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정원정책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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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연구는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학정원정책에 대한 현황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문헌고찰을 통한 기술적 내용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정초 ·팽창기(1945- 1960 ), 통제 ·실험기(1961- 1980 ), 확대 ·안정기(1981- 1993 ),

자율지향 ·개방초기(1994-현재 )로 대별하여 이를 사회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현재 우리 나라의

대학학생정원정책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현행 대학정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간략히 파악하였고

또한, 대학정원정책이 어떻게 책정되는가를 살펴본 후에 현재의 대학정원정책 현황을 교육부 내

부 자료인 2001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 지침 및 결과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정책분석론적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 마지막으로 , 교육부의 2001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 지침 의 대학정

원 자율화 조치 기본 방향과 계획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대학 정원자율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

하였다.

주요어 :고등교육, 대학정원정책, 고등교육정책, 정책분석.

Ⅰ. 서 론

한국의 근대 고등교육은 불과 반세기만에 극소수를 위한 엘리트 단계에서 다수 대중을 위한

보편화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1) 고등교육의 보편화 성취와 더불어 선진국 경제블록인 OECD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부 연구위원, 홍익대학교 겸임 교수.
1) 1945년 해방 당시 19개 고등교육기관에 7,819명의 학생이 등록하고 있었으나 2000년 현재 372개 기관에

3,364,549명의 학생이 등록하여 55년 동안 약 430배의 양적 팽창을 가져왔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2000 :

584-585 ; Ministry of Education, 1999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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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의 일원이 된 우리 나라는 지금까지의 양적 위주의 정책에서 질적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급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의 효율적인 인

력수급체제의 구축과 선진 산업 기술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고급 인력의 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학의 기회 확대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의 수요 조절의 측면에서도

중대한 영향을 끼쳐 온 정부 주도의 통제 위주의 대학정원정책은 이제 대학 주도의 자율화로 방

향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필요성과 불가피성에 의하여, 본 연구는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학정원정책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러한 연구 목

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절차로 수행될 것이다.

첫째, 국내외 관련 문헌을 통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대학교육 계획의 필요성과 대학정원정책의

결정 요인 및 방법을 고찰한다.

둘째, 대학정원정책의 변천 과정을 주요 시기별로 구분하고 이를 사회적 측면에서 논의한다.

셋째, 현재 대학정원정책의 현황을 교육부의 대학정원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넷째, 정부의 대학정원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정책분석론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다섯째, 앞으로의 대학정원정책의 추진 방향과 전망을 제시한다.

위의 연구 내용을 논리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문헌 고찰과 관련 자료를 이용한 기술적 내용

분석 방법이 도입될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의 범위는 한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학생정원정책에 제한점을 두고 고찰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학생정원의 변화 추이나 정원정책

변천 과정에 대한 배경이나 추진 결과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대학정원정책 현황과 그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전망을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 연구는 정부 대학학생정원정책

입안자에게는 대학정원정책에 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고, 대학의 행정가에게는 대학 정원

책정과 관리 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이해 자료를 제공하는데 중요성을 둔다.

Ⅱ. 이론적 배경

국가 차원에서의 교육계획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

어지게 된다. 특히,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 수급 계획 수립, 교육의 기회 확대와

국민의 교육열 등으로 인한 사회적 수요 충족,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인 효과성을 고려

한 적절한 인적자원 배분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대학의 학생 정원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즉, 국민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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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 교육열, 대학지원자와 대학정원의 불균형, 기회 균등으로 인한 고등교육의 팽창, 인적자원

수급의 불균형, 국가 경제 발전과 인력수요정책, 정치적·사회적 이해 관계, 고등교육의 양적 확

대와 질적 향상의 문제, 취업과 실업간의 사회·경제적 문제, 정부의 교육정책 등이다.

1. 국가 차원에서의 대학정원 결정 방법

국가 차원에서 교육계획에 준한 대학의 학생 정원을 결정하는 주요 방법은 인력수요 접근법,

사회수요 접근법, 국제 비교 접근법, 국가 발전 접근법, 자원 배분 접근법, 비용-수익 접근법 등이

있다.

먼저, 인력수요 접근법(Manpower Requirement Approach)은 국가가 인력 수요와 공급을 고려

하여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계획경제 모델이다. 이 모델은 UNESCO, OECD, ILO 등의 국제

기구는 물론 서구의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발전되고 계획경제를 구가할 수 있는 사회주의 국가나

저개발국가에서 활용되어 왔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경제 발전을 도모

하던 1960년대에 도입되어 인력수급계획에 활용되어 왔다. 인력수요 접근법에서 가장 중요한 측

면은 장래에 소요될 산업사회의 인력 수요를 측정하는 방법과 기술이라 간주할 수 있다(이 중 외,

1974 : 59). 이 접근법을 활용한 대표적인 국내의 선행 연구로서는 김윤태 외(1978)의 장기 인력

수급 전망 , 한국과학기술원(1983)의 이·공계 고급 과학 기술 인력(석사·박사)의 수요 전망에

관한 연구 , 김지수 외(1985)의 고급 과학 기술 인력의 장기 수급 전망에 관한 연구 , 한국대학

교육협의회(1988)의 대학의 계열별 교수 정원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 김환석 외(1991)의 과학

기술 인력 양성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고상원·장진규(1995)의 과학 기술 인력 장기 수급

전망 및 대응 방향 , 한국노동연구원(1996)의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1996- 2010) , 산업연구원

(2000)의 지식기반 산업분야 인력 수급 실태 분석 및 전망과 산업기술인력 수급 효율화 방안 연

구 등이다.

사회적 수요 접근법(Social Demand Approach)은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결정

되는 모델이다. 사회적 수요란 개인의 교육에 대한 필요와 욕구로부터 나타난 총합적 수준의 교

육수요를 말한다. 이 모델은 인구의 자연 증가 추세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 요인에 따라서

교육기회를 확대시켜 나가려는 방법으로 주로 미국의 여러 학자들(Campbell & Siegel, 1967;

Tuckman & Ford, 1972; Leslie & Brinkman, 1987; Heller , 1997)에 의하여 연구 개발되었으며,

미국의 고등교육정책이 이 모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교육열이 지대하고 사립대학의

의존률이 높은 우리 나라의 고등교육은 앞으로 사회적 수요 접근법을 참조하여 대학정원정책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접근법을 이용한 대표적인 국내 선행 연구로서는 김영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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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의 한국인의 교육열 연구 와 박남기 외(1998)의 자율화를 대비한 대학정원 관리론 을 들

수 있다.

국제 비교에 의한 접근법(International Comparisons Approach)은 경제 및 교육 발전이 유사한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과 사례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자국의 경제 및 교육 발전을 위한 전

략과 방향 등을 개발하는데 참고하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대표적인 사례는 Harbison과

Myers(1964)가 7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여 인력자원개발단계의 종합지수(Composit Index

of Level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를 작성하여 저개발국가, 부분개발국가, 중진국가, 선

진국가의 4단계로 구분하고 발전단계별로 인력자원 개발전략을 논의한 것이다. 선진 산업 기술국

가로의 도약을 바라는 우리 나라는 선진국의 교육계획과 정책을 참조하여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국내의 대표적인 선행 연구로서는 이현청 외(1999)의 대

학정원 자율화에 따른 고등교육 분야별 교육수급 추정 을 들 수 있다.

국가 발전 접근법은 인력수요 접근법과 사회적 수요 접근법을 병행한 모델이다. 즉, 국가가 인

력 수요 필요를 고려하여 국립이나 공립 대학의 인력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졸업

자의 진로나 취업에 대해서는 통제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사회적 수요 필요는 국가의 통

제를 받지 않는 사립대학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박남기 외, 1998 : 79). 일본의 고등교육 정원정

책은 이 접근법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교육부(2000a)의 내부 자료인 2001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 지침 에 의하면, 국립·공립·사립간 정원정책의 차별화를 표방하고 있다.

즉 앞으로 정부는 국립대학과 수도권 소재대학의 학생정원은 국가에서 조정하는 인력수요 접근

법을 참조하는 반면, 지방 사립대학의 학생정원은 조정권을 대학에 일임할 것이라고 제시하여 사

회수요 접근법을 이용하고 있다.

자원 배분 접근법은 고등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대학정원을 책정하는 모

델이다. 이 모델은 현재 독일처럼 국가가 대학의 교육비를 대부분 전담하나 인력수요 접근법처럼

국가가 인력 수급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수요 접근법에 기초하여 대학 등록생을 받아들이

고 진로를 학생의 자유 의사에 맡기고 있는 방법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 발전 접근법과 사

회수요 접근법을 병행하여 대학정원정책의 자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

원이 충분치 못한 우리 나라의 경우, 자원 배분 접근법은 도입하기 어려운 모델이다.

마지막으로, 비용- 수익 접근법 혹은 교육 투자 수익률 분석법은 개인이나 사회의 교육에 대한

수익성 수준과 투자 가치를 졸업후의 소득과 교육 기간에 투자된 교육비의 관계로 파악하여 수익

률의 대비 형식으로 규명하는 방법이다. Psacharopoulos(1985)의 국제 비교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국가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교육 기회가 확대될수록 교육 투자 수익률은 점차 낮아지는 부적 상

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의 교육 투

자 수익률 변화 추세는 이러한 경향과 상반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1994).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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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상은 대졸 인력의 공급보다 수요가 항상 컸으며, 학력간 임금 격차가 노동생산성의 격차보

다 항상 컸다는 점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지적되고 있다(박세일, 1982).

국가적 차원에서의 교육계획 내지 정원 결정 방법은 자국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및 시대

적 요인과 배경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정원 책정을 위해서는 먼저 교육팽창

에 관여하는 주체가 누구 혹은 무엇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팽창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있

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교육팽창에 관여하는 주체에 따라 크게 개

인적 행위자 수준과 집단적 행위자 수준 이론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는 교육팽창의 원인을 주

로 경제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주장(Becker, 1962, 1964 ; Schultz, 1963)하는 반면에, 후자는 주로

정치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주장(Bendix , 1964)하고 있다. 그러나 Archer (1982)에 주장처럼 교육팽

창은 개인적 및 집단적 수준의 행위자의 상호작용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실로, 교육팽창은 어

느 한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정치 체제, 사회구조,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시대적 배경, 정치·윤리적 이념, 환

경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2. 대학정원에 관한 선행 연구

대학정원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는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로, 고등교육 인구의 적정

규모 및 배분에 대한 연구이고(이 중 외, 1974 ; 윤정일 외, 1979 ; 강무섭 외, 1984), 둘째로, 대학정

원 정책의 변천 과정이나 배경 및 추진 결과를 분석한 연구이고(김종철, 1965, 1989 ; 강무섭 외,

1986 ; 김영화, 1993 ; 윤정일 외, 1996 ; 이현청 외, 1999), 셋째로, 대학 정원 정책의 평가 및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박희찬, 1987 ; 송광용, 1988 ; 이혜영, 1992).

첫 번째 연구 부류는 인력수요 접근법과 사회적 수요 접근법으로 국가 사회의 인력수요와 국

민의 교육수요를 분석하여 고등교육 인구의 적정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국민의

교육열 및 국가 사회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인력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고등교육기

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연구 부류는 대학 정원 정책의 변천 과정을 시기적으로 나누어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기적 구분을 국가의 고등교육정책사의 흐름에서 정책 결정에 대한 배경과

경위 및 결과를 중심으로 정치, 사회, 경제적 시각에서 논의하고 있다. 각 연구자마다 분석 방법

과 논의의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 연구들의 분석 결과는 국민의 교육열 및 경제·사회 발

달로 인한 고등교육의 사회적 수요 증가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급인력의 수요 증가로 인

하여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나,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고등교육의 질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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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과 고급 인력 수급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대학정원정책이 시대적 상황, 특히 정치적·사회

적·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을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세 번째 연구 부류는 대학정원 정책에 대한 요인들을 사회적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대학정원정책의 결정 요인을 사회적 동인으로 해석하면서 정치, 경제, 사

회적 요인 및 이에 관련된 집단간의 상호 작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혜영(1992)은 대학정

원정책이 정치와 경제의 필연적인 상호연관성을 지니면서, 한편으로는 국가경제 발전의 동인이라

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수단적 기능을 수행하

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나라의 대학정원정책에 대한 선행 연구는 인력수요 접근법과 사회적 수요 접

근법 측면에서 인력 수급과 역사적 변천과정 및 정치·사회적 배경과 동인을 분석하는 형태로 연

구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역사적 변천 과정을 통하여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정치·사

회적 배경을 고찰하고 앞으로의 대학정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Ⅲ. 대학정원정책의 변천

우리 나라의 대학정원정책 변천에 대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정권 교체기나 주요 고등교육정

책의 전환기에 따라 변천 시기를 구분하고 있다.

윤정일(1985)은 양적 팽창 단계(1945- 1960), 조건 정비 단계(1960- 1970), 계획·개혁 단계

(1970- )로 구분하였고, 강무섭 외(1986)는 정원개방기(1945- 1960), 정원억제기(1961- 1980), 정원확

대기(1981- )로 나누었으며, 박희찬(1987)은 대학 정원정책의 부재기(1945- 1954), 대학 정원정책의

미확립기(1955- 1964), 대학 정원령 시행기(1965- 1980), 졸업 정원제 실시기(1981- )로 분류하였고, 송

광용은(1988) 자유방임기(1945- 1960), 정원억제기(1961- 1972), 부분적 완화기(1973- 1980), 정원확대

기(1981- 1987)로 구분하였고, 김영화(1993)는 자유방임기(1945- 1960), 1차 정원 억제기(1961- 1972),

부분적 정원 확대기(1973- 1980), 정원 확대기(1981- 1984), 2차 정원 억제기(1985- )로 분류하였고, 이

현청 외(1999)는 자유방임기(1948- 1960), 대학정원 억제기(1961- 1980), 대학정원 확대기(1981- 1988),

대학정원 안정기(1989- 1993), 대학정원 자율화기(1994년-현재)로 구분하여 대학정원정책의 변천과

정을 분석하였다.

위의 연구들에서는 박희찬(1987)이 1955년의 대학설치기준령을 정원정책 전환점으로 구분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김영화(1993 : 11- 12)와 윤정일 외(1996 : 369)가 지적한 대로 대학정원 정책 변천

시기를 정권교체기나 주요 정원정책의 전환 시점에 따라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아래의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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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정원정책 변천 시기는 1945년부터 1960년에 이르는 제 1, 2공화국, 1961

년부터 1980년에 이르는 제 3, 4공화국, 1981년부터 1993년에 이르는 제 5, 6공화국, 1993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김대중 정부로 이어지는 정치체제의 변동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

다. 즉, 1961년의 박정희 군사정권과 1980년의 전두환의 군사정권의 등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1961

년의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의한 학교정비 기준령과 1980년의 교육개혁 조치에 따른 대학졸

업정원제를 전환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 연구의 차이점은 주로 1960년부터 1980년에 이르기까

지의 기간에서 나타나지만 1965년의 대학학생정원령과 1969년의 대학예비고사제도 및 1974년의

실험대학 운영과 대학의 특성화 방안을 대학정원정책의 주요 전환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표 1> 고등교육 정원정책 변천 시기 구분

연도

연구자

1945 1960 1970 1980 1990 2000
제 1, 2공화국 제 3, 4공화국 제 5, 6공화국 문민정부

윤정일

(1985)
▶ ▶ ▶

양적팽창단계 조건정비단계 계획 ·개혁단계

강무섭 외

(1986)
▶ ▶ ▶

정원개방기 정원억제기 정원확대기

박희찬

(1987)
▶ ▶ ▶ ▶

정책부재기 정책미확립기 대학정원령시행기 졸업정원제실시기

송광용

(1988)
▶ ▶ ▶ ▶

자유방임기 정원억제기 부분적완화기 정원확대기

김영화

(1993)
▶ ▶ ▶ ▶ ▶

자유방임기 1차정원억제기 부분정원확대기 정원확대기 2차정원억제기

이현청 외

(1999)
▶ ▶ ▶ ▶ ▶

자유방임기 정원억제기 정원확대 정원안정 정원자율화

그리고 1988년의 입학정원제 환원을 기점으로 1994년까지 안정기로 간주하고 있으며(윤정일

외, 1996 ; 이현청 외, 1999), 1994년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원자율화기로 간주하고 있다

(이현청 외, 1999). 이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 연구들에서 논의된 대학정원정책에 대한 변천 과정

의 분석보다는 이들 선행 연구에서 대별한 시기 구분을 참조하여 정초·팽창기(1945- 1960), 통

제·실험기(1961- 1980), 확대·안정기(1981- 1993), 자율지향·개방초기(1994- 현재)의 네 시기로

대별하고, 고등교육 정원정책 관련 주요 법령과 조치들을 시기별로 간략히 제시한 후 이를 사회

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이 연구에서 대별된 시기에 따라 대학정원정책에 대한 주요 법령과 조치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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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학정원정책 시대별 주요 법령 및 조치

구 분 시 기 주요 법령 및 정책

정초 ·팽창기 1945-1960년

국립서울대학교설치안(1946)
농지개혁법(1949)
교육법 통과(1949)
재학자 징집연기잠정령(1950)
대학교육에 관한 전시특별조치령(1951)
국립학교설치령(1952-1955)
대학설치 기준령(1955)

통제 ·실험기 1961-1980년

대학정비기준령(1961)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제 ·학사자격 국가고시제(1961)
사립학교법(1963)
대학학생정원령(1965)
학위등록제(1967)
대입예비고사제도(1969)
실험대학의 운영과 대학의 특성화 방안(1974)
교육법 개정(1979)

확대 ·안정기 1981-1993년
졸업정원제 실시(1981)
고등교육기회 확대정책

입학정원제 환원(1988)

자율지향 ·개방초기 1994년-현재

대학정원 자율화 포괄승인제(1996)
교육여건 연동제(1997)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발효(1998)

이를 요약하자면, 해방직후부터 1960년까지 대학은 엘리트 양성 기관으로서의 정초·팽창기

였고, 1960년 초반부터 1980년까지는 국가 발전을 위한 경제개발계획에 부합되는 고급인력 수급

조절을 위한 대학학생정원 통제·실험기였다. 그리고 졸업정원제가 실시되던 1981년부터 1990년

대 초반까지는 대중화 단계에 이른 고등교육의 학생정원 안정을 도모한 시기였으며, 1990년대 중

반부터는 고등교육의 질적인 재고와 더불어 시대적 변화, 산업 및 지역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요

에 따라 탄력적으로 학생정원을 책정할 수 있도록 대학정원 자율화를 지향한 포괄승인제가 실시

된 시기였다. 그리고 2000년부터 대학정원정책은 기존의 정부 주도의 획일적·통제적인 정책에서

대학이 학생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 자율적인 정책으로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우리 나라 대학정원정책을 사회적인 측면에서 요약해 볼 때, 대학정원정책은 교육을 요구하는

개인적 행위자로서의 수요자의 입장과 교육을 공급하는 집합적 행위자의 입장을 절충하면서 고

등교육의 수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정원정책은 고등교육 수요의

제약 요인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 및 제반 시대적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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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왔다. 특히, 주로 정치적 상황, 인력수급정책, 재정여건, 취업상황, 산업구조, 국민의 여론 등에

의해 대학정원정책이 입안되고 변화되어 왔다. 40년대 후반과 50년대에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초

기로서 각종 법령과 제도를 마련하며 국민의 교육열을 자유방임적인 정책으로 흡수하였고, 60년

대와 70년대에 국가의 경제발전계획에 의해 인력수요의 개념인 경제적 수요가 고등교육의 기회

를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였지만, 80년대에는 정치·사회적 요인이 경제적인 요인을 압

도함으로써 학생수요인 사회적 수요가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진단

할 수 있다. 실제로, 경제적 수요가 사회적 수요와 크게 불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경제적 수요

가 고등교육 팽창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두 수요 사이에 현격한 불일치가 있을 때

에는 사회적 수요가 더 큰 비중으로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김영화, 1993). 그리고 90년대에는

개방화와 세계화의 세계적인 추세에 편승하여 대학정원정책의 개방화로 대학의 자율화를 추진하

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해방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나라의 대학정원정책은 국민의 교육열과

국가의 경제개발정책에 편승하여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을 뿐만 아

니라, 고등교육 학생수요의 주요 결정요인 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Ⅳ. 대학정원정책의 현황

현재 우리 나라의 대학학생정원정책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현행 대학정원정책의 법적 근거

를 간략히 파악하고, 또한 대학정원정책이 어떻게 책정되는가를 살펴본 후에 현재의 대학정원정

책 현황을 교육부 내부 자료인 2001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 지침 및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

고자 한다.

1. 대학학생정원정책의 법적 근거와 책정 과정

현행 대학정원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법령으로는 기본법령인 교육법과 교육법시행령이

있다. 이 기본 법령을 근간으로 대통령령(제12392호, 1988)으로 정해진 대학학생정원령과 각급 대

학에 해당되는 설치기준령이 있다. 1997년 12월에 고등교육법(제5439호)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기

존의 구법령에 따라 4년제 대학(교)과 사범대학의 학생정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

게 하였고(교육법 제109조의 2, 동법시행령 제 56조 제 5항),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고등교육기관의2)

2) 고등교육법(제5439, 1997. 12. 13) 제 2조에 의하면 현재 우리 나라의 고등교육기관은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 및 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의 일곱 형태로 구분되고 있다. 2000년 현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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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정원은 학칙 기재사항으로 하였으나(교육법시행령 제 56조, 제 59조, 각급학교 설치기준령), 현

재 법적으로는 1998년 새로운 고등교육법이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동법 제 32조에 의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학생정원은 각 개별 대학의 학칙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대학학생정원 정책의 과정은 크게 네 단계에 의하여 이루어져왔다(윤정일 외, 1996 :

386-388).

첫째 단계는 교육부에서 목표 년도의 대학정원 조정지침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교육부가 대학의 계열별로 정원증원 규모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각 대학은 교육부가

정한 증원 규모 내에서 자체계획에 의거하여 학부와 학과 및 학과별(또는 계열별) 학생정원의 증원 또

는 감축 등을 자율 결정하여 교육부에 보고하는 단계이다.... 셋째 단계는 각 대학에서 설정된 학생 정

원 규모를 교육부에서 수합한 후 전체 대학 정원 규모 및 각 대학별, 학과별(또는 계열별) 정원 조정

결과를 집계하는 단계이다.... 넷째 단계는 교육부에서 집계된 전체 대학 정원 규모 및 각 대학별, 학과

별(또는 계열별) 정원 규모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학생정원 조정을 위한 추진 단계는 첫째, 각 대학으로 정원조정지침을 통보

하고, 둘째, 각 대학에서 조정된 모집단위 정원조정계획안을 접수한 뒤, 셋째, 정원조정에 따른 교

육여건 개선 계획에 대한 실적 분석과 교육여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넷째,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섯째, 모집 단위 학생 정원을 결정하여 각 대학에 통보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2. 2001학년도 대학학생정원 조정 지침

교육부의 2001학년도 대학학생정원 정책의 기본 방향은 장기적으로는 대학의 학생정원 책정과

학사 운영 등을 자율화하여 실질적인 대학 자치를 실현하고 사후 평가관리체제를 강화하여 질 관

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 정책, 지역간 균형 발전 정

책, 의료 및 사범계 인력 양성 정책 등을 고려하여 국·공·사립간, 수도권과 지방 대학간, 의료

및 사범계 인력, 국가가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 따라 정원자율화 방침을 차별화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장·단기적 기본 방향에 근거하여 정부의 대학정원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대학정원자율화 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구조조정을 통한 대학 특성

화 및 전문화 교육을 유도한다. 셋째, 정원자율화에 따른 질적 통제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구체

학(교)이 161개교, 산업대학이 19개교, 교육대학이 11개교, 전문대학이 158개교, 방송 및 통신대학이 1개교,

기술대학이 1개교, 각종학교 4개교, 대학원대학이 17개교이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00 : 584-585). 국

가 통계에서는 대학원대학은 대학으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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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제시하자면, 먼저 대학정원자율화 정책의 기저 하에서 국·공·사립간의 정원정책을 차별

화하고, 지방대학의 학생정원 조정권을 대학에 일임시키고, 국립대학 및 수도권 소재대학의 정원

은 국가에서 조절하도록 한다. 그리고 대학의 특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Brain Korea(BK) 21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학부 정원을 감축하고, 백화점식 학과

설치에서 탈피하여 특성화된 학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식기반사회 수요에 필요한 인력 위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질관리 차원에서 교원과 학교 시설의 기준 제시로 질관

리를 확보하고, 간접적인 행·재정 지원 기준으로 전환한다.

현재의 대학정원정책은 2001학년도 대학정원 조정계획(대행 81440- 1262 : 2000. 7. 18)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 즉, 모든 대학에게 학사과정 신입생 모집단위 정원을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학

생정원 조정권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규제되는 수도권 소재 대학과

국·공립대학 및 사범계와 의료계 인력을 증원할 경우에는 정부가 조절하도록 하는 기본 계획으

로 정원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 교육의 질관리 차원에서 정원책정기준3)을 제시

하고 있으며, 또한 수도권 소재 대학과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도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율조정

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정원자율화 확대 방침에 의하여 국·공립대학의 정원 증원은 동결하지만, 각 대학의 총학장은

기존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사회수요를 고려하여 모집단위별 정원을 자체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

고 있다. 증원 검토 대상 분야로서는 사립대학이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담당하기 어려운 기초과

학분야 및 정보기술분야 등이다. 다만, 교원양성 및 의료인력 관련정원은 관계부처의 협의가 필요

하므로 교육부가 조정·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학부, 학과, 전공의 신설은 교수와 시설확

보가 필요하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교육부가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립대학의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 사립대학의 학생정원은 현재와 같이 일정한 정원 책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에 한하여

증원을 포함한 자율조정권을 부여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학교경영 역량이 갖추어

질 때까지 교육부가 학교별 총정원만을 정하고, 대학은 교육부가 정한 총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신입생 모집단위 및 모집단위별 정원을 자율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의 전공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모집단위 광역화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되, 사범·의학계 등 학문의 특성이나 교육과정

상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이 관련학과별로 모집단위를 정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원자율화 확대 방침은 수도권 사립대학에는 적용을 시키지 않는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계획 및 지방대학육성대책과 연관하여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

입학정원은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학교가 있을 시에는 감축정원

3)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정원책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교원과 교사확보율을 1999학년도

의 50%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5%씩 상향조정하여 2001년도에는 60%에 이르게 책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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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 내에서 학교특성화 또는 국가적으로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한하여 대학 상호간의

정원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정원자율화에 따른 행정 사항으로 먼저, 사후 교육 여건 평가를 통한 행·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책무성을 제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정원책정기준을 확보하고, 정원책정기준 불이행시 정원 감

축 등 강력한 행·재정 제재를 가하고, 부정비리 및 학내분규 등으로 인한 대학은 증원을 불가하고,

BK21 참여대학은 선정시 약속한 모집단위 광역화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고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Ⅴ. 대학정원정책의 문제점 논의 : 정책분석론적 관점에서

우리 정부의 대학학생정원 정책은 국가의 경제수요와 사회수요의 필요에 의하여 입안되고 실

행되어 왔으며, 이로 인하여 국가의 경제발전, 사회·문화적 진보, 개인의 소득증가와 교육기회

접근의 용이성을 가져왔다. 이를 Dunn(1994)의 정책분석론의 경험적·평가적·규범적 접근방법

으로 논증해 볼 때, 실로 대학정원정책은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의 평가적 관점에서 이미 위에서

제시한 긍정적인 산출을 가져옴으로써, 경험적 관점에서의 정책의 존재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의 공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무엇이 행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규

범적 관점에서 볼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정원정책에 따른 주요한 문제점은 송

광용(1990 : 36)과 윤정일 외(1996 : 390- 96)가 지적한 대로, 고등교육의 진학수요와 진학기회간에

불균형을 가져왔고4), 고등교육기관의 설립별 및 지역간 격차를 가져왔고5), 고급인력에 대한 수급

의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각 대학의 교육 여건이나 특성을 무시하여 대학의 획일화를 초래하였고,

또한, 대학학생정원 책정상 민주성, 일관성, 자율성, 객관성 등을 무시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 정책분석론의 관점에서 논의한다면, 규범적 관점 혹은 접근방법이 공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의 정책을 제안하거나 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가정할 때, 위에서 제시된 문

제점들은 대학정원정책의 부정적인 가치를 표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

4)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1970년에 각각 40.2%, 9.6%였으나, 1980

년에는 39.2%, 11.4%, 1990년에는 47.2%, 8.3%, 1995년에는 72.8%, 19.2%, 2000년에는 83.9%와 41.9%를 나

타내고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00 : 28- 29).
5) 4년제 일반대학의 설립별 입학자수는 1970년에 국·공립 9,349명 사립 26,304명이었으나, 1980년에는 각각

33,033명, 82,722명, 1990년에는 48,216명, 148,181명, 1999년에는 68,834명, 250,444명이었다(한국교육개발원,

1999 : 52). 그리고 입학정원은 국·공립은 1999년 67,875명에서 2000년 67,594명으로 281명이 감소된 반면,

사립은 243,365명에서 246,816명으로 3,451명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국·공립과 사립 학교간 학생수는 점점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4년제 일반대학 지역별 입학자수는 1970년에 수도권 대학이 23,843명, 그

외 지방대학은 11,810명이었으나 1999년에는 각각 120,118명 199,160명으로, 비록 비율 면에선 지방대학이

증가하였으나 실제 학생수에 있어서는 수도권 대학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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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연계하여 현행 대학정원정책과 2001학년도 대학정원정책지침 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정

책분석적인 입장에서 제기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평가적 접근법의 관점에서 대학정원정책의 부정적 가치성을 논하자면, 특히 경제적 수요나 사

회적 수요에 따른 양적 증가에 치중하여 국가 지역사회 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대

학육성을 소홀히 한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하여 국가의 수도권 인구분산정책과 지

방대학육성정책은 기대만큼의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었다. 실로, 2000년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국

회의원이 공개한 대학입학정원 증가의 문제점을 인용 보도한 교수신문(2000. 11. 6) 1면의 보도

에 의하면, 수도권 대학은 97년부터 98년까지 7,028명, 98년부터 올해(2000)까지 1,019명의 대학학

생정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로 인

하여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물론 지방대학의 정원 미달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사실

은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대학 교육기회 분석 자료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경북이나, 충남, 대전 등의 8개 시·도에 소재한 대학들의 입학정원은 해당 지역 내의 고

등학교 3학년 재학생수보다 많아 일부 지방대학의 정원 미달 사태를 초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올해 지역별 대학 신입생의 미충원률을 보면, 전남 19.3%, 제주 6.0%, 경북 4.6%, 전북 3.7%로 전

국 평균인 2.2%를 초과하고 있다(교수신문, 2000. 11. 6 : 5). 이 중에서 수도권 대학의 미확충율은

0.6%였지만 지방 대학의 미충원율은 3.0%에 달하였다. 더욱이 전체 모집 정원의 30% 이상을 충

원하지 못한 대학이 14개에 이르고 있다.

대학정원정책의 부정적 가치는 더욱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로, 2003년 이후로 예견되

고 있는 대학입학정원이 고졸 예정자수를 초과하게 되어6) 일부 지방대학에서는 정원 미달로 인

한 대학의 존폐위기가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학정원정책의 부정적 가치의 근원은

복합적인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정부의 근시안적인 대학정원정

책으로 인한 인력의 예측과 수급정책의 실패를 들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IT분야에 대한 심

각한 인력 부족도 이러한 근시안적인 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현재의 이런 결과만으로 대학정

원정책을 정책분석론의 경험적 접근법으로 평가한다면 이 정책의 존재성 여부가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실로, 대학정원정책에 대한 부정적 가치 팽창은 그 정책 자체의 존재성을 위협하며 규범적 처

방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대학정원정책이 갖는 부정적 가치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는 이

제라도 미리 이러한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적절한 조치와 행위를 취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2000c)가 마련한 2001학년도 대학학생정원 조정 세부 시행안 에 의하면,

6) 교육부(2000d) 내부 자료인 고등교육 수요 전망 에 의하면, 2002년도에 대학(교)과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은

726,181명인데 반하여 고졸예정자수는 732,256명이고, 2003년도엔 대학입학정원을 2002년도 수준으로 동결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고졸예정자수는 645,713명으로 탈락자수가 80,468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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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사립대학에 대하여 교육부는 학교별 총정원만을 정하고, 대학은 그 총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율

로 결정한다고 하고 있다. 만일 교육부가 대학의 특성이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생

총정원을 결정한다면 여전히 정원 미달 사태를 막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정원 미달이 예상되는

대학들이 이들의 실정에 적절한 학교의 운영 규모를 임의적으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

학이 교육부가 정해준 범위 내에서 모집 단위별 정원을 자율로 결정한다면 여전히 국가 사회가 필요

로 하는 분야의 인력 수급에 차질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장 현시점에서 취업에 용이하고

졸업후 고소득이 예상되는 분야에만 학생정원을 증설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느 특정 분야에 대

한 무분별한 학생 증원은 기초 학문분야, 특히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고갈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규범적 관점에서 정책 치유를 위한 한 가지 처방으로 교육부(2000a) 내부 자료인 2001

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 지침 에서 제시된 단견의 실례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 조정 지침의

별첨1에 의하면, 현재 의대입학정원인 3,300명을 동결하여도 2012년 인구 10만 명당 활동 의사수

가 210명에 이르러 선진국 수준(200- 250)에 도달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식의 수급 추

정은 치의예과, 간호학과, 약학과와 제약학과도 마찬가지이다. 선진국도 앞으로 12년 후엔 의료

인력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을 비롯한 구미의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국민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고등교육 인구가 계속 팽창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의료인력도 증가 추세

에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 수혜 수준도 훨씬 양질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12년 후의 선진

국의 전망을 예측해 보지 않고, 현재의 정원을 동결하더라도 12년 후엔 지금의 선진국 수준이 될

것이라는 추정은 올바른 수급 전망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국민의 경제 수준을 가늠함이 없

이 산술적인 비교만으로 수급 전망을 하는 것은 단견이라 아니할 수 없다. 과연 정확한 수급 전

망을 토대로 한 것인지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고찰해 본 것처럼, 대학입학정원정책은 앞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만일 존재해

야 한다면 어떤 가치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행해져야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대학정원정책은 긍정적 가치를 지니면서 존재의 당위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 이 정책은 부정적 가치가 팽창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며 존재의 당위성을 위

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제 규범적 관점에서 처방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처방책의 일

환으로 다음 장에서 대학정원정책의 추진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Ⅵ. 대학정원정책의 추진 방향 및 전망

정부의 대학정원정책은 윤정일 외(1996)가 분석한 대로, 정원의 통제와 자율의 갈등, 엘리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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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체제와 대중 중심체제의 갈등, 인력수요와 사회수요의 갈등, 학문성과 직업성의 갈등, 양적 발

전과 질적 발전의 갈등이 주요 쟁점이 되어 왔다(397- 409). 대학정원정책의 개선 방향은 이러한

주요 쟁점과 앞에서 논의하고 분석한 문제점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대학정

원정책은 국가의 통제에서 대학의 자율화로 변환되어야 한다. 즉, 대학이 자율성, 다양성, 수월성,

평등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율조정권과 책정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교육

부의 단계적인 대학 정원자율화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앞에서 간략히 고

찰한 바 있는 교육부(2000a ; 2000b)의 2001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 지침 및 결과 의 대학정

원 자율화 조치 기본 방향과 계획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대학 정원자율화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

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공·사립 대학간 정원정책을 차별화 한다. 즉, 국·공립 대학의 학생정원은 국가에서

통제·조절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육성하도록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일부 특정대학

위주의 편파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보다는 수도권과 지방의 국·공립 대학이 국가의 거점대학으

로서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형평성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립대학은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이들 대학의 설립 이념과 특성에 적합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학생정원

자율책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대학부터 단계적으로 학생정원 자율조정권과 자율권을 부여하도

록 한다.

둘째, 대학원중심 국립대학과 일부 대학원중심 사립대학은 국가 발전 전략 분야 및 기초학문

분야 등 사학이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를 육성하도록 학생정원을 국가에서 조정한다. 그러나 정부

는 대학 운영에 직접 간섭하고 통제하기보다는 필요한 여건 조성과 대학의 질 확보를 위한 최소

한의 정원책정기준만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의 학생정원을 국가가 통제할 것이 아니라 대학에 자율권을 일임하

여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하여 특성화와 전문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실로, 현재까지 정부의 수도

권 인구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대학의 입학정원은 다소 증원되었다. 오히려 정부의 정원

통제정책이 제반 교육여건을 갖춘 대학의 발전을 억제하고 대학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도

록 억압하는 장애 요인이 되어왔다.

넷째, 지방사립대학은 산·학·연·관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학과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학생정원의 자율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미래의 사회와

산업구조에 필요한 학과나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교육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투자하고 개발하여 대학을 개방하고 학생정원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향후 완전 자율화의 시점에서는 각 대학에 학생정원 자율조정권과 책정권을 부여하되

정원자율화에 따른 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학의 교원, 시설 및 도서관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 제시를 법제화하고, 또한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후 평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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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체제를 구체화 및 다양화한다.

끝으로, 비록 단계적, 차등적, 조건적이긴 하지만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지방사립대학을 필두로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국가 인적자원 수요에 부응하고 세계화에 편승할 수 있도록 대학에 학

생정원조정권과 학사운영권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각 대학이 자율로 학생정원을 적정 규모

로 조정하고 학문 분야별로 특성화, 차별화, 전문화하여 대학 스스로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발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상적인 대학정원정책의 모형으로서 국·공립대

학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학생정원을 조정하는 반면, 사립

대학은 사회적 수요 필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학 스스로 학생정원 조정권을 행사하는 양립체제

로 발전하리라 전망된다.

Ⅶ. 결 론

이상과 같이 이 연구는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대학정원정책

에 대한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문헌고찰을 통한 기술적

내용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미 고찰한 것과 같이, 1960년대 이래로 우리 나라의 대학정원

정책은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국민의 사회적 수요에 힘입어 정부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래로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 변환이 요구되어 대학정원

자율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앞으로 비록 단계적이긴 하지만 대학정원정책은 점차 정부 주도에서

대학 주도로 변환되어 대학이 자율로 학생정원을 책정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세계은행

연구소의 보고서(World Bank Institute, 2000)에서 권고한 것처럼, 앞으로 정부의 역할은 대학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관리자나 감독자의 위치에서 대학 발전과 질 관리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해주

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임상적인 평가로 책무성을 도모하고, 대학 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후원자 혹은 보조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다른 대부분의 국내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문헌이나 교육부 내부 자료 위주로 대

학정원정책의 변천과정, 정치적·사회적 배경, 정책의 추진결과, 대학정원정책의 현황을 분석·고

찰하였다. 따라서 경험적인 연구 방법이 요구되는 대학정원정책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하지 못하였

을 뿐만 아니라, 대학정원을 결정하고 변화하게 한 사회적 동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 과제로서 대학정원정책에 대한 성과 분석과 구체적인 동인을 밝히는 경험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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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Policy of College/ University Students
Enrollment Quotas in South Korea :Vision and Action

Le e , Je o ng -Kyu
*7)

Modern higher education in South Korea has entered into from an elite step to a

universalized step nothing but a half century. With the achievement of the univers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South Korea which became a member country of OECD urgently needs to

change a quantitative educational policy into a qualitative educational polic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n effective manpower system for the optimal supply and demand of

higher education as well as to foster high-quality human resources for the jumping an

advanced information-technology nation . From this point of time, the university/ college

student enrollment policy, which has significantly affected not just the extension of higher

education access but also the demand and supply for higher education under the

government-initiated control, is now unavoidable to change the direction into the

university-initiated autonomy.

In light of this signific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national policy of college/ university students enrollment quotas in South

Korea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quota policy so as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epochal situation . It begins with review of related literature. The

author next investigates the transition of college/ university quota policy in South Korea from

1945 to the present time. Third, he analyzes the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national quota

policy. Finally, he suggests the vision and direction of the quota policy.

Key Wor ds : Hi gher educa t i on , Hi gher ehuca t i on Pol i cy, Pol i cy of uni ver s i t y s t u

enr ol l ment quot 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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