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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인화가 이루어진 세계 주요 대학법인들의 지배구조상 특징에 대해 분석을 수행

하였다. 그동안 대학의 지배구조를 설명하는 연구와 모델은 다양하였지만 법인화된 운영체제속

에서 그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버클리대학교, 도쿄대학교, 괴팅겐대학교를 대상으로 법인운영 지배구조를 자율성, 민주성, 책

무성을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자율성과 책무성은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민주성은 낮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버클리대학은 자율성, 민주성, 책무성

모두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대학의 경우 자율성과 민주성이 상

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책무성이 강조되었다. 괴팅겐대학은 민주성이 강조되었지만

책무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구체화 되지 못하였다.

【주제어: 대학법인지배구조, 국립대 법인화】

Ⅰ. 연구배경 및 필요성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 대학들은 교육체제의 개선과 혁신을 도모하고 정부와 산업, 학생과 같은 다양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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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Currie & 

Newson, 1998). 이는 지배구조의 변화, 경영전략의 도입, 기업주의적 학교운영, 품질관리와 

같은 기법의 도입 활용으로 연결된다(Apple, 2000). 

국공립대학의 법인화도 이와 같은 것을 배경으로 한다. 법인화는 지배구조의 이념과 가치

면에서 효과적인 관리와 제도적 자율성이 존중되고 학문적 자유가 보장되고, 공개적이고 부

응적인 지배구조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법인화가 지향하는 가치가 이와 같은 것이지

만 법인화를 수행하는 대학들의 법인운영체제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① 법인운영체제하의 대학들은 동일한 모습의 지

배구조를 보이는지, ② 지배구조가 동일하지 않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는지, 

③ 그와 같은 차이가 존재하게 된 배경과 운영성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연구문제

(Research Question)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법인체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의 주요대

학을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지배구조는 다양한 형태로 구

분되고 그에 따라 다수의 모델이 제시가 되었다. 하지만 법인화된 지배구조하에서 그 특징

과 차이점, 배경과 성과에 대해 분석을 수행함으로 지배구조 논의에서 외연의 확장을 도모

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의 지배구조의 개혁과 법인화 정책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대학 지배구조 개념 및 유형 

대학에서 지배구조는 중요하다. 지배구조는 누가 조직을 이끄는지,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원의 동원, 대학활동으로부터 나타나는 효과를 결정하는데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 지배구조는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고 배분하는 것과 관련된 가치(value)

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가치는 대학의 투명성과 민주성, 효율성, 책무성, 자율성

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대학이 어떠한 가치를 강조하는가에 따라 대학의 장기적인 발전

과 지역사회와 정부 등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지지와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Edward, 2000). 

대학의 지배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서도 기인한다. 대학은 

다양한 하부조직과 내부집단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과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

해 내부집단의 특성이 반영된 복잡한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갈등구조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체제의 구축이 중요한데 이는 지배구조를 통해 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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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올바른 지배구조에 대한 모색과 개혁은 고등교육 개혁에서 중요한 이

슈로 나타난다. OECD는 고등교육정책에서 정책대안 모색 영역을 지배구조(Governance), 제

도적 자율(Institutional Autonomy), 재정지원(Financing), 품질평가(Quality Assurance), 제도적 

리더십(Institutional Leadership)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OECD, 2004b).

지배구조는 일종의 사회적 제도로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 여러 가

지 형태로 변천되었다. 그 결과 지배구조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OECD 

(2003)는 대학 지배구조를 법령체계, 고등교육기관의 법적 지위 및 전체 시스템과의 연계, 

재원의 배분 및 책무성 담보방식, 공식적 영향력의 행사 구조 및 이해당사자들간의 관계를 

포괄하는 복합적인 요소들로 정의하였다. OECD의 대학 지배구조에 대한 개념정의는 대학 

내부의 주체들간의 상호관계뿐만 아니라 공식적 결정권한(formal power)의 배분과 관련하여 

국가와 대학간의 관계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지배구조를 이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의 지배구조 개념을 바탕으로 법인화된 대학의 지배구조를 분석

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 먼저 지배구조의 모델에 대해 살펴보겠다. 

지배구조 모델은 다양하게 존재하는 대학의 지배구조를 유형화 하고 지배구조의 특성을 

이해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틀이지만 그 구조화 방식은 다양하다. 대학 

수준에서 지배구조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한 연구로 Trakman(200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Trakman(2008)은 대학 지배구조를 교수 모델(collegial governance model), 법인화 

모델(corporate governance model), 이사회 모델(trustee governance model), 이해관계자 모델

(stakeholder governance), 혼합 모델(amalgam models)로 구분하였다. 

교수모델은 전통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학은 교원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의 운영에 있어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

은 교원이기 때문이다(Pfnister, 1970; Williams et al., 1987; Dill & Helm, 1988). 이 모델은 

민주성이 가장 강조되는 모델이기도 하다(Dewey, 1966). 하지만 교원에 의해 지배되는 구조

는 정책결정, 이해관계자에 대한 반응, 재정적 문제에 대한 전문성 결여와 같은 것이 존재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Lewis, 2000).

법인화 모델은 대학은 정책과 기획, 효율적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 운영되

어져야 한다는 것이다(Dimond, 1991; Kissler, 1997). 법인화 모델은 국립대학이 부실하게 관

리되고 있으며 재정적으로 비효율적인데 법인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이다(Mingle, 2000). 법인화 모델은 경제적 위기에 그 중요성이 부각이 되지만 학문의 상업

화와 자본가적 대학(academic capitalism)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사회 모델은 교수, 학생과 학부모 등 대학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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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기보다 이사들에게 주어진 의무에 충실하는 것이 강조되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

사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일 의무, 대학의 이해를 침해하는 

것에 대한 공개의 의무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Chait, Holland & Taylor, 1991).

이해관계자 모델은 학생, 교원, 동창, 기업, 정부와 같은 대학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을 포함하여 운영할 때 발생하는 모델이다(Baldridge, 1982). 이 모델은 공유된 지배구조

라 할 수 있다(Schick, 1992). 이해관계자 모델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지배구조에 포함한다

는 점에서 민주적인 모델로 평가를 받지만 지배구조에 포함하여야할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이들의 권한에 대한 모호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구분이 개별 모델에 대한 특징과 한계점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Trakman(2008)의 모델은 지배구조를 구분하고 유형화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모형들간에도 유사한 특성이 존재하고 상호배타적인 모델 설정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구분이 아니라 판단된다. 이와 같은 형태로 지배구조를 설명할 경우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연구문제 ① 법인화를 수행하는 대학들은 동일한 모습의 지배

구조를 보이는지, ② 지배구조가 동일하지 않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는지, ③ 

그와 같은 차이가 존재하게 된 배경과 운영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수행하기 어렵

다. 이에 따라 새로운 분석틀이 필요한데 다음장에서는 법인화가 가지는 의미와 배경 및 특

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분석틀을 설정하고 이를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를 도출하고자 한다.

Ⅲ. 국립대학 법인화의 의미, 배경 및 특성 

국립대학 법인화는 국가 행정조직의 일부인 국립대학에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여하여 국

가로부터 법적으로 분리하고 국립대학 스스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다. 

국립대학 법인화의 기본적인 목적은 대학의 자율성과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립대학

의 발전이다.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1980년대부터 강조된 신자유주의가 교육에 영향을 미쳤다(Ferlie, 

Musselin, Andresani, 2008). 정부가 독점하는 공공재의 생산․공급은 비효율적이며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는 시각이다. 이와 같은 시각은 다음과 같은 것을 배경으로 한다. 첫째, 경기침

체와 함께 각국의 정부는 정부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다. 즉 공공부분의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부부분을 제외한 공공부분을 민영화하거나 책임운

영기관화하여야 한다는 논리이다. 둘째, 최근 사회가 다원화 급변화됨에 따라 시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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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공공서비스 보다는 차별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

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시장의 상품과 같이 다양한 품질과 가격체계를 가진 공공

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셋째, 성과주의에 대한 강조이다. 국가간 경

쟁이 가속화되는 세계화 속에서 정부는 예산 편성과 집행 이후에 파악되는 성과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공공성이라는 추상적 성과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책산출물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국립대학이 명확한 책임하에서 그 자주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개

성화를 추진하여 상호 노력함으로써 국립대학의 고등교육과 학술연구 등의 질 향상을 도모

함과 동시에 그 투명성을 높여 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

립대학교 법인화에 대한 비판으로 대학의 구성원인 교원에 의해 운영되기보다 외부 전문가

들에 의해 대학이 운영됨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록금과 같은 교육비

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 학문이 상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기초교육이나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상대적으로 소홀 할 수 있는 점, 교직원의 신분의 불안정 가능성의 존재 등과 같은 문

제점도 지적되고 있다(Leon Trakman, 2008; Yamamoto, 2004; 김영용, 2008).  

법인화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법인화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인화에 있어 자율성과 관련된 연구는 이경운(2004), 김배원(2007), 변기용(2009), Salmi 

(2007), Anderson & Johnson(199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들은 대학의 자율성을 대학

과 국가의 관계로 설정하여 논의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1). 예를 들어 Anderson & Johnson 

(1998)은 자율성을 기관이 그들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부 영향력이나 지시로부터 자유

로운 것이라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의 자율성을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

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 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 대학

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본연

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는 바 자율성은 국가와의 관

계에서 특히 강조되는 가치라 할 수 있다2). 

법인화 된 지배구조에서 민주성과 관련된 논의도 다양하다(Moore, 1975; Strohm, 1981; 

Gilmour, 1991; Griffith, 1993; Trow, 1998). 지배구조에서의 민주성은 구성원들이 의사결정과

정에서 광범위하게 참여해야한다는 개념으로 학내구성원들 중에서도 교원이 대학의 방향, 

학문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참여를 

강조한다(Williams, D. 1987). 

1) Schmidtlein & Berdahl(2005)는 대학의 자유를 국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대학과 외부 구성원과의 관

계, 외부의 통제로 확대하여 논의하기도 한다. 

2) 헌법재판소, 1992. 10.1 선고, 92 헌마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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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와 관련된 논의에서 책무성도 중요한 가치이다(신재철, 2004; Romzek 2000, 

Trow, 1996). 책무성은 성과에 대한 응답가능성(answerability for performance, Romzek 2000), 

자원의 활용 형태와 그 결과에 대한 보고, 설명, 정당화 의무(Trow, 1996), 대학이 교육, 연

구, 사회봉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투입과 변환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권한위임자에게 

보고․설명하고 책임지는 능력(신재철, 2004)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대학의 자율성과 경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법인화에 있어서도 강조되어야 할 가치라 할 수 있다. 

법인화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볼 결과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율성과 

민주성, 책무성이 법인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계에서 강조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으나 

이들 개념을 모두 활용하여 법인화의 구체적 모습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자율성과 민주

성, 책무성은 법인화 이후에도 대학을 운영하는데 고려해야할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는데 

이들 가치 중 어떠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소홀한 가치에 대해 대학은 어떤 

제도와 관리방법으로 대처해 나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또

한 개별 가치들은 관련 행위자에 따라 강조되는 부분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본 연구에서는 

국가와 대학의 관계에서는 자율성, 대학내부에서는 민주성, 대학과 정부 및 외부 이해관계

자에서는 책무성을 활용하여 법인화의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

한 분석틀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법인화된 지배구조하에서 자율성의 정도, 민주성의 정도, 책무성의 정도에 대한 측정방법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자율성과 관련하여  Berdahl(1990)의 연구와 Ashby(1966)의 

연구가 있다. Berdahl는 자율성을 실질적 자율성(substantive autonomy)과 절차적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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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al autonomy)으로 구분하였는데 실질적 자율성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what to do)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절차적 자율성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다 자원을 

배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how to do)에 초점을 맞춘다. 

Ashby는 자율성의 핵심요소로 교직원 채용과 학생선발의 자유, 교육과정과 학위의 기준을 

설정할 자유, 재정배분의 자유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Ashby의 자율성은 Berdahl의 자율성 

기준으로 볼 때 절차적 자율성에 국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립대학 법인화의 목적은 대

학의 자율성 제고이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된다면 현재 국가기관으로 운영되는 것 보다 

대학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Berdahl의 자율성 개념과 Ashby의 자율성 개

념을 활용하여 자율성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여기서 실질적 자율성은 목표설정이 정부

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통해 판단하고 절차적 자율성은 교직원 채용과 학생선발, 교

육과정과 학위의 기준 설정, 재정배분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지배구조 특징분석 항목

가치 항목 세부항목

자율성

q 실질적 자율성 m 목표 설정주체

q 절차적 자율성
m 교직원 채용과 학생선발
m 교육과정과 학위의 기준을 설정 
m 재정배분의 자유

민주성

q 대의적 리더십
m 선출된 대의기구에 공식적 의사결정권한 존재
 - 교수 및 학생의 참여 정도 

q 이사회형 리더십
m 임명된 외부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공식적 의사결정 권한 존재
 - 교수 및 학생의 참여 정도 

q 혼합형 리더십
m 대의적 리더십과 이사회형 리더십 혼합
 - 교수 및 학생의 참여 정도 

책무성
q 정부에 대한 책임 m 인증, 성과주의 재정 및 예산

q 시장의 요구 m 평가, 공시, 산학협력 

 ※ 출처: Berdahl(1990)의 연구와 Ashby(1966)를 참고하였음

민주성은 De Boer와 Huisman(1999)의 연구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들은 대학내부

에서 공식적 결정권한(formal power)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를 중심으로 ① 공식적 결정

권한이 선출된 대의기구에 치우쳐 있는 경우인 대의적 리더십(representative leadership)과 ② 

임명된 외부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치우쳐 있는 경우인 이사회형 리더십(executive 

leadership), ③ 두가지 특징이 공존하는 혼합형 리더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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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수 및 학생의 참여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분석함으로 법인화된 대학의 민주성에 대

해 분석하고자 한다. 

책무성은 Burk(2005)의 연구를 활용하고자 한다. Burk는 책무성을 정부에 대한 책임, 학문

적 관심 그리고 시장의 요구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에 대한 책임과 시장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Burk는 책임성 확보 방법으로 인증, 성과주의 재정 및 예

산, 평가, 공시 등의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인증과 성과주의 재정은 정부에 대한 책임

으로, 평가, 공시, 산학협력은 시장의 요구에 대한 책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Ⅳ. 주요대학교의 법인운영 지배구조

본 연구는 법인화의 특징과 구조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그 배경과 성과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하는 것으로 개별 대학이 분석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의 싱가포

르 국립대학, 미국의 버클리대학, 일본의 도쿄대학, 독일의 괴팅겐대학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자 한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 자원이 부족하고, 개방적 경제운영을 통한 국가운영, 인적

자원이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석대상 대학으로 선정하였다. 미국의 버클리대학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립대학 구조개혁에서 논의되는 분권화된 운영체제(shared 

governance)의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도쿄대학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행정구

조와 제도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정책을 수립 집행함에 있어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포함시켰다. 독일의 괴팅겐대학은 재단대학으로 그 지배구조가 특징

적어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1.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1905년에 설립되어 2005년 100주년을 맞이하였다. 2006년에 국제화

의 기치를 내걸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우수대학을 만들기 위해 법인화를 단행해 국가로부터 

독립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형 대학법인으로 전환하였는데 그 결과 회사법(Companies Act)을 

적용받는다. 현재 62개의 학과와 9개의 대학원으로 편제되었으며 The Time지 대학 평가에

서 30위를 차지하고 있다(서울대학교, 2008). 

싱가포르 국립대학 법인화는 내외부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

한 조치로 판단된다. 싱가포르는 소규모 도시국가이면서 개방경제체제를 특징으로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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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7년에는 생

각하는 학교, 배우는 국가(Thinking Schools, Learning Nation)를 기치로 내세우고 고등교육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공공분야에 대한 개혁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PS21, 

SPRING Singapore와 같은 개혁안은 공공분야에서 총체적 조직혁신을 도모하고 기업가적 문

화를 촉진하며 개방성과 부응성 그리고 참여를 확산하고자 하는 시도였는데 그와 같은 개

혁의 일환으로 법인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한 논의들이 교육분야에 반영된 것이 UGF 

Review (University Governance and Funding Review)이다. 이 개혁은 대학이 법인화를 통해 

대학의 미션과 목표에 맞게 대학의 자원을 할당하고 조직 구조를 변화시키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학운영을 할 수 있도록 책무성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대학 운영

에 있어 기업가적 운영방식을 도입하고 재정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도입하기 위해 대학들은 

생산이나 품질과 같은 성과기준을 강조하고 있다. 

1)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법인 지배구조

2005년 싱가포르 교육부가 국립대학을 비영리 기업형태의 법인화를 수행함으로써 높은 

자율성을 부여받게 되었다. 그 결과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내부지배구조, 예산의 활용, 수업

료, 입학요건과 같은 사항에 대해 더욱 높은 자율성을 부여받게 되었으며 그러한 자율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최적의 성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법인화로 인하여 재단이사회를 설립하였다. 재단이사회는 대학 내부

인사 1인과 22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장은 외부 기업체의 CEO가 맡고 있으며 

전체 구성원의 2/3정도를 기업 경영 마인드가 있는 외부 인사를 포함하고 있다. 재단이사회는 

교육과 연구 등 주요 분야의 전략적 방향 수립,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 감독 및 예산 편성, 

연간재무제표 감사, 총장과 수석부총장의 임명, 총장의 성과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재단이사회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소집되며 필요시 의장의 결정하에 소집된다. 재단이사

회 아래 집행위원회, 감사위원회, 인사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의장은 재

단이사회의 이사들이 맡는다(이필남, 2010; 서울대학교, 2008; NUS Annual Repor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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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지배구조

총장은 교육과 연구, 봉사를 통하여 국제적인 지식기업(Global Knowledge enterprise)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총장과 함께 3명의 부총장이 연구지원, 교육 교무 업무, 행정조직

을 담당한다. 3명의 부총장 밑에 인사,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3명의 처장(Vice-Provost)과 보

건과 캠퍼스 시설, 인적자원, 국제화, 발전기금, 연구전략을 담당하는 5명의 실장(Vice- 

President)이 있다. 10개의 단과대학은 총장이 임명한 학장이 단과대학 업무를 맡는다. 교육, 

교무, 업무 담당 부총장은 수석 부총장으로 교학처장(Provost)의 기능을 겸하며 2명의 실장

의 업무를 감독하는 중요한 직책으로 총장과 함께 재단 이사회에서 선출된다. 

2)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법인운영의 특징

싱가포르 국립대학 법인은 운영상 자율성을 부여 받았다. 법인화를 통해 대학이사회에 부

과된 운영상 규제와 제약에 대한 면제, 행정적 재정적 자율성, 학생 선발과 수업료 정책에 

대한 유연성을 들 수 있다(Ka Ho Mok, 2008). 또한 대학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장

을 임명하고 평가하는 것, 대학 자원의 활용과 그 자원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활동을 수행함

으로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대학은 수업료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자율적인 기준

을 활용하여 일정수준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교원의 선발과 성과평가 및 보상에서도 

시장원리에 기초한 자율적 운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싱가포르 국립대학 법인의 경우 운영에 있어 절차적 자율성은 높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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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실질적 자율성 측면을 볼 때 이사회에서 전략계획수립, 전략계획과 목표의 연

계 등의 활동을 수행함으로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정부

가 제시한 정책기준에 동의해야하며 National Manpower Council과 같은 조직으로부터 국가 

목표 및 경제발전에 부합하는 인력양성계획을 수립 집행해야 함으로 목표설정에 제약이 존

재한다. 특히 정부는 이사의 임명을 통해 전략계획 방향과 중요 발전 계획에 대한 통제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총장의 임명도 추천위원회에서의 간선으로 추천된 후보 

중에서 재단이사회의 선임으로 정부에서 임명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법인운영에서 민주성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비록 교육과정과 학문의 질과 관련하여 교수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지

만 의사결정을 위한 참여기회는 포럼과 공청회 등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Moe of 

Singapore, 2005). 특이한 점은 법인화 이전에 우리나라의 대학평의원회에 해당하는 

University Council과 같은 조직이 재단이사회로 흡수되어 법인화 이후에는 대학 평의원회가 

없어지고 재단 이사회의 하부구조로 조직된 7개의 위원회가 신설되었다는 것이다. 2005년부

터 2009년까지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연간보고서에서는 2005년까지 평의원회(council)에서 이

루어졌던 학교 운영 사항결정들이 2006년부터 이사회에서 수행되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이

필남, 2010). 그리고 이사회의 구성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사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교육부

가 임명한다. 이와 같은 면을 볼 때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지배구조에서 민주성은 이사회형 

리더십을 그 특징으로 하고 그 구성에서 교수 및 학생의 참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나 민주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인화 이후에도 국가 재정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책무성을 확

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책합의서(policy 

agreement), 성과합의서(performance agreement), 대학품질보증 향상기구(Quality Assurance 

Framework for Universities)의 활용을 들 수 있다(MOE of Singapore, 2005). 정책합의서는 자

율성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육부에 의해 사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준수한다는 

조건하에서 정부재정을 지원받는 것을 말한다. 일단 목표가 설정되면 성과합의서를 통해 대

학들은 5년 동안의 전략적 목표와 성과를 구체화한다. 성과합의서에 대해 대학품질보증 향

상기구를 통하여 지배구조, 관리, 교육, 연구, 서비스 영역에 대해 사후 평가를 수행하는데 

매년 보고서를 제출받으며 5년 주기로 현장방문 실사를 수행한다. 성과합의서는 교육과 연

구, 지역사회에 봉사, 조직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한

다3). 그리고 대학수준에서는 교육정책에 관한 대학위원회(University Academic Audit 

3) 교육의 경우 교육과정의 품질과 다양성, 수업의 질, 중도탈락학생비율 등의 지표를 활용하며 연구의 

경우 연구의 질과 영향력, 발명 및 특허건수 등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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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를 설립하여 교육․연구 활동에 대한 평가와 학제간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지표의 공시를 통해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다(Ka Ho Mok, 2008).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법인화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자율성과 민주성을 보이는 것은 

법인화의 목적에서 잘 나타난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법인화의 목표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

에 직면하여 세계 우수 대학들과 경쟁하여 경쟁우위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Moe of 

Singapore, 2005). 법인화 이후의 학교운영에서 자율성도 대학의 우월성을 달성하기 위한 전

략 설정과 운영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식적인 조직은 아니지만 포럼과 공

청회를 통해 교수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약화된 민주

성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법인화 이후 강력한 지원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으므로 교수와 직원, 학생과 동창회 등과 같은 커뮤니티를 이루

며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이필남, 2010). 

2. 버클리대학교

미국의 31번째 주가 된 캘리포니아 주에 1868년 3월에 설립된 버클리대학은 캘리포니아 

주의 주민들에게 현실적이고 고전적인 지식을 제공한다는 이념위에 설립되었다(서울대, 

2008). 2008년 가을 학기 기준으로 버클리대학에서는 총 35,409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데 

이중 대학원생은 10,258명, 학부생은 25,151명이다. 

버클리대학의 법인화 배경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지배구조인 캘리포니아 대학이사회(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의 설립과 구성은 1849년 제정된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 기원한다. 그 

헌법 6조에서는 연방의 토지매각대금은 주의 귀속이 되며 이는 학교와 대학 설립에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일의 주립대학인 캘리포니아 대학이 설립된 것이다. 

버클리대학은 1879년에 정치적 논쟁에 휩쓸리게 된다. Henry Georgist와 기술자 대표는 

이사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주장하였다(Douglass, 1992). 그들의 근본

적인 불만은 대학이 Morrill 법4)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의 핵심 공격대상은 당시 

총장이었는데 총장이 실용적인 교육을 희생하고 엘리트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

하였다(Douglass, 1992, Ferrier, 1930). 이들은 1874년에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이사회를 재구

조화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비록 캘리포니아 의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였지만 이

로 인해 대학 총장은 사퇴를 하였다(Douglass, 1992). 그 후 대학이사회의 지위와 관련하여 

4) Morrill법은 대학의 근본적인 목적은 농업인과 기술 기능인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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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변화가 있게 된다.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은 그들의 자율

성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1972년 개정에서 주지사의 이사선출은 주 법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고 1974년에는 주지사는 이사를 선출함에 있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이 자문위원회는 의회의장과 시민에 의해 선출된 임기 4년

의 위원들, 그리고 학생, 교수, 동문대표로 구성이 되었다5). 버클리대학의 경우 설립당시 현

재와 동일한 법인의 형태로 설립되었지만 그 운영에 있어 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는 형

태로 실절적인 법인화가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 버클리대학교 법인 지배구조

미국 주립대학의 경우 대학 운영의 주체는 이사회이다. 이 경우 사회를 대표하거나 설립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사회가 대학관리의 전권을 장악하고 대학의 교육연구 활

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구체화 하는 지배구조를 가진다(서울대학교, 2008). 그리고 총장은 

이사회에 고용된 대학경영자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사회가 대학과 분리된 법인격의 주체

로서 대학 내부 집단의 정치적 갈등에서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버클리대학은 캘리포니아 대학 시스템(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 UC system) 중 하

나의 학교이다. 버클리대학의 지배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회(Board of Regents)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하다. 1889년에 처음 설치된 이사회는 총 26명의 이사들로 구성되는데 이중 

18명의 이사는 12년 주기로 주지사로부터 임명받는데 주의회로부터 비준을 받아 구성된다. 

그리고 동창회장과 부회장, UC학생대표, 총장, 주지사, 전주지사, 주의회의장, 교육감 등 당

연직 8명이 포함된다(유현숙 2005). 이사회에 동창회장과 부회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된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주지사가 공식적으로 이사회의 대표이지만 실제로는 이사장은 이사

회 위원중에서 선출하여 1년간 맡으며 부위원장도 마찬가지이다.

5) California Constitution, Article Ⅸ revision.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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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버클리대학교 지배구조

           ※ 출처: Douglass, J, A. (1998a), 11페이지

이사회는 총장의 주관 아래 개최되는데 헌법상 독립권을 유지할 수 있고 재량권이 상당

히 많다. 이사회의 역할은 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대학 기부금의 수령 승인, 건설, 

부동산, 시설 매입에 대한 입찰과정에 대한 절차와 같은 업무에 대해 권한을 가진다6). 이사

회는 총장의 임명, 성과의 평가, 해임에 관련된 권한을 가지며 총장이 추천하는 부총장, 선

임부총장 기타 부총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학교의 주요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과 성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하며 전략계획수립, 집행에 대한 감독, 

성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재정 및 자산을 보호하고 적

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승인 및 감독하며 학교의 자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지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다. 

이사회에서는 현안과제와 관련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보상위원

회, 교육정책위원회, 재정위원회, 지배구조위원회, 교사․교지위원회, 보건위원회, 투자위원회, 

장기발전위원회, 에너지연구소 감독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위원회는 이사장에 의해 임명되며 

1년 동안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며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By law of board of regents of Californi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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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클리대학교 법인운영의 특징

캘리포니아 대학과 그 이사회는 독립성을 갖는 주 헌법상의 기관이다. 이는 하나의 공적 

신탁(a public trust)이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완전한 조직권과 행정권을 갖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버클리대학의 자율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버클리대학의 지배구조의 특징은 민주성에서 잘 나타난다. 버클리대학의 의사결정시스템

은 공유된 지배구조(shared governance)의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다. UC의 복무규정은 교육정

책 및 실행, 학사, 입학 및 학위, 예산 과정, 학내 시스템, 캠퍼스 간 의사소통과 관련된 절

차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장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정책에 관하여 총장들 및 교수평의

회와 상의하여야 하고 그들에게 관련된 발전사항을 알려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수평의회는 

학생입학조건과 학위조건,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에 대한 승인과 감독권한을 가진다. 그

리고 캠퍼스 예산에 대해 총장에게 자문을 수행할 위원들을 선정할 수 있으며 도서관, 대학

언론사의 업무에 대해 자문과 위원선정권한을 가진다. 아래 그림은 버클리대학이 의사결정

을 수행함에 있어 자문을 구하거나 동의를 구해야하는 관계도를 그린 것인데 의사결정과정

에 있어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것을 특징

이다. 

<그림 4> 버클리대학교 의사결정 구조

           ※ 출처: Douglass, J, A. (1998b)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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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성과 관련하여 버클리대학은 정부와 시장에 많이 의존하고 이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부에 대한 책무성은 버클리대학이 재정의 확충 및 대학기능의 다양화를 위해 

정부 연구 프로그램에 많이 의존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재정지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

이다(Wanhua Ma, 2008). 시장에 대한 책무성은 학문적 자본주의(academic capitalism)라는 용

어로 대표할 수 있다(Slaughter & Leslie, 1997). 많은 대학들이 기업가적인 학교 운영과 응용

과학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교수들 또한 시장 지향적 활동에 참여를 강요받고 있다. 예전에

는 교육과 연구에 대한 부분에 많은 활동을 수행하였지만 최근에는 대학내 다수의 연구그

룹에 참여, 대학 재정을 위한 재정확충 분야에 더 많은 활동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는 학문

영역에 있어서도 더욱 경쟁이 가속화 되었으며 시장지향적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의 형태도 이와 같은 특징을 반영한다. 산업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의 생산을 위해 교원들 중에서 수업의 의무가 없이 연구와 조사에만 책임을 지는 교원

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2005년 버클리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수는 20446명인

데 이중 1214명만 정년트랙으로 근무를 한다. 비교수교원의 증가는 학내 문화와 분위기를 

상업화, 자본화된 형태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버클리대학의 지배구조는 정부로부터 자율성에서 출발하여 민주성이 높은 대학, 책무성을 

강조하는 대학으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대학 내부의 의사결정의 자율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

이지만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학운영의 자율성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Clark 

Kerr(1963)는 대학을 Multy-versity라 명명하였는데 버클리대학교와 같이 대학의 역할과 기능

의 복잡성 증대, 정부의 재정지원과 산학협력이 강조됨에 대학운영 방향과 전략에 대한 의

사결정의 자율성 확보의 어려움을 잘 표현한 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복잡한 조직구조하에

서 교수평의회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한 결과 비효율성과 의사결정의 지연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 존재한다(Salmi, 2007). 이와 같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버클리대

학은 성과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Wanhua Ma, 2008).   

3. 도쿄대학교

도쿄대학교는 1877년 4월에 창설되었다(서울대학교, 2008). 도쿄대학은 아시아 최초 근대

적인 대학으로 전세계 대학 평가에서 20위권 내외에 위치해 있다. 도쿄대학의 법인화는 

2004년에 이루어졌다. 

도쿄대학의 법인화는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를 배경으로 한다. 일본 정부의 국립대학 법

인화는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

고 사회적인 수요를 반영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와 고객지향, 시장메커니즘의 활용,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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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를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을 배경으로 한다(Toyama, 2004). 이

에 따라 국립대학들은 법인화를 통해 미션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민간경영기법을 활용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학생과 산업 관계자들의 이해를 충족시키는 경쟁 메커니즘을 

도입하게 되었다(Yamamoto, 2004).

1) 도쿄대학교 법인 지배구조

도쿄대학은 2004년 국립대학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국립대학법인법에 기초하여 이사회

(총장 및 이사로 구성, Board of Director), 경영협의회(반수이상 외부자), 교육연구협의회라는 

제도가 확립되었다. 이때 이사회는 반드시 외부자 이사가 포함된다. 즉 학외이사제도(學外理
事制度)를 도입하여 대학 외부인 참가 운영시스템을 제도화 하였다. 도쿄대학 이사회는 2명

의 외부인사와 6명의 내부인사로 구성된다. 총장 1인과 7인의 부총장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이사회 이사이다.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통괄하여 관리한다. 이사는 총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총장을 보좌하고 국립대학 법인의 업무를 관리하며 총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고 총장이 결원일 경우 그 직무를 행한다(서울대학교, 2008). 

<그림 5> 도쿄대학교 지배구조

     ※ 출처: 정영근, (2004). 62 페이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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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은 ① 중기목표에 대한 의견 및 년도계획에 관한 사항 ② 국립대

학법인법에 의해 문부과학대산의 인가 및 승인을 받지 않으며 안되는 사항, ③ 예산의 작성 

및 집행 그리고 결산에 관한 사항, ④ 당해 국립대학, 학부, 학과 기타의 중요한 조직의 설

치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이사회가 결정하는 중요사항이다. 감사는 국립대학법인

의 업무를 감사하고 필요시에는 총장 또는 문부과학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도쿄대학

은 재무표, 사업보고서, 결산보고서에 관한 감사의 감사 외에 회계감사인 감사를 받지 않으

면 안된다. 도쿄대학의 감사는 임기 2년으로 사업감사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반기마다 테

마를 정해 교직원에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이사회의 이사와 교직원에 결과를 보고하고 있

다(정영근, 2004). 

교육연구협의회는 교육 연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총장 및 부학장을 

포함하여 각 학문분야별로 연구과장 및 교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8년 11월 현재 총 49명

이 있다. 경영협의회는 학교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학내 위원인 총

장과 부학장을 포함하여 12명 그리고 학외 위원은 언론사, 상공회의소, 기업 등에서 총 12

명을 포함하여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와 심의 항목은 중복되지만 국립대학법인

법에 의하면 최종 결정권은 총장이 이사장을 겸하는 이사회에 있다. 

2) 도쿄대학교 법인운영의 특징 

도쿄대학은 달성해야할 중기목표에 따라 중기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의 실천에 대한 평가

를 받게 되는데 이는 문부과학성이 책정 공표하도록 일본 국립대학법인법에 규정되어 있다. 

도쿄대학은 중기목표가 공표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기계획을 작성하여 문부과학성대

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화 된 도쿄대학은 과거와 달리 법규나 규정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정부는 대학의 중기목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이지

만 강력한 개입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도쿄대 법인화이후에도  스스로의 

목표 설정에 대한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자율성은 낮은 수준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하지

만 운영상의 자율성, 즉 재정운영의 자율성, 인력운영의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

로 평가할 만하다. 재무적 측면에서 법인화 이전에는 국립대학 특별회계에 따라 전 대학이 

하나의 회계기준에 적용을 받았지만 법인화된 도쿄대학은 독자적 회계에 의해 대학을 경영

하게 되었다. 그리고 수업료도 법인화 이전까지 일률적으로 책정되었지만 법인화 이후에는 

±10% 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인력운영도 교육공무원특례법, 국

가공무원법에 따라 적용받던 상태에서 벗어나 각 대학의 자체 판단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채용하고 다양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민주성은 많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인화에 따라 총장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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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총장에게 인사권이 일원화되었으며 경영협의회, 교육연구협의회에서

도 의장이 총장이 됨으로써 법인화 이후 총장은 대학경영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자가 되었다. 

총장은 이사장을 겸임하여 이사를 임명할 뿐만 아니라 경영문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하는 경영협의회뿐만 아니라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연구협의회에까지 개입

할 수 있다. 또한 총장은 이사회를 통해 예산의 작성, 집행, 결산, 학부, 학과 등 중요 조직 

설치와 폐지, 중기목표, 중기계획, 기타 중요 업무를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와 같

은 총장권한의 대폭적 강화는 교수회의 역할 축소와 교수들의 발언권 약화로 연결된다. 이

는 대학 내의 힘의 축이 법인화에 따라 종래의 교수에서 총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쿄대학교의 법인화 이후 책무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강화되었다. 책무성은 도쿄대

학교 기본이념에도 잘 나타난다. 도쿄대는 법인화의 이념으로 대학자치, 총장의 통괄과 책무, 

대학구성원의 책무, 기본조직의 자치와 책무를 강조한다(서울대학교, 2008). 또한 그동안 문

부과학성이 국회의 통제를 받는 형태로 국립대학의 책임성을 담보하였다면 제 3의 평가기관

을 활용하여 도쿄대학이 문부성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형태로 운영이 된다(정영근, 2004). 

     <그림 6> 도쿄대 법인화 이전 통제구조        <그림 7> 도쿄대 법인화 이후 통제구조

과거 현재 

→

   ※ 출처: Yamamoto(2004), 168 페이지.

이와 함께 법인화에 따라 6년마다 1회의 업적평가와 연도말의 업적평가를 받게 된다. 6

년마다 1회의 평가는 교육 및 연구의 업적을 대학평가, 학위수여기구가 전문적으로 평가하

여 그 결과를 기초로 활용하면서 국립대학법인평가위원회가 종합평가를 행하게 된다. 평가

결과는 운영비, 교부금 등의 재정지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각 대학은 평가를 의식한 대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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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추구하게 되고 대학간 차별화 특성화를 통한 경쟁유발을 촉진하

게 된다. 

도쿄대학 법인화는 중기목표, 중기계획의 설정을 통해 정부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낮은 자

율성과 총장중심의 학교 운영체제로 인한 낮은 민주성, 문부과학성 및 제3자 평가기관인 대

학평가․학위기구 등에 의한 평가를 통한 높은 책무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대학의 기본적

인 업무라 할 수 있는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 제고에 얼마나 연계될 수 있을지, 대학운영의 

민주성은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으로 연결된다(한용진, 2003). 특히 민주성

과 관련하여 구 설치법에서는 필수설치기관이었지만 국립대학법인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교

수회를 법인화 이후에도 활용하여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도쿄대학도 이와 같은 형태로 교수회가 학교운영의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식적인 제도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교수들의 의견을 학교에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법인화 이후에도 중요한 가치인 민주성을 확보하고자하는 대학의 노

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데 히로토, 2006).  

4. 괴팅겐대학교

니더작센주 괴팅겐에 소재한 괴팅겐대학은 1734년 설립된 이후 4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전통있는 명문대학의 하나이다. 이 대학은 2만 4천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으며 

2003년 재단대학으로 전환되었다. 괴팅겐대학은 주 정부의 직접적 관할에서 벗어나서 대학

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주정부의 재정적 지원 보장 등 국립대학의 지위를 유지하는 공법상

의 재단대학 형태로 전환한 사례로 법인격 부여 형식을 취하였다.    

괴킹겐대학의 법인화는 재정의 압박, 학령인구의 감소, 대학효율성의 문제 등을 배경으로 

추진되었는데 그 형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법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독일 대학 개혁의 

대표적인 것은 1998년 개정된 대학기본법을 들 수 있다(이시우, 2008). 동 법에서 대학조직 

및 행정에 관한 대학기본법상의 규제 철폐, 대학법적 형태의 개방, 기타 새로운 학위제 및 

평가제도의 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1) 괴팅겐대학교의 법인 지배구조

독일에서 재단법인으로서의 대학이 등장했다는 것은 곧 대학의 법적 주체가 국가에서 재

단으로 전환됨을 의미하는 획기적인 변화라 할 것이다(신봉기, 2007). 니더작센주 대학법 제 

15조에 의하면 대학은 자치행정권을 가진 공법상 법인으로 대학은 기본규정 및 기타 규정

에서 자신의 사무를 규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에 대한 물적 재산권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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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국가에서 재단으로 바뀌게 되고 대학의 구성원들의 법적 지위도 이전과는 다르게 평가

되며 대학행정도 국가의 직접적 행정의 형태에서 이의 배제 내지는 간접적인 형태로 변경

되는 여러 가지 법적 성질의 변화들을 겪고 있다. 

괴팅겐대학의 중요한 기구는 재단이사회와 대학의 총장단이다. 먼저 재단이사회는 출연재

산을 대표하는 사법상의 재단법인과 달리 대학의 공공성을 대표하는 기능 및 총장단을 중

심으로 한 대학에 대한 감독 기구적 기능을 수행한다. 재단이사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구성

원에는 ① 대학제도를 신뢰하면서 동시에 대학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특히 경제, 학술, 문

회 영여에 속하는 5명, ② 대학평의회에서 선출한 대표 2명, ③ 주정부 대리인 1명이 포함

된다. 니더작센주대학법 제60조2항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학총장단 구성원의 임명 또는 위촉 

및 해임, 기본재산의 변경 부담의 결정 및 자본차입, 경영안에 대한 동의, 총장단 보고서의 

수령, 연간결산 확립 및 재단 총장단 부담 경감, 재단에 의한 기업 설립 또는 기업참여에 

대한 동의 대학에 대한 법적 감독, 재단정관 개정의 결정 및 기타 재단 규정들의 제정, 개

정, 폐지와 같은 사항을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장단은 자기의 책임하에 대학을 운영하는데 이사회의 구성원이자 동시에 대학의 운영

과 관리 책임이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총장단의 주요기능은 대학의 발전을 구상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며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학평의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그

리고 대학의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대학의 예산권을 행사하며 대학의 각 기관과 학생회에 

대한 법적 감독권이 귀속된다. 

대학의결기관으로 대학평의회(Senat)가 존재한다. 대학평의회는 대학의 기본규정을 제정하

며 평의회 구성원 3분의 2의 다수결로 대학의 기본규정을 개정한다. 대학의 기본규정과 그 

개정은 승인을 요한다. 대학평의회는 총장단과 합의하에 대학발전계획 및 평등지위계획을 

수립한다. 대학평의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모든 자치행정사무, 특히 단과대학의 설치 변

경, 폐지에 관한 사무 및 학위과정의 도입과 본질적 변경, 폐지에 관한 입장을 표명한다. 총

장단은 자신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치행정사무에 대하여 대학평의회에 보고를 할 

의무를 진다. 또한 대학평의회는 총장단에 대하여 포괄적인 정보권을 가진다. 대학의 경제

계획에 관한 결정 및 그 목표설정 협약의 체결 이전에 대학평의회가 그에 관하여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대학평의회는 투표권을 가진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학기본규정에 따라 교수 총원에 비례하여 각 대학의 대학평의회 위원 수는 증원될 수 있

다. 또한 총장은 투표권 없이 대학평의회의 의장이 된다. 

2) 괴팅겐대학교 법인운영의 특징

괴팅겐대학이 재단대학으로 전환하는데 기초가 된 법률은 니더작센 주대학법이다.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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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가는 대학에 대한 고유한 권한을 포기하고 주의 대학교육계획이 성과를 거두고 실행

되는데 집중하도록, 즉 주정부는 목표설정, 성과인센티브, 결과 통제 등에서만 간섭하고 대

학의 운영권한은 재단측에 위임한다는 원칙을 규정하였다. 재단은 아울러 부여된 자원을 효

율적으로 투입해 대학의 연구, 교육, 수업 및 인력양성의 질을 제고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니더작센 대학법 47조에 따르면 재단은 인사관리, 대학에 제공되는 주정부 예산의 관리, 주 

정부 소유의 부동산과 재산목록, 교육역량 조사, 입학생 수의 확정, 정원의 분배, 국가 시험

의 참여 및 시행 등 중요한 권한을 갖는다. 또한 총괄예산 운영을 통해 과제와 목적별로 관

리하며 재정적인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인력관리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내부적으로도 독자

적인 자원배분과 예산 책임을 갖는 재정책임의 분권화가 도입되었다. 즉 목표설정과정에서 

주 정부의 영향을 받지만 운영상에 있어서는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민주성과 관련하여 괴팅겐대학은 높은 수준의 민주성을 실현하고 있다. 총장이 재단을 대

표하는 단임제 형태를 가지지만 대학평의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학구성원의 참여를 제도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평의회의 구성은 주의 입법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구성원집단(교수, 학생, 조교, 직원)들에 관한 규정과 이들 집단들의 참여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학기본법에서 교수집단이 대학평의회에서 절대다수의 의석

과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평의회의 구성과 함께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도 교수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대학평의회는 대학의 기본 규범을 제정

하며 대학의 최고 집행기관을 선출한다. 또한 대학평의회는 대학 총장의 보고 내지 답변을 

듣고 대학생활에 있어서 정책적인 기본 문제나 대학개혁의 문제들에 관한 토론의 장으로서

의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총장은 대학평의회의 제안으로 재단이사회에서 임명하는

데 평의회는 2/3이상 의결로 지도부 임원에 대한 해임안 건의도 가능하다. 

책무성과 관련하여 대학은 구성원 중심의 공법상 단체로서 자체적인 운영규정을 결정하

고 새로운 학업과정 도입과 관련한 사안은 주정부의 인가 대신 독립적인 평가 기관의 인가

를 받는다. 그리고 상업적 회계와 비용정산 등을 갖춘 총괄예산체제를 통해 재정운영의 책

무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괴팅겐대학은 니더작센 주정부와 이른바 미래계약이라는 계

약의 형태로 책무성을 실현하고 있다(서울대학교, 2008). 

괴팅겐대학운영의 자율성 강화는 단과대학의 자율성 강화, 단과대학의 책무성 강화로 연

결되었다. 단과대학은 독립적 재정 운영, 인사 및 투자조치에 대한 유연한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예산상 책임을 가진 단과대학들이 제시한 발전계획은 대학지도부와 조율, 대학평

의회와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속력 있는 발전계획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2005년에는 

대학 내에서는 대학본부, 12개 단과대학 및 부속기관 간의 기속력 있는 계약 경영이 시행되

었는데 단과대학을 강화하는 조치들은 민주성과 결합하여 목표합의, 관련한 경험들은 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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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있는 발전계획, 대학의 미래 역점형성에 중요한 토대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자

율성과 민주성, 책무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법인화 이후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여 학교운영

을 도모하고 있다 판단된다.  

Ⅴ. 결론 

우리나라에서 대학들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요구를 지속적

으로 받고 있다. 또한 정부도 대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구호아래 다양한 개혁방안을 도

입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논의에서 핵심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지배구조라 할 수 

있다. 지배구조는 대학이 나아가야할 가치와 이념,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대학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그동안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특히 대학 지배구조의 유

형을 구분하고 이들 지배구조가 가지는 특징을 분석하여 대학의 지배구조를 설명하고 이해

하고자 하는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이러한 논의에 중요한 유형의 하나로 법인운영체제하

의 지배구조를 들 수 있다. 경직적이고 비효율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대학에게 자율성과 책

무성을 부여함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립대학의 지배구조 개혁에서 많이 

검토되었다. 

본 연구는 법인화 된 선진국 주요대학들을 대상으로 법인의 지배구조와 특징을 분석하였

다.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화 이후 지배구조의 구체적인 모습을 분석함으로 법

인화 모델 중에서 어떠한 유형이 존재하는지, 우리나라에서 국립대 법인화를 수행할 경우 

고려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지배구조를 설명하는 다양한 기준들 속에서 법인화를 유형화하고 

모델화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이념으로 자율성, 민주성, 책무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이

념들은 대학이 학문의 연구와 교육, 사회에 대한 봉사와 같은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핵

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 기준을 활용하여 대학들의 법인운영체제의 지배구조들을 분

석한 결과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경우 자율성과 책무성이 강조되었지만 민주성에 대한 고려

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버클리대학의 경우 자율성과 민주성, 책무성이 모두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주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인한 의사결정구조의 경직적 운영, 시장

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과정에 대학의 기업화와 같은 현상

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도쿄대학의 경우 자율성과 민주성에 대한 강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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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법인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총장이 대학내 의사결정 구조

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교수와 직원, 학생의 참여에 대한 고려가 부족

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립대학법을 통해 획일적으로 대학의 구조와 대학내 

기능을 규정함으로 대학의 다양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측면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별대학의 이념과 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배려가 필요

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괴팅겐대학은 역사적 전통에 따라 법인화를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학내 의사결정에서 민주성, 학교 운영주체로서 교수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구체적 장치가 부족한 것이 괴팅겐

대학의 법인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법인화 법은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민주성이 강조된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다.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총장은 4년 단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

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대학 운영에 있어서도 평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의무화하였기 때문에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한국의 경우 국립대법인화를 추진함에 있어 법인화가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에 대한 충분

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추진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갈등의 원

인은 법인화가 추구하는 이념과 방향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

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지향해야 할 궁극적 가치와 방향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구체

적인 지배구조를 설계함에 있어 대학이 추구해야할 자율성과 민주성, 책무성과 같은 가치들

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록 상충되는 가치들도 존재할 수 있지만 대학 

고유의 기능 실현 및 경쟁력 확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법인화 과정에

서 이들 가치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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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the Governance Structure of Major 

Universities

Young-hwan Lee & Shin-bok Kim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of major universities 
in advanced countries. There are many studies of the governance structure of 
universities but a literature review shows that there have been few studies about 
governance structure of corporatized universities. This study uses the attributes of 
autonomy, democracy, and accountability to explai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Singapore National University, Berkeley University, Tokyo University, and Göttingen 
University. The results show that Singapore University has high level of autonomy and 
accountability but a low level of democracy. Berkeley University shows high for all 
variables. Tokyo University emphasizes a high level of accountability. Lastly, Göttingen 
University shows a high level of democracy but a low level of accountability.

【Key Words: university governance, public university corporatiz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