4]
전문서비스 인력양성 사업

§ 의료(의학, 치의학)
§ 경영(금융, 물류, IT경영 등)

-

주) 2단계 BK21 사업 백서(한유경 외, 2013)의 자료 활용함

[그림 Ⅳ-2] 2단계 BK21의 사업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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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단을 구성할 경우 평가에서 우대 받았으며, 단일기업, 복수기업, 기

업간 컨소시엄 등의 형태로 참여 가능했다. 반대로 1단계와 달리 주관대학

과 참여대학의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 형태가 폐지되었다. 

또 하나 이 시기에 주목할만한 점은 2008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운영된 ‘세계수준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이하‘WCU 사업’)’이다. 이 사업은 

BK21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자면 BK21 

사업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3단계 BK21 사업의 사업유

형 중 ‘글로벌인재양성형’이 이 사업의 후속 사업이라는 점에서 함께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이 BK21 사업과 비교하여 갖는 차별성은 ‘해외학

자의 국내 유치’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은 세 가

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수한 연구 역량을 지닌 교수 한 명이 새로운 

지식기반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대

구분 2단계 BK21 사업 WCU 사업
3단계 BK21 사업

(WCU-BK21 후속)

사업
기간

2006~2012년 2008~2013년 2013~2019년

사업
목적

§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
력을 집중 지원함으로
써 연구중심대학육성 
및 창의적 학문후속세
대 양성

§ 미래 국가발전 핵심분야
의 연구추진 및 학문후속
세대 양성

§ 연구역량 높은 해외학자 
확보를 통해 대학의 교육
ㆍ연구풍토를 혁신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

§ 인적 인프라 구축을 통
해 미래 국가발전을 주
도할 우수 인재 양성과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유망ㆍ선도대학 육성

세부
내용

§ 분야별ㆍ지역별 대형 
사업단 및 소규모 사
업팀 지원

§ 대학원생 장학금 및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중점지원

§ 전공학과 개설지원
§ 개별학자 초빙지원
§ 세계적 석학 초빙지원 등

§ 기존 인력양성지원사업
에 R&D 및 국제화지원
을 접목함으로써 인력양
성과 집중적 연구지원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
구중심 선도대학 육성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2)

<표 Ⅳ-4> 2단계 BK21 사업, WCU 사업, 3단계 BK21 사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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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해외인지도’가 부진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수의 확보

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셋째, ‘두뇌유출’을 제어해보고자 하였다(장덕호 

외, 2014). 

다. 3단계 BK21 사업

3단계 BK21 사업은 기존의 2단계 BK21 사업과 WCU 사업의 취지를 

계승하는 한편,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다

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하연섭ㆍ오억수ㆍ이주헌ㆍ장덕호, 2012). 이에 

기반을 두고 새롭게 변화한 BK21 사업의 3단계 사업 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먼저 사업 내에 세 가지의 세부사업을 둠으로써 사업유형별로 운영 방식

을 차별화하였다. 그간 개별사업으로 진행되었던 BK21 사업과 WCU 사업

을 하나의 사업으로 결합하였다. 3단계 BK21 사업의 글로벌인재양성형 사

업은 WCU 사업의 후속으로,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은 2단계 BK21 사업

의 후속으로 설계가 되었다. 이 두 사업의 차이를 보자면, 글로벌인재양성

형은 ‘대학’ 단위의 국제화에 초점을 두고 있고,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은 

그 보다 인적자원개발과 지원, 즉 ‘개인 연구자’ 단위의 지원에 초점을 두고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37) 아울러 3단계 BK21 사업에서는 특화전문인재

양성형이 신설되었다. 특화전문인재양성형은 새롭게 등장하는 고부가가치의 

산업에 집중한 인재양성과 대학원 교육ㆍ연구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3단계 BK21 사업은 지역단위 사업단과 소규모 연구팀에 대한 지

원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사업 공고 당시 어필하였다. 특히 지방대학의 예산

37) 이는 2단계 BK21 사업과 WCU 사업의 후속 사업에 대한 자료를 기반에 둔 해석이다. 
후속사업 설계 정책연구(하연섭 외, 2012)와 공청회 자료(교육과학기술부, 2013)에 따
르면 글로벌인재양성형은 ‘미래 국가발전 핵심분야의 글로벌 대학 연구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타 유형과 달리 전국단위의 세계적 경쟁력 있는 대학의 사업단을 선정하
고자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최종 실행계획에서는 전국ㆍ지역 단위 모두 선발하였
다.) 반면에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은 학문분야별로 차별화하여 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사업비의 60% 이
상(인문사회분야는 50% 이상)을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으로 지출하도록 설계하기도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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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 사업단(팀) 선정 비중에 대한 목표를 각각 전체의 35% 내외, 45% 

내외로 구체화하였다. 이는 2단계 BK21 사업에서 예산지원과 사업단(팀) 

선정 비중이 각각 25%, 37%, WCU 사업에서의 비중이 각각 19%, 24%이

었던 것에 비해 약 10%p씩 확대한다는 방침이었다. 특히 지방대학원의 경

우 중소기업 등 지역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을 강

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교육부, 2013). 

사업유형 및 분야 전국 지역

[1]
미래
기반
창의
인재

양성형
1)

Ⅰ. 
과학기술분야

§ 기초과학(물리, 생물, 화학, 수학, 지구과학)
§ 응용과학(정보기술, 기계, 화공, 재료, 건설, 응용생명, 

의ㆍ치ㆍ한의학)

Ⅱ. 
인문사회분야

§ 인문사회 전분야

Ⅲ. 학제간융합
§ 학술연구분야 분류의 중분류 중 2개 이상, 3개 분야 

이내 선택

[2]
글로벌
인재

양헝형

Ⅰ. 인문분야

§ 융합형 R&D분야
§ 기존 WCU 사업의 연장 및 보완

Ⅱ. 사회분야

Ⅲ. 학제간융합

[3]
특화
전문
인재

양성형

Ⅰ. 과학기술
§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전분야
§ 기타 특화된 분야를 중심의 대학원(산업ㆍ공업ㆍ패션

디자인, 디지털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관광, 정보보
안, 특수장비 등)

Ⅱ. 인문사회

Ⅲ. 학제간 융합

주) 1)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은 사업단과 소형 사업팀으로 구분하여 선정하며, 동일
한 분야로 구분함

2) 모든 사업유형은 전국과 지역 단위로 구분하고 있으나, 학문분야별로 지원 상한액은 
상이한 경우가 있음

[그림 Ⅳ-3] 3단계 BK21의 사업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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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4단계 BK21 사업

2020년에 새롭게 출범한 4단계 BK21 사업은 대학의 교육ㆍ연구의 국제

화가 사업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과 전체 대학원 체질 개선을 강조한다

는 특징을 갖고 있다. 4단계 BK21 사업은 지원 사업단(팀) 단위를 1-3단계 

사업에서 사용된 ‘사업단(팀)’ 대신 ‘교육연구단(팀)’이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먼저 기존의 2단계와 3단계 사업 시기에서는 ‘세계수준대학육성’이라는 

정책의 목표와 별개로 ‘대학’ 단위의 세계수준대학 육성에 특별히 집중한 

WCU 사업, 글로벌인재양성형 사업이 별개로 운영이 되었다면, 4단계 

BK21 사업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의 무대가 ‘세계’라는 데에서 출발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연구중심대학과 그 구성원의 역할이 학문적 관심

에서 더 확장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국제 사회 차원의 문제를 해결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기틀을 잡고자 하였

다(교육부, 2019b).38)

이러한 4단계 BK21 사업은 미래인재양성형 사업과 혁신인재양성형 사업

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미래인재양성형 사업은 기존의 사업유

형 세 가지의 후속으로 모든 학문 분야에 대한 지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혁신인재양성형’ 사업은 신사업 분야와 더불어 ‘산업

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39) 혁신인재양성형 사

업이 흥미로운 이유는 2017년 관련 다부처에서 협의를 통해 도출한 8대 핵

심선도사업 및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를 기반으로 하여 지원 분야를 구체

화하고 있기 때문이다.40) 또한 이 사업유형은 3단계에서는 일체 허용하지 

38) 특히 4단계 BK21 사업의 추진 초기부터 교육부의 자료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세계수준
대학이 ‘슈퍼 연구중심대학(Baker, 2014)’의 모습을 갖출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교육
부, 2018.11.27.). Baker(2014)의 풀이에 따르자면 4단계 BK21 사업이 2-3단계의 시기
와 같이 직접적으로 ‘글로벌’, ‘세계수준대학’ 등을 사업(유형)의 명칭에 포함하고 있지
는 않으나, 그 중요성이 축소된 것보다 우리나라 연구중심대학의 활동의 장(場)이 글로
벌 단위로 확장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9) 이에 따라 사업 지원 시 지원 교육연구단은 목표로 하는 산업ㆍ사회 문제를 구체적으
로 제시해야 한다. 이 유형의 예산은 80%를 신사업 분야에, 20%를 산업ㆍ사회 문제해
결 분야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2019b). 

40)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경제정책의 3대 축으로 삼는
다. 그 중 하나인 ‘혁신성장’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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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던 대학 간 연합이 허용되며 융합전공의 운영이 독려되었다. 

또한, 3단계 사업 설계에서부터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대학 

체제 발전’이 강조(교육부, 2013)되기는 하나, 제도로서의 ‘대학원 체질 개

선’은 4단계에서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지금까지의 대학원생의 

연구 환경이나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이 연구인력 지원비의 규모, 국제화 

경험에 집중이 되었다면 4단계 사업은 ‘교육연구단과 지원대학원생 간의 조

교ㆍ연구원 업무 협약 체결’, ‘대학원생 권익 보호 강화’ 등 대학원생의 인

권 및 연구윤리와 관련한 상당 부분이 대학 내에 제도화될 수 있는 기틀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19b). 

한편으로 3단계와 반대로 4단계 사업에 대한 구상이 논의되었던 초기에 

전국과 지역 단위의 선정을 폐지한다는 것으로 대학과 교수 사회에 많은 혼

란이 야기되었다. 기존의 사업 추진계획안은 이전 사업보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보다 충실하게 대학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대학을 집중 육성하겠다

는 기조를 보였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초기에 정부는 모든 교육연구단을 

전국단위에서 선정하는 대신 각 패널단위에서 최소 2개의 지역대학을 의무

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다소 지역균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는

데, 이에 지방대학과 군소학과들은 많은 불만을 제기하였다(서울경제, 

2018.11.29.; BK21 후속사업 기획 기초연구 정책연구진, 2018.11.27.; ). 

그 결과 최종 사업 모형에서는 기존과 같이 전국과 지역 단위의 교육연구단 

선정이 유지되었다.

를 제도혁신, 체질개선으로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서 대학교육의 역할은 혁신사업의 인재 양성, 산ㆍ학ㆍ연 협력 체계 구축 
등으로 집약된다(혁신성장포털,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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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및 분야 전국 지역

[1]
미래
인재
양성
사업

Ⅰ. 과학기술분야
(기초/응용)

§ 기초과학(물리, 화학, 생물, 수학, 지구과학)
§ 응용과학(전기전자, 컴퓨터, 기계, 화공, 재료, 건설, 의학, 

약학, 응용생명, 농수산학)

Ⅱ. 과학기술분야
(중점응용)

§ 중점응용 1(건축, 산업, 에너지, 조선, 항공, 통계)
§ 중점응용 2(치의, 한의, 수의. 간호, 보건, 체육, 기타 등)1) 

Ⅲ. 인문사회분야 § 인문사회 전 분야

[2]
혁신
인재
양성
사업

Ⅰ. 신사업
(Top-down)

§ 8대 핵심선도사업 및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사업/신재생에너지, 
바이오헬스/혁신신약, 맞춤형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드론, 미
래자동차, 빅데이터, 인공지능(소프트웨어분야), 가상증강현
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시스템반도체), 첨단소재, 차
세대통신)

§ 그 외 소재, 부품ㆍ장비 분야
§ 대학 간 연합융합전공 허용

Ⅱ. 산업ㆍ사회
문제해결

(Bottom-up)

§ 인문사회분야융복합, 인문사회과학기술융복합
§ 과학기술분야융복합
§ 대학 간 융합 허용 

Ⅲ. 인문사회분야 § 인문사회 전 분야

주) 1) 독립된 세부 지원 분야와 겹치지 않도록 분야 구성을 하되, 각 분야별 교육연구단 신청
개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유사 분야들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함 

2) 모든 사업유형은 전국과 지역 단위로 구분하고 있으나, 학문분야별로 지원 상한액은 상
이한 경우가 있음

3) 2019년 12월 발표된 4단계 BK21 사업 기본계획(안)을 기준으로 함 (교육부, 2019b)

[그림 Ⅳ-4] 4단계 BK21의 사업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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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 구조

가. 단계별 개요

[그림 Ⅳ-5]는 1단계부터 4단계 BK21 사업의 전반적인 예산 변화를 연도별, 

단계별로 보여주고 있다. 단계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BK21 사업은 하위 사업들이 서로 다른 기간에 서로 다른 사업 기

간을 두고 운영이 되고, 사업의 첫 시행으로 중간에 여러 변동 사항이 컸던 

탓에 사업비가 연도별로 일정하지 않은 특성을 갖고 있다. 사업 추진 초기 

연간 2,000억 원을 7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상되었으며, 평균적으로

는 그 수준이 유지되었다.41) 하지만 사업 초반에 2,000억 원이 넘는 투자가 

있던 반면, 사업이 진행되며 전반적인 사업비의 규모는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핵심분야와 특화분야의 사업 운영 기간이 3년, 5년으로 전체 기간 

7년의 초기에 몰려있기 때문이다.42) 그 중 핵심분야의 경우 2001년에 3년 

사업이 마무리된 후 신규 사업단을 재선정하여 2003년부터 지원하였기 때

문에 2002년의 사업비에는 핵심분야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신규 핵

심분야의 경우 사업단 당 지원 규모는 비슷하나, 지원 사업단의 수가 316개

에서 126개로 줄어들며 사업비의 규모도 함께 줄었다. 

두 번째 사업비 축소의 원인 중 하나는 대학원전용시설구축 사업의 규모

가 기존에 계획하였던 7년간 연 500억 원, 총 3,500억 원 만큼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업비는 온전히 

서울대에 집중되었다. 서울대는 교육부와 여러 제도개혁 이행 조건 체결 하

41) 1단계 BK21 사업의 예산 편성은 1998년 처음 사업이 소개되었던 때부터 실제 예산 편
성까지 많은 변화를 겪었다. 1998년 5월 ‘세계수준대학의 대학원중점 연구중심대학 육
성 국책과제 추진계획(안)’에는 이 사업의 투자액을 5년간 총 2조 5,000억 원으로 추정
하였다.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의 육성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이 강해지며 이를 확보하
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기는 하며 신규예산 1조 4,000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 외에
도 타 사업의 일부와 1999년, 2000년에 종료되는 사업의 용도를 변경하여 추가로 사업
비를 확보하나, 현실적인 어려움과 우려에 의하여 최종적으로는 7년간 2,000억 원을 지
원하는 것으로 합의하게 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ㆍ학술진흥재단, 2007). 

42) 특화분야는 설계 당시에는 최대 5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3년에 마무리가 될 예
정이었으나, 2004년까지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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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 초기에 예산 배정이 늦어지고 서울대와 

지자체 간의 건축부지 선정 등 사업 계획 승인이 늦어지며 사업비 집행 잔

액이 과다하게 많이 발생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기획예산처에서는 

2001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를 지적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지속적으로 

교부금이 삭감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ㆍ학술진흥재단, 2007).43)

2단계 BK21 사업은 2006년부터 7년간 매년 3,000억 원씩(총 2조 1,000

억 원)을 투자하고자 하였다. 2006년 예산안에서는 예정대로 3,000억 원을 

확보하기는 하였으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비슷한 성격의 WCU 사업이 

시작되며 두 사업의 예산 가감이 있던 것으로 내비추어진다. 이 시기는 이

명박 정부가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577 

Initiative)’를 발표하며 연구개발사업 및 인력양성 사업에 대규모의 투자를 

추진하였던 시기로(교육과학기술부, 2008.8.12.), 이 두 사업의 총 사업비 

규모는 그 이후의 3~4단계에 비해서도 컸다. 

43) 대학원전용시설구축 사업의 연도별 국고 지원액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99년 500
억 원 →‘00년 500억 원 →‘01년 200억 →‘02년 50억 →‘03년 100억 원 →‘04년 200
억 원 →‘05년 350억 원. 지원액이 가장 적었던 2002년의 전년도 이월액은 약 1,076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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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1단계 BK21 사업(1999.3.~2006.2.)의 자료는 1단계 BK21 사업 백서(교육인적자원부ㆍ학술진흥재단, 2007: 80)의 ‘연도별 BK21 지원금
(1999~2005) (<표 Ⅰ-5-1> 참조)’자료를 활용함

2) 2단계 BK21 사업(2006.3.~2013.2.)의 자료는 2단계 BK21 사업 백서(한유경 외, 2013: 139)의 ‘사업 추진 현황 중 예산’ 자료를 활용함. 
3) 세계수준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2008.12.~2013.8.)의 자료는 세계수준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백서 발간을 위한 정책연구(장덕호 외, 2014)

의 ‘WCU 지원 유형별 지원액 현황 (<표 Ⅱ-2> 참조)’ 자료를 활용함
4) 3단계 BK21 사업 중 2013~2017의 자료는 교육부(2016)의 BK21 사업 예산현황 자료를 활용함. 2013년도 사업이 9월에 시작되어, 배정된 예산

은 6개월분에 해당하는 예산임. 3단계 사업 중 2018~2019(t)년 자료는 교육부(2019a, 2020)의 t+1차년도 BK21플러스 사업 지원 현황 자료를 활
용함

5) 2020년도부터의 자료는 사업비 집행 자료가 아닌 배정 예산을 기준으로 분석함. 2020년도는 3단계 BK21 사업이 해당연도 8월까지 진행되며, 9
월부터 4단계 BK21 사업이 이어 받아 진행됨. 그 때문에 2020년에는 BK21 사업의 3단계와 4단계 사업비가 중첩되어 있음. 각각의 사업비는 각 
사업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예산임

6) 2021년도 4단계 BK21 사업의 예산은 사업 운영 계획의 예산 편성 계획 (매년 4080억)을 기준으로 함. 집행 이후 실제 사업비는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함

[그림 Ⅳ-5] 1단계-4단계(~2021) BK21 사업 예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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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BK21 사업의 세 유형 중 글로벌인재양성 유형은 기존의 WCU 사

업의 후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3단계 사업의 사업비는 기존의 WCU 

사업과 2단계 BK21 사업의 사업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011년부터 점차적으로 규모를 확장한 국가장학금과 지방대 육성ㆍ특성화 

사업 등의 신규 사업 추진으로 인해 타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규모를 줄이게 

되었는데, 3단계 BK21 사업도 그 중 하나였다.44) 이는 박근혜 정부가 대학 

장학금 정책에 집중하며 상대적으로 BK21 사업의 입지가 작아진 것과도 관

련이 있다. 이 때문에 이 사업을 설계할 때에는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걸쳐 

사업단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국가장학금 확충으로 인해 이듬해 예산 확보

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교육부는 1차년도에 선정 사업단 수를 

350개에서 500개로 확장하였다. 

또한, 예상한 것에 비해 예산이 많이 삭감되기는 하였으나, 3단계 사업은 

안정적인 정부 재정 지원이 이루어졌던 것이 특징이다. 세계수준대학육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1단계에서부터 강조되었으

나, 이것은 3단계에 이르러서야 뚜렷하게 나타났다. 

4단계 BK21 사업은 2020년 첫 시행되어 연간 4,080억 원씩 7년간 지원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4단계 사업의 예산지원 형태에서 돋보이는 특징

은 ‘대학원 혁신지원비’에 대한 부분이다. 이전의 3단계까지는 사업단(팀)의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전부 사업단(팀)의 지원비로 활용이 되어

야 했다. 4단계 사업에서는 한 사업단(팀)이 선정되었을 때 받는 지원액 중 

13%는 대학원의 제도 혁신을 위해 대학원 본부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44) 처음 이 사업의 추진 당시에 교육부는 7년간 3조 3,000억 원을 지원하고자 함을 발표
하였다. 하지만 실제 편성된 예산은 이에 비해 1조 3,000억 원이 줄은 약 2조 원으로 
합의되었다. 국가장학금의 확충으로 사업비의 규모가 줄어든 것은 2011년부터였다. 2단
계 BK21 사업의 예산은 2011년에 325억 원 삭감되었으며, WCU 또한 예산이 1,552억 
원에서 667억 원으로 대폭 삭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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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인력 지원금 

한편, 이 사업이 핵심으로 삼는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금은 4단계로 올수

록 증가하였다. 매 단계에서 정책을 설계할 때 석사는 10만원씩 동일한 수

준으로 상승하였으며, 박사과정학생의 경우 2단계에서 3단계로 갈 때 90만

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것 외에는 모두 동일하

게 월 30만원씩 더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을 세웠다. (<표 Ⅳ-5> 참조) 

BK21 사업 지원금의 70%는 학문후속세대가 연구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두고 사업단의 전체 사업비의 70% 이상을 석/박

사과정 학생 혹은 신진연구인력에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BK21 사업의 연구인력 인건비의 성격은 BK21 사업에 있어 매우 논쟁적

인 이슈 중 하나이다. 즉 이것이 연구인력에 대한 장학금 성격의 지원제인

지 국가에 필요한 전략적 분야의 학술발전을 위한 연구기금인지에 대한 논

란이 있다(김병주, 2007). 예컨대 2단계에서는 정부가 이 사업이 연구지원

사업이 아닌 인력양성사업(HRD 사업)임을 상당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다45)는 특징이 있음에도, 논쟁의 상대가 누구인지, 논리적인 타당성을 어떻

게 확보할 것인지에 따라 그 성격을 ‘연구지원비’ 혹은 ‘장학금’ 등으로 구

45) 2단계 후속사업 계획 보고서의 표현에 따르면 BK21 사업은 “전체적으로는 R&D와 연
계한 인력양성사업으로 분류(R&D 복합사업)되지만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이 학업ㆍ
연구에 전념토록 인건비를 지급하는 순수 인력양성 사업에 가깝다”고 정리하고 있다(하
연섭ㆍ오억수ㆍ이주헌ㆍ장덕호, 2012). 

사업구분 석사 박사
신진연구인력

박사후과정생 계약교수

1단계 BK21 사업 40만원/월 60만월/월 125만원/월 200만원/월

2단계 BK21 사업 50만원/월 90만원/월 200만원/월

3단계 BK21 사업 60만원/월 100만원/월 250만원/월

4단계 BK21 사업 70만원/월 130만원/월 300만원/월

<표 Ⅳ-5> 단계별 BK21 사업 참여 연구인력의 재정 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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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다음의 두 담화문을 통해 이를 살펴볼 수 있

다. [A]는 국회 예결특위에서 BK21 사업을 통해 학생 개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성과(재정지원 받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비관적이라는 입장을 보일 

때 정부(교육부)에서 연구인력 ‘장학금’보다도 학생 및 신진연구인력들의 

‘질 높은 연구활동의 성과’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지원비’의 성격을 지닌다

고 반박한다. 반면 [B]와 같이 타 연구비 지원 사업과의 성격 차이를 강조

하거나 사업의 모호성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학생들에게 직접적

으로 재정지원을 해주는 장학금 사업’이라고 명확히 한다. 

[A]

“그것은 더러 장학금이다라고 규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장학금이 아니고요, 

교수들의 연구활동에 대학원생을 참여시켜서 그들의 연구역량을 늘리자는 것이고, 

사실 평은 비교적 좋습니다. ... 국내 BK 사업으로 양성된 박사와 외국에서 양성된 

박사를 다 쓰고 있는 우리 기업의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교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떠냐 했더니 이제는 우리 국내 BK 사업으로 나온 박사 학위자들과 외국에서 길러

진 박사들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어서 저희들로서 성과를 

그래도 계속 잘 내고 있다고 봅니다.“

제17대 국회 제269회 제5차 예결특위 中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발언

(국회사무처, 2007.11.14.)

[B]

저희들이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은 크게 대학원 수준의 높은 수준의 연구인력 양성에 

대한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학부 수준의 인력양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에 BK21사업은 그야말로 대학원 수준의 인력양성을 위한 최초의 석ㆍ박사 과정의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사업입니다. 

제17대 국회 제255회 제3차 예결특위  中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발언

(국회사무처, 2005.8.24.)

이를 둘러싼 또 하나의 논쟁은 다수 학생들에게 인건비를 집중적으로 줄

지, 혹은 충분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지급을 할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결국 선정 대학 및 사업단의 수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나 교육부와 대학 등은 BK21 사업이 대규모의 재정지원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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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세계수준대학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함을 호소한다. 이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는 선택과 집중에 따

른 지원, 그리고 그 결과 미칠 수 있는 중ㆍ소규모 대학의 인재 확보 어려

움과 결과적 몰락에 대한 입장의 차이와도 맥을 같이 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이 ‘여러 사업단’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과 ‘개별 학생들을 위한 지원 수

준을 높여야 한다’라는 두 입장이 대립하며 가치의 충돌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세균 위원: ... 하여튼 지원 사업단의 숫자도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 해서 일부 

대학에서는 3단계 사업의 현재까지의, 아직 확정은 안 됐겠지만 내용에 대

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서남수 교육부장관: 지난번에 공청회에서도 그런 우려가 제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원생들에 대한 지원 수준이 너무 미흡하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 

수준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결국…… (사업단의) 숫자

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적절한 수준

에서 균형을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

다. 

정세균 위원: 과거에도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때 선택과 집중이란 얘기

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BK21 사업의 경우에 3단계가 

선택과 집중으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한 경쟁과 

또 보편성을 가미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는 정책결정의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지원예산이 아주 소액일 경우에는 그걸 여기저기 나눠 봤

자 그야말로 아무 의미가 없을 테니까 선택과 집중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래도 BK21 사업은 1단계 때부터 상당한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출

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단계도 제가 보기로는 예산 총액이 그렇게 소

수에게만 집중되어서 특혜시비가 일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폭넓

게 인재를 키우는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판단입니다.

제19대 국회 제31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中
(국회사무처, 20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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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응자금

마지막으로 예산과 관련하여 살펴볼 것은 대학의 대응자금에 관한 것이

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세계수준대학의 특징 중 하나는 정부의 재정지

원 외에도 연구중심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 확보책이 있어야 한

다는 점이다. 이는 학생들의 등록금, 졸업생(alumni)의 발전기금, 공ㆍ사적 

기관으로부터 받는 지원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여러 대학재정지원 정책에

서는 대학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정부가 대학에도 재정 확보의 책

무를 부여하는 것을 ‘대응자금’에 대한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BK21 사

업도 사업 초기에는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표 Ⅳ-6> 참조)

1단계와 2단계에서는 대응자금에 대한 사업관리규정이 매우 구체적이었

다. 특히 이 두 사업에서는 학교자체의 대응자금 뿐만 아니라 산업체이나 

지자체로부터 대응자금을 마련하는 것 또한 일부 분야의 사업 운영 조건으

로 하고 있다. 그 결과 1단계에서는 대응자금의 비율이 전체 사업비의 

17.4%였던 것이 2단계에서는 27.2%로 상승하였다(한유경 외, 2013). 

하지만 이와 같은 대응자금에 관한 조건은 2단계 운영 중 2008년에 폐

지되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수한 역량을 갖고 있으나 재정이 열악한 국

립 및 지방 대학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경직되어 있는 예산

집행구조를 풀어 예산편성과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함이었다(교육부, 

2008.9.3.). 그 결과 4단계에 이르기까지 대응자금의 확보에 대한 부분은 대

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다만, 사업단의 특허, 기술이전 등 산학협력 및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평가 지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학의 자원 확보 능

력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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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단계 BK21 사업 구분 2단계 BK21 사업

과학
기술
분야

§ 산업체 대응자금: 7개년 평균 총
사업비의 25% 이상 (단 생물분야
의 경우 10% 이상)

§ 대학자체 대응자금: 7개년 평균 
총사업비의 5% 이상

모든 
사업단
(팀)

§ 대학 대응자금 : 매년 국고지원금
의 최소 5%이상
* 전문서비스(경영) 신청 사업단은 
대학+산업체 대응자금을 국고지원
금의 100% 이상 

인문
사회
분야

§ 대학자체 대응자금: 7개년 평균 
총사업비의 5% 이상

지역
대학
육성

§ 산업체ㆍ지자체 대응자금 7개년 
평균 총 사업비의 20% 이상

§ 대학자체 대응자금: 7개년 평균 
총사업비의 5% 이상

지역 
우수

대학원
(응용/
융합)

§ 지자체 지원금 : 매년 국고지원금
의 3∼5% 이상 (지자체 재정력 등 
여건에 따른 차등율 적용)

특화
분야

§ 매년 100% 이상(산업체 대응자금
30% 이상)이며, 대응자금 확보와 
국고 연계 응용 

및 
융합
분야

§ 산업체 대응자금 : 매년 국고지원
금의 최소 10% 이상 

핵심
분야

§ 10% 이상 (응용과학분야는 이 중 
산업체로부터 7%이상)

※ 출처: 교육인적자원부ㆍ학술진흥재단(2007), 한유경 외(2013)

<표 Ⅳ-6> 1ㆍ2단계 BK21 사업의 대응자금 확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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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지표46)

BK21 사업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진행되며 규모나 영향력은 달랐어도 

20년간 거의 매년 선정평가, 연차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을 진행해오며 

평가 지표는 상황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하였다.47) 개괄적으로 보았을 때 

1단계의 학문분야별로 평가 지표가 세부화 되어 있어 매우 복잡하였으나, 4

단계로 갈수록 단순화되는 특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단

계별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또 별개의 사업유형이 2~5개씩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 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연구

에서는 각 단계별 사업단이 구상되었던 시점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바, 이 항

에서도 지난 1~4단계의 선정평가 지표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가. 교육과 연구

BK21 사업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이라고 구체화하여도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연구중심대학’ 육성으로 그 개념이 집약되며, 교육

의 중요성이 등한시 되었을 수도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인재육성 사업’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연구’만큼이나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먼저 1단계 사업은 전술한 바와 같이 평가 지표가 매우 복잡하였기 때

문에 사업 분야마다 차이가 컸다. 대표적으로 교육과 연구에 대한 부분이 

그러하다. 대다수의 분야에서 1단계 사업에서 교육과 연구는 세부항목으로 

들어가 있으나 주요 지표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예컨대 과학기술분야

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400점 만점 중 300점을 차지하는 ‘사업단 및 사업

계획서 심사’ 중 사업단 주요부문별 수행목표(80점)에 ‘교수/연구 부문 목표 

구체성, 실현가능성’, ‘대학원생/교육 부문 목표의 구체성, 실현가능성’이 포

46) 이 항은 각 단계별 사업 최종 공고, 1단계, 2단계 BK21 사업(교육인적자원부ㆍ학술진
흥재단, 2007; 한유경 외, 2013)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신현석ㆍ김상철ㆍ장아름
(2020)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47) 1단계와 2단계 사업에서는 매년 평가가 실시되었던 한편, 3단계 사업에서는 2016년, 
2017년도 연차평가가 생략되었고, 2014년도 연차평가는 약식 점검의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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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었다. 때로는 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역대

학육성사업’의 경우에는 ‘산학협동 교육과정 개편’의 내용이 ‘사업단 목표

(150점)’의 세부지표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중이 대외

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다. 한편으로 핵심분야의 경우 연구에 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교육’에 대한 내용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

다. 

1단계와 달리 2단계 BK21 사업부터는 교육 영역과 연구/R&D 영역이 

평가 지표의 영역을 나누는 주요 지표로 격상하게 되었다. 2단계 사업의 경

우 사업유형에 따라 평가 반영 정도는 상이하기는 하나, 대체로 교육과 연

구의 평가 비중이 같거나 교육 영역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았다. 교육 영역의 

경우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대학원생의 ‘취업률’, ‘논문ㆍ학회 발표’, ‘대

학원 교육 국제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3단계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상이한 사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며 그 사업 

간의 선정평가 영역의 차이가 있었다. 특히 그 안에서도 학문분야의 구분에 

따라 조금씩 기준이 달랐던 바, 평가 영역은 큰 틀에서 대동소이하여 가장 

많은 참여가 있던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먼저 

공통으로 반영되었던 점은 ‘취업의 질적 우수성’과 ‘취업지도 및 진로 개발 

실적 및 계획’을 평가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대학원생의 연구 실적은 교육 

영역에서, 교수진의 연구 실적은 연구 영역에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이전 

단계와 달리 IF 지수를 학문분야별로 환산한 보정 IF 지수를 참고하여 정성

적 정량 평가를 도입하였다. 

다만 3단계 사업의 특화전문인재양성형에서는 ‘연구’에 대한 평가 영역이 

없는 대신, ‘창의적 교육 및 산학협력’에 대한 부분이 300점 만점 중 180점

을 차지하여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그 안에 ‘연구’에 대한 부분

은 참여교수 및 그 지도학생의 연구 실적 등 평가 항목의 세부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이 유형에서는 취업률과 함께 ‘창업’과 관련한 부분이 ‘사업단 

교육의 기본여건’을 평가하는 세부 내용으로 들어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

하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 BK21 사업에서는 전반적으로 평가항목의 구성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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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평가지표의 변화가 눈여겨볼 만하다. 첫째로는 ‘문

제해결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현황 구성 및 운영 계획’이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40점)’의 일부 내용으로 포함되며, 새롭게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그

리고 연구 성과를 평가할 때는 ‘대표 연구업적물’을 정량 평가, 정성적 정량 

평가와 함께 평가하였다. 3단계에서는 강조되지 않았던 창업이 취업과 함께 

인력양성 계획(30점)의 지표로 포괄되었다. 아울러 4단계에서는 교육과정의 

개선에 관하여 전공간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 교육과정’ 개설을 평

가하기도 하였다. 종합하여 4단계 사업에는 ‘사회 문제 해결’과 연계된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평가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으로 집약된다. 

나. 산학협력

BK21 사업에서 산학협력은 다양한 이유에서 강조되었다. 사회적 필요와 

요구에 따른 인재양성을 사업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물론, 세계수준

대학의 역할로써 산ㆍ학ㆍ연의 연합이 중시되며 이에 대한 평가도 꾸준히 

선정평가에 반영이 되었다.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은 앞서 말한 바와 같

이 산업계의 대응투자를 요구하기도 할 만큼 산업계의 참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1단계 사업에서는 ‘사업단의 사업과제 수행 계

획(과기분야 80점)’, ‘사업 계획(핵심분야 150점, 특화분야 120점)’ 등에 세

부내용으로 포함되었다. 다만 앞에서 잠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업단 목표

(150점)’ 중 산학협동 교육과정 개편, 산학공동 과제선정 등 산학협력에 대

한 내용을 타 유형에 비해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2단계 BK21 사업의 사업 내용 중 타 사업과 차별되는 것 중 하나가 ‘산

합협력 강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 인력양성체계 구축’이다. 이에 따라 산학

협력과 관련한 지표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커졌다. 이 단계에서는 평가지표

가 재편되며 산학협력의 영역이 별도의 영역으로 분리되었다. 구체적으로 

주요한 평가 항목에는 ‘산업체 R&D 수주’, ‘산학협력 성과(기술료)’, ‘산학 

간 인적/물적 교류’, ‘산학연계 인력양성’ 등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모든 사

업유형에 산학협력에 관해 평가하지는 않았다. 여러 유형 중에서도 과학기

술 중 응용ㆍ융복합 영역, 인문사회 중 디자인ㆍ영상 등에 해당하는 지표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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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 비중은 25%로 교육 영역과 R&D 영역만큼이나 중요성이 컸다.48) 

아울러 ‘지역대학육성사업’의 경우 지역발전기여도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

였는데, 그 중 지역산업체와의 연계, 전략사업, 공공기관 이전 연계 등이 포

함되며 산학협력에 대한 비중이 사실상 더 높아지기도 하였다.

3단계 BK21 사업에서는 유형별로 조금은 상이하나, 큰 틀에서 산학협력

의 강조 정도는 낮아졌다고 보인다.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과 글로벌인재

양성형은 산학협력 실적과 계획이 연구 역량의 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한편, 

특화인재양성형은 산학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산학협력에 대한 내용이 ‘산학협력 실적 및 계획’이라는 항목으로 

상대적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에는 ‘참여교수 1인당 기술이전, 연구비 수주, 

사업화 실적 및 계획’, ‘산합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적교류,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계획’ 등이 포함되었다. 

4단계 사업에서는 미래인재양성사업과 혁신인재양성사업 간에 산학협력

에 대한 평가 비중이 차이가 있었다. 먼저 미래인재양성사업의 경우 ‘산학

협력’에 대한 내용이 대체로 ‘산업 사회에 대한 기여도’, 즉 산업 사회 문제 

해결로 반영되었다. 하지만 혁신인재양성사업은 다른 평가 영역(교육연구단

의 구성, 비전, 목표, 교육 역량, 연구 역량)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총 400

점 중 60점을 ‘산학협력’에 배정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종합하였을 

때 4단계 사업에서 산학협력은 기계적인 협력이 아닌 실질적인 사회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 국제화 

이 사업이 ‘세계수준대학’을 육성하고자 하는 결정적 배경 중 하나가 고

등교육의 국제화와 세계화인 만큼, 사업단과 구성원의 국제적 활동을 유도

하기 위한 여러 지표들이 사업 평가 지표로 반영되었다. 이에 대한 지표는 

유난히 많고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및 교원과 강

조되는 국제화 활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외국인 유학생 및 교원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사업은 대

48) 전문서비스인력양성 유형 중 경영 분야도 15%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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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체제를 갖추는 것에 초점을 두었던 바, 외국인 유학생이나 교원에 대

한 평가가 선정 단계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선정평가에서 외국

인 유학생 및 교원의 ‘비중’이 국제화 영역의 한 지표로 드러난 것은 2단계 

사업에서부터이다. 이처럼 양적인 지표는 QS 세계대학순위 등 순위 상승에

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교육, 연구 역량의 향상 등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3단계 글로벌인재양성형과 4단계 

미래인재양성사업에서는 외국인 교원의 경우 현황과 함께 ‘역할’에 대해 정

성평가를 하였다. 유학생의 비중에 대한 평가는 4단계 사업 선정평가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사업 단계별로 비중 있게 여기는 국제화 활동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단계 BK21 사업을 추진하던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대학이 

국제적 명성이 높지도 않았고, 개별 대학의 교수의 연구 활동의 영역이 세

계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지도 않았던 터라 ‘외국대학원과의 국제협력계획’을 

평가하는 정도로 약소하게나마 국제화 활동에 대한 내용이 ‘사업단 주요부

문별 수행목표(80점)’의 한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었다. 2단계에서는 ‘대학

원 교육’의 국제화를 평가에 반영하였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영어전용강

좌의 비중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하여 3단계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

화’, ‘학위논문의 외국어 작성 비율’ 등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학원생과 참여교수의 국제 학술ㆍ연구 활동에 대한 비중이 강조되었다. 

특히 글로벌인재양성형은 기존의 WCU 사업의 연장선에서 운영되어 국제화

와 관련된 지표의 중요성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4단계 사업에

서는 ‘연구의 국제화’와 ‘교육의 국제화’가 각각 개별 평가 항목으로 나타났

다. 특히 연구의 국제화 현황은 세계수준대학의 주요 활동 중 하나로 여겨

지는 국제 공동연구 실적이 이전 단계에 비해 강조되어 나타났다. 

라. 대학 제도개선

마지막으로 대학 제도개선에 관한 선정평가 지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영역의 경우 평가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였던 영역이 구체

적으로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시대별 쟁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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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1단계 BK21 사업에서는 제도개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정

도로 상당히 높았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대체로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학사과정’에서의 

입학전형제도 개선과 학생 정원 감축 등의 내용이다. 그 외에도 연구중심대

학의 기본적인 체제를 갖추지 못하였던 대학이 많았던 바, 이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개혁 사항들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2단계 사업에서는 선정평가 지표가 단순화 되며 ‘대학원 특성화’ 항목 중 

일부 반영되었는데, 그 중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관련한 사항은 ‘연구중심대

학으로서의 체제 구축’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교수업적평가제, 학부 및 대

학원 학사조직 개편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3단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재정투자 계획, 체제 구축 계획 등을 평가하며 

‘세계수준’의 체제를 갖추는 것에 집중되었다. 아울러 실질적인 평가 수준은 

미약할 수 있으나 RA/TA 제도의 구축, 연구윤리 확보 계획 등이 포함되었

다는 점에서 기존 2단계 사업과 차별되었다. 

가장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위한 변화를 시도한 것은 4단계 BK21 사업이

다. 그 이전에는 대학의 제도개혁에 대한 역할이 사업단과 대학 간에 구분

이 명확하지 않았다면, 4단계 사업에서는 ‘대학원 혁신’에 대한 계획(평가 

준비)과 시행의 역할과 책임을 ‘대학 본부’로 옮김으로써 대학 차원의 ‘체질 

개선’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단을 평가할 때 총 400점 중 100점을 

‘대학원 혁신’에 배정하였는데, 이때 반영되는 평가 결과는 대학 본부의 보

고서가 기준이 된다는 점이 4단계 사업의 핵심적인 변화이다. 그 내용도 이

전 단계에 비해 매우 구체화 되었다. 특히 학부와 별개로 대학원의 체제 개

편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 역량

을 위한 환경 및 여건 개선, 권익 보호 등의 내용이 보다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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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BK21 사업 정책 행위자의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

담론 과정 및 정책 반영

이 절에서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BK21 사업의 정책 과정에서 주요 정

책 행위자들이 BK21 사업 운영의 핵심 비전인 ‘세계수준대학 육성’에 대해 

어떠한 제도적 맥락에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갖고, 어느 영역의 발전에 주

안점을 두고 있는지를 담론 제도주의의 개념을 통해 살펴본다. 정책 행위자

는 정부, 교육부, 대학(총장, 교수사회, 학문분야 등), 국회 교육위원회, 기재

부, 국회 예결특위, 국회 예산정책처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1단계 사업: 우수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제도개혁 유도

가. 정책 행위자의 주요 담론

1) 정부 및 교육부

1997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수준대학육

성정책’이 두뇌한국21(BK21)로 구체화되었으나, 그 기반이 되는 아이디어는 

문민정부에서 형성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취임 당시부터 우리나라

가 세계화에 따르면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국가 경쟁력

을 키울 수 있음을 피력하였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

지만은 않습니다. 냉전시대의 종식과 함께 세계는 실리에 따라 적과 동지가 뒤바뀌

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경제전쟁, 기술전쟁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

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도

약하지 않으면 낙오할 것입니다. 그것은 엄숙한 민족생존의 문제입니다.”

1993.2.25.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 中 (대통령기록관, 1993.2.25.)

이러한 정책의 기조가 교육정책에 강력히 드러난 대표적인 정책이 1995

년 5월 31일 발표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이하 ‘5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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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간 고등교육에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응하

였던 것에 비해 5ㆍ31 교육개혁에서는 다양화 및 특성화, 자율화, 국제화, 

경쟁 등으로 대학개혁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김영철 외, 2007). 

5ㆍ31 교육개혁의 핵심기구이자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제1차 교육개혁 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학의 ‘질적 수준이 세계 수준

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선의의 경쟁 체제’를 구

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에 정부는 ‘21C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독자적 지식ㆍ기술 창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소수의 대학을 연구에 중점

을 둔 세계 수준의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집중ㆍ육성(교육개혁위원회, 

1998)’을 내세워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이에 교육개혁위원회는 ‘연구 중심 대학’의 기본적인 특징을 다음 <표 Ⅳ

-7>과 같이 정의하는데, 이러한 정책안에는 다음의 아이디어가 내포되어 

있었다. 첫째, ‘선택과 집중’이다. 이 정책안에는 단시간에 세계적 명문대학 

수준으로 오를 수 있는 대학을 집중 투자하고자 하였다. 둘째, 연구개발의 

성과만큼이나 이에 전념할 수 있는 학술적 분위기와 인적자원의 확보를 중

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외국 저명 학자와 교수, 국내 타 대학의 교수를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는 대학에 초빙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셋째, 미약

한 수준이기는 하나 성공적으로 육성된 연구 중심 대학의 연구와 관련된 시

설, 장비, 자료 등을 공유 및 개방하는 것이다. 이는 온전히 국가 전체의 발

전과 선택과 집중에만 집중하였을 때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지역 및 대학 편

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시가 되었던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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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용어 정의 및 특징

제4차 
교육개혁 

방안
(1997)

세계 일류 
대학,

연구중심대학

§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초 및 첨단 학문 분야와 기술을 
발전시키고 선도하는 대학

§ 연구 인력 양성의 주축인 대학원(석사, 박사, 박사후 과
정)의 비중이 학사 과정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대학

§ 인력, 재정, 시설이 연구와 개발에 집중적으로 활용되며, 
외국 저명 학자와 교수 및 국내 타 대학 교수의 초빙 등
을 실행하는 대학

§ 대학원 신입생 선발에서는 높은 수월성 기준을 유지하
되, 학사 과정은 일반 대학과 다른 전형 기준을 이용하
여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

§ 연구 관리 시설, 장비 및 자료의 전국적인 공동 활용이 
가능한 대학

§ 자율적인 대학운영 체제를 철저하게 보장받되, 책무성 
평가가 엄정하게 이루어지는 대학

※ 출처: 교육개혁위원회(1998)

<표 Ⅳ-7> 제4차 교육개혁 방안(1997)의 ‘연구 중심 대학’ 특징

이와 같은 인재의 수도권 집중 및 인재 육성의 지방화, 국내 대학의 서

열 체제 탈피는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의 주된 논의의 주변부에 있으나 국내 

맥락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에서도 연

구 중심 대학 육성 정책이 국가 재원이 일부 대학에 집중됨으로써 지방대학 

운영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일찍이 

예측하고, 고등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의 세계수준대학의 특징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지는 않았으나, 당시 BK21 사업이 맥을 이었다고 볼 수 있는 이공계 대학

원 중점육성 지원사업49)에서부터 대학원 중점육성 대학에 대해 학부의 감

49) 이공계 대학원 중점육성 지원사업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고려대학교(생명공학), 서
울대학교(기초과학), 연세대학교(자연과학), 포항공과대학교(환경기술), 한양대학교(신소
재공정) 총 5개 대학의 각 특화분야에 5년간 880억 원을 지원한 사업이다. 사업의 목
표는 (1) 대학의 기능 분화를 통한 대학간 연구분야 분담 유도, (2) 대학원 과정의 교
육ㆍ연구기능 활성화로 첨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수준 제고, (3) 고급연구 인력을 양
성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 (4) 산학연구협력 활성화, (5)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연구)중
심대학” 육성 등이었다. 그 결과 교수 및 대학원생 연구업적 평가제도 실시로 연구 경
쟁력 고취, 우수 대학원생 유치 제도 도입, 우수 교육ㆍ연구 시설ㆍ설비 및 기자재 구
축 등의 성과를 도출하며, 우리나라의 연구중심대학의 초석을 다지는 데에 모델이 된 
사업이다(교육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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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과 교수 1인당 대학원 수 감소를 유도한 바 있어 훗날 BK21의 초기 사

업 추진 목표에 대학원 중점육성과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대입 경쟁 과열 

해결이 함께 담기게 된 것을 예측할 수 있다(교육부, 2000). 

교육개혁위원회는 세계수준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구상하는 동시에, 

위에 같이 사회 포용적인 프레임을 씌우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내부에서 구

상된 정책은 ‘서울대 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손흥숙, 2004a). 즉 5년간 

1조 4천억 원을 서울대에 집중 투자하여 연구중심대학을 만들며, 대학원 교

육을 활성화하는 대신 학부 학생 수를 약 3천명으로 대폭 축소하도록 유도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안은 교육개혁위원회에서조차 

크게 공론화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다가 유출이 되며 여러 혼란 속

에서 이 정책은 유보되었다(안병영ㆍ하연섭, 2015). 그리고 이러한 대학개혁

의 과제는 자연스럽게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게 되었다.50) 

1단계 BK21 사업은 ‘두뇌한국21(Brain Korea 21)’이라는 명칭 하에 국

민의 정부에서 구체화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제시하였던 입시경쟁 및 과외비 과열 해결은 초ㆍ중등교육뿐만 아

니라 고등교육을 둘러싼 거대 문제로 여겨지며,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98년 5월 ‘세계수준의 대학원 중점 연구중심대학 육성 국책과제 추진

계획(안)’에서도 정책의 추진의 배경이 ‘대학의 국가경쟁력 및 질적 수준 악

화’와 ‘과중한 대입 과외비 등의 사교육비 부담 고통’인 것으로 기술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ㆍ한국학술진흥재단, 2007). 이 때문에 최초의 세계수준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은 서울대학교의 학부 입학 정원을 줄이고 대학원중심 대

학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들의 사교육비 경감을 실현시키겠다는 다소 비약

적인 정책 아이디어가 도출되었다고 보인다(권혁주 외, 2010; 박부권, 

2000).51) 

50) 많은 개혁안이 정권 변화와 함께 변화하는 것과 달리 김영삼 정부의 5ㆍ31 교육개혁은 
큰 틀에서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 

51) 참여정부 때도 이처럼 서울대의 학부정원을 축소하고 대학원중점 대학으로 집중 육성함
으로써 학벌을 타파하고 대학서열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방안을 교육개혁 의제로 포함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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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류대ㆍ인기학과 위주의 대입경쟁과 초ㆍ중등교육의 파행화에 따라서 연 10여

조원에 이르는 과중한 대입 과외비 등의 사교육비 부담의 고통을 저희가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ㆍ중등학교의 교육은 입시위주교육으로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을 

저해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대학의 독자적 지식ㆍ기술 창출 구조가 취

약해서 21세기 세계 지구촌 상황에서 지식기반국가로 발전을 주도할 핵심엔진으로서

의 세계수준의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대학원 육성에 소홀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15대 205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中 김용현 교육부고등교육지원국장 발언52)

(국회사무처, 1999.7.1.)

하지만 정부와 교육부의 입장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었다고 보기에는 어

려움이 있다. 이전 문민정부에서부터 국회, 대학 등에서 ‘선택과 집중’에 따

른 차등 지원에 대해 상충되는 입장을 보이며, 정부가 이러한 기조를 적극

적으로 내세우지 못했음이 정부의 담론에서 발견된다.53) 예를 들어 교육부

(1999b)의 ‘창조적 지식국가 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하‘교육발

전 5개년 계획’)’에서 나타난 연구중점 대학원 육성 정책에 대한 내용이 그

러하다.54)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이 세계적 경쟁력이 없

다는 점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개별 대학의 특성화, 전문

대학원 육성 등의 타 정책을 내놓기는 하나, 연구중점 대학원을 집중 육성

하고자 하는 정책에 이면에는 ‘우리나라 소수 대학원의 연구 수준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프레임으로 소수 대학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정책 홍보의 과정에서 지

52) 이는 1999년 5월 21일 확정된 1단계 BK21 사업과 관련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학연
구중심대육성(BK21)에 관한 공청회’의 일부이다. 해당 회의에서는 교육위원회(상임위원
회)의 위원, 서울대학교 교수, 전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 연합회 회장, 포항공대 교수, 
전남대 교수, 전국 국ㆍ공립대학교수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공고와 관련
한 각종 논란을 적극적으로 다룬다. 

53) 당시 김덕중 교육부장관도 ‘선택과 집중’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한국대학신문, 1999.6.17.a). “한정된 예산을 
전국 모든 대학이 나눠 가질 수는 없지 않은가.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는 몇 개 대학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방식 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 더욱이 이번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 1조4천억원은 기존에 없던 예산을 따로 책정한 것이다. 당연히 피해 볼 
대학은 전혀 없는 것이다.”

54) 국민의 정부 기간에 추진할 교육개혁에 대한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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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이 사업이 ‘대학의 독자적 지식ㆍ기술 창출 기반 구축’을 도울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1994년 6월 4일 첫 공고안에서도 과학기술 

분야 위주의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인문사회분야 교수사회에 큰 화를 불러일

으킨 것이 앞서 살펴본 정책 변화의 원인이 되었다. 

한편으로 교육부는 BK21 사업의 정책 시행을 앞두고 1999년 1월부터 3

월까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주요 국가들의 인력 양성 정책 및 

고등교육 개혁 추진 동향에 대한 시찰을 시행한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인학자와의 간담회와 정례 강연회 등을 통해 미국의 고등교육

제도로부터 대학 개혁 및 대학원 중심대학 정책 추진 방향을 공개적으로 논

의한다(교육부, 1999a).55) 교육부는 이와 같이 해외의 한인학자와 간담회의 

55) 당시의 강연회 및 간담회는 1999년 1월부터 3월까지 교육부 Brain Korea 추진사업단
에 의하여 추진되었으며, 총 8명의 해외과학자의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이
에 교육부의 차관, 2실4국장, 교육정책기획관, 학술연구지원 및 장, 대학제도과장, 대학
지원과장, 교육부 대학원 위원회 위원, 새교육공동체 대학위원회 위원, 서울 소재 주요 

<정책방향>

Ÿ 21C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독자적 지식ㆍ기술 창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소수의 대학을 연구에 중점을 둔 세계 수준의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집중ㆍ육성

- 학부 정원 축소, 대학원을 학부와 분리 운영

- 국가 전체 인적 자원 배분의 효율화ㆍ균형화를 위해 법ㆍ의학 등 고도의 

전문직업 관련 분야는 전문대학원제 도입 검토

□ 연구중점 대학원중심대학 육성

Ÿ 고등교육체제 전반에 걸친 평가를 바탕으로 세계 수준의 대학원중심대학 육성 및 대

학원 연구력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추진

- 한정된 재원으로 단기간 내에 세계 수준의 대학(원)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집중 

투자 방식이 불가피함을 고려, 세계 수준에 가장 인접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수의 선도 대학(원)을 선정, 대학원 체제로의 구조조정을 전제조건으로 대학원 

전용 연구시설, 기술사, 도서관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시행

Ÿ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며 국제적 비교 우위 확보가 가능한 기초과학 및 첨단공학 등 

핵심육성분야를 중심으로 대(중)규모 연구사업단을 구성, 집중ㆍ지원

※ 출처: 교육부(1999b: 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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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활동 학자들의 입을 빌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세계적 경쟁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연구중심의 대학원 육성’과 ‘선택과 집중’ 등 대학 내ㆍ외

에서 논란이 많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당위성을 전파할 수 있었다(한국대

학신문, 1999.3.8.). 

이 당시 한인학자들이 선진국의 고등교육 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의 

대학원중심 대학의 육성 정책에 대해서 제언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부, 1999a). 첫째, 연구중심대학은 대학원, 교육중심대학은 학부 대학

을 중심으로 구분 및 특성화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연구중심대학 육성 정

책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지지한다. 둘째, 우수한 연구를 수행할 인프라 

및 인력 자원의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져, 우수한 인재가 좋은 환경에서 연

구를 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덧붙여 국내 학

생들뿐만 아니라 해외의 우수 교원 및 학생을 확보에 나설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셋째, 이렇게 특성화되고, 이에 따른 특혜를 받는 대학

대학 기획실장 및 공대학장 등 BK21 사업의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한국대학신문, 1999.3.8.). 다음은 대표적인 해외과학자들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다(교육
부, 1999a). 
미시간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조벽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연구중심대학이라는 
것은 모든 대학이 나눠먹는 것이 아니고, 대학의 정예부대를 뽑아서 집중 육성하는 것
입니다. 즉, 전문화 사업입니다. 전문화를 위해서는 특성화와 책임제(accountability) 개
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는 또한 필수적으로 분담 개념이 들어갈 수밖
에 없습니다. 어느 대학에서는 연구, 어느 대학에서는 학부, 어느 대학에서는 석사, 이
렇게 분류를 해서 서로 분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사업이 끝나면 문제
가 생깁니다. 혜택 받은 대학은 일류가 되고 혜택 받지 못한 대학은 불만을 터뜨립니
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는 잡음이 많아서 사업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 분리 분담된 대학들이 통합적인 구조를 갖추고 서로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해줘야 합
니다.” 
국제기술평가 주식회사 김완희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고등교육을 혁신하는데 
돈 들지 않는 방법을 우선 몇 개 말하겠습니다. 첫째로 대학과 대학원 교육에 관한 모
든 업무를 각 대학에서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맡겨라. (중략) 다만 여기
서 염려되는 것은 각 대학의 질의 보장입니다. (중략) 즉 협회회원으로 가입되어있는 
대학들의 교수들이 상호간 자격검사와 평가를 하는 제도입니다. (중략) 둘째로 학생들, 
특히 대학원생들의 교육은 엄하고 또 참답고 새로운 지식을 심도 있게 지도해야 한다. 
즉, 각 교수들의 자기의 지식과 두뇌를 자랑하는 강의와 지도를 하여야 한다. (중략) 셋
째로는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수와 학자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능력 있고 우수한 두뇌
를 가진 사람들과 많은 노력하는 사람들을 후하게 포상하고 좋은 대접을 하라. 그리고 
그 중 몇 명을 골라서 스타로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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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긴다면 그 대학에게는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주되 지원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 넷째, 대학 간 격차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또 다른 해결

책은 대학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담론 과정에서 정부와 관련한 대표 행위자들은 이 정책이 가지는 ‘교수

진 우수성 홍보’와 ‘국가 경쟁력 강화’ 등 국가발전을 위한 사업의 공적 역

할을 강조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담론 과정에서 주장되는 하는 한편 

이에 내포된 아이디어 자체는 이 사업의 선택적 지원의 원칙을 지키기 위함

이었다. 예컨대 1999년 7월 1일 BK21 사업을 주제로 한 공청회 자리에서 

한민구 한국학술진흥재단 사무총장은 이 사업은 소수 대학의 성공이 국가에 

미칠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으로,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의 논쟁이 지역 

균형에 초점지어지는 것에 불편함을 표현하기도 한다. 

“...우리가 지금 세계를 상대로 경쟁을 하는데 서울이냐 지방이냐, 국립이냐 사립이냐 

하는 이런 칸막이적인 소모적인 논쟁이 우리가 국제화되고 세계화될 때 얼마나 도움

이 될지 저는 참 아쉽게 생각하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특성을 살린 지자

체와 결합문제는 충분히 고려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제 대학원 중심, 학

사중심에서 공정한 경쟁이 되면 막연한 Name value의 대학평가가 아니라 실적평가

가 된다고 봅니다. 이미 저희들 과학ㆍ기술 분야에서는 공정한 평가가 업적중심으로 

되어서 어떤 분야는 어떤 대학의 누가 잘 하신다, 어떤 분야는 어떤 대학이 잘 한다

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좀 더 공개화 되고 확산화가 되면 대학서열화

가 아니라 탁월성이 평가된다고 생각해서 서열화문제는 오히려 없어질 것이다.”

15대 국회 제205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中 한민구 한국학술진흥재단 사무총장 발언

(국회사무처, 1999.7.1.)

이를 종합하자면 정부는 ‘대학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어 있

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식기반사회와 세계화의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

가 위상을 높여줄 소수의 대학을 지원하는 세계수준대학육성 정책이 바람직

한 정부의 전략적 정책임을 어필하였다. 그리고 이를 평가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대학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아이디어가 담겼다. 여기

에 ‘우수 대학의 대학원 강화’가 ‘학부 정원 감축’을 유도함으로써 우리 사

회에 만연해 있는 대입 경쟁 과열과 서열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며,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세계수준대학의 필요성을 정당화하였다. 이러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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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기를 바탕으로 정부는 서울대 등의 소수 대학에 선택과 집중에 따른 세

계수준대학 육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이 사

업의 목표를 ‘세계수준의 대학원중심대학 및 지방우수대학 육성’이라고 말하

기는 하나, 여러 행위자들의 담론을 보았을 때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불공평성의 문제를 피해가기 위한 프레임이었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앞서 1단계 사업체계를 통해 살펴 본 바와 같이 정부는 이 사업 참

여를 위해 대학 제도개혁을 조건으로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정부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구상하며 학부생보다 대학원생이 많아야 

하고, 이에 따른 기숙사, 기계ㆍ설비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당시 정부는 이 사업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입시 문제’의 해결을 정부재정지원사업과 연결지음으로써 일석이조의 

문제 해결을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2) 대학사회

1단계 BK21 사업의 정책 변화를 주도한 것은 대학사회의 교수들의 적극

적인 의견 타진이었다. 그 어느 시기보다 이 당시에는 다양한 교수 집단들

이 여러 방법을 통해 이 사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였다. 대표적인 대학사회

의 참여 집단으로는 전국 국ㆍ공립대학 교수협의회(국공립대교협), 전국 사

립대학 교수협의연합회(사립대교협),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인문사회 분야 교수(인사철 교수), 수혜유리대학 등이 있다. 

먼저 국공립대교협, 사립대교협, 민교협 등은 제1ㆍ2차 전국교수대회 성

명서 등을 통해 이 사업 체계에 대해 크게 반발하였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 때문이었으며, 이를 시장경제논리에 대한 비판과 엮어 

부정적인 인식을 키웠다. 이들에게 ‘세계수준대학’은 시장경제화에 의한 중

독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이들은 세계수준대학 육성의 필요 여부를 떠나, 

이 정책이 당시 우리나라 교육의 맥락에서는 ‘일류대병을 고질화하고 중등

교육을 황폐화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56) 또 하나는 특정 대학에 대학원전

용시설구축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는 마치 정부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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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준대학을 ‘연구기능보다 투자기득권대학의 재산축적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57) 

대학을 학부중심대학과 연구중점 대학원중심 대학으로 특성화하는 것, 그

리고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중시로 인문사회분야와 기초과학분야 등을 등한시 

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매우 컸다. 이와 같은 논리에서 ‘세계수준대학’도 대

학의 기본적인 균형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통해 어필한다. 즉 교육과 연구

를 함께 수행하는 교수가 있어야하고, 기초ㆍ순수학문이 기반이 된 첨단기

술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실질적으로 대학이라는 것은 교수와 연구가 실하고 바늘과 같아요. 교수를 더 잘

하려면 연구가 깊어야 교수를 잘하지요. 또 교수를 열심히 하면 거기에서 훌륭한 학

자가 나와 가지고 연구로 더 발전이 되고 교수ㆍ연구ㆍ사회봉사ㆍ이상적 민주사회의 

창조, 이 네 가지 기능은 붙어 다니는 것인데 이렇게 분류한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

가 있다. ... 또 북경대학부총장이 우리 대학에 와가지고 한 이야기가 상당히 의미심

장한 이야기입니다. 그에 의하면 한국은 기초과학의 발달이 없는 상태에서 응용기술

을 너무 강조하고 있는 듯 보이며, 이러한 방식은 잘못하면 ‘쇠약한 젖소에서 젖만 

짜려다가 피고름을 짜게 될지도 모른다’는 비유로 설명하는 것은...”

15대 국회 제207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中 충남대학교 윤형원 총장 발언

(국회사무처, 1999.9.9.)

또 하나의 쟁점은 이 사업이 ‘재정지원을 미끼로 대학 자율성을 크게 훼

손’한다는 비판이었다. 이 여론이 압도적으로 커 일부 수혜에 유리한 대학

과 전공분야에서도 사업에 비참여 의사를 내보이기도 하였다.58) 대학의 운

영 자율성, 학문의 자율성은 세계수준대학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았

을 때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나(Altbach, 2004; Marginson, 2012b), 

당시에는 정부가 구상한 정책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56) 이는 사립대학 교수협의연합회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 중 중앙대학교 이재윤 교수의 발
언을 인용하였다(한국대학신문, 1999.6.17.b). 

57) 이는 1999년 9월 9일 ‘대학의 발전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주제로 진행된 교육위원회 
회의에 증인으로 참석한 충남대학교 윤형원 총장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다(국회사무처, 
1999.9.9.). 

58)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대가 그러하였다. 이 사업이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
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 대학은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참여 여부를 투표에 회부
하였고, 그 결과 당시에는 참여가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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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환영받지 못했다. 이 사업이 재정지원사업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

여도 근본적인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BK21은 대다수 대학의 학문연구 자유와 대학운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대학공동체를 

내부적으로 와해시키는 ‘트로이의 목마’가 될 수 있다”

1999.5.23. 민교협 BK21 토론회 中 서울대 정치학과 김세균 교수 발언

(한국대학신문, 1999.6.17.b)

반면에 이 사업의 선정 요건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던 일부 대학에서는 

그간의 ‘명성과 특성을 내세워’ 사업 진행상황을 총장이 직접 챙기는 풍속

도 있었다고 전해진다(한국대학신문, 1999.3.8.). 아울러 이들은 이 사업의 

방향성이 기존의 선택과 집중 원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안을 대

학에서 어떻게 흡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홍보하기도 하였

다. 예컨대 이들 대학은 결과적으로는 심한 반발로 제외되었지만 기존에 제

안되었던 교수평가제, 학부 정원 축소, 조직 개편 등을 감행하겠다고 하기

도 하였다. 그리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세계수준대학을 만들기 위해 21세

기의 시대 변화에 입각하여 ‘대학원에 진학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대

학’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세우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한 

‘평가를 통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내비쳤다.59) 이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자신의 대학을 ‘세계수준대학’으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

며 ‘경쟁’에 대비를 하기는 하나, 이들이 경쟁상대로 삼는 것은 세계의 대학

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들의 경쟁은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따 내기 위한 ‘국

내 대학’ 간의 경쟁이었다는 것을 정책 과정의 담론에서 살펴 볼 수 있다. 

“BK21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대학원중심대학이 자칫 학부교육을 약화시키는 

59) 당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였던 오세정 교수는 동아일보(동아일보, 1999.7.5.)에 기
고하며, ‘고급인력양성을 위해 내놓은 최초의 포괄적인 계획’인 BK21 사업이 논란에 휘
말려 표류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한편, ‘선도그룹’의 대학들이 이 사업을 남용
하여 ‘지원을 무기로 대학원생을 증원하는’ 남용을 범할 경우 ‘연구의 질적 향상’이라는 
사업의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고, 오히려 한국 대학의 연구 여건을 황폐화
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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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이해되지는 않기를 바란다. 학부정원의 감축은 필요하겠지만 대학원 전 단계

인 학부 과정의 일반교육과 교양교육은 오히려 강화돼야 할 것이다. ... 경쟁사회에서 

대학간 서열은 부정할 수 없다. 단 서열이 고착화 돼 있다는 것이 문제다. BK21은 

대학 서열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부산

대 교수들께서는 이번 사업에 반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자기 대학의 서열을 높이

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999.6.9. BK21 사업 관련 간담회 中 연세대학교 주인기 교무처장 발언

(한국대학신문, 1999.6.10.)

종합하자면 대체로 대학들이 세계수준대학의 육성에 대해서 합의하고 있

는 지점은 대학 운영과 학문의 자율성, 그리고 충분한 재원의 필요성이다. 

특히 BK21 사업을 둘러싼 다른 행위자들의 담론에서와 달리 이 재원 확보

를 국가차원에서 해줄 수 없다면 학생 등록금, 발전기금 등을 통한 재정 확

보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사업에 반대하는 교수사회에서도 대체로 ‘국가 경쟁력을 키우

기 위한 세계수준대학 육성’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난다. 하지만 국가가 이를 위해 내놓은 정책이 우리나라 사회의 ‘불공평성’

을 증폭시키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몇 개의 대학이 단시간에 세계적 수준에 

도달할지 여부를 떠나) 자신과 같은 대학은 생존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

에 가두시위를 감행하는 등 강력히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한국대학신문, 

1999.7.12.). 즉 대학 간의 의견 충돌은 ‘세계수준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 자체의 공정성 혹은 불공

정성을 놓고 격렬히 대립하였다(손흥숙, 2004a, 2004b).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경쟁력, 이것

이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이 왜 안 되었느냐 하는 원

인의 문제입니다. 돈을 많이 지원하지 않아서 그런가? 문제의 핵심은 서울대학과 같

은 대학을 대한민국에 여러 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공정한 경쟁질

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희들이 문제로 삼는 것은 경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

니라 공정한 경쟁체제를 만들자는 것인데 BK21 사업으로는 불공정한 경쟁을 강화시

켜서 대학의 서열화와 독점화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제15대 국회 제205회 제1차 교육위원회 中 국공립대교협 회장 부산대 황한식 교수

(국회사무처,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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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 교육위원회 

선택과 집중에 따른 수월성 전략과 지방대학과의 균형 발전을 놓고 가장 

활발한 담론을 교육위원회의 위원들 사이에서 공유된다. 

BK21 사업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기 이전부터 교육위원회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원 육성에 대해 필요성을 부정하지

는 않되, 국가 재원이 한 지역, 한 대학에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지방, 중소규모 대학의 총장들의 고한을 대변하

는 것이었다. 특히 사립대학이 70%에 이르고 고등교육의 국가 재정 투입 

수준이 OECD의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국가 재정

이 일부 대학에 쏠리게 되는 것은 잘못된 예산 운용이라는 점을 지적하였

다. 요컨대 교육위원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고등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세계수준대학 육성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별개로, 

혈세를 통한 대학 재정지원은 공평성에 더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더 강

조하였다. 그것이 시간이 더욱 걸린다고 해도 말이다. 

“그리고 대학교육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 큰 대학에는 계속 지원이 많이 들어가고 적은 대학에는 그냥 계속해서 안 들어가

는 현상 이것은 좀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루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우수 대학은 중점지원해서 세계에 내놓을 대학을 만들겠다 이

런 뜻도 있겠지만 그러나 꼭 그렇게 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15대 국회 제181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 中 설 훈 위원 발언

(국회사무처, 1996.11.6.)

BK21 사업의 공고가 구체화된 이후 BK21 사업과 관련한 몇 차례의 공

청회에서 드러난 교육위원회의 담론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서울대조차 세계 800위 대학에 들지 못한다’는 문제제기의 연장선에

서 세계수준대학의 육성 필요성을 주장60)하지만, 교육위원회는 정부가 

60) 대표적으로 설훈, 오양순 위원 등이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입장을 표명한다. 
1999년 7월 1일 BK21 공청회에서도 이들은 ‘세계수준대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누
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위원회 내에서 이 정책 자체의 필요성을 인정하나, 
교육위원회의 조정적 역할 수행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안과 대학 사회의 이견을 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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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사업의 목적으로 삼고자 하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는 반발하

지 않고 오히려 동의한다. 

“우리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정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례

가 없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 참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를 이런 지나

칠 정도의 교육열인데 어쨌거나 교육에 대한 국민적 열의는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

다. 이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열정을 받쳐주는 정책입안자들의 자세

는 세계 최고는커녕 세계 중간정도도 못 가고 저 밑에서 맴돌고 있는 것 아닌가 이

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예로 사울대학교가 세계대학을 서열로 매긴다면 800대

에도 못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의 문

제에서 비록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15대 국회 제184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 中 설 훈 위원 발언

(국회사무처, 1997.7.11.)

하지만 국가 정책 과정에서 교수사회 등의 심한 반대를 무시할 수는 없

어, 이 사업의 ‘세계수준대학 육성’ 목표 보다는 ‘졸속한 정책 집행’과 ‘불공

평성’ 등에 초점을 맞춰 비판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담론의 기조가 매우 

강력하여 사실상 이 시기의 담론 과정에서 세계수준대학이 본질적으로 무엇

이냐에 대한 담론은 교육위원회 사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다.61) 그

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설훈 위원은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 우리 대학에 대해 국제경
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대에서는 반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인이라면 
누구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하자는데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하되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법상의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날 논쟁의 초점이 정책 실행 방법에 있어야 한다고 정리한다
(국회사무처, 1999.7.1.). 

61) 다만 몇몇 의원들은 이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의 비민주성, 정부의 일방적 정책 시행 등
을 비판하며 세계수준대학과 대학 개혁을 철학적, 본질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소수의 의견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필
요하기는 하나, 당장의 정책시행과는 별개의 문제로 여겨지며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채 
무마된다. 예컨대 BK21 사업의 공청회(국회사무처, 1999.7.1.)에서 이원복 교육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 우리 교육부 자체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배정해 
나가고 이런 것만 가지고 좀은 의미에서 우리가 고민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깐 그것만 
가지고가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은 펀드들이 더 많이 생기고 민간자원에서도 많이 나와
야 될 것이고 또 많은 민간자원의 펀드를 유치할 수 있는 쪽으로 더 활성화되어야 될 
것이고 말이지요 그런 점에서의 어느 조절 기구들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
다면 펀드가 더 많아지니깐 배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정책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방안이 있다...”



- 108 -

보다 교육위원회는 과열된 교수사회와 정부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였다. 

4) 기획재정부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선 1998년 5월 ‘세계수준의 대학원중점 연구중심대학 육성 국책과제 

추진계획(안)’이 발표된 이후 교육부가 이 사업을 주요현안보고에 담아 대통

령에게 전달하며 기재부(당시 기획예산위원회)는 1999년 예산안에 ‘첨단과

학 연구중심의 대학원 집중 육성’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연간 1,500억 원

을 배정하였다(기획예산위원회, 1998; 교육인적자원부ㆍ학술진흥재단, 

2007; ).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의 과정에서 ‘세계수준대학 육성 사업’ 지

원 대학의 수를 구체적으로 못박지는 않았지만 서울대를 비롯한 5개 대학 

정도에 지원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조선일보, 1999.11.19.). 

예결특위나 기재부 모두 당시 ‘세계수준대학’은 ‘국제적 연구 성과가 좋

은 대학’이라고 특정하고 있다. 이 당시에 국내에서는 각종 국외 언론사의 

세계대학랭킹이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되었던 시기이나, 예결특위 등은 이전

부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연구의 수준이 R&D 사업비 투자 대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해외 대학(특히 일본)에 비해 세계 순위가 높지 않다는 점

을 문제삼는다. 요컨대 예산 책정에 있어서 세계수준대학은 ‘지식창출원으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고급두뇌의 유출을 막아’ 국가가 우수한 국내 인재

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 초점을 둔다.

“대학원 중심 대학안은 대학사회 전체를 개편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의 개혁안입니

다.... 기존의 대학의 개혁안과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초에는 ... 획기적인 입시제도 개혁을 추진했었습니다마는 각 대학의 반대로 핵심

내용이 다 빠지고 지금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 일반대학 지원사업 형태로 변

형되고 만 듯합니다. 당초 의도의 개혁안은 완전히 포기한 것인지 대학원 중심 대학

에 그 안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대학원 중심 대학의 육성을 교육의 국제경

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

15대 국회 198회 제10차 예결특위 회의 中 서한샘 위원 발언

(국회사무처, 199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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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기재부는 BK21 사업에 대한 정부와 대학의 논쟁에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지는 않으나,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경쟁력’과 ‘SCI 논문 수 순위’ 상승 등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내포하고 있었다. 

나. 담론의 과정과 정책 반영

1단계 BK21 사업은 재정지원의 규모가 큰 만큼 이해관계자들 사에에서

는 이것이 장기적인 대학제도개혁을 이끌어갈 정책으로 여겨졌다. 5ㆍ31 교

육개혁의 영향으로부터 시작되어, 이 사업이 처음에는 ‘서울대에 집중 지원

하려고 하였다’는 점이 계속적으로 소통적 담론의 과정에서 발목을 잡았다. 

5ㆍ31 교육개혁(교육개혁위원회, 1998)에서 정부가 그린 ‘연구 중심 대학’

의 모습이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구체화한 연구중점 대학원중심대학 

모두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대학의 핵심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 지원하여 

단기간에 세계수준대학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과

정에서 정책이 목적으로 하는 ‘세계수준대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부

족한 채 ‘비민주적이고 졸속한 방식으로 강행’되며 대학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 

이 사업에 대해 가두시위를 펼칠 정도의 격렬한 반대를 보인 교수집단 

또한 이러한 ‘세계수준대학’의 육성에 반대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세계수

준대학육성정책’의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비판하였다. 이들은 ‘국가를 대표할 

세계수준대학을 육성’할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이 우리나라 대학들이 ‘세계수

준의 대학이 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담론을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수혜 대학이나 정부는 ‘소수 대학을 통해 국가의 고

등교육 경쟁력(순위)이 향상’되면 다른 대학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가 있을 것이라고 정당화하며 반대 집단을 설득하려고는 하였지만(아이디어

를 통한 권력), 반대 측에서는 이것이 국공립, 수도권 대학으로 대부분의 예

산이 지원되도록 하고, 소액의 ‘지방우수대학육성’ 사업을 추가하여 이들을 

달래기 위해 들러리로 세운 격이라고 오히려 반발하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BK21 사업이 ‘선택과 경쟁’을 통해 세계수준대학을 육성하고자 하였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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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기존 목표 의식의 확산에 실패하고, 오히려 대학 간 서열화와 위화감

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한다(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2002). 

이와 같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대학의 입시 과열과 서열화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비합리적으로 대학원의 선택과 집중 지원을 통해 지역 및 대학 간 

불공정성을 증폭하려고 한다는 주장으로 ‘지역 형평성’이라는 규범적 가치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결과적으로 교육부는 참여 조건, 인문사회분야 공고 수

정 등의 정책 수정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담론 제도주의의 관점에

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행위자가 상대에게 수치심을 주는 ‘아이디어에 대

한 권력’의 한 담론 형태이다. 

결과적으로 1단계 BK21 사업은 ‘국가의 경쟁력은 대학의 경쟁력’이라는 

모토를 갖고 소수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 높이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었으나, 

대입과열의 문제와 지방대학육성 등 타협을 위한 불가피한 여러 ‘대학 제도

개혁’의 수단들이 추가되며 ‘세계수준대학’은 정책 행위자들을 설득하기 위

한, 특히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에 불가하게 되었

다. 아울러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이 사업의 취지도 ‘선택과 집중’을 위한 

대외적 목표에 불과하였다고 평가되었다(권혁주 외, 2010). 이와 반대로 정

책 과정에서 정부는 예산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의 인재유출 문제로 인한 손

실을 강조하고, 인재의 해외 유학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국가에 그

만한 우수 대학을 빠른 시일에 만드는 것이라고 예결특위 등을 설득한다. 

“작년에 저희가 외국에 나가 있는 학생한테 보낸 유학 송금이 공식적으로만 13억불

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고등교육 쪽에 들어간 돈이 약 7억 불이 넘습니다. ... 결국은 

유학을 가서 거기서 학위를 하고 나서도 국내의 연구시설들이 약하고 대학원이 약하

니까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좋은 인력을 길러서 외국에 내보내고 돈도 

내보내고 결국은 데려다 활용하는 율이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

게 수준이 낮기 때문에 국가의 경쟁력이 이제 세계화시대에서는 전혀 따라갈 수 없

는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정말로 한 대학이라

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빨리 육성하지 않으면 이런 두뇌와 자금의 유출은 계속되고 

국가경쟁력은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제15대 국회 제198회 제10차 예결특위 회의 中 이해찬 교육부장관 발언

(국회사무처, 199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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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결국 대부분 논란의 과정에서 조용하였던 기재부가 이 사업

이 ‘나눠먹기 식으로 변질’되었다며, ‘본질 훼손에 따라 예산배정이 불가능’

함을 시사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조선일보, 1999.11.19.; 매일경제, 

1999.7.19.). 

“이번 사업이 나눠먹기 식으로 변질돼 사업목적 중 하나인 대학제도 개혁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면 예산배정을 유보하겠다. ... 특히 참여 대학들이 교수업적 평가에 따

른 연봉제 실시, 학부 무시험 입학과 정원 30% 감축, 대학원 문호 개방 등 대학개혁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인문사회분야 BK21 사업은 취소할 수밖에 없다. ... (선정 

가능 사업단 수는) 고급두뇌 집중육성이란 취지에 비추어 20개를 넘어서는 곤란하

다.”

제15대 국회 제181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 中 설 훈 위원 발언

(국회사무처, 1996.11.6.)

한편으로 이 사업에 반대하는 교수 집단들이 사업과는 무관한 대학제도

개혁과 관련한 지표와 참여 조건을 수정 혹은 삭제할 때는 대체로 수사적인 

표현으로 여겨진 ‘세계수준대학’이 ‘세계수준대학 육성 사업의 평가 타당성 

부족’의 근거로 활용이 되어 교수사회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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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연구진)의 틀 짓기

[진단적 요소: 문제제기]
지식기반사회와 고등교육의 세계화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입시경쟁 과열
국가 고등교육의 국가경쟁력 및 질적 수준 약화

[처방적 요소: 정책반영]
소수 대표 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제도개혁, 학부 규모 축소

인재의 확보와 재정 지원을 위한 인력양성사업
일괄 평가를 통한 대학 간 경쟁 체제 도입

ê

정부ㆍ교육부 수혜대학 국공립대교협,
사립대교협 

인문사회분야 
교수

기재부, 
예결특위, 

예산정책처

WCU
아이
디어

소규모 학부의
연구특성화대학,
국가 고등교육의 

질 제고

국가 내 명성 국가 경쟁력 
강화

국가 경쟁력 
강화

국제적 
연구 성과가 
좋은 대학

WCU
정책
아이
디어

국가의 위상을 
높일 일류대학 

집중투자

국가 내 대학간 
공평한 경쟁

세계수준의 대학 
육성의 방향성 

전국대학에 
공평하게 제시

학문분야 소외와 
특수성 훼손 

5개 정도 대학에 
선택과 집중 

지원

담론
전략

대학사회 등 
아이디어의 배제

(일부 수용),
기재부에 설득

정부/교육부의 
네트워크 형성

규범적 아이디어, 
정부에 수치심, 
교육위원회의 
소통적 담론

규범적 아이디어, 
정부에 수치심 

주기

정부/교육부에
아이디어 

주입 (실패)

ê

정책 반영 및 변형

§ 전국/지역 분배, 인문사회 분야 전면 수정 (국공립대학 등의 수치심 주기로 교육부의 아이디
어 수용, 교육부의 기재부 등의 아이디어 배제)

§ 대학원전용시설구축사업 서울대 지원 (교육부가 대학 등의 아이디어 배제)
§ 인력양성, 연구성과보다 제도개혁에 집중 (세계수준대학의 수사적 활용으로 기재부 등 설득)

주) 이 그림은 1단계 BK21 사업의 담론 과정에 나타난 세계수준대학에 관한 주요한 정책 
특징과 변화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절대적 중요성을 
대표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그림 Ⅳ-6] 1단계 BK21 사업의 주요 세계수준대학 담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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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사업: 국내산업기반 정책과 인력양성 중심

가. 정책 행위자의 주요 담론

1) 정부 및 교육부62)

2단계 BK21 사업부터는 그 이전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와 피드백

이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사업은 참여정부의 시기에 본격

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한 2003년 9월에 ‘국가교육

혁신 5개년 다이아몬드 플랜’을 발표하였다(김흥주ㆍ양승실ㆍ김현진ㆍ이병

식ㆍ정봉근, 2002). 이 계획을 통해 참여정부 또한 세계수준대학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보였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전 1

단계 BK21과 같이 ‘소수 연구중심 대학원을 집중 육성’하고 체계적인 평가

체계를 갖추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1단계 BK21 사업 기

간의 중간 지점이 넘어가던 시점으로, 이 사업이 겪는 시행착오와 시대의 

변화와 요구를 새롭게 담아야 하였다.63)

그 맥락에서 정부는 ‘대학운영의 자율화와 책무성 제고’를 강조하게 되었

다.64) 참여정부는 그간 대학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 통제되었던 부분들을 대

학 자율에 맡기는 대신에 공정한 경쟁의 틀 속에 넣음으로써 대학이 교육, 

연구, 봉사를 아우르는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정부가 대

학 운영에서 시장논리를 반영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였다(김흥주 외, 2002). 

62) 2단계 BK21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교육부’의 정식 명칭은 ‘교육인적자원부
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위해 전 시기의 명칭을 교육부
로 통일하고 있다. 

63) 5개년 다이아몬드 플랜에 담긴 ‘세계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대학 육성’의 추진 계획
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소수 연구중심 대학원의 집중 육성. 둘째, 해외 우수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강화. 셋째, 교수의 연구 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이 문서상에서는 이 세 가지가 강조되었으나, 이는 대체로 5ㆍ31 교육개혁을 통
해 정의된 연구중심대학이 경로의존성을 갖고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이어 
강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담론의 분석을 통해 BK21 사업을 둘러싼 핵심 아이디어를 밝
혀 정리한 것이다(김흥주 외, 2002). 

64) 당시 4년제 대학 총장들이 대학자율화 요구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한 것이 이러한 변화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그 이후 2004년 3월 교육부는 ‘대학자율화 추진위
원회’를 발족시키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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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1월에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 

보고대회’를 주재하며, 교육개혁의 방향성이 ‘경쟁과 생존’에 있음을 강조하

였다.65)

“대학 자율은 대폭 확대되지만 이에 따른 책임도 중요하다. ... 도전하지 않

으면 생존할 수 없는 만큼 대학도 시련이 다가올 것이다. ... 대학간 혹은 국

제간 경쟁 문화 조성과 학제간 연구 등 모든 과정을 혁신해 인재 양성에 매

진하자. ... 기술혁신 전략의 핵심을 인재양성전략으로 구체화해야한다. ... 기

술혁신은 기업에서 하는 것 같지만 독자적이 아니고 결국 대학의 학문과 손

잡고 가는 것이다. ... 기업이 제대로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대학교를 잡아라’

라고 말하고 싶다. 일꾼을 길러내는 대학이라면 기업과 손을 잡아라. 구체적

으로 일자리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정부도 지원할 

수 있다. 연구소와 결합해 기술을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등 자기 혁신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려 든다면 정부가 지원하겠다.”

2003.11.21. 대학 경쟁력 강화 보고회 中 노무현 대통령 연설

(국정홍보처, 2003.11.24.; 노무현사료관. 2003.11.21.)

이러한 배경에서 Post BK21 사업에 대한 논의는 일찍이 2003년부터 논

의되었다. 이에 따라 BK21 사업의 필요성은 ‘국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체제 변화를 이끌어 낸 주력 사업의 지속’에 큰 의미가 부여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 사업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며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하나는 

세계수준대학의 육성으로 국외 대학에 비준할 만한 대학 구성원의 SCI급 

논문 수 증가, 세계대학순위 상승 등이었고, 또 하나는 자율성과 책무 부여

를 통한 대학 체제의 변화였다. 

논문 성과나 세계대학순위 상승은 국제 고등교육 ‘시장’에서 우리나라 대

학의 경쟁력을 대표하는 지표로 삼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단계 사업

에서 주목할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던 정부의 의도가 대학

65) 이날의 보고대회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대학 총장과 학장, 장부, 산업계 대표 등이 함께 
참석하여 대학 경쟁력 강화에 대한 여러 방향성이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여겨졌다. 이날의 핵심 논의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대학 운영의 자율화와 
이에 따르는 대학의 책무, 그리고 시장경쟁에 의해 이루어질 구조조정과 M&A이다. 또 
하나는 산업계가 요구하는 대학 교육과 필요 인력 육성 방안에 대한 정부, 대학, 산업계 
공동의 결의를 내보였다는 점이다(노무현사료관. 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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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율성을 ‘세계수준대학의 요건’이라고(Salmi, 2009 등) 이해하였기 때문

인가이다. 하지만 당시 교육부에서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자율성보다는 책

무에 무게를 더 둔바, ‘세계수준대학 육성’의 관점보다 대규모 대학 재정지

원사업의 평가 기제를 통해 정부가 대학 개혁의 주도권을 지니기 위함이었

던 것으로 판단된다.66)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겠다는 데에 있어서는 주요 선도대학

의 ‘인력’과 ‘산학협력’ 강화로 초점을 옮겼다(권혁주 외, 2010).67) 이는 1단

계 BK21 사업에서는 ‘대학’의 경쟁력 확보에 주목하였던 것과는 방향성이 

개인 연구 인력에 대한 지원에 조금 더 집중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당시 정부에 있어 ‘세계수준대학’은 우리나라가 기술 트렌드 변화에 필요한 

핵심 인력을 산업계의 수요에 맞게 한국에서 키우는 것이었고, 그 연장선에

서 ‘전문대학원’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의 휴보, 서울대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복제 기술 등이 우리나라 과학기술력의 위상을 

높이며, 이들이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슈화하였다. 이에 힘

입어 정부는 ‘6T 분야’에 대한 집중 육성을 이 사업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또 하나 ‘연구인력’과 관련한 주요한 쟁점은 이들의 안정적인 대학원 생

활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규모에 대한 논의였다. 이는 1단계에서는 다른 사

안에 묻혀 크게 논의되지 못하였으나, 1단계 사업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며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후연구원, 신진연구인력의 월 지원비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월 지원비가 오른 것은 물

론, 박사후연구원은 신진연구인력과 같은 수준에서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며, 

박사과정의 연구비는 월 60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

적으로 크게 올랐다. 

마지막으로 이 당시 BK21 사업을 통해 강조되었던 ‘산학협력’은 

66) 이 연구는 BK21 사업의 담론 중 세계수준대학과 관련한 담론에 초점을 두고 있어, ‘지
역우수대학원육성사업’에 대해 깊이 논의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1단계와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이다. 다만, 앞선 관점에서 본다면 지역 우수대학원을 모든 사업유형에서 선발하
도록 배정한 것은 ‘세계수준대학육성’의 의도보다는 ‘지방대특성화 및 지역혁신의 기제
로 활용’하고자 하였던 의도가 더 컸다(한유경 외, 2013). 

67) 이러한 정부의 관점을 잘 담고 있는 것이 2단계 BK21 사업의 비전 ‘세계적 수준의 우
수 인재 양성: 분야별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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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mi(2009), Altbach(2004) 등이 세계수준대학의 특징으로 강조한 ‘지식의 

최전선 확장’이나 ‘기술이전’의 방향 보다는 ‘대학의 산업계 수요 충족’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단계 사업을 발표하며 산학협력

과 관련한 지표를 5%에서 약 20%로 높였고, 그 결과 산학협력이 내실 있

는 성과를 도출하는 방향보다는 겉치레식 협력으로 흐르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학이 BK21용으로 기업을 모시고 가는’ 형태의 

산학협력이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경향신문, 2005.12.19.). 

2) 대학사회

2단계 BK21 사업이 공개된 2005년 10월 31일부터 대학 사회에서는 다

시 한 번 이 사업을 두고 논쟁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전반적으로 1단계 사

업의 수혜를 받은 대학들은 이 사업에 상당히 만족하였다. 물론 수혜 받지 

못한 대학들과 앞으로의 선정에도 불리한 위치에 있는 대학들의 눈치를 보

며,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했다. 

특히나 대학 관계자들은 공고가 발표된 공청회에서 많은 의견을 피력하

였다. 이 사업에 반대를 하는 대학 관계자들의 입장은 1단계와 큰 차이가 

없었다. 즉 세계수준대학의 필요성을 떠나, 국가 재정지원사업은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조건을 완화’하고 ‘적정 수준의 예산 안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분야와 수혜 여부를 떠나 ‘전문서비스인력

양성’과 관련한 정부의 사업 추진 계획은 ‘세계수준대학의 육성’, ‘우수연구

인력 양성’과 관련성이 낮다고 주장하였다.68)

한편으로 대학 사회에서는 점차적으로 대학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대

학 차원의 고민이 깊어졌다. 예컨대 이때부터 대학의 총장 등은 언론 기고

문, 국정감사 등에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대학들이 자신의 위치

에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혹은 한국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68) 특히 의학계에서 이와 같은 사업의 방향성에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의과대
학 입장에서 보면 이번 안은 오로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게 하기 위한 채찍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의사신문, 2006.1.9.). 



- 117 -

충분한 재정 및 자율성을 ‘대학의 국가 경쟁력 강화’와 연계하여 주장하였

다.69) 또 하나의 키워드는 국제화였다. 대학의 구성원들이 국제협력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의 수월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국립대학의 경우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이라는 ‘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 추진’을 내세우기 시작하기도 하였다70). 

3) 기획재정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2단계 BK21 사업의 예산은 1단계의 연 2,000억 원에서 연 3,000억 원

으로 1,000억이 증액되었다. 대표적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1단계에서 이 사

업을 국제협력 분야, 제도개혁71) 등의 성과를 이루기는 하였으나, 대규모의 

예산이 편성된 것에 비해서 가시적으로 대학의 실적이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05a). 이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의 성과(논문 수, 인용지수 등)가 사업단 별로 차이가 많

이 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사업단별 지원 수준의 조정, 선택과 집중의 강

화 등이 2단계 BK21 사업에서 보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

락에서 기획예산처도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충실한 ‘세계수준대학육성정

책’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이 세계대학순위 200위권에 들 수 있어야 할 것’

69) 2004년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에서 정운찬 총장의 발언을 인용하였다. “저는 그 원인이 
한 두어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한국의 근대 학문의 역사가 워낙 짧아서 
... 본격적인 학문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또 외국과의 교류도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국제교류를 굉장히 강조하고 대학 간의 교류, 학자 간의 교류, 또 각 학
과 간의 교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재정 투자의 증가, 그다음에 규제의 완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두 가지로 말씀
드리면, 하나는 투자를 더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자유를 좀 더 주시기 바랍니다. ... 
굉장히 어려우시겠고 또 경제도 어렵습니다마는 재정 투자를 교육에 더 해 주십사 하
는 부탁을 드리고 동시에 자유를 좀 더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국회사무
처, 2004.10.18.)”

70) 2004년 경북대학교 국정감사에서 김달웅 총장의 발언을 인용하였다(국회사무처, 
2004.10.14.). 

71) “제도개혁과 관련하여는 지원대상 대학의 학사과정 입학정원 감축, 학사과정 입학전형
제도 개선, 학사과정 모집단위의 광역화, 대학원 문호개방 등을 유도하였고 연구비 중
앙관리제, 교수업적평가제 강의평가제 등의 제도들을 확대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음(국회
예산정책처, 2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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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였다. 

예산당국과 예결특위에서는 이 사업의 후속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전적

으로 동의하였다.72) 당시 정해방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은 예산안 및 기

금 운용계획안 조정 소위원회 등 국회에서 이 사업의 예산 증액에 대해 ‘세

계수준의 경쟁력이 있는 대학 육성을 위해서는 인력양성이 가장 큰 핵’이라

며 연구인력의 ‘인건비’ 증액이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의 핵심이라고 역설하

였다. 즉 이 정책이 충분한 예산을 지원 받아, 연구인력의 ‘연구ㆍ생활 여건

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여겼다. 

“결국 BK사업이라는 게 인력양성을 하는 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석ㆍ박사나 

코스닥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구에 종사하면서 들어가는 인건비입니다. ... 이 연구하

는 사람들의 인건비 단가가 너무 낮다는 문제 때문에 인건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

데 그러다 보니까 2000억에서 3000억 규모는 되어야만 우수한 인력들이 연구하는 

데 종사하겠다, 돈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인력들이 연

구를 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7대 국회 제257회 제2차 교육위원회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 회의 中 
정해방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 발언 

(국회사무처, 2005.12.19.)

예결특위에서도 1단계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는 하나, 이 사

업이 ‘대학원생 학비 및 생활비 부담 경감 및 적정 인건비 지원’을 통해 ‘연

구풍토 개선’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73) 오히려 이 사업의 예산 확충이 

불가할지를 기획예산처에 제안할 만큼 상당히 지지하였다. 

이영호 위원: 기획예산처장관님, BK21 사업이 이런 식의 평가를 받기도 하거든요. 물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간의 부작용과 우려하는 바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

72) 이 과정에서 대학구조개혁사업과 엮여, 국회에서는 BK21 사업의 예산 규모를 300억 원 
줄이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하지만 정해방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과 정영선 교
육인적자원부 정책홍보관실장 등이 이 사업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예산 축소를 방어하였
다(국회사무처, 2005.12.19.). 

73) 17대 국회 256회 9차 예결특위에 참석한 권경석, 이영호 위원 등의 발언을 참고, 인용
하였다(국회사무처, 2005.11.21.). 이 회의의 발언에서 ‘대학원생’은 대체로 ‘이공계 분
야’로 한정되어 있는 특징도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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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우리나라의 연구성과와 연구풍토 진작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데 지금 현재의 3000억 원 정도에서 오히려 좀더 지원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기획예산처차관 장병완: 방금 말씀하신 대로 BK사업이, 앞으로 우리 대학의 세계적

인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지원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여

러 가지 재정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1차보다도 조금 지원수준을, 저

희들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굉장히 배려를 해서 반영하는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호 위원: 좋습니다. 이공계 육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경제발전을 위해

서, 차세대 동력 개발을 위해서도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갑

니다. 그런 쪽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제17대 국회 제256회 제9차 예결특위 회의 中 
(국회사무처, 2005.11.21.)

다만, 이들의 입장에서도 세계수준대학의 목표는 매우 모호하게 받아들여

졌다. 특히 1단계 사업을 추진하며 교육부가 세계 100위 안에 드는 대학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나, 이것이 어떠한 기준인지에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예결특위에서는 정확한 세계수

준대학육성정책의 효율성, 효과성을 기반으로 한 성과의 근거가 필요한 것

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권경석 위원: BK21사업은 세계 수준의 대학원중심 대학을 육성함으로써 1단계가 끝

나는 2005년도에는 선진국 TOP 10 수준 대학원으로 진입하도록 지원을 하

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까? 맞지요?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예,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TOP 10 수준 대학원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어떤 것인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제17대 국회 제256회 제9차 예결특위 회의 中 
(국회사무처, 200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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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회 교육위원회 

기재부와 예결특위 등의 이례적인 지지와 반대로 국회 교육위원회는 1단

계 사업의 성과를 근거로 이 사업의 실효성을 의심하였다. 17대 국회 교육

위원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세계수준대학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묻는 경향

이 있었는데74), 이것이 BK21 사업의 논의에서도 이어졌다. 이 당시 국회에

게 ‘세계수준대학’이란 ‘세계대학순위’였다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다. 1단

계의 성과 목표로 꾸준히 제시되었던 SCI 논문 수 실적, IF 지수 등이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 이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의 수혜를 받은 대학

은 세계대학순위에 이름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위가 중요할 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로 이루어져 있

는지는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상적인 수준에 그쳤다.

최순영 위원: 이것(*BK21 사업)을 하고 나서 다시 시작할 때에는 냉정한 평가가 있

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와 돈을 많이 쓴 것에 대한 성과가 뭐가 있는

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은데, ...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 사업의 성과를 저희들이 꼭 물량적으로 SCI 기준 

하나만 가지고 평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사업이 사실은 7년 전에 시작될 

때 대학 석ㆍ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위한 인력양성사업으로는 최초의 사업이

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꽤 많은 성과를 가져왔고요. 

또 대학에 경쟁구조를 가져왔고요. 물론 SCI 논문 결과가 반드시 BK21사업 

하나로만 된 것이냐?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은 나름대로의 성과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물론 보완할 점도 많이 있습

니다. 

최순영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죽 본 것은... 성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 논문증

가율에 있어서도 저조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 그래서 1999

74) 예를 들어 2004년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에서 이군현 위원은 정운찬 총장에 서울대학교가 
SCI 게재 논문 편수로 볼 때는 2003년 기준 세계 35위인 반면, 질적인 수준을 평가하
는 IF지수에서는 100위 내외를 하고 있는 이유와 서울대학교를 세계수준대학으로 육성
하기 위해 어떠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는 교육위원회 뿐만 아니라 
관련 타 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띄었다. 예컨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회의에
서도 한국과학기술원 등의 세계대학순위 상승을 위한 대책이 논의되고는 하였다(국회사
무처, 200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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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대비 2003년도 논문증가율은 사실 62.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SCI 논문 발표나 성과를 놓고 봤을 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성과가 없다는 

것이 나타난 것이지요. 

제17대 국회 제256회 제8차 교육위원회 회의 中75)

(국회사무처, 2005.11.3.)

특히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사업의 

예산 규모를 축소하려고 하기도 하였다.76) 종합하자면 당시 국회 교육위원

회에서는 몇몇 위원들을 중심으로 이 사업이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연간 3,000억 원의 예산 책정은 무리라는 

입장을 표명한다. 이에 따라 ‘선택과 집중’에 충실한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

을 운영할 것을 지시하였다.77)

나. 담론의 과정과 정책 반영

이미 1단계에서 큰 복통을 겪으며 설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정부에서 보다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사업을 구상하고자 하

여,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사업의 기본 구상이 이루어졌다. 예컨대 국회예산

정책처의 외부평가 실시, 사업 참여 및 미참여 연구인력(대학원생, 신진연구

인력 등) 대상 간담회, ‘함께하는 2단계 BK21 사업’ 블로그를 통한 의견 수

렴, 공청회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였다. 또

한,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일찍이 이 사업에 대한 구상과 필요성을 

대통령과 정부가 어필하는 등 상대적으로 장기간 동안 Post BK21 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75) 그 외에도 이 회의 당시 임태희 위원, 진수희 위원 등이 비슷한 맥락에서 성과에 대해 
질의하였다. 

76) 2005년 11월 4일 회의에서는 “종전 1단계 수준으로 동결”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국회사
무처, 2005.11.4.). 2005년 12월 19일 회의에서는 대학구조개혁에 800억을 지원하고 
BK21 사업에서 300억을 깎자는 의견이 나왔다(국회사무처, 2005.12.19.). 그리고 이러
한 혼란을 기재부가 중재하였다. 

77) 이 과정에서 예산 삭감을 하고자 하는 교육위원회는 이 사업이 정확한 성과 목표가 없
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조차 모호하고 미비하여 ‘보편타당하게 측정하여 예산 삭
감할 기준도 없다’며, 이 사업의 성과 측정 기제의 미흡함을 계속적으로 질책하였다(국
회사무처, 20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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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BK21 사업의 연장을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는 BK21 사업의 성

과를 잘 홍보하였던 덕이 컸다. 특히, 부산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공개된 휴보와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복제78)의 두 가지 성과는 2단

계 BK21 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설득의 근거였다. 

이러한 주요한 성과가 국가의 경쟁력을 대표하는 것을 경험하며, 정부와 교

육부에서는 BK21 사업의 인력양성과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더욱이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이들이 대학 단위 보다는 우수한 연구팀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2단계의 추진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와의 지원을 얻기 어려웠고, 그 결과 

이 사업은 예산 삭감의 위기에까지 놓였다. 

정부는 이 사업이 예산 감축 등의 위기에 처할 때는 이 사업이 ‘연구인

력에 대한 정당한 연구비 지원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사업의 ‘윤리

성’, 사업 일시중단 시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뒤쳐질 ‘위험성’을 강조하

였다. 즉 우리나라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연구 

및 생활 여건을 국가가 보장해주었을 때 이에 부합한 연구 성과가 도출되어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득하였다. 특히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예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설득 과정에서 두드러졌다. 점차적으로 이 사업

의 규모가 커지며, 예산에 대한 심의ㆍ결정권을 가진 기구들의 정책 결정권

이 강해지는 특징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우수 개인을 위한 지원’

이라는 인지적 아이디어로 이들을 설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아이디어에 대

한 권력). 결과적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예결산심사소위원회도 정부와 기재

부의 뜻에 따라 연간 3,0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하지만 정부로서도 

이들의 ‘순위’와 ‘성과’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79) 

78) 황우석 박사는 이 연구가 각광을 받은 이후 여러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성과가 ‘BK21 
사업 덕분’이라고 하였다(매일경제, 2004.9.24.; 한국대학신문, 2004.3.2.). BK21 사업 
2단계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교육부는 이를 잘 활용하였다. 예컨대, 서울대학교 농생명
공학사업단이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업단에 속한 연구인
력 지원 현황 등도 활용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5). 이 논란이 방송을 통해 이슈화 
되었던 날 낮까지만 하여도 교육부는 국회에서 사업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위원을 설득
하기 위해 황우석 박사의 사례를 소개하였다(국회사무처, 2005.11.22.).

79) 이 때문에 2단계 BK21 사업이 추진되는 7년 동안 대학의 랭킹 수준, 외국인 유학생 
수, 연구인력(교수, 학생, 신진연구인력 등)의 국제 연구성과 등은 더욱 중시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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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2단계 사업을 받아 봐야 알겠지만 경쟁력 있는 사업

단은 상당수가 1단계에서 2단계로 그대로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기획해서 내후년에 착수한다면 1년이 비게 되거든

요. 그런데 잘 아시듯이 지금 몇몇 첨단 분야는 하루가 급하게 외국하고 경

쟁하고 경쟁력 있는 연구 인력을 키워야 되는 절박성이 있고, ... 또 하나는 

금년 내내 그런 공론화나 기획 과정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업계나 연구계ㆍ학계의 여러 분들이 와서 성과 지표를 개발하는 일을 계

속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 제일 문제는 저희가 1단계 

평가를 해 본 게 두 가지 분야인데, 하나는 지표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 

그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좀 더 인력 양성에 역점을 두어서 지

표를 설정해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

진수희 위원: ... 저는 1단계 사업들 중에서 정말 잘되고 이것은 정말 더 투자할 가

치가 있다는 사업단을 골라내서 그 사업단에는 좀 늘려서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늘리지 마시고, 

1단계와 같은 예산으로 보다 더 엄선된 사업단에게 더 많은 액수의 지원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17대 제256회 제1차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 中80)

(국회사무처, 2005.11.4.)

한편으로 국가 차원에서 ‘세계수준대학’은 트랜디한 산업의 수요에 맞춰 

대학이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해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는 산학협력에 대한 지표를 강화하고 기업의 사업 참여 및 대응자금 지급을 

요구하여, 대학의 행동을 강제하였다. 이는 대학의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에 

대한 국내 기업의 투자 확대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여겨진다(한유경 외, 

2013). 하지만 근본적으로 기업체의 참여 의지가 부족하였다는 점에서 협력 

체결이 가능한 기업체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김병주, 2007). 이러한 배

경에서 대학들이 기업체와 협력 체결을 위해 치열한 수준의 경쟁을 벌이기

도 하였다(경향신문, 2005.12.19.). 

1단계에 비해 ‘선택과 집중’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상대적으로 약해졌음

없었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지표들이 연차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과정
에서 삭제, 수정, 변형 되었다. 

80) 그 외에도 이 회의 당시 임태희 위원, 진수희 위원 등이 비슷한 맥락에서 성과에 대해 
질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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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대학 사회에서는 후속 사업도 이러한 기제가 깔린 채 운영

된다는 점에서 심하게 반발하였다. 그리고 이 사업의 실효성과 성과 근거가 

미흡하다는 교육위원회, 예산당국 등의 비판을 반영하여 질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원래의 의도(교육인적자원부, 2005)에 비해 다소 양적인 연구

성과에 높은 비중을 두고 사업단을 선정한 것으로 보였다. 

또한, 대학사회에서 논쟁거리가 되었던 것 중 하나가 전문서비스인력양성 

분야의 운영이었다. 대표적으로 이들이 이것이 BK21 사업의 ‘세계수준대학 

육성’ 방향성과 거리가 멀다는 입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참여정부

의 전체적인 대학 개혁의 방향성의 영향을 받아 기타 행위자의 의견이 무마

되고 그대로 추진되었다. 결국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연구중심대학 

육성’이라는 이 사업의 목표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국회예

산정책처, 2005b). 이후 수정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것을 

강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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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연구진)의 틀 짓기

[진단적 요소: 문제제기]
국가 산업 개발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국내에서 양성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 강화 요구 증대

[처방적 요소: 정책반영]
연차별 사업단 평가

연구인력 행ㆍ재정적 지원 강화 (지원금 상향 조정)
전문서비스 분야 대학원 육성  /  산학협력 평가 비중, 대응자금 강화

ê

정부ㆍ교육부 대학(공통) 지방대학 국회 
교육위원회

기재부, 
예결특위, 

예산정책처

WCU
아이
디어

산업계 요구 
충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우수 개인‧연구팀 

확보,
연구인력에 

충분한 재정 지원,
국가경쟁력향상

우수
연구인력양성, 
정부의 충분한 

재정지원과 
대학 자율성 

부여

글로컬라이제이션 세계대학순위 
상위권

과학기술분야의 
우수성과, 

우수인재에 
충분한 인건비 

지급으로 
연구풍토 

세계수준화

WCU
정책
아이
디어

전문서비스 
인력 양성 강행, 
대학 간 경쟁 

유도

전문서비스인력
양성사업 반대

(WCU와 
무관함)

지역단위 대학 
지원 형평성,

지역산업 연계

선택과 집중,
성과 미흡 시 

예산 삭감

선택과 집중,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인건비 지원

담론
전략

규범적, 인지적 
아이디어로 설득,

대학사회의 
아이디어의 배제

규범적 
아이디어로 
교육부 설득 

시도

인지적 
아이디어로 
교육부 설득

(실패)

인건비 지급 등 
대안적 

아이디어의 배제 
시도, 가시적 
성과에 대한 

아이디어 주입

정부의 
아이디어에 

공감된 네트워크 
형성

ê

정책 반영 및 변형

§ 교육위원회의 예산 삭감 방어 (교육부에서 규범적, 인지적 아이디어를 통해 설
득, 기재부 등과의 네트워크 결성)

§ 산학협력 평가비중, 대응자금, 전문서비스 인력 양성 강행 (교육부에서 대학의 
아이디어 배제)

§ 인건비 상향 수준 높임 (교육부와 기재부 등 간의 공감된 네트워크 형성으로 교
육위원회 설득, 아이디어 주입)

§ 정량적 성과의 평가 수준 상향 조정 (순위 성과 요구의 아이디어 주입)

* 이 그림은 2단계 BK21 사업의 담론 과정에 나타난 세계수준대학에 관한 주요한 정책 
특징과 변화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절대적 중요성을 대표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그림 Ⅳ-7] 2단계 BK21 사업의 주요 세계수준대학 담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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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단계 사업: 국내 대학원 구조개혁과 독립적 사업유형 운영

가. 정책 행위자의 주요 담론

1) 정부 및 교육부

정부는 2단계 BK21 사업과 함께 세계수준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이하 

‘WCU 사업’)이 약 6개월의 시간차를 갖고 마치며 비슷한 성격의 두 사업

을 합칠 수 있는 정책안을 필요로 하였다. 이미 BK21 사업이 어느 정도 안

정기에 접어서서 이 사업 자체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던 것

으로 보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 정부의 과

학기술기본계획(577 Initiative)’을 통해 과학기술 우수 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한 대학원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어(교육과학기술부, 2008.8.12.) 사업 추

진은 큰 무리 없이 이루어졌다. 두 사업이 각각 2013년 2월과 8월에 마무

리되는 것을 앞두고, 2011년 말 경부터 교육부는 정책 전문가로 이루어진 

Post BK21-WCU 사업 추진 연구팀을 꾸려 3단계 BK21 사업의 구상에 착

수하였다. 

이때쯤 새롭게 등장한 것이 ‘양적으로만 팽창하고 있는 대학원의 구조조

정’ 필요성이다. 2012년 7월 9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81) 홍승용 부

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정책과제 보고 현장에서 ‘선택과 집중에 따

른 대학원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함께 ‘대학원 교육선도모델사업(G-ACE)’

을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G-ACE 사업으로 대학원의 ‘교육’ 분

야, ‘2단계 WCU’ 사업으로 ‘연구’ 분야의 역량 제고를 이룩하고자 하였다

(한국대학신문, 2012.7.11.).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기에 후속사업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다보니 

정부 교체에 따라 사업이 재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으나, 

BK21-WCU 후속사업을 기획한 정책 연구진과 교육부에서는 이 사업의 방

향성을 놓고 고민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3단계 BK21 사업이 구상될 때는 

81)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속 교육자문기구이다.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교육과 
인재양성과 관련한 기능을 추가한 것인데, 2013년 초 다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되
돌려졌다(장아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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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전 세계적으로 ‘세계수준대학’ 육성에 대한 세계와 국가의 포부가 우

리나라에까지 본격적으로 이르게 되었을 때이다. 특히 Salmi(2009) 

Mohrman, Ma, & Baker(2008)의 ‘세계수준대학의 특징 및 조건’은 3단계 

BK21 사업을 구상하는 데에 앞서 지난 사업들을 돌이켜 보는 이론적 기반

이 되기도 하였다(하연섭 외, 2012). 이에 따라 3단계의 사업 구상은 2단계 

사업과 WCU 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였다. 

크게는 1단계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들이 여전히 나타났다. 예컨대 ‘연구의 

양적 수준 위주의 실적 평가’와 ‘관리중심의 제도운영 및 사업운영의 자율

성 결여’는 2단계를 구상하면서도 지적된 문제였는데, 전자의 경우 ‘대학원 

구조조정’의 아이디어가 등장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고 후자의 경우 ‘대학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여러 정부의 대안들이 대학 운영에 정부의 개입이 심

화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유난했던 2단계 사업의 ‘평가 

과잉’은 대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하연섭 외, 2012). 이 두 가지 문제

는 ‘보정 IF 지수 반영’과 ‘컨설팅에 집중한 연차평가’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하였다. 

당시 WCU 사업은 ‘세계수준대학 수준의 교수진을 확보하면, 세계수준대

학의 학과가 만들어지고, 그 대학이 세계수준대학이 된다’는 논리에서 출발

하였다. 하지만 이 사업은 그 논리를 증명하기도 전에 우리나라 대학이 ‘세

계수준의 연구 환경과 교수진을 위한 생활여건 등을 갖추지 못하면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업이 되었다. 그 대안으로 3단

계 BK21 사업은 ‘대학의 소프트웨어 개선’에 주력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

로 지난 사업들은 대표적인 우수 학과의 성장이 세계수준대학을 만들 것이

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3단계 사업에서는 지원 받는 사업단의 성과가 대학 

전체의 성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대학 전체의 제도혁신’이 필요하다는 아

이디어를 갖고 있었다. 즉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은 학과 단위의 집중 지원

은 견지하되, 대학 전체가 이 성과를 포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

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3단계에서는 대학의 제도혁신을 위한 

지원금이 오버헤드로 지급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졌다. 

아울러 세계수준대학이 ‘우수한 인력’과 ‘충분한 자원’을 갖춰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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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이 사업의 중요한 방향성이자 사업의 효과를 증명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졌다. 특히 이전과 달리 ‘우수한 인력의 양성과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가 연계되어야 한다(HRD와 R&D의 연계)’는 기

조에 따라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연구중심대학’으

로서의 성장 기회가 있는 대학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개인

단위의 지원에 대해서도 ‘생활 여건의 안정’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

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즉 지원 사업단의 수를 줄이더라도 개별 

학생을 위한 연구비 지원액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야 함을 제안하였다.82)

“사실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특히 연구개발에 있어서 대학들이 활

발하게 연구 활동을 하는 것이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

에요. 경제가 어려울 때도 R&D에 대한 지원은 또 늘려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R&D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심의해 주시

면 저희가 충분히 고민한 부분 이런 것들은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9대 국회 제311회 제9차 예결특위 회의 中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발언

(국회사무처, 2012.11.8.)

또 하나 3단계 사업에서는 세계수준대학의 필요건 중 하나가 ‘국제적 수

준의 지식네트워크의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국

제 학문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대학과 그 구성원들이 (미국 등에 과도하게 

의지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각 학문분야에 대한 이해와 이에 적합한 국제화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기

도 하였다. 이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 범위도 확장되었는데, 이

는 ‘세계수준대학 육성’이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

였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종합하여 보았을 때 3단계 사업 설계에서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은 상당

수 선행된 ‘세계수준대학의 정의와 특징’에 대한 연구의 아이디어를 기반에 

두고, 기존의 사업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한국적 맥락에서의 국가수준-국제

82) 기존 안에서는 석사 월 70만원 이상, 박사 월 110만원 이상, 신진연구자 월 250만원 
이상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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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간의 상이한 목표를 동시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리

고 그 핵심에는 ‘대학 전체의 소프트웨어 개선’, ‘연구의 자율성과 수월성’, 

‘국제 시장에서의 자립’을 위한 기반 구축이 있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선

택과 집중’ 전략은 다시금 강조되었다. 구체적으로 ‘세계수준대학으로 성장

할 수 있는 대상 대학’에 연구비를 집중지원하고, 연구 인프라 및 지원체계 

구축을 도와 세계대학순위의 상승효과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부문(연구

의 양ㆍ질적 성과, 대학의 국제적 인지도 등)을 강화하는 데에 신경쓰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세 가지의 사업유형을 운영하되, 한 가지 사업의 유형을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으로 특화하고, 다른 두 사업은 인력양성과 사회문제

기반의 새로운 분야 발굴에 집중하되 중간평가를 통해 첫 번째 유형으로 반

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말이자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었던 시기에 정책연구, 

관련 공청회 등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이 사업의 

구상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선에서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여겨졌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정부 출범 때 대학 재정지원사업 중 BK21 사

업은 큰 주목을 받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교육부의 구상대로 흘러가는 듯하

였다. 하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정권 교체에 따른 변

화를 겪었다.

먼저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에 중요성이 편중되며, 오히려 3

단계 BK21 사업의 예산이 원초 계획한 예산만큼 확보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특히 당시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반값등록금 정책과 대학특성화

사업(CK 사업),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사업(PRIME 사업) 등의 대학 재

정지원사업의 분화와 신설에 집중되며, 국정과제로서 강조되지 않았던 ‘대학

원 정책’과 관련한 BK21 사업은 그 언저리에서 영향을 받았다(한국대학신

문, 2013.5.29.). 

둘째로 이 사업의 성격이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과 인재양성이

라는 ‘세계수준대학 육성’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의인재 육성이라는 데에 그 초점이 옮겨지며 소폭 수정된다. 즉 BK21 사

업과 WCU 사업, 이에 더하여 특화 인재 양성에 주력하는 이 정부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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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사업 신설되며 이 정책이 ‘세계수준의 인재양성 정책’에서 ‘창조경제 실

현’으로 목표가 변화하며, 타 단계의 사업에 비해 ‘세계수준대학 육성’ 혹은 

‘세계수준의 인재 육성’보다는 상대적으로 국가의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원 제도 개선정책의 성격을 갖게된 것으로 보였다.83) 

2) 대학사회

2010년 초반에 ‘세계적, 국제적 대학’은 대학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슬로

건으로 대학사회를 평정하고 있었다. 특히 수도권 대학과 거점국립대학교에

서는 더 구체적으로 ‘세계수준대학’, ‘세계 몇 위 안에 드는 대학’을 만들겠

다는 목표를 내세울 만큼 세계대학순위의 경쟁에 다소 매몰되어 있는 모습

을 보였다.84) 

“우리 경북대학교는 2025년까지 세계 100대 대학에 들겠다는 큰 목표로 2010년까지 

기반 조성을 완료하고 2015년 도약 단계, 2020년 성숙 단계를 거쳐서 2025년 목표

를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단기 목표로는 세계를 향한 지식 

선도대학이라는 비전을 내세우고 2014년까지 특화연구 Asia 10, 교육선도 전국 1위, 

행복직장 전국 1위, 3대 정책과제인 의료ㆍITㆍBT 분야의 특성화 실현 등을 세부 

목표를 세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8대 국회 제303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中 
함인석 경북대학교 총장 발언

(국회사무처, 2011.9.29.)

대학의 관계자들은 이처럼 ‘랭킹’과 ‘세계수준대학’의 개념을 혼용하는 경

향이 있는 한편, 여러 공청회 등에서 세계수준대학 육성과 그 관련 정책의 

83) 신현석 외(2020)에서도 BK21 사업의 단계별 차이를 두고, 2단계 BK21 사업의 비전이 
‘인적자원 강국 건설’이었다면 BK21 플러스 사업의 비전은 ‘창조경제 실현’이라고 할 
수 있었으며, 사업의 목적에서도 ‘세계수준’이라는 표현이 제거되었다는 점을 차이로 보
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장아름(2018)은 2단계에서 3단계로 비전이 변화한 것을 ‘사
회 봉사 이념 지향의 심화’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84) 당시 우리나라의 대학들의 중ㆍ장기 계획과 비전을 탐구한 김훈호 외(2011)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휘가 ‘글로벌’, ‘세계화’, ‘국제
화’ 등이며, 이에 준하여 연구중심대학과 준연구중심대학에서는 ‘세계적 수준’이라는 어
휘를 다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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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에 대해서는 ‘세계적 수준에 준하는 조건 충족’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건’은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화되는 

것을 여러 담론에서 발견할 수 있다. 특히나 WCU 사업의 해외석학 및 외

국인 교원 확보가 큰 성과로 나타나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 지적이 이루어

졌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교원이 국내에 장기간 거주하며 우리 대학 문화에 

온전히 적응할 수 없는 우리나라 대학의 환경적, 사회문화적 한계를 지적해 

왔다. 이것은 대학들이 세계수준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외국의 우수 연구인

력의 확보가 중요하다면 국제적 행정 지원 및 여건 형성이 중요하다고 주장

한 근거가 되었다. 

이상민 위원: 저는 하여튼 WCU 사업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프로젝트인데 

... 임기 만료 후에 평가하면 아마 실패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나올 거

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남대 이렇게 미흡 판정받고 한 이

유가 뭐예요?

김윤수 전남대학교 총장: 아마 가장 큰 이유는 해외 학자들의 체류하고 관계되는 것

일 겁니다. 그런데 WCU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처럼 보다 더 섬세하게 접근했어야 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노

벨상 수상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4개월을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건들이 선진국의 유수한 과학자들을 저희한테 접목시키기

에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더 세밀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18대 국회 제303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中
(국회사무처, 2011.9.30.)

아울러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한 ‘노벨과학상 배출’ 

등의 여러 담론의 과정에서 대학사회는 나름대로의 ‘세계수준대학’과 그 목

표를 위한 대학 변화의 방향성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있는 지점들이 있었

다. 예컨대 3단계 사업이 구상되었던 비슷한 시기에 한국연구재단의 ‘노벨

과학상 수상 연구주제의 형성 과정 분석을 통한 미래 유명 연구 주제 발굴 

연구’를 수행한 연구팀은 우리나라가 (BK21 사업이 목표로 하고 있는) 노

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독창성’이 필요하고, ‘성실실

패를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전승준 외, 2012). 특히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들이 양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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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뿐만 아니라, (아무리 질적인 연구를 성과를 본다고 하여도) 사업 기간 

내에 연구결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패스트 팔로어’85)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해선 정부 연구개발 지원 규모에서 일정 부

분을 단기적 성과를 바라지 않고 배정하는 게 필요하다. ... 연구비 유용에 대해선 처

벌을 강화해야 하지만, 당장의 성과는 나오지 않더라도 독창적이거나 창의적 연구를 

꾸준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연구책임자 전승준 교수 (한국대학신문, 2013.4.14.)

아울러 BK21-WCU 후속사업 공청회(박영아의원실, 2011.10.)에서는 ‘충

분한 인력 수급’과 ‘적정 수준의 연구 환경’이 이 사업을 통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 정책의 체계가 ‘사업단 단위의 지원’을 고수

하여 팀워크를 유도하고, ‘인력양성과 연구개발을 함께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었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수준대학’아이디어에 비해 여전히 많은 대학들이 ‘정

책 자체의 대학별 지원 수준 편차가 지역, 학문분야별 불균형을 야기할 것’

이라고 호소하였다. 또한 공통적으로는 지원 사업단의 수가 너무 적다는 의

견을 보였다. 

3) 국회 교육위원회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올라선 사업으로써 3단계 BK21 사업에 대한 정

부 외의 정책 행위자들의 정책 참여는 다소 줄어드는데, 국회 교육위원회 

또한 2단계 BK21 사업이나 WCU 사업 추진 때와 달리 예산 삭감의 움직

85)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는 ‘다른 기업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놓으면, 이를 벤치 
마크해 1위 기업보다 개선된 제품을 싼 가격에 내놓는 전략’을 말한다. 이 연구를 수행
한 연구진들은 BK21 사업과 WCU 사업이 그간 연구 실적이 많은 사업단을 지원해왔
으나, 이는 곧 그 분야들이 독창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행 연구가 많은 분야’라
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연구진은 우리나라 대학들이 패스트 팔로어에는 충실하였으
나, 이는 ‘이미 개척된 연구분야에 천착하는 것’이다 보니 획기적인 연구결과들이 나오
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한국대학신문, 20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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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나 정책 자체에 대한 반대는 없었다. 우선 기본적으로 2단계에서는 기

조가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을 통해 ‘세계 상위권 대학 수 늘리기’에 있었다

면, 3단계 사업과 관련해서는 세계수준대학의 성과보다는 이 사업으로 인한 

‘지역별 우수인력 및 연구 역량 불균형의 문제’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었다.

앞서 약 5년 전 17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2007년 ‘대학경쟁력강화대

책소위원회’를 운영하며 ‘대학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상

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여기서도 BK21 사업은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86) 먼저 이때의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부분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쓰여 단순히 대학의 세계대학순위 상승만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

다. 이에 따라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학의 자율성 강화, 

개인ㆍ소규모 기초연구지원,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연구관리제도 구축, 교육

중심대학 육성, 외국인 유학생 및 교원 유치, 우수 외국대학과 공동교육과

정 운영, 영어강좌 개설 지원, 기업주문형 인력양성, 재정지원 강화 등이 매

우 폭넓게 논의되었다. 세계수준대학의 이론적인 특징을 보았을 때 이 소위

원회에서 제시된 내용들은 상당한 관련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

의 담론에서 교육위원회의 아이디어와 BK21 사업과의 연관성을 찾기는 어

려웠다. 

이는 3단계 BK21 사업의 설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2단계 사업의 운

영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위원들이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을 요구하였다면, 3단계 사업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기존의 문제들의 연장선

에서 ‘수도권 편중’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것은 당시 ‘대학원생 양적 증가 

대비 질적 수준 미흡’, ‘지방대학의 박사과정생 수급 미달로 인한 대학 전체

의 연구 경쟁력 저하’의 문제를 언급하며,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이 이에 

86) 교육위원회의 ‘대학경쟁력강화대책소위원회’는 2007년 6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총 6회
에 걸친 회의를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대학 관계자, 교육인적자원부와의 
간담회 및 보고 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제시하였는데, 그 핵심 내용은 ‘연구역량
을 평가하여 파급효과가 큰 선도적 대학이 연구 기자재, 우수 외국인 교수의 초빙, 교
육과정 내실화 등’을 갖춰야 함을 시사한다. 이로써 세계 200위권 내 국내대학을 당시 
3개교에서 10개교로 확대해야 함을 묵표로 제시하였다(국회 교육위원회 대학경쟁력강
화대책소위원회, 2008). 이처럼 세계대학순위 상위권에 오르는 우리나라 대학의 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은 이 소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 주로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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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있음을 엮는 경향이 있었다.87)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이 피력하였다. 요컨대 당시 교육위원회는 이 

사업을 논하며 ‘세계수준대학 육성’에 대한 목표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한 BK21 사업 정책 또한 ‘대규모 대학원 관련 사업’의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BK21 사업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가장 이로운 형태의 대학원 육성을 위한 구조조정 사

업’을 꾀하고 있었으며, 이로써 ‘세계수준대학 육성’이라는 이 정책의 정체

성상 우선순위 과제는 아니었던 ‘지역 균형 발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였다.88) 

“현재 2단계 BK21사업에 대한 교육ㆍ연구ㆍ특성화ㆍ산학협력 등 사업목표 대비 달

성도 등 사업단별 운영실적 평가가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값등록

금, 청년실업, 대학구조조정 등 민감한 이슈들이 교육현장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

로 대 두되고 있다.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도 숨김없이 공개하는 등 시

대적 요구에 맞는 후속사업을 발굴하고 공정하게 지원하여 대학 스스로 특성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특히 우수인재와 기업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인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역연

구 역량강화를 교과부의 정책우선과제로 채택해 주길 바란다.”

제19대 국회 제310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 부록 中 강은희 위원 서면질의

(국회사무처, 2012.8.21.)

이와의 연장선에서 대체로 ‘선택과 집중’에 대한 기조는 많이 약화가 되

어 ‘연구인력 지원비’에 대해서도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방향’

으로 수정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과거에도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때 선택과 집중이란 얘기를 많이 했던 

87) 이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으나, 교육부는 대학원생의 양적 증가는 이 사업과 무관하
다고 해명하였다. 

88) 3단계 BK21 사업의 초안 기획이 이루어졌던 18대 국회와 실제 이 사업의 공고가 확정
되었던 때의 19대 국회 이후 간의 기조 차이도 발견되었다. 18대 국회의 경우 2단계 
BK21 사업과 WCU 사업 간의 성과 비교, 그 사업의 문제점을 기반에 두고 후속 사업
에 대해 접근하였다면, 19대 국회에서는 그보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의 영향을 받아 
‘지방대학 육성’에 초점을 두고 접근한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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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BK21 사업의 경우에 3단계가 선택과 집중으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한 경쟁과 또 보편성을 가미할 것인가 하

는 것이 저는 정책결정의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지원예산이 아주 소

액일 경우에는 그걸 여기저기 나눠 봤자 그야말로 아무 의미가 없을 테니까 선택과 

집중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BK21 사업은 1단계 때부터 상당한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단계도 제가 보기로는 예산 총액이 

그렇게 소수에게만 집중되어서 특혜시비가 일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폭넓

게 인재를 키우는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판단입니다.

제19대 국회 제31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 부록 中 정세균 위원 발언

(국회사무처, 2013.4.8.)

4) 기획재정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정책처

예산 관련 기관에서는 이 사업에 앞서 진행된 WCU 사업에 관심을 두

고,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의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제언해왔다. 가장 대표

적으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수행한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평

가’(2011) 연구가 있다. 여기에서는 사업의 초점에 맞춰, ‘세계수준대학’을 

‘세계대학순위 상위권 대학’으로 합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에 그친 것은 

아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정책이 말하듯 ‘세계수준대학’은 ‘외국인 

star-faculty를 확보한다’고 하여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즉 이 

전략은 ‘세계대학순위 평가 지표’ 중 ‘평판(reputation)’과 관련한 점수는 높

게 나올 수 있으나, 이들이 ‘국내로 완전 이적’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연구

나 교육활동의 몰입도에서 장기적인 성과를 보기 어려울 것임을 지적하였

다. 따라서 ‘석학초빙’의 효율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국회예산정책

처, 2011). 

관련하여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존 WCU 사업의 ‘해외 교수진 및 석학의 

인건비 지급’의 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기존의 WCU 사업의 평가

에 있어서 ‘해외에 진출해 있는 재외동포나 한국 연구자들이 이 사업을 통

해 국내 대학에 정착’하는 것이 ‘세계수준대학 육성’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

해서 의문을 가졌다(국회예산정책처, 2009). 이 때문에 이 사업의 지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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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해외학자 유치에 대한 시각을 다르게 볼 필요가 있고, 해외학자의 

유치를 위한 인건비 지급보다는 국내의 우수 후속세대의 양성에 예산이 쓰

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요컨대 국회 예산정책처의 평가에 따르면 ‘세계수준

대학’은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인재양성’에 있으며, 그 핵심 전

략으로는 ‘우수 후속연구세대를 위한 집중 지원’이라고 여겼던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 교원에 대한 확보는 필요하나 ‘국제적 네트워크

를 형성할 수 있는 외국 국적의 외국인 교원의 증대’가 실효성이 있다고 여

겼다. 

이후 담론 과정에서 자세히 나타나나 3단계 BK21 사업 때 예결특위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의 사업비 운용에 대해 ‘개인이나 사업단’ 단위

의 집중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2011년 당시의 

연구에서는 ‘이 사업이 개별 학과 차원이 아니라 대학 자체의 순위 향상이 

목표’이기 때문에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정할 의지와 노력, 가능성이 있는 대

학’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시사한 바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1). 

차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기재부의 재정사업심층평가를 시행하면서도 이

와 같은 기조가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예산 

증액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국제 경쟁력 지표’는 정체되어 있

다고 문제제기를 하며, 2013년도 신규 사업의 실행이 평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기도 하였다(기획재정부, 2011.7.12.). 아울러 1, 2단계와 달리 3단계

에서부터는 기재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결과가 이 사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는 행위자의 입장에서 내세우는 근거로 담론 과정에 빈번하게 

등장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200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89)에서 2

89)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현 법률」
(2020.5.19. 법률 제17259호)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위
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또는 ‘정부가 국가적인 과학기술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예산 또는 기금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단계별 성과평가를 받게 된다. 2019년도 기준 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교육부 소관의 
사업은 총 5가지로, 예산 규모 순으로 국립대학인건비, 대학혁신지원사업, BK21 플러스 
사업, 산학협력고도화지원사업,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국가연구개발
사업 평가는 ‘상위평가’와 ‘특정평가’로 나뉘며, 평가결과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된다(2020.5.19. 법률 제17259호). 2008년도 평가가 진행되었던 당
시 상위평가를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었으나, 2020년 현재는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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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BK21 사업이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이때 자체평가에서 ‘매우우수’하

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기재부가 평가등급을 ‘보통’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 

이들에게는 유용한 근거로 인용되었다. 이는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예산

당국의 의구심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다.90) 아울러 이어진 국가연구개발사

업 특정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으며, 이 사업에 대한 국회와 기재부의 평

가는 계속적으로 좋지 않았다. ‘세계수준대학 육성’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

인 지적사항은 ‘세계적 수준의 우수인재 양성 및 연구중심대학 육성의 목표

에 부합하기 위해 사업 지원 대상 및 수혜 학문의 양적 확대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가 우선’이라는 점이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10). 

예결특위는 이 사업의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총 금액 그 자체보다는 

이 사업의 ‘예산 운용 항목’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지에 초점을 두고 접근

한다. 예결특위의 담론에서 ‘세계수준대학’은 대학보다는 ‘개인단위의 우수 

연구자’ 육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이 정책이 간

접비의 형태로 ‘대학의 제도개선비를 별도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3년도 예산안을 분석하며 ‘사업단별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면, 사업단

이 소속 대학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자체적으로 지원하

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보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12).91)

“그 방향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집행

이 되느냐, 그러니까 n분의 1로 돈을 너도 나누어 갖고 여기도 나누어 갖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격요건이 되고 선택과 집중, 받아야 될 대학에서 또 받아야 될 학

과에서, 대학 중심이 아니라 전공 학과 중심으로 또 훌륭한 선생님들이 연구 역량을 

높이는 쪽으로 그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전부 다 대학 중심으로 

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90) 2009년 국회 예산정책처의 정책연구 용역으로 발간된 ‘BK21 사업의 성과평가 모형 개

발 연구’에서는 국회의 관점에서 추후 BK21 사업의 평가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을 제언
하는데, 이에서도 기재부의 이러한 평가는 이 사업의 부정적 측면을 근거로 ‘사업의 비
합리성’을 주장하였다(원구환ㆍ김철희, 2009). 

91)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2009년에는 WCU 사업의 간접비 과다 지원의 문제도 지적된 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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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공동연구 하면서 또 다른, 이렇게 돈이 잘못 집행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19대 국회 제311회 제9차 예결특위 회의 中 정희수 위원 발언

(국회사무처, 2012.11.8.)

나. 담론의 과정과 정책 반영

이 사업을 설계한 연구진들은 ‘세계수준의 대학 육성’을 위한 사업유형

(글로벌형)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노벨상, 필즈상 수상자 배출 

등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력을 갖춘 사업단’을 집중 육성하고자 하였다. 다

른 두 사업유형을 통해 대학들이 중간평가를 통해 이 첫 번째 유형(글로벌

형)으로 도약할 수 있는 단계별 사업 운영을 하고자 하였다(하연섭 외, 

2012). 하지만 이러한 사업의 구상은 사업계획안 공개 단계에서부터 여러 

대학원과 기존 사업을 둘러싼 문제들을 포용하며, 결과적으로는 세 개의 개

별 사업유형이 운영되는 형태로 변형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BK21 사업과 WCU 사업이 ‘대학원의 

팽창과 잉여 석ㆍ박사학위자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과 함께 

‘대학원의 구조조정’과 ‘대학원 교육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대학원생 수의 팽창은 이 사업과 무관한 직장과 대학원

을 병행하는 대학원생의 수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방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도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간의 편차에 대해서는 

수긍하였고, 특히 중ㆍ소규모 대학이 겪는 박사과정생 수급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92) 

이를 종합적으로 흡수한 것이 ‘특화 전문인재양성형’ 유형이다. 다른 두 

사업유형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 모습을 어느 수준 유지하였다면, 이 유형

92) 이 당시 대부분 대학이 대학원의 교육 여건과 무관하게 박사과정을 설치ㆍ운영하여, 박
사학위자의 양적 급증에 비해 질적 수준 향상이 미흡한 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
다. 이에 정부에서는 일정규모의 연구역량을 갖춘 대학원은 박사과정 중심으로 대학원
을 운영하고, 소규모 대학원과 교육중심대학은 석사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유도책을 고심하였다. 그 결과 정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에 박사과정 정원 1명을 
줄여 석사과정생 2명을 증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2-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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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겪었다. 사업 설계 당시에는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당시의 담론의 영향으로 이 사업의 유형은 ‘대학원 버전의 ACE 

사업’이라며 논의되었던 ‘G-ACE’와 중ㆍ소규모 대학원 지원 확대의 두 문

제를 포괄하는 형태가 되었다. 그 결과 이 사업의 평가에서는 ‘사회적 요구

가 있는 고급 실무형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적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

영’에 대한 부분이 비중 있게 평가되었다. 그리고 기존에 이 사업유형에 선

정된 대학의 선정 단위별 비중은 ‘전국단위’가 더 컸으나, 최종 공고에서는 

지역 단위의 선정 사업단 수 및 예산 비중을 전국 단위보다 높은 수준으로 

배정하였으며 다른 유형과 달리 석사과정생만 있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그리고 사업 중간에 ‘글로벌리더형’으로 도약할 수 있던 발판으로 설

계하였던 것도 교육부의 공고에서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교육부로서는 다른 정책 행위자들로 하여금 이 사업의 정체성을 확실히 

인지하게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 사업의 형태가 다른 사

회적 문제의식과 함께 엮이며 ‘세계수준대학 육성의 필요성’이라는 문제의식

으로부터는 동떨어진 사업의 형태로 변형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하지만 

‘지방 대학원의 연구인력 수급’의 문제는 이를 극대화하였다. 교육위원회는 

담론 과정에서 국가 지원을 통해 ‘규모가 계속 커지는’ 일부 대학을 중심으

로 고급 연구 인력이 수도권으로 편중된다며, 소수 대학에 집중된 BK21 사

업 투자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꾸준하

게 ‘형평성’을 근거로 지방대학의 참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

는 ‘글로벌인재양성형’만큼은 전국단위로 소수 대학의 사업단을 선정하고자 

하였던 계획이 다른 유형과 동일하게 전국과 지역단위로 뽑는 것으로 변경

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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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위원: BK21 플러스 사업 보면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제가 교육부

에 질문한 다음에 교육부 쪽에서 일단 일차적으로 답이 왔거든요. 그런데 액

수는 늘릴 수 없고 대학은 늘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연구재단 이사장님이 볼 때 BK21 

플러스 사업에서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지원 액수가 적다, 그리고 비수도권 

대학과 수도권 대학을 일방적으로 경쟁을 붙일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점이 수긍이 된다면 BK21 플러스 사업에 대해 변경할 의사는 있는 

거지요? 

(중략)

이승종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 지난번 공청회 때 자료에 의하면 BK21 플러스 사

업에서는 예산 기준으로는 35%이고 사업단ㆍ사업팀 수 기준으로는 45%로 

지난번 공청회 자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김윤덕 위원: 이사장님, 그 자료에 따르면요 최대가 그렇습니다, 최대. ...

이승종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별도로 나누어서 예산 할당을 먼

저 한 다음에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덕 위원: 나누어서 경쟁을 붙이는 게 있고요, 섞어서 하는 게 있습니다. ... 그렇

지요? 그러니까 나누어서한다 이것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중략) 지속적

으로 하락할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의 비수도권 대학에서 진

행하는 연구용역 규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우수한 교수들이 자꾸 수도권으로

만 몰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평가하는 과정에서 우수 교수 

인력 확보 이런 평가조항이 있는데, 우수 교수들이 자꾸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자꾸 만들어 가면서 평가지표는 계속 그렇게 하면 10

년 뒤가 되면, 20년 뒤가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은 삼류대로, 사류대

로 전락하는 거고요,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 그렇지요, 이사장님? 그러

면 우리나라 소위 말하면 지역 균형발전, 이 국정지표하고 맞습니까, 안 맞

습니까? (중략) 이사장님 있잖아요, 지금 현재 BK21 플러스 사업 이제 시

작되는 것이고 또 BK21 플러스 사업뿐만이 아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

역 격차를 줄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여러 교육부 사업 영역에 대해

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제19대 국회 제316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中
(국회사무처, 20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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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학사회의 ‘보편적 지원’에 대한 논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 변화

된 것 중 하나는 ‘선정 사업단 수’이다. 기존의 안에서는 1차년도와 2차년도

의 걸쳐 순차적으로 사업단 580개를 선정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2013년 5

월 1차년도에 500개 대학을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애초의 계획은 글

로벌리더형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에 ‘더 지원을 받기 위한 동기부여’를 하

고자 한 목적이 컸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또한 한정된 예산에서 ‘개

별 연구인력의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사업단 수를 현저히 줄였

다.93) 하지만 이에 따라 1차년도에서 선정하고자 하였던 사업단의 수 350

개가 전년도 2단계 BK21 사업과 WCU 사업의 사업단 수 대비 너무 적어 

대학들은 ‘기존의 사업 수혜를 받던 사업단과 소속 대학원생의 연구력이 급

격히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94) 이러

한 논리는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예결특위, 기재부 등이 사업 설계 검

토를 위해 예산편성을 다음해로 미루고자 할 때 주장하였던 논리로, 교육부

로서는 이러한 사업단의 요청에 응하지 않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때문에 교육부는 2013년도 사업 운영에 대한 예산 편성이 모두 확정되고 

사업 공고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한정된 예산 내에서 500개 사업단을 선정

하여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국회 예산정책처(2011)에서 발표한 WCU 사업 평가 보고서는 

3단계 BK21 사업을 기획하는 데에 다수의 아이디어 제공 및 합의 도출의 

원천이 되었다. 대표적으로 초기 3단계 BK21 사업의 구상에는 ‘대학원 혁

신지원비’와 관련한 내용이 상당히 강하게 반영이 되었으며, 이는 2011년 

당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대학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를 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였다. 하지만 3단계 BK21 사업의 수정 과정에서

의 주요 담론은 대체로 이 사업의 ‘대학원 제도혁신비’가 별도로 지원되어

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이 사업비의 

지원 명목은 ‘우수 대학’을 만들기보다는 ‘우수 사업단, 개인에 지원하는 것’

93) 2013년 4월 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서남수 교육부장관의 발언을 인용하였다
(국회사무처, 2013.4.8.). 

94) 아울러 타 고등교육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며 예년도 예산편성에서 이 사업을 위한 예
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순차적 선정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다는 
해석도 있다(한국대학신문, 201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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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세계수준대학 육성’을 목표

로 하는 이 정책이 ‘사업단이나 개인’ 단위의 지원으로 수월성을 높인다고 

하여도 근본적으로는 대학 차원의 제도개선이 따라줘야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각 사업의 간접비 2%를 포함하여 지원하였으

나 절대적 사업비 규모는 예상보다 축소되었다.



- 143 -

교육부(연구진)의 틀 짓기

[진단적 요소: 문제제기]
성과 미흡과 반대급부로 인한 WCU 육성의 기대 저하
대학원 교육에 대한 관심 필요 제기 (G-ACE 제안)

여전한 양적 위주의 실적과 평가 과잉
외국인 교원의 확보 후 적응, 활용 수준 낮음

[처방적 요소: 정책반영]
연구개발 & 인력양성 연계  /  교육 강화

연차별 평가 최소화, 보정IF지수 반영
외국인 교원의 활용 전략에 대한 평가

‘대학 제도개선 및 지원’ 평가 수준 강화 및 지원
소수 사업단 지원, 글로벌형(전국단위선정)에 집중투자, 유형 이동 기회 제공 

ê

교육부 새 정부
(박근혜 정부) 대학(공통) 교육위원회 기재부, 

예산정책처

WCU
아이
디어

대학단위 
국제경쟁력 확보,

국제시장에서 
자립과 지식 

네트워크 형성

WCU 대신 
창조경제를 위한 

인력양성

세계대학순위 
상위권,

세계수준의 
사회문화 조성,

독창적 연구수행

우수 인력이 
많이 선택하여 
몰리는 대학,

정부의 지속적 
재정지원

국제적 인력 
네트워크 형성,
대학단위 순위 
경쟁력 확보

WCU
정책
아이
디어

선택적 개인에 
집중지원, 

대학 제도개선비 
지원 

이공계열 
집중지원,

대학원 구조조정 
정책

외국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국제적 
행정 지원 및 

여건 형성

지역균형을 통해 
전국 대학원 
구조조정,

보편적 지원

대학단위 지원,
한인 교포 외 
외국인 교원 

확보 

담론
전략

기재부 등에 
네트워크 형성,
예결특위에서 
아이디어 배제

정부의 개입으로 
기존 아이디어 

배제

인지적 
아이디어로 
설득 시도

규범적‧인지적 
아이디어
(지역균형, 
인력수급 
문제)로 

수치심 주기

인지적 
아이디어(사업비 

운용의 
효율성)을 

근거로 설득
(국가R&D평가 

결과 활용) 

ê

정책 반영 및 변형

§ 세계수준대학의 기조 약화 대신 대학원 구조개혁에 초점 (새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기존의 
아이디어 배제)

§ 특화 전문인재양성형 신설 (새 정부의 아이디어 주입과 교육위원회의 수치심 주기를 통해 
지역균형, 교육, 연구 등 수용 및 통합 제시)

§ 글로벌인재양성형 전국/지역 단위 선정 (지역균형에 대한 규범적 가치로 교육부 설득)
§ 선정 사업단 수 350개에서 약 500개로 확대 (교육부의 선택과 집중에 대해 규범적‧인지적 

아이디어로 수치심 주기)

* 이 그림은 3단계 BK21 사업의 담론 과정에 나타난 세계수준대학에 관한 주요한 정책 
특징과 변화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절대적 중요성을 대표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그림 Ⅳ-8] 3단계 BK21 사업의 주요 세계수준대학 담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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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단계 사업: 대학원 체질개선과 사회문제해결

가. 정책 행위자의 주요 담론

1) 정부

대학재정지원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본 방침은 기존의 파편화되어 

있는 여러 사업을 단순화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에

서 BK21 사업은 ‘대학원’과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방침을 피해갔다. 이에 따라 다른 대학 재정지원사업과는 별

개로 논의되고, 그 과정에서 타 사업의 통합의 기반이 된 기조와 달리 

BK21 사업은 ‘선택과 집중’의 논리와 신자유주의적 경쟁의 원칙은 관철되

었다.

문재인 정부에게 ‘세계수준대학’을 육성하는 것 자체는 큰 관심사가 아니

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우리나라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기

초연구사업’의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8

년 6월 29일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하였는데, 

그 목표는 ‘기본원칙에 맞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에 집중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사업 중 ‘연구자 주도의 자유공모 기초연구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생

애기본연구비 지원 등 ‘개인중심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

다. 이때 대학의 연구 기능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함께 발표하며, 우수 연

구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대학이 ‘기초연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었다. 요컨대 국가 연구개발사업 중 인재양성 부문

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계획은 ‘개인’을 중심으로 한 ‘기반, 여건, 문화 조

성’이 강조되었으며, 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초점

을 두었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18.6.29.). 

이와 같은 배경에서 4단계 BK21 사업에 대한 논의는 3단계 BK21 사업 

후속사업 기획 연구를 통해 초안이 마련되고, 3단계 사업 마무리 약 9개월 

전인 2019년 11월 27일 ‘BK21 후속사업 개편 정책포럼’을 통해 첫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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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안이 공개되었다. 4단계 사업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본질

적인 세계수준대학의 육성이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논

의들이 핵심이 되었다. 

첫째로는 우리나라의 ‘세계대학순위의 실적’이 수혜 대학 수에 비해 좋지 

않았다는 점이다. 3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한 대학의 수는 67개였으나, QS 

세계대학순위 200위권에 든 대학이 2018년 당시 7개 대학 밖에 없었다. 이

에 교육부는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전국 단위’의 소수 사업단을 선정 후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원 사업단의 수도 350개로 감축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하의 담론 과정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겠으나 이러한 순

위 경쟁은 사업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주요 지표이기는 하였으나, ‘세계

수준대학’의 조건 중 ‘순위’가 가장 중요다고 여기지는 않았다.

또한 혁신 사업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오늘날 사회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칸막이식 학과 제도와 이에 따른 사업단 단위의 지원은 새

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대응’해야 하는 ‘세계수준대학’의 이치에 부적

합하다고 여겼다. 아울러 우리나라 대학원이 ‘사회적 문제의 해결’의 역할 

수행에 미흡하였다는 점이 주요한 정책 결정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지난 

사업 기간 동안에도 전공간 융복합의 필요성은 강조가 되었으나, 이것은 기

계적 수준의 융복합에 불과하였다. 4단계 BK21 사업은 ‘세계수준대학’은 사

업단 단위의 융복합을 넘어서서 ‘대학원 교육’이 융복합적 연구를 지향하고, 

이로써 ‘한국’의 ‘산업ㆍ사회 문제 해결’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

원 혁신지원비’를 통해 대학원 전체의 ‘공통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과 ‘융복

합 전공 개설 및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연구역량의 질적 성과 및 국민 실생활 개선 미흡] 정량지표 위주의 평가로 도전적

ㆍ협력적 연구, 창의적 교육 등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ㆍ교육을 유도하는 

데에 한계. 사회 문제 해소 정도에 대한 성과지표가 없어 연구주제 및 성과가 국민

생활 개선 및 사회문제 해결과 괴리되는 문제 발생.”

BK21 후속사업 개편 정책포럼 BK21 후속사업 개편 기본방향(안) 中
(BK21 후속사업 기획 기초연구 정책연구진,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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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언급된 바 있으나, 4단계의 핵심은 ‘대학원의 체질개선’을 위한 ‘대

학원 혁신지원비’가 지원된다는 점이었다. 지금까지의 BK21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학 단위’의 세계수준화를 지향하였어도 사업비는 ‘학

과 단위’로 이루어져왔다. 이에 반해 4단계 사업에서는 ‘세계수준대학 육성’

을 위해서는 ‘대학본부가 대학원 혁신을 위해 변화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형성되었다. 이는 정부가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는 대학이 학부와 별개로 

대학원을 중심으로 한 운영 전략을 갖출 수 있도록 한 의도가 보이는 대목

이다. 그 결과 4단계 BK21 사업의 총 예산 중 13%는 사업단과 별개로 별

도의 우수 대학 20~25 곳에 대학원 혁신지원비를 지원하고, 사업단의 평가

에서도 대학 본부의 대학원 혁신 계획을 큰 비중으로 반영하게 되었다. 

“BK21 혁신지원비는 저희가 대학원 연구중심대학 구성ㆍ운영을 위해서 대학원 내의 

학사관리를 강화하고 또 각종 융합연구나 융합전공 개설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전공의 

개발이나 전공의 구성ㆍ설계 그리고 대학원생들의 해외 공동연구 지원 그리고 또 여

러 가지 범용성이 높은 기자재의 활용 그리고 외국어 논문 작성법라든지 강의법들을 

대학원생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깔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용입

니다.”

제20대 국회 제371회 제2차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中 
구영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 발언

(국회사무국, 2019.11.13.)

3단계 이후 R&D 사업의 성격이 강해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이 사업의 

예산 대부분은 연구인력의 지원비로 쓰이도록 하였다. 4단계 BK21 사업의 

경우 지원 사업단의 수는 줄이되, 지원금을 대폭 올리는 방향으로 설계하였

다. 아울러 3단계 사업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참여 비율에 대한 제

약이 없던 반면, 4단계에서는 사업단 내 학생 중 외국인 학생이 전체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설계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의 참여를 허용했다는 것

은 ‘세계수준대학 육성’의 ‘인력양성’의 범위에 ‘외국인의 확보와 참여’가 포

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럼에도 40%의 제한을 두었던 것은 이 사업이 

‘양적으로만 증가하는 유학생 수’가 세계수준대학의 중요한 기준이 아님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사업을 통해 ‘국내 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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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수혜가 더 가는 방향을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추후 담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으나, 이 규정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대신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확보에만 치중하지 않

고,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적응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평가하여 ‘외

국인 유학생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

였다. 이는 그간 세계대학순위에서 주요 지표로 활용되며 증량에만 치중하

였던 것을 우리나라가 ‘질 높은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고 ‘만족도 향상을 위

한 생활 영역의 지원’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세계수준대학의 아이디어

를 포용하고자 하였음을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인력양성과 관련하여 이 정책에 교육부가 새롭게 강화하여 

반영한 세계수준대학의 아이디어는 대학원생의 ‘권익’ 보장에 대한 대학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는 그간 비합리적으로 연구인력에 노동

과 비윤리적 연구활동을 등한시해 온 이 정책의 사업관리 시스템을 개선하

기 위함이었다. 이미 연구윤리나 대학원생 권익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은 국가적 차원에서 제고된 바는 있으나, BK21 사업에서 대학원생의 

업무 협약체결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행정업무 병행을 제지하는 등의 적극적

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기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저희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원생들한테 무

리하게 어떤 행정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담시킴으로써 대학원생들이 연구에 전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행정업무를 전문적으로 해 줄 수 있는 

행정 전문인력을 별도로 두는 비용도 이 대학원 혁신지원비에서 쓸 수 있도록 저희

가 지금 예산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 안에서 쓸 수 있는 행정지원 

인력들은 그 해당 사업단 내에서 연구나 TAㆍRA 등등으로 강의 지원, 연구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대학원 혁

신지원비 중에서 인건비로는 20% 이내에서만 써라, 나머지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강

의 개설 프로그램이라든지 융합전공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0대 국회 제371회 제2차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中 
구영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 발언

(국회사무국,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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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BK21 사업가 세계수준대학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삼은 것 중 하나

는 앞서 살펴 본 Baker(2014)의 ‘슈퍼 연구중심대학’이었다. 그 특징 중에서

도 ‘대학이 전체 차원에서 연구중심대학의 체제’를 갖추고 ‘미래 산업을 발

굴’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의 교육과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2) 대학사회

대학사회에서 ‘세계수준대학’의 개념은 ‘랭킹’의 늪에서 점차적으로 벗어

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예전의 신년사에서는 몇 년 안에 몇 위의 세계

대학순위에 오르겠다는 총장들의 발언이 국정감사나 신년사에서 돋보였던 

것과 달리 대학의 내실을 변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세계대학 순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연구력은, 지난 5년간 생산된 논문

에 대해 누적 평가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순위를 급상승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

니다. 학교가 연구력 향상에 온 힘을 쏟고 있는 만큼, 그리고 연구력을 향상시켜 학

교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교수님들이 늘어나고 있기에 조금 더 기다리면 좋은 성

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연세 가족 여러분, 연고전 전적이나 대학순

위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연세다움은 미래대학을 향한 큰 그림을 그리며 앞서 나아

가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총장으로 취임하던 순간부터 연세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

는 방향을 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3년간 저는 연구와 교육, 

사회공헌의 내용과 방식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김용학 총장 2019년 신년사 中 (한국대학신문, 2019.1.2.)

4단계 BK21 사업의 정책 최종 공고를 앞두고 대표적으로 세 번의 공청

회와 토론회가 이루어졌다.95) 이 담론의 과정에서도 세계수준대학 육성 정

책의 방향성이 랭킹과 성과보다도 ‘미래사회를 선도할 우수연구인력 양성’과 

95) 각각 2018년 11월 27일 교육부의 정책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이 4단계 사업 시행계획
을 발표한 정책포럼의 토론회, 2019년 5월 15일 조승래 의원실의 주최로 개최된 
‘BK21 후속사업의 발전방향 및 대학원 교육의 내실화 방안’ 토론회(이하 ‘BK21 후속사
업 국회토론회’), 2019년 12월 3일 교육부 주최의 ‘4단계 BK21 사업 기본계획(안) 공
청회’가 개최되어 대학의 대표 관계자들이 이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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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교육의 질 향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에 공감을 표현하였다(오근

엽, 2019.5.15.; 한유경, 2019.5.15.). 대표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한유경 교

수는 ‘세계수준대학’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에 입각해 지원

하되, 대학이 비교우위가 있는 학문분야에 연구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전략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성을 꾸준하게 피력하기도 하였다

(한국대학신문, 2018.11.27.; 한유경 2019.5.15., 2018.11.27.). 

하지만 랭킹을 벗어나며 일부 대학 관계자들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

학’을 육성하겠다는 4단계 BK21 사업의 여러 제도 변화들이 어떠한 세계수

준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모호하다고 여겼다(김선희, 2018.11.27.; 홍봉

희, 2018.11.27.; 송진규, 2019.5.15.). 예컨대 지방대학의 교수들은 이 사업

을 ‘풀뿌리 인력양성사업’이라고 표현하였다(김선희, 2018.11.27.; 송진규, 

2019.5.15.). 대표적으로 이 사업의 추진방향(안)이 발표된 날 지정토론에 

참석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김선희 교수는 IBS 등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사

업과 비교하며 연구인력 지원비로 70%가 지출되는 이 사업이 ‘세계수준대

학 육성’을 목표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그 연장선

에서 지역대학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이에 속한 사업단들은 ‘지역사회 지

탱과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

고 하였다. 이는 다시 말하여 ‘세계적인 연구경쟁력을 목표’로 하는 전국 단

위 선정의 사업단의 역할과 지역 단위 대학이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김선희, 2018.11.27.). 이와 같은 지방대학 교수들의 생각은 

2019년 5월 토론회에서도 피력되었는데, 이에 참석한 전남대학교 송진규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업의 방향이 과거의 풀뿌리 인력양성사업에서 탈피하여 선택과 집중 기조를 

살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도권 지역과 기타 

지역의 비전을 달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안드리고자 함. 차별화된 비전으로 수도권

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그룹”을 양성하고, 지방은 “지역산업 혁신형 연구중심 그

룹”을 양성할 것을 부탁드림. 차별화된 수월성의 핵심목표로, 수도권은 미래를 선도

하기 위한 고급 혁신인재 양성, 지방은 지역산업 맞춤형 혁신인재 양성을 지향해 주

실 것을 제안드림. 사업 내용도 수도권은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유형과 국가 혁신성

장 선도유형으로 나누고, 지방은 지역 혁신성장 선도유형과 미래인재 양성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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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러한 서로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쟁방식

에 있어서 현재 수준의 칸막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BK21 사업 후속사업 국회토론회 전남대학교 송진규 교수 토론문 中
(송진규, 2019.5.15.)

3) 국회 교육위원회 

앞서 3단계 BK21 사업 추진 당시에는 교육위원회가 ‘대학원 혁신지원비’

의 개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4단계 

BK21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위원들은 ‘대학원 혁신

지원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하며, 오히려 이에 대한 사업비 증

액이 필요함을 피력하여 교육부의 설계에 보탬이 되었다. 특히 2020년도 교

육부 예산을 논하는 담론 과정에서 이를 지지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이

는 ‘세계수준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장학금 지급’과 

더불어 ‘대학원 본부의 제도 혁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

었다.96) 이를 기반에 두고 보았을 때 교육위원회는 4단계 BK21 사업의 정

책 과정에서 ‘세계수준대학’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는 한편, 그것이 ‘질적

으로 우수한 인력양성 및 연구 성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함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해영 위원: BK21 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문후속세대가 학업이나 연구에 전

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석박사급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

문후속세대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

각됩니다. 그동안 대학원 등록금 상승이라든지 최저생계비 인상률 등이 반영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임재훈 위원: 논문 쪼개기 같은 게 많았잖아요. 숫자로 하다 보니까 실적 위주 그렇

게 했는데 논문도 이제는 양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질적인 수준 향상도 필

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마는 등록금 인상과 물가 상승

률을 감안해서 현실성을 고려하는 그런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교육

96) 대표적으로 2020년 정부 예산 검토 과정에서 교육위원회의 김혜영, 박찬대, 신경민, 임
재훈, 조승래 위원 등이 4단계 BK21 사업의 예산 증액 필요성을 제기하였다(국회사무
처, 201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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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일부수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향적으로 해서 전액 다 수용해 주시면 

안 돼요? 

제20대 국회 제371회 제2차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中
(국회사무국, 2019.11.13.)

다만 이 대학원 혁신지원비를 어떠한 부분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계수준대학’에 부합한 용도로 쓰여야 한다는 데에 합의가 요구되었다. 특

히 ‘행정전담인력’이 세계수준대학 육성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

인지에 대한 내용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이들은 ‘세계수준대

학’에서 학생들이 ‘연구 외의 행정 업무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 4단계 사업에서 강화된 TA/RA 제도와 

행정전담인력 간의 역할이 불분명하게 정의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TA/RA

에게 행정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점에 문제제기를 하였던 것이다.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행정인력이라는 게 뭐예요? 영수증, 연구비 쓴 증빙서류 만

들고 오만 가지 정부 평가에 서류 만들어 주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거

기에서 3년 일한들 4년 일한들 무슨 숙련공이 되겠어요? ...

박백범 교육부 차관: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일이고요.

김현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단순한 일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데 전문적으로 통계를 돌리고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RA

ㆍTA 많이 뽑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주세요. 그러나 

행정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전담인력을 뽑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해 주

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인 답이 아니에요.

(중략) 

박찬대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독일의 자연과학 쪽에 유학하는 후배 

집에 간 적이 있어요. ...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을 하다가 독일 뮌헨대학에 

국비유학을 갔는데 자기는 정말 효율적으로 실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실험을 위한 모든 자료를 그다음에 장비를 자기가 준비하지 않아도 된

다, 자기가 실험 계획을 올리면 그 행정 파트에서 그것을 싹 준비해 놓는다

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실험만 딱 하고 실험 결과치만 딱 정리해서 나오

면 그것을 또 싹 다 치워 준대요. 한국에서는 자기가 그 역할을 만약에 한

다라고 하면 한국에서 하는 것의 시험 양의 10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행정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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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처리나 해 주고 실험과 관련 없는 사람들로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인재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

서 그 주변의 모든 업무를 도와주는 분들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요?

박백범 교육부 차관: 맞습니다. 

박찬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딱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RAㆍTA 플

러스 행정전담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단순하게 페이퍼 워크나 서류처리만 하

는 분들이 아니라 실험의 전반적인 서포트를 같이 해 주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고요. 

지금 벌써 이십몇 년 전의 일인데 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우리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다가, 결국 BK21 플러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미래세대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인재가 

그대로 양성이 됩니까? 보다 질 높은 효율적인 시간을 잘 관리해서 실험하

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아무튼 이 이후에 이것과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20대 국회 제371회 제2차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中
(국회사무국, 2019.11.13.)

아울러 3단계 BK21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허위 해외 학술대회 

실적 보고, 인건비 유용 비위 등의 문제로 평가 체계에 대한 재고 필요성이 

제기되며, 사업평가관리비에 대한 증액도 요청되는 분위기였다. 2018년 8월

경 언론을 통해 ‘해외 가짜 학회 활동’과 같은 비윤리적인 연구활동과 국가 

연구개발사업비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뉴스타파, 

2018.8.2., 중앙일보, 2018.9.12.) 교육위원회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되었

다. 특히 교육위원회에서는 단순히 개인의 연구윤리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

라 정책의 ‘성과관리 및 실적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가 아닌지 근본적인 검

토가 필요하다고 여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기저에는 국가 내 대학 

간 실적 경쟁이 이루어지는 이 사업의 내용상 이러한 불합리한 사업비 집행

은 국가 예산의 낭비와 성실한 연구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아이디

어에 기반한 경우가 많았다. 요컨대 앞서 교육부의 사업 설계 과정에서 세

계수준대학육성정책의 후속사업 설계를 앞두고 있던 시기에 이 사업이 논란

이 되었으나 이것이 세계수준대학의 이념에 부적합하다는 접근보다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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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이 사업이 가진 평가체계의 문제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가짜 학회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가짜 학회 문제

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교육

부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BK21 플러스 사업에서 그 사업의 지원을 받는 34개 대

학에서 81개 사업단이 와셋이나 오믹스 같은 가짜 학회에 참여한 것으로 돼 있습니

다. 상당히 많은 비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서 개인의 연구윤리도 있겠지

만 실제로 BK21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관리나 실적관리하는 데 있어서 혹

시 문제는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부나 과기부의 접근은 개인의 연구윤리 차원으로 접근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을 보다 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0대 국회 제364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中 조승래 위원 발언

(국회사무처, 2018.10.11.)

한편으로 이 사업이 세계수준대학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과 별개로 지방

대학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논리

는 어김없이 강조되었다.97) 

4) 기재부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단계 BK21 사업의 사업비 결정에 대한 논쟁은 다른 단계에 비해 강하

지 않았다. 예결특위의 분위기도 교육위원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학원

생에게 적정 인건비를 보장해주고, 여러 연구윤리 및 연구비 운용에 대한 

비위가 논란이 되며 평가체계 및 성과관리에 대한 비용 또한 증액의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98) 

기재부는 2018년 재정사업심층평가 대상 사업을 여섯 가지 선정하였는

데, 그 중 하나가 3단계 BK21 사업이었다. 2011년도 3단계 BK21 사업을 

97) 제20대 국회 371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국회사무처, 2019.10.2.) 중 김해영 위원 발언, 
홍봉희 교수(2018.11.27.) 등 참고 가능하다. 

98) 2019년 11월 8일 예결특위 회의의 서면 질의 내용 중 김수민, 송갑석 위원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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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두고 2단계 BK21 사업과 WCU 사업이 함께 심층평가를 받은 바 있는데, 

이때의 기조보다는 훨씬 완화된 기조로 3단계 BK21 후속사업에 대하여 검

토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뒀다. 아울러 그 내용 또한 3단계 사업이 ‘예산

배정 기준 상위 10개 대학에 전체예산의 약 2/3가 배정된 것’, ‘이공계와 

비이공계 비율인 85:15’ 등이 사업목적, 선택과 집중 원리 등에 타당한 지

원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김진영ㆍ이항용ㆍ류덕현ㆍ김영철ㆍ우수한, 

2019). 기재부는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에서도 BK21 플러스 

사업에 ‘우수’ 등급을 부여한 바, 4단계 BK21 사업의 증액이나 예비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눈에 띄는 정책 과정이 없었다. 오히려 교육위원회의 

일부 위원을 중심으로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기

재부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재고 및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며 상당한 언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국회사무처, 2019.11.15.). 

나. 담론의 과정과 정책 반영

4단계 BK21 사업의 계획안이 발표된 이후 대체로 다른 단계에 비해서 

세계수준대학을 둘러싼 논쟁거리는 많지 않았다. 먼저 국회 교육위원회, 예

결특위, 기재부 등 예산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참여자들과의 논

쟁이 많지 않았던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이들이 전반적인 측면에서 세계수

준대학을 육성하고자 하는 이 사업의 방향성에 동의하고, 특히 ‘신사업의 

발굴’과 ‘공익을 위한 성과도출’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

는 만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내용 

중 ‘대학원 혁신사업비’는 세계수준대학 육성을 위해서는 소집단 중심의 연

구팀 지원과 함께 대학 체질의 변화를 통해 수준 높은 대학을 만들 수 있

어야 한다는 점에 정책 행위자들의 공감이 있었다. 특히 예산 규모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교육위원회, 기재부 예결특위 등이 일부는 이 영역에 대한 

증액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며 공감하였다. 이러한 아이디어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2020년도 예산 편성에서 BK21 사업의 ‘대학원 혁신사업비’

는 약 520억 순증하였으며, 교육부는 선택적 지원을 강행하는 데에 지원이 

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19). 이는 ‘선택과 집중’의 여부를 놓고 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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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예산 편성을 놓고 줄다리기가 있던 것과 달랐던 바, 교육부가 첫 공

고안에서 대학사회, 교육위원회 등에서 예견되는 반발을 무릎 쓰고 ‘모든 

사업단의 전국 단위에서 선정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였던 데에 

대한 효과로 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오히려 교육위원회에서는 기재부의 

재정사업심층평가(김진영 외, 2019)에 나타난 ‘선택과 집중’에 대한 제언을 

재고해야 한다며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김해영 위원: 기재부의 BK21 3단계 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보게 되면 ‘현재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인위적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표

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과에 기초한 재원 배분을 통해서 3단계 사업에서 

확대된 지방대 지원의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의견을 내고 있는데

요. 기재부의 이러한 의견은 매우 근시안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재

부나 정책 연구용역 결과의 논리로 BK21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은 모두 수도권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게 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지역 

대학의 쇠퇴를 유발하고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발전을 이끄는 선순환구조는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때문에 교육정책은 당장의 효율성만을 따

질 것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의 관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출산

율 급감과 지역의 소멸이 우려되는 현실에서 지역의 대학 육성을 위해서 

BK21 사업의 지역 대학 재정지원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20대 국회 제364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中 
(국회사무처, 2018.10.11.)

하지만 이는 곧 대학사회와 일부 교육위원회 내 의견에 의하여 무마되었

다. 그 결과 다시 전국 단위, 지방 단위 대학 선정의 쿼터제가 부활하게 되

었다. 이때 대학사회에서는 기존 1~3단계에서 ‘세계수준대학 육성’을 지향

하는 이 사업의 목적을 큰 틀에서 공감하며, 지역산업 계발 혹은 글로컬라

이제이션 등으로 엮으려고 하였던 것과 사뭇 다른 논리를 보였다. 4단계에

서 대학 관계자들은 이 사업의 목표인 ‘세계수준대학 육성’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였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지금의 ‘미래선도를 

위한 고급 인재육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유형과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목표로 하는 사업유형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을 1

단계 BK21 사업과 같이 두 가지의 개별 트랙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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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피력하며, 보다 인지적 타당성을 근거로 교육부를 설득하고자 하였

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교육부의 최종 공고에서 일부만 수용되었다. 결

국 기존과 같이 사업단 선정 시 쿼터제가 부활하였으나, ‘세계수준대학 육

성’을 목표로 하는 아이디어는 관철시켰다. 오히려 사업의 비전, 목표, 방향

성 등을 살펴보았을 때 이전 단계에는 포함되었던 ‘지방 대학원’ 혹은 ‘지역

혁신’ 등의 키워드가 제외된 것을 보아 이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

지는 않았던 것으로 비추어진다. 

또 다른 쟁점 중 하나는 외국인 유학생의 참여와 관련이 있었다. 교육부

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질 관리와 국내 학생의 수혜 규모 확대 차원에서 

사업단 내 외국인 유학생의 참여율을 40%로 제한하는 제시하였던 것으로 

해석되나, 지방대학의 교수들은 이 규정에 격하게 반대하였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지방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의존도’가 수도권 보다 높은 것을 감안

하였을 때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과 단위의 사업단은 참여 기회에 

제한이 따른다는 것이다(한국대학신문, 2018.11.27.). 이에 대해 공청회 및 

토론회에서 대학의 대표 관계자들은 이 사업이 주지하는 세계수준대학의 이

념에 부합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폐지를 요청하였다. 즉 이들의 논지의 핵심

은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이 외국인 유학생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인도적

으로 보았을 때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며(규범적 아이디어), 효

율성의 측면에서는 이들이 ‘국제공동연구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큼

(인지적 아이디어)을 근거로 교육부를 설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

는 대학사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최종 시행 계획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참

여에 대한 제한을 없앴다.

“외국인 학생의 참여비율 제한은 의학과, 전자공학과 등 특정학과에서 외국인 학생

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무엇보다 시대가치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적용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BK21 후속사업 국회토론회 전남대학교 송진규 교수 토론문 中
(송진규, 201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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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대학원생 참여 제한을 두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역차별임. 이들은 국내에서 

연구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학 후 국제공동연구 활성화에 큰 힘이 되

고 있음. 국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수와 학생의 연구능력과 의지가 선정기준이 되

어야 함”

BK21 후속사업 국회토론회 충남대학교 오근엽 교수 토론문 中
(오근엽, 2019.5.15.)

4단계 BK21 사업이 구상되었던 시기에는 ‘논문 실적에 대한 질적 평가’

의 필요성 제기에 교육부가 과감하게 ‘대표업적물 3편에 대한 정성평가가 

70%’ 포함되도록 제시한 것은 그간 보정 IF지수 등 ‘정성적 정량평가’를 수

행해오던 것에 비해 이례적이라고 평가되었다. 이에 대해서 정책 행위자들 

간에 전반적인 공감대는 형성이 되었으나, 이를 어떤 기준으로 객관적인 평

가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조심스러운 입장

을 다수 보였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성과의 ‘질적인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4단계 사업에서는 ‘공익 기여’에도 의미를 부여한 만큼 이를 ‘공정하게 평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탐구가 쟁점이 될 전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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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연구진)의 틀 짓기

[진단적 요소: 문제제기]
참여 대학 수 대비 QS순위 200위권 대학 수 7개에 불과

사업성과가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체감 불가
외국인 유학생의 질적 우수성 미흡

정성적 정량평가에 의한 비윤리적 연구활동 및 연구비 운용 비리

[처방적 요소: 정책반영]
전국단위로 소수 사업단 선정

외국인 유학생 참여 제한  /  대학원생 연구윤리 및 권익보장 강화
연구와 사회문제 해결 간의 관련성 평가

대학본부의 계획 보고서를 사업단 평가에 반영, 대학원 혁신지원비

ê

교육부 지방대학 외국인유학생
많은 대학

국회 
교육위원회

기재부, 
예결특위, 

예산정책처

WCU
아이
디어

국가문제해결 
및 미래산업 
발굴, 독자적 

연구중심
대학원 체제,

연구지원
행정체계

대학원 교육의 
질 향상, 특정  

학문분야에서의 
비교우위 자랑

외국인 연구자와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다문화 수용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인력 교육 

및 장학금,
연구에 전념할 
환경 조성 및 
행정적 지원

대학단위의 
강력한 세계 

경쟁력 

WCU
정책
아이
디어

공통교육과정
운영의 학문간 

융합,
소수우수대학

대학원 
체질개선지원

WCU 육성은 
선택과 집중하되
지역대학지원사업

별도 운영

외국인 유학생 
참여에 대한 
차별 폐지

대학원 
체질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연구와 교육의 
질적 우수성 
평가에 투자

질적 성과 
근거 도출

담론
전략

인지적 
타당성으로 

아이디어 주입, 
긍정적 

네트워크 형성

규범적‧인지적 
아이디어를 통한 

설득 시도

규범적 
아이디어를 통해 
교육부에 수치심 

주기

교육부의 
아이디어 수용 

및 긍정적 
네트워크 형성

성과도출에 대한 
아이디어 주입

ê

정책 반영 및 변형

§ 지역/전국 단위 쿼터제 부활 (지방대학의 규범적 아이디어를 통한 교육부에 수치심 
주기로 일부 수용, 이분화 하지는 않음)

§ 대학원 혁신지원비 예산 순증 (교육부의 인지적 타당성을 근거로 아이디어 주입, 교육
위원회, 기재부, 예산정책처 등과 긍정적 네트워크 형성)

§ 외국인 유학생 참여 제한 규정 삭제 (일부 대학의 규범적 아이디어를 통해 교육부에 
수치심 주기)

§ 질적 성과의 근거 도출 및 평가체계 강화 (국회 예산정책처 등의 성과도출에 대한 아
이디어 주입의 영향)

* 이 그림은 4단계 BK21 사업의 담론 과정에 나타난 세계수준대학에 관한 주요한 정책 
특징과 변화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절대적 중요성을 대
표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그림 Ⅳ-9] 4단계 BK21 사업의 주요 세계수준대학 담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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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종합 논의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계수준대학육성

정책인 BK21 사업을 둘러싼 세계수준대학에 대한 핵심적인 아이디어 및 정

책의 변화, 그리고 주요 정책 행위자들의 담론 과정과 그 변화 양상은 다음

과 같다. 

제 1 절   세계수준대학 아이디어와 권력의 관계

정부와 교육부는 BK21 사업의 정책 형태를 결정하는 주요한 행위 주체였으

며, 이들은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조정적 담론의 과정 없이 사업의 추진안을 

발표하였다. 단계별로 그 추진안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큰 틀에서 몇몇 

세계수준대학의 육성만으로도 그들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수준을 대표하는 

대학이 될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소통적 담론을 

통해 여러 변화를 겪기도 하였다.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치는 행위자는 약자의 위치에 있는 대학이다. 이들

은 여러 가지 규범적 가치와 인지적 합리화를 통해 이 사업이 소수 일류대

학에 집중 지원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시한다. 이에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세계수준대학에 대한 아이디어가 다르지는 않

다는 점이다. 즉 대학의 세계적 경쟁력이 중요한 지표라고 인정하고 이를 

목표로 삼기도 하며,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세계적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

다는 데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들에게 BK21 사업은 대학원생 

수급과 생존의 문제였다. 이로써 이들은 지역균형발전, 대학 간 격차 완화 

등 우리나라의 제도적 맥락에서 교육부가 무시할 시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세워 정책 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였다. 예컨대 

1단계 사업에서 실패한 이후에도 3단계의 글로벌인재양성형, 4단계 사업에

서도 지역 쿼터제를 없애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지방대학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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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의 가치 실현에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교육부의 정책 수정을 이끌어냈

다. 이에 따라 이 대학들은 이 사업이 몇몇 대학을 세계대학순위 상위권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잠재력 있는 대학들이 세계적 대학으

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요

컨대 우리나라의 세계수준대학 아이디어는 세계적 경쟁력, 순위가 강조되었

던 추세가 강했기 때문에 지방대학에서는 그들의 대학과 ‘세계수준’을 연결

할 수 있는 키워드가 매우 약했다. 이론적으로는 세계수준대학의 육성에 있

어서 글로컬라이제이션, 즉 ‘지역과 세계의 연결’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순

위 경쟁을 하던 국내의 맥락에서 지방대학의 입장에서 이것은 내세울 만한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 때문에 세계수준대학육성

정책을 논하는 과정에서도 규범적 가치를 통해 교육부의 정책 방향성이 비

합리적이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4단계 사업에 이르러서는 아예 사업이 

세계수준대학 육성과 지역우수대학 육성으로 이원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한다. 

또한, BK21 사업이 목표로 하는 세계수준대학은 대부분의 정책 행위자

들에게 ‘세계대학순위’로 집약되었는데, 이는 교육부가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는 이념으로 정책 행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대표

적인 국제 사회의 평가였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BK21 사업을 추진하며 가

장 쉽게 제시할 수 있는 목표는 세계 SCI급 논문 실적 순위, QS, THE 등 

세계대학순위와 같이 수치화된 지표였다. 이는 BK21 사업의 담론 과정에서 

교육부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의 저평가 받는다’는 문제제기로 

이 사업에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었다. 

그 연장선에서 교육부는 정책의 담론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견지하는 데에 특히 대학사회와 많은 갈등을 겪는데, 예산에 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육위원회, 기재부 등이 국제 지표에서 수치화된 성과를 

독촉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부에게 소수 우수 대학과 학문분야에 집중투자를 

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해주었다. 즉 표면상으로는 견제의 관계에 있는 듯

하나, 교육부는 정책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의 대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권력

자들과 긍정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소수 대학들의 대안적 아이디어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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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배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순위 기반, 지표 중심의 성과 평가가 증거로 남아야 했다는 점은 

모두가 ‘세계수준대학 육성을 위해 질적 성과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고 한 목소리를 냈음에도 바뀌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이다. 이러한 비판에 

보정IF지수의 개발 등 질적 평가를 가미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는 결국 정성

적 정량 평가에 불과하여 큰 변화를 가져다주지 못하고 순위와 경쟁에 대학

이 천착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이에 사실상 불씨를 키운 것이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상위평가, 특정평가였다. 이 평가를 통해 부여받은 ‘등급’은 담

론의 과정에서 세계대학순위만큼이나 이 사업의 성과를 대표하는 지표로 등

장하며,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 2 절   세계수준대학 아이디어와 정책의 단계별 변화

1~2단계 사업에서 세계수준대학의 이면에는 ‘국내 대학 간의 경쟁’을 유

도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강했다면, 3~4단계에서는 선정된 사업단의 ‘대학 

전체’가 세계수준의 연구, 교육, 인력, 거버넌스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였

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항상 모든 정책 행위자의 공감을 샀던 것은 아니

다. 

먼저 1~2단계 사업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이 사업이 ‘세계수준대학의 인

력양성’을 목표로 하며, 개인 연구자에게 연구자로서의 안정적인 삶의 수준

과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듯하나, 당시 연구인력의 지

원금은 ‘장학금’보다 ‘대학의 제도개선’ 혹은 ‘사업단의 실적’에 대한 ‘성과

급’의 성격이 더 강했다. 이 사업의 지원 단위는 ‘사업단’과 그 학생들이었

고, 표면적으로는 ‘대학의 순위’를 높이겠다고 하고 있었다. 즉 이는 사업의 

목표 단위와 사업의 지원 단위가 이질적이었음을 보여준다. 그 원인은 이 

사업이 여러 정책 행위자의 이견을 수용하며 지원 대상 대학의 범위가 넓어

져, 사업에 지원하는 대학의 아레나가 ‘국제 시장’이 아닌 ‘국내 시장’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국내 대학들의 간의 경쟁과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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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하는 방향으로 대학의 제도개혁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증대되었다. 구체

적으로 1단계에서는 학부의 축소와 대학원 체제 구축, 2단계의 전문서비스

인력양성사업, 산학협력, 대학과 산업체에 대응투자 등이 그러하다. 당시 대

학사회가 이와 같은 내용들이 ‘세계수준대학 육성’이라는 정책의 목표와 무

관하다고 주장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면에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안적 아이디어를 모두 배제하고 이를 강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업의 담

론 과정에서 ‘순위’는 실질적인 목표보다는 예산 확보를 위한 수사적 표현

으로 쓰인 경향이 강해졌으며, 실질적으로는 대학의 경쟁과 제도개혁에 초

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대학의 순위에 실질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3단계 사업

이 진행될 때쯤부터이다.99) 지금까지 이 사업이 운영되며 대학 단위의 지원

은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업단 단

위의 지원은 경로의존성을 갖고 변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업이 3단계에 

이를 때 쯤 세계 대학 간 순위 경쟁이 치열해지며, 이 사업을 추진한 연구

진과 이명박 정부에서는 상위권 대학 만들기가 시급하였다. 이에 지금까지

의 사업 운영과 달리 대학 전체의 변화를 유도할 ‘대학 제도개선비’를 지원

할 필요를 제기하였으나, 이 아이디어는 ‘사업단’ 단위의 지원 성격에 부적

합하다는 예결특위 등의 의견이 강력히 반영되어 정책에 매우 미흡한 수준

으로 반영되었다. 이러한 아이디어에는 이 사업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세

계적 평판을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기는 하나, 이를 높

여 주는 것은 ‘한 명의 우수한 개인 연구자와 그 연구팀’이라는 생각이 기

저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3단계 사업의 추진 때는 ‘대학 전체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려되었다. 하지만 4단계 사업에

서는 지금까지의 사업 형태와 달리 ‘개인연구자’ 차원에 관심을 갖게 되며, 

이들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문제를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학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 

99)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 사업의 성격은 대학원 구조개혁의 성격을 띠게 되어 세
계수준대학에 대한 방향성에 혼란이 있기는 하나, 기존의 WCU 사업과 BK21 사업의 
아이디어를 계승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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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4단계 사업에서는 세계적 대학의 명성에 맞는 대학을 만드는 것에 초

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대학원의 체질개선’에 ‘대학 본부의 책무’

를 강조하며 정책 행위자 간에는 대학원 혁신지원비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제 3 절   세계수준대학 개념의 해석과 정책 담론 

우리나라의 BK21 사업의 담론 과정에 등장한 세계수준대학 아이디어를 

이 연구에서 주목한 이론적 개념의 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눈여겨 볼 특징

은 다음과 같다. 연구 결과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수준대학이라는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고, 우리나라도 이를 받아들이며 정부 차원

에서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겠다는 포부로 정책을 시행하였다. 처음에는 모

호했던 개념이었으나 국제기구, 랭킹, 학계 등을 중심으로 그 특징이 여러 

관점에서 해석되며 우리나라도 이를 감안한 정책 변화를 시도하기도 하였

다. 대표적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는 Salmi(2009)의 세계수

준대학 구성요소 모형, Baker(2014)의 슈퍼 연구중심대학 등이 있다. 물론 

세계대학 순위도 빠질 수 없다. 

1. 연구인력 확보의 범위

첫 번째로 연구인력에 대한 해석이다. 먼저 학술적 관점에서 교육부는  

‘세계수준대학’의 우수 연구 인력들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아 연구와 

학습에 몰두할 수 있도록 대학이 여건을 형성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여겼

다. 이러한 관점은 명성을 지닌 여러 세계수준의 대학을 벤치마킹한 대표적

인 사례였다. 1단계 사업에서부터 이는 강조되어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

게 되었는데, 특히나 ‘개인연구자’ 차원의 세계수준화에 관심을 가졌던 2단

계와 3단계에서 관련한 담론이 강하게 나타났다. 

물론 경로의존성을 가지고 연구인력 지원비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이 사

업의 주축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대학’ 차원의 세계수준화를 강조하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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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교육부에서 연구인력 지원을 낮추지 않았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세계수준대학의 육성으로 대학의 경쟁력이 강력해지면 국력, 특히나 경

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것에 대체로 정책 행위자들은 이견이 없었다. 

이 때문에 국가 차원의 경제적 성과가 보장이 된다면 세계수준대학을 만들

어 줄 우수 연구자에게 국가가 안정적인 연구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도 이견이 없었다. 이에 따라 우수 인력양성은 교육부는 가시적 

성과를 요구하는 정책 행위자들에게 국가 차원의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며 

이 사업의 운영과 예산 증액의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던 이유이다. 이로써 

교육부는 자연스럽게 우수인력 지원금의 증액 비율에 따라 외의 다른 예산 

항목에 증액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때로 이러한 계산은 다른 정책 행위자의 

사업비의 적정 규모 산출에 대한 이의제기로 이어지기도 한다(국회예산정책

처, 2019). 둘째로 인력양성은 타 부처 R&D 사업과의 차별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이 사업의 키워드였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세계 인력 시장으로 이해를 확장했을 때 이 사

업에서 우리나라는 ‘우수 인력의 확보’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처음

에는 두뇌유출의 개념에서 시작되었다. 즉 해외 유학을 선택하는 우수 인력

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수준대학의 육성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그 때문에 

BK21 사업의 수혜를 받은 국내 박사 출신이 세계적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

는 것과 같은 성과는 이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정책 행위자들을 설득할 때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해외의 우수 재외동포 및 해외 

거주 한국인 연구자를 국내로 들이기도 하였다. 물론 국내에 거주할 해외 

교수를 찾는 것의 어려움 때문이었던 탓도 있으나, 학술적 관점에서 외국인 

연구인력의 확보가 국제적 차원의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우리나라 연구의 인지도와 지위를 향상시킬 수도 있다는 측

면에서 본다면 담론의 수준은 매우 피상적인 수준에서 ‘두뇌 확보’에 머물

렀던 경향이 있었다. 예컨대 4단계 사업이 추진될 때 국내 학생에 대한 수

혜를 늘리고, 외국인 유학생의 질 관리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참여 비율을 

40%로 제한하려고 하였던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수준대학 육성의 목적을 국

가 차원에서의 세계 시장에 경제적, 학술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에 고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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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정치적이고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다문화를 당연시 여기고, 학술적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의식은 부족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최근 3단계와 4단계의 사업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외국인 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 인가

에 초점을 둔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국내 인력에 대해서도 연구 성과

를 도출하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외국인 유학생 및 교원의 한국 생활 

등 연구와 학습에 방해되는 요인을 해결해줄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한 모

색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대학사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세계수준대학의 활동의 장이 국제 사회로 확장하고 다양한 문화가 상

생할 수 있는 대학 여건과 분위기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이 발

견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담론의 수준은 미흡한 편으로 앞으로의 성과를 

지켜 볼 필요도 있다. 

2. 재정 확보와 활용의 범위

Altbach & Salmi(2011), Baker(2014) 등은 세계수준대학을 운영하는 데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 고로 재원 확보책

을 다수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물론 그 중 하나는 정부이기는 

하나,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세계수준대학은 정부로부터 재정 자립이 가능

한 수준의 여러 자금 마련책이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연

구비 등이 대표적이며, 산업체의 투자, 기술이전과 특허, 우수한 졸업생들의 

발전기금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여겨진다(Mohrman et al., 2008; 

Salmi, 2009). BK21 사업의 담론에서 세계수준대학이 어떻게 국가의 재정 

외의 확보책을 구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하지는 않았

다. 이는 앞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업이 우수 연구인력을 위한 ‘장학

금’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구상할 때는 수혜 사업단이 재정자립도를 확

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나 평가 지표를 두었으며, 대학사회의 형평성 등

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수정해 나아갔다. 1단계와 2단계 사업에서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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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자금’이 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롭게도 산학협력을 맺은 산업

체로부터 대응 투자를 확보할 것을 대학에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는 대학으

로서는 굉장한 부담이자 큰 장벽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응투자의 조건은 

우수한 연구인력이 있어도 이를 마련하기 어려운 지방대학과 국ㆍ공립대학

에게는 큰 부담으로 여겨졌으며, 일각에서는 대학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해

치는 조건이라며 세계수준대학의 특징 중 ‘대학의 운영의 자율성’과 ‘재정 

확보’가 충돌하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특히 산학협력과 대응자금을 

엮은 것은 대학을 산학협력의 관계에서 완벽한 ‘을’로 만드는 상황을 야기

하기도 하였는데, 새로운 지식 창출을 하고 산업체와의 시너지가 이루어지

기를 바랐던 바람과 달리 매우 기계적인 산학협력에 머무르게 된 원인이 되

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자금에 대한 조건은 위 두 가지 이유를 근

거로 2단계 중반에 폐지되고, 그 이후로 재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대학의 

재정확보 능력을 대학의 R&D 성과와 엮어 기술이전비 등으로 평가하였다

고 볼 수 있다.  

3.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의 범위

마지막으로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대학 사회에서는 대

학의 운영과 학문의 자율성을 매우 중요한 세계수준대학의 가치로 여겼다. 

이는 교육부, 예산당국도 마찬가지로 인지하였으나, 또 하나의 중요한 세계

수준대학의 조건 중 하나인 ‘풍부한 재정 확보’의 지원처가 정부 예산이었

던 만큼 정부는 BK21 사업에 대한 대학의 ‘책무’를 보일 것을 더욱 강조하

였다. 세계수준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으로서는 정부의 여러 제도적 제약과 

규율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대학 사회의 인지적 아이디어의 주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계적 대학의 연구 성과에 미치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이러

한 재정 자립과 자율성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이는 하나의 규범적 가치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그 결과 이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부의 차원에서도 이 

사업의 사업비 운용에 대해 많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단계 중간에 대학에 대응자금에 대한 책무를 지워 

대학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더욱 보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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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책무’에 대한 해석의 차이이다. 이론적으로 살펴보자면 세

계수준대학의 책무는 지역-국가-세계의 장(場)을 아울러야 한다

(Marginson, 2018). 하지만 우리나라의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 담론에서는 

대학의 문제의식을 세계의 장까지 확장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나라와 같이 영미권 국가가 아니고, 성장 중인 

유교 문화를 가진 아시아 국가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세계수준대학육

성정책의 특성이기도 하다. Marginson(2012b)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국가

적 차원에서 고등교육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대학 간 경쟁과 평가를 통해 소수 대학의 지배층을 형성하게 된다. 그 때문

에 우리나라의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에서 세계수준대학에 부여된 책무는 기

관 차원에서는 타 대학으로부터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보하는 것, 국가 차원

에서는 국제 시장에서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성과를 대표하는 대학이 되는 

것이었다.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 시작된 4단계 BK21 사업의 담론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세계수준대학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4단계 사업에

서는 국가와 사회의 문제 해결과 직결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

는 연구문제를 탐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실행되었다. 그 범위를 명확하

게 구분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BK21 사업의 정책 과정에서의 담론은 국가

의 단위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학이 사회문제 해결의 범위를 세계 차원의 고민으로까지 연계하여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 사업이 모델로 삼고자 하는 

Baker(2014)의 슈퍼 연구중심대학에서도 언급된 바 있으나, 이러한 기조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연구중심대학들이 대학 단위의 행위자로서 세계 단위의 

문제를 포용하지 못할 어려움은 여전히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더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 차원의 세계수준대

학육성정책이 추진되는 국가에서는 평가와 경쟁이 불가피하다. 오늘날 세계

수준대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등장하며 가장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이 이러한 평가에 대한 부분이다. 지금까지의 교육부는 수사

적인 표현으로서나 실제 성과 지표로서나 ‘세계적 평판과 순위’로 여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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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행위자들을 설득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주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세계수준대학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방향성이 질적인 지표에 있는바,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합당한 지표를 마련하지 못하면 4단계를 추진하였을 때는 

상당히 순탄하였던 기재부, 교육위원회와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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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BK21 사업에 반영된 주요 정책 행위자들(정부, 교육

부, 대학사회, 국회 교육위원회, 기재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세계수준

대학에 대한 아이디어 변화를 탐구함으로써 최근 세계적 동향과 어떠한 간

극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아이디어와 담론

의 수준에서 정책 행위자들 간의 권력과 담론 과정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담론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정책 담론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BK21 사업 4단계까지 각 단계

별 사업의 설계 시점에 전반적으로 어떠한 단계별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봄

으로써 전반적인 사업의 체계, 예산구조, 평가지표의 주요 사항을 분석하였

다. 둘째, 각 단계별 정책 형성 과정에서 정부 및 교육부, 대학, 국회 교육

위원회, 기획재정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 각각 어떠한 담론 양상을 보

였는지를 담론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정책 행위자의 아이디어와 담론을 중심

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각 주체가 아이디어를 세계수준대학

육성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담론 전략을 통해 조정을 이루어냈는지를 

아이디어와 권력의 관계(Carstensen & Schmidt, 2016)에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BK21 사업 정책 변형에 영향을 미친 아이디어와 담론을 담론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조망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단계별로 정부의 

틀 짓기(framing)와 주요 행위자 간 담론과정에 나타나는 주체별 아이디어, 

그리고 정책 반영을 위한 각 주체의 담론 전략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과정추적법을 활용하여 담론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내용은 1~4단계 

BK21 사업의 정책 형성 및 수정이 이루어진 네 시기이며, 분석 자료는 

BK21 사업과 관련된 보도자료, 연구 보고서, 공청회 자료, 국회 회의록 등

이 있다. 

분석에 앞서 이론적 탐구를 통해 오늘날 세계수준대학에 대한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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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서 글로벌 공공재로서 대학의 역할 실현에 있음

을 보였다. 이에 따르면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 또한 세계화의 주체를 무엇

으로 보고, 어떠한 목표로 어느 활동의 장(場)에서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주요 정

책 행위자의 세계수준대학 아이디어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각 연

구문제를 통해 단계별 사업의 사업체계, 예산, 평가 지표 변화를 보고, 이를 

둘러싼 정책 행위자들의 세계수준대학에 대한 담론과 아이디어, 그리고 이

들의 담론 전략을 통해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

음의 주요 쟁점 사항들을 도출하였다. 

첫째, 주요 정책 행위자의 세계수준대학 아이디어와 정책의 담론 과정을 분

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정부와 교육부는 큰 틀에서 몇몇 개의 세계수준대학을 

만들어내는 것만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세계적 평판이 좋아질 것이라는 아

이디어를 갖고 정책을 구상하였다. 하지만 이는 소통적 담론의 과정에서 여러 

정책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엮이며 변했다. 정책 변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

치는 것은 정책 수혜의 약자인 대학들의 인지적 타당화 규범적 가치를 내세운 

설득의 전략을 통해서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정부의 아이디어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 대학 간 격차 완화, 공정성 등 우리나라의 사회적 맥락

에서 교육부가 모른 채할 수 없는 대안적 아이디어를 통해 교육부의 정책 변화

를 이끌어냈다. 이론적으로는 강조되고 있는 글로컬라이제션, 즉 지역과 세계의 

연결은 순위 경쟁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우리나라의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의 담

론에서는 크게 힘을 얻지 못하였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예산 규모에 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교육위원

회, 기재부, 국회 예결특위, 예산정책처 등과의 줄다리기는 세계수준대학육성정

책이 세계대학순위의 상위권 대학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중심으

로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수준이 낮다’는 국제 지표를 내

세워 세계수준대학 육성을 위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도 하나, 이는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는 질

적 성과 지표로의 변화 필요성에 모두 동의하여도 쉽게 변화할 수 없던 이유였

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국가연구개발평가 등이 성과의 근거로서 대표성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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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며 (정성적) 정량 평가에 머무는 데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

만 이들이 견제적 관계에 있던 것만은 아니다. 교육부도 결과적으로는 세계수준

대학 육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견지하고 싶었던바, 이들과 긍정적 네

트워크 형성을 통해 소수 대학들의 대안적 아이디어를 더욱 강하게 배제할 수

도 있었다. 

둘째, 정책 행위자의 세계수준대학 아이디어에 따라 정책이 어떠한 단계별 

변화를 겪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연구 결과 사업 초기에는 ‘세계수

준대학’이라는 표현이 세계 시장에서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기 보다는 예산 확

보와 선택적 대학 지원을 통해 국내 대학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였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교육부는 이면에 있는 

대학 제도개혁과 국가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학사회

의 대안적 아이디어를 배제하고 일부 세계수준대학과 무관하다고 판단된 내용

을 정책에 강제하였다. 하지만 3단계에서부터는 교육부가 세계수준대학의 랭킹

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 전체’ 차원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하기 시작하였는데, 3단계 사업의 추진과정에서는 교육위원회, 예결특위 등의 

강력한 반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가 4단계에서 교육부가 그 필요성을 설득하며 

이들과 호의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대학원 혁신지원비’에 대한 예산 확보에 

성공하였다. 

셋째, 세계수준대학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살펴본바, 이에 따른 우리나라 세

계수준대학의 아이디어의 분석 결과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는 세계수준대

학의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여건을 형성해주는 것이 국내 학생의 두뇌유출을 방지하고 해외의 우수 교원과 

유학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겼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

이 국가 차원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여겨졌으며, 학술적 관점

에서 외국인 연구자들과의 교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세계수준대학의 다문화 

수용 등의 담론은 배제되었다. 

또한, BK21 사업에서 대학의 재정 확보에 대한 논의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

지 않았으며, 기존에 존재했던 대학, 산업체, 지자체에 대한 대응자금의 조건마

저 폐지되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 또한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지방대 및 국



- 172 -

ㆍ공립대학과의 산학협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산업체를 찾기 어려운바, 이 조

건이 ‘공정성’을 해친다는 규범적 아이디어가 작동하여 폐지되었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에 대해 살펴보면, BK21 사업 수혜 대학의 

책무는 대체로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우월성을 대표할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었

으며, 대학 차원에서는 풍부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내 타 대학과 경쟁하는 것으

로 이해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유교 문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들의 대학 

정책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한데(Marginson, 2012b), 이러한 아이디어로 형

성된 세계수준대학은 오늘날 세계적 대학들에게서 강조되는 국제 사회의 공적 

책무 수행과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평가와 평판을 성취의 기준으로 삼는 한, 

우리나라의 연구중심대학이 국제 사회를 활동의 장으로 인지하고 책무를 수행

하기까지는 많은 선결 과제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제 2 절   결론

이 연구가 궁극적으로 보고자 하였던 것은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세계수준대

학’을 지향하며 세계수준대학의 특징과 역할을 무엇이라고 인지하는지이다. 세

계수준대학이 무엇인지는 다양한 관점에서 논해져 왔으나 오늘날에는 그 개념

과 역할이 매우 포용적인 국제화의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COVID-19 등과 같은 세계적 위기 상황에

서 세계 수준의 대학에 부여되는 역할은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지역 간 격

차를 줄일 수 있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여 상생하는 것이다(de 

Wit & Altbach, 2020; CGHE, 2020.5.21., 2020.9.15.). 그렇다고 하여 이 대

학들에게 부여되는 국가의 플래그쉽 대학으로서의 책무가 없는 것도 아니다. 기

존에 형성되었던 여러 세계수준대학의 요건들도 수행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세

계수준대학에 대한 보편적인 기대와 이해가 되었다. 이에 기반을 두고 이 연구

는 우리나라의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의 주요 행위자의 아이디어와 담론의 과정

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되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세계수준대학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랭킹과 성과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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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어, 지역 단위의 대학을 포용하지 못한다. 이처럼 경쟁을 유도하고 국가 

차원에서 ‘대표 대학의 세계수준화로 국가의 고등교육 경쟁력 높이기’를 추진하

는 것은 유교 문화를 가진 아시아권 대학들의 주요한 특징이기도 한데, 특히나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별 서열화가 고착되어 있는 나라의 경우 ‘세계수준대학’은 

또 하나의 서열화로 이해되고, 그 담론의 과정에서 지역대학의 역할은 ‘지역사

회의 기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이분화된다는 점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곧 이론적으로는 강조되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의 아이디어가 우리나라

의 맥락에서는 실효성을 얻지 못하는 이유이다. 

둘째, 4단계 사업에 이르러 세계수준대학의 책무가 사회적 문제 해결로 확장

되고 구체화되었으나, 대학의 활동의 장을 국가 수준에서 세계 수준으로 확장하

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Marginson(2018)은 대학

의 세계화가 기관 혹은 국가를 주체로 하여 국가-세계의 어떠한 수준의 국제화

를 추구하는지에 따라 지향점이 다름을 보여줬다. 활동의 장(場)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세계수준대학 아이디어는 국가의 장을 벗어나

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전히 대학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

는 것,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을 강조하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세계수준

대학도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뛰어 들어야 한다’는 등 글로벌 공

공재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적으

로 이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아이디어도 국가의 장에 머물러, 국제화의 관점에

서 공공지식인의 역할(Giroux, 2016)을 수행하지는 못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세계수준대학 아이디어는 세계의 장으로 확장되기에는 사

회문화적, 학술적 책무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

구의 결과 우리나라의 세계수준대학 갖는 인력확보, 사회적 책무 수행의 전략이 

내국인, 국가 내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특히나 이는 외국인 연구

자의 유치, 해외 학술활동에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이 국가의 경제적, 학술적 평

판을 높이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부터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세계수준대학은 다양한 문화권의 연구자들이 함께 연구하는 대학이라는 포용적 

관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랜 기간 세계수준대학에 대한 개념이 

국가 단위의 순위와 성과 경쟁으로 귀결되어, 경쟁력을 가진 대표 대학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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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였던 BK21 사업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요인이 큰 것으로 판

단된다.  

넷째, 그 연장선에서 이 정책이 국가 내 경쟁을 부추기고 국가 단위의 경쟁

을 평가하는 체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세계수준대학의 역할을 지역-국가-세계

를 포용하는 개념으로 확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평가를 두고 많은 고민과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시행을 앞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대해 

2020년 10월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ㆍ상정되었는데, 그 내용에는 대학재정지원

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성에서 제안되었다.

“그러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경우 대학교육 혁신, 인력 양성, 산학 협력 등 사업별 

고유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사업비의 용도를 정하고 있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용기준의 적용이 어려우며,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

업도 학문분야, 사업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는 등 

연구현장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업기획, 추진 절차 등

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사업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사업비의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되는 측면이 있음. 더불어 학문분야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인문사회 분

야 연구자까지 연구노트 작성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연구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연구몰입도를 높이고자 하는 법 취지에도 배치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이유 中
유기홍 의원 대표발의(2020.10.22)

4단계 BK21 사업도 이와 같은 영향을 받아 질적 성과 평가를 강화할 것을 

예고하였으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얻은 타 정책 행위자들의 신뢰 유지를 위

해서는 새로운 질적 평가 체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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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제언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이 연구는 다음의 정책적 제언과 후속연구 제언을 

마지막으로 연구를 끝맺고자 한다. 

1. 정책적 제언

첫째, 세계수준대학에 지역-국가-세계를 포용할 수 있는 책무를 부여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를 통해 살펴본 BK21 사업의 세계수준대학 

육성의 아이디어는 세계수준대학과 지역우수대학을 구분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에 참여를 원하는 지역대학들은 이들 대학의 국제화보다는 지역사회기여를 위

한 공정한 지원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세계수준대학에 대한 일반적인 아이디어

와 거리가 멀어 이 사업이 지닌 세계수준대학에 대한 아이디어와 정책이 이질

적인 형태를 띄우게 된 원인이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다양

하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4단계 BK21 사업의 사업 체계를 기준으로 

본다면 전국 단위 대학과 지역 단위 대학 간의 이분화 혹은 쿼터제보다는 컨소

시엄을 활성화 하여 지역우수대학에는 지역 산업 활성화를, 세계수준대학에는 

지역우수대학의 국제화 기회 제공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즉 세계수준대학이 

글로컬라이제이션의 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사업이 국가 내 대

학 간의 경쟁 구도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 세계수준대학 정책이 학술적, 정치적, 사회문화적으로도 대학의 

국제화를 내재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세계수준대학 아이

디어는 상당 부분 순위와 성과에 천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학의 활동의 장을 

세계로 확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여러 정책 행위자들은 세계

수준대학에 세계 단위의 학술적 기회, 세계 수준의 다문화적 이해와 연구 윤리 

및 연구자 권리, 공동 학술 네트워크 형성 등에는 요원하였다. 한편으로 오늘날

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싸움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중심으로 한 

학술정치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변

화하는 패러다임 속에서 어떠한 위치와 전략을 선택할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다. 종합하여 세계수준대학의 아이디어와 그 정책은 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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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깊은 논의를 통해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전술한 바와 같이 세계수준대학의 평가가 정성 지표를 중심으로 이루

어질 것이라고 예고된 만큼 이를 위한 철저한 준비로 관련 정책 행위자들과 형

성된 긍정적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일전에 소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시행을 앞두고 대학의 R&D 사업을 

어떻게 관리하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간의 대립이 주목

받고 있다(한국대학신문, 2020.11.18.). 이 연구의 주요 정책 행위자로 등장하지

는 않았으나 과학기술부 소관의 국가 연국개발사업 관리와 평가는 기재부의 예

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평가 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

쳐왔다. 세계수준대학의 아이디어 확장의 주요한 방해 요인으로 드러난 순위와 

성과 평가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는 이 갈등 구도부터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2. 후속연구 제언

첫째, 이 연구는 고등교육 국제화 영역의 일부인 세계수준대학을 주제로 다

루었으나, 이를 고등교육 국제화에 대한 담론 전체로 확장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고등교육 정책 행위자들이 지닌 대학 국제화의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이 연구는 담론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담론의 과정을 분석한 결과 정

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행위자의 아이디어와 방해요인 등을 발견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국제화에 대한 아

이디어와 담론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 아울러 최근에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세계

의 장으로 활동의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자구적 혹은 정책 노력이 눈에 띄는 

만큼 고등교육 국제화 담론의 범위를 넓혀 볼 것을 제안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BK21 사업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변화하여 세계수준

대학의 개념이 보다 세계의 장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

것이 실질적으로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대학원생과 연구자들의 인식으로까지 

확대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 하나는 사업 참여자들의 인식 변화, 즉 세계수준대학의 학생 미 연구자로서 

자신을 지역, 국가, 세계의 어느 수준에 자신을 위치하고 있는지, 연구자로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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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과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이는 이 연구에서 살펴본 

세계수준대학 아이디어의 여러 해석을 개인의 차원에서도 개인이나 국가의 차

원을 넘어서서 확장되는지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둘째는 이들의 이러한 

인식의 수준에 따라 대학의 국제적 평판 혹은 성과가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세계수준대학육성정책에 참여

하는 대학원생과 연구자들이 세계의 공공지식인으로서의 갖는 인식의 수준이 

국가의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경쟁력 향상에도 궁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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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iscursive Institutionalist Analysis on 
Korea’s WCU Building Policy ‘BK21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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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hanges in ideas for World-Class 

Universities (WCU) by major policy actors (government, Ministry of Education, 

universities, National Assembly’s Education Committee, Ministry of Financ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etc.) reflected in the BK21 

Project. The ultimat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ir gap with the 

recent global trends on WCUs.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analyzed the main points of 

the overall project‘s programs, budget structure, and evaluation indicators by 

looking at the overall changes in the design of each step until the 4th stage of 

the BK21 project. Second, the research focused on the idea and discourse of 

policy actors − such as the government, the Ministry of Education, 

universities, the National Assembly’s Education Committee, the Minist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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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and Finance, and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 
in terms of discourse institutionalism. Third, based on this, the research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ideas and power (Carstensen & Schmidt, 

2016) and how each agent had made adjustments to their reflect ideas in 

World-Class University Building Policy.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policy discourse from the perspective of 

discourse institutionalism to comprehensively view the power and discourse 

process among policy actors at the level of ideas and discourse. Specifically, 

this study focused on the ‘framing’ of governments’ ideas, the ideas of the 

key actors appearing in the discourse process, and the discourse strategies they 

act to reflect their ideas in the final policy. This study used the 

process-tracking method to explore ideas that affected the BK21 Projects’ 

policy transformation. The contents of the analysis were the four periods in 

which the policy formation and revision was made from stage 1 to stage 

4(1999~2020). Various materials related to the BK21 Project were used for 

analysis − press releases, research reports, public hearing materials, and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meeting.

Prior to the analysis, theoretical exploration has shown that today's social 

expectations for world-class universities were beyond the realm of the state and 

were in the realization of the role of universities as global public goods. This 

explains that the policy to foster WCUs can also be interpret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what the main body of globalization is and in which 

sphere it aims at. Based on this, the study sought to interpret the ideas and 

discourse of major policy actors on world-class universities. As a result, the 

following key issues were identified:

First, the analysis of major policy actors' ideas of WCU and the process of 

policy discourse showed that the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devised policies with the idea that ‘creating a few world-class universities 

would improve the global reputation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as a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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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se policies, weaker universities have brought about policy 

modifications by ‘giving shame’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by citing 

cognitive justification and normative values. Specifically, despite agreeing with 

the government's ideas, they argued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lleviating gaps between universities, and fairness. Although theoretically 

emphasized, the emphasis on Glocalization or regional-global connectivity did 

not gain much strength from the discourse of the nation's policy of fostering 

WCUs, which considered competition in the rankings more important.

In addition, the tug-of-war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s Education 

Committee,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National Assembly's 

Budget and Accounts Committee, and the Ministry of Budget and Policy − 
which exercise power over the size of the budget − is centered on the idea 

that the policy of fostering world-class universities should be able to create top 

universities in the world. By citing international indicators that tells that ‘the 

level of higher education in our country is low’,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secured an amount of government budget for WCU policies. This, in turn, 

leads to the burde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show tangible results in 

these international rankings in short terms. This seemed to be the reason why 

the project’s quantitative evaluation indices could not change easily even if all 

agreed to the need for a change to a qualitative performance evaluation. Also, 

the National R&D Evaluation has rather became representative as the basis for 

the performance of the overall project and seemed to have influenced the 

quantified quality assessment. However,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financing boards were not just in a check-up relationship. Rather, by forming a 

positive network with the stakeholders in finance and budgets, the Ministry of 

Education wanted to maintain the principle of "select and focus” to foster 

WCUs, so it could rule out alternative ideas from minority universities more 

strongly.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hanges, the policy has undergon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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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ance with the policy actor's idea of a WCU,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The study has shown that in the early stages of the project, 

'world-class universities' were used as rhetorical expressions to induce 

competition among domestic universities through budgeting and selective 

university support rather than showing excellence in the global market.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hid behind the scenes 

the purpose of reforming the university system and induced competition among 

universities among the nation. Thus, it ruled out alternative ideas from the 

university community and forced the contents of policies that were claimed to 

be unrelated to fostering WCUs. However, from the third stage, the Ministry 

of Education began to express its opinion that ‘efforts at the ‘university-wide’ 

level should be made to raise the ranking of world-class universities’, but its 

implementation was not reflected  − offended against strong opposition from 

the Education Committee and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By the fourth stage, the Ministry of Education persuaded the offenders of the 

need for university-level support and formed a favorable network with them, 

which enabled them to succeed in securing the budget for the Postgraduate 

Innovation Support Funds.

Third, after looking at various interpretations of WCUs, the analysis of the 

ideas of Korea's WCUs is as follows. First of all, Korea was very interested 

in securing excellent research personnel at WCUs, and it was considered that 

forming world-class research conditions was a way to prevent the brain drain 

of domestic students and secure excellent international faculties and students 

from abroad. In particular, all of these were considered strategies for securing 

global competitiveness at the national level in Korea; while as, discourse on 

exchanges with foreign researchers from an academic point of view and 

accepting multiculturalism from a socio-cultural point of view were excluded. 

In addition, the BK21 project did not actively discuss the financial security of 

universities, and it was difficult for local universities and public universitie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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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industries that would positively consider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in 

the context of Korea. In the end, based on the normative idea of 'unfairness' 

each university face in finding industries to fund, the conditions for securing 

response funds were abolished after the first and second stage. Finally, looking 

at the subject of autonomy and responsibilities of universities, it was 

understood that the responsibilities of universities benefiting from the BK21 

project were generally to produce results that would represent the economic 

and political superiority of the country, and that at the university level, it was 

competing with other universities in Korea to secure abundant financial 

resources. This is a characteristic of the university policies of countries based 

on Confucian culture such as Korea, and the idea of WCU was far from 

fulfilling the public responsibiliti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is 

emphasized today. In particular, as long as evaluation and reputation are used 

as the basis for achievement, it is believed that Korea's research universities 

will have a number of pre-determined tasks to expand their sphere of activity 

to the world.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this research produced policy suggestions 

such as granting responsibility to world-class universities to embrace 

regions-state-world, revitalizing consortiums with local leading universities, 

exploring strategies for academic politics, securing feasibility of qualitative 

assessment systems, and reaching agreements on evaluation systems with other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keywords : World-class universities, WCU builidng policy, BK21 Project, 

discourse institutionalism,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process-trac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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