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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기에 한국 역사상 최초로 사립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라 사립대학의 설립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다수의 사립학교가 문교당국의 인가를 받아 4년제 사립대학으로 승격되고 신설되어 미군

정기 고등교육기회 확대 현상을 주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립대학 중심으로 고등교육기회가 확대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첫째로 미군정의 사립대학 정책을 살펴보고, 둘째로 사립대학의 승격

및 설립인가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미군정은 사립대학에 대해 방임적 정책을 실시했다기보다 오히려 미군정은 사립대학의 승격 및 설립에

대하여 인가정책을 실시하고 인가권을 문교당국에 부여함으로써 사립대학에 대한 관료 통제를 제도화하

였다. 또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지주들의 토지기부 보다도 미군정 행정당국과의 친화관계, 적산 이용, 각계

각층의 지지에 의해 대학으로 승격되거나 신설되었다. 따라서 미군정기에 사립대학 중심으로 고등교육기

회가 확대된 주요 원인을 미군정의 방임정책이나 지주들의 토지기부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곤란하다.

결과적으로 사립 중심의 고등교육기회 확대는 미군정이 국가의 재정적 부담 없이 해방 후 증폭된 고등교

육 진학열기를 흡수하면서 사립대학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사립대학 설립자들을 체제 내로 포섭하게

됨으로써, 미군정 통치의 기반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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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해방이후 교육기회의 급속한 확대 가운데, 비율 면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확대를 이룬 영역

은 고등교육 영역이었다. 나아가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는 주로 사립대학 위주로 이루어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해방직전 19개교의 고등교육기관에서 미군정기 말 42개교의 고등교육기관으로

학교수가 증가하였다. 사립대학은 없고, 10개교의 사립 전문학교만이 서울에 있었던 상황에서 미군

정기가 끝날 즈음에는 19개교의 정규 사립대학 및 11개교의 고등교육 수준의 각종 사립학교가 남

한 각지에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이들 중에는 일제시대의 전문학교가 대학으로 승격한 경우도 있

으나 미군정기에 새롭게 등장한 대학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군정기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기회확대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미군정의 사립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책이 어떠하였는가를

살펴보고 나아가 사립대학의 증가 과정과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군정기의 대학 설립 특히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기회 확대 원인에 대해 직접 언급한

연구는 없다. 하지만 미군정기 고등교육의 급속한 성장을 다룬 선행연구에서는 미군정기 고등

교육 확대의 원인으로 다음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일제시대는 고등교육 기회 제

공을 억제한 데 비해, 미군정은 교육기회 확대를 기본 정책원칙으로 하고, 사학에 대해서는 자

유방임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사립중심의 고등교육기회가 확장되었다(김종철, 1979 : 48-49).

둘째, 교육을 통한 강력한 정치적 통합이 필요했던 문교관료와 전문직 엘리트를 위시한 지주

등 구 지배세력이 문교 관료집단의 직ㆍ간접적인 개입과 후원하에 대학창설의 추진세력으로

편승함으로서 사립대학의 다수 설립이 가능했다(이광호, 1991 : 62-66, 76)고 주장하고 있다.

미군정기 대학설립 붐이 일어나고 그것이 사립대학 중심의 대학 확장으로 나타나게 된 이유

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전통시대 및 일제시대의 영향이나 한국인의 교육열 등의 요인

처럼 시대와 학교수준을 막론하고 작용하는 상수의 요인도 있을 것이다. 또 유독 미군정기이

기 때문에 가능케 한 요인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요인에 주목하여 미군정의 사

립대학에 대한 정책, 크게는 대학에 대한 정책이 어떠했는지 살펴봄으로서 미군정의 정책요인

이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실제적으로 사립대학이 설립, 인가되는 과정을 살

펴봄으로써 이시기 고등교육 확대의 특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자들이 내

세우고 있는 방임정책 과 이해집단의 기득권 유지 방책으로서의 사립대학 설립 이라는 주장

의 설명력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미군정기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기회 확대의

의미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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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등교육기회의 확대 규모 및 특징

일제시대에는 고등교육 억제정책에 의해 사립대학 설립을 허가하지 않아 후기 중등교육 수

준의 사립 전문학교가 있었다. 관공립학교의 경우 대학은 경성제국대학이 유일하였고 직종별,

지역별로 전문학교가 산재해 있었다. 해방이 되자 경성제국대학은 경성대학으로 명칭을 변경

하였고 전문학교는 대학으로의 승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각 사립 전문학교 역시 대학으로의

승격을 열망하고 승격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또 전국각지에서

대학설립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 결과 미군정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고등교

육 확대는 괄목할 만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선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 규모1)를 살펴보자.

시기별 기회확대 추이를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미군정기 고등교육기관 증가 추세

자료 : USAMGIK Sout h Kor ean Inter im Government Act ivi t ies , (no.31, Apr i l 1948 ) : 191 ; 김용

일, 1999 : 203 ; 조선은행조사부, 1949 : Ⅳ-221

시기 학교수 교원수 학생수

1945년 5월
조선인 261 3, 039

계 19 908 6, 948
1945년 12월 21 753 7, 110
1946년 9월 21 977 16,317
1947년 9월 26 1,938 19,241
1947년 12월 31 2,014 20, 729
1948년 8월 42 1,265 24,000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한국의 고등교육 기관수는 모두 42개에 달했으며, 교원수

는 1,265명 재학생수는 24,000명에 달했다. 이중에 종합대학교가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로 4

개교였고, 대학이 23개교(국립 3개교, 공립 4개교, 사립16개교)였고, 초급대학이 4개교, 각종학

교가 11개교였다.2) 해방당시 남한지역 19개교의 고등교육기관에 908명의 교원과 6,948명의 재

학생수라는 교육상황과 비교해 보면 학교수에 있어서 221%, 교원수에 있어서 139%, 학생수에

있어서 345% 증가하였다. 조선인 교원수 및 학생수의 증가를 보면 교원수는 485%, 학생수는

780% 증가하였다. 통계상의 수치만 보면 미군정은 고등교육기관 확대를 통해 고등교육 인구를

늘렸고, 교육기회의 확대라는 국민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의 고등교육기관 증가 추세 통계자료에는 국대안의 실시로 인한 학교 통폐합의 과

정이 드러나 있지 않아, 교육기관수 면에서의 실제 확대 규모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

즉 1946년 8월 이후 국립서울대학교로 기존의 10개 관사립학교가 통폐합되었으므로 1945년 12

월의 학교수 21개교와 1946년 9월의 학교수 21개교는 의미가 다르다. 1년 사이에 10개의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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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설 혹은 대학으로 승격된 것이며 관공립학교의 수는 대폭 줄었다.

고등교육기관 확장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학교가 신설 혹은 승격되었는지 살

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미군정기 대학 승격 및 대학 설립 현황

자료 : *1. 동아일보 : 1946. 5. 20
*2. 문교부(1946 ). 문 교 행 정 개 황 . 조선교학주식회사 .
*3. 조선은행조사부(1949). 경 제 연 감 : Ⅳ-223
*4. 대 한 교 육 연 감 (1953 ). 서울특별시교육회 : 81-95

자료해설 : 1. 학교명은 가능한 한 원자료의 표기대로 사용하였다.
2. *4의 자료는 당시 설립일자가 1948년 8월 15일 이전으로 되어있는 것을 가려서 작성하였다.
3. 자료에서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신설된 학교이고, 필기체로 표시된 것은 국립서울대학교로 통폐합된

학교이다. 승격된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 않고 학교명칭에서의 변화만 표시하였다.

1946년 5월(*1) 1946년 12월(*2 ) 1947년 12월(*3) 1948년 8월(*4 )
경성대학(관 ) 국립서울대학교(관 ) 국립서울대학교(관 ) 국립서울대학교(관 )
경성법과대학 (관 ) 국립부산대학교(관 ) 국립부산대학교(관 ) 국립부산대학교(관 )
경성의과대학 (관 ) 대 구 사 범 대 학 (관 ) 대구사범대학(관 ) 대구사범대학(관 )
경성경제대학 (관 ) 대 구 농 과 대 학 (관 ) 대구농과대학(관 ) 대구농과대학(관 )
경성광산대학 (관 ) 대구의과대학(공 ) 대구의과대학(공 ) 대구의과대학(공 )
경성공과대학 (관 ) 광주의과대학(공 ) 광주의과대학(공 ) 광주의과대학(공 )
수원농림대학 (관 ) 연희대학교(사 ) 춘 천 농 과 대 학 (공 ) 춘천농과대학(공 )
경성사범대학 (관 ) 고려대학교(사 ) 이 리 농 과 대 학 (공 ) 이리농과대학(공 )
경성여자사범대학 (관 ) 이화여자대학교(사 ) 연희대학교(사 ) 공 주 사 범 대 학 (공 )
경성치과대학 (사 ) 동국대학(사 ) ) 고려대학교(사 ) 진 주 농 과 대 학 (공 )
부산수산대학(관 ) 구세부란스의학전문학교(사 ) 이화여자대학교(사 ) 연희대학교(사 )
대구의과대학(공 ) 구경성약학전문학교(사 ) 동국대학교(사 ) 고려대학교(사 )
광주의과대학(공 ) 구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사 ) 성균관대학(사 ) 이화여자대학교(사 )
경성여자의과대학(사 ) 구숙명여자전문학교(사 ) 세부란스의과대학(사 ) 동국대학교(사 )
숙명여자대학(사 ) 구중앙여자전문학교(사 ) 서울여자의과대학(사 ) 성균관대학(사 )
경성약학대학(사 ) 성 균 관 대 학 (사 ) 숙명여자대학(사 ) 세부란스의과대학(사 )
세부란스의과대학(사 ) 청 주 상 과 대 학 (사 ) 중앙대학(사 ) 서울여자의과대학(사 )
연희종합대학(사 ) 국 민 대 학 관 (사 ) 청주상과대학(사 ) 숙명여자대학(사 )
이화대학(사 ) 천 주 공 교 신 학 교 (사 ) 국학대학(사 ) 중앙대학(사 )
고려대학(사 ) 국 학 학 교 (사 ) 국민대학(사 ) 청주상과대학(사 )
혜화대학(사 ) 건 국 기 술 학 교 (사 ) 서울약학대학(사 ) 국학대학(사 )

경 성 신 학 교 (사 ) 한양공업대학관(사 ) 국민대학(사 )
감 리 교 신 학 교 (사 ) 경성신학교(사 ) 서울약학대학(사 )

감리교신학교(사 ) 한양공업대학관(사 )
성신대학(사 ) 경성신학교(사 )
조 선 신 학 교 (사 ) 감리교신학교(사 )
단 국 대 학 (사 ) 성신대학(사 )
동 아 대 학 (사 ) 조선신학교(사 )
대 구 대 학 (사 ) 단국대학(사 )
한 국 대 학 관 (사 ) 동아대학(사 )
조 양 보 육 사 범 학 교 (사 ) 대구대학(사 )

한국대학관(사 )
조양보육사범학교(사 )
조 선 대 학 (사 )
동 양 대 학 관 (사 )
서 울 가 정 보 육 사 범 학 교 (사 )
중 앙 신 학 교 (사 )

계 21교 계 23교 계 31교 계 37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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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 의하면 1946년에 관공사립 10개교의 폐지와 관립 2개 대학의 신설 및 3개교의 대

학승격이 있었다. 또 4개의 전문학교가 대학으로 승격하였으며, 8개의 사립학교가 신설되었다.

1947년에는 공립 2개교, 사립 6개교의 신설이 있었고 대부분의 사립 전문학교가 대학으로 승

격했다. 1948년에는 공립 2, 사립 4개교의 신설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관공립 대학의 경

우 12개교에서 10개교로 오히려 학교수에 있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사립대학의 경우

9개교에서 27개교로 증대하여, 사립대학 위주로 학교수가 증대하였다. 1947년 12월 경우 사립

대학의 비율은 전체 31개교 중 23개교로서 약 74%를 차지한다. 그리고 서울소재 대학이 21개

교로 약 68%를 차지한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설립별, 지방별, 성별 학교수 및 학생수, 교

원수의 비율을 알아보자.

<표 3> 설립별ㆍ지역별ㆍ성별 고등교육기관 현황(1947년 12월말 현재)

자료 : 조선은행조사부, 1949 : Ⅳ-221 근거로 재작성

학교 교수 학생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설립별

국 4 12. 5 977 48. 5 8,007 38.6
공 4 12. 5 184 9. 1 742 3.6
사 23 74 853 42.4 11,980 57.8
계 31 100 2, 014 100 20, 729 100

지역별

서울 21 68 1, 682 84 18,639 90
지방 10 32 332 16 2,090 10
계 31 100 2, 014 100 20, 729 100

성별

남(공학) 28 91 1, 993 99 17,327 84
여 3 9 81 1 3,402 16
계 31 100 2, 014 100 20, 729 100

설립별로 보면 사립 고등교육기관은 학교수의 74%를 차지하고, 교수수의 42.4%, 학생수의

57.7%를 수용하고 있었다. 학교수에 비해 학생수, 교수수의 비율이 낮은 것을 보면 사립학교는

소규모로 운영되었고, 교수 1인당 학생비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또 지역별로 보면 고등교

육기관은 학교수의 68%, 교수수의 84%, 학생수의 90%가 서울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편중

현상이 심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편중은 극심하여 대학이 남녀공학으로 운영되었어도 교수수

의 1%, 학생수의 16%만이 여교수, 여학생이었다. 결국 서울중심, 사립중심, 남자중심의 고등교

육기회 제공 및 확대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런데 <표 2>에 나타난 학교의 신설 및 승격은 문교부의 인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당시

대학설립의 열기를 충분히 보여주기에는 부족하다. 문교 당국은 학도들의 향학열을 이용하여

학교를 영업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원 모리배들이 유령학원을 만들어 횡포를 일삼고 있는 것을

경계하면서 1947년 후반부터는 학교 상황을 조사하여 수시로 발표함으로써 그 폐해를 막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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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서울신문 : 1947. 10. 17; 동아일보 : 1947. 12. 16)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인가 받지 않

았거나 인가 받을 수 있는 제 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채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많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1947년 후반의 한 언론에서는 문교부의 발표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미인가 학

교의 규모가 적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배움에 불타는 학도를 상대로 하여 문교당국의 정식인가도 없이 소위 사설 전문대학원의 간판을 붙인

학원이 범람하여 교육계에 적지않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음에 비추어 문교당국에서는 방금 조사를 촉진중

이거니와 현재 서울시내에 문교부의 정식인가를 받은 학교는 최근의 한국대학원을 추가하여 27교 밖에 안

되며, 소위 전문대학의 간판을 내건 부정학원이 14교나 된다고 한다.(동아일보 : 1947. 11. 1)

위 기사에 의하면 당시 운영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2/ 3만 인가 받은 상태였고 1/ 3은 미

인가 상태에서 학생들을 모집하여 수업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최소한으로 말한다하더라

도, 미인가 학교를 포함하여 미군정기 3년 동안 30개교 이상의 사립 고등교육기관이 설립, 운

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과연 대학 설립 붐 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전례 없는 대학 설립 열기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대학 설립 열기가 일어났는가? 특히 왜 사립대학 중심으로 설립 열기가

나타났는가? 미군정의 한 미군인 관료는 이 기묘한 현상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투로 다음과 같

이 말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돈을 새 인문계 대학 설립을 위한 기금에 기부하였다. 하

지만 관공립 대학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문교부는 왜 시민들이 정부의 편에 서지 않고, 재정적 지원

을 매우 필요로 하는 새로운 교육기관의 설립을 돕는지 의아해 했다. 일제시대에는 사립학교는 박해

받았으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관공립 교육기관은 싫어했다. 지금 그들은 국가 기구 같은 모양의

관공립 교육기관을 싫어하고 그들을 돕고자 원하지 않는다. 관공립 교육기관 혹은 대학은 시민들에

의해 지원되지 않으며(Interview with Dr. Edwin Miller, Bureau of higher Educ, 16 January 1948:

정태수, 1992: 603)

즉 정부주도의 관공립학교를 두고 굳이 사립학교 설립을 위해 기성회를 만들고, 여기에 거

액을 투자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그 원인을 아마 일제의 영향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닌게 아니라 해방된 나라에서 나라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국립학교를 세워달라는 청원

은 많지 않았다. 조선한의사회에서 한의사에 대한 정당한 처우를 해달라는 것과 함께 한의학 전문

대학을 설립하여 국영으로 운영해달라(동아일보, 1946. 4. 19)는 청원 정도뿐이었다.

결국 미군정기는 대학 설립 열기 특히 사립대학 설립 열기가 왕성하였고, 미인가학교까지

포함한다면 30여개교의 사립 고등교육기관이 운영되었다. 이로 보아 미군정기의 급속한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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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회 확대는 사립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시기에 다수의 사립

대학 설립이 가능했던 배경은 무엇일까? 우선 일제가 고등교육 기회제공을 억제한데 비해 미

군정은 고등교육기회 제공에 적극적이었고 특히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장

려하거나 혹은 방임했기 때문이라는 등의 미군정의 정책요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다

음 장에서는 미군정의 사립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Ⅲ. 미군정의 사립대학 정책

미군이 진주하여 본격적인 문교업무를 시작한 것은 1945년 9월 11일이다. 하지만 미군이 진

주하기 전인 1945년 8월 29일, 한국점령을 담당한 제24군단 참모차장 스트로셔(Kenneth C.

Strother)는 각 사령부 앞으로 군정의 전반적 목적 및 각 부분의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여, 초

등학교 이외의 학교는 일단 폐쇄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의 지시 가운데 교육분야에 관한 지

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교육행정기관의 관리통제

2) 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교육기관의 폐쇄

3) 모든 교육관계자의 자격심사

4) 연합국군최고사령관 및 본 군단 사령관의 정책 및 지시에 기초하여 커리큘럼 개정

5) 미션계학교, 대학의 재개 및 설립에 관한 조사(Annex 7 to FN 55 Military Governmemt 육

군성기록 CAD file; 孔秉鎬, 1999 : 57 재인용)

이 명령에 따라 라카드는 학무국 업무시작 이후에도 중등학교 이상의 각급학교에 대해서는

재개교를 지시하지 않고 유보해 놓았다. 당시 남한의 중등학교 이상의 각 학교는 하기 방학으

로 수업은 없었지만 일상적 업무마저 하지 않을 수는 없었는데,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대한

재개교 유보상태는 이후 학교재개에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초대 경성대학장을 지낸 크로프츠마

저 미국측에 의한 첫번째 실수는 초등교육기관 이상의 모든 교육기관을 폐쇄하도록 한 명령이다.

일본에서는 모든 대학의 운영이 지속되었는 데, 역설적이게도 한국에서의 대학은 폐쇄되었

다 (Interview with Lt. OMR. A. Crofts, U.S.N .R., Foreign Affairs Section, MG, 21 January

1946; 정태수, 1992: 569)며 초기 재개교 유보 지침은 미군정의 실수였다고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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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 대한 최초의 미군정 방침은 1945년 9월 18일 학교 개교에 관한 군정장관 포고에

서 드러났다. 이 포고는 흔히 군정청 일반명령 4호로 불리우는데, 신교육에 대한 지침으로 해

석되었으며, 1945년 9월 28일에는 군정 법령 6호로 개정되어 공포되었다. 사립학교에 대한 해

당 내용은 전조선의 초등학교는 9월 24일 개교한다. 사립학교는 학무당국의 인가를 얻은 후

즉시 개교할 수 있다. 인가신청서에는 교명, 위치, 직원조직표, 설립자 씨명, 예산표, 교과과정

표, 생도 수용수 등을 기재할 것을 요한다. 단 이상과 같은 것은 기존학교에 한하고 허가없이

신설 확장하는 것은 부인한다. 전조선 학교교육의 교수용어는 조선어로 한다. 중등이상의 공립

학교의 개학은 추후 지시하며 사립은 인가를 얻어 개교한다. 중등이상의 교원은 도 학무당국

에 등록을 요한다 (매일신보 : 1945. 9. 18)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미군정은 사립학교 일반에

대한 정책의 기조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인가 후 개교와 학교운영 상황보고, 교원 등록, 신

설 금지로 요약되는 이 조치는 미군정 역시 사립학교에 대한 통제정책을 처음부터 정책기조로

상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군정이 초기의 고등교육기관 재개교 유보방침을 변경하여 재개교를 허락한 것은 1945년 9

월 28일의 일이다. 이날 미군정청은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 개교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여 10월

1일 개교하도록 지시하였다. 담화의 내용 중 고등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중등학교 이상의 관공립학교는 10월 1일부터 재개함.

2) 중등학교 교원 희망자는 희망교, 희망 담임학과를 상세히 기록하여 교원 채용 희망서

에 이력서와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도학무과에 제출할 것.

3) 전문학교 교수 희망자는 교장에게, 대학 교수 희망자는 각 학부장에게 위와 같은 수

속을 하여 지원할 것.

4) 중등학교 이상에 재학하였던 학생 가운데서 타 지방의 같은 종류의 학교에 전학을 희

망하는 학생은 전학수속을 할 것.

5) 외지 유학중에 있는 학생은 같은 정도 학교의 상당한 학과 학년에 학력을 검정한 후

편입함, 각 학교는 이에 따라 각 학과와 학년별로 모집한 인원 수효를 신문 등을 통

하여 또는 그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광고하여 희망 학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

6) 일본인과 공학이던 각 중등학교와 전문학교, 대학에 1학년에 한하여 그 전 일본인 학

생 수효 이내의 인원학도를 신규로 모집한다. 사범학교에 관하여서 만은 국민학교 고

등과 2년생을 사범학교 심상과 2년생으로 편입함.

9) 전문학교와 대학은 당분간 그 전의 과정을 참고하여, 교장 혹은 학부장의 지시에 따

라 교수함(매일신보 : 1945. 9. 30)



미군정기 사립대학 설립과 고등교육기회의 확대 16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의 내용은 관립학교에 대한 지침이지만 각 사립 전문학교도 앞의 9월 18일의 지침내용과

연결하여 재개교를 서둘렀다.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가 제일 먼저인 9월 28일 교수진을 정비하

고 재개교를 실시하였으며 이화여자전문학교 역시 10월 1일부터 편입생 모집을 발표하여(자유

신문: 1945. 10. 10) 재개교를 서둘렀다.

그런데 몇몇 전문학교들은 개교와 동시에 대학으로의 승격을 열망하고 대학으로의 승격을

추진하였다. 예를 들면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의 경우 1945년 10월 22일 동창회를 열고 대학

승격문제를 토의, 전원의 찬성으로 승격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승격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

은 예산액 3천만원을 목표로, 1천만원은 동창회가 부담하고, 1천만원은 이사회와 교수회 및 일

반사회 유지자의 의연에 의지하며, 1천만원은 미국의 각 재단과 유지로부터 의연을 받을 것이

라는 계획을 세우고 발표하였다.(매일신보 : 1945. 10. 25) 이러한 대학승격 움직임은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만이 아니라 이화여자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명륜전문학교 등에

서도 전개되어, 각 학교는 재개교 직후부터 대학 승격과 종합대학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

었다. 이러한 사립 교육기관의 움직임에 직면하여 학무국은 학교들은 이전보다 더 상급의 학

교로 개교를 원한다. 예를 들면 전문학교는 대학으로 (Summary Activities for Week Ending

29 December 1945(1945.12.30); 정태수, 1992 : 280)라고 현상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1945월 10월 21일 전문학교의 대학 승격 및 대학 신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일단 보류조치를

내리고, 추후 연구 후 방침을 결정할 것을 언명함으로서 대학 승격과 설립에 관해 다시 한번

유보정책을 취했다.

사립학교의 승격문제에 있어서는 표준교육제도 기타 약간의 고려할 점이 있다고 하여 학무국장

라카드 대위는 21일 다음과 같은 방침을 발표하였다. 일정한 표준교육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설

사립학교는 학무국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정도 이상으로 승격할 수 없게 되었는데 새로운 종류의

승격인가에 대하여는 학교별 또는 일반적으로 교육제도를 연구하여 방침이 결정될 때까지는 보류하

기로 하였다(매일신보 : 1945. 10. 23).

미군정은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대학 승격 요구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보류를 결정하

고,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미군정내에 3인으로 구성된 고등교육기준위원회(Committee of

Standard in Higher Education)를 결성하였다. 여기서는 미국과 유럽의 학문기준과 유사한 기준

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Summary Activities for Week Ending 29 December

1945(1945.12.30); 정태수, 1992 : 282)고 한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여타의 기록자료

가 없을 뿐만아니라 구체적 정책안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서구와 비슷한 대학 기준의 적

용을 채택하기로 한다는 원칙만 세웠을 뿐, 구체적인 정책은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대학 승격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토의는 1945년 11월 14일 조선교육심의회가 결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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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난 이후이다. 조선교육심의회에서는 전문학교, 예과를 폐지하고 고등교육기관은 4년제의 대

학으로 단일화한다는 안을 내놓았고, 학위에 대한 규정과 대학에 대한규정을 정하고, 기존의 각 관

립 전문학교의 대학 승격을 결정하였다. 또 문교부 고등교육분과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고

등교육에 관한 임시조치를 발표(1946년 4월 26일과 6월8일)하였는데, 1945년 6월 8일에 발표한 고

등교육제도에 관한 임시조치안에 부기의 형태로 현행 사립 각종 전문학교로서 신제도에 의한 대

학에 승격코자 하는 학교는 상기(上記) 현행 국립 각종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임시조처에 준거하여

실시함을 요망함 (동아일보 : 1946. 6. 10) 이라고 명기하여 사립 고등교육기관도 이 조치에 따를 것

을 권장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사립 전문학교는 대학으로 재인가 받는 절차를 거쳐 관공립 전

문학교와 동일하게 대학으로 승격하도록 하였다. 즉 관공립 전문학교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전문학

교는 대학의 전문부라는 별도의 과정으로 설치되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학부는 전문부 졸업생을

순차적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별도의 편입생을 받아들여 구성하도록 하였다.3)

사립 전문학교의 대학 승격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자 전문학교로 인가 받았던 각 학교들은

대학으로 승격 인가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최초로 (종합)대학으로의 승격을 인

가 받은 것은 1946년 8월 15일의 일로, 이화여자대학교, 연희대학교, 고려대학교가 같은 날짜

에 각각 종합대학교로 승격하였다.

대학으로의 승격과 설립을 인가 심사하기 위해서는 인가의 지침이 될 기준, 즉 대학으로의

승격 및 신규 설립에 관한 확고한 기준이 먼저 작성되어야 한다. 미군정은 대학설립 및 인가기

준을 작성하여 인가의 지침으로 삼으려고 노력하였으나 미군정기 동안에는 끝내 대학 설립 기

준4)을 작성하지 못하였다. 다만 몇 가지 임시적 조치안5)을 정하여, 이에 따라 인가를 행하였

다. 임시적 조치안은 1946년 12월 3일에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교수자격의 표준, 대학의 명

칭문제, 필요한 재정규모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학의 명칭과 재정규모에 대한 기준

을 보면 아래와 같다.

* 대학명칭

1) 대학교 : 3개 이상의 분과대학을 종합한 것

2) 대학 : 인문 혹은 자연과를 단위로 한 단과대학

3) 대학관 : 주야를 불문하고 입학자격은 고등중학 졸업정도로서 수업연한 2개년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정규대학으로 인정할 수 없는 대학정도의 기관

4) 학관 : 주야를 불문코 입학자격은 고등중학 졸업정도로서 수업연한 1년 혹은 1년 미

만의 고등학술 강습을 칭함

* 재정규모

기본자금으로서는 대략 기존기관에는 5천만원, 신설에는 1억2백만원이 필요하며,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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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설기관 운영에 필요한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신설에는 대략 배액을 요구한다.

1) 야간 인문대학 기설 38만원

2) 야간 자연과학대학 64만원

3) 인문 단과대학 2백만원

4) 대학(인문ㆍ이학부) 2백만원

5) 대학교(인문 삼학부) 4백만원

6) 자연 단과대학 5백만원

7) 대학 (인문 1학부, 자연 1학부) 6백만원

8) 대학교(인문 2학부, 자연 1학부) 7백만원

9) 대학교(인문 1학부, 자연 2학부) 8백만원

10) 대학교(자연 3학부) 9백만원(조선일보 : 1946. 12. 3)

위의 기준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대학의 명칭을 대학교, 대학, 대학관, 학관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대학은 4년제로 단일화한다는 방침을 현실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서 2년제 혹은 1년제 고등교육기관도 인정하되 명칭을 대학관 혹은 학관으로 한다는 것으로

완화시키고 있다. 이 조치는 4년제 대학으로의 단일화라는 대방침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현실

적으로 대학에 걸맞는 교육을 할 수 없는 제 기관도 인정해 주는 타협조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 교수자격기준이나 기본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한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만 수업연한의 장

단에 따라 학교의 등급과 명칭이 정해지게 되어있어 사실상 이 두 표준은 대학설립 및 인가기

준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대학의 종류 즉

수업연한과 학과 설치 수 및 학생 정원에 따라 인가할 대학의 수준(등급)을 미리 정해놓은 다

음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위의 임시조치안의 내용은 현존하는

제 고등교육기관 특히 사립기관6)을 현재의 수준 그대로 인가해주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었다.

흔히 대학설립 기준에 관한 임시적 조치안들이 대학 설립 열기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설립 및 승격 기준의 규제력은 실제에 있어서 너무나 미미하여 미

군정기의 고등교육정책은 사립 고등교육기관 설립 열기를 제어하지 못하였다. 사실 미군정 학

무당국자들은 엄격한 기준을 두어 사립 고등교육기관 설립열기를 제어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였다고 하는 편이 옳을지도 모른다. 문교부장이었던 유억겸은 당시의 대학설립 열기에 오

히려 감격하고 있었고, 국가가 못하는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해방이 되자 우후죽순과도 같이 대학설립기성회를 각 시도에서 조직하여 그 설립인가서가 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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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쇄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무감정적일지 모르나 그 당시에는 매우 감

격적이었다. 왜냐하면 일제의 압박아래 36년 간 우리말도 쓰지 못하고 우리 글도 쓰지 못하고 우리

역사도 배우지 못하다가 이제 그 철쇄가 단절되어 우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고 또 교육

을 받을 수 있다는 감격이었으며 또 일제하에 온갖 압박과 착취를 당해 가면서 푼푼히 축재한 존귀

한 현금과 토지를 해방된 조국의 민족교육을 위하여 투척하는 그 성스러운 심정에 대한 감격이었다.

(중략) 유지들이 淨財를 갹출하여 우리 손으로 우리 교육기관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국가가 못할 바

에야 어떻게 억제하겠느냐, 시작이 반이니 시작만 해놓으면 교육기관 경영자인만큼 양심적으로 육성

할 것이다.(한국교육십년사간행회, 1960 : 94)

조선교육심의회 고등교육분과에 위원으로 참석하였던 백남훈 역시 고등교육분과의 활동을

회상하면서 사립학교 설립을 규제하기 위해 몇 가지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

다는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학교를 新設할 때에 어떠한 제한을 두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총독부 당국은 私立 高等普通學校

를 설립하려면 50만원의 財團法人이라야만 한다는 매우 어려운 제한이 있었던 까닭에 학교 설립은

생각지도 못한 쓰라린 경험에 비추어 아무런 제한도 둘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학교

를 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제한을 두었지만 우리는 잘 경영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의 제한을 두

는 것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면서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였다.(백남훈, 1968 : 223)

미군정은 대학 설립 및 승격 기준의 강화로 사립학교 설립 및 대학으로의 승격을 규제하고

자 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고 사립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방향으로

설립 기준을 작성하고자 했던 것도 아니었다. 다만 인가기준의 엄격한 설정 및 적용보다는 인

가권을 문교부가 장악하고 인가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인가정책 자체가 사립학교 설립 및 승격

을 제어했을 가능성은 있다.

사립학교에 대한 인가정책은 1945년 9월 28일 법령 6호에서 성문화되었던 것으로, 그 시행

은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인가받지 못한 사립학교에 대한 폐쇄 조치가 그 한 예이다. 1946년 3

월 4일 경무국에서는 보안과와 각 경찰서에 무허가 학교폐쇄 명령을 내리면서, 사립학교는 허

가가 있는 대로 재개할 수 있어 사립학교의 인가 신청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얻지

않은 채 사사로이 운영하고 있는 부정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러한 사설학교는 곧 폐쇄시

키는 동시에 또한 앞으로 적발되는 대로 폐쇄는 물론 교과서와 교원, 학생의 명부를 몰수하기

로 하였다 (서울신문 : 1946. 3. 10)고 폐쇄조치 시행의 사유를 말했다. 이 시행방침은 곧바로 3

월 19일 법정학교의 폐쇄조치로 실현되었다. 법정학교의 사례는 미군정기 사립학교 통제의 상

징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해방이후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

되므로 여기서 조금 상세하게 다루어 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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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학교는 법정학교측의 설명7)에 의하면, 1910년에 창립하여 법정 경제 계통의 전문과목을

교수하여 왔고, 1944년 전시비상조치에 의해 법문계통 전문대학 폐지통합령이 공포된 이후에

는 80명 내외의 학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해방 후 일인 교원이 횡령한 재산을 되찾기 위해

적산처리에 관한 군정법령에 따라 횡령한 공금의 대상(代償)으로 재단토지를 적산처리 대행업

체인 기계화국방협회 조선본부와 문서계약으로 무상 양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돌연 3월 19

일에 3월 23일 오후 4시까지 학교 인가 서류와 교사 사용 인가 서류를 제출할 것과 만약 그렇

지 않으면 3월 25일부터 수업을 정지시키고 학교를 폐쇄시킨다 는 요지를 전달받게 되었다. 법

정학교로서는 교사 사용에 관한 정당한 계약을 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가서류를 제출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폐쇄를 명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파악, 이에 대응하였으나

결국 폐쇄당하고 말았다.

미군정 당시 대부분의 공사립학교들은 교사가 미군에게 접수되어 사용되고 있는 형편이었

고, 신설 학교들은 적당한 교사를 미리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교사는 수시로 변경되기 일쑤였고 안정된 교사를 준비하고서 인가 받기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게다가 당시 신설학교가 교사로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은 대부분 일제

가 물러가면서 남겨놓은 것들로, 소위 적산처리 대상의 장소들이었다. 적산처리과정에서의 잡

음으로 인해 미군정 당시 교사사용 문제가 빈번한 쟁송의 대상8)이 되었던 것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런데 유독 법정학교에 대해서만 교사 무단 점거 사용이라는 명목으로 폐

쇄를 명하기는 설득력이 미약했다.

다음으로 법정학교 인가 신청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법정학교를 미인가 받은 학교라고 해서

폐쇄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였다. 당시 인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도 많았

으며, 흔히 유령학원 이라 불리는 교육기관의 다수 존재를 문교당국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교당국이 법정학교 폐쇄를 단행한 것은 특정한 방식으로 사립학교

에 대한 통제를 하고자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그 특정한 방식의 통제란 법정학교측이 설명

하는 법정학교의 불인가 과정을 보면 잘 드러난다.

법정학교는 학교재개를 시작한 다음 군정청 학무국을 방문하고 학교수업 재 개시에 관하여

문의, 그 결과 종래 존속하였던 학교가 수업을 재 개시할 때는 간단하게 수업을 재 개시한다는

서류제출만 하면 된다는 방침을 들었다고 한다. 따라서 1945년 11월 1일부로 군정청 학무국

전문교육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그 후 전문교육 계장 박종홍9)으로부터 서류 보

완 지시를 받고 1945년 12월 5일과 9일에 완비된 서류를 제출하여, 학무국 차장 오천석으로부

터 구두인가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며칠후 인가문서를 찾으려 갔을 때에는 국장이 회의중

이라든가 바빠서 결재할 여유가 없다는 등의 구실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유억겸 학무국장의

취임 이후에 인가 심사에서 각하되었다고 인가신청 결과를 통고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불인



168 아시아교육연구 4권 1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의 표면적 이유로는 현 교사 사용이 불법침입이고 또 하나는 학교가 무허가라는 것을 들었

지만 구체적으로는 학교의 교수진용과 이사진이 불량하며 학교 강의 내용에 불온한 점이 있는

것, 조선공산당과 관계있는 정태식씨가 강사로 나오고 있고, 학교 개학식에 적기를 달았다는

것 등을 문제삼았다고 한다.

즉 법정학교 폐쇄는 교육환경적 조건의 미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의 교육내용

과 학교운영에 관한 통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법정학교 폐쇄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자 군정장관도, 문교부장 유억겸도 시인하는 바였다. 러치 군정장관과 유억겸 문교부장은 법

정학교 폐쇄문제에 대해 각각 법정학교가 재정적 구조를 고치고 유자격 교원을 채용하고 정

치적 색채를 없애면 재 개교를 허락하겠다 (서울신문 : 1946. 4. 10)거나 수속의 불비, 설비의

부족은 제2차 3차의 문제다. 만일 학생들을 장래 법률가로 만들만한 교육을 하지 않을 것 같으

면 개교를 절대로 허가하지 않겠다. 문교부는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수를 하지 못할

학교는 단연코 인가치 않을 방침이다 (서울신문 : 1946. 4. 11)라고 교육내용과 운영에 대한 통

제 사실을 시인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재원과 시설 및 교수 부족, 학생의 정원초과 모집 및 미인가 학과의 운영

은 미군정기 만성적인 문제였고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이었음에도 불구하

고 이 부분에 대한 문교당국의 지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인가제도의 실시는 1946년 3월의 법정학교 폐쇄에서 드러나듯이 사립학교에 대한 통제의 의

미를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사립학교에 대한 인가제도가 통제의 의미로 비추어지자 라카드는

인가제도는 공교육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조치라면서 해명을 시도하였다.

사립학교의 인가제도에 관해 라카드 학무국장은 오늘 인가 받지 않은 사립학교는 폐쇄한다라는

발표 이후에 몇몇 한국인들은 사립학교 인가를 요구하는 정책이 민주주의적 원칙에 부합하는가에 대

해 의문을 제시했다. 군정은 그러한 정책이 민주주의적이라고 믿는다.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재정이

불충분하여 적절한 교수진을 갖추지 못하고, 또 학교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봉사한다라는 원리에 무

관심한 사람들로부터 공교육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였다.(Education: Press

Releases, RG332)

라카드의 해명은 인가제도가 통제가 아니라 보호에 의미를 준 제도라고 역설하고 있다. 하

지만 이는 현실에 있어서는 인가제도가 통제로 작용하고 있음에 대한 문제제기의 목소리를 역

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사립대학에 대한 설립 인가제도는 미국에서 1900년대 초 대학이 난립하고 학위가 남발

되자 대학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시작된 제도이다. 대학이 자신들의 연합체

를 만들어 회원을 평가 관리하도록 하는 일종의 집단적 자기규제방식인 인가제도는 설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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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제대로 적용한다면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

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인가제도의 실시에 있어서 인가권한을 고등

교육기관 연합체나 전문가 집단에 줄 때 본래의 의도에 충실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고등교육에

대한 관료적 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인가권한을 문교당국 혹은 관료들에게 준

다면 인가제도는 고등교육, 특히 사립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관료통제를 강화시키는 장치로 작

용하게 된다. 게다가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관료들이 자의적으로 기준을 작성하고 온정적으로

적용한다면 고등교육 부실의 원인이 되기 쉽상이다.10)

미군정기의 고등교육 정책은 자유방임 정책이었고, 그 정책으로 인하여 사립중심으로 고등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교육의 질적 저하가 일어났다(김종철, 1979 : 48-50)는 주장은 재고의 여

지가 있다. 미군정 문교당국은 사립대학 인가제도의 실시와 인가권의 장악으로 사립대학에 대

한 통제를 제도화시켜 놓았다. 결국 미군정의 사립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책은 현 상태를 유

지하는 수준에서의 학교운영을 인가해준다는 것으로, 인가기준의 설정 및 적용에 있어서는 사

립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을 규제하는 것도 권장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문교당국이 인가권

을 장악하고, 인가 행위를 통해 사립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방임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지원없는 통제(No support but control)정책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의 대학 승격 및 대학 설립인가 과정의 특징을 정리해봄으로써, 토지개혁

을 우려한 지주들의 기부 혹은 이해집단의 기득권 유지 노력 등이 대학 설립을 조장하는데 어

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인가정책이 사립대학 설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자.

Ⅳ.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대학 승격 및 설립 인가과정

사립대학으로 승격되거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우선 사립대학은 재단법인이어야 한다는 대

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재단법인 설립은 설립허가 신청서, 설립 취

지서, 기부행위 정관, 재산목록, 재산의 가격조서, 재산의 수입조서, 재산의 기부증서 및 권리

증명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설립자의 이력서와 신원증명서, 이사 및 감사의 이력서와

신원증명서 및 취임 승낙서 등을 갖추어 문교부 고등교육국에 접수시켜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 설립내용을 법원에 등기하면 완료된다. 대학설립 인가는 학교명칭, 설치 단과

대학과 학과의 종류, 학칙, 교지(校地) 및 교사(校舍)현황, 각 단과대학 학생 정원수, 전임교원

명단, 수업 개시일, 소요경비 및 유지방법에 관한 계획서 등의 서류를 재단 설립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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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성균관대학교 교사편찬위원회, 1998 : 313) 재단법인 허가서와 대학설

립 인가서는 동시에 배부되었으므로 재단법인 설립 허가는 실제로 대학설립 인가와 동일한 의

미로 해석되었다. 그러므로 대학 승격 및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 구성이 가장 선

결과제이고, 재단법인 구성은 재단의 기본자금과 운용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관건이었다.

각 학교가 인가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문교부는 인가 신청된 서류를 심사하여 대학교, 대학,

대학관, 학관으로 인가를 해주거나, 서류 보완을 지시하여 재 신청하도록 하거나, 인가를 유보

하기도 하였으며, 아예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각 사립학교가 대학으로 승격 및 설립인가 받는 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 3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대학 승격 및 설립인가 여부는 대학당국자와 미군정 행정당국과의 친분관계

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대학 설립인가가 아주 순로롭게 진행된 예로서, 연희대학교, 고려

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을 들 수 있다. 대학 승격이 순조롭게 진행된 이유를 추측해 본다면

교육시설이나 내용면에서의 준비정도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대학당

국자와 미군정 문교당국과의 친분관계에 기인했다. 연희대학교에서 대학 설립 인가 업무를 담

당하여 추진한 접수위원회 위원은 이묘묵, 김윤경, 조의설, 김성권, 백낙준, 유억겸, 이춘호였고

재단이사장은 당시 미군정청 광공국장이었던 언더우드(한국명 : 원한경)였는데, 이들은 모두

미군정청에 깊숙히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고려대학교 역시 학무국에 깊숙이 관여했고

미군정장관 고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던 김성수의 이름으로 대학 승격을 인가 받았다. 이화여

자대학교 또한 미군정청과의 친분관계, 김활란의 능숙한 영어사용 및 사교술에 힘입어 교사가

미군의 병원으로 사용될 위기를 극복하였고, 비교적 쉬운 설립인가 과정을 거쳤다. 동아대학의

경우는 설립자 정기원과 도 학무과 미국인 군정요원과의 친분관계로 인해 중앙 학무국과의 협

의 없이도 대학 설립인가를 받았다. 지방에서 승격 및 설립인가를 받은 여타의 대학들도 다소

의 차이는 있지만 학무국 혹은 지방 군정청과의 친분관계는 필수적이었다. 그래서 군정시대에

는 소위 교제만 잘하면 대학인가 맡기가 다른 나라의 중학 설립 인가보다도 더 쉬운 것(동아

일보 : 1948. 10. 17)이었다고 할 정도로, 학교관계자들과 미군정청과의 친분관계는 설립인가

과정에 막강한 힘으로 작용했다.

둘째 대학 설립과 승격에서 지주들의 토지 기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당시 문

교차장과 문교부장을 역임했던 오천석이 후일 대지주들이 그들의 토지를 대학설립의 기본자

금으로 기부하는 일이 성행했다 (오천석, 1963 : 157)고 회고하고 있는 것처럼 다수 지주들의

기부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단

금 조성 내역을 밝히고 있는 각 학교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지주 개인들의 토지기부가 학교

승격 및 인가를 위한 재단금 조성에서 결정적 요소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그들이

토지개혁을 두려워하여 대학에 기부하였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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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립 고등교육기관 재단금 조성 내역자료

1. 연세대학교백년사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 백년사 1권, 1985 : 333-348
2. 고려대학교90년지편찬위원회, 고려대학교 90년지 , 1995 : 293-294
3. 70년사편찬위원회, 동대 70년사 , 1981 : 60-61
4. 성균관대학교교사편찬위원회, 성균관대학 교육백년사 (천), 1998 : 310-322
5. 중앙대학교80년사편찬위원회, 중앙대학교 80년사 , 1998 : 146-148
6. 대구대학개교20주년기념간행, 20년 약사 , 1966 : 10- 14
7. 조선대학교사편찬위원회, 조선대학교 오십년사 , 1997 : 50-60
8. 국민대학30년사편찬위원회, 국민대학 30년사 , 1976 : 68-69, 80-96

학교명 조성 내역

연희대학교

재단 기본금, 422, 439달러(1달러 50원, 2천100만원)
재단 미송금이자, 약 10만달러(500만원)
동문회 기부, 30여만원
하원준 기부, 시가 3, 565만원 상당의 토지(2, 112,400평)
익명의 학부형 기부, 50만원
김희준 기부, 책 5000권
학교기물 평가액 200만원

고려대학교

기본재산, 보성전문학교 재산 흡수
종암동 농지 2만평 구입
학교근처 부지 55만평 불하 받음
김연수 기부, 200석 토지
이활 기부, 1,200석 토지
소병곤 기부, 700석 토지
김상만 기부, 500석토지

동국대학

기본재산, 혜화전문학교 재산
조계사 기부, 23,978평 대지 및 목조건물 7동 618평
남한각지의 사찰 기증, 200만평 토지
남한각지의 사찰 기부, 전국사찰림의 2할(16, 311정보)

성균관대학
기본재산, 전국 향교 소유 재산 수입의 2할을 기증받기로 함.
이석구 기부, 1천석 토지
재단법인 선린회 기부, 답529,254평 및 전6, 165평

중앙대학

기본재산, 중앙여자전문학교 재산 34,332, 500원
임영신 교장 출자, 63,356, 700원
애니 머어녀 파이퍼어 재단 기부, 30만달러(1천5백만원)
한미친선재단 기부, 100만달러(5천만원)

대구대학

기본재산, 정해봉 외 경상북도 유지의 성금 1천만원
이호상 외 유지의 토지 985만천평
최준외 기증, 장서 7,800권
*설립 당초의 다액 기부자 명단

정해봉, 현금 860만원 및 토지 236, 721평 최준, 현금 40만원 장서 5천권
김봉은, 현금 30만원 김경곤, 현금 50만원
이정우, 현금 100만원 배선규, 현금 10만원
경북향교재단, 현금 100만원 전세덕, 현금 100만원
이상호, 전답 189, 237평 이상열, 전답 및 기타 780, 195평
추병화, 전답 42, 523평 김석주, 임야 129정보
안주홍, 전답 53,679평 이유득, 임야 1, 050평
서치균, 전답 31,343평
의성군수, 현금 11만원(10만원이하 기부자 생략)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7만 2천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10, 541, 116원

국민대학
최범술(조선불교중앙총무원 부장), 해인사의 사찰재단 모두 기증 약속,
구 체신요원양성소 자리(3동의 목조건물 및 운동장 약천평) 사용허가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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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를 보면 연희대학교의 경우 대학 승격시 다른 학교보다 특정 개인으로부터 대량의

토지를 기부 받았다. 그러나 연희대학교의 경우 재단의 기본재산과 미송금 이자 및 여타 조성

금이 있었음으로 개인의 토지 기부가 차지하는 역할을 과대평가 할 수 없다. 또 각 학교의 개

인 다액 기부자들의 면면을 보면 개인소유의 재산이라기보다 단체소유의 재산을 교육사업에

쓰도록 한 것이고, 재단관련자의 추가 출연이었다. 특히 지방 신설대학의 경우 지역 유지 및

지역민들이 대거 참여, 십시일반으로 토지, 현금, 장서 등을 공동출자하여 대학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대학 승격 및 설립인가에 필요한 재단법인의 구성에 토지개혁을

우려한 지주들이 적극적으로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사립대학이 많이 설립될 수 있었다는 주장

은 재고의 여지가 많다. 당시 토지 이외에 기부할 수 있는 자산이 다양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

역유지 대부분이 그들 소유의 전답 및 임야를 기부하였다고 해서 토지개혁을 우려하여, 또 기

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주들이 사립대학 설립에 나섰다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다.

차라리 대학 승격 및 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성금, 교사 및 교지 확보에 적산의 이용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대학의 경우 재단의 내실이 없고 교사마저 준비 안된 상태에서 군정

장관의 협조하에 적산 가옥을 교사로 사용할 수 있게됨으로써 학교운영이 가능했다. 또 고려

대학교의 경우 학교 인근의 55만평에 해당하는 토지를 불하받아 대학승격 및 대학운영의 기틀

을 마련하였다. 성균관대학과 동국대학 역시 일제 패망이후 관리가 모호해진 사찰 재산 및 향

교 재산을 군정청 및 종단과 협의하여 사용하기로 함으로서 승격이 가능했던 대학이다. 국민

대학의 경우처럼 조선불교중앙총무원 총무부장이 개인 임의로 자기 관리하에 있던 해인사 재

산을 전부 대학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의사표현이 가능했던 이유도 재산의 소유 및 관리가 모호

해진 적산의 처리문제와 관련된 사건이었다.(국민대학 30년사편찬위원회, 1976 : 83-86) 국립부

산대학의 설립과정 및 부산에서의 대학설립 운동에서 1945년 가을 부산에 대학을 설립하려는

몇 개의 기성회가 등장한 가운데는 진실로 교육을 이해하는 독지가는 별로 없고, 대학설립을

빙자하여 일본인이 남겨놓고 간 적산을 불하받으려는 의도를 가진 자들도 많았다 (부산대학교

오십년사편찬위원회, 1997 : 12)고 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학승격 및 설립에 있어서 적

산을 이용하려고 했던 시도는 적지 않았다.

한편 대학 승격 및 설립에 대한 각계 각층의 지지 역시 무시할 수 없었다. 신국가 건설에의

희망, 건설을 담당할 인재 양성에 대한 전국민적 기대 및 후원 속에서 특히 조선대학, 대구대

학 등과 같은 지방 사립대학이 설립되었다. 조선대학의 경우 남도 방방곡곡에서 100원의 후원

회비를 내는 대학 설립 회원 7만여 명으로 설립되었다는 것은 대학 설립에 대한 전국민적 지

지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로 대학승격 및 설립 인가에 있어서 인가 서류의 준비 및 인가 절차가 복잡하여 대학

승격 및 설립에 장애로 작용하였다. 인가 서류를 접수하지 않거나 인가서류의 재제출 요구, 인



미군정기 사립대학 설립과 고등교육기회의 확대 17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 지연 등의 인가 준비서류 및 인가 절차의 까다로움은 기본적으로 인가기준이나 절차가 확

정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교당국이 사립대학을 통제하고자 한 측면에 기인한 것이

기도 있었다.

중앙대학, 조선대학, 동아대학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시설미비, 재단 기본금 부족, 서류 불비

등을 이유로 제출서류가 반려되어, 대학으로의 승격 및 설립인가 신청 서류를 여러 번 제출하

여야 했다. 당시 설립인가 절차에서의 까다로움을 조선대학 설립인가 작업에 참여했던 한 사

람은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회고하고 있다.

1947년 초에 나는 대학을 인가 받기 위한 서류를 꾸미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이 서류를 꾸미는

일 자체만도 이만 저만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대학설립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자본금이 있어야 했는데, 우리대학의 경우는 보증 자본금과 이동 자본금을 합해서 6백 9십만

원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학을 허가 받으려면 전제조건이 자본금 외에도 대학설립에 해당하는 평수

를 갖춘 즉 문교부 기준령이 정한 부지와 건물이 있어야했는데, 그래서 본 동지회 집행부는 서둘러

서 옛 부속중학교 건물 1동과 2동을 급하게 목조로 지어놓고 신청서류를 전남도청에서 내준 스리쿼

터에 싣고 짓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교부에 들어가서 실로 어처구니없는 절망적 사

건이 생기고 말았죠. 당시의 문교부 장관은 오천석씨였는데, 이 오장관께서는 조선대학의 설립취지

에 대한 설명을 듣고 크게 감동하면서 인가를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였는데, 실무책임자였던 정준

모 고등교육국장이 접수를 기피하는 소동을 벌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대학설립에 대한 완전무결

한 조건을 갖춘 인가 신청서류가 전국에 40여 건이나 접수가 돼 있어서 곤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옥신각신하다가 그 날의 인가서류 접수는 좌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숙의를

한 끝에, 그의 설득작업에 착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정흥석씨가 그날 밤 개별적으로 정준모 국장댁을

찾아가서 설득을 하였던 결과 다음날 간신히 서류접수에 대한 절차는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뒤 수

차례에 걸친 서류의 보완작업과 그 보완을 원칙으로 하는 숱한 난제들은 사실 피를 말리는 고충의

연속이었습니다.(조선대학교사 편찬위원회, 1997 : 62-63)

위 회고내용에서 흥미로운 것은 완전무결한 조건을 갖춘 인가 신청 서류가 40여건이나 넘

었고, 그것을 이유로 인가신청 서류를 접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서류의 완벽을 요구하

며 서류 재제출을 이유로 인가를 지연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가 신청이 많자 아예 인가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인가권의 행사를 사립학교 통제의 방편으로 사용하

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또한 인가정책에 있어서 인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보다 준비서류의 복잡성이나 절차의 까다로움으로 대학설립의

인가권을 행사하였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설립인가 행위자체가 매우 온정적인 방식으로 이루

어졌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미군정기의 사립학교 정책은 인가권을 문교부가 장악하고 학교를 폐쇄한다거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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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연 혹은 불허하는 방식으로 사립학교 설립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통제정책이었다. 이는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인가라는 형식을 통해 문교당국의 통제를 제도화시켰음을 의미한다.

Ⅴ. 맺음말 : 사립대학 중심 고등교육기회 확대의 의미

미군정기 기존의 사립 고등교육기관은 전부 대학으로 승격되었고 신설의 고등교육기관도

대학으로 설립되어,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가져왔다. 미군정은 사립대학 설립

에 관한 인가정책을 취하고 문교당국이 인가권을 장악함으로써 사립대학에 대한 통제를 시도

하였다. 미군정 문교당국의 인가권 행사는 대학교육을 할만한 조건을 구비했는가 라는 인가기

준의 엄격한 적용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복잡한 서류작성과 서류 재 제출, 인가 지연 등의 절

차적 복잡성에 중점을 두어 온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인가권 행사는 사립대학

에 대한 문교당국의 통제권 확보로 귀결되어버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종래 미군정의 사립대

학 정책의 특성을 방임정책이라고 평가하고 방임정책이 사립대학 설립을 조장하였다고 하는

기존 주장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 미군정기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승격 및 설립인가 과정은 ① 대학승격 및 설립 인가

가 대학당국자와 미군정 행정당국과의 친분관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② 대학 설립과

승격에서 지주들의 토지 기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③ 대학으로의 승격 및 인가

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교사 및 교지 확보에 적산 이용이 높았다. ④ 대학 승격 및 설립은 한국

인 각계 각층의 광범위한 지지로 이루어졌다. ⑤ 복잡한 인가 서류의 준비가 대학 승격 및 설

립 인가를 받는 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 역시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

육기회 확대는 토지개혁을 두려워한 지주들의 기부에 의해 가능했다는 주장의 의미를 재검토

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결론적으로 보면 미군정의 사립대학 정책은 인가제도를 통한 통제정책으로서, 인가기준의

엄격한 적용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문교부의 인가권 행사 그 자체 즉 인가제도 자체가 사립대

학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였다. 문교정책이 사립대학 설립을 방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설립을

조장한 것도 아니었고 지주들의 토지기부에 힘입어 대학 설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

라면, 사립대학 중심의 확장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차후의 과제로 미루고 여기서는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기회 확대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논의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기회 확대 과정에서 미군정 문교당국의 역할을 살펴보면, 미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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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당국은 인가제도를 통해 사립대학에 대한 통제를 확보했다. 또 대학으로의 승격 및 설립

인가 과정에서 까다로운 인가절차를 요구하고, 친분관계에 의존하고 온정적 방식으로 인가권

을 행사하였다. 특히 이념적 지향이 다른 무허가학교에 대해서는 강제 폐쇄를 철저하게 시행

했다. 이 과정에서 미군정 문교당국은 어떠한 정치적 이점을 얻을 수 있었을까?

첫째, 문교 행정당국은 일제시대 억눌렸던 대학 진학열이 해방 후 일시에 표출되었을 때, 사

립대학 중심으로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진학열기를 흡수할 수 있었다. 이러한 대학진

학 열기를 수용함으로써 미군정은 교육기회 확대 제공이라는 명분을 충족시켜 통치의 정당성

을 획득할 수 있었다. 둘째, 한국인들의 대학 설립 열기를 수용, 감당할 인적ㆍ물적 자원이 부

족하고 국가 재정이 허약한 상태에서 사립대학 중심 고등교육기회 확대는 균등한 교육기회의

확대 제공이라는 명분을 국가의 재정적 부담 없이 만족시킬 수 있었다. 셋째, 학교설립 및 운

영을 통해 지배 헤게모니를 구축하려고 하는 다양한 대학 설립 세력들을 미군정 통치권내로

포섭할 수 있었다. 학교 설립 및 운영자들은 정치가, 친일세력, 지주, 관료, 종교집단, 좌익세력,

신흥세력 등 다채롭지만 이들 누구도 해방 후 사회에서 지배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이들에게 대학설립 및 운영의 권한을 인정 혹은 불인정함으로써 그들의 지배적 헤

게모니 구축을 지원 혹은 방해하는 한편 그들을 미군정 통치권내로 포섭하거나 배제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국가형성과 지배세력의 형성과정에서 국가가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계층의

이익 또는 힘의 반영으로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 경제적 기반이 약한 국가가 사회

계층의 상층부 형성을 주도하면서 역으로는 자기 기반을 강화해나가는 한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기회 확대는 미군정 문교당국에게는 사회여건의 불비와 국

가의 재정 허약이라는 현실적 조건에서 교육기회의 확대라는 미군정의 기본방침을 실현하고,

미군정 통치를 정당화하는 중요한 조건의 실현이었다. 또 미군정 문교당국은 학교설립을 통해

지배 헤게모니를 구축하려고 하는 세력들을 포섭하기 위해 대학인가는 해주되, 인가권을 독점

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그들을 통제하에 두었다. 포섭과 통제를 동시에 행하되, 국가재정 지출은

안 하면서 교육기회 확대는 가능한 일거사득(一擧四得)의 조치가 바로 사립대학 중심의 교육

기회 확대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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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ctivities for Week Ending 29 December 1945(1945.12.30).

USAMGIK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Activities(no.31, April 1948).

* 논문접수 2002년 11월 10일 / 1차 심사 2003년 2월 10일 / 2차 심사 2003년 2월 20일

*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미군정기 고등교육 연구 로 2002년 교육학 박사학

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있으며, 관심분야는 동아시아 근현대 고등교육이다 .

주요 논문으로는 개화기의 성균관 연구 , 북한 고등교육의 현황과 특징 , 米軍占領期における韓日の高等敎育

改革に關する比較硏究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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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 of Private College or University and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Opportunity under the USAMGIK

Ka ng , Myung-Sook*2)

Under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from 1945 to

1948, A great number of new and old privat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were authorized

by the bureau of education as a four-year private college or university. This triggered the

expansion of educational opportunity for the higher education under the USAMGIK.

The expansion of chances for higher education based on private schools was not the result of

the non-interfering higher education policy by the USAMGIK. The USAMGIK was, on the

contrary, leading the institionalization of bureaucratic control over private colleges by enforcing

the authorization policy for giving a higher status or an approval to the schools which wished

to become a private college and by granting the approval right to the agency of education.

Most of the schools that were raised to the status of a private college or newly founded

as one were dependent on the close relationship with the administrative agency of the

USAMGIK, use of enemy property or the support from celebrities with power of all classes

rather than a landowner's contribution of its land. Although it' s hard to pinpoint the causes

of the expansion of chances for higher education based on private colleges under the

USAMGIK, the answer is not either the laissez-faire policy of the USAMGIK or land

donation by landowners, for sure.

The expansion of chances for higher education based on private schools was, after all,

used as a means for the USAMGIK to justify its control over the country as the national

enthusiasm to receive higher education that was exploding after Korea's taking back its

independence from the Japanese was absorbed by the expansion without imposing any

financial burden to the government. And thus the USAMGIK could secure the control over

* Researcher,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 c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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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colleges and lured establishers of private colleges into their system.

Key Wo rd : unde r the USAMGIK, hig he r e d uc a tion, p riva te c o lle ge o r unive rsity,

a uthoriza tion po lic y, c ontro l ove r p riva te c o lle ge or unive rsity,

e xpa nsion of the hig he r e d uc a tion

1) 미군정기의 통계자료는 출전자료에 따라 차이가 커다. 어떠한 기준으로 작성하느냐,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작성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고등교육의 제도적 불안정 자체에 기인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생수의 경우 각 학교에서는 수시로 편입생을 받아들이고, 정규학생 외에도 별과생, 청강생을 받

아들였으며 전문부와 학부의 이중체계 속에서 학생수 계산은 중복되기 일쑤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

립대학의 경우는 정원외 학생의 수가 정원수보다 더 많은 경우가 허다했다. 교원 수 역시 잦은 이동과

당시의 교원난으로 인해 서류상의 수는 실제 교원수와 일치하기 어려웠다. 학교수 역시 빈번한 인가, 재

인가 서류 제출로 인해 시기에 따라 학교의 지위 및 명칭, 재단 등이 변경되기도 하고, 미인가상태에서

운영된 학교도 있었다. 미군정기의 교육통계에 대한 것은 김기석의 연구(김기석 외, 1996: 88)에서 엄밀하

고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통계의 차이 그대로를 드러내며 적절

히 인용하고자 한다.

2) 1948년 8월 고등교육 상황 통계자료의 정확한 근거 및 출전이 모호한 상태에서 흔히 인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48년 8월의 고등교육기관 상황 통계의 정확성을 꾀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다음의 자료를 사용하고자한다.(문교부, 1958 :

70 ; 김종철 외, 1988 : 213)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논의에서는 1947년 12월의 교육통계를 기준으

로 논의하고자 한다.

3) 조선교육심의회의 대학 단일화 정책 입안 및 대학 단일화 정책의 시행과정에 대한 것은 강명숙의 박사학

위논문(2002)의 3장 1절에서 밝히고 있다.

4) 결국 대학설치기준령은 1955년 8월 대통령령 제1063호로 공포되었다.

5) 흔히 대학령, 학위령을 포함하여 대학설립기준령 등으로 미군정기의 고등교육에 대한 몇가지 조치들을 부

르고 있지만 정식으로 법령이나 명령의 형태로 공포된 것은 아니다. 학위와 대학제도에 대한 조선교육심

의회의 토의 사항과 그 토의 사항을 요약하여 학무국이 각도와 관계기관에 통첩의 형태로 보낸 것이 통

용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학위에 대한 규정과 대학제도에 대한 규정, 설립기준에 대한 규정, 교수

자격 규정 등을 임시적 조치안으로 간주하고 그 내용파악에 주력하고자 한다.

6) 이 조치는 사실상 관공립 대학보다는 주로 당시 운영하고 있는 사립기관에 대한 조치의 성격이 짙다. 왜

냐하면 대학관이나 학관으로 인가받은 관공립학교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관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

처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7) 법정학교는 일제시대에는 고등교육기관 수준의 각종학교였다.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법정학교의 입장은

해방일보에 연재된 경성법정학교폐쇄진상 기사 내용에 따라 정리하였다.(해방일보 : 1946. 3. 27-30)

8) 1947년 12월 말 국민대학관 철거사건(동아일보 : 1948. 1. 4)과 부산의 청년학술원 철거 및 폐쇄(부산대학

교 50년사편찬위원회, 1997 : 46-47)는 대표적인 예이다.

9) 그가 고등교육국의 전문교육 담당 계장으로 일했다는 것은 임명사항이라든가, 문교부 조직 및 담당자표

등의 문서 서류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조선교육심의회의 고등교육분과위원이었다는 점을 고

려본다면, 그는 전문교육 담당 계장으로서 위원회에 참석한 것 같다.

10) 고등교육기관 설립 인가제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였다. 喜多村和之 저, 김도수 역, 1995 :

131-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