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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미국,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의 형성 배경인 제도적 맥락 및 형성과정 그리

고 체제의 차이점과 특징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오늘날 교류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의 형성은 전 세계적

인 흐름으로 기존 신자유주의 이념의 시장 경쟁적 체제에 따른 개

별대학 간의 경쟁이 아닌 복합위기의 현대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대학 간 연계 및 연

합체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결과는 유사하나, 세부적으로는 국가별

로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국가 차원의 제

도적 맥락에는 큰 간극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

국 캘리포니아주의 주립대학 체제인 고등교육 마스터플랜과 프랑

스의 평준화된 국립대학체제를 한국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논

의의 모델로서 언급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한국, 미국, 프

랑스 세 국가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를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

점에 따라 각 국가의 제도적 맥락과 체제에 대해 비교·분석하였

고,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미국, 프랑스에서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형성에 

영향을 미친 제도적 맥락은 무엇인가?

둘째, 한국, 미국, 프랑스에서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형성과정

과 그 내용은 어떠한가?

셋째, 한국, 미국, 프랑스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는 어떤 차

이점이 있는가?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역사적 신제

도주의의 통합적 접근법과 비교역사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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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특히, 분석을 위해 한국, 미국, 프랑스 국공립대학의 연계·

연합체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와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 국가의 제도적 맥락을 확인해보았을 때, 구조, 제도, 행

위자 수준에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 우선 미국은 전후 경제적 호

황을 누리고 있던 시기에 인구 증가와 함께 급격한 고등교육의 팽

창이 일어났고, 교육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고등교육 체

제의 재정립이 필요하였다. 특히, 고등교육 수요자가 급격하게 증

가한 것을 문제 발생의 핵심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 정부가 고등교육의 운영 및 의사결정을 책임지고 있기에 

주 정부의 주도하에 체제 개편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조사

가 시행되었고, 이 결과를 토대로 캘리포니아주의 고등교육 체제 

개편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였다.

이어서 프랑스의 경우 지속되는 경제위기와 높은 실업률 속에서 

국가 발전의 핵심 중 하나인 고등교육 기관의 낮은 경쟁력과 학생

들의 높은 고등교육 중도탈락률이 체제 개편의 주요 요인으로 작

용하였다. 그중에서도 고등교육기관의 낮은 경쟁력을 핵심 요인으

로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법안 제정 및 국가 차원의 막대한 재

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다. 그러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고등교육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기관들이 능동적으로 체제를 구성하도록 고무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점차 심각해지는 경쟁과 대학의 서열화 그리고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역에 위기가 도래하였다. 이와 함께 

학령인구의 감소로 지역에 위치한 국공립대학교들이 생존의 위기

에 직면하게 되면서 지역 위기 해소와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대학교를 중심으로 대학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논의되

었다. 이에 국가주도의 법 제정 또는 정책 수립이 아닌 교육부에



- iii -

서 사업을 계획 및 운영하였으며, 사업 운영을 위한 재정 또한 별

도로 구성하였다. 또한,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구축을 위해 자율

성을 부여하였으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으로 선

정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성과평가를 진행하기에 체제 간 경쟁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둘째, 세 국가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는 몇 가지 차이점을 

보인다. 가장 먼저 세 국가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는 형성 시

기에서부터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경우 가장 먼저 1960년대에 

「캘리포니아주 도나호(Donahoe) 고등교육법」이 수립되면서 시행

되었고, 이후 프랑스에서는 2013년 「고등교육 및 연구에 관한 

2013년 7월 22일 법 2013-660」, 일명 「피오라조법(Loi Fioraso)」

을 기반으로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한국

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안이나 정책을 통해 시행되는 것이 아닌 국

가사업의 일부로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지자체-대학 협력기

반 지역혁신사업’이 각각 2018년과 2020년부터 추진되었다. 특히, 

체제 형성의 주체가 미국은 주 정부, 프랑스는 국가, 한국은 정부 

부처인 교육부에서 계획하고 운영하였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이

며, 이는 체제 개편의 대상인 대학의 설립 유형과 국가의 고등교

육 제도와 교육이념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서, 이 세 국가는 체제의 유형과 행위 주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의 주립대학 전체를 하나의 단일 

체제로 구성하였으며, 캘리포니아주에 의해 하향식(top-down)으로 

수립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캘리포니아보다 고등교육기관에 자율

성을 더 많이 부여함으로써 기관들이 자유롭게 연계, 연합, 또는 

통합의 형태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프랑스에는 미국 캘리

포니아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가 

운영되고 있다. 한국은 위 두 국가에 비해 늦은 시점에 시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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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가 사업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국가

나 정부 부처에 의해 체제가 형성되는 것이 아닌 체제 형성에 있

어서 대학들에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은 세 국가 중 국가 및 정부의 역할이 가

장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체제 유형의 경우에는 일부 사립대학 

또는 교육대학은 통폐합이 일어나기도 하나, 이 연구의 연구대상

인 국공립대학교는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라는 하나

의 기구를 두고 있으며 연합체의 유형으로 운영된다. 또한, 한국의 

경우 미국과 프랑스와 달리 ‘지역혁신 플랫폼’ 등의 공간을 구

축함으로써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형

태로 운영된다.

또한, 세 국가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의 자금조달 방식 또는 

재정지원은 다음과 같았다. 미국은 주 정부에 의해 체제 개편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한정적인 고등교육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미국은 체제 개편 및 대학 간 연계·

연합을 통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기존의 고

등교육 예산을 각 대학의 기능에 알맞게 재분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대학 간 연계·연합체

제를 형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의 고등교육 예산 이외에 별

도의 추가적인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에 한국과 프랑스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를 형성하고 

경쟁적인 성격의 자금조달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성과평가 및 지속적인 점검이 시행되었다.

셋째, 세 국가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는 어떤 사회적 문제 

또는 고등교육기관 내부의 문제 등 고등교육의 대내외적 문제에 

대해 단일 기관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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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대학 및 기관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등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는 여러 기관이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며 성장해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 협력

의 정도와 목표 및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을 연계, 연합, 통합의 세 가지 형태로 분

류하여 분석하였다. 이어서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의 재정 운영

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재정지원에 방식에 따라 대학 간 

연계·연합을 구축하는 동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

학 간 연계·연합체제를 형성한 후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를 형성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학 간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

합체를 구성하느냐 또는 재정확보를 목적으로 형성하는지 형성 목

적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간 연계·

연합체제 형성과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대학 또는 

참여 기관 간의 충분한 소통과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의견 

조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참여 기관이 직접 조정과정에 참

여하거나 상위 또는 별도의 의사결정기구에 의해 수동적으로 조정

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이상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학 간 연계·연합 체

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의 고등교육은 외국의 고등교육 재정과 비교하였을 

때도 낮은 수준이며 늘 재정 부족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국립대

학의 체제 개편 및 활성화를 통한 사회문제 및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립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를 통한 기초 및 보호학문의 연구 및 대학원 과정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플랫폼, 디지털 공간

과 같은 더욱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활용한 대학 간 연계·연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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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운영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이 전국의 국립

대학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학사교류의 장을 열어 경쟁력과 교

육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지리적 한계 극복

과 더불어 더욱 유연하고 확장된 연계와 연합체제 구성을 위해 논

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한국의 상위권 대학 대부분

이 사립대학이기에 국립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우수 학생 확보를 

위해서는 사립대학까지도 전부 포함한 연계·연합체제를 구축해나

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국내 고등교육기관 

간의 연계와 연합이 아닌 세계 유수 고등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과의 연계와 연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대학체제, 대학 간 연계, 대학 간 연합, 신제도주의, 제도적 

맥락, 비교연구

학  번 : 2020-2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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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고등교육이 국가 경제발전 및 경쟁력 강화의 주요 원동력이라는 인식

이 널리 알려지면서 고등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었다. OECD(2008)

에 따르면, 고등교육은 인적자본의 형성, 지식기반 구축, 지식의 보급 및 

이용, 지식의 유지 및 전달과 같은 4가지 주요 임무를 통해 사회 및 경

제발전에 기여한다. 고등교육은 오랫동안 다른 투자 특히, 초등·중등교

육에 비해 낮은 사회적 수익을 창출한다는 인식 때문에 국제 개발 사회

에 의해 등한시되어왔다(Pillay, P., 2011). 그러나 오늘날 고등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발전되고 확대되어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국가 사회

적, 경제적 요구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체제에 대한 개혁 

요구 및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현대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인

공지능, 디지털과 물리 세계와의 결합, 바이오 분야 혁신 등을 추요 특

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Schwab, 2016: 14-16)사회가 도래하였고, 이는 

인터넷의 발달과 인공지능,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산업의 변화를 이끌었

다. 4차 산업혁명 사회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 도구와 학습환

경,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과 같은 변화를 가져오며 교육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디지털에 기반을 둔 연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등 다

양한 분야의 기술이 통합되는 현상(장윤종, 2016: 8)인 4차 산업혁명은 

연결성을 기반으로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는 네트워크인 초연결사회로의 

진입으로 연결되었다(Biggs et al 2012; Schwab 2016).

이에 함승환(2021)은 초연결사회의 ‘초연결성’이 네트워크의 시공간

적 범위가 확장된 것과 사람과 사람 간의 네트워크뿐 아니라 사람과 사

물, 그리고 사물과 사물 간의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것으로 기존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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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성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초연결사회의 확장된 연결성은 교육에

서도 확장되어 새로운 패러다임과 교육체제, 정책의 개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초연결사회에서의 교육은 ‘학교경계의 교량화’를 통한 교육적 

연결성 강화 노력(함승환, 2021)이 이루어질 것이며, 기존과 같이 개별 

학교의 내부 자원만으로는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

렵다(송효준 & 함승환, 2021; Shaari & Hung, 2013). 이와 함께 2020년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일상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

람들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교류가 제한되면서 인터넷과 디지털을 통한 

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되었고 교육환경 및 체제 변화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현대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과 뒤이

어 등장한 초연결사회와 같은 사회적 상황과 더불어 점차 가속화되는 새

로운 전염병의 등장과 범유행 사태 등으로 인한 복합위기(hybrid crisis)

에 놓이게 되었다. 복합위기 상황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체제뿐 아니

라 교육 분야에서도 새로운 변화와 체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고, 많

은 국가가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 및 시행하

고 있으며 변화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고등교육도 국가 발전과 사회적, 경제적 요구

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변화해왔다. 그런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은 여러 문제에 

직면해있다. 그중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대학의 서열화와 수도권 쏠림현

상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은 국가 발전을 담당하는 핵심 가치를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개인들에게는 계층 이동 및 사회적 성취의 수단으로써 인

식되어왔다. 이에 좋은 대학, 명문대학을 위한 개인과 교육소비자들의 

요구가 점차 강하게 작용하면서 대학의 서열화가 심각해져 왔다. 특히, 

한국의 경우 상위권 대학, 소위 명문대학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청년 인구와 교육 수요자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 또한 심각해졌다. 청년 인구가 점차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역대학

은 자연스럽게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대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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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현황에 따르면 전체 191개 대학 중 수도권에 약 37%인 71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는 약 63%인 120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2021). 따라서 국내 전체 대학 중 절반 이상인 약 60% 

정도의 대학이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대학의 서열화와 수도권 쏠림 현상 문제와 함께 출생

률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의 문제가 새롭게 두드러지고 있다. 2021

년 2월 발표된 통계청의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결과에 따

르면, 출생아 수는 약 27만 2천 명으로 저년 대비 약 10% 감소하였고, 

이는 2019년의 전년 대비 증감률인 7.4%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2020년 출생 및 사망 총괄 통계표에 따르면, 2020년도 출생아의 수는 27

만 명인 데 반해 사망자 수는 30만 명으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이 인

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의 ‘데드크로스(dead-cross)’1) 현상이 처음 등

장하였다. 이러한 출생아 수의 감소는 학령인구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육통계서비스의 2020년도 간추린 교육통계에서도 학령인구 감

소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학 입시에 바로 직결되는 고등학교 학생

의 수는 1,337,312명으로 18년도 고등학교 학생 수인 1,538,576명과 19년

도의 1,411,027명에 비해 각각 약 20만 명, 10만 명 정도가 지속해서 줄

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위의 고등학교 학생 중, 4년제 대학진학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특성화고 학생들 또는 전문대학교에 진학할 학

생들을 고려하면 그 수는 더 적을 것이다.

이렇듯 심각한 대학 서열화와 학령인구 감소의 문제는 지역대학교에 

직접적인 위기를 가져왔고, 이는 지역 사립대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국공

립대학교까지도 확대되었다. 21학년도 대입에서도 위기는 가시적으로 드

러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다수의 대학교가 정원을 충원하지 못하

여,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교들까지도 추가모집이 대규

모로 발생하였다. 일반대학교 전국 평균 충원율이 2020년도 98.8%에서 

2021학년도에는 94.9%로 감소하였고, 특히 수도권의 평균 충원율 감소 

폭은 0.1%~1.2%인데 반해 지역의 충원율은 최대 10.4%로 하락하면서 수

1)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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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과의 격차가 더욱 심각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대학신문, 

2021). 이와 함께 서울총장포럼2)에서는 2030년에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4년제 대학 200여 개 중 절반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 사립대학과 지역 국공립대학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처럼 복합 위기(hybrid crisis)의 사회적 상황과 고등교육이 직면한 

위기로 인해 대학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간 협력과 공유를 통한 연합체제가 하나의 전략으로 등장하였다. 

아직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

았으나, 한국에서 논의되는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는 프랑스 파리 대학

의 평준화된 대학 시스템과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립대학체제를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것이다(김종영, 2019; 반상진, 2017; 윤지관, 2017). 대학 서

열화의 완화와 교류 및 협력을 기반으로 한 대학체제는 학계와 정계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반상진(2017)에 따르면, 학계에서는 1999년에 

김경근 교수의 ‘대학서열깨기’에서 대학 평준화 방안이 처음 논의되었

고, 이후 2001년에 서울대 교수 20인의 국립대 협력 및 개방화 방안이 

등장하면서 구체적인 형태의 대학체제개편안이 논의되었다. 이후에도 꾸

준히 대학 연합체제 구상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정계에서도 2004

년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방안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대학 간 연계 및 연

합체제에 대한 방안이 등장하고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학계와 정계의 

관심과 논의를 바탕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과제 핵심 중 하

나로 거점국립대 및 지역강소대학 집중 육성 등 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내걸었고,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중점과제로 대학 간 네트

워크 및 지역 중심 공생협력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특히, 고등교육의 공

공성 확보를 주요 목표로 설정함에 따라 지역대학 중에서도 사립대학이 

아닌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체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처럼, 대

2) 서울총장포럼은 2014년 서울지역 10개 대학 총장을 주축으로 설립 준비하여 

2015년에 정식 출범하여 2022년 오늘날에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 37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총장포럼 홈페이지,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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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간 연계·연합체제는 대학의 서열 완화를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있

었으며, 대학서열 완화를 통해 입시 경쟁 및 입시 위주의 교육, 교육 및 

지역 불균형, 교육 양극화, 학벌주의 재생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초·

중등교육의 정상화,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 및 사교육 문제를 완화시키

고자 하였다(정진상, 2004; 임재홍 외, 2015; 반상진, 2017).

이 같은 대학 연합 정책은 한국에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닌 세계적인 

동향이다. 한국의 대학 연합 정책의 모델인 미국에서는 일찍이 1960년대

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연합체제가 구성되어 시행되었고, 그 외에도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가 다양한 유형으로 미국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

다. 프랑스에서는 고등교육 기관 간 연합이 1990년대부터 시작하여 2013

년도에 「고등교육 및 연구에 관한 2013년 7월 22일 법 2013-660」, 일

명「피오라조 법(Loi Fioraso)」3)을 기점으로 대학 간의 연합이 활성화되

었다. 이 외에도 유럽에서는 독일, 핀란드, 스코틀랜드 등 여러 국가에서 

연계·연합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중 독일에서는 독일의 상위 9개 공

과대학 간의 연합체인 ‘TU9’이 운영되고 있고, 핀란드에서는 헬싱키

에 있는 대학 간에 통합이 이루어졌으며, 스코틀랜드에서는 물리학을 중

심으로 8개 대학이 연합체를 이루었다. 일본에서는 2004년 ‘도야마 플

랜’을 시작으로 국립대학 개혁을 시작하여 이후 대학과 대학원 개혁을 

위해 대학통합 및 국·공·사립대학 간의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대학 간 컨소시엄, 연합, 통합 등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대학 연합체제가 운영되고 있고, 이

러한 체제는 학문 분야별로 형성되거나 지리적 요인으로 결합 되기도 하

며, 결합 정도, 목적, 방향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과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한국에서도 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대학체

제 개편 필요성에 따라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교육현장의 공감대 형성의 미비와 인식 부족 그리고 적극적인 

3) 본래 명칭은 「고등교육 및 연구에 관한 2013년 7월 22일 법 2013-660」이나 

법 제정 당시 교육부 장관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것이 보편적이며, 대부분의 학

술지와 언론에서도 이러한 명명법을 사용하기에 이러한 방식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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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관련 연구와 성과는 부진한 상태이

다. 특히, 미국의 연합체제는 이미 성공적인 사례로 소개되고 있으며, 프

랑스의 경우 대학 평준화 체제와 더불어 오늘날에는 지역적 결합을 통한 

연합체제를 운영하고 있어, 한국이 추구하는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미국, 프랑스의 체제 수립 목적 

및 운영 방법 등에 있어서 사회적 또는 정치적 구조, 제도, 맥락에 차이

가 있으므로 정책 형성과 추진, 운영에 있어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의 

제도적 맥락에 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의 모델로 인식되는 미국과 프랑스의 대학 간 연

계·연합체제의 형성을 제도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정책을 비교하여 한국

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고 체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문제 

이상의 필요성과 목적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문

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미국, 프랑스에서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형성에 영향을 

미친 제도적 맥락은 무엇인가?

오늘날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또는 대학 간 교류와 협력은 다양한 

형태로 여러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한국 또한, ‘국립대학육성사업’

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운영을 통해 대학 간 

교류 활성화 및 대학체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 간 연

계·연합체제의 형성 및 수립과 관련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체

제, 그중에서도 캘리포니아주의 고등교육 마스터플랜과 프랑스의 평준화

된 국립대학체제를 바탕으로 한국 국공립대학의 연계 및 연합체제에 관

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졌다(김종영, 2019; 김하준, 2003; 반상진, 2017; 



- 7 -

윤지관, 2017). 그러나 유사한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도 제도 

형성의 원인과 그 논리는 국가에 따라 그리고 국가의 제도적 맥락에 따

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국가별 제도 형성의 배경과 과정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 제도적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한국, 미국, 프랑스 세 국가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형성에 영향을 미친 제도적 맥락에 대해 역사적 신제

도주의의 통합적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한국, 미국, 프랑스에서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형성과정과 그 

내용은 어떠한가?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요인들 간 상호작용하는 맥락에 초점을 맞추며, 

제도가 정치적 상호작용을 구조화시켜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

장한다(Thelen, 1999; Hall & Taylor, 1996). 앞서 첫 번째 연구문제를 통

해 살펴본 세 국가의 제도적 맥락을 바탕으로 이 연구문제에서는 각 국

가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가 제도적 맥락 내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통

해 수립되고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운영 주

체, 법적 근거, 운영 방식, 재정지원방식 등과 같은 체제의 세부적인 내

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상의 두 연구문제를 통해 세 국가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형성 배경 및 제도적 맥락, 정책 및 체제의 형성과정과 

내용에 대해 국가별로 살펴보았다. 

셋째, 한국, 미국, 프랑스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 연구의 접근법인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일반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유사한 사례를 비교하고 유사한 사례 간 인과관계의 규칙성을 발견함으

로써 특정 사례의 설명력을 높이고자 하는 비교방법에 초점을 맞춘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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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섭, 2013). 또한, 역사적 우연성과 제도적 맥락에 주목하기 때문에 소

수 사례에 대한 역사적 과정에 대한 분석인 비교역사분석(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Skocpol, 2003; Immergut & 

Andersen, 2008). 이에 세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앞선 두 연구문제의 결과

를 토대로 세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의 목적, 형태, 

내용 등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 분석하기 위해 비교역사

분석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의 차이가 왜 

발생하였는지를 제도적 맥락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체제와 국가 맥락 차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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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대학 간 연계·연합

1. 대학 간 연계·연합 개념

대학 간 연계·연합은 방법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해된다. 대학 간 연계·연합의 개념에 대해 다루고 있는 연구들을 살

펴보면, 우선 Patterson(1970)은 전국단위의 학술 컨소시엄 네트워크를 

창설하였는데 그는 학술 컨소시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컨소

시엄은 규제 또는 법적 의무의 결과가 아닌 자발적인 행동이며, 단순한 

양자 협약이 아닌 다중기관의 다기능적 목적을 위한 협정이고, 상당히 

전문화된 팀에 의해 관리된다고 정의하였다. 

컨소시엄에 대해 Shafritz, Koeppe, & Soper(1988)는 특정한 목적을 위

해 결합한 사람, 그룹, 협회, 조직으로 정의하며 단일, 단기 목적 또는 

반영구적 목적 달성을 위해 결합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Baus & 

Ramsbottom(1999)은 컨소시엄이 구성원들이 협력을 통해 혼자서는 달성

할 수 없는 것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성공적인 컨소시

엄은 공동행동을 통해 참여 기관을 지원하여 각 기관이 고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킨다고 하였다. 

Stein & Short(2001)는 고등교육의 연계 및 연합을 협력(cooperation)과 

협업(collaboration)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고등교육에서의 협력

은 확립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정의하며, 이는 편의성에 의해 추

진되고 제한된 목표와 짧은 기간, 합의를 바탕으로 덜 헌신적이고 낮은 

위험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고등교육에서의 협업은 

새로운 것의 창조, 공동의 비전이나 목표를 향해 일하는 것에 대한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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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약속을 포함하며, 상호 존중, 신뢰, 개방성, 공유된 의사결정 및 위험

부담에 대한 공유를 필요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Moodie. G(2010)는 대

학 컨소시엄이 밀접하게 정의된 목적 달성을 위한 대학들의 연합체라고 

정의하였으며, 그 외에도 전국 대학 협회, 국제대학 협회 등과 같은 연

합체의 예시와 함께 이들 연합체가 특정 목적이나 조직은 매우 다르나 

모두 기관의 이익과 더 넓은 사회적 목적 증진을 위한 연합체라고 주장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강명구 외(2001)는 대학 간 교류와 협력이 

대학 간에 있어서 교육과정 운영, 연구기능 수행, 자료와 시설 등의 활

용, 정보 교환, 인적 교류 등과 같은 대학의 전 기능에 대한 호혜적이고 

상보적 교류와 협력의 전 과정을 의미한다고 명시하였다. 최덕철(2003)은 

대학 간 협력에서 협력은 “공동 혹은 개별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

어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각자가 보유한 자원을 투입하고 운영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대학 간 연계·연합은 형성되고 유지되기가 쉽지 않다(Baus & 

Ramsbottom, 1999). 이와 관련하여 Baker(1993)과 Tushnet(1993)은 연

계·연합체의 성공을 위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성공적인 연계·연합체는 비전을 공유하며,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

하고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여 제도화된 의사결정 및 지역적 의사결정의 

구조와 절차를 따른다. 또한, 기관 간의 체계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

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도가 변화하기를 기다린다는 공통적인 특징

을 가진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대학 간 연계·연합의 유형은 

컨소시엄 연합체, 교류, 협력 등 다양한 용어와 개념이 사용되나, 이는 

여러 기관이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하나의 체제 또는 협정 아래 공동

행동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이상의 대학 간 연계·연합의 

다양한 개념을 정리하면 아래 <표 II-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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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명칭 개념

Patterson(1970) 컨소시엄

Ÿ 규제 또는 법적 의무의 결과가 
아닌 자발적인 결합

Ÿ 다중기관이 다수 목적을 위한 
협정

Ÿ 전문화된 팀에 의해 관리

Shafritz, Koeppe, 
Soper(1988) 컨소시엄

Ÿ 특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
람, 그룹, 협회, 조직

Ÿ 단일, 단기 목적 또는 반영구적 
목적 달성을 위해 결합될 수 있
음

Baus & 
Ramsbottom(1999) 컨소시엄

Ÿ 구성원들이 협력을 통해 혼자서
는 달성할 수 없는 것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Ÿ 성공적인 컨소시엄은 공동행동
을 통해 참여 기관을 지원하며 
각 기관이 고유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함

Stein & Short(2001)

고등교육에서의 협력
(cooperation)

Ÿ 확립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Ÿ 편의성에 의해 추진되며 제한된 

목표와 짧은 기간, 합의, 덜 헌
신적, 낮은 위험성

고등교육에서의 협업
(collaboration)

Ÿ 새로운 것의 창조, 공동의 비전
이나 목표를 향해 일하는 것에 
대한 장기적 약속 포함

Ÿ 상호 존중, 신뢰, 개방성, 공유
된 의사결정 및 공유된 위험부
담 필요

Moodie, G(2010) 대학 컨소시엄 Ÿ 밀접하게 정의된 목적 달성을 
위한 대학 연합체

강명구 외(2001) 대학 간 교류·협력
Ÿ 대학의 전 기능에 대한 호혜적

이고 상보적 교류와 협력의 전 
과정 의미

최덕철(2003) 대학 간 협력

Ÿ 공동 혹은 개별 목표 달성에 있
어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각자가 보유한 자원을 투입 및 
운영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
고자 하는 행위

<표 II-1> 대학 간 연계·연합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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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간 연계·연합 목적

초기 형태의 대학 간 연계·연합은 1900년대 중반 미국에서 등장하였

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를 시작으로 컨소시엄 형태의 대학 간 연계 및 

연합체제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컨소시엄을 학생들의 필요성, 경제적 압

력, 공통적인 문제 해결, 연방정부에 대응할 협력체 구성과 같은 목적에

서 형성하였다(Baus & Ramsbottom, 1999).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는 대학 구성원들이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의 가치를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1990년대에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

면서 더 효율적으로 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자 하였다. Baus & Ramsbottom(1999)에 따르면, 각 주의 교육위원회와 

이사회와 같은 지도층은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경쟁 대신 협력을 통해 

상승하는 고등교육 비용을 통제하고 새로운 고등교육의 방향을 열어나가

길 기대하였다. 이렇듯 대학 간 연계·연합은 고등교육 비용 통제와 같

은 목적을 가지고 형성된다. 대학 간 연계·연합의 목적에 관해 선행연

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Patterson(1970)은 컨소시엄의 목적을 확인해보았을 때, 네 가지 기본

원칙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컨소시엄이 목적이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

키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고, 외부 지역사회

와 더 효과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

한 목적들은 상호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위 네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

시키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컨소시엄 리더십 협회(Association for Consortium Leadership, 

ACL)는 1991년 실시한 고등교육 컨소시엄에 대해 전체 컨소시엄의 25% 

이상이 학생 상호 등록, 교수 교환, 도서관 공유, 전문적 개발 등의 목적

을 위해 구성하였다고 밝혔으며(Baus & Ramsbottom, 1999), 

Coombe(2015)는 고등교육기관들이 교육 기회의 확대, 프로그램 질 향상, 

비용 절감, 자료의 획득 및 공유, 새로운 혁신 교육과정 등을 목적으로 



- 13 -

협업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물을 살펴보면, 정영수(2000)는 지역민의 교육기회제공, 지역 

문화 창출, 지역인재 공급을 목적으로 지역대학들 간의 협업이 활성화되

어야 한다고 보았다. 최덕철(2003)은 대학 간 협력이 대학의 교육·연

구·봉사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유용하며 대학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

함에 있어 좋은 수단이며 개방적이고 열린 환경에서 단순히 개별대학의 

임무와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개방화 시대

에 상호교류가 적은 상황에서는 개별대학의 존립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

았다. 

정금현과 김순남(2005)은 대학 간 교류·협력의 목적을 크게 다섯 가

지로 정리하였다. 대학 간 교류·협력은 일반적으로 교육의 질 향상, 대

학 경쟁력 강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기회의 다양화 그리고 인

적·물적 협력을 통한 효율성 추구와 대학의 개방화를 목적으로 한다. 

류현종(2012)은 교대와 사범대학 간 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

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교류협력의 목적을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

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내재적 목적은 종합교원양성 체제 완성과 같

은 기관 내부 필요성에 의한 것이며, 외재적 목적은 외부평가나 사회적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교류·협력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상의 내용

을 바탕으로 대학 간 연계·연합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 <표 II-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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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종류 목적

Lewis D.
Patterson(1970) 컨소시엄

Ÿ 프로그램 질 향상
Ÿ 교육의 기회 확대
Ÿ 경제적 효율성
Ÿ 외부 지역사회화의 효과적인 관계 형성
Ÿ 자원의 가용성 확장

컨소시엄 리더십 
협회(Association for 

Consortium 
Leadership, ACL)

컨소시엄

Ÿ 학생 상호 등록
Ÿ 교수 교환
Ÿ 도서관 공유
Ÿ 전문적 개발

Baus & 
Ramsbottom(1999) 컨소시엄 Ÿ 효율적인 기관 경쟁력 향상

Ÿ 고등교육 비용 통제

Coombe(2015) 고등교육 기관 
협업

Ÿ 교육 기회의 확대
Ÿ 프로그램 질 향상
Ÿ 비용 절감
Ÿ 자료의 획득 및 공유
Ÿ 새로운 혁신 교육과정

정영수(2000) 지역대학 협력
Ÿ 지역민의 교육 기회 제공
Ÿ 지역 문화 창출
Ÿ 지역인재 공급

최덕철(2003) 대학 간 협력 Ÿ 교육·연구·봉사의 기능 수행에 유용
Ÿ 대학 자체의 경쟁력 제고에 있어 좋은 수단

정금현, 김순남(2005) 대학 간 
교류·협력

Ÿ 교육의 질 향상
Ÿ 대학 경쟁력 강화
Ÿ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기회의 다양

화
Ÿ 인적·물적 협력을 통한 낭비 제거
Ÿ 대학의 개방화

류현종(2012) 교류협력 Ÿ 내재적 목적(외부평가, 사회적 요구에 대처)
Ÿ 외재적 목적(종합교원양성 체제 완성)

<표 II-2> 대학 간 연계·연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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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 간 연계·연합 유형

대학 간 연계·연합은 목적과 연계·연합의 정도 그리고 학자마다 유

형을 다르게 분류하고 있다. 우선 Lang(2002: 153)에서는 협력의 유형을 

총 7가지로 분류하여 정의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그중 컨소시엄은 일반

적으로 서로 다른 회원 기관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재정 자율성을 가진 

별도의 공식적인 실체로서, 회원들에 의해 임명된 중앙집중화된 직원과 

일반적으로 회원들에 의해 종속된 단일 통합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분류하고 있다. 연방은 자율성을 유지하되, 단

일 책임 있는 '호스트' 기관이 관리하는 협업 전반을 고려하여 학위 수

여 권한을 연기하는 것으로 설명하며 구분하고 있다. 제휴는 새로운 별

개의 기업 실체로 이어지지 않으며, 컨소시엄을 고려하여 기관운영 일부

를 중단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통합은 자회사, 보조기관이

나 예산 관리 기관(재무관리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조직 구성이 지역 자

치를 촉진할 수 있지만 적어도 한 기관에 대한 자율성 상실을 수반하는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OECD Education Working Papers에서 Williams(2017)는 

“Collaboration, alliance, and merger among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라는 제목으로 고등교육기관의 연합 및 협력 유형을 제시하

였다. Williams(2017)는 기관 간의 경쟁 심화, 재정 압박, 학생 수 감소 

등과 같은 상황에 따라 더 우수한 품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하고, 사회와 

교육소비자들의 요구에 더욱 부합하는 교육을 제공하며, 고등교육 운영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등교육기관 간의 연합과 협력은 매우 중요한 

목표라고 하였다. 

영국 고등교육 재정지원 위원회(HEFCH, 2012)는 기관 간 연합 및 협

력 유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유형은 네트워크(network), 협력

(collaboration), 연합(alliance), 합병(merger)을 하나의 연속선으로 제시하

여 기관 간 연합 스펙트럼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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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1996)에서는 대학 간 교류·협력의 

유형을 대학원 간 학점 교환제, 전국단위의 대학 컨소시엄, 지역 단위의 

대학 컨소시엄으로 분류하였다. 최덕철(2003)은 대학 간 협력이 운영 주

체 그리고 협력의 수혜자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중 

대학 간의 협력수준을 중심으로 4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첫째, 교수 

및 직원의 개인차원의 교류, 둘째, 대학 간의 자매결연, 셋째, 대학집단 

간의 컨소시엄 결정, 넷째, 대학 간의 통합이다. 교수 및 직원 개인차원

의 교류는 특정 행사, 학술대회, 세미나, 강연 등을 목적으로 타 대학을 

방문하는 것이며 일회성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체계적인 조정이나 통제

가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대학 간 자매결연은 대학종합평가 이후 국내 

대학 간 교류가 활성화되었으나 대학종합평가를 목적으로 급작스럽게 진

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후속적 조치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대학

집단 간의 컨소시엄은 다수의 대학이 연합체를 구성하는 것이라 설명하

고 있으며 그 외에 대학 간 통합은 교류를 넘어서 강력한 연합체의 형태

를 띠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대학 간 연계·연합의 다양한 유형 중 협력의 유형을 7가지로 세분화

하여 제시한 Lang(2002)과 고등교육기관의 협력 유형을 하나의 스펙트럼

으로 제시한 Williams(2017)를 정리하면 다음 <표 II-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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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유형 개념

Williams
(2017)

네트워크(network)
Ÿ 기관 내 또는 기관 간 연결로, 리더십 개입이 거

의 없거나 전혀 없으며 일반적으로 비공식적인 의
사소통 조직의 자율성에 대한 변화 없음

협력(collaboration)

Ÿ 개인들보다 기관 간의 합의를 의미, 공식적 협약 
또는 파트너십에 기초

Ÿ 법적 권한과 특권, 인적자원, 설비, 장비 및 기술, 
정보공유를 포함할 수 있음

연합(alliance)

Ÿ 더욱 광범위한 운영을 포함하는, 확대된 형태의 
협력

Ÿ 파트너들은 광범위한 역량을 공유하나, 별개의 정
체성과 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협약은 취소 가능

합병(merger)

Ÿ 현존하는 또는 새로운 기관으로 포함되면서, 최소 
하나의 기관이 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함

Ÿ 합병된 기관의 본래 요소들은 별개의 명칭, 브랜
드, 다양한 정도의 거버넌스 및 운영을 유지할 수 
있음

Lang
(2002)

프로그램 종료
(programme closure)

Ÿ 학업 프로그램의 중단 또는 재할당 또는 서비스의 
경우 민영화, 이전 또는 별도 통합을 포함할 수 
있음

예산 책임 센터
(Responsibility
Centre Budgeting,
RCB)

Ÿ 독립 수익 기반을 유지하면서 비용 기반을 중앙에
서 투명하게 할당하는 재무 관리 시스템

계약별 관리
(Management by 
contract)

Ÿ 책임은 단일 '주최' 기관에 위임되며, 이 기관은 
기관 정체성이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필
요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기관에 하도급함

컨소시엄
(Consortia)

Ÿ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회원 기관과는 별도로 존재
하는 재정 자율성을 가진 별도, 공식적 실체로서, 
회원들에 의해 임명된 중앙집중화된 직원, 일반적
으로 회원들에 의해 종속된 단일 통합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를 제공

연방
(Federations)

Ÿ 자율성을 유지하되, 단일 책임 있는 '호스트' 기관
이 관리하는 협업 전반을 고려하여 학위 수여 권
한을 연기

제휴
(Affiliations)

Ÿ 새로운 별개의 기업 실체로 이어지지 않으며, 컨
소시엄을 고려하여 기관운영 일부를 중단하도록 
요구하지 않음

통합
(Mergers)

Ÿ 자회사, 보조기관과 같은 다양한 조직 구성이 지
역 자치를 촉진할 수 있지만 적어도 한 기관에 대
한 자율성 상실을 수반함

<표 II-3> 대학 간 연계·연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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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살펴본 것과 같이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는 연계 및 

연합 정도에 따라 그리고 목적과 유형에 따라 다양한 개념과 형태를 가

지고 운영된다.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는 대학 간 연합 또는 협

력 그리고 컨소시엄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목적과 상황에 따라 

네트워크, 통합, 합병과 같은 협력 정도에 따른 다양한 유형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 같은 무수한 유형의 대학 간 

연계와 연합을 분류하고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학 간 연계·연합을 협력 정도와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연계4), 연합5), 

통합6)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 2 절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의 세계적 동향

1. 일본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가 다양한 형

태로 운영되어왔다. 그중 국립대학 법인화라는 핵심적인 대학체제 개편

이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립대학 간 통합이 이루어졌다. 이는 일본

이 1980년대 말 이후 지속된 장기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개혁을 시

행하였고, 이들은 재정 부담의 원천 중 하나인 국립대학 개혁을 핵심 목

4) 대학 간 연계는 세 유형 중 가장 유연한 형태로, 두 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이 단일 또는 단기적인 프로젝트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의 또는 계약을 통

해 운영하는 것으로 참여 기관 간 별도의 의사결정 및 조정기구가 존재하지 않

는 것으로 보았다.
5) 대학 간 연합은 두 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또는 참여 기관이 공통의 목표 

또는 비전 달성을 위해 각 기관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는 유지하되 별도의 의사

결정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6) 대학 간 통합은 두 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이 기존의 기관으로 법적 지위를 

상실하고 흡수되거나 새로운 법적 지위를 생성함으로써 기존의 법적인 지위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일 기관, 단일 의사결정기구 및 단일 이사회 등의 

단일한 기관으로 운영되는 것이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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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삼았다(김필동, 2008). 이와 함께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이념의 

확산과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등장하였고, Goodman(2008)

에 따르면 일본의 장기간 경제 침체로 인해 일본대학은 생산성을 강화하

고 경제발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다. 이에 2004

년 4월을 기점으로 모든 국공립대학의 법인화가 단행되었고(김필동, 

2008), 법인화를 전후로 단과대학과 지역의 거점국립대학이 통합되었으

며, 14개 그룹 29개교의 국립대학이 통합하여 2000년에 99개교에 달했던 

국립대학은 86개교로 감소하였다(이찬희, 박지환, 2021).

일본의 국립대학 통합 및 법인화와 같은 구조적 체제 개편과 더불어 

대학 간 연계 및 연합체제도 함께 운영되었다. 일본의 대학 간 연계 및 

연합체제는 대학에서의 미래 인재 육성에 대한 기대, 학령인구의 감소, 

대학의 개성과 운영체제의 변화 요구 그리고 교육제도 개혁에 따른 대학 

간 연계의 촉구와 같은 배경에서 추진되었다(야마모토 이와코, 정광희, 

2010). 그중 대학 간 연계·연합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 컨소시엄은 학

점 교환 및 교류, 공동수업과 같은 ‘교육 기능’, 공동 연구 및 대학 

간 학술교류와 같은 ‘연구기능’ 그리고 도서관이나 자료실과 같은 시

설을 공동으로 공유하고 이용하는 ‘환경기능’의 크게 세 가지 기능으

로 수분할 수 있다(야마모토 이와코, 정광희, 2010).

일본의 대학 간 연계 및 연합 형태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연계의 경우 

‘대학 컨소시엄 교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연합의 경우에는 ‘4 대학 

연합(四大學聯合: Union of four universities in Tokyo)7)’을 볼 수 있다. 

대학 컨소시엄 교토는 1994년 3월 ’교토대학센터‘의 이름으로 출범하

여 1998년 ‘대학 컨소시엄 교토’로 개칭하며 1억 엔의 기금과 함께 재

단법인을 설립하였다(이정희, 최용호. 2006). 대학 컨소시엄 교토는 교토 

지역을 중심으로 대학과 지역사회 및 산업계와의 연계, 대학 간 상호교

류 강화를 통해 조사, 연구 개발, 정보 제공, 교류 촉진 등을 목표로 교

토 시내의 모든 대학과 단기대학, 교토시와 교토부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7) 4 대학연합의 세부 내용은 4 대학연합 홈페이지를 참조하였다. 

(https://www.tokyo-4univ.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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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성하였다(야마모토 이와코, 정광희, 2010). 대학 컨소시엄 교토는 그 

규모에 맞게 그리고 지역에 맞게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들은 대

학 간 연계 교육사업, 조사·연구사업, 산관학 지역 내 연대사업, 학생교

류사업 등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연계를 활성화시켰으며, 교육뿐 

아니라 경제, 문화, 예술 분야에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후 일본 각 지

역에서 대학 컨소시엄 교토를 모델로 대학 컨소시엄 조직이 확산되었으

며, 2006년에 일본 전체에 약 50여 개의 컨소시엄이 결성되고 운영되었

고 이는 컨소시엄 조직 간 적극적인 교류와 발전을 위해 전국 대학컨소

시엄협의회의 설립으로 이어졌다(이정희, 최용호. 2006).

다음으로 ’4 대학연합‘은 본래 ’제2의 도쿄대학 구상‘의 이름으

로 본래 히또쯔바시대학, 도쿄공업대학, 도쿄의과치과대학, 도쿄외국어대

학, 도쿄예술대학의 5개 대학연합구상으로 대학 간의 통합을 계획하였으

나, 이후 도쿄예술대학을 제외한 4개 대학이 ’4 대학연합‘의 이름으로 

연합체를 결성하였다(매일경제, 2000.07.30.). 4 대학연합은 2001년 3월에 

구성되었으며 참여대학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연구와 교육의 내용에 따

라 연계를 도모하고 지금까지의 고등교육으로 달성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인재의 육성과 학제 및 다학문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더욱 촉진시킴으로

써 학생, 교수, 연구원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참여대학들이 서로 다른 분야의 학부, 대학원, 연구기관 등이 있다는 사

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는 첫째, 학생 선택의 폭을 넓히고 더 나은 교

육시스템을 구축하며, 둘째, 공동 연구 프로젝트 및 학제 간 연구 분야

에서 서로 협력하여 국제연구 표준을 유지하고 달성하고 마지막으로 해

외 대학과의 제휴를 통한 연구 및 교육의 발전과 향상을 세부목표로 제

시하고 있다. 이에 오늘날에는 ‘파트너십 교육과정(Partnership 

Curriculum)’의 이름으로 이공계열과 상경계열의 대학 간 상호 교육과

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4개 대학이 협력하여 교

육과정을 제공한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지역 격차를 완화시킴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강

화시키고 도시 내부 중심 시가지의 재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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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들과 다양한 개발 

주체들 간의 파트너십 또는 컨소시엄이 등장하였다(손승호, 2007). 이처

럼 일본은 국립대학의 통합과 함께, 지역 대학 간의 연계와 연합체를 운

영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지역과 국가 내부의 문제

를 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까지도 목표로 하며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대학 간의 원활한 협의와 의견일치를 통한 연계와 연

합이 아닌 정부주도 하에 시행된 국립대학 통합은 통합 대학 간의 합의

와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으며, 대학의 주요 역할인 교육과 연구보다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목표로 추진되어 국립대학 간 통합이 이루어진 지 10년

이 넘은 오늘날에도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일본 국

립대학 통합의 사례가 국립대학의 통합이 대학경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차원에서만 고려되는 것이 아닌, 효율적인 대학경영이 대학 본연의 임무

인 교육과 연구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이찬희, 박지환. 2021). 

2. 미국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미국의 많은 고등교육기관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 위기에 직면해있으

며(Thomas, 2015), 이로 인해 고등교육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성장이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고등교육기관 간 연합

과 협력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일찍이 고등교육이 확장되던 1960년대부

터 나타났으며 운영되어 왔다(Glazer-Raymo, 2019). 대학 간 연합과 연계

가 일찍부터 이루어진 만큼 그 종류와 유형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형태인 컨소시엄(consortium) 외에도 얼라이

언스(alliance), 확장된 협력(expanded collaboration), 공동 사업(joint 

venture) 통폐합(merger), 통합(consolidation) 등의 유형이 운영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조옥경(2019).는 미국의 대학 간 연합 및 연계의 유

형을 연계형, 연합형, 결합형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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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hip)과 컨소시엄을 연계형 대학체제로, 확장된 협력(expanded 

collaboration), 급진적 협조(radical cooperation), 얼라이언스(alliance), 공

동사업(joint venture)을 하나로 묶어 연합형 대학체제로 보았으며, 마지

막으로는 통합(consolidation), 통폐합(merger), 인수(acquisition)를 결합형 

대학체제로 지칭하였다. 이 항에서는 미국이 분석 대상 국가이긴 하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체제에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하기 때문에 캘리포니

아 주립대학 체제 이외의 연계 및 연합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처럼 대학 간 연계 및 연합 유형이 매우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미국의 사례를 확인함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연계, 연합 

그리고 통폐합의 유형과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연계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Big Ten Academic Alliance’를 볼 수 있다. 

일반적인 대학 간 연계는 규모가 작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학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나, Big Ten은 동부 대규모의 14개 우수 연구중심대학이 

연구, 도서관, 공동구매 및 기술 분야에 있어서 협력하기 위해 구성된 

연합체이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위스콘신주의 사립대학 간 지역형 컨소

시엄으로 ‘Wisconsin Association of Independent Colleges and 

Universities(WAICU)8)’를 볼 수 있다. 이들은 위스콘신주의 23개 사립대

학 간 합작투자, 자원공유, 정보 및 장학금 교환, 상호 협의 및 협력을 

통해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의 발전을 촉진하며 공적 자금의 효율적인 할

당을 추구한다. 즉, 대학 간 연계는 일반적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소규

모 대학들이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와 교류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 추구

를 목적으로 하나, 컨소시엄에 따라서 대학의 소재지와 설립 유형에 제

한을 두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컨소시엄 유형

은 대학의 참여 의사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경영 방식이나 운영 기능 

등의 근본적인 방식을 바꾸지는 않으나, 참여비용이 적고 개별대학에 미

치는 위험성이 낮다는 이점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연합의 경우에는 컨소시엄보다는 다소 급진적인 방식이며 

행정 및 교육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운영의 효율성과 운영비용 감소를 목

8) WAICU의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였다. (https://www.waic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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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한다. 연합은 행정 및 교육을 공동으로 운영하나 각 개별대학의 독

립성과 정체성은 유지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적인 대학 간 연

합의 사례로는 ‘TCS Education System9)’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은 

3개 주의 6개 비영리 고등교육기관과 11개의 캠퍼스가 모여 2009년에 설

립한 연합체이다. TCS 시스템은 특정 성격에 만족하는 대학만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대학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성과를 최대한으로 달성

하는 것을 목표로 여타의 소규모 대학과의 차별성을 강조한다. 이들은 

마케팅 지원, 입학 및 등록, 학사·학생 지원, 법률지원, 재정지원 등 다

양한 서비스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시스템 운영 이후 경제력 향상, 정원 

증가, 교육과정 신설 등의 다양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 간 통폐합의 사례로는 ‘조지아주립대학체제

(University System of Georgia)10)’를 살펴볼 수 있으며, 이는 조지아주

에 위치한 4개 연구중심대학, 4개 종합대학, 9개 주립교육대학, 9개 주립 

전문대학의 총 26개 주립대학 간의 통합체제이다. 조지아주립대학체제는 

1931년 이사회를 단일로 구성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1932년부터 운영되

기 시작하였다. 이후 조지아주의 주립대학 간 지속적인 통폐합이 이루어

져 2011년 35개에 달했던 대학은 현재 26개로 조정되었다. 이렇게 이루

어진 통폐합은 대학의 운영비용 절감에 큰 효과를 보이며 대학의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다. 또한, 규모를 확대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다른 여타 

대학과는 차별성 있는 교육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위의 성과들을 달성하기 위해 그리고 통폐합 체제를 형성하기 위

해 초기에 소비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며,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는 점

이 한계로 작동한다. 또한, 통폐합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경우가 많이 있으며, 기업의 사례를 확인하였을 때 성공률이 높지 않다

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러한 미국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를 표로 정

리하면 아래 <표 II-4>와 같다. 

9) TCS Education System의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였다. 

(https://www.tcsedsystem.edu/)
10) 조지아주립대학체제의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였다. (https://www.usg.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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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학 간 연계 대학 간 연합 대학 간 통폐합

개념

Ÿ 지리적으로 인접한 고
등교육 기관들이 더 
나은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 형태.

Ÿ 상호이익과 경제협력
을 위해 세 개 이상의 
고등교육 기관들이 공
동사업 운영을 위해 
협약을 맺은 조직

Ÿ 지리적으로 떨어진 
기관들이 급진적인 
변화를 위해 연합한 
형태.

Ÿ 주요 행정 및 학술기
능을 공동 운영하여 
효율적인 경영.

Ÿ 가장 급진적인 형태
의 연합 모형.

Ÿ 기관 간 중복된 항목
을 없앰으로써 개정
을 확보하거나 두 개
의 대학이 한 개의 
대학으로 통합되는 
것.

Ÿ 절차가 가장 까다로
운 연합 모형.

특징

Ÿ 행정비용 절감
Ÿ 교육서비스 질 개선
Ÿ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규모가 작은 대학 간 
더 활발한 교류

Ÿ 개별대학의 독립성과 
정체성 보존

Ÿ 교육과정 및 행정절
차 공동 운영

Ÿ 참여대학 간 중복 사
항을 조정하거나 하
나의 기관으로 구성
하는 등 다양한 방식 
존재

주요 현황 
및 예시

Ÿ Big Ten
Ÿ WAICU(Wisconsin 

Association of 
I n d e p e n d e n t 
Colleges and 
Universities)

Ÿ TCS Education 
System

Ÿ University System 
of Georgia

성과 및 
한계

Ÿ 인적·물적 자원의 공
유를 통한 비용 절감

Ÿ 교육서비스 품질 향상
Ÿ 지리적 거리 혹은 협

력 의사 여부에 따라 
컨소시엄 운영의 어려
움

Ÿ 경영 방식 변화 또는 
기능 재구조화를 통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음

Ÿ 비용 절감 및 교육 
품질 향상 

Ÿ 시장 효과(경쟁체제
에서 상위권 달성 가
능)

Ÿ 조직적 효과(시너지)

Ÿ 대학의 운영비용 절
감

Ÿ 대학 규모 확대
Ÿ 차별성 있는 교육과

정 및 서비스 제공
Ÿ 낮은 성공률
Ÿ 초기 시간 및 비용 

소요
Ÿ 행정적으로 복잡한 

절차

<표 II-4> 미국의 대학 간 연계·연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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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유럽 연합 국가들은 유럽의 고등교육 기관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

고자 고등교육체제를 단일화시키고 교수와 학생들의 국가 간 교류를 활

성화 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9년 볼로냐에서 개최된 장관 회의

를 통해 볼로냐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볼로냐 프로세스는 

유럽 고등교육 체제의 통합과 이를 위한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유럽의 고

등교육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볼로냐 프로세스는 

1998년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파리대학교 개교 800주년을 맞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네 국가의 고등교육 부처 장관들에 의해 먼저 논

의되고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1998년 파리 소르본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8년 5월 25일 소르본 선언문, 
(Déclaration de La Sorbonne, 25 mai 1998)>

Ÿ 유럽 고등교육의 이동성과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장벽을 허물고 교육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Ÿ 공통의 학점 체계를 통해 고등교육 시스템의 독창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
가 있음
Ÿ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은 어떤 직업 생활을 하는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학문 세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Ÿ 학사학위 이후 석사학위와 박사학위에서는 연구와 직업의 두 가지 주제를 강
조함
Ÿ 대학원 과정에서 학생들은 외국 대학에서 최소 한 학기를 보내도록 권장됨
Ÿ 학위증명서의 가독성을 향상함으로써 학생의 이동성과 고용 가능성을 촉진함

출처: Déclaration de La Sorbonne, 25 mai 1998

위와 같은 파리 소르본 선언문을 토대로 1999년 6월 19일 볼로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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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문을 통해 29개국이 볼로냐 프로세스를 채택하였고 정책을 시행하였

다. 이후에도 유럽 연합의 고등교육 체제 통합과 발전을 위해 ‘유럽고

등교육권역(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EHEA)’을 창설하여 정기

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유럽고등교육권역의 주요 목적은 유럽

의 학생 이동성과 학위증명서의 인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유

럽의 학사·석사·박사의 공통된 학제 도입과 학위 및 학점 등의 투명성 

증가와 같은 결과가 있었다. 오늘날에는 볼로냐 프로세스에 총 49개 국

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유럽 내 고등교육의 교류가 크게 활성화되었다. 

또한, 학위증명서의 내용을 통일함으로써 유럽 내 학위인정이 쉽고 광범

위해지면서 학생뿐 아니라 교수와 교직원들의 이동성 또한 크게 증가하

였다. 

가. 독일11)

1998년 파리에서 선언된 볼로냐 프로세스 실행과정에서 독일의 9개 

주요 공과대학이 2003년 비공식적으로 연합을 구성하였고, 2006년에 이

들 9개 대학은 베를린에 TU9 “German Institutes of Technology e. V”

라는 비영리협회 사무소를 개설하였다. 독일의 TU9 공과대학 협의회는 

이름 그대로 독일의 9개의 우수한 공대들인 아헨 공과대학교(RWTH 

Aachen University), 베를린 공과대학교(Technische Universität Berlin), 

다름슈타트 공과대학교(Technical University of Darmstadt), 브라운슈바이

크 공과대학교(University of Braunschweig - Institute of Technology), 드

레스덴 공과대학교(Technische Universität Dresden), 라이프니츠 하노버

대학교(Leibniz University Hannover), 칼스루에 공과대학교(Karlsruhe 

Institute of Technology), 뮌헨 공과대학교(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 슈투트가르트대학교(University of Stuttgart)의 총 9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인 규모로는 2018-19년 기준 277,530명의 학생과 

11) 이 장은 독일 TU9의 영문 홈페이지 내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https://www.tu9.d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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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00명의 국제학생 그리고 37,453명의 교수가 등록되어 있다. 

이들은 공학 및 자연과학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를 선도하고, 기초연

구뿐 아니라 응용연구에 이르기까지 학문적 경계를 넘어서 수많은 협력

을 강화하고, 우수 국제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촉진시켜 혁신적인 교육 

및 학습 방법을 통해 우수한 젊은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독일의 과학과 혁신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써 고등교육 

정책 토론에도 이바지하고 있으며, 유럽 및 국제수준에서 다른 공과대학

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국제적 대학 정책문제를 논의한다. TU9은 

현대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국제적으로 저명한 전문가와의 연결, 공학뿐 

아니라 인문학과 사회과학과의 연결을 통한 폭넓은 학제 간 연구 그리고 

지역 및 국제적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경력 개발을 지원하며, 190개 이

상의 영어 석사과정과 비 STEM 과목을 포함한 1,200개 이상의 학위프로

그램을 제공한다. 

TU9 공과대학 연합체는 독일 및 해외 청소년을 위한 STEM 연구 탐

구 주간 운영 프로젝트인‘TU9-ING-Woche’, 아이디어부터 창업에 이

르기까지의 과정을 지원하는 ‘TU9-DAAD-Innovation Week’ 프로젝트, 

인도 공과대학 석사과정 학생들의 교류 및 장학금 지원 프로젝트인 

‘TU9-IITs-Master’, TU9 대학들의 학사 및 석사과정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TU9 Sneak Peek Bachelor/Master’ 프로젝트, TU9의 도서관과 8

개의 스위스 도서관 및 협회 간의 협력 프로젝트인‘EQUAP2(Evaluating 

the Quality Assurance Process in Scholarly Publishing)’, 6세에서 99세

까지 STEM 학문에 관해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

램인 ‘STEM4All’그리고 ADeKo(Alumni Network Germany Korea)에 의

해 시작된 미래 과학을 주제로 운영하는 ‘Joint Korean-German 

Conference’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공

학 분야의 혁신적인 온라인 강의를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 공동 MOOC

를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최초 프로그램 시행 당시 80의 국

가에서 1,328명의 학생이 수강하였다. 또한, TU9이 운영하는 MOOC의 주

요 부분 중 하나는 매주 90분씩 서로 다른 TU9 대학의 최소 두 명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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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이 학문과 연구 주제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강의 등을 생방송으로 운

영한다는 것이다(Pscheida, D., Herbst, S., Köhler, T., Dubrau, M., & 

Zickwolf, K., 2016).

지금까지 TU9의 사례를 확인해보았을 때, 독일의 경우 일반적인 지리

적 대학 간 연계 및 연합체제보다 STEM과 같은 특정 학문 분야를 중심

으로 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미 유럽 내에서 Erasmus 프로그램

을 통해 해외 유수 대학들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공과대학 간의 

교류보다는 학생 유치, 산학협력, STEM 분야의 연구 교류 활성화에 초

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핀란드12)

핀란드도 다양한 대학 간 연계 및 연합체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형태는 대학의 통폐합이다. 본래 핀란드의 대학교는 국

가 행정부에 속해있었고 공교육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2009년의 법 개정

으로 인해 대학체제의 큰 변화가 일어났고 그중 하나가 대학의 통폐합이

다(Aarrevaara, Dobson, & Elander, 2009). 가장 대표적인 대학 통폐합의 

사례로는 알토 대학교(Aalto University)와 탐페레 공과대학(Tampere 

University of Technology)이 있다. 알토 대학교가 위치한 헬싱키와 템페

레는 핀란드의 최대 연구 중심 지역 중 하나로 2000년대 중반 최대 연구 

중심 지역 네 곳이 핀란드 전체 연구개발비의 75% 이상을 지원받았다

(Pelkonon, 2008b: 72). 2010년 대학 법의 새로운 개정안은 대학들이 국가

로부터 더 많은 자치권을 얻어 재원기반을 활성화하고 다양화할 것이라

고 주장하였다(Aarrevaara & Dobson, 2013).

알토 대학교는 헬싱키 공과대학, 헬싱키 경영대학 그리고 헬싱키 예술

디자인 대학이 통합하여 알토(Aalto) 대학교라는 거대 대학교를 만들었는

데 이들은 과학과 공학, 디자인과 예술, 비즈니스와 경제를 결합하여 새

12) 이 장은 핀란드 알토 대학교 홈페이지 내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https://www.aalto.f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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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혁신적인 대학 형성과 세계수준대학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 알

토 대학교는 국가나 정부의 압력이라 정책으로 인한 통합이 아닌 참여대

학들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으로 형성된 체제라는 점에서 독특한 특징을 

갖는다. 통합 이후 알토 대학교는 과학, 예술, 공학 및 비즈니스 관련 순

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오늘날 알토 대학교는 12,000명의 학생과 

4,000명의 교직원 그중 약 400명이 교수진이며, 6개의 학교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알토 대학교는 세계수준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국제화를 

제시하였으며, 연구, 교수-학습의 국제화, 학생 및 교직원의 국제 이동성

과 향상과 전략적 국제 학술 파트너십 개발 및 조정을 지원하고 촉진한

다. 이를 배경으로 2010년부터 국제 교직원 수와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국제 교수의 비율은 2010년 9%에서 2020년 25%로 증가하였

다. 

다. 스코틀랜드13)

스코틀랜드의 대표적인 대학연합 사례인 스코틀랜드 대학 물리학 연

합(Scottish Universities Physics Alliance, SUPA)은 스코틀랜드 자금 지원

위원회(Scottish Funding Council, SFC)의 자금 지원을 받아 형성된 8개 

물리학 학교 간의 전략적 동맹이다. 참여대학은 애버딘 대학교

(University of Aberdeen), 던디 대학교(University of Dundee), 세인트 앤

드루스 대학교(University of St Andrews), 에든버러 대학교(University of 

Edinburgh), 헤리엇와트 대학교(Heriot-Watt University), 웨스트스코틀랜

드 대학교(University of the West of Scotland), 글래스고 대학교

(University of Glasgow) 그리고 스트래스클라이드 대학교(University of 

Strathclyde)의 총 8개 대학이며, 스코틀랜드 전역의 1,200명 이상의 물리

학자(교수, 연구원, 대학원생)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연구전략 공유, 

협력 촉진 그리고 우수성 추구를 위해 2004년에 설립되었다. 

13) Scottish Universities Physics Alliance, SUPA 공식 홈페이지 및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https://www.supa.ac.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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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이후, 8개 대학은 더욱 긴밀하게 통합하고 발전되어 스코틀랜드 

전역의 물리학 박사과정 학생 또는 박사후연구원이나 연구조교를 위한 

60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영국에서 가장 큰 물리

학 단체 또는 대학원으로써 물리학 연구 및 대학원 교육에 큰 영향을 미

치고 있다. 또한, 물리학 연구의 강점을 반영하는 5개의 주제를 중심으

로 하위 분야를 구성하였다. 5개 하위 분야는 천문학 및 우주 과학, 응

집물질 및 재료과학, 핵 및 플라즈마 물리학, 입자물리학 그리고 포토닉

스이며, 그중 에너지와 물리학 및 생명과학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낸다. SUPA는 물리학 분야 및 대학 연합의 성공적인 사례로 불리며 

영국의 자금조달을 위한 연구 성과 평가인 REF202114) 기간 동안 약 5억 

5천만 파운드 이상의 연구비를 조달받으며, 그 우수성과 영향력을 입증

하였다. 

4. 세계적 동향으로서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이처럼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는 이 연구의 연구대상인 한국, 미국, 

프랑스에만 국한된 형태가 아닌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위

에서 확인한 세계 여러 국가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를 종합하면 다음

과 같다.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는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가

장 약한 연결형태이며, 개별대학과 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연계체제, 

그리고 몇몇 하위 부서의 공동 운영을 통해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

고자 하는 연합형이 있으며, 연합형은 또한 연계형보다 기관의 더 적극

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구분할 수 있는 통합형이 있다. 통합

형은 연계체제 또는 연합체제와 비교하면 상당히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

며, 따라서 통합체제 결성 이후 성과를 확인하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게다가 통합의 경우 기관의 운영과 경영을 함께 해나가는 형태

이며, 따라서 개별 기관의 매우 적극적인 참여와 참여 의지가 있어야 가

능한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통합의 경우 일반 개별대학이 접근하

14) 영국의 경쟁적 성격의 자금조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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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일본부터 미국 그리고 유럽의 다양한 나라들

이 운영하는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에서도 대학 간 통합모델은 쉽게 찾

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대학 간 연계 또는 연합체제를 이룬 대학들은 대

부분 재정지원 또는 연구비, 자금조달, 그리고 세계수준 대학으로서의 

우수성 입증 등 다양한 효과와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많은 국

가에서 오늘날 자금조달의 경우에는 경쟁기반 방식을 주로 사용하나 실

제적인 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우수성 입증에서는 대학 간의 교류와 협력

을 통한 성장이 효과적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대

학 간 연계·연합체제는 체제를 형성하면서 지리적 결합이나 학문 분야 

중심의 결합 방식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지리적 결합 방식을 채택하

는 경우에는 지역사회 발전도 함께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소 규모가 작

은 기관 간의 연합체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학문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

된 체제의 경우에는 이미 해당 학문 분야에서 명성이 있거나 강점을 보

이는 기관들이 참여함으로써 대규모 대학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앞의 일본, 미국,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대학 간 연

계·연합체제를 정리하면 다음 <표 II-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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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름 규모 연합유형 특징

일본

대학 
컨소시엄

교토

Ÿ 교토시 모든 
대학과 단기대학

Ÿ 교토시
Ÿ 교토부

컨소시엄

Ÿ 지역 중심
Ÿ 대학-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Ÿ 교육뿐 아니라 경제, 문화, 

예술 분야 발전 도모

4 대학연합

Ÿ 히또쯔바시대학
Ÿ 도쿄공업대학
Ÿ 도쿄의과치과대학
Ÿ 도쿄외국어대학

연합

Ÿ 제2의 도쿄대학 구상
Ÿ 지역 내 연합
Ÿ 기관 독립성 유지
Ÿ 인적. 물적자원 교류 활성화

미국

Big Ten Ÿ 14개 대규모 
연구중심대학 컨소시엄

Ÿ 대규모 대학 간 연합
Ÿ 컨소시엄 참여대학 특성 매

우 다양
Ÿ 대학경영 독립성 유지

WAICU Ÿ 위스콘신주의 
24개 사립대학 컨소시엄

Ÿ 40여 개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비용 절감 효과

Ÿ 대학경영 독립성 유지

조지아주립
대학시스템

Ÿ 조지아주의 26개 
주립대학 
통합체제

통합

Ÿ 26개의 개별 이사회를 단일 
이사회로 통합

Ÿ 전공과정의 중복 지양
Ÿ 대학교육 접근성 및 규모의 

경제 확대

독일 TU9 Ÿ 독일 9개 
공과대학 연합

Ÿ 학문 중심
Ÿ 독일 내뿐만 아니라 유럽과 

세계의 공과대학 간의 
네트워크 형성

Ÿ 공학을 중심으로 하나 인문
학 및 사회과학과의 연결을 
통한 학제 간 연구 추구

핀란드 알토 대학교

Ÿ 헬싱키 공과대학
Ÿ 헬싱키 경영대학
Ÿ 헬싱키 

예술디자인대학

통합

Ÿ 지역 중심
Ÿ 경쟁력 향상 목표
Ÿ 자발적인 통합
Ÿ 자금 지원 확대
Ÿ 학문 간 융합을 통한 교육과 

연구 추진

스코틀
랜드

스코틀랜드 
대학

물리학 연합
Ÿ 8개 물리학 대학 연합

Ÿ 학문 중심
Ÿ 연구 중심
Ÿ 연합 형성 이후 

막대한 자금 확보
Ÿ 영국에서 가장 큰 

물리학 단체 및 대학원

<표 II-5>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의 세계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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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신제도주의

1. 신제도주의 개요

가. 신제도주의 개념

최근 정치·경제·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도

(institution)’를 중심개념으로 설정하는 학문적 흐름을 포괄적으로 일컬

어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라고 부르고 있다(하연섭, 2011: 

3).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중심개념으로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단일학문이 아닌 사회과학의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발전되어 왔기에 학

문 분야, 연구 주제 및 연구대상 그리고 학자에 따라 제도의 의미와 정

의는 매우 상이하다. 따라서 신제도주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른 접근방법들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당한 혼란이 있

다(정정길, 최종원, 이시원, 정준금, 정광호, 2020: 731). 그럼에도 불구하

고 Lowndes(1996)은 사전적 의미의 제도가 ‘확립된 법률, 관습 또는 관

행(established law, custom or practice)’으로 정의되며, 16세기부터 정부

의 관습 및 관행과 특별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제도에 대

한 기본적인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제도는 사회적 구조

의 일부이지만 개인에 의해 형성되며 개인의 행동을 제한하는 중간 수준

(middle-level)의 개념이다. 둘째, 제도는 규칙이나 법과 같은 공식적인 

측면과 규범 및 관습과 같은 비공식적인 측면을 포함한다. 셋째, 제도는 

합법성과 안정성을 지닌다. 

이러한 신제도주의는 1900년대 중반의 행태주의(behavioralism), 다원

주의(Pluralism)와 같은 기존 사회과학들의 이론을 비판하고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한 시도로 등장하였다. 행태주의와 같은 기존의 사회과학 이론들

은 개인의 행동을 통해 모든 사회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신제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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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개인의 행동과 그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맥락에 중점을 둔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처럼 기존 사회과학의 이론은 신제도주의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March & Olsen(1983, 1989)의 연구는 기존의 주

류 사회과학 이론 간의 5가지 공통적인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첫

째, 정치적 영역의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맥락주의(contextualism)

적 시각, 둘째, 정치 현상을 집합적 수준의 개인 행위의 결과로 보는 환

원주의(reductionism)적 시각, 셋째, 개인 행위는 개인의 선호를 반영한다

는 공리주의(utilitarianism)적 시각, 넷째, 역사가 효율적 과정으로 고려되

는 기능주의(functionalist)적 시각과 마지막으로 정치의 과정이 의사결정

과 자원 배분을 핵심으로 한다는 도구주의(instrumentalist)적 시각의 총 

다섯 가지 시각을 한계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March & Olsen(1983, 1989)은 제도의 자율

성과 개인의 선호가 제도적 맥락 내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강조하며 사회

현상에 대한 과정 중심적 시각과 해석을 주장하는 제도이론을 제시하였

다. March & Olsen의 제도이론은 행위자인 개인이 동기와 열망을 가지

고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성을 과소평가함으로써 낮은 제도변화

의 가능성을 드러내며 제도의 안정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시한 기존 사회과학 이

론의 한계점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날 신제도주의 이론의 기초가 되는 제

도이론을 제시하였고, 사회과학 분야 연구의 흐름을 신제도주의로 전환

시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1950년대의 주류 사회과학 이론의 한계와 비판에서 등장한 신제도주

의는 또한 구제도주의(old institutionalism)와 구별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

다. 구제도주의 또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발전하여 발전된 학문 분야 

간 차이를 보이는데, 구제도주의는 신제도주의와는 달리 제도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고 기술하는 데 그쳤으며, 제도가 인간의 행동이 나타나는 

장(locus)이라는 측면만 파악(정정길 외, 2020)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정치학에서 발전한 구제도주의는 국가의 구조 및 법률과 같은 공

식적인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단순히 설명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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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통해 발생하는 사회현상 혹은 행위자가 제도를 어떻게 변화시키

는지와 같은 상호작용이나 그로 인한 변화에는 주목하지 않았다는 점에

서 오늘날의 신제도주의, 그중에서도 정치학을 기반으로 발전한 역사적 

신제도주의와는 차이를 보인다. 

나. 신제도주의의 하위 분파

학문 분야에 따라 신제도주의로 고려할 수 있는 하위 분파는 매우 다

양하나,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인정받는 신제도주의의 주요 하위 분파는 

크게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와 사회학적 제도주의(sociological 

institutionalism)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Hall & Taylor, 1996, 하연

섭, 2011).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발전한 신제도주의는 핵심개념을 ‘제

도’로 설정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이론들이 

본래 공통의 학문적 목적이나 지향을 가지고 출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외의 공통점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하연섭, 2013: 3). 한편으로는, 다

른 학문 분야에서 발전하였다고 하더라도 분석을 위한 틀이나 시각을 나

누기도 하기에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하위 분

파 간의 공통점과 구체적인 내용, 분파 간의 차별성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제도주의의 대표적인 세 가지 하위 분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기존의 사회과학의 우세한 이론이었던 행

태주의, 다원주의 등에 대한 비판에서 등장하였고, 정치학 그리고 정책

연구에서 발전하여 ‘역사’와 ‘맥락’을 중심개념으로 설정한다. 이 

때문에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는 맥락에 대한 적절한 이해 없이 사회현

상 혹은 정책을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며, 맥락을 형성하는 것은 역사라고 

주장한다(하연섭, 2011: 37). 따라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적 관점에

서 역사와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맥락’에 초점을 맞

추는 역사적 제도주의는 정책을 설명함에 있어서 각국의 고유한 맥락의 



- 36 -

중요성과 맥락 형성의 주요 요인인 역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Ashford, 1992), 정치적 형태와 결과가 왜 국가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는

지를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개별 국가의 맥락과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존 사회과학 이론 설명방식의 한계를 극

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한편으

로는, 각 국가의 특이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일반화된 이론 제시가 불

가능하다는 점과 거시적 차원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미시적 차원의 

설명이 빈약하다는 한계점과 더불어 Thelen과 Steinmo(1922: 4)가 주장한 

것처럼 “제도 결정론(institutional determinism)의 오류”를 범하기 쉽다

는 비판이 있다.

이어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한계에서 등장하

였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도의 기원, 효과 그리고 안정과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인 개인에 초점을 맞추

어(하연섭, 2011) 정치학과 경제학을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효용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모든 인간은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제도는 사회구성원들이 

서로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교환 및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도구로 이해하며(Weingast, 2002), 사회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자발적 협력의 구조(structures of voluntary cooperation)’를 

뜻한다(Moe, 2006). 또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는 제도가 만들어지

기 이전에는 제도가 전무한 것으로 가정하며(Peters, 1999), 제도가 사회

구성원 간 상호작용 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정치를 ‘일련의 집단적 행동의 

딜레마(a series of collective action dilemmas)’로 이해하기도 하며(Hall 

and Taylor, 1996),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가 창조되며 ‘제도의 의도

적 설계(conscious design of instituions)’를 핵심개념으로 설정하고, 집

합적 행동의 딜레마가 해결된 이후에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 패턴이 변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균형(equilibrium)’의 개념을 강조한다(하연섭, 

2002). 그러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도의 공식적 부분에만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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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으로써 비공식적 부분을 간과한다는 점과 제도의 기능주의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 그리고 개인의 선호가 부여되는 것이라 가정하여 개

인 선호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또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가 ‘균형’을 강조하나 균형을 이

루기까지의 과정에는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의 형성과정 및 배경 

그리고 맥락에 대해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몰역사적(ahistorical)’이라

는 지적이 있다(Lowndes, 1996). 

다음으로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도구주의적 그리고 기능주의적 측면 

그리고 합리적 선택모형에 대한 비판에서 등장하였으며 사회학과 조직론

을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제도의 개념은 매우 광

범위하며, 공식적인 규칙이나 절차뿐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해석하기 위

한 상징체계(symbol systems), 인지적 각본(cognitive scripts) 그리고 도덕

적 전형(templates) 등을 포함한다(정정길 외, 2016). 사회학적 제도주의

는 다른 제도주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제도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인지적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 관심을 보이며 초개인적 분석단위에 관한 관심을 

특징으로 한다(DiMaggio & Powell, 1991). 또한,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개

인에 주목하며, 그 때문에 개인이 존재하는 문화적 환경(cultural setting)

과 분리하여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Powell, 1991). 사회학

적 제도주의의 또 다른 주요한 특징으로는 조직 주변의 문화와 상징에 

대해 주목하며 동시에 조직구조는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동형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개인의 합리성 추구

과정,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조직형태의 설계과정 등을 인지적·문화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기에 인지-문화적 접근법(cognitive-cultural 

approach)으로 불리기도 한다(하연섭, 2013). 그러나 사회학적 제도주의

는 개인의 이익추구 행위를 무시하고(하연섭, 2013), 문화적 측면과 같은 

거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미시적 수준을 간과한다는 점 그리고 

권력 현상에 대한 개념을 다루지 않아 국가별 특성 및 정치 현상의 부재

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신제도주의의 하위 주요 

분파에 대한 개념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II-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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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등장배경
Ÿ 행태주의, 다원주의, 

합리적 선택이론의 
비판에서 등장

Ÿ 신고전주의 경제학 
및 합리적 선택이론
에서 출발

Ÿ 도구주의 및 기능주
의적 시각에 대한 
비판에서 등장

학문분야 Ÿ 정치학
Ÿ 정책연구

Ÿ 경제학
Ÿ 정치경제학

Ÿ 사회학
Ÿ 조직학

주요개념 Ÿ 역사
Ÿ 맥락 Ÿ 개인의 선호

Ÿ 적절성의 논리
Ÿ 인지적 차원
Ÿ 동형화

제도개념 Ÿ 공식적 규칙 및 표
준화된 관행 Ÿ 규범 및 규칙 Ÿ 사회적 질서

특징

Ÿ 역사와 맥락 중시
Ÿ 제도는 역사적 산물
Ÿ 제도와 행위자 간 

상호작용 중시
Ÿ 제도의 지속성에 관

심

Ÿ 제도는 공동체 구성
원 간 합의에 따라 
형성

Ÿ 개인이 경험하는 편
익이 비용보다 커지
면 변화

Ÿ 집합행위 딜레마 해
결책으로서의 제도

Ÿ 제도의 인지·문화 등 
비공식적 측면에 주
목

Ÿ 동형화를 중심으로 
제도변화 설명

방법론
Ÿ 사례연구
Ÿ 비교연구
Ÿ 비교역사적 접근법

Ÿ 연역적 접근
Ÿ 방법론적 개인주의
Ÿ 미시적 접근방법

Ÿ 인지-문화적 접근
Ÿ 경험적 연구
Ÿ 해석학적 접근
Ÿ 거시적 수준 분석

의의
Ÿ 기존의 몰역사적인 

설명방식 극복 가능
한 틀 제시

Ÿ 행위자 간 상호작용
에 주목

Ÿ 제도의 형성부터 그 
이후의 과정 설명에 
설득력 있음

한계

Ÿ 제도변화 설명에 한
계

Ÿ 행위의 미시적 수준 
설명에 한계

Ÿ 제도 형성과 과정에 
있어서 역사적 맥락 
무시

Ÿ 비공식적 제도에 의
해 변화 가능

Ÿ 행위의 미시적 수준 
설명에 한계

Ÿ 조직구조 다양성 설
명에 한계

최근경향 Ÿ 제도변화 과정 및 
원인에 관심

Ÿ 인지의 중요성 및 
제도 영향력에 관심

Ÿ 제도변화에 있어서 
개인 행위의 영향력 
인정

<표 II-6> 신제도주의 하위 분파 간 비교

출처: 하연섭(2013), 정정길 외(2016)의 신제도주의 하위분파에 관한 내용과 장아름(2018)의 
<표 II-13>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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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적 신제도주의

가. 역사적 신제도주의 제도의 정의와 특징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공통 개념으로 설정하나 학문 분야, 연구대

상, 학자 등에 따라 제도가 다양하게 정의된다. 그중 정치학 분야에서 

발전한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역사와 맥락을 중심

개념으로 인식하며 제도를 형성하는 역사적 과정과 행위와 맥락 간의 상

호작용에 집중한다. 이러한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폭넓게 이해되고 있다.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제도’의 의미와 관련하여 Hall(1986: 19)은 포

괄적인 정의로써 제도가 정치와 경제 내에 있는 개인 간의 관계를 구조

화시키는 공식적 규칙, 순응 절차, 표준화된 운영절차 등이라고 정의하

였다. 이후 Hall(1992)은 제도의 개념을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제시

하였다. 이는 헌법, 법률과 같은 가장 종합적인 수준에서의 기본적인 조

직구조 및 국가구조, 둘째, 기본 조직구조와 사회집단을 연결함으로써 

조직의 특성 및 서로 다른 국가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중범위 수

준의 제도, 마지막으로 가장 협의한 의미의 제도로서 공공적, 일상적 또

는 조직의 관행, 규칙 및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역

사적 신제도주의는 일반적으로 행위자와 거시적 구조의 매개 역할을 담

당하는 중범위 수준의 제도에 초점을 맞춘다(하연섭, 2013: 45). 

또 다른 제도의 개념으로 North(1990: 4)는 “사람들이 인적 상호작용

(human interaction)을 구성하기 위해 생성해내는 어떤 형태의 조건들”

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의하며, 공식적 조건인 규정과 비공식적 조건인 

행동규칙 및 관습 또한 제도에 포함한다. 한편으로, Thelen & 

Steinmo(1992: 6)는 제도의 개념에 행위자들 간의 권력 관계를 체계화하

는 국가와 사회의 모든 제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Hall 

& Taylor(1996)는 제도가 대체로 정치 또는 정치경제의 조직구조에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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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절차, 루틴, 규범 및 관습(formal or informal 

procedures, routines, norms and conventions embedded i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으로 정의하였다.

국내의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의 정의와 관련하여 하연섭(2013: 

37)은 제도가 “장기간에 걸친 인간행동의 정형화된 패턴(a set of 

regularized patterns for human behavior)”을 의미하며, 개인과 집단의 

행위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제약요인을 의

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정길 외(2016)는 제도가 “사실상 개인과 

집단의 행위에 대한 외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의 모든 것을 의미한

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제도에 대한 의미와 정의는 매우 광범

위하여 제도에 대한 일반적이고 표준화된 정의를 찾기는 어렵다. 이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관점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사회현상 및 정책 그리

고 연구문제가 무엇인지에 따라 제도의 의미는 매우 가변적이기 때문이

다(Lieberman, 2001). 따라서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 그 자체

에 대해 주목하는 것보다 여러 인과관계의 요인과 제도 간의 상호작용 

및 그 관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또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제

도와 관련하여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측면에 

대해 고려하나 공식적 측면에 조금 더 집중하며, 제도가 행위자의 선호

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역사’와 ‘맥락’을 핵심개념으로 설정하는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사

회현상을 제도의 형태와 모습(institutional forms and configurations)에 초

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시점에 형성

된 제도는 지속적으로 사회현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되며 역사적 산

물로 여겨진다(하연섭, 2013). 따라서 특정 시점의 제도를 분석하기 위해

서는 제도의 배경과 맥락을 이루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

다. 

이어서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구조와 행위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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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행위 또는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행위 

및 제도가 발생하는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는 제도적 맥락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도적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 역사적 과정과 거시적 

맥락의 제도를 살펴보아야 한다. 즉, 행위자의 이해관계와 권력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역사적으로 형성된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Immergut, 

1998)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행위 및 정

책과 같은 변수들과 양방향의 관계에 있으며, 제도는 독립변수이자 종속

변수로 이해될 수 있으며, 연역적 또는 귀납적인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

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정치적 영역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국가’에 주목하며, 국가란 “그 자체가 행위자로서 이해될 뿐만 아니

라 제도로서의 국가는 사회적 선호의 단순한 반영물 이상”으로 이해한

다(하연섭, 2013: 50). 따라서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는 여러 변수의 관계 

내에 있는 국가와 그 내부 구조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국가 정책을 설명

하고자 하며,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제도에 초점을 맞

추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권력의 불평등한 관계에도 관심을 

가진다. 이는 제도가 어떤 집단이나 이익에 유리한 요인을 제공하게 되

면 이로 인해 다른 집단과 이익은 불리한 요인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 다시 말해서 제도는 불평등한 권력을 분배하며 사회 내에 권력의 

불평등은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때문에 정책의 형성은 사

회구성원 모두의 후생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혜 혹은 피해를 본 

집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Immergut, 1998; Hall & 

Taylor, 1996).

나.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방법론적 특징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과정과 그 맥락에 

주목한다. 즉, 제도적 맥락을 분석함으로써 제도나 정책이 등장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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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유사한 제도 또

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제도 또는 정책은 서로 다른 이유에서 수립되거

나 비슷한 맥락 내에서 등장한 제도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상의 가정을 전제로 하는 역사적 신제도주의

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는 기존의 사회과학 연구가 어

떠한 사회현상이나 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여 이후의 유사

한 사례에 있어서 예측을 시도하기 위해 일반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사회현상과 정책이 발생하는 특정한 시점과 

장소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보며, 시간과 공간의 벽을 뛰어넘어 모든 사

례에 적용 가능한 일반화된 이론을 구축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연섭, 2013). 이에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기존의 행태주의 접근법이 주

장하는 과도한 일반화를 비판하고 비교 분석적 방법을 추구한다는 특징

이 있다. 유사한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인과관계에 대한 특징과 규

칙을 찾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복잡한 인과관계의 비교분석을 통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일반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이유로 역사적 신제도

주의는 다수의 사례를 분석하는 통계적 방법이 아닌 소수의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집중하는 특징을 가진다(Skocpol, 1984).

이러한 비교분석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John Stuart Mill이 제시한 일

치법(the method of agreement)과 차이법(the method of differences)을 

볼 수 있다. 일치법은 유사한 사례에서 동일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발

생 요인 중 단 하나의 요인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면 해당 요인으로 다른 

모든 사례에 관한 결과 발생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방법이다. 

차이법은 단 하나의 요인을 제외하고 모든 요인이 동일하게 나타났을 때 

결과가 다르게 발생했다면, 단 하나의 다른 요인이 다른 결과를 발생하

게 하는 원인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일치법과 차이법의 설명 논리는 

아래 <표 II-7>과 같다. 이처럼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비교분석법을 통해 

제한된 수준의 일반화와 중범위이론(middle-range theory)을 추구한다는 

방밥론적 특징을 가진다. 이는 기존의 행태주의가 추구한 일반화의 방식

은 매우 이상적인 것이기에,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국가 간 제도적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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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특수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김종성, 2002), 역사적 과정과 

제도적 맥락의 특징을 분석하여 유사한 사례 간의 규칙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비교역사적 접근법을 분석 방법으로 활용한다. 

일치법 차이법

사례 1 사례 2 사례 3 발생 미발생

차이점

a

b

c

x

d

e

f

x

g

h

I

x

a

b

c

x

a

b

c

x가 아님

유사점

유사점 차이점
y y y y y가 아님

x = 요인변수
y = 설명되어야 할 현상(결과)

<표 II-7> 비교방법의 일치법과 차이법

출처: Skocpol(1984)의 [그림 11.2]를 인용함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정책과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제도적 맥락

을 강조한다. 이는 특히, 제도적 요인들이 넓은 맥락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넓은 제도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

다. 따라서 역사적 신제도주의 분석에서는 거시적으로 제도적 맥락을 살

펴보기 위해 통합적 접근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수

직적 차원에서의 구조, 제도 그리고 행위 요인의 수준을 연계·통합하

고, 수평적 차원에서는 역사적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사회현상을 더욱 역

동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장아름, 2018). Mahoney & Snyder(1999)

의 연구에서 구조-제도-행위의 세 가지 수준의 통합적 접근을 활용한 모

형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아래 <표 II-8>과 같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구조수준부터 행위자 수준 즉, 국가 또는 전 세계의 넓은 범위에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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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개인의 미시적인 수준까지 전부 확인하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제

도가 형성되고 변화하기까지의 제도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며, 제

도 형성의 원인과 대응 그리고 변화의 전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다. 

분석적 접근 분석수준 변수 예시

통합적 접근

구조적 접근

거시적 구조 Ÿ 세계체제
Ÿ 국가적 문화

국내적 구조
Ÿ 사회계급

(부르주아, 중간계급, 노동계
급)

⇅ 제도 Ÿ 정당 체제
Ÿ 법체계

행위자적 접근
사회집단 Ÿ 사회집단 간 파벌

Ÿ 사회 운동

리더십 Ÿ 정부
Ÿ 정당

<표 II-8> 통합적 접근의 분석수준

출처: Mahoney & Snyder(1999: 10)의 [그림3]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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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분석 틀

이 연구는 한국, 미국, 프랑스 세 국가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형

성에 영향을 미친 제도적 맥락을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체제 형성 이후 각 국가의 고등교육 사회 내에서 변화된 모습

과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세 국가의 대학 간 연계·연

합체제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시행과 발전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통합적 접근법을 적

용하여 정책 형성의 제도적 맥락을 분석하고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비교

역사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한국. 미국, 프랑스 세 국가 간의 비교연구를 

시행하였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역사‘와 ’맥락’을 핵심개념으로 하여 제도

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역사적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하연섭, 

2013). 따라서 역사적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제도의 형성과 그 맥락에 대

한 이해가 가능하며,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진행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제도 형성에 영향

을 미친 세 국가의 제도적 맥락을 분석하기 위해 거시적 시각인 국가의 

구조, 즉, 사회적 맥락과 그 안에서 발생한 사회적 및 제도적 문제에 대

해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

으로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거시적 맥락인 구조와 미시적 맥락

인 행위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범위 수준의 제도를 의미하며, 

이러한 사회 구조를 연계하여 살펴보려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이와 

관련하여 Mahoney & Snyder(1999)는 구조, 제도 그리고 행위자의 세 가

지 수준을 통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고, 따라서 통합적 접근에서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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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맥락은 구조, 제도, 행위자를 모두 포함하여 살펴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한 국가의 제도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맥

락인 구조. 행위자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제도 수준의 상황을 전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개별 국가의 제

도적 맥락과 국가 간 상이성을 이해하기 위한 밑바탕으로써 역사적 신제

도주의의 통합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구조, 제도, 행위자 세 수준으로 구

분하여 세 국가의 사회적 맥락과 배경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식 제도 또는 정책은 제도적 맥락 

내의 구조, 제도, 행위자 수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따라서 

각 국가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와 형성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

책 및 제도의 수립은 결과적으로 앞서 분석한 연구문제 1번의 제도적 맥

락의 하위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수립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구조, 제도, 행위자 간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형성 및 

시행된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하나의 제도나 정책이 형성된 후에는 

이에 따른 변화 및 성과가 발생하며 사회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렇게 형성된 제도는 우연한 사건과 같은 외부적 요인 또는 내부적 요인

에 의해 지속 또는 변화한다(하연섭, 2013).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세 국

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며, 세 국가의 제도 형성 시점이 각각 다르기에 

연구문제 2번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형성과정과 체제 

시행 이후 고등교육제도에 나타난 변화와 성과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 미국, 프랑스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의 정책 형성에 주목하여 그 배경인 제도적 맥락과 그 맥락 간의 상호작

용을 통해 제도가 수립되는 과정 그리고 제도 수립 이후의 모습을 살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이 연구를 위한 분석 틀은 다음 [그림 

III-1]과 같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역사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역사적 과정인 제도적 맥락 내의 상호작용을 제도 형성의 핵심으로 고려

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연구의 분석 틀에서는 역사적 과정인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화살표와 여러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화살표를 각각 다르게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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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 연구의 분석 틀

제 2 절 분석 대상

이 연구는 한국, 미국, 프랑스 세 국가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는 앞장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 연구대상 국가로 미

국과 프랑스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에서 시도하는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체제와 프랑스의 국립대학체제를 모델로 하기 때문이다. 둘째, 세계 여

러 국가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중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체제는 

일찍이 도입되어 운영되어왔으며, 성공적인 사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

이다. 셋째,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대학의 평준화 체제를 한국의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하나의 모델로 삼고자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 프랑



- 48 -

스에서 평준화 체제와 함께 대학 간 연계·연합을 시행하고 있어 한국에

서 시도하는 체제와 유사하다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 주마다 고등교육 제도 및 운영의 형태가 다

르다. 그중 한국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체제를 주 모델로 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체제인 고등교

육 마스터플랜은 일찍이 1960년에 시행되어 대학체제 개편 중 매우 성공

적인 사례로 대표되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캘리포니아주의 고등

교육은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지속해서 제도가 개선 및 변화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미국 내에서도 캘리포니아라는 특정 주의 주

립대학 체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어서 프랑스의 경우, 1968년 교육혁명을 통해 오늘날의 고등교육체

제를 갖추게 되었다. 프랑스의 고등교육체제는 세계적으로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독특한 구조의 프랑스 대학체제 중 

대학 간 평준화 모형을 국립대학체제 개편의 모델로 삼고자 하였다. 대

학 간 서열화가 심각한 한국의 대학체제에 프랑스의 대학 평준화 체제와 

유사한 체제로의 개편을 시도함으로써 국립대학의 역할과 설립목적에 맞

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목표로 하였다. 1990년대에 이르러 프랑스

는 유럽 내의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기관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에 동참

하였으며, 2007년 고등교육기관 간의 교류 강화를 시도하였다. 이는 교

육과 연구의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전통적 형

태의 고등교육체제가 오늘날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성장에 한

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선 노력들은 고등교육기관들의 경쟁력을 

눈에 띄게 향상시키거나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학 또는 고등교육

기관 간의 연계·연합체제를 구성하지는 못하였고, 이후 2013년에 「피

오라조 법(Loi Fioraso)」를 기반으로 고등교육 내의 연계·연합체제 형

성 및 구조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현재 프랑스에서는 대학의 평

준화 체제와 더불어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를 시행하였기에 한국의 대

학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에 위 내용을 토대로 프랑스의 대학체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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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우에는 대학체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일찍이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가 시행되고 이루어진 것은 최근 2018년도라고 볼 수 있

다. 이는 2014년도의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이 개편되면서 

2018년에 새롭게 추진된 ‘국립대학 육성사업’ 내의 세부목표 중 하나

로 대학 간 협업 지원 및 지역·대학 협력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명시되

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2020년도에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을 추진하여 지역대학뿐 아니라 지역 지자체 간의 

지역혁신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혁신 및 경쟁력 강화 그리고 대학 간, 

대학과 지자체 간의 연계와 협력을 추진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대

학 간 또는 대학과 기관 간의 연계와 연합을 볼 수 있는 국립대학 육성

사업 및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

였다. 

특히, 한국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가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운영하

고 있으며, 미국과 프랑스가 주립대학 또는 국립대학 그리고 국립 고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이 연구의 연구대상을 국공립 고등교

육 기관 간의 연계와 연합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조옥경 외(2019)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전문대학의 3가지 대학 유형 

중 국공립대학이 공유와 협력을 통한 성장에 가장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대학 간 연계·연합과 같은 공유성장형 대학체제 개편 시 국공립

대학이 대학의 균형발전 및 서열체계 완화에 있어서 가장 효과가 클 것

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한국 고등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인 대학 서열화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국공립대학의 체제 개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에, 이 연구의 연구대상을 고등교육기관 중 국공립 기관에 초점을 맞추

어 진행하였다. 

한편, 분석 대상들의 시기와 관련하여 제도의 형성과 분석 시점이 각

각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사회현상 또는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발생하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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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벽을 뛰어넘어 모든 사례

에 적용 가능한 일반화된 이론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연섭, 2013).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연구의 일반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

니라 다양한 변수와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제도나 사회

현상을 설명한다. 결과적으로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와 사회현상에 

대한 일반화가 아닌 유사한 사례를 비교하는 비교역사적 접근법과 같은 

비교연구를 통해 중범위 수준(mid-range)의 일반화가 가능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제도 형성의 시기는 각각 다르나 유사한 사례를 지닌 세 국

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 3 절 분석내용 및 분석자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연구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통합적 접근

을 활용하여 제도적 맥락을 세 가지 분석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

하였다. 이에 한국, 미국, 프랑스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의 형성에 영

향을 미친 맥락을 구조, 제도, 행위자 수준에서 살펴보고 이후 나타난 

변화와 세 국가 간 체제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공통 분석자료

로 단행본, 학술지 논문, 정부 보고서, 보도자료, 연구보고서, 신문기사, 

통계자료 등과 같은 각종 문헌을 활용하였다.

우선 제도적 맥락의 구조수준에서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와 마찬가

지로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인 거시적 구조를 살펴

보았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요인으로는 국가의 금융위기, 산업구조 변화

에 따른 국가의 경제위기, 외환위기 등을 살펴보았으며, 정치적 요인으

로는 당시 정권의 특징 또는 정권교체와 같은 사건을 중심으로 확인하였

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인구통계학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관

련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함께 고찰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분

석하기 위해 앞서 제시한 공통 분석자료 이외에 세 국가의 구조적 수준

에 대해 객관적인 비교와 현황을 보여주기 위해 세계은행(World Bank), 

유네스코(UNESCO) 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연구보고서 또는 통계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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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제도 수준 맥락에서는 앞장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교육이

념, 교육제도 그리고 교육정책 결정구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교

육이념과 관련해서 당시 정부 또는 정권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이

념을 살펴봄으로써 교육정책의 방향 또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

당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는지 이해

할 수 있다. 이어서 교육제도를 확인함으로써 국가 간 교육제도와 고등

교육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국가 간 교육정책 

차이점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교육정책결정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국가 내의 정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정책의 수립과 

형성에 있어서 구조 내의 관계와 상호작용 방식이 정책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관련 법령, 각 국가의 

교육부 또는 고등교육부 홈페이지, 대통령 또는 교육부 장관 취임사 전

문, 대선의 교육 분야 공약 등의 다양한 자료를 추가로 검토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행위자 수준에서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식적 행위자와 

비공식적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공식적 행위자로는 정부

와 고등교육기관이 정책 형성에 있어서 어떤 관점과 의견을 가지고 역할

을 수행했는지를 확인하고 학계와 언론과 같은 비공식적 행위자의 맥락

에서도 정책 형성에 있어서 어떤 이해관계와 태도를 보여주었는지를 확

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추가 분석자료로 교육부 홈페이지, 고등교육기관 

홈페이지, 고등교육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 또는 보도자료와 같은 자료

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이 

연구의 내용과 활용한 연구자료를 종합하여 정리한 내용은 다음 <표 

III-1>과 같다.



- 52 -

분석
수준

하위
요소 분석내용

분석자료

공통자료 추가자료

제
도
적 
맥
락

구
조
수
준

거시적
구조

Ÿ 경제적 요인
Ÿ 정치적 요인
Ÿ 사회적 요인

단행본
학술지 논문
정부보고서
연구보고서
신문기사

통계자료 등 
각종 문헌

세계은행(World Bank)
유네스코(UNESCO) 등

국제기구 보고서
통계자료

제
도
수
준

제도
Ÿ 교육제도
Ÿ 교육이념
Ÿ 교육정책결정구조

관련 법령
교육부 홈페이지
대통령 취임사
대선 공약 등

행
위
자 
수
준

공식적
행위자

Ÿ 정부
Ÿ 고등교육기관

교육부 홈페이지
교육부 및 정부 보도자료
고등교육기관 홈페이지

고등교육기관 발간 보고서 
및 보도자료

비공식적
행위자

Ÿ 학계
Ÿ 언론 -

<표 III-1> 분석내용 및 자료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세 국가의 제도적 맥락을 분석한 후, 이를 

종합하여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의 형성 및 수립과정을 살펴보았다. 특

히, 형성과정에 있어서 형성 주체와 형성 목표를 살펴보았고 추가적으로 

체제 내용 및 체제와 관련된 법안의 내용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한국, 미

국, 프랑스 세 국가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를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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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미국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1. 제도적 맥락

가. 구조 및 문제

1) 경제적 요인 및 문제

미국은 1929년에서 1933년 사이에 화폐, 물가,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

며 대공황을 맞이하였다(Cole & Ohanian., 2000). 이러한 경제위기 속에

서 미국은 1939년에 발발하여 1945년에 끝을 내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력과 군사력을 크게 성장시켜 국제사회의 새로운 패권국으로 등장하

였다(조찬수, 2003).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와 미국의 냉전

체제가 시작되었고, 미국 경제는 1950년대 후반 외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내부적으로는 달러화 증발에 의한 불안정, 재정적자, 그리고 

국제수지 적자 등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제3 세계국가들에 대

한 경제원조에 주목하면서 군사 중심의 세계질서에서 경제 중심의 질서

를 확립해나갔다(이세진, 2016).

이러한 세계적 그리고 국가적 상황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전후 눈

에 띄는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제발전은 크게 세 단

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첫째, 1870년에서 1900년까지의 농업경제 

시기, 둘째, 1900년부터 1940년까지의 산업경제 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차 세계대전부터 1970년까지의 기술경제 시기이다(Nash, 1972). 미국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는 본래 토지가 비옥한 농업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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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까지는 하나의 농업지역으로 개발되었다(이영환, 1994). 캘리포

니아는 농업경제로서도 큰 성장을 이루었으나, 1900년대 이후 인구 증가

와 함께 제조업에서도 큰 확장을 이루었다. 캘리포니아로 인구가 지속적

으로 유입되면서 1900년에 12위를 차지했던 제조업은 1940년에 8위를 

달성하였다(Nash, 1972). 본래 농업지역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실

리콘밸리가 오늘날의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대도시가 되기까지에는 2

차 세계대전 이후의 군수산업의 역할이 매우 컸다. 2차 세계대전의 전장

이 태평양 연안이었기 때문에 태평양 인근의 미국 서부 도시들에 군수산

업 관련 기업들과 항공산업 등이 크게 확대되고 발전되었다(Saxenian, 

1983). 또한, 캘리포니아주의 지리적 위치와 환경이 항공산업 발전에 적

합하였고, 이러한 항공산업 및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캘리포니아의 산업

과 경제가 발전하였다. 특히, 1954년에는 미항공우주국(NASA)의 에임스 

항공연구소(Ames Aerospace Laboratory)가 건설되었고(Payne, 1987), 항

공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반도체 산업이 함께 성장하였으며, 많은 기술인

력이 몰리게 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다양한 첨단산업이 발전하기 시작

하였다. 따라서 전후 캘리포니아는 지리적 요인과 온화한 기후로 인한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컴퓨터와 항공우주 산업이 급격하게 부상

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로 성장하였고, 다양한 기술과 재

능을 갖춘 인력들까지 끌어모으면서 고도로 발전하였다(Nash, 1972).

이러한 전후의 경제 상황의 발전은 미국 교육 내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후 미국 경제는 인적자본과 비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압도적인 비중

을 차지하게 되었다(Jorgenson & Fraumeni, 2020). 특히, 교육이 인적자

본 향상과 그로 인한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De Meulemeester, J. L., & Rochat, 1995). 

Jorgenson & Fraumeni(2020)는 교육부문의 생산성을 교육에 대한 투자의 

척도로 이해하고 1948년부터 1986년까지의 생산량을 확인한 결과, 매년 

약 2.55%씩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미국의 GDP 대비 교육지출 비

율은 연방정부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1944년 0.22%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이후 1950년에 0.45%대로 증가하였고, 그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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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1976년에는 1.41%를 기록하며 3

배 이상의 성장을 보였다. 그중 고등교육단계에서는 1944년 정부지출이 

0.17%로 1932년의 0.39%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

후 꾸준히 증가하여 1961년에는 0.64%, 1976년에는 1.45%라는 놀라운 수

준의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후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캘리포니아주는 학생 수도 함께 증가하였으며 국가의 지원도 1950년 약 

6200만 달러에서 1970년 7억5천만 달러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Bulletin 

of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icences, 1972). 

이에 캘리포니아주의 공립 고등교육에 대한 지출도 크게 증가하였는

데 이는 아래 <표 IV-1>과 같다. 캘리포니아주의 공립 고등교육 기관 지

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상지출은 정해진 기간 동안 

기관의 활동을 위해 실제로 사용된 비용을 의미하고 자본지출은 교육을 

위해 필요한 토지 및 건물설립과 같은 초기 비용을 포함한다. 캘리포니

아주의 공립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총지출을 살펴보면, 경상지출은 회계

연도 1948~49년 기준 약 8900만 달러에서 회계연도 1957~58년 기준 약 

2억 7700만 달러로 10년간 209.7% 증가하였다. 자본지출은 회계연도 

1948~49년 기준 약 2300만 달러에서 회계연도 1957~58년 기준 약 1억 

3700만 달러로 481.2% 증가하며 매우 큰 증가율을 보여준다.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을 합한 총교육비 지출로 살펴보았을 때도, 10년 동안 약 1억 

1300만 달러에서 약 4억 1300만 달러로 266.3%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Coons et al. (1960)은 10년간 교육비 증가의 주요 요인을 학

생의 고등교육기관 등록률 증가, 과학 및 공학의 높은 교육비용, 연구의 

확대 글고 정부 및 산업을 위한 연구와 교육의 확대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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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 달러($)

회계
연도

1948
~49

1949
~50

1950
~51

1951
~52

1952
~53

1953
~54

1954
~55

1955
~56

1956
~57

1957
~58

경상
지출 89.3 103.2 115.0 123.6 139.9 157.4 174.8 201.8 235.2 276.6

자본
지출 23.5 36.9 59.0 39.3 50.3 57.5 53.0 44.7 71.3 136.6

총
교육비 112.8 140.1 174.1 162.9 190.2 214.9 227.7 246.5 306.5 413.2

<표 IV-1> 캘리포니아 공립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총지출, 

1948~49년부터 1957~58년까지

출처: Coons et al. (1960)의 <표 21>의 일부를 재구성함.

따라서 미국은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상황을 겪으며 경제위

기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전쟁 이후 군수산업과 경제의 발전을 통해 

세계 강대국이자 패권국으로 영향력을 펼쳤으며,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군수산업의 요충지로써 기존의 농업과 군수산업, 그리고 이후 

항공과 첨단산업까지 발전하며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경

제 성장 속에서 캘리포니아주는 인구수도 급증하였고, 전후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교육 분야에도 많은 

발전이 도래하였다. 그러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교육체제와 환경에 혼

란이 발생하였고,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급격히 증가하는 고등교육 수요

에 따라 교육비 지출도 매우 증가하였으며, 이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

영하고자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2) 정치적 요인 및 문제

1929년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전 세계는 장기간 경제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1933년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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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no Roosevelt)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미국 내 경제 대공황 위기 

극복을 위해 뉴딜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국내 문제에 집중하였다. 전 세계

가 경제위기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경제공황 극복을 위해 

자국만의 해결책을 모색하였고 1930년대에는 독일, 일본 그리고 이탈리

아의 팽창주의 전략으로 긴장이 끊이지 않았다(김일수, 2006). 이러한 상

황 속에서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과 1941년 태평양 전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을 당시 미국은 1941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최초로 3선에 선출되었다. 이후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5년 1월 미국 역

사상 유일한 4선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미국의 1945년 8월 원자폭탄 

투하 그리고 일본의 항복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렸다.

Wallfisch(1982)는 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4선을 달성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교육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그는 특히 교육 기회의 평

등을 외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3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첫째, 그는 

연방정부와 지역 학군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교육에 대한 연방 지원의 

기준을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둘째, 그는 G. I. Bill의 시대를 열었으며, 

이 효과는 정부 기금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퇴역 군인 이후에도 지속되었

다. 셋째, 뉴딜정책 하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며, 정부가 후원하는 경제 변화의 도구로서 교육

을 장려했다. 루즈벨트는 1944년 전쟁 후 많은 군 복무자가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원호법(GI Bill of Rights)」을 

통과시켰다(가상준, 2007). 이 제대군인원호법으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

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미국 서부, 태평양 연안에 많이 자리잡게 되었다. 

제대 장병 권리청원은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에 교육, 주거, 의료 등

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제공하였는데, 주요 혜택 3가지는 교육 지원, 실

업수당, 대출 보증이다. 이러한 제대군인원호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프

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법안 서명에 대한 성명서에서 찾아볼 수 있

다. 특히, 교육 지원은 참전용사가 대학이나 직업학교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교육 기회를 크게 확대시켰는데, 이는 캘리

포니아주의 고등교육 수요자가 증가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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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제대군인원호법은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에게도 혜택을 

제공하였다. 

<제대군인원호법(G.I. Bill)의 주요 내용>
Ÿ 군인과 여성들이 전역 후 교육이나 기술 훈련을 재개하거나, 학년당 
500달러까지 등록금 없이 재교육 또는 재훈련 과정을 받을 기회가 제공될 
뿐 아니라, 학업을 지속하면서 매달 생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
공한다.
Ÿ 연방정부는 참전용사의 주택, 사업체, 농장 구입을 위해 보다 쉬운 자
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Ÿ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참전용사에게 최대 1년 동안의 실업수당을 제
공하며, 이들의 취업 상담 및 조정을 위한 기구를 구축한다

출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1944년 6월 22일 G.I. Bill 법안 성명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5년 갑작스레 서거한 이후, 부통령인 해리 트루

먼(Harry S. Truman)이 대통령직을 승계하였다. 루즈벨트 대통령 시기부

터 꾸준히 연방정부는 교육 기회의 평등과 형평성을 위해 연방정부가 개

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트루먼 대통령의 대통

령 직속 고등교육위원회(President’s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의 1947년 보고서에는 고등교육 접근의 형평성, 지역사회 내의 역할 그

리고 자금조달에 관한 연방정부의 역할 재구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President’s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1947).고등교육 접근

의 형평성과 관련해서 위원회는 미국의 대학 진학률을 1960년까지 두 배 

이상의 증가를 제시하였다(President’s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1947). 그러나 위원회는 대학 등록금이 고등교육 접근에 있어

서 큰 제약임을 깨닫고 형평성을 위해 연방정부가 고등교육에 재정적 지

원을 통한 더 큰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고등교육의 양적 확

대를 위한 수단으로 커뮤니티 칼리지의 확장을 주장하였다(Gilbe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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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er, 2010). 이후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기에는 1957년 소련의 인공위성 

발사를 계기로 STEM 교육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으며, 이민자 수가 지

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종에 따른 교육 접근의 불평등을 철폐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Allen, 2016).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컬럼비아 대학의 교

육정책 위원으로써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에 교육 문제에 특히 더 관심

이 많았으며, 1958년 「국방교육법(NDEA)」」의 기초가 되는 1957년 정

부의 「교육발전법(Educational Development Act)」 법안 제정과 고등교

육의 양적 팽창을 위해 대학 및 학교 건설 지원을 제안하였다

(Kerr-Tener, 1987). 이처럼 미국은 대공황 시기의 루즈벨트 대통령부터 

61년까지 집권한 아이젠하워 대통령까지 고등교육에 있어서 형평성을 강

조함과 동시에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를 위해 연방정부의 개입과 역할을 

강조하였다. 

3) 사회적 요인 및 문제

미국은 1929년 경제 대공황부터 이후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체제와 

같은 사건들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있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구는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그중에서도 남부와 

서부의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는데, 캘리포니아주의 인구변화가 매

우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아래 <표 IV-2>와 [그림 IV-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캘리포니아주는 전쟁 이후 더욱 크게 성장

하였는데, 이는 산업의 발달과 함께 많은 인구의 유입, 베이비붐 세대의 

성년 임박 그리고 전쟁 이후 참전용사들의 정착이 그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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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인구수 / %

연도 1910 1920 1930 1940 1950 1960

미
국

거
주
인
구

92,228,531 106,021,568 123,202,660 132,165,129 151,325,798 179,323,175

변
화
율

21.0% 15.0% 16.2% 7.3% 14.5% 18.5%

캘
리
포
니
아

거
주
인
구

2,377,549 3,426,861 5,677,251 6,907,387 10,586,223 15,717,204

변
화
율

60.1% 44.1% 65.7% 21.7% 53.3% 48.5%

<표 IV-2> 미국과 캘리포니아주의 1910~60년 인구변화

출처: 미국인구조사국(United States Census Bureau)의 Historical Population Change 
Data(1910-2020) 참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 전체 내에서는 1910년 21%로 가장 큰 

변화율을 보인 이래로는 10%대 중반과 7%대의 성장만을 보여주었다. 그

러나 캘리포니아의 경우, 1910년의 60%대의 성장을 시작으로 1930년에 

65.7%의 가장 큰 변화율을 보여주며 1940년대를 제외하고는 40% 이상의 

변화율을 기록하며 인구의 급격한 확장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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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 미국과 캘리포니아주의 1910~60년 인구변화

이러한 캘리포니아주의 급격한 인구변화는 고등교육 환경에도 큰 영

향을 미쳤다. 미국과 캘리포니아, 뉴욕의 고등교육기관 등록률은 아래 

<표 IV-3>과 [그림 IV-2]과 같다. 뉴욕을 함께 포함시킨 이유는 1959년 

가을 캘리포니아의 고등교육기관 등록률이 뉴욕주의 등록률을 뛰어넘기 

전까지 미국에서 가장 고등교육기관 등록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또한, 

뉴욕주는 본래 미국의 전통적인 엘리트 고등교육기관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며, 우수한 고등교육기관과 많은 인구로 인해 본래 고등교육기관의 

등록률이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그림 IV-2]과 같이 캘리포니

아의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고등교육기관 등록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

고, 뉴욕을 넘어 미국 내 가장 높은 등록 수를 보여주었다. 캘리포니아 

고등교육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인 1969년에는 이전보다 더욱 큰 격차를 

보이며 고등교육이 크게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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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2] 미국, 캘리포니아, 뉴욕의 고등교육기관 등록 수 

캘리포니아 고등교육기관 등록 학생 수를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아래 <표 IV-3>를 살펴보면, 미국 전체의 고등교육기관 등록률은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특히, 1959년 가을에서 1969년 가을까지 10년 사

이에 3배 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도 

전후 1949~50년과 1969년 가을의 20년 동안 5배가 넘는 학생이 고등교

육기관에 등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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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학생 수 (명)

연도 1919-20 1929-30 1939-40 1949-50 Fall 1959 Fall 1969

미국 597,880 1,100,737  1,494,203  2,444,900  3,639,847 11,569,899

캘
리
포
니
아

 24,257  69,087  120,290 200,447 507,302 1,149,148

뉴욕  64,727 156,730 195,596 312,971 376,508 728,379

<표 IV-3> 미국, 캘리포니아, 뉴욕의 고등교육기관 등록 수

출처: U.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Report of 
the Commissioner of Education 

이렇게 단기간에 고등교육의 수요와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캘리포

니아주에서는 고등교육이 정돈되어 발전하지 못하고 급속도로 확장되고 

발전하였으며, 고등교육 제공을 위한 시설의 확충과 더 많은 인적자본 

그리고 운영비용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의 확충 필

요성은 캘리포니아 고등교육 마스터플랜 수립의 주요 원인으로도 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1950년대 후반까지의 학생 증가율을 토대로 이후 

10~20년간의 학생 수를 예측하였고, Coons et al. (1960)에 따르면 

1974~75년에 고등교육 진학 가능한 학생인 공립 및 사립 고등학교 졸업

생은 1957~58년 대비 약 176%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캘리포니아주

는 한정적인 고등교육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장 많은 학생

이 있는 곳에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고등교

육기관 중에서도 커뮤니티 칼리지15)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15) 1960년 캘리포니아 고등교육 마스터플랜 수립 당시에는 junior college로 지

칭하였으나, 현재는 community college로 명명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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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 있으며, 학업 수준이 낮은 학생들 또한 전부 포함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확충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캘리포니아주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고등교육의 등록과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고등교육이 급격하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러

한 급격한 발전으로 고등교육 체제와 재정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운영

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는 미래 학생 수와 등록률 

그리고 학생들의 지역적 분포 등을 예측하였고, 공립 고등교육 기관을 

분류하여 중복된 기능을 제거함으로써 기관 확충 및 교육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나. 제도

1) 교육이념

미국의 「연방 헌법(Federal Constitution)」에는 교육과 교육 기본권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은 연방정부의 책임이 아닌 주 

정부의 책임임을 알 수 있다. 학교 설립부터 교육과정 개발, 학생 입학 

및 졸업 등 주요 원칙부터 세세한 사항까지 주 차원의 민간 또는 공공기

관에서 결정하고 운영한다. 교육에 관한 권리는 「연방 헌법」이 아닌 

「주 정부 헌법」에서 명시된다. 「캘리포니아 헌법」의 제9조 교육에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존에 필수적인 지식과 지성의 일반적인 확산, 

입법부는 지적, 과학적, 도덕적, 농업적 개선의 촉진을 모든 적절한 수단

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감 및 부교육감의 임명과 학

교 이사회의 운영, 그리고 주의 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교육 운

영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교육법」의 제1부 일반교육규정의 제2장 교육 형평

성의 제1조 목적선언에서 캘리포니아주 교육권에 관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제1조 목적선언에 따르면 장애,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국적, 

용어의 통일을 위해 community college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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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또는 민족, 종교, 성적 성향 또는 증오범죄의 정의에 포함된 다른 

모든 특징과 관계없이 공립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교육하는 정책으로 

명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법」의 제3부는 고등교육에 관한 내

용을 다루고 있는데, 제4조 학생의 교육 형평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공립 고등교육은 나이, 경제적 상황 또는 66270부문(차별금지 조항)에 열

거된 특성과 관계없이 각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교육적으로 공평한 환경

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목적이며, 주 및 연방법에 따라 모든 

형태의 차별과 괴롭힘으로부터 다문화 학습환경을 보장하고 유지하는 것

은 고등교육기관의 이사회 책임임을 명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

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캘리포니아 교육법의 주요 내용>

제1부. 일반교육규정
제2장. 교육 형평성

제1조. 목적선언
200항. 장애,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국적, 인종 또는 민족, 종교, 성적 
취향 또는 기타 규정에 포함된 특성과 관계없이 공립학교에 다니는 모든 
사람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캘리포니아주 정책이다.

제3부. 고등교육
제2장. 총칙
제4조. 학생의 교육 형평성
66030항. 캘리포니아의 공립 고등교육은 연령, 경제적 상황 또는 66270항 
차별금지조항의 특성과 관계없이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개인의 잠재력을 최
대한 발전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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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종합했을 때,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시민들의 교육 권

리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연방정부 소속의 교육부 또한 교육재정 또는 

정보 수집과 연구 등 국가 차원의 주요한 사안을 다루는 기관으로 이해

되며, 주 정부 차원에서 교육권의 보장, 교육 운영과 같은 세부적인 사

항이 결정되고 시행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각 주에서 개별

적으로 교육권에 대한 보장을 드러내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도 

학생의 경제적, 인종적, 종교적 등 그 어떠한 사항에 의해서도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고등

교육이 주립대학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주립대학은 주 정부에

서 관리·운영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뿐 아니라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형평성을 강조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주 정부 차원에서 상당 부분 고등교육을 책임지

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교육제도

미국의 고등교육은 주마다 운영 방식 및 체제에 차이가 있으나, 기본

적으로 미국 대학은 크게 주립(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립과 

사립대학은 또한 4년제와 2년제로 구분될 수 있으며, 4년제 대학의 경우 

학부과정 이후 대학원 과정인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한국과 동일하게 

존재한다. 아래 [그림 IV-3]은 미국의 고등교육제도를 보여준다. 

제4.5장. 고등교육법의 형평성
제3조. 차별금지
66270항. 어떤 사람도 장애,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국적, 인종 또는 민
족, 종교, 성적 취향 또는 정부법 11135항에 열거되거나 정의된 특성 또는 
다음과 같은 기타 특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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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3] 미국의 고등교육제도

미국의 주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수를 살펴보면, 우선 4년제의 경우 주

립대학은 2009~10년도 629개의 대학에서 2020-21년도에 718개로 증가하

였고, 비영리 사립대학 또한 1,247개에서 1,277개로 증가하였으나 영리 

목적의 사립대학의 경우 528개에서 283개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2년

제 학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2년제의 경우 공립이 2009~10

년 999개에 달했으나, 2020~21년 834개로 감소하였고, 비영리 사립기관

의 경우에는 2012~13년 소폭 증가하였으나 2020~21년도에는 2009~10년

과 동일한 83개의 기관만 운영되고 있다. 또한, 4년제의 경우 주립대학

보다 사립대학의 수가 훨씬 많으나 학생 등록의 경우 약 95%에 달하는 

학부생이 4년제 주립에 48% 2년제 주립에 30% 그리고 4년제 비영리 사

립에 약 17%가 등록되어 있으며, 주립대학이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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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CES Annual Reports and Information Staff. Postsecondary Education

[그림 IV-4] 미국 고등교육 기관 현황(4년제, 2년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1950년대 당시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

아 주립대학교, 그리고 여러 전문대학과 고등교육기관이 산재되어 있었

다. 또한, 큰 폭으로 학생이 증가하면서 캘리포니아 공립 고등교육기관

들의 무분별한 확장과 경쟁으로 인해 낭비되는 재정을 줄여야 했고, 자

격을 갖춘 사람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유를 고등교육기관에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에 캘리포

니아 고등교육 조사팀은 각 고등교육 기관별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캘리

포니아 고등교육 마스터플랜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

서 당시 캘리포니아 고등교육 조사팀은 공립 고등교육기관의 역할과 특

징 그리고 조직구조를 분석함과 동시에 각종 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주

립대학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과 같이 혼란스러운 고등교육제도를 재정

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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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정책결정구조

미국 연방정부 하위 조직에는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가 있

다. 교육부는 1979년 「교육부조직법(Department of Education 

Organization Act; 20 U.S. 3411)」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교육부는 애초에 

학교 및 교육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오늘날에도 연방

정부 하의 교육부는 시민들의 교육을 책임지지 않으며 국가적 요구가 발

생함에 따라 주와 지역 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같은 일종의 ‘긴급대응시

스템(emergency response system)’의 역할을 한다. 교육부는 또한 교육

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관리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함으로써 국

가 전체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며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과 교육의 우

수성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연방정부는 교육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방정부

의 지원이 확대되었다. 특히, 1944년의 ‘G.I. Bill’은 참전용사의 고등교

육 진학을 위한 지원금을 연방정부에서 승인하는 등 국가적 비상상황에

서 교육부가 개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1.06.15.). 1979년 「교육부 조직법(Department of 

Education Organization Act, Public Law 96-88)」을 근거로 설립된 교육

부는,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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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육부의 사명>
Ÿ 모든 개인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연방의 약속을 강화

한다.
Ÿ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 지역 학교 시스템 및 주, 민간 부문, 

공공 및 민간 비영리 교육·연구기관, 지역사회 기반 단체, 학부모 및 학
생의 노력을 보완하고 보완한다.

Ÿ 연방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 학부모 및 학생의 참여를 장려한다.
Ÿ 연방정부 지원 연구, 평가 및 정보공유를 통해 교육의 질과 유용성 향

상을 촉진한다.
Ÿ 연방 교육 프로그램의 조정을 개선한다.
Ÿ 연방 교육활동의 관리를 개선한다.
Ÿ 대통령, 의회 및 대중에게 연방 교육 프로그램의 책임성을 증가시킨다.

출처: U.S. Department of Education. Mission. (2011.10.20.). 
https://www2.ed.gov/about/overview/mission/mission.html 참조

고등교육에 관해서도 연방정부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

하는데, 첫째, 학생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과 둘째, 연구·개발에 대한 지

원, 셋째, 개별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업무와 국제교류 업무와 마지

막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통계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유현숙, 

2004).

이렇듯 연방정부는 교육에 있어서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교육정책 결정 및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은 주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다. 따라서 고등교육 마스터플랜이 시행된 캘리포니아주의 교육정책 결

정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각 주 정부 밑에는 주의 통치 기관 및 교육

정책 결정 기구로써 주 교육위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가 존재한

다. 이 주 교육위원회는 1852년 설립되었으며 교육기관 관리 및 운영, 

평가, 커리큘럼 및 교과서 채택, 자금조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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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다. 또한, 각 주에는 주를 책임지는 주지사(Governor)와 하위에 교

육을 담당하는 주의 교육부 장관(Secretary of Education)과 교육감

(Superintendent)을 두고 있다. 고등교육 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주지사는 

주립대학의 이사회(Board of Trustees)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인사와 예산 

조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등교육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한다(유현숙, 

2004). 주 교육부 장관은 주립대학 이사회와의 접촉을 통해 재정적인 문

제와 같은 대학운영의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주지사에게 전달하거나 

주의 의견을 대학에 전달하는 등 가교역할을 수행한다(박옥춘, 김왕복, 

2004). 미국의 주립대학 이사회는 대학운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자 주

지사에 의해 구성되며, 이사회 또한 주와 대학 사이의 갈등을 관리하고 

균형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사회는 다음의 역할을 공통적으로 수행한다(Johnston, 1993; 

McGunness, 2001). 첫째. 고등교육체제의 전반적인 임무 개발과 주 헌법

에 근거한 기관 설치, 둘째, 소속된 고등교육기관을 위한 전략적 기획, 

예산 및 자원 배분, 셋째, 재정의 효율적 활용 여부에 대한 점검과 효율

적인 활용을 위한 권고, 넷째, 정치적 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의 이해관계 

사이의 완충 역할 수행, 다섯째, 인적·물적 자원과 고등교육기관의 유

지 및 보존, 여섯째, 고등교육기관의 관심을 반영한 정책개발 및 실행, 

일곱째,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여덟째, 교수 임용 및 기타 인사 관련 

정책 수립 등이 있다. 

다. 행위자

1) 공식적 행위자

1899년 캘리포니아 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기 위해 7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캘리포니아 교육위원회(California Educational Commission)가 설

립되었고, 그들은 “일반 학교의 통치를 위한 단일화된 이사회(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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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orm board for the governing of normal schools”를 권고안 중 하나

로 제시하였다(Coons et al, 1960). 해당 권고안은 전후 캘리포니아의 인

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주 정부는 급증한 고등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민하면서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시스

템의 재구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이 권고안은 이후 일반 학교

를 주 교육위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 산하에 두는 법률로 제정되

었다. 캘리포니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입법부는 고등교육의 미래예측

과 체제 개편의 밑바탕이 될 연구 진행을 승인하였고, 이에 다수의 연구

가 이루어졌다. 

캘리포니아주는 고등교육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아래 [그림 IV-5]

와 같은 마스터플랜 조사팀을 조직하였다. 조사팀 상부로는 연락위원회

와 이사회 및 주 교육위원회가 있으며, 이 세 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연구

를 승인하면 조사팀이 6개의 기술위원회 부서에 전달 및 연구를 할당하

여 진행하였다. 이렇게 조직된 조사팀은 마스터플랜 권고안을 작성하기 

위해 크게 6가지 주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1975년까지의 학생 규모에 대한 예측과 설립 유형에 따른 학생 배분의 

문제, 전문대학과 주립대학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 기능의 적절한 구분 

방법, 새로운 고등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우선순위와 지리적 위치 선정, 

향후 10년간 기관운영을 위해 주 정부에 요구되는 비용 예측, 캘리포니

아주가 공립 고등교육을 위해 지불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 그리고 고등

교육의 조직, 통제, 관리를 위한 계획과 캘리포니아에서 공적으로 지원

되는 고등교육의 비율에 관한 문제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었다(Coons et 

al.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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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5] 캘리포니아 고등교육 마스터플랜 조사팀 조직도

이후 1959년 입법부는 고등교육 마스터플랜을 착수하기 위해 연락 위

원회(Liaison Committee)에 국회동의결의안 제88호(Assembly Concurrent 

Resolution No.88)를 승인하였고, 1959년 12월 18일 캘리포니아 대학 이

사회와 주 교육위원회의 회의 끝에 마스터플랜 조사팀의 권고안이 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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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로 통과되어 1960년에 입법부에서 통과되었다. 이후 1960년 4월 캘

리포니아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주 도나호(Donahoe Act) 고등교육

법」을 통과시키면서 마스터플랜의 기초 토대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마스터플랜 권고안 작성과 「도나호 법(Donahoe Ac

t)」 수립에 있어서 각 공립 고등교육기관 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과 

타협이 필수적이었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마스터플랜 시행과 대학체제의 

조정으로 인해 하위권 학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며 커뮤니티 칼리지의 

구조와 역할을 명백히 밝히고자 하였고, 주립대학교는 연구 분야에 참여

할 권리와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대학원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자 하

였다. 캘리포니아 대학은 국가 성장과 비례하여 규모를 확장시키고자 하

였고, 대학원 교육과 연구에서의 주요 역할이 훼손될 것을 염려하였다. 

2) 비공식적 행위자

1899년 캘리포니아주의 교육시스템 개편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70명으로 구성된 캘리포니아 교육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캘리포니

아 고등교육 마스터플랜 시행까지 약 60년간의 기간 동안 마스터플랜 시

행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는 주 교육위원회, 입법부 등의 

승인을 통해 마스터플랜으로 구체화 시켜나갔다.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는 5번에 걸쳐서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1919년 입법부 합동 위원회 연구(The 1919 Study by a Joint 

Committee of the Legislature)에 관한 것으로 주립 사범학교를 주립사범

대학으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연구인 ‘캘리포니아 주립 고등

교육(State Higher Education in California)’은 1931년 입법부에 승인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국가 교육 계획 및 조정 위원회(State Council for 

Educational Planning and Co-ordination)의 설립을 제안한다. 이 위원회

는 공립학교 시스템과 캘리포니아 대학교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연구하고 공공 교육감과 총장을 통해 주 교육위원회와 캘리포니

아 대학교 위원회에 공동으로 권고한다. 세 번째 연구는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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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의 필요성 조사 보고서(A Report of a Survey of the Needs of 

California in Higher Education)’로 주의회에서 1947년에 승인한 보고서

로 이 보고서의 모든 권고 사항이 주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캘

리포니아 고등교육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네 번째 연구는 ‘고등교

육에서 캘리포니아의 필요성에 대한 재조사(A Restudy of the Needs of 

California in Higher Education)’이며 가장 포괄적인 연구로 캘리포니아

주의 고등교육 프로그램 측면에서 100개 이상의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1956년에 완성되어 1957년에 인쇄된 ‘캘리포니아의 공립 

고등교육 센터의 추가 필요성(The Need for Additional Centers of Public 

Higher Education in California)’으로 입법부에 의해 직접 승인되지는 

않았으나 고등교육 기관과 교육을 조정하기 위해 다양한 권고 사항을 제

시한다. 

2. 제도 형성

가. 체제 수립과정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았을 때,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고등교육 마스터

플랜은 당시 시대적 상황과 여러 사회적 문제와 체제 개편의 필요성 등

에 의해 주 정부와 입법부에 의해 시행되었다. 당시는 미국의 고등교육

이 팽창하고 있던 시기였으며, 캘리포니아는 전쟁이 끝난 후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제대 장병과 퇴역 군인들이 캘리포니아에 자리

를 잡고 G.I. Bill 정책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고등교육의 

수요도 함께 급증하였다.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는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급작스러운 수요 

증가와 함께 고등교육 기관이 생겨나면서 고등교육 체제에는 큰 혼란이 

발생했으며 한정적인 재원으로 어떻게 교육을 제공할 것인지 효율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고등교육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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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중복해서 지출되는 소비를 막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캘리포니아주는 고등교육의 대대적인 조사를 위해 연락위

원회와 마스터플랜 조사팀을 구성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이 진행

한 연구 중 하나는 1975년까지의 고등교육 학생 수를 예측하는 것인데 

이와 동시에 설립 별 고등교육기관의 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등록 학생을 

학업 능력에 따라 상위부문과 하위부문으로 분리하여 연구를 진행하였

다. 이에 조사팀은 캘리포니아가 1975년까지 빠르게 성장할 것이며 대학

에 진학하는 인구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보았다. 이에 조사팀은 

조사 당시인 1958년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1975년에 각 대학 유형별 등

록 학생 수의 예측을 다음 <표 IV-4>와 같이 제시하였다(Coons et al. 

1960). 다음 표에 따르면 고등교육 마스터플랜을 시행함으로써 1975년에

는 공립 고등교육기관에서 약 90%의 학생을 수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명 / %

학생 수 및 
비율분포

   유형

1958년 가을 1975년 가을

학생 수 비율분포 학생 수 비율분포

전문대학 91,162 40.4 251,400 38.0

주립대학 44,528 19.7 200,000 30.2

캘리포니아 대학교 43,101 19.1 136,000 20.6

독립대학 46,824 20.8 73,950 11.2

총 225,615 100.0 661,350 100.0

<표 IV-4>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등록 학생 수 및 비율분포 (1958년과 

1975년)

출처: Coons et al. (1960)의 <표3> 1958년 가을에서 1975년 가을 사이, 부문별 정규 등록 및 
분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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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상대적으로 성

적이 낮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전부 1~2년제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담당하도록 제안하는 등 캘리포니아의 공립 고등교육 기관을 삼원화하여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모든 논의는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이

루어졌는데, 이는 미국은 교육을 해당하는 주에서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

기에 캘리포니아 고등교육 마스터플랜이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연방정부

가 아닌 주 정부와 캘리포니아주 입법부 그리고 주 교육위원회 중심으로 

전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고등교육 마스터플

랜은 고등교육이 팽창하던 시기에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주 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학계, 연구팀에 의해 조사되고 고안되었으며 시행되어 오

늘날까지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체제 내용

1960년에 수립된 캘리포니아 고등교육 마스터플랜은 현재까지 운영되

고 있다. 캘리포니아 고등교육 마스터플랜은 기존에 혼란스럽게 운영되

던 고등교육체제를 3단계로 구분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체제 

개편을 진행한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체제는 4년제 연구중심대학

인 University of California(UC)와 4년제의 교육 중심대학 California 

State University(CSU) 그리고 2년제의 교양 및 직업 전문학교인 

California Community Colleges(CCC)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개편하여 대

학별 기능을 차별화시켰다. 기능을 차별화시킴으로써 중복되는 기능을 

없애 운영비용의 효율성을 가져오고자 하였고, 이러한 기능이 차별화는 

「도나호 법」으로도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도나호 법」을 통

해 세 기관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University of California는 학부 또는 대학원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법학, 의학, 치의학, 수의학 분야의 대학원 교육 제공이 가

능하며, 모든 학습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University of California는 주 정부가 지원하는 주요 연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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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연구중심대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어서 

California State University는 학부교육과 석사과정 교사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University of California와 공동으로 수여할 

수 있다. California State University와 University of California는 제공하

는 교육과정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CSU의 경우 교육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교육 중심대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California 

Community College는 1~2년의 단기과정이며, 준학사 학위만이 수여할 수 

있고 상위 기관인 California State University 또는 University of 

California로 편입하기 위한 교육과정 또는 직업 세계로의 진입을 위한 

직업·기술과정 그리고 일반 또는 교양 교육과정이 제공된다. 

이 세 종류의 고등교육기관은 학생들의 입학 조건도 차등적으로 적용

하여 상대적으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California Community College에

서 한꺼번에 교육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UC와 CSU에서 교육과정의 중복

을 방지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가져오고자 하였다. 그러나 캘리포니

아주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교육 기회의 평등을 

위해 교육기관 간의 이동을 가능하게 구성하였다. 아래 [그림 IV-6]은 캘

리포니아 주립 고등교육기관 입학 및 기관 내 편입과 이동에 관한 내용

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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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6] 캘리포니아 공립 고등교육기관의 입학 및 편입기준 

(Callan, P. M., 2009)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은 본인들의 능력에 알맞은 학교로 진학을 할 수 

있는데, 상위 12.5%의 학생들이 가장 상위 연구 중심 대학인 캘리포니아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으며, 33.5%의 학생들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로 

진학할 수 있다. 그 외 모든 학생은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로 입

학이 가능하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2.4와 2.0이라는 최저 성적 요건을 

맞춘다면 상위대학으로의 편입이 가능하다. 또한, 캘리포니아는 공립대

학 설립과 함께 주민들에 대한 고등교육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초기에는 

무상교육을 주장하고 운영했으나 주 정부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등록금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지원을 함께 늘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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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주들에 비해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고등교육을 받는 다른 지역주민

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고등교육을 제공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제 2 절 프랑스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1. 제도적 맥락

가. 구조 및 문제

1) 경제적 요인 및 문제

프랑스의 경제는 비교적 큰 위기 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1990년대부터 프랑스 내부에는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했다. 73년 1차 오

일쇼크 때의 50만 명에 불과했던 실업자는 1995년 330만 명으로 6배 이

상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12.2%에 달했으며 청년의 4명중 1명이 실업자

일 정도로 실업 문제가 심각했다(중앙일보, 1995.05.11.). 21대 대통령인 

프랑수아 미테랑(Francois Mitterrand)은 실업과의 싸움에서 모든 것을 시

도했지만 모든 것이 실패했다고 언급했으며,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서 

4년 연속 실업률이 감소하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2010년까지 완전 고용

을 예상했고 2008년 초에는 실업률이 노동인구의 7.2%로 지난 30년 동

안 최저치를 기록하였다(Heyer & Timbeau, 2020). 이에 22대 대통령인 

자크 시라크(Jacques Cirac)는 경제 관련 공약으로 소득세 감면 계획과 

실업률 감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조세 개혁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또

한,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집권 이후에도 의료보험제도 개혁, 공기업 민

영화와 연금제도 개혁 등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국가 내부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교육에 대

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고등교육 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함

으로써 고등교육과 인재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강한 의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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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었다. 이러한 프랑스의 교육 단계별 교육비 지출 추이는 아래 <표 

IV-5>와 같다.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p)

국내지출
(GDP 

대비 %)
6.7 7.7 7.3 6.9 7.0 6.7 7.0

평균
지출 6,210 7,330 8,260 8,450 8,950 8,910 8,900

초등 4,280 5,100 5,880 6,040 6,220 6,590 6,980

중등 7,460 8,790 9,790 10,030 10,620 10,190 9,850

고등 9,750 10,070 11,260 11,470 12,760 12,290 11,580

<표 IV-5> 프랑스 학생당 교육비 지출 추이

출처: INSEE(프랑스 통계청)

이어서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는 공공지출을 감소시기는 것

을 목표로 경제 정책을 제시하였고, 여전히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실업률 문제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프랑스의 재

정적자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또한,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이 –8.1%를 기록하며 고등교육에서 외국인에 

대한 등록금 인상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대학교 등록금이 14배 증가하

였다. 2020년 기록적인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국립 통계 경제 

연구소(INSEE)에 따르면, 2021년도에는 경제성장률이 3%대를 기록하며 

매우 빠른 회복을 보여주었다.

2) 정치적 요인 및 문제

프랑스는 1959년 제5공화국으로 접어들면서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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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공화국 초기에는 7년 연임제였으나, 2000년 헌법 개정을 통해 5년 연

임으로 개정하였다. 제5공화국이 들어서고 난 후 2000년대에 대학 간 연

계 또는 연합을 추진한 시도가 있었다. 각 정권별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제22대 대통령인 자크 시라크(Jacques Cirac)는 대학 개편을 주장하며, 

학부 학생들의 고등교육의 첫 2년의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 지원을 할 것

을 주장했으며, 모든 학생이 유럽 대학에서 최소 한 학기를 마칠 수 있

도록 허용함으로써 볼로냐 프로세스의 체결과 함께 유럽 내 이동성을 강

화시켰다(Elysee, 2002.03.25.). 또한, 평가 정책개발을 통한 대학의 자율

성을 강조하였으며, 대학 자율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이후에도 지속되었

다. 그러나 자크 시라크의 경우에는 교육에 관한 공약보다 당시 경제 문

제 해결을 위한 경제 및 조세 정책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뒤이어 제23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앞선 정권들보다 교육개혁

에 대한 공약을 핵심적으로 내세웠다(Nicolas Sarkozy 대선 공약집). 니콜

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 및 연

구를 제시하며, 교육과 연구를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세계와 유럽에서 명

성 있는 대학 캠퍼스 조성으로 더 많은 젊은이를 고등교육으로 이끌겠다

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2007년에는 「대학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법률, 

뻬크레스 법(Loi Pécresse)」을 통해 대학의 자율화와 연구 및 고등교육 

거점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이어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변화는 지금(Le changement 

c’est maintenant)’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대선에 출마하였다. 올랑드 

대통령은 고등교육 부분에서 특히, 모든 고등교육과정 간의 교류와 연계

를 강조하였다. 또한, 국내에서의 교류와 연계에 그치지 않고 외국 대학

과의 교류도 확장시킬 것이며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비 지원방식을 간소화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

다. 또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집권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의 투자사

무국(Secrétariat général pour l'investissement, SGPI) 주도하에‘미래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Programme d'investissements d'avenir, PIA)’을 시

행하였다. 이는 국가 성장의 잠재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혁신적이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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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한 곳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IA는 현재까지 4단계를 거쳐

왔으며, 산업, 고등교육, 디지털 경제 등과 같은 유망하고 혁신적인 분야

에 투자한다. PIA 투자는 고등교육 및 연구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하며 10

년에 걸쳐 250억 유로의 투자를 계획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교

육정책을 대다수 이어받아 정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경제 정책부터 대부분의 정책이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따르는 것이기에 

교육정책도 마찬가지로 경쟁적 성격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항상 교육 기회의 평등을 이념으로 삼고 있던 프랑스 대학에 학생 

선별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정책을 주장하였으나 국민의 큰 반발이 있었

다. 또한, 대학에 자율성을 더욱 부여하고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의 활

성화와 더불어 재정지원을 다양화하는 것을 내세우며, 대학체제의 근본

적인 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주장하였다.

3) 사회적 요인 및 문제

프랑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끊임없이 대학개혁을 시도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현재도 프랑스 고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은 대학체제 개편에 있으며, 대학체제 개편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

어져 왔다. 그러한 배경에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존재하는데, 우선 프

랑스의 대학구조가 과거 나폴레옹 시대의 단과대학 형태를 여전히 유지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당시 국가 엘리트 양성을 위해 특별학교인 그랑

제콜도 같이 설립되었으며 고등교육에서 이원화된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과대학 시스템은 1960년대 말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

까지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대학체제의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1968년 혁명을 통해 첫 번째 체제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1984년에는 고등교육의 자율화와 민주주의 강화를 목표로 두 번째 개편

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본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고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경쟁력 확보 및 향상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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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이 있었다. 이에 2007년에 교육과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거점기관

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는 근본적인 대학구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2013년도에 들어서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구축을 위

한 근본적인 체제 개편방안이 등장하였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사회문제로 언급되는 것이 대학생의 학업 이탈 및 

중도탈락률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고등교육이 국가경쟁력의 주요 원천으

로 고려되기에 고등교육 과정에서의 학생들의 이탈 또는 탈락은 곧바로 

국가 인재양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표 IV-6>과 같이 프랑스

의 학사학위 취득률 추이를 취득 소요기간에 따라 살펴보면, 3년 과정인 

학사를 3년 만에 마치는 비율이 낮으며 외국으로의 교환학생 또는 인턴

십과정으로 인해 4년 만에 마치는 비율을 확인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5년까지의 소요기간을 두고 학위취득률을 살펴보면 

50%가 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대학교에 아예 진학하

지 않는 학생들도 전부 고려한다면 프랑스의 대학 진학률 및 학위취득률

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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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규모 3년 후 
성공률(%)

4년 후 
성공률(%)

5년 후 
성공률(%)

5년간 누적 
성공률(%)

2011년 코호트 173,800 27.2 11.8 5.1 44.1

2012년 코호트 178,100 27.5 11.7 5.0 44.2

2013년 코호트 186,400 27.8 11.8 5.2 44.7

2014년 코호트 188,900 28.6 11.9 4.8 45.2

2015년 코호트 197,700 29.0 11.8 5.5 46.3

2016년 코호트 200,300 29.0 13.3 - -

<표 IV-6> 학사학위 취득 기간에 따른 성공률

출처: Mnistere de l’enseignement superieur, de la recherche et de l’innpvation. etat de 
l’enseignement superieur, de la recherche et de l’innovation en France n.15.
https://publication.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eesr/FR/T149/les_parcours_et_la_r
eussite_en_licence_licence_professionnelle_et_master_a_l_universite/#ILL_EESR15_ES_21
_01

또한, 더 자세하게는 아래 <표 IV-7>과 같이 2016년도에 학사 과정 1

학년에 등록한 사람 중 44%만이 3~4년 만에 학위를 취득했다. 이는 남

성보다 여성이 49%로 더 높으며, 일반과정 바칼로레아16)를 취득한 학생

이 아닌 학생보다 더 높고 그중에서도 매우 우수 성적을 받은 학생이 

78%의 취득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학과 계열별로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법학 또는 정치학 전공의 경우 47%가 3~4년 만에 학위를 취득하는 반

면, 경영-경제 또는 사회과학의 경우 40%를 보이며 다소 큰 차이를 보

인다. 

16) 프랑스 고등학교 졸업 시험이자 대학교 입학 자격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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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구분 등록 비율 3년 내 학위취득 
비율

3년 또는 4년 이내 
학위취득 비율

남성 41,2 22,8 36,3
여성 58,8 34,4 48,7

바깔로레아 계열별
일반과정 78,4 36,1 52,3
기술과정 14,0 7,7 15,7
직업과정 7,6 2,3 5,0

바깔로레아 성적별
매우우수 5,8 69,1 78,1

우수 13,9 55,9 69,7
비교적 우수 27,7 36,0 52,5

사회적 배경
매우 우수 28,3 37,0 52,0

우수 13,9 32,8 47,4
상당히 불리 27,0 28,8 42,9

학과 계열별
법, 정치학 18,3 29,4 46,8

경제, 경영학 13,5 26,1 40,4

예술, 언어, 
인문사회과학 41,5 32,5 44,5

과학, 보건 17,7 25,8 41,2
총합 100 29,6 43,6

<표 IV-7> 2016년 학사 1학년 과정 등록한 학생들의 학사학위 취득률

출처: MESRI-SIES, systeme d’information S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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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도

1) 교육이념

프랑스의 「1958년 10월 4일 헌법」은 1958년 제5공화국이 수립됨에 

따라 1946년에서 1958년까지 집권하던 「제4공화국의 헌법」을 대체하

기 위해 공표한 것이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의 주요내용은 다음

과 같다.

「1958년 10월 4일 헌법」
제1조
프랑스는 불가분적,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
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지방분권화된 조직을 갖는
다.
제1장 주권
제2조
공화국의 국시는 ‘자유, 평등, 우애’이다.

「프랑스 헌법」은 1789년의 프랑스 혁명 이후의 ‘인간과 시민의 권

리선언(De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 1789)’의 

이념을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국가 이념으로 자유, 평등, 우애를 명시

하며 모든 시민의 차별 없는 평등과 자유를 강조한다. 프랑스의 교육 또

한 프랑스의 자유, 평등, 우애의 국가 이념을 토대로 운영된다. 

그러나 「프랑스 헌법」에서는 교육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

으며, 교육권은 「교육법전(Code de l’education)」에서 명시하고 있다. 

교육법에서는 프랑스 시민의 교육권과 함께 교육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

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시민의 평등과 교육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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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평등한 기회를 위한 학생 지원에 관한 내용도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고등교육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으며 이에 

교육법 내에 고등교육의 목적과 사명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고 국가에

서 대학교를 운영하기에 국립대학교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개발 그리고 

사회적 통합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프랑스 교육법전의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특히, 이러한 프랑스의 교육 기회의 평등에 관한 이념은 매우 

일찍부터 추구하였는데, 이는 프랑스 혁명 이후 수립되어 온 것으로 프

랑스의 평등이념이 일찍이 초등교육부터 시작하여 고등교육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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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교육법전」 주요 내용>
제1조
교육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다.
교육은 학생을 중심으로 설계 및 조직된다.
교육은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 및 교육적 성공의 측면에서 사회적 
그리고 영토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한다.
교육권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생에게 경제적 수준과 성적에 따
라 장학금을 지원한다. 교육의 공공서비스 자원의 분배는 특히 경제적, 지
리적, 사회적 문제에서 상황의 차이를 고려한다. 

제3장 고등교육의 목적과 사명
제2조
공립 고등교육 서비스는 다음 사항에 기여한다.
- 모든 학생의 성공. 개인의 학문적, 문화적 및 전문적 수준의 향상
- 경제의 성장과 경제, 사회, 환경, 문화적 요구와 예측 가능한 발전을 고

려한 고용 정책의 이행
- 포용적인 사회 구축을 위해 개인의 출신, 사회적 배경, 건강상태의 차별 

없이 개개인의 포용 촉진을 위해 노력
- 유럽 연구 및 고등교육 구축
- 고등교육기관을 통해 국가 영토의 개발 및 사회적 통합
- 학문과 사회 간 상호작용 강화
제5조
지역의 연구팀 설립 및 개발을 통해 지역계획 정책에 기여한다. 이는 공공 
및 민간 사회경제 부문과의 연결을 강화한다.
학문 간 그리고 다른 연구팀 간 교류를 촉진하고 다양한 형태의 연합을 개
발함으로써 국가의 과학적 잠재력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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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제도

프랑스는 1968년 5월 혁명 이후 오늘날과 같은 고등교육 체제를 갖추

게 되었다. 68년 혁명으로 「포르법(Loi Faure)」이 발표되었고 대학개혁

이 이루어졌다. 「포르법」의 주요 법안 내용으로는 단과대학 중심의 운

영을 없애기 위해 단과대학을 해체하여 ‘교육연구단위(Unite 

d’ensiengnement et de recherche, UFR)‘라는 새로운 체제를 설치하였

고, 교수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연구단위 위원회, 대학 운영위원

회의 운영과 대학총장직 선거 등이 제안되었다. 이 당시 파리 소르본 대

학도 13개 대학으로 나누어졌으며, 대학이 수평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내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프랑스 대학의 독특한 문화가 구축되었다. 포

르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68년 「포르법」 주요 내용>
1장. 대학은 더 높은 수준의 문화와 연구를 위해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고 
능력있는 모든 사람에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장. 대학은 재정적 자율성을 가진 학문적, 문화적 성격의 공공시설이다.
3장. 교육과 연구의 규정은 소속 대학의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4장. 교수법과 참여의 자유
5장. 학문적, 문화적 성격의 공공시설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에서 
조달하는 장비, 인력 등을 보유하며 재정적 자율성을 가진다. 

이후에도 1984년의 「사바리법(Loi Savary)」과 2007년의 「뻬크레스

법(Loi Pecresse)」이 추가로 제정되며 대학체제 변화와 구조개혁을 꾀했

으며, 특히, 고등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 국제협

력강화, 교육과 연구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연구와 고등교육 거

점기관(Pole de Recherche et d’Enseignement, PRES)가 설립되는 등 대

학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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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고등교육은 국공립대학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생의 

약 97%를 담당한다. 이는 국가가 교육에 대한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

을 의미하며, 프랑스 고등교육제도는 볼로냐 프로세스를 계기로 2003년 

학부(학사, Licence)와 대학원 과정(석사; Master, 박사; Doctorat)을 세 단

계로 분리하여 유럽 연합 간의 공통적인 학제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의 고등교육은 크게 대학교, 전문대학교, 일반 학교, 그랑제콜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학교는 국립으로 운영되며,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서는 고등학교 졸업자격 시험인 바칼로레아에 합격해야 하며, 합격 이후

에는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 인근의 대학교로 진학할 수 있다. 프랑스 대

학교는 학생들 선발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따라서 프랑스의 국립대

학교는 서열이 거의 없고 학생들의 이동이 자유로우며 대학교육 접근의 

평등을 추구하는 세계적으로 독특한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고등교육체제에서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그랑제콜인데, 이는 

엘리트 고등교육기관으로 국립과 사립이 공존해 있다. 그랑제콜은 바칼

로레아 합격한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소수의 학생들에 한해서만 바칼로

레아 준비기관에 들어갈 수 있으며, 준비기관에서 2년간의 학업과 시험

을 치른 후 입학이 가능하다. 그랑제콜은 총 3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

며, 따라서 그랑제콜을 졸업하게 되면 2년간의 준비 기간도 학업 기간으

로 인정받아 총 5년의 학업 즉, 석사학위를 수여하게 된다. 이러한 독특

한 성격의 그랑제콜은 프랑스 내에서 또 다른 불평등을 생산하는 주 기

제로써 많은 비판이 있으나, 국제적 경쟁력 확보와 국가의 우수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대학교와 그랑제콜을 제외한 다른 고등교육기관들은 전문대학과 각종 

학교이며, 국립과 사립 모두 운영되고 있다. 각종 학교는 또한, 미술, 건

축, 음악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학교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성격의 학교

들은 국립으로 운영되고, 졸업 후에는 학사학위에 따르는 수료증을 받게 

된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지역별, 권역별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의 고등교육은 일반적인 영미권 또는 아시아의 대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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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그리고 유럽의 대학체제와는 구별되는 매우 독특한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대학체제로 이해된다. 이는 프랑스의 대학교, 각종 학

교와 같은 교육기관은 순수하게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연구를 담당

하는 기관이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오늘날 교육과 연구기능을 모두 수

행하는 종합대학의 캠퍼스 형태와는 차이를 보인다. 

[그림 IV-7] 프랑스의 고등교육제도

프랑스 유럽 외무부(Ministe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Etrangeres)에 등록된 고등교육 기관은 국립대학 68개, 가톨릭대학 6개, 

국립기술대학 2개, 그랑제콜 139개, 국립건축학교 20개, 미술학교 4개가 

있으며 그 외에도 고등국립음악원, 폴리텍학교, 직업학교, 사립학교, 그

리고 기타 학교 등 수많은 종류의 고등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

나 현재 프랑스에서 시행하는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는 국립대학과 국

립연구기관 그리고 국립학교와 사립 고등교육기관 간의 연계 및 연합체

이며 고등교육연구부에서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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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정책결정구조

앞서 확인한 것처럼 교육법에서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

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헌법에는 지방 분권화된 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크고 중앙

집권화된 전통적인 체제를 지니고 있다. 중앙 교육체제를 살펴보면, 프

랑스는 대통령과 정부(government), 의회(parliament)로 구성된다. 대통령

은 5년의 임기로 연임이 가능하며,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각 부처의 장

관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진다. 국가 교육체제는 정부가 주축이 되어 운

영하는데, 정부는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며, 초·중등교육을 담당

하는 교육부(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a jeunesse et de la 
vie associative, MENJVA)와 고등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는 고등교육 연구

부(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MES)로 

이원화된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지방분권화

를 1980년대부터 추진하고 있었으며, Eurydice(2009)에 따르면 중앙정부

는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교육기관의 건설, 유지 및 

운영을 담당한다.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는 규모와 특징에 따라 레지옹(région), 데빠르

뜨망(département), 꼬뮌(commune)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먼저 꼬뮌

은 프랑스의 영토 조직에서 가장 오래된 조직이며 1789년에 만들어졌다. 

꼬뮌은 주민 일상편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을 선출하여 시의

회의 관할 아래 있다. 교육행정에 있어서 꼬뮌은 초등학교 건축과 유지 

및 관리의 책임을 가진다. 데빠르뜨망도 꼬뮌과 마찬가지로 1789년에 만

들어져 프랑스 본토에 96개 해외 영토를 전부 포함하면 101개가 있다. 

이들은 사회적 복지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데, 취약계층 지원, 아동 보호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꼬뮌과 달리 중학교의 건축과 유지 및 관리

의 책임을 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단위인 레지옹은 지방의회가 

담당하는 행정단위이며 2015년에 특정 지역을 통합하여 12개로 축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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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레지옹은 국가 교육서비스를 제외한 국가의 지방사업을 수행한다. 

레지옹은 지역 내 대학 및 고등학교의 건축과 유지 관리 등의 책임을 지

고 있다. 또한, 교육 행정조직은 국가 수준의 교육부, 지역 수준의 아카

데미(académie), 그리고 단위학교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교육 

행정체제는 아래 <표 IV-8>과 같다.

구분
교육 행정체제

학교급 및 역할
교육 행정조직 책임자

중앙정부 교육부 장관 국가교육과정 개발, 교사 
임용 등

레지옹 아카데미
교육청장

(recteur de 
l’académie)

지역 내 대학/고등학교 
교육,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

데빠르뜨망 아카데미
아카데미 장학관

(inspecteur 
d’académie)

교육부와 아카데미 내에
서 중학교 건축 및 유지·
관리

꼬뮌 유.초등학교

국가교육장학관
(Inspecteur de 

l’éducation 
nationale)

교육부, 아카데미, 
데빠르뜨망 내에서 유·초
등학교건축 및 유지·관리

<표 IV-8> 프랑스 교육 행정체제

다. 행위자

1) 공식적 행위자

프랑스에서도 대학체제 개편은 꾸준히 논의되어왔다. 특히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체제가 강한 국가이며 이에 대학에 자율성을 부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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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자크 시라크 정부는 1991년에서 2006년 사이에 유럽 대학 센터(Pôles 
Universitaires Européens)를 설립하여 고등교육기관 간 협력체제를 구성

하고자 하였다. 이후 2007년 사르코지 정부 대학과 대학 그리고 대학과 

연구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연구와 고등교육 거점

기관(Pole de Recherche et d’Enseignement Supérieur, PRES)라는 이름

의 기관을 설립하였다. 당시 과학 및 교육 프로젝트에서 연구진과 교수

를 지원하기 위해 22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연구와 고등교육 시스템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였다. 연구와 고등교육 거점기관 설립을 위한 법안

을 통과시킨 고등교육 연구부 장관인 발레리 뻬크레스(Valérie Pécresse)
는 2010년 7월 7일 파리 제7회 국가경쟁력의 날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연급하였다. 

공화국�대통령과�정부가� 우리의� 고등교육�연구� 시스템에� 막대한� 투자를� 하

기로� 한� 결정은� 경제적� 확실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의� 힘과�

혁신�능력은�우리�경제의�미래에�달려�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탁월한� 과학적� 잠재력에� 베팅해야� 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새로운� 혁신� 기업의� 창설� 및� 개발을� 통해� 이� 잠재력이� 표현되도

록�행동해야�합니다.�

연구세계와� 산업� 세계의� 행위자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모여�

새로운�파트너십을�구축해야�합니다.� 이는�경쟁력�클러스터의�핵심입니다.

전례� 없는� 수단으로� 우리� 대학,� 학교� 및� 실험실이� 곧� 우리의� 연구�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기술� 및� 산업� 발전에� 대한� 우리의� 잠재력도� 있습니

다.� 따라서� 우리는� 공공-민간� 파트너십과� 비즈니스� 및� 산업� 세계에� 대한�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개방성을� 모든� 프로젝트� 요청에� 결정적인� 기

준으로�삼았습니다.�

미래를�위한�이러한�모든�투자의�공통점은�협력�및� 파트너십�차원입니다.

17)2010년� 7월� 7일� 고등교육연구부�장관�발레리�뻬크레스�성명서�중� 발췌

17) 

https://www.vie-publique.fr/discours/179652-valerie-pecresse-07072010-recher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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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프랑스는 기존의 고등교육 및 연구체제의 한계점을 정확히 파

악하고 클러스터와 같이 고등교육 기관과 연구기관 그리고 산업계의 협

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대학 유형을 만들어내거나 실질적인 

연계와 연합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이후 2013년 올랑드 정부는 고등

교육기관과 연구기관 간의 연계와 연합을 강하게 추진하였으며, 이에 

2013년 7월 22일에 「고등교육과 연구법(La loi sur l’enseignement 

supérieur et la recherche ESR)」 일명 「피오라조법(Loi Fioraso)」이 입

법되었다. 「피오라조법」 입법과 관련하여 당시 고등교육연구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제출하였다.

 

우리는� 이� 법에� 대해� 두� 가지� 우선순위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학생,� 모든�

학생의�성공�그리고�연구에�대한�새로운�포부입니다.�

출신이� 무엇이든,� 바칼로레아와� 이후� 선택한� 과정이� 무엇이든� 모든� 학생의�

성공은�고등교육�공공서비스�사명의�핵심입니다.�

이에� 모두의� 성공을� 위해� 다음� 조건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집중했습니

다.

...

-� 고등학교에서�대학교�진학의� 연속성과�진행성� 보장

-�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갱신,� 특히� 적절한� 자금이� 투자된� 국가� 디지털� 계

획

-� 반복�없이�전공과정�변경을�허용하는�학사문화

...

2013년� 7월� 10일� 고등교육연구부장관� Geneviève� Fioraso� 성명서�중18)

위의 성명서 내용을 살펴보면 「피오라조법」은 대학 간 연계·연합

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하는 법안이기도 하나 본래 가장 핵심적인 

-developpementenseignement-superieur
18) 

https://www.vie-publique.fr/discours/188762-declaration-de-mme-genevieve-fioras

o-ministre-de-lenseignement-supe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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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고등교육에서 학생들의 중도탈락을 감소시켜 대학 경쟁력 및 국

가경쟁력 향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비공식적 행위자

프랑스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는 주로 공식적 행위자인 고등교육

연구부와 정부 그리고 학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 이유는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가 학생 또는 학부모, 언론과 같은 비공식적 행위자들

에게는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피오라조법」에 

따른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의 형성은 특히 고등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를 구성함으로써 막대한 자금

을 조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대학 간 연계·연합은 

한 개 이상의 도시가 서로 연계와 연합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에서 연

계와 연합이 기본 전제가 되어있어야지만 국가와 정부로부터의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지역 간의 대학 간 연계와 연합 또한 신

념 또는 이해관계 등에 따라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 또는 

특히 인근 지역 간의 연계와 연합은 더욱 어려움이 쉽게 발생할 수 있

다. 만일 대학 그리고 고등교육기관 간 연계와 연합이 이루어졌으나 국

가로부터 재정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 기관 간 그리고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고, 대도시와 인근 소도시의 고등교육기관

이 결합하여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였으나, 소도시의 고등교육기관이 도

시 내 주요 시설들이 모두 대도시로 빠져나갈 것을 걱정해 연계 및 연합

이 무산된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에서 프랑스의 대학 간 연

계와 연합체제는 다양한 찬성과 반대의견 속에서 법안으로 제정되고 진

행되어왔다. 

 

2. 제도 형성

가. 체제 수립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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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수립은 고등교육의 대내외적 상황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고등교육체제의 외부적 요인으로는 가장 먼

저 대외적 상황으로는 프랑스 대학의 경쟁력이 낮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노벨상 수상 또는 연구물 출판 수를 확인해보면 프랑스의 연구역량은 전 

세계적으로 절대 뒤처지지 않으나, 오늘날 세계 우수대학 평가에서 대학

의 연구역량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분리된 전

통적 형태의 프랑스 대학구조로는 세계 우수 대학 또는 세계 수준 대학 

순위에 오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표 IV-9>를 통해서도 프랑스의 

출판 및 인용 수 국가 순위를 통해 연구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순위 국가 출판물 인용수

1. 미국 13,817,725 384,398,099

2. 중국 7,454,602 78,201,759

3. 영국 4,039,729 102,878,206

4. 독일 3,515,309 81,454,056

5. 일본 3,074,206 54,130,480

6. 프랑스 2,437,589 55,858,552

7. 인도 2,128,896 22,218,913

8. 이탈리아 2,072,168 43,760,942

9. 캐나다 2,037,509 52,825,596

10. 호주 1,638,743 37,939,045

<표 IV-9> 국가별 출판물 수와 인용 수 순위

 이러한 연구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IV-10>와 같

이 QS World University Rankings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세계대학 

순위를 살펴보면, 상위 100개의 대학교 중 프랑스는 단 2개의 학교만의 

순위에 올라가 있으며, 순위에 있는 2개의 학교도 프랑스 고등교육의 대

다수를 차지하는 국립대학교가 아닌 소수의 엘리트 양성을 위한 그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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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임을 알 수 있다. 심지어 2년 동안 두 학교 모두 순위가 내려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명 2008년 순위 2009년 순위 2010년 순위

Ecole Normale Supérieure de 
Paris (ENS Paris) 28 28 33

Ecole Polytechnique, Paris Tech 34 36 36

<표 IV-10> 2008~2010년도의 QS 세계대학순위 100위 내의 프랑스 고등

교육기관

또한, 앞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는 교육 기회의 평등, 특히 

고등교육에서의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들의 중도탈락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내부적 요소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학생들이 고등교육 중도탈락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내부적 요

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프랑스 정부와 고등교육연

구부는 적극적으로 대학 간 연계 및 연합을 구성하여 전통적인 형태의 

프랑스 대학 모습을 변형하고자 하였고, 연구와 교육의 기능을 결합한 

연합체 형성을 독려하였다. 이를 위해 프랑스 정부는 200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기 시작하였고, 초반에는 고등교육기관들의 인

식이나 참여가 높지 않아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부에서 더욱 적

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들이 스스

로 연계 및 연합체 구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대학은 68년 교육개혁과 당시 제정된 법안으

로 대학 내 자율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며, 대학 내 의사결정은 개별대학

의 이사회 또는 교수 그리고 학생들의 몫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오

늘날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도입에 있어서도 국가는 대학 간 연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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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체에 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는 데 그쳤으며, 참여는 각 대

학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상향식(bottom-up)의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 대

학 간 연계·연합체제가 구성되었다고 보았다. 

나. 체제 내용

프랑스의 고등교육기관 간의 연계·연합체제는 2013년에 공표된 「피

오라조법(Loi Fioraso)」를 토대로 한다. 「피오라조 법」은 대학의 경쟁

력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하며 특히, 연구 분야에 있어서 경쟁력 강화를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그중 프랑스의 독특한 고등교육 체제로 인

해 교육과 연구 분야가 분리되어 있고 학문 분야별 그리고 단과대학별로 

분리되어 있는 대학구조를 변화시켜 고등교육 기관의 교육 및 연구 경쟁

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피오라조 법」의 주요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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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교육법전」

제3부: 고등교육
제7권: 고등교육기관
제목 1: 과학, 문화, 직업적 성격의 공공기관
제8장 bis: 기관의 협력과 통합

부문 1: 공통 조항
제L718-2조: 아카데미 내의 고등교육연구부 산하 공립 고등교육기관과 연
구 파트너 기관들은 교육과정 공급의 조정과 연구전략 및 이전에 대해 서
로 협력한다.
고등교육연구부 외의 다른 부처 산하 고등교육기관도 조직 및 연합에 참여
할 수 있다.
공립 고등교육기관이 여러 지역에 위치한 경우 하나 이상의 조직 및 연합
에 참여해야 한다.

제L718-3조: 다음 절차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은 지리적 조정에 맞게 연방 
또는 연방 기반으로 조직된다.
1. L718-6조에 언급된 여러 기관을 통합하여 새로운 고등교육 기관을 설

립한다
2. 조직화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할 수 있다.

a) 부문 3에 언급된 대학 및 기관커뮤니티에 참여
b) 과학, 문화, 직업적 성격의 공공기관과 고등교육 및 연구의 공공서비
스 임무에 기여하는 공공, 민간시설의 연합

제L718-4조: 지역 조정의 책임이 있는 고등교육기관은 대학 및 학교 네트
워크를 구성하여 모든 학생과 파트너 시설을 연결함으로써 지역에서 학생 
생활의 질과 사회 증진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상의 내용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프랑스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는 크게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가장 강

력한 유형인 ‘통합(Fusion)’이며, 이는 대학, 고등교육기관 또는 연구기

관을 단일 대학으로 통합하는 방식이며 소수의 사례만을 찾아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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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어서 ‘대학연합(ComUE)’은 여러 고등교육기관의 연합체로 연합

체를 운영 및 조정하는 단일한 이사회를 필요로 한다. 개별대학이 독립

적인 법적 지위는 가지고 있으나 단일한 이사회 구성 및 새로운 거버넌

스의 등장과 변화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

합의 형태보다는 유연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가장 다수의 유형에 속한

다. 다른 유형으로는 ‘지역대학연계협약(Conventions de coordination 

térritoriale)’이며, 매우 느슨한 형태로 통합을 전혀 지향하지 않으며 대

학 그리고 기관 간의 협정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 형태는 ‘시범공공

기관(Établissment Public Expérimental)’인데 이는 말 그대로 시범적인 

형태이며 연계와 연합체를 구성 후 10년간의 실험 기간을 지나 체제를 

유지하거나 원상복귀 할 수 있는 형태이다. 프랑스 대학 간 연계·연합

체제 유형은 아래 <표 IV-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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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개념 및 특징

통합(Fusion)

Ÿ 하나의 이름으로 기관을 하나로 통합
Ÿ 단일 이사회 및 단일한 의사결정 구조
Ÿ 대학공동체보다 더욱 강력한 구조
Ÿ 다학문 교육과정 제공
Ÿ 학생 공간의 다양화

대학공동체(ComUE)

Ÿ 교육과정 제공 통괄
Ÿ ‘종합대학’유형의 세계수준 대학 건설
Ÿ 지역 내 강력한 결합
Ÿ 넓은 범위의 학생 생활 개선
Ÿ 기관 정체성 유지
Ÿ 공동체를 위한 단일 이사회 구축 필요

연합(Association)
Ÿ 대학공동체보다 더 유연한 관리 구조
Ÿ 통합된 대학은 추가로 연합구성 가능
Ÿ 대학 간 공통 프로젝트 공유

지역대학연계협약
(Conventions de 

coordination térritoriale)

Ÿ 가장 느슨한 결합 형태
Ÿ 고등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간의 연구와 교육 프로젝트 

계약 체결
Ÿ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계약으로 통합 또는 대학공동체보

다 더 큰 규모의 연합 형성 가능

시범공공기관
(Etablissement Public 
Expérimental, EPE)

Ÿ 최종적으로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통합 지향
Ÿ 다양한 형태의 통합 및 연합 허용
Ÿ 최장 10년간의 실험 기간 보장

<표 IV-11> 프랑스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유형

출처: Guiselin, E. P. (2019)의 내용을 연구자가 정리한 것임

이렇게 결성된 연계 및 연합체제는 국가의 재정지원 사업에 신청 및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가지 독특한 점은 지금까지 고등

교육의 형평성, 공공성, 평등을 주장해온 프랑스가 대학 간 연계·연합

체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에는 경쟁적 성격의 지원방식을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대학 간 연계·연합

체제는 수도권인 파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리적 결합을 우선

으로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 체제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지역 균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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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도모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 3 절 한국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1. 제도적 맥락

가. 구조 및 문제

1) 경제적 요인 및 문제

한국은 1990년대 후반 국가 부도 위기사태인 IMF로 인한 국가 경제위

기를 직면하였다. 국가 부도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는 줄어들었

고 가계부채 또한 증가하였다. 특히,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기에 사

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지역인재들이 일자리를 찾

아 지역을 빠져나갔으며, 해방 이후 60년대를 지나면서 고등교육이 급속

도로 발전하면서 고등교육의 규모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러한 상황 속에서 초유의 국가 경제위기로 인해 고등교육은 운영에서의 

효율성 추구가 강조되었다. 이는 IMF로 인해 한국 사회 전반에 시장 논

리와 효율성 중심의 경제 논리가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고

등교육 사회에도 여지없이 적용되었다(최강식, 이보경, 2017). 이러한 신

자유주의 이념에 따른 시장 경쟁적 중심체제의 도입으로 자본시장 개방

과 외국 투자금 유치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의 협력을 통한 금융과 

기업 부문의 구조조정은 예상보다 빠른 IMF 상황 탈피를 도왔으며, 빠르

게 경제를 회복하였다(한국경제, 2022.04.04).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고등

교육에도 적용되어 대학 재정지원에 경쟁의 논리를 도입하여 차등적인 

재정지원을 시행하였다. 

뒤이어 등장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앞선 정부의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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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에 기반한 국정 운영에 지역 간 격차 심화와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

소하고자 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

을 위해 시장경쟁을 유도하고 정착시켰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성장과 

복지를 함께 추구하였으며, 과학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을 꾀했다(행정안전부. 2022.04.15.).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의 

폭발적인 증가와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 문제가 증대되어 주요 사안으로 

다루어졌다(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8)

이후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가 닥친 상황에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를 ‘경제 대통령’으로 

명명하고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과 시장 

중심의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특히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재정지원 배분 방식을 활용하여 결국 지역 간 불균형과 

격차를 더욱 키우게 되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한국의 무

역의존도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대외의존도가 가파르게 상승하였다(이명

박 정부 국정백서: 111). 또한,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적 정책으로 소수

의 상위계층에 경제력을 집중시켜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상황과 함께 

국내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각해졌다(반상진, 2013). 이러

한 상황에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고등교육에서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대선 당시 고등

교육 관련 공약은 재정에 관한 공약이 70%를 차지하였다(송기창, 2013). 

이처럼 박근혜 정부는 고등교육의 복지와 재정 회복 및 확보를 중심으로 

정책을 내세웠으며,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도 단

행하였으나 사실상 대학구조개혁이 지역대학에 국한되어 있어 지역대학 

발전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혼란의 상황에서 등장하였으며, 출범 후 일자리를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고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일자리정

책 5년 로드맵과 함께 58개의 일자리정책을 발표하였다(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021.05). 또한, 정치에 대해 민심의 불신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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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에서의 공공성을 최우선 과제로 주장하였다. 

특히, 지역 간 불균형과 격차가 날로 심해짐에 따라 지역대학 특히 지역

거점국립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성장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정

책적, 재정적 노력을 투입하였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확

인할 수 있다.

나라�안팎으로�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도�어렵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약속

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동시에� 재벌개혁에도� 앞장

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

의�길을�모색하겠습니다,� 차별�없는�세상을�만들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

니다.� 과정은�공정할�것입니다.� 결과는�정의로를�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취임사�중� 일부�발췌

2) 정치적 요인 및 문제

정치적으로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시기인 국민의 정부

(1998.02~2003.02)가 정권교체와 함께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집권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당시 IMF로 인한 혼란스러운 국내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

선 과제로 삼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경제 원리를 도입

하게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1998년 광복절 축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

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오직� ‘국민의� 정부’가� 표방해온� 새로운� 국정철학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지금부터� 추구해야� 할� 국정의� 방향

입니다.

1998년�광복절�경축사�중� 발췌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이념은 고등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신자

유주의적 이념으로 사회의 시장 경제적 논리가 적용됨에 따라, 교육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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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기반으로 수월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원리가 도입되었다. 이에 

국민의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교육과제로 학생 위주의 교육으로 자

기 주도적 학습능력 및 다양성을 제고하고 교육부문의 효율성 제고 및 

교육자치 기반 조성 그리고 산업 수요에 맞는 산업교육체제 구축을 내세

웠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1998). 이는 세계화 시대의 무한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학생의 능력함양과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 국가 인재양

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마련하며, 정부조직 개편에 알맞게 지방교육자치

기구와 교육행정기관의 구조 및 기능을 재편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달성

하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등장하였다. 이에 대학의 특성화 유도, 교육 인

력의 효율성 추구 및 산학연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시

행되었다.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2003.02~2008.02)는 국민의 능동적이

고 적극적인 참여로 등장하였다. 이렇게 등장한 참여정부는 국정 목표에

도 국민의 참여와 민주주의에 대한 특징이 드러났는데, 참여정부는 ‘국

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하는 균형발전사회’, 그리고 ‘평

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의 3대 국정 목표를 핵심으로 내걸고 국정을 

운영하였다. 그중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는 불균형과 불평등이 만연

한 사회에서 수도권과 지역,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

고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통한 사회 전반의 형평

성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노무현 국정 백서 1). 특히, 참여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핵심 목표로 세운 만큼 지역별 특성화와 지역대학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하였다.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산·학·연·

관의 연계를 기반으로 한 지역혁신시스템(RIS)을 구축하였으며, 지방대학

을 육성하고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강화시켜 지방대학의 특성화를 위해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을 시행하였다. 참여정부의 경우 앞선 

국민의 정부와 정권을 같이 했기 때문에 비교적 이전 정권의 정책이 잘 

유지되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이후에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뒤를 이어 이명박 정부

(2008.02~2013.02)가 10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하며 ‘경제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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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슬로건과 함께 출범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 교육복지 확대, 세계수준의 우수 인

재 육성을 전략으로 내세우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강화, 교육격차 

감소 그리고 대학 자율 확대를 세부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에 이명박 정

부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반을 둔 시장주의적 그리고 경쟁적 성격의 고

등교육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대학운영 자율화, 국립대학 법인화, 교육역

량 강화사업 등의 정책과 함께, 대학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을 시도하

였다. 그러나 이전 정권에서 진행하던 NURI 사업과 지역균형발전과 관

련된 정책은 신자유주의 이념 하에서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였고, 심지어 

대학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수도권과 지역을 구분하지 않는 재정지원을 

시행함에 따라 우수대학이 포진한 수도권 대학에 자금이 훨씬 더 많이 

배정되게 되었다. 특히, 대학 간 경쟁을 통한 성장을 강조하여 대학 간

의 연계와 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이렇듯 시장주의 성장 제일주의적 방식으로 사회의 양극화가 더욱 심

화되면서 교육복지와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가하였다. 이

에 19대 대선 후보자들이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선거 끝에 박근혜 정부(2013.02~2017.03)가 출범하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

는 후보 시절부터 반값 등록금, 대학 재정지원 확대, 지방대학 출신 채

용할당제 및 발전사업 등 사회의 양극화를 해결하고 교육복지를 증대시

키는 것을 목표로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

개혁은 대학 정원감축을 지방대학과 전문대학 위주로 시행하여 사립대 

중심 그리고 수도권 중심의 고등교육체제를 더욱 견고히 만들었다. 또

한,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지방대학 육성방안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

고,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대학은 균형발전을 위한 대상이 

아닌 구조개혁 대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2017년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정부가 퇴진하고 

국민의 큰 기대와 관심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다. 문재인 정부

는 ‘평등·공정·정의’를 국정과제의 핵심 가치로 세웠으며,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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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불균형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이에 고등교육 분야

에서는 지역사회와 경제의 핵심인 국립대학의 지원과 성장을 위해 국립

대학 육성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였으며, 이전 참여정부의 지역혁

신시스템(RIS)을 이어받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으로 

명명하고 사업을 운영하였다. 

이렇듯 한국의 고등교육은 신자유주의 이념이 도입됨에 따라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권별로 다양한 사업과 재정

지원정책이 수행되었다. 특히, 재정지원사업에 있어서 BK21(Brain Korea 

21, 두뇌한국 21)사업 또한, 경쟁적 성격의 재정지원사업이나 사회의 양

극화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대학 할당제를 도입하였고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3) 사회적 요인 및 문제

국민의 정부 시기에 IMF로 인해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져있었다. 이

러한 상황 속에서 세계 상황은 급변하였으며, 한국도 이에 대응하기 위

해 산업구조에 알맞은 인력 양성과 지식 및 기술 개발에 집중하게 되었

고 고등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국내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

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고등교육 기관과 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

면서 양적으로 팽창하였다(최강식, 이보경. 2017)

그러나 경쟁기반의 신자유주의 이념이 점차 확대되면서 수도권으로 

인재가 몰리기 시작하였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신입생 충원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대학 생존의 위기

가 급속도로 전개되었다. 지역대학의 위기와 지역 소멸의 위기 발생 원

인 중 가장 핵심은 출생률 감소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이다. 출생률이 

감소하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정

원을 축소하는 등 대학구조개혁을 지속해서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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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국의 출생률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2000년부터 살펴보

았을 때, 2000년에 64만 명에 달했던 출생아 수는 20년이 지난 2020년 

약 27만 명을 기록하며 그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급격하게 줄어드는 출생아 수는 곧바로 교육현장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역에 위치한 대학의 경우에는 벌써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운영

에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으며, 지역 국공립대학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대학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이는 곧 지역 기피 현상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2005 2010

[그림 IV-8] 대한민국 출생아 수 변화 추이

그러나 출생률이 감소함에 따라 학령인구도 함께 감소하였고, 이렇게 

감소한 출생아 수는 2019년 국내 전체 사망자 수보다 적은 수치를 기록

하며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아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데드

크로스를 맞이하였다. 이로 인해 대학진학 가능 인구가 줄어들었으며, 

심지어 대학진학을 원치 않거나 대학진학 대신 곧바로 취업 시장에 나갈 

학생들을 제외하면 고등교육 수요 인구는 훨씬 적을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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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9] 인구의 데드크로스

단위: 만 명

이렇게 감소한 출생아 수는 학령인구19) 수에도 영향을 미치며, 학령인

구 수의 감소로 인한 타격은 상대적으로 대학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대

학에 위기를 불러왔다. 2020년 기준 학령인구 수는 789만 명으로 이미 

10년 전인 2010년보다 약 200만 명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점차 감소하여 향후 10년간 195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학령인구

의 감소와 같은 현상은 현재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대학에는 치명

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며, 지역 사립대학교부터 시작하여 통폐합 또

는 폐교의 절차를 거쳐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의 사립대학교가 

민간 자원에 상당 부분 의존하여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학생이 감소하면 

학생의 등록금으로 재정확보 및 운영을 하던 사립대학교는 당연히 재정

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폐교 또는 다른 인근 

학교에 흡수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19) 초등학교~대학교 취학연령인 6세에서 21세 사이의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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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숫자로 보는 인구.

[그림 IV-10] 학령인구 추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는 일찍이 발생하였는데, 지방

대학은 신입생충원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특히, 교육부에서 대학 기본역

량 진단평가의 핵심 지표 중 하나로 신입생충원율을 포함하면서 지방대

학들은 신입생충원의 어려움과 함께 재정지원 여부에도 불확실성이 증가

하였다. 교육부가 제시한 신입생충원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에도 제한이 

생기며 대학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2021년 지방대학 123

개교 중 51.2%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63개 대학이 기존 신입생충원율 

최저 기준인 97%를 맞추지 못했다. 따라서 기존의 신입생충원율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2021년 지방대학의 신입생 미달 사태가 발생하

면서 기준적용 방식을 조정하였고, 대학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다시금 도

래하였다(중앙일보, 2022.05.18.). 

게다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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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화되면서 지방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졌다.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으며, 1000대 기업 4곳 중 3곳이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어 일

자리까지 수도권에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지역 소멸 문제 또한 가속화되

고 있다(KBS뉴스. 2021.04.03.). 이처럼 경쟁력 있는 대학과 기업들이 수

도권에 대다수 자리하고 있어 지방의 학생과 청년 유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렇듯 한국은 신자유주의 이념 도입 이후 지역 간 불균형과 격차 심

화, 수도권 쏠림 현상과 더불어 교육계에는 학령인구의 감소라는 큰 문

제가 도래하면서 교육계 그리고 대학사회 전반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는 개별대학 간의 경쟁을 통한 

성장이 아닌 협력과 교류를 통한 성장이 사회 전반에 키워드로 떠오르게 

되었다. 

나. 제도

1) 교육이념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

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

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2조의 교육이념에 따르면 교육은 홍익인간

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

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의 법령을 토대로 각 정권은 고등교육정책의 기조를 

다음과 같이 내걸었다. 

먼저 국민의 정부는 대학 입시제도의 근본적 전환, ‘대학원 중심대

학’의 연구 중심과정과 ‘학부 중심대학’의 교육 중심과정의 대학체제

를 수립하고 국립대학은 기초 순수학문과 과학기술 분야 중심의 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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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은 시장원리에 의한 자율적인 운영을 내세웠으며,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와 교육과 연구의 질 제고를 정책 기조로 

삼았다(고용, 1998). 이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자

율을 내세웠으나 참여정부의 경우에는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잡고자 하였고 특히 지역 간 균형발전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

부의 경우에는 경쟁을 통한 성장을 중심으로 하였고, 이에 참여정부와는 

반대되는 성격의 고등교육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앞선 이명박 정부에서 더 심화된 양극화를 해소하고 교육복지를 확대하

고자 하였으나, 사실상 양극화 해소보다는 대학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추

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사회의 양극화와 고등교육의 

경쟁체제 그리고 시장주의적 성격은 더욱 뚜렷해졌으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뒤이어 취임한 문재인 정부는 평등·공정·정의를 

핵심 가치로 내걸고 교육정책을 수립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역대

학, 특히 국립대학 육성에 집중하였고 막대한 사업비를 배정하여 운영하

였다. 또한, 개별대학 간의 경쟁을 통한 성장이 아니라 지역산업과 지역

의 지자체 그리고 고등교육기관 간의 협력을 통한 성장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각 정권의 사회적 상황과 국정 이념,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 등에 따라 교육정책에도 반영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교육제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한국은 고등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대

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 기술대학 그리고 각종 학교를 두고 

있다.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

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을 포함한 

대학은 상위과정으로 대학원을 둘 수 있다. 한국의 고등교육 학제를 그

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V-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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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1] 한국의 고등교육제도

위의 고등교육기관들은 각기 다른 목적으로 가지고 운영되는데, 그중 

한국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대학과 전문대학을 살펴보면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

(「고등교육법」 제28조)으로 하며,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

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고등교육법」 제47조)을 목적으로 

한다. 그 외 다른 고등교육기관들의 설립목적은 아래 <표 IV-12>과 같다. 

이를 종합하면 고등교육기관은 설립목적에 맞게 지식 또는 기술을 전달

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며 국가 또는 사회에 이바지할 인력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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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립목적

대학
인격도야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문의 교육 및 연구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

산업대학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학술 또는 전문지식, 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 
제공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산업인력 양성

교육대학 초등학교 교원양성

전문대학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이론 교육 및 연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

원격대학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 시행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
열린 학습사회 구현을 통해 평생교육 발전에 이바지

기술대학
산업체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 연마를 위한 교
육 제공
이론과 실무능력 고루 갖춘 전문인력 양성

<표 IV-12> 고등교육기관 설립목적

이러한 고등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3조에 근거하여 설립 및 운

영 주체에 따라 국립·공립·사립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국립학교는 국

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및 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 주체에 따라 시립 및 

도립학교로 구분), 그리고 학교법인이 설립 및 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

분된다. 한국의 경우, 국·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의 수가 훨씬 더 많은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고등교육기관의 설립 별 학교 규모는 아래 <표 

IV-13>와 같다. <표 IV-13>에 따르면, 일반대학의 경우 2021년 기준 전체 

190개 학교 중 국·공립학교가 34개로 전체 일반대학의 17.9%를 차지하

며, 한국의 고등교육이 상당 부분 민간에 의존하여 발전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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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일반
대학

산업
대학

교육
대학

전문
대학

원격
대학

기술
대학

각종
학교 합계

국립 33 - 10 2 1 - 1 47

공립 1 - - 7 - - - 8

사립 156 2 - 125 21 1 1 305

전체 190 2 10 134 22 1 2

<표 IV-13> 고등교육기관 설립 별 학교 수

[그림 IV-12] 대학 소재지별 학교 수 및 학생 수 

한국의 고등교육은 1980년대 이후 급속히 팽창하였는데, 이는 한국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20)과 학교 수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학교 수를 살펴보면, 1980년 일반대학 85개 전문대학 128개 등 전체 237

개의 고등교육기관은 80년대와 90년대를 거쳐 2000년에 일반대학 161개, 

전문대학 159개 그리고 90년대 후반 이후 대학원 과정이 새롭게 등장하

20) 한국교육개발원 [기본교육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취학률 = (재적학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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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수가 372개로 증가하였다. 이후로도 고등교육기

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기준 앞서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 426개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다음으로 고등교육 취학률은 1980

년 11.4%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에 23.6%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52.5%를 기록하며 또다시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에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70.3%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대에 들어서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1년 71.5%라는 수치를 보이며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여준

다. 따라서 한국의 고등교육은 1980년대 이후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질적인 성장은 양적 성장에 비

해 부진하였는데, 이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이하 IMD)의 세계경쟁력보고서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평가 국가 

64개국 중 23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교육경쟁력은 이보다는 낮은 30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교육경쟁력은 17년 기준 53위에서 상승하여 

47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가경쟁력 또는 교육경쟁력과 비교하면 

상당히 떨어지는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한국의 고등교육은 80년대 이후 급격히 성장하

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민간자본에 의지하여 성장하였고, 오늘날 

설립별 학교 수를 확인해보았을 때 여전히 민간에 의존한 채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세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다른 것

을 알 수 있으며,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정부의 고등교육 지출 비율

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한국은 높은 교육열로 인해 

고등교육 취학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지표로는 세계경쟁력보고서의 교육경쟁력과 대학교육경쟁력인데, 

이를 살펴보면 한국의 고등교육이 양적으로 발전하였으나 여전히 질적으

로는 충분히 발전되지 못하였음을 나타낸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고등교육은 심각한 지역 격차의 문제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대학

의 소재지별 수와 학생 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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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정책결정구조

해방과 6·25전쟁 이후 혼란과 심각한 피해복구 및 국가 안정, 안보 

강화의 요구 함께 경제 성장 제일주의는 국가 정책의 중앙집권 필요성을 

강조시켰다(정정길 외, 2016: 103). 국민의 정부는 국가 경제회복과 함께 

국정 운영 및 행정비용을 축소시키고자 정부조직을 감축하였다. 또한,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의 구조개혁을 시

행하였다(임도빈 2008).그러나 정부조직 축소와 지방자치를 위한 구조개

혁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은 중앙집권적인 구조로 수립되

고 운영되었다. 각 정권별 대선의 교육공약을 이행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교육자문지구를 세웠는데, 아는 아래 <표 IV-14>과 같다. 

대통령 대통령 직속 교육자문기구

김대중
새교육공동체위원회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노무현 교육혁신위원회

이명박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박근혜 -

문재인 국가교육회의

<표 IV-14> 정권별 대통령 직속 교육자문기구

출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

위의 표와 같이 국정과제 및 공약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교육자문

기구는 정권별로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기도 하며, 그 명칭 또한 각기 

다르다. 정권별로 교육자문기구가 있으나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핵심 의사결정권은 교육부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교육부는 문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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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 5.31 교육개혁 추진과 함께 교육 분야에 있어서 결정권 및 권한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교육부의 권한도 정권별로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데, 

박근혜 정부의 경우 별도의 교육자문기구를 두고 있지 않아 교육부의 권

한이 가장 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교육자문기구가 별도로 설치는 되어있었으나 체계

적인 역할 분담은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확대되

었다(장아름, 2018). 이에 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에 가장 핵심 역할을 하

는 교육부 내의 고등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을 정권별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우선, 국민의 정부는 1998년 교육부 내에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로 

학술연구지원국과 교육환경개선국 두 가지를 두고 있었으며, 이는 기존

의 고등교육실을 학술연구지원국으로 축소 및 개편한 것이며 기존 고등

교육실의 산업교육 및 전문대학 관련 기능을 평생교육국으로 이관하였

다. 또한, 지방교육행정국을 폐지하고 교육환경개선국을 신설하여 기존 

고등교육실의 대학재정 및 고등교육시설 기능을 이관하였다. 이후에는 

학술연구지원국은 고등교육지원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지원국으로 명

칭을 변경하였으며, 2001년에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교육부의 명칭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부 내에 인적자원정책국을 신설하

여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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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공포 
일자 실/국 과/팀 특기사항

국민의 
정부

1998.
02.28

학술연구지원국
학술연구지원과
대학제도과
대학지원과

Ÿ 고등교육실을 학술연구지원국으로 
축소·개편

Ÿ 산업교육정책과 및 전문대학지원
과는 평생교육국 산하에서 운영

Ÿ 지방교육행정국 폐지하고 교육환
경개선국 신설

Ÿ 학술연구지원국 -> 고등교육지원
국 -> 대학지원국으로 명칭변경

Ÿ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
변경

Ÿ 인적자원정책국 신설

교육환경개선국

지방교육제정과
고등교육재정과
교육시설과
학교보건환경과

1999.
05.24 고등교육지원국

대학지원과
대학행정지원과
대학학사제도과
대학재정과

2001.
01.29

대학지원국
대학행정지원과
학술학사지원과
대학재정과

인적자원정책국

정책총괄과
조정1과
조정2과
정책분석과

<표 IV-15> 국민의 정부 교육부 내 고등교육담당 조직

출처: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행정기관별 조직변천을 토대로 재구성함

이후 참여정부에 들어서서도 교육부 조직은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우

선, 대학지원국 내의 각 과 명칭이 개정되었고, 인적자원정책국 내에 학

술·산학협력과가 신설되었다. 이는 참여정부가 시행한 지역혁신사업

(RIS)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업무의 효

율성을 위해 2004년 인적자원정책국과 평생직업교육국 및 대학지원국을 

각각 인적자원총괄국, 인적자원개발국 그리고 인적자원관리국으로 개편

하였다. 그러나 2005년 인적자원총괄국/개발국/관리국을 인적자원정책국, 

평생학습국 그리고 대학지원국으로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게 다시금 개편

하였다. 한편 대학의 효율적인 구조개혁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학혁신

추진단’을 설치하고 운영하였다. 2007년에는 인적자원정책국을 인적자

원정책본부로 개편하여 산하에 정책조정관, 평가분석관 그리고 기반구축

지원관을 두었고, 평생학습국을 평생직업교육국으로 개편하여 운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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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인적자원 개발정책과 관련 예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

해 기존의 인적자원정책국을 확대 및 개편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는 과학기술부와 통합되어 교

육과학기술부로 바뀌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복수차관제도로 운영되었으

며,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는 1차관 아래의 인재정책실과 2차관 아래

의 학술연구정책실로 분리되어 운영되었다. 2009년에는 분산되어 있던 

정권 공포 
일자 실.국 과.팀

참여
정부

2003.
07.25

대학지원국 대학정책과 / 대학학사지원과 / 사회정책과

인적자원정책국 정책총괄과 / 정책조정과 / 학술·산학협력과 
/ 정책분석과

2004.
03.05

인적자원총괄국 정책총괄과 / 정책조정과 / 평가지원과 / 
인력수급정책과

인적자원개발국 평생학습정책과 / 학술연구진흥과 / 
산학협력과

인적자원관리국 고등교육정책과 / 학사지원과 / 사학지원과

2005.
08.31

대학지원국 대학정책과 / 대학학무과 / 사립대학지원과 
/ 학술진흥과 / 학자급정책팀

인적자원정책국 정책총괄과 / 정책조정과 / 인력수급정책과 
/ 평가지원과

평생학습국 평생학습정책과 / 전문대학정책과 / 
여성교육정책과 / 산학협력과

대학혁신추진단 대학구조개혁팀 / 대학원개선팀

2007.
07.18

인적자원
정책본부

정책조정관 정책총괄팀 / 정책조정팀 / 대외협력팀

평가분석관 평가정책팀 / 조사분석팀

기반구축지원관 인력수급팀 / 산학연계팀 / 통계정보팀

<표 IV-16> 참여 정부 교육부 내 고등교육담당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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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대학원 관리 기능을 학술연구정책실 아래로 배치시켰고, 이는 

2011년에 고등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기능을 전부 통합하여 대학지원실을 

신설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정권과 연결되어 초반에는 조직체제에 

큰 변화 없이 운영되었다. 기존에 운영되던 대학지원실의 내부 부서에 

약간씩 명칭이 개정되었고 2015년에 대학지원실의 이름을 대학정책실로 

개편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 고등교육 담당 조직

정권 공포 
일자 실/국 과/팀

이명박 
정부

2008.
02.29

인재정책실
(1차관)

인재정책분석관 / 인재육성지원관 / 인재정책기획관
인력수급통계과 / 대학정보분석과 / 학교정보분석과 / 
평가기회과 / 교육시설지원과 / 영재교육지원과 / 
진로취업지원과 / 학생장학복지과 / 지식서비스인력과 
/ 산업인력양성과 / 과학기술인력과 / 인재정책총괄과

학술연구정책실
(2차관)

대학연구기관정책기획관 / 학술연구지원관 / 
기초연구정책관
학연협력지원과 / 연구기관지원과 / 대학경영지원과 / 
대학제도과 / 연구환경안전과 / 학술연구윤리과 / 
대학연구지원과 / 학술연구진흥과 / 인문사회연구과 / 
융합기술팀 / 미래원천기술과 / 기초연구지원과 / 
연구정책과

2009.
05.06

인재정책실
(1차관)

인재기획분석관 / 미래인재정책관 / 교육선진화정책관
인재정책분석과 / 학교정책분석과 / 인재정책기회과 / 
글로벌인재육성과 / 과학인재육성과 / 창의인재육성과 
/ 학생학부모지원과 / 학교선진화과 / 대학자율화팀 / 
대학선진화팀

학술연구정책실
(2차관)

대학지원관 / 학술정책관 / 기초연구정책관
대학원지원과 / 사립대학지원과 / 대학지원과 / 
인문사회연구과 / 학연산지원과 / 학술진흥과 / 
융합기술팀 / 미래원천기술과 / 기초연구과 / 연구정책과

2011.
02.25

대학지원실
(2차관)

산학협력관 / 대학지원관 / 대학선진화관
취업지원과 / 전문대학과 / 지역대학과 / 산학협력과 / 
대학장학과 / 대학지원과 / 학술인문과 / 대학원제도과 
/ 사립대학제도과 / 국립대학제도과 / 대학선진화과

<표 IV-17> 이명박 정부 교육부 내 고등교육담당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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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또다시 새롭게 개편되었다. 기존의 대학정책실을 고등교육정책실장으

로 명명하고 하위 과의 명칭도 개편하였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각 정권별로 고등교육공약 이행 및 정책 

수립을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는 교육부의 영향력과 권한이 주축을 이루었다. 교육부는 

또한 정권이 변화하면서 다른 정부 부처와의 기능 전환 또는 통합을 통

해 그 명칭과 기능이 변화하였으며, 초기에는 고등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와 행정 및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서로 다른 관에 속해있었으나 

지속적인 개편을 통해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과와 팀이 하나의 부처 안으

로 모이게 되었다. 또한, 초기에는 전문대학, 산업교육, 직업교육 그리고 

산학협력을 고등교육의 분야로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는 나중에 전부 고

등교육 내부의 기능으로 이해되었고 그에 맞게 조직도 개편되었다. 사회

적 상황과 여러 원인으로 인한 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국립대학과 사

립대학의 기능 차이를 점차 강조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사립대학

정권 공포 
일자 실/국 과/팀

박근혜 
정부

2012.
03.23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 대학지원관 / 대학정책관
대학장학과 / 대학원지원과 / 대학재정지원과 / 
학술진흥과 / 취업창업교육지원과 / 산학협력과 / 
전문대학정책과 / 지역대학육성과 / 사립대학제도과 
/ 대입제도과 / 대학학사평가과 / 대학정책과

2015.
01.06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 / 대학지원관 / 대학정책관
대학장학과 / 대학학사제도과 / 대학재정과 / 
학술진흥과 / 취업창업교육지원과 / 전문대학정책과 
/ 지역대학육성과 / 산학협력정책과 / 사립대학제도과 
/ 대입제도과 / 대학평가과 / 대학정책과

문재인 
정부

2018.
01.01 고등교육정책실장

직업교육정책관 / 대학학술정책관 / 고등교육정책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 전문대학정책과 / 산학협력정책과 
/ 교육일자리총괄과 / 대입정책과 / 대학학사제도과 / 
대학재정장학과 / 학술진흥과 / 사학혁신지원과 / 
사립대학정책과 / 국립대학정책과 / 고등교육정책과

<표 IV-18> 박근혜, 문재인 정부 교육부 내 고등교육담당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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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부처가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다. 행위자

1) 공식적 행위자

대학 간 연계·연합과 관련한 대학체제 개편에 관한 논의는 역대 정

부와 정치권에서 꾸준히 논의되어왔다. 가장 초기의 대학 간 연합 및 연

계의 논의는 2004년 총선에서 등장한 민주노동당의 공약으로 볼 수 있

다. 민주노농당은 2004년 총선 당시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및 서울대 학

부 폐지론을 내세우며 대학 간 교육과정의 연계와 연합을 제시하였다. 

2004년 총선의 민주노동당은 또한 지방자치부문의 공약으로 전국 국·공

립대학교의 통폐합 및 체계 일원화와 교육자치의 내실화를 통해 중앙집

중적인 교육의 폐해를 개선하고 민주적인 교육 추진을 내세웠으며, 교육 

분야 14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대학서열체제 극복으로 대학교육의 공공

성 실현을 주장하였다(민주노동당 17대 총선 공약 공청회 자료집, 

2004.03). 이후 2007년에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의 후보가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권영길 민

주노동당 후보는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및 서울대 학부 폐지안을 공약으

로 내세우며, 이전 2004년의 민주노동당의 공약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정책 기조 중 하나로 설정하고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를 추진하였다. 이는 

오늘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으로 통칭하며 대학 간 연

계·연합을 강조하며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대학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주체 중 하나로 육성하는 자립형 지방화 전략을 추진하며, 역대 최

대 규모의 지방대 재정지원사업인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voation, NURI, 누리사업)을 추진하였다(김정

희, 2013).그러나 재정 규모와 법안 제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출범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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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는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역대 정부 중 가장 큰 

규모로 사업을 시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지방대학 육성

을 핵심 과제로 산·학·연. 관의 협력체계에 기초한 지역발전전략을 내

세웠고,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들 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이 

강조되었다(김정희, 2013). 그 외에도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을 통

해 지역의 산업단지와 대학의 협력을 통한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추

구했으며 권역별로 13개 대학에 지원을 추진하였다. 

이후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구성에 관한 제안과 공약이 다수등장하였는데, 우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공약으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과 공동학위제를 제안하였고,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 또한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설치 방안

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국공립대 통합네트워

크 설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교육혁명공동행동 또한 대학연합체제 구성 

및 공교육 민주화 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14년에도 지방자치제 선거 

과정에서 진보교육감 후보들이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방안을 공동 공약

으로 내세웠다. 

2017년에도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사회적 교육

위원회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대학통합네트워크 및 상생대학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였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통합국립대학과 공영형 사립

대학에 기초한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19대 대

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는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목표로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의 체질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

하였고, 세부 공약으로 중장기적 대학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학 서열

화 완화 및 대학 경쟁력 강화를 주장하였다. 이에 국공립대 공동운영체

제를 통한 혁신적인 고등교육체제 및 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축이 제안되

었다. 이러한 정부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 끝에 현재는 지방대학 육성사

업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혁신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BK21사업을 

통해서도 지방대학을 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교육부의 

2021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21년 온. 오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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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학점교류를 전체 국립대로 확대하고 22년에는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간 공동·복수학위제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대학 간 교육과정과 교육시설 등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와 고등교육기

관 간 연계 및 연합체제를 구축하고 활성화해나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공동·복수학위제는 학벌

세탁이나 학위 남발 우려가 있지만, 대학 간 장벽 해소와 대학서열 완화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대학 입학자원 감소 위기에 지방대

들이 공동대처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해 고등교육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2) 비공식적 행위자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와 관련하여 학계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

졌다. 2000년대부터 교육계에서는 프랑스처럼 거점국립대를 통합해 공동

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학위를 수여하는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도입 방

안이 제기되었다(부산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보도자료). 가장 초기에 

제안된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개편 논의는 2001년 장회익 외 서울대 

교수 20명이 제안한 국립대 협력 및 개방화 방안이 있으며, 이후에도 

2003년 김영석 외의 연구에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통합 네트워

크 안 그리고 2004년 정진상의 연구에서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2010년대에는 2012년에 반상진의 

한국형 국립대 연합체제 구축방안이 제기되었으며 2015년에는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체제 개편방안 연구와 대학통합네트워크 안이 

발표되었고, 2017년에 다시 반상진의 ‘국립대 연합체제’구축 방안과 

김영석의 국립대 네트워크 안 그리고 이정미 외의 국립대학 네트워크 구

축방안이 제시되었다. 

우선, 학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장회익 외 서울대 교수 20명이 제안

한 국립대 협력 및 개방화 방안은 서울대를 포함한 주요 국립대를 상호

보완적인 협력체제로 구축하고, 서울대 학사 과정 입학생을 선별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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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신 해당 정원만큼을 국립대학에 추가로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

다(월간중앙. 2020.09.14.). 대신 서울대는 인력과 시설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국립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과정의 ‘위탁교

육’을 통해 기존 학부과정 교육 프로그램으로 국내 최우수 교육기관 수

준의 인재 배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매일경제. 2001.04.18.). 이후 정

진상(2004)는 대학 서열체제가 대학교육과 학문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학벌주의와 지역 불균형을 재생산시키며 중등교육 황폐화에도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대학 서열체제 탈피를 목적으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방

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이후 정치권에서도 대선 또는 총선 공약 그리

고 지역균형발전과 대학 경쟁력 강화의 방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국립대 연합체제와 관련하여 반상진(2012, 2017)은 두 차례에 걸쳐 방

안을 제시하였는데, 2012년에는 ’한국형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방안을 

2017년에는 ’국립대 연합체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정치권에도 

반영되어 문재인 대통령의 2012와 2017 대선 공약에도 등장한 바 있다. 

반상진(2017)에서 국립대 연합체제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국립대 연합체제는 교육 양극화, 대학서열체제 그리고 학력 

학벌 구조 해체를 동한 공정한 체제 구축을 목표로 내재적으로는 대학교

육의 공공적 가치 확대, 대학균형발전을 통한 대학 학벌체제와 사립대 

중심의 고등교육 구조 탈피 등의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외재적으로는 

인구통계학적 문제와 제4차 산업혁명, 초연결사회 등의 사회 구조적 문

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정미 외(2017)에서도 

국립대학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국립대학의 기능과 역

할 회복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고등교육 환경이 변화함

에 따라 국립대학의 역할과 기능 조정이 필요하며 선도적 역할을 강화시

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국립대학 간 연계 및 연합체제는 대학 

서열체제 해소와 고등교육의 공공성 제고 그리고 국립대학의 역할 재정

비를 통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는 전국과 지역 단위를 중심으로 제안되었으며 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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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대학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사립대학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대학 간 연

계·연합체제를 통해 강의, 학위 등의 교류와 함께 이정미 외(2017)는 연

구부문에서의 협력과 지역연계 또는 지역사회공헌 부문에서의 연계와 연

합을 제시하였다. 

2. 제도 형성

가. 체제 수립과정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를 구성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친 구조적 수

준, 제도적 수준 그리고 행위자적 수준의 맥락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경

우 구조적으로는 경제위기로 시작하여 지역인재의 유출과 함께 지역 경

제의 침체가 발생하였고, 또한 시장 중심적 경쟁체제가 수도권에 집중되

면서 지역대학의 위기가 점차 확대되어왔다. 게다가 나날이 심해지는 학

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이미 위기에 처한 지역대학은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폐교의 위기도 점차 커졌다.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 유출, 지역

대학의 위기는 지역 소멸의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특히, 지역대학

의 역할은 지역의 경제, 문화, 사회를 발전시키고 인적·물적 자원을 집

중시켜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면, 지

역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급격하게 발

전한 한국 사회는 고등교육의 양을 중심으로 민간에 의존하여 발전하였

는데, 이에 정권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교육의 질 향상 그

리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정책 기조로 내걸었다. 이렇듯 지역 소멸과 

수도권 쏠림 현상, 지역대학의 위기,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 및 재정지원 사업을 운영

하였다. 

가장 대표적으로 시행되었던 사업은 참여정부의 지역혁신사업(RIS)이

며 이는 오늘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으로 개칭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 대학 간의 혁신플랫폼을 구성하여 연계 및 연합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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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사업이다. 또한, 지방대학 육성사업, 일명 누리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 성장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이후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대학 

간 공동학위제와 복수학위제 발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의 장회익 

외 서울대 교수 20명이 제안한 국립대 협력 및 개방화 방안을 시작으로 

학계에서 꾸준히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구축방안과 세부 사항이 제시

됨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에 2017년 고등교

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사제도 개선과 유연화 그리고 다양한 학습기

회 제공을 목적으로 복수학위제를 도입하였고, 국립대 간 네트워크 구축

을 시행·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2021년 5월 경상국립대와 창원대

가 복수학위 운영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9개 

거점국립대학이 원격교류와 학점교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체제 내용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는 2018년부터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시행

하였다. 이는 지역혁신의 거점으로서 국립대학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

를 목표로 모든 국립대학이 공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및 개별 국립대학의 발전전략 수립과 성과관리 지원 

그리고 국립대학의 설립목적 및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사립대학과 차별

화되는 사업계획을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

로 설정 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학사교류와 

자원 공동 관리 등 대학 간 공유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 대학과의 교

류도 확대하는 것으로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기존의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이 개편되

며 새롭게 시행된 것으로 2013년 국립대학 운영 성과 목표제를 2014년에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재정지원 사업으로 개편하여 국립대학의 역할

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고 대학운영체제 개편 및 개선을 목적으로 운영

하였다. 이후 2017년에 국립대학 발전방안 및 2018년도의 국립대학 육성

사업 등 관련 연구를 추진하면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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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기존 18개의 일부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운영하

던 것을 대폭 확대하여 전체 국립대학 39개교를 대상으로 과도한 경쟁에

서 탈피하여 교류와 협력을 통한 국립대학의 본래 목적인 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로 

정권교체와 함께 지원 규모도 기존의 210억 원을 연간 800억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52-1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기도 하므로 2012

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두 가지의 육성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이

는 거점국립대 육성과 지역 중심 국립대 등의 육성으로 구분되어 있다. 

거점국립대 육성은 거점국립대 9개교를 대상으로 4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지역 중심 국립대 육성과는 다르게 국제화 역량 강화를 추가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 중심 국립대 육성방안은 거점국립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중심 국립대 30개교를 대상으로 320억 원 내외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대학의 특성화와 교육 및 직업 기능을 중심으로 교육 중심대학

육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거점국립대 육성의 경우에는 재정지원이 포뮬

러 방식 70%, 사업계획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 20% 그리고 네트워크 활

성화 방안 평가에 따른 10%의 차등지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그중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평가는 국립대학 간 기능과 분야별 네트워크 활성

화와 지역사회와 연계한 협력 계획을 평가하며 협력기관의 범위는 국립

대, 사립대, 산업체,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폭넓게 구성되어 있

다. 

이와 함께 지역 위기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으로 지역혁신체

제 구축 논의가 이루어졌고, 지역대학의 역할과 활용이 미흡하다는 평가

와 함께 지역대학이 지역의 경제·산업·사회·문화 발전의 기초가 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집약체로서 지역혁신에서의 중심역할을 수행해야 한

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현재의 개별대학 단위 지원방식으로는 지역 수

요를 고려한 대학 간 역할 분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

점에 따라 대학과 지역 간의 협업 체계 구축 논의가 이루어지고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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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대학의 연구기능 지역

확산, 대학의 교육 변화 그리고 대학의 지역밀착 기능확대를 통해 대학

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을 주요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플랫폼21) 구축을 통해 지역혁신 

전략을 제시하고 아이디어와 기술의 융·복합을 촉진하며 자원과 정보의 

공유 그리고 주체 간 협업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 성장을 촉진하며 지역

의 사회적, 문화적 자본 축적을 기대하였다. 특히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사업의 경우 지역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분야를 선정하여 

지역 내 산업, 경제 등과 함께 시너지 효과 발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핵심분야의 교육을 위해 대학교육혁신도 함께 추진하여 학사구조 및 교

육과정 등 대학체제 개편을 함께 논의 후 추진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구축을 위한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지

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정리하면 다음 <표 IV-19>과 같다. 

21) 플랫폼(platform): 다양한 주체들을 연결하여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개방적 

공간



- 133 -

구분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목적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 및 대학 강점 
분야 경쟁력 강화

대학 간, 지역 유관기관 간 상생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의 
고등교육 생태계 활성화 및 

고등교육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

대학의 연구기능 지역확산 / 대학의 
지역밀착 기능확대 / 대학의 교육 
변화를 통한 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

지원규모

2018년 연간 800억 원 이상
2019년 1,504억 원
2020년 1,425억 원
2021년 1,500억 원

2020년 1,080억 원
2022년 2,440억 원

지원대상
전제 국립대(39개교)
거점 국립대(9개교)

지역중심 국립대(30개교)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2020년 3개 / 21년 4개 / 22년 6개)
(지자체, 대학, 그 밖의 지역혁신기관)

-2021년 기준 선정 플랫폼-
울산·경남 / USG 공유대학

광주·전남 / iU-GJ 공유대학
충북 / Bio-PRIDE 공유대학

대전·세종·충남 / DSC 공유대학

지원방식 정부(위탁기관)-대학 간 상호협약형

국고는 사업위탁기관을 통해 플랫폼 
총괄대학에 교부

자방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플랫폼 
총괄대학에 교부

성과관리 대학별 협약 체결
매년 운영성과 점검

컨설팅 단 구성 및 운영
사업계획 단계부터 추진 등 사업의 전 

단계를 지원·관리

성과지표
39개 대학 공통 성과지표 관리

개별대학 특성에 적합한 자율지표 
선정 및 관리

사업의 핵심 가치 고려한 공통 
성과지표 + 플랫폼별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중점관리하는 자율지표 

사업기간 5년(2018~2022) 전체 사업 기간: 선정 시부터 5년

<표 IV-19> 한국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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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한국, 미국, 프랑스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비교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한국, 미국, 프랑스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한국, 미국, 프랑스의 대학 간 연

계·연합체제는 대학, 고등교육 기관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공통점

이 있으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형성 목적에서부터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한국, 미국, 프랑스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를 형성 

목적 및 배경, 참여대상 및 특징에 따라 비교해 보고자 한다.

1. 한국, 미국, 프랑스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목적

한국, 미국, 프랑스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는 형성 시점에서부터 

차이를 보인다. 형성 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시 배경과 각 국가의 

맥락의 차이로 인해 형성 목적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가

장 먼저 1960년에 체제가 형성되어 운영되었는데, 이때는 고등교육이 팽

창하던 시기이며, 특히 고등교육 마스터플랜이 시행된 캘리포니아주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고등교육의 수요가 매우 커졌던 시기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제안이 처음 등장

한 것은 대학 서열화와 학력·학벌 위주의 경쟁체제로 인한 것이었으나 

점차 학령인구 감소, 지역 소멸과 지역대학의 위기와 같이 인구통계학적 

문제로 인해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등장 배경에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한국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가 2018년도와 2020년도에 사업

으로 운영됨에 따라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원인과 의도에서 등장하였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매우 다른 배경에서 체제

가 수립된 것을 알 수 있는데, 프랑스는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가 2000

년대 후반에 정책으로 제안되기 시작하여 2007년과 2013년도에 걸쳐 정

책을 수립하고 구체화하여 체제의 변화가 일어났다. 한국, 미국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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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학체제를 운영하는 프랑스는 이러한 다른 체제에서부터 원인이 

발생하였는데, 신자유주의 이념과 고등교육의 세계화 그리고 국제화가 

강조되었고, 지식 정보화 사회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사회 등 현대사회

가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고등교육에서의 연구 개발의 중요성과 인재양성

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매우 전통적인 형태의 대학체제를 운영

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분리된 채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프랑스의 운영 방식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세계우수대학으로의 

진입이 어려웠으며, 고등교육의 경쟁력 향상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지역 내 대학과 고등교육기관 그리고 연구기관의 연계 및 연합체제 형성

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특히, 프랑스 고등교육은 국가의 책

임으로 이해되며, 이 또한 한국, 미국과는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한국과 미국처럼 인구통계학적인 원인보다 기존의 체제 

운영의 한계와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체제 변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위의 한국, 미국, 프랑스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

제 형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IV-20>와 같다.

물론 이 세 국가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구축이 신자유주의 이념

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이나 이를 제외한 체제 형

성의 배경부터 시기 그리고 목적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

는 세 국가의 제도적 맥락의 차이로 인한 것이며, 서로 다른 구조, 제도, 

행위자 맥락에서 등장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1960년대부터 오

늘날까지 고등교육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형태를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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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프랑스

형성 배경

Ÿ 고등교육 수요자 증
가

Ÿ 산만하고 혼란스러운 
대학체제

Ÿ 대학재정 운영의 효
율성 요구

Ÿ 학령인구 감소로 인
한 지역대학 위기

Ÿ 대학 서열화 체제 탈
피

Ÿ 지역 간 불균형 심화
Ÿ 지역 소멸 위기

Ÿ 중도탈락률 증가
Ÿ 대학 경쟁력 약화
Ÿ 연구역량 약화
Ÿ

형성 시기 Ÿ 1960년 Ÿ 2018년
Ÿ 2020년

Ÿ 2007년
Ÿ 2013년

형성 목적 Ÿ 대학운영의 효율성
Ÿ 대학체제의 재정비

Ÿ 학사 유연화
Ÿ 대학 경쟁력 강화

Ÿ 대학 경쟁력 강화
Ÿ 종합 캠퍼스체제 구

축

<표 IV-20> 한국, 미국, 프랑스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형성 비교

2. 한국, 미국, 프랑스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운영

한국, 미국, 프랑스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는 참여대상이나 운영 

방식 등의 특징에서도 여러 차이점과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지역 단위로 확인했을 때, 한국, 미국, 프랑스 모두 지역 단위로 

체제가 구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참여대상에 있어서는 

한국은 지역 내 거점국립대학 또는 지역 중심 국립대학과 지자체 간 연

계·연합체제를 구축하는 반면, 미국은 캘리포니아주 내의 2년제와 4년

제 주립대학들을 하나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체제 안으로 구성하는 것

이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지역 내 국립대학을 포함한 국립 고등교육기관

과 국가 연구기관 그리고 지자체, 더 나아가서는 지역 내 산업체들과의 

파트너십까지 구축하며 종합 캠퍼스 구축뿐 아니라 거대한 산·관·학·

연의 연합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한국은 학계와 

정계에서 논의된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에 사립대학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공립 또는 주립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과 프랑스와는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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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차이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학 간 연계·연합

체제에 사립대학이 참여가 함께 논의되는 이유는 오늘날 한국의 경쟁력 

있는 대학은 수도권에 위치한 사립대학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

에, 이들 대학이 연계 및 연합체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종래에는 국립

대학 간의 연계 및 연합체제는 사회적, 문화적 자본이 낮은 학생들을 위

한 중위적인 경쟁력을 지닌 기관으로 인식되며 그 이상의 성장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 국가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는 또한 연계 및 연합 유형과 

운영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들이 단일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밑에 속해있는 통합의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통합이 아닌 개별대학들이 독립성

을 가지고 있는 연계의 형태와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결합하는 연합의 형태를 보인다. 그에 반해 프랑스는 연계, 연합, 통합의 

형태가 전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고등교육 거버넌스의 차이로도 볼 수 있는데 그 특징이 가장 뚜

렷하게 나타나는 국가가 프랑스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는 고등교육이 

국가 차원의 책임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나 대학의 의사결정과 예산 집행 

및 운영에 있어서는 개별대학 자율에 위임하고 있기에 자율성이 매우 높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구축에서도 프랑스는 

국가 차원에서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하는 수준에서 그친 뒤, 고등교육기

관이 자유롭게 결합하고 정부에 보고하는 형태인 상향식(Bottom-up) 의

사결정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미국의 경우에는 

교육의 정책 결정, 의사결정, 운영, 예산 집행 등에 있어서 각 주 정부의 

권한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도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운영과 

의사결정이 주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캘리

포니아 고등교육 마스터플랜을 계획함에 있어서도 캘리포니아 대학, 주

립대학 또는 전문대학이 행동하지 않았으며 이들 간의 이해관계 및 의견 

조정 또한 주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본래 교육부에서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을 진행한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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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지원과 조달이 있기 때문에 교육

부와 관리자를 통해 정책 또는 다양한 교육적 의사결정이 진행된다. 그

러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와 관련해서는 개별대학에 거의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일임하고 있으며, 대학 간 연계 및 연합체제 구축을 위해 지

역 국공립대학들이 직접 지리적 또는 학문 분야를 중심으로 모여 플랫폼

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모습을 보이며 미국 또는 프랑스의 방식과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에는 국공립대학 간 연계·연합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체제 형성과 

운영, 재정지원 방식에서는 여전히 경쟁적인 성격의 방식을 사용함으로

써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세 국가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는 자금조달 및 재정 측면에

서도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경우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는 체제를 형

성함에 있어서 평가와 선정을 통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며 사업에 선정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과관리를 함으로써 매우 경쟁적인 성격의 재

정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립대학의 모든 의사결정과 

운영이 주 정부의 책임으로 주 정부주도하에 주의 예산 배정 및 자금조

달이 이루어지며, 한국과 프랑스와 달리 고등교육 마스터플랜 도입으로 

인한 추가 자금조달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는 애초에 캘리포니아 고

등교육 마스터플랜은 대학재정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최우선의 목표로 

삼았으며, 이미 한정적이었던 고등교육 예산을 대학 유형과 기능에 따라 

재분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고등교육기

관 경쟁력 향상을 우선으로 하며, 기존 정부에서 배정한 고등교육 예산 

외에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면서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형성과 운영 그리고 활성화에 막대한 자금을 투

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한국, 미국, 프랑스의 대학 간 연

계·연합체제는 형성 시기, 목적, 유형, 운영 주체, 재정에 있어서 차이

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앞서 확인한 각 국가의 제도적 맥락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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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제 1 절 한국, 미국, 프랑스 고등교육의 제도적 맥락 차

이

1. 구조적 수준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한국, 미국, 프랑스의 대학 간 연계·

연합체제를 비교함에 따라 세 국가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의 차이가 

제도적 맥락의 차이로 인한 것임을 확인했기에 이 장에서는 한국, 미국, 

프랑스 고등교육의 제도적 맥락 차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미국의 경우 한국과 프랑스와는 매우 다른 시기에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부터 차이를 보인다. 당시 미국은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 세계대전에서 

패권을 쥐게 되며 전후 경제적 호황기를 누리고 있었다. 세계대전으로 

인해 군수산업이 크게 발전하였는데 이러한 군수산업은 전쟁 중 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태평양 인근인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자리를 잡

고 성장하였다. 군수산업이 성장하면서 캘리포니아주에는 우주 항공산업

과 더불어 첨단산업도 기반을 다지며 성장하였고 이로 인해 인재 유입이 

확대되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는 고등교육을 주에서 상당 부분 책임지

고 있기 때문에 전후 고등교육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면서 고등교육을 위

한 교육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경제적 호황의 상황과는 반대로 프랑스는 높은 실업률

이 오래된 사회문제로 굳어졌으며, 교육 평등의 이념을 주장하는 프랑스

는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있어서도 경쟁적인 방식을 활용하지 않았고, 특

히, 프랑스의 대학은 대다수가 국립으로 이루어져 있어 국가 수준에서 

재정지원 및 배분이 이루어졌다. 프랑스는 또한 고등교육도 초·중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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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 마찬가지로 복지의 한 유형으로 인식하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은 신자유주의 이념의 도입으로 시장 경쟁적 체제의 경제체제가 

만들어졌고, 이는 고등교육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쳐 대학 재정지원에 있

어서 끊임없는 경쟁을 야기하게 되었다. 한국은 또한 고등교육을 투자의 

한 분야로 인식하며 투자에 따른 결과와 성과를 기반으로 재정지원을 시

행하며 경쟁을 더욱 심화시켰다. 게다가 한국의 고등교육은 여타 외국의 

고등교육 교육비를 비교해 보았을 때도 낮은 수준을 보이며 재정지원 부

족에 관한 논의와 지적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이와 관련하여 세 국가 고등교육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을 살펴

보았다. OECD(2021)에 따르면, 세 국가의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은 한

국 31.1% 미국이 38.8%, 그리고 프랑스가 55.7%로 프랑스는 다른 국가들

에 비해 교육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국과 한국은 OECD 평균인 42%보다 적은 수준을 보인다. 총 

정부지출 대비 고등교육의 공교육비 비율을 확인해보면, 한국은 2.8%로 

미국 3.2%보다는 낮고 프랑스 2.2%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인다. 그러나 

프랑스의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이 55.7%로 가장 높으며 한국은 31.1%

로 가장 낮은 비율인 것을 고려하면 프랑스가 고등교육단계의 공교육비 

지출이 적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고등교육 단계에 있어서 공교육비 재원에 따른 상대적 비율을 

확인해보면, OECD 평균은 정부재원이 66%, 민간재원이 30% 수준인 데 

반해 한국과 미국은 각각 정부재원이 40%와 36% 그리고 민간재원이 

60%와 64%를 보이며 민간재원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와는 반대로 프랑스는 정부재원 77%, 민간재원 22%의 수준을 보

이며 한국, 미국과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V-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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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미국 프랑스 OECD 평균

GDP 대비 정부지출 대비 
공교육비 비중 31.1 38.8 55.7 42

정부지출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 2.8 3.2 2.2 2.9

공교육비 
재원 비율

정부재원 40 36 77 66

민간재원 60 64 22 30

<표 V-1> 한국, 미국, 프랑스의 교육비 비교

(단위: %)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1)

구조적 수준에서 세 국가의 또 다른 큰 차이점은 사회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고등교육기관 대내외의 문제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미국의 경우에는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캘리포니아주에 인재의 유입이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인구도 

증가하였다. 또한, 제대군인원호법으로 세계대전 참전용사들이 캘리포니

아주에 대다수 자리 잡게 되면서 미국 내 가장 많은 인구수를 기록하였

다. 인구수의 큰 증가와 제대군인원호법으로 고등교육의 수요도 폭발적

으로 증가하였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등교

육기관을 다수 설립하고 운영하였으나, 이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재정 운

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

 프랑스는 미국과 같이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크게 작용하지 않았으나, 

고등교육기관의 대내외적 요인이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우선 대

외적으로는 프랑스의 연구 출판 실적 또는 노벨상 수상과 같은 연구역량

은 세계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으나, 오늘날 세계수준 대학의 순위와 같

은 대학 경쟁력을 살펴보면 크게 뒤처지는 성정을 보인다. 따라서 고등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는 오늘날 고등교육기관의 낮은 경쟁력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였다. 또 다른 문제로는 프랑스의 고등교육 중도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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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며, 고등교육 성공률 또한 낮게 나타난다. 이

는 고등교육기관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인재양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함으로써 국가경쟁력과 함께 고등교육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국가의 

재정 운영에서도 효율을 크게 떨어뜨리게 된다. 

다음으로 한국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였는데, 그중 가장 큰 

문제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이다.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학령인구 

또한 감소하였는데 이는 곧바로 고등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등

교육의 학생 수가 감소하면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이 어려워지며 최악의 

경우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특히, 한국은 수도

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이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기관은 더욱 큰 영향을 받게 되며, 이미 신입생충

원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국공립대학교는 대다수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문제로 인해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역할로 하는 국공립대학 또한 생존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

렇듯 지역 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로도 이어지며, 지역 간 격차가 

큰 한국에서는 지역 소멸의 위기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2. 제도 및 행위자적 수준

연구 결과, 세 국가는 제도적 맥락의 제도적 수준에서도 차이를 보였

다. 가장 먼저 고등교육에 관한 국가 또는 주의 인식에서부터 차이가 발

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고등교육이 국가경쟁력과 인재양성에 있

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은 동일하나, 미국과 한국에서는 한정

적인 재정으로 효율적인 고등교육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미

국과 한국은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끌어내고자 하는 투자의 인

식이 있으나, 프랑스에서는 교육과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와 평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교육을 담당하며 막대한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복지의 일종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고등교육의 정책 결정과 관련해서도 세 국가는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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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프랑스는 정부 부처인 교육부와 고등교육연구부가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고등교육이 주마다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아닌 주 정부 산하의 교육부와 주 

교육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을 진행한다. 한국과 

프랑스는 교육을 담당하는 별도의 정부 부처가 있으며 정책 결정을 진행

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고등교육기관의 설립 유형 비율이 

전혀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보다 훨씬 더 

많이 설립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과 전문대학은 사립으로 운영된다. 

그에 반해 프랑스는 대부분의 대학이 국립으로 운영되며, 몇몇 전문대

학, 경영학교 또는 그랑제콜과 같은 소수의 고등교육기관을 제외하고는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 또는 고등교육연구부에

서 인식하는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 정도가 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는 교육이 주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를 

살펴보면 캘리포니아 대학,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그리고 주립 전문대학 

등으로 구성되어 주 정부가 고등교육 운영과 정책 결정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하향식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고등교육 기관에 별도의 이사

회가 존재하기는 하나 캘리포니아주의 치고 교육 의사결정기구인 주 교

육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이사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며, 따

라서 주의 교육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주지사와 주 정부의 압력 및 의견

이 강하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한국, 미국, 프랑스의 고등교육 

제도적 맥락을 구조적 맥락 그리고 제도 및 행위자적 맥락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 V-2>와 같다. 이러한 의사결정 방식에 차이는 각 국

가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도입과 시행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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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랑스 한국

구조적
수준

Ÿ 경제적 호황
Ÿ 군수, 첨단, 우주항공

과 같은 산업의 발전
Ÿ 고등교육 팽창 및 발

전과 함께 고등교육 
교육비 지출 증가

Ÿ 인구수 및 고등교육 
수요 증가

Ÿ 높은 실업률
Ÿ 복지로서의 고등교육
Ÿ 고등교육 비용에 대

한 높은 정부재원 비
율

Ÿ 고등교육에 많은 재
정적 지원

Ÿ 높은 고등교육 중도
탈락률

Ÿ 낮은 고등교육 성공
률

Ÿ 신자유주의 이념 도
입으로 인한 경쟁적 
성격의 경제체제 수
립

Ÿ 투자로서의 고등교육
Ÿ 적은 고등교육 재정

지원
Ÿ 고등교육 비용에 대

한 높은 민간재원 비
율

제도 및 
행위자적

수준

Ÿ 주 정부 산하의 교육
부 또는 교육위원회
에서 교육 전반 관장

Ÿ 주 정부 및 주 정부 
부처 중심의 의사결
정

Ÿ 하향식(top-down) 의
사결정

Ÿ 의사결정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 가장 
낮음

Ÿ 정부 부처인 고등교
육연구부에서 고등교
육과 연구 관련 업무 
총괄

Ÿ 68년 「포르법」 제정 
이후 대학 자율성 강
화

Ÿ 대학체제 개편을 위
해 주 정부의 적극적
인 행위

Ÿ 대학 간 연계·연합체
제 구성에서는 대학
에 자율성 부여

Ÿ 상향식(bottom-up) 
의사결정

Ÿ 교육부에서 고등교육 
관리

Ÿ 미국과 프랑스 중간 
정도의 자율성

Ÿ 높은 사립대학 비율
Ÿ 교육부에서 고등교육 

정책 결정 및 의사결
정 담당

Ÿ 대학 간 연계·연합체
제 운영에서는 개별
대학에 권한 일임

<표 V-2 > 한국, 미국, 프랑스 고등교육의 제도적 맥락 차이

이와 같은 제도적 맥락의 차이로 인해 한국, 미국, 프랑스는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도입 시기에서부터 매우 차이가 있으며, 시기의 차이로 

인해 세 국가의 구조적 맥락에는 뚜렷한 차이가 발생했으며, 교육제도에 

있어서도 상황은 동일했다. 특히, 각 국가와 주에서 이해하는 교육이념

에도 차이가 있었으며, 고등교육을 이해하는 것에도 차이가 있었다. 또

한, 각 국가에서 고등교육이 발전해온 과정도 달랐으며, 고등교육이 현

재 운영되고 있는 양상과 문화도 전부 차이가 있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수많은 차이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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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 국가에서 대학 간 연계 및 연합체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그리

고 특히 한국과 프랑스에서는 대학 간 연계 및 연합체제를 통해 대학이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내 경제를 활성화시켜 대학의 자금조달을 보장받

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주립대학 

체제를 운영함으로써 주립대학의 공공성과 함께 거대한 규모의 주립대학

체제를 운영하여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대학체제를 만들어 운영 중이

라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한다고 이해될 수 있다.

제 2 절.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특징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한국, 미국, 프랑스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

제의 형성과 과정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몇 가지 특징을 찾

아볼 수 있다. 우선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는 어떤 사회적 문제 또는 

고등교육의 기관 내부의 문제 등 고등교육의 대내외적 문제에 대해 단일 

기관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다른 여러 교육기관 또는 연

구기관들과 협력하여 더욱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등장하였다. 오늘날의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함

에 따라 하나의 대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신자유주의 이념에 따른 경쟁이 아닌 협력과 교류를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는 여러 기관이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며 성장해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의 정도와 목표 및 목적에 따

라 유형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유형은 크게 네트워크와 같

은 가장 유연한 형태인 연계, 컨소시엄과 같이 참여대학들이 개별적인 

법적 지위는 가지고 있으나 협력과 의사결정을 위해 하나의 의사결정기

구 또는 이사회를 창설하는 연합 형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하나의 법적 지위와 의사결정기구를 가지게 되는 통합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연계의 경우에는 비전이나 목표를 공유하기보다는 하나

의 연구 또는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형태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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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전이나 목표를 공유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의 

형태로 연합의 형태를 가장 많이 확인할 수 있으며, 연합체 안에서도 세

부적인 목표나 규모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

이어서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재정 운영에 있어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우선,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를 구성함으로써 재정지원을 받

는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는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대학 간 연계·연합

체제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대학 간 연계·연

합체제의 재정지원이 기존 고등교육 예산과 별도로 배정되어 경쟁적인 

과정을 통해 재정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도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형성에 따른 재정지원이 추가로 배정되어 있을 수는 있

으나 이는 연계·연합체제 형성으로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을 먼저 인식

하고 연합체를 구성한 것으로써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형성된 후자와는 

형성 목적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 기관 간의 충분

한 의사소통을 통한 비전과 목적 공유 그리고 체제 형성 이전의 참여 기

관들과 그 맥락에 대한 이해의 정도 등에 따라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형성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대학 또는 참여 기관 간의 충분한 상호 간의 

이해와 의견 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참여대학 또는 참여 기관들은 공통

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연계, 연합 또는 통합을 구성하고자 하나 이러

한 형성과정에 있어서 여러 입장 또는 의견들과 의사결정 기관 그리고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후 성공적인 목표 달성과 원활한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운영을 위해 끊임없는 의사소통과 의견 조정의 단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참여대학 및 참여 기관이 기존에 어떤 거버넌

스 하에 있었는지에 따라 참여 기관이 직접 조정하거나 상위의 의사결정

기구에 의해 강제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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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결론

오늘날 교류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대학 간 연계 및 연합체제의 형성

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기존의 신자유주의 이념의 시장 경쟁적 체제

에 따른 개별대학 간의 경쟁이 아닌 복합위기의 현대사회에 대응하기 위

해 많은 국가의 대학과 고등교육 기관 그리고 연구기관 심지어는 산업계

와 지역의 지자체까지 협력하여 고등교육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대학 간 연계 및 연합체제가 운영되고 있다

는 결과는 유사하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국가별로 대학 간 연계·연

합체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국가 차원의 제도적 맥락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주립대학 체

제인 고등교육 마스터플랜과 프랑스 국립대학체제를 한국의 대학 간 연

계·연합체제 논의에 모델로서 언급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한국, 미국, 프랑스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에 

대해 문헌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체제 형성

의 제도적 맥락과 과정 그리고 내용을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한국, 미국, 

프랑스 세 국가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

학 간 연계·연합체제에 제공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이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한

국, 미국, 프랑스에서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형성에 영향을 미친 제도

적 맥락은 무엇이며, 둘째, 한국, 미국, 프랑스에서 대학 간 연계·연합

체제 형성과정과 그 내용은 어떠한가. 셋째, 한국, 미국, 프랑스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이다. 

먼저,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의 형성 원인 및 배경을 역사적 신제도

주의의 통합적 접근을 활용하여 구조, 제도, 그리고 행위의 수준으로 구



- 148 -

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국의 경우 구조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특수한 상황과 캘리포니아주에 집중된 인구와 각종 산업의 발전

이 이루어졌다. 미국의 고등교육은 연방정부가 아닌 개별 주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 정부 산하의 주 교육이사회와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그리고 각종 전문대학교의 

이사회가 고등교육을 위한 의사결정을 진행한다. 교육재정 또한 연방정

부가 아닌 주 정부 차원에서 예산 배정 및 집행을 담당하며, 캘리포니아

는 전후 급격하게 팽창하는 고등교육에 더욱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였다. 

이렇듯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고등교육에 주목하였고, 변화하는 사회와 고

등교육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하고자 주 정부 차원에서 연구팀을 조성하

였다. 연구팀은 고등교육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미래 고등교육 수요 예

측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등록률 예측, 캘리포니아

주의 고등교육 재정 능력, 고등교육 비용, 지역적 고등교육 필요성 그리

고 학생 선발 및 유치와 같은 여러 하위 주제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였

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캘리포니아 고등교육 마스터플랜을 

위한 위원회는 마스터플랜 시행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프랑스는 고등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복지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 기회 평등의 이념을 최우선으로 내세우

고 있다. 이에 프랑스의 국립대학은 학교가 학생을 선발할 수 없으며, 

연구와 교육의 기능이 분리되어 있는 전통적 대학의 형태를 갖추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프랑스의 제도와 이념은 프랑스 대학의 하향 평준화

를 일으켰으며, 국제사회에서 프랑스 대학의 경쟁률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이 매우 높아 고등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재양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

도탈락생 외에도 학생들의 학위취득 성공률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프랑스는 대학 평준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연구기관들은 대도시로 쏠려있기에 대학체제 개편을 통해 이 같은 문제

도 함께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고등교육의 문제 요인들이 지속되자 

2000년대 이후 프랑스는 대학 경쟁력 강화 및 세계수준 대학 육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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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하였다. 이후 2010년부터 대학 간 연계·연합을 위한 아이디어가 제시되

었고,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교화되어 정책으로 자리를 잡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신자유주의 이념이 도입됨에 따라 경쟁을 통한 성

장을 추구하였다. 이는 고등교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됐으며, 이에 따라 

상위 우수대학들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대학의 서열화가 더욱 심화되었

다. 이와 함께 학생들 또한 우수대학 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기 시작하였고, 오늘날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대학은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교육의 양극화 

해소와 지역대학을 위한 정책 그리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였다. 사실 한국은 고등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찍이 2000년대부터 대학 간 연계와 연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심한 경쟁체제로 운영되는 대학 맥락에서 교류와 협력을 통한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와 이해관계의 조정이 이

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세 국가의 제도적 맥락을 토대로 각 국가의 대학 간 연

계·연합체제의 형성과정과 체제의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가장 먼저 

미국은 다수의 연구 및 미래예측을 통해 고등교육 기관을 정비하고자 하

였다. 이에 우후죽순으로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을 3종류

로 구분하였다. 캘리포니아주는 고등교육 기관을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

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그리고 일명 커뮤니티 칼리지인 전문대학의 3종류

로 구분하였고, 대학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추

구하였다. 이에 캘리포니아 마스터플랜은 학생 선발과 더불어 교육 프로

그램 및 학위 수여와 같은 기능을 각 기관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본래 유럽 연합 내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경

쟁력 향상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프랑스 내에서의 대학 

간 연계와 연합에 대한 아이디어가 등장하며 고등교육 기관들의 간의 지

리적 연합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특히, 프랑스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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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국가 차원에서 법을 제정하였으나, 연계 및 연합과 같은 형태는 대

학 간의 이해관계 그리고 입장 조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

다. 또한, 프랑스는 대학 간 연계 및 연합체를 대상으로 전폭적인 지원

을 위해 국가 투자사업을 시행하며 추가적인 재정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후 2013년에 대학 간 연계 및 연합을 위한 법적 제도가 수립되었다. 

프랑스의 대학 간 연계와 연합은 파리의 경우 연계 및 연합 목적에 따라 

연계와 연합을 이루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 위치

한 고등교육기관들의 경우에는 목적을 토대로 한 결합이 아닌 지리적인 

결합을 우선으로 하였다. 또한, 결합의 유형으로 가장 약한 형태인 연계, 

대다수의 기관이 참여하는 연합 그리고 통합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

되며 이후 세계대학 순위 상승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한국은 고등교육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정

계와 학계에서 대학 간 연계 및 연합체제 구성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였

으나,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정권변화

에 따른 교육정책의 전환이 크기 때문에 정책이 장기적으로 진행되기 어

렵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에서야 지역대학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자 정

부와 교육부는 개별대학 간의 경쟁을 통한 성장이 아닌 대학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정부에서는 사업을 통해 

대학 간 연계 및 연합체의 구성을 도모하고 재정지원을 시행하고자 하였

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8년에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2020년에 ‘지

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두 가지 사업을 시행하였고, 

국립대학 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 내 지자체와의 협력을 도모하며 

공동학위제와 복수학위제 발급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다

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대학 간 연계 및 연합체제를 시행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특성상 경쟁과 평가를 통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며 사업 

기간을 한정하여 운영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연구문제 2번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 국가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세 국가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는 단편적으로 

살펴보면 교류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과 대학운영의 효율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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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또한, 한국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과 프랑스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그리고 캘리

포니아의 고등교육 마스터플랜은 특정 학문을 중심으로 한 결합이 아닌 

지리적 결합을 중심으로 형성한다는 점에서도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한국, 미국, 프랑스는 체제 도입 시기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인

다. 이러한 시기의 차이로 인해 형성 목적 또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차

이가 나타났다. 미국은 전후 경제적 호황과 인구 증가 및 고등교육 수요

의 증가로 인한 대학체제의 재정비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정

책이 수립되었다. 캘리포니아의 체제는 주립대학 간 연합의 형태를 구성

하였으며 하나의 큰 연합체로 운영된다. 그러나 프랑스와 한국은 연계, 

연합, 통합의 다양한 형태가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디지털 플랫

폼을 활용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세 국가는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형성의 거버넌스에 있어서 뚜

렷한 차이와 특징을 보인다. 가장 먼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주 정부를 

중심으로 정책과 법안이 제정되고 체제를 구성하였으며 세 국가 중 가장 

하향식(top-down)의 방식으로 대학체제 개편이 이루어졌다. 그에 반해 

프랑스는 국가 수준에서 법안이 제정되고 정책이 도입되었으나 실질적인 

대학체제 형성에서는 각 기관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상향식(bottom-up)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이미 68

년의 교육개혁 법안으로 인해 국가가 대학에 운영 및 재정 집행, 의사결

정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도입에서도 기존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구상과 시행에 있어서 국가 

및 정부 그리고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와 같은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체제 개편을 위해 나서지 않으며,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형성에 있어

서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대

학 간 연계·연합체제 시행을 위한 별도의 법안 또는 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경우 대학 간 연계 및 연합체제 운영을 위해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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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산이 배정되거나 추가되는 것이 아닌 기존 캘리포니아주의 고등교

육 예산을 재조정하였으나, 프랑스와 한국의 경우에는 대학 간 연계 및 

연합체제 형성과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계획하였으며, 예

산 배분에 있어 경쟁적 성격을 띠고 있다.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 참여 기관에 있어서도 세 국가는 차이를 보

인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그리고 

주립전문대학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국립대학과 

함께 연구기관, 산업체, 전문대학, 각종 학교가 함께 참여하며 연구 또는 

공간 공유와 같은 더 넓은 범위에서 체제를 운영한다. 한국도 이와 비슷

하게 국공립대학뿐 아니라 지역의 지자체가 참여하기도 하며 참여대상에 

있어서 교육기관 외에 다른 유관 기관도 함께 참여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미국, 프랑스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는 형성 시기와 과정 그리

고 각 국가의 제도적 맥락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제 2 절 제언

1. 정첵적 제언

이상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에 대

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고등교육은 늘 재정지원 부족의 문제에 부딪힌다. 이는 

여타 다른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 규모와 비교해봐도 쉽게 발견할 수 있

다. 이에 한국에서는 국립대학의 위기를 해결하고 국립대학의 공공적 역

할 수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재정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으며, 이에 교육부에서는 ’「국립대학

법」‘ 재정을 통해 지역거점국립대학에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

다(연합뉴스, 2022.06.09.)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이 대폭 증

가했으나 국립대 재정지원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원 규모가 여타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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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위 사립대학보다 적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이 지속해서 등장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립대학의 체제 개편과 국립대학 활성화를 통한 지

역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국립대학에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하는 방법

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국립대학을 기초학문육성의 장으로 고려하고 연구중심대학으로

의 성장을 위한 방안이 지속해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국립대학 간 연

계·연합체제를 통한 기초 및 보호학문의 연구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성장을 위해 지역 내 대학 간의 

연계와 연합이 아닌 지역 내 특정 산업 또는 지자체와의 연계와 연합을 

통해 해당 지역의 특정 산업 발전과 이를 토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의 방안을 고려하며 또한, 국립대학의 대학원 발전방안을 논의해 볼 필

요가 있다. 

셋째, 국립대학의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 

대학과 기관 간의 연계와 연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세게 유수 고등교

육기관 또는 연구기관과의 연계와 연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

해 국립대학이 국내 특정 지역과 그 지역연구 개발에만 머무는 것이 아

닌 더 큰 학문의 장을 열어감으로써 더욱 큰 경쟁력 확보와 연구 능력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본래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립대 네트워크, 대학 통합네트

워크와 같은 제안은 전국의 국립대학 간의 네트워크와 클러스터를 통해 

학사교류의 장을 열어 경쟁력과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목적을 가지

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국의 국립대학이 참여대상이기에 지리적인 한계

에 부딪힐 수 있다. 이에 현재 특정 학문 분야에 대해 플랫폼을 중심으

로 운영하는 공유대학 또는 지역혁신플랫폼과 같이 디지털 공간을 활용

한 더 높은 차원의 연계 혹은 연합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

한 방안이 활성화된다면 이는 국내 대학 간의 연계와 연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더 큰 세계에서의 더 큰 교육 기회와 교류의 장을 불러올 것

이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국립대학 간의 연계와 연합이 논의되고 추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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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이후에는 사립대학까지도 전부 포함한 연계와 연합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 한국의 대학체제 중 상위권의 대학 대부분이 

사립대학이며, 이들 대학이 함께 연계 및 연합을 구축해야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더욱 키울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국립대학 간의 연계와 연

합에서 그치게 된다면, 국립대학 간의 연합체는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

는 중간 정도의 경쟁력을 가진 대학체제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

립대학 간의 연계와 연합을 통해서는 서울의 상위권 사립대학과는 경쟁

이 어려울 것이며, 우수 학생 확보 또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

다. 

2. 후속연구 제언

이어서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봤을 때,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제언

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는 국공립대 통합네트

워크, 대학통합네트워크, 국립대 네트워크, 국립대 연합체제 등 매우 다

양한 명칭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유, 

협력, 연계, 연합, 협업 등을 목적으로 공유대학, 지역혁신 플랫폼 등 다

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도 교류, 협력, 연계, 연합, 

통합 등 많은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하였는데, 앞으로 더 활성화될 것이

며 관련 주제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기에 일차적으로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연계·연합의 유형과 개념 그리고 목적에 따라 

용어정리를 위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의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와 관련해서 다른 국가들의 사례

를 토대로 비교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상 국가가 미국과 프랑스에 

한정되어 있어, 학사교류의 유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일본의 사례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고 세계 다른 대학 또는 기관들과의 연계와 

연합체제를 형성 후 운영하는 독일의 사례도 더욱 심층적으로 비교분석 

할 필요가 있다. 더 다양한 국가와 사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

학 간 연계·연합체제 운영에 더 많고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끌어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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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셋째, 한국의 대학은 항상 재정 부족에 처해있다. 이는 OECD 국제 데

이터를 통해 비교해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국립대 

체제 개편과 연계, 연합체제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에 국내 국립대학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연구 혹은 해외 

대학 간 연계·연합체제를 운영 중인 국가들의 자금조달과 재정확보에 

관한 비교연구를 통해 실제적인 연계·연합체제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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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stitutional context 

and formation process, and the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which are the background of the formation of inter-university 

linkage and consortium systems conducted i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Today, the formation of an inter-university linkage and 

consortium systems based on exchange and cooperation is a global 

trend and is suggested as a way to cope with the modern society of 

the hybrid crisis, not competition between individual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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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market competitive system of the existing neoliberal 

ideology. However, the results of the operation of inter-university 

linkage and consortium systems worldwide are similar, but in detail, 

there is a significant gap between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inter-university linkage and consortium systems by country and the 

institutional context at the national scale. Nevertheless, Korea refers to 

the higher education master plan, which is a state university system 

in California, the United States, and France's equalized national 

university system as a model for discussion on the inter-university 

linkage and consortium systems in Korea. Therefore, in this study, the 

inter-university linkage and consortium systems i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were compared and analyzed for the institutional 

contexts and systems of each country according to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and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institutional context that impacted the formation 

of an inter-university linkage and consortium systems i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Second, how is the process of forming an inter-university linkage 

and consortium systems i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Third,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inter-university linkage and 

consortium systems i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In order to do this, this study analyzed using an integrated 

approach of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and a comparative historical 

approach, focusing on the literature research method. In particular,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linkage and consortium systems in the 

three nations were selected and analyzed for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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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and discus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en checking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the three countries, 

there are differences at the level of structure, institution, and 

voluntarist. First of all, during the postwar economic boom in the 

United States, a rapid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occurred with 

population growth, and the re-establishment of the higher education 

system was necessary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education and 

finance. In particular,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higher 

education consumers can be seen as a key factor in the occurrence of 

problems. In the case of California, since the state is responsible for 

the operation and decision-making of higher education, a survey was 

conduct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state for system reform and 

efficient financial management, and based on this result, legislation 

was enacted and implemented for the state's higher education system.

In addition, in the case of France, the low competitivenes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one of the core of national development, 

and the high dropout rate of students from higher education, played a 

major factor in the system reform. Among them, they actively acted 

by enacting legislation and preparing huge financial support measures 

at the national level to recognize and solve the low competitivenes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s a key factor. However, in forming 

a linkage and coalition system between universities, high autonomy 

was given to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encouraging institutions to 

actively form the system.

In the case of Korea, a crisis has arrived in the region due to the 

increasingly serious competition, the ranking of universities, and the 

concentr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Moreover, as nation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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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universities located in the region face a crisis of survival due 

to the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the need for a 

reorganization of the university system centered on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was discussed to resolve the regional crisis and secure the 

publicity of higher education. Accordingly, the Ministry of Education 

planned and operated the project, not the enactment of legislation or 

policies led by the state, and the finance for the operation of the 

project was also separately formed. In addition, autonomy was given 

to establish an inter-university linkage and consortium systems, but in 

order to receive financial support, it must be selected as a project 

target, and it has a competitive nature between the systems to conduct 

continuous performance evaluation.

Second, the inter-university linkage and consortium systems in the 

three countries show several differences. First, the inter-university 

linkage and consortium systems in the three countries show 

differences from the time of formation.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Donahoe Higher Education Act, California」, was first 

established in the 1960s, and later in France, an inter-university 

linkage and consortium system was implemented based on the July 

22, 2013 「Act on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called the 

「Loi Fioraso」. However, in the case of Korea, the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and the "Regional Innovation 

Strategy" were promoted from 2018 and 2020, respectively, as part of 

the national project, not through separate bills or policies. In 

particular, there is a difference in that the subject of system formation 

was planned and operated by the state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France in the state, and Korea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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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is a government department. 

Subsequently, these three countries show differences in the type of 

system and the subject of ac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entire state 

university in California was organized into a single system, and it 

was established as a top-down approach by the state of California. In 

Franc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were given more autonomy than 

California, allowing institutions to freely form a form of linkage, 

consortium, or merger. Therefore, there are much more diverse and 

inter-university linkage and consortium systems in France than in 

California, the United States. Korea started later than the above two 

countries, but the inter-university linkage and consortium system is 

operated based on projects, and universities are operated with full 

autonomy in forming a system rather than being formed by the state 

or government ministries. From this point of view, Korea seems to 

have the most passive role of the state and government among the 

three countries. In the case of the type of system, some private 

universities or educational universities are merged, but the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which a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have one 

decision-making organization called the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s 

Council and operate as a consortium type. In addition, unlike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Korea overcomes geographical limitations 

and operates in a more modern and dynamic form by building spaces 

such as 'regional innovation platforms'.

Furthermore, the financing method or financial support of the 

inter-university linkage and consortium system in the three countries 

was as follows. In the United States, the system was reorganized by 

the state government to efficiently utilize the existing limited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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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budget. Accordingly,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U.S. 

redistributed the existing higher education budget according to the 

functions of each university, rather than additional financial support 

through reorganization and inter-university linkage and coalition. 

However, in the case of Korea and France, additional finances were 

provided in addition to the national higher education budget so that 

the inter-university linkage and consortium system could be formed 

and operated. Accordingly, Korea and France formed an 

inter-university linkage and consortium system to secure additional 

budgets and raised funds with a competitive nature, and performance 

evaluation and continuous inspection were conducted to maintain this.

Third, the inter-university linkage and consortium system in the 

three countries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of all, the 

inter-university linkage and consortium system emerged for the 

purpose of solving problems by a single institution on its own on 

internal and external problems of higher education, such as certain 

social problems or internal problem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addition, this inter-university linkage and consortium system is 

what various institutions want to grow by sharing their visions and 

goals, and occurs in a wide variety of forms depending on the degree 

and purpose of sharing and cooperation. In this study, various types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linkage, consortium, and merger. 

Subsequently, the financial management of the inter-university linkage 

and consortium system may also appear differently. This means that 

the motivation for establishing links and associations between 

universities varies depending on the method of financial support. In 

other words, it can be divided into financing after formin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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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linkage or consortium system and forming a university 

linkage or consortium system to receive financial support, and the 

purpose of forming a consortium or for recognizing the need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forming a 

consortium or for financial security. Nevertheles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a joint system between 

universities is sufficient communication, understanding of interests, and 

coordination of opinions between participating universities or 

participating institutions, which can be directly involved in the 

coordination process or manually adjusted by a higher or separate 

decision-making body.

Based on the above results and discussion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were presented for the inter-university linkage and 

consortium system in Korea.

First, since higher education finance in Korea is low compared to 

foreign higher education finance and always faces financial shortages, 

financial support needs to be strengthened to solve social and regional 

problems through reorganization and revitalization of the national 

university system. Second, it is necessary to discuss on basic arts and 

sciences ways to revitalize graduate courses through the linkage and 

coalition system between national universities. Thir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operate an inter-university linkage and consortium 

system using more diverse methods and tools such as platforms and 

digital spaces. As Korea aims to expand competitiveness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by opening a venue for academic exchanges 

through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universities across 

the country, it needs to be discussed for overcoming geograph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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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ations and forming a more flexible and expanded linkage and 

consortium system. Fourth, since most of the top universities in Korea 

are private universit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inkage and 

consortium system including the private universities in order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al universities and secure 

excellent students. Fifth,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onnection between domestic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also the 

connection and association with world-clas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or research institutes.

keywords : university system, inter-university linkage, inter-university 

association, new institutionalism, institutional context, 

compar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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