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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의 대규모 국책사업의 일환인 세종시 대
학유치를 두고 나타나는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의 3부처간 정책적 결정
과정을 설명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부처간의 갈등 원인과 대응전략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에서 3부처는 각 부처별 갈등요인과 정책 동기로 인해
서로 다른 대응전략을 보이고 있었다, 교육부는 회피를, 미래창조과학부는 강요와 타협
을, 기획재정부는 수용과 협조의 전략을 각각 활용함으로써 정책결정 딜레마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에서의 정부 부처별 갈등이 해결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3부처가 세종시 대학유치가 이해관계자들로 부터 호평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갈등 동기를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이로 인해 회피,
강요 전략 보다는 타협, 협조, 수용의 적극적인 갈등대응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는 시사
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세종시 대학유치를 두고 나타나는 정부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역학적 메커
니즘을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는 정책적 분석 자료로 가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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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가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연계적으로 유발시키게 되면서, 수
도권 인구 분산 과제가 중요한 정책의제로 대두되어 왔다. 정부차원에서도 몇 차례 수도
권 인구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추계인구는 지속적
으로 성장세를 보여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이었다. 참여정부에 이르러
비로소 수도권의 집중된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발표되었고,
그 일환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를 건설하여 중앙행정
기관의 일부를 이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6년째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다. 세종시 또한 수도권 인구를
유입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가세해 왔고, 그 일환에서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여 세종시에
유치하려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세종시의 대학유치 과정에서 교육부 뿐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 기재부가 관계되었고, 정부 3부처가 각기 다른 입장을 띄는 구조가 형성
됨으로써 정부 부처간 갈등이 유발되었다. 즉, 세종시 대학설립은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
산이라는 국가적 정책의 주요 사업 추진으로서 당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규모를 줄이는 대학구조개혁이 추진되
고 있는 중에 오히려 대학설립을 허용해야 하는 교육부 입장,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할
국정과제로 인해 국가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획재정부 입장, 새 정부에서 핵
심적 역할 수행에 대해 기대를 받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입장이 상호 대립되고 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부 부처간 분쟁과 갈등은 일면 필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더욱이 분권화가 강화되면서 정부간 분쟁과 갈등이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움직여지는 역동적 메커니즘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필요
성은 크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부처간 정책결정에서 정부 부처간 분쟁과 갈등
이 진행되는 과정을 경험적·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부처간 상호 충돌되는 원인과 갈등에
대처하는 전략을 분석하는 연구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을 정책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때 정
책결정자를 포함한 정부 부처는 주어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정부 부처단위가 믿는 최
고의 수단이 될 것이라 여겨지는 것을 선택하려 할 것이기에, 세종시 대학유치를 두고
각 정부 부처가 표방하고 있는 논리와 입장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관계를 분석하
며, 결국 한정된 자원을 두고 각 부처가 갈등을 축소하기 위해 선택한 대응전략에 의해
갈등이 유지·심화되기도 하는 일련의 정치적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환언하면,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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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세종시 대학선정 및 설립 과정에서 정부 3부처인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재정경제
부처별 정책추진 목표 및 방향의 차이에서 비롯한 정책적 갈등 상황에서 정부 부처간 정
책적 결정 과정, 부처간의 갈등 원인, 대응전략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세종시 대학유치과정의 정치적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모형을 제시
하고, 세종시 대학설립 추진 개요와 세종시의 대학유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절
차로는 첫째, 세종시의 대학유치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부처간의 갈등을 중
심으로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정부 부처의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의 정책갈
등의 정책동기 유형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세종시의 대학유치
과정이 주는 함의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공식화된 자료 또는 연구를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점을 갖는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의사결정 결과 뿐 아니라 이해관
계, 부처간의 입장 등 의사결정 과정 중에 역동성은 외부로 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을 분석하는 본 연구는 부처간의 입장, 상호관계성 등 의
사결정 과정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 뿐 아니라 내부자료 및
인터뷰 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크게 다음 세 가지 방법
을 통해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첫째, 세종시 대학설립을 희망하여 세종시에 제출한
대학설립제안서와 세종시에서 대학선정 과정에서 추진한 대학설립제안 평가 연구 보고서
를 중심으로 세종시의 입장과 대학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둘째, 부처별 상황을 입체적으
로 분석하는 차원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가 공식 발표한 정책 방안 및 보도자료
를 분석하였다. 셋째, 세종시,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자와의 인터뷰,
부처별 협의 기록 등을 통해 각 부처별 입장을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세종시 대학유치
에 관한 언론기사 등을 통해 추진과정에서의 언론 동향을 참고하였다.
이 연구는 신도시 세종시를 설립하는 대규모, 범정부 국책사업의 일환인 세종시 대학유
치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부 정책갈등의 역학적 메커니즘을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는 정
책적 분석 자료로 가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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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책갈등 관련 선행연구 분석과 본 연구의 분석 모형
현대사회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요소들이 한데 모여 상호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정책결정 과정 또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관계를
새로이 정립하고 재구성하면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으로 규정해볼 수 있다(Rhodes,
1986: 71~73).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은 누가 참여하느냐의 문제, 참여하는 시점, 참여자의
관심도, 참여자가 접하고 있는 정보 등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될 수 있기에(고경
훈, 2003), 정책결정의 추진은 일관적이고 규칙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복잡하고 일관성 없
기가 쉽다. 특히, 중앙집권화에서 지방분권화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정부단위간의 기능이
다양해지고, 동시에 정부간 분쟁과 갈등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으며, 갈등의 양상 또한 점
점 복잡해지고 있다.

1. 정부 부처간 정책갈등의 원인
선행 연구를 통해 정부간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인 목표의 양립불가능성, 자원공유, 상
호의존적 활동으로 인해(Schmidt & Kochan(1971:359~370)),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서 정부
부처간 갈등은 필연적인 경향이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 부처간 갈등에 관해서는 김영
평·신신우(1991: 312~317)는 부처간 정책갈등의 유형은 3가지로 정책지향에 대한 갈등,
기관의 관할권에 대한 갈등, 정책결정규칙에 대한 갈등으로 분류하고 있는가 하면, 문태
훈(2001: 3~4)은 목표와 시간틀의 차이에서 유래하는 부처간의 차이, 부처간의 상호의존
성, 한정된 자원을 들고 있다. 또한 박정택(2003), 김상봉·이상길(2007)은 부처간 정책갈
등과 조정 과정을 사례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정부간 갈등의
원인을 목표의 양립불가능성, 부처간의 상호의존성, 한정된 자원을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 사안별 특성에 따라 주요 요인 중 어느 한 가지 요인의 영향이 두드러
지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문태훈, 2001). 예를 들어 여러 부처가 관계된 환경정책의
경우, 개발지향적이고 단기적인 시각을 가진 개발부처와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존지향적
성향을 지닌 보전부처간 정책지향의 차이가 정책갈등의 핵심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책지향의 차이란 각각의 정부 부처가 추구하는 조직활동의 방향이나 사업달성의 평가
기준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Schmidt & Kochan, 1972: 357~370), 부처
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정
책 주체들 간의 충돌은 불가피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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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부처간 정책결정의 동기
정책결정자는 해당 분야의 정책대상집단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돌아가는 편인은
증대시키는 한편 비용은 감소시킴으로써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호평을 극대화하는 한편
비난을 극소화하는(고경훈, 2003) 방향으로 정책결정의 동기가 유발된다.
Weaver(1988: 18~37)는 정책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결정자의 동기와 목표에 관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정치인 및 관료 등의 정책결정자가 정책을 결정한
데 작용하는 동기는 합리적 정책추구동기, 호평추구동기, 비난회피동기 세 가지로 구분된
다.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보면 결정자가 느끼는 갈등상황과 그에 적합한 정책전략 선
택은 정책실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자의 정
책대상 집단의 비용과 편익에 따라 정책결정의 동기가 유발되며, 이 동기가 정책적 갈등
에 대한 대응전략을 선택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크다. Weaver(1988)가 제시한 정책결정자
의 정책 동기를 모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정책결정자의 정책 동기
A집단이 인식하는 정책 순효과

구분

B집단이
인식하는 정책
순효과

POSITIVE

NEUTRAL

NEGATIVE

POSITIVE

호평추구

호평추구

비난회피

NEUTRAL

호평추구

NEGATIVE

비난회피

합리적,
가치중립적
비난유발을 통한
호평추구

비난유발을 통한
호평추구
비난유발을 통한
호평추구

* A집단과 B집단은 상호 다른 정책 동기를 가진 두 집단을 대변함

이 모형에 따르면 이해관계자 또는 유권자 집단이 인식하는 정책순효과를 어떻게 인식
하느냐에 따라 정책결정자가 추구하는 정책의 동기가 달라지게 되며, 각 집단이 인식하
는 정책순효과가 0보다 큰 경우, 0인 경우, 0보다 작은 경우에 따라 각각 Positive,
Neutral, Negative로 구분되며, A집단과 B집단이 상호 인식하는 경우의 수에 따라 호평추
구, 비난회피, 합리적 정책추구의 동기가 유발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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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부처간 정책갈등에 대응 전략
정부관료제 하에서 부처간 분권화가 추진되는 상황 하에서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 부처간 갈등이 유발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환언하면 정책추진에
서는 필연적으로 유발되는 정부 부처간 갈등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갈등 대응 전략이 핵
심적 정책 도구라 할 것이다. 정부 부처간 정책갈등 상황에서 각 부처는 자기 부처의 정
책지향이 다른 부처보다 옳다는 인식을 갖고, 그들의 주어진 정책지향을 성취하기 위해
그들이 믿는 최고의 대응 전략으로 여겨지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정정화, 2002).
Thompson & McEwen(1958)은 갈등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을 2가지, 경쟁전략
과 협력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 왔다. 전자의 경우 상대방을 제압할 충분한 권력을
획득하였거나 외부 자원 동원이 용이할 때 주로 활용되는가 하면, 후자의 경우는 상대상
에 대해 충분한 권력을 가지지 못했거나 외부 자원 동원에 제약 요인이 많을 때 주로 선
택된다. 그러나 정책갈등의 해결하기 위해 선택된 전략은 갈등의 양상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는 없다. Ruble & Thomas(1976: 143~155)는 갈등에 대응하는 유형을 회피, 경쟁, 순
응, 타협, 협력의 5가지로 구분한 바 있으며, Rohim(1991)은 강요, 타협, 협조, 회피, 수용
으로 제시하였다. Allison(1997)은 문제의 복잡성, 정책이해관계자나 정책참여자의 수, 반
대집단의 수나 영향력의 정도 등에 따라 선택하는 전략이 달리진다고 보았다. 또한 하태
권 외(2001: 157)는 갈등상황에서 조직의 대응전략은 크게 조직 내적 특성과 조직 외적인
정치적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다양할 수 있는 갈등 대응 방식은 결국
정부 부처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편익을 중심으로 자기 만족과 상대방의 만족을 계량화하
여 전략적으로 선택된다고 볼 수 있다.

4.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의 정책적 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대학유치 정책에 관계한 정부 부처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로 두고 부처간 갈등 원인·동기와 대응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때 교육
부는 직접적으로 대학설립기준을 두고 대학설립 허가를 주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
의 대학정책을 수립하고 관장하고 있는 부처로서, 범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교육정책에 1
차적으로 주관하는 정부 부처라 하겠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학정책을 관장하는 부
처는 아니지만 국내 과학기술 인재 배출을 목적에 두고 있는 5개의 대학, 한국과학기술
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를 산하에
두고 있다.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국립대학이 캠퍼스를 설립할 경우에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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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부지매입비, 교사건축비 등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게 되고, 이에 정부 예산을 관장하
는 기획재정부가 관계하게 된다.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의 갈등에는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의 환경적, 부처간,
부처내부적 원인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의 갈등상황에서 정책적
결정을 표명해야 할 시점에서, 각 부처는 다양한 갈등의 원인을 해결하고자 정책결정의 동
기가 유발된다. 즉, 갈등 원인을 감소하는데 선택가능한 대안을 두고 부처가 관계한 집단
또는 대중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순효과의 크기는 정책 결정의 동기가 된다.
세종시 대학유치를 두고 3부처의 정책동기는 결국 정책적 입장으로 표현된다. 환언하
면, 부처의 정책동기는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의 갈등 상황에서 대외적인 대응전략으로
표출하게 된다. 즉, 각 부처는 세종시 대학유치에 대해 강요, 타협, 협조, 회피, 수용의 대
응전략을 보이게 된다.
본 연구의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의 정책분석 모형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부처별 정책갈등 대응 전략
강요, 타협, 협조, 회피, 수용

<갈등요인>
부처내부요인

<정책동기>
비난회피
호평추구
가치중립

미래창조과학부
정책

교육부
정책

<정책동기>
비난회피
호평추구
가치중립

기획재정부
정책

<갈등요인>
부처간 요인

<정책동기>
비난회피
호평추구
가치중립

<갈등요인>
환경요인

[그림 1]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의 정책적 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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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종시 대학설립 추진 상황과 부처별 정책적 입장
1. 세종시 대학설립과정 개요
행정중심복합도시이면서 명품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세종시 설립은 지방의 자립적 발달
을 도모하고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할 목적으로 추진된 참여정부의 핵심적 정책으로 등장
한 이후,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으로도 제시(2012.12.10., 새누리당 18대 대통령선거 정책
시·도당 공약)되어 국가적 사업이 되고 있다.
세종시는 2010년 12월 27일에 공포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충청남도
연기군 전역, 공주시의 일부와 충청북도 청원군의 일부를 흡수하여 2012년 7월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이후, 2015년까지 정부 부처가 이주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행정
기능을 중심으로 교육, 문화, 복지 등의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도시이자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에 세종시는 2030년까지
50만 명 인구를 목표로 두고, 2012년에 중앙행정기관 중 국무총리실ㆍ기획재정부ㆍ공정
거래위원회ㆍ농림수산식품부ㆍ국토해양부ㆍ환경부가 세종시로 이전되었으며, 2013년에
교육과학기술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가보훈처,
2014년에 법제처ㆍ국민권익위원회ㆍ국세청ㆍ소방방재청 등이 차례로 세종시로 이전될 예
정이다.
이에 세종시는 조속히 도시의 자족성 확충하고, 인구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긴요한 상황
이며, 이에 지역의 인재양성 및 이전공무원들의 교육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과학벨트 연
구성과 사업화에 적합한 대학을 유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행복도시기획
과, 2013). 즉, 지역기여도가 높은 대학, 명성있는 대학, 조기유치가 가능한 대학을 유치하
기 위한 세종시 자체의 날로 노력을 강화하여 왔고, 세종시가 대학을 유치함으로써 기대
하는 효과는 대학유치에 따른 타지역으로 부터의 세종시 인구 유입효과, 대학과 산업체
의 R&D 운영으로 지역발전 및 지역활성화 효과, 유명대학 유치 시 지역주민 및 정부 공
무원의 질높은 고등교육의 접근성 제공 효과 등이라 할 수 있다(김수경 외, 2013).
실제로 여러 유명 대학들이 세종시 캠퍼스 설립에 의지를 보인 바 있으며, 최종 5개 대
학이 세종시 캠퍼스 설립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세종시 차원에서는 세종시에 입주할 대
학 선정을 위한 평가준거를 설정하고, 평가기준 및 내용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제안대
학들의 상대적 평가결과를 도출하였다(김수경 외, 2013). 그러나 5개 대학 중 국립대학이
4개교인 반면, 사립대학이 1개교 뿐으로 대학유치에 따른 소요 재정을 국고재원에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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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즉, 세종시 대학유치는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간의
학생정원 확충 여부, 국고지원 여부에 관한 협의가 선결되어져야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
해진다.
이에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되어
(2013.8.14.) 정부 부처간 협의가 진행된 바 있으나, 결국 미래창조과학부만이 기획재정부
에 예산지원을 요청하였다. 결국 조기입주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유치 가능한 대학은 미
래창조과학부 산하의 대학만이 되어 버렸다. 현재 세종시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대학
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교육부 산하 대학 선정을 보류하여,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를 마
친 후 재선정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2. 부처별 고등교육 정책
가.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
교육부는 대학을 포함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한다.
즉,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이 대학교육의 운영 방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크다. 이에 교
육부는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정책들과 일관성 있게 기조를 유지하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적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 와
서 공표된 고등교육정책들의 기조를 분석해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교육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즉,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과 지방대학육성 방안이다. 우선,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교
육부,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시안, 2013.8)에서 드러난 고등교육정책의 주요 키워드는
대학구조개혁이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 구조개혁
의 방향을 확정하였고(교육부, 2013.8.), 이를 통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과 학자금대출제
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으로 총 35개교를 지정한 바 있다(교육부, 2013.8.). 이 때 구조개
혁 대상 대학을 선정하는 방식에서 교육부는 대학간의 경쟁을 통한 상대평가 방식을 활
용한 연유로, 대학사회에는 상대적 위기감과 경쟁의식이 유래없이 팽배해 있다.
새 정부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지방대학 육성방안(교육부, 2013.8)에는 지방대학이 지역
의 창조경제의 견인 역할을 수행하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정책목적이 담겨져 있어, 박근혜 정부에서 또한 지역발전에 대학이 중핵 역할을 담당
한다는 관점에는 차이가 없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 다만, 지방대학의 위기가 지역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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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와 맞물려 있다는 관점에서 대학과 지역의 연계한 지역의 총체적 가치 제고의 일환
에서 논의되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만하다. 즉, 대학기반 일자리 창출과 지역기
반 창의적 아이디어의 발현 및 적용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며, 지역문제의 지역 공동
체 주도적 해결과 주민 삶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 행복을 지역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구
현하는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가 주요 정책으로 지방대학육성방안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구조개혁가
대학사회에 미치는 정책적 영향력이 지대하게 큰 상황이라 하겠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과의 세종시 대학유치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 입장에 있다 하겠다.

나. 미래창조과학부의 고등교육 정책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전략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핵심 부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새 정부 수립 후 정부조직개편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교육과
학기술부로부터 분리된 후 독자적인 과학분야의 신설된 정부 부처이다. 새 정부와 함께
신설된 정부 부처인 만큼 미래창조과학부는 국정운영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는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즉,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
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국무
총리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 심의·확정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보면(미래부,
2013.7.8.), 미래창조과학부는 고등교육정책의 핵심 키워드를 ‘산학협력’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축은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를 위해 대학(원)의 융합교육·연구를 촉진한다는 계획 하에, 학제간 융합교과과정, 이중
전공제 활성화, 학·연협동 교육모델과 공동운영센터 운영,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대학
교육 특성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반면 다른 한 축은 새로운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
한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및 정착 유도, 대학의 창업기지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미래창조과학부의 고등교육정책은 지역에 맞춤형 산학협력을 강화할 교
육과정 개편과 창업지원을 정책 방향으로 두고 추진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놓은 ‘과기특성화대학 기술사업화 선도모델 육성방안
’을 보아도 이러한 정책 방향은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과기특성화대학 기술사업화
선도모델 육성방안’에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기술창업 기업 양성을 목
적으로 5가지 정책 추진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창업 기반 조성, 기술기반의 사업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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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지역·세계 간 협력과 융화 추구, 창업 걸림돌 개혁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새 정부에서 기술기반의 사업화를 촉진하
며 지역·산업과 상호 융화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대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기에, 무엇보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5개 과기특성화대학에 우수한 인적자원과
연구성과를 통해 창업활성화의 선두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래창조부
입장에서는 5개 과기특성화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부처의 정책적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선결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 기획재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경제 정책을 조정하는 부처로서, 나라
살림을 책임져 국가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부처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기획재
정부 홈페이지). 특히, 기획재정부의 업무를 보면, 중·장기 경제사회발전방향 및 연차별
경제정책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전략적인 재원 배분과 배분된 예산의 성과평가, 조세
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 국가채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관리 총괄, 외국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의 총괄, 대외협력 및 남북경
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관리ㆍ감독 등이 있다. 즉, 기획재정부는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균형있고, 합리적인 배분을 하는 일이라 하겠다.
국가의 재정을 계획하는 기획재정부의 정책 중 고등교육과 관련한 부분만을 구분하여
보기는 불가능하며, 국가의 거시적 경제 운영의 일환으로 고등교육정책이 논의될 수 있
을 것이다. 다만, 새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 기본계획(기획재정부, 2013.3.26.)을
통해 볼 때, 신뢰받고 효율적인 조세지원을 정책비전을 두고, 하위에 정책목표는 재정소
요 충당과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지원으로 수립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추진 전략을 비
과제·감면 대폭 정비, 효율적인 정책수행 지원, 세출예산과 연계 강화의 3가지로 수립하
고 하위 9가지의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에서 경제적 난국임을 강조해왔고 이에 3가지 추진 전략 중에서
도‘효율적인 정책 수행 지원’을 가장 우선시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고등교육재정이
몇 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특징에 비추어, 기획재정부는 고등교육정책에 대해
효율적 정책 수행 지원인가를 기준으로 하여 입장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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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의 정책적 분석
1.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의 정책갈등 요인
가.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의 교육부의 갈등 요인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에서 교육부는 대학설립을 승인하는 기능과 대학정원조정을 승인
하는 기능의 두 가지 핵심 기능을 소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새 정부 들어 대학구
조개혁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오고 있어, 새종시에 대학을 유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학정책의 일관성, 대학간의 형평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의 입
장을 환경적 갈등요인, 부처간 갈등요인, 부처내부적 갈등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전체 대학의 위기감과 경쟁의식이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에서 교육부의 환경적 갈
등 요인이 되고 있다. 즉, 학령인구 감소라는 환경적 변화로 인해, 대학사회는 구조개혁
에 대한 위기감과 대학간 경쟁의식이 팽배해져 있다. 교육부가 세종시 세종시에 캠퍼스
설립을 희망하는 일부 대학에게 대학 확장을 허용하는 정책적 결정에는 대학사회의 구조
개혁에 대한 위기감과 경쟁의식이 환경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세종시 대학유치에 의사를 표명한 5개 대학 중 4개교가 국립대학으로서, 대학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상당 부분이 재정이 국고에서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세종시
에 교육부 산하에 있는 3개 국립대학을 유치할 경우 교육부에서는 금년에 기획재정부와의
사전 협의가 성결되어야만 실현 가능하다. 그러나 대전·충남지역의 대학수가 총 28개(사
립 25개교, 국립 3개교)로 세종시에 대학 유치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약한 상황에서, 교육
부가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여 세종시에 대학캠퍼스 설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
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지원의 어려움이 부처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교육부가 발표한 두 가지 고등교육정책이 세종시 대학유치를 두고 상호 충돌하는
교육부 내부적 갈등 요인이 있다.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에 따르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구조개혁을 실시할 경우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 사업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지속적 구조개혁 추진 차원에서 대학설립준칙주의를 폐지하여 대학 설립을 억제
하겠다는 교육부 구조개혁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교육부는 지방대
학 육성방안을 통해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에서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세종시 대학유치를 두고 볼 때, 일부 대학의 규모 확장과 정원 확대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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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될 가능성이 높은 세종시 대학유치는 전자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가 도출될 것인 반면,
세종시에서 계획한 바 대로 세종시 정착 및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대학을 유치하는
일은 후자 정책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교육부의 두 가지 주요
정책이 세종시 대학유치를 두고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나.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의 미래창조과학부의 갈등 요인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갈등 요인은 교육부에 비해 단순한 측면
이 있다. 이는 교육부로부터 분리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는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만이 있으며, 이 중 1개 대학만이 세종시 캠퍼스 설립제안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이다. 뿐
만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대학관련 정책은 대학-지역의 연계, 산학연계에 두
고 있어 세종시 대학유치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입장에서 보
면 세종시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대학이 유치되면 정부 공약을 실천하는 성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비록 최종 대학설립심사는 교육부에 권한이 있다 해도, 세종시에 캠퍼스
설립을 희망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1개 대학의 학생정원, 재원마련 등 핵심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자체에서 심의·결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세종시 대학설립 여부를 결
정함에 있어 미래창조과학부의 긍정적 입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대학이 소재한 대전·충남지역 내 대학
뿐 아니라 전국 대학의 위기감과 경쟁심이 미래창조과학부의 환경적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교육부장관 및 국회 교문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신
규 특수목적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부적절
한 정책이라는 입장을 건의한 바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3). 이는 교육부 산하 대학
입장에서 보면 미래창조과학부 등 교육부 이외의 부처 산하 대학의 신설은 대학에 부과
되는 위기감과 경쟁심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즉, 세종시에 미래창조
과학부 산하 대학이 유치될 경우 그 위기감은 대전·충남 소재 대학 뿐 아니라 전국 대
학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세종시 캠퍼스 설립 제안서를 제출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대학 또한 국고재원에
크게 의존하는 대학으로서 재원마련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의 외부 갈등은 교육부와 마
찬가지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대학이 제출한 세종시 캠퍼스 설립
제안서의 내용을 보면 국고재원이 94%를 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물론 미래창조과학부
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 기획재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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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향후 94%라는 국고재원을 두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국고재정이 확보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미래창조과학부는 산하 대학으로부터 공간이 부족하다는 요구가 제기된지 오래되
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미래창조과학부와 대학간의 갈등이 유발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세종시 캠퍼스에 모교 학과와 차별적인 학과를 설립할 것인지,
입학정원을 모교와 별개로 증원할 것인지 아니면 모교의 입학정원의 일부를 가져올 것인
지 등 세종시 대학캠퍼스 설립 시 매우 중요한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미래창조과학부의 내부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의 기획재정부의 갈등 요인
기획재정부는 국가적으로 고용개선이 더디고, 내수도 부진하며,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
장이 침체하여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경제상황이 환경적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기획재정부의 세종시 대학유치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국민들로부
터 인정될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세종시에 제안을 요청한 대학 5개교 중 교육부 산하 국립대학이 3개교, 미래창조
과학부 산하 국립대학이 1개교이다.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보면 세종시에 단 1개교 국립
대학만을 선정할 경우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부처간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부처간
갈등 요인을 안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두 부처간의 균형있는 재정배분을 해야 하는
주요 과제를 갖고 있다.
셋째, 기획재정부의 내부 갈등 요인이다. 세종시에 대학을 유치하려면 기획재정부는 대
학유치에 소요되는 국고재원 예산을 마련하는 주요 업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기
획재정부의 국고 살림이 궁극적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수도권의 집중
된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 건설은 분명 국가적 사업
으로,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보면 세종시 자족기능을 강화하는데 견인 역할을 수행할 대
학 유치에 소요되는 재정을 마련하는 일은 재원 활용에 있어서 합리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대학유치에서 기획재정부는 국고재원 투입의 당위성 뿐
아니라 사업의 우선순위 등의 전략적인 재원 배분의 업무, 조세정책 및 제도의 조정 등
의 부처 업무와 연계한 균형성 등을 고려할 때 다른 국가사업들과의 관계에서 몇 개의
대학을 유치할 것인가와 관련된 재원지원의 가능성과 지원 수준은 기획재정부의 내부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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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종시 대학설립추진 과정의 부처별 정책동기 및 갈등대응 전략 분석
가.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의 부처별 정책동기
교육부는 환경적 갈등 요인으로 학령인구 감소 및 고등교육 수요확대 등 급변하는 고
등교육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한 대학사회에 만연되어진 위기감과
경쟁의식이다. 부처간 갈등 요인은 대전·충남지역의 대학수가 총 28개(사립 25개교, 국
립 3개교)로 세종시에 대학 유치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약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기획재
정부를 설득하여 세종시에 대학캠퍼스 설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획재
정부의 재정지원의 어려움이다. 세종시 대학유치를 두고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교육 종합
발전 방안과 지방대학 육성 방안이 상호 충돌하여 내부적 갈등이 되고 있다. 이에 교육
부는 환경적 변화가 대학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학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세종시에 대학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대학사회로부터의
비난을 크게 받을 우려가 농후하여, 세종시 대학유치 정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측면
이 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대학이 소재한 대
전·충남지역 내 대학 뿐 아니라 전국 대학의 위기감과 경쟁심이 미래창조과학부의 환경
적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또한 부처 산하 대학을 세종시에 유치
하게 하려면 국고재원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는 없어 기획재정부와의 외부 갈등은 교육
부와 마찬가지다. 내부 갈등 요인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대학의 모교와 세종시 캠퍼
스 간의 거리가 짧아, 학생정원 규모를 결정하는데 모교 학과와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갈등 요인도 중요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대
학관련 정책인 대학-지역의 연계, 산학연계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세종시 대학설립은 오
히려 긍정적인 기대가 더 부각된다.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세종시 대학유치에 긍정적
인 입장을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경제상황이 환경적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세종시에 제안을 요청한 대학 5개교 중 교육
부에서 재정지원하는 대학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재정지원하는 대학이 있어 두 부처간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부처간 갈등 요인을 안고 있다. 또한 재원마련과 관련하여 몇 개
의 대학을 유치할 것인가와 관련된 재원지원의 가능성과 지원 수준은 기획재정부의 내부
적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 특히 대전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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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과다한 대학 소재 등으로 세종시 대학유치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권 인구 분산이라는 긴요한 국정과제 사이에서 정책적 결정을 해야 할
입장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제한된 국고재원 내에서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간의 부처
별 재정배분의 균형성을 유지해야 할 입장에 있다. 이러한 연유로 기획재정부는 세종시
대학유치에 대해 중립적인 정책동기를 갖게 된다.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의
각각의 정책동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세종시 대학유치에 대한 부처별 정책동기
구분
미래창조부
POSITIVE
기획재정부
NEUTRAL
교육부
NEGATIVE

미래창조부
POSITIVE

기획재정부
NEUTRAL

교육부
NEGATIVE

-

호평추구

비난회피

호평추구

-

비난유발을 통한
호평추구

비난회피

비난유발을 통한
호평추구

-

위의 표를 보면, 교육부의 경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나 기획재정부가 중립적으
로, 미래창조부가 긍정적으로 각각 세종시 대학유치를 인식하고 있으므로 비난회피 또는
비난유발을 통한 호평추구의 정책동기를 보이게 된다. 반면 세종시 대학유치를 두고 미
래창조과학부는 긍정적으로, 기획재정부는 중립적으로, 교육부는 부정적으로 각각 인식하
고 있어,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동기는 호평추구 또는 비난회피의 정책동기를 유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는 세종시 대학유치에 대해 중립적인 인식을 하고 있으나
미래창조과학부는 긍정적으로, 교육부는 부정적으로 상반된 인식 차를 보이고 있어 호평
추구 또는 비난회피의 극단적인 정책동기를 보이게 된다.

나.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의 정책갈등의 부처별 대응 전략
세종시 대학유치에 대해 정책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 교육부는 비난회피 또는 비난유발
을 통한 호평추구를 선택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에서 교육부가 대
응한 전략은 비난회피라 할 수 있다. 즉, 학령인구 감소라는 당면한 현안에서 지금까지
교육부가 표명해온 정책은 대학구조개혁이었기에, 세종시에 대학유치를 승인할 때 대학
사회로부터 받게될 정책의 모순이라는 비판을 회피하는 정책 동기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에서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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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을 뿐 아니라 국립대학이 유치될 경우 불가피하게 필요한 국고를 기획재정부에 현재
까지 요구한 바가 없으며, 사립대학에는 정원을 증원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비난 회피의 정책동기는 세종시 대학유치과정의 갈등에서 회피
를 대응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세종시 대학유체 과정에서 정책동기는 호평추구 또는 비난회피가 유
발될 수 있었으나 이 중 호평추구의 정책동기가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와는
달리 미래창조부에 적극적인 대학캠퍼스 설립에 소요될 재정지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
고 재정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가해왔으며, 지자체와의 대학유치의 협의도 적극적으
로 추진하였다. 이에 세종시 대학유치과정의 갈등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대응전략으로
기획재정부와 세종시 대상의 강요 전략을 활용한 측면이 있고, 재정지원 수준을 두고 기
획재정부와 타협의 대응 전략도 함께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호평추구 또는 비난유발을 통한 호평추구의
전략을 선택할 수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요구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입장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그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또한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요구를 수
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호평추구의 정책동기가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미
래창조과학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대응 전략과 협조의 대응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위의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세종시 대학유 과정에서 부처별 대응 전략
구분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주요 갈등요인
학령인구 감소의 대학환경 변화
기획재정부로 부터의 예산 확보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과의 충돌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확대에 반대 분위기
기획재정부로 부터의 예산 확보
대학의 공간 부족 요구
경제의 불확실성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부처 경쟁
재원지원 가능성과 지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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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기
비난회피
또는
비난유발
호평추구
또는
비난회피
호평추구
또는
비난유발

대응전략
회피

강요, 타협

협조,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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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세종시 대학유치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세종시와 대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키워드는 국가사업, 교육정책 사이의 정책적 딜레마로 인해 정부 부처간의 대립양상
을 전개하고 있다. 즉,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에는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이라는 국가적
정책의 주요 사업인 세종시 건설이라는 거시적인 관점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구조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세종시에 대학을 유치한다는 교육정책의 관점이 상
호 대립되는 상황이 도출되고 있다.
세종시 대학캠퍼스 설립을 희망한 5개 대학만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교육부 산하
국립대학, 교육부 산하 사립대학,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립대학의 3가지 트랙으로 구분
될 수 있다. 이러한 트랙의 다양성으로 인해 세종시 대학유치와 관련된 갈등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의 정부 3부처간 정책적 갈등 구조가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에서 3부처는 각각의 환경적 갈등 요인, 부처간 갈등 요인, 부처내
부적 갈등 요인을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긍정적 반응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적 동기가 상이하게 유발되었고, 갈등에 대응하는 전략
또한 다양하게 도출되었다.
교육부의 경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오던 대학구조개혁 정책과 세종시 대학캠퍼
스 설립 지원이 상호 모순되는 상황이 표출되자 정책모순이라는 비판을 회피하는 전략을
활용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을 추진
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대학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가 높아 갈등
요인을 극복하여 대학유치를 성사시키려는 전략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입
장, 즉 한정된 재원으로 국정과제를 균형있게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종시 대학유치
가 국가사업이라는 점에서 일부 수용하면서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요구하는 재정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는 협조적인 전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에서 정부 3
부처가 각기 다른 대응전략, 즉 교육부는 회피를, 미래창조과학부는 강요와 타협을, 기획
재정부는 수용과 협조의 전략을 각각 활용함으로써 정책결정 딜레마가 복잡한 양상을 보
이고 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는 세종시 대학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수준의 정책적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대학의 학생정원, 캠퍼스 설
립 등의 최종 심의 권한이 교육부에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대학사회의 비판
을 회피하기 위해 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대학의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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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을 허용할 것인가에도 정책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향후 세종시 대학유치를 둘러싼 정부 부처간 정책갈등은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
로 전개될 여지가 있다. 이 갈등이 해결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3부처가 세종시
대학유치가 이해관계자들로 부터 호평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갈등 동기를 갖
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이로 인해 회피, 강요 전략 보다는 타협, 협조, 수용의 갈등대응
전략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과 세종시 대학유치와의 정책적 모순을 최소화하
고 세종시 대학유치의 타당성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교육부와 기
획재정부와의 타협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대학의 특혜논란의 우려를 불식하는 일
이 중요하다. 마지막 기획재정부는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두 부처간의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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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n the policy conflict among Government Ministries
in the process of Attracting Universities in Sejong City
Kim, Soo-Kyung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cy conflicts among Government
Ministries in the process of attracting universities in the Sejong City as one
of the National Projects.

There are three of government ministries involved

in this process; those are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nd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s a result this study analyze three government ministries showing
different conflictive factors: Ministry of Education showing an avoidance
strategy,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choosing

an

enforcement and career and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showing an
expropriation and cooperation strategy. This study shows is an importance
for three government ministries to utilize three strategies expropriation,
cooperation and career strategy.
[Key Words] : Sejong City, Attracting universities, conflictive factor, policy
motivation, reduct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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